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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말 요약: 조각상 에서 예이츠는 고대 그리스에서 중세 인도를 거쳐 현대 아일랜

드에 이르는 예술의 역사를 형상과 무형상의 변증법이라는 관점에서 추적한다. 그는

피타고라스적인 수, 피디아스의 형상, 불상의 무형상의 형상 그리고 아일랜드의 형상

을 통해 예술의 역사적 변천을 제시한다. 조각상 은 형상과 무형상 간의 경쟁의 역사

뿐만 아니라 예술에서 형상의 의미에 대한 예이츠의 사색을 잘 보여준다. 그리스의 조

각상에 걸 맞는 아일랜드의 영웅적 행위를 형상화함으로써 그는 아일랜드인의 꿈을

밝게 비추기를 고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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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각상 (“The Statues”)에서 예이츠는 예술의 역사를 형상(form)의 관점에서

재빠르게 훑고 지나가면서 동서양의 예술 전통을 논의한다. 서양예술이 극적이

고 역사와 시대에 따라 다양한 형상을 제시한다면 동양예술은 극적이지 않고

비역사적이고 오랜 세월 동안 변함없다. 동서양 예술의 역사적 변천은 피타고

라스적인 수, 피디아스의 형상, 불상의 무형상의 형상 그리고 아일랜드 예술의

형상을 통해 제시된다. 조각상 은 형상과 무형상 간의 경쟁 과정뿐만 아니라

예술에서 형상의 의미에 대한 예이츠의 사색을 잘 보여준다. 그리스의 조각상

에 걸 맞는 아일랜드의 영웅적 행위를 형상화함으로써 그는 아일랜드인의 꿈을

밝게 비추기를 고대한다. 

시가 시작되면 예이츠는 우리를 그리스 예술의 기원으로 데려가 예술 뒤에

숨겨진 추상적인 수의 법칙이 그리스 미의 열쇠임을 보여준다. 

피타고라스는 그것을 계획했다. 사람들은 왜 쳐다보았는가?

그의 숫자는 대리석과 청동에서 움직이고

또는 그러한 듯 보였지만 개성이 없었다. 

그러나 홀로 지내는 잠자리에서 사랑을 상상하다 창백해진

소년소녀들은 숫자가 무엇인지를 알았고

열정으로 개성을 잘 구현할 수 있음을 알았다.

그래서 한밤중 공공장소에서

추로 계산된 얼굴 위에 뜨거운 입술을 댄다.1)

Pythagoras planned it. Why did the people stare?

His numbers, though they moved or seemed to move

In marble or in bronze, lacked character.

But boys and girls, pale from the imagined love

Of solitary beds, knew what they were,

That passion could bring character enough,

And pressed at midnight in some public place

Live lips upon a plummet-measured face. (CPN 336)

피타고라스의 수는 그리스에서 조형 예술의 본질을 형성한다. 그리스 조각

가들은 피타고라스의 정확한 수를 바탕으로 인체의 균형미를 만들어낸다. 예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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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일종의 폴리클레이토스(Policlitus)의 법에 따르면, 몸은 얼굴의 7배이어야

한다. 황금비율의 8등신과 정확한 인체의 묘사는 조각상에 안정감과 우아한 균

형미를 제공한다. 그리스 조각상은 개인에서 유형을 발췌하고 우발적인 것에서

본질적이고 영원한 것을 골라 표현한다. 그리스 조각상에서 개성이 부재하는

것은 개성이 본질적이고 계획된 것이 아니고 우연한 속성이기 때문이다. 

조각상에 구현된 피타고라스의 수는 계획되지만 기술(記述)된 것이 아니기

에 현실에서 살아 숨 쉬는 개성이 부족하다. 추상적인 수가 부족한 개성은 조

각상의 외부에서 그리스 소년소녀들의 열정으로 보충된다. 그들이 사랑의 이성

을 찾아 해매다 조각상에 뜨거운 입을 맞추는 것은 조각상에서 열정의 대상을

발견하기 때문이다. 소년소녀들에게 조각상의 매력은 인간의 이상적 형상이다. 

그들의 입맞춤은 수로 구현된 조각상에 개성을 한껏 구현하고, 조각상에 열정

을 불어넣고, 이상적인 형상과 무질서한 사물 사이를 열정으로 매개한다. 

아니, 피타고라스보다 더 위대하다.

그들이 망치와 끌을 들고

그저 평범한 육체처럼 보이는 계산을 원형으로 삼아

아시아의 그 모호한 방대함을 진압했으므로.

살라미스에서 머리가 여러 개인 물거품 위로 열을 맞추어 저어간

많은 노들이 아시아를 진압한 것이 아니었다.

피디아스가 여인들에게 꿈을 주고 꿈이 여인들의 거울이 되었을 때

유럽이 그 거품을 제거했다.

No! Greater than Pythagoras, for the men

That with a mallet or a chisel” modelled these

Calculations that look but casual flesh, put down

All Asiatic vague immensities,

And not the banks of oars that swam upon

The many-headed foam at Salamis.

Europe put off that foam when Phidias

Gave women dreams and dreams their looking-glass. (CPN 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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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타고라스는 위대한데, 이는 그의 수가 마음에 이해하고 질서를 세우는 수

단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각가들은 피타고라스보다 더 위대한데, 피타

고라스의 원리를 징과 끌로 조각상에 구현하여 수를 마음에서 세계로 이동시켰

기 때문이다. 수는 물질에 실현될 때만 인간의 행위에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예

이츠가 말한 것처럼 “인간은 이미지와 통합되기 전에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

이다(The Player Queen ll. 480-81)(VPl 749). 조각가들은 피타고라스의 차갑고

생기 없는 수를 조각상에 가두어 놓고 “정신에서 자란 훌륭한 이미지를 창출”

한다(최영자 34).

피타고라스와 그리스 철학자들은 무한이 악이라고 생각했고 무한에 한계를

가하고 형상을 부과할 때만 선하고 윤리적이고 아름다운 것이 존재할 수 있다

고 여겼다(Olney 63). 그리스의 수의 원리와 이미지는 동양의 무형과 모호함이

라는 가치를 무찌른 힘이 된다. 따라서 피타고라스의 추상적 수와 피디아스의

예술적 솜씨가 결합된 그리스의 조각상은 동양의 “모호한 방대함”에 대해 승리

를 가져온다. 무형상에 부과된 형상의 가치를 강조하려는 듯 예이츠는 그리스의

예술적인 승리를 살라미스해전이라는 구체적인 역사와 관련하여 묘사한다. �보

일러 위에서�(On the Boiler)에서 그는 유럽의 탄생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유럽이 탄생하는 것은 그리스의 전함이 살라미스에서 페르시안 군대를 격파

했을 때가 아니라 다형적이고 모호하고 표현적인 아시아의 바다에 대항하여

도리아 양식의 작업실들이 그리스의 폭이 넓은 대리석 조각상을 퍼뜨릴 때였

으며, 유럽의 성본능에 목표와 정형화된 유형을 제시할 때였다. 

Europe was not born when Greek galley defeated the Persian hordes at 

Salamis, but when the Doric studios sent out those broad-backed marble 

statues against the multiform, vague, expressive Asiatic sea, they gave to 

the sexual instinct of Europe its goal, its fixed type. (37)

기원전 480년에 그리스 해군은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살라미스해협에서

페리시아 해군을 격파했다. 살라미스해전 후 그리스는 두 번 다시 페르시아의

침공을 받지 않았으며, 이로써 막강한 해군력을 가진 아테네는 오랫동안 지중

해의 강자로 군림할 수 있었다. 살라미스해전은 아시아 세력이 유럽에 진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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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을 막는 계기가 되었으며 그리스가 안정적으로 문명을 꽃 피울 수 있는

토대가 되었다. 하지만 예이츠에 따르면, 살라미스해전이 유럽의 역사에서 차지

하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도리아 양식의 작업실에서 만든 조각상의 확산이 유

럽의 탄생에 더 큰 기여를 했다. 유럽은 살라미스 해전의 승리가 아니라 도리

아 양식의 작업실에서 그리스의 조각상을 만들어냈을 때 비로소 시작되었다. 

그리스는 살라미스해협에서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도리아 양식의 작업실에서 아

시아의 물거품을 진압했다. 따라서 물거품이 “머리가 여러 개”(many-headed)인

이유는 살라미스해협에서 “수많은 수병들이 빠져죽었기 때문이고 또한 아시아

의 다면성과 난해함을 상징하기 때문이다”(Albright 824). 피타고라스의 수와

피디아스의 솜씨는 다두(多頭)로 상징된 동양의 무형상과 모호함에 형상과 정

형화된 유형을 부여한다.

피디아스는 “측정과 질서, 숙련된 솜씨를 통해 예술의 완성을 이룬 대가”로

서 유럽을 정의하는 시각적 이상을 창조한다(이경수 117). 또한 그는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육체의 이상을 형체와 무게가 있고 입맞춤할 수 있는 조각상에

구현한다. 피디아스의 조각상들은 단순히 사유가 만들어낸 실체가 아니며 정신

의 수단인 수가 청동과 대리석에 구현된 것이다. 그러기에 여성들은 피디아스

의 조각상에서 자신들이 추구해야할 이상을 발견한다. 피디아스의 조각상은 열

정의 대상과 여성들의 꿈을 비추는 거울이 됨으로써 개개의 감정을 초월한 이

상적 형상으로 동양의 무형상의 거품을 제거한다. 그의 “예술은 욕망을 조직하

고 무형상과 분산이라는 [동양의] 위협을 극복한다”(Ramazani 159). 

그리스의 조각상은 절대적인 형식미, 조형미를 갖추고 공간감, 원근감, 비례

의 기준을 정해 통일된 질서를 형성하고 아름다움을 이상화한다. 이로써 그리

스의 조각상은 “다형적이고 모호하고 표현적인” 동양의 무형상을 극복한다. 하

지만 이러한 방식의 예술 창조는 단지 ‘형상’인 것으로 머무를 위험이 있다. 열

정과 꿈에 이상적 이미지를 제공하는 형상은 역설적으로 다양한 삶의 모습을

지우고 삶의 갈등에서 분리되어 고착화될 수 있다. 일시적이고 우발적이고 자

의적인 요소에서 영원하고 본질적이고 조화로운 통일체를 추출하여 제시함으로

써 예술은 개인의 다양성과 변화무쌍함을 억제하고 독자적인 요소들을 최대한

적게 배치한다. 피디아스의 조각상은 무질서하고 불완전한 요소를 허용하지 않



320 Ilhwan Yoon

는다. 그럼으로써 그리스의 예술 양식은 마침내 다양하고 불완전한 삶이 그 자

체로 욕망되고 체험할 만한 가치가 없으며 오직 형상으로만 전환될 때만 가치

있는 것으로 그릇되게 생각될 위험에 노출된다. 

예이츠는 1연과 2연에서 서양을 대표하는 그리스의 예술을 형상과 역사의

관점에서 제시한 후 3연에서 부처의 이미지를 중심으로 동양 예술의 특징을 무

역사와 무형상으로 묘사한다. 

이미지 하나가 여러 머리의 거품을 건너

열대의 그늘에 앉았고 둥글고 느려졌다.

파리를 먹어서 여윈 햄릿이 아니라

중세의 살찐 몽상가. 빈 동공은 알았다. 

지식은 비현실을 더하고

비추어진 거울 위의 거울은 모두 겉모양이라는 것을.

축원해야 할 시간을 알리는 징과 나팔소리가 들리자

늙은 고양이는 부처의 공(空)으로 기어오른다.

One image crossed the many-headed, sat

Under the tropic shade, grew round and slow,

No Hamlet thin from eating flies, a fat

Dreamer of the Middle Ages. Empty eyeballs knew

That knowledge increases unreality, that

Mirror on mirror mirrored is all the show.

When gong and conch declare the hour to bless

Grimalkin crawls to Buddha’s emptiness. (CPN 337)

시인의 시선은 살라미스해협과 도리아 양식의 작업실을 건너 보리수 아래

에서 수행하고 있는 부처의 이미지로 향한다. 피디아스의 조각상에서 구현된

그리스의 조각양식은 알렉산더대왕의 동방원정을 따라 동양으로 이동하여 좌불

상(the great seated Buddha)으로 변형된다. 예이츠는 1연과 2연에서 살라미스

해전과 도리아 양식의 작업실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제시하지만 3연에서 그리스

의 조각양식이 동양 예술에 영향을 준 역사적 사건은 “건너다”(cross)라는 단어

를 사용하여 공간의 이동으로 간단히 처리한다. 반면 동서문화의 교류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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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역사는 시 외부의 공간인 편지로 밀려난다. 예이츠는 1938년 6월 28일에 이

디스 섀클턴 힐드(Edith Shackleton Heald)에게 보낸 편지에서 “3연을 읽을 때

알렉산더대왕을 따라왔던 조각가들이 현대 조각과 위대한 좌불상에 미친 영향

을 기억하시오”(L 911)라고 적는다. 3연에서 예이츠는 동양의 무형상과 무역사

를 강조하려는 듯 어떤 역사적 사실도 제시하지 않는다. (물론 역사를 초월하

려는 시도보다 더 역사적인 것은 없다.) 

무형상과 모호함을 살라미스해협과 도리아 양식의 작업실에서 진압했던 서

양의 형상은 부처를 만나 분열되고 변형된다. 그리스 조각상에 구현되었던 형

상은 좌불상에 이르러 선(線)의 경제를 잃고 축 늘어지고 여백을 강조하는 형

상으로 전환된다. 화자가 묘사한 불상의 “빈 동공”(Empty eyeballs)은 그리스의

형상이 생동감을 상실하고 비역사적인 무형상으로 전환되었음을 보여준다. 하

지만 불상은 “역설적으로 무형상으로 남아있었을” 동양에 형상을 부여한다

(Ellmann 189). 부처의 동양은 “머리가 여러 개인 물거품”으로 대표되는 페르

시아의 동양과 다르다. 후자가 순전한 무형상과 모호함과 난해함을 나타낸다면, 

전자는 피디아스의 형상을 빌려 무형상을 불상으로 재현한다. 불상은 무형상

자체가 아니라 무형상의 형상화이다.

부처가 대표하는 동양의 무형상은 피디아스의 형상이 빈약하고 빈곤하게

된 현대의 무형상과는 다르다. 예이츠는 부처의 무형상이 순전한 무(無)가 아님

을 보여주기 위해 부처의 명상과 햄릿의 명상을 비교한다. 오랜 명상과 고행

끝에 깨달음을 얻은 부처는 “열대의 그늘에 앉았고 둥글고 느려졌다.” 반면 햄

릿은 추상적인 개념과 사유에 몰두하고 배고픈 명상을 하여(“파리를 먹어서”) 

야윈다. 이처럼 “[부처]가 신비로이 시원으로 회귀하는 것은 . . . 현대가 추상

적인 것에 굴복한 것과는 다르다. 햄릿은 어떤 신성한 공(空: emptiness)이 아

니라 잡다한 다수만을 인식할 뿐이다”(Whitaker 241). 부처의 둥글고 느린 모

습이 세속에 무관심한 해탈한 경지를 나타낸다면, 햄릿의 야윈 모습은 지적이

고 사변적인 현대인의 상태를 상징한다. 햄릿은 어린 학생들 사이에서 의 바

람을 먹은(“as though it drank the wind”)(CPN 216) 모드 곤처럼 추상을 먹고

사는 굶주린 현대의 지성인을 대표한다. �보일러 위에서�에서 예이츠는 지적인

햄릿이 현대인의 풍자라고 말한다. 



322 Ilhwan Yoon

하지만 사유가 행동보다 더 중요하지 않다. 무대이든 연구이든 걸작은 행위

와 선명도에서 뛰어나다. 누가 모두 요지경 속의 인물들인 오디세우스, 돈키

호테, 햄릿, 리어, 파우스트를 잊을 수 있겠는가? 우리가 일관성을 지닌 것은

사유를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외적 이미지가 서서히 변하기 때문이다. 영

국의 연출가들은 햄릿이 서신을 바꿔치기하여 로젠그란츠와 길덴스턴을 죽음

의 길로 몰아넣는 장면을 가볍게 처리하는데, 이는 연출가들이 사유를 통해

햄릿을 정의하고 이 장면을 셰익스피어의 “햄릿”과 잘 어울리지 않는 오랜

대중적 소재로 여기기 때문이다. . . . 햄릿의 우유부단은 사유의 우유부단이

다.... 이 점을 넘어서는 그는 중세의 행동가이다. 

But thought is not more important than action; masterpieces, whether of the 

stage or study, excel in their action, their visibility; who can forget 

Odysseus, Don Quixote, Hamlet, Lear, Faust, all figures in a peepshow, and 

we are not coherent to ourselves through thought but because our visible 

image changes slowly. English producers slur over that scene when Hamlet 

changes letters and sends Rosencrantz and Gildenstern to their death, 

because they define him through his thought and think that scene but old 

folk material incompatible with Shakespeare’s “Hamlet.” . . . Hamlet’s 

hesitations are hesitations of thought . . . outside that he is a mediaeval 

man of action. (33-34)

햄릿은 셰익스피어의 주인공 중에서 가장 “현대적”으로 여겨지는데, 이는 연출

가들이 행동하지 못하고 분열된 현대인의 모습을 햄릿에게 투사하기 때문이다. 

현대 연출가의 햄릿은 더 이상 셰익스피어의 햄릿이나 “중세의 행동가”가 아니

며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한다. 현대의 햄릿은 사유의 우유부단 때문에 창

백하고 여위어 있다.

세계에 대한 사유의 빈약함은 결국 부처의 무에 굴복한다. �보일러 위에서�

에서 예이츠는 실체란 자아가 자기의 욕구를 대상에 부여한 허위관념에 불과하

다는 부처의 가르침에 동의한다. 

최근에 모든 지식에 존재하는 허위, (역시 허위인) 철학보다 더 허위인 과학

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우리가 지식에 매달리지 않는 한, 우리가 지

식의 주요 논점들을 조사하지 않는 한, 지식은 우리에게 노려보는 눈으로 다

가온다. 결국 우리가 지식을 쫓아내려면, 우리는 부처의 절로 들어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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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late I have tried to understand the falsehood that is in all knowledge, science 

more false than philosophy, but that too false. Yet, unless we cling to knowledge, 

until we have examined its main joints, it comes at us with staring eyes. Should 

we drive it away at last, we must enter the Buddhist monastery. (36)

부처의 지혜에 따르면, 우리의 지식은 어느 것도 실재적이지 않으며 단지

자아가 만들어낸 허상일 뿐이다. 지식은 정신적이거나 육체적인 요소들의 상호

작용에 불과하며 우리의 습관과 욕구에 의해 구성된 것뿐이다. “지식이 비현실

을 더하고 / 비추어진 거울 위의 거울은 모두 겉모양이다.” 마음이 부여한 허위

관념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으며 사물에 영속적이고 불변하는 실체가 없다는 것

을 우리는 욕구에 의해 굴절되지 않은 정안(正眼)으로 깨달아야한다. 

부처의 공은 사물의 실체성을 부정하지만 사물 그 자체를 부정하는 허무주

의가 아니다. 사물은 여러 조건과 구성요소들이 상호 의존하여 생겨난 것으로

그 조건과 구성요소 외에 영속하는 실체가 없다. 우리는 자아라는 허상에 얽매

여 있고 자아를 중심으로 대상을 탐욕하기 때문에 사물에 불변하는 실체가 있다

는 허위관념을 지니게 된다. 문제는 어떻게 자아가 자기의 욕구가 바라는 대로

사물에 실체성을 부여하지 않고 사물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사물의 실체 너머

에 존재하는 공을 똑바로 노려볼 수 있느냐하는 점이다. 현상세계가 환상임을

깨닫지 못하고 현상세계에 개입하는 순간 우리는 공허한 이미지에 갇히게 된다. 

부처의 공을 형상으로 재현하는 순간 그 형상은 공이 아닌 다른 것이 된다.

햄릿은 야위었고 부처는 뚱뚱하다. 하나가 빈약한 사변으로 깡마르다면 또

하나는 형상으로 포착할 수 없는 무한으로 풍만하다. 햄릿과 부처는 다른 양상

의 무형상을 보여준다. 현대의 햄릿이 자아의 사변과 추상으로 형상을 빈약하

게 한다면 부처의 무형상은 실체 너머의 공을 가리킨다. 햄릿은 자아의 이성과

이론에 매몰되어 어떠한 피디아스적인 통일된 형상을 사물에 구현하지 못하고

잡다한 형상으로 만신창이가 된다. 부처는 사물에 부여하는 모든 형상을 거울

에 비친 겉모양으로 물리친다. 

부처의 눈에는 사물에 형상을 부여하려는 행위가 부질없고 무의미하다. 예

이츠는 무형상에 형상을 부여하려는 허된 행위를 불상으로 기어오르는 늙은 암

고양이(Grimalkin)의 이미지로 표현한다. 고양이와 달 (“The Cat and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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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n”)에서처럼 예이츠는 흔히 고양이에게 초자연적인 힘을 부여하지만, 이

시에서 불상을 기어오르는 늙은 고양이는 불안하고 야윈 현대의 서양을 상징한

다. 허위의 관념에서 해탈하는 축원의 시간이 다가올 때 서양의 현대인은 불상

너머의 공을 보지 못하고 불상의 외양에만 집착한다. 1연에서 소년소녀들의 입

맞춤이 조각상을 열정의 대상으로 바꾸어놓지만 늙은 고양이는 사물과 형상 사

이의 거짓 종합만을 가져온다. 

예이츠는 부처가 대표하는 동양의 지혜를 부인하지 않지만 공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 “징과 나팔소리가 . . . 축원해야 할 시간을 알릴 때 마

지막 해탈은 리브(Ribh)와 같은 이에게는 영혼의 찬양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예이츠와 같은] 서양문명인에게 . . . 이것은 일종의 죽음이다. 공에 마

지막 입맞춤을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그는 그리스 소년소녀들의 열정을 다

시 불러일으키려 한다”(Whitaker 242). 예이츠는 부처의 공 대신에 강력한 형

상에 의존하여 현대의 잡다한 다수를 극복하려한다. 시인의 이러한 노력은 4연

에서 부활절봉기자인 패트릭 피어스(Patrick Pearse)의 예를 통해 제시된다.

피어스가 쿠훌린을 자기 곁으로 불러냈을 때

무엇이 중앙우체국을 통과해 걸어갔는가? 어떤 지상과

계산, 수와 측량이 응답했던가?

우리 아일랜드인은 고대 종족의 태생으로서

더러운 현대의 물결 위로 휩쓸려

무형상의 알을 까는 분노로 조난되었지만

우리 본래의 어둠으로 올라간다.

추로 계산된 얼굴의 윤곽을 찾아내기 위하여.

When Pearse summoned Cuchulain to his side.

What stalked through the post Office? What intellect,

What calculation, number, measurement, replied?

We Irish, born into that ancient sect

But thrown upon this filthy modern tide

And by its formless spawning fury wrecked,

Climb to our proper dark, that we may trace

The lineaments of a plummet-measured 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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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6년 4월 24일 부활절을 기해 피어스는 더블린의 중앙우체국 앞에서

<아일랜드 공화국 선언문>을 낭독한다. 그는 과거 게일인의 영광을 현대에 되

살리는 것이 현대 아일랜드의 운명이라 확신하면서 고대의 영웅인 쿠훌린의 이

미지를 다시 불러낸다. 피어스와 그의 추종자들은 쿠훌린을 통해 고대 아일랜

드의 정신을 현대에 부활시켜 민족의 자각심을 불러일으키고 독립운동의 정당

성을 고취시키려 한다. 피어스의 행위는 현대의 아일랜드에서 고대의 이상을

형상화하려는 의지의 표현이다. 예이츠는 “어떤 지성과 / 계산, 수와 측량이 응

답했던가?”(CPN 337)라는 질문을 통해 피어스의 행위를 형상화의 관점에서 재

해석하고 그리스의 이상적 형상화와 연결한다. 피디아스가 피타고라스의 수를

조각상에 구현하여 소년소녀들의 열정의 대상이 된 것처럼 피어스가 불러낸 쿠

훌린은 아일랜드의 고귀한 정신의 이상적 형상이 된다. 예이츠가 볼 때, 아일랜

드에서 그리스의 “계산, 수, 측정”과 같은 문화 통합의 힘은 쿠훌린과 같은 고

대 영웅의 영웅적 행위에서 근본적으로 발견되고 1916년 부활절봉기자들의 자

기희생으로 구현된다. 

피어스의 행위를 그리스의 정신과 연관시킨 후, 예이츠는 아일랜드가 “이

더러운 현대의 물결”에 대항하는 요새가 되고 있다고 높이 평가한다. 현대의

물결과 아일랜드는 각각 “역사의 흔해빠진 세계와 위대함으로 밤을 불태우는

무시간의 영웅주의 사회”를 대표한다(Smith 80). 현대의 물결에 저항하면서 아

일랜드인은 과거의 고귀함을 복원하고 사회적, 도덕적, 미적 통일성을 지켜내려

한다. 반면 현대인들은 추상과 사변의 자아에 빠져 고대 그리스의 아름다운 통

합에서 소외되어 있다. “본래의 어둠”인 먼 과거로 되돌아감으로써 아일랜드

민족은 미래로 나아가려한다.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절대적 어둠이 아니라 형

상의 비밀을 숨기고 있는 미지의 과거를 현재로 이끌어와 재형상화함으로써 아

일랜드인은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으려한다. “어둡고 현상 이전의 인간의 상상

력에서 필요한 상징을 창조할 수 있다면 아일랜드인은 또 다른 살라미스해협을

창조하고 역사의 과정을 재조직할 수 있을 것이다”(Snukal 106). 예이츠는 아

일랜드의 예술을 재구성하기 위해 그리스의 방법을 재발견할 필요가 있다고 생

각하는 것이 분명하다. “생기발랄한 입술”(live lips)을 맞춤으로써 그리스의 조

각상에서 개성을 부여했던 소년소녀들처럼 아일랜드인은 현대의 “무형상”에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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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고라스의 기하학적인 형상을 순수하게 부여해야하고 “본래의 어둠”에서 수와

균형의 형상을 기적적으로 발견해야한다. 

예이츠에 따르면, 현대 예술은 유아론적이거나 반성적인 주체화라는 현대의

물결로 뒤덮여 있다. 자아의 내면을 추구하면서 현대 예술은 사회의 통합이라

는 가치에서 벗어나 자아 표현의 한 형식으로 전락한다. 예이츠는 현대 예술의

주관화 경향을 다음과 같이 비판한다. “대부분의 현대 시인들이 자연 묘사에서

범하는 오류이면서 미(美)는 별, 시냇물, 나뭇잎, 동물 등이 19세기 유아론의

슬픈 독백을 숨긴 가면에 그칠 뿐이라는 점에 있다”(UP 103). 현대 시인들이

자아라는 렌즈로 자연을 바라본다면 아일랜드 시인들은 자연과 투명하게 관계

를 즐긴다. 자아에 빠진 “[현대]시는 시장에서 이탈하고 삶의 일상적 흐름에서

벗어나 미지의 숭배가 되어 거의 소수를 위한 소수에 의해 만들어진 비밀 종교

가 된다”(UP 271). 

예이츠는 “더러운 현대의 물결”을 건너 피디아스의 형상을 아일랜드에 창

조하기를 열망한다. 그리스의 “추로 측정된 얼굴”(1연)에서 오늘날의 아일랜드

가 상상하는 “추로 측정된 얼굴의 윤곽”(4연)을 찾으려함으로써 그는 서양의

수의 원리와 동양의 신비의 요소를 모두 구현하려한다. 동서양의 예술을 결합

함으로써 예이츠는 아일랜드인에게 새로운 비전을 보여주길 기대한다. 이 비전

을 통해 “피디아스가 서양의 미래를 정의하고 알렉산더대왕의 조각가들이 동양

의 조각가들을 정의하는데 도움을 준 것처럼 아일랜드인이 동양과 서양의 독특

한 통합인 아일랜드의 미래를 정의”할 수 있기를 예이츠는 희망한다(Unterecker 

280). 아일랜드인은 불상의 무형상의 형상도, 그렇다고 소년소녀들의 열정의 형

상화도 아닌 피어스의 쿠훌린이 보여주었던 형상화로 나아가야한다. 아일랜드

민족은 소년소녀들이 떠돌아다니는 자정도, 징과 나팔이 울리는 해탈의 시간도

아닌 또 다른 시대를 향해 걸어가야한다. 하지만 입을 맞출 수 있는 조각상이

없는 아일랜드인은 눈먼 자의 손끝처럼 더듬더듬 형상을 찾아야한다. 

예이츠의 간절한 마음에도 형상의 추적은 쉽사리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스의 조각상은 시대의 삶과 물결과 조화를 이루고 있지만 예이츠는 시대의

물결을 거슬러 형상을 찾아내야한다. 또한 피어스가 소환한 쿠훌린은 현시대에

어울리지 않으며 피타고라스의 수나 피디아스의 형상과 동일하지 않다. 더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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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활절봉기에 응답한 “계산과 수와 측정”은 그리스의 순수한 가치만을 지닌 것

이 아니다. “계산과 수와 측정”은 피타고라스와 피디아스의 가치뿐만 아니라

부활절봉기와 관련된 “계산”(군사적 전략), “수”(사망자수), “측정”(여론의 향배)

의 정치적 가치를 지닌다. 마지막으로 예이츠는 문명의 형상을 통해 고대 그리

스에서 중세 인도를 거쳐 현대 아일랜드에 이르는 형상의 역사를 추적하지만

이 역사를 형상과 무형상의 비역사적인 경쟁으로 해석하고 형상의 역사 자체를

알레고리화한다. 따라서 “예이츠가 불러낸 과거는 과거가 아니라 현재, 즉 아일

랜드의 민족의식 내에서 창조하려는 현재에 속한다”(Hamdi 100). 현대의 무형

상의 거친 물결을 “계산과 수와 측정”으로 극복하려는 예이츠의 노력은 어쩌면

피디아스의 기적보다 더 훌륭한 예술적 솜씨가 필요할 것이다. 

예이츠는 과거에서 형상을 건져오더라도 그것이 잠정적인 승리를 가져올

뿐임을 잘 알고 있다. 형상과 무형상의 갈라진 틈을 채우고 있는 “본래의 어

둠”은 어떤 단일한 형상으로도 완전히 재현될 수 없다. 예이츠가 말한 것처럼

“인간은 진리를 형상화할 수 있지만 진리를 알 수는 없다”(L 922). 이러한 한

계 때문에 “일단 예술가가 기예를 터득하면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 그 기예를

해체”할 수밖에 없다(Rhee 164). 인간은 각 시대의 부름에 맞추어 문명을 반복

하여 새롭게 형상화한다. 영원의 관점에서 볼 때 한 문명의 형상은 수많은 수

병을 익사시킨 살라미스해협의 거품만큼이나 그 형상을 파괴할 힘을 오롯이 담

고 있다. 예이츠가 메루산 (“Meru”)에서 말한 것처럼, “낮(day)은 밤을 데려오

고 새벽이 되기 전에 / 인간의 영광과 기념비는 사라진다”(CPN 289). 한 문명

을 재현하는 형상의 승리는 결국 어디엔가 패배의 씨앗을 품고 있다. 승리의

형상을 뒤바꿀 또 다른 형상의 씨가 물거품의 어디에선가 파종된다. 형상의 구

현과 그 형상의 파괴는 동시에 배태되고 자리를 바꾸어 거듭 반복된다. 

Notes

1) 조각상 의 우리말 번역은 박미정의 번역을 참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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