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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rge Luis Borges

Circular Ruins (1940) 원형의 폐허(1940)

“He understood that modeling the incoherent and vertiginous matter of which dreams 
are composed was the most difficult task that a man could undertake, even though 
he should penetrate all the enigmas of a superior and inferior order; much more diffi-
cult than weaving a rope out of sand or coining the faceless wind. He swore he would 
forget the enormous hallucination which had thrown him off at first, and he sought 
another method of work. Before putting it into execution, he spent a month recovering 
his strength, which had been squandered by his delirium. He abandoned all premedi-
tation of dreaming and almost immediately succeeded in sleeping a reasonable part of 
each day. The few times that he had dreams during this period, he paid no attention to 
them.Before resuming his task, he waited until the moon’s disk was perfect. Then, in 
the afternoon, he purified himself in the waters of the river, worshiped the planetary 
gods, pronounced the prescribed syllables of a mighty name, and went to sleep. He 
dreamed almost immediately, with his heart throbbing.”Quotes:  “The purpose which 
guided him was not impossible, though supernatural. He wanted to dream a man; he 
wanted to dream him in minute entirety and impose him on reality. This magic project 
had exhausted the entire expanse of his mind; if someone had asked him his name or 
to relate some event of his former life, he would not have been able to give an answer. 
This uninhabited, ruined temple suited him, for it is contained a minimum of visible 
world; the proximity of the workmen also suited him, for they took it upon themselves 
to provide for his frugal needs. The rice and fruit they brought him were nourishment 
enough for his body, which was consecrated to the sole task of sleeping and dreaming.” 
“He feared lest his son should meditate on this abnormal privilege and by some means 
find out he was a mere simulacrum. Not to be a man, to be a projection of another man’s 
dreams‐‐ what an incomparable humiliation, what madness!”Sixth Sense?: “With relief, 
with humiliation, with terror, he understood that he also was an illusion, that someone 
else was dreaming him.”

“비록 그 모든 난해하고 암호와 같은 혼란을 해독해내야하지만, 그는 혼란스럽고 현
기증 나는 꿈의 재료들을 일부러 만들어내는 것이, 모래로 봣줄을 타래지거나, 얼굴
없는 바람을 묶어내는 것보다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안다. 그는 그를 송두리째 흔들
어대던 그 어마어마한 환각들을 잊어버리기로 다짐했고, 다른 방법을 찾고자했다. 실
행에 옮기기 전 그는 그 동안의 환각에 허비되었던 체력을 회복하느라 한달을 보냈
다. 그는 모든 선잠과 몽환을 포기하고, 매일 충분한 시간동안 잠을 잤다. 그는 그 한
달동안 몇 번의 꿈을 꾸긴 했으되, 별로 주의를 기울이진 않았다. 그는 보름달이 찰 
때까지 기다렸다. 그리고 한 오후, 그는 강물로 심신을 정제하고, 외계의 신을 숭배하
며, 욱씬거리는 심장을 안고, 미리 준비해둔 신성한 이름의 음소들을 발음해보았다. 
그 동기가 초자연적이기는 해도, 불가능하지는 않다: 그는 한 남자의 꿈을 꾸고 싶
었다. 그는 그 남자의 꿈을 꾸고, 그를 현실로 데리고 나오고 싶었다. 이 마법과 같은 
프로젝트는 그의 정신력을 모두 탕진했다. 만약, 누군가가 그의 이름을 묻거나 그가 
전에는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묻는다면 그는 아마도 대답할 수 없었을 것이다. 사람
이 살지 않는 그 폐허가 된 사원은 그에게 어울렸다; 바깥 세상의 경치를 최소한으로
만 담고 있기에. 기술자들과 가까이 있어서 좋았다; 그의 검소한 요구들을 들어주었
기 때문에. 그들이 가져다주는 조금의 쌀과 과일은 충분한 그가 잠을 자고 꿈을 꾸고
자 하는 그 단 하나의 목적을 충족하는 자양분이 되었다.  ..그는 흐리멍텅한 눈을 감
고 잠에 들었다, 육신의 피곤함때문이라기 보다는 잠을 자겠다는 의지에 의해서 말이
다. … 두려움으로 한기를 느꼈고, 무너진 성벽 아래 쌓인 낯선 낙엽들 속에서 관속에 
포개어진 듯한 편안함을 찾고자 했다….그는 그가 꿈에서 데리고 나온 그의 아들이 
이 비정상적인 특권을 꾀할까봐 두려워했다 …... 그 아들이 그저 일종의 환영에 불
가하다는 걸 알아버렸다. 사람이 되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꿈에 투사되어 버리는 일 
-- 비할데없는 굴욕이요, 광기이다!...  … 안도감과 굴욕, 그리고, 공포를 안고, 그
는 깨달았다, 그 자신 역시 환영이라는 것을, 누군가 다른 사람의 머릿 속 꿈에 투사
된 환영이라는 것을.”

x 정   희   승

몽환을 유지하려는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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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ul Claudel

Jack London

“입장과 의견” (1928)

“아담 이전” (1906)

 “우리는 날개는 없지만 떨어질 힘만은 늘 넉넉히 갖고 있다오.”

  추락하는 꿈은 “인류가 가진 하나의 추억 … 나무 위에서 거주하던 저 오래
된 우리들의 선조에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며, 그 선조들은 나무 위에 살
았던 만큼 떨어질 위험은 그들에게 상존하는 위협이었다….. 당신에게, 나에
게,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친숙한 이러한 추락의 꿈속에서 우리는 결코 땅바
닥에 닿아 본 적이 없다…. 당신과 나, 우리는 땅을 밟아 본 적 없는 선조들
의 후예이다. (그 끔찍한 추락 중에 선조들은 나뭇가지에 달라붙었다.) 그렇
기 때문에 당신이나 나, 우리 그 누구도 꿈을 꾸면서 땅에 닿아 본 사람이 없
는 것이다.”

x

x

정   희   승

정   희   승

상상적 추락, 추락의 보편성



3

클링조어의 마지막 여름 @ HITE Collection

Ayn Rand

The Fountainhead (1943) 원  류(1943)

The station opened on a day in late December. It stood on the edge of the Boston Post 
Road, two small structures of glass and concrete forming a semicircle among the trees: 
the cylinder of the office and the long, low oval of the diner, with the gasoline pumps as 
the colonnade of a forecourt between them. It was a study in circles; there were no angles 
and no straight lines; it looked like shapes caught in a flow, half still at the moment of 
being poured, at the precise moment when they formed a harmony that seemed too per-
fect to be intentional., It looked like a cluster of bubbles hanging low over the ground, 
not quite touching it, to be swept aside in an instant on a wind of speed; it looked gay, 
with the hard, bracing gaiety of efficiency, like a powerful airplane engine.

 It was a new earth, their own. The hills rose to the sky around them, as a wall of 
protection. And they had another protection==the architect who walked among them, 
down the snow or the grass of the hillsides, over the boulders and the piled planks, to the 
drafting tables, to the derricks, to the tops of rising walls-- the man who had made this 
possible -- the thought in the mind of that man--and not the content of that thought, 
nor the result, not the vision that had created Monadnock Valley, nor the will that had 
made it real--but the method of his thought, the rule of its function--the method and 
rule which were not like those of the world beyond the hills. That stood on guard over 
the valley and over the crusaders within it. 

그 정류장은 12월의 어느날 개장했다. 나무들 사이로 반원을 그리는 두 개의 작은 유
리와 콘크리트 구조물을 한 채로 보스턴로 끝자락에 서 있었다: 원통형의 사무실과 
낮고 긴 식당 그리고 이 둘 사이에 내 개의 열주를 지어 서있는 주유 펌프들… 그것은 
원형에 대한 연구였다; 거기에는 직선이나 모서리 진 곳이 없었다; 그것은 어떤 액체
의 흐름이, 인위적으로 만들어졌다기에는 너무나 자연스럽고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한 찰나에 멈춰버린 모습이었다. 그것은 바닥에 닿지 않고 살짝 떠있는 한 무리의 방
울들이 풍속에 휩쓸려 날리기 직전의 모습이었다. 그것은 즐거워보였다, 비행기 엔진
과 같은 단단하고 상쾌한 효율성의 즐거움말이다.  

그것은 새로운 대지였다, 그 대지 스스로. 그 언덕은 보호벽 마냥 하늘을 향해 솓아
있었다. 그것은 또 다른 보호자를 갖고 있었다; 제도용 책상들과 기중기들을 지나 암
벽과 적재된 널판지들 너머로, 그리고 언덕배기의 풀밭과 눈밭 위를 지나, 솓아오르
는 암벽들 위를 지나 그 대지를 산책하는 건축가말이다. 이 모든것을 가능케한 사람, 
더 나아가, 그 남자의 머릿 속에 있던 생각들 말이다, 그 생각의 내용이 아니라, 그 생
각의 결과들도 아니고, 모나드녹 계곡을 가능케 한 그 선견지명도 아니고, 그 모든것
을 가능케한 그 의지도 아닌, 그의 생각들의 방법론, 그 기능들의 법칙, 이 주어진 언
덕외의 세상에는 적용되지 않는 이 곳만의 방법론과 법칙들말이다. 그것들이 이 언덕 
위를 경계하는 기사들처럼 서 있다.   

x 이   은   우

의지의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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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lentir Travaux

I Listen to Myself Still Talking (1930) 내가 여전히 말하고 있음을 듣는다. (1930)

Mad as I am
I’m not at the death’s door
I tear out the shrubs arresting the suicide at cliff’s edge
Animals in my traps decay where they’re caught
It’s practically only dusk that gets their scent
Dusk riddled in the shot that my exhausted hounds can’t catch 

I hold in my arms women who want only to be with another
Women who in love hear wind crossing the poplars
Women who in hate are taller and slimmer than praying mantises
It’s for me they invented unbuilding blocks
A thousand times more beautiful than card games

And I laid blames on absence
In all its shapes
And I held in my arms apparitions under the mark
Of ashes and loves newer than the first
That ever closed my eyes my hope my jealousy

나만큼이나 미쳐있네
내가 죽음의 문앞에 서 있는 것은 아니다
덤불을 헤친다... 벼랑 끝에 서있는 자살을 막기위해서
내 덫에 걸린 짐승들이 썩어가고 있고,
땅거미만이 그 향을 맡는다
내 사냥개들도 채 듣지못한 총성에 땅거미만이 움찔한다

나는 그녀들을 안는다, 다른 누군가를 생각하는 그녀들을
사랑에 빠진 그녀들은 포퓰러 가지들 사이에 이는 바람을 듣는다
노기에 찬 그녀들은 기도하는 사마귀들 보다 크고 앙상하다
나를 위해, 그녀들은 무너져내릴 탑을 쌓아올렸다
카드 쌓기보다 천배는 더 아름다운

나는 부재를 비난했다
그 부재하는 모든 모양들을
그리고, 나는 그 자국에 파묻힌 유령을 안았다
첫 사랑보다 신선한 그 검은 재와 사랑의 자국
내 눈과, 내 희망과, 내 질투심을 영영 닫아버린 그 자국을

x 로   와   정

공 동 작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