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무지』를 읽는 i 여섯 가지 방법 

이정호 

1. 시작하는 말 

1922년은 영문학사에서 아주 획기적인 해이다. 모더니즘 소설의 바이블이 

라고 일컬어질 수 있는 제임스 조이스μames Joyce) 의 『율리시즈J(Ulysses) 

가 파리에서 출간되었을 뿐만 아니라， “확실히 20세기에 씌얘진 영문학 전 

통에서 가장 중요한 시 .. (atgtlably the most important poem.in the English 

tradition written this [20th) century, Tamplin. 148) 인 r황무지』 또한 1922년 

에 출간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1922년은 이 두 작품의 출간과 더불 

어 영문학이 이전의 문학 전통과 결별하고 새로운 현대 문학시대에 가시적 

으로 진입한 해라고 말할 수 있다. 1922년 10월 영국 런던의 『크라이테리 

언J (The C.πterion) 과 같은 해 11월 뉴욕의 『다이 얼J (The Dial) 에 발표된 엘 

리엇의 대표작인 『황무지』는 20세기 영시사 뿐만 아니라 영문학사를 통틀어 

아주 기념비적이고 혁신적인 작품이다. 따라서 같은 해에 위대하고 획기적 

인 작품이 하나도 아니고 둘이나 출간되었다는 사실은 우연지끄는 대단히 

역사적인 우연이 아닐수 없다. 이 두 작품은 출간과 더풀어 영문학 버명에서 

끊임없이 논란의 대상이 돼 왔다는 점에서 언제나 평짜들의 판심 안애 있어 

온 셈이다l'황무지』 또한 20세기에 씌여진 영시 중에서 가장 영향력이 클 

뿐만 아니라 또한 논란을 불러 있으키는 시이기도 하다(Heàdings 82) • 

더구나 이 두 작품은 서로에게 영향을 끼쳤으며 주제 또한 서로 연관돼 

있다는 측면에서 이 두 작품은 서로에게 옐라야 옐 수 없는 관계가 있다. 

『율리시즈』가 1922년에 단행본으로 출간되기 전에 이 소설은 잡지애 연재됐 

는데， 『에고이스트JI (The Egoist) 에는 1919년 1월부터 12월까지， 그리고 『리 

틀 리뷰.1 (Little Review) 에는 1918년 3월부터 1920년 12월까지 각감 연채되 

었다. 엘리엇은 이 소설이 『에고이스트j에 연재될 당시 이 잡지의 조편집자 

(assistant editor) 로 일했는데， 이러한 상황으로 미루어 보아 그가 조이스의 

『율리시즈』를 읽었을 확률이 아주 높다. 어쨌든 엘리엇은 1923년 이 소설을 

가리켜 “우리 모두가 신세지고 있는 책이며， 우리 중 아무도 도망칠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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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 (a book to which we are all indebted, and from which none of us can 

escape, Selected Prose 175) 이라고 쓰고 있다. 엘리엇은 자신의 『황무지』에 

후에 붙인 주(註)에서 『율리시즈』를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이 소셜에 

나타난 신화 기법이 이 시를 쓰는 데 많은 영향을 미친 것만은 부인할 수 없 

는 사실이다. 엘리엇은 『다이얼.11 (The Dial) 1923년 11월호에 기고한 rr율리 

시 즈J]， 질서 , 그리 고 신화J ("Ulysses, Order, and Myth") 라는 논문에서 이 소 

설에 나타난 신화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신화를 사용하고 현대와 고대의 지속적인 대비를 행함으로써 조이 

)스는 그의 후예틀이 1 사용해야만 할 방법을 추구하고 있다. 그들〔조 

이스의 후예을〕을 모방자들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이는 아인시타 
인이 사용한 탐사(探호) 방법을 사용하여 독자적인 탐구를 계속하 

고 있는 과학자들을 아인사타인의 모방자라고 말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에서이다. 그것〔조이스가 사용한 방법〕은 현대사에 나타 

; 난 엄청난 도로(徒勞)와무칠서에 통제와 질서를 부여하며， 이를 구 

체화시키고 의미를 부여하는 단지“하나의 방법일 뿐이다. 

In using the myth, in manipulating a continuous parallel between 

rontempora뼈ity and antiq띠ty， Mr Joyce is pursuing a method which 

others must þ tu'sue after him. They :wül. riot be imitators; aný ìrtore 

thari the scieritist who useS the'discoveries ofEiristein in ptu'suing his 

:öwri, independènt, further investigations. It is simply a way üf 

‘ υ cOritrolling, of orderirig; of giγing a shape and a si밍피ficance to the ‘ 

; , immense panora,ma of futility and anarchy which is comtempor없y 

historγ. (Selected prose 177) 

조이스와 엘라엇은 20세기 영문학에서 두 개의 커다란 거목이다. 이들은 

또한 자신들이 중요한 인물이라는 사실을 서로 인정함으로써 자신들의 거목 

다움을 보여 준 셈이다. 이는 위애 인용한 옐리엇의 조이스에 대한 찬사에서 

드러날뿐만 아니라 조이스역시 엘리엇의 i'황무지』에 대해 보인 경의에서도 

찰J 드러난다. 조이스는 이 시를 가리켜 “〔그것은〕 시가 숙녀들을위한 것이 

라는 개념을 종식시켰다" ([Itl ended the idea of poetry for ladies, Ellmann 

~55) 라고 말한바 있다. 조이스가 ‘여기서 “시는 숙녀들을 위한 것이라는 개 

념”이라고 말한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엘리엇이 이 시를 쓰기γ 이전에 행해지 
던 시쓰기의 관행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렇다면 “시는 숙녀들을 위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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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말한 조이스의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시는 대체적으로 시인의 개인 

적인 감정을 운률에 실어 율은 것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러한 시는 대개 어 

떤‘이야기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시는 사랑， 이별， 실연， 고통둥 개인 

의 기쁨과 슬픔등을 주제로 하고 있는데， 이러한 시를 읽는 대부분의 독자들 

은 교양있고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며， 문학에 대한 소양과 관심이 있는 숙녀 

들로 상정된다. 이러한 독자들은 시읽기에 의해 자신들이 가진 세계관이 흔 

들리거나 변화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더구나 이들은 스스로 생각하면서 시 

를 읽기 보다는 잠정적인 합의에 의해 시인이 전달하는 메시지를 수동적으 

로 따라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조이스가 『황무지』를 가리켜 시는 숙녀들을 

위한 것이라는 개념을 종식시켰다고 말한 것은 대체로 위와 같은 의미에서 

이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이 시는 20세기에 씌여진 시 중에서 가장 커다란 논 

란을 불러 일으킨 시이다. 이 시는 종전까지의 인식론을 폐기하고 새로운 인 

식론의 장을 연 시이기 때문이다. 이같은 새로운 인식론은 제 1차 세계 대전 

이라는 인간 역사상 미증유(未曾有)의 사건을 겪은 유럽과 북미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전세계 사람들에게도 커다란 충격으로 다가왔다. 이 시가 출간 

된 당시는 시를 읽는 정교한 접근 방법들이 개발되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이 

시는 독자들의 감수성에 일대 혼란을 불러 일으켰다. 이 시가 출간된 이 후 

거의 20년이 지난 1941년에 존 크로우 랜섬 (John Crow Ransom) 에 의해 출 

간된 『신비평.!I (The New Criticism) 은 당시에 유행하던 비평 방식에 신비평이 

라는 명칭을 부여함으로써 이를 실체화했다. 이러한 신비평 이론가들 중의 

하나로 엘리엇이 꼽히기는 하지만， 『황무지』는 사실상 좁은 행동 반경을 가 

지고 있는 신비평적 접근 방법의 범위를 훨씬 넘어서는 작품이다. 

우리가 이 시를 21세기에 새로 읽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1970년대 이후 나타나기 시작한 여러 다양한 비평 방법들은 20세기에 가능 

하지 않던 이 시의 의미를 새롭게 조명하는 계기를 제공했기 때문이다. 그러 

나 이같은‘새로운 읽기를 가능하게 한 것은 어느 하나의 비평 방법이 아니라 

동시 다발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다양한 이론들이다. 이같은 이론들의 대 

표적인 예를 몇 가지 든다면 우리는 데리다 (Derrida) 의 해체 철학에 기초한 

해체 비평， 프로이트 (Freud) 와 그를 이은 라캉 (Lacan) 의 정신분석학 이판에 

기초한 정신분석 비평， 미젤 푸코 (Michel Foucault) 의 사회학 이론에 기초한 

비평， 페미니즘 비평이론， 신역사주의 비평， 롤랑 바르트(Roland Barthes) 

의 텍스트 이론 동 다양한 비평이론들을 들 수 있다. 이처럼 다양한 비평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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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들은 서로 다른 관점에서 이 시의 읽기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시를 단지 자 

족적(自足的)인 실체로만 보던 신비평의 좁은 범위를 벗어나 다양하고 어느 

경우에는 서로 상충되는 읽기를 가능하게 한다. 이런 측면에서 이 글에서는 

몇 가지 비평 방식을 선별하여 이 시를 원어 보고저 한다. 이처럼 서로 다른 

비명적 접근 방식에 의해 이 시를 읽어 보고저 하는 이유는 이 시가 어느 하 

나의 접근 방식으로 그 의미가 소진(消盡)될 수 있는 소품(小品)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이 시는 독자들에게 지적 호기심을 유발시키는 도전적인 작 

품이기 때문에 독자 또한 수동적으로 이 시를 읽고 만족할 수는 없다Ii"황무 

지』가 발간된 지 한 세기를 건너 띈 지금까지도 이 시가 이처럼 독자의 관심 

영역에 머물러 우리의 지적 호기심을 불러 일으칸다는 사실은 이 시가 가지 

고 있는 실험 정신의 폭과 깊이의 정도가 어떠한가를 보여주는 살아 있는 증 

거라 하겠다. 

2. 중심없는 중심에 위치한 『황무지』 

이 시가 다양한 접근 방법에 노출되기 시작한 것은 엘리엇이 타계한 1965 

년 이후부터라고 말할 수 있다. 엘리엇이 살아 있을 동안에는 신비평이 문학 

비명의 주류를 이루고 있었는데， 신비평의 가장 근본적인 가정은 문학 작품 

을 자기목적적인 실체 (autotelic entity) 로 본다는 점이다. 따라서 신비평에서 

는 하나의 작품은 하나의 통합 원칙에 의해 전일성 (wholeness) 를 가지고 있 

다고 본다. 그러나 이같은 신비평적 가셜을 염두에 둔다면 이러한 비평적 가 

셜을 가지고 중심 자체나 전일성이 존재하지 않는 『황무지』의 의미를 제대로 

찾아내는 것은 그 시작부터 잘못된 작업이 된다. 이같은 사설은 선비평의 대 

표적인 이론가 중의 하나인 클린스 브룩스(Cleanth Brooks) 의 경우에서 잘 

드러 난다. 그는 fli"황무지.1. 하나의 분석J (“The Waste Land: An Analysis") 이 

라는 논문에서 이 시를 잘 읽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이 시에 나오는 “다양 

한 상징 들을 지 적 으로 명 확히 이 해해 야 한다" (뻐 explicit intellect\]al account 

of the various symbols, 185) 고 주장한다. 이 시 에서 쓰인 상정 들을 명 확히 

이해하는 것은 건축에서 ι “비계를 세우는 것" (the erection of such a 

sca..Ifolding, 185) 에 비 유하면서 이 의 중요성 을 강조한다. 이같은 그의 주장은 

비계라는 그의 용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시에는 구조를 받쳐 주는 골격이 

있음을 가정한 것에서 나온 것이다. 따라서 그는 신비평의 근본 가정인 전일 

적 (全--的)인 구조를 믿고 있으며， 이 시에서도 그러한 전일적인 구조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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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을 믿어 의심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실은 그가 이 논문에서 이 시의 구조 

와 상징을 차근차근 설명함으로써 아주 진지하게 이 시의 의미를 캐고 있는 

데서 잘 드러난다. 그러나 시에는 이를 받쳐 주는 골격이 있다는 신비명의 

이같은 근본 가정은 다른 시를 읽는데는 유효할지 모르나 이 시를 원기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음을 그는 모르고 있었다. 우선 이 시에는 이 시 전체를 

받쳐 줄 구조로서의 골격이 없으며， 우리가 이 시에 나오는 모든 상징들을 

다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이같은 이해는 이 시의 의미를 이해하는데는 큰 도 

움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비평가들의 이러한 원기 전략이 이 시 

를 원는 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은 엘리엇이 살아 있는 동안 

에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다. 

문학 작품(이 경우에는 시)에는 중심이나 구조를 받쳐 줄 골격이 존재하 

지 않는다는 발상의 전환이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엘리엇이 타계한 

지 1년후인 1966년 부터이다. 프랑스의 철학자인 자크 데리다 (Jacques 

Derrida) 는 1966년 존스 홉킨스 대 학교 (Johns Hopkins University) 에서 있 

은 한 구조주의 학술 대회에서 「구조， 기호， 그리고 인문학 담론에서의 유 

희J ( “Structure, Sign, and Play in the Discourse ofthe ,Human Sciences") 라는 

논문을 발표한 것이 계기가 되어 이러한 새로운 생각의 흐름이 가시화되기 

시 작했다. 그의 철학 사상은 흔히 해 체 철학 (deconstructive philosophy) 이 라 

고 불리우는 것으로， 이러한 그의 철학은 그가 나타나기 전에 있었던 종래의 

서구 철학의 근본 가정인 현전의 형이상학(metaphysics of presence) 을 뿌리 

부터 흔드는 작업이다. 이러한 그의 철학 사상의 도래는 철학의 영역에서 뿐 

만 아니라 문학， 사회학， 신학 등 인문 사회학 연구에 광범위한 파급 효과를 

가져 옹다. 

그의 철학 사상은 특히 인문학 연구에 일대 지각 변동을 가져 왔는데， 포 

스트 구조주의 (post-structuralism) , 포스트모더 니 즘 (postmodernism) 그리고 

페미니즘 동은 그의 이러한 철학 사상의 직접적인 영향권 안에서 형성된 사 

상 체계들이다. 데리다는 니체 (Nietzsche) 와 하이데거 (Heidegger) 의 철학에 

자신의 뿌리를 두고 있다. 데리다의 영향력은 프랑스에서보다 오히려 미국 

에서 더 막강한데， 이는 그가 예일 대학교에 교환 교수로 와 있으면서 폴 드 

만 (Paul de Man) , J. 힐리 스 밀 러 (J. Hillis Miller) 둥 소위 말하는 예 일 마피 

아의 형성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쳤기 때문이다. 이렇게 됨으로써 해체 철학 

이 문학 연구에 적극적으로 원용되었으며， 이같은 해체 비평은 그 이전의 신 

비평을 완전히 대체하게 된다Ii"황무지』를 새로 읽는 계기는 바로 이처럼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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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비평의 주류가 신비평에서 해체 비평으로 바뀌고， 문학에 대한 근본 가장 

이 전면적으로 달라지면서 생기게 된다. 

해체 비평의 출현으로 문학을 새로 읽는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되기는 했 

으나， 『황무지』를 해체 비평의 관점에서 읽는 본격적인 작업은 1982년에 발 

표된 루스 네보 (Ruth Nevo) 의 íli'황무지 J. 해체의 원텍스트J (“The Waste 

Land: Ur-Text ofDeconstruction") 에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해서 이 시를 원 

는 방법이 신비펑적인 접근볍에서 해체적인 시각으로 바뀌었으며， 이로 인 

해 이제까지 신비평이 찾아내지 못한 이 시의 의미를 새롭게 찾는 작업이 시 

작된 생이다. 네보는 이 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함으로써 이 시를 읽는 새 

로운 장을 연 셈이다. 

1922년에 출간된 모더니즘의 맹아적(뼈흉的)인 시인 『황무지』는 

1982년이라는 지금의 시점에서 하나의 포스트모던 시로 원힐 수 있 

다. 이 시는 해체 철학의 원택스트로서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 해 

체 철학의 선언서로서까지 원힐 수 있다. 

The Waste Land, that seminal modernist poem of 1922, 않n now be 

read as a postmodernist poem of 1982: as a deconstructionist Ur-text, 
even 잃 a Deconstructionist M없lÏfesto. (454) 

이같은 네보의 주장은 우리가 이 시를 해체 철학의 관점에서 읽을 수 있 

는 충분한 근거를 제공했다. 이같은 이 시에 대한 새로운 읽기는 이 시에는 

중짐이 없다는 사실의 확인으로부터 시작된다. 세상에 중심이 현전 

(presence) 하는가 부재 (absence) 하는가 하는 논쟁 은 데 리 다의 해 체 철학과 

그 이전의 철학을 가르는 분수령이다. 그 이전의 현전의 형이상학에서는 신， 

인간， 진리， 목적성， 실체， 의식， 초월， 근원 등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우 

는 중심의 현전이 존재 (Being) 를 확정하는 준거점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데 

리다는 당시의 철학적인 담론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는 이같은 중심이 사실은 

현전하는 것이 아니라 부재한다는 주장을 평으로써1 자신의 해체 철학의 근 

본 가정을 분명히 한다. 

중심은 총체의 중심에 있다. 그러나 중심은 총체에 속하지 않으므 

로 (중심은 총체의 일부가 아니므로) 총체의 중심을 다른 곳에 있 

다. (따라서〕 중심은 중심이 아니다. (중략). 중심이 돼 본 적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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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중심으로서의 현전은 언제나 이미 자체 〔중심〕로부터 유리되어 

자신을 대체해왔다. 

The center is at the center of the totality, and yet, since the center does 

not belong to the totality (is not part ofthe totality), the totality has its 

center elsewhere. 댐1e center is not the center. … [A) central presence 

which has never been itself, has always already been e잉led from itself 

into its own substitute. (84) 

이처럼 데리다는 플라톤 이래로 오랫 동안 현전의 형이상학에서 중심적인 

자리를 차지한 것으로 여겨지던 중심과 현전을 일거에 해체시킨 셈이다. 그 

렇다면 어떻게 해서 이처럼 오랫 동안 패권적인 자리를 유지해 오던 중심과 

현전의 개념이 이처럼 한 순간에 궤멸된 것인가? 이는 구조의 외부에 존재하 

는 것으로 여겨져 구조의 중심이라고 여겨지던 초월적 기의 (transcendëntal 

si밍너fied) 가 데리다에 의해 부재하는 것으로 판명되었기 때문이다. 이같은 

초월적 기의의 부재는 의미의 확정이 더 이상 초월적 기의에 의해 가능한 것 

이 아니라 단지 “차이의 체계" (a system of difl농rences， 85) 에 의해 7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데리다는 주장한다. 데리다가 여기서 말하는 차이의 체계란 “언 

어에는 단지 차이만이 있을 뿐이다" (in language there are onJy differences, 

12이 라는 소쉬 르 (Saussure) 의 말과 같은 맥 락에 위 치 한다. 소쉬 르는 언어 

기호의 기의 (signified) 는 기표들 (signifiers) 의 차이에 의해 생기는 것으로 보 

았기 때문이다. 데리다는 또한 이같은 소쉬르의 생각을 계승하여 의미를 확 

정하는 것이 초월적 기의가 아니라 단지 기표틀 간의 차이라는 점을 주장했 

을 뿐만 아니라， 이같은 그의 주장은 자연적으로 “의미화 작용의 유희" (the 

play of signification, 85) 로 이 어지 게 된다. 이 같은 의 미 화 작용의 유희 는 초 

월적 기의의 부재에 의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데리다는 이를 다음과 같 

이 설명한다. 

중심이나 기원이 부재하는 상황에서는 모든 것이 당콘이 되었다 

우리가 이 말〔답론〕이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동 

의할 경우 - 담론은 중심으로서의 기의， 본원적이고 초월적인 기 

의가 차이의 체계 밖에서는 결코 절대적으로 현전하지 않는 체계라 

는 사실이다. 초월적 기의의 부재는 이같은 딩론의 범위와 의미화 

작용의 유희를 무한히 확대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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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absence of a center or ori밍n， everything be얹me discourse -

provided we c없1 agree on this word - that is to say, a system in 

whi야1 the central signified, the original or transcendental signified, is 

never absolutely present outside of a system of differences, The 

absence of the transcendental signified extends the domain and the 

play of signification infinitely. (84-85) 

이렇게 하여 초월적 기의가 붕괴됨으로써 현전의 형이상학은 설 자리를 

잃게 된다. 이제 기의는 초월적 기의에 의해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기 

표들 간의 차이에 의해 정해진다. 그러나 이러한 기표들은 스스로 확정된 것 

이 아니므로 의미의 확정은 무한히 연기되는 셈이다. 여기서 우리가 유의해 

야 할 점은 기표와 기의의 관계에서 이제까지 기의가 기표보다 우위에 있는 

것으로 여겨졌지만， 이같은 패러다임의 변화는 기표가 기의보다 우위를 점 

하게 만든다. 이같은 데리다의 생각은 더 이상 기의가 기표보다 우월적이라 

는 가정 자체를 무너뜨리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같은 데리다의 헤체 철학이 『황무지』원기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원용될 수 있는지 보기로 하자. 이처럼 기표와 기의가 서로 유리된 상황에서 

는 기표는 기의를 더 이상 지시할 수 없게 된다. 기표는 단지 아무 의미 없 

는 떠도는 빈 기표일 뿐이다. 기표가 기의를 전혀 지시하지 못하는 상태를 

보여주는 구체적인 예는 다음과 같은 구절에서 볼 수 있다. 

작년 당신이 플에 심은 시체에 

싹이 트기 시작했소? 

맴lat corpse you planted last ye없. in your garden, 
Hasitbe밍m to sprout? (CPP 63) 

이 구절에 대해 엘리엇은 그 자신의 주(註)에서 아무런 설명이 없다. 그 

러나 사우덤 (Southam) 은 이 구절에 대해 “고대 풍요의식 (豊購燒式)에서는 

신들의 형상이 땅에 매장되었다 .. (92) 라고만 간단히 적고 있다. 

자인 (Ma띠u Jain) 은 사우텀보다 좀 더 자세하게 이 문장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프레이저에 따르면 파종(播橋의 축제에서 사제들은 흙과 밀로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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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오시리스의 형상을 매장하곤 했다. 이 형상들이 다시 발굴되면 

오시리스의 형상에서 밀이 싹터 있곤 했다. 이처럼 곡식의 싹이 튼 

것은 농작물이 잘 자랄 정조라고 여겨져 축하됐다. (따라서〕 “시체” 

는 매장된 기억이거나 매장된 삶일 수도 있다. 그것〔시체〕은 인간의 

분신을 형상화한 것일 수도 있다. 1914년 엘리엇은 콘래드 에이킨 

에게 보낸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쓴 적이 있다: “당신 자신을 가끔 

여러 부분으로 잘라 이런 부분들이 싹이 트나를 지켜보는 것은 재 

미 있을 것이오 .. 

According to Frazer, at the festival of sowing the priests used to bury 

effigies of Osiris made of e앞th and corn. When these effigies were 

없ken up ag려n， the corn would be found to have sprouted 삼umthe 

body ofOsiris. This sprouting ofthe gr밍nwouldbeh려led as the cause 

of the growth of the αups. The “∞rpse" could be a buried memo.ry, or 

the buried life of the self. It could also be aD. image for a split in the 

self. In September 1914 Eliot wrote to Conrad Aiken that 치t’s 

interesting to cut yourselfto pieces once in a while, 없ld wait to 않eif 

thefragments will sprout." (163) 

이 구절에 대한 설명으로 위에 인용한 두 사람의 설명은 모두 아주 그럴 

듯하게 들린다. 이 둘은 이처럼 엉뚱한 문장을 가능한한 순치(휠11致)시켜 그 

괴기성을 누구려뜨리려 노력한다. 그러나 이들의 이러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처음 이 문장을 윈었을 때 느끼던 괴기함이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 

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문장을 다른 방법으로 읽을 수는 없을까? 

기표를 확정하는 초월적 기의가 실종된 상황에서는 기표는 더 이상 스스 

로 기의를 지칭할 수 없다. 이 문장에서 우리는 corpse 대신에 seed나 plant 

동을 대신 넣어 볼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해서 다음과 같이 바뀌어 

진 문장을 얻 게 된 다 : The plant (or seed) yöu planted last your in your 

garden, / Has it begun to sprout? 이 렇게 되 면 이 시 에 나온 의 미 가 통하지 

않던 문장이 의사 소통이 가능한 문장으로 바뀌게 된다. 그러나 엘리엇은 이 

문장에 corpse를 넣음으로써 의사 소통을 의도적으로 방해한 셈이다. 이 문 

장에 들어간 corpse라는 단어는 의사 소통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 

히려 의사 소통을 단절하기 위해 그 자리에 있기 때문이다. 물론 여기서 우 

리는 엘리엇이 어떤 의도로 이같은 문장을 이 시에서 사용했는지에 대해 문 

제 삼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것은 엘리엇이 이처럼 비정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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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문장을 이 시에서 사용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 시가 단지 빈 기표 

들의 집합일뿐이라는 사실을 상기시킨다는 점이다. 이 시는 데리다의 해체 

철학이 나타나기 훨씬 전에 씌여진 것으로 우리는 이 문장에서 알 수 있듯이 

엘리엇이 본의든 본의 아니든 간에 빈 기표들로 이루어진 언어의 자의성 

(arbitrariness) 과 기 표의 부동성 (浮動性)을 보여 줬다는 점 이 다. 어 떤 의 미 에 

서 보면 이 문장은 밀러 (J. Hillis Miller) 가 말하는 것처럼 이 시가 이미 붕괴 

되었음을 보여 주는 혼들거리는 돌이거나 아니면 한 오라기의 실인지도 모 

른다. 밀러는 해체 비평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는데， 이 

는 곧 우리가 이 시를 해체적으로 읽는 근거이기도 하다. 

해체 비평가는 이러한 추적 과정을 통해 연구 대상이 되는 체계 속 

에서 비논리적인 부분을 찾아내거나 문제의 텍스트 속에서 텍스트 

전체를 와해시킬수 있는 실마리를 찾거나， 또는 전체 구조를 붕괴 

시킬 수 있는 흔들거리는 돌을 찾아 내려고 한다. 해체는， 텍스트가 

자신이 서 있는 입지를 부지불식간에 이미 허물었다는 사실을 보여 

줌으로써 구조물이 서 있는 입지를 해체시킨다. 해체는 텍스트의 

구조를 구조를 뭉괴시키는 것이 아니라 텍스트가 이미 붕괴되었다 

는 것을 보여준다. 

The deconstructive crititic seeks to find, by this process of retracing, 
the element in the system studied which is 머0밍얹1， the thread in the 

text in question which will unravel it 며1， or the loose stone which will 

pull dO\yn the whole building. The deconstruction, rather, annihilates 

the growd on which the building stands by showing that the text has 

already annihilated the ground , knowingly or unknowingly. 

'Deconstruction is not. a dism없ltling of the structure of a text but a 

demonstration that it has àlready dismantled itself. (qtd. in Abrams 

206) 

위에서 본 것처럼 이 시에는 중심 자체가 부재한다는 사실을 보여 주
 

i 

구체적인 증거들이 산재해 있다. 이러한 증거들은 이 시 자체의 존립 기반을 

흔들뿐만 아니라 이 시의 인식론이 보여 주는 현대인의 삶 자체가 이미 삶의 

근거로서의 초월적 기의를 잃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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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야기 없음으로써의 이야기 있음 

이 시의 가장 두드러진 특정 중의 하나는 이 시에는 일관된 이야기가 없 

다는 사실이다. 이는 이 시에는 시 전체를 받쳐줄 수 있는 골격으로서의 중 

심이 없기 때문이며， 따라서 이 시의 구조는 이미 붕괴돼 있기 때문이다. 이 

러한 상황에서는 이 시 전체를 이끌어 갈 통합적인 이야기의 전개는 불가능 

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네보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시작과 중간과 종결이 없기 때문에 이 시 (1'황무지J)는 어디에서나 

시작될 수 있고 또한 어디에서나 끝날 수 있다. “산티 산티 산티” 

〔라는 이 시의 끝〕가 목적성이라는 의미에서나 또는 종결이라는 의 

미에서 이 시의 종결처럼 틀린다고 하더라도 이 구철은 또한 서로 

연관이 없는 단편들 중의 하나에 불과할 뿐이다. 

It[The Waste Land) could begin anywhere and end anywhere becau않 

it has no inception 와ld no ∞nter and no closure. If “Shantih sh없1피h 

shantih" sounds like 와1 end, both in the sense of telös 없ld of cessation, 
it 려BO 밍ld at the s없ne time is OIÙy one fragment in the plethora of 

버Bsociated fragments. (456) 

이 시는 지금까지의 문학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 여겨지던 서사 

(narrative) 가 소멸됐음을 보여준다. 이같은 서사의 붕괴는 일차적으로는 이 

시에는 시간적인 흐름에 의한 서사의 진행이 없음을 의미한다. 플롯이라는 

측면에서의 서사를 볼 경우， 이는 또한 이 시에는 이야기의 진행 자체가 성 

립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이같은 서사로서의 이야기의 진전은 아리스토텔레 

스(Aristotle) 가 그의 『시학.1 (Poetics) 에서 이미 지적한 문학의 기본 요소이기 

도 하다. 물론 플롯은 시간의 순차적인 진행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같은 플롯에서 시간적 인 진행을 무시 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하더 라도 이 시 

의 처음에 나오는 “사월은 가장 잔인한 달" (April is the cruel1est month)과 

마지 막 줄에 나오는 “산티 산티 산티" (Shantih shantih shantih) 사이 에 아 

무런 시간적인 연관이나 연속성으로서의 이야기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사실 

은 이 시에는 시간적인 요소로서거나 또는 이야거의 진행의 측면에서 아무 

런 진전이 없음을 의미한다. ' 

이 시에서 이처럼 서사적 요소가 증발한 가장 큰 원인은 이 시를 이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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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 주도적인 시점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처럼 주도적인 시점이 없다 

는 것은 이 시에는 “통합적인 중심 인물이 없다" (there is no unifying central 

character, Nevo 455) 는 것을 의미한다. 이같은 중심 인물의 부재는 “주인공 

의 부재， 적대자의 부재， 드라마의 부재， 서사시의 부재， 서정시의 부재" (no 

protagonist or antagonist, no drama, no epic, no lyric, Nevo 455) 를 가져 와 이 

시 자체가 해체돼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또한 이 시에는 통합에 필요한 중 

심 의 식 (central consciousness) 이 없음을 의 미 한다. 그러 나 이 같은 중심 의 

식의 부재는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엘리엇 자신이 중심 의식의 부재를 의 

도적으로 이 시의 중심에 위치시킨 것이다. 이는 그가 후에 붙인 이 시의 주 

(註)에서 티레시어스의 역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에서 드러난다. 

티레시어스는 단순한 구경꾼일뿐 〈퉁장 인물〉은 아니지만， 이 시에 

서 가장 중요한 인물로 기타의 모든 인물들을 통합하고 있다. 

’I'iresias, although a mere spectator and not indeed a “character'’, is 

yet the most important personage in the poem, uniting all the rest 

(CPP78) 

그러나 이같은 엘리엇 자신의 말도 쉽게 믿어서는 안된다. 이 주는 엘리 

엇 자신이 만든 것으로 독자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기 보다는 이 시 

의 일부로 만들어진 것이다， ，이 시가 엘리엇의 상상력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라면， 이 주 또한 그의 r상상력의 산물일 뿐이다. 그는 이 주를 가리켜 “사이 
비 학술 연구 논문" (bogus scholarship) 이 라고 말하기 도. 했다. 그렇다면 그가 

주에서 티레시어스에 대혜 한 이같은 말은 그 특유의 시치미떼기의 일종일 

가능성도 있다. 그는 여러 가지 별명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중의 하나인 

‘늙은 주머니 쥐’ (Old Possum) 라는 별명은 그 자신도 애용하던 별명이었다. 

주머니쥐는 미국 토종의 야생 동물로 공격울 받으면 죽은 척하고 가만히 있 

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엘리엇 또한 시치미떼기를 주요 특징 

으로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그의 특성을 이 주(註)에서도 읽을 수 있다. 

그러면 티레시어스는 어떤 인물인가? 그는 서로 상반되는 여러 가지 특성 

들을 자신 속에 모자이크 (mosaic) 처럼 조합해서 가지고 있는 인물이다. 모 

자이크는 미술에서 쓰는 기법으로 대리석이나 유리 동의 조각을 벽면이나 

바닥에 붙여서 그림이나 무늬를 구성하는 기법이다. 이같은 모자이크는 유 

럽에서는 교회 건물 장식 등에 많이 쓰였다" 이같은 모자이크의 합성 기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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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은 이렇게 합성된 재료들이 서로 융합되지 않고 각기 다른 특질을 그대 

로 보여준다는 점이다. 이같은 모자이크 기법은 콜라주 (collage) 기법과도 

일 맥 상통한다. 1911년 경 업 체 파 미 술가인 피 카소과 브라크 (Georges 

Braque, 1882-1963) 는 화면 효과를 높이고 구체감을 강조하기 위해 화면에 

그림 물감으로 그리는 대신에 신문지， 우표， 벽지， 상표 동의 실물을 붙여 

화면을 구성하는 파피에 콜레 (papier collé) 라는 가법을 개발했다. 이같은 파 

피에 콜레가 1차 세계 대전 후 다다이즘 (Dadaism) 에 이르러서는 콜라주로 

발전하게 된다. 콜라주에서는 실꾸러미， 모발， 철사， 모래 둥 캔버스와는 이 

질적인 재료나 신문， 잡지의 사진이나 기사를 오려 붙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 

금 부조리한 충동이나 아이러니칼한 반응을 노리는 기법으로 쓰이게 되었 

다Ii"황무지』에 티레시어스 같은 인물이 둥장하는 것은 이 시를 쓸 당시 미 

술에서 쓰이던 이같은 콜라주 기법과도 무관하지 않다. 엘리엇은 문학 뿐만 

아니라 미술， 무용， 영화 등 다른 예술 장르에서 일어나는 새로운 기법에 항 

상 열린 자세를 가지고 있었으며， 티레시어스는 바로 이같은 엘리엇 자신이 , 

다른 예술에 대해 가지고 잇던 열린 태도의 총결산이라고 말할 수 있다. 티 

레 시 어 스는 소포클레스 (Sophocles) 의 『오이 디 푸스 왕J (Oedipus Rex) 에도 나 

오는 인물인데， 그는 남자이면서도 여자이고， 눈이 멀었으면서도 미래를 예 

측하는 능력이 있는 인물이다. 그의 성격의 특정은 이처럼 서로 다른 특성들 

이 자신 속에 공존하면서도 이들이 융합돼 있지 않고 마치 모자이크나 콜라 

주에서처럼 각기 다른 독자성을 유지하는 점이다. 

따라서 우리가 그의 성격에서 유의해야 할 점은 그가 가진 이같이 각기 

서로 다른 특징들이 통합을 이루기보다는 서로 따로 따로 분열돼 있다는 점 

이다. 이같은 그의 특성은 미술에서는 데플라스망 (déplacement) 기법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이런 데플라스망의 대표적인 예는 고대 그리스나 이집트 신 

화에 나오는 스핑크스(Sphinx) 를 들 수 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스펑크 

스는 머리와 가슴은 여자이고 몸은 사자 모양을 하고 있으며 날개가 있는 괴 

물이다. 스핑크스는 이같이 각기 다른 특정들의 데플라스망인데， 티레시어 

스 역시 서로 다른 특정들이 하나의 인물 속에 데플라스망 기법으로 조합된 

것이다. 입체파 그림들에 나타나는 기법은 이러한 데플라스망 기법의 한 변 

주라고 말할 수 있다. 그렇다면 티레시어스도 이같은 입체파 그림에 나오는 

데플라스망의 기법으로 그려진 인물들과 다를 것이 없다. 이처럼 데플라스 

망의 기법으로 그려진 대상에는 통합성보다는 불열성이 강하며， 그렇기 때 

문에 시점의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특성이 있다. 이것이 바로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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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의 이유가 된다. 분열된 주체로서의 티레시어스가 엘리엇이 자신의 주 

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이 시에서 중요한 인물이라고 인정할 경우 우리는 그 

가 통합된 시점이나 의식의 중심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인물이라는 사실에 유 

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그는 하나의 서사를 밀고 나갈 힘이 없는 인물이 

되는 셈이다. 

그렇다면 이처럼 서사 구조가 증발된 이 시의 구성 원리는 무엇인가? 이 

에 대한 답은 티레시어스가 티타임 (teatime) 에 본 다음과 같은 묘사에서 찾 

아질 수 있다. 

사랑스런 여자가 어려석은 일을 저지르고 

혼자서 방을거닐 때 

기계적인 손동작으로 머리칼을 쓰다듬고 

축음기에 판을 건다. 

When lovely woman st∞ps to folly and 

Paces about her room ag.없n， alone, 
She smoothes her hair with automatic hand, 
And puts a record on 암legr밍nophone. (CPP 69) 

해리엇 데이빗슨(H없tiet Davidson) 은 이 구절에 나오는 여인의 기계적인 

손동작과 축음기 의 기 계 적 인 손〔나팔〕 의 병 치 uuxtaposition) 에 주목한다 

(Da떠dson 106) .. 이같은 병치는 기계화된 현대 생활을 사는 도시민은 기계 

를 닮아 동작 자체가 기계적인 움직임으로 바뀐 양상을 보인 셈이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보는 이같은 기계적인 인간의 동작과 기계의 동작의 병치는 

하나의 예외적인 예가 아니라 오히려 이 시 전체가 이같은 병치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병치는 아방가르드 (avant-garde) 예술의 가장 중요한 특정 이다. 병치가 

아방가르드 예술의 중요한 요소인 이유는 이것이 알레고리 (allegory) 의 두드 

러진 특정이기 때문이다. 현대 예술에 나타난 알레고리의 중요성을 처음으 

로 주목한 이론가는 독일의 발터 벤야민 (Walter Be띠없nin， 1892-194이이다. 

그는 1923년에 발표한 「괴테의 선택적 유사성 J (“Goethe ’s Elective 

Affinities" ) 라는 논문에서 예술의 진가는 그것이 가진 상징 구조 (symb이ic 

structure) 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알레고리 구조에 있다고 주장한다. 이같은 

그의 주장은 엘리엇 자신이 코울리지 (Coleridge) 가 주장한 상정의 우위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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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한 것과 같은 맥락에 있다. 더구나 벤야민의 이 논문은 『황무지』가 나오 

기 1년전에 발표된 것으로 이는 벤야민과 옐리엇 모두 현대의 시대 정신은 

알레고리적 상상력임을 피부로 알고 있었음을 뜻한다. 상징과는 달리 알레 

고리는 이질적인 요소의 병치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대성의 구 

현이라고 말할 수 있다. 페터 뷔르거 (Peter Bilige끼는 알레고리의 특징을 다 

음과 같이 말한다. 

1. 알레고리스트는 생명력이 있는 전체 문맥에서 한 요소만을 떼어 

내어， 그것을 고립시키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것이 가지고 있는 기 

능을 박탈한다. 따라서 알레고리는 근본적으로 단편이며 또한 유기 

적인 상징의 반대이다. (중략J. 2. 그 다음으로 알레고리스트는 실제 
에서 떼어 낸 단편들을 조합하여 의미를 창조한다. 이것이 곧 설정 

된 의미이며 이 의미는 단편들의 원래 문맥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1. The allegorist p버ls one element out ofthe totalityofthe life contexi, 
isolating it, depriving it of its function. Allegoη is therefore essenti떠ly 

fragment and thus the opposite of the organic symbol. ... 2. The 

allegorist joins the isolated reality fragments and thereby creates 

meaning. This is the posited meaning; it does not derive from the 

origin머 con않xt ofthe fragments. (69) 

t 벤야민이 말하는 이같은 알레고리의 합성은 영화에서 쓰이는 몽타주 

(montage) 의 가장 두드러진‘특정이기도 하다. 몽타주 기법은 필름의 단펀들 

을 조합하여 한 편의 영화를 만드는 기법이다. 그러나 이같은 몽타주 기법은 

단지 영화 기법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대 사회에 둥장한 주요 인식론 

이기도 하다. 새럽 (Madan Sarup) 은 몽타주 기법의 본질에 대해 이렇게 말 

한다. 

몽타주는 현실이 파면화돼 있다는 가정에 근거한다. 몽타주는 총제 

성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현실을 꿰뚫어 보면서 (이처럼 총 

체적으로 보이는) 현실이 〔실제로는〕 현실의 파편으로 구성돼 있다 

는사실에 주목한다. 

Montage presupposes fragmentation of re려ity; it bre하‘s through' the 

appear없lce of totality 잃ld calls attention to the fact that it is made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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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re떠ity fr11밍nen않. (136) 

이렇게 볼 때 이 시에서 엘리엇은 영화에서 쓰이는 몽타주 기법을 사용하 

고 있으며， 이러한 몽타주 기법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현실은 유기적이고 

총체적인 삶에서 분리된 파편일 뿐， 거기에는 총체성이 없다는 인식에 기초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같은 문맥에서 볼 때 이 시에는 영화에서 쓰이는 

기법이 쓰이고 있다는 탬플린 (Rona1d Tamplin) 의 다음과 같은 지적은 아주 

타당한 것이다. 

이 시(11"황무지.11)에는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서사가 없다. 이 시는 홉 

사 영화가 이미지들을 서로 합성함으로써 관객이나 독자의 마음 속 

에 진전을 암시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진전을 이룩한다. 

The poem [The Waste LandJ is not narrative as traditionally 

con∞ived， but it achieves i않 movement much as a film does by cutting 

images into one 와lOther， to suggest development in the mind of the 

viewer or reader. (149) 

이 시에서 쓰이는 기법이 영화의 몽타주 기법과 아주 홉사하다는 가설을 

가장 설득력있게 보여 주는 것은 이 시는 영화에서와 마찬가지로 삿 (shot) 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일 것이다. 이 시가 난해한 이유 중의 하나는 바로 이같은 

사실에 근거한다. 영화가 삿으로 구성돼 있는 것처럼 이 시도 삿으로 구성돼 

있는데， 이러한 삿과 삿을 연결해 주는 전이 장치 (transitiona1 device) 가 이 

시에는 전혀 없기 때문에 독자들이 곤혹을 겪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이 시는 종래의 관습에 따른 시라기 보다는 일종의 영화 시나리오 (scenario) 

라고 보는 것이 오히려 타당할 것이다. 

4. Ii"황무지』에 나타난 장르의 혼합 

이 시를 넓은 의미의 영화 시나리오라고 말할 경우， 우리는 영화가 본질 

적으로 문학 뿐만 아니라 음악， 미술， 무용 둥을 두루 포함하는 종합예술이 

라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같은 영화 대본으로서의 『황무 

지』가 여러 예술 장르를 혼합하고 있다고 해도 크게 놀랄 일은 아니다. 

물론 이 시에는 문학의 다른 텍스트에서 가져온 상호 텍스트들 



r황무지』를 원는 여섯 가지 방법 17 

(intertexts) 이 인용이나 암유의 형태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는 이시의 처음 일곱 줄에서 대표적으로 나타나는데， 이 부분은 초서 

(Chaucer) 의 『캔터베리 이야기.JJ (The Canterburγ Tales) 의 「전체 서시」 

(“General Prologue") 의 처 음 부분을 암유한 것 이 다. 암유를 사용하는 경우 

주제의 의미를 확대하거나 고양하는 것이 암유의 역할인데， 엘리엇은 암유 

를 통하여 이 시의 주제와 암유 사이의 모순과 거리를 드러냄으로써 자신의 

주제를 아이러니칼하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암유의 용법은 이 시의 첫 줄에 

서부터 드러난다. 

사월을가장잔인할달 

죽은 땅에서 라일락은 키우내고 

April is the cruellest month, bre어ing 

다lacs out ofthe dead land 

반면 「전체 서시」의 처음은 다음과 같이 시작된다. 

사월의 감미로운 소나기가 

삼월의 가뭄을 속속들이 꿰뚫을 때 

Whan that April with his showres soote 

The droughte ofMarch hath perced to the roote 

따라서 우리는 『황무지』의 처음을 읽으면서 동시에 초서의 「전체 서시」를 

병치하면서 원는 셈이다. 이같은 병치는 독자에게 이중적인 시각(double 

vision) 을 제공함으로써 초서의 시에 나타난 4월의 생명력이 20세기에는 어 

떻게 죽음의 4월로 변했는가를 감지할 수 있게 한다. 이 시에는 이같은 암 

유나 인용이 수없이 많이 나오는데， 이 러 한 상호 텍스트는 대개 원텍스트의 

문맥과 인용된 텍스트가 쓰인 문맥 사이의 괴리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이같은 다른 문학 작품에서의 암유나 인용 말고도 이 시에는 아주 다양한 

음악의 상호 텍스트가 나온다. 31-34줄에 나오는 다음의 인용은 바그너 

(Wa밍ler) 의 오페 라 『트리 스탄과 이 졸데J (T.남stan und Isolde) 1막 5-8절에 

나오는 배꾼의 아리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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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랍은 상쾌하게 

고향으로불어요 

아일랜드의 님아 

어디서 날 기다려 주나?{황동규 5이 

Frisch weht der Wind 

Der Heimat zu 

Mein lrisch Kiηd 

Wo weilest du? (CPP 61-62) 

여기서 배꾼은 뒤에 남겨 두고 온 애인에 대해 노래하고 있다. 곧 이어 

42행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나온다. 

황량하고 쓸쓸하다， 바다는(황통규 52) 

Oed’ und leer das Meer. (CPP 62) 

이 구절은 트리스탄이 신비스런 사랑을 확인하는 노래 가사로 『트리스탄 

과 이졸데J 3막 24절에 나오는 가사이다. 엘리엇은 이처럼 고전 오페라의 

가사를 인용함으로써 이 시의 분위기를 고전적으로 만들뿐 아니라 이 시에 

고양된 느낌을 불어 넣고 있다. 

그러나 128행에는 이같은 고전 오페라와는 전혀 다른 1차 세계 대전 초기 

에 유행하던 래그 재즈 음악의 대사가 나용다. 

오 오 오 오 셰익스피이이어식 래그 재즈 

o 0 0 0 that Shakespeherian Rag--

이 가사는 미국에서 1912년에 히트한 래그 재즈의 가사에서 차용한 것으 

로 원곡의 가사는 이러하다. 

저 셰익스피어식 래그 재즈 곡은 

가장지적이고 아주 우아해 

그 오래된 명곡은 

멋들어져 



“맥더프를 체포하라”라는 구절은 

맘lat Shakespe외an Rag 

Most ingelligent, very elegent, 
That old classical drag, 
Has the proper stu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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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line “Lay on Macduff." (Southam 95) 

그러나 타이피스트과 여드름 투성이 청년의 정사 후에 나오는 다음의 인 

용은 위에서 본 두 음악 가사의 인용과는 전적으로 다른 분위기를 풍긴다. 

이 음악은 물결은 타고 내 곁으로 기어오네 

맴lÏs music crept byme upon thewaters (CPP 69) 

이 인용은 셰익스피어의 『댐페스트J (Tempest) 1막 2장에 나오는 퍼디난드 

(Ferdinand) 가 한 말이다. 그는 아버지가 죽었다고 생각하면서 슬퍼할 때 

음악이 자신의 슬픔과 바다의 폭풍을 가라 앉힌 것을 기억하면서 한 말이다. 

그러나 타자수와 여드름 투성이 청년의 정사 장면 바로 뒤에 퍼디난드의 이 

런 말을 인용한 것은 현대 도시인의 도덕 불감증을 퍼디난드가 보여준 예술 

적 감수성과 병치시킴으로써 이 둘 사이에 생긴 괴리(乖離)를 보여줌으로써 

그 효과를 극대화하려고 한 것이다. 이에서 그치지 않고 엘리엇은 나이팅게 

일의 울음소리를 “적 적" (JugJug) 이라고 표기한다(103행과 204행) . 이러한 

표기는 두 가지의 서로 다른 뉴앙스를 갖는데， 그 하나는 엘리자베스 1세 

여왕 시대에 관습적으로 표기하던 나이팅게일의 울음소리이고， 또 다른 하 

나는 남녀간 성행위의 의성어적(擬聲語的) 표기이다. 이처럼 서로 다른 두 

가지의 뉴앙스를 중첩함으로써 엘리엇은 이 둘 사이의 괴리를 더 효과적으 

로 전달하고저 한다. 

그러나 위에서 본 음악 가사의 출전(出典)들이 음악과 문학에 대한 수준 

높은 이해를 전제로 한 것이라면 426행에 나오는 다음의 인용은 어린이로부 

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누구에게나 아주 친숙한 동요에서 따온 것이다. 

런던 브리지가 내려온다 내려온다 내려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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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ndon Bridge is falling down falling down 월llingdown 

런던 브리지는 도개교(跳開橋)이기 때문에 배가 그 밑을 지날 때는 이를 

들어 올리고 배가 다 지난 후에는 이를 내려야 한다. 그러나 여기서 쓰인 내 

려옹다는 의미로 쓰인 falling down은 이처럼 다리가 내려온다는 의미 이외에 

도 다리가 ‘무너진다’ 는 의미까지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엘리엇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동요의 가사를 차용하여 런던 브리지로 대표되는 현대 문명이 

몰락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이처럼 엘리엇은 다양한 문맥에서 여러 가지의 다 

양한 음악을 사용하여 이 시로 하여금 여러 가지의 울립을 내게 하고저 한다. 

이제 이 시에서 쓰인 미술적인 요소를 보기로 하자. 미술적인 요소의 대 

표적인 예는 다름아닌 티레시어스가 될 것이다. 엘리엇은 후에 이 시에 붙인 

주(註)에서 “티레시어스는 단순히 구경꾼일 뿐 등장인물은 아니지만， 이 시 

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다" (CPP78) 라고 적고 있지만， 이러한 엘리엇의 말 

을 액면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그보다도 우리는 티레시어스가 가지고 있는 

회화적 (續畵的) 요소에 유의 할 필요가 있다. 앞에서도 이미 언급한 바와 같 

이 티레시어스는 여러 가지 서로 다른 특정들을 모자이크 (mosaic) 로 조합해 

서 가진 인물이다. 피카소나 브라크(Georges Braque) 의 입체파 그립에서는 

데플라스망(déplaceme뼈이라는 기법이 쓰이기도 하는데， 이는 모자이크 기 

법에서 진일보한 기법으로 하나의 대상에게 서로 어울리지 않는 각기 다른 

특정을 부여하는 방법이다. 이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머리와 가슴은 여 

자이고 붐은 사자의 모양을 하고 있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스핑크스를 상 

상해 볼 수 있다. 어느 의미에서 티레시어스도 이처럼· 각기 다른 특정들이 

데플라스망 기법에 의해 합성된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이같은 특징들 

의 조합은 주체가 분열된 현대인의 희화적(敵畵的)인 측면일 수 있다. 엘리 

엇이 주에서 티레시어스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은 주체가 분열된 현대인의 

이같이 상충되는 특질의 조합을 염두에 둔 것일 수 있다. 

이 시에서 무용의 측면이 발견되는 것은 홍미로운 일이 아닐 수 없다. 

1917년 5월 파리에서는 혁신적이고 악명높은 업체파 발레 (cubist ballet) 인 

『퍼 레 이 드.J (Parade) 가 레 오니 드 마신느 (Léònide Massine) 의 안무로 초연되 

었다. 이 발레의 공연에는 당시 프랑스 문화계를 주름잡던 쟁쟁한 인사들이 

참여했는데， 시나리오는 장 콕토(Jean Cockteau) , 음악에 에릭 사티 (Eric 

Satie) , 무대 장식과 커 튼 그리고 의상에는 피카소(Picasso) , 그리고 프로그 

램은 기용 아폴리네르 (Guillaume Appolinair)가 썼다. 이 업체파 발레는 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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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에서는 1919년 가을 시즌에， 그리고 파리에서는 1920년 12월에 다시 무대 

에 올려졌다. 낸시 D. 하그로브 (Nancy D. Hargrove) 는 객 관적 인 자료에 의 

해 검증할 수는 없지만， 엘리엇은 이 발레를 런던 아니면 파리에서 틀림없이 

봤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6) . 하그로브가 이처럼 주장하는 근거로는 엘리엇 

이 쓴 펀지나 논문 그리고 평론 둥을 보면 그가 무용에 대해 김은 지식과 관 

심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자신의 주장을 바탕으로 

하여 입체파 무용인 『파레이드』가 『황무지』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그녀는 다 

음과 같이 주장한다. 

이 발레의 구성 원칙과 구체적인 세부 묘사에 이르기까지 이 발레 

의 많은 측면이 엘리엇의 시 (W황무지~J 와 대비를 이루고 있다. 이 

발레의 플롯， 즉 유랑 무용가들의 동작을 미리 보여주는 “퍼레이드” 

는 『황무지』의 구조에 반영돼 있다. 

Numerous aspects of the ballet from its guiding principles to its 

concrete de떠ils have p머lels in Eliot’s poem. The plot, a “parade" or 

preview of the acts of travelling performers, is re f1ected in the 

structure ofThe Waste Land. (6) 

이처럼 『황무지』 창작에는 단지 문학 기법만 쓰여진 것이 아니라， 음악， 

미술， 무용 등의 다른 예술 장르뿐만 아니라 영화 기법까지도 차용되어 있 

다. 이렇게 볼 때 이 시에는 실로 다양한 예술 장르가 혼합돼 있다. 

5. Ii황무지』에 나타난 죽음 욕동 

이 시는 현대화된 도시인의 삶을 본격적으로 다룬 시이다. 도시는 현대화 

의 대표적인 예로， 사람들은 도시라는 좁은 공간에 밀집해 산다. 도시는 또 

한 이같이 밀집해 사는 도시인들의 욕망과 무의식을 드러내는 공간이기도 

하다. 이 시는 이러한 도시인의 죽음 욕동 (death drive) 을 여실히 드러낸다 

는 측면에서 도시의 삭막함과 각박함을 표출하고 있는 셈야다. 어느 의미에 

서 보면 이 시는 제사(題詞) 에 나오는 무녀 (Sybil) 의 죽음 욕동으로 시 작하 

여 이러한 죽음 욕동이 이루어짐을 의미하는 “산티 산티 산티" (Shantih 

shantih shantih) 로 끝난다. 산티는 엘리엇이 주에서 밝히고 있듯이 “이해를 

넘 어서 는 평 화" (The Peace that passeth understanding, CPP 8이 를 의 미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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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스크리트어인데， 이는 불교에서 말하는 열반 (nirvana) 이다. 열반은 더 이 

상 윤회가 없는 죽음인데 이는 불교에서는 가장 최선의 죽음이기도 하다. 효 

로이 트는 죽음 욕동 (death drive, Thanatos) 을 니 르바나 원 칙 (nirvana 

principle) 이 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죽음은 “개성 의 완전한 상실 .. (to떠11088 of 

indi띠duality， Reber 494) 을 의미한다. 인간이 몸을 갖추고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인간은 육체적인 욕동 (drive) 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프로이트는 인 

간이 가지고 있는 욕동을 삶 욕동(libid이 와 죽음 욕동 (Thanatos) 두 가지로 

구분했다. 라캉은 이겉은 프로이트의 이론을 심화시켜， 인간에게 있어 죽음 

욕동이 더 중요하며， 이는 정신분석에서 핵심 (central) 이라고 주장한다 

(Ev.뻐s 32). 인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죽음 욕동과 삶 욕동은 서로 간 

에 끊임없는 줄다리기를 하는 셈이다. 라캉이 죽음 욕동을 삶 욕통보다 더 

중요한 욕동으로 본 이유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폭력성 (띠olence) 이 더 강렬 

함을 의미한다. 죽음 욕동이 안으로 향할 때 이는 자살 충동이 되며， 밖으로 

향할 때 이는 살인 충동이 된다. 또 다른 경우에는 이같은 죽음 욕동이 성적 

충동과 결합하여 다른 사람에게 향할 경우 가학증 (sadism) 이 되며， 자신에게 

향할 경우 이는 피학증(masochism) 이 된다. 이 시가 죽음 욕동의 표출로 시 

작하여 이의 성취인 열반을 나타내는 “산티 산티 산티”로 끝나는 것은 이 시 

자체가 이러한 죽음 욕동과 삶 욕동의 장(場)임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 시는 강력한 죽음 욕동의 표출로 시작된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이나 이 시의 처음에 죽음 욕동의 묘사가 나타나는 것은 이 시가 보여주려 

는 죽음 욕동의 강도를 미리 짐작하게 하는 부분이다. 죽음 욕동의 첫 번째 

표출은 이 시의 제사(題詞)에서이고， 두 번째 표출은 「죽은 자의 매장」의 처 

음 일곱 줄이다. 

우선 제사를 보기로 하자. 제사는 고대 희랍 신화에 나오는 예언 능력이 

탁월한 쿠마의 무녀 (Sibyl) 이야기이다. 그녀는 아폴로 신으로부터 손 안에 

든 먼지만큼의 많은 햇수의 수명을 허용받았다. 그러나 그녀가 오래 사는 것 

만 생각했지 그녀가 사는 햇수 동안 지속될 젊음을 달라는 청을 잊었기 때문 

에 조롱(鳥龍) 속에서 늙어 메말라 가면서 동네 개구장이들의 구경꺼리와 조 

소의 대상으로 전락한다. 개구장이들이 그녀에게 “무녀야 넌 뭘 원하니?" 하 

고 물으면 그녀는 “죽고 싶어”라고 대답한다. 여기서 우리는 죽음 욕동과 삶 

욕동의 첨예한 각축을 본다. 그녀가 수명 자체만을 중요한 것으로 생각한 것 

은 곧 삶 욕동만이 중요한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녀는 오래 

사는 것만이 중요한 것으로 착각했다. 그러나 죽음이 전제되지 않은 삶은 아 



r황무지j를 읽는 여섯 가지 방법 깅 

무런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그녀는 미처 깨닫지 못했던 셈이다. 삶이 중요한 

이유는 죽음이 있기 때문이다. 이같이 중요한 죽음의 가치를 그녀가 잊고 있 

었기 때문에 그녀의 비극은 시작된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죽음 욕동은 우리가 무시하거나 잊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동전의 

뒷면처럼 삶과는 떼어 놓을 수 없는 삶의 이면(養面)이라는 사실이다. 무녀 

가 아폴로 신에게 자신의 수명을 연장해 줄 것을 간청하는 동시에 또한 자신 

의 삶이 다하는 때에 죽을 수 있도록 청을 했다면 그녀의 이같은 비극은 발 

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죽음은 모든 인간이 두려워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동 

시에 죽어야 할 때 죽지 못하는 것 또한 인간을 더욱 비참하게 만드는 것 

이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수명과 젊음의 관계이다. 수명은 생물로 

서의 인간의 생존적인 욕구 (need) 에 지나지 않을 뿐이다. 그러나 수명에 상 

응(相應)하는 젊음은 단순한 욕구의 차원이 아닌 욕망 (desire) 의 차원에 속 

한다. 여기서 욕망은 단지 당사자의 욕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타자의 

욕망 (desire ofthe Other) 이라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다. 수명연장이 단순히 

당사자의 욕망인 반면， 젊음은 자신의 욕망이면서 또한 타자의 욕망이기 때 

문이다. 타자의 욕망이란 자신이 타자의 욕망의 대상이 되는 것을 의미함과 

동시에 타자로부터 인정 받기를 원하는 것을 의미한다(Evans 38). 따라서 

이 제사에 나오는 무녀는 단순히 생물학적인 욕구이며 삶 욕동의 발로인 수 

명 연장만으로 자신이 행복하게 오래 살 것이라고↑착각했다. 그러나 인간은 

욕구의 충족만으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타자의 욕망을 충족시켜야 행복 

할 수 있다. 욕망이 타자의 욕망인 한에 있어서는 이는 상정 질서에서의 행 

동 양식이기 때문에 죽음 욕동을 전제로 한 것이기도 하다. 

이 시의 처음 일곱 줄 또한 죽음 욕동을 강력히 드러낸다. 이 부분은 봄 

이 되어 만물이 소생하고 라일락이 죽은 땅에서 피어나는데도 이러한 봄 기 

운은 환회의 대상이 되기는커녕 아직도 대지를 덮고 있는 잊게 해주는 눈 

(forgetful snow) 이 오히려 그리움의 대상이 된다. 겨울， 눈， 대지， 추위와 

결빙(結永)동은 모두 죽음 욕동을 상징한다. 봄이 가져다 주는 삶 욕동 대선 

에 겨울의 죽음 욕동을 강력하게 보여주는 것은 “사월은 가장 잔인한 달” 

(April is the cruellest month) 이 라는 이 시 의 첫 문장이 다. 이 시 의 재사와 

시작 부분은 이 시의 주요 주제가 강력한 죽음 욕동의 표출임을 쉽게 알 수 

있게 한다. 

이 시가 죽음 욕동을 강력히 표출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 시에서 쓰인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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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죽음을 나타내는 단어들에 의해서도 잘 알 수 있다. 이 시에는 사람의 유 

골을 의미하는 단어인 bones가 다섯 번이나 나오는데 (Dawson 110) , 이 유 

골들은 적법하게 매장된 유골들이 아니다. 시체를 의미하는 bodies가 한 번 

(Dawson 109) , 시 체 (corpse) 가 한 번 (Dawson 198) , graves가 한、 번 

(Dawson 418) 나오는데， 이를 모두 합치면 모두 8회이다. 이뿐 아니라， 

dead가 10회， death가 4회， 그리고 dry가 6회 나온 것을 모두 합하면， 죽음 

과 관련된 단어만 해도 모두 28회나 된다. 따라서 이 시의 분위기가 음산하 

고 괴기스러은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이 시에서 우리는 공 

포 영화 (horror↓ movie) 를 볼 때 느끼는 것과 비슷한 괴기감을 느끼게 된다. 

이 시는 따라서 프로이트의 용어을 빌리면 ‘괴기한’ 시 (uncanny poem) 이라 

고 말할 수 있다. 프로이트에 따르면 괴기함이란 우리가 어릴 적에 무의식 

속에 억압했던 경험이 다시 의식 위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런 억압된 경험은 

대개 거세 불안 (castration an엄ety) 이 주축을 이 룬다. 이 렇게 볼 때 이 시 에 

나타나는 많은 죽음의 이미지들은 엘리엇 자신의 무의식 속에 삶 욕동에 의 

해 억압돼 있는 죽음 욕동이 되살아 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억압된 

것의 복귀 (retum of the repressed) 라고도 불리우는데， 이렇게 볼 때 죽음 욕 

동은 삶 욕동보다도 더욱 강력하다고 말할 수 있다. 프로이트는 죽음 욕동을 

반복강박증 (repetition compulsion) 과 연계시키고 있는데， 엘리엇이 이 시에 

서 이처럼 많은 죽음의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그의 무의식에 죽음 욕 

동이 강하게 도사리고 있음을 의미한다. 엘리엇에게 그리고 엘리엇과 같은 

시대를 살았던 유럽 사람들에게 죽음 욕동을 이처럼 강하게 불러 일으킨 것 

은 아마도 제 1차 세계 대전의 참혹상이었을 것이다. 

우리가 여기서 다시 상기해야 할 것은 죽음 욕동과 삶 욕동은 서로 따로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둘 경우 우리는 다음 구절이 갖는 깊은 의미를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작년 뜰에 심은 시체에 

싹이 트기 시작했나? 

만lat corpse you planted last y얹r in your garden, 
Hasitbe밍m to sprout? (CPP63) 

시에서는 소설에서와는 달리 많은 은유가 쓰이기 때문에 시를 이해하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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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의 이해보다는 어렵다는 사실은 일반적인 통념이다. 그러나 위의 인용 

같은 은유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는 쉬운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우리 

가 『황무지』를 엘리엇 자신의 무의식의 텍스트라고 가정할 경우， 이렇게 황 

당한 표현은 그의 무의식을 읽는데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된다. 라캉이 무의식 

은 언어처럼 구조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이유에서이다. 이 

문장을 좀 더 자세히 살펴 보기 위해 약간의 언어학적인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이 문장의 첫 부분이 다음과 같은 두 개의 서로 다른 구문의 

합성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1. That tree you plant.ed last yearin your 뿔rden 

2. Thatcoφse you buried last year in yor garden 

심는다고 말할 때 우리는 씨나 나무 동 살아 있는 식물을 지칭한다. 반면 

에 매장을 요하는 것은 시체 둥 죽은 것이 된다. 그렇다면 이 시에 나오는 

“작년에 뜰에 심은 시체”라는 문장에서 시체라는 단어가 들어 간 위치는 나 

무 둥 살아 있는 식물이 들어 갈 자리아다. 그러면 왜 이런 이상한 r 문장이 

생기게 된 것일까? 이는 엘리엇의 무의식 속에는 삶 욕동과 죽음 욕동의 양 

가감정 (ambivalence) 이 공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는 이 두 욕동을 동시 

에 선호하면서도 또한 동시에 혐오한다고 말할 수 있다. 이같은 해석이 가능 

한 것은 그가 삶 욕동와 죽음 욕동을 동일시하기 때문이다. 그는 삶과 죽음 

을 서로 상반되는 가치로 보지 않고 이 둘을 동가적인 것으로 본다. 따라서 

그의 무의식에서는 시체를 살아 있는 식물을 심듯 심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 

는 것이다. 이같은 그의 생각은 이 시에 나오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잘 보여 

준다. 

살아 있던 그는 지금 죽었고 

살아 있던 우리는 지금 죽어간다 

약간은 견뎌 내면서 

He who was living is now dead 

We who were living 없-e nowdying 

With a little patience. (CPP 72) 

이 시에는 죽음이 삶이고 삶이 죽음인 인물들이 많이 둥장하지만， 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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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도 혈 (Lil) 은 이같은 생중사(生中死)의 상태를 가장 잘 보여주는 인물이 
다. 렬은 이 시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우리가 신상(身上)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인물이다. 그녀의 남편인 앨버트는 1차 대전이 끝나 곧 

제대할 예정이다. 그녀는 31세라는 비교적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늙다 

리 (antique) 로 보이는데， 이는 그녀가 이미 다섯의 아이를 낳았기 때문이다. 

망내인 조지 (George) 를 낳다가는 거의 「죽을 뻔하는 경험을 했으며， 유산하 

기 위해 약을 잘못 먹고 이 (臨)를 다 망가뜨리기도 했다. 그녀의 친구는 렬 

에게 앨버트가 곧 돌아 올 것이므로， 이를 새로 해 넣고 몸치장도 하라고 충 

고한다. 이제 남편이 돌아 오면 어떻게 할까하고 그녀는 고민하고 있다. 그 

녀의 이러한 고민은 그녀와 그녀 친구 사이의 다음과 같은 대화에서 잘1 드러 

난다. 

그래 앨버트가 널 가만두지 않는다면 어먹하지. 

애를 원치 않는다면 결혼은 왜 했어?(황동규 72) 

Well, if Albert won’'t leave you alone, there it is, 1 said, 

What you get married for ifyou don’t want children? (CPP 66) 

4년이나 군에 가 있던 남편이 돌아 온다는 것은 행복할 일일 것이다. 그 

러나 렬의 경우는 다르다. 남편이 돌아 오면 그녀는 남편의 성적 요구에 시 

달릴 것을 걱정하고 있으며， 그녀가 그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그는 그 

녀를 떠나 다른 여자에게로 갈지도 모른다. 그녀는 단지 남편의 성적인 노리 

개에 지나지 않는다. 그녀가 이미 다섯 명의 아이를 낳았다는 것이 이의 단 

적인 증거가 된다. 부부의 사랑에 기초한 부부간의 성행위는 어느 누구도 나 
무랄 일이 아니지만， 아내에게 지겨울 정도의 과도한 성적 요구는 결혼이라 

는 제도에 의해 강요된 성적 노예 생활의 한 부수효과일 수도 있다. 인간이 

가진 삶 욕동의 대표적인 예가 성적 욕구라면， 렬의 남편이 가진 이같이 과 

도한 성적 충동은 렬에게는 죽음 욕동이 된다. 그녀가 남편의 과도한 성적 

요구를 수용하여 결과적으로 다산(多塵)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기 때문이다. 이같은 의미없는 삶을 마감하는 일은 곧 “이 

해를 넘어서는 평화”인 열반뿐이다. 열반은 삶을 종결하는 가장 숭고한 죽음 

의 경지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황무지』는 강렬한 죽음 욕동의 표출로 시작 

되어 가장 숭고한 죽음의 형태인 열반(混盤)으로 끝난다. 따라서 이 시의 끝 
에 세 번 반복되는 “산티 산티 산티”는 기독교에서 기도(析構)를 종결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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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는 “아벤” 이 라고 말할 수 있다. 

6. Ir황무지』와 도시 

제임스 조이스의 『율리시즈』의 배경에는 더블린이 있듯이 『황무지』의 뒤 

에는 런던이 있다. 이 시의 배경에는 런던 이외에도 파리나 윤헨 같은 다른 

유럽의 도시가 나오며 예루살렘이나 아테네 같은 고대 도시도 둥장한다. 이 

렇게 볼 때 이 시는 도시의 시라고 말할 수 있다. 농촌이 자연적으로 만들어 

진 것이라면， 도시는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농촌이 자연의 순환적인 

변화를 반영하는 반면 도시는 자연을 거슬러 지어진 것이다. 따라서 농촌이 

자연의 흐름에 따라 사계절 각기 다른 자연의 빛깔을 드러내는 반면， 도시는 

자연의 빛깔과는 동떨어진 도시만의 색깔을 가지고 있다. 더구나 이 시에 나 

오는 도시는 폐허가 된 도시라는 점에서 우리의 관심을 요한다. 이같은 도시 

들에 대해 엘리엇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저 산 너머 보핫빛 하늘 속에 

깨어지고 다시 세워졌다가 또 터지는 저 도시는 무엇인가 

무너지는 탑들 

예루살렘 아테네 알렉산드리아 

비엔나런던 

현실감이 없는 (황동규 108) 

What is the city over the mountains 

Cracks and refoTIllS and bursts fu the violet air 

Falling towers 
Jerusalem Athens Alex없l<lria 

ViennaIρndon 

Unreal (CPP 73) 

엘리엇이 도시， 특히 런던을 묘사하는 대표적인 단어는 “현실성이 없는” 

(Unreal) 이라는 말이다. 이 문맥에서 쓰인 현실감을 플라톤이 말한 설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경우， 도시는 실체가 없는 곳임을 알 수 있다. 실체가 

없다는 것은 허구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여기에 열거된 도시는 따라서 실체 

가 없으므로 또한 생명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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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인용에서 드러나는 것이 폐허가 된 도시의 겉모습이라면， 생명력이 

고갈된 런던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묘사는 런던 브리지 위를 건너 런던의 

금융가인 시티 (City) 로 향하는 수많은 봉급 생활자들의 모습에서 드러난다. 

이같이 무수한 봉급 생활자들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 없는 도시 군상이라는 

측면에서 이 시에 나오는 봉급 생활자들의 묘사는 아직도 유효하다. 

현실감 없는 도시， 

겨울 새벽의 갈색 안개 밑으로 

한떼의 사랍들이 런던 교(橋) 위로 훌러갔다. 

그처럼 많은 사람을 죽음이 망쳤다고 나는 생각도 못했다. 

이따금 짧은 한숨들을 내쉬며 

작자 발치만 내려보면서 (황동규 56) 

Unreal City, 
Under the brown fog of a winter dawn, 
A α'Owd flowed over 1αldon Bridge, so m따ly， 

1 had not thought death had undone so ni밍ly. 

Sighs, short and infrequent, were e찌laled， 

Andeachm떠lfixed 피s eyes before his feet. (CPP 73) 

런던 브리지 위로 흘러 가는 이처럼 많은 사람의 인파(A波)는 단순히 봉 

급 생활자들만의 이미지만은 아니다. 현대는 대중 사회이며 대중은 곧 이처 

럼 얼굴 없는 많은 사람의 조합이다. 이러한 대중의 묘사는 현대 사회에서 

새롭게 부각된 대중의 의미를 되새겨 보게 한다. 이같이 얼굴없는 대중은 또 

한 이미지 조작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이미지를 조작하는 대표적인 예는 대 

중매체 (mass m때ia) 인데， 대중 매체에 의한 이미지 조작은 권력 창출에서 

한 몫을 한다. 자본주의 경제 체제에서 광고가 차지하는 역할은 아주 큰데， 

광고 또한 대중에게 이미지를 통해 상품 구매를 부추긴다. 위에서 인용한 구 

절에서 우리가 보는 익명 (置名)의 대중은 2차 세계 대전을 주도한 히틀러의 

권력 창출에 적극적으로 이용되었던 독일 국민의 이미지와 중첩(重훨)되는 

것이기도 하다. 이처럼 생명력을 잃은 도시 ‘사람들은 언제나 선동 정치가들 

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된다. 이러한 대표적인 예를 우리는 히틀러의 선전에 

적극 동조한 독일 국민에게서 찾을 수 있다. 히틀러는 1차 대전의 패전으로 

희망을 잃은 독일 국민을 대중 매체를 이용하여 자신의 마술적인 이미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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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하여 총동원함으로써 이들을 2차 세계 대전으로 내모는데 성공했다. 

그렇다면 런던이라는 거대 도시가 이처럼 현실감이 없는 이유는 무엇인 

가? 그것은 도시가 유기체가 아닐뿐만 아니라 도시 안에 있는 모든 것으로부 

터 생명력을 뺏는 파괴적인 마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도시는 모든 것이 

기계적이기 때문에 그 안에 사는 사람들마저 생명력을 잃고 기계적이 된다. 

이 시에 나온 묘사 중 런던에서의 기계적이고 무의미한 삶을 보여주는 대표 

적인 묘사는 타이피스트와 여드름 투성이 청년과의 기계적인 성행위이다. 

더구나 이들의 이같은 성접촉이 끝난 후 타이피스트가 하는 행위는 감정이 

나 애정이 결여된 도시인의 기계적인 행동의 극치이다. 

사랑스런 여자가 어리석은 일을 저지르고 

혼자서 방를 거닐 때는 

무심한 손으로 머리칼을 쓰다듬고 

축음기 에 판을 하나 건다. (황동규 88) 

When lovely woman st∞ps to folly 밍ld 

Paces about her room ag.밍n， alone, 

Shesm∞thes her hair with automatic hand, 
Andputs a re∞rd on the gramophone. (CPP 69) 

우리는 이 시에 나온 인물들을 보면서 도시인의 중요한 몇 가지 특성을 

짚어낼 수 있다. 이들의 가장 두드러진 특정은 익명성 (뚫名性) 이다. 청년은 

그의 신체적인 특성을 나타내는 여드름 투성이 청년 (the young man 

C따bunc비ar) 이 나 그의 직 업 인 군소 가옥 중개 소 사원 (a small house a뿜nt’s 

clerk) 으로만 나타나 있을 뿐 그의 이름은 밝혀지지 않았다. 그의 상대 여성 

역시 타이피스트 (typist) 라는 직업으로만 묘사돼 있다. 이는 이들이 가진 개 

성이 거대 도시의 익명 속에 매몰되어 하나의 인격체로 존재하기를 멈췄음 

을 의 미 한다. 이 같은 묘사 기 법은 일종의 환유 (metonymy) 로서 부분을 가지 

고 전체를 나타내는 문학 기법이기도 하다. 이같은 환유 기법에 의한 인물 

묘사가 이루어지는 중요한 이유는 도시의 삶이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이루 

어지는 것이 아니라 단편틀의 조합이며 기능 위주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이러한 도시의 구성은 따라서 개인으로부터 생명력을 박탈하고 인간 

을 단지 기계로 만든다. 타자기는 손으로 쓰는 필기 행위를 기계의 작동으로 

바꾸어 놓았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기계의 작동을 주업무로 하는 인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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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기계로 바꾸어 놓은 셈이다. 이러한 예는 타이피스트가 청년과의 성행위 

를 끝낸 뒤 자동인형 (automaton) 처 럼 기 계 적 인 손동작 (automatic hand) 으 

로 머리를 쓰다듬고 나서 축음기에 기계적인 동작으로 판을 하나 거는 행위 

에서 드러난다. 여기서 우리는 축음기 공명통(共嗚補)의 기계적인 움직임과 

타이피스트의 기계적인 동작이 오버랩 (ove바a미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도시 생활이 인간을 기계화했음을 보여주는 예라 하겠다 이처럼 기계화된 

도시 생활에서는 타이피스트는 그녀가 가지고 있던 본래의 이름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그녀의 인간성마저 기계의 부속품화됐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 

한 도시에서는 인간은 고유 명사로서의 자신의 이름을 상설하고 보통 명사 

중의 하나로 전락하게 된다. 청년은 단지 군소 가옥 중개소 사원 중의 하나 

일 뿐이며， 그가 상대한 여성은 많은 타이피스트들 중의 하나일 뿐이다. 이 

러한 경우， 이들이 도덕성을 상실한 것은 그들 자신만의 책임이 아니라， 비 

인간화한 도시 생활이 이들을 이런 부분품으로 전략시킨 셈이다. 

발터 벤야민 (Walter Be띠amin) 은 「기 계 복제 시 대의 예술품J (“만le Work 

of Art in the Age of Mechanical Reproduction") 이 라는 논문에 서 이 처 럼 기 계 

화된 현대에서 예술품은 이전과는 달리 분위기 (aura) 를 잃었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그가 말하는 분위기라는 용어를 『황무지』에 나온 인물들의 개성이나 

정체성으로 바꿔도 하동의 의미의 차이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점에서 분위기 

의 상실은 도시화된 삶의 특정이기도 하다. 그는 분위기의 상실에 대해 다음 

과 같이 말한다. 

어떤 사물이 진품이라는 것은 그 물질적 지속으로부터 역사적인 증 

언까지를 포함하여 계속 전수될 수 있는 일체의 것의 본질이 되는 

것이다， (중략). 여기서 추출된 개념을 우리는 분위기(零圍氣j 의 개 

념으로 종합하여 예술 작품의 기계 복제 시대에 위축되는 것은 분 

위기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증후적(在候的)인 것으로 그 

의미는 예술의 영역을 넘어선다. 

The authenticity of a thing is the essence of 머1 that is transmissible 

from its beginning, ranging from its substantive duration to its 

testimony to the history which it has experienced .... One might 

subsume the eliminated element in the term “aura" 없ld go on to say: 

that which withers in the age of mechanical reproduction is the aura 

of the work of 따t. 만ris is a symptomatic process whose sigr펴c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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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ints beyond the realm. of art. (221) 

벤야민의 지적에서 드러나듯이 기계 복제 시대에는 예술품의 분위기만 증 

발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현상은 증후적인 것으로 이와 유사한 현상이 현 

대 사회에서 전반적으로 일어나고 있음을 그는 지적하고 있다. 

현대 산업 사회의 특징은 상품의 대량 생산에서 찾아질 수 있다. 이제 산 

업 사회 가 끝나고 탈산업 사회 (post-industrial socie양) 에 진입 한 지 금에도 이 

같은 상품의 대량 생산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대량 생산은 상품의 생산에 

만 머물지 않고 예술품의 생산도 대량으로 이루어지게 하는데， 이렇게 되면 

장인(IlIA) 이나 예술가에 의해 수공업적으로 만들어지던 예술품이 가진 분 

위기는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된다. 대량으로 생산된 예술품은 다른 상품 

이나 마찬가지로 단지 기능만을 갖게 된다. 이같은 예술품의 분위기의 소멸 

은 예술품의 기계 복제에만 국한되는 현상은 아니다. 이러한 상황은 현대인 

의 삶의 양식까지도 변화시키는데， 현대인이 자신의 고유한 정체성을 상실 

하게 되는 것은 예술품의 분위기의 상실과 같은 과정을 거쳐 일어난다. 현대 

인은 이제 더 이상 고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대체 

가능한 기능성만을 갖게 된 것이다. 

이 시에서는 대량 생산된 물건들이 인간보다 우위에 있다. 그 대표적인 

예는 이미 본 바와 같이 타이피스트이다. 타이피스트는 타이프라이터를 치 

는 사람인데， 이같은 기계가 이를 작동하는 사람의 직업명이 됨으로써 사람 

은 기계의 종속물이 돼 버렸다. 또한 이 시에 나오는 물건들은 대체 가능한 

물건들이다. 따라서 이러한 물건들에는 고유한 특성인 분위기가 있기보다는 

효능성과 대체성만이 있을뿐이다. 이러한 물건을 사용하는 사랍 또한 대체 

가능하고 효능에 의해서만 그 폰재 가치를 인정받는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 

서 청년과 타이피스트 사이의 성관계도 그들만의 고유한 분위기를 가지기 

보다는 그저 우연한 조합에 의한 기계적인 육체 관계일뿐 그들만의 분위기 

를 연출할 수 없다. 타이피스트가 쓰는 물건을 살펴 보면， 이들 또한 대량 

생산된 대체가능한 물건들임을 알 수 있다. 이같은 물건 속에 사는 타이피스 

트 또한 대체 가능한 한 물건의 수준으로 전락해 버린 셈이다. 그녀가 쓰는 

물건들은 스타킹 (stockings) , 슬리 퍼 (slippers) , 하의 (camisoles) , 코르셋 

(s떠ys) , 축음기 (gramophone) , 판 (record) , 긴의 자 (divan) 등인 데 , 이 런 물 

건들은 단지 그녀의 가구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정체성에 대한 

환유적 연장(metonymic extension) 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처럼 도시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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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그녀의 정체성을 증발시킴으로써 그녀 자신이 하나의 물건 수준으로 전 

락하게 한 셈이다. 

7. 저자의 죽음과 독자의 탄생 

『황무지』가 어려운 이유 중의 하나는 이 시가 일종의 실험시이기 때문이 

다. 또한 이 시가 난해한 또 다른 이유는 엘리 엇이 이 시를 쓴 후 에즈라 파 

운드가 수정하는 과정에서 많은 부분이 삭제됐으며， 이렇게 삭제된 이 시는 

흐름이 끊겼기 때문에 읽기가 어렵다고 말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피상 

적인 이유만으로 이 시가 이처럼 난해하게 됐다고 말할 수는 없다. 이 시가 

이처럼 어려읍게 된 것은 오히려 엘리엇 자신의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고 말 

할 수 있다. 그는 현대시는 난해해야 한다고 「형이상학파 시인들J (“The 

Metaphysical Poets7 ) 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현재 존속하는 이러한 우리의 문명에서는 시인은 틀림없이 〈난해〉 

하게 보일 것이라고 그것만은 말할 수 있다. 우리의 문명은 많은 변 

화성과 복잡성을 내포하고 있어， 그것이 세련된 감수성에 작용하 

여， 거기에 또한 변화 있고 복잡한 결과를 나타내고야 말 것이다. 

시인은 언어를 구사하여， 필요하다면 어순을 뒤바꾸어서라도， 의미 

를 창조하기 위하여， 더욱 함축적이고， 더욱 암유적이고， 더욱 암시 

적이어야 할 것이다. (이창배 323) 

We 않n only say that it appe않s like1y that poets in our civilization, as 

it exists. at present, must be difficult. Our civilization comprehends 

great variety 없ld complexity, and tJ:-..is variety and complexity, playing 

upon a refined sensibility, must produ∞ various and complex res버ts. 

The poet must become more and more comprehensive, more allusive, 
morein버rect， in order to foræ , t。 이slocate ifneæssary, language into 

his meaning. '(Selected Prose 65) 

여기서 엘리엇이 주장하는 것은 다음 몇 가지로 요약될 수 있는데， 이러 

한 그의 주장은 그의 시작(詩作)과 비평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그 

는 우선 현대 문명이 여러 가지 이질적인 요소로 구성되었다는 점을 주장한 

다. 이같이 이질적인 요소들로 구성돼 있는 현대 문명을 이해하기 위해 시인 

은 더욱더 함축적이고 암유적이며 암시적이어야 한다고 그는 말한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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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언어관을 드러낸 것으로 문학(특히 시에서) 쓰이는 언어는 직접적이거 

나 투명한 것이 아니라 불투명하고 간접적인 매체라는 사실을 드러낸 것이 

다. 이에서 더 나아가 시인은 이같이 불투명한 매체를 사용하여 작품을 쓰기 

위해서는 필요한 경우에는 언어를 비틀고 어순을 바꿔 가면서라도 의미를 

창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같은 엘리엇의 주장은 언어는 단지 주어진 것 

이 아니라 시인에 의해 다시 태어나는 것임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엘리엇 

은 언어를 이처럼 시인의 임의 (任意)대로 구부리고 뒤틀고 다듬어야 하는 제 

재로 생각했다. 이는 화가나 조각가가 물감이나 석고 둥 미술의 제재를 임의 

로 조작하여 예술품을 창조하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Ii'황무 

지』가 20세기에 씌여진 가장 난해한 시들 중의 하나로 여져지는 이유 중의 

하나는 바로 이같은 그의 생각이 이 시의 창작 원리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이같은 그의 생각은 그가 살던 당대보다는 그가 타계하고 난 후에 나타난 문 

화 예술 이론의 선행 이론이 된다는 점에서 우리의 주목을 요한다. 

이러한 엘리엇의 생각은 그가 타계한 후에 두각을 나타낸 롤랑 바르트 

(Roland Barthes) 의 텍스트 이론과 맥을 같이 한다. 바르트는 텍스트를 독 

자에 의 해 씌 여지 는 텍스트 (writerly text) 와 그저 읽 혀지 는 텍 스트 (readerly 

text) 로 나눴다. 바르트가 읽혀지는 텍스트라고 부르는 종류의 텍스트는 종 

래의 관행에서 받아 들여지던 작가와 작가의 글쓰기와 독자의 글읽기에 대 

한 관념에 수정을 가하지 않는 텍스트를 말한다. 이러한 텍스트에서는 글쓰 

기 작업을 수행하는 작가의 주도적인 역할이 인정되며， 또한 이렇게 씌여진 

텍스트에는 의미의 고정 (fi엉ty) 이 있으며 또한 텍 스트이 종결 (closure) 이 였 

다는 전제가 수긍된다. 이러한 텍스트를 읽기 위해서는 독자는 특별한 노력 

을 할 필요가 없이 단지 작가가 쓴 텍스트를 충실히 따라 가면서 읽기만 하 

면 된다. 반면， 씌여지는 텍스트는 이같은 종래의 텍스트와는 궤를 달리한 

다. 이러한 텍스트에서는 엘리엇이 말하는 언어의 뒤틀림 (dislocation of 

language) 이 허용될 뿐만 아니라 의미의 고정이나 서사의 종결이 가능하지 

않다. 따라서 이 러 한 텍스트에는 올바른 (correc야 하나의 읽기 만이 가능한 

것이 아니 라 복수의 읽 기 (multiple reading) 가 가능하다. 따라서 씌 여지는 텍 

스트는 작가에 의해서가 아니라 독자에 의해 씌얘지는 셈이다. 바르트는 이 

러한 씌여지는 텍스트에 대해 S/Z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i 

씌여지는 텍스트는 항구적인 현재시제로 (이러한 항구적인 현재시 

제를 과거시제로 만들) 어떠한 〈꺼결적〉 언어도 그 위에 겹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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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씌여지는 텍스트는 〈우리 자신이 쓰는〉 텍스트로 이러한 글쓰기 

행위는 어떤 특정한 체계가 개입하여 (기능으로서의) 세상의 무한 

한 유회가 검토되고 차단되며 정지되고 순치되기 전에 일어난다. 

〔중략). 이같은 개업은 다양한 입구와 연결의 열립 그리고 언어의 

무한성을 축소시킨다. 

The writerly text is a peπ>etu려 present, upon which no consequent 

language (which would inevitably make it past) can be superimposed; 

the writerly text is ourselves ωritir핑， before the infinite play of the 

world (the world as function) is traversed, intersected, stopped, 

plasticized by some 하ngular system ... which redu∞s the plurality of 

entrances, the opening of networks, the infinity oflanguages. (5) 

이렇게 될 경우 씌여지는 텍스트는 열려 있는 텍스트이기 때문에 종결이 

없는 텍스트로 남는다. 이렇게 열린 텍스트에서 주어진 의미가 아니라 생산 

되는 의미를 독자는 스스로의 힘으로 찾아야 한다. 작자는 이 경우 단지 열 

린 텍스트라는 언어의 공간만을 남겨 놓고 사라지게 되고 이같이 빈 작가의 

자리를 독자가 대신 차지하게 된다 r황무지』에서는 작가인 엘리엇이 사라지 

고 그를 대신하여 독자가 들어서게 된다. 

이렇게 하여 작가의 자리를 차지하는 독자는 텍스트의 의미를 생산하는 

파정에서 몇 가지의 아주 어려운 장애물을 만나게 된다. 독자가 이러한 장애 

물을 만나게 되는 것은 이 시 텍스트가 서사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고 단지 

괴리 (gaps) 와 공백 (blanks) 만으로 돼 있기 때문에 -최종적인 의미 (final 

meaning) 을 제시하지 않아 생기는 것이다. 이때 작가로서의 독자는 텍스트 

에 존재하는 이같은 간극을 자신의 기대 지평 (horizon of expection) 을 가지고 

메꾸어 가야 하는데， 이 러 한 과정 을 구체화 ( concretization) 라고 부른다. 이 

러한 구체화의 과정은 이 시를 읽는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발생한다. 우리가 

이 시에서 쓰인 암유나 인용의 모든 출전을 다 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같은 

준비 작업이 이 시의 이해에 직접으로 연결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같은 괴 

리와 간극에 기인한다. 이는 암유나 인용이 이 시의 의미에 순기능(11頂機융잉 

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와는 반대로 역기능 또한 갖기 때문이다. 따라서 

독자는 이 시를 읽기 위해 이같은 암유와 인용의 역기능까지를 고려하여 독 

자적으로 의미를 창조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괴리와 간극은 이 시를 원는 

독자를 복병(代兵)처럼 기다리고 있다. 이같은 예를 구체적으로 보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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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 

이 시의 첫 줄은 다음과 같이 시작된다. 

사월은가장잔인한달 

April is the cruellest month 

영문학에 대한 배경 지식이 어느 정도 있는 독자라면 이같은 이 시의 시 

작은 초서 (Chaucer) 가 쓴 『캔터베리 이야기』에 나오는 「전체 서시」 

(“General Prologue") 의 처 음 부분을 패 러 디 (parody) 한 것 이 라는 사실을 곧 

알게 된다. 그러나 이같은 독자의 지식이 이 시의 처음 부분을 완전히 이해 

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곧 이어 나오는 겨울과 잊게 해주는 눈 

(forgetful snow) , 그리고 대지 (eart씨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독자는 이 시의 처음 부분을 원는 한 가지 방법으로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이론을 원용하게 되며， 그의 이론에 따르면 이러한 이미지들은 죽 

음을 상정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여기에 나오는 죽음의 상징들은 그가 말 

하는 죽음 욕동 (death drive, Thanatos) 의 표출이 라는 사실 또한 알기 에 이 르 

게 된다. 이처럼 괴리와 공백을 메꾸면서 구체화 작업을 하는 동안 독자는 

이같은 그의 작업이 오직 한 가지만의 유일 무이한 텍스트의 의미가 아니랴 

는 사실도 아울러 알게 되면서， 그의 이러한 해석이 가장 정확한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는 사실 또한 깨닫게 된다. 

이같은 구체화 작업을 통해 처음 7행까지의 텍스트에 대한 하나의 해석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독자의 구체화 작업은 8행에 나오는 “여름은 우리를 

덮쳤다" (Summer surprised us) 라는 문장으로 시 작되 어 “밤에는 대 개 책 을 

원 고 겨 울엔 남쪽으로 갑니 다" (1 read, much ofthe night, and go south in the 

winter) 라는 문장(18행)으로 끝나는 다음 부분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를 

놓고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서 독자는 이 시가 대체로 받아 들여지고 

있는 시쓰기의 관행을 무시하고 있음에 생각이 미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이 시에서 주로 쓰인 기법이 영화의 삿 (sho디과 아주 비슷하다는 생각 

에 이르기까지는 대단한 고심을 필요로 한다. 독자가 나름대로 이같은 생각 

을 갖게 된 뒤에야 그의 텍스트 읽기의 구체화 작업은 진전될 수 있기 때문 

이다. 이렇게 여러 번의 어려운 고비를 지나면서 독자는 이 시의 1부인 「죽 

은 자의 매장」의 거의 마지막 쯤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그쯤에서 그를 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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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있는 것은 다음과 같은 문장이다. 

작년 똘에 심은 시체에 

싹이 트기 시작했소? 

That corpse you planted last yl없r in your garden, 
Has it begun to sprout? 

독자는 이 문장을 놓고 고민에 고민을 거듭한 끝에， 이 문장의 첫 부분은 

다음과 같은 두 문장이 뒤틀려여서 합생된 것이라는 결론을 내린다. 

1. That plant you planted last year in your garden 

2. Thatcoπ)8e you buried last year in your garden 

독자는 여기서 첫 문장의 plant가 있는 자리에 corpse를 대신 놓으면 이 

시에 나오는 문장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렇다면 이렇게 해서 생성된 

문장은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일까? 독자는 이 문장에 나오는 단어들에 의해서 

만 의미가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쓰인 단어가 억압한 다른 단어들에 

의해서도 의미의 생성이 가능함을 알게 된다. 데리다의 이론에 따르면 한 문 

장이나 표현에서 쓰여진 단어는 그것이 억압하는 단어의 없음 (absence) 에 

의하여 그 없음의 있음 (presence) 이 드러나가 때문이다. 이같은 사실은 없음 

(absence) 이 곧 있음 (presence) 의 원천이 됨을 역셜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이 

다. 따라서 없음과 있음은 따로 따로 별개의 것으로 촌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공존하는 셈이다. 이같은 우리의 이해는 이 시에 나옹 문장을 이해하는 

데 어떻게 작용하는가? 

이에 대한 한 가지 답은 이 문장이 죽음과 삶에 대한 양가적 감정 

(ambivalence) 을 드러낸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여기에 나용 “시체”는 이 

것이 억압한 나무나 씨 동 생명이 있는 것에 대해 강한 양가 감정을 드러댐 

으로써 생명에 대한 삶 욕동을 표출하고 있는 셈이다. 이는 대개의 경우 강 

한 부정 (negation) 이 강한 긍정인 것과 같은 이치이다. 이러한 논리를 좀 더 

진전시키면， 이 문장은 죽음 속의 삶 Oife-in-death) 과 삶 속의 죽음 (death

in-life) 이 결코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표출하는 것으로 이는 죽음이 

곧 삶(死郞生)이며 삶이 곧 죽음(生郞死)이라는 현실을 여실이 보여줌과 동 

시에 생사를 넘어서는 경지를 보여준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 문장의 해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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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이 둘 다이고 또한 동시에 이 둘 중 어느 것도 아님을 보여 주는 것 

으로 이같은 읽기는 독자의 열린 마음을 전제로 한 것이다. 

이렇게 하여 독자은 1부 「죽은 자의 매장」의 마지막 문장인 다음과 같은 

표현에 이르게 된다. 

그대! 위선적인 독자여| 나와 같은 자 나의 형제여! 

You! hypocrite lecteur’ - mon semblable, - mon frre! 

이 인용은 보들레 르 (Baudelaire) 의 시 집 『악의 꽃.! (Fleuπ duMal) 에 실 린 

「독자에게J (“Auμcteur’)라는 시의 마지막 줄에서 차용한 것이다. 이 시에 

서 보들레르가 의미하는 것은 그의 시를 읽는，현대의 독자는 시인 자신이 겪 

은 것과 마찬가지로 권태 (ennlμ) 의 죄를 공유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Southam 93) . 그러나 『황무지』에 인용된 이 문장은 원시 (原詩)에서의 이같 

은 의미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처럼 출전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인용 

을 삽입함으로써 엘리엇은 독자로 하여금 스스로의 힘으로 이 시의 의미를 

생산하라고 권하고 있는 셈이다. 이렇게 하여 이 시의 작자와 독자는 동둥한 

위치에서 이 시의 의미를 생산하는 작업에 참여하게 된다. 

인용한자료 

이창배(번역). i"T. S. 엘리엇 문학 비평J1. 서울: 동국대학교 출판부， 1999. 

황동규(번역). w황무지.8. 서울: 민음사， 1995. 

Abr밍ns， M. H. A Glossary of Literary Terms. 5th ed.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1988. 

Adams, Hazard, and Leroy Searle, eds. Critical Theory Since 1965. Tallahasee, 

FL: FL State UP, 1986. 

Barthes, Roland. S/Z. Tr. Richard Miller. Oxford: Blackwell, 1990. 

Be띠amin， Walter. Illuminαtions. Tr. H앙TY Zohn. New York: Schocken Books, 
1969. 

Brooks, Cleanth, Jr. “The Waste Land: An Analysis.'~ In Michael North, pp. 

185-210. 

Davidson, Harriet. T. S. Eliot and Hermeneutics: Absence and Interpretation 



38 口 이정효 

in The Waste Land. Baton Rouge, LA: LA StateUP, 1985. 

Dawson, J. L., et al., eds. A Concordance to The Complete Poems and Plays of 

T. S. Eliot. Ithaca, NY: Comell UP, 1995. 

Derrida, Jacques. “Structure, Sign and Play in the Discourse of the Human 

Sciences." In Hazard Adams, pp. 83-94. 

Eliot, T. S. The Complete Poems and Plays of T. S. Eliot. 1ρndon: Faber and 

Faber, 1978. CPP로 줄임 . 

___ . Selected Prose ofT. S. Eliot. Ed. Frank Kermode. New York: Farrar, 
Straus and Giroux, 1975. 

Ellmann, Richard. Golden Codgers: Biographical Speculations. New York: 

0화ord UP, 1973. 

Evans, Dylan. An Introductory Dictionary of Lacanian Psychoanalysis. 

London: Routledge, 1996. 

Hargrove, Nancy D. “The Cubist Ballet Parade and Eliot’s The Waste Land." 

T. S. Eliot Society Neωsletter (Fall 1997), 6. 

Headings, Philip R. T. S. Eliot. Rev. ed. Boston: Twayne, 1982. 

Jain, Manju. A Critical Reading of the Selected Poems of T. S. Eliot. Delhi, 

India: 0성ord UP, 1991. 

Nevo, Ruth. “The Waste Lαnd: Ur-Text of Deconstruction." Neω Literary 

History 13 (Spring 1982), 453-461. 

North, Michael, ed. The Waste Land: An Authoritative Text, Contexts, 

Criticism. New York: Norton, 2001. 

Reber, Arthur. The Penguin Dictionary of Psychology. 2nd ed. London: 

Penguin, 1995. 

Sarup, Madan. An Introductory Guide to Post-structuralism and Post

modemism. Athens, GA: U ofGA P, 1989. 

Saussure, Ferdinad de. Course in General Linguistics. New York: McGraw

Hill, 1959. 

South없n， B. C. A Student's Guide to the Selected Poems of T. S. Eliot. 4th ed. 

London: Faber and Faber, 1981. 

Tamplin, Ronald. A Preface to T. S. Eliot. London: Longman, 19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