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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자아

―디킨슨 시 화자의 의미

오 1)․허 숙2)

Ⅰ

  디킨슨(Emily Dickinson)의 시는 오랜 동안 논란의 상이었다. 문자와

쉬(dash)의 사용, 마침표의 생략과 독특한 운율 등 이 시인들과 구별되

는 디킨슨만의 언어 특징은 디킨슨의 시를 “불규칙하고”(“spasmodic”)(L 

265) “통제되지 않는”(“uncontrolled”)(L 265) 것으로 평가받게 하는 요인이었

다. 한 디킨슨의 작품이 다루는 주제는 일 되거나 일목요연한 질서를

제시하기보다는 매우 범 하고 다양한데다 숙녀, 어린 아이, 죽은 자, 살

아있는 시체 등 다양하면서도 심지어 실에서 있을 수 없는 화자들에 의

해 개됨으로써 그녀의 작품에 한 이해가 그리 간단치 않다. 그래서

“미국 문학에서 가장 복잡한 인물”(Pollak 27)이라는 디킨슨에 한 평가가

당연해보이기도 할 정도이다. 즉, 디킨슨의 작품은 다양한 주제들을 다루는

한편 일 되지 않은 성격의 여러 다른 화자의 등장으로 인해 더더욱 다채

롭고 복잡한 양상을 보이는 것이다.

  이러한 디킨슨의 시 세계를 여성 시인의 목소리로 담히 읽어낸 길버트

와 구버(Sandra Gilbert & Susan Gubar)의 연구는 디킨슨의 방 한 작품을

당 여성들의 억압된 의식과 분노의 표 등으로 평가받게 하 지만,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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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한편 더욱 복잡한 문제를 제기하기도 한다. 디킨슨의 개인 삶에 한

정보나 기 자료가 사실 계를 충분히 뒷받침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그녀

작품의 화자를 디킨슨 자신이라고 간주하거나 화자의 발언을 당 여성들

의 내면 표 이라 해석하는 것은 결국 단일한 목 하에 텍스트를 기표로

간주하다 결국 텍스트를 상실하는, 결과 환원론에 빠질 험이 있기 때

문이다. 그래서 모이(Toril Moi) 디키(Margaret Dickie)의 은 길버트와

구버의 연구와는 다른 방향에서 디킨슨을 이해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

다. 특히 이들은 디킨슨 작품의 다양한 화자 총체성 부재에 해 새로

운 시각을 제시한다. 를 들어 모이는 여성 작가의 작품을 이해하는 데에

있어 바르트(Roland Barthes)식의 ‘ 자의 죽음’을 용해야 한다고 역설하

여(63), 자의 삶을 바탕으로 작품을 해석하는 비평의 경향을 경계한다. 

이런 입장에서 볼 때 디킨슨 시 속의 화자가 곧 디킨슨의 여성으로서의 억

압과 분노를 변한다는 페미니즘의 입장은 임의 이며 여 히 남성

(masculine)인 한계를 지닌다. 

  디키는 시란 간결성(brevity), 반복(repetition), 비유 표 (figuration)의 문

학이기에 시를 마치 그것이 산문인양 하여 여러 시 작품들에 어떤 총체

인 구조나 흐름을 부과하는 것은 무리라고 단한다(537). 이러한 에

서 볼 때, 한 편의 시를 서사구조(narrative)에 맞추고 한 덩어리 안으로 묶

어 독해하는 기존의 방식은 시 작품 이해에 부 합한 방식이다. 시는 각

작품이 그 의미를 지니기 때문에 시의 화자를 소설의 인물처럼 여겨 독해

하는 것은 시의 화자에 존재하지 않는 총체성과 연속성을 부과하는 것이

며, 시 여러 편을 묶어서 마치 이를 하나의 산문처럼 여기는 것은 개개의

시의 의미를 간과하는 처사인 것이다.

  디킨슨 작품을 이해하기 해 우리는 이제 디킨슨의 시 작품을 디킨슨

자신의 일 된 자아의 반 으로 읽을 수 있는지에 한 질문에서부터, 더

나아가 과연 그러한 독해가 디킨슨의 여성 의식과 어떤 방식으로 련을

맺는지에 해서도 질문하는 시 에 이르 다. 즉, 다양한 화자가 등장하는

디킨슨의 시 세계에서 그 화자들을 모두 디킨슨 그녀 자신이라고 할 수 있

는지, 만약 그 지 않다면 시인은 왜 그 게 다양하고 분 인 화자를 제

시했는지에 한 질문이 제기되는 것이다. 디킨슨 시의 시 자아의 총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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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부재에 한 이러한 질문에 한 논의 타자의 “외재성”(exteriority)에

한 디킨슨의 이해와 련된 연구는 디킨슨 작품 이해에 많은 도움을

다. 이 논의에 따르면 디킨슨에게 타자란 주체에 의해 침해되지 않는 ( 비

나스 식의) “외재성”과 “무한성”(infinity)을 지닌 존재로서 오히려 주체를

변화시키는 힘을 지녔다. 그러므로 디킨슨의 시 자아는 늘 그가 마주하

는 타자에 의해 변한다. 따라서 디킨슨의 작품에서의 시 자아의 총체성

의 부재를 “타자와의 면에 한 정직한 실존 반응”(손혜숙 192)으로 이

해할 수 있다. 

  한 디킨슨 작품의 다양한 분 화자는 그녀만의 독특한 도구로서, 

페미니즘의 “총체화하려는 야심”(Dickie 537)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디킨슨 작품은 분명 “장 된 총”(A Loaded Gun)으로서의 의미

를 지님에도 그녀의 화자는 쇼왈터 등이 표하는 기존 미 페미니즘이

추구했던 총체 이며 일원론 인 자아를 지니지 않는 특징을 보이는 것이

다. 디킨슨의 분 인 화자는 남성 심 인 사회에 한 항일 뿐 아니

라 총체 인 자아를 거부하는 의도가 담긴 탁월한 략인 셈이다. 디킨슨

시 속의 다양하고 분 인 “나”는 그녀의 여성 이면서도 동시에 페미니

즘 서사를 허용하지 않는 디킨슨만의 시 세계를 담아낸 정수이다. 

  본 논문은 디킨슨의 자아에 한 다원론 이해에 기 하되, 디킨슨 작

품에서 빼놓을 수 없는 여성 의도가 그녀 작품의 분 자아와 어떤 연

을 맺는지에 을 맞추고자 한다. 호만스(Margaret Homans)가 주장한

바 로 “디킨슨은 자신을 단순한 시인이 아니라 여성 시인으로 인지했

다”(129). 그러므로 디킨슨 연구에서 여성으로서의 의식을 어떻게 표 했는

가라는 주제는 디킨슨의 작품에서 핵심 인 요소일 수 있는데, 이 논문은

바로 디킨슨 작품의 다양하고 분 인 화자에 해 분석함으로써 그녀의

작품에서 감지되는 여성으로서의 자아의식과 당 남성 심의

습에 한 디킨슨 자신의 태도와 단을 드러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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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디킨슨 시 작품의 여러 다양한 화자는 불연속 이고 분 이며 일원론

경계를 지니지 않는다. 그들에게는 일원론 자아로서 지니는 연속성과

일 성이 없으며 그들은 하나의 서사로 읽히지 않는다. 그 일 되지 않

은 부정형의 화자들이라는 규정만이 가능할 따름이다. 맥닐(Helen McNeil)

은 디킨슨의 화자가 지닌 이러한 특징을 휘트먼(Walt Whitman)의 화자와

비교하여, 휘트먼이 일체성(wholeness)의 시인이라면 디킨슨은 깨어짐과 부

재의 시인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9). 디킨슨에게는 장엄한 어조의 총체

화자란 존재하지 않는다. 디킨슨에게 자아는 오히려 “여러 담론의 교차

”(Kirkby 21)과 같은 것으로 자주 이지도 않고, 월 인 것도 아니다. 

디킨슨에게 총체 인 자아란 그 자체로는 그럴듯한 개념이지만 이는 허구

일 뿐이다. 이를 디키는 디킨슨의 “불연속 서정 자아”(discontinuous 

lyric self 537)라고 칭하고, 당 의 다른 시인들로부터 디킨슨을 구별시키는

특징으로 보았다. 이러한 자아는 가령, 다음과 같은 작품에서 찾아볼 수 있다.

나는 생각한다 사는 것이―감히 시도하는 자들에게는

축복일 수 있다고―

인식하기에는―

내 입술이―증명하기에는―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내가 이 에 지녔던 심장은

넓어질 수 있을 거라고―내게

다른 이가, 마치 바다

작은 둑처럼―나타날 때까지는

나는 생각한다 나날들이―모든 날들이

서품에 따른다면―

그리고 장엄함이―쉬울 것이라고―

어떤 더 열등한 종류보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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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한 알람도 없고―차이가 있지는 않을까―

도깨비도 없고―꽃이 피어날 때―

이해의 귀에 놀람도 없고,

산도 없고―종말도 없고―

다만 태양의 확실함―

한여름―마음속의―

변함없는 남쪽― 혼에서―

그녀의 극지의 시간―그 뒤에―

I think to Live―may be a Bliss

To those who dare to try―

Beyond my lim it to conceive―

My lip―to testify―

I think the Heart I former wore

Could widen― till to me

The Other, like the little Bank

Appear― unto the Sea―

I think the Days―could every one

In Ordination stand―

And Majesty―be easier―

Than an inferior kind―

No numb alarm―lest Difference come―

No Goblin―on the Bloom―

No start in Apprehension’s Ear,

No Bankruptcy―no Doom―

But Certainties of Sun―

Midsummer―in the Mind―

A steadfast South―upon the Soul―

Her Polar time―behind― (J 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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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의 첫머리에서 시 화자는 다른 이들의 삶은 그들 자신의 삶에

한 노력이나 시도를 통해 축복일 수 있다고 하면서도 그 자신에게는 그

지 않다고 선언한다. 그러니까 다른 이들에게 축복인 삶은 화자에게는 인

식할 수도 증언할 수도 없는 역의 것이다. 왜냐하면 화자는 자신이 이미

단일한 삶을 추구할 수 있는 단순한 존재가 아님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화자는 자신이 마치 바다 에 작은 둑이 나타나듯 서로 경계 없이 어우러

진다면 자신의 마음은 그처럼 드넓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

에게 그런 상태는 그 “생각”에 그친다. 3연에서 화자가 지 하듯, 만약

우리 나날들의 모든 시간이 “서품”(Ordination)에 따른다면, 즉 이미 정해진

서열에 따른다면 우리는 삶의 장엄함을 릴 수도 있을 터이다. 그러한 삶

속에서 아름다움을 뽐내는 꽃은 아름다운 꽃에 그치며, 이 “축복”과 같은

삶에서는 그 뒤에 그와는 다른 “도깨비”가 도사리고 있다는 생각은

할 수도 없다. 따라서 그런 상태에서는 “ 산”도 “종말”도 없는, “태양의

확실성”이 지속된다. 자아가 총체성을 지닌 것이라면 그야말로 실은 자

아의 완벽한 실 이 가능할 수 있지만, 맥닐이 분석한 바 있듯 오히려 이

시를 통해 디킨슨이 암시하는 것은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아 인식이다

(17-9). 바다와 둑으로 시되는 각각의 사물이나 상이 하나의 연속 이

고 통합 인 체로 화합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화자의 “인지의 한계

를 넘어서는 것”인 것이다.

  디킨슨에게 이러한 비 은 차라리 환상에 가깝다. 그것은 우리 실이

아닌 다른 세상을 꿈꾸는 것이며 허구이다. 

비 ―오래 생각하면―

무나 그럴듯해져서

난 그 허구를―실제로―

실제는―허구 으로 보이게 될 정도―

얼마나 꿈은 그러운지―

얼마나 풍부할지―이것이―

내 모든 삶이 단지 실수 다면

방 다시 교정된―당신 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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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Vision―pondered long―

So plausible becomes

That I esteem the fiction―real―

The Real―fictitious seems―

How bountiful the Dream―

W hat Plenty―it would be―

Had all my Life but been Mistake

Just rectified―in Thee (J 646)

  그런데 그러한 허구의 세상은 매우 “그럴 듯한”(plausible) 가능성을 제시

하며 그런 세상을 꿈꾸는 것은 그야말로 “풍요로운”(bountiful) 일이 된다. 

그 세상 속에서 내 삶은 그 “실수”(Mistake) 정도로 수정될 것이다. 이와

같은 허구 속에서 인간의 삶은 “축복”이며 은총과 서품에 의한 확실한 일

원론 정체성은 무나 달콤하다. 앤더슨(Charles R. Anderson)은 디킨슨의

시를 통 하는 목 이 그녀의 술을 제어하고 경험들을 종합하는 단일한

자아를 확인하고 정의하는 것이라 주장한다(290). 디킨슨의 작품은 편화

된 자아의 조각들을 통합하려는 탐구이며 분 된 자아를 실용 정신의 지

배 아래로 가져오려는 시도라는 것이다(306). 그러나 시에서 보듯이 디

킨슨은 그러한 믿음 자체를 허구라고 보았다. 마지막 두 연에 비치는 화자

의 외침은 소망이라기보다 오히려 불가능에 한 깨달음의 토로이다.

  요한 것은 화자가 “축복”을 소망했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소망이 이

질 수 없다는 것, “축복”에 한 믿음 자체가 허구라는 것을 알았다는

이다. 인간의 삶은 하나의 캐릭터에 한 추구 속에서, 하나의 롯과 경계

선 안에서 교정되거나 수정되는 것이 아니다. 개인의 분 인 정체성, 내

면의 모순과 역설은 통일된 자아라는 권 정체성에 견주어 “실수”라고

단될 수는 없다. “내면을 면하는 일”(its interior Confronting―)(J 670)이

“한밤 에 외부의 유령을 만나는 일”(of a Midnight Meeting/External Ghost) 

(J 670)보다 훨씬 더 섬뜩하게 느껴지는 것은 총체성으로의 자아, 바꿔 말

해 신이 내려주신 일체성으로의 환상을 버려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를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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렵게 하는 “개화 뒤의 도깨비”는 곧 “우리 뒤의 우리 자신―, 숨겨진” 

(Ourself behind ourself, concealed―)(J 670) 자아로 명된다. 한 송이의 꽃처

럼 아름답고 완 한 의미로서의 자아는 존재하지 않는다. 꽃 뒤에는 숨겨

진 도깨비 같은 우리 자신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꽃이 피는 것과 도깨비는

일 된, 연속 인 서사에서는 이해될 수 없는 모순이다. 단지 우리가 아는

것은 그것이 모두 나의 모습으로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 둘이 분 이라

고 해서 이것을 나로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는 것은 그럽고 풍부한 축

복으로의 삶을 의미할 수는 있겠지만 이는 허구에 한 믿음이다. 

그 어떤 로맨스도 받아들여지면

그 개별 인 것을 정독하는 것만큼

한 사람을

매혹할 수는 없을 것이다―

허구의 몫―그럴듯함으로 희석시키는 것은

우리의 소설―그것이 믿을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작을 때―그것은 진실이 아니다!

No Romance sold unto

Could so enthrall a Man

As the perusal of

His Individual One―

‘Tis Fiction’s―to dilute to Plausibility

Our Novel―when ’tis small enough

To credit―‘Tisn’t true! (J 669)

즉, 정형화된 이야기로 세상에 알려지면 일단 어떤 이야기이든 더 이상 매

력이 없는 것처럼 디킨슨에게 있어서 기존의 습 인 체계의 논리는 매혹

이지 않다. 그러니까 즉 소설이 그럴 듯한 이야기로 믿음을 수는 있

지만 진실이 아닌 것처럼, 자아가 일 되고 논리 이라는 습 이해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허구와 같은 것이다. 디킨슨은 두려운 실과 오히려

더 실 같은 허구의 립을 통해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우리 자아의

모습을 암시하며 일 된 정체성이라는 개념 아래에 모순으로 여겨지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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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의 불연속성과 분 성을 드러낸다.

  디킨슨의 이와 같은 자아에 한 이해는 그녀가 제시하는 분 이고 불

연속 이며 때로는 본인의 비정체성을 즐기는 듯한 화자를 통해 암묵 으

로 표 되기도 한다. 가령 “나는 아무도 아니에요! 당신은 구인가요?” 

(I’m Nobody! Who are you?)(J 288)라고 경쾌하게 질문하는 화자는 자신을

아무도 아닌 존재(Nobody)로 설정하여 어떤 정체성으로도 규정될 수 없음

을 암시한다. 이를 통해 디킨슨은 자신을 단한 존재(Somebody)라고 확고

하게 믿는 사람들, 기존의 정체성에 한 확고한 믿음을 뒤흔들고 조롱한다.

  이 게 디킨슨의 시 화자는 단일한 정체성으로 스스로를 규정하는 것

에 해 거리를 둔다. 이는 일 된 성격의 자아를 산문에 갇힌 정지된 자

아로 악하는 것과도 련된다. 부분의 소설의 캐릭터가 지니는 긴 생

애주기는 시간의 흐름을 통해 인물에게 어떤 연속성과 일 성을 부여하며

주체의 확실성을 지니게 하는 데 반해, 시 속의 화자 “나”는 매우 제한

인 발언과 묘사를 통해 표 된다(Dickie 538). 디킨슨이 다른 당 여성 시

인들과 달리 산문이나 소설, 로맨스를 쓰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는

은 이미 굳건한 남성 서정시 역으로 침투하려는 의지의 표명으로 평가된

바 있다(Gilbert & Gubar 582). 그러나 이 뿐 아니라 디킨슨이 시를 선택한

것은 시가 그녀가 인식한 “나,” 자아라는 개념 자체의 숨기는, 제한 이며

끊임없이 변하는, 분 이며 불연속 인 측면을 표 하기에 가장 합한

장르 기 때문이라는 역시 지 되어야 한다. 

그들은 나를 산문에 가두었다―

어린 소녀 시 부터

그들은 나를 옷장에 넣어버렸다―

그들은 내가 “가만히 있기”를 바랐으니까―

[…]

그 자신은 의지만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별처럼 편안하게

그 포로를 내려다보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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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을 것이다― 더 이상 나는 아니지만―

They shut me up in Prose―

As when a little Girl 

They put me in the Closet―

Because they liked me “still”―

[…]

Himself has but to will 

And easy as a Star 

Look down upon Captivity―

And laugh― No more have I― (J 613)

  디킨슨에게 있어서 열변을 토하는 듯한 화자는 그녀의 시 자아를 표

하기에 한 화자가 아니다. 이를테면 휘트먼 시의 화자가 그러하다. 즉

디킨슨에게 휘트먼 시의 화자처럼 장엄한 어조로 거시 안목을 노래하는

화자는 마치 감 된 자신의 자아를 내려다보며 웃음 짓는 “그 자신,” 즉

외부의 어떤 강력한 구속의 힘이다. 이 “감 ”은 일 성과 단일함으로의 강

요이다. 자아는 “그 자신”으로 지칭되는 포로와 같은 타자를 지니고 있지

않다. 디킨슨에게 자아는 산문의 일 된 서사 속에서 악되는 개념이 아

니다. 정형화된 정체성은 시 인 자아에 한 구속이자 감 이다. 디킨슨의

시 작품에서 화자가 취하는 다양한 모습들, 소녀, 숙녀, 산 사람, 죽음 사람

등의 등장은 다양하고도 분 인 “시 자아”의 형상화로서 이해되어야

한다.

  디킨슨 작품의 분 이고 불연속 인 화자로 인해 디킨슨 시에서 통합

된 자기주체성을 가진, 일 된 서사 개념의 자아를 악하려는 시도는

그녀의 작품 이해에 그리 도움이 되지 않는 노력이 되어버린다. 울

(Cynthia G. Wolff)에 의하면 ꡔ풀잎ꡕ(Leaves of Grass)의 첫 편집 에서 휘

트먼이 본인의 사진을 표지에 넣어놓은 것은 자신처럼 평범한 사람이 곧

시인임을 강조하는 상징 행 이다(121). 휘트먼의 경우에 시인은 곧 본인

이며, 그 시의 화자는 일 된 태도로 노래하는 시인의 목소리이다. 이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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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시 체를 한 명의 화자가 이야기하는, 한 명의 시인이 노래하는 하나

의 서사로 읽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는 셈이다. 이에 반해 디킨슨의

다양하고 분 인 화자는 그녀의 시 체가 한 인물의 목소리로 이해되거

나 하나의 롯으로 설명되는 것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다. 그래서 디킨슨

시의 화자가 곧 디킨슨 그녀 자신이라고 규정하기에는 주 할 수밖에 없

다. 디킨슨 작품에서 시의 화자가 곧 디킨슨 자신의 자아를 변한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다. 디킨슨 스스로 “시의 변자로서 나 자신을 말할 때―

그것은 나 자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허구의 인물을 뜻한다”(When I 

state myself, as the Representative of the Verse―it does not mean―me―but a 

supposed person)(L 268)라고 언 한 바 있듯이, 디킨슨이 자신의 화자와 그

녀 자신을 구분하려 했음은 분명하다. 디킨슨은 기존의 일 이고 총체

인 자아 개념에 의구심을 품고 “불연속 인 화자”를 통해 그녀의 자아에

한 인식을 표출했던 것이다. 물론 이 을 근거로 삼아 그녀의 정신 상

태를 평가하는 것은 그녀의 시 작품 이해와는 련 없는 시도이다. 

디킨슨의 삶과 시를 연 시켜 시 작품 이해를 도모하는 것은 디킨슨 연구

의 한 방법일 수는 있으나 결국 디킨슨을 그리고 디킨슨의 시를 정신분열, 

다 인격, 그리고 장/폐쇄 공포증 등의 병리 인 역까지 연 지어 이

해하려는 험성을 내포한다.

Ⅲ

  디킨슨의 불연속 이며 분 인 화자는 당 남성들이 인식한 여성의

정체성과 상응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는다. 디킨슨은 이들 화자를 통해 당

의 습 인 자아 인식에 한 여성 시인으로서의 다른 단을 형상

화한다. 이들은 곧 디킨슨 자신의 여성에 한 단과 을 암시하는 주

요한 방법이다. 즉, 여성이란 늘 변화하는 마음 상태를 지니고 있고, 남성

들처럼 고정되고 합리 인 자아를 가질 수 없는 존재로서 복잡하고 비논리

이라고 여겨지던 시 에 디킨슨의 불연속 인 자아는 그러한 당 념

에 부응하면서도 오히려 그 을 스스로 채택함으로써 사회의 통속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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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부터 벗어나는 시 략인 셈이다. 

나는 양도되었다―나는 그들의 것이기를 그만두었다―

그들이 내 얼굴에 물과 함께

떨어뜨린 이름은, 시골 교회에서

사용되는 것을 끝마쳤다, 이젠.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놓아둘 수 있다 내 인형과 함께

내 어린 시 을, 내가 꿰매기를 끝낸

실 꾸러미들을― 한―

I’m ceded―I’ve stopped being Theirs―

The name They dropped upon my face

W ith water, in the country church

Is finished using, now.

And They can put it with my Doll

My childhood, and the string of spools

I’ve finished threading―too―

  선언처럼 들리는 화자의 언 , “나는 양도되었다―나는 그들의 것이기를

그만 두었다―”로 시작하는 이 작품에서 화자는 자신의 “이름,” “어린 시

,” “인형,” “실 꾸러미” 등이 모두 군가로부터 자신에게 부과된 것이었

음을 지 한다. 그것은 그녀 개인으로 보자면 그녀 주변의 사회 구조, 

를 들어 가족이나 교회 는 학교와 같은 외부의 힘이 그녀에게 부과한 이

상 인 여성으로의 정체성이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화자는 이 이름들과 과

거의 산물을 “놓아둔다”고 표 한다. 

세례 받았으나, 이 에, 선택의 여지없이,

그러나 이번에는, 의식 으로, 은총의―

최고의 이름으로―

부름을 받았다 나의 보름달로― 승달은 떨어졌다―

존재의 완 한 호, 가득 채워졌다,

하나의 작은 왕 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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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두 번째 지 는―처음 것은 무 작았는데―

내 아버지의 가슴 에서―왕 을 썼고―지 쓰고 있는데―

반은 무의식 인 여왕―

그러나 이번에는―충분히― 바로 서서,

선택하거나, 혹은 거부할 의지를 갖고 있고,

그래서 나는 선택한다, 단지 왕 을―

Baptized, before, without the choice,

But this time, consciously, of Grace―

Unto supremest name―

Called to my Full―The Crescent dropped―

Existence’s whole Arc, filled up,

W ith one small Diadem.

My second Rank―too small the first―

Crowned―Crowning―on my Father’s breast―

A half unconscious Queen―

But this time―Adequate―Erect,

W ith Will to choose, or to reject,

And I choose, just a Crown― (J 508)

마지막 4연에서 화자는 선택의 여지없이 그 “조그만 왕 ”과 함께 은총

의 부름을 받았던 과거와 달리 지 은 스스로의 의지로 왕 을 받아들인다

고 말한다. 과거에는 “아버지의 가슴 에서” 아무런 노력 없이도 존재의

완성을 이룰 수도 있었지만, 지 은 그것을 그 로 두고 선택 는 거부의

의지를 통해 스스로 “왕 ”을 받아드는 것이다. 특히 이번에는 “선택하거나

혹은 거부할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함으로써 화자는 자신의 과거의 정체

성을 그 로 “놓아[두기로]” 선택했음을 강조한다. 화자는 과거에 자신이

“반은 무의식 인 여왕”이었던 것은 선택할 여지없이 은총으로, 최상의 이

름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이었음을 인식하는데 화자의 이러한 과거에

한 인식은 재의 선택 의지를 더욱 부각시킨다. 반쯤은 실패한 과거의

자신을 고백함으로써 화자의 재 자신에 한 이해는 첫 번째 연과 맞물

리며 오히려 역설 인 의미를 드러낸다. 과거에 자신이 “양도되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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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인정하는 한편 재 화자는 그들의 것이기를 그만 두었으므로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거부할 수도 선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사회가 부여한 이

상 인 여성의 모습이라는 정체성은 화자를 억압했으나 오히려 화자는 이

를 경험함으로써 과거 그들의 억압이나 요구로부터, 그리고 나아가 자신의

과거의 모습으로부터도 자유로울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제 화자는

이 의 억압을 버리기보다 한 쪽에 놓아둠으로서 오히려 자유로워진, 그래

서 반쪽의 여왕이 되었다. “나는 꿰는 것을 끝마쳤다”는 선포는 억압된 여

성으로서의 정체성은 이제 끝났음을 암시하며 동시에 “threading”이라는 단

어의 다른 의미인 요리 조리 피한다는 뜻을 이용해 더 이상 사회가 부

과하는 여성으로의 정체성을 거부하려 도망 다니기 역시 끝났다는 것을 드

러낸다. 마지막으로 화자의 “나는 선택한다, 단지 왕 을―”이라는 발언은

반쪽의 여왕일지라도 자신의 의지 로 선택한 정체성에 한 자부심을 드

러낸다. 

  이 게 디킨슨은 당 에 남성들이 여성에게 부여한 부정 인 정체성을

모두 스스로에게 부과하고 담지하면서도 역설 으로 그로부터 자유로워진

화자를 그려내고 있다. 자아의 본질로 여겨지던 합리성, 일 성, 논리성과

련 없는 화자를 통해 디킨슨은 여성에 한 시 인식을 바탕으로 한

자아 규정 요구가 어도 그녀 자신에게는 정당하지 않음을 표 한다. 이

는 특히 어린 아이가 화자로 등장하는 작품에서 찾아볼 수 있다. 여성을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어린아이와 같은 보호의 상으로 보는 을 채

택하는 듯 하면서도 디킨슨은 이를 새로운 맥락으로 제시한다. 디킨슨은

어린 아이의 에 비친 삶의 상이나 사물들에 한 기존의 시선을 이상

스럽고 낯선 것으로 제시하여 당 습 인 단들에 해 도 목소리

를 낸다. 외견상 순진한 아이의 목소리는 당 의 모순들은 드러내고, 아이

의 호기심 넘치는 은 성 이데올로기 인 편견 없이 사실 그 자체를 찰

하기 때문이다. 길버트와 구버는 디킨슨의 어린 아이 화자가 일종의 가면

으로서, 여성으로서의 구속을 극복하기 해 고안한 장치라고 단한다

(584). 이는 한 여성이면서 동시에 시인으로서의 이 구속, 즉 여성에게

부과된 사회 침묵과 시인으로서의 표 욕구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식이기도 하다(Juhasz, Naked and Fiery Forms 1-6). 어린 아이는 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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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로서 여성 시인의 딜 마로부터, 그 성 제한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이다. 

  가령, 다음 작품에서의 어린 아이 화자는 자아에 한 습 단과 이

해에 해 의심하는 화자이면서 동시에 디킨슨이 의도하는 여성 시인으로

서의 자아 인식을 표 한다. 

나는 왜 그런지 알게 될 거에요, 시간이 끝났을 때에요.

그래서 나는 왜 그런지 궁 해 하지 않기로 했어요. 

수님이 내게 각각의 서로 다른 고통을 설명해주실 거 요

하늘의 아름다운 교실 안에서요.

그는 베드로가 약속한 것을 말해주실 거 요,

그리고 나는, 그의 고민을 궁 해 하는 것으로,

나는 극심한 고통의 한 방울을 잊겠지요.

지 내게 화상 입히는, 지 내게 화상 입히는!

I shall know why, when time is over,

And I have ceased to wonder why;

Christ will explain each separate anguish

In the fair schoolroom of the sky.

He will tell me what “Peter” promised,

And I, for wonder at his woe,

I shall forget the drop of anguish

That scalds me now, that scalds me now! (J 193)

이 시의 화자는 수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으면서도 결국 생존을

해 자신의 정체성까지 모두 부인한 베드로에 해 궁 해 하는 호기심 많

은 학생이다. 그런데 베드로가 일 된 자신의 정체성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으면서도 결국 부인한 행 는 화자에게는 끊임없이 그 이유에 해

질문해야 하는 문제이다. 그래서 그 고통스러운 질문을 감내하려 하면서도

결국에는 “ 수님”이 마치 천국의 학교 교실에서인 듯 자신에게 그 이유를

가르쳐 것이라는 희망으로 고통스러운 질문을 일단 유보시킨다.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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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작 이 시의 화자를 통해 시인이 암시하는 바는 베드로의 행 , 자기 자

신과 수를 부인하는 행 에 한 어린 화자의 순수한 의심과 질문이 그

스스로에게 화상을 입히는 것과 같은 극심한 고통을 가져왔다는 이다. 

비록 화자의 의심이 “한 방울”에 불과한 고통이라 할지라도 이는 자신을

태워버릴 정도의 강력한 힘으로 상처 입힐 수 있는 것이다. 즉, 화자는 어

떤 선입견도 없이 그 호기심으로 질문하므로 강력한 의심을 제기할 수

있지만, 결과 으로 그 질문 자체는 고통을 수반하는 것이다. 여기서 디킨

슨의 화자는 자신의 단에 해 확신하지 못하는 나약하고 보잘 것 없는, 

마치 선생님 앞의 학생처럼, 는 신 앞의 인간처럼 보인다. 그리고 오히려

화자가 바로 이러한 작고 나약하며 보잘 것 없기에 그가 맞서는 거 한 힘

은 더욱 더 훼손되는 것으로 보인다(Miller, Emily Dickinson: A Poet’s 

Grammar 167-68). 디킨슨은 남성 권력과 완 무결한 자아 정체성에 한

의구심의 엄청난 힘을 “지 나를 화상 입히는”이라는 어구의 반복으로 암

시하며 그녀의 자아에 한 분 이해를 드러낸다.

  그러므로 이러한 에서 볼 때, 일 된 자아를 심으로 삼아 세상 사

람들이 모두 바라보며 추앙할 그 무언가를 추구하는 것은 부끄러움으로 끝

나기 마련이다.  

찾는 것은 1막

2막. 상실.

3막, 탐험

“ 빛 양털”을 향한

4막 발견의 부재―

5막, 선원 없음―

마침내, 빛 양털은 없다

제이슨―부끄러워한다―역시.

Finding is the first Act

The second. loss.

Third, Expedition for

The “Golden Fleece”

Forth no Disco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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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fth, no Crew―

Finally, no Golden Fleece―

Jason―sham―too. (J 870)

여기에서 “ 빛 양털”은 제이슨을 단숨에 왕좌로 올려 , 그의 정체성의 진

정한 상징물이다. 디킨슨은 이 시를 통해 그것으로의 탐험이 실패로 끝났

음을 공표하며 “발견의 부재,” “선원 없음”이라는 시어를 통해 상징으로서

강조되었던 ““ 빛 양털””이 아닌 단순한 “ 빛 양털”조차도 찾을 수 없음

을 나타낸다. 이는 자아의 핵심으로 존재하는 논리, 일 성, 총체성을 찾으

려는, 제이슨으로 표되는 남성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실패하

여 부끄러움을 느끼게 됨을 상징 으로 드러낸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정신이 분열되어 쪼개져 있다는 것을 인식했을 때

그것을 서로 맞추어 보려는 노력은 디킨슨이 보기에 성공할 수 없는

노력이다. 재단사는 솔기 하나하나 이어 붙여 옷 한 벌을 만들 수는 있을

지 모르지만 이 역시 “딱 맞출 수는 없다”(But could not make it fit.)(J 937). 

마찬가지로 뇌가 갈라진 듯 정신 안에서 틈을 느끼는 디킨슨 시의 화자는

정신 속에서 이어지는 생각과 생각들의 연속성조차도 제 로 이을 수 없음

을 잘 알고 있다. 

나는 내 정신이 쪼개짐을 느 다―

마치 내 뇌가 갈라지듯―

난 그것을 연결시키려 했다― 솔기와 솔기를―

그러나 그것을 딱 맞출 순 없었다.

그 뒤에 있는 생각, 내가 이으려 노력한

그 에 있던 생각과―

그러나 연속성은 소리에서 풀어져버렸다

마치 공처럼― 바닥 에.

I felt a Cleaving in my Mind―

As if my Brain had split―

I tried to match it― Seam by S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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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t could not make it fit.

The thought behind, I strove to join

Unto the thought before―

But Sequence ravelled out of Sound

Like Balls― upon a Floor. (J 937)

  자아의 분 성으로 인해 일 된 총체성으로서의 자아는 가능하지 않다. 

이 시에서 화자는 “정신의 쪼개짐”을 느끼고 분 된 정신을 연결하려 노력

한다. 마치 그것들을 모두 붙이면 하나의 의복이 될 것처럼 말이다. 그러나

잘 만들어진 옷처럼 “솔기와 솔기를” 이어 그럴 듯한 정신을 이루려는 화

자의 노력은 실패하고 만다. “뒤에 있는 생각”과 “그 에 있던 생각”의

“연속성은 풀어져버렸다.” 왜냐하면 화자의 자아는 마치 바닥 의 공들처

럼 어디로 튈지 모르는 분 된 정신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디킨슨의 분 이고 불연속 인 자아에 한 인식이 불완 하고

불안한 것으로만 남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바로 그런 이유로 디킨슨의 자

아에 한 이해는 새로운 어떤 가능성을 함축한다. 비록 완 한 자아로서

기존의 사회 요구에 부응하지 않는다할지라도 디킨슨 시의 화자가 인식

하는 분열된 상태는 더 개방된 자아에 한 희망을 지니고 있다. 자아의

분 과 불연속성에 한 의식은 두려움과 함께 오는 것이기도 하지만, 새

로운 세계를 인식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한 기 를 동반 한다.

나는 가능성 안에 살고 있다―

산문보다 더 아름다운 집―

창문이 더 많고―

더 단한―문으로 말하자면―

[…]

방문자들의― 가장 멋진―

거주를 한― 이것은―

낙원을 모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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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좁은 손을 넓게 펼치는 것―

I dwell in Possibility―

A fairer House than Prose―

More numerous of W indows―

Superior― for Doors―

[…]

Of Visitors― the fairest―

For Occupation― This―

The spreading wide my narrow Hands 

To gather Paradise― (J 657)

우리 뒤에 다른 자신이 있다는 의식에 시달리지만, 그래서 마치 나를

죽일 것 같은 유령이 출몰하는 듯한 내면이지만, 그 내면은 이제 자아를

한 가장 아름다운 거주지로 보인다. 벽으로 꽉 막힌 공간이 아닌 “문”과

“창문이 수두룩한” 집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그래서 화자는 자아의 분

인 모습을 그 로 받아들이는 그 상태가 곧 낙원임을 암시한다.

  디킨슨 특유의 다양한 자아에 한 표명은 시의 주제에 한 디킨슨의

태도에서도 나타난다. 가령 죽음을 심각하거나 무거운 것으로 다루지 않는

그녀 작품의 특징이 바로 그러하다. 그녀의 작품에서 죽음은 살아 움직이

는 사람으로 등장하기도 하여 일반 인 죽음에 한 을 복한다. 디

킨슨의 시에서 죽음은 정체성이 사라지는 순간, 혹은 하나님의 세계에 입

성하는 장엄하고 웅장한 순간이 아니라 그 일상이 정지하여 원히 지속

되는 경계선 정도로 묘사된다. 이는 삶의 과정이 끝나는 단한 사건으로

서의 순간이 아니라 마치 이 방과 방의 구분 정도의, 그것을 넘어 서는

것이 그리 단한 사건은 아닌 것과 같은 일상 체험일 뿐이다. 그러니까

죽음은 두려움의 상이 아니다. 죽음은 오히려 어떤 곳으로 함께 여행하

는 동반자, 그리고 자신을 친 하게 찾아와 데려가는 친구이다(J 712). 그래

서 죽음의 순간일지라도 죽지 않고 “ 리의 윙윙 ”(J 465)을 들을 수 있으

며, 자신의 장례식에 찾아온 조문객의 발자국의 소리까지 듣는다(J 280). 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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킨슨은 죽음을 가볍고 유쾌한 분 기를 띄는 일상 인 순간으로 묘사하는

것이다. 그래서 삶과 죽음의 이분법에서 탈피함으로써 디킨슨 시의 화자들

은 일 이면서도 습 인 자아가 아닌 살아있어도 죽은, 죽었으면서도

살아 있는 사람으로서의 자아를 표 한다. 

  디킨슨의 문법 괴 한 불연속 화자의 맥락 속에서 디킨슨이 악한

자아의 개념을 한층 더 부각시키는 략으로 조망될 수 있다. 디킨슨의 다

양한 화자의 사용은 변함없는 하나의 정체성으로의 자아를 거부하는 것, 

곧 일 성을 괴하는 것인데 이는 논리의 거부, 문법의 괴로 이어진다. 

기존에 “논리 ”이라고 정의된 문법에 따르는 것은 논리 이고도 일 된

자아의 표 으로 이어지지만, 디킨슨은 그것을 거부함으로써 분 인 자

아를 표 하는 한 방법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일 되고 논리 인 자아를

드러내는 표 어법이 아닌 것을 구사함으로써 디킨슨의 어법은 그녀의 분

이고도 비논리 인 자아를 드러내기 한 하나의 방법으로 기능한다. 

러(Cristinne Miller)는 디킨슨의 문법, 구문과 배열, 그 붕괴의 형식을 이

해하는 것은 남성 통의 와해를 통해 여성 자유를 추구한 그녀의 시 정

체성을 이해하는 것과 같다고 주장하는데, 더 나아가 디킨슨의 어법 괴는

자아의 불연속성에 한 이해의 표 으로 악되어야 한다(Miller 1983, 

134). 디킨슨 시의 시각 특징은 그 표면 인 언어 구사의 특징으로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그녀의 자아에 한 표 방식으로, 그래서 시 작품으

로 구 된 자아의 다양함에 한 표 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디킨슨의 부호의 자유로운 사용 역시 이와 같은 의미를 지닌다. 디킨슨

작품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보이는 부호인 쉬 사용 역시 하나로 통합될

수 없는 자아에 한 그녀의 인식을 표 하는 일종의 도구이다. 이는 결과

으로 “문장들의 직선 인 진행에 도 하며 정체성의 불확실함을 강조” 

(Crumbley 15)하는 효과를 낸다. 디킨슨의 쉬는 통일된 결정체로서의 화

자이기를 거부하는 략이며, 화자의 발언이 캐릭터의 서사처럼 이해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노력이다. 

  디킨슨 작품에서 주제에 한 표 태도와 표 방식 모두 결국 당

기존의 심에서 벗어난다. 디킨슨의 작품을 통하고 있는 것은 심이

없다는 이다. 이는 물론 다른 사람들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표 을 디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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슨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녀의 작

품에서는 그 어떤 것이 요한 핵심으로 여겨지거나 표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기존에 존재하는 것으로 여겨졌던 심은 그녀의

작품에서는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 디킨슨의 작품에서 심은 생략된 것이

다(Leyda xxi). 자아를 일 된 논리라고 악하는 에서 심된 서사에

서 어 나는 것들은 “실수”로 규정되어 주변부로 려난다. 그러나 디킨슨

에게서는 심이 “옳은” 것도 아니고 주변이 비논리 인 것도 아니다. 각

시의 화자가 개개의 의미를 지니듯 분 자아는 그 자체로 의미를 지니

는 것이다.  

Ⅳ

  디킨슨은 한 편지에서 “나를 체계화하려고 시도한다면 나의 작은 힘들은

폭발한다―그리고 나를 발가벗겨 까맣게 태워버린다”(L 271)라고 표명한

바 있다. 이는 그녀 자신을 그 어떤 것으로도 체계 안에 가둘 수 없으며

그런 시도를 하지 말아달라는 요구의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디킨슨의 요

구는 그녀의 편지들에서 특히 “옷”에 한 언 들과 련되어 당 남성

심의 출 계로부터 받았던 강요에 한 거부의 표시로도 해석된다(윤미

선 50). 디킨슨은 “옷”을 통해 그 사람의 정체성을 악하고, 역으로 특정

옷을 입힘으로써 그 사람의 정체성을 규정하려는 시도를 거부한다. 그녀로

서 지정된 옷을 입는 것은 습에 의한 한계 삶을 사는 것과 다를 바 없

다. “제한된 삶은 … 우리가 그것을 입기를 거부할 특정한 옷이나 다름없

다”(L 385). 왜냐하면 그녀 자신은 매우 다양하고 분 이기에 결코 연속

인 그 어떤 형태로 자신을 규정할 수 없다고 보았고, 이에 따라 일정한

옷으로 자신을 규정한다는 것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원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디킨슨의 분 이고 다양한 화자는 하나의 롯과 캐

릭터를 거부하는, 정체성 제한의 상징으로서의 “옷 입기”에서 벗어나는 한

방법으로 보인다. 디킨슨은 사회가 부여한 정체성 입기로부터, “솔기와 솔

기를” 이으려는 시도로부터, 그 “꿰는 것을 끝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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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게 디킨슨은 한 손에 잡히지 않는 다양한 화자라는 략을 통해 가

부장 문학 통과 남성 자아 에 반발하며 분 이고 불연속 인 자

아에 한 그녀만의 이해를 표 한다. 그러나 동시에 디킨슨의 화자 략

은 그녀의 시가 곧바로 그녀의 삶과 련되지 못하게 한다는 에서, 그리

고 더 요하게는 일원론 서사와 일 된 캐릭터로 그녀의 시를 악하지

못하게 한다는 에서 페미니즘의 틀로 그녀의 작품에 일 된 서사를 부과

하는 것 역시 자연스럽지 않게 한다. 디킨슨의 다양하고 서로 연결되지 않

는 화자는 인간의 자아 자체가 결코 일 되게 논리 인 틀로 설명될 수 없

는 것이라는 그녀 자신의 을 반 할 뿐만 아니라 당 의 심되는 남

성 논리를 비켜서서 자신의 을 표 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녀에게는

일상 인 규칙에 따라서 매일 규정된 로 살아간다는 것이 오히려 이상스

러운 일로 보인다. 그러니까 가장 비상식 인 것이 가장 상식 이다. 그래

서 그녀가 “가장 분별력 있는 것은 가장 큰 기”(Much sense the starkest 

madness)(J 435)라고 말할 때의 아이러니는 실의 심을 인정하는 듯 하

면서도 사실은 그것을 부정하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는 에 있다. 

  기존의 심 인 믿음이나 가치체계에 동조하지 않는 정신으로 살아가면

서 그 내면을 표 하기 해 디킨슨은 기존의 방법이 아닌 다른 방식을 채

택했다. 그러므로 디킨슨 시의 화자를 곧 시인이라고 단정하여 “가장 큰

기”를 인정하는 시인으로 평가하는 것은 디킨슨 작품의 시 화자의 의

미를 이해하는 일에 그리 부합되지 않는 평가이다. 디킨슨 시의 화자는 디

킨슨의 여성 의도를 지닌 가공된 인물이다. 기존 미 페미니즘은 시의

화자가 곧 시인이라고 간주했기 때문에 디킨슨의 자아에 한 이해와 재

을 “시”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녀를 말 그 로 다락방의 미친 여자로 치

부해버렸다. 디킨슨은 단일한 자아로의 추구를 벗어나 그녀가 이해한 자아

를 그녀의 시를 통해 재 했다. 그녀의 분 이고 불연속 인 시 자아

는 가부장제가 부여한 편 인 여성 정체성을 월한다는 에서, 그리고

남성 인 일 된 정체성에 항한다는 에서 페미니즘 이지만 동시에 페

미니즘이 부여하는 일 인 서사에 항한다. 역설 이게도 디킨슨은 페

미니즘 의도를 지니면서도 페미니즘이라는 방식 역시 거부하는 것이다. 

독자로서 우리는 그녀의 화자를 일원론 으로 체계화할 것이 아니라 그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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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재 한 그 로의 다원 인 불연속성을 포용해야 한다. 그녀의 작품은

일원론 으로 체계화된 서사구조가 아닌 그녀가 재 하려 한 다원 이고도

불연속 자아의 표 인 것이다. 

  디킨슨은 다양한 목소리와 자아의 변형 확 라는 가능성을 지닌 시라

는 장르를 선택했다. 다른 어떤 장르보다 시를 통해야만 가장 하게 표

될 수 있는 불연속 인 화자를 통해 디킨슨은 기존 남성 시인들의 총체

이고 일 인 화자에 의구심을 드러내며 자신만의 시 세계를 구축했다. 

디킨슨 시의 화자는 체 으로 드러나거나 내보여지지 않으며, 때로는 반

복되기도 하고 때로는 불연속 이며, 비유 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시

자아”(poetic self)이다. 그에 한 산문 이해는 그 자아가 지닌 시 본질

즉, 간결성, 반복, 비유를 제거하려는 가부장 총체성의 처사이다. 디킨슨

의 화자에 해 “총체화 하려는 야심”을 버림으로써, 그리고 그녀의 시와

화자를 하나의 산문으로, 롯으로, 캐릭터로 이해하려는 시도에 항했던

그녀의 “여성 ” 의도를 이해할 때 디킨슨의 작품에 한 향유는 더욱 깊

어질 것이다.

(건국 학교)

주요어: 에 리 디킨슨, 시 자아, 분 자아, 서사구조, 페미니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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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ontinuous Self: 

The Significances of Dickinson’s Poetic Persona

Abstract June Young Oh, Hyun Sook Huh (Konkuk Univ.)

  When it comes to Emily Dickinson, one of the most debatable issues is the 

diverse personas in her poems which deal with such various subjects as 

incomparable to any other poet’s works. The personas of Dickinson’s poems 

are in some works identified with her own voice but in much more cases 

voice the others,  strangely enough, not her self but a child, beggar, the dead, 

the corpse or non human being’s. With these personas the poetic world of 

Dickinson reveals her way of recognition of self as fluid, segmented, and 

discontinuous, not as coherent and integrated. Her lyrical personas lead the 

readers of her poems to consider her poetic strategy of appealing her own 

views of self. It also elucidates her opposing attitude to her contemporary 

society’s general points of view on women. In this regard the diverse personas 

are Dickinson’s own medium to express her recognition of self as a woman 

poet: with all its brevity, repetition, and figuration.

  Thus her segmented personas led by her understanding of self play as 

impediment when one tries to grasp poems of Dickinson in a form of single 

narrative. The genre of poetry itself is a Dickinson’s way of demanding the 

reader that each of her poems should be recognized in its own meaning. There 

should be no single narrative put on her poems like that of prose. Her poems 

and her personas are poetic without any patriarchical oppression for wholeness. 

Dickinson’s rejection to traditional coherence is an evidence of her attempt to 

take in and advance the ideologically limited conception of women. Dickinson 

goes beyond the negatively imposed identity of women, that women are 

whimsical and dis-integrated. She oversets it by using the socially prescribed 

limitation as her tactic. With discontinuous poetic persona, Dickinson skillfu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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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ists the idea of self as integrated unit with feministic intention.

Key words: Emily Dickinson, poetic persona, discontinuous self, narrative, 

femin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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