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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본 논문은 디킨슨의 시편에 나타나는 글 쓰는 주체의 불안을 시인의 

창조 행위와 그의 창조 매체인 언어를 통해 알아본다. 디킨슨은 시인의 

글 쓰는 행위를 신의 창조 행위에 비견하는 것으로 그리며 시인의 주

체성을 강조하는 한편, 창조 행위 자체가 함축하는 남성성으로 인한 여

성 시인의 긴장 상태를 조명한다. 1장은 창조자를 주체적인 존재로 만

드는 것이 그의 창조물이 아니라 창조하는 행위에 주목하여 디킨슨의 

시에서 찾아볼 수 있는 육체의 노동 혹은 기술 연마와 같은 비유들이 

가리키는 창작 행위들을 살펴본다. 디킨슨은 전통적으로 여성의 가사 

정도로만 여겨진 방직이나 바느질뿐만이 아니라 목공일, 대장장일 등 

남성의 영역으로 일컬어지는 행위들까지도 소재로 삼아 이를 신의 창

조 행위와 동등한 선에 두고 시인의 주체성을 논의한다. 또한 창조 행

위 자체가 지니는 남성성을 인식하고 이를 지워내는 작업을 통해 여성 

시인으로서의 주체의 불안과 극복을 나타낸다.  

  2장은 시인의 창조 매체로서의 언어가 시인과 맺는 관계를 살펴본다. 

디킨슨은 신의 뜻을 전달하는 것과 직접 창조 행위를 하는 것 사이에

서 시인이 느끼는 갈등을 통해 글 쓰는 주체의 흔들림을 포착한다. 또

한 언어 자체가 가진 영향력이 시인의 주체성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상

황을 통해 시인의 창작을 위한 매개로서의 역할을 하는 언어와 그 이

상의, 시인이 제어할 수 없는 힘을 가진 언어의 모습 사이에서 불안정

한 화자를 묘사한다. 그녀는 창작 주체로서의 시인이라는 자의식이 명

확하면서도 창작 매체인 언어에 의해 주체성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인

다. 그녀는 창조 행위의 주체로서 언어가 지닌 남성성을 인식하고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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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인으로서 이에 대하여 반응한다. 남성 중심의 언어와 문학 전통 가운

데 구축되는 여성 시인의 주체성과 그에 따르는 불안을 시인과 그녀의 

언어에 대한 비유로 그리며 더 나아가 창조 매체로서의 언어가 창조자

인 시인에게 가져다주는 불안감을 다룬다.

주요어: 에밀리 디킨슨, 시인, 글 쓰는 주체, 불안, 창조 행위, 언어, 주

인, 여성 시인, 젠더

학번: 2015-2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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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본 논문은 에밀리 디킨슨(Emily Dickinson)의 시편에 나타나는 창조 

행위로서의 시 쓰기와 시인의 언어를 통해 드러나는 글 쓰는 주체의 

불안에 주목한다. 시를 쓰는 주체에 대한 디킨슨의 인식은 주로 무언가

를 만들거나 생산하는 행위를 그리는 데에서 드러나며 이를 일상적인 

언어와 소재로 다룬다. 이를테면 시인의 창조하는 행위나 그의 창조 매

체인 언어와의 관계에 대한 면밀한 묘사를 통해 시인에게 부여되는 주

체성을 나타낸다. 시를 써내려가는 주체를 바라보는 제 3의 시선을 지

닌 화자를 앞세워 만들어내는 디킨슨의 시적 자아는 창조자(creator)로

서의 강한 주체성을 암시하며, 이는 곧 시를 쓰는 자기 자신을 인식하

는 자아탐구적인 행위로 해석되기도 한다. 

  디킨슨의 시인으로서의 주체성은 시인의 창조 행위와 창조 매체인 

언어에 대한 자신의 권위(authority)를 행사함으로 나타난다. 예컨대 디

킨슨은 자신이 쓴 시를 부분적으로 수정하여 지인들에게 쓰는 편지에 

첨부했는가하면, 같은 작품에 대해 여러 사본을 남김으로써 자신의 글

에 대한 주인 의식으로 권위를 행사한다. 하지만 그간의 학계는 당시의 

일반적인 인쇄 방식과는 다르게 글을 쓰고 보관한 그녀의 원고와 그것

을 출판하기 위해 편집한 여러 편집자들의 일련의 과정에만 초점을 맞

추어 원고의 저작권(authorship)에 대한 논의를 하였고 정작 그녀가 왜 

그런 방법으로 시를 썼는지, 그 기저에 있었을지도 모르는 그녀의 시인

으로서의 주체성에 대한 불안과 주인 의식에 대한 논의는 미흡하게 다

루어졌다.  

  디킨슨의 시인으로서의 주체성에 대한 불안은 그녀의 시적 자아가 

구축되어지는 양상을 통해 알 수 있는데, 피어스(Roy Harvey Pea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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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미국 시와 시인들에 대해 논의한 그의 저서에서 디킨슨에 대해 그

녀는 “시를 쓰면서 그녀 자신을 써내려간다”(Writing poems, she 

writes herself; 179)고 말하며 그녀가 쓴 것들로 “자기 자신에 대한 지

식을 가꾼다”(shape her knowledge of herself; 179)고 분석한다. 마찬

가지로 앤더슨(Charles R. Anderson)은 그녀의 시 쓰기가 자신의 “자

아를 찾고 규정하기 위한”(to identify and define the self; 290) 것이

라고 주장하며 시를 써내려갈수록 그녀가 자기 자신에 대해 알아가는 

것으로 본다. 이처럼 디킨슨이 끊임없이 시를 써내려가는 작업은 자기 

자신을 규정할 수 있게 해주는 것과 동시에 그녀에게 어떠한 주체로서

의 권위를 부여하는 듯하다. 그런데 디킨슨은 이와 같은 자아를 탐색하

는 과정 가운데 스스로도 감당하기 어려운 무언가를 발견한다. 그녀와 

활발한 문학적 교류를 한 히긴슨(Thomas W. Higginson)과의 서신에

서 그녀는:

   이게 더 정돈되어 보이나요? 진실을 말해줘서 고마워요 

-

   나는 내 삶에 그 어떠한 군주도 없었어요, 나도 내 

자신을 다스릴 수가 없죠, 그리고 정리하려고만 하면 – 내 

작은 힘은 폭발해요 – 그리고 나를 헐벗고 새카맣게 

태워버려요 -

   Are these more orderly? I thank you for the Truth -

  I had no Monarch in my life, and cannot rule myself, 

and when I try to organize – my little Force explodes 

– and leaves me bare and charred - (L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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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털어놓으며 스스로도도 버거워하는 주인의 자리를 가리킨다. 그녀

의 “작은 힘”이 불러일으키는 불안은 곧 글 쓰는 주체의 불안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디킨슨 스스로도 통제하기 힘들다고 하는 이 

작은 힘은 그녀를 위태롭게 함과 동시에 창작의 원동력이 되는 가능성

도 내포하며 시인으로서의 주체성을 세워주기도 하는 양면성을 지닌 

힘이다.

  디킨슨이 자신의 창작 활동에 대해 히긴슨과 서신을 주고받은 것에 

대해 뭇 학자들은 여성인 디킨슨이 ‘백인 남성 지식인’인 히긴슨에게 

문학적인 조언을 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모스버그(Barbara 

Antonina Mossberg)는 디킨슨이 그녀의 시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여성

이 속한 남성중심의 문화가 부여하는 의존적인 여성상, 즉 남성의 시선

과 주도에 의해 좌우되는 역할로 정의한다고 본다. 기실 그녀를 대중에

게 알리는 출판사 관계자들은 모두 ‘남성’이었으므로 그녀의 시적 자아

를 논하는 데에 있어서 그들의 의견은 중요했다. 따라서 모스버그는 디

킨슨이 의도적으로 자신의 시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성적 정체성을 나타

내는 용어들을 구분하지 않고 자신의 시인으로서의 경력이 전통적인 

여성의 삶과 동일한 사회적 행보를 보인다고 말한다(Mossberg 19). 모

스버그는 이처럼 남성에 의해 정의되는 디킨슨의 시인으로서의 정체성

을 언급하면서 그녀의 수동성, 인내심 등과 같은 소위 ‘여성적’이라고 

여겨진 특질에 주목하지만 정작 히긴슨과 디킨슨이 주고받은 내용을 

살펴보면 그녀가 남성인 히긴슨에 비해 특별히 더 수동적이어 보인다

든지 여성이라는 성별이 풍기는 특징을 잘 나타낸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겔피(Albert Gelpi)가 지적하듯 그녀는 시인이 사용하는 특정한 

형식이 그의 경험과 그 자신을 투영한다는 것을 잘 알았기에, 히긴슨이 

제안한 모든 “실용적인 문학적 조언”(practical literary advice)을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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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시인으로서의 주체성을 드러낸다(144). 

  디킨슨 스스로도 자기 자신을 규정하기를 어려워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학자들은 영국 낭만주의의 서정시 전통이나 미국 문학에 나타난 

개인과 초월주의, 그리고 청교도주의 전통, 그리고 여성주의 비평이 다

루는 주체적인 여성으로서의 자아에 대한 연구 및 비평 사조를 통해 

그녀와 그 작품세계를 정의하려는 시도들을 해왔다. 예컨대 영국 낭만

주의 계보에 디킨슨을 위치시키고자 한 딜(Joanne Feit Diehl)은 『디

킨슨과 낭만주의적 상상력』(Dickinson and the Romantic 

Imagination)에서 워즈워스(William Wordsworth), 키츠(John Keats), 

셸리(Percy B. Shelley), 그리고 에머슨(Ralph Waldo Emerson)과 같이 

디킨슨 또한 “상상력의 주권에 대한 믿음과 그 힘에 대한 신뢰”(a 

faith in the sovereignty of the imagination and a belief in its 

powers; 183)가 있었지만, 여성으로서는 그 시적 전통으로부터 배제될 

수밖에 없었음을 지적한다. 딜은 그 주된 이유 중 하나로 호만스

(Margaret Homans)의 여성 시인의 시적 언어에 대한 논의를 언급하

며 디킨슨의 시적 언어를 남성 중심의 낭만주의 문학 전통에 대한 여

성주의적인 반응으로 보고, 신과 아담의 계보로 내려오는 언어 자체의 

가부장적인 본성에 반하는 사탄과 이브의 전위적인 언어로 해석한다

(34). 달리 말해 호만스는 디킨슨이 시인이었지만 여성이었다는 점에서 

낭만주의 시인들과는 다른 언어를 구사하였고 이를 통해 시인으로서의 

주체성이 확립된 것으로 본다. 

  “여성” 시인으로서의 디킨슨에 대한 많은 연구 중에서도 특히 여성 

작가들의 주체성에 관한 논의가 담긴 길버트와 구바(Sandra M. 

Gilbert and Susan Gubar)의 비평집 『다락방의 미친 여자: 여성 작가

와 19세기의 문학적 상상력1)』(The Madwoman in the Attic: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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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man Writer and the Nineteenth-Century Literary Imagination)은 

19세기 미국 뉴잉글랜드 청교도 사회의 가부장적 문화의 경계를 미묘

하게 넘나들며 여성 시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디킨슨의 시적 

자아에 대해 이야기한다. 특히 전통적으로 여성에게 장벽이 높았던 서

정시(lyric poetry) 장르에서 그녀가 이룬 시인으로서의 “자기 창

조”(self-creation)에 주목한 연구를 다루며 여성 시인의 계보를 공고히 

한다고 설명한다(582). 이에 비견하는 연구인 스미스(Martha Nell 

Smith)의 『에덴에서 노 젓기: 에밀리 디킨슨 다시 읽기』(Rowing in 

Eden: Rereading Emily Dickinson)는 남성시인 위주의 시적 전통으로

부터 디킨슨을 분리시켜 그에 대한 반응으로 여성 시인으로 이루어진 

모종의 “대항하는 전통”(countertradition)을 제시한다(91). 위와 같은 

디킨슨에 대한 여성주의적 비평은 대체로 그녀의 시 쓰기에 대한 논의

를 남성 중심의 사상 혹은 전통으로부터 분리시켜야할 무엇으로 규정

하며, 목공일이나 대장일과 같은 비유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적과 

바느질 비유만을 중점적으로 다루면서 여성의 영역에 한정된 논의를 

한다. 스미스는 디킨슨의 시인으로서의 주체성 확립에 있어서 그녀의 

성별이 마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처럼 해석하면서 디킨슨의 시적 

자아를 투쟁하는 여성 혹은 여전사와 같은 이미지로 그리거나 남성 중

심의 시적 전통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계보를 구축하는 다소 편향된 해

석을 한다. 

  울로스키(Shira Wolosky)는 디킨슨의 시적인 조망이 신 앞에서 자기 

자신을 얼마나 소유하고 있는지, 여성이 남성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디

까지 스스로를 소유하고 있는지, 그리고 미국이라는 곳에서 소유권, 소

유물 그리고 상속을 통해 얼마나 정체성을 구축할 수 있는지에 대한 

1) 이하 『다락방의 미친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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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한다(135). 이러한 자기 자신에 대한 소유권

에 대한 질문은 창조하는 주체의 창조물에 대한 소유권으로 이어지고, 

시인의 창조물이라고 할 수 있는 시편에 대한 소유권은 곧 그녀의 존

재적 가치를 이루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울로스키의 주장은 브래드스

트리트(Anne Bradstreet)와 테일러(Edward Taylor)를 시작으로 호손

(Nathaniel Hawthorne), 에머슨(Ralph Waldo Emerson), 그리고 휘트

먼(Walt Whitman), 프로스트(Robert Frost)까지 포괄하는 전통에서 디

킨슨의 위치를 조명한 켈러(Karl Keller)와는 대조적인데, 특히 미국 문

학 전통의 큰 축을 담당하는 그의 “청교도적인 미학”(Puritan esthetics; 

4) 중심의 연구는 울로스키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학자들 사이에서 

디킨슨의 시편을 풀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 받는다. 예컨대 

하겐부글(Roland Hagenbüchle)은 켈러가 지나친 청교도주의적인 시 

해석의 함정에 빠져 디킨슨의 시에 대한 해석의 범위를 제한한다며 이

를 그의 논의의 한계로 제시한다(“Dickinson and Literary”368). 

  울로스키의 질문들은 디킨슨에게서 느껴지는 주체성에 대한 불안을 

미국 문학과 그곳의 사회 문화적인 관점에서 함께 이해할 수 있는 시

선으로서, 시를 쓰는 행위를 통해 얻는 주체성과 작품의 주인으로서 지

니는 주체성에 대한 디킨슨의 고민을 포착한다. 메스머(Marietta 

Messmer)가 세 시기로 나누는 디킨슨 비평의 흐름은 울로스키가 주목

하는 시인의 주체성과 소유권의 관계가 디킨슨의 언어와 인쇄 방식을 

둘러싼 연구를 통해 다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우선 메스머는 미국 

사회가 디킨슨의 언어와 인쇄 방식에 대해 대부분 비판적이었던 시기

를 디킨슨 비평사의 시작점으로 보고 그 후의 두 시기는 존슨이 편집2)

2) 디킨슨은 본인이 직접 시를 발표하거나 시집을 출판하지 않았기 때문에 독자와 그

녀의 시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편집자를 거친 시를 접할 수밖에 없다. 라비니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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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집주본이 출판된 1955년을 기점으로 언어와 인쇄 방식뿐만이 아닌 

보다 산문적인 내용 측면의 문제까지 다양한 비평적 접근들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문제시하고 재평가하는 작업이 이루어진다고 분석한다

(300). 첫 번째 시기인 1860년에서 1930년 사이의 독자와 문단 비평가

들의 반응은 대체로 비판적이었는데, 일례로 영국의 시인이자 비평가인 

랭(Andrew Lang)은 디킨슨의 문법을 “미국의 미개한 상태를 나타내는 

증상”(a symptom of America’s uncivilized state; 36)이라고 혹평한다. 

이에 반해 디킨슨에 대해 옹호하는 입장을 가진 미국 내의 독자들 또

한 목소리를 내면서 얼마 후 마일즈(Susan Miles)가 「에밀리 디킨슨

의 불규칙성」(“The Irregularities of Emily Dickinson”)에서 디킨슨의 

“비스듬한”(slant) 각운이 의도적이라는 주장을 최초로 함으로써 디킨슨

에 대한 새로운 연구 방향을 제시한다(36). 당대의 시선으로는 문법적

인 오류로 여겨진 부분들이 사실은 시인의 의도가 담긴 것이라고 본 

마일즈의 해석은 디킨슨의 시적 언어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를 추동한

다. 그녀의 언어가 문학계의 주목을 받음에 따라 여러 편집자를 거쳐 

“수정된”3) 시 본문이 아닌 그녀의 육필 원고4)에 그대로 남겨진 디킨슨

손을 거쳐 1차적으로 수잔(Susan Huntington Dickinson), 토드(Mabel Loomis 

Todd), 그리고 히긴슨의 편집을 거친 디킨슨의 원고는 20세기가 넘어서도 그 편집 

작업이 2차로 수잔의 딸 마사 디킨슨 비앙키(Martha Dickinson Bianchi)와 밀리센

트 토드 빙햄(Millicent Todd Bingham)에게로 이어져 계속된다. 1955년이 되어서

야 편집자 존슨(Thomas H. Johnson)이 최초로 스스로 정한 일련번호를 매긴 집주

본(variorum)을 출판하고, 이를 바탕으로 프랭클린(R. W. Franklin)의 집주본이 

1998년에 출판된다.
3) 프랭클린의 집주본 출판 이후에도 디킨슨의 육필 원고를 중심으로 다양한 편집본이 

더 출판됐지만, 본 논문은 집주본으로서는 가장 최근 판본인 프랭클린의 것을 참고

한다. 존슨은 그의 전집 서문에서 본인이 “철자 오류”(misspelling)와 “잘못 배치된 

부호”(misplaced apostrophes)를 고쳤다고 말하며 그의 편집이 디킨슨의 원문 그대

로를 반영하지는 않았음을 미리 이야기한다(The Complete Poems x). 한편, 디킨슨 

시의 두 번째 집주본을 편집한 프랭클린은 존슨이 접근할 수 있었던 것보다 훨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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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언어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는데, 이는 문자로 이루어진 단어뿐만

이 아니라 구두점 혹은 대소문자 표기에 따라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달라질 수 있고, 그로인해 작품 해석의 여지 또한 많아지기 때문이다.

  디킨슨의 시적 언어는 이러한 출판과 인쇄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다

양하게 해석된다. 특히 그녀의 시편에 나타나는 문법적인 특징들을 파

악하여 시적 자아를 연구한 밀러(Cristanne Miller)는 디킨슨이 평생 

동안 일반 인쇄 출판물을 거부한 이유로 19세기의 인쇄 기술과 관습이 

그녀를 과도하게 제한했기 때문이라고 보고, 따라서 그녀가 인쇄 문화

보다는 원고를 자필로 쓰는 쪽을 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Whose 

Dickinson?” 231). 그녀의 언어에서 편집자들이 쉽게 재단하지 못하는 

지점들이 곧 그녀의 시인으로서의, 글 쓰는 주체로서의 흔적인 셈이다.  

많은 양의 디킨슨 원고를 연구하여 존슨이 수정했던 부분을 디킨슨의 원문에 가깝

게 복원하는 작업을 통해 첫 번째 집주본과는 다른 판본을 출간하였고, 이는 디킨

슨의 원문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도도 높이는 계기가 된다. 프랭클린의 집주본은 원

고 지향적인 독자가 원하는 정보의 대부분을 제공하는데, 원고의 배열, 이문, 현존

하는 각 원고 판의 전체 표기법, 편지로 쓰인 시, 편지의 본문, 편지 중간에 단어 

나누기, 페이지 구분 등에 대한 서간체적인 문맥을 알려주는 것이 그 예다. 그는 또

한 디킨슨의 구두점을 보다 비슷하게 모방하여 존슨보다 더 짧고 눈에 덜 띄는 활

판 인쇄 대시를 사용한다(Miller 235). 프랭클린이 편집한 시는 Fr로, 그리고 편지

는 L로 표기하고 그 뒤에 각각의 번호들을 함께 기입하기로 한다. 
4) 디킨슨이 사망한 직후 그녀의 여동생 라비니아 디킨슨(Lavinia Dickinson)은 여러 

권의 다발(fascicle)로 정돈된 시편을 발견한다. 그녀는 원고를 모두 불태우라는 언

니의 유언을 이행하지 않고 이를 모두 출판하기 위해 편집자들에게 맡기는데 그로

인해 디킨슨의 시편은 모두 당대의 엄격한 편집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는 디킨슨

이 시를 쓰고 남긴 방식의 특수성 때문인데, 그녀는 당시 통용되던 인쇄술로 시를 

남기지 않고 그녀만의 방식으로 약 1,800편의 시를 육필 원고로 된 다발로 만들었

다. 여기에 인쇄 매체와는 어울리지 않는 형태의 단어, 연, 그리고 행들의 다양한 

이형(異形)들을 병기하면서 하나의 작품일지라도 여러 수정된 사본을 남겼다. 에버

와인(Jane Donahue Eberwein)은 중복되는 작품이더라도 디킨슨이 서신에 첨부하

는 시의 경우에는 그 특정 수신자를 위해 의도한 바대로 조금씩 변형되어 완성된 

것이므로 디킨슨의 시적 언어를 어떤 고정된 것으로 규정하기란 어렵다고 설명한다

(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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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킨슨 시편에 나타나는 글 쓰는 주체의 불안은 절대적 창조주인 신 

혹은 대자연 앞에 시인이 주체적이고자 할 때 보이는 긴장 관계로 나

타난다. 디킨슨이 시인을 창작이 아닌 창조하는 존재로 인식하는 과정

에는 그의 글 쓰는 행위와 신의 창조 행위를 견주는 대담함이 있다. 딜

에 의하면 디킨슨은 시인의 권위를 현실 세계 우위에 있는 것으로 보

았으며, 글 쓰는 행위를 신의 창조 행위와도 같은 것으로 생각했다

(Diehl 22). 딜의 해석은 533번 「내가 생각하여 – 세어보면 -」

(Fr533 “I reckon – When I count at all -”)의 화자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그는 세상 모든 것을 “생각”(reckon; 1)하고 “이

해”(comprehend; 6)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시인의 시 쓰는 행위를 

신의 창조 행위만큼이나 성스러움을 지닌 것으로 여긴다. 시인의 창조 

작업은 그 행위 자체에 수반되는 창조자의 주체성을 드러냄으로써 디

킨슨 본인의 시인으로서의 주체성 또한 강조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녀는 시인의 글 쓰는 작업을 하나의 창조 과정으로 인식하여 시 쓰는 

자신의 모습 또한 창조자로 생각하며, 주체적인 존재로서의 시인을 묘

사한다. 하지만 디킨슨이 추구하는 주체성은 때론 어떠한 불안함을 불

러일으키기도 하는데, 글 쓰는 주체가 행위의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온

전한 주체로서 존재하지 못할 가능성을 제시한다. 이는 창조 행위가 남

성의 영역으로 일컬어지는 역사를 의식한 불안으로 이해할 수 있다. 

내가 생각하여 – 세어보면 -

먼저 – 시인들 – 그리고 태양 – 

그 다음은 여름 – 그리고 신의 천국 -

그러고 나면 – 목록이 완성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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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되돌아보면 – 그 첫 번째가 

모든 것을 이해하는 듯하다 -

나머지는 불필요한 광경이다 -

그러므로 나는 쓴다 – 시인은 – 전부 -

I reckon – When I count at all -

First – Poets – Then the Sun -

Then Summer – Then the Heaven of God - 

And then – the List is done -

But, looking back – the First so seems

To Comprehend the Whole -

The Others look a needless Show -

So I write – Poets – All - (Fr533 1-8)

  랍(Josef Raab)은 533번의 화자가 “시인을 우주를 빚어내는 세력으

로 분류한다”(groups the poet . . . with the forces that shape the 

universe)고 말하며 시인은 “전능한 창조주”(almighty Maker)이자 “다

른 모든 힘을 포함하는 힘”(a force that subsumes in it all the other 

forces)이라고 설명한다(292). 디킨슨의 시인으로서의 주체성은 신이 세

상을 창조하는 것조차도 포괄하는 시인의 창조 작업으로 확인된다. 

533번에는 “시인들 – 그리고 태양 – / 그 다음은 여름 – 그리고 신

의 천국 -”(Poets – Then the Sun - / Then Summer – Then the 

Heaven of God -; 2-3) 이 모든 것을 “이해하는”(Comprehend; 6) 

시인이 “신의 천국”을 통해서 간신히 존재하는 신에 비해 그 존재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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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강조된다. 시인은 자신이 이해하고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인간으로

서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신의 천국까지도 이해할 수 있는, 신의 창조

력 그 이상을 포괄하는 힘이 있는 것으로 그려진다. 

  그러나 울로스키는 디킨슨에게 있어서 휘트먼이나 에머슨에게 가능

했던 신성한 존재와의 동화가 애초에 불가능하다고 설명한다. 그녀의 

자아는 남성인 그들처럼 신의 표상이 될 수 없고, 권위와 종속, 자기 

충족과 자기부인이 전제가 된다할지라도 성별이 다르게 설정되어야지

만 가능하다고 본다(Wolosky 135). 디킨슨의 시편에 드러나는 시인으

로서의 정체성은 남성적이거나 여성적이라고 일컬어지는 일차원적인 

틀에 갇히지 않는다. 그녀는 시인과 신이 갖는 공통분모인 창조하는 능

력을 강조하고 자기 자신을 신성화함으로써 휘트먼이나 에머슨과는 다

른 보다 본질적인 신과의 동화를 이룬다.

  시인의 글 쓰는 행위가 신의 창조 행위에 비견되는 것은 곧 시인의 

창조 매체인 언어를 주목케 한다. 특히 621번 「바람이 – 지친 남자

처럼 문을 두드렸다 -」(Fr621 “The Wind – tapped like a tired 

Man -”)은 어떠한 외부의 것이 주인이 있는 집안에 들어와 휘젓고 엉

망으로 만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주인의 모습을 통해 남성 중심의 언어

와 이를 사용해야하는 여성 시인의 갈등을 간접적으로 조명한다. 여기

에서 남성의 성이 부여되는 “바람”(The Wind; 1)은 보다 더 구체적으

로 남성 위주의 시인과 가부장적인 권위에 대한 비유며, 집주인인 화자

에게 모종의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 침범하는 모습을 연상시킨다. 바람

에게 성별을 준 것과는 달리 시 어디에도 화자의 성별에 대한 언급은 

없다. 단지 그 혹은 그녀가 “주인”(Host; 2)이고, “나”(I; 3)의 행동 하

나하나가 “대담하게 답했다”(boldly answered; 3)처럼 강조되어 그 존

재 가치가 성별이 아닌 행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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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이 – 지친 남자처럼 문을 두드렸다 -

그리고 집주인처럼 - “들어오세요”

라고 나는 대담하게 답했다 – 그러자 들어왔다

나의 집으로 

재빠르고 – 발 없는 손님 -

그에게 의자를 권하기란 

공중에 소파를 건네는 것만큼 

불가능했다 -

그는 그를 묶어둘 뼈대가 없었고 -

그의 말은 마치 큰 공격 같았다

수많은 벌새들이 한꺼번에 

더 높은 곳의 덤불에서 오는 -5)

The Wind – tapped like a tired Man -

And like a Host - “come in”

I boldly answered – entered then

My Residence within

A Rapid – footless Guest -

5) 본고에서 다루는 디킨슨의 모든 서신은 존슨(Thomas. H. Johnson)이, 시 인용은 

프랭클린(R. W. Franklin)이 편집한 판본을 바탕으로 필자가 번역하였다. 특히 시

의 경우 『에밀리 디킨슨 어휘 목록』에 수록된 단어의 의미를 참고하여 번역 및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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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offer whom a Chair

Were as impossible as hand

A Sofa to the Air -

No Bone had He to bind Him -

His Speech was like the Push

Of numerous Humming Birds at once

From a superior Bush - (Fr621 1-12)

화자는 자신이 “주인”(Host; 2)인, “나의 집”(My Residence; 4)에 바

람이 오자 마치 손님을 맞이하듯 행동한다. 이 바람은 힘없는“지친 남

자”(a tired Man; 1)에 비유되지만 어느새 “재빠르고 – 발 없는 손

님”(Rapid – footless Guest; 5)이 되어 집안에 들어와 있고, 화자는 

그를 맞이하기에 분주하다. 화자가 지친 바람에게 “의자”(Chair; 6)를 

건네는 것은 마치 “공중에 소파를”(A Sofa to the Air –; 8) 건네는 

것처럼 불가능한 일이라고 묘사되면서 바람의 특성을 갖고 유희하는 

디킨슨의 비유는 화자와 손님인 바람 간의 묘한 신경전을 나타낸다. 화

자는 자신의 의지로 바람을 집안에 초대하는 등 강요당하는 부분 없이 

행동한다. 그러나 막상 집에 초대한 후의 바람의 모습은 밖에서 문을 

두드릴 때의 지친 모습은커녕 온 집안을 휘젓고 다닌다. 화자는 그를 

“묶어둘”(bind; 9) “뼈대”(Bone; 9)가 없어 제어할 수 없음을 나타내

고, “수많은 벌새”(numerous Humming Birds; 11)의 날갯짓이 주는 

진동의 “공격”(Push; 10)으로 바람의 말을 묘사하며 화자와 바람 간의 

긴장을 간접적으로 전한다.

  화자가 주인인 공간에 낯선 존재가 들어오는 내지는 침입하는 듯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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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유는 남성으로 묘사되는 바람의 존재가 여성 시인인 디킨슨의 화자

의 공간에 침범하는 모습에 대한 비유로 이해할 수 있다. 호만스는 소

설가의 “사회 경험”(societal experience)이 곧 시인들에게는 “문학적 경

험”(literary experience)이며, 그것이 곧 시인으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발전시키는 데에 있어서 주요한 경험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남성 시인들의 작품 위주로 이루어진 도서 목록을 접할 수밖에 없었던 

19 세기 여성 시인들의 문학적 경험에는 일반적으로 남성 독자들이 인

식하지 못할 남성적 시선의 편견들이 내포되어있다고 설명하며, 때문에 

여성 시인들이 사회의 제약을 피하기 위해 찾은 것일 수도 있는 독서

라는 영역에서조차 그러한 제한들이 따라와 그녀들을 옭아맸을 것이라

고 설명한다(Homans 8). 621번의 바람이 화자가 주인인 공간에 들어

오면서 보이는 행태는 손님과 주인의 위치가 역전되는 듯한 모습을 그

리며 호만스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특히 세 번째 연에서 바람을 가리키

는 벌새 특유의 윙윙거리는(humming) 소리는 “더 위쪽의 덤불”(a 

superior Bush -; 12)에서 오는 것으로 화자가 지닌 모종의 위계에 대

한 인식을 암시한다.

그의 얼굴은 – 연기 같으며 -

그의 손가락은, 지나가면서

음악을 만들어냈다 – 유리잔에

떨리며 내는 선율 -

그는 방문했다 – 여전히 스치듯이 -

그러더니 소심한 남자처럼

다시, 그는 두드렸다 – 어쩔 줄 몰라 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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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나는 혼자가 됐다 -

His Countenance – a Billow -

His Fingers, as He passed

Let go a music – as of tunes

Blown tremulous in Glass -

He visited – still flitting -

Then like a timid Man

Again, He tapped - ’twas flurriedly -

And I became alone - (Fr621 13-20)

바람을 예술가, 즉 시인에 대한 비유라고 한다면 그는 “연기”(a 

Billow; 13)와 같이 손에 잡히지 않고 실체도 없는 것 같지만 계속 존

재하면서 마치 “선율”(tunes; 15)같은 “음악”(music; 15)을 만들어낸다. 

그의 형체는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손에 잡히는 것도 아니지만, 그가 만

들어내는 선율은 귀에 들리기에 그 존재감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다. 

바람이 만들어내는 음악은 선율의 형태는 띄지만 “떨리며”(tremulous; 

16) 내는 힘겹고 불안한 소리다. 이는 앞서 호만스가 언급한 눈에 보이

지는 않는 남성시인 중심의 문학적 전통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동시에 

화자가 지속적으로 경계하는 어떠한 남성 중심의 시적 전통이자 가부

장적 전통의 침범으로 읽을 수 있다. 

  작품을 비유적인 차원에서만 본다면 남성 대명사로 처리되는 바람은 

화자인 “나”와는 대치되는 존재로 그려지는 데서 그칠 것이다. 하지만 

작품 곳곳에 배치된 줄표와 각운은 바람을 보다 복합적으로 해석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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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여지를 준다. 우선 바람의 소리가 선율의 형태를 띠면서도 그것이 

희미해지는 묘사는 각운의 변화로도 드러난다. 연마다 2행과 4행에서 

꽤 규칙적인 각운을 맞추다가 4연에서는 점점 엇나가는 듯한 발음으로 

각운을 맞추고, 마지막 연에서는 완전히 다른 단어로 각운 규칙을 벗어

나는데, 특히 “남자”(Man; 18)와 “혼자”(alone -; 20)가 시의 앞부분

에서 같은 공간에 있던 것과는 달리 마지막 연에서 서로 다른 공간에 

있게 되자 각운이 틀어지는 것은 예상할 수 없는 시인과 바람의 속성

으로 이해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단어들 사이로 자리하고 있는 줄표

를 바람이 지나가는 경로 혹은 흔적으로 본다면, 이러한 바람의 앞을 

막는 것은 화자의 단어, 즉 언어다. 비록 그를 “묶어둘”(bind; 9) 뼈대

는 없지만 공간의 주인인 화자의 단어들로 인해 앞이 가로막히고 어딘

가 제어되기도 하는 것이다. 

   본 논문은 디킨슨의 시편에 나타나는 글 쓰는 주체의 불안을 시인

의 창조 행위와 그의 창조 매체인 언어를 통해 알아본다. 디킨슨은 시

인의 글 쓰는 행위를 신의 창조 행위에 비견하는 것으로 그리며 시인

의 주체성을 강조하는 한편, 창조 행위 자체가 함축하는 남성성으로 인

한 여성 시인의 긴장 상태를 조명한다. 1장은 창조자를 주체적인 존재

로 만드는 것은 그의 창조물이 아니라 창조하는 행위인 것을 바탕으로 

디킨슨의 시에서 찾아볼 수 있는 육체의 노동 혹은 기술 연마와 같은 

비유들이 가리키는 창작 행위들을 살펴본다. 특히 창조 행위 자체가 지

니는 남성성을 인식하고 이에 부재한 남성을 그리면서 여성 시인으로

서의 주체의 불안과 극복을 탐색한다. 

  2장은 시인과 그의 언어에 주목하여 시인의 창조 매체로서의 언어가 

시인과 맺는 관계를 살펴본다. 디킨슨은 글 쓰는 행위와 신의 창조 작

업을 서로 견줄만한 것으로 보고, 시인이 신의 뜻을 전달하는 것과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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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창조 행위를 하는 것 사이에서 느끼는 갈등을 통해 글 쓰는 주체의 

흔들림을 포착한다. 언어 자체가 가진 영향력이 시인의 주체성을 불안

정하게 만드는 상황을 통해 시인의 창작을 위한 매개로서의 역할을 하

는 언어와 그 이상의, 시인이 다룰 수 없는 힘을 가진 언어의 모습 사

이에서 불안정한 화자를 묘사한다. 또한 그녀는 창조 행위의 주체로서 

언어가 지닌 남성성을 인식한 상태로 여성 시인의 주체성과 그에 따르

는 불안을 시인과 그의 언어에 대한 비유로 그리며 더 나아가 창조 매

체로서의 언어가 창조자인 시인에게 가져다주는 불안감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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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인의 창조 행위

  디킨슨은 자신의 시를 통해 언어 자체가 가진 영향력이 시인의 주체

성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모습들을 보여준다. 그녀는 창작을 하는 주체

로서의 시인이라는 자의식을 드러내면서도 그녀의 창작의 매체로서의 

언어에 의해 주체성이 흔들리는 과정도 작품을 통해 조명한다. 본 장에

서는 디킨슨이 글 쓰는 행위를 창조 행위로 인식함으로써 창조자로서

의 시인이 갖는 주체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디킨슨은 창조자를 주

체적인 존재로 만드는 것은 그의 창조물이 아니라 창조하는 행위임을 

나타낸다. 따라서 그녀는 특히 남성의 영역으로 정의 되어온 창조 행위

에 대해 여성으로서 느끼는 불안과 더 나아가 창조하는 주체가 스스로

에 대해 느끼는 불안까지 그려낸다.

  디킨슨은 창조행위의 주체를 남성에 국한하지 않고 거미와 남성과 

여성 모두를 포괄하는 비유적 장치들을 통해 그 경계를 흐린다. 시인의 

글 쓰는 행위와 결과물을 다양한 비유로 그리며 창작이 아닌 창조로서

의 글 쓰는 행위를 이야기한다. 특히 남성적인 창조 행위 영역에서의 

남성의 역할을 주인(master)으로 위치시킨 후 그를 지워내는 과정을 통

해 창조하는 주체의 불안과 극복을 그린다. 도리아니(Beth Maclay 

Doriani)는 디킨슨에게 주인이라는 개념이 그녀의 온전한 창조력 뒤에

서 “말없이 그녀에게 신성한 영감을 줄 만한 존재”(a divine inspirer 

who would remain voiceless)라고 분석하며 디킨슨의 청교도적 배경과 

혼합하여 여성 시인의 주체성을 확립시키는 역할을 한다(77). 더 나아

가 이러한 여성 시인을 둘러싼 남성성의 흔적을 지우는 작업을 통해 

확인되는 주체성은 창조하는 주체 자신의 통제할 수 없는 힘에 의해 

역으로 새로운 불안함을 경험한다. 



19

  헤스(Scott Hess)는 18세기와 19세기를 걸쳐서 시 쓰는 행위를 하나

의 주체적인 행위이자 노동으로 인식한 여러 시인들을 연구하면서 워

즈워스(William Wordsworth)가 “재능”(genius; 74)과 “공들이는 시적 

노동”(painstaking poetic labor; 74)을 통해 시인으로서의 자기 재현을 

이루는 것에 주목한다. 워즈워스는 지칠 때까지 원고를 공들여서 수정

하기로 유명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시인으로서의 직업적 정체

성”(professional identity as a Poet; Hess 181)을 구축하였다. 시인의 

노동, 즉 시를 쓰는 행위에 대한 비유를 적극적으로 나타낸 디킨슨의 

시인으로서의 정체성도 워즈워스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그녀의 지적 

노동을 중심으로 구현된다. 그러나 그녀는 단순히 노동하는 시인의 모

습만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그 노동의 주체가 누구인지 명확히 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시인으로서의 주체성이 흔들리는 가능성을 발견한다. 

디킨슨은 노동의 고통이 자신의 시적 자아를 완성시키는 서사가 아니

라 그 노동, 즉 행위의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주인이 

되지 못할 가능성을 제시한다. 이는 그녀의 시인으로서의 정체성에 대

한 불안이자 자기 자신의 주체성에 대한 불안함이 바탕이 되는 반응으

로 볼 수 있다. 

  그녀는 글 쓰는 주체의 모습을 주로 남성의 영역으로 받아들여진 창

조 행위인 양조업6)이나 목수일, 건설업, 향수 제조 등의 비유로 그렸는

가하면, 바느질이나 방직 등과 같은 여성의 가사노동 또한 다루며 글쓰

기를 하나의 일상적이지만 창조적인 작업으로 나타낸다. 디킨슨은 창조

하는 행위가 그 행위의 주체에게 부여하는 주체성을 당연한 것으로 받

6) 본고에서는 언급되지 않지만 양조업자 시로 알려진 207번 「한 번도 양주된 적 없

는 술맛이 난다 -」(Fr207 “I taste a liquor never brewed -”)는 시 쓰기를 술 제

조에 비유한 작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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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획득하고 지켜야하는 것으로 보고, 이를 흔드는 

내외적 요인들에 대해 반응한다. 

  디킨슨의 시 쓰기는 오비디우스(Ovid)의 『변신』(Metamorphoses) 

제 6권에 나오는 아라크네(Arachne)7)가 상징하는 여성 예술가의 방직 

기술과 함께 논의되곤 한다. 특히 많은 여성학자들이 그녀의 시인으로

서의 정체성을 구현하는 노동으로서의 시를 쓰는 행위를 아라크네, 그

리고 거미의 방직 기술에 비유하고 더 나아가 여신 미네르바와 인간인 

아라크네의 갈등 속에서 여성 예술가의 어려움을 발견하고 풀어낸다. 

먼저 길버트와 구바의 『다락방의 미친 여자』의 디킨슨 관련 장인 

「하얀 여자 － 에밀리 디킨슨의 진주 실 」(“A Woman – White: 

Emily Dickinson’s Yarn of Pearl”)이라는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

들도 디킨슨의 시 쓰기를 그녀의 작품 속에 나오는 거미의 행위8)에 비

유한다. 그들은 여성 작가와 거미 예술가의 비유가 디킨슨만이 아닌 앤 

7) 아라크네와 미네르바(Minerva) 신화는 전쟁과 지혜를 아우르고 공예(craft)와 시의 

영역도 관장하는 여신 미네르바와 아라크네라는 방직공 여인이 베 짜기 시합을 하

여 미네르바가 시합에서 진 아라크네를 거미로 만드는 이야기다. 아라크네의 탁월

함은 “그녀의 집안도, 출신 지역도 아닌 오로지 그녀의 예술”(not in her birth or 

the place that she hailed from but solely her art; Ovid 210)이었고, 본인 스스로

도 이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다. “팔라스도, 질투의 여신도 그런 베 짜기를 비판할 

수 없었다”(Not Pallas, not even the goddess of Envy could criticize weaving 

like that.; Ovid 216)고 하며 신이 보기에도 뛰어난 실력을 보여준 아라크네였지

만, 신성모독이 주제가 되어 베를 짠 것이 그녀에게 화가 되고 만다. 결과에 승복하

지 못한 아라크네는 더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을 매지만, 미네르바는 그런 그녀

의 모습을 가엾게 여겨 거미로 목숨을 살려주고, 그녀는 스스로 실을 뽑아 “자신이 

예전에 했던 공예를 거미줄로 행한다”(practise her former art in the web of a 

spider; Ovid 217). 여신과 한낱 인간일 뿐인 아라크네가 오로지 자신의 능력만으

로 신에게 도전하고, 또 능멸하기까지 하는 모습은 역사적으로 여성 예술가들이 상

대해야했던 기존 예술적 전통과 여성 예술가들에게 행해진 사회 문화적인 억압에 

대한 반응으로 연구되어왔다.
8) 513번 「거미는 은빛 공을」(Fr513 "The Spider holds a Silver B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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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치(Anne Finch, Countess of Winchilsea)와 조지 엘리엇(George 

Eliot)9) 등 그녀 이전의 여성 작가들에 의해서도 자주 인용된 비유였음

에 주목한다(The Madwoman 525). 또한 딜은 디킨슨이 자신의 시편

을 그 당시 세대에 가장 영향력 있던 낭만주의 시인들의 것과 나란히 

두었던 점을 두고 신에게 도전한 아라크네와 연관 지어 설명한다(Diehl 

161). 그런가하면 밀러(Nancy K. Miller)는 「아라크네학: 여성, 텍스

트, 그리고 비평가」(“Arachnologies: The Woman, The Text, and 

the Critic”)에서 여성 작가의 글쓰기와 베 짜기의 관계를 보다 직접적

으로 이 신화에 빗대어 논의하면서 19세기 미국 여성들의 전유물로 여

겨졌던 방적(spinning)과 바느질에 여성 작가의 글쓰기를 비유하고 더 

나아가 여성 작가를 거미 예술가(spider-artist)로 묘사한다. 밀러의 이

러한 시도는 여성 작가들을 “가부장적인 문화의 억압에도 불구하고 여

성으로서 생산하는 삶을 추구하는 모습을 거미 예술가로 표현하면서 

대표적인 여성주의 시학의 비유”(a figuration of woman’s relation of 

production to the dominant culture, and as a possible parable of a 

feminist poetics; Miller 272)로서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아라크네가 거미로 변하게 되는 표면적인 이유는 신성모독이지만 그 

기저에는 남성 예술가 중심의 전통이 억압하는 여성 예술가의 모습이 

9) 앤 핀치의 「롱릿의 태피스트리 조각 한 장에 대한 묘사」(“A Description of One 

of the Pieces of Tapestry at Long-leat”)는 “그러자 아라크네와 팔라스는 시합을 

했고,”(Arachne, then, with Pallas did contest,; 66)라고 시작하며 여성 예술가의 

상황을 그리는가하면, 조지 엘리엇의 『플로스 강의 물방앗간』(The Mill on the 

Floss)에서는 명주실이라는 의미를 가진 “플로스”(floss)를 이름으로 한 강과 물방앗

간의 거미에 주목하는 매기 툴리버(Maggie Tulliver)가 있다. 매기는 물방앗간에 보

이는 거미줄을 “요정의 레이스 작품 같아 보이는”(look like a faëry lacework)이라 

하며 그곳에 사는 거미가 그녀의 “사유의 대상”(a subject of speculation)이라고까

지 말한다(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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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겨져 있다. 밀러는 아라크네가 신들의 권위와 “두뇌적인 남성적 정체

성”(cerebral male identity)을 상징하는 아테네 “보다 여성적

인”(outwomaned) 것으로 간주한다(Miller 273). 전통적인 남성 예술가

의 시선으로 만들어진 아테네의 태피스트리에 비해 이에 반하는 인간 

여성과 그들을 유혹하는 남신들을 그린 아라크네의 태피스트리는 마치 

한 여성 시인이 남성 시인들이 주를 이루는 거대한 시적 전통 앞에 도

전하는 것과 같다. 더 나아가 아라크네는 전통적으로 남성의 영역으로 

정의되어온 창작이라는 영역에 탁월함을 지닌 여성 인물로 그려짐으로

써 이러한 전통을 흔드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도 보인다. 이는 19세기 

미국 뉴잉글랜드 지역의 청교도적 사회 분위기와 가부장적인 전통 한 

가운데서 시를 쓴 디킨슨의 전기적인 상황과 궤를 같이함은 물론, 이러

한 해석을 바탕으로 디킨슨 시편의 거미 예술가를 통해 그려지는 글 

쓰는 주체인 시인의 불안을 읽을 수 있다. 

거미는 은빛 공을 

보이지 않는 손에 쥐고 -

소리 없이 그의 춤을 추며

그의 진주로 된 실을 – 푼다 -

그는 허공에서 허공으로 다니며 -

허울뿐인 거래를 하고

반절의 시간 동안 –

우리의 태피스트리를 그의 것으로 채운다 -

최상의 것을 짜는 데에는 한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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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빛으로 만든 대륙들 -

그러다 부인의 빗자루 끝에 달랑거리며 -

그의 경계선은 – 잊고서 -

The Spider holds a Silver Ball

In unperceived Hands -

And dancing softly to Himself

His Yarn of Pearl – unwinds -

He plies from nought to nought -

In unsubstantial Trade -

Supplants our Tapestries with His -

In half the period -

An Hour to rear supreme

His Continents of Light -

Then dangle from the Housewife’s Broom -

His Boundaries – forgot - (Fr513)

  513번 「거미는 은빛 공을」(Fr513 "The Spider holds a Silver 

Ball")은 디킨슨의 여러 거미 시편 중에 대표적으로 아라크네 신화를 

연상시키는 작품이다. 특히 513번의 거미는 “춤을 추는”(dancing; 3) 

모종의 예술적 행위를 통해 인간이 만드는 “태피스트리”(Tapestries; 7)

에 그의 거미줄을 더한다. 화자는 거미줄을 치워야하는 성가신 것으로 

보기보다 그들의 태피스트리가 “채워”(Supplants; 7)진다고 말하며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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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의 실 잣는 행위에 의미를 둔다. 사람이 살고 있는 공간의 빈틈을 

“허공에서 허공으로”(nought to nought; 5) 다니는 거미의 움직임을 

포착하는 화자의 묘사는 역설적으로 “매듭”(knot)이라는 뜻의 동음이의

어로 채워지는 것을 드러내며 거미의 창작 행위를 암시한다. 

  디킨슨이 특히 거미를 소재로 삼는 것에 주목한 겔피는 거미가 나오

는 디킨슨의 다른 거미 소재의 시인 1163번 「한 거미가 밤에 바느질

을 했다」(Fr1163 “A Spider sewed at Night”)10)를 논의하면서 디킨

슨에게 거미라는 생물은 내면으로부터 실잣기를 하여 자신의 세계관을 

더욱 선명하게 나타내는 “공예가”(craftsman)를 상징한다고 말한다

(151). 그는 거미줄의 재료가 되는 실이 온전히 거미의 몸으로부터 생

산되는 것을 두고 시 또한 시인의 내면으로부터 만들어지고 완성되는 

것이기에 그 시인의 세계관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다고 주

장한다. 즉 거미의 몸에서 나오는 실은 거미 자체가 스스로 생산해내고 

그 자체로 고유한 물질이라는 점에서 시인의 개성과 창조력을 상징하

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거미의 실 잣는 작업이 시인의 창조 작업인 시 쓰기에 대한 비유라

면, 거미의 “허울뿐인 거래”(unsubstantial trade -; 6)는 형상이 없는 

창조 작업인 시 쓰기를 가리키며 눈에 보일 듯 말 듯한 형상을 지닌 

“빛의 대륙”(Continents of Light; 10) 같은 거미줄은 그 모호함으로 

모종의 “경계선”(Boundaries; 12)을 짓고 또 무너짐을 반복하면서 온전

할 수 없는 창조 행위의 단면을 보여준다. 거미의 이러한 행위에 주목

하는 학자들 중 길버트와 구바는 특히 거미와 시인의 공예에 대해 논

의하면서 여성 시인을 “여성 공예가”(craftswoman; The Madwoman 

10) 한 거미가 밤에 바느질을 했다 / 빛도 없이 / 흰빛의 포물선 위로 - (A Spider 

sewed at Night / Without a Light / Opon an Arc of White - ; Fr1163 1-3)



25

635)라고 지칭한다. 그들은 여성 예술가의 솜씨가 거미가 춤을 추는 것

이나 실잣기, 방직 등의 행위로 그려지듯 디킨슨 또한 그녀의 시에서 

예술 창작에 대한 비유로, 그중에서도 특히 여성의 예술을 표상하는 것

이라고 주장한다. 이들이 언급하는 여성 시인과 거미 예술가의 행위가 

시인의 창작 행위에 대한 비유라면, 그것이 드러내는 경계의 모호함은 

남성의 영역으로 인식되어진 창작 행위의 영역에 대한 변주로 해석할 

수 있다.   

  거미가 “소리 없이 그의 춤을 추며”(dancing softly to himself; 3)에

서 처음 알 수 있는 거미의 성별이 남성으로 지칭되는 것은 아라크네

와 같은 여성 예술가에 대한 인유로 해석하는 논의와 대응한다. 뿐만 

아니라 이 작품의 거미와 디킨슨의 다른 시에 등장하는 거미가 대부분 

남성 대명사를 취하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디킨슨의 거미 시편의 화자

는 “부인”(housewife; Fr513 11)이나 1373번 「예술가로서의 거미는」

(Fr1373 “The Spider as an Artist”)11)의 “모든 빗자루와 브리

11)      예술가로서의 거미는

한 번도 고용된 적이 없다 -

그의 뛰어난 가치가

주저 없이 보장되어도

기독교의 땅 위에 있는

모든 빗자루와 브리짓에 의해 -

재능 있는 등한시된 자여

내가 그대의 손을 잡노라 -

The Spider as an Artist

Has never been employed – 

Though his surpassing Merit

Is freely certified

By every Broom and Bridget



26

짓”(every Broom and Bridget; Fr1373 5)과 같은 집안의 여성과는 철

저한 거리두기를 하여 여성성을 숨기는 반면 창조 행위의 주체인 거미

는 남성 대명사로 지칭함으로서 남성의 영역으로 정의되는 창조 행위

의 흔적을 나타낸다. 베이커(Dorothy Z. Baker)는 디킨슨의 거미 시편

에서 집안의 여성이 “무생물인 사물”(inanimate object; 81)인 빗자루

로 비유되는 것에 비해 화자는 “어둡고 호기심 많은 동물”(dark, 

curious animal; 81)에 관심을 둔다고 지적한다. 이는 디킨슨이 자신의 

여성으로서의 한계를 인지하고 남성이 누리는 성별의 특징을 짚는 것

으로 볼 수 있다. 그녀가 전통적으로 여성 예술가를 상징하는 거미를 

항상 남성 대명사로 표현함으로써 성별의 경계를 흐리는 것을 두고 비

평가들은 디킨슨이 그리는 이상적인 시인의 상태는 “양성

성”(androgyny; Bode 163)을 지닌 것으로도 보지만, 디킨슨은 창조 행

위에 있어서 성별간의 문제를 분명히 인식하며 양성성을 얻는 과정을 

그리기보다는 그러한 이상적인 상태에 도달하지 못하는 여성 예술가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불안과 함께 나타낸다. 그녀의 시인으로서의 주체

성이 어떠한 남성성을 획득함으로 확립되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창조 행위 주체의 성별을 더욱 전면으로 다루는 681번 「내 실과 바

늘을 치우지 말아줘」(Fr681 "Don’t put up my Thread & Needle")는 

바느질과 경작을 소재로 여성과 남성이 모두 노동, 즉 행위의 주체가 

되는 모습을 그린다. 화자의 1인칭 시점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이 작품

은 “나의”(my; 1) 혹은 “나”(I; 2) 등 화자 자신을 지칭하는 단어가 거

의 모든 행에 등장하여 행위의 주체인 화자 중심의 문법을 구축한다. 

Throughout a Christian Land – 

Neglected Son of Genius

I take thee by the Hand – (Fr1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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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의 주체에게 주목하게 하는 인칭의 쓰임은 화자의 성별과 상관없

이 쓰이고, 작품에서 다루는 두 상반된 영역의 활동이 하나인 듯한 효

과를 준다. 이는 창조 행위가 꼭 남성의 영역이 아닐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며 보다 포괄적인 주체를 그려낸다.  

내 실과 바늘을 치우지 말아줘 -

새들이 휘파람 불기 시작하거든 -

나도 씨를 뿌릴 테니 

그것도 – 더 고운 바늘땀으로

이것들은 휘었어 – 내 시야가 구부러졌거든 - 

내 마음이 – 평온할 때

여왕의 것이라고 해도 – 부끄럽지 않을

솔기를 기우겠어 -

Dont put up my Thread & Needle -

I’ll begin to Sow

When the Birds begin to whistle -

Better stitches – so -

These were bent – my sight got crooked -

When my mind – is plain

I’ll do seams – a Queen’s endeavor 

Would not blush to own - (Fr681 1-8)



28

  681번의 화자는 “씨를 뿌리다”(Sow; 2)와 “바느질하다”(Sew), 그리

고 “그래서”(so –; 4)의 원어 발음이 비슷한 것을 이용해 말장난을 하

듯 의미가 다른 두 행위의 간극을 누그러뜨리며, 각 단어가 지니는 젠

더상의 의미 간 경계 또한 흐린다. 보드(Rita Bode)는 “그래서”가 이 

두 단어를 “중립적”(neutral; 162)으로 만들어준다고 말하며 두 동음이

의어가 가리키는 시인의 모습에 주목하며 특히 봉제 작업은 “밀집된 

가정의 실내 공간”(confined, interior spaces of domesticity)에서, 그리

고 작물 생산을 위해 씨앗으로 땅을 뿌리는 것은 남성이 주로 활동하

는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두고 씨를 뿌리는 것과 바느질하는 두 

단어가 내포하는 생산성에 주목한다(161). 기실 남성과 여성을 상징하

는 의미를 동시에 다루면서 남성 시인과 여성 시인 모두의 창조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여인이 찾기에는 너무 미세한 – 단

보이지 않는 매듭까지도 -

앙증맞게 퍼져있는 – 튄 자국은 -

점 찍힌 점들처럼 -

밭고랑에 내 바늘을 내버려 둬 –

내가 내려놓은 그곳에 –

내가 힘이 날 때 - 지그재그로 된 것을 - 

반듯하게 할 수 있어

그때까지 – 꿈을 꾸고 나 씨를 뿌린다

내가 놓친 주름을 잡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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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자는 동안 – 더 가까이 -

여전히 어림하며 꿰맨다 -

Hems – too fine for Lady’s tracing

To the sightless knot -

Ticks – of dainty interspersion -

Like a dotted Dot -

Leave my Needle in the furrow -

Where I put it down -

I can make the zigzag stitched

Straight – when I am strong -

Till then – dreaming I am sowing

Fetch the seam I missed -

Closer – so I – at my sleeping -

Still surmise I stitch - (Fr681 9-20)

  행마다 단어 수를 조절하여 4연에서 언급되듯 “지그재그”(zigzag; 

15) 모양으로 만들어진 681번은 바느질하고 지나간 자국이 연상되면서 

동시에 씨앗이 뿌려진 자국까지 연상시키는 줄표(-)가 적절하게 배치되

어 형식적으로도 내용과 시의 외관이 어울리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

한 작업은 본문의 “단”(Hems; 9), “매듭”(knot; 10), “튄 자국”(Ticks; 

11), 그리고 “점”(Dot; 12)과 같이 여성의 가사 노동의 일부분인 바느

질과 같은 작업으로 가능한 섬세함이다. 한편, 이처럼 여성인 행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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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의 흔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681번 시 전체에 “바느질하다”는 단어 

자체는 등장하지 않는다. 씨를 뿌리는 작업과 바느질하는 행위는 각각 

남성 예술가와 여성 예술가의 창조 행위를 상징하며 성별이 부여되고 

조화를 이루는 듯 하지만 강조되는 특정 시어와 내용은 두 행위 사이

에 모종의 긴장 관계 또한 존재함을 암시한다. 

  디킨슨은 글 쓰는 행위와 시를 인간의 창작 영역이 아닌 신의 창조 

영역에 있는 것으로 정의하여 772번 「정유(精油)는 – 쥐어짜진다 

–」(Fr772 “Essential Oils – are wrung –”)에서와 같이 꽃의 향을 

증류하는 과정에 대한 묘사를 통해 자연과 시인의 창조 능력을 비교한

다.

정유는 – 쥐어짜진다 -

장미의 향유는

오직 – 태양들에 의해서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

나사의 선물이다 -

보편적인 장미는 – 부패하지만 -

이 – 여인의 서랍에 있는 것은

여름을 만든다 - 그 여인이 - 

지지않는 로즈마리에 누울 때 -

Essential Oils – are wrung –

The Attar from the Rose

Be not expressed by Suns – alone -

It is the gift of Screw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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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eneral Rose - decay -

But this – in Lady’s Drawer

Make Summer – When the Lady lie

In Ceaseless Rosemary - (Fr772)

파와 카터(Judith Farr & Louise Carter)는 디킨슨이 772번을 통해 시

는 마치 “나사”(Screws; 4)를 쓰는 기술로 향을 증류하는 것처럼 시를 

이루는 구조와 쓰는 기술을 이해함으로써 쓰이는 것이며, 예술가의 선

천적인 재능을 가리키는 “태양”(Suns; 3)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묘사하는 

것이라고 본다(137). 이와 같은 정유를 짜는 과정의 비유를 통해 화자

는 시인 스스로가 의식적으로 고통이 수반되는 “나사”를 이용한 시 쓰

기를 선택함과 동시에 예술가의 창작 행위에 대한 인식을 나타낸다. 스

스로 빛과 열을 뿜는 태양과는 달리 나사는 그것을 다룰 줄 아는 솜씨

가 필요하고, 그 사용법을 익힌 후에야 “나사의 선물”(the gift of 

Screws –; 4)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시 쓰기에 있어서 나사는 

곧 보편적으로 쓰이는 언어가 시적 언어로 되기 위해 거치는 과정이자 

시인의 능력인 것이다. 그런데 태양과 나사의 비유는 시인보다도 포괄

적인 존재, 즉 자연과의 관계에 대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정유가 만

들어지기 위해 태양만으로는 부족하지만, “나사의 선물”이 있으면 가능

하다는 점에서 나사의 역할이 강조된다. 더 나아가 나사는 태양에 의한 

부패하는, 보편적인 향과는 달리 “여름을 만든다”(Make Summer –; 

7)고 할 만큼 영원한 무언가를 만들면서 시인의 글 쓰는 행위가 단순

히 창작이 아닌 창조 행위임을 증명한다. 이와 같이 772번의 화자는 

533번 「내가 생각하여 – 세어보면 -」(Fr533 “I reckon – When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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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 at all -”)의 화자가 “시인들 – 그리고 태양 – / 그 다음은 여

름 – 그리고 신의 천국 -”(Poets – Then the Sun - / Then 

Summer – Then the Heaven of God -; Fr533 2-3)이라고 했듯이 

시인이 만들어내는 것이 자연, 혹은 신이 창조하는 것에 비견되는 무언

가임을 주장하며 글 쓰는 주체의 권위를 신과의 긴장 관계 속에서 조

명한다.

  밀러는 772번에서 쓰이는 네 개의 동사 “-이다, 부패하다, 만들다 

그리고 눕다”(Be, decay, Make and lie)가 어형 변화가 없는 것, 즉 인

칭, 기능, 그리고 시제에 대한 표시가 없는 점에 주목하여 이처럼 의도

적으로 문법을 벗어나는 요소들이 오히려 시간을 초월하는 진수를 경

험하게 하는, 나사를 거친 결과로서의 시라고 주장한다(A Poet’s 

Grammar 4). 이와 더불어 리치는 소설이 인간의 경험을 “한 번에 하

나씩”(one level at a time) 다룬다면, 시는 그 뿌리가 “무의

식”(unconscious)에 굉장히 깊게 자리 잡고 있어 인간 내면의 더 깊은 

곳의 억압하고 있는 그 지점까지도 건드린다고 설명하는데, 이는 772

번에서 이야기하는 나사의 역할과 궤를 같이하는 주장으로써 여성 시

인의 창조 작업이 견뎌야했던 시대적인 상황을 암시한다(Rich 113). 억

누를 것이 많았던 19세기 여성의 무의식의 경계까지 깊게 내려가는 시

인의 창조 작업은 당대의 문화 및 사회, 그리고 그 외 관계적인 억압을 

“정유는 – 쥐어짜진다”(Essential Oils – are wrung –; 1)라는 표현

처럼 역으로 누르고 압을 가할수록 더욱 영원한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다.

  디킨슨이 다른 여러 작품에서도 보이는 독특한 구두점의 활용은 이 

작품에서 더욱 도드라지는데, 줄표의 불규칙적인 위치나 그 외의 다른 

구두점이 없는 점은 이 시에서 쓰이는 언어가 일반적인 언어 사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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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할만한 문법과는 다른 방식으로 표현되는 것을 보여준다(A Poet’s 

Grammar 4). 한편, 772번과 함께 자주 논의되는 446번 「이게 바로 

시인이었다 -」(Fr446 “This was a Poet -”)는 향유 제조라는 비슷한 

소재를 다루지만, 구두점의 절제가 특징적인 772번과 달리 작품 내 구

두점의 절제와 과잉이 극단적으로 드러난다. 

   

이게 바로 시인이었다 -

이것이 그

일상적인 의미로부터 -

놀라운 뜻을 증류하는

그리고 아주 엄청난 향유도

문가에서 소멸한 

그 익숙한 종들로부터 -

우리는 이전에 – 그것을 막던 것이 –

우리 자신은 아니었는지 - 궁금하다

그림을, 폭로하는 사람은 - 

시인 – 바로 그가 -

우리에게 자격을 준다 – 그와는 반대로 -

끊임없는 빈곤으로 -

부분적으로는 – 너무나도 무의식적인 -

그 도둑질은 – 해치지 못한다 -

시간의 – 바깥에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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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자신이 – 그에게는 – 행운인 것을 - 

This was a Poet -

It is That

Distills amazing sense

From Ordinary Meanings -

And Attar so immense

From the familiar species

That perished by the Door -

We wonder it was not Ourselves

Arrested it – before - 

Of Pictures, the Discloser -

The Poet – it is He -

Entitles Us – by Contrast -

To ceaseless Poverty -

Of Portion – so unconscious -

The Robbing – could not harm -

Himself – to Him – a Fortune -

Exterior – to Time - (Fr446)

화자는 “증류한다”(Distills; 3)는 행위를 통해 시인의 글쓰기 작업을 나

타내기 위해 “일상적인 의미”(Ordinary Meanings -; 4)에서 “놀라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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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amazing sense; 3)을, 그리고 식물을 가리키는 표현인 “그 익숙한 

종들”(the familiar species; 6)로부터 “아주 엄청난 향유”(Attar so 

immense; 5)를 모두 증류한다고 표현하며 시인의 글쓰기를 꽃의 향을 

증류하는 작업과 같이 섬세하고 오랜 시간 정성이 들어가는 장인의 작

업처럼 묘사한다. 이러한 장인의 작업은 일상적인 의미와 익숙한 종들

을 아우르는 평범하고 일반적인 세상이 시인의 시선을 통해 그 안에 

담긴 놀라운 의미를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다. 화자가 가리키는 시인의 

증류 작업은 살아있는 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시들고 그 향도 같이 

없어지지만 꽃을 증류하는 작업은 꽃의 진액을 추출하여 “시간의 – 

바깥에 있는 -”(Exterior – to Time –; 16) 진한 향을 남긴다. 시인

의 시도 마찬가지인 셈인데, 그의 시는 엄청난 향, 즉 아주 소량으로도 

주변을 가득 메우는 향을 풍기는 향유와 같은 것으로 묘사된다. 향유의 

후각적인 특성은 특히 첫 번째 연을 소리 내어 읽었을 때 “놀라운 뜻”

의 ‘뜻’이라는 단어가 “감각”(sense)이라는 다른 의미와 발음상 “향

기”(scents)를 연상시킴으로써 디킨슨이 시에서 추구하는 정신과 육

체12) 모두를 아우르는 시적 경험에 대한 예시가 되기도 한다.  

  466번의 경우 시각적으로도 다른 작품에 비해 변화가 눈에 띄는 편

으로서 다른 연에 비해 구두점의 나열이 무분별하여 내용 파악이 힘든 

세 번째 연은 앞서 두 연보다 그 내용을 파악하기가 힘들 정도다. 우선 

12) 만일 내가 읽은 책이 그 어떠한 불도 날 녹일 수 없을 만큼 내 온몸을 차갑

게 만든다면, 그것이 시인 줄 알아요. 만일 내가 머리 위 부분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은 기분이 육체적으로 든다면, 그때 그것이 시인 줄 알아요. 이것이 내가 시를 아

는 유일한 방법인데, 또 다른 방법이 있나요?

If I read a book [and] it makes my whole body so cold no fire can 

ever warm me, I know that is poetry. If I feel physically as if the top of my 

head were taken off, I know that is poetry. These are the only ways I know 

it. Is there any other way? (L34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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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연마다 두 개에서 세 개 내외였던 줄표(-)가 일곱 개, 아홉 개로 많

아지면서 내용의 연결이 어려워지고 의미 파악 또한 모호해진다. “폭로

하는 사람”(Discloser; 9)과 바로 다음에 나오는 “시인”(The Poet; 10)

이 같은 의미로 쓰이면서 어떠한 대단한 해석 혹은 의미를 ‘폭로’해줄 

것만 같은 기대를 주지만 형식상 글에 그물처럼 씌워져 있는 수많은 

줄표는 그러한 해석의 여지를 오히려 저지한다. 밀러는 이 줄표의 쓰임

을 시인에 대한 디킨슨의 양가적인 감정이라고 분석하며, 복잡한 구문

과 불규칙적인 시 형식을 통해 시인이나 시를 의미하는 장미의 정유보

다도 마른 가지와도 같은 시의 형식에 더 주목하게 한다고 설명한다(A 

Poet’s Grammar 78). 하지만 밀러가 지적하는 부분은 오히려 디킨슨

의 시인으로서의 주체성을 확인시켜주는 장치로 이해할 수 있다. 그녀

의 고르지 못하고 어지러운 시 형식 속에 나사같이 박힌 줄표는 일상

의 진수를 걸러내기도 하고, 또 단순히 무분별한 배치가 아니라 연마다 

의식적으로 표기함으로써 그녀의 시인으로서의 주체적인 면모를 내보

일 수 있는 가시적인 수단으로 작용한다. 

나는 발끝으로 춤을 출 수 없다 -

그 어떠한 남자도 나를 가르쳐 주지 않았다 -

하지만 가끔, 내 마음속에,

흥이 나를 사로잡는다,

내가 만약 발레 지식이 있었더라면 -

내 자신을 멀리 떠다니게 해

피루엣으로 극단에 충격을 주거나 -

프리마를 화나게 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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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cannot dance opon my Toes -

No Man instructed me -

But oftentimes, among my mind,

A Glee possesseth me,

That had I Ballet Knowledge -

Would put itself abroad

In Pirouette to blanch a Troupe -

or lay a Prima, mad, (Fr381 1-8)

  디킨슨은 381번 「나는 발끝으로 춤을 출 수 없다 -」(Fr381 “I 

cannot dance opon my Toes -”)를 통해 창조 행위가 본래 지니는 남

성성을 인식하며 이를 지워내는 과정을 통해 창조하는 주체의 불안과 

극복을 조명한다. 화자는 “그 어떠한 남자도 나를 가르쳐 준 적이 없

다”(No Man instructed me -; 2)고 말하며 일찌감치 이 행위의 과정

에서 남성의 역할을 지워낸다. 본래 남성 중심이었을 창조 작업에서 남

성, 그리고 화자보다 우위에 있는 듯한 존재를 없앰으로써 화자는 자신

의 춤, 즉 창조 행위에 대한 주체성을 얻는다. 이와 더불어 그의 자신

에 찬 어조는 시가 진행될수록 나열을 통해 겹겹이 쌓이고, 이와 함께 

화자의 주체성 또한 세워짐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비록 내게 거즈로 된 가운이 없더라도 -

곱슬머리를 달지 않았어도,

새처럼 – 발톱 하나를 치켜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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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객을 향해 높게 뛰지 않더라도 –

솜털오리 공같은 모양으로 내 몸을 던지지 않아도,

눈 바퀴에 구르지 않아도

내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들리지 않을 때까지,

공연장은 내게 앙코르를 청한다 - 

내가 이렇게 – 쉽게 – 말하는 –

그 예술을 내가 아는 줄 아무도 모르고

그 어떤 현수막도 나를 자랑하지 않아도 -

그곳은 오페라만큼 가득 차 있다 -

And though I had no Gown of Gauze -

No Ringlet, to my Hair,

Nor hopped for Audiences – like Birds -

One Claw opon the air -

Nor tossed my shape in Eider Balls,

Nor rolled on wheels of snow

Till I was out of sight, in sound,

The House encore me so -

Nor any know I know the Art

I mention – easy – Here -

Nor any Placard boast m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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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s full as Opera - (Fr381 9-20)

화자는 “발레 지식”(Ballet knowledge; 5)이나 “거즈로 만든 가

운”(Gown of Gauze -; 9)도 없을 뿐더러, “관객을 향해 높게 뛰지 않

았다”(Nor hopped for Audiences –; 11)고 말하는 등, 자신의 능력에 

장식을 더하거나 과장하는 등의 행동은 하지 않는다. 오히려 “새들처럼 

- / 발톱 하나를 치켜들고 -”(like Birds - / One Claw opon the air 

-; 11-12)라고 하는 등 우스꽝스러운 묘사로 보편적인 무용 방식을 

희화화하면서 자신을 더욱 드러낸다. 더 나아가 마지막 대목의 플래카

드(Placard; 19)와 꽉 차 있는 홀, 그리고 “내가 말하고 있는 그 예술

을 난 안다”(I know the Art / I mention -; 17-18)고 강조하는 화자

의 자신감 있는 태도는 창조 행위 과정에 부재한 남성의 역할이 무색

하도록 여성 시인의 주체성을 나타낸다. 

  스미스(Martha Nell Smith)는 381번 화자의 모습에서 특히 일신교

의 가부장적 문화를 전복시키는 시인의 자체적인 힘에 주목하며 이것

이 곧 궁극적으로는 남성 문학 전통에 대한 자아의 의식적인 거부 표

명이자 은밀하게 그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여성 문학 전통의 대안을 제

시하는 것으로 해석한다(Smith 91). 381번의 2행에서 “아무도 아닌 사

람”(nobody)이 아니라 성별이 부여되는 “남자”(Man; 2)라는 시어는 

앞서 다룬 작품에서와 같이 디킨슨이 의식하고 있는 남성시인 위주의 

전통을 짐작케 하는데, 스미스가 언급하듯 이는 디킨슨이 교묘하게 남

성 문학 전통에서 스스로를 분리시키는 작업을 한다. 이는 역설적으로 

디킨슨이 느끼는 창조 행위라는 영역 기저에 존재하는 남성성에 대한 

불안이자 그녀만의 방식으로 해내는 반응으로 이해할 수 있다. 

  475번 「나는 만들어졌다 – 목수로 –」 (Fr475 “Myself was 



40

formed – a Carpenter -”)는 보다 보편적으로 남성의 영역으로 분류

되는 목공일을 통해 창조 행위의 영역에 부재한 남성의 역할을 그린다. 

우선 “나는 만들어졌다 -”(Myself was formed –; 1)고 말하는 화자

는 재귀대명사로 자기 자신을 가리키며 “만들어졌다”(formed; 1)는 수

동태까지 더하여 화자가 처음부터 자기 자신보다 더 큰 어떠한 존재에 

대해 인식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그 존재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지만 

화자는 어떠한 신성한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681번과 마찬가지로

“나”(Myself; 1), “나의”(My; 3), 그리고 “나”(I; 3) 등 화자 자신을 지

칭하는 단어들을 반복하여 제시함으로써 1행의 문법에서 느낀 수동성

과는 상반되는 능동적인 모습을 보인다. 화자 자신을 목수로 만든 어떤 

신성한 존재가 있을지도 모르는 전제 앞에 구약의 신이 모세에게 “나

는 스스로 있는 자다”13)라고 하는 것처럼 전면에 자기 자신을 내놓는 

모순적인 상황을 연출한다. 이와 더불어 예수의 직업 또한 목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475번에 담긴 인유가 디킨슨의 시인으로서의 정체성 

구축과도 긴밀한 연관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나는 만들어졌다 – 목수로 -

나의 대패와, 그리고 내가, 진실한 시간을

함께 일했다

건설자가 와서 -

우리의 성과를 잴 때까지 -

우리의 널빤지 다루는 기술이 

충분히 성장했더라면 – 반값으로라도

13) 『성경전서』, 출 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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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를 고용할텐데

나의 연장은 사람의 – 얼굴을 취했다 -

우리가 힘들게 일했던, 그 작업대 -

그에게 맞서, 설득했다 - 

우리는 – 성전을 짓는다고 – 내가 말했다 - 

Myself was formed – a Carpenter -

An unpretending time

My Plane, and I, together wrought

Before a Builder came -

To measure our attainments -

Had we the Art14) of Boards

Sufficiently developed – He’d hire us

At Halves

My Tools took Human – Faces -

14) 475번에서는 『옥스포드 영어 사전』(Oxford English Dictionary)을 참고하여  

“지식이나 실습의 결과로 무언가를 하는 기술”(1. Skill in doing something, esp. 

as the result of knowledge or practice.; “Art”)의 의미에서 “기술”이라고 번역했

지만 “창의적 기술과 상상력의 표현 또는 적용으로 주로 아름다움이나 정서적인 영

향력에 대해 평가받기 위해 제작되어지는 회화, 그림 또는 조각과 같은 시각적 형

태의 작품.”(8.a. The expression or application of creative skill and imagination, 

typically in a visual form such as painting, drawing, or sculpture, producing 

works to be appreciated primarily for their beauty or emotional power.; “Art”)

의 의미도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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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ench, where we had toiled -

Against the Man, persuaded -

We – Temples build – I said - (Fr475)

  화자가 “대패”(Plane; 3)와 함께 “진실한 시간”(unpretending time; 

2)을 보내며 널빤지 기술을 익히는 사이 4행에서 “건설자”(Builder; 4)

로 등장하는 모종의 권력자는 “작업대”(Bench; 10)에서 일하는 목수인 

화자에게 긴장을 주는 존재로 그려진다. 성과를 재러오는 그의 행동은 

일종의 규율이나 틀을 갖고 감독하는 듯한 인상을 준다. 건설자는 화자

와 대패를 “고용할”(hire; 7) 수 있는 위치에 있고, 따라서 화자와는 확

연한 위계질서 안에 있다. 그는 마치 감독하는 듯한 존재로써 화자와의 

관계에 긴장감을 더하고 모종의 불안감까지 선사한다. 화자는 “우리의 

널빤지 다루는 기술이 / 충분히 성장한다면”(Had we the Art of 

Boards / Sufficiently developed; 6-7), “반값”(Halves; 8)으로라도 고

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짚는다. 충분히 성숙해져도 반값으로 고용할 것

이라는 말은 여성 예술가와 남성 예술가의 작품에 대한 소득차이의 시

대적 상황이 떠오르는 묘사다. 하지만 길지 않은 문장을 7행과 8행으

로 굳이 나누어 단어를 배치하여 드러나는 화자의 농담 섞인 어조는 

그가 고용되고 싶지 않다는 것을 암시한다. 즉, 그는 건설자에게 고용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주체적으로 더욱 나서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작품 초반에 화자는 목수로 등장했지만 어느새 성전도 지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건설자에 비견할만한 존재로 등장한다. 또한 목수의 “작

업대”(The Bench; 10)는 화자가 무언가를 만들 수 있는 작업대로써 그

의 주체적인 창조 행위가 가능한 곳으로 그려진다. 이들은 목수에게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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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물건들로서 화자와 함께 “우리”(We; 12)로 표

현되기도 하는 등 그 존재감이 적지 않다. 화자는 이 도구들과 그 건설

자에게 맞서는 등 그를 마치 넘어야하는 어떤 장애물과도 같은 존재로 

묘사한다. 화자는 목수로서의 업에 일종의 창작자의 정신으로 창작에 

임하는데, 그가 “일했다”(wrought; 3)거나 “힘들게 일했던”(toiled; 10)

과 같은 표현을 통해 실제 몸의 움직임을 연상시키는가 하면, “진실

한”(unpretending; 2)이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 “-인 척하

다”(pretend)에 반대의 뜻을 더해 강조하면서 일하는 그 과정 자체에 

의미를 두는 것을 보여준다. 리치(Adrienne Rich)는 475번을 “다른 사

람들의 판단에는 개의치 않고 본인의 기준을 아는 것에 대한 시”(... a 

poem of knowing one’s measure, regardless of the judgments of 

others.; 110)라고 말하는데, 이는 디킨슨이 다른 누군가가 자신을 ‘측

정’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 시인으로서의 자의식을 갖추고 주체

적으로 자기 자리를 찾아가고자 한 점을 나타낸다.

  즉 화자가 말하길 “나의 대패, 그리고 나”(My Plane, and I; 3) 및 

“우리”(we; 10)보다 우위에 있는 존재로 여겨지는 “그”(the Man; 11)

는 3연을 기점으로는 전복된 체계 속에서 화자와 동등해진다. 이는 시

의 마지막 연에서 “성전”(Temples; 12)을 짓는다는 선언을 통해 작품 

초반에는 화자보다 크고 다른 지위에 있던 건설자의 영역이었던 행위

를 화자 본인도 한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과도 연결된다. 성전은 곧 

466번 「나는 가능성에 산다 –」(Fr466 “I dwell in Possibility -”)에

서와 같이 시를 형상화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시를 쓰는 행위를 

통해 얻어지는 결과물인 시를 신을 기리는 성전만큼이나 성스러운 것

으로 묘사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401번 「“백열”이 있는 곳에 영혼이 감히 보이는가?」(Fr401 “Dare 



44

you see a Soul at the ‘White Heat’?”)에서는 예술적인 영감 혹은 잠

재력을 지닌 자원을 상징하는 소재인 “광석”(Ore; 4)을 벼리는 과정을 

통해 시인이 자기 자신도 감당할 수 없어하는 모습을 포착한다. 화자는 

광석을 지칭하는 대명사로 “그것”(It; 6)이라고 썼지만 다른 한 개의 원

고15)에서는 이를 “그녀”(She; 6)라고 씀으로써 모종의 여성적인 특성을 

부여하는데, 여성적인 것과는 전혀 거리가 멀어 보이는 대장장이가 광

석을 벼리는 행위를 통해 글 쓰는 주체의 불안을 다각적으로 보여준다. 

대장장이의 풀무질은 통상적으로 남성의 활동으로 여겨지는데, 광석을 

여성 대명사로 지칭할 경우에는 대장장이와 광석 사이에 위계질서가 

생기고 모종의 억압 관계가 형성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창조 행위

의 영역 자체에 존재하는 남성성이 더욱 전면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광

석이 성별이 드러나지 않는 지칭 대명사로 표현되는 경우보다 글 쓰는 

여성 주체의 불안을 감지할 수 있다.

“백열”이 있는 곳에 영혼이 감히 보이는가?

그렇다면 문 안쪽에 움츠려라 -

붉은 색이 – 불의 흔한 색조라지만 - 

그 강렬한 광석이 

화염의 상태를 망가뜨리고 나면 -

대장간에서 색 없이  

떤다, 하지만 

15) 프랭클린의 전집에는 총 세 개의 다른 원고 중 두 개가 실려 있으며, 나머지 한 

개는 잃어버린 것으로 기재되어있다. 401번의 A 원고에는 “그것”(It; 6)을 쓰지만 

C 원고에서는 이를 “그녀”(She; 6)라고 나타낸다(Variorum 4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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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를 바르지 않은 그 불꽃 -

소수의 마을만이, 그들의 대장장이를 자랑한다 -

그의 모루에서 나는 규칙적인 소리는

질 높은 풀무질을 상징한다

내면의 – 그 소리 없는 줄다리기 -

이 안달이 난 광석들을 제련하는 것

망치와, 불꽃으로

지정된 빛이 

풀무질을 거부할 때까지 -

Dare you see a Soul at the “White Heat”?

Then crouch within the door - 

Red – is the Fire’s common tint -

But when the vivid Ore

Has vanquished Flame’s conditions -

It quivers from the Forge

Without a color, but the Light

Of unannointed Blaze - 

Least Village, boasts it’s Blacksmith -

Whose Anvil’s even ring

Stands symbol for the finer For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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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t soundless tugs – within -

Refining these impatient Ores

With Hammer, and with Blaze

Until the designated Light

Repudiate the Forge - (Fr401)

  401번의 화자는 붉은 빛의 “불의 일반적인 색조 - ”(Fire’s common 

tint -; 3)가 아닌 “색 없이”(Without a color; 7) 백열 상태인 빛을 

묘사한다. 그가 이야기하는 불빛은 아주 고온의 상태 즉, 그저 연소하

는 불 그 이상으로 무언가를 오랜 시간 꾸준히 단련하여 도달하는 백

열 상태로 대장장이의 긴 시간과 노력을 들인 결과다. 달리 말하자면, 

“광석”(Ore; 4)을 단련하여 그것이 붉은 빛을 넘어 백열 상태가 되는 

것은 규칙적으로 들려오는 대장장이(Blacksmith; 9)의 “모루”(Anvil; 

10) 두드리는 소리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모종의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자원인 이 광석을 단련하는 모습은 대장장이 그 자신의 내면에서도 일

어나고 있는 “질 높은 풀무질”(finer Forge; 11)을 그대로 실천하는 것

이나 다름없다. 대장장이와 같은 장인의 손길을 거쳐 백열 상태에 이르

기까지 원재료인 광석은 그 자체로도 이미 가치가 있지만 오랫동안 다

듬어지는 과정을 버틴 후 “안달이 난 광석”(impatient Ores; 13)에서 

“지정된 빛”(designated light; 15)을 띠고 “풀무질을 거부”(Repudiate 

the Forge -; 16)하는 상태까지 도달하는 것이다.

  벤들러(Helen Vendler)는 401번이 무언가 “할 일이 있는 영혼”(a 

soul that has work to do; 37)을 나타낸다고 말하며 디킨슨 외에도 

많은 시인들이 대장장이의 풀무질을 소재로 시를 써왔다는 것에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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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디킨슨의 경우 대장장이의 규칙적인 풀무질의 결과물로서의 빛이 

그 풀무질을 거부하게 되는 묘사를 통해 주체로서의 불안정성을 암시

한다. 2연의 “대장간”(Forge; 6)과 “불꽃”(Blaze; 8)의 순서가 대장간이

라는 장소에서 불빛이 만들어지는 모습을 나타낸다면, 마지막 연에서 

“불꽃”(Blaze; 14)과 “풀무질”(Forge; 16)의 행배치 순서가 뒤바뀜으로

써 빛이 풀무질을 거부하는 상태가 그려진다(Vendler 37). 이처럼 창조

자의 손길을 거부하는 창조물에 대한 묘사는 시인의 의도를 뛰어넘는 

시, 그리고 더 나아가 창조주인 신에게 맞서는 인간의 모습을 내포한

다. 401번의 대장장이가 광석을 벼리는 과정을 통해 생긴 “‘백

열’”(“White Heat”; 1)은 꽃잎에서 정유를 쥐어짜고 일상적인 의미에서 

향을 증류하는 과정들과 마찬가지로 그 행위의 주체들을 세우는 데에 

이바지한다. 그러나 대장장이의 규칙적인 움직임에 의해 다듬어지는 광

석과는 대조적인 들쑥날쑥한 시 전체의 운율과 각운처럼 불안한 주체

성이 부여된다.

  디킨슨의 시인으로서의 주체성은 시를 쓰는 행위를 통해 드러나지만 

동시에 불안을 품고 있다. 그녀는 글을 쓰는 행위를 주체적인 행위로 

인식하며 다양한 창조 행위에 대한 비유로 시인의 시 쓰는 작업을 묘

사한다. 시를 쓰는 노동의 주체로서 그녀의 시적 자아는 여러 비유에서

와 같이 창조자의 모습으로 형성되지만 그 이면에는 어떠한 불안이 존

재한다. 그것은 남성 중심의 사상적 억압으로 나타나는가하면 기독교 

신앙의 연장선으로 그녀의 시편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디킨슨은 그러

한 불안을 일으키는 요소들까지 시의 소재로 삼아 다루면서 역으로 시

인으로서의 주체성을 구현해낸다. 2장에서는 시인의 창조 매체인 언어

가 그녀에게 주는 불안을 살펴봄으로써 글 쓰는 주체의 불안에 대한 

탐색을 이어가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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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인과 그녀의 언어

  디킨슨의 시인으로서의 자의식은 그녀의 언어를 통해 나타난다. 그녀

에게 시를 쓰는 행위는 일종의 언어적 창조 행위로써의 의미를 가지며, 

언어가 지니는 힘과 그것을 다루는 창조자로서의 시인이 구축하는 주

체적인 자아에 대한 욕망이 작품을 통해 드러난다. 특히 그녀는 언어가 

가진 힘, 그중에서도 시인에 의해 조탁된 시적 언어가 지닌 힘에서 확

인되는 시인의 주체성을 그려낸다. 디킨슨은 이러한 시인의 시 쓰는 행

위를 신의 창조 행위에 견줄만한 포괄적인 힘을 지닌 것으로 보았으며, 

그 기저에는 그러한 행위가 시인인 그녀에게 주체성을 부여하리라는 

기대가 있었다. 

그들의 여름은 – 꽉 찬 해를 간다 –

동쪽은 – 낭비라고 생각할만한 –

태양을 그들은 살 여유가 있다

그리고 만약 더 먼 천국이 -

그들이 준비하는 만큼 아름답다면 

그들을 숭배하는 이들에게 -

그것은 너무나도 난해한 은총일 것이다 -

꿈을 이해하기엔 -

Their Summer – lasts a solid Year -

They can afford a Sun

The East – would deem extravaga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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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if the Further Heaven -

Be Beautiful as they prepare

For Those who worship Them -

It is too difficult a Grace -

To justify the Dream - (Fr533 9-16)

533번의 화자를 통해 지칭되어지는 “그들”(They; 10)은 앞서 언급된 

시인들로써 신의 창조 능력에 견주어도 손색이 없는 존재로 그려진다. 

그들의 “더 먼 천국”(the Further Heaven; 12)을 언어로 창조하는 능

력은 신이 만든 천국보다는 “더 먼” 천국이지만 그 못지않게 천국을 

만들 수 있는 것으로 묘사된다. 그렇다면 시인이 내리는 “은총”(Grace; 

15)은 시라고 볼 수 있는데, 시인을 숭배하는 이들에게 이 은총은 “난

해하다”(difficult; 15). 화자는 사람이 신의 은총을 이해하고자 할 때 

경험하는 어려움을 시인의 은총, 즉 “꿈”(Dream; 16)을 이해하기 어려

워하는 것으로 묘사하면서 시인의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언어를 

가리킨다. 랍은 디킨슨이 시인의 창조 작업, 즉 “그녀의 공예에서 쓰는 

재료는 언어”(The material she uses in her craft is language.; Raab 

288)였다고 설명하며 많은 비평가 및 독자들이 경험하는 디킨슨의 “난

해한” 문법이 사실은 그녀의 시인으로서의 주체성을 이룬다고 말한다. 

달리 말하자면 디킨슨은 신이 창조 행위를 통해 주체성을 얻듯이 그녀 

자신 또한 시인으로서의 주체성을 구축해나가기 위해 그녀만의 시적 

언어를 창조한 셈이다.

  디킨슨의 시적 언어가 지닌 독특한 문법은 그녀의 주체성을 이루는 

중요한 역할을 함과 동시에 그녀가 시인으로서 시 쓰는 행위의 주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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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활용하는 매체인 언어 자체에 대해 느끼는 불안

을 나타낸다. 그녀는 자신의 글 쓰는 주체로서의 흔들림을 시인이 신의 

뜻을 전달하는 것과 스스로가 창조하는 행위 사이에서 느끼는 갈등으

로 묘사한다.

이것은 내가 세상에 부치는 편지

내게는 결코 답하지 않은 -

자연이 말해온 간단한 소식을 -

부드러운 위엄과 함께

그녀의 전갈은 향한다

나는 볼 수 없는 손에게 -

그녀에 대한 사랑 때문에라도 – 상냥한 – 동지들이여 -

나에 대해 – 부드럽게 심판해주오

This is my letter to the World

That never wrote to Me -

The simple News that Nature told -

With tender Majesty

Her Message is committed

To Hands I cannot see -

For love of Her – Sweet – countrymen -

Judge tenderly – of Me (Fr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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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9번 「이것은 내가 세상에 부치는 편지」(Fr519 “This is my letter 

to the World”)의 화자가 세상에 부치는 편지는 그것이 누구의 편지인

지 분별하는 과정을 통해 시와 시인의 관계를 주목케 한다. 화자가 부

치는 편지는 “자연이 말해온 간단한 소식”(The simple News that 

Nature told -; 3)이며 “자연”(Nature; 3)의 “전갈”(Message; 5)인 것

으로 그려진다. 분명히 발신인은 화자지만 그 “소식”(News; 3)은 자연

이 말해준 것이고, “그녀에 대한 사랑 때문에라도 – ”(For love of 

Her –; 7)자신에 대해 “부드럽게 심판”(Judge tenderly; 8)해달라고 

하면서 전달자로서의 시인의 위치를 확인시키는 듯하다. 즉 화자는 본

인 스스로가 창작을 하는 것인지, 자연의 소식을 전달하는 것인지 명확

하게 말해주고 싶지 않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프리먼

(Margaret Freeman)은 화자가 읽는 이로 하여금 모두가 자연과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게 만든다고 설명한다(64). 하지만 프리먼의 그러한 해

석은 시인의 역할을 전달자의 자리에만 한정 짓는 것으로, 여덟 행밖에 

되지 않는 짧은 시에서 “나의”(my; 1), “나”(Me; 2), 등 네 번이나 화

자 자신을 가리키는 단어들을 쓰면서 강조하는 것을 배제하는 해석이

다. 오히려 화자는 전달자라는 가면 뒤에서 그의 창조력을 드러내기 위

해 간접적으로 자신의 존재를 강조하며, 그녀의 언어에 시인의 주체로

서의 면모를 드러내는 흔적들을 남긴 것을 알 수 있다. 

  519번의 화자가 신의 전달자와 창조하는 주체 사이에서 시인의 역할

을 고민한다면 788번 「출판은 – 인간 영혼의 경매 –」(Fr788 

“Publication – is the Auction”)의 화자는 창조하는 주체가 세상을 상

대로 갖는 불안을 시장의 논리를 들여서 묘사한다. 그간 학계에서는 디

킨슨이 히긴슨에게 “나는 당신이 내게 ‘출판하는 것’을 미루기를 제안

하니 미소를 지어요 – 그것은 내게 이질적인 생각이에요, 마치 하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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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고기의 지느러미같이 -”(I smile when you suggest that I delay “to 

publish” - that being foreign to my thought, as Firmament to Fin 

- ; L265)라고 보낸 서신을 바탕으로 그녀가 “출판”(Publication; 1)하

는 것에 대해 부정적이었음을 논의해왔다. 특히 바렛(Faith Barrett)은 

788번이 경매라는 시어의 특성상 19세기 미국의 노예 경매를 연상시키

고 그에 따라 출판하는 상업적인 글쓰기는 작가의 영혼을 파는 것이라

고 주장한다. 또한 그는 “고통받는 노예”(suffering slave)와 작가를 동

일시하면서도 “백지”(white; 7), “백색의 창조자”(White Creator; 7)와 

같은 “흰”(white) 이미지들에 대해서는 디킨슨이 이야기하는 “순수

함”(purity)과 “엘리트적이고 귀족적인 ‘우리’”(elitest royal “we”)를 연

결 지으면서 그녀가 “백인의 인종적 순수함”(white racial purity)을 신

성한 것으로 여긴다고까지 주장한다(Barret 213). 하지만 788번의 화자

는 출판과 경매라는 소재를 통해 경제 논리 선상에서의 시, 즉 상품으

로서의 가치가 매겨지는 모습을 통해 시인의 창조하는 주체로서의 불

편함이 드러난다.

혹시라도 당신이 나의 뱀 [시]를 보게 되어 내가 속이는 

것이라고 생각하실까봐, 그건 내가 도둑맞은 거예요 – 세 

번째 행의 구두점에서 당해버렸죠. 셋째와 넷째 행이 원래 

하나였는데 – 

   Lest you meet my Snake [poem] and suppose I 

deceive it was robbed of me – defeated too of the 

third line by the punctuation. The third and fourth were 

one – (L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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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킨슨의 약 1,700편이 넘는 시편 중 실제로 출판되었던 것은 일곱 편

이었고, 그중에서도 위의 “뱀”시, 1096번 「잔디속의 날씬한 녀석」

(Fr1096 “A narrow Fellow in the Grass”)은 수잔 디킨슨이 『스프링

필드 리퍼블리칸』(Springfield Republican) 잡지사에 보내어 수정된 시

편이 출판된 것으로, 디킨슨은 그 수정에 대해 상당한 불쾌감을 나타냈

다고 전해진다(The Life of 6). 특히 도둑맞았다고 표현하는 것은 창조

한 주체로서 그녀가 느끼는 감정이 강하게 드러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그녀가 시인으로서 출판에 대해 느끼는 불편함과 더불어 더 

나아가 창조하는 주체로서의 불안으로까지 연결된다.  

출판은 -

인간 영혼의 경매 -

가난은 – 그런 

상스러운 것을 정당화하지

아마도 – 하지만 우리는 - 차라리

우리 은신처에서 가겠어

백지인 채로 – 백색 창조자에게 -

우리의 눈을 – 투자하느니 -

생각은 그것을 준 이의 것 - 

그러고 나면 – 실제 모습을 한 

그에게 – 판다

그 고귀한 숨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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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러미 속에는 – 천상의 은혜의

상인 -

그러나 인간 영혼의 가치를 떨어뜨리지 말자

가격을 매기는 망신스러운 일로 -

Publication – is the Auction

Of the Mind of Man –

Poverty – be justifying

For so foul a thing

Possibly – but We – would rather

From Our Garret go

White – unto the White Creator –

Than invest – Our Snow –

Thought belong to Him who gave it –

Then – to Him Who bear

It’s Corporeal illustration – sell

The Royal Air –

In the Parcel – Be the Merchant

Of the Heavenly Grace –

But reduce no Human Spirit

To Disgrace of Price – (Fr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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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자는 “생각은 그것을 준 이의 것 -”(Thought belong to Him 

who gave it –; 9)이라고 말하며 창조 행위의 주체, 즉 시인의 창조

력을 암시한다. 다만 만드는 행위가 직접적으로 언급되는 것이 아니라 

준 것이라는 표현이라는 점에서 시인의 창조력이라고 확신할 수 없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더 나아가 그가 “그 고귀한 숨을 -”(The Royal 

Air –; 12) 파는 행위는 고귀하다는 묘사에도 불구하고 교환하는 행

위로 인해 시인의 창조하는 주체로서의 위치를 모호하게 한다. 달리 말

해 788번의 화자는 신이 인간에게 어떠한 생각을 주는 것과 인간이 그

의 생각을 출판하는 것의 간극을 다루며 글 쓰는 주체의 불안을 나타

낸다. 

  드아반조(Mario L. D’Avanzo)는 788번의 화자가 시는 창조주(The 

Creator)로부터 받은 영감으로 쓰이는 것이지 출판을 목적으로 쓰이는 

것은 경멸한다고 보는데, 그는 시적인 형태로 영감을 받은 생각은 창조

주와 발언자, 즉 신과 시인의 것이라고 말하며 둘을 거의 동일시한다

(278-79). 그러나 화자가 “인간 영혼의 가치를 떨어뜨리지 말

자”(reduce no Human Spirit; 15)고 말하는 대목은 어쩌면 생각을 준 

이가 신이 아니라 시인 자신일 수도 있는 가능성을 나타낸다. 두 번째 

연의 “우리”(We; 5)가 가리키는 것이 “다락방”(Garret; 6)에 숨어있는 

수많은 시라면, 백색 창조자는 시인 자신을 의미하는 셈이다. 따라서 

화자가 “가격을 매기는 망신스러운 일로”(To Disgrace of Price -; 16) 

영혼의 가치를 떨어뜨리지 말자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러한 일로 창조

자, 즉 시인의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길 당부하는 것이며, 마지막까지 

인간 영혼의 가치, 즉 시인의 영혼이 경매되는 것을 경계하고 주체성을 

지키고자 하는 행동으로 볼 수 있다.

  디킨슨의 시인으로서의 주체성을 이루는 다른 요소는 그녀의 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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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를 통해 드러나는 풍부한 어휘력이다. 디킨슨은 히긴슨에게 “몇 년 

동안 내 유일한 친구는 – 내 사전이었어요 -”(for several years, my 

Lexicon – was my only companion -; L261)라고 말했을 정도로 어

휘 및 언어에 대한 관심이 컸으며, 사전 읽기에도 상당한 시간을 할애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디킨슨의 독서와 문학적 배경에 대한 연구를 

한 스토넘(Gary Lee Stonum)은 그녀가 다른 수많은 책들 가운데서도 

특히 사전에 의한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는 디킨슨 가족의 

서재에 있던 여러 사전 중 에밀리 디킨슨이 사용한 것은 웹스터(Noah 

Webster)의 『미국영어사전』(American Dictionary of the English 

Language) 1844년도 판본으로, 그녀는 정의뿐만이 아니라 어원까지 참

고하는 등 자신이 느끼기에 적절한 단어 선택을 위한 훈련이 그러한 

방대한 독서를 통해 이미 준비되어있었다고 설명한다(50). 디킨슨의 이

러한 언어 자체에 대한 관심은 그녀의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드

러나는데, 씨월(Richard B. Sewall)은 1840년대부터 디킨슨 가족과 친

밀한 관계를 맺었던 리먼(Lyman) 가의 자제였던 조셉 B. 리먼(Joseph 

B. Lyman)이 에밀리 디킨슨과 독일 희곡을 함께 읽는 친구였으며, 그 

외에도 둘은 각자 타고난 언어적 감각을 바탕으로 리먼이 뉴잉글랜드

를 떠난 1851년 이후에도 꾸준히 편지를 주고받으며 문학적 교류를 한 

사이였다고 설명한다(423). 다음은 디킨슨이 리먼에게 보낸 편지의 일

부분이다; 

조셉, 나는 어리석은 소녀에 너는 참 학구적이었을 때 

우리는 단어가 값싸고 약하다고 여기곤 했지. 그런데 나는 

이제 그렇게 강력한 다른 것을 모르겠어. 그것의 동료들 

사이로 종이에 왕같이 앉아있는 것을 보고 내 모자를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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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하게 되는 것들이 있어. 때론 나도 하나를 적어보고 

그게 다른 그 어떤 사파이어보다 빛이 날 때까지 그 윤곽을 

들여다보기도 해.

We used to think, Joseph, when I was a unsifted girl 

and you so scholarly that words were cheap & weak. 

Now I don’t know of anything so mighty. There are 

[those] to which I lift my hat when I see them sitting 

princelike among their peers on the page. Sometimes I 

write one, and look at his outlines till he glows as no 

sapphire. (Lyman Letters 78)

언어에 대해 생각이 달라진 어린 디킨슨이 스스로 그 변화를 인지하고 

이에 대해 조셉에게 털어놓는 것은 그녀가 창조자로서의 정체성을 확

인하는 과정중 하나로 이해할 수 있다. 특히 디킨슨이 언어에 대해 “모

자를 들어 인사하게”될 만큼의 경외감이 든다고 말하는 것은 그녀가 

언어를 대하는 태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데, 이는 그녀가 창조 행위를 

하는 시인 본인임에도 불구하고 창조 매체인 언어를 다루기 힘든 무엇

으로 인식하며 불안을 느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그대를 데려갈까요? 하고 시인이 말했다

뽑혀 나온 언어에게 

더 나은 시도를 할 때까지

후보들과 기다리길 -

시인은 언어에 대한 관심을 들여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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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다리던 후보를 

부르려던 찰나에

거기 부르지도 않은 자가 찾아왔다 -

환상의 일부를 채우기 위해

그 단어는 자원했다 

천사가 계시한 

지명하지도 않은 말이 -

Shall I take thee, the Poet said

To the propounded word?

Be stationed with the Candidates

Till I have finer tried -

The Poet searched Philology

And when about to ring

For the suspended Candidate

There came unsummoned in -

That portion of the Vision

The Word applied to fill

Not unto nomination

The Cherubim reveal - (Fr1243)

   1243번 「나 그대를 데려갈까요? 하고 시인이 말했다」(Fr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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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ll I take thee, the Poet said”)의 첫 행에 드러나는 화자의 물음에

서도 알 수 있듯이 1243번의 화자는 언어를 향한 다소 조심스러운 태

도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화자는 창조 행위를 하는 신의 역할과 

글 쓰는 주체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함으로 시인의 창조 과정에서 경험

하는 긴장을 그린다. 화자가 주도적으로 언어를 다루는 듯한 이 상황은 

모종의 위계가 감지되며, “시인”(the Poet; 1)은 신과도 같은 영향력을 

지닌 것으로 묘사된다. 그런데 시인이 자신의 언어에 대한 관심을 바탕

으로 스스로가 “더 나은 시도를 할 때까지”(finer tried; 4) 알맞은 단어

를 찾는 와중에 갑자기 “부르지도 않은”(unsummoned; 8) 단어가 시인

이 쓰고 있는 시의 빈자리를 채운다. 시인의 “기다리라”(Be stationed; 

3)고 하거나 “부르려던”(about to ring; 6) 등의 행위들은 소용이 없고, 

그녀가 부르지도 않은 단어가 직접 나서는 것은 시인의 의도와는 상관

없이 그녀가 다룰 수 없는 힘을 행사함으로써 시인의 주체성을 흔들기 

시작한다. 이러한 불안은 첫 번째 연에서 화자가 “시인”(the Poet; 1)과 

자신의 목소리를 구별하지 않으면서 둘의 경계를 흐리는 모습에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한다. 시인이 첫 번째 연에서 보여주는 내면의 고민을 화

자가 큰 따옴표를 쓰지 않고 나타냄으로써 그것이 화자 자신의 고민일 

수도 있음을 암시한다. 더 나아가 단어가 “자원했다”(applied; 10)거나 

“후보”(Candidate; 7)로 “지명”(nomination; 11)하는 등의 시어는 창조 

매체에 불과한 단어에 모종의 인간성을 부여하며 시인의 주체성을 흔

드는 존재에 대해 암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디킨슨이 지인에게 쓴 서신 중 “내가 데려갈 수 있는 것은 몇 개 안

되지만 그것 하나하나가 최고급이어야 하기에, 나는 어떤 단어를 고를

지 망설이게 된다”(I hesitate which word to take, as I can take but 

few and each must be the chiefest; L873)고 말하는데, 그녀가 “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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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고 “고른다”는 표현에서도 알 수 있듯 시인의 주관적인 선택과 판단

으로 시를 창작하고자하는 의지를 알 수 있다. 그녀의 이러한 태도는 

그녀의 독서에 대한 연구의 초석을 다진 캡스(Jack L. Capps)에 의하

면 그녀가 자신이 쓰고자 하는 구절의 압축적인 특성을 달성할 수 있

는 그 특정 단어를 고르기 위해 수많은 단어와, 생각 및 이미지를 검토

했고, 가끔은 쓸 때 그 선택 과정의 지루함을 토로하기도 했다고 설명

한다(3). 달리 말해 디킨슨은 언어 자체가 지닌 무한한 영향력을 인지

하면서도 동시에 자신이 원하는 그 정확한 표현에 대한 탐색을 치열하

게 함으로써 시인으로서의 주체성을 확인하고자 한 것을 알 수 있다. 

모든 생각에 대한 말을 찾았어

내가 여태 가졌던 생각 중에 – 하나만 빼고 -

그리고 그게 – 나에게 반항을 해 -

마치 손으로 태양을 그려 보이려 애쓰는 것처럼

어둠에서 키워진 – 품종에게 - 

당신의 것은 어떻게 – 시작할까?

코치닐로 불꽃을 그려내거나-

마자린으로 – 자정16)을 나타낼 수 있을까?

I found the words to every thought

I ever had – but One –

And that – defies me –

16) 정오라는 뜻도 있지만 디킨슨은 “정오에 상응하는 밤의 시간대, 자정”이라는 뜻을 

고려하여 마자린에 비유한 것으로 보인다(“Noon”).



61

As a Hand did try to chalk the Sun

To Races – nurtured in the Dark –

How would your own – begin?

Can Blaze be shown in Cochineal17) –

Or Noon – in Mazarin18)? (Fr436)

  시인의 주체적으로 창작하고자 하는 의도와는 상관없이 그녀를 흔드

는 언어의 힘은 436번 「모든 생각에 대한 말을 찾았어」(Fr436 “I 

found the words to every thought”)의 화자가 말하는 자신이 하는 모

든 생각에 대한 말, 즉 단어를 찾았지만 어떤 한 생각에서 막히면서 자

기 경험의 언어적 재현 불가능성으로도 나타난다. 디킨슨은 창조 매체

로서 불완전한 언어의 한계를 그림으로써 이를 사용하는 시인의 창조

자로서의 불안과 주체성의 흔들림을 포착한다. 화자는 “찾았다”(found; 

1)는 말을 통해 생각을 언어로 표현하는 과정을 시인의 주체적인 행위

로 그린다. 그런데 그녀의 뜻대로 되지 않기도 하는 것을 생각이 “반항

한다”(defies; 3)고 표현하며 그녀의 주체성에 대한 위협을 감지한다. 

이 반항은 “마치 손으로 태양을 그려 보이려 애쓰는 것처럼”(As a 

Hand did try to chalk the Sun; 4) 무언가를 나타내기 위한 적절한 

단어를 찾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상태를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허버드(Melanie Hubbard)는 436번이 아주 개인적인 경험조차도 양

식화된 공적인 언어로 나타내야함을 인식하는 작품이라고 설명한다

17) 1. 빨간색, 화려한 주홍색 2. 멕시코의 코쿠스 선인장의 연지벌레로부터 얻은 색소

(“Cochineal”)
18) 남색, 진한 파란색; 거꾸로 된 푸른색 그릇(“Mazar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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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 그러나 “어둠”(Dark; 5)에서 키워진 품종은 빛이 없는 곳에서 

자란 것이기에 빛을 그려줘도 알기 힘들고, 이는 상대방이 경험해보지 

못한 것을 언어로 표현하는 데에 있어서 필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다. 그는 “불꽃”(Blaze; 7)과 “자정”(Noon; 8)을 설명하기 위

해 “코치닐”(Cochineal; 7)과 “마자린”(Mazarin; 8)을 보여주지만, 불

꽃과 자정을 본 적이 없는 이에게 코치닐과 마자린을 보여준다고 해서 

그 경험이 그대로 재현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에 대해 랍은 시와 시

인의 역할에 대한 디킨슨의 태도를 논의한 그의 글에서 진리나 본질은 

인간의 이해 너머에 있으며, 그나마 정신적 활동과 언어로 간접적으로

나마 근접하게 다룰 수 있다고 말한다(274). 하지만 코치닐과 마자린은 

일상적이라고 하기에는 다소 생소한 표현들이며, 이를 통해 디킨슨은 

언어의 재현적인 표현의 한계를 나타낸다. 한편 하겐부글은 디킨슨에게

는 경험을 언어로 나타내는 것이 곧 그 경험을 최대한으로 이해하는 

것이었으며, 그것을 적절히 나타내는 데에 실패할지라도 그 자체로 그 

존재의 비밀을 파헤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설명한다(“Sign and”151). 

그러나 이 작품은 생각을 적절한 언어로 나타내는 것의 실패가 아니라 

경험 자체를 언어로 재현하는 것의 불가능성을 지적하는 것으로 이해

해야한다. 디킨슨이 436번에서 그리는 시인은 주체적으로 적절한 언어

를 찾기 위해 노력하지만 언어로 재현이 불가능한 것에 대한 인식을 

함으로써 주체성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준다.

  시인이 의도대로 재현되지 않는 언어의 한계는 역으로 예측 불가능

성을 띄고 글 쓰는 주체에게 불안을 준다. 1268번 「종이에 무심하게 

떨어진 단어는」(Fr1268 “A Word dropped careless on a Page” )의 

화자는 언어를 질병으로 그리면서 이를 다루는 시인의 능력에 대해 이

야기한다. 화자는 그 어떠한 특별한 의도도 없이 시인에 의해 “무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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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떨어진”(dropped careless; 1)단어들이 모여서 하나의 작품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며 궁극적으로는 시인의 역할이 축소되는 것 

같은 상황을 연출하고, 이는 시인과 그에 의해 쓰이는 단어, 즉 언어 

간에 모종의 긴장감이 있음을 암시한다. 

종이에 무심하게 떨어진 단어는 

눈을 축성시킬지도 모른다

영원한 주름대로 접혔을 때

주름진 작가가 누워있다

문장에 있는 감염은 퍼지고

우리는 절망을 들이마신다

몇 세기나 떨어진

그 말라리아로부터 – 

A Word dropped careless on a Page

May consecrate an Eye

When folded in perpetual seam

The Wrinkled Author lie

Infection in the sentence breeds

We may inhale Despair

At distances of Centuries

From the Malaria - (Fr1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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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어”(Word; 1)는 글 혹은 언어에 대한 제유(synecdoche)로서 화자

는 이것이 지니는 영향력이 그것을 읽는 “눈을 축성시킬지도 모른

다”(May consecrate an Eye; 2)고 말한다. 이 단어라는 것이 모종의 

종교적이고 성스러운 영향력을 지닌 것처럼 그려지는 점은 디킨슨이 

살았던 19세기 미국 뉴잉글랜드의 청교도 중심의 사회 분위기와 환경

을 고려했을 때, 꽤 대단한 영향력을 지닌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작

가의 펜촉에서 떨어진 단어는 문장의 “감염”(Infection; 5)으로도 비유

될 정도로 치명적인 힘을 지닌다. 축성이 단어를 읽는 눈을 축성시킬 

정도였던 영향력, 즉 독자가 자신의 의지로 글을 읽고 그것의 영향을 

받는 것이었다면, 두 번째 연의 감염은 사람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옮는 

질병에 비유한다. 축성과 감염은 각각 성스러움과 질병 혹은 오염을 연

상시켜 서로 반대되는 의미를 가진 것 같지만 두 시어 모두 시인과 언

어의 영향력에 대한 비유다. 축성은 신성하고 축복하는 의미를 지니면

서 “눈”(an Eye; 2), 즉 단수로 표현되는 어떤 대상을 향하고 감염은 

그 범위를 파악할 수 없을 만큼 무섭게 퍼지는 속성을 지녔고, 심지어 

수세기 전의 절망까지도 들이마시게 한다는 점에서 전하는 것과 그 범

위가 다를 뿐, 성스러운 힘과 걷잡을 수 없이 “퍼지는”(breeds; 6) 강

한 생명력은 그만큼 대단한 단어의 영향력을 의미한다. 문장의 감염을 

통해 퍼진 “말라리아”(Malaria; 8)라는 단어는 에밀리 디킨슨 아카이브

에 탑재된 『에밀리 디킨슨 어휘 목록』(Emily Dickinson Lexicon)19)

에 의하면 6연의 “들이마신다”(inhale; 6)는 동사를 의식한 듯, 이탈리

아 어원의 “나쁜 공기”(It. mal+aria, bad air)를 뜻한 것으로 볼 수 있

19) 디킨슨의 시편 및 서신과 웹스터(Noah Webster)의 『미국영어사전』(American 

Dictionary of the English Language) 1844년도 판본, 『옥스포드 영어사전』(The 

Oxford English Dictionary)과 다른 여러 자료를 바탕으로 만든 약 9,275개의 단어

로 이루어진 어휘 사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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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Malaria”). 화자가 말하는 “나쁜 공기”는 시공간을 초월하여 문장

을 통해 감염과 “절망”(Despair; 6)을 전한다. 기실 병든 육체라면 곧 

죽음을 생각하기 마련이지만 병든 문장은 더욱 강한 생명력으로 버티

는 것을 암시한다.

  무심하게 떨어진 단어의 영향력처럼 시인의 통제 바깥에 있는 언어

에 대해 디킨슨은 꾸준히 의식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시인의 생각에 

알맞은 단어를 만나는 과정에 대한 묘사를 반복해서 다루는 것은 시인

인 그녀조차도 다루기 힘든 언어의 예측 불가능성을 나타낸다.

당신의 생각에 알맞은 단어가 매일 있는 것은 아니다

그들은 한순간에 온다

성찬식 포도주의

소수만 알 수 있는 놀라운 한 모금처럼

맛보는 동안에는 자유롭고

사근사근한 듯 해도

그것의 가치를 헤아릴 수는 없다 -

그것의 드묾도 

Your thoughts dont have words every day

They come a single time

Like signal esoteric sips

Of the communion Wine

Which while you taste so free seems

So affable to be

You cannot comprehend it’s pr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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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 it’s infrequency (Fr1476)

1476번 「당신의 생각에 알맞은 단어가 매일 있는 것은 아니다」

(Fr1476 “Your thoughts dont have words every day”)의 화자가 시인

의 생각에 알맞은 단어를 “성찬식 포도주”(the communion Wine; 4)

의 희소성을 지닌 맛으로 묘사하며 시인이 주체적으로 언어를 다루는 

것보다 그 생각에 대한 단어가 떠오르는 경험의 “가치”(price; 7)를 성

찬식 포도주만큼 신성한(divine) 것으로 여긴다. 그녀가 초점을 맞추는 

포도주의 맛은 “한순간”(single; 2)에 오고 또 “한 모금”(sips; 3)씩 몸

으로 들어온다는 점에서 이 모든 시 쓰는 과정이 그녀의 말초적인 감

각을 자극하는 강렬한 경험인 것을 알 수 있다. 달리 말해 이러한 단어

를 떠올리게 되는 순간이 시인에게는 아주 드문 경험이자 그녀를 강하

게 자극하는 경험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온다”(come; 2)는 시인의 의

지와는 상관없이 시인의 내면이 아닌 외부에서 오는 어떠한 적절한 단

어에 대한 표현으로써 그 방향성이 외부에서 내부로, 즉 감각을 자극하

는 외부의 경험에 의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성찬식 포도주의 

맛에 비유되는 이 단어는 시 혹은 시적 영감에 대한 비유로도 볼 수 

있는데, 이 또한 마찬가지로 시인 스스로가 주체적인 창작을 하는 것이 

아닌 외부의 영향에 의해 이루어지는 시 창작을 의미하여 시인의 역할

을 흐리게 한다. 

  디킨슨의 창작 주체로서의 시인이라는 자의식은 창작 매체인 언어에 

의한 흔들림을 계속해서 겪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시인과 언어가 이루

는 긴장을 통해 그녀의 시가 힘을 얻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녀는 언어 

자체가 다루기 힘든 무엇으로서 창작 주체를 시험하는 과정을 있는 그

대로 보여주는 데에서 더 나아가 언어에 내재되어있는 남성성이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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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인에게 가져다주는 불안 또한 다룬다. 그러한 여성 시인과 언어의 위

계질서가 드러나는 작품 764번 「나의 삶은 서있었다 – 장전된 총처

럼 –」(Fr764 “My Life had stood – a Loaded Gun -”)은 총과 주

인에 대한 비유로 그 긴장을 나타낸다. 총이 시적 언어에 대한 비유라

면 주인은 시인인 것이다. 총과 주인의 비유가 무엇에 대한 비유인지는 

학자들 간 의견이 매우 분분하며 그들 대부분은 디킨슨의 시인으로서

의 자아 혹은 특별히 여성 시인으로서의 자아를 의식한 해석을 한다. 

예컨대 그들 중 상당수의 비평가들은 “주인”을 남성 혹은 남성성을 지

닌 존재로 인식하고 “총”은 여성 예술가 혹은 여성성을 지닌 존재로 

설명한다. 밀러의 경우 총을 성인이 되기 이전의 사춘기에 머물러 있는 

소녀에 비유하며 그녀를 보호하고 지켜줄 남성 주인을 기다리는 것으

로 해석한다. 그녀는 총의 파괴적인 힘을 시 창작에 비유하며 주인과 

함께 하는 모든 것들이 예술 활동으로 나타남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부

분적으로는 시인의 창작에 대한 해석을 내놓기도 하지만(A Poet’s 

Grammar 126), 주인을 남성으로 인식하며 총이 자발적으로 취하는 행

동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성인 주인에게 상당 부분 의지하

기에 결과적으로는 여성 시인의 주체성의 부재를 뜻한다. 비슷한 맥락

에서 폴락(Vivian R. Pollak)은 총이 가리키는 것은 디킨슨 자신이며 

주인은 그녀의 남성화된 공격성이라고 설명하는데(151), 이 역시도 남

성성을 지닌 존재에 기대야만 하는 해석의 한계를 보여준다. 모스버그

(Barbara Antonina Clarke Mossberg)는 디킨슨이 764번을 통해 여성

이 지닌 “시적 능력”(poetic power)을 총에 비유하며, “잠재적으로 폭

발적인 힘”(potentially explosive)이 있지만, 

... 한편으로는 의존적이고, 조종되고, 수동적이고, 죽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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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고, 소유된, 이제는 그 "생명"이 지난 사물이자, 도구였던, 

그 정체성과 가치가 무기로서의 유용함을 이루며, 그녀의 

주인이 원할 때 사용되어진다. - 주인이 없이는 그녀는 

무력하다.

... but again dependent, manipulated, passive, inanimate, 

and owned, an object whose “life,” now past, has been 

as a tool, and whose identity and value are a function 

of her serviceability as a weapon-and her master’s desire 

to use her.  - without a master, she is 

impotent.(Mossberg 20)

고 지적한다. 모스버그는 앞서 언급한 비평가들과 마찬가지로 총으로 

비유되는 화자의 삶은 “힘이 세고, 남성적인 ‘주인’”(powerful, 

masculine, “master”; 21)같은 인물에게 의지해야만 하는 것으로 해석

하며, 화자 자신의 뜻이 아닌 “그의 뜻”(his will; 23)을 나타내는 것이

기에 시인으로서 “주체적”(autonomous; 23)일 수 없다고 설명한다. 이

와 같은 해석은 모두 764번의 화자를 통해 디킨슨의 시인으로서의, 여

성 시인으로서의 주체적인 자아에 대한 한계를 짚는다. 그런가하면 와

이즈버치(Robert Weisbuch)는 764번이 “언어의 힘에 대한 묘

사”(description of the power of language; 34)라고 해석하며 언어의 

힘이 그것을 생산해내는 인간보다도 더 강조된다고 설명한다. 그는 총

이 시적 언어를 나타내고 주인은 “시적 영감”(poetic inspiration; 38)을 

의미한다고 말하면서 결국 화자는 밖으로부터 오는 모종의 시적 영감

에 의존해야만하기에 “고유의 영감”(authentic inspiration; 38)이 없는 

주체성을 발휘할 수 없는 존재라고 규정한다. 그러나 이 시는 총과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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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 비유를 통해 폭발적인 힘을 가진 언어와 그것을 다루고자 하는 

시인 사이의 긴장 이면에 남성적인 소재와 위계 관계를 조명함으로써 

주인과 주체성에 대한 개념을 다룬다.

내 삶은 – 장전된 총처럼 -

구석에 서있었다 – 그러던 어느 날 

그 주인이 지나가다 – 알아보고 -

날 데려갔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국왕의 숲을 거닐고 -

그리고 이제 우리는 사슴 사냥을 한다 -

내가 그를 대신하여 말할 때마다

산들은 바로 답한다 -

그리고 내가 미소를 지으면, 참 다정한 빛이 

골짜기에 비춘다 -

그것은 마치 베수비어스의 얼굴이

그의 즐거움을 뿜어내는 듯하다 -

그리고 밤이 되어 – 즐거웠던 하루의 끝이 오면 -

나는 주인님의 머리맡을 지킨다

솜털 오리로 된 푹신한 베개를 나눠 뉘느니 -

그것이 더 좋다 -

그의 적에게 – 나는 무서운 적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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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노란 총구를 겨누거나 -

엄지에 힘을 주면 -

아무도 두 번 다시 움직이지 못한다 -

비록 그보다 내가 – 더 오래 살지 모르나

그가 나보다 – 더 오래 살아야 한다 -

나는 죽이는 능력은 있어도,

죽을 힘은 – 없으므로 -

My Life had stood - a Loaded Gun -

In Corners - till a Day

The Owner passed - identified -

And carried Me away -

And now We roam in Sovreign20) Woods -

And now We hunt the Doe -

And every time I speak for Him

The Mountains straight reply -

And do I smile, such cordial light

Opon the Valley glow -

It is as a Vesuvian face

20) 디킨슨은 “upon”을 “opon”으로 쓰거나, 부호의 위치를 통상적인 문법 사용과는 

다른 곳에 표기하는 등 오류인 것처럼 보이는 특징적인 철자 및 구두점 표기 습관

이 있었다. 764번의 “Sovreign” 역시 “Sovereign”이 올바른 철자이지만 본고에는 그

녀가 썼던 그대로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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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d let it’s pleasure through -

And when at Night - Our good Day done -

I guard My Master’s Head -

’Tis better than the Eider Duck’s

Deep Pillow - to have shared -

To foe of His - I’m deadly foe -

None stir the second time -

On whom I lay a Yellow Eye -

Or an emphatic Thumb -

Though I than He - may longer live

He longer must - than I -

For I have but the power to kill,

Without - the power to die - (Fr764)

  764번의 “장전된 총”(Loaded gun; 1)은 화자의 준비된 삶 및 상태

를 가리키지만 자신의 의지로 움직일 수 없는 그의 모순적인 상황은 

총이 갖는 위협적인 힘에 무력감을 더한다. 이러한 상태의 화자를 데려

간 지나가던 “주인”(The Owner; 3)은 “장전된 총”의 모순적인 상황을 

해소해주는 것을 알 수 있다. “국왕의 숲을 거닐고 –”(roam in 

Sovreign Woods –; 5) “그를 대신하여 말하”(speak for Him; 7)는 

등의 총이 하는 행위는 주인이 그를 들고 다니거나 발사하지 않으면 

스스로는 할 수 없는, 주인에게 의존해야만 가능한 힘의 행사다. 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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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주인에게 의존하는 것이, 주인에게 간택 받아 함께 다닐 수 있

는 것이 만족스러운 듯이 웃거나 “즐거웠던 하루”(good Day; 13)의 

끝을 마무리한다.   

  그런데 “우리”(We; 5)라고 지칭하는 것은 단 두 번뿐인 것에 비해 

계속해서 들리는 “나”(I)는 둘의 관계가 정말 아름다운 주종관계인지 

의심케 한다. 주인과 함께 잠에 들기보다 나서서 머리맡을 지킬 때부터 

화자는 점점 자신이 얼마나 주인을 잘 보필하고 있는지, 얼마나 힘이 

센지 등 자랑거리가 많아진다. 기실 무생물인 총으로 비유되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 화자의 주체적인 움직임이 감지된다. 화자는 분명히 주인

을 위해 말하고 그를 지키는 등의 주인 위주의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

지만, 메아리처럼 계속해서 들리는 “나”(I)라는 시어는 화자가 스스로를 

전면에 내세우는 것처럼 보인다. 적을 만났을 때 “노란 총구를 겨

누”(lay a Yellow Eye –; 19)거나 “엄지에 힘을 주”(emphatic 

Thumb; 20)는 무력을 행사하는 총의 힘은 위협적이지만 사실 주인이 

없이는 행사할 수 없는 힘이다. 그러나 주인의 역할은 거의 지워져있다

시피 하다. 오히려 총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나약한 주인인 것처럼 그

려지는가 하면, 총을 만난 이후로 주인은 그를 만나기 이전보다 더 수

동적으로 변한 것 같기까지 하다. 이러한 총과 주인의 관계는 언어와 

시인의 관계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언어가 갖는 힘은 총이 가진 위협

적인 힘이지만 스스로 작동하지는 못하므로 주인, 즉 시인이 있어야만 

그 폭발적인 힘이 발휘된다. 하지만 동시에 디킨슨은 총으로 그려지는 

언어의 그러한 힘을 언제든지 시인의 주체성을 위협할 수 있는 힘으로

도 인식한다. 

  디킨슨은 시인의 창조 매체인 언어가 남성성을 지닌 것을 특히 언어

가 내포하는 권위와 위계질서를 통해 나타낸다. 숏(Bryan C. Short)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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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디킨슨의 언어적 권위의 근원”(the origins of Dickinson’s verbal 

authority)이 그녀의 “대명사 사용방식”(use of pronouns)에 있다고 본

다. 그는 “반복되는 대명사와 추상적인 명사 및 동사가 폭넓고 모순적

인 분리를 자아낸다 ”(repeated pronouns and abstract nouns and 

verbs create an effect of lofty ironic detachment)고 말하며 특히 이

러한 자질은 그녀가 여성 시인으로서 “남성적인 형태의 권

위”(masculine forms of authority)에 대한 그녀만의 적절한 반응으로 

나타난다고 주장한다(112). 디킨슨이 히긴슨에게 보낸 서신에, “내가 

노래의 주인공으로, 내 자신을 내세우는 것은 – 나를 – 의미하는 것

이 아니라 – 어떤 가정된 인물이에요”(When I state myself, as the 

Representative of the Verse – it does not mean – me – but a 

supposed person; L268)라고 하는 것은 그녀의 작품 속 화자들이 자

전적이지 않을 가능성을 제시함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나”(I), “내 자

신”(Myself), “나의”(My) 등 화자가 자기 자신을 강조하는 것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진 것과 궤를 같이하는 해석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딜은 “권위 있게 말을 하는 것은 그에게 너무나 큰 대가를 치르게 할

지도 모른다”(To speak authoritatively may exact too great a price)

고 말하며 디킨슨이 “작가의 정신이 경험에 대해 갖는 우월함에 대한 

확신”(an assertion of primacy over experience holds for the 

authorial psyche)이 어떤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지 인식했고, 때문에 

그녀가 이러한 권위적인 언어에 대해서는 더욱 “양면적인”(ambivalent) 

태도를 취했다고 주장한다(“The Ample Word” 2). 

  시인이 그의 주체성을 위협받는 언어의 영향력은 시적 언어로서 존

재할 때 그 힘이 배가 된다. 특히 디킨슨의 경우 여성 시인으로서 언어

의 남성적인 특성에 의한 영향을 무시할 수 없었기에 그녀만의 방식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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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언어가 행사하는 남성성을 역으로 이용하여 시인으로서의 주체성을 

확립하고자 한다. 466번 「나는 가능성에 산다 –」(Fr466 “I dwell in 

Possibility -”)의 가능성은 시와 그것을 이루는 시적 언어를 가리킴으

로써 시인이 그곳에 들어가 사는 것과 같은 모습을 그린다. 동시에 

‘업’으로서의 시를 가리키면서 이 모든 것에 대한 통제가 가능한 존재

이면서 동시에 그곳에 산다는 표현을 통해 그곳의 주인일 수도 있는 

가능성을 암시한다. 

나는 가능성에 산다 - 

산문보다 아름다운 집 -

창문이 더 많은 -

더 우수한 – 문 -

침실은 백향목같이 -

눈으로 뚫을 수 없고 -

영원한 지붕으로는 -

하늘로 된 맞배지붕 -

손님들은 – 가장 아름다운 -

업으로서의 – 이것은 -

나의 작은 손을 넓게 벌리는 것 

낙원을 모으기 위해 - 

I dwell in Possibility - 

A fairer House than Pros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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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e numerous of Windows -

Superior – for Doors -

Of Chambers as the Cedars -

Impregnable of eye -

And for an everlasting Roof

The Gambrels of the Sky -

Of Visitors – the fairest -

For Occupation – This -

The spreading wide my narrow Hands

To gather Paradise - (Fr466) 

화자는 시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지만 “가능성”(Possibility; 1)과 “산

문”(Prose; 2)의 병렬적인 배치를 통해 시에 대한 환유를 시도한다. 가

능성이라는 집은 산문보다 창문이 개수도 많고 문도 더 우수하여 더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더 열린 공간으로 묘사되는데, 산문에 비해 쉽게 

가늠할 수 없고 정해진 답이 없이 여러 해석의 여지가 가능한 시 장르, 

즉 운문을 가리킨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화자는 바로 다음 행에서 그

동안 강조해온 열린 공간이라는 묘사와는 어울리지 않는 “눈으로는 뚫

을 수 없는”(Impregnable of eye -; 6) 침실에 대해 이야기한다. “백향

목”(Cedars; 5)같은 침실은 그 자체로 모종의 성스러움21)을 지니면서 

21) 성경에서 신이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

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

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필자

강조, 개역개정 사무엘하 7:7) (Wherever I have moved with all the Israel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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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집이 의미하는 시 자체에도 신성함을 더한다. 하지만 바로 그런 점

에서 이 집이 모든 것에 대해 개방적일 수는 없을 것이라는 의심을 품

게 한다. 주하즈(Suzanne Juhasz)는 “눈으로 뚫을 수 없는” 백향목의 

견고함이 466번 화자가 만들어내는 건축물 비유를 뒷받침한다고 본다

(The Undiscovered 20). 실제 집을 지을 때 건물이 견고하게 지어져야

하는 것을 연상시키는 비유이자 시를 쓰는 데에 있어서 필요한 견고한 

형식이 떠오르는 대목이다. 또한 이 견고함을 시가 지닌다면 아무나 

‘눈으로 볼 수 없는’ 혹은 ‘이해할 수 없는’이라는 뜻을 내포한다고 짐

작할 수 있는데, 폴락은 가능성이라는 집의 “방대한 크기”(limitless 

amplitude; 16)를 인정하면서 동시에 “눈으로 뚫을 수 없고”라는 표현

을 통해 디킨슨이 당시의 “재단하는 사회”(judgmental society; 16)로

부터 분리된 독립적인 시 쓰기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해석한다. 폴락의 

지적은 당대의 독자층을 염두에 둔다는 점에서 분명 의미가 있지만, 세 

번째 연에서야 등장하는 “손님”(Visitors; 9)까지는 포괄하지 않는다. 

기실 손님의 존재는 화자의 주인으로서의 위치를 확인시켜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화자 본인의 선택과 초대로 오게 될 “가장 아름다운”(the 

fairest; 9) 손님들의 존재는 역으로 “나”(I; 1)가 사는 이 집의 주인이 

화자임을 암시한다. 

  화자가 말하는 가능성의 집이 창문이 더 많고 문도 더 우수하다는 

비유는 시인과 시의 관계에 대한 해석에만 그치지 않는다. 밴저(Judith 

Banzer)는 디킨슨과 허버트(George Herbert)의 예술적 창조 활동과 건

물 짓기에 대한 비유에 대해 쓴 글에서 이 시에서 말하는 가능성, 곧 

did I ever say to any of their rulers whom I commanded to shepherd my 

people Israel, “Why have you not built me a house of cedar?”; NIV, 2 Samuel 

7.7)고 말하듯이 백향목은 성전을 짓는데 쓰이는 성스러운 원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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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적 정신과 시 자체가 지니는 수용성이 “집처럼 신뢰할만하

다”(reliable as a house; 422)고 말하는데, 사실 이 수용성은 시인을 

가리키는 시적 정신과 시 자체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손님들을 의

미하는 독자에게도 적용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시인의 입장과 시를 읽

는 독자의 입장 모두를 아우르는 비유이기 때문이다. 또한 시라는 집을 

도식적으로 살펴보면 하늘을 맞배지붕 삼아 작은 두 손을 벌리면 품 

안으로 너른 하늘이 닿고, 또 많은 창문을 통해 빛이 들어와 집을 밝게 

해준다. 시인은 이처럼 시 장르가 지닌 개방성을 통해 상상력을 무한하

게 발현할 수 있는 한편, 독자도 또한 그러한 시를 읽어내려 갈 때 상

상력을 발휘하여 다양한 해석의 여지가 있음이 나타난다. 

  466번에서 주목했던 손님들은 비록 다른 표현이지만 445번 「그들은 

나를 산문에 가두었다 –」(Fr445 “They shut me up in Prose -”)에

서도 등장한다. “그들”(They; 1)이라고 칭해진 사람들에 의해 “산

문”(Prose; 1)에 갇힌 것과 어렸을 적 옷장에 갇힌 기억을 함께 이야기

하는 화자는 어떠한 생각을 강요받는 것을 그 생각에 가두어지는 것으

로 표현한다. 그들은 남성 중심의 언어와 이를 중심으로 존재하는 남성 

중심적인 가치관으로써 여성 시인이 글 쓰는 행위의 매체인 언어를 이

용한 예술을 하면서 느끼는 불안의 바탕이 된다.  

그들은 나를 산문에 가두었다 -

내가 어린 소녀였을 때처럼 

그들은 나를 옷장 안에 넣었다 -

내가 ‘가만히 있는 것’이 좋아서 -

They shut me up in Pros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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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when a little Girl

They put me in the Closet -

Because they liked me “still”- (Fr445 1-4)

  화자는 자신이 어린 소녀였을 적에 그런 곳에 갇혔던 경험과 현재 

누군가가 자신을 산문에 가두는 상황을 병치시키며 모종의 긴장감을 

나타낸다. 이러한 긴장감은 시간이 지났어도 계속해서 화자가 어떠한 

폭력의 대상, 감금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특히 

“어린 소녀”(little Girl; 2), 즉 여성인 화자가 산문에 갇힌다는 비유의 

의미는 그녀에게 산문 이외의 문학 장르에 대한 접근이 금지되는 것을 

짐작케 한다. 이 산문은 디킨슨이 466번 「나는 가능성에 산다 -」

(Fr466 “I dwell in Possibility -”)에서 “가능성”에 비교되는 그 산문처

럼 옷장같이 비좁은 공간으로써 여성 시인에게 가해진 억압을 나타낼 

뿐만이 아니라 이 억압을 행한 “그들”(They; 1)에게도 주목케 한다. 특

히 자신을 옷장 안에 넣었다고 말하며 쓰는 “‘가만히’”(“still”; 4)라는 

단어는 작품 내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큰 따옴표를 일종의 고

정시키는 장치처럼 쓰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여성인 화자를 움

직이지 못하게 만들고 그들의 뜻대로 다루기 위한 도구로 쓰이지만 한

편으로는 그러한 그들의 의도와는 달리 직접적인 대화를 표시하거나 

강조하기 위해 쓰이는 큰 따옴표의 역할 자체로 인해 시 전체의 외관 

상 가장 눈에 띄고 동적인 느낌을 자아낸다. 

가만히! 그들 자신도 몰래 볼 수 있었다면 -

그리고 내 뇌가 – 돌아가는 것을 보았다면 -

그들도 새를 잡아 넣어버렸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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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역으로 – 교도소에 -

그 새 자신은 바라기만 하면

별만큼이나 쉽게

감금된 것을 내려다보고 –

웃겠지 – 나도 그러면 된다 - 

Still! Could themself have peeped -

And seen my Brain – go round -

They might as wise have lodged a Bird

For Treason – in the Pound -

Himself has but to will

And easy as a Star

Look down opon Captivity -

And laugh – No more have I - (Fr445 5-12)

  이와 같이 1연의 마지막 행에서 주목받았던 단어인 “가만히”(still)는 

2연의 첫 행에서 약간의 구두점 변화와 함께 “가만히!”(Still!; 5)로 재

등장한다. 1연에서는 큰 따옴표와 소문자로 이루어진 ‘가만히’라는 단

어가 그 뜻과 어울리게 다소 정적이고 고정된 느낌이었다면, 2연에서는 

연을 시작하는 대문자와 느낌표의 쓰임을 통해 화자의 감정을 강하게 

드러내면서 바로 직전의 ‘가만히’라는 시어에 대해 강한 반발심을 표출

한다. 이는 곧 “돌아가는”(go round; 6)과 “교도소”(pound; 8)에서 나

타나는 어린 소녀와 같은 어투와 운율로 이어지며 그들을 기만하는 듯



80

한 상황이 연출된다. 또한 새소리를 나타내는 의성어이자 “몰래 보

다”(peep; 5)는 뜻을 가진 단어와 “그들”(themself; 9)을 복수형이 아닌 

단수형으로 쓴 것은 의도적으로 어린 아이의 문법 형태를 나타냄으로

써 화자가 어린 소녀인 척을 하면서 진심을 모호하게나마 전달하는 것

을 알 수 있다. 

  화자가 계속해서 경계하는 그들이 화자의 머릿속을 몰래 보고 그 

“돌아가는”(go round; 6) 모습을 보았더라면 그때에는 “반역으로”(For 

Treason; 8) 새를 가두었을 것이라고 말하는데 이 반역은 사실 “그들”

의 시선에서 볼 때 반역인 것을 의미한다. 마치 원래 산문만 써야하는 

여성이 시를 쓰는 것을 가리키듯, 혹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가두어놓

은 새가 새장에서 노래하듯이 시 쓰는 것을 멈추지 않은 것을 반역이

라고 하는 것이다. 랍은 그녀가 일상적이고 관습적인 기대에 옭아 메이

길 거부하는 것이며, 비록 그녀의 물리적인 자유가 제한 받을지라도 결

코 창조할 자유를 포기하지 않을 것을 새의 모습을 통해 나타낸다고 

말한다(Raab 290). 이처럼 화자는 그들의 계속되는 통제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어딘가에 고정되거나 파악되기를 거부한다. 새를 새장에 가두더

라도 조용히 하도록 통제하지 못하는 것과 산문에 의해 몸이 구속당하

더라도 화자의 머릿속만큼은 그 어떠한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하

고자하는 일을 해내는 것이 그 거부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다. 

  피너티(Páraic Finnerty)는 다른 동시대의 여성 작가들이 사회적이거

나 윤리적인 목적을 위해 집안의 영역이나 여성의 타고난 도덕성을 찬

미하고 정숙함, 경건함, 그리고 건전함과 같은 “여성다움”(femininity)에 

대해 글을 썼다면, 디킨슨이 가장 좋아했던 작가들은 감성적인 가정의 

영역과 여성의 순종적인 태도나, 수동성, 그리고 유순함에 대해 그들의 

실제 삶과 글 속에서 도전하는 모습을 나타냈다고 설명한다. 그들은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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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을 받거나 한계에 부딪히는 등의 고난에 빠지는 여성을 주인공으로 

삼았고, 디킨슨 또한 이러한 소재를 자신의 시에 가져온 것이라고 이야

기한다(Finnerty 110). 마찬가지로 445번의 화자 또한 새의 시선에서 

“나도 그러면 된다”(No more have I -; 12)고 말하며 자신의 온전한 

지적 활동을 통해 그곳을 벗어남으로써 남성 중심의 언어와 문학 전통 

안에서 강요받는 생각, 즉 산문에 갇히지 않는 노력으로 “여성” 시인으

로서의 주체성을 확립한다.

  디킨슨은 자신의 시를 통해 언어 자체가 가진 영향력이 시인의 주체

성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모습들을 보여준다. 시인의 창작을 위한 매체

로서의 역할을 하는 언어와 그 이상의, 시인이 다룰 수 없는 힘을 가진 

언어의 모습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려 애쓰기보다는 시인의 언어가 지

닌 무한함과 한계를 통해 오히려 시인의 연약함을 조명한다. 또한 언어 

자체가 지니는 남성성으로부터 오는 불안을 역으로 이용하여 시인으로

서의 주체성을 확립하고자 하는 디킨슨의 시도는 글 쓰는 주체의 불안

을 시인의 창조 행위에 있어서 필요한 요소로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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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시인의 언어는 그의 자아를 형성하고 나타내는 매체이자 창조 작업

의 재료다. 단어 선택 하나에도 그의 개성과 신념이 깃들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시인의 창조 행위며 곧 시인의 주체성을 구현하는 작업이다. 

디킨슨이 시를 쓰는 행위 자체에 대해 주목함은 그녀의 시인으로서의 

주체성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이자 그녀의 시적 자아를 구축하는 원동

력이 된다. 특히 시인의 시를 쓰는 행위에 창조주와 창조물부터 남성과 

여성, 그리고 시인과 시의 관계 속에서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주인의 개

념을 더하여 그 관계를 규정하려는 노력을 한다. 이러한 다양한 비유들 

사이로 복잡하게 얽힌 여러 방향의 권위 관계는 하나로 고정하기 힘든 

주체성을 만들어낸다. 또한 그녀는 시인으로서의 주체적인 자아를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된다는 것과 연결시키며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여성이기 

때문에, 그리고 19세기 미국의 청교도적 신앙관에 있어서는 인간이기 

때문에 내려놓아야 하는 주체성에 관한 이야기를 그녀의 시에 포함한

다. 그녀에게 있어서 가부장적인 남성 중심의 사회와 신본주의의 청교

도적인 신앙관을 거스를 수 있는 사명(vocation)은 바로 시인과 그의 

언어인 것이다. 

  디킨슨의 시인으로서의 자의식은 그녀가 언어를 다루는 방식을 통해 

나타난다. 그녀에게 시를 쓰는 행위는 일종의 언어적 창조 행위로써의 

의미를 가지며, 언어가 지니는 힘과 그것을 다루는 창조자로서의 시인

이 구축하는 주체적인 자아에 대한 열망이 작품을 통해 드러난다. 그녀

는 언어가 가진 힘, 그중에서도 시인에 의해 조탁된 시적 언어가 지니

는 힘이 발현되는 모습에 따라 확인되는 시인의 주체성에 대한 고민을 

자신의 시를 통해 나타낸다. 디킨슨은 시인의 시를 쓰는 행위를 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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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 행위에 견줄만한 포괄적인 힘을 지닌 것으로 보았으며, 그 기저에

는 시를 쓰는 행위가 그녀에게 주체성을 부여하리라는 기대가 있다.

  디킨슨은 창조자를 주체적인 존재로 만드는 것은 그의 창조물이 아

니라 창조하는 행위임을 나타낸다. 보이는 듯 보이지 않는 모호한 존재

감을 지닌 거미줄이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향으로 맡을 수 있는 향

유, 시공간의 제약을 받아 그 존재감 역시 제약이 많은 무용 예술, 그

리고 눈부시지만 손에는 잡히지 않는 빛 등과 같은 형상이 모호한 창

조물 모두 어떠한 영원한 형상으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디킨슨의 방점은 이러한 창조물들이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 즉 

행위 자체에 있으며 그것이 창조자를 창조자답게, 시인을 시인답게 하

는 것으로 본다.

  디킨슨은 시를 쓰는 행위를 통해 시인으로서의 주체성을 드러내면서

도 그녀가 항시 견제해야했던 창조 행위가 주는 불안과 언어 자체가 

주는 불안을 가부장적인 남성 중심의 사회적 시선도, 19세기 미국의 

청교도적 신념도 아닌 그녀 자신에게서 찾는다. 

그리고 무언가 이상하다 – 내안에 -

나였던 그 사람과 -

이 사람이 – 똑같이 느껴지지 않는다 -

이것이 광기일까 – 이것이? 

And Something’s odd – within –

That person that I was -

And this One – do not feel the same -

Could it be Madness – this? (Fr423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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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한 불안은 423번 「첫 번째 날의 밤이 왔었다 – 」(Fr423 “The 

first Day’s Night had come -”)의 화자가 자신에 대해 감지하는 변화

인 “광기”(Madness; 20)로 정의된다. 자신의 “작은 힘”(little Force; 

L271)을 다루려고 하면 폭발한다는 디킨슨의 고백은 그녀를 주체적으

로 세워주는 그 힘이 곧 그녀를 가장 불안하게 하는 요인임을 방증한

다. 그런데 디킨슨은 이러한 불안을 극복하거나 없애야할 것으로 치부

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녀의 시인으로서의 주체적인 자아가 활발하게 

나타나는 시마다 그 불안의 흔적을 함께 둔다. 이는 딜이 주목하는 디

킨슨이 이해하는 “권위”(authority)의 개념이 “권위적인 힘”(magisterial 

power)을 나타냄과 동시에 그것에 대한 의문을 품는 것이라는 주장과 

결을 함께한다(“The Ample Word”2). 디킨슨의 양면적인 태도는 창조 

작업을 하는 시인의 권위가 시적 언어의 불안으로 나타나며 수면위로 

드러난다. 즉 디킨슨의 글 쓰는 주체의 불안은 시인의 창조 행위와 언

어에 드러나는 그녀의 여성성의 흔적의 집합체로, 그의 언어가 흔들리

거나 미끄러지는 경우들을 통해 상대적으로 눈에 띄게 된다. 

  디킨슨이 그리는 창작하는 주체로서의 시적 자아가 시인의 권위를 

해석하는 방식은 결국 그녀가 시인으로서의 자신을 위치시키기 위해 

들이는 노력과 상통한다. 그녀는 끊임없는 창조 행위를 통해 그 존재를 

드러내며 주체로서의 권위도 확립하고자 하지만 이 권위는 결코 쉽게 

얻어지지 않는다. 오히려 창조하는 그 행위 자체와 언어로 인한 불안이 

더욱 조성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디킨슨의 해소되지 않는 주체

로서의 불안은 오히려 그녀의 창조력의 일부로써 글쓰기의 원동력이 

되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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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ubjectivity, Language, and Anxiety 

in Emily Dickinson’s Poetry

Yeonsoo Yoon

Department of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thesis discusses the anxiety of the writing subject in Emily 

Dickinson’s poetry by focusing on the poet’s act of creation and 

her creative medium-the poet’s language. Dickinson emphasizes the 

poet’s subjectivity by comparing the poet’s writing act to the divine 

creator’s act of creation. However, this concept is challenged with 

hints of anxiety that are apparent throughout the poems such as 

the anxiety the female poet feels towards the masculinity that is 

innate in the act of creation itself.  

  Chapter 1 explores the figures of creative activities in Dickinson’s 

poetry, with an emphasis on those that deal with the process and 

act of creation. Despite Dickinson’s comparison of the writing 

subject’s act of creation to that of a divine creator, the former 

holds an anxiety that seems to defy the sense of an absolute 

subject. Moreover, the uneasiness and overcoming of the writing 

subject as a female poet is recognized along with the male-cent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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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eology within the creative act itself.

  Chapter 2 draws attention to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oet 

and her language. Dickinson points out the writing subject’s 

difficulty in choosing between being a messenger of the divine 

creator and a creator of her own. This instability leads to other 

forms of anxiety, such as the female poet’s struggle in using a 

language, which is both male-centered and recalcitrant.

Keywords: Emily Dickinson, poet, writing subject, anxiety, act of 

creation, language, master, female poet, gender

Student Number: 2015-2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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