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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말 요약: 모드 곤에 대한 보답 없는 사랑은 예이츠의 사랑의 시에 많은 영감을 주
었다. 그는 얻은 여인보다 잃은 여인에 상상력이 대부분 머문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
다. 만약 모드 곤이 사랑을 받아들였다면 예이츠의 나날은 비참함으로 채워지지 않았
을 것이다. 하지만 비참함이 없었다면 시도 없었을 것이다. 그가 진정 원하는 것은 여
인의 사랑이 아니라 시였다. 모든 곤을 이룰 수 없는 여인으로 만든 것은 예이츠 자신
이다. 그는 영혼의 결합으로 아름다운 사랑의 시를 짓는 것에 행복했을 것이다. 시를
위해 여인은 여전히 이상적 사랑으로 보답 없는 채로 남아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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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동안 예이츠는 열렬한 민족주의자인 모드 곤과의 사랑 때문에 큰 고

통을 받는다. 여러 차례 구혼했고, 수많은 시를 바쳤고, 관심을 끌기 위해 몽상
적인 본연의 모습을 부정하면서 정치에 참여하였지만 모두 허사였다. 모드 곤
은 예이츠의 사랑을 물리치지도 받아들이지도 않았다. 예이츠에게 모드 곤은
열렬한 숭배의 대상, 아일랜드 민족운동의 동지, 불멸의 뮤즈였지만 또한 희망
없는 사랑으로 그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모순의 존재였다. 1889년 1월, 23
살의 청년 예이츠는 1살 아래인 모드 곤을 런던에서 처음 만났다. 예이츠는 즉
시 열정적이고 화려한 미모의 그녀에게 반했고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다. 당시
모드 곤은 9일만 런던에 머물렀지만 그가 미치도록 그녀를 사랑할 시간으로는
충분했다. 그 시절 쓴 많은 시들은 그녀를 향한 사랑의 속삭임이었다. 예이츠는
1891년부터 1901년까지 네 차례 청혼했으나 모두 거절당했다. 그는 적극적으로
애정을 표현하거나 그녀를 시나 희곡의 주인공으로 삼아 사랑을 얻으려고 했
다. 1902년 모드 곤이 아일랜드의 상징적 구원자인 캐슬린의 역할을 맡았던
캐슬린 니 훌리한 (Cathleen Ni Houlihan)도 일종의 사랑의 표현이었다. 예이
츠와 모드 곤은 계속 관계를 유지했지만 그녀는 줄곧 그들의 관계가 정신적이
어야 함을 고집했다. 그러던 1903년 어느 날 모드 곤이 갑자기 존 맥브라이드
소령과 결혼했다는 소식이 강연 차 미국에 가있던 예이츠에게 전해진다. 그는
하늘이 무너진 듯 크게 낙담했다. 예이츠의 구혼을 매몰차게 거절했지만 모드
곤의 결혼 생활은 얼마가지 못했다. 맥브라이드의 주벽과 가정폭력에 시달린
모드 곤은 이혼을 청구했고 1905년 2월 파리에서 이혼 재판이 시작되었다. 이
혼은 허락되지 않았고 모드 곤은 남편과 긴 별거에 들어갔다. 1916년 어느 날
부활절 봉기를 주도한 남편 맥브라이드는 더블린에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아일랜드 영웅의 미망인인 된 모드 곤은 귀국하여 장례식에 참석했다. 1916년
예이츠는 홀로 된 모드 곤에게 마지막으로 청혼을 했다. 결과는 또 다른 상처
뿐이었다.
모드 곤은 사랑의 좌절감과 시적 성취 사이의 불가분의 관계를 알고 있기
에 예이츠의 끈질긴 구애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모드 곤은 맥브라이드와 결혼
하기 얼마 전 예이츠와 나눈 대화를 이렇게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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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모드, 왜 나와 결혼해 비극적인 발버둥을 멈추고 평화로운 삶을 살려하지
않나요? 주변에 당신을 이해하는 예술가들과 작가들이 가득한 아름다운 삶을
당신에게 줄 수 있어요.’
‘윌리, 그 질문이 지겹지도 않나요? 당신과 결혼하지 않는 것을 하늘에 감사
드린다고 얼마나 자주 말했나요? 당신은 나와 행복하지 않을 것에요.’
‘당신 없이는 행복하지 않아요.’
‘아, 아니요. 행복할 거예요. 불행이라고 부르는 것에서 당신은 아름다운 시를
짓고 그것에서 행복을 느끼기 때문이죠. 결혼은 정말 따분한 일이에요. 시인
은 절대 결혼해선 안 되죠. 세상 사람들은 제가 당신과 결혼하지 않은 것에
감사해야할 거예요.’
‘Oh Maud, why don’t you marry me and give up this tragic struggle and
live a peaceful life? I could make such a beautiful life for you among
artists and writers who would understand you.’
‘Willie, are you not tired of asking that question? How often have I told you
to thank the gods that I will not marry you. You would not be happy with me.’
‘I am not happy without you.’
‘Oh yes, you are, because you make beautiful poetry out of what you call
your unhappiness and you are happy in that. Marriage would be such a dull
affair. Poets should never marry. The world should thank me for not
marrying you.’ (Gonne 329-30)

모드 곤의 대화가 있기 4년 전인 1899년, 예이츠는 물고기 (“The Fish”)에
서 훗날 사람들이 그녀의 무정함을 나무랄 것이라고 예상한다. 그의 변함없는
열렬한 사랑에도 그녀는 그물에 걸린 물고기처럼 달아나려고만 한다.
달이 지면, 으스름한 바닷물의
썰물과 밀물 속에 숨지만
훗날 사람들은 알리라
내가 그물을 던진 것을
어떻게 몇 번이고 그대가
저 가느다란 은빛 줄 위를 뛰어넘던 것을,
그리고 그대가 가혹하고 무정하다 생각하고
혹독한 말로써 그대를 책망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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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hough you hide in the ebb and flow
Of the pale tide when the moon has set,
The people of coming days will know
About the casting out of my net,
And how you have leaped times out of mind
Over the little silver cords,
And think that you were hard and unkind,
And blame you with many bitter words. (CPN 58)

모드 곤은 예이츠가 던진 그물에서 파닥거리는 물고기처럼 이리저리 달아
난다. 강한 성격과 우정만을 고집하는 그녀 때문에 시인은 절망적이었다. “그대
가 가혹하고 무정하다 생각하고 / 혹독한 말로써 그대를 책망하리라”는 말은
예이츠와 모드 곤 사이에 다툼이 잦았음을 암시한다. 그녀가 그에게서 달아나
숨어버렸기 때문에 훗날 사람들은 혹독한 말로써 그녀를 책망할지 모른다. 하
지만 사랑의 좌절로 예이츠가 쓴 시를 읽은 덕분에 사람들은 모드 곤의 무정함
을 책망한다.
예이츠는 사랑의 실현과 시 쓰기가 양립할 수 없음을 어렴풋이 깨닫고 있
었다. 그에게 사랑을 얻는 것은 시인이기를 상실하는 것과 같다. 내적 대화형식
을 취한 말 (“Words”)은 사랑에 좌절할 때 비로소 시가 탄생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 예이츠는 사랑을 설명하기 위해 얼마나 더 많은 글을 써야하는지에 대해
불평한다. 가여운 토로이지만 그에게 사랑의 좌절은 결국 축복이 된다. “생각의
완벽한 전달이라는 꿈―‘내 님은 그것을 모두 이해하네’―은 오히려 시인을 침
묵하게 한다”(Ramazani 74).
하지만 그녀는
체에서 걸러진
그랬다면 나는
일상에 안주해

그걸 이해했다 한들
게 무언지 단언할 수 있을 이 누구인가?
빈약한 말 따위는 내팽개치고
버렸을지도 모르지.

That had she done so who can say
What would have shaken from the sie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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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might have thrown poor words away
And been content to live.

“눈먼 각박한 나라”인 아일랜드에서 예이츠는 했던 일이나 하려는 일을 모
드 곤이 이해하지 못함을 깨닫게 된다. 그의 문화 민족주의와 그녀의 호전적인
민족주의 사이에는 적지 않은 긴장과 불화와 다툼이 있었다(GY 176-78 참조).
이 불화로 예이츠는 절망하여 “햇빛 보기가 싫어진다.” 하지만 모드 곤에게 설
명하려는 욕구에서 최상의 업적이 탄생했음을 기억하고 그는 사랑의 상실을 자
위한다. “만일 그녀가 이해했다면 그는 글을 쓸 이유가 없었을 것”(Jeffares 87)
이고 “빈약한 말 따위는 내팽개치고 / 일상에 안주해 버렸을지도 모를 것이다.”
사랑의 실현과 시인의 삶은 공존할 수 없다. 연인을 얻으면 시는 잃어야한다.
모드 곤을 향한 헛된 노력, 답이 없는 사랑, 비탄에 잠긴 삶 때문에 말(言)이
그의 명령에 복종했던 것이다. 모드 곤은 예이츠의 체에서 시를 걸러내는 것이
자신의 역할임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었다. 그러하기에 그녀는 예이츠에게
“세상은 당신과 결혼하지 않은 것에 대해 감사해할 것이다”고 단언했던 것이다
(Gonne 319).
예이츠는 여러 시를 통해 연인의 상실이 시의 조건임을 보여준다. 탑
(“The Tower”)에서 그는 “상상력은 얻은 여자에서 아니면 잃은 여자에서/ 가장
많이 머무르는가?”(CPN 197)라고 묻는다. 연인의 상실로 시의 “공간”이 생겨
난다. 시인과 연인 간에는 “약간의 공간”(A little space)(CPN 31)이 필요하다.
이 공간은 시를 구성하는 틈의 역할을 한다. 시간의 십자가 위의 장미에게
(“To the Rose upon the Rood of Time”)에서 시인은 영원한 미의 상징이자 모
드 곤의 상징인 장미에게 “가까이 오라, 가까이 오라, 가까이 오라”고 손짓한
다. 하지만 장미가 다가오자 “장미의 숨결이 채울 수 있는 약간의 공간”(CPN
31)을 남겨달라고 요청한다. 시인은 이상의 장미가 다가오기를 열망하면서도
그 다가옴이 평범한 것들을 위한 시의 공간을 모두 지워버릴 수 있음을 두려워
한다. 일단 장미가 그 공간을 차지하면 그는 사소하고 평범한 것을 더 이상 듣
지 못할 것이다. 장미를 포용하는 것은 인간세계뿐만 아니라 시인을 초월하는
것이 된다. “예이츠가 장미의 숨결이 가까이 오라하지만 그를 소용돌이 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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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아들이기를 원하지 않는 것은 유한하지만 불멸과 교통할 수 있는 교차 지점
에서 그가 자신의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원하기 때문이다”(Kim 110).
연인과 시 사이에 존재하는 틈을 메우려할 때 시인은 사랑뿐만 아니라 시
도 파괴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연인과의 사랑은 현실에서 실현되지 않고
이상적인 상태로 남아있어야 한다. 연인의 사랑은 획득하는 순간 끔찍한 결과
를 낳는다. 역설적으로 언어로 연인을 전환할 때 그는 사랑의 소용돌이에 빠지
지 않고 자신의 욕망에 충실할 수 있다. 그는 연인과 시 사이를 갈라놓은 틈을
영웅적으로 받아들이고 시 속에서 사랑의 좌절을 견디어낸다.
예이츠는 사랑의 좌절을 애도하면서도 비밀히 연인의 부재를 갈망한다. 그
가 갈망하는 연인의 부재는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하나는 연인을 잃은 과
거의 여인으로 제시된다. 시인은 연인의 상실을 애도하며 그녀를 이상화한다.
이때 연인은 잊어버린 아름다움, 고대의 장미, 잃은 여인 등으로 표현된다. 다
른 하나는 연인을 묵시록적인 종말 이후 사랑이 실현될 수 있는 먼 미래의 연
인으로 그린다. 그는 이를 통해 연인과의 하나 됨을 무한히 연기한다. 이때 그
녀는 장미, 지혜, 소피아, 얻을 수 없는 여인 등으로 상징된다. 먼 과거이든 먼
미래이든 예이츠는 연인의 부재를 통해 사랑의 좌절을 시에 등록하고 연인을
시적 언어로 표현한다.
시인은 현실이 아닌 상상 속에서만 사랑의 욕망을 유지한다. 과거와 미래의
공간은 단순히 욕망을 상상적으로 채워 넣는 것뿐만 아니라 시인이 연인을 욕망
하는 방식이 된다. 그는 잊힌 아름다움을 기억한다 (“He Remembers Forgotten
Beauty”)는 1896년 초부터 1897년 3월 또는 4월까지 예이츠의 애인이었던 올리
비아 셰익스피어(Olivia Shakespear)에 대한 낭만적 찬가이다. 연인을 팔로 감쌀
때 시인은 “세상에서 오래 전에 사라진 / 사랑스러움을 [그의] 가슴으로 누른
다”(CPN 62). 그는 과거의 아름다움에 빗대어 연인의 사랑스러움을 표현한다.
“그늘진 웅덩이에 왕들이 내던진 보석 박힌 왕관들”(CPN 62), “꿈꾸는 숙녀들
이 비단 실로 수놓은 사랑 이야기들”(CPN 62-63), “옛날 숙녀들이 머리에 꽂았
던 장미들”(CPN 63), “신성한 회랑을 지나면서 숙녀들이 지녔던 이슬 차갑게
달린 백합들”(CPN 63)은 모두 시인이 기억하고자 하는 사랑스러움의 구체적인
예이다. 잃은 과거를 떠올린 후 그는 사랑스러움이 완성될 종말론적인 미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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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다. 그는 “그대가 키스하는 사이사이 한숨 쉴 때 하얀 미녀의 한숨 쉬는 소
리를 듣는다.” 여기서 “하얀 미녀”는 미의 작은 요정들이다. 이들 요정은 “불길
위에 불길, 심해 위에 심해 / 쇠무릎에 놓인 칼, 왕관 위에 왕관”에서 반쯤 잠들
어 있지만 언젠가 깨어날 종말론적인 미래를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깨어날 때
미의 작은 요정들은 세계를 새롭게 재건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들은 “순전한 추
(醜)의 세상보다는 무(無)를 더 선호”(Murphy 78)할 것이기 때문이다. 시인이 연
인의 사랑스러움을 과거나 미래의 아름다움에 빗대고자 하지만 현실 속에서 그
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고작해야 사랑스러움의 대체물이나 모방물뿐이다. 미의
작은 요정이 불안전한 아름다움보다 무를 선호하는 것은 당연하다.
모드 곤이 시인의 삶에 끼어들었을 때 예이츠의 삶은 확실성이 사라지고
불확실성 아래 놓인다. 사랑을 잃었을 때 현실은 갑작스럽고 낯설고 생소한 풍
경으로 바뀐다. 사랑의 슬픔 (”Sorrow of Love”)은 실연으로 세상이 온통 슬
픔으로 가득함을 보여준다. 이 시에서 “시인은 한 소녀의 출현과 그녀에 대한
사랑이 어떻게 그에게 자연의 조화로움과 아름다움을 빼앗아가 ‘한 남자의 모
습과 울부짖음’만을 남기고 있는가를 노래한다”(윤정묵 1999: 15). 1연에서 묘
사되는 자연세계는 구체적인 동물(“참새”)과 추상적인 패턴(“휘영청 밝은 달”),
청각(참새의 짹짹거림과 잎새의 화음)과 시각(밝은 달, 우윳빛 하늘)의 이중성
을 띠지만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다. 인간세계는 시각(“한 남자의 모습”)과 소
리(“울부짖음”)로 자연세계에 상응한다. 밝은 달, 우윳빛 하늘, 시끄러운 참새,
바람에 흔들리는 잎새는 서로 어울려 질서를 이룬다. 자연세계의 조화는 “한
남자의 모습과 울부짖음”을 “지우”(Had blotted out)고 인간의 슬픔을 치유한다.
2연은 트로이의 헬렌에 빗대어 시인의 삶에 모드 곤이 일으킨 비극의 소용
돌이를 묘사한다. “빨간 구슬픈 입술”은 관능적이고 열정적이며 피비린내 나는
폭력을 상징한다. “신하들과 함께 살해된 프라이엄처럼 콧대 높은” 소녀가 일
어나자 세상은 눈물에 잠기고 멸망의 위험에 처한다. 트로이 전쟁의 비극과 소
녀가 몰고 온 슬픔 사이에는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한다. 하지만 사랑을 잃은
시인의 눈에는 모두 비극적 운명과 자부심을 나타낸다. 호전적인 민족운동에만
전념하고 시인의 사랑의 호소에도 아랑곳하지 않으면서 콧대 높은 모드 곤은
그에게 비참한 삶을 가져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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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연은 조화로운 질서에 대조되는 인간의 무질서를 묘사한다.
출현하자, 그 즉시 시끄러운 처마에서는,
텅 빈 하늘에 기어오르는 달,
그리고 잎새들의 저 모든 슬픈 울음이
다만 한 남자의 모습과 울부짖음을 짓을 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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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PN 40)

소녀가 출현하자 그 즉시 달, 하늘, 잎새가 이룬 조화는 격렬히 흔들리고
혼돈에 빠진다. 우윳빛 하늘은 텅 빈다. 짹짹거리던 참새는 사라지고 “시끄러운
처마”로 암시된다. 잎새의 멋진 화음은 슬픈 울음만을 내뱉는다. 소녀의 등장으
로 자연세계는 치유하는 힘을 잃고 황폐하고 공허하게 된다. 하지만 비극적 상
황에도 소녀가 온 세상에 가져온 슬픔과 비애는 1연처럼 “한 남자의 모습과 울
부짖음”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짓는다”(compose). “짓는다”는 말은 인간에
게 고통을 가져다준다는 의미도 있지만 이 고통이 또한 시를 낳는다는 이중적
의미를 암시한다. 이런 이유에서 모드 곤이 시인에게 사랑의 슬픔을 가져다주
지만 그 슬픔은 역설적으로 시의 동력과 이유가 된다. 사랑의 슬픔은 한없이
시로 탈바꿈 한다.
예이츠는 환상을 통해서라도 모드 곤과 사랑의 결실을 맺고 싶어 한다. 하
지만 이러한 환상은 곧 깨어지고 현실의 쓰라림을 몇 배로 맞보게 된다. 깨진
꿈 (“Broken Dream”)은 이루지 못한 사랑을 환상에서 다시 이루어보려는 예이
츠의 꿈과 좌절감을 그린다. 그는 의도적으로 투명하고 꾸미지 않는 언어(“당신
은 그 누구보다 더 아름답다오”)를 사용하여 가감 없이 자신의 생각을 소박하게
표현한다. 몰락한 군주 (“Fallen Majesty”)와 그녀의 칭찬 (“Her Praise”)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모드 곤의 아름다움은 반쯤 잊힌 전설이 되었고 늙은이들의
“어렴풋한 기억”(CPN 153)에서만 존재한다. 그녀는 더 이상 청년들을 숨죽이게
하거나 흥분시키지 않는다. 그녀의 기도로 임종에서 구원받은 “어떤 시골 영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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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이 그녀에게 축복을 빌어줄 것이다. 예이츠는 모드 곤에게 오랫동안 트로이의
헬렌으로 역할을 부여했지만 이제 중년의 나이가 된 그녀에게 다른 역할, 즉 가
난한 자와 억압받는 자를 구원하는 백작부인 캐슬린의 역할을 부여한다. 이 역
할은 불태울 제 2의 트로이가 없었던 모드 곤의 모습과는 전혀 다르다.
3연에서 과장된 말투(“당신만을 위해 하늘은 최후의 심판의 일격을 포기했
지요”)와 능숙한 말투(“소녀의 짐스러운 아름다움으로 인해”)는 친밀감과 성실
함을 보여주는 명확하고 단순한 말투로 바뀐다. 죽은 사람은 생전의 삶을 거꾸
로 다시 산다는 신비주의의 교리를 떠올리면서 예이츠는 “무덤에 들어가면 모
두, 모두 새로워질 것이다”라고 말한다. 죽은 뒤 “여성의 첫 아름다움을 풍기
는” 모드 곤을 그는 환상으로 다시 본다. 그 때의 편안해 보이는 육체는 1연에
서 기도하는 모드 곤의 종교적 모습과 대비된다.
4연에서 예이츠의 칭찬은 갑자기 현재 시제(“당신은 그 누구보다 더 아름
답다오”)(CPN 154)로 바뀐다. 그는 현재에도 그녀가 여전히 아름답다고 주장함
으로써 아름다움이 육신을 초월해 존재함을 암시한다. 모드 곤의 손이 예쁘지
않았다고 과거 시제 (“had”)를 사용하여 예이츠는 그녀가 환상 속에서 모든 육
체적 결함을 벗어버릴 수 있는 것처럼 말한다. 하지만 백조에 빗대어 그녀가
아름다움의 화신으로 다시 태어난 모습을 상상하면서도 그는 “내가 입맞춤했던
손은 변함없이 그대로 있게 해주오”라고 요구한다. 예이츠는 “모드 곤이 아름
다움을 되찾는 환상의 내세에 대비하여 사소한 현실의 결함(“당신의 작은 손은
예쁘지 않았구려)을 제시해 균형을 맞춘다”(McDonald 36). 그는 내세에서 완벽
한 그녀만큼이나 현재의 모습대로의 그녀를 사랑한다. 자정을 알리는 마지막
종이 치자 환상은 사라지고, “공중의 어떤 형상”과 두서없는 이야기를 나누었
던 외로운 시인만 남는다.
자정을 알리는 종소리가 끝나며 사라지고 있다오.
하루 종일 한 의자에 앉아
공중의 어떤 형상과 두서없이 이야기를 하며
이 꿈에서 저 꿈으로, 이 시에서 저 시로 넘나들었소.
어렴풋한 기억들, 기억들뿐이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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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ast stroke of midnight dies.
All day in the one chair
From dream to dream and rhyme to rhyme I have ranged
In rambling talk with an image of air:
Vague memories, nothing but memories. (CPN 154)

환상이 끝이 나자 시인의 마음에는 “어렴풋한 기억들, 기억들”만이 남는다.
시인은 현실의 아픔을 환상 이전보다 더 크게 느끼게 된다. 사라진 환상이 암
시하는 것은 “젊음의 두 눈에서 뿜어 나오는 열정”만이 아름다운을 볼 수 있게
된다는 점이다. 그가 바라보는 아름다움은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열정으로
자신의 욕망을 투사한 결과물이다. 환상을 통해 연인의 아름다움을 재확인함으
로써 그는 시인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히 한다.
예이츠는 사랑의 슬픔을 다른 여인을 통해 해결하려하지만 자신의 선택에
확신하지 못한다. 채워질 수 없는 욕망으로 모드 곤이 아닌 다른 여인의 매력
은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연인은 사랑의 상실을 슬퍼한다 (“The Lover

Mourns for the Loss of Love”)에서 그는 “과거의 절망”, 즉 모드 곤에 대한
분노와 체념과 회한의 감정이 “아름다운 친구”를 통해 누그러지기를 꿈꾸었고
말한다. “그녀와 같이 지내며, 예이츠는 사랑의 열병이 끝나기를 바랐다. 하지
만 이들의 함께 한 삶은 완전히 끝이 나는데, 그가 여전히 모드 곤을 사랑하는
것을 그녀가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Unterecker 92).
어느 날 내 가슴 들어다본 그녀는
거기에 그대 모습 발견하고는,
울면서 멀리 떠나버렸소
She looked in my heart one day
And saw your image was there;
She has gone weeping away. (CPN 61)

“아름다운 친구”는 올리비아 셰익스피어(Olivia Shakespear)이다. 회고록
(Memoirs)에서 예이츠는 이 시의 배경에 대해 들려준다. 1897년 2월, 런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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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온 모드 곤은 예이츠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다. “저녁을 하면서 내 근심이
커졌다. 그녀는 자신이 준 상처를 분명 생각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그리고 어
느 날 평상시와 달리 분위기를 돌리려고 사랑의 시를 읽는 대신 편지를 썼다.
내 친구[셰익스피어]는 내 기분이 그녀의 기분과 다르다는 것을 알고 왈칵 눈
물을 쏟아냈다. ‘당신 마음에 다른 이가 있어요’라고 그녀가 말했다. 그것으로
수년간 우리들 사이는 갈라졌다”(Mem 89). 현실의 여인은 기억으로 증류된 부
재하는 여인과 경쟁할 수 없다. 부재하는 여인만이 시인의 열정을 일으키고 시
를 낳는다. 예이츠는 올리비아 셰익스피어와 함께 지내며 한동안 심리적 안정
을 얻었다. 하지만 편안한 일상의 삶을 위해 그는 모드 곤과 시인의 소명을 포
기할 수 없었다. 올리비아 셰익스피어가 주는 일상의 편안한 삶이 아니라 모드
곤이 일으키는 사랑의 아픔이 시인인 그에게 더 절실했을 것이다.
삶에서 안정을 이루거나 사랑의 욕망을 실현할 경우 예이츠는 시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을 수 있다. 시인은 사랑의 실현을 끊임없이 연기하며 슬픔과 불만
족 속에 살아가는 운명을 타고난다. 상상력은 얻은 여인이 아니라 잃은 여인에
더 많이 머무른다. 시인은 잃은 여인에게서 욕망과 상상력을 불러낸다. 현실의
여인은 잃은 여인의 상대가 되지 못한다. 그는 연인들로 가득 찬 골짜기에 대
해 이야기한다 (“He Tells of a Valley Full of Lovers”)는 잃은 여인이 불어넣
은 욕망의 힘을 보여준다. 시가 시작되면 그는 행복한 여인들이 지나가는 가운
데 홀로 한숨지으며 골짜기에 서 있다. 그 여인들을 보면서 시인은 그의 “잃은
사랑”이 약탈하거나 장난을 치려는 듯 숲에서 “살금살금” 나오는 꿈을 꾼다. 그
는 계곡의 여인들에게 애인의 눈을 “머리카락”으로 가리라고 경고한다.
그녀의 얼굴을 생각하며 다른 얼굴 아름답다 생각하지 않을 것이기에
세상의 모든 골짜기들이 사라져 버릴 때까지.
Or remembering hers they will find no other face fair
Till all the valleys of the world have been withered away. (CPN 67)

잃은 여인의 얼굴은 현실속의 연인의 얼굴을 압도한다. 잃은 여인, 절망의
여인, 기억속의 여인만이 남자의 가장 깊은 욕망을 차지한다. 불멸의 욕망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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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한 이는 현재의 욕망에 결코 만족하지 못하고 고통을 겪는다. 하지만 이상과
현실의 간극에서 오는 고통 속에서 마침내 시는 아름답게 피어오른다.
시인은 여인의 상실에서 미적 성취를 이룬다. 그는 다가갈 수 없다고 연인
을 나무라지만 죽음 꿈 (“Dream of Death”)에서 보는 것처럼 절망은 시를 가
능하게 하는 조건이 된다. 연인을 얻으면 시는 존재할 수 없다. 사랑의 슬픔에
서 욕망은 유지되고 시는 탄생한다. 죽음 꿈 은 구호활동을 벌이다 과로로 병
이 들어 외로이 프랑스에서 요양하고 있는 모드 곤을 위해 1891년에 발표한
시이다(Jeffares 37). 이 시는 연인의 상실의 극단적인 형태인 죽음 꿈을 다룬
다. 시인이 “낮선 곳”에서 죽은 “어떤 사람”(one)을 꿈꾼다. 모드 곤을 가리키
는 “어떤 사람”은 돌보아 줄 사람이나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낯선 곳에서
죽었다. 농부들은 그녀가 누구인지 이름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 그녀를 아는
사람이 주변에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농부들은 그곳에 그녀를 매장한다. “널빤
지에 못을 박다”는 관을 짜는 것을 나타낸다. “못을 박다”(nail)과 “얼굴
위”(above he face)와 같은 시어는 죽음을 떠올려 거칠고 불쾌한 느낌을 준다.
농부들은 묘지를 만들고 작은 십자가를 세우고 주변에 삼나무를 심는다. “만들
었다”(made)라는 동사와 “두개의 나무 조각”(two bits of wood)이라는 말은 매
장이 재빨리 대충 이루어졌음을 암시한다. “두개의 나무 조각”으로 된 십자가
는 고인을 오랫동안 기억하기 위해 세우는 십자가와는 거리가 멀다. 그녀의 무
덤은 그가 찾을 때까지 밤하늘의 별빛만이 그 위를 비춘다.
그때 나는 이 말을 새겼다네.
그녀는 그대의 첫 사랑보다 더 아름다웠지만
이제는 널빤지 밑에 누워 있소.
Until I carved these words:
She was more beautiful than thy first love,
But now lies under boards. (CPN 42)

십자가에 말을 새김으로써 시인은 그녀의 죽음과 아름다움을 이상화한다.
십자가에 새겨진 말은 죽은 그녀의 아름다움을 기억할 수 있는 유일한 기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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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말을 새김으로써 그는 그녀의 아름다움을 고정하려한다. 현실의 그녀는
죽었고 그녀의 아름다움은 되돌릴 수 없는 과거에 속한다. 경험의 세계인 현실
에서 죽음과 아름다움은 공존할 수 없다. 죽음과 아름다움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단절이 존재한다. 그러나 언어적 사건 내에서는 죽음과 아름다움은 어떤
모순도 없이 함께 존재한다. 경험적으로는 죽음과 아름다움은 동일한 시간에
공존할 수 없지만 이상적인 언어적 사건에서는 두 사건이 함께한다. 십자가에
글을 새김으로써 그는 그녀의 아름다움을 영원히 보존하려한다.
시인은 언어로 표현할 때 연인을 오로지 자신만의 여인으로 바꾼다. 현실에
서는 불가능하던 사랑이 시로 표현됨으로써 역설적으로 가능한 것이 된다. 이
러한 역설 때문에 그는 시로 연인을 소유하고자하는 욕망을 끊임없이 꿈꾼다.
이러한 욕망은 몰락한 군주 (“Fallen Majesty”)에서 잘 드러난다. 이 시에서
“예이츠는 모드곤이 주변으로 ‘군중들이 몰려들던’ 1890년대의 모습이 더 이상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쇠퇴하는 현재에 맞서기보다 예이츠는 ‘사라
진 것’의 당당함을 노래한다”(Longenbach 147). 그는 모드 곤의 젊음과 아름다
움이 사라져가는 모습을 기록하는 유일한 사람이다. 한때 그녀는 아름답고 위
엄이 있고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몰려들게 했다. 하지만 그것은 오래 전의 일
이고 아름다운 외모는 사라졌다.
생김생김들, 웃음이 달콤하게 만든 마음
이것들, 이것들은 남아있지만 나는 사라진 것들을 기록한다. 사람들이
모여들겠지. 그러나 예전에 불타는 구름과 같았던 한 존재가 걸었던
그 거리를 자신들이 걷고 있음을 그들은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The lineaments, a heart that laughter has made sweet,
These, these remain, but I record what’s gone. A crowd
Will gather, and not know it walks the very street
Whereon a thing once walked that seemed a burning cloud. (CPN 124)

젊은이들은 모드 곤의 젊은 시절의 모습을 보지 못했기에 현재 모습이 예
전에도 그랬을 것이라고 믿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예이츠가 기록한 시 속에
서 “예전에 불타는 구름과 같은 한 존재”로 남아있다. 그의 시만이 그녀의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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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아름다움을 증명해줄 것이다. 그가 기록한 시속에서만 그녀는 아름다웠던
젊음의 기억을 유지할 것이다.
예이츠는 그대가 늙었을 때 (“When You are Old”)에서 모드 곤이 늙었을
때를 상상함으로써 자신의 사랑이 얼마나 진실 되었는지를 보여주려 한다. 그
녀는 책을 꺼내 천천히 읽을 때 그녀의 숭고한 영혼을 그가 진정 사랑했음을
알게 될 것이다. 1891년 10월 예이츠와 모드 곤과의 관계가 안정적일 때 이 시
가 쓰였다(Kelley 23). 프랑스의 변호사이자 언론인인 뤼시엥 밀레보(Lucien
Millevoye)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조지(George)가 8월 31일 프랑스에서 수막염
으로 사망하자 모드 곤은 10월 21일 감정이 붕괴된 상태에서 더블린에 돌아왔
다(Mem 47-48). 슬픔에 빠진 모드 곤은 예이츠에 더 가까이 다가갔고, 그의 신
비체험 실험에 참여했으며, 황금새벽의 비밀회에도 동참했다(CL1 266). 회고
록 에서 예이츠는 모드 곤과 함께 보낸 몇 주간을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그
녀는 내가 필요했고, 그 필요가 사랑으로 변할 것이고 이미 그렇게 되고 있다
고 나는 의심하지 않았다”(Mem 49).
1연은 시인이 모드 곤에게 직접 말을 거는 형식을 취한다. 그는 연인이 “늙
어 머리가 하얗게 되고 잠이 많을 때” “이 책”을 읽으면서 젊은 시절의 아름다
웠던 모습을 떠올려보라고 권한다. 그녀의 늙은 모습을 상상함으로써 그는 시
의 공간을 만든다. 늙은 모드 곤이 자신의 눈이 한때 지녔던 부드러운 모습”과
“짙은 그림자”를 반추해볼 수 있는 곳은 “이 책”에서이다.
2연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한때 그녀의 “우아한 순간들”을 사랑했는지를
상기시킨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사랑했지만 그들 중 일부는 그녀를 진실 되
게 사랑하지 않았을 것이다. 아마도 그들은 그녀의 육체적 아름다움에만 가치
를 두었을 것이다. 많은 이들이 젊은 시절의 그녀를 거짓으로 혹은 진실로 사
랑했다. 하지만 그녀의 변해가는 모습과 “순례자 영혼”을 사랑한 이는 “한 남
자”―예이츠 자신―뿐이었다. “순례자”는 종교적인 이유로 고행을 떠나는 사람
이지만 방황하는 사람을 의미할 수도 있다. “순례자”라는 말을 통해 시인은 그
녀에게 헌신했음을 고백하거나 변덕스러운 옛 연인에게 불평한다. 순례자의 이
미지는 “슬픔과 외로움 속에서 영원히 떠도는 방랑자의 이미지와, 때로는 인간
에게 끔찍한 전쟁과 죽음을 가져오는 두려운 존재의 이미지 위에, 고귀하고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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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있는 것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헌신하며 거기에서 비롯하는 고통을 기꺼이
감수하며 인내하는 자의 이미지가 덧붙여진 것이다”(윤정묵 2004: 54). 하지만
어느 쪽으로 해석하든, 시인이 연인의 영혼을 깊이 사랑했음은 분명하다.
3연에서 시인은 연인이 늙었을 때를 다시 상상한다.
그리고 붉게 달아오르는 난로 창살가에 몸을 구부리고
불평하리라, 조금은 슬프게, 어떻게 사랑이 도망쳐
머리 위의 산을 거닐다가
별무리 틈에 얼굴을 감추었는지를.
And bending down beside the glowing bars,
Murmur, a little sadly, how Love fled
And paced upon the mountains overhead
And hid his face amid a crowd of stars. (CPN 41)

늙고 백발이 성성한 그녀는 난롯가에 몸을 기우리며 사랑이 어떻게 도망쳤
는지 떠올린다. 마지막 행은 하늘의 별무리 틈에 숨어있는 사랑의 아름다운 이
미지를 담고 있다. 시인은 자신과 모드 곤을 담담하고 차분한 어조로 비교한다.
사랑을 거부했던 그녀는 이제는 늙고 잠이 많고 활동 공간이 집으로 한정된다.
그녀는 잃은 사랑을 떠올리며 조금 슬프게 불평할 뿐이다. 반면 시인은 여전히
낭만적인 애끓는 마음과 초조하고 겸연쩍지만 하늘만큼 거대한 사랑의 감정을
지니고 있다. 둘 사이의 대조는 모드 곤의 벽난로의 창살가와 얼굴을 숨긴 별
무리 간의 차이로 극명하게 드러난다.
예이츠는 종종 자신의 삶을 거짓 없이 시로 옮긴다. “60세의 늙은 미소하
는 공인”(CPN 216)은 학동 사이에서 (“Among School Children”)를 쓸 때 예
이츠의 모습을 매우 정확하게 보여준다. 하지만 “순례자의 영혼”을 사랑한 예
이츠는 사랑의 성취에 분투하려는 마음과 시인으로 남고 싶어 하는 마음으로
분열되어있다. 사랑의 좌절에서 고통과 절망을 겪지만 시를 위해 그는 그 고난
을 기꺼이 받아들인다. 모드 곤에 대한 좌절된 사랑은 예이츠의 사랑의 시에
많은 영감을 주었으며 훌륭한 시적 소재가 되었다. 얻은 여인보다 잃은 여인에
게서 더 깊은 시의 샘이 흐른다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다. 만약 모드 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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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이츠의 사랑을 받아들였다면 그의 나날은 비참함으로 채워지지 않았을 것이
다. 하지만 비참함이 없었다면 시도 없었을 것이다. 예이츠가 진정 원하는 것은
여인의 사랑이 아니라 사랑의 시이었다. 그는 모드 곤이 절망의 여인이자 꿈의
여인으로 남아 무궁한 시적 영감을 얻기를 내심 바랬는지도 모를 일이다. 모든
곤을 이룰 수 없는 여인으로 만든 것은 예이츠 자신이다. 그는 사랑의 실현보
다는 영혼의 결합에서 아름다운 사랑의 시를 짓는 것에 더 행복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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