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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버트 프로스트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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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Iljae. “Robert Frost and His Choice.” Studies in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45.3 (2019): 

149-164. Robert Frost has been loved not only by critics but by general readers as well. He enjoyed an 

unrivaled popularity with a general readership among twentieth century American poets. This popularity 

was resulted from his refusal to be a part of the ferment of Modernist. Instead, he chose “the 

old-fashioned way to be new.” Although he is focusing on the sympathy between nature and humans like 

Romantist, he interprets the relationship with point of view of his own times. Frost’s speakers mostly feel 

isolation from nature unlike Romantist. This isolation refers to the isolation modern people feel in their 

life. He can be “a poet for all sorts and kinds” with his choice to intend to differentiate himself from his 

contemporaries. For him, poetry can be “a momentary stay against confusion” of life. What he really 

wants is that his readers feel consolation and get wisdom through his poems. (Chonbuk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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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로버트 프로스트(Robert Frost 1874-1963)는 20세기를 대표하는 미국 시인

들 중에서 다른 누구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폭넓은 독자의 사랑을 받고 있다.  

그가 동시대의 시인들과 보이는 차별성, 즉, 모더니즘 시대에 모더니즘을 전면으

로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것은 시인으로 성공하기를 원했

던 그 자신의 선택의 결과이다. 그는 농부, 교육자, 강연자로 일을 하는 동안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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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쓰기를 멈춘 적이 없었다. 그의 유일한 꿈은 좋은 시인이 되는 것이었다. 그가 

의미하는 성공이란 소수의 비평가들에게만 인정받는 시인보다는 가능한 한 “다

양한 층의 독자들에게 읽혀지는 시인(a poet for all sorts and kinds)”이 되는 

것이었다(CPPP 668)1. 그는 “수천 권씩 시집을 사는 일반 독자들에게 다가가

는” 시인이 되기로 결심하면서 동시대의 시인들과 차별화된 방법으로 시를 썼다

(SL 98)2. 그는 파운드(Ezra Pound)의 “새롭게 하라(Make it new)”는 슬로건을 

표방하는 모더니즘에서 한발 물러나서, 낭만주의자들처럼 자연과 인간의 관계에 

주목하였다. 그는 뉴잉글랜드 지방을 배경으로 하여 소박한 언어로 전원생활의 

일상을 포함한 자연을 노래한다. 이것은 그의 시가 일반 독자들에게 친근하게 다

가갈 수 있었던 원인이 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점은 한편으로 그의 시의 독자들

은 전문적인 안목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인식을 불러온 것이 사실이다. 엘리엇

(T. S. Eliot)과 파운드로 대표되는 모더니즘 시들의 특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점

에서 비롯된 이러한 평가는 프로스트가 시인으로서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의문으로 이어졌다. 그가 담아내는 자연은 “그 시대의 인

간 경험을 평가하는 일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Winters 59). 이

러한 견해들에 의하면, 프로스트는 급변하는 그의 시대의 혼란스러운 삶의 모습

들을 외면하고, 한가로운 전원생활 속에 안주해버린 시인이다. 

   그런데 주목해야 할 것은 “프로스트가 전원생활을 시작한 것은 그의 시대를 

진단하는데 필요한 통찰력을 얻으려는 노력”의 일환이었다는 점이다(Greiner 

230). 그는 낭만주의자들처럼 자연과 교감하면서도 자연을 그의 시대가 요구하

는 방식으로 해석한다. 그래서 그의 시에 나타나는 자연은 낭만주의자들의 것

과 다른 모습이다. 에머슨(Ralph Waldo Emerson)과 소로우(Henry David 

Thoreau)가 자연에서 도덕적인 삶을 가능하게 하는 기준들을 읽어내고 따뜻함

을 느끼는 반면, 프로스트는 자연에서 온전한 확신을 얻지 못한다. 그가 느끼는 

자연은 삭막하고 냉정해서 그로 하여금 소외감과 두려움을 느끼게 한다. 그는 

  1 본 논문에서 인용되는 프로스트의 산문을 Collected Poems, Prose, & Plays. Ed. Richard 

Poirier and Mark Richardson. New York: The Library of America, 1995에서 인용할 경우, 편

의상 CPPP로 표기한다. 

  2 프로스트의 글이 Selected Letters of Robert Frost. Ed. Lawrance Thompson.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1964에서 인용할 경우, SL로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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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한 감정을 배제하며, 냉정하고 꼼꼼하게 자연을 관찰한다. 이러한 태도는 

리얼리스트로서의 면모를 보여주는 것으로서 낭만주의자들과의 차별성을 드러

내준다. 그는 편안해보이고 아름다워 보이는 시의 표면 아래에 자기의심, 우울

함과 슬픔 등을 배치시킴으로써 독자들로 하여금 성급한 결론을 자제하고 시 

속의 의미를 꼼꼼하게 파악하도록 유도한다. 그의 시의 이러한 이중적인 특성

은 은유(metaphor)와 아이러니(irony)에 의해 더욱 강화되어, “독자들을 저 위

에서부터 저 끝없는 바닥까지 의미를 찾아가는 여행을 하도록” 이끈다(SL

344). 이런 이유로, 리틀(Michel R. Little) 같은 평자는 프로스트가 “소수의 엘

리트 독자를 염두에 두고 시를 썼다”고 지적한다(6). 이와 같은 평가는 이제 그

의 시가 일반 독자뿐만 아니라 비평가들을 포함한 전문적인 독자들의 활발한 

주목을 받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는 은유를 통하여 “하나를 말하면

서 다른 것을 의미하여”, 독자로 하여금 그가 전면에 드러내 놓지 않은 “숨은 

뜻이 주는 즐거움”을 발견하도록 한다(CP 147)3. 그가 사용하는 아이러니는 은

유의 효과를 증가시킨다. 그는 자신의 시대가 요구하는 변화를 외면하고 샌프

란시스코를 떠나 뉴잉글랜드로 간 것이 아니다. 뉴잉글랜드는 좋은 시를 쓰기 

위해서 그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선택이었다. 그는 전원

생활을 선택하면서 일반 독자부터 비평가에 이르기까지 폭 넓은 독자를 확보하

게 되었다. 

그러면 프로스트는 왜 그렇게 다양한 독자에게 다가가고 싶어 했을까? 그것은 

바로 그가 시를 통해 세상과 소통하고 싶어 했기 때문이다. 그는 시가 학파와 교

파의 기초가 될 만한 위대한 해답은 줄 수 없다고 할지라도, 삶의 혼란스러움을 

잠시나마 멈추게 해주는 역할은 할 수 있다고 본다(CPPP 18). 본 논문은 프로스

트가 시를 통해서 세상과 소통하는 방식을 살펴볼 것이다. 그 방식은 알 수 없는 

삶에 대해 그 스스로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에 다름 아닌데, 프로스트는 그러한 

과정에 독자도 참여시키고 있다. 

                        

  3 본 논문에서 인용하는 프로스트의 산문이 The Collected Prose of Robert Frost. Ed, Mark 

Richardson. Cambridge: Harvard UP, 2007에서 인용할 경우 편의상 CP로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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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본론

     

단순하고 편안해 보이지만 심층적으로는 복잡하고 어두우며, 불확실한 세계를 

담고 있는 프로스트 시의 이중적인 구조가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는 “20

세기 모든 미국 시인들 중에서 가장 잘 알려져 있으며 가장 대중들의 지지를 받

지만, 가장 오해받는 시인”이 되었다(Barron & Wilcox 1). 프로스트 시들 중에

서 이러한 평가에 꼭 들어맞는 시가 바로 가지 않은 길 (“The Road Not 

Taken”)이다. 이 시가 널리 사랑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모든 독자들에게 공통적

인 소재, 즉 인생에서 매순간 맞닥뜨리는 ‘선택’이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 때

문이다. 그러나 너무 익숙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듯 보이는 이 시는 프로스트 스

스로 밝힌 것처럼, “매우 신중을 요하는 시(a tricky poem, very tricky)”이다

(CP 76). 이 시에서 ‘두 갈래 길’은 은유로서, ‘선택’의 어려움에 대한 프로스트의 

견해를 보여주기 위한 장치이다. 프로스트는 화자로 하여금 그가 가야 할 길을 

선택했던 순간의 갈등을 2연 안에서 모두 제시한다. 

그리고선 똑같이 아름답지만

풀이 우거지고 인적이 없어

아마도 더 끌렸던 다른 길 택했지.

물론 인적으로 치자면, 지나간 발길들로

두 길은 정말 거의 같게 다져져 있었고,

Then took the other, as just as fair,

And having perhaps the better claim,

Because it was grassy and wanted wear;

Though as for that, the passing there

Had worn them really about the same, (CPPP 103)4

  사실, 프로스트는 총 4연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시의 1연부터 3연까지 모두 

  4 본 논문에서 인용하는 프로스트의 시는 Collected Poems, Prose, & Plays. Ed. Richard 

Poirier and Mark Richardson. New York: The Library of America, 1995에서 인용한 것으로, 

편의상 CPPP로 표기하고 이후부터는 쪽수만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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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자의 선택 당시의 상황으로 구성한다. 세 개의 연은 각각 독립된 의미를 전달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상황을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마침표’가 아니라, ‘콜

론’과 ‘쉼표’로 이어져 있다. 이러한 구성을 통해서 프로스트가 의도하는 것은 무

엇일까? 그것은 아마도 ‘선택’이 가지는 어려운 속성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프

로스트는 선택의 ‘두 갈래 길’과 그러한 갈등상황을 한 연안에 배치해놓아, 선택

의 어려움을 효과적으로 전달한다. 두 갈래 길이 완전히 달라보였다면 선택은 더 

쉬웠을 것이다. 똑같이 아름답지만 사람들이 덜 다닌 길을 선택한 화자는 그래서 

신중하면서도 모험심이 강한 사람으로 읽힌다. 그리고 그의 사려 깊고 올곧은 선

택의 결과 그의 삶이 긍정적으로 달라졌다고 생각하게 된다. 그러나 이 시를 꼼

꼼히 읽다보면, 화자의 속성을 성급하게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된

다. 더불어 화자가 과연 자신의 선택에 대해서 만족스러워하는지 의심하게 된다. 

지금부터 오래오래 후 어디에선가

나는 한숨지으며 이렇게 말하겠지

숲 속에 두 갈래 길 나 있었다고, 그리고 나는—

나는 사람들이 덜 다닌 길 택했다고

그로 인해 모든 것이 달라졌노라고.

I shall be telling this with a sigh

Somewhere ages and ages hence

Two roads diverged in a wood, and I—

I took the one less traveled by,

And that has made all the difference. (103)

  

  화자가 그의 선택에 만족한다면 한숨을 쉬지 않아야 한다. 그의 선택이 모든 

것을 달라지게 해서 그의 삶을 긍정적으로 바꾸어 놓았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

다. 한숨 쉬면서 말하는 화자를 통해서 독자는 어쩌면 화자가 지금 행복하지 않

고, 그의 선택을 후회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다시 2연으로 돌아가 보면, 

사실, 화자가 사람들이 덜 다닌 것 같다고 생각해서 선택한 길은 실제로 그가 선

택하지 않은 길과 별반 차이가 없다. 두 길은 사람들의 발길로 거의 같게 다져져 

있었다. 중요한 것은 화자 스스로 이것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더욱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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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선택하지 않은 길은 가기에 쉬운 길이 아니라, 오히려 더 힘들어 보이는 길이

라는 암시마저 있다.

수풀 속으로 굽어 사라지는 길 하나

멀리 멀리 한참 서서 바라보았지

And looked down one as far as I could

To where it bent in the undergrowth. (103)

숲 속으로 굽어 사라지는 길, 그것은 그에게 선택하는 데 있어서 더 용기를 요

구하는 길일 수도 있다. 이런 점에서 앤드류스(Terry L. Andrews)는 더 익숙하

고 편해 보이는 길을 선택한 화자를 순응주의자로 평가한다(4). 그런데, 이 시에

서 화자는 순응주의자로 부각되기보다는, 그에게 봉착한 선택의 어려움 앞에서 

당황하고 아쉬워하는 모습으로 남는다. 화자의 모습이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이

기에 그렇다. 화자는 올곧고 당차게 자신의 길을 가는 영웅이 아니다. 보란 듯이 

영웅처럼 행동하고 싶지만, 그럴 용기가 없다. 그래서 화자의 모습에는, 선택하

고 싶지만 선택할 용기가 없는 길을 오래도록 서서 바라보는 안쓰러운 우리의 모

습이 있다. 독자가 가지는 화자와의 이러한 공감이 이 시를 널리 사랑받게 만드

는 요인이다. 이 시에서 드러나는 갈등과 그것으로 인해 야기되는 해석상의 어려

움은 부정적이 아닌 오히려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한다(Moosavinia & 

Shahrakzadeh 1). 독자로 하여금 계속해서 다양한 해석을 시도해 보게 한다는 

점에서 그렇다. 노란 숲속에 뻗어있는 아름다운 두 갈래 길이라는 전원적인 배경 

속에 쉽지 않은 ‘선택’에 관한 질문을 배치해 놓은 이 시가 21세기의 독자들에게

도 의미가 있는 이유이다. 

가지 않은 길 에서는 ‘두 갈래 길’뿐만 아니라, ‘화자’도  프로스트가 사용하

는 은유이다. 화자는 독자들뿐만 아니라, 그 자신에게도 선택의 중요성을 숙고하

도록 하는 장치로 작용한다. 프로스트의 이러한 작업은 시인으로서의 정체성 확

보를 위한 고민으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그의 ‘선택’에 관한 숙고는 눈 오는 저

녁 숲가에 멈춰 서서 (“Stopping by Woods on a Snowy Evening”)에서도 잘 

나타나있다. 화자는 숲이 눈에 덮이는 것을 보려고 숲가에 멈춰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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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작은 말은 분명 이상히 여기리.

한해 중 가장 어두운 날 저녁

숲과 얼어붙은 호수 사이

근처 농가 하나 없는 곳에 멈추는 것을.

My little horse must think it queer

To stop without a farmhouse near

Between the woods and frozen lake

The darkest evening of the year. (207)

한 해 중 가장 어두운 저녁, 호수가 얼어버릴 정도로 추운 날에 인적이 끊긴 

숲가에 멈춰 섰다는 것은 이상한 일임에 틀림없다. 중요한 선택을 앞두지 않은 

사람들은 그의 ‘말’ 과 같은 생각일 것이다. 그의 ‘말’이 인간과 같은 판단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모를 리 없는 화자가 엉뚱하게 아무 상관도 없는 ‘말’을 끌어들

이면서까지 둘러대고 있지만, 화자도 지금 그 자신의 행동이 평범하지 않다는 것

을 느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금 다른 사람들을 신경 쓸 겨를이 없

어 보인다. 그는 지금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기 때문에, 들리는 것이라고는 

“무심히 지나는 바람과 솜털 같은 눈송이 스치는 소리뿐(The only other 

sound’s the sweep/ Of easy wind and downy flake.)”인 이러한 자신만의 고

요한 장소가 필요하다. 그는 지금 가장 혹독한 삶의 한 가운데에 있다. 어둡고 깊

은 숲과 얼어붙은 호수 사이에 그가 있다. 

숲은 사랑스럽고, 어둡고, 깊지만,

내게는 지켜야 할 약속이 있네

잠들기 전에 가야 할 먼 길이 있네

잠들기 전 가야 할 먼 길이 있네

The woods are lovely, dark, and deep,

But I have promises to keep,

And miles to go before I sleep,

And miles to go before I sleep. (207)



156 이  일  재

눈에 덮이고 있는 숲은 화자에게 사랑스러운 공간이다. 그래서 화자는 그 숲

에 들어가고 싶어 하지만, 망설이게 된다. 그가 직면하고 있는 선택은 바로 이것

이다. 자신의 망설임의 원인으로 그는 지켜야 할 약속과 아직 많이 남아 있는 여

정을 언급하고 있지만, 그의 진술이 사실인지를 확인할 방법은 없다. 사실, 지켜

야 할 약속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언급하지 않고, 가야할 길이 멀다고 반복하는 

그의 모습은 그의 말들이 사실이라기보다는, 그의 다짐에 가깝다는 것을 암시한

다. 그는 스스로에게 그의 다짐들을 확인시키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다

짐을 통해서 독자는 화자가 숲에 들어가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을 짐작하게 된

다. 화자를 통해서 드러나는 이러한 아이러니는 은유와 더불어 프로스트의 중요

한 기법이다. 프로스트는 이러한 장치들을 사용하여 독자로 하여금 시의 의미를 

파악하는데 있어서 세심한 주의를 요구한다. 화자가 망설이는 진짜 이유는 무엇

일까? 그것은 바로 숲이 가지고 있는 이중성 때문이다. 숲은 사랑스럽지만, 또한 

어둡고 깊다. 한 해 중 가장 어두운 밤에 하얀 눈으로 덮여가는 숲은 화자를 멈

춰 서게 할 만큼 아름답다. 칠흑같이 어두울 때 빛나는 하얀 숲이 얼마나 아름답

겠는가. 그러나 그 만큼, 한 해 중 가장 어두운 밤의 숲은 또 얼마나 어둡고 깊겠

는가. 지금 그곳에 어떠한 위험들이 숨어있는지 그는 알 길이 없다. 이렇듯 프로

스트의 자연은 따뜻하고 아름다운 모습만 가지는 것이 아니다. 프로스트가 낭만

주의자들에게서 자연과의 교감이라는 소재를 빌어 왔지만, 자연을 해석해내는 

데에 있어서는 그들과 다르다. 그의 자연은 삭막하고 두려운 모습이 지배적이다. 

그래서 눈 덮인 아름다운 숲에 대한 화자의 상상은 어두운 밤이라고 하는 그의 

현실에 제지당한다. 프로스트가 불확실하고 각박한 그의 시대에 상상력이 가지

는 의미와 중요성을 충분히 인정하면서도, 상상력에 절대적인 신뢰를 보내지 않

은 점 또한 낭만주의자들과 다른 점이다. 그는 감정을 절제하면서 냉정하고 꼼꼼

하게 자연과 인간의 경험을 관찰하는 리얼리스트적인 면모를 가지고 있다. 

눈 오는 저녁 숲가에 서서 는 숲 앞에서 선택의 문제를 조명하고 있는 “화자

의 내적인 드라마”라고 할 수 있다(Ingebresten 3680). 그런 만큼 이 시에는 화

자의 선택에 대한 숙고의 과정이 그려진다. 하지만, 그것이 과연 무엇을 위한 고

민인지는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사과를 딴 후에 (“After Apple-Picking”)

에서는 프로스트의 선택의 대상이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 이 시의 의미를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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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하는 일은 어이없다고 프와러(Richard Poirier)가 지적할 정도로(227), 이 시

는 가지 않은 길 과 눈 오는 저녁 숲가에 서서 보다 한층 더 복잡하고 다양한 

의미망으로 얽혀 있다. 독자의 창의적인 이해력이 더 요구되는 이유이다. 표면적

으로는 사과를 수확하는 농부를 화자로 내새워서 전원적이고 편안해보이지만, 

현실과 상상이 교차하고, 은유도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의미파악이 쉽지 않다. 이 

시의 의미를 파악하는데 있어서 핵심적인 쟁점은 화자의 “잠”의 의미를 추적하

는 것이다. 

                 

                … 나는 졸기 시작 한다

오늘 아침 물통에서 얼음유리 한 장 걷어내

서리 내린 풀밭 세상에 대고

비춰보았을 때의 기이한 느낌

눈을 비벼도 시야에서 사라지지 않는다.

얼음은 녹았고, 나는 그 얼음이

떨어져 부서지게 내버려 둔다

                     … I am drowsing off.

I cannot rub the strangeness from my sight

I got from looking through a pane of glass

I skimmed this morning from the drinking trough

And held against the world of hoary grass.

It melted, and I let it fall and break. (70)

화자가 잠으로 빠져 들어가면서 현실인지 상상인지 불분명한 상태에서 느끼는 

아침 풍경은 지금까지와 다르게 낯설다. 화자는 지금 그 자신이 “자연에서 소외”

되고 있다고 느낀다(Bloom 5). 그 낯선 느낌 속에서 화자가 물통에서 건져낸 얼

음은 녹기 시작하면서 바닥으로 떨어졌고, 결국 깨졌다. 이러한 상황은 그가 사

과를 수확했던 과정과 다르다. 그는 수천 수 만개의 사과를 따면서도 땅에 떨어

뜨리지 않으려고 조심했었다. 땅에 떨어진 사과는 상처가 나지 않아도, 상품으로

서의 가치를 상실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화자는 지금 얼음이 떨어져서 부서지게 

내버려둘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러한 상황을 애석해하지도 않는다. 이것은 화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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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자신에게서 발견하는 낯설음이기도 하다. 

화자가 느끼는 이러한 낯설음은 이 시에서 중요하게 작용한다. 이러한 감정을 

통해 그가 꿈속에서 사과를 보기 때문이다. 사실, 그가 낯설게 느낀 겨울 풍경은 

실제로 그가 본 것인지, 꿈속에서 본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서리 내린 풀밭 세

상”이라고 언급할 뿐, 그것에 대한 세부적인 묘사는 없다. 그가 낯선 느낌을 받

았다는 것만 분명한 사실이다. 또한, 화자가 겨울잠의 정수인 사과향기에 취해 

잠에 빠져들었다고 말하지만, 사과향기가 꿈속의 것인지, 현실의 것인지 분명하

지 않다. 그의 잠과 관련해서 분명한 것은, 꿈속에서 사과가 확대되어 선명하게 

나타났다, 사라진다는 것이다. 

확대된 사과들 나타났다 사라지고

줄기 끝과 만발한 꽃 끄트머리,

모든 적갈색 반점들 또렷이 나타난다.

Magnified apples appear and disappear,

Stem end and blossom end,

And every fleck of russet showing clear. (70)

  사과가 이 시의 핵심인 것은 분명하다. 상상과 현실이 섞이면서 언급되고 있지

만, 어쨌든 화자를 잠들게 하고, 꿈속에서 선명하게 확대되어 오는 것은 사과이

기 때문이다. 그의 꿈의 주제는 사과이다. 그렇다면 화자는 왜 사과에 대한 꿈을 

꾸는가? 꿈은 보통 억압된 무의식과 직면하는 일이라고 할 때, 꿈속에서 보이는 

사과는 그의 억압된 무의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그 동안 너무나 많은 사과

를 수확한 탓에 사과에 지치고 싫증이 난 화자에게 그것이 어떻게 억압된 무의식

으로 작용할 수 있을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화자의 꿈속에서 보이는 사과는 그것의 특질에 상관없

이 그저 사과 자체일 뿐이라는 점이다. 이제 화자는 버려야 할 사과와 가치 있는 

사과를 구별하지 않는다. 그 동안에 튼실한 사과만 선호했던 화자의 태도에 변화

가 생긴 것이다. 화자는 자신의 소외된 상황을 인식하게 되면서 사과의 ‘소외’에 

공감하게 된다. 그가 상품성 있는 범주에서 소외시켜버린 사과가 바로 화자가 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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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에서 대면하고 있는 그의 무의식이다. 화자가 느끼는 고립감은 이와 같이 그로 

하여금 ‘소외’가 그 자신의 실존적인 것임을 인식하게 하는 요소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화자는 그의 보호자는 바로 그 자신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에머슨과 소로우가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서 그들의 삶의 지침들을 찾아냈다면, 

프로스트는 자연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는다. 이것은 현대인들의 실존적 상황이

며, 프로스트의 시에서 확인할 수 있는 현대성이다. 

  화자는 자신의 무의식을 대면함으로써 이제 그의 잠의 정체에 대해 묻는다. 

내 잠이 어떠하건 왜 이토록 괴로운지를

당신은 알 수 있을 것이다.

만약 가버리지 않았다면 마멋이 말해줄 수도 있겠지.

내가 말한 다가오는 그 잠이

마멋의 긴 잠과 같은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인간의 잠에 불과한지를.

One can see what will trouble

This sleep of mine, whatever sleep it is.

Were he not gone,

The woodchuck could say whether it’s like his

Long sleep, as I describe its coming on,

Or just some human sleep. (70) 

그의 잠이 마멋의 잠인지 인간의 잠인지 궁금해 하는 화자의 질문은 사실 표

면적인 것이다. 화자는 이미 그의 잠의 정체를 알고 있다. 그의 잠은 인간의 잠이

다. 그런데 왜 그는 그의 잠을 고통스럽게 인식하고 있는 걸까? 마멋은 스스로의 

노력 없이도 다시 깨어날 수 있다. 긴 동면에 들어있지만, 봄이 오면 다시 깨어날 

수 있다. 그것은 자연의 순환법칙에서 소외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화

자는 그의 노력 없이는 깨어날 수 없다. 그는 자연에서 소외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의 잠이 이토록 괴로운 것이다. 화자의 괴로움은 프로스트의 괴로움으

로 읽어도 무방하다. 사과를 딴 후에 는 프로스트가 �소년의 의지�(A Boy’s 

Will)를 출판한 직후인 그의 나이 39살에 쓰였다. 영국에서 다시 미국으로 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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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생각하면서 그는 자신의 시들이 온전한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 많이 불안하

고, 성공하고 싶은 열망도 컸을 것이다. 이 시에는 프로스트의 이러한 불안과 열

망이 녹아들어가 있다. 화자의 꿈속에서 확대되었다가 사라지는 사과, 그것은 바

로 프로스트의 시이다. 프로스트는 화자를 통해 “그가 불만스러워서 버릴 수밖에 

없었던 시들”(Muste 42)과 대면하면서, 그것들과 자신의 상황이 같다는 것을 느

낀다. 프로스트는 지금 그의 시적 재능이 제대로 발현될 수 있을지에 대해 불안

하고 고민스럽다. 화자의 잠이 괴로운 것은 프로스트의 불안을 반영한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프로스트는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시를 열심히 쓸 것이다. 프로스

트의 자작나무 (“Birches”)는 이러한 기대를 가능하게 한다.

인생이 참으로 길 없는 숲 같아

얼굴에 걸리는 거미줄로 쓰라리며 가렵고

정면에 후려치는 나뭇가지로

한쪽 눈에 눈물 고일 때면 언제든지

나는 잠시 땅에서 떠난 후

다시 돌아와 시작하고 싶다.

운명이 나를 일부러 오해하여 소원 반만 들어주고

돌아오지 못하게 아주 데려가지 않기만을 바라면서.

지상은 사랑하기에 알맞은 장소.

나는 더 이상 좋은 곳을 알지 못한다.

나는 자작나무 타듯 살고 싶다.

눈처럼 하얀 몸통 타고 검은 가지로 올라가

나무가 견딜 수 없을 때까지 하늘을 향하다가

가지 끝 기울여 다시 내려오듯 그렇게 살고 싶다.

Life is too much like a pathless wood

Where your face burns and tickles with the cobwebs

Broken across it, and one eye is weeping

From a twig’s having lashed across it open.

I’d like to get away from earth awhile

And then come back to it and begin over.

May no fate willfully misunderstand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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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half grant what I wish and snatch me away

Not to return. Earth’s the right place for love:

I don’t know where it’s likely to go better. 

I’d like to go by climbing a birch tree,

And climb black branches up a snow-white trunk

Toward heaven, till the tree could bear no more,

But dipped its top and set me down again. (118)

이 시에서 프로스트는 화자를 내세우지 않고, 그가 직접 등장하여 삶에 대해 말

한다. 프로스트가 지상만큼 사랑하는 곳은 없다. 그가 “슬픔은 치유될 수 없다”고 

말할 정도로, 그에게 삶은 녹록하지 않았지만(CP 94),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

상을 떠나고 싶어 하지 않는다. 오히려 영영 떠나 버릴까봐 걱정한다. 힘들면 자

작나무 타고 땅을 떠나 하늘을 향해 올라가서 쉬다가 다시 땅으로 내려오는 자작

나무 타는 사람이면 족하다. 그것도 잠시 동안이면 된다. 프로스트가 “플라톤주의

를 수용하지 않았다”는 것은 타당해 보인다(Ellmann&O’clair 193). 여기에서 “하

늘”은 프로스트에게 창조력을 충전하기 위해 잠시 동안의 쉼을 제공하는 공간이

상의 의미는 없다. 사과를 딴 후에 에서 언급되는 “하늘”(“내 기다란 사다리 두 

끝은/나무 사이를 지나 여전히 하늘 향해 걸쳐있고(My long two-pointed 

ladder’s sticking through a tree/Toward heavens still)”도 자작나무 의 “하

늘”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 이와 같이 프로스트의 시는 “각각의 시가 다른 시의 

은유로 작용”하기도 한다(Faggen 41). “참으로 길 없는 숲” 같은 지상을 사랑하

는 것은 그곳이 그의 실존적 조건이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의 상황을 직면하면서 

열심히 살고 싶어 한다. 그의 시적 재능이 잠시 “잠”의 상태에 빠져 있는 지금, 화

자를 통해서 그의 상태를 점검했으니, 그는 이제 다시 열심히 시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시는 그가 삶에서 빠져들게 되는 혼란을 막아줄 수 있기 때문이다. 비록 

그것이 일시적일지라도 말이다. 사과를 딴 후에 는 시를 그의 삶의 목적으로 선

택하기 위한 프로스트의 자기 탐색의 과정을 보여준다. 자작나무 타는 사람이고 

싶은 프로스트는 독자도 자작나무 타는 사람이 되기를 권한다. 그의 시라는 자작

나무를 통해 열심히 살 용기를 얻어서 열심히 살다가, 또 지치면, 다시 시를 통해 

힘을 얻는 것, 그것이 프로스트가 독자와 소통하고 싶어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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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결론

프로스트에게 시는 그의 삶을 지탱해주는 버팀목이었다. 그의 말대로 시는 그

에게 “기쁨으로 시작해서 지혜를 주면서 끝난다”(CPPP 56). 그의 생애를 돌이

켜볼 때, 그는 기쁨보다는 슬픔을 많이 경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시가 

기쁨으로 시작한다고 말함으로써 시에 대한 그 자신의 열정을 확인시킨다. 샌프

란시스코에서 뉴잉글랜드로, 영국으로, 다시 미국으로 이어졌던 그의 여정들과, 

그러한 과정에서 겪게 되었던 경제적인 고통, 굴곡진 가정사에서 비롯된 심한 우

울증을 겪으면서 써내려간 시는 그에게는 삶 그 자체였다. 

그의 시가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은 그가 시에서 직접 많은 것들을 말

하지 않고 신중한 태도를 보인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는 그의 시 전반에 

걸쳐 대립 항들을 극화시켜 놓지만, 그것에 대한 해결책을 쉽게 제시하지 않는

다. 이러한 태도는 그 자신의 경험에서 일부분 터득한 습성이기도 하다. 항상 경

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했던 어린 시절과 결혼 이후의 우울한 가정사 등이 그로 하

여금 자기의 의견을 목소리 크게 피력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 되었고, 더 나아

가서 신중한 태도를 가지게 하였다. 이러한 전기적인 부분은 독자들에게 그의 시

를 더 호소력 있게 만든다. 독자들은 조용히 뒤로 물러나있는 듯한 그에게서 고

단한 삶속에서 당차지 못한 자신들의 모습을 발견하기 때문이다. 한편으로 이것

은 그의 양키 기질을 보여주는 면이기도 하다(Stanlis 2). 사실, “새롭게 하라”는 

기치 아래에서 활동했던 엘리엇이나 파운드는 미국적인 뿌리보다는 영국과 유럽

대륙을 동경하고, 그곳에서 시인으로서 그 자신들의 정체성을 찾았다는 점을 고

려해볼 때, 프로스트는 미국적인 전통에 뿌리를 두고 있는 진정한 미국시인이다. 

그는 모더니즘의 시대에 모더니즘을 비켜서 있었던 “외로운 인물”(Faggen 13)

이 아닌, 뉴잉글랜드를 바탕으로 한 미국문학 전통의 한 뿌리를 형성하고 있다. 

그의 시는 각박한 삶에 지친 현대의 독자들에게 잠시 동안의 여유와 그리움을 현

대적인 감수성으로 제공한다. 그는 다른 동시대 시인들과 달리, 시 이외에 자신

의 시론을 피력하는 비평서나 산문 등을 많이 쓰지 않았다. 그는 시를 통해서 세

상과 소통하면서 가능한 한 많은 독자에게 다가가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프로스

트가 엘리엇과 파운드처럼 주지적이었다면, 또, 예이츠(William Butler Yeats)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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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 보다 숭고한 주제를 다루었다면, 그는 그렇게 다양한 층의 독자를 확보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가 다층적인 의미망을 형성해놓았지만 표면적으로 소박한 언

어를 사용하여 친근한 소재를 다루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많은 독자들은 

그들만의 이런저런 이유로 그의 시를 통해 위로를 받기도 하고, 지적인 즐거움을 

누리기도 한다. 그는 성공한 시인임에 틀림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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