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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 키 지 요바니 (Nikki Giovanni, 1943"-') 는 미 국의 현 역 흑인 시 인 가운데 서 확고한 명 성 

을 획득한 여성 시인이다。 그녀는 흔히 흑인에 대한 백인의 학대에 대항하여 흑인혁명 

(Black Revolution) 을 주장하는 전투적인 시인g로 알려져 왔다. 이려한 평가의 부분적인 

청당성을 부인하기는 어렵지만， 1968년의 첫 시집 《검은 느낌， 검은 이야기>> Black Feeling, 

Black Talk ò1 후 열 권에 가까운 작품집 이 발간된 지 금， 우리 는 그녀 의 시 작활동을 좀더 

종합적인 안목에서 새롭게 검로함으로써 그녀의 이른바 혁명적 발언의 본질이 무엇인지 보 

다 소상히 밝혀 보고 또 그녀의 시세계가 어떻게 변모하는지， 그러한 변모가 발전인지 퇴 

보인지 검로해 볼 필요를 느낀다. 그녀의 시는 크게 보아 인간역사의 현장에 적극 참여함 

으로써 자유와 인격의 완성을 함께 도모하자는 초대이며 동시에 그러한 투신의 언어적 재 

현에서 시작한다고 말할 수 있는데， 20세기의 미국 사회를 사는 흑인 여성의 입장에서 겪 

은 구체적 현실이 그녀의 작품의 바탕이 되고 있다。 

그녀 는 1943년 테 네 시 (Tennessee) 주 녹스벨 (Knoxville) 에 서 태 어 났오며 어 린 시 절 의 이 

름은 요란드 코넬 리 아 지 요바니 2세 (Yolande ε。rnelia Giovanni, Jr.) 였다。 총명 했 던 그녀 

의 학력은 화려한 펀이어서 1967년 피스크 대학(Fisk University) 을 우등으로 졸업했고 펜 

실베 니 아 대 학원 (University of Pennsylvania’s School of Social ￦ork)과 컬 럼 비 아대 학 

(Columbia University’s School of Arts) 에 서 도 공부한 바 있 다. 대 학 졸업 이 듬해 인 1968 

년 에 뉴욕시 렵 대 학 (Queens College of the City University of New York) 에 서 잠시 흑인 

문학을 강의한 바 있고 그 후 1972년까지 러트거즈 대학(Livingston ε。llege of Rutgers 

University)의 영문과 부교수로 재직하기도 했고， 현재는 그녀가 대부분의 어린시절을 보낸 

오하이오(Ohio)주의 신시내티 (Cincinnati)에서 아들 로마스 왔슨(τhomas ￦atson)과 함께 

살고 있는 것A로 알려져 있다. 

마국 사회에서 흑인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지오바니는 흉미로운 발언을 한 바 

있다@ “I'VE ALWA형S KNOWN 1 was colored. When 1 WílS? Negro 1 knew 1 w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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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ored; now that 1’m Black 1 know what color it is." 1) 그렇다면 흑인이 스스록플 〈깜둥 

이> Negro.로 생각하는 것과 〈흑인> Black person우로 자처하는 것의 차이는 무엇인가? 지 

오바니는 그 차이를 자신의 가족 특히 할머니와 할아버지에게서 발견한다. 즉 할아버지는 

백인들과 “두루 두루 잘 섞여 지내자”는 입장을 유지했고， 할머니는 백인적인 것을 전면적 

으혹 거부하며 흑인적언 것에 열갱적인 긍지를 가진 〈흑인> Black person으로 일생을 마쳤 

다 2) 

그녀 자신의 가족사 속에 내재한 〈깜둥이 근성> (Negro-ness) 을 척결하고 〈흑인성> black

ness을 자각하게 되는 배경에는 삶의 가치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 작용한다. 자기 주위의 

대부분의 젊응 여성들이 영위하고 있고， 또 고모 가운데 한 분이 찬양하기도 한 〈깜둥이 여 

인>~로서의 의식 없는 손쉬운 삶을 그녀는 원치 않았다. 그렇다고 신비주의자가 되어 모 

든 것을 초월한 우주의 섬요한 진리블 명상하는 삶도 그녀에게는 뜻있는 것a로 인식되지 

않았다‘ 우주의 신비에 대한 몰두는 자칫 언간의 나약함만을 강조하여 그녀 자신을 지나치 

게 미미한 존재로 만을 위험이 있는 것으로 여겨졌다@ 그녀기 보기에 언간의 능력과 힘은 

우주의 본질과 관계되는 어떤 초월적인 것이 아니라3 땅 위의 현실 속에서의 인간 조건과 

직결원 그 무엇이었다‘ “힘이란 우리 자신의 삶을 다스펼 수 있는 능력이외의 그 어느 것 

도 아니다. 스스로 다스렬 수 없을 때， 우리는 책임을 질 수 없다"3)고 그녀는 말한다. 

피스크 대화에 다니던 시절 그녀는 비폭력 학생 운동에 열성적우로 참여하는 등 많은 성 

숙한 지성인들과 교류하는 가운데 “유색 부르초아 지식인들의 허세" colored bourgeois in

tellectual pretensions와 성 적 (性的) 유회 의 무의 미 성 을 깨 닫고 최 소한 자신 에 게 만이 라도 질 

감냐는 현질로 눈을 몰리게 되었다. 이제 그녀는 “논리성에로의 기능척 투신과/펠연성으로” 

with functioning commitments to logicjandjnecessity 현질을 이해하기 시작했고? 그리하여 

“회 색 의 영 역 이 점 차 색 깔이 짙 어 져 /검 은 것 " the gray area slowly darkened intoja Black 

thing이 되었다 4) 이 〈검은 것〉은 흑인 예술가로서의 자신의 핵심적 본질을 구현해야하겠 

다는 내면척 욕구에 뿌리박은 것으로써 이러한 욕구에 충질한 행동적 질천플 통해 그녀는 

일종의 인간적 。예숭적 성취감을 맛보게 된다。 그녀는 피스크 대학 작가 연구강습회 (Fisk 

Writers ￦orkshop)에도 참여하고， 흑인 민권 투쟁기구의 지부를 캠펴스에 조직하는 일에 

도 적극 협초하고， 고향이나 다름없는 신시내티에 돌아가서는 1967년에 그 도시의 역사상 

처음￡로 흑인 예술제를 주관했A며， 흑인 연극단을 조직하고 흑인 역사에 관해 글을 쓰고 

1) Nikki Giovanni, Gemini: An Extended Aμtobiogrα，phical Statement on My First Twenty.Five 
Years 01 Being a Black Poet (New York: Viking, 1971), p.24. 

2) 같은 책 p.26. 
3) 같은 책 p.31. 
4) Nikki Giovanni, “ Adulthood (For Claudia) , " Black Feel셔g， BZack Talk , Black .Judgement 

(New York: WilIiam Morrow‘ 1970) , p.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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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을 하는 등 눈부신 활동을 전개한다。 이제 그녀의 세계에 일종의 질서가 잡히고 무엇 

인가 희망적인 것이 느껴지기 시작한다‘ 그러나 그것도 한 순간이었다. 흑인 백인을 가렬 

갓 없이 인권 운동의 기수듬이 그 반대자들과 더불어 차례 차례 살해되는 것이다‘ 

hammarskjöld was killed 

and lumumba was killed 

and diem was killed 

and kennedy was killed 

and malcolm was killed 

and evers was killed 

and schwerner, chaney and goodman killed 

and liuzze was killed ... 

and king was killed51 

유명무명의 흑인 백인들이 우참히 살육되는 미국 사회의 폭력적 구조 앞에서 지요바녀는 

다시 한번 자신의 선택이 갖는 참의미에 대해 생각한다。 어째서 남들처럼 사교계의 여성이 

되지 않았는가， 어째서 별과 달을 노래하는 신비자가 되지 않았던가 자문해 본다。 

wonder why i didn’ t become a 

debutant 

sitting on porches, going to church all the time, 

wondering 

is my eye make-up on straight 

or a withdrawn discoursing on the stars and moon 

instead of a for real Black person who must now feel 

and inflict 

pain61 

그 결과 그녀는 〈휴인〉이기를 고집한다함은 사회가 특히 백인 사회가 규정해 주는 자신의 

모습을 거부하고 스스로 자신의 참모습을 구현해 가는 것임을 깨닫게 된다• <캅둥아〉기- 아 

니라 〈흑인〉이 된다함은 곧 고통을 체험하고 동시에 고통을 끼치는 존재라는 역설적 현실 

과 그녀는 대면하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그것은 어떤 종류의 고동인가? 첫 시집에서 가 

장 전투적 인 작품으로 알려 진 g오늘날 대 화의 참뜻， 흑인 대 깜둥이 " The True Import of 

Present Dialogue, 많ack VS. Negro71 를 살펴 보자。 

Nigger 

Can you kill 

5) 같은 작품。 
6) 같은 책 , pp.69-70. 
7) 같은 책 pp.19-20. 앞으로 걱주없이 인용되는 《검은 느낌 ... ))의 시는 모두 이 책에서 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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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 you kill 

Can a nigger kill 

Can a nigger kill a honkie 

Can a nigger ki11 the Man 

Can you kill nigger 

Huh? nigger can you 

Kill... 

Can you kill a white man 

Can you kill the nigger 

11l you 

Can you make your nigger mind 

die 

〈흑인)， 아니 정확하게 말해서 〈깜둥이〉에게 먼지는 물음으로 되어 있는 이 시는 하나의 

도 전이라 할 수 있다. “깡둥이야/너는 죽일 수 있느냐”는 단도직업적인 첫마다에서부터 

독자 • 청중은 아연 긴장하게 된다. 이처렴 잘언을 촉구하는 발언의 오싹한 충격 속에 팽팽 

히 지속되던 긴강감이 “너는 죽일 수 있느냐 깜풍이블/네 내부에 있는”이과는 고"'1 에 이르 

러 다른 종듀의 긴장감무로 전환되면서 이 시는 매우 다이나믹한 의미의 차원을 획득한다. 

해묵고 친숙한 〈깜둥이〉라는 경멸적 인 낱말이 〈깜둥이〉의 비 캡 함과 무력 함을 초종하는듯 

되풀이되는 가운데 어느새 〈깡둥이〉와 〈흰둥이) honkie가 동일시되고， 깜둥이가 참인간이 

아니듯이 흰둥이도 참인간이 아니라는 사실이 암시된다. 현재 상태로의 백인 즉 〈흰풍이〉 

는 곧 〈네 내부에 있는 깜둥이〉와 같은 것이기에 시인은 〈흰둥이〉를 즉 〈깜풍이의 마음〉을 

삼해하라고 촉구하는 것이다. 이것은 정녕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이와같은 고통없이는 〈깜 

둥이〉가 〈흑인〉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이 계시처럼 밝혀진다. 아울러 〈깡둥이 근성〉의 척결 

은 곧 〈흰둥이 근성〉의 척결이니까 살인적 고통을 통해 새로이 탄생하는 〈흑인〉이란 흑백 

분리플 넘어선 〈참인간〉에 다름 아니라는 생각이 제시된다. 

Can you learn to kill WHITE for BLACK 

Learn to kill niggers 

Learn to be B1ack men 

피상적으록 읽을- 때 살인을 조장하는 듯한 발언이 궁극적으로는 새로운 참인간의 탄생과 언 

결되는 탁월한 효과플 낳게 하는 기법상의 특정은 앞에서 지적한대로 〈깜둥이〉와 〈죽이다〉 

라는 낱말의 절묘한 누적과 반복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누적과 반복에 의해 표 

면적으로는 〈앙심〉을 고취하는 것 같은 얘기가 실제로는 앙심과 원한을 넘어서는 어떤 새 

로운 경지로 열리는 또 다른 예로 “Poem (No Name No. 2)"가 있다. 

Bitter Black Bitterness 



Black Bitter Bitterness 

Bitterness Black Brothers 

Bitter Black Get 

Blacker Get Bitter 

Get Black Bitterness 

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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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지오바니의 초기시에서 만나는 매우 전투적이고 호전적인 목소리는 방금 잘펀 바 

와 같이 단순한 철규나 선동이 아녀고--선동과 철규의 긴박감과 충격적 긴장은 그대로 

답지만--인간과 삶에 대한 어떤 새로운 131 션과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우리가 니키 

지오바니를 과격한 선동적 시인이라고 단정해 버릴 수 없는 근거도 여기에 있다， 

그리하여 이제 그녀는 흑인에 대한 백인의 박해로 점철된 땅미국과는 다른 고장， 즉 〈흰 

풍이 근성〉과 〈깜둥이 근성〉이 생 71 기 이전의 〈흑인〉플의 나라에 관해 이야기 한다. 

1 was born in the cong。

1 walked to the fertile crescent and built 

the sphinx 

1 designed a pyramid 80 though that a star 

that only glows every one hundred years fa l1s 

into the center giving divine perfect light 

1 am bad 

이것은 “자기도취 행각(이유가 있을 것임)" Ego Tripping(there may be a reason why) 8)의 

첫 귀철인데 여기서 지오바니는 과거 이집트의 위대한 문명을 환기함으로써 인류의 역사가 

유럽이나 미국 중심의 것이 결코 아념을 얘기하는 바， 언어 자체도 교육받지 않은 흑인의 

일상어를 쓰고 있다. (“1 am bad" 라는 말은 이들 흑인들에게는 1 am magnificent의 돗 

이다) . 

For a birthday present when he was three 

1 gave my son hannibal an elephant 

He gave me rome for mother’s day 

My strength flows ever on 

여커서도 한 때 세계의 강자로 군렴했던 흑인의 모습이 하니발과 코끼리로 제시되고 있다， 

영 광스럽 던 옛 아포리 카의 문화의 상징 인 하니 발을 아플로 갖고 있는 시 속의 화자인 〈나〉 

는 g뒷뜰에 다이아온드를 심은 바” 있었고 “창자에서 우라늄을 배출해” 내고， “강기가 걸 

려 코를 푸니 아랍 세계에 석유가” 나오는 그런 “완전하고” “거룩하고” “천상적”이고 “초 

현실적인” 존재이다. 이러한 과장펀 표현을 통해 시언은 흑인의 참모숨이 갖는 아름다움과 

8) Nikki Giovanni, Re: Creatioη (Detroit: Broadside Press, 1970) , pp.3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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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 을 극적 무로 드러 내 며 또한 흑인의 〈자아〉의 참모습은 예 나 지 금이 나 또 앞무로도 〈자유〉 

임을 선언한다. 

1 mean ... 1.. .can fly 

like a bird in the sky ... 

옛 아프리카의 영광에 대한 시인의 찬미는 단순히 잃어버린 빛과 아픔다운에 대한 동징 

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겉으로 보기에는 특히 백인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비참한 현대 

미국 흑인의 삶에 내재한 인간적 애정과 품위에 대한 통찰로 이어진다. 잘 알려진 초기 작 

품 “냐키-로자" Nikki-Rosa91 가 좋은 예가 되겠는데， 이 시에서 지오바니는 어린 시결 흑 
인 소녀의 현실을 구성하던 자잘한 일상사들， 즉 변소 없는 칩， 큰 불통 속에서 목욕할 때 
의 그 느긋한 쾌적참y 엄마플 독차자할 때의 만족갇， 술취한 아버지， 생일과 성탄절의 기 
쁨 등등의 다테일에 얹어 시안 자신의 구체적 체험과 느낌에 바탕한 흑인적 삶의 진실을 
생생히 보여준다. 어느 평범한 흑인 가청와 애흰을 상상적으로 재현한 것에 불과한 것 딸 

은 이 작품에서， 시인은 흑인의 생활이라는 것이 〈지겨운 것〉이긴 하지만， 궁핍과 권태 속 
에서도 행복과 온정 넘치는 순간들로 가득찬 삶엄을， “흑인의 사랑이 흑인의 풍요로움”임 

을 백인들은 모른다고 얘기한다。 

childhood remembrances are always a drag 

if you’re Black ... 

and though you’ re poor i t isn’ t poverty tha t 

concerns you 

and though they fought a lot 

it isn’ t your father’ s drinking that makes any difference 

but only that everybody is together and you 

and your sister have happy birthdays and very good christmases 

and 1 really hope no white person ever has cause to write about me 

because they never understand B1ack love is Black wealth and they’ II 

probably talk about my hard chi1dhood and never understand that 

a11 the while 1 was quite happy 

g 

지금까지 우리는 지오바니의 첫 두 작품칩인 《검은 느낌， 검은 이야기)) (1968)와 《컴은 

판단)> Black Judgement(1969)을 중심으로 그녀의 〈흑인성〉에 대한 탐구 노력의 한 변모를 

살펴보았으며， 그녀의 목소리가 여기서는 대체로 공격적이고 전투적인 특정을 갖고 있음도 

9) ((검은 느낌 .. )) p.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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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했다. 그러나 1970년에 출간된 《재 창촉>> Re: Creation에 서 는 시인의 목소리에 약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바， 

따라서 첫 두 시집의 

우선 휴인 팝송의 가락이 두드러지게 전멸￡록 부각되고 있다. 

대한 이해에 

웅변적인 음성이 서정적 가락으로 바뀌면서 흑인성 내지 흑인 혁명에 

있어서도 공적인 바깥 현실의 변혁에서 개인적 내면작 쇄신￡로 강조점이 이 

동하는 듯한 조짐을 보인다a 이러한 변화는 공적인 인물의 대외적 이미지에 의해 가려워진 

사생활 속의 보다 개인적 현질로 관심을 롤린 %아리사를 위한 시” 

이 시는 청중과 매니저와 언론의 은 작품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Poem for Aretha10) 같 

요구에 늘 시달렬 수 밖 

에 없는 뛰어난 흑인 예술가 아려사 프랭클린의 예술가로서가 아닌 인간적 깊은 진실로 주 

의를 집중시킨다. 

nobody mentions how it feels to become a freak 

because you have talent and how 

no one gives a damn how you feel 

but only cares that aretha franklin is here like maybe that’ II 
stop: 

chickens from frying 

eggs from being laid 

crackers from hating 

and if you say you’re lonely or scared or tired how they 

always 

just say “oh come off it" or “did you see 

how they loved you did you see huh did you?" 

which most likely has nothing to do with you anyway 

독자의 귀가 먹먹하도록 뚝이 터진듯 콸콸 넘쳐 흐료는 이런 낱말의 홍수는 눈부신 우대 

초명등 아래서 예술가를 기진하게 하는 끝없는 청 중의 요구에 상응하는 효과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e 지칠줄 모르는 청중과 사회의 요구와 갈채 는 곧 한 인 간을 죽음으로 몰고가는 

환호성일 수 있음을 이 시는 암시한다。 

cause it’s shame 

the way we are killing her 

we eat up artists like there’s going to be a famine at the end 

of those three minutes ... 

개연적 내면성에의 관섬을 “혁명적인 꿈었 Revolutionary Dreams 같은 작품에서 “청확한 

분석의/예리한 힘으로 모든 사람을 폭파시켜버리는/과격한 꿈을 꾸어 오던% 시언이 그런 

꿈에서 깨어나 “평범한 여성이/평범한 여성의 일을 하는 평범한 꿈을/구게 될 때/혁명 

10) Re: Creation pp.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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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을 수 있으리라”는 깨달음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개인적 진실에의 탐구는 《부드러운 

검은 노래>> 8pin a 80ft Black 80η'g (1971)에서도 계속되는데， 내면성에의 집착과 외부적 

현질의 긴장이 일정한 조화를 이루며 일정한 시적 성취에 도달하는 것은 지오바니의 네번 

째 작품집 《나의 집>> My House (1972)에서이다. 

이 책은 제 1 부 “안 채” 제 2 부 “바깥 채”로 나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시인의 내면에 

대한 본질적 관심과 외부 현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일종의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이 이 시 

집이다. 

정치적 현설과는 무관한 사사로운 사랑， 친지들에 관한 개인적 느낌 퉁이 “안채” 부분의 

중심적 테마를 이루고 있다. 가령 “나비" The Butterflyl1 l에서는 육감적 쾌 락이 그것 자체 

로 아름탑게 노래되기도 한다. 

those things 

which you so laughingly call 

hands are in fact two 

brown butterflies fluttering 

across the pleasure 

they give 

my body 

이러한 표현에서 주목되는 점은 우선 육체적 쾌감의 자족성이 강조되고 있다는 사질이다. 

손은 육신의 일부로서의 손이 아니고 나비가 되어 스스로를 즐기고 있으며， 쾌감을 만끽하 

는 〈나〉의 봄뚱이는 나비가 즐겨 찾는 꽃동산처럼 역시 스스로 향기와 기쁨에 취해 있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육체적 쾌락윤 결코 오래 지속되는 것이 아니고 나비의 춤처럼 찰라 

적으로만 존재할 뿐이라는 인식도 암시되고 있는데， “無題" Untitled라는 시에서는 이러한 

인식이 한 마리의 모기가 되어 끝없이 시언을 물어뜯는 것￡로 나타나기도 한다. 

성취되기 어려운 남녀간의 사랑이라는 주제와 더불어 눈에 띄는 또 다른 특정으로는 자 

잘한 일상사의 마테일이 자세히 나열되면서 낭만적 꿈에서 깨어난 성숙한 여언의 관점이 

작품 속에 담기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이제 그녀는 빨래거리와 자장가와 커피가 있는 지극 

히 평범한 현실 세계로 눈걸을 돌란다。 

made up of baby 

clothes 

food 

lullabies 

smiles 

to be washed 

to be cooked 

to be sung 

to be glowed 

11) Giovanni, My House (New York: Willíam Morrow, 1972) , p.18. 이 작품칩에서의 인용은 모 
두 이 책에 따른다. 



hair 

coffee 

books 

tears 

loneliness 

to be plaited 

to be drunk 

to be read 

to be cried 

to be bor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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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인은 자신의 삶의 일부인 이 모든 작은 일을 자신의 것으로 떠맡고 나서는 것이다。 크고 

거창한 사회적 

육체적 쾌락에 

문제와 직접 대결하여 단숨에 어떤 해결책을 꿈꾸던 혈기 왕성한 목소리와 

대 한 타는듯한 목마름이 차분히 가라앉으면서 시 인은 스스로에게 “너는 강 

한 여안%이 되었다고 얘기한다。 

아이흘 기르는 가운데 연간적으로도 성숙하고 그리하여 목청을 높이지 않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된 지금， 시인은 “내가 부르는 유일한 노래” τhe Only Song I'm Singing에서 

전투적인 시인으로 알려졌던 지난 날의 자신의 모습을 되돌이켜 본다. 

i’ve written lots of poety and other 

kinds of books 

i’ve heard that white men crumble 

from one of my mean looks 

이러한 회상과 더불어 응지에 찬 흑인시언으로 사랑과 진리를 외치며 곳곳을 순회하던 자 

랑스런 자화상도 그려 본다。 

i ’ve had great opportunities to move 

the world around 

whenever they need love and truth they call 

me to their town 

그러나 이제 시인은 공적인 요구에 응답하는 일의 보람에 쏠리기 보다는 초금윤 더 개인적 

인 사랑과 친밀한 언간적 접촉에의 내밀한 바람에 더욱 귀블 기울인다。 

and i’ m asking you baby please baby baby show me 

right now most of the things i need to know 

80 i can love you somehow 

저명엔사로 각광 받으며 살아가는 삶에 대한 혐오감 내지 불만이 %뱀주" Categories 같은 

작품 속에 짙게 깔려 있다고 하겠는데， 이러한 감갱은 앞서 살핀 아리사 프랭클린의 인간 

척인 면모에 대한 시에서도 나타났던 바 있다. 개인의 삶을 비인간적인 것으로 몰아가는 

공적인 현질에 이제 시인 자신이 시달리는 것이다。 

maybe you look into a face you’ve never s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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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 never noticed and you know 

the ugly awful loneliness of being 

locked into a mind and body that belong 

to a ηame or a non-name-not that it matters 

cause you feel and it felt but you have 

a planetrainbussubway-it doesn’ t matter -something 

to catch to take your arms away from someone 

you might have thought about 

putting them around if you didn’ t 

have all that shit to take you safely away 

그러나 시집 《나의 집》의 제 2 부 “바깜 채%에 이료면 깜퉁이가 아닌 흑얀￡로서의 자부 

심과 흑엔적 삶의 강조성에 대한 탐구가 다시 주요 관싣으로 대두한다， 다만 여기서는 상 

당히 부드려운 목소리로 매우 낯익은 법상한 사람틀과 사물들을 이야기 하는 가운데 흑인 

성에 대한 탐구가 이루어진다는 것이 특징이라면 특정이라 할 수 있다. 

thinning hair 

estee laudered 

deliberate sentences 

chubby hands ... 

elbow length gloves funny hats 

이 귀철은 “아나 헤쥐먼과 알프리다 다스터를 위한 시" Poem (for Anna Hedgeman and 

Alfreda Duster)의 첫 부분언더11. 여기서 시인은 중산층에 속함직한 두흑인 부인의 우스팡 

스러운 외모를 나열식으로 제시한다. 얼핏보기에 이플은 풍자의 대상오로 등장하는 것 같지 

만 “다이아먼드 반지”를 낀 이 부인네들의 미소와 희망을 시인은 따뜻한 애정의 눈으로 이 

해한다。 전체적으로 천박하고 보잘것 없는 초로외 부언네플이지만， 지오바니는 이들이 바 

로 〈흑인성〉의 원천이요 양육자임을 인식하는 것이다. 

my ladies over fifty 

who birthed and nursed 

my Blackness 

“그들은 박수를 쳤다" They Clapped에서 지오바니는 매우 흥미로운 체험을 담담허 이야 

기한다. 그녀는 여러 미국 흑인들과 함께 아표리카로 여행을 간 것이었다. 이른바 자신들 

의 뿌리를 찾아 검은 대륙으로 몰려갔던 미국흑인의 물결에 섞여서 간 것이었다. 

they clapped when we landed 

thinking africa was just an extension 

of the black world 



원주민들의 환영을 받으며 옛 선조들의 땅에 착륙한 미국 흑인들은 

이 될 검은 문화가 아프리카에 가기만 하면 무진장￡로 있을 것부로 

러나 그것은 환상이었다。 

they stopped running when they learned the packages 

011 the women’s heads were heavy and that babies didn’t 
cry and disease is uncomfortable and that villages are fun 

only because you knew the feel of good leather on good 

pavement 

자신들의 

생각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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二L。
l- ‘ 1 

긍지의 

것이다。 :L 

그들의 눈 앞에 펼쳐진 현실은 여인들의 머리에 올려진 우거운 점과 어린이-이들과 절병의 

현실일 뿐이었다。 자신들을 반겨주는 편안한 고향의 모습으료서가 아니라 낯선 마개 사확 

요습으로 아프리카는 그들 앞에， 쿠손좋은 차를타고 포장 잘된 길을 달리는 그들 앞에， 의 

다가선 것이었다. 그들은 꿈에 그리던 고향땅에서 이른바 문화충격을 맛본 셈인데， 이충 

격 앞에서 그들은 자신들이 찾는 흑인성의 본고장이 바다 건너 먼 조상의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유일한 삶의 현장연 미국 사회에， 또한 자신들의 내부에 있는 것임을 깨 

닫게 된다. 이런 깨달음이 있은 뒤에야 그들은 아프리카를 

아프리카 본래의 모습￡로 이해한다。 

when they finally realized they are strangers all over 

and love is only and always about the lover not the beloved 

they marveled at the beauty of the people and the richness 

of the land knowing they could never possess either 

자신들의 세계의 연장이 아닌 

아프리카에서의 이 체험은 미국의 흑인들 내부에서 일어나야 할 의식혁명을 은유적으로 표 

현한 것이라 할 수 있겠논데? 이런 의식혁명을 통해서 마국흑인들은 아프라카에 대한 관광 

객의 무책임한 호기섬 수준의 허황된 꿈에서 깨어나 참으로 “새로운 미래”를 볼 수 있게 

펀다고 시언은 말한다。 

they c1apped when they took off 

for home despite the dead 

dream they saw a free future 

짧 

내면적이고 본절적인 욕구가 잔고 있는 “안 채%와 외부적 현선에의 관심이 거처하는 “바 

깜 채”가 어느 정도 조화률 이루면서 하나의 균형상태플 유지하는 것이 《나의 칩》의 세계 

라면 그 이 후의 작품점 인 《여 자와 남자)) î재e 뼈'omeη and and the lVlen(1975) 외 최 근의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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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날의 솜사탕》 ε'ottoπ Candy 0η a Rainy Day (l 978)에서는 위태롭게 유지되던 이러한 

균형이 깨어지고 대체로 사사로운 개인적 욕구에 충실하는 쪽으로 무게 중심이 다시 기울 

고 있다. 예컨대 “소박한 소망" A Very Simple Wish12 ) 이라는 작품을 보자. 

want to write an image 

like a log-cabin quilt pattern 

and stretch it across all the lonely 

people who just don't fìt in 

we might make a world 

if i do that 

want to boil a stew 

with a11 the leftover folk 

whose bodies are full 

of empty lives 

we might feed a world 

if i do that 

여기서 우선 눈에 띄는 것은 〈나〉와 〈우리〉라는 대명사이다. 60년대에 쓰여진 초기시에 

서는 〈나〉와 〈우리〉가 의식 면에서 분리 없이 일체를 이루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풍기는 

반면， 지금 이 시에서는 〈나〉와 같은 개인들이 자질구래하지만 값진 인간적인 일을 하면 

〈우리〉 모두가 바라는 세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얘기 된다. 즉 집단적 갱치 행위에의 투신 

에 지친 한 피로한 개띤이 자신이 몸담은 공동체 전체가 바라는 어떤 꿈의 실현을 단체의 

단결된 행동에서가 아니라 지극히 사사로운 개인적 선행의 차원에서 찾고 있는 것이 이 작 

품이다. 방금 인용한 부분에서는 그래도 사회 밑바닥의 천더기들의 공허한 삶으로 채워진 

몸뚱이가 모여서 새로운 세계를 만든다는 통찰이 남아 있오나，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이러 

한 통찰은 슬그머니 꼬리를 감추고 진정한 개인적 。 인간적 유대관계의 어려움이 강조되기 

에 이른다. “깜풍이야 너는 죽일 수 있느냐”고 부르짖던 고양된 목소리가 이렇게 가라앉아 

스스로를 반성한다. 

i’ m always surprised 

that it’s easier to stick 

a gun in someone’s face 

or a knife in someone’ s back 

than to touch skin to skin 

anyone whom we like 

여커서 얘기 되고 있는 것은 미움과 폭력은 손쉰지만 무책임한 것이고 따라서 아무런 근 

본적인 해결도 가져오지 못하며 오히려 사랑이 더욱 어렴고 중요하다는 진리이다. 이러 

12) Giovanni, The Women and the Men CNew York: WiIliam Morrow, 1975) , no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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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진리의 끊임없는 확인과 그것을 잠시라도 망각했던 자신에 대한 반성은 물론 값진 것이 

지만， 우리가 시에서 문제 삼는 것은 원칙과 진리의 되풀이되는 천명 자체가 아니라 구체 

적인 상황 속에서 진리와 사랑이 어떻게 구현될 수 있으며 그 구원을 위한 노력이 어떤 형 

태를 며는 것인지에 대한 성찰이다9 “깡둥이야 너는 죽일 수 있느냐”라는 귀절로 시작되는 

얼핏 보기에 폭력을 선동하는 듯한 시가 감동적인 것은 앞에서 지적한 바 있듯이， “어떤 

이의 얼굴에/총을 드리대거나/어떤 이의 등판에 캉을 드리대는 것”아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의/살갖을 살갖으로 만지는 일” 보다 훨씬 쉽다는 교훈을 평면적￡로 전달하지 않고， 

검은 살갖을 사랑하는 일은 때로는 자신의 내부에 있는 〈감풍이 근성〉과 〈흰둥이 근성〉을 

모두 죽일 때 비로소 가능한 일이라는 삶과 현실의 역동적 현장성을 예려하게 포착하고 있 

기 때문이다@ 

i should imagine we shall lose our souls 

since we have 50 blatant\y put them up 

for sale and glutted the marketplace 

thereby depressing the price 

진지한 자가 성찰의 자세를 담은듯이 보이는 이러한 귀절에서도 60년대의 수많은 흑인들 

외 영혼을흔들어 놓았던 흑인민권운동의 핵심적 지향언 참인간의 탄생에대한비전에는눈 

을 강아버리고 그것을 단순히 영혼을 헐값에 

기 성찰의 진지함이 그다지 성실해 보이지 

매도하고 있기 때문에 자 팔아버리는 것으로 

않는다。 “그러리라고 상상해 본다"(i should 

imagine)는 잠정적이고 유보적언 표현은 피상적ξ로 볼 때는 시인의 자세의 성질성을 반영 

한 것으로 비치지만， 이것은 막연히 어떠하리라고 추측이나 해보는， 치열하지 못한 시갱신 

을 스스로 폭로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제는 지쳐버리듯 축 늘어지게 맥이 풀련 목소리는 “내가 영위하는 삶” τhe Life 1 led13) 

에서도 계속된다. 이 작품은 자아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고뇌에 잔 절망감이나 간절한 

그리움 같은 것은 없고 세상만사의 불가피성， 특히 불가항력적인 세월의 흐름을 초용히 받 

아들이 는 〈노숙한〉 시 인의 모습이 보일 뿐이 다자기 도취 행 각”에 서 보이 던 발랄한 반항과 

긍지는 사라지고 늙어서 흐들흐들한 팔과 “세느 강에 죽어 떠 있는 물고기 같은” 정맥혈관 

이 튀어나올 다리와 “미소를 짓기만 해도 흔들렬 이빨들”이 시인의 상상력을 지배하고 있 

다. 이제 지오바니는 포도주처럼 향기롭게 익어갈 수 있기만을 소망한다， 

to grow old like a vintage wine fermenting 

in old wooden vats with style 

i’d like to be exquisite i think. .. 

13) 같은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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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과 실패로 정철펀 자신의 삶을 회한 없이 그대로 인정하면서 편안히 죽을 수 있기를 시 

인은 원한다. 젊은이라고 해서 늙음과 죽음에 관해 노래하지 말란 법은 물론 없겠a나 〈검 

응 앙심〉이 곧 참 사랑의 다른 이름임을 보여주었던 시인의 목소리치고는， 그것도 마흔 살 

이 채 안된 시절의 목소리치고는 때 아니게 지쳐버린 감상적인 목소리라 아니 할 수 없다. 

i hope rny shoulder finds a head that needs nestling 

and rny feet find a footstool after a good soaking 

with epsorn salts ... 

i hope i die 

warrned 

by the Iife that i tried 

to live 

최근에 나온 시칩 《비 오는 날의 솜사탕》에서는 《나의 집》에서 보이던 개언적 경험과 공 

적인 경험의 균형 내지 초화가 다시 되살아나는 듯한 조짐이 보인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 

지나 하나의 조짐 흑은 기미로 스며있을 뿐 만족할만한 작품으후 구체화되지는 못하고 있 

다。 이 작품집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지나가 버린 시대에 대한 감상적인 애수에 체념이 둬 

섞언 담담함 같은 것이라 하겠는데， 지요바니의 시의 주요 모티브 기-운데 하나얀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서 이런 특정이 잘 드러나고 있다. 앞서 읽어 본 “냐비”에서는 남녀 간의 사 

랑이 주는 육체적 쾌감의 자족성과 찰라성이 노래되는 가운데 어떤 성취감이 얘기되고 있 

고， 또 시 집 《여 자와 남자》에 나오는 “나의 느김 " The Way 1 Feel에 서 는 성 적 도취 감과는 

다른 차분한 애정과 은근한 만족감이 이렇게 노래된 바 있다. 

i’m as glad as rnortar 

on a brick that knows 

another brick is corning 

when you walk through 

my door 

rnost tirne when you’ re around 

i feel Iike a note 

roberta flack is going to sing 

in rny rnind you ’ re a clock 

and i’ rn the second hand sweeping 

around you sixty tirnes an hour 

twenty-four hours a day 

three hundred sixty-five days a year 

and an extra day 

in leap year 

cause that’s the way 



that’s the way 

that’ s the way i feel 

about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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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는 대조적오로 《비 오는 날의 솜사탕》 속의 “여자% 힘Toman씨에서는 냥자와 여지-가 의 

미있는 관계블 이룩하지 못하고 있으며， 만족한 관계의 성취를 위한 노력의 좌절이 담담허 

노래되고 있다. 

She wanted to be a blade 

of grass amid the fie뼈s 

but he wouldn’ t agree 

to be the dandelion 

she wanted to be a robin singing 

through the leaves 

but he refused to be 

her tree 

she spun herself into a web 

and looking for a place to rest 

turned to him 

but he stood straight 

declining to be her corner 

she tried to be a book 

but he wouldn’ t read 

she turned herself into a bulb 

but he wouldn’ t let her grow 

she decided to become 

a woman 

and though he still refused 

to be a man 

she decided it was all 

right 

풀잎이 되기를， 노래하는 로빈 새가 되기를 열망하였으나 상대방 남자가 동반자가 햄거를 

거부하으로 시 속의 〈그녀〉는 스스료을 엮어 거미줄이 되어보고 책이 되어보고 구근이 되 

어 본다。 그러 나 여 전히 〈그〉는 호응해 오지 않는다. 마침 내 〈그녀 〉는 사람이 아닌 요든 갯 

이 되려던 노력을 포기하고 〈여자〉가 되기혹 결심하지만 〈그〉는 〈남자〉가 되는 것마저 거 

청한다. 그리하여 〈그녀〉는 그렇다면 아무래도 상관없다고 체념하기로 〈결신한다. > 

이러한 체념의 목소리는 불론 좋아서 기꺼이 취한 것이 아녀고 모든 노력과 시도가 실패 

14) Giovanni, εottoη candy on a rainy day (New York: William Morrow, 1978) , p. 7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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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끝에 마지못해 취하키로 〈결심한〉 것이기는 하지만， 백인의 만행과 폭력으로 왜곡된 역 

사와 현실을 강력히 배격하고 비인간적인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된 참질서를 칼구하던 지오 

바니 특유의 힘찬 목소리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것이다. 그녀의 시가흑인독자·청중플 

에게서 뜨거운 사랑을 받았고 일부 비흑인플의 비상한 관심을 끌었던 것은 백인 지배권에 

대한 이유있는 거부와 긍정적 인간상 창조에 결정적일 수 있는 흑인 체험을 흑인이 아니면 

이룩할 수 없는 독득한 언어 체계 속에 담는데 성공했기 때문인데， 이지l 그녀의 시는 매우 

뱀상한 서정시의 하나후 안주해 버린 감이 있다. 

& 

우리는 지금까지 1968년의 첫 시집 《검은 느낌， 검은 이야기》에서 최근 작품집인 1978년 

의 《비 오는 날의 솜사탕》에 이르는 10년 동안의 지오바니의 시세계의 변모 과정을 추적해 

보았다. 매 우 독득한 선동적 인 목소리 로 첫 션을 보였을 때 사람들은 그녀 가 흑인들만이 아 

는 경험을 흑인들만을 위해 쓰고 있는 전투적인 시인이라고 규정해 버렸고， 그래서 지금까 

지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오바니를 과격한 시인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그녀의 초기의 거 

칠고 선동적인 목소리도 찰 살펴보면 사실은 직선적인 선동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 

고 참인간과 사람다운 사람들의 삶의 공동체 건설에의 비전이 담긴 매우 업체적이고 역동 

적인 것임을 우리는 검토해 보았다. 초기 작품들의 열변과 충격적인 발언 뒤에 깔려 있던 

형이상학적이고 본질적인 것， 혹은 개 인적인 내밀한 감정에의 관심이 1970년대 중반을 넘 

어서면서 지오바니의 시세계의 주조음을 이루게 되었음은 우리가 지적한 대로이다. 

지오바니의 작품세계의 크고 작은 굴곡을 이처럼 더듬어 보면서 우리는 시인의 개인적 

채능이 사회 현실과 맺는 관계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왜냐하면 그녀처럼 분명히 독특한 

개인적 재능을 갖춘 시인이 그 개인적 독자성을 끌까지 유지하지 뭇하고 최근 들어 지극히 

진부하고 관습적인 노래를 제작하는 일개 균소 시인의 하나로 안주해 버리는 듯한 사태는 

현실이 작가적 재능에 미치는 지극히 1복장하지만 결정적인 영향을 따져보지 않고는 달리 

설득력 있게 해명되기 어려울 것이기 째둔이다. 

이것은 1950년대 흑인민권운동의 정신적인 지침은 기독교적 간디식의 비폭력 안내였고 

킹목사(Martin Luther King)와 같은 흑인 지도자의 성공과 질패의 배경을 이루는 전략이 

기도 하였다. 그러나 케네디(J. F. Kennedy)의 암살， 에벼즈(Medgar Evers) 를 비롯한 수많 

은 흑인들에 대한 박해 및 살해 퉁퉁으로 만심이 흉흉해지기 시작한 1963년을 기점으로 해 

서 미국 사회의 흑백간의 중오와 갈등은 더욱 첨예화되고， 이에 컬플여 흑백을 가멸 것 없 

이 미국의 베트남전쟁 확전 및 전쟁 개 업 자체를 반대하는 젊은이플의 목소리가 일층 강력 

해지면서 청권 담당층의 제도적인 폭력도 더욱 무자비해진다. 이러한 극한적언 대렵의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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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속에서 1964년 존슨 행정부에 의해 만권법 안이 통과되고 일종의 가난추방 운동이 전개 

되면서 긴박한 정국에 약갚의 숨통이 트인다. 한편 흑안들은 〈흑인의 힘〉 또는 〈흑인 혁명〉 

의 기치를 내세우고 지금까지의 민권 (civil rights) 차원의 운동을 인권 (human rights) 투 

쟁 εL로 밀고나가게 된다. 이제 미국의 각급 학교에서는 흑인 교직원과 흑인 학생의 수를 

늘리게 되고， 흑인 문화에 대한 연구 강좌도 새로 설치하는 등 일련의 유화책을쓰게 된다. 

그러다가 1968년 법과 질서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닉슨 행정부가 출뱀하기에 이른다 15) 

흑인들의 모든 문화역량이 콸목할 만한 진전을 이룩한 1960년대에는 정치 ，사회적 측면 

인식이 지난 시 에서의 변화와 병행하여 문학예술 분야에서도 흑인적인 것의 가치에 대한 

대보다 더욱 철저해진다. 이제 흑안 문학가 o 예술가들은 백인 문화 。 예술의 규범과 기준을 

거부하고 〈흑인 미학〉을 새롭게 정렵하면서 흑인적 의미 영역의 독자성에 공지와 자부심을 

갖게 된다. 그들은 자신들이 현대 세계의 도덕적 전위들임을 깨닫고 〈흑인성〉 탐구 노력이 

갖는 인류사적 의미를 더욱 심화 확대시키는 작업에 열정적무로 투신한다。 말콤 엑스(뼈al. 

colm X)의 주장대로 그들은 미국 사회에서의 흑인을 비릇한 소수 인종에 대한 억압 및 착 

취는 미국이 전세계에서 행하고 있는 일의 숨겨진 진상을 극적￡로 집약해 보여 준다는 사 

실에 눈을 도게 된 것아었다。 16) 흑인들의 이러한 투신과 께달음의 결과 Journal 01 Black 

Poetry, Black Scholar, Liberator, Black World 등의 잡지 들이 창간되 거 나 띤모를 일신하여 

새 롭게 출발하였고， Third-World Press, Free Black Press, Broadside Press 등등의 출판사 

가 생겨나면셔 흑인에 관한 서척이 조칙적이고 효과적￡로. 세상에 전파되기에 이른다。 

그러다가 1970년을 전후한 몇년간에 걸쳐 검은 표법당(Black Panther Party) 을 비롯한 거 

의 모든 급진 단체들이 사실상 행동을 봉쇄당하고， 베트남 전쟁이 종말을 고하면서 흑인 혁 

명 운동의 예봉이 꺾이고， 아표리카식 머리 모양 동등흑인성 주장의 징표이던 현상들이 흑인 

사회에서 하나 툴씩 자취플 강춘다. 이러한 현상은 백언 사회의 유화책의 결과， 가령 1965 

년에 21만명이었던 18세에서 24세 사이의 흑인 대학생이 19701건에는 41만 6천여명으로두 

배 가량 늘어나는 등 흑인의 권리가 눈에 띄게(최소한 외형적￡로는) 신장되는 것에 상응 

한다。 17) 이것은 긍정적으로 보면 흑인의 권리의 1괄목할만한 신장이지만， 각도를 달리해 보 

면 “흑인 공동체에서 중대한 역할을 담당할 수도 있었을 젊은이들이 자신의 터전에서 제거 

되는 결과블 낳은 것" 18) 이기도 하다. 오늘날 대학 교육이 현상 유지와 체제 유지에 펄요한 

인원을 양성하는 기능을 더욱 강조하는 쪽으로 기울어지는 현실을 고라할 때， 많은흑인 젊 

은이들이 흑인성의 탐구라든가 흑인적 전통의 발굴과 활성화 보다는 기술관료가 되기 위한 

15) Houston A. Baker, Jr. , The Jourηey Back: Issμes in Black Literature and Criticism C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0) , pp.77-81 참조. 

16) Edward Margolies, Native Sons (Philadelphia: J.B. Lippinco~t Co. !968) , p.169, 
17) Houston A. Baker, Jr, p.130. 
18) 같읍 책， 같은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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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에 더욱 몰두하는 현상응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 모르겠다. 게다가 백인 지배총은 백인 

적 가치의 우위를 계속 보장하기 위하여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자금을 이른바 장학금 또는 

연구비라는 명목으로 지급하면서 흑인 재능까지를 흡수해가고 있는 터이다. 

위에서 매우 간략히 살펴본 1960년대는 미국의 흑인들에게 있어 가슴 설례는 충격과 좌 

절과 격분의 시기였고， 무엇보다도 희망의 시기었다. 이 시기는 영국의 뛰어난 낭만주의 

작가들이 대부분 살았던 18세기 말엽에서 19세기 초반 포랑스 혁명을 전후한 몇십년간에 비 

킬 수 있는 꿈과 희망을 미국 흑인들에게 주었다. “위대한 정신이 영- 위에 머물고 있다” 

그리고 문학의 (John Keats) , “삶이 전 깃 불 같이 불타고 있 다" (P. B. Shelley) , “세 계 의 , 

갱생기요， 약속의 시대였다" (Hazlitt) , “황금시대의 절정에 프랑스가 자라하고/언간성은 

새로 태아나는 갓 같아서 온 세상이/아름다운 약속의 옷을 결치고 있는 것 강았다" (William 

W ordsworth) 등등 영국 낭만파 문인들의 발언에서 감지돼는 환희와 기대가 1960년대 미국 

흑인들에게도 있었다。 표랑스 혁명기의 영국의 작가들이 이와같은 시대적 분위기의 영향 아 

래서 빼어난 작품들을 생산했듯이， 지오바니를 비롯한 많은 재능있는 흑인 시인들의 감동 

적인 노래도 1960년대라는 현대 미국역사의 꽃과 같은 10여년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라 

고 말할 수 있다. 1950년대에 매우 심마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시를 써서 풀리처 상을 받은 

최초의 흑인 시인이 된 그웬돌린 브룩크스(Gwendolyn Brooks, 1917"-') 같은 시인 촉차를 

마침내는 흑인 혁명의 시언으로 만들어 오늘날 의식있는 흑인 시인들의 代母같응 존재로 

탈바꿈시킨 것도 따지고 보면 1960년대의 〈시대갱신〉이었다. 

1970년대 중반을 전후해서 짙어지는 지오바니의 개인주의적 취향도 자상히 검토해 보면 

초기의 엘리트 의식에서 벗어나 평범하고 보잘 것 없는 만줌의 중요성에 대한 새로운 눈뜸 

과 같은 긍정적인 발전이 함께 일어나고 있지만， 이러한 측면은 1970년대 이후 흑인 운동 

이 피로와 탈진으로 침체 상태에 빠지고 아울러 미국 시-회 전반에 퇴영적 。 복고적 @ 대국주 

의적 물결이 밀어닥침에 따라 기 력을 잃어버 린 감이 없지 않다. 즉 70년대 중반이후의 시 

인 지오바니의 부진은 이상에서 약솔한 전반적인 흑얀 문화 운동의 침체의 한 징후로 읽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윌리암 포크너 (William Faulker) 가 일찌기 지적한 바 있듯이， 흑 

인들이 미국 사회현질과 역사에서 완전히 파멸하지 않고 참고 견뎌내아 결국 살아남았다는 

사실--그것도 엄청난 생명력을 유지하면서 살아남았다는 사실 자체가 흑인적 체험의 71-

장 줌요한 떤모라면 19701건대 이후 요늘에 이르는 시대의 흑인문화의 일반적인 정체는 일 

시적인 것임이 분명할 터이고， 지오바니의 부진도 일시적인 현상일지 모른다. 더구나 지요. 

바니는 아직 젊은 시인이고 지금까지의 그녁의 엽적응 어떻게 보면 하나의 완성이 아나펴 

시작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그녀에게 커다란 기대를 결고 있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