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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논문은 에즈러 파운드의 『시편』의 질서의 관념과 유교의 

관계를 탐구한다. 특히, 이 논문은 『시편』의 유교 사용에 관한 최근의 

연구들이 작품의 마지막 두 연작인 『착암기편』과 『왕좌편』에 대해 

기존 연구들과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음을 지적하고 그 비평적 격차를 

중재하고자 한다. 『시편』의 유교에 관한 최근의 연구들은 

『착암기편』과 『왕좌편』이 『피사 시편』의 연장선 상에서 유교를 

기반으로 하는 정신적 추구를 보인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이 연작들에 

대한 기존 연구들의 일반적인 평가는 『피사 시편』의 내적 성찰을 

저버리고 중기 『시편』의 문제적인 신조들로 돌아가는 실패작이라는 

것이다. 본고는 그런 비평적 간극이 일어나게 된 이유를 탐구하고 양 

견해의 통합을 시도한다.  

먼저, 본고는 「서론」에서 기존의 『시편』 연구들이 대부분 

유교에 관한 지식의 부족으로 인해 『착암기편』과 『왕좌편』의 유교적 

요소들을 심도 있게 논의하지 못했음을 지적한다. 반면에, 비교적 최근에 

시작된 『시편』의 유교에 관한 연구들은 『착암기편』과 

『왕좌편』에서 유교와 관련된 부분들을 따로 떼어 논할 뿐, 아직까지 

유교와 관련된 부분들을 연작의 전체적인 맥락 속에 자리매김하지 못한 

실정이다. 다시 말해, 『시편』의 유교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유교와 

관련된 부분들에 집중하고, 여타의 기존 연구들은 유교 이외의 부분들에 

집중한 셈이다. 따라서, 『착암기편』과 『왕좌편』의 유교적 요소들을 

작품의 전체적인 맥락 속에 논의할 비평적 필요가 있다고 본고는 

주장한다.  

『착암기편』과 『왕좌편』에서 파운드가 유교에 의존하여 자신의 

신조들을 정당화하려 했으나 그 작업에 성공하지 못하고 자신의 

신조들의 문제를 드러내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이 실패가 무의미하지 



 

 

 

 

않다는 것이 본고의 결론이다. 『착암기편』과 『왕좌편』은 파운드의 

질서 회복의 프로젝트가 실패하게 된 연유를 알려주기 때문에, 그 

실패에 성공보다 더 큰 의미가 있다.  

『시편』에서 파운드는 “지상 낙원”의 수립이 가능하고 또한 

수립되어야 마땅함을 보이려 했다. 그는 모더니스트 작가들 중에서 

드물게 미래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을 가졌던 것이다. 이 작품에서 

파운드는 유교를 통해 자신의 신념을 정당화하려 했고, 그런 노력은 

『착암기편』과 『왕좌편』에 집중되었다. 그는 질서를 바로잡으려는 

의지를 가진 지도자가 사물의 이치를 터득하여 그에 맞는 정책을 펼치고 

“고리대금업”의 횡포를 막으면 당대의 서구에 질서를 되살릴 수 있음을 

보이려 한 것이다. 그러나, 그런 믿음 아래 그가 『시편』에서 구축한 

질서의 관념에 내적으로 결함이 있었고, 마지막 두 연작인 

『착암기편』과 『왕좌편』은 파운드의 방법으로 “지상 낙원”이 수립될 

수 없음이 드러내게 되었다.  

본고는 『시편』의 질서관을 ‘현세주의’, “전체주의”, 

‘엘리트주의’라는 세 주제어로 요약하고, 각각에 내재된 문제들과 그 

문제들이 『착암기편』과 『왕좌편』에서 드러나는 양상을 논한다. 즉, 

악을 타자화하는 방식으로는 질서를 바로잡기 어렵고(현세주의), 불변의 

‘전체’를 앞세우는 방식으로는 개별의 특수성을 존중하기 

어렵고(“전체주의”), 또한 기득권 집단의 부패를 교정할 새로운 엘리트에 

대한 믿음이 대중에 대한 믿음을 잃으면 권위주의적 태도로 변질될 수 

있음이(엘리트주의) 드러나는 것이다. 파운드는 유교를 통해 자신의 

기획의 보편성과 정당성을 보이려 했지만, 유교는 그의 기획의 내적 

문제들을 감추는 대신에 그것들을 드러내는 데에 이바지했다.   

 

주요어: 유교, 질서, 현세주의, “전체주의”, 엘리트주의  

학번: 2004-3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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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1928년에 T. S. 엘리엇(T. S. Eliot)은 “파운드 씨는 무엇을 믿는

가?”(What does Mr. Pound believe?)라고 물었다(“Isolated Superiority” 7). 이에 

대한 에즈러 파운드(Ezra Pound)의 대답은 “나는 『대학』을 믿는다”(I 

believe the Ta Hio)였다(“Date Line,” LE 86). 유교의 사서(四書)의 하나인 

『대학(大學)』 말이다. 때는 1934년, 유럽과 북미가 대공황의 재앙 속에

서 히틀러의 독일 장악이라는 새로운 불안 요소의 등장으로 긴장을 더하

던 시점이었다. 파운드 자신은 이탈리아의 라팔로(Rapallo)에서 “영도

자”(Il Duce) 무솔리니에 대한 지지를 적극적으로 표명하기 시작하고 있

었다. 그런 시점에 파운드는 유교를 믿는다고 공언한 것이다. 그렇다면, 

다음과 같은 질문이 따른다. ‘파운드 씨는 왜 유교를 믿었는가?’ 파운드

의 대답은 유교에 “서구의 질병”(Western disease)에 대한 “치료

제”(medicine)가 있다는 것이었다. “서구의 질병이 2세기가 넘도록 맹위를 

떨치고 있다. . . . ‘필요’는 결여를 함의한다, 아픈 사람은 ‘필요’가 있다. 

뭔가 그가 갖지 못한 것. 공자라는 치료제”(Western disease has raged for 

over two centuries. . . . A ‘need’ implies a lack, a sick man has 'need'. Something 

he has not. Kung as medicine, “Immediate Need of Confucius,” SP 76-79). 다른 

많은 작가들처럼 “파운드 씨”도 제 1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서구 문명의 

진로에 대해 심각한 위기 의식을 느끼게 되었고, 1920년대와 1930년대를 

통해 그 위기의 원인과 해결책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었다. 그 과정에서 

그는 서구 문명에 질서를 되살리기 위한 해결책이 유교에 있다고 믿게 

되었던 것이다.1   

                                                   

1 사실 파운드는 1930년에 이미 비슷한 취지의 답을 내놓은 바 있다. 다만, 

본고는 파운드의 유교에 대한 관심을 부각시키기 위해 1934년의 진술을 인용한

다. 1930년의 대답에는 공자와 함께 오비드가 들어 있었다. “엘리엇 씨가. . .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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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사실을 두고 문학 연구자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더할 본

분이 있다. “파운드 씨”의 믿음은 그의 작품에서 어떤 작용을 하였는가? 

다시 말해, 파운드의 유교에 대한 믿음은 그의 작품에 반영되었는가? 만

일 그렇다면 어떻게 반영되었는가? 그리고, 어떤 효과를 낳았는가? 본고

는 그런 질문을 다루려는 한 시도이다. 특히, 본고는 기존 연구에서 『시

편』 (The Cantos)의 마지막 두 연작인 『착암기편』(Section: Rock-Drill de 

Los Cantares LXXXV-XCV)과 『왕좌편』(Thrones de los Catares XCVI-CXVII)

의 유교 사용에 대한 비평적 간극을 발견하고 그것을 메우고자 한다.  

기존 연구의 비평적 간극을 본격적으로 논하기에 앞서, 파운드와 유

교의 관계를 간단히 소개할 필요가 있다. 로망스 문학 전공자, 모더니즘

의 산파, 무솔리니 지지자라는 에즈러 파운드의 명성에 ‘유교’는 어울리

지 않는 조합으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파운드의 유교에 대한 관심은 

연고가 깊었고, 그 중심에는 항상 ‘질서’라는 관념이 있었다. 파운드는 

일찌기 ‘이미지즘’(Imagism)과 ‘소용돌이파’(Vorticism) 운동을 벌이던 

1910년대 초에 앨런 업워드(Allen Upward)의 소개로 유교를 접하게 되었

                                                   

무엇을 믿냐’고. . . 물은적이 있다. 수 년간 나는 그런 질문들에 대해 공자와 오

비드를 읽어보라는 말로 답하곤 했다” (“Mr. Eliot . . . once asked . . .  what ‘I 

believed’. . . .  I have for a number of years answered such questions by telling the 

enquirer to read Confucius and Ovid, “Credo,” SP 53). 그런데, 4년 후의 답에는 ‘오비

드’가 빠지고 ‘공자’만이 남은 것이다. 어떤 이유로 파운드가 ‘오비드’를 빼게 

되었는지 분명치 않지만, 이후로 그가 유사한 진술을 반복하기 때문에 의도적인 

누락임을 확인할 수 있다. 가령, 1955년 무렵에 집필된 「시편 88」에도 “나는 

다이 가쿠를 믿는다”(I believe the Dai Gaku)라는 말이 나온다(88/601). “다이 가쿠”

는 『대학』의 일본어 발음이다. 참고로, 치들은 1930년대 이후로 파운드에게 

‘오비드’로 대표되는 그리스-로마 신화의 다양성보다 ‘공자’로 대표되는 유교의 

통합성이 우선시 되었기 때문일 것이라고 설명한다(25-28). 

파운드 연구의 관례에 따라 이하에서 『시편』을 인용할 때에는 괄호 안에 

편수와 쪽수를 사선으로 나누어 적기로 한다. 가령 위 문단의 “(88/601)”은 

‘「시편 88」의 601쪽’이라는 의미이다. 출처는 뉴디렉션즈(New Directions) 출판

사의 최신 판본인 1996년판 『시편』(The Cantos)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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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미국인 동양학자인 어네스트 페놀로사(Ernest 

Fenollosa)의 유고를 입수하게 되면서, 유교를 포함하여 동아시아 전통 일

반에 관심이 깊어지게 되었다.2 이 때부터 파운드는 유교에 서구 문명의 

폐단을 바로잡기 위한 단서가 있고, 그 핵심이 ‘질서’의 관념이라고 믿게 

되었다. 그는 1917년에 발표한 「지방주의가 적이다」(“Provincialism the 

Enemy”)라는 글에서 공자의 사상에는 기독교에 결여된 “사회적 질서의 

관념”(the whole sense of social order)이 있다고 쓴다 (SP 193). 획일한 사고

방식을 강요하는 현대 기독교의 ‘편협성’(provincialism)과 달리, 유교는 

공동체의 구성원들 사이에 서로 다른 개성이 있음을 인정하고 존중한다

는 것이다.3 그래서, 그는 공자의 사고 방식을 “경세가의 사고 방식”(a 

statesman’s way of thinking)이라 부르며, 사회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필요

한 것이라 한다(SP 193).    

파운드의 유교에 대한 관심은 1920년대와 1930년대를 통해 더욱 깊

                                                   

2 1913년 후반에 파운드는 업워드의 추천으로 장-피에르 기욤 포티에(Jean-

Pierre Guillaume Pauthier)의 불역 사서(四書)인 『공자와 맹자: 중국의 정치 및 도

덕 철학 사서』(Confucius et Mencius: les quatre livres de philosophie morale et 

politique de la Chine)를 읽었다. 그는 또한 비슷한 시기에 업워드의『공 사부의 

말씀』(The Sayings of Kung the Master)도 읽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논어』의 축

약인 이 책은 본래 1904년에 출판되었는데, 1913년에 업워드가 일부를 발췌하여 

『신 자유여성』(The New Freewoman)이라는 잡지에 연재하게 되었다. 파운드는 

업워드와 친분이 깊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가 동일 지면에 업워드의 『신적 

신비』(Divine Mystery)에 대한 서평을 실었기 때문에, 업워드의 발췌본을 읽었을 

것이 확실해 보인다(Nolde, Ezra Pound & China 33-34; Qian, Modernist Response to 

Chinese Art 47). 파운드가 페놀로사의 유고를 전달받은 것도 1913년 말에서 1914

년 사이이다. 

노엘 스탁(Noel Stock)은 기점을 당겨서 1907년경에 이미 파운드가 유교 고

전을 읽었으리라 한다(Life 176). 하지만, 그의 말이 사실이라 해도 당시에 파운

드가 유교에 큰 관심을 기울이지는 않았던 것 같다.   
3 앞서 ‘지방주의’로 번역한 ‘provincialism’은 ‘지방색’이라는 뜻과 ‘편협성’

이라는 뜻을 함께 갖고 있다. 해당 글에서 파운드가 지역적 편협성을 경계하기 

위해 이 말을 쓰기 때문에 제목을 ‘지방주의’로 번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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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졌고, 그 중심에는 항상 ‘질서’가 있었다. 특히 이 시기에 그는 유교에

서 ‘사회적 질서’뿐만 아니라 ‘생각의 질서’ 또한 발견하는데, 가령 그는 

1928년에『대학』을 영어로 번역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썼다. “서구의 관

념론은 전체적으로 밀림이다. . . 그것을 꼼꼼히 따지려면, 그래서 그것을 

어떤 질서 비슷한 것으로 정리하려면, 『대학』보다 나은 도끼가 없

다”(But the whole of Western idealism is a jungle. . . . To think through it, to 

reduce it to some semblance of order, there is no better axe than the Ta Hio, 

“Immediate Need of Confucius,” SP 78). 유교가 서구의 독자들에게 생각에 

질서를 부여하는 방법을 알려준다는 것이다. 또한, 유교의 “사회적 질서

의 관념”을 계속해서 강조함은 물론이다. 가령, 1938년의 『문화 안내

서』(Guide to Kulchur)에 그는 “공자와 그의 대화자들은 책임감 있는 사

회에 살았고, 사회적 질서의 관념에 대해 생각했다”([Confucius] and his 

interlocutors live in a responsible world, they think for the whole social order)고 

쓴다(29).  

특히 1930년대 중, 후반에는 파운드가 정치, 경제적 개혁에 관심을

두게 되면서, 유교적 통치의 원칙들과 지도자의 덕목으로 자신이 지지하

는 개혁 방안들을 정당화려 시도했다. 예를 들어, 그는 『대학』의 “수신

제가치국평천하”라는 조목을 들어 ‘내치에 집중하고 외국의 일에 간섭하

지 말라’는 토머스 제퍼슨(Thomas Jefferson)의 입장을 설명하거나(J/M 112, 

119), 또는 『맹자』의 “이익을 논하지 말고 오직 인과 의를 논하라”는 

구절을 들어 통치의 공정성(‘equity’)을 강조하기도 했다(“Mang Tsze” 91). 

또한, 같은 시기에 그가 파시즘에 경도되면서, 파운드는 파시즘의 통치 

원칙들이 유교와 친연성이 있고 무솔리니가 유교적 덕목을 갖춘 지도자

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1934년의 “나는 『대학』을 믿는다”는 선언은 그

런 관심의 발전 과정 속에서 나온 것으로, 파운드는 서구 문명의 위기를 

타개하고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원칙들이 유교에 있다고 믿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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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운드의 유교에 대한 관심은 그의 필생의 역작인 『시편』(The 

Cantos)에도 영향을 끼쳤다. 『시편』은 파운드가 제 1차 세계대전 중인 

1915년 무렵에 기획하여 1960년대 초까지 반백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집

필한 109편 이상의 「시편」들의 모음이다.4 이 방대한 연작 장시집에서 

파운드는 유럽 문명의 위기의 원인을 진단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며 질서 

수립의 꿈을 펼친다. 그런데, 『시편』은 그 출발부터 유교와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었고, 집필 기간 동안 파운드가 유교에 심취하게 되면서 점점 

더 유교적인 요소를 많이 포함하게 된다. 앞서 보았듯이, 1915년이라는 

시점은 파운드의 유교에 대한 관심이 시작된 시점과 일치이다. 또한, 보

다 근본적으로, 파운드에게 『시편』 집필은 유교에 대한 관심과 뿌리를 

같이 하는 작업이었다. 그가 『시편』을 쓴 목적은 서구 문명에 질서를 

회복시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이었고, 그가 유교에 관심을 둔 이유는 

유교에 서구의 병폐에 대한 “치료제”가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었다. 그러

                                                   

4 『시편』의 작품 수는 확정하기 어렵다. 집필 기간이 길었던 만큼, 『시

편』은 한 번에 출판되지 않고 여러 번에 나뉘어 출판되었다. 파운드는 개별 

「시편」들을 문예지 등에 발표하고 연작 단위로 출판했고, 1945년부터 하나로 

묶어 『시편』이라는 이름으로 출판했다. 각 연작의 제목과 출판연도는 다음과 

같다.  

『30 시편의 초고』(A Draft of XXX Cantos)    1930년 

『11개의 새 시편, 31-41』(Eleven New Cantos, XXXI-XLI)   1934년 

『40번대의 시편, 42-51』(The Fifth Decad of Cantos, XLII-LI)  1937년 

『시편 52-71』(Cantos LII-LXXI)     1940년 

『피사 시편, 74-84』(The Pisan Cantos, LXXIV-LXXXIV)   1945년 

『착암기편, 85-95』(Section: Rock-Drill de los Cantares, LXXXV-XCV) 1955년 

『왕좌편, 96-109』(Thrones de los Cantares, XCVI-CIX)   1959년 

그런데, 이에 더해 1969년에 약 8편의 미완성 작품이 『초고와 단편들』(Drafts 

and Fragments)이라는 이름으로 출판되었기 때문에, 작품 수를 산정하기 어렵다.   

참고로, 위의 목록에는 「시편 72-73」이 빠져 있다. “이탈리아 시편”(Italian 

Cantos)이라 불리는 이 시편들은 파운드가 1944-5년에 이탈리아 어로 써서 이탈

리아의 문예지에 발표한 작품들이다. 파운드가 생전에 재발표하지 않았기 때문

에 오랫동안 『시편』에 빠져 있었고, 1987년 판 뉴디렉션즈의 『시편』에 추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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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 『시편』에 유교적 요소가 포함되는 것은 애초부터 필연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하여 파운드는 초기 『시편』부터 공자를 통해 ‘질서’의 관

념을 논의하고(「시편 13」), 1930년대와 1940년대 전반에 쓰인 중기 

『시편』에서는 고대 중국의 역사를 통해 정치, 경제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방안들을 소개하고(「시편 52-61」), 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쓰인 

후기 『시편』에서도 방대한 양의 유교 인유를 통해 질서 회복을 포기할 

수 없는 꿈으로 만든다.5  

그런데, 『시편』에 대한 기존 연구를 따라가다 보면 이 작품의 마

지막 두 연작인 『착암기편』과 『왕좌편』에서의 유교의 역할과 의미에 

대해 아직까지도 비평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발견하게 된다. 

1955년에 발표된 『착암기편』과 1959에 발표된 『왕좌편』은 『시편』

을 마감하는 마지막 두 연작으로, 1948년에 발표된 『피사 시편』(The 

                                                   

5 『시편』은 집필 시기에 따라 초기, 중기, 후기 『시편』으로 분류된다. 

연구자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많은 경우 1920년대에 쓰인 1-30편을 “초기 『시

편』”으로, 1930년대에 쓰인 31-71편을 “중기 『시편』”으로, 그리고 제 2차 세

계대전이 종전된 1945년 이후에 쓰인 74-109편을, 종종『초고와 단편들』까지 

포함하여, “후기 『시편』”으로 분류한다.  

초, 중기 『시편』을 다르게 구분하는 경우도 있다. 가령, 『캠브리지 컴패

니언』(Cambridge Companion)에서 대니엘 얼브라이트(Daniel Albright)는 ‘초기’의 

범위를 확대하여 1-41편을 ‘초기 『시편』’으로 분류한다(“Early Cantos I-XLI”). 

반대로, 『에스러 파운드의 시적 성취』(The Poetic Achievement of Ezra Pound)에서 

마이클 알렉산더(Michael Alexander)는 ‘초기’의 범위를 매우 좁혀 오직 1-17편만

을 ‘초기 『시편』’으로 분류한다. 이렇게 보면, 특히 연구자들이 왜 그렇게 나

누는지 이유를 설명하지 않기 때문에, 초, 중기 『시편』의 구분이 임의적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필자가 보기에 연구자들 사이에 공유되는 기준은 있는 

것 같다. 분류의 결과는 다르지만, 연구자들은 공히 당대의 사례를 중심으로 금

융자본 비판과 무솔리니 지지 등의 내용을 다루는 시편들을 중기 『시편』으로 

분류한다. 「시편 18」은 처음으로 현대 금융자본의 사례가 다루어지는 작품이

고, 「시편 31」은 처음으로 은행의 문제가 제기되는 작품이다. 한편, 「시편 

42-51」은, 앞 연작의 마지막 편인 「시편 41」에서 처음으로 무솔리니의 이름

이 언급된 후에, 그에 대한 지지를 강하게 표명하는 작품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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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san Cantos)과 함께 ‘후기 『시편』’으로 분류된다.6 그런데, 초, 중기 

『시편』이나 『피사 시편』과 달리, 『착암기편』과 『왕좌편』의 유교

에 대해서는 연구자들 사이에 엇갈린 의견이 발견되는 것이다. 초, 중기 

『시편』에서 유교가 이 작품의 질서 회복의 프로젝트를 정당화하기 위

한 토대의 역할을 하고, 『피사 시편』에서는 화자의 정신적 위기를 극

복하기 위한 사상적 준거의 역할을 한다고 연구자들은 동의한다. 그런데, 

유독 『착암기편』과 『왕좌편』에 대해서는 『시편』의 유교에 집중하

는 최근의 연구들이 기존의 연구들과 다른 견해를 보이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 『시편』의 유교에 관한 최근의 연구들은 파운드가 『착암기

편』과 『왕좌편』에서 『피사 시편』에서와 마찬가지로 유교에 기대어 

윤리적이고 정신적인 추구를 한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존 연

구들은 『착암기편』과 『왕좌편』에서 파운드가 중기 『시편』의 정치

적, 경제적 논쟁의 영역으로 회귀하며 그 과정에서 유교를—다소 무리하

게—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한 근거로 동원한다고 주장한다.    

가령, 매리 패터슨 치들(Mary Paterson Cheadle)은 1997년의 『에즈러 

파운드의 유교 번역』(Ezra Pound’s Confucian Translations)에서 제 2차 세

계대전 이후에 쓰인 세 연작인 『피사 시편』, 『착암기편』, 『왕좌편』

이 파운드의 유교 사용의 마지막 단계를 이룬다고 하며, “파운드의 유교

의 마지막 단계의 특징은 그가 유교의 근본으로 여겼던 것들로의 회귀이

다”([T]his last phase of his Confucianism is marked by a return to what [Pound] 

regarded as Confucian fundamentals)라고 쓴다(9). 펭 란(Feng Lan)도 2005년

                                                   

6 1969년에 발표된 『초고와 단편들』(Drafts and Fragments of Cantos CX-

CXVII)을 『시편』의 마지막 연작으로 취급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이 작품

들은 이름대로 ‘초고와 단편들’이지 완성품이 아니고, 또한 파운드가 의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판되었기에, 본고에서는 『시편』의 일부로 취급하지 않고 일

종의 ‘후기’로 취급하기로 한다. 『초고와 단편들』의 출판 경위에 대해서는 

『캠브리지 컴패니언』에 수록된 로널드 부쉬(Ronad Bush)의 「후기 시편 

LXXII-CXVII」(“Late Cantos LXXII-CXVII”)의 131-33쪽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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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에즈러 파운드와 유교: 현대성에 직면하여 인문주의 다시 쓰기』

(Ezra Pound and Confucianism: Remaking Humanism in the Face of Modernity)에

서 『피사 시편』, 『착암기편』, 『왕좌편』이 파운드의 유교 사용의 최

종적인 ‘통합적’(comprehensive) 단계를 이룬다고 하며, “노골적이고 단조

로운 정치적 주장으로 점철되었던 1930년대와 1940년대 전반의 작품들과 

달리, 파운드의 전후 시편들은 무엇보다도 유교 텍스트에서 따온 긴 인

용문들과 유교의 자연친화적 세계관으로 뒷받침되는 지난한 정신적 추구

를 특징으로 한다(Unlike his poetry during the 1930s and early 1940s, which 

was often charged with explicit and monotonous political contentions, Pound’s 

postwar cantos were characterized by an arduous spiritual quest sustained by, 

among other things, his extensive quotations from Confucian texts and his 

intensified inscription of a Confucian anthropocosmic vision)고 쓴다(5).7 치들과 

란은 공히 『착암기편』과 『왕좌편』이 『피사 시편』과 함께 파운드의 

유교 사용의 마지막 단계를 이룬다고 하며 이 연작들에서 “유교의 근본

으로 여겼던 것들로의 회귀”와 유교에 기반한 “정신적 추구”를 발견하는 

것이다.8   

                                                   

7 원문의 ‘anthropocosmic’를 ‘자연친화적’으로 번역했다. 영어 단어 

‘anthropocosmic’은 ‘인간’을 뜻하는 ‘anthropo-‘와 ‘우주’를 뜻하는 ‘cosmic’의 결

합으로, 인간과 우주가 동일한 원리를 따르며 상호 조화를 이루는 상태를 가리

킨다.  
8 참고로, 치들과 란은 모두 파운드의 유교 사용을 3단계로 나눈다. 치들의 

경우, 그 첫 단계는 1910년대와 1920년대로 “유교에서 발견되는 개인에 대한 존

중과 사회적 책임감의 관념”(Confucianism’s respect for individual and its sense of 

social responsibility)이 강조되었다고 한다. 두 번째 단계는 1930년대와 1940년대 

전반으로 “개인에서 출발하여 가족을 통해 국가로 확장되는 ‘전체주의적’ 질서

의 관념”(“totalitarian” comprehensiveness of the order Confucianism prescribed, an order 

that begins with the individual and extends first to family, then to the state)이 강조되었다

고 한다. 마지막 단계는 1940년대 중반 이후로 그 특징은 본문에 인용된 바와 

같다. (9) 란 또한 치들과 비슷하게 파운드의 유교 사용을 3단계로 나누고 각각

을 “모방적”(imitative), “창조적”(creative), “통합적” 단계라 명명한다. 첫번째인 

“모방적” 단계는 1920년대까지로 파운드가 기존 번역가들의 유교 번역에 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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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앞서 말했듯이, 이런 견해는 “『착암기편』이나 『왕좌편』

은 『피사 시편』과 전혀 무관하다”([The Pisan Cantos] is completely 

unrelated to Rock-Drill or Thrones)는 기존 연구들의 일반적인 평가와 거리

가 있다(Stock, Reading the Cantos 91). 대부분의 『시편』 연구자들은 『피

사 시편』이 정신적이고 윤리적인 성찰을 담고 있다고 동의한다. 『피사 

시편』에 대해서는 위의 치들이나 란과 비평적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다. 그러나, 『착암기편』과 『왕좌편』에 대해서는 다르다. 치들이나 란

과 달리, 대부분의『시편』 연구자들은 이 마지막 연작들이 “공격적으로 

위세를 부리는 일련의 시들”(a series of belligerently mandarin poems)이며 

“파운드가 30년대에 쓴 어느 작품 못지 않게 황당무계하고 권위주의

적”(as mystified and authoritarian as anything he had composed in the thirties)인 

작품이라고 평가한다(Bush, “The Late Cantos” 118). 그리고, 이 연작들에서 

파운드가 중기 『시편』의 핵심 주제였던 “‘고리대금업자와 누구든/ 제

대로 된 일을 하려는 자’ 사이의 갈등”(the conflict between ‘the usurer and 

any man who/ wants to do a good job’)을 되살리려 했다고 한다(Nadel, 

Cambridge Introduction 79). 한마디로, 『착암기편』과 『왕좌편』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는, “유교의 근본으로의 회귀”나 “정신적 추구”와는 거리가 

먼, 중기 『시편』의 정치적, 경제적 논쟁으로의 회귀라는 것이다. 그런

데, 유독 『시편』의 유교 사용에 관한 연구들자들만이 이 연작들에서 

“유교의 근본으로의 회귀”와 “정신적 추구”를 발견하는 것이다.   

이러한 비평적 간극은 설명되고 중재되어야 마땅하다. 한 작품에 대

해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위의 견해 차이는 너무 크게 벌어져

                                                   

하여 유교에 접근하던 단계이다. 두번째인 “창조적” 단계는 1930년대와 1940년

대 전반으로 파운드가 기존 번역가들의 해석에서 벗어나 유교를 자기 나름으로 

재해석하려 시도한 단계라고 한다. 마지막 “통합적” 단계는 1940년대 중반 이후

로 그에 대한 설명은 본문에 인용된 바와 같다.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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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양립하기 어려워 보이기 때문이다. ‘정신적 추구’와 ‘정치적, 경제적 

논쟁’은, 비록 사고의 한 지점에서 연결되어 있겠으나, 일반적으로 별개

로 간주되는 영역이다. ‘정신적 추구’에 반드시 ‘정치적, 경제적 논쟁’이 

수반되거나 아니면 그 역이라고 여겨지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그러니, 대

부분의 기존 연구들이 『착암기편』과 『왕좌편』에서 ‘정치적, 경제적 

논쟁’을 발견하는 가운데 유독 파운드의 유교 사용에 집중하는 소수의 

연구자들만이 ‘정신적 추구’를 주장한다면, 먼저 어느 한 쪽이 완전히 맞

고 다른 쪽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닌지 따져본 후에, 만일 그렇지 않다

면 양쪽의 견해를 종합하여 보다 온건한 결론을 도출할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물론 이 경우에 어느 한 쪽이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을 한 것은 아니

다. 실제로 『착암기편』과 『왕좌편』에는 한편으로 중기 『시편』에서

처럼 “고리대금업”(usura)의 폐단을 비판하고 그것을 바로잡을 방안으로 

은행 폐지, 금리 규제, 화폐 주권 등을 주장하는 ‘정치적, 경제적 논쟁’의 

흐름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 『피사 시편』에서처럼 유교적 관념

들을 통해 자연의 순리에 따르는 삶의 방식을 모색하는 ‘정신적 추구’의 

흐름도 있기 때문이다. 가령, 파운드가 “고리대금업자들”(usurers)을 “겁쟁

이”(the pusillanimous, 85/568)나 “꿈틀거리는 벌레들”(squirmers, 87/589)라고 

부르며 그들이 “유아증”(infantilism, 87/592)에 빠졌다고 비난할 때에는 중

기 『시편』에 못지않게 논쟁적으로 보인다. 반면에, 그가 “도(道)”나 “령

(靈)” 등의 유교적 관념을 “과정”(process)과 “감수성”(sensibility) 등으로 

번역하며 순리에 따르는 삶을 주장할 때에는 『피사 시편』 못지않게 명

상적으로 보인다. 위의 두 견해는 그 두 흐름 중 하나에 주목하고 다른 

하나를 경시한 것이다. 즉, 대부분의 기존 연구들은 이 시편들에서 파운

드의 정치적, 경제적 주장에 주목하여 유교로 그것들을 정당화하려는 시

도가 무리하다고 일축했고, 반면에 유교에 집중하는 최근의 연구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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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주장들보다는 유교를 윤리적 준거로 삼으려는 시도에 더 의미가 있

다고 평가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어째서 『시편』의 유교에 집중하는 연구자들은 『착암기

편』과 『왕좌편』에 대해 여타의 연구자들과 다른 견해를 보이게 되었

을까? 견해의 차이가 생겨난 배경과 원인을 따지는 일이 그 간극을 봉합

할 방법을 찾기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 본고는 그러한 견해 차이가 

발생하게 된 배경 및 원인으로 기존 연구의 부족과 연구자들의 경향성, 

그리고 후기 『시편』의 스타일 상의 연속성을 들고자 한다.  

먼저, 아직까지도 『시편』의 유교 사용에 관한 연구가 충분히 이루

어지지 않았다는 현실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시편』의 유교적 요소는 

처음부터 연구자들의 관심을 끌었지만, 그에 대해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

된 것은 1990년대에 들어서였다. 그러다 보니 아직도 그 양이 절대적으

로 부족한 실정이다. 연구가 늦어진 연유는 어찌 보면 매우 단순하다고 

할 수 있다. 『시편』 연구가 시작된 20세기 중반에는 물론이거니와 20

세기 후반까지도 대부분 영미권 출신인 파운드 연구자들에게 유교는 낯

선 영역이었기 때문이다. 치들이 1997년에 파운드의 유교 번역에 대한 

최초의 연구서를 내면서 그간 학계에서 파운드의 유교 번역이 다루어지

지 못한 이유로 “대부분의 파운드 학자들은 로망스 언어나 고전 언어로 

훈련을 받았기에, 모르는 언어로 된 원전의 번역물에 대해 논의하기를 

희망하지 않았다”(Most Pound scholars, trained in the Romance or classical 

languages, have declined to discuss translations the source of which they are not 

qualified to interpret, 4)라고 썼다. 같은 사정이 『시편』의 유교에 관한 연

구에도 적용되는 것이다. 하여 1950년대에서 1980년대까지 대부분의 연

구자들은『시편』과 유교의 관계에 대해 개괄적인 진술만을 할 수 있었

고, 캐럴 F. 터렐(Carrol F. Terrell), 윌리엄 쿡슨(William Cookson), 존 J. 놀

드(John. J. Nolde) 등 소수의 연구자들이 유교 인용의 출처를 밝히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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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맥락을 설명하는 주해 작업을 진행했다. 『시편』의 유교 사용에 관

한 연구는 그들의 주해 작업이 완결되고 나서야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었던 것이다.9  

1990년대에 시작되었지만『시편』의 유교 사용에 관한 연구는 아직

도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영미권에서 지금까지 파운드의 유교 사용에 

관한 연구서는 앞서 거론된 단 2종, 즉 매리 패터슨 치들의 『에즈러 파

운드의 유교 번역』과 펭 란의 『에즈러 파운드와 유교: 현대성에 직면

하여 인문주의 다시 쓰기』뿐이다. 국내의 연구서로는 2010년에 출판된 

이두진의 『에즈라 파운드의 시와 유교사상』이 있다. 그러니, 단 몇 종

의 연구 안에 충분히 다양한 해석이 시도되었으리라 상상하기 어렵다. 

특히나, 제목에서 보이듯이 이 연구들은 『시편』과 유교의 관계에 집중

하지 않는다. 치들의 연구는 파운드의 유교 번역에 관한 것이고, 번역 논

의의 연장선 상에서 마지막 장에 『시편』을 다룰 뿐이다. 란의 연구는 

파운드의 유교 해석에 관한 것으로, 그의 시뿐만 아니라 산문과 번역을 

총망라한다. 그러다 보니, 『시편』에 대해 전체적인 조망을 하기보다는 

일부 단락들을 소개하는 데에 그친다. 이두진의 저서는 제목대로 파운드

의 ‘시’와 유교의 관계에 집중하고, 또한 상당부분을 『시편』에 할애하

                                                   

9 이들의 작업은 각각 다음과 같은 결실을 맺었다. 1980-84년에 출판된 터렐

의 『에즈러 파운드의 시편 지침서』(A Companion to the Cantos of Ezra Pound.), 

1985년에 출판된 쿡슨의『에즈러 파운드의 시편 안내서』(A Guide to the Cantos of 

Ezra Pound.), 1983년에 출판된 놀드의 『동쪽에서 온 꽃잎: 에즈러 파운드의 중

국 시편』(Blossoms from the East: The Chinese Cantos of Ezra Pound)이다.  

단, 위의 세 학자들은 한문 원전을 직접 다루지는 않았다. 터렐과 쿡슨의 

주해서는 제임스 레그(James Legge) 등 동양학자들의 번역에 의존한다. 놀드의 

해설서는 “중국사 시편”이라 불리는「시편 52-61」와 그 내용의 출처인 18세기 

프랑스 신부 드 마이야(Joseph-Anne-Marie de Moyriac de Mailla)의 『중국 역사 개

관, 또는 제국의 연대기, 드 마이야의 통 키엔 캉 모우 번역』(Histoire générale 

de la Chine, ou Annales de cet Empire; traduit du Tong-kien-kang-mou par de Mailla)을 

비교한다. 그러나 드 마이야의 번역의 원전인 주희(朱熹)의 『자치통감강목』(資

治通鑑綱目)을 참고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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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조직적인 연구라기보다 다양한 주제의 논문집에 가깝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왕좌편』에 대한 논의가 빠져있기 때문에, 『시편』과 유

교의 관계를 온전히 다룬다고 하기 어렵다. 『시편』의 유교라는 주제는 

이제 겨우 연구의 시작 단계에 있는 것이다.      

여기에 더하여, 『착암기편』과 『왕좌편』에 대한 연구도 아직까지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현실이다. 사실 전작인『피사 시편』이 독자와 연

구자들 사이에 큰 사랑을 받는 것과 달리, 『착암기편』과 『왕좌편』은 

『시편』에서 가장 관심을 받지 못하는 연작들이다. 작품을 마감한다는 

상징성 때문에 언급되기는 하지만, 연구자들은 대개 이 연작들을 『피사 

시편』에 따라 붙은 ‘사족’처럼 취급한다. 앞서 『착암기편』과 『왕좌

편』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가 “『피사 시편』과 전혀 무관”한 “공격적으

로 위세를 부리는 일련의 시들”이라는 것이라고 했는데, 아마도 독자들

과 연구자들은 이 연작들이 『피사 시편』의 시적 성취를 계승하지 못했

다고 실망감을 느끼는 것 같다. 가령 노엘 스탁은 “『피사 시편』은 많

은 부분 인간에 대한 애정과 포용력을 보였는데, 그 뒤에 나온 24편의 

시편들은 너무도 기만적으로, 오직 시인의 자존감을 높이는 일에 영합할 

뿐이다”(... after the humanity and breadth of much of the Pisan section, the 

twenty-four cantos that follow are so false, pandering, as they do, to the poet’s self-

esteem)라며 불만을 표한다(Reading the Cantos 91). 그런 만큼, 이 연작들에 

관한 연구는 아직까지도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또한, 연구가 

되었을 때에도 대개 이 연작의 내용을 상술하는 방식이지 전체 『시편』 

속에서 이 연작들의 의미를 논하는 연구는 전무하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착암기편』과 『왕좌편』을 상세히 다루는 연구로 제임스 J. 윌헬름

(James J. Wilhelm)의 『에즈러 파운드의 후기 『시편』』(The Later Cantos 

of Ezra Pound)과 마씨모 바시갈루포(Massimo Bacigalupo)의 『형성된 흔

적: 에즈러 파운드의 후기 시』(The Forméd Trace: The Later Poetry of Ez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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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und)가 있는데, 이 책들은 작품에 대한 상세한 해설을 제공할 뿐 그 

의미를 설명하지 못한다. 한 서평자가 말하듯이 “어떻게 그리고 왜 이 

연작들이 중요한지, 또한 과연 이 연작들이 중요한지 아닌지”(how and 

why and whether the late Cantos work)에 대해서는 답하지 못하는 것이다

(Monk 430). 그러니, 『착암기편』과 『왕좌편』의 중요성에 관한 연구도 

앞으로 진행되어야 할 과제이다.     

둘째로, 『시편』의 유교에 대해 천착하는 연구자들 사이에 유교와 

파시즘을 분리시키려는 경향성이 있음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유교 연구

자들은 유교에 대해 우호적인 입장이게 마련이다. (그렇지 않으면 굳이 

그 주제를 택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그들이 보기에 파운드의 유교

는 그의 파시즘 때문에 심각하게 폄훼받고 있는 것이다. 시작부분에서 

논했듯이, 1930년대와 1940년대 초반에 파운드는 유교와 파시즘을 연계시

키려 했다. 그는 “파시즘의 기원은 유교에 있다”(Fascist doctrine has its 

origin in Confucius)거나(qtd. Bilenchi 435) 유교는 “전체주의적”(totalitarian) 

철학이라고 말하면서”(Mang Tsze,” SP 85; GK 279) 유교를 파시즘의 토대로 

삼으려 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을 각종 산문들과 『시편』에 담았다. 비

록 『시편』에는 “파시즘의 기원”이라거나 “전체주의적”이라는 말이 나

오지 않지만, 파운드가 “일곱 호수 시편”(Seven Lakes Canto)이라 불리는

「시편 49」나 “중국사 시편”(Chinese History Cantos)이라 불리는 「시편 

52-61」등에서 유교의 통치 원칙을 제시할 때에 노골적으로 무솔리니의 

정책들을 연상시키는 방식을 취하기 때문에 그의 의도가 유교와 파시즘

과 연결시키는 데에 있음이 분명히 드러난다. 가령, 고대 중국의 곡식 저

장을 무솔리니의 곡식 창고인 ‘암마씨’(ammassi)와 비교하거나(53/262, 

55/298, 56/303), 주나라의 분열에 “그들은 한 다발의 막대기와 같지 않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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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were not like rods in a bundle)는 논평을 붙이는 등 말이다(53/272).10 그

런 연유로 파운드 연구자들은 그가 유교의 어떤 면모에서 파시즘과의 친

연성을 주장했는지 따지지 않을 수 없었고, 그 결과, 비록 유교와 파시즘

이 본질적으로 무관함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파운드 연구는 ‘유교는 곧 

파시즘’인 듯한 인상을 줄 위험을 갖게 되었다.     

치들, 란, 이두진의 연구는 그런 ‘유교 = 파시즘’ 공식에 반발하여 

나왔다고 할 수 있다. 그들은 파운드의 유교에 대한 관심에는 파시즘의 

정당화와 무관한, 보다 근본적인 중요성이 있다고 하면서 파운드의 유교

를 파시즘에서 떼어내려 한다. 물론 그들의 주장은 구체적인 내용에 있

어 각기 다르다. 치들은 제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로 파운드가 파시즘

을 버리고 유교는 버리지 않았다고 한다. 현명한 지도자와 효율적인 통

치에 대한 관심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정확한 언어 사용에 대한 강조와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질서에 대한 관심이 들어왔다는 것이다(2-

3). 란은 파운드의 “유교 프로젝트”(Confucian project)가 파시즘의 발흥 이

전에 시작되었기에 거기에 파시즘보다 더 근원적인 중요성이 있다고 한

다. 유교를 서구의 자본주의적 근대에 대한 “대안담론”(counterdiscourse)

으로 만들려 했다는 것이다(10-11). 이두진은 치들과 마찬가지로 『피사 

시편』에서 파운드의 유교의 성격이 달라졌다고 주장한다. 초, 중기 『시

편』에서는 유교의 통치철학적인 성격이 강조되었지만, 『피사 시편』에

는 윤리철학적인 성격이 부각된다는 것이다(173-78). 이와 같이 각각 주

장의 내용은 다르지만, 그들은 모두 파운드의 유교를 파시즘에서 떼어내

                                                   

10 “암마씨”(ammassi)는 ‘창고’라는 뜻의 이탈리아어로, 1936년부터 무솔리니 

정부가 시행한 곡물의 공공비축제도를 가리킨다. 곡물의 수급량을 확보하기 위

해 농부들로 하여금 생산량의 95%를 공공 창고에 보관하도록 했다고 한다

(Trentmann and Just 99-101). “한 다발의 막대기”는 이탈리아 파시스트 당의 상징

인 ‘파스케스(fasces)’를 암시한다. 라틴어로 “묶음”이라는 뜻의 ‘파스케스’는 고대 

로마의 군인들의 무기인 ‘속간(束桿)’, 즉 도끼를 끼운 막대기 묶음을 뜻하고 

‘결속을 통한 힘’을 상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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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 한다.  

치들, 란, 이두진 등 유교에 관심을 둔 연구자들이, 그리고 그 중에

서도 특히 란과 이두진처럼 유교 문화권에서 나고 자란 연구자들이, “유

교 = 파시즘”의 공식에 반발하는 이유는 그것이 유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창출 내지 확산시킨다는 우려에 있는 것 같다. ‘파운드가 유교로 

파시즘을 정당화하려 했다’는 진술은, 그 행위의 임의성을 충분히 강조

하지 않으면, 마치 유교와 파시즘 사이에 내적 연관성이 있는 듯한 인상

을 일으킬 수 있다. 그런 인상은 유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이어지

기 쉽다. 파시즘이 악마화된 현실에서 연관성이 제기되는 것은 낙인이 

찍히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란과 이두진은 한걸음 더 나아간다. 서

구 전통에 유교에 대한 뿌리깊은 편견들이 있어 일부 연구자들로 하여금 

파운드의 사상의 문제적인 부분들을 ‘유교 탓’으로 돌리게 만든다는 것

이다. 유교는 보수적이고, 가부장적이고, 관료적이고, 전제적이라는 편견

들 말이다. 그런 편견들 때문에 가령 파운드가 유교적인 전제 군주의 관

념을 받아들인 탓에 무솔리니를 영웅시하게 되었다는 식의 억지 주장이 

제기된다는 것이다.11 이와 같이, 유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유교에 

대한 부당대우로 이어지고 그것이 다시 부정적인 인식을 강화하는 ‘악순

환’이 일어나고 있음을 그들은 경계한다.  

유교 연구자들의 우려에는 공감할 부분이 있다. 그러나, ‘파운드의 

유교’와 ‘파운드의 파시즘’을 떼어내는 것이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는 것이 본고의 입장이다. ‘유교’는 ‘파시즘’과 무관하지만, ‘파운드의 유

교’와 ‘파운드의 파시즘’은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다. 란은 파운드의 유교

                                                   

11 란은 그런 사례로 레온 수렛(Leon Surette)의 『연옥의 파운드』(Pound in 

Purgatory)를 든다(8). 그런데, 이 경우 란의 우려는 다소 과장된 것으로 보인다. 

해당 지면에서 수렛은 파운드의 무솔리니 지지를 유교의 탓으로 돌린다기 보다

는, 다만 그가 일관되게 군주 중심의 지도자 상을 가졌었다고 주장하기 때문이

다(Pound in Purgatory 74). 



 

 

 

17 

 

에 대한 관심이 파시즘에 대한 관심보다 더 오래되었다며 더 근원적인 

중요성을 주장하지만, 그렇게 쉽게 단정할 수 없다. 왜냐하면 파운드는 

마치 모든 거울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사람처럼 유교에 자신의 생

각을 비추고 그것을 ‘발견’했다고 믿고, 다시 파시즘에 자신의 생각을 비

추고 그것 또한 ‘발견’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시작부분에서 논의했듯

이, 파운드는 제 1차 세계대전 이후로 서구 문명의 위기의 원인을 찾고 

극복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에 그는 개성 존

중, 지도자의 책임, 생산과 분배의 정의 등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덕목들을—그러니까 그 반대인 획일성의 강요, 지도자의 무책임, 금융자

본의 횡포 등은 그가 생각하는 위기의 원인들인 셈이다—유교에서 보았

다고 믿었고, 얼마 뒤에 다시 무솔리니의 파시즘에서 비슷한 덕목들을 

발견했다고 믿은 것인다. 그가 보았다고 믿은 것들이 실제로 유교와 파

시즘에 들어 있었는지 아닌지는 이 글에서 판정할 사안이 아니고, 다만 

‘파운드의 유교’와 ‘파운드의 파시즘’은 같은 생각의 두 이름이었기에 그 

둘은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는 것이다. 한편, 치들은 제 2차 세계대전 

이후로 파운드가 파시즘을 버렸다고 하지만, 그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전후에도 파운드는 무솔리니와 파시즘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지 않았고, 

그 증거는 후기 『시편』의 곳곳에 발견된다. 『피사 시편』은 “농부의 

굽은 어깨에 서린 꿈이 비극으로 끝났구나” (The enormous tragedy of the 

dream in the peasant’s bent shoulders)라는 무솔리니의 죽음에 대한 애도로 

시작되고(74/445), 『착암기편』과 『왕좌편』에서도 계속해서 무솔리니

는 “의한”(della)와 “위한”(alla)를 구별하는 명민한 지도자이자(86/584; 

100/737) “전 국민을 위하는”(in favour of the whole people”) “대장”(Boss)으로

(95/663) 기억된다.12  

                                                   

12 “의한”와 “위한”은 무솔리니가 1943년에 발표한 살로 공화국(Republic of 

Salὸ)의 행동 강령인 베로나 정강(Program of Verona)과 관련된다. 원고를 작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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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파운드의 사례에서 유교가 파시즘의 누명을 쓰는 부당함을 

막고자 한다면, ‘파운드의 유교’와 ‘파운드의 파시즘’을 떼어내기 보다는, 

논의의 대상이 ‘유교’와 ‘파시즘’이 아니라 ‘파운드의 유교’와 ‘파운드의 

파시즘’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앞서 말했듯이 ‘파운드의 유교’는 ‘유교’ 

그 자체가 아니고, ‘파운드의 파시즘’도 역사적 ‘파시즘’ 그 자체는 아니

다. 이 말이 곧 파운드가 유교나 파시즘에 대해 중대한 오해를 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다만 유교에 대한 해석은 시대와 사람에 따라 다양할 수 

있고, 파운드의 유교 해석 또한 그런 다양한 해석 중의 하나라는 것이다. 

파시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다. 파시즘은 워낙 ‘정의

가 불가능하다’고 할 정도로 실체를 규정하기 어려운 이데올로기이다.13 

20세기 전반에 수 많은 사람들이 파시스트를 자칭했지만, 그들이 파시즘

이라고 믿은 내용은 각기 달랐다. 파운드의 파시즘도 그런 복수의 파시

즘 중의 하나였던 것이다. 그런데, 그의 ‘브랜드’의 파시즘이 독특하게 

유교라는 소재를 활용했기 때문에 파운드의 파시즘이 유교와 연계된 것

이지, 유교와 파시즘 사이에 어떤 내적 연관성이 있기 때문은 아님을 분

면히 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파운드의 유교’를 ‘유교’ 그 자체와 구분하고 ‘파운드의 파

시즘’을 역사적 ‘파시즘’과 구분해야만이, 한편으로 유교에 대한 근거없

는 폄훼를 막고 다른 한편으로 파시즘의 이름이 붙은 것은 무조건 나쁘

다고 하는 파시즘의 ‘악마화’의 오류를 피하여 『시편』에서의 파운드의 

작업을 온전히 평가할 수 있다고 본고는 주장한다. 파시즘은 한 시대의 

정치적, 사회적 산물이지 악의 근원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2차 

                                                   

면서 무솔리니는 “재산의 권리”가 아니라 “재산을 위한 권리”라고 지적했다고 

한다(Terrell 485). 본고에서는 리듬감을 살리기 위해 “의한”와 “위한”으로 고쳤다.  
13 ‘파시즘’이라는 개념의 모호성에 대해서는 장문석의 『파시즘』의 10-30

쪽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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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대전 이후로 서구에는 모든 잘못을 파시즘 탓으로 돌리거나 파시즘

과 관련된 것은 무조건 부정하는 파시즘에 대한 ‘악마화’의 경향이 존재

해왔다. 그리고, 그런 ‘악마화’가 파시즘의 이름으로 사람들이 집단적으

로 표출한 열망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할 기회를 축소함으로써 시대에 대

한 성찰을 방해하는 기제가 되었던 것도 사실이다.14 『시편』에서 유교

를 파시즘과 떼어내려는 시도는 그런 파시즘의 “악마화”의 오류를 되풀

이할 위험이 있다. 왜냐하면 그런 시도는 작품에서 유교와 관련된 부분

만을 따로 모으는 일종의 ‘이삭줍기’로 귀결되기 쉽기 때문이다. 『시

편』의 유교에 관한 최근의 연구들이 『착암기편』과 『왕좌편』에서 

‘정신적 추구’의 줄기만을 강조하고 ‘정치적, 경제적 논쟁’의 줄기를 도

외시하는 것이 그런 위험의 예증이라고 본고는 주장한다.       

셋째로, 『피사 시편』, 『착암기편』, 『왕좌편』에는 유교 사용에 

있어 공통된 특징들이 있어서 치들, 란, 이두진으로 하여금 『착암기편』

과 『왕좌편』을 『피사 시편』의 연장선 상에서 보게 만드는 요인이 되

었다. 세 연작들은 방대한 양의 유교 문헌을 동일한 스타일과 기법으로 

인용한다. “중국사 시편”을 제외하고는 초, 중기 『시편』에는 유교 인용

이 많이 등장하지 않는다. 그러나, 후기 『시편』은 다르다. 『피사 시

편』, 『착암기편』, 『왕좌편』에는 모든 시편에 한번 이상 유교와 관련

된 인용이 등장할 정도로 엄청난 양의 유교적 소재가 사용되고 있어서,  

유교는 가히 후기 『시편』을 대표하는 한 중요한 특징이라 할 수 있다. 

『피사 시편』, 『착암기편』, 『왕좌편』은 유교 인용의 스타일에 

있어서도 유사하다. 이 세 연작들에서 파운드는 유교 텍스트의 구절들을 

서구의 전통적 소재들이나 화자가 처한 상황과 병치시키며 유교적 관념

을 서구적 맥락에 연결시키기 떄문이다. ‘병치’(juxtaposition)는 자타가 공

                                                   

14 파시즘의 “악마화”의 경향에 대해서는 장문석의 「무솔리니—두체 신화, 

파시즘, 이탈리아의 정체성」 참고.  



 

 

 

20 

 

인하는 파운드의 주특기이지만, 『피사 시편』 이전에 그는 동양적 소재

와 서양적 소재를 자유 자재로 연결시키지 못했다.15 초, 중기 『시편』

에서 유교적 소재들이 다루어질 때에는 대개 그 단위가 작품이나 연작이

었다. “공자 시편”이라 불리는 「시편 13」이나 “일곱 호수 시편”이라 불

리는 「시편 49」은 개별 시 속에서 유교적 소재를 다뤘고, “중국사 시

편”이라 불리는「시편 52-61」은 일련의 연작 속에서 유교적 소재를 다

뤘다. 초, 중기 『시편』을 쓸 당시에 파운드는 아직 동양적 소재와 서양

적 소재를 하나로 엮을 방법을 개발하지 못했던 것이다.16 그러나, 후기 

『시편』에서는 다르다. 파운드는 마침내 한 작품 안에서 유교적 소재와 

서구적 소재를 자유자재로 ‘병치’시킬 수 있게 된 것이다. 예를 들어, 

『피사 시편』의 첫 편인 「시편 74」는 무솔리니의 죽음에 대한 애도에 

이어 “비 또한 과정의 일부”(Rain also is of the process)이고 “네가 떠난 것

은 길이 아니”(What you depart from is not the way)라는 『중용』의 구절을 

병치시킨다(74/445).17 유교의 가르침을 파운드가 처한 상황에 연결시킴으

                                                   

15 그는 일찍이 1910년대 초에 이미지즘 운동을 시작할 때부터 “중

첩”(superposition)의 시학을 주장했고(GB 89), 1930년대에는 “표의문자의 방

법”(ideogrammic method)라는 말을 쓰며 병치를 새로운 시적 방법으로 소개했다

(ABCR 17; GK 51). 파운드의 병치의 시학에 대해서는 휴 케너(Hugh Kenner)의 

『에즈러 파운드의 시』(Poetry of Ezra Pound)의 76-195쪽과 밍 시에(Ming Xie)의 

『에즈러 파운드와 한시의 전용(轉用)』(Ezra Pound and the Appropriation of 

Chinese Poetry)의 19-50쪽을 참고.  
16 물론 초, 중기 『시편』에서도 파운드는 서구의 맥락과 연결시키려는 의

도에서 유교를 인용한 것이었고, 가끔씩 한 작품 안에 동서의 소재를 결합시키

려 시도한 바도 있다 가령, 앞서 인용한 “중국사 시편”의 “암마씨”(ammassi)나 

파시즘의 파스케스(fasces)를 연상시키는 “한 다발의 막대기”(rods in a bundle, 

53/272) 부분이 그런 예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사례들은 극히 드물어서 그

런 ‘병치’가 이 시기의 파운드에게 쉽지 않았음을 알려준다.  
17 『중용』 제 1장에 나오는 말이다.  

‘도’라는 것은 잠시도 떨어져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니, 떨어져 있을 수 

있다면 ‘도’가 아닌 것이다.  

道也者는, 不可須臾離也니, 可離면, 非道也니라. (김학주, 『중용』 2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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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그가 겪는 어려움을 일시적인 곤경이자 ‘과정의 일부’로 승화시키

는 것이다.  

‘병치’에 더하여, 『피사 시편』, 『착암기편』, 『왕좌편』에는 한

자에 대한 일종의 유사-어원분석을 통해 새로운 이미지를 창출한다는 공

통점이 있다. 파운드는 일찌기 1910년대 중반에 어네스트 페놀로사의 

「시적 매체로서의 한자」(“The Chinese Written Characters as a Medium for 

Poetry”)라는 글을 접하면서 한자와 한자어가 “자연의 움직임의 그

림”(picture of the operations of nature)이라는—상당히 잘못된—관념을 얻게 

되었다(45).18 파운드는 페놀로사의 이론에 매료되었고, 그를 따라 한자에

서 구성 요소들을 분석하고 재조합하여 “그림”을 읽으려 했다. 그는 

1930년대 후반부터 일부 산문들에서 그런 시도를 했지만, 당시에는 그 

방법을 『시편』 집필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했다. 오직 「시편 53」

의 ‘새로울 신(新)’ 자에서 한 차례 시도했을 뿐이다. 그러나, 후기 『시

편』에서 파운드는 한자에 대한 유사-어원분석을 시적 이미지를 창출하

기 위한 기법으로 적극 활용하게 된다. 예를 들어, 파운드는 ‘나타날 

현’(顯) 자를 ‘해’(日)와 ‘실’(絲)과 ‘머리’(頁)의 조합으로 보아 ‘실처럼 뻗

은 햇살 아래에서 머리를 드는 누에’를 상상하고, 그는 그것을 천명에 

순응하는 생명의 이미지로 썼다. 「시편 74」의 “신성한 들에 쟁기질하

고 누에를 일찍 풀었다 / 뻗어나는 顯 / 빛 속의 빛에 힘이 있다”(plowed 

in the sacred field and unwound the silkworm early / in tensile 顯 / in the light of 

light is the virtù, 74/449)는 구절이나, 「시편 91」의 “농부의 아내들은 누

에를 숨기는구나 / 그들의 앞치마 아래 / 타무즈를 위하여 / 태양의 비단 

/ 쉬엔 顯 뻗어나고 / 명료하도록”(The peasant wives hide cocoons now / 

                                                   

18 파운드와 페놀로사의 오류에 대해서는 밍 시에(Ming Xie)의 『에즈러 파

운드와 한시의 전용(轉用)』(Ezra Pound and the Appropriation of Chinese Poetry)의 

19-50쪽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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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r their apron / for Tamus / That the sun’s silk / hsien 顯 tensile / be clear, 

91/631)이라는 구절, 또는 「시편 98」의 “비단 실 같은 햇빛에 의해 / 

햇빛의 현들”(by the silk cords of the sunlight, / Chords of the sunlight, 98/713)과 

같은 구절들이 그런 예이다.    

이렇게 볼때, 치들과 란이 주장하듯이 『피사 시편』과 함께 『착암

기편』과 『왕좌편』이 파운드의 유교 인용의 가장 성숙한 단계를 이룸

은 분명하다. 문제는, 앞에서도 말했듯이, 그들이 유교와 파시즘을 분리

시키려는 의도에서 『착암기편』과 『왕좌편』의 ‘정신적 추구’의 줄기

만을 강조하고 그것을 ‘정치적, 경제적 논쟁’의 줄기와 연결시키지 못했

다는 점이다.19 반면에, 이 연작들에서 ‘정치적, 경제적 논쟁’의 줄기만을 

강조하고 “『피사 시편』과 전혀 무관하다”고 하는 것도 온전힌 진실이 

될 수 없다. 『착암기편』과 『왕좌편』이 중기 『시편』의 정치적, 경제

적 주장들을 다시 불러오는 것은 사실이지만, 유교에 기반한 ‘정신적 추

구’의 흐름도 엄연히 공존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이 연작들이 중기 

『시편』의 주제로 돌아갈 것임은 이미 『피사 시편』에서 예견된 바였

다. 『피사 시편』에서 파운드는 질서 수립의 꿈을 포기할 수 없다고, 그

리고 과거에 그가 주장했던 질서 수립의 방안들이 원칙에 있어 틀리지 

않았다고 결론짓기 때문이다. 그는 낙원의 꿈은 “마음 속에 파괴 불가능

하다”(now in the mind indestructible, 74/450, 462)고 하고, 과거의 실패는 원

칙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강조의 오류 또는 지나침”(“an error or excess of 

emphasis, 80/516)” 때문이었다고 쓴다. 그러니, 이제 따라올 것은 그 원칙

의 정당성을 다시 주장하는 일밖에 없다. 다시 말해, 『착암기편』과 

『왕좌편』의 정치적, 경제적 논쟁은 단순히 중기 『시편』으로의 회귀

                                                   

19 치들과 이두진은 이 연작들의 상당부분이 정치적, 경제적 사안들을 다루

고 있음을 언급한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을 본격적으로 논의하지는 않는다. 치

들의 책의 245쪽과 이두진의 책의 176-183쪽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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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아니라 『피사 시편』의 논리적 산물이기도 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기존의 『시편』 연구자들은 그런 논리적 필연성에 주목하지 않

고 중기 『시편』과의 유사성에만 주목한 것이다.  

그러므로, 『착암기편』과 『왕좌편』의 유교를 논하기 위해서는 먼

저 이 연작들이 전체 작품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살펴야 한다는 것

이 본고의 입장이다. 앞서 인용했던 서평자의 말처럼 이 연작들이 “어떻

게 또 왜. . . 중요한지, 또한 과연. . . 중요한지 아닌지”를 따져봐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고는 『착암기편』과 『왕좌편』에서 파운드가 유

교를 통해 무엇을 하려했는지 그 의도와 무엇을 하게 되었는지 그 결과

를 따져보려 한다. 한마디로 말해, 『착암기편』과 『왕좌편』에서 파운

드는 유교를 통해 다시 한번 본인의 질서 회복의 프로젝트를 정당화하려 

했다. 질서를 바로잡으려는 의지를 가진 지도자가 사물의 이치를 터득하

고 그에 맞는 정책을 펼쳐 “고리대금업”(usura)의 횡포를 막으면 개인과 

공동체가 조화를 이루는 사회를 이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파운드의 생

각은 중기 『시편』부터 한결같았다. 그런데, 제 2차 세계대전이 그가 

“고리대금업”의 배후 조종을 받는다고 믿었던 연합군의 승리로 끝나면서 

좌절을 겪게 된 것이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파운드는『피사 시편』에

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각이 옳고 유효하다고 확인했고, 『착암

기』편과 『왕좌편』에서 유교에 기대어 그 정당성을 다시 쓰려 한 것이

다.  

하지만, 그 작업은 성공하지 못하고, 질서의 관념을 다시 쓰려는 시

도가 역설적으로 파운드의 질서 회복의 프로젝트가 안게 된 문제를 드러

내게 되었다는 것이 본고의 주장이다. 『착암기편』과 『왕좌편』에서 

파운드는 “과정”(process) 이나 “자연”(nature)이나 “감수성”(sensibility) 등 

그가 유교에서 빌어온 관녇들을 통해 목하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질서 수

립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야 하며 또한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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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한 방법들이 유효함을 보이려 했다. 그러나, 앞서 말했듯이 작품은 

‘정신적 추구’의 줄기와 ‘정치, 경제적 논쟁’의 줄기를 하나로 엮지 못하

고, 오히려 파운드가 하려는 주장과 상반되는 전망을 보이게 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고는 『착암기편』과 『왕좌편』이 실패로 인

해 더 유의미한 작품이 되었다고 결론지으려 한다. 왜냐하면 이 연작들

이 해결하려 한 질서 실현에 대한 낙관과 비관, 개별과 전체, 그리고 다

수와 소수 사이의 긴장과 갈등은 파운드만의 것이 아니라 그의 시대의, 

그리고 우리 시대로 이어진, 우리 모두의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갈등들

은 역사가 예증하듯이 단번에 해소될 수 없다. 만일 『착암기편』과 

『왕좌편』이 파운드의 의도대로 해결의 전망을 세우는 데에 성공했다

면, 그것은 허상의 창출에 다름아니었을 것이다. 『착암기편』과 『왕좌

편』의 실패는 허상 만들기의 실패인 셈이고, 그러니 실패가 성공보다 

나을 수 있다. 또한, 그 실패는 독자들로 하여금 현대 사회의 갈등들에 

대해 파운드와 그의 시대가 내놓았던 대책이 어째서 통할 수 없었는지에 

대해 성찰하게 만든다. 『착암기편』과 『왕좌편』은 실패로써 『시편』

을 더욱 정직한 작품으로 만들었다 하겠다.   

최근에는 『시편』의 가치를 이 작품의 실패에서 찾는 연구자들이 

생겨나는 경향이다. 마이클 노쓰(Michael North)는 『예이츠, 엘리엇, 파운

드의 정치 미학』(The Political Aesthetics of Yeats, Eliot, and Pound)에서 이 

세 시인들이 당대의 정치, 사회적 문제들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려다 실

패했다고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시도의] 최종적인 가치는 

그들이 해결하려 그토록 힘들여 노력한 문제들을 우리의 시야에 고통스

럽게 남아있도록 만든 데에 있다”(their value is finally to keep painfully in 

view the problems they tried so hard to solve)고 말한다(20). 해결하려는 노력

이 실패했기 때문에 그 문제들이 더 선명하게 남아있게 되었다는 것이

다. 찰스 번스틴(Charles Bernstein)은 「파운드와 오늘의 시」(“Pound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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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oetry of Today”)라는 글에서 “역사를 포함하는 시”(a poem including 

history)를 쓰고자 한 파운드의 야심을 지적하며, “누구도 ‘그것을 일관되

게 할’ 위치를 점유하지 못한다는 것이 『시편』이 주는 그러나 파운드

가 끝까지 제대로 배우지 못한 교훈”(That no person has an adequate vantage 

point to “make it cohere” is of course a lesson The Cantos teaches but that Pound 

never fully learned)이라고 말한다(161).20 역시 파운드의 시도가 실패함으로

써 교훈을 남기게 되었다는 뜻이다. 다만, 이들 연구자들은 『시편』의 

실패가 명백해지는 지점이 『착암기편』과 『왕좌편』이라고 특정하지 

않았는데, 본고는 그렇게 특정함으로써 이 마지막 두 연작의 가치가 

『시편』의 질서 수립의 기획의 실패를 분명히 한다는 점에 있다고 주장

하려 한다.  

이어지는 본론은 『시편』의 질서의 관념의 특징을 현세주의, “전체

주의”, 엘리트주의로 규정하고 『착암기편』과 『왕좌편』에서 파운드가 

유교를 통해 이 작품의 질서의 관념을 재정립하려 했으나 그 작업이 역

설적으로 파운드의 작업의 내적 문제를 드러냄을 보일 것이다. 제 1장은 

『시편』의 현세주의와 그 모순을 다룬다. ‘현세주의’란 지상의 삶이 가

장 중요하다는 믿음이다. 『시편』에는 ‘지금 여기’에서의 삶이 가장 중

요하고, 그리고 ‘지금 여기’에 질서를 수립하는 일이 실현 가능하다는 믿

음이 깔려 있다. 파운드는 악의 세력을 제거함으로써 질서를 복구하려 

했고, 『착암기편』과 『왕좌편』에서 유교에서 빌어온 “과정”의 관념을 

통해 실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질서 실현을 위해 매진해야 함을 쓰려 

했다. 그러나, 그 작업은 거꾸로 악의 세력을 제거하는 것이 어렵고, ‘지

                                                   

20 여기에서 “역사를 포함하는 시”는 서사시(epic)에 관한 파운드의 정의이

다(“Date Line,” LE 86). “그것을 일관되게 하다”는 『초고와 단상』의 「시편 

116」에 나오는 “나는 그것을 일관되게 할 수 없다”(I cannot make it cohere)는 구

절의(116/816) 부분적인 인용이다. 이 구절은 흔히 『시편』에 통일성을 부여하

는 데에 실패했다는 만년의 파운드의 고백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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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여기’에 질서를 수립하는 일이 계속 지연되어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게 만든다. 제 2장은 『시편』의 “전체주의”와 그 모순을 다룬다. 

“전체주의”라는 말은 파운드가 1930년대 후반에 썼던 말로, 이 말의 오

늘날의 쓰임새와 달리, 부분과 전체의 조화를 중시하는 의미였다. 파운드

는 전체 속에서 부분의 권리를 되찾아주려 했고, 『착암기편』과 『왕좌

편』에서 ‘자연의 순리’라는 관념을 통해 부분과 전체의 조화의 비전을 

제시하려 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그 작업은 부분의 개성을 무시하는 

다른 의미의 “전체주의”를 보여주게 된다. 제 3장은 『시편』의 엘리트

주의와 그 모순을 다룬다. 『시편』의 ‘엘리트주의’는 당대의 지배층의 

위선과 부패에 반발하여 나온 것으로, 올바른 질서관을 갖고 공공의 이

익을 중시하는 사람들이 대중을 선도하여 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다는 신

념이었다. 『착암기편』과 『왕좌편』에서 파운드는 교육을 장려하는 유

교 고전들에 기대어 대중 교화를 역설하려 하지만, 대중의 각성 가능성

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고 문화 엘리트들의 권위를 주장하는 부정

적인 의미의 엘리트주의를 보이게 된다.  

결론적으로, 『착암기편』과 『왕좌편』에 대한 비평적 간극을 채울 

방법은 멀리 있지 않다. 한 편에는 이 두 연작이 『피사 시편』과 “무

관”하고 오히려 중기 『시편』을 계승한다는 견해가 있다. 다른 편에는 

이 두 연작이 중기 『시편』과 다르고 『피사 시편』을 계승한다는 견해

가 있다. 그런데, 이 두 견해는 모두 절반의 진실이다. 『착암기편』과 

『왕좌편』은 중기 『시편』과 『피사 시편』 모두의 후속작으로, 1941-

45년의 사건들이 일으킨 중기 『시편』과 『피사 시편』 사이의 단절을 

유교를 통해 봉합하려 한, 질서 실현의 꿈만큼이나 포기할 수 없었지만 

또한 그만큼이나 이룰 수 없었던 파운드의 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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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현세주의   

 

“나는 만들려고 노력했다 지상 / 낙원을” 

(I tried to make a paradiso / terrestre) 

—에즈러 파운드 「117과 그 다음을 위한 노트」 

 

본고가 『시편』의 유교에 관한 연구임에도 첫 제사(題詞)로 유교와 

무관한 구절을 선택한 이유는, 위 구절이 『시편』에서의 파운드의 

작업을 잘 요약한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시편』에서 파운드는 “지상 

낙원을 만들려고” 했다. 그리고, “노력했다”는 말의 과거 시제가 

암시하듯이, 그는 그 작업에 성공하지 못했다. “지상 낙원”이라는 표현의 

과감함 때문에 혹자는 파운드가 반어나 자조를 의도한 것이 아닌가 

의심할 수도 있다.21 그러나, 파운드는 그렇게 에둘러 말하는 시인이 

아니다. 파운드는 정말로 “지상 낙원”을 만들 수 있다고 믿었고, 그런 

점에서 그는 모더니스트 작가들 중에서 예외적인 존재였다. T. S. 

엘리엇을 위시하여 윌리엄 버틀러 예이츠(William Butler Yeats), 제임스 

조이스(James Joyce), 윈덤 루이스(Wyndham Lewis) 등 20세기 전반에 

대부분의 모더니스트 작가들은 서구 문명의 미래에 대해 비관적이거나 

회의적인 전망을 갖고 있었다. 그런데, 파운드는 그리고 유독 파운드만이 

낙관적인 전망을 가졌던 것이다. 그리고, 그는 『시편』에서 ‘지금 

여기’에 질서를 수립하는 일이 가능함을 주장하고, 또한 그것이 어떻게, 

어째서, 누구에 의해서 가능한지 보이려 했다. 그는 “지상 낙원”의 

                                                   

21 “지상 낙원”은 본래 단테의 『신곡』(The Divine Comedy)의 『연옥편』

(Purgatorio)에 나오는 말로, 생전의 죄를 모두 속죄한 영혼들이 천국으로 들어기 

전에 머무는 곳이다(28-33곡). 파운드는 이 말을 『신곡』에서 따왔지만 정확히 

같은 의미로 쓰지는 않았다. 다만 지상에서 신적 완성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의

미로 썼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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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소판이라 할 하나의 잘 짜인 ‘허구’를 지으려 한 것이다.  

그렇다면, 파운드는 어째서 그리고 어떻게 “지상 낙원”의 수립에 

실패했는가? 본고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려 한다. 서론에서 

인용한 번스틴은 파운드 자신은 그 이유를 “끝까지 제대로 배우지 못한” 

것 같다고 했다. 왜냐하면, 위의 제사의 출처인 『초고와 단편들』에서 

파운드가 여러 번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는 듯한 표현을 쓰지만, 결코 

무엇이 잘못이었는지 말하지 않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때때로 자신이 

추구하던 일이 인간적 범위를 넘어서는 과업이었다는 듯이 쓰고 있어서, 

파운드의 의도가 반성보다는 자신의 진정성의 강조에 있는 듯이 보인다. 

예를 들어, 그는 「시편 116」에서 “나는 그것을 일관되게 할 수 없다”(I 

cannot make it cohere)라고 쓰지만, 바로 앞 문장은 “나는 반신(半神)이 

아니다”(I am not a demigod)이다(116/816). 그리고, 같은 시의 뒤쪽에서는 

“그것은 제대로 일관된다 / 바록 나의 기록들은 일관되지 않지만”(it 

coheres all right / even if my notes do not cohere)라는 구절이 나온다(116/817). 

질서 부여는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 신의 영역에서 가능하다는 것이다.  

파운드의 말이 틀리지 않을 것이다. “지상 낙원”의 건설은 인간적 

능력의 범위를 넘어서는 과업일 것이다. 그러나, 그런 막연한 진술은 

탐구자를 만족시키기 어렵다. 현실에 질서를 부여하려는 많은 인간적인 

노력들이 실패로 끝나겠지만, 각각의 실패에는 구체적인 이유가 있기 

마련이다. 본고는 파운드의 ‘허구’에 어떤 문제들이 생겨서 그의 “지상 

낙원” 건설의 프로젝트를 실패로 이끌었는지 그 구체적인 과정을 

탐구하려 한다. 여기에서 ‘허구’라는 말이 ‘거짓’이나 ‘가짜’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겠다. 그러나, ‘허구(虛構)’의 ‘허(虛)’는 ‘비었다’는 

뜻이지 ‘가짜’라는 뜻이 아니다. ‘허구’는 ‘없던 것을 만들어낸 것’이지 

반드시 ‘거짓’이나 ‘가짜’는 아니다. 마찬가지로, 영어의 ‘픽션(fiction)’도 

“만들어낸 것”이라는 뜻이지 “사실과 다른 것”이라는 뜻이 아니다. 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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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은 그것이 진실을 전달하건 전달하지 않건 간에 모두 ‘허구’이고, 

그러니 ‘허구’라는 말이 ‘파운드가 거짓말을 했다’는 뜻으로 

이해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파운드는 진실을 말하려고 했다. 다만, 

스스로 인정하듯이, 그가 말한 것들에 시대적이고 인간적인 한계가 있을 

뿐이다.  

이일환은 『욕망의 드라마: 에즈러 파운드의 「캔토즈」』에서 

『시편』이 “궁극적 질서에 대한 파운드의 욕망이 새로운 에토스를 

찾으려는. . . 추구 행위”라고 규정한다(5). 파운드는 ‘궁극적 질서’를 

실현하기를 희망했고 이를 위해 『시편』에서 새로운 ‘정신’을 만들려고 

했다는 뜻이다. 그러기에, ‘현세주의’를 『시편』의 질서관의 첫 번째 

특징으로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죽음 이후의 삶을 중시하는 일부 

종교들의 내세주의와 달리, 『시편』은 ‘지금 여기’에서의 삶이 가장 

중요하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 작품은 ‘지금 여기’에 

질서를 수립하는 일이 실현 가능하고 또한 실현되어야 마땅하다는 

입장이다. 가령, 「시편 1」은 “오디세우스는 / 집으로 돌아가게 

되리라”(Odysseus / shalt return)는 『오디세이』(Odyssey)의 

티레시아스(Tiresias)의 예언을 다시 쓰는데(1/4-5), 시의 화자인 

오디세우스-파운드가 질서를 되찾는 일에 성공하리라는 의미이다.  

물론, 『시편』에서 질서가 저절로 수립되는 것은 아니다. 질서의 

원리를 파악하고 그것에 따르려는 인간의 노력이 있어야 질서가 

바로잡힐 수 있다. 다시 말해, 『시편』의 ‘현세주의’는 인간이 의지로 

진리에, 또는 파운드가 신플라톤주의의 영향을 받아 쓰는 용어를 빌자면, 

‘신성’(divinity)에 접근할 수 있다는 믿음을 포함한다. 인간은 단순히 

신의 섭리에 지배받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그 섭리를 파악할 

의지와 힘을 지닌 능동적인 존재인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인간이 

적극적으로 신의 섭리를 파악하고 그에 따르려고 노력할 때에만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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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질서를 세울 수 있다. 「시편 2」의 디오니소스의 일화에서 

화자인 아코에테스(Acœtes)는 소년의 모습으로 나타난 디오니소스의 

신성을 알아보지 못하는 펜테우스 왕(King Pentheus)에게 경고한다. 

“그러니 부디, 펜테우스 왕이시여, / 티레시아스와 카드무스의 말을 

들으십시오, / 안 그러면 운이 다합니다”(And you, Pentheus, / Had well listen 

to Tiresias, and to Cadmus, / or your luck will go out of you, 2/9). 눈 앞의 신을 

알아보지 못하고 따르지 않는다면, 오직 혼란과 파멸이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22  

이 세상에서의 삶이 중요하다는 믿음이 지극히 당연하게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시편』이 집필된 시대적 배경이나 파운드가 나고 자란 

환경을 고려하면 『시편』의 현세주의는 대담한 주장이었음을 알 수 

있다. 서론에서 말했듯이, 파운드가 처음 『시편』을 구상하고 집필을 

시작한 1915-1917년은 제 1차 세계대전의 와중이었다. 그는 전쟁의 화염 

속에서 ‘질서 회복’을 외치고 나선 것이다. 또한, 그가 본격적으로 

작품을 발표하기 시작한 1920년대 초반은 전쟁의 폐허 속에서 절망과 

상실감이 사회적으로 정서의 주조를 이루던 시기였다. 문단에서도 “길을 

잃은 세대”(The Lost Generation)라고 불리는 젊은 작가들이 전쟁의 참상을 

기록하며 허무감과 상실감을 표현하고 있었다. 그런 상황에서 파운드는 

질서 수립이 가능하다고 주장한 것이다. 같은 시기에 T. S. 엘리엇은 

『황무지』(The Waste Land)를 쓰면서 유럽 문명의 재생에 대해 낙관적인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염원으로 작품을 마무리해야만 했었다. 그와 

                                                   

22 디오니소스와 펜테우스의 일화는 파운드가 오비드(Ovid)의 『변신』

(Metamorphoses)에서 따온 것이다. 테베의 왕 펜테우스는 카드무스의 손자로 디

오니소스와 이종사촌 간이다. 그러나, 그는 디오니소스를 신으로 인정하지 않고 

테베에서 디오니소스 숭배를 금지했다. 결국 아코에테스의 경고대로 그는 디오

니소스의 노여움을 사서 어머니와 이모들을 포함된 한 무리의 디오니소스 숭배

자들에게 찢겨 죽임을 당하게 된다. 티레시아스와 카드무스는 펜테우스에게 디

오니소스의 신성을 인정하라고 조언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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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하면, 시작부분에서 말했듯이 파운드의 태도는 매우 낙관적이고 

대담한 것이었다.  

물론 파운드도 전쟁의 참상에서 허무감과 상실감을 경험하지 않은 

바는 아니었다. 제 4장에서 다시 논하겠지만, 그는 1920년에 발표한 「휴 

셀윈 모벌리」(“Hugh Selwyn Mauberley”)에서 지난 전쟁이 “이빨 빠진 

늙은 암캐를 위한 / 망가진 문명을 위한”(for an old bitch gone in the teeth, / 

for a botched civilization), “‘아름다움’도 ‘위엄’도 없는”(non “dulce” non “et 

decor”), “전대 미문의 낭비”(wastage as never before)였다며 분노와 

상실감을 표한 바 있다(P&T 551-552). 그리고, 그런 세상에서 시인은 할 

일이 없다며 스스로에게 사망 선고를 내렸었다. 그런 그가 『시편』에서 

입장을 바꾸어 유럽 문명에 질서를 바로잡는 일이 가능하다는 야심찬 

주장을 하게 된 것이다. 절망과 분노가 의지와 행동으로 역변한 경우라 

하겠다.  

『시편』의 현세주의는 파운드가 나고 자란 종교적, 문화적 환경을 

감안하면 더욱 대담하고 야심찬 것으로 드러난다. 파운드는 개신교 

전통이 강한 미국의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나 성장했다. 그의 부모는 

독실한 장로교 신자였고, 파운드 자신도 유년 시절에 신실한 신자였다고 

한다. 그는 인간이 ‘낙원’에서 쫓겨난 타락한 존재이고 지상에서의 삶은 

사후의 영생을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 하는 개신교의 교리를 잘 아는 

사람이었던 것이다. 그런 그가 『시편』에서 “지상 낙원”의 건설이라는 

기획을 세운 것은 한마디로 개신교의 전통에 정면으로 도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파운드가 언제부터 기독교에 비판적이 되었는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시편』의 집필을 시작하던 무렵에 그는 이미 기독교의 내세주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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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하고 있었다.23 기독교의 내세주의가 질서 수립과 정의 실현을 ‘다음 

세상’으로 연기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지금 여기’에서의 삶에 태만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서론에서도 인용했던 기독교에는 “사회적 질서의 

관념이 전무하다”(The whole sense of social order is absent, “Provincialism The 

Enemy,” SP 193)는 진술이나, 또는 “성경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자면, 

기독교는. . . 이 세상이 아닌 다음 세상의 왕국을 위한 것이다”(Take the 

record on its face value, [Christianity] is. . . for a kingdom. . . not of this world but 

the next, “Mang Tsze,” SP 90)라는 진술 등은 기독교의 내세주의에 대한 

그의 비판을 잘 보여준다고 하겠다. 그는 당연히 기독교의 ‘원죄’ 

관념에도 비판적이었고, 그는 “사기 중의 사기 원죄”(the greatest of fakes 

Original Sin)라고 하며 그 관념이 인간을 선험적으로 타락한 존재로 

규정함으로써 지상에서의 삶에 대한 기대를 포기하게 만든다고 

질타했다(“Letters on Rude Assignment,” qtd. Lan 140).  

주류 기독교 전통에 반기를 들었으니, 파운드는 자신의 

‘현세주의’를 정당화할 사상적 기반이 필요했을 것이다. 파운드는 그런 

기반을 그리스-로마 문명을 기원으로 하는 지중해 지역의 ‘이교’(異敎, 

paganism) 전통과 동양의 유교 전통에서 찾았다. 그는 기독교와 달리 

그리스-로마 전통과 유교 전통은 지상의 삶을 사후 세계보다 앞세운다고 

                                                   

23 전기 작가들은 1907-1908년 아이다호 주 크로포즈빌(Crawfordsville)에서의 

경험이 파운드가 기독교에 반감을 갖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었던 것 같다고 한

다. 파운드는 펜실배니아 대학에서 공부하고 1907년에 크로포즈빌의 와바쉬 대

학(Wabash College)에 교수로 부임하였다. 이 마을은 개신교 전통이 강한 보수적

인 곳이어서, 파운드는 주민들과 불화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이듬해인 1908년

에 그가 눈보라에 갖힌 한 여배우를 자신의 집에 묵게 하는 일이 발생하면서 

추문으로 번지고, 파운드는 크로포즈빌과 와바쉬 대학을 떠나게 된다. 윌헬름(J. 

J. Wilhelm)의 『에즈러 파운드의 미국적 뿌리』(The American Roots of Ezra Pound)

의 179-184쪽, 스탁(Noel Stock)의 『에즈러 파운드의 생애』(The Life of Ezra 

Pound)의 36-43쪽, 네이들(Ira B. Nadel)의 『에즈러 파운드: 문학적 삶』(Ezra 

Pound: A Literary Life)의 29-30쪽 등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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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았다. 먼저 이교 전통에 대해 설명하자면, 파운드는 지중해 지역의 

이교 전통은 지상에서의 삶을 존중하고 신과의 합일 가능성을 

인정한다고 생각했다.24 그리스-로마 신화에서 강조되는 것은 지상의 

삶이지 하계가 아니다. 또한 신들은 종종 인간 세계에 모습을 드러내어 

인간과 교류하고 그들의 일에 개입한다.  

파운드는 특히 신플라톤주의 철학에 매료되었는데, 신플라톤주의는 

이 세상의 삶의 완성 가능성을 인정하기 때문이었다. “현상계”에 속하는 

인간이 “본질계”를 경험할 수 없다고 하는 플라톤주의와 달리, 

플로티노스(Plotinus)에서 시작하여 포르피리오스(Porphyry), 이암블리코스 

(Iamblichus)로 이어지는 신플라톤주의 철학은 인간이 자신의 의지로 

“유일자”와의 합일을 경험할 수 있다고 본다. 플라톤주의와 마찬가지로 

신플라톤주의도 “유일자”(the One), “정신”(Nous), “영혼”(Soul), “물질계” 

(Material World) 등으로 존재의 위계를 나누고, 태양에서 빛이 

내려오듯이 유일자의 형질이 흘러 내려와 하위 위계를 형성한다는 

“유출설”(emanation)을 주장한다. 그러나, 플라톤주의와 달리 

신플라톤주의는 그 반대 방향의 귀환의 움직임 또한 강조하는 점이 

특징이다. 만물에는 자신의 근원인 유일자에게로 돌아가려는 욕구가 

있고 또한, 유일자의 형질을 나누어 받았기에, 돌아갈 수 있는 힘이 

                                                   

24 파운드가 언제부터 이교 전통에 관심을 가졌는지는 불분명하다. 피터 리

브렉츠(Peter Liebregts)는 19세기 말부터 유럽과 북미에서 비교(the Occult)와 밀교

(the Esoteric)에 대한 연구가 크게 유행했기 때문에, 파운드는 아마도 일찍부터 

이교 전통에 대해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한다(30). 트리포노폴로스(Demetres P. 

Tryphonopoulos)는 파운드의 관심의 기점을 1904-1905년 무렵으로 추정한다

(Celestial Tradition 60-64).  파운드와 신플라톤주의의 관계, 그리고 아래에서 언급

할 신플라톤주의의 “빛의 철학”(light philosophy)에 대해서는 리브렉츠의 『에즈

러 파운드와 신플라톤주의』(Ezra Pound and Neoplatonism)의 제 1장 「플로티노

스, 신플라톤주의, 그리고 에즈러 파운드」(“Plotinus, Neoplatonism, and Ezra 

Pound”)와 매리 패터슨 치들의 「에즈러 파운드의 『흔들리지 않는 중심』의 빛

의 비전」(“The Vision of Light in Ezra Pound’s The Unwobbling Pivot”)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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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의 상태로 들어있다는 것이다. 그렇게 유일자에게로 돌아가 

합일하는 것이 삶의 완성이라고 신플라톤주의 철학자들은 말하고, 

플라톤의 뒤를 따라, 그 순간을 빛에 휩싸이는 경험에 비유한다. 그리고, 

그런 신성과의 합일은 철학적 명상을 통해 가능하다고 그들은 주장한다. 

파운드는 인간이 스스로의 노력으로 이 세상에서 삶에 완성을 기할 수 

있다는 신플라톤주의의 주장을 높이 샀다. 그리고 『시편』에서 

신성과의 합일의 순간을 종종 신플라톤주의적인 빛의 이미지로 

형상화하게 된다.  

그러나, 『시편』의 질서 회복의 프로젝트에 신플라톤주의보다 더 

유용한 자원이 되었던 것은 유교였다. 파운드는 신플라톤주의에서처럼 

유교에서도 지상의 삶에 대한 존중과 질서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믿음을 

발견했다. 그는 공자의 철학은 내세가 아니라 현세에 관심을 둔다고 

말한다. “공자가 망자들에 집착했다는 말보다 더 그릇된 말은 없을 

것이다. 그는 산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었다”(Nothing cd. be more false than 

the idea that Kung was preoccupied with the dead. He was concerned with the 

living, GK 274). 그런데, 유교에는 신플라톤주의에는 없는 무엇이 더 

있었기 때문에 파운드의 작업에 더 적절한 참조 체계가 될 수 있었다. 

그것은 첫째로, ‘사회’에 대한 관심이었고, 둘째로, 중국사라는 방대한 

역사적 사례였다.  

첫째로, ‘사회’에 대한 관심으로 말하자면, 파운드는 신플라톤주의는 

개인의 삶의 완성에 초점을 맞추지만, 유교는 개인을 넘어 공동체의 

삶까지 관심을 둔다는 점에 주목했다. 서론에서 인용한 바 있는 

「지방주의가 적이다」라는 글에서 그는 유교를 기독교와 대비시킨다. 

기독교는 현세보다 내세를 우위에 두는 탓에 “사회적 질서”의 관념을 

결핍하게 되었지만, 유교는 현세를 중시하기 때문에 바로 그 “사회적 

질서”를 가장 강조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런 연유로 파운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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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에서 인용했듯이 유교를 “경세가의 철학”이라고 했던 것이다. 

파운드는 특히 『대학』의 「경문」의 8조목을 주목했다. 그는 

격물(格物), 치지(致知), 성의(誠意), 정심(正心), 수신(修身), 제가(齊家), 

치국(治國), 평천하(平天下)로 이어지는 이 8조목이 ‘개인이 자기 수련을 

통해 먼저 내면의 질서를 세워야 그 질서가 외부로 확산되어 주변의 

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지, 결코 그 반대가 될 수 없다’는 뜻으로 

새겼다.25 가령 그는 『제퍼슨 그리고/또는 무솔리니』에서 공자의 

“신조”(doctrin)의 하나가 “주변에 질서를 부여하려면 반드시 먼저 너 

                                                   

25 『대학』의 「경문」의 해당 부분은 다음과 같다.   

옛날의 온 천하 사람들이 자신의 올바르고 밝은 덕을 밝히도록 하려

던 이는 먼저 그의 나라를 잘 다스렸고, 그의 나라를 잘 다스리려던 이

들은 먼저 그의 집안을 질서 있게 가지런히 하였고, 그의 집안을 질서있

게 가지런히 하려던 이는 먼저 그 자신을 닦았고, 그 자신을 닦으려던 

이는 먼저 그의 마음을 바르게 하였고, 그의 마음을 바르게 하려던 이는 

먼저 그의 뜻을 정성스럽게 하였고, 그의 뜻을 정성스럽게 하려던 이는 

먼저 그의 앎을 지극히 발전시켰는데, 앎을 지극히 발전시키는 일은 사

물에 관한 이치를 연구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사물에 대하여 그 이치를 연구한 뒤에야 앎이 지극히 발전하게 되고, 

앎이 지극히 발전한 뒤에야 뜻이 정성스럽게 되고, 뜻이 정성스럽게 된 

뒤에야 마음이 바르게 되고, 마음이 바르게 된 뒤에야 자신이 닦이어지

고, 자신이 닦이어진 뒤에야 집안이 질서있게 가지런해지고, 집안이 질

서있게 가지런해진 뒤에야 나라가 잘 다스려지고, 나라가 잘 다스려진 

뒤에야 천하가 평화롭게 될 것이다.  

천자로부터 서인에 이르기까지 한 결 같이 모두 자신을 닦는 것으로 

근본을 삼는다. 그 근본이 어지러운데도 말단이 다스려진다는 것은 되지 

않을 일이다. 그가 후하게 대하여야 할 상대에게는 박하게 대하고, 그가 

박하게 대하여야 할 상대에게는 후하게 대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古之欲明明德於天下者는, 先治其國하고, 欲治其國者는, 先齊其家하고, 

欲齊其家者는, 先修其身하고, 欲修其身者는, 先正其心하고, 欲正其心者는, 

先誠其意하고, 欲誠其意者는, 先致其知하니, 致知在格物하니라.  

物格而后知至하고, 知至而后意誠하고, 意誠而后心正하고, 心正而后身

脩하고, 身脩而后家齊하고, 家齊而后國治하고, 國治而后天下平하니라.  

自天子以至於庶人이, 壹是皆以修身爲本이니라. 其本亂而末治者否矣며, 

其所厚者薄而其所薄者厚는, 未之有也니라. (김학주, 『논어』 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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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 안에 질서를 세워야 한다, 너의 행동의 동기를 앎으로써”(That you 

bring order into your surroundings by bringing it first into yourself; by knowing the 

motives of your acts)라고 쓴다(J/M 112). 질서 수립의 주체는 개인이지만 

그 목표는 사회적 질서의 수립임을 유교를 통해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니 “보다 나은 세계 정부가 만들려면 먼저 네 나라의 내부 정부를 

개선해야 한다”[That you can bring about better world government by 

amelioration of the internal government of your nation]며 공자의 “신조”를 

토머스 제퍼슨의 내치 강조와 무솔리니의 국가주의로 연결시키는 것은 

덤이다.).  

둘째로, 유교에는 중국사라는 풍부한 역사적 사례가 있어서 

파운드에게 신플라톤주의보다 더 유용한 자원이 되었다. 신플라톤주의는 

형이상학이다. 실제 세계의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사안들을 직접 다루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에 반해 유교는 중국이라는 거대한 나라를 오랫동안 

지배했던 통치철학이었다. 그런만큼, 실제적인 사안들에 관심을 갖고 

그것을 해결할 원칙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그 원칙이 적용되었던 

풍부한 역사적 사례들을 갖고 있는 것이다. 질서 수립의 사업을 

추진하려던 파운드에게 그것은 매우 매력적인 요소였다. 왜냐하면 

자신이 생각하는 질서 수립의 원칙과 실천 방안들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중국사를 통해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비록 초기 

『시편』을 쓰던 1920년대에는 파운드가 중국사에 대해 거의 아는 바가 

없었지만, 1930년대 후반에 그는 주희(朱熹)의 『자치통감강목』 

(資治通鑑綱目)의 번역인 프랑스 신부 드 마이야의 (Joseph-Anne-Marie de 

Moyriac de Mailla)의 『중국 역사 개관, 또는 제국의 연대기, 드 마이야의 

통 키엔 캉 모우 번역』(Histoire générale de la Chine, ou Annales de cet 

Empire; traduit du Tong-kien-kang-mou par de Mailla)을 읽으면서 중국사에 

대한 지식을 습득했고, 중기 『시편』에 중국사의 사례들을 포함시키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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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그리고, 그는 후기 『시편』에서도 『서경』(書經)과 

『성유광훈』(聖諭廣訓) 등 자료를 보강하며 계속해서 중국사의 

사례들을 예시한다. 중국사는 파운드에게 그가 주장하는 질서 수립의 

방안들을 정당화할 소중한 자료였던 것이다.   

사실, 파운드가 기독교의 내세주의에 맞서기 위해 이교 전통을 

동원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헬레니즘은 기독교와 함께 서양 

철학의 양대 기원으로, 기독교의 전파 이전부터 유럽에 자리잡고 있었던 

전통이기 때문이다. 파운드는 더 오래되고 더 ‘유럽적인’ 전통으로 

기독교를 반박하려 한 것이다. 그러나, 유교는 다르다. 그것은 파운드의 

문화적 환경에는 매우 이질적인 전통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운드는 신플라톤주의보다 유교를 더 중요한 사상적 준거로 삼고, 

『시편』에서 자신의 “지상 낙원”의 프로젝트에 활용한 것이다.  

『시편』에서 파운드가 유교로 자신의 기획을 뒷받침하는 사례는 

앞서 말했듯이 초기 『시편』보다는 중, 후기 『시편』에 더 많다. 

하지만, 이 작품의 질서관의 수립에 유교가 처음부터 기여했음을 보이기 

위해 여기에서는 초기 『시편』의 한 단락을 인용하겠다. 초기 

『시편』에서 유교의 가르침이 소개되는 곳은 대표적으로 「시편 

13」이다. “공자 시편”이라고 불리는 이 시에서 파운드는 공자의 말씀을 

인용하며 이 세상에 질서를 수립하기 위한 방안을 소개하는데, 그 

중에서 특히 다음 단락이 이제까지의 논의와 밀접하게 관련된다.26   

내면에 질서를 세우지 못한 이는  

주위에 질서를 펴지 못할 것이요, 

내면에 질서를 세우지 못한 이는  

                                                   

26 이하 번역은 필자의 것이다. 이일환의『칸토스』선집과 전홍실의 『에즈

러 파운드: 시와 산문들』을 참고했다. 국내에 『시편』의 완역본은 아직 나와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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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이 질서있게 움직이지 못할 것이요,  

군주가 내면에 질서를 세우지 못하면 

영토에 질서를 바로잡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공자는 ‘질서’라는 말을 하고 

‘형제다운 공경심’을 말했지만  

‘사후의 생’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 (13/59) 

If a man have not order within him 

He can not spread order about him; 

And if a man have not order within him 

His family will not act with due order,  

And if a prince have not order within him 

He can not put order in his dominions.  

And Kung gave the words “order”  

And “brotherly deference”  

And said nothing of the “life after death.”  

첫 6행은 앞서 논의한 ‘내면에서 외면으로 발산하는’ 질서의 관념을 

소개한다. 앞서 인용한 『제퍼슨 그리고/또는 무솔리니』의 구절처럼 이 

구절도 『대학』의 8조목을 다시 쓴 것이라 하겠다. 파운드는 공동체에 

질서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개개인의 내면에 질서를 세워야 함을 

유교에 기대어 주장하는 것이다. 다음의 3행은 역시 앞서 논의했던 

지상의 삶에 대한 존중과 사회적 질서의 관념을 소개한다. “형제다운 

공경심”은 유교의 “제”(弟)인데, 이 시를 쓸 때에 파운드가 참고했던 

포티에의 불역 『사서』에 “la déférence fraternelle”로 되어있는 것을 

영어로 옮긴 것이다(Confucius et Mencius 107). 마지막 행은 “삶도 잘 알지 

못하는데 어찌 죽음을 알겠느냐”(未知生 焉知死 )라는 『논어』의 

「선진편」 11장의 공자의 말씀을 다시 쓴 것이다(김학주, 『논어』 

309). 다음 세상이 아닌 ‘지금 여기’에 사회 구성원들 간의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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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중(“형제다운 공경심”)을 통해 공동체의 “질서”를 세우는 일이 

『시편』의 이상임을 파운드는 공자의 말씀을 빌어 밝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시편』의 현세주의는 제 1차 세계대전 이후로 서구 

사회에 팽배해 있던 허무주의와 상실감에 맞서 서구 문명의 위기를 

극복하려는 대담한 개혁 의지의 표명이었다. 그러나, 『시편』에서 

에즈러 파운드의 현세주의는 그의 시대의 정치적, 사회적 격변 속에서 

선악의 이분법과 악의 타자화라는 문제적인 논리로 발전하고, 결국 

『착암기편』과 『왕좌편』에서 ‘파산’을 맞게 된다. 흔히 무솔리니의 

패망이 파운드의 꿈을 좌절시켰다고 말한다. 그러나, 『시편』의 실패의 

원인은 무솔리니의 패망에서가 아니라 『시편』의 논리 내부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이 본고의 주장이다. 역사적 선후 관계로 논리적 인과 관계를 

대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무솔리니의 패망이 파운드에게 시련이 되었던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왜냐하면, 중기 『시편』에서 파운드는 

자신의 프로젝트를 파시즘과 연계시키고 무솔리니를 질서 회복을 향한 

투쟁의 선봉장으로 내세웠기 때문이다. 그러니, 무솔리니의 패망은 

파운드의 프로젝트에 커다란 손실이 되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손실이 곧 파산은 아니듯이, 무솔리니의 패망이 『시편』의 

실패의 ‘원인’은 아니다. 원인은 프로젝트의 내부에 있기 마련이다.   

『시편』의 현세주의의 문제는 그것이 선과 악에 대한 이분법적 

구분으로 이어지면서 시작된다. 초기 『시편』에서부터 파운드는 질서를 

지향하는 세력을 ‘선’으로, 방해하는 세력을 ‘악’으로 이분법으로 

구분한다. 그리고, ‘악의 세력’의 정체를 밝히고자 노력한다. 질서는 수립 

가능하고 수립되어야 ‘마땅한’ 것인데, 현재 질서가 와해되어 있다면 

그것은 질서 수립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이라는 논리이다. 그러니, 

질서 수립을 위해 가장 먼저 할 일은 방해하는 악의 세력을 규명하는 

것이 된다. 초기 『시편』에서 파운드가 악의 세력의 규명에 가장 



 

 

 

41 

 

주력하는 곳은 “지옥 시편”이라 불리는 「시편 14-15」이다. 물론 다른 

시편들에서도 악의 세력이라 이름할 존재들이 등장하지만—가령 「시편 

2」에서 소년을 노예로 팔아 이득을 취하려는 뱃사람들이나 「시편 

12」의 독점 기업가들 등—”지옥 시편”에서 파운드는 단테의 

『지옥편』의 스타일로 지옥의 풍경을 묘사하며 그곳에 떨어진 악인들과 

그들의 죄상을 밝히기 때문이다. 이 시들은 비록 『시편』에서는 분량이 

가장 짧은 축에 속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길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시편 14」의 앞부분만 간략히 인용하겠다.   

나는 빛이 말을 잃은 곳에 도달했다.   

젖은 석탄의 악취, 정치가들,  

. . . . . . . . . e와 . . . . . n, 그들은 손목이  

  발목에 묶인 채, 

벌거벗은 엉덩이로 서서,  

얼굴이 엉덩이 위에 그려져 있고,  

  커다란 눈도 엉덩이 위에,  

수염 대신에 덤불을 매달고,   

   똥구멍으로 군중에게 연설한다,  

 진흙 속의 대중에게 연설한다, 

도롱뇽들, 물달팽이들, 물구더기들, 

.  .  .  .  .  .   

폭리배들은 똥으로 달콤해진 피를 마시고  

그리고 그들 뒤에서 . . . . . . f와 금융가들이  

  강철 철사로 채찍질하네.  

 

그리고 언어의 배신자들   

. . . . . . n과 언론 패거리들 

그리고 일을 얻기 위해 거짓말 한 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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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태들, 언어의 변절자들,  

  변태들, 돈에 대한 욕심을   

감각의 쾌락보다 앞세운 이들. (14/61) 

Io venni in luogo d’ogni luce muto; 

The stench of wet coal, politicians 

. . . . . . . . . e and . . . . . n, their wrists bound to  

    their ankles,  

standing bare bum,  

faces smeared on their rumps, 

    wide eye on that flat buttock, 

Bush hanging for beard,  

     Addressing crowds through their arse-holes,  

Addressing the multitudes in the ooze,   

newts, water-slugs, water-maggots,  

.  .  .  .  .  . 

Profiteers drinking blood sweetened with sh-t.  

and behind them . . . . . . f and the financiers 

    lashing them with steel wires.        

  

And the betrayers of language 

  . . . . . . n and the press gang 

And those who had lied for hire; 

the perverts, the perverters of language,  

  the perverts, who have set money-lust 

Before the pleasures of the senses 

인용문에서 말줄임표 부분은 파운드의 원고에 실명(實名)이 나와 있던 

것을 출판사들이 자체 검열로 가린 곳이라고 한다.27 이미지는 

                                                   

27 앞의 셋은 각각 로이드 조지’(Lloyd George), ‘윌슨’(Wilson), 자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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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으로 ‘분변학적’(scatological)이라 하겠는데, ‘똥’이란 동서를 

막론하고 더러움의 상징이고 부정한 이익의 상징이다. 이 지옥에 떨어진 

이들은 부정한 행위로 이익을 추구한 사람들인 것이다. 인용문에서 첫 

번째로 등장하는 부류는 “정치가들”이다. 그들은 엉덩이가 얼굴이 되고 

항문이 입이 되는 벌을 받는다. 살아 생전 ‘구린 소리’를 하며 부정한 

이익을 챙긴 벌이다. (다른 말로 하면, 정치가들의 말은 ‘방귀 소리’나 

다름없다는 뜻이겠다.) 그 다음 등장하는 부류는 “폭리배들”이다. 그들은 

“똥으로 달콤해진 피”를 마시며 “금융가들”의 매를 맞는다. 살아 생전 

금융자본의 사주를 받고 사람들을 착취하여 부정한 수입을 챙긴 것이다. 

세 번째로 등장하는 부류는 “언어의 배신자들”인 언론인들과 

출판인들이다. 그들은 “일을 얻기 위해” 또는 “돈에 대한 욕심”에서 

‘진리 추구’나 “감각의 쾌락”같은 언론과 출판의 본질을 저버린 

사람들이다. 이와 같이 「시편 14-15」에서 파운드는 ‘악의 세력’의 

목록을 작성한다.28   

중기 『시편』에서 파운드는 ‘악의 축’을 “고리대금업”(usura)으로 

좁힌다. “지옥 시편”에 나열했던 다양한 악의 세력들의 중심이 

‘금융자본’이라 주장하는 것이다. 위의 「시편 14」의 “뒤에서. . . 

금융가들이 / 강철 철사로 채찍질하네”라는 구절이 선악의 문제의 

중심이 된 셈이라 하겠다. 그렇게, 초기 『시편』의 선악의 이분법은 

중기 『시편』에서 “고리대금업”에 대한 ‘단일원인설’(single cause 

theory)로 발전된다. “고리대금업”의 폐단에 대한 비판은 중기 『시편』 

                                                   

프’(Zaharoff)였고 마지막 이름은 미상이라고 한다(Terrell 65).  
28 이 목록에는 위의 세 부류 이외에 “선동분자들”(agents provocateurs), 칼뱅

(John Calvin)과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스(St. Clement of Alexandria) 등 종교인들, 

학자들, 설교자들, 사제들, 고리대금업자들, 그리고 심지어 “여자 골퍼들”(lady 

golfers, 15/64)까지 포함된다. “여자 골퍼들”의 죄상은 분명치 않지만, 파운드는 

그들도 사적 이익을 위해 사회 질서를 교란시킨다고 믿은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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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서나 발견되지만, 그 문제가 가장 집중적으로 다루어지는 작품은 

「시편 45」라 할 수 있다. 「시편 51」과 함께 “고리대금업 시편”(Usura 

Canto)이라 불리는 이 시는 “고리대금업”이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현대인의 삶을 황폐하게 만드는지 설명한다.29 이 시 또한 분량의 문제로 

일부만을 인용하겠다.   

고리대금업으로 인해 누구도 잘 지은 돌집을 갖지 못하나니  

각각의 돌이 매끄럽게 세공되고 꼭 들어맞아  

그 도안이 표면에 드러나는 그런 돌집을,  

고리대금업으로 인해  

누구도 교회 벽에 낙원의 그림을 갖지 못하나니 

하프와 수금이 있는  

또는 처녀가 고지를 받고  

틈새로 후광이 뻗어나오는 그런 그림을  

고리대금업으로 인해  

.  .  .  .  .  . 

어떤 그림도 오래 지속되거나 더불어 살기 위해 만들어지지 않고  

팔기 위해 그리고 빨리 팔기 위해 만들어지느니,  

고리대금업으로 인해, 자연에 거스르는 죄,  

산에서 재배된 밀이 없어서, 강력분이 없어서 

그대의 빵이 점점 더 케케묵은 찌꺼기로 만들어지고  

그대의 빵이 종이처럼 메마르게 되나니,  

고리대금업으로 인해 선이 굵어지고  

고리대금업으로 인해 선명한 구획이 없어지고  

누구도 자신이 거주할 자리를 찾지 못하나니.  

석공이 자신의 돌에서 멀어지고  

                                                   

29 다만, 「시편 51」은 상당 부분 「시편 45」의 반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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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공이 자신의 베틀에서 멀어지느니 

고리대금업으로 인해  

모가 시장에 나오지 못하고  

양털이 이익을 가져오지 못하나니 고리대금업으로 인해  

고리대금업은 역병이라, 고리대금업은  

시녀의 손에 들린 바늘을 무디게 하고  

방적공의 솜씨를 가로막나니. . . . (45/229-230) 

With usura hath no man a house of good stone 

each block cut smooth and well fitting 

that design might cover their face,  

with usura  

hath no man a painted paradise on his church wall  

harpes et luz 

or where virgin receiveth message  

and halo projects from incision,  

with usura 

.  .  .  .  .  . 

no picture is made to endure nor to live with 

but is made to sell and sell quickly,  

with usura, sin against nature, 

is thy bread ever more stale rags  

is thy bread dry as paper,  

with no mountain wheat, no strong flour 

with usura the line grows thick 

with usura is no clear demarcation  

and no man can find site for dwelling.  

Stonecutter is kept from his stone 

weaver is kept from his loom  

WITH USU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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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ol comes not to market 

sheep brigheth no gain with usura  

Usura is a murrain, usura 

blunteth the needle in the maid’s hand 

and stoppeth the spinner’s cunning. . . .   

파운드가 “고리대금업”을 비판하는 이유는 그것이 양질의 상품의 생산을 

방해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인용문에서 “고리대금업”은 상품의 완성도나 

내구성이나 미적 가치에 관심이 없고, 오직 “팔기 위해 그리고 빨리 

팔기 위해”서만 상품을 만든다는 것이다. 그러니 상품이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 “고리대금업”의 폐단은 사회 곳곳에 미쳐 생활의 

질을 낮춘다. 좋은 집이 지어지지 않고, 좋은 그림도 그려지지 않고, 

좋은 빵도 만들어지지 않고, 좋은 옷감도 만들어지지 않고, 심지어 

시녀가 쓰는 “바늘”까지 “무디게 한다”. 뿐만 아니라, “고리대금업”은 

생산자들이 상품을 생산하고 판매할 기회를 뺴앗는다. 석공이 돌을 얻지 

못하고, 직공이 베틀을 돌리지 못하고, 양모업자들이 양을 키우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렇게 생산을 방해하는 “고리대금업”을 파운드는 인용문에서 

“자연에 거스르는 죄”(sin against nature)라고 한다. 그는 이 시의 끝에 

다음과 같이 주를 달아 그 이유를 설명한다.  

주의. 고리대금업: 구매력의 사용에 대한 요금. 생산을 

고려하지 않고, 흔히 생산의 가능성마저도 고려하지 않고 

부과됨. (그런 연유로 메디치 은행의 실패) (45/230) 

N.B. Usury: a charge for the use of purchasing power, levied without 

regard to production; often without regard to the possibilities of 

production. (Hence the failure of the Medici bank.)  

 “고리대금업”이 “생산”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자연에 거스른다”는 

파운드의 견해는 서구의 고전적인 정치경제학의 견해와 어긋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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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다. 전통적으로 서구의 정치경제학에서 생산은 인간이 자연에 

노동을 더하여 잉여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그리고 그런 

생산은 사람이 “흙에서 나왔으므로 흙을 갈게 하셨다”는 「창세기」의 

말씀에 따라(3:23) ‘자연스러운’(natural) 것으로 여겨졌다. 이에 반해, 

고리대금업은 노동 없이 이익을 만들어내기에 ‘자연스럽지 

않다’(unnatural)고 비판 받았다. 파운드의 견해의 독특한 점은 

“고리대금업”을 모든 사회악의 근원으로, 즉 ‘악의 축’으로, 본 데에 

있다. “고리대금업”은 생산과 유통에 간섭하여 재화의 분배를 편중되게 

하고 결국 모든 생산의 가능성을 “살해한다”(slayeth, 45/230)는 것이다. 

그런 연유로 파운드는 인용문에서 “고리대금업”을 “역병”이라 부르고, 

다른 시편에서는 “공동의 무덤” (commune sepulchrum)이라고 

부른다(46/234). 또한, 「돈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What is money 

for?”)라는 산문에서는 “고리대금업은 세상을 병들게 하는 

암이다”(USURY is the cancer of the world)라고 쓴다(SP 300).30   

‘악의 축’이 “고리대금업”으로 좁혀졌으니, 해결책은 자명하다. 질서 

수립은 “고리대금업”을 제거하거나 무력화해야 가능한 일이 된다. 중기 

『시편』에서 파운드의 질서 수립의 프로젝트는 “고리대금업”과의 

전쟁으로 화하는 것이다. 파운드는 중기 『시편』에서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 노력한다. 한편으로, 그는 “고리대금업”의 폐단에 맞설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한다. 그 방안들은, 중기 『시편』을 쓰던 

1930년대와 1940년대에 파운드가 C. H. 더글러스(C. H. Douglas)의 

“사회신용론”(Social Credit)이나 실비오 게젤(Silvio Gesell)의 

“인지화폐론”(Stamp Scrip) 등의 신흥 경제이론들에 관심을 두고 

                                                   

30 이어지는 말은 “오직 파시즘의 메스만이 그것을 국가의 생명에서 도려낼 

수 있다”(which only the surgeon's knife of Fascism can cut out of the life of nations)이다

(SP 300). 이 글은 파운드의 파시즘 지지가 절정에 이르렀던 1939년에 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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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기에, 생산 독려, 금리 규제, 화폐 관리 등의 형태로 구체화된다. 

그러나, 그런 경제적 방안들보다 더 흥미로운 것은, 파운드가 선의 

승리를 자명한 것으로 만들기 위해 구사하는 수사적 전략이다. 중기 

『시편』에서 그는 “고리대금업”을 ‘한 줌의 악’으로 축소한다. 악의 

세력을 소수화하여 선의 세력의 승리의 전망을 밝게 하려는 것이다. 

중기 『시편』에서 “고리대금업”은 다수에 대한 소수의 속임수이다. 

앞서 「시편 45」에서 “고리대금업”의 피해자는 예술가와 장인 등 

제대로 된 상품을 생산하려는 다수의 ‘생산자들’(producers)이다. 오직 

극소수의 집단인 “고리대금업”이 다수의 생산자들에게서 자연의 순리에 

따라 이익을 창출할 기회를 빼앗는 것이다. 특히 중기 『시편』에서 

파운드는 “고리대금업”의 조직화된 형태인 ‘은행’에 주목하는데, 그는 

은행을 “초-고리대금업”(hyper-usura, 46/234)이라 부르며 “은행은 무로부터 

이익을 창출한다”(Bank creates it ex nihil, 46/234)고 비판한다. 국립 은행은 

임의로 찍어낸 화폐로 이자를 챙기고, 사립 은행은 은행가의 돈이 아닌 

고객의 돈을 대출하여 이자를 챙기기 때문이다. 그런데, 극소수의 집단인 

은행가들이 그 사실을 숨기고 대중을 속여 폭리를 취한다는 것이다. 

「시편 46」에서 한 “로스차일드 씨”(Mr RothSchild)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  .  .  “극소수의 사람만이  

이것을 이해할 것이다. 이해한 사람은 바쁠 것이다   

이익을 챙기느라. 일반 대중은 아마 모를 것이다   

그것이 자신들의 이익에 반하는지도” 

“Very few people  

“will understand this. Those who do will be occupied   

“getting profits. The general public will probably not   

“see it’s against their interest.” (46/233) 

「시편 48」에는 또 한 명의 로스차일드의 말이 보고된다. “국가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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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들의 신용에 대해 임대료를 지불하다니 어리석다”(nations were fools 

to pay rent for their credit, 48/241). “고리대금업”은 진실을 숨기고 다수를 

기만하여 부정한 이익을 챙기는 ‘한 줌의 악’인 것이다. 

반대로, 질서 회복은 그런 “자연에 거스르는” 농단질을 근절하여 

다수 대중의 이익을 도모하는 일이다. 이 일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고리대금업”의 속임수를 간파하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현명하고 

유능한 지도자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파운드의 주장이다. 「시편 13」의 

말을 다시 인용하자면, “내면에 질서”가 있어서 “주위에 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는 지도자 말이다. 중기 『시편』에서 파운드는 역사적 

사례를 들어 자신의 견해를 정당화하려 한다. 현명하고 유능한 지도자가 

질서를 바로잡은 사례들을 들어 그것을 현대의 부패상과 대조시키는 

것이다. 파운드는 그런 현명하고 유능한 지도자의 역사적 사례로 토머스 

제퍼슨(Thomas Jefferson), 존 애덤스(John Adams), 마틴 밴 뷰런(Martin Van 

Buren), 앤드루 잭슨(Andrew Jackson) 등 미합중국의 초기 지도자들과, 

토스카나의 피에트로 레오폴도 공작(Pietro Leopoldo)과 그의 아들 

페르디난도 3세(Ferdinando III), 그리고 고대 중국의 군왕과 재상들을 

든다. 그들은 모두 “내면에 질서”를 세워 “주위에 질서”를 바로잡은 

지도자들이다.  

파운드는 그들이 모두 앞서 말한 생산 독려, 금리 규제, 화폐 관리 

등의 조치를 통해 “고리대금업”을 통제했음을 강조한다. 가령 「시편 

44」에서 피에트로 레오폴도의 치적은 다음과 같이 소개된다 

그리고 그대는 하지 못한다, 피렌체 1766년, 그대는  

압류하지 못한다 빚을 핑계로 농기구를  

또는 멍에 멘 황소를 또는 

농부를 그가 상기 품목으로 일을 하는 동안에.  

   피에트로 레오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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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83년, 4%의 법정 최고 이자율 

’85년, 교회 투자에 3, 자발적 명령 

피에트로 레오폴도 

페르디난도 만수무강하소서! (44/223) 

And thou shalt not, Firenze 1766, and thou shalt not 

sequestrate for debt any farm implement 

nor any yoke ox nor 

any peasant while he works with the same 

Pietro Leopoldo  

.  .  .  .   

’83, four percent legal maximum interest 

’85, three on church investments, motu proprio 

Pietro Leopoldo 

Ferdinando EVVIVA!  

레오폴도는 “고리대금업자들”이 “빚”을 핑계로 농부에게서 가장 중요한 

생산 수단인 “농기구”나 “황소”나 신체의 자유를 빼앗지 못하게 하고, 

또한 금리를 낮춤으로써 그들이 횡포를 통제했다는 것이다.  

레오폴도도 중요하지만 중기 『시편』에서 바람직한 통치의 사례로 

가장 길고 집중적으로 다루어지는 사례는 역시 중국의 고대 군주들이다. 

앞서 말했듯이 파운드는 52-61편의 “중국사 시편”에서 고대 중국의 

역사를 따라가며 현명한 지도자의 바람직한 통치의 모습을 보여준다. 

앞서 파운드에게 유교가 신플라톤주의보다 더 소용이 되었던 이유의 

하나가 중국사라고 했는데, 『제퍼슨 그리고/또는 무솔리니』에 

파운드는 “지난 2,500년 동안, 중국에 또는 중국의 일부에 질서가 

자리잡았을 때에는 언제나, 공자주의자가 그 뿌리에 있음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For 2,500 years, whenever there has been order in China or in any 

part of China, you can look for a Confucian at the root of it)라고 썼다(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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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운드에게 중국사는 “내면에 질서를 세”운 지도자들이 지혜와 의지를 

발휘하여 “영토에 질서를 바로잡”는 역사적 사례들의 집합체인 것이다. 

그는 “중국사 시편”에서 생산 독려, 금리 규제, 화폐 관리 등을 유교적 

질서 수립의 방안의 핵심으로 기술한다. 다음은 「시편 54」의 일부이다.   

그리고 효문제 황제가 반포하셨다.   

땅은 모든 사람의 젖줄이다 

나는 이제 세금을 반으로 삭감한다  

나는 성현을 따르고자 한다, 밭을 갈아 상제를 숭상하고자  

농민들에게 일할 도구를 갖게 하라 이를 위해  

내가 세금을 줄이는 것이니 

황금은 먹을 수 없다. 어떤 전쟁에도 무방비가 아니도록 하라  

이렇게 조조가 자기 부서에 (전쟁)  

‘황금은 누구의 생명도 부지하지 못하며 다이아몬드도 그렇다  

땅이 계속 경작되도록 하라….  

현명한 유통으로. 빵이 생계의 근간이다.’ (54/277-78) 

and HIAO OUEN TI the emperor published: 

       Earth is the nurse of all men 

          I now cut off one half the taxes 

I wish to follow sages, to honour Chang Ti by my furrow  

Let farm folk have tools for their labour it is  

       for this I reduce the said taxes 

Gold is inedible. Let no war find us unready.  

Thus Tchao-tso of his ministry (war)  

‘Gold will sustain no man’s life nor will diamonds  

       keep the land under culture…. 

       by wise circulation. Bread is the base of subsistence.’ 

“효문제”는 전한(前漢)의 5대 황제인 문제(文帝)이다. 아들인 

경제(景帝)와 함께 ‘문경지치’(文景之治)라 불리는 치세를 이루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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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진다. 인용문에서 문제의 정책은 앞서 피에트로 레오폴도의 정책과 

다르지 않다. 그는 “땅은 모든 사람의 젖줄”이라는 생각으로 세금을 

삭감하고 농부들이 농구를 갖추게 하며 생산을 독려한다. 그리고, 비록 

은행이나 이자율이 언급되지는 않지만, “황금”이나 “다이아몬드”가 

무용하다는 말에서 암시되듯이 자본의 축적을 경계하고 현물의 분배와 

유통을 중시한다.  

중기 『시편』은 당대의 현실 속에서 다수의 이익을 도모하고 

“고리대금업”의 농단질을 통제하는 현명하고 유능한 지도자로 베니토 

무솔리니를 내세운다. 이미 여러 차례 언급했듯이, 중기 『시편』을 쓸 

당시에 파운드는 이 이탈리아의 “영도자”(il Duce)가 반-자본적이고 친-

생산적인 개혁을 하고 있다고 믿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중기 

『시편』의 여러 곳에서 무솔리니를 지성과 실천력을 겸비한, “내면에 

질서”를 세워 “주위에 질서”를 바로잡는 지도자로 그린다. 「시편 

41」의 다음과 같은 부분이 대표적이다.   

“그런데 이건,”  

  보스께서 말씀하시길, “재미있군” 

심미가들이 이해하기 전에 요점을 파악하셨던 것.  

뻘을 쓸어 흘려보내셨다, 바다 마을의 

늪지대로부터, 치르체오 옆, 다른 누구도 하지 못했던 일. 

2000년을 기다려, 늪에서 생산된 곡식을 먹게 되었다.  

천만 명을 위한 물 공급, 약 백만의 ‘바니’ 

사람들이 살 방이 있었다.  

  우리 연호로 11년.  

그 반(半)-유대인이 들려준 이야기:  

컨소시엄을 꾸리려고 하고 있는데,  

그 배불뚝이중 하나가 말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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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천 2백만이면 들어가겠소”  

그러자 다른 이가, 내 몫은 3백만 

또 다른 이가, 우리는 8백만,  

그러자 보스께서 말씀하시길, 헌데 그 돈으로  

  무엇을 할 작정이오?”  

“아니요! 아니요! 귀하, 그런 질문을 하시면 안됩니다  

사람에게 제 돈으로 무엇을 하겠냐니요 

그건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그러자 보스께서 말씀하시길: 하지만 무엇을 하려오?  

사실 당신들은 그 돈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오  

왜냐하면 모두 변방으로 추방될 테니까.” (41/202)    

MA QVESTO,” 

  said the Boss, “é divertante.” 

catching the point before the aesthetes had got there; 

Having drained off the muck by Vada 

From the marshes, by Circeo, where no one else wd. have drained it. 

Waited 2000 years, ate grain from the marshes; 

Water supply for ten million, about one million “vani” 

there is rooms for people to live in.  

XI of our era.  

Story told by the mezzo-yit: 

That they were to have a consortium 

and one of the potbellies says: 

  will come in for 12 million” 

And another: three millium for my cut; 

And another: we will take eight; 

And the Boss said: but what will you  

  DO with that mo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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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t! but! signore, you do not ask a man  

what he will do with his money. 

That is a personal matter. 

And the Boss said: but what will you do? 

You won’t really need all that money 

because you are all for the confine.”  

인용문의 첫 세 줄은 무솔리니의 명민함을 말한다. 그는 “심미가들이 

이해하기 전에 요점을 파악”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다. 이야기의 

배경은 1933년에 파운드가 무솔리니를 독대했을 때의 일화이다. 

파운드가 그에게 『시편』을 증정했는데, 당시에 이 작품에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던 문학비평가들(“심미가들”)과 달리, 무솔리니의 첫 반응은 

“그런데 이건 재미있군”이었다고 한다. 그 반응이 진심이었는지 

의례적인 것이었는지 분명치 않으나, 파운드는 그것을 보고 무솔리니가 

즉각적으로 “요점을 파악하는” 능력을 가진 명민한 지도자라고 확신했던 

것이다. 4-7행은 다수 대중의 이익을 추구하는 무솔리니의 선의와 

실천력을 말한다. 그는 늪지 개간, 식량 증산, 식수 공급, 주택 공급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공공의 이익을 도모했다는 것이다. 8-22행은 

“고리대금업”에 대한 무솔리니의 대응이다. 9행의 “반(半)-유대인”(mezzo-

yit)이라는 표현 때문에, 또한 마지막 행의 “변방”이라는 뜻의 

이탈리아어 “confine”가 “수용소”라는 뜻의 “confino”를 연상시키기 

때문에, 인종차별주의적으로 보여 현대의 독자들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다. 그러나, 그 혐의에 잠시 ‘괄호를 치고’ 읽으면, 이 일화는 사적 

이익을 위해 공모하는 금융자본가들에 대한 무솔리니의 단호한 대응을 

보여준다 할 수 있다.31  

                                                   

31 “반(半)-유대인”이 혈통상으로 혼혈인 유대인을 가리키는 것인지 아니면 

유대인이 아닌 금융자본가를 비하한 표현인지는 분명치 않다. “confine”의 경우, 

비록 터렐이 『『시편』 지침서』에서 파운드가 “‘confino’를 의도했을 지도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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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런 『시편』의 선악 구분이 너무나 단순하게 이분법적인 

흑백논리로 귀결된다는 점이다. 『시편』의 세계에는 오직 선의 진영과 

악의 진영이 있을 뿐 중간 지대가 없다. 인물들은 완전히 선하거나 

완전히 악할 뿐, 조금 덜 선하거나 조금 덜 악한 정도의 차이가 없다. 

또한 한 인물이 선하게 되거나 악하게 되는 데에 어떤 사연도 ‘운명의 

장난’도 없다. 오직 질서를 수립하려는 지성과 의지가 있으면 선한 

사람이고, 그런 지성과 의지를 결여하면 악한 사람이다. 선악의 문제가 

개인의 책임으로 전가되는 것이다. 이런 이분법적인 구분은 악의 

타자화를 낳기 쉽다. ‘선’은 정의 그 자체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정의상 

어떤 부정의 소지도 배제된다. 모든 부정의 소지가 있는 행위들은 

밖으로 밀려나 ‘악’에 귀속된다. 그렇게, 이분법적인 사고는 종류에 

상관없이 모든 부정한 행위에 ‘악’이라는 이름을 붙여 밖으로 몰아낸다.     

『낯선 신들을 따라서』(After Strange Gods)에서 T. S. 엘리엇이  

「지옥 시편」의 지옥을 “완벽하게 편안한 지옥”(a perfectly comfortable 

one)이라 부른 것은 바로 그런 이분법적인 세계관의 문제를 지적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에즈러 파운드의 지옥]은, 그 나름으로, 감탄할 만한 지옥이다. 

“위엄도 없고, 비극도 없는.”  . . .  그러나 나는 이런 종류의 

지옥에 대해 한 중요한 반대 의견을 갖고 있다. 위엄이 전혀 

없는 지옥은 마찬가지로 위엄이 없는 천국을 함의한다. 만일 

당신이 지옥에서 개인적인 책임과 상황을 구별하지 않는다면, 

본질적인 악과 사회적 우연을 구별하지 않는다면, 천국 또한 

                                                   

른다”(Perhaps “confine” was intended)라고 하지만(167), 이 시가 나치의 유대인 수

용소가 본격적으로 운영되기 이전인 1934년에 출판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

다고 하기 어렵다. “우리 연호로 11년”은 무솔리니 집권의 11년차인 1933년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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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그런 것이 있다면) 마찬가지로 사소하고 우연적이 될 

것이다. 파운드 씨의 지옥은, 그 모든 끔찍한 장면들에도 

불구하고, 현대인들이 관망하기에 완벽히 편안한 지옥이다. 

누구의 심기도 건드리지 않는다. 그것은 타인을 위한 지옥이다. 

본인이나 주변의 친구들이 아니라, 우리가 신문에서 읽는 그런 

사람들을 위한. (After Strange Gods 43)  

[Ezra Pound’s Hell] is, in its way, an admirable Hell, ‘without dignity, 

without tragedy’.  .  .  .  And I find one considerable objection to a 

Hell of this sort: that a Hell altogether without dignity implies a Heaven 

without dignity also. If you do not distinguish between individual 

responsibility and circumstances in Hell, between essential Evil and 

social accidents, then the Heaven (if any) implied will be equally trivial 

and accidental. Mr. Pound’s Hell, for all its horrors, is a perfectly 

comfortable one for the modern mind to contemplate, and disturbing to 

no one’s complacency: it is a Hell for the other people, the people we 

read about in the newspapers, not for oneself and one’s friends. 

『낯선 신을 찾아서』의 주된 목적은 기독교 옹호에 있다. 따라서 

인용문에서 엘리엇이 파운드를 비판하는 목적도 본래 기독교 옹호에 

있다. 하지만 그 목적과 상관없이, “지옥 시편”이 ‘악’을 타자화한다는 

엘리엇의 지적은 새겨들을 가치가 있다. 그는 파운드가 “개인적인 

책임과 상황”, “본질적인 악과 사회적 우연”을 구별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앞서 말했듯이 파운드의 이분법적인 선악 구분에는 사회의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측면을 고려하지 않고 잘못을 개인의 책임으로 

돌릴 위험이 있음을 지적하는 하는 것이다. 그렇게 무질서의 책임은 

고스란히 “고리대금업자들”과 그 부역자들 개개인에게 넘어가고, 

“우리”는 그 책임에서 면제된다. 그런 연유로 엘리엇은『시편』의 

지옥이 파운드와 그에게 동조하는 사람들이 떨어질 일이 없는 “편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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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을 위한 지옥”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시편』의 선악의 이분법의 문제를 지적한 사람이 엘리엇만은 

아니다. 많은 연구자들이 파운드의 흑백논리에 문제를 제기했고, 특히 

그것이 가진 “음모론적” 성격을 비판했다. 일찍이 1978년에 존 러버(John 

Lauber)는 「파운드의 『시편』: 파시스트 서사시」(“Pound’s Cantos: A 

Fascist Epic”)라는 글에서 모든 사회악의 근원이 유대인의  

“고리대금업”이라고 하는 파운드의 사고 방식을 “편집증적 유형” 

(paranoid )이라고 하며 파시즘의 논리와 같다고 비판했다(15). 그는 

“완전히 별개인 적들조차 하나의 범주에 속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것이 위대한 지도자의 천재성의 일부”(It is part of the great leader’s genius to 

let it always appear that even widely separated enemies belong to a single 

category)라고 하는 히틀러의 말을 인용하며, 그 말처럼 파운드는 그가 

혐오하는 모든 적들을 “고리대금업” 또는 “유대인”이라는 하나의 범주로 

묶었다고 지적한다(qtd. 4). 그리고, 그런 사고 방식으로 인해 『시편』에 

논리적 비약과 단순화와 동어반복 등 오류가 생겨나게 되었다는 

것이다(13-18).  

마이클 노쓰 또한 『예이츠, 엘리엇, 파운드의 정치 미학』에서 

『시편』의 “유대 음모론”(Jewish conspiracy)적 요소에 주목하고 또한 

그것과 파시즘의 인종차별주의와의 유사성을 지적한다. 그는 파시즘의 

반-유대주의나 파운드의 반-유대주의는 모두 만악의 책임을 

유대인들에게 전가하는 것이었다고 한다. 가령, 파운드는 어떤 때에는 

유대인이 자본주의의 앞잡이라고 하고, 다른 때에는 러시아 혁명의 

배후인 반-자본주의적 혁명분자들이라고 한다. 또한 어떤 때에는 

유대인의 속성이 뿌리 없이 떠돌며 스며들어 분열시키는 것이라 하고, 

다른 때에는 배타적인 결속력과 조직력이라고 한다. 한마디로, 파운드는 

논리적 일관성 없이 눈에 띄는 적에 모조리 ‘유대인’의 딱지를 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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셈이다. 하여, 노쓰는 파시즘과 파운드의 반-유대주의는 모두 “스스로 

악화시키고 있는 갈등을 감추기 위해 유대인이라는 망령을 이용한다” 

(. . . uses the specter of the Jew to obscure a contradiction it was itself 

exacerbating)고 말한다(174).  

파운드의 그리고 『시편』의 반-유대주의 또는 “유대 음모론”—또는 

이 글에서 쓰는 말로 ‘단일원인설’—의 논리적 비일관성에 대한 러버나 

노쓰 등의 지적은 타당하다. 그리고, 그것과 파시즘의 반-유대주의의 

유사성에 관한 지적도 타당하다. 다만, 본고는 그 유사성의 지적에서 

논의가 끝나서는 안된다고 덧붙이고 싶다. 그렇게 하면 마치 반-

유대주의가 파운드나 파시즘만의 문제인 듯한 인상을 줄 수 있다.32 

그러나, 20세기 초에 서구에서 반-유대주의는 파운드나 파시즘의 

전유물이 아니었다. 버튼 하틀린(Burton Hatlen), 마저리 펄로프(Marjorie 

Perloff), 그리고 찰스 번스틴(Charles Bernstein) 등이 지적하듯이 반-

유대주의는 파시즘이 생겨나기 이전부터 서구 사회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던 혐오 담론이었다.33 그것은 파시즘의 소산이 아니라 파시즘이 

태어나게 한 사회적 갈등 중의 하나였던 것이다. 그러니, 『시편』의 

                                                   

32 이와 관련하여, 러버와 노쓰가 ‘파시즘’(fascism)이라는 말을 다소 모호하

게 일반명사로 쓰면서 무솔리니의 파시즘(Fascism)과 히틀러의 나치즘(Nazism)을 

구분하지 않는 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파운드가 히틀러에 대해서도 우호적인 

발언을 하기는 했지만, 그가 주로 영향을 받은 것은 히틀러가 아니라 무솔리니

였다. 그리고, 주지하다시피, ‘반-유대주의’는 본래 파시즘이 아니라 나치즘의 기

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버는 ‘파시즘’이라는 단어를 일반명사로 쓰면서 

히틀러를 주로 논거로 인용하고, 노쓰는 주로 무솔리니의 파시즘과 파운드의 관

계를 논하지만 유독 반-유대주의에 관한 부분에서는 ‘파시즘’이라는 단어를 일

반명사로 쓰고 있어서, 그 둘의 논의는 마치 반-유대주의가 파시즘 일반의 특성

인양 취급한다(175-176).  
33 번스틴의 「파운드와 오늘의 시」(“Pound and the Poetry of Today”), 하틀린

의 「에즈러 파운드와 파시즘」(“Ezra Pound and Fascism”), 펄로프의 「파시즘, 

반-유대주의, 고립주의: ‘에즈러 파운드 사건’의 맥락 짓기」(“Fascism, Anti-

Semitism, Isolationism: Contextualizing the ‘Case of Ezra Pound’”) 등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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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 음모론”을 오직 파시즘과의 연관 속에서만 조망하는 것은 문제를 

축소하는 일이 된다. 마치 반-유대주의가 모든 문제의 책임을 

유대인들에게 전가했듯이, 모든 문제의 책임을 파시즘에게 전가하는 또 

하나의 ‘악마화’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 『시편』의 이분법적 

논리가 파시즘과의 관련을 넘어 그 시대 전체와 관련된 것이었음을 

분명히 해야 한다. 그래야만 『시편』을 단순히 “파시스트 서사시”가 

아니라 20세기의 한 “종족의 이야기”(tale of the tribe, GK 194)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다.  

또 하나 덧붙이고 싶은 점은, 러버와 노쓰의 논의가 『착암기편』과 

『왕좌편』을 거의 다루지 않는다는 점이다. 러버의 논의는 초, 중기 

『시편』에 집중된다. 『피사 시편』은 몇 번 언급되지만, 

『착암기편』과 『왕좌편』은 일부 인용이 있을 뿐 연작의 전체적인 

성격은 논의되지 않는다. 노쓰의 논의에는 『착암기편』과 『왕좌편』이 

포함되지 않는다. 그의 논의는 초, 중기 『시편』에서 시작되어『피사 

시편』에서 끝난다. 그는 초, 중기 『시편』에서 발전된 파운드의 반-

유대주의가 『피사 시편』에서 내적 모순을 드러내지만, 파운드가 이 

연작에서 통일성(unity)을 포기하기 때문에 시적 균열 없이 그 모순들이 

기록된다고 한다(184). 그렇다면, 후속작인 『착암기편』과 『왕좌편』은 

어떠한지 질문이 따를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쓰는 그 두 

연작을 과감히 생략한다. 서론에서 연구자들 사이에 『착암기편』과 

『왕좌편』이 ‘사족’ 취급을 받는다고 했는데, 러버와 노쓰의 글이 그 

경향을 예증한다 하겠다. 그러나, 필자가 보기에 『착암기편』과 

『왕좌편』은 단순히 ‘사족”이 아니다. 『시편』의 선악의 이분법과 

‘단일원인설’의 논리적 결함이 시에 중대한 균열을 일으키는, 그리하여 

그 논리에 결함이 있음을 분명히 드러내는 의미있는 연작들이다.  

물론 러버나 노쓰가 말하듯이 파운드의 반-유대주의의 논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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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함은 초, 중기 『시편』이나 『피사 시편』에서도 발견된다. 본래 

문제가 있는 논리이니 작품의 어디에서든 그 결함을 논할 수 있게 

마련이다. 그러나, 『착암기편』과 『왕좌편』 이전까지는 그 결함이 

시적 균열을 일으키지 않았다는 것이 본고의 주장이다. “편집증적”이라는 

러버의 말을 빌어 표현하자면, 초, 중기 『시편』은 편집증에 걸린 

환자처럼 하나의 이야기를 반복한다. 그러니, 읽는 사람은 문제를 발견할 

수 있지만, 이야기 자체는 균열 없이 일관되다. 『피사 시편』은 

망상에서 잠시 깨어난 사람처럼 자신의 이야기가 환상인지 아닌지 

자문한다. 그러니, 의심이 작품의 형식이기 때문에 이야기의 결함이 

작품을 균열시키지 않는다. (그래서 노쓰는 파운드가 이 연작에서 

‘통일성’을 포기했다고 말한 것이다.) 『착암기편』과 『왕좌편』은 마치 

편집증으로 돌아가려는 사람처럼 초, 중기 『시편』의 이야기를 

되살리려 한다. 그러나, 이미 깨어났기 때문에, 이전처럼 일관되지 

못하고 스스로 결함을 드러내며 자기 모순에 빠지는 것이다.  

“지상 낙원”을 건설하려던 1930년대와 1940년대의 파운드의 노력은 

제 2차 세계대전의 종전과 함께 수포로 돌아가게 되었다. 무솔리니는 

동포들의 총에 살해당했고, 파운드 자신은 반역죄의 혐의로 피사의 미군 

구치소에 갇히게 되었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연합국의 승리는 

파운드에게 세상이 금융자본의 이해관계에 따라 돌아가는 모습을 다시 

한번 목도하게 되었다는 의미였다. 파운드는 이제 그 ‘실패’를 

스스로에게 설명해야 했다. 자신의 질서 수립의 프로젝트에 원칙적인 

오류가 있었는지 아니면 실행 상의 오류가 일어난 것이었는지 말이다. 

서론에서 말한 바와 같이, 파운드의 결론은 후자였다. 『피사 시편』에서 

그는 자신의 신념이 그릇되지 않았다고 확인한다. 그런 결론을 내리는 

데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던 것 같다. 『피사 시편』의 첫 편인 

「시편 74」에서부터 그는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 제국도 사원들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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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헌법도 또는 다이오스의 도시도”(I surrender neither the empire nor the 

temples / . . . / nor the constitution nor yet the city of Dioce, 74/454)라고 하며 

“지상 낙원”의 꿈을 포기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니 말이다. 마찬가지로 

그는 파시스트 정부도 그 기본 노선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실행 

과정에서 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 패망하게 되었다고 결론내린다. 

「시편 77」에서 그는 “허풍, 허영, 착복이 20년 간의 노동을 

망쳤다”(Jactancy, vanity, peculation to the ruin of 20 years’ labour, 77/490)라고 

쓰고, 「시편 80」에서는 “강조의 오류 또는 지나침”(“an error or excess of 

emphasis, 80/516)이 문제였다고 쓴다. 파운드 자신이 주장했던, 그리고 

그가 무솔리니가 실행에 옮기려 한다고 믿었던, 통치의 원칙들은 『피사 

시편』에서 파운드가 목하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질서 수립을 계속 

추구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이제 『시편』의 현세주의에는 

‘실패도 과정의 일부’라는 새로운 생각이 더해진다.   

비 또한 과정의 일부이다 

네가 떠난 것은 길이 아니다 (74/445)  

    rain also is of the process 

What you depart from is not the way 

 

비도 과정의 일부이다 

바람도 과정의 일부이다 (74/455) 

The wind is part of the process 

The rain is part of the process  

파운드는 ‘과정’이라는 관념을 유교에서 가져왔다. 서론에서도 밝혔듯이, 

“네가 떠난 것은 길이 아니다”(What you depart from is not the way)은 

『중용』 1장 2절의 “떠날 수 있으면 도가 아니다”(可離 非道也)라는 

구절에 대한 파운드의 번역이다. 인용문에서 “과정”(process)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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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way)은 모두 한자 “도”(道)의 번역인 것이다.34 그는 이 시를 당시에 

『중용』을 번역하고 있었고, 거기에 나오는 구절을 자신의 상황에 

대입했다. 그리고, 자신은 정도(正道)에서 벗어나지 않았고, 또한 “비”와 

“바람”이 “과정의 일부”이듯이 지금 겪는 실패와 시련도 “과정의 

일부”라고 위안했던 것이다. 이렇게 ‘실패’를 “과정의 일부”로 

자리매김으로써 그는 시련에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지상 낙원”을 

추구할 명분을 세운다.   

『착암기편』과 『왕좌편』에서 파운드는 ‘실패도 과정의 일부’라는 

관념을 포함하도록 『시편』의 현세주의를 다시 쓰고자 한다. 실패에도 

불구하고 질서 실현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야 함을 주장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그는 역사적 사례들을 제시하며 때로 실패와 시련이 있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질서를 바로 세우는 과정이 문명의 역사임을 보인다. 

물론 앞서 보았듯이 초, 중기 『시편』에도 역사적 사례들이 많이 

포함됐었다. 그러나, 초, 중기 『시편』에서는 파운드가 각각의 사례에서 

‘선’의 정당성을 밝히려 했을 뿐, ‘실패도 과정의 일부’라는 패턴을 

세우려고 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제 후기 『시편』에서 파운드는 

“고리대금업”이 현재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항상 사욕을 채울 기회를 

노려온 악의 세력이며, 그들과의 싸움이 계속되어 왔음을 보이려 한다. 

이를 위해 그는 점점 더 많은 그리고 점점 더 오래된 사례들을 발굴하게 

되고, 그리하여 『착암기편』과 『왕좌편』은 고대 아테네, 고대 로마, 

비잔틴 제국, 롬바르드 왕국, 고대 영국, 그리고 『서경』(書經)의 고대 

                                                   

34 피사 구치소에서 파운드는 『피사 시편』을 쓰는 동시에 『중용』을 비

롯하여 『대학』, 『논어』를 영어로 번역하고 있었다. “네가 떠난 것은 길이 아

니다”라는 구절은 파운드의 『중용』 영역인 『흔들리지 않는 중심』(The 

Unwobbling Pivot) 에 그대로 나온다(636). 휴 케너의 『파운드 시대』(The Pound 

Era)의 「공자의 발명」(“Inventing Confucius”)과 「새장」(“The Cate”) 장을 참고
(445-459, 460-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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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이르기까지 동서고금의 “역사를 포함하는 시”(a poem including 

history)가 된다(“Date Line,” LE 86),35 그리고 이제, 중기 『시편』에서 

단번에 끝날 것처럼 기술되었던 선과 악의 싸움은 “영원한 전쟁(bellum 

perenne)”으로 바뀐다.36  

영원한 전쟁을 노래하네  

Bellum cano perenne... (86/588) 

 

. . . 고리대금업자와 누구든  

제대로 된 일을 하려는 자 사이에  

(영원한) 

. . . between the usurer and any man who  

wants to do a good job 

        (perenne) (87/589) 

물론 그렇다고 해서 파운드가 승리의 전망을 양보하는 것은 아니다. 

『착암기편』과 『왕좌편』에서 파운드는 ‘선의 세력’의 승리의 전망을 

다시 세우려 한다. 다만, 중기 『시편』에서 그가 ‘악의 세력’을 

“고리대금업”으로 지목하고 ‘한 줌의 악’으로 축소하는 데에 주력했다면, 

이제 『착암기편』과 『왕좌편』에서는 ‘선의 세력’의 지적, 도덕적 

우월성을 강조하여 승리의 전망을 세운다. 위의 인용문에서 

“고리대금업자”의 맞수는 “누구든 / 제대로 된 일을 하려는 자”이다. 

한쪽에 이미 전쟁에서 이겨 마땅할 도덕적 정당성이 부여되어 있는 

것이다. 질서를 바로잡으려는 세력은 자연의 순리를 알고 존중한다. 

                                                   

35 “서사시는 역사를 포함하는 시”(An epic is a poem including history)라는 말

은 파운드의 「날짜 변경선」(“Date Line”)이라는 글에 나오는 말이다(LE 86). 서

론에서 번스틴의 말에 인용된 바 있다. 서론의 각주 20 참고.  
36 아래의 인용문은 각각 「시편 86」의 끝과 「시편 87」의 시작이다. 파

운드는 “영원한 전쟁”을 두 시에 걸쳐 배치하며 그 “영원함”을 강조하려 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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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고리대금업자들”은 자연의 순리를 모르고 또한 그것을 

거스른다. 그러니, 자연의 순리에 따라 전자가 후자를 이길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선의 세력’은 지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우월하고 반대로 

‘악의 세력’은 열등하기 때문에 ‘선의 세력’이 승리해야 마땅하다는 

논리가 구성된다.   

파운드는 『착암기편』과 『왕좌편』에서 그런 주장을 다시 한번 

유교를로 뒷받침하려 한다. “과정”이라는 관념을 유교에서 가져왔듯이, 

자연의 순리를 깨우친 사람이 그 순리에 무지한 이들을 물리치고 질서를 

바로잡아야 마땅함을 유교를 통해 정당화하려는 것이다. 하여, 이 

연작들은 『대학』, 『중용』, 『논어』, 『맹자』 등 유교의 사서를 

위시하여 유교의 역사 고전인 『서경』(書經)과 청나라 강희제의 유훈인 

『성유광훈』(聖諭廣訓)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유교 고전이 인용되며 

통치자가 갖춰야 할 덕성을 논한다. 다음은 「시편 85」의 시작 

부분이다. 『착암기편』을 여는 첫 단락부터 파운드는 유교 고전을 

인용하며 자연의 순리에 대한 깨달음이 바람직한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덕성이라고 주장한다.    

     

 

링2    

 

 

우리 왕조는 생겨났다 위대한 감수성 때문에  

모든 것이 거기 이미 이 인의 시대에    

모든 뿌리가 이미 이 인의 시대에   

갈릴레오가 색인에 올리기를 1616년에  

웰링턴의 평화가 바털루 이후에 

靈 
 

伊 

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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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止       치3 

     해시계 바늘 

우리 과학은 그림자의 관찰에서 시작되었다 

베쓰 여왕은 오비드를 번역했고,  

클레오파트라는 통화에 대한 글을 남겼다,  

이에 반해 오랜 기록을 깨뜨리는 사람들은  

   쉬엔2 형태를 무시하고  

   賢  
 힘있는 편으로 뛰어드는구나  

                           (오합지졸) (85/563-64) 

 

 

Ling2  

 

 

Our dynasty came in because of a great sensibility. 

All there by the time of I Yin   

All roots by the time of I Yin.   

Galileo index’d 1616,   

Wellington’speace after Vaterloo 

chih3 

靈 
 

伊 

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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止 
a gnomon,   

Our science is from the watching of shadows; 

That Queen Bess translated Ovid,  

       Cleopatra wrote of the currency, 

Versus who scatter old records  

       ignoring the hsien2 form   

賢  
and jump to the winning side  

         (turbae)  

「시편 85」는 앞서 인용했던 시편들보다 난해하기 때문에 내용 설명이 

필요할 것 같다. 「시편 85-86」에서 파운드는 『서경』의 구절들을 

유럽의 역사와 엮는다.37 앞서 서론에서 파운드가 후기 『시편』에서 

동서양의 소재를 자유자재로 연결시킨다고 했는데, 「시편 85-86」은 

그런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인용문에서 큰 글씨로 인쇄되어 있는 

한자들은 모두 『서경』에서 따온 것이다. 파운드는 이 한자들이 매우 

중요하다는 듯이 큰 글씨로 적고 발음까지 기록한다. 첫 행의 “링”은 

바로 아래의 한자 ‘신령 령(靈)’ 자의 중국어 발음이다. 마찬가지로 

                                                   

37 출전은 세라핀 쿠브뢰르(Séraphin Couvreur)의 『슈 킹: 중국의 연대기』

(Chou King, Les Annales de la Chine )이다. 이 책은 한문 원문과 함께 쿠브뢰르의 

프랑스어 번역과 라틴어 번역을 담고 있다. 파운드는 한문 원문과 라틴어 번역

을 주로 참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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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행의 “치3”, 14행의 “쉬엔2”도 각각 왼쪽과 아래에 나오는 한자 ‘그칠 

지(止)’ 와 ‘어질 현(賢)’ 의 중국어 발음이다. 그리고, 2-3행의 “이 인”은 

오른쪽에 한자로 나오는 상나라 탕왕의 재상 “이윤”의 이름의 중국어 

발음이다.38 파운드는 『서경』구절들도 옮겨 온다. 3행의 “우리 왕조는 

생겨났다 위대한 감수성 때문에”와 13-16행의 “이에 반해 . . . 

(오합지졸)”은 각각 파운드가 『서경』의 『주서(周書)』의 제 16편인 

「다사(多士)」와 『상서(商書)』의 제 2편인 「중훼지고(仲虺之誥)」에서 

따온 문장이다.39  

인용문에서 파운드는 자연의 순리에 대한 인식이 질서 수립의 

출발점이라고 한다. “우리 왕조는 생겨났다 위대한 감수성 때문에”에서 

“감수성”은 1행의 한자 ‘령’에 대한 파운드의 번역이다. 무엇에 대한 

“감수성”인지 써있지 않아 애매할 수 있지만, 『착암기편』과 

『왕좌편』 전체를 보면 이 “감수성”은 만물의 순리에 대한 

“감수성”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 한자는 두 연작에 자주 등장하는데, 

파운드는 ‘신령 령(靈)’자를 ‘비’(雨) 와 세 개의 ‘점’ 또는 ‘입’(口)과 

‘무녀’(巫)의 조합으로 보고, 이 글자가 ‘빗물처럼 떨어지는 하늘의 

                                                   

38 위 첨자는 성조 표시이다. 아래의 “치3”와 “시엔2”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원래 쿠브뢰르의 책에는 성조 표시가 없는데, 파운드가 사전에서 찾아 넣은 것

이다. 파운드의 한자 사전 사용에 대해서는 치들의 책의 38-39쪽을 참고.       
39 각각 “금유아주왕 비령승제사”(今惟我周王 丕靈承帝事)와 “간현부세 식번

유도”(簡賢附勢 寔繁有徒)라는 구절이다. “지금 우리 주나라 임금님은 하늘의 일

을 잘 받들고 계시오”와 “어진 이를 업신여기고 권세에 아부하는 무리들이 득

실거려서”라는 뜻이다(김학주, 『새로 옮긴 서경』 467, 201). 이 구절들에 대한 

쿠브뢰르의 라틴어 번역은 다음과 같다.  

Vos In domus numerosi præpositi, nunc vero nostræ 1Tcheou domus imperatores 

valde boni susceperunt cæli regis opus. (IV.xiv.13, 285)  

Quæ despiciebant probos prudentesque viros et adhærebant potentibus, vere 

plurimæ errant turbæ (III.ii.4, 105) 

참고로, 본문에서 「주서」의 16편이라 한 「다사」가 쿠브뢰르의 책에서 

14편이 된 까닭은, 보통 상편, 중편, 하편으로 나뉘는 「주서」의 1-3편의 「태

서(泰誓)」를 쿠브뢰르가 나누지 않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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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을 무녀가 받는 장면’의 그림이라 생각했다. 그래서, 「시편 

104」에서는 델포이의 무녀와 연결시키며 다음과 같이 쓰기도 한다. 

“피토네사 / 삼각대 위에 눈처럼 부드러운 작은 젖가슴들 / 靈 구름 아래 

/ 세 목소리”(Pitonessa / the small breasts snow-soft over tripod / 靈 under the 

cloud / the three voices, 104/760). 그는 ‘령’ 자가 하늘의 순리를 받아들이는 

것을 뜻한다고 생각하여 “감수성”이라고 번역한 것이다. 그리고, 그런 

“감수성”이 문명의 출발점이라는 진실을 고대 중국의 현인들이 알고 

있었다고 한다. “모든 것이 거기 이미 이 인의 시대에 . . . / 모든 뿌리가 

이미 이 인의 시대에”라는 말은 『서경』에 나오는 기원전 1600년 

무렵의 인물인 이윤의 훈계에 이미 이 통치의 원칙이 밝혀져 있다는 

뜻일 것이다.  

5-11행에서 갈릴레오, 웰링턴, 엘리자베스 1세(“베쓰 여왕”), 

클레오파트라 등이 나열되고 “해시계 바늘”이나 “우리 과학은 그림자의 

관찰에서 시작되었다”는 말이 나오는 것은 그런 연유에서이다. 

“해시계”를 통한 태양의 관찰에서 “과학”이 태어났듯이, 인간을 포함한 

만물의 본성에 대한 관찰과 깨달음을 통해 문명이 태어난다는 것이다. 

상기한 인물들은 파운드가 자연과 인간의 본성에 대해 무엇인가를 

파악한, “감수성”이 있는 있는 인물들이라 여겼기 때문에 나열된다. 

갈릴레오는 천체 관측으로 행성의 운행 원리를 알아낸 과학자이다. 

웰링턴은, 파운드의 견해에 따르면, 나폴레옹 전쟁 이후 독일과 프랑스 

사이의 영토 문제를 잘 해결하여 평화를 이룩한 사람이다.40 그는 한쪽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약은 미래에 분쟁의 씨앗이 된다는 점을 깨달았기 

                                                   

40 이 견해의 출처는 1953년에 출판된 러셀 그렌펠(Russell Grenfell)의 『무

조건적인 증오』(Unconditional Hatred)라고 한다. 그리고, 파운드가 이 “감수성”

의 명단에 웰링턴을 넣은 이유는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연합국의 독일 처리 방

침에 불만을 표하기 위함이었다고 한다(Terrell 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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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평화가 지속되도록(“止”) 만들 수 있었던 것이다.41 엘리자베스 

1세와 클레오파트라도 마찬가지이다. 그들은 각각 희랍 신화에 담긴 

지혜와 화폐의 작용 원리를 깨닫는 “감수성”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의 

치세가 가능했다는 것이다..  

반대로, 질서 수립을 방해하는 자들은 이치에 대한 “감수성”이 없는 

열등한 부류들이다. 인용문의 말미에서 파운드는 “감수성”을 결여하여 

질서를 교란시키는 무리를 경계한다. 마지막 네 행에서 그는 세상에는—

갈릴레오, 웰링턴, ‘베스 여왕’, 클레오파트라 등과 달리—자연의 순리의 

중요성을 몰라서 “오랜 기록을 깨뜨리”고 “힘있는 편으로 뛰어드는” 

무리들이 있다고 한다. 파운드가 공공의 적으로 여기는 

“고리대금업자들”과 그 부역자들이 그런 부류들이다. 그는 그런 무리를 

“오합지졸”이라 부른다. 질서를 교란시키는 무리를 경계하는 동시에 

그들을 보잘것없는 무리로 깎아내리는 것이다.     

이와 같이 파운드는 『착암기편』과 『왕좌편』에서 ‘악의 세력’ 즉 

“고리대금업자들”을 도덕적으로나 지적으로 열등한 존재로 그리려 한다. 

그렇게 하여 이 연작들의 “영원한 전쟁”에서 ‘선의 세력’의 승리의 

전망을 세우려는 것이다. 앞서 인용한 「시편 14」에서도 파운드는 지옥 

주민들을 열등한 존재로 그린 바 있다. 지옥은 “빛이 말을 잃은 곳” 즉 

진리와 신성이 부재하는 공간이다. 그곳에 떨어진 자들은 진리와 신성에 

대한 열망을 결여했기 때문에 “도룡뇽들, 물달팽이들, 물구더기들”과 

                                                   

41 7행의 한자 ‘止’는 중의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우선, 파운드는 이 

글자가 유교의 한 중요한 가르침을 담고 있다고 보았다. ‘그칠 지’(止) 자는 『대

학』에 여러 번 나오는데, 파운드는 이 글자를 단순히 ‘그치다, 멈추다’가 아니

라 ‘정점에서 머무르다’의 뜻으로 해석했다. 그래서, 『대학』 번역에서 파운드

는 이 글자를 “정지하다”(coming to rest) 또는 “자리를 잡다”(take a postion) 등으

로 번역했다(Great Digest 618, 695). 둘째로, 파운드는 한자 ‘止’의 모양이 “해시계 

바늘”의 모양과 유사하다고 보아 여기에 쓴 것 같다. 바로 뒤의 구절을 예고하

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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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지옥 구덩이에 살게 된 것이다. 『착암기편』과 『왕좌편』에서도 

파운드는 비슷한 시도를 한다. 그는 “고리대금업자들”을 벌레에 

비유하며 그들을 열등한 존재로 그리려 한다. 사실, 그 시작은 『피사 

시편』이었는데, 일찍이 「시편 74」의 앞부분에서 파운드는 

“고리대금업자들”을 “구더기”에 비유한 바 있었다.  

벤과 클라라도 아 밀라노  

       밀라노에서 거꾸로 매달려    

구더기들이 죽은 황소를 뜯어먹게 되었다. (74/445) 

Thus Ben and la Clara a Milano 

            by the heels at Milano 

That maggots shd/ eat the dead bullock 

“벤” 무솔리니가 “황소”라면 “고리대금업자들”과 그들의 부역자들은 

시체를 뜯어먹는 “구더기”와 같다는 것이다. 그들은 “황소”의 위대함을 

모른 채 오직 제 배를 불리려 한다.  

‘벌레’의 비유는 『착암기편』과 『왕좌편』에서도 계속된다.  

겁쟁이들은  

모든 사람을 벌레 크기로 축소시키기를 원했다. (85/568) 

The pusillanimous 

wanting all men cut down to worm-size. 

 

꿈틀거리는 벌레들이 사람들의 정신을 약탈한다,  

        모든 사람을 벌레 크기로 축소하기를 바라며. (87/589) 

the squirmers plunder men’s mind, 

wanting all men cut down to worm-size.  

 

우리 시대까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유아증, 

     배출에 대한 관심, 원천에 대한 관심은 없이, (87/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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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antilism increasing till our time,    

    Attention to outlet, no attention to source, 

파운드는 “고리대금업자들”이 “겁쟁이들”이고, “꿈틀거리는 벌레들”이고, 

“유아증”에 걸렸다고 하며 그들을 도덕적으로 지적으로 열등한 존재로 

만든다. “고리대금업자들”은 비열하다. 왜냐하면 “고리대금업자들”은 

다른 사람들의 정신이 커지는 것이 두려워 다른 사람들의 정신을 

약탈하기 때문이다. “고리대금업자들”은 무지하다. 왜냐하면 그들은 한 

집단의 부의 원천이 사람들의 정신에 있음을 모르기 때문이다. 아니, 

인용문에 따르면 그들은 부의 원천에 대해 아예 “관심이 없”다. 오직 

“배출”의 문제, 즉 이미 생산된 부를 어느 쪽으로 보내는가 하는 일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이치를 모르고 사익만을 추구하기에 

파운드는 그들이 “유아증”에 걸렸다고 한다.   

그러나, “고리대금업자들”을 열등한 존재로 만들어 ‘선’의 승리에 

힘을 실어주려는 파운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착암기편』과 

『왕좌편』은 파운드의 주장과는 다른 전망을 보여주게 된다. 왜냐하면, 

파운드는 “고리대금업자들”이 “벌레”와 같다고 비하하지만, 그 비하가 

반어적으로 “고리대금업자들”의 위세와 수완이 대단함을 드러내게 되기 

때문이다. 사실, “구더기들이 죽은 황소를 뜯어먹게 되었다”는 「시편 

74」의 구절부터 이미 반어적으로 “구더기들”의 위세를 보였다고 할 수 

있다. “황소”는 이미 죽었고, 이 문장에서 상황을 주도하는 것은 

“구더기들”이다. 「시편 85」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파운드는 

“고리대금업자들”이 “겁쟁이”이고 “벌레”와 같다고 하지만, 그 뒤에 

소개되는 당장의 현실은 다음과 같다.   

겁쟁이들은  

모든 사람을 벌레 크기로 축소시키기를 원했다.  

루즈벨트 씨는 덱스터 화이트를 뽑았다.  

문화에 대한 반동이 유사(流沙)처럼 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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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이후 (1848)   

언어학이 세분되었고,  

나폴레옹 3세는 문안을 분할하여  

인쇄소의 작성자들에게 각각 

몇 행만을 주었으니,  

누구도 선언서 전문을 보지 못했다.   

그들을 4년간 시장에 오지 못하게 하여  

아무런 이해도 갖지 못하게 하라.  

고전 공부 없음,  

미국 역사 공부 없음,  

중심 없음, 총체적 뿌리 없음,  

공정가격이 핵심에 없음.  

법이 불확실한 곳에. (85/568-69)  

The pusillanimous 

wanting all men cut down to worm-size.  

Mr. Roosevelt chose Dexter White.  

As against culture as quick-sand  

after “’48”    (1848)  

  philology subdivided,  

Nap III had the composition divided,  

   to each compositor in the print shop 

   a very few lines,  

none seeing the whole Proclamation.  

Keep ’em off the market four years 

  and leave ’em without understanding,  

No classics,  

no American history, 

 no centre, no general ro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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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prezzo giusto as core. 

          UBI JUS VAGUM.  

덱스터 화이트가 누구인가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42 다만 상나라 탕왕이 

이윤을 기용한 것과 달리 루즈벨트는 잘못된 사람을 택했다는 뜻임을 

파악하면 충분하다. 그리고, 중국의 사례에서처럼 “서로 가르치고 

배우기”(invicem docents, 85/577)를 장려하기는커녕, “’48이후 (1848)”로 

서구에는 학문이 쇠퇴하고 교육이 방치되었다는 뜻임을 파악하면 된다. 

그 결과 서구 사회에는 “중심”도 없고 “뿌리”도 없게 되었다는 것이 

파운드의 주장이다. 그런데, 이 묘사에서 현실이 개선될 수 있다는 

낙관적인 전망을 찾기 어렵다. 파운드의 지향점은 분명하다. 인재를 

적재적소에 기용하고, 학문을 통합하고, 고전과 역사 교육을 강화하여 

사람들이 “중심”과 “뿌리”를 갖고 “법”이 “확실”하게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묘사에는 그런 행동을 할 주체가 보이지 

않는다. 앞서 인용한 “고리대금업 시편”에서는 “고리대금업자들”의 

반대편에 다수의 생산자들이 있었지만, 여기에는 아마도 파운드 자신이 

있을 뿐 맞설 세력이 보이지 않는다. “누구도”나 “그들” 등의 표현에서 

보이듯이 대중은 수동적으로 지배당하는 익명적 존재들이다. 반면에 

“겁쟁이들”은 매우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서, 마치 그들의 

바람대로 모든 사람이 이미 “벌레 크기로 축소”되어 맞설 세력이 없는 

듯 하다.  

이와 같이, 『착암기편』과 『왕좌편』에서 파운드는 

“고리대금업자둘”이 열등한 존재라고 하지만, 그가 인용하는 사례들은 

그들이, 비록 파운드의 비난처럼 자연의 순리에 대한 “감수성”이 

                                                   

42 참고로, 해리 덱스터 화이트(Harry Dexter White)는 1934-45년에 루즈벨트 

정부에서 재무부 차관보를 지낸 인물로, 재무장관 헨리 모겐소(Henry 

Morganthau)의 심복이었다. 그러나 후일에 소련의 첩자로 발각되어 많은 사람들

에게 충격을 주었다고 한다(Terrell 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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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을지는 모르나, 능력에 있어 전혀 열등하지 않음을 드러낸다. 다른 

예로, 「시편 86」에서 파운드는 그들의 부도덕함을 비난하기 위해 

로스차일드 가의 일화들을 소개하지만, 그 일화들은 역설적으로 

로스차일드 가의 위세와 수완을 보여주게 된다.   

보나파르트를 무찌르는 데에 20년,  

  금이 프랑스를 통해서 스페인으로  

매수와 매도  

    일자리에 대한,  

그리고 뷰캐넌이 군주들에 대해 한 말  

  (1850년 피어스에게) 

대륙 쪽의 군주들만 언급하며  

질문? 영국은 아직 수에즈 대금에 팔리기 전이었다— 

그 일은 20년 후에 벌어질 것이었다, 

아니 ’74년이었나? 

어쨌거나, 헐값에 팔았다,  

의회 승인을 생략하고, (86/584) 

20 years to crush Bonaparte,  

  gold through France into Spain 

The purchase and sale of  

     Geschäft,  

and Buchanan’s remark about monarchies 

  (1850 to Pierce)  

mentioning only those on the Continent 

question? England not yet sold for the Suez— 

That would have been 20 years later,  

  or was it ’74? 

At any rate, sold down the river,  

passed over Parlia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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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문에는 로스차일드 가와 관련된 두 개의 이야기가 들어 있다. 

하나는 나폴레옹 전쟁 때의 이야기이고 다른 하나는 영국의 수에즈 운하 

매입과 관련된 이야기이다. 1-2행은 나폴레옹 전쟁 때의 이야기로, 

파운드는 로스차일드 가가 돈벌이를 위해 나폴레옹의 몰락에 일조했다고 

비판한다. 반도 전쟁(Peninsular War)에서 스페인에 파견된 영국군이 

자금난을 겪고 있을 때에 로스차일드 가가 영국 정부와 밀약을 맺고 

나폴레옹을 속여 프랑스의 금을 스페인으로 보냈고, 그 재정적 타격으로 

나폴레옹의 전쟁 수행 능력에 결정적 차질이 생겼다는 것이다(Terrell 

484). 8-12행의 “수에즈” 부분은 1875년 영국의 수에즈 운하 매입에 관한 

이야기이다. 당시에 영국 수상 디즈레일리는 로스차일드 가와 비밀리에 

거래하여 그들의 자금으로, 심지어 “의회 승인” 절차도 없이, 수에즈 

운하를 매입했다는 것이다(Terrell 485). 그러니 “영국”이 자본에 “헐값에 

팔[린]” 셈이라고 파운드는 말하는 것이다. 5-6행의 뷰캐넌이 피어스에게 

했다는 말은 “로스차일드 가, 베어링 가, 그리고 다른 대규모 

자본가들이, 상당한 정도로, 유럽 대륙의 군주국들을 통제하고 있다”(The 

Rothschilds, the Barings, and other large capitalists now control, to a great extent, 

the monarchies of continental Europe, qtd. Terrell 485)인데, 파운드는 이상의 

두 일화들을 들며 “유럽 대륙의 군주국들”뿐만 아니라 영국도 

자본가들의 지배를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이다.43 

파운드의 견해에 대해 독자들이 동의할 수도 있고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이 일화들이 “고리대금업자들”에 대한 

파운드의 주장과 상반되는 비전을 보인다는 점이다. 이 일화들에서 

파운드가 주장하려는 것은 “고리대금업자들”의 비열함이다. 그들은 옳고 

그름에 대한 고려 없이 사적 이익을 위해 움직이고 속임수를 서슴지 

                                                   

43 실제로는 뷰캐넌의 편지는 1850년이 아니라 1852년에 쓰여졌다고 한다
(Terrell 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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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이 일화들은 “고리대금업자들”이 

얼마나 수완이 좋고 세력이 막강한지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그들은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방법을 만드는 탁월한 재능이 있다. 그들은 또한 

한 나라의 경제를 좌지우지하고, 심지어 전쟁의 승패도 가를 힘이 있다. 

작가는 그들을 “벌레”라고 부르며 “겁쟁이”에 “유아증”에 걸린 

사람들이라 비하하지만, 작품은 그들이 대단한 위세를 갖고 있으며 

술책을 내어 목적을 달성할 줄 아는 유능한 사람들임을 보이는 것이다.  

“고리대금업자들”이 수완이 좋고 위세가 당당하다면, “영원한 

전쟁”이 “누구든 제대로 된 일을 하려는 사람”의 승리로 끝나리라는 

파운드의 주장은 힘을 잃게 된다. 그리고, 그들을 이기는 것은 매우 

어렵고 요원한 일로 보이게 된다. 사실, “영원한 전쟁”은 “영원한 

승리”가 아닌 “영원한 패배”일 수 있다. 왜냐하면 한 훌륭한 지도자가 

질서를 바로잡아도 언젠가 와해되게 마련이라는 의미로 새겨질 수 있기 

때문이다. 가령, 위의 「시편 86」의 인용문에서 나폴레옹의 시도는 

20년만에 “고리대금업자들”에 의해 무너진 셈이다. 파운드는 질서가 

와해되면 새로운 지도자가 나와 질서를 바로잡을 것이라 승리의 전망을 

세우려 하지만, 그가 보여주는 사례들은 반대로 패배의 그림자를 

드리운다.   

이와 같이, 질서 수립의 가능성을 주장하려는 파운드의 의도와 그에 

상반되는 좌절스러운 현실 사이의 대립은 『착암기편』과 

『왕좌편』에서 자주 발견된다. 파운드도 그 간극을 의식한 듯 자주 

‘상승’이나 빛과의 ‘합일’의 이미지를 제시하지만, 작품은 종종 그의 

의도와 다른 전망을 보인다. 예를 들어, 「시편 90」에서 파운드는 

일종의 ‘구원의 노래’를 부른다.  

시빌라여,  

깨진 돌더미 아래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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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는 나를 들어올렸네  

무뎌진 모서리로부터 고통 너머로,  

그대는 나를 들어올렸네 

깊숙한 하계의 암흑으로부터,  

땅 밑의 바람으로부터  

그대는 나를 들어올렸네 

탁한 공기와 먼지로부터, 

그대는 나를 들어올렸네 

훌쩍 날아오름으로써,  

그대는 나를 들어올렸네 

이시스 쿠아논이여 

달의 뾰족한 끝에서  

그대는 나를 들어올렸네 (90/626) 

Sibylla,  

from under the rubble heap 

    m’elevasti  

from the dulled edge beyond pain,  

    m’elevasti 

out of Erebus, the deep-lying  

    from the wind under the earth,  

    m’elevasti 

from the dulled air and the dust, 

m’elevasti 

by the great flight, 

    m’elevasti 

    Isis Kuanon 

from the cusp of the moon 

    m’elevas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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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노래에서 파운드가 하려는 말은 “시빌라”가, 그리고 “이시스 

쿠아논”이, “나를 들어올렸다”는 것이다.  “시빌라”는 그리스 신화의 

불사의 무녀이고, “이시스”는 이집트의 생산의 여신, 그리고 “쿠아논”은 

불교의 ‘관음’ 즉 ‘관세음보살’(觀世音菩薩)이다. 그리고, “그대는 나를 

들어올렸네”라는 후렴구는 단테의 『신곡』의 『천국편』 제 1곡 

75행에서 따온 것이다. 『천국편』에서 베아트리체가 단테를 

“들어올렸”듯이, 「시편 90」에서는 위의 세 신 또는 불사의 존재들이 

파운드를 구원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노래 또한 역설적으로 밝은 

미래에 대한 약속이 아니라 암울한 현실에 대한 좌절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파운드는 “그대는 나를 들어올렸네”라고 하지만, 이 노래는 

그가 있는 곳의 암울함을 드러낸다. 그 곳은 “깨진 돌더미”로 가득하고, 

“무뎌진 [감각의] 모서리”로도 “고통”을 느낄 수 밖에 없는, “깊숙한 

하계의 암흑”의 세계이다. 이런 세계는 사람의 힘으로 바꾸기 어려워 

보인다.  

이와 같이 ‘실패에도 불구하고’ 질서 수립을 계속 추구하겠다는 

파운드의 다짐과 달리, 『착암기편』과 『왕좌편』에서 현실은 질서 

수립이 요원한 곳으로 나타난다. 그는 계속 “지상 낙원”을 말하지만 

실현 가능성은 점점 더 희박해지고, 마침내 질서 수립은 혹시 가능하다 

하더라도 오직 순간적으로만 가능한 것으로 성격이 바뀐다.   

낙원은 인공적이 아니다  

        다만 들쭉날쭉하다,  

번득이는 순간,  

      한 시간. 

그리고 고통,  

        그리고 한 시간,  

             그리고 고통, (92/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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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 Paradis n’est pas artificiel  

       but is jagged,  

For a flash,  

      for an hour. 

Then agony, 

        then an hour, 

         then agony,  

“낙원은 인공적이 아니다”라는 말은 파운드의 ‘현세주의’의 표명이다. 이 

말은 파운드가 보들레르(Charles Baudelaire)의 『인공 낙원』(Les Paradis 

Artificiels)이라는 작품명에서 따온 것이다. 보들레르는 인간의 ‘무한’(the 

infinite)에 대한 갈망이 현실에서 충족되기 어렵다며 마약이나 술과 같은 

환각제를 통한 “인공적”인 낙원 경험을 주장하지만, 파운드는 그와 달리 

현실에서 “낙원”을 경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 말에 

단서가 붙는다는 점이다. “다만 둘쭉날쭉하다”라는 단서이다. 이 말은 

얼핏 보아 의미가 불분명하지만, 문맥상 ‘지속되지 않는다’는 뜻으로 

보인다. 파운드 또한 이어지는 「시편 93」에서 그 뜻이 “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한다.   

“늘 있는 것은 아니다” (향연의 3권에) 

또는 위에서 썼듯이 “들쭉날쭉하다” (93/646) 

“non sempre” (in the 3rd of Convivio) 

Or as above stated “jagged”  

 “낙원”은 이 세상에 실현될 수 있지만 “늘 있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번득이는 순간”동안 지속될 뿐이고 그 뒤에는 오랜 “고통”이 따른다. 

『착암기편』과 『왕좌편』에서 파운드는 ‘낙원은 순간적’이라고 

양보하게 되는 것이다.44  

                                                   

44 이 점은 「시편 74」와 비교하면 더 분명해진다. 「시편 74」에도 “낙원

은 인공적이 아니다”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그 뒤에 이어지는 것은 “다만 겉보



 

 

 

80 

 

이런 전망은 『시편』의 집필을 시작할 떄의 파운드의 현세주의와 

크게 다르다. 초, 중기 『시편』에서 파운드는 질서 수립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지, 그것이 순간적으로만 가능하리라고 전망한 적이 없었다. 비록 

그가 질서는 수립되면 지속될 것이라고 단언한 적이 없지만, 반대로 

질서는 순간적으로만 가능하다던가 또는 수립되고 와해되는 과정이 

반복될 것이라고 한 적도 없었다. 그래서, 초, 중기 『시편』은 “낙원”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만들었다. 그런데, 이제 『착암기편』과 

『왕좌편』에서 “낙원”은 순간적이 되고, 파운드의 그리고 『시편』의 

현세주의는 종말을 맞이한다.   

사실, 질서 수립이 가능할 수 있지만 지속되기 어렵다는 것이 그리 

새로운 깨달음은 아닐 것이다. 그것은 어쩌면 모두가 아는 진실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시편』에서 파운드는 “지상 낙원”이 가능하다고 

주장했고, 그것이 단번에 수립되어 지속될 수 있다는 ‘허구’를 만들고자 

했다. 초, 중기 『시편』에서 선과 악을 이분법적으로 나누고 악을 

타자화할 때에, 그는 마치 질서 수립이 눈 앞의 악을 처단함으로써 

단번에 해결될 과제처럼 만들었던 것이다. 『착암기편』과 

『왕좌편』에서 파운드는 “지상 낙원”의 꿈을 버리지 않기 위해 “영원한 

전쟁”이라는 관념을 들여왔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이 관념은 시편의 

현세주의를 좌초시킨다. 그는 계속해서 악을 처단함으로써 “지상 

낙원”을 수립할 수 있다고 주장하려 하지만, 정작 작품은 그와는 다른 

전망을 보인다. ‘악의 축’을 지목하여 절멸하는 방식으로는 질서를 

수립하기 어렵고, “영원한 전쟁”은 ‘영원한 승리’를 약속하지 않는다.  

 

                                                   

기에 부서져 / 단편적으로 존재할 뿐”(but spezzato apparently / it exists only in 

fragments, 74/458)이다. 이 때까지만 해도 파운드는 “낙원”이 “겉보기에” 파편적

이지 실제로는 파편적이 아니라고 한 것이다. 그러나 「시편 92」에서 그는 더 

이상 “겉보기에”라는 단서를 달지 못한다. “낙원”은 실제로 “들쭉날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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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전체주의” 

 

“사람, 땅 : 부절의 두 쪽” 

(man, earth : two halves of the tally) 

--에즈러 파운드, 「시편 82」 

 

이 장은 『시편』의 질서관의 두 번째 특징을 “전체주의” 

(totalitarianism)라 이름하려 한다. “전체주의”라는 말은 파운드의 

“전체주의적”(totalitarian)이라는 표현에서 따온 것이다. 『시편』에는 이 

말이 직접 등장하지 않지만, 이 말이 부분과 전체의 조화에 대한 

파운드의 믿음을 잘 표현한다고 판단되어 차용하려는 것이다. 또한, 이 

말이 그런 파운드의 믿음의 운명을 암시한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애초에 파운드가 말하는 “전체주의”는 전체의 이름으로 부분을 

억압하려는 관념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 반대로 전체 속에서 부분의 

권리를 되찾아주려는 관념이었다. 20세기 초반의 모더니스트 작가들에게 

인간의 소외와 파편화는 해결되어야 할 중요한 문제였다. 그들은 

공동체를 파괴하고 인간을 원자화된 개인으로 획일화하는 자유주의적 

개인주의의 문제를 깊이 인식하고 있었다. 파운드 역시 일찍부터 그런 

소외와 파편화의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다. 그는 획일성에 반대하여 개성 

존중을 주장하고, 또한 개인이 공동체의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취급되어야 함을 주장했다. 그런 관점이 발전되어 나온 것이 파운드의 

“전체주의적”이라는 용어였다. 하지만, 이 말은 역설적으로 『시편』의 

“전체주의”의 실패를 예고하는데, 왜냐하면 애초에 전체 속에 부분의 

개성을 존중하려던 관점이 작품에서 점차로 전체의 이름으로 부분을 

억압하는 태도로 변질되기 때문이다. 이 장은 그런 『시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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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주의”의 변모 과정을 논하고 『착암기편』과 『왕좌편』이 부분과 

전체의 조화를 이루려던 파운드의 “전체주의”의 ‘파산’을 보여준다고 

주장한다.  

먼저, 파운드의 “전체주의적”이라는 말을 소개할 필요가 있다. 비록 

『시편』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파운드는 1930년대 말에 이 말을 자주 

쓰면서 자신의 질서관을 설명했다. 가령, 1937년의「제퍼슨-애덤스 

서신」(“The Jefferson-Adams Correspondence”)에서 그는 토머스 제퍼슨과 

존 애덤스가 “새력들을 따로 떼어서 보지 않고 상호 관계 속에서 보는 

전체주의적인 관점”(the totalitarian view, seeing forces not in isolation but as 

interactive)을 가졌다고 상찬한다(SP 319). 1938년의 『문화 

안내서』에서는 이 책이 자신의 “전체주의 논고를 위한 기록”(notes for a 

totalitarian treatise)이라고 부른다(27). 즉, “전체주의적”이란 말은 통합적 

사고를 뜻한다는 것이다. 또한, 파운드는 이 시기에 “전체주의적”이라는 

말을 유교와 연관시켰다. 그는 1938년의「맹자」(“Mang Tsze”)라는 

글에서 “공자의 사상은 전체주의적이다”(The Confucian is totalitarian)라고 

하고(SP 85), 『문화 안내서』에서는 “공자는 전체주의적 본능이 있어 

아리스토텔레스보다 뛰어나다”(Kung is superior to Aristotle by totalitarian 

instinct)라고 했다(279).   

“전체주의”라는 말이 국가의 이름으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는 정치 사상을 뜻하게 된 오늘날의 눈으로 보면 크게 놀랄 

일이다. 그러나, 매튜 리틀(Matthew Little)에 따르면, 파운드가 이 말을 

자주 쓴 1930년대 후반에는 아직 “전체주의적”라는 말에 그런 부정적인 

정치적 함의가 강하지 않았다고 한다(148).45 물론, 1930년대 후반에 이미 

                                                   

45 『옥스포드 영어 사전』(Oxford English Dictionary)은 ‘전체주의적’이라는 

말의 첫 영어 용례를 1926년으로 기록한다.  

“1926  B. B. 카터 역. L. 스투르조 『이탈리아와 파시즘』 ix. 220. 반-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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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주의”라는 말은 무솔리니 및 이탈리아의 파시즘과 연관성을 

가졌다. 본래 이 말은 1920년대에 이탈리아에서 무솔리니의 반대파들이 

그를 비판하기 위해 쓴 말이었는데, 무솔리니가 마음에 들어 스스로 

쓰게 되었다고 한다.46 하여, 무솔리니는 1920년대 중반부터 이미 

“전체주의적 국가”(lo stato totalitario)라든가 “맹렬한 전체주의적 

의지”(feroce voluntà totalitarian)와 같은 표현을 쓰고 있었고, 대표적인 

파시스트 이론가인 지오바니 젠틸레(Gionvanni Gentile) 또한 파시즘이 

“전체주의적”이라고 선전하고 있었다. 가령, 『파시즘의 신조』(Dottrina 

del fascism)라는 글에는 다음과 같은 유명한 구절이 나온다. 

“파시스트에게 모든 것은 국가 안에 있고, 국가 바깥에 어떤 

인간적이거나 정신적인 것이 존재하거나 가치를 가질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파시즘은 전체주의적이다”(Giacché, per il fascista, tutto è nello 

stato, e nulla di umano o spirituale esiste, e tanto meno ha valore, fuori dello stato. 

In tal senso il fascismo è totalitario, e lo stato fascista, sintesi e unità di ogni valore, 

interpreta, sviluppa e potenzia tutta la vita del popolo. qtd. Little 149-50).47 

                                                   

시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파시즘의 ‘전체주의적’이고 절대적

인 입장에 대한 적대적인 원칙을 대표한다고 해석될 때에는 긍정적인 

의미를 갖는다” 

(1926  B. B. CARTER tr. L Sturzo Italy & Fascismo ix. 220 Anti-Fascism.. has, 

however, a positive sense if it is taken to represent an element antagonistic to the 

‘totalitarian’ and absolute position of Fascism).  

그러나, 이 용례에는 ‘전체주의적’이라는 말에 따옴표가 붙어 있어서, 당시에 이 

말이 오늘날과 같은 정치적 의미로 통용되지 않았음을 알려준다(“Totalitarian”).  
46 장문석에 따르면 정치권에서 “전체주의”라는 말이 처음 사용된 것은 

1923년 이탈리아에서라고 한다. 당시에 지오바니 아멘돌라(Giovanni Amendola)라

는 정치가가 파시스트 정권의 선거법 개정을 비난하려는 의도에서 ‘이 악법은 

“전체주의 정신”에 의해 제정되었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러나, 무솔리니와 그의 

동료 파시스트들은 아멘돌라의 “전체주의”라는 표현을 긍정적인 의미로 차용하

여 자신들이 추구하는 ‘새로운 정치’의 선전에 이용하게 되었다고 한다. 장문석

의 『파시즘』의 87쪽 참고. 
47 이 글은 본래 『이탈리아 백과사전』(Enciclopedia italiana)의 “파시

즘”(fascism) 항목에 실렸다가 후일에 『파시즘의 신조』라는 제목으로 유포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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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솔리니의 열렬한 지지자였던 파운드가 그런 사실을 몰랐을 리 없고, 

그는 아마도 의도적으로 무솔리니가 좋아하는 말을 따왔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날과 달리 1920, 30년대에 서구에서 무솔리니는 ‘공공의 

적’이 아니었고, 파시즘 또한 반드시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정치 

이념으로 이해되지 않았다. 그러니, 리틀의 말처럼, 1930년대에 

“전체주의적”이란 말은 지금과 같이 부정적인 함의가 강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파운드의 “전체주의적”이란 말은, 비록 무솔리니에 대한 찬사를 

담은 것으로 보이지만, ‘전체에 의한 부분의 억압’을 뜻하지 않았다. 사실 

애초에 이 말은 국가관이나 정치 이념과 거의 관계가 없었다. 파운드가 

“전체주의”라는 말을 쓴 것은 대개 부분과 전체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였다. 앞서 “세력들을 따로 떼어서 보지 않고 상호 관계 속에서 

보는 전체적인 관점”이라는 「제퍼슨-애덤스 서신」의 구절을 

인용했는데, 파운드는 그와 같이 개별 사안이나 사물을 전체 속에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에게 전체는 부분들의 조화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비록 사람들이 그 조화의 상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할 수 

있지만, 큰 틀에서 볼 때에 전체는 부분들이 그 안에서 각각 고유한 

자리를 점유하며 이루는 조화였다. 따라서, 한 개체를 이해하려면, 

그것을 따로 떼어내어 관찰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전체 속에서 그 

의미와 중요성을 살펴야 한다고 파운드는 믿었다. 그렇지 않으면 

불완전하고 단편적인 지식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런 견해를 파운드는 서구의 철학 전통과 기독교 전통에 대한 

                                                   

다. 저자가 무솔리니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젠틸레가 썼다고 한다(Little 149).  

참고로, 리틀은 이 말의 “공인된 영어 번역”(official English rendition)이 다음

과 같다고 한다. “The Fascist conception of the State is all-embracing; outside it no 

human or spiritual values can exist, much less have value. Thus understood, Fascism, is 

totalitarian” (Little 150). 



 

 

 

86 

 

비판 속에 개진했고, 그리고 그 대안으로 ‘유교’를 내세웠다. 먼저, 

파운드의 서구 철학 비판을 소개하자면, 파운드는 서구 철학이 개별을 

전체에서 분리하여 해부하는 방식으로 탐구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개별의 의미와 가치를 전체 속에서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앞서 

인용한 “공자의 사상은 전체주의적이다”라는 진술은 다음과 같은 

문맥에서 나온 것이었다.   

우리 철학의 병든 부분은 “그리스적 분리”이다. . . . 유교 철학은 

전체주의적이다. . . . 그리스 철학은 자연에 대한 공격이나 다름 

없었다. . . . 그리스 철학은, 그리고 그 뒤를 따른 유럽 철학은, 

신화에 대한 공격으로 전락했는데, 신화는 필연적으로 

전체주의적이다. 과도한 단순화를 하지 않고 실제를 표현하려 

한다는 의미이다. 절개를 하지 않고도 살아 있는 동물을 탐구할 

수 있다. 반면에 해부는 어느 순간 오직 죽음을 의미할 

뿐이다. . . .  공맹의 윤리나 철학은 결코 유기적 자연을 토막 

내거나 그로부터 떨어져 나오지 않는다. . . 사물의 속성은 

선하다. ‘도’(道)는 자연의 과정이다. . . . 그것을 쪼개진 것으로 

다루려는 시도는 어떤 것이든 무지의 소산이요 의지의 방향을 

잘못 잡은 결과이다. (“Mang Tsze”, SP 85-87)48  

The sick part of our philosophy is ‘Greek splitting’. . . . The Confucian 

is totalitarian. . . . Greek philosophy was almost an attack upon 

nature. . . . Greek philosophy, and European in its wake, degenerated 

into an attack on mythology and mythology is, perforce, totalitarian. I 

                                                   

48 여러 문단에 걸쳐 이어지는 이야기를 축약한 것이다. 파운드의 산문은 

하나의 이야기에 초점을 맞추어 전개되지 않는다. 「맹자」의 해당 부분에도 

서양 철학에 대한 비판과 함께 세금 문제, 유대인의 민족성, 영국과 프랑스 

정부에 대한 비판 등 다양한 사안이 나열되는데, 위의 인용문은 논리적 일관

성이 드러나도록 간추린 것이다. 축약과 번역에 이두진의 책을 참고했다(72-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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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n that it tries to find an expression for reality without over-

simplification, and without scission, you can examine a living animal, 

but at a certain point dissection is compatible only with death. . . . At no 

point does Confucio-Mencian ethic or philosophy splinter or split away 

from organic nature. . . . The nature of thing is good. The way is the 

process of nature. . . . Any attempt to deal with it as split is due to 

ignorance and a failure in the direction of the will.  

파운드는 서구 철학의 “그리스적 분리”의 경향을 비판하면서, 그에 대한 

대안으로 유교의 “전체주의적인” 관점을 제시한 것이다. 여기에서 

“그리스적 분리”가 무슨 의미인지 정확하지 않지만, “절개”와 “해부” 

등의 어휘나 “유기적 자연을 토막 내거나 그로부터 떨어져 나”온다는 

설명으로 보아, 아마도 그리스 철학의 ‘아르케’(arche) 논쟁의 전통을 

가리키는 것 같다. 만물의 근원이 물이라거나, 원자라거나, 숫자라고 

하는 탈레스, 데모크리투스, 피타고라스 등의 논의 말이다. 파운드는 

그런 논의는 “과도한 단순화”이고 궁극적으로 ‘삶’이 아니라 ‘죽음’으로 

귀결된다고 비판한다. 사물을 “유기적 자연” 속에 있는 상태로 다루지 

않기 때문에 사고와 실제 사이에 괴리가 생긴다는 것이다.  

위의 인용문만으로 파운드가 말하는 “그리스적 분리”가 무엇인지 

또한 그가 서양 철학의 어떤 면모를 비판하는 것인지 모호하다면, 그에 

대한 보다 상세한 설명을 『독서의 ABC』(ABC of Reading)에서 찾을 수 

있다. 이 책에서 파운드는 서구인의 사고 방식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유럽에서는, 누구에게 무엇을 정의하라고 하면, 그의 답은 

언제나 단순한 사물들, 그가 완벽하게 잘 아는 그런 사물들을 

떠나 미지의 영역으로 떠나간다. 눈 앞의 실제와 거리가 먼, 

그리고 점점 더 멀어지는, 추상의 영역으로 말이다.   

그에게 빨강이 무엇이냐 물으면, 그는 한 ‘색깔’이라 답한다.  

그에게 색깔이 무엇이냐 물으면, 그는 빛의 진동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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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절이라고, 또는 그 스펙트럼 상의 한 구역이라고 답한다.  

만일 당신이 그에게 진동이 무엇이냐 물으면, 그는 

에너지의 한 양태라거나 하여간 그와 비슷한 답을 할 것이다. 

그런 사고 방식은 당신을 결국 존재와 비존재의 차원으로 

데려갈 것이다. 당신의 깊이, 그의 깊이를 넘어서는 차원으로 

말이다. (19) 

In Europe, if you ask a man to define anything, his definition always 

moves away from the simple things that he knows perfectly well, it 

recedes into an unknown region, that is a region of remoter and 

progressively remoter abstraction. 

Thus if you ask him what red is, he says it is a ‘colour’. 

If you ask him what a colour is, he tells you it is a vibration or a 

refraction of light, or a division of the spectrum. 

And if you ask him what vibration is, he tells you it is a mode of 

energy, or something of that sort, until you arrive at a modality of being, 

or non-being, or at any rate you get in beyond your depth, and beyond 

his depth. 

파운드는 소위 “유와 종차에 의한 방법” (genus and differentia method)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 이후로 서양 논리학의 기초가 

되어온 이 방법은 사물이나 관념을 상위 범주로 환원하여 설명하는 

방법이다. 인용문에 나오듯이 ‘빨강’을 ‘색깔’의 하나로, ‘색깔’을 ‘빛의 

진동’의 한 구역으로, ‘진동’을 ‘에너지의 한 양태’로 정의하는 식으로 

말이다. 그런데, 그런 환원론적 논의는 사물의 구체성을 다루지 못한다고 

파운드는 비판한다. 사고를 실제와 동떨어진 “추상의 영역”으로 

데려간다는 것이다. 그런 이유로 파운드는 『문화 안내서』에서도 이 

서양 철학의 방법이 “현실과 완전히 괴리된 명명법”(nomenclatures 

completely unstrck from reality)이라거나 “논리로-자르기, 이 모든 현실에 

대한 토막 내기, 합리화와 해부의 위협”(the menace of logic-chopping, of 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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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cutting up, rationalizing and dissecting of reality)이라며 불만을 표한다(GK 

44, 45).  

다음으로, 기독교 전통에 대해, 파운드는 서구의 기독교가 전체에 

대한 조망이 없이 부분적인 진실을 마치 보편적 진리인 양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한다고 비판한다. 앞 장들에서 「지방주의가 

적이다」라는 글을 소개한 바 있는데, 제목의 “지방주의”는 영어로 

‘provincialism’이란 단어로 ‘편협성’이란 뜻을 갖고 있다. 이 글에서 

파운드는 “지방주의”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a) 자신의 마을이나 교구나 국가 바깥에 사는 사람들의 

풍속이나 관습이나 천성에 대한 무시.   

(b) 다른 사람에게 획일성을 강요하려는 욕망 (SP 189). 

(a) An ignorance of the manners, customs and nature of people living 

outside one’s own village, parish or nation.  

(b) A desire to coerce others into uniformity.  

전체를 보지 못하고 일부만을, 즉 “자신의 마을이나 교구나 국가”의 

내부만을 보면서, 마치 자신의 견해가 보편적 진실인 양 다른 

사람들에게 “획일성을 강요”하는 태도가 “지방주의”라는 것이다. 그리고, 

파운드는 그런 “편협성”의 대표적인 사례로 기독교를 지목한다. 비록 

기독교의 교리에는 다른 사람에게 획일성을 강요하라는 신조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구의 기독교인들은 선민의식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의 일에 참견하고 획일성을 강요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들은 

“당신 자신의 영혼을 구하는 것으로부터 한발 더 나아가 당신은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하는 것까지 당신의 의무 내지는 권리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리고 만일 그들이 당신의 방법에 반대하면 그들을 불태워도 

된다고”(From saving your own soul, you progress to thinking that it your duty or 

right to save other people’s soul, and to burn them if they object to your method of 

doing it) 믿게 되었다는 것이다(SP 193). 그렇게, 기독교는 다양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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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시하고 단일한 기준을 모든 사람에 강제하는 오류를 범하게 되었다고 

파운드는 비판한다.49  

「지방주의가 적이다」에서 파운드는 그렇게 획일성이 강요되는 

곳에서는 개인의 개성과 권리가 무시되고 진리 탐구에 중대한 장애가 

일어난다고 경계한다. 획일성이 강요되는 곳에서 인간은 개성적인 

존재로 존중되지 않고 오직 전체를 위한 부속품으로 취급되게 마련이다. 

또한 그런 곳에서 지식 추구는 “보다 나은 인간”(a finer individual, SP 

191)이 되기 위한 노력이 아니라, 오직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 쓸모 

있게 되기 위한 행위로 이해된다는 것이다. 이 글에서 그는 특히 

“독일의 ‘대학 체제’”(‘university system’ of Germany)을 지목하면서, 이 

체제는 학생들을 지엽적인 분야에 집중하게 하여 “자기 주제의 노예, 

거세된 개미, 자료의 편집자”(the bondslave of his subject, the gelded ant, the 

compiler of data)로 만들었다고 비난한다(SP 191). 그리고, 그런 체제가 

미국에 수입되어 미국의 대학들이 전인 교육이 아닌 지엽적인 전문가의 

양성을 목표로 삼게 되었다고 한다. 그런 체제는 인간을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개인의 개성을 무시하게 된다는 것이 

                                                   

49 이 글에서는 ‘기독교’라고 쓰지만, 파운드는 개신교 전통, 그 중에서도 

특히 미국의 보수적인 개신교 교회에 불만을 품었던 것 같다. 그는 종교 개혁이 

“고리대금업자들”의 음모라고 보았다. 데이빗 머리(David Murray)의 「파운드-기

호: 에즈러 파운드의 돈과 재현」(“Pound-Signs: Money and Representation in Ezra 

Pound”)의 68-69쪽 참고.  

참고로, 파운드는 여타의 유일신주의 종교도 같은 이유로 비판한다. 그는 

「공리」(“Axiomata”)라는 글에서 “최고의 독재는 신이 하나라는 독단적인 신조

에서 생겨났다. 다양한 계층의 신들의 위에 어떤 유일자가 있어서 그의 의지를 

하위 계층들에 강제하고, 그로부터 다시 인간 개개인에게 강제한다는 신조”(The 

greatest tyrannies have risen from the dogma that the theos is one, or that there is a unity 

above various strata of theos which imposes its will upon the sub-strata, and thence upon 

human individuals, “Axiomata” 51)라고 쓴다. ‘유일신’의 이름으로 단 하나의 관점

을 모든 사람에게 강요하는 행위는 모두 “독재”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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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운드의 비판이다. “이것이 그 마스토돈의 뼈대이다, 이것이 그 질환의 

증상이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국가의 노예라고, ‘단위’라고, 기계의 

일부분이라고 하는 생각과 동일한 것이다”(This is the bone of the mastodon, 

this is the symptom of disease; it is all one with the idea that the man is the slave of 

the State, the ‘unit’, the piece of the machine, SP 191-92).    

그런 “그리스적 분리”와 기독교적 “편협성”에 반대되는 것이 

파운드가 말하는 “전체주의적” 관점이다. 그것은 부분을 전체에서 

떼어내지 않고 부분에게 획일성을 강요하지 않는 태도이다. 파운드는 

그런 관점의 단초를 신화와 유교에서 찾는다. 위의 「맹자」 인용문에서 

그는 신화와 유교가 “전체주의적”이라고 했다. 신화와 유교는 “과도한 

단순화를 하지 않고 실제를 표현”하고 또한 “유기적 자연을 토막 내거나 

그로부터 떨어져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앞 장에서 파운드가 자신의 

‘현세주의’를 그리스-로마 문명에서 발원한 이교 전통과 동양의 유교 

전통으로 뒷받침했다고 했는데, 이 장의 “전체주의”에 있어서도 그는 

지중해 전통과 유교 전통을 사상적 준거로 삼는 것이다.  

가령, 그는 「지방주의가 적이다」에서 유교를 기독교적 “편협성”과 

대조시킨다. “[기독교에서] 무시되는 사안들이 바로 공자의 철학에서 

숙고되는 사안들이다. . . . 공자가 항상 강조한 것은 개성의 가치, 개성의 

윤곽, 사람이 자기 개성의 윤곽을 보존할 권리, 그리고 다른 사람의 

개성에 참견하지 말아야 할 의무이다. (The things neglected [in Christianity] 

are precisely the things so well thought in the philosophy of Confucius. . . . 

Confucius’ constant emphasis is on the value of personality, on the outlines of 

personality, on the man’s right to preserve the outlines of his personality, and of his 

duty not to interfere with the personalities of others)라고 파운드는 쓴다(SP 

193). 공자는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개개인의 개성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의 일에 참견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는 것이다. 

「서언」(“Prolegomena”)이라는 글에서는 유일신주의는 ‘악의 원칙’을 



 

 

 

92 

 

갖고 있고 공자의 철학은 ‘선의 원칙’을 갖고 있다고 쓴다.  

선의 원칙은 공자에 의해 설명되었다. 그것은 자기 자신 안에 

질서를 확립하는 데에 있다. 이 질서 또는 조화는 일종의 

전염처럼 특별한 노력 없이 확산된다. 악의 원칙은 다른 

사람들의 일에 참견하는 데에 있다. 이런 악의 원칙에 대해 

기독교, 모슬렘교, 유대교등은 어떤 적절한 경고도 하지 않았고, 

또한 내가 아는 한, 어느 유일신교도 하지 않았다. (SP 216) 

The principle of good is enunciated by Confucius; it consists in 

establishing order within oneself. This order or harmony spreads by a 

sort of contagion without specific effort. The principle of evil consists in 

messing into other peoples’ affairs. Against this principle of evil no 

adequate precaution is taken by Christianity, Moslemism, Judaism, not 

so far as I know, by any monotheistic religion.  

한 마디로, 파운드의 “전체주의”는 전체 속에서 부분의 권리를 

되찾아주려는 시도였다. 부분이 전체 속에서 고려될 권리, 그리고 차이를 

존중 받을 권리를 말이다.  

『시편』은 파운드가 그런 “전체주의적” 비전을 표현하려 한 

작품이었다. 이 작품에 “전체주의적”라는 말이 등장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앞서 “산문과 대조적으로 시는 

전체주의적이다”라는 말을 인용했는데, 파운드에게 시는 설명이 아니라 

비전을 제시하는 예술이기 때문이다.50 초기 『시편』에서부터 파운드는 

                                                   

50 「헨리 제임스」(“Henry James”)라는 글에서 파운드는 “대부분의 잘 쓴 

산문은 부정의 본능에서 나온다. 산문은 혐오스러운 무엇, 없애고 싶은 무엇에 

대한 상세하고 명쾌한 분석이다. 시는 긍정의 주장, 즉 욕망의 주장이다”(Most 

good prose arises, perhaps, from an instinct of negation; is the detailed, convincing analysis 

of something detastable; of something which one wants to eliminate. Poetry is the assertion 

of a positive, i.e. of desire)라고 쓴다(LE 324). 시는 혐오하는 것에 대한 지적 분석

이 아니라 바람직한 것에 대한 “감정적 종합”(emotional synthesis, LE 324)의 제시

라는 것이다. 그는 심지어 “시적 풍자 역시 이런 긍정의 주장의 일종으로, 역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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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주의적”인 비전을 보여주려 한다. 그런 예는 많지만, 여기에서는 

「시편 3」과 「시편 13」의 앞부분들을 인용하려 한다. 앞서 파운드가 

신화와 유교를 “전체주의적”이라 했다고 썼는데, 이 두 시편은 각각 

그리스-로마 신화와 유교를 동원하여 부분과 전체의 조화와 개성 존중의 

비전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다음은「시편 3」의 도입부이다.  

나는 도가나의 계단에 앉아 있었다, 

곤돌라 삯이 너무 비쌌기에, 그 해에, 

그리고 그곳에 “저 소녀들”은 없었고, 가까이에 한 얼굴이 

있었다. 

그리고 이십 야드 떨어진 곳에 부센토로 클럽이, “스트레티” 

소리가 울리는,    

그리고 불을 밝힌 대들보가, 그 해에, 모로시니에,   

코레의 집에 공작새들이 오갔다, 아니, 아마 그랬을 것이다. 

  쪽빛 하늘에 신들이 떠다니고 있다,    

눈부신 투스카니의 신들이, 아침 이슬이 떨어지기 전에 

돌아왔다.  

빛: 그리고 첫 번째 빛, 첫 이슬이 떨어지기도 전에.  

                                                   

로, 적대적인 증오심의 주장이다”(Poetic satire is only an assertion of this positive, 

inversely, i.e. as of an opposite hatred, LE 324)라고 말한다. 그런 관점에 따르면 『시

편』은 “전체주의적”이라는 분석의 용어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 대신에 욕망하

는 “지상 낙원”의 비전을 제시하면 된다, 또는 그가 혐오하는 현실의 ‘지옥’의 

비전을.  

이와 관련하여 데이빗 무디(A. David Moody)는 「의지의 방향: 『시편』의 

경제와 파운드의 경제학」(“Directio Voluntatis: Pound’s Economics in the Economy of 

the Cantos”)이라는 글에서 기존 비평에는 파운드의 산문과 시를 구별하지 않고 

읽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한다(187). 또한, 산문이 시보다 명쾌하기 때문에 대부

분의 비평가들이 파운드의 산문을 위주로 거기에 나타난 주장들에 『시편』을 

맞춰 읽는데, 그렇게 하면 파운드가 무엇을 부정했는지만이 강조되고 무엇을 원

하고 희망했는지는 잘 드러나지 않게 된다고 한다(19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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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니스크, 그리고 떡갈나무에는, 드라이야드,  

그리고 사과나무에는, 말리야드,  

숲 속 가득히, 그리고 이파리들은 목소리로 가득 하고,   

속삭이고, 그리고 구름이 호수 위에서 굽혀 절하고,  

그리고 그들 위에 신들이 있고 (3/11) 

I sat on the Dogana’s steps 

For the gondolas cost too much, that year,  

And there were not “those girls”, here was one face,  

And Buccentoro twenty yards off, howling “Stretti”, 

And the lit cross-beams, that year, in the Morosini,  

And peacocks in Koré’s house, or there may have been 

  Gods float in the azure air,  

Bright gods and Tuscan, back before dew was shed.  

Light: and the first light, before ever dew was fallen.  

Panisks, and from the oaks, dryas,  

And from the apple, mælid, 

Through all the wood, and the leaves are full of voices,  

A-whisper, and the clouds bowe over the lake,  

And there are gods upon them  

이 단락의 요지를 이해하기 위해 앞 부분의 인유을 모두 알아야 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중요한 점은 파운드가 과거와 현재, 신화와 현실이 

공존하는 세계를 그리고 있다는 점이다. 1-6행은 파운드가 과거에 했던 

베니스 여행에 대한 기억이고, 7-15행은 신이 깃든 자연 풍경의 

묘사이다. 현실에서의 매 순간이 시간이라는 전체 속의 한 ‘부분’ 또는 

‘개별’이라면, 신화는 시간이라는 영원한 ‘전체’의 상징이라 할 수 있다. 

「종교, 또는 어린이를 위한 지식 안내」(“Religio, or, The Child’s Guide to 

Knowledge”)라는 글에서는 파운드는 “신은 영원한 정신의 상태”(A god is 

an eternal state of mind) 라고 했는데(SP 45), ‘신’은 순간의 가변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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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어서는 불변의 질서의 상징이기 때문이다. 인용문에서 파운드는 시간 

속의 ‘개별’을 그 세부를 존중하면서도 다른 ‘개별’들과 분리하거나 

‘전체’로부터 떼어내지 않는 방식으로 제시한다. 1-6행에서 파운드는 

베니스에서의 추억을 소개하면서 끊임없이 그 시점을 인유와 비교를 

통해 다른 시점들과 연결시킨다. 가령, “곤돌라의 삯이 너무 비쌌”던 

것은 “그 해”의 일이라고 하니, 다른 해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다. 

“부센토로 클럽”의 노래 소리나 모로시니 궁의 “불을 밝힌 대들보”도 

마찬가지이다. 3행의 “저 소녀들” 과 7행의 “코레의 집”은 각각 로버트 

브라우닝(Robert Browning)과 가브리엘레 단눈치오(Gabrielle D’Annunzio)의 

작품에 대한 인유인데, 그 사실을 모르더라도 이 행들이 베니스 여행의 

시점을 다른 시점과 연관시키고 있음은 자명해 보인다.51 왜냐하면, 

문맥상 “그 소녀들”은 언젠가 거기에 있었던 소녀들이고, “코레의 

집”에도 언젠가 “공작새들” 말고 다른 무엇이(/도) 있었음이 유추되기 

때문이다.52 7-14행에서 파운드는 순간의 묘사를 신과 정령들이 깃든 

자연에 대한 묘사와 병치시킨다. 곤돌라 삯이 오르내리고, “소녀들”이 

있다가 사라지고, 번성했던 “코레의 집”이 을씨년스럽게 변해도, 

세상에는 변하지 않는 영원한 질서가 있어 “신들”은 여전히 하늘을 

떠다니고 숲과 호수에는 정령들이 깃들어 있다. 이렇게, 「시편 3」의 

도입부는 순간과 영원이 공존하는 비전을 만든다.   

「시편 3」이 부분과 전체의 연결을 보여준다면, 「시편 13」은 

개성 존중의 정신을 보여준다. 앞 장들에서 여러 번 언급했듯이, 「시편 

                                                   

51 각각 로버트 브라우닝의 『소르델로』(Sordello)의 제 3권에 나오는 “저 

소녀들을 머무르게 하라”(Let stay those girls)는 구절과, 단눈치오의 『밤』

(Notturno)에 나오는 “코레의 집에는 이제 백공작이 산다”(La casa di Coré é abitata 

dai pavoni biabchi)는 구절에 대한 인유라고 한다(Terrell 8).   
52 덧붙여, 『시편』의 문체의 두드러진 특징인 “그리고”의 잦은 반복 또한 

개별들을 분리하지 않으려는 “전체주의적” 관점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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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은 『논어』에 나오는 공자의 일화들의 조합으로 되어 있다. 특히, 

이 시의 앞부분은 공자의 일화를 통해 개성을 존중하는 조화의 비전을 

보여준다.    

공자가 걸어왔다  

왕조의 사원을 지나   

삼나무 숲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아래 쪽 강을 따라 나왔다,  

그리고 그와 함께 키유, 치 

  그리고 목소리가 낮은 티안 

“우리는 무명의 존재이다”, 공자가 말했다,  

“너는 전차 모는 일을 할 것이냐?  

  그러면 너는 명성을 얻을 것인데,  

“아니면 내가 전차를 몰까? 아니면 활쏘기를?  

“아니면 대중 연설을 할까?” 

그러자 추-로우가 말했다, “저는 방어 시설을 바로잡고 

싶습니다,” 

그리고 키유는 말했다, “만일 제가 한 지역의 군주라면  

지금보다는 더 질서를 바로잡을 것입니다.” 

그리고 치가 말했다, “저는 차라리 작은 산사를 갖고 싶습니다,  

“의식을 질서있게 하고  

  예식을 적절하게 치르렵니다,” 

그리고 티안이 말했다, 손을 들어 비파의 현을 퉁기며  

낮은 음이 울렸다  

  그의 손이 현을 떠난 이후에도,  

그리고 소리는 연기처럼 피어 올랐다, 나뭇잎 아래로,  

그리고 그는 음을 유의하며 말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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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래 된 수영 터,  

“소년들은 판자에서 뛰어 내리거나, 

“또는 덤불에 앉아 만돌린을 켭니다.” 

  그리고 공자는 모두에게 공평하게 미소지었다. 

그리고 쳉시가 알고자 했다, 

  “누가 올바른 대답을 했습니까?” 

그리고 공자가 말했다, “모두 올바른 대답을 했다,  

 “말하자면, 각자 자기의 천성대로.” (13/58) 

Kung walked  

  by the dynastic temple  

 and into the cedar grove,  

  and then out by the lower river,  

And with him Khieu, Tchi 

  and Tian the low speaking 

And “we are unknown,” said Kung,  

“You will take up charioteering? 

  Then you will become known,  

“Or perhaps I should take up charioteering, or archery? 

“Or the practice of public speaking?” 

And Tseu-lou said, “I would put the defences in order.” 

And Khieu said, “If I were lord of a province 

I would put it in better order than this is.” 

And Tchi said, “I would prefer a small mountain temple,  

“With order in the observances, 

  with a suitable performance of the ritual,” 

And Tian said, with his hand on the strings of his lute 

The low sounds continuing 

  after his hand left the strings,  

And the sound went up like smoke, under the lea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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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he looked after the sound: 

  “The old swimming hole,  

“And the boys flopping off the planks,  

“Or sitting in the underbrush playing mandolins.” 

  And Kung smiled upon all of them equally.  

And Thseng-sie desired to know: 

  “Which had answered correctly?” 

And Kung said, “They have all answered correctly, 

“That is to say, each in his nature.”    

인용 부분은 파운드가 『논어』의 「자한편」에 나오는 일화와(IX.2.) 

「선진편」에 나오는 일화를(XI.25.) 엮어 다시 쓴 것이다. 이야기의 

핵심은 간단하다. 어떻게 “명성을 얻을” 것이냐는 공자의 질문에 

제자들이 각기 다른 대답을 했는데, 공자는 그 대답들을 모두 

존중했다는 것이다. “추-로우”는 국방을 강화하겠다고 하고, “키유”는 

내치를 바로잡겠다고 하고, “치”는 의례의 격식을 갖추겠다고 하고, 

“티안”은 선문답처럼 아이들이 걱정 없이 뛰놀 수 있게 하겠다고 

답한다. 그런데, “누가 올바른 대답을 했습니까?”라는 질문에 공자는 

“모두 올바른 대답을 했다, / 말하자면, 각자 자기의 천성대로”라고 

답한다. 앞서 “공자가 항상 강조한 것은 개성의 가치, 개성의 윤곽, 

사람이 자기 개성의 윤곽을 보존할 권리, 그리고 다른 사람의 개성에 

참견하지 말아야 할 의무이다”라는 파운드의 말을 인용했는데, 위의 

인용문은 그런 개성 존중의 정신을 일화를 통해 보여준다 하겠다. 

공자는 제자들의 답에 “참견”하거나 옳고 그름을 평가하지 않는다. 그저 

“각자의 천성대로” 답했기에 “모두 올바른 대답”이라고 할 뿐이다. 

개인은 각자의 개성대로 말하고 행동하며 사회에 봉사할 권리가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시편』의 “전체주의”는 20세기 초반 서구 사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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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와 파편화의 문제에 반발하여 부분을 전체에서 떼어내지 않고 전체 

속에서 그 개성을 존중하려는 파운드의 개혁 의지의 표현이었다. 그러나, 

그런 파운드의 시도는 『시편』에서 실패로 돌아간다는 것이 본고의 

주장이다. 그리고, 그 실패가 명확해지는 지점이 『착암기편』과 

『왕좌편』이다. 이 마지막 두 연작에서 개성 존중은 동어 반복으로 

바뀌고, 획일성에 대한 경계 역시 동일성의 강요로 바뀌는 것이다. 

실패의 단초는 처음부터 『시편』의 “전체주의”에 내재되어 있었다. 

왜냐하면, 파운드는 전체의 이름으로 부분의 개성을 옹호하려 했기 

때문이다. 앞서 그가 “그리스적 분리”를 비판한 이유는 “유기적 자연”을 

무시하기 때문이었다. 또한 그가 ‘개성 존중’을 말할 때에 ‘개성’의 

가치는 어디까지나 ‘공동체’의 조화로 옹호되었다. 즉, 파운드의 

“전체주의”에서 ‘전체’는 ‘부분’보다 상위 개념이다. 루카치(Lukács)의 

“총체성”(totality)처럼 파운드에게 ‘전체’는 단순히 ‘부분’의 합이 아니라 

보다 크고 보다 근원적이고 모체인 것이다.53 그러니, 그가 부분의 

권리를 옹호하려 하면, 먼저 전체의 조화의 비전을 제시해야할 필요가 

생긴다. 그런데, 그렇게 전체의 상을 규정하는 순간, 파운드는 전체의 

이름으로 통일성을 부분에게 강요할 위험을 안게 된다. 그 자신 

“지방주의”의 위험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사실, ‘전체’의 비전을 ‘부분’에 강요하는 태도를 앞서 인용한 초기 

『시편』의 사례들 중에서도 맹아의 상태로 발견할 수 있다. 바로 “각자 

자기의 천성대로”를 주장하는 「시편 13」의 단락이 그것인데, 왜냐하면 

이 일화는 파운드에 의해 윤색된 것이기 때문이다. 파운드는 다름아닌 

“각자 자신의 천성대로”라는 공자의 대답에 손을 대었다. 앞에서 

                                                   

53 참고로, 루카치의 『소설의 이론』과 파운드의 『시편』의 첫 작품들이 

비슷한 시기에 집필되었다. 『소설의 이론』은 1916년에 발표되었고 『시편』의 

첫 작품들은 1917년에 발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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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했듯이, 이 공자와 제자들 사이의 문답은  『논어』의 「선진편」에 

나오는 것인데(XI.25.), 원문은 “각자 자기의 천성대로”에서 끝나지 

않는다. “쳉시” 즉 증석(曾晳)이 캐어 묻자, 공자는 제자들의 답에 대해 

품평을 하게 된다. 가령 공자는 “추-로우” 즉 자로(子路)의 답에 대해 

“그의 말에는 겸양이 없어”(其言不讓)라고 한다. 한편 “쳉시”의 답에 

대해서는 “나도 점에게 찬동한다”고 한다(『논어』 320). “각자 자기의 

천성대로”라는 교훈에는 변함이 없겠지만, 모든 답이 동등하게 

평가되지는 않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운드는 의도적으로 그 

부분을 누락시켰고, 이 행위는 말하자면 ‘개성 존중’이라는 이름으로 이 

일화에 획일성을 강제한 것이라 할 수 있다.54  

                                                   

54 이 일화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자로·증석·염유·공서화가 선생님을 모시고 앉아 있었다. 공자께서 말씀

하셨다. “내가 얼마간 너희들보다 나이가 많기는 하나, 나를 꺼리지 마

라. 늘 말하기를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하여 왔는데, 만약 너희들을 

알아주는 이가 있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자로가 불쑥 나서며 대답하였다. “제후(諸侯)의 나라가 큰 나라들 사이

에 끼어 있어, 군사에 의해 침략을 당하고 있고, 다시 기근까지 겹쳐 있

다 하더라도, 제가 그 나라를 다스린다면, 거의 삼 년이면, 백성들을 용

감하게 만들고 또 올바른 길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자께서는 빙긋

이 웃으셨다.  

“구야, 너는 어떠하냐?” 염유가 대답하였다. “사방 육칠십 리 또는 오

륙십 리 되는 곳을 제가 다스린다면, 대략 삼 년이면 백성들을 풍족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악 같은 것은, 다른 군자의 힘을 기다려야 하겠

습니다.” 

“적아, 너는 어떠하냐?” 공서화가 대답하였다. “이것을 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배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종묘의 제사나 임금들이 모일 때

에, 검은 예복과 예관을 착용하고, 작은 일을 돕게 되기 바랍니다.”  

“점아, 너는 어떠하냐?” 증석은 슬을 타던 속도를 늦추다가는 뎅그럼 

멈추고는, 슬을 밀어 놓고 일어서서 대답하였다. “저는 세 사람들이 얘기

한 것과는 다릅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무슨 상관이 있느냐? 각자

가 제 뜻을 말하는 것인데.” “늦은 봄에 봄 옷을 지어 입고, 성인(成人) 

대여섯 명과 아이들 육칠 명과 어울리어, 기수(沂水)에서 목욕하고, 무우

에서 바람을 쐬고, 읊조리며 돌아오는 것입니다.” 공자께서는 크게 한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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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운드는 중기 『시편』에서부터 자신의 “전체주의”를 뒷받침하기 

위해 ‘자연’(nature)이라는 관념을 들여오기 시작한다. 영어의 ‘nature’에는 

‘물리적 자연’과 사물의 ‘천성’ 또는 ‘본성’이라는 두 가지 뜻이 함께 

                                                   

지으며 “나도 점에게 찬동한다.”고 하셨다.  

세 사람은 나가고, 증석만이 뒤에 처졌다. 증석이 여쭈었다. “세 사람

의 말이 어떠합니까?” 공자꼐서 대답하셨다. “각기 제 뜻을 말했을 따름

이지.” “선생님께서는 어째서 유의 말에는 빙긋이 웃으셨읍니까?” “나라

는 예로서 다스려야 하는데, 그의 말에는 겸양이 없어. 그래서 웃었던 

것이야.” “구의 경우는 나라 다스리는 게 아니잖습니까?” “어찌 사방 육

칠십 리나 오륙십 리 되는 곳인데, 나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겠느

냐?” “적의 경우는 나라 다스리는 게 아니겠지요?” “종묘의 제사와 임금

들이 모이는 것이, 제후의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적이 하고자 하는 

일이 작다면, 누가 큰 일을 한다고 할 수 있겠느냐?”  

子路·曾晳·冉有·公西華侍坐, 子曰: 以吾一日長乎爾, 毋吾以也, 居則曰: 

不吾知也, 如或知爾, 則何以哉?  

子路率爾而對曰: 千乘之國, 攝乎大國之間, 加之以師旅, 因之以饑饉, 由

也爲之, 比及三年, 可使有勇, 且知方也. 夫子哂之.  

求! 爾何如? 對曰: 方六七十, 如五六十, 求也爲之, 比及三年, 可使足民. 

如其禮樂, 以俟君子.  

赤! 爾何如? 對曰: 非曰能之, 願學焉. 宗廟之事, 如會同, 端章甫, 願爲小

相焉. 

點! 爾何如? 鼓瑟希, 鏗爾, 舍瑟而作, 對曰: 異乎三子者之撰. 子曰: 何

傷乎? 亦各言其志也. 曰: 莫春者, 春服旣成, 冠者五六人, 童子六七人, 浴

乎沂, 風乎舞雩, 詠而歸. 夫子喟然嘆曰: 吾與點也.  

三子者出, 曾晳後. 曾晳曰: 夫三子者之言何如? 子曰, 亦各言其志也已矣. 

曰: 夫子何哂由也? 曰: 爲國以禮, 其言不讓, 是故哂之. 唯求則非邦也與? 

安見方六七十, 如五六十而非邦也者? 唯赤則非邦也與? 宗廟會同. 非諸侯

而何? 赤也爲之小, 孰能爲之大. (김학주, 『논어』 318-320)  

참고로, 「시편13」의 7-11행의 ‘전차 몰이’ 부분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달항 고을 사람이 말하였다, “위대하도다, 공자여! 박학하면서도 명성을 

이룬 바는 없다.” 

공자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무엇을 전

문으로 할까? 수레몰이를 전문으로 할까, 활쏘기를 전문으로 할까? 나는 

수레몰이를 전문으로 해야겠지!”  

達巷黨人曰: 大哉, 孔子! 博學而無所成名.  

子聞之謂門弟子曰: 吾何執? 執御乎? 執射乎? 吾執御矣. (김학주, 『논

어』 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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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있다. 앞서 「시편 3」이 신성이 깃든 자연 풍경을 통해 부분과 

전체의 조화의 비전을 제시하고, 「시편 13」이 ‘천성’이라는 말로 개성 

존중을 주장한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기 『시편』에서는 

‘자연’이 “전체주의적” 질서의 근거로 명시적으로 제시된 적이 없었다. 

그런데, 이제 중기 『시편』에서 물리적 자연의 질서와 천성의 질서가 

‘자연’이라는 이름으로 하나가 되고, 그는 물리적 자연에 질서가 

내재되어 있고 그 질서가 만물의 천성에 깃들어 있다는 

신플라톤주의적인 우주관을 형성하는 것이다.  

중기 『시편』에서 파운드는 자연의 질서가 매우 정연하고 또한 

매우 세세한 것으로 그린다. 자연의 질서는 만물의 천성에 깃들어 모든 

움직임을 관장하고, 거기에는 예외가 없다. 가령 「시편 51」에 

제물낚시에 관한 단락이 나오는데, 일부만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다.  

3월 12일에서 4월 2일까지  

.  .  .  .  .  .   

.  .  . 오전 7시에서 11시까지  

낚시할 수 있다, 그 시간에 갈색의 늪 날벌레들이 나타나는데,  

그 갈색이 계속되는 한, 어떤 고기도 그래넘을 물지 않을 

것이다 (51/251) 

12th of March to 2nd of April 

.  .  .  .  .  . 

.  .  . can be fished from seven a.m.  

till eleven; at which time the brown marsh fly comes on.  

As long as the brown continues, no fish will take Granham 

“그래넘”은 제물낚시용 미끼의 한 종류라고 한다(Terrelll 198). 

제물낚시에서 송어는 일년 중 특정 철에(“3월 12일에서 4월 2일까지”) 

특정 시간대에만(“오전 7시에서 11시까지”) 낚인다고 한다. 게다가, 그 

시간에도 조건에 따라 출몰하는 날벌레들이 다르기 때문에(“갈색의 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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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벌레들”), 미끼의 모양이 조금이라도 다르면 송어가 낚이지 않는다고 

한다(“그 갈색이 계속되는 한, 어떤 고기도 그래넘을 물지 않을 

것이다”).55 송어와 날벌레의 본능에 자연의 질서가 깃들어 있어서 아주 

세세한 행동까지도 영향을 받는 것이다.  

이어지는 단락에서 파운드는 그런 자연의 질서의 관념을 신플라톤

주의적인 ‘섭리론’으로 발전시킨다.  

이것는 행위자의 빛을 띠고 있으니, 말하자면 

거기에 매달려있는 형상.   

어떤 면에서 신과 같을 정도로  

이 지력은 파악하나니 

풀, 제자리에 나지 않는 것이 없다. . . (51/251) 

That hath the light of the doer, as it were  

a form cleaving to it.  

Deo similis quodam modo 

hic intellecus adeptus 

Grass; nowhere out of place. . .  

1-4행은 12세기 교부철학자인 알베르투스 마그누스(Albertus Magnus)의 

글에서 따온 것이다.56 앞 장에서 신플라톤주의의 “유출론”을 소개하면서 

빛의 비유를 언급했었는데, 태양에서 빛이 내려와 만물의 형상을 

밝히듯이 유일자의 형질이 흘러내려 하위의 존재들을 형성한다는 

것이었다. 인용문에서 “행위자의 빛”은 그런 유일자의 형질을 말한다. 

유일자의 형질을 물려받았기에 자연 만물에는 “어떤 면에서 신과 같을 

                                                   

55 이 단락의 출처는 1829년에 나온 찰스 보울커(Charles Bowlker)의 『낚시

의 기술』(The Art of Angling)이라고 한다(Terrell 197-98). 
56 알베르투스 마그누스의 『이해력에 관하여』(De Apprehensione)에서 따온 

것으로, 해당 단락은 파운드의 「카발칸티」(“Cavalcanti”)라는 글에 인용되어 있

다(LE 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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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로” 이치를 파악하는 “지력”이 있다는 것이다. 파운드는 이 

섭리론을 “풀”의 이미지로 마감한다.  “풀, 제자리에 나지 않는 것이 

없다”는 자연의 섭리에 예외가 없다는 뜻이라 하겠다.    

“지상 낙원”은 인간이 그런 자연의 섭리를 알고 따를 때에만 

수립될 수 있다. 중기 『시편』에서 파운드는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삶의 비전을 유교적 소재들을 통해 제시한다. “일곱 호수 시편”이라 

불리는 「시편 49」와 “중국사 시편”이라 불리는 「시편 52-61」이 그런 

시편들이다. 당대의 “고리대금업”의 횡포를 고발하는 대부분의 시편들 

사이에서 이들 시들은 “고요의 차원”(the dimension of stillness, 49/245)을 

제공한다. “중국사 시편”은 앞 장에서 논한 바 있고 또한 이 장의 

뒷부분에서 다시 논할 예정이니, 여기에서는 「시편 49」를 소개하려 

한다. 이 시는 중기 『시편』에서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삶의 

이상을 가장 잘 보여주는 시편이라 할 수 있다. 이 시 또한 전체를 

인용하기에 너무 길기 때문에, 첫 단락만 간략히 인용하겠다.  

일곱 호수를 위해, 인간에 의해 쓰여지지 않은 이 시들:  

비, 텅빈 강, 항해,  

얼어붙은 구름에서 불이, 황혼 속에 폭우가  

선실 지붕 아래에 등불 하나 달려 있고 

갈대는 무거워, 휘어지고,  

대나무들은 흐느끼듯 말을 하네. (49/244) 

For the seven lakes, and by no man these verses: 

Rain; empty river; a voyage, 

Fire from frozen cloud, heavy rain in the twilight 

Under the cabin roof was one lantern. 

The reeds are heavy; bent; 

and the bamboos speak as if weeping. 

「시편 49」는 파운드가 한 소상팔경(瀟湘八景) 화첩에 적힌 한시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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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탕으로 쓴 시이다.57 ‘소상팔경’은 동정호(洞庭湖)의 사계절의 경치를 

여덟 편의 그림이나 시에 담는 동양의 전통적인 예술 장르이다. 계절에 

따라 변화하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다루는 장르이기 때문에, 자연에서 

만물의 조화의 비전을 찾으려는 파운드의 “전체주의”를 표현하기에 매우 

적합한 소재라 할 수 있다. 인용문은 소상팔경의 여덟 주제 중에서 비 

내리는 여름밤의 풍경을 다루는 “소상야우”(瀟湘夜雨)를 다룬 것이다.58 

첫 줄에서 파운드는 이 시가 “인간에 의해 쓰여지지 않은 시들”이라고 

하는데, 비록 “no man”이 『시편』에서의 파운드의 ‘또 다른 자아’(alter 

ego)의 하나인 오디세우스를 암시하기는 하지만, 이 말의 뜻은 

일차적으로 이 시의 아름다움이 사람의 힘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자연에서 나온 것이라는 의미라고 하겠다.59 앞 장에서 인용된 “낙원은 

                                                   

57 파운드에게 가족 소유의 일본산 소상팔경 화첩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

는 각 그림에 한시와 일본어 시가 하나씩 적혀 있었다고 한다. 그는 1928년에 

라팔로를 방문한 중국인 여성인 “미스 쳉”(Miss Tcheng)에게 부탁해서 한시 부분

을 번역하게 했고, 그 번역을 바탕으로 「시편 49」를 썼다고 한다. 자세한 내

용은 안젤라 정 팔란드리(Angela Jung Palandri)의 「일곱 호수 시편 재고」(“The 

‘Seven Lakes Canto’ Revisited”), 존 J. 놀드의 『에즈러 파운드와 중국』(Ezra 

Pound and China)의 57-58쪽, 쟈오밍 치안의 「그림을 시로: 파운드의 일곱 호수 

시편」(“Painting into Poetry: Pound’s Seven Lakes Canto”)의 72쪽 참고. 노엘 스탁은 

『에즈러 파운드의 일생』에서 1934년 무렵이라고 하는데 착오가 있었던 것 같

다(328). 파운드가 소유의 화첩에 있던 한시와 일본어 시, 그리고 그에 대한 영

어 번역은 사네히데 코다마(Sanehide Kodama)의 『미국 시와 일본 문화』

(American Poetry and Japanese Culture)의 108-12쪽에 실려 있다. 화첩의 그림은 치

안의 글에 사진으로 수록되어 있다. 소상팔경 회화의 전통과 그에 대한 파운드

의 지식에 대해서는 치안의 글의 73-76쪽 참고. 
58 소상팔경의 여덟 주제는 다음과 같다. 평사낙안(平沙落雁, 모래밭에 내려

앉는 기러기), 원포귀범(遠浦歸帆, 먼 포구로 돌아오는 배), 산시청람(山市晴嵐), 

산촌에 피어오르는 아지랑이), 강천모설(江天暮雪, 해질녘 산과 강에 내리는 눈), 

동정추월(洞庭秋月, 동정호에 뜬 가을 달), 소상야우(瀟湘夜雨, 소수와 상강에 내

리는 밤비), 연사만종(煙寺晩鐘, 안개낀 산사의 저녁종), 어촌낙조(漁村落照, 어촌

의 저녁 노을). 위의 치안의 글 73-74 참고.    
59 코다마는 파운드가 본 화첩에 단 하나의 시에만 서명이 되어 있었던 사

실을 가리키는 것일 수도 있다고 한다(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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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위적이 아니다”(92/640, 93/646)와 같은 뜻인 셈이다. 인용문에서 인간의 

삶은 자연의 운행에 동화되어 있다. 어두운 밤 텅빈 강에 폭우가 

내리지만, 그것은 “선실 지붕 아래 등불 하나”로 표현되는 뱃사람의 

삶을 위협하지 않는다. 그와는 반대로, 이 시에서 자연과 인간은 조화를 

이루며 서로의 의미를 밝힌다. “등불”은 비에 젖어 무거워진 “갈대”를 

비추고, “대나무들”은 뱃사람이 들으라고 “흐느끼듯 말을 [한]”다.60 

인간은 자연의 일부로서 자연과 조화를 이룬다.  

그리고, 중기 『시편』에서 파운드는 자신의 질서 수립의 

프로젝트를 ‘자연’에 의거하여 정당화한다. 앞 장에서도 말했듯이, 이 

시편들에서 “고리대금업”은 “자연에 거스르는 죄”로 정의된다(45/229, 

230). 반대로, 정직한 생산 활동은 “자연의 증식”(Nature’s increase, 

51/250)을 존중하는 것으로 설명된다. 바람직한 통치는 그렇게 사람들이 

순리에 따라 “자연의 풍요”(abundance of nature, 52/357)를 누리도록 하는 

통치로 설명된다. 가령, 앞 장들에서도 말했듯이, 그는 무솔리니 정부를 

그런 통치의 한 사례로 제시하는데, 폰티네 습지(Pontine Marshes) 

개간이나 곡식 창고 설치 등이 순리에 따라 “자연의 풍요”를 추구한 

사례라고 소개한다. 「시편 49」의 뒤쪽에는 자연의 순리를 존중하는 

통치의 이상이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해가 뜨면, 일을 하고  

해가 지면, 쉬러 가고  

우물을 파서 물을 먹고   

밭을 갈아 곡식을 먹으니  

                                                   

60 치안은 이 구절이 요순 시대의 전설과 관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요임금

은 두 딸을 모두 순임금에게 시집보냈는데, 순임금이 죽었을 때에 두 부인들이 

흘린 눈물이 대나무에 스며들어 대나무 뿌리가 붉은 색을 띠게 되었다고 한다. 

두 부인들은 강에 뛰어들어 죽었고, ‘소상’의 하나인 상수의 여신이 되었다고 한

다(“Painting into Poetry”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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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의 힘? 그게 우리에게 무엇인가? (49/245)  

Sun up; work 

sundown; to rest  

dig well and drink of the water 

dig field; eat of the grain 

Imperial power is? and to us what is it?  

인용문은 태평성대를 노래하는 중국의 고대 시가인 

「격양가」(擊壤歌)에 대한 파운드의 번역이다.61 화자는 자연의 순리에 

따라 사는 사람에게 “황제의 힘”은 의미가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이 시는 진정한 “황제의 힘”은 바로 그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통치자를 의식하지 않고 자연의 순리에 따라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있음을 보인다. 국가가 국민을 외적의 침입이나 

내부의 분규, 또는 자연 재해와 같은 재앙으로부터 보호하지 않는다면, 

그와 같은 평화로운 삶이 영위될 수 없기 때문이다.  

후기 『시편』에서 파운드는 더욱 더 ‘자연’에 의거하여 

“전체주의적” 질서를 옹호하게 된다. 그는 아마도 피사의 수용소에 

수감되어 있는 동안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자연 현상을 관찰하면서 자연 

속에 질서가 있다는 관념을 강화한 것 같다. 그리고, 『착암기편』과 

『왕좌편』을 쓰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자신의 주장이 충분히 존중되지 

                                                   

61 아킬리즈 팽(Achiles Fang)에 따르면 이 노래는 『제왕세기』(帝王世紀)에 

수록된 요임금의 시대의 민요라고 한다(“Fenollosa and Pound” 232). 이 시의 한자 

원문은 다음과 같다.  

日出而作, 日入而息. 鑿井而飮, 耕田而食. 帝力于我何有哉  

(일출이작 일입이식 착정이음 경전이식 제력우아하유재)  

(해뜨면 나가 일하고, / 해지면 들어와 쉰다. / 우물 파서 물마시고, / 논밭 

갈아 밥먹는다. / 이런 내게 왕의 힘이 무슨 소용 있으리오.) 

팽은 파운드가 이 시를 페놀로사의 원고에서 발견했다고 한다. 그러나, 파운드

가 1913년에 읽은 A. H. 자일즈(A. H. Giles)의 『중국문학사』(A History of Chinese 

Literature)에도 이 시가 실려 있기 때문에, 그가 어느 쪽에서 먼저 이 시를 보았

는지는 불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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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 현실 속에서, ‘자연’을 자신의 주장에 정당성을 부여할 마지막 

보루로 여긴 것 같다.62  

. . . 자연 속에 서명이 있다 

     언어의 전통이 필요 없는, 

참나무 잎은 결코 플라타너스 잎이 아니다. (87/593) 

. . .  In nature are signatures 

   needing no verbal tradition,  

oak leaf never plane leaf.  . . .   

 

뼈는 만들어졌다,  

무슨 무슨 삼각법에 따라. 정강이뼈! (87/594) 

The bone is constructed,  

according to trigonometrical whichwhat. Shinbones!  

 

잎차례에 의해,  

잎사귀의 결 속에 (104/763) 

by phyllotaxis,   

in leaf grain  

인용문에서 파운드는 잎사귀와 뼈의 모양에서 자연의 질서를 확인한다. 

첫 번째 인용문에서 “서명”은 영어의 ‘signature’로 ‘특징’이라는 뜻을 

함께 갖고 있다. 참나무에서 참나무 잎이 나고 플라타너스 나무에서 

플라타너스 잎이 나듯이 만물의 천성에 자연의 섭리가 아로새겨져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 인용문은 그런 자연의 섭리를 동물의 “뼈”에서 

발견한다. 각 동물의 천성에 자연의 섭리가 들어 있어 뼈는 신체의 

                                                   

62 『착암기편』과 『왕좌편』은 파운드가 워싱턴 D.C.의 성 엘리자벳 병원

에 수감되어 있는 동안 쓴 시들이다. 전후에 파운드는 반역죄로 기소되었다가 

정신이상이라는 감정을 받고 기소 취하되어 위의 국립 정신병원에 1946년 6월

부터 1958년 4월까지 약 12년간 수감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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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을 지탱하기 위한 최적의 구조로(“무슨 무슨 삼각법에 따라”) 

설계되어 있다는 것이다. 세 번째 인용문은 “잎차례”를 근거로 자연의 

섭리를 주장한다. 첫 인용문에 나오듯이 잎사귀들은 나무마다 생김새가 

다를 뿐만 아니라, 하나의 가지에서도 각각 최대치의 햇빛을 받을 수 

있는 순서와 각도로 돋아난다는 것이다. 이처럼 자연의 질서는 세세하고 

완벽하다. 그리고, 만물은 천성에 새겨진 자연의 질서에 따라 조화를 

이루고, 거기에는 예외가 없다는 것이 『착암기편』과 『왕좌편』의 

“전체주의적” 질서이다.  

후기 『시편』에서 파운드는 그런 “전체주의적” 질서를 유교로 

뒷받침한다. 중기 『시편』에도 한시나 중국사 등이 인용되었지만 

빈번하지 않았다. 그런데, 후기 『시편』에는 매우 빈번하게 유교 고전이 

인용되면서 인간과 자연이 같은 순리를 따르니 자연의 순리에 맞는 

통치를 해야 “지상 낙원”을 수립할 수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한다. 가령, 

이 장의 제사인 「시편 82」의 “사람, 땅 : 부절의 두 쪽”이라는 

구절에서 “부절의 두 쪽”은 『맹자』에 나오는 것이다. 제 8편인 

「이루장구 하(離婁章句下)」에 순임금과 문왕의 의지가 “부절이 

들어맞듯이 똑같다”(若合符節)는 구절이 나오는데(김학주, 『맹자』 270), 

파운드는 그 말을 따와 인간의 천성과 질서와 자연의 질서가 똑같다고 

하는 것이다.63 다른 예로, 위에 인용한「시편 87」의 “자연 속에 서명이 

                                                   

63 참고로, 『맹자』의 해당 구절은 다음과 같다.  

[순임금과 문왕께서는] 지리적으로 서로 떨어지기 천여 리나 되고, 시대

적으로 서로 떨어지기 천여 년이나 된다. 그러나 뜻을 얻어 뜻을 중국에 

실천한 것은 마치 부절(符節)이 들어맞듯이 똑같다.   

地之相去也, 千有餘里; 世之相後也, 千有餘歲, 得志行乎中國, 若合符節하니

라. (김학주, 『맹자』 270) 

특히, “부절의 두 쪽”이라는 표현은 『피사 시편』을 쓸 당시에 파운드가 

참고하던 제임스 레그(James Legge)의 『사서』(Four Books of Confucius)에 “마치 

부절의 두 쪽을 합한 것과 같았다”(it was like uniting the two halves of a seal)라고 

번역되어 있었기에 나온 것이다(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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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부분도 『맹자』와 관련이 있다. 인용문의 바로 앞 줄은 

“‘우리는’, 맹자가 말했다, ‘현상만을 가졌다’”(“We have”, sadi Mencius, “but 

phenomena”)인데, 이 또한 『맹자』에서 온 구절이다. 「이루장구 하」의 

뒷부분에 “천하에서 본성(本性)을 논함에 있어서 옛일을 법칙으로 삼을 

따름이다. 옛일은 순리(順利)한 것을 근본으로 삼아야 

한다”(天下之言性也, 則故而已矣. 故者, 以利爲本.는 구절이 

나오는데(김학주, 『맹자』 291), 파운드는 그 앞부분을 따와 “우리는. . . 

현상만을 가졌다”라고 옮기고 “자연 속에 서명이 있다”는 말과 연결시킨 

것이다.64  

특히, 파운드는 『서경』을 출전으로 하는 「시편 85-86」과 청나라 

옹정제의 『성유광훈』을 출전으로 하는 「시편 98-99」에서 집중적으로 

유교를 토대로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전체주의적” 비전을 

세우는 일을 한다. 그 예를 하나씩만 들면 다음과 같다.  

“새들과 거북이 하나라 아래 살았다,  

짐승과 물고기가 질서를 유지하였고, 

홍수도 화재도 지나치게 일어나지 않았다” (85/565) 

“Birds and terrapin lived under Hia,  

beast and fish held their order,  

Neither flood nor flame falling in excess”  

 

그 계획은 나왔다 자연 속에  

뿌리에서   

                                                   

64 ‘자취’라는 뜻의 ‘연고 고(故)’ 자가 “현상”이 된 것은, 역시 제임스 레그

의 책에 이 구절이 “사물의 본성에 대해 말하는 자는, 오직 그 현상에서 추론할 

수 있을 뿐이다. 현상의 가치는 그 자연스러움에 있다”(All who speak about the 

natures of things, have in fact only their phenomena to reason from, and the value of a 

phenomenon is in its being natural.)라 번역되어 있기 때문이다(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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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에서 오고, 시간이 (창2) 존중되고  

그들의 힘이 모이니  

(추 4성 모으다 

그 뿌리에 필연성이 있다   

한 사람의 미력이 아니라,  

The plan is in nature 

rooted 

coming from earth, times (ch’ang2) respected 

Their powers converging 

(chu four assemble 

There is a must at the root of it  

not one man’s mere power, (99/729) 

첫 번째 인용문은 파운드가 『서경』의 『상서(商書)』의 

「이훈(伊訓)」에 나오는 구절을 토대로 쓴 것이다. 「이훈」은 앞 장에 

거론되었던 상나라 탕왕의 재상 이윤의 훈계의 기록인데, 거기에 다음과 

같은 부분이 나온다. “아아, 옛날 하나라를 다스리던 첫 임금님은 덕에 

힘쓰셔서 하늘의 재앙이 없었습니다. 산과 내의 귀신들도 모두 

편안했으며 새와 짐승과 물고기와 자라들에 이르기까지도 모두 잘 

지냈습니다”(嗚呼라! 古有夏先后는 方懋厥德하여 罔有天災니이다. 

山川鬼神도 亦莫不寧하며 曁鳥獸魚鼈도 咸若이니이다, 김학주, 『새로 

옮긴 서경』 214). 그 구절을 따다가 파운드는 「시편 85」에서 하늘과 

땅이 조화를 이루고 금수가 사이좋게 지내는 “지상 낙원”의 비전을 

세우는 것이다.  

두 번째 인용문은 『성유광훈』의 구절을 따온 것이다. 「시편 98-

99」를 쓸 때에 파운드는 F. W. 발러(F. W. Baller)의 『성유』(The Sacred 

Edict)를 참고했는데, 이 책에는 옹정제의 반포문이 번역되지 않은 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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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되어 있었다.65 파운드는 거기에서 “凡爲兆性圖基本也, 夫衣食之道, 生

於地, 長於時, 而聚於力. 本務所在, 稍不自力, 坐受其困”(189)이라는 부분

을 보고 상상을 보태어 위에 인용된 부분을 쓴 것이다(Gordon 189). (“창

2”와 “추 4성”은 각각 한자 ‘길 장(長)’ 자와 ‘모을 취(聚)’ 자의 발음을 

적은 것이다.) 이 구절의 뜻은 대략 “무릇 백성을 위하여 근본을 도모해

야 한다. 먹고 입는 길은 땅에서 생겨나 시간과 함께 자라고 노력에 의

해 거두어진다. 근본이란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노력하는 것으로, 조금

이라도 자신의 노력이 아니면, 결국 곤궁함을 받게 될 것이다”로 추정된

다.66 그런데, 파운드는 농업과 잠업을 장려하는 원문의 맥락을 살짝 비

틀어, “자연 속에 뿌리”를 둔 계획에 의해서만이 “지상낙원”이 수립될 수 

있다고 하며 그 이유는 “그 뿌리에 필연성이 있”기 때문이라 쓴다.67  

그런데, 앞서 말했듯이, 이런 논리는 『시편』의 “전체주의”를 반-

문명적이고 반-역사적인 본질주의로 만든다. 후기 『시편』에서 

                                                   

65 강희제는 1670년에 명 태조 주원장의 "육유(六諭)"를 확대한 "성유십육조

(聖諭十六條)"를 반포했고, 그의 아들인 옹정제는 1724년에 선왕의 유훈에 해설

을 붙인 『성유광훈(聖諭廣訓)』을 반포하여 전 국민이 읽게 했다고 한다. 그런

데, 『성유광훈』이 문어체 한문으로 되어 있어 일반 백성들이 이해하기 어려웠

기 때문에, 구어체 해제본이 여럿 출판되었다고 한다. 그 중 가장 널리 읽혔던 

것이 왕우복(王又樸)의 『성유광훈연(聖諭廣訓衍)으로, 발러는 자신이 이 책을 

번역했다고 밝힌다(iii-iv). 하지만, 롱 오우(Rong Ou)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발러

는 왕우복의 해제본이 아니라 또 하나의 유명한 해제본인 저자불명의 『성유광

훈직해』 (聖諭廣訓直解)를 번역했는데, 왕우복의 것으로 착각했다고 한다. (66-

68) 
66 『성유광훈』에 대한 한글 번역본은 아직 출판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67 「시편 98」은 주로 발러의 번역을 인용하는데 반해, 「시편 99」는 한

자의 유사-어원분석에서 나온 이미지를 활용하는 편이다. 가령, 이 시의 첫 줄인 

“푸른 풀이 노랗게 변할 때까지”(Till the blue grass turn yellow, 99/714)는 옹정제의 

반포문에서 “성유광훈”의 ‘광(廣)’ 자의 엄호(广) 아래에 있는 ‘누를 황(黃)’ 자와, 

‘푸를 청(靑)’처럼 보이는 ‘외울 강(講)’ 자의 오른쪽의 ‘짤 구(冓)’를 연결시켜 

만든 이미지라고 한다. 「시편 99」의 『성유광훈』의 활용에 대해서는 데이빗 

고든의 글을 참고. 

https://hanja.dict.naver.com/hanja?q=%E6%A8%B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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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주의”는 본질주의가 된다. 왜냐하면 사물은 ‘천성’이라는 이름의 

규범적 본질에 의해 규정되기 때문이다. 또한, 후기 『시편』에서 

“전체주의”는 반-문명적이 된다. 왜냐하면, ‘질서’는 인간의 문명에 의해 

이룩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으로의 회귀를 통해서 실현될 수 있는 것으로 

주장되기 때문이다. 비록 파운드는 문화의 축적을 주장하지만, 

『시편』에서 문명의 소산은 ‘질서’가 아니라 오히려 ‘무질서’에 가깝다. 

마치 루소의 주장에서처럼, 자연 상태의 존재들은 자연의 순리를 

따르는데 문명 속의 인간들은 “자연을 거스르는 죄”를 범하기 떄문이다. 

또한, 후기 『시편』에서 “전체주의”는 반-역사적이 된다. 왜냐하면, 앞 

장에서도 말했듯이, 파운드는 『시편』이 “역사를 포함하는 시”라고 

하며 다양한 역사적 사례들을 제시하지만, 그 사례들에서 개별성아니 

특수성이 아니라 오직 보편성을 강조하기 때문이다. 후기 『시편』에서 

역사적 사례들은 점점 더 차별성을 잃고 동일성만 갖게 된다. 그리하여, 

마지막 두 연작인 『착암기편』과 『왕좌편』에 이르면 모든 역사적 

사례들은 자연의 순리를 따르는 ‘선’과 순리를 따르지 않는 ‘악’이라는 

양 축으로 정렬된다. 애초에 ‘개성 존중’의 정신으로 시작된 작품이 

차이를 존중하지 않는 동일성의 반복으로 변질되는 것이다.  

그와 같은 문제를 두고 마이클 노쓰는 『예이츠, 엘리엇, 파운드의 

정치 미학』에서 파운드가 자신이 반대했던 이분법을 재생산하는 오류를 

범한다고 말한다. 노쓰에 따르면 파운드는, 엘리엇, 예이츠와 함께, 

당대에 팽배해 있던 반-자유주의적 정서를 공유하고 있었다. 그들은 

자유주의적 개인주의가 인간의 해방을 약속하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차이를 무시하고 순응을 강요하게 되었다고 비판했다. 또한 자유주의적 

개인주의는 자본주의와 결탁하여 개인을 공동체로부터 단절시키고 마치 

공장의 부품처럼 대체 가능한 존재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그런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세 시인들은 개인과 공동체의 분리를 원상복귀 시키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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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했다. 그들은 공동의 가치에 기반을 둔 공동체를 만들기를 희망했고, 

그러기 위해 각자의 해결책을 모색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해결책은 결과적으로 개인과 공동체, 부분과 전체, 특수성과 보편성과 

같은 자유주의적 개인주의의 이분법을 극복하지 못하고 오히려 

재생산하게 되는 오류를 범했다는 것이 노쓰의 주장이다.  

물론 그는 이런 오류가 파운드, 엘리엇, 예이츠만의 것은 

아니었다고 한다. 같은 문제가 20세기 초반의 반-자유주의 담론 

일반에서 광범위하게 발견된다는 것이다. 반-자유주의 비평가들은 

개인과 공동체의 분리에 마주하여 개인과 공동체의 가치를 동시에 

옹호하려 했다. 부분과 전체, 특수성과 일반성, 상대주의와 보편적 

가치에 대한 믿음을 동시에 주장하려 한 것이다. 그런 의도에서, 그들은 

개별의 특수성을 주장하되 그것을 어떤 보편성의 틀 안에 놓으려 했다. 

“계급의식”이라든가 “전통”이라든가 아니면 “민족”이나 “국가”와 같은 

이상들 말이다. 그러나, 그런 논리는 애초에 반대했던 이분법을 

파괴하기는커녕 재생산할 뿐이라는 것이 노쓰의 지적이다(4-5, 13-14).  

가령, 파운드는 “변하지 않는 인간성의 기초”(permanent basis in 

humanity, SR 92)라든가 “영원한 마음의 상태”(eternal state of mind, “Religio” 

45), 또는 “자연”(nature)이라는 불변의 본성을 보편적 지평으로 삼았다. 

그런데, 이런 사고는 “인간의 본성에 정해진 틀이 있다는, 그것이 인간의 

역사적 경험의 소산이 아니라 그런 경험을 생성하는 기반이라는” 반-

역사적인 “가정”(the assumption that human nature has fixed boundaries, that it is 

not a continuous product of historical human experience but the bedrock of it, 

143)을 전제로 한다고 노쓰는 지적한다. 개성의 강조로 출발한 작업이 

불변의 보편적 가치에 대한 존중으로 끝나는 것이다(141-44). 

본고는 파운드가 부분을 전체로 옹호하려다가 전체에 대한 강조에 

기울어지게 되었다는 노쓰의 지적에 동의한다. 다만, 『시편』에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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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시적 ‘파산’으로 이어지는 곳이 중기 『시편』이 아니라 

『착암기편』과 『왕좌편』이라고 주장하는 점에서 노쓰와 견해를 

달리한다. 앞 장에서도 말했듯이, 노쓰의 논의에는 『착암기편』과 

『왕좌편』이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본고는 『착암기편』과 

『왕좌편』이 『시편』이 애초에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의미있는 연작들이라고 주장한다. 그 실패가, 노쓰가 

주장하듯이, 『시편』만의 실패가 아니라 그의 시대를 풍미했던 한 

정치적, 미학적 논리의 실패를 예증하기에 더욱 의미있음은 물론이다.   

노쓰는 중기 『시편』에서 파운드의 “전체주의”의 문제를 찾는다. 

앞 장에서도 설명했듯이 그는 중기 『시편』에서 파운드가 

“고리대금업”을 단일한 ‘악의 축’으로 규정하면서 이 작품에서 

점진주의가 사라지고 선과 악의 교착 상태만 남게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그 결과 파운드가 인물 및 역사적 사건들 사이의 차이를 

제시하지 못하고 오직 동일한 패턴의 반복으로 제시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런 근거로 노쓰는 “고리대금업 시편”(「시편 45」)과 “중국사 

시편”(「시편 52-61」)을 든다. 이 시들은 수 많은 사례를 제시하지만 

사실상 하나의 정의의 무한 반복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고리대금업 

시편”은 “고리대금업”과 “르네상스 시대의 충만한 삶”(full life of the 

Renaissance, 150)의 대립을, 그리고 “중국사 시편”은 선하고 유능한 

통치자와 악하고 무능한 통치자의 사례의 대조를 단순히 반복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그렇게 중기 『시편』에서 파운드는 개별 사례들에 

대한 관심을 잃고 그 사례들을 포괄할 ‘전체’의 비전에만 관심을 둔다고 

노쓰는 주장한다.  

이에 대해 본고는 중기 『시편』에서 파운드는 아직 개별에 관심이 

있었다고 반박한다. 노쓰의 말처럼 파운드가 중기 『시편』에서 선과 

악의 대립구도를 단순화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은 필연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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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이었다. 앞서 말했듯이 파운드는 『시편』에서 ‘전체’의 비전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었다. 그는 전체의 이름으로 부분의 개성을 

옹호했기 때문에, 부분의 개성을 옹호하려면 먼저 전체의 상을 제시해야 

했다. 그래야만 『시편』의 집필 의도대로 무질서한 현실에 질서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초기 『시편』은 전체의 조화의 비전을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다. “공자 시편”인 「시편 13」이나 “지옥 시편”인 

「시편 14-15」, 또는 “연옥 시편”인 「시편 16」, 그리고 “연민”(pity)을 

비난하는 「시편 30」 등이 파운드가 무엇을 반대하고 무엇을 

지향하는지 어느 정도 보여주지만, 그가 생각하는 조화로운 ‘전체’의 

윤곽을 보여주지는 못한 것이다. 그러니, 파운드는 중기 『시편』에서 

사례들 사이의 일관된 패턴을 이끌어내어 자기 주장의 요체를 명료하게 

밝힐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노쓰의 주장과 달리, 중기 『시편』의 단순화의 작업에는 

아직까지 세부에 대한 관심이 담겨있었다. 그래서, 그 작업에는—

『착암기편』과 『왕좌편』에서는 자취를 감추게 될—‘발견’의 신선함이 

들어있었다. 「시편 45」에 대해 노쓰는 “정적인 대치”이고 

“교착상태”라고 하며 이 시에서 모든 사례들이 “상호 

교체가능”(interchangeable, 151)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 시에서 사례들의 

나열은 그런 말들로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 의미의 축적을 낳는다. 좋은 

집이 지어지지 못하고, 좋은 그림이 그려지지 못하고, 구획이 흐려지고, 

석공이 돌을 깎지 못하고, 직공이 옷감을 짜지 못하고, 빵의 질이 

떨어지는 등등의 사례들은, 역으로 모자이크 조각처럼 파운드가 바라는 

“지상 낙원”의 상을 알려준다. 파운드가 그런 사회 현상들을 오랫동안 

관찰해왔음을 알려줌은 물론이다. 그리하여, 데이빗 무디가 「의지의 

방향」(“Directio Vountatis”)이라는 글에서 지적하듯이, 이 시를 다 읽었을 

때에 “고리대금업의 파괴적인 효과에 대한 비난은 그런 긍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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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낌으로 균형이 맞춰진다”(In the overall effect of the canto the denunciation 

of usury’s destructive effects is fully counterbalanced by the positive feelings, 

191). 그러니, 파운드가 문제를 단순화하는 것은 맞지만, 그런 단순화에 

세부에 대한 관심이 결여되지 않은 것이다.  

또한 「시편 45」의 나열에는 다양한 사례들 속에 ‘패턴’을 

발견하는 신선함이 있다. 다만, 여기에서 구축된 ‘패턴’이 후기 

『시편』까지 계속되기 때문에, 『시편』을 끝까지 다 읽고 돌아와 다시 

「시편 45」를 읽는—노쓰와 같은—독자들에게는 지나친 단순화와 

지루한 반복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초기 『시편』부터 이 작품을 

읽어오는 독자들에게는 이전 시편들의 모호함을 걷어내는 명징함을 줄 

수 있는 것이다. 노엘 스탁이 말하듯이 “우리는 여기에서 처음으로 

『시편』이 역사와 현재의 사건들의 이치를 설명하려는, 그리고 혼란과 

악을 질서와 조물주의 의도에 조화시키려는 열정적인 시도임을 

알게”(We see here, for the first time clearly, that the Cantos is a passionate effort 

to make sense out of history and current events, and to reconcile chaos and evil 

with the order and design of the Creator, Reading the Cantos 35) 되는 것이다.  

“중국사 시편”도 마찬가지이다. 이 연작이 모든 사례들을 ‘선하고 

유능한 통치자의 통치’와 ‘악하고 무능한 통치자의 통치’라는 양 축으로 

정렬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 시편들에는 서양인 독자들에게 

낯설고 불가해하게 보이는 ‘중국사’라는 영역에서 일관된 원칙을 

도출해내는 신선함이 있다. 비록 독자들이 파운드의 주장에 완전히 

설득되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말이다. 노쓰는 “중국사 시편”에서 

파운드가 역사를 “영원한 적대 세력 사이의 충돌”(a clash between eternal 

antagonists, 152)로 단순화한다며 한다며 「시편 56」의 다음 단락을 예로 

든다(152).  

요, 순, 우 물의 지배자 

교각 건축자들, 도로망을 만든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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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성에게 곡식을 주었고  

      세금을 낮췄다  

불교도들, 환관들, 도교도들 그리고 무희들 

나이트 클럽들, 싸구려 장신구들, 유흥 

   망했다, 망했다! 한나라가 망했다  

   송나라가 망했다 

불교도들, 환관들, 도교도들 

황후의 인척들, 그리고 건국자가 왔다  

허황된 말을 하지 않는  

도교도들과 사기꾼들을 청소했다, 곡식을 주었다 

   산을 열었다  

도교도들, 불교도들, 그리고 유흥이 왔다  

YAO, CHUN, YU controller of waters 

bridge builders, contrivers of roads 

      gave grain to the people 

           kept down the taxes 

Hochang, eunuchs, Taoists and ballets 

night-clubs, gimcracks, debauchery 

Down, down! Han is down 

Sung is down 

Hochang, eunuchs, and taozers 

empress’s relatives, came then a founder 

saying nothing superfluous 

cleaned out the taozers and grafters, gave grain  

opened the mountains 

Came taozers, hochang and debauchery (56/302)     

그런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인용은 불공정한 인용이다. 왜냐하면 

위의 단락은 “중국사 시편”의 방법을 온전히 대표한다고 하기 어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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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다. 이 단락은 파운드가 의식적으로 중국사의 교훈을 요약하는 

대목이다. 앞 장에서도 밝혔듯이, “중국사 시편”은 드 마이야의 

『자치통감강목』 번역인 『중국 역사 개관』(Histoire générale de la 

Chine)의 내용을 바탕으로 쓰인 시들이다. 그런데, 그 책에서 따온 

인용이 주를 이루는 가운데, 군데 군데에 파운드가 개입하여 친절한 

교사처럼 독자들에게 핵심을 정리해 주는 단락들이 나온다. 인용문은 

그런 단락 중의 하나로, 현명하고 유능한 통치자들은 나라를 세우지만, 

유약하고 부패한 통치자는 나라를 망하게 만든다고 앞 시편들의 내용을 

정리하는 부분이다.68 그러니, 위와 같은 요약정리가 “중국사 시편”의 

방법을 대표한다고 하기 어렵다.  

“중국사 시편”의 대부분의 단락들은, 비록 중국의 역사를 선하고 유

능한 통치자와 악하고 무능한 통치자의 양 축으로 정렬하는 것은 맞지

만, 노쓰가 인용한 단락보다 훨씬 더 세부에 관심을 기울인다. 가령, 

「시편 53」은 위의 단락에 언급된 요, 순, 우 등 신화 시대의 황제들의 

업적을 소개하는데, 그 일부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유(有)는 나뭇가지 꺾는 법을 사람들에게 가르쳤고  

수인(燧人)은 터를 세워 물물 교환을 가르치고 

  매듭짓는 법을 가르쳤다  

복희(伏羲)는 보리 기르는 법을 사람들에게 가르쳤다  

기원 전 2837년에  

사람들은 아직도 그의 무덤이 어디에 있는지 안다 

높은 삼나무 옆 튼튼한 벽 사이에.  

오곡은, 신농(神農)이 말하기를,  

                                                   

68 이와 관련된 설명은 제임스 J. 놀드의 『동쪽에서 온 꽃잎: 에즈러 파운

드의 중국 시편』의 253-254쪽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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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 쌀, 수수, 보리와 콩이라 했고 

쟁기도 만들었는데 오천 년간 사용되고 있으며  

궁을 곡부(曲阜) 현으로 옮겼고 

한낮에 시장을 열어  

‘우리에게 없는 것을 가져오라’ 하고, 식물지를 썼다. (53/262-63)    

Yeou taught men to break branches  

Seu Gin set up the stage and taught barter,  

  taught the knotting of chords 

Fou Hi taught men to grow barley 

  2837 ante Chirstum  

and they know still where his tomb is 

by the high cypress between the strong walls.  

the FIVE grains, said Chin Nong, that are  

  wheat, rice, millet, gros blé and chick peas 

and made a plough that is used five thousand years 

Moved his court then to Kio-feou-hien 

held market at mid-day 

‘bring what we have not here’, wrote an herbal  

현명하고 유능한 제왕들이 질서를 세운다는 요지에는 변함이 없다. 또한, 

인용부분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연작 전체로 보아 그들의 의지가 

“불교도, 환관들, 도교들” 등 질서를 교란시키는 세력의 의지와 대치되는 

점도 변함이 없다. 다만, 위의 인용문에서 파운드가 개별 사례들에 

관심이 없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비록 그가 역사적 (또는 신화적) 

사례들을 평면적으로 이해했다고 비판할 수는 있겠지만, 그가 

사례들에서 자신이 원하는 결론을 도출할 특징들을 충분히 보여주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훌륭한 통치자들은 자연의 관찰을 통해 백성의 

삶을 개선시킬 방안을 마련한다. 가령, “유”는 “나뭇가지 꺾는 법”을 

찾아내어 사람들이 집을 짓도록 하고, “수인”은 “매듭짓는 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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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안하여 사람들이 셈을 할 수 있게 하고, “복희”와 “신농”은 식물을 

관찰하여 오곡과 다른 작물들의 재배 방법을 알아내는 등 말이다. 

‘자연’의 질서를 존중하는 지도자들이 국가에 ‘질서’를 세우는 것이다.      

이에 비해, 『착암기편』과 『왕좌편』에서는 개별 사례들에 대한 

파운드의 태도가 사뭇 달라진다. 이 연작들에서 파운드는 더 이상 

사례들의 세부에 대해 관심을 두지 않는다. 사례들은 개성이 없는 

동일한 패턴의 반복이 되고, 파운드는 오직 ‘전체’의 비전을 각인하는 

데에 집중한다. 이런 진단에 대해 파운드 자신은 아마도 강하게 반발할 

것이다. 왜냐하면 앞 장에서도 말했듯이 그는 이 연작들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례들을 제시하기 때문이다. 그는 그런 사례들이 독자들로 하여금 

역사가 “고리대금업자와 누구든 / 제대로 된 일을 하려는 자”(87/589) 

사이의 “영원한 전쟁”(86/588)이라는 결론을 귀납적으로 도출하게 

만들기에 충분하다고 항변할지 모른다. 그러나, 작품은 다른 진실을 

보여준다는 것이 본고의 주장이다. 파운드는 점점 더 많은 역사적 

사례들을 포함시키지만, 사례들의 특수성은 드러나지 않고 “영원한 

전쟁”이라는 ‘획일성’만이 강요되기 때문이다.  

다음은 「시편 96」의 한 단락이다.  

. . . 유스티누스 3년에 

  소피아 오거스타는  

  돈놀이꾼들에게 뭔가를 뱉어내게 만들었다  

대금업자들에게, 그리고 12년에는  

유대교 회당을 인수했다,  

.   .   .   .   .   .  

      티베리우스 5, 7, 3 

지출로    

트라키아, 카파도키아,  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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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롬바르드족, 아바르족. 

(테오파네를 따름) 

    롬바르드족이 주교구에, 마우리키우스 황제  

오랑캐들은 로마의 재앙에 기뻐했고,  

   재앙에 즐거워했다 

말 장사를 하면서 그리고 거래를 통해  

그는 빛나는 도시를 되찾았다  

  마우리키우스가, 오 칠 칠 년에,  

그리고 물론 한 지역의 자유는  

  그 지역의 구매력에 대한 통제력 없이는 불가능하다.  

(96/675) 

. . . and in the 3rd/ year of Justin 

  Sophia Augusta 

  made the money-sellers cough up something or other,  

pecuiarum veditoribus, and in the 12th 

   took over the synagog, 

 .   .   .   .   .   .  

  Tiberius 5, 7, 3 

     by his spending   

Thrax, Cappadox,    

     Lombards, Avars.  

(Theophanem sequitur.) 

     Lombards in Exarchate, MAURICIUS Imperator 

Barbarians enjoyed Roman calamities 

   calamitatibus delectabantur 

equestribus speculationibus and by dealing 

  urbem splendidam reddidit  

     this is MAURICIUS, five seventy seven,  

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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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of course there is no local freedom  

     without local control of local purchasing power. 

「시편 96」에서 파운드는 8세기 이탈리아의 역사학자인 파울루스(Paul 

the Deacon)의 『랑고바르드사』(Historia Langobardica)와 『기타 

역사』(Historia Miscella)를 출전으로 랑고바르드 왕국과 비잔틴 제국의 

역사를 전달하고 있다.69 그런데, 눈에 띄는 점은, 제시되는 사례들의 

내용은 구체적이지 않고 파운드의 주장은 분명하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고리대금업”과 그와 한통속인 독과점이나 유대인을 규제하면 좋은 

통치자라는 것이다. 1-5행의 유스티누스 2세와 그의 황후 소피아 

오거스타는 “돈놀이꾼들”(money-sellers)의 부당 이익을 환수하고 

유대인들의 교회당을 몰수했으니 좋은 통치자이다. 17-18행의 

마우리키우스도 “지역의 구매력에 대한 통제”를 통해 “지역의 자유”를 

지켰다고 하니 좋은 통치자이다. 그러나, 그 내용은 지나치게 축소되어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짐작하기 어렵다. 유스티누스 2세와 

소피아 오거스타가 어떤 연유로 대금업자들의 이익을 환수하고 유대 

교회당을 몰수했는지, 또는 마우리키우스가 어떻게 “지역의 구매력에 

대한 통제”를 했는지 인용문은 알려주지 않는 것이다. 파운드는 

“유스티누스 3년”이라거나 “12년” 또는 “오 칠 칠 년” 등의 말로 

사례들의 특수성을 강조하는 듯 보이지만, 시점은 개별의 ‘개성’에 대해 

말해줄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  6-7행의 티베리우스 부분의 축약은 

더욱 심하다. 즉, “5, 7, 3 / 지출로 發”이라는 말로는 티베리우스 2세가 

무슨 일을 했다는 것인지 짐작하기 어렵다. 다만, 일찍이 『중국사 

                                                   

69 터렐에 따르면, 19세기 프랑스 신학자 자크 폴 미뉴(Jacques Paul Migne)의 

『교부전집』(Patrologiae Cursus Completus)의 제 95권에 실린 라틴어 텍스트가 

출처라고 한다(590). 『왕좌편』의 파울루스 역사서 사용에 대해서는 J. J. 윌헬

름의 『에즈러 파운드의 후기 시편』의 102-19쪽과 바씨갈루포의 『형성된 흔

적: 에즈러 파운드의 후기 시』의 337-370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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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편』에서 파운드가 “인자이재발신 불인자이신발재”(仁者以財發身 

不仁者以身發財)라는 『대학』의 구절을 인용한 바 있고, 또한 그 

구절을 1947년의 『대학』 번역에서 “좋은 왕은 지출로 명성을 얻고, 

나쁜 왕은 수탈로 명성을 얻는다”(Good king is known by his spending, ill 

lord by his taking, P&T 632)라고 번역한 바 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알고 

기억하는 독자라면 “지출”이라는 말과 “發”이라는 한자에서 

티베리우스가 좋은 통치자라는 단서를 포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정도의 지식과 기억력을 갖지 못한 대부분의 독자들에게 이 구절은 

오직 불가해하게 보일 것이다.  

이렇게 ‘전체’의 틀에 부분을 끼워 맞추려는 태도가 『착암기편』과 

『왕좌편』 전체를 관통한다. 그래서, 다른 예를 찾는 데에 어려움이 

없다. 다만, 호흡이 긴 작품인 관계로 인용하기에 적절한 분량을 찾기 

어려울 뿐이다. 유사한 다른 예로 고대 영국 왕들을 행적을 다루는 

「시편 105」의 대목을 하나 더 들겠다.70    

루퍼스는 지대를 5에서 40으로 올렸다 

       땅의 사용 

.  .  .  .  .  .  

애설스턴은 때때로 분배를 했다,  

  애설볼드는 세금을 면제했다,  

   에그버트는 지방 법규를 남겼다 (105/769) 

Rufus raised rent 5 to 40 

         usu terrae 

.  .  .  .  .  .  

Athelstan on occasion distributed,  

                                                   

70 미뉴의 『교부전집』의 제 179권에 수록되어 있다고 한다(Terrell 682). 각

각의 왕에 대해 파운드가 참고한 부분과 인용된 라틴어 구절은 J. J. 윌헬름의 

『에즈러 파운드의 후기 시편』의 162-63쪽에 소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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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helbald exempted from taxes,  

  Egbert left local laws  

「시편 105」의 해당 부분에서 파운드는 12세기 영국의 역사가 

맘스베리의 윌리엄(William of Malmesbury)의 『영국 왕정사』(The Deeds of 

the English Kings)을 토대로 고대 영국왕들의 사례를 소개한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파운드는 자신이 섭렵한 자료에 선악의 이분법과 “영원한 

전쟁”의 틀을 씌울 뿐, 사례들의 구체적이고 특수한 내용을 충분히 

소개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루퍼스, 즉 윌리엄 2세는 나쁜 왕이다, 

왜냐하면 그는 지대를 올렸기 때문이다. 반대로, 애설스턴, 애설볼드, 

에그버트는 좋은 왕들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각각 “때때로 분배를” 하고, 

세금을 면제하고, 지방 법규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참고로, 애설볼드의 

‘세금 면제’가 수도원을 대상으로 한 것이지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라는 디테일은 쉽게 무시된다.71) 그런데, 이 단락은 그야말로 

J. J. 윌헬름의 표현대로 “명부”(roll-call)에 가깝지 역사적 사례의 제시라 

하기 어렵다(12). 앞서 인용했던 「시편 53」의 단락과 비교하면 「시편 

105」에서 파운드가 사례들의 ‘개성’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점이 

분명해질 것이다. 이런 서술은, 「시편 53」의 단락보다는, 노쓰가 

인용했던 「시편 56」의 단락에 더 가깝게 보인다. 다만, 그 「시편 

56」의 단락은 앞서 기술된 내용의 요약이었던 데에 반해, 이 단락은 

새로운 사례를 소개하는 곳이라는 점이 크게 다를 뿐이다. 독자는 

인용문만으로 거론된 왕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했는지 짐작하기 

어려운데, 파운드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는다. 그는 독자들이 스스로 

출처를 찾아 읽으리라 기대했거나, 그렇지 않다면 반-“고리대금업”이 

                                                   

71 미뉴의 『교부전집』에 실린 라틴어 표현은 “ut omnia monasteria. . . a 

publicis vectigalibus . .  absolvantur”(모든 수도원에. . . 국가 세입을. . .  면제했다)

이다(1036; qtd. Wilhelm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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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이라는 ‘진실’이 중요하지 디테일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 것 

같다. 그러나, 어느 쪽이 그의 의도였건 상관 없이, 『착암기편』과 

『왕좌편』에서 사례들 사이에 차별성이 사라지고 동일성만 반복되는 

결과를 낳고 만다.   

파운드는 ‘전체’ 속에서 ‘부분’의 권리를 옹호하려는 의도에서 

『시편』의 집필을 시작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시편』의 

“전체주의”는 전체의 이름으로 부분을 억압하는 ‘전체주의’가 되고 만다. 

애초에 그는 ‘개별’을 ‘전체’에서 분리하는 서구 철학의 환원주의적 

경향과 ‘개인’을 ‘공동체’에서 떼어내어 ‘획일성’을 강요하는 자유주의적 

개인주의에 대한 비판에서 『시편』 집필을 시작했다. 그러나 

『착암기편』과 『왕좌편』에서 세부들은 파운드가 세운 “고리대금업”은 

악이요 반-“고리대금업”은 선이라는 새로운 획일성을 강요당한다. 수많은 

사례들이 나오지만 그것들은 모두 친-“고리대금업”이냐 반-

“고리대금업”이냐로 정렬될 뿐, 각 사례의 개성은 드러나지 않는다. 

그렇게『착암기편』과 『왕좌편』은 거대한 동어반복이 되고, 마이클 

노쓰가 지적하듯이, 애초에 “새롭게 하라”(Make it new)로 시작된 

역동적인 프로젝트가 “인간과 자연, 부절의 두 쪽”(man, earth: two halves 

of the tally)이라는 반-역사적이고 반-문명적인 정체 상태에 종착하게 

된다(14). 『착암기편』과 『왕좌편』은 파운드가 애초에 의도했던 

부분과 전체의 종합에 성공하지 못했음을 알려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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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엘리트주의 

 

하늘은 만들었다 듣고 보는 사람이 통치하도록  

Heaven made hearing and seeing men have the rule 

—에즈러 파운드, 「시편 103」 

 

『시편』에서 에즈러 파운드는 ‘지금 여기’에 “지상 낙원”의 수립이 

가능하다고 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인간과 자연을 관통하는 우주적 

질서가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이제 남는 질문은 ‘누가’일 

것이다. 위의 제사는 이 질문에 대한 파운드의 답을 보여준다. 우주적 

질서를 “듣고 보는 사람”이 통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영어답지 않은 

구절은 파운드가 쿠브뢰르의 라틴어 번역 『서경』의 한 단락을 토대로 

쓴 것이다. 『서경』의 『상서(商書)』의 제 2편인 

「중훼지고(仲虺之誥)」에서 상나라 탕왕이 주나라 걸왕을 쫓아낸 일을 

걱정하자, 재상인 중훼가 다음과 같이 아뢴다. “하늘이 사람을 내실 때 

욕망을 갖게 하여, 임금이 없으면 곧 어지러워질 것이기 때문에, 하늘은 

총명한 이를 내셔서 이들을 다스리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라 임금은 

덕이 없어 백성들을 도탄에 빠트렸습니다”(김학주, 『새로 옮긴 서경』 

198).72 여기에서 “하늘은 총명한 이를 내셔서 이들을 다스리도록 하신 

                                                   

72 해당 부분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김학주의 책에서 번역과 한문을 발췌

했다(198-99). 

탕임금은 걸(傑)을 남소(南巢)로 내치시고, 행동에 부끄러움을 느끼어 

말씀하셨다. “나는 후세에 내가 이야깃거리가 될까 두렵소.”  

중훼가 연설을 하며 말하였다. “아아! 하늘이 사람들을 내실 때 욕망을 

갖게하여, 임금이 없으면 곧 어지러워질 것이기 때문에, 하늘은 총명한 이

를 내셔서 이들을 다스리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라 임금은 덕이 없어 

백성들을 도탄에 빠트렸습니다. 하늘은 이에 임금님께 용기와 지혜를 내

리시어, 온 나라의 모범이 되어 하늘을 올바로 다스리고 우임금의 옛일을 

계승토록 하신 것입니다. 이는 하늘의 법도를 따라서 하늘의 명을 받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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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입니다”라는 부분이 한자로 “惟天生聰明時乂”(유천생총명시예)인데, 

쿠브뢰르는 이 구절을 “At coelum procréat acuto auditu acutoque visu (viros) 

qui regant”라고 옮겼다(104). 우리말로 옮기자면 “그러나 하늘은 날카로운 

청각과 시각을 (가진 사람을) 만들어 다스리게 했다”는 뜻인데, 파운드는 

이 라틴어 번역을 토대로 위의 싯구를 만든 것이다. 이 장은 『시편』의 

질서관의 세 번째 특징을 '엘리트주의'로 규정하고, 그것이 작품의 “지상 

낙원”의 꿈의 추구에 기여한 바와 야기한 문제점을 논하고자 한다. 특히, 

이 장은 본래 대중 교화를 지향하던 『시편』의 엘리트주의가 작품의 

마지막 두 연작인 『착암기편』과 『왕좌편』에서 대중과의 괴리만을 

보여주게 되었음을 논할 것이다.  

엘리트주의는 한 사회나 단체에서 소수 정예가 다수 대중을 

선도한다는 믿음이다. 비록 아래에서 상술하겠듯이 파운드는 

‘엘리트주의’라는 말을 쓴 적이 없지만, 『시편』은 그런 엘리트 중심의 

사회관을 가졌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작품은 각성된 소수가 

대중을 선도하여 질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이 

작품은 전체적으로 진실을 깨달은 사람이 아직 깨닫지 못한 사람에게 

그것을 알리기 위해 부르는 ‘노래’이다.73 그리고, 여기에 제시된 

사례들은 각성된 소수의 말을 따르면 질서 회복에 성공하고, 따르지 

않으면 실패한다는 메시지를 전한다. 가령, 앞서 언급했듯이, 「시편 

1」의 오디세우스는 티레시아스의 말을 듣고 따르기 때문에 귀향에 

성공한다. 반면에 「시편 2」의 펜테우스 왕은 아코에테스의 경고를 

                                                   

것입니다.   

成湯放桀于南巢하시고 惟有慙德하여 曰: “予恐來世에 以台爲口實이라.” 

仲虺乃作誥하여 曰 : “嗚呼라! 惟天生民有欲하여 無主乃亂하니 惟天生

聰明時乂니이다. 有夏昏德하여 民墜塗炭이니이다. 天乃錫王勇智하사 表正

萬邦하고 纘禹舊服하시니이다. 玆率厥典하여 奉若天命이니이다.” 
73 영어 제목인 ‘Canto’는 ‘노래’라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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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시했기 때문에 처참한 죽음을 맞게 된다.  

『시편』은 통치에 있어 지도자 중심의 관점을 보인다. 앞서 제 

2장에서 “군주가 내면에 질서를 세우지 못하면 / 영토에 질서를 

바로잡지 못할 것이다”라는 「시편 13」의 구절을 인용했는데, 이 말은 

그곳에서 논했듯이 질서가 내면에서 외면으로 확산된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질서 수립에 있어 지도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영토에 질서를 바로잡는” 일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군주”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도자를 도와 대중을 교화하는 것이 

예술가와 지식인 등 문화 엘리트의 사명이다. 같은 시편에 “군주가 

자신의 주위에 / 학자와 예술가를 모은다면, 그의 부는 충만하게 이용될 

것이다”(“When the prince has gathered about him / “All the savants and artists, 

his riches will be fully employed.”)라는 말이 나오는데(13/59), 이 말은 

학자와 예술가들이 질서의 수립과 유지에 가장 소용이 된다는 뜻일 

것이다. 과연 『시편』은, 말라테스타, 레오폴도, 제퍼슨, 애덤스, 

그리고—논란의 인물인—무솔리니 등 현명한 지도자들이 질서를 

바로잡는 사례들을 제시하고, 또한 그들이 한결같이 학문과 예술을 

장려했음을 강조한다.  

그런데, 『시편』의 질서관의 특징을 ‘엘리트주의’라고 규정할 때에 

직면하는 곤란함이 있다. 오늘날 ‘엘리트주의’라는 말이 대개 반민주적인 

차별주의나 특권의식이라는 부정적인 의미로 쓰인다는 사실이다. 가령, 

흔히 모더니즘 문학이 ‘엘리트주의적’이라고 하는데, 그 말의 뜻은 

모더니즘 문학이 기득권 집단인 백인 중산층 남성의 세계관을 보인다는 

뜻이다. 그러니, 『시편』의 논의에서 ‘엘리트주의’라는 말을 쓰면, 이 

단어의 부정적인 함의에 모더니즘 문학에 대한 비판까지 더해져, 마치 

이 작품이 시종일관 백인 중산층 남성의 특권을 옹호하는 반민주적인 

차별주의를 보이는 듯한 인상을 줄 수 있다. 오늘날 ‘엘리트주의’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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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이 갖는 부정적인 함의가 마치 ‘우물에 독 풀기’(poisoning the well)처럼 

작품에 부정적인 선입견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소수 정예가 다수 대중을 주도한다는 견해로서의 

엘리트주의가 그 자체로 반드시 반민주적 차별주의이거나 특권 의식이라 

할 수는 없다. 그것은 우리가 한 사회의 구성원들 사이에 능력이나 

조건의 차이를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에 따라 달리 판별될 

사안이다. 만일 우리가 개개인의 능력과 조건 사이에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엘리트주의는 반민주적인 차별주의가 맞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사회 구성원들의 능력과 조건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엘리트주의를 반민주적인 차별주의라고 비난하기 어렵다. 

그런 경우, 오히려 그런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기계적 평등주의의 

역차별의 위험을 경계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기계적 평등주의는 

구성원들의 성패의 책임을 오롯이 개인에게 전가하는 기제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는 능력과 조건의 차이에서 기인한 성취의 차이를 

말이다.  

또한, 『시편』의 엘리트주의를 반민주적인 차별주의라고 하는 것은 

현재의 잣대로 과거를 재단하는 시대착오적인 오류일 수 있다. 왜냐하면 

엘리트주의에 대한 비판은 서구에서 20세기 중반 이래로 발전된 것으로, 

파운드의 시대에는 아직 생겨나지 않았었기 때문이다. 아니, 보다 정확히 

말하면, 파운드의 시대에는 ‘엘리트주의’라는 말조차 존재하지 않았다. 

이 말은 1950년대에 플로이드 헌터(Floyd Hunter), C. 라이트 밀스(C. 

Wright Mills) 등 미국의 사회학자들이 특권 집단의 권력 독점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만든 신조어였다. 그들은 정치, 경제, 군사 등 국가의 

주요 영역에서 특권 집단이 대중을 배제하고 정책 결정에 독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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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제를 ‘엘리트주의’라고 명명했다.74 하지만, 

파운드의 엘리트주의는 기득권 집단의 권력 독점을 옹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와는 반대로, 그것은 기득권층의 위선과 기만을 폭로하여 

대중의 이익을 도모하려는 개혁정신의 소산이었다. 그러니, 오늘날의 

엘리트주의 비판을 파운드에게 성급하게 적용해서는 안될 것이다.  

물론 20세기 초에 ‘엘리트주의’라는 말이 없었다는 사실이 당시에 

사회적 특권 집단이 없었다거나 권력 독점이 일어나지 않았음을 

의미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와는 반대로, 당시에 특권 집단의 권력 

독점에 대한 문제의식이 첨예하게 대두되거나 널리 확산되지 않았다는 

의미로 새겨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엘리트주의’라는 말의 부재는 

20세기 초까지도 사회적 특권 집단의 존재와 그들의 권력 독점이 

당연하게 여겨졌다는 방증이라 할 수 있다. 19세기 이래로 서구의 많은 

국가들에서 선거권이 확대되고 공교육이 실시되는 등 대중의 지위가 

개선되었지만, 20세기 초의 서구에서 사회적 평등은 완전히 실현되지 

못한 상태였다. 보통 선거가 시행되기 시작했지만 사회 곳곳에 계급 

사회의 잔재가 남아 있었고, 대중의 전반적인 교육 수준도 높지 않았다. 

이런 사회에서 소수 지배 계층과 다수 대중의 구분은 일종의 사고의 

‘기본값’이었다 해도 무리가 아닐 것이다. 이 시기의 민주주의의 발전은 

지배 계층과 다수 대중의 구분의 무화가 아니라 지배 계층이 다수 

대중의 이익을 보호해야 마땅하다는 비판적 관점의 형성에서 찾아야 할 

                                                   

74 『옥스포드 영어 사전』은 ‘엘리트주의’라는 단어의 첫 용례로 1951년의 

데이비드 리스먼(David Riesman)의 문장을 싣고 있다.  

1951 D. 리스먼 『개인주의 재고』 (1954) 30  엘튼 메이요와 다른 최근 

작가들에서, 그와 유사한 엘리트주의와.. 강력한 지도력을 통한 집단 합

의의 형성에 대한 관심을 발견할 수 있다 (“Elitism”) 

1951 D. Riesman Individualism Reconsidered (1954) 30  In Elton Mayo and in 

other recent writers, one can find a similar elitism and.. concern with the formation 

of group consensus through strong leade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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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바로 그런 비판적 관점에서 나온 것이 파운드의 엘리트주의이다. 

그러니, 당대의 기준에서 파운드가 각별히 비민주적이거나 

차별주의적이었다고 하기 어렵다.  

이제 파운드가 어떤 이유로 기득권 계층을 비판했고 어떤 논리에서 

예술가와 지식인 등의 문화 엘리트를 질서 회복의 주체로 규정했는지 그 

이유와 논리를 논할 차례이다. 파운드는 당대의 기득권 계층의 위선과 

부패가 질서의 와해를 낳았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사적 이익을 위해 

공공의 이익을 희생시키고, 또한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 언론과 출판과 

교육을 장악하여 대중을 기만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제 2장에서 

논했듯이, 파운드는 그 배후에 “고리대금업” 즉 금융자본이 있다고 

보았다. “고리대금업”의 조종을 받는 정치가와 언론인들이 자본가들의 

이익을 위해 전쟁도 불사했고 또한 사회질서를 바로잡으려는 개혁 

운동들을 좌절시켜왔다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나폴레옹의 

패배이고, 그리고 20세기에 들어 다시 한번 무솔리니라는 개혁적인 

지도자가 위협을 받고 있다고 파운드는 생각했한다. 다음은 

「시편78」의 한 단락이다.  

“그리고 경제 전쟁이 시작되었지”  

   나폴레옹은 좋은 사람이었어, 우리는  

   그를 무찌르는 데에 20년이 걸렸어 

무솔리니를 무찌르는 데에는 20년이 걸리지 않을 거요”  

      발보 가에서 임페리얼 케미컬즈에 의해 발언된 바 

(78/497) 

“and the economic war has begun” 

      Napoleon was a goodth man, it took uth 

     20 years to crwuth him  

It will not take uth 20 years to crwuth Mussolini” 

      as was remarked in via Balbo by the Imperial Chem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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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임페리얼 케미컬즈”의 소유주는 나폴레옹이 그랬듯이 무솔리니도 

자본가들의 이익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제거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파운드는 특히 기득권층과 그들의 배후의 “고리대금업자들”이 

대중을 속이는 기제에 관심을 가졌다. 그들은 자신들이 공공의 이익을 

희생시킨다는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언론, 출판, 교육을 장악해왔다는 

것이다. 가령, 앞서 제 2장에서 인용한 「시편 85」에서 파운드는 

“고리대금업자들”과 기득권 집단이 교육과 출판을 통제하고 학문을 

세분화하여 대중을 우민화(愚民化)한다고 쓴 바 있다.  

문화에 대한 반동이 유사(流沙)처럼 흘러  

’48 이후 (1848)   

언어학이 세분되었고,  

나폴레옹 3세는 문안을 분할하여  

인쇄소의 작성자들에게 각각 

몇 행만을 주었으니,  

누구도 선언서 전부를 보지 못했다.   

그들을 4년간 시장에 오지 못하게 하여  

아무런 이해도 갖지 못하게 하라.  

고전 공부 없음,  

미국 역사 공부 없음,  

중심 없음, 전체적인 뿌리 없음 (85/568-69) 

「시편 85」는 1940년 말에서 1950년대 초 사이에 집필되었지만, 지배 

계층이 교육과 학문을 장악하여 대중을 우민화한다는 생각은 훨씬 

이전부터 파운드의 머리 속에 자리잡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1925년에 

발표한 「정의」(“Definitions”)라는 글에 다음과 같이 적은 바 있다. 

“공교육의 목적은 (역사적으로) 사람들이 고전의 가치를 발견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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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게 막는 데에 있었다. 그리고 그 목표는 거의 완벽하게 

달성되었다”(The aim of state education has been (historically) to prevent people 

from discovering that the classics are worth reading. In this endeavour it has been 

almost wholly successful, SP 213). 또한 1928년의 「어떻게 읽을 

것인가」(“How to Read”)라는 글에는 다음과 같이 쓴다. “1948년 

이래로. . . 몇몇 사람들이 생각이라는 것을 한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 

유해한 활동을 축소할 필요가 있었다. 사색가들에게 학문이라는 명칭의 

도자기 알이 주어졌고, 점차로 그들은 활동적인 삶에 적합하지 않게 

되었다, 또한 삶과의 어떤 접촉에도”(After 1848 it was. . . observed that some 

people thought. It was necessary to curtail this pernicious activity, the thinkists 

were given a china egg labelled scholarship, and were gradually unfitted for active 

life, or for any contact with life in general, “How to Read,” LE 20). 기득권 

집단은 고전 교육을 억제하여 대중의 계몽을 방해하고, 또한 학문이라는 

미끼로 “사색가들”을 사회로부터 격리시켜 1848년의 혁명들과 같은 개혁 

운동이 다시 일어날 수 없도록 만들었다는 것이다.  

파운드의 말대로라면, 당대의 기득권층에게 더 이상 사회의 

주도권을 허용해서는 안 됨이 자명하다. 그렇다면, 누가 기득권 세력에 

맞서 질서를 바로잡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중요한 사안이 되겠다. 

혹자는 엘리트 이론의 ‘소수 특권층 대 다수 대중’이라는 대립 구도에 

입각하여 ‘소수 특권층’에 대한 대안은 ‘다수 대중’이 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앞서 파운드의 시대에 소수 정예가 사회를 

주도한다는 관념은 일종의 사고의 ‘기본값’이었다고 했다. 따라서, 

질서의 교란은 그런 소수가 주도권을 잡은 탓이 아니라 잘못된 소수가 

주도권을 잡은 탓으로 설명될 수 있었다. 제 2장에서 논했듯이 질서를 

원하지 않는 세력이, 또는 제 3장에서 논했듯이 전체의 조화를 존중하지 

않는 이들이, 또는 이 장에서 앞으로 논하겠듯이 공공의 이익을 

중시하지 않는 세력이 주도권을 잡았기 때문에 질서의 와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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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어났다고 말이다.  따라서, 기득권 세력에 대한 불신이 다수 대중에 

대한 기대로 이어지는 대신에, 도덕적으로 정당한 새로운 소수 정예의 

등장에 대한 기대로 이어질 수 있었다.  

또한, 앞서 말했듯이 파운드의 시대에 대중은 문화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아직 성숙하지 못한 처지였다. 그러니, 파운드가 대중의 

판단력을 신뢰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었다. 일부 사회주의자들이 노동자 

계급의 혁명을 주장했지만, 그들 또한 많은 경우에 노동자 계급의 

계몽을 혁명의 선결 과제로 여기고 있었다. 더욱이 파운드는 중산층 

부르주아 출신으로 노동자 계층을 포함하여 대중 일반과 교류해 본 

경험이 거의 없었다. 그러니, 태생적으로 대중의 집단 지성을 신뢰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여기에 당대 서구의 정치 현실이 파운드를 한층 더 

회의적으로 만들었다. 바야흐로 민주적인 선거 제도가 마련되었지만 

선출되는 지도자들은 파운드가 보기에 한결같이 부도덕하거나 무능했기 

때문이다.75 그는 「휴 셀윈 모벌리」(“Hugh Selwyn Mauberley”)에 “우리는 

악당이나 환관을 선택한다 / 우리 위에 군림하라고”(We choose a knave or 

an eunuch / To rule over us)라고 쓴다(P&T 551). 「시편 91」에는 

“민주주의는 오물을 선출한다”(Democracies electing their sewage)라고 

쓴다(91/633). 또는, 앞서 언급한 「정의」라는 글에 “정치인들은 대중의 

방귀이다”(Politicians: fahrts of the multitude)라고 쓴다(SP 213). 선거를 통해 

선출된 지도자들의 부도덕하고 무능한 면면을 보면서, 그는 대중의 

판단력도 민주주의라는 제도도 신뢰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파운드가 대중을 적대시했던 것은 아니다. 그는, 

                                                   

75 가령, 파운드는 제 1차 세계대전 때에 미국 대통력이었던 우드로우 윌슨

을 싫어했고, 제 2차 세계대전 때에 영미의 수장이었던 처칠과 루즈벨트도 싫어

했다. 그는 「시편 87」에 다음과 같이 쓴다. “그 총체적 더러움 이름하여 루즈

벨트, / 그리고 그 웃음거리 이름하여 처칠” (the total dirt that was Roosevelt, / and 

the farce that was Churchill, 87/590) 



 

 

 

137 

 

앞으로 논하겠듯이 적어도 제 2차 세계대전 종전 이전까지는, 대중을 

무시하거나 적대시하지 않았다. 그는 대중이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는 

까닭은 기득권 집단의 은폐와 기만 탓이지, 그들이 생래적으로 

우매하거나 악의를 가졌기 때문은 아니라고 보았다. 이는 다른 

모더니스트 작가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말인데, 가령 윈덤 루이스는 

『지배 받기의 기술』(The Art of Being Ruled )에 다음과 같이 쓴다.  

전쟁의 살육이 인류의 다수가, 극단적으로 가학적인 상태에 

빠져, 의도한 일이라고 쓰는 것은 우매하다 못해 지나치게 

우매한 일이다. 멀쩡한 사람의 발바닥을 간질이면 잠시 이성을 

잃게 된다. 마찬가지로 몇 주 동안 재계의 거물들과 그들의 

소유인 언론에 의해 고무되고, 교란되고, 작업을 당하고, 약물을 

투여 당하고, 귀청이 떨어지도록 고함 소리를 듣고 나면, 

“인류”는 (어리석은 동물) 호전적이 된다, 그게 전부다.  

To describe the carnage of the war as willed by the majority of men, in 

some sadic excess, is so stupid that that it is almost too stupid. If you 

tickle the sole of the foot of a sane man he temporarily loses his reason. 

When excited, confused, worked up, drugged, and shrieked at by the 

magnate and his press for a few weeks, “Mankind” (Homo stultus) 

becomes ferocious, that is all. (82)   

이 책은 1926년에 출판되었으니, 여기에서 “전쟁”은 제 1차 세계대전을 

가리킨다. 루이스는 제 1차 세계대전과 같은 참사가 다수 대중이 아니라 

소수의 “재계의 거물들”의 의도로 일어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다. 

대중은 본래 정신이 “멀쩡”하지만, “재계의 거물들”의 언론 조작에 의해 

“잠시 이성을 잃게” 되었을 뿐이라는 것이다. 파운드도 「휴 셀윈 

모벌리」에서 비슷한 견해를 피력한다.   

어떤 이들은 죽었다, 나라을 위해 

   “달콤”하지도 “옳”지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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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까지 파묻혀 지옥을 걸었다 

늙은이들의 거짓말을 믿으며, 이제 불신하며  

집으로 돌아왔으나, 거짓말로의 귀환,  

무수한 속임수로의 귀환,  

오래된 거짓말과 새로운 악행으로의 귀환이었다,  

해묵고 두터운 고리대금업 

그리고 공직을 차지한 거짓말장이들. (P&T 551)  

Died some, pro patria,  

      non “dulce” non “et décor”… 

walked eye-deep in hell 

believing in old men’s lies, then unbelieving 

came home, home to a lie,  

home to many deceits, 

home to old lies and new infamy; 

usury age-old and age-thick 

and liars in public places. 

젊은이들은 “나라를 위해 죽는 것은 달콤하고 옳다”는 

호라티우스(Horatius)의 명언을 되뇌이며 전쟁터에 나가 목숨을 잃었지만, 

파운드가 보기에 그들은 “늙은이들의 거짓말”에 속아 희생되었을 

뿐이다.76 “해묵고 두터운 고리대금업”과 “공직을 차지한 

거짓말장이들”이 그들을 속인 것이다.    

기득권층의 대중 기만이 문제라면, 그 속임수를 폭로하는 것이 

하나의 합리적인 대책이 될 것이다. 파운드의 해결책이 그런 것이었다. 

그는 진실을 아는 사람들이 대중에게 진실을 알려 그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여기에서 ‘진실을 아는 사람들’은 

                                                   

76 “나라를 위해 죽는 것은 달콤하고 옳다”(Dulce et decorum est pro patria 

mori)는 로마 시인 호라티우스의 『송시』(Odes)에 나오는 구절이다(III. ii.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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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가와 지식인 등의 문화 엘리트이다. 파운드는 예술가들에게 기득권 

집단의 위선과 거짓을 꿰뚫어보는 능력이 있다고 믿었고, 또한 그들이 

작품을 통해 대중에게 진실을 전달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는 

“예술가들은 민족의 촉수”(Artists are the antennae of the race)라고 

햤다(“Henry James,” LE 297; “The Teacher’s Mission,” SP 58). 모든 예술가와 

지식인들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훌륭한 예술가와 지식인들에게는 

시대의 흐름을 남보다 빨리 그리고 정확하게 인식하는 지성과 감수성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그는 “예술가는 대중을 위한 해독제”(The artist is the 

antidote for the multitude)라고 했다(“Wyndham Lewis at the Goupil,” SP 426). 

예술에는 기득권 집단이 풀어놓은 거짓말의 ‘독’을 해독시킬 힘이 

있다는 것이다. 물론 그 ‘해독’의 과정은 작품을 통한 대중과의 

소통이다. 파운드는 “위대한 예술은 모두 소통을 위한 투쟁이다”(The 

whole of great art is a struggle for communication)라고 했고(“Henry James,” LE 

298), 또한 한 편지에는 “예술이 교훈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모두 

헛소리이다. 계시는 항상 교훈적이다”(it is all rubbish to pretend that art isn’t 

didactic. A revelation is always didactic)라고 쓰기도 했다(SL 180). 파운드에게 

예술의 목표는 대중의 교화이고 예술가의 사명은 감상자들로 하여금 

전에 알지 못했던 진실을 깨닫게 하는 데에 있었다. 이와 같이, 대중과의 

소통을 통해 예술가와 지식인들이 사회 질서를 바로세우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는 것이 파운드의 엘리트주의의 골자였다.    

여기에서 잠시 부연 설명을 하자면, 파운드가 예술가의 사회적 

사명이라는 사안에 관심을 갖게 된 데에는 제 1차 세계대전이 계기가 

되었다. 일찍이 아방가르드 예술가로 활동하던 시절에 파운드는 예술의 

사회적 기능에 큰 관심이 없었다. 그보다는, 다른 많은 아방가르드 

예술가들이 그랬듯이 시대의 변화를 표현할 새로운 예술을 만드는 일에 

관심을 두고 있었다. 그러던 중에 제 1차 세계대전이 발발했고, 전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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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에서 ‘예술을 위한 예술’의 자리를 거의 절멸시킨 듯 보였다. 이 

‘전대미문의 전쟁’을 거치며 파운드는 예술과 사회의 관계를 다시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77 그리하여, 예술가의 사회적 

사명이라는 문제는 전쟁 직후의 작품들인 「섹스터스 프로퍼티어스에게 

보내는 찬사」(“Homage to Sextus Propertius”)와 「휴 셀윈 모벌리」를 

관통하는 주제가 된다. 그러나, 파운드는 한동안 예술가의 사회적 

사명이라는 문제에 대해 답을 찾지 못했던 것 같다. 이 시들에서 그는 

“예술을 위한 예술”을 넘어서는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니 말이다.  

1919년에 발표된 「섹스터스 프로퍼티어스에게 보내는 찬사」는 

기원전 1세기의 로마 시인인 섹스터스 프로퍼티어스의 『송시』(Odes)를 

번안한 작품인데, 이 시에서 파운드는 프로퍼티어스라는 화자를 내세워 

전쟁 속에서도 미의 숭배를 계속하겠다는 다짐을 밝힌다.  

연대기 편자들은 계속해서 로마의 평판을 기록할 것이다,  

코카서스 너머에서 온 명사들이 로마의 명사들을 격찬할 것이고  

그리고 제국의 팽창을 자세히 설명할 것이다,  

 

하지만 정상적인 상황에서 읽을 무엇이 없다면?  

순결한 파르나소스 산에서 내려온 몇 쪽이 없다면?  

나는 머리통을 박살내지 않을 화환을 원한다.   

     그리고 그에 대해 서두를 필요는 없다;    

나는 인기를 얻을 것이니, 틀림없이, 내 장례식 후에 (P&T 527) 

Annalists will continue to record Roman reputations,  

Celebrities from the Trans-Caucasus will belaud Roman celebrities 

And expound the distentions of Empire, 

                                                   

77 ‘전대미문의 전쟁’은 파운드의 표현을 차용한 것이다. 위의 「휴 셀윈 모

벌리」의 인용문은 다음과 같이 이어진다. “전대미문의 무모함, 전대미문의 손

실. . .” (daring as never before, wastage as never before, P&T 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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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t for something to read in normal circumstances? 

For a few pages brought down from the forked hill unsullied?   

I ask a wreath which will not crush my head.  

   And there is no hurry about it; 

I shall have, doubtless, a boom after my funeral    

인용문에서 “로마”를 ‘런던’으로, “제국”을 ‘대영제국’으로 치환하면 

파운드의 메시지가 분명해질 것이다. 남들은 전쟁과 제국에 대해 쓰지만, 

프로퍼티어스-파운드는 미의 추구(“순결한 파르나소스 산”)를 

계속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는 언젠가 자신의 선택이 인정받을 

것이라 기대한다.  

파운드는 그런 기대을 오래 간직할 수 없었던 것 같다. 그는 곧 전

쟁이 휩쓸고 간 런던에서 그런 꿈을 실현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이듬해인 1920년에 발표한 「휴 셀윈 모벌리」에서 미학주의자 파운드의 

사망을 선고한다. 이미 여러 번 언급한 바 있는 이 시는 전체 제목이 

「휴 셀윈 모벌리: 생애와 인맥」(“Hugh Selwyn Mauberley: Life and 

Contacts”)이다. “모벌리”라는 한 가상의 죽은 시인에 대한 ‘행장’(行狀)의 

형식을 띄고 있는 것이다. 거기에, “E. P. 묘지의 선택에 바치는 송가”(E.P. 

ODE POUR L’ÉLECTION DE SON SÉPULCHRE )라는 부제가 붙어 있어, “모

벌리”가 곧 ‘파운드’임을 암시한다. 이 시는 모벌리-E. P.가 시대에 맞지 

않는 예술을 추구했기 때문에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진단한다. 첫 단

락만 간단히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다.  

삼 년 동안, 시대에 어울리지 않게,  

그는 시라는 죽은 예술을 되살리고자 

애썼다, “숭고미”를 지키고자  

구식 의미의. 시작부터 글렀던 셈— (P&T 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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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three years, out of key with his time, 

He strove to resuscitate the dead art 

Of poetry; to maintain “the sublime” 

In the old sense. Wrong from the start— 

앞서 「섹스터스 프로퍼티어스에게 보내는 찬사」의 프로퍼티어스-

파운드처럼 모벌리-E. P.도 “구식 의미”의 “숭고미”를 추구하여 “시라는 

죽은 예술을 되살리고자” 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앞의 시에서와 달리 

「휴 셀윈 모벌리」에서 파운드는 그런 추구가 “시대에 어울리지 

않”았고 “시작부터 글렀던 셈”이라고 말한다. 전쟁이 휩쓸고 간 

1920년대의 런던에 미학주의자가 존재할 자리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파운드가 보기에 전후의 런던은 일찌기 그와 그의 ‘소용돌이파’(Vorticist) 

동료들이 『질풍』(Blast)에서 질타했던 부르주아지의 위선과 안일이 

극에 달한 공간이었다. 전전의 아방가르드 예술가들은 예술로 충격을 

가하여 그것을 흔들고자 했었다. 그런데, 전쟁은 새로운 질서를 향한 

아방가르드의 열정과 실험 정신은 잿더미로 만들고, 현상에 안주하려는 

부르주아지의 속물근성만을 런던에 남긴 것이다. 그러니,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모벌리-E. P.는 사망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휴 셀윈 

모벌리」에서의 파운드의 자조 섞인 결론이다. 그리고, 그는 이 시를 

발표한 후에 런던을 영영 떠나게 된다.78   

파운드가 예술가의 사회적 사명이라는 문제에 대해 새로운 답을 

내리게 된 것은 1920년대 후반이었다. 런던을 떠나 파리로, 파리를 떠나 

이탈리아의 라팔로로 자리를 옮기는 동안 파운드는 ‘미학주의자’에서 

‘사회 비평가’로 변신하게 되었다. 그가 제 1차 세계대전의 원인이 

“고리대금업”의 횡포에 있고, 따라서 사회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78 파운드는 1920년에 런던을 떠나 파리로 갔고, 1924년에 파리를 떠나 이탈

리아로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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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먼저 그 횡포를 막아야 한다고 확신하게 된 것이 이 시기였다. 

그리고, 그런 질서 회복의 기획에 의거하여 그는 마침내 예술의 사회적 

기능을 설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물론 그 설명은 기존의 그의 

견해들과 완전히 달라진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그가 일찍부터 가졌던 

“위대한 예술은 모두 소통을 위한 투쟁”이고 “예술가들은 대중을 위한 

해독제”라는 견해를, 아래에 설명하겠듯이 유교의 도움을 받아, 사회적 

차원으로 발전시킨 것으로 ‘작가는 언어의 위생을 담당한다’는 것이다. 

그는 1929년에 발표한 「어떻게 읽을 것인가」라는 글에 다음과 같이 

쓴다.   

    문학이 국가에서, 인간 집단에서, 공화국에서, 즉 '공공의 

사안들'에서, 그것은 곧 (관료제라는 오물에도 불구하고, 또한 

지도자를 선택하는 대중의 형편없는 취향에도 불구하고) 

공공의 편의를 의미할 것인데, 담당하는 기능이 있는가? 

그렇다.  

   그 기능은 사람들이 어느 한 벌 또는 여섯 벌의 견해에 

반하는 다른 한 벌 또는 여섯 벌의 견해를 받아들이도록 

강요하거나 감정적으로 호소하거나, 협박하거나 억압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모든' 사고와 견해의 투명성과 활력에 관계된다. 

그것은 다름아닌 도구의 청결성, 다름아닌 사고의 질료의 

건강을 유지하는 일에 관계된다. 조형 예술이나 수학 분야의 

발명과 같이 드물고 제한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언어가 

없이는, 인간이 생각하거나 자신의 생각을 전달할 수 없고, 

통치자들과 입법자들이 효과적으로 행동하거나 법을 만들 수 

없다. 그리고, 이 말들의 견실성과 타당성을 돌보는 일을 

구박받고 멸시받는 문학인들이 맡고 있다. 그들의 작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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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할 때—나는 그들이 상스러운 생각을 표현할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다름아닌 그들의 매체, 다름아닌 그들의 작품의 

정수, 즉 언어의 사물에 대한 적용이 부패할 때에, 감상적이고 

부정확하거나, 또는 지나치거나 과장되면, 사회와 개인의 

생각과 질서의 전체적인 조직이 파괴된다. 이것이 역사의 

교훈이다, 아직까지 절반도 터득되지 못한. (LE 21)    

    Has literature a function in the state, in the aggregation of humans, in 

the republic, in the res publica, which ought to mean the public 

convenience (despite the slime of bureaucracy, and the execrable taste of 

the populace in selecting its rulers)? It has. 

    And this function is not the coercing or emotionally persuading, or 

bullying or suppressing people into the acceptance of any one set or any 

six sets of opinions as opposed to any other one set or half-dozen sets of 

opinions.  

    It has to do with the clarity and vigour of “any and every” thought 

and opinion. It has to do with maintaining the very cleanliness of the 

tools, the health of the very matter of thought itself. Save in the rare and 

limited instances of invention in the plastic arts, or in mathematics, the 

individual cannot think and communicate his thought, the governor and 

legislator cannot act effectively or frame his laws, without words, and 

the solidity and validity of these words is in the care of the damned and 

despised litterati. When their work goes rotten—by that I do not 

mean when they express indecorous thoughts—but when their very 

medium, the very essence of their work, the application of word to thing 

goes rotten, i.e. becomes slushy and inexact, or excessive or bloated, the 

whole machinery of social and of individual thought and order goes to 

pot. This is a lesson of history, and a lesson not yet half learned.  

파운드는 “위대한 예술은 모두 소통을 위한 투쟁”이고 “예술가들은 

대중을 위한 해독제”라는 기존의 견해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다. 문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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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을 위한 노력”이되, 특정 견해의 소통이 아닌 ‘소통’ 그 자체의 

가능성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다. 또한, 작가는 “대중을 위한 

해독제”이되, 그의 임무는 이미 중독된 언어의 ‘해독’에 그치지 않고 

항시적으로 언어라는 공기(公器)의 “청결성”을 관리하는 것이다. 물론, 

위의 글에 나오듯이, 여기에서 “청결성”이란 상스러운 표현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의 “견실성과 타당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즉, 기호와 

대상 사이의 관계를 탄탄히 하여 언어가 “감상적이거나 부정확하거나” 

또는 “지나치거나 과장되”게 되지 않도록 감시하고 관리하는 일이다. 

언어와 사물의 관계가 파괴되면 사고가 부정확하게 되어 사회 질서가 

교란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파운드는 ‘모벌리 문제’를 

해결한다. ‘미학주의자’로서의 예술가는 현대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없지만, 언어의 정확성을 관리하는 ‘교사’로서의 예술가는 생존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파운드 자신도 ‘교사’로 다시 태어나게 된다.79 

 ‘엘리트주의’에 있어서도 파운드는 자신의 주장을 유교로 

뒷받침했다. 사실 유교에는 파운드가 자신의 엘리트주의와 친연성을 

발견할만한 면이 많이 있다. 주지하다시피 유교는 봉건 시대의 사상으로 

지도자 중심의 통치관을 갖고 있다. 그리고, 그 위계를 무력이나 

금력이나 아닌 통치자의 자질과 덕성으로 정당화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군자(君子)’와 ‘소인(小人)’을 구분하고, ‘군자’가 통치해야 그의 미덕이 

                                                   

79 이 무렵부터 파운드는 자신을 ‘교사’로 규정한다. 가령, 1913년에 예술가

의 임무에 관해 쓴 글의 제목은 「본격 예술가」(“The Serious Artist”)인데 반해, 

1934년에 쓴 글의 제목은 「교사의 사명」(“The Teacher’s Mission”)이다.  

참고로, 비슷한 이유에서 이언 벨(Ian F. A. Bell)은 파운드가 스스로를 ‘과학

자’로 규정했다고 하고, 킴벌리 카일 호위(Kimberley Kyle Howey)는 ‘의사’ 또는 

‘위생사’로 규정했다고 한다. 벨의 저서 『과학자로서의 비평가: 에즈러 파운드

의 모더니스트 시학』(Critic as Scientist: The Modernist Poetics of Ezra Pound)와 호

위의 박사학위논문 『에즈러 파운드와 과학의 수사, 1901-1922』(Ezra Pound and 

the Rhetoric of Science, 1901-192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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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로 스며내려가 ‘태평천하’가 이루어진다고 설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각성된 소수가 다수 대중을 선도한다고 본다는 점에서 파운드는 유교의 

질서관과 자신의 질서관 사이에 친연성이 있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는 

다수의 산문과 「시편」들에서 유교를 인용하며 자신의 엘리트주의를 

뒷받침했다. 앞서 제 2장에서 말했듯이 「시편 13」의 “군주가 내면에 

질서를 세우지 못하면 / 영토에 질서를 바로잡지 못할 것이다”라는 

구절은 『대학』의 “팔조목”을 다시 쓴 것이었다. 같은 시편에 나오는 

“군주가 자신의 주위에 / 학자와 예술가를 모은다면, 그의 부는 충만하게 

이용될 것이다”라는 구절 또한 『중용』의 “천하와 국가를 다스리는 

아홉 가지 원리”(九經)에 나오는 “기술자들이 모여들면 재물의 쓰임이 

풍족해진다”(來百工則財用足)는 구절을 다시 쓴 것이다.80 그는 현명한 

지도자의 중요성을 유교 고전의 인용을 통해 주장하는 것이다.  

파운드는 예술가의 사회적 사명이라는 사안에 있어서도 유교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뒷받침했다. 앞서 말했듯이 그는 예술가의 사회적 

사명이 언어의 감시와 관리에 있다고 했는데, 그 견해를 공자의 

‘정명’(正名)이라는 관념으로 설명한 것이다. ‘정명’은 『논어』의 

「자로편」에 나오는 말로, 전통적으로 유교 학자들에 의해 ‘명분을 

바로잡다’, ‘문자를 바로잡다’, ‘이름을 바로잡다’ 등으로 해석되어 온 

관념이다.81 파운드가 그런 전통을 얼마나 자세히 알고 있었는지는 

                                                   

80 정확히 말하자면, 기욤 포티에의 불어 번역의 인용이다. “학자와 예술가”

라는 표현은 한문 원문이 아니라 포티에의 번역에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앞

서 밝혔듯이 파운드는 포티에의 번역으로 유교 사서를 처음 접했는데, 포티에의 

불역 『중용』은 “來百工則財用足”를 다음과 같이 번역한다. “그가 주변에 학자

들과 예술가들을 모으는 순간부터 그의 부가 만족스럽게 사용될 것이다”(dès 

l'instant qu'il aura attiré près de lui tous les savants et les artistes, aussitôt ses richesses 

seront suffisamment mises en usage, Confucius et Mencius 85). 한문 원문은 김학주 역

주 『중용』의 86-88쪽을 참고. 
81 ‘정명’에 대한 전통적인 유교 학자들의 해석에 대해서는 팽 란의 책의 

47-49쪽을 참고. 위의 세가지 해석은 각기 ‘이름 명(名)’ 자를 다르게 풀이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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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분명하지만, 어쨌거나 그는 이 말을 ‘이름을 바로잡다’는 뜻으로 

새기고 공자가 자신처럼 정확한 언어의 사용을 강조했다고 주장했다. 

파운드처럼 ‘정명’을 ‘이름을 바로잡다’로 풀이했을 때에, 『논어』의 

해당 일화는 다음과 같이 번역된다.82  

자로 “위나라 주군이 선생님을 모셔다가 나라를 다스리게 

하면 무엇부터 먼저 하시겠습니까?” 선생 “무엇보다도 이름을 

바로잡아야지!” 자로 “그럴 수 있을까요? 실지와는 먼 

이야기입니다. 왜 그것을 바로 잡는가요?” 선생 “무식쟁이야! 

너는! 참된 인간은 모를 바에야 잠자코 있는 법이다. 이름이 

바르지 않으면 말이 통하지 않고[,] 말이 통하지 않으면 일이 

제대로 되지 않고, 일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예법이나 음악이 

융성하지 못하고, 예법과 음악이 융성하지 못하면 형벌이 옳게 

되지 못하고, 형벌이 옳게 되지 못하면 백성들이 몸둘 곳조차 

없게 된다. 그러므로 참된 인간은 이름을 붙이면 꼭 그대로 

                                                   

이라 한다. 대부분의 주류 유교 학자들이 ‘명’을 ‘명분(名分)’의 뜻으로 보아 ‘정

명’을 ‘명분을 바로잡다’는 뜻으로 해석해온 가운데, 일부 소수 학자들이 ‘명’을 

‘글자’ 또는 ‘문자(文字)’의 뜻으로 새겨 ‘문자를 바로잡다’로 해석했고, 다른 소

수의 학자들은 ‘명’을 ‘이름’의 뜻으로 새겨 ‘이름을 바로잡다’로 해석한 것이다. 

참고로, 란과는 조금 다르게, 박성규는 『논어 지식지도』에서 기존의 “정

명” 해석을 ‘폭군정주설(暴君征誅說)’, ‘강상명교(綱常名敎)’, ‘명분론(名分論)’, ‘명

실론(名實論)’의 네가지 범주로 나눈다. ‘폭군정주설’은 “정명”이 임금답지 않은 

임금에 대한 간접적인 비판이라는 해석이고, ‘강상명교’는 “정명”이 삼강오륜의 

명목을 강조하여 군신, 부자, 부부 사이의 상하관계를 분명히 한다는 해석이다. 

‘명분론’은 군주의 통치에 있어 명분이 가장 중요하다는 뜻이라는 해석이고, ‘명

실론’은 이름과 실체 사이의 관계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뜻이라는 해석이다(71-

97). 
82 앞 장들에서는 주로 인용한 김학주의 번역본은 ‘정명’을 ‘명분을 바로 세

우겠다’라고 번역하고 있어서, 여기에서는 ‘이름을 바로잡다’로 번역한 이을호의 

『한글 논어』를 인용한다. 대부분의 한글 번역본들은 김학주처럼 주류 해석을 

따라 ‘명’을 ‘명분’으로 해석하고 있다. 김학주의 번역은 김학주 역주『논어』의 

342-43쪽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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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할 수 있고 말하면 꼭 그대로 행할 수 있다. 참된 인간은 제 

말에 군색함이 없도록 할 따름인 것이다.” 

子路曰 衛君待子而爲政 子將奚先 子曰 必也正名乎 子路曰 

有是哉 子之迂也 

奚其正 子曰 野哉 由也 君子於其所不知 蓋闕如也 名不正 

則言不順 言不順 則 

事不成 事不成 則禮樂不興 禮樂不興 則刑罰不中 刑罰不中 

則民無所措手足 故君 

子 名之必可言也 言之必可行也 君子於其言 無所苟 而已矣 

(이을호, 『한글 논어』 153-54) 

‘정명’을 ‘이름을 바로잡다’의 뜻으로 풀이했을 때에 공자의 말은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서의 파운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언어의 정확성이 훼손되면 사회 질서의 교란이 야기된다는 것이다. 또한, 

그렇게 이해했을 때에 이 일화는 파운드의 주장을 보다 정교한 논리로 

뒷받침하게 된다. 파운드가 “언어의 사물에 대한 적용이 부패할 때에. . . 

사회와 개인의 생각과 질서의 전체적인 조직이 파괴된다”며 다소 

뭉뚱그려 말한 지점을 공자는 그 인과 관계를 단계적으로 나누며 조목 

조목 설명하기 때문이다. 언어가 정확하지 않으면 의사소통에 장애가 

생기고, 의사소통에 장애가 생기면 만사가 계획대로 성사되지 않고, 

만사가 계획대로 성사되지 않으면 문화가 융성할 수 없고, 문화가 

융성하지 못하면 형벌의 공정성마저 흔들히게 된다고 말이다. 이렇게 

정확한 언어 사용이 질서 수립의 출발점이라는 주장을 파운드는 공자의 

‘정명’ 사상으로 정당화한다.83     

                                                   

83 물론 파운드는 유교를 접하기 이전부터 정확한 언어의 사용을 중시했다. 

그는 플로베르의 “일물일어설”(mot juste)를 중시했고— “그의 진정한 페넬로페는 

플로베르였다”(His true Penelope was Flaubert, “Hugh Selwyn Mauberley,” P&T 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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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운드는 『시편』과 다른 많은 글들에서 ‘정명’을 언급하며 정확한 

언어 사용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문화 안내서』에 파운드는 다음과 

같이 쓴다. “착취 당하지 않기의 기술은 ‘정명’에서 시작된다!”(The art of 

not being exploited begins with ‘Ch’ing Ming’! GK 244). 여기에서 “착취 

당하지 않기의 기술”이라는 표현은 앞서 언급했던 윈덤 루이스의 『지배 

받기의 기술』이라는 책 제목에 대한 패러디이다.84 말인즉, 언어를 

바로잡아 지배층의 거짓말에 수동적으로 휘둘리지 않고 능동적으로 

진상을 파악하는 것이 ‘복종’(sevility) 상태를 벗어나 ‘자유’(freedom)의 

상태로 가는 첫걸음이라는 것이다. 물론 이 책에 ‘정명’의 뜻은 앞서 

소개되어 있다. 『문화 안내서』의 첫 장은 「축약 논어」(“Digest of the 

                                                   

또한 그의 문학적 스승의 하나인 포드 매덕스 포드(Ford Madox Ford)로부터 언어

의 정확성에 대한 강조를 이어받기도 했다. 하지만, 란이 지적하듯이, 문학적 이

력의 초기에 파운드의 관심은 언어와 사회의 관계보다는 언어와 사물의 관계에 

있었다(66). 유명한 “이미지스트 원칙들”(Imagist Principles)은 세 항목 중 둘이 언

어의 사물에 대한 충실성을 강조한다. 

1. ‘사물’을 직접 다룰 것, 주관적인 것이든 객관적인 것이든. 

2. 제시에 도움이 되지 않는 말은 일체 쓰지 말 것 

1. Direct treatment of the "thing," whether subjective or objective.  

2. To use absolutely no word that does not contribute to the presentation. (“A 

Retrospect.” LE 3)  

마찬가지로 그는 「한 이미지스트의 몇 가지 금칙」(“A Few Don’ts by an 

Imagiste”)에서도 “불필요한 말을 쓰지 말라”(Use no superfluous word)든가 “추상화

를 경계하라”(Go in fear of abstractions)며 부정확한 표현을 경계한다(LE 4-5). 이렇

게 파운드는 처음부터 정확한 언어의 사용을 중시했지만, 제 1차 대전 이전까지

는 그것의 사회적 의미에 대해 특별히 주목하지 않았었다. 그러다가, 앞서 설명

했듯이, 제 1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그는 언어

와 사회의 관계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되었고, 그 성찰의 결과로 나온 것이 “도

구의 청결성”이라는 관념이었다.   
84 여기에서 “착취 당하지 않기의 기술”이라는 표현은 앞서 언급했던 윈덤 

루이스의 책 『지배 받기의 기술』의 제목에 대한 패러디이다. 바로 앞 문장에 

“나의 존경스런 동료이자 한때 소용돌이파였던 W. 루이스의 말이 있다, ‘지배 

받기의 기술’!”(“The art”, says my venerable colleague once Vorticist W. Lewis, “of being 

ruled”! GK 244 )이라고 나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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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ects”)인데, 여기에서 파운드는 위의 「자로편」의 일화를 옮기며 

‘정명’을 “사람과 사물을 제 이름으로 부르기, 다시 말해, 정확한 

명칭으로 부르기, 용어의 정확성을 확실히 하기”(To call people and things 

by their names, that is, by the correct denominations, to see that the terminology 

was exact)라고 번역했다(GK 16-17).85  

‘정명’이 ‘정확한 언어의 사용’이고, 그것이 사회적 질서를 수립하기 

위한 선결 과제라는 주장은 『시편』에도 여러 번 반복된다. 그 시작은 

「시편 51」이다. 이 시는 1937년에 발표된 『40번대의 시편』(The Fifth 

Decad of Cantos, XLII-LI)의 마지막 편으로, 시의 말미에 큰 글씨로 한자 

“正名”을 등장시키며 이 말의 중요성을 강조한다.86    

나는 고리대금업의 쌍둥이 게리온이오,    

조작된 무대에서 살아온 그대들이여.      

그의 뱃주름에서 일천이 죽었다.  

뱀장어잡이의 바구니 속에서  

시간은 캉브레 동맹: 

 

正名 (51/251-52) 

                                                   

85 이 중에서 “사물을 제 이름으로 부르기”는 표현은 19세기 영국의 옥스포

드 신학자 존 헨리 뉴먼(John Henry Newman)의 “사물을 합당한 이름으로 부르

라”(call things by their proper names)라는 표현을 따온 것이라 한다(Stock, Reading 

59). 뉴먼의 저서『대학의 이념』(The Idea of a University)에 나오는 이 말은, 「시

편 34」의 존 퀸시 애덤스의 말에도 인용된 것으로 보아(34/168) 19세기 이래로 

널리 알려졌던 것 같다. 덧붙여, “정확한 명칭”이라는 표현은 기욤 포티에의 불

어 번역에서 유래한다. 그는 불역 『사서』에서 ‘정명’을 “사람과 사물의 명칭

을 정확하게 하기”(à rendre correctes les dénominations mêmes des personnes et des 

choses)라고 옮긴다(Confucius et Mencius 172). 
86 ‘정명’은 사실상 『시편』에 처음 등장하는 한자이다. 현재 판본에는 이

에 앞서 「시편 34」의 말미에 ‘信’(믿을 신) 자가 인쇄되어 있지만, 이 글자는 

본래 없던 것을 1956년 판에서 추가한 것이라 한다. (Cheadle 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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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am Geryon twin with usura,  

You who have lived in a sage set.  

A thousand were dead in his folds; 

in the eel-fishers basket 

Time was of the League of Cambrai:  

 

     正名   

인용문의 내용을 설명하면 너무 길어질 테니, 상세한 설명은 다니엘 

펄만(Daniel Pearlman)의 『시간의 미늘: 에즈러 파운드의 『시편』의 

통일성에 관하여』(The Barb of Time: On the Unity of Ezra Pound’s Cantos)을 

추천하는 것으로 대신하겠다(216-21). 중요한 점은, 인용문에서 ‘정명’이 

이 시의 주 악인 ‘사기(詐欺)’에 대한 “해독제”로 소개된다는 것이다. 

스스로를 “고리대금업의 쌍둥이”라고 소개하는 “게리온”은 본래 단테의 

『시편』의 『지옥편』에 나오는 날개 달린 뱀 형상의 괴물로, 

‘사기’(fraud)의 상징이다(「16곡」-「17곡」). 인용문은 수 많은 사람들이 

게리온에 의해 ‘조작된 무대’에서 그의 ‘흉계’(his [belly] folds)에 넘어가 

죽음을 당했다고 한다.87 그리고, 그런 속임수가 통하지 않는 곳으로 

‘뱀장어잡이의 바구니’를 제시한다. 왜 하필 ‘뱀장어잡이’인가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일차적으로 게리온이 날개 

달린 뱀처럼 생겼고, 또한 ‘사기’에는 영어 표현처럼 ‘뱀장어처럼 잘 

빠져나가는’(as slippery as an eel) 속성이 있기 때문이라 하겠다. 뱀장어가 

아무리 미끌미끌해도 숙련된 ‘뱀장어잡이’를 만나면 꼼짝없이 

붙잡히듯이, ‘사기’도 자연의 질서에 정통한 자를 만나면 곧 정체가 

                                                   

87 이 주름이 게리온의 배에 잡힌 주름이라는 사실은 시의 앞쪽에 나온다, 

“쉰내 나는 노래를 / 접힌 배로부터 / 게리온은 불렀다”(and a sour song from the 

folds / of his belly sang Geryone, 5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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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통나기 마련이라는 것이다. 단명한 ‘캉브레 동맹’에서처럼 그릇된 것이 

바로잡히기 마련이다.88 파운드는 마지막에 콜론과 함께 “正名”을 

병치함으로써 그렇게 속임수를 바로잡는 작업이 ‘정명’이라고 한다.  

이렇게 「시편 51」에 처음 등장한 이후로, ‘정명’은 『시편』에서 

한자로나 그 음역인 “칭밍”(ch’ing ming)으로나 또는 영어 번역으로 여러 

차례 반복되면서 정확한 언어 사용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특히 ‘정명’은 

「시편 51」의 뒤를 잇는 연작인 『시편 52-71』(Cantos LII-LXXI), 그 

중에서도 특히 「시편 62-71」의 “존 애덤스 시편”에 거듭 반복되는데, 

아마도 법적 정의(定義)를 확실하게 하여 사회 질서를 바로잡으려 한 존 

애덤스의 노력을 강조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그 중 영어 표현 몇을 

소개하자면, “사물을 제 이름으로 부르라”(Call things by the names, 52/261), 

“올바른 용어만을 사용하라’(qu’on n’employât que des termes propres, 

60/333), “진정한 정의”(true definition, 66/382), “분명한 정의”(clear. . . 

definitions, 67/387), “언어를 확실히 하기”(ascertaining the language, 68/400) 

등이 있다.89 「시편 51」에서와 마찬가지로, 한자로 등장할 때에 

‘正名’은 항상 큰 활자로 인쇄되어 있어 그 중요성이 시각적으로 

강조됨은 물론이다.  

이제까지의 논의로는 파운드의 엘리트주의에 별 문제가 없어 

보인다. 왜냐하면, 첫째로, 앞에서도 말했듯이 ‘소수 정예’와 ‘다수 

대중’의 구도는 당대의 기준으로 예외적인 것이 아니었고, 둘째로, 그가 

‘엘리트’ 주도의 개혁을 주장하지만 소수 집단의 이익이 아닌 다수 

                                                   

88 캉브레 동맹은 15-16세기 이탈리아 전쟁(Italian Wars, 1494-1559)에서 베네

치아를 억제하기 위해 프랑스, 교황령, 스페인, 신성로마제국이 맺었던 동맹

(1508-1510년)이라고 한다. 파운드는 동맹국들보다 베네치아에 더 호의적이었던 

것 같다, 펄만의 책의 220쪽을 참고.   
89 이 중 불어로 되어 있는 “올바른 용어만을 사용하기”(qu’on n’employât que 

des termes propres)는 「시편 60」의 출처인 드 마이야의 『중국 역사 개관』에 

나오는 표현이다(XI. 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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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의 이익을 도모함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셋째로, 질서 

붕괴의 원인에 대한 그의 진단과 ‘엘리트’ 주도의 개혁이라는 그의 처방 

사이에 정합성이 있기 때문이다. 앞서 보았듯이 파운드의 개혁론은 

명백히 ‘공공의 이익’을 중심에 둔다. ‘공공의 이익’을 도외시하기 때문에 

당대의 기득권 집단이 비난받는 것이고, 그러니 ‘공공의 이익’을 위하는 

세력이 그들을 대체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기득권 집단이 대중 

기만으로 특권을 유지한다고 보았기 때문에, 그들의 속임수를 폭로하고 

진실을 알리는 것을 ‘엘리트’의 임무로 삼은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후기 『시편』에서 파운드의 엘리트주의가 대중의 

각성에 대한 믿음을 잃고 “듣고 보는 사람”의 권위에 의존하는 

권위주의적인 것으로 바뀐다는 점이다. 앞서 서두에서 엘리트주의는 그 

자체로 나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차이를 근거로 ‘소수 정예’의 배타적 

특권을 옹호할 때에 문제적이 된다고 했다. 그런데, 『시편』의 

엘리트주의가 바로 그런 부정적인 엘리트주의로 변화하게 되는 것이다. 

변화의 원인은 무엇보다도 겉으로 내세운 논리와 달리 『시편』에서 

‘대중’에 대한 파운드의 태도에 내적으로 모순되는 면이 있었기 

때문이다. 아래에서 상세히 논하겠지만, 초기 『시편』에서부터 파운드는 

대중의 각성에 대한 기대와 그들의 판단력에 대한 불신 사이에 입장이 

분열되어 있었다. 그는 대중의 각성이 개혁의 원동력이라고 하며 교화를 

‘엘리트’의 책무로 삼지만, 다른 한편으로 각성된 대중에게 개혁을 

주도할 권리를 인정하지는 않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인다. 

『시편』이라는 질서 수립의 프로젝트는 대중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하지만, 시인 파운드는 대중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것이라 하겠다. 

여기에 제 2차 세계대전이라는 사건이 더해지면서, 후기 『시편』에서 

파운드는 대중의 각성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이 된다. 전쟁은 대중 

교화를 위한 그의 노력이 실패했다는 증거였고, 뿐만 아니라 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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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로도 오랫동안 대중의 동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았다. 이제 

대중의 지지로 자신의 정당성을 입증할 수 없게 된 파운드는 

선각자로서의 권위를 내세우게 되는 것이다. 그런 문제가 시적 실패로 

귀결되는 곳이 『착암기편』과 『왕좌편』이라는 것이 본고의 주장이다..  

초, 중기 『시편』에서 파운드는 대중을 매우 존중하는 것처럼 

보인다. 앞서 말했듯이 그는 대중의 이익을 옹호하고 또한 대중의 

각성을 개혁의 우선적 과제로 제시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초, 중기 『시편』에서 이미 파운드가 대중의 사회적 의사 

결정권에 대해 양가적인 입장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대중들이 

사회적 페단의 원인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다며 대중의 각성을 

말하지만, 각성된 ‘대중’이 ‘엘리트’와 동등하게 개혁에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 분명히 말하지 않는다. 오히려 작품은 그가 그런 

가능성에 대해 상상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묵시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이었음을 알려준다. 왜냐하면 초, 중기에서 후기까지 『시편』은 

대중을 통치의 수혜자로 그릴 뿐 주체적인 행위자로 그리지 않기 

때문이다. 가령, “중국사 시편”의 하나인 「시편 53」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나온다.   

소공(召公)이 말했다. 백성들의 말은  

          산줄기나 강물과 같습니다.  

    거기에서 우리의 풍요가 옵니다  

 중국의 사해의 군주가 되기 위해서는   

    백성들이 시를 짓게 해야 합니다  

    백성들이 희극을 공연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관들이 사실을 적게 해야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세금에 불만을 표하게 

해야 합니다. (53/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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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id Chao-kong: Talk of the people  

    is like the hills and the streams 

    Thence comes our abundance.  

To be Lord to the four seas of China  

    a man must let men make verses 

    he must let people play comedies 

    and historians write down the facts 

    he must let the poor speak evil of taxes.  

‘소공’이 누구인지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90 왜냐하면 이런 종류의 

메시지는 “중국사 시편”을 포함하여 초, 중기 『시편』에 전체에서 여러 

인물의 입을 통해 반복되기 때문이다. 명시적인 메시지는 지도자가 

대중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용문이 암시적으로 드러내는 

것은 파운드가 ‘지도자’와 ‘대중’ 사이에 위계 관계를 설정한다는 

점이다. 제 1-3행에서 소공은 백성이 “우리의 풍요”의 원천이라고 하면서 

“산줄기와 강물과 같[다]”고 말한다. 명시적으로는 군주와 백성이 

이해관계를 같이한다는 뜻이지만, 암시적으로는 대중이 “산줄기와 

강물과 같[이]” 통치의 대상이라는 뜻이다. 마찬가지로, 제 4-8행에서 

소공은 백성들이 자유롭게 말하고 행동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지만, 

여기에서도 암시되는 바는 통치의 주체가 “군주”이지 “백성”이 아니라는 

점이다. 주어인 “군주”가 목적어인 “백성”에게 이런 저런 활동들을 

‘허락해야’(“let”) 한다는 구문으로 되어있기 때문이다. 결국 소공의 

말에서 “백성”은 통치의 대상이지 주체는 아닌 셈이다. 소공은 

봉건시대의 인물이니 군주 중심의 통치관을 가진 것이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파운드는 봉건시대의 사람이 아니다. 그런 그가 소공의 

                                                   

90 소공 목(穆)은 기원전 8세기 주나라 여왕(厲王) 때의 재상이다. 여왕은 

폭정으로 국민의 신망을 잃자 소공에게 조언을 구했는데, 이 때에 소공이 위와 

같은 말을 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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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을 옮기는 것은 『시편』을 지도자가 시혜자이고 대중은 수혜자인 

세계로 공들여 짓는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대중의 각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얼핏 보기에는 초, 중기 

『시편』에서 파운드는 대중의 각성이 사회 변화의 원동력이라고 대중의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참여를 강조하는 듯이 보인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그가 개혁의 주도권을 대중에게 나누어주지 않는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가령, 「시편 50」에는 미국 혁명에 관한 존 애덤스의 말이 

다음과 같이 인용된다.    

‘혁명은’ 애덤스 씨가 말했다 ‘일어났다 

사람들의 정신 속에 

렉싱턴 이전의 15년 동안’   (50/246) 

‘REVOLUTION’ said Mr Adams ‘took place in the 

minds of the people 

in the fifteen years before Lexington’ 

애덤스는 대중의 정신적인 각성이 사회 변화의 원동력이라고 말한다. 

미국 혁명은 ‘렉싱턴’으로 상징되는 일련의 군사 행동에서 시작된 일이 

아니라, 그 이전에 오랫동안 대중들의 인식이 변화하여 생긴 일이라는 

것이다.91 그렇다면, 파운드가 희망하는 개혁도 대중의 각성이 

선행되어야 가능할 터이고, 그러니 그가 대중을 개혁의 주체로 인정하는 

듯이 보일 수 있다. 하지만, 간과하지 말아야 할 사실은 초, 중기 

『시편』에서 대중의 의식 변화는 자발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교화를 위한 ‘엘리트’들의 부단한 노력의 소산으로 기술된다는 점이다. 

애덤스는 ‘정신 혁명’을 말하지만, “제퍼슨 시편”이라 불리는 「시편 31-

                                                   

91 이 말은 애덤스가 한 역사가에게 보낸 서한에 나온다고 한다(Terrell 125). 

사실 이 말은 「시편 50」에 앞서 「시편 32」와 「시편 33」에서 인용된 바 

있다(32/157, 33/161). 다만, 그 두 곳에는 문장의 일부분이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시편 50」을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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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와 “애덤스 시편”이라 불리는 「시편 62-71」은 그 ‘정신 혁명’이 

제퍼슨과 애덤스같은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Founding Fathers)이 

식민지 아메리카의 현안들에 관하여 끊임없이 대중에게 알린 결과로 

기술한다.   

매주 보스턴 가제트 지에 ’74년부터 렉싱턴까지  

노방글러스가 글을 썼다, 그리고 사격이 시작되었다.  

Weekly in Boston Gazette from ’74 to Lexington 

wrote Novanglus, then shooting started (62/344)  

라틴어 “노방글러스”는 ‘뉴 잉글랜드’라는 뜻으로 존 애덤스의 

필명이라고 한다. 그는 식민지 아메리카의 현안을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부지런히 글을 썼고, 그런 노력이 “사람들의 정신 속에” 혁명을 

일으킨 것이다. 앞에서 파운드에게 지식인과 예술인들의 사명은 

대중과의 ‘소통’을 통해 그들의 각성을 촉구하는 일이라 했는데, 

제퍼슨과 애덤스는 그런 사명을 충실히 그리고 성공적으로 이행한 

사례들인 셈이다. 하나 더 간과하지 말아야 할 점은, 『시편』이 각성된 

대중에게 능동적인 활동의 영역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제퍼슨 

시편”과 “애덤스 시편”에서 미국 혁명의 주동자는 ‘건국의 아버지들’이지 

대중이 아니다. 현명한 지도자들이 혁명의 방향을 정하고 선봉에 서서 

성공으로 이끈다. 결국, 『시편』에서 대중의 각성이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마치 토양이나 수자원의 (“산줄기나 강물”) 위생과 같이 

공동체의 건강과 풍요의 기반이 되기 때문이지, 또한 그런 의미에서 

사회 변화의 원동력인 것이지, 대중이 통치의 행위자이기 때문은 아니다.  

이와 같이 초, 중기 『시편』에서 이미 파운드의 대중관에 내적 

균열이 감지되지만, 이 시편들에서는 그 균열이 중대한 시적 문제를 

야기하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초, 중기 『시편』에서 파운드가 대중의 

계몽 가능성을 믿고 있었기 때문이다. 비록 그들을 통치 주체로 

인정하지 않았다 해도 말이다. 그는 대중을 설득하여 자신의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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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에 동의하게 만들 수 있다고 믿었고, 『시편』은 바로 그런 교화 

작업의 일환이었다. 비록 쉽지는 않겠지만, 『문화 안내서』에 쓰듯이 

“한 양상을 제시하고 다시 다른 양상을 제시하기를 계속하다 보면 결국 

언젠가는 독자의 정신의 무감각하고 굳은 표면을 지나, 인지의 영역에 

이르게 될 것”(presenting one facet and then another until at some point one gets 

off the dead and desensitized surface of the reader's mind, onto a part that will 

register, GK 51)이라고 그는 믿었던 것이다.  

그러나, 후기 『시편』에서는 태도가 달라진다. 파운드는 대중의 

교화가 불가능지도 모른다는 비관적인 생각을 하게 된다. 그 계기는 

앞서 여러 번 말했듯이 제 2차 세계대전의 종전인데, 왜냐햐면 추축국의 

패배는 파운드에게 초, 중기 『시편』에서의 대중 교화의 작업이 

실패했다는 의미가 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그것은 앞으로도 대중 교화의 

성공 가능성이 희박하리라는 전조이기도 했다. 대중은 그의 말에 

설득되지 않고 그 배후에 “고리대금업자들”이 있는 연합국의 속임수에 

넘어갔다. 그러니, 이제 연합국이 승리한 상황에서, 추축국을 지지했던 

파운드의 말에 대중이 귀를 기울일 가능성은 더욱 희박해 보였다. 전쟁 

이후에 파운드는 대중의 각성이 애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울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하게 된다. 그리고, 그 결과 『착암기편』과 

『왕좌편』에는 대중을 교화해야 한다는 당위와 그것이 실현될 것 같지 

않다는 암울한 비전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게 된다. 이 충돌에서 당위에 

힘을 실어주기 위하여 파운드는 점점 더 자신의 그리고 자신이 인용하는 

문헌들의 ‘권위’를 내세우게 되고, 『시편』의 ‘엘리트주의’는 권위적인 

것으로 변질되고 만다. 그렇게 『착암기편』과 『왕좌편』은 시인이 

전달하려는 메시지와 시가 실제로 전달하는 메시지가 불화하는 작품이 

되고 만다.     

『피사 시편』에도 대중을 교화해야 한다는 당위성과 그 실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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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다는 비전의 충돌이 있었다. 하지만 그 양상은 『착암기편』이나 

『왕좌편』에서와 달랐다. 제 2차 세계대전 직후에 쓰인 이 연작은 

파운드의 자기 확인의 과정이었기 때문이다. 추축국의 패배 이후에 

파운드는 그동안 자신이 해왔던 일들을 회고하고 반추할 필요가 있었다. 

자신의 신념이 원칙적으로 잘못된 것이었는지, 아니면 원칙에는 잘못이 

없는데 실행 과정 중에 다른 요인들에 의해 실패하게 된 것이었는지 

말이다. 물론, 앞 장들에서 말했듯이, 파운드의 결론은 자신의 신념에 

원칙적으로 오류가 없다는 것이었다. 그는『피사 시편』에서 “[궁수가] 

과녁을 맞추지 못하면 그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는다”(Missing the bull’s 

eye seeks the cause in himself, 77/488)는 『맹자』의 구절을 되뇌이며 자기 

반성을 다짐하지만, 결국 실패의 원인이 내면이 아닌 외부에 있었다고 

결론짓는다. 제 2장에서 인용했듯이 실무자들의 “허풍, 허영, 착복이 

20년간의 노고를 망쳤다”(77/490)는 것이다. (이 구절에서 “노고”의 

주인은 명시적으로 무솔리니이지만, 암시적으로 파운드 자신도 

포함된다고 하겠다.) 원칙에 오류가 없으니, 실패에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신념을 설파해야 한다는 것이 『피사 시편』에서 파운드가 

다진 각오였다. 그리고, 그는 이어지는 연작들인 『착암기편』과 

『왕좌편』에서 대중 교화의 노력을 계속한다.   

그러나, 실패 이후가 실패 이전과 같을 수 없는 법으로, 

『착암기편』과 『왕좌편』에서 파운드는 초, 중기 『시편』에서와 같이 

대중의 각성 가능성을 신뢰할 수는 없게 된다. 그리하여, 파운드는 

계속해서 대중의 교화를 주장하지만, 작품은 그의 주장과 달리 대중 

교화에 성공하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암울한 전망을 내보이게 된다. 

『착암기편』과 『왕좌편』에서 파운드는 진실이 자명하다며 독자들의 

각성을 촉구한다. 제 3장에서 설명했듯이, ‘질서’는 자연에 내재된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보려는 의지를 가졌다면 자명하게 드러나야 마땅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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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파운드는 그와 같은 견해를 동서양의 고전, 그 중에서도 특히 

유교 고전을 통해 정당화한다.   

하늘과 땅은 깨닫는 자를 낳았다 (85/572)   

Heaven and Earth begat its perceiver 

 

하늘의 도는 매우 일관되고 

그 요체는 완벽하게 명료하다. (85/572)  

heaven’s process is quite coherent 

and its main points perfectly clear.  

위의 구절들은 유교의 『서경』의 인유이다. 첫 인용문의 “하늘과 땅은 

깨닫는 자를 낳았다”는 『서경』의 『주서』의 「태서 상」(泰誓 上) 

편에 나오는 “하늘과 땅은 만물의 부모요, 사람은 만물의 

영(靈)이오”(惟天地萬物父母 惟人萬物之靈)이라는 구절에서 나온 것이고, 

두번째 인용문의 “하늘의 도는. . . 명료하다”는 구절은 『주서』의 

「태서 하」(泰誓 下) 편에 나오는 “하늘에는 밝은 도가 있어서, 그 

법칙이 분명하오” (天有顯道 厥類惟彰)라는 구절을 옮긴 것이다(김학주, 

『새로 옮간 서경』 308, 321).92 파운드는 유교의 권위에 의존하여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자연의 질서는 “일관되고. . . 

명료하다”, 그리고 자연은 “깨닫는 자”를 낳았다. 그러니, 사람이 알려는 

의지만 있다면 언제든지 자연의 질서를 터득할 수 있다는 것이 

                                                   

92 쿠브뢰르는 이 구절들을 각각 다음과 같이 불어와 라틴어로 번역했다.  

Le ciel et la terre sont comme le père et la mère de tous les êtres, et entre tous 

les êtres, l'homme seul est doué de raison. (172) 

Et coelum et terra sunt omnium rerum pater ac mater ; et homo est inter omnes 

res rationalis (172)  

 

[L]a loi imposée par le ciel au genre humain est manifeste, et les différents 

articles en sont très clairs. (181)  

[C]oelum habet manifestam Iegem; hujus ; legis) capita surit perspicua. (sic., 

18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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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암기편』과 『왕좌편』에서 파운드가 구축하는 논리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 연작들의 다른 많은 곳들에서 파운드는 

사람들이 쉽게 교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을 보인다.  

하지만 경제학적인 관념은 (멩켄 왈) 그들에게 전달되지 않을 

것이다 

한 지질학적 시대 안에 (87/594) 

But an economical idea will not (Mencken auctor) go into them 

in less than a geological epoch.  

 

“모두 사실,” 그리피쓰가 말했다 

                                      “허나 나는 그것으로 사람들을 

움직일 수 없소.” (97/698) 

“All true,” said Griffith 

                                       “but I can’t move ’em with it.” 

“멩켄”과 “그리피쓰”가 누구인지는 그리 중요하지는 않다. 이런 주장은 

『착암기편』과 『왕좌편』에서 여러 인물들을 통해 반복되기 

때문이다.93 인용문에서 파운드는 과거에 지인들과 나누었던 대화를 

회상하며 진실을 전파하기 어렵다는 생각에 낙담한다. 여기에서 멩켄이 

말하는 “경제학적인 관념”이나 그리피쓰가 말하는 “그것”은 파운드가 

지지했던 C. H. 더글러스나 실비오 게젤의 경제 개혁 이론들이다. 

                                                   

93 참고로, 멩켄(Henry L. Mencken)은 미국의 작가이고, 그리피쓰(Arthur 

Griffith)는 아일랜드의 신 페인(Sinn Fein) 창설자이다. 그들은 파운드의 지인들이

었다고 한다(Terrell 452, 78). 멩켄과 그리피쓰의 일화는 후기 『시편』에서 여러 

차례 반복된다. 멩켄의 일화는 「시편 79」, 「시편 81」, 「시편 99」에 반복되

고(79/506, 81/538, 99/716), 그리피쓰의 일화는 「시편 78」과 「시편 103」에 반

복된다(78/501, 103/755). 특히, 그리피쓰의 일화는 「시편 19」에도 나왔었다. 거

기에서는 파운드가 그리피쓰의 비관론을 비판하는 입장이었는데 이제 후기 

『시편』에서는 공감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꾸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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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운드와 그의 지인들이 보기에는 그 이론들이 너무나 명백히 옳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들은 “한 지질학적 시대”가 지나도록 그것을 

이해하거나 그것에 의해 자극을 받지 않으리라는 것이다.  

이제 파운드는 『착암기편』과 『왕좌편』에서 자기 부정의 위험에 

빠지게 된다. 대중의 교화를 주장하는 작품에서 그것이 어렵다는 비전을 

보이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는 이 난국을 타개할 필요가 있었고, 이를 

위해 두 가지 전략을 구사한다. 첫째는, 대중의 교화가 어려운 이유를 

“고리대금업자들”의 음모 탓으로 돌리는 것이고, 둘째는, 동서고금의 

고전을 인용하는 것이다. 대중의 각성은 원래 어려운 것이 아닌데 

“고리대금업자”들의 조작질에 의해 어렵게 되었고, 그러니 그 어려움은 

대중 교화의 필요를 부정하는 근거가 아니라 반증하는 근거가 된다는 

것이다. 또한, 그런 대중 교화의 중요성은 이미 동서고금의 현자들에 

의해 지혜로 입증된 바이니 의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두 전략은 모두 『착암기편』과 『왕좌편』에서 당위와 

비전의 충돌을 해결하지 못하고 이 연작들을 시적 실패로 남긴다. 그 

과정을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진실 전달이 어렵다는 낙담이 커질수록, 파운드는 점점 더 

강하게 “고리대금업자들”과 기득권층의 탓을 하게 된다. 진실을 

은폐하려는 “고리대금업자들”과 기득권층이 조작이 극심하기 때문에 

대중과의 소통이 어렵게 되었다는 것이다. 물론 앞서 말했듯이 이런 

‘음모론’은 초기 『시편』부터 꾸준히 제기된 것이었다. 그러나, 이제 

『착암기편』과 『왕좌편』에서 이전 연작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하게 부각되는 것이다. 앞서 말했듯이『피사 시편』에서 파운드는 

자신의 주장이 원칙적으로 틀리지 않았다고 확인한 바 있다. 그러니, 

실패의 원인은 외부에 있어야 마땅하다. 즉, ‘적’이자 ‘악’인 

“고리대금업자들”에게 있어야 한다. 『착암기편』과 『왕좌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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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운드는 자신이 대중 교화에 실패할 수 밖에 없었던 원인을 

“고리대금업자들”에게 돌린다. 그는 너무나 다양한 수상한 사건들을 

“고리대금업자들”과 그들과 결탁한 지배층의 음모로 해석하여 거의 

편집증적으로 보일 정도이다.  

다음은 「시편 93」의 일부이다.  

에플리 씨가 작은 책자를 스비츠랜드로 보냈다 

        그리고 그의 은행가 친구가 답했다 “긴급”: 

“파기하여 없애시오” 

        쉬버스는 후보 지명을 (다시) 받았다 

그리고 “알팔파”는 더 이상 명사록에 없다 

        최근 판. 

그렌펠의 죽음은 (다른 몇 이들처럼) 

                    수상하게 급작스러웠다. 

에이번의 시인은 그 주제를 언급했다, 

단테도 그 주제를 언급했다, 

    그리고 문학 교수들은 다른 단락을 논한다 

                  무기력 상태에서 

또는 완전한 무의식 상태에서 (93/647) 

Mr Hoepli sent a small brochure to Svitzerland 

       and his banker friend replied “urgent”:  

“destroy it e farlo sparire.” 

       Shivers has received (again) nomination 

and “Alfalfa” is no longer in Who’s Who, 

       current issue. 

Grenfell’s death was (like some others) 

                   suspiciously sudden. 

The Bard of Avon mentioned the sub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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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te mentioned the subject, 

    and the lit profs discuss other passages 

                  in abuleia 

or in total unconsciousness  

인용문은 진실을 은폐하기 위한 “고리대금업자들”과 기득권층의 음모를 

폭로한다. 첫 3행은 파운드 자신의 일화이다. 제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파운드의 지인인 에플리 씨가 파운드의 경제 관련 소책자들 중의 하나를 

스위스(“스비츠랜드”)의 은행가 친구에게 보냈더니, “파괴하여 

없애시오”라는 답이 왔다는 것이다(Terrell 565). 파운드의 글이 진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자본가들이 출판을 막으려 했다는 의미이다. 이어지는 

4-6행은 미국 정계의—파운드가 보기에 암담한—상황에 대한 언급이다. 

“쉬버스”는 드와이트 아이젠하워(Dwight D. Eisenhower)를 가리키고 

“알팔파”는 1935년의 공화당 대통령 후보였던 알프레드 랜든(Alfred 

Landon)을 가리킨다고 한다(Terrell 565). 파운드가 한심한 정치가라고 

여겼던 아이젠하워는 1952년에 이어 1956년에 다시 대통령 후보로 

지명된 데 반해, 1935년 선거에서 루즈벨트의 맞수였던 알프레드 랜든은 

잊혀졌다는 것이다. “고리대금업자들”은 자신에게 호의적인 정치가들을 

후원하고 적대적인 정치가들은 대중에게 잊혀지도록 여론을 몰아간다는 

것이다. 제 7-8행은 ‘암살’을 의심하는 부분이다. 러셀 그렌펠(Russell 

Grenfell)을 『무조건적인 증오』(Unconditional Hatred)라는 책의 저자인데, 

1953년에 출판된 이 책에서 그는 전후에 연합국이 독일을 처리한 방식을 

비판했다고 한다. 그런 그가 이듬해인 1954년 갑자기 사망했고, 파운드는 

그것이 “수상하[다]”고 생각한 것이다(Terrell 565). 제 9-13행의 “에이번의 

시인”과 “단테” 부분은 고전의 왜곡을 다룬다. 여기에서 “그 주제”가 

무엇인지는 분명하지 않다.94 하지만, 어쨌거나 “에이번의 시인” 즉 

                                                   

94 터렐은 이 시의 앞부분에(93/644) 단테와 셰익스피어가 언급되었음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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윌리엄 셰익스피어나 단테는 어떤 중요한 주제를 작품에서 다루었는데, 

오늘날의 문학 교수들은 그 주제를 다룰 의지가 없거나(“무기력 상태”) 

또는 의식하지 못하여(“완전한 무의식 상태에서”) 그 부분을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렇게 “고리대금업자들”과 그들의 사주를 받는 기득권 세력이 

자신들에게 조금이라도 위협이 되는 인물이 있으면 탄압하여 대중의 

주목을 받지 못하게 한다는 이야기는 『착암기편』과 『왕좌편』에서 

자주 반복된다. 대중 교화는 그런 조작과 음모 때문에 어렵게 되었다는 

것이다. 몇몇 사례들를 더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다.  

1766년에 참수형을 당했다, 아브빌이라는 작고 멋진 마을에서 

     젊은 라바르가, 아루에 드 볼테르를 읽었다는 

이유로 (100/734) 

In 1766 was beheaded, in the charming small town of Abberville,  

     Young Labarre, for reading Arouet de Voltaire  

 

“도서관들은” (잉그리드) “돔블을 갖고 있지 않았다.” 1955년 1월 

                   당연한 일이었다  

“그는 거짓말하지 않을 것이다. . . 그러기엔 너무 영리하다” 

(102/749) 

“The libraries” (Ingrid) “have no Domvile.” Jan 1955 

    as was natural  

      “pseudos d’ouk . . . ei gar pepneumenos”  

 

그리고, 또한, 멘도르프 서한이 있다 

                        아직까지 (1958) 

                                                   

적하며 “그 주제”가 “예절”(civility)일 것이라고 추측한다(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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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목받지 못한. (103/757) 

And there is, of course, the Mendorf letter 

                         that has had (1958) 

                                                           no publicity.  

상세히 설명하지 않아도 인용문들에서 파운드가 사상 탄압을 문제 삼고 

있음은 자명해 보일 것이다. 첫 번쨰 인용문은 18세기 프랑스의 한 

기사의 이야기이다. 그는 신성모독 죄로 체포되어 처형되었는데, 수중에 

볼테르의 『철학 사전』(Dictionnaire philosophique)이 발견되어 시신과 

함께 화장되었다고 한다(Terrell 646). (볼테르의 본명이 ‘프랑수아 마리 

아루에(François Marie Arouet)’이다.) 계몽 사상이 탄압받던 혁명 전 

프랑스의 분위기를 보여주는 사건인데, 파운드는 사건의 경위를 살짝 

비틀어 ‘볼테르를 읽어서 참수되었다’라고 보다 극적으로 만든 것이다. 

두 번째 인용문은 파운드의 지인인 잉그리드라는 사람이 런던에서 보낸 

서한의 인용이다. 배리 돔블 경(Sir Barry Domvile)은 1920년대와 

1930년대에 영국에서 친-독일 반-유대적인 활동을 하던 저명한 인사이다. 

그런데, 전후 영국의 도서관들에서 그의 저서를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다(Stock, Reading l l l; qtd. Terrell 660). 파운드는 그것이 친-유대 

“고리대금업자”들의 소행이라고 이해했고, 『오디세이』의 문장을 

인용하며(“그는 거짓말하지 않을 것이다. . . 그러기엔 너무 영리하다”) 

돔빌이 진실을 적었기 때문에 그의 책들이 제거되었다고 말하는 것이다. 

마지막 인용문에서 멘도르프 백작(Count Albert Mensdorf)은 영국에 

파견되었던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의 외교관이다. 그가 카네기 

평화기금의 집행위원장에게 전쟁의 원인들에 관한 글을 써보낸 적이 

있는데, 그 글이 공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파운드는 그 편지를 본 적이 

있었고, 멘도르프가 진실을 말했다고 생각했기에, 그의 편지가 세상에 

알려지지 않는 것이 “고리대금업자들”의 음모라고 믿었던 것이다(Terrell 

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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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착암기편』과 『왕좌편』에서 파운드는 대중의 교화가 

어려운 이유가 “고리대금업자들”과 기득권층의 방해에 있다고 설명한다. 

그렇게 하여 앞서 말한 당위와 비전의 충돌을 무마하려 한 것이다. 

대중의 교화는 그 자체로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기득권층의 방해 때문에 

곤란해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방해는 대중의 교화가 중요하다는 

파운드의 주장에 대한 반증이 된다. 그러니, 비록 현상적으로 어려워 

보이지만, 대중의 교화를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마땅하다는 것이 

파운드가 의도한 논리이다.  

그런데, 제 2장에서도 말했듯이, 음모론에는 음모론의 ‘역설’이 

따른다. 음모론자들은 특정 세력이 만악의 근원이라며 그들을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그 주장이 강할수록 그만큼 그 특정 세력의 

막강함이 부각되고 그들을 제거하는 일이 요원해 보이게 된다. 

『착암기편』과 『왕좌편』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 연작들에서 

파운드는 “고리대금업자들”과 기득권층의 음모를 문제삼으며 진실 

전파의 당위성을 강조하려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역설적으로 

“고리대금업자들”과 기득권층의 세력이 막강하게 보이게 된다. 그리하여, 

『착암기편』과 『왕좌편』에서 파운드의 음모론은 대중에게 진실을 

알려야 한다는 댱위와 그것이 어려워 보인다는 비전의 충돌을 

무마하기는커녕 그것을 강화하는 효과를 낳는다.  

둘째로, 『착암기편』과 『왕좌편』에서 파운드가 대중 교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구사하는 또 하나의 전략은 고전의 인용이다. 

그런데, 이 전략 또한 대중 교화가 필요하다는 축자적 메시지와 그것이 

어려워 보인다는 함축적 메시지 사이의 충돌을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을 텍스트 상에 재현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그것은 이 연작들에서 

파운드가 지나치게 단편적으로, 그리고 뜻을 이해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고전을 인용하기 때문에 독해가 곤란한 텍스트가 되기 때문이다.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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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한 부분들에서도 그런 점이 드러났겠지만, 여기에서는 그 곤란을 

보다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 「시편 85」의 일부를 인용하겠다.    

惟 웨이  

正 쳉 

之 취 

XV : II                  供 쿵 

  정당한 공물 이상은 받지 않고  

  서로 가르치고 배우며 胥 슈   M. 2835 

      슈, 일성  

그것이 전통이니    敎 키아오, 치아오,1-4 

      時  취  

    我 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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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깨달음을 유지하지 못하면 우리는 쓰러집니다 XVI.4 

미래를 생각하십시오               10 

그 깨달음을 공경하고  

   적당한 인물들을 가르치십시오.  

明   밍   워   춘   俊    XVI.20 

     춘4     1727. Mat   

그것이 (밍) 장차 

      命  백성의 지지에까지 뻗치리라는 점, 

그것이 어떤 미묘한 방식으로 백성과 연계되어 있음을 보지 

못하십니까 (85/577-58) 

   惟      wei  

    正     tcheng  

    之     tcheu 

XV : II           供      koung 

    naught beyond just contribution   

    invicem docents   胥       siu     M. 2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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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ü, in the first tone 

that is Sagetrieb   敎       kiaó, chiao,1-4  

      時       chêu 

    我      ngò 

We flop if we cannot maintain the awareness       XVI.4 

Diuturna cogites            10 

respect the awareness and  

train the fit men  

明    mîng ngò tsiun  俊      XVI.20 

     chün4    1727. Mat   

Cdn’t see it (ming) could   

       命  extend to people’s subsidia, 

that it was in some fine way tied up with the people (85/575-58) 

이 단락의 전반적인 메시지를 이해하기는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다. 

세금은 적당히 걷고, 백성들 사이에 학문을 장려하여 인재를 양성하라는 

것이다. 그러지 않으면 사회 질서의 기반이 무너진다는 것이다. 파운드가 

이 구절들을 인용하는 목적도 집작할 수 있을 것이다. 대중 교화의 

중요성은 이미 고대 중국의 성현들이 밝힌 바 있음을 보이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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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하여 자신의 주장의 보편적 진실성을 입증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독해가 곤란한 인용이다. 그리고, 내용보다 권위를 

전달하는 인용이다. 뜻을 알 수 없는 한자들이—특히나 1950년대의 영어

권 독자들에게 한자는 암호나 마찬가지였을 것이다—큰 활자로 나열되

고, 거기에 위 첨자나 “XV : II”이나 “M. 2835”같은 부호들이 더해져, 독

자는 도대체 그런 한자와 부호들이 무엇을 뜻하는지 파악하기 어렵다. 

파운드가 시의 말미의 “주”(Note)에서야 출전을 밝히고 부호의 의미를 설

명하기 때문에, 독자는 17쪽에 달하는 긴 시인 「시편 85」를 읽는 동안 

독자들은 그가 어느 문헌을 인용하는지도 알 길이 없다.95 문면상 시는 

대중을 교화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그 교화를 어렵게 만드는 방식으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인용문에서 출전이나 부호의 뜻을 안다 해도 독자의 이해에 

별반 도움이 되지 않는다. 파운드는 매우 중요한 정보를 전달한다는 듯

이 큰 활자로 한자를 나열하고 상세한 출처와 사전 항목까지 표시하지

만, 이 한자들과 부호들과 발음기호들은 시에서 의미의 축적에 기여하는 

바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이 한자들과 부호들은 인용문의 구절들이 어

떤 권위있는 고전에서 왔음을 암시할 뿐이다. 그러니 그런 고전을 옮겨

                                                   

95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  

각주: 공자는 자신이 아무것도 더하지 않았다고 했다. 「시편 85」는 

통치의 기본 원칙들이 『서경』에 있다는 공자의 견해를 다소 상세하

게 확인하고 있다. 숫자로 된 참조 부호는 쿠브뢰르의 『서경』에 대

한 것이다. 한자의 의미는 대개 영어 본문에 나와있다. 발음 표기는 쿠

브뢰르와 매튜스를 따랐다. (85/579)   

NOTE: Kung sadi he had added nothing. Canto 85 is a somewhat detailed 

confirmation of Kung’s view that the basic principles of government are found in 

the Shu, the History Classic. The numerical references are to Couvreur’s Chou 

King. Meaning of the ideogram is usually given in the English text; 

transliterations as in Couvreur and Math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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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파운드의 말도 믿고 따를 만한 권위가 있다는 뜻이다. 그러니, 인용

문이 전달하는 것은 메시지라기 보다 그 메시지의 출전의 권위, 그리고 

그것을 옮겨오는 파운드의 권위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글쓰기는 파운드가 일찌기 주장하던 “소통을 위한 

투쟁”과는 거리가 멀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파운드는 애초에 정확한 

언어의 사용으로 대중을 각성시키려는 목적으로 『시편』의 집필을 

시작했다. 그런데, 그는 이제 이제 독자들을 설득하기 보다는 권위에 

의존하여 자신의 주장을 믿고 따르라고 요구하게 된 것이다. 그는 

여전히 ‘대중의 교화’를 말하지만 작품은 그에 대해 비관적인 비전을 

보인다. 그리고, 그는 여전히 ‘소통’을 말하지만, 작품은 소통의 노력보다 

권위에 의존하는 텍스트가 되고 만다. 이렇게 『착암기편』과 

『왕좌편』은 파운드의 ‘엘리트주의’에 내재되어 있던 문제를 드러내며 

파운드의 대중 교화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게 되었음을 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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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본 논문은 에즈러 파운드의 『시편』의 질서의 관념과 유교에 관한 

연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동시대의 다른 두 미국 시인들의 

말을 소개하며 맺으려 한다. 그들의 말을 빌어 『시편』에서 파운드가 

만든 ‘허구’의 성격과 의미를 설명하려는 것이다.  

첫째는 월러스 스티븐스(Wallace Stevens)이다. 이 논문의 제목인 “질

서의 관념”은 그의 「키 웨스트에서의 질서의 관념」(“The Idea of Order at 

Key West”)이라는 시 제목을 차용한 것인데, 이 시에서 스티븐스는 자연

에 질서를 부여하고 싶어하는 인간의 창조적 열망을 노래한다. 키 웨스

트의 해변에서 한 여인이 파도 소리에 맞춰 노래하는 행위는 인간의 고

질적인 “질서에 대한 갈망”(rage for order)을 대표한다(Collected Poetry & 

Prose 106). 시인은 여인의 노래가 아무리 파도와 어울린다 해도 “우리가 

듣는 것은 그녀이지 바다가 아님”(But it was she and not the sea we heard)을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래는 듣는 이로 하여금 바다를 더 잘 이해하

게 되었다고 느끼게 만든다는 것이다. “노래가 끝나고, 우리가 뒤돌아 / 

마을로 향하면, . . . 전구 속의 빛들이, / 그곳에 정박한 어선의 빛들이, / 

어둠이 내려앉음에 따라, 허공 속에 기울면서, / 밤을 정복하고 바다의 

구획을 나눈다” (when the singing ended and we turned / Toward the town, . . . 

the glassy lights,  / The lights in the fishing boats at anchor there, / As the night 

descended, tilting in the air,  / Mastered the night and portioned out the sea, 

Collected Poetry & Prose 106). 스티븐스는 자연에 질서를 부여하고 의미를 

창조하는 ‘하구의 힘’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다.  

또 하나의 시인은 로버트 프로스트(Robert Frost)이다. 그는 「시를 

통한 교육」(“Education by Poetry”)이라는 글에서 “모든 비유에는 무너지

는 지점이 있다. 그것이 비유의 아름다움이다”(All metaphor breaks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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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mewhere. That is the beauty of it)라고 했다(Selected Prose 41). 비유는 서로 

다른 두 관념 사이에 유사성을 발견하여 새로운 의미를 창조하는 행위이

다. 그런 의미에서 비유는 스티븐스가 말하는 “질서에 대한 갈망”의 표

현이고, 자연에 질서를 부여하고 의미를 창조하는 인간적 ‘허구’의 하나

이다. 그런데, 프로스트는 “비유의 아름다움”을 그것이 “무너지는 지점”

에서 찾는다. 왜냐하면 그 ‘무너짐’이 인간을 하나의 허구에 갇히지 않게 

만들기 때문이다. 하나의 비유에 사로잡혀 있으면 인간은 다른 새로운 

사유로 나아가지 못한다. 그런데, 비유에는 “무너지는 지점”이 있기 때문

에 인간은 언젠가 반드시 그 지점에 이르러 한 비유의 한계를 알고 다른 

비유를 향해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다(Selected Prose 39-41).  

스티븐스와 프로스트는 신중한(‘prudent’) 시인들이다. 왜냐하면 그들

은 ‘허구의 힘’을 주장하면서도 ‘허구’와 ‘실제’의 차이에 유념하기 때문

이다. 그들은 인간이 허구를 통해, 그리고 오직 허구를 통해서만이, 자연

에 질서를 부여하고 의미를 창조할 수 있음을 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허구의 ‘허구성’을 확인하기를 잊지 않는다. 스티븐스는 “질서에 대한 갈

망”을 말하지만, 그렇게 만들어진 질서가 자연에 부합한다고 하지 않는

다. 다만 그 질서가 우리로 하여금 자연을 이해한다고 느끼게 만든다고 

말할 뿐이다. 프로스트 또한 의미를 창출하는 허구의 힘을 말하면서 그

것이 “무너지는 지점”을 잊지 않는다. 아니, 잊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그는 그 "무너지는 지점"에 허구의 “아름다움”이 있다고 한다. 허구의 

‘끝’에서 인간은 한 허구의 한계를 인지하고 보다 나은 새로운 허구를 

향해 출발한다는 된다는 것이다. 스티븐스와 프로스트는 ‘실제’와 ‘허구’

의 괴리라는 서양 철학의 전통적인 문제에 허구의 복수성이라는 관념으

로 답하며 ‘허구의 힘’을 주장하는 것이다.  

파운드는 스티븐스나 프로스트처럼 신중한 시인이 아니었다. 대신에 

나름의 방식으로 용기 있는 시인이었다. 그는, 적어도 『시편』에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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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로는, 단 한번도 자신이 만든 허구의 “무너지는 지점”에 대해 미리 걱

정하지 않았다. 신중한 스티븐스나 프로스트와 달리 파운드는 ‘허구의 

힘’뿐만이 아니라 자신이 만든 허구도 믿었고, 그리고 그는 자신의 허구

가 “무너지는 지점”에 이르러서도 떠나지 않고 끝까지 보수하고 보강하

며 지키기를 선택했다.    

본론에서 논한 바를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그는 서구 문명의 위

기 속에서 염세주의와 비관주의에 맞서 ‘지금 여기’에 질서를 실현할 수 

있다는 ‘허구’를 만들었다. 질서는 자연 속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

들이 자연의 질서를 알고 따르기만 하면 저절로 실현되어야 마땅하다고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대에 질서가 무너진 것은 소수의 무지하고 

이기적인 인간들이 그들만의 이익을 위해 자연의 질서를 거슬렀기 때문

이고,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 온갖 술책을 부려 왔다고 파운

드는 설명했다. 그러나, 그 술책들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꿰뚫어보는 명민

한 사람들이 있으니, 그들이 주도하여 대중을 교화하고 바른 길로 인도

하면 질서를 되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파운드의 허구는 당대의 질서 교란 행위를 질타하고 질서 수립의 

노력을 정당화하는 데에 효과가 있었다. 스티븐스의 시에서 여인의 노래

가 듣는 이로 하여금 “어선의 빛들”이 “밤을 정복하고 바다의 구획을 나

눈다”고 느끼게 하는 것처럼, 파운드의 허구는 질서 붕괴의 원인과 해결

책이 일목요연하게 설명된 듯 보이게 만든 것이다. 그러나, 프로스트의 

말이 맞다면, 파운드의 허구에도 “무너지는 지점”이 있기 마련이다. 호사

가들은 무솔리니와 연계되면서 파운드의 질서 회복의 꿈이 위기를 맞게 

되었다고 하지만, 그것은 현상적인 설명일 뿐이고,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파운드의 허구 안에서 찾아야 한다. 무솔리니가 아니었어도 그의 허구는 

“무너지는 지점”에 도달할 운명이니 말이다.  

첫째로, 질서는 바로잡기도 어렵지만 유지하기는 더욱 어렵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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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그러니, “지상 낙원”의 실현은 기약없이 유예되기 쉽다. 특히나, 파

운드의 기획은 음모론을 기반으로 하고 있었다. 그래서, 상대의 부정함을 

강조할수록 그 세력의 막강함이 강조되는 음모론의 역설을 피하기 어렵

다. 파운드가 ‘악의 세력’의 고질성을 질타할수록, 그들을 타도하는 일이 

요원해 보이게 되는 것이다. 둘째로, 파운드는 자연을 근거로 질서의 실

현 가능성을 주장했는데, 그런 논의는 반-문명적이고 반-역사적인 억견

(臆見)으로 발전하기 쉽다. 그는 개성 존중을 말했지만, 자연이라는 ‘전

체’의 이름으로 ‘부분’을 일반화하는 일종의 “전체주의적” 오류를 피하기 

어렵게 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그는 각성된 소수가 대중을 깨우쳐 공

공의 이익을 도모해야 한다고 했는데, 대중의 교화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그런 태도는 문화 엘리트의 권위에 대한 주장으로 변질되기 

쉽다.  

자신이 고안한 허구가 “무너지는 지점”에서 파운드는 그것을 버리

지 않고 계속 보수하고 보완하여 지키려 했다. 특히, 그 과정에서 그는 

유교를 중요한 사상적 준거로 사용하려 했는데, 『착암기편』과 『왕좌

편』에서 그는 질서의 유예를 그가 “과정”(process)이라고 번역한 ‘도’(道)

의 관념으로 설명하려 하고, 문명과 자연의 조화를 ‘자연의 순리’라는 관

념으로 확인하려 했다. 그리고, 자신의 주장이 대중적 호응을 얻지 못하

는 곤란을 유교적인 학문 장려의 가르침에 기대어 무마하려 했다. 그러

나, 파운드의 시도는 성공하지 못하고, 『시편』의 이 마지막 두 연작에

서 파운드는 자신의 정당성을 확인하려 하지만 작품은 그의 주장과 반대

되는 비전을 보이며 그가 지은 ‘허구’를 붕괴시킨다. 파운드는 허구의 

“무너지는 지점”에서 떠나지 않고 남아 붕괴를 지킨 것이다. 

그러나, 거기에 파운드의 가치가 있다. 신중한 프로스트는 “무너지

는 지점”에서 그 비유를 떠나야 함을 강조하며 “비유의 아름다움”을 말

했지만, 파운드는 그 지점에서 자신의 허구를 떠나지 않음으로써 독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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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그 허구의 끝을 각인시킨다. 그는 자신의 '허구'를 끝까지 고수함으

로써 그 허구가 "무너지는 지점"을 노출시킨 것이다. 지상의 삶을 완벽

하게 할 수 있다고 고집하면 실제로 완벽하지 않은 우리의 삶은 모두 실

패가 되고, 자연 속에 선험적인 질서가 있다고 고집하면 문명의 진보란 

불가능한 것이 되고, 깨우쳐야 한다고 고집하면 깨우치지 못한 사람의 

권리를 무시하는 역설적인 주장으로 변질 된다는 점을 말이다. 그래서 

『시편』은 다른 어느 작품보다도 더욱 강하게 새로운 '허구'의 발명을 

촉구한다. 완벽한 성취는 불가능하지만 여전히 추구해야 한다는 데리다

(Jacques Derrida) 식의 사유로 말이다. 그런 의미에서 『시편』은 거대 서

사의 가능성을 믿었던 모더니즘에서 그것에 회의적인 포스트모더니즘으

로의 이행을 예증한다 하겠다. 실패가 성공 못지 않게 교훈적일 때가 있

다면, 파운드의 『시편』이 바로 그런 사례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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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어표 

Abbreviation for Books by Ezra Pound 

 

SL   Selected Letters of Ezra Pound, 1907-1941 

SP Selected Prose, 1905-1965, ed. W. Cookson  

LE Literary Essays, ed. T. S. Eliot 

GB Gaudier-Brzeska 

GK Guide to Kulchur 

ABCR ABC of Reading 

SR The Spirit of Romance  

P&T Ezra Pound: Poems and Translations. Ed. Richard Siebur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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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nfucianism and the Construction of the Idea of Order  

in Ezra Pound’s Cantos: 

A Reading of Rock-Drill and Thrones 

 

Mi-Jung Jang 

Department of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dissertation aims to fill in a critical lacuna in the previous studies on Ezra 

Pound’s use of Confucianism in The Cantos. Recent studies on the subject tend to 

emphasize a vein of ‘spiritual quest’ based on Confucianism in Rock-Drill and 

Thrones, the last two sections of the long poem. In this way, they seem to deviate 

from the general critical evaluation on the two sections claiming that Pound returns 

to the political and economic polemics of the middle Cantos. This dissertation 

attempts to reconcile the difference by way of illuminating Pound’s intention and 

the textual consequences in Rock-Drill and Thrones. In those post-War sections, 

Pound intends to revive his pre-War project of establishing order in the West and 

justifying it on Confucian basis. Yet, his intention fails, and in consequence, Rock-

Drill and Thrones textually exposes the inherent problems in Pound’s project. The 

studies on Pound’s use of Confucianism argue for a ‘spiritual quest’ because they 

focus primarily on clarifying Pound’s intention in Rock-Drill and Thrones. 

However, they fail to pay due attention to the textual consequences and overlook 

the fact that the spiritual and Confucian elements do not successfully legitimize 

Pound’s project. This dissertation characterizes Pound’s idea of order in The 

Cantos in three terms, belief in paradis terrestre, “totalitarianism,” and elitism,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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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usses how, in spite of Pound’s effort to reinforce them on Confucian 

foundations, the problems each risks are demonstrated in Rock-Drill and Thrones.  

 

Keywords: Confucianism, order, paradis terrestre, “totalitarianism,” elitism 

Student Number: 2004-30020 

 

 

 

 

 

 

 

 

 

 

 

 

 

 


	제 1 장 서론    
	제 2 장 현세주의  
	제 3 장 전체주의  
	제 4 장 엘리트주의 
	제 5 장 결론 
	약어표  
	참고문헌  
	Abstract  


<startpage>8
제 1 장 서론     1
제 2 장 현세주의   28
제 3 장 전체주의   82
제 4 장 엘리트주의  128
제 5 장 결론  174
약어표   179
참고문헌   180
Abstract   188
</bod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