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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시대와 작가에 따라 죽음에 대한 이미지는 다양하게 표현된다.

중세시대에 죽

음은 해골이나, 창처럼 두려움을 전달하는 이미지로 그려졌고 르네상스에 오면
잠, 폭군, 낫등으로 표현된다. 그리고 르네상스인들은 죽음에게 물러가라는 호령
을 하거나 때로는 잠을 자고나면 다시 깨어나는 상태로 묘사하면서 죽음을 거부
한다. 그러나 현대시에서의 죽음은 “미의 어머니”(Death is the mother of
beauty)로 표현되는데 이것은 죽음을 수용하려는 태도다. 한편 작가에 따라서도
죽음은 다양하게 표현된다. 그런데 많은 시에서 죽음을 생존 때와 같은 모습으
로 여행을 떠나는 것에 비유하고 있음은 흥미롭게 생각된다. 미국 19세기 시인
필립 프레노(Philip Freneau)는 그의 시

인디언 매립지 (“Indian Burying

Ground”)에서 사후에도 생존 때 처럼 친구를 초대해 만찬을 베풀고 화살촉과 사
냥을 준비 하는 모습으로 인디언들의 죽음 이후를 묘사했다. 그리고 로렌스(D.
H. Lawrence)의 시 바바리언 용담꽃 (“Babarian Gentians”)에서 죽음은 신랑
플루토를 맞이하러 횃불을 들고 명부로 내려가는 신부 페르세포네(Persephone)
의 사랑의 열정으로 그려졌다. 이 밖에도 로렌스의 죽음의 배 (“The Ship of
Death”)에서 죽음은 만찬을 싣고 한 줄기 빛을 찾아 암흑의 망망대해를 떠도는
배의 항해에 비유했다. 그러면 예이츠와 히니는 죽음을 어떻게 표현했을까?
예이츠와 히니 모두 죽음에 대해 두려움, 거부 등의 부정적 반응을 보이지 않
았다. 오히려 그 두 시인에게도 다른 차원으로의 영혼여행에 대한 믿음이 존재한
다. 예이츠의 죽음 (“Death”)이란 시에서 죽음은 인간이 만들어 낸 개념에 불과
하고 인간은 여러 번 재생하기 때문에 죽음을 조소하라고 주장한다. 한편 그에게
있어 죽음은 이승에서 이루지 못한 사랑을 성취시킬 심미적 공간으로 인식됨도
고찰된다. 이 밖에 “삶과 죽음에 차가운 시선을 던지고 말 탄자여 지나가라”고
적어놓은 예이츠 묘비를 통해 예이츠에게 있어 죽음은 무수히 반복되는 순환의
수레바퀴로부터 다른 공간으로 건너가는 문지방 같은 공간임을 추론할 수 있다.
한편 히니의 죽음에 대한 사색은 형제의 죽음을 다룬 학기 중의 휴가
(“Mid-Term Break”)로부터 현장 방문 (Field Work)에서 그려지는 북 아일랜
드 폭력 사태 당시에 죽은 지인에 대한 애가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이 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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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산사나무 등불 (The Haw Lantern)의 어머니와의 추억을 그린 일련의 사랑
의 소네트에서도 죽음에 대한 히니의 사색이 등장한다. 한편 아버지의 죽음이
초래한 죽음에 대한 고뇌와 아버지를 만나려는 간절한 소망은 환영 보기
(Seeing Things) 곳곳의 시들과 이 시집의 두 번째 부분인 구상과 추상의 세계
를 엮으려는 스퀘어링즈 (“Squarings”)란 시들에서 잘 표현된다.
그리고 그의 뇌졸중 발병 이후인 2010년 작품인

인간 고리 (Human

Chain)1)에서 부모의 남긴 에너지로 자신이 살았고 자신이 남기는 에너지가 다
시 손녀의 삶으로 연결되는 고리 구조를 시인은 독자에게 인식시킨다. 다음 장
에서는 필자의 이런 주장을 그들 시를 선택해서 읽음으로써 증명해 보겠다.

II. 죽음을 다룬 예이츠의 시
예이츠의 초기 시에서 묘사되는 죽음의 세계는 기독교적 지옥이나 천당이
아니고 삶의 고통이 없는 신비한 요정의 세계다. 호수 가운데 슬루스 숲이 있
는 섬, 해오라기가 퍼덕이면서 잠자는 물 쥐를 깨우고 요정이 베리와 체리 가
득한 큰 통을 숨기는 곳, 이곳에 사는 요정은 슬픔 가득한 이승으로부터 멀리
달아나라고 아이를 유혹한다. 이처럼 그의 시에서 죽음은 삶과 그 경계가 모호
한 신비한 공간이다.
호수안 슬루스 숲 바위언덕이
적셔진 곳
숲이 우거진 뭍이 있는 곳
그곳은 펄럭이는 해오라기
졸린 물 쥐를 깨우는 곳;
그곳에 우리는 베리와 훔친
붉은 체리 가득 담은
요정의 큰 통을 숨겼지.
오거라 오, 인간의 아이여!
물과 숲으로
요정과 함께 손에 손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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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는 네가 알 수 없는
울음가득하기에
Where dips the rocky highland
Of Sleuth Wood in the lake,
There lies a leafy land
Where flapping herons wake
The drowsy water-rats;
There we’ve hid our faery vats,
Full of berries
And of reddest stolen cherries.
Come away, O human child!
To the waters and the wild
With a faery, hand in hand,
For the world’s more full of weeping than you
can understand. (CP 20)

그리고 예이츠는 죽음 이라는 제목의 시에서 윤회라는 형태로의 재생에 대
한 그의 신념을 나타낸다. 예이츠의 주장에 따르면 ‘죽음’은 인간이 만든 개념
이기 때문에 위대한 자는 자신을 죽이려는 것에 조소를 보내며 용감히 맞설 수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인간이 동물과 달리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희망하는 이유
는 인간은 삶과 죽음이라는 윤회의 수레바퀴를 돌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두려움도 희망도
죽어가는 동물에겐 없다;
인간은 두려워하며 희망하며
그의 임종을 기다린다;
인간은 여러 번 죽고
재생했기에.
위대한 자는 자부심에 차서
죽이려는 자들과 맞서서
죽음에
조소를 던진다.
인간은 뼛속까지 알기 때문에.
인간이 죽음을 만들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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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 dread nor hope attend
A dying animal;
A man awaits his end
Dreading and hoping all;
Many times he died,
Many times rose again.
A great man in his pride
Confronting murderous men
Casts derision upon
Supersession of breath;
He knows death to the boneMan has created death. (CP 264)

한편 예이츠는 죽음을 이승에서 이루지 못했던 사랑을 이룰 수 있는 낭만
적 공간으로 생각한다. 그런데 예이츠의 이 같은 심미적인 낭만성은 삶에서 죽
음으로 이행되는 과정을 달님에 한 발을 얹고 우주로의 여행을 떠나는 모습으
로 묘사하거나 빛을 찾아 만찬을 싣고 망망대해를 떠도는 배의 항해로 그려 낸
로렌스의 것과는 다른 종류의 낭만이었다. 예이츠의 시 그는 그의 연인이 죽
기를 바란다 (“He wishes his beloved were dead.”)와 죽음에 대한 꿈 (“A
Dream of Death”)이 그 예다. 이 두시에서 화자는 연인이 죽은 후 자신에게
되돌아와 주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대 차갑게 죽어 누워 있고,
빛이 서쪽으로 창백하게 사라지면,
여기로 와 머리 숙일 거예요,
그러면 나 그대 가슴에 내 머리 묻으리;
그대 날 용서하면서 부드러운 말 중얼거리리
그대 죽어있기에:
절대로 그대 일어나 먼 길 서둘러 가지 못하리,
그대 야생조의 의지 가졌을지라도,
그러나 그대머리 감겨있음을 알리니
별과 달과 태양 주변에;
오 사랑하는 연인이여, 그대 몸을 누이세요.
땅속 소리쟁이 나뭇잎 아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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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들이 하나 둘 창백하게 사라질 때에.
Were you but lying cold and dead,
And lights were paling out of the West,
You would come hither, and bend your head,
And I would lay my head on your breast;
And you would murmur tender words,
Forgiving me, because you were dead;
Nor would you rise and hasten away,
Though you have the will of the wild birds,
But know your hair was bound and wound
About the stars and moon and sun;
O would, beloved, that you lay
Under the dock-leaves in the ground,
While lights were paling one by one. (CP 80-81)

이 밖에 죽음을 다룬 시로는 연인의 죽음뿐 아니라 그 당시 유명인이나 지
인의 죽음을 그린 시가 있다. 그림자에게 (“To A Shade”), 한 아이리시 공군
이 그의 죽음을 예견 한다 (“An Irish Airman foresees his death”), 16명의 죽
은 자들 (“Sixteen Dead Men”) 그리고 로저 케이즈먼의 유령 (“the Ghost of
Roger Casement”)등이 그 예다. 한편 예이츠 자신의 죽음을 언급한 시는 불벤
산 아래서 (“Under Ben Bulben”)정도이다. 예이츠에게 있어서 죽음이란 빛에서
어둠으로 변해가는 황혼처럼 다른 공간으로 지나가는 문지방으로 인식될 뿐이
다. 죽음 앞에서 화자는 결코 작아지지 않을 뿐 아니라 차가운 시선으로 이승
을 냉소할 수 있는 여유를 보인다. 그리고 저승이라는 여행길에 오른 말 탄 기
사처럼 위엄을 갖고 용감하게 그곳으로 옮겨 간다.
벗겨진 불벤 산 머리 아래
드림클리프 교회 뜰에 예이츠 누워 있노라
선조는 거기 목사로
오래 전, 한 교회 근처에 서 있었네,
길 옆 옛 십자가,
대리석도, 전통적인 문구도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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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곳 근처에서 채석된 석회석위에
예이츠 자신의 명령으로 이 말이 새겨졌노라:
차가운 시선을 던져라
삶과 죽음에 대해.
말 탄 자여, 지나기시오!
vi
Under bare Ben Bullben’s head
In Drumcliff churchyard Yeats is laid.
An ancestor were (a) rector there
Long years ago, a church stands near,
By the road an ancient cross,
No marble, no conventional phrase;
On limestone quarried near the spot
By his command these words are cut:
Cast a cold eye
On life, on death.
Horseman, pass by! (CP 400-01)

III. 셰이머스 히니의 죽음을 다룬 시
2009년 4월 11일 부활절의 토요일, 히니의 70세 생일을 축하하는 아일랜드
국영방송 (RTÉ)의 사회자는 히니에게 2006년 뇌졸중 발작 후 죽음에 대해 어
떤 생각을 가지게 되었는지를 물었다. 이때 그는 자신은 전통적인 가톨릭의 죽
음관은 받아들이지 않겠으며 죽음을 “소멸” (extinction)로 인식한다고 대답했
다. 이로 인해 히니는 피상적 시인이라고 공격받게 되지만 그의 2010년 출간
된 인간 고리 를 근거로 볼 때 죽음에 대한 시인의 인식은 실제로는 단순한
소멸이라기보다는 죽어가는 혹은 죽은 자에 대한 살아있는 자들의 염려와 사랑
으로써 소멸로부터 다시 재생될 수 있다는 신념을 표현했다고 생각한다. 이 같
은 가설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이후 쓰여 진 히니 시들에서 찾아 볼 수 있는
‘영혼에 대한 탐구’로 뒷받침 될 수 있다. 이 시들은 각기 다른 기법을 사용해
서 주제와 형식의 어울림을 극대화 시키고 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3년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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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작품 산사나무 등불 의 빈터 (“Clearances”)는 사랑의 소재를 부각시
킬 수 있는 소네트 형식으로 쓰였다. 그리고 1991년 환영보기 는 고전에 대한
인용(allusion), 패스티쉬 (pastiche)2) 그리고 구상과 추상을 함께 엮는 기법으로
그려진다. 한 차례의 뇌졸중을 겪은 히니는 그의 마지막 시집 인간고리 에서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면서 다시 부모님에 대한 회상과 갓 태어 난 손녀를 시에
담음으로써 우리 삶이 과거 현재 미래로 연결된 전체임을 인식시킨다. 이 장에
서는 특히 작가의 부모에 대한 사랑이 담긴 회상 시와 히니의 죽음에 대한 정
의를 알 수 있는 시만을 중점 고찰하고자 한다.
산사나무 등불 이라는 시집의 빈터 (“Clearances”)라는 제목으로 엮여 진
여덟 개의 시들은 서정적 분위기 그 중에서도 사랑의 주제를 잘 표현할 수 있
는 소네트란 장르로 쓰였다. 죽은 어머니는 시인의 사랑에 의해 시속에서 되살
아나게 된다. 가족의 돌봄과 사랑을 느끼며 눈을 감는 어머니의 마지막 순간을
그린 일곱 번째 소네트에는 죽어가는 어머니에게 아버지가 사랑의 숨결을 불어
넣는 장면과 어머니의 부재에 대한 시인의 공허감이 담겨있다.
7
그 마지막 순간에 그는 그녀에게
평생을 다 합쳐 했던 말보다 더 많은 말을 하셨다.
‘당신이 월요일 밤 새로운 줄에 앉으면
난 당신에게 다가가며 기뻐할 거요
난 문 안으로 걸어 들어가겠소. 그게 좋지 않겠소?’
그의 머리는 받쳐진 그녀의 머리 쪽으로 굽어져 있었다.
그녀는 그의 말을 들을 순 없었지만 우린 대단히 기뻐했다.
그는 그녀를 착한소녀로 불렀고 곧 그녀는 죽었다,
맥박이 잡히지 않아 죽은 것으로 여겨졌다
우린 그 자리에서 한 가지를 깨달았다.
우리 주변이 텅 빈 것을
우리에게 파고 든, 그것은 빈 공간으로의 침잠
그 공허의 세계가 갑자기 열려졌다.
고성의 울음소리가 들렸고 순수한 변화가 찾아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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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last minutes he said more to her
Almost than in all their life together.
‘You’ll be in New Row on Monday night
And I’ll come up for you and you’ll be glad
His head was bent down to her propped-up head.
She could not hear but we were overjoyed.
He called her good and girl. Then she was dead,
The searching for a pulsebeat was abandoned
And we all knew one thing by being there.
The space we stood around had been emptied
Into us to keep, it penetrated
Clearances that suddenly stood open.
High cries were felled and a pure change happened. (231 NSP)

환영보기 는 1991년 출판된 시집으로서 죽은 친부에 대한 그리움이 동기
가 되었다. 이 시집의 시작과 끝은 저승세계에 대한 묘사로 장식되는데 이 같
은 구조를 통해 작가의 사색범위가 죽음 이후의 세계로까지 확장되었음을 알
수 있다. 환영을 찾아서 (Seeing Things)의 서시격인 황금가지 (“The
Golden Bough”)는 이니드 6권 98～148행을 번역한 시다. 이 시의 내용은
지하에 계신 사랑하는 아버지를 만나려는 이니스(Aeneas)의 간절한 바람을 표
현했는데 이 같은 갈망은 히니 자신의 것이기도 하다. 첫 부분에서 무녀 시빌
(Syvil)이 등장한다. 두 번째 부분에서 이니스가 시빌에게 지옥으로 가는 길을
가르쳐주고 지옥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한다. 이때 시빌의 허락을 구하려고 이니
스는 과거 전쟁터에서 자신이 아버지를 구해냈던 자신의 용기를 자랑한다. 삼
부에서 무녀 시빌은 지옥에서 돌아오는 길의 위험함과 황금가지를 얻는 법, 그
리고 지옥으로 들어가는 열쇠의 사용법을 이니스에게 가르쳐준다.
나 한 개의 모습을 찾고자 기도 하나이다, 내 사랑하는
아버지와 얼굴을 맞대고 싶으니
그 길을 가르쳐주시고 그 성스러운 문을 활짝 열어주세요.
예전에 전쟁터에서 수천 개 적의 창과 화염을 뚫고
나 그를 내 어깨에 메고 그 험악한 전투에서
그를 구했나이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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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여신이시여, 나 그대에게 아버지와 아들에 대한
연민을 가져주기를 간구 하나이다, 그 어떤 것도
그대의 힘에 미치지 못하나이다.
. . .
예언자가 말을 시작했다:‘신과 혈연관계인
트로이언, 앤키즈의 아들이여, 아버니즈로 내려가는
길은 쉽다.
낮과 어두운 밤에 지옥의 신 플루토의 문은 열려있으니.
그러나 발을 되돌려 공기가 있는 윗 세계로 되돌아오는 것은,
진정으로 힘든 과업이요.
그 일은 주피터의 호의를 받은
몇 안 되는 자만이
불타는 영웅의 영광으로 하늘의 상을 받아 할 수 있었소.’
I pray for one look, one face-to-face meeting with my
dear father.
Teach me the way and open the holy doors wide.
I carried him on these shoulders through flame
And thousands of enemy spears. In the thick of battle
saved him
. . .
So therefore, Vestal, I beseech you take pity
On a son and a father, for nothing is out of your
power
. . .
When the prophetess started to speak: ‘Blood relation
of gods,
Trojan, son of Anchises, the way down to Avernus is
easy.
Day and night black Pluto’s door stands open.
But to retrace your steps and get back to upper air,
This is the real task and the real undertaking.
A few have been able to do it, son of gods
Favoured by Jupiter the Just, or exalted to heaven
In a blaze of heroic glory.’ (ST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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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산사나무 등불 과 1991년의 환영보기 에서 시인은 부모님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을 그려냈지만 2010년 작품 인간 고리 에서 작가는 자신에게 죽
음이 가까이 다가왔음을 느끼면서 그 죽음을 단지 “소멸”(extinction )이 아닌 재
생의 발판으로 그리려 한다. 히니의 죽음의 개념은 어떤 면에 있어서 데리다의
것과 유사하다. 즉, “죽음을 향한 존재는 내 안에 있는 타자의 죽음을 인정한다.
그리고 죽은 자의 흔적을 보유하는 경험, 타자에게 우리가 지나가고 있음을 전
달하는 경험은 재생이라는 행위를 구성한다. 재생은 타자와 자신, 존재와 부재,
죽음과 삶, 존재와 비존재의 이중구조를 허물며 계속되는 삶의 행위 이상도 이
하도 아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타인의 삶의 나머지로 살고 타인과의 협업 하
에 우리의 남은 에너지를 통해 살게 된다. 재생은 출발과 지나가기로 명확해진
다.”(2007 a Derrida) 이 때 재생은 프로이드의 애도 (mourning )같은 수동적 행
위가 아닌 적극적의지로 죽은 타자의 혼을 산자에게 투입시킴으로써 가능하다.
죽음과 재생에 대한 이미지는 예이츠가 낭만적이라면 히니는 사실적이다.
예이츠가 그의 시 비잔티움으로의 항해 (“Sailing to Byzantium”)에서 “영혼이
박수쳐 노래하지 않는다면 지팡이위에 걸쳐 진 누더기 외투에 불과하다” (A
tattered coat upon a stick/ Unless soul claps its hands and sings)라고 죽음을
묘사했다. 그리고 예이츠는 죽음을 극복할 영혼의 힘을 예술창조에서 찾았다면
히니는 세속적인 삶의 허약한 단면을 그대로 노출시키며 죽어가는 중에도 가족
의 돌봄과 사랑으로 죽음과 삶이 접촉되고 교류됨으로써 재생될 수 있다는 그
의 생각을 표출했다.
한편 히니의 마지막 시집인 인간 고리 는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 히
니의 뇌졸증 경험을 표현하는 모험의 노래 (“Chanson D’Aventure”), 깨어 있
지 않았더라면 (“Had I Not between awake”)과 같은 시도 있고 뱀장어잡이
(“Eelworks”), 분리된 짝 (“Uncoupled”), 앨범 (“Album”), 담배 꽁초 (“The
Butts”)등은 부모님과 고향 데리에서의 어린 시절의 추억이 새겨 진 아버지의
소지품과 관계 된 시들이다. 지인의 죽음을 그린 시로는 어느 화가의 죽음
(“Death of a Painter”)이 있는데 특히 데이비드 하몬드 (David Hammond)의
죽음을 그린 그 문은 열렸고 그 집은 어두웠다 (“The door was open and the
house was dark”)에서 화자의 죽음에 대한 공포가 희미하게 표현된다.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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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부모님에 대한 추억을 그린 시, 그의 인간 고리에 대한 믿음이 나타나는 시
만을 살펴볼 것이다.
히니는 부모 세대를 사랑의 눈으로 추억함으로써 현존하는 자신에게 그들
의 혼을 전이시킨다. 분리된 짝 (“Uncoupled”)에는 어머니와 아버지가 각자의
일에 몰두하여 근면하게 일하시던 모습을 그리고 있다. 이 시의 1부는 어머니
가 화덕으로부터 재를 날라 와 웅덩이에 버리시는 모습을 2부는 아버지가 가축
을 키우는 모습을 화자의 기억을 통해 생생하게 재생시켰다. 이때 단테나 토마
스 하디가 주로 사용한 3연시(Terza rima)3) 기법을 사용하고 있다. 여기서는 1
부만 인용해 보겠다.
i
누군가 재 버리는 구덩이로 오고 있지
행렬 중인 것처럼 키 큰 여인이
그녀 앞에 홀쭉한 냄비를 들고 걸어오네
방금 화덕에서 꺼낸 그 냄비
가장자리 가득 무겁게
희끄무레한 먼지와 여전히 뜨거운 불똥과 화염을 담은 채
바람은 그녀의 앞치마 가슴팍으로
입과 눈으로 사정없이 불어드는데 그녀는
흔들림 없이 그 (불똥 든) 냄비를 수평으로 들고,
두 손으로 단단히, 쓰라리게 금속 손잡이 움켜잡고
계속 앞으로 나가다가 그 닳아 빠진 길이 닭장 뒤로 돌아가는
그 곳에서 우리 시야로부터 사라졌다
Who is this coming to the ash-pit
Walking tall, as if in a procession,
Bearing in front of her a slender pan
Withdrawn just now from underneath
The firebox, weighty, full to the brim
With whitish dust and flakes still sparkling h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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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t the wind is blowing into her apron bib,
Into her mouth and eyes while she proceeds
Unwavering, keeping her burden horizontal still,
Hands in a tight, sore grip round the metal knob,
Proceeds until we have lost sight of her
Where the worn path turns behind the henhouse. (HC 9)

이 시집과 같은 제목의 시인 인간 고리 (“Human Chain”)라는 시에는 제
삼 세계의 굶주리는 이들을 위한 응급 식량 구조반이 묘사된다. 굶주리는 자들
에게 군인들은 총을 쏴 올려 질서를 유지시킨다. 다음 부분에서 작가는 곡식자
루를 나르고 들어 올렸던 자신의 젊은 시절을 떠올리며 마지막 짐으로부터 벗
어난다. 이 때, 모든 이에게 삶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는 ‘죽음’이 마지막
연에서 암시된다. 그 식량 짐은 굶주리는 자들을 위한 것으로 짐 진자들은 그
들의 짐이 내려놓아 질 때야 비로소 휴식할 수 있다. 이 처럼 우리의 삶의 짐
은 죽는 순간까지 계속될 뿐 아니라 짐 진 자들의 수고로 생존이 유지된다. 이
시는 모든 인간은 자신의 짐을 지고 내리면서 서로에게 연결되어 있음을 알려
주고 있다. 그런데 이 연결고리는 생존을 위한 원초적인 연결고리로서의 먹이
사슬을 연상시키지만 그 인간 고리는 자연적 생존 이상의 개념인 사랑과 사명
감, 그리고 인간적 위엄을 지닌 연결 고리인 것이다.
식량주머니 손에 손으로 전달되어 지네
상세장면이 소개 된다 구조요원 그리고
군중에게 총을 쏘는 군인, 난 다시 준비했다.
두 자루 끝을 움켜쥐고
힘껏 끌어 손에 넣은
두 개로 포장 된 곡식 단, 들어 올릴 준비 하고
눈과 눈을 맞추고 하나 둘
트레일러 위로 들어 올리고 그런 다음
굽히고 끌어당기고 비우고 그 어떤 것도 능가하는 것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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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게 짐 내려놓는 일보다, 등이 깨질 고역이 주는 가장 진정한 보답을,
다시 오지 못 할 해방감
아니 그것은 한번쯤은, 모두에게 찾아 올 거야
Seeing the bags of meal passed hand to hand
In close-up by the aid workers, and soldiers
Firing over the mob, I was braced again
With a grip on two sack corners,
Two packed wads of grain I’d worked to lugs
To give me purchase, ready for the heaveThe eye-to-eye, one-two one-two upswing
On to the trailer, then the stoop and drag and drain
Of the next lift. Nothing surpassed
That quick unburdening, backbreak’s truest payback,
A letting go which will not come again,
Or it will, once, And for all. (HC 17)

IV. 결론
현실의 삶 자체가 고달팠던 민족은 현실보다는 내세를 강하게 갈망할 가능
성이 있다. 이렇게 고달픈 역사 속에서 탄생된 예이츠와 히니 모두 죽음 이후
의 재생을 믿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 두 작가 모두 기독교적인 지옥이나
천당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한편 이 두 시인은 죽음 이후의 생존 양상을 다른
모습으로 표현한다. 예이츠에게 있어서 삶의 저 편에 존재하는 세계는 빛과 어
둠, 삶과 죽음의 경계가 모호한 고통 없는 신비한 세계다. 그리고 예이츠는 윤
회의 형태로 영혼이 재생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예이츠에게 있어 죽음이란 이
루지 못한 사랑을 이룰 수 있는 공간, 때로는 말 탄 기사가 위엄 있게 다른 차
원으로 건너가는 심미적이고 낭만적인 문지방으로 인식되었다.
반면 히니의 죽음에 대한 사색은 부모님의 죽음이후 쓰여 진 산사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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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 과 환영보기 에 오면 더욱 진지해진다.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은
환영 보기 곳곳의 시들 중에서 목격되며 시인은 버질의 이니드 의 이니스처
럼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 현실세계로부터 영혼세계로의 항해를 시도 한다. 그
리고 한 차례의 뇌졸중을 겪은 이후인 2010년 시집인 인간고리 는 그의 마지
막 기억 모음집이다. 그런데 그는 이 시집에서 가까이 다가오는 자신의 죽음을
예견한 듯 자신의 어린 시절로부터의 기억에 남은 순간들을 회고했는데 그의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이 다시 한 번 회상 시를 통해서 표현된다. 그리고 히니
는 시인자신이 부모의 잔재로 살아남은 것처럼 자신의 잔재가 후손에게 전달
될 수 있다는 믿음을 인간 고리라는 이미지로 구체화시켰다. 과거 현재 미래를
이어가는 인간세대 특히 그 한 구성요소인 가족에 대한 사랑의 연결 고리로써
빈터처럼 허전했던 소멸을 극복하려 했음도 고찰되었다. 마지막 결론은 예이츠
가 생각한 죽음은 낭만적, 영웅적 그리고 초현실적이었다면 히니에게 있어 죽
음은 사실적이며 일상적이었고 윤리적 특징이 있다고 설명된다.

Notes
1) 히니의 마지막 시집 인간 고리 에 대한 평가는 다음과 같다. 뉴욕 타임즈의 드윗 가너
(Dwight Garner)는 뉴욕 타임즈 평론에서 “그의 어린 시절로부터 중년을 통과한 순간들을
활력 있게 표현했고 이 시들에서 과거에 대한 회상보다는 시인 자신의 인생사에 대한 여
전히 정력적인 느낌을 읽을 수 있으며 히니의 시인으로의 권위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라
고 평했다. 한편 도나시먼(Donna Seaman)은 “히니는 아일랜드의 고통과 음악, 그리고 인류
를 위험하게 만드는 파괴와 진보한 교양을 연결하는 지상적이며 신비한 시인”이라고 평가
했다.
2) 문학, 미술, 음악의 모방 작품으로 여러 가지를 함께 모아 뒤섞는 기법을 의미한다.
3) 3행연의 특수형태로서 약강 오보격 (iambic pentameter)으로 구성 된 연이 aba,bcb,cdc,ded의
각운을 지닌 장편의 한 그룹(canto)을 형성한다. 토마스 와이어트 경이 처음으로 영국에 수
입했는데 단테의 신곡 , 셸리의 서풍에 부치는 송가 그리고 토마스 하디의 왕조 등에서
그 예를 찾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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