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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클레어의 엘레지에 나타난 ‘집’의 향수: 

헬프스톤과 유년시절의 기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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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밭대학교)

Oh, Ho Jin. “Nostalgia of ‘Home’in John Clare’s Elegies: Helpston and Memories of His Childhood.” 

Studies in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44.2 (2018): 103-126. At the age of 40, John Clare’s 

movement from Helpston to Northborough meant two different meanings for him: fortunately, his new 

home had a small field attached to it to make him independent, but to be independent and out of his old 

one was to exchange his knowledge for a way of life quite unknown. In Northborough, he wrote elegies 

about leaving home and feeling nostalgia of home. “Remembrances”(1832) is concerned with his changing 

attitude to Helpston, and contains the sense that the associations he has with it are with a place that 

disappeared with the Enclosure. It has the protests of a distressed and dejected poet against the destruction 

of his personal identity, which is located in this now changed rural setting. “The Flitting”(1832) is about 

homesickness and the crisis that is caused by severing the ties with home. To him, ‘flitting’ refers to the 

action of moving house, but also implies an inconstant, fleeing movement, and can be read as linking 

directly to the central theme of instability. Both “Remembrances” and “The Flitting” contain the nostalgia 

of home by the sense of estrangement. Here, a home symbolizes the stability and constancy like Helpston 

and the memory of his childhood. (Hanbat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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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20세기 중반 이후 생태주의 비평가들에 의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존 

클레어(John Clare, 1793-1864)는 영국의 가난한 농부시인이자 자신이 태어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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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프스톤(Helpston)의 자연과 이웃을 온몸으로 사랑했던 향토작가였으며, 인생

의 말년엔 정신병적 증세로 병원에 감금되어 생활하다가 일생을 마쳤다. 그는 당

대 다른 시인들에 비해서 특별히 엘레지(elegy)를 많이 썼다. 그가 엘레지를 쓰

게 된 것은 당시 사회적 소수자로서 피할 수 없었던 여러 사회적인 폭력들의 영

향이 크다고 할 수 있겠다. 그의 출판업자인 테일러(John Taylor)가 단순히 상업

적인 목적으로 19세기 초반을 전후해서 그 당시 영국 독자들의 관심을 사로잡았

던 농부 시인그룹에 클레어를 포함시킨 후 그가 노동자 출신이며 교육받지 못한 

가난한 처지라는 것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소개해 그의 자존심을 상하게 한 것과 

빈약한 후원자들로 인한 그의 심적인 부담감과 더불어 테일러가 자의적으로 그

의 원고를 수정한 행위와 당시 생물학계의 지배적인 린네(Carl von Linne, 

1707-1778)의 식물분류법 대신 자신의 체험에서 얻은 분류법을 끝까지 주장하

며 관철시키려고 했던 그의 외로운 투쟁과 표준 영어라는 이름으로 주도권을 휘

두르고 있던 런던 영어에 대한 그의 고향의 토속적인 영어의 발굴과 활용을 위한 

노력과 인클로저(Enclosure)로 인해 고향의 자연파괴와 새로운 농지를 찾아 노

쓰버로우(Northborough)로 이사 간 것 등이 많은 엘레지를 쓰도록 했다(Vardy 

“Clare, John, Poetry” 240-41). 아울러 어린 시절부터 함께 해온 여자 친구이

자 첫사랑인 메리 조이스(Mary Joyce)와 이루지 못한 사랑과 터너(Martha 

“Patty” Turner)와 뜻하지 않은 결혼으로 시작된 불행한 가정생활과 40대 중반 

이후부터 몇 번에 걸쳐 정신병원에 감금된 것 등의 개인적인 문제들도 그로 하여

금 엘레지를 여러 편 쓰도록 했다. 

특히 인클로저의 전면적인 실시로 헬프스톤의 공유지가 빠르게 사유화되면서 

삶의 터전을 잃고 생계를 이어가기위해 1832년 봄에 3마일도 채 안 되는 인근의 

농촌마을인 노쓰버로우로 이사한 사건은 그가 어두운 분위기의 엘레지를 쓰게 

만든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다. 그에게 인클로저 운동은 인간과 자연의 에덴

(nature’s Eden)과의 영적인 교섭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이며, 인간의 철저한 악

행의 증거(a poof of his total depravity)임을 명확히 해주는 것이었다(Todd 

53). 

당시 클레어는 아내와 여섯 명의 어린 아들과 딸들의 생계를 위해서 농사지을 

소 택지가 붙어 있는 노쓰버로우의 마을로 이사를 가는 것 빼고는 별다른 선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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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지가 없었다. 그래서 그는 노쓰버로우로 이사를 앞둔 1831년 10월에 테일러

에게 말하기를 “편지를 쓰고 있는 지금 내 모든 희망과 야망이었던 이 오랜 구석

(this old corner)을 떠난다 해도 후회는 없으리라, 그 이유는 저들이 요즈음 내 

감정에 몹시 모욕감을 주었으며, 길옆에 마지막 남은 느릅나무를 잘라버렸기 때

문이며, 구석에 있는 오래된 자두나무마저 넘어뜨려서 오랫동안 함께 해온 모든 

것들이 내 앞에서 사라지고 있기(all the old associations are going before 

me) 때문이다”(L 551)라고 한다. 이것은 클레어가 헬프스톤 대신 새로운 삶의 

터전인 노쓰버로우에 대해 적지 않은 기대감을 가지게 된 이유가 가족의 생계를 

위한 땅이 있다는 사실과 함께 그의 눈에 비친 헬프스톤이 그동안 자신이 아끼고 

사랑했던 과거의 옛 모습이 더 이상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점을 확인시켜준다.

이미 클레어는 1824년부터 다음해 사이에 있었던 많은 경험들에서 헬프스톤

의 자연세계가 빠른 속도로 파괴되어가고 있음을 자신의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

고 매우 실망했다. 당시 그는 전문적인 식물학자 못지않게 시간이 나는 대로, 그

리고 건강이 허락하는 경우 자주 헬프스톤의 들판과 숲을 쏘다니면서 동․식물

을 낱낱이 관찰하고 기록하였다. 이 과정에서 인클로저로 대변되는 산업화와 도

시화로 인해 이미 변질되어 버렸거나 또는 개발이라는 미명하에 무참하게 저질

러지고 있는 파괴 앞에 놓여있던 많은 자연세계들을 그가 직접 경험했다. 다음과 

같은 그의 설명은 자신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던 나무들과 이웃들을 포함한 

헬프스톤의 자연세계로부터 경험한 여러 가지 변화와 상실에 대한 허탈감이 잘 

나타나 있다. 

들판을 걷다보니 내 인생 전부를 차지해왔으며 언제나 즐겨 찾았던 곳에 오래전부

터 놓여있던 나무사다리가 치워져 있는 것을 보았네. 그 사다리의 지지대들이 담쟁

이로 덮여있었고 그 사다리 자체가 자연과 너무나 유사한 것처럼 보였으며, 그것이 

그 누구로부터도 방해를 받지 않고 살아가도록 전세를 낸 것처럼 그곳에 그것은 

줄곧 서있었는데. 그것이 사라진 것을 알고 마음이 아프네. 내 감성들이 그러한 것

들과의 우정을 주장하기에. 하지만 지난 해 이곳 세계는 지속적인 것이 하나도 없

네. 랭리 숲은 오래된 흰 가시나무를 강탈당했네. 그 나무는 집시들과 목동들과 양

치기들 모두가 그것의 역사에 대한 얘기들을 나눌 만큼 명성이 자자한 것이었는데. 

오랜 세월이 지나도 그것에 대한 기억은 사라지지 않을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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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o a walk in the fields saw an old woodstile taken away from a favorite 

spot which it had occupied all my life the posts were overgrown with Ivy & 

it seemed so akin to nature & the spot where it stood as tho it had taken 

on a lease for an undisturbed existence it hurt me to see it was gone for 

my affections claim a friendships with such things but nothing is lasting in 

this world last year Langly bush was destroyd an old white thorn that had 

stood for more than a century full of fame the Gipseys Shepherds & Herd 

men all had their tales of its history & it will be long ere its memory is 

forgotten. (P 183)

클레어는 자신이 헬프스톤의 여러 지역의 자연세계를 관찰할 때 예전과 달리 방

해받은 사건을 소개하고 있다. 점점 늘어나는 새로운 지주들이 단지 자신들의 이

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동안 누구나 마음대로 울타리를 넘어 다니도록 설치해 

놓았던 나무 사다리들을 마구잡이로 제거하여 그가 매우 당혹스러웠다고 한다. 

다시 말해서 당시 대부분의 땅 주인들이 자신들의 소유권에 대한 권리만을 주장

할 뿐이지 옛날부터 지켜왔던 헬프스톤의 어느 곳이나 자유롭게 드나들도록 허

용했던 아름다운 관습을 인정하려 들지 않는다고 그는 비난한다. 계속해서 그는 

인간이 만든 사다리를 “자연과 유사한(akin to nature)” 존재로, 즉 자연세계의 

한 부분임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헬프스톤의 지역을 누구든지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도록 허용했던 오래된 권리의 역사성을 강조한다. 이와 같이 그가 경험한 

헬프스톤의 부정적인 여러 변화에 대해 몹시 화가 나 있을 뿐만 아니라 절망 상

태에 빠져 괴로워했다. 특히 그 변화에 대한 그의 감정적인 태도는 “인간과 자연

의 공동체들, 그리고 그와 개인적으로 깊이 연관되어 있는 것에 대한 폭

행”(Vardy “Clare’s Natural History Prose Elegies” 138)임에 틀림없다. 그래

서 헬프스톤의 자연세계가 황폐화되고 변질되어 버린 것에 대한 클레어의 예민

한 감정이 평생 그의 잠재의식 속에 그대로 남아 있었으며, 그의 삶이나 시작활

동에 중대한 영향을 준다. 

한편, 앞서 소개한 편지처럼 클레어가 노쓰버로우에 대한 새로운 기대감을 나

타낸 후 약 세 달이 지나서 비록 보내지는 않았지만 테일러에게 쓴 또 다른 편지

에서 그는 헬프스톤을 떠나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간다는 것이 굉장히 큰 충격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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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한다.

내가 오랫동안 알고 지냈던 숲과 히스들판들과 즐겨 찾던 장소들을 두고 떠난다는 

것이 무척 어렵군. 왜냐하면 들판의 두더지 언덕들과 생 울타리 가운데 살고 있는 

나무들이 마치 내게 작별인사라도 하려는 듯이 보이기 때문에―내가 후회할 일이 

거의 없거나 아예 전혀 없이 오직 우정으로만 만나 관계를 맺은 다른 것들―내 아

버지 어머니 나와 자주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비록 내가 이사 가는 곳이 3마일

도 채 안 떨어져 있지만―그곳엔 나무도, 들판도, 가시 금작화 숲도, 두더지 언덕

도, 참나무도 없네. 

I have had some difficulties to leave the woods & heaths & favourite spots 

that have known me so long for the very molehills on the heath & the old 

trees in the hedges seem bidding me farewell―other associations of 

friendships I have few or none to regret―for my father & mother will be 

often with me―& tho my flitting is not above three miles off―there is 

neither wood nor heath furze bush molehill or oak tree about it. (L 561)

클레어는 노쓰버로우로 이사한다는 것이 그에게 정신적으로 상당히 큰 충격이

었음을 분명히 고백한다. 아울러 헬프스톤이 그에게 어떤 의미였는지도 잘 밝

히고 있다. 

특히 노쓰버로우로 이사한 이후부터 그의 정신병적 증상이 더욱 심각하게 나

타났다는 사실은 그가 헬프스톤을 떠나 타지로 이사한 이 사건이 그에게 매우 큰 

충격이었음을 입증해준다. 사실 여러 평자들의 주장처럼 헬프스톤은 클레어에게 

인생의 전부였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이와 관련하여 베잇(Jonathan 

Bate)은 헬프스톤에서 노쓰버로우까지 실제거리로 3마일도 채 안되지만 이 “3

마일은 클레어에게 아마도 3백마일로 느껴졌을 것이며, 바로 그의 삶의 존재의 

등고선들(the contours of his very being)이 그려져 있는 헬프스톤이라고 하는 

행정교구로부터 그가 이탈하여 그의 인생의 지식(knowledge)으로부터 사라지고 

있었다”(387)고 말한다. 또한 헬프스톤과 클레어와의 관계에 대해 언급하는 자

리에서 배럴(Barrell)은 “클레어의 지식은 오직 헬프스톤에서만, 그리고 오직 헬

프스톤의 언어로 된 그 자신만을 위한 지식이었으며(his knowledge w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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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owledge for him only in Helpston, and only in the language of 

Helpston)”(135), 또한 “클레어가 헬프스톤에서 가지고 있는, 그가 오직 그곳에

서만 가지고 있는 지식(the knowledge that Clare has in Helpston he has 

only there)”(131)이라고 강조한다. 클레어가 정신병원에 들어가기 이전에 주로 

헬프스톤에서 쓴 작품들을 평자들이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이유에 관해서 설명하

는 가운데 조핸 클레어(Johanne Clare)가 “클레어는 무엇을 했고, 누구였는지는 

용기와 희망과 호기심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던 때에 그가 쓴 시에서 주로 

발견할 수 있다”(xi)고 주장한 것도 헬프스톤의 시절이 클레어에게 얼마나 중요

한 의미였는지를 잘 명시해준다. 

따라서 클레어의 엘레지에는 헬프스톤과 ‘집’의 이미지가 자주 등장하는데, 여

기서 ‘집’은 일차적으로 그에게 아담(Adam)의 에덴(Eden) 동산처럼 항상 변함없

고 안전한 공간이었던 헬프스톤의 집을 상징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여러 가지 복

합적인 의미들을 함축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그의 작품 중에 ‘집’이 새의 둥지

들(nests)과 목동의 오두막집(cottage)처럼 안전한 거주지의 공간적인 의미로 나

타나있는 경우들도 있지만, 그가 집에 살고 있으면서도 마치 집이 없는 노숙자처

럼 고독함과 소외감을 느끼면서 끊임없이 향수를 느끼게 하는 공간으로도 나타

난다. 후자는 그가 늘 동거 동락하면서 그곳의 안전과 평화를 지켜주려고 모든 

노력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곳이 황폐화되어 가고 있는 헬프스톤의 자

연세계를 의미한다. 

이 논문은 헬프스톤을 떠나 노쓰버로우로 이사를 했던 1832년에 클레어가 쓴 

엘레지들 중 기억들 (“Remembrances”)과 이사 가기 (“The Flitting”)에 나타

나 있는 헬프스톤의 자연세계와 ‘집’에 대한 향수와의 관계를 분석해 본다. 이를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점은 클레어가 그리워하는 ‘집’의 상징적인 의미가 

무엇이며, 아울러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유년시절에 대한 그의 낭만적인 고뇌와 

인클로저로 인해 대부분의 옛 모습을 상실한 헬프스톤의 자연세계에 대한 그의 

향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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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기억들 과 이사 가기 는 앞서 인용한 두 편의 편지에서 클레어가 밝힌 노쓰

버로우에 대한 애매모호한 그의 감정이 잘 나타나 있다. 즉, 노쓰버로우라는 낯

선 세계에 향한 기대감은 물론 클레어가 그의 영원한 고향이라고 생각해온 헬프

스톤이 점차 옛 모습을 상실해 가고 있는 점에 관한 강한 실망감과 함께 그곳을 

떠나야 한다는 슬픔을 잘 표현하고 있다. 그래서 이 두 작품은 그가 이사하기 전

에 헬프스톤에서 쓴 엘레지들보다 분위기가 매우 어둡고 슬프다.

먼저 기억들 은 여름이 사라지고 더 이상 자연세계로부터 어떤 기쁨이나 즐거

움도 기대할 수 없다는 슬픔을 명시적으로 잘 나타내고 있다. 이 시에 나타나 있

는 장소들의 이름과 과거 경험들은 모두 클레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어

서 이 시는 세월이 흐르면서 점차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사라져가는 것에 관한 그

의 슬픈 심정을 고백하는 엘레지이다. 그는 지나간 여름이 그에게 있어서 어떠한 

의미였는지를 밝히기 위해, 여름과 관련한 자신의 여러 활동들에 대해 자세히 설

명한다. 단적으로 말해서 여름은 그의 어린 시절의 행복과 기쁨, 그리고 활력을 

의미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여름이 만들어내는 활기찬 생명력을 강조

하기 위해 이 시는 주로 변화와 움직임과 시끄러움 등과 같이 매우 동적이며 힘찬 

이미지들을 효과적으로 잘 사용하고 있다. 이와 상반적으로 가을과 겨울의 황량한 

현실을 나타내기 위해 “돌(stone)”(8행)과 “침묵(silence)”(9행)과 “차가운(chill)” 

(43행)과 “사막(desert)”(48행)과 “전쟁의 싸움(battle-strife)”(60행) 등과 같이 

고요하고 움직임이 거의 없거나 또는 거칠고 폭력적인 이미지들을 많이 사용한다. 

여기서 여름의 경험들은 주로 샘물 언덕에 앉아 노래 부르던 일과 버드나무 

줄기들을 엮어 그네를 타던 일과 곡식을 실어 나르기 위해 도구를 만들던 기억과 

밀짚을 꺾어 물놀이 하던 일 등과 같이 모두 자연세계와 밀접하게 관계된다. 이

러한 경험들은 클레어에게 있어서 더없이 큰 즐거움이며, 평생 함께 하고 싶은 

것들이다. 그러나 겨울이 그로부터 이 모든 경험들을 빼앗아 갔기 때문에 이 시

를 쓰고 있는 지금 그의 마음은 매우 무겁고 가슴이 몹시 아프다.

내가 오래된 이스트 웰의 소용돌이치는 샘물 옆에 늘 누워 노래 부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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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늘 버드나무 가지들 함께 엮어 그네를 만들 때 

늘 구부러진 핀들과 실로 고기를 낚으려 했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정말 깃털처럼 가벼운 마음으로―지금은 돌멩이처럼 무거운 

참나무 가까이 오래된 풀밭 밑에서 내가 밑동에 난 가지들을 꺾어

많은 농사꾼들처럼 우리의 추수마차를 만들었을 때

이어서 물 마시기 위해 시내물가에서 밀집을 꺾었을 때

오 나는 꿈도 꾸지 못했지 그 이별을, 그 고통이 매우 아팠다는 것을

그 기쁨들이 새 떼들처럼 날아가 버린다는 것을

단지 보잘것없는 다 벗겨진 샘물만 남기고 (11-20행)    

When I used to lie and sing by old eastwells boiling spring

When I used to tie the willow boughs together for a ‘swing’

And fish with crooked pins and thread and never catch a thing

With heart just like a feather--now as heavy as a stone

When beneath old lea close oak I the bottom branches broke

To make our harvest cart like so many working folk

And then to cut a straw at the brook to have a soak

O I never dreamed of parting or that trouble had a sting

Or that pleasures like a flock of birds would ever take wing

Leaving nothing but a little naked spring (MW 258-59)

     

따뜻한 기후를 찾아 남쪽으로 떠나는 새들과 그들이 남기고 간 텅 비어있는 터전

은 클레어 자신이 경험한 전원 목가적인 여름의 경험들이 차가운 겨울에 의해서 

강탈당해 느끼는 쓸쓸함과 허전함을 효과적으로 잘 나타내준다. 더욱이 어린 시

절에 즐겨 찾았던 샘물과 함께 한 과거 경험들을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

라고 부정적으로 예상하는 부분에서 그의 비애감이 절정에 달한다.   

한편 클레어는 어린 시절의 경험들인 지나간 여름의 기억들을 돌이켜보다가 

한때 자신이 어른의 흉내를 낸 적이 있음을 고백한다. 이와 더불어 그는 이 시를 

쓰고 있는 가운데 자신이 느끼고 있는 슬픈 심정을 다음과 같이 고백한다. 

학교가기 위해 개울과 목선이 있는 ‘조그만 들판’을 가로 질러 갈 때 

그곳에서 나는 비록 체구가 아직 반 정도도 안 되었지만 어른 흉내를 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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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버드나무 줄기였지만 내 작은 쟁기를 잡은 채

오직 ‘지 헾’과 ‘호잍’과 ‘워이’의 이름만으로 

구성된 내 작업 팀을 따라 나아갔지―오 나는 더 이상 회상할 수 없네

이 지역의 즐거운 이름들을, 단지 한숨만 남길 뿐이네

그러는 동안 나는 바람에 흔들리며 매달려 있는 조그만 두더지들을 본다

온 들판에 유일하게 남은 늙은 버드나무 위에

그리고 자연은 그들이 각자 올가미들에 매달려 

조용한 중얼거림의 불평들을 하고 있는 곳에서 그녀의 얼굴을 숨기고 있구나 

(31-40행)

When for school oer ‘little field’ with its brook and wooden brig

Where I swaggered like a man though I was not half so big

While I held my little plough though twas but a willow twig

And drove my team along made of nothing but a name

‘Gee hep’ and ‘hoit’ and ‘woi’―O I never call to mind

These pleasant names of places but I leave a sigh behind

While I see the little mouldywharps hang sweeing to the wind

On the only aged willow that in all the field remains

And nature hides her face where theyre sweeing in their chains

And in a silent murmuring complains (MW 259)

    

과거 언젠가 클레어는 자신이 어른의 걸음걸이를 흉내 낸 적이 있으며, 버드나무 

가지를 꺾어 어른들이 하는 쟁기갈이를 해본 경험이 있다고 한다. 35행의 중간 

휴지(caesura) 이후에 시작되는 그의 현재의 심정고백에 관한 부분은 어린 시절

의 기억들에 대해 그가 느끼는 감정이 매우 잘 나타나 있다. 그가 슬픔 가운데 

한숨지으면서 자연세계를 바라보았을 때 느꼈던 심정을 “바람에 흔들리며 매달

려 있는 조그만 두더지들을 본다/ 온 들판에 유일하게 남은 늙은 버드나무 위에

(little mouldywharps hang sweeing to the wind/ On the only aged 

willow)”(37-38행)라는 표현에서 효과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이어 그는 만물을 

조화롭게 살아가도록 주관하는 자연(Nature)을 마치 자연세계의 모습을 지켜보

고 있는 한 여인으로 의인화하여 그녀의 시각을 통해서 현재 변질되어버린 헬프

스톤의 세계에 대한 자신의 솔직한 심정을 표현하고 있다. 즉, 그녀는 그와 마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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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로 홀로 남아 외롭게 들판을 지키고 있는 한 그루의 버드나무를 바라볼 때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어서 “얼굴을 숨기고(hides her face)”(9행) “조용한 중얼

거림(silent murmuring)”(40행)으로 슬퍼하고 있다. 이제 그에게 헬프스톤의 자

연세계는 더 이상 안전하고 변함없는 공간이 아니다.

클레어는 지나간 여름의 선물인 온갖 기쁜 기억들을 지금 자신의 두 눈으로 

직접 볼 수 없어 매우 슬퍼한다. 겨울이 헬프스톤의 자연세계를 무자비하게 파괴

해 버린 까닭에 여름의 옛 모습은 단지 자신의 기억으로만 남아 있다고 말하는 

장면은 그의 슬픔이 아주 잘 나타나 있는 부분이다. 

집이 없이 몸집이 작은 굴 파는 자들―오 내 가슴을 싸늘하게 만드네

내가 오래된 ‘스닙 초지’와 퍼독 피난처와 언덕진 스노지역을 생각할 때

그곳들에선 검은 딸기나무 숲들이 자랐고, 데이지가 이슬에 보석처럼 빛났고

비단 풀 언덕들이 내 눈에는 쿠션 방석들처럼 보였지

그곳에선 우리가 다른 것 할 일이 없을 때 개미 부스러기들을 던졌었지 

모든 것이 지칠 줄 모르는 쟁기에 의해서 사막처럼 평지가 되었네

모든 것이 지금 구름이 지나는 곳의 해처럼 사라졌네

모든 것이 여기에 영원히 그 구름의 얼굴표정에 꼼짝없이 붙들려 있었지

결코 생각해본 적이 없었네, 기쁨이 어린이들에게서 사라지리라고 

어린이들이 그들의 생각을 바꾸고 이러한 여름의 기쁨들을 저버릴 것이라고 

그러나 아 나는 꿈에도 생각 못했지 세상이 다른 인형들을 가지는 것을

우화처럼 첫 느낌들을 돌멩이로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기쁨이 사라지고 겨울이 드디어 왔음을 알게 되었을 때까지

그때 들판은 갑자기 헐벗고 하늘은 흐려졌네

어린 시절의 즐거운 놀이터들이 광풍에 꽃들처럼 쪼글쪼글해져서 

시든 잡초가 되어 마구 짓밟혀 끝나버렸네

아침의 샘이 다 사라질 때까지 그리고 여름의 태양이 사라져버릴 때까지

그리고 겨울이 전쟁의 싸움을 벌여 승리할 때까지 (43-58행)

The little homeless miners—O it turns my bosom chill

When I think of old ‘sneap green’ puddocks nook and hilly snow

Where bramble bushes grew and the daisy gemmed in dew

And the hills of silken grass like to cushions to the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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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re we threw the pissmire crumbs when we’d nothing else to do

All leveled like a desert by the never weary plough

All vanished like the sun where that cloud is passing now

All settled here for ever on its brow

O I never thought that joys would run away from boys

Or that boys would change their minds and forsake such summer joys

But alack I never dreamed that the world had other toys

To petrify first feelings like the fable into stone

Till I found the pleasure past and a winter come at last

Then the fields were sudden bare and the sky got overcast

And boyhoods pleasing haunts like a blossom in the blast

Was shrivelled to a withered weed and trampled down and done

Till vanished was the morning spring and set that summer sun

And winter fought her battle strife and won (MW 259-60)

헬프스톤의 공유지와 야생의 초원이 인클로저로 인해 마구잡이로 개발되어 사유

화가 되어가면서 그곳에 살고 있던 클레어의 이웃과 여러 자연 생태계가 함께 조

화롭게 살아갈 공간으로서의 ‘집’을 상실하고 여러 위험에 무방비 상태로 놓여 

있는 비극적인 상황이 “집이 없이 몸집이 작은 굴 파는 자들”(43행)로 묘사한 두

더지들이 잔인한 인간이 설치해 놓은 다양한 덫에 의해 위협받고 있는 모습으로 

잘 나타나 있다. 그동안 변함없이 그에게 보여준 즐겁고 기쁜 모습이 아니라 기

쁨이 사라진 현재의 헬프스톤의 자연세계를 아주 세세히 묘사함으로써 역설적으

로 클레어는 그 세계를 통해 느낄 수 있는 심미적인 아름다움을 또다시 깊이 인

식해 보려고 할 뿐만 아니라, 또한 자신이 그 세계에 대해 깊은 애정을 가질 수 

있는 감수성을 지속적으로 소유하고 있다는 점을 또다시 확인하고자 한다. 더불

어 어린 시절의 기쁜 기억들의 공간인 헬프스톤의 자연세계가 더 이상 옛날의 그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가 느끼고 있는 슬픔이 매우 크다는 점을 효과적으로 강

조하고자 한다. 특히 이 슬픔은 겨울의 이미지가 주조를 이루고 있는 이 시의 마

지막 부분에서 여름의 풍경이 겨울로부터 그 아름다움을 모두 빼앗기고 있는 장

면묘사를 통해 또 다시 강조된다. 또한 이 슬픔은 잔인한 겨울이 남겨놓은 벌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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벗겨진 들판과 구름으로 뒤덮인 하늘과 과거 흔적을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파

괴된 그의 “어린 시절의 즐거운 놀이터들(boyhood’s pleasing haunts)”(57행)에 

대한 표현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모든 것을 잔인하게 파괴하는 겨울의 무자비함

을 암시하는 표현들인 돌처럼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서(To petrify)”(54행)와 쪼

글쪼글하게 만들고, 시들어 버리게 하는, 그리고 짓밟아 버려 승리할 때까지(58

행) 등은 생명력과 전혀 관계없을 뿐만 아니라, 봄이 되어 다시 찾아올 소생의 

가능성마저 더 이상 기대하기 힘들다는 점을 강조하기에 충분하다. 

비록 클레어가 노쓰버로우에서 이 시를 쓰고 있지만, 그는 자신이 떠나온 헬

프스톤의 황폐해진 자연세계를 여전히 두 눈으로 직접 관찰하고 있는 것처럼 그 

장면 하나하나를 매우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다. 특히 겨울이 그의 마음속에 영원

한 기억으로 남아 있는 어릴 때 뛰어놀던 평화롭고 안전했던 놀이터의 옛 모습을 

더 이상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훼손시켜 놓았다고 단호하게 말한다. 그는 파괴적

인 존재인 겨울과 똑같이 인클로저도 헬프스톤의 고향집에 대해 가혹하게 휘두

른 폭력과 파멸을 마치 전쟁에서 나폴레옹(Bonaparte Napoleon)의 군사적 야망

과 전술적 책략으로 비유하여 그 잔인함과 무자비함을 잘 나타내고 있다. 이는 

겨울이 여름을 파괴한 것은 물론 인클로저가 그의 에덴동산이나 다름없는 헬프

스톤의 자연세계를 파멸시킨 것을 효과적으로 비판하는데 적격이다. 인클로저는 

오직 자기 욕심만을 채우기 위해  “모든 숲과 나무를 평지로 만들었고, 모든 언

덕을 평지로 만들어 반역자들을 위해서 두더지들을 허공에 매달아 놓았

다”(68-69행)고 한다.

  

인클로저는 보나파르트처럼 단 한개도 남기지 않았네

그것은 모든 숲과 나무를 평지로 만들었고, 모든 언덕을 평지로 만들었네

반역자들을 위해서 두더지들을 허공에 매달아 놓았지―비록 시냇물이 흐르지만

그것은 벌거벗겨진 시냇물을 차갑고 싸늘하게 흐르게 한다 (67-70행)

Inclosure like a Buonaparte let not a thing remain

It levelled every bush and tree and levelled every hill

And hung the moles for traitors―though the brook is running still

It runs a naked brook cold and chill (MW 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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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레어는 어린 시절의 경험을 통해서 느낀 즐거움과 기쁨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고 한다. 여러 공유지의 언덕에서 자유롭게 살던 두더지들이 마치 인간세

계에서 무자비한 정치적인 공작에 의해 처형당하는 사람을 연상케 하듯이 잔인

하게 목이 매달려 있다고 한다. 그리고 자신과 늘 함께 했던 시냇물과 그 양쪽의 

가장자리에서 마치 옷을 걸치고 있는 것처럼 나뭇잎들로 무성한 채 서있던 나

무들이 모두 사라져서 이제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하고 있다고 한다.

이와 같이 기억들 을 분석해 볼 때 이 시는 단순히 지나간 여름의 즐거운 기

억들을 회상하면서 감상적으로 그리워하는 내용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이 시는 

시인이 과거에 경험했던 즐겁고 기쁜 헬프스톤의 기억들이 인클로저 때문에 모

두 사라진 상황에 대해 느끼는 슬픈 심정과 함께 세월이 지나면서 그의 기억에서 

점점 희미해져가는 유년시절의 아름다웠던 경험에 대한 향수를 다룬 엘레지다

(Pedlar 13). 

비교적 장시에 속하는 이사 가기 는 클레어의 시집인 �시골의 뮤즈�(The 

Rural Muse)(1835)에 헬프스톤의 집의 모습을 새겨 찍은 판화 그림과 함께 내 

탄생의 오두막집을 떠나면서 (“On Leaving the Cottage of my Birth”)라는 제

목으로 발표되었지만, 테일러가 그 내용을 일부 수정하고 축소해서 출판한 것이

다. 이 시는 클레어가 “시기심의 비웃음을 결코 볼 수 없는 곳, 노려보는 악한 마

음도 생기지 않는 곳(Where envys sneer was never seen/ Where staring 

malice never comes)”(7-8행)으로 소개한 헬프스톤을 떠나 새롭게 정착한 낯

선 환경으로 인해 심적으로 겪고 있는 혼란스러운 감정을 고스란히 표현한 엘레

지이다. 그래서 중심적인 주제는 그에게 정신적으로 안정감을 주는 ‘집’에 대한 

향수와 타지에서 그가 경험하고 있는 정신적인 위기감이다. 그러나 이 시의 후반

부에서 그가 고향에서 늘 함께 해왔던 여름과 나이팅게일 새와 태양도 그와 똑같

이 헬프스톤으로부터 쫓겨 나와서 어리둥절해하고 있다고 표현한 것을 보면 그

는 자신의 고립감과 정신적인 위기를 스스로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이 시의 제목인 ‘이사 가기’는 클레어의 시에 자주 등장하는 비유 중 하나이다. 

‘이사 가기’의 비유는 주로 집을 옮기는 행위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유동적이며 

덧없이 사라져 없어진다는 의미로 표현되어 있어서 변화와 움직임을 함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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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그의 주요 시적 관심사인 ‘불안정성(instability)’이라는 문제와 직접적으

로 관련된다. 이러한 ‘이사 가기’의 두 가지 의미는 노쓰버로우로 이사한 것처럼 

클레어의 전기적인 측면과 세월이 흐르면서 누구나 경험하는 어린 시절을 비롯

한 과거 추억들이 기억으로부터 점점 멀리 사라져간다는 낭만적인 고뇌에서 비

롯된다. 

이 시의 초반부에서 클레어는 노쓰버로우에 관해 세세하게 묘사하면서도 자신

이 떠나온 고향 집의 자연세계에 대한 그리움을 잘 표현하고 있다. 먼저 그는 

“녹색의 들판들(Green fields)”(2행)과 “개암나무 행복한 녹지(the hazel’s 

happy green)”(5행)와 “블루벨의 조용히 매달린 꽃들(The bluebell’s quiet 

hanging blooms)”(6행) 등에서 노쓰버로우의 자연세계를 매혹적으로 묘사한다. 

이들 꽃들과 나무들과 초원들, 그리고 야생 동물들은 모두가 클레어 자신의 고향 

집의 자연세계에서 줄곧 함께 해왔던 것들과 아주 흡사해서 나름대로 상당히 이

상적인 배경으로 읽혀진다. 그러나 클레어는 어린 시절부터 줄곧 평화스럽고 언

제나 안전한 집이라고 생각해온 자신의 고향을 회상하는 가운데 이사 와서 새롭

게 만나는 어색하고 낯 설은 자연세계의 장면들을 보고 느낀 자신의 소감을 다음

과 같이 피력한다. 

나는 코너체어에 앉아 있네

마치 집에서 느끼는 그런 기분인 듯하네

나는 새가 여기저기서 노래하는 소리를 듣네

산사나무와 과수원으로부터 들리는

나는 듣네, 그러나 모든 것이 낯설고 새롭네

―내가 지난 6월에 나의 오랜 벤치에 앉아있었고

로이스 숲 위 하늘을 날고 있는 

말똥가리의 날카로운 ‘피이류’ 소리가 훨씬 아름다운 곡조인 듯 했네

나는 좁은 길을 걸어 내려가고 있네

이제 나이팅게일이 막 노래하고 있고

그러나 나처럼 그녀도 어쩔 줄 몰라 하는 듯 (17-27행)

I sit me in my corner ch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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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t seems to feel itself from home

I hear bird music here and there

From awthorn hedge and orchard come

I hear but all is strange and new

―I sat on my old bench in June

The sailing puddocks shrill ‘peelew’

Oer royce wood seemed a sweeter tune

I walk adown the narrow lane

The nightingale is singing now

But like to me she seems at loss (MW 250)

   

노쓰버로우에서 클레어는 과거 헬프스톤에서 그랬던 것처럼 자연세계를 관찰해

보지만, 왠지 어색하고 색다르다. 그 이유는 아직도 그가 떠나온 고향에 대한 그

리움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고향의 집에서 항상 들었던 

나이팅게일 노래를 새로운 터전인 노쓰버로우에서도 들을 수 있어서 마치 그가 

느끼고 있는 감정이 과거와 똑같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모든 것이 낯설

고 새롭다고 한다. 더불어 모든 것들이 그의 시각엔 제 자리를 잃고 불안해하고 

있으며 아주 어색해 보인다고 한다. 

한편, 앞서 분석한 17행부터 27행의 경우처럼 처음부터 이 시는 고향의 자연

세계를 집중적으로 나타내고 있어서 단지 클레어 자신의 고향 집의 외적인 건물

에 대한 향수가 아니라, 헬프스톤의 모든 전원세계에 대한 그리움의 시로 읽힌

다. 가령, 노쓰버로우의 새로운 집에서 “코너체어”(17행)에 앉아 있다고 하는 부

분도 외형적인 의미의 집과는 좀 거리가 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의 앞뒤 행들은 

모두 “새의 노래(bird music)”(19행)에 대한 표현들이기 때문이다. 

클레어는 노쓰버로우에서 자신이 느끼고 있는 고독하고 쓸쓸한 마음을 다음과 

같이 계속해서 밝히고 있다. 

혼자 매우 낯선 풍경에서

내 마음이 존중하는 장소들로부터 멀리 멀리

저들의 옛적 초원을 가진 울타리 친 조그만 밭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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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쓰 숲과 목초지의 태양빛 가득한 시냇물들

이쪽 산사나무들 오월과 함께 늘어뜨린 채 매달려 있었지

하지만 저들은 아직도 활기 없는 녹색 가운데 있는 듯

태양조차 갈 길을 상실한 듯

그것이 자리하고 있는 지역조차 알지 못하네

나는 어린아이처럼 사소한 것들에 대해 곰곰이 생각하네

나는 어른이 된다는 것 불길하게 느끼고

내 생각들은 여전히 야생 잡초들처럼

그들이 할 수 있는 어느 곳에서나 자라서 꽃을 피우네 

그들은 오래 알고 지낸 장소들로 향하고

기쁨이 오랫동안 계속 머물고 있었다고 느끼네

기쁨이 거기 계속 존재했다고 느끼네

후대에게 물려줄 현재의 기쁨이 하나도 없는 노래에  

매우 순박한 기쁨으로 가득 채운다네 (49-65행)

  

Alone and in a stranger scene

Far far from spots my heart esteems

The closen with their ancient green

Health woods and pastures sunny streams

The hawthorns here were hung with may

But still they seem in deader green

The sun e’en seems to loose its way

Nor knows the quarter it is in

  

I dwell on trifles like a child

I feel as ill becomes a man

And still my thoughts like weedlings wild

Grow up to blossom where they can 

They turn to places known so long

And feel that joy was dwelling so long

And feel that joy was dwelling there

So homebred pleasure fills the song

That has no present joys to heir (MW 25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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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레어는 자신의 고독함과 소외감이 자신도 모르게 어린아이처럼 과거의 자신의 

삶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만들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그는 고향의 집에 대한 향

수가 들판의 “야생 잡초처럼”(59행) 그의 마음속에 무성하게 자리 잡고 있음을 

알게 된다고 말한다. 그런데 그는 고향 집에 대한 향수 때문에 헬프스톤의 자연

세계의 여러 이미지들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고 그 의미들을 재삼 강조하고 있

지만, 사실은 그가 이것들 없이는 시를 써도 그 시들이 결코 즐겁거나 기쁠 수 

없다는 점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이미지들 하나하나를 더 그리워

하고 있는 것이다. 

이어서 클레어는 헬프스톤의 집을 떠난 뒤 더 이상 경험할 수 없는 행복과 기

쁨에 대한 대체물로서 책을 언급한다. “나는 책들에서 행복을 읽는다/ 그러나 책

들은 행복에 대해서 바다와 같다(I read in books for happiness/ But books 

are like the sea to Joy)”(65-66행)라고 했듯이, 책들마다 주장하는 문화적인 

양식들이 확실하게 정해져 있지 않아 매우 유동적이라는 점을 확인한다. 그는 배

운 사람들의 고급문화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저급문화를 서로 대조시켜봄으로

써 시골 출신이자 공교육이 부족한 자신에게 책이 끼친 영향이 어떠했는지 살펴

본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독서를 통해서 혼자 교육을 받은 행위가 오히려 그로 

하여금 자신이 존경해온 자연세계를 무시하게 만들었다고 한다.(69-70행) 가령, 

“기사도 정신의 화려함(the pomps of chivalry)”(73행)과 “고대 전설들(legends 

of the ancient time)”(74행)을 설명하는 책이 비록 고급문화에 속해 “금과 진주

들(gold and pearls)”(75행)의 풍부하고 신비로운 이야기들을 전하고 있지만, 이

것은 애매모호하고 인위적인, 다시 말해서 색칠을 가한 그림자처럼 단지 “숭고한

(sublime)”(76행) 형식만 보여줄 뿐이라고 한다. 반면, 모든 것을 압도할 정도로 

놀라움과 경이로움을 자아내는 자연 풍경에서 경험할 수 있는 숭고함은 진정으

로 “소박하고 훨씬 단순한 것들(plain and simpler things)”(78행)에서 나온다고 

한다. 여기서 말하는 꾸밈이 없으며 단순한 것들은 그가 헬프스톤의 자연세계에

서 직접 경험한 일상사들을 의미한다. 

클레어는 자기 자신과 헬프스톤의 모든 동․식물들과 서로 긴밀히 소통해 왔

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여전히 그들의 관계는 밀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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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목장의 두더지 언덕들이 늘 누워서 

내게 태양빛 밝은 날들을 말해주곤 했지

그 다음 즐거운 양들이 옆에서 귀 기울이고 

계속해서 여름을 그리고 기쁜 곳을 

곰곰이 생각해보며 찬양하는 가운데

모든 풀들 꽃들도 역시

내 얼굴을 향해 올려다보면서 

우정 어린 환영의 ‘어떻게 지내요’라면서 (121-28행)

No-pasture molehills used to lie

And talk to me of sunny days

And then the glad sheep listing bye

And still in ruminating praise

Of summer and the pleasant place

And every weed and blossom too

Was looking upward in my face

With friendships welcome ‘how do ye do’ (MW 253)

  

헬프스톤의 모든 존재들은 아주 오래 전부터 변함없이 그곳에서 지속적으로 

터전을 잡고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그는 이들을 “먼 옛날의 땅의 모든 

소작인들/ 그리고 고상한 유산의 상속자들(All tenants of an ancient place/ 

And heirs of noble heritage)”(129-30행) 이며,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동시대

의(Coeval)”(131행) 존재들이라고 한다. 여기서 클레어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헬프스톤의 “작은 꽃들(little flowers)” (134행)을 비롯해 그곳에 살고 있는 모

든 것들이 이 세상이 시작할 때부터 함께 존재하면서 끊임없이 자연세계의 생태

계들을 조화롭게 연결시켜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고리(chain)들이라는 

점이다.(129-36행) 그는 이러한 자연세계의 영속성과 장엄함을 강조하기 위해 

중국의 왕들의 계승(139행)과 태초에 “황무지와 바위를 뒤덮은”(146행) 꽃들과 

성경의 창세기에 나오는 아벨(Abel)의 이야기 등을 적절하게 예로 들고 있다. 

계속해서 클레어는 헬프스톤의 자연세계에 대한 그리움을 자신의 시적 관심사

를 논하면서 표현한다. 그는 자신의 시적 영감을 고전작품들을 탄생시킨 전통적

인 특성을 지닌 뮤즈로부터 어떠한 도움도 구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두 눈으로 



존 클레어의 엘레지에 나타난 ‘집’의 향수: 헬프스톤과 유년시절의 기억 121

직접 보고 느끼기에 너무 멀리 떨어져있는 큰 도시의 건축물의 화려함 같은 이미

지를 자신의 상상력을 통해서 창조하지 않겠다고 한다.(157-60행) 그 대신 그는 

헬프스톤의 세계처럼 “온화하고 단조로운(mild and bland)”(161행) 소박한 시골

풍의 시들을 더 좋아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는 시골의 “토박이 시(native 

poesy)”(164행)의 후원자를 자신의 시적 뮤즈로 삼고 싶다고 강조한다. 결국 클

레어는 헬프스톤을 비롯한 시골의 자연 환경과 진정으로 공감할 수 있는 뮤즈에 

관해서 훨씬 더 흥미를 느끼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자신

의 시적 뮤즈를 자신처럼 무한한 존경심을 갖고 시골 들판을 걸어 다니면서 모든 

자연세계로부터 끝없는 즐거움과 기쁨을 느낄 줄 아는 인물로 나타낸

다.(163-72행) 그의 진정한 뮤즈는 시골 특유의 소박함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

니라, 갈대밭 사이에 자리 잡고 있는 붉은 암컷 뇌조의 둥지에서 알들을 세어보

며 자연세계의 지식들을 배우려고 열망하는 존재와 같다고 한다.(173-75행) 또

한 그의 뮤즈는 옷이 더럽혀져도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오히려 두더지가 파놓은 

언덕위에 자주 앉아 있기를 즐거워하며, 또한 비록 어디서나 흔히 볼 수 있는 꽃

들이라고 하더라도 그것들을 진정으로 찬양한다고 말한다.(177-84행) 

이 시가 후반부 말미로 오면서 클레어가 노쓰버로우로 이사 온 후 고향 집에 

대한 향수로 인해 느끼고 있는 슬픈 감정이 이전과 달라진다는 점을 알게 된다. 

즉, 그의 슬픔이 오히려 그에게 “소박한 잡초(simple weed)”(186행)와 “작은 목

동의 지갑(little shepherds purse)”(187행) 등의 노쓰버로우의 야생 식물들에 

대해 애착심을 갖게 해서 그것들을 주의 깊게 관찰하도록 만들고 있다. 여기서 

주목하는 것은 그가 묘사하고 있는 노쓰버로우의 야생식물들이 그의 어린 시절

부터 항상 함께 해온 헬프스톤의 토종식물들처럼 그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준다

고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185-92행)  

클레어 시에 자주 등장하는 잡초는 지속성(constancy)과 안정성(stability)을 

상징한다. 따라서 이 잡초는 산업화로 인해 점차 안전한 집을 보장받을 수 없는 

도시지역의 공간이 아닌 산업화 시대 이전의 시골의 자연세계에서만 안전하고 

영속적인 거주지로서의 공간을 보장받는 것으로 나타난다. 가령, 이 시의 58행부

터 61행에서 클레어가 영속적인 생각들을 잡초에 비유하여 묘사한 것처럼, 잡초

는 과거부터 존재해온 자연세계 중의 하나였으며, 또한 아주 오래전부터 시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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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장소에서 다시 살아나 지속적으로 싹을 튼다고 말한다.

시간이 무심하고 우울하게 화려함을 바라보네

고사시키는 냉담함이 경멸하네

―그렇다 오랜 대리석의 도시들이 서있던 곳에서

불쌍하게 박해받은 잡초들은 그대로 남아 존재하고 

그녀(시간)는 작은 존재들에 대해서 사랑을 느끼고

아무도 곁에서 느낄 수 없는

영원히 계속해서 잡초는 싹을 트게 하네 

성들이 서있던 곳에서, 장엄함이 죽은 곳에서 (209-16행)

Time looks on pomp with careless moods

Or killing apathys disdain

―So where old marble citys stood

Poor persecuted weeds remain

She feels a love for little things

That very few can feel beside

And still the grass eternal springs

Where castles stood and grandeur died (MW 256)

  

비록 잡초들이 그동안 가치를 중요하게 인정받지 못했지만, “불쌍하게 박해받은 

잡초들은 그대로 남아 존재하고”(212행), “오랜 대리석의 도시들”(211행)의 파

괴 이후에도, 그리고 장엄한 성들이 폐허들 속에 서있을 때(216행)에도 영원히 

잡초는 싹을 튼다.

클레어의 영원한 향수의 대상인 헬프스톤과 같은 자연세계는 그의 시에서 주로 

안정성과 불변성의 상징인 반면에 도시에서 인간에 의해 꾸며진 환경이나 궁전들

과 왕들의 세계는 이러한 안정성과 불변성과는 거리가 멀다. 따라서 클레어는 자

신이 선호하는 시는 시골의 뮤즈(rural muse)에 의해 영감을 받아 쓴 것이지 결코 

도시에서 자라나서 거만하며 인위적인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고 한다. 따라서 그는 

노쓰버로우와 헬프스톤을 포함한 모든 시골의 자연세계에서 꿋꿋하게 영원히 존

재하고 있는 잡초들처럼 “작은 존재들(little things)”(213행)의 의미와 가치에 대

해 높이 평가하고 애착심을 가지려고 노력한다. 이와 같이 그는 모든 자연세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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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들에 대해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판단하여 그 가치들을 이해하고 시로 노래할 

수 있는 경험을 강조함으로써 이 시를 긍정적으로 끝내고 있다.(Pedlar 16) 이와 

관련해 루카스(Lucas)는 클레어가 이 시의 말미에서 “관대하고, 활기가 넘칠 정

도로 정치적인 단언(generous, even exuberant political affirmation)”을 자신 

있게 주장할 때 이 시가 잃어버린 ‘집’에 대한 향수라는 개인적인 문제를 극복하

게 된다(13)고 설명한다. 클레어는 새로운 삶의 터전인 노쓰버로우에서 현재 자

신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을 담담하게 받아들이고자 한다. 그는 어린 시절에 헬프

스톤에서 함께했던 자연세계에게 아낌없이 주었던 자신의 사랑을 이제 이 세상

의 모든 자연세계로 확대시켜나가려고 애를 쓴다. 아울러 그는 헬프스톤의 자연

세계가 이 세상의 유일한 영속적인 즐거움과 기쁨이라고 생각하는 대신 이제 노

쓰버로우를 포함한 모든 지역의 자연세계에 대해 주관적인 “친밀함을 벗어나 현

재 상태 그대로서의 그들의 의미(a notion of things as they are, naked of 

associations)”(Barrell 176-77)를 수용하고 사랑하려고 한다. 

III

클레어가 40대까지 헬프스톤에서 살다가 노쓰버로우로 이사를 한 사건은 그

가 고향의 자연세계를 누구보다도 더 세세하게 관찰하고 기록하며 사랑했던 시

인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큰 충격이었음에 틀림없다. 농사지을 땅이 있는 노쓰버

로우로 이사하여 대식구를 먹여 살려야만 하는 한 가장으로서의 책임감과 자신

의 인생의 전부나 다름없는 떠나온 고향에 대한 향수 사이에서 그는 처절하게 고

민을 했다. 이러한 고민들을 솔직하게 서정적으로 잘 나타낸 것이 그의 엘레지

다. 그 가운데 기억들 과 이사 가기 는 ‘집’에 대한 향수가 나타나 있으며 그가 

노쓰버로우로 이사하여 경험하게 되는 적지 않은 변화들에 대한 혼란스러움이 

잘 표현되어 있다.  

클레어는 기억들 에서 어느새 여름이 자기로부터 멀리 사라져 버렸음을 확인

하고 매우 슬퍼한다. 그는 지나가버린 여름이 선물했던 기쁨을 또다시 경험해 보

려고 애를 쓴다.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한 일임을 뒤늦게 알게 된다. 비록 과거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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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기쁨이 그에게 영원할 것이라고 믿었지만, 40대 중반이 된 지금 그 기쁨 대신

에 남아있는 것은 오로지 침묵 속에 혼자 감내해야만 하는 슬픈 현실뿐임을 확인

하게 된다. 그래서 그는 어린 시절에 헬프스톤의 자연세계에서 경험한 여러 기억

들을 서술해보다가, 과거에 그가 경험했던 즐거움과 기쁨이 지금처럼 희미하게 

사라져갈 줄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고 고백한다. 덧붙여서 만일 그가 여름과의 

기억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즐거움과 기쁨이 영속적이지 않다는 것을 미리 알았

다면, 그는 잠도 자지 않고 자연세계와의 경험들을 극대화하려고 동분서주했을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그가 안정성과 평화로움이 항상 지속되는 공간으로 강조

하는 집에 대한 향수는 먼저 인클로저로 인해 황폐화되기 이전의 헬프스톤의 자

연세계에 대한 것이다. “헬프스톤은 클레어에게 하나의 천국인 듯 했으며, 안정

성에 대한 영원하고 완벽한 원천인 듯했다. (Helpston seemd a paradise for 

Clare, a permanent and perfect source of stability)”(Noble 173)라는 주장이 

적절하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 향수는 이 시를 쓰고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자

신의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으나, 결과적으로 세월이 흐르면서 

어쩔 수 없이 기억에서 점점 사라져 가고 있는 그의 어린 시절의 기억들에 대한 

무형의 비전이다.   

이사 가기 는 클레어가 노쌤톤 정신병원으로 수감되기 이전에 노쓰버로우 집

에서 쓴 ‘집 떠나기’라는 주제의 여러 시들 중 가장 유명하다. 이 시도 헬프스톤

의 자연세계처럼 언제나 변함없이 평화롭고 안정적인 공간(place)이라는 의미의 

집에 대한 향수를 다룬 시이다. 다른 엘레지들과 마찬가지로 이 시에 나타나 있

는 그리움은 “오랫동안 비워둠(prolonged absence)”으로 인해 생겨난 것이지

만, 우리가 그 실체를 분명하게 설명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또한 명확히 그 의

미를 파악하기가 힘든 향수가 내포되어 있다.(Pedlar 6) 고향을 떠난 후 클레어

는 여러 면에서 극복하기 힘든 변화를 겪는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를 통해서 그

는 세상을 보는 안목이 객관화되고 성숙해진다.(Barrell 188) 그래서 비록 헬프

스톤을 떠나는 것이 그에게 극복하기 힘든 고통이었으며 정신적으로 큰 충격이

었지만, 그는 노쓰버로우의 새로운 자연세계를 헬프스톤과 마찬가지로 안정성과 

불변성을 지닌 영원한 집으로 인식하려고 부단히 노력함으로써 극복해 내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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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기억들 과 이사 가기 에 나타나 있는 클레어가 간절히 희구하는 

집은 이 세상에서 가장 평화롭고 안전하며 영원히 변함없는 공간이다. 이곳은 일

차적으로 그가 노쓰버로우로 이사 가기 이전에 항상 함께 동거 동락해왔던 헬프

스톤의 자연세계의 품이다. 그런데 그가 이 시들을 쓰고 있을 당시엔 그 세계의 

과거의 모습이 오직 그의 마음속에서만 존재하는 그리움의 공간이 되어버렸다. 

뿐만 아니라 그가 어른이 되어 가는 과정에서 동심(童心)으로부터 점차 멀어져 

그 자연 세계의 품을 떠나서 오래 비워둔 결과 그곳은 결코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공간이 되어 그저 향수의 대상이 되어 버렸다. 아울러 그가 중년이 된 후 오직 

마음속에서만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의 집에 대한 향수는 궁극적으로 과거 유년

시절의 즐거운 환상들에 대한 그리움을 의미하기도 한다. 

클레어의 시집인 �목동의 달력�(The Shepherd’s Calendar)(1827)에 수록된 

엘레지의 전통성과 현대성에 대해서 스태포드(Stafford)는 클레어가 시골풍의 국

한된 주제를 전 인류적인 문제로 확장시켜 놓는 방법을 그레이(Thomas Gray)

로부터 배웠으며, 일상적인 언어와 시골의 특정 지역을 배경으로 해서 쓴 번즈

(Robert Burns)와 워즈워스(William Wordsworth)로부터 평범한 사람이 힘찬 

목소리를 내는 법을 배웠다고 주장한다.(111) 따라서 클레어의 엘레지는 단지 자

신의 개인적인 슬픔만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혁명 이후부터 농지 개발이

라는 미명하에 빠르게 확산되어가고 있던 자연 생태계의 파괴로부터 무방비 상

태로 놓여있는 자연과 인간의 불확실한 미래를 걱정하는 작품이라는 점을 간과

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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