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美置贊해 었얘책의 합짧 

金 禹

〈高麗大 英文學科〉

터
 답
 

n 

시와 자연과의 관계가 불가분의 것엄은 얄할 것도 없다。 꽃， 새， 달， 산， 바람， 하늘-

이러한 것들이 없이 시가 성립할 수 있는가? 농경 사회에 있어서 닭然物은 인간에 대하 

여 철대적인 우위에 있는 환경이었기 때문에 g 시인이든 또는 다른 누구이든 자연물에 주 

목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에 대하여 도시화와 더불어 도시의 시가 있게 되는 것도 

당연하다。 서양에 있어서 보들레르를 도시의 시인의 n홉失라고 한다면， 영미시에서 본격적 

인 도시의 시인은 T.S. 엘리옵이다。 그러나 계속되는 체제적인 도시화와는 관계 없이， 시 

는 여전히 꽃과 산과 들에 친숙하다。 이러한 외미에서， 영국의 시안 캐쓸린 허1 인 Kathleen 

Raine이 말한 바 있듯이 1 시의 연대는 요늘에 있어서도 紀元 元年(Year One)이다. 

쉽게 말하여， 자연물은 시의 언어이다。 시는 자연물에 대한 우리의 느검을 나타내고 또 

자연물의 이미지를 사용하여 스스로의 정서를 표현한다。 

슬픔의 사연을 위하여서는 

허전한 문 앞과 단풍 잎 하나， 

사랑을 위하여서는， 

서로 기댄 풀잎과 바다 위의 불빛이 둘 

For all the history of grief 

An empty doorway and a maple leaf 

For love 

The leaning grassess and the two/lights above the sea-

맥리쉬의 “詩學”은 이렇게 처방하고 있거니와 이것은 대개의 시에 옛날이나 오늘이나 해 

당되는 것이다. 사람이 自然에 感應하고 그 강응과 내적인 정서를 대응시켜 스스로를 표현 

한다는 것은 극히 자연스려운 일이다。 그러나 왜 하펄이면 이런 대응이 생겨날까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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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말해 볼 수도 있는 일이다. 내가 이 질분에 탑하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 푸 

엇인가 필연적인 관계가 없는 것처럼도 보이는 것이다. 

본래 자연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심미적인 것이라기보다 공리적인 의의를 가셨던 것이었 

는지 표른다. 사람이 자연 속에 있￡며 그것에 의하여 지배되는 한， 사람이 자연에 대한 

관찰을 게을리 하지 않는 것은 그의 생존에 관계되어 있는 일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자 

연관찰이 직접적인 의미에서만 유용성을 가졌다는 말은 아니다. 어떤 경우에 부분적인 자 

연관찰은 그 자체로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연 전체의 진상에 대한 표적으로서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말이다. 펄요한 것은 부분적 자연관찰을 합쳐서 하나의 자연관， 세계관을 

구성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이런 의미에 있어서， 자연을 이야기하는 시인은 원초적 또는 

원시적 철학자였다. 자연에 대한 시인의 탑구가 철학적인 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시대에 

따라 또는 문화에 따라 변화하는 자연관의 경우에 분명하다. 우리는 고전주의적 자연관이 

있고 낭만주의적 자연관이 있으며， 동양의 자연관이 있고 서양의 자연관， 또는 영국이냐 

미국의 자연관이 있음을 알고 있다. 여러 자연관의 병존 또는 繼起는 인간과 자연의 관계 

가 시대와 사회에 따라서 다를 수 있기 째운이기도 하고 그러한 관계의 다름과 관련하여 

그에 대한 인간의 관념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서로 다른 

자연관은 인간이 그의 환경과 그 환경에 대한 관계를 다르게 생각하려고 애쓰는 노력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이 적극적인 의미에 있어서， 한 시대나 사회의 자연관은 사람이 스 

스로의 위치를 정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은 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자연 

에 대하여 시인이 말하는 언어는 인간의 자기 정의의 기획에 있어서 근원적인 단계가 되는 

것이다. 물폰 자연에 대한 모든 시적 발언이 이와 같은 의미에서 창조적인 것은 아니다. 

그것은 당대의 지배적인 자연관 또는 세계관의 수동적인 반영에 불과하다. 그렇다고 하더 

라도 누적되는 반영은 변용되게 마련이고 이 변용은 자연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정 

의에 기여하게 마련이다. 

이렇게 말하고 보면， 위에서 진술한 바와는 달리， 자연에 대한 시의 또는 시인의 관계가 

늘 한결같지는 않다는 말이 된다. 한결같거냐 다른 것은 물론 시각의 차이의 문제이다. 

시인의 자연과의 관련은 시대와 문화를 초월하여 지속된다. 다만 그 관련의 구체적인 모습 

은 크게 또는 작게 다르게 마련이다. 이 다릅 속에서 안간과 자연의 관계는 조화로서 또는 

부조화로서 또는 그 중간의 여려 단계적 상태를 나타내는 것￡로 생각된다. 이렇게 다른 

이해는 달라지는 자연관 뿐만 아니라 인간의 달라지는 자기이해를 들어내준다. 이 글에서 

나는 미국시에 있어서의--특히 현대시에 있어서의 득이한 자연관을 추출해 내면서， 그 

것의 의마에 대하여 생각해보고 동시에 일반적으로 자연에 대한 시적 탐색의 의의를 암시 

해 불까 한다. 

1) Archibald Macleish, “ Ars Poet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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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시인이 자연에 대하여 어떤 느낌을 가지고 이를 표현하고 또 스 

스로의 느낌을 자연에 의탁하여 옳었떤 것은 자연과 인간 사이에， 보들레르의 말을 벌어， 

상응 관계 (correspondance)가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앞에서 비친 바와 같이， 구체적인 자 

연불과 자연물， 자연물과 인간 정서의 대응일 수도 있지만， 전체적인 의미에서 자연과 인 

간의 일치에 대한 철학적 가정일 수도 있다. 흔히 이야기되다시피 영미시에 있어서， 이러 

한 자연과 사람의 즈화와 일치에 가장 매표적안 표현을 준 것은 워즈워쓰와 같은 낭만주의 

시인이다. 워즈워쓰의 시의 기본적인 가정은 “틴턴 사원”에 표현되어 있는 바， 

한없이 깊이 섞여 있는 

어떤 것에 대한 느낌-

지는 해의 벚 속에 머물며， 

둥그런 바다， 설레는 바람， 

푸른 하늘， 사랑의 마음에 

머무는 한없이 깊이 어우려져 있는 것 : 

모든 생각하는 존재， 모든 생각의 모든 대상， 

그것을 채 촉하고， 사물 사이 로 관류하는， 

하나의 움직임， 하나의 정기 

의 느낌에 대한 믿음이다. 이 느낌 또는 믿음은 낭만주의와 그 이후 자연관 밑에 깔려 있다， 

말할 것도 없이， 자연과 인간의 일치에 대한 믿음이 새로이 확인된다는 것은 그것이 벌 

써 문제적인 상태에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사실 낭만주의자들에게 있어서도 

자연은 인간과 일치되고 조화되는 것만은 아니었다. 워즈워쓰의 밝은 자연에 대하여 우리 

는 이에 일치하면서 대조되는 것￡로서 코울리지의 자연을 생각할 수 있다. 코울려지에게 

자연은 그의 여러 시와 또 산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밝은 믿음의 근원이면서도 그것보다는 

더 중요하게 어둡고 마적안 (daemonic) 것이었거니와 이것 또한 다른 낭만주의자들에게서 

많이 볼 수 있는 것이다， 사실 워즈워쓰에게서조차 이러한 자연의 어둠에 대한 느낌은 그 

의 시적 상상력을 떠나지 않는 것이었다. 어쩌면 그에게 자연은 어둡고 魔的이며 위험스러 

2) “Lines Composed a Few Miles above Tintern Abbey." 
“ ... a sense sublime 
Of something far more deeply interfused, 
Whose dwelling is the light of selting suns, 
And the round ocean and the living air, 
And the blue sky, and in the mind of man: 
A motion and a spirit, that impels 
All thinking things, all objects of all thought, 
And rolls through all thing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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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것이라기보다는 더 사실척인 관점에셔 인간에게 비우호척인 것으로 보였다。 그리하얘 

그는 자연과 인간의 불일치와 부조화에 대한 느낌을 더욱 설득력있게 전달해 주기도 한다. 

가령， 자연과 인간의 일치에 대한 가장 긴 영상인， 그의 “서시 The Prelude"에도 그러한 

느낌은 산견되는 것이다。 살인법이 처단되었던 장소의 삭막한 풍경 가운데 바람에 불리우 

며 여 렵 사리 버 티 어 선 여 자의 모습을 말하면서 그는 그가 느낀 “夢幻的 索漢함 visionary 

dreariness"의 느낌(제 12권)3)을 말한바 있는데， 이러한 느낌이 바로 그러한 것이다. 보들레 

르의 상응--관능적인 조화의 느낌을 표현하고 있는 상응의 밑바닥에 들어있는 것도， 자 

연과 안간의 일치를 이야기한다고는 하지만， “어둡고 깊은 통일 une ténébreuse et profonde 

unité"에서 나오는 일치의 느낌이다 4) 

어둠의 낭만주의에서 자연은 어두운 것야면서， 그렇다고 하여 반드시 인간과의 단절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었다. 코울리지에게도 보들례르에게도 자연의 어둠은 위험스려운 것이 

면서도 오히려 사람과 자연을 하나로 연결시켜 줄 수 있는 것이기도 하였다. “쿠블라 칸 

Kubla Khan"의 이마지들이 암시하고 있는 것처럼 지하로 흐르는 강이 솟구쳐서 지상의 낙 

원의 샘물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자연과 안간 사이의 유대를 완전한 단절의 관점에서 본것은 자연주의이다. 물론 

자연주의도 사람과 자연을 하나로 보는 세계관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인간이 물리법칙이 

나 자연법칙이 지배하는 세계의 일부라는 것은 모든 자연주의적 관점에 공동되는 명제이다. 

문제는 이러한 과학주의가 인깐의 깊은 내면적 욕구에 배치된다는 것이다。 그 관점에서 인 

간은 자연의 일부엄에는 틀립이 없지만， 자연에 있어 아무런 득권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 

도 아니하며， 그의 고결한 정서는 자연에게는 전혀 아무런 의미도 가진 것이 아니다。 그리 

하여 자연법칙적 차원에서의 일치는 깊은 정서적 단절의 느낌을 유발하는 것이다. 이 정서 

척 단절은 세계를 시척인 관점 또는 더 확대하여 섬미적 또는 윤리적 관점에서 파악할 수 

없게 한다. 자연주의척 세계관에 대한 미적 감수성의 반응은 죠생 우드 크려취 Joseph Wood 

Krutch가 「現代氣質 The Modean Temper(l925) J라는 책에서 찰 요약한 바 있다. 

〔옛날에〕 사람들은 자연이 충족시켜 주지 않는 펼요나 자연이 인정하지 않는 이상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다. 그들은 자연과 일체라고 느꼈다. 그플은 자연을 그 자신의 모습으로 다시 빗어낼 만한 

강력한 상상력을 가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면안한 일체감이 없이 마음의 평화을 유 

지할 수 있는 사람온 많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나 과학에 보여주는 세계에 있어서 그러한 정서적 대 

응 관계를 찾끼는 첨첨 더 어렵게 된다. 윤리의 영역이나 인간 정서의 모든 영역은 자연의 모양에서 

아무런 자리를 얻지 뭇한다. 그것은 만족이 있을 수 없는 욕구들을 만들어낼 뿐이다. 그리하여 인간 

의 지식은 인간의 욕구와 치열한 갈등 속에 들어 간다 5) 

3) The Prelude, BK. xn, 11, 246-61. 
4) "Correspondances" 
5) Joseph Wood Krutch, The Modern Teηφer(New York: Harcourt & Brace, 1929, 1956 

(Harγest BooksJ) , p.10. 



23 

비인간척안 자연에 대한 크러취의 반응은 다분히 과장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것은 신앙과 새로운 과학적 실증주의 사이에서 고민하던 19세기 중엽부터 20세기 초엽의 

서양안에게는 중대한 문제로 비쳤다。 그려고 그것이 대체로 세속화된 과학주의가 가져온 

정신적 위기의 한 면을 냐타내고 있는 것엄은 틀림없다‘ 

지금까지 살펴 본 서양의 자연관에 대한 별견은 반도시 역사적이거나 실증적인 개관이 

아니다. 위에서 우리가 시도한 것은 역사적이라기보다는 도식적인 단순화이다。 간단히 되 

풀이 하건데， 인간의 자연에 대한 관계는 초화와 알치의 관계일 수도 있고 불일치와 부조 

화의 관계일 수도 있다. 물론 이 양극 사이에는 몇가지 뉘앙스를 달리하는 관점들이 섞여 

있다。 가령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반도시 밝고 행복한 것이라기보다는 불확실성과 위험을 

배태하고 있는 어두운 관계라고 보는 경우에도 그러한 관계 속에도 모호한 의미외 교통은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자연주의적 태도는 조금 더 철저한 단 

절의 관계를 설정한다. 

이려한 두 가지 또는 네 가지의 자연에 대한 태도는 미국 문학 또는 미국 시에도 그대로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들의 상대적 비중이나 그것들이 가진 뉘앙스는 그나름의 특징 

을 가지고 있다. 

미국문학에 있어서 자연을 주제적 관심요로 한 문학운동을 생각한다면， 제일 손쉽게 에 

머슨을 비릇한 초절주의자들을 말할 수 있다. 에머슨에게 자연과 안간은 天衣無繹의 정신 

적 옷감을 이루는 것이었다. 그의 초절적 자연관의 최초의 중요한 선언인 “自然 Nature(l8 

36)"에서 그는 쓰고 있다. 

플과 숲이 베푸는 가장 큰 기쁨은 사람과 식물 사이에 존재하는 은밀한 관계에 대한 느낌이다。 나 

는 알아주는 차 없이 혼차 있는 것이 아니다. 그틀이 나에게 눈칫하고 내가 그틀에게 눈짓한다. 비 

바람 속에 가지가 흔들림은 나에게 새롭고도 오래된 것이다. 그것은 냐를 놀라게 한다。 그러면서 그 

것은 내가 전혀 모르는 것이 아니다. 그 느낌은， 내가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행동할 때， 보다 높 

은 생각， 보다 좋은 감정이 나를 사로장을 때의 느낌과 같다 6) 

에머슨의 조화에 대한 느낌에 대하여 좀 더 어두운 자연관도 물론 존재한다。 호쏟에게 

자연 상태는 도덕적으로 위험스러운 상태이다. r朱紅글씨」에서， 그가 어두운 숲의 상정을 

능숙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은 이미 많이 지적된 바가 있는 일이다. “야성적이며 이교도적 

인 숲의 자연， 인간의 볍에 의하여 순치된 바 없으며， 보다 높은 진리에 의하여 밝혀진 바 

6) “The greatest delight which the fields and woods minister, is the suggestion of an occult rela
tion between man and the vegetable. 1 am not alone and unacknowledged. They nod to me 
and 1 to them. The wavìng of the boughs is new to me and old. 1t takes me by surprise, and 
yet is not unknown.. 1ts effect is like that of a higher thonght or a better emotion, when 1 
deemed 1 was thinking justly or doing right." Nature, 1, in Floyd Stovall et al. (eds). Eight 
American Writers(Ne￦ York: W.W. Norton, 1963) , p.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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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없는 숲의 자연 (that wild, heathen Nature of the forest, IÍever subjugated by human ia￦， 

nor illumined by higher truth)"7)은 근본적으로 도덕적 황무지와 일치한다. 그댐에도 불구 

하고 호쏟의 숲이 인간과 무관계한 것은 아니다. 그것은 어두운 것이면서 동시에 인간의 

도덕적 어둠에 대응하는 것이다. 

명암을 동시에 포함하면서， 어둠의 우위로 인하여 인간에게 공포를 주는 자연도 인간과 

의 어떤 교감 상태에 었다. 이것은 부정적 자연의 어떤 면을 강조하는 “장엄미”의 표현에 

서 가장 잘 들어난다. 에드먼드 버크는 암흑이나 안개와 같은 어둠， 폭풍우나 폭포와 같은 

힘， 어둠， 정적， 고독， 가령， 바다， 원시림， 초원， 사막에서 느끼는 박탈의 상태， 광대함 

등이 장염미의 중요한 근원인 것으로 말하였다. 자연의 험악한 현상들은 우리의 마음에 공 

포를 불러일으키고 우리의 생존에 위협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우리에게 해 

방의 느껑을 주고 그에 특유한 미적 쾌감을 준다. 쉴러가 장염미를 말하면서 설명하듯이， 

자연의 적대적인 힘은 그 불가해성과 파괴성을 가지고 안간의 지적 。신체적 능력의 한계를 

상기시켜 주지만， 동시에 안간의 내면 속에 잠재해 있는 새로운 힘--자연의 힘에 대응하 

는 새로운 힘을 깨닫게 한다. “밖에 있는 장대함이 그 자신 속에 있는 절대적 장대함을 비 

추어 알게 하는 거울이 된다한없이 멀리 펼쳐진 광경， 눈으로 헤아릴 수 없는 높이， 

발 아래있는 광대한 바다， 더 광대한 머려 위의 바다이러한 것은 인간의 정신을 현실 

의 좁은 영역으로부터， 그리고 물리적 삶의 억압적 굴례로부터 빼어낸다. 자연의 단순한 

장대함은 그에게 보다 거대한 평가의 기준을 예시해 주는 것이다 ...... "8) 그리고 그의 마음 

가운데 새로운 힘을 불러 일으킨다. 이러한 의미에서 자연과 인간 사이의 유대는 더욱 깊 

은 차원에서 확인되는 것이다. 미국에 있어서， 장염한 자연에 대한 느낌은 바투람의 여행 

기나 기타 박물지적인 기록에 나온다. 주요 문학 작품에 있어서는 제임스 페니모어 쿠퍼의 

작품의 도처에 나오는 자연 묘사 같은 데에서도 같은 자연의 묘사를 볼 수 있다. 그러나 

장엄한 풍경은 19세기의 화가들， 가령 매셔 B. 뒤란도(Asher B. Durand) , 토마스 코울 

(Thomas εole) ， 재 스퍼 크폼싸 (Jasper εropsey) 등의 화가들에 의 하여 더 적 극적 으로 추구 

되었다. 

장엄미는 인위적으로 확인된 미적 가치이다. 그것은 낭만적 투영의 소산이거나 적어도， 

흔히 지적되듯이， 자연에 대하여 일정한 미적 거리를 유지하며 자연을 관초하는 사람의 관 

점에 보이게 되는 추상화된 자연의 한 풍모이다. 그러나 이것이 자연 현상 자체에 근거한 

미적 지각에 나타냐는 것임은 틀림이 없다. 아마 이것은 미국에 있어서 특히 그러하었을 것 

으로 생각된다. 아메리카는， 그 식민의 역사의 어느 때에 있어서나， 무엇보다도 자연이 압 

7) The Scarlet Letter, XVIII. “A Flood of Sunshire"(New York: W.W. Norton, Norton Critical 
Edition, 1978) , pp.145-146. 

8) “Oη the S.μblime" in Ttνo Essays by Friedrch Schiller: Naiνe and Seηtimental Poetry & 0η 
the Sμblime(New York: Ungar, 1966) , p.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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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적인 인상을 냥기는 곳이었다. 이 자연을 하나로 파악하고자 할 때， 가장 적절한 개념은 

장엄마의 개념이었다고 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낭만주의 이전에 있어서 미국의 자연은 이 

미 창업미의 속성， 야성적 난폭성과 측량할수 없는 광대무변함을 가지고있었다. 윌리엄 브 

래드포드가 처음에 본 아메리카는 g야성의 짐승과 야성의 사람a로 차 있는 흉악하고 삭막 

한 황야(a hideous & desolate wilderness, full of wild beasts and wild men)"이 었고 “온 고 

장이 수풀로 차 있어서 야성적이고 야만적인 기색을 띄우고 있는 (a ￦ild & savage hew)" 

곳이었다。 9) 에도워드 존슨에게 아메리카는 “이 황량한 사막(this howling Desert)" 이었고， 

“지 금까지 그와 같이 빈약한 수단으로 사람이 해 보려 고 했던 일 가운데 가장 커 다란 난관과 

삼립 작업" 10)을 요구하는 곳이었다. 그리하여 상당한 세월이 깐 다-음에도， 커튼 매더 (Cot

ton Mather) 의 눈에， 아메리카는 “칙칙한 비기독교적인 어둠”에 차 있는 황야로 보였다 11) 

이와 같이 미국의 초기 식민인들의 자연 묘사는 다분히 장엄미의 특징을 포함하는 것이 

다. 그러나 여기에 주목할 것은? 이 초기 식민의 자연 묘사의 배경이 되는 실용적인 측면 

이다. 브래드포도에게 아메리카의 자연이 “흉악하고 삭막한 황야”로 보인 것은 그것을 정 

착하여야 할 땅으로 생각할 때의 느낌을 냐타낸 것이다. 그는 그 황야가 “그들의 옷과 갑 

옷을 갈갈이 찢는 덤불" 12)에 차 있음에 낭패하였다. 에드워드 존슨의 “사막”이라는 말은 농 

경지로서의 신대륙의 어려움을 길게 서술한 다음 그의 종합적인 평가를 요약하는 말이다@ 

이들에게 아메리카가 황야요 사막이라면 그것은 정서적인 의미에서가 아니라 실제적 작업 

의 장이며 대상오로서 그러한 것이었다. 그것은 과업으로서의 사막이다. 이 실제적인 과업 

으로서의 자연에 대한 태도는 미국에 특이한 태도인 것으로 보인다. 물론 영문학에서도 그 

러한 것이 없는 것은 아니다. 위에서 우리는 워즈워쓰에 있어서의 “夢幻的 삭막함”의 느낌 

에 언급했지만， 이 느낌은 다분히 자연 속에서 생존을 얻어내야 하는 인간의 느낌에 속하 

는 것이다. 이 이외에도 워즈워쓰에게 작업으로서의 자엽의 관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가령 

“마이클 Michael" 등의 시에서 노동의 위엄은 중요한 시의 요소가 되어 있다). 또는 죠지 

크랩 George εrabbe의 시에 나오는 자연은 압도적으로 사실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 

한 자연에 대한 태도는 미국문학에 있어서 가장 전형적인 것이 아닌가 한다. 본고에서 앞 

으로 언급해 보고자 하는 20세기의 미국시에서 보게 되는 전형적 자연관도 여기에 이어지 

는 것이다. 

9) “Of Plyrnouth Plantation," in John Conron, The Aηzerican Laηdscape: A Critical Anthology 0/ 
Prose and Poetry(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73) , p.118. 

10) Ibid. , p.124. 
11) Q띠oted in Conron, p.114. 
12) Ibid. , p.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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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말한 바와 같이， 19세기 말로부터 20세커 초엽까지의 전형적언 자연관은 자연주의 

적 자연관이다. 인간이 자연의 일부， 그것도 극히 작은 일부이며， 자연이 인간의 여러가지 

소망에 비정할 만큼 무관심하다는 생각은 서양의 근세 문학 또는 사장에 일반적으로 받아 

들여지고 있는? 세계관의 대천제라고 할 수 있다. 다만 그것이 얼마나 주제적으로 표현되 

고 있느냐가 다를 뿐이다. 말할 것도 없이， 이것을 가장 두드러진 주제로 표현한 것은 주 

로 자연주의의 소설이다， 그러나 자연주의가 시에서 직접적인 내용으로 또는 방볍으로 이 

야치된 경우는 현저한 예를 찾기가 어려운 것으로 생각펀다. 아마 주요 시인으로는 영국의 

토마스 하다 정도에셔 그 래표적얀 경우를 찾을 수 있을런지 모른다. 미국에 있어서， 스티 

븐 크레인의 “어떤 사람이 우주에게 말했다. A Man Said to the Universe"와 찰은 시가 단 

척으로 자연주의적 태도를 간단히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틀어질 수는 있을 것이다。 

어떤 사람이 우주에게 말했다 : 

g선생념 나는 존채합니다 ! " 
“허 나 .. 우주는 당하여 말했다. 

“그 사질이 나에게 

의무감을 만틀어 주치는 않았다 

A man said to: the universe: 

“Sir, 1 exist." 

“However," replied the universe, 
“The fact has: not created in me 

A sense of obligation." 

그러나 자연주의적 세계관 또는 자연관은 수많은 시인틀의 언생 태도의 큰저가 되어 있 

다. 그것은 휠려염 본 무디 W il1iam Vaughn Moody1.f 트렴볼 스티크나 τrumull Sticney 

같은 시언에서도 그려하지만， 특히 에드윈 알병튼 로벤슨 Edwin Arlington Robinson이나 

로버트 프로스트 Robest Frost에서 매우 중요한 기처음이 되어 었다. 그려면셔도 그것이 

직첩척인 의미에서 자연주의척 명제로 진출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 또 그랭다는 것은 그것 

이 중요한 뉘앙스의 차이릅 가지고 나다난다는 것을 말한다. 뉘앙스는 그 세부의 느캠에셔 

도 차이를 만들어내지만， 궁극적으로는 자연주의적 명제에 대한 깜정의 색깜을 전혀 다른 

것이 되게 한다. 이 끌에서 내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자연주의척 자연관을 천제로 

하는 태도에 있어서도 그것에 대한 지각과 정셔가 극히 다를 수 있다는 사질이다. 이 사질 

이 미국시의 중요한 특칭을 이루는 것이다. 

위에셔 말한 바 대체로 창염비의 자연관에 홈수할 수 었는 자연관은 일단은 차연을 부청 



27 

적안 힘의 근원으로 브는 부정적 낭만주의와 비슷하다。 그러면서도， 이미 주목한 바와 같이， 

낭만주의는 인간과 자연의 교감--어떻게 보면， 더욱 깊은 의미에 있어서의 교감을 부정 

하지 아니한다. 여기에 대하여 자연주의의 자연관은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부정적안 조명 

을 가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자연의 부정적 측면이 인간의 어떤 미적 윤리적 소망에 

대응할 수도 있는 것이라는 정까지도 부정한다‘ 이 자연주의에서 자연은 인간의 욕구에 대 

하여 완전히 비정한 무관심을 보여줄 뿐이다. 그러나 이 무관심의 인식은 이마 자연어R 다 

어떤 의지를 부여함으로써 자연을 인간화하는 연을 가지고 있다。 테니슨이 자연을 Q탐욕으 

로 하여 /이 빨과 손톱이 붉은 자연 Nature, red in tooth and claw /with ravine" 13) 이 라고 한 

다거나 하다가 g지둔한 우연이 해와 비를 막고/도박하는 시간이 재미로 신음을 점지한다 

Crass Casualty obstructs the sun and rain, / And dicing τime for gladness casts a moan ... " 14) 

이라고 할 때， 자연은 어떤 의도--악의적안 의도를 가진 것으로 생각되어 있다. 그부다 

도 더 중요한 것은， 자연주의에 있어서의 자연에 대한 인간의 반응은 131 정의 대상에 대한 

것￡로는 너무냐 격정적이다. 이러한 감정적 태도에 대하여 자연은 조금 더 중립적인 것 o 

로， 그 안에 어떤 악의를 숨겨 가진 것도 아니며， 그 무관심에 대하여 사람이 어떤 섭섭함 

이나 원한을 가져야 할 것도 아닌 것으로 파악될 수 있다. 물론 안간의 언어는 그 본질상 

어떤 종류의 판단도 유보하는--결국은 심미적， 윤리적 판단도 더 근본적안 지각의 판단， 

또는 지각 현상에 내재하는 펀향￡로부터 얼어난다고 할 수 있다--진술을 할 수 없는 것 

처럼도 보인다. 참다운 의미에서의 중립적 자연을 이야기하려면， 적어도 주어지는 용D覺與 

料를 받아들이는， 따라서 그것을 흔쾌하게 수용하는 태도가 펼요한 것으로 부인다。 그리하 

여 중립적 자연에 대한 진술은 그것에 부정적 태도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긍정적A 

로 수용하는 형태블 취한다. 그렇긴 하냐 대체적으로 말하여， 자연이 인간의 소망과 무관 

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 사실을 섭섭함이냐 슬픔이나 원한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중렴적으로 수용하려는 태도가 있을 수 있다. 미국시에 보이는， 그러면서 최근의 시에 올 

수록 두드러지는 미국시의 특칭을 이루는 것은 바로 이러한 태도이다‘ 

위에서 언급한 잎이 있는 아매리카의 초기 식민안들， 윌리염 브래도포도나 에드워드 존 

슨이 미국의 자연을 “흉악하고 삭막한 사막 또는 “이 황량한 사막”이 라고 했을 때， 그것 

은 정서적이라기브다는 사실적 태도를 나타내는 말이었다. 19세기 초엽에 미국의 초원을 

말하면서， 브라이언트가 “이것은 사막의 정원， 이것은 베어내지 않는 들，/끝간 데 없으며 

아름다운，/영 국은 이 것을 이 름할 말이 없다. These are the gardens of the Desert, these/the 

unshorn fields, boundless and beautHul,/For which the speech of England has no name‘?’ 15) 

13) In Memorìam A.H.H. LVI. 
14) “Hap'’ 
15) “The Prai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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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했을 때， 그는 사람의 통상적 시적 정서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자연에 언급한 것이다. 

헨리 데이바도 소로는 누구보다도 인간과 관계 없는 자연， “근원척이고 순치되지 아니한， 

영 원 히 순치 될 수 없는 자연 primeval, untamed, and forever untameable Nature" 을 잘 알고 

있었다. 그것은 “광활하고 음울하고 외포감을 이르키는 것 vast and drear and inhuman"으 

로 그것은 “우리가 흔히 들어온 어머니 大地도 아니며， 밟고， 거기에 묻히고 할 땅" 16)도 

아니다. 

이러한 자연은 비인간적인 것이어서 인간의 회로애락 또는 더 나아가서 인간의 寂述的

노력까지도 초월하고 있는 것으로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사람이 하는 일로 사람의 인식적， 

정서적， 실제적 관심을 초월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초월의 노력에 있어서조차 그렇다. 초 

기의 식민인들이 미국의 자연에서 사막을 발경했다면， 그것은 자연이 그들의 경작 노력에 

쉽게 순응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자연은 노동의 과제로서 생각되고， 그럴 때 그것 

은 미적이거나 장엄한 정서라기보다는 엄청난 작엽의 관점에서 황량한 사막으로 보인 것이 

다. 그런데 반드시 같은 것은 아니라도 노동의 관점에서의 자연에 대한 태도는 중립적 물 

리적 사실로서 자연을 인지하는 데 있어서 한 중요한 요소가 된다. 그러면서 이것은 다시 

조금 더 적극적인 심미적 성격을 띄울 수 있다. 그 경우 자연의 물리적 측면은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것으로， 저주가 아니라 위안으로 받아들여진다. 이러한 통합된 느낌 

은 쏘로우가 잘 표현한 바 있다. 

우리는 순치되지 아니한 자연을 강장제처렴 마설 필요가 있다. 때로 해오라기 숭어 있는 물가를 

건너고 또는 도요새의 울음에 귀 기울이며， 좀 더 저만치 야성과 고독 속에 사는 새들이 둥주리를 틀 

고 족제비가 땅을 기는 사초 갚에서 소근대는 사초 냄새를 맡을 필요가 있는 것이다. 동시에 우리는 

모든 것이 신비롭고 가늠할 수 없으벼상과 물이 한없이 거칠고， 헤아릴 수 없는 것여며， 우리가 

측량하고 깊이를 챈 것이 아닐 것을 요망한다. 자연은 아무리 있어도 부족하다. 한없는 자연의 힘을 

느끼게 하는 풍경， 거대하고 광막한 지형， 난파선의 잔해가 있는 바닷가， 솟기도 하고 또는 땅에 쓰 

러져 썩어가기도 하는 나무가 있는 원시립， 천풍 번개를 품은 비구름， 한번 내리연 한 삼주일종은 

내리고 곳곳에 새로운 뱃물을 이루어 놓는 비--이러한 것들로써 마음을 싱싱하게 하여야 한다. 우 

리는 우리 자신의 한계가 범해지고， 우리의 발길이 미치지 못하는 것에 삶을 자유롭게 방목되게 할 

펼요가 었다 17) 

이러한 귀절들에서 쏘로우가 표현하고 있는 것은 일종의 장염미이다. 그러나 동시에 그 

것은 다른 낭만주의적 표현에 비하여 사실적인 것이라고 하여야 한다. 이것은 측량기사로 

서， 농부로서의 쏘루우 이력을 보면 쉽게 수긍이 가는 일이다。 여기에서 주목하게 되는 것 

은 이러한 귀절의 사실성과 아울러 자연에 대한 경턴-감이다. 이 경단감은， 장엽미의 공식 

이 표현하듯이 우리의 인간적 힘은 압도하는 것에 대한 경단감이다. 다만 여기의 힘은 어 

16) Excerpt from “ The Maine Woods" in Conron, op. cit., p.252. 
17) Walden in Watdeη and Ci1,lil Di$Q{Jedience(New York: W. W‘ NQrto!l, Norton Critical Edition, 

p.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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떤 怪力을 대표한다기보다 단지 거대성， 항구성， 지속성과 같은 비교적 중립적인 속성을 

가진 것이다(워즈워쏘에 있어서도 자연의 이러한 면모에 대한 경단이 있다)。 이것은 쉽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대성에 대한 종교적 외포감에 연결된다(또는 거꾸로 종교적 외포감 

이런 우리의 의지에 대립되연서 그것의 로대가 되는 절대적 필연성에 대한 요청이다。 그리 

고 그 요청에 답하는 것이 술어없는 물리적 사실로서의 거대한 자연어이다). 우리가 미국 

의 현대시에서 보는 것도 이러한 느낌이다， 그리고 그것은 쏘로우의 경우처럼 노동과 사실 

성과 연결되어 있다. 

짧 

월리스 스티븐스는 화사한 프랑스풍의 시인으로 알려져 있지만， 단순한 물리적 사실로서 

의 자연에 대한 느낌이--득히 미국적 현실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서 이러한 자연에 대 

한 느낌이 그의 시적 명상에서 중심적 테마가 된다는 것은 별로 이야기되지 않는다。 그의 

물리적 자연에 대한 느낌은 g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How to Live. What to 

Do"에 가장 간단히 표현되어 있다。 

어제 저녁 청정치 옷한 세상 위로 

깨끗치 못하게 바위 위에 달이 댔다. 

그와 그의 벗은 영웅적 고지를 오르기 전 

휴식을 취하기 위하여 멈추어 섰었다e 

바람은 장엄한 소리를 내며 

그을 위에 차겹게 불어내렸다. 

그들은 화염 얼룩진 해를 버리고 

더욱 념치는 불꽃의 햇빛을 찾아 나섰다. 

그대신 풀잎 수술단 바위가 

육중하게 높이 또 별거버슨 채 

나무 위로 솟아 있고， 산마루는 

EÁ의 팔처렴 구릉 사이에 있었다‘ 

거기에는 목소리도 깃털 단 영상도‘ 

노랫군도， 스님도 없었다. 다만 

거대한 바위의 높다람 그리고 

쉬기 위하여 멈추어 선 두 사람뿐. 

찬 바람이 있고， 그들이 뒤로 한 

땅의 흙탕에서 멀리， 바람의 소리 i 

영웅적었 소리， 기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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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에 발견하는 것은 장 

어떤 것이 아니다. 

E+λ 
P 기 

。-드
 긍
 

그
 

환회에 찬， 자신있는 소리가 있었다 18) 

이 시에서 두 주인공은 고양된 삶을 찾아 나서지만， 

식적 영웅주의나 종교적 그것은 높다랑 엄숙성을 정당화해 줄 수 있는 

그러나 이 비-위는 그나름으로 줍고 깨끗하고 영웅적인 기쁨을 

제공해 주는 근거가 된다. 쏘로우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러한 벨거벗온 자연이 주는 해방 

감은 스티븐스의 다른 시에서도 중요한 美的 情錯의 하나프로 나타나지만， 다른 미국 시안들 

게 벨거벗은 바위일 뿐이다. 

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바위〉의 이마지의 빈번한 등장이다. 낭만주의자들의 자연의 이마지로서의 

나무에 대하여 바위는 거의 이 지질학적 자연주의의 ffR章인 것으로 보인다. 로빈슨 제퍼스 

Robinson Jeffers에게 그것은 자연 질서블 가장 잘 요약해 주는 것이다。 “요， 아음다운 바위 

그는 산에서 캠펑하던 경험을 묘사하고 있는데， 인간과 나무와 

바위와 어울려 이루는 광경을 통하여 인간과 자연의 관계플 그는 다음과 같이 인상적오로 

여 , Oh, Lovely Rock" 에 서 

죽은 월계잎의 

암시 한다. 

우리는 자갈 위에 둡고 몸을 럽히기 위해 모닥불을 지폈다. 

자정아 지나고 두서너개의 석탄만이 서늘해지는 어둠 속에 붉게 빛을 냈다. 나는 

한줌을 

꺼지는 불 위에 보태고 그 위에 마른 가지릎 펴 두고 다시 누웠다. 살아난 불꽃이 

장든 아들과 그 동우의 얼굴과 살골물 저펀의 거대한 철벽의 벽면을 비추었다. 

머려 위의 가벼운 잎이 불의 숨결에 춤추고， 냐뭇풍。l 떠올랐다， 

18) How to Live. What to Do 

Last evening the moon rose above this rock 
Impure upon a world unpurged. 
The man and his companion stopped 
To rest before the heroic height. 
Coldly the wind fell upon them 
In many masjesties of sound: 
They that had left the flame-freaked sun 
To seek a sun of fuller fire. 

Instead there was this tufted rock 
Massively rising high and bare 
Beyond all trees, the ridges thrown 
Like giant arms among the clouds 

There was neither voice nor crested image, 
No chorister, nor priest. There was 
ünly the great height of the rock 
And the two of them standing sti11 to rest. 

There was the cold wind and the sound 
It made, away from the muck of the land 
That they had left, heroic sound 
Joyous and jubilant and 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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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눈을 사로잡은 바위의 벽이었다. 멸스러울 것도 없는， 밟은 회색의 閒緣岩. 두 세 개의 줄 

이 난? 

사태와 홍수가 한없이 마멸하여 부도렵게 닦이운。 고사리도 이끼도 나지 않는. 

마치 나는 바위를 처음으로 보는듯 했다. 불꽃에 조명된 거죽을 꿰뚫어， 진정한 육체의， 살아 있 

는 바위를. 

벌스러울 것도 없는， 얼마나 특별한지 말로 할 수 없다. 

첨묵의 뜨거움， 깊고 높은 커상， 순결한 아름다웅， 우리의 운명의 밖에서 펼쳐지는 이 운명， 

그것은 이 산에 웃음짓는 엄숙한 어린애처럼 있다. 나는 죽을 것이다. 나의 아이들은 

살고 또 죽을 것이다. 우리 세상은 변화와 발견의 급속한 고흥을 거쳐 지속할 것이다. 이 시꽤는 

죽을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버l 들레행의 주변에서 늑대는 눈 속에 운다 : 이 바위는 여기에 있을 것이다. 엄숙히， 

진지하게， 수동적이 아니게。 

그 원자들의 에네르키는 산을 온통 위로 받쳐들고， 냐는， 빽빽한 여러 세기 이전에 

그 강한 현실을， 0] 외로운 바위플 사랑과 경단g로 느꼈다 19) 

바위의 지질학적 지속성에 견주연， 사람의 삶이란 극히 짧고 가볍다。 그러냐 제퍼스는 

그 대조가 얀간의 삶을 값없는 것이 되게 하기 보다는 더 귀한 것이 되게 한다고 생각한다。 

그는 다른 시에서 조밀한 인간 운명이 소멸한 자연에서 인간이 κ넓이외 위염， 휘귀항의 가 

치 τhe dignity of room, the value of rareness" 20) 를 얻는다고 말하고 있지만， 바위의 지질 

19) We lay on graγely and kept a little camp.fire for warmth. 
Past midnight only two or three coals glowed red in the cooling darkness; 1 laid a clutch of 

dead bay-leaves 
On the ember ends and felted dry sticks across them and lay down again. The revived flame 
Lighted my sleepìng son’ s face and his companion’ 5, and the vertical face of the great gorge

wall 
Across the stream. Light leaves overhead danced in the fire’s breath, tree-trunks were seen: 

it was the rock wall 
That fascinated my eyes and mind. Nothing strange: light-gray diorite with two or three 

slanting seams in it, 
Smooth-polished by the endless attrition of slides and floods; no fern nor lichen, pure naked 

rock ... as if 1 were 
Seeing rock for the first time. As if 1 were seeing through the flame-lit surface inìo the real 

and bodily 
And living rock. Nothing strange ... I cannot 
Tell you how strange: the silent passion, the deep nobility and childlike loveliness: this fate 

gOlng on 
Outside our fates. It is here in the mountain like a grave smiling child. I shall die, and my 

boys 
Will live and die, our world wiU go on through its rapid agonies of change and discovery; 

this age will die, 
And wolves have howled in the snow around a new Bethlehem: this rock will be here, 

graγe， earnest, not passive: the energies 
That are its atoms will stil1 be bearing the whole mountain !!bove: I\nd 1, many packed 

centuries ago, 
Felt its intense reaiity with love and wQnder, thi~ lQIlely rock‘ 

20) “November Su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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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 연륜도 인간을 고귀하게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같은 발상은 서부의 시인 케네쓰 렉스로쓰 Kenneth Rexroth의 시에서도 볼 수 있다. 그 

는 “또 다시 라이 얼의 가설 Lyell’s Hypothesis Again" oJl 서 자연 속의 연간을 그린다. 

따뜻한 사월의 공커 속에 옷을 벗고 

우리는 벼랑의 바람 피한 양지， 

붉은 삼나무 아래 놓는다. 

내 위로 몸굽혀 앉는 너의 

옆구리에 물련 자국인듯 붉은 표적， 

상나우 방울이 살 속으로 눌려 간 자국을 본다. 

우리 머리 위의 질벽의 갈단에도 

같은 자국이 있다. 멍하기 이전의 

셰코이야 랑스도르피， 그 이후의 

셈페르비렌스. 흘러간 세월이야 다르지만， 

그 사이에 별로 다를 것은 없다. 

이 봄 꽃들의 향그러운 

썩어가는 악취 속에， 옴 씻고， 

물가에 밀려 온 잡동샤니와 함께， 

벌거벗고 서늘하게 함께， 

이 나무 밑에서 한 순간 

우리는 원한올 벗어 버린다. 

사랑과 잃은 사랑과 배 반의 사랑의 

원한을. 그렬 수도 있었을 일과， 

그렬 수 있는 일은 지금 있는 일과 더불어 

떨어져 나가고， 그것은 사람의 살과 돌의 

영원한 탄화수소에 찍히는 

이러한 상형문자를 남길 뿐이다 21) 

21) Naked in the warm April air, 
We lie under the redwoods, 
In the sunny lee of a cliff. 
As you kneel above me 1 see 
Tiny red marks on your flanks 
Like bites, where the redwocd cones 
Have pressed into your flesh. 
You can fìnd just the same marks 
ln the lignite in the cliff 
Over our heads. Sequoia 
Langsdorfi before the ice, 
And sempervirens afterwards, 
There is litt1e difference, 
Except for all those years. 

Here in the sweet, moribund 
Fetor of spring flowers, wa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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렉스로쓰에게 삶은 애매한 의미를 가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괴로움과 아름다움， 무상 

함과 영원， 부패와 청결을 섞어 가지고 있다. 위의 인용 부분에서 삼나무 방울이 벌레 문 

자국처럼 살갖에 자국을 남긴다는 것은， 앞에서 말한! “불타는 네써스의 적삼 속에서 육체 

를 묶어 놓는 인 정 과 ~ 고뇌 의 그물 τhe tissuejOf sympathy and agonyjThat bincls the flesh 

in its Nessus' shirt" 이나 “멸망해버련， 멸망해가는 세계의 거대한 비개인적 원한 the vastj 

Impersonal vindictivenessjOf the ruined and ruining world"의 또 하나의 표현 으로 보인 다. 

그러낙 그는 오랜 지질학적 세월 속에 존재했던 생명 현상이 그러했듯이 그와 그의 연인의 

생명의 동작이 바위 속에 흡수될 것이라는 데에서 위안을 얻는다. 자연이 사람에 작용하고 

사람이 작용하여 이루는 자연의 과정은 어떤 신<11 로운 〈상형문자〉로서 보안다. 거대한 우 

주적 관정에서 그는 거기에서， 그의 시집의 이름을 벌어， <사물들의 銘字 the Signature of 

All Things)블 보는 것 이 다， 

렉 스로쓰의 m.神論보다는 초금 더 일상적 차원에 서 , 게 어 리 스나이 더 Gary Snyder도 자 

연의 비인간성에서 위안을 열는다。 그리고 이것온 종종 광물적 자연의 묘사로서 표현된다. 

“파이우티 계곡 Piute Creek"과 같은 시는 전형적이다” 

하냐의 화강암 산마루 

나무 한 그루면 족하다6 

또는 바위 하나， 작용 시내， 

연옷에 뜬 나무껍질 하나。 

산 너머 산， 접히고 비를린 

탄탄한 나무들이 가는 돌픔에 

비집고 서고， 그 뒤로 

커다란 달-이것은 너무 하다。 

마음이 비틀거린다. 백만 번의 

여름， 밤바람 자고， 바위는 

따스하다. 끝없는 산을 위 로 하늘， 

사람으로 인연하는 허첩쓰레기 

모두 떨어져 나가고， 단단한 바위 비틀거린다。 

무겁기만 한 현재조차도 

Flotsam and jetsam together, 
Cool and naked together, 
Under this tree for a moment, 
We bave escaped the bitternes8 
Of love, and love l08t, and love 
Betrayed. And what might have been, 
And what might be, fall equally 
Away with what is, and leave 
Only these ideograms 
Printed on the immortal 
Hydrocarbons of flesh and st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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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거품의 심장을 비끄러나가는 듯 

말들이며 책이며가 모두， 

높은 바위턱에서 내리다 

마른 공기 속에 말라버린 시내와 같다. 

맑게 집중하는 마음은 

보는 것이 참￡로 보이는 것이라는 외 

다른 아무런 의마도 없다. 

바위 를 사랑하는 사랑은 없다. 

그러나 여기는 우리가 있는 곳， 

밤기운이 차다. 달빛 속에 변쩍하는 것이 

노간주나우의 그늘로 든다. 

거기에서 보이지 않게 

쿠가나 카요테의 냉엽한 눈이， 

일어나 가는 나를 살핀다 22) 

$ 

이러한 바위에 대한 또는 자연에 대한 시적 체험에 낭만적 심미주의 또는 장엄마에 대한 

22) Piute Creek 

One granite ridge 
A tree, would be enough 
Or even a rock, a small creek, 
a bark shred in a pool. 
Hill beyond hill, folded and twisted 
Tough trees crammed 
In thin stone fractures 
A huge moon on it all, is too much. 
The mind wanders. A million 
Summers, night air still and the rocks 
Warm. Sky over endless mountains. 
All the junk that goes with being human 
Drops away, hard rock wavers 
Even the heavy present seems to fail 
This bubble of a heart. 

W ords and books 
Like a small creek off a high ledge 
Gone in the dry air. 

A clear, attentive mind 
Has no meaning but th a.t 
Which sees is truly seen. 
No one loves rock, yet we are here. 
Night chills. A fl.ick 
In the moonlight 
Slips into Juniper shadow: 
Back there unseen 
Cold proud eyes 
Of Cougar or Coyote 
Watch me rise and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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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미가 들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다시 한벤 우려는 현대 미국시의 자연관이 반드시 낭 

만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보이는 자연은 보여지는 것이라기 

보다는 그곳에서 생활하고 노동이 대상이 되는 자연이다。 이것은 중심적 상징으로서의 바 

위에 이미 플어 있다고 말할 수도 있다. 가스통 바쉴라르는 바위를 포함한 해지의 이마지 

가 한펀으로는 단단함과 저항 그리고 다른 한펀으로는 의지와 노동에 이어짐을 지적한 바 

있다e 단단한 물질을 상상하는 것은 그것에 대한 인간의 작용을 상정함으로써만 가능하다。 

바쉴라르의 말과 같이노동은 그것을 작동하게 하는 불질적 이미지를 통하여 그 노력에 

맞서는 물질 자체를 만블어낸다. 작엽안 (homo faber)은 그 물질에 대한 작업에서 기하학적 

조립의 사고에 만족하지 않는다. 그는 기초적 물질의 내밀한 단단함을 향수한다. 그는 그 

가 굽게 하는 모든 물질의 可題性을 즐긴다 "231 다만 20세기의 미국 시안들은 단단하가만 

하고 可團뾰이 없는 것이 자연이 라고 느꼈다고 할 수 있으나， 그들의 단단함의 이미지 또 

는 바위의 이미지가 대체로 비슷한 저항과 노동의 연상 회로 속에 있는 것온 틀렴이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것은 이들 미국 시인들의 개인적 이력에 의해서도 뒷받첨되는 일야다. 

제퍼스나 렉스로쓰， 스나이더 또는 자연에 대하여 비슷한 양의적 태도블 가지고 있다고 말 

할 수 있는 또 하내의 중요한 시인 로버트 프로스트 등은 전적으로 농사만을 한 사람은 아 

니면서 한때는 농사에 관계하거나 적어도 자연 속에 살면서 그곳에서 생활 수단을 찾고자 

했던 사람이다. 그들의 자연 속의 생활인으로서의 삶이 그들의 자연에 대한 눈을 독특한 

것이 되게 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노동 또는 생활과 자연의 관계는 그들의 시에 있어서의 

대체적인 빼경을 이룬다고 할 수 있거니와s 노동과 자연의 마학은 제퍼스의 “안개 속의 배 

Boats in a Fog"와 같은 시에 가장 잘 요약되어 표현되어 있다. 

스포츠， 예절， 무대， 예술， 춤추는 사람의 묘기， 

음악의 넘치는 목소리는 

어린 아이에게는 매력이 있지만， 고귀함을 결한다. 

아름다움을 만드는 것은 아픈 진지함이다. 어른이 되어 

마음은 안다. 

흘연히 흐르는 안개 바다의 소리 를 감싼다. 

그 안에 고동하는 기관의 소리， 

이유고， 돌을 던지연 맞을 거리， 바위와 안개 사이로， 

하나씩 하나씩 신비에서 나오는 그림자? 

고깃배들， 벼 랑을 지침 삼아， 

줄을 이어， 바다 안개의 위험과 

해변의 화강암에 깨어지는 白波 사이 9 

위태로운 길을 따라가는 배을. 

하나씩 하나씩， 樓導船을 쫓아 여섯 척의 배가 내 곁을 지난다. 

안개에서 나와 다시 안개 속으로， 

23) Gaston Bachelard, La Terre et les rêveries de 1α voloηté CParis: Librairie José Corti, 1948) , 
pp.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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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의 고동이 안개에 강싸인 채， 참을성 있게， 조심스러。1. 

반도의 가장자리를 돌아 

온터 레 이 항의 浮標들이 있는 곳으로 펠리 칸의 커용翊도 

보기에 더 아름다울 수는 없다. 

遊星을의 飛翊도 더 고귀할 수 없다. 모든 예술은 

이 본칠적 현실， 

똑 같이 진지한 자연의 요소을 사이에 

그플의 일에 종사하는 被造物을의 

본질적 현질 앞에서 힘을 잃는다 24) 

자연 속에 있어서의 인간의 일을 제퍼스의 이 시보다 더 아름랍게 요사하기도 어렵겠으 

냐， 어떻게 보면 이 시의 문제점은 그것이 너무 아름답다는데 있다고 할 수도 있다. 그것 

은 장엄마의 과장에 가까움다。 또 그렇다는 것은 그것아 심마적 관조의 태도에 지나치게 

깊이 잠겨 있다는 말이기도 하다. 현대 미국시에서 더 일상적 차원에서의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청저히 의식하고 있는 것은 로매트 프로스트이다. 그의 관점에서 이 관계는 장엄미 

를 허용하기에는 너무 삭막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만큼 그는 조금 더 자연주의의 태도에 

가까우면서 도 일 상적 생 활의 느낌 을 떠 나지 않는다. “구도 Design," 냐 “밤에 익 숙해 짐 Ac

quainted with Night," 또는 “삭막한 땅 Desert Places" 등에서 자연은 비인간적이고 냉혹한 

장소로서 표현된다. 다른 시들에서는， 자연은 인간의 노력을 無化하고 어려운 노동의 되풀 

24) Boats in a Fog 

Sports and gallantries, the stage, the arts, the antics of dancers, 
The exuberant voices of music, 
Have charm for children but lack nobility; it ïs bitter earnestness 
That makes beauty; the mind 
Knows, grown adult. 
A sudden fog-drift mufHed the ocean, 
A throbbing of engines moved in it, 
At length, a stone’ s throw out, between the rocks and the vapor, 
One by one moved shadows 
Out of the mystery, shadows, fishing boats, trailing each other 
Following the cliff for guidance, 
Holding a difficult path between the peril of the sea-fog 
And the foam on the shore granite. 
One by one, trailing their leader, six crept by me, 
Out of the vapor and into it, 
The throb of their engines subdued by the fog, patient and cautious, 
Coasting al1 round the peninsula 
Back to the buoys in Monterey harbor. A flight of pelicans 
Is nothing love1ier to look at; 
The flight of the planets is nothing nobler; al1 the arts lose virtue 
Against the essential reality 
Of cre<ltures going about their business among theequally 
Earnest eJements of n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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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 되 게 하는 살립 의 태 로서 생 각된 다。 “큰u1 냐리 는 때 In Time of Cloudlburst" 에 서 그 

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자연은 안간에게 비의 혜태을 주면서 가꾸어 놓은 땅의 표토를 바 

다로 들어가게 하고 급기야는 棄田이 뿔海가 되게 할 수가 있는것이다. 여기에 대하여， 인 

간의 할 일은 끊임없는 되풀이의 노동에， 또 그러한 노동을 요구하는 인간 조건에 지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이 시의 未尾에서， 시인은 바란다. 

그처럼 끝없는 피푸리에 

비슷한 나의 애씀이 나를 

지치게 하고 섬통나게 하고 

인간조건에 분격하지 않게 하도록 

May my application 80 close 

To 80 endless a repetition 

Not make me tired and rnorose 

And resentful of rnan's condition. 

자연의 인간에 대한 적의는 프로스트의 기본적인 주제이다. “마지막 폴베기 The Last 

Mowing"에서， 목초지는 사람이 풀베기를 그치는 순간 야생의 상태로 돌아가버린다"시골 

일을 잘 알 필 요가 있다 The Need of Being Versed in Country Things"는 불타버 련 집 에 

다시 돌아오는 자연의 자연스러움을 밀-한다. 그의 시에서는 자연의 인간에 대한 적의냐 승 

리를 주제로 삼지 않는 경우에도g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자연은， 펀재하는 생존의 

조건으로 그의 모든 지각에 삼투되어 있다나뭇더미 τhe Wood-Pile"에서 사람이 만들어 

놓은 나뭇더미는 아무련 이정표도， 지침도 없는 자연 속에서 퇴화하는 인간의 노력을 나타 

낸다. “담을 고치며 Mending Wall"의 처음에 나오는 귀절， 

무엇인가 담을 좋아하지 있는 것이 있어， 

담 아래 의 언 땅을 부풀게 하여 

볕이 날 때， 윗쪽의 돌을 구르게 하고， 

두 사람쯤 나란히 빠져 갈 퉁을 낸다@ 

Something there is that doesn’ t love a wall, 
That 8ends the frozen-ground-swell under it 

And spills the upper boulders in the sun, 
And makes gaps even two can pass abreast. 

--이러한 귀절의 밑에 들어 있는 표로스트의 생각은 인간의 써지프스적 노력을 헛되게 

하는 적대척인 자연에 대한 지각이다. 

자연은 이러한 사람의 물리적 환경으로서만 인간에게 적대적인 것이 아니다. 그가 그리 

는 보스톤 북쪽의 사람들의 정신 상태도 자연조건에 의하여 극히 좁게 저l 한된다. “담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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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며”에서도 그러한 운제에 대한 언급을 보지만， 외로움과 정신적 빈곤은 농사하며 사는 

인간의 특정이다. 맑스가 말한 “농촌적 바브스려움”을 아마 가장 잘 묘사한 것이 프로스트 

일 것이다. 이 바보스러움에 대한 느낌도 그의 시에 펀재하는 것이지만， “문틀에 선 인물 

The Figure in the Doorway"와 같은 시는 간결한 필치로서 이것을 가장 잘 요약하고 있는 

예로서 들어질 수 있을 것이다. 

가플막을 오른 다음 우리 는 

펀펀한 고산 지대를 갔다. 보이느니 

더부룩한 참냐우뿐， 참나무는 

흙이 적어 두께를 얻지 못하고， 

이 單調로웅 속을 달려 우리는 

사람 하나 살고 있는 곳에 이 르렀다. 

그의 껑 충하게 큰 모습이 오두악 문에 갔다. 

그가 집안 쪽으로 념어져 마루에 누으면， 

그의 몽은 저펀 벽에 닿을 것이었다. 

지나치는 우리가 념어지는 것을 볼 것은 아니지만， 

모든 곳에서 몇 십리 떨어져 산다는 것. 

그것을 그가 견딜 수 있음이 분명했다. 

그는 흔들림 없이 서 있었다. 시무룩 하고 

껑충합은 부족함이 있는 때문은 아니었다. 

불을 해고 밝힘에는 참나무가 있었고， 

낡이 한마리， 눈 앞에 요가는 돼지 한 마리. 

우물이 있고， 빗물을 밭을 수 있고， 

열자에 스우자의 남새밭이 있었다. 

또 일상적 홍머거리가 없음도 아니었다e 

그것은 우리가 타고 지냐는 기차였을 것이다。 

그는 식당차에서 밥 먹는 우리를 보고， 

생각이 내키면 인사로 손을 들어 보일 수도 있을 것아다 25) 

25) The Figure in the Doorway 
The grade surmounted, we were riding high 
Through level mountains nothing to the eye 
But scrub oak, scrub oak and the lack of earth 

That kepth the oaks from getting any girth. 
But as through the monotony we ran, 
We came to where there was a living man. 
Hís great gaunt figure filled his cabin door, 
And had he fallen inward on the floor, 
He must have measured to the further wall. 
But we who passed were not to see him fall. 
The miles and miles he lived from anywhere 
Were evidently something he could bear. 
He stood unshaken, and if grim and gaunt, 
It was not necessarily from want. 
He had a hen, he had a pig in s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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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간의 생존이라는 관점에서 파악되는 자연은 불가피하게 사설적오로 보여지는 것이라고 

하겠지만 프로스트의 g시우룩하고 껑충한” 자연관은 동시에 초금 더 미적인 관점에 겹근해 

가는 것이 보-통이다. 위에 든 시블에서도 자연은 적대적안 힘으로 파악되지만， 그것이 원 

한이나 분격의 이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건강한 사실주의와 근본적 낙관주확를 통 

하여 그것 나름의 균형을 얻a며， 전체적으로 그의 사실주의는 자연의 아름다움에 대한 찬 

탄--장엄마에 비슷한 고양한 감정으로 바뀌는 것이다. 다만 이 고양된 관정야? 다픈 보 

다 낭만적인 시안들--제퍼스냐 렉스로쓰까지 포함한 낭만적 시인에서처렴 신비주의적 색 

채를 띠는 경우가 드불 뿐이다。 자연의 정신적인 의마에 대한 명상은 꺼껏해야 &둘야 풀을 

보다 Two Look at Two"나 g주어진 것의 최선 τhe Most of It" 정도에 표현된 것이 표로 

스트의 철저한 사실주의가 허용하는 한도일 것이다. 

가령 g주어진 것의 최선”에서， 프로스트는 인간의 우주적안 고립과 이것을 극복하고자 

하는 인간의 욕구에 언급하면서， 얘기에 대한 만족할 만한 답변이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우주가 전혀 삭막한 것만은 아니라고 말한다. 우주는 二L냐릅￡로 인간의 정신적 

욕구에 대한 간접적인 답변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01 답변의 상징오로 프로스트는 샤슴을 

등장시키고 있다. 외효운 자연에서， 인간의 사랑의 외침에 당하여 나타난 것이 사슴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표로스트는 사숨을 이렇게 묘사한다. 

그리고 그의 외침에 담하여 아무 것도 없었다. 

벼락의 자갈 사면의 저켠에 우너지는 소려냐고 

언 물 속에 첨뱅이며 출현한 것， 그것 이외에는. 

허냐 헤염쳐 올 시간을 기다려 

가까이 옹 3표습을 보았을 째， 그것은， 

사람의 모습， 그에 더 하는 다른 어 떤 사람이 아니 라

힘차게 나타난 것은 우랑한 사슴이었다. 

우겨진 수면을 앞￡로 멀어내며， 

사슴은 폭포로 쏟아치는 물 흘리며 71 늙에 올라 

각질의 말거즘S로 바위 픔을 얻고， 

잡목을 밀쳤다. 그것 뿐이었다 26) 

묘e had a ten-by-twenty garden patch. 
Nor did he lack for common entertainmenì. 

That I assume was what our passíng train meant. 

He could look at us in our diner eating, 
And if 80 moved uncur1 a hand in greeting. 

26) “The Most of It" 
And nothing ever came of what he cried 
Unless it was the embodiment that crashed 
In the cliff’ s talus on the other side, 
and then in the far distant water spashed, 
But after a time allowed for it to sw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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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 사슴의 힘차면서도 질박한 모습←-이것으로 자연을 상칭하면서， 프로스트는 억 

제된 한도 속에서 그것의 아름다움， 그. 장엄함의 가능성을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B 

그 세부적언 뉘앙스와 의미는 여러 가지로 다를 수 있지만， 위에서 이미 비천 바와 같이， 

현대 미국시의 자연관의 핵심을 이루는 것은 사실주의적 태도이다. 그것은 자연주의적 이 

해로부터 시작하지만， 그것의 형이상학적얀 비관주의를 넘어， 조금 더 초용하게， 있는대로 

의 물리적 사실로서 자연을 받아들이려고 한다。 그러면서 그것은 조금 더 개방적인 수용적 

태도에로 또는 궁극적으로 지질학적안 신비주의로 나아간다. 이러한 자연관은 다른 종류의 

자연관--낭만적이거나， 장염미의 관점이거나 비관적 자연주의의 관점의， 자연관에 비하여 

더 성숙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거은 어느 것보다도 과학적 태도에 가까운 것이고 또 

그것에 대하여 어떤 감정적 예비 판단을 내리는 것보다는 있는 그대로를 수용하고자 하는 

것이기 째문이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말하여， 이러한 태도도， 있을 수 있는 여러 대안 중의 

하냐에 불과하며， 어떤 철학적 입장에 따르는 선택에 불과하다고 말해야 할 것이다. 인류 

학자 스탠리 다이 아몬드 Stanley Diamond는 「원시를 찾아서 In Search 0/ the PrimitiveJ에 

서， 서구 문명의 원시에 대한 관심은 서양 문명에 대한 비판의 거점을 마련하기 위한 방법 

의 하나라고 말한 바 있다. 물론 그렇다고 그것이 가공적이며 하등의 객관성도 가지고 있 

지 않다는 말은 아니다. 그러냐 그것이 하나의 〈구성물 construct)이며， 그 구성물이 그것 

을 만들어낸 사람들과 시대에 대하여 중요한 정치적 의마를 갖는 것임은 틀림이 없다. “原

始”에 비숫한 “自然”에 대한 관심도 이와 같은 관점에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27) 낭만주 

의자의 자연 선호는 안간의 원초적인 자연 친화를 나타내면서 동시에 당대의 사회에 대한 

반대 명제를 제시한다. 그런가 하면 자연주의자의 진화론적 자연관은 치열한 생존 경쟁에 

의하여 특정지워지는 자본주의의 사회상을 반영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물론 극단적인 

단순화이나 이러한 반대 또는 반영의 관계가 낭만주의나 자연주의의 자연관의 한 진실을 

이루는 것엄은 재론할 여지가 없다. 그런데 이러한 자연관이 어떤 의미에서든지 사회에 

대하여 하나의 그럼자로서， 하나의 부정성 (negativity)으로 존재한다고 한다면， 미국 문학 

Instead of proving human when it neared 
And someone else additional to him, 
As a great buck it powerfully appeared, 
Pushing the crumpled water up ahead, 
And landed pouring like a waterfall, 
And stumbled through the rocks with horny tread, 
And forced the underbrush and thal: was al l. 

27) cf. Stanley Diamond, In Search 0/ the Primitive(New BrunswÎck, N.].: Transaction Books, 
1974) , pp.203-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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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보이는 자연관은 그러한 부정성이면서 홍시에 그나름의 독자적안 현실성을 갖는 적극적 

원리이다. 그것은 그것나름의 하나의 세계관이며 삶의 방식을 형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것은 미국에 있어서의 자연의 우위에 따르는 이해할 만한 결과이다. 미국에서 자연관은 단 

순히 낭만적인 향수의 표현이 아니라 현실적 삶의 표현인 것이다. 이것은 초기 개척자들의 

경우에 당연히 그랬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20세거의 시인들에게서도 대체로 그렇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20세기 후반에 와서， 이러한 현실주의적 자연관은 적극적인 대체 이데올 

로기， 대체 사회에 대한 비션으로서 의식적으로 확대되는 것으로 보인다. 로반슨 제퍼스나 

프로스트 또는 렉스로쓰가 자연을 말할 때， 그것은(가령 홉킨스 Hopkins나 하다의 경우와 

는 달리) 그것 나름의 독자적인 삶의 체계를 이루고 있는 자연이다. 그것은 그 속에서 생활 

될 수 있는 공간이며， 삶의 방법이다. 이것은 조금 더 젊은 세대의 시인들에게서는 더욱 

적극적으로 주창되는 정치와 문명의 포로그람이 된다. 

이러한 관점을 가장 잘 대표하고 있는 것이 게어리 스나이더 Gary Snyder라고 할 수 있 

다. 그는 시를 쓰면서 계속적으로 정치적 발언을 해 왔는데， 이 발언에서 우리는 그의 시의 

관심의 사회적 함축을 짐작해 볼 수 있다. 그것은 요늘의 과학 기솔 문명과 사회조직의 파 

괴성? 비인간성， 반생명성， 반자연성에 집중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그가 이상적으로 생 

각하는 것은 자연환경 속에 적응하는 종족 사회 (tribal society) 이다‘ “오늘의 문명의 잘못 

은， 자연이 참스러운 것이 아니며， 사람처럼 살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또는 사람만큼 현 

명한 것이 아니며， 어떤 의미로는 죽어있는 것이라는， 또 동물은 지능이냐 감정에 있어서 

너무 낮은 차원에 있어서 우리가 그것에 마음을 쓸 필요가 없는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에 

있다。” 기술 문명을 계승하여 새로 탄생할 문명은 g자연의 힘과의 교강의 통로를 열고 유 

지하려고 한 원시적 세계관”을 되찾아야 한다。 28) 더욱 구체적으로 새로운 문명은 실제 자 

연 경제 속에 뿌리를 내린 공동체들의 확산으로 이룩될 수 있다어떤 종류의 공동체들이 

후진적 농촌 지역에 세워지고 변창할 수 있을 것이다。종내에는 도시는 종족의 축제적 

회합이라는 형식으로만 존재하면서 몇 주일 후면 해체되는 것이 될 것이다。 .. …."29) 어떻 

게 보면 그의 시는 이러한 정치적 。 문명사적 관심의 한 부분에 불과하다. 그에게 시는 원 

시사회냐 만찬가지로 “원시적”이다. 그것은 “노래하는 사람에게 고유 하면서 깊은 차원에 

서는 모든 사람에게 공동된 희귀하고 강력한 심리상태 "30)를 나타낸다。 이것은 원시사회에 

서는 평상적인 심리상태였다고 스나이더는 생각한다. 그리고 그는 원시사회의 조건을 비교 

적 구체적으로 나열한다. 거기에서는， 

사람들은 연장을 별로 가지고 있지 않고， 역사에 무관심하며， 쌓여있는 서척보다는 살아있는 구천 

28) Gary Snyder, “The Wilderness," Turtle Island(New York: New Directions, 1974) , p.107. 
29) “Four Changes," T:μ?’tle Island, p. 101. 
30) Gary Snyder, “ Poetry & the Primitive," Earth House Hold(New York: New Directions, 1969), 

p.117. 



42 美 國 學

전통을 가지며， 지배적인 사회 복표를 가지지 아냐하며， 성적 생활과 내연 생활의 자유가 있에셔， 
사람들은 압도적으로 현재에 살았다. 그들의 일상생활은 친구와 가족의 옷감이며， 사람의 육체가 이 

루는 감정과 에너지의 장이며 그들이 발딛고 있는 땅이며 지구를 감싸는 바람이며， 의식의 다양한 

구역이다 311 

스나이더에게는 시란 이러한 원시 공동체의 구체성과 정신성에 가까이 가려는 시도인 것 

이다. 

시인으로서 나는 지상의 가장 고대적 가치를 견지한다. 그것은 후기 구석기 시대까지 소급한다. 

땅의 비옥함， 동물의 마술， 고독 속에 갖는 힘의 비전， 우서운 입문 의식과 재생， 춤의 사랑과 입신 

의 경지， 종족의 공동노동， 나는 역사와 야생의 자연을 하나로 마음 속에 지니고자 한다. 그리하여 

시가 사물의 진정한 척도에 맞갖고 우리 시대의 불균형과 무지에 맞섣 수 있도록. 

스나이더의 시에 있어서의 자연에 대한 느낌의 여러 관련은， 이미 비춘 바와 같이， 분명 

하게 표현된 것이거니와， 비슷한 느낌은 반드시 성명서조로 선언된 것이 아니더라도 많은 

젊은 시얀--특히 서부의 젊은 시인들에게 있어서 암암리에 전제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한 

다. 가령 로버트 블라이 Robert Bly가 씨에라 클럽 Sierra Club을 위하여 펀칩한 사화집， 

「우주 소식 News of the Universe(San Francisco: Sierra Club Books, 1980)J에 실려 있는 

젊은 시인들의 시들은 그 예로서 들어질 수 있다(블략이의 이름이나 써에라 클럽의 역사가 

모두 야생의 자연에 관계되어 있는 것이므로， 그 사람의 펀집에 :::z.. 기관에서 내는 책은 저 

절로 자연 주제의 시를 많이 수록할 것￡로 말할 수 있지만， 이러한 사화집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증후라고 해야할 것이다). 우리에게는 아직 생소한 그리고 대체적으로 그 

시적 발전의 결과의 방향을 알수없는 시인들에서도 우리는， 위에서 말한 여러 특징들， 자 

연의 지질학적 신비에 대한 경외감， 노동에 대한 특이한 감수성， 현대 운명에 대한 비판척 

의식，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삶의 방식에 대한 모색 등을 발견할 수 있다. 

바위 는 여 전히 중심 적 상정 의 하나이 다. 프레 드 베 리 Fred Berry는 g행化珪士岩 Silica 

Carbonate Rock" 을 다음과 같이 묘사했 다. 

뜨거운 물로하여 

그 뱅같은 물칠로부터 변한 

회고 단단한 암석. 어떻겐지는 모르지만， 

전생으로부터 변용되어 누가 알랴， 

얀다안이 깎아서 당뱃대를 만들고 손에 비벼 

뉘신올 달래는 데 쓴 

광택 나는 녹색 물칠로부터 

유래해 내려오는 것임을 331 

31) Ibid. , p. 1l7. 
32) Quoted in Richard Ellmann and Robert 0’Claire (eds.). The Norton Anthology 01 Moderη 

Poetγ'y(New York: W.W. Norton, 1973) , p.1261. 
33) “Silica Carbonate R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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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안에게 광물의 지질학적 역사의 길이는 그대로 하나의 경이와 안도의 원천이 된다. 

메 리 올리 비 Mary Oliver는 “숲속에 잠자다 Sleeping in the F orest" 라는 시 에 서 지 쿠의 

물리적 자연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오성적 위안의 근거로 그린다。 

냐는 지구가 나를 

안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나를 부드러이 받아들이고 

그녀의 검은 치마와 이끼와 싸앗 

가득한 주머니를 펼쳐 놓았다. 

나는 그렇게 잘 잔 일이 없었다。 

강바닥의 돌맹이， 나와 

별들의 흰 불 사이 에 아무 것도 없이 ...... 없) 

찰스 써 믹 Charles Simic은 작은 들의 내 연에 서 위 안을 찾는다. 

올 속으로 가라. 

그것이 나의 걸이다‘ 
비둘기가 된다거나 

호량이의 이빨로 이를 가는 것， 

그것은 다른 사람의 일， 

나는 올이 되어 행복하다。 35) 

자연에 대한 친숙함은 자연 속에서의 노동에 대한 펀안한 태도에서 더욱 일상적으로 표 

현된다。 젊은 시인들에게 농촌 노동은 매우 자연스려운 것이다. 로버트 씬드 Robert Sund의 

White hard rock 
altered from that serpentine body 
by hot waters, no one knows just how, 
metamorphosed from your earlier life 
who would guess you’ re descended from that 
green lustrous material 
the Indians carved for pipes or rubbed in their hands 
to gladden spirits. 

34) “Sleeping in the Forest" 
1 thought the earth 

remembered me, she 
took me back to tenderly, arranging 

her dark skirts, her pockets 
full of lichens and seeds. 1 slept 

as never before 
on the riverbed, nothing 

between me and the white fire of the stars ... ‘ 
35) "Stone" 

Go inside a stone. 
τhat would be my way. 
Let somebody e!se become a dove 
Or gnash with a tiger's tooth. 
1 am happy to be a st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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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포아풀 37먼 Bunch Grass 37"은 매우 사실적인 어초로 밀 농사 이야기를 하면서， 밀 

운반 기차의 상자를 손질하는 목수에 언급한다. 이 목수는 목수이면서 성경， 루퍼스 존스 

Rufus Jones, 에 크하르트， “無知의 구름 The Clond of Unknowing"과 같은 신 비 서 를 원 고 

있는 사람이다. 그는 靈的 비천과 노동을 아울러 가진 사람으로 이야기되거니와， 이러한 

노동과 정신의 결합을 펄자도 자신의 인생 태도로서 받아들이고 있는 것에 틀림이 없다. 

마이클 테니스 프라운 Michnel Dennis Prowne은 농촌이 일상적 사건을 더욱 직설적이고 

사실적 인 방법 으로 記述한다. 

양새끼가 태어냐는 것을 보았다. 

양몰이가 쫓아 가 큰 암양을 잡고， 

모로 둡게 하였다. 

양몰이가 병에서 무슨 약을 내어 손에 바르는 것을 보았다. 

그가 옴을 굽혀 손을 안으로 멀어넣었다. 

어미 양이 두 번 소리지르는 것을 들었다‘ 

두 날카로운 소리. 높이 우는 소리。 

그가 늘어진 흰 주머니를 꺼내는 것을 보았다. 

그가 그것을 땅에 놓은 것을 보았다. 

그가 꿇고 앉아 이로 끈을 끊는 것을 보았다。 

그가 주머니를 치는 것을 보았다. 

그것이 움직이지 않는 것을 보았다. 

이러한 평면적 기술은 미시적인 것이지만， D.H. 로렌스의 동물시에서 처럼(그러나 로렌 

스의 생명주의의 수다스러움이 없이) 생명의 직접적 사실성을 전달한다. 농촌의 일상은 이 

와 같이 사실적이면서도 그나름의 냉혹한 깊이블 가지고 있다고 시인은 말하고 있는 것처 

럼 보인다. 

이러한 소박한 사실성의 시는 이들 시인에게 농촌의 생활， 농촌에 있어서의 노동과 정신 

의 결합이 이제는 어떤 태도짓기나 결의가 필요 없는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다는 느낌을 준 

35) “Lamb" 
Saw a lamb being born. 
Saw the shepherd chase and grab a big ewe 
and dump her on her side. 
Saw him rub some stuff from a bottle on his hands. 
Saw him bend and reach in. 
Heard two cries from the ewe. 
Two sharp quick cries. Like high grunts. 
Saw him pull out a slack white package. 
Saw him lay it out on the ground. 
Saw him kneel and take his teeth to the cord. 
Saw him slap the package around. 
5aw it not m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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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여전히 도시의 기술 문명응 요늘의 시대의 주뷰를 아푼다. 그리하여 자연은 도 

시와 현대에 대한 비판」즈로 작용한다。 블라이의 사화집에 그러한 시는 허다하다. 루이스 

젠킨스 Lonis Jenkins의 “도서관 Library"는 자연과 현대 운명을 재미있게 대조시킨다. 

냐는 책상에 앉아 시집을 열고 천천히 키 큰 나무 그늘로 들어간다. 아마 흰 소나무이리라. 땅 위 

에는 갈색의 부드러운 솔잎이 깔려고 동물을이 여기에 왔다가 내 눈에 뜨이기 전에 사라진듯한 흔적 

이 었다. 그러나 오솔길은 삼냐우 늪에 닿는다。 젖은 땅， 쓰러진 나무， 썩는 갈잎 g 나는 조심스렵게， 

급하게， 기분 좋게 움직여 간다. 

도서관에 다른 독자가 온다. 그는 시집이 아니라 “고소득 직업을 얻는 방법강 “앞으로 나 

아가기”와 같은 책을 읽는다. 그로 인하여 자연 속을 서서히 걸어가는 독서법은 불가능해진 

다. 모든 것은 허겹지접 급하게 움직얀다@ 그것이 현대의 삶이다。 

우리 는 이 제 빠르게 앞.5!...로 나아간다. 두벤째 자란 우영 과 자작나무 사이 로 간다. 멈 불로 하여 얼 

굴이 할퀴고 옷이 찢긴다. 이제 우리는 더 빨리 나아가며， 오솔길을 확인하는데， 그 뒤로 불도자와 

전기톱을 든 노무자들과 제지 회사 대표들이 따라온다 36) 

“텔레비촌 속의 폭력 Violence on τelevision"얘라는 시에서는 젠킨스는 자연과 현대 문명의 

대 조를 하나의 환상을 통하여 재 치 있게 암시 한다. 

모든 방송국의 방송이 끝난 다음에 탤레비천을 켜고 눈 내리는 것만을 보는 것이 제일 좋다. 이것 

은 그대가 살고 싶었던 그대의 다른 인생이다. 어딘가 숲 속에， 주막이 있고， 주유소가 있는， 걸이 

조금 넓어진 듯한 것에 불과한 가장 가까운 읍에서마저 십마일이 되는 곳. 집으로 차를 몰아갈 때 

면， 한밤중， 반쯤 취한 상태에서， 걸은 위태롭다。 마누라는 집에 혼자 있는데 걱정이 되어 근심스 

럽게 눈을 바라 본다. 이 눈은 쉽 없이 여러 날을 온 눈， 제설기로도 다 쳐낼 도리가 없다. 그래서 

길을 살피며 천천혀 차를 온다. 저기 ! 보았지 ? 헤드라이트 빛의 가장자리에， 무언가， 큰 동물， 아 
니면 사람인가， 무엇이 길을 건녔다。 세워라. 그자는 자작나무 사이에 었다. 흰 양복을 업은 키가 

큰 사람。 아니다， 사람이 아니다. 무엇이 되었는째， 그것이 손짓한다. 사람의 손짓 같은 것을， 그리 
고 숲 속으로 불러간다. 그는 멈추어 서서 다시 손짓한다， 눈이 차 주변에 쌓인다. 요겠어 ? 37) 

36) Library 

1 sit down at a tab!e and open a book of poems and move slowly into the shadows of tall 
trees. They are white pines 1 think. The ground is covered with 80ft brown needles and there 
are 8igns that anima!s have come here silently and vanished before 1 could catch sight of 
them. But here the trai! edges into a cedar swamp; wet ground, deadfall and rotting leaves. 
1 move carefully but rapid!y, pleased with myself. 

Someone 리se comes and sits down at the table, a serious looking young man with a large 
stack of books from the top of the stack and opens it. The book is called HoαI to Get a High 
Paying Job. He flips through it and lays it down and picks up another and pages through it 
quickly. 1t is tit!ed Moving Ahead. 

We are moving ahead very rapidly now, through a second growth of popple and birch, our 
faces scratched and our c10thes tom by the underbrush. We aremoving even faster now, mark
ing the trai!, followed close!y by bulldozers and crews with chain saws and representatiγes 
of the paper company. 

37) Violence on Te!evision 
It is best to tum on the set only after all the stations have gone off the air and just wa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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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에서 자연은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상상의 대상 o 로 제시되어 있다. 그것은 텔레비전 

무로 대표되는 소비문화에 대한 반대 이미지이다. 그러면서 그것은 위험스러운 것으로 생 

각된다. 그것은 이 시의 화자를 렐레비전과 자동차와 아내와 가정으로 이루어진 세계로부 

터 떼어내어 원시의 세계로 유혹해 갈 수 있는 위험， 힘 또는 폭력을 가진 것이다. 

사실 오늘의 사회에서， 이마 비친 바와 같이， 자연은 기존 사회에 대한 파괴적 비전으로 

작용한다. 이 비잔은 비전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자연 속의 삶&로서의 사실적 근거를 갖 

는 만큼 더 중요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위에서 간단히 살펴 본 젊은 시인들의 시는 그 

사실성， 그 일상성과 아울러 그 정신적 발돋음에 있어서 게어리 스나이더가 제시한 새로운 

문명에 대한 주석들을 이룬다. 그러면서 그것은 스나이더의 비전의 열의를 가지고 있지 않 

는 대신 현실생활에 있어서 보다 사실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이들 시인의 자연에 대한 느낌이 신비적인 것이든 사질적인 것이든 그것이 상당한 정치 

적 인 연관을 가지 고 있는 것은 틀렴 이 없다。 표랑스의 좌파 지 식 인 앙드레 고르스 André 

Gorz는 70년대 중반에 미국을 여행한 바 있는데， 그때 그는 60년대와 70년대 말의 급진주 

의 운동안 큰 파도가 지나간 다음에 미국에서 사회 개조의 대표적 에너지는 서부의 작은 

규모의 공동체들에서 발견될 수 있다고 생각하었다. 서부의 새 공동체에서 일은 개인의 이 

니셔티브와 자유로운 개인 협동적 작엽으로 해결된다， 아러한 공동체의 이점은 그것이 개 

인적으로냐 사회적으로나 자율을 가능하게 하고 인간성의 유지와 발전을 허용한다는 데 있 

다. 이러한 것들은 주로 샤회나 정치의 초칙에 관계된 것이지만， 작은 공동체는 그나름의 

경제와 기술을 필요로 한다. 그것은 커다란 기술보다는 중간 정도이다. 그러한 기술은 자 

연 환경이나 자원과의 적절한 조화를 유지하고 또 그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우리의 논의와 관련하여 중요한 것은 이 자연과의 조화된 관계인데， 작은 규모의 기술과 

경제는 불가피하게 자연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것이겠으나， 사실 고르스가 구체적으로 기 

술하고 있는 공동체는 전반적으로 세께와 인생에 대한 자연적인 태도에 의하여 특정지워진 

다。 여기에서 존중되는 것은 감각적이고 육체적인 인간이고 그의 구체적 체험과 활동이다. 

자연이 인간에게 들어오는 것은 육체의 감각적 체험을 통하여서이다. 생각이 경시되는 것 

은 아니지만， 그것은 다른 어디에서보다 자유롭고 창의척이면서도 다른 한펀으로는 경험의 

the snow fal l. This is the other life you have been promising yourself. Somewhere back in 
the woods, ten miles from the nearest town and that just a wide place in the road with a 
taγern and gas station. When you drive home, after midinight, half drunk, the roads are 
treacherous. And your wife is home alone, worried, looking anxiously out at the snow. This 
snow has been falling steadily for days, 80 steadily the snow plows can’ t keep Up. So you 
drive slow, peering down the road. And there! Did you see it? Just at the edge of your head
light beams, something, a large animal, or a man, crossed the road. Stop. There he is among 
the birches, a tall man wearing a white suit. No, it isn’ t a man. Whatever it is-it motions 
to you, an almost human gesture, then retreats farther into the woods. He stops and motions 
again. The snow is piling up all around the car. Are you com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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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성을 떠나지 아니한다. 정치 행동에 있어서도 존중되는 것은 조직이나 기획이 아니라 

자연 말생적인 직접 행동이다。 아러한 작은 공동체의 특성이냐 행동 양식을 특징지우는 엽 

장을 하나로 요약하여 말한다면， 그것은 자연적 경 험 주의 라고 할 수 있겠는데 , 이 것은 위 

에서 우리가 살펴 본 시들의 세계관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야다。 시에 있어서의 자연에 대 

한 관심과 현실 정치에 있어서의 분권적 자연 공동체에 대한 관심은 서로 분리된 것아 아 

니다. 시는 예로부터 자연에 대한 펠 수 없는 관심을 가져왔지만， 20세기 후반에 와서 그 

것은 고르스가 “미국 혁명의 계속" 38)이라고 부른 현상의 일부가 된 것이다@ 물흔 이러한 

관련 속에서 시 자체도， 위에서 살펀 바와 같이， 달라지기는 하였다. 그럼￡로써 정치적인 

움직 임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친화력을 가지게 된 것이다. 

고르스의 미국의 공동체 운동에 대한 관찰은 서양 문명이 부딪친 전반적인 위거에 대한 

진단의 일부블 이룬다. 이 위기는 가장 단적으로는 기술 문명에 의한 자연 자원의 탕진과 

환경 파괴로 얀하여 야기된 것이다. 산업 말전이나 경제 성장을 전제로 하는 문명은 조만 

간에 엄청난 재난에 부딪치게 마련이다a 이 재난을 피하는 데에 있어서 자연과 환경에 대 

한 조심스려운 고려는 불가피하다. 그런데 이 환경 문제는 그간의 산업 사회의 문제--그 

것이 자본주의적이든 사회주의적이든 산업의 대규모 발전에 기초한 사회의 다른 문제를 부 

각시키는 역활을 한다. 그것은 이러한 사회가 증대시켜 온 III 인간화， 소외， 억압의 문제이 

다. 요늘의 사회는， 자본주의 체제에서나 사회주의 체제에서냐， 거대한 조직의 사회이다& 

이 초직 속에서 사람들은 껍데기만 있는 기능안에 불과하다。 고료스의 생각오로는 산업 사 

회에 있어서의 인간의 불행은 자연에 대한 잘못된 태도에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즉 자연 

을 안간이 전면적으로 지배하려는 것이 잘못인 것이다. 왜냐하면 g자연에 대한 전면적인 

지배는 불가피하게 지배의 기술에 의한 인간의 지배를 가져오기" 39) 때문이다. 환경의 위기 

는 이 두 지배의 연계를 브여준다。 그리고 그것은 위기이기는 하지만， 이 두 지배를 동시 

에 철폐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해 주기도 한다. “미국 혁명의 계속”은 이 철폐의 실험적 

경우를 브여주는 것이다。 

그러냐 다른 관찰자들에게 이 두 위기는 반도시 연결된 것이 아닌 것&로 생각될 수 있 

다. 세계의 많은 곳에서 아직도 빈곤， 자유， 평등 등의 문제는 산업발전에 의하여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되고 있다. 어느 정도의 말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발전이 아니라 미말전 또는 불왼전한 발전으로 안한 것이다. 펼요한 것은 발전이며 이것은 

자연 자원과 환경의 제약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적극적으로 작용하는 데에서 이 

루어질 수 있다。--이렇게 생각되는 것이다， 공해에 대한 걱정에 가장 잘 나타나는 환갱 

38) cf. Ecology as Politics(Boston: SO\l띠 End Pr!;~~ 1980)1 !;sp~çÍlì11y “Epilogue: CQntinuing th f;: 

American Reγolntion." 
39) Ibid. , p.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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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문제에 대한 의식은 상당히 보펀화된 것이지만， 환경의 문제는 적절한 대응 조치에 의 

하여 또는 보다 급속한 경제 발전과 과학기술의 발전에 의하여 해결될 것으로 믿어진다. 

그렇기는 하면서도 요늘의 산업사회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안정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자본주의에냐 사회주의 체제 어느 쪽에도 있는 것이지만， 산업 사회의 

안간적 모순은 어떻게 보면 바로 안간해방을 목표로하고 그것의 일부 수단을 산업 발전에서 

찾고자 했던 맑스주의 사회에서 더 분명하다고 할 수 있는데， 고르스가 요약한 바에 따르면， 

노동계급으로 하여금 그 쇠사슬을 벗어던지고 보펀적 자유를 수렵할 수 있게 할 것.2...로 생각되었 

던J 생산력의 발전은， 그러한 목표를 달성한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이 가지고 있던 마지막 자주성의 

한 요라기까지 그들에게서 박탈하여 버려고 육체 노동과 지식 노동의 구분을 심화하고， 생산자의 물 

질적 실존적 근거를 파괴하여 버렸다.쩨 

이것은 단순히 경제， 시·회 또는 정치적인 측면에서만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가는 전면적인 

인간적 위기를 가져오게 되었다. 그것은 “개인과 경제 영역의 관계에 있어서의 위기， 노동 

의 성격에 있어서의 위기， 자연과 우리의 육체， 우리의 성， 사회， 미래 세대와 역사에 대 

하여 우리가 갖는 관계에 있어서의 위기， 도시 생활， 주거 환경， 의학， 교육， 과학의 위 

기 "41)를 가져온 것이다. 다만 이런 위기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인간 생활의 근본 

적 모태인 자연과의 관련에 있어서， 사회 조직， 생활 방식， 가치 태도의 혁명적 변화를 필 

연적으로 요청하고 있는가 하는 점에 래해서는 이론이 있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아직도 

사람들의 마음에서 이러한 위기는 환경의 제약에 대한 의식으로 나아가지 않고 있다. 그리 

하여 그러한 위기는 단순히 사회 조직의 차원에서 해소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 것 

이다. 

그러나 오늘날 산업 문명의 위기가 사회적 측면에 한정되든지 또는 궁극적으로 자연 자 

원과 환경의 제약에까지 연결된 것이닫지， 시의 자연에 대한 관심은 이 위기에 널리 관계 

될 수 있다. 위에서 우리는 대체로 오늘의 미국시가 갖는 의미를 μ환경의 정치학”에 관련 

하여 설명하였다. 그러나 자연을 소재 로 한 시는 그것브다는 더 추상적인 의미를 가질 수도 

있다. 위에서 들어 븐 시들도 대체로 넓은 의미에서 자연에 대한 직접적인 탐색이며 거기 

에서 유도해낼 수 있는 어떠한 團意라는 관점에서 해석할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보 

다 많은 자연시는 이 보다 넓은 자연 탐색과 그 團意의 도출에 주안점을 가진 것으로 말할 

수 있을는지 모른다. 

가령 이러한 넓은 의미의 자연시의 관련은 A. R. 애몬스 Ammons의 “코손스 江口 Corsons 

Inlet"와 같은 시에서 블 수 있다. 이 시에서 애몬스는 그의 산브에서 마주치는 자연의 풍 

경을 직설적으로 서술하고 있는데， 이 서솔은 쉽게 수긍할 수 있는 자연에 대한 관찰을 담 

40) Ibid. , p.1 1. 
41) Ibid. , p.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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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으면서 동시에 그러한 관찰이 시사하는 인간적 삶에 대한 중요한 함축을 말하고 있다。 

자연은 우선 기하학적인 션이나 형태보다는 여러가지 곡절이 많은 선과 형태로 이루어졌 

다는 것에 산브중의 애모스는 주목한다. 

산보는 해방한다. 그리하여 냐는 형태， 

수직적인 것을， 

직선， 벙어리， 사각 상자， 막힘， 

생각의 이러한 것들에서 풀려나 눈으로 보는 것의 

색깔과 명암， 오름， 흐르는 구비， 

어울럼에 든다. 

이러한 사고와 자연의 대초는 인간적 질서의 의미에 중요한 서사를 준다. 자연의 흐르는 

듯한 모습은 사람에게 “작은 의미 eddies of meaning"만을 허용하며， 전체 (Òverall)의 질서 

를 포착할 수 없게 한다. 

자연에는 날카로운 선이 별로 없다. 푸리물라의 구역이 있고， 

여기 저기 흩어진 상태로 ; 

소귀나무의 우질서한 질서 ; 모래둔덕의 사이로 

불규칙하게 갈대의 늪， 

갈대만이 아니고， 풀， 소귀， 톱풀， 또 

대체로는 갈대가 지배적이다。 

또 자연은 공간적으로 구획이 분명하지 아나할 뿐만 아니라 시간적￡로 끊임없이 변화하는 

사건의 세계이다 • 

... 모래의 다양한 사건플은 

모래둔덕의 모양을 바꾸고 그 모양은 

내일이면 또 다른 것이다. 

이러한 변화하는 묘양은 단순한 물리적 힘들의 작용에 의하여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자연의 묘양은 이마 식물의 생태계에서도 보는 것이지만， 동물들의 생존 경쟁에 의해서도 

사건적 성격을 떠우는 것이다. “갈매기는 게를 잡아 껑질을 깨고/그 내장을 쪼아내고， 부 

도려운 껍질의 다리를 삼키고。 “흰 다려의 작은 헤￡라기는/ ...... 사뿐히 결으며， 여울 

에서 낚시를 하고 .... ~ 9 ~ 이러한 경쟁을이 삶을 위험에 차고 투쟁적인 것이 되게 한다. 그러 

면서 이미 위에 언급한 귀절들에서도 비치고 있는 바와 같이 모든 것이 완전한 혼돈인 것은 

아니다. 자연이 보여주는 것은 “끊임없는 변화 속에 유지되는/질서， 엔트로피 넘치는 집합 

/그럼에도， 하나의 사건으로，/흔란이 아닌 것으로/분리가능하고 주목가능한” 것들이다e 

시의 마지막은， 이마 자연의 형상을 통해서 암시적g로 주어진 자연의 교훈을， 언간을 

위한 또는 시인 자신을 위한 萬意로 바꾸어 요약한다。 세계에 철서가 없는 것은 아녀다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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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그것은 좁고 엄격한 것이 아니다. 

요약으로서의 질서， 행동들의 최종적 켈과로서의 질서가 

지배적이 되거나 발생한다. 예측할 수 없는 방법으로 

(내가 모래톱의 꼭대기 위에 올라서는 것을 보고， 

제비들은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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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적 공포， 이미지나 기획이나 

생각의 억지가 없는 것 : 

선전， 현질을 굽혀 법칙에 맞춤이 없는 것. 

공포는 어디에나 있지만 의도된 것은 아니며， 

모든 도피의 가능성은 열려있는 것. 

아무 걸도 막히지 않는 것. 운득 

모든 걸이 막히는 일 이외에는 

나는 좁은 질서， 제한펀 단단함을 본다. 

그러냐 그 쉬운 승리에로 달려가지는 않겠다. 

느슨하고 넓은 힘들을 가지고 씨름해 보겠다. 

나는 넓어가는 무겔서의 부여잡음플 질서로 붓들련다@ 

폭을 넓히며， 폭이 나의 부여잡음을 넘어가는 

자유를， 최종적 관정이 없으며 

내가 완전히 알아버린 것이 없으며 

내일의 새로운 산보는 새로운 산보라는 자유를 누리며 42) 

42) Quotation from A.R. Ammons “Corsons Inlet" 
a) The walk liberating, 1 was released from forms, 

from the perpendiculars, 
the straight lines, blocks, boxes, binds 

of thought 
into the hues, shadings, rises, flowing bends and blends 

of sight.. .. 
b) in nature there are few sharp lines: there are areas of 

pnmrose 
more or less dispersed; 

disorderly orders of bayberry; between the rows 
of dunes, 
irregular swamps of reeds, 
though not reeds alone, but grass, bayberry, yarrow, all ... 
predominantly reeds ..... 

c) manifold events of sand 
change the dune’s shape that will not be the same shape 
tomorro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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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본스의 자연의 청치적 사회적 富意뾰온 위와 같은 시에서 분명하다。 그가 자연에서 발견 

하는 것은 전체주의적 질서가 아니라 개방적이고 프라그마틱한 질서에 대한 교훈이다. 그 

러나 이러한 직접적인 교훈이 없는 시에서도 도덕적 의미는 언제나 자연 묘사의 다른 측면 

을 이 룬다. “쓸모없는 것의 크기 를 보존하는 일 εonserving the Magnitnde of Uselessness" 

에서 사람이 별로 반가워하지 않는 자연 현상--바다， 바랑， 북극， 얼음의 바다 풍을 말 

하고， “쓸모 있는 것 은 영 원한 값어 치 를 가질 수 없 다 nothing useful is lasting value" 라고 

할 때， 또는 “물너울 S￦ells"에서， 모든 것을 고르게 하는 깊은 바다의 움직엄은 천년에 한 

번 알아볼 만하게 움직 인다(. .. on the ocean/floor an average 80 vast ∞curs it moves/in a 

noticeabiHty of a thousand years)고 말할 때 3 또는 “나무의 거숨 Coast of Trees"에서맑 

게 개 이 는 구상물 the cleared particular" 이 κ길 (the Wayy 이 라고 할 때 , 이 러 한 진술들은 

현대의 공리주의적 태도나 바삐 돌아가는 煩層主義， 추상적 사고--이러한 것에 반대되는 

도덕적 태도의 천명이 된다. 그리하여 그러한 천명은 “개안과 개인의 갱제 영역에 있어서 

의 관계에 있어서의 위기， 노동의 성격에 있어서의 위기， 자연과 우리의 육체， 우리의 성， 

사회， 미래 세대와 역사에 대하여 우려가 갖는 관계에 있어서의 위기”에 대한 중요한 반응 

이 되는 것이다. 

@ 

위에서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시인이나 시대의 시에 보이는 자연관은 시대의 문제의 지 

d) orders as summaries, as outcomes of actions override 
or in some way result, not predictably(seeing me gain 
the top of a dune, the swallows 
could take flight-some other fields of bayberry 

could enter faU 
berryless) and there is serenity: 

no arranged terror: no forcing of image, plan, 
or thought: 
no propaganda, no humbling of reality to precept: 

terror pervades but is not arranged, all possibilities 
of escape open: no route shut, except in 

the sudden 1088 of all routes: 

1 see narrow orders, limited tightness, but will 
not run to that easy victory: 

still around the looser, wider forces work: 
1 will try 

to fasten into order enlarging grasps of disorder, widening 
8cope, but enjoying the freedom that 
Scope eludes my grasp, that there is no finality of vision, 
that 1 have perceived nothing completely, 

that tomorrow a new walk 18 a new wa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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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속에서 구성되능 구성물이다. 그러나 야령게 말하연서， 마치막오로 추복해야 하는 것은 

이러한 구초물이 반도시 종意的인 것， 또는 특정한 관심과 이념의 체계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뜻에서 이데올로기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시인의 자연관이 개인적 또는 

정단적 이데올로기에 의하여 규정된다면 시인의 자연의 탐색은， 이 글의 머리에서 비친 바 

와 같이， 그러한 이데올로기를 초월하는 원초적인 철학적 지각을 제공해 주는 것이라고 말 

할 수 있다. 위에 든 애온스의 시에 있어서도， 적어도 표면에 나타난 순서로 볼 때， 자연 

에 대한 관찰은 인간의 개인적 사회적 삶에 대한 유추적 결론에 선행한다. 물론 자연 관찰 

자체가 미리 주어진 의미에 의하여 방향지워졌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지만， 시인의 작업은 

어떤 이념적 파악보다도 자연발생적인 영감에 의존하는 바가 많은 작업이라 할 때， 그것의 

원초적 성격도 인정하여 마땅한 것일 것이다. 이것은 20세기의 시에 있어서 특히 그러한 

것으로 말할 수 있다. 20세기의 시의 郞物的 碩向은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것이지만? 있 

는 그대로의 물리적 사실에의 근접이 20세기 미국시의 특정을 이룬다는 것은 위에서도 지 

적한 바이다. 이런 의미에서 20세기의 미국시는， 그 자연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철학의 제 

일 원리에 대한 탐구에 매우 근접해간 것이 아닌가 한다. 

철학의 제일 원리는 형이상학적 전제들이 없어진 현대에 있어서 불가피하게 경험의 현실 

에서 나오는 것일 수 밖에 없다. 이것은 모든 개념적 가공 작업의 단초가 되면서 무어라고 

규정될 수 없는， 세계에 대한 원초적 질적 경험이다. 찰스 퍼스 Charles Peirce는 이것을 

단순히 “일차성 Firstness" 이라고 불렀다. 그것은 “어떤 복합적 경험에 의해서 주어지는 분 

석되지 1 아니한 전체적 인상， 사실이라고 생각되기보다는 하나의 질로서， 단순한 적극적 현 

상의 가능성이다 "43) 현대 시인의 자연에 대한 탐구낭만주의자들이 생각하던， 감정적 

윤리적 장식을 벗어버린 자연에 대한 탐구는 이러한， 술어 없는， 분석되지 아니한 전체적 

인상의 탐구에 비슷하거냐 적어도 그러한 것을 향한 충동을 포함한다. 그것은 더 정확히 

는 현상학에 있어서의 전제를 벗어버린， 사물 자체에 대한 탐구에 유사하다. 한 현상학자 

에 의하면 모든 지각 현상에는 하나의 근원적얀 배경 (background) 이 전제된다. 그것은 “함 

축적인 것， 비현실적인 것， 불분명한 것， 구분되지 아니한 것， 비분절적인 것의 가장자리， 

부적절한 자명성의 가능한 직관의 대상물의 복합"44) 이다. 그러면서도 그것은 감각적이며 

물질적인 것으로서 직접 경험무로 현존하는 것이다. 서술하기 어려운 불분명한 것이면서， 

물질적인 원초적 배경의 성질은 구체적으로 가장 근본적 배경인 지구의 성질에 잘 나타난 

다. “… ... 지구는 우리 감각 경험의 배경에 단단함과 休止의 근원으로 현존한다. 풍경은 그 

것에 의지하여 자리한다. 외곽이 없고， 우리의 눈으로 그 윤곽을 모두 다 포용할 수 없으 

43) Charles S. Peirce; SeZected Writings ed. by Philip P. Wiener(New York: Dorer Pub1ications, 
1958) , p.384. 

44) Alphonso Lingis, “The Elemental Background," in James M. Edie (ed.) New Essays iη Pheno. 
menology(Chicago: Quadranyle Books, 1969), p.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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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 탐색되치 아니한 것으로， 그것은 지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것의 현존은 원초척이 

다·’ .0 ， .. 그것은언제나 ‘여기’， 우리가 존재하는 원시적 ‘여기’에 있다. 그것은 대상적 물체 

처럼 움직이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멈추어 있는 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물체들은 그 

것에 기초해 있지만， 그것은 다른 아무 것에도 기초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것은 떠받치 

는 단단함과 정지의 순수한 갈이이며， 기자가 없는 속성이며， 형상이 없는 내용이다 ... "45) 

현대시 모두가 이러한 근원적인 것에 대한 탐구는 아니다. 시인도， 애몬스가 말하듯이현 

질은， 여러 번역이 있으나，/이름이 없다 the reality is though susceptiblejto versions, wit

hout denomination" 46) 는 것을 알고 있지만， 역시 그것은 이름을 떠나서 존재할 수 없으며， 

그것도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것들의 이름을 떠나서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것을 동시에 안 

다。 그것이 또한 시의 가치를 이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의 미국시가 위에 인용해 본 

철학의 근원적 바탕에 대한 강렬한 충동을 가지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다. 그것은 그 자연 

에 관한 탐색에 가장 잘 나타난다. 그럼으로 하여 그것의 여러 도덕적 또는 정치적 발언은 

더욱 설득력을 갖는다。 또 그러니만큼 미국 사회의 문제에 대한， 비록 총체적이거나 전반 

적인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느 째에 있어서 보다 근본적인 비판과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물론 이것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3 당대 사회의 이데올로기적 지평에 의하여 제한되 

는 것이다. 어떤 경우에나 자연 또는 다른 어떤 것에 대한 시적안 파악은 구성물에 불과하 

다. 더 나아가서는 더 근원적인 〈일차성〉에 대한 탐구도 그것이 언어로 표현되는 순간 여 

러 있을 수 있는 구성물 가운데 하나의 구성물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 원초적인 것에 대한 

시적인 탐구는 그것이 진리의 탐구에 일치하지 아니하면서도 중요한 철학적 또 근원적 의 

미를 갖는다. 그것은 시를 위하여 그 철학적 원초성을 회복하여 준다. 그것은 미국시에 한 

정되지 않는 부펀적 의미를 갖는다。 스티븐스는 현대시의 상황을 요약 설명하연서， “천국 

과 지옥의 시는 이미 쓰여졌거니와 땅위의 시는 앞무로 쓰여져야 한다"46)고 말한 바 있다。 

하늪에 근거를 둔 형이상학이 사라진 마당에서 모든 것은 땅에서 시작할 수 밖에 없다。 

이것은 땅위의 원초적 경험으로부터 시작하여야 한다는 말이다. 시의 근원적 자연에 대한 

탐구는 이 원초적 경험에 대한 중요한 탐구이다. 미래의 시에서 원초적 경험의 계시의 마 

당으로서의 자연에 대한 관심은 필수적인 것일 것이다a 이것은 미국의 현대시에만 한정되 

는 조건이 아니다. 

45) Ibid. , pp.36-37。

46) “Coast of Trees" 
46) 찌T allace Stevene, “ Imagination as Value," The Necessary Angel (New York Vintage Books. 19 

51), p.1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