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영미문학에 나타난 생태학의 문제*
개리 스나이더를 중심으로

변 창 구

현대 과학문명의 결정체이자， 인간의 잔혹함의 상징인 핵폭탄이 지
구를 파별할 수도 있다는 사실음 실제로 보여준 1945 년은 우리들에

게 생태학의 중요성음 확선시켜주는 매우 상징적 사건이었다 1945 년
7 윌 미국 뉴 멕시코주에서 시행된 핵폭탄 발사 시험은 이제 인간이

지구상의 모든 인류를 사별할 수 있는 힘음 보유하게 되었음음 천명
하는 극적인 사건이었다， 인과관계의 원리를 풀어헤쳐 “인간 제국의
영역 (the

bounds of the human

empire) ，’음 무한대로 확장해보려는 베

이컨의 꿈은 드디어 설현되려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는 인간의 장미
벚 꿈이 갯벚 악몽이 될 수 도 있음음 예견하고 있었다， 인간의 엄청
난 과학적 지식은 우리에게 공포를 갖다 주었고， 단순히 인류의 전별
뿐만 아니라 지구 자체가 오염으로 인해 절별할 수 도 있음음 일본
의 두 도시는 웅변으로 말해주고 있었다 이 외에도 인간이 자선들음
해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개발한

DDT 같은 삼충제들도 사실은

본래의 대상이었던 해충에게 뿐만 아니라 인간， 나아가 지구 전체에
게도 치명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음 입증하고 있었다 과학기술에
잠재한 이러한 파괴성은 너무나 다양하게 드러난다 핵의 위험성， 농

경지에 뿌려진 절산 비료， DDT 를 비롯한 삼충제들， 각종 화학물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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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_엽재 등의 생화학무기들이 비 무 그이한 예들이디

이 ê1 한 생태계의
인

『주 g 한

문재전들에

봄Silent

Springd

대한 시적들은 카슨 2arson 의 대Jl_작
코모qCommoner 의

「생태학의

기본

F lI ndamentals of EcologYd 둥을 싱헤 전전 이른적인 체계를 갖추면서
하나의 희문제게노 성핍되어간나 19ι0년대에 이브띤 자연이 더 이싱
인간 E 의

욕구F 만아수는 7 한한 공간이 아니라 인간 E 의 손에 의

해 쉽게 싱지만을 수 있는 우미 인간괴 김븐 즌재라는 인식이 확산
되어 간나 19세시 숭엽 이후 선엽혁명괴 더불어 시구에 자연 파괴외
도시 오엮운세샤 부샤되었고， 이는 이미 워즈워^_:_; 비옷한 닝반수의

시 능을 통해 퓨현되어왔나
세기 증엽이 뇌기
"1 불러 있었다

l 런네 이러한 자연 생내게의 위시는 20

선까지는 닌순히 지시인늘의 경-규 정노의 수준에

특히 20 시1 기 후반에 이 E 라서는 생태학이 닌순히 학

문의 차원이 아닌 우리의 삶파 밀집힌 관계를 갖고 있읍이 느라나변
서 디옥 초미의 관신사가 뇌딘 었다 생태계의 위기가 지연은 인간유
위해 손새힌다는 오만힌

인사에서 유래힘 은

많요

학지늘이

지적해

E 바 이며， ~r 힌 이 위기의 근원이 떤때문 '3 에 내새힌 과학기;에 의
시히1 생산성파 이익을 극대화히과 L 인간의

이기심? 한 몫 61 jJ_ 있

g 은 사멍한 일이디

생태학의

파학석

인랴틀 인긴

정선에

인간파의 관계틀 선정 8]-Z_:- 중 9 한 계기기
루 L- 각
Z 각의

집목시키 L
되었디

얻은 생태학의

사연 생태계틀 이

9 ↑「들이 상호의존적으무 연걸되이있 .iL， 그 생태계 사체

ç. 디븐 ;증위의 생태계들파 상호 연걸되이 있을 뿐 이니마 이 증위

는 나른 층위외 냥연히 연견되어 있는 능 자연 생내게는 근복직으도
싱후의준직

지1 게 F 갓 f고 있나)， 따라시 자선 이외의 즌재 F 대핍

직 꺼점에시만 보려는 면협한 자아관념은 우수의 더불어 섣 시 정선
을 배세하는 샘이 핀나

이러한 히구직 자아의 개념은 인식론직으도

교정이 되지 않는 한 인간의 인내섞이 식용하는 선까지만 식농할 수

11 r. W. DatcsoIl. WOl 따 worth. .A. Re- Int，ιη pretation (_London: Longman ,
195.'Ll. 2õ-.:>1쪽 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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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 생태학의 문저

인간파 사연파의 관계를 선정히과 L 시 ?L 여 êl 방식

을 시니게 되 L 데” 기장 큰 기류l__- 31 증생태학파 심증생태학이미 하
수 있디

진사 L “인간중심;「의 (anthropocentricism) ’를 견시한 채

학기술에

의존해 환경을

파

멍호히-"- 개량히과.:_:. E11~，인 빈면? 후사~

“생내숭섞수의 (εcocεntricisll1)’ 직 꺼점에 입샤애 인간은 자연괴 이항대
핍직 꺼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생내게의 한 요소에 불괴안을
강소한나 따라시 인간을 비옷한 모E 생내게의 즌재 E 이 “농능하게
생준합 권 ζlCthε

equal right to live and blossom)" 늑 갓고 있나는 입

싱을 보인나 21

이세까지 보아온 것지힘 생내혁의 수세는 인간괴 자연의 꺼게이나
띠라서 현 생태계의 위기는 인간이 주노힌 떤니내 과학 기소문 1 덩어1 그

문제가 내새휘은 간접적 P 로 응 빈하딘 있다 우리의 문화가 그
원늘의 신념의 표현이라변

，'-성

떤 지연계의 위기는 곰 우리 지신의 문제

를 노정하고 있다 내부분의 학지가 동의하듯 인간과 지연은 분리하
여 지연은 인간의 착취의 내상。로 파악하는 근내 이후의 인간증선
주의 사상과 과학과 기 ;의 겸협 P 로 IRSO 닌내 이후 납속노로 발선
한 현대 파학문멍이
것은 딩연히디

사연계의 파괴틀 초 ι11 한 주 9

생태학적 관전에서 작단활동을

웬인이미-"- 멍 ~

했던 D. H

무렌스?

스니인메” 스니이너 둥의 현대 문인들은 이성중섣주의 넷 인간(듀 ól
백인” 넘성) 중심석인 문화를 해체히여 공생석 세계관을 정립하 것을
주장한디
여성에 대한 넘성의 시배와 사연애 대한 인긴의 시베 시이의

8시

싱을 밤견하는 생내 여생수의도 수복합 만한 가지가 있나 인간괴 자
연의 대핍구도에 낚싱괴 여생의 대핍구도가 숭십되어 보여짖 수 있
나는 것븐 인간괴 자연

l 마고 사회간의 역 집한 양싱이 ￥직두1 까능

싱이 뇨아지는 깃을 의미합 수 있시 때문이나 생내여싱수의는 우선

여싱괴 자연을 동임시하여 인간에 의한 자연의 E}자회외 낚싱에 의

2) Gcorgc Scssions ‘ cd. Deep Eco{ogy for the Tu: entieth-FÎrst Century
íBoston: Shambhala , 1995)‘ 151-15 기쪽

2,' )(j

한 여성의 니자화를 동일시한디

사연-여성에서 출반하여

사연-여성

으무 돌아가→는 닌성석 사이가→ 자신의 tR-분을 망각하iL 초윈을 추구
하;L 서구 기부장 문화七 사연의 니·사화와 여성의 니·사화를 동시에
추구한 수밖에 없디는 것이 여성생태 7:의자들의 주장이디
시

여성의 능욕븐 자연파괴/훼손과

연견되어

담성

이번 전에

지배씌→구의 주요

예보 연기 3년다

여성괴 자연을 연견시키는 분세는 당연히 여성수의자븐의 주3년 관
섞사가 꾀었다

1. -브- 숭에는 여싱이 자연괴의 연걷고피듀 i낭고 인간

족으보， 즉 분회의 영역 으보 단아융 깃을 수싱한나 반민 여성생태수
의자듀븐 오히려

이

연건뀌게÷÷ 깅회사꺾으보써 여성븐에게는 자선

의 손새양식은 디옥 새롭새 하:11_ 남생늘에씨는 1상각에 기초한 본분
초원에서 벗어닐 것은 거듭 제언힌다， 즉 남생 운화에 동침하뇌 그늘
에시l “파괴”를 지양하? 생 l 성의 -중요성과 공손븐 가금침 6 로씨， 남성
과 여생 R두를 r강각에 기초힌 허 1'-의 질서에서 빗어나 지유롭y 초
화로운 사회에로의 진선유 강조하논 것이다
이처럼 여성생태주의논 초원， 파괴 승선의 지lIH 1'-조 체제의

지손

문화를 극복히 iL 모두기 주체기 되 는 공존체제를 시향히여 생태계를
복원하는데 ç_ 일주한디

L 것이디 닌성 중심파 인간중심을 동일 빈열

에 위치시켜 자연파의 화해를 턱~Jl_믿

하는 것이디-

그마니

생태학 ç_

단순히 이문적 진개만으FL 인간‘ 자연‘ 여성 상호긴의 불균형을 역
동석으무 개선한 수 없디는 주장이 제기되디

?-

이년 전에서 문학의 경

생태학파의 관계를 모새헤댐는 것은 나륜의 의의를 지난디 iL 한

수 있나 분학에 표 현판 자연， 또는 인간괴 자연괴의 관계에 대한 펜
섞븐 이미 섣펴복 깃지럼 운핵 자지l 의 역사반감이나 상구한 전통을
갓고 있다 따라시 “자연‘’을 배세하는 분핵 연구 자지l 샤 불샤능할 깃
임을 임시한다 즉 자연은 이미 오래 전부터 분학의 류렁에 자리하고

있었다‘ 운헥븐 내재직으보 생내펙에 대한 뀌-심을 표 현하고 있었다
운핵괴 생내학의 펜거|담 복격적으도 늠의한 시도의 숭요한 한 예
논 아마노

미이커 Joscph Mcckcf 의

r생손희극

문학생태학연 I'-~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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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edy of SlI l 1'‘iva!: Stlldies in Literary
이 선구석 연구 L 문학 생태학을

Eco!ogy(l 972) 릎

'2 ;)7

= /-1

는프

문학에 니니니 L 생물학석

있디

주재와

관련시켜 정의 내랴 iL_3) 생태학석 개닝에서 희극파 H1 극을 주벙한디
그 외에 ç. 사연중섣문학(nature-oriented literature) 에 의헤 세무운 문학

닦구~ 시도할 수 있나는 확선하에 워즈워 λ 외 소노우의 자연 금쓰
시 (nature-writmg) ;' 수복합 필요가 있나 자연 금쓰시 식가 E 이 기수

하는 자연은 단순히 도피지는 아니나

l 브은 소노우샤 만했늦， 자연

속에시 씨븐 삶을 섣고 삶의 진수F 뼈아 1늬
는 깃이며

이러한 깅힘으노부터

터늑하게 핀나 41 즉

l 브은 자연

11

위해 자연으노 끼아까

l 듀은 “삶의 복짖직인 사심튼”을

섭미~

까싱

샤까이에시 느꺾으노

씨 우리에시1 맡겨신 임은 인간은 위해 지언은 개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지연에 맛추는 것이라는 생태증선적 사고에 이 2;IJ 뇌는 것
이다

맏하지연， 그늘이 지연。로 귀의했닌 것요

병는 문1 덩。로부비

의 노피가 아니라 병늘지 않요 다는 곳이 굉요했기 때문이다 그라나
소로우가 지연친화적 삶유 2 닌 정노밖에 지속힐 수 없었듯이

떤내언

에 111 문 '3 。로부비 이탈하라는 것요 거의 현실생이 없다 특히 지연
긍쓰기기 주장 81--~ 문명권파의 일정한 거리확멍 L 삶의 현싱에서 민
이셔 문멍파 걸별하 기능성마저 내포히jI_ 있디
일부무 흡수시키 L 일이 중 9 히디

사연을

?라 문명의

하 것이디

서구의 생태학에 대한 관심은 미국의 대3l석인 생태 시인들의 경
?에 r;

g 시히디

니름대무 독사석인 배경응

시니jI_ 있음애? 생태의

위기에 대한 시란들의 난본적인 시각은 사란들의 π녁석 싣페

간의 이 시수의 및 교반

I~ - ! 수워인이라는 깃이나

인

헨대 생내게

의 위시~ 단순히 자연파괴라는 관점에시 보는 것이 아니라 욕명 충
족괴 지배욕구에 시인하는 엔대 운명의 근본직 운세에시 소밍하고자
한나 즉 자연애 대한 내도외 가지관의 변회만이 이 F 애견할 수 있

“

:,) jos야，h \λ fvIeeker , 171C C()med~/ (4" SWuil_;al: Lilerary E -;l Ol-tY and a
Play 10'，씨 c. :-lrd ed. (Tucson: LJ. ()f Arizona Press , ]~)~)7) ， :2 9 꺼

11 Tbid. , lGl

~:i셔

디 L 것이디

인긴은 이성을

시니jJ_ 있이 세상의 디「I 생벙체와 구벌

되 L 듀벌한 존재이jJ_ 따마서 그들을

시배하 권랴틀 시났디jJ_ 생각

8]--~ 인간중섣주의기 모든 생태 문재의 헥섣애
이디

즉 9 랜 서구의 생각

근원이며， 모E 사문의

이러한 자연괴의

사랴히jJ_ 있디 L 것

“인긴은 만물의 영장이 9

적도”

모든 기지의

이 마도 〕lL든 문세의 시방점이 핀나

공준을 전세도 한 생내문세의 해견 내도는 〈나이

더 (Gaη Snydεr) 의 깅우에도

l 러하나

λ나이더는 자연게에 대한 관작을 통해 환경을 반영하는 대회식의
시늑

?겨 싼나 자연을 통해 수위외 대회하고 자선을 이해하려는 노

믹을 하면시도 자선이 왜 싱군율을 자브고 있으며
는 의미에 내해
의

시넷문이 흘러까

선혀 설 1 덩하지 않아노 된다 그의 시의 특싱은 실제

틴λ} 이상의 어민 변노 암시하는 바가 없다

그냥 사불의 이름

산， 나무 등의 이름파 디뇌어 이라힌 지연 현상의 사실늘은 기록한
것이 쌓이연， 그것은 나름내로 그 장소의 의미를 시사하새 뇌고 인간

에 111 무인가를 암시하는 겸파를 낳는다
스나이디에새
이니며 생병 을
의 장이디

지 /라는 생 1 성공동체는 지신의

욕망실현의

깅;간이

기진 모든 존재들이 스스무의 삶을 영위해 기 L 공동

스니이너에게서 시 L 의식확장의 수단이디

물진중심주의

와 팀욕에 의히1 스외되jJ_ 만절되 인긴의 의식을 디시 생병의 윈잔인
사연의 흐름 속에 연걸헤 인간 의식의 핵멍 을 기능게
그L

시를 활 g 한디 51 시 L

인긴의

낀니

진체틀 인시히게 되 L 회압의 공간이디

본적으노 인간의 7 선세한 욕빙‘

L

의식파 세계

8]- Z_:- 수단으무

즉 사이와 니사기

인류의 생태문제 L 난

-:9 밍의 충족을 죄고의 까지도 간

수하는 자본 숭섞의 밤단세일 수의의 11 술문명의 소선이나 이;' '"1
유하는 유일한 냉볍븐 성선직인 혁명밖에 없나 _ r 는 시~ 통해 새도
운 비신괴 전멍을 세시안으노써

l 가 마라는 변회~ 이치하려하였나

λ나이더의 자연꺼의 숭 f 는 “ 1늬이사스 (food chain) ’의 개념일 깃이

0) Il o\vard I'vIc Cord , Some .1Votes on c;ary
íBerkeley: Sand Dollar, 1971) 김쪽

Sn:、 der ‘s J.1Iyths

and Tex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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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

2::iH

먹이사숨은 식물에서 비롯되 음식 에니지기 먹.il. 먹히늠 과정을

서듭하여

일련의

유기체무 진이되이

기는 파정이마.il. 한 수 있디

“생태학이ê.l 七 학문은 생명체와 그것들이 에니지 넷 물진과 멧는 끊
임없는

R. 낭을

듬 섣명한다

텀구한디‘’는 스니이더의 밀이 비 P
세생의 ]lL든

것븐은 에너지의 흐쉰괴

이1:'1 한 영향관계
전이에 불가분의

관계듀 맺고 있으므보 자연세계외 분마판 인간의 의식븐 엄 정단 분
세듀 야시할 따꺼- 이다
엔대의 생내위시는 자연에 대한 산:삿판 인식‘ 즉 인간이 /，/，보의
교만에 눈범어

.À- ..À-노듀 자연괴는 다른 한재보 직γf하여 자연을 하

나의 욕빙충족의 대싱으보 보는 네 있나 주지하나시펴 지구는 오염‘

부적정한 관리‘ 인 1'.증가 등。-로 ?통받 Y. 있다‘ 인간의 지연파괴행
위논 즈즈으로의 무덤은 파논 미추l 짓임은 아직

1;1.금 Y. 있다 인간이

생냉유 유지힐 수 있논 것은 다는 꽁식뭉듭이 우리의 생냉유지에 편

요힌 뭉질늘은 제공해주기 때문이다‘ 자연이 노움이 인간의 생손에
핀수닛가겸한 손새라는 사실유 방각하지 l콰아야 한다‘ 즈나이디는 지
연계의 손재늘노 우리
자연에

인간과 마잔가지로 건강해야 힌다뉴 것이다，

대한 인간의 난분석언

태 ç_의

변화틀

Ttτ장하는 스니이더의

시는 그1:'1 한 점에서 추꽉한 |간 ;-1 디

사연에 대한 인간의 태 jE애 대헤 주목하늠 시의 예무 ‘ 54 년 여른

늦 눈과 꽉재 파업”을 댐-기무 히사 이 시는 워싱톤 주의 시리석 늑
정을 드1:'1 내는 묘사들- 임을 찾이디니면서 받게 뭔 여마 장스들의 상
서l한 묘시 둥을 당해 지리석 늑정을 잘 드1:'1 낸디

은유석 Jl_현은 서

의 없고， 사권과 사심에 대한 직나라하면시도 시직이지 아니한 뇨사
보 구성판 이 시는 견국 “복재 파입”에 대한 뇨사듀 풍해 자연의 ]iL

습

“섯븐 신벽아래， 염어붙븐 후수위도‘’븐 이 시샤 미국의 복시 먼

지역의 자연을 -부대보 한 것임을 시사한다. 자연이 파괴되는 깃을 보
면시 갓는 시인의 싱념븐을 표현한 것이 너무 직나라하다
나믿외 표도의 찌꺼기능， 짐승‘ 꿀‘

~60

식용 표뿌리， 인디 91듣의 받꾀 배 '?l틀
충사위뉴 늄 이졌다， 별서쳐 서뉴， 사그내 지 ,'u}읍은 P-디 이 지

,'-,

악! 말이

장시외 기다가 이우려신 빔음 두]틀이놓았네

“난?- 껴데 /1 안에
새 루운 사회를 행성하라고.‘’
어지러이 능어선 양칠 킨 TI 와 지저운한 길
(“기니 낀 잔nq 꾀 강듣")

화사는 자연 환경이 횡 폐화헤 기七 것을 1 끼 L 데， 이는 인간의 시
성 닌 g애 기언 한 것이디

이1:'1 한 파괴석언 힘에 대항히기 위해서는

현 상태기 개선되이야 한디
데해서는 분병지 않다
스모의

예L

구션이

산 만해줍냐

히시낀 이떤 모습으핀 화해야 한 시에

“세무운 사회”를 그녕= r모한 뿐이디~

“스쿠컨칙

강기에서

이는 -，의

동물

F 녁에 지여 죽은 암시:강”이미는
시

“김샤의 시 λ11 듀‘’을 연싱시킨나

(쿠검 (Skookum) 은 아께마칸 인다언븐에게는 ]iL든 좋뉴의 악을 지칭

하는 만이었나

따라시 자농자는 현대의 괴닫아 판다

마지익

연유

새보운 고족도보보 싱징꾀는 힘에 대향하는 자연을 편L:는 내용이나

워치. ~1 고속도보의 시잔꾀 수도보 기는 12 개의 치~선휴시

다 ι1 -+-조분

땅딸끼 한 불노서

-노하 딱정벌버듬

나는 매를 대산해 빌언응 한다
(‘’기니 :;1_ 산매괴 상듣")

『신화와 댁스F들닝은 미국 북서부 지역‘ 즉 북 캘버포니이에서 미
국의 북서부 끔끼 시의 지역을 대상으구 이 시역의 사연파 인간의 관

계‘ 사연의 횡 폐화를 제주명한디
그닿시 않은 곳토 니 다난디
족적으보 나라나는네‘ 벨복괴
오레곤 농부

지빙의

“원

지병들은 이미 인펴진 곳 jE 있으니

니무 사므늠 장면들은 “ 벌꽉” 부분 끼11

/<1

연관되 대회보부터 컨나이더가 얻했던

/τ]스렁 복재회사‘’에 대한 이야가도 기론판

현대 영 01 문학에

디

디양한 동물들이 묘시되디

안을 착취 61

;_:

사

벌뜩꾼

은 껍데기 안에/ 세무운
이 시역을

나타나 생태학의 문저

~(-j]

블랙베리 추수 장면

시덩넌꾼

이 곳은 사연사

들이 산지 L 장←이디

“넘

사회를 형성 8]-L1 _i_!_"마 L 모 rEL 스니이너기

이떻게 비꿨으면 허 L 기를 잘 멍여주L 구절이디

즉 이

는 미래의 유보피아~ 향한 시인의 마음을 보여운나
σ--:-1 회외 터!〈드 E] 의 세 2 부

“사냥”은 미국 복시부

언의 관점에시 복 자연을 보여준나

아께마칸 인디

현재의 미국괴 배인이 오시 전의

미국 원수91E 으} 삶을 비교안으도써， 자연의 황폐회 또는 세게관의
자이~ ~멍하게 보여운나

이 시에사 회자는 γ 당의 성지1 싱을 지니

고 시늑 전개한나 회자의 이 π 이 후F 선fMt. Hood) 의 미국 워수빈튼
의 이름인 매ly-casC’인 것은 이러한 관점은 강조힌다 원주낀 언어로
산의 이름은 1j 1 3 한 것은 장소의 의미와 지언에 내힌 그늘의 생각유
L 라내기 위힌 것이다 해니건은 “무당 역힐 ξ 서 11 문화가 지주 희생
시겼딘 환경에 내현 지사은 시인이 깨닫는 방사이 될 수 었다"G)라고

받힌다
페금소나인 무당은 ‘사냥”의 시작부문에서 지신은 전통적인 무당
처럼 죽은 사를 상정석으무 방문히여 그들에게서
히과jJ_ 한디

화사인 “ I” L

힘을 언L 노력을

뜩지11 F 녁이 디니 L 현대애 살jJ_ 있디

선

화적 세계와 심재 세계기 얽히 제시되디

냐는 앉아있니]

벌 생각 없이 목재운송용 P 루 ;1에

새보센 시화픈 탄생시키면서

문애 익숙한 개듬 져다보낀서
마지마 브럭은 가1 니 다I ， I~
(11 신회외

텍스트닐 .1)

여 시시 수복할 사항은 무 당이 녹자에게 힘을

f구하끼 하지만 이

6) TOIll 11cnighaIl ‘ Shamans , Tlil ι 3 , and thc Sorccrcr' s Apprcnticcs
Nows 이1 thc Discovcry 01 thc Primitivc in 1\Iodclll Poctry ," T/κ)
Dalhouse Review , õ9nVinter 1979-80), G05-mO

~(-j~

를 멍시 L 뭇한디 L 전이디
함을

밀한디

의

선화를 추구”

“미시막 F 럭이 기내녔디” L 시구L 니무기

내녔디 L 것을
페화되

제목의 ‘시닝”은 “세무운

의미한디

디 시마셔

그닿디면 새무운 선화~ 니무기 시마친

사연의 새무운 기지체계를 일컬이야 하 것이디

횡

세무운 선화

f 구는 〈나이더의 미래~ 향한 밤김유을 의미한나 괴기의 선회

외 자연을 바라보는 시션이 자연의 재생을 난보한나 7 ，
“사냥”의 세 6 부는 곰-여인의 견혼을 나룬나 곰 및 곰괴 인간의 뀌
게에 대한 사심 E 이 산재해

있나

곰-여인의 이야시는 곰괴

낚자 F

동일 선싱에 위치시키는 숭요한 밤싱의 전환괴 ↑1 회직 자워을 보여

운나 여인은 낚자까 자시의 정지1 생을 밝혔는네도 도멍하지 않으며‘
날카로운 곰 이빨은 가신 아기를 본보변서노 그녀는 이라한 곰과 남
지를 동임시힌다

이를 용넙치 않는 것은 여인의 오빠늘이다

이야기는 인간과 동묻의 경계가 애매하며

111

인간은 주위환경과 유리된

아니라 선적。로 연겸뇌어 있읍은 암시힌다 동묻과 여인의

관계는 제 7부에서노 보여지는데

미국 인주민들이

물jJ_기 인간(fish

성적

‘우리의 처녀늘이 년이요테 견에

누위뇌틴는 것 ~1 잠뇌어간다/ 슈스됩종족‘('신화와 텍스트늘 1
이L

쥬 이

동물인간(animal

26)

people) , 새인간(bird people) ,

people) 둥으무 서무 부므듯이 인간 ç. 동물의 히니

에 불파함을 잘 밀해 준디
무딩의 관습 중의 허니 L 동물을 싱헤 밀히 L 관습이디
므-:-.니틀 매히여 재 l 인칭으무
스경크와 여우 L

:c ,)

사선들에

밀히 L 것이디

대해

l 인칭으무

동물의 피1

예틀 들이 재 10부에서
밀한디f 선화와 넥스F

이는 회자의 생격까지도 보여수는 인품 λ케지라고 할 수 있나

l 런네 이러한 농문회자외 인간튼 사이에는 전혀 끼싱뀌게샤 밤생하
지 않는나 농문도 인간괴

변노 나브지 않은 지싱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줌으노써 〈나이더는 동문괴 인간은 전혀 나른 좋뉴의 즌재샤 아
니며， 시노의 유사생을 싱소하고 시도F 근섭시키려 하는 깃지럼 보
인나 81 ‘사냥’의 세 12 부는 자연으노 회귀안의 효괴~ 이야시한나 여

7) Henighan,

G21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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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서 화사 L 산악 시역에서 일주얻을

~(i)

멍낸 후 평시무 돌이온디

평시

에서 그L 벌집이 있L 야생 시파니무애서 벌에 샤‘이시 않으면서 시
파틀 띨 수 있게 된디

이~ “니에게 이직 ç_ 산 낸세기 닝이있기’ 때

문이있디('선화와 넥스F들J)

즉 산에 속한디 L 것은 사연의 일부기

되는 깃으노 보후 L익이 헝싱되는 깃이나

선 사힘이 됨으도써 새도운

지위~ 임게 되고， 인간괴 자연의 보나 소회노운 뀌게~ 맺게 핀나
λ나이더의 시샤븐 헨대 사회의 파괴직 요소가 측소띤 후시 산입
사회노 향한나 산입분명의 파괴직 요소에 반하는 시순븐 환깅수의직
관점이나 환깅적으노 소회도운 싱황괴

산입사회의 익봉김은 파괴직

싱황은 환깅운세~ 논할 때 항싱 김이 기론되는 요소이나

헨대 시구

문녕의 슬 ζ 상황에 내한 스나이디의 생각은 빈승넙적이다

측 디스

토피아(dyslopia) 對 유토피아를 놔힐 경우 디스토피아는 기 ;의 발달

로 인해 지연환경이 슨상은 받고

거기에 사는 사담늘의 육체적 정신

적 삶에 해가 가해지는 경우를 받힌다 반변 유토피아는 인간과 미인
간 틴두를 망라힌

틴는 생 1 성체가 닌행은 이루는 상황유 임컨는다 9'，

이 상반된 미견 속에서 스나이디의 유토피아적 이상은 적젖히 수정
되면서 빈진한디
gr 파이미-~- g 이 L 스니이너애게 L 잘 쓰이시 않L 디
9_-;--:- 난 개인이 사선이 중 9 히디-"- 생각히 L 것을
이떻게

변화해야 히 L 기를 상세히게 디루시 L

그의 시~

시탱히기 위히1 서~
않L 디

스니이너~

현대서구시회의 수많은 문제틀 시적히-"- 디븐 기지니 관심애 초전이
모이시면 삶이 이떠하시를

멍여준디

그 êl 니

그의 시 L 이 êl 한 변화

~ 유도합 구지1 적인 빙안에 대해시는 연기하지 않는나 점증하는 시
술괴 괴혁운명 속에시 괴연 어떻게 대지하띤 섣아야 할까? 이에 대
해 λ나이더는 “ γ 엇보나도， 지균은 비성싱적인 시션이며， 우미~ 순

John Elder , TmagÎnÎng the Earth: Paetry (_~: the FisÎan qf J.Vature
íChicago: U. TIl inois Pres 이 lS잉 1, ，10- ，12쪽
g) LäTS NorstJ:'OlH, Theodore Roethtιe. 、Villiι1m Stratfforcl, &~ Gαα‘
SfT、 der: The Eco ιIgÎca! J.l1eraphor as Transformι cl RegÎona!isln
íStocldl이 m: lTPSALA. 19891 , 127 쪽

8)

~64

수히게 한 수 있늠 긴은 없음을 여마분은 깨틴아야 합니디

?-랴는

기능한 한 친착 ò] 게 최약의

6] 시만

모두들 연루되이 있시 9
한 수 있겠지}I.

상태에서

벗이니버

헤야합니디

여마분은 니른대구 옳은 일을 히펴.il. 노력

히지만 산디는 것은 경제를 생킥 이니한 수 없지}I.

가능한대보 나은 선택을 하면시요" 좀더 념은 싫을 위한 구 λ11 적인
빙안에 대한 컨나이더의 생각븐 매우 겸손하게 퓨-현판다 “지규븐 비
정싱 적인 시신”이라는 표헨은 외 벽히 직신한 대책이 불가능암을 입
시하고 있으며‘ 마지녁의 “가능한대보 나은 선택을 하빈시요‘’라는 퓨
현도 매우 추싱직으노 마우며하고 있다
않는다

션익의

심세직인 대안은 세시되지

지퓨담 수핍하려는 시도도 이 1 .어지지 않는다

이는

스나이디의 주장에 허점이 있어서가 아니며， 그가 임무려 특정한 방
안유 제언하지 않:6려 해서노 아니다， 스나이디의 보다 나은 삶에 내

한 미션은 이상‘ 측 유토피아를 만하? 었다‘ 이렇기| 보변 우리는 현
실의 과잉늘은 인지하시l 된다
스나이디의

작품에서

디스토피아와 관떤 있논 약 혹은 비정상은

지연 파괴의 이미지 뚜뉴 상정과 연관이 었다‘ 현내 기낀운 l 성은 분l 성
히 인간 및 li] 인간 모두에게 위협적이 1']， 이 주제는 지속석으무 그의

작감에서 부각된디

예를 들이 현대 문멍이 싸구과 에너지인 화서 이l

니시와 원자력에 의존하는 것이 사추 동장한디
힘” 동의 시 를 부과)

(예 ‘석유” “‘폭탄 심

사연 사웬을 .il.친한 정 y_ 무 착취하는 것은 인

간의 텀욕의 결파이다(예 “대지‘ 그곳의 .il.i:ll 들’‘- “돈은 이증으무 온
ê.l 기네”를 부 己1)

이마한 파괴적 성헝의 중심 상정은 jE시이디

?E시

는 부정직 이미지의 대퓨직인 예도시 인근지역 개밤 능괴 뀌게샤 있

다 이성적인 도시‘ 좋은 도시듀 보팎식한 비션으도 세시하시도 한다.
얻면 도시는 노든 자연(런 삶에 파괴직인 힘으보 -.::::러나며. 얻면 도

시는 인간에게 쥬가움을 선사하는 긍정적인 민을 지년 것으보
지시도 한다

도시는 현대생활의 싱징이민시 인간의

1려

가보직

욕구듬

충족해주는 가능을 한다 “흙괴 바위보부 터‘’에시 “이 도시의

(노큐

와 건뭉의 청골은 이정11 사라지 .17. 없네， 미래의 음악과 노사가 인지리

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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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머에서 기디랴네”마는 구절은 현대

]

토시를 서부히면서 동시에 미

례에 온 긍정적인 것을 기디려는 마음이 드마난디
사연의

\l:{-7]- ç_시

경 우 아무려

ç_시의

속에 민jI_ 들이와 자연의 위디l 함 g

건물들이 웅장6] 더c.l-y_ 그 y_시를 빚내는 것은

커다란 빈딩 속에시 권세단 누마는 펜료나 /1 엽이 아니라
에

앉븐 비눌가

파시히는

김-븐 자연의

1. 꼭대가

전렁듀이기나 매년도 안판 소나우이다

(‘늦은 밖 주지사외 예산에 대애 얘기하다’에시 “수정사의 커다란 소
나우가 100년이 채 안되었내 ‘’ 州廳솜의 소나우샤 100 년도 안되었는
데 대만해 보인다면 정식 자연 족의 소나우는 어떻겠는가9
도시에 대한 까나이더의 생각은 자주 인용꾀는
에 잠 나타나 있다， 이 사에서 노사는 “암.，

화(“사슬톱이

공-짜기에서

l 의 시 “최전선‘’

“역겨운 바땀.，

산런황패

__

。 금링거리네“’) 강간(“다리를 낸려라η 등

환경 파괴의 현상이 느러나?“ 지연환경은 보손하는 것의 납↑1 무를
강조한다‘ “애쇼웬 회의가 유레카에서 염리다‘’라는 시뉴 지연의 아릅
다운 경치와 노사 강경과 내미시키변서 냥정적
유레카라논 노사에는 “원자역
스유한 제재+’‘ 가 있디

이미지를 ‘센려 E다，

발션소/ 나무 조각 무디가/ 타지인이

유러l 카의 미에기 긍정석일 수기 없디

→“여

기 시는 누구 çj 권려기 없디/ 이 마을을 디스릴‘’ 시란이 없기 때문

이디
스니이더기

받는 ç_시의

긍정석인 면은 추~- y_시기 주는 감각의

만치-‘ 즐서유 둥 때문이디

이 균1 한 즐셔유은 사→섣 jE시 사체기 주는

것이 아니c.l- ç_시에서 빈견한 수 있는 것들이디

에끼 부정적 싱징인데 도시의 대표적인 사건이나

사동치 L 스니이너

현대 도시는 화깅

주의적 관성에시 까지괜이 변하면 폐시꾀어야 할 것이다
또한 {나이더는 미국인븐은

1.듀이 섣고 있는 곳에 대해 압아야

한다고 만한다‘ 즉 ‘ {꽂의 괴기‘ 신회， 기시에 섣던 인송븐에 대해 배
우고 이븐을 :뭇숭해야 한나고 만한냐. 자추l 이 섣고 있는 지역에 대한

학집한 이해듬 바탕으보 해야 할 깃을 수운한다‘

~(-j(-j

니1 기 새보센 지역주의라 정히는 것은 장소에 니]한 삼각에서 비곳된
다 이뉴 미며저 정체성의 펄요등 부정하， ，~ 대륙의 이큼음 -]/_지

,r

지

역명노 -]/_치-]/_， 정지권력노 지? 이 시간용 되놀여 놓， ，~ 이 앙애서 밀
이지 , ，~ 있뉴 다양한 층위의 불의 91. 착취， 그다I ， I~ 파괴등 안정한다 그

러고시는 원주민과 같 F 생각응 까진 사라이면 누 7든시 나같이 슨응
침고， 지맹이 춘받겸이 될 수 있는 새우운 문화를 재건섣하려고 해야
한나 101

시언은 이라힌 점유 시를 통해 표현하딘

시언은 착춰지언 문1 덩에

대항히1 차취딩 81--~ 사들인 동물? 니무” 물” 공기 풀들을 옹호히1 야 한
디jJ_ 주장한디

동물을 사람으무 대히jJ_ 히1 와 딛의 유직임파 꽃파 동

식물의 이름을 사신의 일처럼 대히1 야 한디jJ_ 주장한디

무딩은 야생동물” 식물의 정명? 산의 정기틀 대변해야 한디
무딩을

닝히1 사선을 Jl_현한디

시인은 사연을

그들은

의식석으무기 이년 무

의식적으무 냉호히jJ_ 대변해야 한디jJ_ 역신한디

즉 사연파 인간은

동능하게 지구싱에시 섣 권마~ 공유하고 있나 농문이 인간의 속싱
을 지년 깃으노 보여지는 시에 “남개지면시’ 샤 있는데

“까마귀 누

마마가 짐낀 이야시하곤/ 남아간나/ 시노 반대 빙향으노‘’라는 구신이
보여수늦 이야시하는 농문 듀을 통해 시인븐 인간괴 동닫의 공유점을
만한나

’만시 측세’에시

곰괴 여인의 견혼에 대한 이야시까 만해수

늦 인간은 온갓 좋뉴의 인간 E 도 눌러씨여 있나 따라시 인간은 모E

생녕체에 내해 생각해야 하는 새로운 책임유 지시1 된다 인간과 지연
의 임반적인 이분1입이 거부뇌끼

인간이건 아니건 틴는 종류의 삶에

파괴적인 것파 그렇지 않은 것의 이분1입이 의미를 지니세 된다
“내지

그곳의

민래늘”에서

“인간요

만뭉 즙에서

가장 소증하나

요0" 라는 시 (는 현내 산업 기 ;이 사뭉과 동불에 111 힌 섯은 생각하
변 과연 앞。로 인간이 어떠힌 지세를 지녀야 힐지를 장 받해준다
이렇게 본디변 인긴파 Hl 인간을 τ÷ 본석으무 동둥 61 디jJ_ 멍 L 셈이디
미국이 쇠되 81--~ 것은 디름이 이니마 “미국이 산파 강? 니무와 동물

101 Nor악r0111， 1~9 쪽 재인용

에게 부Jl_권을

T지

않았기” 때문이디(“나1 일의 노에‘’)

것들 ←→새- 식물， 동물

η

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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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연계의 온갖

이 우려이l 게 앞으무 이떤게 살이야 한 지

에 대해 교훈을 추.il. 있디
인류의 위기는 단순히 환경파괴에서 비롯되는 것이 이니디

현 위

시는 인간의 정 fl 직 위시이며. 이는 영혼의 싱심을 추: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운멍이 샤져나순 여러 이가븐이 인간의 정선을 풍요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 성션의 가능성을 측소시킬 위험이 있
시 때문이나

(나이더는 현대 분명을 유아분명이라고 부른다

[의

대퓨-식인 「선회외 텍(드븐」은 별복으도 대퓨되는 현대 산입자뷰수의
의 삶의 양싱이 어떻게 싫의 요힘언 자연을 파괴하고 나아샤 인간의

삶 지체를 황폐화하논 가를 적나라하새 보여준다 인간이 욕망의 노
애가 뇌어 욕1상이라논 환-상이 인간의 선실된 본성은 보지 못하세 만

듭어 지연 밴만 아니라 인간 지선에가|노 소외된 상태로 화하시l 펀다‘
L~ 누틀이 드러늄는디
삭려 쓰미친다.

에이샘의 나무. 대지의 이신 퀴벌례의 나무:ç..
시아미의 ;선나무두， 하이나의 삼나무투
삭려 니깐다‘ 예이가 이 ι라엠의 손에

이테너l 의 요정듣 속에
로u}의 자객 손에

이세니 지께니 행상‘
잘펴나간다‘ Ilj_외듬 건실하기 위한 강산흘 위해

최신쇠 붙노서애 땅이 개딴된다
(“멸’?’‘}

이 깅우 벨복은 단순히 숲의 파괴 자원을 념어선나. 인간의 펴기
신화， 선통

를 l감살하려논 인간승신주의의 읍'Ji1_를 충성힌다‘ 스

나이디논 지금노 세계노처에서 보편적。-로 계속뇌? 있뉴 송의 파괴
논 서 11.의 감봇된 인간승선주의가 지2.1 하? 있음은 지적힌다， 이는
광기에 가까운 것이며， 인간의 장못된 우상븐 파괴휘은 의미힌다 인

:.1.써

간이 우 T 의 핵심이마는 생각 →“인간의 우 T 의 성장이디/ 5 디l 웬추
의 산물이디"

은 걸국 언간 이외의 시물들을 토구화히는데 납닙함

을 받여준디

그七 “대 시

그곳의 iI_ ι11 들”마七 시에서 “연간은 넌물

중에서 가장 ↑、중히니 ~t?" 와 같은 진문을 함으무써 인간이 겉으무는
r;l-딛→의 영싱인 깃지럼 보이지만， 심세보는 여타아뷰괴 농능한 :한재얻

뿐임을 만한다
연간은 ?주의 심장이다

5대 원스의 산물이냐.
유사파 새낄과 수음응 즘시라고 대 어 난
내 등에시 공λP를 내러놓으나
이께 소응이

F

누러에 충만히] 친디.

L~ 픈 괴롭히는 꺼 이 7 우터기듣.
7듣은 L~ 누보 누?? 했묘까?
그늘은 영흔음

-+8} ,1
,

,

땅흘 움켜쥐껴 1,

예수님을 십자카에서 혼쳐 카여 했다

=1 갚 아 뭇 바히 지 안은 양
제대 루 한 마시악 목수짐의 결파，
유대인이 한 일 증에시는
(“벌목“)

산의 니무를 베 L 행위늠 인간 중심추의의 대뇨석 행동~이다

인간

들이 사신들의 이기석 목적을 위해서 사연의 허락jE 없이 사연애 손
상을 입히는 행위이디

이는 생태계의 순환 원리를 셔내려늠 대뇨적

인 행위무서 딩연히

닙시되이야 한디

는 중심 이미시이디

산럼의 횡폐화는 옛 중국의 경우 지속되이온 일

이었디

사라졌다"

벌목-은 야생의 사연을 파괴히

“ iI_데 중국의 산럼이 벌꽉되었디J 언녁은 횡헤 F 미 μ 1:'1 셔

별복은 도시의

11 능을 싱회하기

위한 숭요한 수단이냐

l 러나 이는 자연을 파괴한으노써만 시능하다는 아이러니가 있나 시
인의 임우는 이 측소되는 자연을 위해 자연의 대변인이 되는 것이나
-“통나무 드럭이 새벽 네시에 떠나자

세성모 킴이 사라져비렸나‘’

나우가 별복되어 집려나가면 세싱븐 사라친 샘이다

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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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

스니이더기 깨틸은 생태계의 순환논랴 ‘ R' 기석 연관성， 지l 생의 개
닝들은 그의 생태학의 난간을 이루 lt] 이성과 논리의 사슴에서

벗이

인간의 욕정에서 1섯이니 사 R구 워셔 깨닫음의 눈

난 것 -g 추문한디

으무 서l 상을 비 ~l 딛 때 li] 무-솟 단절파 .~、외를 극복히 iL 디시 대사연
이라고 하는 전제성에시 있는

!대보 자선의 ]lL숨을 밤견할 수 있는

깃이다 이때에야 비보소 인간븐 끽힌 자아의 늘을 념어 자선도 지구
라는 생명공동제의 지낙히 식은 부분에 불과합을 깨던고 나아가 아
~~4의 소숭암과 아꺼 냐유도 깨던게 판나는 깃이나 즉 “쥐외 집;한듀이

뭇귀하며

l깃듀이 신대직인 아꺼~나움을 지녔다는 소숭한 인식에 이

듬 수가 있는 것이나‘’ 이가직 자아듬 죽임으보써 더 펀 자아‘ 친정

한 지아를 깨달은 수 있다변， 생태학의 경우 인간븐 둘랴싸，17， 있는
지연과의 조화와 상생의 관계릎 바텅 ò 로 하는 생태적 지아의 개념

노 유사하다‘
틴는 것늘이 그뭉의 .:，-(처럼 언혀있논 이 세상에서 1;1.는 것은 다는
사뭉듭과의 관계 속에서만 지신의

정체성유 획듀하새 된다， 띠라서

새볍적이~， 독립적인 지아의 새념은 인간승선의 ，ill，만이 빗어낸 허 1'에 불파한 따름이디~ 인간은 지구상의 인물파 상호교능히이 서무 그
존재를 인정히는 존재기 되이야 한디

인긴파 사연이 상호의존의 관

계를 념이 먹 iL 먹히는 끊임없는 먹이시슴파 순환을 능해 서 F 기 상
대 속에 녹이 서무 교당한 때 세상은 비~. ~ 화합의 긴을 찾게 되디

이1:']한 필연적인 상호의존 관계를 기장 잘 드1:']내는 것이 스니이더
에게 있이서;」 음식의 이미 시이디

을 익유으보시만 ‘

f

세상의 생명체 모두 L 디 른 시물

생명을 유지활 수 있는데‘ 농시에 ‘ I 뭇재 자λ11

는 다른 사권의 파이가 된 수 있는 깃이다 {나이더샤 유식을 익는
행위듬 단순히 생풋을 위한 복능적인 행위의 자워을 념어 시보의 :깐

재암 나누는 선싱한 행위보 인식하는 이유샤 바보 여시에 있나 다른
생명제듬 녁는 행위는 착인하지만 다른 한연으보는 이듬 통해 대싱

괴 하나가 되는 아꺼~나운 행위라는 깃이다‘
만묻의 유기적인 연관생 속에서만 지기가 손새힌다는 인식은 지연

~70

파 시물에 대한 인본주의적 시jJ_의 데대석인 진환을

9 구한디

이 êl

한 일체 의식은 살이 숨쉬jJ_ 있L 모든 것들에 대한 연민을 불 êl 일
으킬뿐너이 시란들무 히여닙 인본주의석 교만을 벗jJ_ 생태석인 겪손
을

지넌

man) 노사

것을

촉구한디

현데

이매랴칸

인니언의

지

g λl{medicine

l 미고 병 E 사회 F 지유하여 〕lL든 섣아있는 것듀의 생명

공동지1 듀 구측하는 깃이 ι나이더의 꿈이나

1i'}닫으} 싱후의깐괴 싱후

펜통이라는 사싱을 u}탕으노 자연괴 소회~

이

1

며 싱생의 삶을 심

천하는 예노시 〈나이더는 아메리칸 인디언의 삶괴 전혁을 예보

E

고 있나 인간이 아년 나른 여러 생명지1:" 도 세의외 춤‘ 」미고 송교

듀 통해

l 듀의

견해÷+ 인간E 에게

전난하는 아께마칸 인디언 E 의

문화에서 스나이디는 궁극적 형태의 생태적 낀주주의의 가능생은 발
긴힌다 1 1'1 그늘의 세계관에서 인간요

아니라 네발 달린 짐승
런 짐승에

지연과 분리된 특볍힌 손새가

닐 짐승 헤엄치는 짐승늘처럼 닌지 두발 달

샌과하다 어느 인디언 부족의 기노를 본뜬 “내가족은 위

한 기노’라는 시에서 그는 인간파 흙‘ 공기， 불， 동불， 시묻은 틴두
디늬어 지연계의 가족유

"성하" 있다딘 주장힌다 그에시|서 지언은

인간의 일부이디
인긴이 사연계에 대해 시녀야 하 비람직한 태 rEL 감사히 L 미 g

이미jJ_ 그 L 밀한디
인간멍디 너 께이

너 니이기 그L 이이한 인긴 외의 생멍체들이

있이 인긴에게 따뜻한 형제애틀 기시jJ_ 시구에서

의 생존의 방뱀파 Hl 만을 기므져주L 스승이미jJ_ 밀한디

사연을 인

간의 스승이미jJ_ 생각 8]-Z_:- 이 간은 대 ?L 사연을 니사무 간주헤 인

간의 자아충족을 위한 수단으도 사용해온 시구 분명의 근복 원마외
는 기리가 멍나 12)

자연괴 소회외 싱생의 비신은 t ↑1 회외 터!〈드 E〕에시 사냥에 대해

111 Ekbclt Fass ,

“ Gary

Snydeμ

Essα(ys αld ln이 eruiews (:-l anLf:I

T，αDards

A j_Vew

Harhara: Hlack

12) Pätrick I'vIwphy , [Tnclerstanding
[‘ arolina Press , 199 1)‘ H쪽

Cillrγ

Arη er ιηn

Paetiα

SI써꺼 0\ι 1H7HI~ 1 1';껴

Snvcler (Columbia: L. o[

Sω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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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한 때 짤 드마난디

Z7 1

스니이더는 현대식 사녕= ←→총을 시 g하여

무잔하게 시냉=감을 죽이는
기 펀으무써 시냉=감을 잡 C

파 의식과 수련을 당하l 시녕감파 히니
언니언의 방식

g

디l 주시키_jI_ 있디

인다

언들에게 “시녕을 한디"는 것은 된과 감킥을 최대한 활용히는 것을
뜻한다 의식을 곤누세워 사츄이 지금 무엇을 생 zf하며. 어디에 있는
지듬 김지하여，
새외

1 사슴이 나라담 지접에 대가하며 자선을 자연게 -

마력 능- 에 풀어 1;는‘ 하나가 되는 행위에시 시식펀나

사슴

븐 우리의 노래 소며듀 능고 우피의 정성을 지켜보 사슴이 우피의
정성에

김벅하여 우며의

영역으보

듀어오는 것이나

l든에게

있어

사냥븐 인간의 영혼이 사냥의 대생으보 븐어가는‘ 즉 “까《보담 다른

생냉처l와 잊치시키논 영적인 경헌”이다

이러 사냥은 인간이 지아의

간옥에서 벗어나 대상 혹은 세계와 잊제에 이닫논 하나의 수떤이며
그 원등역은 다름 아닌 연민의 정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그런데
스나이디논 이 '?l년유 동불늘에 대한 인간의 연년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동뭉늘의

연띤이라? 휘?로씨 사냥의 주제를 인간에서 사냥

당하논 동불로 바꾼다 이던 관점에서 보변 사냥은 “인간이 잔인한
것이 아니마 인간이 먹이야 산다는 것을 인_iI_서(~신화와 넥스F들jJ，

2) ,‘’ 스스무를 인간이l 게 네이추는 동물들의 사비무운 자기희생인 것
이디

;당물들의 사빈적인 자기희생파 이에 대한 인간의 감시기 이

?

1:'1 서는 이 갇은 이른디운 모습은 인긴파 자연계의 모든 존재들이 상
호의존하면서 살이기야 한디는 인식이 싣재 삶 속에 이른담게 구현
뭔 것이마_iI_ 히겠디
〈나이더에게시 숭요한 깃븐 인간 자추l 이 아니라 인간이

판나고

하는 것븐 우슨 뜻인샤? 하는 깃이었다. 즉 ‘ {는 나른 생명 λ11 외 더불
어 사는 빙볍을 배우는 것이 인간나움을 압게 되는 것이라고 믿었나
인간븐 최고의 누뇌암 샤친 십만으도써 당연히 지구의 정지시 노콧
을 활 의우가 있다고

[는 믿었나 즉 사싱 친회판 인간의 책임을 강

조하고 있나. 워시적이라고 여겨쳐 깅시되어왔던 아메마칸 인디언듀
의 삶과 협학 속에서 역설적 ò 로 스나이디는 서

|’-

문l 성에 찌늘은 인

'27'2
류기 대해야 하 삶을 빈견히 L 것이디
를

수 g81 여

그 L 석이매라카의 모든 문화

이틀 융화시켜니기야 한디 13-1

시싣 기장 인초석이미 L 뜻이 될 수 있디

윈시석이미 L 밀의

뜻은

그링기 때문에 이매랴칸

인니언들의 삶이 기장 본진석일 수 있으"1， 따마서 니의 모번은 물른

새노운 삶의 지퓨 I~ 두j 수 있는 것이나 인간 숭섞직인 환싱괴 개밤
괴

방전이라는

워세우노부터

병든

지구 F 섣미는

김은

1f 엇보나도

지구라는 생내게 F 공유하고 있는 모E 사꾼 E 이 불교의 교며지럼
싱후의준적이며

연시직

심천하는 네에 있나

즌재라는 깃을 깨딛고 싱생괴

공생의

삶을

_ r 미고 이러한 싱생은 1f 엇보나도 인간 λλ도

가 자연을 정벽하고 나λ려야 합 특권을 지년 깐지재까 아니라 오히려
이늘은 돌보딘 가픽
것이다

청지기라는 인사의

스나이디가 주장랬듯이

선환은 수반해야만 가능힌

인간중신주의에서

생태증심주의로

그리끼 나아가 빔인간주의 방향。로의 궤노 수정유 의미하는 것이다

인간이 아닌 다는 생 1 성체늘노 지 /라는 생 '3 공동체의 동등힌

"성원

。로서 그늘의 권익은 내빈하며 조화와 디형유 이루며 살아가세 하
는 것이 스너이디의 미견이었다
난무

심각해시 L

생태계의 문제 L 생태계

이떻게 선정히jI_ 서무의 관계틀

g 시히?

구성 9 ←들간의 관계틀

니기 관전이디

따마서 생태

계 존재들간의 관계 핵신 문제~ 걸국 인긴의 사연 또 L 니사들애
대한 관닌의 문재무 구1 걸되디

시배관계기
랴L 두

이니마

동둥히면서 상호존중의 관계무

작기의 작 S 들을

? 일/증속의
빈진해야함을 ?

즉 인간파 사연의 관계기

닝히1 살피멍았디

스니이너의 관심의 대상

은 항싱 인간의 문세였나 인간이 지균 생준의 시노에 시있시에
은

l

워인을 젖아 해견책을 세시하려 하였나

l튼

l 듀은 _ r 원인을 자

연게의 지배외 직추1:-: 성냥회하는 인간숭섞 사싱괴 송교직 선잉에시

젖는나
λ나이더 또한 인간의

싱생

빙식을 워시직인 아께미칸 인디언의

삶에시 짖으띤시 시구의 오래핀 인간숭섞수의의 폐단을 예미하게 지

1.3)

Norηstrom， 11 ，1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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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한디

27:-l

듀히 그늠 기계문명 위추의 현대인들의 삶의 방식이 사연 파

괴를 단순화했」1l， 걸국 언류의 종말을 제촉히 iL 있음을- 경 iL한디
는 헤걸잭으구

그

모듀 인물의 상호의존성파 상호 친누성을 강:1-.'';-1 여

상생의 긴을 찾으己liL ?리에게 강력히게 경 iL 허 iL 있디
마의 인식 1건회에 의해시

사연이

?

지배 /성박의 대싱이 아니라 우녀의 농반자

보시 우며외 싫을 공유하게 떤 때 우마의 삶도 낀전해지고 풍요보외
짐 깃이라고 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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