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Black Swan 

BY JAMES MERRILL  

  

Black on flat water past the jonquil lawns  

       Riding, the black swan draws  

A private chaos warbling in its wake,  

Assuming, like a fourth dimension, splendor    

That calls the child with white ideas of swans    

       Nearer to that green lake  

    Where every paradox means wonder.  

 

Though the black swan’s arched neck is like    

       A question-mark on the lake,  

The swan outlaws all possible questioning:    

A thing in itself, like love, like submarine    

Disaster, or the first sound when we wake;  

       And the swan-song it sings  

    Is the huge silence of the swan.  

 

Illusion: the black swan knows how to break    

       Through expectation, beak  

Aimed now at its own breast, now at its 

image,    

And move across our lives, if the lake is life,    

And by the gentlest turning of its neck  

       Transform, in time, time’s damage;  

    To less than a black plume, time’s grief.  

 

Enchanter: the black swan has learned to 

enter    

       Sorrow’s lost secret center  
 

흑조  

 

제임스 메릴(Jame s  Me rr ill) 

 

노오란 수선화밭을 지나 잔잔한 수면에 뜬 

흑조가 헤엄칠 때마다 

궤적이 일며 혼돈이 일어나는구나. 

4 차원이 아닌가 싶은 저 광채, 

백조처럼 생각이 순수한 아이들을 부르네 

역설이 곧 기적을 뜻하는, 옥색 호수 

가까이로. 

 

흑조의 굽은 목은 마치 

호수에 뜬 물음표 같지만 

그의 존재 자체는 가능한 모든 질문을 

금하네 

사랑, 잠수함, 재앙, 눈뜨자마자 처음 들리는 

소리. 

그런 흑조가 부르는 노래는 그로서는 엄청난 

침묵일지니. 

 

환상, 흑조는 알고 있지 

그 부리로 기대를 깨뜨리는 법을. 

이제 그 마음 속, 관념을 목표로 

삶을 의미하는 호수, 그 삶을 가로질러 가네, 

고개를 우아하게 돌리며. 

그러다가 이윽고, 시간이 주는 고통, 

시간이 내리는 슬픔을 그저 흑색 깃털인 양. 

 

 

 



Where like a maypole separate tragedies  

Are wound about a tower of ribbons, and 

where    

The central hollowness is that pure winter  

       That does not change but is  

    Always brilliant ice and air.  

 

Always the black swan moves on the lake; 

always  

       The blond child stands to gaze    

As the tall emblem pivots and rides out  

To the opposite side, always. The child upon    

The bank, hands full of difficult marvels, stays  

       Forever to cry aloud  

    In anguish: I love the black swan. 
 

 

 

 

 

 

 

 

 

 

 

 

 

 

 

 

 

 

마법, 흑조는 알고 있지 

비탄이 잃어버린 비밀스러운 내면에 

들어가는 법을. 

오월의 기둥을 비극이 감싸안고 있듯, 

리본으로 치장한 탑에 상처가 감춰져 있듯, 

커다란 상실감이야말로 순전한 겨울을 

의미하듯. 

늘 변치 않으며 찬란한 얼음과 공기가 있는 

겨울. 

 

흑조는 끊임없이 호수 위를 헤엄치네, 

언제나 금발머리 아이들이 물끄러미 

바라봐도 커다란 우두머리 흑조가 무리에서 

빠져나와 반대편으로 헤엄쳐가더라도, 

언제나. 

아이들은 손아귀에 까끌한 돌멩이를 한가득 

쥐고 둑 위에 서 있네 늘 괴로움에 못 이겨 

큰 소리로 우는 흑조여, 

나는 너를 사랑하노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