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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시는 단순히 세계의 재구성이나 개인적인 철학,

존재론 혹은 세계의 이미지를

구현하는 체계로 환원할 수 없다. 이는 전달하려는 내용만큼이나 형식이 중요
하기 때문이다. 다양한 방법과 기법을 발전시켜온 시는 언어라는 매체에 관심
을 집중한다. 언어에는 정보를 전달하는 정보적 기능, 듣는 이에게 어떤 행동을
하도록 요구하는 명령적 기능,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자하는 친교적 기능, 감
정이나 태도를 표현하는 정서적 기능 등의 기능이 있다. 하지만 시에서 언어는
사물, 타인, 세계, 자아를 묘사하거나 재현하는 것에서가 아니라 이것들에 대한
사유와 감정을 드러내고 전달하는 것에서 일차적 목적을 지닌다. 콜린 포크

(Colin Falck)가 말한 것처럼 “시는 언어 자체의 토대에 놓여있는 사유와 감정
의 근본적인 통합에서부터 계시의 힘을 얻는다”(Falck 395). ‘계시’라는 말이
암시하듯 시어는 대상이 아니라 이 대상에 대한 사유와 감정을 우선적으로 지
시한다. 시인이 대상에 관심을 갖는 것은 대상의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면이 아
니라 이미 대상이 불러내는 감정과 사유이다. 시인의 사유와 감정에 따라서 대
상은 이전과는 다르게 보이고 느껴진다. 그런데 시에서 사유와 감정을 조절하
는 주요 요소 중의 하나가 무드이다. 시인은 특정 무드를 환기함으로써 사물,
타인, 세계와 자아가 불러온 사유와 감정을 새롭고 다채롭게 표현하고 전달한
다. 그는 이미지와 인유가 제시할 수 있는 무드를 환기하기 위해 신중하게 단
어를 고르고 배열하고 조정한다. 이렇게 환기된 무드는 사적이고 보편적이며
주관적이고 구체적이며 일상의 언어로 표현될 수 있는 것보다 깊은 의미를 지
닌다.
예이츠는 무드를 시에 적극적으로 도입한 시인으로 여러 시적 장치를 통해
무드를 환기한다. 그는 무엇보다도 시어의 선택, 어조, 배경을 사용하여 독자가
무드에 젖어 화자의 마음 상태나 감정에 대해 공감하고 교감할 수 있게 한다.
먼저 시어의 선택을 통해 예이츠는 전달하고자 무드를 정확하게 환기시킨다.
예컨대, 그는 ｢
당신이 늙거든｣(“When You Are Old”)에서 사랑의 고통과 좌절
의 무드 속에서 의미와 감정이 조화롭게 반향하도록 시어를 신중하게 선택하고
배치한다. 이 시의 화자는 지금 이 순간이 아니라 늙은 연인을 상상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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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변치 않는 사랑을 강조한다. 세월의 변화를 견디는 자신의 충직한 사랑
을 시각화하기 위해 예이츠는 “늙고 머리 희어지고”(old and gray), “졸음 잦아
져”(full of sleep), “천천히 읽으라”(slowly read), “꿈꾸라 한 때 그대의 눈에
서렸던 / 부드러운 빛을”(dream of the soft look / Your eyes had once)(CP

46) 등의 시어를 선택한다. 늙음과 세월의 변화를 강조하는 이들 시어는 실연
의 슬픔과 사랑을 멈추지 않으려는 화자의 욕망을 애절하지만 아름다운 무드를
통해 내보인다.

2연에서 화자는 “다른 연인들과 자신을 구별한다”(Dubey 3491). “그대 속
의 유랑혼을 사랑했고”(loved the pilgrim soul in you), “시들어가는 얼굴에 어
린 슬픔마저 사랑했으니”(loved the sorrows of your changing face)(CP 46)와
같은 구절을 통해 그는 수많은 이가 연인의 빛나던 기품과 아름다움을 사랑했
지만 오로지 자신만이 연인 속에 깃든 외로움과 우수, 세월 속에 늙어가는 그
모든 순간을 사랑했고 지금까지도 사랑한다고 고백한다. 마지막 연에 이르면
어느 날 연인이 화로변 붉게 빛나는 방책 옆에 몸을 굽힌 채 우연히 자신의 사
랑을 그리워할 날이 있을 거라고 여긴다. 그때에 가서 그녀가 “별무리 사이로
그 얼굴을 감추어버린”(hid his face amid a crowd of stars) 자신의 사랑을 아
쉽게 여기며 “조금은 슬프게”(a little sadly)(CP 46) 중얼거릴 것이라고 화자는
상상해본다. “조금은 슬프게”라는 말은 화자가 연인에 대해 느끼는 서운함과
아쉬움을 간접적으로 드러낸다. 하지만 이런 감정에도 여전히 연인으로의 변함
없는 사랑은 별의 이미지를 통해 표현한다. 무리 별 중의 하나이고 멀리 떨어
져 있지만 연인을 항상 지켜볼 수 있다는 점에서 별은 연인을 향한 화자의 욕
망을 암시한다. 실연의 아픔, 충실한 사랑에의 집착, 연인에 대한 아쉬움 등 여
러 결의 감정은 실연의 무드를 분명하고 정확하게 드러낸다.
예이츠는 언어의 선택과 마찬가지로 어조를 통해 무드를 조성한다. 그에게
어조로 조성된 무드는 독자가 그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관찰하고 그가 묘사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재림｣(“The Second Coming”)은 내
용과 감정이 특정 무드를 환기하도록 다양하면서도 통일된 어조를 유지한다.
이 시의 1연은 화자가 비전으로 바라보는 세계의 상황을 서술하며 2연은 재림
을 예언하고 그 의미를 제시한다. 각 연들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데 1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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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사된 문명의 타락과 쇠퇴는 2연에서 악이 활개 치는 무대를 마련한다. 예이
츠는 불길하고 긴박한 어조로 재림이 가져올 세상의 무질서와 파괴를 흥분 속
에서 묘사한다. 1연에서 불길하고 종말론적인 조짐은 매와 매부리 간의 관계가
어긋나고 있음을 통해 주로 전달된다. 매와 매부리는 상호 신뢰를 통해 서로
결속되지만 한 시대의 종말을 알리는 지금에는 더 이상 하나가 아니다. 빙빙
돌며 점차 중심에서 멀어지는 매는 매부리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매부리는 매
를 통제하지 못한다. 기독교 문명이 작별을 고하고 새로운 시대가 다가오는(V

246) 지금 매와 매부리로 상징되는 결속은 자취를 감추고 중심은 지탱할 수 없
다. “모든 것은 흩어지고”(things fall apart)(CP 211) 관계는 사라지고 무질서와
폭력만이 난무한다.

2연에 이르면 “태양처럼 공허하고 무정한 눈으로”(A gaze blank and
pitiless as the sun) 서서히 움직이고 있는 “사자의 몸과 사람의 머리를 한 형
체”(A shape with lion body and the head of a man)가 화자의 눈앞에 비전으
로 떠오른다. 생명과 이성의 근원을 암시하는 태양은 여기서 끔찍한 공허와 무
관심을 드러내는 은유로 사용된다. 재림이 가져올 격동을 무드로 환기하기 위
해 화자는 계속해서 비전으로 보았던 “격분한 사막 새들”(the indignant desert

birds), 새들이 드리우는 “그림자”(shadows), 이천년 동안 깊은 잠에서 깨어나는
“사나운 짐승”(rough beast)(CP 211)을 차례로 묘사한다. 이러한 일련의 비전에
대해 화자는 “강한 이끌림과 혐오를 동시에 느낀다”(Armstrong 135). 시인은
화자가 재림의 비전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긴박감, 불길함, 경이, 공포 등의 양
가적 감정을 통해 불길하고 묵시적인 무드를 생생하게 전달한다.
예이츠는 ｢
몰래 데려간 아이｣
(“The Stolen Child”)에서 시어의 선택과 어조
와 더불어 배경 또한 무드에 중요한 요소임을 보여준다. 이 시의 첫 5행은 초
자연적이고 이상적인 아일랜드를 배경으로 삼는다:
슬룩 숲 바위투성이 언덕이
호수에 잠겨 있는 곳,
거기 나뭇잎 무성한 섬 하나 있고
날개 퍼덕이는 황새들이
졸고 있는 물쥐들을 깨운다.

Poetics in Yeats’s Early Poetry: the Moods and Symbolism

333

거기 우리는 숨겨두었지,
산딸기와 훔친 붉디붉은 버찌가
가득가득 담긴
요정의 술통을.

Where dips the rocky highland
Of Sleuth Wood in the lake
There lies a leafy island
Where flapping herons wake
The drowsy water rats
There we’ve hid our faery vats,
Full of berrys
And of reddest stolen cherries. (CP 20)

배경은 “바위투성이 언덕”, 숲, 호수, 호수 안의 작은 섬 등 전형적으로 시
골풍이고 목가적이며 이상적인 물가이다. 그곳은 “졸고 있는 물쥐들”이 황새들
의 퍼덕이는 날개짓에 잠이 깰 정도로 고요하고 평화롭다. 배경은 초자연 세계
의 색채를 띠며 인간의 슬픔에서 상관없는 신비의 지대로 제시된다. 이 목가적
인 미지의 공간에서 요정들은 재미로 훔친 요정의 술통을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는 곳에 숨긴다. 요정의 술통에 가득 담긴 산딸기와 버찌는 이상적인 이곳에
서 영원히 썩지 않을 것이다.
요정은 아이에게 인간의 슬픔에서 벗어나 이곳 이상의 공간으로 어서 오라
손짓한다. 반복되는 후렴구는 부드럽지만 떨쳐낼 수 없는 유혹의 힘을 그러낸다:
자아, 떠나자 사람의 아이야!
요정의 손에 손을 맞잡고
호수로 들판으로,
세상은 네가 모르는 슬픔으로 가득하니.
Come away, O human child!
To the waters and the wild
With a fairy, hand in hand.
For the world’s more full of weeping than you can understand. (CP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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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w”의 소리는 인간 세계의 슬픔과 아이를 몰래 데려가려는 요정들
의 불길한 목소리를 적절하게 엮으면서 초자연 세계의 무드를 효과적으로 환기
한다. 아이를 요정의 세계로 데려가려는 유혹의 목소리는 미지 세계에 대한 두
려움이나 현실 세계에 대한 미련을 환기시킬만한 어떠한 형용사도 쓰지 않는다.
바위투성이 언덕에서 날갯짓하는 황새들과 잠이 깬 물쥐들을 바라보는 요정의
엄숙한 눈만이 아이의 심정을 간접적으로 암시할 뿐이다.

II
우리가 앞서 다룬 세 시에서 볼 수 있듯 예이츠는 특정 무드를 환기하기
위해 시어의 선택, 어조, 배경 등을 효과적으로 구사한다. 그런데 그에게 무드
는 의식적인 마음의 상태나 특정 시간의 지배적인 감정이라는 일반적인 의미로
는 축소되지 않는 초자연적인 요소를 지닌다. 예이츠의 무드는 그때마다 이미
특정 개인과 시공을 넘어서는 초자연 세계의 존재에 열려있고 그 존재에 의해
구성된다. 그는 초자연적인 존재로부터 덮쳐온 무드를 다양한 방식을 통해 시
에 옮겨놓으려 한다. 무드는 단순히 지금 여기에서의 마음의 상태가 아니라 다
른 곳과 다른 때를 지향한다. ｢당신이 늙거든｣에서 화자는 이별의 슬픔을 지금
이곳이 아니라 먼 미래에 존재할 연인의 모습을 그림으로써 위로를 받으며 ｢
재
림｣에서 비전에 사로잡힌 화자는 불길하고 종말론적인 상황 속에서 새로운 시
대의 도래를 바라본다. ｢몰래 데려간 아이｣에서 환기되는 무드는 아이를 몰래
데려가려는 요정의 초자연적인 공간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사실 예이츠는 시인으로서의 삶을 시작했던 1890년대부터 이미 초자연적인
요소가 깃든 무드를 핵심 시학으로 삼는다. 1890년대는 많은 예술가가 빅토리
아조의 확신에 도전하고 창의적인 에너지와 급진적인 생각이 표출하고 상징주
의와 모더니즘과 같은 문예운동의 길을 예비한 때였다. 이 시기에 예이츠는 유
미주의와 상징주의처럼 시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으며 그의 시학은 평
론 ｢무드｣(“The Moods”)(1895)와 갈대 사이에 부는 바람 (The Wind among

the Reeds)(1899)에서 절정에 이른다(Gibson 13). 그는 ｢무드｣
에서 무드의 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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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명시적으로 개진하는데, 시인에게 영감을 가져다주는 무드의 초자연적인 성
격을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나에게 이들 무드는 만물의 통치자, 은밀한 올림퍼스에 여전히 거주하는 고대
의 신들, 빛나는 사다리를 오르내리는 보다 시간적으로 현대적인 천사들의 노
동자이며 전언자이다. 논쟁, 이론, 박학, 관찰은 다만 블레이크가 ‘자신을 위해
싸우는 작은 마귀들’이라고 부른 것, 다시 말하여 무드에 봉사되어야 하는 우
리의 가시적이고 덧없는 삶의 환영일 뿐이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영원과
관련하여 역할을 할 것이 없다. 보고, 만지고, 측정되고, 설명되고, 이해되고,
논쟁되는 모든 것은 상상력이 풍부한 예술가에게 수단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그는 보이지 않는 삶에 속해있고 언제나 새롭고 언제나 오랜 계시를 전하기
때문이다.

It seems to me that these moods are the labourers and messengers of the
Ruler of All, the gods of ancient days still dwelling on their secret
Olympus, the angels of more modern days ascending and descending upon
their shining ladder; and that argument, theory, erudition, observation, are
merely what Blake called ‘little devils who fight for themselves,’ illusions
of our visible passing life, who must be made serve the moods, or we have
no part in eternity. Everything that can be seen, touched, measured,
explained, understood, argued over, is to the imaginative artist nothing more
than a means, for he belongs to the invisible life, and delivers its ever new
and ever ancient revelation. (EI 195)

예이츠는 무드를 우주에 존재하는 신적 존재의 말을 유한한 자에게 전하는
역할을 한다고 정의를 내린다. 무드는 정신적 상태나 감정으로 환원될 수 없고

‘나’ 혹은 주체에서 발생하지 않으며 주체나 객체에 놓일 수 없다. 오히려 신적
존재에 의해 촉발되는 무드는 모든 것을 포괄하는 힘으로 우리에게 갑작스럽게
다가오고 모든 것을 함께 묶는다. 무드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힘에 속한다는
명백한 사실을 특별한 강렬함으로 드러낸다. 무드를 통해 우리는 영원을 깨닫
고 이 영원 속에서 신적 존재의 힘과 마주한다. 신적 존재로부터 비롯되기에
무드는 예상할 수 없는 순간 갑작스럽게 우리를 덮쳐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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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가장 정교한 사유, 정교한 목적, 정확한 정서는 흔히, 내 생각에는, 실
제 우리의 소유가 아니고 소위 지옥이나 천국에서 갑자기 다가온 것이다. 역
사가들은 적어도 왕과 병사, 음모자와 사유가와 마찬가지로 천사와 악마를
기억해야한다. 그렇지 아니한가? 천사나 악마가 어느 고대 작가가 믿은 것처
럼 인간의 상상력으로 구성된 형체로 최초로 옷을 입는다면 어찌할 텐가? 블
레이크의 믿음처럼 “신은 인간 존재로만 행동하거나 존재한다”면 어찌할 텐
가? 그럼에도 비가시적인 존재가 먼 곳에서 떠돌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
과 야생의 은자를 떠나 떠돌고 있는 형체가 대회의실과 서재와 전쟁터를 굽
어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한다:

Our most elaborate thoughts, elaborate purposes, precise emotions, are often,
as I think, not really ours, but have on a sudden come up, as it were, out
of hell or down out of heaven. The historian should remember, should he
not? angels and devils not less than kings and soldiers, plotters and thinkers.
What matter if the angel or devil, as indeed certain old writers believe, first
wrapped itself with an organized shape in some man’s imagination? what
matter “if God himself only acts or is in the existing beings of men”, as
Blake believed? we must none the less admit that invisible beings, far
wandering influences, shapes that may have floated from a hermit of the
wilderness, brood over council-chambers and studies and battle-fields. (EI 40)

무드는 우리를 갑자기 덮쳐온다. 시인의 생각과 감정과 정서는 그때마다 항
상 이미 갑자기 닥쳐온 무드에 의해 조율되어 있는 셈이며 신적 존재에 의해
촉발되는 무드에 의해 방향 잡혀 있고 조율되어 있다. 무드는 작가가 존재의
한계를 넘어 신적 존재와 접촉할 수 있게 한다. 시인이 무드에 젖어있지 않는
한 그는 어떤 것에도 영향을 받거나 감동을 받거나 관심을 지니지 못하며 아무
것도 그에게 중요하지 않다. 무드 속에서만 시인은 특정한 방식으로 영향을 받
는다. 무드가 언제 다가올지 알 수 없지만 대회의실, 서재, 전쟁터에서처럼 언
제든지 일상과 함께 존재하며 시인을 이런 저런 무드에 젖어들게 한다.
예이츠는 무드를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감정이며 우리 외부에 존재하고 신
적 존재로부터 다가온 전달자 혹은 영감이라고 생각했다. 시인이 언어의 선택,
어조, 배경 등을 통해 무드를 시에 옮겨놓는 것과 마찬가지로 무드는 그때마다
이미 무드에 사로잡힌 시인을 신적 존재의 영원에로 돌려 세운다. 예이츠가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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힌 것처럼 세상의 변화는 이러한 과정에서 탄생한다:
무드는 . . . 세상의 모든 큰 변화를 가져왔다. 왜냐하면 마법사나 예술가가
원할 때 큰 변화를 불러올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무드는 마법사나 예술가
의 마음으로부터 큰 변화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 . . 그리고 . . . 자신
을 세상에 풀어놓는다. 이런 방식으로 모든 위대한 사건들이 완성되었다 . . .
그리고 제국은 경계선을 옮겼다.

The moods . . . worked all great changes in the world; for just as the
magician or the artist could call them when he would, so they could call
out of the mind of the magician or the artist . . . and . . . pour themselves
out into the world. In this way all great events were accomplished . . .
empires moved their border. (M 285).

시적 영감을 얻는다는 것은 어떻게든 이미 시인이 무드에 의해서 조율되어
있음을 암시한다. 무드에 따라 시적 의미가 달라질 수 있음으로 시인은 무드에
따라 사물을 달리 보고 사물들은 무드에 따라 다르게 보인다. 시인이 바라보고
이해하고 표현하는 세계는 무드에 사로잡히기 이전과는 다르다. 세계의 ‘다르게
보일 수 있음’은 결코 인위적이고 심리적인 상태에 불과한 것이 아니다. 오히
려 덮쳐오는 무드에 따라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달리 한다. 마법사와
예술가는 무드에 따라 생각과 행동을 달리하며 개인의 차원을 넘어 신적 존재
에 열려 있는 이들이다. 모든 위대한 일들은 개인의 한계를 뛰어넘고 신적 존
재로 향하려는 분투에서 비롯된다.
예이츠의 짧은 시 ｢
무드｣
(“The Moods”)는 무드가 단순히 변덕이나 일시적
인 생각이 아니라 지상보다 더 영원한 신성에 기원이 있음을 보여준다:
다 타버린 촛불처럼
시간이 쇠하여 몰락한다.
그리고 산과 숲은
한 때를 누린다, 한 때를 누린다.
불에서 태어난 무드 중
어느 무리 하나
사라졌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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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 drops in decay,
Like a candle burnt out,
And the mountains and woods
Have their day, have their day;
What one in the rout
Of the fire-born moods
Has fallen away? (CP 62)

이 시는 지상과 천상의 대비를 보여준다. 첫 4행은 지상을, 마지막 3행은
천상을 묘사한다. “시간의 쇠락으로 몰락하는 지상은 . . . 불에서 태어난 천상
의 영역에 속한 무드의 무리에 대응된다”(Unterecker 36). 첫 4행의 이미지는
변화하는 물질적 실재인 산과 숲 그리고 추상적인 형상인 시간과 날로 구분된
다. 타버린 촛불은 이 두 이미지를 포괄하는데, 시간과 날의 지나감을 상징하면
서 물질적인 형상인 산과 나무와 함께 반향 한다. 이 세상의 자연물은 한 때를
누리다가 다 타버린 촛불처럼 사멸하며 하루살이처럼 짧은 시간을 살아간다. 시
간의 속박을 받는 자연물은 끝내 사라지기에 영원할 수 없다. 하지만 촛불이 다
타버리듯 시간도 서서히 쇠하여 몰락하며 영원하지 않다. 시간이 유한하다면 시
간의 지배를 받는 자연물은 더 짧은 순간을 지닐 수밖에 없다. 모든 사물이 한
창 때가 있고 시간조차 영원하지 않다. 하지만 사물과 인간을 지배하는 무드는
영원하다. 자연과 시간은 사라지고 시간의 촛불은 타버리지만 근원적인 무드는
불에서 태어나 영원히 살아남는다. 무드는 사라지는 지상의 현실이 아니라 신의
영역인 불의 상태에 머무른다. 예이츠는 불이 신에 대한 사랑의 상징이라고 생
각했는데, “불은 모든 것을 태우며 무가 존재하는 곳에 신이 존재”(fire burns

up everything, and where there is nothing, there is God)하기 때문이다(M 185).
예이츠는 불의 상징을 ｢
세계령｣
(“Anima Mundi”)에서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지상의 것과 불의 상태라는 두 현실이 존재한다. 모든 힘은 지상의 상태에서
온다. 왜냐하면 모든 상반물이 지상에서 만나고 지상에만 극단의 선택이 가
능하고 자유가 충만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상에만 극단의 이질적인 것들과
악이 있다. 왜냐하면 악은 대립자가 서로에 가하는 긴장이기 때문이다. 그러
나 불의 상태에는 음악과 고요함 자체만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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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 are two realities, the terrestrial and the condition of fire. There are
two realities, the terrestrial and the condition of fire. All power is from the
terrestrial condition, for there all opposites meet and there only is the
extreme of choice possible, full freedom. And there the heterogeneous is,
and evil, for evil is the strain one upon another of opposites; but in the
condition of fire is all music and all rest” (M 356-7)

무드가 머무는 장소인 불의 상태와 인간 세계인 지상의 상태는 정반대에
위치한다. 예이츠에게 지상의 상태는 대립자의 긴장이 존재하는 곳이고 반면
불의 상태에는 모두 음악과 고요함만 존재한다. 시간이 종말에 이를 때, “영혼
은 . . . 빛나는 육체를 걸치고 모든 사건을, 그리고 일순간에 스스로를 영원히
소유하려는 가능한 모든 충동을 명상”(M 358)한다. 이 때문에 불의 상태는 고
요로 가득하다. 신의 전언자로서의 무드와 신의 영역을 상징하는 불이라는 개
념은 고요함으로 가득한 영원과 유한한 시간 사이의 대립을 분명하게 드러낸
무드｣
에서 촛불의 불꽃 이미지를 통해 물질로서 사라지는 모습
다. 예이츠는 ｢
과 불꽃에서 태어나는 무드의 무리의 모습을 동시에 그림으로써 유한과 무한이
공존하는 순간을 포착한다.
｢
열정의 고통｣(“The Travail of Passion”)은 무한과 유한이 만날 때 혹은 초
자연적인 무드에 휩싸일 때 인간이 느끼는 고통 속의 환희를 표현한다. 이 짧은
시에서 예이츠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건과 막달라 마리아가 비싼
향료를 예수님의 발등에 붓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닦는 사건을 끌어온다. 이
사건들은 세상의 고통이 영원한 세계로 나아가는 길임을 굳건히 믿는 그리스도
인의 열정과 희망을 포착한다. 이 영원한 보답에 대한 믿음은 첫 두 행에서부터
분명히 드러난다:
불타는 루트로 가득한 천사의 대문이 활짝 열려 있을 때
불멸의 열정이 유한한 진흙에 숨을 불어넣고 있을 때

When the flaming lute-thronged angelic door is wide;
When an immortal passion breathes in mortal clay (CP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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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사의 대문이 열려 있고 신이 인간으로 성육(成肉)한다는 것을 깨달을 때 그
리스도인은 죽음의 고통과 고난이더라도 열정과 환희로 받아들인다. 이 고통
속의 환희는 무드에 휩싸이는 순간에 느끼는 감정이다. 화자는 “죽음처럼 창백
한 희망의 백합, 열정적인 꿈의 장미꽃”(Lilies of death-pale hope, roses of

passionate dream)(CP 79)처럼 백합과 장미라는 두 상징을 통해 이러한 역설적
인 감정을 표현한다. 백합이 죽음을 상징하고 순교와 고통에 이르는 신의 길을
암시한다면 장미는 그리스도인이 지닌 희망과 열정적인 꿈을 상징한다. 백합과
장미는 종국에 그리스도인이 천국에서 예수와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림을 의미한
다. 백합과 장미의 의미를 믿는 이들은 예수가 약속한 세계를 제대로 이해하며
그 세계에 따라 행동하고 생각하고 열망한다. 약속의 세계가 환기하는 무드에
따라 그리스도인의 행동은 전적으로 조율되고 방향 잡힌다. “완전한 존재 속에
머무는 개인은 자신의 삶과 세계의 진정한 본성을 이해하고 자신의 존재의 비
극적 현실을 긍정할 수 있게 된다”(Yoon 250). 인간의 인식을 넘어서고 인간의
외부에서 비롯된 무드에 휩싸일 때 그리스도인은 현실의 고난 속에서 천국의
환희를 느낀다.

III
예이츠에게 무드가 최상으로 그리고 완벽하게 드러나는 것은 과학적 지식
이 아니라 예술과 문학을 통해서이다. 무드에 의존하는 시는 과학적인 공식이
나 이론적인 학설로 포착할 수 없는 초월의 영역을 지향한다. 시의 과업은 논
쟁과 이론과 의견이 아니라 무드와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다. 과학적
지식은 시인에게 어떤 삶도 제공하지 않는다. 과학적 지식에 의존할 때 시는
시들하고 단조롭고 그 아름다움은 희미하고 허약하다. 예이츠는 무드와 과학
을 다음과 같이 구별한다:
육체가 보이지 않는 영혼에 관해 장식하는 것처럼 문학은 무드 혹은 무드의
공동체에 관해 장식한다는 점에서 설명하는 글이나 과학적인 글과 다르다.
그리고 만일 이것이 논쟁, 이론, 박학, 관찰을 사용하고 단언이나 부정이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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렬해지는 듯이 보인다면 그것은 단지 우리가 무드의 연회에 참여하기 위해
그렇게 할 뿐이다.

Literature differs from explanatory and scientific writing in being wrought
about a mood, or a community of moods, as the body is wrought about an
invisible soul; and if it uses argument, theory, erudition, observation, and
seems to grow hot in assertion or denial, it does so merely to make us
partakers at the banquet of the moods. (EI 195)

무드가 없다면 시인은 피상적이고 소심하고 의견만 내세우고 편견에 빠지
며 모든 것은 동일한 과학적 지식처럼 단조로워진다. 시인은 무드에서 비롯되
는 자신의 생각, 이미지, 언어를 매번 새롭게 탐구해야한다. 만일 무드가 실패
한다면 모든 것은 개념과 과학적 지식이 내는 덜컹거리는 소음으로 전락할 것
이다. 예이츠는 논쟁, 주장, 관찰을 과학화하고 공식화하여 현실을 지배할 수
있다는 생각을 분명하게 거부한다. 그에게 “예술에 대한 가장 큰 죄”는 “이성
주의의 죄”(UP 187)이다.
예이츠에 따르면, 시의 진리를 위해 시인은 과학의 지식을 필연적으로 거부
해야하고 계몽의 시대를 반박하며 이성주의의 무게를 떨쳐내야 한다. 교묘히
억압하는 과학과 과학기술에서 벗어나기 위해 시인은 과학적 전망에 적대적인
신비주의와 형이상학을 포용하고 이상적 세계와 이상미의 영역과 예술의 진정
성을 추구해야한다. 예이츠는 철저한 낭만주의자로 시작하여 창조력을 살찌게
할 수 있는 모든 가치체계를 열정적으로 실험했다. 만일 그가 신비주의와 신지
학에 관심을 기울이고 과학적 이성과 지식을 거부한다면 이것은 이 방식을 통
해 무드의 새로운 원천에 접근할 수 있다고 희망하기 때문이다. 그가 추구하는
것은 무드를 불러낼 수 있는 일관된 상징과 믿음 체계이다. 그는 이 체계를 통
해 시인으로서 작품의 굳건한 토대를 구축하려한다.
예이츠에게 중요한 것은 과학이나 논리나 부연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 비
전에서 피어오르는 마법적인 무드이다. 예이츠의 ｢
행복한 목동의 노래｣
(“The

Song of the Happy Shepherd”)는 과학이 지배하는 세계에서 사라져버린 이상적
세계를 찾아가는 과정을 그린다. 시가 시작하면 화자는 아르카디아 숲이 죽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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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 세계의 자발적인 즐거움이 사라졌다고 애도한다. 현대 세계는 고대의 세계
가 키워왔던 빛나는 꿈이 아니라 과학과 논리라는 “회색 진리”(Grey Truth)에 빠
져 있다. 사실과 실용성에 관심을 두는 회색진리는 꿈보다 더 게으르며 훨씬 진
실하지 못하다. 화자는 이 세계에서 자신의 마음에서 진리를 추구하라고 권한다:
그대 마음을 떠나서는
진리는 없나니,
지나가는 별들이 선회하는 길을
망원경으로 쫒고 있는 천문학자들에게서
배움을 구하지 말라—
이것 또한 진실이니, 그들의 말은
구하지 말라—차가운 별의 독소는
그들 가슴을 둘로 가르고 쪼개어,
그들의 모든 인간의 진리는 죽었나니

there is no truth
Saving in thine own heart. Seek, then,
No learning from the starry men,
Who follow with the optic glass
The whirling ways of stars that pass —
Seek, then, for this is also sooth,
No word of theirs — the cold star-bane
Has cloven and rent their hearts in twain,
And dead is all their human truth. (CP 8)

화자가 갈망하는 꿈은 자신의 가슴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목소리에 귀
기울일 때 계시되는 진리이지 논의, 이론, 박학, 관찰로 획득하는 과학적 지식
이 아니다. 그러하기에 화자는 세계를 냉담한 초연함으로 바라보는 학식 있는
사람들에게 귀 기울이지 말라고 조언한다. 이들은 세계 속에서 진리를 찾으려
하는 화자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화자에게 시간의 바람에 가차 없이 휘몰리는 병들고 불안한 세계에서 유일
한 지지대는 과학자의 메마른 회색 진리가 아니라 시와 노래와 예술이다. 화자
는 우리에게 조개껍질에서 해답을 얻으라고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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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직이 노래하는 바닷가로 가서
비비꼬여 있고 메아리가 사는 조개껍질을 모아
그 입술에 대고 그대의 이야기를 하라.
그러면 그들이 그대의 위안이 되리라.
그대의 번민에 찬 말을 잠시 동안
선율 아름다운 속임수로 바꿔 말하지만, 이윽고
그 말은 노래 부리며 연민에 차 사라지고
진주 같은 형제애로 죽어 가리라.

Go gather by the humming sea
Some twisted, echo-harbouring shell,
And to its lips thy story tell,
And they thy comforters will be,
Rewording in melodious guile
Thy fretful words a little while
Till they shall singing fade in ruth
And die a pearly brotherhood. . . (CP 8)

조가비는 자연의 음악(ll. 36-37)과 음악 솜씨(l. 42)를 결합할 뿐만 아니라
모든 이의 “이야기”가 지닌 장황한 말을 “선율 아름다운 속임수로 바꿔 말한다.”
즉, 선율의 솜씨 혹은 노래의 속임수와 결합하여 조개껍질은 인간의 번민에 찬
말이 위안을 발견하고 동정 속에서 노래하고 “진주 같은 형제애로 죽어가게” 한
다.1) “삶의 고통스런 상황이(“Thy fretful words”) 이 시화(“rewording”)의 과정
을 거쳐 시인에게 위안을” 준다(Lee 70). 연민과 기쁨이 결합된 덕분에 연민은
아카디아 숲의 오랜 기쁨과 함께 반향 한다. 따라서 화자는 “일견 덧없고 부서
지기 싶고 잊히지 쉽지만 옛적 ‘전쟁하는 왕들’보다 오래 살아남은 언어의 힘을
내세운다”(Smith 31). 조개껍질은 화자의 고뇌에 거듭 응답하고 화자는 마침내
인간에게 위안이 되는 말이 남을 때까지 조개껍질과 말을 주고받는다. 이때 조
개껍질은 더 이상 자연의 사물이 아니라 인간의 꿈을 비추는 거울이 된다.
이성은 논쟁과 주장과 관찰을 함으로써 인간이 현실을 지배할 수 있다는
생각을 전제한다. 이성에 반대하면서 예이츠는 블레이크의 말을 인용하여 과학
적 지식을 “자신과 싸우는 작은 마귀들,” “우리의 가시적이고 덧없는 삶의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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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이 생산한 것으로 정의를 내린다. 예이츠에 따르면 이성주의자들은 내면의
영혼이나 정서적인 문제에 집중하기보다는 외적인 세부묘사에 관심을 기울이며
계시보다는 설득과 논리를 목표로 한다. 이 때문에 과학적 지식의 옹호자는

“유한한 욕망”과 “사소한 야망의 수렁”에 빠져 있고 “불멸의 무드”를 발견하지
못하고 “쇠하지 않는 희망”의 양식을 공급받지 못한다(EI 195).
예이츠는 오랫동안 무드를 과학적 이성을 넘어서는 보편적인 진리로 나아
가는 길이자 신과의 소통하게 하는 힘으로 믿어왔다. 존 P. 프레인(John P.

Frayne)은 예이츠의 미수집 산문 (Uncollected Prose) 1권의 머리말에서 다음
과 같이 설명한다:
우리의 마음이 형성한 이미지는 초월의 세계에서 온 전언자로서의 실재를 지
닌다 . . . 감각의 세계가 영의 세계를 부정하기 때문에 예이츠는 두 세계가
동등한 중요성을 지닌다고 주장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영의 세계를 사물의
순전한 세계보다 훨씬 더 높은 가치로 드높인다.

[T]he images formed by our minds have a reality as messengers from the
beyond . . . Since the world of sense denied the world of spirit, Yeats did
not merely assert the equal importance of both but raised the world of
spirit to a far higher plane of value than the mere world of things. (67)

예이츠의 초기 시는 신지학 연구이든 고대 아일랜드의 전설과 영광의 과거
를 연구하든 꿈이 모든 것이라는 확신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예컨대 환영
의 바다 (The Shadowy Waters)(1900)에서 화자는 열정의 본질이 현실이 아니
라 꿈이며 어디엔가 그 꿈이 존재한다고 확신한다:
모두 잘 되리라
그저 꿈에 우리를 온전히 내어맡기고,
감각엔 환영일 뿐인 세계에 도달하며,
물질계의 것들에 둘러싸여
처참하게 연명하지 않을 수 있다면. 왜냐하면 바로 꿈이
마음이 동경하는
유동하고 유전하는 세계로 우리를 드높여 줄 것이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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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 would be well
Could we but give us wholly to the dreams,
And get into their world that to the sense
Is shadow, and not linger wretchedly
Among substantial things; for it is dreams
That lift us to the flowing, changing world
That the heart longs for. (CP 480-81)

사물들의 굴레에서 벗어나 환영의 바다를 떠도는 이에게 과학의 세계는 숨 막
힐 듯이 빈약하고 메마르다. 화자는 논리나 과학이 아니라 무드가 가르쳐준 꿈
과 비전을 찾아 세계의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닌다.

IV
예이츠는 꿈과 비전과 관련된 무드의 시학에 충실하기 위해 신비주의와 신
지학 등에서 배운 상징의 힘을 실험한다. 그는 상징의 힘을 통해 꿈과 비전과
초자연 세계의 비밀을 조사하고 초자연의 세계로 열려 있는 무드가 마음에 미
치는 영향을 탐구한다. ｢
검은 돼지 골짜기｣
(“The Valley of the Black Pig”)는
예이츠의 꿈과 비전에 대한 열망과 탐구를 이슬의 상징을 통해 보여주는 시이
다. 이 시는 꿈을 유발하는 이슬을 묘사함으로 시작된다. “이슬이 천천히 떨어
지고 꿈이 모여든다”(The dews drop slowly and dreams gather)(CP 73). 하지
만 “이슬에 젖은 비전이 모든 순환의 종말을 암시”(Whitaker 58)하고 꿈을 불러
내던 이슬이 이내 갑작스레 종말론적인 비전으로 전환되자 화자는 꿈에서 깨어
난다. 이제 격렬한 전투 장면이 화자의 눈앞에서 생생하게 펼쳐진다:
정체불명의 창들이
꿈에서 깨어난 내 눈 앞에 별안간 휙 날아가고,
말 탄 군사들이 쿵하고 떨어지는 소리,
정체를 알 수 없는, 패망하는 군사들의 고함소리가 내 귀전을 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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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known spears
Suddenly hurtle before my dream-awakened eyes,
And then the clash of fallen horsemen and the cries
Of unknown perishing armies beat about my ears. (CP 73)

검은 돼지 계곡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투의 치열함은 창의 휙 날아감, 군사
의 낙마하는 소리, 군대의 퇴패하는 소리 등 시각과 청각 이미지를 통해 선명
하게 그려진다. 검은 돼지 계곡의 전투는 아일랜드 민중 사이에서 널리 알려진
이야기인데, 가난한 슬라이고 지방의 여인네들은 “아일랜드와 영국 간의 전쟁
처럼 여겼다.” 하지만 예이츠는 이 전투를 좀 더 근본적으로 해석하여 “고대의
어둠 속에서 모든 사물들을 소멸시키는 아마겟돈”으로 받아들인다(M 111). 첫

4행에서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난폭한 전투장면을 제시한 화자는 뒤따르는 4행
에서 현실의 폭력과 무자비함에서 벗어나고픈 욕망을 드러낸다:
해변의 고인돌과 언덕 위의 회색빛 돌무덤 옆에서
여전히 일하는 우리는 하루가 이슬에 젖어 가라앉을 때
속세의 제국에 지친 나머지 머리 숙여 인사한다
고요한 별들과 타는 듯한 붉은 하늘 문의 주인인 그대에게

We who still labour by the cromlec on the shore,
The grey cairn on the hill, when day sinks drowned in dew,
Being weary of the world’s empires, bow down to you
Master of the still stars and of the flaming door. (CP 73)

화자는 시초의 시간의 흔적인 고인돌과 돌무덤 옆에 머무르면서 이슬에 머
리 숙여 인사한다. 이슬은 “속세의 제국에 지쳤다”(weary of the world’s

empires)라는 말에서 암시하듯 현실의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통로를 제공한
다. 이슬의 떨어짐은 그 자체로 자연의 현상이지만 상징으로 기능할 때 고통의
세계와 영광의 세계를 연결하여 꿈의 지대로 탈출하는 수단이 된다. 예이츠가
밝힌 대로 “자연대상이 지닌 상징을 사용하여 수면 상태에서 자기 자신을 꿈
에, 아니 비전에 내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M 344). 따라서 이슬에 머리 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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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화자가 이슬을 영감의 원천이고 신비의 정신력인 것에 대해 존경을 표함을
뜻한다. 마지막 행의 “불타는 문”(flaming door)은 빛, 꿈, 비전으로 향하는 길
이고 이 문의 주인은 상징으로서의 이슬이 분명하다. 이 문을 통해 화자는 인
간 이해를 넘어서는 초월의 삶을 지각하고 꿈과 비전의 세계를 엿보려한다.
예이츠는 상징을 “영혼이 도취될 때 혹은 일상의 잠결에 신이나 천사와 소
통하는 자연의 언어”로 여긴다(EI 368). 그에게 “상징은 실제로 어떤 비가시적
인 본질에 대한 유일하게 가능한 표현이며 영혼의 불꽃을 둘러싼 투명한 램프
이다”(EI 116). 그가 무드에 대해 공언한 것은 상징주의만이 예술의 미래에 대
한 유일한 희망이라고 믿는 그의 주장과 맞닿아 있다.2) ｢시의 상징주의｣
(“The

Symbolism of Poetry”)에서 예이츠는 상징을 통해 환기되는 무드에 대해 다음
과 같이 말한다:
모든 음향, 모든 색채, 모든 형체는 예정된 에너지가 오랜 연상 때문에 규정
할 수 없으나 정확한 정서를 환기시킨다. 혹은 우리 사이에 어떤 무형의 세
력을 불러 내린다고 믿고 싶다. 우리의 가슴을 밟는 이 세력의 발자국을 우
리는 정서라고 일컫는다.

All sounds, all colours, all forms, either because of their pre-ordained
energies or because of long association, evoke indefinable and yet precise
emotions, or I prefer to think, call down among us certain disembodied
power, whose footsteps over our hearts we call emotions. (EI 156-57).

“예정된 에너지”와 “무형의 세력”을 언급함으로써 예이츠는 상징이 환기하
는 대상이 초자연적인 존재와 관련이 있음을 명확히 한다. 그에게 상징은 그 자
체로서 초자연적인 존재를 환기하는 상징이 된다. 정서는 “규정할 수 없지만 정
확”하다. 즉 상징은 논리나 과학적인 내용으로 규정할 수 없지만 분명하고 부인
할 수 없는 정서를 환기한다. 그런데 상징의 환기의 대상은 “무형의 세력”이다.
다시 말해, 초자연적인 존재의 예정된 에너지 불러일으키는 한에서, 그것이 어
떤 자연물이든 어떤 음향, 색채, 형체도 상징으로 기능할 수 있다.
예이츠는 초자연적인 존재에서 비롯되는 무드를 축소하지 않으면서 무드가
지시하는 초자연적인 존재가 전하는 말을 다양한 시적 기법을 통해 환기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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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그는 개인의 기억이나 꿈만으로는 이 무드의 기원과 움직임을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종족과 사자(死者)의 기억인 대기억(Great Memory)의 존재
를 확신한다:
그러한 문제들[상징과 비전]에 항상 파묻혀 있는 거의 모든 사람은 황홀경이
든 꿈이든 새롭고 낯선 상징과 사건을 접하게 되는데, 한 번도 읽거나 들어
본 적이 없는 어떤 낯선 저작에서 나중에 이러한 것들을 발견하게 된다. 이
것들의 예들은 아직 거의 분류되거나 분석되지 않아 타인을 설득할 수 없다.
하지만 이러한 것을 접한 사람들에게 이들 중의 일부는 충분한 증명할 수 있
는 것들, 즉 먼 옛 세기의 사건과 상징을 드러내는 자연의 기억이 있다는 점
을 증명할 수 있는 것들이다. 수세기동안 많은 신비주의자들은 이 기억을 말
해왔다.

Almost everyone who has ever busied himself with such matters [symbols
and visions] has come, in trance or dream, upon some new and strange
symbol or event, which he has afterwards found in some strange work he
had never read or heard of. Examples like this are as yet too little
classified, too little analysed, to convince the stranger, but some of them are
proof enough for those they have happened to, proof that there is a
memory of nature that reveals events and symbols of distant centuries.
Mystics of many countries and many centuries have spoken of this memory.
(EI 46)

영혼과 정신의 경험은 시간을 넘어 반복되는 상징적인 환생을 통해 사회와
예술의 영역에 영향을 주면서 대기억의 일부가 된다. 대기억은 “개인의 마음에
현재와 과거의 기억을 즉각적으로 연결하여 하나의 기억을 만든다. 이런 과정에
서 기억은 과거 사건이 개인의 마음에 현존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미지로 등장
한다”(Ko 233). 그런데 나의 기억이 대기억의 일부이기 때문에 상징이 환기한
기억은 인위적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대기억에서 비롯된다. “상징의 힘이
스스로 발생했든 자의적인 기원을 지녔든 거의 중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 . .
대기억은 상징과 특정한 사건과 무드와 사람과 연관시키기 때문이다”(EI 50).
대기억은 보편적이면서 사적인데, 이는 모든 기억의 기원이면서 항상 특정한 무
드, 사건, 사람으로 방향 잡혀 환기되기 때문이다. 무드에 사로 잡혀있음은 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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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존재를 향해 내던져져 있음을 암시한다. 무드는 특정 대상에 대해 이론적으
로 관찰하거나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의 무드에 의해서 우리들을 신적
인 존재로 향하게 한다.
대기억이 환기될 때 상징이 매개하는 자유 연상은 재빠르게 비전으로 전환
된다. “만일 비판력을 멈춘다면 훈련의 결과로서 혹은 재능이 있다면 이미지들
이 눈앞에서 재빠르게 지나간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M 344). 이들 이미지
는 특정한 연상과 연결되고 이 연상은 또 다른 이미지를 발생한다. “욕망”을
중지하면 황홀경이 더 깊어지고 모든 것이 더 명료해진다. “[환상의 이미지들]
은 색채가 더 명확해지고 말이 더 정확해지고, 당신과 그 이미지들은 강한 빛
같은 것으로 가득 둘러싸인 채 움직이기 시작한다”(M 344).
상징을 매개체로 환기되는 대기억은 그 내용을 완전히 드러내는 경우는 결
코 없다. 대기억은 항상 무한히 작용하고 도달할 수 없는 것으로 남으며 언어
로 표명되지만 온전히 말할 수 없는 것으로 머문다. 대기억은 나의 기억에 언
제나 미지의 것으로 존재한다. 대기억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이미지는 풍요롭고
심원하다. 상징은 개인의 기억을 넘어서는 대기억이라는 샘에서 이미지를 길어
올 수 있는 신성한 능력을 지니고 있고, 이 때문에 “현실세계”에 존재하는 물
질적 등가에 의존하지 않는다. 상징으로 환기되는 무드는 시인을 지금 이곳을
넘어 신적인 존재와 전체로서 마주하게 하게한다. 시인은 매번 이러한 마주함
을 통해 비로소 본래의 고유한 시적 가능성을 길어온다.

V
예이츠는 이성이 아니라 무드를 통해 시의 부활과 구원이 가능하다고 믿고
무드를 지성의 논설 행위를 넘어서는 시적 활동으로 고양한다. 그는 무드와 상
상력의 존재로서 눈부시지만 희박한 꿈의 영역에 머물면서 과학적으로 훈련받
은 지성에게는 허락되지 않는 영감의 샘에 접근하려한다. 시를 쓸 때 예이츠는
비판적인 생각의 개입을 억제하려한다. 신비한 창조의 과정에서 그는 이성적인
생각이 자신에게 침범하도록 허락하지 않으려하며 따라서 무드에 사로잡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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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드에 자신을 내어주고 무드로 방향 잡히려한다. 그에게 무드는 주관적인 고백
이나 논설이나 우주관으로 환원되지 않으며 오히려 배경, 어조, 단어의 선택, 이
미지를 통해 환기되는 독특한 힘이다. 예이츠가 무드의 본질을 시로 옮기려는
것은 초자연적인 존재의 예정된 에너지와 이미지가 무드로부터 피어오르며 무
드 속에서 비로소 초자연적 존재에로 향해 나아가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Notes
1) 휴 케너(Hugh Kenner)는 “선율이 아름다운 목동”(melodious shepherds)에 대한 텍스트 간 출
처를 밝히고 문학에서 멜로디적인 요소가 지닌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72) 예이츠가 조개
껍질이 인간의 까다로운 말을 “현혹하는 노래로 돌려주는 것”에서 암시했던 말과 음악 간
의 전략적 결합에 관심을 쏟지 않는다.
2) 프랑스 상징주의가 예이츠에게 미친 영향에 대한 뛰어난 논문으로는 A. J. Bate를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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