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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미 벼 평 사를 살펴 볼 때 30"-'40년대 에 〈신비 평 > (New Criticism) 이 수볍 된 이 래 로 50년대 

후반부터 표면적으로 신 "'1 평에 대한 저항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 이후 유럽의 실존주의， 

구조주의 , 현상학? 네 오마르크스주의 , 비 판이 콘， 수용마 략 등댐 영 향과 함께 60년대 아 후외 

포스트모더니즘의 대두와 더불어 소위 〈바평의 시대〉에서 다양한 〈아론의 시대〉로 접어을 

게 되었다. 그렇마면 포스동모던 시대에 신비평을 어떤 눈오로 볼 것인가? 신 "'1 평은 야마 

지나간 시대의 유물에 불과한가? 그렇지 않￡면 포스트모던 〈이흔〉의 서대에도 신벼평이 

어떤 의마플 가질 수 있겠는가? 필자의 견해로늠 〈신벼평〉은 아직도 살아서 움직이고 있 

다， 어떤 의미에서 신비평은 어디에나 있오면서도 아우데도 없다고 말할 수 있겠다， 다시 

말해 신비평은 문학교육과 연구， 실제비평에 있어서 우려 앞에 너무낙 깊숙허 들어와 있어 

공기나 물처럼 우리가 채택하는 방식이어서 우리는 二L 유우를 알아차라지 옷할 정도가 되 

었는지도 모를 일이다. 

필자는 따라서 본고에서 우선 몇몇 비평가와 이폰가들을 선태하역 포스트모던 시대에 신 

바평을 다시 바라보는 몇가치 유형을 논의해 보고자 하다。 그런 다음 특히 신비평의 최후 

의 옹호자라고 할 수 있는 師urray Krieger의 "'1 평적 생애의 변모과정을 살펴 봄으로써 그 

가 신비평을 포스트모번 이폰시대에 어떻게 쇄신시켜 나가는가블 점검해 보고자 한다。 그 

결과로 우리는 Krieger의 비평적 토대 위에는 언제나 성성하고 건강한 신 "'1 평-형식주의 

적인 언식소가 뿌려박고 있음을 일게 된다。 그뿐 아니라 Krieger는 신벼평 이후왜 새로운 

이론을 열심히 섭렵하여 일부 수용하면서 〈신비평〉을 쇄신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가울이고 

있음을 알게 된다. 

포스토모던 시대에 신 "'1 평을 다시 캠토하고자 하는 작업은 그동안 포스트구조주의， 해체 

주의 등 유럽 대륙의 문학이론이 너우 강한 탓인지 영미에서는 별로 논의가 없었으나 최근 

에 와서 영미에서 이러한 연구에 대한 관섬이 서서허 확산되는 느껑이다。 국내에서도 이러 

한 연구검토는 별반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이제는 우리도 문학연구와 교육에 근본적인 영향 

을 주었고 아직도 찰아 움직이고 있는 〈신비평〉에 대한 본격적언 재평가작엽을 할 때가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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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 같다. 따라서 본고는 그러한 노릭의 극히 일부분이 될 일차적인 시론(試論)이라는 점을 

마리 밝혀 둔다. 

R 。 포스트모던 시대에 신비펌을 〈다시〉 바라보는 몇가지 방식들 

서콘에서 이마 밝힌 바와 같이 펼자는 여기사 신비평을 다시 바라보는 대표적인 비평가 

들이나 이콘가들을 중심으로 논의블 전개시키고자 한다. 제얼 먼저 르네 웰렉 (René Wellek) 

으로 부터 시작해 보자. 

(1) 뿔e빽 Weliek (1978) 

〈신비평〉에 대한 최대의 이폰가인 Wellek은 신비평 비판에 대하여 가장 전통적인 옹호를 

시 도한다. Wellek은 “τhe New Criticism: Pro and Contra" (1978) 란 유명 한 논문의 서 두에 

서 신비평에 대한 4가지 비난을-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i ) 신비평은 “심오한 미학주의 "(esoteric aestheticism) 이다. 그것은 예술을 위한 예술로， 

인간적 의미를 거부하며， 사회적 기능을 부정하고， 독자의 반응을 거부한다@ 따라서 신비 

평은 “형식주의자”라고 불려운다. 

i i) 신바평은 비역사적이다. 과거와 전통으로 부터 유리되어 있다. 

iiD 신바평은 비평을 과학화-과학의 상태를 지향-하려고 한다。 

iv) 신비평은 단지 “교육적 장치 "(pedagogical device) 에 불과하며 불란서식의 “ explication 

de texte"에 불과하다. 특히 마국 대핵생틀에게 문략을 읽고 쓰는 법을 가르치기 위한 것 

이다. 

이에 대해서 Wellek은 신비평이 생성되게된 펄연적인 배경을 설맹한 추 다음과 같이 신 

Bl 평을 위에서 지적한 Bl 난을 조목조목 옹호한다. 좀 걸지만 인용해 둔다. 

The charge of rejecting history, of haγing no "sense of the past" is easily refuted. Its 

refutation has already ans￦ered the other main accusation, that of aestheticism, of an arì-for

art’s-sake γiew of Iiterature. It is based on the insistence of the New Critics that the aesthetic 

experience is set off from immediate practical concerns: from rhetorical persuasion, bare doctrinal 

statement, or mere emotional effusion. The aesthetic state of mind can be induced only by the 

coherence and unity of a work of art.. .. Both Brooks and Ransom uphold a τersion of imitation, 
of ηûmesis. Brooks asserts that the poem, if it is a true poem, a “simulacrum of reality" or 

‘'a portion of reality as τie￦ed and γalued by a human being. It is rendered coherent through 

a perspectiv'e of γaluing .... " (616-617) 

In the writings of the New Critics the coherence of a poem is not studied in terms of form , 
as the label “ formalism" suggests. Actually the New Critics pay little attention to what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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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itionally ca l1ed the form of a poem .... The New Critics are 0γerwhelmingly concerned 

￦ith the meanÎng of a ￦ork of art, ￦ith the attitude, the tone, the feelings , and eγen the 

ultimate implied world γiew conveyed. They are formalists only in the scnse that thcy insist 

on the organization of a wO l'k of art ￦hich preγents its becoming a simple communication. (618) 

The allegation that the Ne￦ Critics ￦ant to make criticism a science seems to me eτen more 

preposterous .... None of the New εritics has any sympathy for the mechanistic technological 

γiews of the Russian formalists. The New Critics haτe completely shunned modern linguis

tics: the use of phonemics 01' of quantitative methods. If they sometimes spoke of criticism as 

a systematic, rational discipline they could not mean a modern γalue-free social science, for 

they always stressed the necessity of judgment, the qualitatiτe experience poetry gives Us. 

(618-19) 

The method of close reading becamc the pedagogical ￦eapon of the New Criticism. One 

should grant that the proliferation of “ explications" became later a dreary industry, but it is 

a mistake to consider close reading a new τel'‘sion of explication de texte. Close reading as 

practiced by Cleanth Brooks differs from explicaiion de texte by offering critical standards, 
leading to discrimination between good and bad poems, resolutely pursued in the textbook and 

in many other articles since. The aim is understanding, “ interpretation, " ￦hich is the other 
name for the no￦ fashionable term “hermeneutics." (620) 

Wellek은 소위 신 비 평 이 후 (“beyond formalismη 에 나온 여 러 비 평 조류들인 Marxism 

(Trotsky) , Chicago Aristotelians (R. S. Crane) , Myth Criticism (Northrop Frye) , Structur

alism (Tzvetan Todorov, Gérard Genette) , the Critics of Consciousness (Georges Poulet) 

등과 신비평을 비교하여 그 차이점과 유사점을 논하면서 신비평을 옹호하고 나선다. Wellek 

은 신비평의 유일한 약점이라면 그것이 지나치게 영미권의 문학에 경도되어 있어서 비교문 

학적 인 입 장에서 너 무 편협 하다는 것 이 다- 그런 다음 Wellek은 포스트구조주의， 포스트모 

더니즘 시대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시대에 신비평이 보여주는 가치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웅변적으로 요약하면서 신Bl 평을 정면으로 설득력있게 옹호한다。 

[T)he Ne￦ Criticism has stated or reaffirmed many basic truths to ￦hich future ages ￦ilI 

haγe to return: the specific nature of the aesthetic transaction, the normatiγe presence of a 

πork of art ￦hich forms a structure, a unity, coherence, a ￦hole， ￦hich cannot be simply 

battered about and i8 comparatively independent of its origins and effects. The Ne￦ Critics 

haτe also persuasiτelγ described the function of literature in not yielding abstract kno￦ledge 

or information, message or stated ideology, and they have deτised a technique of interpretation 

which often succeeded in illuminating not so much the form óf a poem as the implied attitudes 

of the author, the resolγed or unresolτed tensions and contradictions. (624) 

(2) ￦iHiam 엉빼뾰 (1984) 

εam의 의견으로는 요즈음 사람들은 신비평이 이제는 죽었거나 쇠퇴해버렸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건드리고 언급하는 것조차 지루해한다는 것이다。 더우기 그 어느 누구도 신Bl 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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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하거나 지지하지 않게 되었다. 왜냐하면 그러한 행위는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 o 로 보 

이게 하기 때문이다. 그라나 그의 생각￡로는 신비평은 대학 내에서 제도권화되어 문학교 

육과 문학염구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고 엽작을 거두었다는 것이다‘ Cain은 그의 젝 The 

Crisis in C:γiticism: Theory, Literature alld Reform 싫 Eηglish Stμdies (l984) , 특히 제 6 

장 “ The Institutionalization of the New Criticism" o11 서 이 점 에 대 해 서 다음과 같이 논하 

고있다. 

But the truth is that the New Criticism surγives and is prospering, and it seems to be 

powerless only because its power is so perγasiτe that πe are ordinarily not eγen aware of it. 

80 deeply ingrained in English studies are New Critical attitudes, values, and emphases that 

we do not even perceiγe them as the legacy of a particular movement. On the contrary: we 

feel them to be the natural and definitiγe conditions for criticism in genera l. It is not simply 

that the Ne￦ Criticism has become institutionalized, but that it has gained acceptance as the 

institution itself. It has been transformed into “criticism," the essence of what we do as teachers 

and critics, the ground or given upon ￦hich eγerything else is based. (105) 

Cain의 지적처럼 신비평은 결코 죽은 것아 아니다. 그것이 하나의 운동으로서는 이마 지나 

깐 것알지도 모른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신비평은 문학교사냐 비평가， 독자들에게 잘아 

있으며， 별로 큰 병을 앓은 적도 없고 건강을 유지하기까지 한다。 신비평은 특히 “자세히 

읽기 "(close reading) 를 통한 문학연구와 실제 비평 (practical criticism)을 가능케 하었고 문학 

교육의 대중화 내지 민주화를 가져왔다. 신비평 이전에는 특수한 문학취향(literary taste) 

을 가진 사람들만이 (그것도 인상비평식으로) 신비스럽고 내밀스러운 지적， 심리적 과정을 

통해 비평활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뿐이다. 이렇듯 Cain은 대학 내에서 제도권화되어 

엄 청 난 영 향을 보이 지 않게 아직 도 마 치 고 있는 신비 평 을 Louis D. Rubin,Jr. , Roger Shattuck, 

Helen Vendler, John M. Ellis 등을 예로 들어 신\Jl 평의 방법적인 이론과 실제를 옹호하고 

자 한다， 그가 예 로 들고 있는 묘elen Vendler를 잘펴 보자. 

New Critical be!iefs and practices, though no longer in fashion , are also no longer in dispute, 

because they haγe been ￦idely accepted as the foundation for criticism. Vendler does not name 

herself as a New Critic, but that is part of my point about her, and about Rubin and Shattuck 

as wel l. The New Criticism is so woγen into the fabric of critical discourse that its assumptions 

are not recognized as assumptions at al1. (112) 

Cain은 이에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요사이 유행하는 Paul de Man, Geoffrey Hartman, 

J. Hillis 없iller 등의 ‘해 체 ’ (탈구축) (deconstruction) 도 신 바 평 의 “ close reading" 기 법 과 큰 

차이가 없는 것이 아니냐는 질운과 함께 다음과 같이 말한다。 

The deconstructives critics are pretentious in many ways, but not for their philosophical grandeur 

as much as for their insistence that they are breaking free from the Ne￦ εriticism and mov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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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yond formalism.... Deconsìruction has not made a decislτe change in our understanding of 

the discipline, but has merely enabled crìtics to refine familiar techniques, generate more close 

readings, and indulge in controversy without CO l1sequences. (114) 

따라서 Cain의 결롭은 자명 하다。 채도쉰화하는데 성공한 

그렇가 때문에 신바평은 불흔 여러 종류의 벼평 

그 방법과 자치블을 신Bl 평이 

것이 현대비평의 주요 이야기라는 것이다。 

의 도전을 받겠지마는， 그것들을 다 극복하고 살아남을 것을 확신한- Cai값은 다음파 같은 

결폰을 맺는다， 

But the New Criticism always seems able to outlast its competitors and to dra￦ upon their 

methodsto reinforce the techniques of “practical criticism." ... The Ne￦ Criticism has been 

extraordinarily resilient and has surγiγed many challenges. Eγen as it is declared dead or on 

the decline, it remains powerfully present-aliτe and well, “ simply criticism." (120) 

(3) 細짧때없 짧g뼈SWOlt'th (1983) 

Martin Dodsworth는 그의 글 “Criticism N。￦: τhe Abandonment of Tradition?" (1983) 에 

서 〈신비평〉 이후의 새로운 비평에 대해 논하면서 신비평과 그들과의 관계를 점검하였다. 

그에 의하면 물론 소위 〈새로운 신비평> (newer new criticism) 에 새로운 면이 많야 있고 

구조주의 (structuralism) 나 포스트구조주의 (poststructuralism) 에 도 새 로운 다른 요소가 많이 

있으나 신 비 평 과의 유사점 도 많으며 어 떤 외 마 에 서 보면 〈해 체 (탈구축) > (deconstruction) 도 

Anglo-American New Criticism의 연속이 라는 것이 다， 

Ho￦eγer， much of what we fìnd within structuralist, formalist and post-structuralist criticism 

is already in existence within the Anglo-Saxon and more particularly the English literary 

traditíon. Barthes’ s declaration of the ‘death of the author’ makes no reference to the attempt 

by Wimsatt and Beardsley to uphold the 'intentional fa l1acy’, but it is plainly in line ￦ith it, 

as it Ís with Eliot’s statement of the necessary impersonality of great literature more than fifty 

years ago. Eliot’ s scorn for the ‘ínner voice' anticipates Barthes's attack on ‘expression’, though 

Eliot does not, as Barthes does, reduce the ￦riter's responsibility to a mere craftly generation 

of messages from codes. Barthes’ s attack on the ‘genius’ and an effusiγe criticism that treats 

language as a transparency giving direct access to the writer’ s emotions at some point beyond the 

text does not adγance us much beyond the point at which 1. A. Richards had arrived in his 

attack on Vernon Lee in Principles 01 Literary Criticisηt (l924). Barthes’s homilies on the plu

rality of meaning in literature are not at a l1 ridiculous. but lack their force in a literary world 

that has been familiar with WiIliam Empson’ s Se앙eη Types 01 Aηtbiguity for more than fìfty 

years now. Empson’ s study of semantic change. The Structure 01 Coηtplex TVords(1951) , is 

a radical chal1enge to Saussure’ s account of language as a ‘system’ .... but then, the essay in 

which, as long ago as 1941, Allen Tate in γestigated the foundations of modern semiotics 

and found them wanting is neγer ... cited in the many footnotes of the ne￦ Ne￦ Criticism. 

(487-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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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dsworth와 같이 신비평 이후에 유행하게 된 불란서를 중심으로 한 유럽대륙 출신의 

비평유파들이 그다지 새로운 것이 아니라 큰 맥락에서 보아 신바평이나 Anglo-American 

Formalism의 원리나 업적에 크게 다블 바도 없을 뿐만 아니략 오히려 유사점이 많다고 주 

장하는 일 군의 학자들이 최 근 많이 나타나고 있 다. 그좋 Beyond Deconstruction: The Uses 

aηd Abuses of Literary Theory(1985)블 저 술한 Howard Felperin이 대 표적 인 경 우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해체와 신비평과의 관계룹 설득랙있게 규명한 논문 o 로는 Wallace Martin 

이 쓴 The Y.α le Critics (1 982) 의 서 운을 들 수 있 다. 1974년 The Theory of Literary 

Criticism: A Logical Analysis룹 발표하여 비 트겐 시 타인의 후기 철 학의 영 향으로 신 비 평 의 

기 본적 인 개 념 들을 열 렬 하게 옹호한 John M. El1is도 최 근 Against Decoηstrμctioη (1989) 을 

출간하였다， 그 역시 〈해체주의〉릎 흑독히 비판하며 포스트구조주의에서는 독창성이란 찾 

아볼 수 없다고 말한다. 그들이 사용하는 수사성과 바유성에 관한 원리와 분석기법들은 우 

리가 이미 흉풍한 신 u1 평가들을 통해서 알게 된 것들이라고 지적할 정도이다 1) 

(4) 짧&뼈빼 뼈， 뾰irscn (l 991) 

David Hirsch는 미국문학의 전통 속에서， 그리고 미국문화의 맥락 속에서 〈신비평〉을 재 

평가한다. 그가 보기에는 〈신비평〉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실제비평에 대한 어떤 논문들을 

1) 그려 나 Nigel Mapp는 최 근에 “Deconstruction"융 젤 명 하는 자리 에 서 de Man 같은 비 평 가가 〈신 
u] 평〉의 〈자세히 읽기) (close-reading) 전략을 원용하는 것은 사질이나 그의 비평이 〈신비평적〉 
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견해릎 다음과 같이 피력하고 있다. 

For de Ma.n's meticulous readings do not tend towards the a.esthetic encomium of the 
literary work; he does not ignore the affront to understanding that the sophistication of 
language implies. It is no mere technical effect to some higher aesthetic end, wherein proble
ms are sublated in the prized effects of ‘paradox’, ‘ambiguity,’ and so on. A close reading 
reγeals problems for any hierographic project that ￦ould prematurelγ synthesize meaning 
into a whole. The crucial question is this: is the meaning we think ￦e find in fact com
patible with the specific linguistic structures that make up the text? For de Man, theγ are 
certainly not compatible. Hermeneutics, or the interpretation of meaning, is dropped in 
favour of a poetics which sceks to specify ￦hat it is in language that can constitute so 
many meanings, multiple and ambiguous, and then undermine them. Literature remains 
the point where this interruption of interpretatiγe mastery takes place.... Thc heterogeneity 
upon ￦hich interpretation runs aground is not to be rccuperated in any way." (Martin 
Coyle et a1., eds. , Eηcyclopedia of Literature and Criticism , 783-84) 

그러나 〈신비평〉과 〈해체주의〉사이의 관계에 대해 Mapp파는 다른 견해가 더 많다. Wallacc 
Martin의 〈서 문)， The y，αle Critics, eds. Jonathan Arac, Wlad Godzich, and Wallace Martin, 
pp.xγiii-xxxγii ， 그리 고 Christopher Norris, Deconstruction과 Vi l1cent Leitch, Deconstructive 
εriticism 참조. ò] 밖에 Art Berman, From New εriticism to Deconstruction, Ch. 10, G. 
Douglas Atkins, Reading Deconstrμction: Deconstrμctiνe Reading도 참조. 또한 Andrew Debicki 
는 “ New Críticism and Deconstruction: Two Attitudes in Teaching Poctry"란 글에 서 시 교육 
측띤 에 서 신 비 평 과 해 채 주의 의 땅t핍 과 태 도-릎 비 교하고 있 다. (G. Douglas Atkins und Michacl 
Johnson eds. , Writiηg and Readiηg DiJJereηtly: Decoηstruction aηd thε Tεaching of εomψ0-

sition and Literature, 169-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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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한 것이 아니라 가장 쇄신적이고 가장 창조적인 실제비평이 이루어진 다음에 나온 “자 

족적인 시 “의도의 오류 “영향의 요류” 등의 슬로건을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신 

비평 초기세대의 위대한 비평가들은 오.늘날까지도 도전을 받고 있지 않다고까지 주장한다. 

신비평이 독자를 무시한 적이 없었고， 독자반응비평의 대가인 Stanley Fish에서도 별반 새 

로운 것을 찾기 어려우며， 또한 E. D. Hirsch의 의도주의 비평도 잘못된 것이라는 지적을 

하고 있다。 그는 특히 After the New Criticism(1980)을 쓴 Frank Lenìricchia도 미 국적 인 

전통을 저벼리고 구라파의 전동을 쉽게 수용하고 있다고 다음과 같이 비난한다. 

While it ￦ould not be accurate to say that Lentricchia ￦rites about poststructuralist theory 

“in a τein of uncritical acceptance," it is nonetheless the case that he is a γotary ￦ho cele

brates poststructuralism and ultimately Foucauldian “genealogical" historicism for its bitter 

hostility to the liberal-democratic concepts of the integrity of the indiτidual self and the 

inγiolability of inalienable human rights. 

As one of the “τotaries" of poststructuralism, Lentricchia constructed a distorted γersion of 

literary and cultural history by performing what the deconstructionists themselγes would call 

a mammoth “erasure. 였 (“Postmodernism and American Literary History," Sewanee Review, No. 

1, 1991, 46-47) 

또한 묘irsch는 선 81 평과 포스트모더나즘을 비교하면서 포스트모더니즘은 유랩대륙에서， 

즉 묘eidegger와 Marx를 통해서 온 것이며? 신비평은 민주주의 이상， 평등? 개인주의 등 

Emerson-Whitman 전통의 회복내지 실용주의에 가장 적합한 것이라고 주장한다i 따라서 최 

근 미국 내에서의 중요한 경향 중의 하나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전통을 유럽대륙에서라기 보 

다 미국 내에서의 자생적엔 전통 속에서 찾아내고자 하는 것이다. Andreas Huyssen은 미국 

의 601건대의 counter cu1ture에서 포스트모더니즘의 윈류블 찾고자 했고， 1hab Hassan은 포 

스트모더나즘 논의에서의 Emerson의 중요성을 재인식하었으며， Richard Rorty는 신설용주 

획 사상에서 포스트모더니즘의 뿌리플 찾고자 하였다. 

돼irsch는 나아가 신 81 평의 독볍 〈자세히 읽기〉는 문펙괴- 역사적 맥락 속에서의 미국문학 

연구의 확렴 에 상당한 기 여 블 했다고 주장한다。 

Richly informed by a kno￦ledge of philosophy and the American cultural context, thesc 

studies, which pr。γided brilliant close readings of particular works, have yet to be surpasscd. 

g。 ￦hile New Criticism was primarily a literary-critical moτement that presumably advanced 

the cause of the autOl1omous poem, neτertheless the rediscoγery of American literature through 

Ne￦ Critical readings inspired the inìroduction and deτelopment of American Studies programs 

intended to encourage the stu c1y of American literature in a cultural and historical contex t. 

(48) 

David Hirsch는 Emerson-Whi tman 전동을 재 평 가하여 Dionysian ego블 찾아내 었고 유럼 

에 의 존할 필 요없 이 Norman O. Brown의 Life Agαînst Death: The Psychoanalyt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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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ning of History (l 959) 에서 포스트구조주의의 맥을 찾을 수 있다고 다음과 같이 주장 

한다. 

Brown’s argument for the dionysian ego, which had its real-world culmination in 1969, is 

the W oodstock “eγent，" anticipated Michel Foucault’ s dionysian manifesto, Hìstoire de la folie 

a l' age classique(l96 l) by two years. One reason, perhaps, for the belatedness of the French 

in discoγering dionysianism is that the United States had an indigenous dionysian tradition 

going back to Emerson and Whitman, ￦hereas the French had to borrow their dionysianism 

from Nietzsche (who some believe took his own dionysianism from Emerson). (51) 

Hirsch는 따라서 마 국의 자생 적 인 문화비 평 의 중요성 을 강조한다. 미 국문화벼 평 은 미 국 

의 후기산업기술사회의 악과 위험，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을 알아내고， 기술관료둔화에 의 

해 구성된 통일성에 대한 위협을 대처하기 위해 하이데거나 만휴매니즘적인 하아데거주의 

자들과 마르크스주의자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불란서에서 수입한 마르크스주의 

-하이데거주의-해체주의는 심각한 퇴보였다는 것이 Hirsch의 생각이다. (앞논문， p.53) 

따라서 Hirsch는 하이데거와 이교도적인 영흔주의， 마르크스의 변증법적 유물폰과의 야릇 

한 혼합은 지금 무너지기 시작하었다고 전제한 다음 미국 정신과 철학의 긍정적이면서도 

자생적인 면모를 보여주는데 크게 기여한 신비평은 그 약점에도 불구하고 〈뉴욕 지식인〉 

(New Y ork Intellectual) 과도 비 교될 수 있고 신 비 평 가들이 해 체 주의 비 평 가나 포스트모더 니 

즘비평가들보다 훨씬 더 많은 엽적을 남겼다는 점을 힘주어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 

Those who wrote New Critical essays worked with the wor1d they inherited, though the 

essays they wrote helped to change that world and enlarge it. ... Though the cultural critics 

among the New York Intellectuals ￦ere quite distant from the Ne￦ Critics not only in geogra

phy but in religion, politics, and ideology, they and New Critics could still agree on the ideal 

of a meritocracy of literature .... Of the New Critics, as well, it may be said that they designed 

a set of principles and a methodology that transcended their time. And it is ungenerous not to 

acknowledge their contribution to the many democratic and expansive tendencies that broke 

out in American literature and culture during the seventies and eighties. 

In neither methodology nor ideology did deconstruction and postmodernism constitute a leap 

forvvard. (59-60) 

지금까지 포스트구조주의， 해체주의，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에 미국의 자생적인 문학비평인 

〈신비평〉의 중요성이 새로이 강조되고 있다는 사실과， <신비평〉을 열정적으로 옹호하는 비 

평가들의 출현을 눈여겨 보았다. 그러는 과정에서 포스트모던 시대에 〈신비평〉을 다시 바라 

보는 몇 가지 방식들이 갖고 있는 몇가지 문제점이 노정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 우선 

이러한 옹호자들은주로 신비평교육세대에 대한 일종의 향수를 지니고 있음이 드러난다。 그 

리고 주위의 새로운 변화에 대한 반동적언 저향을 하고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 게다가 그 

들은 신비평과 해체비평을 비교하여 유사점을 지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에 대한 더욱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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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적인 언구비교가 펼요함을 알 수 있 o 며 그들은 또한 산비평이 지닌 약점-서정시， 단펀 

소설에 대한 관심집중， 거나친 고급둔략에 대한 선호， 제도권화로 인한 유연성의 상실， 천 

펀일률적인 시분석과 해설의 참신성 쇠휘문제 등-에 대한 만족스러운 해담을 주지 못하고 

있다。 그러무로 필자는 신비평이후의 새로운 III 평조류를 야해하고 비판하는 한편， 산바평 

과의 거리블 유지하면서 동시에 그 근본원라를 수용히며 i 신 III 평의 쇄신을 위해 어펀 면을 

받아들이고 끊임없이 변신하는 비평가야며 이론가인 Murray Krieger (1923，，-，에 주목 

하게 된다。 21 

m 。 짧lU'양짧y K!d.~짧~r 2.1 <웰벼훨〉쐐심 파철 

(1) :Kll'iif;짧~Il' 뼈펼빽 톨징 llt A17\ 구뚫 

흔히 Murray Krieger는 아직 남아있는 신 III 펑세대 중 가장 젊고 가장 열렬한 신벼평옹호 

자로 여겨진다. 신 III 평의 최후옹호자인 그는 자기 껍절 속에 들어가 안주하며 외부-채계를 

외면하거나 비난하지 않고 새로운 이론에 대한 탐색과 쇄신을 게을리하지 않는 놀라운 비 

평 가이 며 이 흔가이 다。 뼈urray Krieger에 대 한 Vincent Leitch의 평 에 귀 기 울여 보자。 

The youngest and apparently the last of the major New Critical theorists, Murray Krieger 

went on the defensiγe， seeking both to protect and extend New Critical formalism. It was 

Krieger’ s defense during the seτenties that produced a sophisticated, supple, and rarefied 

latter-day version of Ne￦ Critical formalism .... 

To keep his latter-day formalism viable, Krieger had constantly to refine his theory of litera

ture. In particular, he regularly confronted deconstruction, working to introject and modify its 

findings for his own project. In this regard, Krieger represented an important phenomenon, for 

he was the only leading Ne￦ Critical formalist to confront and absorb massiγely and implacably 

the deconstructive threat. This confrontation aimed not at understanding deconstructiγe cri ticism, 

ho￦ever， but at preserving a formalist criticism. (American Literary Criticism from the Thirties 

to the Eighties, 46-48) 

흔히 Murray Krieger의 ll] 평적 생애는 크게 보아 전기 e 후기 2단계로 나누고 있으나 펄 

자의 견해로는 3단계로 나누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여겨진다。 31 제 1 기는 신비평형식주의 

2) 이는 미국의 문학이론가인 Fredric Jameson이 전통 Marxist로서 마르크스 문학비평을 쇄신하기 
위하여 Marxism 이외의 여려가지 새로운 바평조류들인 구조주의， 포스트구촉주의， 정신분석， 
기호학， 해석학 등을 받아틀이는 소위 〈부호변환> (transcoding)의 원리를 Murray Krieger에게 
도 적용시킬 수 있￡리라 본다. 

3) 이것은 Krieger 자신이 Theory of Criticism에서 자신의 비평적 생애를 언급한데서도 발 수 있다. 

In each of my books 1 haγe argued that the metaphor ￦orks 삐101ly and miraculously 
(as a substantiγe transfer of properties) only while reminding us that, as τerbal play, it 
cannot finally work at all: from the earliest pages of The New Apologists for Poetry 



60 美 댐 學

시대로 주요저서로는 The New Ap 'O logists lor Poetry (l 956) 가 있고 Krieger의 스승인 Eliseo 

Vivas와 공동펀칩한 The Problems 01 Aesthetics (l 953) 가 있다。 제 2 기는 실존주의와 현상 

학에 영 향을 받은 시 기 로 The Tragic Visi 'On (1960) , A Window to Criticism (1964) , The 

Play and Place 01 Criticism (l 967) 이 있 다. 마지 막 제 3 기 는 구조주의 , 포스트구조주의 의 

영 향을 받은 시 기 로 The Classic Visioη (1 971), Theory 01 εriticism (1976) , Directi'Ons lor 

Criticism: Structμralism and lts Alternatives (1977) , Poetic Preseηce aηd Illusioη (1979) , 

Arts on the Leψel: The Fall 01 the Elite Object (1981), Words about W 'Ords ab'Oμt 

Words (l 988) 가 주요 저 작들이 다. 

필자는 Krieger의 비평생애를 각 시기별로 나누어 각기의 주요논문을 몇펀 골라 〈신비평〉 

으로 확고하게 시작했던 단계부터 그가 어떻게 새로운 이콘들을 만나면서 신비평을 쇄신시 

키며 변모해 나가는가블 살펴보고자 한다. 그러나 제 l 기는 가장 전형적이고도 자명한 신 

비평의 시기이무로 본고에서는 생략하기로 한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실존주의와 현상학 

에 영향을 받은 제 2 기로 부터 논의블 시작하고자 한다. 

Krieger는 기본적으로 자신의 미학의 원전을， 도덕 내에서의 선과 인식론에서의 진리의 

영역이 따로 존재하는 것처럼， 미(美)의 영역을 고유한 것으로 인정하는 서양철학의 등빼 

라고 할 수 있는 Kant 철학에서 가져왔다. Krieger 자신도 자기는 Ernst Cassirer를 통한 

신칸투주의의 맥 락에서 작업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Theory '01 Criticism, 243) 이는 

다시 말하면 시를 시자체로서， 또 시를 독특하고도 필수불가결한 기능을 지닌 자족체로서 

보아야 한다는 “ 

문학적 E또E는 미학적 특질을 논의하고 판단해내는 것이 된다. 이점에 대해 Krieger는 1967 

년 MLA에 서 발표한 후 다시 보완해 서 써 낸 논문， “Literary Analysis and Evaluation -

and the Ambidextrous Critic"에 서 잘 설 명 하고 있 다. 

Eγery aspect of the work would contribute to keeping us enclosed within its symbolic world, 

preτenting our escape to the world of reference and action beyond, the world of external 

relations in which the cognitiγe and/or the moral tend to preclude the merely aesthetic. We 

can see how criteria like irony, ambiguitγ， paradox, tension are giγen γalue as means of 

preγenting that escape. From this enclosure of internal relations, at once mutually inhibiting 

and mutually satisfying, can arise such a series of criteria according to which we can judge 

the work’ s effìcacy as an aesthetic object. (Poetic Preseηce and Illusioκ 313-314) 

(Minneapolis, 1956) , pp.17-18, through th8 treatmcllt of lVlann's Doctor Faμstus in The 
Tragic Visioη (New York, 1960) , pp.87-102, unt i1 it becomes the informing principle of 
AW짜dow to Criticism. By the εlassic Visioη， pp.31-32, I concede that ‘all poems must 
coγertly contain thcir anti-poems,’ at once committing themselγes to thcir metaphorical 
reduction and seeing its miracles broken up and dragged to earth. (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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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존주외와 현상학엠 시기에서의 〈성비펼〉의 위상 

Murray Krieger는 1969년에 발표한 논문， “Mediation, Language, and Vision in the 

Reading of Literature"에서 실존주의척-현상학적 전통과， 문학작품의 객관적 지위를 인정 

하는 문맥폰적 (신비평적) 4) 전통과의 접맥을 시도한다. Krieger는 현상학으로 부터 시가 하 

나의 대상물이 아니라-즉， 문학작품의 중간적인 객관화없이-시인의 의식과 독자의 의식 

이 교통하고 교차되는 장치라고 볼 수 있다는 사실을 배우게 된다. 따라서 언어는 이란 의 

마에서 매개의 역할을 고칩하무로 궁극적 o 로 위와 같은 작가와 독자의 의식의 대화를 방 

해할 수도 있다는 결른을 도출할 수 있게 된다. 바로 여기에서 문학에서 매개자(mediation) 

로서의 언어의 문제에 대한 심각한 논의의 필요성이 대두되게 된다. 이 점에 대한 Krieger 

의 말을 직접 들어보지-。 

This concern opens to a broader one: the critic is to concentrate on the person and his vision 

or self-consciousness that shines through the literary work, in contrast to the preγious， New

Critical obsession with the persona and the “ impersonal" 쩌sion objectïγely structured iη the 

work. This has been the source and has supplied the nourishment for both so-called pheno

menological criticism and structuralist criticism as these two moγements haγe... supplanted the 

so-called New Criticism or contextualism that went unchallenged for so long. (Critical Theory 

Since Plato, 1231) 

이렇게 생각한 Krieger는 자신은 이제 신비평￡로 부터 분가해야겠다고 말한다， 그는 매 

개체로서의 언어에 대한 심각한 문제점에 유념하면서 신벼평을 위한 새로운 활력소를 찾기 

를 희망한다. Krieger는 이제 더이상 둔학 작품의 각 부분의 분석의 타당성과 가치블 믿지 

않게 되었고 독특한 언어체계로서의 문학이 지닌 목특한 형식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옹호 

4) Krieger 자신은 “contextualism"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 
Positively, the principle asserts that each Iiterary work must, as literature and not 

another thing, striγe to become a self-sufficient system of symbols that comes to terms ￦ith 

itself .... This shutting off compels the submissiγe and knowledgeable reader to￦ard being 
utterly contained by the work, despite the fact that its references, taken atomistically, 
seem to be directεd extramurally; despite, that is, the crucial • and obvious- relations 
between the ￦ords in the poem and the words as normally used in the cultural milieu 
that surrounds and nourishcs the pocm, between the “ life" in the poem and the experiences 
of a11 who haγe to do with it as producer or consumer, between the forms and deγices of 
the wor k and the rcceiτed conventions and discip1ines of an historically conditioned 
medium. (A Window to Criticism , 29) 

이와 감이 말한 10년 뒤에 Krieger는 “contcxtua1ism"을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요약하고 있다. 

The claim that the poem is a tight, compelling, fìnally closed context-not reducible 
to a11y prior context-leads this theoretical approach to be properly termed ‘contextualism’ . 
(Theory 0/ εriticism ， 17) 

그러 나 Krieger 자신의 “contextualism"에 대 한 반성 적 건 해 는 그의 논문 “Contextualism was 
Ambitious", The Play and Place 0/ Criticism , pp.153-64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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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주장도 하지 않게 되았다. Krieger는 신바평의 기계적이고 B1 생맹적인 분석의 벙펴l 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붙-평을 털어놓았다。 

As critical method, fed less and less from a source of theoretical justification, seemed more 

and more to feed on itseH, it multiplied its increasingly mechanical operations and its conse

quently lifeless products. The living body of the poems it dealt ￦ith ￦as made more and more 

into a corpse: the critic’s role, no longer the humanistic one of renewing the 껴tali ty of our 

γerbal heritage, was becoming the pseudo.‘ scientific one of post-mortem, dissectioll become 

autopsy. (앞의 책 , p.1232) 

Krieger는 이제 문학비평은， 유럽의 현상학과 미국의 Ihab Hassan과 Norman O. Brown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같이 미국의 자생적인 반이성주의， 반체제 극단주의의 영향을 받아 

서， 문학을 “비객관화”하고 “재개성화”하는 경향을 띄게 되었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비평 

가와 작품 사이의 거려는 파괴되어 비평행위에 닙1 인간화된 분석 대신 인간적인 반응이 들 

어가게 된다. 다시 말해서 비평가는 문학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닿는 “재인간화”작업을 시 

도하고 언어숭배와 형식숭배에 대한 공격을 감행한다. 

Krieger는 궁극적으로는 신비평가의 입장을 고수하여 J. C. Ransom의 전동을 따라 시의 

객 관적 인 위 치 를 주장하는 “Contextualist"의 입 장을 견지 한다e 그러 나 그는 현 상학에 의 해 

이루어진 매개되지 않은 경험에 대한 요구도 묵살하지 않는다. 그는 결과적:로 문학비평 

의 구심적 오류와 원심적 오류블 극복하고 조화를 이루고자 노력하면서 두개의 얼굴을 가 

진 운학작품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결론내린다。 

All poems must covertly contain their antipoems, must transcend themselvcs and their c10sed 

limits, transform themselγes into geπera mixta. 1 quoted earlier my claim that my argument 

must reconcile those traditions which characterize poetic form as conγergent (as in Aristotelian 

unity) or as diγergent (as in Empsonian ambiguity). The centripetal emphasis on an exclusiγe 

unity and the centrifugal emphasis on an inclusive γariety， simultaneouslyasserted, are further 

reflections of the strange commingling of openness in the aesthetic closedness of the li terary 

object. 1 mean to remind you here of my discussion of the paradoxical coexistence of openness 

and closedness in our discrete experience 찌e￦ed at once as instant and instance. (앞의 책 , 

PP.1248-1249) 

(3) 구조주의와 포스트구조주의 시대의 〈신벼평〉외 쇄신과 변신 

70년대 초반부터 Krieger는 당시 유럽대륙에서 열멍처렴 벤지던 구조주의와 특히 포스트 

구조주의플 그의 비평이봄에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시작한다. 따라서 이 시기는 Krieger의 

비평적 생애에 있어서 본격적인 후기 또는 지11 3 기로 잠을 수 있다. Krieger는 실존주의와 

현상학의 영향 하에서 그들의 이릎을 신비평인 contextualism에 수용했듯이 (포스트)구조주 

의 이론을 활말하게 논구하고 수용하고자 한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절대로 간과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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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안될 사항은 Krieger가 포스트구조주의 나 해 채 이 콘을 닦구하띤서 도 여 잔히 근본적 우로는 

신 t11 평 가로 남는다는 시잘 이 다. 왜 냐하띤 Krieger는 Vincent B. Leitch가 지 적 한 바와 같이 

문화전통의 확산과유지라고 의식하는 “인븐주외자?’이며， 신의 죽음에 자신의 작업을서구의 

대한 의식과 불안， 존재의 무(無)와 공(초)에 대한 인식? 인간의 죽음윷 파할 수 없는 샤실로 

보아 “살존주의지이며， <신비평〉 불 수 있는 그의 철학적인 자세쉴- 미루아 의 인식 등에서 

투L하:3l-푸 
μ 

때 문이 다. (Leitch, 

자족적인 

‘형식주의자”이기 

바낀 
I二-

。-a 처
。
 유

 
시적 언어의 목득함과 

점에서 기본적으로 에 대한 특별한 지위를 인정하는 

American Literary εriticism， 47) 

의 상속자이자 수정주의자이며， 

Krieger는 1976년 New Re양blic에 발표한 “Reconsideration-The New Critics" 란 글에 서 

위협에 대해서 서구의 비평전통 내에서 “ poetic presence"로 

다음과 같아 의연히 옹호하고 있기얘 좀 칼자만 여기 

포스트구조주의 와 해 체 주의 의 

대표되는 신비평적인 원리와 가치플 

사 인용하기로 한다@ 

What accounts for the current domination of the critical scene by the continental ideas ￦e 

associate with the terms structuralism and post-strαcturαlism is their antagonism to γerbal and 

poetic presence, 、iVhich is the τery heart of Ne껴-Cri tical doctrine. Wary of presel1ce as a 

mythical delusion, they succumb to metaphysical emptiness and would haγe it sanction a γerbal 

emptiness that not eγen poetic po￦ers can replenish ... 。

If be!ief in the poet’ s po￦er to find embodiment in the word is a myth, it has been, for the 

critical tradition in the West from its beginnings, the necessary fiction that has permitted more 

than two mi11ennia of our greatest poems to speak to us. Few critical schools in our history 

have done more than the New Critics did to give them γ。ice. Thanks in large part to these 

critics-but before them as well-the poems haτe been there, speaking as they do, as if there 

is a presence in them. They make their own case for presence, and it is out of no mere 

nostalgia that we continue to γalue it in them. For presence is present tense, and while we liτe 

we must not allo￦ ourselves to be reasoned out of it. (Poetic Preseηce aηd lllusion, (1 11-112) 

。1 2..2..
λλ u 2. 

이분법적인 갈 

엽장으로 볼 

알수 

그려나 우리가 이미 바로 앞의 끝부분에서 살펴보았듯이 Krieger는 비평적 

때 설존주의와 현상학의 영향을 받은 뒤로 조금은 불안한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 그는 1976년 출간한 Theory 0/ Criticism을 논하는 자라 에 서 이 러 한 

드러내고 있다. 등을 여실히 

In the book 1 haγc tried to hold fully and press simultaneously both halves of the following 

oppositions: both the poem as object aηd the poem as ìntentioηal object; both the concept of a 

discrete aesthetic experience aηd a notion of all experience as indivisible and unbroken; both 

the discontinuity of the poem’s language sγstem and the continuity of all discourse as a system; 

both spatiality aηd temporality, mystification and demystification in the ￦ork’ s ￦orkings upon 

us; both the poem as self-willed monster and the poet as a present agent subduing a compliant 

poem to his wiU; both fiction as reaHty {!nd D.ction as a 야!usiγ딩 gγasion of reality; or, p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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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other ，γay， both a closed, tota1izεd， metaphoric rcduction seen as our autonomous world and 

an open fu l1ness of reality that resists a11 reduction and gíγes the poem the líe. Fínally, then, 
both the γerbal miracle of metaphorical identity aηd the a￦areness that the miracle depends on 

our sense of its impossibility, leading to our kno찌edge that it’ s only ollr illusion .... We both 

learn to see and dístrust our seeing, as ￦e γíew poetic language both as breakíng itself off from 

the normal f!ow of díscourse to become a privíleged object, worthy of idolatry, aηd as language 

self-deconstructed and leveled, joining the march of common 깅critμre. (Poetic Presence and 

Illusion, 204-205) 

Krieger가 이러한 문학에 대한 이원콘적인 갚등 속에서 보인 바와 같이 문학이 가진 이중 

구조-미적 대상이lJcl 동시에 독자의 경험이고 닫힌 자족적인 영역인 동시에 불확정한 언어 

의 열린 관계 등-가 지니는 이율배만과 역절을 첨예하게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건장 

한 신 Bl 평적 행식주의자인 Krieger가 포스트구조주의나 해체주의의 기표와 기의 사이의 불 

확싣한 관계로 생겨나는 의마의 〈부재> (absence) 개념이나 〈차연> (différance) 개념과， 포스 

프구조주의와 해체주의의 새로운 글쓰기 잔략인 기표와기의의 유회적인 다양한의미 (plural 

meaning) 플 가능케 하는 écriture(writing)의 개 념 에 대 해 저 항하면 서 도 한편오로 그의 입 장 

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오히려 창조를 위한 갈등이며 모순이라고 볼 수 있다. 

Krieger는 1979년에 발표한 “Literature versus Ecriture: Constructions and Reconstructions 

in Recent Critical Theory"에서 이에 대한 자새한 논의를 전개한다. Krieger는 구조주의와 

포스트구조주의 비평이 〈신비평〉 이후에 나와서 여지껏 전통적으로 여겨졌던 비평의 기능과 

임무블 완전히 해체시컸다고 지적한 다음 비평자체가 부차적이고 파생적인 활동에서 작품 

자체와 같이 일차적언 예술의 위치로 부상되어 비평， 작품 모두가 〈글쓰기> (écri ture) 개념 

속에서 구분이 없어지고 섞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갈등 속에서도 Krieger는 문학비평에 대해 확고한 태도블 견지한다， 그는 

포스트모던 비평의 한가지 득정인 창작오로서의 비평， 즉 비평자체가 문학화하는 경향에 

대 해 강 릭 한 제 동을 걸 고 있 다. 그는 “ Literary Criticism: A Primary or a Secondary Art?" 

라는 제목의 강연에서 JJl 평은 만드시 제 1 이 아닌 중재적인 제 2 의 예술이아야 한다고 주 

장한다. 

The conflict that the Anglo-Amcrican critical tradition still wages with thc many dominant 

influences of continental “poslstr잉cturalism" l1as perhaps íts most sígnifìcant consequences (for 

literarγ study at lea8t) in this question of the thcoretical subserγíenco of cri ticísm to the elí to 

literary tex t. Acknoπledging the strength of thc arguments whích dcmγstífy a11 that criticism 

has commonly takcn for grantcd about its opcrations, criticism yet must clear some ground on 

which to opcrate. Still ￦illing to grant thc spccial charactcr of worb it has canonízed , ít feels 

impelled to retaín its function of playing intcrmedíary bctwecn thcse texts and their culture, 

both making their meaning aτaílable and judging them、 as being worthy of that medíating 
effort of interpretation. (Arts 0η the Lwel: The Folt of the Elite Objeet,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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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ieger에 따르면 비평가는 자신의 바평과 해삭을 엘리트적인 대상인 작품에 겸손하게 귀 

속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최근의 일부 비평기들이 자신의 비평적 글쓰기 행위 

를 시 (작품) 자체가 지닌 자기파괴적인 힘과 견주고 있다고 말한다. 시 자체의 지위의 약 

화는 비평가들의 창궐을 낳았다. 다시 말해 이재 엘리트의 위상을 상실한 시가 최근 (포스 

트모던) 이론에 의해 평준화됨에 따라 비평의 욕심과 야심이 그만큼 더 커졌다는 말이다. 

포스트모던 글쓰기 이 본에 따르면-Krieger의 견해 로는-세 계 는 텍 스트 이 외 의 아무 것도 

포스트모던 텍스트가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모 

열쇠만 주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바평만이 하나의 지배텍스트 

여기에 비평의 제국주의라는 극단적인 갱우가 생져나게 된 

문제 와 관련하여 Yale Critic의 한사람인 Geoffrey Hartman의 논 

아니며 포스트모던 비평에 의해 조종되는 

든 것에 해체주의적인 해석의 

가 될 수 밖에 없다‘ 

다 (44) . 

그러묘로 

Krieger는 

그에 의하면 

Hartman은 Derrida의 Glas와 같은 극단적인 상호텍스트적 131 평을 예로 들띤서도 131 평의 역 

예로 들고 있다. ε。mmentary as Literature"를 문s “Crossing Over: Literary 

할에 대해서는 전풍적인 기능을 강조한다고 말한다. 

Krieger는 결콘작으로 1J1 평가는 자유봄고 창작적인 유희와 종속적이며 해석적인 임무 사 

이에서 방형히는 것은 어느정도 사실이나 새로운 유행을 따르는 131 평은 주관주의에 불과하 

다고 보고 본질적으로 “중간자" (middleman) 로서의 자기위치롤 지켜야 한다는 것을 거듭 강 

죠하며 이 문제플 다음과 같이 매듭짓는다。 

Critics must play, I said, but critics must know their place; indeed, they must somehow make 

their peace v7ith the injunction to play with싫 their place. Although the notion of play would 

seem to presuppose freedom, somehow the critlc’ s is an almost-but-not-quite-free play, at least 

according to this injunction. And in that slight qualification placed upon “ free play" ￦e find 

a lingering resistance to the revolutionary criticism of recent deconstructionists by eτen those 

who would be most f!exible in accommodating older critical practice to what must now be 

acknowledged about the critic’s egocentric predicament. ... It must strike profound disagreement 

with the poststructuralist wi I1 to deconstruct the τery claim to any origin or center. The 

in8istence that the poem is thc primary text and that criticism-for all its would-be independent 

f!ights-is secondary rests 011 just such a claim to an origin and a center. The contrary 

insistence 011 the exclusiτe and universal operation of intertextuality il1 discourse must preclude 

<Iny primary tcxt or 8uch a hierarchy as 1 suggest and leave all texts leγeled in a dynamic 

neld of mutuality. (앞의 객 , p.I16) 

연구말표회 에 Wolfgang Iser, 주최한 Krieger는 1982년 여름 독일의 Konstanz 대학에사 

묘ans Robert Jauss, Ulrich Gaier, Jürgen Schlaeger 등이 참식 한 가운데 자신의 비 평 가로서 

의 입 장을 종협적으후 밝히는 중요한 논둔， “ An Apology for Poetics"를 1갈표하였다. Krieger 

포스트구조주의가 대두 

문학관이 면올되었음을 분명하게 밝히면서도， 앞서 펄자가 

초기에 신봉했던 〈신 u1 평〉과 그 이후 

된 이래 그것의 영향으로 자신의 

시두에서 자신이 낀
 τ
 

노
 
」

、

이
 



66 美 國 學

이 미 지 적 한 바 있 는 “paradoxical simultaneity of utter closure and utter openness" ( 뻐Ords 

aboμt 뼈Tords about Words , 108)의 불가피성을 역설한다. Krieger는 자신의 이론에 나 

타나는 이 러 한 갈등구조를 지 난 「일 달주의 시 론J (a deviationist theory of poetry) (117) 

의 근원을 흥미롭게도 신비평 뿐 아니라 Francis Bacon에서 부터 내려오는 영미전통의 경험 

주의 ( empiricism)와 실용주의 (pragmatism) 에 의존하는 것이지 데카르트로부터 내려온 불란 

서 전통에 의존하는 것은 아니라고 다음과 같이 말한다， 

(IJn my career I haγe been concerned more with the presence of texts as discontinuous 

entities than with the speaking presence in texts of the authorial consciousness that Îs their 

point of origin. This fact only reγeals my inheritance from the New Criticism and its obsession 

with isolated texts as well as my inheritance from the Anglo-American tradition dating from 

Bacon, which seeks to respond to empirical phenomena, rather than the French inheritance 

from Descartes, whose concern with the cogηito and the resulting concern with consciousness 

can neγer long be shaken. (Words about liVords about 흉Tords， 116-17) 

지 금까지 개 략적 이 나마 〈신비 평 〉의 최 후의 옹호자인 문학이 론가 Murray Krieger가 포스트 

구조주의 이후의 새로운 문학 비평이론을 어떻게 수용하여 〈신비평〉 이륜과 접맥시켜 신비 

평이흔을 쇄신하었는가를 잘펴보았다. 그러나 그가 시도한 점맥과 쇄신이 얼마만큼 성공을 

거두었는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대체로 내려지고 있다. 

2차대 전 이 후의 미 국문학81 평 사인 The Republic of Letters (1 979) 블 쓴 바 있는 Grant 

Webster는 Murray Krieger를 Kant의 미 학원리 와 Coleridge의 유기 체 흔을 옹호하는 “개 혁 되 

지 않은 비 평 가" (unrevolutionized critic) 로 보고 있 다。 Webster는 Krieger가 Northrop 

Frye, E.D. Hirsh, Georges Poulet, Geoffrey Hartman, Ihab Hassan, Derrida 등 현대 주요비 

평가들을 폭넓게 논의하고 있으나 주요비평가들은 Krieger와 그의 이론에 대해서는 언급하 

지 않는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Webster는 이러한 사실을 Kuhn의 이론에 따라 시대나 사조 

에 따라 비평의 패라다임이 완전히 바뀌는데 Krieger는 〈신비평〉에 토대를 두기 때문에 포 

스트모던 시대의 새로운 사조들과의 정맥작엽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섣명한다。 따라서 

Webster는 부정적언 시각으로 Krieger의 미머한 비평사적 위치를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Krieger’s position, then, is that of the man at the height of his powers ￦ho is out of fashion 

and hence largely uninfluential eγen as he talks about the decline of the moγement of ￦hich 

he is the last spokesman. His fa i1ure is a reflection not of his ability but of his choice; it is a 

historical failure .... His problem is that of thc man who finds no period ￦hen his career time 

and charter time fruitfully coincide, and pending an unlikely conγersion ， he remains unreγolu

tionized, our best example of the snperannuated critic. (The Republic 01 Letters, 201-02) 

Leitch는 American Literary Criticism from the 30’ s to the 80’ s (1 988) 에 서 Krieger의 

전 저 작이 근본적 으로 신비 평 을 옹호하고 있다고 말한다. 또한 Krieger는 Bì 평 가나 독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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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구조주의와 해체주의의 영향을 받아 자기 욕망과 텍스트에 대한 권력에의 의지를 발 

동하여 오독하는 것을 상당히 슬퍼하며 절재블 주장한다는 것이다， 그는 “Krieger emerged 

in the latter days of New Criticism as a stoical man of fa녀th， an embattled conservative, 

the last of the leading New Critics" (52) 라는 종합적 인 평 가플 내 라 고 있다. 한펀 Frank 

Lentricchia는 After the New Criticism (l 980) 에 서 Krieger 비 평 의 논리 블 점 검 한 다음 그 

룹 “최 후의 낭만주의 자” 라고 평 가한다。 그것은 앞의 Grant의 경 우와 마찬가지 로 Krieger가 

Coleridge와 Kant의 전통에 따라 시플 담본의 유일한 형식으로 끈질기게 보려는 비평가들 

중 마지막 세대에 해당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필자는 Murray Krieger의 노릭을 반드시 부정적으로만 보고 싶지 않다g 문학이본 

가로서 Krieger가 새로운 이론들을 이해섭렵하여 그것을 자신의 기본입장언 신바평에 접맥 

시키려는 작업은 영웅적이고 진지하다‘ 그 구체적인 결과가 1988년 간행된 ￦ords about 

때Tords aboμt ￦ords: Theory , Critici’sm and the Literary Text이 다e 특히 제 3 부인 “Recon

síderation of Special τexts for Special Reasons"에 실 린 5편의 살제 비 평 논문이 우리 의 주 

목을 끈다. (이 부분에 대한 쿠체적인 점검작업은 후일로 마룬다. ) 따라서 우리는 Bl 평가 

와 이론가로서의 Krieger 평가를 좀더 신중하게 연구， 검로한 후 내려야 할 것 같다. 

N 。 곁 롤 

포스트모던 시대에 서서 〈신비평〉에 대한 견해블 몇몇 학자들의 작업을 통하여 살펴볼 

때 다음의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신 Bl 평〉은 결코 사라지거나 죽은 것이 

아니라 아직도 우리의 문학연구， 운학교육， 실제비평 속에 (신비평 전성기 때와는 다른 의 

미에서) 건강하게 살아남아서 작동한다e 둘째， <신비평〉 이후의 소위 말하는 새로운 비평들 

이 반드시 새로운 것만은 아니고 해체주의에서와 같이 일부는 〈자세히 읽기〉 등 신Bl 평의 

원리플 원용하고 있다。 세째， 포스트구조주의， 해체주의라는 것도 전적으로 유렴 대륙의 

것 만이 아닌 미 국 자체 내 의 Emerson-Whì tman 전 통이 나 Empiricism, Pragmatísm 등의 전 통 

에서도 그 맥을 찾을 수 있다. 끝드로， Murray Krieger의 경우처렴 〈신비평〉과 그 이후의 

새로운 비평들을 수용， 변용하는 작업을 통해 〈신비평〉을 쇄신하는 작업도 진지하게 이루 

어지고 있다. 위와 같은 점검작엽은 국내에서도 현대비평사를 정리한다는 면에서도 그에 

합당한 관심을 집중시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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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뼈wg。짧1) Cl.nmg 

1s the New Criticism dead? 

The aim of this paper is to review and revaluate the New Criticism and Murray Krieger, 

its last defender in the age of postformalism. Unexpectedly we still have several typical 

defences for the New Criticism we usually consider dead and out of fashion. René 댐Tellek 

tries to show that all the following accusations against the 뼈e때r Criticism are “baseless": 

(1) the New Criticism is an “esoteric aestheticism"; (2) the New εriticism is unhistorical; 

(3) the New εriticism aims at making criticism scientific; (4) the New Criticism is a 

mere pedagogical device for the American college students. Wellek firmly believes that 

the New Criticism has stated or reaffirmed many basic truths about the nature of the 

aesthetic transaction and the normative presence of a work of art. 

William Cain also argues that the New Criticism is “alive and wel1": “New Critical 

beliefs and practices, though no longer in fashion, are also in dispute, because they have 

been widely accepted as the foundation for εriticism." David 묘irsch states that the great 

essays of the first generation of New Critics remained unchallenged, and still remain unchal

lenged to this day. Hirsch does not believe that the so-called newer theories like poststruc

turalism, deconstruction and postmodernism after the Anglo-American New Criticism 

adγanced greatly our understanding of literature. The New Critìcs, according to him, 

designed a set of principles and a methodology that transcended their time. 50 we must 

acknowledge their contribution to textual analysis to revalue American literature in the 

1970’s and 1980’s. Martin Dodsworth even argues that much of what we find within 

structuralist and poststructuralist criticism is already in existence within Anglo-American 

New Criticism. Howard Felperin and Wallace Martin also connect successfully the New 

Criticism with deconstruction and poststructuralism. 

But Murray Krieger is the most important and the last recalcitrant defender of the 

New Criticism. Krieger has written many books on literary criticism and theory since the 

publication of The New Apologists for Poetry in 1956. Most impressively, Krieger has 

not stuck to only one critical position, i.e. the New Criticism, but appropriated almost 

every new critical position to renew and revitalize the earlier New Criticism. Around 1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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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 moved from the CriticÎsm to unite the exÎstentia1isl11 and phenol11enology with 

formalism。 묘e wanted to consicler “ the poem not an object but a transparency through 

which the poet’s consciousness shines." He acknowledged the principle behind the del11ands 

for unl11ediated experience l11ade by the phenomenologies. In the 1970’s and 1980’s Krieger 

continues to l11ake a strenuous effort to bridge the 뼈der New Criticism and the contemporary 

postmodernist critical theories in the theoretical neld. He could see “Both Sides Now," 

i.e. , presence and absence simultaneously and complexly in his critical visÎon. 

It is no￦ 。ur turn to thresh and revaluate the New Crit‘cism in literary studies and 

education in Korea‘ We need to recover and revitalize the fundamental pedagogical value 

and analytical strategies of the New Criticism in this pluralistic and decentered age of 

postmodern critical theori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