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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휘트먼과 당  문화

미국시의 위대한 아버지로서 “선량한 늙은 시인”(a good gray poet)이라고 
불리는 휘트먼(Walt Whitman)은 평생 단 한 권의 시집『풀잎』(Leaves of 
Grass)만을 개정하는데 온 힘을 쏟은 시인이다. 일생을 바쳐 단 한 권의 시집
을 두고 좀 더 완벽한 방식에 가깝도록 개작에 개작을 거듭했다는 사실은 휘트
먼이『풀잎』이라는 시집에 얼마나 큰 애정을 두고 있었는지를 짐작하게 한
다. 미국이라는 국가를 시의 형식으로 구현하려 한 휘트먼은 시를 통해 여러 
층의 독자들과 만나려고 했고, 이 열망이 가장 상징적으로 표출된 것이 1855
년 초판본 『풀잎』이다. 그 자신이 출판계에서 일한 경험을 살려 휘트먼은 고
급문화와 대중문화 사이의 경계 허물기를 시도하고 있는데, 책의 겉표지에는 
금박을 입힌 ‘풀잎’(Leaves of Grass)의 알파벳 문양을 한껏 부풀려 새겨 넣음
으로써 우아한 응접실용 시집을 원하는 중산층 독자들의 주의를 끌고자 했고 
시집 안쪽은 이와는 판이하게 다르게 당시의 신문 판형을 흉내 내어 자유롭고 
민주적인 분위기를 자아내는 형식으로 채웠다. 편한 일상복 차림에 모자를 쓴 
* 본 논문은 2012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은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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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트먼의 초상을 앞에 내세우고 표지에 자기 이름은 지운 채, 간명하게 인쇄된 
‘풀잎, 브루클린, 뉴욕: 1855’를 지나 책장을 넘기는 독자는, 신문 칼럼을 닮은 
작은 활자로 인쇄된 12쪽의 서문을 만나고 뒤이어 12편의 제목 없는 시들을 
잇달아 만나게 된다. 고급스런 분위기를 자아내는 시집의 겉표지와는 달리 본
문 속의 시들은 당시 신문이나 대중 잡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거칠고 자유분
방한 형식을 그대로 취한다. 쉼표나 마침표 사용에 있어 당시 관습적으로 사용
되던 영어 문법의 틀을 깨고 있으며, 영시의 전통적인 운율에서 벗어난 자유로
운 시 형식을 통해 휘트먼은 당대 문화의 저변에 깔린 리듬을 단번에 아우르는 
실험을 하고 있는 것이다.1) 

당대 문화와 조응하는 휘트먼의 시 작법에 대해서는 이미 1980년대에서 90
년대를 거쳐 신역사주의 비평과 문화연구에 힘입어 이미 많은 연구가 이루어
졌는데 가장 대표적인 논자로 레이놀즈(David S. Reynolds)가 있다. 그는 
1988년 『미국 르네상스기의 이면에: 에머슨과 멜빌 시대의 전복적 상상력』
(Beneath the American Renaissance: The Subversive Imagination in the 
Age of Emerson and Melville)이라는 책에서 미국문학 비평서의 고전이 된 
매티슨(F. O. Matthiessen)의 저작 『미국의 르네상스: 에머슨과 휘트먼 시대
의 예술과 표현』(American Renaissance: Art and Expression in the Age of 
Emerson and Whitman)에서 거론된 19세기 중반의 위대한 예술가들을 당대 
대중문화의 흐름 안에서 재조명한다. 에머슨(Ralph Waldo Emerson), 쏘로
(Henry David Thoreau), 호손(Nathaniel Hawthorne), 멜빌(Herman 
Melville), 포우(Edgar Allen Poe), 휘트먼, 그리고 디킨슨(Emily Dickinson)
을 낳은 미 역사상 그 이전에도 이후에도 유례없는 문화적 황금기를 되짚어 봄
1) 이 글은 2012년 11월 한국외대 <영미연구소>의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글을 수정한 

결과물이다. 발표에서 필자는 휘트먼을 당대 문화와 유리시켰던 비평사의 문제와 
『풀잎』 개작, 개작 과정에서 조락한 작품을 다시 조명할 필요성에 대하여 짚어보
았는데, 주로 개작 과정에 집중한 발표문의 후반부에서 휘트먼의 ‘공감’을 들뢰즈
(Gilles Deleuze)의 ‘함께 말하기’와 연결하여 노예를 다룬 시를 읽은 바 있다. 토론 
과정에서 논문의 통일성과 완성도를 위하여 두 개의 큰 문제의식, 즉 개작과 공감의 
문제를 나누어 글을 완성하는 것이 낫겠다는 제의가 있었고, 하여 발표문의 후반부
를 집중적으로 고친 글이 이 글이다. 『풀잎』 ‘개작’에 관한 논의는 졸고 「‘응답하
라’ 휘트먼: 조락(凋落)한 『풀잎』의 잎사귀를 다시 읽는 일」(2013)과 에이브럼
즈의 책(Sam Abrams)을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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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써 레이놀즈는 그간 신비평에서 암묵적으로 동의된 문학 읽기의 전제를 
깨고 들어간다. 즉, 당대의 문화적 환경에서 떨어져 나와 봉인된 형태로 가두
어진 “자족적인 텍스트”로 작품을 읽을 것이 아니라, 당대가 낳은 모든 다양한 
텍스트들의 혼성, 다른 목소리들 속에서 태어난 “열린 텍스트”로 작품을 바라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당대의 사회, 문화적 환경에 대한 응답으로서 텍스트 
읽기를 주창하는 레이놀즈는 “멜빌의 흰 고래, 에머슨의 투명한 눈알, 호손의 
주홍 글자, 쏘로의 월든 연못, 휘트먼의 풀잎”(Reynolds 9) 등이 모두 그 당시 
하위문화의 다양한 층위들이 폭발적인 힘으로 응축되어 태어난 결과물임을 밝
히는데 몰두한다. 미국문학사에 우뚝 솟은 몇몇 위대한 소수 작가들을 지금껏 
문학연구에서 소외되어 온 대중문화의 코드와 함께 논한다는 점에서 이 책은 
텍스트를 둘러싼 사회, 역사적 상황을 될 수 있으면 배제하고 작품을 읽으려 
했던 신비평적인 문학 분석서와 선을 긋는 문화연구서이고, 또 기존 문학 연구
에서 암암리에 동의해 온 전제, 즉 당대 사회의 제반 조건과 유리되어 서 있는 
위대한 예술가로 몇몇 뛰어난 작가들을 자리매김해 온 관행을 깬다는 점에서 
문학의 경계 허물기라 할 수 있다. 

미국 르네상스기의 위대한 작품들이 당대의 사회 역사적 제반 조건들을 “거
부함으로써가 아니라” 그 환경들을 받아들여 “변모시킨” 결과물로서 의미가 있
음을 밝히는 레이놀즈의 작업은(7)2) 텍스트의 안과 밖이 만나는 접점을 소상
하게 밝히면서 휘트먼 시 비평사가 휘트먼을 미국시의 아버지로 추대하면서 
암암리에 지웠던 당대문화와의 접촉지점을 잘 보게 해주는 미덕이 있다. 현대
시의 기원이 된 휘트먼의 ‘새로운’ 시학이 어떤 식으로 그 시대와 문화에 빚졌
는가를 가리는 레이놀즈의 작업은, 휘트먼의 거대한 시적 실험이 “그 문화의 
외로운 반항아”(a lonely rebel against his culture)가 아니라 “광범위한 관찰
자의 시선”(a broad-ranging observer)으로 그를 배태한 문화의 흥미로운 소
재들을 적극적으로 변용함으로써 가능했던 것임을 밝히고 시대가 이랑을 만들

2) 레이놀즈의 말을 좀 더 그대로 옮기자면, “사회문학적 맥락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맥락에서 주된 이미지와 장치들에 전적으로 동화되고 또 그것들을 변모”(not 
from a rejection of socioliterary context but rather from a full assimilation and 
transformation of key images and devices from this context)시키는 방식으로 휘
트먼은 당대의 문화를 적극적으로 시에 녹여냈다고 한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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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거름을 준 토대 위에서 가능했던 작업임을 분명히 한다(9).3) 
당대의 문화가 낳은 여러 요소들을 계승하여 자신의 시대를 가장 폭넓은 시

선으로 응시한 시인으로 휘트먼을 새롭게 부각시키는 레이놀즈의 주장은, 싸
구려 신문에나 나옴직한 요상한 범죄 이야기들, 탐험 소설 등을 시에 써먹은 
유일한 시인으로서 휘트먼의 대중성을 강조할 때 분명히 설득력이 있다. 더 구
체적으로, 휘트먼 시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랄 수 있는 자유시 형식이, 일찍
이 에머슨이 설파한 유기체로서의 시에 대한 개념을 응용하면서 영국 작가 마
틴 터퍼(Martin Farquhar Tupper)의 자유시 형식을 차용한 것이며, 전통적인 
영시의 운율과 리듬을 배제한 산문의 차용은 이미 미국에서 1840년대에 유행
처럼 퍼진 현상이라는 지적은 휘트먼의 새로운 시형식이 혼자 골몰한 실험을 
통해 창조된 것이 아님을 밝혀준다. 당시의 감상적 시들을 신랄하게 공격한 죠
오지 립퍼드(George Lippard)의 사회주의 소설에서 보여주는 반복적 리듬, 캐
덜로그(catalogue) 혹은 파노라마 등의 기법은 휘트먼 시의 형식적 특징과 유
사하며, 병치(juxtaposition)와 반복(repetition), 이접(disjunction), 병렬
(parataxis)을 통하여 광범위한 시공간을 속도감 있는 이미지로 단숨에 훑어 
내리는 실험적인 기법들도 당대의 통속 작가들의 영향 아래 가능했던 것이다.  
   시대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그려내는 리얼리스트로서의 휘트먼의 면모는 
당시 저널리즘의 영향에 힘입은 바가 컸다. 한 예로 당시 근대 도시의 누추하
고도 자잘한 일상을 세 하게 드러낸 죠오지 포스터(George Forster)가 있는
데 1949년 팸플릿 형식으로 십만 부가 넘게 팔린 포스터의 『쪼개어보는 뉴
욕』(New York in Slices)은 도시 거리를 “세계에서 가장 민주적인 장소”로 
묘사하면서 전국적으로 반향을 불러 일으켜 많은 모작을 낳았다고 한다. 당시 
팽창하던 도시의 모습을 캐덜로그 기법으로 묘사한 휘트먼의 시 또한 이러한 
저널리즘적 재현 방식의 영향을 받은 결과물임은 쉽게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자유분방한 소재들을 파격적인 형식을 통해 표출한 휘트먼의 시를 고립되고 
소외된 천재의 혁명적 제스처로 읽기보다 19세기 미국의 보통 사람들과 당대 

3) “Far from being a lonely rebel against his culture, he was a broad-ranging 
observer who made every effort to assimilate his culture's sensational themes 
and images and to reproduce them deliberately in sanitizing, transfiguring 
poetry.”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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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를 창조적으로 흡수한 친연성으로 읽어낼 필요는 이 지점에서 한층 더 분
명해진다.  

그런데 수많은 문화 연구서가 그래왔듯이 레이놀즈 또한 문화를 통한 문학 
읽기가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문제들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던 것 같다. 즉 당대
의 문화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 비춤으로써 문학 작품의 탄생 배경을 설명
하는 데는 매우 효과적이나, 19세기 전반기 미국 국민 문학의 출현이 여러 유
형의 통속적인 텍스트들, 즉 설교, 문학 개혁 운동, 신문, 난삽한 싸구려 출판
물들 등에서 채택된 대중적인 수사적 전략을 ‘왜, 어떤 식으로’ 변화시켰는가 
하는 문제에는 그다지 주의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이다. 휘트먼의 『풀잎』이
나 멜빌의 『모비 딕』(Moby Dick) 등이 당대의 대중적인 문학 양식에 대한 
작가들의 고민과 혼란을 담고 있는 작품이라면, 이 작품들이 품고 있는 강렬한 
에너지뿐만 아니라 어쩌면 알 수 없는 모호함조차도, 결국 자기 시대의 문화에 
대한 구체적인 응답이며 동시에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모색이라
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다양한 방식으로 대중문화코드를 실험한 수많은 작가들의 시도가 미
결정의 혼란을 불러와 양식상의 과도한 실험으로 빠졌는지 아니면 그 시대의 
하위문화를 껴안으면서 그 틈새에 어떤 다른 겹의 해방구를 만들고자 한 것인
지에 대해서 텍스트를 응시함으로써 가능한 질문들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여타 
많은 문화 연구서가 그랬던 것처럼 작품을 더 이해하기 위해 끌어들인 장치가 
오히려 작품읽기와 멀어지는 결과를 낳는다.4) 물론 레이놀즈 또한 많은 문화 
연구서들의 문제를 의식한 듯, 휘트먼의 시를 당대의 여타 대중 작가와 구별 
짓고자 하는 시도를 보여준다. 다른 통속 작가와 구별되는 휘트먼 시의 위대함
을 결정짓는 단서로 레이놀즈가 내세우는 것은 “정화”(sanitizing, cleansing) 
혹은 “변모”(transfiguring)라는 방식이다. 즉 휘트먼을 흔히 얘기하듯 “관능적, 
급진적이면서 선정적인” 작가로 부르기 힘든 이유가 성과 자연을 순정하게 정

4) 휘트먼이 당대의 정치가 및 예술가들과 나눈 교분에 대해 꼼꼼하게 상술하는 조셉 
루빈(Joseph Jay Rubin)의 『역사적인 휘트먼』(The Historic Whitman)이나, 플로
이드 스터벌(Floyd Stovall)의 책 『풀잎의 전경』(The Foreground of Leaves of 
Grass) 또한 작품의 탄생 배경에 대한 보고서는 될지언정 작품 읽기의 좋은 예를 보
여주는 책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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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하여 통합하는 상상력에 있다는 것이다(318-33). 
하지만 통속 문학 형식을 위대한 시로 변모시킨 힘으로 “정화”를 이야기한

다면 레이놀즈 또한 기존의 정전 구축 과정에서 휘트먼에게 덧씌워진 순수주
의라는 이데올로기적인 함의를 반복해서 덧씌우고 있다는 혐의를 피해가기 어
려울 것 같다. 이 순수주의의 혐의는 휘트먼을 가장 미국적인 작가로 세우는 
과정에서 발생했다고도 볼 수 있는데, 가령, 휘트먼의 언어를 가장 토속적인 
미국영어라고 하는 대목에서도 확인되는 순수주의의 틀은 자칫 휘트먼 시가 
선취한 시언어와 형식의 해방적인 측면을 비껴 읽는 결과를 낳는다.5) 

무엇보다 휘트먼은 근대 미국이라는 나라의 ‘자질구레한’ 일상의 언어가 시
로 구현되는 과정 속에서 태어난 시인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휘트먼 시의 
선진성은 이전 세대에는 감히 “시”라는 고상한 영역에 들일 수 없었던 금지된 
욕망, 금지된 시선, 금지된 저잣거리의 언어들을 과감히 자유롭게 풀어놓음으
로써 성취된 것이었다. 휘트먼 시의 큰 특징 중 하나로 평자들에게 오랫동안 
혹평을 받아온 캐덜로그 기법을 예로 들더라도, 당시 팽창하던 미국 근대의 일
상을 시라는 고급한 영역 안에 마구잡이로 풀어놓는, 그래서 정신을 쏙 뺄 정
도로 현란한 다양성을 기록하는 도구였다. 판소리를 연상시키는 긴 호흡의 문
장 구조와 반복되는 리듬을 통해 휘트먼은 당대의 가장 상세한 문화보고서, 
1856년 카알라일(Thomas Carlyle)에게 보낸 에머슨의 편지글을 빌자면, “끔
찍하게 밝은 눈과 들소처럼 힘이 센,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괴물”같은 보고서를 
쓰고 있는 셈이다(Miller 141).6) 그런 의미에서 레이놀즈가 강조한 “정화”는,  
당대 문화 안에 휘트먼을 들어앉히면서 동시에 그 위대함을 증거하기 위한 장
치이긴 하지만 휘트먼 시를 읽는 실감과는 배치되는 개념이다. 

휘트먼 시의 선진성은 어쩌면 진흙탕과도 같은 현실의 질곡에 시의 언어를 
5) 물론 여기에서 레이놀즈가 휘트먼에게 대입하기를 꺼려하는 ‘관능적, 급진적, 선정

적’이라는 어휘는 당대의 통속 작가들의 성향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휘트먼을 이들 
싸구려 통속작가들과 거리를 두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맞는 말이긴 하다. 하지만 ‘정
화’나 ‘순화’의 요소를 휘트먼에게 과도하게 부여하는 것은 그가 구사하는 시언어의 
실감, 무엇보다 구체적인 세목들에 대한 묘사를 위해 동원된 다양한 언어의 활달함
과는 좀 거리가 있다. 휘트먼 시 언어와 형식은 뒤에 들뢰즈를 빌어 설명하겠지만 
문화의 가장 변방에서 변화에 오염될 가능성이 큰 상태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6) Edwin Haviland Miller, Walt Whitman's “Song of Myself”: A Mosaic of 
Interpretations (Iowa City: U of Iowa P, 1989) 141면에서 재인용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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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로 갖다 댄, 즉 시의 언어를 현실의 진흙탕에 그대로 처박아 버린 과감함
에서 나온다. 그 언어적, 형식적 과감함이 당대의 인간 군상과 역사를 바라보
는 시인의 솔직하면서도 진정성 어린 시선 속에서 더욱 빛이 나는 것이다. 터
퍼 등 당대의 대중 작가가 자유시 형식을 적극적으로 차용하면서도 여전히 젠
틸(genteel) 전통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데 비하여, 휘트먼
은 단어 각각이 환기하는 생생한 이미지와 이미지들 간의 정교한 결합을 통해 
한 마리 거미를, 노동하는 민중을, 도망 노예를, 젊은 남자들의 목욕 장면을 훔
쳐보는 여인네의 열정을 가감없이 솔직하게 노래함으로써 당시 문학의 젠틸 
전통이 낳은 ‘감상주의’(sentimentalism)와 표준화된 관행을 과감히 비웃고 있
다. 그러므로 휘트먼 시의 위대함이나 선진성을 이야기할 때는 당대의 관습적
인 시에 내재한 경건함과 도덕주의와 다른 방식으로 휘트먼이 어떤 새로운 시
의 윤리를 주창하였는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글은 당대 문화 안에서 휘트먼을 읽어낼 때 그의 시의 독특한 선진성이 
어디에 있는가를 밝히기 위하여 휘트먼 당대에 가장 유명한 시인이었던 롱펠
로우(Henry Wadsworth Longfellow)와 휘트먼을 비교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
여 당시 지식인들의 가장 큰 관심사였고 국가적 논제였던 노예에 대한 두 시인
의 시를 비교하여 읽을 것이다. 휘트먼의 시에서 그려지는 도망노예와의 관계
맺음이 젠틸 전통에 기반한 롱펠로우의 시에서 드러나는 도망노예의 재현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들여다보면서, 이 글은 휘트먼의 언어가 노예제를 둘러
싼 무성한 담론의 한가운데에서 롱펠로우의 대중시보다 한층 더 깊이있는 문
제의식을 던져주는 ‘공감’의 방식을 보여줌을 밝혀나갈 것이다. 이 작업을 통하
여 당대의 통속 문화 안에서 시를 쓴 롱펠로우와 달리, 당대의 대중적 선정주
의와 일정한 거리를 두면서 자신의 새로운 시학을 열어나간 휘트먼 시의 선진
성이 로런스(D. H. Lawrence)와 들뢰즈(Gilles Deleuze)가 말하는 ‘공감’의 새
로운 차원, 즉 ‘함께’ 느끼고 말하기에 기대고 있음을 주장할 것이다. 당대문화
와의 관계에 주목하는데서 출발하여 휘트먼 시의 새로움을 다시 생각하는 이
러한 읽기 전략은 휘트먼을 당대 문화에서 유리된 고독한 천재가 아니라 당대 
문화의 자양분을 창조적으로 흡수한 시인으로 자리매김할 때 의미있는 방법이 
될 뿐만 아니라 그동안 휘트먼을 둘러싸고 비평적 접점이 없이 따로 논의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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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연구와 로런스, 들뢰즈 등의 이론연구 사이의 교차지점을 새롭게 모색하
는 것으로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2. 세상 속에서 “함께 말하기”  

당대의 관습적인 시에서 만연했던 도덕주의와 다른 차원의 휘트먼의 공감을 
이야기할 때 휘트먼과 롱펠로우가 그리는 ‘도망노예’에 관한 시는 여러모로 흥
미로운 비교 대상이 된다.7) 시인 자신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휘트먼
의 시가 독자들 사이에서 반향을 일으킨 속도가 비교적 늦었던 데 반해서 
1807년에 태어난 롱펠로우는 이미 1850년대에 미국을 대표하는 시인으로 당
대 문화의 상징적인 존재가 되어 있었다. 1882년에 작고할 무렵에 롱펠로우는 
이미 세계적인 시인으로 명성을 얻고 있었고, 1874년 경, 시 한 편당 3000불
을 받을 정도로 대단한 인기를 누렸다고 하는데, 거기에는 시인 자신의 점잖고 
부드러운 성격에다 전통적인 양식을 잘 따른 교훈적인 시풍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롱펠로우는 도망노예에 관하여 수많은 시를 남겼는데, 그 중 가장 유
명한 다음 시, 「디즈멀 스웜프의 노예」(“The Slave in the Dismal Swamp)
를 보자.8)

   
   디즈멀 스웜프의 어두운 습지에

7) 도망노예에 관한 인상적인 시를 남긴 많은 시인들 중에 롱펠로우, 휘트먼, 랭스턴 휴
즈(Langston Hughes)의 작품은 주목받을 만하다. 이 세 시인들은 흡사한 소재를 가
지고 각각 다른 방식으로 도망노예를 그리고 있는데 롱펠로우가 전통적인 시 형식에 
의존하여 사실적인 서술 기법으로 도망노예의 가련한 처지를 형상화하였다면, 휴즈
는 더 짧은 길이의 시행에 도망노예의 직접적인 목소리를 중간에 삽입함으로써 극적
인 긴장감을 더하는 방식을 채택한다. 이 글에서는 휘트먼 당대의 가장 유명한 시인
이었던 롱펠로우와 비교하는 것에 만족하기로 한다.   

8) “Dismal Swamp”는 버지니아주의 남동부지역과 노스 캐롤라이나 주 북동부지역에 
걸쳐 있는 드넓은 늪지인 “The Great Dismal Swamp”로 남부에서 북부로 이동하는 
도망노예가 반드시 거쳐 가는 곳이었다고 한다. 드넓은 습지대는 도망노예가 숨어 
있기 좋은 공간이었고, 그래서 사냥개를 앞세운 대대적인 수색작업도 그 늪지에서 
자주 이루어졌다. 이에 관한 생생한 그림도 많이 남겨져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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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쫓기는 깜둥이가 누워있었어.
   그는 한밤 캠프에서 나오는 불빛을 보았고
   이따금 말 발자국 소리를 들었지
     멀리서 개가 짖어대는 소리도.

   도깨비불과 개똥벌레가 
     풀숲에서 덤불에서 반짝이고 있어.
   무성한 이끼가 소나무를 덮고
   삼나무가 자라는 숲, 독이 있는 덩굴이
     뱀처럼 드문드문 박힌 곳.

   거긴 인간의 발자국이 미치지 못하는 곳
     인간의 가슴으론 감히 디딜 수 없는 곳.
   초록색 늪지의 떨리는 풀밭 위에서
   그는 웅크리고 있어, 우거진 풀숲에
     마치 동굴에 숨어 있는 야생동물처럼.

   가련하고 늙은 노예여, 허약한 절름발이
     엄청난 상처에 얼굴은 일그러졌고
   이마에는 치욕의 낙인이 찍혀 있어.
   찢겨 엉망이 된 몸을 가린 누더기는
     치욕의 상징이었어.
   
   그 위의 모든 것은 밝고 아름다웠지. 
     모든 것은 자유롭고 기뻤어.
   날렵한 다람쥐가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재잘대는 새들은 자유의 노래로
     대기를 가득 채웠지!
 
   오직 그에게만 아픔의 운명이 드리워
     태어난 날부터 계속
   오직 그에게만 카인의 저주가 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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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데 모은 곡물을 도리깨질하듯
     이 지상에 그를 처박아버렸네! 

   In dark fens of the Dismal Swamp
      The hunted Negro lay;
   He saw the fire of the midnight camp,
   And heard at times a horse's tramp
     And a bloodhound's distant bay.

   Where will-o'-the-wisps and glow-worms shine,
     In bulrush and in brake;
   Where waving mosses shroud the pine,
   And the cedar grows, and the poisonous vine
     Is spotted like the snake;

   Where hardly a human foot could pass,
     Or a human heart would dare,
   On the quaking turf of the green morass
   He crouched in the rank and tangled grass,
     Like a wild beast in his lair.

   Where hardly a human foot could pass,
     Or a human heart would dare,
   On the quaking turf of the green morass
   He crouched in the rank and tangled grass,
     Like a wild beast in his lair.

   A poor old slave, infirm and lame;
     Great scars deformed his face;
   On his forehead he bore the brand of shame,
   And the rags, that hid his mangled fr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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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re the livery of disgrace.

   All things above were bright and fair,
     All things were glad and free;
   Lithe squirrels darted here and there,
   And wild birds filled the echoing air
     With songs of Liberty!

   On him alone was the doom of pain,
     From the morning of his birth;
   On him alone the curse of Cain
   Fell, like a flail on the garnered grain,
     And struck him to the earth!  (147)

전체 7연으로 이루어진 시에서 롱펠로우는 첫 3연을 배경 묘사에 몰두한다. 
“디즈멀 스웜프 어두운 늪지에 / 쫓기는 깜둥이가 누워”(In dark fens of the 
Dismal Swamp / The hunted Negro lay) 멀리 그를 쫓고 있는 무리의 캠프 불
빛을 본다. 피에 굶주린 사냥개들은 멀리서 짖어댈 때, 개똥벌레가 반짝이는 
덤불 속에서 도망노예는 두려움에 떨고 있다. 넝쿨을 내린 나뭇가지는 흡사 
“뱀처럼”(like a snake) 촘촘히 얽혀 있다. 각운을 맞춘 정형화된 시의 양식을 
따라서 도망노예의 비참상을 실감나게 그리는 이 시에서 롱펠로우는 쫓기는 
흑인의 비참한 상황을 자연물에 대비하여 강조한다. 도망노예를 수색하는 이
들의 무리, 말과 개들, 캠프의 불빛에 더해서 늪지의 나무들의 그 무성한 생명
력마저도 도망자에겐 위협처럼 느껴진다. 이끼도 무성하게 자라 소나무를 빼
곡하게  덮고 있다.9) 인간의 발자취는 거의 찾을 수 없는 그 황량한 미개척지
에 도망노예는 외로운 한 마리 야생의 동물처럼 우거진 풀숲에 잔뜩 웅크리고 
있는 것이다. 

배경묘사에 비교적 긴 부분이 할당된 것은 생명력 왕성한 땅위의 동식물들

9) “waving mosses”를 ‘무성한 이끼’로 옮긴 것도 이끼가 자라서 넘실대는 모양으로 소
나무를 뒤덮은 이끼의 생명력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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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비교하여 오갈 데 없는 도망노예의 비참한 형상을 한층 더 강조하기 위함일 
것이다. 도망노예의 절망이 살아있는 생생한 자연물과의 대비를 통하여 효과
적으로 전달되는 이 시에서 가장 문제적인 부분은 바로 도망노예를 호명하는 
방식에 있다. 시인은 자유로운 새들과 만물에 대비되어 쫓기는 신세에 처해 습
지로 숨어들어 꼼짝도 못하는 도망노예를 “치욕의 낙인”이 찍히고 “카인의 저
주”가 떨어진 존재로 묘사한다. 현란한 비유법을 구사하여 노예는 “도리깨질”
당하는 곡물이 되어 이 지상에 처박힌 가련한 존재가 된다. 이러한 시선은 도
망 노예의 비참한 현실을 과도할 정도로 적극적인 감정이입을 통하여 전달하
는 데에는 효과적이지만, 그 감정이입은 나와는 확연히 다른 곳에 있는 도망 
노예의 거리감을 한층 부각시키면서 일어나기 때문에 진정한 공감의 방식과는 
거리가 멀다. 시를 읽는 독자는 도망노예가 얼마나 가련하고 비참한 존재인지
는 선연하게 알게 되겠지만, 그 가련함은 나와는 거리가 먼 가련함이고 그 비
참 또한 나의 현실과는 멀리 떨어져 있는 비참이다. 

그래서 시를 읽는 독자는 ‘공감’이 발현되는 상상적 “동류 의식”(fellow 
feeling, Smith 12)을 도망노예에게서 느낄 수 없다.10) 도망 노예와 그 노예를 
그리는 시의 화자는 서로의 벽이 너무도 확고하여 화자는 우월한 위치에 있는 
타자의 입장에서 노예를 내려다볼 뿐이다. 하여 노예는 ‘동정’이라는 감정의 대
상으로 배타적인 영역에 계속 머물게 된다. 그런 점에서 노예를 바라보며 화자
가 느끼는 측은함은 ‘공감’이 아니라 ‘연민’에 가까운 감정이다. 연민을 느끼는 
주체는 언제나 연민의 대상이 되는 객체보다 우위에 있으며, 상대적으로 우월
한 자신의 위치에 안도감을 느끼게 된다. 연민에 기초한 이런 감정은 당대 노
예제 해방을 주장하던 백인담론의 경건한 도덕주의에 깔려 있었던 것이고 롱
펠로우의 시는 당대의 도덕주의를 선명하게 관통하는 시적 증언이 된다. 롱펠

10) 18세기 영국의 경험주의 철학에 이어 19세기에 애덤 스미스(Adam Smith)와 데이
빗 흄(David Hume)에게서 구체화된 ‘공감’은 자의식적인 감정인 동시에 사회구성
원들의 행동규율로 인식되는 도덕적 관념이다. 스미스의 공감론은 The Theory of 
Moral Sentiments을 참조할 것. 휘트먼의 공감을 이야기할 때는 스미스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가 공감의 성격을 규명하는 작업은 대개 이루어지지 않고 휘트먼의 독
특한 “접촉”(contact)의 시학이 발현되는 “열린 길”(Open Road)의 해방성에 주로 
초점이 모아진다. 본고에서는 “공감”의 철학적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지는 않았지만, 
공감에 있어서 몇 가지 중요한 점들을 스미스에서 출발하여 설명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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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우의 시에 드러나는 노예에 대한 연민 어린 시선과 비교하여 다음으로 휘트
먼의 시 「내 자아의 노래」(“Song of Myself”) 10부의 후반부를 읽어보자.

도망노예가 우리집에 와서 문밖에 서 있었지,
그 노예가 움직일 때 장작더미에서 삐죽 나온 나뭇가지가 탁탁 

소리내는 것을 나는 들었지,
부엌의 흔들리는 쪽문을 통해서 난 힘없고 약한 그 사람을 보았

다네,
그래서 나는 그가 앉아있는 통나무께로 가서 안으로 들어오라

고 하며 안심시켰지,
물을 갖고 와 땀에 젖은 몸과 피부 까진 발 씻을 수 있게 목욕

통을 채웠지,
그리곤 내 방을 지나 있는 방을 내주고는 깨끗한 성긴 옷 몇 벌

을 줬어,
두리번거리던 그 눈과 쭈뼛거리던 태도, 너무도 기억이 선명해,
목과 발목에 쓸려 벗겨진 상처 위에 반창고를 붙여주었던 것 또

한 기억이 나,
그 사람, 일주일을 내 곁에 머물다 몸이 나아서 북쪽으로 갔지,
식탁에서 내 바로 옆에 앉혔는데 . . . . 내 장총은 한구석에 세

워두고 말야.  

 The runaway slave came to my house and stopt outside, 
 I heard his motions crackling the twigs of the woodpile, 
 Through the swung half-door of the kitchen I saw him 

limpsy and weak, 
 And went where he sat on a log and led him in and assured 

him, 
 And brought water and fill'd a tub for his sweated body and 

bruis'd feet, 
 And gave him a room that enter'd from my own, and gave 

him some coarse clean cloth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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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remember perfectly well his revolving eyes and his 
awkwardness, 

 And remember putting plasters on the galls of his neck and 
ankles; 

 He staid with me a week before he was recuperated and 
pass'd north, 

 I had him sit next me at table, my fire-lock lean'd in the 
corner. (LG 37-8)

                                                                  
롱펠로우의 시가 “카인의 저주”가 새겨진 “가련한 늙은 노예” “허약한 절름

발이”의 상황을 과도한 감정이입을 통하여 그려내고 있다면, 휘트먼은 담담한 
어조로 도망노예와 함께 지냈던 일주일을 회상한다. 여기에서 휘트먼의 시가 
롱펠로우에 비해 돋보이는 부분은, 도망노예와 관계 맺는 방식, 그리고 그것을 
주변의 풍경과 함께 풀어내는 언어의 힘에 있다. 처음 과거형으로 시작하여 도
망노예를 집안으로 들이고 일주일간 함께 한 경험을 서술하여 다시 과거형으
로 끝나는 이 10줄의 시행에서 휘트먼은 모두 자신이 경험의 주체가 되는 방
식을 택한다. 

흥미로운 점은 롱펠로우가 노예를 시적 화자의 관찰의 대상으로 삼아서  위
에서 내려다보는 시선을 통해 자유로운 자연 속에서 홀로 속박의 운명을 진 노
예를 가련하게 그려 보인다면, 휘트먼은 도망노예의 참상이나 고단함을 그렇
게 감정적으로 요란한 표현을 동원하여 묘사하지 않고 시적 화자의 눈을 거쳐 
담담하게 드러나게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시의 독자는 시적 화자의 
경험 안으로 초대되어 도망노예와의 관계맺음을 간접적으로 경험한다. 더구나 
뒤의 두 줄에 현재형으로 삽입된 “기억한다”라는 구절은, 기억되는 객체인 노
예를, 그의 두려움에 찬 “눈망울”을, “쓸려 벗겨진 상처”를, 시가 진행되는 장면
의 중심 틀 안으로 부각시킨다. 그래서 시의 화자인 ‘나’보다 도망노예가 오히
려 풍경의 중심에 서게 되는 관계의 역전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는 주목할 만
한 변화이다. 롱펠로우가 “무엇을 대신하는”(stand for) 재현의 원리에 기대어 
도망노예를 묘사하면서 노예의 비참함을 부각한 데 비해서, 휘트먼은 문밖에 
무연히 서 있던 도망노예를 내 경험 안으로 끌고 온다. 탁탁거리는 나뭇가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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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자신의 집으로 왔던 한 이방인에게서 출발하여 식탁에 함께 앉게 된 친구
로 변화되고  결국 마지막에는 한구석에 세워둔 총으로 시선을 무심히 옮겨가
며 여전한 알 듯 모를 듯한 긴장 속에 기억되는 그를 호출하면서 시인은 기억
을 통하여 “함께 느끼고 함께 말하기”를 수행하고 있는 셈이다. 

도망노예를 시로 재현하는 휘트먼과 롱펠로우의 다른 방식에 주목한 평자로 
레오 막스(Leo Marx)가 있는데, 막스는「미국문학에서의 토착어 전통」
(“The Vernacular Tradition in American Literature”)이란 글에서 미국의 토
착어(구어/일상어)를 작품에서 가장 잘 구현하고 있는 작가로 휘트먼과 트웨
인(Mark Twain)을 꼽고 있다. 여기에서 막스는 롱펠로우와 휘트먼을 비교하
며 롱펠로우가 경건주의와 도덕을 앞세우는 젠틸 전통에서 벗어나지 못한데 
비해서 휘트먼은 “확연히 다른 방식의 관계를 상상”(7)하고 있다고 본다. 막스
는 이 논의를 위해 위에 언급한 바로 그 두 시를 비교하는데, 특히 휘트먼의 
경우, “일상어가 전하는 즉시성이라는 특별한 감각”(7)을 체현하고 있다고 본
다. 롱펠로우가 전통적인 정형시의 방식을 취하고 비유를 중심으로 시의 화자
인 “나”의 시선을 통하여 도망노예의 비참상을 독자들이 동정하게끔 만들었다
면, 휘트먼은 나의 경험 안으로 도망노예의 경험이 녹아들게 하면서 그 둘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그리하여 도망노예의 경험이 ‘즉시성’(immediacy)의 방식
으로 시공간을 거슬러 독자에게 다가와 체험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막스의 견해에 힘입어 휘트먼의 시를 다시 보자. 휘트먼의 시는 도망노예가 
풍경의 전경에 부각되지 않는 듯 보이나 도망노예가 묘사되는 방식을 통하여 
도망노예의 움직임과 변화를 부각시켜 내 경험 안으로 들어오게 만든다. 휘트
먼은 또 여전히 현재형으로 진행되는 지금 이 곳의 삶에 도망노예와 함께 했던 
‘기억’을 여전히 개입시킴으로써 노예와 나, 공감의 대상과 주체의 관계에 대하
여 본질적인 질문을 가능하게 한다. 롱펠로우의 시가 일관되게 수동적인 관찰
의 대상으로 노예를 그렸다면, 휘트먼의 시에서는 도망노예를 중심에 두면서
도 동시에 그를 바라보고, 그를 청해 들이는 시의 화자의 변화, 시의 화자의 눈
에 비치는 도망노예와 그 노예를 바라보는 화자의 관점의 변화가 중심이 된다. 
그래서 도망노예가 얼마나 불쌍하고 비참한 사람인지를 확언하는 ‘동정’이 아
니라 누군가와 함께 하는 ‘공감’의 새로운 영역이 제시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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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트먼이 선보이는 공감의 특이성은 로런스의 휘트먼 읽기에서도 확인된다. 
로런스는 “휘트먼은 공감을 얘기했다. 그가 그걸 고수하기만 했더라면! 왜냐하
면 공감은 무엇을 위한 느낌이 아니라 무엇과 함께 느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
이다”(Lawrence 183)11)라는 말로 휘트먼 식 공감의 특이성을 짚어내는데, 여
기에서 “그걸 고수하기만 했더라면!”이라고 탄복과 아쉬움이 섞인 로런스의 지
적은 휘트먼의 공감이 롱펠로우의 시에서 그려지는 동정과는 확연히 다른 차
원의 공감, 함께 느끼고 말하는 방식으로서의 공감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문장에서 로런스는 아쉬움을 좀 더 구체화하면서 휘트먼식 공감의 
좀 더 극단적인 지점을 짚고 있다. 즉 함께 느끼는 단계에서 더 나아가 “무엇
을 위해서 느끼는”(feeling for) 다소는 억지스러운  “융합”(merging)의 한 예
로 창녀나 흑인 노예, 그리고 성병환자 등에 대한 휘트먼의 태도를 거론하고 
있기 때문이다. 로런스는 “저 흑인 노예도 나와 같은 인간이다. 우리는 똑같은 
정체성을 지니고 있다”라는 휘트먼의 “같음”에 내포된 폭력성을 읽고 있는 것
인데, 실제로 휘트먼 시의 곳곳에 그러한 “융합”의 예는 확인된다. 

하지만 위에 예로 든 시에서는 그러한 억지스러운 융합은 적어도 보이지 않
고 있고 대신 조심스러운 긴장이 더 지배적이다. 휘트먼식 융합의 문제점을 이
야기할 때조차도 우리는 롱펠로우가 노예를 재현 대상으로 삼을 때 드러나는 
뚜렷한 한계에 우선적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롱펠로우의 시에서는 그 벽
을 넘을 수 없는 완벽하게 낯설고 먼 타자로서의 노예가 형상화되기 때문이다. 
롱펠로우의 노예는 우리 삶에 어떤 방식으로도 직접적으로 개입될 여지가 거
의 없는 존재,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안전하게 그의 불행을 가련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명백한 분리선 뒤의 존재이다.12) 롱펠로우가 위에서 내려다보는 방
11) 하지만 우리는 뒤이어 “휘트먼이 진정한 공감을 느꼈더라면 이러이러하게  표현했

을 것”이라고 로런스가 산문형으로 풀어 쓰는 바로 그런 식의 화법, 즉 영혼 개개의 
“온전함”(integrity)을 유지하는 방식의 “공감”(Sympathy)이 휘트먼의 이 시에서 
이미 선취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Lawrence 184-85).  

12) 사실 많은 평자들이 비판하는 휘트먼의 팽창주의적 자아, 하나의 정체성은 휘트먼
의 시가 미국이라는 국가 정체성 규명과 일치하게 될 때 드러난 징후로 이야기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때에도 초기부터 후기에 이르기까지 휘트먼의 시가 변모한 과
정을 세세히 검토함으로써 그 의미를 분명히 밝힐 수 있다. 휘트먼 자아의 팽창적 
성격과 관련하여 로런스의 휘트먼론 또한 휘트먼 시가 선취한 부분에 대한 인정보
다는 휘트먼 비판에 더 자주 동원되는데, 이 또한 로런스가 구사하는 독특한 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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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으로 완벽한 타자로서의 노예의 비참상을 재현하면서 그 노예를 “위한” 가련
한 감정을 호소할 때, 휘트먼은 그 무엇을 “위한” 느낌이 아니라 무엇과 “함께 
느끼고 또 말하는” 새로운 공감의 미학을 시에서 그린다. 휘트먼에게 거는 기
대를 끝내 버리지 않고 열린 길에서의 진정한 “공감”을 기대했던 로런스가 이 
시를 어떻게 읽었을지는 알 수 없지만, 시의 화자와 도망노예의 거리를 쉽게 
좁히지 않으면서 독자의 공감을 이끌어내면서 절묘하게 윤리적 지점을 확보한 
공감의 미학에 대한 하나의 예로 이 시를 충분히 사주지 않았을까 싶다. 자기
감정을 과도하게 투사하여 당대 문화에 만연했던 감상주의 문학을 답습한 시
를 쓴 롱펠로우가 그 시대의 상징이었을지언정 미국시사에서는 그 비평적 관
심이 급속히 떨어진 사실은, 한 박자 늦게 구축된 휘트먼의 신화가 미국시사를 
새롭게 쓰면서 지금껏 지속된 점과 흥미로운 대조가 된다. 

3. 공감, , 열린 길

“함께” 느낌으로써 가능한 진정한 공감의 형태는 로런스 뿐만 아니라 들뢰
즈가 휘트먼 시의 해방적인 측면을 언급하는 데서도 재차 확인된다. 「영미 문
학의 우월성에 관하여」(“On the Superiority of Anglo-American 
Literature”)에서 들뢰즈는, 휘트먼의 “연속적 삶,” 열린 길 위에서 조우하는 영
혼들, 같이 걸어가는 사람들 속에서 열려 있는 가능성으로서의 “접촉”이야말로 
구원의 도덕과 반대되는 삶의 원리라고 이야기한다(62).13) 들뢰즈는 “동일시
도, 거리도 아니며, 가까움도 멂도 아닌 것. 이 경우들에서는 대변 혹은 대신해

도 감별하면서 좀 더 세심한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며 다음 장에서 상술하겠다. 필
자는 들뢰즈의 언어 실험에 대한 논의를 빌려와 로런스의 휘트먼론을 보완하여 해
석하고자 하는데, 여기서도 들뢰즈와 로런스의 단순 비교보다는 들뢰즈와 로런스의 
소통지점을 찾아 거기서 촉발되는 사유를 통하여 휘트먼이 열어젖힌 어떤 해방성
이 영미문학이 개척한 새로운 영역임에 주목하고자 한다. 들뢰즈와 로런스의 ‘차이’
를 섬세하게 밝혀주는 글로서 김성호, 「주체없는 개체화: 들뢰즈와 로런스에 있어
서의 개체성」 SESK 9 (2005) 5-44면을 참조할 것.    

13) 이 책은 들뢰즈와 파네의 공저인데, 들뢰즈의 사유가 중심이 되었기에 들뢰즈로 부
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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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말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우리는 함께 말하고 함께 글을 써야 한다. 세계와 
함께, 세계의 일부와 함께, 민중과 함께. 아니, 말하기가 아니라 공모이며, 사
랑과 증오의 충돌이다”(52)라는 말로 “함께 말하기”를 설파하는데, 이는 “공
모”인 동시에 “사랑과 증오의 충돌”이며 “생성”(becoming)의 원리가 된다. 들
뢰즈에 따르면 이 생성의 원리가 영미 문학을 위대한 문학으로 만드는 핵심적
인 요소이다. 

휘트먼의 언어에 들뢰즈식의 생성의 원리를 대입해 놓고 본다면 들뢰즈가 
영미 문학의 위대함을 “실험”(experimentation)에서 찾고자 할 때 당대의 제반 
문화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되 현실의 새로운 장을 열어 나가기를 희구하는 휘
트먼 시 언어의 힘을 좀 더 실감나게 말할 수 있다. 앞서 도망노예를 그리고 
있는 시에서 휘트먼은 감정이 배제된 간명한 일상의 언어로 도망노예를 극진
히 대접하고 돌보았던 자신의 경험을 기술한다. 이는 이미 지나간 과거의 일이
다. 하지만 시인은 현재형으로 호출하는 기억의 방식으로 두려움에 찬 도망노
예의 두리번거리는 눈알을 되살리고, 목과 발목에 난 상처에 반창고를 붙여주
던 일을 다시 환기한다. 여기에서 중심이 되는 것은 성심을 다해 도망노예를 
돌보는 시적 주체의 선의이기도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이 선의가 도망노예
를 짓누르거나 포획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마지막 부분에서 두 사람이 함께 
같은 식탁에 앉은 장면을 묘사하면서 “구석에 세워진” 장총을 언급하고, 그 이
유를 모호하게 처리함으로써, 휘트먼은 끝내 나와 도망노예 사이의 긴장을 아
슬아슬하게 유지한다.14) 휘트먼 시어의 힘이 그려지는 모든 존재의 ‘존재됨’을 
그대로 긍정하는 방식에 있다고 한다면 롱펠로우의 시에서 “~을 위하여 느끼
는”(feel for) 동정이나 연민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 “함께 느끼기”(feel with)
가 이 부분에서 끝내 해소되지 않는 긴장과 더불어 선취되고 있다고 볼 수 있
는 것이다. 

“글을 쓴다는 것은 탈주의 선을 좇는 것. 상상의 것이 아니라 좇을 수밖에 
없는 어떤 것. 왜냐면 현실에 있어 글쓰기는 우리를 거기로 끌어당겨 거기에서 
연루시키기 때문에. 글쓰기는 무엇이 된다는 것. 그러나 작가가 되는 것과는 
14) 이 구절에 대한 평자들의 해석이 분분한데, 도망노예를 지키기 위해 장총을 세워두

었다고 보는 시각도 있지만 장총이 끝끝내 완전히 벗어던질 수 없는 두 사람 사이
의 긴장을 드러내는 장치라고 해석하는 평자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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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등 관계없음. 그것은 다른 무언가가 되는 것”(43)이라는 들뢰즈의 언설은 우
리에게 “실험”이라는 개념만큼이나 도전적인 사유의 단초를 제공한다. 실험은 
익숙한 것에서 출발한다. 불완전한 형태로 익숙하고 낯익은 관성에 도전하는 
실험은 우리가 몸담은 일상과 동떨어져 있는 듯 보이지만 실은 일상의 변주라
고 보는 것이 옳을 듯싶다. 모험이 완전히 낯선 영역에 발을 내딛는 탐험의 성
격을 띤 찾아 나섬이라면, 실험은 지금 여기서 내게 주어진 어떤 현실의 질료
를 가지고 새로움을 추구한다는 의미에서 시의 새로움을 이야기할 때 더 적합
한 말이다. 더구나 가장 뿌리 깊은 사유의 터인 동시에 가장 완강한 관습의 형
태인 ‘언어’에서 발원하는 시의 새로움은, 언어에 내재된 바로 그 끈질긴 완강
함 때문에 더더욱 실험이라는 말에 주의를 요하게 만든다. 흔히 시의 새로움을 
이야기할 때 혹자는 언어나 형식의 새로움을 이야기할 것이고, 혹자는 타성에 
젖은 일상의 관념을 깨치는 다른 차원의 사유를 떠올리기도 할 것이다. 휘트먼
의 경우에는 아마 두 가지 경우가 모두 적용 가능할 것 같은데, 형식적인 면에
서 당대의 시적 전통과 확연히 구분되는 파격적인 자유시를 선보였다는 점과 
일상의 자연스러운 구어를 동반하면서 주체와 객체 사이를 상상하는 새로운 
사유의 장이 시에서 구현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휘트먼의 ‘공감’ 또한 어
떤 대상에 기우는 감정이면서 동시에 무엇이 되어가는 과정 속의 느낌이요 말
하기, 함께 함으로써 비로소 생성 가능한 어떤 사유이다. 

휘트먼을 잘 읽기 위해서 들뢰즈에서 다시 로런스로 돌아가 이야기를 하자
면, 휘트먼에 대한 로런스의 신랄한 비판과 열렬한 찬사 사이에서 그 선을 식
별해 내는 일은 쉽지 않다. 왜냐하면 “하나의 정체성” (One Identity)이 유발하
는 “사후 효과”(post-mortem effect)의 시인으로서 휘트먼(172, 179)을 위치
시키는 로런스의 시각에서 볼 때, 함께 말하고 함께 느끼는 ‘공감’의 단계를 넘
어 완벽히 하나가 되는 ‘융합’이야말로 어쩌면 진정으로 새로운 창조를 위해 
필연적으로 거쳐야하는 단계인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이는 “죽음이 목표도 아
니고 종점도 아니라는 것, 반대로 죽음은 그의 삶을 다른 이에게로 이행시키는 
문제라는 것을 그는 안다”(62)라는 들뢰즈적 사유가 뒷받침될 때 더욱 분명해
진다.15) 동일성보다는 차이, 머무름보다는 움직임, 영토성보다는 탈영토화, 안
15) 여기서 “그”는 철학자 스피노자(Spinoza)를 말하지만 바로 뒤이어 들뢰즈는 길 위

에서 함께 만나는 휘트먼의 영혼들이 낡은 구원의 도덕을 버리고 새로운 삶의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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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보다는 탈주라는 개념들을 통하여 들뢰즈는 휘트먼의 언어가 당대의 문화의 
결을 자유롭게 오가며 만들어낸 움직임의 결들, 창조적인 사유의 지점을 짚어
내고 있다. 

무엇보다 들뢰즈가 「영미 문학의 우월성에 관하여」에서 중요하게 부각하
는 요소는 “영어”라는 “상처받기 쉬운”(vulnerable) 언어의 연약하면서도 완강
한 힘이다. “영어는 헤게모니적이고 제국주의적인 언어이다. 허나 바로 이런 
이유로 영어는 그 언어를 모든 면에서 침식하여 거대한 오염과 변주의 유희를 
하게 하는 언어들과 방언들이 땅 밑에서부터 가하는 작용들에 더욱 침범당하
기 쉽다”(58)에서 밝히듯, 영어는 자의든 타의든 늘 무엇이 되어가는 언어이며 
일상의 경험 안에서 새롭게 재탄생하는 언어이다. 들뢰즈의 언어 실험에 비추
어 휘트먼의 시를 읽는다면, 그간 ‘몸의 시학’이라는 이름 아래 우리가 당위적
으로 인정했던 휘트먼 시의 자연스러움(그러나 읽는 실감에선 그리 자연스럽
지 않았던)에 대해서도 되짚어 생각할 수 있다. 들뢰즈는 “함께 말하기”의 언
어이자 지속적인 생성의 원리로써 “그리고”(AND)가 작동하는 언어로 영어가 
창조적인 탈주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은 단순히 사투리를 흉내 내는 방식으
로는 불가능하다고 못 박는다(58). 

그렇다면 휘트먼 시의 힘으로 구체성을 들 때도 그것이 우리가 시 언어의 
진정성을 이야기할 때처럼 자주 예로 드는 방식, 즉 사투리를 흉내 내거나 잊
힌 방언을 복원하는 문제는 아니었다.16) 휘트먼의 경우, “함께 말하기”의 언어

를 얻어 나가는 과정을 스피노자와 연결하여 설명하고 있다. 
16) 흔히 “몸의 시학”이라 표현되는 휘트먼의 시에 대해 많은 평자들은 그의 시가 일상 

언어의 구어체적인 리듬을 자연스럽게 잘 소화한 작품이라는 데 흔쾌히 동의한다. 
언어의 구어체적인 리듬은 무얼 말하며, 자연스러운 언어란 과연 어떤 언어를 말하
는 것일까? 앞에서 언급한 막스의 논의에 더하여 조너썬 아크(Jonathan Arc)의 논
문 「휘트먼과 구어의 문제들」(“Whitman and the Problems of the Vernacular”) 
은 ‘구어’라는 개념이 문학비평사에 도입되는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구어’라는 말에 
깃든 미국영어의 이념성을 되짚어본다는 점에서 시사점을 던져준다. 아크는 2차 세
계 대전 후 문학 비평가들이 휘트먼과 트웨인(Mark Twain)으로 대표되는 미국 문
학의 구어적 전통을 세우는 과정에서 순수주의라는 거대한 국가 이데올로기가 개입
되었음을 지적한다. 사전적인 의미로나 일상적인 의미로나 미국식 영어에 있어서 여
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 ‘구어’라는 단어 대신 ‘크리올’(creole) 즉, ‘혼용어’라는 
개념이 휘트먼 시의 독특한 언어 실험을 설명할 때 더 적절하다는 아크의 지적은, 
휘트먼의 시언어의 실험성과 그의 시가 다른 전통적인 미국시와 갈라지는 지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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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언어가 현실을 재현해내는 방식에 있어서 사실적인 묘사보다는 구체적인 
열어젖힘이다. 가려져 있던 현실의 새로운 장을 열어나가는, 그리하여 새로운 
사유를 가능하게 하는 의미로서 언어가 열어 보일 수 있는 ‘구체성’이 중요한
데, 이것이 바로 휘트먼이 도망노예를 시의 전경(前景)에 끌어들일 때 연민이
나 동정과는 확연히 다른 공감을 만드는 방식과 연결된다. 앞에서 롱펠로우가 
“카인의 저주”가 아로새겨진 가련한 존재로 도망노예의 신세를 한탄할 때, 휘
트먼은 흔들리는 부엌문을 통해 살짝 보이는 도망노예를 통해서 안으로 들어
올 용기도 없이 도움을 요청하는 도망노예의 난처함을, 그 주저함을, 그 약함
을, 독자들이 구체적으로 상상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처럼 휘트먼이 펼쳐 보이는 진정한 공감의 영역, 새로운 상상력이 가능하
게 하는 “공감”은 확언보다는 주저함을 동반한다. 들뢰즈가 말하는 “점점 더 모
호해지는 구문”(a syntax which is increasingly subtle)의 예가 될 수 있을 것
인데(58-9), 이를 위하여 들뢰즈는 “그 자신의 언어 속에서 외국인이 되
라”(59)는 말을 하고 있다. 그 자신의 언어 속에서 외국인이 되는 것은 재현의 
특이성을 어떤 방식으로 선취할 수 있을지 하는 질문이기도 하며 휘트먼 시의 
리듬이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낯선 어떤 지점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과 통한
다. 시적 성취에 있어서 『풀잎』의 전 시편들 중 가장 빼어나다고 할 수 있는
「내 자아의 노래」 전체는 어떤 점에서 “자신의 언어 속에서 외국인이 되는” 
재현의 특이성을 반복하여 보여주는 장이다. “하나의 풀잎이 별들의 운행에 못
지않다는 걸” 믿는 시인 화자의 목소리는 “개미”라든가 “한 알의 모래”라든가 
굴뚝새의 알” 혹은 “혀짤배기 휘파람을 부는 막대패” 등, 일상의 시선에서 독자
들이 놓치기 쉬운 각각의 세목들을 시인은 신기하게 포착해낸다. 낯익은 풍경
에 현미경을 들이댄 듯, 그리하여 그 낯익은 풍경이 단숨에 생경하게 되는 장
면을 만들어내는 휘트먼은 어쩌면 실제보다 더 실제적인 새로운 형상화를 통
하여 다른 겹의 현실을 창조해 낸다. 이러한 표현들, 단어 하나하나에서 야무
지게 드러나는 그 익숙한 것의 생경함, 뚜렷한 이미지와 리듬의 힘에 주력하여 

설명하는 데 있어서 꽤 설득력이 있다. 『풀잎』 전체를 거대한 언어 실험의 장으로 
생각했던 휘트먼은 새로운 시대의 의식을 깨치는 의미에서 손수 단어를 만들어 쓰
기도 했고  당대 여러 문화의 변방이나 틈새에 있던 언어들을 시에 적극적으로 빌려 
썼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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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를 읽을 때, 휘트먼의 실험적 언어와 형식은 그가 고민한 새 시대의 의식과 
무관하지 않고 긴 하게 연결됨을 알 수 있다. 그것은 각계각층의 다양한 사물
과 사람들이 ‘열린 길’ 위에서 나아가며 함께 만드는 노래였던 바, 그 노래는 
도망노예를 자기 공간 안으로 끌어들이면서 내 하게 그려내는 복잡한 마음의 
풍경이 “점점 더 모호해지는” 구문 안에서도 펼쳐지는 것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당대 문화가 요원하게 필요로 했던 시대의 새로운 의식을 언어의 
가능성에 기대어 실험한 결과물로서 휘트먼의 시는 문화의 중심에서 주변부 
혹은 경계선으로 나아가는, 말하자면 이념으로서의 “민주주의”의 지평을 언어
적으로 확인하고 넓혀가는 과정에서 탄생한 것이었다. 롱펠로우가 시적 재현
에서도 중심부의 특권을 포기하지 않았기에 전통적인 시 양식을 빌어 ‘연민’과 
‘동정’으로 머물렀던 데 반해 휘트먼은 화자, 나아가 독자와 도망노예 사이의 
관계가 시 속에서 다시 살아나는 이야기 틀 속에서 여전한 머뭇거림이 배어있
는 언어로 공감의 방식 자체를 문제화한다. 여기서 우리는 레이놀즈의 문화연
구가 휘트먼을 당대의 문화 속에 끌어당기면서 암암리에 포기했던 가치, 즉 문
화의 주변부에서 “소수자 되기”가 비로소 가능하게 하는 창조의 한 영역을 떠
올리게 된다. 들뢰즈가 “소수자 되기”와 더불어 주창하는 “탈주의 선”은 실은 
삶으로부터의 도주가 아니라 삶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새로운 삶, 즉 “새로운 
삶의 무기”를 발견하는 것이 된다.17) 당대 문화와 당대의 군상들과 구체적으
로 “접촉”하여 새로운 삶으로 들어가는 무기로서 시의 언어를 그리고 구사했다
는 점에 있어서 휘트먼 시는 자못 선진적이고 또 도발적이다. 그동안 휘트먼의 
드높은 목청이 열창하는 “열린 길”에서의 결합 때문에 ‘하나의 정체성’과 ‘융합’
이라는 비판에 직면하여 손쉽게 포착되지 않았던 휘트먼의 독특한 공감의 지
17) 아울러 프랑스문학과 영미문학을 비교하는 방식도 흥미롭게 읽힌다. “The great 

and only terror in thinking that a line of flight consists in fleeting from life; the 
flight into the imaginary, or into art. On the contrary, to flee is to produce the 
real, to create life, to find a weapon. Generally it is in the same false 
movement that life is reduced to something personal and that the work is 
supposed to find its end in itself, whether as total work, or work in the 
process of being created, which always refers back to a writing of writing. 
This is why French literature abounds in manifestos, in ideologies, in theories 
of writing, at the same time as in personal conflicts, in perfecting of 
perfectings, in neurotic toadying, in narcissistic tribunals”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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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은, 당대의 대표적인 시인이었던 롱펠로우와 비교해볼 때 훨씬 더 선명하게 
드러난다. 그런 점에서 “함께” 느끼고 말하는 언어의 힘으로 휘트먼 시의 힘을 
설명하는 들뢰즈의 논의는, 칭찬인지 비판인지 모호해지는 로런스의 휘트먼론
이 머무는 난처한 지점을 한층 설득력 있게 밝혀주는 면이 있다. 자기가 뿌리
내린 그 땅에 머리를 처박되 결코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현실의 질곡과 변화를 
담아낼 수 있는 언어를 찾아 나섰다는 점에서 휘트먼은 롱펠로우가 안주했던 
감성 문화의 지평 너머를 본 새로운 시의 개척자였던 것이다. 

4. 을 나가며

“위대한 시는 남자에게나 여자에게나 어떤 끝마침이 아니라 다만 하나의 시
작일 뿐이다.” 1855년 『풀잎』의 서문에서 휘트먼은 이야기한다. 어쩌면 에
낄라(Betsy Ekilla)가 적절히 지적하듯, 휘트먼 시의 가장 위대한 영웅은 내 
자아 혹은 내 자신으로 불리는 일인칭의 “나”가 아니라 “당신”으로 지칭되는 2
인칭의 대상, 길 위에서 내가 만나는 당신이며, 독자, 내 집에 불러들였다가 다
시 먼 길을 떠난 도망노예인지도 모른다. 그 당신은 여성이기도 하며 남성이기
도 하고 현재이기도 하며 미래이기도 하며, 한 사람이기도 하고 여러 무리일 
수도 있다. 그리스판(Ezra Greespan)은 휘트먼의 시가 이룬 놀라운 성취는 그 
시대의 제반 문화가 민주적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휘트먼이 당대 독자들과의 
관계를 의식적, 주도적으로 만들어나가면서 거꾸로 자신이 속한 시대의 문화
를 민주적으로 만들어 나갔기에 가능했다고 본다.18) 그러한 과정을 되짚어 보
면, 한 사람의 비범한 시인이 그 시대의 혼돈과 질서, 가능성과 한계 모두를 아
우르면서 창출해 낸 시 세계가 군중과, 당대 문화와 유리된 고독한 천재의 상
상력 안에서 가능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18) Ezra Greespan, Walt Whitman and the American Reader (New York: Cambridge 
UP, 1990) 를 참조할 것. 사실 휘트먼이 당대 독자를 의식하면서 시를 만들어나간 
면은 시적 성취에 있어서 동시에 한계가 되는 양날의 칼로 작용하기도 하는데, 이
에 대하여 실패한 개작의 예를 추적한 것이 앞서 주 1번에서 언급한 필자의 선행 
작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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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전통적인 미학의 범주를 벗어나서 혼돈의 형식으로 기록된 『풀잎』
이 당시 문인과 비평가들의 지독한 냉대와 찬사에 동시에 노출되어 있었음에
도 불구하고 하나의 전설이 되고 마침내는 현대시를 여는 ‘기원’이 되었다면, 
이는 단순히 국가 정체성과 시가 함께 가는 힘의 시학으로만 풀어낼 문제는 더
더욱 아닌 것이다. 그러므로 미국시의 아버지가 된 휘트먼의 시를 잘 설명하는 
일은 일상에서 우리가 직접 쓰는 언어의 리듬이 어떻게 변주되어 의식의 새로
움을 환기하고 있는지를 밝히는 작업과 같이 가야 할 것이다. 당대 문화 안에
서 한 시인이 주목을 받는 방식과 비평사에서 한 시인이 자리매김되고 그 작품
이 정전으로 구축해 나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시인에게 덧씌워진 찬사나 환상
을 넘어 시를 읽는 방법론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게 된다. 이는 곧 한 시인을 낳
은 문화, 시대의 제반 상황과 시 쓰기, 시 읽기의 길항관계를 묻는 질문이기도 
하다. 

“글쓰기는 바람 이외에 다른 목표가 없다”(75)라고 들뢰즈가 설파하는 바람 
같은 무위(無爲)의 글쓰기, 고양이가 움직이듯이 하는 글쓰기는 휘트먼 이후
의 많은 시들을 읽을 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휘트먼 이후의 미국시는 휘트
먼 당대의 혼돈과 변화를 반복적으로 증명하며 이념이나 자신의 감정을 과하
게 투사하든가 새로운 사유에 대한 모색 없이 혼돈의 형식만을 과하게 풀어내
는 등 여전한 문제들의 변주로 진화하면서 삶과 언어의 문제, 현실과 이상의 
간극 등을 지속적으로 질문해왔기 때문이다. “시의 임무는 존재하지 않는 새로
운 실제를 상상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들려지지 않는 실제의 영역을 들리는 것
으로 만드는 것”이라는 동시대 시인 번스틴(Charles Bernstein)의 시론 또한 
시와 문화, 시와 현실의 관계에 대해서 휘트먼이 품었음직한 고민이 지금 시대 
미국에서 여전히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되고 있음을 대변하고 있다(184). 개체
의 온전함을 지켜내면서 함께 가는 길 위에서 자유를 이행하는 것, 휘트먼의 
시는 바로 그러한 행위이자 실천을 촉구한다. 나와 타자의 경계를 단숨에 뛰어
넘는 용감한 접촉과 단호한 개입을 통하여, 또 끝끝내 지워지지 않는 머뭇거림
을 통해. 바로 그런 이유로 휘트먼의 시는 자신의 시대는 물론이고 지금 시절, 
더 새롭게 읽혀지기를 희망하면서 새로운 독자를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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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peaking ‘With’:

Rethinking Whitman’s Sympathy in/outside His Culture  

 Chung, Eun-Gwi

This essay invites readers to rethink the notion of Walt Whitman’s 
sympathy via David Reynolds’s cultural studies. Indebted to Reynold’s 
rigorous recreation of the vanished literary culture shaped by canonical and 
popular writers of Whitman era, this essay compares the lines from “Song 
of Myself” with one of Henry Wadsworth Longfellow’s slave poems, “The 
Slave in the Dismal Swamp.” At once locating Whitman in and out of the 
literary criticism and weaving D. H. Lawrence’s discourse on Whitman and 
Deleuzian thinking of “feeling with” and the superiority of Anglo-American 
literature, this essay, in the tangled web of cultural discourse and literary 
theories, tries to envisage the greatness of Whitman’s earlier poems rooted 
in the vernacular language and rhythm of his own time. In a sense, it is a 
project revising and complementing Reynolds’ reading of Whitman and 
going beyond the limit of his reading on cultural geography. 

Questioning how Whitman digested his culture and kept distance from 
the genteel tradition of his time that Longfellow adopted without 
hesitation, I propose Whitman attain a different layer of sympathy in his 
slave poem, while Longfellow fell in the net of ‘pity’ in  a  condescending 
gesture. Whitman’s sympathy as the form of feeling/speaking with makes 
readers re-experience ‘the contact zone’ with others, without the moral 
superiority represented in many sensational and moral writings in that era. 
Revisiting Lawrence’s reading of Whitman and Deleuzian notion of fee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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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this essay concludes Whitman’s poetic achievement is not  literary 
isolationism of a lonely genius, but a radical practice of ‘becoming’ 
minority, transforming the ordinary space in his own culture into the act of 
doing in the Open Road.        

Key words: Walt Whitman, sympathy, speaking with, contact, culture, the 
ordinary, the Open R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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