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Yeats Journal of Korea/ 한국 예이츠 저널 DOI: http://dx.doi.org/10.14354/yjk.2019.59.173
Vol. 59 (2019): 173-186

예이츠의 빅토리아시대 시인 읽기
김주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우리말 요약: 이 논문은 예이츠의 산문에 나타난 그의 문학비평론을 확인하여 그의 문
학사상을 파악하고 그가 시창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이 무엇인지를 알아
보려는 연구이다. 특히 그의 동시대 작가였던 테니슨, 브라우닝, 아놀드 등 세 명의 빅
토리아시대 시인들에 관한 비평을 통해 문학적 전통이라는 측면에서 예이츠의 자리매
김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연구를 통해 우리는 예이츠의 문학비평의 기준이 시인의 비
전 제시의 가능성이라는 것을 확인했으며 이 기준으로 볼 때 세 명의 빅토리아 시인들
에 대한 실망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그에 대한 대안으로 예이츠는 새로운 문학전통을
정립하려고 노력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주제어: 예이츠, 문학비평, 빅토리아시대, 비전, 문학전통
저자: 김주성은 단국대학교 영어과 교수이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Title: Yeats’s Reading on Victorian Poets
Abstract: This research tries to read Yeats’s theories of literary criticism in his prose
works to figure out what his criteria of creative works are in three of his contemporary
Victorian poets: Tennyson, Browning, and Arnold. Yeats believes good poets should be
able to provide vision and these Victorian poets are incomplete or unsatisfactory. So
Yeats decides to create his own criteria, a new literary tradition or modern poetics.
Key words: Yeats, literary criticism, Victorian poets, vision, literary tradition
Author: Jooseong Kim is Professor of English at Dankook University.
E-mail: kimjooseong@dankook.ac.kr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I

예이츠가

그 자신을 어떤 문학사조에 속해있는 작가로 구분하였는지에 관한

연구는 그의 작품 세계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다. 다른 비
평가들이 그의 작품을 통해 그의 문학적 성향을 판단하는 것과는 달리 작가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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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로의 분석은 예이츠가 자신의 작품을 구상하는 단계부터 마지막 출판에 이르
기까지 계속해서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이다. 결론부터 미리 언급을 하자면
예이츠는 스스로를 ‘현대시인’(modern poet)이라고 간주하고 있었다. 그러나 사
실 그의 생애를 분석해보면 시기적으로 그는 아놀드, 브라우닝, 테니슨 등의 빅
토리아시대 작가들과 같은 시대에서 교류하며 살았고, 많은 비평가들은 그를 워
즈워드 계열의 낭만주의의 연장선으로 읽고 있다. 물론 패트키(Laziv Patke)를
비롯한 많은 학자들이 여전히 그를 엘리엇이나 파운드와 흔적을 공유하는 현대
시인으로 자리매김을 하고는 있지만 예이츠가 속해있는 문학사조를 진정 대변
한다고 주장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는 예이츠의 작품세계가 워낙 다양하고
목소리가 가변적이기 때문일 수도 있고, 그가 ‘존재의 통합’이라는 이름으로 상
반되는 개념들을 통합하여 제시하면서 생기는 의미의 간극 때문일 수도 있다.
어떤 작가의 작품세계를 이해하려는 시도에서 많은 연구들은 그 작가의 민
족적, 정치적, 종교적, 사상적 정체성을 파악하려고 노력한다. 이런 가정에서 볼
때 지금까지 여러 학자들과 연구들에서 예이츠의 정체성에 관한 논의가 되었고
다양한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주장이 제기가 되었으나 여전히 예이츠의 정체성
이 정립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결과이다. 이는 아마도 예이츠
의 문학적 다양성을 의미하는 반증일 수 있으며 또는 우리 독자들이 예이츠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거나 시인 스스로 어느 하나의 시대나 사조에 속하
기를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런 혼돈은 의미의
확장이라는 긍정적인 역할과 함께 시인의 정체성의 혼란이라는 부정적인 반작
용도 있어 예이츠의 시를 읽는 데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다. 극단적인 예를 들
어 예이츠를 아일랜드의 민족시인이며 독립운동가로 자리매김을 하도록 해주는
대표적인 시로 많은 학자들이 언급하는 1916년 부활절 (“Easter 1916”)에서
그는 ‘끔찍한 아름다움이 태어났다’(A terrible beauty is born)는 격정적인 선언
의 마지막 연에 다음과 같은 논란거리를 붙여 넣고 있다.
영국이 했던 모든 행동과 말들에 대한
약속을 지킬 수도 있었기에
결국 그것은 쓸모없는 죽음이었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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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s it needless death after all?
For England my keep faith
For all that is done and said.

물론 이 시행이 다수의 학자들이 주장하듯이 영국은 결코 그들의 약속을 지키
지 않을 것이라는 해석도 가능하고, 또 다른 학자들의 말처럼 예이츠가 영국계
아일랜드 사람이라는 한계를 드러낸 것으로 읽힐 수도 있을 것이다. 영웅적인
아일랜드의 독립운동가들의 죽음이 영국의 정치적인 약속이행에 따라 의미 없
거나 쓸모없는 죽음이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예이츠의 작품에 대한 더 정확하고 폭넓은 이해를 위하여
그가 스스로를 어떤 문예사조에 속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확인하려
고 한다. 이를 위해 그의 시에 대한 스스로의 주석이나 설명이 아니라 다른 작
가들에 관한 그의 작품 평을 읽어보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본다. 다른 작가들
에 관한 예이츠의 문학 비평에서 그의 문학관과 문예사조관, 철학 등을 확인할
수 있고 이를 다시 그의 작품에 반영한다면 의미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이다. 이러한 연구방법론은 T. S. 엘리엇이나 파운드처럼 문학이론과 문예사조
론에 관한 활발한 학술활동을 병행하고 있는 작가들의 작품연구에서 자주 사용
되는 연구방법이다. 그러나 예이츠의 경우에는 그가 엘리엇처럼 제대로 된 문
학이론 논문이나 글을 학술적으로 출판하지 않았고 주로 신문이나 잡지에 게재
를 하였기에 학술적인 가치가 떨어진다는 대중적인 평가와 함께 예이츠 스스로
도 자신의 역할에 대해 이런 종류의 글에 시간을 낭비하느니 차라리 시 창작에
더 시간을 할애하겠다는 언급에서 알 수 있듯이 그 자신의 선택에 기인했을 것
이다. 그러나 저작물의 양으로만 보아도 예이츠의 산문은 그 어느 문학평론가
의 저술보다 부족하지 않으며 그 질적인 면에서도 충분히 가치가 있다는 것이
최근의 연구에 의해 밝혀지고 있다. 예이츠는 문학적 전통과 정전에 속하는 거
의 모든 작가들에 대해 비평의 글을 썼으며 항상 그에게 있어 좋은 시인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시금석은 시인이 개인적인 비전1)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와 그 시인이 비전을 제시하는 작가들의 문학적 전통에 비추어
얼마나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 이 글에서의 비전은 특히 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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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크나 셸리, 키츠 등의 낭만주의 작가들에 관한 예이츠의 관심과 전문성, 그
리고 그의 아니마 문디와 비전의 철학에 연관되어 매우 중요하게 읽혀야 한다.
이 글의 앞부분에서 언급했듯이 예이츠가 스스로를 현대시인으로 보고 있
다지만 여전히 그는 낭만주의 사조의 연장선에 있다. 또한 그가 빅토리아조의
동시대인이었기에 우리는 예이츠의 산문에 나타난 빅토리아조 시인들에 대한
작품평을 살펴보면서 예이츠의 문학적 정체성을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것
이라 기대한다.

II
예이츠가 주동이 되어 핵심적으로 아일랜드의 연극과 무대에 관한 에세이
들을 편집하고 아일랜드의 새로운 연극을 소개하며 영국의 연극과 비교하면서
민족주의적인 관점을 견지하고 있는 저널 벨타인 (Beltaine)이 1900년에 끝이
나고 그 뒤를 이어 동일한 개념으로 출판이 시작된 삼하인 (Samhain)의 1905
년 판에서 예이츠는 그의 시창작과 산문글쓰기에 대한 그의 생각을 다음과 같
이 말하고 있다.
나는 종종 여러 가지 주제에 관해 글을 써야하는 실질적인 임무로 바쁘기 때
문에 시를 쓰는 시간을 그런데 빼앗기기보다는 그런 글들을 대충 거칠게 쓰
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사람들은 매년 한가지씩을 포기하고 있는데 나는
무엇보다도 산문을 잘 쓸 수 있다는 희망을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Irish
Dramatic Movement 93)

이 언급에서처럼 예이츠는 분명 그의 시보다는 그의 산문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었고 평생 그의 산문의 출판을 꺼리기도 하였다. 예이츠는 티난(Katherine
Tynan)에게 “내게는 어디에도 출판할 수 없는 아주 많은 산문들이 있어요. . . .
좋은 잡지에 싣기에는 너무 이상하거나 일관성이 없고 지역신문에 싣기에는 지
나친”(CL1 71) 그의 산문들에 대해 불평을 하고 있다. 그의 산문에 관한 불만
족은 문학적인 평론이나 학술적인 글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며 실제로 영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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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인 브릿지스(Robert Bridges)의 율리시스의 귀환 (“Return to Ulysses”)에 대
한 그의 비평문에 관해서 브릿지스에게 편지를 보내 다음과 같이 말했다.
당신은 내 비평을 다른 비평의 글처럼 최종적인 것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
다. 이것은 지금까지의 내 비평문이 모두 그러하듯이 이것은 신문에 실리는
기사로 대충 쓰였을 뿐이고 내 의도보다 훨씬 더 급하게 마감을 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자신의 재능 중에서 하나씩은 포기해야 하는데,
나는 내 비평의 재능을 포기했습니다. (Correspondence 12)

이처럼 우리는 예이츠를 전공하고 있는 학자들도 놀랄 만큼 많은 그의 산
문들을 가지고 있으나 여전히 우리는 그의 산문을 그의 시를 읽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는 보조 자료로만 간주하고 있다. 물론 우리는 예이츠 초기의 산문
들, 특히 젊은 시절에 그가 돈이 필요해서 급하게 쓴 산문들이 그의 시작품들
보다 집중력이나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나 그런 산문들조차
도 말년에 산문집으로 모아서 엮을 때 거의 모두 다 수정을 가해서 의미 있는
글로 만들었으며 특히 비전 의 출판 이후 그의 철학체계와 문학사상의 정리가
완성되어 예이츠의 산문들에서는 젊은 시절의 치기어린 글쓰기는 거의 나타나
지 않고 있다.
브래드포드(Curtis Bradford)는 예이츠의 산문들을 구분하여 “비평문, 자서
전, 그리고 철학적인 글”(309)로 구분을 하였는데 이에 대해 블룸(Harold
Bloom)과 베이트(W. Jackson Bate)는 예이츠의 비평문들은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어 이런 기계적인 구분이 불가능하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비평의 글이라고 정
해놓고 글을 쓰는 것 보다는 차라리 예이츠처럼 “영향력을 끼치려는 의
도”(Bloom 1)없이, “과거에 대한 부담”(Bate 3)없이 더 의미 있는 글을 쓸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예이츠의 비평에서 주관적인 기준은 논리적이라거나 전통
적이지 않다. 예이츠의 동시대인이면서 제대로 문학비평을 공부한 T.S. 엘리엇
과 달리 비평가로서의 예이츠는 객관적이거나 과학적이거나 몰개성적이 아니라
스스로의 기준을 중심으로 매우 개인적이며 인상적이다. 브레이터(Enoch
Brater)는 한 발 더 나아가 “예이츠의 유일한 비평은 솔직한 인상주의적 비평
뿐”(653)이라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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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종합해 본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예이츠의 산문의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의문이 제기된다. 아주 오랫동안 그의 산문은 자신
의 시에 대해 철학적 근거를 제시하고, 아일랜드적인 설명을 덧붙이며, 그의 신
변잡기적인 에세이에 지나지 않는 열등한 기록으로 많은 독자들과 학자들에게
인식되고 있었으며 지금 현재도 그런 평가가 남아있다. 그러나 이는 엄청난 오
해이며 오독이다. 그의 산문에는 특히 낭만주의 시인들인 키츠, 블레이크, 워즈
워스에 관한 뛰어난 비평이 있으며 드라이든, 포프 등의 형이상학파와 신고전
주의 시인들의 작품에 대한 창의적이고 유기적인 읽기가 있다. 따라서 그의 비
평문은 새롭게 인식되어야 하며 체계적인 정리와 함께 새로운 인식의 변화가
필요할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예이츠의 산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여러 비평문들 중에서
특히 빅토리아조 시인들의 작품에 관한 비평문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실제적으로 예이츠의 작품을 살펴 그가 어떤 문학사조에 속해있는지를 결정하
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 이는 그의 작품을 읽는 출입문이며 그의 작품을 이
해하는 첫 번째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많은 학자들은 예이츠를 모더니즘의 초
기에 등장한 현대시인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러나 또 많은 학자들은 그의 작품
을 살펴보아 그가 “낭만주의 시인들을 좋아했을 뿐만 아니라 낭만주의의 문제
점을 해결하려고 시도”(이철희 257)했으며 낭만주의 시의 전통을 이어받고 있
다고 말한다. 물론 이 모든 주장이 자체적으로 성립이 되는 명제인 것은 워낙
예이츠의 작품세계가 광범위하고 다양하기 때문일 것이지만 이에 따르는 독자
들의 혼란과 불확실성도 존재하고 있다. 정경심도 이러한 낭만주의와 예이츠,
엘리엇의 관계 문제에 대해 고민하면서 엘리엇의 몰개성을 예이츠의 “주마
등”(153)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칭했고 단순하게 엘리엇을 모더니즘의 시인으로,
예이츠를 낭만주의 시인으로 부르는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그렇다면 실
제적으로 예이츠와 동시대를 살았던 빅토리아 시인들과의 관계를 알아보고 예
이츠가 그들을 어찌 비평하고 있는지를 살피는 작업은 예이츠와 빅토리아 시인
들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확인하면서 그 간격을 재어 예이츠를 어떤 문학사조에
위치시켜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과정이 될 것이라고 본다. 특히 브라우
닝과 테니슨, 그리고 아놀드에 관한 예이츠의 비평을 정리하여 예이츠가 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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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토리아 시인들의 장점과 한계를 확인하면서 이에 직접,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예이츠의 작품을 다시 읽는 작업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먼저 시기적으로 예이츠와 빅토리아 시대를 구분하는 것은 명백한 오류이
다. 그는 빅토리아여왕의 재위기간(1837~1901년)의 전반부에 태어났고 후반부
에 이미 시인으로서의 자리를 잡았다. 따라서 적어도 그의 초기작품에서 당시
시대정신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고 그 흔적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그의 첫
번째 중요한 시는 1885년에 완성되었고 그의 첫 번째 주요 작품은 브라우닝의
애솔랜도 (Asolando), 테니슨의 데메테르 (Demeter), 스윈번의 시와 담시
(Poems and Ballads)와 같은 해에 출판되었다. 예이츠는 브라우닝의 추모사를
작성했으며 테니슨의 마지막 저서의 평론을 썼지만 이들을 문학적으로 동시대
인들로 간주하지는 않았다. 아무리 같은 시대를 살았더라도 예이츠에게 있어
그들은 그보다 더 이전의 (낡은) 세대였으며, 문학적 과거의 일부였다. 사실 예
이츠는 이 시인들의 작품과 낭만주의 작가들의 작품에서 어떤 의미 있는 단절
이나 큰 차이점을 찾을 수 없기에 이들을 별도의 ‘빅토리아시대 시인’으로 보
지 않았다. 그에게 있어 19세기는 낭만주의의 연장이거나 그가 현대시라고 부
르는 새로운 시대의 시작일 뿐이었다. 예이츠는 빅토리아시대를 블레이크, 셸
리, 로제티나 모리스의 ‘비전파’ 시인들과 워즈워스, 테니슨 및 아놀드 등의
‘교훈파’ 시인들 사이의 연속적인 긴장이 지배하는 시기라고 이해했다. 이중에
서 예이츠는 비전파 계열의 시인들로부터 시가 세계의 영적 충동의 매체라는
믿음을 받아들였고, 시의 소재로 토속적인 것들을 사용하며, 시의 형식으로는
서정시를 채택하도록 하는 영향을 받았다.
후기 빅토리아시대의 시인들이 그랬듯이 청년시절의 예이츠는 ‘무상하게 사
라지는’(evanescent) 비전을 찾으려고 노력했는데 이는 시대적 추세이기도 했다.
셸리와 블레이크가 아주 선명하게 보았던 비전은 이 시기에 들어오면서 물질주
의의 혼란 속에서 희미해졌고 사라져버렸으며 예이츠는 이제 새로운 비전을 제
시해야 한다는 소명을 느끼게 된다. 1903년 비교적 젊은 예이츠의 문학관과 예
술관을 밝힌 선과 악의 개념들 (Ideas of Good and Evil)의 한 챕터인 육체
의 가을 (“The Autumn of the Body”)에서 그는 19세기의 시에 대해 어느 정
도 명쾌한 정의를 내리고 있다. 이 글에서 예이츠는 자신을 전형적인 빅토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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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의 시인이라면서 “나는 외향적인 것들을 가능하면 생생하게 묘사하려고 했
었지만 . . . 갑자기 외향적인 것들을 묘사하려는 것에 흥미를 잃었고 어떤 책
이든 그것이 영적이거나 부드럽지 않은 것이면 관심이 없었다”(E&I 189)고 말
한다. 예이츠가 생각하기에 브라우닝, 스윈번, 그리고 초기 셸리의 시들은 그
당시의 과학과 정치, 철학, 도덕성을 작품 속에 흡수하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로제티를 비롯한 라파엘전파에서의 시인들은 “현대 생활과 생각의 복잡성 속에
서 가능한 한 상상력을 끌어내는 단어와 유형 및 은유에 대한 개인적 또는 영
적 열정에 대해 말하기 시작”(E&I 190-91)했다. 다른 사람들이 ‘데카당
스’(decadence)라고 부르는 것을 예이츠는 ‘육체의 가을’이라고 칭하고 있으며
희미하게나마 다시 비전을 탐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빅토리아시대
의 독서대중들이 지나치게 물질적인 발전에 집착하고 동시에 도덕적 고양과 이
해하기 쉬운 감정을 강조하면서 시의 본질을 훼손하였고 결과적으로 이 시대의
시를 망치게 했다고 비난하고 있다. 비전을 그려내는 시를 이해하거나 동조하
는 공동 신념 체계가 결여된 독자를 대상으로 진정한 시인은 글을 쓸 수 없다
는 것이다. 예이츠가 드라마에서 그의 작품을 이해하지 못하는 무식한 관객들
이 들어찬 극장보다는 차라리 “그를 이해해주는 소수의 열정적인 친구들이 있
는 응접실을 선호”(김주성 292)하듯이 시에서도 시인과 독자사이의 비전을 매
개로 하는 화학적 교류를 매우 중요시하고 있다. 과학적 물질주의가 내재된 현
실에 대한 기계적인 인식과 그들이 제기한 은유적 구조에 근거한 신화에 대한
집착하는 독자들은 비전에 대해 이해를 할 수 없는 독자들이었다. (LNI “The
Celt in London: Irish Writers Who Are Winning Fame” 69-71 참조)
구체적으로 예이츠의 시인별 비평을 살펴보자. 먼저 예이츠가 보기에 테니
슨은 비전이 주는 상상력을 ‘이 세상의 것들’ 때문에 타락하게 만든 대표적인
시인이었다. 기계적인 철학에 물든 독자들은 테니슨이 제시하는 비전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었으며, 이에 맞추어 테니슨은 비전을 포기하고 교훈적인 방향을
택해 청중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그의 이러한 변화는 그를 엄청나게 인기 있게
만들었지만, 예술가로서의 그를 파멸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이츠는 1892
년 오이노네의 죽음 (The Death of Oenone)에 대한 서평에서 테니슨이 후기
에 들어서 그의 시를 정화시켰고 공적인 표현의 시인에서 다시 사적인 비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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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인이 되었다고 칭찬하고 있다. 그는 테니슨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단순한
기계적 변화와 단순한 과학적 또는 기계적 창의성에 기반을 둔 희망을 지워버
리고 진정한 시인의 영혼처럼 그의 영혼이 하늘 아래에서 벌거벗고 서게 되었
다”(UCP 253)고 말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이츠는 테니슨의 비전이
블레이크를 비롯한 다른 시인들보다는 본질적으로 더 제한적이라고 생각했다.
블레이크가 하늘을 단지 자연계의 경계이며 초월할 수 있는 한계라는 것을 알
고 있었던데 비해 테니슨은 하늘을 사후의 세계, 혹은 영적인 세계의 영역으로
보고 있었다. 테니슨은 블레이크보다 확실하게 비전을 덜 사용했고 더 현실적
이었다. 또한 예이츠가 보기에 블레이크와는 달리 테니슨은 지나치게 예술적이
었으며 시인의 창작 기법에 대해 너무 의식하고 있었고, “찬란한 말의 매력을
위해 모든 것을 내던졌고”(UCP 95) 이것이 비전을 방해하게 되었다.
이처럼 예이츠는 말년의 테니슨의 시에서 찾을 수 있는 비전에 관해 긍정
적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를 자신의 재능을 제대로 살리지 못한 시인
으로 보고 있다. 그 이유에 대해 그는 어느 정도는 당시의 역사적 배경의 탓으
로 생각했다. 테니슨은 불행하게도 “서정시의 시대에 태어났으며, 그로 인해 영
감을 하나의 꾸준한 불꽃으로 타오르게 하는 대신에 많은 반짝임과 반짝임으로
깨뜨릴 수밖에 없었다”(UCP 252)고 아쉬워한다. 또한 그는 테니슨의 서정시가
아닌 다른 문학적 형식에 대한 시도에 대해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느꼈다. 특히
예이츠는 테니슨의 왕의 목가시 (The Idylls of the King)를 싫어했고 베케트
(Beckett)를 제외한 모든 드라마 작품들이 다 실패작이라고 혹평을 했다. 테니
슨의 마지막 시집 중에서 예이츠는

교회 관리인과 큐레이터 (“The

Churchwarden and the Curate”), 아크바의 꿈 (“Akbar’s Dream”), 침묵의 소
리 (“The Silent Voices”) 등은 좋은 작품이라고 했지만 표제시는 “과거에 매달
린 희미한 유령”(E&I 349)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이러한 비판은 테니슨의 화려
한 웅변은 “열정 없는 정서의 위장”(E&I 495)일 뿐이라고 예이츠가 늙어서까
지 계속되었다. 1921년 그의 일기에서 예이츠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테니슨의 구문은 축약되거나 부서진 것은 거의 없지만 아마도 결코 좋은 말
은 아니다. 열정적인 삶의 충동이 부족하다. 메모리엄 은 그 구문 때문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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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받을 수 있다. 이것은 감동받은 사람의 말이 아니다. (Notebook Begun
April 7. 1921 (National Library of Ireland #13, 576)

같은 날의 일기에서 그는 브라우닝도 언급하고 있는데 테니슨의 언어와 달리
그의 언어는 열정적인 말이라고 칭찬하고 있다.
[브라우닝]은 방언인 것처럼 외부에서 공부한 언어를 썼고 또 열정의 표현을
회피하는 분출이나 표현을 통해 실체에 대한 인상을 얻었다. 그의 글에서 열
정적인 구문은 극히 드물고 파라켈서스에 등장하는 ‘알로에 볼’에 관한 노래
에서처럼 가장 시적일 때 부자연스러운 순서의 단어를 사용했다.

브라우닝에 대한 상대적 호평은 예이츠가 그의 작품을 얼마나 많이 좋아하
는지를 시사한다. 1929년 말 그는 브라우닝이 그에게 여러 가지 면에서 ‘위험
한 영향’을 주었다고 말했다. 브라우닝이 예이츠에게 주었던 가장 핵심적인 영
향은 아마도 그를 심리화하게 했다는 것이다. 분명히 브라우닝의 영향을 받은
하룬 알 라시드의 선물 (“The Gift of Harun al-Raschid”)을 예이츠가 비전
에서의 심리적인 패턴과 연계하고 있다는 점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또한 블룸
이 주장했듯이 예이츠와 브라우닝은 둘 다 셸리로부터 큰 시적 영감과 영향을
함께 받고 있다. 이 두 명의 시인들을 모두 나름대로 셸리의 영향에서 벗어나
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예이츠가 보기에 브라우닝의 시도는 효율적이고 합리적
인 방법이었다. 1890년 브라우닝의 추도사에서 예이츠는 두 명의 브라우닝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하나는 사고와 추측이 그 자체의 목적이라기보다는 극적
인 표현의 수단인 페르소나를 통해 말하고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스스로의 생
각을 말하는 ‘극화된 브라우닝’이 있다.
첫 번째 브라우닝에게 있어 이 세상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운 방식으로 들어오
는 큰 하숙집일 뿐이다. 그에게 박수갈채와 대화는 생명이었고 기쁨 그 자체
였다. 가끔씩 소음과 혼란이 그의 시에 스며들어 표현이 혼란스러워졌고 그
구절은 쪼개졌다. (LNI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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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두 번째 브라우닝은 자신의 마음에서 그대로 말하면서 예이츠가 생각하
기에 19세기시의 걸작 중 하나인 반지와 책 (The Ring and the Book)의 교황
의 독백을 만들어 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교황을 제외한 대부분의 브라우닝
의 다른 페르소나는 그의 비전의 표현에 방해가 되었다. 예이츠가 1921년의 일
기에 썼듯이, 브라우닝은 성격이 열정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성격이 아름다
움의 주체인 열정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 비록 예이츠가
두 번째 브라우닝을 모방하여

갈대에 이는 바람 (The Wind Among the

Reeds)에서 개인화된 예이츠의 성격을 가진 페르소나를 만들어내기는 하지만
심리학자로서의 브라우닝에 대해서는 그리 호의적이지 않았다. 예이츠가 보기
에 심리화는 단지 비전의 표현을 회피하는 방법일 뿐이었다.
빅토리아시대의 시인 중 마지막으로 예이츠가 직접 비평을 하고 있는 작가
는 아놀드이다. 예이츠는 분명히 아놀드의 문학비평이론에 영향을 받았지만 실
제로 아놀드의 시에는 거의 감탄하지 않았다. 물론 아놀드가 제시한 비평이론
의 중요성으로 인해 예이츠는 아놀드를 시를 문학작품 그 자체로 읽은 것이 아
니라 문학비평이론의 예시로 간주하여 제대로 감상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 예
이츠가 생각하기에 진정한 시를 구성하는 요소는 비전이었으며 그가 가장 숭배
했던 블레이크나 셸리의 낭만적 비전을 방해하는 여러 방법들 중에서 아놀드는
워즈워스를 모방하여 교훈주의와 고전적 모방이라는 가장 한심한 시적 기법을
선택했다고 예이츠는 비판한다. 아놀드는 교훈주의와 고전의 모방을 통해 설화
시 소럽과 러스텀 (Sohrab and Rustum)을 완성했고 예이츠가 보기에 이 작품
은 “유기적인 작품이라거나 열정적인 생각의 충동아래 태어난 육체의 흐름이
아니라 고전의 단순한 모방에 지나지 않는다”(E&I 354)고 비판했다. 아놀드의
교훈주의와 도덕적인 문구의 선호 등은 모두 워즈워스의 영향을 받은 것이고
비전의 제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예이츠는 워즈워스가 주장했던 평온
함 속에서의 정서적 회상은 전혀 비전과 관련이 없는 개념이라고 주장한다. 따
라서 워즈워스와 아놀드의 시에서 보이는 회상조의 경향으로 인해 이들은 예이
츠에게 있어 시인으로서는 실패한 작가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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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지금까지 우리는 테니슨, 브라우닝, 아놀드 등 빅토리아시대의 대표적인 시
인 세 명에 대한 예이츠의 비평을 살펴보았다. 물론 이들 시인들 이외에도 이
시대에는 로제티와 모리스 등 예이츠가 동시대의 시인들이라고 간주했고 문학
사조상 현대시인들로 구분되는 여러 시인들이 있었다. 여기에서 분명한 것은
의외로 예이츠가 개인적으로는 까다롭고 깐깐한 비평가라는 점이다. 그는 시적
인 전통을 고려할 때 일반적인 정전으로 받아들여지는 여러 시인들을 제외하거
나 평가절하하고 있다. 예이츠에게 있어 초서는 중세시대에 살았던 모리스에
불과하며, 셰익스피어는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 실패자였고, 스펜서는 좋은 문장
과 나쁜 문장의 차이가 너무 분명했으며, 밀턴은 비인간적인 웅변으로 망했고,
워즈워스는 시적경험을 교훈조로 기술했기에 문제가 있으며, 키츠는 정적인 그
림의 시인일 뿐이었다. 이 글의 위에서 언급했듯이 테니슨은 매력적인 언어를
위해 비전을 포기했으며, 브라우닝은 일반적인 심리학자일 뿐이고, 아놀드도 교
훈조의 말장난을 하고 있어 실패했다. 엘리엇이 그렇게 찬양하고 모방하고 싶
어 하던 드라이든, 포프, 그레이, 쿠퍼, 바이런, 스윈번 등 대부분의 형이상학파
시인들은 예이츠에게 있어 시인으로 인정되지도 않는다. 심지어 예이츠가 그렇
게 찬양하였던 블레이크와 셸리도 예이츠의 문학적 혹평에서 벗어나지 못했으
며 블레이크는 시창작의 기법에 미숙하였고 셸리는 비전을 효과적으로 제시하
지 못했다고 비난을 받았다.
이런 비판과 비평을 통해 예이츠가 생각했던 문학적 전통은 “궁극적으로 예
이츠 홀로 서있는 전통”(Fallis 292)인 듯하다. 게다가 문학의 역사는 완전히 개
인적이다. 이는 문학의 전통과 사회적 요구에 큰 의미를 부여하는 엘리엇의 문
학비평이론과 완전히 대척점을 이루고 있다. 또 객관적상관물이나 이미지 등 추
상적인 개념을 극도로 회피하는 엘리엇과 다른 모더니스트 비평가들과는 달리
예이츠는 구체적인 기술이 아니라 비전의 제시가 시인의 책무라고 말한다. 또한
신비평가들이 작품과 작가를 분리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예이츠의
비평은 작품과 작가가 혼합되었고 그의 작품비평은 작가의 성격비평과 혼재되어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예이츠의 문학적 철학적 핵심사상체계인 마스크이론의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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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게 작가와 작품이 분리될 수 있다고 간주하지 않는 것
같다. 심지어 친절한 달의 침묵 이나 비전 에서 예이츠는 “창의적인 심리학의
복잡한 이론을 통해 시인을 그들의 작품에서 분리하려고 시도는 하고 있으나 결
국은 예술을 통한 타협의 이론이라는 핑계”(Fallis 292)로 주저하게 된다. 처음에
는 그의 개인적 문학철학이었던 이 사상체계를 예이츠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전
반적인 문학사에 적용하기 시작했다. 그는 역사의 압력, 특히 시인들에게 부여되
는 시대적 영향력에 대해 종종 언급을 했고 이를 인정하는 듯 했으나 결국 그에
게 있어 문학비평은 여전히 시인들이 얼마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가의 효율성
과 비전을 제시하는 시적 전통에 얼마나 부합하는지의 이 두 가지를 확고한 기
준으로 설정하고 있다. 사실상 문학의 전통과 역사 속에서 이 두 가지 기준을
충족시키며 예이츠가 만족할 만큼 좋은 시는 극히 드물었다. 이것이 그에게 스
스로 새로운 문학적 전통을 만들어 나가야겠다고 결심하는 자극을 주었다.

Notes
1) 이 글에서는 블레이크나 셸리 등의 시인들에게 있어 개인적이며 종교적인 환상과 그 환상
에 관한 주관적이며 논리적인 설명을 제공하는 일련의 사유체계를 비전이라는 용어로 통일
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연구자 개인의 선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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