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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논문에서는 윌리엄 워즈워스가 『서곡』을 통해서 에드먼드 버크의 이데올로기
를 반영한 여러 증거들을 밝혀보고자 한다. 그의 작품에서 찾아 볼 수 있는 버크의 흔

적으로는 그가 경험을 강조하고 도덕성을 위한 습관의 중요성에 역점을 두었다는 점

이다. 또 다른 흔적으로는 워즈워스는 이성의 중요성이나 가치를 부인하고, 추상화 작

업에 대해 의존하는 대신에 “고결한 속단,” 즉 편견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며 경험을 

중시한다는 점이다. 때로 함축적으로 드러나는 경우도 있지만, 그가 버크에 깊이 심취

해 있었다는 증거는 1807년 이후인, 대체적으로 그의 작품 활동의 후반부 시기의 작

품들에서 발견된다. 버크는 워즈워스가 작가로서 활약한 시기에 상징적 이데올로기를 

상상하는 인물이었다. 1812년경을 즈음해서는 워즈워스는 토리당의 명분을 수용하고 

버크의 주장에 심오한 영향을 받게 된다. 이것은 워즈워스의 초창기 때의 급진주의적 

태도에서 보수주의적 입장으로 바뀌었음을 의미한다. 특히 『서곡』에서 “시간의 지
점들”에 관한 묘사를 통해서 워즈워스는 버크가 편견이라고 칭했던 것에 근거한 훈련, 

즉 자신의 정신적 훈련을 수행함으로써 자신의 정신적 위기를 극복하게 되었음을 보

여준다. 워즈워스가 버크의 이데올로기에 근접해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가 버크

와 자신을 관련지었을 만한 여러 가지 이데올로기적 입장에 대해 좀 더 깊이 이해하

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주제어 : 윌리엄 워즈워스, 에드먼드 버크, 편견, 경험, 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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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들어가는 글  

독자는 워즈워스(William Wordsworth)가 쓴 1800년 판본의 『서정민요집』

(Lyrical Ballads)에서 혁명과 연관시켜 볼 수 있는 원리뿐만 아니라, 그가 버크

(Edmund Burke)로부터 영향 받았다는 단서를 찾을 수 있다. 워즈워스는 이 서문에서 

제아무리 유용했던 이성이라도 이제 그것의 가치가 훼손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작가가 

가진 “기호”(taste)의 중요성을 부각시킨다. 그는 또한 도덕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습관

이 중요하며, 경험을 강조하는데 그의 이러한 면모는 버크에게서 영향을 받은 것이다

(Williams 85-6). 워즈워스는 추상적인 것에는 확신을 갖지 않았고, “살과 피”(flesh 

and blood)(Wordsworth, Poems 873)와 “[그의] 주체를 응시하는”(looking steadily at 

[his] subject)(875) 경험적 방법을 강조하고, “명예로운 편견”(891)을 역설하면서 편견

을 수용하는 자세가 중요함을 피력한 바 있다. 

그가 작품 활동을 하던 시기에 버크는 하나의 이데올로기를 상징하는 존재이자 인

물이었다. 워즈워스의 경력을 시대적으로 구분하는데 있어서 버크가 중요한 단서가 

되는 것으로 보아서도 버크의 영향력이 어떠했는지를 추적하는 작업은 상당히 중요하

다. 코반(Alfred Cobban)은 워즈워스의 작가로서의 경력을 크게 3부분으로 나누어 구

분한다. 워즈워스에게 있어서 황금시기라고 볼 수 있는 시기는 1797년과 1807년 사이

의 시기이다. 1797년 이전은 급진적 성향을 띠고 있었으며 위대한 시인으로도 알려져 

있지 않은 시기였다. 1807년 이후의 시기에는 보수적 성향을 띠게 되었으며 또 더 이

상 위대한 시인이라고 여겨지지도 않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워즈워스가 버크 사상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던 시기는 1809년에 체결된 신트라 협정(Convention of Cintra) 

때를 즈음한 시기이거나 혹은 1818년 이후로 추정된다(Cobban 151). 

이 논문에서는 워즈워스가 쓴 대표작이며 그가 혁명을 다루기 위해 전적으로 매진

했던 내용을 기록한 서곡(The Prelude)에 버크의 이데올로기를 표방한 관점이 담겨 

있다는 근거를 찾아보고자 한다. 워즈워스가 버크의 이데올로기에 근접해있음을 보여

줌으로서, 그가 글을 쓰기 위한 노력과 그의 의도가 보수적 관점에 의거하고 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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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하고자 한다. 워즈워스가 버크와 자신을 관련지었을 만한 여러 가지 이데올로기

적 입장에 대해 좀 더 깊이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서곡은 “버크라는 천재”

에게 헌정된 시”(Gill 139)라고 볼 수 있다는 주장은 버크가 주장한 내용들이 서곡
에 담겨 있을 수 있다는 개연성과 더불어, 당시의 보수적 관점에서 서곡을 보다 면
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II. 버크의 반향

우선 워즈워스에게서 찾아 볼 수 있는 버크의 핵심 사상에 대해 포콕(J. G. A. 

Pocock)의 주장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보수주의의 역사를 담고 있는 수백 권의 교과서에서 찾아 볼 수 있는 것을 

요약해서 보여주면서 버크는 한 나라의 제도란 경험의 결실로 볼 수 있으며, 그 

제도는 그 결과로써 서서히 모양을 갖춰왔다고 주장한다. 제도는 상황별로 요구

되는 것들에 부합하게끔 수천 번 수정작업을 기록한 것이다. 여러 시행착오를 통

해서 그 수정 작업이 반복되는 요구에 답이 된다고 판단되면, 그 수정 작업은 관

련 국가에서 수립된 규칙과 관례로 보존된다. 그는 또한 정치적 지식이란 경험의 

산물이라고 주장하는데, 이 분야에서 경험을 제외하곤 합리적 추론에 작용하는 

것이 아무 것도 없다고 본다. ..... 왜냐하면 그 이점은 각 개인이 세상을 경험한 

것이나 혹은 보고된 경험의 총체로써 어느 한 개인에 열려 있는 것보다도 더 많

은 경험의 결실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제도에 구현된 지혜란 경험에 토대를 두

고 있고, 경험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것에도 토대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성

을 통해서 완벽하게 판단될 수만은 없다. 

Burke held – to summarize what may be found in a hundred text-books on 

the history of conservatism – that a nation’s institutions were the fruit of its 

experience, that they had taken shape slowly as the result, and were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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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mselves the record, of a thousand adjustments to the needs of circumstance, 

each one of which, if it had been found by trial and error to answer recurrent 

needs, had been preserved in the usages and established rules of the nation 

concerned. He also held that political knowledge was the fruit of experience 

and that reason in this field had nothing to operate on except experience. ...... 

for these might contain the fruits of more experience that was available to 

living individuals as the sum of their personal or reported experience of the 

world. It also followed that since the wisdom embodied in institutions was 

based on experience and nothing but experience, it could not be completely 

rationalized. (202-3)

포콕의 이야기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된 용어는 바로 경험이라는 단어이다. 이 단어

는 버크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을 반영하는 용어이다. 버크는 “영연방을 세우거나 혹은 

개혁 작업을 경험적 과학과 연관 지을 때, 그 과학은 경험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

을 의미한다”(WEB 3: 311)1)고 주장한 바 있다. 그는 영국 헌법의 장점은 오랜 경험의 

시험대를 통해 확립된 것인데, 위선적 계몽 이론가들은 경험을 “배움이 없는 사람들의 

지혜라고 경멸한다”(307)고 꼬집는다. 버크에게 경험이란 구체적인 방식으로 세상을 

아는 방법이었다(Danahay 52). 

경험은 이론보다는 실행에 가깝다. 경험이란 어떤 사람이 충실히 임해야할 의무가 

있는 위치와 충실히 임하지 않아도 되는 위치 사이의 구분을 명확히 해준다. 웨스트모

어 부동산 소유자에게 한 연설에서, 워즈워스는 버크와 연관 지어서, “경험”의 중요성

에 대해 이야기한 바 있다. 그렇지만 서곡에서 경험에 대해 기록한 문단에서는 경험
이라는 용어를 직접적으로는 사용하지 않았다. 다음 문단에 묘사된 것처럼, 워즈워스에

게 버크라는 인물은 경험의 화신으로 여겨진다. 

나는 나이는 들었지만 나이를 먹고도 활기찬 그를 본다

그가 참나무처럼 서 있는데, 수사슴 뿔 같은 가지들이 

잎이 무성한 이마로부터 나오기 시작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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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의 젊은이들을 더욱 더 경외하도록 만든다.

I see him, - old, but vigorous in age, -

Stand like an oak whose stag-horn branches start

Out of its leafy brow, the more to awe

The younger brethren of the grove. (서곡 7권, 519-22)

이렇듯 의인화된 경험에 대해 워즈워스가 갖고 있는 생각은 버크의 정치적 이론의 

토대가 된 생각들이었다. 경험에 대해 버크가 생각한 바를 추정하면서 워즈워스는 독

자들로 하여금 의인화된 경험을 영국인이 경험할 수 있는 것으로 바라보게끔 유도한

다. 버크는 『프랑스혁명에 관한 성찰론』에서 자신을 일종의 영국의 수호신으로 투

영한 바 있다(Friedman 53). 워즈워스가 그에게 그러한 영국 정신을 구현할 자질이 있

었던 것으로 간주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볼 수 있겠다. 

『서곡』 7권에서는 워즈워스가 쓴 일종의 서사시를 통솔하는 수호신으로서 인정

받기를 요구하며 등장하는 마치 유령 같은 존재의 버크가 등장하는 것도 사실이다. 이 

시는 버크의 정신이 흠뻑 배여 있는 시로 볼 수 있다. 워즈워스 자신도 나이가 들어 

정치가의 신분을 얻고 싶어 했을 때가 있었기에, 이 시를 쓰고자 용기를 내었을 수도 

있다. 『서곡』 7권에서 버크를 투영했듯이, 워즈워스는 인생 후반부에서 버크의 자

태와 흡사한 자신을 투영하고자 하는데 관심이 있었음에 틀림없다. 워즈워스가 버크

에게 헌사를 썼을 때, 헌사를 쓰는 행위가 자신의 시에 이데올로기적으로 잘 부합할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이 때로 간과되는 사실이기도하다(Woodring 105). 

워즈워스가 버크로부터 영향을 받았다는 증거로는 버크식의 용어나 구문, 표현과 

같은 언어적 요소들을 들 수 있다. 이에 대한 증거들은 워즈워스가 쓴 작품들 중에서

도 비교적 후반부에 속하는 작품들에서 목격된다. 코반(Cobban)은 워즈워스가 영국과 

프랑스 군대가 포르투갈에서 맺은 협정에 관해 쓴 산문 소책자인 「신트라 협정」

(“The Convention of Cintra”)에 버크가 많은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아주 

놀랍게도 그리고 확실한 것은 버크의 소리를 반향 하는 구문들로” 워즈워스가 결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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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출했다고 주장한다(147). 

워즈워스는 스페인 사람들이 자코뱅주의에 겁을 먹고 도망갈 이유가 없다고 보았

다. 아래의 대목에서는 프랑스의 노력에 수반된 결과에 대해 두려워하지 말아야 함을 

지적한다. 게다가 1789년에 프랑스에서 시도되었던 것과 같은 가톨릭 제도의 개혁을 

통해 이득을 얻을 수도 있다는 견해도 암시하고 있다. 

성가신 프랑스 철학 궤변이 스페인에서는 조금도 먹히지 않는다. 신앙심 없

는 하피들이 도망은 가지만 스페인 땅에는 내려 않지 못한다. 스페인 사람들의 

인식력은 “자연 제도”라는 변변찮은 전술이나 혹은 콩디악이 예술 원리에 따라 

추진했던 무계획적인 것이나 혹은 스스로 납득할 만한 것들을 주변에 뿌리며 국

가적 허영이라는 주조 공장에 던져 넣은 원리의 작은 알갱이들에 길을 내어주지 

않을 만큼 강력한 요새이다. 스페인 사람들은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들이다. 그리

고 루소의 몽상과 볼테르가 보여주었던 경박한 것들은 칼데론과 세르반테스의 

나라에는 절대로 들어설 수 없는 나무들이다. 스페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심한 

편견에 대해서는 통탄의 여지야 있겠지만, 나는 이 나라의 종교적 습관이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한다. 

Nor has the pestilential philosophism of France made any progress in Spain. 

No flight of infidel harpies has alighted upon their ground. A Spanish 

understanding is a hold too strong to give way to the meagre tactics of the 

“Systeme de la Nature;” or to the pellets of logic which Condilac has cast in 

the foundry of national vanity, and tosses about at haphazard- self-persuaded 

that he is proceeding according to art. The Spaniards are a people with 

imagination: and the paradoxical reveries of Rouleau, and the flippancies of 

Voltaire, are plants which will not naturalize in the country of Calderon and 

Cervantes. Though bigotry among the Spaniards leaves much to be lamented; I 

have proved that the religious habits of the nation must, in a contest of this 

kind, be of inestimable service. (PRW 1: 332)2)

워즈워스는 영국과 프랑스를 혼합한 나라가 스페인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스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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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영국의 미와 프랑스의 악을 소유한 나라로 간주한다. 이와 아울러, 그는 스페인 사

람들에게 프랑스의 악을 몰아내기 위해서는 영국의 미에 의존해야 함을 역설하기도 

한다. 워즈워스의 주장에 대응될 만한 내용들을 버크의 『프랑스혁명에 관한 성찰

론』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우리는 루소를 지지하는 개종자들이 아니다. 우리는 볼테르를 신봉하지도 않

는다. 엘베시우스는 우리들 사이에 끼지 못한다. 무신론자들은 우리들의 전도사

가 아니다. 광인은 우리의 입법자가 되지 못한다. 영국에서 우리는 우리의 속내

를 완전하게 드러내지 못했다. 우리는 충실한 후견인이자 우리의 의무를 관찰하

는 요원, 그리고 모든 자유와 인간의 도덕을 진실로 지지하는 자나 다름없는 이 

타고난 감정들을 마음속에서 느끼고, 지극히 사랑하며 키워간다. 

We are not the converts of Rousseau; we are not the disciples of Voltaire; 

Helvetius has made no progress amongst us. Atheists are not our preachers; 

madmen are not our law-givers. In England we have not yet been completely 

embowelled of our natural entrails: we still feel within us, and we cherish and 

cultivate, those inbred sentiments which are the faithful guardians, the active 

monitors of our duty, the true supporters of all liberal and manly morals. (WEB 

3: 345)

로빈슨(Henry Robinson)이 신트라 협정과 관련된 소책자 복사본을 자신의 친구인 

퀘일(Thomas Quayle)에게 보여주었을 때, 퀘일은 워즈워스가 쓴 긴 문장들에 대해 불

만을 늘어놓은 바 있다. 그는 “은유 덩어리들만 쏟아 놓았네. 나는 작가의 본보기가 

될 만한 인물이 누가 될 수 있는지 모르겠어. 문체라고는 최악이나 다름없는 버크가 

쓴 문체와 너무 닮았고. 나는 그가 어느 누구에게라도 본보기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전혀 들지를 않아”(Robinson 1:59)라고 지적한 바 있다. 루소와 볼테르에 대해 공격하

는 비유를 통해서 워즈워스의 문체적 본보기에 대해 퀘일이 느꼈을 만한 감정을 유추

해 볼 수 있다. 워즈워스는 프랑스의 철학 궤변들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는 버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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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해를 철저히 물려받은 듯 보인다.  

버크가 워즈워스에게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보여주는 또 다른 예는 「신트라 협

정」에 나오는 것으로 애국주의라는 틀을 형성하고, 일종의 사랑의 틀을 형성하는 애

정의 동심원들에 관한 언급이다. 이 소책자의 마지막 페이지에서 워즈워스는 “삶의 질

서에는 숭고한 감정과 무관심한 감정들이 그토록 오랫동안 도움을 받지 않는 힘에 내 

맡겨지지는 말아야한다. 가장 바깥쪽에서 모든 원을 감싸고 있는 원인 자비심은 거미

줄처럼 연결되어 한데 합쳐지고 서로 기대어 하나의 틀을 만들고 함께 떨리기도 하면

서 안쪽 동심원들을 품고 있다. 이 원들은 전체적으로는 서로 지탱하면서도 자체의 중

심에 좀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욱 더 좁아지고 더욱 더 가까워져 간다”(PrW 1: 

340)고 기록하고 있다. 이렇듯 반향 되는 소리들은 독자들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는 이유로 인해서 거의 주목을 받지 못했다. 「신트라 협정」에 대해 논의하면서, 코

반은 “모든 시대를 통틀어 살아 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 선한 자와 용감한 자, 그리고 

현명한 자들을 함께 묶어주는 영적 공동체가 있다”(PrW 1: 339)라는 워즈워스의 주장

에 대해 각별히 신경 쓴다. 그가 이러한 배려를 하게 된 배경에는 버크가 “사회는 계

약이다”라고 쓴 『프랑스혁명에 관한 성찰론』의 한 문단을 염두에 두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147). 

그것[사회]은 모든 자연 현상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에서 하나의 연결고리이

며, 모든 예술에서 하나의 연결고리가 되며, 모든 미덕과 모든 완성체들에서 하

나의 연결고리이다. 그러한 연결고리가 수많은 세대의 사람들 사이에서 확보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살아있는 자들 사이에서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자들

과 죽은 자들, 그리고 태어나야만 하는 자들 사이에서 하나의 연결고리가 된다.  

It is a partnership in all science, a partnership in all art, a partnership in 

every virtue and in all perfection. Though the ends of such a partnership cannot 

be obtained in many generations, it becomes a partnership not only between 

those who are living, but between those who are living, those who are dead, 

and those who are to be born. (WEB 3: 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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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대목은 서곡에서 “지상에는 유일한 하나의 큰 사회만이 있다/ 고상하게 살

아 있는 사람과 고상하게 죽은 사람”(There is/ One great society alone on earth:/ The 

noble living and the noble dead)(서곡 10권, 967-69)이라는 워즈워스가 공을 들인 

표현들로 투영된다. 

버크가 목소리는 워즈워스가 자신의 입장을 자코뱅주의적 견해와 대비시켜 놓은 

문단도 반향 된다. 9권에서 워즈워스는 루아르 계곡(Loire Valley)의 전설적인 대저택

에 대해 명상하면서 보피(Michel Beaupuy)와 “진심어린 대화”를 나누고 “실수를 범한 

생각들”을 이야기하던 때를 묘사한다. 워즈워스는 상상력이 “속칭 한 젊은 애국자의 

마음 속 하나의 편견, 속단이/ 갖는 힘을 완화시켜 주었다”(Did often mitigate the 

force/ Of civic prejudice, the bigotry,/ So call it, of a youthful patriot’s mind)(서곡
9권, 500-1)고 언급한다. 그가 깨우침을 얻게 된 한 사람의 마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속단”(bigotry)과 “편견”3)(prejudice)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버크의 목소리가 투

영되었음을 보여준다. 버크는 프랑스의 “무신론자인 선조들도 그들만의 편견이 있었

고 그들은 수도승의 정신을 가지고 수도승을 비난했다”(WEB 3: 379)고 주장한 바 있

다. 그는 편견을 기꺼이 옹호했던 인물이다. 워즈워스는 9권에서 자신이 “실수를 범한 

생각들”에 관해 이야기 했던 것이 단순한 말실수가 아니었음을 증명이라도 하려 했던 

것처럼, 11권에서 자신이 “새로운 우상을 숭배하는 편견을 지닌 자”(A bigot to a new 

idolatry)이며 “세상을 포기하겠다고 맹세한 수도승처럼, 이전의 모든 힘들의 근원으로

부터/ 열정적으로 자신의 심장을 도려내기 위해서 수고를 들였다”(like a monk who 

had forsworn the world/ did he Zealously labour to cut off [his] heart/ From all the 

sources of her former strength)(75-78)고 회고한다. 

워즈워스는 1793년과 1818년에 자신의 견해가 버크의 견해와 흡사하다고 인식하

고 프랑스를 바라보며 서곡 에다가 프랑스 관련 시편들을 기록하였다. 자신이 초창

기 때에 프랑스에 대해 가졌던 정치적 생각과 현재 가지고 있는 견해들이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면서 자신이 젊었을 때 프랑스와 관련이 있었다는 것을 그럴듯하게 보

이게끔 만들 필요는 있었던 것처럼 보인다. 그가 젊었을 때는 혁명에 대해 열정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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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꼈었음을 알 수 있다.    

오, 희망과 환희의 기분 좋은 작용이여,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것에 열정적이었던 우리들, 

이러한 우리들 곁에서 보조가 되었던 것은 정말로 근사했다.

그 여명기에 태어난 것은 축복이었고,

그 젊다는 것은 바로 천국이었도다! 

관습, 법률, 법령이라는 변변찮고 퀴퀴한 냄새를 풍기며

오싹 소름끼치는 방식들이 공상 속 이야기에 나오는

어느 나라의 매력을 갑자기 빼앗아 가버리고,  

이성이 최대한 그 권리를 주장하는 듯 보였고,

이성의 이름 아래 당시 진행되던 일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성 스스로가 최고의 마법사가 되려는 의도가 있었던 

오! 그 시대야말로. 

Oh! pleasant exercise of hope and joy! 

For mighty were the auxiliars which then stood 

Upon our side, we who were strong in love! 

Bliss was it in that dawn to be alive, 

But to be young was very heaven!—Oh! times, 

In which the meagre, stale, forbidding ways 

Of custom, law, and statute, took at once 

The attraction of a country in romance! 

When Reason seemed the most to assert her rights, 

When most intent on making of herself 

A prime Enchantress—to assist the work 

Which then was going forward in her name! (『서곡』 10권, 689-700)

1810년에 코울리지가 쓴 「친구」(“The Friend”)에다가 「프랑스 혁명: 그 시작 

단계에서 열렬한 지지자들에게 보였던 대로」(“The French Revolution: As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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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ared to Enthusiasts at Its Commencement”)를 출판했었을 때, 이미 그 제목에 드

러나 있던 것을 통해서도 이 문단의 중요성을 추측해 볼 수 있다. 워즈워스는 혁명이 

열렬한 지지자들에게 보였던 바의 그대로를 보여주고자 했을 뿐만 아니라  서곡의 
저자로서 한 때 혁명에 대해 열렬했던 본인의 열정을 그대로 다루고자 했던 것처럼 

보인다. 

이 대목에서 “관습, 법률, 법령”이라는 버크식 구호를 다루었던 것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워즈워스는 이것들이 열렬한 지지자들이 보기에 “변변찮고 퀴퀴한 냄

새를 품기며/ 오싹 소름끼치는” 것들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그의 요점을 더욱 

분명하게 만들어주는 부분은 “이성은 최대한 그 권리를 주장하는 듯 보였다”에서처

럼, 바로 그 “이성”이다. 그러나 이 부분에서 독자는 모순이 들어 있음을 알게 된다. 

왜냐하면, 열렬한 지지자들의 이성은 가장 비이성적인 순간에 최고의 힘을 행사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담긴 모순은 워즈워스가 독자의 주목을 끌기 위한 의도이며 수사적 

전략으로 볼 수 있다. “-처럼 보였다”는 표현은 젊은 열렬한 지지자들에게 그 모순이 

분명히 드러나지 않았음을 암시한다. 이 시에 들어있는 관점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도대체 이렇듯 모순적인 면이 담겨 있을 수밖에 없는 프랑스 혁명이라는 것

에 대해 그 열렬한 지지자들은 어떤 관점을 갖고 혁명을 지켜본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해 보는 사고도 필요하다. 결국 겉으로 보기에 혁명을 지지하는 이야기를 하려고 

한 워즈워스가 사용한 수사적 전략에는 버크의 사고가 투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워즈워스는 합리주의자들이 보여주는 정신에 대해 언급하기 위해 공상과 관련된 

표현들을 사용한 바 있다. 혁명이론가들이 공상 속 요정의 나라에 살고 있다고 본 버

크는 그들의 “추상화라는 간교한 말장난”(hocus-pocus of abstraction)과 자코뱅당원들

의 “날랜 손재주”(sleight of hand)(WEB 4: 17)에 대해 비판한다. 그리고 그는 “철학이

라는 요정의 땅”(fairy land of philosophy)에서 “이성의 남용”(abuse of reason)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자연적 사회의 옹호론』(A Vindication of Natural Society)

에서 이러한 비유를 사용한 바 있다(White 85). 이러한 비유는 워즈워스가 “삼단논법

식의 말로/ 과거에 사람들이 살던 곳 전역에서/ 모든 인류를 하나의 동포로 만들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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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던/ 인간의 정념의 신비를 풀어 헤쳐갔다”(so did I unsould/ As readily by 

syllogistic words ... Those mysteries of passion which have made / ... / One 

brotherhood of all the human race/ Through all the habitations of past years)(서곡
11권, 79-89)고 주장하며 추상적 철학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한 은유로 투영된

다. 워즈워스는 혁명에 대해 고찰한 여러 페이지들에서 영국의 혁명 동조자들이 자기 

탐닉에 빠져들었다가 결국에는 자기 파괴로 이어지는 것을 보여준다. 아무리 “희망과 

환희”로부터 생겨나고 인간의 권리를 대신할만하다고 하더라도, 추상적 철학에 근거

한 자기 탐닉에 빠지게 되면 인간은 평정심을 잃게 마련임을 보여준다(Wolfson 96). 

그는 서곡 10권과 11권에서 인간의 이성에 대해 이야기하며 영국인들의 정신과 프

랑스의 국민 복지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기 위해 그 이성이 이용되고 있다고 보았다. 

버크가 주창한 개념들은 워즈워스 작품의 토대가 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하여 워즈

워스의 정신적 사건들과 사회적 사건들이 서로 맞물려 이야기가 서술된다. 워즈워스

는 서곡의 프랑스 관련 시편들에서 자신이 언제부터 정치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
는지를 밝혀 놓았다. 그가 정치적 문제에 대해서 처음으로 추상적으로나마 고민하기 

시작했던 것은 보피와 함께 했던 순간부터 시작된다. 보피는 정치 이론을 통해서 자신

이 어떠한 영향을 받았는지에 대한 교훈을 워즈워스에게 들려 준 바 있다. 워즈워스는 

보피와의 대화에 관한 이야기 속에다가 버크의 용어를 담아 놓았다. 

시민 정치의 목적과, 그것의 가장 바람직한 형식에 관하여,

옛날의 편견과 공인된 권리와 

충성심과 신념, 그리고 시간을 통해 한층 발달된 법규

관례와 관습, 참신함과 변화에 대해서

그리고 자아 존중심과 세습적 영예로 따로 분리된

소수의 사람들의 미덕과

노동에 종사하는 대다수 사람들의 무지에 관하여

때론 외롭게

그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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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ft in solitude

With him did I discourse about the end

Of civil government, and its wisest forms,

Of ancient prejudice, and chartered rights,

Allegiance, faith, and law by time matured,

Custom and habit, novelty and change,

Of self-respect, and virtue in the Few

For patrimonial honour set apart,

And ignorance in the labouring Multitude. (서곡 9권, 328-36)

상기 문단에 언급된 것들은 『프랑스혁명에 관한 성찰론』에서 버크가 언급한 부

분들과 비슷하지만, 워즈워스는 독자들에게 이런 논의들이 1790년 초반부의 상황이었

음을 예측해 볼 수 있게끔 유도한 듯 보인다. 독자에게는 복합한 논제거리들이 일종의 

젊은 철학자를 통해서 중요한 의미를 부여 받은 것처럼 보이게끔 만들어 놓았다. 그리

고 나서는 지적 분별력과 균형 잡힌 사고들이 착실한 정신에서부터 생겨난다는 것을 

언급하며 본인의 의도를 넌지시 제시한다.

                                    그는 

머릿속에서 갖가지 명상들을 균형 있게 잘 유지했다.

그 당시에 아직까지 소란 속에 발을 담그지 못한 나는

나중에 보다 훨씬 건전한 판단력을 가지게 되었다. 

책과 일상생활의 도움을 통해

그 건전한 판단력이 청년의 

정신에 길을 만들어 주듯이, 

순수함에 불순물을 더하지 않고 

아직까지는 지난 시절의 경험들을 내 주변 마음에 담았다. 

                                 For he, 

 Balanced these contemplations in his mind; 

 And I, who at that time was scarcely dipp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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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o the turmoil, had a sounder judgment

 Than afterwards; carried about me yet,

 With less alloy to its integrity,

 The experience of past ages, as, through help 

 Of books and common life, it makes sure way

 To youthful minds. (337-45) 

“나중에”라는 단어는 앞으로 있게 될 추측, 구속받지 않은 추측을 암시하는 단어이

다. 워즈워스에게 있어서, 그의 판단력을 건전한 것으로 만든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지

금과 나중의 차이는 “지난 시절의 경험”(the experience of past ages)(Stanlis 138)이라

는 버크의 표현을 통해서도 더욱 분명해 진다. 

버크가 터무니없다고 여겼던 궁전인 베르사이유 궁의 도로를 워즈워스가 보피와 

대화를 나누며 걸었던 때가 있다. 프랑스 군인이었던 보피와의 대화가 워즈워스에게 

있어서 프랑스인과의 첫 번째 대화는 아니었다. 워즈워스는 이미 오를레앙에서 “그들

의 명분에 맞게끔 그를 데려오는 희망을/ 무시하지 않는”(did not disdain/ The wish to 

bring [him] over to their cause)(9권 199-200) 왕당파 군인들과 만난 적이 있다. 워즈

워스가 자유와 평등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야비한 귀족들에게 거부감을 느꼈던 적이 

있지만, 상기 문단은 “지난 시절의 경험”으로 의도된 것들을 이해하고자하는데 필요

한 배경이 된다. 여기에서 워즈워스는 이전 “경험”을 통해서 안내를 받게 된 한 젊은

이로 자신을 투영하고 있다. 

워즈워스는 정치 철학적 측면에서 어떤 구체적인 교육이나 지시를 받지 않았음을 

암시를 하면서 상기 설명에서처럼 자신이 안내를 받게 되었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는 

당시에 “기본적 인권과 공민권의 미묘한 구별에 대해서/ 정치나 법률에 대해 추론하

고/ 이론 정연하게 서술하는 것을/ 자신의 생각을 통해서나,/ 혹은 책을 통해서 배우지 

않았다”(untaught by thinking or by books/ To reason well of polity or law,/ And 

nice distinctions – then on every tongue -/ Of natural rights and civil)(201-4)고 분명

하게 밝히고 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의 워즈워스가 왕당파들이 보기에는 만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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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다루기 쉬운 대상이었을지도 모른다. 다만 그가 밝히고자 한 것은 왕당파들의 주장

에 대해 확신을 갖지 못했던 적이 있었다는 것이다.  

워즈워스는 자신이 오를레앙 귀족들보다 낫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다. 그 이유는 자

신이 영국의 평등한 집안에서 양육되어서 캠브리지에서 차별 없는 평등한 교육을 받

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프랑스에 처음 도착했을 때의 젊은 워즈워스는 자신이 직

접 경험한 “평등”이라는 것을 다른 것들과 뒤섞이지 않게 마음에 간직하려고 노력했

었다. 워즈워스가 “지난 시절의 경험”을 통해서 얻게 된 것으로 그의 도덕적 감정의 

바탕이 된 자신의 조국, 영국은 그에게 있어서 “지난 시절의 경험”의 산물이었다. 교

육을 통해서 영국은 그에게 이미 이러한 오랜 경험의 이로움을 선사하였던 것이다. 그

는 영국에서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서곡 9권, 191-92), “영국의 어느 다른 한적한 

시골보다도/ 그 오랜 옛날부터 마음의 검소함과/ 올바른 언행, 솔직한 소박성을 충분

히 보유해 온”(which yet/ Retaineth more of ancient homeliness,/ Manners erect, and 

frank simplicity,/ Than any other nook of English land)(218-21) 지역에서 자신이 태

어났다는 자부심이 있었다. 워즈워스는 이렇듯 자신이 평등한 감정을 갖고 있다고 주

장한다. 그런데 버크는 그 어느 누구도 평등의 명분을 옹호하는데 있어서 본인을 능가

하는 사람이 없다고 믿었다(Panagia 88). 워즈워스가 내건 명분은 대대로 내려오는 영

국의 전통적 평등사상에 관한 것처럼 보인다. 스스로 조국, 영국으로부터 일종의 물려

받은 특성이 평등사상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워즈워스는 “현재와 미래에 국가의/ 운영에 대해 열정을 가지고 생각”(To think 

with fervour upon management/ Of nations – what it is and ought to be)(10: 685-86)

하면서 추상적 정치 이론에 빠져들게 되면, 지난 시절의 경험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줄어든다고 보았다(Frank 13). 이러한 견해는 프랑스 혁명론자들을 지지하는 무리에 

이름을 올린 영국의 젊은이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에 대해 경고하기 위해서 버크

가 주장한 원리이기도 하다(Blakemore 155). 버크는 이 문제들을 『휘그당의 기성세

대에 대한 신세대의 호소』(Appeal from the New to the Old Whigs)에서 정치 이론에 

대해 다룬 바 있다. 그는 “프랑스 정치인들의 이론에는 어떠한 제한을 부여한다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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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어떠한 자격 요건을 제시하는 바가 없다. 어느 누구가 어디까지 갈수 있는지에 

대해 확실히 밝혀주지도 못하며, 공공연히 극단의 상황까지 치닫게 되는 사람들과 끝

까지 함께 할 수 있는지도 장담 못한다. 이러한 거친 자만심에 직면해서 모든 것을 중

단하게 될 경우, 이에 대해 어떠한 안전이 보장되겠는가?”(WEB 4: 205)라고 역설 한 

바 있다. 버크의 이러한 주장은  서곡 의 10권에 잘 투영되어 있다. 프랑스 총재정

부(Directory)가 수립되고 난 이후의 상황에 대해 워즈워스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준다. 

세상의 모든 사태가 확실히 급속히 악화되어 가고 있을 때

인간의 감정에서 인간의 희망을 이끌어낼 것을 약속하고

그때부터 보다 더 순수한 요소로 

줄곧 고정되어 있을 것을 약속한 철학이 

기꺼이 환영받는 그런 시대가 지금 이 시대이다.  

정열이 파고 들어가서 활기를 되찾는 매력적인 영역,

그곳에서는 정렬이 활약할 특권을 갖고 있지만

그 자체의 이름이 무엇이라고 불리는지 들리지도 않는다.

그러나 좀 더 자비를 갖추어 말하자면, 몽상은 

극단을 즐기기는 하지만 인간 이성의 적나라한 모습을

열정의 대상으로 만드는 것에는 전혀 즐거움을 느끼지 않는

젊은이의 마음에 호소하는 바가 있다.  

세상의 모든 허무함을 꿰뚫어보는 

자기 인식력과 자기 규제를 통해서

과거에 연약했던 것을 구성하고 

그 유일한 토대 위에 사회적 자유를 세우는

자연과 시간, 장소와 연관된 여러 가지 우연적인 것들을

단호히 떼어내는 힘을 가지고 있다니

이 무슨 즐거움이란 말인가! 

이토록 영광스럽기까지! 

개인의 정신적 자유는  

일반법의 맹목적 규제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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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것에도 의존하지 않는 지성에

순간적으로 번쩍 떠오른 정황상의 빛줄기나 다름없는 

한 안내자를 의기양양하고 위엄 있게 받아들인다. 

This was the time, when, all things tending fast 

To depravation, speculative schemes 

That promised to abstract the hopes of Man 

Out of his feelings, to be fixed thenceforth 

Forever in a purer element 

Found ready welcome. Tempting region that 

For zeal to enter and refresh herself, 

Where passions had the privilege to work, 

And never hear the sound of their own names. 

But, speaking more in charity, the dream 

Flattered the young, pleased with extremes, nor least 

With that which makes our Reason's naked self 

The object of its fervor. What delight! 

How glorious! in self-knowledge and self-rule, 

To look through all the frailties of the world, 

And, with a resolute mastery shaking off 

Infirmities of nature, time, and place, 

Build social upon personal Liberty, 

Which, to the blind restraints of general laws 

Superior, magisterially adopts 

One guide, the light of circumstances, flashed 

Upon an independent intellect. (10권, 805-29)

 

워즈워스가 자신의 정치적 견해에 대해 밝힌, 앞서 언급된 바 있는 문단인 “오, 희

망과 환희의 기분 좋은 작용이여 - ”와 비교해볼 때, 이 문단에서는 자신이 젊은 시절 

가졌던 견해들 속에 들어있는 개연성 보다는, 한 때 자신이 가졌던 견해들에 오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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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음을 보여주고자 한 듯 보인다. 

이 대목에서는 정치 형이상학적 영역에 대한 비난뿐만 아니라, 느낌과 열정에서부

터 시작해서 추상 원리들을 지향하는 것에 대한 공격, 적나라하고 길들여지지 않은 이

성의 취약점 등에 관해 버크가 비난한 바를 추론해 볼 수 있다. 워즈워스에게 급진적 

사고란 자신이 “자연과 시간, 장소와 연관된 여러 가지 우연적인 것들”이라고 언급했

던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인간의 희망”에 토대를 둔 미래를 설계하고 추

구하는 것이었다. 무엇인가를 추상화시킨다는 것은 극한 단계에서 드러나는 인간 이

성이 작용한 결과이다. 이러한 극한 단계에서의 이성은 중간 단계의 이성, 즉 “자연과 

시간, 장소라는 여러 가지 우연적인 것들”과 습관을 겪은 이성과는 대비되었던 것이다.

 서곡은 젊은 워즈워스가 도덕적으로 자기를 소멸시키는, 즉 자기를 비우는 과

정을 완성 짓고자 하는 바를 보여주는 작품으로서의 의의도 담고 있다(Moores 72). 

1790년에 버크도 도덕적 자기 소멸에 대한 생각을 주장한 바 있다(Bromwich 34). 워

즈워스는 “마음속 이전 모든 힘의 원천”(all the sources of her former strength)(11권 

78)과 자신을 단절시키고자 노력하면서 내적 갈등을 겪은 적이 있다. 자신과 필사적인 

저항을 벌이다가, 결국에는 “강한 질병의 위기인/ 영혼이 가장 저조한 상태”(crisis of 

that strong disease,/ The soul’s last and lowest ebb)(14권 306-7)에서, 모든 확신을 잃

고 도덕적 의문들마저도 다 포기하게 된 상황을 맞이한 적이 있다. 버크와 관련지어 

볼 수 있는 이러한 상황이 독자의 흥미를 끄는 이유는 바로 이 순간들이 혁명의 사회

적 측면과 워즈워스의 심리적 측면 사이에 유사성을 찾아 볼 수 있는 단서와도 직결

되기 때문이다.

마치 법정에 선 피고인과 같이 

온갖 정념과 관념, 여러 가지 신념들을 이끌고,

그 칭호와 명예를 확립하는 것을 의심이 가는 심정으로 

상기하면서 그렇게 지냈다. 

지금 믿고 있다고 생각하면,

다음 순간에는 믿음이 없어지기도 했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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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동, 동기, 선의, 도덕적 의무의 토대에 관해

한없이 갈팡질팡하며, 무엇이 규칙이고, 

처벌이란 무엇인지, 결국에는, 증거가 필요하고

또 그것을 찾아내려고 하면서, 

나는 모든 감정을 상실했다. 결국에는,

지치고, 모순당착에 괴로워하고, 

절망 속으로 도덕의 문제를 포기해 버렸다. 

                               Thus I fared,

Dragging all passions, notions, shapes of faith,

Like culprits to the bar, suspiciously

Calling the mind to establish in plain day

Her titles and her honours, now believing,

Now disbelieving, endlessly perplex’d

With impulse, motive, right and wrong, the ground

Of moral obligation, what the rule

And what the sanction, till, demanding proof,

And seeking it in everything, I lost

All feeling of conviction, and, in fine

Sick, wearied out with contrarieties,

Yielded up moral questions in despair (10권, 889-901)

상기의 문단을 통해서 워즈워스는 공포 정치로 인해 빚어진 결과들과 자신이 겪는 

정신적 위기가 흡사하다는 것을 투영한다. 당시에 혁명론자들이 도전한 프랑스의 권

리나 규범적 칭호들과 프랑스 법정이 프랑스인들에게 내린 판결에 대해 워즈워스는 

독자들이 이미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듯하다. 버크는 “도덕적 감정은 그 모든 편

견을 파괴시키는 원리 하에서는 그리 오래 가지 못한다”(WEB 4: 205)고 언급한 바 있

다. 이전에는 워즈워스에게 힘의 근원이 되었지만, 그가 위기를 맞았을 때 공격받게 

되는 감정들이 자신의 편견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상기 문단에서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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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판소의 비유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그가 겪은 위기와 연관된 상기 문단은 다른 

판단에 토대가 된다고 여겨지는 감정들이 혹독한 재판에 넘겨지게 될 수도 있다고 느

끼는 심리적 과정을 그려 놓았다. 그는 더 이상 기대고 서있을 만한 도덕적 토대가 하

나도 남아 있지 않다고 느끼게 된다.

1790년과 1791년에 공포정치에 대해서 버크가 예언했던 것처럼, 그는 워즈워스와 

같은 영국의 젊은 급진주의자들의 운명을 정확하게 예견한 바 있다(Tessone 221). 혁

명이 진행되는 동안 워즈워스는 스스로가 낙심하게 될 만큼 좋지 않은 일이 생겼고, 

그로 인해서 그는 버크가 “예지의 원리”(principle of foreknowledge)(Chandler 159)라

고 칭했던 것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었다. 그가 프랑스 관련 시편들을 쓸 때, 그 원리

는 워즈워스의 경험에 관한 회고 이야기에 영향을 끼쳤다(160-1). 워즈워스가 겪은 위

기를 이야기로 풀어내기 위해서 버크의 원리를 이용했다는 점에서는 그가 겪은 위기

의식을 버크가 마치 예견이라도 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렇지만 서곡에 묘사된 워즈워스의 정신 쇠약과 위기에 관한 것들이 버크가 이
미 예견한 것이라는 사실은 흥미로운 사실이다. 그러나 여기에 덧붙여 더욱 흥미로운 

점은 버크는 쇠약한 정신의 회복에 관해서도 관심을 가졌다는 점이다. 『휘그당의 기

성세대에 대한 신세대의 호소 』에서 버크는 인간의 도덕적 감정이 이론에 근거한 재

판을 잘만 견디어낸다면, 이성이 제아무리 폭력적이고 위선적인 힘을 휘두른다고 하

더라도 정신을 구해낼 수 있다고 주장한다(WEB 4: 164-5). 서곡 10권에서 워즈워

스는 그가 11권에서 다루게 될 “시간의 자국들”(spots of time)의 재생 과정에 관해 예

상되는 것들을 미리 이야기를 한 바 있다.  

자연 자신이 인간의 사랑을 통해 

도움을 받고, 그 지루한 미로를 빠져 나와

다시 넓게 펼쳐진 태양 아래로 나를 이끌어주고,

나의 어린 시절의 감정을 되살려 놓고서,

나에게 평화로 가득 한 힘과 지식을 주고,

확장시켜서, 더 이상 혼란스럽지 않게 되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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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야말로 인간이 점차 쇠퇴해 가는 과정과

이 시대의 온갖 타락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프랑스가 얻어낸 것을 덮고 못으로 고정시켜주려고

교황은 황제에게 왕관을 씌어주기 위해 소환되는 때인

(사람들은 그렇게들 꿈꾸고, 별 것이 아닌 것처럼)  

곤란한 상황에서 여전히 나를 지탱시켜 주었고, 

오늘도 나를 지탱시켜 준다. 

Nature’s Self, by human love 

Assisted, through the weary labyrinth 

Conducted me again to open day, 

Revived the feeling of my earlier life, 

Gave me that strength and knowledge full of peace, 

Enlarged, and never more to be disturb’d 

Which through the steps of our degeneracy, 

All degradations of this age, hath still 

Upheld me, and upholds me at this day 

In the catastrophe (for so they dream

And nothing less), when, finally to close

And river up the gains of France, a Pope

Is summoned in to crown an Emperor. (서곡 10권 335-47)

워즈워스가 비극적 운명에서부터 자신을 구해 준다고 여겨지는 것으로서, 그에게 

되살아난 젊은 시절의 느낌은 버크가 편견과 관련지은 감정들과 너무 흡사하다. 왕당

파들에 관한 일화를 그려놓은 서곡 9권에서, 워즈워스는 자신이 느끼는 감정들이 

어디에서 비롯되었으며, 그것들이 강렬할 때는 어느 정도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려준다. 프랑스 사람들은 자신들의 야망을 이룩하지 못하고, 독단적인 힘에 억압당

함으로 인해서 수치스러운 황제 대관식 광경까지 목격해야 하는 상황까지 가게 된 것

이다. 워즈워스가가 받은 느낌은 나폴레옹과 그의 치하에서의 프랑스의 상황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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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공고해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러한 것들은 워즈워스가 쓴 프랑스 관련 시편들과 버크의 견해, 그리고 버크가 

옹호한 휘그당의 전통들에 대해 짐작해 볼 수 있게 도와준다. 휘그당 전통이란 1670

년대 휘그당에서부터 비롯된 것으로써, 왕당파 교황제도의 온상이 프랑스이며 영국 

헌법을 통해 보장된 권리에 위협이 되는 나라 또한 프랑스라고 여기는 전통이다

(Adams 68). 심지어 버크는 1789년에 프랑스 정부가 전복되는 것에 대해 비난하면서, 

프랑스 정부는 영국 정부에 상응할 만한 정부 형태가 되지 못한다고 생각했다. 『프

랑스혁명에 관한 성찰론』이 출판되기에 앞서, 1790년 2월 9일에 프랑스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행한 연설에서 버크는 프랑스 군주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힌 바 있다. 그

는 루이 14세의 폭정에 관해 초점을 두고 논의를 이끌어가며 프랑스라는 나라가 왜 

영국에 경계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지에 관해 설파한 적이 있다. 

그 폭정이 의기양양하게 용맹, 화려함, 장엄함과 함께 나열되고 심지어는 과

학과 문학, 예술이라는 아주 인상적인 의복들을 걸치고 있다고 해도, 정치적으로 

보자면, 그 폭정은 압제가 그저 색칠되고 도금된 것이나 다름없고, 종교적으로 

보자면, 딱딱하게 굳어있고 가혹하기 그지없는 불관용이면서 정부에 널려있는 

전제적인 폭압을 도와주는 것이나 다름없다. 국민 위에 군림하는 이런 전제주의

적 특성이 유럽의 모든 왕궁에 스며들어 있다. 특히 찰스 왕과 제임스 왕과 같은 

우리의 군주들은 이웃나라 정부에 애착을 느꼈고, 그 왕들에게 그토록 아첨까지 

하려 했다. 이러한 감정들은 그들 나라의 이익과 자유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했

다. 그 위험한 상황이 왕좌를 넘어서 까지는 이르지 않았다는 것이 그나마 다행

이다. 그러나 당시의 훌륭한 애국자들은 그 위험한 상황에 맞서 싸웠다. 그들은 

바로 프랑스와 그 본보기로부터 완전히 분리되고 싶어 했고 프랑스와의 모든 소

통을 끊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다. 

Though that despotism was proudly arrayed in manners, gallantry, splendor, 

magnificence, and even covered over with the imposing robes of science, 

literature, and arts, it was, in government, nothing better than a painted and 

gilded tyranny, - in religion, a hard, stern intolerance, the fit companion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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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xiliary to the despotic tyranny which prevailed in its government. The same 

character of despotism insinuated itself into every court of Europe, - the same 

spirit of disproportional magnificence, - the same love of standing armies, 

above the ability of the people. In particular, our then sovereigns, King Charles 

and King James, fell in love with the government of their neighbor, so 

flattering to the pride of kings. A similarity of sentiments brought on 

connections equally dangerous to the interests and liberties of their country. It 

were well that the infection had gone no farther than the throne. The good 

patriots of that day, however, struggled against it. They sought nothing more 

anxiously than to break off all communication with France, and to beget a total 

alienation from its country and its example. (WEB 3: 216-17)

버크는 루이 16세를 폭군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화려함과 장엄함, 온갖 색

깔들과 도금 장식들에 대해 프랑스가 애착을 갖는 상황이 영국의 “이전의 그리고 시

골 특유의, 세련되지 않은 느낌”(ancient, rustic, manly, homebred sense)(WEB 2: 156)

과는 비교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버크는 영국 애국자들의 굳건한 믿음 덕택에, 일종

의 프랑스 전염병이 17세기의 찰스와 제임스의 왕좌를 넘어서서 확산되지 않았다고 

본다.

1670년대 “훌륭한 애국자들”이란 버크가 “옛 휘그당원들”이라고 칭한 사람들의 원

형으로 볼 수 있다. 워즈워스가 웨스트모어랜드 부동산 소유자들에게 행한 연설에서 

그는 “우리 선조들의 경작 하에서 위풍당당하게 번창한/ 휘그주의라는 나무”(that tree 

of Whiggism, which flourished proudly under the cultivation of our Ancestors)(PrW 

3: 162)가 시들어가는 것에 대해 통탄해 한 적이 있다. 『휘그당의 기성세대에 대한 

신세대의 호소』를 발표한 버크처럼, 워즈워스는 영국이 제대로 된 길을 가지 못하게 

된 이유가 영국의 선조들이 보여주었던 것들이나 영국 관행에 대한 확신을 새로운 휘

그당원들이 함양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여겼다(Bainbridge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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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결론

워즈워스가 젊었을 적에는 프랑스 혁명을 열렬히 지지한 바 있다. 게다가 자신의 

회고록인 서곡에서 혁명에 힘을 불어 넣어 준 원리들이 프랑스를 넘어서서 영국에
까지 다다르고 더 나아가 “전 지구”(the whole Earth)(10권 702)까지 확장되기를 기원

한 바 있다. 그러나 1812년부터는 토리당의 명분에 공감하고 버크가 제시한 가르침들

에 영향을 받게 되었다. 워즈워스에 대한 많은 논의도 그의 정치적 색채가 이렇듯 바

뀌게 된 것에 관한 것들이기도 하다. 그의 시작 활동 초창기에는 줄곧 진보주의적 원

리들을 멀리하지 않는 위치를 견지했었다. 그러다가 1798년부터 1808년 사이에 작품 

활동을 하고 난 이후부터는 보수주의적 성향으로 바뀌게 된다. 그가 「변방인」(“The 

Borderers”)을 썼을 때인 1796년부터 혹은 1798년 판 『서정민요집』(Lyrical 

Ballads)을 출판하고부터는 버크의 주장들에 영향을 받기 시작했다. 버크가 주장한 것

들에 영향을 받고 나서는 프랑스 혁명에 관한 환상에서 벗어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영국 사회에서의 급진적 변화에 대한 희망마저도 저버리게 된다. 그리고 그는 사회의 

물리적 변화에 영향을 미칠 것을 겨냥한 저항 문학에서부터 선회하여 자연과 상상력

에 관한 내면화된 시로 관심을 돌린다. 추상적 이론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결과들로 

만들어진 법칙에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게 되고 이러한 한계를 넘어서려고 하는 시도

에 위험이 따를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서부터 그는 버크의 신중

한 보수주의적 태도를 견지하게 된다. 그가 보다 현실적인 태도를 갖기 위해서 초창기 

때 가졌던 이상적 희망을 저버리는 이유를 분석한 레빈슨(Marjorie Levinson)은 워즈

워스가 실제의 역사적 사건보다는 정신과 같은 내면적인 것에 초점을 두게 된 때문임

을 강조한다(11). 

많은 사건들이 “여전히 나를 지탱시켜 주었고, 오늘도 나를 지탱시켜준다”에서 밝

혔던 것처럼, 그가 사용한 구문 속의 과거 시제와 현재 시제들로 판단해 볼 때, 그의 

의지는 더욱 분명해졌음을 알 수 있다.그를 구원해준 계기가 되었던 “시간의 자국들”

은 버크가 느꼈던 도덕적 감정들처럼, 편견과 하나가 된 것으로서 특별한 상황에서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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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모르게 형성된 것, 즉 습관이 되었고 이것들은 영국의 과거로부터 많은 힘을 얻게 

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 “시간의 자국들”은 그가 정신적 훈련을 경험한 것을 보여주

는 것이기도 하면서 버크가 “편견”이라고 칭한 것에 토대를 둔 일종의 훈련, 즉 전통

으로서의 훈련을 체험했음을 보여준다. 바꾸어 말하자면, 그는 자신의 전통을 간직하

고 이것을 통해 자신의 정신적 위기를 극복하고 작가로서의 정신력을 회복하게 되었

음을 보여준 것이다. 굳이 “자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도, “습관과 견해, 편견

들”로부터 시작된 것으로서 버크가 “제2의 천성”(second nature)(Dreyer 56)이라고 주

장한 전통을 잃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전통으로부터 영향을 받았음을 워즈워스는

『서곡』에 담아 놓았던 것이다. 

Notes

1) 본문에 인용된 버크의 작품은 The Works of the Right Honorable Edmund Burke. Ed. John 
C. Nimmo. 12 vols. (Boston: Little Brown, 1865-67)에서 인용하며, 이후의 인용은 WEB로 
표기하고 각 권 표시와 페이지 표시만 하겠다.  

2) 본문에 인용된 워즈워스의 산문은 The Prose Works of William Wordsworth. Ed. W. J. B. 
Owen and Jane Worthington Smyser. 3 vols. (Oxford: Oxford UP, 1974)에서 인용하며, 이
후의 인용은 PrW로 표기하고 각 권 표시와 페이지 표시만 하겠다. 

3) 버크는 인간이 경험의 지혜들을 모으고 통일시키거나 혹은 유지하고, 때론 줄여 나가는 것
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편견”(prejudice)과 “관행”(prescription)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Pappin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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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ordsworth’s Commitment to Burke and its 
Effectiveness

Hwang Byeonghoon (Keimyung University)

This study evinces the range of evidence of William Wordsworth who 

claims to comply with Edmund Burke’s ideology in The Prelude. 

Wordsworth betrays Burke’s traces in his emphasis on experiences and the 

significance of habit for morality. Instead of having any confidence in the 

abstract, he is emphatic about the necessity of the empirical method, 

accepting prejudice or “honorable bigotry.” His strong and, often, implied 

commitment to Burke is generally detected in his later period after 1807. 

Burke was a figure who represented a symbolic ideology when Wordsworth 

performed his poetic career. By 1812, Wordsworth aligned himself with 

Tory causes and was profoundly influenced by what Burke presented, which 

means that he switched his mind from his earlier radicalism to the 

conservative aspect. Especially through the “spots of time,” Wordsworth 

also proved that he overcome his mental crises by carrying out his mental 

discipline, or one based upon what Burke called prejudice. 

Key Words: William Wordsworth, Edmund Burke, Prejudice, Experience, Hab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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