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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이츠의 시에 나타난 호머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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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말 요약: 예이츠는 그리스 신화와 문화를 시의 이미지로 승화하여 아일랜드의 신
화와 문화를 세계 최고의 문화유산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는 호머의 일리아드 의
등장인물들뿐만 아니라 호머 자신을 그의 작품에 상징과 이미지로 중첩시키거나 병치
시켜서 그의 시들을 세계적인 문학작품의 영역으로 확장시키는 토대를 마련했다. 그는
시에서 헬렌의 이미지를 사용하여 그의 미의 아이콘인 뮤즈 모드 곤과의 사랑과 갈등
에 대한 양가성을 재현하고, 아울러 아킬레스와 헥토르의 이미지로 영웅의 모형을 제
시했다. 그리고 그는 래프터리와 호머, 모드 곤과 메리 하인즈를 대조시켜 그리스 문
화와 아일랜드 문화의 유사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나아가 그는 레이디 그레고리
와 호머의 삶을 비교하여 아일랜드의 전통의 우수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더불어 그는
호머의 이미지를 사용하여 이상세계보다 현실세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인간의 진
정한 삶의 가치가 바로 현재 이 순간에 존재하고 있음을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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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Homer in Yeats’s Poetry
Abstract: Greek mythology and culture are well represented in Yeats’s poetry: in a
sense his poetry with these motifs has made Irish myths and culture one of the
greatest cultures in the world. Yeats puts the characters of Iliad by Homer, as well
as Homer himself, in a symbolic arrangement in his poetry, so they could become
part of great world literature. He has had difficult time with Maud Gonne, his love
and his muse for poetry; he heightens the image of Maud Gonne with the image of
Helen. He ennobles Irish heroes with the images of Achilles and Hectors. Comparing
Anthony Raftery with Homer puts Irish culture in line with Greek. He shows the
excellence of Irish traditions by comparing Lady Gregory’s life and Homer’s. By use
of Homeric images Yeats in his work succeeds in stressing the importance of the
real world than that of an ideal world. He urges us to recognize that it is this
moment and this life that really c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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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한

시인의 작품에서 다른 작가의 체취를 찾아내는 것은 광산에서 다이아몬드

를 찾아내는 것만큼 난해한 작업이 될 수 있다. 이 주제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고증의 연구자료를 수집하기가 매우 어렵다. 한 시인이 다른 시인으
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아서 그것을 자신의 작품에 예술적 수사, 상징과 비유로
재현하고 있는가를 연구하는 과정이어서 그렇다.
두 시인이 동시대 또는 활동시기의 간극이 크지 않을 경우는 두 시인의 작
품의 주제의식, 수사기법이나 예술적 성향, 그리고 사상적 관계에 있어 유사점
과 차이점을 분석하기가 난해한 연구 작업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그리스
서사시인 호머(Homer)와 아일랜드 현대시인 예이츠(W. B. Yeats)와 같이 시대
적 및 역사적 차이가 약 3,000년 정도나 되는 두 시인의 관계를 분석하는 일은
결코 녹록한 연구 작업이 아닌 것 같다.
호머는 기원전 9세기에 그리스에 살았던 서사 시인이었다. 그는 “모든 문학
의 아버지”(Roisman 595)로 불린다. 그는 인간의 행위와 본질을 탐구하는 일
리아드 (IIiad)와 오딧세이 (Odyssey)라는 두 편의 위대한 서사시를 창작하여
고대시대부터 현대까지 신화, 역사, 시작법, 비극과 희극, 심리학 등과 같은 다
양한 분야에 많은 영향을 미쳤으며, 지금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분석하는 연구
작업은 진행형이 되고 있다.
예이츠는 비전 (A Vision)에서 호머를 자신과 동일한 17상에 배치한다. 17
상은 다이몬의 인간형의 상이다. 그는 호머가 “삶에 대한 자연발생적인 통합된
견해를 강조한다”(VB 140-141)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17상은 참 창조적 마음이

“대립적 정서를 통해서 창조적인 상상력”이 되고, 거짓 창조적 마음이 “자기완
성을 강요당하기” 때문에, “존재의 통합, 그리고 다이몬적 사유의 논리상 필연
적인 표현이 지금 어떤 다른 상보다 더욱 쉽다”(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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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이츠는 어린 시절부터 호머의 시를 읽으면서 성장했다. 특히 후기시기를
살펴보면, 그는 호머의 일리아드 와 오딧세이 를 세밀하게 읽으면서 그것에
묘사된 상징과 이미지를 자신의 작품에 차용한 흔적이 여기저기에 나타난다. 그
는 초기시기에 랭(Lang)과 부처(Butcher)가 번역한

호머의 오딧세이 (The

Odyssey of Homer), 모리스(William Morris)가 번역한 호머의 오딧세이 (The
Odyssey of Homer), 그리고 마이어스(Myers)와 리프(Leaf)가 번역한 일리아드
를 읽었다. 그는 후기시기에 로렌스(T. E. Lawrence)가 번역한 호머의 오딧세
이 (The Odyssey of Homer)를 읽었다. 그는 웰즐리(Dorothy Wellesley)에게 호
머의 작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로렌스의 오딧세이 는 내가 가지고 있는 책이며, 내가 지속적으로 읽고 있
는 단 하나의 진지한 문학작품입니다. 그것은 스와미가 많은 삶을 살았던 세
계를 묘사한다는 사실에 의해서 모두 더 생생하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는 호
머가 생각한 것처럼 신들을 생각하며, 그리고 즐거운 이야기들과 기억들로
그의 신앙을 묘사합니다. 나는 당신이 그의 가르침을 들을 수 있고, 그의 이
야기들이 천천히 다가오며, 그 이야기들이 기다려지기 바랍니다. 그러나 세계
의 시들을 부흥시킬만한 충분한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나는 그의 철학보다
훨씬 더 많이 그의 민간전승을 아주 기뻐합니다. (Wellesley 55-56)

Lawrence’s Odyssey is only serious literature I have and that I read
constantly. It is made all the more living by the fact that it describe the
world in which the Swami has lived much of his life. He thinks about the
gods as Homer thought, and illustrates his belief with delightful tales and
memories. I wish you could hear him, his tales come slowly, they must be
waited for, yet there is enough there to restore the poetry of the world. I
delight in his folk lore even more than in his philosophy.

그는 호머의 작품들을 평생 동안 애독하면서 그의 사상, 신화, 역사, 종교, 그
리고 인간의 다양한 삶을 그의 작품의 소재로 사용하고 있다. 그는 삶을 관찰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찬미하는 일리아드 와 오딧세이 를 “인간이 삶에 의
해서 구체화될 때, 인간의 즉각적이고 자연적인 관찰”(E&I 277)을 제공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그는 오딧세이 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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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딧세이 는] 아마도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시이다. . . 호머 자신이 시인이
었을 때 그랬던 것처럼, 내가 그 시를 읽을 때, 증가하는 열정이 나를 압도한
다. 그리고 나는 마침내 하녀가 페넬로페에게 열린 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구혼자들과 싸움을 설명하는 시행들을 읽을 때, 나는 격앙되어 전율한다.

. . . perhaps the most perfect poetry of the world. . . As I read, the
gathering passion overwhelms me, as it did when Homer himself was the
singer, and when I read at last the lines in which the maid describes to
Penelope the battle with the suitors, at which she looks through the open
door, I tremble with excitement. (E&I 199)

이처럼, 그는 호머의 작품을 읽으면서 인간의 삶의 의미와 인간운명의 불가해
성을 인식했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열정과 사랑의 중요성을 자각하게 된다.
예이츠는 호머의 작품을 그의 작품의 원형으로 삼아서 그의 시와 드라마를
세밀하게 창작하기 시작했다. 그는 수필집 (Essays and Introductions)의 “나의
작품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A General Introduction for My work)에서 “나는

... 호머에게로 되돌아가고 싶었다”(511)고 회고한다. 이는 그가 평생 동안 호머
를 그의 예술의 “모형”(CP 253)이라고 ｢
흔들리는 마음｣(“Vacillation”)에서 노
래한 것을 반영한다. 그는 1904년에 “우리가 새로운 노래를 부르고 싶다면, 우
리는 호머가 갔던 곳으로 가는 것이 좋을지 모른다”(Exploration 25)고 주장하
면서 앞으로 그가 창작할 시의 방향을 제시한다.
모든 위대한 시인들—호머와 셰익스피어 못지않은 단테—은 우리에게 인간의
희망과 운명을 완전하게 말한다. 왜냐하면 인간이 서로 왕위에 앉았고, 그들
의 개별적인 운명과 하는 일에 묻혀서 모든 사람들이 제한적이고 단편적으로
되기 전에 꾸었던 꿈으로부터 그들이 그들의 시들을 창작했기 때문이다. 당
신이 위대한 시인들로부터 먼저 사람들이 땅을 갈기 시작하기 이전에 살았던
양치기들과 사냥꾼들을 찾아왔을지도 모르는 인물들, 이야기들, 그리고 은유
들을 없애려고 한다면, 단지 그들의 시의 내용이 아니라 시의 언어는 거의
무로 부서진다. (UP2 124-125)

All great poets-Dante not less than Homer and Shakespeare-speak to us of
the hopes and destinies of mankind in their fulness; because they h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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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ought their poetry out of the dreams that were dreamed before men
became so crowned upon one another, and so buried in their individual
destines and trades, that every man grew limited and fragmentary. If you
were to take out of the great poets the personages and stories and
metaphors, that first, it may be, visited the shepherds and hunters, who
lived before men tilled the ground, not merely the substance but the
language of their poetry would crumble to nearly nothing.

그는 호머와 같은 위대한 시인들은 “인간의 희망과 운명”을 노래하였으며, 전
설과 신화를 시의 매개물로 사용하여 그들이 “꿈”을 비유와 은유로 묘사한 것
을 찬양한다. 이 “꿈”은 상상력을 의미한다. 이러한 그의 주장은 그가 아일랜드
설화와 신화를 시의 모티브로 사용하여 그의 시의 형식과 내용을 어떻게 구성
할 것인지를 잘 드러내고 있다.
예이츠는 호머가 상상력으로 고대 그리스인들에게 구전된 설화와 신화를
바탕으로 일리아드 와 오딧세이 와 같은 작품을 창작한 것처럼, 자신도 아일
랜드의 설화와 신화를 토대로 아일랜드 문학을 부활시키려고 시도한다. 그는
레이디 그레고리(Lady Gregory)와 함께 아일랜드 설화를 수집하여 그것을 시의
소재로 사용하였고, 더블린에 애비극장을 설립하여 아일랜드 문예부흥의 토대
를 세웠다. 그의 이러한 업적은 호머가 그리스에서 그리스 문학, 더 나아가 세
계문학의 토대를 형성시킨 것과 맥락을 같이한다.
아일랜드, 초서가 태어나기 이전의 절정기에 아일랜드의 상상력, 는 그리스와
로마시대 이래로 어느 지역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가장 아름다운 문학을
창조하고 있다. 반면에 그리스 문학을 제외하고 모든 문학 중에서 가장 위대
한 문학인 영국문학은 아직도 소수 사람들의 문학이다. . . 오늘날 아일랜드에
서 노래 불렀고 들었던 고대세계는, 유럽의 마지막 세대일지라도, 글을 읽고
쓰는 세상 사람들과 마주하고 있으며, 그리고 그들의 대립은 아일랜드의 상상
력과 지성에 어떤 이름 혹은 다른 이름으로 항상 존재한다. (Exploration 206)

Ireland, her imagination at its noon before the birth of Chaucer, has created
the most beautiful literature of a whole people that has been anywhere since
Greece and Rome, while English literature, the greatest of all literature but
that of Greece, is yet the literature of a few. . . In Ireland to-day the 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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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that sang and listened is, it may be for the last time in Europe, face
to face with the world that reads and writes, and their antagonism is always
present under some name or other in Irish imagination and intellect.

그는 아일랜드의 고대시대는 유럽의 마지막 세대의 시대로 “상상력과 지성”이
존재하였으며, 그러한 상상력이 가장 아름다운 문학을 창조하였다고 믿었다. 이
는 소수의 사람들이 참여하여 즐기는 문학이 아닌 모든 지역에서 모든 사람들
이 즐기는 문학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는 호머처럼 아일랜드 문학을 부
흥시켜서 아일랜드 문학이 아일랜드뿐만 아니라 더 나아 세계문학으로 발돋움
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려고 노력하였다.
이에 이 연구는 예이츠가 호머의 일리아드 와 오딧세이 의 등장인물들뿐만
아니라 호머 자신을 그의 시의 상징과 이미지로 사용하여 그가 어떻게 그의 시의
주제를 드러내면서 그의 핵심사상을 어떻게 노래하는지를 분석하는 데 연구의 목
적을 두고자 한다. 이러한 주제의 의미를 가장 효과적으로 잘 드러내고 있는 시
들을 다음 몇 편으로 제한하고자 한다. ｢호머가 노래한 여인｣(“A Woman Homer

Sung”), ｢
평화｣
(“Peace”), ｢마이클 로바티즈의 이중환상｣
(“The Double Vision of
Michael Robartes”), ｢
달의 상｣
(“The Phases of the Moon”), ｢
탑｣(“The Tower”),
｢쿨 장원과 발릴리｣(“Coole and Ballylee”), ｢
흔들리는 마음｣(“Vacillation”)과 같
은 7편을 중심으로 이 글의 주제를 효과적으로 담아내고자 한다.

II
예이츠의 문학세계는 그리스 문학과 철학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 그는
그리스 문학가들 중에서 특히 호머와 소포클레스에게서 많은 영향을 받았다. 그
는 호머에게서 시 작품에 관한 많은 영향을 받았으며, 소포클레스에게서 드라마
구성에 관한 많은 영향을 받았다. 특히, 호머의 시는 예이츠에게 아일랜드 문학
의 모형과 기준을 설정하도록 도와주었다. 예이츠는 자서전 (Autobiographies)
에서 아일랜드 민속 문학을 “호머가 말했던 설화들”(40)과 동일한 문학 장르로
간주한다. 이제 호머가 예이츠 시에 미친 영향들을 예이츠의 시작품을 통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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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해보고자 한다.
예이츠는 초기시기에 창작한 ｢
호머가 노래한 여인｣(“A Woman Homer

Sung”)의 시에서 암시를 차용하여 자신과 모드 곤 사이의 사랑을 트로이의 헬
렌(Helen of Troy)에 비유하여 미인의 양가성을 노래한다. 그리스 신화와 문학
작품에서 헬렌은 가장 아름다운 여인들 중의 한명이며, 예이츠가 가장 좋아하
는 미의 상징들 중의 하나이다. 헬렌은 제우스와 레다가 교접하여 낳은 두 개
의 알 중에서 한 개의 알에서 태어난 제우스와 레다의 딸이다. 그녀는 스파르
타의 공주로서 메넬라오스와 결혼하였지만 트로이의 왕자 파리스의 유혹에 빠
져서 파리스와 함께 트로이로 도망친다. 이로 인하여 그리스 연합군과 트로이
사이에는 10년간 지속되는 트로이 전쟁이 발발하는 계기가 되었다. 결국 그리
스 연합군은 트로이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파리스는 필록테테스의 화살에 맞
아서 죽고, 헬렌은 남편 메넬라오스와 함께 스파르타로 돌아온다.
예이츠는 비전 에서 헬렌을 “많은 아름다운 여성들”(many beautiful women)
의 상인 14상에 위치시킨다. 그는 14상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이 상에서는 아름다움으로 가장 큰 감동을 주는 여인들이 태어난다. 헬렌은
이 상에 속한다. 그리고 그녀는, 비록 자신의 일생을 통합된 상반된 힘의 이
미지로 만들질라도, 섬세한 신체적 이미지를 잘 다듬어서 마음의 눈앞에 나
타난다. 부드럽고 고요한 이미지처럼 만들지라도, 그녀는 끊임없이 다이아몬
드가 박힌 거울에 의지한다. . .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행동에 대한 그녀의
무관심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마음은 결코 평온하지 않다. (VB 132)

Here are born those women who are most touching in their beauty. Helen
was of the phase; and she comes before the mind’s eye elaborating a
delicate personal image, as though she would make her whole life an image
of a unified antithetical energy. While seeming an image of softness and of
quiet, she draws perpetually upon glass with a diamond. . . and her
indifference to the acts of others, her mind is never at peace.

이 상에 속한 미인들은 “끊임없이 다이아몬드가 박힌 거울에 의지”하여 외면적
아름다움과 “통합된 상반된 힘의 이미지”를 추구할지라도, 내면의 아름다움을 추
구하지 않아서 외형의 “부드럽고 고요한 이미지”와 다르게 마음에 “평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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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이츠는, 호머가 일리아드 에서 헬렌을 묘사하듯이, 이 시에서 모드 곤을
처음 만났던 20대 초반의 모드 곤과 40대 중반의 모드 곤의 삶과 아름다움을
교차시킨다. 그는 20대에 모드 곤에게 정열적으로 구애하였으나 거절당해 쓰라
린 아픔을 겪어야 했다. 그녀는 “무관심한 눈”(CP 90)으로 그를 지나치곤 했
다. 40대가 된 그는 지금도 20대의 소년처럼 “거울”에 비친 모드 곤의 모습으
로 연상하고 있다.
내가 젊은 시절에
그녀는 불처럼 뜨거운 피를 갖고,
호머가 노래한 여인처럼
구름 위에 노닐 듯,
그토록 부드럽고 오만하게 걸어 다녀서,
삶과 문학들은 오직
영웅적인 꿈으로 보였다네. (CP 90)

For she had fiery blood
When I was young,
And trod so sweetly proud
As ’twere upon a cloud,
A woman Homer sung,
That life and letters seem
But an heroic dream.

예이츠는 젊은 시절에 자신에게 사랑과 문학에 대한 영감을 불러일으킨 모드
곤의 삶을 호머가 노래한 헬렌에 비유한다. 모드 곤은 아일랜드의 독립을 쟁취
하기 위하여 “불처럼 뜨거운 피”를 갖고 IRA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했다. 하지만
그는 이 시에서 모드 곤이 독립운동에 직접 참여한 행위를 강조하지 않고 그녀
의 삶을 “영웅적인 꿈”으로 노래한다.
예이츠는 가끔 그의 시를 한 여성의 몸의 일종의 언어재현으로 생각했다—
“하룬 알 라시드의 선물”의 말미에서, 예이츠는 그의 사유의 모든 시스템을
언급했다, “모든 저 가이어들과 입방체들과 한밤중의 것들은/ 오직 그녀 몸의
새로운 시어라네.” 예이츠는 연인의 몸을 묘사한 것이 아니라—우리는 그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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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눈의 색조 혹은 그녀의 턱의 모양에서 어떤 것도 배울 수 없다—대신에
연인의 내면의 긴장상태, 연인의 영향의 장엄함을 모방하는 것은 주목할 만
하다. (Albright 504)

Yeats sometimes thought of his poetry as a kind of verbal reconstruction of
a woman’s body—indeed, at the end of ‘The Gift of Harun Al-Rashid’,
Yeats remarked of his whole system of thought, ‘all those gyres and cubes
and midnight things / Are but a new expression of her body’. It is
noteworthy that Yeats did not describe the beloved’s body—we learn
nothing of the colour of her eyes or the shape of her chin—but instead
imitated its inner tension, the magnificence of its effect.

올브라이트 주장처럼, 예이츠는 이 시에서 모드 곤의 아름다움을 헬렌의 미모
에 비유하지만, 그녀의 육체적 아름다움을 찬양한 것이 아니라 밀턴의 베아트
리체처럼 정신과 육체가 균형을 이루는 조화로운 삶을 “영웅적인 꿈”의 이미지
로 형상화하고 있다. 요컨대, 예이츠는 이 시에서 호머의 헬렌을 주요인물로 그
의 시에 등장시켜 외향적 아름다움과 내면적 아름다움이 조화를 이루는 구성미
를 의도하여 모드 곤의 외관과 심미적 미감을 두 관점에서 고조시키고 있다.
이는 예이츠가 비전 에서 헬렌과 모드 곤과 같은 아름다운 여성들을 이 상에
배치하여 존재의 통합을 추구하는 한 과정을 제시한 것이다.
예이츠는 ｢평화｣(“Peace”)에서 헬렌의 삶과 모드 곤의 삶을 비교하고 대조
하여 자신의 내면의 갈등이 언제 평정에 이르렀는지를 제시하고 있다. “호머
시대에 영웅의 보상”(CP 92)은 헬렌이 마넬라오스와 결혼 한 것을 의미한다.
헬렌은 그리스 최고의 미인이었기 때문에, 그녀의 아버지 틴다레오스는 커다란
고민에 빠졌다. 오디세우스, 메네스테우스, 대아이아스, 파트로클로스, 그리고
이도메네우스와 같은 그리스의 불세출의 영웅들이 많은 선물을 들고 그녀의 아
버지를 찾아와서 그녀에게 청혼하였지만, 틴다레오스는 그녀의 남편으로 마넬
라오스를 선택한다. 그 이전에 틴다레오스는 모든 그리스의 영웅들에게 누가
그녀의 남편으로 선택되든지 그 부부를 지켜주겠다는 서약을 받았다. 예이츠는
이러한 결혼과정을 “영웅의 보상”으로 노래하면서 헬렌의 아름다움을 “숭엄한
요체”로 묘사한다. 하지만 헬렌은 트로이 왕자 파리스와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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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의 약속 때문에 파리스 왕자를 따라서 트로이로 가는 “폭풍”같은 삶을 살지
만, 결국 트로이가 멸망한 이후에 남편 마넬라오스와 함께 스파르타로 되돌아
온다. 이 시를 모드 곤의 삶의 관점으로 다시 읽어보면 “영웅의 보상”은 그녀
가 남편 맥브라드(Major John MacBride)와 결혼한 것을 의미한다.
나는 말했다,
“그처럼 섬세하고 고귀한 이마가
매혹속에 깉든 모든 단호함이,
강인함속에 깉든 모든 아름다움이 있지 않았는가?”
아, 그러나 결국 다가온 평화는
시간이 그녀의 아름다움을 손상시킬 때에야 왔다. (CP 92)

I said,
‘Such a delicate high head,
All that sternness amid charm,
All that sweetness amid strength?’
Ah, but peace that comes at length,
Came when Time had touched her form.

예이츠는 헬렌이 결국 “시간이 그녀의 아름다움을 손상시킬 때”에 메넬라오스
에게 되돌아 온 것처럼, 모드 곤도 그에게 언젠가 돌아올 것이라고 희망하고
있다. 그는 지금 모드 곤의 “섬세하고 고귀한 이마,” “매혹속에 깉든 모든 단호
함,” 그리고 “강인함속에 깉든 모든 아름다움”이라는 외향적 미에 빠져서 내적
갈등을 겪었던 젊은 시절을 회상한다. 그러나 그는 그의 영원한 연인 모드 곤
이 언젠가 그에게 돌아 올 수 있다는 개연성을 헬렌의 이미지로 제시하고 있
다. 요컨대 그는 이 시에서 호머의 영웅들과 헬렌 사이의 갈등과 대립을 자신
과 모든 곤 사이의 갈등과 대립으로 재현하면서 이제야 내면에 평화가 찾아온
것을 드러내고 있다.
예이츠는 ｢마이클 로바티즈의 이중환상｣(“The Double Vision of Michael

Robartes”)의 3부에서 다시 헬렌의 이미지를 사용한다. 이 시에서 마이클 로바
티즈는 2번의 환상을 경험한다. 첫 번째 환상은 달의 1상의 객관성에 대한 환

Homer in Yeats’s Poetry

263

상이며, 두 번째 환성은 달의 15상의 주관성에 대한 환상이다. 마이클 로바티
즈는 꿈속으로 접어들어 달이 1상에서부터 28상까지 순환하면서 우주와 인간의
자아가 생성하고 소멸하는 환상을 본다. 그는 3부에서 2부의 무용수가 아닌 헬
렌의 이미지를 사용하여 현실과 꿈이 병치되는 상태를 재현한 다음에 현실로
돌아온다. 소녀가 사라지면서 “맥박을 고동”치게 한 것은 꿈의 세계에서 현실
세계로 귀환한 것을 상징한다.
그리고 이제 소녀는 사라지면서
맥박들을 뛰게하는 광란의 즙을 내 음식에 투입했네
호머의 절세미인 때문에
내가 파멸당한 것처럼
결코 불타는 도시를 생각할 수 없었던 그녀.
나는 그러한 어리석은 행위를 하였다네,
어두운 달과 보름달의 끌어당김 사이에
사로잡혀서, (CP 172)

And yet in flying fling into my meat
A crazy juice that makes the pulses beat
As though I had been undone
By Homer’s Paragon
Who never gave the burning town a thought;
To such a pitch of folly I am brought,
Being caught between the pull
Of the dark moon and the full,

마이클 로바티즈는 “어두운 달과 보름달의 끌어당김”에 압도당해서 호머의 절
세미인, 헬렌처럼 진퇴양난에 빠져 “어리석은 행위”에 이른다. 헬렌은 운명적으
로 파리스에게 유혹당해서 파리스와 함께 트로이로 갔지만, 그녀는 이러한 행
위가 트로이를 멸망시킬 것이라고 상상하지도 못했다. 마이클 로바티즈는 헬렌
처럼 환상에 빠질 때에 2가지 환상을 경험할 것을 꿈꾸지 못했다. 요컨대, 예이
츠는 이 시에서 호머의 절세미인 헬렌의 이미지를 사용하여 인간의 순환과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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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 순환을 마이클 로바티즈의 이미지로 재현한다.
예이츠는 ｢달의 상｣
(“The Phases of the Moon”)에서 호머의 일리아드 를
인용하여 달의 12상을 설명한다. 호머는 일리아드 의 아킬레스와 헥토르의 전
투장면에서 다음과 같이 트로이의 프리아모스 왕의 아들, 헥토르의 죽음이 다
가오고 있는 것을 묘사한다.
그제야 헥토르는 마음속으로 깨닫고 이렇게 말했다.
아아! 이제야말로 신들께서 나를 죽음으로 부르시는구나.
나는 영웅 데이포보스가 내 곁에 있는 줄 알았는데
그는 성벽 안에 있으니 아테나가 나를 속였구나.
이제 사악한 죽음이 가까이 있고 더 이상 멀리 있지 않으니
피할 길이 없구나. (천병희 603)

헥토르는 아테나 여신이 자신을 속이고 도와주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 그는 아
킬레우스와의 일대일 전투에서 패하고 아킬레스의 손에 죽는다. 예이츠는 일
리아드 의 영웅들을 12상에 위치시킨다.
그 다음에
아테네가 아킬레스 머리를 잡아당기고,
헥토르는 먼지가 되고, 니체가 태어난다네,
영웅의 초승달은 열 두 번째이기 때문이네. (CP 164)

and then
Athenae takes Achilles by the hair,
Hector is in the dust, Nietzsche is born,
Because the heroes’ crescent is the twelfth.

예이츠의 12상은 영웅의 상이며 “자신을 극복한 사람의 상”(VB 127)이다. 이
상에 해당하는 영웅들의 모형은 니체(Friedrich Nietzsche)이다. 그의 힘에의 의
지는 일상적인 자아에서 모든 물리적 분별과 정신적 분별을 희생하여 성취된
다. 요컨대, 예이츠는 이 시에서 호머의 영웅들을 12상의 전형적인 인물의 모
형으로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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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이츠는 ｢
탑｣(“The Tower”)의 2부에서 아일랜드의 골웨이(Galway) 근처에
서 방랑하는 삶을 살았던 음유시인이며, 맹인이었던 래프터리(Anthony Raftery)
를 회상하면서 그 시인을 그리스의 호머와 병치시킨다. 그는 투리 발릴리

(Thoor Ballylee)에 있는 자신의 집, 탑 위의 흉벽을 거닐면서 상상력으로 “이
미지들과 기억들”(CP 195)을 불러낸다. 이 이미지들 중의 하나는 래프터리이
다. 래프터리는 ｢매리 하인즈, 혹은 꽃의 밝음｣
(“Mary Hynes, or the Posy

Bright”)에서 “나는 킬타르탄의 교차로에서 매리 하인즈를 만났네,/ 그리고 그
때 거기에서 그녀와 사랑에 빠졌네”(I met Mary Hynes at the cross of

Kiltartan, / And I fell in love with her then and there)(M 24)라고 노래한다.
골웨이 지방의 살았던 농부의 딸로 태어난 매리 하인즈는 “그녀의 피부가 아주
하얀 색이어서 파랗게 보였으며, 그녀의 볼에는 두 개의 작은 홍조가 있었
다”(26). 그녀는 그 지방에 가장 아름다운 여자였다. 예이츠는 ｢탑｣
에서 그 지
역에 살던 사람들이 “그녀의 얼굴빛을 칭송했고,/ 그녀를 칭찬하면서 커다란 기
쁨을 느꼈네”(praised the colour of her face,/ And had the great joy in

praising her)(CP 195)라고 그녀의 아름다움을 칭송한 것을 회상한다. 그녀는,
그리스의 헬렌처럼, 결혼할 시기가 되었을 때에 11명의 남자들이 그녀에게 청
혼하였지만, 어떤 남자에게도 관심을 두지 않았다. 많은 남자들은 그녀를 아주
사모하였다. 그들 중에 한 남자가 밤에 술에 취하여 그녀를 만나러 가다가 클
룬의 늪(Cloone Bog)에 빠져서 익사하였다. 그녀는 나중에 열병에 걸려서 결혼
도 하지 못하고 죽었다. 예이츠는 그녀의 이러한 삶을 노래한 시인이 장님이었
다고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이상하지만, 그 노래를 만든 사람은 장님이었네.
그러나 지금 그것을 생각해 보면, 이상할 것이 하나도
없다네, 비극은 장님이었던
호머와 함께 시작되었고,
그리고 헬렌은 모든 살아 있는 사람들을 배신했다네. (CP 195)

Strange, but the man who made the song was blind;
Yet, now I have considered it, I f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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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t nothing strange; the tragedy began
With Homer that was a blind man,
And Helen has all living hearts betrayed.

예이츠는 이 시에서 래프터리를 그리스 서사시인 호머에 비유하고, 매리 하인
즈의 삶을 헬렌의 삶에 병치시키고 있다. 매리 하인즈와 헬렌은 그의 젊은 시
절의 연인 모드 곤을 상징한다. 다시 말해서 예이츠, 래프터리, 호머와 모드 곤,
매리 하인즈, 헬렌는 서로 병렬관계를 유지한다. 더불어 예이츠는 이 시에서

“비극”이라는 시어를 사용하여 앞으로 자신의 시의 주제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
될 것인지를 암시하고 있다. 요컨대, 예이츠는 이 시에서 그리스의 최고시인 호
머를 시의 이미지로 사용하여 아일랜드 사람들의 정서와 고대 그리스 사람들의
정서가 아주 유사하다고 주장한다(M 28). 이는 호머가 그리스 신화와 전설을
시로 노래하여 세계 최고의 문학을 형성한 것처럼, 그가 아일랜드의 지역의 설
화와 민요를 사용하여 아일랜드 문학을 세계문학의 한 정점으로 발전시켰다고
볼 수도 있다.
예이츠는 ｢쿨장원과 발릴리｣
(“Coole and Ballylee”)에서 레이디 그레고리가
머물고 있는 쿨 장원과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발릴리가 시냇물로 연결되어 있
는 것을 제시하여 그들이 아일랜드의 마지막 낭만주의자들이라고 주장한다. 그
는 자신의 집 주변에서 흐르는 시냇물이 땅위를 흘러간 다음 땅속으로 흘러서
결국 쿨 장원 옆의 쿨 호에서 발원하여 커다란 호수를 이룬다고 묘사하여 그와
레이디 그레고리가 평생 동안 친구관계를 유지하면서 아일랜드의 고결한 전통
과 정신을 지켜온 벤불산이었다는 것을 제시한다.
우리는 마지막 낭만주의자들이네—
전통적 고결함과 아름다움을 주제로 선택했네.
시인들이 시민들의 책이라고 이름붙인 것에
쓰인 것은 무엇이든지. 인간의 정신에 은총을 내리거나
시을 고양시킬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러나 모든 것이 변했다, 호머가 그 말안장에 앉아
말을 달렸을지라도 그 높은 말 위에는 기수가 없네,
저 백조가 어둠이 내리는 물 위에서 떠내려가는 곳에서. (CP 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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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were the last romantics—chose for theme
Traditional sanctity and loveliness;
Whatever’s written in what poets name
The book of the people; whatever most can bless
The mind of man or elevate a rhyme;
But all is changed, that high horse riderless,
Though mounted in that saddle Homer rode
Where the swan drifts upon a darkening flood.

그는 그레고리를 젊은 시절에 만났으며, 두 사람은 함께 아일랜드의 민속 설화
를 수집하고 정리하여 아일랜드의 전통을 격조있고 품위있는 문화로 육성하였
고, 애비극장(Abbey Theatre)을 설립하여 아일랜드의 문예부흥을 이끌었다. 그
들은 아일랜드의 “전통적 고결함과 아름다움”을 시와 드라마의 주제로 선택해
서 아일랜드의 귀족주의 전통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려고 노력하였으며, 일상적
인 시어로 전통적인 설화를 시와 드라마의 배경과 소재로 사용하여 “인간의 정
신에 은총을 내리거나 / 시를 고양”시키려고 일생동안 노력하였다. 하지만 이제
두 사람은 노인이 되었다. 특히 레이디 그레고리는 죽음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
었다. 예이츠는 이러한 레이디 그레고리의 삶과 전통이 아일랜드에서 잊혀져가
는 것을 안타까워한다. 그리고 그는 아일랜드의 사회적, 정치적 변화를 “모두가
변했다”로 노래하면서 “말 위에는 기수가 없네”라고 한탄한다. 요컨대 그는 이
시에서 자신을 호머의 이미지에 비유하여 아직도 아일랜드에 고결하고 아름다
운 전통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시적 능력”(Albright 713)을 상징
하는 말에 호머가 타고 있고, 영감을 상징하는 백조가 물 위에서 떠다니고 있
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 백조가 “어둠이 내리는 물 위에” 떠 있는 장면을 통
해서 예이츠의 영감도 조금씩 쇠퇴하고 있는 것을 제시한다.
예이츠는 ｢흔들리는 마음｣
(“Vacillation”)의 7부와 8부에서 호머의 이미지를
사용하여 자신의 사상을 재현한다. 올브라이트는 이 시를 “결국 시인은 어떤
통합이나 개연성있는 해결책을 발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는 다른 극단에 대
항하여 한 극단을 모호하게 선택한다. ｢
자아와 영혼의 대화｣(“A Dialogue of

Self and Soul”)에서처럼, 자아(｢흔들리는 마음｣
에서는 마음)—주관적, 폭력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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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은 영혼—객관적, 정신적, 육체가 없는—을 이기는 것처럼 보인다”(723)
고 주장한다. 이 시의 7부는 영혼과 마음의 대화로 시작한다.
영혼: 실재를 추구하고, 허상을 쫓지 말게나.
마음: 뭐라고, 시인으로 태어나서 주제도 없어야 하는가?
영혼: 이사야의 석탁불, 인간이 그 이상 무얼 더 바랄 수 있는가?
마음: 불길의 단순함 속에서 침묵을 담금질하소!
영혼: 저 불길을 보게나. 저 안에서 구원이 걸어간다네.
마음: 호머는 원죄 말고 어떤 주제가 있었는가? (CP 252)

The
The
The
The
The
The

Soul. Seek out reality, leave things that seem.
Heart. What, be a singer born and lack a theme?
Soul. Isaiah’s coal, what more can man desire?
Heart. Struck dumb in the simplicity of fire!
Soul. Look on that fire, salvation walks within.
Heart. What theme had Homer but original sin?

영혼과 마음은 주관적인 삶과 객관적인 삶, 혹은 현세를 초월한 성인의 삶과
현세에서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범부의 삶이나 시인의 삶 중에서 어떤 삶을 추
구해야 할지를 논쟁한다. 예이츠는 인간의 실재를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상태로
나눈다.
실재는 두 가지이며, 현세의 상태와 불의 상태이다. 모든 힘은 현세의 상태에
서 비롯된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모든 대립이 만나며, 그리고 거기에는 오직
선택이 가능한 극단이 있고, 완전한 자유가 있다. 그리고 거기에는 이질적인
것이 있으며, 그리고 악이 있다. 왜냐하면 악은 대립적인 것이 서로 잡아당기
는 힘이다. 그러나 모든 음악과 모든 평안은 불의 상태에 있다. (M 356-357)

There are two realities, the terrestrial and the condition of fire. All power is
from the terrestrial condition, for there all oppos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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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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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예이츠의 실재에 대한 개념처럼, 영혼은 “이사야의 석탁불”과 같이 “불길
의 단순함”에서 구원을 얻으라고 요구한다. 그러나 마음은 “모든 대립”이 존재
하지만, 찰나마다 “완전한 자유”와 “악”의 선택이 가능한 “현세의 상태”를 주
장한다. 이러한 사례로 마음은 호머의 이미지를 사용하여 인간이 스스로의 노
력과 고통스런 삶을 통해서 스스로 정화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하면
서 영혼을 압도한다.
예이츠는 이 시의 8부에서 호머의 사상과 기독교 사상을 대조시킨다. 그는 폰
휘겔(Baron Friedrich von Hügel)의 종교의 신비적 요소: 제노바의 성 카타리나
와 그녀의 친구들 (The Mystical Element of Religion, as Studied in St. Catherine

of Genoa and Her Friends)을 읽은 후에 이 시를 창작했다. 그는 이 시에서 폰
휘겔과 호머를 대립시켜서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제시한다.
나는—기독교 신자가 되어
무덤에서 가장 환영받을 것처럼 보이는 것을 신앙으로 선택한다면,
마음이 구원을 발견할지라도- 이미 운명 지워진 역할을 해야겠네.
호머는 나의 모형이며 그의 비기독교적인 마음이.
사자와 벌집, 성경은 무엇을 말했는가?
그러니, 후겔 공, 그만 가보게나, 그대에게 축복이 있기를. (CP 252-253)

I—though heart might find relief
Did I become a Christian man and choose for my belief
What seems most welcome in the tomb—play a pre-destined part.
Homer is my example and his unchristened heart.
The lion and the honeycomb, what has Scripture said?
So get you gone, Von Hugel, though with blessings on your head.

이 시의 화자인 예이츠는 후겔 공이 추구하는 성인의 길을 추구하지 않고 “호
머는 나의 모형”이라고 주장하면서 기독교 신앙을 포기한다. 그는 “테레사 성
인”이나 “이집트 황제들”(252)의 미라와 같은 평온한 삶을 포기하고 호머를 그
의 삶의 전형으로 선택한다. 폰 휘겔의 삶은 그리스도를 믿어서 얻어지는 평안
이다. 그러나 호머는 일리아드 에서 주인공들이 신에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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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스런 고행의 과정을 거쳐서 정화를 성취한 것을 서술한다.1) 요컨대, 예이
츠는 이 시에서 호머의 이미지를 사용하여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이원론적
인 갈등과 모순을 해결하려고 시도한다. 이는 그가 초기 시의 이상적인 세계의
추구와 달리 후기 시에서 현세의 삶과 현재 이 순간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방편으로 호머의 삶을 자신의 삶의 모형으로 제시하고 있다.

III
예이츠는 초기 시에서부터 후기 시에 이르기까지 호머로부터 그리스 신화와
역사, 문화, 인류학 등에 영향을 받아서 그것들을 그의 시와 드라마, 그리고 산
문들에 다양한 이미지로 재현하고 있다. 그는 젊은 시절에 호머의 일리아드 와
오딧세이 를 읽었으며, 후기시에 호머의 작품에 아일랜드의 신화, 민속신앙, 전
설적 요소를 접목시켜 이를 한 걸음 더 나아가 상징과 구상적으로 병치시키거
나 중첩시켜는 독창적인 예술기법을 사용하여 고전적 주제의 미를 돋보이게 하
고 있다. 그는 그리스의 신화적 인물들로부터 그들의 삶의 원류를 차용하여 시
에서 예술적 이미지와 상징수법으로 재현시킴으로써 고대 민속신앙과 전설, 그
리고 신화적 요소를 부각시키고 있다. 그는 이러한 고전적 이미지를 시의 소재
로 사용하여 독자들로 하여금 고전문학과 신화세계로의 여행을 안내하고 있다.
예이츠가 호머에게서 받은 시적 요소에 대한 영감을 몇 가지로 요약해 보
면, 첫째로 그는 호머가 노래한 헬렌의 이미지를 그의 시에서 모드 곤과의 사
랑의 갈등과 조화에 대한 양가성으로 노래했다. 다시 말해, 그는 ｢
호머가 노래
한 여인｣에서 트로이의 헬렌과 모드 곤의 이미지를 중첩시켜서 미인의 양가성
을 제시한 것이다. 그는 호머가 노래한 연인 헬렌의 삶과 그가 시에서 노래한
모드 곤의 삶을 대조시켜서 그의 영원한 애인 모드 곤의 아름다움을 찬양할 뿐
만 아니라 그녀의 삶에서 외면과 내면의 조화를 이루지 못해 야기된 불행한 삶
을 헬렌의 삶에 비유하였다. 그는 ｢
평화｣
에서 호머시대의 영웅들의 보상으로
헬렌이 스파르타로 돌아온 것처럼, 맥브라이드에게 시집을 가버린 모드 곤이
그에게 돌아와서 그의 마음에 평화가 찾아오기를 기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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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로 예이츠는 호머와 호머의 등장인물을 아일랜드의 설화와 신화에 등장
하는 인물들과 접목시켜서 인간의 순환과 역사의 순환뿐만 아니라 그리스의 문
화와 아일랜드의 문화의 유사성을 재현했다. 그는 ｢
마이클 로바티즈의 이중환상｣
에서 헬렌의 이미지를 사용하여 달이 객관성에서 주관성으로, 주관성에서 객관성
으로 순환하는 것처럼 인간과 역사가 지속적으로 순환하는 것을 제시하였다.
셋째로 예이츠는 고대 그리스의 고결한 전통과 아일랜드의 낭만적 전통을
대비시켜서 아름다운 전통이 소실되어가는 안타까움을 한탄했을 뿐만 아니라
이상세계보다 현실세계, 즉 지금 이순간의 삶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요컨대 예이츠는 호머의 작품에 제시된 등장인물들의 삶을 자신의 작품에
상징과 이미지로 사용하여 그리스 문화와 아일랜드의 문화에서 인간의 본질적
인 삶에 많은 유사점이 있음을 상기시키고 있다. 이는 고대문학의 모태는 호머
의 시로 규정하여 재론의 여지가 없으나 현대시에서 예이츠가 호머의 고전적
주제를 소재로 사용하여 그의 시에 상징적 이미지로 재현시킨 데에 독창적으로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이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Notes
1) 호머는 일리아드 에서 인간이 스스로 정화의 과정을 거치는 과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트로이의 파리스 왕자는 황금사과를 아프로디테에게 주는 조건으로 그리스에서 가장 아름
다운 헬렌을 트로이로 데려가서 자신의 아내로 삼을 수 있었다. 그러나 그는 메넬라오스의
아내인 헬렌을 취한 과업으로 결국 자신의 조국, 트로이를 멸망시키고 자신도 죽게 되는
정화의 과정으로 그의 삶을 끝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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