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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는 말

정신분석학적 관점에서 시작품을 이해하려는 시도는 사실 참으로 어려운 일이
다. 그동안 예이츠의 시작품을 프로이트(Freud)나 융(Jung)의 정신분석학과 접목
하여 연구한 사례는 희소하였고, 그런 학문적 연구물들이 나왔다 하더라도 “그
관점이 텍스트에 어색하게 적용”되었거나, “텍스트에 대한 이론적 실천을 시도
하지 않고 막연히 이론들만 재정리하여 텍스트와 분리”되는 느낌을 주었다(이규
명 6). 특히, 예이츠의 텍스트에 대한 정신분석학적 관점의 선행 연구가 다른
시인들의 그것과 비교해서 극히 부족하여 “객관성의 문제가 제기”(29)되기도 하
지만, 객관성의 지나친 강조는 자칫 그 분야의 연구에 대한 시도 자체를 꺼려하
거나 회피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진중할 필요가 있다.
융 분석가인 샌포드(Sanford)는 인간의 내면으로 깊숙이 들어가면 인간은
성별에 상관없이 심리적으로 여성과 남성, 즉 양성의 특징을 동시에 지니고 있
다고 한다. 이러한 양성 주장이 프로이트와 융으로부터 시작된 것은 아니며, 진
화론적 입장에서 우주의 초창기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최초의 생명체인 원시생
물은 암수의 구분이 없는 자웅동체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창조론의 입장에서도 하나님은 양성적 존재로 그 자신의 형상을 따라 최초의
인간을 창조하였으며 이 양성을 한 몸에 지닌 온전한 존재가 남녀로 나뉘어져
떨어진 반쪽과 다시 합치려는 갈망을 갖게 되었다. 또한 아메리칸 인디언의 정
신세계와 전통을 전파하는 하이예메요스츠 스톰(Hyemeyohsts Storm)은 모든
남자의 내면에는 여성의 심혼이 있고, 모든 여자의 내면에는 남성의 심혼이 있
다고 했으며, 고대 연금술사들도 인간이 남자의 외양을 하고 있더라도 내면에
는 여성적 부분이 감추어져 있다고 생각해왔다고 한다. (Sanford 19-21)
융은 인간의 정신(psyche)을 자아, 개인 무의식과 집단 무의식 세 부분으로
구분했다. 개인 무의식이란 어릴 때부터 경험한 기억들이 축적된 것을 말하며
집단 무의식이란 더 깊은 곳에 모든 인간이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는 것을 말한
다. 전자가 후천적이라면 후자는 선천적으로 이 후자를 구성하는 선천적인 조
건들을 융은 원형(Archetypes)이라고 불렀다. 수많은 원형들 중에서 남자의 무
의식에 존재하는 여성성을 아니마(Anima)라고 하며 여자의 무의식에 존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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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성을 아니무스(Animus)라고 한다(Jung 1978: 36). 아니마는 “감상적 기분,
우수, 음산한 예감, 허무함, 쓸쓸함에서 야기되는 폭풍 같은 분노, 격렬한 열정,
대 환희”에 이르기까지 복잡하고 다양한 감정들로 나타난다(이부영 65). 이러한
아니마는 아니마 문디(Anima Mundi)와는 구별되면서도 공통적인 속성을 지닌
원형으로, 전자가 남성인격의 여성적인 부분을 말하는 것으로 개인령(Individual

Soul)에 속한다면, 후자는 우주를 하나의 존재로 보고 그 우주에 존재하는 영
혼을 말하는 것으로 세계령(World Soul)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두
원형은 “전체적인 조화와 질서를 지향하는 영혼”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고 번
식하는 생명의 근원”(김주성 208)이라는 점에서 유사점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아니마와 아니마 문디 원형은 문학에서도 중요한 소재와 주제로 사용되고 있으
며 이 원형을 파악하는 것이 예이츠 시세계를 이해하는 데 필요하다. 융의 원
형이론으로 예이츠의 작품을 설명하려는 시도는 아직 부족하지만, 예이츠의 신
비종교, 형이상학적 추구, 자동기술법 등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발표 등으로 인
해 관심을 받기 시작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아니마의 영향으로 발생한 다양한 정서와 감정들이 예이츠
의 시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며, 어떠한 의미와 영향력을 내포하고 있는
지를 모드 곤의 아니무스 변화와 비교하면서 고찰해 보고자 한다. 제1장에서는
융의 분석심리학적 관점에서 집단 무의식의 원형을 구성하는 아니마와 아니무
스, 페르소나와 그림자의 개념과 상관관계에 대해 고찰한다. 제2장에서는 예이
츠의 초기 시와 중기 시에서 아니마와 아니무스가 어떻게 투사되며 그것이 어
떠한 의미를 지니고 예이츠 시와 인생관에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본다. 마지막
으로 제3장에서는 예이츠가 영매인 하이드-리즈(Hyde Lees)와 결혼한 이후 그
녀의 자동기술의 영향으로 아니마 투사가 어떤 방향으로 전이되었으며, 그러한
전이가 그의 시와 철학적 체계의 구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후기시를 중
심으로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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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집단 무의식의 원형에 대한 고찰
융은 알프레드 아들러(Alfred Adler)와 더불어 프로이트의 리비도(libido)에
함의된 성애(sexuality)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고 무의식의 과정을 깊이
연구한 정신분석학자로 주로 무의식의 심층을 그 연구과제로 다루었다. 그는 균
형 잡힌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경우 “이성적 자아가 이드와 초자아를 잘 통
제”하고 있으며, 이들에게는 “이성적인 의식과 비이성적인 무의식 사이의 협동
관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했다(이규명 107). “자아의 진실을 탐구하는 셀
프-심리학(self-psychology)”에 초점을 둔 융은 프로이트가 주장한 억압된 성적
에너지로서의 리비도를 거부하고 집단 무의식을 그 핵심의 원리로 삼았다(89).
프로이트는 “무의식을 의식으로 조절하는 과학적인 방법론과 경험론을 혼합하
는 합리론”의 적용 가능성을 옹호 했으나, 융은 “무의식이 의식적인 사고와 추
론으로 재현될 수 없으며” 인간이 자신들의 개인 무의식에 영향을 주듯이 집단
무의식 또한 인간에게 상당한 영향을 준다고 생각했다(107). 프로이트는 융을
자신의 정신적 아들이자 후계자로 보고 융을 제외한 누구도 자신이 설립한 정
신분석학의 전체적인 일을 계승해서는 안 된다고 말할 정도로 융을 믿고 의지
했지만, 융은 프로이트가 성욕 이론’(sexual theory)에 과도하게 치우쳐 이것을

“숭고한 신념의 대상”으로 삼았다고 비판했다(96). ‘들어가는 말’에서 개인 무의
식과 집단 무의식의 개념적 정의는 상술하였기에, 제1장에서는 집단 무의식을
구성하고 있는 아니마와 아니무스, 페르소나(persona)와 그림자(shadow) 원형들
이 어떤 개념을 지니며 서로 어떠한 관계에 놓여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원형(archetypes or primordial images)은 그 개념의 특성상 정확한 정의가
불가능하지만, 융의 저서 인간과 상징 (Man and His Symbols)에서 원형을 다
음과 같이 정의 한다:
원형이란 용어는 종종 어떤 특정한 신화적인 이미지나 모티프를 의미하는 것
으로 이해되지만, 이것은 의식적인 표상에 불과하다. 그러한 다양한 표상은
조상으로부터 계승되거나 유전된 것은 아니다. 원형은 그러한 표상들—그 기
본 패턴들은 잃어버리지 않고 세부적인 면에서 상당히 다양할 수 있는 표상
들—을 만들어 내는 성향이다. (Potter에서 재인용 5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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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원형이라는 것은 “단순한 명칭에 불과한 것”도 아니며 “철학적 개념
에 불과한 것”도 아니라, “생명 그 자체의 조각들”이라고 할 수 있다(Jung 2009:

144). 원형은 다양한 형태로 표상되는 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외적인격인 페르
소나, 내적인격에 해당하는 그림자, 그리고 그림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아니마
와 아니무스 등이 있다. 각각의 개념과 상관관계 및 인간의 자아실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순서대로 상세히 고찰해 보기로 한다.
페르소나란 그리스어로 ‘가면’(mask)을 뜻하며, 인간이 집단사회 속에서 살
아가는 동안 집단에 의해서 요구되는 태도, 생각, 행동규범, 역할을 말한다. 이
것은 자아가 바깥세계에 적응할 때 필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외적인격 혹은 사
회적 인격이라고도 명명한다. 이부영은 인간이 바깥세계뿐 아니라 내면세계, 즉
무의식과도 관계를 맺어야 하며 그 속에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발견해야하기
때문에 페르소나를 삶의 최종목표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30). 융에 따르
면 “집단성(collectivity)의 지배를 받는 페르소나는 집단적 성향을 띠는 무의식
과 동일시”되어 자아발견을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박종수 157), 페르소나가 자
아와 구별되고 무의식과 진정한 대면을 하게 되어 집단성과 개인성이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인간의 개성화가 진행된다고 한다. 그러나 페르소나는 집단성
에 사로잡힌 사람일 경우 집단이 요구하는 인격을 갖추기 위해 끊임없이 가면

(mask)을 쓰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진정한 자아발견을 어렵게 만든다는 부
정적인 측면도 있다(158). 리차드 엘만(Richard Ellmann)의 마스크 이론에 따르
면, 마스크는 집단의 요구에 맞추기 위한 목적 외에도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상처받지 않거나 어떤 일에 가볍게 연루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어적인 무기로
도 사용되어 “배우가 무대와 분리되듯이” 우리가 우리 자신의 경험으로부터 분
리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이규명 116).
그림자란 의식적 자아가 인식하지 못하는 인격의 무의식적인 부분으로, 융
이 그림자라는 용어로 이러한 어두운 면들을 표현한 이유는 실제 꿈속에서 이
것들이인격화한 모습들로 나타나기 때문이다(Jung 2009: 258). 그림자는 긍정적
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동시에 내포하며, 우리의 의식적인 삶에 덜 내포될수록
그 그림자는 더욱 깊고 짙어 진다. 또한 그것은 부분적으로 원시적인 동물적
본능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본능적이든 이성적이든 간에 심리적으로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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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되는 경향이 있다. 투사는 외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투사를 만들어 내는
요소인 그림자 원형은 자유로운 손을 지니고 있어서 그 대상을 인식하고 선택
하며, 자아(ego)와 현 세상 사이에서 점차 짙은 환각의 장막으로 작용함으로써
개인을 타자와 집단으로부터 차단하거나 해를 입히기도 한다. (Jung 1973: 63)
내적인격으로써 그림자는 나와 아니마, 그리고 아니무스 사이에 존재하며, 그림
자가 아니마나 아니무스를 감싸고 있어서 그 모습을 뚜렷이 볼 수는 없지만,
이 두 요소는 서로 교대로 등장하여 의식화를 추구하기 때문에 그림자를 의식
화하지 않고는 아니마를 의식화하기란 어렵다(이부영 33). 지금부터 융이 아니
마, 아니무스라고 부르는 심혼이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 상세히 고찰해 보기
로 한다.
프로이트는 “여성의 열등감을 남근결손에서 온 남근선망과 결부시킴으로써
여성심리를 일방적으로 남성 우위의 관점에서 기술”하는 데, 이것은 일반적으
로 역사 속에서 드러나거나 사회적 통념으로 굳어진 여성관과 남성관을 기술한
것이다(이부영 31). 이러한 관점은 여성과 남성에 대해 사회가 요구하는 집단적
인 견해로써 시대가 바뀌고 사회나 집단에서 남성과 여성에게 요구하는 역할이
달라짐에 따라 언제든 그 강조점이 바뀔 수 있는 관념이다. 반면, 융의 아니마,
아니무스 학설은 남녀를 동등한 선상에 놓고 서로 다른 특성을 의식과 무의식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다루고 있다(25). 따라서 남성이 ‘남자답다’는 전통적 사
회적 남성관을 아무런 의심 없이 그대로 자기 자신의 역할로 알고 살다보면 자
아는 내면에 있는 무의식의 심혼, 즉 아니마와 의식된 관계를 맺지 못하게 되
어 내적 태도인 심혼을 맹목적으로 따르게 될 위험에 처하게 된다(46).
그림자의 배후에는 제2의 상징적인 상이 또 존재하며 어렵고 미묘한 문제
를 제기하는데, 융은 이것을 아니마와 아니무스라고 부른다. 아니마, 아니무스
는 의식의 중심인 나의 무의식적 그림자와 자아 사이에 걸쳐 있다. 그래서 그
것은 나와 자아를 잇는 다리와 같다고 한다. 아니마, 아니무스는 남성으로서 또
는 여성으로서의 페르소나에 대응하는 무의식의 내적인격으로 “태초로부터 인
류가 남성과 여성에 대해 상상하고 체험한 모든 것에서 우러나온 원형의 조건
을 토대로 하는 시대와 사회를 초월한 인류공통의 보편성을 지닌다.” (이부영

33-34) 아니마는 남성의 마음속에 있는 “여성적 심리 경향이 인격화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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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연한 느낌이나 기분, 예견적인 육감, 비합리적인 것에 대한 감수성, 개인적
인 사랑의 능력, 자연에 대한 감정, 그리고 무의식” 등의 심리적 경향을 나타낸
다(Jung 2009: 273). 또한 아니마나 아니무스 원형은 “비극적일 정도로 숙명성”
을 지니고 있으며 “온갖 운명이 얽힌 실타래의 근원”으로써 각각 에로스와 로
고스적 성질을 지니고 있다(이부영 95). 두 원형의 차이를 한마디로 지적한다면

“아니마는 기분(mood)을, 아니무스는 의견(opinion)을 만들어낸다”(63)고 할 수
있다.
남성이 어떤 여성을 처음 본 순간 바로 사랑의 감정을 느끼게 되는 것은
그녀의 모습이 그의 내면에 있는 아니마의 이미지와 정확하게 일치하기 때문이
다. 아니마의 투사는 남성과 투사대상인 여성 사이에 짙은 환각의 장막을 드리
우기 때문에, 남성은 처음 본 그 여성을 마치 오랫동안 가까이 지내온 사람처
럼 생각하게 된다. 아니마의 중요한 역할로는 첫 눈에 반하게 만드는 강렬한
사랑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일 외에도 “남성의 마음을 올바른 가치와 조화시
키고 보다 심원한 내적 깊이로 향하는 길을 열어 주는” 역할도 병행한다.

(Jung 2009: 278) 1889년 23세의 청년 예이츠가 자신의 집을 방문한 모드 곤
을 처음 본 순간 사랑에 빠지게 된 것은 그의 아니마의 모습과 모드 곤의 이미
지가 정확하게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모드 곤의 무관심
과 냉대로 인해 사랑의 고뇌와 좌절을 20년 이상이나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동
안, 예이츠의 아니마는 그림자의 배후로 더욱 깊이 그 실체를 감추는 대신, 그
가 올바른 가치를 지니고 심원한 내적 깊이로 들어가 진정한 자아를 발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다고 볼 수 있다.
아니무스는 여성의 무의식이 인격화한 남성상으로 아니마와 마찬가지로 긍
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모두 지닌다. 융에 따르면, 아니무스에 사로잡힌 여
성은 본래의 여성성, 즉 사회적으로 수용되고 인식된 여성적 페르소나를 상실할
위험에 처해 있다고 한다. 페르소나가 외부세계에 강하게 매료된 여성일수록 내
면에서는 “아니무스의 보상적 영향력”은 더욱 커지게 되고, 결국 이러한 여성은
내면세계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무의식의 지배를 더욱 강하게 받게 된다(박종수

277). 아니무스에 사로잡힌 여성은 대체로 “고집이 세고, 원칙을 고수하며, 매사
에 규칙을 정하고, 교리적이며, 세상을 개혁하려고 하고, 이론에 밝으며, 소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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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퍼뜨리고, 논쟁적이거나 지배적인” 심리 상태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290), 그
들은 대부분 “우리는 반드시 무엇을 해야 한다”라거나 “누구나 알고 있다” 혹
은 “항상 그렇지”라는 식으로 말하는 경향이 심하다(278). 이러한 여성은, 모드
곤이 예이츠나 아일랜드 국민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정치적 집단이 요구하는 이
상에 사로잡혀 여성 본연의 감성보다는 보편적 원리나 원칙, 집단적 의견을 중
시하게 된다. 이러한 모드 곤의 독선과 정치적 고집, 세상을 개혁하려는 의지,
예이츠와의 정치적 논쟁 등의 심리는 그녀의 내면에서 꿈틀거리는 남성성인 아
니무스의 지배를 받은 영향이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프란즈(Franz)에 따르면, 현대 여성들의 내면에는 가부장 사회에서 오랫동
안 심하게 억눌려 왔던 감정을 마음껏 발산하려는 욕망이 존재하는 데, 이러한
부정적인 아니무스에 사로잡힌 여성들은 아니무스의 투사 대상인 남성들을 향
해 연인의 감정보다는 경쟁적이고 공격적인 태도를 취하는 경향이 자주 보이
며,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을 속이는 거짓행동을 자신도 모르게 반복하기도 한
다(박종수 284). 모드 곤은 지나치게 공격적이고 선동적인 정치적 성향을 예이
츠나 아일랜드 국민들에게 투사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그녀는 예이츠의 도움
으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의도와 정신적 애인인 예이츠를 다른 여성에게
빼앗기지 않으려는 욕심 때문에, 프랑스 변호사이자 기자인 루시앙 밀레보이

(Lucien Millevoye)와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적으로 맺어왔으며 그들 사이에 두
명의 사생아가 있다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속이게 된다(Brady 54). 이러한 모드
곤의 지속적이고 의도적인 거짓말의 반복은 그녀가 도덕적으로 타락한 여성이
기 때문에 나오는 행동으로 해석하기 보다는, 그녀가 자신의 힘으로 제어할 수
없을 만치 강력한 아니무스에 이끌려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을 속이는 거짓행동
을 지속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아니무스는 또한 마음속에 내재한 “거룩한
신념이라는 모습”을 취하기도 하는 데, 어떤 여성들은 소란스럽고 격정적인 태
도를 취하면서 이러한 신념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려고 든다(Jung 2009: 295).
모든 곤이 예이츠나 아일랜드 국민들에게 선동적인 연설이나 격정적인 논쟁으
로 그녀의 정치적 신념을 강요하려는 심리 또한 아니무스의 지배를 받았기 때
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지극히 아름답고 여성스럽게 보이는 여자일지라
도 그 내면의 아니무스는 완고하고 냉혹할 수도 있는데, 모드 곤이 예이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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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해 보여준 고집스럽고, 차갑고, 지극히 접근하기 힘든 속성들도 아니무스의
영향으로 생겨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아니무스가 온통 부정적인 요소들,
즉 “잔혹하고, 무모하고, 허황하고, 과묵하고, 완고하고, 악의적인” 것들로만 이
루어진 것은 아니며 긍정적인 요소들도 있다(295). 아니무스의 긍정적인 영향을
받은 여성들은 남성 이상으로 새롭고 창조적인 관념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며,
그들의 “아니무스가 표명하는 담대함은 창의적인 생각과 관념으로 남성들을 자
극하여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도록” 이끄는 힘이 된다(김미연 외 2003: 298). 모
드 곤의 경우 그녀의 긍정적인 아니무스가 예이츠를 자극하여 새롭고 창의적인
시적 시도를 하도록 이끌었다기보다, 예이츠 자신이 모드 곤의 부정적인 아니
무스로 인한 고뇌와 좌절을 내면으로 흡수하여 자신의 긍정적인 아니마와 적절
한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 ‘시’라는 방법으로 승화시키는 탁월성을 지녔기 때문
으로 해석해야 한다.
모드 곤은 예이츠를 정신적으로 사랑하면서도 육체적으로는 루시앙과 불륜
의 관계를 맺고 두 아이를 출산하면서도 “윌리(예이츠)와 정신적으로 결혼하는
것에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고 1898년 영혼결혼식을 올린다(Brady 150). 모드
곤처럼 루시앙과 예이츠 두 남자에게 동시에 끌린 경우, 그녀가 두 남자에게서

“자신의 아니무스 이미지가 갖고 있는 서로 다른 속성들”을 찾았기 때문으로
설명할 수 있다(Sanford 152). 결국 이러한 여성은 두 남자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하게 되고 어느 한 쪽에서도 안정을 찾을 수가 없다. 아니무스의 투사로
이러한 이중적 태도가 자신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이 지속된다는 사실을 알기
전까지 그녀는 두 남자와 심리적으로 연결되지 않을 수가 없다. 샌포드는 이런
상황에서는 한 쪽을 포기하고 한 남자를 택하는 것은 “마치 자신의 왼쪽 팔이
나 오른쪽 팔을 포기하는 것처럼 느껴질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152).
융은 그의 저서 무의식의 심리 (The Psychology of the Unconscious)에서
여성의 아니무스를 다음과 같이 4단계의 발전과정으로 설명한다;
첫 번째 단계에서 아니무스는 단순한 육체적 능력의 인격화로 나타난다. 가
령 스포츠의 우승자나 근육질 남성이 그 좋은 예이다. 그러다가 두 번째 단
계에 이르면 아니무스는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행동하는 능력을 드러내 보인

302

Haksun Han
다. 그러다가 세 번째 단계에서 아니무스는 말씀(word)이 되어 교수나 목사
같은 사람으로 인격화 한다. 마지막 단계인 네 번째 단계에서 아니무스는 의
미의 화신이 된다. 바로 이 최종 단계에서 아니무스는 아니마가 그랬듯이 삶
에 새로운 의미 부여를 가능하게 하는 종교적 체험의 중개자가 되는 것이다.
(Jung 2009에서 재인용: 298)

모드 곤의 경우 이 4단계의 아니무스를 두루 거쳤다고 볼 수 있다. 제1단계로
그녀는 여신과 같은 거대하고 당당한 외모를 지녔으며, 제2단계로 그녀는 주도
적이고 계획적으로 아일랜드의 독립운동을 위해 사람들을 만나고, 화려한 연설
문을 작성하여 수많은 신문이나 잡지에 기고를 하였는데, 루시앙의 영향으로 1
년 동안 무려 2,000개나 되는 글을 프랑스 신문에 게재했다. 제3단계로 그녀는
유창한 웅변술을 지닌 연설가로 퇴거당한 아일랜드 소작인들을 위해 연설하고
아일랜드 독립운동의 참여를 촉구하며 대중을 선동하기도 한다. 제3단계로 루
시앙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죽은 후에는 영혼과의 만남을 시도하고 영적
인 것과의 재회나 윤회에 지대한 관심을 가진다. 그러나 19세기 말의 전통적
여성관이 팽배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그녀의 정치적 활동은 상당수의 아일랜
드 민족주의 운동가들에 의해 진지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 결과 그녀는

“아일랜드 민족주의 단체에서 권위 있는 자리에 한 번도 임명되지 않았으며”
남성들은 “이성적이 아닌 감성적인 호소”를 통한 독립 자금의 마련을 위해 그
녀의 미모를 이용했다는 생각이 든다(Brady 69).
아니무스는 또한 결혼 생활을 어렵게 만들 수도 있는데, 특히 부부 중의 한
사람이 아니무스에 사로잡혀 있을 경우에는 지속적인 갈등이 야기되고 부부간
의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부부 싸움에서 아니마와 아니무스는 상대방을 자
극함으로써 공격적인 자세를 취하게 만들고, 대화의 질을 떨어뜨리며 불쾌하고
감정적인 대립 분위기를 자아낸다. (Jung 2009: 298-299) 모드 곤의 루시앙과
의 결별, 남편 존 맥브라이드와의 별거와 소송 등도 그녀가 아니무스에 심각하
게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긍정적
이고 부정적인 면을 동시에 갖춘 아니마와 아니무스가 예이츠의 초기 시와 중
기 시에 어떻게 표현되며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고찰해 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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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예이츠의 초기 시와 중기 시에 나타난 아니마와 아니무스
제2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가정적이고 순종적인 것을 요
구하던 전통적 여성관이 팽배하던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의 아일랜드에서, 여
성은 남성에 의한 탐미의 대상이나 생산의 도구로 주로 인식되었다. 역사적으
로 여성은 아버지와 아들이 동시에 어머니의 사랑을 다투는 “사회존립의 신화
로서의 가족 로망스의 구심점”이 되어왔다(이규명 61). 모드 곤을 만나기 이전
에 쓰여진 ｢
아나슈야와 비자야｣(“Anashuya and Vijaya”)는 아버지에 의해 거세
의 위협을 느낀 비자야가 사랑하는 어머니(암리타)의 품을 떠나 황금시대 인도
의 젊은 여승인 아나슈야와 일체화됨을 보여주는 시로써, 예이츠의 아니마가
모드 곤과 같이 살아있는 여성이 아닌 상상적 이미지를 향해 투사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비자야. 나는 다른 여자를 사랑했소. 하지만 이제는 아니오.
아득한 옛날 허물어진 숲 속에
당신이 살고 있고, 그 마을의 주변에 그녀가
눈먼 늙은 나무꾼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다오;
조금 전에 나는 그녀가 문에 서 있는 모습을 보았소.
아나슈야. 비자야, 더 이상 그녀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맹세하세요.

Vijaya. I loved another; now I love no other.
Among the mouldering of ancient woods
You live, and on the village border she,
With her old father the blind wood-cutter;
I saw her standing in her door but now.
Anashuya. Vijaya, swear to love her never more. (CP 13)

이 시에서 비자야는 예이츠의 페르소나로 그는 어머니를 나타내는 ‘그녀’의 품
을 떠나 아나슈야의 품에 안긴다. 비자야가 아니무스의 투사 대상을 어머니에
게서 아나슈야란 새로운 여성으로 전이한 이유는 “어머니와의 일체화를 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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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명 61)하는 아버지가 두려워서라고 설명할 수 있다. 거세의 위협을 느낀
비자야는 아나슈야의 품에서 그녀와 일체화됨으로써 어머니에 대한 자신의 욕
망의 투사를 거둔다.
융은 다양한 아니마 성향을 가져오는 배경을 탐구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명상을 통한 아니마와의 대화로 아니마를 객관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한
다. 그가 개발한 방법은 꿈의 해석과 더불어 무의식의 내용을 인식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 환상의 이미지나 꿈에 나타난 영상, 혹은 “무의식적인 착상과 감흥
같은 것을 밖으로 내놓아 마치 자기 주위에 그 감흥, 또는 착상의 주인공이 존
재하는 듯이 상상하고 그와 대화를 나누는 식”으로 그것들의 실체를 집중적으
로 추구해나가는 방법이다. 이러한 방법은 무의식을 생각나는 대로 상상하는

“수동적 환상”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무의식의 이미지를 객관화하고 의도적으로
자아와 분리시키기 때문에 “적극적 명상”이라고 한다. (이부영 87) 모드 곤을
만나기 이전의 시에서 예이츠는 상상의 이미지와 대화함으로써 아니마의 객관
화를 시도하였고, ｢
이니스프리 호도｣
(“The Lake Isle of Innisfree”)에서는 무의
식적인 착상과 감흥을 자연에 투사함으로써 아니마의 객관화를 추구하였다고
볼 수 있다;
나 이제 일어나 가리, 이니스프리로,
그곳에 진흙과 욋가지로 작은 오두막을 짓고;
아홉이랑 콩밭과 벌집 한 통 가꾸며,
벌 소리 요란한 골짜기에 홀로 살리.
그리하면 나는 그곳에서 평화로우리, 평화는 서서히 방울져 내리리,
아침의 장막으로부터 귀뚜라미 우는 곳까지;
그곳에서 한밤중의 희미하게 빛나고, 대낮은 보라 빛,
그리고 저녁은 홍방울새 날개 짓으로 가득하리.

I will arise and go now, go to Innisfree,
And a small cabin build there, of clay and watters made;
Nine bean-rows will I have there, a hive for the honey-bee,
And live alone in the bee-loud gl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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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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P 44)

이 작품에서 특히 주목할 것은 평화와 안식을 의미하는 장소 ‘이니스프리’로
이곳은 예이츠가 가상으로 설정한 심미적인 곳일 수도 있지만, “여러 원형들이
집산하여 의식적 억압 없이 자유롭게 노니는 무의식의 공간”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Jung 2009: 98).
예이츠는 첫눈에 모드 곤과 사랑에 빠졌다. 그녀를 향한 그의 아니마의 투
사가 얼마나 강렬하고 지속적이었으며, 얼마나 큰 고뇌를 안겨다 주었는지 W.

B. 예이츠의 회고록 (The Memories of W. B. Yeats)에 자세히 묘사되어 있다;
내 인생의 고뇌가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나는 살아 있는 여인에게서 이렇게
굉장한 아름다움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 . 버마의
징소리처럼 주체할 수 없는 강력한 혼란을 그녀는 내 인생에 가지고 왔다. 그
러나 혼란 중에서도 나는 많은 즐거운 순간들을 가질 수 있었다. (Brady에서
재인용: 19)

모드 곤은 여성으로서 그렇게 박학한 지식인은 아니었지만 오리어리((O’Leary)
가 켈트 신화나 아일랜드의 역사에 관한 시와 책들을 읽도록 고무했다. 특히, 시
에 대한 관심이 높았기 때문에 오리어리의 여동생이 써준 소개장을 들고 1889년
예이츠의 집을 방문하게 된다. (Brady 59) 예이츠가 첫 만남에서 모드 곤에게 왠
지 모를 강렬한 끌림을 느꼈다는 것은, 그녀의 모습이 그의 아니마의 모습과 정
확하게 일치했기 때문에 강렬한 아니마를 그녀에게 투사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니마와 아니무스는 남녀를 강렬한 감정에 사로잡히게 만드는
신비스러운 사랑의 에너지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남성이 여성에게 긍정적인 아
니마를 투사하면 그녀는 그에게 행복과 축복을 가져다주는 신비로운 여신과 같
은 존재로 인식되어 “에로틱한 환상과 성적 갈망의 대상”이 된다(Sanford 36).
그 결과 남성은 그녀와 함께라면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을 만치 그녀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여, 그녀의 진면을 보려 하지 않고 자신이 투사한 아니마의 이미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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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려고 한다. 이러한 착각은 여성의 본 모습이 남성의 아니마가 선망하는 “이상
적인 여신의 이미지”에 의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생겨난다(36). 예이츠는 모드
곤과의 첫 만남을 기리기 위하여 ｢
화살｣
(“The Arrow”)이라는 시를 썼다.
내 그대의 아름다움에 대해 생각했소, 거친 생각에서 빚어진
그리고 이 사랑의 화살이 나의 골수에 꽂혀버렸소.
당신을 우러러보지 않을 남자는 이 세상에 없을 것이요.
한 여인으로 내 가슴속에 새로이 자라난 그대,
빼어난 몸매와 고상함, 얼굴과 가슴은
살구꽃처럼 아름답게 빛나는 구려.

I thought of your beauty, and this arrow,
Made out of a wild thought, is in my marrow.
There’s no man may look upon her, no man.
As when newly grown to be a woman,
Tall and noble but with face and bosom
Delicate in colour as apple blossom. (CP 77)

융에 따르면, 아니마와 아니무스가 남녀 간에 서로 투사될 때는 상대방에 대해
서 의지하는 마음이 강박적으로 생겨나 둘은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관계에 이르
게 된다고 한다. 그러나 남자와 여자는 각각의 의식적 측면에서 고유한 개인적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니마와 아니무스 원형의 상이 결코 그 투사된 상
대의 실제 모습과 같을 수는 없다. (이부영 119) 예이츠와 모드 곤의 관계처럼
남성이 여성에게 일방적으로 구애하는 짝사랑일 경우이든, 서로 죽도록 사랑하
는 경우이든 투사된 이미지와 실제 그 사람의 진면에서 괴리를 발견하는 것은
실망스럽고 괴로우며 인정하기조차 힘든 일이다. 따라서 아니마나 아니무스의
투사를 거두고 각자 마음속의 여성적, 남성적 요소를 자신의 인격 속에 통합시
키는 것이 중요하다. 더욱 필요한 것은 여성적 요소들과 남성적 요소들 사이의
조화로운 협동이 계속 일어나도록 노력하여 편향되고 그늘진 존재로 살아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이제, 이러한 인격의 조화와 협동이 일어나기 전, 모드 곤
의 강렬한 로고스적 아니무스의 투사와 예이츠의 에로스적 아니마의 투사가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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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화음을 일으켜 예이츠에게 고뇌와 절망을 가져온 시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예이츠는 자신의 문학과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세 여인으로 그레고
리 부인, 올리비아 세익스피어, 그리고 모드 곤을 언급했다. ｢
친구들｣

(“Friends”)이란 시를 통해 예이츠는 모드 곤을 향한 아니마의 투사가 받아들여
지지 않아서 느끼는 좌절감과 상실감이 그의 삶을 얼마나 비참하게 만들었는지
노래하고 있다; 그리고 내 청춘이 사라질 때까지 / 동정의 눈길 한 번 주지 않
고 / 모든 것을 앗아가 버린 그녀는 또 어찌 할꼬?”(CP 124). 융은 청년기를

12세에서 40세로 보았는데, 예이츠는 23세에 모드 곤을 처음 본 순간 사랑에
빠진 이후 52세가 될 때까지 청년기를 거쳐 장년기에 이르기까지 그녀의 영원
미를 노래했지만 그녀로부터 따스한 사랑의 눈길 한번 받지 못했다. 루시앙과
헤어지고 난 후에도 모드 곤은 예이츠의 구애를 끝까지 거부하고 정신적 사랑
을 핑계대면서 그의 사랑을 받아주지도 질긴 인연을 끈을 놓지도 않고 곁에 붙
잡아 두고 싶어 했다. 여성의 이러한 이중성과 관련하여 융은 아니무스가 “질
투심 많은 애인”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이부영 70). 모드 곤의 이중성은 루
시앙과의 부적절한 관계를 포기하지 않으려는 욕심과 예이츠를 올리비아 세익
스피어와 같은 다른 아름다운 여성에게 빼앗기지 않으려는 질투심으로 보인다.
또한 루시앙과 예이츠란 두 남자에게서 “자신의 아니무스 이미지가 갖고 있는
서로 다른 속성들”을 찾았기 때문으로도 설명할 수 있다(Sanford 152).
융에 따르면, 아니무스에 사로잡힌 여성은 “아니무스 의견은 언제나 집단적
이며 누구나 인정해야 하는 보편적 진실”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완고하게 자
신의 의견을 타인에게 주장하며 받아들이도록 강요한다. 아니무스 의견들을 주
장하는 여성이 아름다울 경우, 그들의 말 속에 어린애다운 애절함이 묻어 있기
때문에 남성은 마치 “인자한 아버지 같은 가르침으로 그녀의 아니무스 의견에
대응”하지만, 남성이 그 여성에게 경쟁심을 느끼거나 절망감을 갖게 되면 아버
지 같은 배려는 사라지고 만다. (이부영 70) 모드 곤은 자신의 아름다움을 이용
하여 예이츠가 그녀의 아니무스 투사를 받아들여 주기를 원했고, 예이츠는 그
녀의 유혹에 굴복하여 고뇌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모드 곤의 이중적 아
니무스의 투사에 관하여 그레고리 부인은 “모드가 아주 이기적이고 윌리를 가
지고 노는 것 같다”고 여겼으며, 그녀의 이기심에 대해 “그녀가 조용한 죽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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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이한다면 하나님은 불공평하시다”라는 아일랜드 속담을 인용해서 비꼬기도
했다(Brady 102). 모드 곤의 아니무스 영향으로 인한 과격한 정치적 성향과 구
애에 대한 무관심으로 인해 예이츠의 삶이 얼마나 큰 고통과 불행으로 점철되
었는지를 ｢제2의 트로이는 없다｣
(“No Second Troy)”를 통해 밝히고 있다;
내가 그녀를 왜 책망하겠는가?
그녀가 나의 삶을 고통과 불행으로 가득 채우고
무지한 사람들에게 가장 폭력적인 방법들을 가르치고,
소작인들을 대로로 내몰았다고 해서,
만약 그들이 소망에 걸 맞는 용기만 가지고 있다면?

Why should I blame her that she filled my days
With misery, or that she would of late
Have taught to ignorant men most violent ways,
Or hurled the little streets upon the great,
Had they but courage equal to desire? (CP 91)

예이츠의 사랑에 대한 모드 곤의 무관심과 냉대에도 불구하고, 노년에 접어들어
서도 그의 사랑은 변함없이 지속되며 오히려 편집적이며 맹목적인 성향을 띈다.
이것은 아니마의 투사가 전이될 대상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거나 모드 곤의 아
니무스의 영향으로 그 대상이 차단당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모드 곤이 예이
츠와 올리비아와의 만남을 방해한 사건을 ‘대상차단’의 예로 들 수 있다. 예이
츠는 1894년 4월 어느 식당에서 올리비아 세익스피어(Olivia Shakespeare)를 보
고 관심을 가지게 된다. 예이츠는 모드 곤을 향한 자신의 고집스런 사랑과 그녀
의 무정함을 털어놓았고, 행복하지 못한 결혼생활을 유지하던 올리비아는 예이
츠를 동정하게 되어 두 사람은 정신적, 육체적 교감을 나누게 된다. 모드 곤은
이 관계를 알게 되고 런던에서 예이츠와 식사를 함께 하고 싶다는 편지를 보낸
다. 예이츠는 아니마의 유혹을 끝내 뿌리치지 못하고 올리비아와의 약속을 저버
리고 모드 곤을 만나게 된다. 이 사건으로 예이츠가 여전히 모드 곤을 향한 아
니마의 투사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한 올리비아는 그와의 관계를
끝낸다. 하지만 두 사람은 아주 가까운 친구로 오랫동안 남아 올리비아가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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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에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서신 왕래를 계속했다. (Brady 86-90)
｢
그대 늙었을 때｣(“When you Are Old”)라는 시는 예이츠의 아니마가 모드
곤 심층의 “아니무스와의 일체감을 도모하려는 리비도의 강렬한 투사”를 반영
하고 있다(Jung 2009: 118). 이 시에서 예이츠는 모든 남성들이 정치적 목적에
이용하기 위해서 그녀의 미모를 칭송하고 사랑하는 척 하였지만, 오직 한 사람
자신만은 아무런 보상도 바라지 않고 고통마저 감수하는 순례자의 정신으로 그
녀를 사랑하였노라고 고백하고 있다. 이러한 무조건적이고 맹목적인 사랑의 집
착은 예이츠의 아니마가 선망하는 “이상적인 여신의 이미지”가 환각의 장막으
로 작용함으로써, 모드 곤의 진면을 보는 것을 방해하고 “자신이 투사한 아니
마의 이미지”만 추구하도록 이끌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Sanford 36);
WHEN you are old and grey and full of sleep,
And nodding by the fire, take down this book,
And slowly read, and dream of the soft look
Your eyes had once, and of their shadows deep;
How many loved your moments of glad grace,
And loved your beauty with love false or true,
But one man loved the pilgrim Soul in you,
And loved the sorrows of your changing face;
그대 늙고 백발이 성성하여 졸음이 쏟아지고
난로 가에서 꾸벅이며 졸 때, 이 책을 꺼내어,
천천히 읽으시오, 그리고 한 때 그대의 눈이 지녔던
부드러운 눈길과 깊은 그늘을 생각해 보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대의 즐거운 기쁨의 순간을 사랑했으며,
또 그대의 미를 참사랑 혹은 거짓사랑으로 사랑했던가를,
그러나 오직 한 사람만이 그대의 편력하는 영혼을 사랑했고,
그대의 변해가는 얼굴의 슬픔을 사랑했었음을 기억하시오; (CP 41)

다음 장에서는 예이츠가 집착적이고 맹목적인 아니마 특성을 깨닫기 시작하면
서 모드 곤에게 드리운 환상의 장막을 벗어던지고 현실을 직시하려는 노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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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하고, 영매인 하이드-리즈와의 결혼을 통해 외적인격인 페르소나와 내적인
격인 아니마와의 조화와 균형을 꾀함으로써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고 존재의 통
일을 추구해가는 과정을 고찰한다.

V. 아니마와 자아실현
예이츠 시는 후기에 접어들어 인간이 직면한 두 상반된 세계-이상과 현실,
영혼과 육체, 죽음과 삶-를 인식하고 이원론적 세계관을 시의 주제로 삼는다.
이것은 전기의 낭만적, 몽환적, 신비적 경향에서 벗어나 “이 대극의 현실을 수
용하고 극복함으로써 균형 잡힌 인격의 완성을 추구”하려고 노력한 것으로 볼
수 있다(이규명 14). 심층적 고찰 (Psychological Reflections)에서 융은 인생을
유아기(12세까지), 청년기(12-40세), 장년기(40-65세), 노년기(65세 이상)로 나눈
다(133-42). 융은 유아기와 노년기에는 부모나 자식, 그리고 주위 사람들에게
의존하고 자신을 의탁하기 때문에 내적, 외적 갈등이나 마찰이 거의 일어나지
않으며, 아니마나 아니무스의 투사가 에로스에 초점을 두고 발생하는 일도 거
의 없다고 밝혔다. 두 번째 단계는 청년기로 예이츠가 아니마 투사의 대상인
모드 곤을 만나 환희뿐만 아니라서 이루어지지 않는 사랑으로 인해 갈등, 고뇌,
좌절, 원망을 두루 경험하던 시기였다. 예이츠의 경우 아니마의 투사가 그 대상
과 일체를 이루지 못하고 자신의 무의식 속에 억압되었지만, ‘시’라는 매체를
통해 다시 표출함으로써 억압된 그림자를 승화시키고 자아의 발전을 모색한 시
기였다고 볼 수 있다. 세 번째 단계인 장년기에 접어들어 계속되는 모드 곤의
구애 거절과 과격한 정치적 성향으로 인해 예이츠는 자신이 살아온 삶은 반추
하고 반성하게 되고, 하이드-리즈란 젊은 여성과 결혼하여 아니마의 투사 대상
을 모드 곤으로부터 새로운 여성에게로 전이한 단계로, 영매였던 아내의 도움
으로 예이츠 시의 완성을 가져온 시기였다. 융은 장년기에는 개성의 고정화로
인해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신경증적인 증상이 나타난다고 했지만, 예이츠의 경
우 결혼과 아내의 자동기술의 도움으로 신경증적인 증상을 보이기보다는 오히
려 자아의 발견과 성취를 이루게 된다. 마지막 단계는 노년기로 융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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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기에는 자신을 남에게 의탁하고 자신의 책임을 감소시키려는 경향이 강하
다고 했지만, 예이츠의 경우 오히려 시인으로서의 책임의식을 더욱 강하게 느
꼈을 뿐만 아니라 정치에도 활발하게 관여함으로써 아일랜드 국민시인으로서
뿐만 아니라 공인으로서의 책임도 증가한 시기였다.
자동기술은 예이츠가 결혼 초기에 부인 하이드-리즈와 함께 실시했던 것으
로 그 내용의 일부가 그의 철학적 체계의 집대성이라고 할 수 있는 비전 (A

Vision)에 잘 드러나 있다. 윤정묵은 이 책을 “우주의 역사, 그리고 개인의 삶
에 대한 생각을 총망라하여 표현하고 있는 한 권의 철학서이자 지혜서”라고 말
한다(260). 자동기술은 하이드-리즈가 결혼 직후 남편의 아니마가 모드 곤이나
그녀의 딸 이솔트(Iseult), 그리고 올리비아 세익스피어와 같은 여성에게로 여전
히 투사되고 있음을 직시하고 아니마의 투사를 자신에게로 전이시키기 위한 필
사적인 노력으로 해석된다. 아니무스의 긍정적인 영향을 받은 여성들은 그들의

“아니무스가 표명하는 담대함은 창의적인 생각과 관념으로 남성들을 자극하여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도록” 이끄는 힘이 된다(김미연 외 2003: 298)는 말은 하
이드-리즈의 자동기술이 예이츠의 후기 시와 철학의 형성에 크게 영향을 미쳤
다는 점에서 이 두 사람의 관계에 잘 적용된다. 아니마의 전이와 창조적 재능
과 관련하여, 윤정묵도 “자동기술을 통해 예이츠의 과거의 여성 관계나 성문제
를 밖으로 들어냄으로써 그동안 억압되고 왜곡된 그의 성적 에너지를 자신에게
돌릴 수 있었다”(266)라고 밝힌 바와 같이, 예이츠는 그 에너지를 자아발견을
노래하는 후기 시로 표출했다.
｢
나는 너의 주인이다｣
(“Ego Dominus Tuus”)는 1918년에 발표된 시로 예이
츠의 자아추구의 과정을 잘 보여준다. 이것은 힉(Hic)과 일레(Ille) 두 남자가
주고받는 대화체의 시로, 라틴어로 힉은 ‘이것’이고 일레는 ‘저것’을 의미한다

(Wikipedia). 엘만(Ellmann)에 따르며 힉은 실용성을 추구하며 전통적인 인습을
고수하는 남자를 대표하고 일레는 현재가 과거의 전통과 단절되었다고 믿는 이
상주의자를 대표하는데, 에즈라 파운드(Ezra Pound)는 일레를 예이츠(Yeats or

Willie)와 동일시했다(Hirschberg 129). 예이츠가 ｢Ego Dominus Tuus｣란 시제
를 선택한 이유는 그가 단테1)에게서 동병상련을 느꼈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된
다. 단테는 신곡 (The Divine Comedy)이란 걸작을 통해 연옥의 산 위 지상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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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에서 성녀가 된 베아트리체와 만나게 되고, 예이츠는 모드 곤을 향한 아니마
투사의 거부에서 오는 심리적 억압과 고뇌를 승화시켜 그 투사 대상을 신격화
하고 그녀의 영원미를 찬양하는 시로 표출해 냄으로써 현세의 경험을 초월하여
이상미를 추구한 점에서 동병상련을 느낀 것으로 볼 수 있다. 아니마의 영향으
로 예이츠와 단테는 사랑의 포로가 되지만, 결국 억압된 어두운 그림자를 문학
이란 매체를 통해 표출시킴으로써 에로스적 욕망을 초월하여 참된 자아를 찾는
구도자적 길로 나아가게 되었다;
일레.

힉.
일레.

Ille.

Hic.
Ille.

심상의 도움을 받아
나는 나 자신과 정반대인 상대를 불러
이제까지 손도 안대로 바라보지 않았던
모든 것을 불러내었다.
나는 심상이 아니라 나 자신을 찾겠네.

.. . . . .
나는 이상한 존재를 불러본다
흐르는 물가 젖은 모래를 걸어가는 존재
가장 나 같은 모습을 한, 정말 나와 꼭 닮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시험 해봐도
전혀 나와 닮지 않은, 나의 반자아를.
By the help of an image
I call to my own opposite, summon all
That I have handled least, least looked upon.
And I would find myself and not an image.
.. . . . .
I call to the mysterious one who yet
Shall walk the wet sands by the edge of the stream
And look most like me, being indeed my double
And prove of all imaginable things
The most unlike, being my anti-self. (CP 160)

이 시는 아니마와 아니무스 발전 제4단계인 자신을 거울삼아 명상을 통해 참된
자아를 찾고 정체성을 회복하려는 구도적 태도가 잘 드러나 있다. 일레가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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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같은 모습”(most like me)과 “가장 나 같지 않은 모습”(the mose unlike)을
인정하고 그 둘을 동일시하려는 태도를 융의 관점에서 보면, 예이츠가 무의식적
원형인 아니마의 인식을 통해 모드 곤을 향한 집착에서 벗어나 더 이상 갈등과
방황을 하지 않고 조화와 합일을 추구하여 진정한 자아발견을 추구하려는 노력
으로 볼 수 있다. ｢
자아와 영혼의 대화｣
(“A Dialogue of Self and Soul”)에서도
그의 정체성 발견의 노력은 계속된다;
영혼. 나는 태고의 나선계단으로 그대를 부른다.
그대의 온 마음을 쏟아라. 그 가파른 계단 위에
저 무너져가는 흉벽에
숨겨진 극지점을 표시하는 저 별에;
방황하는 상념들을 모두 고정시켜라
모든 생각이 끊겨진 그 영역에:
누가 영혼과 어둠을 구별할 수 있겠는가?

My soul. I summon to the winding ancient stair,
Set all your mind upon the sleep ascent,
Upon the broken, crumbling battlement,
Upon the star that marks the hidden pole;
Fix every wandering thought upon
That quarter where all thought is done:
Who can distinguish darkness from the soul? (CP 234)

이 시에서 가파른 “태고의 나선형 계단”(the winding ancient stair)을 통해야 도
달할 수 있는 탑의 꼭대기는 노년의 지혜를 상징하며, “숨겨진 극지점을 표시
하는 저 별”(the star that marks the hidden pole)은 외적인격인 육체와 내적인
격인 영혼을 구분 짓은 경계로 볼 수 있다(CP 234). 그 영역을 넘어서기만 하
면 인간은 속세의 희로애락에서 초월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으며, ‘어둠을 대
변하는 영혼은 그 영역에서는 누가 영혼이고 누가 어둠인지 구분되지 않는 조
화의 경지에 이른다’라고 ‘영혼’이 ‘자아’에게 이야기한다;

314

Haksun Han
영혼. 그 영역에는 풍요로움이 넘쳐,
마음의 수반 위로 떨어져
인간은 더 이상 듣고, 말하고, 보지도 못한다,
왜냐하면 지성은 더 이상 구별하지 못 한다
존재하는 것과 존재해야 하는 것, 아는 자와 알려진 것을—
즉, 그것은 지성이 천국에 오르게 된 것;
오직 죽은 자만이 용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을 생각하면 나의 혀는 돌처럼 굳어진다.

My soul. Such fullness in that quarter overflows
And fall into the basin of the mind
That man is stricken deaf and dumb and blind,
For intellect no longer knows
Is from the Ought, or Knowers from the KnownThat is to say, ascends Heaven;
Only the dead can be forgiven;
But when I think of that my tongue’s a stone. (CP 235)

｢나는 너의 주인이다｣
(“Ego Dominus Tuus”)와 마찬가지로 이 시를 통해서도
예이츠는 이원적인 갈등의 세계에서 자아와 영혼은 서로 상대적 대극 영역에
속하지만 그 갈등을 넘어선 곳에서는 그 둘이 하나가 되고 둘의 합일이 실현
가능하다는 것을 노래하고 있다(서혜숙 150). 세속적이고 과학적인 지식들만 고
집하는 ‘자아’를 향해 ‘영혼’은 존재와 행위, 주체와 객체를 구별하려는 아집을
버리고 본질을 직시하라고 권고한다. 이러한 “분별적인 차별인식”을 버리고 본
래 자신의 모습을 찾을 수 있는 곳(오한욱 105), 즉 “태고의 나선형 계단”을
통과한 탑의 정상에서는 모든 사고가 하나의 사고 영역으로 집중되어 더 이상
구별이 필요 없는 존재의 합일에 이르게 된다고 예이츠는 노래한다(CP 235).
융의 관점에서 이 시를 좀 더 세부적으로 해석해 보면, 자아가 집단 무의식의
원형이자 내적인격인 그림자에 속 아니마를 있는 그대로 인식하고 수용하지 못
하면 자아는 외적인격인 페르소나를 자신의 진정한 모습이라 생각하게 되고 진
정한 자아발견은 불가능해 지는데, 노년에 접어들어서야 비로소 예이츠는 지혜
를 얻어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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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의 통일’이란 말은 단테가 그의 향연 (Convito)에서 미를 완벽하게
균형 잡힌 인체에 비유하면서 사용한 말로, 예이츠는 “개인과 종족에게는 똑
같이 ‘존재의 통일’이라고 불리는 무언가가 있다”고 생각했다(Yeats Reader

280). 예이츠에게 ‘존재의 통일’이란 한 인간의 이원적인 대립 요소들-자아와
반자아, 지성과 감성, 육체와 정신, 주관과 객관 등-이 유기적으로 통합된 상태
를 의미한다. ｢학동들 사이에서｣
(“Among School Children”)는 영국으로부터 독
립한 후 아일랜드 자유 연방(The Irish Free State)의 상원의원으로 활동하던 61
세에 시찰했던 한 초등학교의 교실에서 공부하고 있는 어린 학생들의 모습을
보고 예이츠가 나무와 무용수의 이미지로 존재의 통일을 노래한 시다. 예이츠
는 어리고 활기찬 학동들 속에 있는 늙고 초라한 자신의 모습을 탄식하며 영과
육이 조화된 세계를 상상하면서 이 시를 썼다;
활동이 꽃피고 춤추는 그곳에선
영혼을 즐겁게 하기 위하여 육체는 상처입지 않는다.
미는 자체의 실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흐린 눈의 지혜는 철야의 공부에서 나오지 않는다.
아, 밤나무여, 뿌리내려 위대하게 꽃피는 자여
너는 대체 잎이냐, 꽃이냐, 아니면 줄기냐?
아, 음악에 따라 흔들리는 육체여, 아, 빛나는 눈빛이여,
우리가 어떻게 무용수와 무용을 구별하겠는가?

Labour is blossoming or dancing where
The body is not bruised to pleasure soul,
Nor beauty born out of its own despair,
Nor blear-eyed wisdom out of midnight oil.
O chestnut tree, great rooted blossomer,
Are you the leaf, the blossom or the bole?
O body swayed to music, O brightening glance,
How can we know the dancer from the dance? (CP 217)

이 시는 육체와 영혼의 조화를 노래한 시로, 무용수의 춤은 유기체의 활기찬
생명력의 표현이며 존재의 무한한 행복과 황홀을 상징한다. 무용수는 춤에 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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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함으로써 영혼과 육체의 합일에 이르고 현실을 초월한 경지에 이른다. 무용
수의 이미지가 존재의 이상적 통일을 나타내는 또 다른 시로는 1919년 발표된
시집 쿨 호의 야생 백조 (The Wild Swans at Coole)에 수록된 ｢마이클 로바
티즈의 이중적 비전｣(“The Double Vision of Michael Robartes”)이 있다. 예이
츠는 그의 ‘심안’(the mind’s eye)에서 스핑크스와 불상, 그리고 그 사이에서 춤
추었던 소녀의 모습을 떠올린다. 이 세 가지의 이미지는 정지하고 있으나 예이
츠의 상상 속에서는 모두 살아 움직이고 있다. 엘만은 스핑크스는 지성, 불상은
감성, 그 사이에서 춤추는 무용수는 감성과 지성을 조화시키는 예술의 이미지
를 상징한다고 했다(Ellmann 255). 무용수는 춤이 최고조에 이르면 무념무상의
상태가 되어 행복과 희열의 경지에 도달하게 되고, 이 단계에 이르면 모든 사
고가 춤의 이미지와 합일하여 영혼과 육체는 마침내 하나가 되어 존재의 통일
에 도달하게 된다;
그들은 둘 사이에 누가 춤을 추고 있는지,
그리고 소녀도 누가 춤을 지켜보는지 따위엔 관심이 없었네
그녀는 사념을 초월하여 춤을 추었기에,
육체의 완벽을 가져왔네.

O little did they care who danced between,
And little she by whom her dance was seen
So she had outdanced thought.
Body perfection brought. (CP 171)

예이츠는 결혼 후에도 모드 곤을 향한 아니마의 투사를 거두지 못해서 영혼과
육체의 이원적 갈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괴로워했다. 그는 현실에서 인간이
존재의 통일을 이루려는 노력이 얼마나 부질없고 실현 불가능한 일이며, 인간
이 존재의 통일을 이루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매우 찰나적이거나 착각일 뿐이라
는 것을 깨닫고 무용수나 밤나무와 같은 예술의 이미지로 존재의 통일을 노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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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오는 말
지금까지 융의 분석심리학적 관점에 초점을 두고 예이츠의 아니마와 모드
곤의 아니무스가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며, 예이츠 시에서 어떠한 발전과정을
거쳐 표현되며, 그의 자아실현과 존재의 통일이란 철학적 개념의 완성에는 어
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고찰해 보았다.
융은 우리가 내적인격인 그림자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도제의 작
품”이라면 그림자의 배후에 있는 아니마, 아니무스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은 “장인의 작품”에 해당할 만큼 비중이 높다고 했다(이부영 35) 이 말은 아니
마와 아니무스를 우리의 외적인격과 결합시키는 것을 결코 쉽지 않은 과정이라
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 어려운 과정을 극복하고 내면에 존재하는
집단무의식의 여러 가지 원형들과 조화로운 의식적 관계를 맺음으로써 건강하
고 “온전한 전체정신과 인격에 도달”할 수 있다(115). 역으로 인간이 아니마나
아니무스를 길들이지 못하면 내적인격과 외적인격의 충돌로 인해서 심혼이 흔
들리고 그림자의 지배를 받게 된다. 이 말을 “중용지혜의 원형”으로 설명하면
인간은 자신들의 삶에 “중용지혜를 접목시키지 못하고 그것을 상실하는 딜렘
마”에 빠지게 되면(고준석 2016), 결국 내적인격과 외적인격의 충돌로 인해 인
격의 균형이 깨어져 비극적인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말로 풀이할 수 있다.
인간이 이상적인 남녀관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둘이 만나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둘이 만나 온전한 둘이 되는 것”을 인식하고, “상대방을 위해 나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통해 나 자신을 발견하는” 관계로 나아가야
한다. 이것은 남성에 존재하는 여성성인 아니마와 여성에 존재하는 남성성인 아
니무스는 “서로 대비되는 음악의 원리처럼 영원히 우리 내면에 존재”하기 때문
이다. (Sanford 8-9). 예이츠는 모드 곤과의 관계에서 이상적 남녀관계를 갈구했
지만 그녀의 무관심과 냉대, 거짓말, 다른 여성에 대한 아니마 투사의 방해, 정
치적 목적을 위한 정신적 사랑의 강요 등으로 현실에서 그 꿈을 좌절당했다. 예
이츠는 초기시에서 그녀의 사랑을 갈구하는 마음으로 이상미와 영원미로 그녀를
칭송하지만, 중기시에서는 지나친 독선과 정치적 아집을 훈계하면서 그녀의 내
면을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시도 했으나 결국 실패했다. 그러나 후기에 접어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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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하이드-리즈를 만나 그녀의 자동기술의 도움으로 모드 곤을 향한 맹목적이
고 집착적인 아니마의 투사를 거두고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려는 구도자적 길로
접어들어, 아내와 이상적인 남녀 관계를 이루고 존재의 통일이란 철학적 과제를
완성했다. 그는 74세에 죽음을 맞이하기 까지 누구보다도 더 강렬하게 인간 삶
의 양극성을 경험해 왔으며, 노년에 접어들어 이 둘을 화해시켜 하나의 통일된
전체로 만드는 지혜를 얻었고 이를 실천했다. 그의 시는 자신의 양극성의 대립
뿐만 아니라, 개인과 국가 간의 양극성의 대립과 조화도 노래하였기에 노벨 위
원회는 예이츠 시를 향해 “고도의 예술적인 양식으로 전체 나라의 영혼을 표현
한, 영감을 받은 시”라는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The Nobel Prize in Literature).

Notes
1) 9살 때 파티에서 만난 베아트리체(Beatrice)란 여성에게 첫눈에 반하지만, 그녀가 2번이나 다
른 남성과 결혼을 하고 24세의 젊은 나이에 요절하기까지 한마디의 사랑고백도 하지 못하
고 애타는 심정으로 청춘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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