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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etic Medicine
The Healing Art of Poem-Making

관계의 전망
친밀함, 결혼, 열망에 대한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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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에 대한 열의를 높이는 훈련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여기에는 모든 강점
이 필요하다. 또한 모든 약점도 필요하다. 때로는 강점이라 불리는 것을 깨뜨려
야 충분히 약해지거나 강해져서 양보도 할 수 있다. 강점이나 약점이 아닌 우아
함, 개인, 개인화된 에너지에 가까운 자연의 힘이 필요하다. 강점과 약점, 남성
성과 여성성, 공격성과 순종성에 대해 말하지 말라. 이 꽃들을 보라, 이 아이를
보라. 이끼 낀 이 돌을 보라. 내가 던진 빵조각을 게걸스럽게 받아먹기 위해, 바
람을 가르며 내려오는 갈매기가 내는 소리를 들어보라. 너희의 짐을 서로 지라,
주께서 말씀하시니 그의 말이 법이니라.

사랑은 교리가 아니며 평화는 국제적인 조약이 아니다. 사랑과 평화는 우리 안
에서 가능성으로 살아가는 존재이다.
－M.C.리처드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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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은 부드러움이 머무는 곳이다. 세련된 마음은 부드러움으로 인해 강화된다.
－로버트 블라이

결혼생활의 개선방법이나 다른 중요한 인간관계의 개
선 방법을 알려주는 책과 교사는 무수히 많다. 이 책과 교사들은 다양한 가치
시스템이나 유용한 사실, 독창적 선택 등을 제공하며 인간관계의 정신적, 심리
적, 감정적 부분을 다양한 수준에서 강조하고 있다. 많은 부분이 우리가 어디에
와 있고, 어디로 가고 싶어 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돕는 훌륭한 길잡이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지도는 최상의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지만, 당신의 삶과 인간관계
에 맞는 고유의 교훈을 직접 당신에게 알려주지는 못할 수도 있다. 한 가지 확
실한 것은 남자는 화성에서 왔고, 여자는 금성에서 왔다지만 당신이 지구에 도
착한 이후로, 세계 역사 속에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자신의 목소리를 개
척할 용기를 가지고 있었는가 하는 점이다.
이 목소리로 파트너에게 말을 걸어본 적이 있는가? 당신만이 쓸 수 있는 시
를 써본 적이 있는가? 당신의 삶을 다른 이의 삶에 합류시키는 와중에 당신이
느낀 두려움, 좌절, 기쁨을 표현하는 시를 써본 적이 있는가? 어떤 선생이나 심
리학자의 통찰력은 인간관계의 완성도를 더 높이고 충실히 하기 위한 노력에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자신만의 독창적인 자원을 이끌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더 효과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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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시적 목소리를 사용하면 자신과 파트너와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시 쓰기는 파트너와의 의사소통에서 차이점을 줄여주는 방법이 될 수 있으
며 지극히 사적인 것이 될 수도 있다. 우리는“다른 행성”에서 온 남자와 여자
로서 시를 쓰는 것이 아니다. 발생 기원이 매우 복잡하고 아직 목적지를 알지
못하는 개별 인간으로서 시를 쓰는 것이다. 시 쓰기는 거의 언제나 이전에 알지
못한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인간관계에 관한 시는 우리 자신과, 파트너와 함께
하는 삶에 관한 진실을 통해 우리를 놀라게 할 수 있다.
시 쓰기를 통해 자신을 표현할 때 느끼게 되는 자아발견과 놀라움은 당신이
진정 어떤 사람인지를 나타내는 시의 결과물이다. 이것은 시를 쓴 후 갑작스럽
게 알게 되는 것이다.“그래 이게 진정한 나야”라고 말이다. 당신은 자신에 대
한 고정적이고 진부한 시각을 벗어던져 당신의 마음과 정신에 본질적인 것을
다시 획득하게 되었다는 느낌을 가지게 된다. 자아발견의 감각은 당신의 인간
관에서 보다 진정한 자신의 모습으로, 파트너에 대한 보다 감정적인 진실함으
로, 타인에 대한 열린 마음으로 이끌 수 있다.
가까운 사람에게 개방성과 놀라움과 변화의 능력을 가지고 말을 할 수 있다
면 그것은 당신의 인간관계에 신선함을 불어넣을 수 있다.
마지 피어시의 시‘붙잡지 않고 가지는 법’은 인간관계에 강렬함과 개방성을
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표현해주고 있다. 개방성 안에서는 어떤 사람을 우리
가 원하는 모습이거나 정의한 모습이 아니라 그 자체의 모습으로 볼 수 있는 기
회가 생긴다. 아무것도 어려운 것은 없다! 다음의 시는 그 시의 첫 번째 연이다.

Learning to love differently is hard,

다른 방식으로 사랑하는 것을 배우는

love with the hands wide open, love

것은 어렵다.

with the doors banding on their hinges,

두 팔을 크게 벌린 사랑, 문 경첩에

the cupboard unlocked, the wind

소리가 나는 사랑

roaring and whipping in the rooms

찻장 선반은 잘 잠겨 있고, 방안을

rustling the sheets and snapping the blinds

포효하고 채찍질하는 바람은

that thwack like rubber bands

마치 손바닥을 때리는 고무밴드처럼

친밀감의 계발 : 놀라움, 발견, 애정 * * *

바람은 홑이불을 흔들고, 블라인드를

in an open palm.

움직인다.
－마지 피어시

－Marge Piercy

가까운 사람에게 우리의 감정을 솔직하게 나타내는 것은 어렵다. 특히 남자
들은 더 어려움을 느낀다. 그러나 남자들이 배우자와의 관계에 독창성을 포함
시키려고 한다면 그 관계에 변화가 올 수 있다.
가끔 남자들은 시가 비현실적이란 잘못된 생각을 한다. 그것은 사실이 아니
다. 시를 쓰는 것은 집을 짓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시는 당신의 생각과 느낌으
로 종이 위에 짓는 건축물이다.
시는 당신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파악하게 해준다. 내면에서 느끼고
말하는 용기는 시를 쓸 사람에게는 도전이다. 내면의 마음에서 오는 느낌이 편
하지 않을 수도 있다. 꼭 대답을 얻으려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마음을 갖도록
노력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 마음은 사물을 확실하게 분류해서 알고
싶어 한다. 그러나 당신이 사물에 대해 확신한다고 해서 어떤 것이 자아의 본질
을 드러내고, 친밀해진다고 할 수는 없다.
잭 윙클은 40살이며 결혼한 지 10년이 되었다. 그는 독서를 통해 자신의 감
정에 솔직해지는 특별한 훈련을 하게 되었다. 잭은 자신이 그다지 많이 발전했
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나, 어느 날 퇴근길 기차 안에서 이 시가 흘러 나왔다고
한다.

Tell me a tale, I’ll tell you a tale

이야기를 들려주오, 나도 이야기를

A story of scats of cats, and moles of holes.

들려줄 테니

Tell me the TRUTH—

상처 난 고양이 이야기를,

I’ll tell you the truth

땅 속의 두더쥐 이야기를.

Of miles of files, of place I’ve seen,

진실을 말해주오－

Of means of things, but where’s that

내가 본 적이 있는 수 마일의 서류에

TRUTH?

관한, 장소에 관한 진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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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 I lied, that wasn’t the truth.

사물의 의미의 진실을, 그러나 진실은

I’m really a bugger bear, I swear.

어디에 있소?

No shit, I AM!

그래, 나는 거짓말을 했소, 그것은 사실이

You thought me a man, a really nice man.

아니었소.

I was taught to scam, to plan, to filter, and

맹세컨대, 나는 정말 지친 곰이오.

hide.

제기랄, 내가 바로 그렇다니까!

I am darker than I look. No, not a tan, a

당신은 나를 남자로, 아주 멋진 남자로

Shadow—

생각했겠지.

with bags of gooky, sticky putrid hidings.

나는 사기치는 법, 계획하는 법,

You see my baggage, will you run? RUN!

빠져나오는 법, 숨기는 법을 배웠소.

I don’t blame you

나는 보이는 것보다 더 어둡소. 더럽고,

Scares me so bad.

끈끈하고, 은폐물로 가득 찬 가방을 든

That tale can wait another day.

볕에 그을린 것이 아닌, 그림자－
내 짐을 보고, 당신은 달아날 거요?
달아나시오.
당신을 탓하진 않겠소.
나는 너무 두렵소.
그 이야기는 내일 해도 되오.

잭의 좋은 이미지,“나는 보이는 것보다 더 어둡소. 볕에 그을린 것이 아닌,
그림자.”는 용기 있게 자신을 잘 나타낸 것이다. 잭은 창의성의 문이 시를 쓰는
동안 자신에게 열렸고, 그것은 엄격한 자기분석을 가능하게 했다고 한다.
이 시를 쓰면서 나는 매우 행복했다. 어두운 주제였지만 연필로 써내려갔고 별로 망치지
도 않았다. 나는 그런 창의적인 활력의 흐름에 익숙지 않다. 아찔한 현기증도 느꼈다. 나
는 그 시를 나 자신을 위해서 썼지만, 아내에게 들려주고 남자들의 모임에서도 들려주었
다. 모두들 훌륭한 시라고 했다. 나는 그 시가 그 모임에 깊이를 더했다고 생각한다. 이
것을 비이성적으로 말하는 것은 매우 자유로웠다. 나는 시의 마지막을 좀더 멋지게 쓰고
싶었지만, 중요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 시는 숨김에 관한 시이다.
나는 내가 하는 것, 내가 숨기는 것에 대해 감정적으로 말하고 싶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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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차를 타고 오면서, 잭은 새로운 감정의 영역으로 가는 길을 글로 썼다. 그
것은 마치 오래되고 고여서 썩은 물을 버리고, 새 물이 들어오도록 하는 것과
같다. 그는 개인적인 감정을 좀더 잘 나타내기 위해 논리적 필터를 없앤 후로도
다른 시들을 더 썼다. 자신의 감정을 다 표출하면서, 잭은 자신의 어두운 면뿐
만 아니라 많은 강점들에도 감사함을 느꼈다.

“모든 결혼생활은 복합적이다”
수잔 디온은‘Write Now: Maintaining a Creative Spirit While Homebound and

Ill(지금 써라 : 집에 틀어박혀 아플 때 창의적 정신을 유지하는 법)이라는 훌륭
한 책의 저자이다. 초반에는 매우 활동적인 역사학 교수이자, 교직원이었다. 그
러나 그녀는 1989년부터 만성 허약증으로 고생했다.그녀는 가족생활에 대한 글
을 계속 썼다. 다음의 시는 12년 전 그녀가 재혼을 고려할 당시에 쓴 글이다.

ALL MARRIAGES ARE MIXED

모든 결혼생활은 복합적이다

Do not merely consider the differences of

인종이나

race

계급

class

교육수준

education

종교

religion

나이

age

전의 결혼생활

previous marriages

먼저 낳은 아이들

children already born

이런 차이들만을 고려하지 마라

Contemplate two people

두 사람을 두고 심사숙고하라

one woman

한 여자

one man

한 남자

With unique understandings

독특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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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cified habits

이미 굳어진 습관

complicated visions, feelings, and rationales

복잡한 비전, 느낌, 그리고 이성

individualized histories and cultures

개인의 역사와 문화

Mixed voices

여러 가지 목소리

attempting a voluntary association

친밀함, 사랑의

or intimacy, love and giving

자발적 연대를 시도하며

coupled with the residue of everyday life

일상생활의 찌꺼기와 함께

bad breath in the morning

아침에는 입냄새를 맡는 것

scrubbing the hairs out of the tub

욕조에서 나오며 머리를 긁고

dealing with garbage

쓰레기를 처리한다.

One woman, one man

한 여자, 한 남자

hoping to sustain a fragile experiment

약하디 약한 실험을 유지하려는 그들은

knowing quite cleary

분명히 알고 있다.

All marriages are mixed.

결혼은 다 복합적이라는 것을.

－Susan Dion

－수잔 디온

자신에게 해결책을 주는 대신, 수잔은 두 사
단순히 독립이란 의미만의 자유는 의미가 없다.
완벽한 자유란, 관계의 앎을 통해 인식하는 것이

람의 삶을 합칠 때 생길 수 있는 복잡한 상황들

아니라 관계 그 자체를 인식하는 조화 속에 있는

을 말하고 있다. 그녀는 이 모든 복잡한 상황들

것이다.

을 시에 포함시켰다. 그녀는 간단하고 직접적
－라빈드라나스 타고르

인 방식으로 그 모두를 함께 엮었다. 결혼의 면
모를 밝혀내려고 하거나, 안식처에서 끌어내려

고 하기보다 모든 것을 그 안에 나타내고 포함시켰다.
수잔은 인간관계를 깨뜨리거나 유지하는 데 필요한 축복, 불확실성, 통찰력,
압박들에 관해 다루고 있다. 이 모든 것이 테이블 앞과 뒤에 등장한다. 시의 짜
임새는 이 별개의 부분들을 함께 엮어서 우리에게 결혼생활의 다양한 요소들을
보여주고 있다. 이 시의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는 결혼이라는“약하디 약한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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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이 가치가 있으며, 마음을 열고 적극적이 되려고만 한다면 성공할 수 있는
정직한 기회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다.
수잔은 결혼이“친밀함, 사랑의 자발적 연대를 시도하며 일상생활의 찌꺼기
와 함께 아침에는 입냄새를 맡는 것”이라고 쓰고 있다. 이 시구를 읽고 당신의
마음속에 어떤 단어가 강한 인상을 주는가? 나는‘자발적 연대, 친밀함, 일상의
찌꺼기’라는 소리에 강한 인상을 받았다. 이 구절들은 매우 다르다는 느낌이
든다. 결혼이라는 상황 속에서－시 쓰기에서 수잔의 실험능력으로 밝혀진－그
들은 서로 관계를 정립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결혼과 그 외의 친밀한 관계는 당신이 누구인가 하는 것과 당신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과정에 관한 많은 틀을 만들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할 수 있다.
생각해보자. 이“자발적 연대”라는 인간관계에서 배우자의 갈망과 필요에
당신은 어떻게 반응할 것이며, 당신이 오랫동안 친밀함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공간과 사고를 어떻게 요청할 것인가?
개인의 성장과 배우자와의 친밀함 모두를
양성할 수 있도록, 관계가 덫이 아닌 기회가 되
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관계의 친밀한 부분은 어떻게 해야 항상 신
선하고 진정한 것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랑하게 되었을 때, 로맨틱한 사랑, 성적 사랑,
부부의 사랑을 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모든 종류
의 기대를 저버려야 하는 법을 다시 어렵게 배워
야 한다.
－쥬디스 비오스트

기대나 소유로 변하지 않고, 자발적인 즐거운
의무를 뒤엎지 않도록 할 수 있을까?
오랫동안 지속된 모든 친밀한 관계에서,“친밀”하다는 것은“일상의 찌꺼
기”(지저분한 접시, 입 냄새, 중간부터 눌러진 치약 등)와 공존한다는 것을 배워
야 한다. 어떤 점에서 우리 대부분은 처음 시작할 때 이“자발적 연대”가 좋은
생각인지 궁금해 한다.
결혼의 내용과 서로와의 관계에 다양한 요소들을 배치하는 방법에 관한 숙
고는 수잔 디온이 그녀의 시에서 했듯이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에 대한 우리
의 이해를 깊이 있게 할 수도 있다.
수잔은 그녀의 시가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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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는 톰과 내가 참담했던 이전의 결혼을 넘어서, 다시 결혼을 생각할 때 쓴 시이다.
두 사람이 약속을 할 때 나올 수 있는 모든 복잡한 문제들에 대해 내 눈은 훨씬 더 크게
뜨여 있었다. 나는 두 사람－한 남자와 한 여자－톰과 나를 들여다보며 우리가 가져올
모든 짐들에 대해 생각하였다. 용감함과 배짱과 깊은 사랑에 대한 사고 속에 이 시를 쓰
는 것은 약속을 하는 것이다.
톰과 나는 1985년에 만나 4년의 구애기간을 거쳤고, 그 중 2년은 필라델피아와 북 위
스콘신을 넘나드는 장거리 사랑이었다! 지금은 결혼한 지 8년이 다 되었고, 가사분담을
한 지는 10년, 사랑한 지는 거의 12년이 되어가고 있다.
이 시를 쓰게 만든 것은 두 사람이 서로 매우 사랑할 때조차도 잠재적 고통과 오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자 하는 욕망 때문이었다. 나는 일상의 룸메이트에
관한 문제를 포함하여 그저 산다는 것 말고는 이 모든 일을 머릿속으로만 이해하고 있었
는지도 모른다. 짜증이 나거나 화가 날 때 우리의 차이점을 받아들이려고 자신과 무수히
많은 대화를 나누어야 했다. 나는 우리가 성숙하게 성장하고, 동지애, 친밀함, 성행위,
가족부양 등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했다. 이것 모두가 그 성장의 한 부분이다.
나는 세 번째 약속을 할 배짱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 그것은 진짜 기적일 것이다!
교정이란 어마어마한 단어다. 무언가 심오하고 새로운 것으로 교정하는 것은 많은 시간
과 노력이 필요한 일이다. 이미 예전에 경험한 것이라서 나는 멀리 떨어져 관찰하게 된
다. 결혼에 대한 우리의 기대는 문화에 따라 동시대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것이며, 특
히 20세기에 대해서는 그 기대치가 매우 높다. 글쓰기는 나와 남편과의 관계를 보다 큰
맥락 속에서 인식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시는 당신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며, 시를 쓰는 과정은 당
신이 무엇이 되려고 하는지를 발견하게 해준다.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 어떤 것
인가에 관한 인식은 시 쓰기를 통해 보다 선명해질 수 있다. 시는‘관계’라는
공포, 불확실성, 기쁨, 온화함, 애매함, 역설 등을 표현하는 장소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으로부터 배워나가는 과정이기도 하다.

연습

Exercise

인간관계에서 별개의 요소들을 통합해보기

결혼생활이나 다른 친밀한 관계에서 충돌되는 요소들을 찾아본다. 과거,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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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관계를 생각하거나 미래의 관계를 상상해본
다. 두 개의 칼럼으로 나누어서 하나는“친밀

현재의 상처를 치유하려면 가장 단순한 인간관계
에서 무한한 힘을 발휘하는, 우리 모두가 지니고

함”또 하나는“일상의 문제들”이라고 제목을

있는 치유력을 인식하고 되찾아야 한다. 신체적

붙인다. 경험, 태도, 느낌, 욕구 등을 포함시켜

접촉, 용서, 다른 이들을 자신처럼 대하는 인정과

자유롭게 글을 써본다.

예기치 않았던 선량을 발견하는 것이다.
－레이첼 나오미 레멘, 의학박사

1. 인간관계에서 자발적인 측면은 어떤 것인
가? 당신은 왜 결혼을 선택했는가?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자발적으로 했는가? 쓰레기 버리는 것… 아이들 양육… 예상
치 못했던 일들을 처리하는 것… 똑같은 명상수업에 참석하는 것…. 문제들
을 해결하는 것?
2. 인간관계에서 친밀한 측면은 어떤 것인가? 당신에게 친밀함과 사랑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 성적 친밀감… 조용히 함께 하는 것… 결점을 수용하는 능
력… 서로 믿고 나누는 것?
3. 인간관계에서“일상의 문제들”은 어떤 것인가? 전혀 고쳐지지 않는 나쁜 습
관들… 지저분한 접시… 잔소리? 친밀함과 일상의 찌꺼기는 별개의 것인가?
아니면 두 가지가 가끔은 서로 연관성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시로 자유롭게
글로 써본다.
4. 자신의 개인적 연대에 관한 글을 자유롭게 시로 써서,“결혼생활은 다 혼란
스럽다”의 특정 구절이 당신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알아본다.

사랑하는 사람의 본질 알기
현명한 사랑은 서로를 신성하게 여긴다. 변함없는 존재라고 믿지 않으면 거울을 만들어
내고, 그 거울을 통해 연인이나 소중한 사람들은 일상에서 복제된 이미지를 본다. 왜냐
하면 사랑 또한 가면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윌리엄 버틀러 예이츠

친밀한 관계에서 매일 매일 일어나는 일들을 접하는 사람에게“현명한 사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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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은 종종 우리 자신보다 우
리 영혼의 힘을 더 분명하게 볼 수 있다. 이럴 경

대한 예이츠의 충고는 비현실적으로 들릴지도
모른다. 소중한 사람의 가장 뛰어난 진가,“비

우, 그것은 촉매 역할을 하여 우리 안에 잠들어

밀스런 자아”의 진가는 그 사람에게서 자신이

있는 미개발된 부분을 드러내게 하고 표현하게

가장 사랑하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상기시키며,

만든다.
－존 웰우드

관계에 대한 결론을 내리게 해준다.
그 진가는 당신이 사랑에 빠지게 된 원인일
수도, 훨씬 나중에 관계를 더 깊게 해준 것으로

알게 될 진가일 수도 있다.
파트너의 가장 뛰어난 진가에 이렇게 집중하는 것은 감상적인 것이 아니라,
당신의 인간관계의 중심에 어떤 것을 신성시하고 생생하게 자리매김하는 방식
이다. 시 쓰기는 당신을 매혹시키는 것, 당신이 사랑하게 만드는 것, 당신이 가
장 친밀하게 느끼도록 만드는 것, 자신의 파트너에게 감사하는 것, 소중히 여기
는 것, 존경하는 것을 탐구하는 방법이 된다. 소중한 사람에 대한 인식을 시에
드러내는 것은 그 사람을 사랑하고 찬양하는 것이다.
선택만 한다면, 당신은 자신의 시를 파트너와 공유할 수 있다. 당신의 시는
생일이나 기념일의 선물이 될 수도 있다. 시를 쓰고 공유하는 것은 파트너의 삶
과 당신의 삶에서 특별한 날들을 기리는 행위가 될 것이다.
시를 쓰는 것은 파트너와의 성적인 경험의 제식행사가 될 수도 있다. 멋진
식탁에 촛불과 음악이 흐르는 훌륭한 저녁식사를 위해 우리의 심미적 재능이 필
요하듯이, 사랑을 나누는 일에 우리의 기교와 독창성이 제식행사가 될 수 있다.
물론 사랑을 나누는 것과 같은 중요한 경험
예술의 최상의 목표는 영감을 주는 것이다. 그 밖

은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 사랑을 나누기 위

에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누군가에게 영감을 주

해서 미리 데이트를 계획하고 시도 쓴다. 사랑

는 것 말고 그 밖에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을 나누는 데이트의 한 과정으로서 둘은 서로

－밥 딜런

의 시를 읽어 주기도 하고, 혹은 아주 특별한
장소에 당신이 쓴 시를 미리 남겨 두기도 한다.

서로 만나기 전에 그 시를 읽고 생각에 잠기기도 한다. 당신의 시가 연인의 식
욕을 돋울 전채 요리가 될 수도 있고, 사랑을 강화하는 영적인 연결을 촉발시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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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있다.
사랑을 나누는 일이든 생일이든 시에는 영감이 되며, 배우자의 진정한 가치
를 표현하는 것이 둘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한다.
쥬디 그랜의 시‘파리스와 헬렌’은 사랑하는 두 사람이 서로를 어떻게 느끼
는지 풍부하게 묘사하고 있다. 이것은 어쩌면 자연의 찬양과도 같다. 세상이 일
반적으로 인정하는 성취에 대한 찬양이 아니라, 한 개인의 충만함을 보여주는
속성들에 대한 찬양을 말이다.

PARIS AND HELEN

파리스와 헬렌

He called her: golden dawn

그는 그녀를 황금의 새벽이라 불렀다

She called him: the wind whistles

그녀는 그를 바람소리라 불렀다

He called her: heart of the sky

그는 그녀를 하늘의 심장이라 불렀다

She called him: message bringer

그녀는 그를 메시지 전달자라 불렀다

He called her: mother of pearl,

그는 그녀를 진주의 어머니라고 불렀다

barely woman, rice provider,

보리의 여인, 쌀의 제공자,

miller basket, corn maid,

방앗간 광주리, 곡물 아가씨

flax princes, all-maker, weef

아마 공주, 모든 것을 만드는 사람,
부인이라 불렀다.

She called him: fawn roebuck,

그녀는 그를 새끼사슴, 숫노루

stag, courage, thunderman,

수사슴, 용기, 부드러움.

all-in-green, mountain strider

초록, 산을 걷는 자

keeper of forests, my-love-rides

숲을 지키는 사람,
사랑을 타는 자라고 불렀다

He called her: the tree is

그는 그녀를 나무라 불렀고

She called him: bird dancing

그녀는 그를 춤추는 새라 불렀다

He called her: who stands,

그는 그녀를 서 있는 자,

has stood, will always stand

예전에도 서 있었고, 앞으로도 서 있을

She called him: arriver

자라고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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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녀는 그를 도착자라 불렀다
He called her: the heart and the womb

그는 그녀를 심장과 요람이라 불렀고

are similar

그녀는 그를 내 심장에 꽂힌 화살이라

She called him: arrow in my heart.

불렀다.
－쥬디 그랜

－Judy Grabn

파트너에 대한 찬양은 파트너가 당신의 삶과 세상에 가져다 준 것을 자연의
풍경, 영혼적 특징들과 에로틱한 특징들, 동물의 이름과 속성, 원형의 아이덴티
티 등을 통해 표현할 수 있다.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묘사할 은유를 찾
아름다움은 영원하고, 먼지는 잠깐이다.
－마리안 무어

기 위해 시간을 들여 그들의 행동, 특성, 관심,
재능, 책임들을 생각해야 될지도 모른다. 이런
일상적인 것들의 뿌리를 자연이나 우주의 과정

속 어떤 것에서 찾아보라.
자신의 사고를 능숙하고 분명하게 표현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할까? 자신
의 감정에 열정적이고, 풍부하고 역동적인 사람이라면 어떻게 할까? 아마도 호
수 위의 선명한 반사, 붉은 황혼의 신발을 신은 연인과 같은 이미지들을 만들어
낼 것이다.
그랜은 시에서“그”와“그녀”를 앞뒤로 쓰면서, 둘 사이의 균형을 잘 맞추었
다. 각 연 속의 은유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

He called her: the tree is

그는 그녀를 나무라 불렀고

She called him: bird dancing

그녀는 그를 춤추는 새라 불렀다.

He called her: who stands,

그는 그녀를 서 있는 자,

has stood, will always stand

예전에도 서 있었고, 앞으로도 서 있을

She called him: arriver

자라고 불렀다.
그녀는 그를 도착한 자라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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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는 불변의 것으로서, 오랜 세월을 거치는 동안에도 변함없이 서 있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춤추는 새는 기쁨이고 새롭게 다가오는 무언가이다.
당신이 수용적이고 주의 깊은 사람이라면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찬
양의 은유, 직유, 리듬, 시어, 이미지가 머물 장소는 당신의 상상력일 것이다.
이 과정은 당신의 관계가 어려운 시기를 거칠 때에는 쉽지 않을 수 있다.“일상
적인 자아”라는 것은 종종 과거를 되돌아보기 어렵게 한다.
파트너에 대한 찬양의 시를 쓰는 것은 관계가 어려울 때일지라도 충분한 가
치를 지니는 것일 수 있다. 내가 시를 쓰라고 강조하는 것은 학대를 부정하거나
참을 수 없는 상황을 무시하거나, 어려운 결정이나 현실을 피하라는 것이 아니
다. 찬양의 시를 쓰는 것이 결혼생활이나 인간관계에서 벌어질 수 있는 혼란스
런 상황을 헤쳐 나가는 데 도움이 될 거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일이 잘 안 풀릴 때, 파트너가 엉망이 되어 당신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거
나 당신의 바람을 충족시켜 주지 않을 때를 생각해내는 것은 쉽다. 그들의 좋은
점을 보는 대신 명백하게 보이는 실수에 비판적이 되지 않으려 애쓰는 것은 어
려울 수 있다. 시대에 따라 변하는 자아를 꿰뚫어 보는 것과 변하지 않는 타인
의 영혼에 대한 특징을 알아보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당신의 독창성은 찬양 시를 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당신이 파트
너에 대해 확실히 알고 있는 것 하나를 택하자. 강건함이거나 미적 감각일 수도
있다. 그것에 매달리자. 당신이 가진 핵심적 사고를 느껴보자. 그것의 의미가
당신에게 말을 걸 때까지 기다려보자. 그리고 그것에 관해 적어보자.
이런 찬양시를 쓰다 보면 당신의 인간관계에 더 긴 리듬을 만들어낼 수 있
다. 그 시는 마치 강력한 폭풍의 날이 가고 나면 필연적으로 등장하는 태양과도
같은 것이다. 어느 순간에 내리는 무자비한 폭우는 태양빛 속에서 빛나는 선명
한 물방울이 되어 생생한 초록색으로 빛나게 한다. 당신이 이 시를 쓰게 되면,
그 시는 폭풍이 걷힌 자리에 당신과 함께 할 것이다. 시를 쓸 당시에는 상상하
지 못했던 방식으로 당신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인간관계의 어려움과 도전은 겸손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약속을 지
키고 수년에 걸쳐 결실을 맺은 강력한 관계조차 갑자기 흔들리면서 끝날 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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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그 결과는 부서진 심장과 환멸이 될 수도 있다.
배우자의 약점 너머를 보려는 노력과 사랑의 감정을 기록하려는 노력은 이
별이나 이혼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아픔이나 상처에 예방처방약 역할을 할 수 있
다. 사랑의 시가 당신의 치료에 미친 영향은 그러한 시를 쓰고 난 후 한참이 지
난 후에야 분명해질 수도 있다.
이런 일은 관계가 끝난 후에도 한동안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 본질적으
로 당신의 시는 좋았던 것을 기억하게 도와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관계를 지
속하고 진전시키는 데에도 도움을 줄 것이다.
이혼 후 상실, 혼란, 분노를 치료해준 시는 결혼생활 동안 아내에 대해 쓴
시로서, 내가 그녀의 충만함을 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중요한 역할을 하였
다. 이런 인식은 현재 우리가 서로에 대해 갖는 호의와 존중과 직접 연결된다.

BELOVED, SING, AND DEEP

사랑하는 사람이여, 노래하라,

RIVERS BEND

그러면 깊은 강물이 굽어진다.

(for Susan Montana)

(수잔 몬타나를 위해서)

Beloved, sing, and deep rivers bend

사랑하는 사람이여, 노래하라,

to hear themselves resound in you,

그러면 깊은 강물이 굽어진다.
당신 안에 울려 퍼지는 그들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feel your words become smooth and clean

당신의 언어가 강바닥처럼 부드럽고

as a riverbed

깨끗해진 것을 느껴보라.

fresh made by the unhurried

신중한 수호별에 의해

housekeeping of stars

새롭게 만들어진다

that speak freely amongst themselves

그들 간에 자유로이 말한다.

old language of lovemaking and dreamless

사랑을 속삭이는 오래된 언어와

rest,

꿈꾸지 않는 휴식을

the same ease from whence the awakened

당신 삶의 깨어난 흐름이 어둡고 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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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rents

산의 고독으로

of your life descend darkbright mountain

내려가는 것과 같은 평온.

solitudes
single silent wintry voice to the joining

외롭고 조용한 겨울 목소리와 합창 소리.

sound

그것은 봄에 듣고는 듣지 못한 미소의

that springtimes heard and unheard

합창 노래.

smiling choirs sing.

이 시는 우리의 결혼이 끝난 후에도 억제되거나 축소되지 않은 수잔에 대한
나의 감사를 표현한 시이다. 이 시는 인생에서 완성하지 못한 약속에 대해 말하
고 있기 때문에 내 안의 어떤 슬픔을 이끌어내지만, 그런 사실들 때문에 나를
절망하게 만들지는 않는다.
그런 찬양의 시는 타인을 깊이 있게“보는”감각이 주의력을 필요로 하는 재
능이라는 생각, 그것이 단순히 생활의 결과가 아니라는 생각을 떨치게 만든다.
나는 또 다른 어려운 시를, 특히 결혼 파경에 대한 시를 써야 할 필요가 있
었지만, 내가 수잔에게 감사하기 위해 썼던 이 시도 나의 치료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연습

Exercise

파트너의 본질 인식하기

시간을 투자해서 당신의 남편, 아내, 연인, 당신이 사랑하는 누군가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그들의 성격을 잘 생각해보고 그들이 가장 좋아했던 것을 생각해
보자. 그들의 본래 성격과 재능이 당신과 그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당신 삶 속의 그들의 존재가 주위의 세상에 대한 당신의 경험에 어떤 영향을 주
는가? 당신의 파트너를 생각할 때 상상력을 발휘하여 보다 넓고 은유적인 인식
으로 그들을 묘사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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