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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 序 은三·

口

이 船究는 금세기 중반부터 오늘에 이 르기 까지 英國의 詩협에서 활약한 代表的인 詩1\ 7

명을 필자가 그들의 作品을 통하여 비교 고찰하여， 그들의 性格 내지 特性과 成就를 규명

해 보려는 것이다.

그러나 이 昭究의 범위 안에 들어 있는 詩A들 중에는 Thorn Gunn과 같이 英國에서 활

동하다가 美國으로 아주 移住해 버린 경우도 있으며， 현재의 나이로 보아 이마 作故하였거

나 作品生活을 계속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Charles Causeley와 같은 경우도 있다. 그러

으로 본 짧究題目에 나타나 있는 「英國J， r現投」 등의 字句를 좁게 해 석하지 말아주기 바

란다. 대체적으로 보아 이번 %究의 대상ξζ로 삼은 7명의 詩A들은 20세기 중엽에서 근년

에 이르기까지 주목할만한 作品活動을 하여왔다고 여 겨진다.

앞서 이 미 언급한 두 詩A 이 외 의 다섯 詩人은 Seamus Heaney, Ted Hughes, Norman

MacCaig, Adrian Mitchell, Edwin Morgan이 다.

n. 本 論

먼저 Charles CauseleY(1917'"'-' )를 살펴기로 한다. Charles Causeley는 英國의 北 Cornwall

지 방의 Launceston에 서 태 어 나서 그곳 국립 소학교옐 다녔다. Causeley는 이 소학교 말고

도 두 학교를 더 다녔지만， 이 국립 소학교 시절이 가장 행복했다고 후에 실토하고 있다.

그의 말을 직접 인용한다.

I went to three schools, but this (the local National School) ￦as the one where I was the

happiest: possibly because most of the time I was there in a state of innocence... I mean that

in those days the world still seemed to me just made, Eden-fresh. Nothing had happened tQ

change my scale of values. (Summerfield. 1976: 18)

(1) 이 論文윤 敎育部에서 支給한 學術맑究 助成費에 의하여 이 루어 졌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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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les Causeley가 위에 고백하고 있는 “state of innocence"~ “ the world..껴st made ,

Eden-fresh"라는 포현은 우리를 즉각적으로 Henry Vaughan의 詩 “T he Retreat"와 William

Wordsworth의 유명한 詩 “ Int imations of Immortality"o’1게 로 접근시 킨다. 그러 나 Causeley

가 그의 詩를 통하여 직접 묘사하고 있는 어린시절의 innocence는 그 당시의 사실만을， 다

음 詩에서 처럼， 담백하고 순수하게 묘사한 가운데 들어나 있다.

‘What are those letters, Jessie,
Cut so sharp and trim

All round this holy stone

With earth up to the brim?’
Jessie traced the letters

Black as coffin-lead.

‘He is not dead but sleepiηg， ’

Slowly she said.

I looked at Jessie,

Jessie looked at me,
And our eyes in worder

Grew ￦ide as the sea.

Past the green and bending stones

We fled hand in hand ,

Silent through the tongues of grass

To the riγer strand.

이 詩는 “By St Thomas Water" i!.]- 題한 8聯詩 중 5"-'6聯인데 ， 어린시절 교회마당의 공

동묘지에서 있었던 천진난만한 일을 회상하고 있다.

“Reservoir Street"라는 詩도 어린시절의 순진한 경험을 회상하고 있다. 이 詩에서 詩λ‘

은 어렬적 혼자 기차를 다고 숙모댁에 갔을 때 목격한 일을 묘사하고 있다. 저수지에 사람

이 빠져 익사하는 광경， 그리고 그 익사체를 사람들이 건져올리는 광경， 그리고 그 익사체

가 上水源을 오염시켰다는 말을 들은 일 등이 그의 말을 곧장 집으로 몰려놓았던 어릴적

순진한 경험을 이 詩는 실사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 詩도 8聯으로 되어 있으나 5"-'6聯만

을 인용한다.

Down in the reserγoir I saw a man drowning.

His flooding head came over the side.

They poked him out of a parcel of water.

He’s poisoned the drink! my cousins said.

I packed my bag and I said to Antie ,

I think I’11 go home on the one 0’d ock tr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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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 they all said, he wants his mammy.

They neγer let me forget it again.

두 詩에서 보는 바와 마찬가지로， Charles Causeley는 성인이 되면서 잃어버린 어

순진함(innocence) , 다시 말해서 천진난만하던 어린시절의 행복감을 꾸빔이 없이

순수하고 담백하고 단명하게 여기에 재현시키고 있다. 이는， 엄격히 말하면， 이 詩人은 어

련시절의 순진함을 성인이 되면서 상실한 것이 아니라， 오허려 더 생생하게 간직하고 있다

는 증거라 하겠다.

위의

런시질의

詩에서 어린시절 그가 자라난 愛

蘭의 빈한한 농촌생활에서 목격한 참휴하고 무서운 경험을 되살리고 있다. 다음은 이 詩의

처음 5聯이 다.

“T he Early Purges"라는는
、
、l/Seamus Heaney(l939~

I was six when I first saw kittens dro￦n.

Dan Taggart pitched them , ‘the scraggy wee shits' ,
Into a bucket; a frail metal sound,

Soft paws scraping like mad. But their tiny din

Was soon soused. They were slung on the snout

Of the pump and the ￦ater pumped in.

‘Sure isn't it better for them now?’ Dan said.

Like wet gloγes they bobbed and shone till he sluiced

Them out on the dunhill, glossy and dead.

Suddenly frightened, for days I sadly hung

Round the yard , watching the three sogged remains

Turn mealy and crisp as old summer dung

Until I forget them. But the fear came back

When Dan trapped big rats , snared rabbits , shot crows

Or, with a sickening tug , pulled old hen ’ s necks.

두詩와 십

2聯에 서 그가

요히려 농촌에서는 해로운 동물은

있다. 후에 Heaney는 이 부분에

이 詩를 여 기 까지 살피 면 , 우리는 이 詩가 앞서 고찰한 Charles Causeley의

유사함을 감지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Seamus Heaney는 이 詩의 마지막

어린시절에 경험했던 두려움은 성언이 되면서 사라지고，

무참히 없애버려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음을 말하고

히

(Haffenden. 1981: 65-66)

Still, Iiγing displaces false sentiments

And now, when shrill pups are prodded to drown

I just shrug, ‘Bloody pups’ . It makes sense:

불만족해 하고 있다.대하여

‘Prevention of cruelty' talk cuts iG~ i:n tQ￦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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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re they consider death unnatural,
But on well-run farms pests have to be kept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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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에서 들어 난 바와 마찬가지 로 Charles Causeley와 Seamus Heaney는 詩의 내 용에 어 란

시절의 순진했던 경험을 생생하게 담고 있다. 이런 어련시절의 순진한 경험은 우리들 누구

에게나 있는 것이지만， 그 경험을 살려내어 그야말로 순진하게， 그리고 순수하게 詩로서

재생시켜 성공을 걷우려면， 詩A은 마음 속에 어란시절의 순결을 상당부분 간직하고 있어

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Charles Causely에 게로 돌아가서 그의 詩의 다른 하나의 特性을 살피기로 한다. Causeley

가 처음 詩를 쓴 때가 소학교에 다니던 13세 때라고 하지만， 그 때 일은 접어 두고， 그가

20대 의 청년이 되어 詩를 다시 쓰기 시작한 경위를 살피자. 그는 세계 제 2 차 대전 줌인

1940년에 해군에 징집되어 그해 8월에 구축함 Eclipse호를 타게 되었다. 그리하여 그는 바

다에 대하여 평소에 품고 있었던 위압감을 증폭시겼다. 그의 말을 직접 들어보자.

The sea made a profound impression on me. r sensed it instantly as a sulky, dangerous ,

beautiful, unpredictable element. Just as it was pretending to be at its friendliest, it could drag

you under and kill you....

....r was actually home- as well as sea- sick. The sea had lost none of its terrors for me....

The Naγy certainly gaγe me my first subjets: separation , loss, death in alien places, extraor

dinary characters, a perpetual sense of unease about how things might end. (Summerfield. 1976:

19-23)

군대 생 활을 통하여 그는 “separat ion, loss, death" 등에 대하여 깊이 생 각하게 되 었고， 그

결과는 모두 인간의 죽음을 주제로 하고 있는 일련의 詩들- 이 를테 면， “Death of a Poet,"

“At the Grave of John Clare," “Helpston," “At the British War Cemetery, Bayeux" 등의

詩에 구체적ξ로 묘사되었다.

“Death of a Poet"의 첫 聯은 죽음이 이 詩의 주인공에게 어떻게 닥아왔는지를 생생하게，

그리고， 섬셋하게 묘사하고 있다.

Suddenly his mouth filled with sand.

His tractor of blood stopped thumping.

He held fiγe icicles in each hand.

His heart packed up jumping.

이 聯의 각 行이 하나의 간단한 문장으로 되 어 있음에 유의 하기 바란다. 훨씬 앞서 인용

한 Causeley의 詩 “Reservoir Street"에 서 도 하나의 聯이 4개 의 간단한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즉，

Down in the reserVQir I saw a man drow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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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 flooding head came over the side.

They poked him out of a parcel of water.

He’s poisoned the drink! my cousins cried.

3S

이 처럼 Causeley는 어떤 사건을 묘사할 때， 구체적언 세부사항을 발생순서에 따라 하나

하나썩 간략하게， 하나의 쌀막한 문장으로 나열하는 방식을 즐겨 쓴다. 이것은 그가 詩에

대하여 갖고 있는 평소의 생각과 일치한다.

In any case, eγery poem-whatever the form-is an ‘entertainmen t’ in the best sense of the

word, and tells a story. I think it’s important to remember that a simple statement (and it’s

a lot easier to make a complicated one) isn't necessarily shalla￦ or superficial. (Summerfield.

1976: 23)

Causeley에 대하여 덧붙이고 싶은 것은， 그가 쓴 詩 가운데서 “ Immunity," “Song of a

Dying Gunner A.A.l , " “Death of an Aircraft"와 같은 詩들은 모두 죽음을 주제료 삼고

있으，나， 이 詩을은 과거 세계 제 l 차 대전 당시 英國의 젊은 知性들- Robert Graves,

Wilfred Owen, Edmund Blunder, Edward Thomas 등이 실전경험을 생생하게 묘사했던 戰

爭詩와 마찬가지로， Causeley가 戰爭경험을 통하여 관찰한 斷面들을 생생하게 표현한 것릎

이다.

한편， 위에서 잠시 언급한 바 있는 Seamus Heaney (l939"-' )는 愛蘭의 County Derry의

農家에서 태어나서 어린시절을 농사짓는 아버지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보냈다. 12세 때에

그는 장학생으로 선말되어 Derry의 St. Columb’s College(기 숙학교)에 다니게 되었다. 이것

이 바로 그가 가난한 농촌의 육체노동에서 벗어나서 장차 대학교육을 바치고 중등학교와

대학의 교단에 서게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이때부터 그가 Belfast에 있는 Queen ’s

University를 1961년에 졸업할 때까지， 10년 간 그는 전통적인 교육을 통하여 英文學의 탁

월한 詩A들- Chaucer, Shakespeare, Wordsworth, Hopkins 등에 심취되었고 美國詩A들

중에서는 특히 Robert Frost를 애 독하였다.

Seamus Heaney는 1962년 교펀생활을 시작하면서 英國의 現짝詩人틀과 愛蘭의 젊은 詩人

틀의 詩를 탐독하기 시작하였다. 그는 대학생시절에 詩를 썼다고 하나， 그 詩들은 남의 詩

플 모망한 習作에 불과하고， 그는 정작 詩를 써서 발표하기 시작한 것은 그가 교편생활을

시 작한 후인 1960년대 중반이 다. 그의 첫번째 제 대로 된 詩集 Death of a Naturalist가 Faber

and Faber 출판사에서 나온 것이 1966년인데 ， 이 詩集은 당시 대단한 好評을 얻었다.

1967년 Phoenix誌에 발표한 詩들은 일상적 인 이 미 지의 객관적 인 관찰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특히 그가 어릴때 자라나고 교육를 받은 고향 County Derry의 농촌생활을 그의 많은

詩외 바탕으로 삼고 있다. Heaney는 현재 Yeats 이 후 가장 중요한 愛蘭의 詩人이라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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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앙되고 있다.

먼저 “Digging" 이 라 題한 그의 詩를 살피자. 이 詩는 삽으로 감자를 캐내는 아버지， 그

라고 예전에 잡으로 로탄을 캐내던 할아배지， 그리고 삽 대신 몽탁한 펜을 손에 들고 있는

자기자신을 대조적으로 묘사하고 았다. 조상대대로 이어오던 농사일에서 벗어나 그는 삽

대신 펜을 들고 책상머리에서 공부를 하는 처지가 되었다.

Between my finger and thumb

The squat pen rests; snug as a gun.

Under my window , a clean rasping sound

When the spade sinks into graγellγ ground:

My father, digging. I look down

Till his straining rump among the flo‘werbeds

Bends low,comes up t￦enty years away

Stooping in rhythm through potato drills

Where he ￦as digging.

My grandfather cut more turf in a day

Than any other man on Toner’s bog.

Once I carried him milk in a bottle

Corked sloppily with paper. He straightened up

To drink it , then fell to right away

Nicking and slicing neatly, heaving sods

Over his shoulder, going down and down

For the good turf. Di gging.

The cold smell of potato mould, the squelch and slap

Of soggy peat, the curt cuts of an edge

Through living roots a￦aken in my head.

But I’ve no spade to follow men like them.

Between my finger and my thumb

The squat pen rests

I’ 11 dig with it.

이 詩에는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하시먼 힘겨운 농사일에 대한 자식으로서의 쫓望01 라할

까 의무킴- 같은 것이 나타나 었다‘ 그려나 자기에게는 삽 대신 펜이 주어졌으니， 그 펜으

로 열심히 학문의 걸을 닦아 나아가，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勞苦에 보탑하고， 부끄럽지 않

은 자식이 되겠다는 결단이 잘 표현되어 있다.

그러 나 Seamus Heaney에 대한 昭究書를 낸 Blake Morrison은 이 詩와 Heaney의 또 하

나의 詩 “Follower"에 대하여 일부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 Morrison은 다음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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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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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 is indeed something clumpingly deliberate about the way Heaney claims kinship ￦ith

his father by turning his writing implement into a γiolent weapon: ‘Between my finger and

my thumb I The squat pen rests; snug as a gun'. It is too macho, melodramatically so, and not

eγen the insertion of the adjectives ‘squat’ and ‘snug’ can allay the feeling that the analogy is

in any case not right-inaccurate visually and misleading in its implication that what follows

in Death of a Naturalist is the work of a poetic hard man. (Morrison. 1982: 26)

Morrison이 위에서 주장하고 있는 바는， 詩人이 억지로 펜을 총의 이미지로 바꾸어 자기

와 자기 父親과의 천근관계블 주장하였￡나 결국은 실패했다는 것이다. 펜에다 squat라는

형용사， 그리고 총에다 snug라는 형용사를 붙여봤자 어떻게 펜이 총이 될 수 있느냐는 것

이다. 그러나 筆者가 보기에는， 詩人의 손에 잡혀있는 펜은 詩A의 마음에는， 마치 험한

산속을 헤매는 사람에게 주어진 사냥총 처럼 믿엽고 안심스럽다는 돗이 아닐까 생각한다.

어럴때부터 공부하기블 좋아한 Heaney에 게 있어서 펜은 그의 천구이자 길좌이요 파수꾼이

라 활 수 있다. 하물며 “T h e pen is mightier than the sword."라는 格言도 있지 않은가?

더군다나， 이 詩에서 詩A은 자기와 父親과의 親近뾰을 주강하였다고 하나， 筆者가 보기에

는， 詩人은 先親들과 다른 길을 가게된 자기의 처지에 대한 감회를 서술하고 있는 것이다.

“Follower"라는 詩는， 말(馬)에 쟁기를 메워 밭을 가시먼 아버지， 그 아버지를 따라 뛰

어 다니며， 너머지며 귀찮게 굴던 자기자신， 그리고 이제는 늙고 다리에 힘이 빠져， 자기

뒤에 처져 비트적 거리며， 잘 걷지를 뭇하여， 별리 가지를 옷하시는 아벼지에 대한 자식으

로서의 서글픈 마음을 서술하고 있다.

My father worked with a horse-plough,
His shoulders globed like a full sail strung

Between the shafts and the furro￦.

The horses strained at his clicking tongue.

An expert. He would set the wing

And fit the bright steel-pointed sock.
The sad rolled over without breaking.

At the headrig, ￦ith a single pluck

Of reins, the sweating team turned round

And back into the land. His eye

Narrowed and angled at the ground,

Mapping the furrow exactly.

I stumbled in his hob-nailed wake ,
Fell sometimes on the polished sad;

Sometimes he rode me on his 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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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pping and rising to his plod.

I ￦anted to grow up and plough,

To close one eye, stiffen my arm.

All I eγer did was follow

In his broad shado￦ round the farm.

I was a nuisance, tripping, falling,

Yapping always. But today

It is my father who keeps stumbling

Behind me, and will not go a￦ay.

師大論嚴 (43)

그런데 , 이 詩에 대 해서 도 Morrison은， 父子之間의 親近性 보다는 距離感이 더 두드려 졌

으므로 詩人이 묘사하려던 父子之間의 親近한 共同의 터전은 결국 「갈라진 터전」이 되고

말았다고 主張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도 Morrison은 이 詩를 지나치게 해석한 나머지 詩

전체의 뜻을 왜곡하고 있다. 다음은 Morrison이 이 詩 “Follower"에 대해 언급한 것이다.

Here the father is seen at work , ploughing, silent and remote (the only sound he makes is

his ‘clicking tongue’ ) , ￦hile the ‘yapping’ son desperately follows him abou t. The adult’s skill

at ‘mapping the furrow exactly' is contrasted with the clumsiness of the child, only for this

order of things to be reversed at the end .... The poem brings γisually aliγe the figure of speech

about a son ‘following his father’s footsteps' , and its reγersal at the end carries a possible

double meaning: we can take it , literally, that the father is now old and clinging; or,

metaphorically, that the son, as a writer, is shackled with his father as poetic subject-matter.

Whichever the reading, though, we are again struck more by distance than by intimacy: not

only do father and son have different skills, but they are at the height of their powers at

different times. The common ground is divided ground. (Morrison. 1982: 25-26)

첫째로 Morrison은 밭갈이 하는 아버지가 아들에게서 멀리 떠려져서 (remote) , 아들이 한

사코 (deperately) 접근하려고 해도， 父子之間에는 거리가 있었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 해

석은 정확하지 못하다. 왜냐하면， 아들이 아버지에게서 멀리 떠러져 있었더라면， 아벼지가

한쪽 눈을 강고， 한쪽 눈￡로 밭이랑을 정확하게 측정하시던 모습을 볼 수 없었을 것이다.

아버지가 맡갈이를 하는 동안 아들은 바로 뒤를 따르며 아벼지에게 귀찮은 방해자가 되었

던 경험을 이 詩는 되살리고 있다고 보아야 옳다. 이처렴 좋졸 따라다니며 귀찮게 구는 자

기를 아버지는 때로는 등에 엽고 밭갈이를 하셨던 것이다.

I stumbled in his hob-nailed wake,
Fell sometimes on the polished sod;

Sometimes he rode me on his back

Dipping and rising to his plod.

그려니， 이는 어디까지나 父親외 뒤를 바싹 따르던 어란시철의 자기의 회장이며， 그런 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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子 사이에 어떤 距離感이는 있을 수 없다. 그런데， 그러던 父親이 이제는 年老하여 걸음을

결을 때 비틀거리며 자기 뒤로 처지는 모습을 이 詩는 옛날의 父親의 모습과 대조하여 묘

사하고 있다. 이 詩에서 들어난 距離가 있다면， 그것은 옛날 밭갈이블 하살 때의 父親과

지금은 年老하여 몹시 허약해진 父親 사이에 흘러간 歲月이 만들어 놓은 거리일 뿐이다.

그런데 Blake Morrison은 처음부터 “Digging"이 나 “Follower"같은 Heaney의 초기 詩들이

父子之間의 親近性을 주장하려 했다고 前提하고 이 詩들에 대 한 해 석 을 시 도하고는， 이 詩

들이 親近性을 드러내기는 커녕， 오히려 距離感을 드러냈다고 속단하고 있는데， 筆者가 보

기 에는 그 前提가 잘못되지 않았나 생 각한다 Seamus Heaney는 先親들이 대 대 로 해 오던

힘든 農事에서 벗어나 정규교육을 받고 교직에 들어갔기 때문에 늘 先親에게나 고향사람들

에게 마음에 가책 같은 것을 느껴오던 중， 이 詩들을 통하여 자기 가 先親이 나 고향사람들에

대한 親近感을 아직도 품고 있음을 묘사하려고 했다는 것이 Morrison의 견해이다.

How, having been out of them, to keep faith ￦ith one’s family and tribe? How to ￦rite a

poetry that will honour that sense of ‘not giving a damn' without wholly acceding to it? These

questions, ￦hich haγe nagged at Heaney throughout his career, lie behind three early poems

about his father, ‘Digging’, ‘Folio‘wer’, and ‘Boy Driγing His Father to Confession' , all of

which are anxious to assert an intimacy between father and son. (Morrison. 1982: 25)

그러 나 Seamus Heaney에 대 한 Blake Morrison의 생 각은 어 디 까지 나 그의 생 각에 지 나지

않으며， 그것을 前提로 하여 이 초기 詩들에서 父子之間의 親近性 (an intimacy between

father and son)을 그 나름대로 탐색하다가 실패한 탓을 詩人에게 몰려는 것은 論理上 심한

우리를 범하였다고 본다. 筆者의 견해로는， Morrison이 이 詩들을 통하여 지적한 父子間의

距離感이 사실이라고 가정하드라도， 詩λ‘은 결국 그 距離感을 슬퍼하는 입장이묘로， 父子

之間에 생 긴 距離를 슬퍼하는 詩人의 마옴에서 우리는 詩人이 父親에 대 한 親近한 心情을

읽을 수 있다. 詩λ、은 어렬때 자기도 커서 先親 처램 밭을 갈려고 했으나， 그러지를 못하

고 결국 밭갈이 하시먼 父親의 뒤를 따라 다니며 방해만 놓았다고 술회하고 있다.

I wanted to gro￦ up and plough

To close one eye, stiffen my arm.

All I ever did was follow

In his broad shadow round the farm.

農材을 배경으로 한 Heaney의 詩 중에 “T he Diviner"와 “Rite of Spring" 이 있다. 전자

는 개암나무 가지로 지하의 水服융 찾는 사람을 묘사한 것이고， 후자는 겨울 추위에 꽁꽁

얼어붙은 펌프를 새 봄에 새끼줄을 감아 볼을 질러 녹여 물이 나오게 하는 장면을 그런

것이다. 툴다 시골에서나 가감 볼 수 있는 일언데， Heaney는 살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

여 생생하게 그 일을 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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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i viner

Cut from the green hedge a forked hazel stick

That he held tight by the arms of the V:
Circling the terrain, hunting the pluck

Of water, nerγous. but professionally

Unfussed. The pluck came sharp as a sting.

The rod jerked do￦n ￦ith precise convulsions.
Spring ￦ater suddenly broadcasting

Through a green aerial its secret stations.

The bystanders would ask to haγe a try.

He handed them the rod without a vγord.

It lay dead in their grasp till nonchalantly

He gripped expectant wrists. The hazel stirred.

Rite of Spring

So ￦inter closed its fist
And got it stuck in the pump.

The plunger froze up a lump

In its throat, ice founding itself

Upon iron. The handle
Paralysed at an angle.

Then the twisting of wheat stra￦

Into ropes, lapping them tight

Round stem and snout , then a light

That sent the pump up in flame.

It cooled, we lifted her latch.

Her entrance was ￦et， and she came.

師 大 論 龍 (43)

“Rite of Spring"의 마지 막 聯에서 캅자71 her latch, Her entrance, she came이 라 하여

여성 대명사를 사용하였다. 그런데， 문법적으로 따진다연， 여기의 her는 the pump’s를 대

신한다고 볼 수 밖에 없고， 따라서 she는 the pump가 될 수 밖에 없다. 그려나 詩의 전체

의미상으로 보면， she는 pump에 서 나오는 물이다. 그런데， 이 詩에는 물 (water)이라는 말

이 천혀 없다. 그러니 , she는 water가 아니 라 the pump여 야만 하고， the pump came이 라는

말은 pump에서 물이 나왔다는 뜻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음직하다. 그러나 애 당초 the pump

플 어째서 her1.f she라는 여성 대명사로 받았느냐는 문제가 남는다. 그러데 우리는 그 해

탑을 이 詩의 題 目에 서 찾아낼 수 있다. 즉， her1.f she는 the pump만이 아니라 Spring(봄)

이다. 펌프에서 솟아나온 물은 다름아닌 봄이었먼 것이다. 그리고 이 詩 전체는 열어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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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프를 녹아는 일을 「봄을 불러오는 嚴式」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

Seamus Heaney의 詩 중에 “The Tollund Man"이 라 題한 特異한 詩가 있다. 이 詩는

Jutland 반도의 동부에 위치한 덴마크의 항구도시 Aarhus의 로단늪에서 우연히 발견된 2천

년 전 철기시대 사람의 시체에 대한 감회를 옳은 것이다. 19501건 5월 에 발굴된 이 철기시

대 사람의 시체는 초단에 묻혀 조금도 부패하지 않은채， 흡사 최근에 살해되어 매장된 시

체처럼 조용히 잠들어 있는듯한 모습이었다. 그러나 이 Tollund인은 목에 맛줄이 감겨있었

고‘ 위(뿜) 속에는 아직 완전히 소화되지 않은 여러 잡초의 싸가 응고된 죽이 들어있는 사

실로 미루어 보아， 어떤 잘못을 저지르고 붙잡혀 있다가 교수형에 처해진 것으로 추정되

었다.

그러나 그후 인류학자들의 연구는 이 Tollund언이 법죄를 저절러 사형에 처해진 것이 아

니라， 옛날 풍요제의 의식에서 봄의 여신 (spring goddess)에 게 희생물로 바쳐지기 위하여

살해되 었다는 것이 다. (Glob. 1969)

Seamus Heaney는 “T he Tollund Man"이 라는 詩에서 멘마크의 Tollund Man과 1969년

애란의 폭동에서 희생된 민간인들의 시체를 연상， 연결하고 나아가 사람을 살해하여 희생

물로 삼는 옛날의 행위와 현대의 행위를 같은 맥락에서 연결짓고 있다.

Some day I ￦ill go to Aarhus

To see his peat-brown head.

The mild pods of his eye-lids,
His pointed skin c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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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could risk blasphemy.

Consecrate the cauldron bog

Our holy ground and pray

Him to make germinate

The scattered, ambushed

Flesh of labourers,
Stockinged corpses

Laid out in the farmyards.

'DelH ale skin and teeth

Flecking the sleepers

Of four young brothers, trailed

For miles along the l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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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mus Heaney는 1991년 현재 Oxford와 Harvard 대학에서 詩學교수를 역엄하고 있다.

그의 詩는 英國과 美國에서 애송되고， 그의 명성은 현재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지난 여름

에 출간한 또하나의 詩集 Seeing Things는 그의 詩의 중요성을 한층 더 높혀 주리 라고 생

각된다.

다음으로 Thom Gunn (1929,,-, )을 살피기로 한다. Thom Gunn은 Thames강 河口의

Gravesend라는 곳에서 태 어 나서 , 얼마 후 Hampstead로 옮겨 와， 어 란시 철을 대 부분 그곳에

서 보냈다. 그리나 세계 제 2 차대 전 중 독일군의 대공습 때문에 시골로 소개를 가서 한 동

안 시골학교에 다닌 적이 있는데， 그곳에서 그는 W.H. Auden과 John Garrett가 편찬한 詩

集 Poet ’s Toχgμe을 공부하였다.

전쟁이 끝나， 런던a로 돌아온 후 Thom Gunn은 얼마동안 John Keats의 詩에 몰두하였

다. 그 뒤 에 는 Christopher Marlowe와 Thomas Beddoes에 심 취 되 었고， 17세 무렵에는 George

Meredith의 詩를 탐독하였다.

Thom Gunn은 런던대학교의 University College를 다녔고， 그 후， 징 집 되 어 군복무를 마

친 뒤， 1950년 Cambridge 대학교의 Trinity College에 진학하여 英文學을 전공하면서 詩를

써서 발표하기 시 작하였다.

1957년 Thom Gunn은 자기자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I don't deliberately belong to any school, but suppose I am part of the National Service

Generation and have a few of its characteristics , i. e. lack of concern with religion , lack of

class, a rather undirected impatience. (Summerfield. 1976: 58)

Thom Gunn은 이 태 리 와 미 국의 여 려 곳을 여 행 하였고， Texas주의 San Antonio에 서 , 그

라 고 California주의 Berkeley와 Stanford에 서 詩文學을 강의 하였다. 그는 현재 California에

살고있다.

먼저 Thom Gunn의 “On the Move"라는 詩를 살피기로 한다. 이 詩는 겉A로 보기에는

요터사이클을 타고 떼지어 다니는 미국의 젊은이들을 調歌한듯 해 보인다. 다음은 “On the

Move"의 두번째 聯이 다.

On motorcycles, up the road, they come:

Small, black, as f1ies hanging in heat , the Boys,

Until the distance thro ‘ws them forth , their hum

Bulges to thunder held by calf and thigh.

In goggles, donned impersonality ,
In gleaming jackets trophied ￦ith the dust,
They strap in doubt-by hiding it, robust

And altnost hear a meaning in their no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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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詩는 모터사이클을 타고 달리는 젊은이들의 행동에 견주어 많은 것을 말하고 있

다. 첫번째 聯에서， 인간은， 어떤 뚜렷한 목적을 추구하여 행동하는 새들과는 달리， 애매

모호하고 흔란한 가운데 불확실한 폭력 (uncertain violence) 으로 움직여 나아가는 존재이다.

그리하여， 그 다음 ’聯에서 묘사하고 있는， 모터사이클을 단 젊은이의 행통은 결국 우리

모든 인간들이 애매모호하고 혼란한 세상을 살아나가는 모습으로 묘사되었다. 다시 말한다

면， 이 詩의 副題인 ‘M따， you gotta Go. ’에 서 ‘Go’를 대 문자로 표기한 것을 보드라도， 인

간은 가만히 한자리에 安住해서는 안되며， 불확실한 가운데에서도， 모터사이클을 단 젊은

이들 처럼， 완강하게 앞으로， 앞으로 전진하는 데에서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지에 접근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것은 완전한 접근은 못되며， 부분적인 해결에 불과하다. Thorn

Gunn은， “It is a part solution, after all. " 이 라는 行오로 시 작한 네 번째 聯에서 , 무가치한

세상에서 뚜렷한 목적이나 본능도 없이 그저 앞으로 움직여 나아가는 인간의 처지를 묘사

하고 나서， 마지막 聯인 다섯번째 聯의 끝부분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At worst, one is in motion; and at best,
Reaching no absolute , in which to rest ,
One is always nearer by not keeping still.

P. R. King은 “On the Move"의 끌부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평하고 있다.

In a world where traditional γalues (the absolutes of religion, for instance) are no longer

viable options it seems the only answer is to commit oneself to action, the outcome of which

cannot be predicted. (King. 1979: 85)

여 기 서 다만， P. R. King은 Thorn Gunn의 “On the Move"라는 詩가 宗敎의 절대적 인 가

치를 포함한 모든 전통적인 가치를 상실한 現代A만의 처지를 묘사한 것￡로 파악하고 있

는데， 필자의 견해로는 이 詩는 現代A의 처지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의 근본적

인 속성을 다루고 있다고 해야 옳다고 본다. 따라서 A. J.P . Smith가 이 詩에 붙한 註譯 중

의 다음과 같은 견해도 수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The poet finds that modern man has lost his sense of identity; he is a Hamlet-figure, ￦ho

moves with an uncertain violence / Under the dust thrown by a baffled sense / Or the dull thunder

of approximate words'. This confused, equivocating figure is contrasted in the poem ￦ith the

birds (pursuing their instinctual life) and the Boys who ‘strap in doubt' (clad in their goggles

and jackets). (Smith. 1980: 20)

“T amer and Hawk"는 비교적 짧은 詩지 만， Thorn Gunn은 이 詩에서 戀A 사이의 미묘

한 愛情과 갈등을 재치있게 묘사해내고 있다. 매와 매를 길들이는 tamer 사이의 관계를 이

詩는 愛A에 대한 사랑￡로 冒텀的이 되어버린 사람이 愛A을 잃어버릴까 두려워한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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愛j、을 먹이로 취하는 롭目的인 매의 경지에 견주고 있다.

I throught I was so tough ,
But gentled at your hands

Cannot be quick enough

To fly for you and show

That when I go I go

At your commands.

Even in flight aboγe

I am no longer free:

You seeled me with your 10γe，

I am blind to other birds 

The habit of your words

Has hooded me.

As formerly, I wheel

I hover and I twist,

But only want the feel

In my possessive thought,

Of catcher and of caught

Upon your ￦rist.

You but half-ciγilize，

Taming me in this ￦ay.

Through haγing only eyes

For you I fear to lose,
I lose to keep, and choose

Tamer as prey.

ffi1j 大 論 盡 (43)

“Considering the Snail"은 더 짧은 詩이다. Thorn Gunn은 。1 詩에서 달팽이의 느리고

꾸준한 동작을 묘사하고 있다. 인간이 보기에 달팽이는 비천한 동물이지만， 달팽이가 꾸준

히 진행해 나가는 이면에는 어떤 숨겨진 목적이 있는 것이다. 목적을 향하여 나아가는 꾸

준한 의지- 이것이야말로， 詩人이 이 詩를 통하여 은유적으로 묘사하려는 것이지만， 詩

A도 그 의지가 무슨 목적을 겨냥하고 있는지를 확실히는 알지 못하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다.

The snail pushes through a green

night, for the grass is heavy

￦ith water and meets 0γer

the bright path he makes, where rain

has darkened the earth’s dark. He

moγes in a wood of des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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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le an tIers barely stirring

as he hunts. I cannot tell

what power is at work, drenched there

with purpose, knowing nothing.

What is a snail’s fury? All

I think is that if later

I parted the blades above

the tunnel and saw the thin

trail of broken white across

litter. I would never have

imagined the slo‘w passion

to that deliberate progress.

45

Thom Gunn과 Seamus Heaney는 비행기에서 내려다본 육지를 묘사한 詩를 한편씩 썼다.

Gunn의 詩는 “Flying Above California"이 고， Heaney의 詩는 “Honeymoon Flight"이 다.

Gunn은 그의 詩에서 비행기 여행 중 California 상공에서 육지를 내려다본 감회를 서술하

였고， Heaney는 애란에서 런던으로 신흔여행을 갈때에 비행기에서 내려다 본 경험을 술회

하고있다.

이 처럼 두 詩는 비슷한 경험을 옳고 있으나， “Flying Above California"는 “Honeymoon

Flight"에 비하여 묘사가 간결하며， 비행자체의 경험보다는 눈밑에 전개된 California의 그

림같은 풍경과 뚜렷한 해안션을 풍요한 미국국토의 일부분으로 노래하고 있다.

Spread beneath me it lies - lean upland

sinewed and tawny in the sun, and

valley cool with mustard , or sweet with

loquat. I repeat under my breath

names of places I ha'γe not been to:

Crescent City. San Bernardino

- Mediterranean and Northern names.

Such richness can make you drunk. Sometimes

on fogless days by the Pacific,
there is a cold hard light without break

that reγeals merely what is - no more

and no less. That limiting candour,

that accuracy of the beaches.

is part of the ultimate richness.

반면에 Heaney의 “Honeymoon Flight"은 비행의 경험을 쿠체적￡풍 묘사하고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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詩가 비행기혹 신흔여행을 가던 때의 경험만이 아니라， 결흔￡로 시작된 두 사람의 새로운

삶을 비유적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견해가 있으나， 이런 견해는 이 詩의 문맥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詩의 내용을 과장하거나， 詩에서 언급하지 않은 것을 지나치게 추롱하

는 것은 詩의 이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Honeymoon Flight" 전체를 인용

한다.

Below, the patch￦ork earth, dark hems of hedge,

The long grey tapes of road that bind and loose

Villages and fields in casual marriage:

We bank aboγe the small lough and farmhouse

And the sure green ￦orId goes topsy-turγy

As we climb out of our familiar landscape.

The engine noises change. You look at me.

The coastiine slips away beneath the wing-tip.

And launched right off the earth by force of fire

We hang, miraculous, above the water.

Dependent on the invisible air

To keep us airborne and to bring us further.

Ahead of us the sky’s a geyser no ‘W.

A calm voice talks of cloud yet ￦e feel lost.

Air-pockets jolt our fears and down we go.

Traγellers， at this point , can only trus t.

다음으로 Ted Hughes (I930'" )를 살펴기로 한다. Ted Hughes의 詩는 크게 나누어 두

가지의 경험， 또는 주제를 서술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하나는 세계 제 1 차 대전과 그 후의

혼란한 세상， 그리고 또 하나는 그가 자연과 동물세계에 대하여 품고 있는 각별한 생각

이다.

Ted Hughes가 자연과 동물에 대 하여 품고 있는 남다른 관심과 생 각은 그가 자라난 Yor

kshire$J 환경과 형에게서 들은 흥미진진한 동물 이야기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된

다. Ted Hughes는 詩를 창작하는 과정을 낚시블 할때에 정신을 집중하여 낚시끝에 고기가

닥아옴을 느끼는 과정에 비 유하여 설명하고 있다. (Hughes. 1967)

Ted Hughes가 성 장하면서 세상을 바라다 보았을 때 에 , 그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단순

한 동물들이 아니라， 동물들 속에서 발견되는 「생동력과 죽음의 싸움」이라고 할 철학적인

생각인데， 이에 대하여 Ted Hughes 자신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What do I write about?

Af ter thinking the poems 0γer， I haγe decided to say this: What excites my imagination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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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war between vitality and death, and my poems may be said to celebrate the exploits of. the

warriors of either side. Also, they are attempts , to prove the realness of the world, and of

myself in this world, by establishing the realness of my relation to it. (Summerfield, 1976: 126)

위에 언급된 대로， Ted Hughes의 詩는 이 세상에 대하여 자기 자신의 ‘realness’를 설정

함으로서， 이 세상과 자기자신의 ‘ realness’를 증거하기 위한 시도라고 했는데， 아마도 이러

한 시도를 가장 잘 정취시켜줄 수 있는 소재라고 보여지는 것이 동물계나 자연계 속에서

흔히 벌어 지 고 있는 ‘the war between vitality and death’이 다.

바꾸어 말해서 , Ted Hughes는 이 세상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인 「삶과 죽음」과는 표현이

좀 다른， r생 동력 과 죽음J (vitality and death)의 대립이라는 문제를 스스로 떠맡아 가지고，

이에 대하여 지금까지 제시환 해맙 이상의 해답을 주려고 한없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여 걱진 다. Ted Hughes에 게 있어 서 「생 동력 J (vitality)는 「폭력 J (violence) 와 맥 락을 같이

하고 「살생 J (murder) 까지 를 포함하는 개념이 되고 있다.

그려 면 이 논문에서 필자는 Ted Hughes가 詩로 묘사하려는 ‘ the war between vitality

and death’ 란 무엇인가를 그의 동물詩를 통하여 암시해 보고자 한다.

Ted Hughes의 동물詩들을 살펴보면， 그 詩들이 대 락 다음의 세가지 유형으로 구분됨을

알 수 있다. 세가지 유형이란 첫째로 동물자체의 특성을 주로 묘사하고 있는 詩들， 둘째로

동물의 요사블 통하여 자연이나 인간과의 관계나 의미를 표현하고 있는 詩플， 그리고 셋째

로 동물의 묘사를 통하여 결국은 그 이연에서， 동불과는 전혀 직정적인 관계가 없는 추상

적인 개념을 말하고 있는 詩들이다.

첫번째 유형으로 꼽을 수 있는 詩을 중에는 “View of a Pig," “Bullfrog," “Esther’ s

Tomcat," “T he Horse" 등이 있다. 이 詩들 중， “View of a Pig"에 서 도살된 돼지블 묘사

한 부분만을 인용한다.

It was too dead. Just so much

A poundage of lard and pork.

Its last dignity had entirely gone.

It ￦as not a figure of fun.

두번째 유형에 속하는 詩들 중에는 “Hawk Roosting, " “T he Bull Moses," “T he Hawk

in the Rain," “T he Jaguar," “An Otter," “T hrushes" 등이 있다. 이 詩들 중에서 대표로

“T he Bull Moses"를 살피기로 한다. “T he Bull Moses"는 외양간에 강혀 있다가 농부에게

이끌려 밖으로 나와 물웅덩이에서 물을 마시고 바람을 쏘인 후에 다시 외양간에 갇히는 황

소를 묘사하고 있다. 그러나 이 詩는 황소 한바리에 대한 단순한 묘사가 아니다.

황소는 비록 농쇠 코뚜례에 코가 똘려 인간에게 굴종을 당하는 처지가 되었지만 인간세

계를 초월하는 다른 세계에 속해 있다. 황소에게는 황소의 조장둡이 안간의 지배를 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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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앞으로 후손들이 인간의 지배를 벗어나

모세가

않고 자유로히 대륙을 쇼다니던 시절이 있었고，

차지하게될 약속된 땅을， 마치 구약성서의

보고 있는 것이다.

바라보듯， 초연하게 마음속으로 바라다

Each dusk the farmer led him

Down to the pond to drink and smell the air ,
And he took no pace but the farmer

Led him to take it , as if. he kne￦ nothing

Of the ages and continents of his fathers,

Shut, while he wombed, to a dark shed

And steps beween his door and the duckpond;

The weight of the sun and the moon and the world hammered

To a ring of brass through his nostrils.

He would raise

His streaming muzzle and look out over the meadows,
But the grasses whispered nothing awake , the fetch

Of the distance drew nothing to momentum

In the locked black of his powers. He came strolling gently back,
Paused neither toward the pig-pens on his right,

Nor toward the cow-byres on his left: something

Deliberate in his leisure, some beheld future

Foundirig in his quie t.

Keith Sagar는 그의 著書 The Art of Ted Hiμghes에 서 이 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

하고 있다.

The animal liγes in a world without time or death. The consciousness of Moses is a racial

consciousness. What redeems his servitude is that he ‘wombs,’ that is, he fills the wombs of

many cows ￦ith his progeny , passing on what Lawrence, also writing of a bull , called the

massive Providence of hot blood.’ He is but a link in the unknown continuity from his wild

ancestors to his ￦i ld descendants , ￦hen man has ceased to rule. He is progenitor, Patriarch,

and, like the other Moses, he beholds the Promised Land he will neγer himself enter, satisfied

that simply by ensuring the continuity of the race, he has played his par t. His descendants will

escape from captivity and inherit the earth. Providence will see to that- the powers which

inhabit the darkness of his dream. (Sagar. 1975: 40-41)

우리가 Keith Sagar의 견해를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ι":=:"rJ.. -::7
'-0 1..- 디 ~ 하드라도， 이 詩는 황소의

무관심해어째서

겉으로 보기에는 황소와 같은 동물을 지배하고 있

인간의 지배에 대하여 그처럼 초연하고

라는 의문을 먼지고 있는 것만은 틀럼없다고 하겠다.

대한 인간의 의문- 즉， 인간은

있으나， 황소는

세계에

는 것으로 되어

보이기까지 하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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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째 유형에 속하는 詩들로는 “T he Thought Fox," “Strawberry Hill," “A Dream of

Horses," “ Pike" 등을 을 수 있다.

“T he Thought Fox"는 Ted Hughes의 동물詩의 대 표적 인 詩이 다. 이 詩는 불흔 여 우 자

체를 묘사한 詩는 아니다. 이 詩는， 잘 알려진대로， 여우가 한밤중에 숲속에서 살금살금

접근해 오는 과정을 상상적으로 묘사하여， 이 과정을 통하여 실제로는 여우라는 동물이 아

니라， 창작의 영감이 詩λ、에게 살며시 다가와서 작품을 쓰게 되는 경위를 묘사하고 있다.

그래서 물론 이 詩의 제목도 “The Fox-Thought"가 아니라 “T he Thought-Fox"라고 분명

히 내 걸었다.

다음으로 이 세먼째 유형 에 속하는 詩로， 좀 난해 하지 만 대 단히 奇累하다 옷헤 奇怪한

詩 “Strawberr y Hill"을 살펴기 로 한다. 이 詩는 족제 loll 비슷한 동물인 담비 (stoat)에 대 한

묘사로 알관되어 있다. 그런데 이 詩에 들어나 있는 담비의 묘사는 대부분 초현실적이며

우화적이며 황당무계해 보이기까지 한다.

그런데 문제는 詩A이 이 런 담비의 묘사블 통하여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는 것인데，

이 詩만을 여러번 반복해 읽어보아도 그것은 분명히 들어나지 않을 것이다. “Strawberry

Hill"응 전체가 3聯으로 되어 있는데， 전체블 인용한다.

A stoat danced on the lawns here

To the music of the maskers;

Drinking the staring hare dry , bit

Through grammar and corset. They nailed to a door

The stoat with the sun in its belly,
But its red unmanageable life

Has liked the stylist out of their skulls ,
Has sucked that age like an egg and gone off

Along ditches ￦here flies and leaγes

Oγerpower our tongues , got into some graγe

Not a dog to follow it down-

Emerges, thirsting, in far Asia, in Brixton.

결국 이 詩는 일견 「위협적이고 논쟁적 J ( ‘menacing and argumentative’ ) 인 외관에도 불

구하고， r도에 지 나치 지 만 냉 소적 이 고 소름끼 치는 유머 어 J( ‘extra vagant but sardonic and

macabre humour')로 받아드려야 할 것 같다. (Sagar. 1975: 53)

이 詩의 구체적인 내용에 내하여 우라는 Keith Sagar의 설명에 의지할 수 밖에 없는데，

그는 이 詩를 이렇게 풀이하고 있다.

...Strawberry Hill was the name of the house which Horace Walpole bought in 1747 and

converted into a monument to the Gothic tastes of the time. He added battlements, pinna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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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all the other γulgarities which were supposed to suggest wild Nature, the supernatural, and

the romantic, heroic past. The forces such writers as Wolpole trivialized and sought to tame in

their architecture and ‘Gothic’ noγels， in that same age when the last wolf was killed in

England, are here represented by a stoat which they expected to dance to their tune.... Blood,
skulls, horror, death , the supernatural ￦ere all treated as mere playthings easily contained by

artificial stylistic deγices.... That life is unkillable. It killed them and their age. It ‘got into

some grave ,’ returned to the underworld, but.. .. emerges, that is, wherever and wheneγer

violence breaks out , for all our assurance that we are highly civilized and that ciγilization means

having it all under contro l. (Sagar. 1975: 57-58)

Keith Sagar의 말대로， 이 詩는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으나 빈벤히 나타나서 문명에 반

대되는 일을 저지르는 세력들을 담비에 비유하여 묘사하고 있음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

위에서 살판대로， Ted Hughes는 그가 詩로 그리려는 「생동력과 족음의 대립 J ( ‘the war

between vitality and death')을 동물詩를 통하여 많이 성취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

앞으로는 남은 세 詩A들- Norman MacCaig, Adrian Mitchell, 그리고 Edwin Morgan

을 중점적으로 살펴기로 한다.

Norman MacCaig (1910"-' )은 스코틀란드의 수도인 Edinburgh 출생으로， Edinburgh 대

학에서 古典學을 전공한 그곳 둠배기이다. Norman MacCaig은 교직에 있으면서 詩블 써서

명성을 얻었고， 한펀으로 그는 음악을 좋아하여 바요린을 연주하기도 하는 지적이며 다방

면의 재능을 가진 사람이다.

Norman MacCaig는 19401건대 에 이 미 두개의 詩集 Far Cry (1943)와 The Inward Eye

(1946) 를 발표한 것을 비훗하여 1970년대 까지 십여권의 詩集을 출간하고 있다.

Norman MacCaig가 1940년대 에 쓴 詩들은 Dylan Thomas의 영 향을 상당부분 수용한 듯

하며 , 그후 수년간의 침묵을 깨고나서 써서 발표한 Riding Lights (1955)에 수록된 詩듭

은 John Donne의 영 향을 드러내 보이고 있다.

Norman MacCaig은 항상 철학적인 관심을 품고 있었는데， 그것은 우리 인간이 이 세상

을 어떻게 감지하고 이해하느냐 하는 perception의 문제이다. 그는 詩에서 이 문제를 시사

적이며 때로는 모호한 일종의 은유로 흔히 제시하고 있다. 그는 바록 스코틀란드 방언으로

詩를 써서 발표하지는 않았으나 매우 전형적인 스코틀란드인이며， 그의 詩는 자주 스코틀

란드 高原의 풍경을 담고 있다.

Norman MacCaig의 詩를 몇편 고찰하기로 한다. “Visiting Hour"는 「방문시 간」이 라는 詩

인데 이 詩는 어느 병원의 제 7 벙 동에 업원해 있는 어느 여인을 찾아 문벙갔던 경험을 서

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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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bs my nostrills

as they go bobbing along

green and yellow corridors.

What seems a corpse

is trundled into a lift and γanishes

heaγen￦ard.

Ward 7. She lies

in a white cave of forgetfulness.

A withered hand

trembles on its stalk. Eyes moγe

behind eyelids too heavy

to raise. Into an arm ￦asted

of colour a glass fang is fixed,
not guzzling but giving.

And between her and me

distance shrinks till there is none left

but the distance of pain that neither she nOr I

can cross.

She smiles a little at this

black figure in her white cave

who clumsily rises

in the round swimming ￦aves of a bell

and dizzily goes off. growing fainter,

not smaller, leaving behind. only

books that ￦ill not be read

and fruitless fru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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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詩에서 詩A은 비교적 세밀한 필치로 병원 내부의 분위기， 병원냄새， 색채， 복도의

광경 등을 환자를 찾아 병푼안가는 사람의 시선이 닿는 순서로 객관적으로 묘사한 후에 제

7 병동의 요사로 옮겨간다.

여기서부터 詩A은 오직 그곳의 한 명실에 기운없이 누워있는 한 여안을 세심하게 묘사

하고 있다. 이 환자는 봄이 수척하고 의식이 혼미하고 기운이 없어， 말도 못하고 눈도 제

대로 뜨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여인과 방문자인 詩A과의 판계이다.

And bet￦een her and me

distance shrinks till there is none left

but the distance of pain that neither she nor I

can cross.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와 그 환자는 매우 가까운 사이인 듯 하다. 그러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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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사이가 부부사이엔지， 연인사이얀지， 친족사이언치， 친구사이인지가 분명치 않다.

제 7 벙 동에 이르기 전의 벙원 내부의 묘사라든지， 詩 전체의 댐포랄까 흐름오로 미루워 보

면， 방문자와 환자 사이는 가까운 사이지만 아주 가까운 부부사이냐 연인사이는 아넌 듯도

싶다. 왜냐하면 그런 가까운 사이라기에는 병원을 찾은 방문자의 태도가 너무나 태연하고

impersonal하기 때운이다. 어쩌면 Norman MacCaig은 이 詩를 쓸 때 처음부터， 제목으로

내 결은 것 처럼， 방문시간(visi t ing hour)이 라는 틀 속에서 객관적인 묘사를 주로 하려고

하였는지도 모르겠다.

“Early Sunday Morning, Edinburgh"는 좋은 계 절의 날싸 좋은 어 느 얼요일 아침의

Edinburgh 거리 풍경을 한폭의 아름다운 풍경화로 그려 보이고 있다. 거리에 나온 사람들

의 얼굴에서 발하는 신성한 빛 (sacraments)은 이 일요일 아침을 더욱 밝게하고 있다.

일요일은 아니지만， 어느 7월 날의 멋진 뾰觀을 펠처 보이는 詩가 “July Day Spectacular"

이다. 아름다운 자연의 iI±觀이 마치 장엄한 무대위에 펼처진 것을 詩人은 관객석에서 바라

다 보듯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

“Aunt Julia"라는 詩도 스코틀란드의 향토색이 짙게 깔련 詩이다. 남자처럼 건장하던

Julia 숙모가 크게 떠들어대던 스코틀란드 말 (Gaelic)을 MacCaig은 나이가 어려서 옷알아

들었으나， 조금 알아들을 만 하게 되자 숙모는 세상을 떠났다. 지금 숙모는 바닷가 모래

무덤 속의 적막에 강혀있지만， 숙모념의 냥낭한 목소리는 갈매기 소리에 섞여 그의 귀에

계속 들려오고 있다‘

“Beautiful Girl in a Gallery"는 매 우 짧은 詩이지 만 많은 내용을 담고 있다. 이 詩는 畵

願에서 정물화를 바라보는 낮 모르는 소녀와 그 소녀 때문에 살아나는 정물화와의 관계를

철묘하게 그려 내었다.

Still life with γegetables

and you staring at it

so stilly.

The pigments in that still life

vibrate with

the intensity of their own being.

How could they do that

without light?

Stranger. I 10γe you

standing so stilly

in the intensity of the light

you carry with you.

詩A의 눈에는 그립 앞에 조용히 서있는 소녀도 정불화의 얼부가 되어 있으며， 그 소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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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닌 강렬한 빛은 정물화의 頻料에 생명을 불어넣고 있다.

“Nearing an End"와 “Incident"는 둘 다 여 인에 대 한 감정을 묘사하고 있다. 전자는 여

인이 자기의 사랑을 받아주지 않으묘로 병든 자기 마음속의 사랑을 차라리 죽여 주었으면

하는 일종의 愛↑曾을 그련 詩이 다. 자기 마음 속의 명 든 사랑을 마치 자기 속에 불구자가

들어 있어서， 그 불구자가 너무 고통스러워 하니， 죽여줄 수 있으면 죽여주고 싶다고 말하

고 있다. 여인의 사랑 때문에 남자가 겪는 고통을 감각적으로 강렬하게 묘사해 내는데 성

공한 詩이다.

Do you kno￦ there are ￦ays

of being cruel to me

you have still left

unexplored?

Are you tired of the game?

Or do you begin, just begin

to want to nurse

my sick 10γe?

Iamaman

with a cripple inside him.

He suffers so much I would kill him

if I dared.

“ Incident"는 남자가 마주 앉은 여인에 대한 열정이 끓어올라， 그 여인이 요구하면 어떤

불가능한 일이라도 해 낼수 있을 것 같은 확신에서， 그 여인이 그런 요청을 해 오기를 진

정으로 원하고 있는데， 그 여인은 고작 한다는 소리가 「담배 한 대 주시겠어요 ? J이다.

그러나 담배 한 대를 요청하는 여인의 말은 그를 불가능의 세계에서 놀라운 가능의 세계

로 돌아오게 하여， 그는 다시 인간적인 떨렴을 느낀다.

I look across the table and think

(fiery with 10γe)

Ask me, go on, ask me

to do something impossible ,

something freakishly useless,
something unimaginable and inimitable

like making a finger break into blossom

Or ￦alking for half an hour in twenty minutes

Or remembering tomorrow.

I will you to ask it.

But all you say is



54

Will you give me a cigarette?

And I smile and,
returning to the marvellous world

of possibility,

I give you one

with a hand that trembles

￦ith a human trembling.

師大論鍵 (43)

Norman MacCaig의 동물詩 한 편을 살펌으로서 그에 대 한 고찰을 마무리 하려고 한다.

“Blind Horse"는 3"-'5행 의 聯 다섯개로 이루어진 詩이다. 이 詩는 눈 벌은 말의 거동을 간

결한 문체로 완벽하게 묘사해 내는데에 성공하였다.

우리는 이 눈 먼 말에게서， 암휴의 고통 속에서 광명을 갈구하는 모든 압박받는 자들의

典型을 본다. 이 詩는 도저히 어느 일부분만을 떼어 제시할 수는 없으므로， 전체를 인용할

수 밖에 없다.

He snu머es tσwards

pouches of water in the grass and doesn’ t drink

when he finds them.

He twitches listlessly at

sappy grass stems and stands

stone still, his hanging head

caricatured with a scribble

of green whiskers.

Sometimes that head swings high,
ears cock-and he stares

down a long sound, he stares and whinnies

for what neγer comes.

His eyes never close,
not in the heat of the day

when his leather lip droops and

he ￦ears blinkers of flies.

At any time of the night

you hear him in his dark field

stamp the ground, stamp

the world down, waiting impatiently

for the light to break.

Adrian Mitchell (l932'"'-' )은 런던에서 태어냐서 Wiltshire의 준비학교 (prep school) 을 라

녔다. 그는 이 학교의 Michael Bell 선생념에게서 문학과 연극에 대하여 큰 영향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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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교육을 마친 Adrian Mitchell은 18세 때 에 영국공군 (the RAP)에 업 대 하여 teleprinter

operator로 복무하였다. 군복무를 마친 후에 그는 Oxford 대학교에 진학하여 학교공부 보다

는 문예활동을 더 열심히 하였다. 그러다가 그는 Oxford 대학을 학위를 받지 옷하고 나와

서 ， Oxford Mail과 Eνeηing Staηdard의 기자생활을 하였다. 한편 그는 런던의 Edward

Lucie-Smith의 집에서 모이는 “T he Group"이 라 불리는 모임에 나가서， 몇차례 창작발표와

토론에 참가하였다.

Adrian Mitchello] 모임에서 얻은 크나큰 수확이 있다면， 그것은 그가 그 모임에서 낭독

한 자작시 “Veteran with a Head Wound"가 좋은 반응을 얻었기 때문에， 그가 詩를 창작

하는 데에 처음으로 자신감을 얻은 것이다. Mitchell은 그때 일을 다음과 같이 회상하고

있다.

The real confidence didn’ t come until after I had left Oxford. I knew that I ￦anted to be a

writer by then , but I still didn’t know if I could write anything that really satisfied me. After

I left , I joined Ed￦ard Lucie-Smith’s ‘The Group'. I went to three meetings of tha t. At the

first one I went to, I read a long poem that I’d written, called ‘Veteran with a Head Wound ’ ,

which is in my first book and which I ￦as γery excited about. They liked it a lot and

suggested that I haγe it duplicated and bring it back the next ￦eek. In fact , they gaγe me

some very good advice about it. I cut off a stanza which was at the beginning and replaced it

by the ti tIe. They ￦ere very good in their respose, ￦hich was absolutely what I needed at

that time-this was about t￦o years after I had left Oxford-because I was pretty sure that it

was a good poem and I still think it is but I did ￦ant confirmation and got it. Then I was

sure I’d done one, so I could do some more‘ That gaγe me tremendous confidence. (Summerfield.

1976: 190)

그후 Adrian Mitchell이 써 서 발표한 많은 詩플의 주제 는， 한마디로 말해서 , 사회적 인

도덕과 정치적인 도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자기가 쓴 詩블 사람플 앞에서 낭독하기를

좋아했다. 그래서 그의 詩는 낭송체로 되아 있는 것이 많다. 그의 詩集으로는 Poems (1964) ,

Out Loud(1968) , Ride the Nightη1are(1971) ， The Apeman Cometh(1975) 등이 있다.

우선， 앞에 서 언급한 “Veteran with a Head Wound"부터 살피기로 한다. 이 詩는 물론

제목이 암시하고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한 병사가 전쟁의 참상을 수없이 목격한 나머지

전쟁이 끝난 후에도 머리 속에서 그 참상을 지워버렐 수 없는 처지를 그리고 있다. 이 詩

는 5行으로 된 聯 22개로 이루어진 비교적 기다란 詩이다. 먼저 3"-'6聯을 인용한다.

He’d seen a woman, belly tattered, run

Her last yards. He had seen a fat

Friend roll in flames, as if his blood were paraffin,
And herded enemies ￦ait ing to be shot

Stand looking straight into the 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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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y couldn ’ t let him rot Jn the heat

In the corner of England like a garden chair.

A handy-man will take a ￦eathered chair ,

Smooth it, lay on a glo‘wing layer

Of paint and tie a cushion to the seat.

They did all anyone could do-

Tried to grate off the colour of his trouble,

Brighten him up a bit. His rare

Visitors found him still uncomfortable.

The old crimson paint showed through.

Each night he heard from the back of his head,

As he ￦as learning to sleep again.

Funny or terrible γoices tell

Or ask him ho￦ their deaths began.

These are the broadcasts of the dead.

詩는 이 처럼 한 제대군인의 머리 속에서 전쟁의 참혹한 장면들이， 마치 청원의 의자

녹쏠은 붉은 색을 페인트칠로 덮어버벌 수 없는 것 처럼， 계속해서 되살아나 그를 괴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전쟁으로 인한 머리의 상처는 비단 이 제대군인 개인의 상

아니다. 그것은 영국 전체의 상처이다. 전쟁의 상처가 퍼져서 영국

로 덮어버렬 때에 누구가 슬퍼하겠는가? 0] 詩의 마지막 두 聯을 보면，

개언 제대군인의 머리의 상처가 아니라， 영국 전체의 머리의 상처를 그린

다. 다시 말해서 그는 영국사람 전부의 정신적인 상처 때문에 아직도

。}

에서

롭히고

처만이 죽음으

이 詩는한

알수있

결국

것임을

살아서 고함지르고

전체를

있는 것이다.

When death coγers England with a sheet

Of red and silγer βre， ￦ho’ 11 mourn the state,
Though some ￦ill liγe and some bear children

And some of the children born in hate

May be both 10γely and complete?

Try to distract this soldier ’ s mind

From his distraction. Under the powdered buildings

He lies aliγe ， still shouting,
With his brothers and sisters and perhaps his children,
While ￦e bury all the dead people ￦e can find.

또 한편의 詩가 있다. “Cease-Fire"라 題한 이 詩는 월남의 戰傷

者들(이들 중에는 물본 민간인들도 포함되어 있음)을 돕는 의료사엽을 톱기 위하여 Mitchell

이 쓴 詩이다.

전쟁의 후유증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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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남전이 한창 진행 중인 어느날 한 민간인이 市場으로 가떤 중 폭격의 화염에 휩쌓였

그는 온몸에 심한 화상을 입어 흡사 불타다 남은 고기덩이 처럼 된채 입원해 있다.

고기덩이는 불본 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원에 찾아온 부모넘을 알아보지 못한다. 다른 사람들이 일려주는 말을 듣고 부모닝이 찾아

오셨나보다하고 속으로 생각할 따즙이다.

듣기만 한다. 병그
P조움직이지도 옷하나，

다.

그러나 여러 달이 지난 뒤에 다시 부모님이 오셨

여언이 어머니염을 안다. 다음은二L을 때에 환자는 간신히 일어니- 앉아 어머념을 껴안고

중간 부분이다.이 詩의

Months passed over my head

and bombers passed over my head

and people came and said they were my parents

and they found out the right places on my face

￦here I could bear to be kissed.

And I pretended I could see them

but I couldn ’t really look out of my eyes

but only in￦ards， into my head

￦here the flames still clung and hur t.

And the voice of the flames said:

You are meat.

You are most· ugly meat.

Your body cannot grow to loveliness.

Nobody could 10γe such ugly meat.

Only ugly meat could love such ugly meat.

Better be stewed for soup and eaten.

And months passed over my head

and the bombers passed aγer my head

and the voices of the flames began to flicker

and I began to believe

the people ￦ho said they ￦ere my parents

were mγ parents.

And one day I threw myselg forward

so that I sat up in bed, for the first time,
and hurled my arms around my mother,
and ho￦eγer the skin of my chest howled out its pain

I held her , I held her , I held her

and kne￦ she was my mother.

And I forgot that I ￦as monster meat

and I kne￦ she did not kno￦ that I was monster m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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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held her, I held her.

And, sweet sun which blesses all the world

all the flames faded.

The flames of my skin

and the flames inside mγ head

all the flames faded
and I ￦as flooded

with 10γe for my mother

who did not know

that I ￦as monster meat.

師大論驚 (43)

Adrian Mitchell는 1950년대 초에 군복무를 했으나 설전은 경험하지 않았다. 그리므로

“Veteran with a Head Wound" Y- “Cease-Fine"는 물흔 전쟁에 관하여 간접적으로， 들은

바를 바탕우로 하여 쓴 詩들이다. 그의 부친은， 그러나， 세계 제 1 차 대전에 참전하여 최

전션의 참호에 까지 갔었￡나 다행히 생환하였다.

Adrian Mirchell의 부친은 그가 어렀을 때 그에게 전쟁의 참휴상을 이야기해 주었으며，

특히 폭격이 뜸할 때에 정신이상이 되어 짐승처렴 네발로 기어다니면서 짖어대던 한 군인

이 그 정신병을 끝내 고치지 못한 이야기블 들려주었다. 그리고， 그의 부친은 특히 세상을

떠나기 1년쯤 전에， Adrian Mitchell이 보는 앞에서， 월남전에 관하여 말씀하시다가 화가

나자 얼굴이 붉어졌다가 휘여지면서 전쟁의 잔인함과 어리석음을 통박하셨다 (Summerfield.

1976: 204-205). 그러무로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펀 Adrian Mitchell의 두 詩는 그의 부친이

들려준 전쟁이야기에 직접간접으로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된다.

전쟁과 관계된 詩블 또 언급하게 되어 안됐지만， Adrian Mitchell이 월남전과의 관련에

서 쓴 또 하나의 詩가 있다. 이 詩는 월남에서 불에 다 죽는 사람들을 동정하여 1965년 11

월 2일 와성튼에서 휘발유를 봄에 끼얹고 분신자살한 퀘이커교도 Norman Morrison을 묘사

하였다. “Norman Morrison"이 라 題한 이 詩의 끌머 리 에 서 Mitchell는 백 인인 Morrison이

어떻게 하여 피부가 까무깎잡한 웰담언이 되었는가를 간결하게 묘사하고 있다.

That is ￦hat he did

in the ￦hite heart of Washington

￦here eγeryone could see.

He simply burned a￦ay his clothes,
his passport, his pink-tinted skin,
put on a new skin of flame

and became

Vietnamese.

ζL리 고 바로 그 위에서 Morrison은 왜 그가 Washington에 서 분신자살을 하었는지블 밝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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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이 詩에는 Adrian Mitchell의 journalist 다운 문체적 특성 이 잘 나타나 있다.

He did it in Washington where everyone could see

because

people ￦ere being set on fire

in the dark corners of Vietnam where nobody could see.

Their names, ages, beliefs and 10γes

are not recorded.

This is what Norman Morrison did.

He poured petrol 0γer himself.

He burned. He suffered.

He died.

전쟁과는 관계가 없는 그의 詩들 중에는 그의 인도주의적인 성격과 유머어가 잘 나타나

있는 “T he Marie Lloyd Song"과 “Bessie Smith in Yorkshire"라는 詩가 있다. 전자는 옛날

의 코미디언이었던 Marie Lloyd (1 870"-'1 922)를 칭송하는 詩이고， 후자는 째즈가수었던

Bessie Smith (1898,,-,1937)을 기 리는 詩이 다.

Adrian Mitchell은 물본 이 두 연예인을 직접 대면하지를 못했겠지만， 이들에 대하여 잘

알고 있어서， 실제로 천교가 있었던 경우 이상으로 이들을 생동감있게 묘사해 내고 있다.

詩A은 Marie Lloyd의 마음을 2층버스 (a double-decker bus)에 비하고 있고， Bessie Smith

즐 거대한 황금색 트락터 (a giant golden tractor)에 비유하고 있다.

“The Marie Lloyd Song"의 첫 4聯만을 인용한다.

Marie Lloyd was ￦arm as kettles

And as frank as celluloid

And her words could sting like nettles

Or caress like Marie Lloyd

Marie Lloyd come back and warm us

Marie Lloyd return to us

For your heart was as enormous

As a double-decker b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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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ie Lloyd come back and ￦arm us

Marie Lloyd return to us

For your heart is as enormous

As a double-decker b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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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인용하는 “Bessie Smith in Yorkshire"는 “T he Marie Lloyd Song"에 비 하여 더

은유적이다. Bessie Smith가 노래하는 째즈블루를 듣노라볍 거대한 트락려가 굴러오면서 대

지에 생명을 불러넣는 듯 싶고， 살아있는 자기는 도리혀 땅에 박한 기풍처럼 꼼짝 뭇하고

그녀의 노래에 사로잡힌다.

As I looked 0γer the billowing West Riding

A giant golden tractor tumbled 0γer the horizon
The grass grew blue and the limestone changed to meat
For Bessie Smith was bumping in the driver’s seat

Threw myself down on the fertilized ground and cried:

‘When I was a foetus I loved you, and I 10γe you now you’γe died.’
She was bleeding beauty from her wounds in the Lands of Wrong
But she kept on traγelling and she spent all her breathing on song

I ￦as malleted into the earth as tight as a gate-post
She carried so much life I felt like the ghost of a ghost

She’s the riγer that runs straight uphill
Hers is the voice brings my brain to a standstill

Black tracking wheels
Roll around the planet
Seeds of the blues

Bust through the concrete

My pale feet fumble along
The footpaths of her midnight empire

위에서 보는 바와 마찬가지로， Adrian Mitchell은 인도적인 옴정과 유머어가 넘치는 詩

j、이 다. 그의 이러한 특성은 화목하고 애정어린 어린시절의 가정적 분위기에서 받은 영향

에 상당부분 의존하는 듯 하며， 그 가정적 분위기에서는 물론， 유방암 때문에 양쪽 유방을

모두 잃은 수술 후에도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남을 도우며 살아온 어머니와， 내성적이었

으나 자식들을 이해하고 늘 온정무로 대해 주시던 아버지를 빼어 놓을 수 없다.

예정했던 7인의 영국 대표 현역시인들 중에서 남은 한 사람인 Edwin Morgan (1920"-' )

을 살피기 로 한다. Edwin Morgan은 Glasgow 대 학교블 졸업하고 그 대 학에서 교수블 지낸

지성이다. 중등학교 시절 그는 詩 보다는 산문과 수필 창작에 관심을 기울었었다. 그러나

그는 대학에서 Eliot을 영어로， Rimbimd블 프링스어로， 그리고 Mayakovsky를 소련어로 읽

을 정도로 외국어의 재능을 갖고 있었다. 그리하여 중등학교 시절에는 읽지 옷했먼 현대시

의 세계가 그에게 거침없이 전개되었던 것이다.

Edwin Morgan은 詩블 탐색의 도구로， 그리고 사건을 기술하는 하나의 방펀으로 보고 있

다. 다시 말해서 Morgan은 詩의 소재가 될 수 있는 것으로 신문에 보도되는 실제 사건이



英國 代表 現f앓詩A ~다究 61

냐， 그가 킬거리에서 우연히 만난 사람이라든지， 또는 유명한 사람의 죽음 같은 일들을 취

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의 詩는 현실에 그만큼 굳건히 바탕을 두되， 詩의 구체적인 묘사에

는 그의 날카로운 기지와 상상력을 충분히 동원하는 것으로 보아진다‘

詩의 제재가 좀 특이한 “ In the Snack-Bar"라는 詩를 먼저 고찰하기로 한다. 이 詩는 詩

A이 우연히 간이식당에서 만난 소경노인의 이야기이다. 詩A은 그 노인의 요청을 듣고 그

노인을 지하 화장실로 부축하여 소변을 보게한 후에 다시 계단을 올라와 문을 나설 때까지

도와준다.

다음은 이 詩의 첫부분이다.

A cup capsizes along the formica ,

slithering with a dull clatter.

A few heads turn in the crowded evening snack-bar.

An old man is trying to get to his feet

from the low round stool fixed to the floor.

Slo￦ly he levers himself up, his hands haγe no power.

He is up as far as he can get. The dismal hump

looming over him forces his head down.

He stands in his stained belt1ess gaberdine

like a monstrous animal caught in a tent

in some story. He sways slightly,

the face not seen, bent down

in shadow under his cap.

Even on his feet he is staring at the floor

or ￦auld be, if he could see.

I notice now his stick, once painted white

but scuffed and muddy, hanging from his right arm.

Long blind , hunchback born, half parlaysed

he stands

fumbling with the stick

and speaks:

‘I ￦ant 一 to go to the - toile t. '

It is down two flights of stairs, but we go.

I take his arm. ‘Give me - your arm - it’ s better,’ he says.

Inch by inch we drift towards the stairs.

A few yards of floor are like a landscape

to be negotiated, in the slow setting out

time has almost stopped. I concentrate

my life to his: crunch of spilt sugar ,
slidy puddle from the night’s umbrellas,
table edges, people’s fe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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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s of the coffee-machine, voices and laughter,
smell of a cigar , hamburgers, ￦et coats steaming ,

and the slow dangerous inches to the stairs.

I put his right hand on the rail

and take his stick. He clings to me. The stick

is in his left hand , probing the treads.

I guide his arm and tell him the steps.

And slo￦ly we go down ‘ And slowly we go down

White tiles and mirrors at last. He shambles

uncouth into the clinical gleam‘

I set him in position, stand behind him

and wait ￦i th his stick.

師大論靈 (43)

이 詩에서 詩j、이 궁극적으로 나타내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 詩는 공공 장소에서

극히 사적인 요구에 응하여 눈먼 노인을 도와준 하나의 善行을 냐타냈다고 한다면， 이는

피상적인 이해에 불과하다. 이 詩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삶에 참여함으로서 우리 자신이

폭넓게 사는 경지를 묘사하었다고 봄이 옳을 것이다.

Edwin Morgan이 길거 려 에 서 목격한 장면을 서솔한 詩들 중에서 “Trio“와 “ Glasgow 5

March 1971"은 극히 대조적이다. 전자는 추운 겨울 저녁 세 사람이 길거리블 걸어가는 모

습을 묘사한 詩이다. 세 사람은 한 남자와 두 젊은 여자인데， 그 남자는 새로 산 기타블，

그리고 한 여자는 갖난 애기를， 그리고 또 한 여자는 지와와 개를 안고 있다.

이 들 셰 행 인의 행복한 모습은 Wordsworth의 詩 “ On the Beach at Calais"에 등장하는

남녀와 어린 빨이 해변을 거닐 때의 행복하고 축복된 모습을 연상시키며， 또 한편으로는

선물을 가지고 아기 예수를 찾아가는 동방박사 세 사람을 연상시킨다. “Trio"의 첫 부분을

인용한다.

Coming up Buchanan Street, quickly, on a sharp winter evening

a young man and t￦o girls , under the Christmas lights -

The young man carries a new guitar in his arms ,
the girl on the inside carries a γery young baby,

and the girl on the outside carries a chihuahua.

And the three of them are laughing, their breath rises

in a cloud of happiness, and as they pass

the boy says. ‘Wait till he sees this but!’
The chihuahua has a tiny Royal Ste￦art tartan coat like a teapotholder,
the baby in its white sha￦I is all bright eyes and mouth like faγours in a fresh sweet cake,
the guitar s￦ells out under its milky plastic cover, tied at the neck with silγer tinsel tape

and a brisk sprig of mistletoe.

Orphean sprig! Melting baby! Warm chihuahu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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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γale of tears is powerless before you.

Whether Christ is born , or is not born , you

put paid to fate , it abdicates

under the Christmas l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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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 나 “Glasgow 5 March 1971"은 “Trio"와는 정 반대로 강도들이 상점의 쇼윈도우를 깨

고 그 안에 있는 물건을 털어가는 현장을 포착하고 있다. 그것도， 강도들이 유리창을 갤

때에 스스로 깨지블 않고， 유리창 앞에 서있던 무고한 젊은 남녀를 갑자기 떠멀어 점포의

유리창을 깨는 악랄한 방법을 계획적으로 눈감박 할 사이에 저지른다. 그리고 남은 일은

그플 한 패가 차에서 망을 보는 사이에 점포의 물건을 탈취하는 것이다. 무고한 젊은 남녀

가 크게 다친 것은 두말할 나위 없다.

With a ragged diamond

of shattered plate-glass

a young man and his girl

are falling back￦ards into a shop-window.

The young man’s face

is bristling with fragments of glass

and the girl’s leg has caught

on the broken window

and spurts arterial blood

over her ￦et-look white coat.

Their arms are starfished out

braced for impact,

their faces sho‘w surprise, shock,
and the beginning of pain.

The t￦o youths who have pushed them

are about to complete the operation

reaching into the ￦indow

to loot what they can smartly.

Their faces show no expression.

It is a sharp clear night

in Sauchiehall Stree t.

In the background two driγers

keep their eyes on the road.

현대시가 인간이나 동물이나 자연의 아름다운 모습뿐만 아니라 더려운 모습도 아울러 취

급하기 시 작한지 이 미 오래 다. 그러 나 詩에 서 강도짓의 현장을 “Glasgow 5 March 1971"에

서 처 럼 즉석에 서 고발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고 본다. 이는 Edwin Morgan의 詩的인 관심

이 일상생활에서의 사건적인 제재에 쏠려있기 때문이겠으나， 그보다는 득히 현대 사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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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무

-ε‘5!HJ大G띠

악의 극단으로 향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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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회지의 삶이 선과 악 중에서도 특히

로 풀이된다.

그들의 詩

표
며

지금까지 우려는 英國의 代表 現彼詩人 7명 을 간략하게나마 두루 살펴보았다.

를 한마디로 말하기는 어려우나，

結m.

T.S. Eliot의 詩 이후에 역두각을 나타낸금세기 전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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괄목할만한 변화와 발전을 가져오고 있다고 보아진다.

T.S. Eliot의 詩저렴 인위적인 기교에 치우치지

러 면에서

첫째로 英國의 現投詩기、들의 詩는，

면서도 다양한 제재와 정서를 二L하겠다.있다고Bl 교적 차분하게

Charles Causeley의 유년시절을 회고하는 詩들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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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높이 평가받고，

중요성을 지니는 詩로 전개됨을 볼 수

현재 英美에서

둘째는 英國의 現投詩人들의 詩는 자연을

서는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내면적인

Hughes의 동물詩에서 그가 묘사하는 동물적

섯째로 英國의 現投詩人들의 詩는

처렴 지극히 개인적언 경험이 사회적인

英國의 現投詩人 중에 서 도 특히 Seamus Heaney는 가장

구사와 완벽 에 가까운 詩的인 성

우리 가 앞￡로 가장 주목해

그는 정확한 언어의

Heaney는아마도 Seamus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詩人이다.

취로 독자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야할 詩人아 아닌가 생 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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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comprises a preliminary survey of seven representative contemporary British

poets. They are Charles Causeley, Seamus Heaney, Thom Gunn , Ted Hughes , Norman

MacCaig, Adrian Mitchell, and Edwin Morgan.

The results may be summed up as follows:

After T. S. Eliot’s later poetry in the middle of the present century , British poetry has

developed in many aspects including fresh subject-matters, new ways of expressing ideas

effectively and other various techniques formerly unknown to us. However, British poetry

after T, S. Eliot does not seem to have much exploited what may be termed as T. S.

Eliotean technicality such as we have seen in his The Waste Land. Rather, it seems that

post-Eliotean British poetry has gone back to pre-Eliotean mode in which poetry was

composed with less technicality.

In Charles Causeley’s poetry , for instance , innocence in childhood is expressed vividly

and convincingly but in a moderate way in his poems such as “By St. Thomas Water"

and “Reservoir Street". In Seamus Heaney’s poetry , Irish rural life he has seen in his home

county Derry in his childhood is described in such a way that it finely and ultimately

represents Gaelic tradition. Thom Gunn sees man’s will to push on to his goal in the boys

on motorcycles as he writes in “On the Move". Ted Hughes tries to depict what he calls

“ the war between vitalityand death" , especially, with his animal poems. Indeed , his animal

poems are remarkable and add a new dimension to post-Eliotean British poetry. Among

the rest of poets, Adrian Mitchell seems to have been preoccupied for a while with the

cruelty and madness of the war describing them in a series of poems such as “ Veteran

with a Head Wound" , “Cease Fire" , and “Norman Morrison".

Among the seven poets I have examined, Seamus Heaney who is read and loved most

widely in England and America is outstanding. He tirelessly produces poems after poems,

and it seems that he has already been !"t;cognized ;;I.s the J:llQ~t important poet <tfter Ye<tts

and T. S. Elio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