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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과 낭만주의
- 문화론자틀의 “문학” 비판 다시 읽기 숫

며。

π

()

l

(서울대학교 영어영문학과)

[1]

이글튼(Teπy Eagleton)은

Literary Thεoη(1983)의 서두에서 탈현실/탈역사의

자족성을 특정으로 하는 문학 개념을 낭만기의 산물로 규정한다.1) “ literature"

라는 단어가 원래는 “사회에서 가치를 부여하는 글 전체 "(the whole body of

valued writing

society)를

in

(creative/imaginative

가리켰는데，(17)

19세기를

전후하여

순문학

writing)으로 의미가 축소되었고，(17-18) 이렇게 좁은 의미

의 문학 개념을 이글튼이 비판하고 나서면서 그 기원에 낭만기 문학을 놓는

다는 것이다.(20) 문학을 현실파 무관한 음풍농월로 치부하는 것이야 그렇게

새로운 이야기라고 할 것까지는 없다. 이글튼이 낭만기와 순문학 개념을 연
결하면서 부각하는 점은 탈이데올로기를 가장(假裝)한 이데올로기로서의 기능
이다. 낭만기 문학이

시장(market) 이나 기계

문명에

대한 비판으로서 유효한

부분이 있었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18-20) 문학 내지는 문학 교

육의 이데올로기적 기능이 서양 큰대의 문화적 헤게모니를 공고히 하는 데
기여했다는 점을 특별히 강조한다는 것이다.(22-30)

1) 낭만주의가 범유럽적 현상이지만 유럽 각국의 국가주의의 부상과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시기와 지역을 한정하여 논의할 수밖에 없는 면모도 없지 않다. 이글튼도
1790 년 -1830 년 사이의 영국 낭만기에 한정하여 논의를 전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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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균튼유 (현대 비평이론이 유행사킨 용이를 치용히지면) 문학 개년올 문화
적 구성 (cul1 ural conslruct)으로 탈선비화한디

낭만기를 전후히여 이데올로기적

필요에 의해 인늘아진 순문학 개녕에 시대를 쓴윌한 보펀성을 부여해 왔음 을
문제삼는다는 젓이다

이라한 문셰 세기가 물논 이골든만의

현대 비펑이론의 끈저들 이듀는 의심의 해석희 (helTll aneutics

것은 아니었다

of suspiιion)이 반

~1 복주의의 시치들 놈이 세우연시 “작가의 죽음”은 선언한 띠 닝만식 예숨가
의 죽음음 말한 것이고， 그 연장선상에서 문학 개넙의 폐기도 예고되었다고

할 수 있겠마 。1 렇게 넓은 백락에서 보면 영문학과에 대한 지난 2, 30년간의
진망위적 비판이 충분히

내부에서 교파파정

이해가 간마 또 이러한 비판에 근거하여 영문학과

개편 등 제도적 변화기 뒤따랐」L 영문학파과늠 게도어1

큰본적인 문제를 제기히연서 문화 연구(cultural ~tL띠ies)랴는 새로운 학문 분야

기 부상한 것이기도 히디 '1
정전(正典) 논쟁에사 대증= 둔화에 대헨 관심에 이브기까지 최까

2‘ 30넌간

비평계의 쟁성도 문학 개념에 대힌 비판을 출말성안보 삼는다 요컨대， 사속

적 영역으호시 문학이라는 벙주가 남생 대가 증심으로 정전음 펀생하여 고급
문학과 대중 문회의 이분법을 상정하논 한띤， 남녀 자벙과 게급강둥을 호도

하기도 하고， 맹폭적인 국가추의를 부추기면서 6 식민지인틀의 교유에서도 중
요한 역암음 댐명했다는 이야기가 되겠다 문회 연구에서 낭만주의를 대체혹

속월적 이상주의， 문학 중션의 옐이트주의， 시인 충심의 인본주의로 정익히며，
따아서 경멸의 한의를 낚아 쓰는 것은 놈아운 일이 아니다

2U 씨기를 전후히여 영미 대학에 셰도로 지리잡유 영문학파기 탈현실/탈역

2)

운화 염구 적에서는 스스로를

anti-disιiplint" 。로 규정히기 때 운에

새로쉰

학운

분야”라늠 표헨이 팅깎지 않을 것이다 그랴나 헌상으모는 그텅커) 서술상 수 았다
고 본다

뀐싱에 격후1 하더강도 워닉

c' 양힌 갇래로 진행되는 문화 인 F 를 하나의

학닫 E 야로 규정히 기 힘든 것노 사실이다

정전 숭심의 엘 e 트수의에1 반디]히 연 λ1

대중듀회에 관식응 보인다늠 점‘ t나라시 탕대 문회에 대한 관심이 주류릎 이문다
는 집‘ 혀심 개입음 욕표로 하기 때문에 정치성이 강하다는 집‘ 문학주의에 대추]
반작김 _Ú __5;_ 시회과학。로의 경노기 니 é1 난다는 점능은 그 특싱。로 이야기하는 것

이1 반족해야 필 깃 김다

문학파냥마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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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 지측성을 특정으로 iil~ 문학 개년에 기댄 걸과 탈 이데올로기를 표망
히는 것과는 달라 이데올 로기적 기능을 수행했다고 블 여지는 있디

새로운

학문 분야로 인정받기 위해 고전학(Cla~sic~)과 역사 인이학(Phi1미Q 안)과의 치
벨생

전자에 대해시는 영어로 씌어진 문학의 가치블， 후자에 대해사는 시대

릎 초원하는 보팩생

부 부각해야 했던 영문학이 ~1 구의 적법힌 대싱으로시

정천유 한성하게 되고， 또 대중문화와 거리릎 둔 엘리드직 순문희 개념유 주

장하게 되었다고 복 여지도 없지 않다 불론 영문학과 내부에서 순문학으노
스스로의 입지를 좁히는 것에 대해 만만찮유 반대가 았였으나，J\ 20세기 중반
영문학과의 추류 비평인 신비평이 자족적 영역으도서 문학 개념을 금과옥조

로 삼은 것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또 그떻기 때문에 문화론지들의 문
학 폐기판이 설득력을 얻었년 것이기도 허디
는 있었년 센이디

또 설득력이 있을 정도로 문제

문학 개년을 냥민주의와 연걸깃는 것도 지난 반시]기

동안 영문혁과에서 닝만주의를 시인의 상상력의 절대생

여

싱정과 산화를 통한

유시직 동일생의 지향， 이상파 현실의 괴리들 극복하려는 네 따른 초원적 경
향으로- 규정해 왔다는 섭을 생각하면 어느 정도 납득이 간다

맥간이

이들

“닝만식 。1 너)을혹기 ’혹 비관한 것이 즉각 반향음 볼러 입으켰음만큼 닝만주
의 비평에 이상주의적 펀헝 성。1 강했빈 것도 사설이디 (McGann 1983: 1-3)

[2]

그민미 영문학과내는 저11'고와 그 큰거를 이뤄온 문학 개년에 미한 비판이

설득력이

있디고 해서

。 1 금든과 그블 수증히는 문화판지늘이

“문학’운 낭만기 문학의 산물로

그렇거1

히노

단정해도 뇌는지 의문이다 문화 연구 쪽의

문희 개념 비판을 전적으로 부정하는 엽장에시 하는 이야시는 야니마

J) 랴퍼스 (F. R. LεaVIS) 를 염두에 두고 하는 이야시이다

문희

정:;:-l_ 중심익 엘리트주의로

시키1 걸 기여는 없지 않지만‘ 이스트호프기 그렇게 히 ζ

깃은 잘못이라늠 깃이 펄자의 생각 이다 (Ea.<;thope 1991: 10)

미비스등 순운학과 엮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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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을 문화적 구성으로 탈산비화히는 것을 받아들이되

연함을 문제삼는

것이디

적이도， 탈현실/탈역사의

二L 내용이

너무 막

지족성을 특정으로 히는

문학 개년을 낭만기 문학의 산물로 보기 이렵디는 것이 이 글의 주장이디
문희 개념을 닝만기 문혁의 산물로 보연시 문화논자늘이 그 준거로 제시하

는 즘거리는 다음과 같다 프량스 혁명의 실패로 좌심에 빠져든 닝만식 여1 숨
가까 산업화와 부딛주야의 부상에 매힌 반밤보 지}족적 영역으로시 문희 개념

을 만들어내고， 람이비올노 11 의 문학 개념이 11]급 김둥의 와층 지매노서 효

용성을 인정받아 제도도 자라잡게 뭔다는 것이마 문회 연구 ￥에서 보자면
꽤 쓸모 있는 중서이이마 문회 연구의 이휴적 바탕인 밥스추의 역사관과도

빚아떻아지 :il， !t 01 에 근거히여 영문학과를 보 ß1 석 이상주의 1 반민중적 엘리
트주의， 보편성을 기장한 인본주의로 공격할 입지블 치지할 수 있으니 맡아
다 히지민 따지고 늘연 상당히 구벙。 1 많은 줄거리이다

우선 프당수 혁명의 좌절을 곧바로 둔혁 개념의 대두와 연결짓기는 어렵다

프량스 혁명올 전후힌 30 여 년 간은， 즉， 영국의 닝만시는 혁명의 그팀자에시
벗어나려고 애야 벗어날 수 없는 시기였마 혁맹에 대한 찬반 0_보 갈린 영국
사회 저제가 이념 감둥의 장(1쳐)이 되었고，4) 정치가 삶의 모든 층위에 스며 E
상황은 핵병의 직접적 위핍이 사라지고 난 후에도 상탱

기간 지속되었마 그

런 의미에서 헌션과 부관한 자족적 영역으로서 순문학 개념이 이 시기에 나

타난디늠 문화 연구 쪽의 주장을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마

문화 연구 쪽에서

는 19 새기블 전후히여 litεratuκ의 의미기 “책파 금 전체 "(the 써101ζ bc 니 y 01'

‘

boo s and wriling) 에서 -;r문학(bζ11ζs lettres)으로 바뀐디는 윌리염조(Raymond
Williams)의 진술을 출발점으로 삼는다 (Williams 1983: 186) 하지만 순문학 개
녕이

18서1 시 증반의 운사인 영 (Edward Young) 이나 블레어 (Hugh B1air)의 글에

도 나타난다는 섬음 상가하던，5) 굳이 녕만가들 기섬으호 삼블 이유는 없다

4) 나농어1 웅 전쟁응 애갱요토 하\'1서 이에 대한 언급이 없늠 오스딘(J ane Au야 n) 의
소식이 천여|힌 。 1 년 대럽의 정으로 드라난다는 주진이 식특텍을 갖는 갓읍 따라사
놀러 운 일이 아니다

5)

영의

COflj'ectures on

(Butler 1975: 15)
Origin띠 Compmitim에 759) 와 은레어의

Lectures on Rheroric (/nd

문학파냥마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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냥민기에능 오 ðl 려 순문학 개념에 대한 반발이 나타닌디j]_ 해야 맞디

거의

시에

대한

낭얀기의

반발이

삶파

(pcζllClsm) 에 집중뇌아 있읍 이 이를 입」승한디

동떨이진

얀이의

장식적

파

사용

C영。1 나 블레이기 시를 사적인

여가 활동 이싱으로는 생각하지 않는다연， 닝만기 시얀늘은 시 (Poetη)를 성상

럭이 공감 t즈로 구혀되는 글 저치]보 규정힌다

18세기 대내 친행된 블의 확산

과 유통이 프랑스 혁병과 같은 엠정난 대변혁욕 불러일으켰음유 목격힌 이들

노서논 문학음 포함하여 글의 공식 시능은 딩연한 :;<1 제였다6) 낭만 11 시 ~I 듣
。11 게 힐튼(John Milton) 이 중요했뎌

이유가 여기에

있다

프랑스 혁명의

실패

로 낭만기 시인틀이 틸정지로 나간다고 흔히 이야기하지만， 이렇게 넓유 의
미의 시기 개개인의 샤 더 나아가서 현실에 변화를 기져올 수 있디늠 민응
을 상당히 오랜 기간 견지히기도 한디

(Thompson 1969: 159)

냥민기 시인늘이 정치적 메시지기 강한 시에 반디1 히는 것유 탈정치를 지향
해시가 아니라 프량스 혁냉이 승폭시킨 。1 념 대립을 넘어설 수 았는 장(1융)의

필요생을 실감했시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사 그들의 시가 당대에 그런게 읽
했다는 것은 아니다

위즈위스 (William Wordsworth)의 시는

19 세기 초까지도

이넙적으로 반세제에 속한 것으로 얽혔고 또 그런 이유호 비난음 멤았마 바
이런 (George Gordon Lo rd ßyron) 이 굉창한 대충적 인기를 누렸지만， 또 한번
“미쳤고， 악하며‘ 얀게 되면 위힌하다"( mad , bad , and dangerous to kno써로 요
약되늠 그의 평판으로 일 수 있듯이 궁극걱으로 제도켠에서 받아들일 수 없
는 존새였디

문학 개년의 구성과 기장 믹집한 관린이

있는 작기인 콜라지

(Samuel T. Coleridge)도 1800년을 전후히여 쓴 시보다는 1820년미블 전후해서
쓴 산문에서 영향력을 발휘힌 것이고 따바서 낭만기와는 시간적〈즈로 거리가
있는 것 q보 봐야 힌다 닝만기 직가들의 초월적 /영향이 문학 개념의 딘초들

이운다는 주장음 할 수는 았겠지만‘ 낭만기에 문화론자들이 비판하는 문혁

ße!l.ι s Le{ν“(1783) 강조

6)

낭민시 이후 빅도리아주 시의 선두 주자엔 테니슨(Altì"ed

Lord Tenuyson)마

브라우

냥 (Robεrt ßro씨ling)만 하디리노 눈학의 시회적 기능윤 당연한 것 P 로 여겼다
마주의척 정양이 긴한 다유 세대의 시인듬은 이러한 ‘촌스라융을 극복한다

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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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이 이미 통용되디피 이야기하기늠 。1 렘디는 것이다

문학 개념의 츠월적 경향이 산업화기 야기한 춘한 현실을 외연한 걸과아고
보는 것도 너무 막연한 이야기。 1 디
을 발판 삼아 산업화가 촉발노1 년시

18시1 기 중반 이후 부브주아의 지본 측적
현금 관계 (cash nζxus)를 낭극적

가치로

삼는 시장에 대한 닝만적 반밤이 문화 개념 O~보 장집하되， 이랴힌 반밥유 십
천으로 구세화한 사회적 토대까 없기 때문에 결국 산업화의 폐해에 눈은 돌
리는 현섣 도피노 나가고， 여기서 초월적 생향의 낭만적 문학 개넙이 구생된
다는 것인 I1i，(\Villiams 1958: 30-48) 중서이로만 보자면 프랑스 혁명의 실패에

따른 좌전보다는 더 설득력이 있마 그런데 산업회에 대한 반변을 19 세기 전
후로 잡는 것이 문제기 뭔디

프랑스 혁명에 기대를 결었던 이플이 죄절히는

것이 이 시기이고， 윷건 그브건 “lileralure" 의 의미도 이 시기에 순문학으로 바
뀐다고 했으니 산업화에 대한 반발도 이조응이라고 주장히는 섯인데， 시기적
cι로 너무 앞당겨 하는 이야기이다

18 세시 증반 이후 일 세시 이상 지속된 제 1 차 산업 혁명에 대힌 반응은

그 전개와 확산에 따랴 달라진다 예킨매， 18세시 증반에시 1800 년 전후까지

논 뷰격적인 신업회가 진행되기 이천이었고， 따라시 이에 대한 복격식 ~I 반
반이 나타난다고 하기 어렵다

오히려

신업회가 엄칭난 에니지를 바탕으로

기존의 진서를 친적 하는데 초점을 빚추는 정 우가 없지 않았다 7) 괴테의

Fausl

3부가 좋은 예이디 (8εrman 1982: 60-71)lì) 산엽화에 대한 반빌이 Luddite 운통

(1812-17)을 출발접으로 한다고 할 수는 았을 것이디

7)

를레이크(William l3 lakel 의 시에 나오는

히지민 엘상의 걸어) 변

mills" 를 산업화에 대힌

각접적인 반발로

읽는 것은 곤린허다 .. mill"의 의비가 세분소에서 공장。로 비뀌:11-‘ 북부에서 시작
되 산엠핵영익 영향이 념부토 파급되늠 와숭애 하는 이야기이니 ，~이다 불폭 블

레이크의 시에서

mill" 이 산업허명음 가응하기] 힌 기겨1 적 이윈론을 표상힌다고 입

슈 는 있을 것이다 지임에 대한 궈(워스의 정도도 산업화보다는 도시화에 대한
반발이다

8)

개 건컬 (Mrs.

Gaskell) 의 Nα，th and Sout서 1855) 에 LI요는 Mr. Thornton 다킨즈
(Charle:'l Dic샤l‘)의 ßleαk House(1 85J)o l] 나오는 Mr. Rounc야e\lo1 긍정적 。 로 그펴

졌음도 엄두에 등 필요가 있겠다

문학파냥마수의

119

화가 나티나는 시전은 기치의 출현(1830) 이후이.:Jl， 산업화기 야기한 듭격한
변화기

피부로 든껴지는 시기는 19 새기 중반이마고 해야 할 것이다

。1 렇서1

정리히연 프탕스 혁병의 쇠절과 산업화에 대한 반발 사이에 반 세기 이상의

시차가 놓여 았다고 할 수 있겠고， 문혁。1 탈현실/탈역사의 자족적 영역의 의
미보 션이는 것은 1800년 저후보마는 1850년 천후라고 해야 한 것이다

영국

의 경우 19 세시 증반에 이긍러시야 “닝만적 ’이라는 딘어에 초원식 행의사 심
려 암반식으노 통용된다논 사션이 이들 뒷받침한다9} 문회론자등이 문학 개

념을 낭만주의와 연견하는 것은 이러한 용례에 근거한 것이다 그런 의미에
서 이틀이 비판i바 문학 개념유 낭만기보다는 빅토이아 조의 분회적 구성이라

고해야빚디

[3]

프랑스 핵명의 쥐철이 곤 순문학의 대투로 연걸힌마 .iL 보기 어혐 .iL 산업
화에 대한 반발이

19세기 중반에야 본격적으로 나티닌디고 할 때‘ 냥만기 작

가와 낭만적 예술기를 구분히여 쓸 필요기 생긴디
가를‘ 낭만적

예술가는 문화적

구성 6_로서

냥민기 시인은 구체적 작

19시1 기 증반 문학 개녕의 부상과

맞물려 만들어진 인물헝 C즈호 나눠 생 7f8B 야 힌다는 것이다 문화 인구에시는

이에옴로기들 힌 사회의 구성원들이 당인힌 것 0_로 빌아들이고 살아내는 암
득끽 천저1 듣이라고 규정한다‘ 따라사 개인이 。1 네을혹기 밖에 사 았음 수 없
거니와 이데올로기의 근원이 될 수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소위 “낭만적 1 이
데올로기의 핵심에

작가 (author)가 놓여

있마면，1Ol 구체적 개인으로서 낭만기

시인이 아니랴 문화적 구성으로서 낭만적 예술기로 봐야 한디

91

윌리 업스는 그

λ1 시 등

1880 \'1디1 로

잡끼

B 띠 ler)는 1860 년대라고 이야기한다 (Dut1er

있끼

(\Villiams 1983: 275)

툴론 낭만기

버 튿 G1(M :1 rilyn

1981: 1)

101 “냥민식”에 따옴표를 부진 이유는 매간의 낭만식 이 LI] 올로/]약 F 멸하'] 써해서이
다

낭만기보다는 빅토미아 조의 눈화적 구성?로 보는 것이 맥산과의 뚜렷딴 치

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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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인이 낭만적 예술기의

나타나는
。1 디

원형이파:，]_ 주장할 수능 었다

그이나 그들의 시에

는델적 경향。1 ‘ 낭만적” 이데올로기로 지리잡는 것은 빅토리아 조

이 시기에 “냥민적 ’ 이미올로기기 뿌리를 내려 탈현실/탈역사의 지즉성

을 특정 R로 하는 문희 개념을 윤포하는 과정에서 낭만적 예술가랴는 인울헝

이 나타났고， 이러힌 ~1 물헝으 녕만 /1 시민에게 소급 적용힌 결과 닝만시 시
~1 븐 닝만식 예숭가와 동일시하게 된 것이 아닐까 싶다

낭만기의 문회적 헤게모니을 “낭만식’ 이터1 올도시2.!_ 요약하기 어려운 것은
따라서 전히 의외의 일유 아니다 낭만기의 문회적 헤게모니는 근 30 여 년

간

Edinburgh

두에서

Review의 편집장이었으며， 워즈워스의

)he

Eλ'curSlon의 서평 서

‘ 'This will nεvεr do.' 다:，]_ 엘갇한 제프리 (Francis Jε8‘rζ)') 같유 인플로

디)표되디

그는 ?프(A1ζxanùer POj::ε) 의 시를 거부히년서 새로운 시를 써야 한

다고 주장히고 나선 워주워스를 끝까지

인정히지

띨려준 문화적 헤게끄니가 포프 생전보다는 사후

않았디 11) 호프기

。1 름을

존슨(Samu비 Johnson) 이 사

망하고 난 1784넌 이후 힌 세대 이상까지 영향띄을 행사했다고 봐야 힌다는
것이다 닝만시 시얀들이 면방의

시골만 YI(Lake school) , 런던 토빅이 (Cockney

schoo1) , 또 도녁적으혹 심각한 문제가 았는 반사회적 인물 (Satanic school) 취
급음 받은 이유는 18 세기가 만틀어낸 문회적 헤게모니의 잣대가 그때까지도
유효했음을 보여준다 12) 포프가 대변하는 문회적 헤게모니가 (비교적) 과거지

사가

되 것은 1830년대기 되어서이」， 워주워스기 시인으로서 명생을 얻는

것도 。1 시기블 주음해서이디

산업화와 도시화기 기져온 변화에 대한 반발

로 소위 낭민적 r츠월이 문화적 대안으로 설득력을 갖게 뇌연서 지연을 배경
cι로 힌 “ Solitary‘’의 산보가 호소력을 얻세 뇌는 것도 이즈읍이다 “자연 시인

11 )

재르비는 개인작으-모 우1 즈위스의 시에 감옹을 받았음을 인갱하여서 i 우]즈위스의

시가 공공의 이익에 반힌다는 이유로 깎아 내렀다 (Butler

1991: 61-62) 이 시기에

P 든 것이 성지로 통했음윤 보여주는 또 다르 예이다

12)

이덩케 악하며

상 '1 하라고

푼 τ 애 대한 반대가 1H 세기 중반 이후 깅댁하게 저기펴다는 검융

항지

오르겠다

Comroversy" 라 1 영영판 논갚이

τ 미나

젠틀미 Uo~eph

K. Chandler) 가

the Pope

1820 년대끼지노 지속될 만름 포프가 게속 쟁점이

되j'. 있유을 간과해서늠 안 되다 (4H2)

문학파 냥마수의

워주워스”도 낭낀적

예술기과늠 인물형이 구성되늠 파정에서

121

설득력을 얻게

된다고 얄 수 있디
윌랴염주는 Cu“urε

and Socie i)( 1958)에서

작가날이 탕대의 사회 현실에

적빈

닝만석

예숨가의

일반적얀 선입견과는 달리 낭민기

깊은 판심을 보였음을 예시하년시， 현실 초월

부싱은 “대치]로

[닝만기 1

이후에

천개된다"(011 the

whole a later dεvelc삐삐11)고 말힌다 (30) 문화 인구에시는 이 점에 벚로 주목
하지 않았다

낭만식 여1 숭샤샤 구처1 적인

인붕형이라는 점을

~1 묻。1 아니라 문화적으노 구생된

분명히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원버엄즈에게도 마소간 잭

임이 있다고 하겠마 산업화를 서숲의 큰 중기로 삼는 밝스주의 역사관에 근

거히여 낭만기 문학을 산업화에 대한 반벨로 박순화하기 때문에 낭만기 시얀
늘의 현실 비판에 전수를 주변서도 낭민적 예술기의 현실도피에 더 큰 비중
을 두게 된디는 것이디

현실비판과 현실도피 사이에 반 세기의 시치가 있음

을 간과힌 결과이다

문화론자들은 윌리염즈의 통찰보다 그의 오류들 확대 재생산힌다

이에올

로시에 대힌 담론이 무생해지면시 소위 문학 개념의 이 c11 올로기적 기능을 부
각한 견과이다 문회론자들익 문핵 개념 비판은 매충 다음과 짙이 요약함 수
았마

18 세기 충반 이후 급격하게 경제벽이 부상하는 충신층음 견제함 휠요

성음 느끼 귀족 게급이 711 급 김릉음 희석하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 충산층
길들이기의

수단으로서

문학 교육을 제보화했고， 중산층은 또 노통 계급을

길을이기 위한 수만으로 문학의 효용성을 강조히연서 문학 개년이 셰도로 지

리잡는매? 낭만기 문학이 여기에
뀌족과 부르주아의

는윌적 보편성을 부여했디고 보는 것이디

겨1 급적 타협에서 파생한 순문학 개념이 태생적 6_로

대중

문화와 거리들 둘 수박에 없고 따랴시 고급 예슬호시 문혁을 신비화하는 경

향을 드러낸다는 비판도 이어진다 여기에 탈삭민주의 시각이 사세하면시 탈
정치생을 배제한 문핵 개념이 식민지 경영에도 도움이 되었음을 지직하고 나

선마 문회 연구에서 문학 개념의 폐기를 주장하고 나선 것이 서스를 수 없
는 정팅성음 갖는 것지립 보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부상이 낭만기라는 추장은 그 근거기 빈약하마

하지만 순문학 개넙의

19 세기 중반이라고 봐야 줄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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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기 맞아떨이진마

[1]

문화묻지들이 비판히는 문학캐념이 낭만기보디는 빅토리아 조에 구성되 것
이마는 죄에 덧붙여， 소위

;냥민적” 이데올로기기

여 "1 갈래의 요인이 모여

중층 결정 (0、이determined) 되였음을 분벙히 할 필요기 았겠디

그 중 히나기 물

논 닝안주의이다 그런데 닝만적 초월로 따지자연 영국 닝안주의보다는 ( 1830

년 。1 후에 영국에 뷰걱적으로 수입된) 독일 닝만주의의 영향이 더 크게 작용
했다고 보는 것이 맛다 13) 간매 국가의 기반이 쥐약하고， 경제적으로‘도 후진

식이었던 18세시 중반 독잊의 ~l 텍려끼지아에게 사회식 엮함음 함 /1 회가 주

어지지 않았고， 이러한 711 층이 독임 낭만주의를 주도하면서 사회보마는 개인，
특벙히

개인의 내면회가 두 F 러진 특정으로 나다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한

다 (Butler 198 1: 73) 반연에 영국 낭만기 문학유 톡일 낭낀추의에 비해 현실비

판적 성격이 더 강했지민， 1830년을 전후히여서는 독일 냥민주의의 영향으로
내연화 ;영향이 부각뭔디 14) 요컨디L “낭만적 ’ 이데올로기의 구성에는 영놔 낭

만기 문학보다는 독일 낭만주의의 초원적 경향이 더 큰 영향을 미쳤다고 봐

야할 것이다
여러

샤지 역사적 요얀이

이러힌 대면화들 강화하는 방향 ζ[보

나갔다

빅

토리아 조에 겁어들면사 성정 시대 (Regen안 period)의 방탕에 대한 반반혹 중

13") 시기직 P 로 가상 앞서 ι 피일 낭민주의는 1790 년미에 이미 영국어1 수입되어 상당
한 바양을 툴러 일으죠다 아지반 이 시기애 정지적 바퉁이 심회하 v，서 기존 사회
채제에
Thι

저항하는 개인음 주엔공으로 하슨， 에컨내‘

월러 (Friedrich

VO Il

Schiller) 의

Robben (1792 년 영국 초연)니 R 저]부 (AUgl↓ sl ν011 KotLebue)의 LOl ιrν ι”’

(179~년 영국 ?τ연) 김은 직품은 지코냉주의의 예굳 배칙을 믿는다 독일 닝반주의
가 다시 영향익을 얻개 되든 것은 1830 년 。1 후이다

14)

영국 낭민시 작가 중에서 득일 낭민주의의 틀에 맞는 작샤는 매튿미시 지식히끼
있 ξ 이 콩리지

성도가 아닐끼 싶다 (Butler 1981

입에 은 익한윤 했다는 것은 놀미 운 일이 아디다

η-76) 그가 득일 낭낀주의의 슈

문학파 냥마수의

산층의

보막주의기

문화적

tll 게모니를

전히게

되고

이에

따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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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음주의

(Evangelicalism)기 부상히언서 갤빈주의적 지기 성샅이 삶의 양식으로 지리잡

는디

High Church Ml야mεnL블 훈함히여 번대서양적 종교부흥운동。1 일이냐

는 것도 。1 즈음이다 이라한 변화에 따라 내언화 ;영향을 부각하며 독일 닝만

주의릎 재수입하케 된 것이다
영문혁과가 대혁에 자리 잡유 띠1 일찍부터 괴[육 제도플 정비힌 독일 혁겨1

의 영향이 컸 11 때문에 이러한 영향릭。1 득변히 낭만주의 "1 맹애 오래도록
남아

였다는

생각도

든마‘

애브탐스는

마팀

스틴(Madame

de Staël)이 &

l찌'1em"영ne (1813) 에서 톡엘 문회의 득성으로 지적한 대면적， 신비주익적 성향
을 영국 낭만추의에 적용히는 것이 ;ll ， 애받람스의 틀이

바이런과 맞지 않응

을 지적히고 나선 맥신도 만스와 히이너1 의 독열 냥민주의 비판을 영국 냥민
주의에 적용히는 것이디

주의의

이상주의적

맥간。 1 냥민적 이디1 옹로기로 비판히년서 독엘 냥민

편향생을

"1 판하고

내시는

읽스의

ηι

German

Tdeologv( 1846)와 하이니1 의 Th e Romantic School(1836)에 크게 의존하는 것은
따랴시 놀라운 일이 아니다

백간이 말하는 닝만직 이네올로기는 영국 닝만

주의샤 독임 닝만주의외 마르지 않다논 암묵식인 가성에시 출반하는 셈 91 데，
역사적 구제성과는 거려가 있는 이야기이다

‘낭만적

이데올로기의 구성에 독임 낭만주의의 영향이 켰다는 점에 텃붙

여， 낭만주의와 대척전애 았다 :iL 흔히 이야기 ol~느 공리주의도 중요한 역살을

했음을 지적히고 념이기야 허겠디

특별히 지족적 영역으로서 문학 개년의

디)두와 이에 큰거한 문학 교육의 픽웹어] 공리주의기 기여했디는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울논 공랴주의자의

창시자인 벤섭 (Jζremy

Renl.h am)

은 문학의 효용생을 아이들 장난김 (push pins)의 그것과 다들 마 없다고 알힌
바 있고

여 시에 근거하여 디킨즈의

“

lrd ηmes(1854)에 등장하는 공리주의자

틀은 싱상녁음 매거1 힌 사션의 주입에 초집을 맞춘다 사션과 상상럭의 이 분

법적 대립에서 공 L‘}추의자틀은 진적으로 진자의 편에 서 았다고 보기 때문에
공리추의가 문학 교육과는 ~1 히 P 관한 것으로 생각하기 쉽마
그러나 모든 공버추의지기 Hard Timιg의 Gradgrind 과 같은 인볼은 아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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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 교융의

제도화를

저음

(Adam Smilh) 내고 할 수 있디

인 1냥한

인플은 공려주의의

I S) 그는 지본주의

사회의

선구지인

스미스

전개에 따마 나타나

게 마린인 개인주의의 부정적 측연을 최소화히고 개인적 。1 악의 수구를 공익
0_로 !，'~을 수 았는 수딘으로시 문학 고l융의 효용성을 주칭하였다 종괴의 이

너]올로'j] 삭 기음이

핵저히 약화되는 방향으보 세속화가 천행되면시， 스미스

가 주장하는 바 문학 쿄육의 증요생이 대두된다는 것이마

18 세기 중반으호

거슴리 올라가 영문학 교육의 제도회을 다운 커트(Franklin E, Court)가 영문학

의

근 /1 를

이른

부르추아

utilitarian)으도 규정하는

문회

개념을

것도 이런

‘추모

맥락에서

공내주의적 (predominant[ y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CO\lπ

1992: 20)
벤섭의 겸우 문학의
지인년 익(1.

효용생을 안정히지 않았지만 탕디)의 대표적 공려주의

S, Mill) 이 상상력의 결여를 벤섬의 한계로 지적히고 나섰디는

점 또힌 싱기할 필요가 있겠다 (L，갱vís

1950: 61) 20 대 증반에 염습힌 정신적

위시들 워즈위스의 시들 읽고 곡복하면시 멸이 운혁의 효용생음 인정하였다

는 것은 닐리 알려진 샤실이다 띨의 경우， 문혁 π육의 이네옴호기적 /]능보
다는 싱싱략에 초섬음 맞춘다는 섬에시 닝반기 시인들의 영향이 F 러난다고

도 볼 수 있다 그러나 밀이

생각하는 바 상상력의 성격이 낭만기 시인틀과

는 근본적으로 마를 뿐더러 문학에 대한 생각도 마르다는 점음 간과해서는

안 된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낭만기 시인들이]게 대문지 시 (Poetryl능 인간의

상상력이 발휘뭔 금 전제를 기랴컨디

워주워스기 시를 징의히연서 운문이냐

산문이냐는 문제가 뇌지 않는다는 뜯금없는 이야기를 히는 것이나 셀리 (Peκy
Rysshζ Shell 이)가 듭아온 등을 시인〈즈로 간주하년서 시를 j끼든 지식의 총화로

제시하는 것은 이런 백략에시 이애할 수 있겠다 그만큼 시들 포괄적 의 u] 보

쓰고 았다는 것이다

15)

그러 의미이1 시 아놀도를 문악 교육의

장시 "1 돋 보는 깃은 듀제가 있다

스미스에

이어 1820년내에 콩려주의자틀이 주동이 되어 석입힌 먼딘 대학에서 영문학 교육
이 현실적。로 쓸 P 았는 지식은 전피히기 위한 수단?로 그 효굉 성이 안정외었다
는 점 'E한 엮두애 두어야 란 깃이다 (Court

1(j 92: 3(}-M)

문학파 냥마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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냥민기 시인들이 발히는 시는 현실과 무관한 지족적 영익과늠 서리가 멸디
개인을 출발점으로 삼되 시를→ 통해 사회적 통합의 가능생을 지향한디는 접에

서 그 ι1 히디

낭만주의를 산업화에 대한 반발로 보는 경우 상상력과 사실이

。 1 불법적으로 대립하는 것 O~로 상정하기 쉽다 그러나 프광스 혁명의 좌절을

극복하려는 노리의

일화으로 저1 시된 냥반적 상싱픽은 사심의

디 포팍식 의비보 이해해야 힌다

개 ~l 과 사회

반의어보다는

자유와 펑등， 능동식 주지1 호

서의 인간과 역사식 필연성이 과연 양겁할 수 았는지 고민하는 과정에서 상
상력의 통합이 대안으로 제시되다는 것이다 161 상상력의 통합이 대안으로서
얼마나 유효한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힐 수는 있마 그라나 시가 상상력의 통

합을 지향히는 한에 있이서 개인적 감정의 토로에 그지는 것이 아넘은 분병
히디
。1 와는 탈리 익이 말히는 시는 순문학이고1 사적인 영역에서 감정의 순화
를 목표로 힌다 “ WhaL Is Poelry? ‘( 1833) 나 “ The T씨 Killlb 0 1' Poetη‘ '(1833)에

시 분명하게 드러나듯이， 그에게 았어 문학은 곧 시정성의 표현이다 17) 닝만
시 시얀들이 지향하는 개인과 사회의 통합파 까본식 Cζ호 다른 발상이라는 것

이다

밀이 인정하는 바 문핵의 효용생은 (녕만 1] 시인듣고}는 달리) 개인과

사회의 분리를 상정한다 개인과 사회의 이 분법이] 근거한 밀의 문학 개념은

16)

“ [R이nantic ‘m]

enLails an impuIse and a demand I()r a principle

0 1'

COrnprdlension. It

takes the form. characteristically , 야 an act of inclusi이1 라는 받언 찬조힘 깃 (Cα，ke

1979: x、) 띤디l 비멍이흔의 주요 갈래얀 페미디스트 HI 굉아니 달 식민주의 HI 냉에
서는 낭아꺼 통한을 서구 액얀 념성의 사각애서 자행하는 역안이자 보수적 ?성향의
닝만적 유기주의 (ürganicιm)로 비파헤다

L 러나 풍힘에의 닝만적 지양은 지양얻

따픔이지 유시켜 통합파는 거리기 있다 통합의 성걱도 억압켜야리시보다는 18세
기 내내 지속되 이성으호의 경 i애 r아든 바벨。1 요， 극단저인 개인수의에 대깐 갱
계의 잉흰으로 제기되는 깃으로 봐야 맞다 완걷뭔 시^.템으로서 낭만적 유기주의

는 낭만껴 이내을로기와 미잔/ 지로 빅토리아 조의 분화죄 구성이다

17) 백간이 LJ 따적 이데올굳기를 무비판거으둥 재생산한 깃으도 비판하기 전까지 닝반
주의 비영꾀 연엠식

위치를 자지하고 였딘

M. H

얘브단즈익

The Mirror anJ the

ιJmp(\953) 는 주호 밀애 끈기 '11 서 냥반수의를 서정성의 표현 ü 로 규정한다 (23) 맥

간은 애걷힘스륙 비판하되 닝바주의릎 사정상의 표헌으굳 규정하는 깃은 답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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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이 증위에서 공적인 영익과 λ}적인 영역의 이분법적 분리기 공i'_해진 빅토

리아 조의 산물이파고 얄 수 있겠디 1:\) 요컨대， 받은 사회 개혁의 책임은 공
리주의로， 개얀적 감성의 치유는 문학으로 나눠 생각한 것이고， 그렇게 제한

적 의미에시

문희을 개인의 감정 표현으로 규정하는 빔위에시

문혁의 효용

성유 91 정힌 것이다
델의

문희

개념은 어쨌거나 문희의 효용생유 출밤점으로

삼는다

하지만

서 성생과 내면회을 특징으노 하는 그의 문학 개념은 곧 십미 주의자들의 초월
적 미의 영역과 합류하면서 현실과 무관한 자족성을 띠게 푸l 다 산업화와 묻
정주의가 야기한 추함을 외면하면서 예숲에 팀현실의 자족성을 부여하는 경
향이 개인과 사회， 문학과 현실의 분리를 선화한디늠 것이다
식민지 경영이 한 몫 거늘고 나션디

여기에 영구의

영국이 인도의 영국화를 진행히는 과정

에서 정치성을 비제한 문학 교육의 효용성을 제고함에 따과 탈이매올로기적

문희 개념이 저1 도로 자리잡기 그만담 용이해진다는 젓이다

19)

이렇게 본다연 19 세기 증반에 공고해지는 “닝만식" 01 네올로시는

,

도이

2

니

。

만주의의 내연화， 공리주의적 개인관에 까거힌 사적인 김정의 토로로시의 시
개넙， 신업회의 펴]해을 외면한 ~I 핵 。1 데올노 11 등이 거1 급식/제국주의식 이해

관기1 와

맞아 떨어셔 헤게모니로 자버잡는다고 해야 맞다

이라한 배경에서

만튿어진 “낭만적” 이데올로기가 낭만적 예숨가라는 인묻행윷 만틀어내고， 또
이렇게 일반화한 인물형을 낭만기 시인들에게 소급 적용히면서 이들보 현실
을 죠월한 존새로 규정히연서 지측성을 특정으로 히는 문학 개년을 냥민주의

의 산물로 받아늘이게 되 것이디

181 디 Zτ의 Greaf Expectarions( 1861) 에

니오는 Wemmick 이

。]이한 분리듣 극멍히게

구헌한다고 하겠 c

191 정치성올 배제한 문학 개년에 근거한 문학 교육 은 '?1도에서 먼지 섣시되어 영팍에
역수입 외 였 r꺼드 설늑력 았는 주 장이

있다

Gauri Vis、‘ anathan ， Masks o/" Conquesl

Literarv .'1'rμ'dv and ßritish Rul.ε in I써띠 (New 、 ork: CoJumhia UP , 19~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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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문회휴자틀유 문학 개념을 비판하기 위해 낭만주의를 끌어듣인다

二L 렇기

때문에 낭만주의는 역사 현섣을 초월한 (초월했다는 허위의식에 빠짐으로써

오히려 탕대의 지메이데올로기에 이용되능) 문학주의로 한정되디
유 또한 이미한 문학주의의 기원을 냥만기 문학으로 본디
장의 근거를 따져 보는 데는 소홀히지 않았나 섬디

문화묻자들

::L만데 이 "1 한 주

낭민주의;문학주의의 등

삭어1 맞도룩 닝만기를 전후한 역사적 성황을 단순화하여 실제로 둔희주의가
언제 어떤 요소가 n，여 7-생되었는지들 따져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더 큰 문

제는 낭만주의들 문학주의로 콩격하면시 문학에 국힌해시 닝만주의들 논힌다
논 너]

였다

문핵

개넘을 비판하기 위한 역사적 툴혹 닝만주의을 거론하되

정작 낭만주의가 문학에 국한함 수 없는 광범위한 문회 혀상임윷 간과한다는
것이다 (Campb히 I 1987: 180)

낭민주의를

정의히려능 시보는 무모히] 보인디

히지민 문학사조로서 냥민

주의의 특정을 정의히려고 할 때 그렇다는 것이지‘ 넓게 보떤 낭만주의는 서
양 큰디1 와 함께 부상히는 개인적 욕망의 표현과 츰즉을 기쁨으로 느끼는 세
계관이아고 할 수 있다 (Campbe11 1987: 184) 욕망을 쇠로 규정한 기독괴적 시1

계관을 거부하고 끝없는 욕망의 추구들 긍정하는 닝만적 세셰판이 역동삭 소
비주의， 즉 욕망의 재생산 q보 나간다는 캠별의 지적은 닝만주의들 이렁거]
넓은 맥락에 놓고 하는 이야 /1 이다

Romanticism
C이lsumerism:

[Jn this
pattern of
198Î: 201)

provided

that

a philosophy
w이

philosophy

、、!hich

•

necesS (l fY

for

a

d、 namlC

legitimates the search for pleasure as a good in irse[f

it] served 10 provide

consumπion

of 'recreation

eLhiιal

which so distinguishes

support

thε beha、

ιr

‘

that restle s

ar띠 디 mt11l UOU~

iour of 1110dern 111an. (Camp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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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에서 문화로 시야를 넓혀 개인적 용망의 표현을 긍정적으로 보면서 나티

나는 변화에 주목히거1 되연 낭만주의는 글의 획산을 매개로 즙더 많은 사당
늘이

문화적 소비에

장여히는 변화와 맞물린디 (Campbell

1987: 183)

문화적

소비가 문화 연 f 의 주된 관심사랴는 검에서 닝만주의를 문희주의로 규정하

고 치워매리는 것은 문화 얀구들 위해시도 바람시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다
닝만 !I 에 초접욕 맞출 띠1 시양 까대의 저개라는 커다란 흐름， 특범히 도시

의 부상， 글과 정보의 확산， 소 "1 문회의 복격회 풍의 변호]011

주목함 필요가

생긴다 요컨대， 낭만주의를 산엽혁명에 대한 반빈애 따른 낭만적 초월 내지
는 문학 지상추의로 이해하는 것보마는 문회적 소비의 확산에 따른 광범위한
변화에 대한 반응으로 。1 해 "'1 늠 것이 더 생산적인 논의로 나같 수 있디고 본
디

냥민기 시인늘은 시를 이렇게

Lvrical

넓은 맥락에서 놓고 보았디

워 Zε워스의

BaLlι ds 서문이 그 대표적 여1 이다

Por a mu 1titude nf causes , unknow t\ Lo rormer times , are no“
force to blunt the discriminating

po、vers

ι.ctmg 、、이h

a cornbined

of the mind , and untìtting it tòr all voluntary

exertion to reduce it to a state of a[most savage torpo r. The most effective of rhese
causes are the great

naLinn띠

evenLs

써1κh

are daily

띠king plaιe ，

accumulation of men in cities , where •l1e unifonnity of their
crav ll1딩

of extraordinary incident‘

graLiJies. To this

L윈띠encv

whπh

and the

αιupat lOlls

increιmg
pr이luces

a

the rapid com t11 unication of intelligence hourly

of life and manners Lhe literalure 3nd

Lf lè country hU\'è conflmned Lhernselves. (Owen

theatriιal

exhibitions

0("

1974: 73)

워즈워스는 도시의 부상이나 글과 정보의 확산과 같은 팅대의 사회적 변회
가 대중적 소 "1 문회의 부상이라는 애혹운 현상음 야기했음음 부각하면서 이
。1I 우셔를 뇨명한디

요컨대， 18 세기 중반 이후 급격하게 이눠진 도시의 연구

집중으로 단조로운 열상에 갇힌 도시인의 지낙에 대한 수요기 프당스 혁냉을

전후히여 폭동， 학살‘ 만두디1 의 능장‘ 프당스 왕과 왕비의 재판과 처형， 암살，
전쟁‘ 쿠헤 EI 등 센세이셔널한 뉴스로 증폭되연서 을이 ‘수동적 소비 의 대
상이 되고 았읍을 문제삼는다는 것이다

여시에 딪붙여， 통신 수딘의 발달호

문학파 냥마수의

지극적인 사건에 중톡뚱] 대충의 취양에
소설늘， 병적이고 냉청한 독일
수 "(lrantic

‘

111

적극적으로 부합히늠 “제정신이 아닌

비늑늘‘ 한기롭고 터무니는 운문 서사의 홍

novels , sickly and stupìd

ζxtra세_gant slOr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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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하 man Tmgedi야，

and

tLζluges

o[ idle and

Vt:T엉)(74)가 전뇌적으로 신속하세 유포되언시 개개인의

분법리， 스스로- 생각한 수 있는 힘이 마비상태에 빠셨다는 친단유 내리고 었

는 것이다

Ü'ricul Bal/uds 서문을 낭만주익 문학의 선언문으혹 보면 이런 면모를 놓치
기 쉽다 그러나 이 문건을 문회

Hl 평으로 읽게 되면 새로운 현상으로 대두

한 소비문회， 특벨히 글을 매개로 한 소비문회에 대한 문제 제기라는 점이
드비난디

지극생과 선정성의 수요기 중기히.:Jl， 또 수요지가 수통적으로 지극

을 받아늘이고 선정적 이야기를 소비히는 현상이 독지 개개인의 문셰기 아니
아 사회적 문제염을 직시히연서” 워주워스는

Lyrical

ßa/IIα“기

미력히나마 。 1

러한 상황에 까본적인 문제 제기를 하기 위한 시도임을 분냉히 한다 그렇기

때운에 이 시집에 실런 사들이 당대의 주듀 운화에 약숙힌 독자들에게는 “생
소하고 어색힌 느낌 "(fiεelings

of strangene5s and aukwardness)을 볼러일 q 길 수

밖에 없음 것이라고 여]즉하는 한~1 ，(70) 이허한 시을 쓰게 된 배정을 성탱하
려면

‘문학만이 아 L_] 라 사회 자체의

대벼혁’ (the revoJutions , not of literature

310nζ

but like wise of society itself)흠 논하지 않음 수 없마고 말하는 것이

다 (70) 이러한 현실 인식이 블레이크1 켈리， 칼라엘， 러스킨， 아놈드， 모이스
등으로 이아지는 낭만적 문화 비평파 맥을 같이

한다

그 농과어1

디1 해서야

의견을 탈리 할 수 았겠지민‘ 문화온지늘이 문학 개년을 비판히는미) 란몰한
q머지 이다힌 시도 자치1 를 묵살하는 것은 곤란하다
“둔혁만이 아니라 사회”로 표현된 포괄성은 문화 얀구의 옥표이기도 하다

닝만주의들 문핵주의로 딘순화하연시 알게 R닫게 문희 대 둔화 순문혁 대
대증문회의 이분법이 생긴 것 짙마 그런터1 이러힌 이분법은 문회

~1 구가 지

향하는 바와도 어 긋난다 사심 문희 연구는 제도권 영문학과가 암암랴에 상
정하는 순문학과 대중문회의 이문법을 극복하며는 시도에서 춤빈했다 자족
적 영역으로서의 문학파 대중문화의 이분법적 디1 렵을 만들어 낸 영문학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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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반발이 구체성을 띠면서 문화 연구라는 새로운 학문 분야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그런데 영문학파의 순문학 개념에 반대하는 과정에서 대중문화의 입
지를 취히게 되고， 대중문화의 입지에서 순문학을 공격히디 보니 결파적으로

는 순문학과 대중문화의 이분법을 재생산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공격에 골
몰하다보면 이미 주어진 틀에 말려 들어가기 쉽다. 문화 연구에서도 영문학
과를 비판하는 데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가질 때이다. 이

러한 자기 성찰과 더불어 광범위한 문화 현상으로서 낭만주의， 또 이에 대한
대응으로서 낭만적 문화 비평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생각
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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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Literature"

and

Romanticism: Rereading

Culturalist Critique of Literature
Ryu, Myung Sook
Terry Eagleton’s demystification of the concept of literature has become a
rallying point for the proponents of cultural studies. On the strength of this
demystification, they have criticized the English department which have uncritically
accepted the idealist concept of literature. The proponents of cultural studies have
also demonstrated quite convincingly that the idealist concept of literature is
thoroughly ideological.
What has been taken for granted in this eager demolition of the concept of
literature is its Romantic origin. This paper argues that the concept of literature as
defined by the proponents of cultural studies cannot be attributed to the Romantic
period. The traces of Romantic poεts are there, but their idealistic tendencies were
amplified by the lenses of German Romanticism which became in f1 uential in
8ritain only after the 1830s. It further argues that the so-called Romantic concept
of literature was a Victorian rather than a Romantic cultural construct; 1. S. Mill,
an eminent Victorian utilitarian , was more in f1 uential in propagating the concept of
literature than the Romantic poets. In addition , there should be a distinction made
between Romantic poets and the Romantic Artist: the former are particular
individuals whereas the latter is a cultural construct which came hand in hand with
the concept of autonomous and transcendental literature.
In criticizing the concept of literature, the proponents of cultural studies have
confined Romanticism to literature. This is not a wise move for cultural studies.
Romanticism is a wide-ranging cultural phenomena which legitimates the search for
pleasure, and, therefore , is closely related to the rise of consumer society. It will
be much more rewarding for cultural studies to take interest in Romanticism in this
larger context rather than to relegate it to the realm of “ literature" as defined by
themselv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