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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 B. Yeats의 The Rose에 제시된 조화의 비전

이 명 옥 (경기대)

I

의 시 발전과정을 고려해 볼 때 가장 눈에 띄는 요소 중의 하나는 자신
이 전달하려는 메시지를 신화상의 전설이나 이야기 또는 여기서 파생된 상징이나
이미지들을 통해 표현한다는 점이다. 물론 다른 작가들도 여러 형태의 신화를 자신
의 문학 작품에 차용하거나 변형시켜 예술적 원형으로 삼았으나 Yeats 만큼 어떤
신화를 차용했느냐에 따라 시의 경향을 구분할 수 있는 작가는 흔치 않다.
신화는 신의 기원, 우주의 창조와 우리세계, 그리고 종종 그 세계가 모두 어떻
게 끝나게 될 것인가에 관한 다양한 주제를 담고 있다. 그리고 신화는 보통의 사건
을 다루며 그중 몇몇은 인류 또는 부족의 선사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서 일종의
역사로 정의된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꿈은 우리자신, 개개인의 생활
속의 사건에서 파생되지만 흔히 상징으로 변화된 진리의 핵심을 포함하며 한가지
방법에서 “collective dreams”로 불릴 수 있다.
Yeats는 이런 “collective dreams”를 “collective consciousness” 또는 Anima
Mundi (universal mind)로 불렀다. 그는 개개인의 경험은 각자 안에서 깊숙이 숨
겨진다는 것과 그런 경험이 개인적이라 전달할 수 없다는 생각을 믿지 않았다. 그
는 경험의 거대하고 포괄적이며 분리되지 않는 저장과 같은 우주정신에 모든 사람
이 연결되어 있고 개인적 경험에 의해서 우주정신은 끊임없이 풍부해지며 개개인
의 경험은 그것으로부터 풍부한 사상과 정서를 방출시킨다는 견해를 갖게 되었다.
“The Symbolism of Poetry”란 에세이에서 Yeats는 시인이란 이런 경험의 저장
소로부터 우리 마음속에 정서를 불러일으키는 현실에서 유리된 힘(disembodied
Yea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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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는 사람으로 이것을 “mood”라 했다. 그는 The Celtic Element in
Literature에서 이런 저장소를 “전설의 새로운 샘, 유럽에서 어떤 다른 것보다 풍부
한 게일 전설의 샘으로 말한다. 그는 시인의 임무를 이런 경험의 보고로부터 우리의
기억을 환기시킬 이야기를 꺼내 구체화시키는 것으로 생각했다. 그리고 정신의 원형
적 상태란 관점에서 자신의 시에 “현실과 이상, 개인과 우주, 육체와 정신, 일시적인
것과 영원한 곳, 정서적인 것과 지적인 것을 결합” 시키고자 했다. 그러므로 Yeats
는 인류의 가장 오래된 보편적인 기억을 마법이나 의식을 통해 환기시키고 이것을
신화와 시의 형식으로 결합하는 신성을 지닌 인물로 자신을 “Emmanuel figure” (a
semi-divine poet)로 믿고 성공한 시인 또는 우수한 문학작품을 이런 우주정신의
부분 특히 켈트민족 신화를 통해 시에 표현한 것으로 보았다.
Yeats는 다른 동시대인에 의해 사용된 신화적 형태와 비교할 때 “고대의 열정
과 믿음에서 나오지 않는 것은 문학을 단지 상황의 연대기 또는 열정 없는 환상과
사색에 불과하며, 켈트민족 신화만이 유럽문학의 주류 속에서 수세기 동안 있었
다.”라고 하여 켈트민족 신화의 뛰어남과 전통을 언급했다.
Ernest Renan은 The Poetry of The Celtic Races에서 켈트민족의 전통과 특
징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powers)

‘No race communed so intimately as the Celtic race with the lower
creation, believed it to have so big a share of moral life.’ The Celtic
race had ‘realistic naturalism,’ ‘a love of Nature for herself, a vivid
feeling for her magic, commingled with the melancholy a man knows
when he is face to face with her, and thinks he hears her’
communing with him about his origin and his destiny.’ It has worn
with the classical imagination the Celtic imagination is indeed the
infinite contrasted with the finite.’ ‘Its history is one long lament, it
still recalls its exiles, its flights across the seas.’1)

자연과의 교감과 그로부터의 무한한 상상력은 Yeats 이전의 작가가 낭만적 기
치로 자주 주장한 것으로, 켈트인의 자연에 대한 열정, 상상력, 우울감은 켈트민족
신화의 대표적 특징이며 켈트인의 상상력과 우울함은 객관적이며 과학적으로 증명
된 사실을 거부한다. Yeats는 위와 같은 켈트민족 신화적 특징들을 1880년대 말과
1) W. B. Yeats, Essays ＆ Introductions (London: Macmillan, 1989)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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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대 시에 그가 꾸준히 발전시킨 조화의 비전을 나타내기 위해 차용한다. 특히
는
라는 시집에 실린 시에서 켈트민족 신화상의 많은 인물과
전설이 주는 지혜를 통해 그 당시 개인적으로, 시대적으로 어려웠던 상황 속에서
영국인과 아일랜드인 또는 그들과 비슷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갈등과 반목이
아닌 조화와 화합을 위한 이상을 제시하고 있으며, 본고는 이런 조화의 비전 연구
를 목적으로 한다.
90
Yeats The Rose(1893)

The Rose에

II

실린 시들은 이전의 Crossways의 시에서 사색적이며 우울하게
추구되었던 조화의 이상이 장미로 대변되는 영원한 미(eternal beauty)의 형태로
등장한다. Yeats는 여기서 “아름다움과 평화의 영원한 장미를 볼 수 있는 방법을
발견”2)하였다고 생각한다. Crossways에 실린 시들에서 현실과 이상, 자연과 초자
연적인 세계, 과학의 발전과 물질문명에 대조되는 전통적 가치관의 쇠퇴와 타락 같
은 이분법을 사용하는데 비해, The Rose에 실린 시에서의 영원한 미는 “일시적인
것 속에서 영원함을, 평범한 것 속에서 신비함을, 그리고 현실 속에서 이상을 얻을
수 있음”3)을 가정한다. Yeats는 이런 가정 하에 영원한 미와 신화적 인물이 상징
하는 구체적인 이교도적 지혜를 제시하면서 19세기말의 아일랜드와 영국인에게 부
조화한 요소를 지양할 것을 말한다.
The Rose에 대한 헌시와 그 첫 번째 시인 “To the Rose upon the Rood of
Time”은 마치 나머지 시들의 프롤로그와 같은 느낌을 주며 영원한 미에 관한 이야
기를 한다. Yeats는 The Rose의 시에서 아름다움을 ‘Too late I loved Thee, O
Thou Beauty of ancient days, yet ever new! too late I loved Thee’라는 Saint
Augustine의 참회록의 헌시를 사용하면서 고대의 이상적 아름다움이지만 언제나
새로움을 간직하는 영원한 미를 너무 늦게 사랑하게 되었다는 자책을 한다.
2) Yeats, The Variorum Edition of the Poems of W. B. Yeats, eds. Peter Allt and
Russell K. (London: Macmillan, 1957) 845-46 (
VP
).
3) Frank Hughes Murphy, Yeats’s Early Poetry: The Quest for Reconciliation
(Baton Rouge, La.: Louisiana State UP, 1975) 31-2.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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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첫 부분은 켈트민족 신화에 등장
하는 영웅인
그리고 의 비전에 대한 시적 영감으로 영
원한 미의 상징인 장미를 불러낸다
“To the Rose upon the Rood of Time”
Cuchulain, Fergus
Druid
.

Red Rose, proud Rose, sad Rose of all my days!
Come near me, while I sing the ancient ways:
Cuchulain battling with the bitter tide;
The Druid, grey, wood-nurtured, quiet-eyed,
Who cast round Fergus dreams, and ruin untold;
And thine own sadness, where of stars, grown old
In dancing silver-sandalled on the sea,
Sing in their high and lonely melody.
Come near, that no more blinded by man’s fate,
I find under the boughs of love and hate,
In all poor foolish things that live a day,
Eternal beauty wandering on her way. (1-12)

는 인간의 운명에 의해 현혹되지 않은 채, 사랑과 증오라는 이름의 가지아래
하루를 사는 모든 어리석은 것 속에서 영원한 미를 발견할 수 있음을 피력한다. 또
한 이상적인 영원한 미를 헌실 세계에서 추구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방황과 노력
이 필요하며 고정된다는 것은 영원한 창조적 에너지이자 전통적 가치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것임을 말한다. John Unterecker는 여기의 장미는 “Yeats에게 인간의
가장 풍부한 경험인 ‘필멸과 불멸’이 교차하는 순간”4) 즉 이상과 현실이 합쳐지는
완전함의 상징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아래구절에서 시인은 영원한 미라는 이상세계에서 보통의 생활로 되돌
아오며, 장미의 비전은 자연 그리고 생생한 삶인 현실과 대조된다.
Yeats

Come near, come near, come near-Ah, leave me still
A little space for the rose-breath to fill!
Lest I no more hear common things that crave;
The weak worm hiding down in its small cave,

4) John Unterecker, A Reader’s Guide To W. B. Yeats (London: Thames and
Hudson, 1982)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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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ield-mouse running by me in the grass,
And heavy mortal hopes that toil and pass;
But seek alone to hear the strange things said
By God to the bright hearts of those long dead,
And learn to chaunt a tongue men do not know.
Come near; I would, before my time to go,
Sing of old Eire and the ancient ways:
Red Rose, proud Rose, sad Rose of all my days. (13-24)

인간의 운명과 하루를 사는 모든 가엾고 어리석은 것들을 초월하고 싶은 욕망
은
같은 초자연적인 세계를 나타내는
단어 로 대치되지만 생명이 다하기 전에 고대 아일랜드에 관한 것을 노래하고
싶은 시인의 간절한 소망이 나타난다 이것은 고대 아일랜드의 상징
를 통하여 영원한 미는
을 포함하며 무한함은 유한함 속
에서 무한함을 포함하게 되며 에게 있어서 장미는 상상적인 고대 아일랜드
와 동일시된다
대화형식의
는
과는 달리 절망의
으로 퇴위 이유를 드루이드에게 이야기한다

“
‘battling, ruin, sadness, lonely, long dead’
”5)
,
.
‘Red Rose,
proud Rose’
‘wandering’
, Yeats
.
“Fergus and the Druid” “To the Rose upon the Rood of
Time”
poet-king
.
Fergus. This would I say, most wise of living souls;

Young subtle Conchubar sat close by me
When I gave judgement, and his words were wise,
And what to me was burden without end,
To him seemed easy, so I laid the crown
Upon his head to cast away my sorrow. (9-14)

슬픔이란 시간과 경험의 세계이자 욕망의 산물로 이런 슬픔을 없애기 위하여
Fergus는 왕관을 버리고 신비학 또는 정신적 지식으로 상징되는 꿈꾸는 지혜를 추
구하였다.
드루이드는 전통적으로 악을 연상시키는 까마귀와 족제비 같은 동물 이미지와
‘a thin grey man’인 유령으로 묘사되었지만, Fergus는 드루이드가 자신이 얻고자
5) Nicholas Drake, The Poetry of W. B. Yeats (Harmondsworth: Penguin, 199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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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꿈꾸는 지혜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며 실제로 드루이드는 이런 지혜가 있었다.
그러나 지혜를 얻고자 하는 Fergus의 기대와 달리 드루이드는 회의적이다.
Druid. Look on my thin grey hair and hollow cheeks

And on these hands that may not lift the sword,
This body trembling like a wind-blown reed.
No woman’s loved me, no man sought my help. (23-6)

드루이드는 Fergus에게 “어떤 여인도 나를 사랑하지 않았고 어떤 인간도 나의 도
움을 원하지 않았다”라는 말로써 그를 단념시키고자 하며, 그의 지혜는 오히려 그
를 다른 사람으로부터 고립되게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하여 Fergus는 “왕
은 다른 사람의 꿈을 위해 자신의 피를 흘리는 어리석은 노동자일 뿐이다” (ll.
27-8)라는 말로 드루이드의 상상적인 비전을 이루기 위해 행동하지 않을 것임을
나타낸다. Fergus는 행동하는 인간은 전설 속으로 사라지며 행동하는 것은 그가
진리라고 생각하는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고 믿는다.
드루이드는 마지못해 Fergus에게 꿈이 들어있는 주머니를 주지만, Fergus는
Yeats가 “To the Rose upon the Rood of Time”에서 암시하였던 것처럼 평범한
것과 이상적인 고대 아일랜드 전설 속에서 그가 추구하고자 하는 지혜이자 영원한
미를 얻을 수 있음을 나타낸다.
Fergus. I see my life go drifting like a river

From change to change; I have been many thingsA green drop in the surge, a gleam of light
Upon a sword, a fir-tree on a hill,
An old slave grinding at a heavy quern,
A king sitting upon a chair of goldAnd all these things were wonderful and great;
But now I have grown nothing, knowing all.
Ah! Druid, Druid, how great webs of sorrow
Lay hidden in the small slate-coloured thing! (31-40)

위에서 Fergus는 “파도 속의 초록 물방울, 칼위의 빛줄기, 언덕 위의 전나무, 그리
고 맷돌을 돌리는 늙은 노예” 같은 평범한 것으로서, 그리고 퇴위한 Fergus란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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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아일랜드 신화에 등장하는 인물로서 대조된다. “상상력을 대변하는 드루이드가
경험의 세계를 나타내는 Fergus와 대조를 이루듯이 여기서 영원한 것과 일시적인
것 그리고 신비적인 것과 세속적인 것의 대조는 Yeats가 얻고자 하였던 신비적 지
혜를 얻기 위한 추구”6)로, Fergus는 ‘nothing, knowing all’에서 무기력한 시인이
되어 버린다. 그러나 이런 무기력한 Fergus는 “아름답고 일관된 완전한 이미지”7)
를 상징하며 하나의 형태로 고정될 수 없는 상상력을 나타내는 드루이드와 분리될
수 없으며 서로 의존적이 된다.
“Fergus and Druid”와는 달리 Yeats는 “Cuchulain’s Fight with the Sea”에
서 Fergus의 행동을 Cuchulain의 것과 대조시키면서 신중한 탐구자가 아닌 감정
적인 행동가(passionate doer)의 비극을 제시한다. Cuchulain은 최소한의 금욕적
인 것도 없이, 정욕적인 질투심과 복수심에 차있으며, 맹세를 한 사람으로서 이성
적이지 못한 감정에 좌우되었다. 따라서 Cuchulain은 감정의 도를 지나쳐서 국가
를 위험하게 할 정도로 자신을 이용하는 교활하고 세속적인 Conchubar의 정치적
볼모가 되어 아들을 죽이게 된다.
Again the fighting sped,
But now the war-rage in Cuchulain woke,
And through that new blade’s guard the old blade
broke,
And pierced him. (64-6)

그러나 바다와 싸우는 이미지는 Yeats에게 최고의 비극감을 주며 Cuchulain
에게 또 다른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긴다.
Cuchulain stirred,
Stared on the horses of the sea, and heard
The cars of battle and his own name cried;
And fought with the invulnerable tide. (84-6)8)

6) Murphy 49-50.
7) Daniel Albright, ed. W. B. Yeats: The Poems (London: J. M. Dent & Sons
Ltd., 1990) 436.
8)
Yeats ‘For four days warred he with the bitter tide, And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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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위의 두 시에서 ‘ancient ways’를 각각 노래함으로써 Fergus는 불가능
한 지식을
은 맹세에 의해 상징화된 격정적 행동을 추구하는 비극적 인
물로 극화시키며 독자들에게 이상과 현실의 조화 속에서 지혜를 구할 것을 말했다.
다음으로 Yeats는 영원한 미의 파괴적인 면과 자비로운 면을 “The Rose of
the World,” “The Rose of Peace,” “The Rose of Battle”이란 세 편의 시에서 아
름다운 여인과 관련지어 지혜와 궁극적인 화해의 논리를 발전시킨다. 그 첫 번째
시인 “The Rose of the World”에서 “아름다운 여인은 영원한 미의 파괴적인 면”9)
을 나타낸다. 이것은 마치 신비적 지혜가 사고(the mind)를 위태롭게 하듯이 여인
의 아름다움이 보는 이의 육체를 위험하게 하는 것과 같다.
Yeats
, Cuchulain

WHO dreamed that beauty passes like a dream?
For these red lips, with all their mournful pride,
Mournful that no new wonder may betide,
Troy passed away in one high funeral gleam,
And Usna’s children died. (1-5)

여인의 빨간 입술을 얻으려다가 트로이는 사라졌고 Usna의 아이들은 죽었다. 그러
나 시인은 여기서 아름다움의 파괴적인 힘을 인식하지만 그런 힘을 슬퍼하지는 않
았다. 비록 위에서 아름다운 여인의 파괴적인 면이 제시될 때조차 독자들은 Helen
과 Deirdre의 장엄함을 상상하게 된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이 2연에서 시인은 여
인을 추상적인 아름다움으로 찬양하며 그 영원성을 노래한다.
We and the labouring world are passing by:
Amid men’s souls, that waver and give place
Like the pale waters in their wintry race,
Under the passing stars, foam of the sky,
Lives on this lonely face. (6-10)

라고 썼지만, 후에 위에 인용한 것처럼 마지
의 실제적 죽음을 의심스럽게 만든다. Albright

waves flowed above him and he died’
Cuchulain
434.
9) Murphy 54.

막 두 행을 바꿈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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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아래 구절에서 제시된 것처럼, “신은 이 세상을 아름다운 여인이 밟을 잔
디밭으로 만들었기에” 대천사에게 이런 아름다운 여인(영원한 미)에 대한 경이를
표현하도록 한다. 왜냐하면 세상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창조된 아름다움은 신성함을
지니기 때문이다.
Bow down, archangels, in your dim abode:
Before you were, or any hearts to beat,
Weary and kind one lingered by His seat;
He made the world to be a grassy road
Before her wandering feet. (11-5)

그러나 여기서 아름다움은 사람사이에서 예측할 수 없는 변덕스러운 모습으로 등
장하기도 한다. 시인은 그 아름다움을 “슬프고, 외롭고, 지치고, 인간세상에서 모든
사람에게 영감을 불어넣기 위해 방황하는 신성한 존재”로 또한 그 아름다움의 발을
‘Wandering’으로 묘사하고 있다.
“The Rose of the World”와는 대조적으로 “The Rose of Peace”에서는 영원
한 미의 자비로운 면이 등장한다. 이 시에서 시인은 대천사인 Michael이 아름다움
을 경멸했다 하더라도 천국과 지옥의 전쟁은 없으며, 여기의 아름다움은 평화를 가
져온다고 말한다.
And God would bid His warfare cease,
Saying all things were well;
And softly make a rosy peace,
A peace of Heaven with Hell. (13-6)

에서 Yeats는 그가 영원한 미를 통하여 얻고자 하는
화합의 비전을 아주 구체적으로 나타낸다. 이를 위해 그는 Cuchulain이 바다와 투
쟁한 것처럼, 인간이 그 자신의 운명과 투쟁하는 것은 항상 패배로 끝날 것이며,
인간의 욕망과 그 욕망의 성취도 사이에는 비극적 불균형이 존재한다고 표현한다.
“The Rose of Battle”10)

10)

이 시의 원제목은 “They went forth to the Battle, but they always fell”로 The

Rose 시 계열의 켈트적 감수성을 잘 나타내 주고 있다. Albright 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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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se of all Roses, Rose of all the World!
You, too, have come where the dim tides are hurled
Upon the wharves of sorrow, and heard ring
The bell that calls us on; the sweet far thing.
Beauty grown sad with its eternity
Made you of us, and of the dim grey sea.
Our long ships loose thought-woven sails and wait,
For God has bid them share an equal fate;
And when at last, defeated in His wars,
They have gone down under the same white stars,
We shall no longer hear the little cry
Of our sad hearts, that may not live nor die. (25-36)

비록 이 시에 등장하는 해변가는 우리가 “The Sad Shepherd”에서 익숙히 보아왔
던 낯익은 곳이지만 전쟁의 폭력이 지배적이다. 전투는 정신적이며, 모든 정신적인
것은 영원한 미의 상징으로 장미에 대한 탐색이 되며, 이 장미는 도전자를 바다에
서 패배시키기 위한 것으로 인간의 조건을 명상하게 만든다. “The Rose of Battle”
의 비극을 생각할 때 무모하지만 Chchulain이 마법에 걸린 채 싸웠다는 것, 꿈이
든 가방을 열자 Fergus의 삶이 강처럼 표류하였다는 것은 우리에게 궁극적 패배를
상기시킨다. 우리 앞에 놓인 바다라는 초자연적인 세계, 절대적인 힘 앞에 인간의
노력은 헛된 것으로 나타나며 따라서 이를 통하여 상상력과 사상, 통찰력과 행동,
지식과 절대적인 힘의 갈등과 대립이 아닌 조화를 향해 나아가게 하는 또 다른 출
발점이 된다.
세 편의 장미의 시 이후 다음의 몇 편의 시는 Yeats가 고대 켈트 민족적 지혜
를 환기시키기 위하여 마지막 시로 넘어가는 중간에 자연과 초자연 세계의 대조 또
는 신비로운 요정의 세계와 현실을 대비시키면서 현실 속에서 이상을 이상 속에서
현실적 요소를 발견할 수 있는 예를 비교적 짧은 노래들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다.
“A Faery Song”11)은 Finn으로부터 도망친 후 숨어 있는 Diarmuid와 Grania
를 지켜보는 요정의 휴식과 더 나은 것에 대한 사색, 행동가와 사색가의 삶에서의
비극이 잔잔하게 이야기된다.
11)

이 시는
와
의 아일랜드 신화를 배경으로 Naoise와 Deirdre가
의 비극적 연인인 것처럼, 그들도 Fenian Cycle의 비극적 연인이
다
는 늙은 에게서 Grania가 도망치도록 도운 후에 멧돼지에 의해
죽게된다
Diarmuid Grania
Ulster Cycle
. Diarmuid
Fi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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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ve to these children, new from the world,
Silence and love;
And the long dew-dropping hours of the night,
And the stars above:
Give to these children, new from the world,
Rest far from men.
Is anything better, anything better?
Tell us it then: (5-12)

경험 많은 요정들은 Diarmuid와 Grania에게 그들이 최고로 여기는 것인 “침묵,
사랑, 모든 사람으로부터 떨어진 휴식”을 준다.
우리는 고대 전설로부터 Diarmuid와 Grania의 운명을 안다. 그들의 사랑과
휴식은 일시적이며 운명은 비극적이다. 이상적인 낙원에 있던 요정은 수천년간 즐
거웠지만 이런 즐거움은 현실의 연인을 생각할 때 슬픔과 권태로 줄어든다.
“The Lake Isle of Innisfree”에는 전원의 고립된 사색적인 평화가 있는 어딘
가 다른 곳의 모습인 이상화된 아일랜드의 목가적 배경이 있다.
And I shall have some peace there, for peace comes
dropping slow,
Dropping from the veils of the morning to where the
cricket sings;
There midnight’s all a glimmer, and noon a purple
glow,
And evening full of the linnet’s wings (5-8)

는
에서 시의 동기에 관해 그리고 Thoreau12)
처럼 지혜를 추구하며
에 있는 작은 섬 Innisfree에 살고픈 심정을
Autobiographies에서 두 부분에 걸쳐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Yeats “The Lake Isle of Innisfree”
, Lough Gill

～ 는 자연은 신의 영광을 반영하는 신성한 창조물이
므로 인간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야 한다고 생각한 Ralph Waldo Emerson에
의해 주도된 미국 초절주의 운동의 일원이었다. 그의 가장 유명한 작품인 Walden
(1854)은 자연의 초월적인 거울인 호수에 집중된다. Drake 17.

12) Henry David Thoreau(1817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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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 father had read to me some passage out of Walden, and I
planned to live some day in a cottage on a little island called
Innisfree, and Innisfree was opposite Slish Wood where I meant to
sleep. I thought that having conquered bodily desire and the
inclination of my mind towards women and love, I should live, as
Thoreau lived, seeking wisdom.’
‘I had still the ambition, formed in Sligo in my teens, of living in
imitation of Thoreau on Innisfree, a little island in Lough Gill, and
when walking through Fleet Street very homesick I heard a little
tinkle of water and saw a fountain in a shop-window which balanced
a little ball upon its jet, and began to remember lake water.’13)

섬으로서 Innisfree(heather island)는 상징적으로 고립되어 있으며, 특히 도시
의 중심, 길, 시간과 변화로부터 단절되어 있다. 꿈꾸는 자로서 시인은 그 당시조
차 길에 서 있는 것이 위험하였던 곳인 런던의 회색보도에서 Innisfree로 대변되는
고대 아일랜드를 상상하면서 그 섬이 속삭이는 “말이나 행위로 표현할 수 없는”14)
켈트적 가치를 상상한다.
“The Countess Cathleen in Paradise”는 Yeats의 극 The Countess
Kathleen(1892)에서 Kathleen의 시신을 운반하면서 천사가 부른 노래였다.
Cathleen은 굶주리는 아일랜드 농민을 먹이기 위해서 악마에게 자신의 영혼을 팔
았던 인물로, Yeats가 이 극을 쓸 당시 Maud Gonne을 마음 속에 그리고 있었겠
지만 이 시에서는 한 차원 높은 아름다움의 상징으로 승화된다.
What a dancer glimmering!
All the heavens bow down to Heaven,
Flame to flame and wing to wing. (13-6)

으로 등장하는 Cathleen은 일곱 천사 사이에서 무희였고, 지상의 오래된
수줍은 은총을 하늘로 옮겨 놓은 강인한 인물이자 장미의 또 다른 화신이었다.
“Who Goes with Fergus?” 역시 The Countess Kathleen(II, 220-225, 232Heaven

13) Yeats, Autobiographies (London: Macmillan, 1970) 71-2, 153.
14) Drake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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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취한 노래로, Cathleen의 늙은 유모는 그녀가 가뭄과 기근으로 인한 폐허
인 아일랜드를 잊도록 하지만 이것을 듣고 Cathleen은 그곳으로 달려가고자 한다.
유모는 분명히 이 노래를 Christian Countess(Maud Gonne)를 사랑하는 젊은 이
교도 시인 Kevin(Yeats자신)으로부터 배웠다.15)
이제 Fergus는 꿈의 주머니를 풀어 드루이드적 마술사가 되었으며 그의 길은
외롭고 사색적이며 자연과 동일시된다. 시인이 갖고 있던 “사랑의 쓰라린 신비”로
부터 벗어나려는 충동은 Fergus의 실망스런 생각을 불식시킬 만큼 강하다.
26)

And no more turn aside and brood
Upon love’s bitter mystery;
For Fergus rules the brazen cars,
And rules the shadows of the wood,
And the white breast of the dim sea
And all dishevelled wandering stars. (7-12)

는 마술에 걸린 자연의 세계가 제공하는 귀중한 모든 것의 지배자로서 등장
하며 시인은 Fergus를 따라 갈 것인가 아니면 애인을 뒤따를 것인가의 기로에서
스스로 개인적인 애정을 버리고 상상적인 비전을 추구할 것을 재촉한다.
“The Man Who Dreamed of Faeryland”는 자연과 초자연적인 대조를 통해서
인간의 간절한 소망이 성취될 것인가를 점친다. 사랑, 돈, 복수, 평화스런 죽음과
같은 인간이 희망하는 보통의 것은 여기서 완벽한 이상적인 장소인 요정 나라의
즐거움과 대조를 이룬다. 매일 자연의 물체는 꿈꾸는 자에게 매혹된 섬의 세계에
관해 노래하고 춤춘다. 이 시에 등장하는 금과 은의 이미저리는 물질적 부의 타락
된 형태라기 보다는 인간을 신비로운 세계로 이끌 마술을 연상시킨다.
그러나 요정 나라로의 탐색은 꿈꾸는 자를 마비시키고 그의 인간적인 즐거움을
망쳐 버리기도 한다. 예로 그의 부드러운 사랑의 경험은 노래하는 물고기에 의해,
그리고 순간적인 성공은 갯지렁이에 의해서, 또한 그를 조롱하는 사람에 대한 노여
움은 마디풀의 노래로 사라진다.
Fergus
,

Why should those lovers that no lovers miss
Dream, until God burn Nature with a kiss?
The man has found no comfort in the grave. (46-8)

15) Albright 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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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상에서 그의 성공은 항상 다른 사람에 대한 욕망으로 변형되며 죽음에 대한
위안조차 없는 듯하다. 그러므로 그는 덧없는 세속적 일체의 욕망에서 벗어나 요정
나라의 창조적 즐거움에 관해 꿈을 꿈으로써 영원한 위안을 찾고자 한다.

“The Dedication to a Book of Stories Selected from the Irish Novelists”16)
The Wanderings of Oisin
Oisin
Bell branch17)
.

에는
가 등장한다

에서

을 매혹시키는 것 같은

There was a green branch hung with many a bell
When her own people ruled this tragic Eire;
And from its murmuring greeness, calm of Faery,
A Druid kindness, on all hearers fell. (1-4)

비극적인 섬 아일랜드를 자국민이 통치했을 때는 요정 나라의 이상과 가치가 모든
사람의 귀에 울려 퍼질 많은 방울이 달린 가지가 있어, 상인을 교활함에서 벗어나
게 하고 농부의 기억은 가축에서 멀어지고 전쟁에서 노한 목소리의 병사는 잠에
빠져들고 모두가 금방이라도 친해질 수 있었다.
그러나 Yeats가 여기서 제시하는 가지는 다른 나뭇가지, 사람이 고통받을 수
있는 Eire의 불모의 가지에서 나온 것이다.
I tore it from green boughs winds tore and tossed
Until the sap of summer had grown weary!
I tore it from the barren boughs of Eire,
That country where a man can be so crossed; (13-6)

아일랜드의 가지는 이제 비참하게 타격 받고 고뇌나 파멸에 빠질 수 있는 불모의
땅 아일랜드에서 나온 것이기에 사랑을 모르는 사람을 만들고 석가래로부터 썩어
가는 거미집을 흔들며 가장 슬픈 방울소리를 낸다.
여기서 말하는 이야기책은 Representative Irish Tales (1891)로 Yeats는 이 시를 ‘a
sheaf of wild oats’라고 하였다. Yeats, VP 129.
17) Bell branch는 아일랜드 신화에서 Cormac의 마법의 가지를 말하며, 이것이 흔들리
는 소리를 듣는 자는 모두 잠들게 되었다. Albright 44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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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y bells or sad, they bring you memories
Of half-forgotten innocent old places:
We and our bitterness have left no traces
On Munster grass and Connemara skies. (21-4)

가 언급한 인간의 고뇌나 파멸은 Munster와 Connemara 같은 19세기말 아일
랜드에나 존재하며 이야기책에는 없는 것이기에, 그는 가지(여기서는 이야기책)가 웃
음과 슬픔의 소리, 그리고 반쯤 잊혀진 순수한 옛 장소의 기억을 가져오기를 바란다.
“The Two Trees”에서 Yeats는 애인의 마음속에 자라는 신성한 나무와 그녀의
거울 속의 영상으로 외적인 나무를 대조시키면서 애인에게 신비주의적 교훈을 준
다. Yeats는 “Blake는 지나간 왕국을 지식의 나무가 자라는 곳으로, 다가올 왕국은
삶의 나무가 자라는 곳으로 지식의 열매를 먹은 사람은 서로 화를 내며 세월을 보
냈고, 삶의 초록색 잎을 먹은 자는 사랑과 죽음, 노년이 상상적 예술이라는 것을
잊고 있는 자만을 비난하였다.”라고 두 그루 나무에 관한 개념을 설명한다.18)
이 시에서 언급되는 마음속에서 자라는 ‘holy branch’는 즐거움에서 나오며 온
갖 꽃이 피어있다.
Yeats

BELOVED, gaze in thine own heart,
The holy tree is growing there;
From joy the holy branches start,
And all the trembling flowers they bear. (1-4)

신성한 나무의 열매는 별에 즐거운 광채를 주고 감춰진 뿌리는 밤에도 조용함을
주며 우거진 잎은 마법의 노래를 부르며, 그곳에는 사랑이 있고 거대한 나뭇잎 속
에서는 세월의 불타는 원이 있다. 여기에서 신성한 마음 속의 나무는 신비학 전통
의 곧고 거구로선 나무로 고대의 방울이 달린 가지와 동일시된다. 특히 이 나무는
정신, 순수, 사랑, 완전함, 유기적 복잡성을 대변한다.19)
그러나 거울 속에 비친 외적인 나무는 허상이자 자기를 현혹시키는 아름다움일
뿐이다.
＆

18) Yeats, Essays Introductions (London: Macmillan, 1989) 130.
19) Hazard Adams, The Book of Yeats’s Porms (Tallahasse: The Florida State UP,
1991)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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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there a fatal image grows
That the stormy night receives,
Roots half hidden under snows,
Broken boughs and blackened leaves.
For all things turn to barrenness
In the dim glass the demons hold,
The glass of outer weariness,
Made when God slept in times of old. (25-32)

부러진 가지와 검은 잎을 가진 외적인 나무는 아일랜드 정치의 외부세계와 그 비
통함을 환기시키며, 애인에게 내적인 나무의 아름다움을 일깨움으로써 외적인 나무
를 경계시키고 저항하도록 만든다. 또한 이것은 아일랜드인에게 외적인 아름다
움20)에 현혹되어 진정한 생명의 나무를 버리고 조화와 화합을 헤치는 허상 같은
지식의 나무만을 추구할 수도 있음을 말한다.
The Rose의 에필로그에 해당하는 “To Ireland in the Coming Times”21) 에
서 Yeats는 장미를 아일랜드 전설과 애국심을 결합시키려는 노력과 그의 사랑에
관해 이야기한다. 이 시에서 그는 아일랜드가 받은 고통을 진정시킬 민요나 이야
기, 시와 노래를 불렀던 시인과 자신을 동일시하려 하였다.
예로 Maud Bonne의 추상적인 증오감처럼 그녀의 성격에서 나오는 것을 들
수 있다. Albright 446.
21) 이 시의 원 제목은 “Apologia addressed to Ireland in the Coming days”로 이 시
에서 Yeats는 그의 시작의 상징적이며 예술적 기교가 아일랜드 정치 현실과 무관하
다는 비난에 “정치란 예술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이며, 시는 외적인 사건에 대해 반응
하는 대신 행위를 일으켜야 한다”라고 반박하였다. 또한 이 시를 통해서 애국자와 시
인, Maud Gonne과 the Rose, 시간과 영원의 결합을 만들려는 시도와 the
measure와 the unmeasured 간의 관계에 관한 명상을 하였다. Yeats에게
Measurement는 일시적이며 율동적이고 상상적이며 춤추는 사람의 발자국과 시 자
체의 4보격의 박자가 조화(a measured design)를 만들어낸다. 그러나 영원은 운율
이 맞지 않는(unmeasured) 것이다. Yeats는 the mystic과 the visionary를 대조시
킴으로써 이것을 설명하려 한다. 신비주의자는 영원의 직접적인 직관을 받이들여 예
술가는 될 수 없었고, 이상주의자는 유한한 이미지를 통해서 영원을 인식하였다. 이
것에 관해 Yeats는 Essays and Introductions(p. 150)에서 ‘The systematic
20)

mystic is not the greatest of artists, because his imagination is too great to
be bounded by a picture or a song’
. Albright 448-49.

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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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ow, that I would accounted be
True brother of a company
That sang, to sweeten Ireland’s wrong,
Ballad and story, rann and song;
Nor be I any less of them,
Because the red-rose-bordered hem
Of her, whose history began
Before God made the angelic clan,
Trails all about the written page. (1-9)

그러나 그는 아일랜드의 끔찍한 역사를 참을 수 있는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시인
이(‘sang, to sweeten Ireland’s wrong’) 역사를 보기 좋게 꾸미려 했다는 것을 의
미하지는 않았다. 하강한 장미 Oisin을 쳐다보는 Niamh처럼 아름답고도 슬프기
때문에 그는 자신이 그 잘못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희망하며 시에 이런 역
사를 표현해서 아름다운 슬픔을 창조하려 했다. 또한 Yeats는 아일랜드에 관해
‘the love I lived, the dream I knew’라고 말함으로써 조국과 그의 좌절된 사랑을
투쟁 없이 수용하려고 했다. 시인은 이제 인생의 짧음과 요정이 사랑도 꿈도 없는
장소를 안내할 가능성을 언급한다.
And all benighted things that go
About my table to and fro,
Are passing on to where may be,
In truth’s consuming ecstasy,
No place for love and dream at all; (39-43)

그런 장소(‘No place for love and dream at all’)는 “Aengus가 꿈꿨던 전멸의 비
세계(the nonworld of annihilation)로, 요정은 시인의 세계와 무의 장소, 적어도
사랑과 꿈이 없이는 시인에 대한 어떤 활동도 없는 세계간의 조정자”22)로서 간주
된다. 이것은 Niamh의 것과 같은 욕망의 반대되는 세계가 아니라 욕망을 초월하
는 세계이다. 그런 세계에 들어간다는 것은 곧 장미의 세계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Yeats는 요정을 따를 것을 주장한다. 그러나 이 시에서는 장미가 묘사되거나 육체
가 부여되지 않으며, 옷의 가장자리가 그 존재의 유일한 흔적(‘red-rose-bordered
rem’)이 될 뿐이었다.
22) Adams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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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The Rose라는 시집에서 장미로 대변되는 시는 초자연적 신비주의를 통해 아일

랜드의 과거를 그려낼 Yeats의 혼신의 노력이었다. 이 시기에 그는 개인적으로는
영국계 아일랜드인으로 영국과 아일랜드의 두 사회에서 국외자이었던 아이덴터티
의 문제와 국가적으로는 독립이라는 어려운 시기에 난관을 헤쳐나갈 힘이 필요했
고 이것을 고대 아일랜드의 신화가 주는 지혜에서 찾고자했다. 그러므로 Yeats는
19세기말 아일랜드와 자기 주위에 없거나 필요로 했던 이상을 아일랜드 신화 속의
인물인 Fergus, Cuchulain, Cathleen과 그리고 그들이 머무는 곳 또는 초자연적
인 the Sidhe 땅을 무대로 사색과 탐색을 통해서 얻고자 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우리 인간의 경험 세계에서 영원함을 얻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방황이 필요하며, Fergus와 Cuchulain을 통해서는 불가능한 지식과 격정적 행동
을 지양할 것과 고대적인 것을 꿈꾸고 궁극적 패배를 받아들일 것을 말했다. 또한
장미에 관한 세 편의 시에서는 영원한 미의 파괴적인 면과 자비로운 면을 아름다
운 여인과 관련지어 지혜와 화해의 논리로 발전시켰다.
Cathleen의 신화에서는 자기희생을 통해서만 남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당대
아일랜드인에게 환기시키고, 고대 아일랜드 문학연구에 기여한 사람에 대한 고마움
을 표시하며, “The Two Trees”에서는 내적인 생명의 나무와 외적인 지식의 나무
를 대비시킴으로써 아일랜드인에게 외적인 미에 현혹되어 아름다운 생명의 나무를
버리고 허상 같은 지식의 나무를 추구할 수도 있음을 경계시켰다. Yeats는 이와
같은 켈트민족적 지혜를 따르는 것이 바로 영원한 미의 상징인 조화와 화합을 향
해 나아갈 수 있는 방법임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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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Vision of Harmony in W. B. Yeats’s The Rose
Abstract

Lee, Myoung Og

The poems in The Rose(1893) represent Yeats’s patriotic attempt to
describe the heroic Irish past with “roses” symbolizing ‘eternal beauty’
mixed with pagan wisdom. He concretely suggested “Celtic wisdom”
through the epic heroes in Irish myths such as Cuchulain, Fergus, Druid,
and Cathleen. They sans, first, wander to get “eternal beauty” as to
overcome man’s destiny, living just a day. Second, they don’t pursue
impossible knowledge and passionate commitment as shown in Fergus and
Cuchulain. Third, they transcend secular passions through the “ancient
ways” to go to a Celtic paradise. Fourth, they seek the internal Tree of
Life instead of indulging in the external Tree of Knowledge. Fifth, they
remember that only such things as the sacrificial behaviors shown by
Cathleen will allow us the chances to go to Heaven. So, Yeats wants the
Irish and English to seek harmony and reconciliation through the “Celtic
wisdom” to get rid of the disharmonious elements in Ireland and English
at the end of the 19th centur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