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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

프 스트 시에 나타난 갈등  양상과 극복1)

金 廷 禧

濟州大學校 敎育大學院 英語敎育專攻

指導敎授 許 允 德

  트 프 스트(Robert Frost, 1874-1963)  랜드  아 다운 연  경  그 에 살

아가  사람들  습에 한 많  시  다. 트 프 스트  시에  연  그 체  상  

아닌 간에게 향  미친다. 러한 향  간  삶  역에  한 계  루고 현  사회 

질  개  삶에 혼란  야  시켜 여러 가지 형태  갈등  킨다. 라  프 스트  그  

시에  사물 나 경, 간 사 에 어나  사건에 한 간  갈등  통해 간 본질  상향  

찾고 간  갈등 양상   해결하고  한다.

  프 스트  시에 나타난 간 갈등  양상   가지  나 어 연과 간, 간과 간 사  그

리고 상과 탈 사  갈등  살펴볼 수 다. 프 스트  연과 간  갈등  보여주  시에

 연  어 고  습  공포  망감  주고 간 재  협하   연  

습  그 낸다. 그  극  실재  찾고  연에 맞  간에게  한계가 다  것  

한다. 프 스트  연  간에게 냉담하  심지어  해  가하 도 한다고 생각하  그러한 악

 연 앞에  간  어떻게 끼 지 현하 다. 그러므  간  무  신   상  살

아가  한  책무  실  수행하  것 라고 그  생각한다. 그러한 고립과 단 감  극복하

 해  간  연 라  환경에 순 해야 하  것 다. 그  한 간  필연  연  지

아래에  그것  아들 고 악   연과 화  루고 그러한 연에 하 고 

해야 한다  것  시한다. 

   째 , 간과 간 사  갈등에  하  간  고뇌에  프 스트  간과 간 사

에  사 통  차 가  수  보여 다. 한 그  시에  해  사 통  단 에 

한 간 상호간  갈등  다루었다. 것  보여주  해 그  연 라  경  상징  사 하여 

그 에  간  동과 간 사  계  보여 다. 그리고 그  상  개  해하고 타협

함  그런 갈등  해결책  찾  수 다고 본다.

  간 갈등  양상  째 , 프 스트  상과 탈 사 에  갈등하  간  습  보여 다. 

그러한 고뇌 극복 안  프 스트  간  도  신과 수  태도 그리고 동  통하여 간

  신  고립 나 단 감  극복할 수도 다고 생각한다. 간  동  연과  단 감  극복

※ 본 문  2011  8월 주 학  학원 원회에  학 사학  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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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한 시도  할  미  수단 도 하다  것 다. 동  통해  간  그 가치  닫

고  만 감  낄 수 다.

  프 스트  시에   하고 다양한 간 고뇌  심연  회하  에 다. 비  간  

어  수 없  연   수 에 없지만 간   상에  삶  계  지하  협  연

 극  극복해나가  간 신  체  형 해 나갈 수 어야한다  것  프 스트  

시가 주 하  다. 본 문   프 스트가 간  갈등  극복하  한 해결책  어  

 하 지 살펴보  다. 그  시  통해  우리  프 스트가 어떻게 간  내  라보

았 지 알 수   상에  살아가  현 한 태도  울 수 다. 그  간  갈등  삶  

진수  보고 간  문  어야 할 숙 가 아니라 삶  실  시하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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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론

  로스트(RobertLeeFrost,1874～1963)는 뉴잉 랜드 자연에 착된 삶을 요

한 소재로 삼은 시인이다.자연을 시의 주요 소재로 다루고 있는 으로 인해 그는

자주 자연 시인이라 불리곤 한다. 로스트가 쓴 자연시는 자연을 요하게 다루면

서도 자연을 노래하려고 한 시가 아니다. 로스트 자신도 NBC방송의 한 로그

램에 출연했을 때 스스로 자연 시인(naturepoet)이 아니라고 직 말하면서 늘 자

연과 함께 등장하는 인간의 존재를 언 하기도 했다.그는 자연을 다루면서도 자연

을 노래하려 한 것이 아니라 자연과 함께 등장하는 인간의 존재에 을 맞추고

시를 썼다.특히 그는 자연과 련하여 인간이 겪는 갈등의 원인과 양상을 그의 시

의 소재로 사용함으로써 그 갈등의 조화와 극복 방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로스트가 자연으로 향하고 자연 속에서 생각에 잠기는 태도를 보면 이상 인

자연 속으로 도피하여 실에 한 오를 극복하려고 하던 통의 목가(pastoral)

의 목소리가 떠오른다.20세기 반의 복잡한 실의 문제들에 깊이 여한 시인

자신의 깊은 고뇌를 그려내는데 있어 실의 무 에서 후퇴하여 오히려 실을 보

다 면 히 보려 했던 목가의 통을 잘 활용하고 있는 을 발견할 수 있다.산업

화와 도시화가 치열하게 이루어지던 시 에 실의 모습과 동떨어진 뉴잉 랜드라

는 소박하고 소한 농 지역으로 물러나 복잡한 인의 일상과 어울리지 않는

뉴잉 랜드의 농부의 단순한 일상으로 고들어간다.

목가의 틀 속에서 드러나는 로스트의 자연의 모습을 보다 구체 으로 살펴보면

이 의 시인들의 자연 과 차별된다. 로스트의 자연은 인간에게 더 이상 감상의

상으로서 자연이 아니다. 로스트의 자연은 늘 인간과 거리를 유지하고 있으며

뚜렷한 의미를 해주지 않는다. 로스트의 자연은 때로는 미 상이다가도 때

로는 자신을 하는 존재로 인식되기도 한다.뉴잉 랜드 지방을 통해 드러나는

구체 인 자연의 모습은 신비롭고 깊은 아름다움을 자아내다가도 자주 어두운 면모

를 띠고 주인공들로 하여 을 느끼게 한다.인간과 자연을 분리하여 인식하는

로스트의 은 결국 인간이 겪는 갈등,즉 소외감과 고독,두려움을 향해 집

되어 있다.

로스트는 자연에 맞서서 끊임없이 투쟁하는 인간의 모습을 그리며 그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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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해명을 제시한다.즉 로스트는 자연을 통해 본 인생의 궁극 인 통찰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의의와 태도를 찾으려 한다.

트릴링은 “그가 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것은 인간의 삶에서 두려움을 주는

요소들을 평이하고 명백하게 담아냈기 때문이다.아마도 은 두려운 것들을

평이하게 그려내는 시인만이 그들에게 편안함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라고 말하 다.1)

트릴링(LionelTrilling)이 이와 같이 말한 것은 로스트의 시의 주제가 보편 인

삶의 근본 문제를 다루고 있음을 뜻한다. 로스트가 주로 소재로 다룬 뉴잉 랜드

의 자연과 그 속에서의 삶은 평이하고 소박한 것으로 그 일차 인 의미를 형성하고

있으나 그 뒤에는 항상 삶의 본질과 해명 그리고 극복에 한 이차 인 의미가 숨

어있고 이것이 바로 그가 목 으로 하는 요한 통찰의 내용이다.이처럼 로스트

는 일반인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일상 소재로 그들이 생활하며 느끼는 것을 잘 나

타내어 그의 시들은 많은 사랑을 받는다.그것은 간단하게 보이는 시의 소재를 가

지고 더 높은 차원의 공감 형성을 추구하는 로스트의 시 주제가 얼마나 인간

의 삶과 깊게 결부되어 있는지를 통하여 알 수 있다.

자연에게서 늘 떨어져 존재하는 인간에게 있어 노동은 자연에 개입하고 의미를

부여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뉴잉 랜드 지방의 목소리를 가진 시의 화자나 주

인공들은 구체 인 노동을 하면서 자연에 개입한다.시의 화자는 고된 노동을 통해

서 자연과 계를 맺고 싶은 욕구를 제한 으로나마 채워보려 하지만,노동하는 자

신의 모습은 자연과 더욱 분리된 자신의 모습을 비춰 뿐이다. 로스트의 시에서

인간과 자연을 이어 수 있는 매개의 가능성과 분리의 경험을 동시에 지닌 노동의

의미는 자아의 모습을 찾아가는 동안 요한 모티 로 등장한다.인간은 애매모호

한 의미를 띠는 자연과 계를 맺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지만,자연의 속성에 혼

란스러워하고 계를 열망하는 자신의 시도는 결국 자신의 소외를 발견해가는 과정

이 된다.

소외의 문제는 시인들의 요한 주제 의 하나이다. 로스트는 일상의 자

연에 한 깊은 심과 리한 시선으로 일 하면서도 자연과 인간이 맺어 가는

1)JohnDavidSweeney&JamesLindroth,ThePoetryofRobertFrost:ACriticalGuidetoAppreciationof

Meaning,Form,andStyle(NewYork:MonarchPress,1965),pp.7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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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의 문제를 실에서 한걸음 물러난 곳에서 진지하게 탐색하는 태도는 시인으로서

성의 논의로 연결된다.근원의 자연과 계를 시도하고 고뇌하는 화자들의 모

습은 산업화된 사회에서 ‘계’의 좌 을 깊이 맛보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

다. 로스트의 시의 실제 실은 의 복잡한 삶과 동떨어진 뉴잉 랜드의 소박

한 시골 생활이지만 로스트의 자연과 농부의 모습은 산업화된 도시에는 겪는 삶

의 문제를 오히려 더욱 잘 보여 다.구체 인 일상의 묘사는 자연의 실체에 한

리한 으로 나아갔고,고뇌하던 인간의 모습으로 옮겨가는 과정은 한결 같이

객 이고 냉정한 어조로 일 하고 있다.그러면서도 인의 소외에 해 구

보다 강렬한 어조로 천착했던 로스트에 해 그가 어떤 방식으로 주제에 근하

고 있는지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로스트의 시에서 등장하는 자연이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삶의 진지함과 철학

의미를 담아내는 그릇이 되고 있음은 라이넨(JohnF.Lynen)의 견해에서도 분명히

나타난다.

로스트는 자연을 단순히 다른 사람들과 같은 시각으로 보지 않았다.비록 비

평가들이 로스트의 자연을 바라보는 탁월한 시각과 농부로서의 명민함 그리

고 야만 인 자연에 한 불굴의 의지를 발견하기는 했으나,그들은 로스트

의 자연시와 우리를 제약하는 19세기의 자연시 사이의 요한 차이 을 발견하

는 데에는 실패했다.2)

로스트는 시의 소재가 되는 거 한 섭리라고 할 수 있는 자연과 자신이 속한 사

회의 경계에서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떠한 문제에 직면하여 혼란과 갈등을 겪는지

보여 다.때문에 자연은 하나의 배경과 도구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그러므로

그의 작품 속에는 자연 그 로의 모습 보다는 인간이 자연으로부터 받는 두려움,

소외,상실감과 단 감이 비 있게 다루어진다.그는 인간으로서의 엄연한 한계를

인식하고 그 한계를 넘지 않으면서 실 이고도 인간 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한

다.

확실히 로스트의 시는 자연의 심상으로 가득 차 있다.그러나 그를 “자연 시

2)JohnF.Lynen,"ThePastoralArtofRobertFrost,"NatureandPastoralism(NewHaven:YaleUP,1960),

pp.140-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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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으로 생각하거나, 는 자연의 찬송자로 생각하는 것은 그의 시에 나타나는

어둠의 복합 의미에 해 간과함으로써 그의 시를 왜곡하는 것이다....그의 작

품들을 읽으면서 사람들은 자연에 한 심오한 불안감,심지어 두려움과 같은 주

된 감정의 어조를 발견할 수 있다.3)

츠(RobertsW.French)가 지 한 로 로스트의 시에서 자연은 이원 의미

를 가지고 있는데 특히 로스트는 정 ,부정 의미 자연의 부정 인 면을

나타내는 시를 많이 썼다.자연의 부정 인 면이란 인간에게 가하는 자연의 공포를

뜻한다. 로스트의 자연은 뉴잉 랜드 지방의 자연에 한 정서를 담으면서도 아

름답고 신비하기도 하지만 냉엄하고도 무서운 정경이 공존하는 것이다. 로스트는

자연을 배경으로 하는 인간의 고뇌만을 다룬 것은 아니다.그는 타인에 한 무

심,상호간 의사소통의 단 과 립 등으로 인한 인간의 소외감,고독 등에 해서

도 많은 시를 썼다.그는 그러한 여러 갈등을 단순히 제시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들

을 통해서 삶을 조명하고 갈등을 극복하는 인간의 의지와 지혜를 보여주고 있다.

로스트의 작품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거 한 자연과 우주 안에서 미약한 인

간 존재에 한 인식으로 소외감과 고립감 등의 갈등을 느끼지만,이들은 열악한

의 과정에서 역설 으로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자신의 지 육체 능력의 한계

를 인정하게 되며,고독한 인간의 운명을 수용하려는 태도를 취하면서 도덕 지혜

를 추구한다. 로스트의 시 세계는 그의 시론 「시 창조의 도형」(“TheFigurea

Poem makes")에 잘 나타나 있다.

시는 기쁨에서 시작하여 지혜로 끝난다.이 비유는 사랑에 해서도 마찬가지이

다....이것은 기쁨에서 시작하여 충동에 기울고,첫 로 방향을 잡아 행복한 사

건을 거친 후 인생의 해명(解明)으로 끝난다.4)

로스트에게 있어 시의 목 은 “인생의 해명”이다. 로스트는 인간의 삶을 혼란과

갈등으로 바라보고 있으며 그러한 혼란스러운 인상에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해명을

꾀하는 것을 시가 해야 하는 역할로 본다.

3)RobertsW.French,"RobertFrostandtheDarknessofNature,"CriticalEssaysonAmericanLiterature,

ed.PhilipL.Gerber(Boston:G.K.Hall&Co.,1982),p.155.

4) RobertFrost,"TheFigureaPoem Makes,"SelectedProseofRobertFrost,ed.HydeCoxandE.C.

Lathem(NewYork:Holt,RinehartandWinston,1966),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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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러한 시론에 입각하여 자연에 한 인간의 태도를 표 하고 자연 속에서

의 조화를 통해 혼돈 속에서 겪는 삶의 갈등을 극복하고 성숙한 삶으로의 승화를

꾀하고 있으며 그의 시를 통해 고통과 슬픔의 흔 이 있는 인간의 삶을 진정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는 삶의 태도를 보여 으로써 일상의 삶에 지친 인간에게 삶의 의

미를 부여하고자 한다. 한 로스트는 자연에서의 노동을 다룬 여러 작품을 통해

생계유지 수단으로서의 노동이 인간에게 고독과 좌 ,소외감,심지어 죽음까지도

가져다 다는 사실을 보여 주기도 하고,일에 한 사랑과 즐거움을 통해 고독한

인간의 운명을 극복하고 인간과의 화합을 이루어 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한

다.그가 그리는 인간의 모습은 주로 자연과의 상 계에서 악되는 노동하는 인

간의 모습이며, 로스트의 시들은 자연세계와 인간 사회의 갈등과 조화 속에서 우

리로 하여 노동의 가치와 삶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하고 진실을 깨닫게 한

다.

본 논문은 로스트의 작품 속에 나타난 인간이 겪는 갈등을,첫째,자연과 인간

의 갈등을 보여주는 시,둘째,인간과 인간 사이의 갈등을 보여주는 시,셋째,인간

내면의 일상과 일탈 사이에 느끼는 갈등을 보여주는 시로 구분하여 논의한다.그리

고,이러한 인간의 갈등을 인간의 도 정신과 수용 태도 인간을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는 극 인 수단이자 의무인 노동을 통해 인간의 외 ,내 갈

등을 극복하는 과정을 탐색함으로써 로스트가 추구한 실과 이상의 조화에 해

연구하고자 하며, 로스트가 궁극 으로 보여주고자 하는 삶의 지혜와 통찰의 의

미를 논의하고자 한다.그리하여 오늘을 살아가는 인들에게 인간의 존재와 삶

을 새로이 인식하고 삶의 의의와 삶에서 마주치는 문제를 극복해나가는 자세를 제

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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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갈등의 양상

1.인간과 자연

로스트의 작품 속에서의 자연은 인간이 삶을 살아가는 공간 배경이다. 요

한 은 로스트가 자연과 인간을 독립 으로 구분하고 객 인 자세로 일 한다

는 것이다.이것은 워즈워드가 안과 정신의 치유를 얻기 해 자연으로 간 것과

비교된다.낭만주의 시인에게 자연이 자기인식의 원천이라면, 로스트에게 자연은

자기인식의 수단을 의미한다.워즈워드와 로스트를 비교하여 몽고메리(Marion

Montgomery)는 " 로스트의 시의 큰 주제는 자연 속에 살아가는 인간의 삶인 반면

워즈워드는 자연의 경 자체를 서정 으로 그려낸다."5)라고 말한다. 즈워드와 같

은 낭만시인들은 그들이 생각하는 자연 속에는 우주의 혼(spirit)과 같은 것이 깃들

어 있어서 인간이 그 혼을 느낄 때 숭엄한 의식을 얻게 되고 참된 자아를 찾을 수

있다고 믿었다.반면, 로스트의 자연은 아름답고 자비롭기도 하지만,냉엄하여 시

인은 그 앞에서 소원감과 공포감을 느끼기도 한다.

워즈워드가 주로 자연세계의 노라마를 감정 으로 잘 개하는 반면에 로스

트는 자연에서의 인간의 드라마에 심이 있고 그것을 자신의 시에서 잘 표 하

고 있다. 로스트에게 요한 것은 자연 그 자체를 감탄하고 음미하는 것이 아

니라 그것을 배경으로 살아가는 인간에 한 이야기를 하는 데에 있다.워즈워드

가 자연에 도취되어 흘러넘치는 감정으로 자연을 찬미하며 인간을 그에 물아일체

시킨데 반해 로스트는 자연보다 인간을 면에 내세우고 자연에서 인간이 느끼

는 여러 가지 내용을 시에 담아 자연과 인간은 일치할 수 없는 립 인 계에

있다고 본다.6)

로스트가 다루는 자연은 월의 경지에 다다르게 하는 자연의 의미와 거리가

멀다.그의 자연은 더 이상 감상의 상이 아니고 늘 시 화자와 거리를 둔 채 모

5) MarionMontgomery,"FrostandHisUseofBarriers:Manvs.NatureTowardGod,"RobertFrost:A

CollectionofCriticalEssays,ed.JamesM.Cox,(EnglewoodCliffs:PrenticeHall,1962),p.138.

6)Ibid.,p.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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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한 속성으로 묘사된다.자연은 냉혹하고 무 심하며 인간에게 미와 을 동시

에 수 있는 립 인 의미를 띤다. 로스트는 인간의 실로서의 자연을 다루

면서 인간의 문제에 깊은 심을 두었고 자연과 인간을 별개의 실체로 악하고 있

는 것이다.

자연과 인간은 결코 결합하지 못하고 서로 치하면서 평행을 이루고 있어 분리

된 존재의 양상을 보여 다.즉 인간과 떨어져 있는 자연은 인간의 삶과 무 한 존

재로 작용하며 인간에게 늘 거리감을 주는 상이다.늘 함께 등장하는 인간에게

거리감을 느끼게 하는 근본 인 속성은 로스트가 그려내는 자연의 이미지로도 설

명될 수 있다.자연은 아름다운 모습에 마음을 빼앗기게 하다가 곧잘 어둡고 냉기

를 느끼게 하는 양면 이미지를 지니고 있다.밝음과 어둠이 공존하면서 립 인

속성의 자연은 인간에게 뚜렷한 의미를 해주지 않으며 혼란을 다.자연은 호의

이기만 한 존재가 아니며 때때로 나타나는 어둠의 이미지는 두려움을 일으키며

인간으로 하여 자연에서 떨어져 있다는 인식을 더한다.

이러한 로스트 시에서 나타난 양면성의 특징을 라이넨은 “그의 시들이 분명하

게 드러내고 있는 의 양면성은 로스트의 주요 사상 특정이며,그 기원은

자연에 한 그의 념에서 매우 분명하게 드러난다.”7)라고 말한다.

그리고 거버(PhilipG.Gerber)역시 로스트의 자연을 바라보면 의 양면성

을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확실히 자연은 자비로운 신으로 숭배될 수는 없다.그러나 그 자연은

험악한 표정을 가진 으로 나타나지도 않고,인간을 말살하기 하여 내려치는

천둥번개를 가진 존재로 무섭게 묘사되지도 않는다.오히려 두 가지 요소들이 공

존한다.자연은 인간에게 친구이기도 하고 한 자이기도 하다.8)

우선 정 인 모습의 자연에서 인간은 자연 생활에 해서 호감을 가지고 다시 만

족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반면에 부정 인 자연의 모습으로는 자연과 인간은

근본 으로 격리되어 있고 자연은 인간에 해서 무 심하며 인간에게 해를 끼치려

함과 동시에,자연과 인간의 사이에는 인간이 넘어설 수 없는 벽이 있다는 것이다.

한 인간은 혹독한 자연과 마주할 때 두려움과 고독을 느끼면서 심한 갈등을 겪는

7) Lynen,p.177.

8)PhilipL.Gerber,RobertFrost(NewYork:TwaynePublishers,1966),pp.157-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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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로스트의 시에 나오는 무 심하고 인 자연을 할 때 인간은 두렵기도

하고 때로는 단 감에 외롭고 더러는 소멸되어가는 자연의 상을 보면서 상실

감과 삶의 허무를 느끼기도 한다.라이넨과 거버의 말처럼 로스트의 작품에 반

으로 나타나는 이 양면성의 특징은 자연이라는 소재를 가지고 구체화되어 나타난

다. 로스트의 시에 나타난 자연은 인간이 발견할 수 있는 세계에 한 사상으

로서,결국,인간이 처해 있는 상황을 의미한다.인간이 처해있는 상황으로서의 자

연 안에서 로스트는 항상 객체의 양면성을 인식하고,인간 인 그리고 우주 인

문제의 복잡성을 진지하게 고민한다.그래서 로스트의 시에 나타난 자연의 모습

한 양면 이다.자연은 인간에게 기쁨을 주고,인간과 공존하며 조화를 이루기도

하지만 인간을 하고 두렵게 하는,실로 괴 인 상이기도 하다.때로는 인간

을 도와주고 한없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 매력을 발산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인간과 아무 상 없고 오히려 그들과 립하는 객체에 불과한 것이다.

표면 으로는 자연이 신비하고 아름다워 보이지만,자연에는 두 가지 상반되는

양상이 숨어 있다는 것을 로스트는 뉴잉 랜드의 자연을 통해 익숙하게 알고 있

었다.즉, 로스트는 그의 작품에서 인간에게 우호 인 자연과 비우호 인 자연의

이원 구조를 통해 비극 인 면과 낙 인 면을 가지고 있는 삶의 양면성을 제시

한다.

로스트의 시 속에 나타난 자연의 모습 가운데 정 이고 밝은 자연은 주로 목

가 인 배경과 함께 나타난다. 정 인 이미지의 자연은 친 하고 편안한 느낌을

다.그 자연 속에서 자연의 세계를 수용하고 이해하기 해 노력하는 로스트의

모습 한 발견할 수 있다. 로스트는 도시의 혼돈과 복잡함과는 다른 평화

롭고 아름다운 자연 경치와 인간이 우호 인 계를 맺도록 유도한다.

「물 길러 가기」 (“Goingforawater")는 로스트가 숲과 물의 이미지를 이용

하여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는 정 인 이미지를 보여 시이다.이 시 속에

는 자연에 한 로스트의 사랑과 믿음이 표 되어 있다.

...

숲 속에서 천천히 떠오르는 달을

맞이할 듯 달려간 우리.

잎도 없는 메마른 가지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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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도 없고 바람도 없었지.

하지만 숲 속으로 들어간 우리,

달빛을 가려 주는 요정처럼 멈췄다가

달에게 들키면 웃음 웃으며

새로이 숨을 곳을 찾으려 했지.

손으로 서로 서로 막으며

으로 보기 에 들으려 했지.

우리 함께 숨을 죽으니

귓 에 들려오는 개울물 소리

단 한 곳에서 들려오는 듯한 그 가락,

그랑 떨어지는 가냘 소리

방울지어 물 를 떠다니는

진주 같아라,은빛 풀잎 같아라.

...

Weranasiftomeetthemoon

Thatslowlydawnedbehindthetrees,

Thebarrenboughswithouttheleaves,

Withoutthebirds,withoutthebreeze.

Butoncewithinthewood,wepaused

Likegnomesthathidusfrom themoon,

Readytoruntohidingnew

Withlaughterwhenshefoundussoon.

Eachlaidonotherastayinghand

Tolistenarewedaredtolook,

Andinthehushwejoinedtomake

Weheard,weknew weheardth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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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oteasfrom asingleplace,

Aslendertinklingfailthatmade

Now dropsthatfloatedonthepool

Likepearls,andnow asilverblade.9)

정겨운 숲의 뒤쪽에서 떠오르는 달처럼 조용하게 서로에 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부부의 사랑과 그들의 자연에 한 애정이 잘 나타나 있다.이 시에 등장하는 자연

은 인간에게 우호 이고 따뜻한 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상으로

보여진다. 한 인간의 본질 인 필요에 따라 개울물을 찾아 나선 부부의 아름답고

평화스러운 모습을 통해 자연과 인간이 함께 어우러지는 과정을 자연스러운 시각으

로 보여 다.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달빛이 잔잔히 흐르고 있는 숲 속에서 달과 자연과 인

간이 숨바꼭질을 하면서 서로 조화를 이루는 장면이다.그들 사이에는 우호 인

계가 형성되어 육체 으로,정신 으로,그리고 정서 으로 풍요로움을 느끼고 있음

을 알 수 있다.이것은 자연의 아름다움에 한 리한 조의 순간이며,인간과 자

연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순간이다.

「지시」(“Directive")에서 한 자연은 인간의 상실된 자아와 인간 본연의 순수성

을 회복해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묘사된다.이 시에서 자연은 인간

에게 구원자이며,그들을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방향 제시를 해주는 안내자이

다.

개울가 고목 삼나무의

발등 속에 나는

깨진 잔 하나를 성배처럼 숨겨 놓고서

마법을 걸어 부 한 자들이 찾을 수 없게 하 다.

그래서 그들은 성 마가의 말 로 구원받지 못 하 다.

(나는 그 잔을 아이들의 장난감 집에서 몰래 가져왔다._

여기서 당신의 물과 물 얻을 곳이 있으니

이 물을 마시고 다시 온 함을 되찾아 혼란에 빠지지 마시오;

9) Robert Frost, The Poetry of Robert Frost, ed. Edward Connery Lathem (London: Jonathan Cape, 

1977), p. 18. 본 문에  하  프 스트  든 시 들   책에  하고, 후   

처  문 끝  호 안에 쪽수  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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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havekepthiddenintheinsteparch

Ofanoldcedaratthewaterside

AbrokendrinkinggobletliketheGrail

Underaspellsothewrongonescan'tfindit,

Socan'tgetsaves,asSaintMarksaysthemustn't.

(Istolethegobletfrom thechildren'splace.

Hereareyourwatersandyourwateringplace.

Drinkandbewholeagainbeyondconfusion;(379)

이 시의 화자는 마을을 떠난 지 20년 만에 이미 잡 가 무성해진 황폐한 땅으로 돌

아온다.그 땅에 살던 농 사람들은 도시문명의 발달로 인하여 모두 마을을 떠났

다.이 화자는 마을 어귀 소나무 아래에서 아이들이 가지고 놀다가 버린 깨어진 장

난감을 발견한다.그는 그것을 주워 들고 갈증을 달래기 하여 들 을 흐르고 있

는 개울로 발걸음을 옮긴다.그리고 이 개울 가까이에는 강의 근원지가 있다.이 근

원에 한 은유는 모든 생명의 근원을 암시하고 있으며, 한 인간의 치가 자연

의 힘에 의하여 변화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따라서,이러한 변화의 힘을 지니

는 신성한 물을 담아 마시는 이 쪼개진 장난감은 성배가 된다.인간 생명의 근원으

로서,재생을 상징하고 있는 물 는 개울과 강은,화자로 하여 실에서 오는 온

갖 혼란을 모두 잊고 건강한 몸으로 다시 태어나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게 하는 힘

을 지니고 있다.

한편,인간에게 이며 비우호 인 자연의 모습은 한 여러 편의 시에서 나

타난다. 컨 ⌜어느 노인의 겨울 밤⌟ (“AnOldMan'sWinterNight")은 인간

이 어둠의 자연에게 불안과 공포를 느끼는 상황을 암시한 작품이다.〝문 밖의 모

든 것이 어둡게 그를 들여다보고 있었다(Allout-of-doorslookeddarkly in at

him....)〞라고 시작되는 첫 행은 시 체의 분 기를 잘 나타낸다.얇은 서리를 통

해 멀리 보이는 별들은 텅 빈 방의 창에 모여 음산한 노인의 방을 비추고 있다.지

하실을 무거운 몸으로 오르내리며 막한 겨울밤을 보내고 있는 노인은 그나마 희

미한 램 의 불빛에 의지하고 있는데,그 불빛은 자신의 꺼져가는 생명력을 증명해

주기라도 하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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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늙은이는 집을 지킬 수 없지.

농장도,이 시골 구석도,그 지 않고 그가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기에 한 겨울밤 그는 그것을 하는 것 뿐이다.

Oneagedmen-oneman-can'tkeepahouse,

Afarm,acountryside,orifhecan,

It'sthushedoesitofawinternight.(108)

죽음에 맞서듯 혹독한 겨울밤을 지키고 있는 노인의 처지를 통해 자연이 갖는 강렬

함과 왜소하고 무력한 인간의 모습이 조 으로 그려져 있다.

외롭고 긴 어둠의 밤이라는 냉혹한 상황에 외롭게 내던져진 노인의 두려움은 ⌜

폭풍의 공포⌟ (“Storm Fear")를 느끼는 화자에게도 보인다.칠흑 같은 어둠 속에

보라를 몰고 온 폭풍은 맹렬하다.거센 보라가 방문을 두드리면서 방 안에 잠

자는 사람을 밖으로 나오라고 하며 싸움을 걸어오지만,인간은 두려워 맞서지

못한다.

아래층 동편 창문이

울부 짓는 소리로 속삭인다.

짐승은

“나와!나와!-

집안의 어떤 노력도 부질없다.

Thelower-chamberwindow ontheeast,

Andwhisperswithasortofstifledbark.

Thebeast.

"Comeout!Comeout!"-

Itcostsnoinwardstrugglenottogo,(9-10)

무 심한 듯 하면서도 을 느끼게 하는 자연에 해 치는 인간에게 악의를

지니고 괴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을 지 한다.

자연은 무자비하고,야만 이고,인간을 그의 괴로 유혹하려는 경향이 있다.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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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심지어는,자연은 재앙으로 이끄는 잔인하고,음모를 꾸미고, 혹시키는 것

으로 묘사된다.그러한 극 인 악의를 직면하여,시인은 인간의 불완 함에

한 깊은 감정을 느낀다.그러한 수를 항하여 어떤 기회가 있을까?인간은 하

루하루 살아남기 해 노력할 뿐이다.10)

자연의 괴 인 속성 앞에 인간은 심하게 부 응을 느끼며 불확실한 어려운 상황

에서 혼란을 겪는다.

자연과 인간의 단 을 뚜렷이 보여주며 자연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으로 괴성을

보여주는 시에는 ⌜어느 날 태평양 해안가에서⌟ (“OncebythePacific")가 있다.

부서진 물결은 뿌 게 소란을 피웠다.

거 한 도는 려오는 다른 도를 돌아보며

여지껏 물이 뭍에 가해본 이 없는

엄청난 일을 질러 볼까하고 생각하 다.

낮은 구름이 하늘에 털 뭉치 마냥 깔려있었다.

번쩍이는 로 쓸려 내린 머리카락처럼

벼랑이 해안을 받쳐주고

륙이 벼랑을 받쳐주고 있는 것이

마치 어두운 기운의 밤이,

밤뿐 아니라 한 시 가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았다.

그 분함에 비함이 좋을 것이다.

"불을 끄라"는 신의 마지막 말이 있기 에

부서지는 건 바닷물만이 아닐 것이다.

Theshatteredwatermadeamistydin.

Greatwaveslookedoverotherscomingin,

Andthoughtofdoingsomethingtotheshore

Thatwaterneverdidtolandbefore.

Thecloudswerelow andhairyintheskies,

Likelocksblownforwardinthegleam ofeyes.

Youcouldnottell,andyetitlookedasif

10)French,p.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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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shorewasluckilyinbeingbackedbycliff,

Thecliffinbeingbackedbycontinent;

Itlookedasifanightofdarkintent

Wascoming,andnotonlyanight,anage.

Someonehadbetterbepreparedforrage.

Therewouldbemorethanocean-waterbroken

BeforeGod'slastPutouttheLightwasspoken.(250)

이 시에서 나타나는 자연의 모습은 음산하고 거센 기세로 육지를 삼켜 버릴 것 같

은 도와 구름으로 나타난다.어두운 밤은 의를 띤 모습으로 분 기를 더 음산

하고 침울하게 만들고 인간에게 큰 재앙이 닥칠 듯한 불길한 감을 더해 다.이

시에는 바다로 표되는 자연과 육지로 표 된 인간세계의 립과 갈등이 표 되어

있다. 도가 주는 긴장감은 자연의 부정 이고 괴 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자연

과 인간의 단 을 더욱 뚜렷하게 한다.자연의 거 한 힘이 인간에게 악의 이고

괴 인 모습으로 나타나는 장면에서 로스트가 그려내는 자연의 이미지와 의미

에 해 맥클라나한(ThomasMacClanahan)은 "자연은 임의의 힘에 의해 움직이는

혼돈의 타자로 보여 지지 않으며,오히려 악의에 찬 의도를 특징으로 하고 있다."

11)고 말한다. 

이 시에 나타나는 밤의 이미지는 자연에 한 인간의 공포와 좌 을 반 한다.

화자는 사롭지 않은 자연재해에 한 두려움과 불안을 느낀다. 한 마지막 행에

서는 악의에 찬 자연이 먼 세상과 인간을 괴할 것이라는 인간의 공포를 표 하

고 있다.포터(JamesL.Potter)도 이 시에 나타난 자연이 무 심과 악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다.

이 시는 무 심한 우주뿐만 아니라 야수와 같은 악의를 지닌 우주를 암시한다.

이 시에는 암흑의 의도에 한 정당화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인간과 같은

희생물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12)

인간은 자연 속에서 행복할 수도 있다.그러나 자연은 무 심하며 아마도 심지어는

11) Thomas MacClanahan, "Word I had No one But God," Centennial Essays Ⅱ (Jackson: Mississippi 

UP, 1974), p. 119.

12) James L. Potter, Robert Frost: A Handbook (Pennsylvania: Pennsylvania State UP, 1980), p. 50.



- 15 -

인간에게 이기 까지 하다.자연은 인간보다 강하여 결국 인간은 우리가 흔히

보듯이 고독과 좌 감에 무 지는 것이다.

로스트는 인간의 실로서의 자연을 다루면서 인간의 문제에 깊은 심을 두었

고 자연과 인간을 별개의 실체로 악하고 있는 것이다.그 계 속에서 인간에게

냉혹한 모습을 보이는 자연의 부정 인 모습에 의해 인간은 자신의 한계성과 그 본

질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로스트 시는 인간의 잠재력보다는 그러한 인간의 한계

성을 의식한다.자연의 어둠의 이미지와 이러한 자연을 바라보면서 인간이 느끼는

거리감은 로스트가 깨달은 자연의 특징이다.어둠이라는 자연의 속성은 인간으로

하여 자연에 해 을 느끼게 하여 근 하기 어려운 상으로 인식하게 만든

다. 로스트의 인물들은 냉담하고 동떨어져 있는 자연으로부터 분리된 상황을 인

식하게 되고 이러한 과정은 곧 소외를 제하고 있다 할 수 있다.

⌜황폐한 곳⌟(“DesertPlaces")에서 화자는 자연 속에 서 있는 자신의 상황보다

자신 내면에 자리한 깊은 고독을 더욱 두려워하고 있음을 말한다.들 에는 이

내리고 있고 밤은 더욱 빨리 내리고 있는 가운데 화자는 과거를 돌아보게 된다.동

물들도 자신들의 굴 속에서 숨을 죽이고 있는 막한 밤의 풍경은 인간의 공허하고

외로운 마음을 구체화시켜 분 기를 고조시킨다.

인간이 존재하지 않는 별들 사이의 공간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인간들 사이에 살면서도 가슴 속에 도사리는

황폐한 공간을 나는 두려워한다.

Theycannotscaremewiththeiremptyspaces

Betweenstars-onstarswherenohumanraceis.

Ihaveitinmesomuchnearerhome

Toscaremyselfwithmyowndesertplaces.(296)

인간들이 존재하지 않는 별들 사이의 빈 공간은 두렵지 않으나,인간들 사이에 살

면서도 자신의 가슴 속에 도사리는 막한 공간이 오히려 더 두려움을 일으킨다는

구 은 실한 고독을 경험한 화자의 내면을 보여주고 있다.자신에게서 찾게 된 "

막하고 황폐한 공간"에서 인간이 서 있어야 할 정확한 치를 설정하지 못한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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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아는 자연과의 분리의 차원을 넘어 모든 계로부터 차단된 자신을 만나게 된다.

⌜그것이 부 다⌟(“TheMostofIt")에서 로스트는 자연과 인간의 단 을

보여 다.이 시에서 화자는 자연과의 화를 시도하지만 되돌아오는 것은 자신의

목소리인 메아리뿐이다.이 시에서 화자가 자연과의 화를 시도하는 것은 자신의

외침에 답해주는 사랑을 바라는 것이지만,되돌아오는 것은 공허한 메아리뿐이다.

어느 날 아침 자갈 깔린 물가에서

그는 인생에 하여 외쳐댔다.인생이 필요로 하는 것은

메아리치는 사랑의 복사한 답이 아니고

화답하는 사랑이요.우러나는 사랑이라고.

Somemorningfrom theboulder-brokenbeach

Hewouldcryoutonlife,thatwhatitwants

Isnotitsownlovebackincopyspeech,

Butcounter-love,originalresponse.(338)

화자는 자신이 그를 무시하지 않는 세상 속에 산다는 것을 재확인하기를 원하지만,

사실은 그에게 돌아오는 것은 무 심뿐인 것이다.화자는 자연이 자신에게 ”화답하

는 사랑이요.우러나는 사랑(counterlove,originalresponse)"을 보내주기를 바라는

것이다.

로스트가 시에서 인간을 자연에서 분리시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인간 스스

로가 자신이 처한 자연이라는 상황 속에서 삶의 해명을 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이다.이러한 인간이 구하는 물음에 해 자연이 답해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진실로 인간이 얻는 것은 무엇인지에 해서 라이넨의 지 은 암시하

는 바가 크다.

자연을 통해 사랑의 표 에 한 인간의 탐색은 약간 감상 이거나 어리석을 런

지도 모르겠다.그러나 지 도 인간은 자신이 원하는 것이 단순히 혼자 울리는

사랑의 메아리보다 사랑하는 사람이 해주는 정다운 화답이라는 것을 잘 알아차리

고 있다.13)

13) Lynen,p.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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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이 자연으로부터 해답을 찾으려 하는 것이나 자연을 통해 낭만 인 무언가를

바라는 것이 감상 이거나 어리석은 것일는지 모르지만,인간은 자신이 진정 원하

는 것이 사랑하는 상 가 보내오는 정다운 화답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에서 볼 때 인간이 자연으로부터 삶에 한 해답을 구하는 과정이야말

로 로스트가 제시하는 인간 스스로 삶에서 진정 필요한 것에 한 확신을 얻을

수 있는 해결책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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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간과 인간

로스트의 시에는 갈등을 보여주는 시가 많다.그 갈등은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

서 발생하기도 하고 어떤 상에 하여 한 개인의 내부에서 생기는 것이기도 하

다.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발생하는 소외와 고립,고독의 문제들을 포함한 인간 상

호간의 갈등은 로스트가 일 되게 다루고 있는 주제이다.그의 시에서 나타나는

인간 사이의 단 과 소외의 여러 모습들은 사고나 생활 방식의 차이,의사소통의

벽에서 비롯되기도 하고 이해와 신뢰,애정의 부족으로 인해 생기기도 한다.

부부간의 갈등을 다루고 있는 「가족 묘」(“HomeBurial”)에서 아내는 자신의 죽

음에 하여 냉담해 보이는 남편의 태도에서 인생이란 어쩔 수 없이 외로운 것이

고,세상은 비정하다고 느끼며 처 한 고독감에 휩싸이게 된다.

“그래요.죽을 병이 든 그 순간부터

사람은 혼자 요.죽을 땐 더 그 죠.

그 사람의 친구들은 묘지로 따라가는 시늉을 하지요.

그러나 죽은 이가 미처 땅속에 묻히기도 에 벌써 그들은 삶과

살아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해할 수 있는 세계로 돌아가지요.

하여간 이 세상은 나빠요.그것을 고칠 수만 있다면

이 게까지 슬퍼하지는 않을 거 요.아 정말이에요!‘

“No,from thetimewhenoneissicktodeath,

Oneisalone,andhediesmorealone.

Friendsmakepretenseoffollowingtothegrave,

Butbeforeoneisinit,theirwaybacktolife

Andlivingpeople,andthingstheyunderstand.

Butworld'sevil,Iwon'thavegriefso

IfIcanchangeit.Oh,Iwon't,Iwon't!"(54)

자식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 아내와 남편의 태도는 상당히 다르다.아내는

아이의 죽음을 "나는 주받았어요.(I'm cursed.)"라고 표 하며 신의 주로 받아들

이지만,남편은 이를 피할 수 없는 인간의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일상생활을 계속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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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 듯 죽음에 해 아내와 남편은 서로 다른 태도를 보인다.

슬픔이 크다할지라도 남편에게 있어 인생은 계속되어야하는 것이다:그러나 아내

에게 있어서 인생에는 큰 슬픔이 있어서 정상 인 생활을 계속할 수 없다.남편

은 슬픔을 가라앉히고,일상사로 생의 표면을 채우려 한다.그러나 아내는 그녀의

슬픔을 도처에 퍼뜨리며 모든 일상사에 확산시킨다.14)

도일(JohnRobertDoyle)의 지 은 남편은 슬픔이 있다 할지라도,남편은 슬픔에

있더라도 그 슬픔을 깊은 곳에 묻고 삶을 계속 하려하지만,아내는 벅찬 슬픔

에 정상 인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고,모든 일상에 그 슬픔을 확산시킨다는 것이다.

자식을 잃은 남편의 고통이 아내의 슬픔보다 못할 리 없으며,다시 일을 하고 일

상생활로 돌아와야 하는 인간의 실이 슬 고 비정한 것인데도 아내는 남편의 고

통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아내는 겉으로 드러난 감정만으로 남편을 몰인정한 사

람으로 단하고,남편의 깊은 내면에 자리한 감정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로스트는 이러한 이해의 부족인 오랫동안의 의사소통의 단 과 부부사이의 보

이지 않는 벽에서 기인하며 상 방을 고독하게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아내는

손수 땅을 서 자식을 묻고 돌아온 남편을 이해할 수 없다.그러나 남편은 자식을

가슴에 묻고 담담한 태도로 아내의 슬픔을 달래주려고 애를 써 보지만 아내는 오직

자식을 잃은 슬픔과 남편의 무심함에 분노를 참지 못하고 둘 사이에 갈등은 더욱

증폭된다.아내는 자신의 남편까지도 자신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

리게 된다.이를 확 해서 일반화시키면 결국 모든 인간들은 근본 으로 ‘혼자’로서

타인과의 계에서 단 의식과 고독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다.이 시에서는 특히 부

부간의 성격 차이를 이해하고 극복하려는 노력 없이 서로 자신의 입장만을 주장하

다 보니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오히려 높은 벽을 쌓고 상호 갈등만 증폭시킨다.외

로움은 반드시 환경에서 오는 것만은 아니며,결국 인간은 구나 근본 으로 외로

운 존재임을 로스트는 느끼고 있는 것이다.

  다른 남녀의 사고방식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시로 「서쪽으로 흐르는 강」

(“WestRunningBrook”)이 있다.시 속의 화자인 은 부부는 모든 시골의 개울

이 동으로 흐르는데 비해 유독 반 방향으로 흐르는 서쪽으로 흐르는 강을 보면서

14) John Robert Doyle, The Poetry of Robert Frost: An Analysis (New York: Hafner Press, 1973), p.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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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상에 잠긴다.

모든 개울이 동쪽으로 흘러서 바다로 가는데

어째서 이 개울만 서쪽으로 흐르고 있나요?

아마도 이 개울은 역으로 나가도 된다고 믿나 요

제가 당신에게 -그리고 당신이 나에게 그 듯이-

우리가 그러는 것은 -우리?-도 체 우리는 뭐지요?

...

기 좀 요.마치 우리의 말을 알아듣기라도 하는 듯이

개울이 도를 일으키며 손짓하고 있네요.

Whenalltheothercountrybrooksflow east

Toreachtheocean?Itmustbethebrook

Cantrustitselftogobycontraries

ThewayIcanwithyou-andyouwithme-

Becausewe're-we're-Idon'tknow whatweare.

...

Look,lookit'swavingtouswithawave

Toletusknow ithearsme.(258)

역으로 흐르는 시냇물을 보면서 아내는 남편과의 믿음을 바탕으로 한 결속의 의미

를 발견한다.그러나 9행의 ‘Idon'tknow whatweare'에서 인간 존재의 불확실성

으로 인해 두 사람을 맺어주고 있는 것에 해서도 확신이 없음을 고백하고 있다.

한 개울에 자신의 감정을 이입하여 ’개울이 도를 일으키며 손짓하고 있다‘고 주

으로 해석하여 받아들이고 있다.반면,남편은 같은 것을 보고도 다른 설명을

한다.

이 게 역류하는 상 때문에

개울물은 흘러가면서도 항상

도를 일으키기도 하고 회진(回進)하기도 하지.

Ithasthisthrowingbackwardonitse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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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thatthefallofmostofitisalways

Raisingalittle,sendingupalittle.(259)

감상 인 아내에 비해 남편은 시냇물의 역방향에서 인간 존재와 근원의 문제에

한 의문을 갖는다.그리고 보다 객 이며 과학 인 태도로 개울의 도와,실존하

는 것의 근원에 해 아내에게 설명하고 있다.

개인차가 있겠으나 체 으로 남녀의 사고방식의 차이는 사소한 테에서 갈등을

빚게 하는 경우가 많다.이어지는 행들에서도 자칫 화합되지 못할 기에 놓이게

된 두 남녀의 모습이 나타나 있다.

“ 개울은 당신 것이야.맘 로 해요.”

“그 지 않은데요.무슨 생각을 하지는 거지요?”

“...Itisyourbrook!Ihavenomoretosay"

"Yes,youhave,too.Goon.youthoughtofsomething."(259)

아내의 감상 인 태도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남편이 더 이상 화하고 싶지 않은

마음을 드러내어 화의 단 기에 처하지만,아내의 섬세함으로 화가 계속되

고 마지막 행의 “오늘은 우리 둘이 이야기한 날이 될거에요."라는 결말을 이끌어 낸

다.이 시는 남자가 합리 이고 괴 이며 냉정한 반면,여자는 상상력이 풍부하고

창조력이 있으며 감각 인 면에 기울어져 있어 상처받기 쉬운 경향이 많다15)라고

함으로써 남녀의 차이를 보여 다.이 시는 인간 존재의 근원에 한 명상과 남녀

의 사고방식의 차이에 해서 생각하게 할 뿐만 아니라,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는

포용력과 사랑을 바탕으로 한 작은 배려가 남녀 간의 화합을 이루고 상호간의 갈등

과 고립으로 인한 소외감을 극복하게 해 다는 지혜를 하고 있다.

  로스트의 시에서 인간의 소외감은 무 심에서 비롯된다.「하인들의 하인」(“A

servanttoServants”)에서 로스트는 남편의 무 심과 애정 부족, 화의 단 로

인해 정신 으로 피폐해져 가는 아내에 한 이야기로 묘사한다.이 시에서 화자는

집안일과 농사일에 지쳐 있으면서도 남편과의 화를 시도해보는 뉴잉 랜드 지방

15) Potter, p.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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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주부이다.하지만 남편에게 외면당하고 농장에 고용된 일꾼에게서 마 무시당

하자 이 로 간다면 미쳐버릴 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쫓기며,더 이상 감정을 표

할 수도 없는 자신의 희망 없는 삶을 극 독백을 통해 나타낸다.

내 목소리를 높이거나 는 손을 들어올리기는 원하는 것 외에는

이제 더 이상 내 감정을 표 할 수도 없어요

(오,나는 손을 올려야 할 때에 손을 올릴 수 있어요.)

당신도 그런 경험을 해 보셨는지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래요.

나는 심지어 내가 기쁜지 슬 지 안타까운지

그 밖의 어떤 느낌인지도 확실히 알 수 없게 되었죠.

Ican'texpressmyfeelings,anymore

ThanIcanraisemyvoiceorwanttolift

Myhand(oh,IcanliftitwhenIhaveto).

Dideveryoufeelso?Ihopeyounever.

It'sgotsoIdon'tevenknow forsure

WhetherIam glad,sorry,oranything.(63)

끊임없는 일로 인해 지칠 로 지쳐있고 더 이상 화가 없는 상황에서 아내는 마

침내 소외감과 두려움으로 정신 인 무감각의 상태에 빠지게 된다.그러나 남편은

계속 일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은 말한다.사람은 끊임없이 일해야 한다고.

그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항상 끝을 내는 것이라 말한다.

그리고 나는 어느 정도는 그 말에 동의한다.

일을 마무리짓는 것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음을 안다.

Lensaysonesteadypullmoreoughttodoit.

hesaysthebestwayoutisalwaysthrough.

AndIagreetothat,orinsofar

AsthatIcanseenowayoutthrough-(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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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Len)은 계속되는 일로 지쳐 있는 아내에게 휴식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하지

도 않은 채 계속 일을 하도록 요구한다.이들은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며 살아가는

이상 인 부부가 아니며,처음 결혼했을 때와는 달리 화도 하지 않고 지낸다.이

작품은 지나친 노동으로 서로에 해 배려할 여유도 없이 일에 쫓기며 하루하루를

사는 부부간의 화의 단 은 소외감과 사랑의 상실을 가져온다는 것을 보여 다.

  다섯 개의 부제가 붙은 시「언덕 아내」(“TheHillWife”)에서도 남편의 무 심

이 아내를 고립시키고,가정을 불행으로 몰아가는 과정이 나 어 그린다.첫 번째

시,「외로움」(“Loneliness")에서 아내는 남편에게 자신의 불만을 독백조로 이야기

하는데 이는 산 에 사는 외로움에 한 것이다.두 번째 시 「집의 공포」(”House

Fear")에서는 외딴 산 속에서 느끼는 두려움이 묘사되어 있고,세 번째 시 「미소」

(“TheSmile")는 외로움이 두려움으로 확산되는 것에 한 것이며,네 번째 시

「되풀이되는 꿈」(”Theoft-RepeatedDream")에서는 두려움이 심화되는 장면이

그려져 있다.다섯 번째 시「충동」(“TheImpulse")에서는 더 이상 황량한 공간에

서 자신을 지탱하지 못하고 죽음을 택하는 아내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다.남편과의

소원한 계에서 맞이하는 밤과,낯선 사람으로부터 무서움과 두려움을 느끼는 아

내는 「되풀이되는 꿈」(”TheOft-RepeatedDream")에서 침실 유리창 에 늘어진

소나무 가지가 스치는 소리에도 겁을 먹고 두려움에 떤다.

그들의 침실 창문 고리를

곧 벗기려고 애를 쓰고 있는

그 검은 소나무에 한 두려움을

그녀는 말로 다할 수가 없었다.

Shehadnosayingdarkenough

Forthedarkpinethatkept

Forevertryingthewindow latch

Oftheroom wheretheyslept.(128)

아내의 외로움과 두려움이 말로 할 수 없을 정도임을 보여 다.남편의 무 심,부

부사이의 소통의 부재 때문이다.이러한 외로움과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되어 보려는

아내는 마지막 시 「충동」(“TheImpulse")에서 남편을 따라서 들과 산으로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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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 자신의 노래를 불러 보았지만 어느 구도 함께 해 이가 없었다.

하루는 검은 오리나무 가지를

꺾으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무나 멀리 나가 그만 길을 잃어서

남편이 부르는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

모든 것이 다 끝났음을 무덤 곁에서

남편은 알았습니다.

Andonceshewenttobreakabough

Ofblackalder.

Shestayedsofarshescarcelyheard

Wherehecalledher-

...

Andhelearnedoffinalities

Besidesthegrave.(129)

자신의 일에만 몰두했던 남편은 시간이 지나도 보이지 않는 아내를 찾아 숲 속을

헤매다가 결국은 아내의 무덤을 발견한다. 로스트는 화와 감정의 단 이 소

한 사람을 소외감으로 고립시키고,죽음이라는 충격 인 결과까지 가져올 수 있음

을 보여주고 있다.

⌜담장 고치기⌟ (“MendingWall”)에서는 이웃 사이에 돌담으로 나타나는 의사

소통의 단 과 사고방식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인간 상호간의 단 된 모습을 볼 수

있다.합리 으로 생각해보려는 노력 없이 해져 내려오는 통 사고방식을 고

수하려는 사람과 시 의 변화에 순응하는 융통성 있는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과의

조를 통해 시가 개되어 나간다.

무엇인가 담장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놈이 있단 말이야.

그 놈이 담 아래 흙을 부풀어 오르게 하고

담 쪽에 놓인 돌들을 굴러 떨어지게 하거든.

그리고는 두 사람이 히 지나갈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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틈을 만든단 말이야.

.......... ............................

내가 지 이야기하는 이 틈은

언제 어떻게 생겨났는지 아무도 모르게

철 담장 수리할 때면 나타나거든.

Somethingthereisthatdoesn'tloveawall,

Thatsendsthefrozen-ground-sellunderit

Andspillstheupperbouldersinthesun,

Andmakesgapseventwocanpassabreast.

............ ............... .............

ThegapsImean,

Noonehasseenthem madeorheardthem made,

Butatspringmending-timewefindthem there.(33)

이 시에서는 상 방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노력 없이 서로 자신들의 생각만을 고집

하는 두 이웃 사이에 가로놓인 두꺼운 벽을 통해 사람들 사이의 계를 묘사한다.

극 독백(dramaticmonologue)의 형식을 취하면서 해학 이고 장난스런 어조로 쓰

여진 이 시는 시골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 되어 과수원

집 주인과 그 이웃인 솔밭 주인이 함께 그 담장을 고치는 장면이 묘사된다. 만

되면 어김없이 담장이 무 져 그 돌들이 여기 기 흩어져 있고 그 무 진 틈으로

사람들이 드나들 수 있는 길이 생긴다.담장이 무 진 원인 에는 인 인 것 이

외에 다른 힘이 작용했음을 알 수 있다.화자는 “어떤 것(something)"에 한 구체

인 언 이 없어 애매한 면이 있지만 그 정체를 밝힐 수 없는 자연 인 어떤 것

으로 보고 있다.어떤 것이란 아마도 자연에 인간이 가하는 어떤 인 인 시도를

거부하는 것으로서 자연 속에 내재해 있는 어떤 질서의 원칙과도 같은 의인법 인

것이다.‘Something'에 하여 배리(ElaineBarry)는 그 의미를 "의인화되어 나타나

는 ‘무엇’은,아마도 자연의 역에서 인 경계를 지으려는 인간의 시도를 부인

하는 자연 속에 존재하는 어떤 질서의 원칙일 것이다."16)라고 악한다.‘어떤 것’이

란 인 인 시도를 거부하는 것으로서,자연 속에 내재하는 어떤 질서의 법칙이라

16) Elaine Barry, ed., Robert Frost on Writing (New Burnswick, N.J.: Rutgers UP, 1973), p. 110.



- 26 -

는 것이다.자연은 조화로운 세계인데 인간이 자연에다 경계를 이루는 담장을 쌓게

되자,자연의 어떤 법칙이 이를 싫어하여 담장을 헐었다는 것이다.

철 담장 수리할 때면 이 틈새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나는 고개 머에 사는 이웃집에 알려서

어느 날 함께 만나 경계선을 걸으며

우리 사이에 다시 담을 쌓아 올리지요.

Butatspringmendingwefindthem there.

Iletmyneighborknow beyondthehill;

Andonadaywemeettowalktheline

Andsetthewallbetweenusonceagain.

Wekeepthewallbetweenusaswego.(33)

화자는 어느 날 언덕 머에 사는 이웃에게 무 진 담장을 고치자고 한다.담장이

무 졌음을 먼 알리는 화자 역시 담장이 개인의 역을 보장해 주는 정 인 면

이 있음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화자는 실재하는 물리 인 담,그 자체에서 의미를

찾지 않으나 그 담을 매개체로 하여 생성할 수 있는,이웃과 자신 사이의 상호 이

해와 존 을 생각한다.반면에 이웃은 담을 땅의 경계로 생각하며 역을 침범하지

않는 데 의미를 둔다.그러므로 내용상 차이가 있으나 화자와 이웃은 둘 다 담의

필요를 느끼고 있다.

이 시에서 담장은 의사소통을 가로막는 벽과 같은 장애물 역할을 하는 동시에 개

인 인 권리를 보호하는 이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 벽은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다.장벽은 인간을 분리시키기도 하고 조화시키

기도 한다.그리고 이러한 각각의 기능은 양립한다.장벽에 의해 유지되는 개별성

은 인간의 요성만큼이나 필요한 것이다.17)

포터의 지 은 인이 소외를 극복하고 상호간 의사소통을 하기 해서는 각자의

개성과 역을 보장해 주는 것이 요하다라는 것을 말한다. 한 인간 상호간의

17)  Potter, p. 49. 



- 27 -

갈등은 인간이 자기를 존 하는 만큼 다른 사람의 개성과 역을 소 하게 인정할

때 해소될 수 있다.따라서 이 시에서는 개인의 역을 존 하고 받아들임으로써

상 를 이해하게 되며 이로 인하여 소외감과 단 ,갈등의 상태를 극복할 수 있음

을 보여 다.

군 속의 소외감 혹은 자아의 단 에 해 다룬 시로는 「밤에 익숙한」

("AcquaintedwiththeNight")이 있다.

제일 슬 골목길도 기웃거렸다.

순찰 인 야경꾼이 지나가면서

설명하기 싫어서 시선을 떨구었다.

Ihavelookeddownthesaddestcitylane.

Ihavepassedbythewatchmaninhisbeat

Anddroppedmyeyes,unwillingtoexplain.(255)

이 시는 밤의 이미지를 사용하여 화자의 어두운 내면에 해서 언 하고 있다.4행

에서 가장 슬 도시의 골목길을 내려다보는 화자는 자신의 감정에 빠져 순찰 인

사람이 을 지나가는 데도 자신에 해서 알리고 싶지 않아 시선을 떨군다.이는 "

소통의 부재"18)을 보여주는 것이며 슬픔과 단 의 상태에서 군 속에서 고독을 느

끼며 자신의 세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인의 모습이 잘 나타나 있다.그러나

인간이 외로움 속에서 방황하는 것은 포이리어(RichardPoirier)에 의하면 새로운

가능성을 찾기 한 모색이라고 할 수 있다.포이리어는 " 로스트에게 있어서,가

정이나 들 의 경계를 넘어 방황하는 것은,이미 익수해져 있는 것보다 더 한

가능성의 추구를 모색하기 한 것이었다."19)라고 언 한다. 로스트는 이 시에서

이웃 세계와 단 된 한 인간의 고독한 모습을 통해서 인간 상호간의 이해와

화의 부재가 인의 소외를 가 시키고 있음을 보여 다.‘밤’이라는 내면 어둠

을 상징하는 배경 속에서 한 인간의 고독한 모습은 사람과의 과 화를 피하고

있는 듯 하지만 고독한 사람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마음의 문을 열고 이웃과 따

18) David A. Sohn and Richard H. Tyre, Frost: The Poet and His Poetry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1976), p. 55.

19) Richard Poirier, Robert Frost: The Work of Knowing (Oxford: Oxford UP, 1979), p.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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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한 화를 나 는 것임을 이 시는 역설 으로 암시하고 있다고 하겠다.

에서 살펴보았듯이 로스트는 그의 시에서 부부사이에 애정의 결핍,이웃이나

타인의 계에서 각자 살아온 생활방식의 차이,상호 이해부족,서로의 마음속에 쌓

아 놓은 장벽과 개인주의 사고에서 나타나는 상호불신 등으로 빚어진 갈등의 모

습을 보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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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상과 일탈

  인간이 자연이나 혹은 타인과의 계에서 느끼는 립과 갈등도 물론 실 인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지만,인간 자신의 존재 사물에 한 인식과 실

인 선택을 앞두고 겪게 되는 고뇌와 갈등 한 존재한다.이것은 실과 이상의 갈

등이며 일상과 일탈 사이의 갈등이다.

로스트의 시에는 숲을 모티 로 하여 실세계로 일탈하고 충동을 드러내는

데 「들어오라」(“ComeIn")에 잘 나타나 있다.

 

서쪽에서 다한

태양의 마지막 한 기 선이

아직 티티새의 가슴에 살아있다

한 마디 노래를 더 불기 하여

기둥진 어둠속 깊이

티티새의 노래소리 울린다

어둠속에 들어와

서러워하라 하는 듯이

그러나 아니다.나는 별을 보러 나선 것이다.

나는 들어가지 않겠다

오라한들 들어가지 않겠다

오란 말 들은 도 없지만.

Thelastofthelightofthesun

Thathaddiedinthewest

Stilllivedforonesongmore

Inathrush'sbreast.

Farinthepillareddark

Thrushmusicwent-

Almostlikeacalltocome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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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hedarkandlament.

Butno,Iwasoutforstars:

Iwouldnotcomein.

Imeantnotevenifasked,

AndIhadn'tbeen.(334)

화자는 하루의 일과를 끝내고 어스름한 녁 숲가에 이르자 어두운 숲속에서 들려

오는 티티새의 아름다운 노랫소리를 듣고 유혹을 받는다.여기서 화자의 숲은 실

세계의 번잡함을 다 잊고 푹 쉬고 싶어 하는 공간이며,노래 부르는 새는 자신이

동경하는 곳으로 인도하리라 믿는다.화자는 이러한 유혹을 뿌리치고 숲에 들어가

지 않는다.화자는 어두운 숲에 한 불확실한 믿음과 두려움으로 망설임과 동시에

실의 삶에 강한 정을 하면서,나아가 그는 어두운 숲으로 들어가기를 단호히

거부하고 밝은 별의 세계로 향한다.“들어오라는 청을 들었어도 들어가지 않는다.(I

meantnotevenifasked,AndIhadn'tbeen,)"라고 하면서 심리 으로 강하게 갈

등하고 있음을 보여 다.이러한 측면에서 워 (RobertPennWarren)은 "새는 어디

까지나 새의 처지에서 노래하고 있기 때문에 새가 어둠속에서 그의 실체를 잃어버

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인간은 어두워질수록 밝게 빛나는 하늘의 별을 쳐다보

아야 한다"20)고 말한다.

화자는 숲의 유혹을 받고 정체성을 상실한 체 실에서 도피하고 싶은 강한 욕망

을 보여주었다.이러한 화자의 모습을 통하여 로스트는 인간이 자신의 이상을 찾

기 해서 다른 무언가를 끊임없이 찾아 나서는 갈등을 보여 다.이 게 숲의

아름다움과 유혹 속에서 갈등하는 모습은 「 내리는 밤 숲가에 서서」

(“StoppingbyWoodsonaSnowyEvening")에서 잘 보여 다.

나의 조랑말은 그 해 가장 어두운 밤

근처에 농가 하나 없는 숲과

얼어붙은 호수 사이에 멈춰선 것을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다.

20) RobertPennWarren,"TheThemesofRobertFrost,"TheWriterandHisCraft:TheHopwoodLectures,

1932-1952.(AnnArbor:UniversityofMichiganPress,1994.),pp.225-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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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실수라도 있냐는 듯

말은 마구의 종을 흔들어 다.

다른 소리라곤 오직 부드러운 바람소리와

송이 날리는 소리 뿐.

숲은 사랑스럽고 어둡고 깊다.

그러나 나는 지켜야 할 약속이 있다.

잠들기 에 몇 마일을 더 가야하리,

잠들기 에 몇 마일을 더 가야하리.

Mylittlehorsemustthinkitqueer

Tostopwithoutafarmhousenear

Betweenthewoodsandfrozenlake

Thedarkesteveningoftheyear

Hegiveshishardnessbellsashake

Toaskifthereissomemistake.

Theonlyothersound'sthesweep

Ofeasywindanddownyflake.

Thewoodsarelovely,darkanddeep.

ButIhavepromisestokeep,

AndmilestogothereIsleep,

AndmilestogobeforeIsleep.(224-225)

에서 화자는 내리는 녁에 말을 타고 시골 숲가를 여행하고 있다.숲은 사랑

스럽고 고요하고 신비로울 정도로 정막이 감돈다.이러한 숲가를 지나다가 멈추어

서있는 화자에게 말은 의아해 하면서 방울을 흔든다.아름답기만 한 숲의 모습 앞

에서 화자는 깊은 명상에 잠기면서 실을 탈피하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그러나

화자는 마지막 연에서 어둡고 깊고 아름다운 숲을 조하면서 그 속에 빠져들고 싶

지만 “지켜야 할 약속"이 있다면서 일상으로 돌아가야 할 길을 재 한다.여기서 화



- 32 -

자는 일상과 일탈, 실과 이상 사이에서 갈등을 느끼고 있다.이 두 개의 갈등의

양상은 화자가 ”잠들기 에 몇 마일을 더 가야한다"을 되풀이 하면서 우선순 로

두고 있는 실세계의 삶의 의무에 을 두고 있다.

이와 비슷하게 ⌜나의 자아로⌟(“IntoMyOwn")에서 화자는 실생활에서의 고

달픔을 털어 버리고 끝없이 펼쳐진 숲속으로 도피하고 소망을 나타내고 있다.

내 한가지 소망은,해묵고 단단하며

바람에도 흔들림이 없다시피한 검은 나무들이

우울의 가면을 걸치는데 그치지 않고

세상의 종말까지 뻗어 나갔으면 하는 것이다.

나 한 어느 때엔가 막속으로

사라지게 되는 것을 막을 길이 없으리.

공터라든지,모래를 떨어뜨리며 느리게 굴러가는

차바퀴 다니는 행길을 만날 염려없이.

Oneofmywishesisthatthosedarktrees,

Sooldandfirm theyscarcelyshow thebreeze,

Werenot,as'twere,themerestmaskofgloom,

Butstretchedawayuntotheedgeofdoom.

Ishouldnotbewithheldbutthatsomeday

IntotheirvastnessIshouldstealaway,

Fearlessofeverfindingopenland,

Orhighwaywheretheslow wheelpoursthesand.(5)

화자는 숲이 오래되고 우거져서 바람 한 없기를 바란다고 말함으로써,아무도

보이지 않는 깊은 숲속으로 들어가 고달 실의 삶에서 완 히 벗어나고 싶어 한

다. 한 부디 그 숲이 마지막 날까지 지속되어 원히 휴식을 취하고 싶어 한다.

제 2연에서 그는 실의 삶을 상징하는 “공터”나 “행길”을 다시 보게 되는 일이 없

기를 바라고 있다.그리고 화자가 다시는 숲 밖으로 나오지 않겠다는 이유는 그가

인간들을 철 히 미워해서가 아니라,그들이 자기를 따라오면 될 것이라고 말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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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마음의 갈등을 보인다.

내가 다시 돌아와야 할 이유가 없겠지,

나를 못 잊어하고,아직도 내가 자기들을

사랑하고 있는지 궁 해 하는 사람들은

내가 간 길을 뒤쫓아 오면 될 것이기에

그들은 내가 조 도 변치 않았음을 알게 되리라.

소신이 더욱 확고해진 것 외에는.

IdonotseewhyIshoulde'erturnback,

Ofthoseshouldnotsetforthuponmytrack

Toovertakeme,whoshouldmissmehere

Andlongtoknow ifstillIheldthem dear.

Theywouldnotfindmechangedfrom him theyknew-

OnlymoresureofallIthoughtwastrue.(5)

제 1,2연에서는 실을 떠나고 싶어 하는 화자의 간 한 소망이 나타나고 있지만

여기서는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인다.비록 고달 지만 실의 삶을 온 히 등질

수 없음을 역설 으로 말해 다.마지막 연에서 화자 자신은 실세 살고 있는 다

른 사람들과의 계에서 조 도 변한 것이 없다고 말함으로써 이를 뒷받침한다.결

국 이 시에서는 화자가 실의 삶과 그 실로부터의 탈출이라는 선택 앞에서 심한

내 인 갈등을 보인다.궁극 으로 거 한 어둠의 숲으로의 여행은 내면의 역으

로의 여행을 의미한다.즉,인간 내부의 활한 어둠속으로의 여행인데 이것을 통해

결국 사람은 다른 사람과 어울려 살아가야함을 깨닫게 된다.결국 이 시는 숲을 미

지의 상징으로 보며 인생을 탐색의 여정으로 악한다. '나'와 '타인'의 계를

공통 인 인간조건에서 정하고 있다.인간은 공동체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

재이기에 체와 부분의 사이에서 갈등하는 인간 존재의 필연성에 한 고뇌를 이

시에서 살펴볼 수 있다.

로스트가 구체 인 상황 설정과 세 한 심리묘사를 통하여 인생에서 선택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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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움과 그 과정에서 고뇌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시로 ⌜가지 않은 길⌟("TheRoad

NotTaken")이 있다.

단풍진 숲 속에 두 갈래 길이 나 있었지요,

두 길을 다 가보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는 한 나그네의 몸이라

덤불 속으로 굽어 들어간 한쪽 길을

아쉬운 마음으로 오래오래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같이 아름다운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풀이 무성하고 인 이 드물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으로 말하자면 많은 이들이 지나가

같이 밟 져 있을지라도,

그날 아침에,두 길은 모두

아무에게도 밟 지지 않은 낙엽 속에 묻 있었습니다.

아,다른 날을 해 한 길을 남겨 두었습니다!

그러나 길은 길로 이어지는 것이기에,

다시 돌아오기 어려우리라 알고 있었지만.

먼 훗날 난 어디선가

한숨지으며 말 하겠지요:

숲 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는데,나는-

나는 사람이 덜 다닌 길을 택했지요.그런데,

그것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답니다 라고.

Tworoadsdivergedinayellow wood,

AndsorryIcouldnottravelboth

Andbeonetraveler,longstood

AndlookeddownoneasfarasIcould

Towhereitbentintheundergrow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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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ntooktheother,asjustasfair,

Andhavingperhapsthebetterclaim,

Becauseitwasgrassyandwantedwear;

Thoughasforthatthepassingthere

Hadwornthem reallyaboutthesame,

Andboththatmorningequallylay

Inleavesnostephadtroddenblack.

Oh,Ikeptthefirstforanotherday!

Yetknowinghow wayleadsontoway,

IdoubtedifIshouldevercomeback.

Ishallbetellingthiswithasigh

Somewhereagesandageshence:

Tworoadsdivergedinawood,andI-

Itooktheonelesstraveledby,

Andthathasmadeallthedifference.(105)

이 시의 심 소재가 되는 "길"은 사람과 인생과정을 상징하는 통 인 이미지를

가지는데 숲에 난 길이라는 가시 인 길은 인생에서 걸어온 길이라는 추상 인 길

의 의미를 포함한다.인간은 구나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고 마음속으로 두 길을

가보고 싶지만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망설이기도 하고 선택을 하기도 하고

후회를 하기도 함을 로스트는 길이라는 상징을 통해서 이 시에서 보여 다. 로

스트는 선택이라는 그와 같은 행 를 이미 행하여진 선택,앞으로 내려야할 선택,

혹은 내려야만 하는 선택,아직 행하여지지 않은 선택과 같이 다양한 주제로 많은

시를 썼다.그것은 한 물론 그러한 선택의 행 들이 신 하게 고려하는 삶의 피

할 수 없는 결과들 속에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로스트 시에는 여행을 소재로 한 시가 많다.여기에서 여행은 인생의 여정을

의미하기도 하고 일상에서 벗어나는 실제의 여행이기도 하다. 화 되어가던 시

기이며,사회 ,정치 이슈가 도시문명에 바탕을 두며,문학의 주요주제도 이러한

변화에 있어서의 폐단을 반성하던 시기에 그 심인 도시에서 벗어나 시골에 거주

하면서 이 시 의 삶을 반 한 시를 로스트가 쓴 것은 일탈 속에서 일상을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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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명상했다고 할 수 있다.뉴잉 랜드에서 생활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찰과 깊은 사고를 통해 인생을 통찰하여 그 의미와 가치를 모색했던 그의 시 소

재는 시골과 자연이며,그런 시골은 그의 시를 읽는 부분의 독자들이 살아가는

도시와는 조를 이루고 있다.도시의 일상에 지친 독자들은 로스트의 자연시를

읽어가며 도시로부터의 정신 인 일탈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도시민들의 시골

로의 휴가는 독자들이 시를 읽으며 인식을 얻는 것과도 같은 맥락이다.그 정신

일탈은 잠시 휴식을 제공할 수 있는 꿈이나 달콤한 낮잠과 같은 것이다.

로스트 시에는 여행길의 소재가 많다.길을 떠나지만 화자들은 한결 같이 귀

가한다.그것은 일탈에서 일상으로의 복귀이다.여행에서 새로운 것을 알게 되고 일

상을 돌이켜 보는 시간을 갖게 되듯이 일탈은 일상의 의미를 깨닫는 것에 그 목

이 있다.이들의 일탈은 일상으로 돌아와 일상에 더 충실할 수 있기 함이다. 습

이나 혼란에 의해 상실된 자아를 회복하기 한 일탈이며 여행인 것이다.

에서 살펴 본 바에 따르면 일상으로부터의 일시 인 일탈을 꾀함으로 해서 일

상을 돌이켜 보고 인간 본연의 모습을 찰하고 자아추구까지 이어지는 심오한 철

학에 도달하게 된다.일탈은 일상을 유지하기 한 짧을 휴식이며,그것으로부터 돌

아오는 길은 갈 때와는 달라 사회의 고단함을 일부 덜거나 실을 객 으로

인식한 모습을 하게 된다.그 일탈과 일상의 계는 선한 것과 악한 것의 구분 개

념이 아니며 서로 팽팽한 긴장 상태로 조의 구조를 갖추면서 견제하면서도 조화

를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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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갈등의 극복

인간과 친화될 수 없는 단 된 자연 속에서 로스트는 시의 인물들을 통해 고립

과 소외감, 실의 갈등을 해결하려는 시도를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다. 실에서 자

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나름 로의 질서를 부여하고 형태을 창조함으

로써 인생을 해명하고,고독한 인간 조건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보여 다.

로스트는 고난의 순간과 열악한 상황을 정신 여유로 극복해 나가는 인간의

모습을 그린다.이것은 있다.인간을 하는 세력 앞에도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는 인물을 통해서 혼란한 실에 맞서는 인간의 삶에 한 시인의 의지를 볼

수 있는 것이다. 로스트의 시에서 인간을 하는 세력은 앞서 밝힌 자연의 양

면성 에서 부정 인 측면의 자연으로 변된다.

그의 시 「 」(“Snow”)에서 등장하는 목사 미서 (Meserve)는 정복 될 것 같지

않은 실에 용감히 도 함으로써 인간에게 실 극복의 확신을 주고 있다.작품

속에서 미서 는 보라와의 투쟁 끝에 그의 말을 쉬게 할 목 으로 콜(Cole)부부

를 깨운다.얼마 후 인 상황에서 다시 길을 떠나려는 미서 를 만류하는 콜

에게 그는 단지 폭풍이 오니까 가야한다고 말한다.

얼마간 그녀는 말이 없다가 드에게 말했다.

‘신’을 믿기에 간다고 말할 거라고

그런 말이 나올 거라 생각했다고,하지만 그는

“단지 폭풍이 몰려 오니까 가야해요

마치 쟁이 일어나면 부름을 받은

어떤 이나 쟁에 나가야하는 것처럼요.“라고 답했다고.

Well,there's-"ShetoldFredafterwardthatin

Thepauserightthere,shethoughtthedreadedword

Wascoming,"God."Butno,heonlysaid,

"Well,there's-thestorm.ThatsaysImustgoon.

Thatwantsmeasawarmightifitcame.

Askanyman."(151)



- 38 -

미서 가 그의 말을 휴식시키는 것에서 그가 사리 분별을 제 로 못한 성 한 결정

을 내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그는 무분별한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니

라 실패의 가능성을 완 히 배제할 수 없지만 실을 극복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

지고 자신의 단과 의지,나아가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기 해 길을 떠난 것이다.

이에서 로스트 시에 나타난 항정신과 의지를 살펴볼 수 있다.

만약 로스트가 두려움을 이해하기 해서 두려움을 탐색하지 않았다면 그는 여

히 두려움에 항하려고 시도했을 것이다.그는 두려움에 항했다.왜냐하면

그의 시에 공포,죽음,죽음에 한 소망,그리고 고독에 항하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이다.21)

두려움을 극복하고자 오히려 과감하게 두려움과 맞섬으로써 두려움에 정복당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로스트의 시에는 공포와 죽음,고독에 항하는 이미지가

있다는 것이다.

인간이 도 과 항의 과정에서 겪게 되는 실패와 좌 은 인간의 한계성을 인식

하게 할 뿐만 아니라,나아가 인간의 통찰력과 인성을 수양하게 하는 계기가 된다.

경험을 통해 얻은 인간의 한계에 한 인식과 실패를 진보를 한 거름으로 생각

할 수 있다면,도 과 실패는 인생에서 한층 가치 있는 것이 되는 것이다.도 해

보지 않고서는 어떤 일에서 성공할지 는 실패할지는 알 수 없다.실패와 성공의

여부를 확인하기 한 도 의 필요성을 주제로 하고 있는 시가 「거친 곳이 있다」

(“ThereareRoughlyZones”)이다.

그 사람의 야심이 북쪽 끝에도 생명체가 살 수 있는지

알고 싶어하는 데까지 이르 다고 당신은 말 하시겠죠.

어째서 자연은 옳고 그름의 분명한 경계선이 없지만

군가의 법칙에 따라야 하는 거친 지 가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게 이 게 원히 힘든 걸까요?

Youwouldsayhisambitionwastoextendtheread

CleartotheArcticofeverylivingkind.

21) Gerber, p.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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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ishisnatureforeversohardtoteach

Thatthoughthereisnofixedlinebetweenwrongandright,

Thereareroughlyzoneswhoselawsmustbeobeyed?(305)

이 시는 인간의 욕심으로 북쪽의 끝까지 생명체를 심으려는 노력이 무모한 것인가

즉,자연의 역에 도 하는 것이 옳은가 그른가의 문제는 실행해 보지 않고서는

성공과 실패 여부를 확실하게 알 수 없으며 구도 결과를 장담 할 수 없다는 생각

에 이른다.따라서 복숭아나무가 죽는다면,그것은 인간의 무한한 욕망에 그 책임을

돌려야 하겠지만,어느 쪽이든 인간 능력의 범 와 한계를 확인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한 인간의 한계성 때문에 어떤 것은 신에게 맡겨야 하겠지만 도 은

계속되어야 하며,한계 상황까지 최선을 다한 후에 맞게 되는 도 의 결과는 성공

과 실패 여하에 계없이 가치 있는 산 경험이 될 것이다.

모험과 탐색과 련하여 톰슨(Lawrence Thompson)이 로스트의 기에서 인용

한 제임스(William James)의 다음과 같은 말은 로스트의 시를 이해하는 데 결정

인 도움을 다.

인간이 어떤 것,생산 인 혹은 독창 인 것을 상징하는 한 인간의 체 생활 기

능은 ‘아마도’를 다루어야 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아마도'에 근거하지 않고

서는 승리를 얻을 수도,믿음이 충만한 용기 있는 행 가 나올 수도 없는 것이다.

...실수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모험에 의해서 만이 인간은 시간에서 다른 시

간으로 삶을 연속시킬 수 있는 것이다.그리고 불확실한 결과에 한 믿음만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유일한 것이다.22)

'아마도'에 바탕을 둔 모험과 탐색이 없이는 어떤 결과도 기 할 수 없으며 이러한

탐색을 한 모험이야말로 인간의 삶을 계속되게 하는 원동력이다.불확실한 것에

한 믿음이야말로 결과를 이끌어내게 하는 유일한 것이다.이처럼 불확실성에

한 로스트의 도 정신은 결과의 성패에 상 없이 그 자체가 요한 것으로 여겨

진다.

죽기 까지 삶의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은 인간의 도리가 아니다는 신념으로 도

22) LawrenceThompson,Ed.SelectedLettersofRobertFrost.(New York:Holt,RinehartandWintson,

1964.),p.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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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항의 과정에서 삶의 의의를 찾고 인간 존재의 의미를 확인하고자 하는 로

스트이지만 그는 인간의 한계성을 벗어난 무모한 도 을 경계하고 분별력을 잃지

않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그의 이러한 수용과 순응의 태도는 항과 도 의 정신

못지 않게 그의 시를 통해 강하게 달된다. 로스트는 삶이 어둡고 비극 이기는

하지만,한편으로는 용기를 가지고 도 함으로써 한편으로는 어 할 수 없는 숙

명으로 받아들임으로써 비극 이고 고독한 삶을 극복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로스트는 도 정신과 더불어 수용 태도를 통해 삶의 진실을 해명하고 고립

과 소외감을 극복하고자 한다.그는 끊임없이 세상과의 싸움을 통하여 인간의 혼란

의 세계에 형태와 질서를 부여하고,자신의 치를 인식하며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다.어떤 상에 하여 뚜렷한 견해나 생각을 드러내지 않는 로버트 로스트

의 태도는 터스와 같은 비평가들로부터 로스트가 독자 인 철학체계를 갖지 못

하고 안이한 태도로 시를 썼다는 혹평을 받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하 다.

를 들어 「가지 않은 길」은 정신 배회자로 불리울 수 있는 사람에 한 시

이다.그리고 정신 배회자는 주요한 시인이 될 수 있는 지성과 힘 두가지

하나를 갖추기가 쉽지 않다.23)

터스는 인생의 갈림길에서 고민하고 방황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시,「가지 않은

길」의 시를 통하여, 로스트가 뚜렷한 가치 을 제시하지 못한 채 ‘정신 배회자'

와 같은 모습을 보 다고 비 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수용하는 입장에서 시를 쓰고자 했던 로스트는 삶에 내재해

있는 보편 진리에 더 깊은 심이 있다.따라서 로스트가 독자 인 철학 체계

가 없다기보다는 어떤 상을 보는 그의 태도가 근본 으로 회의 이라고 보는 것

이 옳을 것이다. 로스트의 많은 시에 바탕이 된 회의주의는 인간의 유한성과 능

력의 한계를 드러내 보 다는 측면에서 부정 으로 보일지 모르나,오히려 하나의

상에서 여러 가지의 가능성을 탐색하고 삶에 한 명상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에서 정 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라우어(Brower)는 로스트가 모

든 상의 심부에 있는 신비를 추측해 보는 의미의 지혜로운 회의주의자라고 평

한다.24)신비란 이성의 힘으로 밝 낼 수 있는 역이 아니며,만일 그 무엇이 분명

23) Yvor Winters, "Robert Frost: The Spiritual Drifter as Poet,“ Robert Frost: A Collection of Critical 
Essays, ed.JamesM.Cox(EnglewoodCliffs:PrenticeHall,1962),p.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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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밝 졌을 경우,이는 과학의 역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회의주의는

로스트가 어떤 상을 다양하게 탐색하는 계기가 되었고 그 상의 본질이 무엇

인가에 한 결론을 유보하며 역설 으로 더욱 심화된 사색과 명상을 하게 한다.

이와 같은 로스트의 회의주의 사고는 그로 하여 존재하는 상을 있는 그

로 보게 한다.그는 인생을 받아들이는 태도에 있어서도,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용의 미덕으로 모든 것을 수용하는 입장을 본다.그의 시에서 다양한 시각

으로 조명하고 있는 고립의 문제에 있어서도 인간이 자연이나 사회로부터 소외되는

문제를 부정 시각으로 바라보기보다는 일정 거리를 두는 것이 오히려 자신의 창

조 사고와 타인을 배려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본다.

망 속에서도 새로운 희망을 찾는 로스트는 「블루베리」(“Blueberries”)에서

힘겹게 생활하면서도 자신들의 분수를 넘지 않으며 정직하게 사는 순박한 사람들이

자연을 있는 그 로 받아들이며 자연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 막강한 자

연세계에서 무상함과 두려움 때문에 좌 하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을 보여 다.

“...자연이 기꺼이 내어 주는 것만

취하는 것이 좋은 일이에요 무언가를 바라고

자연에게 써 나 쟁기를 강제로 쥐어주기 보다는.“

“...It'sanicewaytolive,

JusttakingwhatNatureiswillingtogive,

Notforcingherhandwithharrow andplow."(61)

이 시에서 로스트는 지나치게 많은 것을 바라지 않고 주어지는 것을 감사하게 생

각하며 살아가는 삶에서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는 삶들의 가난하고 힘들지만 한

모습을 통해 삶의 의미를 하고 있다.많이 가진다고 행복하고 그 지 않다 하여

행복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실에 만족하고 자기가 가진 것에 해서 감사할

아는 마음은 인간을 고립과 갈등의 상황에서 진정한 행복으로 이끌어 수 있는

것이다.

「목장」(“ThePasture”)에서도 자연을 있는 그 로 보면서 마음을 열어 자연을

24) Reuben A. Brower, The Poetry of Robert Frost: Constellations of Intention (Oxford: Oxford UP, 

1993), p.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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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이해하고 자연과의 조화로운 계에 심을 집 시키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

다.

목장의 샘물을 치러 가는 길이네.

낙엽을 어치우고

물이 맑아지는 것을 기다려 볼 생각이네.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니 자네도 오게.

어미 소 에 서 있는

송아지를 데려올 생각인데 아주 어려

어미 소가 핥으면 비틀거릴 정도이네.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네.자네도 오게.

I'm goingouttocleanthepasturespring;

I'llonlystoptoraketheleavesaway

(Andwaittowatchthewaterclear,Imay):

Isha'n'tbegonelong.-Youcometoo.

I'm goingouttofetchthelittlecalf

That'sstandingbythemother.It'ssoyoung.

Ittotterswhenshelicksitwithhertongue.

Isha'n'tbegonelong-Youcometoo.(1)

물 의 낙엽을 는 신 물이 맑아지는 것을 기다리는 것은 자연이 질서를 회복

할 까지 기다린다는 의미와 상통한다.이 시에서는 자연의 모습을 있는 그 로

수용하고 자신의 삶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시인의 모습을 보여 다. 로스트의 시

에서 이러한 수용의 태도는 자연과 인간 계에서 뿐만 아니라 인간 사회에서의 갈

등과 단 , 립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제 1연에서 숲 속에 있을 샘을 깨끗하게 하러 가는데 나뭇잎을 걷어내고 물이 깨

끗해지기를 기다리겠다고 한다.나뭇잎이 걷어지고 물결이 잔잔해지기를 기다리면

물로 맑고 고요해져서 화자의 모습이 비칠 것이다.성 해서도 안 되고 물에 어떤

행동을 가하는 것도 아니다.물에 비친 하늘과 구름과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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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을 돌아볼 수 있다.도시민들이 지쳐 있을 때 그의 시를 읽으며 마음의 한식을

되찾을 수도 있을 것이며 자신의 인생과 모습을 들여다보며 자아를 확인하는 계기

도 될 것이다.

제 2연에서는 갓 태어난 송아지가 상징하는 순수함,순진함을 찾으러 간다.순수

함은 세상의 혼란과 세 에 오염되기 쉬운 매우 여린 것이다.시를 통해 그 순수함

을 찾아 보려하니 독자들도 함께 동참해 보라고 한다.단순함과 순수함은 복잡하고

혼란스런 사회로부터의 안이며 자아회복과 한 가치 을 제시해 수 있

을 것이다.

로스트의 인생론 의의가 담겨 있는 표 인 시 「자작나무」(“Birches”)에서

로스트는 이상을 지향하되 인간의 한계를 넘지 않으며,수용 태도와 세상과 인

간에 한 사랑으로 비극 인 실과,단 된 인간 상황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보여

주고 있다.

나도 한때는 자작나무 타던 소년이었다.

그리고 나는 그 시 로 돌아가는 꿈을 꾼다.

이런 런 생각들도 지치고

인생은 길 없는 숲 같아

거미 에 얼굴이 근지럽게 달아오르고

잔가지가 부딪쳐 한쪽 에 물이 흐를 때

나는 잠시 이 지상을 떠나고 싶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시작하고 싶다.

운명이 내 뜻을 오해하여

내 소망의 반만 들어주고,나를 납치해서

다시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일이 없기를.

세상은 사랑하기 좋은 곳,

나는 이세상보다 더 좋은 곳을 알지 못한다.

SowasIoncemyselfaswingeofbirches.

AndsoIdream ofgoingbackto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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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swhenI'm wearyofconsiderations,

Andlifeistoomuchlikeapathlesswood

Whereyourfaceburnsandtickleswiththecobwebs

Brokenacrossit,andoneeyeisweeping

From atwig'shavinglashedacrossitopen.

I'dliketogetawayform earthawhile

Andthencomebacktoitandbeginover.

Maynofatewillfullymisunderstandme

AndhalfgrantwhatIwishandsnatchmeaway

Nottoreturn,Earth'stherightplaceforlove:

Idon'tknow whereit'slikelytogobetter.(122)

로스트가 그의 시 세계에서 구 하고자 했던 이상과 실의 조화에의 추구가 이

작품에서 상징과 은유를 통해 표 되고 있는데,시인은 휘어진 자작나무를 보면서

어느 소년이 나무를 탔을 거라는 상상에서 시작하여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았던

자신의 어린 시 을 회상한다.거미 과 얼굴에 상처를 주는 가지들로 상징되는 인

생의 과정에서 겪게 되는 고난과 시련은 어른이 된 지 피하고 싶은 실이며,이

런 런 인생사에 지친 시인은 잠시 이상의 세계로 여행을 떠나고 싶기도 하다.그

러나 52-53행의 ‘세상은 가장 사랑하기 좋은 곳’이란 표 을 통해 시인의 지상에

한 애착과 실에 한 정 이고도 극 인 태도를 찾아볼 수 있다.

행여나 지상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올 수 없다면,이상 세계로의 여행은 두려운

것이며 시인이 원치 않은 여행이 되는 것이다.이러한 지상에의 사랑을 바탕으로

하는 사물에 한 시인의 찰과 명상은 인생에서 하게 되는 고립과 소외감을 포

함한 모든 상과 경험을 수용하는 여유를 갖게 한다.그리고 인간은 이러한 정신

여유에서 용기를 얻어 고독한 삶을 더 새롭고 진지하게 맞이하는 자세를 취하게

된다.뉴만(LeaNewman)은 고통스럽고 혼란스러운 실의 삶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면서도 실과 이상과의 조화를 추구하고 균형을 이루려는 로스트의 삶의 태도

에 해 말한다.

1913년에 가진 인터뷰에서 그는 균형을 이루려는 시도를 격찬했다.그는 “나는

인생이 유동 으로 움직이기를 기 합니다.농장에서는 보다 개인 으로,도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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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보다 사회 으로 말입니다.”하고 덧붙 다.이는 그 자신의 생활 방식을 반

하는 것이다.25)

로스트가 균형을 추구하는 미덕을 격찬했으며,인생이 앞으로도 혹은 뒤로도 방

향을 잡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 다는 것이다.이는 상황에 따라 유연

하게 처할 수 있는 조화와 균형의 삶을 강조한 말이라 하겠다.

인간 계에서의 갈등과 고립,그로 인한 소외감을 최소화하기 해서 상 방을

이해하고 상 방의 고유한 개인 역을 그 로 받아들이는 수용 자세와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은 몽고메리의 “ 로스트의 장벽"에 한 의견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모든 인간은 이 세상에서 이방인이다.그리고 그 게 남는다.갈등이 혼란의 세계

와 인간이 노동하는 물질세계를 존 하게 하는 사랑은 이해와 불어 찾아든다.이

와 같은 사랑은 서로 다른 차이를 받아들이고 존 하게 한다.인간은 다른 사람

의 개인 차이를 존 하고 다른 사람도 그의 차이를 존 할 것이라도 기 한

다.26)

모든 인간은 이 세상에서 이방인이며,갈등이 있는 혼란한 세상은 이해와 사랑으

로 극복할 수 있고,상 방이 지닌 차이 을 존 할 때 자신도 존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로스트는 개인의 내면에서뿐만 아니라 인간

상호간에 갈등과 립이 존재하는 것을 발견하고 처음에는 회피하려 했으나 차

그것을 질서 있게 다루는 방법을 모색하는 의지를 보여 다.그리하여 고독과 고립

에서 야기되는 내 방황을 겪은 후 인간에게 더 큰 심과 애정을 가지게 되고,

자아를 성찰하게 되며,고독 속에서 참된 사랑을 찾아내게 되는 것이다.

일의 의미나 일을 통한 삶의 의미를 다룬 시에서 로스트의 시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인간소외,고립,좌 감 속에서 나름 로 지

를 지니고 떳떳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다.거짓이나 꾸 이 없는 소박하고 성실한

인물들을 통해 우리는 시인 자신의 모습과 노동의 가치를 명상하고 되짚어볼 수 있

다.이제 로스트가 인간의 삶과 련하여 독자에게 하고자 했던 자신의 경험과

25) Lea Newman, Robert Frost: The People, Places, and Stories behind His New England Poetry 
(Vermont: New England Press, 2000), p. 77.

26)  Montgomery, p. 148.



- 46 -

명상으로부터 터득한 노동의 의미와 가치를 통해서 인간의 소외와 고독을 극복해

가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로스트 시의 인물들은 비록 필요에 의해 노동을 하지만 노동 그 자체를 사랑하

고 즐기는 여유를 보여 다.그의 시 「풀베기」(“Mowing”)에서는 농 생활을 배

경으로 평범한 일상생활의 건 한 노동을 통하여 얻게 되는 만족과 기쁨을 다루고

있다.

이것은 한가한 시간이 가져다 꿈도 아니요

요정한테서 쉽게 얻은 (金)도 아니다.

사실 이상으로 말해서는 곤란하다.

...

사실은 노동이 아는 가장 달콤한 꿈.

나의 긴 낫은 속삭이며 풀을 베어 나아갔다.

Itwasnodream ofthegiftofidlehours,

Oreasygoldatthehandoffayorelf:

Anythingmorethanthetruthwouldhaveseemedtooweak

...

Thefactisthesweetestdream thatlabourknows.

Mylongscythewhisperedandleftthehaytomake.(17)

묵묵히 풀을 베면서도 낫소리의 의미에 집 하던 화자는 노동하는 실이야말로 가

장 달콤한 꿈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낫이 속삭이는 소리와 함께 쌓여가는 건

를 보며 힘겨운 노동은 화자의 명상을 통해 달콤한 꿈과 같아진다.땀 흘리는 노

동의 과정을 통해 사실과 꿈이 합쳐지는 순간이 화자의 실 속에서 의미 있는 순

간으로 자리 잡는다. 실의 모습은 여 히 홀로 변함없는 모습으로 풀을 베고 있

을 뿐이지만 화자는 노동에 더욱 몰입해가면서,그 의미를 찾으려는 노력을 더해간

다.낫이 내는 소리에 몰두하며 육체 고통과 외로움도 잊은 채,노동의 즐거움에

심취해 있는 화자의 모습이 담겨 있는 이 시는,노동의 즐거움이 실 노동에 근

거한 기쁨이며,땀 흘리며 일하는 사람만이 릴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 다.이 시

의 마지막 두 행에서 실 노동의 즐거움이 심미 인 기쁨으로 승화되어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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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노동이 아는 가장 달콤한 꿈”으로 묘사되고 있는데,이는 땀 흘리지 않고 얻어

지는 안일한 기쁨보다는 인간의 땀과 노력이 요구되는 노동의 기쁨을 시하는 것

이며,사실과 꿈이 조화되는 경지라 할 수 있다.이 듯 육체를 지닌 인간이 땀 흘

리며 노동하는 것이 아름답고 신성한 것이라면,그 노동의 토 을 제공하는 지상의

실은 꿈이 있는 노동을 매개로 이상 인 세계와 조화를 이루며 인간에게 삶의 의

미를 제공한다 하겠다.이 시와 련하여 운터메이어(Untermeyer)는 "일하는 자로

서 시인은 자신과 낫을 동일시하고 있다.그리고 인간과 도구가 일을 수행할 때,그

들 사이의 진정한 사랑은 단순하고도 심오한 진리를 가져다 다.27)"라고 말한다.

인간이 낫과 하나가 되어 일을 수행할 때 일에 한 사랑은,단순하지만 심오한 진

리를 가져다 다는 것이다.그가 말하는 “단순하고도 심오한 진리”는 이 시는 13행

“사실은 노동이 아는 가장 달콤한 꿈”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각고의 노력과 고통이 따른다는 에서 어떤 상이나 삶의 문제에 해 깊은 사

색이나 명상을 하는 활동을 정신 노동으로 볼 때, 로스트에게 있어서 일을 하

는 것과 시를 창작하는 일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여 진다. 로스트 시 속

의 인물들은 부분 자연을 배경으로 하여 노동을 하며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이며 로스트의 노동을 시하는 태도는 그의 인터뷰에서도 발견할 수가 있다.

“당신이 시 분야에서만 열심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육체 노

동을 좋아하시지요?”“네,열심히 일하는 것은 인생에서 요한 일이지요. 는

고독한 학자인 이 없었고,항상 땅을 사랑했습니다.”28)

열심히 일하는 것이 인생에서 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로스트는 땅을 사랑하고

일을 사랑하면서 시작(詩作)활동을 했던 것이다.

로스트에게 시작(詩作)은 노동이며,더 나아가 자신의 질서를 회복하는 행 이

고,삶의 의미 있게 해 주는 원동력이 된다.시를 쓰는 일은 시인의 정화된 정서에

의한 술 창조이며,이와 같은 창조의 행 는 인간이 확신할 수 있는 ‘사실

(fact)'이거나 ’실체(reality)'라 할 수 있다.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삶을 추상 개

념이 아닌 뚜렷한 실체로 악한 로스트가 삶의 과정에서 구체 으로 존재하는

27) LouisUntermeyer,ThePocketBookofRobertFrost'sPoems(New York:HenryHolt&Co.,1946),p.

91.

28) Edward Connery Lathem, Interview with Robert Frost (New York: Jeffrey Norton Publishers, 1997), 

p. 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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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에 해 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요컨 , 로스트는 이 시

를 통해 인간 스스로 즐거움을 느끼면서 일을 할 때,노동의 결실과 합쳐져 만족감

을 얻을 수 있으며 노동이 인간의 삶에서 요한 의미를 갖게 될 때 인간은 고독한

상황을 극복하고 활기 있는 삶을 할 수 있음을 일깨워주고 있다.

한 「씨뿌리기」(“PuttingintheSeed”)에서는 작은 씨앗이 땅을 헤집고 나와

탄생하는 모습을 그리면서 일종의 창조라고 할 수 있는 노동의 행 뒤에 오는 성

취와 만족감을 보여 주고 있으며 주어진 실에서 자신의 일을 충실하게 완수함으

로써 고독을 극복하고,인간사이의 신뢰와 사랑을 쌓아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씨를 뿌릴 때에도,그리고

잡 들이 땅을 덮어서

튼튼한 묘목이 몸을 굽

어깨로 땅을 헤집고 나오는

어린 생명의 탄생을 지켜 볼 때에도

사랑이 진정 뜨거워지나니.

How loveburnsthroughthePuttingintheSeed

Onthroughthewatchingforthatearlybirth

When,justasthesoiltarnisheswithweed,

Theysturdyseedlingwitharchedbodycomes

Shoulderingitswayandsheddingtheearthcrumbs.(124)

남편은 지 뿌리는 씨앗이 머지않아 땅을 헤집고 나오는 모습을 기 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씨 뿌리는 일을 열 하고 있다.새로운 생명을 일구어 내는 철 땅의 매

력에 이끌린 화자는 자연에 동화되고 자연의 일부가 된 것이며 남편을 데리러 온

화자의 아내 역시 자신의 느낌과 같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진정한 노동의 의미를 탐색하고자 한 로스트는 노동과 련된 그의 작품을 통

해 노동을 인간 삶의 한 조건으로 받아들이고,노동의 본질과 노동의 의의를 악

하는 과정에서 삶의 명상에 이르는 모습을 보여 다.

⌜사과를 딴 후⌟ (“AfterApplePicking")에도 노동의 즐거움이 잘 나타나 있다.

이 시는 늦가을에 사과 따기를 거의 마치고 휴식의 계 인 겨울을 맞이한 농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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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로 속에서나마 만족스러움과 축복의 기분에 쌓여 사과 따기의 구체 인 행동들을

회상하는 시이다.사과 따는 노동의 묘사는 피로감,만족감,감사의 기분이 뚜렷하

게 나타나는데 이것은 오직 인간만이 노동을 한 후에 느낄 수 있는 일종의 축복의

감정이다.

나의 길다란 두 다리 사다리는 나무를 뚫고

하늘로 향해 있다.

그 에는 내가 아직 채우지 못한

통이 놓여있고 한 가지에서 따지 못한

사과 두 세 개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난 이제 사과 따기를 마치려 한다.

Mylongtwo-pointedladder'sstickingthrougha tree

Towardheavenstill,

Andthere'sbarrelthatIdidn'tfill

Besideit,andtheremaybetwoorthree

ApplesIdidn'tpickuponsomebough.

ButIam donewithapple-pickingnow.(68)

이 시는 단순한 사과따기라는 농부의 일상생활의 묘사뿐만이 아니라 그 사과따기의

실 체험에서 오는 정신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29)왜냐하면 화자가 사괴를 따

는 일을 마치고 쉬고 있지만 걸쳐 놓은 사다리,아직 사과를 담지 않은 빈 바구니,

그리고 따지 않은 나무에 매달려 있는 두 세 개의 사과 등은 인간의 일이 늘 끝이

없는 미완성의 연속이라는 사실을 은유 으로 표 한 것이며,단순하게 사과를 따

는 행동을 묘사하는 것은 결국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정신 가치를 동시에 보여

주고 있기 때문이다.

29) DonaldJ.Greiner,RobertFrost:ThePoetandHisCritics.(Chicago:AmericanLibraryAssociation,

1974),p.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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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결론

로스트의 시에서 일 되게 다루어지고 있는 것은 자연과 련된 인간의 삶과

인생의 의미에 한 탐구이다.그는 이러한 삶의 문제를 인간과 자연,인간과 인간,

인간 자신의 내 갈등 등의 계를 통해 해명해보고자 하 으며 이것은 그의 시

속에서 인간이 자연과 직면하여 왜소하고 나약한 존재임을 인식하거나 인간에게 무

심하고 냉혹한 자연의 모습을 통해 구체 으로 나타난다. 한 인간 상호 계에서

의 고독은 상 방에 한 이해의 부족이나 화의 부족 는 무 심 등과 같은 구

체 인 모습으로 나타난다.

로스트의 시에 나타난 인간 갈등으로 먼 자연과 인간의 단 을 들 수 있다.

자연은 때로는 호의 이어서 인간들이 그 속에서 기쁨과 안을 얻기도 하지만,다

른 한편으로는 인간에게 단히 무 심하고 때로는 이어서 사람들은 자연으

로부터 소외감,외로움,그리고 립과 공포감을 느끼는 경우가 더 많다.그의 시에

서 자연의 인간의 생존을 할 정도로 냉혹하고 괴 인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로스트의 시에 나오는 무 심하고 인 자연을 할 때 인간은 두렵기

도 하고 때로는 단 감에 외로움을 느끼기도 한다.인간에게 기쁨과 희망,용기를

주는 조화롭고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과 함께 자연의 거 성,다양성, 괴성을 인식

한 로스트는 그로 인한 인가의 공포와 좌 ,인간성의 한계를 시 속에 개한다.

로스트는 자연과의 계에서 단 과 갈등이 있음을 시인하고 그 속에서 인간을

성찰함으로써 한계를 배우는 것을 보여 다.자연과 인간의 단 을 보여주는 로

스트의 시에서 시 속의 인물들은 자연과 동화 는 융합되지 못하고 서로간의 괴리

감을 재확인하게 되면 인간과 자연의 립과 긴장으로 공포를 느끼거나 고독감과

소외감으로 단 된 모습을 보여 다.하지만 그는 자연과 인간의 단 이 심화된 비

극 인 상황에서도 이에 굴복하거나 일시 인 도피로 안을 찾으려하지 않고 강항

의지력과 용기로 당당히 맞서 싸워야 한다는 인식에 도달했으며,자신의 한계를 인

정하고 꾸 한 삶의 가치 추구를 해 지혜롭게 살아가는 태도를 통해 인간의 고난

을 극복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해 주고 있다.그리고 인간 상호 계에서의 고

독은 상 방에 한 이해의 부족,사고방식의 차이, 화의 부족과 무 심,생계유

지를 한 지나친 노동으로 인하여 발생하고 있다. 한 로스트는 인간이 그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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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에 스스로 고독하고 황폐한 공간을 지니고 살아가는 고독한 존재임을 「황폐한

곳」(“DesertPlaces”)와 「밤에 익숙한」(“AcquaintedwiththeNight”)을 통해

잘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로스트는 인간의 조건으로서의 고독과 한계성,상반된 가치 과 의견으

로 인한 인간 상호간의 갈등과 소외 상을 삶의 원천으로 삼고 삶의 과정에서 야기

되는 모든 문제가 모두 나름 로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았다.이러한 믿음으로

로스트는 「 」(“Snow”)와 「거친 곳이 있다」(“ThereareRoughlyZones”)를

통해서 인간의 한계와 실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거 한 자연에 맞서

는 시의 항과 도 의 정신을 보여 다. 로스트는 두려움과 공포를 이겨내고 생

존하려는 인간의 용기야말로 견할 수 없는 우주 속에서 인간의 생존 능력을 강화

시키고 고독한 인간의 조건을 극복할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것이다.나약한 인간이

막강한 자연과 맞서 항하는 것이 승산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고독하고 열악한

상황에 무기력하게 머무르지 않고 때로는 도 정신으로,때로는 수용 태도로 유

연하게 실의 갈등에 처하며 도 의 과정에서 인간의 한계성을 인식하고 수용하

는 것이야말로 로스트가 그의 시를 통해 제시하고 있는 고독 극복의 한가지 방법

이라고 할 수 있다.

로스트는 그의 많은 작품에서,무한한 우주 속에서 인간 존재의 미약함과 한계

때문에 고독감과 소외를 느끼거나 인간 상호간의 화의 단 로 고립감과 갈등을

경험하지만 때로는 도 자세로 인간의 한계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존재를 확인

하고,삶의 의미를 찾으려 하거나,때로는 자연에 조용히 순응하면서 지상에의 애정

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수용 태도로 인간의 정신세계에 나타난 고독과

소외 상을 생에 주어진 조건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모습을 그려내고 있다.

삶에 한 수용 태도를 찾아볼 수 있는 「자작나무」(“Birches”)에서는 실의

고통에서 잠시 벗어나고 싶어 하지만 이는 지상을 완 히 떠나기 함이 아니라 지

상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자하는 지상에의 애착과, 실과 이상과의 조화를 추

구하고 균형을 이루려는 로스트의 삶의 태도가 제시되어 있다.

  로스트의 시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자연을 배경으로 노동을 하며 살아가는 평범

한 사람들이다.그들은 노동을 통해 부정 자연과의 립의 계에서 오는 고독과

소외감을 극복하거나,노동의 과정에서 상 방을 존 하고 이해함으로써 인간 상호

간의 갈등을 해소하기도 한다.더 나아가 그들은 노동을 통해 인생의 가치를 깨닫



- 52 -

기도 한다. 로스트는 생계유지 수단으로서의 노동이 인간의 신체 ,정신 여유

를 빼앗고,고독과 좌 ,때로는 죽음까지도 가져다 다는 사실을 보여 주기도 하

고,일에 한 사랑과 즐거움을 통해 고독한 인간의 조건을 극복하고 인간의 화합

을 이루어 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한다.

로스트는 노동에 련된 그의 많은 작품을 통해 인생에 있어서 생을 하지

한 노동이 괴로운 것이다 할지라도 노동은 인간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며,삶의 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과정에서 고독과 소외

감을 극복할 수 있다고 그의 시에서 강조하고 있다.

로스트의 시 세계와 삶의 태도를 그의 시 「오늘은 한 교훈」(“TheLesson

forToday")에서 ”묘비에 나의 일생을 쓴다면 세상과 사랑싸움을 했다고 쓰겠

다.“(355)라고 했는데 이것은 세상에 존재하는 시련이나 고독과 고통,불행까지도

사랑으로 극복해 나가겠다는 로스트의 신념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그가 자연이

나 인간 상호간의 계에서 많은 문제 들을 찾아내고 그것을 고민했다는 사실은

그 자신이 자연이나 인간을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보여주기도 한다. 한 어떤 면에

서는 자연이 더 이상 인간에게 포근하고 호의 인 쉼터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마주쳐서 극복해야 할 상으로 그려져 있으며, 로스트는 그의 시를 통해

이러한 자연에 항해서 투쟁하는 인간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로스트는 그의 시

속의 주인공들을 통해 자연과 인간 단 이나 인간 상호간의 의사소통의 두 과 같

이 심화된 비극 실 속에 이에 굴복하거나 일시 이 도피처를 찾으려 하지 않고

강한 의지력과 용기로 당당히 맞서 싸워야 한다는 인식으로 인간 고뇌의 상황을 극

복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그는 인간의 한계를 의식하면서도 인간 스스로의 도

정신과 자연의 섭리에 순응하는 태도로 인생에서 부딪치는 문제를 수용,조화시

켜 인간의 소외감과 고독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 다.그리고 그는 나아가

일상 이 삶의 모습을 통해 노동의 신성함과 기쁨을 달함으로써,노동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 고독과 소외를 극복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통해 인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고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해 다.

결론 으로,인간의 한계를 의식하면서도 인간 정신의 가능성을 확신하는 로스

트는 도 정신과 더불어 자연의 섭리에 순응하는 태도로 인생에서 부딪치게 되는

문제들을 수용,조화시켜 인간의 소외감과 고독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

고 있다.그리고 그는 나아가 일상 인 삶의 모습을 통해 노동의 신성함과 기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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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함으로써 노동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땀 흘려 열심히 일할 때 고독과 소외

를 극복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통해 복잡한 인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고 바람직

한 방향을 제시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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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pects of Conflict and Its Overcoming 

in Robert Frost's Poems30)

Kim, Jung Hee

English Educ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J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Hur, Yoon Deok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man's overcoming conflicts in the poetry 

of Robert Frost. He describes the nature and the people of New England as they 

really were. He tries to determine the true meaning of man's life and man with 

nature. He deals with man's relationship with nature. The focus is also concentrated 

on the conflicts in man's life.

  In Frost's poetry nature has two aspects: 'Positive' and 'Negative'. Nature 

sometimes gives man hope and pleasure, but more often, is a destructive force. In 

other words, Frost never thinks that man can live fantastically or romantically amid 

the harsh realities of the world. Therefore, the people in Frost's poems are afraid 

of the threat and indifference of nature. In Frost's poems where nature is cast as  

an opposing threat, man suffers from the alienation and horror caused by the 

hostility of the elements and nature's ruthless indifference to human beings. In 

addition, men experience internal absence in the stark reality of death-in-life.

  Frost also deals with the themes of solitude, isolation, and alienation caused by a 

lack of communication and understanding between husband and wife, neighbors or 

colleagues. He concurrently describes physical labor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using symbolic, natural backgrounds.

※ A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August,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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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ost felt that confrontation and conflict always exist in man when ever man 

comes into existence. Frost thought man could overcome the contradictions of 

everyday life with the aid of courage and a strong will. In his poems, a farmer 

finds both appreciation and value while he works, the unity of need and love for 

labor is well described as an ideal sense of labor. In some of his poems related to 

labor, Frost emphasizes that man can overcome some aspects of conflicts by taking 

pleasure in working hard.

  In Frost's works, the human spirit must continuously enlarge itself and contend 

with nature. With this challenging spirit, the receptive attitude required to harmonize 

with human society enables man to overcome the conflicts through the works of his 

whole life. Thus, he continues to emphasize the importance and value of life 

portrayed by good example of the true meaning of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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