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비 와 나는"(πle

Butterfly and 1) 1)

-로버트 프로스트의 몇 편의 노동 시들
구태헌

프로스트의 두 번째 시집인 『보스턴의 북쪽.!1 (North

of Boston (italic으로))에

실린 “공포.. (’rhe Fear) 는 남편과 함께 집으로 귀가하던 중 어둠 속에서 무엇을

발견한 후에 이상한 공포의 감정에 휩싸이는 한 여자 인물을 그리고 있다. 여자
는 정체가 분명하지 않은 “그것 ..

(it) (89) 을 본 후에 집으로 들어가기를 거부하며

한사코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가려 한다. “오지 마라"(YoU’re

not to come) (90)

고 남편을 떼어 놓고 “이것은 내 일이다. 그것과 대면할 시간이 온 것이라면， 오
직 나만이 제대로 맞설 수 있다." (Thls

is my business.lIf the time’s come to face

it, I’m the onetro put it the right way) 고

말하며 걸어 나가는 여 자의 모습은， 지

금 이 순간 그녀가 말 그대로 어떤 숭고한 대상과 대면하러 가고 있다는 느낌을

준다 어둠 속에서 무언가 대면한 후에 이상한 공포의 감정을 느끼는 이 여자의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숭고에 대한 버크 (E며nundBurke) 의 논의를 잠

시 떠올려볼 필요가 있다. 가령 , 버크는 자연 속에 존재하는 어떤 알 수 없는 대
상을 “끔직한.. (teπible) 것이라 부르며 이 끔직한 것과의 대면이 불러 일으키는

.. 공포 .. (terror) 나 “고통 .. (pain) 의 감정 이 “숭고의 원천 .. (a source of the

sub파ne) 이 된다고 말한다 2) 또한 버크에 따르면 이 끔직한 것이 불러 일으키는
공포나 고통 같은 격렬한 감정을 체험하는 일 없이 “무기력하고 비활동적인 상
태 .. (languid

데 ,"

inactive state) 가 계속되면， “몸의 모든 부분은 이완을 겪게 되는

(suffer 며1 thep않ts of our bodies to fl머1 into a relaxation) 공포의 감정 은 이

렇게 무기력해진 신체의 각 기관들이 ”자신들의 기능에 적합한 상태 ..

(a state fit

for 암leir functions) 로 .. 활동" (exercise) 하게 하는 3) 일종의 “마음의 노동" (the

1) Robeπ Frost, The Poetry of Robert Frost , ed.

Edward Connery Lathem (Vintage, 2001),

23면. 앞으로 프로스트의 시의 인용은 이 책의 면수만 표시하기로 함.

2) Edmund Burke, A Philosophical Enquirγ into the Origin of our ideas of the Sublime
and the Beautiful , ed. J. T. Bolton (London: Routledge and Kegan Pa버" 1958) p. 39.
3) Burke, p.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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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bor of the mind)4) 으로서 기능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 정확한 정체를
알 수 없는 무엇을 보고 이상한 공포와 흥분의 감정을 느끼는 이 시의 여자는，
알 수 없는 대상인 ‘끔직한” 것을 대변하여 마음이 “활동”하게 되는 버크 식의
숭고의 순간을 경험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어둠 속에서 ..그것”을 본 후

에 여자가 집이라는 일상적이고 “비활동적인” 정지 상태에서 벗어나 밖으로 움

직이려‘하는것도그때문인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밖으로 걸어 나간 여자가 결국 어둠 속에서 발견하는 것은， 그

저 아들과 밤 산책을 나왔다 우연히 그들의 집을 지나가게 된 사람이다. 그녀에
게 아무 의미 없는 이 사람은

너는 무엇을 완하는가.. (What

do you want?) (91)

라는 그녀의 간절한 물음에 “아무 것도 없어." (Not비ng) 라고 답할 뿐이다. 마치
저 너머의 신의 마지막 판결인 듯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아무 것도 없

어”라는 가혹한 대답을 그녀에게 반복하는 것이다. 료타르 (Jean-Francois
Lyotard) 가 간략히 분석하고 있듯이. 17-8세기 유럽에 동장한 숭고 개념은， 예

술을 어떤 이상적인 질서의

“송신자" (sender) 로 여기는 “고전주의 시학들”

(classical poetics) 이 패배하고 개인의 자발적인 감정의 표출을 중시하는 낭만주
의가 승리하는 역사적 과도기의 한 독특한 현상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5)
즉 모델이나 규범을 통해 제시될 수 있는 하나의 양식이나 기교로서의 롱기누스
의 숭고와는 달리， 버크 이후의 숭고 개념은 명확히 정의할 수 없는 “어떤 것”
(somet퍼ng) 과의 대띤이 일으키는 공포와 기쁨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들 또는 격

렬한 마음의 운동 자체를 긍정적이고 의미 있는 것으로 정의해왔다고 할 수 있는
데. 태풍이나 대양 같은 “절대적으로 큰 것"(What is absolutely great) 과의 대변
을 통해 일어나는 상상력의 좌절과 초월적 아성의 개입이라는 칸트 (Immanuel

Kant) 식의 숭고의 드라마는 이런 낭만주의적인 숭고 개념의 가장 극적인 표현
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어떤 것”과 대면한 후의 개인의 자발적
인 감정의 표출 자체를 긍정적인 것으로 바라보는 숭고 개념은， 이 “공포”의 가

혹한 결말 앞에서는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듯 보인다. 즉 이 시의 여
자는 어둠 속에서 무엇을 보고 이상한 공포와 격렬한 홍분에 싸여 집을 벗어나

4) Thomas Weiskel, The Romnntic Sublime , (Baltimore: The Johns Hopkins UP, 1976)
pp.96-7 가령 혜이스켈은 버크를 비롯한 18세기의 숭고에 대한 관심이 당시 만연했던
우울증과 관련이 있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 ‘'The sub뻐le appears as a remedy for the
languid melancholy, the va밍le boredom that increased 80 astoni강lingly during the
eighteen centurγ”
5) Jean-Francois Lyotard, The lnhumnn , (Stanford UP, 1991) pp. 89-9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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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어가지만， 그녀의 이런 마음의 활동은 어떤 의미 있는 것에도 이르지 못하고
그저 “아무 것도 없다”는 절망적인 대답만을 듣게 되는 것이다. “혼들리는 램프
빛이 길게 땅에 깔리고 ... 흔들리더니 꺼져 버리고." (The swinging lantern
len~πhened to the ground .J

... it clatfered and went out) (92)

이제 완전한 어둠

의 심연이 그녀를 삼켜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그것”이 “아무 것도 없는” 것이 되어 완전한 어둠 속에 남게 된 이 여

자의 마지 막 상황은 아마도 버크나 칸트 같은 낭만주의 적 숭고의 논의 보다는， 최
근의 라깡 (Jacques Lacan) 과 지 젝 (Slavoj Zizek) 의 숭고에 대 한 논의 를 통해 더

잘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불가능한-실재의) 사불의 단계로 높여진 대상" (an

object raised to the level ofthe (impossible-real) Thing)6) 이 라는 숭고의 대상에
대한 라깡의 정의가 간략하게 제시하고 있듯이， 이늘에게 숭고의 순간은 격렬한
마음의 활동을 통해 칸트의 이성 같은 어떤 긍정적인 힘이나 가치를 얻게 되는
순간이 아니라. 오히려 라깡이 “실재계 "(the Real) 또는 “사물 자체" (the Thin g)

라 부르는 것의 존재를 깨닫게 됨으로써 의미나 가치룹 생산하는 인간의 마음의
활동 자체가 정지 되 는 순간이 라 할 수 있다 즉 “불가능한" (impossible) 사물의
단계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 인간의 어떤 의미화도 가능하지 않고 오직 “죽음
박동" (death drive) 만이 존재하는 공간인 이 ‘·불가능한” 사물의 세계를 어느 순

간， 침몰된 타이타닉 호의 잔해 7) 같은 어떤 것과의 대변을 통해 감지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보통 “대타자" (the Other) 라 불리는 인간의 ‘·상징 질서" (Symbolic

order) 가 완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기괴한" (Unc밍my) 순간이

라깡과 지젝의 숭고인 것이다. 따라서 이런 숭고의 논의에 따라 우리는 “공포”에
서 “그것”이 “무"(Not피ng) 로 판명되는 순간을 불가능한 사물의 세계를 감지하

는 라깡 식의 숭고를 경험하는 순간이라 말해볼 수 있을 것이다. 즉 어떤 대상과
의 대면이 불가능한 사물의 세계를 감지케 해주듯이， “그것”과의 갑작스런 대변
을 통해 여자는 절대적인 “무”의 공간에 갑자기 괄어서게 된 것인데， 이 순간 어
떤 인간의 해석이나 의미화도 가능하지 않고 오직 ‘·죽음 박동”만이 남은 완전한
어둠이 그녀 앞에 펼쳐지게 되는 것이다.

물론 이런 라깡 식의 숭고의 순간은， 상징 질서의 그불 밖을 엿보게 함으로써
이 그물 속에서 소외된 주체가 스스로 욕망의 주체로 거듭 나게 되는 계기이기도

한데， “공포”에서 남편도 떠나버리고 어둠 속에 혼자 남은 여자의 모습이 독자에
6) Slav띠 Zizek, The Sublime Object of!deo1o.없'， (New York: Verso, 1989) p. 203.

7)

침몰된 타이타닉 호의 잔해는， 라깡의 숭고 개념 또는 “정후"

하기 위해 지잭이 자주 사용하는 예이다. 이에 대해 가령 .

(Symptom) 개념을
Zizek. pp. 69-71 참조.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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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알 수 없는 홍분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그 때문일 것이다. 즉 여자는 이 순간
완전한 어둠 속에 혼자 남았지만， 이 방향을 감지할 수없는 공간에서 전혀 새로

운 방향으로 출발을 시도해볼 수 있는 기회 또한 획득한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
다. 그러나 이 완전한 어둠 속에서 질식당하지 않고 어떻게 새로운 출발이 가능
할 수 있을까? “버려진 땅들 (Desert Places) 의 마지막 연이 묘사하고 있는 것은

이 완전한 어둠인 사물의 세계가 주는 위협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로서의 독특한
숭고의 순간이다.

Th ey cannot scare me with their empty spaces
Between stars-on stars where no human race is.
1 have it in me so much nearer home
To scare myselfwith my own deserl places. (296)
우선 프로스트가 이 ”버려진 땅들”의 마지막 연에서 그리고 있는 숭고의 순간

은 고전적인 숭고의 논의들에서 제시되는 숭고의 과정과 사뭇 다르다. 별들은 고

전적인 숭고의 대상이라고 할 만하지만， 이들은 칸트의 “절대적으로 큰 것”처럼
나를 두렵게 하고 좌절시켜 숭고의 운동을 촉발시키지 못한다. 정말 나를 두렵게
하는 것은 먼 “별들 사이의 텅 빈 공간”이 아니라， “집에 더 가까이， 내 속에 ..

“내 자신의 버려진 땅들”이다. 내 자신 속의 벼려진 또는 텅 빈 땅들이 나를 두

렵게 한다는 것은 결국 공포의 감정을 일으켜 신체의 각 기관들이 무기력한 상태
에서 벗어나 자신의 기능을 수행하게 하는 버크 식의 “끔직한.. (terrible) 대상이

내 자신 속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바깥의 불가해한 대상을 넘어서 가려는 영

혼의 고양을 지칭하던 숭고의 운동은， 블륨 (Harold Bloom) 이 프로이드의 “기괴
한 것 .. (맘le ‘Unc없my’ )을 이십세기가 숭고의 미학에 기여한 유일한 중요한 공

헌이라고 말하고 있듯 8) 프로이드 이후 인간의 의식 안에서 벌어지는 “기괴한”
분열의 순간이 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프로스트 또한 내 안에 나를 두렵게 하는

낯선 것의 존재를 강조하며 이 낯선 것을， “의식으로부터 거절되어 억압된 무엇”

(somethlng repressed by r태ec미19 it from the conscious)9) 이 라는 프로이 드의 무
의식을 떠올려주는 표현인， “버려진 땅들”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다. 이 버려진
땅은 말 그대로 나에게서 버려져 마음 속에 낯선 것으로 존재하지만， 눈 내리는

8) Harold Bloom ,Agon , (New York: 0성ord UP, 1982) p. 101.
9) Sigmund Freud , “ The Unconscious ," The Standard Edition of The Complete
Psychological Vol. XIV, trans. James Strachey, (London: ’The Hogarth Press, 1968), p.
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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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 풍경 속에서 “넋을 잃어 (무엇을) 셈해볼 수도 없게 “ (1 없n too absent-

spirited to count) (296) 된

‘

나를 두렵 게 한다" 즉 벼 크의 끔찍 한 것 이 불러 일으

키는 공포의 감정이 신체의 각 기관들을 움직여 나의 “자기 보존" (selfpreservation) 에 기여하듯이， 내 안의 “버려진 땅들”이 일으키는 공포의 감정이

“아무 표현도 없이 , 표현할 아무 것도 없이 ." (With no expression, nothing to

express) 눈 내리는 이 겨울 들판에서， 내가 얼어붙지 않고 생존하게 해주는 것
이다.

그러나 프로스트의 이 공포의 감정은 칸트의 이성 같은 초감성적인 능력의 개
입을 불러와 나와 세계의 “총체성" (tot떠ity) 에 대한 앓을 획득함으로써， 극복되
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내 자신의 버려진 땅들”을 “나를 두렵게 하는” 숭고

의 대상으로 삼는 이 운동의 다음 단계는 이성 같은 초월적인 능력과의 통일화가
아니라， 더욱 텅 빈 공간과의 통일화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가령. 아렌버그
(M없y Arenberg) 는 롱기누스(Longinus) 의 숭고를 힘 또는 권위를 가진 대상과

의 대변과 그로 인한 주체의， 일시적인 의식의 분열 그리고 그 힘을 가진 대상과
의 동일화를 통한 위기의 회복이라는 도식으로 요약하고 있는데 10) 우리는 칸트

의 숭고의 과정 또한 이처럼 “절대적으로 큰” 대상과의 대변과 그로 인한 상상력
의 좌절， 그리고 초월적인 이성과의 동일시로 위기 극복이라는 과정으로 요약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다시 라깡과 지젝의 논의를 빌려 말하자면， 고전적인
숭고의 논의들 속에 등장하는 이런 동일화 과정은 결국 상징 질서 속의 수없이

떠도는 기표들 중 하나의 기표와 자신을 동일시하여 , 자신을 대표하는 어떤 (힘
을 가진) 특징적인 기표를 가지는 “상징적 동일시" (the symbolic identification)
에 불과한 시도일 뿐이다. 그에 반해 “내 자신 속의 버려진 땅”이라는 텅 빈 대

상이 주는 위협을 극복해야 하는 프로스트의 “나”는， 더 텅 빈 무엇과의 동일화
를 통해 이 위협을 극복할 수 밖에 없다. 동일화하는 점에서 다른 고전적인 숭고
의 논의들과 유사하지만， 더 큰 힘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 더 텅빈 무엇과의 동

일화라는 점에서 이 프로스트 시의 화자의 동일화는， 라깡의 “분열" (separation)
이라는 개념을 설명하며 지젝이 주체는 “자신의 결핍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자

신의 결핍을 대타자의 결핍과 동일시함으로써 기표 속의 완전한 소외를 피할 수
있게 된다" (it enables him to avoid the tot떠 alienation in the signifier not by
퍼파19 out his lack but by allowing him to iden뼈r 피mself， his own lack wi상lthe

10) The American Sublime , ed. Mary Arensberg,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1986), pp. 3-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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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ck in the Other) 고 말할 때의 그 동일화와 유사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
다 11) 따라서 “넋을 잃어 (무엇을) 셈해볼 수도 없게“ 만드는 이 겨울 풍경 속애
서 나는 “집에 더 가까운 곳， 내 안에서” 끊임없이 더 텅 빈 공간을 새로 발견하
며， 내 안의 그 낯선 것들이 일으키는 공포의 감정으로 신체의 기관들을 새롭게
작동시킬 수 밖에 없다. “모든 동물들이 동굴에 숨 죽이고 갇혀있는，" (All

없피nals are smothered in their lairs) 이 겨 울에 , 영 혼을 고양시 키 는 숭고의 순
간을 통해 “더욱 신적인 것”에 이르지는 못하더라도， 내면의 “버려진 땅들”을 찾

는 끝없는 운동을 통해 인간은 “자기 보존”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바깥의 끔직한 대상이나 절대적으로 큰 대상이 일으키는 공포를 “동일화”의
과정을 통해 그 대상의 힘을 마음의 힘 아래 위치시키며 극복했던 고전적인 숭고
의 과정에 반해， 이렇게 내 안의 “버려진 땅들”을 공포의 감정을 일으키는 숭고

의 대상으로밖에 가질 수 없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라는 라깡의 실재계 개념이
분명히 하고 있듯， 결국 바깥의 대상의 힘을 마음의 무한한 힘 아래 두는 일이

이제 더 이상 가능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우리 자신을 넘어"
“더욱 신적인 것”에 이르던 고전적인 숭고의 운동은 ‘’집 가까이 내 안에서" “내

자신”과 “내 자신의 버려진 땅들” 사이의 운동으로 축소된 것이다 가령， “자연”
(Nature) 에서 사물의 흐름 속에 합류하는 이상적 인 숭고의 가능성을 제시 했던
에머슨이 , 같은 제목의 후기 산문에서 자연 속에는 “어디에도 이르지 못하게 하

는" “(우리를) 비웃는 무엇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프로스트 시의 화자들이 집

또는자신 안에 머물수밖에 없는 이유를 잘설명해 주고 있는듯하다.

there is throughout nature , something mocking , something that
1eads us on and on , but arrives nowhere: keeps no faith with
us. All promise outruns the performance. We 1ive in a system of
approximations. Every end is prospective of some other end ,
which is a1so temporary: a round and fina1 success nowhere ..
Our music , our poetry , our 1anguage itse1f are not satisfaction ,
but suggestions 12)
자연 속에 우리를 계속 이끌지만， 어디에도 이르지 못하게 하고 우리와 어떤

약속도 이행하지 않는， “(우리를) 비웃는 무엇”이 있다는 생각은 결국 자아가 바

11) Zizek, p. 122.
12) Emerson, “Nature‘'," Essays and Lectures (New York: The Libræγ of America, 1983)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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깥의 대상과 어떤 적극적인 관계를 맺고자 하는 시도를 애초에 가능하지 않게 한
다

.. 보편적 존재가 나를 통해 흐른다”‘ (the currents of the Universal Being

띠rculate through me) 고 말하던 초기의 에머슨은 이제 “우리는 대략적인 추측의

조직 속에서 살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인데， 이렇게 우리에게 완전한 접근을

허용하지 않고 “어디에서도 최후의 명확한 성공”을 주지 않는 자연 앞에서 이 자

연의 “총체성”에 이르는 어떤 초월적인 능력을 확인하게 해주는 숭고의 순간에
대해 말하는 것은 지나친 “사치 .. (Exravagance) 를 부리는 일에 불과한 것이 될

것이다 13) 그러나 초월적인 숭고라는 사치를 부릴 수도 없지만， 자연 속의 (우리
를) “비웃는 무엇” 앞에서 “넋을 잃어 (무엇을) 셈해볼 수도 없게 “ 되는 것은 결
국 동굴 속의 동물들처럼 질식당하는 것을 의미한다. 최소한의 “자기 보존”을 위
해서라도 인간은 “버려진 땅들”의 화자처럼 .. 집 가까이에， 내 안에서” “내 자신

의 버려진 땅들로 나를 두렵게 하는” 축소된 숭고의 순간을 가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바깥의 대상과 어떤 적극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고， “내 자신”과 “내 자
신의 버려진 땅들” 사이의 축소된 숭고의 운동을 할 수 밖에 없는 현대적 상황에
대한， 두루 통용되는 상징은 .. 황무지 ".(the waste land) 일 것이다. 리이버 (Todd

M. Lieber) 가 말하듯， “세계와 자아의 분리" (the separation of the self from 삼le
world) 또는 “(세계에) 적절히 반응하는 어려움" (the 며ffic띠ty of respon며ng
satisfactorily) 같은 말로 표현될 수 있는 이런 황무지 인식이， 낭만주의 시대 이

래로 서구 문학의 형이상학적 절망의 많은 부분을 차지해왔다고 할 수 있는 것이

다 14) 이상의 두 편의 시를 통해 살펴봤듯이 프로스트 또한 이런 황무지 인식을
13) 포이 어 는 이 ‘'E xtravagance" 를 “넘 쳐 나는" (Superfluous) 로 번역 하며 , 에 머 슨의 “더
이상의 무엇이 되어가고" (becomingmore) “수사화하고 병확한 것을 뒤집고 바꾸는，

“ (of troping. of turning or chan밍ng the apparently given) 인간 영혼과 자연， 또는 언
어 속에 존재하는 어떤 "원본적인 힘 "(an abori밍n떠 power) 을 지칭하는 말로 사용하고
있다. Richard Poirier.

“

Superfluous Emerson ," Poetry and Pragmatism ,

(C뻐lbridge: H없vard UP , 1992) 참조. 프로스트도 “Extraγagance" 를 현재 있는 것

이상의 무엇을 만들어내고 의미하는 힘으로 강조하고 있지만， “가장 낭비되는 것"

(the most wastefu l) 또는 “일종의 과장"(a kind of an exaggeration) 같은 부정적인
표현들과 연결시키기도 한다 즉 프로스트는 ‘'Extravagance" 라는 말을 인간 자아와 자
연 또는 언어의 풍성하고 창조적인 .. 생산하는" (produce) 힘을 지칭하기 위해 사용한다
기 보다는， 말 그대로 한번 사치를 부려본다는 의미 정도로 사용하고 있다고1 할 수 있
다. Robert Frost , “ On Exravagance ," Robert Frost: Poetry and Prose , ed .. Edward
Lathem and Lawrence Thompson , (New York: Henry Holt .1972) 참조

,

14) Todd M. Lieber, Robert Frost 킹ld Wallace Stevens: “What to Make of a Dinlin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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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식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특히 그의 시에 자주 등장하는 집의
창문을 통해 바깥의 나무를 바라보는 화자의 모습은 이런 인식의 구체화라고 말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엘리어트의 “신화적 방법" (the mythical me낭lOd)

처럼 밖에서부터 “동시대 역사라는， 거대한 무용과 혼란의 파노라마에 형체와
의 미 를 주려" (of giving a shape and a si맹i:ficance to the immense panorama of

fut피ty and anarchy which is contempor않y history) 15) 하는 대신에 , 프로스트는
이 황무지로서의 세계에서 실제 노동을 하는 가운데 바깥 사실들의 “형체와 의

미”가 스스로 밖으로 드러나도록 한다 가령 , “사실은 노동이 아는 가장 달콤한
꿈이 다" (맘le fact is the sweetest dream that labor knows) (17) 라는 ·‘풀베 기”

(Mowing) 속의 한 구절처럼 인간은 노동하는 행위를 통해 바깥의 사실들에 대

한 “가장 달콤한” 앓에 이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프로스트가 세계의 “사실”
에?대한 어떤 앓에 이르기 위한 방법으로 제안하는 노동은， 단순히 신체를 움직
이는， 노동하는 행위 자체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지젝이 환상을 통해 바깥의
대상을 욕망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 ("through fantasy , we learn ‘how to

desïre' ，’ )16) 고 말하듯이， 이 달콤한 앓의 순간은 손가락이 거칠어지는(“We
wear our fingers rough") (33) 실제 노동의 행위 뿐만 아니라， 환상과도 같은 신
비로운 마법의 행위 또한 필요로 하는 것이다.

Something there is that doesn't love a w려1，
That sends the frozen-ground-swell under it
Andsp버s the upper boulders in the sun,
And makes gaps even two can pass abreast. (33)

에머슨의 “(우리를) 비웃는 무엇”처럼 “벽을 사랑하지 않는 무엇”이 있다. 그

러나 랜트리키아 (Fr.없lk Lentricchia) 가 적절히 지적하고 있듯이 17) 이 시의 도
입부의 재미는 “벽을 사랑하지 않는 무엇이 있다”는 사실보다， 문맥상으로 서리

임에 분명한 벽을 사랑하지 않는 그것을 시인이 문장 순서를 뒤섞으며 단지

무

엇”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다는데 있다. 마치 “산" (The Mountain) 에서 산 정
Thing," American Literature,Vol. 47, No.l (Mar. , 1975) p. 82.
15) T. S. Eliot, “Ulysses , Order, and Myth ," Selected Prose of T. S. Eliot , ed. Frank
Kermode (London: Farber and Farber, 1975) p. 177.

16) Zizek, p. 118.
17) Fr밍lk Lentricchia, Rooeπ Frost: M.αiern Poetics and the Landscape of Sel{, (Duke UP,

1975) p.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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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에 있다는 샘물에 대해 이런 저런 모순된 얘기들을 늘어놓은 농부가 “모든 재
미 는 말하는 방식 에 있다

(all the fun’ s in how you say a

t버ng) (44) 고 말하듯

이 , 이 시의 화자는 그 무엇을 명확한 이름으로 부르지 않음으로써 또는 그 무엇
에 하나의 벽을 세우지 않음으로써 스스로 “벽을 사랑하지 않는 무엇이 있다”는
섯구를 실천하고 있는 셈이다. 심지어 시의 화자는 벽의 틈들이 “만들어지는 것
을 아무도 본 적 없고 들은 적 도 없다..
themmade) 고 말하며， 이

(no one has seen them made or heard

벽을 사랑하지 않는 무엇”이 이름을 부여받아 하나

의 딱딱한 사실로 굳어지는 것을 경계할 뿐만 아니라， 그것의 존재 자체를 현실
과 환상의 경계에 위치시키고 있다.

봄이 되면 벽이 갈라진 틈들을 발견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 틈들이 어떻게 만
들어 졌는지 모른다는 것은 이 “벽을 사랑하지 않는 무엇”의 존재를 하나의 수수
께끼 놀이의 대상으로 만든다. 달리 말해， 명확한 이름도 없이 비밀스런 대상으

로 존재하는 이 “무엇”은 에머슨이 “우리를 계속 이끌지만， 어디에도 이르지 못

하게 하고 우리와 어떤 약속도 이행하지 않는. (우리를) 비웃는 무엇”과 비슷한
존재라고 할 수 있지만， 이 시의 화자는 이 비밀스런 존재 앞에서 좌절하거나 화
를 내기는 커녕 이웃과 어울려 야외 놀이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는 것이
다. 우선 화자는 벽의 갈라진 틈을 발견하자， “언덕 너머에 있는 이웃에게 알려
주고." (1 let my neighbor know beyond the 비ll) 서로 만나 “다시 한번 .. (once

ag외n) 같이 벽을 쌓는다. 벽을 쌓은 과정은 “벽돌을 다루며 손가락이 거칠어지

는 .. 실제 노동의 시간이지만. 명확한 이름을 가지지 않은 “무엇”과 상대하는 이
노동의 순간은 시의 화자에게는 “마법”을 사용하며， 이웃과 함께 하는 “일종의
야외 놀이”이기도 하다.

And some are loaves and some so nearly b떠ls
We have to use a spell to make them balance:
“Stay where you 없eunt피 our backs are turned!"
We wear our fingers rough with handling them.
Oh ， Justano암ler kind of outdoor g.없ne，
One on a side. It comes to little more. (33)

돌 덩어리들은 구체적인 사물이지만， 그 덩어리들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

해서는 “마법”을 사용해야 하고， 이 딱딱한 돌 덩어리들을 다루는 일은 손을 거

칠게 하는 고된 노동이지만 화자는 시침 떼고 이 노동이 단지 일종의 야외 놀이
이며 “더 이상은 아니다”라고 말한다. “벽을 사랑하지 않는 무엇이 있다”며 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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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부에서부터 명확한 이름 대신에 수수께끼를 하나 소개했던 화자는 계속해서

현실과 마법， 노동과 놀이가 섞여 있는 공간을 만들어내며， 우리들이 굳게 세워
진 벽들의 이쪽 아니면 저쪽에 고정되지 않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구체적인 대

상이 수수께끼의 “무엇”으로 변하는 공간， 또는 현실과 마법， 노동과 놀이가 동

시에 존재하는 공간 속에 함께 머물자고 화자는 “언덕 너머에 있는” 이웃을 초대
하는것이다

그러나 이 시의 다른 이웃들은 화자가 머무는 이런 신비로운 공간과는 전혀 다

른 두 개의 공간에 머물고 있다. 우선 사냥꾼들은 벽을 무너뜨린다는 것에서 “벽
을 사랑하지 않는 무엇”과 바슷한 일을 하고 있는 듯 하지만(“another thing" ) .
그들은 “젖어대는 개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

(To please the yelping dogs) 벽을

무너뜨리고， 토끼를 은신처에서 몰아내는(“they

would have the rabbit out of

hi며ng) 일을 서슴치 않는다. 소리 소문도 없이 만들어져 이웃과 내가 다시 만나

는 계기를 만들어 주는 “벽을 사랑하지 않는 무엇”에 비해， 사냥꾼들은 “짖어대

는 개들”의 만족올 위해 다른 존재에게 해를 가하고 벽을 하나의 돌도 남지 않을
( “ they have left not one stone on a stone") 만큼 완전히 파괴 하고 마는 것
이다. 또한 화자가 부르는 “언덕 너머의” 이웃은 화자와 함께 마법을 사용하는

즐거운 노동에 참여하는 대신， “좋은 울타리가 좋은 이웃을 만든다”는 아버지의
말씀에 자신을 꽁꽁 묶어 놓고， “무장한 석기 시대의 야만인처럼” “양 손에" (in

eachhand) 돌을 꽉 쥐고서 끊기려 할 뿐이다. 화자는 스스로 딱딱한 돌처럼 굳
어가는 이 이웃의 머리 속에 껴째서 좋은 울타리들이 좋은 이웃을 만든다는 건
가? “(Why do

they make good neighbors?) 같은， 어떤 생각을 집어 넣고 싶어 하

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 화자는 자신이 “하나의 관념 "(a notion) 을

제시하는 것보다 "오히려 이웃이 스스로 그런 말을 하기를 바란다" (rd ratherl

He said it for himself)고 말하는데， 이렇게 이웃이 스스로 아버지의 딱딱한 벽에
서 벗어나 화자가 머무는 신비로운 공간에 찾아올 때 비로소 두 사람이 함께 하
는 노동이며 괄이언， 벽을 고치는 일이 시작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함께 벽을
고치는 즐거운 노동을 한다고 해서 두 사람이 완전히 하나가 되는. 지나치게 낭
만적인 합일의 순간이 펼쳐지는 것은 아니다. “그는 소나무이고 나는 사과 과수
원이라/나의 사과 나무가 건너가 그의 소나무에 달린 솔방울을 먹는 일을 결코
없을 것이다."

(He is all pine and 1 없n apple orchard. /My appletrees will never

get acrosslAnd eat the cones under his pines) 고 냐는 이웃에게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시의 도입부에서부터 ”석기 시대의 야만인”같은 이웃에 대한 태도에까

지， 화자가 가장 경계하는 것은 어떤 대상에 명확한 이름이나 하나의 개념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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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함으로써 그 대상을 딱딱한 벽에 가두어 마법으로 벽을 고치는 것 같은 즐거운
노동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시의 후반부에 ‘’벽쓸 사랑하지 않는 무엇”을

“요정 " (Elves) 이 라고 말해 보려 다가， ‘ 정 확히 말해 요정 은 아니 다" (it' s not elves
exactly) 라고 덧붙이는 것처럼 화자는 계속 병확한 이름을 부여하지 않고 사실이
수수께끼와 섞이고， 노통과 놀이가 공존하는 마법적얀 공간에 머뭔고자 하는 것

이다 이렇게 딱딱한 벽의 이쪽 아니면 저쪽엑 고정되지 않고 화자가 “벽을 사랑
하지 않는 무엇”이나 “정확히 말해 요정은 아니다”갚은 수수께끼 놀이를 계속 하
는 것은 결국 에머슨이 말하듯， 자연 속의 “우리플 계속 이딸지만. 어디에도 이

르지 못하게 하고 우리와 어떤 약속도 이행하지 않는. (우리렐) 비웃는 무엇”이
있다는 인식 때문이다‘ 변덕스럽게 움직이며 “(우려렐) 비웃는 무엇” 앞에서 다

른 동물들처럼 질식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느 한 쪽으푼 고정되지 않으며
이 수수께끼 놀이를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프로스프는 자연의 사실을 하나의

이름이나 개념으로 고정시키려는 것을 “사섣뜰을- 왜곡시키는” 것이라고 말하며，

정말로 시적인 것윤 인간의 의지에 반하기또 하는 사실괄이 인간과의 관계 속에
서 변형되어 시가되는 것이라고 말한다.

But people say to me: ‘“The facts themselves aren‘t enough. You ’'ve got
to do something to them , haven’t you? They can't be poetical unless the
poet handles them." To that 1 have a very simple answer. It’s this:
“Anything you do to the facts falsifies them, but anything the facts do to
you-yes, even against your will; yes , resist them with all your stren맑h
transforms them into poetry.18l
시인이 사실을 다루는 것 또는 사실에 무언가를 하는 것이 시라는 사람들의 통
념에 반박하는 프로스트의 말은 다시 한번 초기 ”자연”에서의 에머슨의 독특한
숭고의 순간을 떠올려준다. 이미 살펴봤듯이 ”나는 무가 되어
나를 통해 흐른다..

.. 보편적 존재가

(I am nothing ... the currents of the U niversal Being circulate

through me)19) 는 에머슨의 숭고가 독특한 것은 자아가 더 높은 단계로 고양되
는 것이 이성 같은 초월적 능력을 자신 속에서 발견함으로써가 아니라. 자신의
존재를 없애고 사물들의 흐름에 합류함으로써 가능하다고 생각한 데 있다

인간

의 무한한 힘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통과의 길 .. (a passage)20) 되거
18) Lawrence ’rhompson , Robert Frost: The

Y낭ars

Holt, Rinehart and Winston, 1970), pp. 77-8.
19) Emerson , ‘'Nature ," p. 10.

of Triumph , 1915-1938, (New Y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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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마치 세계 속으로 자라나는 것 같은" (as if we grew to worlds. )21) (955) 순
간이 진정한 숭고라는 생각은 우리가 사실에 하는 것들은 사실을 왜곡시키는 반

면， 사실들이 우리에게 하는 것은 변형되어 시가 된다는， 시의 출발점을 인간의
마음이 아니라， 사실들의 존재 방식에 두는 프로스트의 말 속에서도 그대로 드러
난다. 즉 프로스트에게 시는 사실들을 날 것의 재료쯤으로 생각하고 그것들에 어

떤 인간적인 질서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술은

· 진리의 일어남”

(Art then is ... happening oftruth) 22) 이 라는 하이 데 거 (M앞tin Heidegger) 의 전
언처럼， 사실들이 자신들의 존재를 인간에게 드러내는 것， 사실틀의 질서나 구조
가 인간이라는 존재와 만나 변형되어 나타나게 되는 무엇이 되는 것이다. 물론
이 “사실들이 인간애게 무엇을 하는” 시적인 또는 숭고의 순간에 인간은 단지 사

실들의 질서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수동적인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프
로스트는 에머슨의 “(우리를) 비웃는 무엇”처럼 사실들이 우리의 의지에 반하기
도 하므로， “온 힘을 다해 저항하라”고 말한다. 즉 사실틀이 자신들의 존재를 드

러내고 변형퇴어 시가 되는 것은 이렇게 인간의 마음이 적극적으로 “사실들이
인긴에게 하는 것”에 대응할 때 가능해지는 것이다.

사실들에 저항하는 것은 결국 “벽을 사랑하지 않는 무엇”에 반하여 다시 벽을

쌓는 일과 같다 그러나 화자가 바라는 이상적인 벽 쌓기가 자연과 대립하는 고
된 노동이 아니라， 이웃을 불러 함께 하는 일종의 야외 놀이였던 것처럼， 사실들
에 대한 저항은 한쪽이 사라지는 극한 대립의 싸움이 아니라， 사실을 변형시켜
시를 낳는， 창조적인 행위가 되어야 한다. 마르크스(Karl M앞x) 가 이상적인 노
동의 순간에 자연은 “인간의 무생물적 몸"(man’s inorganic body) 과 같다고 말하
듯이 23) 이 즐거운 노동 또는 창조적인 저항을 통해， 인간은 “벽을 사랑하지 않

는 무엇”의 존재 방식에 어울리는 인간의 존재 방식을 발견하게 되고， 사실이 시
가 되는， 신비로운 공간이 열리는 것이다. 인간의 이상적인 노동의 순간을 그리
고 있는 시인 ·‘풀베기 "(Mo때ng) 의 화자는 이 신비로운 공간을 “사실은 노동이

20) 같은 책 , “Se표Reli없lce，" p. 269 “When we discem justice, when we discem truth, we
do nothing of ourselves, but allow a passage to its be없ns."
21) 같은 책 , “ Fate ,‘’ p.955 “ if truth come to our mind , we suddenly expand to its
dimmensions, as ifwe grew to worlds."
22) Martin Heidegger, Poetry , La nguage , Thought , trans. Albert Hofstadter, (New York:
Harper & Row, 1971) 71변.
23)

(New York: Intemational Publishers, 1964), 112면.
K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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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가장 달콤한 꿈이 다” 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다.
Th ere was never a sound beside the wood but one
And that was my long scythe whispering to the ground.
Wh at was it it whispered? 1 knew not well myself (17)

우선 시는 “벽을 고치며”의 “벽을 사랑하지 않는 무엇이 있다”라는 첫 섯구처

럼， “숲 주위에 하나의 소리 이외에 다른 소리는 없다”라는 역시 수수께끼 같은
문장으로 시작한다‘ 바람이 불고， 물이 흐르고， 새가 우는 숲 속에 오직 하나의
소리밖에 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그 하나의 소리는 “나의 긴 낫이

땅에 속삭이는" 결국 내가 풀을 베는 소리이다 숲 속에서 화자는 바람이나 물
소리 같은 자연의 소리가 아니라， 낫으로 풀을 베는 소리 즉 자신이 자연 속에서
노동하는 소리만을 듣는 것이다. 가령 , “유령의 집 .. (Ghost House) 의 화자가 페
허가 된 집 주위로 숲이 다시 돌아오는 것을 “이상하게 쓰린 마음으로.. (with a

strangely aching heaπ)(6) 바라보며 쑥독새 가 “자신의 말을 해 주기 를 .. (to say
his say) 기다리듯이 , 이 시의 화자에게도 의미 있는 소리는 인간이 존재하지 않

는 자연만의 소리가 아니라， 풀을 베는 것 같은 노동을 통해 인간과 자연이 함께
존재하는 순간의 소리인 것이다.

또한 화자는 인간 없이 혼자 존재하는 자연의 소리에 관섬이 없을 뿐만 아니

라， “벽을 고치며”의 화자처럼 자신의 낫이 땅에 속삭이는 그 소리에 어떤 명확
한 이름을 붙이기를 주저한다. ’‘낫이 속삭인 것은 무엇이었나? 나는 잘 모르겠
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벽을 고치며”의 화자가 벽을 사랑하지 않
는 무엇에 명확한 이름을 부여하지 않고 수수께끼악 대상으로 만옮으로써 자신

의 노동을 일종의 야외 놀이로 만들었던 것처럼， 이 시의 화자도 자신의 낫이 하
고 있는 일을 명확히 정의하지 않음으로써， 자신의 노동을 어떤 설용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 감당해야 하는 고된 노동 이상의 무엇이 되게 하는 것이다.
Perhaps it was something about the heat of the sun ,
Something, perhaps , about the lack of soundAnd that was why it whispered and did not speak. (17)

“벽을 사랑하지 않는 무엇이 있다”는 섯구처럼 낫이 속삭인 것은 무엇인가?
라는 물음에 시의 화자는 계속 “어쩌면..

’‘무엇” 같은 모호한 말들을 사용하며 답

할 뿐이다 낫이 속삭인 것은 “어쩌면 태양의 열에 관한 무엇일 수도 있고， 어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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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소리의 부족에 관한 무엇일 수도 있다 ” 우선 태양은 에머슨이 “태양처럼 사

실이다.. (as much a fact as the sun)24) 고 말하거나 스티븐스의 ’‘무지한 눈으로
다시 태 양을 보라.. (see the sun ag.밍n with an i밍lorant eye)25) 같은 섯구처 럼 , 인
간의 노동이 또는 시가 출발점으로 삼아야하는， 의심할 수 없는 세계의 존재 또

는 사실 자체를 상징한다고 하겠다. 따라서 낫이 속삭인 것이 “태양의 열”과 관
계있다는 것은 이 소리가 세계 또는 사실의 어떤 근본적인 힘과 관계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낫이 속삭인 것은 “소리의 부족에 관한 무엇”이다‘ 아마도 부족

한 소리의 대표적인 예는 인간의 소리인 언어가 될 것이다 26) 노동을 통해 자연
과 섞이지 못한 인간의 소리인 언어는 태양 같은 사실을 표현하기엔 “부족”한 것
인데， “그런 이유 때문에 낫은 말하지 않고， 속삭였던 것이다 ” 즉 사실은 하나

의 의미를 지시하며 말하는 언어가 아니라， 땅에 속삭이며 의미를 퍼뜨리는 노동
을 통해 표현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제 낫이 힘차게 풀을 벨수록 인간의

언어가 가진 부족함은 더 많이 드러나게 되고， 그에 비례해서 세계의 근원적인
힘인 태양의 열은 더 멀리 퍼져나가게 될 것이다

It was no dream of the gift of idle hours ,
Or easy gold at the hand of fay 6r elf:
Anything more than the truth would have seemed too weak
To the earnest love that laid the swale in rows,
Not without feeble-pointed spikes offlowers
(Pale orchies), and scared a bright green snakes.
The fact is the sweetest dream that labor knows
My long scythe whispered and left the hay to m봐~e. (17)

낫이 속삭인 것이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어쩌면”과 “무엇”이라는 모호한 말들
로 답했던 화자는 이번에는 “그것은 -이 아니다”라고 말하며 수수께끼 놀이를 계

속한다. 낫이 속삭인 것은 “한가로이 시간 보내며 얻게 될 것을 꿈꾸는 것도 아

24) Emerson, “Self-Reliance," p. 269.
25) Wallace Stevens, “Notes Toward A Supreme Fiction," Collected Poems , p. 380
26) 페이턴은 낫의 “속삭임”과 인간의 언어를 비교하며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Like
metaphor, a whisper cannotbe forced to reveal too much. Nonetheless, it conveys real
sensations ofwoods and pasture , ... the scythe may whisper, because that is the sound
scythes make. Like the sun 없d heat, it is not human, will never have words and
remain what it is, although with hints of more." Priscilla M. Paton, “ Robert Frost:
‘'The Fact is the Sweetest Dream that Labor Knows," Amencan Literature, Vol. 53, No
1, (Mar. , 1981), p.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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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고， 또한 요정이 손을 놀려 만들어내는 손쉬운 황금도 아니다 .. 한가로운 목동

이 꾸는 목가적 꿈이나 요정의 마술은 결국 태양처럼 의심할 수 없는 삶의 토대
인 사실들에서 멀어져 만들어진， 머리 속의 손쉬운 공상일 뿐이다. 즉 손을 거칠
게 하는 저항의 순간 없이 놀이 또는 마법만 남은 노동은 결코 사실들을 변형시
켜 시를 낳는 창조적 노동이 될 수 없는 것이다. 가령， 집 안에 갇혀 미친 삼촌이
나 죽은 옛 애인의 뼈에 대한 공상에 빠져 있는， 프로스트의 다른 시 속의 여성
인물들의 불행도 결국 이런 창조적 노동의 기회를 박탈당함으로써 발생한 결과

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집 안의 사람들과 어떤 교감을 갖지 못한 채 하루 종일 음
식을 만들고 접시를 닦거나， 마을 사람들의 편견 속에서 책상 다리를 돌리는 마

숨을 부리는 것은 직접 땅에 속삭이는 시적인 순간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 고된
일이거나 속임수 재주일 뿐인 것이다. 사실들과의 직접적인 접촉 없이 죽은 사람
들에 대한 기억 속에만 머무는 것은 한가한 목가적 꿈이나 요정의 마술과도 같이

단지 인간의 공상이 낳은 손쉬운 황금을 얻는 것에 불과한 일이다.
시의 화자는 이렇게 사실틀에 멸어져 인간의 공상에서 만들어진 것을 “진실에
덧붙은 것들”이라 부르며 이 “진실에 덧붙은 것들은， 습지를 개간하고 ... 밝은
녹색 뱀을 놀라 달아나게 하는 진실한 사랑에는 너무 미약하다”고 말하고 있다.

즉 “진실한사랑”은 ‘아멘 숲’같은 이상적인 목가적 공간이 아니라， 풀을 베거나

습지를 개간하는 것 갇은， 자연 속에서 인간이 노동하는 순간 속에 존재하는 것
이다. 따라서 공상 속에서 만들어진 손쉬운 황금으로 치장한: ’‘진실에 덧붙은 것
들”은 직접 땅에 속삭이는 노동으로 얻은 진실한 사랑과 견주기엔 너무나 미약
한 존재들에 불과할 뿐이다. 또한 “실락원 .. (Paradise Lost) 에서 사탄의 가장 큰
죄가 “마음이 유일한 장소이다.. (A mind is its own place) (1. 254) 라는 자만이었

듯이 결국 자신의 공상이 만든 손쉬운 황금에 만족하는 것은 또 한번 뱀의 유혹
에 넘어가는 일이 될 것인데， 따라서 노동을 통해 얻은 진실한 사랑이 황금처럼
화려한 색으로 인간을 유혹하는 뱀들을 놀라 달아나게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할수있다.

이렇게 직접 땅에 속삭이는 노동을 통해 진실 또는 진실한 사랑에 이르게 되
는， 프로스트의 독특한 숭고의 순간은 “사실은 노통이 아는 가장 달콤한 꿈이다”

라는 섯구 속에 가장 집약적으로 표현되어 었다 우선 이 섯구에서 흥미로운 대
목은 “안다”는 동사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노동이라는 행위 자체라는 것이다. 즉
앓의 대상인 사실은 칸트의 “총체성 .. (totality) 처럼 어딘가 숨어 있어 주체가 이

성의 힘으로 발견해야 할 무엇이 아니라， 내가 자연 속에서 노동하는 행위를 통
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무엇인 것이다. 또한 사설은 손에 잡을 수 있는 어떤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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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한 대상이 아니라， “노동이 아는 가장 달콤한 꿈”이다 즉 인간이 노동을 통해
알게 되는 사실은 과학도감이 묘사하는 것처럽 적당한 높이와 너비를 가진 구체

적인 물체의 형태가 아니라 27) 꿈이라는 가능성의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다. 우

리는 에머슨의 숭고의 독특함이 내 개인의 무한한 힘을 과시하기 보다는， 오히려
나 자신을 없애고 사물의 흐름 속에 합류하기를 바라는 데 있었다는 것을 이미
살펴보았다. “세계로 자라나는 듯한 .. 에머슨의 숭고처럼 프로스트의 숭고도 바
깥의 사실을 마지막 도착점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내가 무가 된다”는 이상적인

염원을 통해서가 아니라， 노동이라는 구체적인 행위를 통해 사실에 이르고자 한
다는점에서 에머슨과구별된다. 또한프로스트는사실은노동이 아는가장명확

한 대상이 아니라， “노동이 아는 가장 달콤한 꿈” 이라고 말함으로써 노동을 통해
인간이 얻게 되는， 어떤 앓의 순간 즉 숭고의 순간이 바위처럼 튼튼한 토대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꿈처럼 달콤하지만， 물렁한 덩어리들로 이루어져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언제 공기 속으로 형체 없이 사라질지 모르는 이 물렁한 꿈이 결
국 우리가 아는 가장 튼튼한 바위인 것이다. 따라서 사실이라는 명확한 실체에
이를 수 없는 상황에서 땅에 속삭이는 노동의 순간은 우리가 사실을 아는 가장
달콤한 방법이지만， 열망이 큰 “나의 긴 낫은” 마지막까지 속삭이며 그 열망을
좀더 멀리 퍼뜨럴 수 있을 뿐이다. 건초를 완성시키지 못하고 “(언젠가) 건초가
만들어지도록 내버려 두는” 것인데， 결국 낫이 땅과 속삭이는 소리는 태양의 열
자체가 아니고 그 태양의 열에 관한 무엇이었던 것이다 .
..사실은 노동이 아는 가장 달콤한 꿈이다”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사실과 어떤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것은 사실 자체에 도달함으로써 아니라， 사실에 대한 가장
그럴듯한， 즉 가장 달콤한 꿈을 꿈으로써 가능하다는 의미라 할 수 있는데， 프로

스트의 첫 번째 시집의 첫 시로서 이미 프로스트적인 것의 대부분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는 “내 자신 속으로.. (Into my 0뼈)를 통해 우리는 이렇게 사실에 도달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에 대해 꿈을 꾼다는 것의 의미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One of my wishes is that those dark trees ,
s。 이dandfirm 앙ley scarcely show the breeze,

27) 가령 , 데카르트(Rene Desc앞tes) 는 ..물체 .. (matter) 를 “길이 , 너비 그리고 두께를 가지
고 펼쳐진 대상.. (a cert밍no비ect extended in length, breadth, and thinckness) 으로 정
의 한다 Rene Desc앞tes， The Meditations and Selections From The Principles , tr없18.
John Veitch, (The Open Court Library ofPhilosophy, 1968), p. 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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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renot, as ’twere, the merest mask of gloom.
But stretched away unto the edge of doom.
1 should not be withheld but that some day
Into their vastness 1 should steal away,
Fearless of ever fin며ngopenland
Or highway where the slow wheel pours the sand. (5)
우선 이 시의 첫 두 연은 얼핏 자아의 광대한 힘을 노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

다. 나무들은 “운명의 끝자락까지 뻗어가고” “그 나무들의 광대함 속으로” 나는
들어가 “대담하게 열린 땅을 발견하려 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열린 땅에서의
나무와 나의 만남은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니다. 나무들 또한 “운명의 끝자락까
지 뻗어간” 것이 아니고， 나 또한 그 “나무들의 광대함 속으로” 들어간 것이 아
니다. 이 모든 것들은 그저 “나의 바램들 중의 하나”일 뿐인 것이다. 분명한 것

은， 바람조차 들어갈 틈이 없이 츰춤하게 서 있는 늙고 어두운 나무틀을 보며
“언제가” 이루어져야 할 일들에 대해 바램을 가져볼 뿐， 나는 그 광대함 속으로

들어갈 어떤 움직임도 보이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스스로 숲으로 들어가 “무가
되는" 에머슨의 적극적인 자아에 비해 그저 상상 속에서 “나무들의 광대함 속으
로” 들어갈 수 있을 뿐인 이 시의 화자의 소극적인 태도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는 “환상.. (f:없ltasy) 을 “세상을 일관되고， 의미있는 것으로 경험하게 되는 틀”

(the frame through which we experience the world as consistent and

meru:따1맹.ù)로써 설명하는 지젝의 논의를 다시 떠올려 볼 수 필요가 있다.잃) 지
젝은 라깡이 “상징 질서" (symbolic order) 또는 “대타자" (the Order) 라 부르는
기 표의 그물이 “상징 질서 이 전의 물질" (the pre-symbolic ‘subtance’) 또는 “사물

자체" (the 암피19) 에 “관통되 어 ." (penetrated) 틈이 발생하고 균열이 일어 날 때 ,
이 상징 질서의 “부족"

(lack) 또는 “비일관성" (the inconsistency) 을 가리는 방패

로서 환상이 작용하게 된다고 말한다. 다시 말해 환상은 대타자 또는 상정 질서
가 상정화될 수 없는 어떤 것， 어떤 불가능 주위에 구조되어 있다는 사실을 숨기
고. (“Fantasy

conceals the fact that the Other, the symbolic order, is structured

around some traumatic impossibility") 다시 “의 미 화의 특별한 효과가 발생 할
수" (the particular effects of sign:ification take place) 있도록 기여하는 것인데 ,
지젝은 이런 환상의 역할에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28) Zizek, pp. 121-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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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does an empirical, positively given object become an object of
desire; how does it begin to contain some X, some unknown quality ,
something which is ‘'in it more than it and makes it worthy of our desire?
By entering the framework of fantasy, by being included in a fi밍1않sy
scene which gives cOl1sistency to the subject’s desire. 29)
따라서 만일 환상을 통하지 않고 우리가 상징 질서의 벌어진 틈으로 실재계 또

는 사물 자체를 본다면， 그곳에 있는 것은 어떤 “특질”이나 “그 이상의 어떤
것 ..

말하자면 인간의 어떤 “의미화”도 가능하지 않은 “텅 빈 공간..

(the empty

space) 또는 “죽음 박동.. (the death drive) 뿐일 것이다‘ 지젝이 환상이 숨겨주는
“상징화될 수 없는 것”을 “불가능”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인데， 환상의
틀을 통해서야 비로소 인간은 이 “불가능”에 먹히지 않고 바깥 대상을 “우리의

욕망에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실제 숲으로 들어가지 못
하고 그저 상상 속에서만 ‘’나무들의 광대함 속으로” 떠나는 여행을 하는 ’‘내 자
신 속으로”의 화자가 하고 있는 일도 바로 이런 지젝 식의 환상 작용이라 할 수
있는데 , 우선 화자가 바라보고 있는 실제 나무들은 인간의 상정 질서에 균열을

일으키는. 상징 질서 이전의 “물질” 또는 라깡이 “실재계 .. (the Real) 라 부르는
“사물 ..

(the Thing) 이라 할 수 있다. 지젝이 ..보이지 않고 남아 있어야 할 (실재

계 의 ) 공간..

(a space that should be left unseen) 인 “불가능한 것 .. (the impossible

R파19) 을 언뜻 엿보게 하는 물체의 예로 들고 있는 침몰된 타이타닉 호의 “소름
끼치 게 하는.. (terr퍼따19) 모습처 럼 , 이 ’‘총춤하게 서 있는 늙고 어두운 나무들”

은 꽉 막힌 담처럼 서서 조금의 바람도 또는 조금의 인간의 입김도， 의미화 작용

도 그 사이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만일 인간의 의미화 작
용을 막는， 즉 인간의 상정 질서에 균열을 일으키는 이 사물 속으로 직접 들어가

..그것 .. (it) 을 대면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어떤 의미도 불가능한 “텅 빈 공간” 또
는 절대적인 무의미의 공간에 들어서는 것과 같은 일이 될 것이다. 시의 화자인
내가 오직 상상 속에서만 이 “나무들의 광대함 속으로” 들어가려 하는 것은 그

때문인 것이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노동을 통해 바깥의 어떤 대상， ‘'À}실”과 완
전한 소통의 관계를 맺을 수 있기를 기대할 수 없다. 사실과의 이런 낭만적인 합
일을 바라는 것 자체가 바로 지젝 식의 대상을 용망하는 환상의 한 방식일 뿐인

데， 따라서 우리는 사실에 대한 가장 그럴듯한 환상 또는 “가장 달콤한 꿈”이라

는 틀을 통해서만， 즉 프로스트 시에 자주 등장하는 집의 창문을 통해서만 바깥

29)

같은 책 .

p.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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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실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이렇게 환상 작용은 나무라는 바깥의 대상을 의미 있게 바라보게 할 뿐만

아니라， 화자와 다른 사람들 사이에 어떤 관계가 가능하도록 하는 유일한 방식이
된다 가령， 셋째 연에서 “왜 내가 돌아서야 하는지， 왜 사람뜰이 나를 따라 잡으
러 출발하지 말아야 하는지 , 알 수 없어"(l do nυt see why 1 should e’'er turn

back ,/Or those should not set forth upon my track/To overtake me) (5) 라고 화
자가 말하는 대목온， 사실 그가 한발짝도 웅직이써 않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독자의 실소를 자아내기도 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이때 화자 주위의 사람들이
존재감을 획득하는 것은 결국 화자 자신의 상상 속에서 일정한 공간을 차지할 때

뿐이라는 것이다， 즉 자신을 그리워 하거나 (“who should mÍss me here끼 자신이
여전히 그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 한다고 상상펼 경우에만 비로소 그
사람들은 화자 앞에 존재하게 되는 것인데， 이렇게 사람들의 불가능한 실제 모습
을 대변함으로써가 아니라， 화자의 상상을 똥해 구성되는 의미화 작용에 기여함
으로써 사람들은 화자의 욕망의 대상으로 자리매김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사

람들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한 가지 더 필요한 것은 화자 자신 또한
그 사람들의 상상 속에 일정한 공간을 차지하고 있아야 한다는 것이다. 내가 그
들을 상상하듯이 그들 또한 나를 상상할 때에만， 둘 사이의 최소한의 관계가 성
립될 수 있는 것인데， 화자가 사람들이 “내가 그들을 여전히 애뜻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 할 것이라" (long to know if still 1 held them dear) (5) 상상하듯
이， 자신이 “그들이 알던 모습에서" (from 비m theyknow) 변한 게 없다는 것을

새삼 강조하고 있는 것도 그 때문이다- 물론 화자의 이런 상상에도 불구하고， 정
말 나무가 “운명의 끝자락까지 뻗어가는” 것인지， 정말 사람들이 자신을 그리워
하는지 알 길은 없다. 바깥에서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화자는 알 수

없는 것이다. 지젝이 말하듯 “환상 너머에는 어떤 열망도， 어떤 친근한 숭고한
현상도 존재 하지 않고." (beyond fantasy there is no yearning or some kindred

sublime phenomenon) 오직 “죽음 박동" 또는 ·‘맥박 소리 .. (its pulsation) 뿐인
것이다. “나는 무가 되어 모든 것을 본다”고 외치지 못하고 시의 마지막에 화자
가 그저 ’‘내가 옳다고 생각한 모든 것에 대해 단지 좀더 확신하며"(Only more

sure of all 1 thought was true) 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 때문이다.
“내 자신 속으로”가 그리고 있듯， 우리가 나무나 다른 사랍들 같은 바깥의 존
재들과 관계를 맺는 것은 실제로 그 존재들에 도달함으로써가 아니라， 우리 자신
의 상상의 틀을 통해 그것들을 우리 욕망의 대상으로 가짐으로써이다. 그러나 앞
서 진술되었듯이 정말 나무가 ”운명의 끝자락까지 뻗어가는” 것인지. 정말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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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자신을 그리워하는지 내가 알 길은 없다 따라서 나는， “버려진 땅들”의 화

자가자신 속의 더 텅 빈 땅을 찾는 운동을멈출 수없었듯이， 도달할길 없는바
깥의 대상에 대한 가장 달콤한 꿈을 가지러 이 시의 제목처럼 “내 자신 속으로”
계속해서 움직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프로스트는 “꽃 수풀" (만1e Tuft
ofFlowers) 에서 어 떤 이 상적 인 노동의 순간을 통해 “나” 와 바깥의 다른 존재 인

“그”가 친밀한 연대감을 느끼며 “함께 일하는." (work together) (23) 상상의 공
동체가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말하고 았다.

우선 이 시에 등장하는 사람은 화자 한 사람 뿐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등장하
는 사람이 한 사람뿐인 시에서 두 사람의 연대감 같은 것이 표현될 수 있을까?
화자가 이웃 또는 다른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는 것은 “벽을 고치며”나 “도끼 자
루 .. (맴1e Ax-Helve) 에 서 처 럼 그를 직 접 만나는 것 이 아니 라， 그에 대 한 상상을
통해서이다

1 looked for him behind an isle of tress;
1 listened for his whetstone on the breeze.
But he had gone his way, the grass all mown ,
And 1 must be , as he had been-alone,
“As all must be," 1 said within my heart ,
“Wh ether they work together or apart." (22)

아침 일찍 들로 나온 화자가 발견하는 것은 자신보다 앞서 누군가가 이곳에 와
서 풀을 베고 갔다는 사실이다. 이상하게도， 나는 이 생면부지의 누군가에 지나

친 관심을 보이는데， 새벽 이슬을 맞으며 풀을 베고 있었을 그의 모습을 상상하
거 나(“The dew was gone that made his blade so keen") (22) 그를 찾아 “늘어 선

나무들 뒤”를 살펴보고， 그가 숫돌 가는 소리가 들릴까 바람 소리에 귀 귀울인
다. 그의 존재를 한사코 확인하려는 나의 모습에서， “공포”에서 무엇가의 정체를

확인하기 위해 어둠 속으로 걸어나가던 부인의 모습에서처럼， 이상한 절박함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나의 이런 간절한 바램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미 이곳에 없
다 어둠 속에서 의미 있는 아무 것도 발견하지 못했던 그 부인처럼， 결국 그가
“자신의 길을 가버렸다”는 것을 발견한 나는 크게 실망한 듯

..그가 혼자였듯이，

나도 흔자해야지 . 함께 일하거나 떨어져 일하거나 모든 것이 혼자이듯"하고 말

한다. 모든 사람은 혼자 일한다고 말할 때의 냐는 “벽을 고치며”에서 화자의 초
대에도 불구하고， “어둠 속에서” 혼자 돌을 옮기고 있는 이웃의 모습을 떠올려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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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른 아침의 들에서 혼자 일해야 하는 나는 다른 사람의 존재를 상상하며 반
가움을 느끼지만， 화자가 함께 하기를 바라는 야외 놀이를 거부하던 “벽을 고치

며”의 이웃처럼， 결국 노동은 혼자 하는 외롭고 고된 일이라고 생각하며 이웃과
함께 하는 즐거운 노동에 대한 기대를 끝내고 마는 것이다

그러나 혼자 하는 고된 노동이 함께 하는 야외 놀이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좋
은 담장이 좋은 이웃을 만든다”는， 딱딱하게 굳은 격언을 “벽을 사랑하지 않는
무엇이 있다”라는 물렁한， 수수께끼 놀이로 바꿈으로써 가능했다

돌을 옮기며

손가락이 헤지는 고된 노동인 것은 분명하지만， 이 노동을 함께 하는， 일종의 야
외 놀이로 만들기 위해서는 실제적인 노동의 과정 이상의， 마볍 같은 신비로운
무엇이 필요한 것이다- 이런 수수께끼 놀이 또는 마볍의 사용을 거부하는 이웃에

게 노동은 묵묵히 돌을 옮기는， 실제적인 노동 이상의 것이 되지 못한다 물론
손가락이 헤지는 노동의 과정은 필수적인 것이지만， 꿈이나 마법 같은 인간의 상
상이 만드는 신비로운 공간이 함께 하지 않을 때 그 노동은 인간을 어둠 속의 야

만인에 머물게 할 뿐이다- 따라서 이 시의 화자가 모든 일은 혼자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벽을 고치며”의 이웃이 하던， 나쁜 노동을 시작하려고 할 때， 마치 화
자의 말에 ’‘당황한 듯한 나비 한 마리 .. (a bewildered butterfly) (22) 가 내 앞에
나타나， 나를 키 큰 꽃 수풀로 데려가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단지 육체적

필요에 좌우되는 동물의 노동과 달리 , “아름다움의 법칙들”에 따라야하는 인간
의 노동에 대한 마르크스의 다음의 같은 언급은 나비와 꽃의 갑작스런 등장에 대
한적절한설명이 될 수 있을것이다.

An animal’s product belongs immediately to its physical body, whilst
man freely confronts his product. An animal forms things in accordance
with the standard and the need of the species to which it belongs , whilst
m없1 knows how to produce in accordance with the standard of every
species , and knows how to apply everywhere the inherent standard to the
o비 ect. Man therefore also forms things in accordance with the laws of
beauty.30)

인간의 노동은 단지 인간 자신의 육체적 또는 실용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 자연

의 대상에 일방적인 폭력을 가하는 고된 일이 아니라. 살아있는 “모든 종들의 기

준”을 이해하고 그 “아름다운 법칙들”에 따라 자연의 대상과 관계를 맺는 일이
된다. 따라서 아름다움의 대표적인 두 상징이라 할 수 있을， 나비와 꽃이 내 앞

30) Karl M밍'X， pp.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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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나타난 것의 의미를 이해하기란 이제 어렵자 않아 보인다 31) 나비와 꽃은 인
간의 노동이 혼자 하는 고된 일이라고 생각하는 화자를 “모든 종들”에 ”내재해있

는 기준 .. 또는 “아름다운 볍칙”에 대한 앓으로 이끌고 가는 것이다-

The butterfly 없ld 1 had lit upon
Nevertheless , a message from the dawn,
’That made me hear the wakening birds around,
And hear his long scythe whispering to the ground ,
And feel a spirit kindred to my own;
80 that henceforth 1 worked no more alone (23)

나비와 꽃은 다시 나를 먼저 이곳을 다녀간 그에 대한 상상으로 이끈다- 나의
두 번째 상상에서 먼저 다녀간 그 사람은 풀 베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꽃을 사

랑하는 사람이다. 그가 베지 않고 남겨놓은 꽃들을 보며 나는 “꽃들이 활짝 피도
록 남겨둘 만큼， 이슬 맞으며 풀 베었던 그는 꽃들을 무척 사랑했나보다..

(the

mower in the dew had loved them thus /By leaving them to flourish) 고 생 각하는
것이다 풀을 베는 사람이 어떻게 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다시 말
해 실제적인 노동이 “순수한 아침의 기쁨”과， 또는 마르크스가 말한 “아름다움의
법칙들”과 어떻게 결합될 수 있을까? 시의 도업부에서 노동은 어둠 속에서 혼자
하는 고된 일이라 생각했던 나는 나비를 따라 누군가 남겨놓은 꽃들을 발견함으

로써， 노동과 꽃이 함께 존재하는 마법의 공간에 들어서게 된 것이다. 이 마법의
공간에서는 놀랍게도 “나비와 나”는 하나가 되어 동시에 “번쩍이는 그 새벽의 메
시지”를 얻게 되고， 나비와 나는， 즉 “우리 .. (us) 는 이제 “주위에 눈뜨는 새들의
소리 를 듣고.. (hear the wakening birds around) , “그의 긴 낫이 땅에 속삭이 는
소리도 듣게“ (hear lùs long scythe wlùspering to the ground) 된다. 어둠 속에서

혼자 하는 일이었던 노동이 꽃과 새를 느끼고， 다른 사람의 노동을 이해하게 하
는， 신비로운 행위가 되는 것인데， 이 신비로운 순간에 나는 여기에 존재하지 않
는 그에게서 심지어 “자신의 것과 비슷한 영혼을 느낀다 .. (feel a spirit kindred

31) 보로프는 이 나비와 꽃을 “미학적으로 또는 사심없이 인식되는 대상 ..

(aesthetically or
disinterestedly perceived object) 이 라 부르며 , 이 들이 이 른바 ”상상적 인 보상”
(imaginative reward) 을 화자에 게 가져 다 준다고 말한다 Marie Borroff, ‘'Robert
Frost’s New Testament: ’The Uses of Simplicity," Modern Critical Views 58: Robert
Frost, ed. Harold Bloom , (New York: Chelsea House Publishers , 1986), pp. 7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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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my own) (23) 고 말한다 풀을 베는 일이 꽃을 사랑하는 마음과 결합하는 이상
적인 노동의 순간이， 만난 적도 없는 두 사람 사이에 ‘·형제와 같은 .. (brotherly)

연대감을 생성시켜 주는 것인데， 이 순간 나는 “더 이상 혼자 일하지 않는다" (1

worked no more 머one) 고 말하며 그에 게 “마음으로부터 ," (from the heart) “함께
일하든 떨어져 일하든， 사람은 함께 일한다." (“Men work together,lWhether

they work together or ap따t") 고 말한다. 이렇게 풀을 베는 일과 꽃을 사랑하는
일이 동시에 존재하는， 마법의 순간은 더 높은 의식으로의 상승이라는， 혼자만의

영혼의 고양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꽃과 새와， 다른 사람과의 교
감이 가능한， 풍성한 공간을 열어주는 것이다. 풀을 베고 꽃을 사랑하는 이상적

인 노동의 행위가 만들어내는， 이웃 또는 다른 사람과 ”비슷한 정신을 느끼는"
이 신비로운 순간이 프로스트가 노동을 통해 제시하는 독특한 숭고의 순간인 것
이다

“꽃 수풀”에서 제시되는 이상적인 노동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이런 노동의 순간을 가지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비극을 다루고 있는 “”어두워，
어두워，，'’ ("Out, Out-") 같은 시 속에서 발견할 수 있다. 이 시는 전기톱에 손이

잘리고 목숨마저 잃고 마는 한 소년의 비극을 그리고 있는데， 이 소년의 죽음을

초래한 것은 결국 꽃을 사랑하는， 마법의 시간이 주어지지 않는 나쁜 노동의 현
장이다.

’I'he buzz saw sn앞led and rattled in the yard (... )
And from there those that lifted eyes could count
Five mountain r와1ges one behind the other
Under the sunset far into Vermont. (136)

시의 첫 구절이 전기톱이 으르렁거리며 돌아가는 살벌한 노동의 현장을 묘사

하고 있다면. 다음 인용된 구절들은 해지는 먼 산등성을 음미하는， 느긋한 시선
을 그리고 있다 사람들이 이 느긋한 시선으로 산등성을 바라볼 수 있었다면
(“could") , 아마도 그것은 “꽃 수풀” 에서 이상적 인 노동의 한 부분으로 포함되는

꽃을 사랑하는 것과 비슷한 순간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즉 전기톱이 돌아
가는 노동의 현장과， 멀리 일몰의 산을 바라보는 시선이 결합될 때， 이 시에서
그려지는 노동은 이상적인 노동의 순간이 되고， 여기에서 노통하는 사람들 사이

에도 “비슷한 정신”같은 연대감이 생성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살별한
노동의 현장에서 일몰의 산을 바라보는， 말하자면 꽃을 사랑하는 시간은 실제로
주어지지 않는다. 전기톱은 쉴새 없이 돌아가는 것이다(“snarled and rattl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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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arled and rattled"). 시 의 화자가 “거 의 하루가 지 났으니 ., (day was all but
done) "하루 일이 끝났다고 말해주어， 일에서 풀려나는， 그렇게 바라던 삼십분
만 소년에게 주어 그를 기쁘게 해 주었더라면" (Call it a day, 1 wish they might

have said!ro please the boy by gi띠ng him the h머f hourtrhat a boy counts so
much when saved from work) 하고 안타깝게 말하는 것은 그 때문이다. 삼십분이
주어져 , 일몰의 먼 산을 느긋하게 바라보며 꿈 꿀 수 있는， 마법의 순간이 주어
지지 않았던 소년은 결국 전기톱에 손이 잘리고 목숨을 앓고 마는 것이다. 또한

이렇게 한 소년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나쁜 노동의 현장에서 일하는 사랍들 사이
에， “꽃 수풀”의 화자가 한번도 만난 적 없는 그에게서 느끼던 친밀한 연대감이
존재할 리 없다. 소년이 죽고 난 후 다른 일꾼들은 “자신들이 죽은 것은 아니니 ,
다들 하던 일로 돌아가는" (they, since theylWere not the one dead , turned to

their affi머rs) 것 이 다 32)
이렇게 …’어두워， 어두워" .. 의 소년의 죽음을 통해 결국 시인이 말하고자 하

는 것은 이상적인 노통의 순간이 단지 추상적인 가치만을 지닌 문제가 아니라，
사랍의 생존과 관련된， 실제적인 문제라는 것이다. 손을 거칠게 하는 육체적인
일의 과정과 꽃을 사랑하고 일몰의 산을 바라보는， 심미적 순간이 결합될 때만이

인간의 노동은 인간이 정상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토대를 마련해
줄 수 있는 것이다. 버크의 숭고가 공포의 감정으로 각 신체의 기관들을 작동시

키는 일종의 마음의 노동이었듯이， 프로스트에게도 노동을 통해 이르게 되는 어
떤 앓의 순간 또는 숭고한 순간은 정신의 일시적인 고양감이 아니라， 인간의 실
제 삶의 지속에 기여하는 순간이 되는 것이다. 소년의 비극적인 죽음을 통해 일
과 놀이의 조화가 실제 삶의 지속에 필요한 것임 강조하는 시인이 “진흙 시간의
두 부랑자" (Two Tramps 1n Mud Time) 에서

“일이 놀이<il" (the work is

play) (277) 이상적인 노동의 순간을 하나의 추상적인 가치로 이해하는 듯한 화
자를 위태로운 눈으로 바라보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이다.

Out of the mud two strangers came
32) 나쁜 노동이 개인의 불행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연대가 아니라 “소

외" (estrangement) 를 낳는다는 마르크스의 다음과 같은 지적은 그대로 이 시에 대한
주석 으로 읽 힐 만하다 “1n fact , the proposition that man’s species nature is estranged
from him means that one man is estranged from the other, as each of them is from
man’s essenti머 nature .... Hence wi암ún the relationship of estranged labor each man
views the other in accordance with the standard 밍ld the relationship in which he finds
himself as a worker." Karl M없'X， pp.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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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caught me splitting wood in the yard
An d one ofthem put me offmy aim
By hailing cheerily ‘'Hit them hard!"

1 knew pretty well why he dropped behind
And let the other go on a way.

1 knew pretty well what he had in mind
He wanted to take my job for pay (275)
이 시의 도입부는 도끼질을 하고 있는 화자를 갑자기 나타난 누군가가 방해한
다는 점에서 ..도끼 자루”의 처음과 비슷하다. 그러나 “도끼 자루”와는 달리 화자
의 도끼질을 방해하는 것은 이웃이 아니라， 화자가 전혀 알지 못하는 “두 낯선

사람들”이다. 화자의 도끼를 갑자기 잡아채거나 알아듣기 힘든 사투리를 쓰는
“도끼 자루”의 이웃도 친근한 인물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진흙에서부터” 나
온 이 사람들은 화자가 그들에 대한 어떤 지식도 가지고 있지 않은， 완전히 낯선
존재인 것이다. 마치 어떤 원시적인 공간을 상징하는 듯한 “진흙”에서 갑자기 나

타난 이 낯선 사람들은 그 낯설음으로 화자를 일시적인 혼란에 빠뜨리는데， 이들
의 등장으로 나는 도끼질을 잘못하여 “나의 목표에서 벗어나”기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시의 도입부에서 그려지는， 낯선 사람들의 등장과 그로 인한 나의 실수

등의 과정은， 불가해한대상과의 갑작스런 대면과그로인한자아의 일시적인 혼
란이라는 고전적인 숭고의 그과정을 그리고 있는 것 같아 흥미롭다. 그러나 앞서
살펴봤듯이 고전적인 숭고의 논의들에서 어검없이 등장하던 낯선 대상과의 대면
이 일으키는， 의식의 변증법적 운동으로서 숭고의 순간은 이 시의 화자의 의식에
는 일어나지 않는다. 오히려 나는 이 낯선 대상들에 대해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고 말하고 있는데， “나는 왜 (두명의 낯선 사람들 중에) 한명이 뒤에 남았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남은) 한명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다. 숭고에 대한 혜이스켈 (πlomas Weiskel). 의 의미론적 접근이 분석해내

고 있듯， 불가해한 대상과의 대면이 일으키는 숭고의 순간은 기존의 의미체계를
무너 뜨리 고 그가 “함축적 또는 두번째 질서 체 계 "(a connoted or second-order

system)33) 라 부르는 새로운 의미 체계의 확립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순간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시의 화자처럼 “진흙에서부터” 나온 “낯선 사람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이 낯선 대상들은 새로운 의미의 장을 열어주는
웨이스켈 식의 숭고한 대상이 아니라， 도끼로 조각내고 있는 참나무 조각처럼 내

33) Thomas Weiskel, p.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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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마음대로 다룰 수 있는， 새로울 것 없는， 그저 무의미한 대상으로 변하고 만
다. 나는 “딱 네모나게 “ (squarely) 나무를 때리고， “조각없이 ..
무는 갈라져 떨어지는 것이다. “공공의 선 ..
아껴두는 “자제력 ..

(self-control)

(splinterless) 나

(the common good) 에 쓰기 위해 힘을

있는 사람인 나에게 필요한 것은， 낯선 대상과

의 대변으로 촉발되는， 숭고라는 영혼의 파노라마가 아니라， 그저 하루정도 “영
혼을 풀어 놓는.. (gi찌ng

a loose to my sou1) 여 홍의 시 간이 다 밖으로는 “공공의

선”을 중시하고 안으로는 영혼의 힘을 조절하는， 균형잡힌 삶을 추구하는 나에
게 노동의 대상인 참나무는 “노똥이 아는 가장 달콩한 꿈”인 사실이 아니다. 그
나무는 “중요하지 않는 나무"

(the unimportant wood) 일 뿐이다.

이렇게 ‘’진흙에서부터” 나옹 낯선 존재들을 자신의 통제 아래 둘 수 있다고 여
기는 나는 가령"벽을 사랑하지 않는 무엇이 있다”라는 수수께끼 놀이를 제안했
던， “벽을 고치며”의 화자와는 분명히 다른 사람이다. 명확한 이름을 부여하지

않은 채， 자신의 수수께끼 놀이에 언덕 너머의 이웃을 초대하는， “벽을 고치며”
의 화자와는 달리 , 나는 이 낯선 사람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말하며 오히
려 자신의 벽 밖으로 이들을 몰아내려고 한다

가령， 나는 “두 명의 낯선 사람

들” 을 나중에 .‘두명 의 어 슬렁 거 리 는 부랑자..

(two h버퍼ngtr없nps) (276) 로

부르

기도 하고， “그들은 -라고 생각했다." (They

thought) y. “그들이 -라고 판단했

다·’ (They judged) 라고 말하며， 마치 자신이 이 낯선 사람들의 마음을 완전히
꿰뚫어 보고 있으며 , 따라서 그뜰의 존재는 별로 신경 쓸 필요 없다는 듯한 태도
를 보이는 것이다"그들은 바보를 알아보는 다른 방법을 알지 못한다" (They

had no way ofknowing a fo01) 고 내가 말할 때 이 낯선 사람들은， 서로 초대하고
대화를 나누며 어떤 앓으로의 계기를 마련해주었던 다른 시의 이웃들과 달리， 나
의 은근한 조롱의 대상일 뿐이다

아무 얘기도 나누지 않았지만(“Notlùng

on

either side was said") (277). 그들의 논리를 나는 모두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외1

their logic would fill my head") . 그들의 논리 를 가정 한 후에 , 그 가정 에 따

라 그들의 권리가 우선('만leirs

was the better ri함lt") 이라고， 동의를 선언한다

(“쩔reed") . 그러나 나의 동의는 “꽃 수풀”의 화자가 만난 적도 없는 그에게서
“비슷한 정신”을 느낀 것과 같은 친밀한 연대갑의 표현이 아니다. 내가 동의한다
는 것은 이 낯선 사람틀의 생각이 아니라， 그들의 논리라고 내가 혼자 가정한 것

들이다. 따라서 나의 동의는 자신의 가정이 옳다는， 자화자찬식의 선언에 불과할
뿐이다. 나는 자신의 권리는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정작 그들의 논리를 일
방적으로 가정하고 그 가정에 동의한다고 다시 일방적으로 선언하는 나의 행동

속에 부족한 것 이 바로 이 낯선 사람들에 대 한 사랑일 것이 다 34) “사랑” 과 “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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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가 두 개로 분리되어 존재하는 곳은 다름 아닌 니i 자신 속인 것이다

But yield who will to their‘ separation ,
My object in living is to unite
My avocation 없ld my vocation
As my two eyes m따‘e one in sight‘
Only where love and need are one,
An d the work is play for mortal stakes ,
Is the deed ever really done
ForHeaven 밍ld the future’ss삶ces ， (277)

이 마지막 연에서 지금까지 여러 시들에서 제시꾀아온. 시인이 생각하는 이상
적 인 노동의 순간이 간단한 문장들로 진술되고 있다

이 상적인 노동의 순간이 란，

“취미와 직업을 결합시키는” 것이거나 “사랑과 필요가 하나가 되는” 것이다. “벽
을 고치며”의 화자가 고된 노동이 일종의 야외 놓이까 되기뜰 바라고‘ “꽃 수풀”
의 화자가 풀을 베는 것과 꽃을 사랑하는 것이 결합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
듯， 이 시의 화자인 나 또한 실제 노동의 과장이 블。l 가 되고， 펼요에 의해 하는
일이 사랑과 결합되는 것을 자신의 “삶의 목표”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사랑과 필요의 결합이라는 나의 삶의 목표가 절실하게 다가오지 않는 것은 그 결
합이 낯선 사람들의 논리를 가장한 나 자신의 논리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이다
달리 말해， 사랑과 필요의 결합은 둘의 분리를 기정한 나의 논리의 자연스러운

귀결일 뿐， 다른 시들의 화자가 이웃과의 만남을 통해 이르게 되는 어떤 새로운
앓의 순간이 되지 못하는 것이다. 사랑과 필요의 결합이 삶의 목표인 내가， 필요

34)

브롬위치가 이 시와 워즈워쓰의 “결단과 독립" (Resolution

and

Independence) 을 비교

하며 마지막에 강조하는 것도 바로 이점이다. 즉 그에 따르면 워즈워쓰의 시 속의 시인
은 자신과 결코 ’‘동화될 수 없는，"

(unassirrùlable) “이맨 인괄과 단순히 함께 있으며
(his simple copresence with another fi밍.rre) 그런 함께 있음이 만틀어내는 곤란을 감수

하는데 반해， 프로스트의 시는 이미 살펴본 것처럼 “진흙에서부터” 나온 ’‘낯선 사람

들” 올 “시 인 편에 서서 제 거 해 버 리고"(eliminates

the figure in favor ofthe poet)

있는

것이다. 물론 브롬위치가 워즈워쓰의 시 속의 시인과 노인이 어떤 “교감의 기쁨"

(ajoy

of communion) 을 누리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이 그가 “공감”
(sympathy) 이라는 말을 조심스럽게 사용하는 이유인데， 다만 나 아닌 다른 인물와
함께 존재하는 것에서 오는 어떤 공감의 느낌이 프로스트를 비롯한 현대 시인들에게
사라지고 있음을 그는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David Bromwich , “ Wordsworth , Frost,
Stevens and the Poetic Vocation," Mαiem Critical Vieμ’s 58: Robert Frost , (New York:
Chelsea House Publishers, 1986), pp.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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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자신들의 권리인 이 부랑자들과 어떤 관계를 가지려 하는 대신， 오히려 그틀
을 멀리하며 딱딱한 격언 같은 진술틀만을 반복하고 있는 것 자체기 나의 논려의
빈약함을 증명한다 하겠다 35) “진흙에서부터” 나온 낯선 존재들을 “딱 네모나게
‘

자른 나무 조각처 럼 사랑과 필요라는 두 토막 속에 가두어 담아두려 는 나는，

“벽을 고치며”에서 야외 놀이를 제안하는 화자보다는， 그의 고리타분한 이웃을
닮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좋은 울타리가 좋은 이웃을 만든다”는 아버지의 말
에 묶여 있는 그 이웃처럼 나도 ”사랑과 필요는 하나이다”라는 딱딱하게 굳은 격
언에 묶여 “진흙” 같은， 새로운 의미가 빚어질 수도 있을 공간으로 움직이기보다
는， “자기 통제의 삶”을 사는데 만족할 뿐이다. 그러나 이상적인 노동의 순간은
아버지의 말에 묶여 있던 이웃이 스스로 벽을 고치는 것의 의미를 물으며 화자와
함께， 야외 놀이로서의 노동에 참여하려 할 때 시작된다 “진흙에서부터” 나온 낯
선 존재들이 나를 놀라게 하여 잠시 “나의 목적에서 벗어나게 “ 한다 하더라도，
“너무나 잠 알고 있다”고 말하는 대신 그들을 ”벽을 사랑하지 않는 무엇”이라 부

르며， 해답은 없지만 즐거운 수수께끼 놀이를 시작하려고 할 때， 이 수수께끼 놀
이로서의 노동의 시간은， 결국 “꽃수풀”에서의 “나”와 “그”의 관계처럼 “함께 일

하는" 상상의 공동체를 가능하게 하는， 숭고한 순간이 될 수 있는 것이다.

35) 보로프는 “불어-라틴어 기원의 언어"(Romance and Latinate) 들이 다른 시들에서는 토
종 영어들과 미묘한 긴장을 이루며 미학적인 효과를 발휘하곤 하지만， 이 시의 결말 부
분은 “지 나치 게 라틴어 척 이 고 추상적 인 언어 로 표현되 고" (couched in heavily Latinate
and abstract lan밍lage) “교화하는 내 용을 쏟아낸다"(a burst ofmoralizing) 고 지 적 한
다

Borroff, p. 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