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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더니즘을 「의미의 마버」가 아니라 「의미의 창조」를 지향하는 예술운동요로 정의했다@ 

모더니스트 작가들이 「언어화」하고 「의미화」 해야했던 「현실j(reality)은 「기계본척」 공간 

과 시간을 가진 「경험적 실^~ j (empirical reality) 뿐아니라， r무의식」과 「섬리척 시간」 

(psychological time)을 가진 「은유적 실 재 J (metaphorical reality)로 구성 되 어 있 었 다. 

모더니스트들은 이 새로운 「현실」을 통제하고， 칠서를 부여하며 i 의미화하기 위해 언식과 

의미공유의 수단인 「상상력」과 「이성 j ， r신화」와 「역사」플 채해석했고， 의마화의 절대적 

수단인 「언어」흘 가지고 과격한 싣험을 했다。 요더니스트 예술가들은 개체적 특성을 緣象

하고， 반복과 유사성을 바탕으로 하는 沒個性的 법칙￡로 의미플 감금하는 「사성주의적」 

언어를 해체하려 했으며， 분석적 이성이 지향하던 논리적 언어의 의미와 형식을 거부했 

다。 그들은 개념화와 사고화가 얼어나거 이전의 지각과 인식을 예술의 질료로 하고 그것 

에 의미와 형식을 줄 「음악적 언어」나 「회화적 언어」와 강은 「비논리적 언어」와 「심리적 

시간」 속에 존재하는 「현실」을 표현해줄 「공간적 형식」을 실험했다. 

$ 

어떤 「이즙」은 특정한 시돼 흑은 집단이 지배적으로 나타내는 인식， 경험，Jl현의 방법 

아나 사물에 대한 태도， 혹은 그것들로부터 이끌어낸 논리적인 이릎에 붙혀진 이릅야기 때 

문에， 접근하는 시각과 방법에 따라 그갯에 대함 정의는 상당히 다양하고， 서로 상반되는 

것일 수 있다。 더우기 「모더니즘」처렴 그것이 시간적으로 현재와 가까운 어떤 문화현상을 

설명하는 갯일 경우s 심미적 거려외 확보가 어려운 만콤， 어떤 「이즙」에 대해 정의하는 일 

은 더욱 어려워지고 그것에 대한 정의가 왜곡될 가능정은 그만큼 높아진다. 그러나 어떤 

「이즘」에 대한 이해를 불가능하게 만도는 것은 그 자체가 야누스의 얼굴을 하고 있거나 우 

리에게 너무 가까이 있기 때문이라기 보다， 지나치제 적은 휴은 지엽적인 문제듭을 제가하 

고 그것들을 해결하려 함으로써 전체적인 정의를 이끌어 내려는 태도이다， 

모더니즘에 대한 우수히 많은 연구가 있었자만 이들은 대체로 어떤 부분적이거나 한정된 

주제 와 기 법 들- “의 식 의 흐름"(stream of consciousness) , 아이 러 니 , 모호성 (ambiguity) , 

디오니수스적 요소나 도시적 특정듭， 지배적인 이미지와 상징듭， 예술가의 소외， 운명의 

다락， 사회적 예술적 영향관계 등-에 지나치게 집착해 왔기 때문에， 모더니즘이 생성 발 

전하게되는 因果關係를 보지 못했고， 따라서 그것에 대한 전체적 정의를 내리지 못했었다g 

* 이 논문은 1988년도 문교부 학술 연구조성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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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은 대체로 모더니즘이라는 득정한 형태로 문학적 흐픔이 바뀌게되는， 그것의 존재에 

필연성을 주는， 역사적， 철학적， 사회적 맥을 고려하지 않고 문화현상￡로서의 모더니즘이 

아니라 문학현상으로서의 요더니즘만을 들여다 보아 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이해를 불완 

전하게 했었다. 

이 논문은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서구에서 일어난 감수성의 변화에 因果性을 찾고 강수 

성의 변화에 따라 펄연적부로 뒤따르는 언어실험의 양상을 섣멍함으로써 문학현상무로서 

뿐 아니라 문화현상의 하나혹서의 모더니즘을 이해하려는 시도이다. 그리고 이러한 문맥속 

에 셔 요더니즘 미학이 생겨난 필연성을 설명하려함으로써 “모더니즘 미학이 의마의 마비 

를 지향하는가”라는 물음에 대답하려 할 것이다. 대체로 말해 Darwin이 The Origiη 01 

Sþecies를 썼던 1850년대 맏부터 1930년 경에 이르기까지 인간과 우주의 관계나 인간의 본 

질에 대딴 생각이 전반적으로 달라졌다. 이에 따른 감수성의 변화는 기존의 언어와 의미사 

이의 관계를 다시 수랩하도록- 요구했으며， 모더니즘은 이 급격한 강수성의 변화에 걸맞는 

언어와 의미사이의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내려는， 새로운 언어의 창조를 통해 인간의 정신 

과 의식( consciousness)에 새로운 의미와 질서를 주려는 역동적 움직임이었다. 

이 시거에 있었던 가장 커다란 변화들 가운데 하나는 「의미」에 대한 대전제들이 무너졌 

다는 것이다. r실존」에 대하여 의미를 미리 규정해왔던 「본질J-종교적인 교리들과 사회 

적인 관습들에 표현되어 있는 「본질」뿐 아니라 이성척， 과학적 방법으로 얻어진 「본질」을 

포함하여-에 대한 믿음이 뿌라채 흔들렀으며， 존재는 어떤 절대적인 의미도 잃어 버린채 

벨거숭이가 되었다， 19세기 후반의 사상가들-Bergson， Nietzsche, Freud, Jung을 포함하 

여-은 「존재」의 의미를 미리 규정하던 모든 「본질」들에 대해 회의했고， 모더니스트들은 

존재의 의미는 창조되는 것이며， 있는 그대로의 존재는 의미를 갖지 않은 「무J (nothing) 임 

을 알았다. 모더니스트들에게는 존재의 의미는 인간의 정신속에서 언어를 통하여 주어질 

수 있을 뿐이었다. r실존」에 선행하는 「본질」에 의해 입혀진 의미의 캡질들이 벗겨진 채 

「우J(nothing) 흑온 「혼돈J(chaos)의 상태 로 남겨 진 존재의 모습을 지 켜 보며 모더 니 스트들 

이 맞아야 했던 가장 고통스러운 일은 인간 특유의 「정신」과 「의식」을 통하여 그것에 새로 

운 모양과 질서를 주고 새로운 「본질」을 만들어 냄으로써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었 

다. 그러으로 그들은 가장 강력한 의미화의 수단인 “언어”블 가지고 “혼돈”의 상태로 있는 

“현실”을 소재로 과격한 의미의 실험을 하게된다. 

이 시대의 작가들에게 얼어났먼 강수성의 변화를 설명하기 뷔해서， 먼저 문화현상의 모 

든 영역에서 한정사로 사용되고 있는 “근대적" (modern)이라는 단어에 공통된 의미를 주는 

본질척 요소윈- 찾고， 르너1 쌍즈: 이후의 인문주의와 갱햄철학이 역시에 부여한 “근대성” 

(modernity)의 성격을 밝히려 할 것이다. 그다음， 세번째 갈래에서는， “근대성”을 지닌 역 

사 속에서 의마의 생상과 공유의 기초블 이루는 “상상력 “자연 “역사 “신화" “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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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경험” 등에 대한 이해가 어떻게 달라졌는가-하는 문제와 모더니스트들이 경험철학에 의 

한 의마의 제한과 왜곡을 바로잡기 위해 의마를 이루는 이 기초들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보 

었는가하는 운제를 다룰 것이다. 네벌째 갈래에서는， 감수성의 변화로 새로 얻어진 “현실” 

을 통제하고 모양지을 힘을 얻기 위해서 모더니스트들이 하게 되는 “과격한” 언어의 실험 

을 살펴 보겠다. 마지막으로 결릎에서는， 모랴니스틀 예술가들에게 일어낮던 감수성의 변 

화와 그에 따릎 그들의 언어실험의 성격을 요약함￡로써 「모더니즘」을 정의하려할 것이다. 

g 

Jaques Maritain이 Dream 01 Descartes (l 93l)에서 지적했듯이， 후너l상스이푸 그리고 

Locke와 Descartes의 시대록부터， 인간성 내부에서 “앓에 대한 욕-쿠외 모양이 달라졌고" 

그에 따라 역사속에서 나타나는 “지성적 질서”의 방향도 바뀌게 되었다 1) r실존」을 선행하 

는 우주의 「본질」에 대한 가정이 급격하게 변화되었S며， 그 결과 「실존」에 의마을 주던 

참조체계도 완전히 새롭게 바뀌었다。 無限趣點에서 수렴성을 가졌던 신은 사고의 중심에서 

멀어지게 되었고 發散 o 分化性을 가진 이성이 그 자려를 차지하게 되었다. 경험적 이성에 

의해서 수립된 기계론적 법칙은 신의 목점법칙을 대체하게 되었고， 철학옹 과학의 시녀가 

되었으며， Basil WiIley가 g’'he Seventeenth Ceηtμry Backgrouπd(l942)에서 요약하고 있듯 

이， 과학용 “조화롭고， 질서있는， 아름랍고 완전한” 세계에 대한 비션올 만들어 주었다 2) 

료네상스 이후의 과학자들은 기계흔적 세계관에 비추어 삶과 자연을 재해석했다. 그들은 

관찰과 수집 , 분석 과 보펀화를 통해 물질계 를 구성 하는 가장 작은 단위 인 원자(atom)를 발 

견하고， 절대적인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확렵했으며， 절대적 시간과 공간속에서 원자의 기 

계적 조합으로 이루어진 “완전한" (complete) 우주의 모양을 그려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들은 분자의 구조， 에너지 보존의 법칙， 지질학적 변화와 같은 물질계의 제현상들 뿐아 

니라 진화나 인간의 도덕성 흑온 신앙심과 같은 생물계나 인간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제현 

상까지도 기계흔적 법칙에 업각해서 설명할 수 있게 되었다。 

Darwin은 The OrigÎn 01 Sþecies (l 859)와 The Descent 01 Man (I87l)에서 생물계의 변 

화는 궁극적으로 완전히 조화로운 상태를 지향하는 진화의 과정이라고 설명했고， 인간의 

1) ]aques Maritain, “The Errors of Modern Rationalism,'’ in The Modern Traditioη ， eds. Richard 
Ellmann and Charles Fiedelson (New York: Oxford Uni., 1965), p.932。

“ ... the 0γerturning of the intellectual order, the inversion öf the impulse of knowledge, for 
which Decartes is doubt!ess not the first one responsible, but as it were the prince and 
legislator Metaphysics is reduced to a justification of science; it has as its aim to make 
physic5 possible." 

2) Basil WilIey, The Seνenteenth ε'entμry Background 0942J , p. 279. Recit.A~ηerican 

Literature: the Makers aηd the Ma힘ng， ,01. 1., ed. Cleanth Brooks et. al. (Neπ York: 
St. Martin’ s Prε55 ， 1973), p.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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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감성이나 도덕성도 육체와 마찬가지로 생존의 요구에 따라 생겨난 것이라고 주장함 

￡로써 인 간의 심 리 현 상까지 기 계 론적 으로 설 명 했 다 3) Charles Lyell도 Principles 01 Geo

logy (I830)에서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objective) , “이성적인"(rational) , “기계적인” 

(mechanical) , “신뢰할 수 있는" (dependable) 방볍으로 지각변동을 설명함으로써 우주속에 

서의 발전과 변화에 목적을 가진 神性이 관여하고 있음을 부정했고， 물질계나 생물계가 모 

두 목적은 없지만 “완전하게” “결정된” 변화에 종속되어 있음을 주장했다 4) 많은 동시대인 

들과 함께， 그들은 그들이 “설재의" (real) 세계를 “완전하게" (completely) 기술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그들이 그리낸 세계는 르네상스 이전의， 믿음으로 만들어낸 

초월적 세계와는 달리 확실하고 의문의 여지가 없는 것이 라고 믿고 있었다. 

Darwino] 나 Lyell과 같은 진화폰적 결정론자들의 생각은 사회속에서의 가치나 믿음의 자 

연주의적 변화에도 당위성을 제공해 주었다. Beatrice Webb의 어린 시철의 회고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시대의 과학자들은 “천재들"(men of genius)로 여겨졌으며 사회의 구석구석에 

영향을 미치고， 그들의 영향에 의한 사회의 변화가 무오류의 볍칙에 따른 것임을 확인시켜 

주었다 5) 그러므로 과학이 지난 힘을 맹목적으로 믿었던 사람들은 “합리”와 물질적 풍요에 

대한 욕구를 자극하고 충족시켜주는 산엽헥명과 그 결과로 생겨난 산업사회에 대해서 양심 

의 가책없이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꾀어있었다@ 

그러나 기계론적 법칙의 사회에 대한 실험은 실패임이 입증되었다. 산엽사회의 도래로 

공동체 사회가 붕괴되었기 때문이다. 자연과의 오랜 교감으로 수립된 잔통에 대한 동질적 

믿음과 가치는 파괴되었고， 사람들 간의 직접 접촉으로 인간관계가 형성되거나 정의가 실 

현되는 일도 적어졌으며， 이질성을 바탕으로 하는 추상적이고 복잡한 문서계약적 관계속에 

서 인간관계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도시의 산업사회속에서 샤람들은 서로에게서 분리되고 

분화되었을 뿐 아니라， 비인간적인 기계와 추상적인 규렘에 맞추어 살아가야 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리듬은 펄요와 욕구에 의한 능동적인 리듬에서 기능과 효율이 강조된， 볍과 

기계의 단조롭고 반복적인， 비정한， 수동적인 리듬으로 바뀌게 되었다. 근대 산업사회속에 

서 개인들은， 전통적 금기들로부터 해방을 누리게 되었으나，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기 

계적 g 추상적 규칙성과 “결정펀” 역사의 힘으로부터 강요를 받i연서 비인간화， 탈인간화 

되어가고 있었다. 

과학적 사고와 그것을 바탕으로 말견된 기계흔적 법칙은 19세기 말에 즈음해서 그 한계블 

3) Donald Kegan et. a1., The ￦estern Heritage (Ne￦ York: Macmillan, 1979) , pp.771-2. 
4) Ibid. , p.771 。

5) Ibid .• p.772. 
“Who ￦ill deny the men of science were the leading British intellectuals of that period; 
that it was they who stood out as men of genius ￦ith international reputatiol1s; ... that it 
was they ￦ho were routing the theologians. confounding the mystics, imposing their theories 
on philosophers, their inventions on capitalists, and their disc。τeries on medical me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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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냈고， “조화롭고， 질서있는， 아픔다운” 세계에 대한 비전을 구현하지 뭇했으며， 삶은 

오히려 흩어지고， 구심성을 잃어갔다‘ “이성” 그 자체만으로 “이성적인” 세계를 창조할 수 

는 없는 일이었다. 르네상스의 “완전한” 세계의 비전과 이성중심의 과학적 사고가 역사에 

어 떠 한 속성 을 부여 하게 되 었는가는 1930년대 에 발표된 두 논문 Jaques Maritain의 “The 

Errors of Modern Rationalism"과 T.E. Hulme의 6‘The Modern Confusion of Categories" 

에 비추어 의미를 생각해보면 맹백해 진다。 

Maritain에 의하면 Descartes가 자기도취적인 인간이성을 가지고 꾸었던 꿈은 인간의 마 

음을 비틀어 왜곡시키고 왜소화시켜， 기계롭적 법칙에 지배받는 자연속에서 그 법칙을 알 

아내는 한갓 도구로 잔락시켰다. Descartes 이성은 경험의 외마를 분산시키며， 인깐들이 정 

신의 축으로 삼아 의미블 공유하던 모든 근거들을 이간질하여 서로에게서 서로를 분리시켜 

놓았다. 신은 인 간으로부터 , 인 간의 마음온 자연으로부터 , 사고는 느낌 으로부터 분리 되 었 

다. 그 결과， 인간은 기계론적 법칙에 따료는 자연을 지배할 수 있게 되었으나 자기의 정 

신을 통제할 수 없게 되었고? 마음을 그 너머에 존재하는 목적과 연결할 수 없게 되어， 그 

스스로를 의미화하는데 실패하게 되었다‘ 생각하는 힘은 즙(싼)이 빠져나가 생기를 잃어 

버렸으며， 방치된 정서들은 제멋대로 난동을 부리게 되었다 6) 

T.E. Hulme도 이성중심의 사고가 삶에 가져온 변화의 속성과 방향에 대하여 Maritain의 

주장에 동조했다. 그려나 Hulme은 「본질」 그 자체에 대한 假定에서 근대사의 “오류”를 찾 

았다. Protestant였던 Hulme애 의하면 지상의 존재에는 「원죄」로 인하여 영속하는 조화란 

존재하지 않고 단지 인간의 상상력이 도달할 수 있는 조화에 대한 비전만이 존재한다， 그 

러묘로 근대사의 “요류”는 이성 중심의 사고보다 보펀적 조화에 대한 르네상스 시대의 믿 

음에서 시작된다. 르네상스 시대이래로 신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사이， 유기체와 무기체 사 

이에 존재하는 본유의 對離뾰과 불연속의 원칙이 무시되었고， 신이 인간이 갖는유기체성을 

갖게 되 었 S며 (heretical religion of nature) , 유기 적 생 명 체 가 기 계 론적 법 칙 에 예 속되 었 

다 (the heresy of a misapplied physical science).7) 그 결 과 가변 성 @ 상대 성 에 종속된 유기 

체가 總對神性이 가진 완전성과 영원성을 갖게 되었고， 갈등과 흔돈， 상극과 반목의 원칙 

에 지배되던 자연계가 조화 그 자체와 동일시 되었다. 神의 세계， 유기체의 세계， 무기체 

의 세계에 대한 흔돈은 「경험적 실재 J(empirical reality)의 완전성과 무요류성에 대한 지나 

친 믿음과， 이성적 경험이 만들어 낼 수 있는 조화에 대한 지나친 확신모로 삶과 의미의 

영역융 좁히고 자염융 부자연의 싱태로 만들어 놓았다。 

르네쌍스의 인운주의와 경험폰의 힘리주의에 의해 얻어진 비전은 19세기 후반에 와서 그 

것의 허구성을 드러내 보였고 과학고} 경헝적 사고그 자체에 의해 거부될 운명에 놓이게 되 

6) Maritain, pp.932-6. 
7) T.E. Hulme, “ Humanism and Religious Attitude," in The Modern Traditioη ， pp.9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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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인문주의적 합리성을 강조하던 경험봄이 神을 꺼구려뜨리고， 그 스스로 그 자신의 최 

고 가치였던 “이성”에 의해 만들어진 허구를 신뢰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객관의 세계는 의 

미의 절대성을 잃게 되었다. 이제 모더니스트들에게 남겨진 절박한 문제들은 “이성”에 의 

해 구축된 절대적 의미속에 감금되어 있는 언어를 어떻게 감금상태에서 풍어 주느냐 하는 

것과， 의미에 대한 절대적 참조체계가 없어졌을 때 어떻게 의미를 만들어 낼 수 있는가 하 

는 것이었다. Apocalypse에서 D.H. Lawrence가 쓴 다음 귀철은 이 시기 모더니스트들의 

절박한 질존적 문제들을 잘 보여주고 있다. “오 ! 아직 새지 않은 날， 그 새 날의 아름다 

운 녹색 용이여， 오너라， 와서 악의 낸새를 피우고 있는 로고스의 끔찍스러운 속박으로 부 

터 우리를 해빙-시켜 다요 "8) 

우주가 “완전하고” “캘정된” 상태로 쓴재하며， 경험적 이성에 의해서 얻어진 「경험적 설 

재 J(empirial reality)가 그 완전성을 표용할 것이라고 전제하는 경험론적 세계관에 대한 희 

의는 19세기 초에 이미 낭만주의 철학과 문학에 의해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한 도전을 마무리 지었던 것은 과학적 @ 경험적 사고에 바탕을 두었던 자연과학 @ 

심리학@역사·종교，철학 등의 제 영역에서 19세기 후반에 있었던 지적 반란이었다. 

19세거 후반， Ernest Mach(The Science 0/ Mechαnics， 1883)나 Henry Poincaré 같은 과 

학자들은 과학적 개념이나 이론들이 더 이상 “실재하는” 세계에 대한 “진설”을 서출하고 

있는 것이 아니며， 과학적 방볍을 사용하여 관찰하고 분석하는 관찰자의 마음이 만들어낸 

“감흉" (sensations)과 가정들(hypotheses)을 조직해서 체계화 해놓은 것이 라고 주장했다 9) 

그들에쩨는 과학적 볍칙들이 더 이상 있는 그대로를 설명하고 있지 않았으며， 그러묘로 “진 

리”도 아니었다. 그것은 인간의 강각기관이나 인간이 만든 도구를 통해 얻은 관찰의 기폭 

이거나， 삶에 유용할 수도 있는 가정이나 상정에 불과했다. 

19세기 물리학이 만들어낸 견고하고 “완전한" (complete) 그러묘로 “삶을 포근하게 하는” 

(comfortable) 세계에 대한 비션이 무너지게 되는 것은 그 세계의 바로 기초가 되는 원자의 

내부가 무한한 가변성과 변형력을 가지고 있다는 실험설 속에서의 획기적 발견때문이었다 10) 

X-ray의 발견에서 Einstein의 상대성이론에까지 이르는 일련의 과학적 탐구는 원자가 불

변의 질량과 불변의 에너지릎 가짚 견고한 구조물이 아니라는 사실과， 그것이 독립된 단위 

로 엄청난 에너지를 보유하고 있음을 밝혔고， 에너지의 생산과 흐름은 시간과 공간의 절대 

단위 속에서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략 블연속적으로， 개개의 원자를 양적 단위로 

해서， 시간과 공간이 언속체릎- 이루어， 상대적으로 일어나고 있음융 밝혔다。 그러무로 원 

자의 내부세계는 1927년 Werner Heisenberg가 불확실성의 원칙에서 제시하였듯이， 인과관 

8) D.H. Lawrence, Apocalypse (1931). Recit. Ihab Hassan, The Literature 01 Silence: Heηry 
Miller and Saηxuel Beckett (N~w York: Alfred A. Knopf, 196 '1), p. 1. 

9) Kegan, p.780. 
10) Ibid" pp.7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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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밝혀 정확하게 규명될 수 있는 세계라기보다 통계적 가능성만이 가능한 세계가 되었 

으며， 그것의 행동양상은 불확정의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11) 그 결과 불변의， 견고한 원자 

를 기초로 확실하고 의문의 여지가 없던 물질계는 불확실 @ 불확정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불확정 g 불확실성의 법칙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었던 것은 물질계 뿐만은 아니었다， 야성 

과 의식의 통제속에서 질서있고 조화로운 상태속에 있을 것이라고 가정되었던 의식의 내면 

세 계 도 불확정 의 법 칙 아래 놓여 있음이 판명 되 었다。 Goethe， Nietzsche, Bergson, 원reud， 

Jung과 같은 일 군의 사상가들은， Ellmann과 꿨edelsonol The Modern 1’raditio업에 서 간추 

껴 놓았듯이， 이성과 감성， 의식과 무의식에 대한 위계적 。종속적 구분을 거부했으며， 강 

성과 무의식이 이성이나 의식과 함께 삶의 “날실”고} “씨설”을 구성하는(갑。e뻐e) 마음의 

수평적 구조물이라고 생각했고， 특히 무의식얘 대해서는 삶을 가능하게 하는 원초적 @ 창 

조적 e 생산적 힘을 부여했다。 12) 

우의식은 인간속에 깃들인 자연으로서 의삭과 피륙을 이루어 삶을구성하고， 문화속에 숲 

어 있는 원시적 요소로서， 삶 속에서 사상보다는 느껍을 만들어내고， 목적보다는 본능에， 

이성보다는 정열에 관여하는， 인간의 마음속에서 알견된 새로운 힘이었다。 무의식은 우도 

덕적 비이성적 힘이지만， 창조적 생산적 힘아며， 언간을 자연에 친화시커는 힘으호， 액압 

되 면 파괴 적 이 되 거 나(훤reud) 악마적 이 되 고(Goethe) ， 욕구의 대 상을 잃 어 벼 혀 면 권태 를 

자아낸다(Schopenha uer) 0 이성에 의해 지배되는 의식의 세계와는 탈리 그것은 궁극적으로 

욕망과 충동이 가득찬 주관적 세계 (subjectivity) 밖에는 구성할 수 없자만(Freud) ， 축적된 

집단적 。 종족적 경험을 그 내면에 잠재시킴으로써 대중성 。 공동체성 @ 역사성을 가진 주관 

적이면서 동시에 보펀적인 세계의 객완성 (subjective objectivity)을 확보할 수 있다(Jung). 

현실의 구성과 의마의 생성에 있어서 무정형외 욕구와 충통 그리고 반항정신￡혹 아루어 

진 무의식아 이성에 의해 지배되는 의식 못지않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주장되었을 때， 마 

음과 외 계 와의 만남의 과정 , 즉 자의 식 (self -consciousness)의 과정 도 재 정 외 되 치 않을 수 

없었다. 그것은 이제 더 야상 의식이 외계에 담긴 거계적 법칙을 습득해 가는 과정이 아니 

었으며， 의식의 주체로서의 자아(self)가 객관의 세계와 마음의 만냥을 경험하고 끊엄없이 

스스로를 형성하며 변화하는 과정으로 이해되었다. 자의식으로 야루어진 인성 (personaH ty ) 

은이제 더 이상변화하지 않고질서있는， 그려고일관성있게 움직이는정적인의식현상혹 

은 정신현상이 아니었￡며， 무결서하고 언제나 형성과정에 있는 역동적인 의식현상이었다。 

Bergson에 의하면 의미화의 과정-인식과정 흑은 자의식의 과정-은 전적으로 무의식의 

의식화 과정이며， 주관성 (subjectivity)을 획득하는 과정이다。 개체는 이미 의식화된 이성이 

아니 라 직 관 。 본능 9 의 지 를 가지 고 우주의 “생 명 력 "(life force)과 “實在의 시 간"(reality o{ 

11) Ibid. , p.781. 

12) Ellmunn. pp.53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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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을 인지하게 된다. 그가 인지하는 “실재의 시간”은 기계적인 순서에 따라 진행되는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과거의 축적된 기억을 담고 있는， 의식속에 잠재된 “경험의 기간” 

(duration) 이며， 의식의 단위로서의 현재와 미래를 결정하는 시간이다. “실재의 시간”의 작 

용으로 자의식은 의식 세계에서 느껴지는 유사성과 반복의 법칙을 거부하는 환원불능성 

(irreversabi1i ty)과 고유성을 얻게 된다 Bergson에게 있어서의 자의식은 고정된 질서체가 

아니라 桓變하는 흐름(Row)이며， 그 흐름은 과거의 축적된 기억을 담고 있는 “총체적 과거 

로서의 현재" (duration) 에 의해 모양지워지고， 사고에 의해 추상화되거나 사실적으로 (realiE

tically) 표현되기플 거부하는 환원분능성을 가지고 있다 13) 그것은， William ]amef의 표현 

대로， 의식의 흐름(Stream of consciousness)으로서， 오직 생명력 포착-의 능랙이 있는 창조 

적 충동인 직 관과 상상력 오후만 포착되 는 은유적 싣제 (metaphorical reality)이 며 , 직 관적 • 

상징 적 연 어 (intuitive metaphorical language) 룹 동해 서 만 표현 뭔 수 있 다. 

19세기 후반에 있었던 지적도말행위는 「실존」에 선행하는 「본질」로서 외계를- 의미화할 때 

거울의 기능을 했던 신의 목적법칙과 이성의 기계론적 법칙을 모두 파괴하고 객관의 자언 

세계와 주관의 내면세계를 모두 불확정 상태속에 몰아넣었다‘ 따라서 경험은 극도로 파떤 

화되고 삶은， T.S. Eliot가 시사했던 대로， 형상을 갖지 못하고， 형식도 갖지 옷했으며 U) ， 

의미는 수렴성을 상실하게 되었다。 T.S. Eliot이 그의 박사학위논문 Knowledge and 

Experience η the Philosophy 01 F. H. Bradley에 서 되 뇌 이 듯， 근대 인들에 게 있어 서 는， 

Eliot의 Prufrock이나 황우지에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처럼， “〔의미의 참조체계를 갖지 

뭇한〕 ‘나’는 오직 〔불확정 상태에 있는〕 객체와의 관계속에 있는 ‘냐’일 뿐이다"(“1 am 

only 1 in relation to objectsη15) r경험적 실재」의 세계는 의미를 기다리고 있었으나 분명 

한 참조체계가 없었으으로 혼돈으로 남아 있었으며， r본질」은 이제 더 이상 「존재」를 선행 

하지 않았으므로， Sartre의 말대로， r존재」가 「븐질」을 선행하게 되 었다. 

모더니스트들은 의미의 창조력이 거세된 채 Nietzsche의 표현대로， “극도로 민강한 명 

적인 감성을 가지고， 목적이 없는 “지나치게 많은 서로 다른 느낌들”이 “병적인 상태와 광 

란과 우젤서”를 이루며 “최고의 가치들이 스스로의 가치를 박탈하는” 현실16)_가치와 의미 

의 황우지-앞에서 외계를 의미화하는 절대적 수단으로서 신비주의도 과학적 사고도 갖고 

있지 봇했다. 그들은 경험본과 그것의 기계돈적 법척들이 전제로 했던 의미와 언어에 대한 

가정들을 거부하고， 과학적 사고에 바탕을 둔 칠학이나 심리학이 기계론적 세계관의 가정 

13) Henry Bergson, “ Duration," in The Moderη Tradition , pp.723-30. 
14) T.S. Eliot, “U1ysses, Order, Myth ," in Selected Prose of T.S. Eliot , ed. Frank Kermode 

(New York: Farrar, Straus and Giroux, 1975), p.177. 
15) T.S. Eilot, Knowledge and Experience η the Philosophy of F. H. Bradley (Ne￦ York: 

Farrar, Straus and Giroux, 1964) , p.158. 
16) Friedrich Nietzsche, The Will 10 Power, tra l1s. Waltcr Kaufmal1n :llld R.J. Hollingdale 

(New York, 1976), pp.9. 13, 40,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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뜰을 거부하면서 보여준 불확정 상태의 객체와， 똑같이 불확정 상태에 있는 자아를 근거로 

삼아 의마를 창조해 낼 수 밖에 없게 되었다。 

Ford Madox Ford가 “English Li terature of Today"에 서 비 장하게 말했 듯이 , 이 제 예 술 

가는 “있는 그대로의 진리를 볼 수 없었으으로” 그의 임무는 “보는대로의 진리를 등록하 

는 것”이 되었다 17) 모더니스트들도 Arnold1-f Mill처럼 경험적 사실들의 「진리성」을 거부 

할 수 없 었지 만， Arnold나 Milb게는 달리 “인 간이 자기 의 마음을 거 울로 해 서 만들어 낸” 

(anthropomorphic) 본질에 대한 도덕적 가정들-사회의 안정을 추구하거나(Arnold) ， 행복을 

추구하는(Mill) 인간본성에 대한 가정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경험적 사실들을 들여다 보 

았다기 보다 Pater처럼 주어진 “인간적” 가정들을 깨뜨리고 의심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Pater가 φhe 뼈enaissαnce의 결본부에서 고벡했듯이， 그들에게 있어서 객관의 세계는 “불꽃 

처럼 (flamelike) … 여러 힘이 몰려들어 만나면서 순간순간 새로와지는" 어떠한 주어진 의 

미도 갖지 않은 “우리 자신의 이마지일 뿐”이었다.뻐 

그들의 마음속에서 신이 죽고 난 후， 경험적 이성이 만들어준 참조체계가 부적합 판정을 

받고난 후， 그리고 의미의 객체와 주체가 모두 불확정 상태에 있음이 판명된 후， 모더니스 

트들에게 「의미」는 「실존」보다 미리 존재할 수 없었다. J.J. Heaney7} 캐폴릭 모더니스트 

에 게 비 꼬며 붙혀 준 아 름대 로 19) Nietzsche나 William James처 럼 , 모더 니 스트들은 불가지 

론자들이었다. 그들에게 있어서 삶의 「의미」는 경험에 직관이나 상상력의 “폭력”을 가해서 

만들어질 수 밖에 없는 것이었다. 

뼈ietzsche나 William James에 의 하면 삶의 조건은 “진리 아님 " (untruth)이 며 , 인 간의 존 

재는 어쩔 수 없이 “허구” 흑은 “거짓" (lie)으로부터 출발한다 20) 신화나 예술， 과학이나 

종교를 포함한 모든 창조는 어쩔 수 없이 허구이고， 어떤 허구도 절대적 허구일 수 없으며， 

그러묘로 본질적 의미를 가칠 수 없다。 인간은 궁극적으로 그 자신의 경험을 통하여 그의 

정신속으로 옮겨진 객관의 세계-자의식의 대상으로서의 의식체계를 포함하여-외에는 찾 

아내지 못하며， 그것이 표현의 형식을 거친 것이 예술이다. 그러므로 그것이 어떤 것이든， 

삶에 있어서의 의미는 인간정신에 의해서 무언가로부터 만들어질 수 밖에 없다。 그러나 그 

것이 있음으로 삶이 풍요로워질 수 있다면， 이 거짓이야말로 존재하는 유일한 가치와 의미 

의 척도이며， 그것이 있음으로 삶을 긍정할 수 있게 되고， 정열과 애착을 가지고 능동적으 

17) See. Note 70. 
18) Walter Pater, “Conclusion" from The Ren값ssance， ín The Nortoη Aηthology of English 

Literature (New York: W.W. 칩orton， 1974) , pp.163-42. 
19) Lawrence B. Gamache, “Modernism: Toward a Definition," in The Moder뼈sts: Studies 뼈 a 

Literary Phenomena, ed. L.B. Gamache et. al. (Rutherford: Associated Univ. , 1987), p.37. 
20) Nietzsche, The Will to Power, p.451. About this, see Ihab Hassan, “ Making Sense: the 

Trials of Postmodern Li terature," in The Postmodern T.μrn CColumbus: Ohio State Univ. , 
1987), pp.196-8,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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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면， 이 거칫에의 호소는 곧 합리에의 호소이다. 

Eliot은 1927년 Bonamy Dobréeojl 게 보낸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우려는'" 의 

지의 궁극적 목표가 펠 변하지 않는 어떤 대상 흑은 ‘실체’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 물론 

나는 인간외 진리에 대한 이해가 다양하고， 변화하며， 발전한다는 생각을 받아들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 진리가 영원성을 가진 어떤 것이라고 가정하지 않는다면 도대채 진리에 

대해서는 생각할 수도 없는 것이며， 그러므로 그 단어는 의미도 없다 "21) Eliot은 삶이 의 

미를 갖기 위해서 불변의 진리에 대한 “가정 "01 펄요하다고 생각했으며， 그 가정은 소망을 

의지로， 의지를 믿음으로 변표시킬 때 얻어지는 비천으로서 주관적이연서도 보편적인 것이 

어야 한다고 믿었다。 Yeats도 “Symbolism in Poetry"에서 철학적 허구는 그것이 삶을 긍정 

하는 한， 환상에 의해셔 얻어진 것이라 할자라도， 그러묘로 거짓이라 할지라도， 인간의 상 

상력을 살아 움직이게 하여 「진리」를 향한 마용을 멈추게 하지 않기 때문에 삶에 펀수 불 

가결한 것이라고 말했다 22) 

요더니스트들은 마음속에서 神이 죽고 경험적 이성이 삶의 의미플 감금하게 되었을 때， 

그리고 19세기 후반의 지적 반란으로 의미의 절대성이 무너졌을 때， “조각난" (broken) 채 

흩어져 있는 “현재”의 문화적 명적상태에 생동강을 주기 위해서， Bergson이 요구했던대로， 

“우리의 마음에 ‘폭력’을 휘둘러 23) 이성이 가는 자연스러운 길을 거슬러 갈” 펼요를 느꼈 

다. 그플은 이 “병적상태”의 현재를 “썩어빠진 관습의 죽은 손으로부터의 해방”이라고 생 

각하는 현실파괴적 진보주의에 대해서 현실복구척 의미를 마련하려 했으며， “현재”를 변형 

시키는 「상상력」이 살아 있었던 과거를 뒤지고， 불가해한 내면세계에 대한 새로운 탐구를 

통해셔， 현재의 존재조건을 개선하고 미래에 대한 비전을 보여줄 대체적 현실을 마련하려 

했다. 그들의 마음속에서 신을 축임으로써 더 이상 낭만자주의자일 수 없었던 그들이 그 

대체적 현실속에서 영원히 안주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실존적 불안과 두 

려움은 있었지만， 그틀에게 있어서 이 대체적 현설의 건조는 “현재의 "(modern) 황무지를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이었다i 

$ 

Blumenberg가 The Legitimacy of the 없odern Age에 서 지 적 한 대 로 경 험 론을 바탕으로 

이룩된 근대사는 “역사의 파산상태”만은 아니며， “신앙을 파괴함으로써 인간으로 하여금 

〔역사상〕 처음으로 〔의미의〕 창조행위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게 했다”는 점에서 정당성을 갖 

21) Bonamy Dobrée, “T.S. Eliot: A Personal Reminiscence," in T.S. Eliot: The Man and His 
Work , ed. Allen Tate (New York: Delta Pub .• 1966), p.75. 

22) W.B. Yeats, “The Symbolism of Poetry," in The Modern Traditioη. pp.60-65。

23) Bergson, Creative Evolμtion 0907J. pp.34-5. Recit. The Westerη Heritage, p.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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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다 24) 그려나 경험론의 말전은 앓의 근원과 소재에 대한 기촌의 믿음을 파괴했을 뿐 아 

니라， 인간의 허구 창조능릭을 제한했고， 의미의 재료가 되는 인간의 마음을 이성적 경험 

영역으로 한정했으며， 의미를 담는 그릇인 언어를 감급상태에 있게 했다. 전반적인 의미의 

한정 흑은 왜곡이 르네상스 시대로부터 일어났으며， 19세기 말까지 꾀거， 과거의 삶， 삶에 

질서를 주던 과거의 형식들， 전통이나 관습속에 존재하던 어떤 의미있는 푼맥들은 변절되 

거나 그 본래의 의미를 잃어갔다-

근대의 경헝론은 싣재의 세계와 경험가능의 세계를 동일시하고， 경험으로 확언할 수 없 

지만 상상하고 느끼고 생각하고 소망하는 세계를 의미화의 본질적 영역에서 제외했었다. 

믿음에 의존하는 르네상스 이전의 의미화 작업이 자아거부적 혹은 자아파괴적 획마창조었 

다는 깨달음과 역사상 처음으로 인간으로 하여금 능동적으로 의미를 창조하게 한 공로에도 

불구하고， 경험론은 “이따금씩 시작했다가 끝나버려는， 평행선을 달리는 이야기들로 가득 

찬” 경험의 다원적 세계를25) 현실구성에 있어서 지나치게 높아 평가했다. 그 결과， 상대적 

으로， 갱험의 세계밖에서 가능성으로 존재하는 「심마적 설채 J (aesthetic reality)와 그것에 

대한 허구와 맏음이 현질구성에 있어서 갖게 되는 중요성과 현실 창조적 가치들은 챙시되 

었다.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의 주변에서 “언제나 그리고 이미 "(always already, Derrida) 26) 있 

어온 언어는 「경험적 질재」의 내용을 담는 그릇으로 감금되어 “파리장이 맹" (fly-bottle, 

￦ittgenstein) 27) 혹은 “언어의 감옥"(prison-뼈use of language, Nietzsche와 F , Jameson) 28) 

으로 되어버렸다。 언어에 대한 갱험폰의 피를 말리는 고문은 수렴성을 가진 외미공유의 근 

거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상상력을 제한하고， 상상력이 만들어낸 신과 왕의 이야기， 신화， 

전젤， 그리고 관습과 전통들을 무의미화하여， 자연계와 인간 본성이 지녀고 있던 경험외적 

의미를 박재함으로써 의미를 공유하는 인간능력을 천복시컸다. 우주의 기계론적 볍칙을 「설 

명」하고 「가술」하는 기능으로 제한된 언어는 삶의 색깔을 변질시키고 제한했으며， 삶의 총 

체적 모양을 의마화하지 못했고3 삶은 변질된 기호의 바다에 둡혀있게 되었다@ 

19세기 후반에 있었던 지적반란은 그 자체가 경험흔적 합리주의를 바탕으로 한 것이었지 

만， 경험론이 전제로 했던 앓의 근원과 소재의 부적합성을 밝혀냈고， 의미의 재료가 되는 

인간의 마음에 대한 새로운 이해플 통해서， 인간 스스로의 허구강조능력을 확대시컴으로 

써， 언어의 강금상태를 풀고 동시에 언어를 정화하려 했다。 문학에 있어서의 모더니즘은 

경험론의 역사적 결과에 대한 문학에 있어서의 반응이다。 모더나스트들이 「의마」부재의 

24) Hans Blumenberg, The Legitimacy of the Modern Age, trans. M. Wallace (Cambridge: 
Cambridge Uniγ. ， 1983), p.136. 

25) William James, Pragmatism (New York, 1955), p.98. 
26) See. Hassan, p,202. 
27) Ibid. 
28) Ibid , 



b6 美 國 學

「현재」에 대해서 고뇌했다면， 그것은 경험론적 의미체계의 거부를 의미하여， I의미화」의 

절대적 수단언 언어에 대해서 과격한 설힘을 했디띤 그것은 인간의 마음에 대한 새로운 이 

해와， 오염된 素材의 순수화 작업， 감금상태에 있는 언어의 해체와 경험철학에 의해 “잘 

못” 감금된 언어에 대한 새로운 감금 흑은 의미부여를 뜻한다. 

모더니스트들에게 가장 절박했던 존재론적인 운제틀은 한편으로는 주체와 객체가 모두 

불확정의 법칙에 지배받게 되었을 때 앓 또는 지식， 휴은 의마가 극단적인 상대성 속으로 

빠져들게 되었기 때문에 생겨났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언어가 의미의 감금상태 속에서 “언 

제나 그리고 이마” 그들의 삶을 결정하고 있었다는 깨달음에서 비롯되었다. 모더니스트들 

은 극단적인 상대성 속에 빠져있는 의미를 재건하고 언어의 감금상태를 해체하여 정화함으 

로써 삶을 총체적 모습으로 회복하고자 했다. 그들은 예술적 자아가 허구의 창조능력인 상 

상력을 회복하도록 노력함으로써， 의미의 중요한 껴체적 질료들인 「자연」과 「역사」와 「신 

화」가 상상하고， 느끼 고， 생 각하고， 소망하는 세계 를 담을 수 있도록 「의 미 화」함으로써 객 

관의 세계와 마음이 만남으로 이루어지는 예술적 자료의 속성을 재검토하고， 언어적 수단 

들을 “순화”하거나 “정화”함으로써 경험적 실존과 가상적 실존이 공존하며 만들어내는 세 

계에， Conrad의 말대로 “최고의 정의를 이룩하려 댔다" 

모더니스트들은 마음의 구성에 관하여 경험론자들과 다른 가정을 받아들업으로써 새로운 

의미화 작업을 시작했다. 의식의 내면세계는 한편으로는 이제 더 이상 이성과 의식에 의해 

동제되는 질서있고 조화로운 정신현상이 아니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의식밖의 세계에 존 

재하는 「살존」에 앞선 어떤 「본질」을 수동적으로， 기계적으로 습득하는 “자의식" (self-con

sciousness)도 아니었다. 그것은 외계와의 만남으로 삶을 만들어 내지만， 원초적으로 무도 

덕적 。 비이성적 충통과 욕구 그리고 반항정신으로 가득찬 흔돈과 무질서이며， 그것이 만들 

어낸 삶도 역시 흔돈과 무걸서 그다1 로이다. 

Ford Madox Ford가 Conrad블 펴 고하면서 쓰고 있듯이 “삶은 〔외 계 를 의 미 화하여 이 야 

기해주지 않고， 우리들의 머리에 지국윤 난기기”만 하는 것이다. 계속히1 서 Ford가 말했던 

것처렴， 잘 짜여저 있는 것 갇은 삶의 세계는 그 스스로가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본래 

에는 흔돈상태에 있았던 것윤 “짜맞추어 놓은 것"( construction) 뿐이며， 까-맞추어진 “현실” 

(reality)의 기초는 논리도， 시간적 순서도， “자연적인” 질서도 없는 “장다하고 무질서한 

마음속의 그럼들”이다 29) 모더니스트들의 선구자었던 Ford에게는 자연과 마음의 만남은 그 

자체속에 어떤 선험적인 가치나 의미도 틀어있지 않았다. Levenson이 Ford에게서 간파한대 

로， 자연은 인간 경외플 창조하는 정신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었으며 "(nothing) , 인간을 

29) Ford M. Ford, “ Conrad," in Critical Writiηgs， pp.72-3. Recit. Michael H. Levenson, A 
Geneology of Modernisη1: a Study of Eηglish Literary Doctriηes 1908~1922 (Cambridge: 
Cambridge Univ. , 1984), p. 1l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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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원해서 존재하는 본칠은 그저 터무니없는 것이었다 30) 

모더니스트들은 인간의 내면세계 속에서 창조하는 정신읍 보았a며， 그것이 그지 흔돈이 

아닝 을 알았다 Kant， εoleridge， Freud, Bergson, ]ung에 게 있어 서 처 럼 그것 은 의 식 의 세 

계와 피륙을 이루며 삶을구성하는 무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무의식은 느낌과 충동， 정열과 

직관 뿐아니라 자연과의 친화와 창조에 관여하는 원초적인 형성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것 

은 매 순간 경 험 의 축적 과 새 로운 경 험 으로 새 로이 형 성 되 는， William Jamcs와 Bergson이 

생각했듯이， “의식의 흐릅”으로서 환원불능성과 고유성을 담은 주관의 세계이며， 寫實적 표 

현 을 거 부하는 「은유적 실 제 J (metaphorical reality) 이 지 만， “신화적 기 억 " (mythic memory) 

을 가질 수 있어 공동체성을 가지며， 무기체에 정신을 불어 넣어 생동하게 하고 “부서진” 

(broken) 마음의 자국들을 모아 의머플 만플어내는 힘을 갖고 있었다. 

모더니스료들은 경험론자들이 “거짓”을 만들어 내는 능력으로 천시해 온 구상력으로서의 

상상력에 창조하는 정신으로서의 독특한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혼돈의 삶에 심미적 질서를 

줄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낭만주의자들처럼 창조적 생명력이 창조주의 초월적 목적

Platon의 “이 데 아"(Idea) ， Blake의 “하나" (Oneness) , Emerson의 “대 영 흔" (Oversoul) 둥

에 도달하게 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그것은 적어도 혼돈과 무질서의 「경험 

적 질재」를 변형시켜 질서와 조화에 대한 비견을 담고 있는 「심미적 실재」 세계플 만들어 

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들은 가시적 e 기계적 물질계의 조화와 생명이 있는 정신세계에 

대한 궁극적인 관계를 상상력이 규명해 줄 수 있다고 믿지 않았지만， 그것을 규명하려는 

노력은 삶을 잘아 움직이게 하는 어떤 비천을 만들어 잠시동안이라도 그 속에서 질서와 조 

화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W iHiam Skaff가 The Philoso뼈y of T.S. Eliot 

에서 논의한대로， Eliot와 그의 동시대인들은 상상력에 대해서 낭만주의자들이나 상정주의 

자들과 날카로운 대렵을 보여주고 있지만 31) 창조적 상상력에 대해서 굳은 신념을 갖고 있 

었다는 캠에서 모더니스트들은 부분적으로는 낭만주의자들이며， 부분적으로는 상정주의자 

들이었다。 

Coleridge나 Kant와 같은 싱 정 주의 적 경 향을 가진 낭만주의 자들에 의 하면 , “橋性" (intelJect) 

은 지각을 통해서 얻어진 경험에 개념적 통일을 이루는 능력이고， “理뾰"(reason)은 초감 

각적， 이념적， 절대적인 것을 인식하는능력이다. 이들 물과구별되는 개념으로써 장상력은 

구상력으로서 외계에 주어진 현상틀을 단순히 감각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 

윤 통해 인지한 것을 능동적으로 構想하는-휴은， 이미지화 하는-능력이다。 그러표로 창 

조적 상상력은 자연을 변형시키며， 최초의 자연과 변형된 자연을 관계지우는 능력이다. 

Kant에 의하면 인간은 선험적으로 “상상력이라는 초월하는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며， 그 

30) Leγenson， p. 132. 
31) WiJliam Skaff, The Philosophy of T.S. Eliot (Chicago: the Uniγ. of Chicago, 1987), 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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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의 “통합하는" (synthetic) 능력이 없으면 자연은 결코 변형되어 새로운 의미플 가질 수 

없다。 변형펀 자연은 흔돈펀 자연의 “아름다운 재현"(beautiful representation) 이며， “경험 

적으로 실재하는 자연"(actual nature)으로부터 만들어진 “두번째 자연"(second nature)은 

섬미적 세계로서 추상적 이성이 도달할 수 없는 풍요로운 의미의 맥을 갖고 있다 32) 그것 

은 의미의 감금이 없는， 의미가 개방된 세계이며， 직관으로 받아들여진 외계에 대히여 이 

상적 형식이 주어진 세계이다. 

상상력에 의한 자연의 변형은 경험적 이성의 추폰에 의한 변형이나 당만주의자들의 초월 

에 의한 변형과는 달리 “언간적" (anthropomorphic) 속성 -1본질」을 전제한 사고나 믿음

의 원초적 자연에 대한 관여로 자연이 자연적인 속성을- 잃어버리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창조적 상상력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심마적 설재 j(aesthetic reaHty)는， Coleridge의 표현 

대로， 정신과 자연의 “교접" (coalescence) 이며， 혼돈상태로 놓여 있는 「물질적 싶재 j(ma

terial reality)를 잃어버리지 않고 「정신적 실재 j (spiritual reality)를 얻어가는 과정이다， 

그것은 자연주의에서처럼 자연의 복제도 아니고， 사실주의에서처렴 경험의 복제도 아니며， 

낭만주의에서쩌렴 초월의 세계의 복제도 아니다. 그것은 명백히 인간적인 것과 명백히 자 

연적인 것의 만남과 그것의 형상화이다. εoleridge의 표현대로， 시인은 “재창조를 위해서 

녹이고， 터뜨리고， 흩쁜리며" 생명력을 불어넣는 상상력으로 정신과 자연을 흘레시키고， 

거기에서 얻어지는 십미적 비전을 예술로 구현시킨다 33) Hans Arp가 간결하게 요약하고 

있듯이 상상력은 생명을 낳는 힘으로， 자연의 일부로서 자연이 숨쉬게 하는 힘이다。 34) 

모더니스트들은 낭만주의자들처럼 상상력을 가진 정신과 자연의 관계속에서 자연이 그속 

에 숨겨진 영적 의미를 스스로 드러낼 것이라고 생각하는 유기체흔자들은 아니었지만， 상 

상력은 가시적으로 존재하는 자연의 영적 의미를 만들어 냄으로써 삶의 의마와 가치를 갖 

게 된다고 생각하는 정신존중주의자들이었다. 그들에게 있어서 자연은 기계적인 구조물로 

서의 단순한 물질계가 아니라 인간의 무의식과 교감을 가지며， 인간 정신에 의해서 질서가 

부여될， Henry J ames의 말을 딴려면， 상상력의 “폭력”윤 가하여 보다 딴전한 형상이 부여 

될 의미와 가치의 질료(質料)였다. 

Eliot은 “Andrew Marvell"과 “W ordsworth and Coleridge" 0 1] 서 Coleridge의 싱-성- 략 이 폰 

을 보다 포콸적이며 “초현실적" (surrealistic) 인 방향으로 수정했다. W ilIiam Skaff가 The 

합hUosophy of T.S. Eliot에서 지적하였듯이， 낭만주의자었다기 보다 초현실주의자였던 

없iot은 Coleridge의 “공상력 "(Fancy)과 “상상릭" (Imagination)의 구분을 거부하고 “공상 

력”을 “본능적 무의식책으로 선택함”으로써 불가사의한 것을 창조하는 능력으로 재평가했 

32) lmmanuel Kant, “The Imaginative Faculty and the Function of Art," in The Moderη Tra
dition, pp.34-39. 

33) Samuel T. Coleridge, “The Coalescence of Mind and Nature," in The Modeγη Tradition , p. 45. 
34) Ellmann and Fiedelson, p.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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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35) Eliot에게는 “공상력”과 같은 무의식의 어느 부분이 “상상력”과 같은 어떤 상위부분 

에 종속되어 있지 않았으며， 그 모두가 창조에 동참하여， Coleridge나 Kant의 “상상력” 

처럼 초월적 세계플 만들어 주지는 못할지라도5 직관으로 얀지된 모든 느낌과 감흉을 변형 

시켜 일상적인 「현실감」플 가진 「심미적 실재」를 만들어내고， 삶이 조화와 균형 속에 있다 

는 느캠을 만들어낸다。 

모더 니 스트플은 상상력 이 희 복펀 시 인의 눈으로 자연과 역 사외 신화를 들여 다 봄으로써 

경험적 이성에 의해 「무의미화」련 의미를 되살려 내려고 시도했다。 그들은 자연과 역사와 

신화속에서 자연계와 인간성이 갖고 있먼 경험외적 의미의 맥들을 찾아내고， 그것들의 현실 

구성적 • 현실창조적 가치들을 소중하게 평가함으로써 삶을 확대하고 생몽하게 하려 했다. 

창조적 상상력을 갖지 못한 현대인의 눈에는 Darwino1 나 Schopenhauer에게 있어서 처햄 

자연은 단순히 진화론척 결정론에 지배받고 있었다 Darwin은 전자연계가 그것꾀 균형과 

전체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치의 오차도 없는 그것 자산의 “경제원칙”에 따라 움직이며 어 

떤 개 체 적 의 지 나 가치 도 허 용하지 않는다고 했다。 36) Schope빼1auer도 우리 가 생 각하고 느 

끼는 자연현장은 그것 너머에 있는 장엄하지만 맹목적인 형이상학척 의지인 “삶에의 의지” 

(will to live)의 표현이며， 그 의지는 기계적이고 목적없는 힘으로서 존재 충동에 지배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37) 

Henry Adams에게 있어서도 현대의 자연은 기계흔적 볍칙에 지배받고 있었다。 Adams는 

자비롭고 생명을 잉태하던， 옛사람들야 상상했던 자연력은 현대인들의 마음속에서는 존재 

하지 않음을 알았다. 현대언들의 마음속에 있는 자연력은 비인간적이고 통제 불능의 힘이 

며， 그러므로 현대인들은 혼돈의 다원적 세계를 움직여기-는 “미친 힘"(insanity of force)에 

종속되어 살아가야 했다。 그러나 Adams의 자연관은， Frost1--} 다른 현대 시인들의 경우에 

서와 마찬가지로， 자연과 인간 역사에 대한 아이려니플 표현하고 있다。 Adams에커1 있어서 

는 자연이 맹목적인 마친 힘윤 갖게 관 것은 연간이 자연을 가지고 비자연적 @ 비이성적 힘 

플 가진 “Dynamo"플- 만들고， 기제적 려픔윤 따라 생활하면서， 기채픔 주인으로 모셨기 때 

문이다. Adams에 의하면 인간이 자연의 생명력올 궤뚫어 볼 수 있는 상싱력을 희복하지 

않는 한 자연과 연간역사는 에더지플 잃어벼리고 기계화 되어가는 영원한 “entropy" 상태 

를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 38) 

Eliot은 ‘'Gerontion"과 “τhe Waste Land"에 서 , Pound는 “Hugh Selwyn Mauberley"와 

Caηtos에 서 영 키 고 군칩 하는， 광란과 혼돈의 힘 으로서 우목적 의 “생 존의 지 ”가 「현재 」의 자 

35) Skaff, p.201. 
36) Charles Dar￦in， “The Struggle for Existence and Natural Selection" and “The Pre-Human 

in the Human," in The Modern Tradition , pp.385-90, 528-9。
37) Arthur Schopenhauer, “ The WiIl in Nature," în The Modern Traditioη ， pp.391-7. 
38) Henry Adams, “The New Multiγerse，" 1n The Modern Tradition , pp.424-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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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과 인간의 역사속에 나타1냥을 보았다. 적어도 감수성에 있어서는 그들과 다를 바 없었던 

Frost는 ‘'Design"이1 사 “적자생 존의 l겁끽”과 “꽉작없는 의지”가 꿈틀가리는 자연플 다음괴

같이 형상화한다。 

1 found a dimpled spider, fat :md white, 
On a white heal-all, holding up a moth 

Like a white piece of rigid satÎn c1oth

Assorted characters of death and blight 

Mixed ready to begin the morning right , 

Like the ingredients of a witches' broth

A snow-drop spider, a fìower like a froth , 

And dead ￦ings carried like a paper kite. 

What had that fìower to do with being white, 
The wayside blue and innocent heal-all? 

What brought the kindred spider to that height, 
Then steered the white moth thither in the night? 

What but design of darkness to appall?-

If design goγern in a thing so smal!. 

그러나 모더니스트들이 Darwin과 Schopenhauer플 그듭의 의식속에 받아들었다면， 그것은 

Henry Adams의 경우처럼， 그들을 거부하기 위해서었다. 시를 지배하는 분위기， 수사법， 

어조가 드러내고 있듯이， 그들은 기계적 질서 속에 스스로를 가두고 있는 현대인들에 대해 

서 환멸과 분노를 느끼고 있었다. 

Whitehead에 의하면， 시인이 상상력의 눈으로 자연을 바라보면， 전부로서의 자연을 구성 

하는 부분으로서의 개체들은 그것을 자아속으로 끌어 들여 경계를 없애고， 자아를 확장함 

으로써 개체성을 가진다. 그러으로 유기적 관계에서 부분은 그것을 초월하는 전체를 실제 

로 내연에 포함하게 되며， 상상녁을 가진 정신에 잔체가 비추어지면 자연은 스스로 그것의 

영적 의미를 드러내게 환다 39) 모더니스트틀은 Whitehead 처럼 시인의 상상력이 우주의 

영적 의미를 근본적으로 찾을 수 있괄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들은 자연이 

기계론적 볍척의 지배플 받는， 졸이나 나무와 같은 단순한 무기불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 

다. 그들은 Whitehead tf Proust, 혹은 Ri1ke처렴 경험적 사실플을 유기적으로 결합시켜주 

는， 자연을 숨쉬게 하고 인간정신을 그것과 띤결시켜주는 “생명력있는 정신"(vital spirit) 

이 , 궁극적 으로 파악될 수는 없지 만 지 각펴 고 존재 플 구성 하는 요소로서 , Jonathan Edwards 

의 말을 밸리면， 표현펀 자연의 對型(anti-type)으로서 가시회펀 자연 뒤에서 움직이는 것 

을 상상하고 있었다. 유기물로서의 자연， 혹은 숨어있는 정신의 상징으로서의 자연에 대해 

39) A.N. Whitehead, “ Nature as OrganÎsm," in The Modern Tradition , pp. 398-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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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에 묶 서 이해가 가장 적었던 Pound 마저도 Cantos LXXXI의 “Liberetto"에서 이성적 

여 있는 예술가에게 상상력의 질서릎 찾으라고 다음과 같이 충고하고 있다. 

The ant ’ s a centaur in his dragon world. 

Pull dσwn thy γanity， 3 it is not man 

Made courage, or rnade order, or made grace, 

Pull down thy vanity, 1 say pull down. 

Learn of the green world what can be thy place 

In scaled in‘vention or true artistry, 
Pull down thy vanity, 

Paquin pull down! 

The green casque has outdone your elegunce. 

움질계가 아니라 시인이 

상상력에 의해 

무가치한 천연의 

무기성을 지닌 

시인의 

부여될 수 있는 생명체이다。 시인의 상상력은 무의미하고 

단순한 물리적 

드러내거나 

모더니스트들에게 있어서 자연은 

가진 상상력과의 교감에 의해 생명략을 질서가 

대하여 

허구적 

자연에 

상상력의 “폭력”을 가하여 보다 완전한 의미와 형식을 부여한다. 평뱀한 사람들은 천연의 

상태로 주어진， 아니면 다른 사람이 만들어낸 가치와 의미를 가진 자연에 묻혀 살지만， 시 

인은， Rilke의 말대로， 존재의 “심연” 속으로 들어가 그곳에 무엇이 있는지를 배우고 자신 

전의 상태에 비추어 보면 새로이 얻 

“거짓”이지만 40) 변형된 자연은 천 

연상태의 자연이 내포하고 있는 영적인 의미를 인간정신이 받아들여 형상화 해놓은 것이 

다. 모더니스트들은 시인이 우주의 영적 의미를 영강￡로 받아 들일 수 있는 어떤 순간이 

나 상태 -Yeats의 “통합된 존재 "(Unity of Being); Eliot의 “動中動의 상태 "(still point)-

변형되기 

말대로， 

잠재된 능력을 구현한다. 상상략에 의해 

형 상들은， Nietzsche와 댐Tilliam James의 

의 

어진 

그것은 

창조적 

성
 

에
 
돈
 

이
 

뒤
 
혼
 

너무나 큰 간격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일 것이다. 

상징주의자들로서， 그들에게 있어서 자연과 역사는 

영적 의미를 읽어낼 수 있는 영원한 언어였다. 분석적 

생명의 조화를 파괴한다. 그러나 상상력은 그 나누임의 

모더니스트들은 자연 속에서 뿐만 아니라 역사 속에서도 

느꼈다면， 분노하고 환멸을 블 가질 수 있치를 바랐다。 그들이 「현채」의 자연에서 

그들의 비전과 실제 사이에서 

부분적으로 

그 속에서 숭어있는 

은 순간과 영원을 구분하며， 

있는 조화와 통일을 찾는다. 

모더니스트들은 

상상력이 

본질에 대한 비견을 찾아내려했다g 그 

그리고 시인의 상상력과 역사가 교접 

의 「현재」를 창조적 상상럭으로 꿰뚫어 영원한 삶의 

들에게 있어서 삶의 의미는 시인의 상상럭과 자연이， 

그것은 시인이 상징이나 언어를 통해 표현 

할 매에만 실재하게 되는， 가능성으로 존재하는 「은유적 실재」이다. 

하면서 만들어지는 「심미적 세계」에서 나온다。 

영 혼" (Universal “보펀적 돼
 

것처럼 주장했던 Hege!이 역사는 

40) See. Note 19。

모더니스트늪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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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irit)이 “자유"(freedom)를 얻 어 가는 과정 도， Croce가 주장했던 것 처 럼 , 근본적 으로 불확정 

상태 로 있던 인 간의 장조성 이 “자유를 얻 어 가는 과정 의 이 야기 "(the story of liberty)도41) 

아니 다. 모더 니 스트들의 상상랙 속에 서 역 사는， Vico나 Nietzsche의 그것처 럼 , 인 간 경 험 

의 주기 적 인 반복으로서 , 시 간의 변화능력 을 허 용하지 않는다。 

Vico에 의하연， 개체의 무의식적 잠재력은 역사의 주기적 반복속에서 되풀이해서 인간의 

행동양식오로 나타난다 42) 따라서 인간의 역사는 개체에 내재된 잠재력이 신의 섭리에 의해 

서 정해진 이상적이고 영원한 역사를 재현하는 것이며， 그것도， James Joyce가 힘nnegan’ S 

Wake에 서 , Yeats가 A Vision에 서 각각 언급했듯이 , 마치 달이 차고 기 우는 것처 렴 상반되 

는 두 요소들이 영 원 히 차고 기 울며 , “똑감은 것을 새 로운 모습으로"(the same a new) 반 

꽉해서 재현하는 것이다‘ Nietzschc의 경우 역사는 Vico의 경우처럼 주기을 이루지 않고 

“영원한 반복"( eternal return)을 계속한다. 어떤 정해진 순간에 인간의 존재가 가질 수 있 

는 인간성의 폭-가장 비열한 수동적인 삶에서 가장 고결한 자기 성취의 삶에 이료기까지

은 끊임없이 재현꾀어 왔고 무한 시간대까지 재현될 것이다。 43} 그러묘로 Nietzsche에게 있 

어서， 어떤 “순간”은 역사의 전부를 내연에 담고 있으며， τ。 S. Eliot이 Four Quartets의 

첫귀절에서 옳었듯 “띠1 현재와 때 과거는/아마도 둘 다 때 미래속에 있었으며/때 미래는 

째 과거 속에 있었다"“Time present and time pastj Are both perhaps present in time 

futurej And time future contained in time past." 

Vic。확 반복되는 역사적 “주기”나 Nietzsche의 영원한 “순간”은， 낭만주의자들에게 있어 

서와는 달리， 인간의 마음이 역사적 문맥 밤에 존재하는 “의미의 어떤 원전"(some super 

historical source of meaning)과 만나는 때가 아니다. 그것은， Yeats의 “서로 꿰뚫는 두개 

의 원추"(two interpenetrated cones)가 앙시하고 있듯이， 영원허 꽉닫힌 인간적 세계를 담 

고 있는 시간얼 뿐， 초시간적 변화를 가져오는 시간과는 완전히 우관한 것이다. 그러무로 

역사속에는 어떤 인간외적 초월적 정신도， 존재의 모양을 결정지었던 기계적 질서도 없으 

며， Eliot의 문학적 전통이 그렇듯이， 시간을 초월해서 존재하는 축적된 인간경험인 “집단 

적-역사적 무의식"( collective-historical unconscious)만이 들어 있을 뿐이다. 역사는， Eliot 

이 “τradition and Individual Talent"에서 말했듯이， “마음의 변화”이지만， “Shakespeare 

와 Homer블 낡았다고 물리치지 못하는 것은 어느것도 머리지 않는" 모든 “마음의 변화” 

블 축적 하는 변화이 다 44) Marlaux와 Yeats도 역 사가 인 간의 상상럭 에 의 한 “집 단적 -역 사 

적 우의식”의 표현이라고 생각했다는 점에서 Eliot과 같은 역사관읍 갖고 있다 45) 태측의 

41) ElImann and Fiedelson, pp.453-4. 
42) G. Vico, “ Three Ages," in The Modern Traditioll , pp.472-81. 

43) Nietzsche, “ The Eternal Recurrence," in The Modern Tradition , pp.482-5‘ 
44) Eliot, “ The Traditíon and Individual Talent," in Selccted Prose, p.39 ‘ 
45) Ellmann and Fiedelson, pp.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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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력이 “결정된” 세계를 변형시컸고 그것을 뒤따르는 상상력이 예전의 예술가들이 구성 

해놓은 것을 끊임없이 재구성했다(Marlaux). 역사는 현재， 과거， 마래에 

징이다. 역사상의 모든 사건들， 모든 예술품들， 모든 신화들 모두 똑같은 

상상력이 만들어낸 것일 뿐이다(Yeats). 

대한 완전한 상 

재료를 가지고 

모더나스트들은 삶속에서의 신화의 중요성을 재평가하고， 그 속에서 새로운 의미의 운맥 

을 찾아냄으로써 의미의 감금상태를 풀고 극단적인 의미의 상대성을 극복하려 했다‘ 그들은 

기계흔적 볍칙을 찾아내는 과학이 가볍게 여기는 가치를 자연속에 내재된 또 다른 자연이 

갖고 있음을 깨 닫았요며 , 인간성의 擁觸과정으로서의 과학의 역사가 담고 있지 않는전인 

류의 B1 이성적인， 우의식적인 기악윤 신화가 단고 있음을 알았다. 그들에게 신화는 인간의 

정신과 자연이 교강할 때 직관으로 얻어진 이머지와 상징으로 기록된， 논리너머에 존재하 

는 인간성의 역사로서 인류의 의식의 맡바닥에 시공을 초월하여 존재하는 인간성에 대해 말 

해주었다。 그들의 눈에는 신화는 우의식적 욕구와 충동에 가까운 의식템의 정신현상을 표 

현하는 중요한 형식을 갖고 있었으며， 주관성의 백윤 헐고 공감대플 형성하여 의사소흥을 

가능하게 하는 인류공유의 기억을 담고 았었다. 

자신이 붙한 “τhe Waste Land"에 대한 “Notes'’에서 T.S. Eliot이 분명히 했듯이， James 

Frazer의 신화해 석 집 인 The Golden 짧ough는 모더나스트들과 그 이후 작가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Joyce, Eliot, Pound와 같은 모더니스트들은 신화적 

표현형식이 갖는 중요성을 비슷한 시기에 약속이나 한 듯이 똑같이 알아차렀으며， 

샤고와 

낭만주 

의 

려 

서언들에게 있어서와는 다른 산화의 효용을 깨닫고， 그들의 작품속에서 그것을 구현하 

했다。 그들이 신화에 대해서 가졌던 태도는， ￦illiam Skaff나 G.S. Kirk가 지적하고 있 

듯이， Malinowski나 Cassier의 그것과 비슷하다9 그플은 신화가 원시적 경험의 본질적인 부 

분을 담고 있는 것으로， 그것에 가장 알맞는 표현형식을 가진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46) 

MalinowskioJl 외하면 원시사회에 신화적 표현방법이 보펀적으로 존재했던 것은원시인들 

이 합리적 사고보다는 마술적 e 종교적 사고를 즐겨했던 까닭이다. 그러드로 신화는 합리의 

단계 에 도달하거 전의 마음의 상태 를 표현하는데 적 합한 형 식 이 다 47) Cassier도 뼈alinowski 

의 의견에 동조하면서 신화적 사고의 특칭을 섣명하기 위해서 “추론적인” 사고와 대 ll] 시킨 

그에 의하면， 추흔하는 마음은 경험적 사고를 통해 

칙을 찾아내어 표다 보펀적인 원리를 찾아가지만， 

얻은 사실들에 유사성과 반복의 볍 

그렇게 될 때 각각의 개별적 사실들은 븐 

다. 

래의 개체성과 직접성을 잃어벼린다. 

사고를하는 마음속에서 그 스스로플 

46) Skaff, p.106. 

그려나 얻어진 느낌이나 정서는 신화적 직관에 의해 

드러내 보이며， 외계와 만날 때 순간적으로 요관에 

47) Bronislaw Malinovvski, “The Social Philosophy of Myth," in The Modern 
630-5. 

Tradition , pp. 



주체로서의 자아마저도 

생각의 대상이 되어 있 

그렇게해서 자아가 다른 

學

모든 것을 그 자신속으로 끌어들인다. 그 때에는 생각하는 

집중에 의해 제거되며， 그 의미의 집중은 너무나 강렬해서 

는 “신성한” 물체는 그것을 둘러싼 실재세계 전부와 동일시펀다. 

國
4 * * 

비춰진 

사고의 

64 

힘이 움직이는 모양은 논리 

논리적 @사실적 표현을 거부 

인식의 대상들과 관계블 이룰 수 있는 힘의 자장이 형성되고， 

적으로 설명될 수 없는 “현실”을 만들어 내게 되는데 그것은 

하는 “은유적 실재 "(metaphorical reality)를 구성 한다 48) 

흐르는정신 

개인적 

암류로서 

득히 Jung은 

흑은 “이성적 의식”의 맡바닥에 

“집단무의식”이라고 이릅지었다. 

Freud와 Jung은 “문명 화된” 의 식 

현상에 대해서 각기 “무의식” 흑은 

무의식의 저변에 “집단 무의식”이 자리잡고 있으며 그것은 의식이 닿지 않는， 언어가 표현 

할 수 없는 세계로서 원시적이고 본능적인 “이미지”나 “형상들" (figures) , 즉 원형들로 구 

성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으로 신화는 “원형들”이 결합하고 흩어지는 모습의 

향한 심미 

않는， 나타나더라도 

유일한 방법이 

필수불가결한 조 

며， 영혼의 向性야나 속성 휴은 기질 3 뚜렷하지 

적 경향같은 것을 표현한다. 그것은 문맥이 주어지지 

않고 사라져벼리는 무의식의 세계， 즉 신화적 인간성을 

다. 뿐만 아니라 신화를 통한 원시적 삶의 재구성은 진정한 인간적 

건으로서 원형적이고 공동체적인 충동들과 욕구의 분출을 제어하고 통제하는 

Jung에 의하연， 그 원형들을 표면에 나타내 보이는 것은 해롭고 파괴적인 결과를 

지 오른다. 그것들의 세계는 총체적이고 원초적인 인간성이 꿈틀거리는 세계이지만， 

과 우질서의 세계이며 뒤영켜 투쟁하는 모습을 가진 세계이다. 그러나 그것의 

표현이 

방법이다. 

가져올 

혼돈 

막연한 느낌， 아름다움을 

않으면 나타나지 

구현하는 

삶의 

。l 。

'" '--

표현되지 

존재를 알기 

그라고 그 존재를 알 때에만， 시인은 그의 정신에 내재한 영요한 힘￡로 이 혼돈의 힘 에， 

자신속에 참재하고 있는 

대해 잊어가고 있음을 깨 

현대인들의 마음속에 

을 창조적 힘으로 바꾸고 질서의 비천을 갖게 된다 49) 

모더니스트들은 과학적 • 합리적 사고에 의해 현대인들이 그들 

자발적이고 원시적인，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욕구와 충동에 

달았다。 그러으로 그들은 그들이 신화적 표현형식을 되찾아 냄으로써 

신화적 인간성을 일깨워 주고자 했다. Wagner와 그를 뒤따랐던 Mallarmé, Yeats, Joyce, 

Eliot의 경우에 있어서 그렇듯이， 그들은 그들이 자연주의적 형식위에 신화적 형식을 덮어 

씌워 사용하는 방법이， 현대인들의 메마른 마음속에 무한한 잠재적 형상들을 되살려내어 잊 

혀진” “미지의” 세계속에서 공동체적오로 공유하는 삶을 경험하게 해주기를 바랐다. Yeats 

는 “The Second Coming"에 서 James ]oycc는 Ulysses에 서 , T.S. Eliot는 “The Waste 

줄신화적 

48) Ernst Cassier, “ The Validity and Form of Mythical Thought," in The Moderη Tradition , 
pp.635-40. 

49) C.G. Jung, “The Collective Unconscious and Archetypes," in The Moderη Tradition , pp. 
641-8. 

Land"에서， Pound는 The Cantos에서 신화적 주제를 선택하고 그것들을 구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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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떤형식을 구했다。 그들이 그렇게 했던 것은， Eliot이 “Ulysses, Order, Myth" oJl 서 이야기 

했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허무와 흔돈의 거대한 파노라마에 지나지 않는 당대의 역사에 

질서플 주고 형상을 부여하며 의미를 주는 단순히 하나의 방법”이었기 때문이지만3 그것은 

“단순히 하나의 방법”이기 50) 때문이 아니라 절대적이고 가장 효과적인 유일한 방법이기 때 

문이었다。 

옛 

시대에 따라 외부의 자극이나 느낌을 받아들여 의마화하는 감수성은 변한다 51) 인간정신 

은 끊임없이 아름다움과 가치플 지넌 새로운 모양과 사물을 찾아내고 의미화하기 해문이 

다. 시언은 새로운 강수성으로 포착된 새로운 “현실”을 가장 잘 꿰뚫어 보는 사람이며， 모 

양지워지지 않는 새로운 “현실”에 대해서， 언어적 수단을 통하여 그것에 새로운 요양을 부 

여하는 사땀이다. 언어는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주어진 “현실”의 의미블 ￡착하는 

수단이지만， 시인에게는 모양지워지지 않은 새로운 의식의 상태에 모양을 주는 예술적 수 

단이다. Adam이 Eden의 동산에서 이름없는 주변의 사물들을 해석하고 이름지었을 때 그 

것을 통제하는 신비로운 힘을 얻게 되었듯이， 시인은 모양지워지지 않은 새로운 “현실”에 

형식을 부여하는 언어적 수단을 통하여 새로운 “현실”을 통제할 수 있게 된다. 

Marinetti가 1912년 “Technical 뼈anifesto of Futurist Literature"에 서 지 적 하였 듯이 , 

Homer의 언어를 가지고 닙1 행기를 탄 사람의 」의식세계를 지배할 수 있을까? 52) 감수성이 

새로워져 포착된 “현실”의 모양이 바뀌면 언어도 변화해야 한다. 그것은 새로운 감수성이 

지닌 분위기와 운율， 그리고 그것의 형식을 표현해야 하며， 새로운 의식의 상태가 가진 소 

리와 무게， 크71 와 냄새까지도 표현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으로 독창성을 지닌 천재들의 

언어는 그가 늘 새로운 현실을 꿰뚫어 보고 있기 때문에 실험적이며， 그의 언어실험에 의 

해 만들어진 “창조적 언어는" Andrei :Bely가 “Symbolism" (1 910)에서 말했듯이， “진공상 

태를 에우며 ... 세계를 창조한다 "53) 

모더니즘은 20세기에로의 전환기에 있었던 갚수성의 변화와 그결과로생겨난새로운 “현 

실에 대하여， 모더니스트들이 결행했던 언어의 창조적 실험이며， 그것을 통한 새로운 세계 

의 창조이다. 19셰기가 끝날 무련부터 약 반세기 동안 서구의 역사에는 역사상 보기드운 

50) Eliot, “Ulysses, Order, Myth," in Selected Prose, p.l77。

51) See. Stephen Spender, “ Remembering Eliot," in T.S. Eliot: the Maη and His Work , p. 38. 
“One generation’s taste is another generation’s τomit." 

52) Filippo Marinetti , “Technical M:mifesto of Futurist Li terature" (H)12J. Recit. Jean-Jaques 
Mayoux, “Experiment in Creative Language," in Literature and Westerη Civilizatioη : th( 
Moderη World III, ed Daγid Daches et. al. (London: Aldus Books, 1976), p.149. 

53) Andrei Bely, “ Symbo!ism" 091OJ. Recit , Mayoux, p.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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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수성의 변화가 일어났다. 이 시대의 사상가들이나 예술가들은 그 시대를 지배하던 문멍 

속에서 “고갈된 인간정신”을 보았으며， 그것이 개체의 주관적 특성을 擔象하고， “객관적" 

“沒個性的" 반복과 유사성의 법칙윤 설명하는 합리성과 과학성을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들 

로 삼았기 때문에 일어났음을 깨달았다. 그들은 우기녁에 빠져있는 유럽문명에 역동성을 

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리고 도발적으로 인간심리와 인지과정에 대한， 역사를 관류하던 

가정들을 철저히 거부했다. 그들은 「살존적 의미」에 선행하여 존재하는 “인간적" (anthro

pomorphic) 가정 들-도덕 , 합리 , 아릅다웅， 행 복， 운명 등에 관한-을 부수어 배 리 고 「실 

존」을 「본질」 앞에 놓았다. 

언어는 감수성의 변화에 따라 변화해이; 하고 그것의 모양에 맞는 형식을 가져야 한다. 모 

더니스트들은 모더니즘 예슬이 낭만주의나 사실주의예술과는 달리， 인간이 자신의 마음을 

거울로 하여 만들어낸 (anthropomorphic) 삶과 의마에 대한 가정들로부더 플려나야 하고? 그 

것들이 지닌 가치들로부터 해방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54) 그들은 개체의 인지기관이 객관 

의 세계와 만나서 가지게 되는 최초의 “순수한" 원시적 。 원초적 의식상태 G.￦. Leibowitz 

의 “單子" (monad) , F. H. Bradley 의 “유한한 중심" (finÌte cen ter) , 인상주의자들의 “인상” 

(impression)-가 도덕적 。 심미적 8 철학적 e 사회적 의미의 기초라고 확신했으며， 이 “순수 

한” 의식의 상태는 “평범한 사람"( ordinary man) 55) 이 “個性的” 사고에 젖어 추방해 버린 

원시적 생맹력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가정했다. 그러으로 그들은 감수성의 변화에 의해서 

새로 얻어진 새로운 “현실”에 모양윤 주고 그것을 통저l 할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 새로운 

언어플 창조하는 모진 시련을 감내해야 했다g 

20세기애로의 전환기에 모더니스트둡이 맞았던 둔제는 바로 The Nigger 01 the “Nar~ 

cissμs"블 쓰면서 Conrad가 맞이 했던 문제 였다. Conrad는 그 소설의 서 운에 서 예 술을 “가 

시적 세계의 어떤 주변에도 깔려있는 다양하면서도 하나인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그 세계 

에 최고의 정의 (justice)를 구현해 내려는 집념어린 시도”라고정의했다 56) 여기에서 Conrad 

의 어려움은 의식의 내면세계가 끊임없이 변화하는 꽉 닫힌 하나의 “공간" (space) 이고， 그 

것이 굉장히 많은 상반되고 상충되는 충동과 욕구， 반항하는 정신과 창조하는 정신의 조합 

으로 이루어져 있을 때， 그것과의 직접적인 만남으로 의마와 가치가 주어지는 “가시척” 세 

계에 대한 “최고의 정의는 무엇인가”하는 것이었다， 

얼핏보면， 이 서문에서 conrad7} 예술이 “삶의 파동과 색깔과 그것의 형상을 보여주어야 

하며" 그것들을 “듣고， 느끼고， 무엇보다 보게해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Ford Madox 

54) Hulme, “Humanism and Religious Attitude," in The Moderη Tγaditioη ， pp.936-9. See. 
~otes 71, 72, 77, 78. 

55) Eliot, “Metaphysical Poets," in Selected Prose, p.64. 
56) Joseph Conrad, Preface to The Nigger 01 the “Narcissμs，" in The Great Critics, ed. James 

Harry Smith et. al. (~ew York: W. W. Norton , 1967), p.912. “ a single-minded attempt to 
render the highest kind of justice to the visih!e uniγe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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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d의 「인상주의」 미학이론에 따라 「감각적인J ， 특히 「시각적인」 직접성만을 강조하고 있 

는 듯하다. 그려나 그가 곧 과학자와 사상가와는 달리 예술가는 “마음의 내면셰계 속으로 

내려가" “긴장과 갈등이 있는 그 고립된 공간에서 ... 호소력 있는 정황(terms)을 만나게 띈 

다”고 말함으로써， 그의 관심의 춧점이 가시적 세계를 접하는 의식의 표면 볕에 있는 어두 

운 내면셰계에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렇지 않다면， Levenson이 지적하였듯이， Conra않는 왜 

감각세계 뱀주 밖에 놓여 있는 의식의 내면세계를 들추어 내어， 같은 자로 갤 수 없는 두 

세계 사이의 긴장을 만들어 낼 필요가 있었을까? 57) Conrad로 하여금 그의 서문에서 예숭 

본을 쓰게 만들었던 것은 인간내면의 깊숙한 곳에서 의미를 드러내 보이지 않고 있는， “다 

양하면셔도 하나인 진실”에 대한 관심이었으며， 일상의 현상세계 위에 빚을 주어 그것을드 

러나게 한 “마술적 암시의 빚"(light of magic suggestiveness)을 찾으려는 결심이었다。 모 

더니스트들은 객관의 세계가 본유적 의미를 갓고 있지 않는 새로운 “현실”을 맞아 Conrad 

가 가졌던 것과 갚은 예술가적 고만을 했어 야 했다。 

모더니스트들이 예술의 제재로 삼았던 갯은 바로 Conrad가 그것에 대해 “최고의 정의”를 

구현하고자 했던， 의식의 내면세계와 “가시적” 세계의 “순수한” 만남으로 이루어지는 “삶 

의 파동과 색깔， 그리고 그것의 형상”이었다. 그것은 습관이나 사상， 제도나 문화에 의해서 

재 단된 흑은 사고화된 의 식 이 아니 라， Keats가 “否定能力"(negative capability)이 라고 불렀 

던 정신적 능력으로 포착할 수 있는 “불확실한 것， 신):11 로운 것， 의심스려운 것”야 58) 그대 

로 존재하는 인간의 원초적 의식상태이다， 맘ord ， Hulme, Pound, Eliot이 거듭 천명하고 있 

듯이 59) 모더니스트들은 또렷하게 장히지 않는， 모호한 그렴자처렴 존재하는 원사적 정서 

를 명료하게 개념화하여 이성적 언어로 바꾸거나， 개연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搖象하거나， 

추상적 의마를 부여하기 위해서 어떠한 강제수단도 쏘지 않고， 그 원시적이고 원총적언 정 

서를 있는 그대로 표현하고 객관화 하려했다。 엠aubert의 말대로 모더니스트 예술가는 억측 

과 직관으로 얻은 온갖 정서들을 부수어버리는 마리 재단펀 모든 생각을 거부한다이 

모더니스트들의 시적 정서는 개념화 c 사고화 되거 이전의 지각괴- 인식이다. 그것은 어떠 

한 전저1 에 의해 마리 주어진 의미나 미리 정해진 언어의 틀을 갖고 있지 않다 Virginia 

Woolf의 말대로 그것은 의식세계를 '::1 1 추는 내면세계의 “밝은 후광"(luminous halo)이거나 

휴은 투명한 의식의 전질로 둘러싸인 “반투명의 봉투"(semitransparent envelope)이어서 6]) 

온갖 종교가 지향하던 神의 언어냐 분석적 이성이 지향하던 논리적 언어의 의미와 형식을 

57) Leγenson， p.l 。

58) John Keats, “ Negative Capability," in The Moderη Tradítion , pp.70-71. 
59) See. Notes 74, 75, 76, 77。

60) Gustaτe Flaubert , “ Art without Conclusions," in The Modern Traditioη， pp.71-3. 
61) Virginia Woo!f, “ The Noτel of Consciousness," in The Moderη Tradition , p.123. “Life is 

not a series of gig lamps symmetically arranged: life is a luminous halo, a semi-(ransparent 
envelope surrounding us frOJTI thtò beginning of eonsciousness to the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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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있지 않다. 그것은 善과 惡， 휩과 隱가 가려지기 이전에 일어나는 “감흉" (sensations) 

이다. 그러무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서 이야기 했듯이， 비록 진술의 

시적 진술은， I.A. Richards가 “ Poetry and Beliefs" 에 

모양을 하고 있지만 선악이나 진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지향하는 내적 충동이 마음을 움직 여 사물과 

가리기 위해서 존재 

만날 때 생겨나는 

의미 이전의 “정서”블 표현하기 위해 

현된 정서는 그것이 철학을 말하고 

존재 한다 621 그러 묘로 모더 니 스트들의 작품 속에 표 

있을 때에도， T.S. Eliot이 “The Metaphysical Poets" 

에서 말했듯이 확립된 

며 631 믿음을 창조하려 

도덕적 e 종교적 

할 때에도， 

심마적 규범을 기준으로 진위를 밝히려는 것이 아니 

Coleridge가 Biographia Literaria 14장에 서 지 적 한대 로， 

“잠시동안 커꺼히 〔이성에 비추어 생겨나는〕 의휴을 중단”함우로써 얻게되는 

만들어 내려는 것이다 641 

시적 ul ..Q....Q.. c-u E 

모더니즘예술은 진리와 선과 아룹다움윤 지향하지만， 그것이 지향하는 것은 어떤 이성적 

“허구”에 의해 「이미」 만둡어진 것닫이 아니 과， 원시적 정서에 의해서 얻어질 수 있는 가 

능성으로 존재하는 진리와 선과 아픔다움이다. 모더 니 스트예 술의 궁극적 목적은 있는 그대 

로의 정서들을 모두 존재시키고 그것들이 조화플 이루게 하여 얻어지는 어떤 진리， 어떤 

선， 어떤 아름다움이며， 결코 펀요한 정셔만을 남기고 “불순한” 정서틀은 제거하여 얻어지 

는 “純化된” 진리와 선， 그리 고 아픔다움이 아니 다. 

원시적 정힘이 이루어지는 의식의 내떤애계는 순전히 그리고 철저히 주관적인， 그러나 집 

단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축적된 기억윤 가져 다른 의식세계와 관계플 가지는 것이 가능한， 

“기 계 적 시 간성 ”이 배 제 되 었으나 “심 리 적 시 간성 었 (duration)을 지 닌 “공간" (space)이 다. 二L

속에 존재하는 의식의 단면으로서 ".À}건”들은 이제 더이상 “의식의 바다 속에서 논리적 연 

관성을 가지고 존재하는 작은 성들”이 아니며， 그것들은 비논리적으로 

흔합물”이다 651 그것들은 “이성적” 경험을 다루던 언어와 형식으로 

영켜있는 “갯빛의 

모양지워지기를 거부하 

고 「비논리적 언어」와 「공간적 형식 J (spatial form)을 요구한다. 그것들은 오직 이 새로운 

“현실”을 꿰뚫어 본 직가가 

운 힘을 얻기 위하여 창조해 

그렇게 함으로써 세상에 질서를 주는 신비로 

형식과 구조 속에서만 모양을 드러낸다. 그것 

통제하고 

말과 운체， 

그것을 

낸 

들은 음악적 언어， 회화적 언어， 혹은 신화적 언어 속에서만， r서술」이 

통해， 시간성보다는 「공간성」이 강조펀 형식으로만 표현될 수 있다. 

아니라 「드러낸」을 

모더니스트들은 원시적 e 원초적 정서에 언어적 수단으로 조화와 아름-다움과 질서플 부여 

함으로써 그것을 고양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연간성의 고양을 추구하는 것길- 문학예숭의 그l 

62) I.A. Richards , “ Poetry and Beliefs ," in A Graηlmar 0/ Literary Criticism , ed. L.S. Ha l1 
(Macmillan, 1969), p.549. 

63) Eliot, “Metaphysical Poets," in Se!ected Prose. p.65. 
64) Coleridge, Biographia Literaria chap. 14, in The Nortoη Aηthology， p.353. 
65) Flaubert, “ Style as Absolute," in The Moderη Traditio l1, p.126. “ In Madaηle Boνar;y’， all 

1 wanted to do was to rendcr ;I grey colo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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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 “자치권역 ij (autonomy)으로 삼았다. 그러묘로 사고에 의해 의미가 감금된 언어， 경험 

의 복잡성이 채질된 언어-“순수논리 "(Hart Crane) , “拍節器"(metronome， Pound)-는 그 

들의 문학을 위 해 서 적 합하지 않았다。 그들은 “불확실한 것들， 신바 로운 것들， 의 심 스러 운 

것들§이 꿈틀거리는 언어를 펄요로 했다. 그들은 “음악적 언어 "(musical phrase, Pound)

“겹 쳐 놓기 "(superposition, Pound) , “둔주곡" (fugue, 맘ound와 Eliot) , “4중창곡"(four quar

tets, Eliot)-들과 회화적 언어 (visual langua쟁ge망)-" 

마지" (imag양e’ Hu비1니lme고과t Pound비)， “소용돌。이1γ"(v。야rt않ex，’ PO따und야)-플을 실험했다. 뿐만 아니 라， 

Joyce와 Eliot과 같은 모더니스트들은 온갖 감각적 。 지성적 언어들을 섞어놓은 복합적 형태 

의 언어들을 실험했는데， 그것들은 Joyce의 “자기 현현언어" (epiphany)와 Eliot의 신화적 

언어인 “객관적 상관물”이다。 

벼논리적 영역의 인간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모더니스트들은 Pater와 Wagner, 흑은 Ford 

Madox Ford와 같은 모더니즘 선구자들의 통찰력에 의존했다。 Pater는 “모든 예술은 끊임 

없이 음악의 상태를 열망한다”고 말했고 66) ￦agner는 문학은 소재를 분석하거나 묘사해서 

는 안되며， 직접정서를 드러내 보일 수있는 음악처렴 생각을녹여 느낌으로 만드는 비논리 

적 언어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며 67) Ford는 “결코 서술하지 말아라， 드러내 보이라” 

(never state: present)고 말했다。 68) 이플은 모두 단순히 사고화된 의미를 전달하는 대신 

영흔을 두드려 느갱을 자아내는 언어를 사용해라고 충고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다， 

Mal1armé가 의식과 사고의 껍철을 벗기고 원시적 정서로 돌아가게 하는 음악척 힘을 찬 

양하면서 Wagner의 논리 를 받아들었던 것처 럼 69) Pound와 Eliot, ￦allace Stevens는 습관 

적 언어로 형상화 될 수 없는， 도덕적 o 심며적 o 사회적 의미의 새로운 기초가 될 미요하고 

모호한 원시적 정서상태를 표현하기 위해 「음악적 언어」를 실험했다. Eliot은 그의 마지막 

장시를 “4중창곡"(four quartets) 라고 이름 붙혔고， “τhe Waste Land"도 명백히 음악적 구 

조 속에 들어있다。 Pound는 서술이 아니라 점층과 점강의 효과로 정서가 지넌 의미의 폭 

을 넓히는 “둔주곡" (fugue)의 형식을 은연 중에 사용하고 있으며， Stevens는 6‘The Idea of 

。rder at Key West"나 s‘The Man with the Blue Guitar ’? 갇은 시속에서 삶에 질서와 의미 

를 부여하는 음악의 기능 그 자체를 주제로 삼고 있다. 

Apollinaire나 Gaudier-Brzeska와 같은 업 체 된 예 술가들의 미 학이 론에 의 하면 , 시 각적 언 

어， 즉 회화적 언어도 “순수한” 의식상태 속에 존재하는 다총적 정서상태를， 음악적 언어 

66) Pater, “The Intensity of the Moment," in The Modern Tradition, p.184. 
67) Richard Wagner, “ literature as Music-Drama," in The Modern Traditioη. p.105. “ to secure, 

by rhythmic order, ... an effect for his phraseology ￦hich shall gain possession of and influence 
the feelings as though by enchantment" 

68) Ford, “ Joseph Conrad," in Eηglish Review X, CDec. 1911), p.76. Recit. Levenson, p.5ι 
69) Ellmann and Fiedelson, p.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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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는 다른 방법으로， 표현해 낼 수 있다 70) 직점 간접으로 그플의 영향을 받았던 Hulme, 

Ford, Pound외 같은 모더니즘의 형성에 원동녁이 되었던 작가들은 그틀의 이폰을 받아 뜰 

여 그들 자신의 독창적 인 미 학이 본을 만들었다， “Bergson’s Theory of Art"와 “Notes on 

Language and Style"에서 Hulme이 주장한 바에 따르면， 시 각에 호소하는 “이미지”는 습관 

적 사고를 교란시켜 “유리장‘올 통해서 얻게 되는 다른 세계의 효과”를 넣고 “현실”에 대한 

낯선 느낌윤 만틀어 보다 깊고 보다 직관적인 131 전윤 갖도록 한다. Hulme에 의하면 “이 

미지”야말로 “직관적 언어의 바로 그 본질 "(the essence of intuitive language)이며， “아미 

지”가 없는 평멤한 언어는 沒個性化되고 얼반화된 사고밖에는 표현하지 못한다 71) “현대 

시”는 습관화된 언어와 형이상학의 유혹에 저항하고， 전통과 이성과 권위에 의해 정당희되 

지 않은， 직관적이고 표현력이 강한， 주관적인 “이미지”를 찾아 내려는 노력이다。 

Ford에 게 있 어 서 도 현 대 시 는 Carlyle, Ruskin, Mill, 뼈ewm:m， Arnold, τennyson과 같은 

사상가들이 만들어준 “사고불능의 병 "(disease of thoughtlessnεS8)을 치유하는 유일한 처방 

이다 72) “위대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제 2 의 도덕”은 현대적 삶을 추상화 할 수는 있지만， 

과학의 발달아 파괴해 벼린 “단순한” 삶과 그속에 잠재한 이칠성과 복합성을 설명할 수 없 

다. 인간의 내면세계에 도사리고 있는 “아주 작은， 아주 사악한， 아주 어리석은 어린이의 

모습"(a very small, a very sinful, a very stupid child)을 되 찾 아 내 는 것 73) 그리 고 “내 일 

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늘 사람들이 받아 들이고 있는 진리”가 이

니라 “내일에 대해서 무엇이 좋을까를 말해줄 능력도， 에너지도， 엄격함도 갖고 있지 않으 

나” “있는 그대로의 진리%임에 틀렴없는 것을 표현해 내는 것-그것들이 “현대시”의 의무 

이다. 예술가는 “있는 그대로 본것 본대로의 진리를 등록한다 "74) 그는 그것을 찍어낸 

“인상”이 라는 감각적 이 미 지 를 가지 고 그렇게 한다. 

Ford의 인상주의 미학은 예술가의 “진실성”과 경험의 직접성， 예솔의 脫社會性을 요구 

했다는 점에서 현대시의 발전에 중요했지만， 인간의 영혼이 담기지 않은 “기계책인” 인상 

(mechanical impression) 만으로는 시 가 될 수 없 었다. Pound와 Eliot과 Joyce는， Pound가 

Canto Lxxxi에서 “5보격시플 두들겨 부수는 것이 급선무었다"(To break the pentameter, 

that was the first heave)라고 말했을 때 가졌던 강박관념을 가지고， 르네상스 이후 합리주 

의적 사고에 바탕을 두고 만들어진 詩語블 파괴하면서도 인간의 영혼과 정열을 담을 수 있 

70) Levenson, pp‘ 144-46. 
71) Hulme, “Notes on Language alld sty le," in Further SpeculatioηS， p.81 and “Bergson’s 

Theory of Art," in SpeculatioηS ， p. 163. Recit. Leτenson ， p.46 。 “other-world-through-the
glass-effect" 

72) Ford, “Great fÌgures," in The Critical Writiηgs of Ford Madox Ford, p. 123. Recit. Levenson, 
p.51. 

73) Ford, “ Memoirs," in The Critical Writings , xiii. Recit. Levenson, p.56. 
74) Ford, “ English Li tel'ature of To-day-II," in The Critical Attitude, p.l02. Recit. Levenson, 

p.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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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새로운 언어들을 실험했다。 

Pound에 의하떤 현내시언은 원시적 정서플 경험할 수 있는 “다히야단의 야만인”이 되어 

야 하고， “민주주의라는 물속에서 철벅거려서는 안된다 "75) 그는 “자연과 인간이 홀로 남 

아 있게” 하고 “우리 자신 외에는 어느것도 완전하다고 믿지 않으며" “우리 자신이라는오 

직 하나의 진리를 믿는다 "76} 그는 그 자신의 삶속으로 깊숙혀 늘어가 “삶속에 있는 아미 

지”로 “〔그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현살을” 플추어 내며77) 그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그것으로부터 i 그것을 통해서， 그 속으로， 생각들이 끊엄없이 달음박질치는 빚을 말하는 

중심 아니면 다발 ... r소용돌이J"플 가지고서이다。 그 수단은 비-로 창조적 정신과 인간적 정 

열을 담을 “이미지”이다 78) 

Joyce와 Eliot도 절대적인 시간과 절대적인 공간 속에서 질서있계 의미를 창조해 내떤 

“神%의 언어와 “理性%의 언어를 모독하고 더럽히며 새료운 “현실”을 위해서 새로운 언어를 

창조했다。 Joyce에 외하면， 예술가의 개성이 작품 전면에서 물러나띤 그것에 비례해서 작 

품 속에 있는 객관적 이미치는 점하 그 스스로 의미를 드러내는 “자기현현" (epiphany)의 

단계에 들어서게 되어， 구체적이고 가시적 존재가 되고s 스스로 우한한 의미의 가능성을 쩌 

닌 심미적 존재가 된다. Mayoux가 지적했듯이， Joyce가 이미지로 사용했던 일상의 언어들 

은 이것저것 뜯어붙여 “꼴라지~ (collage)가 되었을 때， 거리의 말플로부터 튀어나와 마음속 

에 감자기 자리를 잡고 마치 어떤 신비를 이루기라도 하듯이 사람들의 의식속에 살게 된 

다 79) 그것은 환원 불가능하고 되돌렬 수 없는 “타자성" ( otherness)을 우리들의 마음속에 비 

집고 끼워넣음으로써 되돌별 수도 바꿀 수도， 섣명할 수도 없는 “현실영이 스스로 드러나도 

록한다. 

Eliot은 일상언어 에 담겨 있었으나 깨닫지 못했던 “타지-성영 (otherness) 보다 그것에 내재 

되어 있었으나 추방해버린 

수 없이 주관적이지만， 

“주관척 보펀성 " (subjective universality)-개 인의 경 험 이 어쩔 

그것이 인류 보펀의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다시 우리 들의 삶속으로 들어 오기 를 “원 시 성 " (primitiveness) 이 

갖게 되 는 보펀성 -혹은， 

바랐다. 그러므로 Eliot의 

시인은 투명해야 하지만 단순히 沒個뾰的이어서는 안되며 Tiresias쳐렴 가능한한 많은 안 

륜 보편의 경헝을 가지고 모든 내면서1 계의 단펀들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투명해져야 한 

분리 되 어 “인 간적 5’ (an thropomorphic) 편견 

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인류의 집단적 경험이 축적되어 만들어진 “집단 우의식" (collective 

그는 “고통받는 자아"(suffering man)로부터 다。 

unconscious)을 가진 “ 自然、人”이 며 , “고통받는 자아”를 바라보며 그의 고뇌로부터 질서와 

75) Ezra Pound, '‘The New Sculptul'e," Egoist, 1 (Feb. 16, 1914) , p.168. 
76) “ Manifesto," in Blast , 1 (June 1914). Reci t. Levenson, p.76。

77) W ynham Lewis, “ Futurism, Magic and Life," Blast 1, p.135。

78) Pound, “ Affirmations/Vorticism," in New Age, n.s. XVI (Jan. 14, 1915), p.469. “ a radiant 
node or cluster ... a VORTEX, from ￦hich ， ... ideas are constantly rushing" 

79) Mayoux, p.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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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신화적 언 시인은 자 이각artistic self) 이 다. Eliot의 練金해내는 “예술적 조화의 비전을 

원시성과 문명 맥을 되살려 지성과 감성， 삶의 어」의 사용으로 신화속에 갈무리 되 어 있는 

함께 숨쉬 는 삶을 창초한다. 

“Tradition and lndividual τalent"에서 Eliot이 주장한 바에 따르면， 

이기 위해서， 시인은 “個性" (personality)을 잃어버려야 하고， 시는 “고통받는 자아”의 정 

correlative)을 찾아야 한다 80) “예 술적 자아” 

예술작품이 성공적 

。l

상관불"( objective 줄 “객관적 서를표현해 

고뇌를 지켜보며， 화학반응에 있어서의 백금처렴， 자신 

시는 “그 독특한 정서를 표현하는 

이루어져 “강각 

(artistic self)는 “고통받는 자아”의 

은 변화하지 않고 그 고뇌를 예술로 변형시켜야 하고， 

공식이 될 수 있는 어떤 사물의 집합， 어떤 정황， 어떤 일련의 사건들”로 

적 경험을 불려일으킬 외부의 사실들이 주어지면 즉각 그 본래의 정서를 되잘려 내야한다 

재현시키는 언어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이 

Eliot은 시인이 사용해야하는， 감각을 살려내어 정서를 

대해서 말했을 뿐， 시인이 어떻게 투명해질 

그러바 여기에서 

와 시인의 투명함에 

야기 하지 않았다. Eliot은 훤razer의 

의 엣 셰 이 얘Jlysses， Order, Myth"에 서 신화적 언 어 를 

는 방볍을 제 안하고 “The Waste Land"에서 실천했다. 

Eliot이 Frazer의 The Golden Boμgh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자신이 이야기했듯이， 

사람들의 호기심을 충족시켜주는 신화틀의 모음집으로써가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이 그것 

과 연속성을 가졌싹야 하는， 그려나 우리들의 마음으로 부터 사라져버린(인류보펀의 마음 

에 대한) 계시”로서였다 81) Eliot은 20세기 사람들이 잃어버련 “원시성" (primitiveness)을신 

성화하거나 찬양하지 않았다. Eliot이 시도했번 것은， 다만 Frazer의 책이 암시해주는 “몇 

년전까지만 해도 불가능했헌” “신화적 방법 .. (mythic method)과 「신화적 언어」를 배워， “현 

재와 太古를 끊임없이 병치함”으로써， “현대사 속에서 펼쳐지는 허무와 무질서의 거대한 

1’'he Golden Boμ:gh에서 「신화적 언어」를 배웠고， 그 

사용함으로써 시인이 투명할 수 있 

연극을 통제하고， 그것에 질서와 모양과 의미플 주기” 위해서였다 82) 

Frazer의 책 속에 담긴 선화들은 Pound가 Allen Upward의 The Divine Mystery에 서 발견 

했던 「신화적 언어」를 가지고 있었다‘ 83) 그것은 “볼개성적 사고"(impersonal ideas)에 r갇혀， 

“생각도， 느껑도， 욕구도， 관심도e 없는， “무질서하고， 불규칙적이며， 조각난” 경험을 가 

「표준화련 독단」이 아니 라 년년세세 지배하는 진 “평 범 한 연 간"(ordinary man)의 84) 삶을 

또한 그것[플〕이 담고 있는 말들과 상징틀은 원시적 언 전해내려온 묵고 묵은 이야기였다. 

언 어 (a true catholic speech) 였 으며 , 

80) Eliot, “ HamJet" and “ Tradition and Individual Talent," in Selected Prose, pp.42-4, 48. 
81) Pound, “ London Letter," in Dial, LXXI, no. 4 (October 1921), p.453. 
82) Eliot, “Ulysses, Order, Myth," in Selected Prose, pp.177-8. 
83) Leτenson， 72. 
84) See. Note 65. 

폭넓은 마음을 담은 진정한 어로부터 전승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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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언어가 가지고 있는 문법은 유사이전에 살았떤 사람들의 무텀과 유꼴에서부터， 원시종 

족틀의 일상적 삶으로부터 되살아나와 오늘날 우리들의 삶속에서 재현되어야 하는 문볍이 

었다 85) Eliot은 인류학자였던 Frazer로 부터 “비교의 방법 "(comparative method)으로 어떻 

게 시인이 “개성" (personality)을 버릴 수 있는지를 배웠으며， 그가 신화적 지식을 가지고 

투명한 예술적 자아로서 신화적 의식블을 병치시켠 때 그것들이 관계를 맺으며 스스로 의 

마를 만들어 낸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τhe Waste Land"는 인듀의 전역사블 의식의 내부공간으로 하는 투명한 시인이 “평범한 

사람”들이 가진 「표준화된 독단」을 제거함으로서 유럽사람들의 마음이 “원시성" (primitive

ness)을 회복하도록 하려는 노력이다g 그는 인류의 과거에 존재하던 문화적 의식이나 문학 

척 의식의 단면들을 현재속에 있을 수 있는 의식의 단면들과 병치하거나 나란히 대칭시켜， 

각각의 의식들이 독립된 의미를 잃지 않고 갖게 되는 관계속에서 생겨나는 긴장￡로의미의 

폭을 넓혀간다. 그 시속에서 원시로부터 현대문명에 이르는 인간성의 전영역이 소용돌이치 

며 의미의 맥을 확장시킬 때， 신화적 언어들은 서로를 무너뜨리거나 일으켜세우고， 상극하 

거나 긴장을 이루며， 인류보펀의 죽음과 삶 그리고 재생을 연출한다. 

모더니스트들이 사용한 언어들은 정서를 채질하여 추러내고의미를 부여하여 전달하는 대 

신 원초적 정서를 손장시키지 않고 보존하며， 불러일으키거나 자아내고s 암유하고 암시한 

다. 그것들은 반복과 고저， 점강과 점층， 분위기와 운율， 

계밑으로 첨투하여， 

그리고 힘의 강약으로 의식의 세 

의미화하지 않고 느낌으로 만 복잡하고 이질적이며， 상충되는 정서를 

든다. 그러묘로 모더니스트들이 사용한 언어들은 인간의 내연세계에 대한 “상징”으로서， 

닝만주의자들이 경험의 영역을 너머서 존재하는 초월적 세계를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상정 ”과는 구별되 며 , 초원의 세계 흑-은 이데아의 세계플 지향하지 않고 원시적 정서의 총 

체성을 지향한다. 

모더니스트들의 언어들은 서술언어가 표현할 수 없는 그 너머의 것을 표현하지만， 그것이 

표현하는 것은 精象되지 않은 원시적 경험의 상태일 뿐， 경험을 너머선 추상의 상태가 아 

니다. 그러으로 모더니스트 시인의 임무는 서술언어 속에 간추려지고 조직되어 있는 언어의 

논리성을 벗겨내어， Wallace Stevens가 “Towards a Supreme Fiction"에서 주장하였듯이， 

“존재의 太"(first idea)-모든 “인간적" (anthropomorphic) 편견이 제거된 상태속에서 본유 

척 의미를 가진 객체와 순수한 인간성을 가진 주체의 최초의 만담에서 나요는 太初의 의미 

-를 담을 새로운 언어를 창조하는 것이다. 

모더니스트플이 

위한 언어었다. 

“存在의 太”를 표현하기 

경험과 굉장히 많은 의미를 

창조한 언어들은， 그들이 예 술의 質料로 삼았던 

그틀의 예술적 소재는 여러겹으로 된 다층의 

85) Allen Upward, The Divine Mystery: A Readiη'g 01 the History 01 Christia써ty do 'Wn 10 the 
Tiηte 01 Christ (Letchworth: Garden City, 1913) , p.3. Recit. Levenson, p.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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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가진， 복장할 뿐 아니라 아주 어렴풋하고 희미하며， 마묘하지만 역동적인 의식의 

내 면 세 계 로서 , “삼 리 적 시 간"(psychological time; 쥬， “duration")을 가진 , 마음의 “공간” 

(space)으로서 이재 디이상 시간융 준거로해서 얼관성과 질서플 가질 수 있았던 전통적인 

예술의 질료일 수 없었으며， 시간과 관련된 형식을 가질 수 없었다. 그러므로 모더니스트 

플의 언어들은 “공간적 -형식 "(spatial form)으로 구성되기에 적합한 언어었다. 

Joseph Frank가 ‘“‘Sp맹at섬i떠a꾀1 Form 띠n Mo얘dern Lite밍r따u따Ire~ 011 서 주장하였듯이 , 모더 니 스트 

들은 이제 더이상 일관성있는 질서체계가 아닌， 종전과는 전혀 다픈 구조와 리듬? 색칼과 

소리， 냄새와 느낌을을 가진 의식의 내면세계를 표현하기 위해서 “시간적 헝식~ (temporal 

form) 대신 “콩간적 형식 "(spatial form)을 추구했다. Frank에 의하띤. Pound와 Eliot의 

목적은 독자을에게서 시간적 연속성에 대한 일상적인 기다}를 빼앗고， 시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시간적 순서에 따라 정돈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공간속에 나란히 병치되어 

있다는 사질을 인식하도록 강요함으로씨 언어의 시간적 연속성을 무너또라는 것이었 

다‘ 86) 모더니스트들의 문학은 이렇게해서 시간의 순서에 따른 작품의 전개에 도전했다. 

Pound의 6‘Hugh Selwyn Mauberley," T.S. Eliot의 "The Waste Lalld," Virginia W oolf 

의 To the Lighthoμse， Joyce의 Ulysses 같은 작품들 속에 사용펀 언 어 들은. Frank가 지 적 

하였듯이， “시간적 연속성을 염두에 두고 읽으면 상호간의 관련성이 이해되지 않으며 ... 공 

간속에서 동시에 이해함요로써만 의마의 관계가 완성된다 "87) 모더니즘에 속해 있는 작품들 

은 시간적 순서에 따른 연속성보다는 발전과 전개가 없는 동시성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그 

러므로 만약 그것들이 어떤 의미의 발전을 기대하고 있다면， 그것은， Levenson이 지적한대 

로， 전후관계의 진전으로 의미가 부풀어 오르는 “운맥상의 말'tl" (contextual development) 

이다 88) 이러한 발전은 유사성이 있는， 팽팽하게 평형을 이루는， 대조를 이불 가능성이 있 

는 새로운 의미들윤 지향해 나아가며， 갈등의 극적 해결을 통한 의미의 통합과 일반화를 목 

작으로 하지 않고， 의미의 댁들 사이에 어떤 관계를 설정함으로써 삶의 의미를 소용돌이 

치게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것을 확창하는 것이다I 

결국， 모더니스트들의 언어살힘은복장하고마묘한 다층적인 구조와의마를 통시에 가진， 

시간적 순서보다는 복장한 상관관계에 의해서 의미플 드러내는 “공간적” 내면세계플 표현 

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그들의 「감각직 언어」 또는 「지성과 감성을 통합하는 언어」 

들은 다른 표현으로 바꾸어 놓으면， 여러층의 의미블 동시에 전달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다 

총언어인 Laforg적엔 아이러니아며， 어렴풋하고 미묘한 정서상태촬 드러내기 위해 사용되 

는 Baudelaire나 Mallan뼈적인 “상징”이다. 또한 그것들은 복장하고 이질적인 정서들의 흔 

86) Joseph Frank, “Spatial Form in Modern Li terature," in The 때강dening Gyre CBloomington: 
Indiana Univ. 1963) , pp. lO, 13. 

87) Ibld. , p.13. 
88) Levenson, p.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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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상태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형이상학파 시인들이 고도의 지성과 통찰력을 활용 

하여 사용했던 것과 같은 “奇想~ (conceit)이기도 히다. 

모더니스투들의 언어는 다픈 한편으로는 그것이 객관의 세계속에서 원초적 경험을 하는 

인간으로서의 시인의 정서를 “순수한잉 상태로 보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서를 “변형시켜 8 

시로 만드는 “예술가로서의 시인~ (artistic self)을 “투명한” 상혜보 남아있게 하기 위해서 

실험펀 언어이다. 모더니스트들에게 예숨은 객관의 세계블 복사하지는 않지만， 사꾀적 관 

념과 규법에 의해서 변색펀 정서를 표현하지 않는다. Levenson이 Ford의 “。n Impression" 

을 해석했던대로 언간의 경험에는 어떤 의미의 “통합된 주관성~ (integral subjectivity)에 앞 

서는 순간적인 지각들과 정서들과 감홍들이 있지만，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주관성의 영역을 

벗어나지 못한다 89) 그래서 예술의 素材는 어쩔 수 없이 주관적아지만， 그 素材까 다시 시 

인의 “인간적 8 편견에 의해 변색되어서는 안현다. Flaubert와 그를 칭송했던 Pound와 Eliot 

이 주장했듯이 작가는 神과 갚이 되어 그의 창조의 구석구석에 은연중에 손걸을 주지만， 개 

체로서는 완전히 투명해야 하며 ~O) τ.E. Hulme이 말했듯이， 낭만주의자들의 “인간적” 

(an thropomorphic) 펀견으로 채색된 주관성을 벼리고 “고전적 객관성 "(classicalobjectivity) 

을 지 녀 야 한다 91) Hulme의 “인 상" Pound의 “이 미 지 Joyce의 “자기 현 현의 언 어 ” 

(epiphany) , Eliot의 “객 관적 상관물"(objective correlative)은 모두 투명 해 지 려 는 작가의 목 

적을 이루게하는 언어들이다. 

$ 

“합리%와 “과학”에 비추어 얻어지는 “객관적 “몰개성적” 삶의 의미는， 주관적으로 얻 

어질 수 있는 어떤 의마들 보다 우월하거나 정대적이기는 커녕， 그것이 “이성”의 요용으로 

미리 조건지어진 가정들에 의존하고 있을 째， 어쩌면 존재하는 의미들 가운데에서 가장 비 

열한 것일지 모른다。 모더니스트플은 의식의 표면 볕에 잠재된 깜캄한 내연세계를 여행하 

면서 경험론에 근거한 의미의 참조체계가 얼마나 철저하게 의미를 감금하고 왜곡해 왔는지， 

그것이 만들어낸 규범과 도덕과 논리가 그들의 의식을 사물의 본질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 

어뜨려 놓았는지를 보았다。 그러묘로 그들은 “합리”와 “과학”의 논리밑에 깊고 넓게 흐르 

는 삶 자체의 본질이 지난 모양과 색깔， 파동과 소리에， 그것들을 마리 모양지우는 어떤 가 

정없이 도달하려 했으며， 그 깊고 넓은 삶의 융동을 표현하고 질서를 줄 언어를 창조하려 

했다. 

모더니즘은 어떤 종류의 역사적 불연속이다. 그것은 물려받은 의미로부터의 자유이거나， 

89) Levenson, p. 118. 
90) Flaubert, “ Impersonality of Art," in The Modern Traditioη ， pp.132-3. 
91) Levenson, “Hulme: the Progress of Reaction," pp.88-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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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onel Trilling이 모더니즘 문학은， 물려받은 언어와 형식으로부터의 義總이기 때문이다. 

주관작 고유성 

을 햄象하고 추상작 • 볼개성적 정사플 추구하는 “理뾰”의 언어와 형식에 대한 만란의 성격 

을 갖고 있다. 그것은 무의식적 지각을 자의식적 지각위에 놓으며， 직관과 정별과 의지블 

지성이나 체계화된 도덕위에 올려 놓는다。 그것은 “파괴적 상상략"(imagination of disaster, 

Henry James)으로 얻어낸 삶을 창조하는 역동적 비전을 이성의 

정적인 이미지나 초월적 상상력으로 찾아진 초경험적 이미지 위에 올려놓고， 소망과 의지와 

믿음이 존재하는 「심머적 실재」를 그것을이 제거된 「경험적 실재」 보다， 

지척한 것처럼 전적으로 반문명적인 속성윤 지니고 있는 것은92) 아니지만， 

수동적 상상력 으로 찾 아진 

휴은 삶을 근거로 

그러묘로 모 

더니즘은 낡은 감수성에 포착된 “현실”로부터 자유로워지려는 노릭이며， 새로운 강수성이 

찾아낸 새로운 삶의 가능성에 대해 언어화하고 형식을 부여하려는 노력이다. 

하는 「조밀한 살재」를 삶을 초탄하는 「초월적 설재」보다 중요하게 생각한다. 

모더니스트들에게는 무 

분명히 「경험」할 수 

경험영역에 한정된 언어로 

비슷한 곤경을 풀어나 

그러나 모더니즘은 과거와의 완전한 단절을 지향하지는 않는다. 

한한 「초월적 실재」는 인간의 영역밖의 것이었지만， 실재하는 세계는 

있는 세계보다 커다란 어떤 「심미적 실재」를 포함하고 있었다. 

경험영역밖의 정신세계를 구현할 수 밖에 없는 곤경속에서， 그들은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 무엇보다 그들은 경험론에 의 

그들은 이미 조건지워진， 이미 “결정된” 존재 

로서의 인간의 모양을 수동적으로 구성해내는 예술이 아니라， 결정된 조건 속에서 그것을 

통해 존재의 초건을 변모시키는， 적어도 변모시킬 수 있다는 비전을 가진 낭만주의적 예술 

갔던 과거의 재발견을 통해서 그들의 

해 소박맞은 낭만주의의 F「산을 기웃거렸다. 

을 원했다。 낭만주의 예술의 원동력이었던 창조적 상상력이 복위되었고， 

과 “역사”가 재해석돼었으며， “신화”의 중요성이 재인식되었다. 

모더니스투 작품속에 나타나는 자연은 자연상태에 있는 인간의 마음을 포함하여， 모두가 

그것은 자연의 기계적 젤서만을 가졌을 뿐， 인간의 정신이 닿지 않으면 영원힌- 혼 

돈이다. 모더니즘 예술의 목적은 이 혼돈에 질서를 부여하여， W.H. Auden의 표현대로， “없 

던 것을 존재하도록 하는 것이다“Poetry makes nothing happen" (“In Memory of W. B. 

Nietzsche가 선언했듯이 “신은 〔이미〕 죽었으며 인간이 자신의 자유의지로 스스 

그에 따라 “자연” 

혼돈이다. 

Yeats"). 

로의 삶을 고결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성의 신”도 죽고 다시 태어나야 했다. 

모더니스트들에게 있어서 예술가의 상상력이 창조해내는 것은 「실존」에 선행하는 神의 로 

고스나 이성의 로고스가 없는 혼돈으로부터 얻어진 질서에 대한 바전으로서 “허구”에 불과 

하지만， 그것은 의식의 표피에 덮힌채 흔수상태에 있는 “순수한” 원시적 삶을 깨어나게 하 

두려움과 경이로움과 분노플 잘아 움직이게 한다. 모더니즘 문학 소망과욕구와 충동， 

92) Lionel Trilling, “The Modern Element in Modern Li terature." Recit. Ellmann and Fiedelson, 
p.VI.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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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τhe Idea of Order at Key 때Test"에서 Wallace Stevens가 했듯이， “바다〔자연〕가 가 

진 천재성을 너머 존재하는 노래하며 질서를 만들어내는 소녀〔인간J"의 천재성을 찬양한 

다. 그렇게 함￡로써 그것은 의미의 감금 흑은 왜곡이나， 의미의 해체로 존재의 의미를 찾 

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무질서에서 질서를 보게 하며， 찬란한 神의 모습대신 “영 

웅적인” 자신의 모습을 보며 삶을 창조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 

모더니즘 예술은 낭만주의 예술처럼 靈感￡로 신의 영광을 찾아내고， 얻어진 대로 표현 

하는 예술이 아니다。 모더니즙 예술의 소재는 낭만주의 예술의 그것처럼 다분히 디오녀소 

스적이지만， 그것은 인간의 경험영역 밖의 것이 아니며， 낭만주의의 그것과는 달리 언간의 

내면세계 속에 흔돈으로 존재하는， 쉽게 모양지워지기를 거부하는 원시정서야다. 그러무로 

모더니즘 시학은 결코 영강에 의해 질서가 주어지는 디오니소스적 시학이 아니라， 예술가 

의 빼릎 깎는 노력으로 언어와 형식이 창조되는 이-폴로적인 시학이다。 모더니즘 예술은 조 

화와 질서와 균형을 만들어내는 득별한 창작과정을 필요로 한다. 그들의 소재는 이성의 언 

어로 표현될 수 없는 비논리적인 것이지만， 그들의 시는 Valéry가 말했듯이， 폭자들의 마 

음속에서 시인의 정서을 재생시키는 “기구"(poetic instrument)여야 한다 93) 모더니스특 예 

술가들은 그들의 소재블 변색시키거나 변질시키지는 않지만， 그것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그것에 대해 언어적 수단으로 의지플 가한다 Va뻐ry가 주장하였듯이， “똑같이 다리 

플 움직이더라도， 춤추는 것이 결어가는 것보다 나은 예술었이기 때문이다. 

“걷지 않고 춤추가 위해서 s 모더니즘 예술은 그들이 소재로 했던 원시적， 원초적 정서에 

그들 나름의 독득한 언어와 구조를 부여한다. 모더니스료들은 논리이전의 의식상태릎 표현 

하기 위해서 우논리적 언어--음악적， 회화적， 직관적， 신화적 언어--를 사용했으며， 

많은 의미를 동시에 내포하는 언어인 아이러니와 형이상학적 奇想을 사용했다。 뿐만 아니 

라 그들은 “기 계 적 시 간"(scientific time)이 아닌 “심 리 적 시 간"(psychological time; dura

tion)을 가진 의식의 내연공간을 소재로 했기 때문에 “시간적 구조"(temporal form)가 아니 

라 “공간적 구조"(spatial form)를 필요로 했으며， “신화적 방법 "(mythic method)-相뺀하 

거나， 相生하는 삶의 이미지들을 서로 부딪치거나， 대조시키거나， 병치하여 독립된 이미지 

를 손상시키지 않고 그들의 관계속에서 의미를 확대시키는 방법-에서 “공간적 구조”에 적 

합한 형식을 발견했다。 

모더니스트들의 언어실험의 궁극적 목적은， Eliot이 “Li t t1e Gidding'’에서 밝한대로， 부족 

적 펀견으로 오염된 “부족적 망언 "(the dialect of the tribe)을 정화하기 위해서 였￡며， 

Valéry의 말대로 “언어속의 언어 "(a language within a language) , 94) 혹은 T ‘ S. Eliot의 

말대로 “말속의 말"(a word within a word, “Gerontion")을 찾아내는 것이었다. 모더니스 

93) Paul Valéry, “ Language and Thought," in 7'he Moderη 7'radition, pp. 76. 79-80. 
94) Ibid. , p.77. 



78 美 國 學

트 작품들--‘'The Waste Land," Ulysses , εaηtos 같은 작품들--속에서 언어는 갑자기 일 

상적 규법을 떠나 유연해지고， “부족적 펀견”을 벗어나 끊임없이 새로운 의미가 부하된다. 

그것은 논리이전의 내적 역동성을 가진 삶， 사고보다 앞에 존재하는 삶에 대하여 “보다 높 

은 차원의 논리 "(a higher logic, 휴은 another logic, Hart Crane)를95) 부여하여， 이성의 

논리적 언어로는 설명할 수 없는 포착하기 어려운 내면세계에 질서와 균형의 감각을- 부여 

한다. 그것은 과학적으로는 유용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심리적으로는 유용한 질서이 

며， 다릎 방법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치환하거나 전치할 수 없는 고유한 내면세계에 대한 

질서로서 그것에 대한 의미의 창조이다e 

95) Hart Crane, “The Dynamics of Metaphor," in The Modern Trαditioη， pp.159-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