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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책과 작가 소개
1981년, 미국 시인 실비아 플라스(Sylvia Plath, 1932-1963)의 시 전집
이 사후 출간되었고, 이듬해 퓰리처상을 수상했다. 32년 후, 2013년 한국
에도 드디어 번역본이 나왔다. 미국여성시를 전공한 영문학자인 역자는
유려하고 충실한 번역을 독자들에게 선사한다. 플라스의 전 작품을 원서
로 읽기 어려웠던 영문학도들과 일반 독자들에게는 선물 같은 값진 번역
이다. 당대에 전도유망한 미국 작가였던 플라스는 영국 시인 테드 휴즈
(Ted Hughes, 1930-1998)와 결혼하고, 몇 년 후 유고를 남기고 서른 살
에 스스로 생을 마감함으로써 영미문학계에서 결코 잊지 못할 존재가 되
었다. 플라스는 20세기 초중반인 1940-50년대 미국에서 신비평(New
Criticism)의 영향 아래 문학교육을 받았다. 신비평은 문학작품의 자율성
과 내재적 가치를 중시했는데, 특히 시 작품에서 언어의 함축적이고 연상
적인 의미와 은유, 상징, 이미지 등의 비유적 수사법에 관심을 가졌다. 플
라스는 이러한 형식적인 신비평적 문학규범에 따라 문장을 복잡하게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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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하고, 운율과 비유적 수사법을 중시하며, 다양한 시적 형식과 기교를
실험한다. 플라스 시의 스타일은 또한 휴즈, W.H.오든(W. H. Auden), 딜
런 토머스(Dylan Thomas), 로버트 로웰(Robert Lowell), 테어도어 뢰트
케(Theodore Roethke) 등의 영향을 받으면서 서서히 변모하는데, 특히
로웰의 영향으로 고백적인 특성을 지니게 된다. 고백시(Confessional
Poetry)에서 시인은 자신의 감정과 경험을 사적이고 직접적으로 표현한다.
복잡하고 모순되는 다양한 감정들의 병존을 강렬하고 충격적으로 표현하
는 고백시의 기법은 플라스 시의 대표적인 특징이다. 플라스는 이러한 미
국의 시적 전통의 기반 위에서 독창적이고 극단적인 강렬한 시를 썼고,
사후에 페미니즘 비평, 정신분석 비평, 전기적, 역사적 비평 등 다양한 접
근법으로 연구되어 왔다.

2. 책의 구성
실비아 플라스 시 전집은 휴즈의 서문으로 시작한다. 시 전집을 편
집한 휴즈는 서문에서 책의 구성을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창작과정을
처음부터 가까이에서 지켜본 동료 작가로서 플라스의 작가적 면모와 작
품세계를 담담하게 개관한다. 이 책에 실린 플라스의 시는 총 274편인데,
그 중 224편은 1956년에서 1963년 사이에 쓰인 것이고, 나머지 50편은
1956년 이전 대학 시절에 쓰인 습작시이다. 각 연도의 시가 시작되기 전
에 우리는 간략한 작가연보를 읽을 수 있다. 옮긴이의 말은 휴즈의 서문
과 더불어 훌륭한 서평이다. 플라스 전공자인 역자는 영문학자이자 번역
자로서 휴즈와는 다른 입장에서 플라스의 문학과 인생을 논하며, 플라스
에 대한 오해와 이해를 밝힌다. 플라스 사후 50여 년 동안에 걸친 학자,
비평가들의 선행연구와 전 세계 독자들의 반응에 대해서도 언급한다.
옮긴이의 말 다음에 나오는 주석(미주)에서 역자는 엮은이 주에 옮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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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를 덧붙였다. 시를 한 편 한 편 읽으면서 동시에 주석을 참고하면 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제목과 시어들에 대한 설명뿐만 아니라 작품 창
작 배경과 플라스 본인의 시작 메모나 일기 발췌문, BBC 라디오 방송을
위한 시 낭송에서 직접 했던 시 소개 등을 포함한 생생하고 직접적인 배
경지식을 얻을 수 있다. 주석 뒤에는 실비아 플라스가 구상한 에어리얼
차례(휴즈가 편집한 1965년 판과 다르다), 실비아 플라스가 번역한 릴케
의 시, 이 책에 실린 출간 시집 네 권, 거대한 조각상(런던, 1960; 뉴욕,
1962), 에어리얼(런던/뉴욕, 1965), 호수를 건너며(런던/뉴욕, 1971),
겨울나무(런던, 1971; 뉴욕, 1972)의 목록이 차례로 나온다. 책은 작품
제목 별 가나다순 찾아보기로 끝난다.

3. 플라스와 셰익스피어의 에어리얼
암흑 속에서의 정지./ 그때 바위산과 노정(路程)의/ 실체 없는 파란 유
출.// 신의 암사자,/ 뒷발굽과 무릎의 회전축!/ 이렇게 우리는 하나가 된
다. 내가 붙잡을 수 없는/ 목덜미의 갈색 활 모양 같은/ 밭고랑이/ 갈라
지며 빠르게 지나간다// 검정 눈의/ 열매들이 어두운 갈고리를/ 내던진
다.// 입안 가득히 느껴지는 까맣고 달콤한 피,/ 그림자들,/ 무언가 다른
것이// 나를 공기 속으로 끌고 간다./ 넓적다리, 머리카락.// 내 뒷발굽에
서 떨어지는 얇은 조각들.// 하얀/ 고다이바처럼, 나는 벗어버린다./ 과거
의 유물과 과거의 핍박을.// 그리고 이제 나는/ 바다의 광채 같은 밀밭을
휘젓는다./ 어린아이의 울음소리가// 벽에서 녹아내린다./ 그러면 나는/ 화
살이고,// 새빨간 눈,/ 아침의 큰 솥 안으로/ 자살하듯 돌진해서 뛰어드는
// 이슬이다.
-｢에어리얼｣(1962)(487-488면)

플라스는 생전에 한 권의 시집(거대한 조각상[1960])과 한 권의 소설
(벨 자[1963])만을 출간했고, 죽기 전에 미리 유고시집의 제목을 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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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로 정했다. 휴즈는 플라스의 일기를 편집하며 서문에서 시 ｢에어리
얼｣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참된 자아가 언어를 찾아 말하기 시
작하면, 그것은 눈부신 사건이 된다- ｢에어리얼｣이 그러했던 것처럼.” ｢에
어리얼｣의 화자는 에어리얼이라는 이름의 말을 타고 어두운 새벽 숲속에
서 떠오르는 태양을 향해 이슬처럼 공기를 타고 질주하고 있다. 이슬의
증발은 또 다른 형태로의 변신이다. 이슬이 증발하고 말이 전속력으로 질
주하는 속도와 느낌을 상상해보자. 다른 존재가 되는 느낌은 어떤 것일
까. 화살의 목적지는 태양이다. 화자는 에어리얼과 자신을, 작가는 화자와
자신을, 그리고 독자는 작가와 자신을 일체화하고 동일시한다. 사람은 말
과 하나가 되고 이슬이 되고 공기가 된다. 모든 우주의 존재들은 끝없이
변화를 겪고 변신한다. 모습이 바뀐다 해도 존재하지 않는다 말할 수 있
을까. 현실 속의 시인은 시가 되어 시공을 초월해 우리 앞에 펼쳐져 있
다. 한 편의 그림 같은 시다.
셰익스피어의 희곡 ｢태풍｣에 등장하는 공기의 정령의 이름 또한 에어
리얼이다. 마법사에게 속박되어 있던 에어리얼은 주인의 명령을 수행한
후 자유를 되찾고 공중에 해방된다. 에어리얼이 원하는 것은 오직 자유뿐
이다. 마법사를 만나기 이전 에어리얼은 마녀의 저주에 걸려 나무 안에
오랫동안 갇혀있었다. 플라스는 일기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나의
삶은 고행이다. 감옥이다. 내 삶의 이유는 오직 나의 작품뿐, 그것 없이
나란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다.” 플라스는 에어리얼의 속박과 자신의 삶의
속박을 동일시하고, 과거의 유물과 핍박을 벗어버리고 삶에서 벗어나기를
원했을 지도 모른다. 셰익스피어의 에어리얼이 자유를 얻기 위한 임무에
는 노래도 있었다. 플라스도 자신의 자유를 위해 죽음을 향해 생의 임무
처럼 시를 쓴다. 20세기 미국의 플라스는 16세기 영국의 셰익스피어와
문학을 통해 교감하고 소통한다. 플라스의 작품 전반에는 셰익스피어뿐만
아니라 수많은 서양 고전과 신화, 문학 작품들에 대한 인유가 가득하다.
우리는 주석을 통해 이에 대한 충분한 배경지식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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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 시의 배경이 된 수많은 장소와 풍경들 중에 단연 바다가 돋보
인다. ｢바닷속 깊은 곳에｣는 셰익스피어의 ｢태풍｣ 1막 2장에 나오는 바다
에서 익사한 아버지를 애도하는 에어리얼의 노래(“바닷속 깊은 곳에 네
아버지가 누워 있지./ 뼈는 산호가 되고/ 눈은 진주가 되어/ 그의 어느 부
분도 사라지지 않아,/ 다만 바다 변화를 겪고/ 진귀하고 기묘한 어떤 것
으로 변할 뿐이지./ 바다 요정이 시간마다 그의 조종을 울린다,/ 딩, 동.”)
가 자전적 내용으로 변형된 것이다. 어렸을 때 세상을 떠난 아버지는 플
라스의 뮤즈였다. 산문과 운문 모두를 포함한 플라스의 전 문학 작품을
관통하는 주제들 중 가장 중요한 하나가 바로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애
도이다. 셰익스피어의 에어리얼이 울리는 애도의 종소리는 플라스의 시에
메아리처럼 울려 퍼진다. “아버지, 당신은 거의 표면에 나타나지 않았어
요./ 당신은 조수가 밀려올 때 오셨어요/ 바다가 차가운, 거품으로 뒤덮인
것을// 씻어낼 때. /....../ 나는 아무런 이득 없이 추방된/ 당신 왕국의 경
계 위를 무미건조하게 산책해요.// 나는 껍질이 다 벗겨진 당신의 침대를
기억해요./ 아버지, 이 혼탁한 공기는 살인적이네요./ 나는 물로 숨 쉬겠
어요.”(186-188면)
압축되고 정제된 시의 형식을 넘어서, 보다 인간적이고 산문적인 플라
스를 만나고 싶다면 국내에 번역된 플라스의 소설과 동화 그리고 일기를
읽어보길 권한다. 일기에 실린 휴즈의 서문과 옮긴이의 말 또한 플라스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문학뿐만 아니라 그림에도 관심이 있었던 플라
스가 남긴 드로잉들을 딸 프리다 휴즈가 모아 편집한 책도 올해 초 국내
에 출간되었다. 여행을 좋아했던 플라스는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북미와
유럽 전역을 여행하면서 글과 그림을 남겼다. 시나 그림에 묘사되어 있는
풍경들을 따라가노라면 어느새 플라스와 함께 그곳을 여행하고 있는 기
분이 든다. 이처럼 플라스는 생생한 삶의 순간들을 포착해 완성도 높은
예술로 승화시켰다. 우리는 실비아 플라스 시 전집을 읽으면서, 죽음을
포함한 삶의 모든 것을 열렬하게 사랑하고 온몸으로 경험하고 치열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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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한 한 예술가를 목격할 수 있다. 이 번역서를 통해 미국 여성 작가
플라스는 국적과 언어를 초월해 한국 독자들에게도 강렬하게 각인될 것
이다. 다만, 727쪽이나 되는 외국 작가의 시 전집을 처음부터 끝까지 단
숨에 읽어낼 인내심을 갖기란 무척 어렵다. 전 작품을 관통하는 일관된
서사나 특정 인물이 없고, 각기 다른 배경, 소재, 주제, 어조, 화자들이
등장하는 시들을 몇 백편이나 연이어 읽을 시간적, 정신적 여유를 갖고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이러한 독서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50여
년 전 한 미국시인의 작품을 번역하고, 그 번역서의 서평을 쓰고, 그 서
평을 읽는 것은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미국학 연구에 기여하는 길이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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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riel’s Songs
Sylvia Plath: The Collected Poems
(Translated by Park Ju-yeong, Maumsanchaek 2013)
Sun-ae Park
(Dongseo University)

This paper aims at reviewing the book Sylvia Plath: The Collected Poems
translated by Park Ju-yeong and published by Maumsanchaek in 2013.
American poet Sylvia Plath’s Collected Poems, published posthumously in
1981, won the Pulitzer Prize. Its Korean translation was published in 2013.
The translation by Park Ju-yeong, the translator and scholar who majored in
American Women Poetry, is fluent and faithful to the original. It is valuable
and helpful to the readers who have trouble in reading the original. Plath
was born in 1932 in America. She married British poet Ted Hughes in
London in 1956, continued writing poetry, and committed suicide on February
2, 1963 at the age of 30. Expressing complex and ambivalent emotions,
Plath wrote original, extreme, intense, and confessional poetry on such a
basis of American Poetry Convention. Since her death, she has been researched
through various approaches, such as feminist criticism, psychoanalysis
criticism, biographical and historical criticism, etc. Plath catched vivid
moments of life and turned them into poetry of a high standard. Reading
this book, we can see an artist who loved everything including life and
death, experienced and expressed them passionately. Through this translation,
I think, American poet Sylvia Plath will be strongly impressed on Korean
readers’ memory beyond nationality and langu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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