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

탤

스
포

‘

P

λX 빼왜

빼 뿜 λ$ 얘;

---잃어벼옆 삶의 시를 찾아서---

申

鉉

ïE
(서 울大學校 英)(學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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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모먼 시대만이 지닌 특유의 속성， 즙 6포스트모더나티’란 우엇안가의 문제다。

6 포스트

둔제는

채

문

적으로 어느 시기부터블 포스트모던요로 볼 것인가의 운제와3 보다 어려운

협

남은

정

일단 이름의 문제플 체쳐두면，

처「

논외의 문제로 제쳐놓을 수밖에 없다。

g포스트모던? 이 iC't 는

이，

모던 시대’에 대한 논의를 지금 해야한다면，

합

시대 란 것은 먼 훗날에 창안펀 것이다"1) 라는 Hugh Kenner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포스

1950년대 말에 Irving Howe와 묘an얘aH Jarrell이 ‘postmodern’이 라는 용어 를 처 음으혹 사
용한 이래， 그리고 1986년에 Huyssen이 포스i트모더니즘을 이해하려면 “ 1950년대를 기점&
로해서 포스드모던의 지도를 그려야 한다2) 고 단정적으로 주장하고 있음에도， 정확하채 언

제부터를 포스트모던의 시기로 볼 것언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듯하져 않다。 그 이유논

무엇을 변화에 대한 판단의 근거로 삼느냐가 변화의 기점을 다르게 하기 때품이다。 근대와
포스트모던 시대를 구분하려고 할때， 역사변량의

원인이 되는 사건-예를 들어， 2 치· 채때

대전-이나 역사변화를 뒤따르는 강수성의 변화를 판받의 근거로 하면， 포스트모던의 가점
은 1940 1건대 초반이 된다. 그러나 역사와 예술형식의
그것은 Huyssen의

주장대록 1950년대 후반야

면， 세계를 받아들여 의마플 만드는

감수성에

을 전후해서 일어나고 있었지만， 그것이

될

실질적

것이다。

변화를 판단의 근거료 하뱀，

미국 ξ로

논의의 대상을

한정하

있어서의 급격한 변화는 이미 2 차 세계대전

원숙한 예술의 형식으로 수용되는 것은 1950년대

말이 되어서였기 때문이다。

언제부터를 포스트모먼으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 필자는 개인적으로 1940 1건대부터」를 포
스듣모던오로 보고，

포스트모던 시대의 미국시에는 1940년대의 미국시가 포함되어야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이 시대 전위시인들의 시는 비록 이전

시대의 형식을 차용하고 있자

만， 실제로 내용은 포스투모던의 감수성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그럴 경우 춧점

*

이 논문은 1991 년도 교육부 학술연구비의 지원에 의한 것임.

1) Reci t. from ed. Donald McQuade, et a l., The H.α rper A ηurican Literature (New York:

Harper and Row , 1987) , p.2737.
2) Huyssen , Andreas, “ Mapping the PostmQder n,," ín New

Germ<<η εritiquc，

33 (1984) , pp.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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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흐려지고 주제가 흩어질 염려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논지의 전개에 필요하다고 생각

되는 Roethke의 시 몇 펀만을 포스트모던의 미국시에 포함시켜 논의하기로 하겠다. 그 다음，
포스트모더니티가 무엇인가라는 문제는 모더니티가 무엇인가라는 문제와 분리될 수 없는 문
제이며， 역사의
다.

포스트모더니티와 예슐의 포스트모더니티를 구별하는 문제를 내표하고 있

앞의 운제는 펄자의 다른 논문에서 다룬 적이 있으묘로 여기서는 뒤의 문제， 즉 미국사

의 포스르모더니티는 무엇이며， 그것이 어떤 인과성을 지니고 미국시의

포스트모더니티플

만들어 내는지， 그리고 미국-시의 포스트모더니티란 무엇인지에 대해서만 고찰할 것이다.

I.

며국사에 포스트모떠나타: 역사멸 멘트로피，

그러끄 잃어버련 삶

미국사의 폭스트모던 시대를 고지 (告知)하는 세계사적 사건은 2차 세계대전이었다. 미국
은 본국에서의 전쟁의 참화없이 전쟁경기의 호황을 누린 2 차 세계대전의

유일한 전승국이

었고， 전후 초강대국으로서의 지위에서 나온 미국의 힘과 물질적 풍요는 대단한 것이었다.
더우기 2 치- 세계대전을 치료연서 혁혁하게 이루어진 과학기술의

발달은，

특히 전자기슐의

혁신은， 미국둔멍이 1950년대에 들어 화학공업과 전기공업의 발달로 이루어진

근대문명과

는 근본적으로 다은 도양을 갖도록 했다. 그 결과 초기 산업자본주의 근대사회는 급격하게

변모되었고 후기산업사회， 대중사회， 매체사회， 풍경사회， 소비중심사회， 기술관료사회 등
은 그 변화에 대한 이릎들이다.

The

εonsequences

of

Afoder뼈ty를 썼던

을 사회학적으혹 설영하연，

01

Anthony

Giddens릎 뱉어 포스투모던의 마국문멍

시대의 속성은 시공(時휠)의

분리현상，

탈공간예속(脫힐間

錄屬) , 검정받은 지식에 대한 신뢰이다. 이 시대 이후 미국인들은， 오늘날의

우리도

만큼은 그렇지만， 그 문명 속에서 공간의 제약을 극소화하여 시간을， 시간의

제약을 극소

화하여 공간을 누릴 수 있고， 교통수단의 발달로 상당한 정도까지 특정 공간에

얼마

대한 예속

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 o 며， 과학과 기술로 검정되고 문자와 콤퓨터로 정보화된 지식의

산물-예를 들면， 자동차 같은 것-에 생명을 맡기고 살아 갈 수 있게 되었다. 이 사회 속
에서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는 정적 (情的)， 구체적， 유기적인 관계가 아니라， 추상적，
적， 기계적， 법적관계로서 소도시의 한계블 넘어서 전국을 하나의

삶의

권역으로해서

익명
이

루어질 수 있었무며， 기술， 경제， 문화의 공유로 계층간의 구분은 표면적 ξ로는 무의미해
졌다.
지난

비록 지식과 기슬의 놀라운 축적무로 미국의 포스트모던 운명이 거대한 힘과 위험을
g크리슈나의 수레’

(the chariot of

Krishna) 가 될 가능성은 있지만，

어떤

지금 힘과 정보를 통제하고 사회관리의 능력을 계말함으로써 힘의 균형 속에

미국인들은
다층적 인조

(Á造) 유로피아플 건션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그혀나? 미국의 포스트모던 시대를 다른 각도에서 조망하띤，

냉전체제，

한국전쟁， 월남

3
전쟁， 매카싸즘 (McCarthyism) 동이 이 시대에 대한 보다 적절한 환유들이다. 50년대의 권
력과 풍요로부터 미국인들이 얻어냈던 것은 풍요와 권력의 누립에서 비릇된 어떤 불안이었

고3 궁극적오로는 힘의 논리를 바탕오로 하는 전체주의 이념에의
그틀 스스로에게 미국의 부와 권력， 그리고 권력에의

예속이었다.

III 결-예를 들어，

같은 것-을 어떻게 그들만의 것으로 간직할 수 있는지를 물었고，

미국인들은

원자단 재조방법

그 노력은 집단적 광란

의 증상을 딱고 나타나게 되었다， 외계인의 지구침공에 대한 가상의 공포로 떨거나 공산주

의자들의 협보활동에 의한 가상되는 첨 략과 전복에 전률하면서，
단을 동원하여

‘생각’ 할 수 있는 모든 수

‘외부의 적’을 감시하고내부의 적’을 찾아냈다. 1945"-' 1946년에

있었던

Julius Rosenberg 부부의 간청 사건으로 현실성 이 부여 된 ‘맥 카싸 즘’ (McCarthyism) 은 현대
판 마녀 재판으로서 이 시대에 대한 가장 훌륭한 환유이다. 이 시대의 미국인들은 자신이
속해 있는 공통체의

내부를 뒤져

‘적’을 찾으면서， 작은 창뭇을 죄로 만들고 거짓 증언으

로 “이 시대의 가장 쓸모있는 사람들의 영흔을 부서지게" (Ginsberg , “ The Howlη 했다，

그들은 미국과 6자유세계’를 동일시하고 정보조직체의 정찰과 방어를 위한 힘의 사용을 정

당화하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 냉전논리에 조건화되어 유기적 삶을 잃어가고 있었다‘
Giddens와 입장을 달리하는 지성안물의 눈에 비친 포스트모던 시대 뭄명의 특성은 곧 극
단적 인조성 (Á造뾰)이며 그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았다. 그들은 포스트모더니티 (postmod.
ernity) 가 이성과 과학과 합리와 말전의 신화에 대한 맹목적

믿음을 속성으혹 하는 모더니

티에서 비릇된 것으로써 어떤 형태의 진전된 모더니티라는 Giddens의 설명에

동의하지만，

그 진전을 발전과정이 아니라 엔효로피의 과정오로 설명한다。 포스트모던의 역사 속에서는
현대문명이 창조한 거대한 선화의 더미로 의사소통은 단절되었고 (G. Hartman) ,

전대미문

의 물질적 풍요로 마취된 인간정신은 창의성과 능동성을 상실한 채 순응의 늪에 빠지게 되
었다 (1。 묘owe). 진， 션， 미 3 정의 등의 전통적인

가치들이

는 새로운 지배가치에 종속되고 분화되면서 가치와 언어의
속에서

6힘’과， 효율성’과 6자본’이라
분열이

일어났고 (Lyotard) ， 삶

‘위대한 광기의 지혜?가 제거됨으로써 이성언어가 이상비대현상을 일오켜 감성언어

가 소멸의 위기를 맞게 되었으며， 예술의 가치도 자본가치에
만 아니라，

종속되었다 (F.

Jameson). 뿐

‘지식’ (kno￦ledge) 은 진리의 추구라는 전통적언 기능을 그만두고 ‘힘’의 생성에

이바지하는 새로운 기능을 갖게 되었으며 (Lyotard) ， 인간의 무의식을 포함한

모든자연은

문명에 의해 유련되었다(Jameson) 。 포스트모먼의 문명 속에서 일에냐는 모든 것은 기(氣)
플 상실 한

기계적

움직 임 으로서

6불모의

균철 현상’

(sterile homogenity) 일

뿐이 었다 (갱、。

Pynchon). 3)
포스트모번의 문명이 내포하고 있쓴 우서운 위험에 대한 깨달음&로， 존재를 설명해오던

3) 이 논문에서 포스트모더니티와 관련된 부분은 졸고(빼騙) r포스트보더니즘과 현대미국시 J ， ~인
문논총~ 25집 (서 울대 학교，

1991) , pp.93-10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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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봉적 인 가설들이 우너 지 게 되 었다. 포스돋모먼의

사상자틀-Derrida，

Foucau1t, Laca었，

Lyotard , Rorty 등--은 Nietzsche , William James , 묘enry Adams , Freud , Jung파 같은 선 구
자들에게서 우주의 로고스， 자아， 사회，

역사9 의삭 3 잔랴，

01 성， 시간얘

대한 새로운 가

설틀을 찾아 냈다. 그들은 이재 더 아상 우주는 궁극적 선을 향해서 움직이지 않고 (Existen

tialists) , 섣사 그렇다 해도3 그것을 알아내는 것은 연간의 능력 밖의

얼이며，

역사는 펼

요의 굴레로부터 자우「를 얻어가는 발전과정(묘egel) 이 아니라 엔트로피에 이르는 되행의 과
정 일지 모르며 (뼈enry Adams; Pynchon) , 전 려 는 존재 하는 것 이 야-나 라 만들어 지 는 것 이 라
고 가청 했다 (Derrida , Fouca때lt) . 인 간의 아 성 은 존재 의 가치 를 창조하는 가장 가차 로운 안
간왜 능력야 아니라 삶을 조건화하고 규격화하면서
c。뼈ism) 를 만블어 내는 자깨파괴적

존재해 대한

전방위감시체제 (panopti

능력으료 보혔 o 맥 탱‘oucau1t; Laca뼈)， 그껏에 대한 젤

대적 맴음얘 71 초한 사희는 불의(不義)， 부조려 s

억엽-의 고멀도 조직체로서 위대한 만이정

〈뚫理뾰}의 지혀}와광가블 강급하는 정신병원이었다。 그들에 따료변， 쩡신병원에 갇힌 개인

야 재체쟁을 영어서 :A}O}를 갤현하는 과정은 자아가 자연을 변형시컴요로써 자섣을 확장해
가는과정(묘egel; 훤re뼈)이 아니라 상징애 설램 사회적 권위플 받아들이면서 원사적 자아왜
존재본적 가능성을 잃어가는 과정으로서 (Lacan) , 풍질적 풍요와 이념왜 안정제로 마취되는
과갱 약 었다 (In뼈g Howe; confessional poets) 。 뿐만아머 라， 전통적 언 시 간야 나 모더 니 스트들

의 심리시 간 (psyc뼈logical time) 은 그 어느 것도 펄연생 (必然뾰)을 가지고 경햄에

질서를

주거나 구조를 만들어 낼 수 없、게 되었요맥， 필연은 선왜 영역일 수는 있액도 엔간의 영역
은 아다 었고，

삶은 끊영없는 우연성과 불확실성얘 지배쩍고 있었다

(William James; 묘않야r) .

미국사의 포스트요더나태는 사유〈思推)와 추상(抽象)과 기술(技術)의 기제론적언 가치에
대한 지나친 믿음에서 생겨난

것으로서，

엔간관계의

추상화。 익명화。규볍화었고， 언어?

가치 g 지식왜 기능전복이었으며， 유기적 삶의 상실이었다. 포스트모던의
국얀들은 물질가치 。 능풀가차

@

역사 속에서， 미

상품가치를 삶의 토대로， 대중문화 속애서， 법의 논리에 따

라， 기계에 종속된 채， 자연과 언간의 교강의 질서를 잃어가맥，

원격조;성 3다는 시장

‘이펙

올로기’애 조건화된 삶을 살 수 밖에 없었다d 그리고 역사가 지난 이러한 좀생의 영향으로
세계를 의마로 바꾸는 철학적 참조의 틀은 근본적으로 변모되었다。 그것은 역사의 퇴행， 즌

재왜 부조리， 시간의 우연성이었고， 개체화의 과정은 자아의 상설이라는 가정과 인간이성
은 창조하는 힘이 아니라 파괴하는 힘이라는 가정이었다。

뾰。

훌소흩멸댈 AI 뼈옐 때쭉 AI: A뼈뿔흩홍 뿔수설

A뼈훌톰 염빽，

왜뿔를 왜

1940 1건대 로부터 감수성 이 다시 변하가 시 착하는 1970년대 후반까지 를 포스트모던 시 대 로
하여 포스트모던 시대 미국시의 운곽을 그린다면， 그것은 포스트모던의

문명에

저항하는

5
하나의 예술적 방법， 정 (情)적 3 구체적， 유기적 삶이 없는 세계에서 생촌하는 하나의 방식，
또는 잃어버린 삶과 그 언어를 되찾오려는 하나의

시도이다. 직관적￡로 포스트모던한 문

명의 인간 파괴성을 꿰뚫어 볼 수 있었고 그로 인한 존재조건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경험

했던 이 시대 시인들은， 어떤 경향의 시인이든， 현대문명의 지배적인 속성은 극단의 모조성

(模造뾰， artificiali ty) 이벼* 그것오로부터 인간과 자연이

‘자연성’을 잃은 기형적 모습을 떠

게 되었고역사는 엔트로피에 이르게 되었다고 생각했다. Robert Lowell은 물질적 풍요속에
서 자본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아념적 진통제를 맞은 자신의 시대를 ι 안정제블 맞은 50년

대 ’ (tranquHi zed fifties) 라고 명 명 했 고，
워적

g

4)

Charles Olson은 삶의 유기 적 에 너 지 가 끊임 없 이 인

의 식 적 상정 장치 속에 갚혀 게 되 는 자신의 세 계 를 ‘절 하정 치 ’ (切下政治， pejorocracy)

의 왕국라고 (;1 릎 불였다。 5) Allen Ginsberg가 “과거의 모든 이념들은 터우니없고 무의미
하다。 역사도 그렇다。 역사로부터 더 이상 배울 것은 없다"6) 라고 선언할때나， Olson o] 그

가 ‘투사시’ (projective verse) 를 쓰는 아유플 “소크라테스의

시대 이후로 ‘추론하는 이성’

(discursive reas。없)에 의해 목졸리고 소외 당해온 인간의식의 해방을 위해서 "7) 라고 천명할
때， 묘obert Bly가 사유(思推)하는 ‘자아에

젓밟힌’ 감수성을 대체하기 위해서 ‘심요한 이

머지’ (deep image) 를 찾는다라고 말할 때 8) 그들은 모두， Sylvia Plath와 함께모조문명’
(sham-culture) 이 양산해 낸 금기들 (taboos) 의 테두리를 무얘뜨리고 포스트모던 시대의

‘높

은 문화’ (high culture) 를 달신화화하여 자연으로 되돌아 가려는 과격한 몸짓을 하고 있었
먼 것이다.

포스트모던의 현대시는， 그러므로， 현대문명에 의해 탈신격화펀 초라한 자연에서 유일하
게 건강한 존재의 가능성을 보는 시이며， 문명애 의해 벼려진 사회적 。 이성적 자아의 마스

크를 벗긴 원시적 자아얘게서

생명력을 찾는 ‘원시시’ (原始詩)이다。 근대의

동시대의 문명에서 존재의 위껴상황을 보았었지만， 그들은 Freud

y.

미국시인들도

Jung과 함께 욕구와 충

동을 숭염화할 수 있는 고매한 인간여성에 대해 굳게 믿고 있었고， 신화 속에 구현되어 나
타나는 그 힘을 현대얀플의 가슴 속에

되살려냄으로써

누더기가 된 문명을 ‘수리’하려 했

었다。 그들은 낭만주의자을처렵 자아의 고통을 역사의 탓묘로 돌리거나， 자아가 가진 무한
한 가능성을 보지 못하는 인간의

시언들은 현대문명의

6근시성’의 탓으로 돌렀다. 그러나 포스트모던 시대 미국

위기상황은 이마

‘수리’의 차원을 넘어선 것이벼， 그것은 바로 인간

어 가전 눈먼 문명지향의 욕구 그 자체에서

비롯펀 것으료써 9 문명이 앞으로 나아가는 것

4) Robert Lowell , “ Memories of West Street and Lepke," 1. 12‘
5) Charles Olson, Letters /O r Origin 1950"'1956, ed. Albert Glover (New York , 1970) , p.l l.
6) Reci t. from Jane Cra없er， Allen G뼈sberg 싫 앓ηurica (New York: Random 묘ouse， 1968) ,
p.86.
7) Recit. fr’O않 James Breslin, From Modern to Contemporary: American Poetry 1945"-'65
(Chicago: The Univ. of Chicago, 1984) , p.54.
8)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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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막는 것은 불가능할지 모르지만， 최소한 그 진전의 속도얀야라도 늦추거 위해서는 분명
에 대한 완전한 거부의 꼽젓이 필요라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역사의 되행과 존재왜 위가상
황을 그들이 가진 거부할 수 없는 인간성의 일부， 즉 이성적 자아외 문명지향적 욕-구와 그
결과 얻어진 문명의 인간파괴력외 탓으로 했고， 자신악 원죄 (原罪〉를 ‘고빽’ (confession) 하

거나， 그것으로 억압되고 파괴된 자신의 생영력의 리듬을 회복하려 했다. 포스트모던의 미
국시는3 정도에

있어서의

커다란 차이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고백시와 투사시로 된 두 축

의 좌표 위 어딘가에 위치해 있다고 할 수 있다.

The 1값smemberη%쩌t of 0，양빼없s (1 971) 에 서 Ihab Hassan은 포스트모던의 운학을 모더 니
즘의 아폴론적인 에너자가 거세되고 그것의 디오녀수스적인 파계성(破歲뾰)을불려받은 ‘되
폴렴’과 원시성의 문학으로서

‘침묵의 문략’ (the líterature of silence) 이라고 정의했다. 여

가 에 서 Hassan은 포스트모던 문학을 디 오니 수스의
요르퍼l 우스의 수금소리 에

시 녀 들에

의 해 사지 (四展) 가 절 단당한

u] 유한다. 포ζ느트표떤의 현대 시 연 오르패 우스는 야 성 시 학의 영 양

만을 성취하여 사지가 기형으로 부풀어 자라 있었고g 격렬한 디요나수스는 시녀들을- 시켜
요르퍼l 우스의 사지를 절단하도록 명령했던 것이다. 이 일화에서， 원시적 환회의 신(神) 다
오니수스의 시녀들은 목적과 야성의 젊음과 남성적인 것만을 쫓는 오르퍼l 우스의 사지블 절

단하고 그를 그의 수금과 함께 헤브루스(묘ebrus) 강에

던져

넣었는데，

포스트모던의 시인

오르페우스는 철단당한 사지의 상실에 대해서 슬픔을 느꼈다기보다 해방의 휘열 같은 것을

느꼈으며 그의 수금은 물 속으로 던져져 이성과 합리의 운율을 담는 현이 끊어져 버렸다.
그후 요르페우스는 아폴론적인 시학으로부터 스스로를 소외시키려는 봄짓을 하며，

끊어진

현에서 냐오는 6침묵’으로 삶의 환희와 고통을 노래하재 됐다 9)

포스트모던의 미국시는 이성과 펄요와 목적의 원척하에서 건설된 문명과 역사에 대한 거
부이며， 그것플로부터의 기꺼운 자기추방이고， 모머니즘의

아폴폰적

은 디오니수스적 에너지의 방출을 통한 새로운 자아의 창조로서

시학의 절단 후에 남

6침묵의 시’야다. 이 시대

미국 시인틀의 생각으로는， 근대의 과학이 인간의 풍요의 꿈을 실현시켜

주었지만 그것은

자연의 자발성(自發性)을 강제적 수단으로 왜곡해서 현현시킨캘과이며， 근대의 철학아

‘규

융’이라는 이름으로 사회구성의 원리를 절명하고 사회에 질서플 부여해왔다해도 그것은 인
간 영혼의 유기성을 ‘규융’의 감옥 속에 유폐시킨 캘과이다e
니수스 신으로부터 계시적 깨달음을 영은 이 시대 시인들의

포스료모던왜
자기

lJl 국시는 다오

정체성 (identity) 에 대한

확인과 거부이며， 문명에 의해서 유련되고 강금되고 조건화련 자아의 해체이며， 해체 후에
남은 작은 원시적 자아의 삶의 회열과 고통을 노래하는 생존의 의식(慶式， ritual)이다.
포스트모먼 시대 미국시언들의 인식의 방향은 모더니스트들의 그것과 역의 판계에 있다.

9) Ihab Hassan , The Dismemberment 01 Orpheμ s: Toward a Postmodern Literature , 2nd ed.
(New York: Oxford Univ. , 1982) , pp. xvi-xvi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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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더니스트 시인들이 평탬한 개인외 삶을 산화적 상상랙으로 객관화하고 보편화한 후 ‘최
상의 혀구’로 재구성함오로써 고애한 운명픽 영향으로 살찌고 ‘몰개성화’된 이상적 개인의
이야기룹 하려 했다연? 포스트모던의 시언들은 현대운형을 떠받치는 거래한 신화들과 이념
에 갇혀 고뇌하는 시인 자신의 사사로운 고통의 이야기， 즉 자신의 삶을 속박하는 모든 신

화와 이냄과 거창한 꿈을을 자아로 부터 비워내고 남은 ‘여원
그플의 노래는 자신의 살을 깎는 고통의 노래아며 자아의

나의 이야기’플 하려 했다。

원시성에서

삶의 작은 가농성만

을 보는 비극적 노래로서， 고급한 역사애 의존함으로써 저급한 역사에 왜해서 결정된 자아
(history-얘etermi뼈ed I)의 해 방의

이 야기 가 아녀 라 자신 이 결정 한 모든 역 사 (I-determ없ed

history) 로부터의 자아해방의 이야기아다‘ 옐라옷과 파운드외 모더다스동시가 자신。] 고결
한 문명을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음을 채닫지 못하는 인갚들에 대한 재단을 담고

있다면， 포스트모던 시대의 서는 안갚아 자진 바로 그 문명강조 능력어
있음에 대한 무서운 깨달음을 담고 있다，

낭만주의

시도 6원시적

완죄성융 자냐고

자아’의

이야기였지만，

운명의 파괴력 앞에서 자아의 가능성과 우구성 (無밟뾰)에 대한 신념의 상실을 노래하는 포

스트모던의 미국시와는 달리， 그것은 보펀적 인간의 원시적 자아가 가진 무한한 가능성과
존재의 궁극에 도달하는 능력에 대한 찬미였다。

한편， 형식적인 면에 있어서도 포스트모던 시대의 미국시는 모더니스트 시와는 근본적으
로 다른 심마적 가청을 바탕으로 하얘 쓰여졌다. 모더니스트 시인들은 그들의 세대가 신화

플 잃어벼림으로써 그 속에 담겨 있던 고결한 연간성에 대한 ‘집단무의식’을 상실했고， 그
결과 근대문명이 추악하게 되었다고 가정했었다， 따라서 모더니스트 시는 신화와 신화 속

에 담긴 인류의 갱신사를 되찾고，

‘부-족(部族)의 언어’를 정화하여

보판적

상징력을 지닌

웅장한 신화적 언어 블 창조하려 는 노력 이 었다。 그러 나 포스트모던의 시 인들은 신화의 뱀 란
으로， 문명의 지냐챔으로， 사란틀은 땅흘 딛고 서서 자연의 공기를 플이
었으며， 그려므로 삶은 언위적 。의식적

상징장치

속에 강히게 되었고3

자신이 만든 문명의 노예가 되었다고 가청한다. 그들은 더 이상의

마질 수 없체 되
그 때문에

인간은

문명과 더 이상의 웅장

한 신화를 바라지 않았으묘로 문명의 고결생을 강조하는 모머니즘의 철학적 가정을 해채해
야 했고， 그에 따라 그것의 심미적 가정-총체성의 재현， 형이상학적 의미체계의 구축살
칼무리펀 형석의 추구， 명백한 목적과 계획， 위계적 질서， 초월적 상징， 총체적 담폼， 심리

시간을 통한 초시간에의 도달， 주관적 보편생， 창조 e 해석 。초탈등-도 해체해야했다. 그
들은 6절하정치 (切下敏治)의 왕국’을 떠받치는 모더니즘의
자연본연의 라픔에 바탕을 둔 발전펀 어떤 형태의

6 언어시학’ (logopoeia) 을 버리고

‘선율시학’ (melopoeia) 으로 귀의했 g며，

어떠한 시간이든 시간의 안과성(因果뾰)을 벗어나 끊임없이 밀려들고 사라지는 불확정의
삶의

단훨들이야말로 불완전하지만 가장 6사실적인’ (realistic) 존재의 환유임을 주장했다.

근대 미국시가 잃어버란 신화의 재건으로 언간청신의 고결함과 그것을 표현하던

장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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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징언어를 되찾으려는 노력이었다연， 포스트모던의 미국시는 신화를 해체함으로써 잃어버
린 삶과 삶의 언어를 되찾으려는 노력이었다. 미국의 현대시언들은 자연성이

거세된 고결

한 문명 속의 삶보다 존재의 무질서， 부조리， 그리고 생명력을 그대로 간직한 자연 속의 삶
을 원했으며， 인위적으로 재단된 예술의 형식보다 자연과 공명하는 형식을 갈구했다. 정도

와 모양의 다양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시는 삶을 가두고 한정하는 ‘부패한 상정시’

(decadent metaphorical poetry) 에 대한 저항시로서，
(tangential) , ‘의 미 의 총체 성 을

결 한’ (untotalized) ,

‘열린’ (open) ,
‘의 식 의

‘자연과 접점을

언어 로

살찌 워 지 지

가진’
않은’

(emaciated , minimalized , naked) , ‘직 접 성 을 지 닌 ’ (i mmediate) , ‘설 익 은’ (raw) , ‘반체 제 적
인’

(antisystematic) ,

‘반시 적 인 ’

(antipoetic) ,

‘전 통에 얽 매 이 지 않은’

‘미 개 한’

(bohemian) ,

(barbarian) ‘환유시 ’ (metaphorical poetry) 이 다. 그리 고 시 의 형 식 과 주제 에

있어서의 이

러한 변화는 우주와 인간의 유기적 질서를 의식의 언어로 감금하고 변형하면서 그것을 ‘재
현’이며

‘진리’라고 가정해온 ‘언어시학’에 대한 거부와 해체이며， 기존의 체제 (system) 를

무너뜨렴으로써 삶의 영역을 넓히는 ‘신전의 확장’이자 재건으로서，

미국시에서의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다.

1!L
James

그X 빽 ^I: 조|악멀 홈원에 대학 외디쭈스적 탐썩

Breslin의 분류를 따라 우리 는 포스트모던 시 대 의 미 국시 인들을

고백 시 인

(confess-

ional poets) , 바 이 트 시 인 (Beat poets) , 블랙 마운틴 시 인 (Black Mountain poets) , 심 상시 인
(深像詩 Á，

deep image poets) ,

뉴욕시 인

(New York poets) 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 이 다.

그러나 이처렴 복잡한 분류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이 시대에 쓰여진 대부분의 미국시는
내재하는 문명지향적 욕구의 원죄성을 성찰하고 고백하는 고백시 (confessional poetry) 의 주

제축(主題輔)과 원시적 자연의 리듬과 율동을 찾아 자연적 힘의 자장 속으로 자아를 복귀
시 키 려 는 투사시 (projective verse) 의

형 식 축 (形式輔) 을 두 축￡로 하는 좌표 위 어 만가에

위치시킬 수 있다. 다만 블랙마운틴 시언들의 시는 투사시의 성향이 강하고， 고백시인들의
시는 고백시의 성향이 강하며 3 비이트 시인들의 시는 고백시와 투사시의 모태로서 두 성향

을 모두 깐직하고 있지만， 그것들과 구별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 다를 뿐이다. 그
리고 십상시인들과 뉴욕시인들의 시는 문명에 대한 강한 불만과 원시성에
니고 있다는 점에서， 문명시의 형식으로부터 얼마만픔 일탈하려

대한 향수를 지

했다는 점에서

고백시나

투사시와 포스트모던의 감수성을 공유하고 있지만， 자아의 가능성에 대한 믿음에서 낭만주
의 시에 보다 가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심상시와 뉴욕시인들의 시도 포스트모던 시대
에 쓰여진 것은 사실이지만， 이들의 시에는 포스트모던의
로 여거에서는 논의의 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다.

감수성이 약하게 드러나 았으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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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heodore Roethke , W.ù. Snodgrass , Anne Sexton , Robert Lowel1, Sylvia Plath , John
Berryman 등의 고백시인들이 쓴 고백시는 모더니즘의 문명시에 대한 저항으로 쓰여진 ‘되
돌럼’과 ‘원시성’의 시라는 점에서 보다 큰 맥락에서는 투사시와 공통점을 갖고 있다. 그
러나 고백시는 시학(詩學)-시에 대한 정의， 시적 자아의 설정， 題材， 세계관， 시형식， 예
술에 대한 태도 등-에 있어서는 투사시와 구별되는 두드러진 특정들을 지니고 있다。 투사

시인들이 문명화된 상정장치를 부수어 열고 얻게 되는 자연의 리듬과 율동으로 원시적 자
아의 생명력에 도달하려 함으로써 문명시의 언어의 칠곡에서 헤어나려 했다면， 고벡시언들

은 이성문화에 의해 조건지워진 자아를 해체하고 문명의 금기역 (禁료城)에

감금되어 있던

원시적 자아의 인식의 범위를 확장함으로써， 문명시의 이념적 질곡에서 헤어나려 했기 때문

이다. 고백시인들은， 퓨려턴 조상들이 션맨(選民)엄을 확인해 줄 ‘내면의 빛’ (inner light)
을 찾던 눈으로， 50년대의 평범한 미국인들이

‘내재하는 적’을 찾던 눈으로，

자신과 자신

이 그 일부인 미국언의 영흔의 내부를 들여다 보았고， 인간을 파괴하고 역사를 침몰시키는
내재적 파괴성이 생명력있는 원시성과 공존하고 있음을 알았다. 그리고 이러한 의식의 확
장을 통해서， 자아가 자신에게， 안간이 인간애게， 개인이 역사에게 얼마나 잔인할 수 있는
지를 깨달았다.

그러므로 고백시의

적 탐색의 시학이며， 역사의

시학은 잔학한 역사의

잔안성이 바로 자신에게

죄악의 근원에

내재해

대한 외다푸스

있음을 깨닫는 깨달음의 시

학이다。

고백시의 시학은 고백시인들 가운데 가장 명료한 시적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었던 Anne

Sexton이 자신의 시집 (詩集)에 붙인 권두언(卷頭言)들에서

추폰해 볼 수 있다.

으로 가는 걸에 한 걸음 물러서서 MTo Bedlam and Paγt 뼈Tay Back ,
름다운 것플~ (All

w정신병원

1960) , W내 모든 아

My Pretty Ones , 1962) , W죽든 살든~ (Live or Die , 1966) 등의 세 권의

시집에는 각각 다음과 같은 권두언이 붙어 있다. “그러나 우리들 모두는 우리들의 가슴 속
에 Oedipus왕에게 제발 더 이상 조사하는 것을 그만두라고 간청하는 Jocasta를 갖고 있다

“한 권의 책은 우리들의 깊숙한 곳에 열어 붙은 바다를 쪼아 낼 도끼의 구실을 해 야 한다"
“죽든 살든 우리가 다른 어떤 것에 목이 되어서는 안된다。” 첫 시집의

권두언은 고백시인

의 사회적 의무에 관한 것으로써， 우리들의 영혼 속에는 표면적 질서와 평화와 안정을 갈
구하는 Jocasta의 합리 주의 적 기 질 이 있으며 그것으로 우리 들의 삶과 문명 에 는 금기 역 (慧룹、

域)이 존재하게 되고 그 때문에

우리들의

Oedipus가 되 어 Jocasta의 금기 역 을 넘 어

삶은

견딜 수 없게

‘삶의 탐색 ’

되묘로，

(life studies) 을

Kafka에게서 따온 두번째 시집의 권두언은 시의 존재이유와 효용에

모든 고백시인은

해 야 한다는 것 이 다.

대한 것으로써，

시는

인간의 가능성과 영웅성을 찬미함A 로써 고매한 문명의 바전을 제시할 수도 있지만 오늘날
과 같은 문명과영의 시대에 보다 중요한 것은 문명으로 동토화(陳士化)펀 고뇌하고 환희하
고 꿈꾸는 연간성을 쪼아내야 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모더니스트 시와 같은 다른 반문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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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결코 해낼 수 없는 방법으로 독자틀의 내면세계애 도달하여 그플의
녹여내야 한다는 것이다.

동토화펀 의식을

Saul Bellow왜 Herzog에서 따온 서l 번째 시집의 쉰두언은 시인의

도덕적 의무를 규정한 것 a로써， 시언이 만약 아픔을 견디지 뭇해 의식 밑의 동로를 해빙시
키지 옷하고， 요히려 동토의 영역을 확장시킨다면， 그는 죽음으로 사회에
무플 져 야한다는 것 이 다. 대 부분의 고백 시 인들은 시 독희 (詩讀會，

정 규 창작시 간을 통해 , Snodgrass에 서 발원 (發源) 펴 고，

대한 도덕적 의

poetry meeting) 와 대 학의

Lowell에 의 해 정 랩 되 고， Sexton에

의해 정리된 고백시학을 전수받고 공감했으며， 이 시학에 따라 충실하게 시블 썼다g
고백시학에 따라 쓰여진 고백시의 특징은 고백시인들이 시적 소재로 사용한 경혐의 직접
성과 급기성에 있다. 고백시인들은 싸르트르의 실존주의에서 삶속에서
직 과거의

‘기억’과 삶에의

6 참여’와 ‘선택’의

‘의미’있는것은오

6의지’ 뿐염을 배웠고l0)s 주어진 삶이

아무

리 연약하다 해도 그것에 대한 이해와 그것을 제재 (題材)로 한 예숨만이 그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음을 배웠다。 그리고 Freud의 심리학은 자아성찰의

방법을 가르치고 퓨리턴 후예

들의 집단무의식 속에 숨어 있던 내면성찰의 습성을 일깨워， 그플로 하여금 사사로운 의식
의 내면 깊은 곳에 숨어 있는 덧칠되지 않은 직접경험에 도달할 수 있게 했다 11) 싸르트르
와 프로이트의 가르침으로부터 고백시인들이 얻었던 것은 직접경험의

넓혀진 의식으로서，

존재에 대한 새로운 통찰로서 새로운 시적 소재었고， 그로 인한 시적 자아의 변모였다. 그
들은 문명의 범람으로 ‘잃어버린 의식세계’의 울타리블 넘어 개인적 과거 뿐 아니라 인류전

체의 집단적 과거에 이료기까지 고통스려운 ‘순례’를 했으며， 인류와 자신의

과거의 재경

험을 통해 자신의 무의식 속에 도사라고 있는 인간의식에 잠재한 파괴성과 광기， 잔학성과
억압에서 쾌감을 얻는 존재의 모순성을 보았다. 그 결과는 인간의식에 대한 이해의 높라운

확장이었으며， 미국의 현대사에 대한 빼아픈 각성이었다. 그러므로 고백시는 금기시된

경

험에 도달하고， 그 경험의 존재 본유성을 받아들여 자아와 역사플 정화하려는 하나의 예술
적 제 의 (쩔嚴， ritual) 이 다.
원시적 자아의 정화를 통한 고백시인들의 제의(쩔顧)는 역사의
들이 불펀한 심기를

드려내며

시작된다

Sexton의

“￡벼laby， "

문명지향성에
RoweU의

대하여 그

“ A Mad Negro

Soldier Confined at 뼈unich，" Plath의 “Collos뼈s，" Berryman의 Henry poems 등 많은 시들
은 포스트모던의 현대문명에 대한 고백시인들의 도말적인 태도를 볼 수 있는 좋은 예들이
다. 그들은 모두 그들 자신이 이성문화의 정신병원화한 감옥속에 캉혀 있다고 생각하고 있
으며， 현실적인 직접경험을 환유로 하여 그틀의 불편한 심기를 표현한다.

10) See. Anthony Ostroff, “ On Robert Lo￦ell’ s ‘Skunk Hour,"’ in The Conte쩌:poraπy Poet as
Artist and Critic (Boston: Li ttle Brown , 1970) , p.108. 여 기 에 서 Lowell은 Sartre와 Camus
가 자신에게 끼친 영향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 ith Robert Lowell ," in Eηcoμηter

11) See. Alvarez, “ A Talk

CFebruary 24 , 1965) , p.43.

에서 Lowell 은 Freud 가 자신에게 끼친 연향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여기

11
어느 여름 저녁
노량 나방들이

잠긴 쇠그물에

날아와 앉는다.

빛바랜 커튼들이

창블의 물기 를 빨아들이 고
다른 건물에서는
염 소 한마리 꿈을 부른다.
여기는 정산병원 특성에

딸린

TV가 있는 휴게섣.

밤당벤 간호원이
약을 나눠 주며
지우개 달린 신을 신고 결으며

하나씩 하나씩 표시 릎 한다.
내 수면제는 하얀 색.

그건 그대로 한 알의 진주.
내몽을 젓고 다니며 나 자신을 끓어낸다.
따겹던 피부가 옷감 휠이 풀린 듯 느슨해진다.

나는 칭대에 개의치 않을 것이다.
션반위에 얹힌 아마포가 되련다.
다른 사람들은 몰래 신음하게 하라.
길잃은 나비들은 각자 칩으로 돌아가게 하라.

헛되이 나이만 먹은 멍텅구리야，
한 마리 노땅 나방처럼 나도 데려 가련，
그 염소가 자장가를 부르는 사이.

CSexton. Lullaby)
영흔의 금기역 (禁콤、域)을 과감하게 들여다 보는 내적 시각에서 쓰여진 이 시에서 Sexton은

정신병원에 강혀있는 환자의
는 리듬을 그리고 있다。

의식을 통해 어떤 전체주의적

간호원의

기계적

행위들，

제도에

조건화된 삶의 의미없

아픔을 마취시키는 그 신바로운 g하얀’

약， 병 원 주변을 둘러 싼 영 흔이 없는 수동적 생 명 들-이 모두가 포스트모던의

현대 문명

에 대한 환유이다. 이 시의 시척 자아는 자신이 그 약-그것은 제도가 요구하는 연간형을
만들기 위한 이념의 약일 수도 있다-을 먹으면， 염소울음을 자장가 삼아 나방처렴 영흔이
없는 생명체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는 것을 알고 두려워하고 있다.
고백적 제의의 다음 양상은 이성문화의 금기를 허물고 영흔의 내면을 들여다 보는 것이
다. 고백시인들은 조건화된 자아의 의미없는 삶을 거부하고 의미의 새로운 근원을 찾기 위

해서， 사회의 합리적 통념과 권위가 실린 장정을 통해 만들어진 자아를 해체하고 그것으로
부터 의 도피 를 시 도한다。 Roethke의

의

“Myopia ,"

Plath의

표현한 고백시들이다，

“Ope뾰

House. " Sexto없의

“ Wanting to Die," Lowell

‘@‘ ulips" 등은 이생적 자아의 해체와 그것으로부터의 도피의 갇망을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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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겨져 있던 것들이 소리질러

나는 혀를 움직언 펠요가 없다.

내 영혼은 문을 활짝 열어 젖히고
문들은 활짝 열린 채 흔들린다.
요 내 사랑， 이제 그대의 눈이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되리.
내 진질은 모두 예지되고
영흔의 고뇌는 스스로 드러난다.
냐는 나신(探身)을 방패삼아

뺏 속까지 벌거 벗는다.
내 흔이 엽고 있는 것은 나 자신일뿐，
나는 영흔을 파리한 채로 둔다.
분노는 지속될 것이다，
그것은 강직하고 순수한

언어로 진질을 말할 것이다.
나는 거짓말하는 업을 다운다，
그 분노로 또렷한 외침이 비플려

아둔한 고통으로 변할테니.

(Roethke, “ Open House)
이 시에서 시적 자아는 부수어 버리는 것이 낳을 어떤

‘집’에 산다.

그 ‘집’은 합리를 가

장한 사회적 통념과 권위 로 지어진 집으로써 이성적 자아일 수 있으며，

분노는 이성적 자

아의 억압으로 참다 옷한 디오니수스적 자아의 파계적 (破械的) 에너지로 볼 수 있다. 억압
을 참다 못해 격노한 시인은 거짓말하는 업을 가진 영흔의 집을 갖느니

신으로 두기 를 원한다. 그렇게 하면서 그는 자신의 일부였던

영흔을 나

‘금기 ’ (禁룹、)의 옷을 벗는 아

픔을 견다고 ‘순수하고 강직한 언어로’ 이성적 자아를 목조르며
스스로를 정화하는 의식을 수행한다.

차라리

이제 그는 곧 존재의 원리에

단말마의 고통을 짜면서
대한 어떤 깨달음을 얻

게 될 것이다.

고백시의 세번째 양상은 이성문화의 금기역(禁룹域)을 넘어 들어간

영흘의

존재 원리에

대한 어떤 깨달음이다. 고백시인들은 자신의 금단(響斷)의 의식 속에 거부할 수 없는 힘￡
로 갈무리되어 있는 잔학하고 이율배반적인 욕구와 사랑을 보았고， 그것이 곧 역사와 문멍
을 창조한 그 힘이었음을 깨닫는다。 그들 스스로가 역사에 대한 가해자일

뿐아니라，

역사

의 창조자로서 가해자였던 것이다. 대학교수로서 금단의 의식을 전수하는 데 따른 죄의식
을 고백하는 Snodgrass의
바로 자기에게 숨겨진

“The Examination,"

εzar Lepke의

기질에서

“ Memories of West Street and Lepke ,"

양심적

반전주의자로서

미국사의

잔학함이

나온

것일 수 있음을

고백하는

Lowell의

전체주의적 권력을 흠모하다 패륜아가 된 아버지를

증오하다가， 그가 죽은 후 그 욕구가 바로 자신의 것일 수 있다고 생각하역 아버지를 용서

13
하는 Sexton의 “ All

My Pretty Ones ," 2 차 대전때 유태언을 대 량학살한 독일인의 파를 물

려 받은 아버지와 어쩔 수 없이

애증관계 (愛慣關係)에

있음을 고백하는 Plath의 “ Daddy"

등은 요두 고백시인들의 잔악한 역사의 창조자로서의 죄의식을 고백하는 시들이다.
모든 여성은 파시스트를 숭배한다.

얼굴을 걷어차는 그 검은 심장을，
당신같은 야만인의 걷고 검은 섬장을.

CPlath , “ Daddy")
이 시의 시적 자아는 자신의 금단의 의식 속에서 잔악한 역사로부터 도피하려는 욕구와 잔

학한 역사의

창조욕구가 벨 수 없이

무의식의

앞뒷면을 이루고 있음을 본다. Plath는 곧

자신이 역사와 자신￡로부터의 피해자인 동시에

역사와 자신에 대한 가해자였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그녀는 역사로부터 고통받고 박해받는 자로써，

아버지/파시스트/현대문명을

거부하는 미친 Plathj문명에 유폐된 자로서， 그녀의 마음 한 구석에서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거부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녀는 이 시에에서

느껴지는 바로 그
문명사회가 금지화

해 온 Electra complex의 고백 을 통해 인 간은 숙명 적 무로 폭력 에 대 한 사랑과 증오를 한몸
에 지닐 수 밖에 없다는 깨달음을 고백하고 있다.
역사 속에서의

자아의

고통은 곧 자신의

손 o 로 지은 고통임을 깨달은 고백시인들에게

이제 남아 있는 문제는 어떻게 하면 인간본유의 자기파괴적 욕구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었다. Plath와 Sexton에게 있어서는 죽음을 동해서
만 영흔은 정화될 수 있었다.
그리곤 나는 얼굴이 없다， 냐는 나 자신을 잃어버리고 싶었다.

그 팔팔한 튜울렵들이 내가 마실 산소를 다 마셔 버렸다.

CPlath , "Tulips")
입원할 때 션물로 받은 꽃은 처음에는 평안과 안정을 가져다 주는 듯 했지만， 사실은 자신
이 숨쉬고 살아야할 모든 산소를 들이키고 있는 것이었다.

프랭컨슈타인이 되어

되돌아온

역사의 힘에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존재 속에 자신을 가두고 있는 모든 것을 남겨두

고 떠나는 것 뿐이었다. 그녀는 완전한 공허의 상태 3 존재의 또 다른 하나의
가고 싶은 욕구를 느끼는 것이다。

(a murderous art) 이 다。

A Alvarez가

말했듯이 Plath의

축으로 옮겨

예술은 ‘죽음의 예술’

12)

Plath와 Sexton에 게 있어 서 와는 달리 , Roethke와 Lowell에 게 는 욕구와 충동이 뒤 엉 켜 있

는 우의식의 세계는 죽음의 세계가 아니라 생명의
를 논평하며 말했듯이， 이 존재의

세계이다，

Ross-Bryan이 Roethke의 시

6심연’은 존재의 위기상황을 맞은 자아가 가품질러야 할

12) A. Alvarez , "Sylvia Plath ,'’ Review, No.9 (Oc t. 1963) , p.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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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rkegaard의

‘심 연’ 이 며 , Paul τi1lich의

‘무존재 ’ (non-being) 의

양휴으로써 ,

생명이 지어지고 생명의 빛을 예시하는 신1:l]의 어둠으로써 우주의

에 서 생 명 을 빛 을 기 대 하는 “Abyss" 에 서 의 Roethke처 랩 ,
구 속까지 병든 영흔이 지옥의

Lowell은

二L 속에 서

자궁이다a

어둠의 싱연

“Skunk

Hour" 에 서 혈

‘심연’을 여행한 후에 생존의 원리를 터득하는 것이다‘

어느 깎캄한 날 밤，
내가 내 듀더 포드 (Tudor Ford) 를 타고 언덕쐐기를 요를때，

차안 情事블 목격했다. 불빚을 줄이고
그들은 몽둥이플을 맞대고 누워 있었다，
묘지가 도회의 시령을 이루는 곳에서

내 마음은 온전하지 옷하다。
자동차 라디오에서 노래가락이 터져나왔다，
“사판， 요 가벼 운 사망 ... " 내 아든 영 흔이

현구 혈구에서 흐느끼는 소퍼를 듣는다，
내 손으로 내 역살을 장은 듯 ...

나 자신이 지옥이다

아무도 없다요직 스킹크들만이，

단빛속에서，

먹이블 찾는다.
그플은 메 인

(Main)

街플 뒷 굽을 높이 고 행 군한다，

「삼위일체 신광 교회 J (Trinitarian Church) 의
바싹 바른 方解石 첨탑아래로

하얀 졸무늬， 狂氣 띤 눈의 빨간 불벚으로.
뒷껴l 단 끝에 서서，

공기를 흠뿜 들매킨다한 바라 어미 스캠크가 새끼들을 거느라고 쓰레기 찌꺼기를 들이킬때，

어마는 신 크림이 든 통에 쐐기머리를
들이박고， 타조 벚 꼬리를 늪어뜨린다，

두려움의 빚은 없다.

(Robert Lo well , “ Skunk Hour")
‘

욕구와 충동의 금단의 의식세계에로 여행하고 그 속에서 본 존재의 페러독스를 고백함오

로써 병든 영혼을 치유하려 했던 고백시인들은 그들의 소재와 주제에 걸맞는 새로운 언어
와 시형식을 찾았다. Snodgrass는 Heart ’ s Needle (1 959) 에서， LoweU은 Life Studies (l 959)
에 서 , Sexton은 To 용edlam and Part

뼈Tay Bαck (l 960) 에 서 ,

Plath는

The Coloss U!s αnd

the Other Poems (1 960) 에 서 , Berryman은 Dream Songs (l 967) 에 셔 각기 추상의
는 모더냐즘의 상정시학을 해체하는 새로운 시학에
성공적얀 언어의 혁명이었다. 그려냐， Breslin의

도전했으며，

지적대로，

그것은

그들의

관념 을 담

어떤 의미에서는

학명은 6궁중혁명같은

15
무엇’￡로써 과격한 펙맹은 뭇되었다‘ 13) 시의 협식과 언어에 대한 그들의 고만은 무엇보다

예술어

‘인간적’이기 위해서 ￡더니즘의 상정시학은 해체되어야 했지만?

예술이

위해서 어다까지 엔어시학을 버려야하는가의 문제었다。 그을의 딜레마는 경험에
한다는 철학적 요구와 경햄은 언어로 변형펴고 조직될 수 밖에
구를 양립시키는 것이었다. 二L들의 시는 6 땅에 발야 닿은，’

예술이겨

충실해야

없다는 수사적(修解的) 요

‘짜료면 펴가 다는’ 삶을 언어

로 옮겨 놓기 위해서 벼릴 수 있는 가능한 모든 것을 벼렀을 뿐， 흔돈과 광거의 역사와 자
아의 고몽에 질서룰 줄 최소한의 언어형식은 간직하고 있었다.
모더니즘의 언이시학에서 그들이 버린 것 가운‘데에서 가장두드러진 것은모더니즘의
개 성 시 학’
적 정신’

‘몰

(escape from personality; objective correlative) 이 다6 모더 니 스트들윤 자아를 ‘시

(poetic mind) 과 6고통받는 인간’ (suffering ma뼈요로 분려하고 시척 정신애 마걷二

크블 씌워

‘극적 자아’ ( drama tic persona) 를 창조함무로써

시안이

상상력

속에서 가질 수

있는 숭엄하고 보펀화되고 신화화된 웅장한 대라정서애 대한 e객관적 상관물’을 전 얀류의
과거 속에서 찾을 수 있었다。 그러나 고백시인들의 청서는 위대한 문명을 창조하고 웅장한

총체적 담흔을 창조하는 인간의 능력에 관한 것이 아니라9

인간존재의

인간성의 부조리성에 관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요더니스트들의

심연에

깔려 있는

‘몰개성 시학’을 버리

고3 자신의 작은 직점경험을 환유로 하여가라앉은 음조’ (tone-down) 로삶’의 시를 썼
다。 그들의 시 는 시 를 통한 ‘삶의 탐색 ’ (life studies) 이 었￡며 , Emerson과 ￦hitman의
기 주의 ’ (organicism) ,

파운드의

‘선율시 학， ’

￦‘ C.

‘미 국주의 ’ (Americanism) 시 학을， ￦.D. Snodgrass의

WiUiams의

4유

‘객 체 주의 ’ (Objectivism) 와

‘고백 주의 ’ (confessionalism) , Elizabeth

Bishop로부터 자연물 상정주의를， Al1e뾰 Ginsberg로부터 쌓인 욕구불만의 영어리를 풀애내

는 “외침”법의 조화로서， 모더니즘 시학으로부터의
부터 도피하지 않는 예술이었고，

6궁중혁명’이었다. 그들의 시는 삶으로

댐eyond the Alps" 에서 Lowell이 선언하고 있듯이， 삶을

그 자체로 의미있는 6풍경’으로 삼는 시었 3며，

ι신의 도시’ 로마를 떠나 다 허붙어진

6속

세의 도시’ 파라에서 삶을 싣고 있던 예전의 시형식을 찾고 있었다.

￦，

훌 ^~AI

:

생웰리톨웰 뿔훔~ 없틀옐 활훌

투사시인들은 포스트모던의 운명과 역사는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낸 삶의 질곡이며， 그러

무로 삶의 회복을 위해서는 그 질곡을 벗어나야 한다는 고백시인들의 논리에 동의한다. 그
러나， 고백시인들이 역사와 운명을 낳는 인간의 능력에 대하여 인식의 전환을 요구했다면，

투사시인플은 그것들의 수사적 기초로서의 언어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요구했다@ 고백시인

13) James Breslin, “ Poetry ," ín Columbia Literary History 0/ the
Elliott (New York: Columbia Univ. , 1988) , p.I086.

U.ηited

States, ed. Em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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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채는 인간의 문명창조녁은， 뒤집어 보면， 인간의 지띤에 대한， 그리고 인간의

인간에

대한 파괴력이며， 포스트모던 사회의 질서와 안녕은 바로 이 힘의 소산이고，

상실은

삶의

거창한 이념과 웅장한 신화로 인식의 한 쪽 부분을 금단의 구역에 가두어 둠에서 비롯된 것
이다. 반면， 투사시인들에게는 문명의 파괴력은 왜곡된 언어의 힘으로 부터

나온 것이다.

그들에 의하면， 포스트모던 시대 삶의 상실은 문명화된 언어가 자연적 삶에 도달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묘로 투사시인들은 규율지향적인 모더니즘의
부하고， 그것에 근거하여 예술을 창조해오던 예술적 자아의
삶￡로 되돌아 가도록 하는 언어를 창조하려 했다。 Charles

상징시학을 거

능릭을 거세함으로써

자연적

Olson , Robert Duncan , Robert

Creeley , Denise Levertov 등으로 구성 된 Black Mountain 시 인들의 투사시 학은 모더 니 즘의
언어시학에 대한 진정한 혁명이었다.

Black Mountain 시인들은 포스트모던 역사의 기형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오로 대답하게
그라고 근본적으로 시적 자아， 시의 본질， 시형식， 시어， 주제 등을 재걷토했고， 모더니즘

의 상징시학에 대한 순응의 늪에서 미국시블 소생시키려 했다. 그들은 역사 속에 육화(肉
化)되어 나타나는 존재의 우발성을 무시하고 이상적 인간 존재의
구하는 모더니즘의

‘닫혀있는，’

‘잘익은，’

초시간적

본질성만을 추

‘학구적인’ 운(꿇)과 형식을 거부하고，

‘불순한’

(i mpure) 존재로서 존재의 밖으로 빌려난 벼립받은 삶， 병들고 메마르고 탕진되었지만 거
부할 수 없는 삶 속에

내재하는 삶에 대해서도 ‘열려있는’

운윷과 형 식 을， 그리 고 시 적 자아의

고도의

‘기 교’ 로부터

(open) ,
해 방된

유연하고 포용력

‘자유시 ’

있는

(free verse) 를

원했다.
1950년에 발표된 이son의 논문 “투사시 "(Projective Verse) 는 구체적이고

시학의 골격을 제시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의 Olson의 커다란

가정은

명료하게

인간이

배우는 능력’ (literacy) 과 그것을 가지고 만들어낸 언어적， 수사적 규척들이

가진

투사

‘글을

보다 크고， 보

다 풍만하고， 그러무로 보다 친근해야 할 삶우로부터 인간 스스로를 소원시키고 있다는 것
이다.

그에 의하면， 우리들에게 가장 가치로운 것은 우리들의 육체가 어떠한

도 갖지 않고 우주와 갖게

되는

감응 (感應) 이 다.

A.N. Whitehead의

수사적 매체

‘유기 철 학’ -우주는

생성의 과정에 있고， 신(神)은 세계 속에서의 경험으로 커간다-에 영향을 받았던 Olson에
게， 개인의 육체와 우주사이에서 매개체 없는 강응으로

인，’

‘끊임없는，’

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진

현실 (reality) 은 ‘유동적

‘다층적인，’ 변화과정이며， 시인의 임무는 현실로부터 나아가는 길을 찾
현실로 들어가는 길을 찾는 것이다。 14) 그에게는，

와 규칙을 만드는 일은 현실로부터

추상하고 추흔하며 범주

나아가는 걸을 찾는 것이며 삶을 경험의

직접성 3로부

터 벌어지게 하는 것이므로 시언이 피해야할 걸이다.

@lson의 두번째 가정은 만약 시언이 경험의 의미를 이미 한정하고 있는 어떤

14) Ibid. , 109 1.

수사적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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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도 갖지 않고， 어떤 생각도 마리하지 않 o 며， 생각과 느낌을 표현해 줄 마리 정해진 언

어적 형식을 갖고 있지 않다면， 다시 말해 경험을 ‘시’로 바구는 시적자아의

‘서정적 간섭’

(l yrical interference) 이 없다면， 경험은 시속으로 직접 투사될 수 있을 것이 라는 것이다.
그러묘로 Olson의 시인은 인습의 조건화를 피하기 위해서 논리와 의식 이전의
의 상태로 돌아가야 하며，

세계와 만나 에너지의

‘생각의

흐름이

육감(肉感)

수단￡로서의 말’ (word as thought) 이 아니 라

생겨날 때

그 흐름을 옮겨주는

handle) 을 찾아야 하고， 이 때 찾아진 시인의 말은 우주적

‘힘이

마음이

‘도구로서의 말’ (word as

교감하는 통로’ (passage

of force) 이며 투사시로서 가장 흘륭한 시이다。 Olson에게 우주와 교감하는 시인의 생체리
듬은 곧 우주 본유의 선율이 고， 그것은 Pound가 주장했던 바의

‘절대 리 듬’ (absolute rhythm)

이며， 그 리듬은 “귀를 통해 음절로/숨결을 통해 행으로” 바뀐다 15)
모방 (mimesis) 과 재 현

(representation) 을 목적 으로 하는 모더 니 즘 이 전의 시 학이 인식 을

생 각으로， 생 각을 언 어 로 바꾸는 언 어 시 학 (l ogopoeia) 이 라면， Olson과 @’'h e Truth

tII nd

Life

of Myth (1 968) 에 서 Olson의 이 폰을 다듬었던 Creeley의 시 학은 ‘생 명 과 의 식 이 생 겨 나 움
직 이 는 이 치 ’ (physiology of consciousness) 를 담고 있는， 생 체 의 리 듬을 언어 에 직 접 투사하
는 생 체 시 학 (physiopoeia) 이 다. 이 것 은 Pound , ￦뻐liams， Zukovsky.의

운율시 학 (melopoeia)

에서 한 걷음 나아간 것으로서， 사물 속에 우주를 실재(實在)시키는 힘이
믿음의 소산이며， 원시의 마음과 생경한 물질계가 만나서 이루는 힘의
움켜잡아 "(the

있다는 그들의

자장을 “너무 세게

too strong grasp of it) 왜곡시키지 않는 의미체계의 구축이다 16) 따라서， 투

사시는 의식하거나 생각하지 않고， 언어로 상정을 만들어 내지 않는 시적
이 앞으로 나아가는"

자아가 “끊입없

(ongoing) 경 험 의 과정 에 서 감각하고， 기 억 을 저 장하고，

욕구하게 된

것을， 다시 말하면 3 “혀를 대어 맛을 본후” 맛에 대해 말함으로써 의미를 법하고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맛이 나는 그대로 “친밀한 형식”으로 말하는 것이다. 이것은， Duncan이 말했
듯이 , “숨어 서 붕붕거 리 는 비 이 성 의 우리 "(i ts s￦arming
로부터 분리하거나 제거하지

않는 시이다 17) Olson이

background of unreason) 들을 삶으

간파하고

있었던 대로 어느 시인도

우주적 힘의 유동을 있는 그대로 시에 투사할 수는 없지만， 투사시는 ‘하나의 고출력의 구

조울’ (a high energy εonstruct) 로서

의식의

태두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무너뜨릴 수 있는 한 인위척 상징장치를 무너뜨리는 시이며， 지진계가 지진의 강도를 기록
하듯이 체험의 리듬과 파장을 입체적으로 되살려 가는 시이다.
O1son의 The Maximus Poems (1 957"-' 1975) , Du.ncan의 “A업 African

Elegy," “ The Structu. re

15) Charles Olson , “ Projective Verse," in Poetics 0/ the New American Poetry, ed. Donald Allan
and Warren Tallman (Neπ York: Grove Press , 1973) , pp.148-150 , 153, 156.
16) Ol son , “ The Kingfishers ," in Selected Wγ itings 01 Chaγ fe$ α$0η， ed Robert Creeley (Ne￦
York , 1966) , p.l 71.
17) Reci t. from. Breslin , “ Poetry ," p.10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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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Rime ," “ Passages ," 그라 고 Creeley의 Pieces (1969) 등， 그들이 쓴 시들은 대부분투사서
핵에 바탕을 두고 쓰여진 시들이다. 이들은 모두 잠시 하나의 매듭을 이루었다가 느슨해져
곧 품어지거나 끊어지고， 또 다른힘의 소용돌이 속으로 다시

맺어지지만 곧 다시 풀어져

보다 큰 변화무쌍한 힘의 일부가 되어 생성소멸하는 우주적 힘의 파장을 기록한다，

In the groves of Africa from thcir natural wondcr
the wildebecst , zebra , the okapi , the elcphant ,
have enterd thc marvelous. No greater marvelou8
know 1 than the mind ’ s
natural jungle. The .wives of thc Congo
distil there their red and the husbands
hunt 1ion woth spear and paint Death-sporc
on their shields, wear his teeth , cla￦ s and hair
on ordinary occsaions. There the Swahili
open his doors, let lo08e thru the trees
the tides of Death ’ s sound and distil
from their leaves the terrible red. He
is the consort of dreams 1 have seen , heard
in the orchestral dark
like the barking of dogs.
(Duncan , “ An African Elegy")
위에 예로 든 Duncan의 시에서 볼 수 있듯이， 투사시는 의식의 경계플 자유롭게 넘나들면
셔

얻은 ‘순간의 행외’ (the act of the instant) 틀을 축척하는 과청으로서 머리 규정펀 어떤

언어적 참조체계도 갖지 않고， 기존의 언어규칙들을 최대한￡로 허물고 재창조하여，

기술

하거나 모방하지 않기 째문에， 적어도 이론상으로는， 이런 시는 실재 (reality) 에 가장 가까
운 어떤 것의 표현이며 그러무로 존재론적인 풍만함을 지니고 있다. Levertov가 말했듯이，
이 때 시는 “참조물이

아니라 현상”이다，삐 그리고 그것은 우주적 힘의 생성

@

소별과정에

서 고유한 한 단연을 고유한 언어로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번역은 영원히 불가능하다。

Black Mountain 시 인들에 게 는 묘egel이 나 Marx의 독적 흔적 언 역 사관이 나 Nietzshe의 영
검회귀설 s 혹은 Bergson의 심리시간은 오직 삶의 적은

일부만을 설명할 수 있을 뿐이다.

그들에게는， Richard Rorty나 William James에게 있어서와 같이， 역사란 그러무로 삶이란
우연의 시간에 종족되어 있고， 영원히 불확정이며， 영원히 불완전하고，

영원히

변화릎 거

듭하며， 그 변화의 원리는 어느 누구에게도 확실한 것이 아니다 19) 그러묘로 촉시간 속에
있는우주의 로고스에 대한 비전을 가졌던 모더니즘 시의 시적 자아와는 달리， 투사시의 시

18) Denise Levcrtov ,
pp.312-317.

“ Some Notc on Oreanic Form," in

19) See William James,

Pragmatisη~

Poctics 0/ the New Americaη Poetry.

(New York , 1955) , p. 33.

19
책 자아는 ‘우연;획 시건을 횡단라며 9 특윤.9~ 추관성플 가저고 육화 (1청化〉펀 역사와 조우
하고， 미완성의 경헝우로 블완전한 픽미를 만들어거는 장아 있는 인간의

표분일

뿐야다ι

그는 다만 독자들에채 객판획 세계와 자아 사야에 우주적 에낙지의 야흥아 야루어지는 힘의
자장〈磁場)이 있음을 보여주는 의식의 중매자일 뿐이다. Black Mountain 시얀플의
학은， J ames Breslin외 주장애로， 초시 간적 틀을 바탕으로 문-엇을 얀플어

투사시

내는 요더니즘의

‘창조의 시학’이 아녀라 시작〈詩作〉의 과정에서 경험아 커가는 g 발견의 시핵’이라고 할 수
있다。 20) Creeley가 천명하고 있듯이， 그들에게 있어서 시는 %샤물을 발견하는 하나의 방법，

사물을 들얘다보는 하나의 빙법， 사물-예 매하여 깨달읍을 얻는 하나의 벙-볍”아며 21) ， John
Ashbery의 말대로， “감자기 활짝 열려 마지의 공간으로 인도하는 하나의 문”이다 22)

맘。

밟뼈훌: 짧빽짧 뽑샤}，~에

고백 시 언들이 나 투사시 인들과 마천가지 료， Kenneth Rexroth , Allen Ginsberg , Gar양 Snyderι

Lawrence 밤erlinghetti ， Jack Kerouac , Gregory ε。rso 등으로 이 루어 진

1cl] 야 트시 언 군의 시 인

들도 시인은 어느 부분도 거세되지 않은 삶￡로부터 삶에 대한 통찰을 얼어야 한다고 생각
했다。 그러나 적어도， 삶을 온전하게 이해하는 관건은 문명이 금가시해온 부정적 인간성의

체험으로부터 삶의 본질에 대한 이해를 넓혀야 한다고 생각했다는 점에서?

바이트 시안을

은 고백시인들과 기질을 같이하고 있다。 그들은 부도덕한 자본주의의 우상인 Moloc한의 체
제하에서 가난과 고통， 정신적 긴장과 억 압， 정신분열과 자잘로 “그들 세대의 가장 쓸모있
는 사람들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고? 가공할 역사 앞에서 무력하게 무너지는 패배한 자아
의 뒤에서 간악하게 움직이는 우주적 힘의 광기와 잔인함을 보았다.

고백시인들처럽

분명

한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컷은 아니지만， 그들도 자신과 역사에 스며있는 광거와 잔학함의
인간성을 정화하고 초달하기 위해 의식의 금단구역을 넘어 찾아낸

우주의

검은 생명력을

노래했다。

1955년 San FranCÎsco '제 6 화랑’ (the Sixth Gallery) 의

시 독회 에 서

있 었던

Ginsberg의

“τhe Howl" 의 낭송은 수표 밑에서 비등하던 미국시언들의 포스트모던 감수성이 새로운 시

형식으로 수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첫 성공적인 실험장이었으며， 거기에

참석했

던 Lowell에게 감화와 통찰력을 주어 미국시의 흐름을 바꾸어 놓으며 고백시를 태동시켰다.
Eliot의 모더 녀 즘시 에 대 한 과격 한 대 안으로서 , Ginsherg의 “ The Howl" 은 Whitman적 인 파

20) James Breslin , From 없"odern to Contemporary: American Poetry, 1945rv l965, (Chicago: the
Univ. of Chicago , 1984) , p.54.
21) Robert Creeley, '‘ Notes Apropos ‘ Free Verse’," in Naked Poetry , p. 186.
22) John Ashbery , “ The Invisible Avant-Garde," in Avant-Garde Aγt， ed. Thomas Hess and
John Ashbery (Ne￦ )[ork , 1968) , pp.18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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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破械)의 형식을 제시하였던 것이다. Ginsberg는 이 시에서 승리한 역사와 과감한 단철
을 추구하고 패배한 역사로부터 새로운 힘의 근원을 찾아 포스트모던의 문명펀접적 역사의
장(場)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처절한 봄짓을 함으로써， 먼뇌의 현질을 환상과 신 ll] 에의 ll] 전

으로 바꾸어 놓으려고 했다. Ginsberg의 세계는 상징으로 ‘추상화’되지 않은， 고뇌하는 자
아를 포용할 수 있는 ‘초월적 하나’

(Transcendental

Ones) 의 세계， 가공할 현실의 벽을 깨

뜨렬 수있는 초현실적 세계， 문명의 금기들-마약복용，

알코올 중독， 변태성욕， 범죄， 광

란， 자살의 기도-을 캠으로써 얻을 수 있는 세계이다.

그것은

확장된 의식의

포스트모던의 시인들에게 의식확장의 모탤이 련 세계이며， 역사의
밟힌’ (beaten) 자아가 ‘지복의’ (beatific) 순간을

경험하며

승리자들에

세계로서，

의해서

‘짓

역사블 초달할 수 있도록 하는

세계이다.
나는 이 시대의 가장 쓸모있는 사란틀이 마쳐서 마음이 부서지는 것을 보았네， 굶주려 울부젖으며
별거 벗은채，
새벽에 검둥이들의 거리를 지나， 성난 옴짓으로 옴을 끌연서， 한 대의 마약주사를 찾을 째，
거룩한 바이트족들이 밤의 천계(天界) 속에서 별빛과 해묵을 천상의 관계를 열망할 해

고백이 아닌 자학의 방법으로 의식의 금단구역으로 넘어 들어갔다는 점에서 고백시와 다

르지만，

‘규율’과 ‘상징’으로 이념화된 아폴론적 자아를 버리고 원시의 디오니수스적 자아

플 되찾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이트시는 고백시와 공통점을 갖고 있다. 그러

나， 시가 예술이기 위해서 최소한의 시적 기교는 버릴 수 없다고 생각했던 고백시인들과는

달리， 비아트시인들은， 투사시인들처럼， 우주와의 교감과 그에 대한 반사적
어떤 언어적

매개없이

인간의 원시적
presence) 으로서

교감이

시로 옮겨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손상되지

바이트시는，

투사시처럼，

않고 시로 옮겨지기흉 바라는 ‘실재의 시학’

‘구술’ (口述)에 기초하는 시학이었다. 19세기에

얀주의 시인들-W. Blake와

감응(感應)이
우주와

(poetics of

버렴받았던 두 위대한 낭

W. Whitman-로부터 “모든 인간적 희망에 치명타블 가하는”

승려한 역사의 언어시학에 저항하는 볍을 배웠던 비이트시인들은 더려운 도시의 삶에서 영

원을 경험했고， 생각하는 힘을 거부한 몽상하는 자아의 동물적
통’

(genteel

에너지로 모든 ‘우아한 전

tradition) 을 부수었다.

바이트시도 투사시처럼 순문학의 모든 엄격한 계율(械律)틀을 파계(破歲)하고 얻은 생체
리듬을 바탕으로 쓰여졌지만， 비이트시의 리듬은， 원시적 에너지의 끊임없는 유입(流入)과

유출(流出)을 ‘서정적 자아’의 개업없이 기록하는 투사시의 리듬과는 달리，
분노와 초월의

세체에

대한 광상(狂想)의 리듬이다

Ferlinghetti 나

Ginsberg의 시 처 럼 걸게 늘어 진 동불의 고함소리 로， 억 압에 대 한 본능적

현실에

Kerouac의

대한
시들은

함성 으로 이 루어

져 있다. 그틀의 시는 오랜 비틀렴 후에 강작스럼고 도도하게 터져나오는충동의 분출이며，

갇한 채 소외되고 부패하여 파괴적 힘을 얻게펀 다오니수스적 에너치의

방출이다.

그것은

21
삶에 대하여 인위적 질서를 창조하는 문명화펀 시인의

‘시’ (art) 가 아니라， 한 오라기의 문

명도 결치지 않은， 예언적 비전을 가진 원시 음유시인의 함성이다.

그것은 모더니즘의 고

고한 ‘자기목적’을 거부한 시로서， 도시거리에 흩어진 조락한 풍물들을 보고 분노에 찬 저
항의식으로 얻은 광상(狂想)의

원시적 삶과의 천교(親交)， 그것의

잔잔한 숨결， 그것으로 101 1 롯펀 황흘을 노래했던 바이

트 시 언 Gary Snyder를 제 외 하면， 그들은 포스트모던의 시 인들 가운데 에 서

(anti-literary) 시인들이었으며，

발성이다。

구술이며， 자연발생적으로 터져 나오는 원시의

James

가장 반문학적

Breslin의 표현대로， 그들은 모더니즘의 시에 대하여

“바리케이트를 치고” 혁명을 수행했다。 23)

째.

머국 AI 왜 포용톰뿔택애 El: ~식과 염어의 파개(破開)

포스트모던 미국문명의 지배적인 속성은 인위적으로 만틀어진

‘불묘의

균질성’ (sterile

homogenity) 이 었고3 포스트모던의 미국사는 그것으로 균형과 조화를 잃은 자괴적 패도를 그
리고 있었다. 이 시대의 미국시인들은기계적 에너지의 이동으로 열려 있는듯하지만 유기적

에너지의 소진으로 꽉 닫혀있는 폐쇄회로에 강한 미국의 현대문명에서 목적의식과 창조성을
상실한채 균질화되어가는 무력한 자신들의 모습을보았다. 그러묘로포스트모던의 미국시는
미국사의 폐쇄회로 속에서 미국시언들이 뇨낀 자폐증의 자각이며，

그 세계에

대한 되먹엄

(feedback) 의 방법을 모색함￡로써 자괴의 패도를 벗어나려는 하나의 창조적 노력이었다.

포스트모던 시대 미국시인들은 자아의 실존을 위협하는 잔인한 역사의 내부를 6 탐색’하
거나 직캡적인 경험의 표현력을 상실한 포스트모던의 언어를 파개(破開)함요로써 포스트모
던의 문명과 역사를 교정하려 했었다， 그들은 포스트모던의 역사가 인간의

사유하는 능력

에 대한 절대적 맏음과 철대와 진리를 만드는 중섬지향성， 그것틀을 바탕으로 얻게 환 거
창한 이념과 웅장한 신화， 그리고 그 때문에 비대화된 이성언어의 결과이며，

인간의

추상

하는 능력에 의한 우주질서의 연간논려화최상의 허구’에 의한 삶의 공동화(空洞化) 과정

엄을 깨닫고 있었다. 포스트모던의 미국시에서는 모더니스트들의 이성찬미의
주의자들의 역사발전의 이념은 해체되고， 그들을 떠받치고 있던
포스트모떤의 시인플은 자연과 공유되어야 할 삶이

전체주의적

신화와 사실

이성언어는 거부되었다.
‘체제’에

의해

삶의 영역

밖으로 밀려났기 때문에 이 시대에 존재의 위기상황이 왔다고 가정하고 있었으며， 체제 밖

으로 버려진 모든 것들의 가치블 삶의 영역으로 되롤러 놓음으로써 삶의

폭을 넓히고， 그

유기성을 되찾으려 했다。

포스트모던의 미 국시 학은 초시 간적 로고스에 대 한 초월적

상정 을

찾으려 던

모더니즘의

언어시학@상정시학에 대한 해체이다。 그것은 버려진 인간정의 언내하고 꿈꾸고 환희하고

23) Breslin , “ Poetry ," p.1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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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망하는 모습얘 대한 직접경험 속에서 환유플 찾으얘， 가치의 통얼과 형식의 완캘을 추구

하지 않으며， 정제되지 않은 ‘불순한’ 삶윤 소재로 하는， 언제나 불완전한 미완의 원서시
학이다. 포스투모던의 마국시언들은 인간성 속에서 자이의
한 모습을 보았￡며 3 그 때운에

이상적 모-습보다 자아의 추악

생겨난 역사의 되행을 보았다. 그러묘로，

서도 인위적 상징장치로 삶을 가두는 서적 자아의

시작의

6서정척 간섭’을 배제하고 전연의

을 가능하면 있는 그대로 시로 옮갱 놓으려 했다， 포스트모던의 시는 삶의 시이며
시’

(poetry of presence) 로서 , εharles Altieri 가 자 적 한 대 로 “자연 속에 서

적 인 교강을

발견하는

작업 ”야 며

‘신전의 확장’

래듬

‘질재의

이 루어 지 는 영

(Enlarging the Temple) 야 었고24) ， Demise

Levertov의 표현대로 “부수어 무너지게 하는 것이

아니 라， 부수어 여는” 시 었다。 25)

포스트모던의 미국시는 의삭과 언어의 금기구역을 넘어 인식의
화의 폭발현상’ 속얘서 허우적거리는 우라들애재

과정에

확장을 꾀함으로써，

‘문

문명을 대하는 하나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높은 가차가 었다. 그려나 포스트모던의 시인들이 셰채에

관여하는 방식이

요더니스흔들의

그것보다 나은 것인가， 흑은 진정 자치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자신에게

긍정적인 대답을 할 수 없다. 그것은 인간이 어떤 상태로 존재하는가에 대해서는 날카로운
통찰을 보여주고 있지만，

인간이 어떻게 존재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그들이 찾아낸 방볍이

얼마냐 가치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명쾌한 대답을 하지 못한다. 진라는 진정 인간성에 내제
한 창조의 불빛을 꺼뜨램으로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인가?

또한 언어는 그갯에 대한 ‘최상

의 허구’여서는 왜 안 되는가에 대해 그들은 대답을 유보하고 있다. 인간성에 숨겨져 있던

“반이성과 광기의 지혜%에 대한 폐부를 찌르는 그들의 통찰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우리가 맏고 의지할 수 있는 진정한 절대가치는 없는가라는 물음으로부터 해방될 수 없다.

24) Charles Altieri , E:ηlarging the Temφle: NeαI Directions η
19603 (Lewisburg: Bucknell Univ. , 1979).
25) Levertov , The Poet in the World (New York , 1973) , p.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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