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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성, 문명의 안티노미: 예이츠의 ｢초자연의 노래｣*
1)

김재봉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우리말 요약: 본 연구는 안티노미가 내용과 형식 양면에서 ｢초자연의 노래｣전체 작
품을 관류함을 논술한다. 시인은 이 연작시에서 성의 문제를 자연계를 넘어 초자연적
영혼의 세계로 확대하였다. 가시적 대응구조인 남자와 여자의 결합에 천상의 합일을
대척점에 놓아 섹슈얼리티의 안티노미 구도를 갖춘 것이다. 예이츠가 제시한 종교적
안티노미는 이미 넓고 깊이 인식된 기독교 정신과 교리를 전혀 새롭게 사색하게 하는
일종의 도발이다. 그는 남성 위주의 성 삼위일체가 아닌 남녀와 자식으로 구성되는 양
성적 삼위일체를 주장하고, 사랑이 아닌 증오가 천국으로 인도할 것이라고 말한다. 문
명의 대립구도는 서양의 긴 문명사를 동양의 은자가 일갈해서 허무는 데 압축돼 있다.
성산 메루의 은둔자는 종교적, 철학적, 문명사적 혜안으로 모든 서양 문명의 쇠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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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이츠(Willima

Butler Yeats)는 문학 경력의 초기부터 자신의 시와 저서 및

서간을 통해 인간을 육체와 영혼뿐만 아니라 주관과 객관 의식으로 양분하여
생각하고 그 양자의 변증법적 논리로써 인간의 본질을 파악하려고 노력했다.
그는 올리비아 셰익스피어(Olivia Shakespear)에게 보낸 한 서신에서 “무사는
내내 성인을 부인하지만 동요가 없는 것은 아니었다. 아마 그것이 유일한 주제,
어쉰과 패트릭(Usheen and Patrick)이 아니겠는가?”(Ellmann 276)라고 자신의
주요 주제가 대립하는 두 요소에 있음을 밝혔으며, 후기의 ｢출렁이는 마음｣

(“Vacillation”)에서 그 주제를 압축하는 ‘안티노미’(All those antinomies/ Of
day and night)1)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나아가 그는 자신의 철학관, 역사
관, 시적 상상력에 대한 이론적 바탕을 망라한 환상록 (A Vision)에서도 ‘전체
체계는 궁극적 실체가 인간 의식 속에 들고, ... 일련의 안티노미로 귀결된다는
믿음에 토대를 두고 있다’(187)고 설파했다. 이와 같이 예이츠는 “오랫동안 대
립 개념에 의해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상상력을 단련해 왔으므로, 그의 후기
작품이 육체와 영혼, 자아와 타자, 동양과 서양, 삶과 죽음, 유한 시간과 영원,
낮과 밤, 실제 인물과 등장인물, 영웅과 성인, 예술과 자연과 같은 광범위한 상
반 요소들을 다룬 것”(Archibald 206)이 놀랄 일은 아니다.
이와 같이 안티노미는 널리 알려진 동양의 음양(Yin and Yang) 사상과 서
양 철학의 이원론(dualism)에 뿌리를 둔 인간의식의 근본적 이원적 상태와 그
대립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예이츠가 자신의 시와 저술에서 즐겨 사용한 용어이
다. 나아가 이 개념은 구조주의 학자들의 용어 이항대립(binary oppositions), 정
신분석학의 양극성(polarities), 그리고 변증법의 정과 반(thesis and antithesis)으
로 치환해 이해할 수도 있다. 탐색자 어쉰과 성 패트릭의 충돌을 그린 초기시
｢어쉰의 방랑｣
(“The Wanderings of Oisin”)에서부터 영혼에 대한 자아의 우위
를 대화형식으로 전개한 ｢
자아와 영혼의 대화｣(“A Dialogue of Self and Soul”)
에 이르기까지 시인의 상반대립의 갈등구조를 바탕으로 한 이원적 체계에 대한
관심은 생애 내내 계속된다. 이렇게 예이츠에게 다원가치를 의미하는 이원성은
빈번한 비평적 해석과 논쟁의 주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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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예이츠의 후기 연작시 ｢
초자연의 노래｣
(“Supernatural Songs”)는 이러
한 안티노미에 바탕을 두고 그의 종교, 성, 문명에 대한 세계관을 노래하고 있
다. 이 연작시는 제목부터 자연적 삶 혹은 현세와 대조되는 신비적 초월적 영
역을 함의하고 있다. 연작시에는 삶과 죽음, 현세와 내세, 자연과 초자연, 전통
신앙과 기독교, 서양의 문화와 동양의 정신세계 등 많은 대응 요소들이 상호작
용하며 시인의 세계관과 시대정신을 웅변하고 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현
세에서의 생식과 대비되는 세상을 떠난 영혼의 결합, 남성 중심의 삼위일체에
대한 비판으로 내세운 남자, 여자, 아이의 양성적 삼위일체, 이집트에서 로마까
지 쇠퇴한 서양 문명과 대비시킨 힌두교 은자의 인간 정신의 각성을 일깨우는
외침처럼 표면적으로 비유와 상징에 가득 찬 시의 이면에는 부인할 수 없는 안
티노미의 흐름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이 연구는 위와 같이 해당 시편들이 담고
있는 종교, 성, 역사와 문명 등 인류의 사유를 지배하는 핵심적 주제들을 대조
와 대립의 이원적 관점 안티노미로 규명할 것이다.

2
예이츠의 다소 난해하고 신비적 요소가 많은 후기 연작시 ｢초자연의 노래｣
는 그가 일흔이 된 1935년에 희곡 삼월의 보름달 (A Full Moon in March)과
함께 연작시로 처음 발표되었다. 이 시 제목은 부활절과 이 시기 봄의 모든 초
자연적 의례와 연관된 희곡에서 따왔다. 컬리(Maureen Curley)에 따르면 ｢초자
연의 노래｣
는 선형의 서술이 아니라 꿈이 현실 내부에 감겨 있는 원형의 허구
를 과거에서 현재로, 삶에서 예술로 펼친다(21). 이런 허구적 구성을 통해 시인
은 자연계에서 초자연계로의 탈출을 시도한다.
｢
초자연의 노래｣는 시인의 생애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연작시의 마지막
소네트 ｢메루｣(“Meru”)를 제외한 모든 시편은 예이츠가 소위 회춘수술(Steinach

operation)을 받은 후인 1934년 여름에 창작되었다(Maddox 285). 이 수술이 시
인에게 미친 영향은 대체로 심리적인 것이었겠지만, 어쨌든 그 해 이후 예이츠
에겐 신선한 활력이 있었다(Bloom 408). 이 수술의 심리적 효력이 창조적 에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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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의 급증을 유발해 이 강력한 시편들로 귀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점에
대해 매독스는 “표면적으로는 신성과 인성, 개별성과 보편성의 상반 원리의 통
합에 대한 비유로 보이는 ｢초자연의 노래｣로 불린 이 시들은 성교에 몰입해 있
다”(285-6)고 주장했다. 현실에서 실천이 어려운 행위를 시작품에 전이한 것으
로 본 것이다.
예이츠가 이 연작시에서 종교와 성에 대해 대담한 관점을 피력하는 시의
화자(poetic persona) 리브(Ribh)를 등장시킨 점은 이런 전기적 배경과 닿아 있
다. 리브는 환상을 볼 수 있는 아흔 살의 늙고 성마른 수도자다. 그의 관점은
전통신앙의 요소가 혼융된 기독교 신앙을 지향하며 현대의 정통 기독교 신앙을
부인한다. 반면 그는 현대에 정형화된 육체적 욕망을 비난하지는 않는다. 오히
려 그는 사후 내세의 섹슈얼리티를 통해 자연과 초자연을 연결하고, 자연계에
서처럼 천상의 세계에서도 연인의 결합이 있음을 암시한다. 리브는 ｢어쉰의 방
랑｣에서 아일랜드의 민족적 전통을 대변한 주인공과 마찬가지로 아일랜드에 기
독교를 전파한 성 패트릭과 거의 동시대인이다. 시의 내용에 리브의 시대가 구
체적으로 표시되지는 않았지만, 그는 마치 성 패트릭이 생존하는 것처럼 그에
게 응답한다. 이런 대화의 전개를 비유적으로 보면, 이 시들은 또 하나의 자아
와 영혼의 대화(Bougler 60)가 된다. 그러나 리브는 영웅이 살던 민속 신앙 시
절의 아일랜드를 대표하진 않는다. 그는 민족의 전통에 대한 향수를 표명하기
보다는 현실의 종교와 성에 대한 우리의 의식을 다소 신비적이고 불가해한 비
유로 공격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존 신앙에 대립하는 종교성의 주된 교리는 초자연적 사랑도 성적이라는
주장이다. 두 천사의 결합이 빛을 만들고 세상을 떠나 비극으로 정화된 발야와
일린(Baile and Aillinn)은 그들의 기일에 서로의 품에 안긴다. 즉 시에서는 천
상의 존재들도 성적 결합을 하는 것으로 묘사된다. 기독교의 삼위일체는 전부
남성으로 구성돼 오류가 있으며 후손 생산이 가능한 부모와 자식이 진정한 삼
위일체를 이룬다(Adams 216)는 주장이다. 리브는 신의 생식이 지상의 생식을
모방하고 있다는 암시를 한다. “인간, 짐승, 하루살이가 새끼를 낳는 것처럼 신
은 신을 낳는다.”(CP 328) 이러한 시의 전개에 두 가지 안티노미를 확인할 수
있다. 먼저 현세의 존재만이 후손 생산을 전제한 성생활을 한다는 기존 관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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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립되는 내세의 섹슈얼리티와 기독교 교리의 핵심인 삼위일체에 세속적 해석
의 새로운 삼위일체를 주창한 점이다.
｢
초자연의 노래｣
는 전체적으로 기독교 교리를 패러디하고 또 그 종교적 신
성함을 불경스럽게 다룬다. 예이츠의 ｢초자연의 노래｣
에서 주장하는 바는 현재
너무나 평범해 자연스러워 보이는 기독교 형식들에 대한 현대인의 반감이다.
지금의 의식, 기도 그리고 관습들은 아마 한 때는 환영받았을 것이다. 금욕적인
삶은 관능성의 왜곡으로부터의 숭고한 탈출로 보였고 남성중심의 삼위일체는
표면적으로 희랍적 동질성을 제시했을 것이다. 신의 사랑은 완벽을 향한 길을
나타냈다. 그러나 지금 이 형식들은 낡았고 더 이상 실행 가능한 형식들로 기
능하지도 않는다. 오히려 신에 대한 증오가 영혼을 그에게 데려가게 할 것이다.
이러한 경전과 교리로 이미 경직된 기성의 불문율에 대한 성역 없는 의문제기
는 또 다른 형식의 안티노미로 읽힌다. 한편 시의 종교적 측면에 주목한 웡

(Jerry Weng)은 ｢초자연의 노래｣의 “기독교 교리에 대한 상반된 태도”(48)를
지적하고 이 작품의 수사가 “종교에 대한 인류학적 관점”에 접근해 “종교가 단
순히 인간적 내용을 가졌음을 보여준다”(51)고 주장했다. 세속적 삼위일체와 인
간적 특성을 내재하고 있는 종교는 같은 맥락의 종교적 안티노미 구도에서 이
해된다.
연작의 첫 다섯 시편에는 시인이 상상한 초기 아일랜드의 기독교 수도사
리브가 등장한다. 그의 기독교는 토속 신앙과 뒤섞여 있다. 리브는 아일랜드에
기독교를 전래한 성 패트릭이 설교한 남성중심의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신에
반감을 느끼고 이를 조롱한다. 예이츠가 이 작품에 붙인 해설이 그가 품은 생
각을 상당 부분 설명해 준다.
한 저명한 철학자가 모든 문명은 그 지리적 기원에 상관없이 아시아에서 시
작되었다고 믿었다. ...성 패트릭은, 아일랜드의 첫 선교사는 아니었으므로, 이
집트에서 유래한 기독교를 믿는 이들을 그 곳에서 발견했고, 우리의 창작에
너무나 중요하게 된 그 오랜 신앙의 특성들을 보유하고 있었음이 분명하다. ...
나는 리브가 삼위일체에 대한 그의 생각만 없다면 정통 기독교인이라고 생
각할 것이다.

294

Chae-bong Kim
A famous philosopher believed that every civilization began, no matter
what its geographical origin, with Asia, ... Saint Patrick must have found in
Ireland, for he was not its first missionary, men whose Christianity had
come from Egypt, and retained characteristics of those older faiths that have
become so important to our invention. ...
I would consider Ribh, were it not for his ideas about the Trinity, an
orthodox man. (VP 837-8).

연작시의 첫 시에서 수도사인 리브는 한 밤중에 오래 전 세상을 떠나 연인
들의 무덤위에서 그들의 기일을 맞아 기도서를 읽고 있다. 왜냐하면 그날 밤
그들은 무덤 위에서 영혼으로 결합하기 때문이다. 리브는 ‘천사들’(angels)의 교
합이 빛을 생성하고 그 빛에 의해서 그는 자신의 ‘성서’(holy book)를 읽는다고
언명한다. 그들의 포옹한 온 몸이 마치 불길에 휩싸인 것처럼 그가 의지해 읽
을 빛을 던지기 때문이다. “시에서 모든 순환은 연결되며, 자연과 초자연은 동
일한 자아 고리에 통합된다. 지상의 일은 천상의 일의 모방이다”(고준석 외

40). 천사들은 예이츠의 스베덴보리(Swendenborg 1688-1772)에 대한 지식을 바
탕으로 보면 사후세계로 간 연인들을 의미한다.2) 연작이 진행됨에 따라 리브는

“신에 대한 증오가 영혼을 신에게 데려다 줄 것”이므로 기독교의 사랑보다는
“증오를 공부”(CP 330)하겠다고 말해서 자신만의 기독교에 대한 가치평가를
한다. 비전을 통한 교통 중에 만들어진 “엉터리 문장들”(CP 329)을 이해할 수
없지만, 그의 역할은 사후에 자신의 비전에 대해 최대한 소통하는 것이다. 다섯
번째 시가 끝나는 이 시점에서 리브의 목소리는 잠잠해진다. 사랑의 대립요소
인 증오를 통한 천국으로의 길은 신앙의 부인이 아니라 당대의 종교적 인식에
대한 경고일 수 있다.
여섯 번째 시는 ｢초자연의 노래｣의 리브 부분과 나머지 여섯 시편들의 연
결축이다. 전반부의 시적 논쟁은 후반에도 유사한 양식의 안티노미 구도로 반
복된다. 패트릭의 삼위일체에 반하는 양성적 삼위일체를 포함한 그의 교의 중
일부는 해와 달, 신화의 신들의 결합을 통해 다소 기이하게 실행된다. 이러한
교의들은 특정하지 않은 인물에 대한 신탁의 관점으로 발화된다. 이 관점은 먼
우주적 거리에서 모든 것을 살펴보는 것이다. 이 연작의 두 번째 부분은 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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츠의 위대한 세속적 시 중의 한편인 셰익스피어리언 소네트 ｢메루｣로 완결된
다. 이 연작을 매듭짓는 작품에서는 문명의 쇠망에 대한 동양의 은둔자가 일깨
우는 각성의 외침이 들린다. 시는 과거 문명의 연속적인 자멸에 대한 서양의
비극적 세계관과 힌두교 은둔자의 동양적 세계관을 대조한다. 이 인물은 이 연
작시를 시작하는 아일랜드 은둔 수도사 리브와 또 다른 안티노미의 대척점에
있다.
이렇게 예이츠가 이 작품을 위해 창안한 한 요소는 중앙에 위치한 여섯 번
째 시를 중심으로 동심원 형태로 다른 시편들을 배열한 것이다. 형식상 이 연
작시는 무운시로 시작해 셰익스피어리언 소네트로 마감된다. 마지막 시 ｢
메루｣
는 가장 먼저 창작되었고 한 원고에서 ｢
요약｣
(“The summing up”)이라는 제목
이 붙여지기도 했다(Vendler 323). 이 시에서 예이츠는 제국들의 쇠망의 역사에
자신의 다가오는 죽음에 대한 인식을 투사한다. 그 반대편엔 너무나 오랫동안
존재해 초자연적으로 보이는 인도의 명상을 통한 지혜의 우주적 측면이 있다.
기독교의 내세의 위안과 인도의 금욕주의가 대조되기도 한다. 시인은 초기 아
일랜드의 기독교가 동양 종교와 공통점이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
초자연의 노래｣는 두 개의 양립할 수 없는 열락의 에너지원을 긴장 속에
서 유지한다. 첫 번째 원천은 리브와 동양의 은자가 대변하는 금욕 생활이다.
이 첫 원천과 안티노미를 이루며 병존할 수 없는 두 번째 원천은 신에서 금수
까지 번식을 위해 몰입하는 성생활이다. 리브는 자가 생식하는 신의 초자연적
성행위가 지상의 모든 성행위의 근원이라고 주장한다. 신이 성적 에너지의 대
가라면 금욕적인 은자 관찰자는 금욕적 지혜의 대변자이다. 이렇게 예이츠의
안티노미는 점성술의 화성과 금성, 목성과 토성, 힌두교 지혜문학과 선사의 자
연숭배, 그리고 두 개의 맞물려 영원히 순환하는 회전원추까지 모든 양상을 대
립구도로 놓는다.
첫 시 ｢리브는 발야와 일린의 무덤에서｣
(“Ribh at the Tomb of Baile and

Aillinn”)에서 화자는 어둠 속에 앉아 현생의 삶을 끝내고 내세로 간 연인들의
결합으로 생성된 초자연적 빛으로 자신의 “성서”를 읽는 그로테스크한 모습을
보여준다. 그리고 발야와 일린의 무덤에선 주목과 사과나무가 솟아난다. 죽음과
사랑의 밀접한 관련성을 보여주는 추가적인 상징이다. 리브는 머리를 삭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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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서를 든 수도사다. 그렇지만 그는 자신이 등장하는 일련의 시에서 노령의 성
마름과 열락에 찬 비전을 뒤섞어 보편적 종교성에 대립하는 교리를 전개한다.
이러한 지혜의 편린들을 담은 시편들은 항거하듯 비밀스럽고 난해하며 분노에
차 있다. 현재의 생명과 성생활을 찬미하며 기존의 종교에 대조적인 신앙세계
를 제시하는 것이다. “｢초자연의 노래｣
의 은자 리브는 가상의 성 패트릭 비판
자이다. 초기 아일랜드 기독교 대부분과 마찬가지로 아마도 이집트에서 유래한
그의 기독교는 기독교 전래 이전의 사상을 반향 한다”(VP 857).
리브가 발야와 일린에 대해 말하듯이, “죽음이/ 한때는 뼈와 힘줄이었던 몸
을/ 순수한 실체로 변화시켰다오. 그들의 몸이 합쳐졌을 때/ 이쪽도 촉감은 없
었고, 저쪽도 촉감은 없었소. 팽팽한 기쁨도 없었소, 다만 전체는 전체로 결합
될 뿐이오”(CP 330). 예이츠는 이 개념을 이전에 읽었던 스베덴보리에서 끌어
낸다. “오직 스베덴베리에게서 의식이 잠재의식과 하나가 되기 때문이다. 그가
완전한 존재의 접촉으로 묘사했던 천사들의 결혼에서처럼”(Au 244). 시에서 예
이츠는 스베덴보리의 완전한 접촉의 설명을 순순한 빛의 이미지로 그려낸다.
천사들의 결합은 빛이기 때문이라오
결합되는 그 순간 둘은 사라져 없어졌다오.

For the intercourse of angels is a light
Where for its moment both seem lost, consumed. (CP 328)

리브는 예이츠가 신비술 연구에서 배운 신조를 읊는다. 물리적 측면에서

“아래의 사물들은” 영적인 측면에서 위에 있는 사물의 “복제물”이다.
자연계와 초자연계가 똑 같은 순환구조로 짜여 있다.
인간, 짐승, 하루살이가 새끼를 낳는 것처럼 신은 신을 낳는다.

Natural and supernatural with the self-same ring are wed.
As man, as beast, as an ephemeral fly begets, Godhead begets Godhead.
(CP 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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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작시의 두 번째 작품 ｢리브는 패트릭을 비난한다｣(“Ribh denounces

Patrick”)에서 리브는 패트릭이 성적 사랑과 종교적 사랑 사이의 유사성을 모른
다고 비판한다. 여러 측면에서 이원론적 내용 전개는 계속된다. 특히 전체 연작
에서 가장 주목해야할 주장의 하나인 양성의 삼위일체가 등장한다.
추상적인 희랍의 부조리가 그 남자를 미치게 했다.―
그 남성중심의 삼위일체를 상기하시오. 남자, 여자, 아이(딸이든 아들이든),
이들로 인해 모든 자연계와 초자연계가 이어진다.

An abstract Greek absurdity has crazed the man―
Recall that masculine Trinity. Man, woman, child(a daughter or a son),
That’s how all natural or supernatural stories run. (CP 328)

｢
리브는 기독교적인 사랑을 불만스럽게 생각한다｣(“Ribh considers Christian

Love insufficient”)에서 리브는 인간이 진정으로 사랑을 알 수 있다는 생각을
거부한다. 자기기만이 없는 증오심이 지고한 인간 정서가 돼야만 한다는 것이
다. 영혼은 벌거벗은 신부(bride)로 신에게 가야 하므로 우리는 영혼의 옷인 이
런 유형의 모든 사유, 신에 대한 모든 생각을 증오해야 한다. 기독교의 말씀에
대조되는 대응물로서 증오의 개념이 제시된다. 시가 전개됨에 따라 시인의 목소
리는 리브의 목소리가 되고 리브의 주장은 시인의 주장이 된다. 시는 “영원이
열정”(eternity is passion, CP 332)이라고 선언한다. 나아가 보다 큰 역사의 무
대에서 여러 문화의 생성, 성장, 쇠락과 세계를 변화시킨 역사적 인물들의 등장
에 대한 의문들을 제기한다.
리브의 증오에는 폭력성은 없다. 그의 증오는 기독교적 사랑이 영혼을 신에
게 데려가지 못했을 때 작동할 지적 선택이다. 한 밤중 종소리에 사랑의 완성
에 관한 모든 인간 사유의 쓰레기와 장식조각을 벗어버린 영혼은 마침내 신의
신부가 될 수 있다. 영혼이 신을 대면하러 가기 전에 겪는 그와 같은 정화는
영혼으로 하여금 천상의 순수함이 이루지 못하는 사랑의 공포와 기만으로부터
자유롭게 홀로 설 수 있게 한다. 증오는 그 자체의 빛을 던진다. 이러한 시인의
시적 주장은 사랑과 증오에 대한 보편적 사유를 완전히 뒤집는 안티노미의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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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을 보여준다.
나는 왜 남자나 여자 혹은 사건을 미워해야 하는가?
그것은 나의 질투어린 영혼이 보낸 빛이다.
공포와 기만으로부터 자유로운 영혼은
부정함을 찾아낼 수 있고, 결국에는 보여줄 수 있다.

Why do I hate man, woman or event?
That is a light my jealous soul has sent.
From terror and deception freed it can
Discover impurities, can show at last. (CP 330)

예이츠 시의 철학적 은자가 전개하는 고결한 대화 뒤에 중산층 남자의 어
두운 그림자가 숨어 있다. 증오는 중산층 남자의 원한을 해결해 주지 않으므로
리브를 위해 안티노미를 해소하지 못한다. 증오에 의해 정화된 영혼은 그 자체
로 완전하지 않은 것이다.
여섯 번째 시 ｢그와 그녀｣(“He and She”)는 전반부의 리브도 후반부의 불
특정 인물의 목소리도 아니다. 예이츠는 이 시에서 해와 달을 대립관계로 설정
하고 남녀의 합일로 전개시키고 있다. 독특하게 규정되지 않은 화자가 여성인
달을 직접 인용해 성적 결합의 기쁨과 위험을 평가한다. 예이츠의 성적 결합의
신화는 달이 차고 이지러짐으로 상징되는 해와의 근접성으로 묘사된다. 달이
해의 신부(EI 470)라는 비유를 차용해 여성인 달이 해와 거의 결합하거나 해에
게서 달아남을 교차시키면서 예이츠는 우주적, 생물학적, 그리고 신학적인 모든
질서의 자연적 상응의 예를 보여준다. 달과 해의 관계는 여성의 남성에 대한
관계, 나아가 영혼의 신에 대한 관계와 같다. 달의 유혹은 해 속으로 추락해 성
적 긴장, 시간, 변화를 끝내는 것이지만, 너무 근접하면 눈이 멀게 되고 결국
멸실돼 버릴 것을 안다. 여기서 여성의 순수한 일인칭 노래는 이원적 성의 신
화에서 여성의 입장에서 남성과의 관계를 묘사한다. 생식에 대한 언급 없이 오
히려 여성의 독자적 특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여성인 달은 스스로 기뻐하는 목
소리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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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이 노래할 때 그녀는 노래한다.
‘나는 나다, 나는 나다;
나의 빛이 더 커지면
나는 더 멀리 날아간다.’
모든 피조물은
이 행복한 외침에 몸을 떤다.

She sings as the moon sings:
‘I am I, am I;
The greater grows my light
The further that I fly’.
All creation shivers
With that sweet cry. (CP 331)

｢
초자연의 노래｣
의 후반부는 앞서 리브가 선언했던 신성한 자기 생식의 양
성 신화의 그로테스크한 실행을 시작한다. 패트릭의 남성 중심의 삼위일체를
비난하는 리브의 삼위일체 시가 ‘하계의 중생들은 복제물이다’(things below are

copies, CP 329)고 선언했으므로, 이 연작의 후반은 토속 신앙의 ‘남자, 여자,
아이’의 삼위일체 생식 신화를 패트릭의 기독교의 믿음과 대립시킨다. 예이츠는
｢어떤 마법의 북소리인가?｣(“What Magic Drum?”)에서 리브의 비난을 예시하
면서 이 연작을 동심원 형식으로 대응시킨다. 시인은 여기서 자신을 리브가 목
격한 바 있는 신을 낳는 신으로 상상한다. 부분적으로 야수와 인간의 외형을
지닌 신이 ‘최초의 모성’(Primordial Motherhood, CP 331)을 낳고 품에 안는다.
그리고 새끼를 핥는 그 혀가 성애를 표현하는 혀가 된다. 이런 내용을 비유하
는 가장 원초적 형태의 음악이 마법의 북소리이다.
｢
어디서 그들이 왔는가?｣
(“Whence had they come?”)에서 예이츠는 개인의
자유에 대한 환상이 무엇이든, 인간은 사실상 자신의 언어가 아니라 보이지 않
는 등장인물이 말하는 언어를 내뱉는 꼭두각시라고 선언한다. 현대의 시대정신
은 자신들이 역사 속에서 행할 운명을 타고난 역할을 알지 못하는 배우들을 통
해 표출된다. 무대 위의 성적, 종교적, 정치적 열정은 보이지 않는 극작가의 도
구이다. 여기서 시의 동인인 신비는 성적 열정의 설명할 수 없는 정서적 내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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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이고 그것의 충격적이고 예상할 수 없는 결과이다.
다음 세 편의 짧은 시는 고대 종교의 신탁을 연상시킨다. 이 시편들에서 리브
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샤를마뉴 대제’의 잉태에 대해 궁금해 한다. 그 다음 인간
삶의 갈등을 예이츠의 신비적 달의 주기의 사분기에 일치시킨 네 개의 이행연구
인 ｢인간의 사계절｣(“The Four Ages of Man”)을 ｢
천체의 합일｣
(“Conjunctions”)
앞에 둔다. 이어지는 육체, 가슴, 마음의 투쟁은 영혼에서 마감된다. 예이츠는 ｢
인
간의 사계절｣에서 절기의 변화라는 가장 일반화된 방식으로 성숙과 나이 듦의 과
정을 포착했다. 그는 육체, 심장, 마음 그리고 신과 교대로 투쟁하는 인간이 된다.
갈등으로 가득 찬 한 개인의 모든 연령은 상이한 상반요소의 대응, 즉 자아와 육
체, 자아와 심장, 자아와 마음, 자아와 신의 안티노미 구도를 보여준다. 특히 리브
가 외치는 증오의 주제는 신과의 투쟁에서 정점에 이른다. “이제 그는 신과의 싸
움을 시작한다;/ 한밤중이 되면 신이 이긴다 (Now his wars on God begin;/ At

stroke of midnight God shall win)” (CP 332). 곧게 걷고 열정을 찾고 지적 능력
을 얻는 것이 한 단계씩 유년의 무력감을 벗어나는 것이므로, 인간의 마지막 패배
도 승리가 될 수 있다. 우리는 죽음으로 완벽한 한 주기를 완성한다.
｢
천체의 합일｣
(“Conjunctions”)에서 남녀의 결합이 다시 한 번 구현된다. 여
기서는 신화의 발야와 일린도, 해와 달도 혹은 자식을 낳는 최초의 부모의 포
옹도 아니고 원시 신앙의 실행인 점성술의 합일이다. 이 신비적 합일은 상반요
소들의 결합을 의미한다. 기독교의 핵심 상징인 예수의 십자가형이 주피터와
새턴의 만남과 마스와 비너스의 결합과 병렬돼 있다. 이런 결합을 통해 고대의
창조력이 재생됨을 암시한다. 그리고 죽음, 사랑, 갈등의 뒤섞임도 강조된다. 불
멸의 존재가 유한 세계에서의 삶과 죽음으로 이끌리는 이유에 관한 질문 혹은
영혼이 열반 대신 환생을 선택하는 이유에 관한 질문이 1933년과 34년 그가
올리비아 셰익스피어에게 보낸 서신들에 제시돼 있다(Heine 293-4). 죽음에서
생명이 삶에서 죽음이 생성됨을 노래한다. 이와 같이 이 모든 연작 시편들을
통해 순환(cyclicity)과 이원적 갈등이 핵심적 역할을 한다. 갈등을 내재한 순환
은 시간적 변환으로 확대되고 순환을 담은 갈등은 용수철처럼 순간으로 압축된
다. 이러한 사유는 회전구체의 형상을 생성시킨다. 그리고 ｢
바늘구멍｣(“A

Needle’s Eye”)에서는 소용돌이에서 분출하는 물길로 변형돼 나타난다. 이 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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름은 과거와 미래의 일들에 의해 추진력을 얻는다. 즉 지난 역사의 순환을 기
조로 다가올 역사의 흐름을 예상하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바늘구멍의 역사적
비유는 ｢레다와 백조｣
(“Leda and thw Swan”)에 그려진 제우스의 레다 겁탈과
트로이의 패망, ｢신의 어머니｣(“The Mother of God”)의 수태고지와 기독교의
태동 그리고 ｢
재림｣
(“The Second Coming”)에서 불길한 모습으로 새 시대를 예
고하는 사나운 짐승(rough beast, CP 211)의 출현으로 이어지는 예이츠의 역사
주기 이론의 격정적 순간을 연상시킨다. 바늘구멍은 생산력을 지닌, 오래되고
새로운 영혼의 풍부한 영원성으로부터 지상으로 쏟아지는 생명의 관문이다. 이
는 성경에서 바늘구멍이 너무 좁아 부자가 통과할 수 없는 천국의 문으로 비유
한 것을 뒤집는다(Heine 298).
우렁찬 소리를 내며 흐르는 시내는
하나의 바늘구명에서 나온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것, 이미 죽은 것,
여전히 바늘구멍에서 흘러가도록 재촉한다.

All the stream that’s roaring by
Came out of a needle’s eye;
Things unborn, things that are gone,
From needle’s eye still goad it on. (CP 333)

｢
바늘구멍｣
은 ｢천체의 합일｣을 이어, 영원과 지구 사이의 바늘을 닮은 경로
로서 북극성과 그 축선을 상징한다. 동일한 축이 연작의 마지막 시 ｢메루｣에
함축돼 있다. 물리적, 형이상학적, 영적 우주의 중심으로 간주되는 힌두교 불교
우주관의 성산(聖山)에서 화자는 인간의 문명에 대한 환상과 문명의 지속적인
파괴의 실상을 쓸쓸하게 대조한다. 그리고 눈 덮인 히말라야의 은자는 역사 주
기론을 공유하고 있다는 인식으로 마무리한다. 예이츠의 후기 시 ｢청금석 부조
浮彫｣(“Lapis Lazuli”)의 핵심을 이루는 파괴와 재건 양 측면에서의 창조적 환
희의 가능성이 여기에도 함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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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와 그리스여 안녕 그리고 로마여 안녕!
은자들은 ... 안다
낮이 가면 밤이 오고, 새벽이 오기 전에
인간의 영광과 기념비가 사라진다는 것을.

Egypt and Greece, good-bye, and good-bye, Rome!
Hermits ... know
That day brings round the night, that before dawn
His glory and his monuments are gone. (CP 334)

열락의 비전은 쇠퇴하고 이제 실재로 선언된 순환과 갈등관계에 있는 인물의
이미지가 환기된다. 힌두교의 성산 히말라야와 연관되고 불교의 수미산(須彌山;

Sumeru)을 의미하는 시 ｢
메루｣에서 순환은 자연과 그 ‘다양한 환영’(manifold
illusion)에 질서를 부여하는 원칙이다. 인간의 본성은 사유하는 것인데, 이 시에
선 사유를 통해 환영을 쫓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 “다양한 환영”으로 유지되는

“가장된 평화”(semblance of peace)는 “실재의 황량함 속으로”(Into the desolation
of reality, CP 333) 들어가는 충동에 굴복해야만 한다. 성산의 은자들이 이 충동
에 동기를 부여한다. 시인은 초월적 달관의 세계를 노래하는 히말라야의 은자들
을 통해 서양의 문명의 쇠락과 동양의 정신세계가 암시하는 초월적 세계를 병치
하고 있다. 이 마지막 시에 따르면, 리브의 신학은 기꺼이 완전한 파괴를 수용해
야만 한다. 모든 서양 문명의 토대를 이룬 사물은 다시 돌아오지 않고 사라지기
때문이다. 순환을 도피처로 삼아서는 안 된다. 미래에 재생할 희망을 가지고 자연
을 감상적으로 대하기 때문이다. 메루산의 은자들은 이 점을 알고 있다. 문명의
초
파괴자인 동시에 재창조자인 신은 인간의 사유 자체와 쉽게 구분되지 않는다. ｢
자연의 노래｣
가 역사와 문명에 관한 내용, 특히 서양 문명과 동양의 정신세계를
이원론적 안티노미로 매듭짓게 되는 것은 예이츠의 사상의 본질을 이룬다. 그가
앞선 인용된 이 시의 해설에서 “모든 문명은 그 지리적 기원에 상관없이 아시아
에서 시작했다”(VP 837)고 밝힌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
초자연의 노래｣에는 문
명사적 측면에서 서양의 외적 번성과 동양의 내적 사색이 대조되는 것처럼, 성적
욕망에 대한 인식에서도 대응관계를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후에도 성적
으로 결합하는 인물들과 대조적으로 성산의 은자는 철저히 금욕적이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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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의 정신세계를 대변하는 메루산의 은자는 종교, 성, 문명의 모든 갈등을 초월
한 이상적 현자의 이미지로 떠오른다.
인유를 통해 그리스 신화, 패트릭과 로마의 기독교, 켈트 토속신앙, 그리고
아일랜드 민족주의와 같은 다양한 시대의 신화체계들이 ｢초자연의 노래｣에 포
함되어 있다. 사실 모든 시대가 이 시의 시대주기에 포함돼 있다. 가장 먼저 주
목을 끄는 켈트 전통의 연인들은 이러한 전개의 시간기록원이다. 시간은 예이츠
에 의해 자신만의 우주 운행을 창조하는 장비로 사용된다. 예이츠는 “그들의 기
일/ 그들의 첫 포옹의 기념일”(CP 328)을 전통적 시간 내외에서 일어나는 리브
의 영적 성장을 나타내는 의미 있는 일자로 포함시켰다. 이와 유사하게, “수 세
기에 걸쳐 갈망하면서,/ 갈망하면서”(CP 333)로 표현된 ｢메루｣의 순환적 파괴는
역사주기의 반복을 압축한다. 또 ｢어디서 그들이 왔는가?｣
는 시간 주기의 영원
성을 반향 한다. “영원은 정열이다.... ‘영원히 영원히’ 그리고 깨어난다”(CP

332). ｢
황홀경에 잠긴 리브｣
는 정지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되풀이하면서 시간
의 지속성을 반복한다. “일상의 나날이 다시 시작된다”(CP 329). 이와 같이 “삶
과 죽음, 정지와 운동, 남성성과 여성성의 차이뿐만 아니라 동양과 서양, 과거와
현재, 초자연과 자연의 차이”(Yoo 29)는 연작시 전체에서 맞물려 순환하고 있
다. 모두 12편의 시편에서 시간과 공간의 안티노미가 동심원처럼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3
예이츠의 후기 연작시 ｢초자연의 노래｣
는 시인의 종교, 성, 문명에 대한 세
계관을 안티노미의 구도로 노래하고 있다. 이 연작시를 아우르는 제목부터 자
연적 삶 혹은 현세와 대조되는 신비적 초월적 영역을 함의하고 있다. 시에는
삶과 죽음, 현세와 내세, 자연과 초자연, 전통신앙과 기독교, 서양의 문명과 동
양의 정신세계 등 많은 대응 요소들이 상호작용하며 시인의 세계관과 시대정신
을 웅변하고 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현세에서의 생식과 대비되는 세상을
떠난 영혼의 결합, 남성 중심의 삼위일체에 대한 비판으로 내세운 남자,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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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의 양성적 삼위일체, 이집트에서 로마까지 스러져 간 서양 문명과 대비시
킨 힌두교의 은자의 인간 정신의 각성을 일깨우는 외침처럼 표면적으로 비유와
상징에 가득 찬 시의 이면에는 부인할 수 없는 안티노미의 흐름이 존재한다.
시인은 이 연작을 통해 성의 문제를 자연계를 넘어 천사와 같은 존재들의
초자연적 영혼들의 세계로 확대하였다. 가시적인 대응구조인 남자와 여자의 결
합에 천상의 합일을 대척점에 놓아 섹슈얼리티의 안티노미 구도를 갖추었다.
나아가 원형의 잠재의식으로 간주할 수 있는 음양의 우주적 상징인 해와 달의
결합이 인간의 사랑을 재현한다는 시상도 또 다른 대립요소로 나타난다.
예이츠가 제시한 종교적 안티노미는 이미 넓고 깊이 인식된 기독교 정신과
교리를 전혀 새롭게 사색하게 하는 일종의 도발이다. 그는 시적 화자의 목소리
를 빌어 남성 위주의 성 삼위일체가 아닌 남녀와 자식으로 구성되는 양성적 삼
위일체를 주장하고 사랑이 아닌 증오가 천국으로 인도할 것이라고 말한다. 기
성의 종교적 사유에 충격을 주는 대조적 사유를 제시한 것이다.
문명의 대립구도는 서양의 긴 문명사를 동양의 은자가 일갈해서 허무는 데
압축돼 있다. 성산 메루의 은둔자는 종교적, 철학적, 문명사적 혜안으로 모든
서양의 문명이 동양적 사유로 대체됨을 설파한다.
본 연구는 안티노미가 내용과 형식 양면에서 어떻게 전체 작품을 관류하는
지 논술했다. 나아가 예이츠에 대한 전기적 역사적 자료를 기초 전거로 다룸으
로써 시인과 작품의 문학사적 위치와 의의를 확인했다. 마지막으로 종교, 섹슈
얼리티와 문명의 주제를 다양한 시각으로 다루는 현대 문학비평의 기조를 따
라, 시인의 대표적 연작시에 담긴 이러한 명제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모든 연구
의 흐름이 안티노미의 개념으로 수렴되도록 노력했다.

Notes
1) W. B. Yeats. Collected Poems of W. B. Yeats. (London: Macmillan, 1961) p.282. 이후 예이츠의
시 인용은 약어 CP와 이 책의 페이지만 표시한다. 시인의 다른 저작의 인용도 약어와 해당
페이지만 표시한다.
2) 1933년 2월에 쓴 한 서신에, ‘that saying of Swendenborg’s that the sexual intercourse of the ang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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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a conflagration of the whole being’이라는 구절이 있고, 3월의 편지에도 ‘He(Swedenborg)
somewhere describes two spirits meeting and as they touch they become a single conflagration’라는
표현이 있다.(Jeffares 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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