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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 Bora. “Song of the Soul that can be Settled neither in Life nor in Death —A Study on Sylvia 

Plath’s “Blackberrying” in Crossing the Water.” Studies in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47.2. (2021): 

111-128. This paper discusses a significant poem composed by Sylvia Plath(1932-1963), which is titled 

"Blackberrying" included in her Crossing the Water. Plath's biography excites and stimulates our interests 

in the corpus of her works: the poet was born in Boston, Massachusettes to parents who valued 

educational pursuits of their children; she responded to her mother's expectation very well and studied at 

Cambridge; the poet married Ted Hughes but they separated after all; and she ended her life by placing 

her head in an oven. The knowledge of the unusual story of her life cannot be a sole reliable key to the 

understanding of Plath's poetry, but it certainly helps us to read it in more detail. Bearing the biographical 

notes in mind, this paper reads "Blackberrying" very closely and explores Plath or the poetic speaker's 

philosophical, existential wavering between life and death in the poem. Life and death were both enticing 

and frightening for Plath and therefore the poet was standing between the two extremes. In this paper we 

examine poetic symbols and imagery vividly expressed in "Blackberrying": the imageries of burnt paper, 

sea, hooks, the wind, blackness and death are dealt with in detail. (Jeonbuk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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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플라스의 �강을 건너며�

실비아 플라스(Sylvia Plath, 1932-1963)는 그리 흔치 않은 삶을 살다 간 시

인이다. 엘리자베스 브론펜(Elisabeth Bronfen)이 지적하듯이 학구적인 분위기

의 집안에서 태어나 학창 시절 내내 학업과 창작 면에서 비범한 재주를 보였으며 

영국의 시인인 테드 휴즈(Ted Hughes)와 결혼하여 두 아이를 낳고 이혼한 후 

거의 병적인 창작욕을 불태우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자살한 플라스의 일대기는 그

것만으로도 우리의 관심을 끌 만하다(15). 그런데 플라스에 대한 이러한 전기적 

지식은 그녀의 시를 분석하려는 과정에 절대적인 열쇠를 제공해 줄 수 없고 또 

그래서도 안 되겠지만 작품을 향한 우리의 호기심을 자극한다는 사실을 부인하

기는 어려울 것 같다.  

1960년에 �콜로서스�(The Colossus)가 영국에서 출판되었을 때 이 시집에 

대한 평자들의 평가는 대체로 호의적이었으며 이 안에 수록된 거의 모든 시들이 

굵직한 영․미 저널들에 실릴 만큼 그녀의 시에 대한 당시의, 특히 영국에서의 

반응은 주목할 만한 것이었다. 그 후 1963년에 �종 모양의 유리 그릇�(The Bell 

Jar)이라는 제명으로 소설이 출판되었는데 그다지 반향을 불러일으키지는 못했

다. 그러나 에이미 헝거포드(Amy Hungerford)가 지적하듯이 1965년에 발표된 

그녀의 첫 번째 유고시집인 �에어리얼�(Ariel)에 대한 비평계의 반응은 �종 모양

의 유리 그릇�에 대한 크지 않은 관심을 상쇄하고도 남음이 있었다(25). 실비아 

카롤 알렌(Sylvia Carol Allen)의 견해에 따르면, 플라스의 대표 시선으로 일컬

어지는 �에어리얼�이 당대의 비평계에 몰고 온 파장은 대단한 것이어서 소위 ‘고

백시’(Confessional Poetry)에 대한 열띤 논쟁을 불러일으킬 정도였다(30). 즉, 

로버트 로웰(Robert Lowell)과 플라스를 같은 계열의 시인으로 보고자 한 알바

레즈(A. Alvarez)의 시도는 두 시인의 작품을 공히 ‘고백시’의 범주 속에 포함시

켜도 무리가 없으리라는 많은 독자의 결론을 유도했고 더 나아가 ‘고백시’란 무

엇이며 이것이 당대의 시에 무슨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한 논의를 끌어냈다. 

이 후 1971년에는 플라스의 두 번째 유고 시집인 �강을 건너며�(Crossing 

the Water)가 발표된다. 그런데 이 작품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 못지 않은 부정

적 평가 또한 만만치 않게 존재한다. 부정적인 반응의 실례로 로빈 스켈튼(Rob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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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elton)과 로저 스크러튼(Roger Scruton)의 언급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스켈튼

은 �강을 건너며�에 수록된 시들이 “신경증적 자기 몰두”(91)의 징후를 보여줌

을 지적하는 한편, 플라스가 보여주는 궤변은 구조적인 결함과 철학의 “위험한 

왜곡”(91)을 낳는다고 비판한다. 한편 스크러튼은 플라스의 시에 나타나는 이미

지들을 두고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이미지들은 일말의 상징적 중요성도 띠지 못한 채 단순히 특수한 것으로서 이들 

후기시 속으로 들어오며 시인이 아무리 아득하고 경이로운 출처 (깊은 바다 속에

서 일어나는 상상의 삶과 현대사의 실제적이며 상상적인 재앙과 같은) 에서 정서

적인 축적물을 차용해 온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지적인 목적의식이라고는 조금도 

없는 작업에 불과하다.

Images enter these later poems as particulars only, without symbolic 

significance, and however much the poet may borrow the emotional charge 

from distant and surprising sources (from the imaginary life in ocean 

depths, from the real and imaginary calamities of modern history) it is never 

with any hint of an intellectual aim. (174)

이 작품에 대한 이러한 부정적 평가는 그것에 대한 그리 크지 않은 비평적 관심

을 이끌어 낸 면이 없지 않다. 이 작품이 그다지 비중 있게 다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은 그것에 대한 본격적 평문들이 �에어리얼�이나 �콜로서스�에 관한 것들보

다 눈에 띄게 적다는 데에서 볼 수 있다. 이렇듯 �강을 건너며�가 큰 주목을 받

지 못하는 가운데 이듬해인 1972년에 플라스의 세 번째 유고 시집인 �겨울 나무�

(Winter Trees)가 출판된다. 

우리는 �강을 건너며�에 수록된 시들 중 비교적 덜 연구된 작품인 나무딸기 

따기 (“Blackberrying”)를 세밀하게 검토함으로써 삶과 죽음 모두에서 두려움을 

느끼고 그 둘 중 어디에서도 안정감을 발견하지 못한 채 부유하는 시적 화자의 

영혼의 모습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많이 알려진 �에어리얼�이

나 �콜로서스�의 시들이 아닌 �강을 건너며�에 수록된 작품인가. 이는 비평가들

에 의해 현재까지 많이 다루어지지 않은 작품을 연구하고자 하는 시도에서 비롯

된 것이다.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들에 대한 연구는 플라스의 시 세계의 전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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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윤곽을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단서를 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II. 나무딸기 따기

플라스의 시 나무딸기 따기 를 살펴보기에 앞서서 시인의 ‘self-elegy’(자기 

애가)라는 개념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듯하다. 이를 위해 자한 라마자니

(Jahan Ramazani)의 분석을 살펴보고자 한다. 라마자니의 다음 분석은 플라스의 

시 전반에 관한 것으로 플라스의 시에 나타난 ‘죽음’과 ‘자기 애가’에 대해 설명

해 주고 있다. 

플라스의 애가는 종종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회고와 본인의 죽음에 대한 상상을 

융합시키곤 한다. 그러나 죽음 예행연습이 플라스의 애가의 부수적 특성이기는 하

지만 동시에 본질적인 요소이기도 하다. 특히 라자루스 여인 과 에어리얼 , 그리

고 끝 과 같은 작품에서 말이다. [ 라자루스 여인 같은 작품들에서] 아버지 상이 

어른거린다는 것은 맞는 말이다. 하지만 이 시들에는 확실하고도 극적인 포커스가 

존재하며 그것은 아버지의 죽음이라기보다는 시인 자아의 죽음이다.

Plath’s elegies frequently intermingle recollections of the father’s death with 

anticipations of the mourner’s self-destruction. But while death rehearsal is 

an ancillary feature of her elegies, it is the substance of her-elegies, such 

as “Lady Lazarus,” “Ariel,” and “Edge.” True, a paternal figure still looms 

over some of the self-elegies [in such poems as “Lady Lazarus”.] But 

these poems have a distinct dramatic focus, and it is less the death of the 

father than the death of the self. (283) 

인용문은 플라스의 시에 나타나는 죽음이라는 주제는 시인 자신의 죽음뿐만 아

니라 자신의 아버지의 죽음까지도 함께 포괄하는 개념이라는 점을 밝히고 있다. 

실로 플라스의 인생에서 그녀의 아버지는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인물이

었다. 다시 말해 어린 시절에 경험했던, 아버지의 죽음으로 인해 플라스는 그녀

의 길지 않았던 생 전체에 걸쳐 죽음, 즉 자신의 죽음을 늘 의식하며 살았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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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럼 보인다. 시인에게 아버지의 죽음은 곧 자신의 죽음이었던 것이다. 이런 맥

락에서 라마자니의 “죽음 예행연습”이라는 표현은 매우 적절하다. 플라스의 “죽

음 예행연습”을 가능하게 한 인물이 바로 그녀의 아버지였기 때문이다. 라마자니

가 지적하고 있듯이 플라스의 작품에서 다루어지는 죽음은 궁극적으로 “아버지

의 죽음”이 아니라 “시인 자아의 죽음”이다.  

이처럼 플라스의 시에서는 죽음, 혹은 시인 자신의 죽음이 매우 중요한 개념

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간과하고 있는 것은 플라스의 삶, 혹

은 시인의 삶에 대한 시각이다. 다시 말해 많은 플라스 비평서들이 플라스의 죽

음, 혹은 죽음에 대한 철학에 집중한 나머지 정작 시인이 삶을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보았는가에 대해서는 그다지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 않다는 말이다. 플라스

는 삶에 대해, 살아 있다는 것에 대해 상당한 두려움을 느낀 시인이었다. 그러나 

플라스의 여러 작품들에서 드러나는 바, 막상 죽음을 목전에 두는 순간이 오면, 

죽음에 대해서도 역시 깊은 두려움과 공포를 느낀다. 이 사실은 곧 삶에 대한 시

인의 애정을 증명한다. 다시 말해 플라스는 자신의 삶과 죽음에 대해 같은 정도

의 애정과 역시 같은 정도의 공포를 느낀 시인이었다. 

이러한 양가적 태도는 플라스의 시 전반에 걸쳐 나타나며 본 논문에서 분석하

고자 하는 작품인 나무딸기 따기 에서도 현저히 잘 나타난다. 따라서 나무딸기 

따기 를 세밀히 읽어보는 것은 플라스의 작품 세계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티모시 마터러(Timothy Materer)가 지적하듯이 실로 “플라스는 상당

히 복합적인 성격을 지닌 인간이자 시인이었고 그녀의 페르소나는 비평가에 따

라 매우 다양하게 상이한 형태로 해석되곤 한다”(18). 그러므로 플라스의 시를 

다루고 분석할 때에는 섬세하고 주의 깊은 시각을 견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

요하다.

나무딸기 따기 의 도입부에서 여성으로 생각되는 시적 화자는 나무딸기를 따

고 있다. 그녀가 딸기를 따기 위해 서성이고 있는 길은 매우 좁고 황량하기 짝이 

없다.

좁다란 길에는 아무도 없고 나무딸기 말고는 아무 것도, 

아무 것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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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딸기는 어느 쪽에나 있지만 그래도 주로 오른 쪽에 많다. 

나무딸기가 난 오솔길은 강의 굴곡부를 따라서 아래로 나 있고 

바다는

그 길의 끄트머리 어딘가에서 한숨을 내 쉰다. 

Nobody in the lane, and nothing, nothing but blackberries,   

Blackberries on either side, though on the right mainly,

A blackberry alley, going down in hooks, and a sea

Somewhere at the end of it, heaving. 

(Sylvia Plath, Collected Poems 168)

시적 화자는 아무도 없는 고독한 장소에서 주위로부터 고립된 동시에 주변의 위

협으로부터 안전한 상태를 즐기며 나무딸기를 따고 있는 듯 보인다. 플라스가 볼 

때 고립 혹은 고독은 부정적인 개념이 아니다. 실제로 플라스는 자신의 일기에서 

이러한 고립을 통한 안전감에 대한 열망을 “아름답고, 접근하기 어렵고, 시대에 

뒤떨어진, 멋지고 하얀, 비행하는 신화인 병 속의 배”(1982, 26)라는 언급 속에 

표현한 바 있다. 그러나 고립된  오솔길에서 딸기를 따는 일이 시적 화자를 “병 

속의 배”로 만들어주지 못한다는 것은, 즉 그녀를 세상의 위협으로부터 완전히 

보호해 주지 못한다는 사실은 그녀가 딸기를 따는 도중에도 딸기가 난 길의 끝에 

바다가 존재한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일깨우는 모습에서 발견되고 만다. 크리스

티나 브릿졸라키스(Christina Britzolakis)가 지적하듯이 실로 “플라스의 행복했

던 어린 시절은 끝이 났고, 그 시절이 끝나는 동시에 신화를 만들고, 향수에 젖

고, 알레고리를 창조하는 성인의 시기가 도래했던 것이다”(194).  

화자는 “나무딸기가 난 오솔길은 강의 굴곡부를 따라서 아래로 나 있고 바다

는 / 그 길의 끄트머리 어딘가에서 한숨을 내”쉬고 있음을 알고 있는 것이다. 이 

짧은 시행은 우리에게 많은 물음을 던진다. 첫째, 딸기가 나 있는 길이 강의 “굴

곡부”(hooks)를 따라 펼쳐져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둘째, 바다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으며 이것은 왜 고통에 찬 한숨을 쉬고 있는가. 셋째, 딸기가 나 

있는 길이 끝나는 곳에 바다가 존재한다는 것은 어떻게 풀이해야 하는가. 

첫째, 딸기가 “강의 굴곡부”를 따라 나 있다는 것은 일단 축자적으로 본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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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에 대한 단순한 묘사일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hooks”라는 시어가 갖는 

또 다른 뜻인 ‘구속’의 의미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데이비드 버그만(David 

Bergman)이 지적하듯이 “hooks”라는 시어는 “나무딸기에 붙은 가시”(9)를 지

칭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시어의 중층적 의미, 즉 ‘구속’이라는 의미에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시적 화자는 나무딸기를 따는, 즐거워

야 할 행위를 하면서도 삶의 곳곳에 존재하는 구속적인 힘을 의식하고 있는 셈이 

된다.

둘째, 플라스의 많은 시에서도 그렇지만 특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시에서 

바다는 매우 중요한 상징이다. 플라스는 �집으로 보내는 편지�(Letters Home)

에서 “나의 바닷가에서의 어린 시절은 아마도 내 의식의 토대가 된 것 같

다”(1975, 13)고 밝히고 있는데 이 말은 플라스의 시에서 바다가 얼마나 큰 비

중을 차지하는 개념인가를 짐작케 한다. 바다가 의미하는 바를 알아보기 위해 시

인 자신이 그것에 대해 언급한 부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듯하다. �조니 파닉과 

꿈의 성서�(Johnny Panic and the Bible of Dreams)에서 플라스는 그녀가 네 

살 때 그의 가족이 보스턴(Boston)에서 매사추세츠(Massachusetts)의 해변 도

시인 윈스롭(Winthrop)으로 이사를 온 후 바다를 접하게 된 기억을 되살리고 있

다. 

나의 어린 시절의 풍경은 육지가 아니라 육지의 끝, 즉 대서양의 차갑고 소금기 어

린, 연속적인 언덕들이었다. 어머니 같은 바다의 맥박은 그런 가짜들 [바람과 비]

을 조소했다. 심원한 여인처럼 바다는 많은 것을 숨기고 있었다. 그것은 많은 얼굴

과 섬세하면서도 무시무시한 많은 베일을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기적과 먼 곳에 

대해 말했다. 그것은 구애할 수 있기도 했고 동시에 그것은 존재를 죽일 수 있기도 

했다. 

My childhood landscape was not land but the end of the land - the cold, 

salt, running hills of the Atlantic. The motherly pulse of the sea made 

mock of such counterfeits [wind and rain]. Like a deep woman, it hid a 

good deal: it had many faces, many delicate, terrible veils. It spoke of 

miracles and distances; if it could court, it could also kill.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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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보듯이 플라스에게 바다는 어머니의 맥박 소리가 아기에게 주는 심리적 

안정감을 인간에게 약속하며 어느 곳에도 구속되지 않는 자유로운 정신을 의미

하는 아름다움의 진수를 보여주는 유혹적인 힘을 지닌 동시에 인간을 익사시킬 

수도 있는, 공포를 주는 얼굴을 가진 존재이다. 

  이렇듯 매혹적인 힘과 위협적인 면을 모두 가진 바다는 - 적어도 플라스와 시

적 화자에게는 - 죽음과 흡사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을 것 같다. 이후에 살펴보

겠지만 시적 화자는 삶 속의 모든 현상들 속에서 삶과 죽음의 부정적인 모습을 

동시에 본다. 다시 말해 현실의 사물들은 그녀에게 현실의 고통과 더불어 사후 

세계의 공포 또한 상기시키는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나무딸기라는 이미지를 살

펴보자. 

나무딸기는 

내 엄지손가락만큼 크고 

울타리 속의 새까만 눈들 마냥 말이 없고 

푸르다 못해 붉은 액으로 가득 차 통통하다. 딸기들은 내 손가락에 제 몸을      으

깨어 액을 소진해버린다.

Blackberries

Big as the ball of my thumb, and dumb as eyes

Ebon in the hedges, fat

With blue-red juices. These they squander on my fingers.

  (Sylvia Plath, Collected Poems 168)

나무딸기는 마치 울타리 속에 도사리고 있는 검은 눈처럼 보이며 말이 없는 것으

로 묘사되는데 나무딸기의 검은 빛깔과 침묵은 시적 화자에게 삶의 황폐함과 구

속을 상기시켜 죽음의 세계를 향해 뛰쳐나가고자 하는 충동을 심어주지만 한편으

로 그것은 하데스를 둘러싼 가공할만한 검은 색채와 침묵을 일깨우기도 한다. 실

로 이 시는 죽음의 이미지로 가득 차 있다. 인용문의 마지막 행에서 플라스는 딸

기들이 자신의 손가락에 “제 몸을 으깨어” 스스로를 “소진”해 버린다고 묘사한다. 

분명, 으깬다는 단어와 “소진”이라는 표현 모두 죽음, 끝, 결말을 상징하고 있다.  

이 지점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죽음에 대한 화자의 태도이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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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적 화자에게 죽음은 고통스런 삶으로부터의 탈출을 의미하는 유혹적인 돌파구

인 동시에 영원한 침묵과 검은 빛 일색의 세계를 강요함으로써 또 하나의 고통을 

주는 기제인 것이다. 죽음이 가진 이러한 표리부동한 속성은 한편으로는 바다가 

지닌 면모이기도 하다. 질 기드막(Jill Gidmark)은 플라스가 바다를 늘 “적대적, 

위협적인 존재로 그리는 것은 아니라”(360)고 지적하는데, 플라스의 시에서 죽

음과 바다는 둘 다 매혹적인 이면에 무서운 파괴력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따라

서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한 완벽한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점에서 비슷하다. 화

자는 바다가 한숨을 쉰다고 말한다. 바다가 내뱉는 한숨은 일차적으로는 파도치

는 소리를 의미한다. 그런데 우리는 이 한숨 속에서 바다의 답답한 심정을 읽을 

수 있다. 바다가 한숨을 쉬는 이유는 제 안에 무수한 죽음의 흔적들, 좀 더 정확

하게는 익사자의 시체를 간직하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바다는 / 그 길 [나무딸기가 난 오솔길]의 끄트머리 어딘가에” 틀림없

이 존재하리라는 화자의 생각은, 바다가 죽음을 상징한다는 것을 고려해 본다면, 

그녀가 이미 시의 도입부에서부터 죽음을 의식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따라서 딸

기를 따는, 즐거워야 할 행위는 죽음과 “hooks”가 상징하는 바, 삶 속에 도사리

고 있는 구속에 대한 자의식으로 인해 행복한 경험이 되지 못하고 있다. 

  화자는 이러한 죽음에 대한 자의식에 사로잡힌 채 죽음을 두려워하면서도 죽

음의 유혹에 끌려 바다로 향한다. 그런데 바다로 가는 도정에서 그녀가 보는 것

은 죽음의 세계의 공포를 상기시켜주는 삶 속의 사물들이다. 위에서 언급했듯 나

무딸기는 “검은 / 눈처럼 말이 없”다. 상술했듯이 나무딸기의 검은 빛깔과 침묵

은 시적 자아에게 삶의 황폐함과 구속, 그리고 하데스를 둘러싼, 공포를 주는 검

은 색과 침묵을 동시에 일깨운다. 시적 화자에게 죽음의 공포를 생각하게 하는 

것은 나무딸기뿐만이 아니다. 다음 시행을 살펴보자. 

머리 위로는 검고 귀에 거슬리는 무리인 까마귀 떼가 날고 있다. 

그것들은 지친 하늘에서 선회하는 검게 탄 종잇조각 같다. 

까마귀들이 내는 소음은 항의하며 또 항의하는 유일한 소리다.  

Overhead go the choughs in black, cacophonous flocks—

Bits of burnt paper wheeling in a blown s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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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irs is the only voice, protesting, protesting.

  (Sylvia Plath, Collected Poems 168)

화자의 머리 위에는 “검게 탄 종잇조각 같은,” 검고 귀에 거슬리는 소리를 내며 

떼를 지어 날고 있는 까마귀들이 있다. 까마귀들이 내는 “귀에 거슬리는” 불길한 

소리와 그들이 가진 검은 깃털은 침묵 말고는 망자의 통곡만 존재하며 사방은 온

통 검은 색으로 둘러싸인 하계의 모습을 상상하게 한다. 

  까마귀들은 “검고 귀에 거슬리는” 소리를 낼뿐만 아니라 “검게 탄 종잇조각” 

같다. “종이”의 이미지는 바다의 이미지와 마찬가지로 플라스의 시에서 중요한 위

치를 차지하는데 작품 속에서 보통 검은 색의 이미지와 결합되고 있고, 검은 색이 

담고 있는 부정적인 의미를 생각한다면 그것과 함께 언급되고 있는 “종이”의 이

미지 또한 부정적인 언급을 내포하는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종

이”는 얇고 메마른 속성을 가지고 있고 그로 인해 풍만함 내지 충만함이 결여되어 

있다. 이러한 “종이”의 특성에서 연상되는 것은 황량함, 특히 하데스의 황량함이

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검게 탄 종잇조각”에서 “불 타고 남은 재”(131)혹은 죽

음이 연상된다고 보는 존 홉킨스(John Hopkins)의 지적은 타당하다.

  이제 우리는 나무딸기와 까마귀를 보며 죽음이 약속하는 유혹적인 상황보다는 

죽음의 공포를 떠올리게 된 시적 화자의 모습과 만나게 된다. 

난 도무지 바다가 나타날 거라곤 생각지 않는다.

초록빛의 높다란 초원들은 마치 내부에서 빛을 내는 듯 빛나고 있다. 

난 너무나도 농익어서 파리 떼의 덤불이 되어버린 딸기 덤불로 왔다. 

파리들은 파랗고도 녹색 빛을 내는 배와 중국식 장지문에 달린 창유리 같은 

날개를 내 걸어둔 채로 있다. 

딸기가 벌이는 꿀의 향연은 파리들을 기절시킨다.

I do not think the sea will appear at all.

The high, green meadows are glowing, as if lit from within.

I come to one bush of berries so ripe it is a bush of flies,

Hanging their bluegreen bellies and their wing panes in a Chinese screen.

The honey-feast of the berries has stunned them.

(Sylvia Plath, Collected Poems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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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자는 상당히 단호하게 “바다가 나타날 거라곤 생각지 않는다”고 고백한다. 즉 

그녀는 자신에게 죽음은 닥치지 않을 것이며 자신은 죽음 이후의 공포 때문에라

도 결코 자살하지 못할 것이라고 중얼거리는 것이다. 그러나 시적 화자는 “딸기

가 벌이는 꿀의 향연”에 도취하다가 결국엔 기절하게 될 것이 뻔한 데도 자신도 

모르게 매혹적인 딸기의 냄새에 이끌리고 마는 파리 떼처럼 죽음을 내포한 유혹

을 가해오는 바다로 계속 향한다.

여기서 잠시 지적할 것은 플라스의 시에 등장하는, 죽음을 수반하는 유혹이라

는 모티프이다. 우리는 이 모티프의 원형을 그리스 신화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

이다. 신화에 나오는 사이렌(Siren)과 비록 인간을 죽이지는 않지만 자신의 매혹

적인 아름다움에 홀린 선원들을 돼지로 만들어 버리는 키르케(Circe)는 죽음을 

부르는 유혹이라는 모티프를 구현한다. 주세페 마조타(Giuseppe Mazzotta) 가 

지적하듯, “죽음의 유혹”(141)은 사이렌과 키르케에 관한 신화를 구성하는 주된 

이미지인데, 플라스의 시에서 사이렌과 “꿀의 향연”을 벌이는 ‘딸기’ 그리고 ‘바

다’는 모두 그 자체의 아름다움에 매료된 타자를 죽음의 세계로 불러들이는, 죽

음을 내포한 유혹이라는 모티프를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상기한 세 가지 개념들이 여성으로 묘사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딸기’의 성이 여

성이라는 것은 나무딸기 따기 의 8행에 등장하는 “자매(sisterhood)”(Sylvia 

Plath, Collected Poems 168)라는 시어 속에 암시되어 있으며, ‘바다’가 “심원

한 여인”(deep woman)에 비유된다는 것은 이미 인용한 바 있다. 

바다로 향하던 화자는 이제 자신 앞에 남은 것은 바다뿐임을 인정한다. 

이제 다가 올 유일한 것은 바다 뿐.

두 개의 언덕 사이로 갑작스런 바람이 깔때기 모양으로 내게 불어온다.

유령 같은 빨랫감을 내 얼굴에 치면서. 

The only thing to come now is the sea.

From between two hills a sudden wind funnels at me,   

Slapping its phantom laundry in my face.

(Sylvia Plath, Collected Poems 169)



122 임  보  라

“이제 다가올 유일한 것은 바다 뿐”이라는 구절은 상당히 절망적인 감정을 표현

하는 것으로 읽힌다. 얼핏 보아 이 시행에서 감지해 낼 수 있는 것은 죽음의 유

혹에 자신을 내 맡기려는 시적 화자의 체념적 어조이다. 그러나 그녀가 쉽게 죽

음을 택하지 못하리라는 것은 이 후의 시행들에서도 여전히 눈에 띄는, 사후에 

대한 공포에의 언급을 통해 추측해 볼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유령 같은 빨랫

감”이라는 표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현실, 이승의 사물인 “빨랫감”이 죽음, 저

승에 속한 이미지인 “유령”과 등가물로 처리되고 있다. 플라스에게 죽음의 세계, 

저승의 세계는 “유령”처럼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낯선 차원이며 죽음에 대한 공

포는 다름 아닌 현실, 삶, 이승에 속한 사물에 의해 끊임없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환기된다.  

위의 인용문에서 드러나는 바, 길을 걷는 화자는 두 개의 언덕과 직면하는데 

그것들 사이에서 불현 듯 “갑작스런 바람이 깔때기 모양으로” 그녀를 향해 불어

온다. 여기에서 “바람이 깔때기 모양으로” 분다는 표현은 바람이 중심에 모였다

가 중심으로부터 분산되어 부는 형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읽힌다. 플라스의 시에

서 ‘바람’은 전적으로 부정적인 의미를 갖는 것처럼 보인다. 위에서 인용한 바 있

듯이 ‘바람’ 은 “어머니 같은 바다의 맥박”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가짜”이기 때

문이다. ‘바람’이 갖는 부정적 의미는 플라스의 시, 워더링 하이츠 (“Wuthering 

Heights”)의 2연에서 분명하게 나타난다. 

바람은 

모든 것을 한 방향으로 몰면서

운명처럼 퍼 붓듯 불어온다.

마치 내 몸의 온기를 

불어 날려 버리려는 듯.

헤더 뿌리를 너무 골똘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내 뼈도 뿌리처럼

하얗게 될 것만 같다.

The wind

Pours by like destiny, bending

Everything in one dir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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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can feel it trying

To funnel my heat away.

If I pay the roots of the heather

Too close attention, they will invite me

To whiten my bones among them.

  (Sylvia Plath, Collected Poems 167)

인용된 부분에서 나타난 표현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겠지만 바람은 다른 대안

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의 선택만을 강요하는 구속력을 의미한다. 나아가 바람은 

몸에서 “온기”를 빼 내어 없애 버리는, 다시 말해 죽음을 가져 오는 전조 내지 

전령사로 묘사된다. 그도 그럴 것이 바로 다음 행에서는 “뼈”의 이미지가 등장한

다. 플라스의 작품에서 “뼈”는 해골, 죽음을 연상시키는 이미지이다. 흰 색 역시 

죽음의 이미지와 연결된다.

  화자는 두 개의 언덕 사이로 불어오는 바람을 맞으며 상념에 잠긴 채 걸어가다

가 별안간 언덕들의 북쪽 면과 마주친다. 

이 언덕들은 너무나 달콤하고 푸르러서 소금 맛을 본 적이 없을거야.

나는 언덕들 사이로 난, 양들이 지나 다니는 길을 따라간다. 마지막 굴곡부가 나를

언덕들의 북쪽 얼굴로 데려 오는데 그 얼굴은 

하얀, 백납색 빛의 거대한 공간 말고는, 그리고 

고분고분하지 않는 금속을 단련하고 또 단련하는 은 세공사의 

쾅쾅거리는 망치 소리 말고는 아무 것도, 아무 것도 보지 않는 

오렌지 빛 바위다. 

These hills are too green and sweet to have tasted salt.

I follow the sheep path between them. A last hook brings me

To the hills' northern face, and the face is orange rock

That looks out on nothing, nothing but a great space

Of white and pewter lights, and a din like silversmiths

Beating and beating at an intractable metal.

(Sylvia Plath, Collected Poems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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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자는 삶의 고뇌를 아직 겪은 적이 없는, 나무가 우거진 언덕의 한쪽 면과 사후 

세계의 공허함과 죽음을 연상시키는 백색의 빛의 “거대한 공간”과 끝내 길들여

지지 않을 바다를 길들이고 구속하려는 듯한 거대한 파도 소리만을 경험한, 바위

로 이루어진 언덕의 또 다른 면을 모두 본다. 플라스의 시에서 백색은 시체의 얼

굴색으로 언급되며, 따라서 죽음과 연관되고 있다.

여기서 잠시 더글라스 던(Douglas Dunn)의 지적을 참고해 보는 것이 좋을 듯

하다. 던은 �강을 건너며�에 수록된 또 다른 시인 여행 (“The Tour”)에 대한 

평문에서 여행 을 “안전한 삶과 위험에 처한 실존이 주는 공포감 사이의 대립

에 관한 비유”(141)로 보는데 이 견해는 위의 여섯 개의 시행을 분석하는 데에도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즉 나무가 울창한 쪽은 현실을 택할 것이냐, 아

니면 죽음을 택할 것이냐의 문제를 놓고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외부로부터 철저

히 고립된 “안전한 삶”을 가리킨다. 이 “안전한 삶”이라는 개념은 플라스가 열망

한 ‘병 속의 삶’과 일맥  상통한다. 반면 죽음을 암시하는 바다를 바라보고 있는 

쪽은 실존이 위험에 처함으로써 공포를 느끼는 삶, 다시 말해서 삶에 염증을 느

끼고 죽음이 약속하는 유혹에 강하게 끌리지만 동시에 하계의 황량함과 침묵, 그

리고 어둠을 상기하곤 죽음에 몸을 맡기지도 못하는 고뇌의 상태를 의미한다. 이

것은 삶과 죽음 모두에 대해 두려움을 지닌 채 그 어느 쪽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부유하는 삶이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안전한 삶”을 의미하는, 나무가 우거진 쪽과 실존이 

위기에 처했다는 인식으로 인해 공포를 느끼는 삶을 지칭하는, 바위만 존재하는 

쪽이 둘 다 하나의 언덕의 양면을 이룬다는 사실이다. 양자는 동전의 앞․뒤 면

처럼 분리될 수 없다. 이것은 나무딸기가 나 있는 길을 따라가다 보면 필연적으

로 바다가 나타나는 양상과 흡사하다. 화자에게 고립감과 안정감을 주는 나무딸

기의 덤불과 화자로 하여금 삶과 죽음 사이에서 갈등하게 하는 바다는 하나의 

끈, 즉 하나의 길로 연결되어 있어서 둘은 떨어질 수 없다. 이 시에서는 이렇듯 

삶과 죽음 중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안전한 

삶”과 그것에 관해 고민해야 하는, 위기의식에 빠진 삶이 분리 불가능한 것으로 

그려지고 있는데 이것이 암시하는 바는 무엇일까. 아마도 이것은 화자가 열망하

는 “안전한 삶”은 고뇌하는 삶 없이는 존재할 수 없으며 화자는 양자의 삶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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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하는 문제의식 속에서 끊임없이 갈등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화자는 하데스의 무시무시한 침묵을 연상시키는 “오렌지 빛 바위”를 보며 죽

음이 강요하는 침묵의 공포를 인식하면서도 어떠한 구속력에도 굴복 당하지 않

는 바다의 기상에 매료되어 자살의 유혹을 느끼는데 이러한 화자의 태도가 드러

내주는 것은 삶과 죽음 사이에서 고독하게 부유하는 그녀의 영혼이다. 이와 관련

하여 소피아 뎀젠(Zsófia Demjén)의 견해를 살펴보는 것이 좋을 듯하다.

  

마음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알기 위해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비교적 

잘 정립된 기법이다. 그것은 자아 성찰이라는 인간 고유의 능력과 관련된 것으로서 

언어의 의사소통적 기능과 밀접히 연관된다. 한 인간이 선택하는 언어는 그의 인지

력, 경험, 태도, 나아가 자아 감각이 어떠한지에 대해 알려주는 열쇠의 역할을 한다. 

Using language as a way of accessing what goes on in the mind is a 

relatively well-established technique. It has to do with the unique human 

ability of self-reflection, coupled with language’s communicative function. 

The linguistic choices people make provide clues about the nature of their 

perceptions, experiences, attitudes, and sense of self. (2)

뎀젠이 지적하듯이 언어는 마음의 작용들을 표현하는 효과적인 수단이며, 나아

가 자아 성찰을 가능케 하는 고도의 도구이다. 시어는 언어 중에서도 극도로 정

제된 언어다. 플라스는 삶과 죽음 사이에서 방황하는 자신의 자아를 시어로 표현

했다. 따라서 우리는 플라스의 언어를 통해 그녀가 누구였고, 어떤 존재였는지 

알 수 있게 된다. 에리카 와그너(Erica Wagner)가 매우 적절하게 표현하듯 플라

스는 “삶에도 끌리고 죽음에도 끌리는”(81)시인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플라스는 

삶과 죽음의 밝고 어두운 면을 균형 잡힌 시각으로 관찰할 수 있었다. 물론 플라

스는 최후의 순간에 죽음을 택했다. 그러나 플라스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

운 시작이었다. 마리안 이글란드(Marianne Egeland)의 지적처럼 플라스는 자신

이 남긴 시를 통해 영원히 살아남아 “죽음 이후의 삶”(10)이라는 새로운 영역 속

으로 들어갔고, 그 작품들은 여전히 사랑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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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결 론 

지금까지 우리는 플라스의 작품 전체를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

해 줄 수 있는 작품인 나무딸기 따기 를 매우 자세히 분석해 보았다. 플라스는 

삶과 죽음, 어디에서도 행복을 느낄 수 없었다. 시인이 생각할 때 삶은 그 끝의 

어딘가에, 마치 ‘바다’처럼, 죽음이라는 것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을 자

아내는 것이고, 죽음은 움직임, 생명, 활기가 없기 때문에 공포를 자아내는 것이

다. 하지만 인간은 삶과 죽음이라는 양 극단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 살아 있

으면서 죽어있는, 혹은 죽어 있으면서 살아있는 인간이 존재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나무딸기 따기 에서 플라스는 삶도, 죽음도 아닌, 그 중

간 지점에 서서 자신을 바라본다. 이를 통해 이승의 사물은 저승의 어두움과 공

포를 일깨우는 기제로 작용한다. 

플라스는 “안전한 삶” 혹은 ‘병 속의 삶’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또한 

인간은 생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죽음의 유혹을 뿌리치고 삶의 밝

은 면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나무딸기 따기 에 등장

하는 “hooks”라는 시어가 드러내 보여주듯이, 플라스는 삶 속에 도사리고 있는 

구속에 대한 자의식을 떨칠 수 없었다. 나무딸기 따기 를 비롯한 플라스의 많은 

시들은 삶과 죽음 사이에서 시인이 느낀 갈등과 공포가 동력이 되어 탄생된 작품

들이다. 

아놀드 M. 루드윅(Arnold M. Ludwig)에 따르면 “플라스는 우울증을 앓고 있

었고 그로 인해 생을 마감한”(1)시인이었다. 그러나 조지 E. 베일란트(George 

E. Vaillant)는 “심리적 고통을 언어로 풀어내도록 추동력을 받은 실비아 플라스

는 인간이 지닌 심리적 방어 기제란 무엇인지에 대한 훌륭한 설명, 즉, 신경증은 

결함이라는 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를 극복하려는 노력까지 포함하는 개념

이라는 설명”(231)을 제공해 주는 시인임을 지적한다. 베일란트의 설명대로 플

라스는 “고통”을 “언어”로 풀어내고 승화시킨 시인이다. 

“고통”을 “언어”로 승화시키는 것은 분명 비범한 문학적 능력이다. 베일란트가 

적절하게 지적하고 있듯이 플라스는 신경증은 그 자체를 극복하려 노력하는 과정

까지 포함하는 개념이 될 수도 있음을 자신의 작품을 통해 보여 주었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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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는 플라스의 신경증보다 그것을 극복하려는 시인의 노력이 어떠한 방식으로 

작품에 드러나 있는지를 추적하는 작업을 거쳐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나무딸기 

따기 를 자세히 분석함으로써 플라스의 그러한 문학적, 창조적 노력을 이해해 보

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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