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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학문으로서 美國學의 역 사는 매 우 日 옳하다. 미 국화에 관한 관씹 야 일가 사 작햄 

것은 반 세기 전에 지나지 않으며 그 이론과 방볍이 본격적으로 연구 캠토되고 미국학아 

미 국의 몇 몇 대 학에 독립 된 교과 program으로 받아들여 지 게 월 것은 19401션대 말에 아 르러 

서였다. 미국학은， 그 방법론 및 교과 과정상의 여러 푼제점들에 관하여 아직도 활발한 논 

의와 개선과 보완의 작업이 계속 되고 있을 만큼， 아직 완전한 학문의 틀을 갖추지 옷한 

성장 과정의 新生 학문이라 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물론 미국의 문화를 하나의 전체 

로서 파악하려는， 따라서 여러 학문 분야의 종합적 연구 방볍을 필요로 하는 미국학의 근 

본적 성격을 고려할 때 미국학이 완전히 독럽된 하나의 학문적 틀을 갖춘다는 것은 대단혀 

어려운 일임에 플럼없다j 

이러한 미국학이 우리 나라의 學界에 소개되고 하나의 학문으혹서 관심의 대상이 되기 시 

작한 것은 불과 10여년 전의 일이다. 그리고 그 10여년 동안 우리 나라의 미국학계에서 이 

루어진 연구 성과는 거의 전무하다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매우 초라하다。 물론 많은 학자 

들이 미국의 정치， 경제， 사회， 역사? 문학에 관한 연구를 계속해 오고 있음야 사설이지얀 

대부분의 경우 그것은 정치학， 경제학g 사회학? 역사학， 문화의 분야에서 미국의 경우플 

연구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지 미국학의 이론과 방볍론에 업각한? 궁극적으로 마국의 문화 

자체에 대한 연구라고 보기는 어렵기 째문이다。 말을 바꾸면 미국에 관한， 미국의 경우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곰 마국학 연구와 等式 관계를 이둘 수는 없다는 이야기이다‘ 

우리외 미국학 연구의 不進에 대해서는 몇 가지 아유를 생각해 볼 수 었다@ 하냐의 화푼 

으로서 미국학의 이론과 방볍론이 아직 완전히 定立되어 었지 못하다는 정이 그 첫째요， 

외국 문화의 연구에 필수 요건이 되는 그 문화에 대한 폭 넓은 안목과 이해를 갖추기가 어 

렵다는 점이 그 둘째요， 여러 관련 학문 분야의 기초적얀 야론과 방법론에 대한 종합적 차 

식 을 요구하는 미 국학의 협 동 학문적 (interdisciplinary) 특성 이 주는 부담이 그 세 째 요， 왜 

국의 國學 연구가 자칫 빠지기 쉬운 二次的 학문으로서의 소극성 및 피상성의 위헝야 二L

네째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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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러 한 우리 나라 미 국학계 의 불모성 을 감안할 때 金容權 교수의 Alfred Stieglitz and His 

Time은 우선 본격 적 인 미 국학 연구의 산물이 라는 점 만으로도 높은 평 가와 주목을 받을 만 

하다. 주지 하다시 피 유능한 영 문학자로 활약해 온 김 교수가 그의 박사 학위 (Minnesota대 학) 

논문인 이 저서에서 작가나 문학 작품이 아닌 사진 예술가를 다루고 있다는 점은 미국학에 

대한 그의 열의와 성실성， 그리고 미국 문화 전반에 대한그의 폭 넓은 관심과 해박한지식 

을 같 대 변해 준다. Alfred Stieglitz라는 한 사진 예 술가의 傳說적 인 생 애 를 통하여 미 국 

문화의 특성 을 파악해 보려 는 한 시 도로서 이 저 서는 Introduction과 본문 5개 의 章으로 구 

성되어 있다. 

Introduction에서 김교수는 Stieglitz의 생애와 예술이 모순적 요소와 모호성으로 가득차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그 모호성은 독일 ‘유태계 출신이라는 그의 유렵 문화적 전통과 청교 

도적 배경의 새로운 미국 정신과의 만남， 도시와 자연에 대한 그의 愛↑협의 태도， 카메라로 

상칭되는 기계 문명의 예술적 가능성에 대한 그의 믿음과 예술에 대한 그의 E人 의식의 

양럽 등에서 비릇된 것이라 주장한다. 그리고 Stieglitz를 미국의 전통 안에서 파악하고 소 

위 Stieglitz 전설의 과정을 추적해 보는 것이 이 논문의 목적임을 밝히고 있다. 

제 1 章 “The Origins"는 대체로 19세기 말까지의 Stieglitz의 傳記的 내용을 소개하면서 

Introduction에 서 지 적 한 Stieglitz의 생 애 의 모순적 요소를 그의 질 생 활과 좀더 구체 적 으로 

관련지움으로써 그의 언생관과 예술관의 형성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어렸을 적 까만 옷을 

입은 키 큰 여인에게서 받은 강한 인상으로부터 아마도비롯되었을， 흑백의 강열한 대조를 

통한 삶의 진상의 표현， Lake George의 생 활에 서 느낀 도시 적 삶과 전원적 삶의 갈등， 그 

갈등에서 비릇된 삶의 極化 (polarization) 에 대한 그의 강한 의식， 독일인이며 동시에 미국 

인이어야 하는 그의 二重的 identity에서 오는 자신에 대한 회의감과 미국 사회에서의 소외 

의식， 10년 간의 독일 유학을 통하여 더욱 첨예해진， 미국에 대하여 비판적이며 동시에 옹 

호적인 그의 愛增의 감정，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은 Stieglitz의 모순적 요소와모호성의 정 

처l 를 밝혀 주는 데에 많은 도움을 준다. 이 章에서 강조되고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점은 

19세기 말 급격한 산업화， 기계화의 과정이 가져 온 미국 사회의 물질주의적인 정신 不在의 

풍토， 그리고 산업화 과정을 불가피한 것으로 받아들이면서도 물질주의적 非人間化의 풍조 

를 격렬혀 B] 판하는 Stieglitz의 二重的 태도이다. 이 정신주의(흑은 理想주의)와 물질주의 

(흑은 현실주의) 사이에서의 Stieglitz의 갈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 갈등이 H.N. Smith, 

Leo Marx등 많은 학자들이 지적하고 있듯이 미국 문화의 主眼을 이루어 본 주요 전통이라 

는 점에서;주목할 만하다。 다시 말하면 이 章은 Stieglitz를 미국적 꺼H性의 한 전형으로 보 

고 그의 생애의 갈등과 二重性을 미국 문화 자체의 그것으로 파악하려는 김교수의 입장을 

강하게 암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말이다. 

Stieglitz의 사진 예술의 특성에 춧점을 맞추고 있는 제 2 章 “More Developments"는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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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세 부분으로 나뉘어질 수 었다. Stieglitz의 사진술의 배경과 발전을 주로 技術的 측면에 

서 추적하고 있는 젓부분응 사진이 취미에 불과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던 19세기 말 미국의 

에마른 예술적 풍토에서 사진술을 獨自的 표현 媒體로서의 한 새로운 예술로 발전시키고 

그것의 심미적 가치와 문명 해석으로서의 사실적 가치를 병행시키려는 Stieglitz의 실험적 

노력 , 그리 고 후기 인 상파 續畵의 강력 한 영 향을 받은 ‘glycerin process' 1f ‘gum-process’의 

방법으로 부터 매체의 사설성을 강조하는 ‘straight photography’로의 Stieglitz의 사진술의 

전환을 강조하고 있다. Stieglitz는 카메라의 기계적 한계와 동시에 그 한계 안에서의 사진 

의 예숭적 가능성을 잘 일고 있었다. ‘straight photography’에의 Stieglitz의 접념은 객관적 

사실성과 주관적 예술성을 동시에 포용할 수 있는 사진의 이러한 특성에 대한 깊은 이해로 

부터 비롯되 었을 것이며? 인간의 정신과 기계 문명적 환경을 조화시킴으료써 「기계블 인 

간화」하려 는 Stieglitz의 의 도에 는 ‘straight photography'의 방법 이 아마도 가장 적 합했을 

것이다。 

두먼째 부분은 ‘straight photography'의 기 교를 구사하여 도시 적 산업 문명 적 환경 을 인 

간화하려는， 즉 그 자신의 말을 벨려 「自身과 기계를 하나로」 파악하려는 Stieglitz의 예술 

가적 노력을 그의 대표적인 몇몇 초기 작품을 통하여 분석하고 있다. 특히 산업 문명의 새 

로운 질서의 상징인 기관차를 소재로 안깐과 기계 사이의 불가분의 組帶를 암시하고 있는 

“The Hand of Man" (1 902) 과 skyscraper와 큰 나무를 뾰置하여 기계와 자연을 조화시키 

려 는 “The Flat Iron Building" (1902'"'-'3) 에 대 한 김 교수의 분석 은 매 우 탁월하다. 또한 

skyscraper를 소재 로 한 초기 작품들은 地面에 서 뻗 어 오른 높은 건물들을 수펑 위 치 에 서 

포착함으로써 자연과 기계 문명의 조화감을 전하고 있는 반면 그의 후기 작품들은 건물들 

을 地面과 유리된 높은 위치에서 휴과 백의 강렬한 대조록 부각시킴으로써 높은 건물들만 

이 군렴하는? 인간과 자연이 소외된， 기계적 세계를 보여 주고 있다는 김교수의 관찰은 대 

단혀 날차몹다. 그 변모는 인깐과 자연과 기계의 벙치 흑은 초화의 가능성에 대한 낙관적 

인 태도로 부터 회의적이고 비관적인， 기계 문명 사희에서의 점증하는 소외 의식으로의 변 

모라는 점 에 서 매 우 의 미 심 장하다。 묘awthorne， Melville, Mark τwain， Howells, 심 지 어 

Emerson이나 Whitman의 생애에서도 암시되고 있듯이 미국적 현실에 대한 미국외 대표적 

인 예 술가나 사상가들의 공통된 반응￡로서 이 러 한 변모의 pattern은 미 국 문화의 륙성 과 

그 虛實을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관건이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일종의 同A 활동이라고 부블 수 있는 잡지 발간과 전시회를 통한 Stieglitz의 본격적연 

예 술 활동의 시 작에 대 하여 언급하고 있는 세 먼째 부분에 서 는 Aη~ericaη Aηzateur Photogra' 

양hers와 Camera Notes의 펀칩 인으로서의 예 비 활동을 거쳐 1903년 ε12mεra Work의 창간과 

함께 그가 본격 적 으로 주도하기 시 작한 Photo-Secession movement가 주요 내 용을 이 루고 

있다. 그러 닥 이 부분은 εaηzera Work를 통한 그의 예 솔 활동을 중점 적 으로 다루고 있는 



154 꽃國뽕 

다음 章에 속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사진 예술가들의 천목과 단합， 우수 작품 초청 

전시， 상엽성을 지양한 사진 예술의 권위와 순수성을 높이는 일을 주요 과제로 삼은 이 

movement블 통하여 Stieglitz가 특히 강조하고 있는 ‘workman ideal’， Á性의 해 방， 예 술과 

인생에 있어서의 순수성과 진실성과 자유 의식은 미국 운화의 주요한 전똥인 미국적 idealism 

과 같은 궤적에 선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그의 이러한 미국적 전통에도 불구 

하고 그가 미국적 생활과 문화에 대한 대표적인 비판자의 한 사람으로 받아들여지게 펀 것 

은 대단히 아이러나캘하며 이 아이러니는 미국문화가 근본적으로 안고 있는 아이러니이기 

도 하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플 지닌다. 이 의미플 Stieglitz의 예블 통하여 보다 갚 

이 탐험해 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이쉬움을 이 章은 남기고 있다. 

“Camera Work and American Culture" 라는 제 목의 제 3 章은 Camera 뼈Tork와 “291" Little 

Gallery를 통한 Stieglitz group의 활동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그 활동의 중요성은 

대략 다음의 세가지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미국적 삶과 문화에 대한 최초의 체 

계적이고 지속적인 비평 작업으로서의 중요성， 둘째 Benjamin de Casseres의 “giant con

spiracy of mediocrity" 라는 말에 흘륭히 농축되어 있는， 미국 문화의 물질주의적 안일주의 

와 respectability-conformity의 다성 에 젖은 예 술적 기 풍을 개 선하려 는 강릭 한 개 혁 정 신， 

세 째 , Camera Work와 “291"을 통하여 강조되 고 있는 ‘sincerity ’, ‘honesty' , ‘cleanliness’ 

등의 용어가 전달하는 암시적 의미의 중요성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 章이 示浚하고 있는 보다 중요한 점은 Stieglitz group의 비평 및 개혁 작업이 

자기 비평， 자기 개혁이리는 미국적 전통에 뿐리를 내리고 있으며， 유럽적인 elite 예술관 

에 기초를 두고 있으면서도 만주 사회에서 대중을 햄導할 미국적 예술관을 동시에 포함하 

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듬의 예숲관이 자발적 감성과 자유로운 상상력 위에 세워진 예 

술의 성미적 가치를 중시 하면서도 동시에 예술의 양훨的인 도덕적 가치와 예술가의 성실 

한 llC人 의 식 을 강조하고 있 다는 사실 이 다. ‘honesty, ’ sincerity’ , ‘clean’ 등 Stieglitz group 

이 즐겨 사용하는 용어들은 이블 찰 뒷받침해 주고 있으며， 그들이 Stieglitz를 그렇게 일걷 

는 ‘prophet’, ‘seer’ 라는 용어 역 시 김 교수가 지 적 하고 있듯이 도덕 적 종교적 의 미 플 함축 

하는 미국의 종교적 rhetoric의 전통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김교수가 이 章

에서 애씨 암시하고 있는 것은 Stieglitz group의 활동이 미국적 잔등-파 갚은 연관윤 맺고 

있다는 점이다. 

제 4 章 “The Equivalents: Life and Art"는 이러한 도덕 의식에시 비롯된， 예술괴 삶은 

분리될 수 없다는， 예술가는 예술가이기 전에 먼저 연간이어야 한다는 Stieglitz의 예술관에 

춧점을 맞추어 삶의 해석과 표현으로서의 그의 예술 활몽을 추적하고 있다. 한 작가의 유 

치적 성장과 발전을 전체적으로 보여 주는 Stieglitz의 착품 전시 방침은 이러한 그의 예술 

관에 근거한 것이며? 그의 후기 작품에서 개인적 경햄의 抽象{生어] 차츰 볼입하면서도 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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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곧 貝象의 세계에서 그의 소재플 구한 것 역시 이려한 그의 예술관에서 비롯된 것일 것 

이다. 미국적 현실의 구상적 양상에 대한 Stieglitz의 칩념은 추상적 이미지에의 갚는 관성 

에도 불구하고 그로 하여금 유럽의 추상여]슬을 거부하게 하고 고립주의적 nationalism의 경 

향을 띄게 했던 반면， 미국의 현실에 대한 그의 불만과 회의는 그로 하여금 차츰 예술 

작품에 있어서 정신적 상갱적 의미를 추구하게 하고 상정주의적 예술관에 기울게 랬다는 

김 교수의 주장은 Stieglitz 예 술에 있어 서 구상적 의 미 와 추상적 의 미 사이 의 갈등， 그리 고 

예술과 삶의 관계에 대한 그의 꽉합적 태도를 설명하는 데에 매우 示俊的이다。 

Stieglitz 전설을 칩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마지막 章 “τhe Legend"는 Stieglitz의 神話的

이마지기- 어떻게 형성되었으며 어떠한 변모 과정을 거처 왔는가를 3단계로 나누어 섣영하 

고 있다。 즉 주로 언론 비평가와 미술가들에 의하여 ‘prophet of new art’ g ‘high priest of 

“291"’으로서 Stieglitz의 신화적 이 미 지 가 형 성 되 기 시 작한 “291" • Camera Work시 기 가 그 

첫 단계요， 미술가뿐만 아니라 Sherwood Anderson, Waldo Frank등 문인들에 의하여 

ζartistic sa vior’로부터 ‘cultural and moral force’로 Stieglitz의 이 미 지 가 변모해 가는 Inti

mate Gallery-An American Place 시 기 가 그 둘째 단계 요， Waldo Frank, Lewis Mumford, 

Paul Rosenfe뼈 퉁이 공동으록 펴 낸 A~ηerica and Alfred Stieglitz에 서 예 술적 둔화적 영 웅으 

로서 Stieglitz의 초인 적 자질 이 우상화되 기 시 작한 1934년 이 후가 그 세 째 먼계 이 다@ 김 교 

수는 Stieglitz group을 일 종의 狂的 예 술 칩 단으로 보는 Thomas Benton이 나 Stieglitz의 편 

파성 에 비 판적 인 태 도를 취 하는 요dmund Wilson의 경 우를 예 로 들어 Stieglitz 전설 이 긍정 

적얀 요소만이 아니라 부정적인 요소도 포함하고 있다는 청과 “Steerage"의 그릇된 해석에 

서 例示되는 mythmaking 과정상의 과장과 오류를 지적함으로써 Stieglitz 전설의 허실을 

가능한 한 정 확히 추적 해 내 려 고 노력 한다e 김 교수는 또한 그룹 예 술 활동으로서 Stieglitz 

의 공적에 의문을 표시하고 Stieglitz에 있어서의 신화와 질제 사이의 불일치블 치적하는 

Harold Clurman이 나 Stieglitz의 정 신을 미 국적 이 아닌 半유럽 적 인 것으로 비 판하는 J.G. 

망letcher의 의견에 신중히 귀를 기울。]며 Stieglitz 자신도 그의 노력의 한계를 시인하고 있 

음을 상기시킨다. 그러니 Stieglitz 신화의 진싱을 가능한 한 중립적 입장에서 정확히 이해 

하려 는 그의 노력 에 도 불구하고 김 교수는 Stieglitz의 위 치 를 미 국의 prophetic tradition에 서 

파악하려는 업칭에 강력히 동조하고 있는 듯이 보이며， Stieglitz는 그의 전설이 암시하는 

것보다 더 생명력이 강하고 더 위대한 인물이라는， 그 정열적 진지성， 예만한 감수성， 깅· 

렬한 개성의 주장， 삶의 진실에 대한 철저한 추구에 있어서 D.H. Lawrence와 비견할 만한 

위대한 예술가라는 조심스려운 평가로써 이 논문을 끝맺고 있다. 

Introduction에서 밝히고 있듯이 그리고 이 책의 副題가 암시하고 있듯이 이책은 연대기 

적 생애의 기록이라는 일반적 의미의 傳記와는 구분되는， 한 예술가의 정신적 예술적 삶의 

정 체 를 추적 하고 있는 하나의 짜1的 초상화이 다. 그것은 Leon Edel이 시 사한 바 상상력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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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한 창조적 비평과 분석을 표함하는 문학적(흑은 예술적) 전기에 다름이 아니다. Leon 

Edel은 문학적 전기의 생명은 전기 작가 자신의 내적 탐험을 통하여 그가 다루는 작가의 

예술적 삶을 재창조하는 데에 있다고 주장한다. 김교수는 Stieglitz의 정신적 삶의 정체를 

궁극적으로 낭만적 이상주의라는 미국 문화의 한 특성 안에서 파악하고 그 정체의 신화적 

의미를 불가능한 것에의 불굴의 투쟁이라는 미국 정신의 주요한 한 전통의 맥락에서 이해 

하려고 노력함으로써 Stieglitz의 예술적 삶을 재강조하는 데에 어느 갱도 성공하고 있다. 

그러나 그 재강조는 Leon Edelol 암시하는 수준의 만족감에는 이르고 있지 못하지 않는가 

하는 아쉬움을 남긴다. 그것은 Stieglitz의 생애의 외적인 data에 보다 충실한 나머지 

Stieglitz 예 술 자체 에 대 한 김 교수 자신의 주관적 탐험 이 다소 약화된데 서 , 다시 Leon Edel 

의 말을 밸려 이른바 “psychological specula tion"의 강도가 약화된 데서 오는 것이 아닌가 

한다. 이 논문이 남기는 또 하나의 아쉬움이 있다면 그것은 한 예술가의 생애의 신화적 의 

미를 문화적 문맥애서 추구하고 있는 이 연구에서 신화(myth) 에 대한 보다 분명한 학문적 

개녕 설정이 이루어졌더라면 하는 점이다. 그러나 Stieglitz의 외적 data에 더욱 충실한 

것은 Stieglitz 전설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에 보다 공정한 입장을 취하기 위한 김교수의 의 

도에서 비롯되었을 것이고 신화와 문화와의 함수 관계를 탐구하는 것이 이 논문의 주목적 

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한다면 위에서 말한 두가지 아쉬움이 이 논문의 중요한 결함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이 논문은 정확하고 유려한 영어 문체 속에 미국 문화와 예숨에 대한 폭넓은 지식과 깊 

은 통찰력을 담고 있을 뿐 아니라 풍부한 자료의 수집 활용에 있어서 탁월한 학문적 성실 

정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나라 미국학 연구의 큰 수확임에 플렴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