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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처드 에버하아트(Richard Eber hart, 1904-)는 1972년까지 15권의 시집을 낸 미국의 

노장시인이며 66년에는 『詩選~(Selected Poems 1930 p‘'1965)~로 풀리쳐賢을 받았다. 79 

년에 상재 한 『詩選~(Ol Poetγy and Poets)에 는1l 자신의 시 관과 금세 기 미 국사 단애 훨한 폭 

넓은 관심이 펴력돼 있다。 1972년에 낸 『은혜의 들판~(Fields 01 Grace)은2) 개언과사회 또 

는 시와 시대의 상관성을 집중적￡로 다룬 시집으로 금세가의 삶과 시대에 대헌 강력한 증 

언이 되고 있다. 

개인과 사회， 시와 시대의 상관정은 여러 대표적 시안을 통해 조사될 수 있을 젓이다. 

노통의 개인적 • 사회적 의의와 과학시대의 삶의 성격을 다룬 로벼트 프로스트 3) 현해적 삶 

과 기독교의 상관을 다룬 ￦.圓。 오든p 시대적 문맥 속의 自傳的 삶을 취급한 로버트로월 4) 

자연친화의 훌地에잭 현대문명에 대한 비판을 펀 게리 스나이더 5) 등이 있다- 에버하아트.와 

『은혜의 들판』을 선정한 이유는 그의 시가 비교적 덜 소개돼 있고 『은혜의 들판』이 老年의 

예지를 담은 최근의 업적이가 빼문이다。 또， 46편 중의 많은 작품이 뚜렷한 시대적 문액속 

에 개인과 사회， 인간과 역사의 요티료를 강렬히 명상하는 까닭이다. 

문학과 사회의 상관성을 다룬 여려 글 중에 려처드 호가트(Richard 圓oggart)의 「문학과 

사회 J (Literature and Society) , r문학적 상상과 사회 학적 상상J(밤he Literary Imagina

tion and the Sociological Imagination) , r문학의 가치 J(￦hy 1 Value Literature) 용이 6) 

대표적이다. 개인과 사회， 시와 시대의 상관성에 대해 폭넓고 설득력 있는 견해를 제시하 

1) Richard Eberhart, 01 Poetry and Poets (Urbana, Chicago, London: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1979). 

2) Richard Eberhart, Fields 01 Grace (London: Chatto & Windus, 1972). 
3) 李永짧. ((英美詩와 韓國詩)) (文學藝術社， 1981). r詩와 文明J (60-65面)， rRobert Frost 詩외 
人生論的 意義J(209-238面) 참조。 

4) 같은 책， r로월의 告白詩J C289~322面)참조. 
5) 같은 책， r自然과 文明 : 게려 스나이더의 詩J (356-370面)참초‘ 

6) Richard Hoggart, Sþeaki’ng to Each OtherCHarmondsworth: 밑enguin Books, 1973) , Volume 
Two: About Literature (First Published, 1970). pp. 11-18. 19-37. 244-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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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 논문들을 간략히 살펴 본다. 

소설과 희곡에 비해 시인의 증언은 보다 직접적이고 당대적이라는 지적은7) 에버하아트의 

서정적 명상시에 부합펀다. 시인의 언어는 그의 정신의 기칠을 표현하고 이 기질은 시대의 

주요한 요소들을 예시한다는 지적은8) 독자로 하여금 에벼하아트 시의 소재의 폭과 관섬의 

성격을 명상하게 한다. 위대한 문학은 인생의 체험적 전체성을 재현한다는 규정은9) 한 시 

인의 비천의 폭과 深度를 헤아리게 한다. 호가트의 思索은 이처럼 에버하아트의 시와 관련 

시켜 음미할 부분이 많다. 구체적 문맥에 적용할 수 있다는 점에 호가트의 개괄론의 강점 

이 있다. 

에버하아트의 논문 나의 「시작과정 J(How 1 Write Poetry)도10) 시와 시대의 관계블 다룬 

다. 자신의 대표작이 쓰여진 경위를 개괄하는 끌얀 만큼 시언과 시대의 관계를 고찰하는 

부분은 개략적일 수엮에 없다. 그러나 그가 예거한 시와그의 시의 전체적 성격에 관련시켜 

음마할 해 많은 점을 시사한다. 

시인과 시대의 관계블 에벼하아트는 여라 視點에서 고참하기 해문에 복잡한 태도플 드러 

내고 있다. 시인이 시대와 밀접힌- 연관을 맺는 경우와 시대를 초월하는 경우를 언급한다. 

당면한 현설을 뛰어넘는 시인의 작품이 영속한다고 말하면서도， 시인은 시대정신을 포착하 

여 자신의 진실을 세계에 제공한다고도 말하고 있다. 시안과 시대의 관계는 첫째， 시인 · 독 

자 · 시대의 세 요소간의 상관성이다. 이 문제를 검도한 구절을 읽어 보자. 

There must be some significance in acceptance and use of poems over decades. The poems 

which are kept in the minds of readers through anthologies and textbooks must represent the 

taste of the times in a closer fashion than poems which may conceivably be better, but due 

to difficulty, complexity, some impenetrable strangeness, or other factor are not accepted. 

There is the possibility that these known and well-used poems are absolutely better than 

others. It is for the critics to bring out their absolute values. Time winnows away the bad 

poems; the true grain is in poems that have a certain timeless quality, yet this is relative. 1 

have felt that everything about poetry is relative rather than absolute. Coleridge’s relativist 

statement that “Poetry gives most pleasure when only generally and not perfectly understood" 

appeals to me as one of the truest statements about poetry, leaving as it does room for 

individualistic differences. Yet the oldest or most nearly timeless poems are not necessarily 

the best or better than the best contemporary poems. 11) 

에벼하아트는 첫째， 시의 당대적 호소력을 인정하고 있다. <시대의 기호> (the taste of 

the times)가 그것이다. 동시에 B] 평가의 판벨럭과 時問의 선별력을 들고 있다. 그리고 시 

7) Ibid. , p. 26. 
8) Loc. cit .. 
9) lbid. , p.20. 

10) Eberhart, 01 Poetry and Poets, pp.35-51 
11) Ibid. , pp.3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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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내용에 있어서는 〈어떤 無時間的 특성) (a certain timeless quality) 이 시의 持久力을 

보장한다고 여긴다. 그려면서도 이 구절의 말미는 古典과 현대시의 비교적 가치에 대해 복 

장한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시대의 기호〉의 성격과 〈최량의 현대시 )(the best contem

porary poems)의 與件을 자셰 허 규명 하지 않았기 혜 문이 다。 그려 나 〈시 대 의 커 호〉를 시 의 

당대적 관련성 (의의)으로 해석할 수 있고， 영속하는 시는 이러한 시대성 외에도 인간조건 

에 관한 보편적 타당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그러기에 〈최량의 현대시〉 

는 시대적 관련성과 永時代的 보편성을 통시에 지난 시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시간과 무시간， 고전과 현대시의 긴장을 유념하며 읽을 혜 에버하아트의 다음 구 

절은 그의 시관의 핵섬을 드러낸다. 

τhe problem of time in poetry has always fascinated me. Does a poet mate with his times, 
or transcend his times? What are, or can be, his principles when writing? It would seem that 

a poet, even the greatest, speaks for a. few decades, maybe only one, or two. 1 have the 

idea of a time-spirit in the air which the poet seizes, mysteriously out of the air to give his 

truth to the world. 12l 

시대와 밀접한 연관을 맺는 경우와 시대를 초월하는 경우를 상정하고 있다. 그려나 시대 

를 대변하는 경우에도 몇 십년의 기간만을想定하고 있다. 또， 시대를 대변하는 능력을 〈시 

대정신) (a time-spirit)을 포착하는 시인의 直觀으로 간주한다. 이 구절에서도 에버하아트 

는 시대적 관련성과 초시대적 보편성의 어느 하나만을 택하지 않는다. 詩作의 원칙에 관한 

운제를 제기할 뿐 이에 대한 자세한 고찰이 없지만 이후의 문맥과 연관시켜 생각할 해 시 

대성과 초시대성을 둘 다 重視하는 것 같다。 19세기에는 몇몇 동료에게만 알려졌던 G.뼈. 

홉킨즈가 20세기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는 경우와， 금세기 30年代 공황기의 〈당대적 사 

건플) (contemporary events)을 다푼 시 언을이 〈당연한) (immediate) 현실을 초월하는 현실 

(realities)을 다푼 시인들에 비해 短命한 경우를 들고 있는 까닭이다. 그리고 이 시기로부 

터 남게 된 시들이 〈無時間的안 면) (something of the timeless)을 가지고 있음에 주목하 

고 있다。 또한 셰익스피어의 소넷들을 무시간적얀 시의 대표적인 예로 들고 있다. 

그러므로 한 시대와 밀접한 연관을 갖는다는 것은 단지 〈당대적 사건들〉이나 〈당면한〉 

현실을 다루는 것이 아니고 보다 넓은 의미에서의 당대적 意義임이 암시되고 있는 셈이다， 

에버하아트는 홉킨즈 시의 어떤 면이 현대와 밀접한 연관을 갖느냐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 

지만， 자신에게 영향을 준 시안들로 워즈워드， 블래이크， 흡킨ξ 등을 지적하는 것으로 미 

루어 볼 때 정 신과 외 부세 계 의 照應， 外界의 감각적 아름다웅， 시 간적 삶의 짧劇性， 강렬 

한 內省 등을 현대적 특질로 보는 것이 아년가 한다. 에버하아트가 말하는 〈시대정신〉은 

〈당대적 사건〉이나 〈당면한〉 현섣 배후에 있는 독특한 분위기 또는 풍조를 뭇하는 것 같다. 

12) lbid. , p.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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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착은 그 시대의 

상상과 사회학적 상 

있고 일관정 있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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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을 구현한다고 첨언하였다 13) 에버하아트가 말한 〈시대청산〉의 

삶에 대한 포괄적인 〈감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호가르는 「문학적 

상」에서 시언은 상상력을 통해 사회현실을 탐색하며， 사희에 대한 깊이 

상상적 知覺은 경험의 〈포화상태> (saturation)에 근거한다고 말했다.10년을 단위로 해 

시대정신의 변천을 상정하는 에벼하아트의 견해는14) 실제적인 평면에서 다당성이 있다. 

험의 〈포회상태〉에 근거해 당대적 현실--득수성과 보편성--을 시적으로 재현할 수 

는 적당한 시간의 量이기 π11 문이다. 십년의 시간단위는 사회와 세계의 변화를 실강하고 개 

인적 삶의 모형을 파악할 수 있는 실질적 시간의 경과이다. 

수있다. 

표현을 중시하면서도 시대의 제한성을 의식한다. 시의 持久力은 

그는 시의 당 。 01o"ð1-
4ι-. t. 시와 시간의 상관성에 대한 에버하아트의 태도는 이렇게 

대적 연관성과 시대정신의 

일정한 시대의 당면한 관섬 외에도 보펀적 인간정신에 무시간적인 요소에 

특수성과 보펀성의 대조에 연관된 보다 포괄적안 

호소할 수 있는 

의존한다. 이러한 詩觀은 시간과 무시간， 

實在觀에 의 해 종합된다， 

Poetry is a confrontation of the whole being wÌth realíty. It is a basic struggle of the sou!, 
the mind, and the body to comprehend Iife , to bring order to chaos, or to phenomena, and 

by will and insight to create communicable verbal forms for the pleasure of mankind. '5) 

이 구질은 인생 , 시 

문맥에서 고찰하고 있다. 인생을 파악하 

특수성을 

〈실재〉는 시대를 포함하면서도 시대적 한계성을 뛰어넘는 개념이다. 

얀 · 언어 , 讀者간의 관련을 理解 • 질서 。 표현성의 

고， 체험에 질서를 부여하고， 독자에게 思想과 정서를 전달하려는 노력은 시대적 

포함한 永時代的 인간조건의 명상이 될 것이다. 

에버하아트는 「나의 시작과정」에서 시와 시대의 관계에 대한 고찰과 함께 시대상황을 다 

룬 자작시 두 편을 소개하고 있다. 시대에 대한 시적 응답의 성격과 한 편의 시가 시대적 

관련성을 획득하는 과정을 밝힌다‘ 이 두 편을 살펌으로써 그의 시가 시대상황을 재현하는 

양식에 대한 암시를 얻게 될 것이고 다시 『은혜의 

삶을 다푼 그의 상상릭의 

검토함무로써 시대적 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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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들판』의 

폭과 깊이가 드녁날 것이다. 

「狂氣에 가까운 상태로 살 수 있다면 J (If 1 Could Only Live at the Pitch τhat Is Near 

13) Hoggart, op_ cit. , p.35. 
14) Eberhart, 01 Poetry and Poets, p.35. 
15) Ibid. , p.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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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dness)은16) 시 인 자신의 회 상에 의 하면 (3D年代을 요약> (epitomizes the thirties)하는 

작품이다. 시대의 어려움이 개인적 상상력의 動因이 되었음을 암시하고 있다. 없年과 成年，

순진과 경험， 자유와 필연， 단순성과 복잡성 등의 모티브를 담은 이 시는 워주워드의 「생 

年期에 서 回想한 永遠感에 관한 頭詩J (Ode on the Intimations of Immortality RecoHected 

from Early Childhood) 에 힘 입 었 다 한다。 

If 1 could only live at the pitch that is near madness 

When everything is as it was in my childhood 

Violent, vivid, and of infinite possibility: 

That the sun and the moon broke over my head. 

Then 1 cast time out of the trees and fields , 
Then 1 stood immaculate in the Ego; 
Then I eyed the world with all delight, 
Reality was the perfection of my sight. 

And time has big handles on the hands, 
Fields and trees a way of being themselves. 

I saw battalions of the race of mankind 

Standrng stolid, demanding a moral answer. 

1 gave the moral answer and 1 died 

And into a realm of complexity came 
Where nothing is possible but necessity 

And the truth wailing there like a red babe. 

이 시의 시작동기에 대해 에버하아투는 이렇게 톡로한다。(공황기의 우리 사회의 와해가 

아니었더라면 이 시는 쓰여지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시대는 나에게 깊은 內省을 강.a.하였 

고 현재보다 나온 것으로 상정되는 과거로 내 마음을 되돌려 놓았다> (망erhaps if it had 

not been for the breakdown in our society in the Depression this poem would not 

have been written. τhe times forced me to a deep inward look and threw me back 

。n the past conceived as better than the present.) 17) 

이 시는 당대적 사건 또는 당면한 현실을 다루면서도 현실의 무게가 개인의 삶에 훈 영 

향을 樣式化하고 있다. 순진에서 경험으로 오는 인생의 原型的 려듬을 취급하는 까닭아다。 

유년가 세계의 강렬성은 블레이크， 워주워드， 에드가 알란 포우， 딛란 로마스 등의 사에서 

도 볼 수 있지만 에버하아트 시의 호소력은 유년파 성년의 신속한 대조， 철학척 개괄을 담 

16) Ibid. , pp. 38~39. 
17) Ibid. , p.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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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성에 있다. 은 직절한 진술， 短詩 속에 적절히 배치한 비유의 

주로 진술의 직절성에 의존하면서도 해와 달의 암시하는 

서 시간을 추방하는 행위의 역설적 

경이로움을 

이전의 함축(유년은 失樂園

비유， 나무와 들에 

에덴동산과 같지만 인간은 

경험과 함께 이 낙원에서 

울 거느리고 있다. 

추방당한다)， <實在는 나의 視覺의 완전성〉이 지닌 힘찬 개괄 등 

처음의 두 연은 無펴한 自我와 세계의 화해로운 관계를 다루고， 나머지 두 연에서는 他人

들을 포함하는 윤리적 세계의 복잡성을 다룬다. 전환점을 이루는 세째 연의 두 줄은 時制

無時間的 행복이 경험의 不在에 따른 착각이었음을 암시한다.<양 의 변화를 통해 유년기의 

손에 큰 손잡이를 가진 時間〉의 시각적 애매성과 함축， 자 나름의 존재양식을 지난 들과 

나무들은 시간적 세계의 事찌둡과 自我의 距離感을 印象的으로 표현한다. 최종연의 제일 

마지막 두 줄은 역설적 진술의 단호함과 강럴하고 해학적인 u] 유 (<필연성〉은 갖난 아기의 

충격을 요약하고 

비유가 있다. 

울음처럼 집요하고 절박하다)로 사회적 삶의 

속에 암시적 깨달음과 미묘한 어조와 의외로운 

논리의 직절성 

양식화한 동시애 

있다. 전체적 

시대상황을 

自我와 세계 (자연과 사회)의 긴장이라는 永時代的 문제를 다루고 있다. 

「호中爆擊의 銀威J (The Fury of Aerial Bombardment)는18) 2차 세계대전 중에 그가 쓴 

戰爭詩 중에 저1 일 많이 연구된 작품이 다， 海軍 예 B] 역 장교로 機上에서의 機輝歸射法을 수 

많은 젊은이들에게 敎授했었는데 오래지 않아 이들의 이름이 전사자 명단에 실려 돌아왔 

다 한다. 이 러 한 체 험 에 서 〈전 쟁 의 냉 흑성 과 무의 미 > (the ruthlessness and senselessness 

or war)를 절감하고 이 시의 처음 세 연을 썼다. 일이주 후에 무엇이 추가되어야 한다 

는 느낌이 들어 마지막 네 줄을 지었다. 이 시를 특히 〈현대시> (modern poem)로 만든 것 

이 마지막 네 줄이라는 평가를 받았3며 마지막 연이 아니었더라면 活用되지 않았으리라고 

말한다. 한 편의 시의 운명을 결정하는 〈우연한 특질> (a certain fortuitous quality)의 事

例이다. 처음 세 연이 처果上 열정적 심경에서 쓴 일종의 析禮라면 마지막 연은 분석적인 

심경에서 쓴 것이라 한다. 

Y ou would think the fury of aerial bombardment 

W ould rouse God to relent; the infinite spaces 

Are still silent. He looks on shock-pried faces. 

History, even, does not know what is meant. 

Y ou would feel that after so many centuries 

God would give man to repent; yet he can kill 

As Cain could, but with multitudinous wi!l, 

No farther advanced than in his ancient furies. 

18) Ibid. , p.41. 



Was man made stupid to see his own stupidity? 

1s God bγ definition indifferent, beyond us al1? 

1s the eternal truth man’s fighing soul 

Wherein the Beast ravens in its own avidity? 

Of Van Wettering 1 speak, and A verill, 
Names on a list, whose faces I do not recall 

But they are gone to early death, who late in school 

Distinguished the belt feed lever from the belt holding paw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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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 는 문학의 永時代的 주제 와 神正論Ctheodicy)의 문제 를 다루고 있다. 인 간이 사는 

宇富는 合目的的인 것인가? 歷史는 의미를 지년 것인가? 처음의 세 연은 宇富의 構理， 인 

간조건s 인간성 등의 문제를 개괄적인 문맥에서 멍상한다. 연간의 永時代的 우매성과 탐 

욕을 反省한다. 세쩨 연까지만으로는 이 시가 제기한 문제에 대한 해답이 없다. 일종의 

해탑을 제시하는 것은 마지막 연이다. 인간행위의 倫理性과 짧劇l뾰을 구체적 상황을 통해 

드러냄 S로써 죽은 이들에 대한 연민과 인간조건에 대한 통렬한 역설과 슬픔을 표현하는 

까닭이다. 마지막 연은 처음 세 연의 명상의 구체적 動因을 제시하는 동시에， 인간조건에 

대한 時代的 魚點을 마련한다. 언간조건의 時代的 事例를 제시함으로써 처음 세 연이 제기 

한 명상에 뚜렷한 윤곽을 만들어 줄 뿐만 아니라 어조를 통해 일종의 깨달음에 도달한다. 

이 시는 현대전에 나타난 파괴적 인간성에 대한 비판과 고뇌를 표현한다. 基督敎 史觀에 

의하면 神은 歷史 속에 작용하시고 언간은 善惡의 구별을 통해 자신의 운명을 개척해야 한 

다. 그러나 여러 세기의 경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카인 (Cain)의 파괴성을 되풀이하고 있 

다. 게다가， 카인의 경우에는 개인적 행위였으나 현대전의 경우에는 〈우수한 意志)Cmulti

tudinous will) 에 의 한 집 단적 행 위 이 다. 단읍절 낱말 사이 에 多즙節 낱말 “multitudinous" 

가 자라잡음￡로써 어조가 강조된다。 세째 연의 動詞 “ravens"도 효과적이다。 까마귀와 

爆擊機를 연상시키고 약탈과 탐욕을 표현하기 때문이다. 

인간의 우매성과 탐욕에 대한 개괄적 명상에 춧점과 윤곽을 부여하는 것은 최종연의 λ 

名과 이들의 본질적 慶名性과 기관층 부품의 예사로운 언급을 통한 통렬한 역설과 슬픔의 

표현 이 다. 최 종행 의 動詞 “Distinguished"는 이 시 에 완결 감을 준다. 선 악의 구별 대 신 기 

계의 作動法을 배우고 戰死한 인간들의 짧劇的 浪짧를 부각시키는 낱말이기 때문이다。 

최종연은 인간조건과 인간성에 대한 개괄적 멍상의 보편성에 구체적 시대상황의 특성을 

추가함으로써 강렬한 햄情에 뚜릿한 윤곽을 마련한다. 처음 세 연의 열정적 진술에 구체적 

상황을 부여함으로써 인간조건과 인간성에 대한 명상의 時代的 관련성을 부각시키고 설득 

력을 얻는다. 상황의 냉철한 제시를 통해 강렬한 태도와 최종적 캐랄음을 암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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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狂氣에 가까운 상태로 살 수 있다면」과 「힐中爆擊의 X굶威」는 각각 시대에 관한 시적 응 

답의 성격과 한 펀의 시가 시대적 관련성을 얻는 과정을 보여주었다. 둘 다 당대적 사건 또 

는 당면한 현실을 다루면서도 현실의 무게가 개언의 삶에 준 영향이나 깨달음의 보편적 의 

의를 추구하였다， 自我와 세계의 긴장， 永時代的 인간조건의 悲慶II性이 그것이다. 

『은혜의 들판』의 많은 시 역시 시와 시대의 상관 속에 고찰할 수 있는 성격의 것틀이다. 

첫째， 시의 사핵척 가능을 다룬 작품들이 있다. 진설을 사회에 積立하는 시의 기능을 언급 

하고， 과학과 상상력의 긴장관계를 다루고， 사와 시패외- 실재의 연관을 취급한다. 둘째， 비 

극적 연간죠겼을 다룬 작품들이 있다. 현실과 상상의 차이， 인간의 파괴성， 가치의 흔마툴 

다푼다. 2차대전， 월남전 등을 취급한 작품야 있다. 아 외에도 자연생태의 파괴를 다룬 문 

맹비판적 성격의 작품과 현대적 문맥에서 삶의 성격을 다푼 작풍을도 있다. 

「부러진 날개 J(Broken ￦ing Theory) , r시간은 흐른다J (Time Passes) , r의미 없는 詩」

(陣eaningless Poem) , r가고 싶은 곳J (뼈There 1 Want to Go)등은 시 얀과 독자의 관계 , 

시의 사회적 효용성， 시와 시대의 연관， 시와 과학의 긴장의 모티프를 다루고 있다. 시플 

통한 인간의 救鍵， 시적 형식과 삶의 解明， 집중된 정신과 주관적 정서의 보편적 의의 픔 

을 주제로 삼고 있다. 시의 성격을 다각적으로 고찰하는 동시에 이것을 시대상황에 연결시 

키고 있다。 

「부러진 날개」는19) 시인과 독자의 관계블 역설로 파악하면서도 시의 永時代的 엄무를 긍 

정한다. 

The poet comes with his white pain to save mankind. 

Few heed him. Necessity grips the neck and foot of each. 

I see them pouring through the streets of years and decades 

Bent on the tasks assigned them by necessity. 

Most in words, most are wordless. 

They do not think through, and if they thought 

The spectre of death would arise to throw them down. 

The poet comes with his broken wing to teach them fligh t. 

시의 救援이 永時代的 인간조건의 철저한 깨달음에 있다는 생각과 時代的 삶의 펼요가 

근본적 인간조건의 파악을 外面케 한다는 데에 이 사의 역설이 있다. <세월의 거리> (the 

streets' of years and decades) , <가장 말이 많으면서도 대부분이 벙어리> (Most in words, 

19) Eberhart, Fields of Grace, p.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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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ost are vvordless) 동에 현대적 삶의 특성에 대한 간략한 언급이 있고 〈창백한 고통) (his 

vvhite pain) , <부려 진 날개 ) (his broken vving)에 진지 성 과 해 학쟁 이 어 우려 져 있다‘ 시 

언은 대부분의 사람이 애써 외면하려는 진실을 지적하려 든다. 

「시간은 흐른다」는20) 시의 유희성과 효용성을 동시에 다룬다. 유희성은 시얀의 업장에서 

느끼는 심경이고 효용성은 社會的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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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ich does not know which way it went 

Until shufflings of many a fall 

Settle the account of each event 

And show at last that style 18 all. 

The toys of the mind, the toys of the word 

In high displays, in richest glows 

τe1l it better than it was 

When the shifting heart would come and go, 

80 that society knows now 

In the great stack house of poetry 

The soul that shone upon the snow 

And the eye of eγery pain. 

칩짓껴 놀이의 기본적 비유플 활용하며 시의 樣式--즉 부분과 부분을 결합시키는 방법 

--이 삶을 해 명 한다는 점 을 암시 한다. 玩具의 부분들은 시 의 낱말들이 다. 낱말외 책 절한 

배치와 결합을 통해 〈흘륭한 展示) (high displays) , <풍부한 光輝)(richest glovvs)-集

中된 정신의 의미가 표현된다. 그리하여 독자들은 시인의 주관적 진실의 보펀적 와으}를 깨 

닫게 된 다. <눈(雪)을 비 춘 영 흔) (The soul that shone upon the snovv)과 〈모든 苦痛댐 

눈(眼)) (the eye of every pain)은 인간조건을 照明하는 시언의 選視와 표현력을 양사하 

는 비유이다。 

집짓기 놀이가 시작과정의 열중과 집중을 시사하는 동시에 玩具의 부분들이 결합되는 방 

식은 체험과 事件들이 언어 속에 의마를 얻는 과정을 111 유한다. 

방금 읽은 두 시의 機智와 奇想、(conceit)의 객관적 어조에 비해 「의미 없는 詩」는21) 샤왜 

20) Jbid. , p.33. 
21) Jbid. , p.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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時代와 시간적인 삶의 상관을 보다 열정적￡로 다룬 작품이다. 세 연 중 처음의 두 연을 인 

용한다. 

If 1 could write a poem without meaning, 
To escape meaning altogether, to escape it, 
For meaning ends in suffering. Oedipus, 
Lear, Hamlet haunt me. 1 knew them young; 

Now 1 know them still. They mean so much 

Time does not lessen their meaning 

But bears it harder to the heart as age increases. 

As age increases the age decreases, time blurs 

The focus hopes had on life’s meaning. 

The genius of man stated suffering. 

The poem 1 would write without meaning 

W ould be the poem in the heart of every man 

When he realizes his own obliteration, accepts 

The senselessness of existence, knows he cannot 

Stop the bird on the bough from singing, cannot 

Know or control the destiny of his nation, himself, 
Or of man; understands the disparities of reality 

And of imagination; confronts the limits of wilI; 

And as time forces him toward nescience, 
Understands the indifference of the world. 

첫째 연은 시간의 흐름 속에 문학의 超時間的 진실을 확인케 된 경위를 다룬다. 인간조 

건의 悲劇性에 관한 한 문학과 삶이 一致함을 지적한다. 동‘ i 에 시간적 삶의 哀陽을 절실 

히 표현하고 있다. 젊은 시절과 老年의 대조， 나이의 증대와 時代의 축소， 과거의 희망과 

현재의 실상이 효과적언 대조를 이룬다. 둘째 연은 주관적 체햄의 보편성을 다푼다. 희망 

의 좌절과 고통의 확언융 사회와 時代의 문액에서 파악한다. 부청적 인간조건의 理解와 확 

인은 소극적이나마 인생에 대한 깨달음이며 최종연에서는 인간정신이 고통을 인생의 〈총 

계) (totality)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적극적 태도에 이른다. 浪漫的 열망과 超克의 정신이 

긍정되고 있다. 

이 시가 표현한 인간조건의 비극성에 대한 개괄적 인식은 보다 특정한 시대적 事件과 상 

황을 다룬 작품들에 의해 補彈된다. 이 시의 직절한 진솔의 힘은 문학의 永時代的 진실과 

시대적 체험의 一致에 대한 설득력 있는 개괄에 있다. 그러고 시언이 개괄한 시대적 체험 

은 금세기의 현실이기에 讀者는 체험의 공통성에 근거해 인식의 共嗚에 이르게 된다. 게다 

가 『은혜의 플판』의 여러 시가 다룬 구체적 時代相의 反映은 「의미 없는 詩」의 개괄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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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적 細部와 문맥을 마련해 준다. 

「가고 싶은 곳」은22' <진실의 彈化된 깨 달읍> (the heightened awareness of truth)이 

〈소극적 전문가들> (the negative specialists)과 〈과학적 절대주의자> (scientific absol

utists)를 쳐부수는 〈過多의 땅>(the land of excess)을 시의 領域으로 규정한다. 생명의 순 

연한 기쁨과 實在를 파악하는 상상의 힘을 열정적으로 긍정한다. 최종연은 첫 연의 형식적 

언어와 문체의 강건성에 대조해 서정적 單純性을 지향한다. 

1t is a bright leap into air 
To hold life holy there 
And it is a bright leap of man 

To leap into realitγ in the air. 

생명의 神聖性과 인간정신의 힘을 소박한 문체와 힘찬 리듬으로 찬미하고 있다. 

지금까지 살핀 네 편의 시는 다양한 문체와 방볍으로 인간조건을 조명하는 시인의 기능， 

시적 표현의 힘， 시와 시대의 연관， 실재를 파악하고 생명의 고귀성을 찬마하는 상상력의 

역할을 취급하였다. 

N 

시와 시대와 시간적안 삶을 다분 「의미 없는 詩」는 이미 보았듯이 〈안간의 정신은 고통을 

表明했다> (The genius of man stated suffering)는 진술과 함께 실존의 표면적 무의미， 

안류의 운명에 대한 불안을 개괄하였다。 I人間 類型J(Man's Type) , I좁年과 老入J (The 

Young and the Old) , I自殺하는 者의 覺書J (Suicide Note) , I神의 願想、J (뼈editation of 

God) , I저 녁 새 의 노래 J (Evening Bird Song) , I亨子J (The Bower) 등은 시 대 적 삶에 

드러난 悲劇的 인간조건을 칩중적으로 명상한다. 

「人間 類型」은23) 인간의 특성을 언어와 道具의 활용에 두는 일반적 관점에 근거하되 역 

설적 의도에서， 문화의 수단연 언어보다 환경과 투쟁하는 수단인 道具의 長久한 歷史를 강 

조한다@ 모두 세 연으로 된 이 시의 둘째 연에서는 사냥을 하는 原始的 類入의 力動的얀 

모습을 그린 후 〈가장 組雜한 行動도 오래 남는 법 >(the crudest action would be long to 

stay)이라는 反省을 거친 후 최종연의 바판에 이른다. 현대의 시점에서 파괴적 언간성을 

조명하는 것이다. 

Deft we are still to maim and kill, 
We have the big means, the lack of sensitivity, 

22) IbicJ,., p.49. 
23) Ibid. , p.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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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nnihilating energy. 

Of redeeming grace who shall say? 

「좁年과 老人」은24J W.B. 예이츠에게 헌청한 작품으로， 다음의 구철에는 시대상황에 전 

념한 예이츠와 조지 오웰의 인유가 였다. 

Will we make it to 2000? 

1984 slides along ominously, 
Now murder and assassination assail free Canada. 

The center is not holding, Willie. 

연간조건의 悲劇I性에 대한 예이츠의 幻視에 근본적 共感을 표현하며 예이츠 詩의 여러 순 

간을 언급한다. 예이츠의 시에 관련해 老年과 좁年의 대조도 였다. 

How the young laugh at your singing Byzantium bird. 

Ventriloquists all, no golden bough for them. 

Who would want the intelIect, that great stride, 
Only to reach a tinsel bough. 

「비잔티움으로의 船海J (Sailing to Byzantium)는 청년과 노년， 감각과 지성， 변화와 固

定 등의 모티프를 대조한후 生成의 세계의 비극성을超克키 위해--실은， 강조키 위해-

金技에 앉아 노래하는 金으로 만든 새(鳥)를 響入하였다. 이것은 역설에 근거한 시적 방법 

이다. 金은 不變뾰의 상징이지만 노래하는 새는 여전히 R훈間的 생명의 모순을 내포하기 혜 

문이다. 젊은아들을 〈題話術師> (Ventriloquists)로 부름은 金技와 金鳥에 암시된 悲蘭l的

제스추어를 간과한 점에 대한 비판이다. 그러나 나머지 두 줄에서는 예이츠의 시적 解決策

--不變性과 生命을 共存시키려는 試圖--의 근본적 不適性을 유념하고 있다. 그리고 삶 

의 푸정적 현실을 直視한 또 다른 순간들의 설득력을 언금하고 있다. 결론적으로는 에벼하 

아트 자신의 時代觀과 實在觀을 비유와 진술에 담는다. 

We are easy riders to the fields of grace, 
A bombshell in the gut. 

No reality but in the spirit. 

삶의 근본적 은혜와 不安과 實在를 파악하는 인간정신의 힘을 뾰置시키고 있다。 w은혜의 

들판』의 표제는 이 시에서 취한 것이며 「좁年과 老人」을 시집의 序頭에 놓음으로써 시대적 

상황 속에 드러난 인간조건의 병상이 시칩 전체의 주제염을 암사한다. 

24) Ibid. , p.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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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殺하는 者의 覺書」는25) 2차 세계대전 중 나치 독일의 핍박을 받아 자살하는 유태인왜 

시첨에서 다룬 劇的獨白이다。 이 시도 「컬中爆擊의 銀威」처렬 神正論의 문제를 다룬다。 

Beyond the horror and terror of the grave 
1 can rnake no rnoral distinction of good; 

Evil overwhelrned rne. 1 require 

Obliteration and shall give it to rnyself 

With one pull, irnpersonal, final , and tirneless. 

時代惡과 가치의 混迷 속에서 유일하게 남은 개인적 선택의 극한상황을 힘차게 그린 작 

품아다， 自殺을 유발하는 시대상과 연간성에 대한 비판과 분노가 〈이 온건한 확신으로 나를 

데 려 다 준/더 러 운 行路)(the v뼈e tracks,jThat have brought me to t압is sane conviction) 

에 암시돼 있다. 

이 시에 後續되는 「神의 願想」도 역설을 통해 얀간성을 III 판한다. 善惡과 自由意忘 등의 

윤려적 문제 를 神을 話者로 삼아 비 판한 풍자시 이 다. <다투는 연 간은 相對性의 훨理를 깨 

우쳐 준다> (뼈Tarring man makes me see the truth of the relative) , <天國에 서 내 깨 없 

는 것 은 自由意志> (what 1 lack in 圓eaven Is free will)등의 진 술 속에 현 대 의 정 신적 

혼미와 인간성의 부정적 양상을 비판하고 있다. 

방금 살펀 劇的獨白들이 역설과 풍자 속에 현대의 흔미에 대한 시인 자신의 분노와 고놔 

홀 감추고 있다면， 이 두 편의 사에 후속되는 「저녁 새왜 노래 J (Evening Bird Song)얘 

는26) 好情的 태도가 보다 분명히 드라나 있다. 에벼하아트 시의 특징인 知的 개괄과 서정 

적 熱度가 가장 매력적으로 조화된 시 중의 하나이다。 자연과 역사의 긴장을 2차세계대전 

의 시대적 문맥에 놓고 명장한 작품이다。 

When the birds are singing in the bushes 

They harp on evening. 

1 sing with thern beyond disaster. 

This generation does not know 

The exterrnination carnps of world war n. 
This generation of birds does not know 

。ne generation ago, its own generation. 

How they inflate the exuberance of nature! 

It is evening and all their song, 
Perγading the pine trees in full surnrnertirne, 
Reduces rne to rnindless ecstasy, 

25) Ib z"d. , p.28. 
26) Ibid. , p.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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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reases rne to nature’s irnpersonality. 

Nature careless of the hurnan condition, 
Hear the birds pour forth their vita!ity 

In purity of existence beyond disaster. 
They will be doing it a thousand years frorn now ‘ 

It is evening. Darkness cornes. And bird song. 

David sang, and lived, in part. 

이 시의 시대상황은 간략히 언급해도 되는 잘 알려진 史實이다. <2차 세계대전의 유태연 

수용소) (The extermination camps of W orld War H) 가 그것 이 다. 이 것을 배 경 으로 하 

여 자연과 역사의 대조에 관한 압축된 思考를 신속히 전개시걸 수 있다. 상황과 병상을 밀 

착시켜 열정적 사고를 펄천다. 

시인은 저녁때 범불숲에서 울려오는 새들의 노래를 들으며 이에 대한 반응을 관념과 好

情이 융합된 양식 으로 표현하고 있다. 序頭의 세 줄은 기 본상황을 신속히 제 시 하면서 도 III 

유와 관념을 담는다. <하아프〉의 언급은 자연과 인간을 III 교 。 대조하는 이 시의 기본방법 

을 암시 하는 비 유이 다. <나는 함께 노래 한다 不幸 너 머 로) (I sing with them beyond 

disaster)는 새들의 황홀한 노래에 同參하는 감정과 〈不幸〉이 가득한 인간조건에 대한 의식 

을 병치시키고 있으며， 展開의 素地블 지닌 함축적인 구절이다. 

새들의 노래가 주는 황홀성을 시인은 관념어와 動詞의 적절한 활용을 통한 知的연 방법 

으로 시사하고 있다. 새들의 노래는， <자연의 풍부성을 저렇게 팽창시킨다) (How they 

inflate the exuberance of nature!)고 느껴 지 기 도 하고 〈무지 각한 황홀로 나를 축소시 키 

고/자연 의 비 인 격 성 으로 나를 증대 시 킨 다) (Reduces me to mindless ecstasy, jIncreases 

me to nature’s impersonality)고 여겨지기도 한다. 이렇게 감응하는 시인에게는 자연과 

인 간의 類{U뾰과 차이 점 이 不斷한 긴장을 이 룬다. 

〈우지각한 황흘)， <자연의 비언격성〉 등의 어구는 새들의 노래에 ù醒하면서도 이에 대한 

批判的 의식을 지니는 兩面的 반응을 드려낸다. <축소〉와 〈증대〉도 마찬가지이다. 새들의 

原初的 활력에 同參하는 한 언간적인 떤의 〈축소〉가 따르고， 인격성을 保留하는 한 활력의 

〈증대〉가 따른다. 이러한 감정의 분석적 제시는 〈나는 함께 노래한다 不幸 너머로〉가 지 

닌 함축을 전개시킨 것이다. 

인간과 자연의 비교와 대조는 2차 세계대전을 언급한 4"""7行의 知識과 無知의 대조블 통 

해 흉혔備펀 것이다. <不幸 너머로〉라는 어구 역시 현대의 언간조건을 留意한 것이다. 4~7 

行은 평實과 철학을 결합시키는 이 시의 특성을 가장 괄목하게 보여주는 구철이다. 이 특 

성은 〈세대> (generation)가 지닌 함축의 知的언 해명에 었다. 



This generation does not know 

The extermination camps of World War n. 
This generation of birds does not know 

One generation ago, its own gen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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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는 흔히 언간에게 적용되는 개념이지만 이 시는 이것을 새들에게도 확대시켜 적용 

하고 있다. 理致에 맞￡면서도 놀라움을 준다. 그리고 이 놀라움은 <2차 세계대전의 유태인 

수용소〉의 언급에 의해 통렬히 補彈된다. 새들과 인간은 〈세대〉라는 차원에서 同質的이지 

만 새들에게는 歷史가 없다는 점에서 서로 異質的이다。 

〈세 대 〉가 자리 잡은 문맥 은 이 말이 지 난 함축성 을 음마 하게 한다. Generation은 거 의 통 

일한 시기에 태어나거나 동일한 기간에 사는 이들이라는 뜻과 함께 〈자식을 보다) (beget) , 

〈번식하다) (reproduce) , <생기게 하다) (procreate)는 뜻을 지닌다. 이 생산적인 행위는 

“extermination camps"의 파괴 성 에 대 조펌 으로써 의 미 가 강조된 다. Extermination은 〈限

界 · 期限〉밖으로 밀어낸다는 語源的 의미를 지닌다. 이 구절은 이처럼 자연과 人事의 대조 

를 통해 인간성의 파괴성과 인간조건의 비극성을 드러낸다. 

이 구절에도 시인의 兩面的 태도가 두드러져 있다. 인간에게는 새플에게 없는 歷史의 지 

식 이 있지 만--“This generation of birds does not know jOne generation ago, its own 

generation"--인간 優位 또는 새들의 無知를 굽謂할 수 없다는 데에 이 시의 통렬한 역 

설이 있다. 

시인의 兩面的 태도는 시 전체에 걸쳐 자연과 人事의 대조점에 밀착해 있다. 이 시의 後

半도 이전에 전개된 대조점을 훨約하는 한편 主題를 한층 뚜렷이 표현한다. 

Nature careless of the human condition, 
Hear the birds pour forth their vitality 

In purity of existence beyond disaster. 

They will be doing it a thousand years from now. 

It is evening. Darkness comes. And bird song. 

David sang, and lived, in part. 

이 구철의 첫줄 〈언간조건에 관심없는 자연〉은 이전의 思想을 직절한 진술에 닫았다。 

〈관섬없는〉 역시 함축적인 錯離이다. <순수한 실존) (purity of existence)과 함께 불안과 

惡、과 罪意識이 없는 원초적 생명의 활력을 시사한다. <지금부터 천년 후에도 이려하리라〉 

(They will be doing it a thousand years from now)는 현대와 古代 C<다윗〉의 시대)와 

未來를 통한 자연과 인간의 차이첩을 포괄적으로 파악하는 설득력 있는 진술이다. 

이 시는 이처럼 관념어를 활용하면서도 이것을 감각과 정서에 밀착시키고 있다. <저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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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아프 단다)， <자연의 풍부성을9000 •• 팽창시킨다)， <저들의 活力을 쏟아내는 새들을 들어 

라〉 등은 감각에 밀착한 관념적 표현아다. 이 시는 힘찬 思考의 맥락을 드려내면서도 이것 

을 事實과 상황에 밀착시키고 있다. 이 시는 한 순간에 떠오른 심경을 매우 지적이며 분석 

적인 방볍으로 펼치고 있다. 동시에 강렬한 정서가 思考를 추진시킨다. <저녁을 하아프 단 

다)， <저녁이다 그들의 모든 노래는 ...... ), <저녁이다g 어둠이 온다. 그리고 새의 노래〉 등 

의 반복이 시사하듯이 상황에 밀착돼 있다. 지적 개괄과 서정적 熱氣가 융합돼 있다. 

역설적 진술과 철학적 개괄에 의존한 慶tl的 獨白과 명상적 서정시에 대조해 「훔子」는27) 보 

다 완만한 속도로 장경과 명상과 개괄을 교체시킨다. 永時代的 인간관계언 사랑하는 남녀 

한 쌍의 만남을 越南戰의 시대적 배경 속에 취급한 작품이다. 이들의 情事를 다양한 비유 

로 묘사한다. 남자애 인、은 〈按手를 바라/聖堂에 오는 이) (He came as to a cathedraljFor 

the laying on of hands)로 비 유되 고 여 안은 〈여 름의 中心) (the heart of summer)으로 

벼유된다. 평화와 위로와 열정과 光輝를 시사하는 표현들이다。 

이 시는 越南에서 戰死하는 젊은이들의 〈無益한 죽음) (useless death)에 또 다른 차원 

의 죽음， 즉 兩性의 결합에서 오는 황홀을 대조시킨다. 제일 마지막의 두 연은 장경의 분 

위기와 흔수상태의 도취를 절묘히 포착한다‘ 

Zephyrs playing among the boughs 

Nimble in the lightsome air, 
J ets of purest silence, 
Time suspended there 

Looking on the timeless scene. 

Lovers in their trance, 
Death the deeper trance. 

Dream of bliss, dream of death. 
The strength of day wanes, 
The blood of life pours out. 

장경의 정밀 중에도 微風의 활동이 있고 죽음 같은 혼수상태에도 생명의 표징이 있다. 최 

종 두 줄에 이 점 이 암시 돼 있다. 

시대적 삶에 드려난 悲劇的 인간조건을 다룬 여섯 편의 사에도 다양한 방법과 어조가 있 

다. <섬멸하는 힘 )(the annihilating energy)의 간략한 개괄에 비판적 어조가 있고 〈뱃속 

에 폭탄을 담고) (A bombshell in the gut)에 실존의 危機가 표현돼 있다. 관념 어의 과감 

한 활용에 근거한 풍자적 진솔이 었고 강렬한 명상과 서청의 열도가 있다. 자연의 활력과 

題史의 복잡성의 대조가 있고 젊음과 사랑의 無時間↑生이 파괴적 時代상황을 배경으로 절실 

27) I bz'd. , pp.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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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표현돼 있다. 

Y 

「수리를 묘사하는 어려움J (Inability to Depìct an Eagle)은 지연생태의 파과를 다푼 

문명비판적인 작품이고 「長期苦痛J (Long Term Suffering)과 「영속한다고 생각하지만 그 

들은 사라진다J (You think they are permanent but they pass)는 현대적 문액에서 삶의 

성격을 다룬 작품이다. 시와 시대의 상관， 인간조건의 시대적 문맥을 다룬 작품들과 함께 

현대적 事象이 상상력의 動因을 이룬 보다 분명한 事例가 된다. 

「수리를 묘사하는 어려움」은28) 처음 두 연에서는 수리의 날개， 소나무， 둥우리， 바다 등 

수리의 生態와 생활환경의 묘사에 치중한다. 환경의 오염에 의해 수리가 거의 미국을 떠난 

사실을 다룬 이 시는 〈간사한 안간， 未知의 인간， 兩足의 인간)(Man the subtle, man the 

unknown, man the two legged)에 문명비판을 담고 있지만， 수리의 罷燒과 高遭한 모숨을 

몇 개의 fP象的 1:11 유로 포착힌· 최종연이 뛰어난 부분이다。 

1 held his heart in my telescopic lens with love, 
1 watched him in admiration in the tall summertime. 

He was without equal. He was great .in the skies in my eyes, 
Only likened in majesty to some suffering poet 

Who surveys the brutal headlands but is crushed to death 

Almost before the realization of his scope, 
Or like some voyager in the secrets of the soul 

Who astounds us with the vitality of his presence 

But who, like Socrates, is unknown in the market place, 
。r like Christ, neγer tells us how it was on the Cross. 

수리의 孤高한 생태와 당당한 풍채와 활력을 유의하는 동시에 환경오염에 의한 그의 罷

地를 점층적인 비유와 강렬한 어조로 병상하고 있다. 

「長期苦痛」은29) 인생을 대학의 교과과정￡로， 時間을 大試驗官￡로 비유한 樓說體의 작 

품이다. 다섯 연A로 된 이 시의 마지막 두 연은 문학과 인생의 밀접한 관련에 유의한다。 

All that you will have at the end of the course 

1s writings you indite, or poems you make, 
If you make them. Words, words in a sea flow; 

At any rate, a lot of heartbreak. 

28) Ibid. , p.21. 

29) Ibid. , p.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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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ve your papers. It may be that years later, 
Forty, maybe, you would like to look back 

At your course in Long Term Suffering, 
And note how strangely you had to act. 

시간적 삶의 체험을 保存하는 문학의 記錄性과 道德的 의의를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생 

각은 둘째 연의 〈과정을 거쳐 가며 당신이 쓰는 것이/당신의 유일한 밟定素요 얹定者입니 

다) (It is what you write as you go through the course/Is the only determinant and 

determinator of you) 라는 생각과 함께 음미된다. 인생을 대학에 B1 유함으로써 글쓰는 일 

의 도덕적 의의를 현재적 판단과 回顧的 깨달음의 평면에서 긍정하고 있다. 

時間과 인생과 문학의 관계는 셰익스피어 소넷의 주제이기도 하지만 에버하이-트의 「長期

苦痛」에 는 〈우려 의 붐비 는 大學， 우리 의 터 지 는 敎室) (our tussling University, our 

bulging classroom)같은 현대적 비유가 있다. r영속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들은 사라진다yO) 

역시 현대적 비유 속에 變轉과 無常의 주제를 다룬다. 全文을 인용한다. 

Y ou think they are permanent but they pass 

And only contemplation serves to save their memory. 

Y ou are in the Pan-W or1d building with the leaders. 

They all seem real, they all seem permanent 

But soon you are in the Pan-W orld building with the past. 

How closely and with what immediacy 

Y ou scrutinize the features of each noted face, 
President, old poet, Supreme Court chief justice, 

Secretary to the United Nations, 
How lively their speech, lively their looks, 
As all together in one banquet place 

Y ou would think there would be no end to this 

Who in the reality of high days 

Thinks of the destitutions of the night? 

Y ou think they are permanent but they pass 

To feed ravens of the ravenous past. 

훌會場」즈로 비유된 삶과 時間의 흉食性01 통럴한 역설을 이루고 〈全盛期의 現實) (the 

reality of high days)과 〈밤의 궁핑 ) (the destitutions of the night) 같은 힘 찬 개 괄이 

있다. 

30) Ibid. , p.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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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30年代의 공황기와 2차 세계대전을 다푼 初期댐 두 펀을 비롯하여 『은혜의 들 

판』에 실련 열 세 펀의 작품을 살펴 보았다(이 시접에는 요두 마흔 여섯 펀이 수록돼 있 

다). 이 작품들은 시의 永時代的 모티브들을 다루면서도 배경과 언급과 관심에 있어 금세 

기적 특성을 지니며 시의 사회적 기능， 비극적 인간조건， 시간적인 삶 등의 주제가 서로 

밀접히 연관돼 점층적 효과를 얻는다. 

『은혜의 들판』은 전체적으로 금세기의 삶과 시대에 대한 강력한 증연이다. 당대적 현실 

과 금세기적 풍토를 보다 분명히 언급한 작품들이 보다 양식화와 개괄에 기운 작풍들과 병 

치됨으로써 특수와 보편의 조화를 이룬다. r장엄한 광경의 놀라운 광휘 J (The Incredible 

Splendour of the Magnificent Scene) , r영흔j (The Soul) , r풀어 놓음j(τhe Loosening) , 

「절대침묵j(Absolute Silence) , r나타남j (Emerging) 등은 여타의 작품과 공통적인 주제 

와 관심을 지니며 시대성을 분명히 드러낸 작품과 한 자리에 놓염으로써 서로를 補輝한 

다. 이 작품들은 인간의 敵對외- 갈등， 인간영흔의 방황， 인생의 종국적 神秘， 純률과 엇R 

識， 삶과 예술의 상관성 등의 모티브를 다루며 時代性 속에 永時代的 인간조건의 모형 

을 드러 낸 시 들을 想超시 키 며 意味와 情績의 공통적 문맥 을 이 룬다. r나타남」을31) 읽 어 

보자。 

Bespeak the silence 

Of lowest winds along the shore, 
It will come in strength 

When winds are no more. 

Bespeak the strong gestures 

Of the child who cannot speak. 
His efforts rend the heart 

As 0 how high his eyes seek. 

What is that sound along the shore, 
And what is that silence brimming? 

Is it not suffering living 

And art again beginning? 

Say nothing to the mystery 

That is always emerging 

From time’s old c1utch, 
The birth of meaning and being. 

31) Ibid. , p.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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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에 好情된 인생의 근본적 고통， 실재와 시간적 삶의 의미를 파악하는 시의 기능은 

현대사회와 정신풍토를 보다 직접적￡로 다룬 시에 나타난 관심과 同質的이다. 철학적 개 

괄， 서 정 적 熱度， 다양한 문체 와 방법 을 지 난 『은혜의 들판』은 時代의 主要樣相을 요약하 

며 언간조건의 悲劇的 모형을 드러낸 괄목할 엽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