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넓게 보아 낭만주의가 19세기말 라틴계 둔화의 우위 속에서 게르만계 띤족의 정체성 

(identity) 확보 노력의 일환이었다고 볼 수 있듯이 모더니즘은 영국문학의 영향 아래 세계 

장지 못했던 미국문학의 정체성 확보 노럭이었다고 환 수 있다. 모 

발상지는 물론 런던이있지만， 그 운동의 싣질석인 려더는 미국인 파 

엘리어트 (T.S. Eliot) 었다。 그리고 모더니즘의 전성기가 지나자마자 

자리를 

물리적인 

운드 (Ezra Pound) 와 

문학 속에 자기 

더니즘 詩의 

영국에서는 詩가 곧 넓은 의마의 하아디 (Thomas Hardy) 전통으로 되돌아간 것을 보아도 

모더니즘이 非영국적얀 것임을 알 수 있다. 게다가 미국에 남아 활동한 스티븐즈(Wallace 

Stevens) 와 윌 리 염 즈(William Carlos Williams) 의 시 세 계 플 생 각히띤 그 사정 은 더 욱 명 료 

해진다. 구조주의 및 후기구조주의기- 미국 문화의 헤게모나 속에서 표랑스 자신의 정체성 

확보 노력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모더니즘은 뚜렷하게 미국적언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모더니즘 자체를 휘트먼 (Walt Whitman)적인 전통 속에서 찾을 수도 있을 것이다. 

보다는 휘트먼보다도 더 뿌리 갚은 퓨려턴 정신의 ‘도덕 률 초월 주의 ( antinominianism) ’ 전 

통을 내세워야 할지도 모른다. 물론 에머슨(Ralph Waldo Emerson)과 휘트벤의 흐름을 미 

국시의 정동으로 내세우는 비평가는 모더니즘을 미국시의 본령으로 삼기플 꺼렬지도 모른 

다. 휘트먼 이후의 미국시는 휘트먼과의 다툼이 되었다1) 라고 말하며 휘트먼식의 ‘새 아담 

(New Adam) ’ 창조 시 도를 미 국시 의 전 통무로 삼은 피 어 스 (Roy Harvey Pearce) 는 『미 국 

시의 연속성 (The Continuity 01 American PoetryH에서 모더니즘을 마국시 흐픔의 일종의 

비평가는 『미 역 류 (counter-current) 로 보 았다 2) 그러 나 아렌 스버 그 (Mary Arensberg) 같은 

국식 떻i힘美 (The American Sμblime)JJ에 서 모더니즘 자체까지도 에머슨 정신의 확징으로 

보았다 3) 역 류 보 보든 획 강으로 보든 리 (Robert Lee) 의 다음과 같은 말은， 더구나 20세기 

마국시가 아난 19세기 미국시를 취급하는 자리에서 언급한 그의 발언은， 미국시와 모더니 

1) Roy Harvey Pearce, The Coηtinuity 01 American Poetry (Princeton Uniγ. ， 1961), p.57. 
2) Ibid. , p.293. 
3) Mary Arensberg, cd. , “ Introduction," The Americaπ Sublime (Albanγ: Stàte Uniγ. of Ncw 

York, 1986) , pp.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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즘 사이의 관계룹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려라 생각-된다. 

If we acknowledge, and it is hard not to, that almost by cuItural and historic birthright 

American poetry-and indeed all the best and liveliest of American writing-has been ‘modernist,’ 

concerned in Ezra Pound’s 1 ustrous phrase to ‘make it ne￦，’ 4) 

그러나 섭구세기말에서 이십세기초에 이르는 미국시의 독창성 공백기 속에서 파운드와 엘 

리어트가 미국을 버리고 유럽으로 가서 문학활동을 시작했다는 사실도 간과할 수 없을 것 

이다， 다시 말해서 미국시가 언제나 ‘모더니스트’적이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그 공백기는 

피어스조차 간신히 로만슨(Edwin Arlington Robinson) 을 앞에 내세워 전통적인 ‘아담式 양 

태 (Adamic mode) ’와 당시의 리얼리즘 사이에 놓여 있는 특수한 현상이라고 어색한 논리를 

펴고 있는 것이다 5) 그러나 이 시점에서 볼때， 그 공백기는 새로운 시의 단생을 위한 준비 

기간이었다고 할 수 있다Q 

1915년 파운드가 『시편 (The Cantos) ~을 구상하기 시작하면서 쓴 「익속 (A Pact)J이 파는 

시 속에서 휘트먼과의 정신적인 제휘찰 술꾀한 것은 

해준다. 

1 make a pact with you, Walt Whitman-

1 have detcstcd γou long enough. 

그 시 자체보다 휠씬 많은 것융 시사 

『시편』을 구상하기 전까지는 파운드가 휘트먼을 그저 싫어한 것이 아니라 ‘매우 싫어했다 

는 (detested) ’ 사실은 그가 그전까지 휘트먼의 걸과는 전혀 다른 걸을 걸었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이며， 파운드를 비롯한 모더니스트플이 1910년대에 와셔야 에머슨이나 휘트먼을 향한 

움직임을 시직했음을 시사해 준다. 그 전까지 그 휴은 그들이 걸은 깊은 무엇이었는가? 

g 

파운드와 엘리어트가 미국을 벼리고 건너간 당시 유럽에서는 프랑스의 상정주의가 시의 

대세를 이루고 있었다。 사이먼죠(Arthur Symons) 가 예이츠(W.B. Yeats) 에게 헌정한 『상징 

주의 문학운동 (Symbolist Movement in LiteratureH (1 899) 은 세 기 말에 이 미 상정 주의 기- 영 

국에 확실히 딴을 붙이고 있았음을 보여주며， 잔기적으로 싶펴보면 하바드 대학 시철의 엘 

리어트에게도 결정적인 영향을- 주았다는 사살을 꽉인할 수 있다. I갈라르미1 (Stephane Mal-

larmé) 나 lll] 릎매느 (Paul Verlaine) 가- 대표하는 상징주의 시의 기븐구조는 二元論적 세계관， 

이원콘을 이루는 현상세겨1 와 영홉의 세제 사이의 상응 (correspondences) , 달개성 (imper-

4) Robert Lce, “ Introduction," ed. Robert Lee, Nineteenth-Century American Poetry (New York: 
Vision and Barnes Noble, 1985) , p.8. 

5) Pearce, p. 256. 



sonaiity) ,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음악과 이미지의 중요성이다. 파운드식S로 표현하자면 

melopoeia와 phanopoeia9l 배 타적 안 강조이 다. 그러 나 좀 더 정 확히 이 야기 하자연 그 무앗 

보다도 음악이다. 파운드 초기시의 뛰어난 작품 「복귀 (The Return) J I멋진 친구 (Ballad of 

the Goodly Fere)J 등의 성공은 주로 언어의 음악적인 요소에 의존하고 있다. 1912년 줍 

판펀 『예리한 응수 (Ripostes)JJ에 실련 「복귀」룹 예로 들어보자. 

The Ret뼈li'1!il 

Sec, they return; ah, see the tentatiγe 

Moγements， and the slow feet, 

The trouble in the pace and the uncertain 

Wavering! 

See, they return, one, and by one, 

With fear, as half.a￦akened; 

And murmur in the ￦ind， 

and half turn back; 

These were the “Wing’d.with-Awe," 

In떠。lable 

Gods of the winged shoe! 

With them the silτer hounds, 
sniflìng the trace of air! 

Haie! Haie! 

These were the swift to harry; 

These the keen-scented; 

These were the souls of blood. 

510￦ on the leash, 
pallid the leash-men! 

이섭세기 초에 영어로 씌어진 작품 가운데서 형식적으로 볼 째 가장 상징주의 시에 가까 

운 작품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문자 그대로 상정주의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파 

운드는 상징주의의 영향을 받아 초거의 설익은 낭만주의 시들을 벗어날 수 있었지만 그의 

작품에는 상정주의가 표현하려 하는 영혼의 상태 [état d’ âmeJ를 향한 지 향이 척다。 다}충 

말해서 파운드나 그와 정신이 유사한 윌리염즈의 시에는 상칭주의가 가지고 있는 형이상학 

이 없는 것이다. 그 대신 대상의 존재가 언어로 부각될 때의 쾌갇， 흑은 존재콘적인 의마 

확인이 들어 있는 것이다， 상징주의 시가 흔하 그렇듯이 이 시는 무엇에 대한 것인지가 볼 

분명하다. “They"가 이미 사라진 옛날의 神들이라는 판단을 내려도 상태는 마찬가지이다. 

언어의 음악적연 요소를 충분히 살려서， 다시 말해서 마리 정해진 려듬 대신에 시의 대상 

이 요구하는 음악을 살려서 (natural music rather than metronome) 화자의 기분과 정신적인 



學

이 시에서 파운드의 언어의 효과적인 구사능력은 대단하다. 

공간을 고려하여 예플 하나만 든다면， 제 1 행의 “빙설이는 (tentative) "이라는 낱말을 공중에 

띄우는 기숲윤 보과. 한편 제 2 행의 단음철 단어로만 엮어진 “ and the slow feet"은 힘없이 

國

상태를 잘 살리고 있을 뿐이다. 

美4 

앞서 말했듯이 이 시 잘 나더내주고 있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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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벡터박 결어기는 패들 휴은 사단들의 

非구상 조각가인 엠 파운드 자신은 이 작품을 。1낸二rJ. 
l ‘" c一 -, 드러내지 는 자신의 실체를 끌까지 

스다인(J acob Epstein) 이나 브르제스까 (Henry Gaudier-Brzeska)의 조각작품과 같은 것윤 만 

지향하고 있는 들려고 했다고 술펴하고 있다. 위 

것이 특정인 것이다 GJ 

이런 음악적안 고라는 Hl 슷한 시기에 쓰}이진 스타븐즈나 엘리야트의 작품에도 그대로 적 

특히 스티븐즈의 「항아리 遊話 (Anecdote of the Jar) J는 해석하는 1강맴도 많겠지 

그리고 그 가운테는 상싱-력과 상상꽉이 작용하는 대상과의 관계 살정이바는 극히 매력 

적인 것도 있지만， 그래도 뺑 수 없는 것은 이 시가 독자의 마-음을 사로장도록 만드는 음 

악적인 구조일 것이다. 

그 무엇보다도 음악을 ;ζ;:}-으 
~ I L. 두사람의 

용된다‘ 

만， 

Anecdote of the Jar 

1 placed a jar in Tennessee, 
And round it ￦as， upon a hil l. 

It made the sloγenly wilderness 

Surround that hil l. 

The wi1derness rose up to it, 
And sprawled around, no longer ￦i1d. 

The jar ￦as round upon thc ground 

And tall and of a port in 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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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딴하기 힘들 것이다. 터1 네시州는 스티븐즈가 여 

가정 황량한 州 가운데 하나도 아닌 것이다. 이 시는 운 

고려한 결과라고 할 수도 없을 것이다. 

아마 터1 네시주가 컨트리 

그냥음악적 

장소가 왜 하펄 테네시냐고 묻는다면 

아닐 뿐더러， 미국에서 

때문에 

없는 것이다. 

으
음
 

。
우}τ
 

ι
 

행한곳도 

(rhyme) 이 없는 시 이 기 

인 고려라고 볼 수 밖에 송 (country song) 의 발상지 

중섬지라는 사실이 속에 숲어 있을지는 모르지만. 여하든 후에 모더니스트가 될 시인 

그리고 그들에 앞서 상징주의자들이 내내， 왜 음악적 언어에 집착했는가는 아 

6) “The Return"에 대 해 서 는 Richard Gray, Americaπ Poetry 0/ the Twentieth Centμ7‘y (London: 
Longman, 1990) , pp.75-6을 볼 것 Gray는 ‘“Thc Return" refers nothing outside itself.’라고 
단언하고 있다。 

이며 

들이 한 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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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도 그 두 무리 시인들 모두 logopoeia플 배제한 시를 쓰려고 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냐 파운드는 음악적인 관심에 머무르지 않고 곧 이머지즘 (Imagism) 그리고 보오티 

시즘 (V orticism) 에 뛰어든다。 보오티시즘은 이마지즘의 靜적인 분위기플 멍청부터 動적으로 

바꾸려는 파운드의 의도에서 나온 것인지， 파운드의 뒤를 이어 이마지즘 기관지의 딸행을 

맡은 錢主 로우월 (Amy Lowell) 과의 불화 때 문에 다른 이 름을 부여 하려 는 의 도에 서 비 롯관 

것이지 분명치 않지만， 그 실체에 있어 이미지즘과 별로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1913년 

시카고에서 출판된 『시 (PoetryH 3월호에 실린 「이미지스트가 뱀하지 말아야할 몇 개의 조 

항 (A Few Don’ ts for an Imagist) J에 표현된 파운드의 견해는 보오티시소트가 펀 디-음에도 

그대로 지속되며， 2년후에 출간된 『이미지스트들 (Des ImagistesH 서문에서도 약간의 다른 

표현으로 반복됨 뿐이다. 불론 파운드의 시 전체플 놓고 볼 해는 단순한 자연 속의 언어 

대신에 정신이 영켜 있는 ‘神話적 언어’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미지즘에 

서 보오티시즘으로 옮겨가는 1913년 경에는 그런 것을 찾아볼 수 없다. 

‘대충 그리고 편려하게 잡는다면 3 현대시의 출말점은 1910년경 런던에서 “이마저스트”라 

고 칭해진 그룹이다，’라고 엘리어트는 단언했다 7) 물론 그 그룹에는 흉-(τ.E. Hulme) 이나 

폴란트 (F.S. Flint) 같은 영국인들이 있었g나 정작 널리 알려지게 된 것은 파운드를 통해 시 

카고에서 출판되던 『시』에 의해서었다. 그 이전에 이마 미국서 런던으로 거처를 옮긴 H.D. 

나 미국에 남아 있던 윌리엄￡들에 의해 이미지즘은 실험의 대상이 되고 있었다. 그리고 

좋은 의미에서든 나쁜 의마에서든 정작 이미지즘이라는 용어를 정착시킨 사람은 이미지스 

트 시 앤솔로지를 세 권이나 출간한 미국인 애마 로우월이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보면， 상 

정주의에서 음악성은 물흔 볼개인성까지 영향을 받기는 했어도 미국인 특유의 사물 자체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상징주의의 형이상학을 배제하고 상징주의의 음악적 언어 (musical 

language) 플 회 화적 언어 (pictorial language) 로 바꾼 이 머 지 즘은 미 국적 인 것 이 었다. 그것 

은 모든 것을 전통과의 연결 없이 새로 보려는 에머슨 이후의 「새 아담(New Adam)J 정신 

과 같은 반열의 시학이라고 할 수 있다。 이미지즘 체계화의 해인 1913년은 또한 파운드가 

예이츠의 ~l 서로 일한 해로， 예이츠를 모더니스트로 만드는 데 있어서， 다시 말해서 예이 

츠의 시 를 더 구체 적 으로 (more concrete) 만드는 데 있어 서 9 파운드의 역 할을 생 각한다면 

모더니즘과 미국 정신과의 관계가 더 선명히 드러날 것이다。 여하튼 이미지즘은 미국 언어 

행위 자체의 리듬에 근거를 두고 이마지를 내세운 운동으로 최초의 국제적인 미국어의 발 

견 운동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한편 윌리염즈도 후에 『페이터슨 (PatersoπH에서 언명한 시는 ‘관념에 있지않고 사물에 

있다 (No ideas but in things) ’ 략는 모로에 걸맞는 착엽을 하고 있었다g 비록 파운드가 서 

구문화 속에서 이마지들을 찾는 데 비해 그가 미국의 생활 속에서 찾으려한 차이는 있지 

7) T.S. E1iot, To Crìticise the Critic (London: Faber and Faber, 1965) , p.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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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그의 시 가운데 가장 찰 알려진 착품이라 할 수 있는 「빨간 외바퀴 손수레 (The Red 

Wheelbarrow) J플 읽어 보자. 

The Red Wheelbarrow 

so much depends 

upon 

a red wheel 

barro ‘W 

glazed with rain 

water 

beside the white 

chickens. 

이 작품을 인식 과정을 표현하는 시로 이해하려는 노력도 있었고， 또 이 작품에 존재론적 의 

미를 부여하려고 한 시도도 있었다. 그러나 이 작품은 사물의 사물다움을 이미지 제시블 통 

해 보여주고， 사물다움이 그 나릅대로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줄 뿐인 것이다. 

‘너무 많은 것이 달려 있다’라는 첫머리는 시가 진행되면서 우리의 기대를 무너뜨린다. 어 

떤 철학적인， 흑은 인생흔적인， 명제나 발언이 전혀 없는 것이다. 그러나 그레이 (Richard 

Gray)의 말처험 이 시는 추상적인 명제를 열망하는 우리의 기대를 무너뜨리고 현존하는 사 

물의 아름다움을 보여 줌으로써 미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일을 해내고 있는 것이다 8) 

윌리엄즈보다는 상정주의 영향을 훨씬 더 많이 받은 스티븐즈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그의 초기시는 이미지즘 시라고 블려도 좋을 작품블로 차 있다.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찌 

르레기새를 보는 열세 가지 방법 (Thirteen Ways of Looking at a Blackbird)J이겠지만 가장 

음악적인 시의 하나로 알려진 「건반악기를 연주하는 피터 렌스 (Peter Quince at the Clavier) J 

도 사실은 이미지들의， 면속적이고 이미지가 이미지를 새로 유도하는 식의， 제시로 되어 있 

는 것이다. r열세 가지 방볍」 가운데 한 ‘방볍’을 읽어 보자. 

VI 

Icides filled the long window 

With barbaric glass. 

The shadow of the blackbird 

Crossed it, to and fro. 

The mood 

Traced in the shadow 

An indecipherable cause. 

8) Gray, p.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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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도 그 두 우리 시안들 모두 logopoeia플 배제한 시를 쓰려고 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파운드는 음악적인 관섬에 머무르지 않고 곧 이마지즘 (Imagism) 그리고 보오티 

시즘 (Vorticism) 에 뛰어든다. 보요티시즘은 이마지즘의 靜적인 분위기플 맹칭부터 動적으로 

바꾸려는 파운드의 의도에서 나온 것인지， 파운드의 뒤를 이어 이미지즘 기관지의 딸행을 

맡은 錢主 로우월 (Amy Lowel1) 과의 불화 때 문에 다른 이 름을 부여 하려 는 의 도에 서 비 롯판 

것이지 분명치 않지만， 그 질체에 있어 이마지즘과 별로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1913년 

시카고에서 출판된 『시 (PoetryH 3월호에 설런 「이미지스트가 뱀하지 말아야할 몇 개의 조 

항(A Few Don'ts for an Imagist) J에 표현된 파운드의 견해는 보오티시스트가 관 다음에도 

그대로 지속되며， 2년후에 출간된 『이미지스트들 (Des ImagistesH 서문에서도 약간의 다른 

표현으로 반복될 뿐이다g 물론 파운드의 시 전체블 놓고 볼 때는 단순한 자연 속의 언어 

대신에 정신이 영켜 있는 ‘神話적 언어’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미지즘에 

서 보오티시즘으로 옮겨가는 1913년 경에는 그런 것을 찾아볼 수 없다. 

‘대충 그리고 편리하게 장는다면， 현대시의 출발점은 1910년경 런던에서 “이마지스트”라 

고 칭해진 그룹이다，’라고 엘리어트는 단언했다 7) 불론 그 그룹에는 흉 (T.E. Hulme) 이나 

플런트 (F.S. Flint) 같은 영국인들이 있었오나 정 작 널리 알러지게 된 것은 파운드를 통해 시 

카고에서 출판되던 『시』에 의해서였다. 그 이전에 이미 미국서 런던으로 거처를 옮긴 H.D. 

나 미국에 남아 있던 윌리엄즈들에 의해 이미지즘은 실험의 대상이 되고 있었다. 그리고 

좋은 의미에서든 나쁜 의미에서든 정작 이미지즘이라는 용어를 정착시킨 사람은 이마지스 

트 시 앤솔로지를 세 권이나 출간한 미국인 애마 로우월아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보면， 상 

정주의에서 음악성은 물흔 몰개인성까지 영향을 받기는 했어도 미국인 특유의 사물 자체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상징주의의 형이상학을 배제하고 상정주의의 음악적 언어 (musical 

language) 를 회 화적 언 어 (pictorial language) 로 바꾼 이 미 지 즘은 미 국적 인 것 이 었다. 그것 

은 모든 것을 전통과의 연결 없이 새로 보려는 에머슨 이후의 「새 아담(New Adam)J 정신 

과 갇은 반열의 시학이라고 할 수 있다. 이미지즘 체계화의 해언 1913년은 또한 파운드가 

예이츠의 비서로 일한 해로， 예이츠를 모더니스트로 만드는 데 있어서， 다시 말해서 예이 

츠의 시를 더 구체적A로 (more concrete) 만드는 데 있어서， 파운드의 역할을 생각한다면 

모더니즘과 마국 정신과의 관계가 더 선명히 드러날 것이다. 여하튼 이미지즘은 미국 언어 

행위 자체의 리듬에 근거를 두고 이미지를 내세운 운동으로 최초의 국제적인 미국어의 발 

견 운동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한편 윌리엄즈도 후에 『페이터슨(PatersonH에서 언명한 시는 ‘관념에 있지않고 사물에 

있4 (No ideas but in things) ’ 라는 모토에 결맞는 착업을 하고 있었다. 비록 파운드가 서 

구문화 속에서 이미지들을 찾는 데 비해 그가 미국의 생활 속에서 찾으려한 차이는 있지 

7) T.S. Eliot, To Criticise the Critic CLondon: Faber and Faber, 1965) , p.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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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그의 시 가운데 가장 찰 알려진 작품이라 할 수 있는 「빨간 외바퀴 손수레 (The Red 

Wheelbarrow) J플 읽 어 보자. 

The Red Wheelbarrow 

so much depends 

upon 

a red wheel 

barrow 

glazed ￦ith rain 

water 

beside the white 

chickens. 

이 작품을 인식 과정을 표현하는 시로 이해하려는 노력도 있었고， 또 이 작품에 존재론적 의 

미를 부여하려고 한 시도도 있었다. 그러나 이 작품은 사물의 사물다움을 이미지 제시를통 

해 보여주고， 사물다움이 그 나름대로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줄 뿐인 것이다. 

‘너무 많은 것이 달려 있다’라는 첫머리는 시가 진행되면서 우리의 기대를 무너뜨린다. 어 

떤 철학적인， 흑은 인생론적인， 명제나 발언이 전혀 없는 것이다. 그러나 그레이 (Richard 

Gray)의 말처럼 이 시는 추상적인 명제를 열망하는 우리의 기대를 무너뜨리고 현존하는 사 

물의 아름다움을 보여 줌으로써 미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일을 해내고 었는 것이다 8) 

윌리엄즈보다는 상정주의 영향을 훨씬 더 많이 받은 스티븐즈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그의 초기시는 이미지즘 시라고 블라도 좋을 작품들로 차 있다. 대표적인 예블 들자면 「찌 

르례기새블 보는 열세 가지 방볍 (Thirteen Ways of Looking at a Blackbird)J이겠지만 가장 

음악적인 시의 하나로 알려진 「건반악기를 연주하는 피터 렌스 (Peter Quince at the Clavier) J 

도 사설은 이미지들의， 연속척이고 이미지가 이미지블 새로 유도하는 식의， 제시로 되어 있 

는 것이다. r열세 가지 방볍」 가운데 한 ‘방법’을 셈어 보자. 

VI 

Icicles filled the long window 

With barbaric glass. 

The shadow of the blackbird 

Crossed it, to and fro. 

The mood 

Traced in the shadow 

An indecipherable cause. 

8) Gray, p.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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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의 3행에는 스티븐즈가 앞으로 걸을 길， 다시 말해 사변적언 요소가 들어 있으나 전체적 

으로는 틀렴없는 이마지즘 시이다. ["플로라디-의 萬話詩 (Fabliau of Florida) J는 전형적인 

이마지즘 시이다. 

Barque of phosphor 

On the palmy beach, 

Moτe outward into heaγen ， 

Into the alabasters 

And night blues. 

Foam and cloud are one. 

Sultry moon -monsters 

Are dissolving. 

FiIl you black hull 

With ￦hite moonligh t. 

There ￦il1 neτer be an end 

To this droning of the sur f. 

이미지즘과 꼭 연결지을 펄요는 

하지 않다。 많은 초기시에서 예블 

없을지 모르지만 엘리어트의 초기시도 이마지즘과 무관 

이끌어낼 수 있겠지만， 대담하게 「프루프록의 사랑노래 

(τhe Love Song of J. Alfred 맘rufrock)J에서 두어 부분 뽑아보자， 

When the evening is spread out against the sky 

Like a patient etherised upon a table; 

이 놀라운 비유의 근원을 찾아서 17세기 형이상학파 시인들에게까지 올라갈 비평가도 많겠 

지만， 1910년초 미국시， 그것도 새로 태동하는 미국시， 특히 이미지즘과 관련된 미국시의 

분위기 속에서 그 싸앗을 발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시를 전부 읽었을 때 우리는 이 시 

전체가 이 하나의 이마지로 수렴됨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도시의 10월 저녁이 안 

개 로 표현되 는 환유 (metonymy) 와 그 안개가 고양이로 그러지는 온유 (metaphor) 가 동시에 

사용되는 

The yellow fog that rubs its back upon the windowpanes, 

The yellow smoke that rubs it muzzle on the windowpanes 

Licked its tongue into the corners of the eγening， 

Lingered upon the pools that stand in drains, 
Let fall upon its back the soot that falls from chimneys, 

Slipped by the terrace, made a sudden leap, 
And seeing that it was a soft Octoher night, 

Curled once about the house, and fell asle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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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이한 장면도 가치판단 없이 객관적우로， 

초 미국시의 이미지즘 득성이 그대로 들이 

그리고 구체적인 이미지로， 

있는 것이다. 

묘사하려는 20세기 

3 

그려나 이미지즘을 곧 모더니즘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미지즘은 모더니즘의 출발점이 

될 뿐이다. 옐리어트처럼 이미 만들어진 이미지즘을 이용한 시인은 별 문제 없지만 (따라서 

피운드가 엘리어트를 칭하여 담에게 배우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현대시인이 된 사람이라 

그Z 말했지만) , 대부분의 이미지스트들은 파운드가 「지하철역에서 (In a Station of the 

Metro)J를 쓰면서 겪은 체힘을 다시 겪게 되 었다. 빠리의 꽁고르드 지하철 역에서 사람블 

의， 특히 아릅다운 여자들외， 얼꽃을 보고 직관융 얻았던 깅힘은 처음에는 30행의 시로 되 

었다가 반년 푸에는 그것이 반으로 줄고 다시 일넌 후에는， 

The apparition of these faces in the crowd; 

Petals on a wet, black bough. 

같이 서술적인 1행과 그 서술에 벙치되는 겹칩 이미지 (superpositive image) 1행， 합쳐서 단 

2행의 시가 되어벼린 것이다. 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이미지즘 시들은 하나만의 이미지로 

몸을 축소시키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윌리엄즈의 「빨간 외바퀴 손수레」도 결국 

한 손수레와 닭 몇마리 그리고 이들을 적시는 비가 이룩하는 이미지 한 장면일 뿐이다. r지 

하철역에서」가 완성된 1915'"'-'6년은 파운드가 보오다시즘 선언을 한지 이미 한두해 지난 후 

이기 때운에， 이 시가 파운드의 풍은 의마의 이미지즘 시대의 작품이며 따라서 보오티시츰 

시대와는 벨개의 것이다라고 변맹할 수도 없을 것이다. 이미지즘은 기탤 전통이 없었다는 

특성을 지닌 미국시가 포우의 의미를 최대한 축소시킨 시， 그리고 휘트먼의 ‘야성적인 외침 

(barbaric yawp) ’이후 또 한번 이룩한 극단적인 실험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미지즘이 이 

룩되자마자 이미지즘 자체의 한계가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물리적인 걸이를 생각하지 

더라도 이미지 하나 시 한 편의 세계는 지나치게 단순해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J.
1-0 

1910년대 초중반에 이미지즘이 자리를 장자 후에 모더니스트로 불리울 시인들은 거기서 

떠나 각자 자신의 길을 가기 시작한다a 파운드는 주로 melopoeia와 phanopoeia에 의존했떤 

초기시에서 떠나 logopoeia의 세계로 나가‘ 『모밸리 (Hugh Selwyn Mauberley)J] 1부와 2부블 

완성하고 동시에 결국 미완성으로 끝날 거창한 ‘서사시’ 『시편』을 쓰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것온 이미지즘의 극단적인 수축으로부터 걷잡을 수 없을 정도의 팽창으로 나가는 세계이 

그려나 카알 (Frederick R. Karl) 이 『현대와 모더니즘 (Moderη and Modernism) dI에서 파 rl 

운드의 『시편』의 기본 구조플 영화 기볍이라고 했듯이 9) 파운드는 장띤과 장면의 연결， 복 

9) Frederick R. Kar!, Modcrη aηd Modernism (New York: Athencum, 1988) , p.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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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이마지와 이마지의 연결을 시의 기본 기볍￡로 삼았던 것이다. 그리고 「지하철 정거장 

에서」와 같은 이미지 겹침기법을 효과적으로 사용했던 것이다. 그 당시 조장한 영화에 의 

해 언극이 침 해 받는 것을 보고 영 화룹 “a prose kinema" (Hugh Selwyn Mauberley, II) 라고 

부르며 풍자한 파운드이 고 보면 의식적으로 영화의 기법을 따료려고 한 것으로 볼 수는 없 

기 때문이다。 

더 광뱀위하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LXXIVJ의 첫 

그는 「지하철 정거장에서」와 같은 이미지 겹침기법을 더 

예 블 을연 『파 사 시 펀 (Pisan Cantos) J]을 여 는 「시 사용했다. 

머라는 

The enormous tragedy of the dream in the peasant’ s bent shoulders 

이미지를 내세워 그 시 전체와 대응되는 

펀』 잔채를 조응하는 이미지가 된다。 

겪침 이마지로 사용하고 있으며， 동시에 『피사 시 

손쉬운 예블 또 하나 든다면~피사 시편』의 중심을 

이 루는 시 의 하냐인 「시 LXXXJ는 

sunset grand couturier. 

로 끝맺는다. 이 이미지는 바로 앞에 있는 8행의 진술을 덮어씌우는 겹침 이미지일 수도 있 

고， 1975년 Faber and Faber 판으로 24페이지나 되는 이 시 전체의 내용과 겹치는 이미지 

가 되기도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이미지즘을 확대시키고 더 역동적으로 사용하고 。1'=
λλ1二

것이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이미지즘과 파운드의 

것은 피사 영장에서 고통 속에 얻는 비전(영창에 

후기시와의 관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나타난 아프로디테의 눈)을， 

sky’s clear 

night’ s sea 

green of the mountain pool (Canto LXXXI, line 127-9) 

라고 이미지만으로 표현하여 오히려 역동성을 획득하는 예일 것이다. 물론 그동안 파운드가 

中國文字 속에 들어 있다고 생각한 

이흔의 결과이기도 하겠지만， 

언어의 독특한 구성원리 연구를 통해 획득한 ideogram 

그 무엇보다도 이 미 지 즘에 logopoeia를 포용하려 는 파운드의 

의지기- 만들어낸 결과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어디 파운드의 『시편』뿐이랴? 윌리염즈의 『페이터슨』도 넓은 의미의 이미지와 이머지의 

통적인 연결인 것이다. 그려면서도 미국의 한 지역이 지니고 있는 삶， 퇴락성까지도 포함 

하고 있는 삶의 총체성을 포착하려는 야심 (logopoeia의 세계)의 궤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다. 파운드와 윌리염즈 모두 제어할 수 없는 야섬， 제어할 수 없는 에너지의 확산의 기록인 

것이다. 제어할 수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미완으로 끝날 운명을 타고났는지도 모른다， 지 

금 이 자리에서 봉 때， 그들은 결국 『냐자신의 노래 (Song of Myself)J]처렴 극(劇)적인 구 

성과 끝맺음이 없는 넓은 의마의 휘트먼의 정신구조로 칩근하는 존재플로 파악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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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븐ξ의 경우도 별로 다르지 않다. ~하모니움 (Harmoηiu껴)~에 실린 시펀들 속에도 벌 

써 이미지즘과 거리플 둔 시들이 많고， I일요일 아침 (Sunday Morning) J 같은 시는 벨써 후 

에 『최 상의 허 구를 위 한 비 망록 (Notes Toward a S째γeme FictionH (1 942) 을 예 고하고 있 

는 것이다。 표랑스 상징주의의 영향을 그 누구보다도 많이 받은 그었지만， 모든 허구기- 극 

(劇)작 상태플 지향한다는 점에서 보면 드라마가 없는 시를 향해 먼 길을 걷기 시작한 것 

이다， 그것은 우리가 보통 극적인 짜임새라고 부르는 요소플 휘트먼의 시가 결여하고 있다 

는 사실을 다시 상기시켜준다. 그것은 또한 초기시쑤터 스티븐즈가 휘트먼식의 다국어사용 

자 (polyglot) 이 었고 새 말 제 조자 (neologist) 었음을 상기 시 켜 준다 10) 걷보기 와는 달리 그는 

휘트먼적안 정신을 많이 담고 있었던 것이다. 스티븐즈플 벼릇한 20세기 미국 시안들이 휘 

트먼과 얼마나 가까운 혈연을 가지고 있는지는 멜러 (James E. Miller, Jr.)의 『최상의 허구 

를 위한 미국적 추구(The Americaη Quest for a Stφreme Fictioη)~에 잘 나타나 있다 11) 

그리고 『하모니움』 이후의 거의 모든 시들이 ‘최상의 허구’， 즉 진정한 ‘현대시’플 어떻게 

쓰느냐에 바쳐지는 것이었으며 그것은 파운드나 윌려염즈의 경우처렴 진정한 미국적인 삶 

이 무엇이냐를 추구한 『나 자신의 노래』가 미완인것같이 장엄한 미완으로 끝나는 것이었다. 

결국 새로운 ‘형이상 허구 (metafiction) ’를 추구하다 끝나는 것이다. 그러나 그의 시에는 이 

미지즘의 흔적이 끝까지 남는다. 그가 생전에 출판한 마지막 시집 『바위 (The Rock)~의 

첫번째 시 「잠든 노인 (An O1d Man Sleeping) J을 예로 들면 마지막행 

The riτer motion, the drowsy motion of the riγer R. 

이라는 이미지 하나에 그 시의 오든 것이 집중되어 있는 것이다. 

엘리어트의 경우는 좀 다르다고 할 수는 있다. 자연인이 이-닌 시인의 입장에서 불 때， 그 

가 영국인으로 국적을 옮긴 것은 친왕파 (royalist) 었고 영국정교도였기 때문만이 아니라 시 

적으로 휘트먼류(流)가 아니었기 때문이었지도 모른다. 아니 그외 국적 변경은 자신과 휘 

트먼 사이의 뛰어 넘기 힘든 거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의 시， 

특히 『황무지 (The Waste Land)~의 특정 가운데 특히 눈에 띄는 ‘다국어 사용 (polyglot) ’ 

이나 당시로서는 대담하게 자유시 (free verse) 블 다양하게 쓴 것은 미국적이었다고 할 수 있 

을 것이다. 게다가 일찌기 체이스(Richard Chase)는 다음과 갇이 말한 바 있다. 

Both Song of Myself and The Waste Laηd are loosely organized by a stream of consciousncss 

or musical technique, haγing a protagonist called “1" who merges regardless of the space with 

a variety of historic and mythical personages, and celebrati l1g cycles of death al1d rcbirth. 12J 

10) Harmoηium의 “Bantams in Pine-Woods" 같은 시 을올 참조할 것 . 
11) James E. Miller, Jr., The Americaη Quest for a S，μpreme Fiction: Whitηwn’ s Legacy in the 

Persoηal Eþic (Chicago: Uniγ. of Chicago, 1979) , pp. ix-xiii와 pp.51-66을 참조할 것 . 
12) Richard Chase, Walt Whitηzan Reconsidered (New York: WiIli::tm Sloane Associatcs, 1955) , 

pp.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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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작품 사이의 구조적 유사성을 주징히-고 있는 것이다9 뿐만 아니라 『황무지』에 대한 시 

인 자신의 말을 들어 보자. 

Various critics have dOlle me the hOll0Ur to illterpret the poem in terms of críticism of the 

contemporary world, have considered it, indeed, as an important bit of social criticism. To me 

it ￦as only the relief of a persollal and wholly insignificant grouse against life; it is just a 

piece of rhythmical grumbling. 13) 

엘리어트의 미국인적언 면모가 잘 드러나는 고백이며， 동시 에 이 작풍이 『나자신의 노래』 

외 별 다름없이 미리 세워진 완벽한 계획 아래 씌어지지 

볼 때 『황무지』는 『시펀』이나 『페이터슨』과 같은 

작품이 완성되었다는 사실은 두 시인의 

않았음을 보여준다， 창작 의도 연 

에서 차원에 있는 것이다。 

에 의해 이 효과적인 협동 

他者(파운도) 

이외에 작엽이라는 사실 

도 많은 것을 시사해 주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엘리어트는 마지막까지 이미지즘의 실체를 잃지 않고지니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쉽게 고블수있는 여러 예들을 다제쳐놓고 그의 시로서는 마지막 작품이략고 할 

수 있는 『리틀 기딩 (Little Gidding)J]에서 예 하나만 든다면， 첫 마다 41행 전체가 버려진 

聖所 리틀 지딩 o 로 가는 길목에 피어 있는 털花 속에서 차캡게 불다고 있는 빛 이마지 하 

나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다。 

이미지즘을 거치지 부르기를 꺼리게 만드는 대표적인 경 

우를 우리 는 프로스트 (Robert Frost) 나 크례 인 (Hart Crane) 에 게 서 찾을 수 있을 것 이 다. 표 

않은 미국시언을 모더니스트로 

로스트의 生觀은 모더니스트들의 생관과 흡사한 점이 많고， ';1: 
...L.. 그의 “Desert Places" 나 

“Design"같은 작품은 현대인이 처해 있는 위기의식을 그 어느 누구의 시보다도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프로스특류의 모더니즘’이라고 부플 수는 있을지 모르나그를 

모더니스트라고 부르기는 힘들다. 이미지즘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크례연으로 

말하면 상징주의의 영향도 받았고s 모더니즘이 한창때인 1920년대에 시를 쓰기 시작했으며， 

또 그 누구보다도 휘트먼적이지만， 그 또한 모더니스트로 부르기 힘든 것은 이미지스트들 

이 완성 한 melopoeia와 phanopoeia 만3로 이 룩하는 극단적 인 단순성 을 거 치 지 않았고， 다 

신화의 창출이라는 시 말해 모더니즘의 

logopoeia의 세 계 에 

특정인 실험정신이 적었고， 

뛰어들었기 때문일 것이다. 

처음부터 미국적인 

마국시의 모더니스드들은 경중의 차이는 있겠지만 모두 이미지줍의 세례플 받은사람들 

이 다. 다시 말해 서 logopoeia를 향한 팽 창을 위 하여 logopoeia가 극도로 억 제 된 수축의 단겨1 

를 거친 사람들이다9 

3 章 전체의 맥락 

그러나 이미지즘과의 관계에만 너무 집착해서는 

속에서 찾아볼 수 있지만， 수축은 첨체라기보다는 

안될지도 

멀리 뛰기 

모른다. 제 

위한움추 

13) T.S. Eliot, The Waste Land: A Facsimile , ed. Valerie Eliot (London: Faber and Faber, 
1971), p.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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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또 하나 제 2 팽창의 다오니소스적인 요소 (엘리어트의 『황무지』까지 림인 것이다. 

촉기 『시편』이나 윌리엄즈의 중 

후기 시들에 잘 나타나 있다g 스티븐죠까지도 「아이스크림이 제일이야(The Emperor of Ice

Cream)J를 비롯한 여러 작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고 보면 이 지점에서 우리는 

또 휘트먼과 만나게 된다. 제 1 팽창이나 제 2 팽창이나 모두 넓은 의미에서 다요니소스적 

인 팽창이었던 것이다. 그 두 팽창 모두의 배면에서 우리는 미국 문화가 특징적으로 지니 

그 사실은 파운드의 포함해서)를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고 있는 퓨리 딘의 도덕 률 초월주의 (antinomianism)블 발견하게 펼지 도 모른다. 

4 

모더니줍을 미국시의 두먼째 팽창이라고 생각하면 3 칫빈쩨 팽창 직전의 포우'- (Edgar Allan 

""뜨"...:..:L--=C ‘춰 소한도주의 (minimalism) ’ 미국시의 오느나 e. e. 위상아니， 는
 

이
 사
 

Poe)의 시가 지니고 

비록 마국적인 시가 아니고 영국시의 흉내 드러난다。 ‘언어 시 (Ianguage poetry) ’ 의 위 상이 

시’ 이후에 시 

그 공백기를 채우는 거의 유일한 시인인 포우의 작품은 의미 

상징주의의 원조탑게 melopoeia가 더 승하기는 하지만 여하븐 

melopoeia와 phanopoeia만으로 된 시 인 것 이 다。 당시 상황에 서 보자면 ι무용도의 시 (useless 

극단적으로 의미가 수축된 시를 썼던 것이다。 한번 더 말을 바꾼다 

‘의마 있는 에 가까운 것이었지만 브라이언트(William Cullen Bryant) 들의 

공백기가 있었던 것이다。 

시이며， 포기한 

의 

를 거의 

poetry) ’ 씨 , 다시 말해 

면， 그는 거의 의도적ξ로 logopoeia를 제거한 시블 썼다고 할 수 있다. 

이 완전히 非미국적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마국시다운 극단성을 

는 것이다. 그리고 후에 기-장 미국적언 시인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윌리엄즈가 특별 

히 자기 시를 이해시커기 위한 주요한 용어 가운데 하나로 사용한 ‘가변적 음보 (variable 

foot) ’가 실은 포우가 쓴 용-어었다는 사실은 많은 것을 시사해 준다。 15) 윌리엄즈의 

그러나 그의 정신 

그의 시는 갖고 있 

출발에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다. 포우의 시가 미국인에 한정되지 않고 오 

주어 국제적인 성격을 

수축 뒤에 미국시에 미 

디 칸슨 (Emily Dickinson)의 팽 창이 뒤 

。H}~
d -d '2. 

포우적인 

도 포우적인 정신상황이 

히려 프랑스 시인， 특히 보들레르와 말라르메에게 직접적인 

띈 것도 이마지즘시가 국제적인 성격을 띤 것과 통한다. 

국적인 logopoeia를 부여한 에머슨， 휘트먼， 그리고 

따랐던 것이다 16) 

오늘날의 미국시도 수축기에 와 있는 것으로 생각렌다. 바로 깐 세디1 리-고 할 수 있는 고 

14) Gray, p. 4. 
15) Robert von Hallberg, “ Edgar Allan Poe, Poet-Critic," cd. A. Robert Lee, Nineteenth-Century 

Aηuricaη Poetry (New York: Vision and Barnes Noble, 1985) , p.94. 
16) 디킨슨의 시는 언뜻 보면 팽창의 시로 보기 힘든 띤도 있오나 그너1 의 시의 중요한 개년인 “圖周

(circumference) "가 意談의 극단， 또는 神까지 포함한다는 사섣을 갇안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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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시 (Confessional poetry) 도 넓은 의미에서는 수축의 준바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휘 트먼의 자기 확대 적 인 고백 과 달리 로우월 (Robert Lowell) , 베 리 먼 (John Berryman) , 뢰 

터 케 (Theodore Roethke) 그리 고 플라스 (Sylvia Plath) 들의 고백 에 는 자폐 성 성 향이 강하게 

들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에머슨이나 휘트먼의 삶의 찬가(讀歌)와는 달리 이들의 시에는 

삶의 무의미와 삶의 고통이 특정적드로 들어 있는 것이다。 이 네 시인 가운데 세 시인이 자 

살로 자신들의 생애를 끝낸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펀다. 

모더니즘은 제 2 의 수축기를 거천 팽창기의 산물이다. 제 l 의 수축 팽창과는 달리 이번 

의 수축 팽창은 우선 영어쉰뿐만 아니라 전새계적으로 영향을 미쳤고， 전세계의 현대시에 

자취를 남겼다. 특히 영국적인 성향을 지닌 엘리어트블 예외로 한다면 (그러나 그의 『황무 

지』도 전통적인 의마에서 완결된 작품은 아니다. 포스트모더니즘 입장에서 보아 ‘탈중심적’ 

인， 다시 말해서 중심이 없는， 중심을 찾아 헤매다 끝나는， 작품무로 볼 수도 있는 것이다. ), 

파운드， 스티 븐즈， 윌리 염 즈도 모두 에 다픽 션 (metafiction)을 찾다가 마 완의 시 도로 끝난 시 

인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미완은 후에 ‘고백시’파블랙 마운틴(B1ack Mountain) ’파， 

그리고 g비투 (Beat) ’파의 봄부립에서 반복된다。 그 누구도 위 세 파의 특징적인 작품들을 

아리스둠텔레스적인 의미에서 g 흑은 신고전주의나 낭만주의적인 의미에서， 완결된 작품이 

라고 생 각하지 는 않을 것 이 다。 그리 고는 최 근에 와서 ‘최 소한도주의 (minimalism) ’ 와 ‘언어 

시 (language poetry) ’ 가 등장한다。 둘 다 의 미 를 최 소화하거 나 의 미 블 아예 제 거 하자는 시 

운동들인 것이다. 다시 말해서 logopoeia가 거의 완전히 제거련 시를 지향하는 시운동들인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미국시의 제 3 의 수측현상으로 볼 수 있요며， 이제 제 3 의 팽창을 

조심히 기대해봄직도 한 것이다， 그 팽창이， 이 글 첫머리에서 모더나즘이 미국문학의 정 

체성 확보 노력의 일환이었다고 말했듯이， 무엇을 지향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지켜불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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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ll1쩍a앓Y뼈 짧쟁인짧ll1jl훌 

In a sense the history of American poetry is repetition of contractions and expansions, 

American poetry has witnessed two full contraction-expansions: the first in 1830,......,50 a없& 

the second in 1910"-'30. The first expansion made American poetry truly ‘American,’ and 

the second made American poetry reaHy 'international. ’ τhe first conìraction ￦hich 

preceded the first expansion is represented by Poe with his ‘useless poems’ like “The City 

in the Sea" and “τhe Sleeper." The second contraction is the Imagism which tends t。

reduce life inìo one image per poem poetry. 

Modernism in American poetry comprises the second expansion, ￦hich presupposes the 

second contraction, the Imagism with its suppressed logopoeia, as a prerequisite. We don’ t 

usually call Frost or Crane 없어ernists proper, for they have never been baptised in the 

Imagism. τhe modernist expansion in spirit and form shows its affinity with the first 

expansion. We can say 뼈odernism in American poetry was an attempt to find a new 

American identity on the ebb of the spirit of Emerson and Whitman who are the forerun

ners of the fi.rst expansion. Now on the ebb of the spirit of the forerunners of the second 

expansion we fÌnd another contraction in the form of Minimalism and Language Poetry 

which makes us expect another imminent new expans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