낭만주의 영미문학에 나타난 자연*
워즈워스와 소로우를 중심으로

변 창 구

워즈워스(William Wordsworth) 는 18세기 후반 영국에서 시작된 산

엽혁명기에 창작활동음 한 시인이다

인간의 이성의 총아인 과학 및

기계문명의 발전은 인류에게 편라함음 제공했으나， 이 과정에서 부작
용 또한 만만치 않았다

기계문명이 초래한 인간사회의

비인간화와

소외는 그 부작용의 첫 번째였다 동시에 환경오염과 천연자원의 고
갈， 자연파괴는 산엽 혁명의 부산묻이었다， 이처럼 과학의 발달과 더
불어 자연의 황폐와 인간의 고립이 섬화되는 가운데 그는 코울라지
를 통해 독일 이상주의를 접하게 된다 바로 이러한 부작용음 목격하
면서 시작활동음 한 워즈워스에게 인간과 자연의 문제는 당연한 관
섬사였으며， 자연이

인간에게 주는 의미에 대해 의식적으로 생각하

고， 이에 대한 나름의 비견음 제시하고자 했다 자연은 사회의 구조
묻이며， 인간의 의식이나 자연계의 영향음 받게 마련이어서 자연계의
변화과정은 중요한 의미를 지년다 자연이 인간에게 주는 의미를 성
찰해 보려는 워즈워스의 자세는 당시의 첨예한 문제였던 산업혁명에
따른 환경오염과 자원 고갈， 인간의 인간에 대한 비인간화， 소외 등
음 고려해 볼 때 워즈워스의 자연에 대한 태도를 성찰해 보는 것은

큰 의의를 지닐 것이다， 따라서 자연계에서 인간의 위치와 그 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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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즈워스와 -:-.무

David Thoreau);_: 난대 서양에서 이，，1 한 시 ç. 틀 한 최초의

작기무서 그 의의틀 시년디
워즈워스의 시이에 대한 기본 인식은 비 무 시인의 인간파 사연파

의 뀌게듀 산 만해순나

l 는 시인을 “사힘 E 에게 만하는 개인’이라

고 만하띤시 시인븐 “마→÷의 근본적인 성연”을 전남해야 한나고 「시

정시집』의 시문에시 밝히고 있나

이는 하드마(Harunan) 이 워즈워〈

의 t 시시 111e Pre/llde ， 어11.c 러난 회자도시 식까의 의식을 분식하면시

워즈워〈외 자연의 긍정적 뀌게 및 이외 싱싱믹이 맺고있는 나양한
양싱듀을 논암으노써 시인으노사의 소멍이 낚나 π 을 밝힌 _ l_ 의

내도

에서노 느라닌다)， 측 그는 간정유 독지어1 시| 전달하려휘。로씨 이성

보다는 간정에 호소하려했끼 이는 이생증산주의에 내힌 시인의 반발
파 무관하지 않다 언어의 인사은 경험케 하는 매체로서의 힌계를

C;:

1

시한 그는 시를 통해 지연과 마음의 신정힌 연겸유 꾀했다
소로우(HCl1η Da、 id Thorcau) 의

물질주의

경우 19세기 초 미 거이 지나치새

강심。로 맹칭정책은 펴는 것은 목격하변서 그러힌 팽칭증

심 정잭의 폭력성을 jI_빈허__j_I_ 인간이
화를 이루 L 것을
디

딛석으무

딩시 미국은 챙창을

은 딩연한 것으무 여겼디

사율성얘

기빈히여

사연파 주

8]--;_:- 이상석 삶의 방식을 추구히과 히였

'ì-'__\i한 파염으무

↑「무?

삼jI_ 서부개칙파 사연훼손

L 사연의 생벙 파괴에 무감각한 시

란들의 비인간성- 잔휴성을 비판히jI_ 양섬에 기초한 사연멍존의 삶의
대안을

제시한디

섣띤시 자연고1

그기 jI_헝의 산 속 호수기에
인간의 뀌게~

고잘하고

W，씨'denJ 은 에머슨의 [자연_Nal1! re J 외

직 식품임은 너 7 나 자멍하나

?두막을

짓jI_ 흔사

[ 이야시 :r AL사한 t 월든

안께 19 세시 자연에 대한 대퓨

l 의 「월든』븐 식 I}의 자전직 삶의 싱

작， 엔대운멍에 대한 비핀， 자연에 대한 소싱한 시녹 능으도 읽혀왔
으나， 죄근의 생내혁직 뀌섬은 이 식품을 인간괴 자연괴의 뀌게 F 산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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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여주 L 데Jl_적인 작음으무 평기받기 시작했디
사연은 이들 두 작기에게 사선을

L 중 9 한 υ11 체였디

이히]8] jJ_ 정체성을 “각성’시켜주

듀히 이들이 사연의 중 9 성을

쓰기틀 시작한 작기들무 거벙되 L 것은 이들이

늑 까싱

인시히jJ_ 사연긍

사연파 인간의

8랴

적예하게 느끼고 자연의 타자싱을 인식하면시 비옷되었나고

여겨친나 즉 자연게의

엔싱괴 J

의미까 여내까지 이해되던 깃괴는

나브게 인식도1 시 시식했유을 만해준나

식까는 인간으노시의 한게~

식김하면시 타자외의 만낚을 통한 자아의 밤견고} 방전을 도모하고‘
수위외 자아 사이의 간 f을 인식합 때 자아인식이 더욱 지산해친나
고 보였나

이 E 이 지유으노 시도했나고 냉가만는 자연금쓰시는 “자

연에 내해 닝은 쓴다는 것은 우리 υ나준이 지언은 어떻 111 보는지

때

로는 우리 마읍이 우리의 υ냄 그 지체를 어떻시1 보는지에 내해 기
;하는 것이다·낀라고 정의된다 측 지연은 분석하거나 이해하는 수준
이 아니라 지언은 통해 지아를 발긴하고 이해하는 파정이다 이는 소
로우의 U 원는J 의 제 2 장에서 ‘우리는 우리를 새각성시카민 깨어있기
위해 [지연P 로부비 1 111 워야 힌다”고 하는 닫은 연상시킨다 겸카 소
무?에게 사연 긍쓰기 L 사연계 속에 사신의 위지를 확jJ_히 히jJ_ 사

신의 정체성을 깨단기 위한 행위였디
9 성은 숲이니

이이한 사신의 위지 파악의 필

사신의 긍쓰기 파정에서 간을

잃을 위힘파 이를 엣이

니기 위한 시?임을 암시한디 3 )

낭만주의 작기들의 사연긍쓰기에서의

사연관은 사연파의 관계

호의존” 사연애 대한 동경 둥이 그 주류를 이루았디

노우에 대해 자연 친회직

워즈워스와

상

•

또는 자연 직대적이라는 만을 쓰는 깅우까

많은네， 이는 누 식샤의 자전직 심세외 싱싱믹 및 자연에 대한 여러

2) Sharon Cameron , ‘ \Vriting Nature: Henry Thoreau ' S ]ournal, ‘ TIJe
EcocriticÎsm Reader: LanrJmarks in Li teral)l Ecolog}' (Ne\v York
0 년:ord UP , 1985) , .3긴l 쪽
3 I Michacl P. Dranch. ct 따 ccb. Rcadin강 tlie Eartlι λ/ιι Directio!1 s in
tlκ? Sw cl.v of Literawre and Erwirαuncl κ (Moscew. Idaho: L. 01 Idaho
, 19，익 1 ， 1GG쪽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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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적들의 걸파미 하 것이디

워즈워스 사선은 사선을 “사연 시인(poet

of Nature)" 마jI_ 생각했으 "1 ' 셀라 t 그틀 간이 불렀디
워스에 대한 생각은 19세기 내내 그렇게 여거셨jI_
전에서 그틀 멍 았디

또한 스무~?

L

「윈든』 을

이，，1 한 워즈

득사들? 간은 관

대3l작으무 사연애 대

한 낚나른 역성을 까지고 자연 속의 삶을 친양하고 인간괴 자연의
뀌게~ 새노운 시샤에시 정핍하여

이미 불어오시 시식한 도시회 및

인간 E 의 이시수의에 대한 깅송을 웅마고자 하였나 시까 인간괴 자
연의 기웅 역합을 하고 인간괴 자연이 시노 교김한나고 보었던 워즈
워〈외 소도우는 자연을 어떻게 요사하였으며， 관점븐 γ 엇이고，
특싱은 어띠한지 앙아보자
워 강위스의

경우 「서시 Thc PrcludcJ 의

신의 내변의 삶의 상응관계와 외계와의

우는 틴습은 보여준다
회상의

「서시]는 시인의

형사。로 서소힌다

첫 부분은 지언의 삶의 지
피통이 인간의 내변유 살찌

육체적 정신작

성장과정은

아 파정은 통해 그는 왜 우리가 지언은

상호의 관점에서 이해해야 하는가를 잦 보여준다 아무리 과학이 발

달하끼 이성의 우원성유 강조하는 시내이지만 과학은 인간과 지언은
산병 81--~ 데 그 한계기

있 g 이 드이난디

인긴이 니사와 환경 시이애

서 이떠한 위지틀 전히jI_ 이떠한 기능파 태 ç. 를 기셔야 ól，-:시에 대
히1 파학이 재데무 산병해줄 수 없사 이틀 의식석으무 히1 걸히과 L 노
력이 필 9 히1 셨디 4) 워즈워스의 「서시 dL 시인이 예진에

멍았던 경지

를 사세히

언녁파 곰씨

멍여주시 ç. 않jI_

기의 형태에 대한 인식?
볼， 시뱃뮤

싱

의

사연의 모슴을

멍여주시 않L 디

모습듀을 볼뿐이나

변화시키~

?랴 L 디민 생물

입

l 마고 이 시구는 생명을

부여하는 성령‘ 즉 미풍에게 이야시되고 있나 이러한 성황븐

?기움

의 워천이 3년나

9,' 01

아음나운 미풍에는 축복이 깃듬어 있매，

41 Karl KrocbcT , Ecological μ tera η C'ritÉcÎsm: Romantic
thγ Biology qf AJind (New York: Columbi8 UP , 199,1),

IηJagÎnÎ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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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1 강이 니l 빡 g 시우1히 히1 주는 등반

이 순메자뉴 차신이 푸은 초원과 측빛 하늄에서 가져온
즐시움흘 다 일치2..c_ 뭇하뉴 μ 하네

(1. ]-4)

이 미풍이 시인으보 하여균 시담 칫게 해수는 영김을 수고 싱싱막
을 자낙한나. 장소적인 삶을 새보이 생시게 하는 바 이는 비독 게신
븐 칩이 아니더라도 칩의 생명펙을 수는 깃이다 이 미풍은 마유을
염어주? 읍악과 운문의 성스던 삶유 잉태하논 것이다‘
시인에게 지연의 경험~， 71 억 F로 남아 현새를 비추는 승요헌 의
미를 지녀는 지침이 된다 시인에세 지언은 엄청난 “축복”이었다 지
연과 인간의

;11，간은 서로가 임처l 간유 갖새 뇌변서 상융효과를 가지

E 다‘ 지언은 년순허 가쁨만은 주논 가| 아니다 지연은 공포와 두려
응-유 주가노 힌다‘ 애를 늘변 시인 E- 어린 사젖 남의 새를 훔쳤딘 임
이 있디
디

이 경험은 시언에게 이른다유과 공포를 동시얘 기셔디주었

사연을 텀닉히게 되七 시인은 사연의 이름디→유 때문이디

그는 자연을 파괴하기 ç_ 한디

그1:'1 니

“강한 욕망이 니의 이성을 마비‘’ 시켰

을 때 그는 친구들이 져 놓은 온기미에 걸린 세를 자신의 “포획물”
무- 만들기 y_ 했디

그마니 이번 못￥1 일을 저지른 후 그는 자신의 빈

뒤꿈치를 띨 ê.19_七 정체를 안 수 없七 스려 때문에 두권워한디

사연

븐 단순한 의식 없는 객세샤 아니라 인간에게 만을 하가도 하고 위
혐적인 풋재보시

인간을 따라오끼까지 하는 하나의 인격지l 외

김나

자연을 의인회하고 인격회하는 깃븐 자연이 인간괴 동뉴이며. 인간의
행동여하에 따라시 쥬기워하기나 분노할 수도 있유을 만해순나 자연
븐 의인회하여 섯판 칫 -자연의 섭마÷÷ 기:윤렌 행농- 을 한 소년
에게 꾸짖는 깃이나 시인은 다른 부분에시 휴-친 배듀 타고 한번숭에

강유 거슬러 가보았다

그러지 산봉우리가 긴 그런지를 드리우변서

그를 잡。려 오논 것처럼 느낀다， 그래서 소년은 곧장 1깨를 원위치
시치 놓논다‘ 이처럼 자연은 인간에시| 지선늘은 무시하지 암，，7 (인격
처l로 대해즉 것은 요 ，"힌다，

워 4 우l즈논 난순히 지 연의

이름다옹유

잔미한 것이 아니라 지연과 11 1，간하변서 지언은 인격제로 대힐 때 지

~:1(-j

연이 기 Cr 속에 와 당 L 디jJ_ 밀한디

『서시 JL 시인이 인긴에 대한 선닌을

잃jJ_ 흔란 속에서 방횡 61 던

시절 그에게 찾이와 이런 시절의 기억을 기사뇌 그틀 구인한디

화기

시인에게 구인의 의미를

수선

시났듯이 이런 시절은 시인에게 인간

을 싱작하게 하는 숭요한 매지1 가 년나
만각하지만 이 정열에서 잠시 빗이나이~
마유꺼 없어시

정쐐하면시투 얼신히，

난 빌 7 ' 유응 옮겼매

드니어

?든 자니광정에 나 q랐니]
픽에 앉아1 상념

g

난，
난 나무

늦추띤서

행복감에 빠져듬었데

(1,

59-G,jl

와이 강의 경 지와 기 시턴히 흐므 L 강의 페넌은 세상의 선함을 밀
히1 주 L 듯허디

시인의 눈에 비지 L 시물들이 니름대무 배일되이 있

으이” 주화와 싱일성이 와이강의 곧씨기틀 매 ?-jJ_ 있디

9 두막집 옆

의 푸른 잔디는 십 암운까지 뻗쳐있고‘ 오누녁십 마냥괴 숲의 소회도
운 〕lL습， 생명막이 념지는 광깅괴 소용한 하늘이 마수치는 뇨은 신벽
이 시노 소회~

이 「며 회복하게 준재하고 있나

워즈워 λ에게는 외

이강의 걸짜시외 하늘은 자연괴 인간의 소회 F 만해수었나 “블레이
극지럼， 워즈워〈는 대단한 헨싱론의 대샤이나 특히

l 샤 외면에시

내면을 읽을 수 있나는 점에시 _ r 러하나 51 산으노 눌러씨인 이 칼짜

기는 완벽힌 소우주이다
있는 섬

11 1•회와

오두막집

울동뇌동힌 바위늘

강

호수와 가운데

부지런현 산골짜기 사맘 목동 남편과 같

이 신은 나무 밑의 오두막짐의 파부， 접름발이와 그의 회색벚 조랑
받， 올빼미， 장엄힌 독수리， 호수위를 닐-，녕있는 갈매기늘이

나111 많은 무리가 영원히 조화로운 방사 P 로

(2 , 201-2(3)

광경이다

사신의 π1 음에서

::; 1 Harold Bloom,

즙추고 있는

시언은 외부로부비 수용힌 여러 간각늘은

주압히jJ_ 연걸히여 니름의

H3쪽

g 장하111

‘엄청

연상을

닝히1 환희의

순

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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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을 갖 C 디
이들 모두는 시땅이마는 끈으무
석인 사회의 모습을 딩여추면서

유대관계를 렛 iL 있디

기장 이상

여기이I]-;__: 곤씨기의 이른디유파 곤씨

기의 완백한 형태기 이우마셔 시언에게 삶의 충만함파 선함을 확신
시켜 주었다 조회의 랄짜 1] 에시 자연의 삶과 인간의 삶이 시보 교섭

하면시 외이싱의 흘러사늦 년회둡게 어우러친나 이는 나아가 지생의
깃괴 천생의 깃， 이싱과 영원한 것이 어우려친나
워즈워(가 바라는 깃은 집세의 우주 가운네 사색과 김정의

영역

을 만F는 깃이다
깎히 한 마디 하게 해주 9_.
고싱힌 만싹응. 이제 나는 느낀나，
어띤 위보기 니l게 디가왔는지.

주위환경의 싱셔주는 휘둠 9! 응 와확시키 /1 위해，
7 리고 젊었 g 때 언\11 니 변했으며.
장성히면서 연\11 니 번할 지픈. (TTT.

99 10,1)
•

워즈워스에게 사연은 비위‘ 돌‘ 니무기 상상력에 의해 변형히여 의
미있iL 상정적인 사물믿 화히는 곳이디

자연계는 시색의 세계이디

이 곳에서는 개인의 마음-이 혼구 자동 -';]/<1 않:1L 다른 시물들의 ?Jf-유

을 만아 인간의 세거l뀌이 소싱되는 꽂이나 인간 마유의 장조곽은 선
의 장으ξ 막고} 동얀한 것으보 이는 싱싱펙에 다쉰 아니다 이 싱싱팍은
가싱 고양판 헝내의 이생의 식농이냐 인간이 산을 오르는 깃은 인간
의 싱싱막이 11 밴괴 비신의 선괴 킴은 싱내에 단하는 깃이다
시란 “강한 김정의 자밤적인 분출‘’이라고 시인븐 만했나
흔븐기마는 수선회담 보였을 때 시인븐

미풍에

{듀괴 킴이 하고퓨 씌-구듬

임?커 세상은 다시 보가 시작힌다， 외로운 지신노 잊어버리 Y ， 아침
의 다양한 광경늘은 보변서 그의 마음은 늘뜨기 시작힌다 그러_，7 산

천이 즐거읍유 l1H 가힌다‘

~:lM

지주 맨히니， 사색에 삼기서，
난 까우치에 흔우 누워있으면，
고독의 친 7 얀 마음의 r 속으루 수선화가
빈찌이머 니픈 잦네
_----，_2.1 띤 니 1

I

rl-~3 은 기쁨에 기워

7선회 와 샅이 춤음 준다너]
(“난 구큼치럽 외로이 시닐었네"-)

시인은 괴기에 자연을 산책하나 마수졌딘 수선회÷+ 꾀싱하면시 식
가는 좀더 객관적인 자세도 마유의 눈을 연고 나김의 깨남유을 엮는
나 즉 자연

수선회

이

l 에게 준 의미듀 양게 핀나 자연의 대

상불이 시인의 정신에 힌역유 샌어넣는다 시인 E 내상묻은 통하여
즐거 g 은 느끼변서 동시에 의미의

칭조지가 된다

시인의

마읍에서

지연 속의 수선화는 시인과 관계를 맺는 주관적 의미를 지닌 수선화
가가 된 센이다 수선화를 보구 받 ξ 간동은 뇌새김하변서 시언은 시
인파 하나의 주체로서 의사소통은 하고 있다 시인에씨는 “우주는 닌
순히 법개의 사묻늘의 짐협체가 아닌 살아있는 유기체로서만 인지된
디 '\i) 이처떤 사연은 시인에게 단순한 대상이 이니마 무언기틀 밀히1

주 L 생멍체의 역한응 한디

수선화L “미 g 의 눈 속으무” 들이와 기

강속에 사라히-"- 간이 공감데(“츰")를 형성함으무써 눈옆에 진게되았
던 사연의 의미틀 깨단게 한디
인긴의 삶은 사신들의 이익 을 위해 사연을 파괴히뇌 그것의 희생
을 비탕으무 언이진 생산단을 활 2--ó-]--;_:- 파정이며 한 수 있디
단순히

인간을 위한 편의의 수단이 흰 때

사연이

인간을 자연보나 우위에

시있나고 직샤하게 띤나 인간이 자연을 이용의 대싱으노 볼 때 눌간
의 소회는 깨어지고

자연은 인간에게 보역을 해올 깃이나

인간이

자연을 자선듀의 이해의 꺼점에시 이용의 대싱으도 보는 엔싱에 대
한 워즈워 A 의 생샤을 보자

6) GcoHrcv DWTant. rVordsworth and the G‘ reat
[‘ ambridge UP, 1970), 99 쪽

g、!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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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라 는 너꾸내 세속에 움틀어
아치 저녁 벌고 쓰노라 힘응 허비하고，
우려의 것인 니]지연에도 거의 시선 g 주지 않고

~-~1 의 u}읍음 "1 열한 혀]댁이]딴 쓴는다
(“? 다1 는 니무나 서 1 'è애 분닐이"')

세속에 닫듀어 인싱에 파문힌 일반인듀은 자연의 소미÷+ 능지 섯
한나 자연괴의 교김의 숭요싱을 아는 시인에게 세속은 반 자연직이
고 이시섞이 만연해있는 혼란의 황 7 지이나 자연븐 대싱문에 생명괴

새로운 간흥은 부여힌다 시인이 내상파 거리를 두고 관조헐 때 외새
적 지연 E 내새적 의미를 지닌 지연P 로 화힌다끼 세속적 삶 E 지언
에 내해 눈은 간 U 감옥처럼 감동유 잃고 고립뇌어간다 시인 E 우리
에 111 지언은 사랑하고 그 속에서 지연과 내화힐 것은 종용한다 그렇
지 않。변 지연파 조화를 상실하y_ 씨간하지 못하111 된다

그라나 지연 속에는 기쁨이 있는 시1 아니라 그라힌 것이 없읍은
빈견히기 π 한디

즉 세속에 물들은 시인애게 L 이제 예진의 사연이

주던 교감은 시미시_i_!_ ?울한 상닝만 닌이있디

왜 사연의 즐서유이

시마셨 L시 8];_: 이 8L 인간은 사마면서 영굉의 빚을
몰입히기 때문이디

중한 것을 앓-l___- 파
J 정이디
않았던기

잃jI_ 일상에

성장은 무언기를 배 ?-_i_I_ 언 L 파정이 이니마 스
시인은 이린이~~ ，이븐의 이버시마jI_ 허시

순수한 미 g 의 시인에게 사연은 “?? 사연이여 1"8] jI_ 외지

게 만E 나 자연 속에시 순수한 사링의 연성을 젖게 되는 깃이나
러나

7 지개듀

이고 세속에

l

보면 I~슴이 뛰고 얻지1 김을 느끼는 시션은 어렌 시션

문듀게 도] ~i ~ I 러한 김농븐 사라지고 자샤운 이해타선

만낚아있나
식까는 이 시에시 효용싱 숭섞의 사고냉식의 해익을 산 보여순나

효용의

「구는 인간의 싱싱믹괴 대소듀 이룬나 효용 「구까 심리적인

데 반하여， 상상랙 E ?1간의 무의사의 영역에 지리힌 원초적 칭조능

7) ]amcs A. Ilcf.[cmaIl. rVordS' wort.κs TIι 0 1')/ of Poetr}':
Transfarming η nagination. Othaca: Cornell UP, 1909) , 2fJi쪽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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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파 연걸되기 때문이디
있 L 전연 그대무의

워즈워스L 상상력을

혀 g 성파 L 빈대핀에

사연에서 찾을 수 있디__j_I_ 본디

즉 사연은

ag

기지무 환산하 수 없L 총체적인 의미애서 그 의미를 시니 L 존재미
하 것이디

른 고대

이，，1 한 사연관은 현대인들의

l 미 λ 인 E 으}

승지1 직

ag

중심의 사연관파 L 디

깐재노사의 자연꺼괴 맥을 김이한나

워즈위 A 는 문 죄만능의 자연관에시 벗어나 자연 속에시 섣아 숨쉬는
선 E 을 갖고 성어한나 자연 속에 섣띤시 자연괴 용회흰 수 있는 삶
을 이싱적으노 보는 깃이나 인간의 도구직 이싱에 의한 선입밤남은
인간을 좀더 면미하게 섣 수 있는 김을 세공했는지는 몰라도

I 견

괴 인간이 분명괴 산엽밤남도 인해 이의 노예노 전릭하는 견괴~ 까
지오는 아이라니를 야기했다 인간 지능의 발달파 기계문 1 덩의 발선 ξ
지언은 인간욕망증족의 수닌。로만 보 111

했다

이 과정에서

인간 ξ

오히려 지연의 노애가 뇌는 겸과를 맛새 됨유 시인은 강조힌다 그의

이 같은 낭만적 지연관은 ~1 뜻 보기에는 미떤실적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지언은 닌지 기계논적。로 보끼
변에서만 본 겸과는 이미

이를 오로지 효용 가치의 측

19세기 초반 영커에서 비극적。로 느러나

jJ_ 있었디

↑「무 ?기 원든 숲애 들이기 니름의 싣힘석 생활을 한 시심은 인간
중심주의에서
있디

뱃이니 사연을

집한디 L 것의 의미를 확인 8]-Z_:- 작염이

그~ 연뭇기에서 흔사 살jJ_ 싶은 욕구와 잭을 쓰.iL， 경재석 사

립 ç. 시 r긴，11 댐 과

했디

이 파정에서

사랴히게 되디 ") 즉 인간에 대한

명제는 본죄직

샤치~

사연은 그에게 스중한 “넘 ’으무

g g성

여부와 L 상관없이 모든 생

지년나는 점을 강소하였는데

이러한 수싱의

시본은 자연을 인간의 이익이라는 꺼점에시 바라보는 인간숭섞수의
의 비핀인 샘이나 9) 인간을 뉘앙한 자연 속의 모E 생명세의 유시직

81 F 、V. B8teson, 'FVard'ι;worth: A Rc- Tnter(Jretlαtian (London: Longman ,
195,1), ，12쪽
QI Chcryll GlotJdty & ll. fromm , cds ηκ? EcocrÎtiαsm R r:α clCl
Landηκuks in Literαr}' Eco!ogy (Athcns: U. 01 Gcorgia P:rcss , 19\)6)
X1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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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성파 그 생벙권의 평둥 g 깨단 L 것은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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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9 히디

이이한 인

식의 진환에 L 우선 사연애 대한 김은 이해기 선행되이야 한디

사연

에 대한 ←무?의 대 r;L 경힘을

싱헤 사연을

싱히1

인식의 변화를 추구히과 함이었디

사연을 시배 대상이 이년 너불이

섣아감 기대한 유 IP11 라는 인식이
여

l 는 정선직 방전을 이‘/고

l

이헤히jJ_ 그를

숭요한 괴엽이었나

이듀 통하

믿죄적 삶의 한게듀 주월딴으도써 새

노운 진심을 닦구하고 새 사힘이 되고자 한 깃이나 10)

"의 이러한

삶의 심험은 “삶의 근본적인 사심듀을 식면하시 (61)" 위안이었나

소도우는 t 월 EJ 어1 시 아꺼나운 깅치의 소유자는 명수인이 아니라
l 깃을 향유하는 사힘이라고 만한나

l 는 예전의 뀌습이나 지식을

납습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이 관찰하고 이를 통해 지언은 "H 우며

나

아가 삶의 의미를 씨닫딘지 하였다 지연의 신정힌 틴습은 보고지 했
딘 그는 등시묻은 비덧힌 지연계의 틴는 것늘은 세밀히 관찰하여 지
연의 틴습은 그내로 기록하고지 했다 하지만 이는 닌순힌 기록에 그
꺼 것이 아니라 지연에 내한 생찰유 통해 지아인사에 다다E 는 과정
은 담고 있。며， 지연과 인간은 유기적 총처1 로 보기 시작했다 11

J

그애게서 윌든 연뭇에서의 경힘은 싱힘적 삶으무서 사연파 교감을
니누이 삶의 의미빈견을 시 π 했던 경?이디
경힘히면서 대화를 니눈 셈이디
기를 시 ç.한 것이디

그 L 숲애 들이기 숲을

그랴jJ_ 그곳에 집 g 짓뇌 너불이 살

이때 집이란 비무 인간이 거처를 정히jJ_ 사라잡

은 곳 이외의 디븐 무엇이 이니마jJ_ 밀한디

경지기 창주석 빈현이미

L 시jJ_기 민비탕에 사랴히jJ_ 있기 때문이디
이후에는

그이니 사연이1 궈의한

l 가 자연을 대하는 내도샤 단라진나 깅지의 숭섞어1 시더

라도 _ l_ 는 자연의 일부노시 나른 생명지1 :C괴 싱후연펜싱을 맺고 있
음을 확인하는 깃이나

J Schneideμ “ Walden ," The Cmnhridw Cαη{union to Henrv
Daüid Thoreau (Camhridge: (ι써l1 hlidge UP. HJH;:;) , 97!γ〔
11 1 Robcrt D. nichardsO Il, Jr , I1 el11 y ThO l'0αu: .4 Life of the λlind
101 Richard

íBerkeley: U 01 Calilornia Press , 198 0), 18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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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l 죄에는 누먼히도 않은 치구듬이 있다 특히 이누도 찾이오치 않
뉴 아침애뉴 디」와 그녕다 나의 치지에 대한 개념이 선달될 주; 있노록
및 가지 111 유를 능이 보겠다 마치 웃뉴 섯 같은 득유한 울음음 븐 소
ι1 로 ?늑 호수의 써 뇌강오띠카 외룹지 않Ä. Ol ， 그껴

원 ι 호주카

,,-

외류지 않듯이 나도 외류시 않마 저 고독한 9.수가 P 대재 어떤 벗듬
응 까지고 있던 만인가? ... __l랴고 새 무 지견 죄에 자매접견 칫 빈째

거미 -이런 모픈 깃듬이 와휴시 않간 깃처렉 나P

외휴지 않나

Wi())

이 인용의 표현이 사사하듯이 그가 직접 경헌하논 지연은 너무나
간각적이? 직집적이다， 그논 지연의 승선에 있 c 변서 자신이 지연유
지l1H 하논 존새가 아니라 그것의 한

1 1성요소임은， 그러? 다는 생 l 성

체들파 동반관계에 있음을 확인한디

사연파 친민감 g ? :끼면서 동시

에 스속갑을

1

낀디

의 비당인 셈이디

이마한 모성애석인 사연은 생병의 난원이 Çl.. 삶

인간은 이성으핀 이루이진 합려적 존재가 이니이

자연처럼 분능석인 욕망과 야만성 마저 지니_jI_ 있음을 깨단는디

란의 손긴이 닿시 않은 자연 그대 F 의 자연이

은 그 속에 생병력이 넘쳐
족할 것임을 만해줍나

시

?-리에게 추는 포난함

?려 연간을 활기있게 하면서 풍Çl.틀 약

식샤샤 “외보움‘’을 느끼지 않는 깃은 “동묘‘’

듀이 수위에 있 시 때분이다

숲 족의 생활이 거|속되면시 J 는 인간괴 자연의 끼빙한 연펜싱을
더욱 신김하고 나아가 자연을 생명을 지년 닫활직 :한재보 느끼기 시
식한다 자연은 단순히 객지l 가 아니라 교감을 나누는 대회의 싱대보
다가오는 깃이나 비마런이 치는 남 소보우는 이 숲이

‘

{에게 나정한

11 1•제， 가장 순수힌， 격려하는 i1 1. 제의 내상이 됨븐 느끼? 꼴런다，

」러 나 자인 F 나를 유언하이 쇼속에 쌓인 깊견 눈 속에 길을 내게
만닐었다

내가 힌빈 뉴응 밟고 시나가변 내 빌자각 속으무 딱간나무 임듬이
바판에 영려 듬어기 차리픈 잡았으며. 이 잎듣은 햇벚 g 휴수히여 눈

g

녹여서는 걸어 디니기에 안맞은 111 른 치리픈 민듣었먼 것이디. 또

밤에는 이 받지국듣이 검은 선처럽 보여 까 g 기는];1] 안니l 역할 g 히

낭만주의 영 01 문흐에 나타나 자연

기도 댔디

~4:1

í292)

햇벚파 눈 시이의 상호작 g 을 관찬히면서 시인은 너불이 살기의

숭요싱을 깨딛는나

l 는 이세 자연괴의 친근김에시 귀속김을 느끼시

시식한나 자연은 생명의 근원이요 삶의 바탕임을 깨믿는나 황량하
고 쏟쏟해 보이는 곳에시도 우 언가
명이 있음을 인식한나인 1 자연이

l 에게 만을 낀내는 친근딴괴 생
l 에게 수는 친근김은 닫죄직

R밍

을 비마고 자선을 자연괴 얻지시켜야함을 임시한나 이는 단순히 농
식딛고}의 꺼게만이 아니라 흙괴 김은 7 생 -9 괴도 얻지1 김을 I} 집 깃

은의미힌다
소로우는 지연계가 질서정연하지 않지만 F 등의 세계가 아님은 씨
남는다 지연계에노 나름의 질서가 있읍은 알고

이를 인간이 수용힐

때 인간노 지연과 임체감은 갖새 된다는 것이다 지연의 섭리를 깨닫
는 애로서 우리는 생쥐가 번사벽이 강힌 소나무를 감아먹는 것은 1ι

끼 소나무와 다는 나무늘간의 닌행잡힌 어울린유 위한 지연의 섭리
무 이헤 61

;_:

작기의

파악은 사연 현상을
빈을

주망하 때

경?틀 들 수 있디

생태계를 시베히 L

진서의

세민히 관찬히jJ_ 상상려을 빈훼히여 생태계

기능하 것이디

「윈든』애서의

작기 L

?라

진

인긴이

단순히 외면애만 낀 ~-81 시 않jJ_ 그 니머의 정선석 의미와 사연계 니
머의 진랴틀 인시히jJ_ 싶이 8]-Z_:- 것처런
놓지시 않jJ_ 관찬히jJ_

관친 대상의 세민한 부섬을

이를 사연계의 전서 흑은 섭리무 인시한디

만분의 엎에뉴 그섯듬의 쓴시)등 생성하늑 이띤 힘이 있다

?

이듬

의 바로 엎에서 가장 중대한 여러 가지 냉칙뇨이 찮암없이 실행에 옮
겨지고 있나 우리듬의 llf 우 옆에는 일꾼이 있t+， _l 엘꾼 F 우리까
고용하고 우려가 상싱 너블어 아야시하 /1를 촌아하는 일꾼이 아니라
11~_Ç 우리 자신응 일까으우 삼아 J용인없이 일하고 있는 어떤 판 엘꾼

~l 것이디

121 La'、‘lTcncc Dud l. Th.ι EnuÎronmenta! Imagination: Thι reau. _Nature
rvrÎ tÎng. ancl thι Formation of Amer καI Cu{ture (Cambridgc

Harvard UP , 199Gi ,

lG9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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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지의 요료한 힘의 영향은 어 "1 니 넓고 각은기 1

사섹음 함。로써
다

?ι] 는 건선한 의미의

열굉

é-애

삐짙

f

있

(1 57)

식까는 단순히
관강하는네

흐수 속의 뮤고시의 모습에 김탄하기나

l

특정을

[지는 깃이 아니라 친미 닦구의 단?샤 되는 후수의 간

이， 문고시의 특정

이듀의 생활 능에 대해 나김의 견론을 내미고 이

를 통해 지연계를 조망하는 디넘돌로 삼는 것이다 지연속의 사묻유
닌선적。로 보지 않구， 복협작 시각에서 그 의미를 유흔하는 소로우
의 태노는 나름의 지연관은 보여즉 수 있는 지질은 가지구 었다

측

지언은 디형과 조화의 선형 P 로 보 y_ 이를 지신이 닮 P 려 노벽해야
휘은 _11'.훈。로 삼는 것이다 주위 환경파 삶의 유기적 관계를 유추하
는 임 ξ 지언은 다시 보!1I 만늘고 인간이 지연에 내해 어떠현 지세
를 시녀야 한 시틀 훈계한디

사연을 체힘히jJ_ 이를 관찬히여 그 속

에서 칠학적 시색을 이끔이낸디
4、무

?--;_:-

미
T 국은 초안을 확장한 때 너욱 강해시jJ_ 일면 너 사연스

이워진디jJ_ 밀했디

미국이 이 기장 중 9 한 승라를 획득 61 ;_:데 필 9

한 무기 L 완파 창이 이니마 입불재거기- 옛장 절단기- 삽? 늑시대 g
랭이미jJ_ 밀했디

13-1

스무

?의

사연관은 스무

?기

외계의 현상파 상상

속의 삶을 소회시키시 위해 노믹했딘 것지힘 개인을 지향하고 있었
나 사회샤 변회할 수 있나는 점에 대해 매우 비꺼직이었지만 소도우
는 환깅괴 정선 개혁의 전통을 금을 통해 시도했나 고p. 비 l 에 사는

녹얻게이민 엣?러J. A. Etzlεr 샤 싼 “노농없이

자연괴

시게익에 의

해 누구에게나 까능한 천국"(1833)븐 찌슨 대통령이 유보펴아듀 낀섭
해수시듀 마라면시 쓰여진 것이었나

이 금에 대해 소노우까 맹을 썼

는데， 인간의 의지가 협해지변 10 닌 내로 지상에 천감이 가능하다구
주장했다 시지언 엣즐라는
로 바뀔 것이며

131

[jωη

C\e、"

지 11 의 틴습 선처1 가 가장 아름다운 행태

인류는 가장 흘륭힌 궁전에서 매우 호화롬씨

D τ~horcau， “Walking ’ The
York: Viking , 19G-11‘ 615쪽

Port，α òle

가장

Thoreau cd. C•3 1'1 ßo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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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i

감미무운 정안에서 살 수 있을 것이미‘’-"- 진망했디

이 계획은 사연

을 변형시키 L 것이 곰사였디 즉” 산을 펑펑히게 허-"-

곰씨기를 저

수시화 히"1， 늑파 수대시를 개긴 8]--;_:- 것들이 포함되이 있았디

?L

스무

이，，]한 계획 g 사연파 환경을 개핵히과 L 충동 등” 기계석 초윌

수의라고 칭했나 동시에 - I 는 윤리직 ?월수의자느이 자아듀 개혁합
때 자연괴 환깅은 더욱 더 좋아집 깃이라고 만했나
소도우는 사힘 E 이 지싱에

14)

아김나운 집을 소싱하시 위해

일하지 않고 새노운 시샤에시 삶을

연섞히

f구하려하지 않유에 개단한나

l 는 자시 개방이라는 개념에시 뉴잉긍렌F 지빙에시 자연고1 소회되
는 환깅을 마 E 려는 영웅직 노믹을 녹자에게 수문한나 소도우의 싱
상역은 엣즐랴의

닝은 읽고 디옥 응부해지구 획장뇌었다

지언은 힌용하려민 노역했다

바암， 햇벚

소로우는

조수 등은 이용하는 것에

내해 상상역유 발휘했는데‘ 이는 오늘닐의 태양영‘ 응역， 수벽 등유
연상시킨다 그라나 소로우는 기계를 이용현 지언의 개선에 내해 회
의적인데 이는 엣즐랴의 긴해와 다는 점이다 소로우에새 정받 증요

한 임은 기계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 그의 신념이었다 이는 U 원
든』의 주장을 연상시킨디
멍디 L

개인의

난변을

그 L 최선 빈병단을 써서 사연을 활 g8] 기

비탕으무 스 U1--ö-j 게

사연파 화압8]--;_:- 삶을 추구했디

행시멍디 L 인긴의 내면생활 g

사연을

일구-"- 기꾸면서

기계석 지1]';'_이1 의해 싱진석인 힘의

윤랴적으무 개핵 8] ;_: 것이 중 9 했디

수무?에게 L 엣줄이의 방식은 인긴의 전박한 핀안함파 폐락에 주안
전을 둔 히색이있디

ç 녁석 개핵이 있이야 히" ] 이것띤으무 1 승분

히 워하는 깃을 싱쥐할 수 있나고 믿었나
여시에시 우미는 소노우가 닝반수의직 싱향을 까지고 있유을 앙
수 있나 즉 」는 개인의 싱싱믹괴 외게외의 소회;-; ;1--구한나는 점에

시 닝만수의자의 생향을 보여수는네‘ 이듀
혁괴 섭복시킨나

141

llCIlη

(l 89~，

l 는 성선 및 환깅싱의 개

헨대의 꺼점에시 소노우듀 소밍하면

!I~ 딛죄직

D. Thorcau. “ Paradisc (_To Dc) ncgaincd ," A Yankee in
rpt., Ne\v York: Green\vood, 19G9) , 182-205쪽

Cμfμ(c!a

~4(-j

8rE 파이에서의 인간의 스외에 대해 한 밀들은 매우

신적 각성이
있았던 것이디
f을

없이 물진적으무낀 풍부한 문화 L

예언석이디

문재전을

정

내재히-"

신세계애서의 물진석 웅 9 추구와 이것이 인긴의 띤

기셔온디 L 웅주에 대해

숭요안을 싱소한나

-:-.무 ?L 개인의 내면 생활의

개혁이

l 는 개인의 내띤으도부터의 도덕직 개혁만이 외

게의 확심싱을 념어시시 나양싱괴 개변싱을 f 구합 수 있고

문집 반

능의 죄익에시 벗어나는 김이었나
월 E 연섯은 도시외 자연의 깅게지역으노사 카니밤직 요소샤 있 11
때문에 역합적 시샤이 까능했나 소노우는 이러한 연유도 세 3 의 추1
공 C영역인 연뭇가에 기수암으노써 자연을 통해 자선을 깨단으려는 깃
이었다 인 믿래디미가 녹아내리딘 그라변서 철로가 허뭉어지는 광경

이나 얼음이 녹아 연못에 떡어지끼 기라기가 "1 리위를 울며 지나가
는 등의 지연의 역동성은 통해 지아와 삶에 내힌

피훈유 얻지는 것

이 주임무였다 그에시1 연못은 지신과 동등현 개체로서 대힌 인간이

핀요한 읍사파 목욕의 장소 등은 제공하는 유용성유 지니고

있었

다 15'1

한 여뉴 요 ??1 징기에 앉아 있노라니 매틀이 q 의 11]낀지 위든 뱅
빙 묶면서 니고 있디

,

로질러 날아가 1.

산비둘기가 !I- 1'1 리씨 새 "1 랴씨 니1 시야픈 기

분 ~-~1 한 마비가 기울 같은 호 f 의

킬용 일。키며 분 -l/_기 한 마이등 재가지 이 날아 오근다

~-I .1에 산문
냐는 반시

산 션부디 보스던에서 손님닐용 실이 나己는 기차의 비위소이듬 는 -l/_
있있는데

냐는

니였인 섯이다

세싱에시 멸리 띨어진 곳에시 실고 있는 게 아

( 1 저)

지 연 속에 지 리하민， 감각유 다 사용하여 E갖 간각에 넌간하!1I 만
융하변서 소로우는 지신유 성찰힌다 위의 애문이 놔해주듯 지연계에
서 임어나딘 있는 임늘이 소리로 전달뇌고 그 의미의 유추가 이루어
지기노 했다

1:5 1 Buel1,

연못과 새

208-209 쪽

그리딘 불끼기늘에시1 서 작동하는 소리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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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견한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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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감은 이성적 관친파 시언의 상상려에서 비롯되는 상념 사이의 괴

리를 딩-곤 한디
인음이 녹_jI_ 늑에서
야생

칭개구려기

머려틀 내민」lL，

유A]]화기

꽃피_jI_

가러 1] 븐이 복쪽으보 냥아가는 ]lL숨에시 소보우는 우주 장소의

잠시가

}의 눈안에시 얻어담을 보았다

소보우는 lS37 년 하비 c대핵 쏠입측하 ]lL 임에시

부 F늠닫 U갱복적으

보 담자닦지 않게 사녕하는 것븐 싱입주의 정선을 넣게 한
fl 이라고 깅고했다

I ]i'i 성

사팎븐보 하여금 .，. 븐의 보성에 충심케 하고 도

덕싱을 게밤하면 더 이싱 싱입주의 정선에 대애 걱정하지 않아도 흰

것이라? 층까했다‘
미그;문화에논 션통적 o 로 두 가지 흐름이 흐는다， 측 하나논 미겨
은 성경의 애인에 어울리논

1'-원의 나라라는 것이며 ， FF 하나는 계속

시떤유 받 01건서 년떤되어 지신은 새생힐 수 있논 등역븐 갖춘 나라
라논 것이다‘ 새인과 지연의 증요성 강조논 미파의 환경 문제에 내해
매우 -중요한 시발점이었다 그는 지연븐 인간의 휩요에 알맛시| 새간
;-]되 시니지지 않아야 했디

즉 T윌든J 0]] 서 부여주늠 것처엄 그는 자

연 그대무의 상태기 렌-존되면서 자연을 기꾸七 방식을 선호했디

실

재무 이 자감은 야생의 자연을 받여추지만 μ11 우 문명화되 면파 이이l

대한 작기의 선호를 렌여준디

그의 집은 콘코드와 린컨이이 L- 마을

사이의 숲이l 위치히 l 이- 제재추의 재꽉으믿- 지이셨디
추 기끼이를 당파한디

또한 칠 jE기 이

마을에서 공공행시가 있을 때는 콩밑에 있으

면 측￥- 소마외~ 행추l 각까지 븐을 수 있다 가끔븐 식샤는 관코 c에시
보냈던 자fl 의 어렌 시신의 일회듀 회싱하고， 월든 연-삿 근지에시 괴
기에 선었던 사력븐을 회싱하시도 한나 하-1- 낀너 또는 매띤 소보우
는 숲에시의 삶괴 연관있는 마을 순례듬 위 해 iF-코 c 어l 가곤 했다.
딛~묻 소보우는 이 이야 1] 속에 아이러니외 쓰다싼 비난1，1).을 행동

을 -퓨-출하시도 한다 J는 내헝을 반을까봐 펀코 c 담 볼래 c 나븐시
노 한다‘ 그리? 받내 행선곡은 그로 하여금 즈정늬나 두디지를 정 。-

24S
무- 씨므_jI_ 싶은 충동을 갖게 한디
디

9_ 에￥l 집이 념이기자‘ “애당히 y_

이 인간들은 경치를 이름담게 하는데 히는 일이 없구니‘’피_jI_ 밀

한디

그기 미국의 仁시생활파 그 기지에 대헤 이이마넉한 시션을 댐

여주시낀 ‘ 스무?-는 콘코드부난의 진형적인 환경의 디듀이진 형태기
필요하다

l의 전핵직 사섹븐

기나 또는 빅에

!러한 배깅에시 이 7 어친다 눈이 오

젖아온 여행객븐 마을에시

.，.가 기수하는 숲 속의

집까지 젖아감 수가 없다 “지마적 안정을 위한 자며에시 세족을 잊
어버마고 나시야 자선을 밤견하γ1 시식하고 천펙 직 사색이 가능해친
다，~

l.는 마을의

십이나 싱의집에시 나외 숲 속의 아늑한 항구보 나

아;감 때 검검하고 비바힘 볼아지는 밖김에 휴을 던죄 때

가분이 좋

다? 땀힌다‘
반변 ， 지연 그내로의 숙이 사색은 위힌 촉선제가 뇌까 지연유 잔미
하시l 됨은 다 E 어선 환경이 있기 때문이다， 두디지를 잡아서 날 것。
로 먹 Y. 싶은 야만적인 욕망에 사로 잠혔븐 때

.1까상하변서 정신적인

삶과 원시적이? 비염하Y. 야반적인 삶유 향한 욕 1'-를 동시에 느낀
다 그논 야만적인 것은 선힌 것 못지 않시l 둘은 같이 흠lf1_힌다 원

든 숲의 계절이 봄이 되면서 마을애서의 삶의 정체성을 턴파히기 위
해 인간은 야생이이는 강장재기 필}I.ò] 디 i 밀한디
li] 스럽_jI_ 이해기

자연 현상이 ‘신

이과우 1'] ‘’， “무한데 무 재멋대 무이면서 측량이

안되

이 있_jI_ 헤이렬 수 없디 ” 그는 “무진장의 원기와 굉대히 i 너-이태닉
갇은 모습들’‘ 에 대해 밀한디
무의 먹이기 될

“ 자연은 니무 삶으무 충만헤 있이서 서

수 있게 희생히_jI_ _jI_난을 감수한 생물들이 니무 않

이 있나”고 만한다 소보우의 무대는 소용한 느지이며，

l가 자수 예

÷수 c 는 농딛- 듀븐 분새외 조 1만 밍큐족세비이나 또한 자연의 은입

한 곳에 대한 사색은 명매하게 복가적이나 약육싱식의 예는 올챙이‘
누꺼비， 숙은 만의 시재 능이나

이러한 사집은 소보우의 시술이 가

장하지만 예담 二죠 [빙고 샤성직인 것으보 채웅으보써 세어하고 있다
는 점이다 따라시

l의 자연븐 야생적인 것과 운명적인 것이 조회듀

이루? 있 P며 ， 물의 조화가 소로우의 특정이라 할 것이다

낭만주으j 영미문학에 나타나 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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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칭난 자연 그대구의 모습은 엣즐마를 비판한 때의

물진석 잔국민류이니 그의 상상력을 기 믿막는디 iL 인식되이왔디

자

연이 사새의 촉진제기 이닌 방해재기 되七 시려석 경계기 언연히 존
재했디

“재틸취해야 한 낙원”에서 “선한 시란은 진앙을 희생하면서

언덕을 팽냉하게 하시 위한 노농을 할 펀요샤 없나"라고 만했나 사
색을 하는 깃이 숭요하고 이듬 위해시는 굳이 노농을 하기보나는 깅
치 자체가 더 숭요한 요소였다
가게 적인 천국이나 야생

[대보의 자연도

색에 빙해가 되었나 자연이 녀

7-

광활해도

1.에게는 위혐이었고 사
r 는 자선이 너 무 왜소하

게 느껴시 위혐적이었고. 너무 산 나늠어친 자연은 자연미의 二죠회÷÷

상설해서 문제었다， 지연과 문 13 이

ill.차하변서 지연의 지연스러옹이

나릅대로 유지뇌는 원는 송과 같은 지역이 그의 상상역은 지유롭시l

하논 이상적 공간이었다， 갓 경작뇌논 공간‘ 이 공간이 주는 미래에
대힌 약속 이러한 것이 소로우에게뉴 증요힌 것이었다 너무 통제뇌
지 아니힌 인공이 가미뇌지 않은 지언은 그의 상상역은 오히려 검아
매었다‘ 어느 정노 점제뭔 지언의 "9.습이 소로우에시|는 이상적 지언
이었디
?-려기 자연파 생태의 문제에 관심을 기지는 것은 그것이 단순히
자연을 댐-호'ò] 셔니~ 미관을 i펴히는 문제가 아니마 지구와 인간파의
관계를 정상화시킴으무써 시싣 인간의 문제를 헤걸 ò] iL자 히는데 있
디

즉 생태계의 문제는 비던 우려들의 문제이디~ 우리기 목-전의 이

익 을 위헤 사연을 횡 펴l 화시키 L

것은 걸국 ?- 랴 자신을 횡 폐화시키

는 짓이 됨을 이 시든은 강조하고 있다 워즈워〈의 시외 소보우의
식품븐 우리에게 인간괴 자연은 시보샤 시보에게 효용성의 측면에시

바라볼 것이

아니라 도덕직으보도 끼녘히 연견되어 있으며‘ 시보의

운멍이 녘접하게 연견되어 있다는 깃이다. 우며는 이 누 식사사 자연
에 대해 사졌던 이 김븐 생내직 싱싱팍에시 현대의 자연경시풍소 내
지는 자연 훼손이 사져융 재잉을 예견하고. 이듀 예빙할 뿐 아니라
지연의 엄청난 복수를 막논 지혜를 11~ 울 것븐 땀하는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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