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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smes pour la langue française, si on peut globalement juger 

qu’ils rendent un service considérable à la langue française, on 

remarque que certains de leur membres ont fixé à la langue un 

idéal de perfection et qu’ils regardent plutôt vers le passé. Cette 

vision fataliste ne pourriais qu’engendrer l’insécurité linguist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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랑스 비교문학의 통과 쇄신1)

이 건 우(서울 학교) 

1. 랑스 비교문학의 성립과 방법론  모색

서로다른문학들을서로비교하는학문이라는비교문학에 한

언뜻자명해보이는정의는매우복잡하고때로는모순 이기까지

한 양상들을 함축하고 있다. 비교문학 탐구에 제되어 있는 비

교의정신이란무엇이든지되는 로비교하고, 아무 게나비교하

는것을의미하지않기때문이다. 그 기때문에비교의방법론, 비

교문학에고유한 «비교»의틀을정립하는일이 요해진다. 방법론

으로서비교는학문으로서비교문학의역사와불가분의 계에놓

인다. 비교문학의 역사란 바로 방법론으로서 비교를 명확히 하고

이를 개념화하려는 시도의 연속에 다름이 아니기 때문이다. 원래

비교문학은 르네상스 이후 유럽문화를 주도했던 국, 랑스, 독

1)이연구는 2003년서울 학교학제간 력연구비지원에의해수행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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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이세나라문화의상호교류, 그차이와공통 , 장단 의 악

을 해시작되었다. 여기에는우리가서로다른나라나민족의기

질이나성격을비교하는경우와마찬가지로특별한방법론이요구

되지않는다. 하지만 차비교의범 가넓어지고그 상이세분

화됨에 따라 방법론 도구 개념의 정립이 필연 이 되었음은

주지의사실이다. 

비교문학은 아직 그 연륜이 오래되지 않은 학문이다. 아마도 비

교문학의 그 짧은 역사 흐름을 거칠게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을

것이다. 제각기 자신의 문학을 다른 나라의 문학과 견주어 연구하

려는태도가 18세기후반부터싹트기시작했고이러한태도가독일

에서－ 를 들어  에커만과의 화 에서 세계문학이라는 개념을

주창한 괴테의 경우－비롯되어 랑스를 거치면서 보다 구체화되

고그방법론 세례를받게되며, 차차 국과미국으로 되어

문학연구의 요한분야로간주되었다. 그 기때문에비교문학자

모두를충족시킬수있는비교문학의공통된목표와방향을기 하

기란쉽지않다. 이는나라마다상이한연구경향에서가장잘드러

난다. 

우선 독일에서는 «주제사 Stoffgeschichte»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

«문학의 주제에 한 연구»를 비교문학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

다.2) 이는일종의문학 신화에해당되는주제들이나모티 들이

어떻게시간과공간의틀을뛰어넘어반복되고차용되고변형되는

가에 한연구라고할수있다. 반면에 랑스에서형성된비교문

학의방식은이른바 «수용 향»에 한연구를지향한다. 그것

은 «X와 Y»라는공식에맞는비교의등식을만들어낸다. 그리고이

러한 연구 덕분에 우리는 « 랑스에서셰익스피어», « 국에서괴

테» 등과같은익숙해진비교의틀을갖게되었다. 우리에게도비교

2)최원식, ｢비교문학단상｣, in  한국학논집  6권, 1979, pp. 154~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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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이란 «염상섭과졸라», «한국 시와 랑스상징주의시»와

같은공식으로각인되어있을정도로 랑스식비교문학의 향은

지 하다. 

랑스에서비교문학연구는문학사의일환으로시작되었다. 

랑스의 비교문학이 문학 사실들의 수용 향에 한 연구에

집착하는것은바로 19세기 랑스문학연구의지배 경향이었던

문학사의 향때문이다. 이른바랑송Lanson 학 에의해 표되는

문학사 연구란 «사실들의 계»에 한 실증 탐색을 의미하며, 

수용과 향 계는 가장 분명하게확인할 수 있는 사실 계들 가

운데하나다. 

랑스에서비교문학연구가 향과수용의역사 문제를다룬

다면, 미국에서의 비교문학은 모든 문학이론의 개에 역 을 둔

다. 미국식의 이러한 이론 심의 연구경향으로 인해 문학이론 분

야는비교문학에서가장 요한분야로 두되었으며, 비교문학은

모든 문학에 한 들을 종합하는 치에 오르게 되었다. 실제

로 국제비교문학회에서 제시한 비교문학의 역들을 살펴보면,     

«문학에 한연구는언제나비교문학 을바탕으로하며, 문

학그자체의 역이바로비교문학의 역에해당된다»3)는진술이

과장이아님을알수있다. 

이러한이유로우리는흔히비교문학의이론 경향을검토함에

있어이른바 « 랑스학 »와 «미국학 »를구분한다. 컨 «

랑스학 는소르본느 학의지배 인역할에의해서형성되었으

3)윤호병,  비교문학 , 민음사, 1994. p. 487. 이책에따르면앞서지 한비교문

학의 역은다음과같은 10가지 역들로구분된다. 국가상호간의문학비교

연구 문화상호간의비교연구 ; 문학과 술분야연구 ; 문학발 사연구 문

학사조사연구 ; 번역이론과실제 ; 서지연구 ; 문학이론과비평연구 ; 장르연구 ; 

문학형식연구 ; 비유론연구 ; 비교문학방법론연구. 물론이열가지비교문학

역에서가장강조되는 역은문학이론과비평 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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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랑스 학에서의 문학교육의 한 특징을 이룬다. 부분의 유

럽계 학자들과 몇몇 미국계 학자들은 이러한 역할과 특징을 일컬

어 랑스학 의비교문학이라고명명하 다.»4) 우리는 랑스학

의 이론 개를 통해 비교문학의 쟁 들을 살펴보기 해 폴

반 티겜Paul van Tieghem, 마리 스 랑스와 기야르Marius-François 

Guyard, 그리고 이 슈 Yves Chevrel이라는 세 사람의 이론가들

을집 으로검토하고자한다.5) 그가운데에서도특히 랑스에

서 비교 최근에 나온 비교문학 련 개설서들 표 으로 거

론되는 이 슈 의  비교문학La littérature comparée (PUF, 1989)을

심으로 20세기 반부터지 까지 랑스에서 개되어온비교

문학의동향을정리하고자한다. 

이세사람의이론가들이 랑스학 의비교문학을 표한다고

말하는 것은 과장이겠지만 그들은 랑스에서 비교문학의 이론

틀을 정립하는데 커다란 기여를 했으며, 그들의 작업은 분명한 연

속성을 보여주고 있다. 우선 반 티겜은 1931년에 간행된  비교문

학 을 통해 랑스 학 의 비교문학을 체계화하는데 기여했으며, 

이를통해비교문학자로서확고부동한 치를차지하게된다. 그의

 비교문학 은 체계 이며 방법론에 있어서도 일 성이 있는 최

의개론서라고할수있다. 그로부터 20년이지난 1951년기야르는

같은이름의책을 «크세쥬Que sais-je?» 문고를통해세상에내놓는데, 

이 책을 통해 랑스 비교문학은 그 확실한이론 기반을 구축하

4) Ibid., p. 40.

5)방티겜,  비교문학 , 김종원 역, 림기획, 1999 ; 마리우스 랑수아 귀야르,   

 비교문학 , 정기수역, 탐구당, 1993. (제 6 을번역한이책에는장마리카

의서문이실려있지않으며 신그의서문이빠질수밖에없는이유만밝 져

있다. 카 의 서문이 실려 있는 번역본으로는  비교문학 , 규태 역, 정음사, 

1974가있다.) ; 이 슈 ,  비교문학, 어떻게할것인가 , 박성창역, 민음사,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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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된다. 기야르는 반 티겜의 입장을 체 으로 수용하면서 이를

보다체계화하려고했다는 에서 랑스비교문학의입장을보다

선명하게부각시키고있다는평가를받는다. 그는비교문학에 한

랑스식입장을정리하 으며이를계기로 랑스학 의비교문

학은르네웰 René Wellek을 시한미국학 의거센도 과비

에직면하게된다. 한슈 의  비교문학 은이러한비교문학의

역사 개뿐만아니라 60년 이후비교문학의새로운방향과최

근에논의된비교문학의방법 그 망등을정리하고있다. 이책

은지식의새로운동향을소개한다는 «크세쥬» 문고의취지에알맞

게원래 1951년기야르가쓴  비교문학 을새로운 에서수정하

고보완하고있다. 이책은그러므로 자의말 로약 40년 에나

온기야르의비교문학개설서에 «교체되는» 셈이다. 

반 티겜과 기야르 그리고 슈 의 비교문학을 비교해 보면

다른흥미로운사실을발견할수있다. 즉기야르의  비교문학  서

문을, 반 티겜과 더불어 랑스 비교문학계를 표하는 학자이며

기야르의스승인장마리카 Jean-Marie Carré가썼고, 기야르는스승

의서문을 1969년에나온이책의제 6 에서는삭제하고있다는사

실이다. 기야르가 «여간섭섭하지않은것은아니지만나의스승장

마리 카 가 이책에붙여주었던서문을이제삭제하기로결정한» 

이유를비교문학의변화된흐름과결부시켜다음과같이설명하고

있다.

비교문학이 성행하던 분 기 속에서 내가 걸어가기 시작했던 길

이, 그후사정에의해서, 랑스문학의방향으로가게되었다. 이러

한 향은나에게있어그토록많은충실한친구들이구 하고있는

나의시 의학문에 해내가품고있는 심을감소시키지는않았

지만, 을 거듭할 때마다 이 개론서의 개성을 한결 힘들게 만들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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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랑스 학에서의 문학교육의 한 특징을 이룬다. 부분의 유

럽계 학자들과 몇몇 미국계 학자들은 이러한 역할과 특징을 일컬

어 랑스학 의비교문학이라고명명하 다.»4) 우리는 랑스학

의 이론 개를 통해 비교문학의 쟁 들을 살펴보기 해 폴

반 티겜Paul van Tieghem, 마리 스 랑스와 기야르Marius-François 

Guyard, 그리고 이 슈 Yves Chevrel이라는 세 사람의 이론가들

을집 으로검토하고자한다.5) 그가운데에서도특히 랑스에

서 비교 최근에 나온 비교문학 련 개설서들 표 으로 거

론되는 이 슈 의  비교문학La littérature comparée (PUF, 1989)을

심으로 20세기 반부터지 까지 랑스에서 개되어온비교

문학의동향을정리하고자한다. 

이세사람의이론가들이 랑스학 의비교문학을 표한다고

말하는 것은 과장이겠지만 그들은 랑스에서 비교문학의 이론

틀을 정립하는데 커다란 기여를 했으며, 그들의 작업은 분명한 연

속성을 보여주고 있다. 우선 반 티겜은 1931년에 간행된  비교문

학 을 통해 랑스 학 의 비교문학을 체계화하는데 기여했으며, 

이를통해비교문학자로서확고부동한 치를차지하게된다. 그의

 비교문학 은 체계 이며 방법론에 있어서도 일 성이 있는 최

의개론서라고할수있다. 그로부터 20년이지난 1951년기야르는

같은이름의책을 «크세쥬Que sais-je?» 문고를통해세상에내놓는데, 

이 책을 통해 랑스 비교문학은 그 확실한이론 기반을 구축하

4) Ibid., p. 40.

5)방티겜,  비교문학 , 김종원 역, 림기획, 1999 ; 마리우스 랑수아 귀야르,   

 비교문학 , 정기수역, 탐구당, 1993. (제 6 을번역한이책에는장마리카

의서문이실려있지않으며 신그의서문이빠질수밖에없는이유만밝 져

있다. 카 의 서문이 실려 있는 번역본으로는  비교문학 , 규태 역, 정음사, 

1974가있다.) ; 이 슈 ,  비교문학, 어떻게할것인가 , 박성창역, 민음사,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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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된다. 기야르는 반 티겜의 입장을 체 으로 수용하면서 이를

보다체계화하려고했다는 에서 랑스비교문학의입장을보다

선명하게부각시키고있다는평가를받는다. 그는비교문학에 한

랑스식입장을정리하 으며이를계기로 랑스학 의비교문

학은르네웰 René Wellek을 시한미국학 의거센도 과비

에직면하게된다. 한슈 의  비교문학 은이러한비교문학의

역사 개뿐만아니라 60년 이후비교문학의새로운방향과최

근에논의된비교문학의방법 그 망등을정리하고있다. 이책

은지식의새로운동향을소개한다는 «크세쥬» 문고의취지에알맞

게원래 1951년기야르가쓴  비교문학 을새로운 에서수정하

고보완하고있다. 이책은그러므로 자의말 로약 40년 에나

온기야르의비교문학개설서에 «교체되는» 셈이다. 

반 티겜과 기야르 그리고 슈 의 비교문학을 비교해 보면

다른흥미로운사실을발견할수있다. 즉기야르의  비교문학  서

문을, 반 티겜과 더불어 랑스 비교문학계를 표하는 학자이며

기야르의스승인장마리카 Jean-Marie Carré가썼고, 기야르는스승

의서문을 1969년에나온이책의제 6 에서는삭제하고있다는사

실이다. 기야르가 «여간섭섭하지않은것은아니지만나의스승장

마리 카 가 이책에붙여주었던서문을이제삭제하기로결정한» 

이유를비교문학의변화된흐름과결부시켜다음과같이설명하고

있다.

비교문학이 성행하던 분 기 속에서 내가 걸어가기 시작했던 길

이, 그후사정에의해서, 랑스문학의방향으로가게되었다. 이러

한 향은나에게있어그토록많은충실한친구들이구 하고있는

나의시 의학문에 해내가품고있는 심을감소시키지는않았

지만, 을 거듭할 때마다 이 개론서의 개성을 한결 힘들게 만들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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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후 18년이 지난 오늘날, 나는그것을 수정하기보다는차

라리 다시 쓰고 싶다. 그것은 내가 채택한 의견들이 많이 바 었기

때문이 아니라, 다만 만약에다시쓴다면, 나는아마도 그것들을덜

단정 으로그러나더자신있게내놓을것같기때문이다.6)

즉 «비교문학은 나이를 먹음으로써 랑스 자체 내에서 진보하

고변화»했기때문에 18년 에쓰여진이서문은더이상유효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야르가 희망했던, 비교문학의 최신 동향

에 한 «덜 단정 이며 더자신 있는» 개론서는 이로부터 20년이

지나서야 그의 제자인 이 슈 에 의해 완성된다. 그리고 슈

의  비교문학 의서문은바로그의스승인기야르에의해작성되

었다는 도반티겜 카  기야르 슈 로이어지는 랑스학

비교문학의계보를잘보여 다고할수있다.

이러한사실로부터다음과같은흥미로운질문들이제기된다.

1)비교문학은 지난 40년 동안 어떻게 개되었는가? 그 방법론

은 어떻게 수정되고 보완되었으며, 그 역은 어떤 방향으로 확장

되었는가? 

2) 랑스의 비교문학은 구조주의 연구가 유행했던 1960년

이후로자신의문학사 을어떻게수정하 는가? 즉계통, 

향, 성공과같은이른바 향연구의 요성은어떻게상 화되었으

며주제연구를비롯한비교문학의 통 인 역은어떠한변화를

겪었는가?

첫번째질문을던지게되는것은 랑스비교문학이실증주의에

한 비 에 직면하여 반성과 시련을 겪게 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새로운방법론을획득하고자노력했기때문이다. 오늘날슈 의

비교문학이보여주는바, 랑스의비교문학은반티겜이나기야르

6)귀야르,  비교문학 , 정기수역, pp.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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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의 비교문학과 같을 수 없다. 그 다고 해서 오늘날의 랑스

비교문학은그 통으로부터완 히자유로울수도없다. 왜냐하면

랑스의 비교문학은 유사 상이나 향 계를 분명하게 하는 문

학연구이며, 한문학사의일부분이라고하는인식이본질 으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그 다면 랑스 학 의 비교문학은 어떠한

연속성과변화속에있는가?

두 번째 질문은 비교문학의 방법론과 련하여 제기할 수 있는

일반 인쟁 들이어떠한변화를겪었는가를살펴보기 한것이

다. 우리는이를크게비교문학에 한정의, 향연구로서의비교

문학, 주제사연구, 문학과다른 술과의 계등으로나 어살펴

보고자한다.

2. 향연구의 성립과 변천

비교문학의 역은 범 하고 한이를연구하기 한방법도

상당히 까다로울 수밖에 없다. 이는 반 티겜뿐만 아니라 기야르나

슈 모두가인정하고 있는 이다. 기야르는 «비교문학은 아직

으며 비교문학자가 모두 그 한계와 그지향에 있어서도 일치

된 의견을 가지게 되기까지는 아직 멀다»7)고 말하고 있으며, 슈

도자신의  비교문학 을 «단지아직잘알려져있지는않지만확

실한 기능을 수행하고있는신생 학문의 발 에있어 한단계»8)를

나타낸다고 고 있다. 반 티겜에게 있어 비교문학은 비교문학에

한 그의 정의(«비교문학의 목 은 본질 으로 여러 나라의 문학작

품을그의상호연 계가운데서연구하는것이다.»)에서알수있듯

이 국제간의 문학 계를 연구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 기 때

7) Ibid., p. 197.

8)슈 , op. cit., p.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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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후 18년이 지난 오늘날, 나는그것을 수정하기보다는차

라리 다시 쓰고 싶다. 그것은 내가 채택한 의견들이 많이 바 었기

때문이 아니라, 다만 만약에다시쓴다면, 나는아마도 그것들을덜

단정 으로그러나더자신있게내놓을것같기때문이다.6)

즉 «비교문학은 나이를 먹음으로써 랑스 자체 내에서 진보하

고변화»했기때문에 18년 에쓰여진이서문은더이상유효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야르가 희망했던, 비교문학의 최신 동향

에 한 «덜 단정 이며 더자신 있는» 개론서는 이로부터 20년이

지나서야 그의 제자인 이 슈 에 의해 완성된다. 그리고 슈

의  비교문학 의서문은바로그의스승인기야르에의해작성되

었다는 도반티겜 카  기야르 슈 로이어지는 랑스학

비교문학의계보를잘보여 다고할수있다.

이러한사실로부터다음과같은흥미로운질문들이제기된다.

1)비교문학은 지난 40년 동안 어떻게 개되었는가? 그 방법론

은 어떻게 수정되고 보완되었으며, 그 역은 어떤 방향으로 확장

되었는가? 

2) 랑스의 비교문학은 구조주의 연구가 유행했던 1960년

이후로자신의문학사 을어떻게수정하 는가? 즉계통, 

향, 성공과같은이른바 향연구의 요성은어떻게상 화되었으

며주제연구를비롯한비교문학의 통 인 역은어떠한변화를

겪었는가?

첫번째질문을던지게되는것은 랑스비교문학이실증주의에

한 비 에 직면하여 반성과 시련을 겪게 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새로운방법론을획득하고자노력했기때문이다. 오늘날슈 의

비교문학이보여주는바, 랑스의비교문학은반티겜이나기야르

6)귀야르,  비교문학 , 정기수역, pp.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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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의 비교문학과 같을 수 없다. 그 다고 해서 오늘날의 랑스

비교문학은그 통으로부터완 히자유로울수도없다. 왜냐하면

랑스의 비교문학은 유사 상이나 향 계를 분명하게 하는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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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Ibid., p. 197.

8)슈 , op. cit., p.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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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국제간의문학교류에있어서 향 계가성립되지않는것은

비교문학의연구 상에서배제된다. 즉실제로그 향 계가입증

될수있는 «사실 계»만을연구 상으로하는 « 향연구»가성립

되는것이다. 그에게비교문학은어떤나라의무엇이다른나라문

학에 향을주는가, 혹은다른나라의무엇이어떤나라에수용되

었는가 라는 문제로 집약된다. 반 티겜 이후로 이러한 향연구는

비교문학의 심문제이자최 의과제로인식된다. 

반 티겜은 한 비교문학을 문학사 서술의 한 역으로 간주했

다. 그는문학사서술을 해작가의생애, 작품의기원, 작품의생

성과수태, 작품의내용, 기법, 운명등 6가지단계를설정했다. 그는

이가운데작품의기원과 향을비교문학이라는독립된 역에귀

속시켜야 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문학사 서술의 한 역으로서 비

교문학은 앞서 언 한 향연구로서의 비교문학과 궁극 으로 합

치되는데, 그까닭은작품의기원은 «받은 향»으로, 작품의운명

은 «끼친 향»으로풀어서설명될수있기때문이다. 

반 티겜은 문학에서의 비교를 «일체의 미학 인 가치를 떨쳐버

리고 과학 인 가치를 수용해야만 한다»는 말로 설명하고있는데, 

기야르는그의  비교문학 에서반티겜이말하는비교의의미를다

음과같이보다분명하게밝히고있다.

비교문학을정의하는데있어서다시한번분명히해두어야할

은무엇이든지되는 로 비교하고언제라도 어디에서도, 아무 게

나비교해서는안된다는것이다. 비교문학은문학의비교가아니다. 

(...) 그것은작품그자체가지니고있는가치를본질 으로고찰하는

것이 아니라, 특히 각국이나 각 작가가 다른 것을 어떻게 변형하고

차용했는가에 해서 심을갖는다.9)

9)귀야르,  비교문학 , 규태역, pp.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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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야르는 «비교문학은 문학의 비교가 아니다»라는 역설 인 정

의를통해비교의의미를명확히하고자한다. 한그는 향연구

로서의비교문학을확실하게 정하면서, 향연구의속성을충분

하게알아차리지못하고 무도성 하게결과를얻으려고하는태

도를 비 하고 있다.10) 기야르는 몇 가지 을 제외하면11) 비교문

학을 문학사의 한 분야로 간주한 , 비교문학을 사실의 상호 계

에입각한엄격한실증 연구로본 에있어서반티겜의견해를

그 로 따르고 있다. 컨 카 는, 기야르의  비교문학  서문에

서, 비교문학이 다루어야 할 사실 계를 명확한 식별이나 측정이

가능한상호 계나 향 계를의미하는것으로보았으며, « 향»

과 « 비»를 분명하게 구분함으로써 비교의 의미를 구체화시키고

있다. 그의정의에따르면, « 비»란구체 인 향 계가없는임

의의두사람, 두나라, 두문학을 상으로비교하는것을의미한다.

이러한 향연구에 한반론으로미국의비교문학이론이 개

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하지만 르네 웰 의 본격 인 반론이

제기되기이 에이미 랑스에서도에티앙블Etiemble 같은이의

10) Ibid., p. 6. 카 는고차원 인 향 계가손쉽게측정될수없다는 을다음

과같이말하고있다 : «사람들은 향연구를함에있어서 무성 하다고생각

된다. 이것은매우진 시키기힘든일이며 결과가우리들을실망시킬때가

있다. 거기에는 측할수없는결과를조사하는 험성이가끔일어난다.» 

11)그 가장 표 인 것이 비교문학과 일반문학과의 계의 문제다. 반 티겜은

비교문학이주로두나라사이의문학 향 계라는한정된 상을다룬다는

한계를갖고있으며, 이러한한계를극복하고보다합리 인국제문학사를정립

하기 해서는 일반문학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다. 즉 그에게 비교문학 연구는

국민문학의문제에서시작하여일반문학문제에도달할것을 견하는데서비

로소그의미를지니며, 국민문학, 비교문학, 일반문학이라는세학문은상호보

완 인 계에있으면서각각독자 인 역과임무를가진다. 이에반해기야

르는비교문학은일반문학이아니라고단정짓는다. 기야르에게는비교문학과

일반문학의 계를설정하는것보다는이둘을구별하고비교문학에고유한

상과방법론을확립하는일이 선무라고 단했던것으로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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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거기에는 측할수없는결과를조사하는 험성이가끔일어난다.» 

11)그 가장 표 인 것이 비교문학과 일반문학과의 계의 문제다. 반 티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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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소그의미를지니며, 국민문학, 비교문학, 일반문학이라는세학문은상호보

완 인 계에있으면서각각독자 인 역과임무를가진다. 이에반해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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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문학의 계를설정하는것보다는이둘을구별하고비교문학에고유한

상과방법론을확립하는일이 선무라고 단했던것으로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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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 인반론이있었음을잊어서는안된다. 카 가서거하고그후

임으로소르본느 학에서비교문학을맡게된에티앙블은취임강

연에서 «비교문학의 기»에 해역설한다. 에티앙블은비교문학

이연구의 상을사실 계, 특정한문화, 가장제한된의미에서역

사 으로 련된사실들로한정시키는데서비교문학의 기가발

생했다고 진단한다. 에티앙블은 비교문학자라면 몽테스키외Mon 

tesquieu의다음과같은태도를마음에새기고있어야한다고말한다.

만약내가나에게는이로우나나의가족에게는해로운어떤것을

안다면나는내마음으로부터그것을추방할것이다. 만약내가나의

가족에게는이로우나내국가에불리한것을안다면나는그것을없

애버리기 해노력할것이다. 만약내가나의국가에는이로우나유

럽에해로운, 는유럽에는이로우나인류에게는해로운어떤것을

안다면나는그것을해악으로간주할것이다.12)

그가말하는 기는단순히학문 인차원이나기교 인차원에

머무는것이아니라그의표 에따르면일종의 «휴머니즘»의문제

에속한다. 아무리역사 련성이없는두개의상이한문학이라

고할지라도비교가가능하며, 가능해야한다는것이다. 이러한

기를 극복하기 해 에티앙블은 «국수주의»와 «지역주의»를 포기

할것을역설하고있다. 몇천년을두고그가치들을교환해온인

류의문명이그교환을끊임없이추구해야만하기때문에, 그가치

교환의 복잡성 때문에 비교문학의 분야가어느 한국가나 한 언어

에 집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에티앙블의 이러한 입장에서

르네 웰 이 주장하는 이른바 «일반문학 방법론»을 짐작하기란

12) R. Etiemble, Comparaison n’est pas raison. La crise de la littérature comparée, 

Gallimard, 1963, p. 15.

랑스 비교문학의 통과 쇄신 269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기실 에티앙블은 비교문학이 보다 내재

이고도일반 인차원으로지향해갈것을역설하고있다.13) 

이 듯 향 계에치 한 랑스비교문학이론에 한반박이

랑스와미국에서연이어제기되자, 기존의연구를 으로거부

하지 않으면서도 이른바 일반문학과의 조화와 균형을 모색하려는

시도들이생겨나게된다. 1967년자신들의  비교문학 을발표하는

피슈아와루소14)는이러한 랑스비교문학방법론의변모를보여

주고있다.

이책은가장훌륭한불란서 통내에뿌리박 진책이나미국학

에 항하려는논쟁 기도도없을뿐아니라, 실제 으로미국내

비교문학에서행해온것에 한인식이보이고있다. 그러나 자들

은 문학文學에 있어서 외국의 향연구에 對한 시重視를 양보하

지않고어떤문학도그것없이는이루어질수없다고솔직하게인정

한다. 그들은 T. S. 엘리옷과보드 르가다른작가들에 한그들의

부채를 인정한사실을인용하면서, 웰 이 향연구를 비 한것에

해못마땅하게생각한다. 그들은작자(작품)의운명은국내 이면

서동시에국제 이어서이것이작자(작품)의실제 가치를보이는

증거의총체라는생각을가지고있다.15)

이러한방법론의변모에연구 역의확 가수반된다. 즉과거의

비교문학이여러국민문학들사이의사실 계에 한연구에국한

되었음을 인정하는 자들은 비교문학이 좀 더 시야를 넓 사상

사, 문학의사회학, 미학, 비교심리학까지다룰수있어야함을역설

13)그는 이러한 주장을  (진정한) 일반 문학 시론Essais de littérature (vraiment) générale 

(Gallimard, 1974)에서정리하고있다.

14) Cl. Pichois et A. M. Rousseau, La Littérature comparée, Armand Colin, 1967.

15)이혜순,  비교문학 I , 앙출 , 1980, p.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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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 인반론이있었음을잊어서는안된다. 카 가서거하고그후

임으로소르본느 학에서비교문학을맡게된에티앙블은취임강

연에서 «비교문학의 기»에 해역설한다. 에티앙블은비교문학

이연구의 상을사실 계, 특정한문화, 가장제한된의미에서역

사 으로 련된사실들로한정시키는데서비교문학의 기가발

생했다고 진단한다. 에티앙블은 비교문학자라면 몽테스키외Mon 

tesquieu의다음과같은태도를마음에새기고있어야한다고말한다.

만약내가나에게는이로우나나의가족에게는해로운어떤것을

안다면나는내마음으로부터그것을추방할것이다. 만약내가나의

가족에게는이로우나내국가에불리한것을안다면나는그것을없

애버리기 해노력할것이다. 만약내가나의국가에는이로우나유

럽에해로운, 는유럽에는이로우나인류에게는해로운어떤것을

안다면나는그것을해악으로간주할것이다.12)

그가말하는 기는단순히학문 인차원이나기교 인차원에

머무는것이아니라그의표 에따르면일종의 «휴머니즘»의문제

에속한다. 아무리역사 련성이없는두개의상이한문학이라

고할지라도비교가가능하며, 가능해야한다는것이다. 이러한

기를 극복하기 해 에티앙블은 «국수주의»와 «지역주의»를 포기

할것을역설하고있다. 몇천년을두고그가치들을교환해온인

류의문명이그교환을끊임없이추구해야만하기때문에, 그가치

교환의 복잡성 때문에 비교문학의 분야가어느 한국가나 한 언어

에 집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에티앙블의 이러한 입장에서

르네 웰 이 주장하는 이른바 «일반문학 방법론»을 짐작하기란

12) R. Etiemble, Comparaison n’est pas raison. La crise de la littérature comparée, 

Gallimard, 1963, p.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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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기실 에티앙블은 비교문학이 보다 내재

이고도일반 인차원으로지향해갈것을역설하고있다.13) 

이 듯 향 계에치 한 랑스비교문학이론에 한반박이

랑스와미국에서연이어제기되자, 기존의연구를 으로거부

하지 않으면서도 이른바 일반문학과의 조화와 균형을 모색하려는

시도들이생겨나게된다. 1967년자신들의  비교문학 을발표하는

피슈아와루소14)는이러한 랑스비교문학방법론의변모를보여

주고있다.

이책은가장훌륭한불란서 통내에뿌리박 진책이나미국학

에 항하려는논쟁 기도도없을뿐아니라, 실제 으로미국내

비교문학에서행해온것에 한인식이보이고있다. 그러나 자들

은 문학文學에 있어서 외국의 향연구에 對한 시重視를 양보하

지않고어떤문학도그것없이는이루어질수없다고솔직하게인정

한다. 그들은 T. S. 엘리옷과보드 르가다른작가들에 한그들의

부채를 인정한사실을인용하면서, 웰 이 향연구를 비 한것에

해못마땅하게생각한다. 그들은작자(작품)의운명은국내 이면

서동시에국제 이어서이것이작자(작품)의실제 가치를보이는

증거의총체라는생각을가지고있다.15)

이러한방법론의변모에연구 역의확 가수반된다. 즉과거의

비교문학이여러국민문학들사이의사실 계에 한연구에국한

되었음을 인정하는 자들은 비교문학이 좀 더 시야를 넓 사상

사, 문학의사회학, 미학, 비교심리학까지다룰수있어야함을역설

13)그는 이러한 주장을  (진정한) 일반 문학 시론Essais de littérature (vraiment) générale 

(Gallimard, 1974)에서정리하고있다.

14) Cl. Pichois et A. M. Rousseau, La Littérature comparée, Armand Colin, 1967.

15)이혜순,  비교문학 I , 앙출 , 1980, p.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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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있다.

비교문학은무엇을취 하는가? 둘, 셋, 넷의문화 역사이의문

학 계인가? 지구상 존재하는 모든 문학과의 계인가? 이러한

분야가두말할나 도없이오늘날비교문학의 심소재가된다. 이

것이 부인가? 연구와교육의부족함을채우기 하여, 비교문학의

변증법이가지는자발 인여정에의하여권리와 령지를가진비

교문학은 사상사, 비교심리학, 문학사회학, 미학, 일반문학 등을 다

룬다.16)

이 듯 향연구에치 한방법론이보여주는여러단 들을극

복하고새로운비교문학의 역을개척하기 해다양한이론 시

도들이 있어 왔다. 그 가운데에서 표 으로 번역연구 는 번역

학이라고부르는이론 시도와주제사연구에 해살펴보도록하

겠다.

3.번역과 비교문학의 새로운 역

번역연구는 비교문학의 요한 연구 분야이면서 이제는 번역학

이라는 이름으로 독자 인 이론 천착이 이루어지는 분야이기도

하다. 번역의문제가 랑스비교문학이론에서어떻게다루어지는

가를 살펴보기 해 우리는 이 슈 의 경우를 표 인 로

검토하고자한다. 향 계에치 한비교문학방법론의한계를명

료히의식하는슈 은새로운이론 역을모색하면서, 번역의

문제를가장 도있게다루고있는이론가이기때문이다. 

16)삐에르부뤼넬, 끌로드삐슈와, 앙드  미셸루소,  비교문학이란무엇인가 , 

석 역, 미리내, 1993, p.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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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 은비교문학을 «서로다른문화 역에속해있는작품

들의 비교연구»(42쪽)17)로 정의함으로서 «국제 계의 문학사»

라는기야르의정의를충실하게따르고있는듯보인다. 하지만그

는 향 계에근거한문학사 사실 계규명이라는 랑스

통에 한그간의 비 을 의식한 듯 향연구에 해 다음과 같은

유보 인견해를밝힌다.

오늘날에는그 구도문학«사史»에만엄격하게국한된비교문학

에 한인식을옹호하지않는듯하다. 다른무엇보다도구조주의

연구를 통해 계통･ 향･성공에 한 연구의 요성이 부정되지는

않았더라도상 화되었기때문이다.(43쪽)

그러면서도그는르네웰 으로 표되는미국학 의비 에맞

서 랑스학 의방법론을옹호하고있다. 왜냐하면 «르네웰 의

견해와는반 로비교문학에고유한방법론은존재하며비단언어

인 역에서뿐만아니라 구나자신이뿌리박은고유한문화

통으로인해이질 인 상들과마주칠수밖에없다는가설을계

속 유지해야»(44쪽) 하기 때문이다. 이제 한 문화와 다른 문화와의

만남은몇몇작가들의의식 인노력에만국한되어있는것이아닐

정도로 보편 인 상이 되었으며 그 세를 막을수 없는 필연

인흐름이되었다. 우리가흔히 «세계화»라고부르는 지구 움

직임이야말로문명간의 «만남»을 래하며이는결국비교문학, 혹

은 보다 그 폭을 확장시켜 «비교문화»의 을 정당화한다.18) 이

17)이하출처없이쪽수만표시된인용은슈 의책쪽수를의미한다.

18)물론이러한의식이슈 에게만있었던것은아니다. 기야르도비교문학의

망과의의를설명하는 목에서다음과같이말하고있다. «비교문학은국제

문학 계의역사를 으로써어떠한문학도고립되면쇠퇴할수밖에없다는

것을, 그리고가장훌륭한국민 성공을거둔작품은, 그것이외국의기여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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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있다.

비교문학은무엇을취 하는가? 둘, 셋, 넷의문화 역사이의문

학 계인가? 지구상 존재하는 모든 문학과의 계인가? 이러한

분야가두말할나 도없이오늘날비교문학의 심소재가된다. 이

것이 부인가? 연구와교육의부족함을채우기 하여, 비교문학의

변증법이가지는자발 인여정에의하여권리와 령지를가진비

교문학은 사상사, 비교심리학, 문학사회학, 미학, 일반문학 등을 다

룬다.16)

이 듯 향연구에치 한방법론이보여주는여러단 들을극

복하고새로운비교문학의 역을개척하기 해다양한이론 시

도들이 있어 왔다. 그 가운데에서 표 으로 번역연구 는 번역

학이라고부르는이론 시도와주제사연구에 해살펴보도록하

겠다.

3.번역과 비교문학의 새로운 역

번역연구는 비교문학의 요한 연구 분야이면서 이제는 번역학

이라는 이름으로 독자 인 이론 천착이 이루어지는 분야이기도

하다. 번역의문제가 랑스비교문학이론에서어떻게다루어지는

가를 살펴보기 해 우리는 이 슈 의 경우를 표 인 로

검토하고자한다. 향 계에치 한비교문학방법론의한계를명

료히의식하는슈 은새로운이론 역을모색하면서, 번역의

문제를가장 도있게다루고있는이론가이기때문이다. 

16)삐에르부뤼넬, 끌로드삐슈와, 앙드  미셸루소,  비교문학이란무엇인가 , 

석 역, 미리내, 1993, p.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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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 은비교문학을 «서로다른문화 역에속해있는작품

들의 비교연구»(42쪽)17)로 정의함으로서 «국제 계의 문학사»

라는기야르의정의를충실하게따르고있는듯보인다. 하지만그

는 향 계에근거한문학사 사실 계규명이라는 랑스

통에 한그간의 비 을 의식한 듯 향연구에 해 다음과 같은

유보 인견해를밝힌다.

오늘날에는그 구도문학«사史»에만엄격하게국한된비교문학

에 한인식을옹호하지않는듯하다. 다른무엇보다도구조주의

연구를 통해 계통･ 향･성공에 한 연구의 요성이 부정되지는

않았더라도상 화되었기때문이다.(43쪽)

그러면서도그는르네웰 으로 표되는미국학 의비 에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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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달한것이다.

[비교문학의] 출발 에는 틀림없이 비교문학을 다른 «비교» 학문

들과 구분시켜주는 다음과 같은 근본 인 질문이 있다. 즉 한 문화

(«자신의» 문화)에동화된인간의의식이다른문화의표 인작품과

마주쳤을때무슨일이생겨나는가? 달리말하자면강제 이건자발

이건 간에 낯선것과의만남, 언어와 문화가다르며내가 그를 이

해하려고노력하지않는한 «미개인»(...)인사람과의만남, 즉 «타인»

과의 만남은 비교문학 의 심에있으며, 그것만으로도이러

한방법을정당화할수있다고말할수있다. (40~41쪽)

이러한측면에서슈 이가장역 으로다루어야한다고생

각하는것은바로 «번역»의문제다. 그래서그는  비교문학 의 2장

에 «외국작품»이라는제목을부여하고, 여기서 «번역»의문제를집

으로거론되하고있다. 통 으로번역 는번역자는발신자

와수신자사이의매개자역할을맡고있었으며, 반티겜이나기야

르는 번역의 문제를 그다지 요한 문제로 간주하지 않았다. 컨

반티겜은두나라사이에서일어나는문학 교류에서한나라

의 서･사상･형태등이다른나라에 되어그문학에의 용을

수월하게 하는 것을 « 개자»라고 불 는데, 번역은 그 가운데 하

나에속한다. 그가번역을 개자로본것은번역은원 자에 한

부속 존재로서만의의를갖고있으며, 두나라문학의교류는번

역을 통해서가 아닌 원 와 수신국과의 직 계를 통해서 보다

화하고있는 는이기여에맞서서그리고그덕택으로더뚜렷하게인정받고

있든간에, 언제나그외국의기여에근거를두었다는것을보여 다.» ( 비교문

학 , 정기수역, p. 201) 문제는이러한의식이 면에부각되는가아니면단순한

방법론 제에머무는가하는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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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히드러난다고보기때문이다. 이 은기야르의경우도마찬가

지이다. 그는 « 개자» 신에 « 행자agents»라는용어를사용했지

만교류의 개 역할을하는책, 사람, 여행자의하 역으로책 

번역, 사람 번역가를거론하여반티겜과별다른차이를보여주지

않고있다.

아마반티겜이나기야르의비교문학논의에서번역의문제가비

있게 다루어지지 않은 까닭은 그 당시에는 번역이 그 게 활발

하게이루어지지않았기때문일수도있다. 하지만이제번역은창

작못지않게활발하게이루어지고있으며특히외국의사조나문화

가 이입되는 과정이나 경로를 밝히는데 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

다. 물론번역의문제는비교문학에 «고유한» 문제는아니다. 이른

바 최근에그 독자 인 역을 확보할 정도로 부상하고 있는 이른

바 «번역학»의분야는말그 로번역의문제를집 으로다루고

있다. 하지만번역은순 히번역기술에국한되는것일수만은없

다. 따라서그것은한국가의경계선을넘어선시각에서문학을바

라보는 비교문학의 역에서 보다 분명하게 고찰될 수 있다. 왜냐

하면 «번역된 텍스트들은 문화 교환의 요 분야»(51쪽)를 이루

는 것이며, 이는 세계화가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시 에서는

더욱 시사 이기 때문이다. 다음 진술은 비교문학에 한 정의와

번역의문제가아주잘결부된다는것을보여 다.

외국작품을읽고, 듣고상연하는것을보는것은내게단숨에건네

지지않는말과마주치는 험을무릅쓴다는것이며, 아마도그때까

지내게제기된 이없었을뿐더러나와상 없었던질문들에 답

할결심을한다는것이다.(47쪽)

즉슈 에게번역은단순히문학작품을한언어에서다른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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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는 번역의 문제를 그다지 요한 문제로 간주하지 않았다. 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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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 정기수역, p. 201) 문제는이러한의식이 면에부각되는가아니면단순한

방법론 제에머무는가하는 이다.

랑스 비교문학의 통과 쇄신 273

분명히드러난다고보기때문이다. 이 은기야르의경우도마찬가

지이다. 그는 « 개자» 신에 « 행자agents»라는용어를사용했지

만교류의 개 역할을하는책, 사람, 여행자의하 역으로책 

번역, 사람 번역가를거론하여반티겜과별다른차이를보여주지

않고있다.

아마반티겜이나기야르의비교문학논의에서번역의문제가비

있게 다루어지지 않은 까닭은 그 당시에는 번역이 그 게 활발

하게이루어지지않았기때문일수도있다. 하지만이제번역은창

작못지않게활발하게이루어지고있으며특히외국의사조나문화

가 이입되는 과정이나 경로를 밝히는데 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

다. 물론번역의문제는비교문학에 «고유한» 문제는아니다. 이른

바 최근에그 독자 인 역을 확보할 정도로 부상하고 있는 이른

바 «번역학»의분야는말그 로번역의문제를집 으로다루고

있다. 하지만번역은순 히번역기술에국한되는것일수만은없

다. 따라서그것은한국가의경계선을넘어선시각에서문학을바

라보는 비교문학의 역에서 보다 분명하게 고찰될 수 있다. 왜냐

하면 «번역된 텍스트들은 문화 교환의 요 분야»(51쪽)를 이루

는 것이며, 이는 세계화가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시 에서는

더욱 시사 이기 때문이다. 다음 진술은 비교문학에 한 정의와

번역의문제가아주잘결부된다는것을보여 다.

외국작품을읽고, 듣고상연하는것을보는것은내게단숨에건네

지지않는말과마주치는 험을무릅쓴다는것이며, 아마도그때까

지내게제기된 이없었을뿐더러나와상 없었던질문들에 답

할결심을한다는것이다.(47쪽)

즉슈 에게번역은단순히문학작품을한언어에서다른언어



274

로 옮기는 작업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넓은 의미에서 문화

의사소통을 뜻하며 서로 다른 문화들 사이의 교섭을 의미한다. 

슈 은번역의문제를다루면서수용의문제나 향의문제를직

으로 거론하고 있지 않은데, 이는 번역의 문제를 통해 수용과

향의문제를포 으로 근할수있다는이유와더불어 향연

구에 한그간의비 을의식해서인것으로보인다.

물론비교문학자들이번역연구에서보다비 있게다루어야할

문제는 «문학텍스트를 번역과 련하여 어떻게 읽고 연구하는가»

이다. 이는여러방향에서진행될수있다. 를들어원텍스트가다

른 언어로 번역되면서 생긴 여러 번역본들을 연구하는 방법도 있

고, 원래연구자가모르는언어로쓰여진텍스트가서로다른언어

로번역되면서생긴번역본들을연구하는방법도있을수있다. 그

러나슈 이제시하는번역연구는이러한핵심 인문제와아울

러매우기술 인문제들까지검토하는것을목표로한다. 즉문단

과 장 의배치는 물론 여백의 치와 같은조 의 문제와 형과

같은 세세한 문제들부터, 번역된 텍스트가 들어가 있는 총서가 외

국어 텍스트에 제한되어 있는가, 특정한 부류에 제한되어 있는가, 

는표지의디자인은어떻게처리되어있는가와같은질문들까지

를 구체 으로 던지고 있다. 번역연구는 일종의 «수용연구»를

지향하게한다. 한텍스트에 한번역은그것을수용하게되어있

는체계와분리해서생각할수없기때문이다. 번역을한다는것, 번

역된책을출 한다는것은언어학 인 역에서작용하는것만이

아니라, 문화 이고사회 인균형 계에 향을미치는결정을내

리는행 이기도하다. 를들어성경을번역한다는것은, 그 본

으로최 의그리스어번역본을사용했는지, 는성제롬St. Jerome

의번역본을사용했는지, 아니면아 리카나아메리카원주민의언

어로 번역된 복음서를 사용했는지에 따라, 특정 이념과 정치 인

랑스 비교문학의 통과 쇄신 275

성향을 달하는것이었고 여 히그러하다. 

4.주제사 연구와 비교문학연구의 새 역

«주제사연구»는 통 으로비교문학에서주제론, 주제학 는

소재사, 주제사, 주제연구등과같은다양한명칭을지니고있었다. 

주제사 연구의 개와 방향을 개 하고 있는 에 따르면 주제에

한 연구는 «최근비교문학자들의 심변화를 보여주는 역

의하나»이며 «이제이분야는비교문학뿐아니라일반문학연구나

비평에서도 본질 인 부분을 차지해나가고 있다.»19) 그러나 주제

사연구는 랑스학 의비교문학에서그다지활발하게연구되지

못했던 분야 다. 통 인 주제사 연구의 상인 제재나 유형

는 설을비교문학에포함시키려는것을당연한처사로서이를수

용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는 반 티겜도 주제사 연구에 한 이러한

유보 인태도를다음과같이설명하고있다.

각국의문학이상호차용한 ‘주제’에 한연구는비교문학의 요

한연구분야 다. 상당히 범 한 이연구분야에 해 랑스어로

는 아직 당한 명칭이 없다. (...) 우리는 그것을 «thématologie» 즉

«주제나테마에 한연구»라는 용어를사용하고자 한다. 랑스에

서는이분야가매우 요한연구분야 으나보다심리 이고역사

인비교문학개념때문에최근까지만해도이분야를등한시한것

이사실이다. (...) 이러한연구는정신을만족시켜주며, 호기심을충

족시켜주는것같으나, 문학사에있어서는별로효용가치가없는것

같다».20)

19)김 실, ｢주제사연구의 개｣, in 이혜순외지음,  비교문학의새로운조명 , 

태학사, 2002, p. 91.

20)방티겜, op. cit., p.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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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옮기는 작업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넓은 의미에서 문화

의사소통을 뜻하며 서로 다른 문화들 사이의 교섭을 의미한다. 

슈 은번역의문제를다루면서수용의문제나 향의문제를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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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비교문학자들이번역연구에서보다비 있게다루어야할

문제는 «문학텍스트를 번역과 련하여 어떻게 읽고 연구하는가»

이다. 이는여러방향에서진행될수있다. 를들어원텍스트가다

른 언어로 번역되면서 생긴 여러 번역본들을 연구하는 방법도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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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세세한 문제들부터, 번역된 텍스트가 들어가 있는 총서가 외

국어 텍스트에 제한되어 있는가, 특정한 부류에 제한되어 있는가, 

는표지의디자인은어떻게처리되어있는가와같은질문들까지

를 구체 으로 던지고 있다. 번역연구는 일종의 «수용연구»를

지향하게한다. 한텍스트에 한번역은그것을수용하게되어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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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는행 이기도하다. 를들어성경을번역한다는것은, 그 본

으로최 의그리스어번역본을사용했는지, 는성제롬St. Jerome

의번역본을사용했는지, 아니면아 리카나아메리카원주민의언

어로 번역된 복음서를 사용했는지에 따라, 특정 이념과 정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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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향을 달하는것이었고 여 히그러하다. 

4.주제사 연구와 비교문학연구의 새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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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사, 주제사, 주제연구등과같은다양한명칭을지니고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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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설을비교문학에포함시키려는것을당연한처사로서이를수

용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는 반 티겜도 주제사 연구에 한 이러한

유보 인태도를다음과같이설명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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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연구분야 다. 상당히 범 한 이연구분야에 해 랑스어로

는 아직 당한 명칭이 없다. (...) 우리는 그것을 «thématologie» 즉

«주제나테마에 한연구»라는 용어를사용하고자 한다. 랑스에

서는이분야가매우 요한연구분야 으나보다심리 이고역사

인비교문학개념때문에최근까지만해도이분야를등한시한것

이사실이다. (...) 이러한연구는정신을만족시켜주며, 호기심을충

족시켜주는것같으나, 문학사에있어서는별로효용가치가없는것

같다».20)

19)김 실, ｢주제사연구의 개｣, in 이혜순외지음,  비교문학의새로운조명 , 

태학사, 2002, p. 91.

20)방티겜, op. cit., p.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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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진술은반티겜의  비교문학 이출간되었을당시의주제사

연구가처한상황에 해몇가지정보를제시해 다. 우선주제사

연구는민담과설화의채집과정리작업이활발하게이루어졌던독

일에서특히발 되었다는 이다. 한주제사연구는문학사에서

는별로효용가치가없으며비교문학에서도최근에야그 요성이

인정된 분야라는 이다. 반 티겜이 비교문학을 문학사의 한 분야

로 간주했다는 을 생각해 보면 주제사 연구에 한 이러한 유보

태도를어느정도이해할수있기는하다. 하지만 통 인비교

문학자들에게주제사연구가그리탐탁지않은 역으로간주된구

체 인이유는무엇일까? 그이유는크게두가지로요약될수있을

것이다. 우선하나의주제나모티 의 통 요소 그변화사를

밝히려고 할 때 그것이 단순히 사실 계에 근거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단순한 비연구에 머무르기가 쉽다는 을들 수 있

다. 다시말해서주제사연구는각별히신경을쓰지않는한비교문

학의본질을벗어난단순비교에빠질수있다는것이다. 컨 극

이나 서사시 는 소설의 장면에 한 비교연구는 그 향 계를

분명하게 밝히지않는 한 특정 장면의 단순한 비교나 조의 차원

에 머무를 험이 있다. 보다 비교문학 인 비교가 이루어지기

해서는작가의개인 인차이나국민 인차이를부각시켜야만한

다. 기야르는 주제연구가 지니는 이러한 험을 다음과 같이 지

하고있다.

랑스와독일의소설가나시인이, 컨 19세기에, 병사나구두

쇠, 아버지, 바람둥이 는노름꾼을어떻게그려냈는가를조사하는

것은비교문학자의일이라기보다는더모랄리스트의일이아니겠는

가? 실제로그토록일반 인주제를연구하고자했던 자들은 개

의경우 «단순한 조»만을 하고있을뿐, 아주사소한 향도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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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못하고, 아주하찮은원천도밝 내지못하고있다.21)

향 계와 과학 증거를 요시하는 통 인 비교문학자들

에게 주제사 연구가 받아들여질 수없었던 다른 이유는 부분

의 경우 주제는 소재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비 입장을

가장 잘 보여주는 랑스의 비교문학자가 바로 폴 아자르Paul 

Hazard다. 그는문학이란그것이다루는주제만으로는성립되지않

으며, 장르, 형식, 문체의도움으로주제혹은소재를부각시키는데

서 출발한다고 보았다. 컨 동 주앙이나 우스트 같은 문학

인물을다룸에있어그러한인물이주인공으로등장하는작품들사

이에서보이는제재의차이만을서술하는데그친다면이는그작품

의 «재료»를 기술하는데 불과하다고 본 것이다. 요한 것은 문학

이다루고있는제재가아니라, 작가나국가마다달라질수밖에없

는 «제재를다루는방식», 즉형식이기때문이다.

반티겜은 주제사 연구를 «제재thèmes», «유형types», « 설 légen 

des»의세범주로구분하고있는데, 그가운데에서도비교문학이

심을 갖는 상을 설과 우스트나 동 주앙 같은 설 인물로

제한했다. 기야르는그의  비교문학 의 4장 «장르, 주제, 설»에서

주제구분을좀더세분화하여민간 승의유형, 장면, 일반 유형, 

설 유형, 역사 인물, 문학 설 등으로 나 고 있다. 그는

«모든 시 의 작가들이 그리려고 했던 한 인물들을 고찰하고

있을 때에야 비로소 이 주제의 연구가 비로소 비교문학 속에 들어

온다»(85쪽)고밝힘으로써민간 승의유형이나장면, 일반 유형

은 진정한 비교문학의 상이 되기 힘들며, 설 유형이나 역사

인물 그리고 문학 설만이 비교문학이 다룰수 있는 상이

라고보았다. 기야르는반티겜과비교해볼때주제사연구의분야

21)귀야르, op. cit., p.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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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간주했다는 을 생각해 보면 주제사 연구에 한 이러한 유보

태도를어느정도이해할수있기는하다. 하지만 통 인비교

문학자들에게주제사연구가그리탐탁지않은 역으로간주된구

체 인이유는무엇일까? 그이유는크게두가지로요약될수있을

것이다. 우선하나의주제나모티 의 통 요소 그변화사를

밝히려고 할 때 그것이 단순히 사실 계에 근거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단순한 비연구에 머무르기가 쉽다는 을들 수 있

다. 다시말해서주제사연구는각별히신경을쓰지않는한비교문

학의본질을벗어난단순비교에빠질수있다는것이다. 컨 극

이나 서사시 는 소설의 장면에 한 비교연구는 그 향 계를

분명하게 밝히지않는 한 특정 장면의 단순한 비교나 조의 차원

에 머무를 험이 있다. 보다 비교문학 인 비교가 이루어지기

해서는작가의개인 인차이나국민 인차이를부각시켜야만한

다. 기야르는 주제연구가 지니는 이러한 험을 다음과 같이 지

하고있다.

랑스와독일의소설가나시인이, 컨 19세기에, 병사나구두

쇠, 아버지, 바람둥이 는노름꾼을어떻게그려냈는가를조사하는

것은비교문학자의일이라기보다는더모랄리스트의일이아니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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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못하고, 아주하찮은원천도밝 내지못하고있다.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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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zard다. 그는문학이란그것이다루는주제만으로는성립되지않

으며, 장르, 형식, 문체의도움으로주제혹은소재를부각시키는데

서 출발한다고 보았다. 컨 동 주앙이나 우스트 같은 문학

인물을다룸에있어그러한인물이주인공으로등장하는작품들사

이에서보이는제재의차이만을서술하는데그친다면이는그작품

의 «재료»를 기술하는데 불과하다고 본 것이다. 요한 것은 문학

이다루고있는제재가아니라, 작가나국가마다달라질수밖에없

는 «제재를다루는방식», 즉형식이기때문이다.

반티겜은 주제사 연구를 «제재thèmes», «유형types», « 설 légen 

des»의세범주로구분하고있는데, 그가운데에서도비교문학이

심을 갖는 상을 설과 우스트나 동 주앙 같은 설 인물로

제한했다. 기야르는그의  비교문학 의 4장 «장르, 주제, 설»에서

주제구분을좀더세분화하여민간 승의유형, 장면, 일반 유형, 

설 유형, 역사 인물, 문학 설 등으로 나 고 있다. 그는

«모든 시 의 작가들이 그리려고 했던 한 인물들을 고찰하고

있을 때에야 비로소 이 주제의 연구가 비로소 비교문학 속에 들어

온다»(85쪽)고밝힘으로써민간 승의유형이나장면, 일반 유형

은 진정한 비교문학의 상이 되기 힘들며, 설 유형이나 역사

인물 그리고 문학 설만이 비교문학이 다룰수 있는 상이

라고보았다. 기야르는반티겜과비교해볼때주제사연구의분야

21)귀야르, op. cit., p.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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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세분화하고그 역을확장시킨것처럼보이지만주제사연구

의진정한 상을역사 이거나문학 인기원을지닌인물연구로

보았다는 에서반티겜의 의연장선상에서있다고볼수있

다.

반티겜이나기야르의구분에서볼수있듯이, 주제사연구의

상은크게 «테마»와 «모티 »로나뉘어질수있다. 물론이두용어

사이의구별은학자들마다서로다르며통일된견해가존재하지않

는다. 실제로 주제사 연구에 커다란 족 을 남긴 바이스슈타인

Ulrich Weisstein은 «모티 는상황과 련되고, 소재와동의어인테마

는인물에 련된다»고정의하고있으며, 첼E. Frenzel도이러한

구분을따라모티 는 «주제 구조의더작은단 »로 «하나의작

은질료 단 , 하나의내용요소로서, 그리고하나의 체 롯, 한

편의 이야기를지칭하는것이 아니라 하나의 상황 요소의표 »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의 견해를 종합해 보면 모티 란 이야

기의가장작은단 이며그것이인물을통해더구체화된것이주

제라고할수있다.

슈 은이러한입장을받아들여모티 와테마를주제사연구

의 요한 상으로간주하고있다. 그는주제연구 는주제사연

구라는 용어 신 «신화»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를 제안한다. 그가

말하는신화란매우폭넓은외연을가진것으로서엄 한의미에서

의신화와모티 등을포 한다. 그는신화를 «인간의경험을의미

하는 상 된 요소들의 체» 혹은 보다 간결하게 말해서 «상징

형상»으로정의하고있다. 그가주제연구라는말 신에신화 는

«문학 신화»라는용어를사용하게된까닭을다음과같이짐작해

볼수있다. 우선작가들이다루고있는주제들의역사를지칭하기

해 «주제사»라는표 을오랫동안사용해왔던독일어권학자들

보다 훨씬 범 하게 이 용어를 사용해 왔던 랑스 비교문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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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에 충실할 수 있다는 이다. 한 신화라는 용어를 사용함으

로써주제, 모티 , 설, 이미지, 상징, 유형등주제연구를구성하

고 있는 복합 인 용어체계를 포 할 수 있다는 이다. 마지막으

로신화라는용어를폭넓게사용함으로써신화의사용을인류학자

나민속학자 는아주단순히신화학자나종교 문가에국한된것

으로보는편 한시각에서벗어날수있게된다. 

그의구분에따르면, «엄 한의미에서의신화(혹은반티겜이민

담이라고부르고, 트루송과 첼이주제라고부르는것): ＜신화 인

물＞ ( 를 들어 오이디푸스, 동 주앙, 로메테우스, 베르테르)이라고

부를수있는어떤이름에결부된하나혹은여러개의모티 들의

일 인서사화»(119~120쪽)를지칭한다. 이와는반 로모티 는

상황(두여자들사이의한남자), 계(서로 인형제들), 유형(사

랑에빠진노인), 표상(미로) 등을지칭한다. 

주제사연구로인해특히고 문학의비교연구가활성화될수있

다. 고 문학의경우 향 계의구체 인자료를실증 으로제시

할수없는경우가많기때문이다. 이를피슈와는다음과같이설명

하고있다.

랑스에서 비교문학은 신구논쟁의 한 변형된 형태에 부딪힌다. 

한동안비교문학자들은 세와 고 에무 심한다. 이러한 경향은

그리스 로마시 와의결별이라는사실과국제 인문화형성의황

시기를무시한다는이유때문에비난을받는다. 그러나특히주제

학의 발달로 이러한 실수는개선되며, 오늘날의 비교문학자들은

통의계속성을인지하고있다. ‘신 ’라는의미는이제연구하는시

가아니라연구방법을지칭한다.22)

22)삐에르부뤼넬, 끌로드삐슈와, 앙드  미셸루소, op. cit., p. 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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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삐에르부뤼넬, 끌로드삐슈와, 앙드  미셸루소, op. cit., p. 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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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문학 인 것의 경계에 한 탐색

문학과다른 술과의상호 계는 20세기 반까지비교문학연

구가들에게는 심의 상이되지못하 으며특히 랑스학 의

비교문학에서는이러한경향이두드러졌다. 반티겜이나기야르는

말할 것도없고 그들의 견해에 매우 비 인 견해를 피력했던 에

티앙블까지도문학과다른 역과의 계에 해언 한다든지거

기에 한 일람표를 작성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23) 비교 최근에

나온 뤼넬P. Brunel, 피슈와, 루소가함께쓴  비교문학이란무엇인

가? 에서도 이 문제는 제4장 «사상의 역사»에서 «문학과 술»이

라는제목으로약 2쪽에걸쳐간략하게언 되는정도에그치고있

다. 여기서는단지문학과다른 술의 계를연구하는의의에

해서만간략하게언 되고있다. 

술은모든인간에게호소하며, 문학은번역에도불구하고제한

된그룹에호소한다. 자는감각에, 후자는정신에 계된다. 이두

가지 극단 사이에 술 인 컨텍스트 안에서 작품이나 문 사조를

해석하고, 문학사에 참고도감이나 음악 주석을 포함시키고, 술

비평의탄생이나발 을연구하고, 시와음악, 연극과건축을비교하

고, 상호교감이나유사성을 밝히는 많은 정확하고시사 인 작업이

23)반면에미국에서 술과의상호 계연구는상당히치 하게이루어졌다. 웰

과워 은  문학의이론Theory of literature 에서 ‘문학과 술’을하나의독립된장

으로설정하고상세한분석과고증을통해문학과음악, 문학과미술간의상호

계에 한 통 인 업 을 상당히 정 하게 나열하고 있다. 사실상 이후의

비교문학자들이 술상호간의 성을 증하는 계자료는여기서제시된

범 를크게뛰어넘지못한다. 그러나웰 은 술의상호조명을통한문학에의

근방식을문학의비본질 연구 는외재 인연구로취 함으로써부정

인태도를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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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한다.24)

컨 1920년발당스페르제Baldensperger와아자르Hazard가간행

하기 시작했던  비교문학잡지Revue de littérature comparée 25)에서도 이

에 한항목은찾아볼수없다. 이는 랑스학 의비교문학자들

이 문학을포함한 술들 사이의 비교 문제에 해 심을 가지고

있지않았을뿐만아니라, 이를비교문학의연구 상으로도생각하

지않았음을뜻한다.

랑스 학 의 비교문학에서 «문학과 다른 술과의 상호 계» 

혹은바이스슈타인의용어로하면 « 술의상호조명»의문제가특

별히주목을받지못한까닭은 랑스비교문학자들의 심이국제

인문학 계의역사즉한나라의문학과다른나라의문학의

상 계에놓여있었기때문에이분야를특별히비교문학의 역

에서 부각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 문학과 미술의 유사성에

한탐구는항상미학의 역으로간주되었기때문에이를비교문

학에서별도의 역으로다루기는쉽지않았다.

하지만 기야르는 비교문학의 미래를 망하는 목에서 비교문

학의경계가다른 술분야나, 특히문학의다른 역으로확장될

것이라는희망 인견해를피력하고있다.

비교문학은 한 “변두리문학”(...)에도 심을가지고있고, 공상

과학소설, 탐정소설, 어린이책도그호기심의 상으로삼고있다. 

그것은 어디서 그쳐야만 하는가? 그리고 그것은 그쳐야만 하는가? 

24)삐에르부뤼넬, 끌로드삐슈와, 앙드  미셸루소, op. cit., p. 128.

25)이잡지는 1920년부터 1940년까지발당스페르제와아자르의공동감수로발행

되었으며 발당스페르제가 미국으로 이주한 이후부터 아자르와 카 가 편집을

맡았다. 이잡지에는논문뿐아니라비교문학에 한서지목록이수록되었으며

이는비교문학연구의 황을보여주는 요한자료의역할을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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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문학 인 것의 경계에 한 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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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다문학에 해서그리고어쩌면문화에 해서품고있는 념

에따라서 답할것이다.26) 

이후의 비교문학은 이러한 희망 인 견해를 극 으로 받아들

여문학과기타 술, 그리고인 학문의교류를통하여그 역을

넓히고 있다. 비교문학에 한 마크Remak의 정의는 한편으로는

다른 술들로, 다른 한편으로는 문학의 다른 역으로 확장된 비

교문학의모습을잘보여 다.

비교문학이란한특정한나라의한계를넘어선문학의 연구이며, 

동시에 한편으로는 지식과 신념의 다른 역, 컨 술(회화･조

각･건축･음악), 철학, 역사, 사회과학(정치학･경제학･사회학), 과학, 

종교 등 사이의 계의 연구이다. 간단히 말해서 그것은 한 나라의

문학과다른혹은수개의문학의비교이며, 한다른인간의표

역의비교이다.27)

슈 은 이러한 비교문학에 한 확장된 을 받아들여 «문

학 인것의경계는무엇인가»라는질문을제기한다. 그는  비교문

학, 어떻게할것인가 의 5장 ｢ 술 형식들. 문학 인것의경계｣

에서 문학과 이차문학, 문학과비언어 술, 문학과 시각 술, 문학

과음악, 종합 술(무용, 건축등) 등에 한연구를유효하며

망이있는것으로제시하고있다. 그가제기하고있는질문은크게

두가지로요약될수있다.

1) «넓은의미의텍스트생산에서문학 인것과그 지않은것

을구분해주는것은무엇인가?»

26)귀야르, op. cit., p. 203.

27)헨리 마크, ｢비교문학, 그정의와기능｣, in 이혜순편,  비교문학 논문선 , 

앙출 , 1980, p. 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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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텍스트의 생산은 무용･음악･회화･건축 등과 같은 다른 술

표 형식들과어떤 련이있는가?» (139쪽)

그는 첫번째질문의 틀 속에서 문학과이차문학의문제를 제기

하고 있는데 «이차문학»이라는 개념 속에 «제도에 의해 정 화되

지않은혹은제도에의해받아들여지기힘든모든텍스트들»을포

함시키고있다. 이차문학의보다구체 인검토 상으로그가들고

있는것은구비문학, 문학, 아동문학등인데이는반티겜이나

기야르의비교문학에서는다루어지지않았던 상이다.

슈 은문학과다른 술이부딪히는주요 들을다음과같

이요약하고있다.

1)문학은다른 술들과그종사자들에 해어떻게이야기하는

가?

2)문학은어떻게다른 술들에게재료를제공하는가?

3)문학과 다른 술들이 서로 향을 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같은주제를다루는가?

4)문학은독자가겪지않은시각 이거나청각 인경험을어떻

게옮겨 는가?

5)문학과다른 술들은분명히서로다르면서도유사한여러방

식들에어떻게의존하는가? (154~156쪽)

특히문학과시각 술의상호 계를다루고있는 목에서문학

과 화그리고문학과텔 비 의 계를 통 인문제틀로는쉽

게 근할수 없는 역으로설정함으로써 상문화가 더

요하게 부각되는 사회의 변화된 환경을 시의 하게 반 하

고있다. 

문학과 술간의상 계에 한연구는지 도활발하게진행

되고 있는 분야라는 으로 미루어보면, 이 분야는 앞으로의 비교

문학 역의확 와 망이라는 에서도지속 인 심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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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될것으로보인다.

6.비교문학의 윤리를 찾아서

우리가지 까지살펴본것처럼 랑스학 의비교문학은국제

인 문학 계의 역사를 쓰는 것을 최우선의 목표로 설정한다. 

이는그어떤문학도고립된상태에서이루어질수없으며, 한나라

에서가장훌륭하게성공한작품은항상그밖에서얻어진것을토

로 하고 있음을 제로 한다. 다시 말해서 비교문학자의 임무는

«다른곳에서온, 다른곳으로가는, 다른곳에 해이야기하는작

품들에 심을 기울이는 것»에 다름이 아니다. 이를 슈 은 «횡

단 학문»으로서의비교문학의속성으로설명한다.

비교문학은횡단 학문이다. 명확히정해진한 역을완벽하게

탐색하고자 하는 학문들과는 달리 비교문학 연구는 여러 역들

간의교차를통해이루어진다. 서로다른언어권들, 문학과 술, 문

학과역사등의교차.(202쪽)

이러한비교문학의방법론에일종의정신이함축되어있음을짐

작하기란 그리 어렵지 않다. 즉 비교문학은 조와 비교의 방법이

함축하고 있는 의사소통과 이해의 문제들을 의식하도록 함으로써

타자의 발견을 한 탁월한 방식을 제공해주는 것이다. 이 게 말

할수있다면비교문학의 «방법론»은비교문학의 «정신»을수반한

다. 그리고방법론은정신에수반될경우에만살아움직인다. 이러

한측면에서슈 이자신의책마지막에서 «비교문학의윤리학»

이라는용어로제시하고있는 목은상당히함축 인의미를지니

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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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문학의윤리는발견의윤리이다. 혹은모험정신이라고해야

할까? 비교문학 연구 방법이 들어가지 못할 닫힌 방이란 없으며

여기서는낯선 역이지옥은 아니다. 비교론자에게 야심이 있다면

그것은 인간정신의모든 표 에가치를부여하는휴머니즘의

형태에 기여하는 것이다. 항상 인 악을 세 가지만 들자면

국수주의, 불 용, 인종차별인데이는 부분의경우근본 으로무

지라고밖에말할수 없는타인에 한멸시에근거하고 있다. 이 사

실을상기하는것은오늘날 엉뚱한일이아니다. 오늘날휴머니

즘에는특히문학을통해서 근할수있는모든문화의가치들을각

자가 받아들이기를 수락한다는 뜻도 포함되어있다. 어쩌면 우리는

(결국) 세계 인휴머니즘의시작단계에있는것은아닐까? (204~205

쪽)

이런각도에서우리는두가지문제를생각해볼수있다. 하나는

동양과 서양의 만남에서 비롯되는 이른바 «비교시학»의 가능성이

며다른하나는유럽공동체의형성과비교문학의새로운과제이다. 

동양과서양의문학 계에 한문제는 1950년 이후의비교문

학 연구들에서 항상 제기되어 왔다. 슈 의 지 에 의하면 이러

한 문제를 제기하는 방식의 변화를 주목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즉국제비교문학회제4차학술 회(1964)의주제는 «극동의문학과

서구의문학의 계» 는데제6차학술 회(1970)에서는 «동서양의

문학 계들»이 주제로 설정되었으며, 10차학술 회(1982) 때에

는 «서양과 동양의 시 체계»라는 주제가 설정되었다는 것이다. 

이를두고슈 은주제의종속 계에서 등한 계로의주목할

만한변화가이루어졌다고진단한다. 1986년에출간된올드리지의

서  세계문학의 재출 . 아시아와 서양에 한 연구 28)는 그 제

28) A. O. Aldridge, Reemergence of World Literature: A Study of Asia and the West, 

Newyork,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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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부터이러한변화를함축하고있다고할수있을것이다. 이러한

변화는최근에나온비교문학개론서에도잘반 되어있다.

그러므로이러한이유때문에－안그래도 무분량이넘치는이

책을더두껍게만들지않기 해서－유럽 바깥의불어권 문학

을제외했으며, 북미 남미문학가운데 미문학이나히스패닉문

학에결부되어있는경우들을제외하고는유럽바깥의문학도제외

했다. 유럽의주변부문학( 를들어 부유럽과발칸지역의문학)과

문학 인 것의 «경계»를 이루는 «이차문학paralittérature»(아동문학, 

만화, 문학)도제외시켰다.29)

그런다음이러한제외가이 의비교문학 시도들에깔려있었

던이른바인종 심 이거나서구 심 인편견때문이아님을역

설하고다음과같이덧붙이고있다. 

일본의 한 소설가들이나  삼국지 ,  서유기  는  홍루몽  

같은 국의걸작들에 해언 하지않은것은참으로유감이다. 마

찬가지로 연극의 발생사에 한 략 인 소개에서도 일본의 «노»

나 «가부키»의뒤늦은 향에 해언 하지않을것이며, 그리스비

극의기여에 해집 으로다룰것이다.30)

그러나앞선시도와는상반된것으로간주될수있는 다른시

도가 랑스 비교문학계에서 싹트고 있음을 감지할 수 있다. 이는

바로유럽공동체의형성으로인해비교문학이안게된새로운과제

이다. 비교문학이 그 발생 기에 자국문학의 본격 인 형성에 힘

입은 바 크다면 이제 «유럽문학»이라는 다른 과제가 주어진 것

29) Didier Souiller, Littérature comparée, PUF, 1997. xv.

30)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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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최근에출간된  유럽의문학 정체성 31)이라는 서는이러

한 에서매우주목할만하며, 이에 한본격 인검토는추후

의과제로넘기기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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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ésumé»

La tradition et le renouvellement de la littérature 

comparée en France

LEE Gonou

Ce travail a pour but de donner une vue générale de la 

tradition française de la littérature comparée et d’avoir une 

perspective de son renouvellement. En France, « berceau de la 

littérature comparée », cette discipline a été considérée comme 

une part de l’étude de l’histoire littéraire, c’est-à-dire l’« histoire 

des relations littéraires internationales ». Toujours positiviste, elle 

s’est donné pour tâche d’examiner avant tout l’influence et la 

réception entre les littératures nationales. Paul van Tieghem, 

auteur du premier manuel français consacré à la jeune discipline, 

conçoit la littérature comparée comme une discipline qui « étudie 

des rapports binaires, entre deux éléments seulement », tandis 

que la littérature générale qui constitue « un ordre de recherches 

qui porte sur les faits communs à plusieurs littératures, con 

sidérés comme tels, soit dans leurs dépendances réciproques, soit 

dans leur coïncidence ». 

Cette conception de la littérature comparée restait toujours 

valable dans la tradition française. Mais elle a provoqué pas mal 

de contestations. Ce n’est pas seulement le “new criticism” améri 

cain représenté par René Wellek. Mais René Etiemble, successe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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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 la chaire de la littérature comparée à la Sorbonne ne l’a pas 

conçue comme ses maîtres. Et en suivant les pas de l’auteur de la 

Comparaison n’est pas raison, Pichois, Rousseau, Brunel et Chevrel 

veulent élargir les horizons de cette discipline. Elle ne se borne 

plus aux examens des liens de dépendance, « influence et récep 

tion ». 

Baptisée par les nouvelles méthodologies des sciences humai 

nes, la nouvelle génération de la discipline commence à orienter 

davantage les études littéraires vers la théorie de la littérature et 

vers les questions de poétique, c’est-à-dire vers des réflexions qui 

ne sont pas directement liées à telle ou telle littérature, voire à 

telle ou telle œuvre. Aujourd’hui elle s’intéresse même aux para 

littératures sans parler des rapports entre littérature et arts. 

Rebaptisée aujourd’hui littérature « générale et comparée » dans 

les universités françaises, elle ne compare plus les œuvres et les 

auteurs ; elle analyse des rapports entre textes, des relations entre 

littératures, des dialogues de cultures.

 

주제어 : 비교문학, 랑스 통

mots-clés : littérature comparée, tradition française

투고일 : 2007년 9월 26일

심사완료일 : 2007년 10월 31일

색 인 291

색 인

 솔리보 마니피크Solibo Magnifique                             74, 75, 86, 105

 운명론자 자크와 그의 주인Jacques le fataliste et son maître   223, 228~230

가 Gabon                                                                                             13, 23

감옥prison                                   133, 142, 149, 157, 158, 167, 172

개발(발 )développement                9, 14, 19, 34, 44, 48, 118, 174, 190

계몽사상pensée des Lumières                               113, 125, 127, 225

고  이 리키야ancienne Ifriqiya                                           9, 12

공  개발 원조Aide Publique au Développement(APD)          14, 181, 191

쓰기écriture                                76, 129, 140, 143, 147, 199, 207

노 무역traite                                                         48, 67, 109

노 제esclavage                                        48, 66, 80, 101, 109, 113

마그 Maghreb                                      142, 194, 196, 215, 246

모로코Maroc                                                    28, 124, 194, 198

문명화civilisation                                                 12, 28, 121, 125

문화 계relations culturelles                                           16, 28, 39

문화 력coopération culturelle                                             13, 32

불어문화권Francophonie                                                9, 18, 180

사회언어학sociolinguistique                                                    231

샤무아조Chamoiseau                                                  74, 78, 102

서술  정체성identité narrative                                          134, 167

식민주의colonialisme                                                 89, 121, 125

아 리카Afrique               7, 13, 18, 23, 40, 43, 46, 74, 107, 174, 190

알제리Algérie                                                        18, 118, 141

언어정책politique linguistique                                           231, 2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