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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들어가는 말

예이츠에게

여성은 시의 모티프이자 영감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여성과

관련된 시는 그의 문학관과 정치관을 나타내며, 아일랜드의 복잡한 정치적 상
황과 얽혀있다. 그의 초기시는 모드 곤을 만나기 이전의 시와 그 이후부터 그
녀의 결혼 이전까지의 시로 구분된다. 모드 곤은 예이츠가 52세에 결혼하기 까
지 염모해왔던 여인으로 엘만(Ellmann)은 모드 곤(Maud Gonne)의 존재적 의미
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그녀는 그의 청춘이 다할 때까지 애처로운 눈빛
한 번 주지 않고 그의 모든 것을 앗아간 여인이다”(206). 그의 초기시가 신화
나 전설 그리고 여성에 바탕을 두든 아니든, 예이츠는 불멸의 영웅적인 이미지
를 만들어 내고자 노력했다. 한 여성에 대한 지나친 집착과 관련하여, 크레멘

(Kremen)은 “예이츠의 영혼이 그 여인을 향한 사랑에 의해 고양되었으며 그는
사랑의 환영을 쫓는 사람이다”(284) 라고 표현했다. 예이츠는 1908년에 발표된
｢말｣
(“Words”)에서 모드 곤이 자신의 시에 미친 영향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
다: “체에서 무엇이 걸러졌겠는가? / 나는 빈약한 말 따위는 집어 던지고 / 삶
에 안주했을 테지”(CP 90). 그리고 시의 촉매로서 모드 곤의 중요성과 관련하
여 “만약 그녀가 나의 진심을 이해해주었더라면 나는 시를 쓸 이유가 부족했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Hone 228). 그는 다양한 메타포를 사용함으로써, 이
루지 못한 사랑의 좌절감을 영웅적이고 불멸적인 이미지로 승화하여 시로 표출
했다. 그는 신화나 아일랜드 고유의 전설과 민담, 낭만적이고 평화로운 자연의
모습에서 메타포를 착안했으며, 이러한 다른 시인들과 차별화된 메타포는 아일
랜드 국민들이 식민지의 억압을 잘 견디어 낼 수 있는 정신적인 힘과 용기를
제공하는 데 큰 기여를 한 것으로 생각된다. 제페어즈(Jeffares)는 그러한 취지
가 문학을 정치적인 선전도구로 사용하려는 일부 문인들에 의해서 방해를 받기
도 했으며, 만약 예이츠도 그들을 답습했더라면 민족주의 문학의 모델을 정립
하는 데 실패했을지도 모른다(77)라고 말한다. 이 논문은 예이츠의 초기시에 어
떠한 메타포가 사용되었으며, 그것들은 예이츠 자신의 연애 경험뿐 아니라 아
일랜드의 사회, 문화, 정치적 상황과 어떠한 연관을 맺고, 어떤 의미를 전달하
는 지를 고찰하는 것이다.

An Analysis of the Metaphorical Expressions in Yeats’s Early Poetry

309

II. 직유, 상징, 메타포
메타포는 “행동, 개념, 물체 등이 지닌 특성을 그것과는 다르거나 상관없는
말로 대체하여, 간접적이며 암시적으로 나타내는 방법이다”(다음국어사전). 메
타포는 원관념(tenor)과 비유관념인 보조관념(vehicle)을 동일시하여 ‘A는 B이
다’로 대치하는 비유법으로 은유라고도 하며 ‘A는 B와 같다’는 형식을 취하는
직유와는 구분 된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메타포의 원관념과 비유관념은

1903년대 중반 엘만이 그의 저서 수사학의 철학 (The Philosophy of Rhetoric)
에서 언급함으로써 널리 알려졌다(위키피디아). 도노휴(Donoghue)는 메타포적
언어란 보조관념이 문자그대로의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원관념에 다른,
새로운 생명을 불어 넣는 역할을 한다(89)라고 말했다. 이 논문에서 직유와 메
타포를 구분할 것인가? 직유를 메타포에 포함시킬 것인가? 하는 것이 가장 힘
든 과제였다. 아리스토텔레스(Aristotle)는 수사학 (Rhetoric)에서 “직유와 메타
포 사이에는 별 차이가 없다”라고 밝히고 있으며, 존 머리(John M. Murry)도
메타포를 “압축된 직유”(compressed simile)로 보았다(Donoghue 80). 그러나 여
전히 ‘상징은 메타포인가?’라는 또 하나의 과제가 남아있다. 상징이란 추상적인
개념이나 사물을 구체적인 사물로 나타내는 방식이다. 가장 쉬운 예로 ‘비둘기’
라는 구체적인 사물로 ‘평화’라는 추상적인 관념을 만들어 내는 방식을 말한다

(네이버국어사전). 상징은 그 개념이나 사물에 대한 지식이나 이해가 없이는 추
상적인 관념을 이끌어 내기가 힘들다는 점에서 메타포와 공통점이 있다. 예이
츠 시에 자주 등장하는 ‘장미’는 ‘아일랜드’나 ‘모드 곤’을 나타내는 상징이기
도 하지만 그 표현방식에 있어서 메타포와 직유도 자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구분하는 것은 오히려 혼란을 야기 시킬 것이라는 판단에 의해서
이 논문에서는 예이츠 시의 모든 비유적이고 상징적인 표현을 언급할 때 메타
포라는 말로 통일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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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모드 곤을 만나기 이전에 사용된 메타포
예이츠의 초기시는 모드 곤을 만나기 이전과 이후의 시로 나누어진다. 그녀
와의 만남이 이루어지기 이전부터 예이츠는 그의 시가 사람들의 기억 속에 영
원히 남아있기를 갈망했다. ｢
어쉰의 방랑｣
(“The Wanderings of Oisin”)에 영원
한 시를 쓰고자 하는 그의 소망이 잘 드러나 있다: “말이 공기보다 더 가벼울
지라도 / 방황하는 달처럼 오래 살아남으리라”(CP 355). 억압받는 민족들을 위
한 정신적인 대들보가 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입에서 영원히 회자될 시를 쓰고
자 하는 그의 염원을 이루고자, 예이츠는 의도적으로 아일랜드의 신화와 전설,
자연을 대상으로 한 메타포를 만들어 내려고 노력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 시에
서 예이츠는 언어외적 의미를 전달하기 위하여 신화와 전설에 바탕을 둔 메타
포를 이끌어 내는 데 성공했다. 그가 직접적인 표현보다 비유적인 표현을 자주
사용한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여겨진다. 첫째, 그는 천성적으로 수동적이
고 몽상적인 사상가의 기질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했다. 둘째, 그는 선동적인 목적을 위해 문학을 정치에 이용하는 당
대는 일부 시인들과는 차별화 되는 길을 걷기를 소망했다. 이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아일랜드 신화와 전설에 바탕을 둔 메타포를 이끌어 내는 것보
다 더 적절한 시적 기교는 찾을 수가 없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아일랜드의 신
화에 나오는 전설의 무사 어쉰은 어느 날 바다 신의 딸인 니아브(Niamh)을 우
연히 만나게 된다. 그녀의 외모는 오리어리(O’Leary)의 편지를 들고 예이츠의
집을 방문했던 모드 곤의 이미지를 닮았다. 당시 모드 곤의 모습을 예이츠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 그녀는 마치 봄이 고전적인 모습으로 의인화 된 듯한
모습이었다. 그녀는 여신처럼 우아하게 걸었다(Autobiographies 120). 니아브의
고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그려내기 위하여 예이츠는 ‘진주처럼 창백한 숙녀,’

‘휘몰아치는 일몰,’ ‘운명 지워진 배’와 같은 자연을 이용한 메타포를 사용했다:
이러한 메타포는 아직은 만나지 못했지만 앞으로 비극적인 운명을 자신에게 안
겨다 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사랑할 수밖에 없는 운명적인 여인 모드
곤과의 앞날을 암시하는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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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야기, 말이 공기보다 더 가벼울지라도.
방황하는 달처럼 오래 살아남으리라.

. . .
백동 색 고삐를 잡고 말을 탄,
진주처럼 하얀 피부를 지닌 고귀한 태생의 여인;
그녀의 입술은 저녁노을 같이 붉었다;
운명 지워진 배를 비추는 폭풍우를 몰고 올 듯한 일몰;
하지만, 석양빛으로 수놓아진 하얀 옷자락은,
연한 진홍색으로 반짝이며
그녀의 발아래로 흘러내리네;

But the tale, though words be lighter than air,
Must live to be old like the wandering moon.
. . .
A pearl-pale, high-born lady, who rode
On a horse with bridle of findrinny;
And like a sunset were her lips;
A stormy sunset on doomed ships;
A citron colour gloomed in her hair,
But down to her feet white vesture flowed,
And with the glimmering crimson glowed
Of many a figured embroidery; (CP 355)

예이츠의 여성관에 대하여 제페어즈는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예이츠의 내
면에는 아주 고귀하고 특별한 여성에 대한 욕망이 모드 곤을 만나기 이전부터
내재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그가 사랑에 빠질 수 있는 여인은 평범한 여성들과
는 달리 야성적이고, 영웅적이며, 완벽한 여성이어야 한다고 그는 늘 꿈꾸고 있
었기 때문이다(Jeffares 65). 어쉰은 니아브와 함께 말을 타고 춤의 섬으로 향한
다. 그런데 “환영의 사냥개”(a phantom hound)에게 쫓기는 “뿔 없는 사슴”(a

hornless deer)이 그들의 뒤를 쫓고 있다(CP 359). 이 둘은 각각 남자와 여자의
이미지를 나타내는 메타포로, 각각 여성에 대한 끝없는 남성의 욕망과 남성에
대한 여성의 성적 욕망을 나타낸다(The Poem 65). 이 시는 모드 곤을 만나기
이전에 쓰여진 시이기 때문에 예이츠의 억압된 욕망(libido)을 드러낸다기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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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오히려 패권주의를 행사하는 영국의 압제에 시달리는 핍박받는 아일랜드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나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예이츠는 다음 구절
에서 억압당하기 이전의 평화롭고 낭만적인 아일랜드를 동경하는 마음을 어둡
고 밝은 자연의 이미지에서 착안한 메타포를 사용하여 잘 표현하고 있다:
옛날에 ‘인간’의 마음은 샤프란 색의
아침과 함께 찾아든 불꽃의 물방울이고,
뒤틀린 조가비 모양의 달로부터 내리는
은빛 환희의 물방울이었다;
그렇지만, 지금 사람들은 마음에 자유가 없다고 외치며,
좁은 동굴에 틀어 박혀서 잠 못 이루고 뒤척인다;

‘Men’s hearts of old were drops of flame
That from the saffron morning came,
Or drops of silver joy that fell
Out of the moon’s pale twisted shell;
But now hearts cry that hearts are slaves,
And toss and turn in narrow caves; (CP 362)

예이츠는 조국의 비참한 현실에서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아일랜드 국민들을 노
예 상태나 좁은 둥지에 갇혀 날개조차 맘껏 펼칠 수 없는 새의 처지에 비유하
고 있다. 이러한 어두운 이미지를 함축하고 있는 메타포는 그 시의 배경이 되
는 상황을 제대로 알고 있는 독자들과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지만, 그 상황
에 무지한 독자들이 메타포의 함축적이고 내재적인 의미를 찾아내기란 힘들다.
어쉰은 이 시에서 춤의 섬, 승리의 섬, 그리고 망각의 섬을 각각 100년 씩 300
년 동안 탐험하게 된다. 이 섬들은 실재하는 섬이 아니라 현실과는 거리가 먼
꿈과 낭만을 나타내는 상상의 섬들이다. 이 섬들의 이미지는 또한 유토피아에
대한 예이츠의 열망과 현실 도피적 경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추측된다. 춤의 섬
에서 100년을 보낸 어느 날 어쉰은 강가로 떠내려 오는 죽은 무사의 부러진
창에서 떨어져 나온 나무 조각을 발견한다: “a staff of wood from some dead

warrior’s broken lance”(CP 365). 이 나무 조각의 메타포는 그가 떠나온 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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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대한 미련을 나타내며 어쉰을 한숨짓게 한다. 어쉰은 300년의 탐험을
마치고 결국 그의 조상들과 친구들이 속한 속세로 되돌아오고, 그의 귀향은 영
원한 삶에 대한 그의 갈망을 포기하고서라도 현실에서 살고자 하는 그의 소망
을 함축한다.
메타포가 풍부한 또 다른 시로 ｢
행복한 목동의 노래｣(“The Song of the

Happy Shepherd”)를 빼놓을 수 없다. 이 시는 예이츠의 첫 시집 어쉰의 방랑
과 다른 시들 (The Wanderings of Oisin and Other Poems)에 수록되었으며, 다
른 시집에도 에필로그(epilogue)로 두 번이나 수록된 적이 있다. 이 시는 예이츠
의 독창적인 시적 독립을 위한 선언문과도 같은 시로 세 개의 연으로 나뉘어져
있다. 이 시에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점은 제목에서 ‘시’라는 말 대신에 ‘노래’
라는 메타포가 사용되었다는 점이다. 레기아나이(Reggiani)에 의하면 이것은 예
이츠의 시가 앞으로 음악적 문학의 색채를 담겠다는 선언(“a musico-literary

manifesto”)으로 여겨지며, 그의 시적 혁명을 예고한 것이라 볼 수 있다(73). 예
이츠는 이 시의 서두에서 아카디아(Arcady)의 숲과 흥겹던 옛 세상은 죽었다고
한탄하며, 낭만적이고 평화스러웠던 과거의 모습을 현재의 암울한 세상의 모습
과 병치시키는 수법으로 그 안타까움을 고조시키고 있다:
아카디아의 숲은 죽었다,
그리고 그들의 옛 즐거움도 끝이 났다;
옛날에는 세상이 꿈을 먹고 살았지만;
이제는 빛바랜 진실만이 세상의 채색된 장난감;
그러나 세상은 여전히 불안한 머리를 향하고 있구나:

The woods of Arcady are dead,
And over is their antique joy;
Of old the world on dreaming fed;
Grey Truth is now her painted toy;
Yet still she turns her restless head: (CP 7)

이 시에서 숲은 평화롭고 낭만적이었던 옛 아일랜드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예
이츠가 어린 시절 천진스럽게 뛰놀던 자연 그대로의 숲을 나타낸다. 그러나

“많은 변해가는 것들”(many changing things)을 강조하는 문명세상에서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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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사고가 비웃음을 당하고 과학적 사실만이 진실로 인정받는다(CP 7). 예이
츠는 암울하고 낭만과 동떨어진 현실의 어두운 모습을 함축하기 위해 “잿빛 진
실”(Grey Truth)이란 메타포를 착안했다. 그리고 그는 그러한 세상이 합리적이
고 편리하게 보일 수는 있지만, 인간들의 영혼은 살찌우게 할 수는 없다는 강
력한 메시지를 선언문(manifesto)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시를 통해 전달하고 있
다. 시의 역할은 현재의 세상을 물질과 과학만능 이전의 상태로 되돌려 놓는
것이며, 세속적인 것에서 벗어나 소중한 가치와 영원함을 가져올 수 있는 것들
을 노래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노래하라, 왜냐하면 이것만이 진실이기 때문
이다”(Sing, then, for this is also sooth)(CP 8). 그는 사람들에게 바닷가로 가
서 “뒤틀리고, 메아리를 담은 조가비”(twisted, echo-harbouring)를 찾아 그곳에
대고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맘껏 하라고 독려한다. 그리하면 메아리를 간직한 조
가비가 아름다운 곡조를 되풀이 하면서 그들의 위로가 되어줄 것이라고 말한다

(CP 8). 1914년 발표된 시집 책임 (Responsibilities)에 수록된 시 ｢외투｣(“A
Coat”)에서 예이츠는 지금까지 추구하는 켈트의 박명(Celtic Twilight)에서 벗어
나 분명한 이미지 전달을 위하여 간략하고 직접적인 표현으로 현실 지향적인
시를 쓸 결의를 선언했으며, 그의 초기시가 몽환적이고 신비주의를 추구하는
성향을 띄고 있었음을 인정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모드 곤을 만나기 이전에 쓰여진 예이츠의 초
기시에는 현실에서 도피하여 이상세계를 탐색하려는 신비적이고 몽상적인 면이
많이 반영되어 있다. 그러나 그러한 성향은 그의 시 창작에 긍정적 효과를 가
져와 그의 시가 아일랜드의 사회문화와 밀착하게 만들었고, 동시대의 다른 시
인들과 차별화를 추구하는데도 기여했다. 이 과정에서 메타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보여준 그의 천재성은 그의 시를 평범한 서정시에서 민족적인 서사시
수준으로 격상시키는 데 일조를 했다고 나는 생각한다. 다음 장에서는 예이츠
가 모드 곤을 만난 이후부터 그녀가 결혼하기 전까지 쓰여진 시에서 모드 곤이
그의 삶에서 어떠한 존재로 인식되며, 그의 삶과 문학 및 정치관에 얼마나 영
향을 끼쳤는지를 메타포 분석을 통해서 고찰해 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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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모드 곤을 만난 이후부터 그녀가 결혼하기 전까지 사용된 메타포
1889년 예이츠가 모드 곤이란 여성을 처음 만난 이후에 쓰여진 시에 나타
난 여성의 이미지도 ｢
어쉰의 방랑｣
(“The Wanderings of Oisin”)에서 보여준 바
와 같이 고귀하고 남성적인 분위기를 보여준다. 엘만은 모드 곤을 “아일랜드에
서 가장 아름다운 여성으로 6피트의 키에 신과 같은 풍채와 완벽한 매력을 지
녔으며, 어떤 평범한 직업도 그녀에게 어울릴 것 같지 않았다”라고 표현했다

(105). 헨(Henn)은 그의 저서 고독한 탑 (The Lonely Tower)에서 예이츠와 모
드 곤의 만남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모드 곤이 예이츠 시에 대한 불
타는 열정과 찬사의 마음을 지니고 처음으로 그의 집을 방문했던 1889년은 위
대하고 질긴 사랑의 서막을 열었다”(25). 예이츠 시에 나타난 남성적인 성향과
관련하여, 해스웰(Haswell)은 “예이츠 자신도 그 안에는 너무나 많은 여성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한 여성성의 표출을 위해 후기시에서 ‘미친 제인’(Crazy

Jane)이란 상상의 인물을 만들어 내기에 이르렀다”고 밝히고 있다(3). 여성성 및
남성성과 관련하여 융(Jung)의 주장에 따르면, 원래 인간은 자웅동체였지만 점
차 호르몬에 의해 남녀의 구분이 정해지고, 환경에 따라 남성성과 여성성이 더
욱 강해진다. 그러나 남성의 집단 무의식 속에는 애니마(anima)라고 불리는 여
성적 성향이 존재하며, 여성의 집단 무의식 속에는 애니무스(animus)라고 불리
는 남성적 성향이 늘 존재한다(67). 모드 곤은 예이츠가 늘 갈망해왔던 니아브
와 헬렌과 같은 영웅적이고 고귀한 여성의 이미지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예
이츠는 첫눈에 그녀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이러한 영웅적 기개를 지닌
이상적인 여성을 찬양하는 것이 그의 의무라고 여겼다(Autobiographies 279).

1893년 예이츠는 두 번째 서정시집 장미 (The Rose)를 발표했다. 이 시집
에 수록된 시 전반에 ‘장미’란 말이 빈번하게 사용되었기 때문에 장미를 하나
의 ‘상징’으로 보거나 다양한 의미를 지닌 메타포로 보아도 좋을 것 같다. 언터
렉커(Unterecker)는 ‘장미’ 메타포는 여성으로 의인화된 아일랜드, “여성적 아름
다움의 원형”(the prototype of feminine beauty)으로 자리매김한 모드 곤에 대
한 예이츠의 이상, 그리고 육체적 세계와 정신적 세계의 결합을 나타낸다고 밝
혔다(12). 김(Kim)은 ‘장미’는 신화적인 여신을 상징할 뿐만 아니라 예이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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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인 정서와 통합된 범인류적 기억인 세계령의 강력한 연결고리로 나타난
다”(83)고 밝히고 있다. 먼저, 이 시집에 수록된 첫 시 ｢시간의 십자가위에 피
어난 장미｣(“To the Rose upon the Rood of Time”)에 사용된 메타포의 함축적
이고 내재적인 의미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붉은 장미, 자랑스러운 장미, 내 생애의 슬픈 장미여!
나에게 가까이 오라, 내가 옛 것을 노래하는 동안:
힘든 파도와 싸우는 쿠훌린;
숲에서 자란, 조용한 눈을 지닌 백발의 드루이드 승,
그는 페르거스에게 꿈과, 이루 말할 수 없는 파멸을 함께 주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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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P 31).

이 시에 사용된 장미의 메타포와 관련하여, 유(Yu)는 ‘장미’는 아일랜드를 상징
하며, ‘붉은 장미’는 영국과 맞서 독립운동에 참여한 아일랜드 국민들의 성스러
운 피를 나타내며, 그런 희생의 피로 세워진 아일랜드야 말로 진정한 ‘자랑스
러운 장미’라고 말한다(51). 언터렉커는 붉은 장미, 자랑스러운 장미, 슬픈 장미
는 모두 불멸의 아름다움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미와 평화, 인간의 노고, 육체
적 사랑, 아일랜드, 종교적 의미 모두를 포괄한다고 말한다(75). 쿠트(Coote)에
따르면, 십자가 위의 장미는 황금여명회(Hermetic Order of Golden Dawn)1)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목에 착용한 상징으로, 여성을 나타내는 장미가 남성을 나
타내는 십자가 위에 피어있으며, 이 둘의 결합은 그것을 착용한 사람들이 육체
를 초월하여 영원을 추구하는 것을 도와주도록 의도되었다고 한다. 이 장미는
또한 세상이란 십자가 위에 피어난 지적이고 정신적이며 영원한 미를 나타내기
도 하며, 예이츠의 시에서는 모드 곤에 대한 꺼지지 않는 사랑, 독립을 꿈꾸며
영국의 압박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아름답지만 비극적인 조국 아일랜드를 나타
내기도 한다(Coote 96-97). 이 시의 두 번째 연에서 예이츠는 그의 청춘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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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기 전에 쿠훌린과 페르거스와 같은 켈트 영웅들에 대한 자신의 노래를 가까
이 와서 들어달라고 장미에게 간청한다. 이것은 자신이 늙어서 더 이상 시를
쓸 힘이 없어지기 전에 아일랜드 국민들이 자신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영혼
의 부활을 경험하기를 바라는 마음과, 현실에서 모드 곤과 육체적 사랑을 나누
고 싶은 거부할 수 없는 남성의 욕망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또 다른 시 ｢장미의 슬픔｣(“The Sorrow of Love”)에서 예이츠는 모드 곤의
출현이 그와 아일랜드에 미친 영향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이 시는 모드 곤을
만난 지 2년 후에 쓰여진 시로, 이 시에서 예이츠는 자연물에서 착안한 메타포
와 신화나 전설에서 얻은 메타포를 결합시킴으로써 기존의 시적 전통에 도전하
였다. 이러한 전통을 뛰어 넘는 독창성은 그의 시를 간결하지만 함축적인 의미
를 내포하도록 만들어 주고, 설득력을 제공하며 독자들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기여했다. 첫 번째 연에서 참새, 처마, 달, 하늘, 나뭇잎 등과 같은 자연의
메타포는 한 남자의 절규를 상쇄해 줄 만큼 평화롭고 조화로운 분위기를 제공
한다. 이와 같은 메타포는 ｢
행복한 목동의 노래｣
(“The Song of the Happy

Shepherd”)에서 아카디아(Arcady) 숲이 만들어 내는 평화로운 분위기를 조성하
지만, “잿빛 진실”(grey truth)이나 “채색된 장난감”(painted toy)과는 대조가 된
다(CP 7). 예이츠가 자연의 소재를 평화와 낭만을 상징하는 메타포로 사용하는
이유는 자연이 제공하는 찬란하고 낭만적인 분위기와 현재 자신이 겪고 있는
실연의 비애와 절망감을 병치시킴으로써 메시지 전달에 있어서 최대의 효과를
얻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처마에 앉은 참새들의 소란,
찬란하게 빛나는 달과 밤하늘의 은하수
그리고 이 모든 것들과 잎새들의 아름다운 조화가
한 남자의 모습과 그의 절규를 덮어버렸다.

The brawling of a sparrow in the eaves,
The brilliant moon and all the milky sky,
And all that famous harmony of leaves,
Had blotted out man’s image and his cry” (CP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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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연에서 “붉고 슬픈 입술”(red mournful lips)을 지닌 한 소녀의 등장으
로, 아카디아 숲과 같던 평화로운 자연의 이미지는 압도적인 슬픔의 이미지로
퇴색해버리고 만다. 그리이스 신화에서 착상을 얻은 오디세이(Odysseus)2)와 프
리암(Priam)3)과 같은 메타포는 독립을 위한 모드 곤의 정치활동을 영웅적 행위
로 노래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그러나 이 두 영웅의 운명이 순탄하지 않았듯이
모드 곤 역시 자신의 충고를 따르지 않으면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할 것이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다. 이 시에서 예이츠는 신화적 메타포를 사용함으로써 자신
과 관련된 평범한 연애시를 영웅적 서사시 수준으로까지 끌어올리는 데 성공했
다고 나는 생각한다.
붉고 슬픈 입술을 지닌 여인이 일어나자
세상은 온통 눈물투성이었고,
오디세우스와 그의 함선들은 힘든 모험을 겪어야 할 운명이었지만
동료들과 함께 살해된 프리암처럼 자랑스러운 모습이었다;

A girl arose that had red mournful lips
And seemed the greatness of the world in tears,
Doomed like Odysseus and the labouring ships
And proud as Priam murdered with his peers; (CP 40)

1연에서 재잘대는 참새, 찬란한 달과 별빛 가득한 하늘이 주는 차분하고 평화
스런 분위기는, 3연에서 한 소녀의 등장으로 시끄럽고 공허하며 구슬픈 분위기
로 변하고 이는 한 남자의 고통스런 절규를 자아내게 한다.
그 여인이 일어나자, 시끄러운 처마 끝,
공허한 하늘 위로 오르는 달,
잎새들의 구슬픈 노래가,
한 남자의 모습과 그의 절규를 만들어 내고 있을 뿐.

Arose, and on the instant clamorous eaves,
A climbing moon upon an empty sky,
And all that lamentation of the leaves,
Could but compose man’s image and his cry. (CP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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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집 장미 (The Rose)에 수록된 마지막 시 ｢다가올 시대의 아일랜드에게｣
(“To

Ireland in the Coming Times”)에서 예이츠는 이제부터 영원미에 대한 추구를
노래할 뿐만 아니라 정치적 견해도 피력하겠다는 결의를 내비치고 있다. 이 시
에 나오는 “붉은 장미”(red rose)는 신이 천사를 창조하기 이전부터 그 역사가
존재했던 아일랜드를 나타낸다. “가장자리에 붉은 장미를 수놓은 그녀의 옷단”

(red-rose-bordered hem of her)이란 메타포는 영국의 식민지에 항거하여 독립
을 되찾으려는 아일랜드 국민들의 피의 희생을 나타내는 것으로 추정된다. 예
이츠는 자신의 시 전반에 여성적인 이미지가 많아서 애국적인 시로 인정을 받
지 못하고 평범한 서정적 연애시로 치부되는 것을 바로잡기 위해, 자신도 아일
랜드의 독립을 위해 노래하는 데이비스(Davis),

망간(Mangan),

퍼거슨

(Ferguson)과 같은 시인 못지않게 아일랜드 국민들의 희생을 장미와 영원미로
노래했으니 자신의 노고도 그들의 노고에 뒤지지 않는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
다(Nolan et al.):
알아주시오, 나도 그 무리의 진정한 형제로
간주되어질 것이라는 것을,
아일랜드의 불행을 달래기 위해
민요와 이야기를, 시와 노래를 불렀던;
나도 그들에 못지않소, 왜냐하면
신이 천사 같은 그 종족을 만들기 전에 그 역사는 시작되었고,
가장자리에 붉은 장미를 수놓은 그녀의 옷단이,
지면 주위를 온통 따라다니고 있기 때문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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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P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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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6년에 발간된 시집 일곱 개의 숲에서 (In The Seven Woods)에 수록된 시
｢제2의 트로이는 없다｣(“No Second Troy”)에는 트로이 신화에서 착안한 메타
포가 사용된다. 이 시는 10년 이상의 구애에도 불구하고 모드 곤의 계속되는 거
절로 실망과 좌절을 겪은 후에 쓰여 진 것으로, 그녀의 지나친 정치활동에 대한
책망과 원망이 드러나 있다. 모드 곤이 그 자신과 아일랜드 국민에게 미친 파괴
적인 영향력을 나타내기 위하여, 예이츠는 트로이 멸망에 주요 원인을 제공한
헬렌(Helen)을 메타포로 사용했다. 그는 헬렌에게는 파괴할 트로이가 있었지만,
모드 곤에게는 더 이상 불태울 트로이는 남아있지 않다(“Was there another

Troy for her to burn?”)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고 훈계하고 있다(CP 91).
비록 그녀의 아름다움과 고귀함이 헬렌과 견줄 정도로 빼어나지만, 영국의 압제
에 맞서 싸울 용기가 없는 국민들에게 거리로 뛰쳐나와 싸우도록 선동하는 것
은 아일랜드 국민들의 정서에 혼란만 가중시킬 뿐 정신적인 힘을 실어주지는
못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헬렌이 트로이의 멸망에 책임이 있듯 모드 곤 역시 그
와 아일랜드 국민들에게 상실감과 좌절감을 준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한다. 8번째 행에서 예이츠는 모드 곤처럼 아름답지만 과격한 정치적 성향을
지닌 여성은 아일랜드의 현 상황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말하면서, 그녀를 팽팽하
게 시위가 당겨져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활처럼 위태한 존재로 묘사하고 있다.
그리고 그녀가 국민들을 정치적으로 선동하면 할수록 더욱 고립되고 외로워 질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서 평화를 찾으라고 충고한다.
무엇이 그녀의 마음을 평화롭게 할 수 있겠는가?
숭고함이 불같이 소박하게 만든 정신을 가진 여인,
팽팽하게 당긴 활과 같은 아름다움을 지닌 여인,
격조 높고, 고독하고, 엄격하여
이 시대에는 어울리지 않는 여인을?

What could have made her peaceful with a mind
That nobleness made simple as a fire,
With beauty like a tightened bow, a kind
That is not natural in an age like this,
Being high and solitary and most stern? (CP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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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드 곤을 만난 이후 예이츠의 문학적 좌표는 모드 곤의 영웅적인 아름다움을
찬미함과 아울러 시인으로서 자신의 긍지를 나타내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예이츠에 대한 애정보다는 그의 시를 정치활동의 수단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생
각이 많았기 때문에 두 사람의 사랑은 끝내 이루어 질 수 없었다. 예이츠는 당
시 두 사람의 정치적 견해 차이를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사람들이 조국을 위해 목숨을 희생했던 때가 있었다, 하지만 지금 사람들은
자신의 존엄성을 희생시키고 있다. . . . ‘오직 수단만이 목적을 정당화 할
수 있다.’ 그녀는 자신의 목적이 이타적이라고 생각했지만, 어떤 수단도 성공
하기만 하면 정당화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우리는 서로 다른 것들을 추구하
고 있었다: 그녀는 젊음을 다 바쳐 사람들에게서 기억될 만한 행동을, 한편
나는 존재의 발견과 그것을 알리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Yeats Reader 314)

이와 같이 예이츠는 모드 곤이 폭력과 선동에 호소하는 과격한 정치활동을 하는
것을 싫어했으며, 그녀에게 기쁨과 즐거움, 안정과 조화 속에 자라고 있는 마음
속의 생명의 나무를 보라고 충고하였다. ｢두 나무｣
(“The Two Trees”)에서 예이
츠는 즐거움과 성스러움을 지니고 환희와 기쁨을 대변하는 ‘마음속의 나무’와
교활한 속임수와 운명적인 이미지를 지니고 부서진 잎사귀와 악마적 기운으로
검게 변해버린 ‘거울 속의 나무’를 병치시키고 있다. 나무의 메타포를 통해 예이
츠는 모드 곤의 심성을 어둡게 하고 적개심 가득하게 만드는 외향적인 정치활동
을 단념하고, 존재의 희열로 넘쳐나는 내면의 세계를 보라고 충고하고 있다:
더 이상 교활한 속임수를 지닌, 악마가 살고 있는
고약한 거울 속을 들여다보지 마오,
그것들이 우리 앞을 지나가면 고개를 돌리거나
보더라도 잠깐 동안만 보시오;
왜냐하면 그곳에는 폭풍우 몰아치는 밤이 맞아들이는
운명적 이미지와, 눈 아래 반쯤 묻혀 있는 뿌리,
부러진 가지와 검게 변해버린 잎사귀가 자라고 있기 때문이오.

Gaze no more in the bitter glass
The demons, with their subtle gu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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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t up before us when they pass,
or only gaze a little while;
For there a fatal image grows
That the stormy night receives,
Roots half hidden under snows,
Broken boughs and blackened leaves.
Thy tender eyes grow all unkind: (CP 48-49)

예이츠는 19세기의 보편적이고 전통적인 여성적 이미지와 거리가 먼 남성적 성
향이 강한 모드 곤에게 매료되었지만, 그녀의 과격한 정치적 성향은 그의 내면
에 잠재하고 있던 전통적 여성관을 그에게 다시 일깨워 주었다. 모드 곤이 과격
한 정치를 포기하고 순종적이며 정서적인 전통적 여성의 이미지로 돌아가 마음
의 평화를 찾기를 바라는 그의 염원은 나무의 메타포를 통해 잘 표현되었다고
생각한다. 두 사람은 기질상의 차이, 정치활동의 수단과 방법의 차이, 그리고 문
학관에 차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이츠는 모드 곤을 끝까지 존경하고 사랑
했다. 모드 곤은 예이츠와 자신의 견해 차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나는 결코 자아분석에 빠져 본 일도 없으며 때론 윌리의 태도를 참을 수 없
을 때도 있었다, 그는 모든 작가들처럼, 끔찍이도 내성적이었으며 나조차 그
렇게 만들려고 했다. 그러나 나는 내 자신에 대해 생각할 시간조차 없었다.
(Gonne 287)

마침내, 모드 곤은 그녀가 이전에 다른 남자를 사랑했으며 그와의 사이에 두 자
녀가 있다고 고백했다. 이 말을 들은 예이츠는 그동안 찬양해왔던 그녀에 대한
영웅적이고 불멸적인 이미지가 사라졌다는 사실에 좌절하였지만, 한편으로는 그
의 시의 모티프로서 모드 곤이란 여성의 존재가 그대로 남아 있음을 오히려 다
행으로 생각했다. 예이츠의 이중성에 대해서 엘만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만약 모드 곤이 그의 사랑을 받아주었더라면, 그는 모드 곤이 그에게 없는
자질을 있다고 생각하고 그를 사랑했다는 사실을 두려워했을 것이다. 그는
그 자신이 그녀에게 덫을 놓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녀가 그 덫에서
빠져나갔을 때 거의 기뻐할 지경이었다. (The Man and the Masks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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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드 곤의 고백이후 이상미의 상실에 따른 좌절과 무기력, 자신의 소심함에 대
한 자책감에 빠진 예이츠는 1901년까지 단 한편의 연애시도 쓰지 못했다. 1899
년 1월 31일 비로소 정신적 충격에서 벗어난 그는 파리에 있는 그녀에게 증오
를 잉태하는 직접적인 정치활동을 포기하고 그와 결혼해줄 것을 간청하지만 다
시 거절당한다(Hone 155). 그녀의 계속되는 거절에 예이츠는 그녀도 자신처럼
결혼하지 않을 것이라 굳게 믿고, 그녀를 어떤 세속적 대상에게 빼앗긴 것이
아니라 가장 숭고한 경쟁자인 조국 아일랜드에게 빼앗긴 것이라 생각하며 스스
로를 위로했다(Ellmann 162). 하우즈(Howes)는

예이츠의 국가들 (Yeats’s

Nations)에서 예이츠의 모드 곤에 대한 집착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만약 예
이츠가 모드 곤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는 그녀를 만들어 냈었을 것이다”(7).
그 후의 끊질 긴 구애에도 불구하고 1903년 맥브라이드(John MacBride) 소령
과 모드 곤의 결혼 발표는 예이츠의 일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자, 그의
삶과 문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건으로 기록된다. 모드 곤이 결혼하기 바
로 직전에 쓰여 진 ｢
아담의 저주｣
(“Adam’s Curse”)는 예술 창조에 관한 예이
츠의 태도를 드러내며, 대화체의 형식을 취함으로써 문체상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한 시이기도 하다. 이 시에서 그는 자신의 초기시를 남성적 산물이 아닌
아녀자의 바느질과 같이 여성적 성찰에서 나온 산물로 바라보았다. 그는 지금
까지의 전통적이고 품격 있는 사랑의 표현 방식이 그에게 공허함을 가져온 원
인임을 시사하며 우아한 원칙에 정면으로 도전장을 내밀었다. 이 시에서 예이
츠는 고귀하고 숭고한 전통적 사랑의 방식으로 모드 곤을 찬양해왔던 그동안의
자신의 노고를 회상하며, 에덴동산의 몰락이후 노고 없이 얻어지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 모드 곤의 결혼 소식을 듣고 그는 자신이 이브의
유혹으로 금단의 열매를 따먹고 그 벌로 에덴동산에서 쫓겨난 아담처럼 저주받
은 신세라고 느꼈다. 끈질긴 구애에도 불구하고 여인의 사랑을 얻지 못한 한
남자의 불행을 표현하기 위해 ‘아담의 저주’보다 더 적절한 메타포를 예이츠는
찾을 수가 없었을 것이다. 작은 것 하나를 얻기 위해서 반드시 노동이란 대가
를 지불해야 하는 아담처럼 이 시의 ‘나’도 독자들의 눈에 한 순간에 만들어
진 듯 보이는 한 줄의 시를 창작해내기 위해서 꿰맸다 풀었다 하는 아녀자들의
바느질처럼 썼다 지웠다 하는 일을 몇 시간 반복해야 하는 노고를 지불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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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는 이러한 노고가 속물적인 인간집단들에 의해서 게으른 일로 폄하되는
것을 한탄하며 드러나지 않는 노동을 하는 시인들을 “순교자”(martyrs)란 메타
포로 표현하고 있다.
나는 말했지, ‘우리가 시 한 줄을 쓰는 데도 여러 시간이 걸린다고;
그러나 그것이 한순간의 착상으로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의 솔기 질은 헛된 수고일 지도 모르지.
차라리 무릎을 꿇고 부엌 바닥을 닦거나,
늙은 거지처럼 돌이나 깨는 것이 낫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왜냐하면 아름다운 소리를 잇는 작업은
이 모든 것들 보다는 힘든 작업이지만,
게으른 행위로 간주되지 순교자들이 속인들이라 부르는
은행가나, 선생들, 성직자와 같은 요란한 집단에 의해서.’

I said, ‘A line will take us hours maybe;
Yet if it does not seem a moment’s thought,
Our stitching and unstitching has been naught.
Better go down upon your marrow-bones
And scrub a kitchen pavement, or break stones
Like an old pauper, in all kinds of weather;
For to articulate sweet sounds together
Is to work harder than all these, and yet
Be thought an idler by the noisy set
Of bankers, schoolmasters, and clergymen
The martyrs call the world.’ (CP 80)

이 시의 마지막 연에서 예이츠는 청춘을 다 바쳐 한 여인을 숭고한 예의범절과
격식을 갖추어 사랑해 왔지만, 이제는 그 모든 노고가 부질없고 세월만 흘러
마치 조가비가 조수에 닳아 부서지듯 두 사람의 사랑도 조가비나 달처럼 닳고
지쳐버렸다고 탄식 한다:
나는 오직 그대만은 알아주리라 생각했소:
내가 애써왔다는 것을, 아름다운 그대를
전통적인 숭고한 사랑의 방식으로 사랑하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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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사랑은 행복해 보였으나,
우리는 저 공허한 달처럼 지쳐버렸다는 것을.

I had a thought for no one’s but your ears:
That you were beautiful, and that I strove
To love you in the old high way of love;
That it had all seemed happy, and yet we’d grown
As weary-hearted as that hollow moon. (CP 81)

이 시를 쓴 다음날 예이츠는 다시 모드 곤에게 청혼을 했고 그녀는 다음과 같
은 말로 그의 청을 거절 한다: “시인은 결코 결혼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 제
가 당신과 결혼하지 않은 것에 대해 감사해야 합니다”(Yeats Reader 319).

V. 나오는 말
지금까지 메타포를 사용한 비유적 표현들은 얼마나 다양한 언어외적 의미
들을 전달하고 있는지를 예이츠의 초기시를 통해서 고찰해 보았다. 여성성을
지닌 예이츠는 남성성을 지닌 니아브나 헬렌과 같은 여성에게 매료되었으나 현
실에서 모드 곤과 같은 남성성을 지닌 여성의 마음을 얻는데 실패했다. 그의
보답 받지 못한 사랑에서 기인한 좌절과 성적인 욕망은 쌓여서 그는 육체와 영
혼의 이원적 갈등을 겪게 되고 이는 시로 승화되어 표출되기도 하였다. 그는
아일랜드나 모드 곤의 이미지를 불멸적 영웅의 이미지로 표현하기 위해서 신화
나 전설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메타포를 자주 사용했다. 그리고 모드 곤을 만나
기 전의 몽환적이고 낭만적이던 자신의 마음의 상태와 모드 곤을 만난 이후의
상심하고 좌절된 마음의 상태를 표현하기 위해서 자연에서 착안한 메타포를 병
치시키는 독창성도 발휘했다. 이러한 능숙한 메타포의 사용은 그의 시를 간결
하면서도 함축적이고 의미가 풍부한 시로 만들어 주었고, 특히 아일랜드의 전
설이나 신화에 바탕을 둔 메타포는 그의 시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기억
되고 입에서 영원히 회자되는 국민적인 시의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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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s
1) 황금여명회는 비밀결사단체로 3명의 영국 프리메이슨 단원에 의해 1887년에 결성되었다. 이
단체는 프리메이슨과 장미십자회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금지된 지식, 마법, 미신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이유로 제도권으로부터 멸시를 받는 박학다식한 비교숭배자들에겐 최적의 마
음의 도피처였다. 젊은 시절의 윌리엄 버틀러 예이츠나 여배우 플로렌스 파르 같은 저명한
회원들이 많이 있었다. 처음에 이 조직은 상당한 성과를 거두어 파리지부를 포함해 여러
곳에 지부를 세우기도 했지만, 내분과 세력다툼이 벌어지면서 창설된 지 15년도 안되어 와
해되었다(위키피디아).
2) 오디세이는 호메로스(Homeros)가 지은 고대 그리스의 장편 서사시에 나오는 영웅으로 트로
이 전쟁이 끝나고 모두들 고향으로 향하지만 자신은 포세이돈신의 노여움을 사 파도에 휩
쓸려 엉뚱한 곳으로 이끌려가서 마녀들의 온갖 유혹을 이겨내고 20년 동안 구혼자들의 추
태를 참아가며 살아온 아내와 재회하게 된다.
3) 프리암(Priam)은 트로이(Troy)의 왕이지만, 거지같은 초라한 모습으로 적진인 아킬레우스의
진영 찾아가 아들의 시체의 반환을 겸손히 청했다. 아킬레우스는 그를 보는 순간 고향에 계
시는 늙은 아버지 펠레우스 생각이 났고 결국 늙은 왕의 손에 아들의 시체를 되돌려주어
장례를 치르게 해 주었다. 그러나 결국 그리스군의 계책이 성공하여 ‘트로이 목마’로 성문을
여는 데 성공했고, 아킬레우스아들 네오프톨레모스의 복수심에 찬칼에 난자당해 죽임을 당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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