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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뢰즈로 메리 올리버와 게리 스나이더의 생태시 읽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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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 Mi-Young. “Reading the Ecopoems of Mary Oliver and Gary Snyder with Deleuze.” Studies in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47.3 (2021): 121-145. This study examines the ecopoems of Mary Oiver 

and Gary Snyder, utilizing Gilles Deleuze’s conceptualization of rhizome, becoming and body without 

organs. Oliver thinks that every life is connected to each other and human beings are a part of nature. 

She shares Deleuze’s concepts of rhizome and becoming. Rhizome system is that any point can be 

connected to any other point. She also explores the possibility of becoming-others. Especially, 

becoming-animal brings the human outside from his or her narrow anthropocentric confines, allowing him 

or her to reach the nonhuman. Snyder tells us a lot about Buddhism and its practice in his poems. He 

thinks the relationship of humans and nonhumans is interdependent and cannot be separated, which has 

similarities to the Buddist’s interconnectness and respect for life. The concepts of connection and 

arrangement of Deleuze are connected to sunyata in Buddhism. The sunyata in Buddhist concept means 

that no individual person or thing has fixed identity and everything does not exist independently. This 

thought is similar to the body without organs of Deleuze’s theory. The body without organs holds a 

suggestion that one can avoid a fixed identity and perceive animality as a mode that makes becomings 

possible. These theories of Deleuze have many similar points and share the thoughts of Snyder. 

(Kyungsang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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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들어가며

생태계 위기라는 말이 요즘 어디서든 자주 들리는 어구/표현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생태 시인들은 인간중심적인 사고와 삶의 방식이 생태계 위기를 초래하

고 있다고 지적하고, 유기적으로 연결된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 회복을 희망하며, 

시를 통해 인간의 행동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미국을 대표하는 생태 시인으로는 

로빈슨 제퍼스(Robinson Jeffers), W. S. 머윈(W. S. Merwin), 게리 스나이더

(Gary Snyder), 웬델 베리(Wendel Berry), 메리 올리버(Mary Oliver) 등이 있

다. 그 중에서 본 연구는 메리 올리버1와 게리 스나이더2의 생태시에서 질 들뢰

즈(Gilles Deleuze)의 리좀(rhizome), 되기(becoming), 기관 없는 신체(the 

body without organs)의 개념이 적용될 수 있는 지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올리버와 스나이더는 남성과 여성 생태 시인을 각각 대표한다고 감히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스나이더에 대한 연구는 생태학적인 부분과 종교적인 부분에서 많

은 연구가 진행되어왔으나, 올리버에 대한 연구는 그녀의 명성에 비해 저조한 편

이다. 올리버는 비교적 최근인 2019년 1월에 작고했고 게리 스나이더는 현재 생

존하고 있는 작가이다. 올리버가 낭만주의 시의 전통을 따르고 있다는 주장을 하

는 비평가들이 있는 반면에 다른 비평가들은 그녀의 글쓰기가 낭만주의와는 다

르다는 주장을 하고 있어 그녀의 시는 하나의 범주에 깔끔하게 분류되지 않는다. 

필자는 그녀의 시가 자연친화적이고 낭만주의 자연관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점에

서 낭만주의 전통을 일부 계승하고 있다는 점은 인정한다. 하지만 그녀의 시가 

자연 세계를 주로 다루고 있으면서 그중에서 많은 부분은 인간과 자연의 상호 의

존적인 관계를 인식하고 생태계에서 인간의 위치를 성찰하고 있다는 점에서 생

태 문학이 추구하는 방향과 그 맥을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로사(Mariana 

Rosa) 또한 올리버의 시는 생태비평에 의해 옹호되어지는 “지구중심적인 접근

법”(123)을 따르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지구중심적인 접근법이란 인간과 자

연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지 않고 지구라는 한 공간에서 서로 연결된 존재로 보

는 접근법이다. 

  1 이하 올리버로 지칭함.
  2 이하 스나이더로 지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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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나이더는 인간을 포함한 모든 존재들이 지속가능하게 공존할 수 있는 방법

을 고민하며 생태적 거주를 몸소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인간

과 자연이 어떻게 존재해야 하는가에 대해 시를 통해 성찰하고 있으며, 독자들에

게 생태학적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그는 존재 방식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에서 

선불교를 비롯한 동양철학과 문화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그리하여 선불교

의 사유와 실천은 생태적 거주로 이어졌으며, 그는 시를 통해 인간중심주의로 인

해 파괴된 환경에서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올바르게 거주하기에 대한 실천 윤리

를 제시하는 시적 전략을 사용한다.

들뢰즈는 가타리(Félix Guattari)와 밀접한 학문적 협력을 통해 공동 작업을 

해왔으며 다수의 공동 저술들이 있다.3 들뢰즈는 서양 철학이 동일성에 기반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차이와 반복을 통해 동일성으로 환원되지 않는 차이와 그것이 

가지는 생성의 의미에 대해 집중한다. 그의 이론들은 오늘날 철학, 문학, 영화, 

건축, 음악, 미술 등 다양한 영역에서 연구되고 있으며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

다. 국내에서도 들뢰즈의 대부분의 저술들이 번역되고 소개되었으며, 그의 철학 

개념과 사상은 최근 다양한 문학 연구에서 이용되고 있다.

들뢰즈의 이론 중 가장 눈에 띄는 것 중 하나는 리좀이다. 리좀은 식물학에서 

나온 개념으로 다년생 땅속줄기 덩굴이다. 포기에서 포기로 생명을 연결하는 끈 

같은 줄기가 리좀이다. 리좀은 수직이 아니라 수평으로 자라면서 덩굴들이 길게 

뻗어 나가게 되는데 거기에서 또다시 새로운 것이 생겨나 자라게 된다. 이러한 

성장과 생성은 지속적인 연결로 이어진다. 이것들은 과학적인 방법으로 또는 정

해진 방식으로 뻗어 나가지 않고 그것이 접속하고 있는 상황과 조건에 따라 생겨

나고 성장해 나가는 것이 특징이다. 그래서 리좀은 “어떤 지점에서든 다른 지점

과 연결”(Deleuze 7)될 수 있다. 또한, 리좀은 “한 지점에서 질서를 정하는 나무

나 뿌리와는 매우 다르다”(Deleuze 7). 즉, 리좀은 어떠한 지점에서든 시작을 만

들 수 있고, 또 어떤 다른 것을 위한 연결의 지점을 만들 수도 있다(Colebrook, 

Understanding xxxviii). 나아가, 리좀은 어떤 지점에서든 서로 다른 것을 연결

하고 접속하며 탈중심화하는 경향이 있다. 단일한 중심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리

좀식의 연결은 각기 다른 것들을 연결하면서 동시에 연결된 것들의 질적 성질을 

  3 들뢰즈와 가타리의 공동 저서와 이론과 관련하여 본문에서 언급할 시 ‘들뢰즈’로만 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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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시킨다”(김은주 88). 들뢰즈는 리좀의 개념을 통해 이질적인 배열과 연결에 

따라서 새롭게 정의될 수 있는 기존 질서와는 다른 새로운 개념의 질서가 있다는 

것을 인지시키고 있다. 들뢰즈는 계층적인 나무 모양의 모델보다 리좀의 모델이 

“인간적이고 비인간적인 실재와 담론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개념적 도구”라고 

생각한다(Oppermann 37). 이는 리좀의 얽힌 모양처럼 횡으로 연결된 인간과 비

인간적인 실재가 어떻게 서로에게 연결되고 변형시키는지를 더 잘 알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과 비인간(또는 자연)의 관계를 고찰할 때 “인간중심적이지 

않은 접근법으로 생태학적 비평에서 주요한 접근법”(Oppermann 37-38)으로 

간주된다. 

들뢰즈는 생명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되기 이론을 주장

한다. 되기 이론은 들뢰즈의 초기 저술에서부터 마지막 저술에까지 일관되게 등

장하는 개념이다. 되기는 동물-되기, 식물-되기, 물고기-되기, 여성-되기 등 다

양한 되기가 가능하다. 이러한 되기들은 실제로 행해질 수는 없지만 문학에서는 

가능해 보인다. 특히, 동물-되기는 생명보다는 이성을 근본으로 하는 근대적 인

간 개념을 비판한다. 근대적 인간 개념은 인간을 중심으로 하여 모든 것을 인간

적인 것과 비인간적인 것으로 이분화하여 구분하고 규정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동물-되기는 “인간중심주의에 의해 자연의 질서를 분류하고 정의하면서 체계화

하여 자연과 문명을 나누는 논리에서 벗어나고자 한다”(김은주 96). 즉, 동물-되

기는 모든 것을 인간중심적으로 분류하는 것에 반대하며, 인간과 동물의 생명이 

동등함을 주장하고, 생명 그 자체의 힘을 강조한다고 볼 수 있다. 

들뢰즈의 또 다른 이론인 기관 없는 신체4는 안토넹 아르또(Antonin Artaud)

에게서 빌려온 개념으로, 유기체화 되기 이전의 신체를 가리킨다. 들뢰즈의 초기 

저작에서는 기관 없는 신체를 개체화의 장으로 지칭하기도 했다. 들뢰즈가 가타

리와 공동 작업을 하면서 이 개체화의 장 또는 수정란은 기관 없는 신체로 불리

게 되었다. 기관 없는 신체는 “오로지 강렬함들에 의해서만 점유되고 서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 만들어지며, 생산된 강렬함에 대응할 정도로 “공간을 점유하게 

될 물질”이다. 그것은 “충분히 발달하지 않은 상태이며 지층화되지 않은 물질”이

  4 ‘기관 없는 신체’는 corps sans organes(CsO)의 번역어이다. 영어로는 body without organs로 

번역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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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Deleuze 153). 따라서, 기관 없는 신체는 수정란처럼 아직 마땅한 이름이 없

는 상태여서 그 어떤 것도 될 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것이다. 우리가 사

물에 이름을 붙이게 되면 그 사물은 그 이름에 한정되어 버린다. 즉, 이름이 부여

되지 않은 기관 없는 신체는 우리가 가진 조직의 형태에 이미 들어있다고 생각하

는 생명이다. 그래서 기관 없는 신체는 역사적으로 달라진다. 예를 들어, 자본주

의에서는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개인으로 만들기 위하여 교환하고 관리하는 기본

적인 자본의 흐름이 있다고 생각한다(Colebrook, Understanding xxi). 그리하

여, 기관 없는 신체는 “욕망들의 연결, 흐름들의 결합, 강렬함들의 연속체로서 자

신의 모습을 드러낸다”(Deleuze 161).

II장에서는 들뢰즈의 되기와 리좀 이론을 가지고 올리버의 시를 분석해 볼 것

이다. 리좀은 수평적이고 횡단적인 관계를 나타내며, 되기는 인간중심주의에 의

해 분류된 질서를 벗어나고자 하는 것으로 생태학적인 사유와 연결되는 지점이 

있다고 볼 수 있다. III장에서는 들뢰즈의 기관 없는 신체의 개념을 가지고 스나

이더의 시를 분석해 볼 것이다. 기관 없는 신체는 불교의 공, 무아, 상호 관계성 

등으로 연결되어질 수 있음을 확인하고 스나이더의 시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있

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II. 들뢰즈로 본 메리 올리버

올리버의 시에는 뱀, 곰, 백조, 여우 등 동물들이 많이 등장한다. 이들은 인간

과 함께 지구에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로서 올리버의 세밀한 관찰로 더욱 가까

이 느껴지는 생명체들이다. 올리버는 시를 통해 이러한 존재들의 몸속으로 들어

가 그들의 생각과 사고를 보여주고 발화하는 방식을 많이 사용한다. 올리버는 

1991년 잡지 Sierra의 한 기사에서 환경 인식에 대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시를 

계속 쓴다고 말한 적이 있다. 이러한 그녀의 시에 대해 엘더(John Elder)는 “생

태계 시스템을 통한 생명의 재순환에 대해 이해하고, 심리적이고 정서적인 요소

로서 이러한 실재를 표명”(221)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연유로 그녀의 시

는 대부분 생태학적인 관점에서 연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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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고기 (“The Fish”)는 비교적 많이 알려진 시이다. 이 시에서는 화자가 물

고기를 먹고 물고기-되기에 이른다. 화자가 처음으로 잡았던 물고기는 들통에 가

만히 있지 못하고 이리저리 움직이다가 결국엔 죽게 된다. 움직임이 많았던 것은 

그 들통의 환경이 물고기 자신이 있던 물속 환경과는 많이 달랐기 때문일 것이다. 

화자는 자신이 잡은 물고기의 살과 뼈를 가르고 먹게 된다. 그런 후 화자는 “바다

가 내 안에 들어왔고 / 잡았던 그 물고기가 / 내 몸속에서 반짝거린다”고 말한다.

나는 그(물고기)의 몸을 열었고

살과 뼈를 분리하고

그를 먹었어. 이제 바다는

내 안에 있어. 나는 그 물고기, 그 물고기는 

내 안에서 반짝거려. 우린

부활하여, 함께 뒤엉켜 있고, 바다로

되돌아갈 것이 분명해.

I opened his body and separated

the flesh from the bones

and ate him. Now the sea

is in me: I am the fish, the fish

glitters in me; we are

risen, tangled together, certain to fall

back to the sea. (NSP 5 165)

물고기에게는 먹힌다는 것이 죽음을 의미하지만, 생명 순환의 관점에서 보면 죽

음의 세계는 존재의 끝이나 종말이 아니라 낡은 개체가 죽고 새로운 개체가 탄생

하는 세계이다. 즉, 죽음은 얼핏 보면 끝이자 사라지는 것일 수 있지만, 생명 순환

의 관점에서 보면 다른 삶으로 다시 이어지는 씨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은 

들뢰즈의 리좀의 개념과 연결해 볼 수 있다. 리좀은 모든 생명은 연결과 생성이라

는 개념에서 고려되기 때문이다. 생명은 항상 새로운 연결을 만들고 새로운 잠재

  5 Oliver, Mary. New and Selected Poems: Volumn one. Beacon Press, 1992. 이 책에서 인용

하는 시 작품은 본문에서 NSP로 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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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연결되기 때문에 역동적이고 열려 있는 것이다(Colebrook, Deleuze 52). 

또한, 죽음은 우리가 인지할 수 없는 지각불가능하게-되기의 중간 어디쯤인 

것으로 보이며, 다른 삶으로의 횡단적인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죽음은 실제로 실행 되기는 어렵지만 글쓰기를 통해 지각할 수 있어 가능

해 보인다. 그래서 들뢰즈는 “글쓰기를 통해 작가가 곤충-되기, 쥐-되기, 늑대-

되기 등 이상한 되기들에 의해 생명을 횡단하는 것”이라고 말한다(Deleuze 

240).

거북 (“The Turtle”)에서는 생명의 상호 연결성과 그 관계에 대해 보여주고 

있다.

그녀(거북)은 꿈꾸지 않는다

그녀는 안다

그녀는 자신이 살고 있는 연못의 일부분임을,

키 큰 나무들이 자기 자식들임을,

그녀 위에서 수영하는 새들이 

끊을 수 없는 하나의 끈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she doesn’t dream

she knows

she is a part of the pond she lives in,

the tall trees are her children,

the birds that swim above her

are tied to her by an unbreakable string. (NSP 123-24)

이 시에서 거북은 자신이 주변 세계 즉, 연못, 나무, 새 등과 떨어질 수 없는 연

결된 관계임을 알고 있다. 그 관계가 계속 연결되어 마침내 키가 큰 나무로, 수영

하는 새들로 횡단하여 이동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수직적인 위계질서는 없으며 

조화와 평행을 이루는 수평의 관계가 제시되고 있다. 다양한 생명체들이 서로 관

계를 맺으며 고리처럼 연결되어 함께 조화로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생태계

에서 어떠한 것도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Christensen 135)는 생태학의 대

전제를 보여주고 있다. 연못으로 인해 거북이와 나무는 존재할 수 있으며,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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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새의 보금자리가 되어 주고 있다. 모두가 각자 다른 존재로 보이지만 실상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누구의 생명이 더 중요하다고 겨룰 수 없기 때문에 화자는 

공정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들뢰즈의 리좀으로 연결해 보면 고정된 단일성

이 아니라 복잡한 다양체를 추구하는 것이다. 들뢰즈의 리좀식 사고방식에서는 

“고정된 중심이나 질서가 없으며 확장되고 중첩되며 연결되는 다양성”이 있다

(Colebrook, Understanding xix). “나무 시스템은 중심을 가진 계층형 시스

템”(Deleuze 16)으로 서열중심적이고 중심을 기준으로 하는 위계질서를 가지고 

있지만 이와는 다르게 “리좀은 수평적이고 횡단적인 관계”(Deleuze 16)를 나타

낸다. 그래서 리좀은 배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생명의 다양성이 있으며 모든 

생명은 종적인 관계가 아니라 횡적인 관계로 평등성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리좀이 실타래 엉킨 것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존재의 다양

성과 연결성을 쉽게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올리버는 당신이 물어볼지도 모를 몇 개의 질문들 (“Some Questions You 

Might Ask,” NSP 65)에서 다양한 동물들을 등장시키면서 질문에 질문을 추가

하고 있다. 부엉이, 나방, 사슴, 곰, 벌새, 뱀, 낙타, 나무, 아이리스, 돌, 잔디 등 

생물과 무생물을 가리지 않고 등장시키면서 “영혼이 단단한가, 무쇠처럼?”(Is 

the soul solid, like iron? NSP 65)의 질문을 시작으로 계속 많은 질문이 이어

진다. 여기서 특이한 점은 무생물인 돌을 인간처럼 묘사하고 있다. 올리버는 돌

을 묘사하기를 “작은 돌들은 어때, 달빛을 받으며 홀로 앉아 있는?”(What about 

all the little stones, sitting alone in the moonlight? NSP 65)으로 마치 살아

있는 인간처럼 돌들을 간주하며 질문하고 있다. 올리버의 이런 표현에 대해, 크

리스텐슨(Laird Christensen)은 “우리의 전통적인 계층과 체계를 해체하는 것이

며, 모든 사물이 같은 에너지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으로 어떻게 우리의 사고를 

확장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139)이라고 설명한다. 

올리버는 또한 그녀의 산문집에서 세상이 생명체를 인간과 인간 이외의 것들

로 분류하고, 모든 것을 생물과 무생물로 구분하지만 그녀는 그런 구분에 크게 

관심이 없다고 언급하고 있다(Winter Hours 99). 그녀는 의자도 살아있고, 돌도 

살아있으며, 영혼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인간과 비인간, 

생물과 무생물로 계층화하는 것에 반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올리버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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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시는 “인간 세계에서 시작하지도 끝나지도 않는다”(Winter Hours 99)라고 

언급한다. 그래서 위 시에서처럼 심지어 무생물인 돌에게도 영혼이 있다고 생각

하며 사람처럼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 그녀는 모든 것이 상호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며 존재의 다양성과 그 아름다움에 대해 노래한다. 이러한 그녀의 사상은 

들뢰즈의 리좀 개념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들뢰즈의 관점에서 보면, 리

좀의 네트워크 안에서는 자연과 인간, 실재와 언어 등은 둘로 나누어질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리좀은 모든 생명을 연결과 생성이라는 개념에서 고려한다. 다시 

말해, 들뢰즈는 모든 것이 “상호 연결되어 있고 근원적인 구조 질서를 따르지 않

으며 어떠한 지점에서 다른 어떤 지점으로 연결되어 새로운 가지들이 자라고 오

래된 것들은 다시 생성하거나 다시 연결되는 것”(Heywooded 373)으로 사유하

는데 올리버도 이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보인다. 

올리버는 이 연결된 세계에 시를 이용하여 그녀의 몸을 집어넣는다. 맥뉴

(Janet McNew)의 설명에 따르면, 올리버의 시는 종종 자연 세계와 자신과의 연

결을 강조하기 때문에 “초월성의 반대(the opposite of transcendence)”(62)를 

드러낸다. 그래서 그녀는 자연과 마주할 때 자연 그 자체가 되어 그 아름다움을 

노래한다. 인간과 자연으로 이분화된 시각이 아니라 자연 그 자체가 되어 그 존

재를 새롭게 들여다보는 방식을 이용하는 것이다. 

올리버는 걸으면서 자연을 바라보는 것을 즐기는데 그 순간마다 느끼는 인간

이 아닌 것들과 시인으로서의 자신과의 관계에 대해 생각하고 그것을 시에서 

표출하고 있다. 어느 날 산책을 하다가 우연히 마주하게 된 물수리가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는 장면을 그녀는 물수리 (“The Osprey” West Wind 21)에서 세

밀하게 묘사하고 있다. “검정과 흰색이 섞인 좁은 얼굴”(its narrow / 

black-and-white face)을 한 물수리가 잎이 무성한 나무 아래에서 탐욕스러운 

눈으로 호수를 내려다보고 있는 것을 화자는 오랜 시간 동안 바라보고 있다. 그

러다 가늘고 재빠른 은색 물고기를 낚아채는 것을 목격한다. 그 광경을 화자는 

“이 모든 것이 / 경이로웠다 / 바라보기에”(All of this / was wonderful / to 

look at)라고 표현하고 있다. 생태계 먹이사슬의 원리에 따라 상호 의존하고 있

는 생명 순환의 광경이 경이롭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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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말은, 내가 목숨을 걸고 수영을 하고 있었어―

그리고 나는 우왕좌왕 굉음을 내며 움직이고 있었고

깃털로 된 셔츠를 입고서―

그리고 나는 충분히 긴 시간 동안 어떠한 것도 해결할 수 없었어

하나가 되는 것에

이것을 제외하고는: 상상하는 자.

그것은 피할 수 없었다

그것이 반복하여 나를 내던질 때, 

멈춤도 자비도 없이 나를 내던졌지

아름다운 물의 양면으로—

칼의 양면으로.

I mean, I was swimming for my life―

and I was thundering this way and that way

in my shirt of feathers―

and I could not resolve anything long enough

to become one thing

except this: the imaginer.

It was inescapable

as over and over it flung me,

without pause or mercy it flung me

to both sides of the beautiful water—

to both sides 

of the knife. (West Wind 21)

시간이 흐른 후 물고기도 떠나고 물수리도 떠난 자리에 화자는 다시 돌아와서 

생각에 잠기게 된다. 그 순간 화자는 “나는 수영을 하고 있었어”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은색 물고기가 되었다가, “깃털로 된 나의 셔츠를 입고서”에서는 물수리

가 되기도 한다. 올리버의 이 시에 대해, 브라이슨(J. Scott Bryson)은 “그녀(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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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버)는 아름다움을 관찰하는 자에서 번갈아 생기는 자각을 가진 상상가로서의 

역할로 이동한다”(78)고 설명한다. 이 시에서 화자는 물수리-되기 또는 물고기-

되기를 하지만 현실에서 이루어진 것은 아니며, “상상가”로서 다른 생명체의 삶

으로 횡단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런 횡단이 쉽지 않음을 “그것은 

피할 수 없었다”에서 짐작할 수 있다. 

“아름다운 물의 양면”에서 아름다운 물이 의미하는 것은 화자가 아름다움을 

관찰하는 자로서 발견하게 된 호수의 아름다운 물, 특히 빛을 받아 칼처럼 반짝

이는 물의 아름다움이다. 나아가 빛을 받아 반짝이는 칼의 색깔은 눈부신 흰색에 

가깝기 때문에 눈에 특별한 효과를 가져오게 하면서 정동(affect)을 만들어낸다. 

주로 “순백, 선 그리고 빛은 눈에 특정한 효과를 가져오게 하고 정동을 만들어낸

다”(Colebrook, Understanding 89). 

다른 한편으로는, 칼이 생명을 죽일 수 있는 도구라는 측면에서 호수의 물에

서 새가 죽음을 맞이한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래서 어쩌면 물수리와 물고기는 죽음으로서 지각불가능한 상태가 된 것

으로 보인다. 들뢰즈의 동물-되기는 정동이 바뀌어 인간적인 척도에 갇힌 신체

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이러한 지각불가능한 상태가 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이

다.

들뢰즈 이전의 서양 철학은 있음(being)에 대해 주로 논의했지만, 들뢰즈는 되

기의 개념을 도입하여 사유한다. 들뢰즈의 되기는 다양체로의 삶의 선을 잇는 방

법이라고 할 수 있다. 동물-되기, 강물-되기, 여성-되기, 물고기-되기 등 리좀끼

리 접속과 연결을 통해 아주 많은 되기가 가능하다. 많은 경우에 되기는 실질적

으로 실현되기 힘들지만 문학에서는 모든 되기가 가능해 보인다. 이러한 연유로 

들뢰즈가 문학에 대한 사유를 많이 한 것으로 보인다. 

동물-되기에서 인간은 동물과의 감응을 통해 동물-되기가 가능하다. 감응은 

정서적인 상태로 동물과 교감하여 새로운 생성을 만드는 과정에서 일어난다. 들

뢰즈에 따르면, 동물-되기는 실제로 동물이 되는 것이 아니며 동물을 모방하는 

것도 아니다. 들뢰즈는 되기 이론을 통해 서양의 변하지 않는 초월적 존재의 사

유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왜냐하면 들뢰즈에게 존재는 변하지 않는 고정된 이미

지가 아니라 끊임없이 움직이고 다른 것과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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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월 (“August”)에서 화자는 숲속에서 여름날 블랙베리를 먹고 있다. “근

육이 나온 팔”(my ripped arms)을 뻗은 모습에서 독자는 탐스럽게 부풀어 오

른 블랙베리를 먹는 “나”(I)라는 존재에 대해 궁금해하면서 글을 읽어 내려가

게 된다. 그러다 시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 이르러 “이 두툼한 발”이라는 단어

에서 블랙베리를 먹는 자가 인간이 아닌 동물, 여기에서는 곰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 . . . ,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여름의

검은 꿀을 밀어 넣어

내 입속으로. 하루 종일 내 몸이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그 옆을 흐르는 

어두운 개울에 내 생명의 

이 두툼한 발이 있지. 쏜살같이 움직이는 발

검은 방울들, 나뭇잎들 사이를. 거기에 이

행복한 혀가 있지. 

. . . . . . . . . . . 

. . . . , thinking

of nothing, cramming

the black honey of summer

into my mouth; all day my body

accepts what it is. In the dark

creeks that run by there is

this thick paw of my life darting among

the balck bells, the leaves; there is 

this happy tongue. (NSP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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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의 산은 나무와 풀들이 울창하고 우거진 일 년 중 가장 생명력이 왕성한 시기

이자 장소이다. 곰은 블랙베리를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게걸스럽게 먹어 치

운다. 이 순간 화자는 순조롭게 곰-되기로 진입하며 자연이 주는 그대로를 온몸

으로 받아들인다. 몸집이 큰 곰은 주로 용기나 강인함을 나타내고 있다. 시인은 

곰-되기를 시도하여 다른 삶으로 가뿐히 횡단하면서 다양체로의 삶의 선들을 그

리고 있다. “어두운 개울”은 많은 시간이 흘러 어두워졌음을 나타낼 수도 있고, 

나무가 울창하여 그늘진 개울의 모습일 수도 있다. 이 시 마지막 행의 “행복한 

혀”는 동물-되기의 긍정성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되기는 항상 계통과는 다른 상태에 있으며 결연과 관련된 것이다(Deleuze 

238). 또한, 다른 생물계나 다른 존재들과 공생을 할 수도 있다. 그래서 되기는 

분류 또는 계통의 나무가 아니라 리좀이다(Deleuze 239). 이러한 되기에서의 결

연은 다른 것들과의 횡단적인 이동과 소통을 통하여 일어난다. 횡단적 소통은 리

좀을 통해 가능한데, 리좀은 단지 확장하는 나뭇가지들의 네트워크가 아니라 혼

돈스러운 뿌리 구조이다. 모든 지점이 다른 모든 지점으로 연결하고, 모든 방향

으로 움직이고, 새로운 방향을 만들기 위해 뻗어 나가기도 한다. 나무가 위쪽으

로 자라며 땅과 계층구조를 이루고 위쪽으로 가지를 뻗어 올라가는데 반해, 리좀

은 단 하나의 표면을 따라 움직이고, 그리고 나서 표면에서 층을 이루거나 창조

하기도 한다. 어떤 것도 다른 것 위에 높아지는 지점이 없고 움직임이나 활동이 

일어나는 곳 위에 기준이나 표면이 없다. 단지 움직임과 활동성 그 자체만이 있

다(Colebrook, Understanding 77).

올리버의 시 유령 (“Ghost,” NSP 152-54)에서는 화자가 꿈속에서 물소

(buffalo)가 조심스럽고 비밀스럽게 송아지를 낳는 장면을 본 후 갓 태어난 그 송

아지를 보살피는 어미의 모습을 보여준다. 화자는 “그리고 나는 그들에게 간청했

어, / 꿈속에서 나는 무릎을 꿇고 간청했어. / 나에게도 자리를 내 달라고.”(And 

I asked them, / in my dream I knelt down and asked them / to make room 

for me. NSP 154) 그들에게 간청한다. 화자인 그녀는 이 순간 간절히 동물-되

기 즉 물소-되기를 원하고 있다. 또한, “대지의 책에는 쓰여있지 / 아무것도 죽

을 수 없다.”(In the book of the earth it is written: / nothing can die. NSP

153)에서 알 수 있듯이 어떠한 것도 죽지 않고 다만 “숨는”(hide. NSP 153)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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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그리하여 시의 마지막 부분에서 “대초원의 봄날에 / 거친 땅에서 / 향기로

운 풀”(in the fragrant grass / in the wild domains / of the prairie spring, 

NSP 154) 위에서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되기는 다른 생명과의 접속과 연결을 통해, 횡단적 소통을 경유하여 더 많은 

새로운 생명의 탄생과 생명의 힘을 가질 수 있게 한다. 그리하여 “되기는 직접 

접속이다. 그 접속에서 응시하는 자아는 자아가 인지하는 특이성일 뿐이다. 따라

서 동물-되기는 그가 ‘동물의’ 세계를 인지하고 있는 첫처럼 동물이 존재함을 인

지하는 것”이다(Colebrook, Understanding 155).

올리버의 시는 주로 인간과 인간 이외의 것과의 관계에 대해서 노래한다. 인

간을 중심으로 하는 논리와 이성에 의해 만들어진 관계의 단절을 극복하기 위

한 방법으로 그녀는 시에서 상호 연결을 꾀하고자 동물-되기를 시도한다. 왜냐

하면 그녀는 모든 생명은 상호 연결되어 있고, 인간 또한 자연의 일부분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그녀의 사유는 들뢰즈의 리좀과 동물-되

기와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들뢰즈가 언급하듯이, 리좀은 시작도 끝도 

없다. 항상 중간에 있다. 나무는 혈통 관계이지만 리좀은 연합 관계이다. 나무

는 “~이다”라는 동사를 내세우지만, 리좀의 구조는 “그리고 … 그리고 … 그리

고 …”라는 연결이다(Deleuze 25). 그래서 올리버는 시를 통해 지각 불가능한 

어느 중간 지점을 꿈꾸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리하여 인간중심주의에 의해 분

류된 질서와 정의에서 벗어나 다양한 생명체로의 횡단을 즐기려고 하는지도 모

른다. 

III. 들뢰즈로 본 게리 스나이더 

스나이더는 일본에서 10여 년 동안 사찰에서 기거하면서 선불교에 대해 연구

하고 실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그는 자연스레 동양문화에도 관심을 가

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불교의 생명 중시 사상과 모든 존재의 상호 관계

성, 상호 의존성 등은 그에게 큰 영향을 끼친 것 같다. 그리하여 그의 시에는 이

러한 사유들이 많이 녹아들어 있다. 존재의 상호 관계성 등은 들뢰즈의 사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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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점이 많다. 들뢰즈 또한 모든 것들은 관계에 따라 접속하고 연결되어 있

다고 사유한다. 즉, 생태적 주체들의 상호 관계는 일방적인 흐름이 아니라 상호 

반응하고 연결되어 계속적으로 새롭게 만들어지는 생성의 과정을 거친다는 것이

다. 이러한 사유는 불교의 교리와 연결되는 부분이 있다. 오현숙은 “들뢰즈와 불

교는 존재들 사이의 실질적이고 [고정적인] 우열의 인과성을 부정한다. 존재들

은 이미 잠재성이나 공과 같은 비가시적인 요소들과 관계를 맺을 뿐 아니라 다른 

대상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84)고 설명한다. 불교 사유

에서 인간관계를 살펴보면, 본래의 나는 없으며 관계 속에서 규정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내가 학생으로서 학교에 가면 학생으로 불리고, 내가 버스를 타면 승

객으로 불리고, 내가 가게에 물건을 사러 가게 되면 손님으로 불리는 등 나라는 

존재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규정되는 것이다. “모든 생명은 연결과 

상호작용의 과정”(Colebrook, Understanding xx)이고, 어떠한 신체나 사물도 

연결 과정의 중간항인 것이다. 나아가 “인간의 신체는 유전자 물질, 관념들, 행동

의 힘 그리고 다른 신체들과의 관계의 배치”(Colebrook, Understanding xx)이

다. 이러한 상호 연결 및 관계성은 불교에서의 무아(無我)나 공(空)의 개념과 연

결된다고 볼 수 있다.

들뢰즈의 배치는 유기체 지층에 분절이 생겨나기 위해 그리고 그 지층들 사이

에 관계가 발생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Deleuze 71). 이렇듯, 관계라는 것은 배

치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며, 또 다른 관계를 맺는 접속이기도 하고 계속해서 횡

단하기도 하는 흐름을 갖는 것이다. 그래서 배치는 두 개의 관계에서 상호 작용

하는 것이다. 즉, 처음부터 고정된 것은 없으며, 모든 것은 관계에 의해 비롯되기 

때문에 들뢰즈의 접속과 배치의 개념은 불교의 공의 개념과 쉽게 연결된다. 또

한, 들뢰즈는 리좀의 개념을 가지고 모든 존재는 수직 관계의 위계질서보다는 수

평관계를 향하며 종의 다양성을 추구하며 공생의 관계에 있음을 강조하는데 이 

또한 불교의 사유와 비슷하다. 

스나이더의 많은 시들은 불교 철학과 실천에 대해 다양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인간과 자연과의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사유한다. 그 중 대표적인 시로 수면 위

의 잔물결 (“Ripples on the Surface”)을 들 수 있다. 이 시는 어떻게 인간이 자

연을 알고 추구하는지를 탐색한다. 바람과 연어는 조금씩 다른 물결을 일으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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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은 책이 아닌 “퍼포먼스”(performance. No Nature 381)로 오래되고 뛰어

난 문화라고 설명한다. 

언제나 새로운 사건들 

비벼서 벗기고, 문질러 지우고, 그렇게 이용하고, 이용하고, 또 다시―

풀밭 밑에 감춰진

강들의 서로 꼬인 수로들―

광활한 황야

       외딴, 집

황야 속의 그 작은 집.

       그 집 속의 황야.

둘 다 잊혀진다. 

            무성(無性)

     그 둘이 함께, 하나의 커다란 빈 집.

Ever-fresh events

Scraped out, rubbed out, and used, used, again―

the braided channels of the rivers

hidden under fields of grass―

The vast wild

       the house, alone.

The little house in the wild,

       the wild in the house.

Both forgotten.

                  No nature

      Both together, one big empty house. (No Nature 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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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은 인쇄된 책처럼 그 의미가 고정된 것이 아니라 항상 새로운 사건이 일어나

는 “퍼포먼스”(performance)와 같다는 것이다. 이 퍼포먼스는 “사용되고 다시 

사용되고”를 반복하고 있는데 이는 자연의 멈추지 않고 계속 반복되는 순환과 

변화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고정된 의미 없이 항상 변한다는 개념은 들뢰즈

의 리좀 사유와 연결할 수 있다. 

스나이더는 이 시의 마지막 행에서 자연과 인간 문화와의 차이를 지움으로써 

“무성 / 둘이 함께, 하나의 커다란 빈 집”이라는 결론을 내린다. 이것이 다름 아

닌 불교에서의 불이(non-duality)이다. 불이란 유와 무가 둘이 아니며, 공과 색

이 둘이 아니며, 모든 것이 서로 의존하여 존재하기 때문에 실체가 없는 공으로 

존재하여 다르지 않다는 뜻이다. 이러한 실체가 없는 공은 들뢰즈의 기관 없는 

신체의 개념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불교에서의 실체가 없어 공하다는 것과 

들뢰즈의 기관 없는 신체는 고정된 것이 없어 무한한 잠재성을 가진다는 공통점

이 있다. 불교에서의 공은 스스로 생겨나는 것이 없고 인연에 의해 관계가 형성

된다. 기관 없는 신체 또한 텅 비어 있으며 어떤 상황과 연결되고 접속되느냐에 

따라 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불교의 공과 들뢰즈의 기관 없는 신체는 비슷하다

고 감히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소나무 꼭대기 (“Pine Tree Tops”)는 자연을 감각적으로 그린 시이다. 이 

시는 하늘에서 땅까지 존재하는 다양한 것들에 집중하게 한다. 이러한 다양한 것

들이 관계성을 가지고 존재한다는 것을 담담하게 나열하고 있다. 

푸른 밤에

서리 안개, 하늘은 빛난다

달빛으로

소나무 꼭대기는 

눈이 파랗게 구부러지고, 

하늘로, 서리로, 별빛으로 사라져 간다. 

부츠 삐걱거리는 소리. 

토끼 발자국들, 사슴 발자국들,

우리는 무엇을 압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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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blue night 

frost haze, the sky glows 

with the moon

pine tree tops

bend snow-blue, fade

into sky, frost, starlight.

the creak of boots.

rabbit tracks, deer tracks,

what do we know. (Turtle Island 33)

“서리 안개” 뒤에는 콤마가 있고, “달빛으로” 앞과 뒤에는 구두점이 없다. 이것

은 하늘이 달빛 받아 반짝이는 것을 표현한 것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소나

무 꼭대기가 달빛을 받고 있음을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어쩌면 시인은 구

두점을 없앰으로써 두 가지의 해석을 가능하게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어차피 달

은 하늘에 한 개이고 어두운 밤에 만물을 비추는 것이니까 두 해석 모두 가능한 

것이다. 만약에 달이 소나무에 드리워져 소나무 꼭대기가 기운 것으로 해석한다

면, 실제로 나무가 구부러지지 않았을지라도 우리 눈에는 구부러진 것으로 보이

는 것이다. 

이 시에는 시각 이미지와 청각 이미지가 어우러져 있다. “부츠의 삐걱거림”은 

청각 이미지이고, 시의 나머지 대부분은 선명한 시각적인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

다. 예를 들어 “푸른 하늘, 서리 안개, 빛나고, 희미해져 가고, 토끼 발자국들, 사

슴 발자국들” 등이 그것이다. 인간이 신고 있는 부츠의 삐걱거리는 소리와 토끼 

발자국들, 사슴 발자국들은 모두 생명을 나타내는 표시들이다. 인간은 현재 길을 

따라 걷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토끼와 사슴들은 발자국이 나 있는 것으로 보아 

이미 그 길을 이미 지나간 것으로 보인다. 비록 길을 걷고 있는 시간대는 다를지

라도 모두가 같은 길을 걷는 동등한 생명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 

들뢰즈는 다양성에 대해 그 특성 중 하나는 “다양성은 주체도 객체도 없으며 

다양체가 가질 수 있는 것은 크기, 차원들로서 통일성도 없다”(Deleuze 8)고 설

명한다. 이 시는 들뢰즈가 설명한 대로 중심 역할을 하는 뚜렷한 주체도 객체도 

없다. 다만 다양한 생명체를 객관적으로 나열하고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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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의 마지막 행은 의문문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정확한 답이 

제공되지 않고 있다. 또한, 이 행은 다른 행들에서 선명한 시각적인 이미지를 제

공하는 것에 반해 아무런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아래에 많은 여백만을 제공한다. 

이러한 여백은 독자들을 명상의 세계로 이끄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

다. 또한, 이 시의 이미지는 힐끗 보면 서로 독립적인 듯 보이지만 실상은 상호 

의존적이다. 하나하나의 조각이 큰 그림을 맞추는 듯한 모자이크 형식을 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존재하는 것과 존재했던 것과의 연결성도 드러나고 있

다. 야마자토(Katsunori Yamazato)에 따르면, 이 시의 마지막 행은 독자들에게 

“이분법적으로 해부하는 지식은 불필요하며, 모든 존재의 상호 침투(연결)로부터 

나오는 이 만물을 아우르는 밤의 아름다움만으로도 충분하다”(245)는 것을 보여

준다는 것이다. 

불교와 들뢰즈의 유사점은 존재와 대상과의 관계가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

이다. 불교에서 “붓다-되기는 모든 존재들이 하나씩 분해되고 와해되어 전체를 

이루는 인간 덩어리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관계에서 비롯된다는 것

을, 공(空)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이는 불교의 사유체계가 들뢰즈의 것과 다

르지 않음을 혹은 들뢰즈의 철학이 불교의 것과 일맥상통한다는 것을 시사한

다”(오현숙 91). 

스나이더는 모든 생명체는 서로 연결되어 있고 끊임없이 생명 에너지를 주고

받는다고 생각한다. �거북섬�(Turtle Island) 마지막에 실린 산문 “시인에 관

해”에 대하여 (“On ‘As For Poets’”) 속에 등장하는 기쁨 (“Delight”)이라는 

시 형식의 글은 아름답고, 비어 있고, 복잡하지만 상호 관통하는 즐거운 관계에 

대해 이야기한다. 

기쁨은 순수한 즐거움이다

인지와 깨달음이 있는

아름답고, 비어 있고, 복잡한,

상호 관통하는,

서로 포옹하고, 하나의 

세상을 비추는

모든 차별과 반대를 뛰어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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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ight is the innocent joy arising

with the perception and realization of

the wonderful, empty, intricate,

inter-penetrating,

mutually-embracing, shining

single world beyond all discrimination

or opposites. (Turtle Island 113)

올리버와 마찬가지로 스나이더도 인간과 자연, 생물과 무생물, 비둘기와 소 등은 

서로 동등한 위치에 있다고 가정하며, 돌은 돌대로 물고기는 물고기대로 저마다

의 세계 속에서 연결되어 존재한다고 믿는다. 모든 것들은 상호 연결되어 있고 

평등하지만 또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한다. 이것은 불교의 존재론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불교 사상은 모든 만물이 평등하고 서로 의존적이며 공존하는 관계라고 

보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호 관련성, 상호 의존성은 불교의 연기성으로 접속되며 

위 시는 이것으로부터 오는 기쁨을 노래하고 있다. 

무 (“Without”)에서는 “안에 있는 / 본성의 침묵은 / 안에 있는 힘”이라고 설

명하면서 내적인 본성의 힘을 강조한다. 

안에 있는 

본성의 침묵

안에 있는 힘

무(無)의 

힘.

the silence

of nature

within.

the power within.

the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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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out. (Turtle Island 6)

이 시에서 수행하는 목적은 내적으로 단단하고 평온함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

고 말한다. 시에서 내적인 본성은 “무”(無)이며 무는 공으로 연결되며 공은 다른 

말로 하면 연기(緣起)이다. 연기란 “모든 사물이 조건에 의해 생성· 지속 · 소멸한

다는 붓다의 통찰”(홍창성 6)이다. 이 세상의 만물은 연기하며 끊임없이 변한다. 

들뢰즈의 이론에서 불교의 공과 가장 가까운 것은 기관 없는 신체라고 할 수 있

다. 불교는 자비를 행하는 철학이자 종교이며, 존재의 밑바닥에 무 또는 공이 자

리 잡고 있으며 모든 것은 관계성으로 해석된다. 어떠한 것도 다른 것에 의존하

지 않고 스스로 존재하지 못한다고 사유한다. 이러한 불교의 사유 또한 들뢰즈의 

리좀, 기관 없는 신체의 사유와 같이 서양 철학의 이분법적인 체계에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프레지어 개울 폭포 옆에서 (“By Frazier Creek Falls”)는 높은 바위에서 폭

포 소리와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 소리를 듣고 보면서 문득 생명의 관통을 느

낀다. “우리가 그 (대지)이고 / 그것은 우리를 통하여 노래한다”에서 알 수 있듯

이 불교의 상호 관통, 상호 연결성으로 볼 수 있다. 

살아 넘쳐흐르는 이 대지에서 

모두 여기서 영원히 존재한다

우리가 그 대지이고 

그 대지는 우리를 통해 노래한다

This living flowing land

is all there is, forever

We are it

it sings through us― (Turtle Island 41).

“모두 여기서 / 영원히 존재한다”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생명은 사라지지 않고 

다만 숨는 것이라는 올리버의 시의 내용을 떠올리게 한다. 스나이더는 이 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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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와 인간이 같은 생명체이고 상호 관통, 연결되는 존재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

다. 이러한 연결된 관계성에 대해 스튜딩(Bob Steuding)은 “모든 생명체는 상호 

관련되어 있고, 거대한 생명의 망에서 다른 구성요소들과 어떤 방식으로든 서로 

의존한다고 보기 때문에 여러 측면에서 선불교는 생태학적”(56)이라고 주장한

다. 그리하여 상호 관련성과 상호 연결성은 생태학적이고 불교적이고 들뢰즈적

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마지막으로 시인들에 관해 (“As for Poets”)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 시는 스

나이더 자신이 시인으로서 가져야 할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땅, 공

기, 불, 물, 우주 그리고 마음의 시인들이 각자의 장소에서 어떻게 시를 쓰고 있

는지에 대해 노래한다. 그중에서 마음의 시인은 스나이더 자신이 시인으로서 닮

고자 하는 이미지인 것 같다. 

마음의 시인은

집에 머문다. 

집은 비어 있고

그 집에는 벽이 없다.

그 시는 사방에서 볼 수 있다

어디서든,

동시에. 

A Mind Poet

Stays in the house. 

The house is empty

And it has no walls.

The poem

Is seen from all sides,

Everywhere,

At once. (Turtle Island 88)

“텅 비어 있는 집”은 열린 공간으로 들뢰즈의 개념으로는 기관 없는 신체에 해당

되고 불교의 개념으로는 공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열린 것은 어디로든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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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능하고 접속과 연결에 따라 변하고 생성하는 잠재력을 가진다. 스나이더는 

열린 공간에서 세상과 접속하고 연결되기를 바라는 것으로 보인다.

IV. 나가며

이상과 같이 올리버와 스나이더의 생태시를 들뢰즈의 리좀, 되기, 신체 없는 

기관 등으로 살펴보았다. 두 시인 모두 생태시인으로서 생태학적인 개념, 즉 모

든 것은 상호 연결되어 있고 평등하다는 것에 동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그들

의 시 사상은 들뢰즈와도 약간의 연결고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II장에서는 올리버의 시 물수리 (“The Osprey”), 거북 (“The Turtle”), 물

고기 (“The Fish”), 당신이 물어볼지도 모를 몇 개의 질문들 (“Some 

Questions You Might Ask”), 팔월 (“August”), 유령 (“Ghost,”)을 들뢰즈의 

용어와 개념을 가지고 분석해 보았다. 리좀은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이

고 횡단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생태학적인 사유와 비슷한 점이 많다. 또한 

들뢰즈의 되기 이론은 생명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으로, 인간 

이외의 것이 되는 것을 탐색한다. 특히, 동물-되기는 생명보다는 이성을 근본으

로 하는 근대적 인간 개념을 비판한다. 즉, 인간중심주의에 의해 모든 것을 설정

하고 분류하는 것에 반대하는 것이다. 이 또한 생태주의의 사유와 공유하는 부분

이 있다고 볼 수 있다. 

III장에서는 스나이더의 시 수면 위의 잔물결 (“Ripples on the Surface”),  

소나무 꼭대기 (“Pine Tree Tops”), 무 (“Without”), 프레지어 개울 폭포 옆

에서 (“By Frazier Creek Falls”), 시인들에 관하여 (“As for Poets”), 기쁨

(“Delight”)을 들뢰즈의 리좀과 기관 없는 신체 개념을 적용하여 살펴보았다. 들

뢰즈의 기관 없는 신체는 불교의 공, 무아, 상호 관계성, 상호 의존성 등으로 연

결되었다. 들뢰즈의 기관 없는 신체는 수정란처럼 아직 마땅한 이름이 없는 상태

로, 그 어떤 것도 될 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것이다. 이는 불교의 공의 개

념과 유사한 면이 많다. 즉, 불교에서 실체가 없어 공하다는 것과 기관 없는 신체

는 인연 또는 연결에 따라 관계가 설정되고 변한다는 점에서 비슷해 보인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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냐하면 불교에서의 공은 스스로 생겨나는 법이 없고 인연에 의해 관계가 형성되

고, 들뢰즈의 기관 없는 신체 또한 텅 비어있어서 어떤 상황과 연결되고 접속되

느냐에 따라 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이다. 

올리버와 스나이더는 그들의 시를 통해 인간은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으며 

무생물을 포함한 모든 자연과 연결되어 있음을 인지하며 인간과 자연의 조화롭

고 평등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통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그러한 그들의 사유는 생태학적인 사유에서의 공통점은 말할 것

도 없고 들뢰즈의 몇 가지 이론과 연결되는 지점이 있다. 올리버와 스나이더의 

생태시를 들뢰즈의 이론으로 분석하는 것은 기존의 생태시 연구의 근간을 이루

고 있는 인간중심주의에 대한 비판이라는 주제에 새로운 시각을 불어 넣어 미미

하지만 해석의 폭을 약간 넓히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는 곧 다른 

많은 생태시도 들뢰즈의 이론으로 충분히 접속되고 연결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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