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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회에서 한 개언이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느냐 하는 문제는 여러 테두리 속에서 논의 

될 수 있다. 이것을 어느 테두리에서 논하느냐 하는 것은 우려의 규범적인 엽장에 달려 있 

다. 사회의 유기척 실체를 중요시하는 입칭에서는 사회가 개얀에게 어떠한 역할을 배정하 

고 또 봉사를 요구하였느냐 하는 관점에서 문재를 잘펴 볼 수도 있고 개언이 사람의 삶의 

구극척인 뿌리임을 중요시 하는 입장에서는 어떤 사회에서 개언의 행복과 자아 설현이 얼 

마나 달성될 수 있느냐 하는 관점에서 문제를 살펴볼 수도 있다. 물론 위의 두 입장에서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결국 개인이나 사회나 다른 한편 없야 존 

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 때문이다。 다음에 있어서 우리가 이 문제를 논하면서 조금 지나 

치게 한편의 입장을 취하는 것처렴 보일 우려가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중요한 열쇠의 하 

나로 삼는 것은 자유의 주제이다. 우리는 이하에 있어서 아 주제를 우선적으로 마음에 두 

면서， 마국 사회에 있어서 또는 미국문학에 B] 친 미국 사회에 있어서 개인과 사회의 관계 

를 검로해 보기로 하겠다. 

흔히 말해지듯이@ 미국은 세계의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자유를 표방하는 나라이다。 자유 

는 17세가에 영국인들이 신대륙으로 건너왔을 때 그들이 추구하는 바 목표의 하나였고， 18 

세가 말에 신대륙의 식민지인들이 새로운 사회플 세우려고 하었을 때 가장 기본적인 정치 

이념으로 열거되었고 그 이후에 았어서도 미국인의 자기이해에 있어서나 또는 다른 사람들 

의 이해에 있어서도 미국사회를 특징지우고 있는 성질 줌의 하나이다。 그려나 이 자유는 

그 내용에 있어서나 조건에 있어서 300년의 마국 역사 속에 한결같이 같은 실체플 이루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시대와 장소에 따라서 그 내용과 조건을 달리하면서 존속해 왔 

다. 그리고 이렇게 자유의 변용에 착안해 불 째， 그것이 인간의 행복에 대하여 갖는 의미 

도 그 내용과 조건에 따라서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된다。 

자유는 자연조건과 인간의 제한펀 능력과의 함수관계를 나타내는 것￡로서 생각될 수 있 

지만， 그보다도 사람이 개언￡료서 살면서 또 사회 속에서 산다는 사실에 관련되어 있다. 

자유는 무엇보다도 사회가 재언에게 과하는 제약으로부터의 자유를 지칭하기 쉽다。 그러나 

동시에 사람은 그의 물질적， 정신적， 생활을 위하여 사회를 필요로 한다. 그리하여 자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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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경우 사회와의 긴장 관계 속에서 사람의 삶에 도입되게 마련이다. 울본 다른 한 

편￡로는 개인에 있어서 사희생활의 필요는 그것이 개안의 삶을 단순히 지탱해 줄 뿐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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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사회가 실현해 

사회에 의하여 신 

니라 그것을 신장해 준다는 사살에서 발생한다. 즉 흔자 할 수 없는 

주는 것이다. 이것은 자유의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자유 또한 

장될 수도 있다. 그리고 따지고 보면 사회란 것이 이플 구성하고 있는 개개의 사회 성원을 

떠나서 따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사회 속에서 개안의 자유가 총체적으로 신장되 

고 또 그것이 곧 모든 사람의 힘의 증대， 즉 사회의 힘의 증대가 되는 상황을 상정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개안과 사회의 조화된 상태를 가능하게 해주는 조건을 우리는 

흔히 공동체 라고 불러 왔다. 이 공동체의 조건은， 만약 참다운 조화의 상태 로서 의 공동체 가 

현실화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가지 요인들의 미묘한 균형으로 성렵한다. 또는 이러한 

균형은 척극적인 의미에서 이루어진다기 보다는 상호 모순， 대럽되는 세력을이 엇갈리는 

교차점에서 우연적 3로만 성렴하고 대부분의 시대에 있어서 자유와 사회의 요구 또는 사회 

의 여러 세력들은 일반적으로， 긴장과 갈등 속에만 서로 관계를 맺는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자유의 균형은 실제에 있어서는 다른 모순적언 세력의 흐름의 표면에 형성되는 한 

순간의 환영에 불과한 것으로 생각되기도 한다. 

미국에 있어서의 자유의 역사 또는 개인의 자유의 역사는 다른 요인들과의 복잡한 얼크 

려짐 속에서만 이야기될 수 있다. 대체적으로 이야기하여， 미국에 있어서 자유는 식민지 

정착의 당초부터 하나의 역사적 주제가 된다. 18세기에서 19세기 또 20세기로 옮겨가는 사 

이에 역사는 개인의 자유가 더욱 분명하게 정럽되는 방향￡로 움직여 왔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참￡로 사람의 행복의 증대를 의마하느냐 또 그것이 진정한 의마에서의 자 

유를 의미하느냐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미국에 있어서 개인의 자유는 주로공동체로 

부터의 개안의 유리 또는 공통체의 해소를 의마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러한 조건에서의 

자유는 크게 볼 때 오히려 개인의 축소를 말하고 또 개인이 공동체와는 다른 소외된 접단 

적 조직들에 의하여 소유된다는 것을 말할 수 있다. 그리하여 오히려 표면상의 자유가 진 

정한 자유의 반대테제를 의미할 수 있다. 미국의 자유는 바로 이려한 역설을 보여준다. 이 

글에서 우리가 간단히 고찰해 보고자 하는 것은 19세기 미국시가 엿보게 해주는 자유의 문 

제 또 여기에 관련되는 개인과 공동체의 관계에 대한 몇가지 문제점들이다. 

이마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청교도들이 1620년 또는 1630년에 유렴과 영국에서 신대륙￡ 

로 건너왔을 때， 그들이 세로운 사회를 건설하고자 했던 것은 개인의 자유까지는 아니더라 

도 양심의 자유를 존중하려는 것과 관계되는 일이었다. 적어도 그들은 “믿는 사람의 동의” 

없이 어떤 특정한 신앙의 형태가 강요될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의 대서양횡단의 이론적 전제 

로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다를 한편으로， 이 ul 잘 알려진 사실로서 그들이 신대륙에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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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에 옮기고자 했던 것은 모든 사람이 각자 나름의 믿음을 쫓을 권리가 있다는 관용성이 

아녀었다. 그들은 그들이 접단적우로 수락하는 믿음의 형태를 정통적인 믿음드로 받아들이 

고 그 정통에 의하여 개인적인 믿음과 사상 또 행통이 철저하게 제약되어야 한다는 필요를 

의심하지 아니하였다. 그리하여 신앙에 업각한 그들의 사회형태는， 페리 밀려 Perry 뼈iller 

가 청교도 사회에 대한 그의 많은 연구의 도처에서 말하고 있듯이， 하냐의 “독재체제 

dictatorship" 1)이었다. 청교도 사회의 성원들은 일정한 종교적 교리， 그것에 밀접한 관계 

를 가지고 었는 사회 행동의 규뱀， 그리고 이러한 교리와 규뱀을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잘 

대표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사람들의 엄격한 감독과 규제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말할 것도 없이， 이러한 독재체제가 청교도 사회의 성격 전부를 나다낸 것은 아 

니었다. 이 독재체재의 기초에는 역설적으로 그러한 체제의 성원들의 자유 행위가 있었다. 

사살상 청교도 사회는 더 정확히 말하여 독재적 권위주의와 양심의 자유와의 마묘한 균형 

위에 성렵하는 사회였다. 시-회 성원의 행동을 감독 규제하는 교회와 정치체제의 성렵은 본 

래 성원들의 동의에 입각한 것이었다. 토마스 후커 Thomas Hooker가 말한 바와 같이， 원 

래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어떤 힘에 의한 예속 또는 복종의 관계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한 전제였다. “자유로운 동의를 통하여 상호간의 약정이 있음3로써만， 서로에 대하여 

하느님의 법이 허용하는 바 권리와 힘을 가지며 이 권리와 힘을 행사할수 있는 것이다 "2> 

후커는 이렇게 말했다. 이러한 사회성원의 동의는 단순히 형식적인 것이 아니었다. 나싸냐 

옐 워 드 Nathaniel ￦ard가 주장한 것처 럼 뉴잉 글랜드의 특수한 종교와 사회 형 태 에 동의 하 

지 않는 사람은 언제가 자유롭게 그러한 사회에서 이탈하는 것이 권고되었다 3) 

그리고 이러한 동의에 추가하여 정치는 다른 두 가지 요건에 의하여 더욱 제한되었다， 

(물론 이 러 한 제한， 특허 그 중의 한 제 한은 통치 권력 의 대 상자에 못지 않게 그 담당자에게 도 

작용하는 제한이었다. ) 즉 사회협약에 이루어진 정치체는 어떠한 것이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라기 보다는 (가령 룻소의 〈일반의지〉에 기초한 전체주의체제가 그려하듯이)， 일 

정한 법률적언 절차 아니면 적어도 이성적연 판단에 따라서 권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생각 

되었다. 이것은 사회협약의 전제에서 저절로 연역되어 나오는 것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 

으로 영국의 관습법의 전통에서 유래되는 기대였다. 이러한 볍적이고 이성적인 규약들보다 

도 중요한 것은 청교도 시-회를 전체적으로 지배하고 있던 종교적 이념이었다. 청교도들은 

메 이 플라워 협 약 Mayflower Compact이 냐 기 다 그들이 주고 받은 설 교와 문서 들을 통해 서 

토마스 흡스에서 릇소에 이르는 유렵의 사회계약설을 현실속에 옮긴 것이라고 할 수 있지 

만， 그들의 협약행위와 근대 사회제약설의 전제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었다. 즉 그들의 

1) Perry Miller, Erraηd into the Wilderness(New York: Harper orchbooks, 1964) , p.147. 
2) Miller, p. 148. 에서 再51用
3) Mi1ler, p.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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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은 자연상태에 있어서의 야기적 추구가 가져오는 흔란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하자는 

소극적인 의도보다는 세속적인 부패와 다락을 떨쳐버린 신의 도시플 건설하자는 적극적인 

의도에 입각한 것이었다. 다시 말해여 그들의 협약은 서로의 이해 관계의 장충을 피하고 

사회조화를 기하자는 의도에서 여러가지 타협의 형식적 기구를 만들자는 것 보다는 윤리적 

목표의 실현을 추구하는 내용을 가진 것이었다. 이러한 적극적인 정신적 내용은 정치체제 

의 작용에 커다란 제한을 가하지 아니할 수 없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의할 것은 청교도들의 계약사회가 단순히 뱀과 이성과 종교에 의하여 

질서지워지는 사회라는 사실보다도 이러한 요안들이 서로 하나로 혼함된 상태로 있었다는 

것과 또 이것이 공동체에 단단하게 묶여 있았다는 사살이다. 이성과 종교는 각각 공동체를 

성렴하게 하는 원리가 될 수 있으면서 동시에 그것을 파괴하고 사회성원으로 하여금 뿔뿔 

이 제길을 가게하는 원리이기도 하다. 아다시피 아성은 대부분의 혁명기에 있어서 다분히 

유기적인 성격을 띠었다고 할 수 있는 기존질서에 대한 비판의 무기로 작용한다. 이러한 

비판에 있어서 개인의 합리적 사고의 예리함은 공동체적 지지나 통의에， 적어도 이본적으 

로는 의지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특히 이것이 근본적으로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규정하는 

도덕과 윤리의 제약으로부터 벗어났을 때 그렇다. 종교의 경우에도 그것은 쉽게 극단적 분 

리주의의 원리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순수한 이성주의와 Bl 슷한 점을 가지고 있다. 말 

할 것도 없이 종교적 체험은 신비적 체험에 근사한 것￡로서 이 신비의 차원에 있어서는 

그것은 다른 사람을에게 전달될 수 없는 극히 개인적인 체험이다. 또 믿음과 구원， 그를 

위한 노력이나 확신--이 모든 것도 결국은 개인의 영흔의 문제에 속하는 것으로서 어떠 

한 사회적안 개업도 허용하지 않는 일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마사츄세쓰의 청교도들이 신앙을 개인의 영혼의 문제프로서 남겨두면서도 다른 한편 

으로는 완전히 사회가 간여할 수 없는 둠의와 의사소통의 가능성을 넘어가는 어떤 사사로 

운 것이 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한 사실에 주목하게 된다. 즉 청교도들은 개엔의 

흔의 구원이 해당 영혼과 신과의 사이에서만 결정되는 것이라고 하면서도 개인의 

영 

영흔이 

개인이 신으로부터 어떤 직접적연 계시를 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은 철저하게 배제하였다. 

신과 접촉할 수 있는 것은 성경과 사회의 윗 사람들과 이성적 성찰을 통해서였다. 또는 기 

껏해야 밖으로 나다나는 행동적 증표， 즉 세상의 관점에 의하여 저울질되게 마련안 외적얀 

증표로부터 거두어 들일 수 있는 내적 확신만이 신과 사람의 가교였다. 결국 신앙은 언어 

적 해석--그것도 전통과 사회적 권위가 뒷받침해 주는 언어적 ‘해석에 의하여， 매개되어 

야만 하였다. 그라고 이 언어적 해석은 저질로 이성적 논변의 형태를 취하였다. (마사츄세 

쓰 식먼지 초기에 있어서 앤 허친슨 Anne 묘utchinson의 추방은 그녀가 이성적 언어의 중 

채를 념어서서 신에 대한 개인적 체혐의 권위를 내세우려고 한 때문이었다. ) 

물론 이 이성적 논변은 말할 것도 없이 완전히 자유로운 비판적 이성--가령 데까르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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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합리주의의 언어는 아나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캘반주의의 전통 속에서만 움직이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점은 오히려 중요한 공동체적 의의를 갖는 것이었다. 이성은 종교와의 

관련 속에서 개인적 비판의 도구가 아니라 공동 윤리의 확럽에 기여하는 것으로 남아 있을 

수 있었다고 할 수 있기 해문이다. 위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청교도플의 이성은 종교에 

--특히 이성적 신학을 통하여 매개되는 종교에 이어져 있읍으로 하여 (물론 교리 논쟁의 

도구가 되기도 하지만) 존 6 윈쓰폼의 설교에서 중요시되는 덕목을 예로들어 “정의와 사랑 

justice and charity"4l과 같은 사회 적 윤리 를 유지 하고 정 교하게 하는 밑 바탕이 될 수 있 

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여 청교도 사회의 근본원리는 대체로 이성이었다。 그러나 이 이 

성은 종교적 o 윤리적 전제에 봉사하는 만큼 이론적 。 형식적 원리라기 보다는--이성은 목 

적과 수단의 정합성플 확보하는 방법적이며 형식적인 원리얼 수는 있어도 그 자체로는 어 

떠한 목적을 가질 수 없는 원리이다--도덕적 ‘ 윤리적 원태이고 또 그것은 어느 한 사람의 

의지나 사변 속에 거주한다기 보다는 사회의 이성적 로의 속에 존재하는 토의의 원리였다. 

물론 이러한 도먹적 ; 사희적 이성이 반드시 사회의 모든 성원에게 고료게 청의와 사랑을 

확보해주지는 뭇하였다. 다시 페리 빌려가 지적하고 있듯이， <바른 이성 (right reason) >과 

성경에 업각한 논리를 쫓으면서 g 청교도 사회의 지도자들은 권위주의의 국가， 계급사회의 

이념에 이르렀다. 이 사회는 “논리에 통달한 상층계급의 賢者와 智者가 시행하는 얼마간의 

기본적인 법에 의하여 통치되고， 이 기본법으로부터의 이들의 추론은 볍이나 마찬가지의 효 

력을 가졌으며， 하층계급이 범할 수 있는 가장 엄청난 죄악은 이들이 끌어낸 결론을 거부 

하는 일이었다 "5) 그러냐 이러한 것이 실상 또는 실상의 한 면이었다고 하더라도， 청교도 

들이 인간공존의 한 중요한 방식을 발전시킨 것임에는 틀림이 없다. 적어도 이론적￡로 (물 

론 그들의 이론에도 독단적 요소가 무수한 것이지만) 그들의 사회는 강한 공동체 의식에 

의하여 묶여 있었다. 윈쓰폼의 말로， 신대륙의 새로운 사회는 “정의를 시행하며， 자애릎 

사랑하며， 신과 더불어 겸허하게 행동해야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하여 모든 사 

람은 “한 사람우로 묶이고” “서로 형제처럼 사랑하고， 다릎 사람의 필요를 위하여 내 스스 

로 쓸데 없는 것의 소비를 줄이고” “서로를 즐기고 다른 사람의 일을 자기 일로 삼￡며， 

함께 기뻐하고 슬피하고， 함께 일하고 참￡며 이 일에 있어서의 공동사명과 공동체 의식을 

가지며 같은 정치체의 구성원으로서의 공동체를 눈앞에 지켜나가야"6)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공통체의 기반은， 윈쓰좋의 설교에서 보듯이 높은 윤리의식이다. 그러나 이러한 의식은 강 

제명령적으로 성렴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적 양심의 요청으로 성립한다. 그리고 그것은 또 

4) “ A Modell of Christian Charity," in Perry Miller and Thomas H. Jonnson The Pμritans: 
A Soμγce Book 01 Their WritingsCNew York: 묘arper τorchbooI.s ， 1963). 

5) Perry MiIler, The New England Mind: The Seventeenth Centμry(Boston: Beacon Press, 
1961). p.429. 

6) Miller and Johnson, p.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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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회적 이성의 원리에 매개되어 사화의 보이지 않는 공공 광장을 형성하고 사회의 제도 

적 조직의 근본이 되었다. 이것이 청교도 사회의 현실은 아닐망정 가능성이었다. 

우리가 이 글에서 토의 하고자 하는 것은 이미 저1 목에 나와 있듯이 19세기의 마국시이지 

청교도 사회의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위에서 길다면 걸고 지나치게 소략하다면 소략하게 

청교도 시-회의 근본 원리에 언급한 것은 청교도 이후의 미국사회의 말전 또는 19세기에 있 

어서의 미국문학의 어떤 양상들을 이해하는데 이러한 청교도 사회의 원리가 하나의 도식적 

배경으로 참고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는 것은 17세기 이후 또는 19시1 기의 미국문학을 

우리는， 위에서 적출해 본 몇 가지 요소， 시-화의 윤리적 요청， 개인의 양섬， 도덕적 • 사회 

적 이성， 이러한 요소들의 새로운 배합 또는 더욱 적절하게는 이라한 요소들의 상호분리외 

과정， 그리고 이에 따른 공동체의 해체 과정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봄￡로써 

비로소 우리는 에머슨이나휘트만의 낙관적 미국주의의 위에 서려 있는 어둠의 그렴자를 볼 

수 있고 또 이것이 어떻게 하여 한편으로는 에빌려 다킨슨의 고럽과 다른 한편으로는 에드 

윈 알링튼 로벤슨과 같은 시인의 비관적 세계관， 또 19세기 말에서 20세기까지의 미국문학 

일반의 대전제가 되는 자연주의적 세계관에 이어지는가를 짐작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말 

할 것도 없이 청교도 사회가 이상적인 사회였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청교도 사 

회에서의 공동체의 우위는， 어쩌면 그것이 사람이 사는 방식으로서 좋든 나쁘든 유일한 

방법일런지는 모르지만， 개인의 자유와 사람의 활력을 크게 제한하는 결과플 가져 왔었다. 

로저 윌 리 암스 Roger Williams와 앤 허 친 슨 Anne Hutohinson의 박해 와 추방， 퀘 이 커 교 

도 박해， 마녀 처형 등은 청교도 사희에서의 관용의 정도에 대한 좋은 증거들이 된다. 호 

쏟아 그의 단편 또는 장편 소설에서 큰 관심을 가지고 묘사하고 있는 것도 청교도 사회의 

억압성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17세기 이후 미국의 역사는 청교도적 공동체의 소멸의 

역사이면서 동시에 개안의 자유의 신장의 역사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신장이 다시 

개인의 위축을 가져오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는 점이 역설적이라고 할 것이다. 

하여든 17세기 이후 아에리카에 있어서의 개인의 확인은 미국 독렵전쟁을 거쳐 19세기 

초반에 그 절정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에머슨은 미국적 개인주의에 

가장 긍정적인 표현을 부여한 사람이다. 윌펴암 제임스는 에머슨 100년제의 연설에서 에머 

슨의 첼학을 살아 있는 개체의 절대성 the sovereignty of the individual을 선언하며 “현 

재의 언간이 근원적인 현실이며， 제도는 부차적이고， 과거의 언간은 무의마하며 현채의 문 

제 라는 관점 에 서 는 없는 것과 같다 (The present man is the aboriginal reality, the 

institution is derivative, and the past man is irrelevant and obliterate for present 

issues) "7>그 주장한 것으로 요약한 바 있다. 그려나 우리가 생각하여야 할 것은， 에머슨이 

7) “Address at the Centenary in Cencord," in Milton Konvitz and Stephen E. Whicher 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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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종류의 개인주의 모든 형태의 개인의 생존 방식을 그대로 긍정 현양한 것이 아니란 

점이다. 대체로 사람의 생각이란 어떤 사태에 대한 반대 정의로서 성렵하기 쉽다는 것은 

이 경우에도 해당된다. 그러변 에머슨이 선언한 개언은 어떤 것인가? 또 그것은 어떤 것 

에 대한 반대 청의， 반대 명제로서 선언된 것인가? 흔히들 그것은 신의 절대적 우위성， 

공동체적 규범의 선행성과 더불어 개언의 타락과 무력을 강조한 청교도 신학에 대한 반대 

선언￡로 생각된다 8) 그러나 아마 이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에며슨의 철학과 에머슨시，대와 

의 상관관계일 것이다. 이런 점에서 페리 빌려가 에머슨을 청교도에서 죠나싼 에드워즈를 

거쳐서 이어지는 정신적 전통의 관점에서 평가하려 한 것은 오히려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밀러는 에머슨의 초절주의의 의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 

...... 에머슨은， 초질주의자였다고는 하지만， 그의 생각과 사회와의 사이에 어떤 연관을 볼 수 있 

었다。 그의 상상속에서 초절주의는 신앙의 축제었지만， 그의 환상 속에서 그것은 유니테리아니슴에 

대한 반작용이었고， 그의 오성속에서 그것은 상업주의의 배격이었다 9) 

에머슨에게 당대의 사회는 개인의 독자성을 존중하지 않는， 획일주의적인 사회로 비쳤 

다。 가령 그의 엣세이 “자렵 (Self -Reliance)"에서 그가강조하고있는것은사회의 획일적 

압력￡로부터 자기를 지킬 줄 아는 개인이다. 그는 “당당한 사람이고자 하는 사람은 비획 

일주의 자여 야 한다(Whoso would be a man, must be a non-conformist)'’ 10) 라고 말한다. 

이에 대하여， 

대부분의 사람은 그들의 눈을 이런 저런 수건으로 싸고 집단적 견해에 스스로를 종속시킨다. 그 

들의 집단적 획일주의는 몇몇 가지 안에서 거짓이 되고， 몇몇 가지의 거짓을 만들어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거짓이 되게 하고 거짓의 창조자가 되게 한다。 그틀의 진실은 반드시 진실이 아 

니다. 그들의 둘은 진짜 둘이 아니고 그들의 넷은 진짜 넷이 아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요든 

것은 우리 마음을 언짧게 한다. 우리는 어디로부터 시작하여 그들의 잘옷을 바로 장을지를 모른다. 

그러는 사이 자연은 우리를 우리가 속하는 파당의 죄수옷￡로 바꿔 입혀벼리고 만다. 우리는 맞추어 

주는 얼굴과 폼가점을 가지게 되고 점점 순하기 짝이 없￡며 가장 바보스려운 표정을 띠게 펀다 11l 

또 에머슨은 말한다. 

사회는 온갖 곳에서 그 성원의 사람됨 Cmanhood)을 분쇄할 공작을 벌인다. 사회는 하나의 주식 

Emerson: A Collection 01 Critical EssaysC (Englewood Cliffs, N. V.: Prentice-Hall, 1962) , 
p.20. 

8) Stephen Whicher’ s note to “Self-Reliance," in Norman Foerster and Robert P. Falk ed. , 
Eight American Writers: An Anthology 01 American LiteratureCNew York: Norton, 
1963), p.238. 참조. 

9) Miller, Errand into the Wilderness , p.198. 
10) Stephen E. Whicher ed. Selections Irom Raφh Waldo Emerson(Cambridge, Mass. Hough

ton Mifflin, 1957). 
11) Ibid. , pp.15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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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로서 , 이 주식 회 사의 요구에 맞추어 사람들은 주주에 돌아요는 빵을 더 잘 확보하기 위 하여 빵 

먹는 사람S로서 자유와 교양을 헌정해 벼란다. 가장 주요한 먹목은 순응Cconformity) 이다. 자렵 

Cself-reliance)은 가장 큰 강한 혐 오의 대 상이 다. 사회 는 있는 대 로의 현실도 아니 고 창조자도 아 

니라， 이름과 습관이다 12' 

이렇게， 에머슨의 개인적 자렴의 예찬은 사회의 획일화 압력에 대한 것인데 우리는 에머 

슨의 반발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펄요가 있다. 에머슨이 말하는 순응적 인간으로 이 

루어진 주식회사와 같은 사회는 사회일반을 지적한 것이라기 보다는--.그것은 우선 청교도 

사회 같은 데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상엽과 함리성을 순응적 예절로 발전시 

켜 가던 보스톤사회를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해이: 할 것이다. 에머슨은 이려한 합리회 

하는 사회의 획일적 압력에 대하여 개인의 원초적 우위성을 주장한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에머슨을 당대의 합리주의적이고 상엽적인 사회에 대립시키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사실에 있어서 획일적 압력이 칩단적 결속이 강한 다시 말하여 사회성이 

강한 사회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개인주의척 사회에서 발생하는 압력이라는 점이 

다. 이점은 에머슨에 비하여 훨씬 예리한 사회적 감각을 가졌던 토크빌에 의하여 지적된 

바 었다. 토크벨은 계층적 사회질서의 부재는 미국인으로하여금 하나 같이 모든 사람의 평 

등을 신봉하는 개인주의자이게 하나， 그것은 결과적으로는 개인의 개정을 북돋아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개인의 획일화를 촉구하는 사회를 가져온다고 지적하였던 것이다. 

민주 사회의 주민이 자신을 주변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때， 그는 그가 다른 어떤 사람에 대하 

여서도 대등한 존재입을 자랑스럽게 느낀다. 그러나 그는 동료 인간 전부를 바라볼 때，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과 지산을 대조해 볼 때， 그 자신의 미미함과 미약항에 압도된다. 하나 하나 떼어서 볼 

때는， 다른 하나 하나의 동료시민으로부터 그를 독렴할 수 있게 하는 동등성이 바로 그로 하여금 

더 큰 숫자의 사람들의 영향에 대하얘는 고렵되고 무방비한 상태에 놓이게 한다. 따라서 민주 국민 

의 경우에 있어서 일반대중은 귀족 국가에서는 생각할 수도 없는 힘을 가진다. 대중은 다른 사람들 

을 설득하여 그 자신의 견해를 갖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견해를 억지로 부과하고， 전체의 마 

음의 압력을 개인의 지능에 작용하게 하는 것과 갇은 방법￡로 각자의 사고에 이 견해가 팽만하도 

록 한다 13' 

이러한 토크빌의 진단이 옳은 것이라고 하면， 에머슨의 개안주의는 당대의 획일적 개인 

주의에 대한 다른 또 하나의 개인주의플 주장한 것으로 생각되어이: 한다. 사실 야떤 사회 

에서나 그것이 민주주의 사회이든， 전체주의적 사회이든， 개인이나 집단의 범주가 없을 수 

는 없는 일로 단지 이 불가피한 제약의 두 범주는 사회의 성격에 따라 다르게 정의되고 다 

르게 관계지워질 뿐이다。 다만 19세기 미국 사화에 있어서， 시회는 에머슨이 본 바와는 달 

리， 분명하게 개안주의적 원칙에 의하여 조직화 펀 것이었다. 위에서 이미 비친대로 이러 

12) Ibid. , p.149. 
13) Alexis de Tocqueville, Democracy in America(New York: Vintage Books, 1945) , ll , p.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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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면에서는 토크빌의 사회적 상상력은 에머슨의 초절적 철학 보다 더 믿을만한 것이라 하여 

야겠지만 토크빌의 관찰도 개인주의에 대한 관찰로서는 미흡한 점이 있다. 왜냐하면， 19세 

기 초， 중엽에서 후만으로 념어가면서부터 미국의 개인주의는 단순히 수의 압력￡로 생기 

는 것이라기 보다는 보다 적극적으로 주장되는 자본주의 사회의 물질 경쟁의 개인주의이기 

때문이다. 대니얼 에어론 Daniel Aaron은 에머슨을 논하는 달에서 19세기 미국에 존재하 

는 두 개의 개인주의가 있는데， 하나는 “사물이든 사람이든 장애물을 싫어하는 공격적이 

며 탐욕적인 국민성”에 연결되어 있는 개인주의이고 다른 하나는 “개체적 자아실현과 확 

대， 자족적이고 수동적 성장14)을 강조하는 정신적 개인주의인데， 에머슨에는 이 양면의 

개인주의가 다 있으면서도 더 근본적으로는 후작의 부드러운 개인주의를 옹호한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런데 이러한 말에 동의하면서， 우리는 또 하나의 각도에서 에머슨의 개인주의를 검토 

해볼 수 있다. 그는 단순히 거친 개인주의와부드러운 개인주의와의 선택을 말한 것이 아나 

라， 거친 개인주의의 팽창과 그것에 의한 사회위 조직화에 따르는 미국적 인간의 내적 변 

화에 대한 하나의 증언을 제시하고 있다. 산업화 과정에서 사회는 그 사회블 구성하는 정 

원들의 삶을 밖으로부터 바꾸어놓을 뿐만 아니라 그 성격을 안S로부터 바꾸어 벼린다. 개 

인의 구성의 원리 자체가 바뀌는 것이다. 에머슨이 직감한 것은 미국 사회에 얼어나고 있 

는 이 개인의 구성 원리의 변화였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사람이 대체로 고립하거나 또는 

허술한 인간관계 속에서 자연과의 관계를 삶의 기본적인 관계로 하고 사는 상태에서 밀집 

한 사회관계 속에서 대얀관계를 삶의 기본적연 관계로 하고 살게 되는 상태로 옮겨 갈때 볼 

수 있는 변화이다. 이러한 변화는 소위 자연 상태와 사회 상태의 대조에 만감했던 룻소와 

같은 정치 철학자가 깊이 생각했던 변화아다. 우리기- 에머슴에서 이에 비슷한 대조를 발견 

하는 것은 초기 산업화 시기의 미국의 사회 사정으로 보아 당연한 것으로 여겨진다， 

웃소의 사-회 사상의 기본에 흐르고 있는 대조는 이마 말한 바와 같이， 자연 상태와 사회 

상태의 대조이다. 그런데 이러한 대조는 룻소에게 단순히 역샤적 발전단계의 차이로서만

생각되지 않고 어느시대에 있어서나 인간 성격의 근본적인 차야로 생각되었다. 즉 이것은 

오늘날 또는 룻소의 당대의 사회에 있어서도 해딩되는 심라적 유형의 차이로서 이 차야의 

어느 쪽이 지배적인 것이 되느냐에 따라서 개인의 삶이나 사회의 성격은 조화된 것으로 또 

는 갈등에 찬 것우로 결정되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인간불펑등 기원론〉등에 있어서 룻소 

는 이러한 자연적 성격과 사화적 성격의 차이플 진화론적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에밀〉에 

서는 교육에 의하여 통제될 수 있는 어떤 것으로 생각한다. 그에게는 자아의식은 근본적￡ 

로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었는데 어느 경우에 있어서는 자아의식이 밀바탕을 이루고 있는 것 

은 자신에 대한 사랑이다， 그러나 이 사랑의 하나는 문자 그대로 〈자애〉 또는 〈자아애 

14) Daniel Aaron, Meη of Good HopeC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51), pp.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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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our de soi)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자존심 또는 이 기 심 amour propre) 

인데， 이 어느 쪽이 지배적얀 개인원리가 되느냐 하는 것은 개인의 행복이나 사회 평화의 

관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생각된다. <자애〉는 사람의 동물적연 자기 보존본능 

에 이어져 있다. ~~ '
二ε- '- 그에 연결되어 있는 간단 이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생물학적인 욕구 

한 욕구들의 만족으로서 스스로의 행 복을 찾게 한다. 그리하여 이 충동에 따르는 한， 사람 

은 많은 것을 필요로하지 않으며 쉽게 행복해질 수 있다. 그것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신 

경을- 쓰는 충동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그것은 오히려 μ}람이 갖는 근원적인 연민의 정에 

투쟁적 · 경쟁적 관계를

이어져 있어서， 쉽게 

유말하지 않는다. 

이성적이고 평온한 

자비 (benevolence)의 

존심〉은 개체의 

정서에로 발전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 대하여 〈자 

아니라， 다른 사람과 

유말하는 원인이 

생물학적이고 자연스러운 충동으로부터 생기는 것이 

생각할 때 생기게 되며， 대개는 부정적인 의 관계에서 자기를 :z]-;<~ '= () 
口。 "'-2

된다. 

자애 (L’ amour de soi)는 우리 자신만을 생각한다. 그것은 우리 자신의 진정한 욕구(또는 필요) 

가 충족되었을 때 만족한다. 그러나 〈자존 I’ amour-propre>은 다른 사람과의 비교에 관게되어 있고 

결코 만족하지 않고 만족할 줄을 모른다. 왜냐하면， 이것은 다른 사람에 대하여 우리를 앞세우면서 

다른 사람까지도 그들 자신보다도 우리를 좋아할 것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불가능한 요구이 

다. 이렇기 때문에 온화하고 사랑스러운 강정은 자애에서 태어나고 미워하고 성내고 하는 강정은 

자존에서 태어난다. 이 렇게 하여 근본적으로 사람을 착하게하는 것은 필요릎 적게 갖는 것이고， 다 

른 사람과 스스로를 비교하지 않는 것이다. 사람을 근본적￡로 나쁘게 하는 것은 필요나 욕구을 많 

이 가지고 다른 시람들의 견해에 매어달라는 것이다 15) 

연관속에서 살 때， 사람은 온갖 자존의 폐단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 들이기 쉽다. 

폐단을 

하겠는가 

연민과 동정의 

있어서의 룻소의 중요한 관심사의 하나는 어떻게 하여 에밀로 하여금 자존의 

피하면서 〈자애〉로부터 출발하여 이성적이며 자비로운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하는 문제이다. 어린아이는 본래 〈자애〉 그러고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한 

사회적 

에밀에 

충동을 가지고 있다. 그려나 사춘기에 이르러 아이는 다른 사람과 스스로블 바교하는 일에 

민감하게 되고 사회환경에 따라서는 다른 사람만의 의견을 지나치게 중시하여 순응적이면 

서 경쟁적인 인간→-즉 자존에 의하여 움직이는 인간이 펀다. 이러한 말전은 인간성장의 

한 과정이면서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사회딸전의 과정이기도 하다. 사회는 자연 상태로부터 

벗어날 수록 의티적이면서 동시에 자존적안 인간 유형을 낳게 된다‘ 즉 증오， 질투， 재산， 

권력， 병성--이러한 것들이 중요한 가치가 되는 사회에 있어서는 “세상의 눈길을 중요시 

15) Jean-Jacques Rousseau, Emile(Paris: Garnier-Flammarion, 1966) , pp.276-277. 자애와 자존 
의 구분이 갖는 정 치 적 의 마 을 논한 글로서 John Charvet, “ lndividual Identity and Social 
Consciousness in Rousseau’s Philosophy, “ in Maurice Cranston and Richard S. Peters ed. , 
Hobbes and Rousseaκ. A Collection 01 Critical E’ssα~ys(New York' Doubleday Books,1972) 
를 침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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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자신의 확신보다는 다른 사람의 증언에 의하여서만 행복하고 자기만족을 얻는 사람들” 

또 “언제나 자신의 밖에서 살며， 다른 사람의 의견속에서 살줄 밖에 모르며， 말하자면， 이 

들의 의견에서만 자신의 삶의 느낌을 끌어내어야 하는 인간을" 16)의 출현을 보게 된다. 그러 

나 이러한 자애적인 그러면서 자비로운 인간에서 자존적인 그러면서 의타적 인간에의 변화 

가 불가피한 것은 아니다. 인간의 사회화는 적절한 교육과 사회제도의 개혁무로서 다른 종 

류의 변화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교육의 요체는 본래의 자애블 로대로하여， 이것이 부정 

적인 것으로 변화하지 않고 인간애와 덕성으로 발전하게 하는 것이다。 그것은 인간의 욕구 

를 사회적 허영에 의하여 자극되지 않게 하고 본래의 신체적인 요구에 한정하게 하며， 동 

료 인간에 대한 사랑을 개발하고 이성적 판단을 기르며 사회를 건전한 상태에 유지함￡로 

써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룻소의 자애와 자존심의 구분은， 인간 개성의 구성의 원리， 

성장의 과정 또 일반적인 사회말전의 원리플 천명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이것이 동시에 구 

체적 역사 변화 속에서 감지되는 구분엄에 주목하여야 한다. 즉 그것은 사회 초직의 긴장 

화를 요구하는 상업주의적 사회 또는 산엽주의적 사회의 대두와 함께 일어나는 인간 유형 

의 역사적 추이를 그 대표적 개성의 내면구조로부터 이해하고자 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 

다. 룻소의 두 인간 개성의 원리를 에머슨에게， 19세기 중엽의 아메리카에게 적용한다면， 

이것은 특히 그렇게 생각되어야 할 것이다. 즉 에머슨은 새로 등장한 자본주의적 사회에 

있어서의 인간형에 대하여， 보다 자연스러운 인간--독립적이면서 이성척 인도적 인간의 

유형을 생각한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에머슨의 개인주의의 복음을 가장 집약적우로 표현 

한， 이미 위에서도 언급한 바 있는 “자렵 Self -Reliance"은 흔히 생각하듯이 반 청교도주 

의나 청소년 상대의 허황된 自助論 이상의 의미를 갖는 것S로 읽혀질 수 있다， 사실 자세 

히 검토해보면 “자립”의 철학은 전적￡로 〈자존심〉에 의하여 즉 사회의 경쟁적 획일주의에 

의하여， 요염되지 않는 자아중심주의， <자애 amour de soi)에 기초한 자아의 절대성을 선 

언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다. 

에머슨의 자럽에 대한 주장은 일단은 무조건 자신을 믿고 행동하라는 것이지만， 다른 한 

편으로 그것은 그렇게 자기를 믿고 행동할 때 사람이 진실속에 있는 것이라는 주장무로 나 

아간다e 그는 “너 자신을 믿으라， 모든마음은 그소리의 울럼에 공명한다 "17>라고하고， 내 

면의 소리에 따라서 살라고 한다. “안으로 부터 나와 마음속을 비치는 광명의 번득임을 알 

고지켜야한다.‘’18) “마음 가운데 절대적으로신뢰할 수있는 것이 있다 n 19) “전적으로 안으 

16) Rousseau, Discours sur 1’ orz강ine et les fondemeηts de 1’ iηégalité (Paris: Gallimard, 1965) , 

p.126。

17) Whicher, Selections frαη Ralph Waldo Emerson, p.148. 
18) Ibid. , p.147. 
19) Ibid. , p.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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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 산다면 전동의 성스려움이 냐에 무슨 상관이랴"20)~_이런 가르침의 믿바닥에는 이 

미 말한 바와 같이 우리 본성에 무엇인가 범할수 없는 지주가 있다는 생각이 있는 것이다. 

“내 본성을 제하고 성스러운 법칙은 아무것도 없다 ...... 유일하게 옳은 것은 내 성격에 따르 

는 것이고 유일한 잘못은 이를 거스리는 것이다 "21) 이러한， 안에 있는 본성은 무엇인가? 

이것은 말할 것도 없이 우주적인 진리에 통하는 어떤 것이다. “초아 the Over-soul"에서 

특히 이정은 형이상학적으로 확대되어 었다. 그러나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이러한 자아 속 

의 초월적 원리가 다만 철학적으로 또는 형이상학적으로 파악된 것이 아니라 감각적으로 

육체적으로 육체의 본능이나 자말성으로 파악되어 있다는 정이다. 

모든 고유한 행동이 우려에게 작용하는 애력은 자신 (self-trust)의 이유플 살펴볼 때 설명된다. 

믿음의 대상이 되는 것은 누구인가? 항구적 자렵의 토대가 되는 근원적인 자아는 무엇인가? 

이러한 운재에 대한 탐구는 천재， 덕성， 생명의 본질， 우리가 자발성 Cspontaneity)이라 또는 본 

능 (instinct) 과 부르는 것으로 나아간다. 우리는 이 원초적 지혜를 직관 또는 내관이라 한다。 이에 

대하여 모든 나종의 가르침은 단순한 개관， 외관이라고 부를 수 있다. 분석을 그 이상 벌어나갈 수 

없는 마지막 사실안， 그것의 깊은 힘 속에 모든 것은 그 근원을 발견한다. 조용한 시간에 이는 존 

재의 느낌은 그 경위를 분명히 알 수 없는대로 사물과 공간과 광선과 시간과 사람이 따로 있는 것 

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여 준다. 그것은 이런 것들과 하나이며， 이들의 생명과 존재가 나오는 곳으 

로부터 나온다. 우리는 처음에 그에 의하여 사풀이 존재하게 되는 생명을 나누어 가진다. 다만 우 

리는 이것들을 나중에 현상으로서 보며 우리가 그 근원을 같이 한 것임을 잊어버린다. 여기에 우리 

의 생각과 행동의 원천이 있다 ...... 우리는 거대한 지혜의 무릎 속에 있으며， 이 지혜가 우리로 하여 

금 그 진리의 수용자이며 그 활동의 대행자이게 한다 ...... 22) 

위와 같은 귀철에서 에머슨은 자렵적 행동의 근거로셔 자발성이나 본능을 말하면서 이것 

을 다시 초월적인 것에 연결하고 있다. 그러나 처음에 자발성과 본능에 대한 언급이 사실 

적이며， 육체적인 것을 지칭하고 있읍에는 들림이 없는 것일 것이다. 그는 이와 관련하여 

생각보다는 지각의 우위와 절대성을 말하고 (“지각은 자의적이 아니라 필연적이다. Percep-

tion is not whimsical, but fatal ’') 23) 또 느끼 며 일하며 현재 속에 있는 자아를 강조한다. 

그에게 하나의 중심적인 이마지는 “풀잎이나 꽃펴는 장마 또는사화집에 잘 등장하는 그의 

시 , “로도라" Rhodora에 서 말하는 대 로， 아무 다른 보아주는 것 없 이 “스스로 존재 할 만한 

이유를 가지고” 자족적으로 있는 자연의 꽃과 같은 것이다. 

그러 니 까 다시 요약하여 말하건대 , 에 머 슨의 자아는 자신의 본능과 감각과 정 신 가운데 

굳게 자리해 있는 구심의 원리이면서， 우주의 모든 피조물 또 그것을 포괄하는 커다란 진 

리에 연결되는 초월적 원라이다， 다만 여기에서 우리가， 되풀이하건대， 주의할 것은 이 자 

20) Ibid. , p.149. 
21) Ibid. , p.150, 
22) Ibid .• p. 156. 
23)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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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사회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것은i 이미 말한대로， 사회적 자아에 대한 반대 

정의， 반대 명제로서 제시된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것은， 이와 같이 에머슨의 개인주의가 당대적 

상황에 대한 저항￡로서 당대적 개인주의와는 별개의 개인의 모습을 투사하는 것이고p 또 

그러나 만큼 사회와의 중요한 관련 속에서， 당대의 사회적 상황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도얘 

서 정립된 생각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이 결국은 당대의 사회， 또 미국 사회의 동력학 

을 제대로 부여잡지 못하는g 그리하여 그것에 대하여 벨 큰 의의를 갖자 못하는 관념론에 

불과한 것이라는 점이다. 이것은 에머슨의 개연주의 또는 초절주의를 아메리카의 사상사 

--사회적 차원을 참고하는 사상사의 원근법속에 놓고 볼 때 비교적 이해할 만한 것이다. 

여기에 우리는 위에서도 언급한， 청교도에서 에머슨에 이르는 아메리카의 정신사에서 많 

은 시사를 받을 수 있다。 페리 밀려는 종교적 신앙의 신비와 이성적 절제를 교묘하게 아울 

러 가지고 있던 챙교도의 정통이 세속화 소멸되면서 한펀으로 합리주의를 낳고 다른 한편 

￡로는 여러가지 형태의 정서적 열광주의플 낳았다고 말한다. 그리하여 합리주의는 유바테 

리아니슴과 자본주의의 발달로 연결되고 정서적 열광주의는 18세기의 복음주의 운동(뺨he 

Great Awakening)과 죠나싼 에드워쓰의 신학으로 이어지며， 에머슨이나 마가웰 풀려외 

초절주의는 이 후자의 전통을 이어받는다 24) 그런데 이와 같이 밀려가 지적하는 바 미국 

정신사에 있어서의 이성과 감정의 분라는 마국문학 또 미국 사회의 발달에 중요한 외의를 

갖는다. 에머슨의 미국 사회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이 미국 사회의 주류--합리주의와 산 

엽발전을 주동력으로 한 미국 사회의 주류에 별 관련성을 갖지 못한 것도 그것이 정서척이 

고 감정적이었다는 점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 또 이것은 대체로 19째기 

이후의 미국문학과 미국사회와의 관계에도 일반적으로 해당시킬 수 있는 것이다。 어느 때 

에 있어서나， 그것이 어떤 형태의 것이든지 간에 p 사회제도의 원리는 이성적안 것일 수 밖 

에 없다. 이성은 그 밑바탕의 원리야 어떤 것이든지 간에 사회의 목적과 수단으로서의 제 

도의 정합성을 저울질하는 원리이다. 그리하여 실제적 이성의 소유자는 곧 사회제도의 소 

유자가 될 수 있고， 제도의 소유자， 창조자가 사회의 실질적 발달을 좌우한다. 이것은 과 

학과 기술과 산엽에 의하여 특정지워지는 18세기 이후， 특히 남북전쟁 이후의 미국에 있 

애서 그럴 수밖에 없는 일이었다。 이려한 사정 속에서 에머슨이나 다른 초절주의자들의 정 

서적 저항은 단순히 역사의 작용에 대한 반작용@ 현상에 대한 부현상의 정격을 떨 수 밖에 

없었다e 뿐만 아니라 흥미로운 것은 이려한 반작용은 사실에 있어서 역사적 작용에 해한 

보완작용을 하고 또는 변호론을 제시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결국은 어떠한 

역사의 반작용도 그것이 역사의 현실적 동력학을 전체적으로 거머휠 수 없는 한 그것 또한 

역사의 흐름의 소산으로서 쉽게 그에 반대되는 작용속에 흡수될 수 있는 것이다。 에며슨의 

24) Miller, Errand into the Wilderness , p.198 et pass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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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주의에 있어서의 개인적 에너지의 숭상은 바로 자본주의적 산엽화에 있어서 기본적언 

신념이 된다. 그리하여 대니엘 에어론의 말로는 에머슨은 다른 의도가 없지 않은 채로 그 

자렵의 철학， 자족의 철학으로써 미국사회의 사회적 붕괴의 경향들과 잘 어울리는 민주적 개 

인주의의 가장 분병한 대변자가 되고"25) 또 “사업가 계급의 행위와 활동에 대한 이상적 설명 

을 부여하고 그것을 정당화 하거나 비판할 수 있는 필연적 기준을 제공하였다 "26> 또는 그 

는 “산업시대의 사업가들에게 합리화의 기본구도"27)를 마련하였다고 할 수도 있다. 다시 

말하여 에머슨의 개인주의는 그 성격을 근본적으로 달리하면서도 물질 문명의 다른 개인주 

의에 훔수 합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휘트만의 시에 있어서의 개인과 사회의 역학관계도 에머슨에서 보는 것과 같은 개인의 

과장된 긍정 또 이와 더불어 그 개인을 부정하려는 세력과의 합류라는 모순의 변증법을 드 

러내 준다. 

물론 휘트만과 에머슨에는 동질성과 함께 큰 차이가 있다. 휘트만도 에머슨과 같이 “살 

아있는 개인의 절대성”을 노래하였다. 그러나 그는 이 개인을 기본적무로 구심적 응집속에 

서 보다는 동료인간과 자연에의 확산속에서 확인하고자 하였다. 그는 개인의 고립보다는 

개인들의 결합(merging)을원하였다. 에머슨이 “동정이란 〔후회나 불만과 마찬가지로〕 천 

한 것 이 다"28) 라고 생 각한데 대 하여 “사랑 amativeness, " “부착력 adhesiveness, " “동료애 

comradeship"는 휘트만의 핵심적인 가치였다. 에머슨에게 개아의 거주지는 자기 자신이 

며 자기 고향이었다. (“영흔은 여행자가 아니다. 현자는 집에 머문다 ...... "29)) 이에 대하여 

휘트만은여행의 인간이었다. 그는 미국의 동서남북을 그의 시에 화려하고 잡다하게 포용하 

였고， “길이 앞에 있￡니， 가자 ! ')30)고 외치며， 그의 자아가 모든 사물과 도시와 사람과 

함치고 헤어지며 나아가는 움직임을노래하였다. 이러한 두사람의 대조는 새삼스렴게 말할 

것도 없이 그들의 시의 구석 구석， 그 전형적인 기교에도 그대로 타나난다. 에머슨에게 중 

요한 이미지가 홀로 피는 철쭉이고 숲이고 그 고요함(W aldeinsamkeit)이라면 휘트만의 이 

마지들은 도시와 도시의 잡당과 사물들， 도처에 휘드려져 펴는 풀과 밀밭에 가득한 밀들이 

었다. 에머슨에게 한청펀 구역의 조회- 속에 있는 자연의 대상물이 시의 초점이 되었고， 휘 

트만에게는 잡다한 것들의 현란한 나열이 그의 확산적 에너지에 적합한 것이었다. 

그러나 에머슨과 휘트만이 그 정신적인 뿌리를 같이하고 있음은 휘트만 자신 또 에머슨 

자신이 안정한 바와 같다. 그 뿌리는， 이미 말한바와 갇이， 그들이 개인의 존엄성과 정신 

25) Aaron, Meη of Good Hope, p.7. 
26) Ibid. , p.8. 
27) Ibid. 
28) Whicher, Selectioηs from ’ Emerson, p.162. 
29) Ibid. , p. 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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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그들의 철학의 핵심적 신조로 삼은 데 있다. 그리고 이미 에머슨의 경우에 본 바와 같 

이， 휘트만에 있어서도 그가 받쳐드는 개인은 에머슨적인 개인， 스스로의 내면으로부터， 주 

어진 감각과 충동과 감정， 거기에서 자라나오는 자연스러운 이성으로부터 행동하는 개인이 

었다. 그런데 에머슨의 〈자립적〉인 개인들이 어떻게 하니로 합쳐서 사회적 유대를 형성하고 

사회를 구성할 수 있을 것인가? 자연인의 사회인으로의 변화는 릇소 또는 푸리에와 같은 

개인의 자유와 도덕성을 존중하는 사회철학의 가장 큰 난제 중의 하나였다. 모든 덕성이 자 

연스러운 개인에게 있다고 할 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사회적 결속이 불가펴하다 

고 할 때， 이 두 요구플 어떻게 통합할 수 있는가? 이것이 어려운 것은 후자의 사회적 결 

속의 요구는 필연적으로 자연속에 자랩하는 인간의 내적 구성 지-체에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위에서 잠깐 언급한， 두 가지 자기에 대한 사랑에 관한 룻소의 개 

념을 빌리건데 사람은 자연 상태에서 자신의 내적 요구， 신체적 정신적 요구에 의하여서만 

자기를 생각하지만， 그가 사회 속으로 들어가려고한다면， 그는자신을 다른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생각하는 방볍을 배워야 한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를 타자와의 관계에서 생각하면 

서， <자존섬〉의 악덕--경쟁과， 시의와 허영과 획일의 악덕들에 물들지 않을 수 있는가? 

룻소가 〈에밀〉에서 고민한 문제의 하나는 이마 언급한 바 있듯이， 여거에 관한 것이지만， 

최소한도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자연언에서 사회언으로의 변화가 교육과 제도의 복잡 

하고 미묘한 작용에 의하여서만 바르게 매개될 것이라는 사실이다. 

휘트만의 문제는 에머슨의 경우에서나 마찬가지로， 이러한 변화의 매개의 문제를 생각하 

지 아니하였다는 정에 있다. 이 문제를 생각한다는것은 사회제도와그것에 대한 이성적 컴 

토를 시도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사회는 룻소의 진단을 벌어 미국에 있 

어서 이미 자존섬에 기초한 경쟁적 투쟁적 사회로 이행하고 있었다. 휘트만이 긍정한 개인 

은 적어도 그 근본정신에 있어서는 이 상엽주의 사회속에 형성되어가는 개인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는 이갓과 자신의 생각속에 있는 개얀을 흔통하였다。 또 미국의 산엽주의의 관점 

에서 볼 때 그것은 당연히 같은 것이었다. 개인이 모여서 이루는 사회의 경우， 휘트만이 

생각한 것은 〈자애적〉안 인간의 결칩이었다. 현실로서 이루어지는 사회는 산업주의에 의 

하여 조직되는 것이거나 아나면 적어도 투쟁과 이해에 의하여 조정되는 이익사회였다. 다 

시 말하여 휘트만은 〈풀잎〉의 헌사에서 “단순히 따로 있는 자아를 노래하고 또 민주적이란 

말 다수라는 말을 나는 말한다(1 sing, a simple separate personjyet utter the word 

Democratic, jthe word En-Masse)'’라고 했지 만， 그는 여기의 “단순한 따로 있는 자아”와 

민주와 다수 사이에 있을 수 있는 제도적 매개를 생각치 -않았다。 그런데 매개의 성질에 따 

라서는 자아도 민주적 다수도 전혀 다른 것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것이었다. 

30) “ Song of the Open Road," Leaνes 01 Grass ed. by Sculley Bradley and Harold W. Blodg
ett(New York: Norton Critical Edition), . ρ158. 휘 트만의 시 는 이 판에 따랐다. 



10:: 슴등 펴 한 

휘트단이 S 각한 개인이 에머슨에서와 마찬가지로 자연스려운 인간， 그 감각과 본능과 

신을 사회적 수정이 없이 간직하고 있는 인간이란 것은새삼스렵게 말할 필요도 없다. 이것 

은 〈풀잎〉전펀에 되풀이 하여 강조되고 있는 주제이다. 다만 에머슨의 경우에서보다 휘트만 

에 있어서 자연스려운 상태의 연간에 대한 전면적인 긍정이 더 두드러질 뿐이다. 휘트만에 

서는 갇각--냄새나 촉각에 대한 강조， 육체， 득히 성충동의 긍정， 남녀의 동등과 동등한 

존염헤 대한 느낌--이런 것들이 에머슨의 추상성에 더욱 대당한 구체적 내용을 부여한다. 

에머슨에 있어서보다 그에게 있어서 사람의 생명은， 한편으로는 우주의 진실에 열려 있지만p 

다흔 한편으로는， 식불적 동물적 생명과정에 이어져 있는 것￡로 파악된다. 휘트만의 상징 

이 〈품앞\얀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그에게 동묻- 또한 자렵적， 자족적 삶의 증프가 된다. 

나는 펴올아가 짐승과 잘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그블은 그렇게 천연스렴고 제 안에 있으니 ; 

나는 엽추어서 그들을 오래 오래 본다 ; 

그들은 그들의 조건을 두고 땀흘려 괴로워하고 신음하지 않는다 ; 

그들은 어둠 속에 장옷 이루며 그틀의 죄를 두고 울지 않는다 ; 

그들은 하느님에 대한 의무를 킬게 말함으로써 나를 지겨옵게 하지 않는다 ; 

어 느 정 승도 불만을 갖지 않는다--아무도 불건을 소유하는 광증￡로 미 치 지 않았다 ; 

아무도 다른 짐승에게 또는 수천년 전에 살았던 다른 짐승을에 무릎 꿇지 않는다 ; 

온 지구블 툴러보아야 아무도 젊잖응을 떼고 부지런히 일하지 않는다。 

I think 1 could turn and live with animals, tthey are so placid and self-contained; 

I stand and look at them long and long; 

They do not sweat and whine about their condition; 

They do not lie awake in the dark and weep for their sins; 

They do not make me sick discussing their duty to God; 

Not one is dissatisfied, not one is demented with the mania of owning things; 

Not one kneels to another, nor to his kind that lived thousands of years ago; 

Not one is respectable or industrious over the who\e earth. 3
]) 

이렇게 자족적으로， 자렵적으로 있는 자아가 사회적연--더욱 구체적으로는 당대의 사 

회가 정의하고 구성하는 자아와 다르다는 것을 휘트만이 모른 것은 아니다。 위에서 이야기 

하는 동물의 특정 들--스스로의 상태 에 자족하여 도덕 활에 의 하여 , 사회 적 인 계 층질서 에 

의하여， 소유욕의 광증에 의하여， 부질없는 체면이나 노동의 필요에 의하여 구속되지 아니 

하는 동물의 조건은 바로 당대의 사회에서 휘트만이 보는 사회적 인간조건의 반대 이미지 

이다. 그의 자족적 존재에 대한 긍정은 바판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아 좋은 것야다. 

뿐만 아나라 더 적극적우로 휘트만이 그의 주변에서 보는 모든 인간성의 왜곡에 대하여 

그 나름의 뚜렷한 항의를 계속한 것은 말할 것도 없다. 그는 노예와 노동자와 창부의 사람 

31) “Song of Myself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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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움을 끊임없이 이야기 하였다. 가령 그는 노예와 스스로를 다음과 같이 일치 시켰다. 

나는 쫓기는 노예다. 나는 물어뜸는 개에 사지를 떤다. 

아수라와 절멍이 나를 덮친다. 사수가 탕， 탕， 하고 총을 쏟다。 

나는 울타리 기-로목을 움켜쥔다. 피가 떨어진다. 피부의 진울에 섞여 ..... . 

1 am the hounded slave, I wince at the bite of the dogs, 
Hell and despair are upon me, crack and again crack the marksmen, 
I clutch the rails of the fence, my gore dribs, thinn’d with the ooze of my skin32l 

또 휘 트만은 노예 와 노동자와 장부의 참휴상에 통정 할 뿐만 t’}니 라 마 국사회 가 물질주의 

의 “산처럼 높은 도둑질과 무력감과 파염치와 술수에 질식 "33>되어 감을 알았다。 그려나 

말할 것도 없아 그는 이려한 상태플 미국사화의 산업 말달과 그에 따른 사회의 제도적 조 

직화의 관점에서 보지 아니하였다@ 그려고 대체로 말하여 산업사회의 사희언에 대해서 크 

게 비판적이지 아니하었고 그를 적대적인 세력의 대표자로 보지도 아다하였다. 가령 “내 자 

신의 노래”에서의 다음과 같은 부분은 휘트만의 태도를 전형적으로 나다내고 있다. 

여기에 저기에 눈에 동전을 꽂고 길을 가며， 

뱃대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머릿골을 헤프게 퍼내며， 

표는 사고 취하고 팔지만， 잔치에는 한번도 안가며， 

다수는 땀흘리고， 땅갈고， 타작하고 품샀으로 겨껍질을 받으며， 

소수가 하는 일 없이 소유하고， 계 속하여 요구하며 • 

이것이 도시요， 나는 시민의 한 사람 

다른 사람의 관심거리가 나의 관심 거리--정치맥， 전쟁이며， 시장이며， 신문이며， 학교벼， 

시장이며 시의회매， 은행이며 관세며， 기션이며 공장이며， 증권이며， 상품이며， 부동산이며 동 

산이며， 

높은 칼라에 제비꼬리 웃옷에 휩뛰며 도는 흔한 작은 인형들. 

냐는 그을이 누구인지 안다(그들이 벌레나 벼룩은 아닐테지) . 

나는 나의 복제판을 인정한다. 가장 약한 자， 가장 천박한 자도 나에게는 영원하다。 

내가 행하고 말하는 것은 똑같이 그플을 기다린다. 

내 마음 속에 뒤척이는 생각은 모두 그들의 마음 속에 뒤척인다. 

묘ere and there with dimes on the eyes walking, 
To feed the greed of the belly, the brains liberally spooning, 
Tickets buying, taking, selling, but into the feast never once going, 

Many sweating, ploughing, thrashing, and then the chaff for payment receiving, 

A few idly owning, and they the wheat continually claiming‘ 

32) “Song of Myself 3" 
33) “Responde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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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is the city and 1 am one of the citizens, 
Whatever interests the rest interests me, politics, wars, markets, newspapers, schools, 

The mayor and councils, banks, tariffs, steamships, factories , stocks, stores, real estate 

and personal estate. 

The little plentiful manikins skipping around in collars and tail’d coats, 
I am aware who they are, (they are positively not worms or fleas ,) 

I acknowledge the duplìcates of myself, the weakest and shallowest is deathless with me, 
What 1 do and say the same waits for them, 
Every thought that flounders in me the same flounders in them. 34> 

이러한 귀절에서 휘트만은 단순히 사회의 모순을 관찰하고 기록할 뿐이며， 그것에 대하 

여 어떤 인과관계의 연관을 생각하지 않는다. (휘트만이 흔히 사용하는 분사의 나열은 그 

로부터 단정적 발언의 압력을 멀어준다. ) 뿐만 아니라 그는 모순되고 왜곡된 인간을 풍자 

적으로 관찰하지만 다음 순간그는 곧그들과 자신을일치시켜버리고， 말하자면， 그들을 용 

서해버리고 만다. 

휘트만의 야러한 태도는 그가 사회내부의 심층적 갈등을 충분히 의식할 수 없는 입장에 

있었다는 점에도 연유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가 많은 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이론-

개인이나 집단 또는 인간 전체에 대한 진화론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에 연유한다。 휘트만은 

개언을 기본적으로 끊엄없는 진화 발전의 과정에 있는 것으로 본다. 그러한 까닭에 어떤 

개인이 발전 변화해가는 과정에 있어서 마주치는 어떠한 것도 그에게 참으로 지속적한 집 

착과 계박의 근거가 될 수 없다. 그에게는 어떤 모순， 갈등， 고통의 사건이나 인물도 지속 

적언 관심이나 투쟁의 대상이 되지 않고 교육적인 의미를 가질 뿐이다. 교육적 자료로서의 

세계는 어떤 것이나 멀리할 이유가 없는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면서 또 집착할 정착검 

이 될 수는 없다. 이러한 관심 또는 개방성과 초연의 흔합은 “내 자신의 노래”에서 그가 

다음과 같이 표현한 바 있는 것이다. 

당기고 밀치는 일에서 따로 나의 중심은 서 있다. 

흥미를 가지고， 느긋하게， 자바롭게， 할일없이， 일체적으로 나는 서 있다. 

내려보고， 똑바로 서고 보이지 않으나 틀림 ·없는 판거리에 팔을 굽혀 기대고， 

다음은 무엇이냐 호기심을 가지고， 비스듬히 착이운 머리로 바라보며， 

놀이 속에 끼어 있으며， 벗어져나와 있으며， 구경하며， 놀라워하며. 

Apart from the pulling and hauling stands what 1 am, 
Stands amused, complacent, compassionating, idle, unitary, 

Looks down, is erect, or bends an arm on an impalable certain rest, 

Looking with side-curved head curious what will come next, 
Both in and out of the game and watching and wondering at it. 35

' 

34) ‘'Song of Myself 42" 
35) “Song of Myself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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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관심과 초연의 양면적 태도는 휘트만의 시의 도처에 나다냐는데， 그의 시의 수법 

전체의 밑바닥에 들어 있는 문체의 철학도 여기에 있다。 위에서 말한 바， 분사의 사용， 유 

명한 〈카탈로그 수볍〉이 모두 이에 관계되는 것이다， 휘트만의 시에 민주적 포괄성을 나타 

나게하면서 동시에 천박한 언상을 주는 것도 이러한 수볍과 철학의 결합이다. 모든 것은 

관찰되면서 파헤쳐지지 아니한다. 이것은 단순히 미국이라는 사회의 변화와 활력을 말할때 

는 그런데로 효과적이지만， 어떤 때 그것은 무책임한 것이 되기도 한다. 가령 다음과 같은 

귀절을 보자. 

아기가 요람에서 잔다. 

나는 망사플 들치고 오래 내려다 본다. 그리고 말없이 손으로 파리를 쫓는다. 

젊은이와 붉은 얼굴의 소녀가 숲이 있는 언덕길에서 옆으로 비켜선다. 

나는 이들을 꼭대기에서 지켜본다。 

자살자가 침실의 피젖은 바닥에 엎어져 있다. 

나는 짓이겨진 시체의 머리칼을 보고， 권총이 떨어진 자리를 눈여겨 본다@ 

길거리의 소요， 수레의 바퀴소리， 구두 밑창의 사뿐거렴， 걸가는 사람의 발 소리 ..... . 

The 1ittle one sleeps in its cradle, 
1 1ift the gauze and look a long time, and silently brush away flies with my hand. 

The youngster and the red-faced girl turn aside up the bushy hill, 
1 peeringly view them from the top. 

The suicide sprawls on the bloody floor of the bedroom, 
1 witness the corpse with its dabbled hair, 1 note where the pistol has fallen. 36) 

The blab of the paγe， tires of carts, sluff of boot-soles, talk of the promenaders, 

여기에서 보는 바와 같이 휘트만의 시는 긍청적으로 볼 수 있는 일들과 부정적으로 생각 

될 수 밖에 없으며 더 따져보아야 할 일들을 연속적으로 빠른 속도의 파노라마 속에 흡수 

한다. 이것은 다시 말하여 휘트만이 끊엄 없이 관찰하며 소화하며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집착하지 않음￡로써 가능하다. 그려나 한펀으로 이러한 구집적 정신작용에 의하여 지탱되 

면서， 사물과 접하며 사물에 오염되지 않는 인간은 〈소유적 개인주의〉의 사회에서 항례이라 

기보다는 예외에 속한다. 아마 휘트만의 잘못은 야러한 점을 간과한 데 있는 것일 것이다。 

휘트만은 개안적으로 모든 사람을 사회적 소유의 광증에 좌우되지 않은 것으로 보았을 

뿐만 아니라， 사회 자체도 한 상태에 머물기 보다는 앞으로 끊엠없이 변화발전하는 것으로 

36) "Song of MyseJf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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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았다。 말할 것도 없이 이러한 발전사관은 그 나름의 이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다른 한편으로는 한 시대의 모순을 다음 시대에 극복되는 단계로서 보게 하고 그리 

하여 그것에 체념하거나 그것을 긍정하게 하는 태도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 

휘트만의 진화의 철학은 근본적으로 자연의 과정에 적용된다. 그리하여 그는 말한다. 

풍엎 하나는 별들의 도제시섣의 작엽 그것임을 나는 믿는다. 

개마도 똑같이 완전하다. 모래알도. 굴뚝새의 알도， 

나무 두꺼비는 가장 높은이의 결작이다. 

덩굴 뻗는 겸은 딸기는 천국의 객실을 장식할만하다. 

내 손의 가장 작은 경청도 모든 기계를 우좁게 한다。 

머리를 굽히고 풀을 셉는 소는 모든 조각을 능가한다. 

한마리의 쥐는 백만의 여섯재곱의 불신자를 벼틀거리게 하기에 족한 기적이다. 

1 believe a leaf of grass is no less than the journey-work of the stars, 
And the pismire is equally perfect, and a grain of sand, and the egg of the wren, 

And the tree-toad is a chef-d’oeuvre for the highest, 
And the running blackberry would adorn the parlors of heaven, 
And the narrowest hinge in my hand puts to scorn all machinery, 
And the cow crunching with depress’d head surpasses any statue, 
And a mouse is miracle enough to stagger sexti1lions of infidels. 37) 

이와 같이 휘트만의 진화론은 자연물의 상관관계와 또 각 단계에 있어서의 아름다음을긍 

정하는 관용의 철학이다. 사람도 이 진화의 과정 속에서 가장 첨단의 꽃으로서， 자연의 모 

든 것에 이어져 있으며， 이를 포괄하고 또 초월한다. 그런데 문제는 휘트만이 이러한 진화 

를 사람의 생물학적 측면에서 유추적a로 확대하여 사회과정에 척용시키는 데에서 일어난 

다. 그리하여 그는 슬그머니 방금 인용한 “내 자신의 노래， 31변”에서 보듯이， 자연의 진 

화론적 묘사에 사회를 흔합시킨다. 전쟁이 포함이 되고， 

순교자의 도도함과 태 연 함。 

마녀의 낙언을 받고 아이틀이 보는 데에서 마른 나무 장작에 다죽는 옛날의 어며니， 

달리다 힘을 앓고 울다리에 기대어선， 숨을 몰아쉬며 땀흘리는 노예 

The disdain and calmness of martyrs, 
τhe mother of old, condemn’d for a witch, burnt with dry wood, her children gazing on, 

The hounded slave that flags in the race, leans by the fence, blowing, cover’d with sweat ... 

가 여 기 에 포함된다。 물론 휘 트만이 강조하는， 것은 고양감을 주는 일과 함께 고통스려 운 

느낌에 대한 일체감이다. 그리고 휘트만이 인간 사회의 발전을 이야기 하더라도 그는 제도 

37) “Song of Myself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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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발전이 아니라 제도속에서 또는 그것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는 구체적 인간의 드라마 

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그럼에도 볼구하고 그의 파노라마적 수법이 보여주는 것은? 진화 

자체에 대한 경이 또 구극적으로는 그것에 대한 긍정이지 사회나 역사의 과정에 대한 의식 

이 아니다g 

인간사와 진화론을 혼통함으써 발생하는 이해의 혼란을 가장 찰 들어내 주는 시는 “인도 

항로 Passage to lndia"와 같은 시일 것이다. 이것은 휘트만 자신， “어떤 다흔 시에보다 

도 본질적이고 구극적연 나의 모습이 있는"38)시라고 말한 바 있고， 많은 평자들야 높이 평 

하고 있는 시이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의 시적인 기쁨이나 단일한 세계에 대한 윤리적인 

희구를 어떻게 생각하든지간에 미국 사회의 실상의 면으로 볼 때 그것에는 이 시가 매우 우 

원한 관계 밖에 갖지 않은 것임을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다。 휘트만은 대륙횡단 철도가 딴 

성된 것을 기념하는 이 시에서 철도의 완성이 인간의 정신척 진화의 한 단계염을 말하고 

“새 로운 종교”의 탄생 을 노래 한다고 말한다. 

새 로운 종교를 나는 노래 한다， 

그대들 대장들， 항해자들， 탐험가들， 그대들의 것， 

그대들 기사들， 그대들 건축가틀， 기계공들， 그대들의 것， 

무역이나 교통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대들이여， 

신의 이름3로， 영혼이여， 그대의 이름으로， 새로운 종교를. 

A worship new 1 sing, 
Y ou captains, voyagers , explorers, yours, 

Y ou engineers, you architects, machinists, yours, 

You, not for trade or transportation only, 
But in God’s name, and for thy sake 0 soul. 

그리고 철도의 완성이， (수에드 운하의 완성과 더불어) 인간의 정신의 근원에의 복귀， 

또 그 근원에서의 새출말을 의미한다고 다음과 같이 말한다. 

오 영혼이여， 원초의 생각에로의 항해， 

육지와 바다만이 아닌， 그대의 맑은 싱싱함， 

종족의 새로운 성숙 그라고 꽃， 

싹트는 경전의 왕국애로의 항해. 

오 영흔이여， 누를길 없는， 나는 그대와 그대는 나와， 

세계 일주의 항해를 시작하라， 

사람의 일주， 사람의 마음이 되돌아 가는 여로， 

이치의 이른 낙원， 

38) Bradley and Betgltod ed. , Leaves 01 Grass, p.410 foot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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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라， 돌아가라， 지혜의 태어남， 떼없는 직강에로， 

다시 아름다운 창조와 더 불어 있게 . 

Passage indeed 0 soul to primal thought, 
Not lands and seas alone, thy own clear freshness, 
The young maturity of brood and bloom, 
To realms of budding bibles. 

o souI, repressless, 1 with thee and thou with me, 

The circumnavigation of the world begin, 
Of man, the voyage of his mind’s return, 
To reason’s early paradise, 
Back, back to wisdom’s birth, to innocent intuitions, 

Again with fair creation. 

광막한 대륙을 횡단하는 철도가 놓이고 수에주 운하가 열리고 하여 교통이 편리해지고 

이에 따라 인간의 생각자체가 넓어지고원숙해진다는 것은생각할 수 있는 일이다. 그리하 

여 이러한 넓어지고 원숙해지는 과정의 한 이정표로서 철도의 완성은 충분히 시적인 영감의 

근원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동시에 이러한 가능성을 충분히 인정하면서도， 우리는 시가 

반드시 사실적일 필요는 없으나 어떤 점으로든지， 현실에 관계되고 또 현실의 현실성과 현 

실의 가능성의 인식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휘트만의 철도 송가가 현실과는 너무나 

똥떨어진 그러니까 철도부설의 현실과는 큰 관계가 없는 량소디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 

철도부설의 현실과 의의는 그것의 정신적 의마에 의하여 요약되기에는 너무나 착잡한 것이 

철도부설이 한장이던 남북전쟁 직후는 미국 다. 휘트만이 찬양하는 

와 정재의 부패가 심했던 

역사에서도 가장 정치 

때였는데， 철도에 관계된 부패 타락은 유맹한 것이었고 그중에도 

유니온 파시픽 회사의 부패 문제는 이 시대의 상징처럼 되었었 

철도공사는 정부와의 결탁， 자금조작， 부실공사등으로 의회에서까지 

한 마디로 비교적 근자의 평자가 요약한 말로， “유니온 파시픽은， 누 

구나 아다시피， 정부로부터 방대한 부를 얻어 방탕한 생활에 이를 낭바한 철도회사였다 "39) 

“인도항로”의 계기가 되었던 

다. 유니온 파시픽의 

크게 말썽이 되었다. 

이뿐만 아니라 어떠한 부정부패에도 그 구극적인 의미는 

고통에 있지만 철도공사에 있어서의 인간적 고통은 직접적언 

그것이 지불을 강요하는 인간의 

바 있었다. 지나치게 일반화 

이민의 내면사 〈뿌리뽑힌 사람 된 묘사이 지 만， 오스카 헨 들련 Oscar Handlin의 고전적인， 

을 The Uprooted)에 나오는 철 도노동자들 의 괴 로움에 대 한 한 귀 질 을 여 기 에 인 용해 보자. 

39) Wallace D. Farnham, “ The Weakened Spring of Goverment: A Study in Nineteenth 
Century American History," Stanley N. Katz and Stanley I. Kutler ed. , Neω Persþectives 
oη the American Past(Boston: Little, Brown & Co, 1969) 첨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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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른 방도가 없는 이민들은 처자를 뒤에 두고 건설 현장의 고통스려운 생활을 감수하여야 하 
였다. 해와 눈과 먼지를 몰아오는 바람에 그대로 노출펀 채 그들은 긴 시간을 일하고， 낮은 임금을 

받았다. 모든 것으로부터 별어져 있는 외진 곳에서 강작스랩게 마음대로 임금을 낮추는 청부엽자하 

고 다툴 도리는 없었다. 못쓰게 펀 화물차냐 험한 판자집에 군거하연서도 그들은 비인간적인 숙소 

에 대하여 불평을 말할 수 없었다. 회사의 속임수 가게에서 음식과 기다 일용품을 사도록 강요되어 

도 할말이 없었다. 누구에게 호소할 것언가. 그틀을 고용하고 있는 것은 철도회사도 운하회사도 아 

니었다. 누구에도 책엄을 지지않는 중간엽자가 그들의 고통을 먹고 살찌는 것이었다. 

어쨌든 노동자들은 그들을 실어요는 데 든 비용을 갚고， 돌아갈 수 있는 임금이 모아질 때까지 

는 두목의 가차없는 착취에 순응할 도리밖에 없었다 ..... ,40) 

물론 대륙횡단철도와 같은 大쩔事를 당대의 인간적 경위만으로 평가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할 수 있융런지도 모른다. 과연 그것은 미국의 역사 발전에 있어서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교통헥명〉이라고 불리우는 운하와 철도의 건설이 미국의 산엽발전에 결정적언 역할을 했 

다는 것은 경제사가들이 널리 이야기하는 바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의의는 주로 경제 

적인 것이며， 이 경제적 의의가 휘트만이 생각한 정신척 의의로 옮겨가는 것은 --가령 그 

것의 구극적언 청신적 의의가 들어날 것이라고 가정하는 경우--많은 시간과 사회 제도의 

매개를 통하여서 일 것이다. 어쨌든 여기에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사실적 근거에서 떠난 

시적 도약이 단순히 시적 도약에 끝나지 않고， 사실의 왜곡과 은폐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 

이다. 어쨌든 휘트만의 시가 유니온 파시픽의 철도 건설자들에게 복잡한 사실들의 괴로운 

연관을 잊게 하고 그 정당화의 근거를 제공해주었을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상상할 수 

있는 일이다. 이것은 대체로 휘트만의 시 전체에 해당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가 강조한 

민주주의， 자유와 평등， 인간의 전면적 긍정， 이러한것들은 분명코 미국민 또 인간의 일반 

적인 소망을 표현한 것엄에 플렴이 없지만 그러한 소망과 현실의 관련을 등한히한 결과는 

그의 시로 하여금 의도하지 않은 현상 변호의 성격을 가지게 하였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H.S. 캔 Bl Canby가 말하듯이 휘트만이 표현한 것은 “팽창주의 사회에서의 팽창주의적 젊 

은 섬 성 " a young expansionist mind in an expansionist country" 4D 라고 말할 수 있 다。 

대부분의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듯이 작가는 시대를 비판적 거리를 가지고 보면서도 동시 

에 시대의 아들일 수 밖에 없다. 

휘트만이 생각한 자연스러운 개인의 이상 그라고 이들이 연합하여 이루는 연합체로서의 

사회에 대한 이장은 미국 사희의 발전과 더불어 패배하게 마련이었든지 아니면 당초부터 

휘트만적 개인과 사회의 이상은 미국 사회의 자본주의적 발전이 일시적으로 노정한 가상이 

었던 것우로 보인다. 하며튼 남북전쟁 이후 미국 사회에서 자연스러운 개인이 살만한 여지 

40) Oscar Handlin, The Uþrooted(New York: Grosset andDunlap, 1981), pp.66-67. 
41) Henry Seidel Canby, Walt Whitman(New York: Literary Classics, 1943) , p.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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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점정 사라져 갔다. 미국은 “관료적이며， 능률적이며， 이윤추구적이며， 과두지배적인 사 

대의 대기업이 지배하는 사회 "42)가 되어갔다. 그렇다고， 이미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이때 

의 마국사회가 개인주의적 사회이기를 그쳤다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개인주의적 

사회의 한 귀결로서 성럽한 사회였다. 다만 이 개인주의는 에머슨이나 휘트만이 생각한 그러 

한 개인주의가 아니고 〈공격적이고 탐욕적인〉 개인주의였다. 그리고 여기에서 주의할 것은 

이러한 개인주의는 사회속의 어떤 부류들에 의하여 선택되는 것이기보다는， 예외가 없는 것 

은 아니겠지만， 사회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안으로부터 사로 잡아버린다는 점이 

다. 사회에서의 개언의 구성웬리가 아무도모르게 사회조직의 영향으로 다시 룻소의 구분을 

빌려말하건데， <지-애〉로부터 이기적 〈자존〉에로 옮겨가는 것이다。 우리가 에드윈 알링든 로 

먼 슨 Edwin Arlington Robinson의 시 에 서 보는 갓 은 이 려 한 변 화의 결 과이 다. 

대체적으로 말하여 로벤슨은 거대화한 산업사회의 최초의 시인이라 할 수 있다. 그는 뉴 

욕 지하철 공사장의 현장감독으로 일하기도 하고 또는 만하단의 빈민가에 오래 거주하면서 

대기업야 지배하는 사화의 고동을 직접적으로 겪고 또 목격하였다. 그려나 그에게 더 줌요 

한 것은 보이지 않는 산엽 세력 속에 살며 자기도 모르게 삶의 변화를 겪게 되는 사람들의 

이야기였다. 그는 거대한 산업조직에 관련되어 있는 것은 아니면서 그 영향아래 자기도 모 

르는 사이에 몰락 파별하는 소시민들의 경우를 보았다. 즉 중산계급의 사엽가 아벼지의 몰 

락， 하나는 의사이고하냐는 변호사였던 형들의 몰락 자살등이 그에게 직접적인 사례를 제 

공해 주었다. 또 그는 고향 에인주가디너유의 비슷한 운명들을지켜보았다. 그의 털베리다 

운 Tilbury Town의 이야기는 이러한 개인적 체험에서 나온 것이었다. 로빈슨의 작품의 주 

제는 사회적으로 정의하여， 산업화와 더불어 그 주변에 일어나는 변화이다. 

산업화가 가져오는 삶의 전체화의 압력은 어떤 곳도 하나의 독럽된 고장으로 존재하지 못 

하게 한다. 그것은 모든 고장으로 하여금 산업화의 중섬부에 대하여 중심과 주변의 관계로 

재정의 되는 위치에서 병맥을 유지하게 한다. 그리하여 중심에서 벗어져 있는 곳은 삶의 중 

섬이기를 그치며 그 활력을 상실하게 된다. 이러한 쇠퇴와 상설은 단순히 정치 경제 사회의 

면에서 만이 아니라 언간의 심리의 기저에도 일어나는 현상이다. 우리는 20세기 초에 미국 

문학에서 소도시나 농촌의 퇴앵에 만말하는 젊은 이들의 이야기들--에드가 라 마스터스의 

〈스푼리벼 사화집〉의 사람들， 썽클레어 루이스의 〈에얀 스트리트)， 셔움 앤더슨의 〈와안스 

벼그 오하이오〉 또는 연극에서 유진 오닐의 〈지평선을 념어서〉와 같은 작품들을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전체화회는 사회에서의 주변지대의 내적 붕괴플 기록하는 작품들로 

읽을 수 있는 것이다. (소외나 무력화로 튜징지어지는되락은 지라척인 변두리에만 한정되 

지 아니한다- 그것은 상류사회에도 만연될 수 있다. 가령 T.S.엘리요트니~ 에즈라 파운드의 

42) Stanley Coben and Forest G. HiIl ed. , American Economic History: Essays i‘'n Interpreta
üon (Phi./adelphia: Lippincott, 1966) , p.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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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시의 마비상태도 산업사회의 전체화 작용에 관련시켜 볼 수 있다. ) 내면적으로 볼 때 

주변지대의 퇴락은 당자들도 아지 못하는 주변지대안의 내적인 병을 통하여 일어난다. 이 

것은 흔히 냥만적인 그리움의 형태에서 가장 잘 나다나는 욕망의 被所有에 의하여 말생하 

는 병이다. 즉 이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욕망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설은 밖으로 부터 

오는 암시에 의하여 자극된 욕망이 될 애 얼어나는 현상이다. 이것을 우리는 르떼 지라르 

René 닮rard의 소설론 〈낭만적 거 짓과 소설의 진실 Mensonge romantigue et vérité 

romanesque)에 있어서의 비슷한 관찰에 따라 욕망의 간접화 또는 형이상학화라고 부흘 

수 있다. 지라르는 소설의 대표적인 욕망의 표현은 삼각을 이룬다고 말한다. 즉 소설빽 주 

인공은 통상적으로 사탑들이 그려하듯이， 그의 욕망에 악하여， 옴직여지며， 이 욕망외 달 

성을 향하여 움직여가지만r 이 욕망은 밖으로부터 암시된 요범에 의하여 자극된 것 9 즉， 

야상회-된 다릎 사람， 다른 대상에 의하여 자극펀 것이다。 많은 소셜은 이렇게 밖으로부터 

암시된 욕망에 자극된 주인공이 암시된 대상을 추구하다가 결국 그것이 헛된 것업을 깨달 

께되는 과정을 그린다。 그린데 우리의 논의와의 관련에셔 욕망의 간접화 또는 형이상핵화의 

중요성은 그것이 우리의 욕망의 대상을 다른 암시되고 이상화된 대상왜 그렴자， 대처}물로서 

만 존재하게 한다는 데 있다。 그리하여 우리의 욕망의 대상은 그 구체적인 존채로서의 가 

치를 상실하게 된다。 우리는 어떤 것인가를 욕망한다。 그려나 이것은 원래 우리에게 암시 

를 주었댄 야상화된 대상물의 대체물에 불과하다. 그리하여 우리는 우리의 욕망의 대상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만족할 수 없다. 우리는 다른 것을 원했던 것이다. 그려고 따지 

고보면 욕망 그 자체도 우리의 욕망이라가 보다는 우리에게 암시되어 주업된 우리를 소유 

하는 다른 사람의 욕양야 다. 

지라르의 생각으로는 당초의 비현살적인 욕망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예민하게 의식하며 

산다는 대연관계의 현질에셔 나오지만， (릇소가 〈자존〉의 조건으로 말한 바 있는 것이다} 

이것은 보다 직접적으로는 낭만주의적 문학과 상상력에 의하여 자극되어 나다난다. 그련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려한 본래적인 욕망의 변용은 강력한 대인관계의 세계에서의 일어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다른 한펀으로 이러한 대인관계의 강력화는 전체화하는 사회-

특히 개인추의적 경쟁의 결과로 성렵하는 사회에서 항진된다는 점이다. 개인주의적으로 전 

체화하는 사펴는 사회전체에서의 욕망의 형이상학화를 가져오는 것이다. 대연 관계의 얼 

크러점이 없이는 소설을 생각하기 어렘거나와 우리는 소설이 산업화와 시작과 더불어 r괄생 

한 문학형식이란 사살을 상71 할 수 있다. 자본주의적 산엽의 발달은 사회를 어느 때보다도 

하나의 틀 속으로 조직화하고@ 모든 사람의 생존을 독자적인 근거에서 떼어내어 금전적 가 

치의 세계에 편입한다. 시장의 확대는 교통수단과 대중애체의 말달과 그 결음을 같이한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상호암시의 관계 속에 들애간다‘ 그러한 결과로 우리의 자연스러운 욕 

망은 대상과의 직접적인 관계 대신， 사회적인 암시에 의하여 간접화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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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빈슨의 세계는 실패와 좌절의 소우주를 이푼다. 실패와 좌절의 원언은， 가령 릴베리다 

운의 시들에서， “방아간 The Mill"의 자살하는 방아간 부부나 “보카르도 Bokardo"의 빛 

때문에 자살하려는 친구의 경우처럼 직접적으로 산업화에 있어서의 사회변화가 가져오는 

경쟁적 압력에서 찾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다른 시에 있어서 그것은 훨씬 더 간접적인 

경로를 통해서 발견된다. 그것은， 위에서 일반적으로 비쳤듯이， 전체화 속에서 에너지를 

상설하게 되는 주변적 삶 또는 더 내면적으로는 욕망의 형이상학화에 의하여 주변화한 주 

변지대의 사물， 인물， 인생의 왜소화에서 찾아질 수 있다. 

대체로 우리는 로벤슨의 틸베리 타운의 시들에서 반 칩의 묘사가 많은 것에 주목할 수 있 

는데， 이것은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에 이르는 마국에서 메안주 가디너와 같은 소도시 

의 삶을 상정적으로 잘 나타내고 있다. “단편 Fragment"은 경제적 부의 세계로부터 은퇴 

한 사람의 집이 폐허화되는 것을 기술하고 있다. 또 “추역 Souvenir"은 일찌기 젊어서 알 

았던 칩이 이제 “지나간 세월의 그럼자만이 흐릿하게 서성이는그린 반 빈 집이 되었 

음을 거솔한다。 “주막 The Tavern"도 한 때 은성했던 주막이 잡초 속에 폐허화했음을 추 

억 하는 시 이 다. 이 외 에 도 “스태 포드의 오막살이 Stafford’s Cabin", “언 덕 위 의 집 The 

Honse on the Hill" , 또는 꼭 접 자체만을 이야기한 것은 아니지만， “그녀의 눈 Her Eyes" , 

“어두운 집 The Dark 묘onse"등이 다 이러한 계통의 빈집들을 이야기한 시이다. 

그런데 이러한 빈 집들의 이야기는 단순히 폐허화나 몰락의 과정만을 서술하고 있는 것 

이 아니다. 이러한 시들의 효과는 그러한 빈 집 또는 빈집처럼 공허한 집들이 느끼게 해주 

는 비극적 신벼의 암시에서 온다. 가령， “단펀”에서 숲과 자택과 유산이 있는 브라이오니 

家의 후예가 어찌하여， “。F직도 섬겨야 할 신들이 있고/집은 손으로만 짖는 것이 아니라 

네 There are still some gods to please, I And houses are built without hands, we’ re 

told43 ) 라고 말하며 집의 펴l 허화를 방치하였는가， 또 어떻게 하여 해시계를 보고 “이것은 

시 간을 언젠가는 치게 마련 Sooner or later they strike"라고 수수께끼 같은 말을 하면 

서 죽음의 불가피성을 깨달은 경험을 가지게 됐는가--이려한 것듭을 우리는 알지 못한 

다. 브라이요니家의 일을 이야기하는 시인 또는 화자는 “타작하는 자 시간이 벗단을 풀 때 

면 /그가 거 둔 수확의 내 용을 좀 더 알게 되 리 라 There’s more to be known of his 

harvestingl￦hen Time the thresher unbinds the sheaves"라고 막연히 사연의 설명을 

마루어 버멸 뿐이다. “추억”에서의 집도， 위에서 이머 언급한 것처럼， 지나간 세월들의 그 

림자에 쌓얀， 숨은 사연의 집으로 이야기되어 있다。 “주막”에 대하여 화자는 말한다. “사 

연이 있지만/지금 아무도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는 것이다. The tavern has a story, 

but no man/Can tell now what it is ... ". 블에 다없어진 “스태포드의 오막살이”에는 미움 

43) Edwin Arligton Robinson, Tilbμη Town: Selected Poems of Edwin Arlington Robinson 
(New York: MacmilIan, 1953) 로빈슨의 시는 이판에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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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방화의 사연이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정확한 것은 아무도 모른다. 아직도 살아 있는 그 

곳의 사과나무가 그때 얼어난 일/무엇인가를 보았으련만， 무엇이 있었는지는 아무도 모른 

다. An apple tree that’s yet alive saw something, 1 suppose, jof what it was that 

happened there, and what no mortal knows." 

이러한 칩과 사람들의 신비와 침묵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곧 사람들의 생활 그 

자체의 신비와 침묵을 말한다. 달리 말하여， 이것은 사람들이 서로 의사소통을 할 수 없 

게 되었으며， 또 설령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무엇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지 

그 동기적 원언에 대하여 서로 알 수 없게 되 었다는 것을 말한다. 가령 “그녀의 눈”에서 

어느 예술가는 자기가 그런 여인상과 사랑에 빠지고 그렴의 여인과의 삶 속으로 완전히 가 

라앉아가지만 우리는 그 동기의 신비스러운 움직임을 알지 못한다. “어두운 집 The Dark 

묘ouse"에서 주인공 시인은 고독한 시적 영감 속에 칩거하지만 그것은 갑작스려운 내적인 

강박에 의한 것으로 밖에 달리 이해할 수 없는 사건으로 묘사된다. “루크 해벼골 Luke 

Havergal"은 비극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지만， 그 자세한 전말과 동깨는 신비로 

남아있다。 빈칩의 주제를 가장 간단히 요약하는 “언덕 위의 칩”에서 화자는 말하고 있다. 

그들은 모두 가고 

집은 닫히고 조용하고 

이 이상 말할 것이 없다. 

They are all gone away, 
The House is shut and still, 

There is nothing to say. 

틸베리 다운의 사람들은 모두 자신 속에 고립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서로의 고 

렵된 삶 속으로 침엽해 들어가는 것을두려워 한다@ 이 고립 또는 고독과 상호 경계는 같은 

현상의 다른 두 면이면서 또 서로 다른 차원을 가지고 있다. 탤베리의 주민들은 대부분이 

비밀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이 비밀이 드러나고 호기심과 조사의 대상이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이들의 III 밀은 틸베리라는 고장과 외부의 세계--결국 따지고 보면 돈 버는 세체 

와의 관계에서 일어난다. 이들은 틸베리에서 살지만 그들의 참다운 삶은 다른 곳--금전 

적 성공을 위한 투쟁의 장소인 보다 넓은 세계에 있거냐 있었거나 한다‘ 틸베리의 사람들 

에게 이러한 참 삶은 감추어질 수 밖에 없다. 그것은 대부분 실패의 이야기이가 째문이고 

성공이 유일한 가치의 세계에서 실패는 가장 기피되어야 할 닉언이기 때문이다. 플라몽드， 

Flammonde, 미 니 머 취 III Miniver Cheevγ， 클리 프 클링 겐 하겐 Cliff Klingenhagen, 플레 

밍 헬 펜 스타인 Fleming Helphenstine, 보카르도 Bokardo, 베 위 크 핀 저 Bewick Finzer, 

리차드 코리 Richard Cory 등은 모두 로반슨의 시에 나오는 실패한 인물들인데，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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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들의 시적 효과는 실패와 실패의 주인공들의 실패를 드러내지 않으려는 갈등에서 생겨난 

다. 실패를 드러내지 않으려는 이들의 노력은 프라이드에 관계되어 있다. 따라서 이 노력 

은 우리에게 인간적 위염을 지키려는 이들의 의지를 비극적으로 느끼게 함으로써 시의 효 

과를 높이는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우려는 이들의 프라이드， 이들의 자존심이 금전적이며 

사회적인 성공에 의하여 정의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 이들은 성공한 

사람들이 었더라도 아마 비밀의 인간들이었을 것이다. 레이몬 윌리암스 Raymond Williams 

는， 영국의 시콜야 문학사로 따져서， 제언 오스탄， 죠지 엘리오트에서 헨리 제엄스에 이르 

는 사이에 농업 생산지에서 자본 소비의 장소로 바뀌었음에 주목하면서， 시골의 대저택틀 

이 어떻깨 질칠적 내용이 없는 표면만의 치장으로 변했는가를 다음과 같이 말한다， 

〔시골저택의 생활의〕 결정적 차원은 이제 토지가 아니고 집이다. 집과 정원과 가구는 이제 분명하 

게 소비와 교환의 대상이다. 사람들은 거래하고， 서로 이용하고 착취한다. 이 칩을은 그들의 야 

양과 음모의 껍질야 된다. 다른 데에서 번 돈은， 분명하고지배적얀 주제이다. 사교 생활은 제연 오 

스턴에서는 일반적인 지위향상과정과 관계돼어 있었으냐 이제 보다 넓은 사회에서 흘려 들어 요는 

복장한 과정이 된다. 따로 도는 자본， 따로 도는 수업， 따로 도는 소비， 따로 도는 사교가， 시골의 

잔존하고 있는 용도가 변경된 집들에 살고 이를 비우고， 방문하고 떠나고 한다。 안으로 일어난 자 

본투자， 소비， 이웃에 대한 무관심이 밖으로나타나고 동적이 되면서 그 내적인 폐단틀을 들어낸다. 

시골의 집들은 다른 곳에서 준비되고 다른 곳에서 제속되는 사건들이 일시적무로 기묘한 얼크러점 

표로써 얼어나는 곳이다 4.) 

。l 렇게 바뀌는 시골집들은 시대와 더불어 더욱， 공허한 곳이 된다， 그리하여 범죄 소설의 

무대로나 적당한 곳이 되어 버련 영국 시골집의 최종적인 변용에서 시공칩은 범죄를 감춘 

“표면만의 생활”이 영위되는 곳이 된다. 그리고 그 내실은 완전히 장막에 가려지고 만다. 

아러한 영국의 시골집의 변용은 로변슨의 틸베리 타운의 모습에 지극히 유사하다. 다만 영 

국의 시골집은 성공한 사람들의 외면을 장식한다. 그러나 그 성공은 범죄를 포함한 여러가 

지 바인간적 조작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것도 실패처럼 감추어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성공의 경우나 실패의 경우나 교환가치의 산엽사회에 있어서， 사람의 개인적 또 협동적인 

노동의 물리작 과정은 돈을 버는 추상적 과정으료 대처l 되고 또 샤람들의 삶의 의미는 이런 

과정보다는 그 마지막 단계인， 과시와 소비에서만 찾아지기 째문에 실질적으로 사람의 삶 

의 줌요 부분을 이루는 노동은 개인 생활의 어둠속에 강추어져 버린다. 그리하여 뿔뿔이가 

펀 개인의 삶은 과시의 공간--사회의 획일주의와 부드러운 교양을 대표하는 것 같으면서 

극히 역압적인 사회규범에 의하여서만 어느 청도의 사회적 맥락 속에 편업되게 된다. 이러 

한 획일적 사회규범의 압력은 제연 오스딘， 헨리 제임스 또는 이디쓰 워튼의 소설 등에도 

잘나와 있지만， 그 가장 대표적인 표현들은 T.S. 엘리오트의 초기시들， 가령 “프루프록”이 

44) Raymond Williams, The Country and the City(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73) , p.2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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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숙녀의 초상”등에서 대표적으로 찾을 수 있다. ) 

로빈슨에 있어서 개인적 고독과 사회적 표면， 체면의 유·지 사이에 끼어서 영략하는 삶의 

모습을은 위에 든 실패자들， 특히， 리차드 코려를 이야기한 시에서 잘 나오지만， 사실 실 

패와 실패의 비밀은 이러한 특정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털베리 다운의 모픈 사람외 삶을 특 

징지우는 것이다. 전체화하는 사회에서 주변의 꺼주자는 그들위 의사에 관체 없이 이마 질 

패한 사람들이다. 그들이 주변지대에 거주한다는 것 자체가 그들이 중섣왜 저l 계로 가지 봇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아다. 물론 이것은 외적인 사건이라기 보다는 내적언 사건아다. 주 

변지대의 주민자신의 욕망이 그블로 하여금 실패감을 마음속에 은밀히 간작하며 인생을 살 

아가재 한다。 그들의 마음은 자신의 고장， 눈앞에 있는 자신의 욕망에 있지 않다。 그리 하 

얘 오늘 이 순간의 삶은 중섬부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패가 된다. 

“ 8로려1 언’ 의 철플거 ’The Growth of ‘ Lorraine" ’는 부화한 브르죠아 문화의 팽 창과 더 불 

어 많이 보게되는 바 시골을 탈출하여 도시로 가는 처녀의 이야기이다. 이러한 시골을 달 

출하고자 하는 욕망은 중섬 9 주변의 대두와 함께 생기는 가장 대표적얀 욕망이라고 할 수 

었다. 이 시에서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욕망이 넓은 세계에 대한 강박적얀 갈망으로 거의 

운명적으로 작용하는 세력으로 묘사된다는 점이다. 큰 세계의 부름의 불가항력적염을 아 

시의 “로레언”은 시골의 애인에게 이렇게 말한다。 

g그래 요 그녀 는 말했 다. “나도 알아요. 그러 냐， 

어떤 사람들은 운이 좋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점이 찍히고 결국 압도되기 마련이죠， 

·다른 사람이 자유롭도록 노예가 될 운명으로 태어냐죠. 

내가 그런 사람이라연 (그렬거에요) 

냐는 잊어버리고 집으로 몰아 가세요. 

“당신은 이런 말을 말라고 하겠지만， 냐는 알아요， 

그러나 나는 만족하려고 노력해 보아야 부질없어요 ; 

냐는 이제 돌아설 수 없어요. 인생이 너우 지겨울거에요. 

그렬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요。 어떤 여자는 그렌 소질아 있어요. 

그러냐 나는 그렬 수 없어요. 냐는 그렬 자신이 없어요. 

냐는 될대로 되는 거얘요 

“I know" , she said, “1 know it, but you see 

Some creatures are bom fortunate, and some 

Are bom to be slaves, to 1et the rest go free; 

And if 1’m one of them (and I must be) 

￥ou may as well forget me and go home. 

‘’You tell me not to say these things, 1 k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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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t 1 should never try to be content; 

I’ve gone too far; the life would be too slow. 

Some could have done it ... some girls have the stuff; 

But 1 can’t do it; 1 don’ t know enough. 

I’m going to the devi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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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을 떠 나가는 로레 인이 결국 

전개가 된다. 

이렇게 절망감에 가까운 넓은 세상을 향한 욕망을 가지고 

자살로써 그 생애를 끝내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의 

그러나， 이미 비쳤듯이 로레인처럼 다른 곳으로 도망가고자 하지 

어서는 이미 털베리 

“어두운 집”의 시인 

자신의 고장으로부터 의 내 적 인 

의 예술가의 출말에서 우리는 대개 

상학적 그리 움으로 하여 고장을 떠 난 사람들보다 더 

현재와 다른 것에의 그리움에 의하여 현재의 행복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다。 틸베리 타운의 

시에는 남녀--특히 결흔 관계에 있는 남녀의 애정을 다룬 시가 많지만 이 애정은 

다른 사랑i 사랑의 가능성에 대한 상념 S로 손상되어 있는 것￡로 그려진다. “짝 

Companion"이 나 “매 어 달리 는 덩 굴 The Clinging Vine"은 의 심 과 不貞에 의 해 서 벙 글어 지 는 

부부관계 를 그린다. “용서 밤지 못하는 자 The Unforgiven"는 일찌 거 피 치 못할 아름다움의 

않은 사람도 마음에 있 

언급한 “그녀의 눈”의 예술가， 

사람들이다. (로빈슨 자신， 

위에서 

념어간 

타운을 띠났다고 말할 수 있다. 

등은 제 고장에 있￡면서 

시대 

형이 

그곳을 

流民으로서 예 술가의 수련을 시 작하였다. 자본주의 

이러한 유형들을 본다. ) 그러나 이러한 먼 곳에의 

비극적인 에는 형언할 수 없는 불만족， 

으례 

The 

하
 
은
 

오1〈
 
강
「
 

환영￡로 보였던 아내의 비인간성을 발견하고 괴로워하면서 거기로부터 벗어져나가지 

는 남편의 고뇌를 주제로 한다. “루웰린과 나무 Llewellyn and the Tree"는 남펀의 

꿈에 만족하지 못하는 아내 그리고 이 아내에 시달리는 남펀이 방탕녀와 함께 가정을 도망 

쳐나가는 이야기이다. “벤 토로바토 Ben Trovato"는 “아내가 입고 있는 털옷에서 다른 여 

자를 느낀” 사람의 애정행로를 말한다. 

거죽으로는 평온해 봐는 부부관계 속에도 다른 욕망의 그럼자는 깃드려 있다. 이려한 경 

우에 시 골 생 활의 속병 은 더 잘 드러 난다. “불벚 Firelight"과 같은 시는 시골병의 전형을 

잘 보여준다. 

구픔한점 없이 지낸 십년 

그들은 벽로의 불빛과 네 역이 

사랑으로 우리들을 지워버렴을 

고맙게 여기며 때째로 서로의 눈을 찾아 바라본다. 

평온허 영원토록 세상에 달리없이 

혜택받온 그리고 아늑헤 자리한 그들의 기쁨응 

뱅도 칼도 상기시커지 않는다. 그틀 위에는 

말로는 입밖에 내지 않는 것의 축복이 내린다. 



말없음이 현명한지고， 어딘가에 외로이 있는 

여원 얼굴의 주름살의 이야기를 그녀가 읽었더면 

그들은 그렇게 행복치 않았요리니. 

조금 전에 짜로 있어 빛나며 그가 알아만 주었던을 

그녀의 것이었을 어느 사람에 대하여 가졌던 생각을 

그가 알았더라면 그도 만족만은 하지 못했으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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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에서처럼 

두 사람의 행복은 숨은 욕망의 비밀을 갖춤으로서 얻어지는 假象이다. “불빛” 

니더라도， 

반드시 감추어질 필요가 있는 것이 아 

연간관계를 이야기하는 시들에서 우 

현재플 병들게 하는 먼 것에 대한 욕망이 

상황은 비슷한 것이 된다. 조금 더 평정된 

리는 주연공들이 현재의 행복을 “불벚”에서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로 받아들이는 것을 보 

지란， 이때도 먼 것을 향하는 욕망은 처1 념으로 남아서 현재의 행복이 次善의 선택이 되게 

한다. 즉 털베리 다운의 세계에 행복이 있다면， 그것은 최선의 행복을 체념한 데서 

럼 받아들여지는 서글픈 행복인 것이다。 

“폭군의 사랑 Eros Turannos"는 이려한 행복을 

여주인공은 남펀의 불만족한 점을 잘 알고 있다. 

대표적인 시이다. 이야기하는 

그러나 그녀는 

생활보다는 이 남편과의 생 활에 순응할 것을 택 한다. 

그녀는 그를 두려워한다. 그리고 늘 자문할 것이다。 

무슨 숙명이 그를 태하게 했는가고 

그의 호강 주는 얼굴을 부연 

그를 마다했어야할 온갖 이유가 보인다。 

그러나 그녀가 보고 두려워한 것은 

아래로의 내리막 걸， 천천허 물거품도 없는 

나이의 방죽에로의 걸， 그를 앓고 갈지도 모를 걸보다는 

조금 렬 험한 것이었다. 

She fears him, and will always ask 

What fated her to choose him; 

She meets in his engaging mask 

AIl reasons to refuse him; 

But what she meets and what she fears 

Are less than are the downward years, 
Drawn slowly to the foamless weirs 

Of age, were she to lose him. 

늙어가는 세월의 

숙명처 

이 시의 

고독한 

그런데 그녀가 택하는 행복의 비극은 사랑의 관계에 대한 그녀의 

의 고독한 비밀이란 점으로하여 더 강열한 것이 된다. 왜냐하면 

우려가 완전히 그녀만 

남편은 모든 것이 지극허 

안정된 것으로 자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로벤슨은 두 사람의 이해의 차이를 같은사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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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인식의 차이로서 매우 섬세하게 예시하여 준다. 

바다와 오랜 나무의 느낌 이 

그를 에 워 싸고 유혹한다. 

눈에 띄는 모든 것에 스민 전통은 그를 마혹하고 평안케 한다. 

그의 말에 대한 그녀의 의흑은 

그녀의 세월의 예감으로 몽롱하여지고-

비풀련 생각도 느려지고 

사라져 그녀는 그를 확보한다. 

지는 엎은 그녀의 어지려움의 

지배를 개시하고 

애리는 파도는 그녀의 환상의 

만가블 울리어 퍼뜨린다 ; 

사량이 살고 죽어간 칩은 

그녀가 춤을 수 있는 곳이 되고 

마을과 항구〈가는 

그녀의 고랩을 에아리한다. 

A sense of ocean and 。뼈 trees 

Envelops and allures him; 

Tradition, touching all he sees, 
Beguiles and reassures him; 

And all her doubts of what he says 

Are dimmed with what she knows of days 

τ‘ill even prejudice delays 

And fades, and she secures him 

The faIling leaf ínaugurates 

The reign of her confusion; 

The pounding wave reverberates 

The dirge of her ilIusion; 

And home, where passion lived and died, 
Becomes a place where she can hide, 
While all the town and harbor side 

Vibrate with her seclusion. 

첫 연에서 바다와 나우는 남편에게는 변함 없이 계속되는 칠서와 안정의 증표이다. 그러 

냐 같은 것을 더 자세히 살펴 보는 아내편으로는， 나무도 떨어지는 잎으로 하여 그녀의 늙 

어감을 상기 시켜 감정의 윤리의 날카로움을 무다채 하고 바다는 꺼숨을 우너뜨리는 파도 

로 하여 그녀의 사랑의 환상이 끝날 수 있음을 이야기 하여 준다. 남편에게 전통적인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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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또 하나의 안정의 밑바탕이 되지만 아내에게는 가정이라는 전통은 사랑의 죽음 후에 숨 

은 가날픈 피난처로 생각된다. 

그런데 이러한 비극， 남편에게도 들어나지 않는 아내의 마음속에서만 비밀로서 경험되는 

비극은 물론 공동체내에서는 괴이한 고고의 풍문S로나 전달될 뿐이다. 그려나 이 시의 마 

지막 두연에서 강자기 관점을 바꾸어 시인이 이야기 하고 있듯아 누가내면의 비극을 사실 

대로 그 체험을 공유하며， 느끼고 알 수 있는가. 단지 일반적으로 비극적 체험도 고독 속 

에서 견디어야 하는 것이라는 것， “신과/씨름한 사람들은/우리가 무어라든 상관 없이 신 

이 정지한 것을 취할 뿐”이라는 것을 통네의 코려스는 알 수 있을 뿐이다. (“폭군의 사랑” 

에서 코려스는 6연의 시에서 2연이나 차지하고 있어서 그 중요성의 인정을 요구하고 있다. 

다른 시들에도 코러스는 이 시에서와 찰이 눈에 띄지는 않지만， 대체로 그 존재를 느낄 수 

있게 등장하거나 암시되어 있다。 이와 아울러 우려는 로벤슨의 시가 대체로 이야기풍 또는 

발라드풍으로 쓰인 것에 주목할 수 있는데， 이것은 그의 시플 인간의 내맨의 표현야 아니 

라 외면적 관찰의 기록이 되게 한다. 이러한 형식의 의미는 인간의 내면이 궁극적으로 전 

달될 수 없으며， 모든 사람은 자신의 비극을 비멜로 지닐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암시하는 

데 있을 것이다. 그러나 로빈슨의 세계는 완전히 단펀화된 인간만이 거주하는 현대 도시는 

아니다。 그곳은 소문으로일 망정 이야기가 있고 서로서로의 고독과 비극을 멀리서다마 의 

식하5L 있는， 아직도 동너1 가 있기는 있는 세계이다。 이것이 로빈슨의 사에 있는 코러스의 의 

미일 것이다. ) 

“폭군의 사랑”이 서글픈 차선의 행복에 관한 시라면， 얼핏 보기에 체념의 계산이 작용하 

는 것같지 않은 경우에도 틸베리 타운 사람들에제 주어진 것은 언제나 차선의 선택일 수밖 

에 없다. “이모진 아주머녀 Aunt Imogen"는 조카들의 사랑을 애듯한 행복의 원천으로 생 

각하면서도 그것이 자기 자식을 갖지 못하여서 갖게 되는 차선의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는 

노처녀 아주머니의 자기 말견을 극히 섬세한 솜씨로 다루고 있다。 “클덮 클링겐하겐”은 바 

로 인생의 고통에 익숙해칠 수 있는 용기가 있기 혜문에 악조건속에서도 유쾌해질 수 있는 

사람을 아 야기 한다。 “헥 로 케 연 뼈ector Kane"은 고독한 노년 에 도 불구하고 쾌 활하고 낙 

천적일 수 있는 노인의 이야기이다. 80노인 헥로 케인은 젊은 이들에게 말한다. “사람은 

먹는 것， 마시는 것이 잘못되어 죽기도 하지만/생각하는 것 해문에 죽기도 한다 따라서 

오래 살려 면 생 각을 끊어 야 한다고 그는 말한다. “올드 킹 콜 Old King Cole"은 망나녀 

아들들을 둔노인이 속상하는 일들에도 불구하고 낙천적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아 

야기한다. 용기와 페이쏘스의 흔합은 “아이책과 아취볼드 Isaac and Archibald"와 같은 

노년에 관한 시에서도 볼 수 있다。 

물론 로빈슨에게 긍정과 밝음이 없는 것은 아니다. 방금 이야기한 사례들은 그런대로 삶 

에 대한 비극적인 긍정을 시도하는 사람들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그 보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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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빈슨은 만년에 이르러 조금 더 적극적￡로 사람 이외적인 환경에 있어서나 또는 내적인 

마음가짐에 있어서 사람이 수동적언 희생물이 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되풀이 하여 강조했 

다. 가령 “밤의 아이들 The Children of the Night"과 같은 시에서 그는， 사람이 그 타고 

난 값을 버리고 광명과 휴식과 믿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며 오로지 존재하는 것은 암흑 

과 혼란 뿐이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강력히 선언한다. 그리하여 상식적 믿음에 따라 

신의 영광을 찬양하고， 그의 의지의 실현을 존중하며， Bl 록 황흔 속에서일 망정 황흔의 갯 

빛이 아니라 황혼의 붉은 빛의 아름다움을 보고 밤하늘의 아름다움은 그것이 새벽을 기약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그는 계속 말한다. 

우리가 저주하는 삶에 우리를 묶어두는 것은， 

두려움 가운데 있는 믿음이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가운데에 있는 우주 그것인 自我를 존중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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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is the faith within the fear 

That holds us to the life we curse; 

So let us in ourselves revere 

The Self which is the Universe! 

Let us, the Children of the Night, 
Put off the cloak that hides the scar l 

Let us be Children of the Light, 
And tell the ages what we are! 

그러나 이러한 강한 신념의 선언은 로벤슨의 만년의 일이며， 대체로 말하여 그의 세계는 

슬픔과 실패와 고독의 세계이다. 여기에서 사람들은 출말 이전에 이미 말할 수 없는 병에 

걸려 있다. 그리하여 이들은 실패와 좌절을 그들의 운명으로 받아들인다. 이려한 실패의 

원인은 적어도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카싼드라 cassandra"에서 이야기 되듯이， 돈에 있 

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 벌베리 타운에는 빈곤이나 힘겨운 노동， 또는 파산의 실례가 많 

은 것은 아니다. 이곳의 주민의 병은 여전히 심리적인 운명에서 연유하는 것으로 보인다. 

섬리의 병이 바깥세상의 폐단을 매개하는 것이다. 그틀의 병은 돈 째문에 또는 돈의 세계 

에서 일어나는 병이다. “빅커리의 산 vickery’ s Mountuin"에서 주인공 벅커리는 서부의 

어느 산에 묻한 金鍵의 비밀을 간직하고 언젠가 그곳을 향하여 떠날 것을 꿈꾸며 살지만， 

종내 서쪽을 향하여 떠나지는 못하고 만다. 틸베리다운의 주민틀은 멀리 있는 金鍵의 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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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하여 병을 얻게 되고 그 삶은 실패하고 위축되어 버린다. 

이것은 그들의 마음이 사회의 가치에 의하여 구성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에머슨이나 휘 

트만은 개인이 그들의 육체와 본능과 칙관을 통하여 스스로의 주언이 되고 사회 속에 참여 

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이들이 이야기 한 것은 개인주의의 복음이었다. 미국 사회는 개 

인적 부와 힘과 영광을 추구함에 있어서 에머슨이나 휘트만의 복음을 쫓고 있다고 생각하 

였다. 그러나 질제에 있어서 이틀이 생각한 개인과 미국의 자본주의적 추구의 개인과는 하 

나이면서 다른 것이었다. 에머슨과 휘트만은 사회적￡로 옹호되는 이윤 추구의 합리성에 

기초한 언간의 이상을 배척하고 자연스렴고 자발적인 개인의 위염을 확인하려 하였다. 그 

러나 그렇게 하면서 그들은 합리적 이성이 만들어내는 개인 또 그 개인이 만드는 사회조직 

에 대하여 현실적인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자연스럽고 자발적인 

개 인이 사희 조직 속에 흡수되 고--밖으로부터 만이 아니 라 안으로부터 도 흡수되 고 만다는 

것을 그때까지는 알지 못하였다。 이것을 보여 준 것은， 좁은 대로3 에드윈 알령튼 로빈슨 

이었다. 그려나 로벤슨의 부정 또는 그의 긍정을 통해서도 이성과 감정 또 그 윤리적인 통 

합이 뒷받침하는 공동체는 회복될 수 없는 것이었다。 물론 로빈슨의 긍정의 강력함에서 볼 

수 있듯이 사람이 어떠한 경우에나 본연의 자아， “우주 그것인 自我”를 되찾을 수도 있을 

런지 모른다。 그러나 로반슨의 경우에 보는 것처럼， 다른 방향으로 밀려가는 사회의 조류 

속에서 사람은 그러한 자아회복에 이르기 위하여 얼마나 오랜 질패와 좌절의 과정을 겪어 

야 하는 것인가? 공동체적언 질셔가 없는 곳에서 이 과정은 한없이 걸고 먼 것이 될 뿐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