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유(Syne여.oche) 대 반투명 (맘없lSluæn밍) : 
폴 드만의 코울리지 읽기에 

대한문제제기 

1. 드만의 코울리지 읽기 

박정필 

폴 드만(Pa벼 de Man)은 「워즈워드와 휠덜란에서 하늘과 땅J( ‘lIeaven 뻐d 

E따th in Wordswor상1 and Holder파1，" 1965)에서 워즈워드(W피생m Wordsworth) 

가 의식과 자연의 친밀성에 의존하는 공상(월ncy)을 상상력의 기능-감각에 충 

실하기보다 이미지 자체를 명상해서 가상을 창조하는-으로 대체함으로 “유비” 

(an머ogy)와 “모방 .. (mimesis)을 능가하게 되었다며， 그를 자신이 제기하고 싶은 

논점의 좋은 예로 든다. 워즈워드가 초월의 시인이 되지 않고 위기와 불확실이 

개입하는 역사성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그리고는 그 곁에 슬쩍 코울리지 

(Coleridge)를 끌어들여 두 시인이 근본적인 차이를 가진 양， “1815년의 서문은 

코울리지와의 진정한 차이 속에만 이해될 수 있다. 워즈워드는 연상이라는 기계 

적 관념으로돌아가지 않고유비의 개념을잘넘어서 발전하고 있다는사실을알 

수 있다’ (The Preface of 1815 can only be understood in i염 real difference from 

Coleridge by realizing that Wordsworth is moving, not back to a mech없ùcal 

concept of association, but well beyond 삼1e concept of analogy ) 라고 말하며 , 드만 

은 더욱 워즈워드의 가치를 높인다. 이때 유비는 유기적인 (orgru:피stic) 인 속성을 

가지 며 감각적 이 고 모방적 인 언어 (sensory and mimetic lan밍lage)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기제이다(142-143) . 즉， 워즈워드는 우연성 (contingency ) 혹은 죽음 

(mortality)의 감각을 통하여 유사성， 모방， 유비， 유기성 둥의 수평적 공명 공간 

을 넘어 수직으로 비약하는-그 가운데 추락과 황폐가 스며드는-상상의 언어 

의 가치를 인식한 반면， 코울리지는 그렇지 못하다는 뒤앙스를 던진다. 그리고 

드만이 워즈워드와 대비시켜 코울리지를 평하하는 것은 한번으로 그치지 않 

는다. 

몇 년 뒤， 유명한「시간성의 수λb( “’rhe Rhetoric of Tempor.떠ity ，" 1969)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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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 드만은 코울리지가 r통치자의 교본~ (The Statesman성 Manual)에서 거론하는 

상징과 알레고리에 대한 유명한 구절을 중접적으로 분석하면서. 알레고리 

(머legory)에 비해 상징 (symb이)의 가치를 거의 ”무조건적으로 .. (unqu허ified) 우 

위에 두며， 알레고리의 본질적인 박약성 (the essential thinness)을 주장하는 코 

울리지를 비판한다. 드만에 의하면， 코울리지의 상징은 형식 (form)과 삶(뻐)이 

일치된 것으로 형식의 유기적 성장의 산물이며 그 구조는 제유(synecd뼈le)와 

같아서 그것이 대표하는 전체 (totality)의 부분이 된다. 따라서 정신의 기능 간에 

분리 (di헤unction)가 없이 물질적 지각과 상징적 상상은 연속 상에 놓인다. 더군 

다나 코울리지는 물질적 세계를 넘어 초월적인 근원적 연합(ori밍n허 unity)을 담 

보하는 수사기법으로 상정을 영성화(spiritu떠ization)하기까지 한다는 것이다. 

그에 반해 알레고라는 형체 (shape)도 실체 (subs없nce)도 없는 순전히 기계적이 

고 비물질적인 추상( abstraction)이나 반영 (reflection)에 불과하며 결국 그 본래 

의 의미는 대리적인 환영 (ph없ltomproxy)보다 못하게 된다. 그런데 드만이 보기 

에 코울리지에게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상정의 영성화가 과도해지면서 단지 초월 

적인 근원이 더 중요해지고， 풍부한 물질성 (rich materiality)은 망각되어 상정은 

단지 원천을 반영하는 무엇에 불과해진다는 것이다. 결국 상정도 알레고리와 같 

이 이차적인 중요성을 지니는 수준으로 전락되어 둘 사이에 구별이 어렵게 된다 

(191-192). 1) 그에 비해 워즈워드에게서는 드만이 주장하는 알레고리 2)의 좋은 

1) 드만은 코울리지의 알레고리의 개념에도 일관성이 없는 경우가 있고 상정과 혼융되는 

면이 있다고 본다. 단지 기계적인 연상의 수단으로 쓰인다며 알레고리의 사용을 비난 

하면서도 어떤 경우에는 마치 상정의 의미와 통할 수 있을 정도로 알레고리가 부분들 

을 결합하여 일관된 전체를 형성할 수 있다고도 말한다는 것이다(192) .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이런 경우가 지배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이하에서는 까le Rhetoric ofTemporality" 
를 RT로줄인다. 

2) 벤야민의 알레고리 개념을 더 형식적으로 전유한 드만은 알레고리가 기본적으로 근원 
과 거리를 만들어 근원에 대한 향수나 일치 욕구를 포기하고 일시적인 차이라는 공허 

속에서 언어를 만드는 작업이라고 말한다. 알레고리적 기호가 의미를 드러내기 위해서 

는 그와 다른 기호를 지시해야 하는데 그 다른 기호는 언제나 선행하게 되기 때문에 시 

간적 차이를 만들게 되고 그 차이 속에서 의미의 불일치가 파생된다. 보통의 알레고리 

가 해석되는 경우는 선행 기호와 후행 기호가 단지 반복적으로 시간상에 제시되는 현 

상일 뿐이다. 따라서 거리가 있는 기호들 사이에 진정한 일치는 발생할 수 없다는 것이 

다(RT 207). 간단하게 알레고리는 원관념 (tenor)와 보조관념 (vehicle)간에 큰 불일치 

의 특징을 가진다는 힐리스 밀러 (H피is Miller)의 말로 요약될 수 있다(273-292) . 그러 

나 이런 생각도 엄밀히 보면 드만의 재해석일 뿐일 수 있는 것이-벤야민과 차이가 있 

듯이 비록 의미의 자의성의 가능성이 분명 있지만 실제 알레고리의 사용에서는 권 

위적인 해석에 의존하거나 도식적인 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이다 드만도 잘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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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인데， 텍스트 속에서 공간은 모호(spatial 밍nbi밍피ties)하 

기 때문에 알프스， 스노우던 (Snowden) ， 더던 (Duddon)강 등이 더 이상 제한되 

지 않고. 지리적 중요성이 무의미할 정도가 된다. 즉， 장소가 알레고리화 된다는 

것이며， 그것은 다시 시간적 운명과 연관된다(206) . 

코울리지에 대한 드만의 이런 비명은 어느 정도 타당한가 코울리지 편에서는 

얼마나 수긍할 것이며， 따로 논박하고 싶은 점은 없을까 이 대답을 위한 앞으로 

의 논의와 연관하여， 먼저 코울리지의 보울즈(W퍼iam Lisle Bowles)에 대한 두 

가지 평가를 비교하는 것은 함축하는 바가 크다 r문학 평전.!l (Biographia 

Literana)에서 코울리지는 보울즈에 대한 칭찬과 감사를 아끼지 않는데， 그의 

소넷이 젊은 시절. 신의 섭리. 의지， 운명 등의 형이상학적 신학적 주제를 과민 

하게 추구한 나머지 혼란에 빠진 데서 벗어나게 해 주었다는 것이다. 그의 시가 

모순되는 요소들을 부드럽게 조화시켜 진정시키는 역할을 했다고 판단한 모양 

이다. 

그런 파멸에서 다행히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우연히 알게 된 친절한 
한 가정 때문이기도 했지만 주로 보울즈 씨의 소네트나 다른 시처럼 부드 

러우면서도 남성적이고 대단히 자연스럽고 솔직하면서 위엄이 있고 조화 
를 이룬， 시의 문체가 주는 온유한 영향력 때문이었다.(BL 16-17)3) 

from 상lÏs 1 wa8 auspi이oU81y withdrawn, p앞tly indeed by an a띠dental 

introduction to an amiable family , chiefly however, by the genial 
influence of a 8tyle ofpoetry, 80 tender, and yet 80 m없니y， 80 natural and 
real, and yet 80 dignified, and harmonioU8 a8 the 80nnet8, &c.of Mr. 

Bowle8! 

그러나 보울즈의 두 번째 소넷 모음집을 보고 1802년 9월 윌리엄 소더비 

(William Sotheby)에게 보낸 편지글에서 코울리지 는 이제 보울즈의 시가 형식적 

인 직유4)처럼 그저 느슨한 결합을 이룬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한다. 

시인의 감정과 지성은 단지 형식적인 직유의 모양을 띠는 식으로 자연과 

다시피 코울리지는 특히 알레고리의 그런 기계적인 점을 못마땅해 하는 것이다. 

3) 코울리지의 Biographia Literaria를 줄여 BL로 표기한다-

4) 코울리지는 직유가 시인이 자주 느끼고 표현하는 그런 즐거운 무드와 연관되기 때문에 
배제할 의도는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것이 가장 높고 적합한 무드는 분명 아니며， 

단지 셜교에나 더 적합한(Properer for a Sermon) 것일 뿐이다(864). Collected Letærs 

of Samuel Taylor Coleridge는 이하에서 CollectedLεtters로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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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슨하게 결합되는것이 아니라자연의 위대한면모와연관되데 밀접하게 

연관되고 또 통합되어야 한다. 사실 보울즈는 분명 시인의 감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는 위대한 시인의 그 열정을 가지지 못했다. (Collected 
Letters 864) 

APoet’s Heart & lntellect should be combined, intimately combined & 
unified, with the great appearances in Nature-& not merely held in 
solution & loose mixture with them, in the shape offormal Sin퍼.es ... 안le 

truth is_Bowles has indeed the sensibility of a poet; but he has not the 
Passion of a great Poet. 

즉. 시인이 자연에 대해 느끼는 “인상의 빈약." (faintness of Impression) 때문에 

혹은 사고의 미약으로 인한 타고난 열정 (native Passion)의 부족 때문에 (864) 

자연과 시인 간에 그리고 지성과 감성 간에 강한 내적 결합이 일어나지 않고 표 

면적으로， 형식적으로만 유대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보울즈에 대한 코울리지의 

이 대조적인 평가는 결국 내적 결합의 중요성에 초점이 맞추어지도록 한다. 그렇 

다면 드만의 코울리지 비판이 유효할 뿐 아니라 더 요청되는지도 모른다. 과연 

그런 것일까? 코울리지의 내적 결합이 더 견고해진 인력을 의미하는 것은 분명 

하지만 반드시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 문제와 관련하여 에이브럼즈 

(Abrams)가 보울즈의 문제를 지성과 감성의 유대력뿐 아니라 그 적대적 힘도 

똑같이 나약하다고("Structure and Style" 221) 진단하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 

다. 신비평가 원갯 (Wimsatt) 역시 보울즈식의 시가 도전 (ch며lenge) 에 열려 있 

지 못하고 기계적 연상에 가깝다고 평한 적이 있다(109) . 보울즈의 결함은 자연 

과 화자의 내적인 결속력이 부족하다는 것이지만， 주체와 자연， 지성과 감성 사 

이에 갈등이 예리하지 못한 점도 간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지적들을 역으로 

생각해 보면， 통합이 내적일수록 멀어지려는 힘도 더 농도 짙게 느껄 수밖에 없 

다는 이율배반5)이 성립된다. 그래야만 느슨한 결합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겠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코울리지의 한충 더 높아진 통일의 이면에도 길항적으로 작용하는 

일탈력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은 아닐까. 이제 우리의 관심은 코울리지의 통합의 

내면이 어떤 모습인가 하는 문제로 좁혀진다. 미리 결론을 암시하자면， 이 글의 

의도는 코울리지가 지향하는 유기적 결합， 주 객의 통합 등의 이면에 분산력이 

5) 이런 이율배반은 낭만적 이상은 통제된 폭력 (controlled violence)이라는 에이브렴즈의 

모순어 법과 상통할 수 있다( “암le Correspondent Breeze"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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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존한다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는 데 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특히 코울리 

지가 개념들을 철학적으로 규정하고 역셜적인 명제들을 연쇄적으로 사용하는 것 

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 결과 이제 드만의 코울리지 원기는 재검토될 수밖에 

없다. 우선 기본적으로， 드만이 자신의 논의 속에서 코울리지를 언급한 부분들은 

과연 코울리지가 수용할 정도로 정확한가 라는 의문이 불가피하다. 드만이 여러 

수사 용어에 대한 코울리지의 규정을 충분히 들여다보지 않고 자신의 해석을 먼 

저 개업시키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은 적지 않은 혼선을 초래한다. 두 번째로， 

워즈워드에게서는 분열과 이질성을 잘 찾아내는 드만이 왜 코울리지에게선 차이 

의 감각을잘드러내지 않는가하는것이다. 드만으로서는코울리지의 의식이 결 

국은 제유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초월적 동일성에 편중되어 있는 셈이다. 우리 

는 드만의 이 암시를 문제 삼지 않을 수 없다. 코울리지에게 과연 균열과 일탈과 

위기가 미미한 것인지 검토해야 하며. 셜령 분열이 있더라도 종합이 좀 더 강조 

되는 것이라면， 이번에는 그 통합이 과연 드만이 이해하는 정도인지 아닌지 규명 

해야 한다. 더 깊이 숨은 어둠은 없는지， 특히 창작과정에서 통제할 수 없는 차 

이의 미끄러짐은 없는 지 고찰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2. 제유(synecdoche) 대 반투명 ( translucence) 6) 

많은 해석 행위는 많은 관계 맺음이 그러하듯 크고 작은 폭력이 수반되기 쉽 

다. 해석자의 선험적이고 역사적인 해석의 지평이 어느 틈에 저자의 해석의 장에 

억지로 파고들기 때문이다. 도입하는 지평을 판단 중지하지 않을 때， 그리고 저 

자의 논리와 문맥， 다양한 층을 충분히 규명하지 않을 때， 유사한 용어들의 해석 

도 천양지차를 낳을 수 있다. 코울리지가 사용하는 수사와 문학에 관련된 여러 

개념들， 예컨대， 상징， 알레고리， 은유， 유비. 직유. 모방， 유기성 동은당시 역사 

적 · 문화적 양상에 대한 반응이고 무엇보다 나름의 철학적인 이론이 전제되는 

데， 드만의 코울리지 분석은 그 문맥을 들춘 흔적이 잘 보이지 않는다. 우선 「워 

즈워드와 휠덜린에서 하늘과 땅」에서는 드만 자신이 분석적으로 적용시키는 여 

러 개념들을 구별하지 않고 혼란스럽게 사용하는 문제가 있다. 워즈워드가 능가 

했다고 보는 개념들， 즉， 모방， 유비， 유기적 관점， 기계적인 연상 등을 드만은 

6) 여기서 제유는 사물 간의 , 사물과 정신 간의 , 정신 기능 간의 연속을 의미하는 개념으 

로 드만이 여러 수사에 대한 코울리지의 견해를 관통하는 핵심 개념으로 셜정할 수 있 

다고 보고 일종의 비유로 사용한다 그에 비해 반투명은 코울리지의 문맥을 쫓아 불연 

속을 지칭하는 대표 개념으로 채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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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충위에 두는 듯한데， 그것이 우선 애매하다. 특히， 기계적인 연상이 과연 

유비와 같은 범주에 드는 것인지 의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기계적인 연상은 코 

울리지의 공상(fancy)개념과 통할 수 있는데， 그것은 코울리지 자신도 부정적으 

로 보는 개념이 아니던가. 차라리 기계적인 연상은 모방. 유비. 유기성 등과는 

다른 범주로 분리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드만의 모방 개념 역시 코울리지에게 적용할 때 경계할 점이 있다. 위 문맥에 

서 보면 드만은 모방을 대체로 협소하게 규정해서， 자연이나 감각적 차원의 것을 

그대로 혹은 유사하게 언어로 옮기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코울 

리지도 역시 모사(copy)와 모방(imitation)을 구별하면서 모사를 비판하는데， 드 

만의 모방은 차라리 코울리지의 모사와 홉사한 점이 있다. 코울리지가 자연(소 

산적 자연 ， natura naturata)을 액면 그대로 옮기려는 죽은 모사를 예술이 아니 

라고 보는 것은 모방을 자연을 외적으로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매체의 

차이를 인정한 상태에서 능산적 자연 (natura naturans)을 터득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on Poesy or Art" 390). 베잇 (Bate)에 의하면， 코울리지의 모방은 자 

연의 내적 과정과 원리 그리고 그 창조를 복제하는 것 (316)으로 자연의 상징적 

작업 , 즉， 보편적 이념과 개별적 형식 , 다수와 일을 통합하는 그 과정을 닮는 것 

이며. 나아가 모방 과정이 곧 창조 작업이 된다(360) . 모방에는 자연스럽게 작가 

의 지식과 재능이 침투되고(BL 43) , 상상력이라는 통합적이면서 창조적인 행위 

가 개입하며 차이와 갈등이 전제되고 스며든다. 차라리 모순을 조장하면서 그 불 

균형을다시 조화롭게 만드는과정이 모방이라는것이다. 

시의 창작은 모방적인 예술에 속한다. 모사와 반대되는 모방은 극단적인 

차이 속에서 동일을. 혹은 극단적인 통일함 속에서 차이를 서로 융합하는 

데 있다.(BL 72) 

the composition of a poem is among the imitative aπs: 와ld that imitation, 
as opposed to copying, consists either in the interfusion of the same 
throughout the radically difI농rent， orof the different throughout a base 
radically the s없ne. 

이렇게 보면， 코울리지에게 모방은 드만이 이해하는 식으로 단순히 유사성을 전 

이하거나 차이를 통일성으로 거의 환원하는 것과는 제법 다르게 된다. 

코울리지의 유비 (analogy) 개념 역시 나름대로 규정하는 맥락이 있다. 드만은 

유비를 사물들 간에 서로를 반향(e해이하고 서로 뒤섞여 (inteIWoven) 수평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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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이 가능한 친밀한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개념으로 사용한다 7) 그에 비해 코 

울리지의 유비는 보편을 개별화하는 상정의 일종으로 그 물질적인 측면이 더 강 

하기 때문에 수평적인 동일성과는 차이가 있다. 즉. 주제나 개념은 동일하지만 

상위에서 하위 층으로 옮길 때 상당한 차이를 만드는 것이 유비라는 것이다. 

보다 높은 권위를 가지는 사물이나 힘 , 혹은 원리가 보다 낮으나 더 알 
려진 형태로 표현되는 경우 유비적이라고 한다 … 이 유비는 상정이나 상 
징적 표현의 물질적 측면이고 기초이다; 그 본질은 항상 tautegorical 한 
데 그것은 똑같은 주제를 다르게 표현하는 것이다. 그와 대조적으로 알레 
고리적인 은유와 직유는 다른 주제를 비슷하게 표현한다 . (Aids to 

Reflection 205-206) 

The language is analogous, wherever a tl피19， power, or principle in a 
higher dignity is expressed by the same thing, power or principle in a 
lower but more known form ... These analo멍es are the material, or tlle 
base, of symbols and symbolic expressions; the nature of which is always 
tautegorical, (i.e. expressing the same subject but witll a d游rence) in 
contra-distinction from metaphors and similitudes, that are always 
allegorical (i.e. expressing a di，야rent su비ect but witll a resemblance). 

여기서 코울리지의 신조어， “tautegorical"은 정교한 해석을 요구한다. 얼핏 보면 

유사성 자체를 나타내는 개념으로 자연 간의 근접성 , 자연과 의식의 친멀성을 의 

미하는 듯하다. 그러나 위의 마지막 문장을 자세히 보면， 그것은 통일성보다는 

차이가 나는 형태로 바꾸는 과정에 방점을 찍는 용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어휘를 동어반복(tautology )으로 해석해서는 결정적인 오류를 범한다는 것인데， 

특히 창작에서 수직적인 차이-상위에서 하위로 가면서 낯설어질 수도 있는

를 끌어 들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물고기의 아가미 (gill)가 사람의 허파 

(lung)와 유비적이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원숭이의 폐가 사람의 폐와 유비적이 

라고 말할 수 없다(Animae Poetae 90). 다음 단락에서 코울리지의 상정개념-

7) 예를 들면 r서정민요집J (the Lyrical Ballads) 서문에서 워즈워드가 시인은 “인간과 

자연을 서로에게 본질적으로 동화된 것으로， 인간의 마음을 가장 훌륭하고 흥미있는 
자연의 거울로 간주 한다 .. (considers m없1 and nature as essenti혀ly adapted to each 
oilier, 와ld ilie mind of man 잃 naturally ilie mirror of ilie fairest 와ld most interesting 
properties of nature)라고 말하는 것을， 특히 거울 개념을 사용하는 것을 드만은 유비 
(analogy)의 대표적 예로 꼽는다. 물론 워즈워드는 서시 (The Prelude)에서 하늘이 불 
확실하다는 표현으로 이 유비를 교란한다는 것이다(“Heaven없dE밍상}. 14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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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tautegorical이라고 한다(안1e Statesman’sM밍lUal 30)-을 분석하면서 밝 

히겠지만， 이 층상적인 차이의 의미를 규명하는 것이 코울리지 해석에 관건이 된 

다. 코울리지에게 유비는 당연히 기계적인 연상은 아니며， 상호 교호적인 것

보울즈에 대한 비판의 글에서 추론할 수 있듯， 코울리지로서는 직유(simile)나 

알레고리로 이해하지 않나 싶다-이라고 하기에는 척잖은 차이가 개입한다는 

것이다. 

코울리지의 상정 개념도 가능한 그의 문맥을 쫓아 특히， 그 형이상학적 이론을 

고찰할필요가있다. 

상징은 특수한 것을 개별 속에서， 일반적인 것을 특수한 것 속에서， 혹은 

보편적인 것을 일반적인 것 안에서 반투명화하는 특정이 있다. 그것은 항 
상 실재의 한 부분으로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게 한다. 전체를 셜명하면서 

그것은 통합체의 한 살아있는 부분으로 그 대표로서 존재한다. (The 

Statesrrwn’sManual30) 

a Symbol is characterized by a translucence of the Special in the 
Individu외 or of the General in the Especial or of the Universal in the 
General. It always partakes of the Re머ity which it renders intelligible; 
and while it enunciates the whole, abides itself as a living part in 
thatUnity, ofwhich it is representative. 

전체를 밝혀내며 연합체의 살아 있는 일부로 존재한다는 후반부의 설명을 보면 

코울리지의 상정은 “실체와 그 대표(representation)가 존재에서는 다르지 않고 

단지 그 연장(e았ension)에서만 다르기 때문에 실체와 이미지가 동일시된다” 

(RT 207)는 드만의 해석8)과 맞아 떨어지는 듯하다. 그러나 정작 이 개념의 코울 

리지의 문맥을 추적하다 보면， 아마 드만 자신도 놀랄 정도로 많은 차이점들이 

돌출된다 9) 우선 존 호지슨(John Hodgson)도 주장하듯이， 코울리지의 상징 개 

8) 비슷한 의미로 드만은 가다머 (Gadamer)의 상정에 대한 설명을 끌어 들여， 상징은 경 

험과 경험의 재현과의 구분을 넘어 개별 경험을 직접 일반적 진리에， 복수의 의미를 전 

체의 보편적 의미에로 도달하게 한다고도 말한다(188) 

9) 사실 드만 뿐만 아니라 현대의 여러 비평가들이 거론하는 상징 개념과도 코울리지의 
상징이 상당한 차이가 있다. 메리 레임 (M없yR삶une)은 코울리지의 상정 개념이 단면 

적으로 제시되는 편이어서 이론적 문맥에 부수적으로 보이는데 특히 실재 (re외ity) 라는 

형이상학적 개념과 더 관련되기 때문에， 신비평가 르네 월렉(Rene Welleck)이 그것을 

제유적으로 보고 코울리지가 상정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다 은유를 상정과 관련시키 

지 못하고 알레고리로 봤기 때문에 -고 펌하하는 것이나 제임스 볼란트 베이커 

(James Bol빠 Baker)가 코울리지의 상상력 개념이 상정 개념에 기초하고 있다고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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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에는 수평적인 교환과 다르게 Individual , Special , General , Universal 동으로 

위계 구조가 있는데 (278)10) 이 층위 구조가 의미하는 것은 단순히 개별이 보편 

의 그리고 부분이 전체의 연장(e았ension)하에 있는 제유적인 수준이 아니다. 이 

수직 구조는 이 단락에서 가장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어휘인 “반투명” 

( translucen∞)과 연관되어 더욱 중요하게 부각된다. 반투명이라는 개념은 “막힌 

구름과 투명한 공기 사이에 위치하는 수정 (crys없1)" 이라는 코울리지의 예가 잘 

보여주듯(“On the Principles" 373) 그야말로 어둠 (darkness)과 투명 

(tr뻐sparency)의 중간 위치가 의미하는 바를 잘 포착하려는 그의 의도가 반영 

된 말이다. 그것은 드만이나 호지슨이 해석하듯 단순히 빛이라는 영성적 개념을 

혹은 보편 개념을 직접 전달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11) 이 단어의 핵심적 의 

미는 빛이 혹은 보편이 다 투과되지 못하는 방해 구조를 가진다는 것이다. 그래 

야 빛이 노골화되는 것도 막고 혹은 빛이 질식되는 것도 피해서 오히려 빛이라는 

이상(ideal) 이 더 조명될 수 있겠기 때문이다. 보편이 개별화되면서 반은 은폐되 

고 반은 탈은폐되는 모순 구조-그러므로 시간성도 포함하게 되는-를 상징이 

가질 수밖에 없다. 코울리지가 “시란 진리가 아니라 쾌감을 그 직접 목적으로 내 

세움으로 과학 작품과 구별되고"(BL 2: 13)라고 말하거나， 한 편지에서 “기하학 

의 최고 관심사는 보편적 진리 자체이고， 시에서는 진리가 포함된 개체의 형식이 

다"(BL 2: 185-186)라고 말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이다. 시나 예술은 진리를 

그대로 전달해서는 안 되고 그것을 꺾고 은폐하고 때로 허위와 혼합하여 위계적 

인 충을 거치도록 하고 또한 분야에 맞는 매체를 찾아서 창조적으로 표현해야 한 

다. 결국 코울리지가 말하는 상정의 층상 구조는 반투명의 묘미와 창조 작업이 

결부되어 있다 12) 그래서 이렇게 걸림과 마찰이 결부된 통합은 분명 단순히 서로 

이 사는 것도 코울리지의 의미에 근접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619-632) . 

10) 호지슨은 이 위계 구조가 우주적인 구조를 반영한다고 주장하는데， 그 철학적 의미에 

는 코울리지가 초기에 신의 내재성을 추구하다 이제 초월성을 더 구하게 되는 배경이 

작용하고 있다고 말한다(276 ， 278). 그러나 범신론에 관련된 문제는 코울리지가 초기 

부터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다. 

11) 드만은 translucence를 코울리지가 다른 텍스트에서 반투명으로 사용하고 있는 문맥을 

알지 못하고， 투명 즉 빛(영성)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앞서 언급했듯이 물질적 풍부성 

을 기대할 수 있는 데서 오히려 초월성이 강조되는 모순을 코울리지가 범한다고 주장 

한다(RT 192). 그러나 코울리지의 글을 자세히 보면 오히려 드만의 주장과 반대로 보 

편이 반투명적으로 개별화되는 하위화 경로-초월이 물질화하는 길-를 말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12) 메리 레임은 이것을 제1상상력에 의해 지각된 통찰과 이념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아 

니라 제2상상력의 작용으로 그 이념(빛)을 흩어지게 하연서 동시에 유한한 형태 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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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웅하고서로위치를바꾸는그런 수준을넘어서기 때문에， 드만이 말하듯코울 

리지의 상징 개념을 단순히 제유 구조로， 더 나아가 영성화로 경도된 것 -그래 

서 시간성은 부수화되는(RT 207)-으로 보기 어렵다. 

관념은 그 최고의 의미에서 상징으로밖에는 표현될 수 없다. 기하학을 제 

외하고 모든 상징은 필연적으로 명백한 모순을 포함한다 ... 진실성이란 말 

하는데 있지 않고 진리를 전달하려는 의도에 있다. 그래서 거짓 없이 그 

리고 극도로 악한 감정을 일으키지 않고 전체적인 진리를 말할 수 없는 

철학자는 신비하게 혹은 애매하게 자기를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BL 157) 

An IDEA, in 암le h생hest sense of that word, cannot be conveyed but by a 
symbi>l; and except in geometry, all symbols of necessity involve an 
apparent contradiction ... Veracity does notconsist in sayir핑， but in the 
intention of communicatir땅 truth; 와ld 암le philosopher who 않n notutter 
the whole truth without conveying falsehood, and at the same time, 
perhaps, exciting the most malignant passions, is ∞nstr외ned to express 
hinlself either mythically or eq띠voc외ly. 

상징은 말할 수 없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기에 모순을 담을 수밖에 없고， 심지어 

오류도 포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문맥 하에서. 코울리지가 상정에 비해 알레고리를 열퉁하게 보는 것도 당 

시 역사 문화적인 관행으로 알레고리 사용13)이 닮음(resemblance)에 치우쳐 어 

떤 마찰의 부재를 느끼게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의 공상(없ncy) 에 대한 논의의 

연장선에 있기 때문에， 간단히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제 알레고리는 단순히 추상적인 개념들을 단지 감각의 대상에서 추상한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그립 언어로 번역하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기본 

적인 존재는 환상적인 대리물보다 훨씬 더 가치가 없어지고 둘다 비실체 
적으로 똑같게 된다. 게다가 전자는 형체조차 없어진다. (The Statesman성 
Manual30) 

Now an Allegory is but a tr.와lSlation of abstract notions into a picture-

모으는 과정으로 해석한다(628) . 

13) 물론 드만은 당시 쉴레겔， 호프만 퉁의 알레고리 사용에서 관습 이상으로 상징과의 혼 

융， 언어와 실재의 간격， 문학성 자체 둥이 드러난다고 주장한다(RT 190-191). 그렇다 

고 전반적인 양상이 그렇다고까지 말하지는 않기 때문에 알레고리 사용에 도식적인 면 

이 있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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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guage which is itself nothing but an abstraction from 0비ects ofthe 
senses; the principal being more worthless even 벼an 1성 phantom proxy, 
both alike unsubstantial, and the former shapeless to boot. 

이 구절에서 ‘번역’ 이란 단어는 코울리지의 문맥에서 “내용과 용어가 시적 사고 

에 의해 특징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상이 단지 시적 언어로 번역된 느 

낌 .. (the matter and diction seemed to me characterized not so much by poetic 

thou맹ts， as by 삼lOughts tr없lSlated into the language ofpoetry, BL 19) 이 든다 

며 포프(Alexander Pope)의 『일리어드』 번역이나 에라스무스 다윈 (Erasmus 

D앞에n)의 시 『식물원~ (The Botanic Garden)을 비판할 때 사용하는 같은 단어 

와 통한다. 그래서 코울리지가 생각하는 당시의 알레고리 사용은 어떤 통찰도 없 

는 추상적인 개념을 변환이나 굴절을 거치지 않고 감각적인 그림 언어로 번역하 
는데 불과하다. 따라서 알레고리를 통해서는 근본적인 존재가 그 환영적인 대리 
자보다 더 나을 것도 없게 변질된다. 즉， 알레고리는 개념을 감각화하더라도 추 

상적인 감각-또 다른 환영 -으로 번역하기 때문에， 공상(fancy)의 과정처럼 

단순히 자극을 기계적으로， 연상적으로 처리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3. 자기 이중화와 남아 있는 차이 

이제 드만의 코울리지 논의가 보다 일반화되는 영역 즉 철학적 맥락을 문제 삼 

을 펼요가 있다. 둘 다 수사적 용어에 철학적인 의미 부여를 하고 있다는 사실

드만이 유비를 유기성에， 코울리지가 모방을 유기성에 연관시키듯-을 간과할 

수 없으며， 이 근본적인 규정에서 중요한 차이가 드러난다. 드만은 코울리지의 
철학적 전제를 명약관화하게 들추어낸 양 결국 그것을 동일성에의 편중-주관 

중심이든 객관위주든 혹은 둘의 상호작용이든-으로 인식하는데 그것은 충분한 

설득력을 가지는가? 물론 코울리지의 논의 곳곳에서 통합에 대한 지향이 강한 

것은 분명하지만， 지향 못지않게 과정의 비중이 크다는 점은 충분히 주의를 끌지 

못한 듯하다. 코울리지가 결론에 이르는 과정에 캉한 필곡을 개입시킨다는 것이 

며， 결론 다음에도 반대 명제를 상정하기 쉽다. 코울리지의 동일성이 차이를 전 

제한다는 사실， 그리고 차이를 보다 높은 수준에서 통합할 때도 후퇴의 논리를 

적용하여 대립을 첨예하게 끌어당긴다는 사실， 드디어 더 전진하여 통일을 이룬 

뒤에도 다시 균열의 가능성을 남긴다는 사실이 다 같이 입체적으로 거론되어야 

한다. 드만은 왜 워즈워드에게서는 동일성의 한계로서 차이의 가능성을 곧잘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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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하면서 더 사변적인-그래서 더 복잡한 논의를 숙고하고 있는-코울리지에 

게선 그런 이질성을 추적하지 않는가?ï"문학 평전』을 조금만 읽더라도 코울리지 

가 다양하게 대립하는 분파적인 견해를 숙지하고 있고 그 때문에 갈동하며 그 가 

운데 결코 간단하지 않는 독자적 체계를 구성하려고 고투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 

는데 말이다. 결국 드만이 코울리지의 문제의식과 세밀한 논리에 둔감하다는 것 

은 그 역시 평면적 이항 구조를 전적으로 탈피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노출시키는 

꼴이 된다. 

이제 코울리지의 중요한 철학적 개념들을 가능한 그의 내적 갈둥과 함께 규명 

해 보자. 먼저 아무래도 그의 대표적인 이념으로 코울리지가 최초로 영국 비명에 

도입 한 “유기 론" (org없디sm)혹은 “유기 적 일치"(org없너c unity) 14)의 개념 을 거 론 

하지 않을 수 없다. 낭만주의와 끊임없이 절교하려는 20세기 비평에서 “유기적 

일치”는 오히려 빈번히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 (Jonathan Arac 261)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으며， 특히 신비평에서 그것을 금과옥조처럼 여긴다는 것은 이 개념의 

생존력과 비중을 잘 알 수 있게 한다 19세기를 지나면서 공려주의와 자연주의 

의 환경에서 유기론의 위력은 위축되었지만. 20세기에 신비평이 과학적 사고와 

대비하면서 더 환기되기에 이른다. 그렇지만 19세기와 20세기의 유기론의 해석 

은 다른 점도 있기 때문에 그동안의 차이를 밝히기 위해서도 이제 코울리지가 초 

기에 그것을 어떻게 규정하는 지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코울리지의 유기체론은 주지하듯 당시 영국을 지배하던 담론인 유물론적， 원 

자론적， 기계론적 자연관-코울리지에 의하면 산술적인 가감에나 맞는 죽은 자 

연 (dead nature)인 셈이다(The Statesman성 Manual89).-과 대결하면서 그가 

부각시키고자 한 이론이다. 에이브럼즈는 이 개념-코울리지의 탁월한 전유가 

돋보인-의 도입이 당시 영국 사상사에서 드라마틱한 혁명이라고 주장한다(The 

Mirror and the Lamp 158. 170) 당시 유물론은 의식이 개입하는 모든 현상을 

결국 의식 바깥의 수동적인 원인들이 연쇄되면서 생성하는 효과로 보았다. 그래 

서 코울리지가 볼 때 다음과 같은 패러디까지 가능하다. 

이 논고는 ... 내가 썼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 바울 대성당이 썼다고 

14) 제임스 벤지거는 이 개념의 독일 문맥을 추적하는데 코울리지는 우선 쉴레겔 

(Schlegel)에게 빚진 것이 많다고 본다. 그리고 쉴레겔은 모리츠에게 모리츠는 헤르더 

에게 그리고 헤르더는 라이프니쓰에게 각각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로 올 

라갈수록 유기성이 기계성과 본질적인 차이는 없고 정도 차이만 있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었다고 본다(27-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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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해도 정말 괜찮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굴은 한갓 나의 근육과 신경 
의 운통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근육과 신경의 운동은 똑같이 수동적인 
외부의 원인에서 비롯되는 운동 속에 있고 … 나 개인은 이 작용이 있을 
때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한 채 그저 바라보고만 있을 뿐이다.(BL 
118-119) 

this disquisition ... may be as truly said to be written by 8aint Paul’s 
church, as by me: for it is the mere motion ofmy muscles and nerves; and 
these ag떠n are set in motion from e:차ernal cau않s equ허ly passive ... 1 
myself, and 1 alone, have nothing to do with it, but merely the causeless 
and effectless behol버ng ofit when it is done. 

글쓰는 행위도 의식적인 주체의 일이 아니고 수동적인 물질의 작용이기 때문에， 

코울리지로서는 물체인 대성당이 글을 쓴다고 우스개로 말하더라도 틀리지 않는 

다. 특히 당시 하틀리 류의 관념 연합의 연상심리학은사고， 의지， 감정 동의식 

의 모든 현상을 단순 감각의 합으로， 다시 생리적인 신경의 진동으로， 결국에는 

물리적 인 운동과정으로 환원하고 있었다. 

이에 비해 코울리지가 주장하는 유기체론은 표면적으로는 간단하게 보인다. 

주지하듯이 그것은 동떨어진 개체나 파편들을 외면적으로， 우연적으로， 근접한 

위치나 시간이 주는 연상에 의해서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리고 내 

적으로 결합하는 것이다. 그러나 중세의 개별과 보면의 문제처럼， 분리되어 대립 

하는 다수를 안으로 끌어당기는 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개체와 개 

체， 주체와 객체의 관계에서 한 편이 개체성을 상실하고 다른 편에 귀속되는 것 

도， 두 편 다 서로 속에 들어가 서로를 용해시키는 것도 아니다. 코울리지에 의 

하면 그것은 “서로를 상실하지 않으면서 보다 높은 제 3의 하나를 산출하는 것이 

다 .. (generate a higher third, including both the former, The Statesman농 Manual 

89) . 그는 비유적으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면도날은 도수가 높은 확대경으로 보면 톱날처럼 보인다. 마찬가지로 퍼 
셀이나 키마로사의 감미로운 멜로디도 우리보다 수천 배 미묘한 박자의 
분할을 느끼는 청자에게는 지리멸렬한 말더듬는 소리로 들릴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는 이 장애 역시 “한번 높이 뛰어 전부 뛰어 넘었다고” 생각 

하고 싶은 것이다. (BL 118) 

π1e razor’s edge becomes a saw to the arnled vision; and the delicious 
melodies of Purcell or Cimarosa might be di육jointed stanlIDerings to a 
hearer, whose partition of tinle should be athousand tinles subtler t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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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rs. But 배is obs없cle to let us imagine ourselves to have surmounted, 
and “at one bound high overleap 머1 bound." 

전부 뛰어 넘는다는 것은 분할된 상태에서 연결을 만들어 위로 축적해 나가는 것 

이 아니라 높은 상위의 큰 구성(전체)에서 분리를 하위에 두는 차원이다. 아무래 

도 충상구조가 좀 더 부각된다는 것인데 15) 이것은 앞서 코울리지가 상징과 유비 

의 개념을 규정할 때 위계를 두는 것과 같은 맥락을 형성한다. 그리고 이때 보다 

높은 하나는 통합력뿐만 아니라 생명력과 능동력과 창조력을 가진다. 인간의 정 

신 기능 중에서는 상상력이 바로 그런 위상을 차지할 것이다. 

더구나 이 유기적 일치는 단순히 부분과 부분을 통일하는 것이 아니라， 차이와 

모순 역시 통합하는 것인데， 이때 불균형은 소멸하는 것이 아니다. 갈둥이 거의 

필수적으로 내포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 힘(상상력)은 ... 서로 대립되거나 부조화의 성질을 갖는 것， 즉 동일과 

차이， 보편과 구상， 관념과 이미지， 개체와 대표， 신기하고 신선한 감각과 

진부한 사물들. 감정의 이상한 상태와 이상한 질서 , 늘 깨어 있는 판단과 
꾸준한 자기소유와 열정과 깊거나 격렬한 감정을 균형과 화해 속에 드러 

낸다.(BL 2: 16-17) 

This power ... reveals itseIf in the balance or reconciliation of opposite or 
discordant qu머ities: 0월ameness， with difference; of the general, with the 
concrete; the idea, with the image; theindividual, with the representative; 
the sense of novelty and freshness, with old and familiar 0피ects; a more 
than usual state of emotion, with more than usual order; judgement ever 
awakeand steady seIf-possession, with enthusiasm and feeling profound 

orvehement 

유기체에서 형식감각(a sense of formality)을 낳는 것은 차라리 불쾌한 대상 

(dis뿔reeable object) 일 수 있다고 코울리지가 말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이다. 

이변에 불균질한 것들이 하나의 균형 있는 전체를 구성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단 

지 연상(association) 에 의해 보기 좋은 모양을 만들기보다 역설적으로 연상의 

15) 푸코는 18세기 말부터 일어나는 생물학의 변화에는 유기적 구조라는 원리가 가장 중요 
한 역할을 한다고 보는데， 그것은 생물에 드러나는 여러 특정들을 비가시적인 전체의 

기놓이란 개념 밑으로 포섭하는 것이다 즉， 기존의 가시적이고 수평적인 분류법에 기 

능이란 개념이 수직적으로(혹은 위계적으로) 개입하는 변화가 이 시기에 발생하고 있 

었다는 것이다(227-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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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괴에 의해 (in 바e rupture of association) 새로운 심미감을 느끼게 한다(“α1 

Poesy or Art" 396). 

유기적 통합이 각각의 요소를 소멸시키지도， 다른 하나로 환원시키지도 않으 

며 보다 높은 수준에서 모으는 것이라면， 이제 부분과 전체의 관계가 문제가 된 

다. 연상 심리학이 둘에서 하나로 갈 때 둘의 근접 효과라는 기제로 상위 범주를 

설명하려 했다면， 유기적 결합은 그 반대로 하나가 둘을 유지하는 경우를 해명해 

야 한다. 각각의 부분은 전체의 속성 (attribute) 인가 아니면 전체를 통하여 

(through) 존재하는가. 이것은 모든 부분은 신안(in God) 에 있는가 단지 신으로 

부터 (from) 유래되는 것뿐인가 하는 의문과도 연관된다(BL 201). 코울리지는 

이것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난제라고 말한다. 부분들을 보다 높은 전체에서 인 

식하고 통합한다는 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 

다. 둘이 하나의 속성이라는 시각에서는 부분들은 결국 전체와 상이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다. 부분이 전체보다는 작은 듯하지만 부분은 전체가 연장된 것이기에 

전체와 홉사한 양면성을 가진다. 둘의 구별이 모호해진다는 것이며 , 전체가 더 

우월한 위치를 점한다고 볼 수 없게 된다--부분으로서는 위상이 높아진 셈이다. 

그렇다고 이것이 둘을， 다수를 혹은 모순을 전체로 다 포괄하여 자신만 덩그러니 

남기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럼 전체는 단지 전체를 통하는 정도에서만 부분을 지배하는 것인가? 달리 

보면， 하나 혹은 전체는 부분들과 좀 더 구별되어 그것들에 강한 작용만 하고 었 

다-물론 이 분리가 이신론의 경우처럼 부분을 산출만 하고 더 이상 작용은 하 

지 않는 경우일 수도 있다-고 볼 수 있다. 아마도 코울리지는 이 견해에 가까운 

지 모른다. 이 문제는 그의 초기시 「풍명금J( ‘만le Eolian H앞p")에서 드러나듯 

범신론과 초월적 신과의 대립과도 관련된다. 코울리지의 유기적 일치는 자주 범 

. 신론적으로 해석되는 경향이 있었지만， 그 자신은 일찍부터 범신론의 내재성이 

신의 초월성과 갈등을 빚는다는 문제를 잘 알고 있었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노력 

했다. 즉， “신은 모든 것이며 모든 것은 신이라는 만유 내재신론자(EN KAI 

IIAN)조차도 부분으로서의 부분을 전체로서의 전체와 혼동하지 않았다” 

(teachers ofthe EN KAI IIAN, who not only taught, that God was All, but that 

this All constituted God. Yet nor even these would confound the part, as a parτ， 

with the Whole, as the whole, BL 2: 139)라고 말할 때， 그는 초월과 분리도 충 

분히 살리고 싶은 것이다 모디아노(R려monda Modiano)에 의하면 코울리지의 

이런 의도는 기독교의 삼위일체 이론을 철학적으로 재해석하는 작업에 반영된 

다. 코울리지는 동일철학의 성격이 강한 독일 관념론과 달리 신격 간에 구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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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하는 삼위일체론이 상보적으로 좋은 대안이 된다고 생각했다 

(‘Naturphilosophie" 59). 그렇다고 코울리지가 또 신의 편재성을 전적으로 부 

정하는 것은 아니다. 역시 안과 밖을 공히 살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복합적 

인 논리를 미적 쾌감의 경우에 적용하면， 시는 전체를 구성하는 각 부분으로부 

터 얻게 되는 확실한 만족감과 모순되지 않는 기쁨을 전체에서 얻으려고 것"(A 

poem is discriminated by proposing to itself such delight from the whole, as is 

compatible with a dis벼lct gratification from each component p앞t， BL 13) 이 라고 

말할수 있다는것이다. 

이 문제의 핵심은 전체라는 하나만 남는 것이 아니고 둘을 보유해야 하는데， 

결국 하나를 견고하게 살리면서 둘도 남겨야 한다는 것이며， 그래서 그 해법을 

구하다보면， 전체가우위에 있더라도부분이 상대적 자율성이 가지는것은불가 

피하다. 그렇지 않고 개체나 부분이 전체에 홉수되는 것을 코울리지는 “국가 없 

는 세계주의 ." (cosmopolitanism without country) “이웃 없는 박애주의” 

(philanthropy without neighbourliness)의 예를 들면서， 결국 개체를 .. 전체라는 

그림자 같은 우상" (shadowy idol of떠1)에게 희생하는 것으로， 그 폐해가 자코뱅 

의 독재를 통해 드러났다고 주장한다(The Statesman성 Manual63). 결국 개체 

가 개체 나름대로， 부분이 부분 나름대로 잔재할 수밖에 없는 것이며 , 이 사실이 

전체와 부분간의 그리고 부분과 부분간의 잠재적인 차이를 만든다. 바로 이 여분 

의 차이 (residual 벼fference) . 반분의 차이 (h빠-버fference) 때문에 유기적 일치 

를 드만식으로 상호 교환 가능한 결합으로 보고 유비적이라고 규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남아있는 차이가 내부에 적잖은 이질감을 드리우면서 긴장과 갈등을 

만들수밖에 없다. 

유기적 일치의 문제 못지않게 그리고 그것과 연관하여 코울리지의 관심을 끄 

는 것은 주체와 객체， 인식과 대상 간의 문제이다. 특히 『문학 평전』의 8장에서 

13장에 이르는 부분은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지배적이다. 정신과 물질이 별개 

라고 본 데카르트의 이원론을 극복해야 한다면， 아무런 인식도 못하는 객체(혹 

은 자연)에서 어떻게 인식이 발생할 수 있는가? 다시 말해. 단순한 형체， 무게， 

운동에 불과한 힘이 어떻게 경탄할 일을 수행하는 인식의 주체를 생성시키는가 

(BL 134-135). 객체가 우위인가 아니면 주체 혹은 의식이 우위인가? 오랫동안 

철학사의 골칫거리였고 현대 심리철학도 여전히 확답을 제시하지 못하는 이 문 

제들에 부딪혀 코울리지는 새로운 논리를 통해， 결국에는 반증 논리를 통해 나름 

의 방안을 찾는다. 그도 역시 우선 주체와 객체가 서로 배타적이기 때문에 서로 

를 내포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다. 서로를 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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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주체와 객체가 서로를 수반해서 (supervene) 일어나지 

않으면 안된다(BL 255). 예를 들어， 자연이 의식보다 먼저 있었고 그 속에 의식 

이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어쨌든 의식현상에 대해 해명을 해야 하는데 그런 셜명 

을 하다보면 오히려 물질이 더 정신화되고 처음의 물질은 그저 껍질로 전락하게 

된다. 그 역도 마찬가지다. 의식을 추구하면 외계의 것뿐 아니라 두뇌 속의 인상 

(impresses in the br벼n)도 주체의 것으로 보려고 하는데. 그렇지만 “삼지창으로 

자연을 아무리 배제한다 해도 자연은 완전히 다시 돌아온다 .. (naturam furca 

expellas tamen usque redibit)는 것이다(BL 258-259). 어떤 입장도 자기주장의 

정당성에 대해 충분한 근거를 제시할 수 없고， 오히려 반대편이 반증으로 작용하 

게 된다(BL 259). 진실한실재론자는 동시에 관념론자라는 것이다. 그래서 차라 

리 현실에 있는 객체를 그저 믿는 그런 실재론을 진실한 실재론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BL 263). 주 객은 자신을 입증하기 위해 서로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며 둘 

은 기본적으로 구분되어 있는 가운데 결합을 이룬다. 

인식 행위가 작용할 때는 객체적인 것과 주체적인 것이 즉각 결합되기 때 

문에 둘 중에 어느 쪽이 우선하는 가를 결정할 수 없다. 여기서는 처음에 
오는것과그다음으로오는것이 있을수없다. 양자는동시객이고또하 
나이다.(BL 255) 

During the act of knowledge itself, the 0비ective and subjective are so 
instantly united, that wecannot determine to which of the two the 
priority belongs. There is here no first , and no second; both are 

coins없ntaneous 없ldone. 

하나 안에 둘이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코울리지가 결합을 거론하는 수준은 하나 

와 둘이 지분을 분배하듯 정도의 차이를 내면서 구분되는 것이 아니며 더군다나 

변증법적 통일도 넘어 궁극적이고도 절대적인 차원-유기적 결합의 최종상태일 

지 모른다-까지 밀고 가는 것이다~문학 평전~ 18장에서 코울리지가 운율의 

기원에 대해 논하는 대목은 이 절대적 결합의 의미를 분명히 드러낸다. 운율 속 

에 열정과 질서가 서로 작용하는 경우， 둘 사이에 ‘·협력뿐 아니라 통합이 있어야 

한다 열정과 의지， 무의식적으로 작용하는 자연 발생적인 충통과 자의식적인 목 

적이 서로 침투하는 통합 관계가 있어야 한다 .. (BL 2: 65)라고 말할 때， 그는 공 

존과 통합을 구분하고 있다. 통합은 근접한 위치로 병치시키거나 부분적으로 역 

할을 분담하는 식이 아니며， 그 이상으로 타자의 내부로 완전히 이입하는 침투라 

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둘이 통합되는 제 3의 영역인 이 지점을 독일 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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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영 향을 받아 정신 (Spirit) . 최 고 존재 (Supreme Being). 무한자. 자기의식 , 절 

대 자아， 절대자， 신 퉁으로 그는 부른다. 

그렇다고 이 절대적 침투가 앞서 언급했듯 하나 속에 다 홉수되는 것을 의미하 

는 것은 당연히 아니다. 코울리지는 다시 ”운율 속에서 열정과 제지라는 상호 반 

대 작용이 서로를 통하여 서로를 유지 한다”라고 말한다(BL 2: 64). 반대는 다 

른 반대를 원하고 서로에게 침투까지 하지만 그러면서도 서로를 떨어뜨리고 있 

다. 헤겔의 변증법과 달리 코울리지에게는 이렇게 최종적인 합에도 역시 간극이 

존재한다. 주 객의 근본적인 통일에도 합의 이면에 대한 의심을 봉쇄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분열의 가능성은 없는 것인가라고 얼마든지 물을 수 있다. 다음의 

언명은 이와 관련된 중요한 해답을 제시한다. 

정신은 객체가 되지 않고서는 역시 주체가 될 수 없다. 그리고 근원적으 

로 양자 합일의 것이기에 배타적으로 유한하다든지 무한하다든지 생각할 

수 없고 양자의 가장 근원적인 결합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 같은 모순이 

존재하고 조화되고 반복되는 가운데 창조와 생명의 과정과 신비가 있 
다.(BL 281) 

neither can it be a su비ect without becoming an object, and as it is 
ori멍n떠ly 암le identity of both, it can be conceived neither as infinite or 
finite exclusively, but as the most original unionofboth. In the existence, 
in the reconciling, and the recurrence of this contradiction consists 
theprocess 밍ld mystery ofproduction 없ld life. 

이 글의 3분의 2 가량은 근원적인 통일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차이나 균열을 

주장하는 부분은 잘 드러나지 않는다. 그런데 마지막 문장의 ‘·모순이 조화되고 

반복되는 가운데” 라는 구절은 합일의 내변에 긴장과 균열이 남아있고， 그 해소 

되지 않는 여분의 대립이 재생산된다는 말이 아니겠는가. 결국 동질성의 함량이 

아무리 증가하더라도 이질성도 언제나 건재한 셈이다. 결합 속의 이 분리를 코울 

리지는 통일한 힘의 “영원한 자기 이중화”라는 짧은 문구-도식화한다면， “가+ 

나(가-나)"의 이중 구조로 표현할 수 있다-로 압축한다 16) 

16) 이 이론과 관련하여 에이브럽즈의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은 나중에 그의 주장 

이 어느 정도 드만에게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그가 코울리지를 해석하는 한 중요하 

고도 여전히 조심해야 하는 시각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에이브럼스는 분명 코올리지의 

통합이 향수적인 그런 단순한 초기 상태로 돌아가는 통합은 아니고 갈동을 포함하는 

혹은 다수를 통합하는 하나라는 사실을 거듭 강조함으로 균열을 초점에 포함시키지만 

결국은 정. 반， 합의 구조로 좁혀 원음으로 최종적인 합올 상정하게 되고 궁극적 합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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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이것은 통일한 힘이 서로를 전제하면서 서로에게 반대 항이 되 
는 그런 주체와 객체로 변화하는 영원한 자기 이중화라고 기술할 수 있 
다.(BL 273) 

It may be desσibed 상lerefore as a perpetual self-duplication of one and 
the same power into 0비ect and su셰ect， which presuppose each other, 
and can exist only as antitheses. 

이 궁극적인 철학적 논의는 신(절대자)의 내부에 균열 가능성이 있는가， 었다면 

그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는 신학적 문제와도 연관된다. 코울리지는 절대자 내부에 

양극성을 둔 뒤 최종적인 화해를 셜정하는 젤링의 이론에 만족하지 않고， 그것과 

차이가 있는 4가지 구분점을 제안 한다 Station(neither ascent nor descent) , 

Apostacy(downward , fall) , Metastacy(mediation) , Anastacy(rising up , 

return) (Notebooks 싫49번) .17) 물론 Anastacy라는 복귀도 있지만 신성 속에 두 

번째와같이 분열과타락의 가능성과현실이 있다는점은분리가근원적이라는사 

실을 증명하며， 이 타락이 신의 드러냄(표현)일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부정적 

인 것도 아니다. 크리스텐슨( Christensen)은 코울리지의 타락 혹은 외척 운동에 

대한 이런 생각을 해체론의 일종으로 볼 수 있으며， 그에게 내재된 유전적인 운명 

의 표현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한다( ‘끄keaG벼lty 만피19Surpri않<1" 774). 

4. 예술과 잉여 차이 

지금까지 코울리지의 통합 속에 남아있는 차이와 갈퉁적 인 요소를 추적했다면 

부에 분산의 가능성을 좁히고 만다. 영원한 자기 이중화에서 “자기”를 ”이중화”보다 
항상 우선시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노수부의 노래』를 주인공이 결국 사회로 그리고 
영적으로 순환해서 돌아오는 구조로 읽고 만다(Natural Supernaturalism 264-275). 
그러나 순환으로 윈더라도 순수한 순환은 생성과 이탈을 근본적으로 버릴 수 없다. 즉， 

순환 그 자체만 보면 그 속에서 통합과 이탈 중에 어느 것이 선행하는지 정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물론 코울리지 자신이 궁극적인 합에 무게를 두는 듯한 인상을 주기도 
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적어도 에이브럼즈의 주장보다는 좀 더 이탈하는 비중이 

더 큰것이 또한분명하다 
17) 이와 관련하여 코울리지의 삼위일체설에 대한 관심이 거론될 필요가 있다. 모디아노 

(M때iano)는 코울리지가 절대자 내부의 복합생을 보여주는 삼위일체설에 주목하는 것 
은 성부와 성자의 분리를 통해 성부가 자신을 표현할 뿐만 아니라 생부가 자기 인식을 
위해 자기 통일성을 벗어나서 성자라는 타자를 통해 자기를 인식해야 하는 사실을 잘 
보여주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Naturphilosophie" 59-68 , 6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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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차이가 원심적으로 두드러지는 경우로 관심을 옮겨올 차례다. 절대자의 분리 

인 Apostacy가 창조와 연관된다는 전장의 논의에서 알 수 있듯， 아무래도 창조 

(생성)의 영역 후은 예술의 영역에서 그런 면을 많이 발견할 수 있다. 앞서 코울 

리지의 예술 역시 모방 개념에 기초한다고 언급했는데， 이때 모방은 자연의 내적 

창조력을 모방하는 것이며 더군다나 차이나 대립을 도입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거론했다. 사실 실제 창작에서는 코울리지가 그 이상으로 적극적으로 긴장이나 

갈등을 조장하고， 심지어 그것들을 최대한 활용한다고까지 말할 수 있다 r문학 

평전』에서 제 2 상상력의 창조적 능력을 설명하는 부분을 살펴보면， 이런 사실을 

분명히 확인할수있다. 

그것(제2 상상력)은 재창조하기 위해 용해되고 분산되고 흐트러지며 또는 

이런 과정이 불가능할 때에도 어쨌든 늘 이상화하고 통일하기 위해 고투 

한다.(BL 304) 

It dissolves, diffuses , dissipates , in order to re-create; or where this 
process is rendered impossible, yet still at all events it struggles to 
idealize and to unify. 

이 구절에서도 상상력의 통합적 작용이 궁극적으로 중요하게 느껴지는 듯 하지 

만， 역시 흐트러지는 과정도 분명 상상력의 기능이라는 점을 간과해선 안된다. 

이것은 앞서 언급한 “모순의 조화와 반복이 창조의 과정과 결부 된다”고 하는 

『문학 평전~ 12장의 한 구절과 연관될 수 있다. 결국 상상력의 분산 작용과 모순 

의 반복이라는 기제가 창작 과정에 적용되는데， 그것은 미세하게 다시 나누어져. 

한 동질적인 형상에서 이질성을 첨가시켜 모순을 만드는 작업이 하나 있고， 분리 

되어 있던 모순된 힘이 융합되면서 어떤 생성감이 더 부각되는 경우가 있다. 사 

실 이 두 가지 방식 모두를 코울리지의 많은 작품에서 발견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창조(창작) 과정에 대립과 이질성을 개입시키면서 

긴장을 더 두럽게 하고， 더 심도 있는 통합을 느끼게도 하지만， 한편 그 차이가 

더 두드러져 균형점을 넘어서는 경우들이 코울리지에게 적지 않다는 것이다. 단 

적으로 잉여 차이가 발생한다. 때로 차이의 이탈이 저자도 통제하기 힘들 정도로 

과해서 급기야 상상의 탐닉이 주는 도덕적 결과가 두려울 정도(Bloom The 

Visionary Company 202)가 된다. 우선 초기 대화시 「풍명금J (‘맴le Eolian 

H따p")의 예를 들어 보자. 이 시는 반전을 낳는 마지막 연을 간과하고 “다양하 

게 조율되 는 유기 적 인 하프" (org，밍디c Harps diversely fr없n’d) . “한 생 명"(one 

파e) 등 몇몇 대표적인 구절을 살리려 한다면 만물의 동화를 절묘하게 표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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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원기 쉽다. 그러나전반부와중반부를자세히 보면 이미 유기적 친밀감에 

틈이 생기고 변이가 침입하며 이질성이 증가되면서 결국 불안이 닥철 것 같은 암 

시를 받게 된다. 유기성 내부에 모순이 잠재하고 있었다는 것이며 , 그것은 동질 

화되는 듯하다 어느새 차이가 더 노골화된다. 결국 다름의 과영이 낳는 정체성 

상실이 두려워 마지막 연에서 시인은 유기성을 폐쇄하려는 의지를 보인다. 그러 

나 차이의 원심력의 관성을 완전히 제어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결코 최종적 

만족을 얻었다고 생각할 수 없다. 

처음 1연에서 재스민， 도금양(m，πtle) . 구름， 저녁 별， 먼 바다 동 제 사물들 

은 저녁 무렵 고요 속에서 모두 한 가족인양 친밀감을 더해 부인 사라(Sara)와 

화자에게 위로를 준다. 흔히 말하듯 유기적인 관계를 이루어 -드만이 보기에 유 

비적이라고 할 만큼-만물은 상호 교통과 상호 전환이 쉽게 일어날 것 같다. 아 

니 정말 그런 변환을 증명하는듯 이 친연성은 2연에서 바람과 교감하는 풍명금 

(lute)에 연장되어 더욱 고조되며， 이 마법의 소리는 공감각적으로 소리 속에서 

빛 (A light in sound)을， 빛 속에서 소리같은 힘 (a sound-like power in light) 을， 

그리고 생각 속에서 리듬(rhythmin 며1 thought)을 창조하면서 소리와 부딪히는 

모든 사물을 영적으로 고양시킨다. 그야말로 세상은 “안팎으로 한 생명 .. (one life 

within us and abroad) 이 된다. 그런데 문제는 이 유쾌한 교감(혹은 수동적 친밀 

감)이 다소 넘치면서 어떤 일탈을 낳는다는 것이다. 친밀감은 느른함이라는 반 

분의 차이를 만들고 그 가운에 틈이 불거지면서 잉여차이가 제 관성을 탄다. 반 

쯤 눈뜬(half-closed) 수동성의 상태에 빠지게 되는 화자는 처음에는 햇빛이 고요 

속에서 다이아몬드처럼 현란히 춤추는 듯 세계를 보지만， 어느새 늘어진 사지의 

틈으로 또 다른 이질인 붙잡히지 않는 생각(a thought undetained)의 침입을 받 

는다. 고요를 틈타 틀이닥친 무수한 빠른 공상은 어느새 거친 강흥처럼 드세어지 

고， 화자는 결국 그것이 “느른한 뇌 .. (passive br;떠n)를 뒤혼들 것 같은 불안을 감 

지하게 되는것이다. 

많은 한가하고 재빠른 환상들이 

나의 나태하고 수통적인 뇌를 쏘다닌다. 
마치 변칙적인 질풍이 이 루트에서 부풀고 또 펄럭대듯이 
그렇게 야단스럽고 다양하게 (Samuel Taylor Coleridge 28) 

Andm없ly idle flitting phantasies, 
Traverse my indolent and passive brain, 
As wild and various as the random gales 
표at swell and flutter on this subject l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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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가 무서운 고요가 되어 버렸다. 물론 화자는 느른함이라는 차이. 그리고 변 

칙적인 광풍을 유기성 내부의 자연스런 흐름으로 만끽하는 듯도 하다. 그러나 마 

지막 연에서 유기성을 견제하려는 것은 차이의 과잉이 위험 수위로 느껴지기 때 

문일 것이다. 기독교 신앙으로 무장한 사라의 “부드럽지만 꾸짖는 눈길"(eye a 

mild reproof)이 마술적이고. 범신론적 상상력을 혹은 이교적인 자연의 종교 

(Bloom The Visionary Company 201)를 단속하는데 , 친근함의 수동성 이 축 처 

진 수동성 으로 변하고 그 틈을 타 불순한 망상(삼1e shapings of the unregenerate 

mind)이 몰아치자 그것이 결국 절망을 초래할 것 같고， 돌연 “죄악에 찬 가장 

비참한 인간/ 황폐하고 어두운" (A sinful and most miserable man./ Wildered 

and dark)이라며 죄책감이 엄습하는 것일테다. 수평적 동질감이 과도한 이질성 

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고 이제 무차별적인 동일성의 철학을 .. 헛된 철학"(v머n 

Philosophy)로 문제 삼고 유기적 상상력은 타자화되고 급격하게 위축된다. 그런 

데 이렇게 석연치 않게 닫히기 때문에 오히려 유기성 내부의 어두운 여운이 더 

어른거리게 된다. 코울리지의 내부에 범신론과 초월신론간의 신학척 갈등이 잠 

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암시받는 것이다. 

특히， 코울리지의 초자연시는 워즈워드가 처음부터 이해할 수 없었던 것처럼 

이미 이질성이 더 지배적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그런 요소가 당장 문제가 될 수 

는 없는데， 이미 이 차이는 대립 구도를 형성하려고 시인이 의도적으로 배치했다 

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시는 처음부터 과학보다 더 미묘하고 복잡하며 훨 

씬 파악하기 힘든 원인에 근거한 것이 아니겠는가(BL 9). 그럼으로 오히려 코울 

리지는 더 높은 통합을 모색하는 셈이다. 그런데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작품 

들에서 아무리 더 깊고 넓은 구섬점을 찾아낼 수 있다고 하더라도-사실 이것이 

가능한지부터가 혼란스럽다-남아 있는 차이를 다 해소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상상력의 통합적인 작용보다 원심적인 기능이 더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시인 자 

신의 제어력을 능가하는 경우로 이 시들이 드러난다는 것이다. 그것들은 코울리 

지의 자기 모순을 드러내는 장이 된다 그에게 원리적인 비평보다 원리를 실현하 

고 생성시키는 시가 훨씬 더 분열성이 많은 것은 분명 사실이다 r노수부의 노 

래.! (The Rime ofthe Ancient Mariner)는 로버트 펜 워른(R얘eπPenn Warren) 

의 주장처럼 비정형적인 시도， 감수성의 분열이 적나라한 시도 아니고 오히려 순 

수 상상의 시로서 보다 높은 통합적인 수준을 달성하는(266-267) 것인가? 아니 

면 나중에 코울리지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시라고 토로했듯이. 불신( disbelief) 

을끝까지 중지하지 않으면 안될 정도로여러 불합리한사건들의 이질성은해소 

되지 않고 따로 불거져 나와 그 낯선 기능을 깊게 혹은 얄게 반향 시키는가?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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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 인과 관계의 비약， 노수부의 극단적인 모순감정의 교차， 그의 비자발적인 

회개 방식. 반복 강박적인 그의 섬뜩한 태도와 이야기 방식， 알바트로스를 죽인 

이유의 모호， 유령적 현상들， 더 우울해지고 현명해진(?) 청년의 변모된 모습과 

행로 등은 도덕적이고， 기독교적인 환원의 과정 -특히 1817년 재발간한 이 시 

에 붙인 주석 18)은 기독교적 배경을 서사의 통합을 위해 적용하고 있는 듯한데

에 용해되기에는 아무래도 무리가 따른다. 설령 여러 낯선 (unc와my) 효과들올 

비기독교적인 양상으로 치부하고 더 큰 하나로 수용하려 해도 이탈적인 면이 더 

강하지 않을까. 예컨대， 동료 수부들의 무수한 죽음， 노수부가 귀향해서 항구로 

진입할 때 수로 안내인의 발작(fit)과 사환의 착란 등의 사건은 노수부가 원하지 

않는 가운데 불러들이는 터무니없는 파괴력에 의해 발생하는데， 그것은 죄값이 

라는 채무의 범위를 월등히 능가해서 일종의 잉여 차이로서 휘둘려 지고 있다는 

것이다. 

비슷한 맥락을 이룰 텐데 í쿠블라 칸J( “Kubla Khan" )에서 대극을 이루는 한 

편의 둥근 지붕(dome)과 정원， 다른 한편의 “낭만적 균열" (romantic chasm) . 

“쉴 새 없는 동요" (ceaseless tunnoil). “거 대 한 파편들" (huge fragments) . “춤추 

는 바위 들" (dancing rocks) 등을 내 적 인 일 관성 으로 읽 는 험 프리 하우스 

(Humphry House)의 시각(307-311)이나 대조적인 균형으로 보는 블룸의 읽기 

(The Visionary Company 219)도 반대를 통합한다는 코울리지의 이론을 도식적 

으로 적용하는 면이 있어 여전히 긴장이 미홉하다. 둥근 지붕은 그것을 위협하는 

균열적인 풍경들 가운데서 건축되어야 하기 때문에 칸의 권력을 요구하고 그로 

인해 절대적으로 구축된 듯하지만， 교란적인 배경이 길게 묘사되는 것은 세움과 

부숨간의 잉여적인 차이를 더 의식하게 하며， 결국 그 가운데 전쟁을 예감하기 

때문에 이 시가 더 큰 조화나 동일성으로 수렴될 수 있을 것 같지 않다. 더구나 

마지막에 어쩌면 쿠블라보다 더 큰 권위로(McGann 102) 영감에 의해 궁전을 

시적으로 재창조할 수 있다고 장담하는 시인은 맥캔의 주장처럼 붕괴의 가능성 

가운데서 그래도 시적 창조력의 긍정성을 확인하는(102-103) 듯하지만， 엄밀히 

보면 could. would의 가정 법 을 쓰고 있고 그의 “번뜩이 는 눈" (flashing eyes) 이 

18) 팀 풀포드(Tim F버ford)는 주석의 개입이 오히려 독서를 망치는 꼴이 된다고 보는데， 

그것이 마치 노수부에게 붙잡힌 청년처럼 독자로 하여금 원기의 부담을 가중시키기 때 

문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 평상시처럼 독서를 할 수 없는 독자는 오히려 텍스트의 

의미 질서를 확신하기 어려워져 아무리 질서를 모색하더라도 절망하는 수밖에 없게 된 

다. 결국 남는 것은 독자 스스로가 얼마나 무지한가 라는 것만 알게 된다는 것이다. 이 

렇게 이 시는 어떤 의미에서 어둠으로 데려가기 때문에 반시 (anti-poem)가 된다(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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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뜻 광기를 풍기기 때문에-전제권은 그 파잉으로 스스로 분열될 수도 있는 것 

이다- 시를 짓다 말고 불현듯 그것을 짓이길 지도 모른다. 아니 향락(주이상 

스)에 취한 상태에서 짓는 궁전자체가 낙원의 젖(암le milk ofParadise)처럼 스르 

르 녹아내릴 것도 같다. 물론 코울리지로서는 “아무리 환각적인 혹은 초자연적 

인 것이더라도 그것에 의해 감동을 받게 되면 그것이 진실한 것이 될 수 있다” 

(BL 2: 6)고 보기 때문에 지배적인 이질성 가운데서도 더 큰 통일성을 포기하지 

는 않을 것이다. 그렇더라도 그가 실제로 그것을 실현하려고 했는지 그리고 달성 

할 수 있는 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5. 드만의 동일성 강박? 

크리스텐슨은 코울리지의 여러 비견과 경험에는 드만이 제시하는 맹목과 통찰 

의 이중성 맹목을 그 자체로 볼 수 있는 독자가 그야말로 통찰을 가질 수 있 

다-이 잘 드러난다고 주장하면서 코울리지를 비판했던 드만을 난처하게 만든 

다. 코울리지의 비천은 그의 어둠과， 좌절과 통일했다는 것이다 그는 『문학 평 

전』의 10장에서 코울리지가 경험한 한 일화를 그런 예들 중의 하나로 든다. 코울 

리지가 젊었을 때 급진적인 복음지 「야경꾼J (The Watchman)의 구독 운동을 하 

던 중， 어느 날 저녁 담배 독에 취해 소파에 기절할 정도로 누워 있다 깨게 된다. 

그때 어떤 신사가 오늘 신문을 보았느냐고 묻자 코울리지는 주위 사람들이 폭소 

를 일으킬 정도로 기독교인이 정치적이고 일시적인 관심을 끄는 따위의 기사를 

원는 것이 옳으냐고 되물었다는 것이다. 이 엉뚱한 일화는 전력을 기울이던 일과 

가볍게 절교하는 코울리지의 양가성을 잘 드러낸다고 말하면서， 크리스텐슨은 

이런 자기 모순적인 이질성이 코울리지에겐 자연스런 것이었다고 주장한다 

( ‘되keaG띠lty π피19Surprised" 778-779). 

코울리지의 모순에 대한 감각은 사실 그의 글 곳곳에서 기본적인 관심이자 논 

리로 드러나는 것이다. “회미한 지성은 절대적인 하나를 본다" (암le 며m Intellect 

sees an absolute Oneness, Notebooks 1725번)라는 구절은 얼핏 드만을 연상시키 

는데， 맥팔랜드(만lOmas McFarland)에 의하면 이런 자가당착(pol없'Ïty)의 사례들 

을 그는 따로 수집하기도 했다(292-293) . 적잖은 독자들이 결국에는 코울리지가 

통일성을 지향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정신-원래 주체와 객체의 통일성

은 그 동일성을 의식하기 위해 어떤 의미에서 그 동일성을 와해하지 않으면 안된 

다. 왜냐하면 이 통일성은 타자와 자기로 형성되기 때문이다" (the spirit -

ori밍nally the identity of 0에ect and subject - must in some sense dissolve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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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entity, in order to be conscious ofit: fit alter et idem, BL 279) 라고 말할 때 , 코 

울리지는 하나 안에 상존하는 자기 해체의 가능성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다. 아니 

그 이상으로 다수성을 늘 염두에 두고 있다 r문학 평전』에서 그는 무수한 사상 

체계를 비교하고 미세한 차이를 구분해 내는데， 그것은 어떤 특정 이념 체계의 

우위를 단언할 수 없는 사실을 그가 잘 알기 때문이다. 

로크， 버클리， 라이프니츠， 그리고 하틀리 풍의 철학을 차례로 공부하였 

으나， 그 어디에서도 내 이성이 거주할 수 있는 곳을 찾지 못했기 때문 
에 ... 동시에 나는 모든 결과들을 고려하고. 모든 모순을 제거해 버린 체계 
는 도리에 어긋나는 것처럼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BL 

140-141) 

After 1 had successively in the schools of Locke, Berkeley, Leibniz, and 
Hartley, and ∞u1d findin neither of them an abiding plaæ for my reason ... 
as soon 버.d 1 find, that the scheme taken with 려1 i않 consequences and 
cleared of all inconsistencies was not less impracticable, than contra
natural. 

이 구절을 통해 코울리지의 내면의 갈등과 혼란을 짐작할 수 있는데， 그래선지 그 

는 철학자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직무는 관찰하고 수집하고 분류하는 일밖에 더 있 

겠느냐고 생각해 보기도 한 모양이다(BL 141). 그러나 코울리지는 다시 문제를 

해결하려는， 더 큰 통합을 달성하려는 의지를 위축시키지 않는다. 그렇다고 다양 

성과 이질성을 그야말로 환원적인 동질성으로 홉수할 수 있다고 믿은 적은 그에게 

한 번도 없었던 듯하다. 단지 그가 부정하던 여러 사상들도 보다 큰 중심점에서는 

나름의 가치를 지니는 경우들로 통일될 수 있다는 생각은 해 보는 것이다. 

우리가 사물의 근저를 깊이 통찰하면 할수록， 그만큼 더， 수많은 철학 학 

파의 학설에서 한층 더 많은 진리를 발견하게 된다. 회의론자에 있어 감 
각 대상의 실질적인 실재의 결여 ... 파르메니데스와 플로티누스의 일은 

다라는 것 ... 스토아학파의 사물의 필연적 관계 .. 카발라 학파와 신비학 

의 생기론적 철학 ... 데모크리투스와 현재의 철학자에 의한 모든 특수 현 

상의 기계적인 해석-이 모든 것들은 중심적 시점에서 보면 통합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BL 246) 

만le deeper, however, we penetrate into the ground of things, the more 
truth we discover in the doctrines of the greater number of the 
p비losophi떠1 sects. ’rhe want of substantial reality in the objects of the 
senses, according to the sceptics ... 상le ONE and ALL of Parmenides 없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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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otinus, the necess따y connection of things according to the Stoics ... the 
vital-philosophy of the Cabalist and Hermetists ... the mechanical 
solution of all particular phenomena according to Democritus and the 
recent philosopher-all these we shall find united in one perspective 
centralpoint. 

물론극단적인 갈동의 체험 때문인지 코울리지가아무래도좀더 깊은통합을지 

향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그 통일 속에 척력이나 이질성을 전제하고， 특 

히 창작에서는 모순을 거의 구조적으로 개입시키면서 어느 틈에 자신도 진땀을 

흘릴 정도로 이질성의 관성을 타고 미끄러진다는 것을 앞서 확인했었다. 이런 코 

울리지의 다중적인 면이 사실 그 자신에게도 그리고 독자에게도 자주 어떤 결론 

에 도달하지 못하도록 하고 혼돈을 불러 일으킨다. 

비록 드문드문 코울리지의 모호성과 자기모순을 거론하기도 하지만19) 대체로 

드만은드만답지 않게 코울리지의 통합적인 변에 더 주의가기울어진 듯하다. 그 

는 코울리지의 이변에 여러 논점들이 다투듯 들어와 알력을 만들며 기존 명제를 

완전히 전복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눈여겨보지 못했고， 또 그에게서 뒤틀리고 갈 

라지며 후퇴하고 회의하는 혼적들을 들추어내지 못한 것 같다. 즉， 코울리지를 

비교적 명면적으로 독해함으로 그를 자기 입장을 강화하는 좋은 예로 높이 살 수 

있는 대목에서 인색한 변을 보이는 아이러니를 초래한다. 더구나 드만의 코울리 

지의 해독에 몰역사성이 노출된다는 점 또한 무시할 수 없다. 코울리지의 담론이 

당시 문화 공간에서 담당하는 중요한 역할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 영국이 홉스. 

로크， 흉， 하틀리 등을 통해 유물론적， 원자론적 경험론을 발전시킨 이후， 그것 

이 주는 파편성， 물질성， 기계성， 무， 불안 등을 그만한 형이상학의 차원에서 메 

울 필요가 있었다. 물론 경험론 내부에서 외적 관계와 수통성 문제 때문에 감정 

과 동정의 중요성을 일찍부터 주목하고 윤리학과 미학에 대한 논의를 별도로 발 

19) 드만은 특히 에이브럼즈의 논의를 수용하여 코울리지에게 상상력의 통합력이 자연과의 

유버적인 통합의 연장선에 있는 듯하지만 그것과 구별되는 의식이 개입하기 때문에 의 

식과 자연이， 창작과 창조가 대립을 가진다고 주장한다. 시인의 자유의지가 유비척인 

측면과 모순올 만들고 있었다는 것이다(Blindness and lns핑ht 28). 그러나 이 생각을 

다시 보면. 코울리지에게 자유와 제한이 자연 속에 같이 작용하고 그 연장선에 창작자 

가 있다는 것， 따라서 창작자도 자유와 구속을 같이 느낀다는 점 , 즉 유기적인 통일성 

내부에 이미 분리와 통합이 같이 작용하고 있다는 점 , 그 가운데서 새로운 통합과 생성 

의 가능성을 찾고 있다는 점은 지적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잘 알 수 있다. 여전히 드만 

은 수평적인 이항 구조를 털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이런 현상은 사실 신비평자들과 이 

후의 많은 유비론적 해석자들에게도 공히 보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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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켰지만， 철학적 빈곤은 여전했다. 그러던 중 18세기 중반 이후 감성의 문화 

가 외연적. 과학적， 유물론적 사고를 능가하는 대안을 특히 감성의 교육으로 모 

색하기도 했다. 그렇지만 그 역시 대중화되면서 미약해지고 왜곡되는 양상을 보 

이자， 감성의 문화를 더 심화시키며 낭만주의 운동이 전개되었던 것이다. 특히， 

코울리지는 철학적인 차원에서 영국의 경험론과 대결하고 포용하는 그 제일 선 

봉에 위치했다. 하틀리류의 연상 심리학을 능가하기 위해 내적 통합을 더 부각해 

야 하는 역할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다. 더구나 미래의 여러 역사적， 문화적 현상 

을 감안해 볼 때 , 그의 사상은 생존력을 잃어서는 안 되는 한 흐름이다. 당시의 

공리주의 , 미래의 자연주의 동의 추세 속에서 비록 그 위력은 약해졌지만 밀 

(Mill)이 환기시키듯 적어도 보충적으로， 때론 당위적으로 한 몫을 해야만 했던 

것이다(Raymond W퍼i없ns 59 , 70). 드만의 코울리지에 대한 몰역사적 이해는 

신비평의 비판에 연유하는 부분도 있다. 신비평이라는 중간 장벽이 드만이 코울 

리지와 직접 부딪히는 면적을 줄이지 않았나 한다. 특히 브룩스(Cleanth 

Brooks)와 로버트 펜 워 른이 낭만주의자들 중 어느 누구보다도 코울리지 와 그의 

유기체론을 높이 평가하고 있었는데 신비평의 한계와 자기모순-총체성과 아이 

러니의 공존-을 부각시키려는 드만으로서는 코울리지를 신비평가들과 연관되 

는 정도에서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드만에게는 코울리지와 신비평 -신 
비평 내부의 차이점20)과 함께 - 이 훨씬 더 분리되어 논의되어야 하는 과제가 

있다. 

한편으로 더 근원적으로 후기 구조주의의 통일성 부정 이라는 흐름을 드만이 

예민하게 의식하는 단점도 있다. 동일성 (UI너ty)에 대한 비판이 마녀사냥을 하는 

꼴이 되면서， 복잡한 하나도 단선적으로 치부해 버리는 오류를 범하기 싶다. 포 

스트모더니즘의 중요한 한 문제라고 볼 수 있는 이런 현상은 역으로 보면， 그것 

이 통일성 강박에 시달리고 있다는 한 증후일 수 있다. 하나됨이 전제적인 예도 

분명히 있지만， 그 반대의 경우도 있지 않겠는가. 예컨대， 통일성 내부에 모순을 

항상 내포하는 경우가 있고， 또 로렌스(Lawrence)의 『사랑하는 여인~(Women 

in Love)에서 어슐라(Ursula)와 버킨 (Bir퍼n)의 사랑에서처럼 무의식적 동일성 

이 있어 의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다의성까지 포용할 수도 있다. 포스트모더니즘 

20) 특히 존 크로우 랜섬 (John Crowe Ransom)과 브룩스와 워른의 차이는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랜섬은 그의 결 (texture) 개념으로 좀처럼 틀(Structure)로 잡히지 않고 개별 
성， 복잡성， 밀도 자체가 두드러지는 영역을 설정하고 그 맥락에서 아이러니를 대립이 
해결되지 않는 특수한 경우로 이해하고 있었지만， 브룩스와 워른은 아이러니가 결국 

통합의 통로로 수렴된다고 보는 중요한 차이를 드러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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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통일성에 좀 더 둔해지고 어두워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물론 획일성을 경계 

하는 고삐를 늦출 수는 없지만， 어떤 의미에서 더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역셜적 

으로 통일이 될 수도 있다. 코울리지 시대에 내적 통합은 비슷한 맥락에서 요청 

되는 면이 있다. 폴 드만은 결과적으로 코울리지에 어두웅으로 더 깊은 통찰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그에게 만큼은 자신이 거부하는 통일성-일의적인 어둠

에 갇히는 자기 오류를 범하고 있었던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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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Critique ofPaul de Man’'s Rea떠ngof 

Coleridge 

Jnng-pil Park 

In ‘'The Rhetoric of Tempor.외i양" Pa버 de M.없1 αiticizes the then prevailing 

Organicist misreading ofWordsworth. But he does not make the s없ne efforts for 

Coleridge, 없퍼nghim to be 삼le ori밍n of Organicist criticism. This leads him to 

criticize Coleridge’s usage of such figurative or literary concepts as symbol, 
allegory, imitation, and analogy out of context. De Man contends that 

Coleridge’s symbol is continuous with sense and even loses i성 materi떠ityin the 

pursuit of identical transcendence. Yet, Coleridge places symbol, in which ideal 

nature extends into artists’ sensation or lan밍lage， over allegory, the su얄rfi띠al 

translation of abstract notions into abstract perception. In fact, de Man 

misunderstands Coleridge’s figurative concepts by neglecting his philosophical 

context. Coleridge’s symbol, neither transparent nor opaque, has some 

contradictory structure in which the transcendental universal h외fhides and 

halfreve머s itself by infle야ing itself entering into the particul없; nature’s light 

or free principle is expressed into 파nited 파1밍llStiC form by self-irony. Also, in 

contrast to de Man’s interpretation that Coleridge employs imitation 잃 sensOIγ 

mimesis, Coleridge’s use of imitation actually suggests that the artist duplicates 

the inner principle 없ld action of nature 없ld that he recreates nature by the 

functioning of his special imaginary power, through which the contraries pose 

disproportional balances between infinite freedom and fu너teform. 

There exist more fundamental philosophical bases in Coleridge’sfi밍lral 

concepts, such as organic unity, the su비ect and the 。이ect， and the absolute. 

Investigating the innermost we can uncover residual or latent difference 

resisting integration in his philosophic머 notions. The entire identity of the 

absolute cannot endure without self-duplication. And the latent difference 

reveals itself through becoming or 따tistic creation and turns surplus dif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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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ch tends to centrifuge itself even to the extent of anxiety or ruin. For 

instance, the heterogeneous motif within the combination of opposite elements 

in “An Aeoli밍1H앙p，" The Rime of the Ancient Mariner, 없1d “Kubla Kh없1" 

projects itself too much to return to the higher coalescent or circuitous narrative. 

In conclusion, de Man’s interpretation omits the substanti외ity of Coleridge’s 

inner difference, deficient in cubic reading. That is, de Man commits self

contradiction because he does not acquire light due to his blindness to Coleridge. 

K앙I Words symbol, allegory, organism, the subject and the object, self

duplication, residual diff바.en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