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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교문학의 의의 

어느 시대이뜬 서로 다른 문화들은 상호 접촉과 교류활 통해 지방적인 것 

에서 보다 콘 분화 영역으로 확장끌 지속해왔다. 그러나 요즈음만큼 지방적 

인 것과 세계적인 것 사이에 역동적 긴장이 일어나고 있는 시대도 드물 것이 

다 1) 한편으로 문화의 글로벌화 가운데 지방적인 것이 멸실되는가 하면 다 

른 한편으로는 이활 기회로 가치를 글로벌화 하는 지방문화들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디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 정보화 시대의 테크놀로지가 자리잡고 있음은 물론 

이다. 정보화 사회는 인류의 생활과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혁명적 변동을 초 

* 이 연꾸는 학술진흥재단의 1997학년도 학제간연꾸지원사업의 지원에 의해 이루어진 
것엄 

1 ) 구용Claudillo Guillen은 아리스토텔레스 이래 작가란 구체적인 것과 보편적인 것， 

는 지방적인 것과 세계적인 것 사이에서 긴장을 느끼는 사람들이라고 했다 (The 
Challenge of Comparative Li terature, Harvard Univ. Press , 1993, 12.) 요즈음은 
비평가 뿐딴 아니라 지꾸상의 모든 사람뜰이 그리고 문학에서 뿐만 아니라 문회 전 

반을 통해 그러한 긴장을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제 지방적인 것과 세계 

적인 것 사이의 긴장은 작가와 현대인뜸에게 역사 변몽의 주요한 패러다염으로 여 

겨질 지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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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하고 있다. 다양한 지역의 경제권들이 하나의 단일 시장을 향해 접근해 가 

는가 하면， 그와 비례해서 국가의 주권이 약화되고 민족의 이념도 그만큼 변 

화될 수밖에 없다. 마찬가지로 국지적으로 고유한 전통을 지켜왔던 제각각의 

민족 문화들은 갈등과 융합의 과정을 거듭하면서 거리를 좁혀가고 었다. 

문학이 글로벌화에서 예외일 수 없음은 물론이다. 지방적 가치가 중시되었 

던 민족문화 시대는 이미 고고학적 유물이 되어가고 있다. 사실， 비교문학은 

각 민족 문학이 고유한 가치를 보유하고 독립적 단위로 유지되는 동안 필요 

하고 유의미했던 것이다. 그래서 올드리지 A. Owen Aldridge는 비교문학 연 

구는 근사성， 전통 혹은 영향관계의 파악을 의미한다고 지적하고 서로 관계 

가 없는 작품들 사이의 스타일， 구조， 법 또는 생각에서는 근사성을 찾고， 

공통의 역사적， 연대기적 또는 형식적 유대휠 지닌 작품들 사이에서는 전통 

과 영향관계를 밝히는 것이라고 했다 2) 그러나 주제나 형식의 끈사성， 전통 

성의 공유 또는 상호 영향관계활 비교한 미시적 안목에서딴 비교문학의 의미 

를 찾는 것은 민족 문학 시대의 패러다임이다 3) 이제 민족 문학이 그 나라 

2) 그리하여 생각의 판사성에 관한 비교대상의 예는 우유부단한 인물 연구인 러시아 

소섣 U‘오블로모프』와 세익스피어의 희곡 『햄릿』 사이에서 찾을 수 있고， 전통의 

통질성에 관한 예로는 일안칭 형식으로 감정의 자유분방한 표현을 찾은 괴테의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파 루소의 소설에서 찾을 수 있으며， 이탈리아 딴쪼니 

Manzoni 의 역사소설 『약혼자들 1 promess i sposi ~ 에서는 스콧 Wa 1 ter Scot t 소섣 

영향을 비교할 수 있는 예라고 지적했다 (Comparati ι'e Li terature: 때tter 

Method, University of lllinois Press , Urbana/Chicago/London, 1969 , p.3) 
3) 사실 큰대국가의 개념은 16세기 큰대사회의 이데올로기를 통해 형성되었다. 왕조의 

세습， 꾼사적 정복， 경제력의 향상， 중앙집권회 등 푸코의 딸올 빌리면 불적 축적 

(자본의 축적)과 더불어 인적 축적(정치적 축적)이 이루어지면서 곤대국가의 모양이 

갖추어져가기 시작했다. 서구 사회에서 민족의 개념이 보다 확고하게 자리잡은 것 

은 19세기 뜰어서였으며 정규꾼대， 관료주의 등 끈대적 사회조직이 민족 단위로 중 

앙집권화한 주권국가 개념을 만들어내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주권국가들 사이의 세 

력균형에 의해 유지되어온 국제사회의 정치적 질서는 위기를 맞기 시작했다. 그리 

하여 민족 문학이 그 나라 역사의 반영이라는 폐쇄적 경계 안에서 해석되었던 과거 

의 민족 문학뜰은 이제 세계문회라는 거시적 해석의 플 안에서 재인식되기에 이프 

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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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의 반영이라는 식으로 폐쇄적 안목에서 해석하는 시대는 지나갔으며 1 개 

개의 민족 문학들은 세계 문화라는 거시적 해석의 틀 안에서 통합되고 재인 

식되기에 。1"르폈다， 애를 는이 셰익스펴이는 엘리자베스 시비의 영국문학을 

대표할 뿐만 아니라， 로망스 장르의 완만히지만 축적적인 발전이 동방고전에 

서 도입된 극적 능력의 충격을 반아 새로운 양식으로 탄생한 것이라는 식으 

로 가시둔화식 관접에시 해석힐 수 있는 것이디 41 

일씩이 커다란 논란의 파장을 일으킨 르네 웰례 Rene Wellek의 1958년 논 

문 “비교문학의 위기 The crisis of comparative literature" 은 지나치게 기 

고 사실지향적인 전통적 비교문학 방법론， 즉 자기 문학과 타문학 사이의 인 

과적 영향관계에 지중학 프랑스 비교문학 비평을 비판하고 일반문학과 비교 

문학 사이의 구별에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을 거부하였다-

닝lÆ분학은 텍스트륜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치와 질에 대한 싼심을 의미하며 1 그 

것은 텍스트의 익시생을 포함하I 그이한 。1해를 위해 비평사를 요구하며， 궁극적 

으로 그것은 보편문학사와 연구의 이싱적 간격을 잇는 구제적 퍼스펙티브를 의미한 

다 분병 비교운학은 민족적 편견파 지방주의륜 극약하고자 하는 것이지만， 그령다 

.:îl 서로 다른 민즉적 전동의 촌지1니 생맹니은 무시히거니 죄소화 시켜서는 안된다 

우리는 왜곡되고 불필요한 션택음 경계해야 한나 민쥬문학과 보편 문핵 1 문학사와 

비평을 다같。1 필요로 하며， 비교분학반을 통해서만 가능한 폭넓은 사각을 필요로 

히는 젓이다 5) 

4) Moulton , Richard G “ Wodd Li terature and 1t5 Place in G잉1eral cul ture". Ye 

C0111pM'atÍl!e and General Li ter꺼ture， 39 (1990-91). lndiana University , 21 
5) “The name and Nature 0 1' Comparative Li terature" , Cumpan!.l isls at Wurk , E 

Stephen G. Nichols Jr., and Richard B. Vowels , blaisdell Publishing Co. , Mass 

1968. 22 23 .. 2.네 웰페은 예숭황동과 십 ul걱 행위는 인긴의 다흔 랭위틀과 운맹히 

구분되어야 한다는 정을 곳곳에서 강조했다 이미 70년대 긴에 섣 전척 도덕객 행위 

나 논리적 인식흔적 형이상학적 겁층 목적 밍이 오직 총체적 형식음 채우는 것만음 

되식。로 하는 무J디적으1 적석을 미섞 되식。로 시시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전통아니? 

진~19.f 선과 당~l 미적 가치륜 유용성의 옥적으로 하지 않는 ‘무사심의 즐거움’으로 

F별한 칸드 전풍의 분피에 대해 부정끽으로 언급하고 였있니 회럽인들이 안고 았 

였고 칸트가 성F히게 전개시킨 진) 산， 미 그려1 윤용성의 구별과 인간의 다른 행 

위듬파 구낼뇌는 예술파 미학의 녹힘적 개념이 사힘받고 있다고 맙이다(“coα:arat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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二L런 의미에서 비교문학과 문학 사이의 경계늪 모호해진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여전히 비교문학은 대학 강단에서도 각 시역 문학파 구영되늠 독립된 

학문 분야로 존속히고 있다， 물론 τ것은 항구적으로 뜩립적이라기보다는 지 

역문학단위의 비교문학단위로의 통합과정에서 보여지는 잠정적 또는 과도적 

현상이라고 올 수 있겠지만 맏이다‘ 이쩌면 비교문학은 문학단위가 히니의 

언어 또는 한 연구자의능덕 엠위 내보 용혀질 때까지는 결코 사라지지 않을 

수도 있다‘ 윤학들 사이에 기생한마는 의미로서의 블구시 개념인 비교문학은 

불구직인 채보 내내 존재할 수밖에 없응지 모른디디 그런 경우 비교문학의 영 

역 확장은 창키 Frank_ J. Warnke가 바라던 대포 문학의 정진틀에 대한 재검 

토와 오류의 시정은 물론 소외되고 부시되어왔던 민족들의 주요 한 작품들에 

대한 인식의 확대를 가능하게 해출 것。로 기대한 수 있은 것이냐 6) :__L 러]그 

로 거시문화적 해석으로 맨촉 문학의 고유생이 무시되거니 되장되어야 한디 

는 주장이 당장 섣득력을 갖게 될 수 없음은 분뱅허다‘ 오히려 오늘납 비교 

문학 연구가 푼화， 언이? 띤즉， 엮시， 그랴고 정체성 등이 위기에 삐진 격변 

의 시내의 문화적 내응 방식이라는 주상에 다 귀기윷어 볼 일이 cj 

그령더라도 역설적으로 민족 문학에 대힌 인식의 확대가 곤 에셰문혁으보 

의 발전삭 풍함을 향애 나가는 같이라는 사실 또한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비교문학 연구는 정체성윤 위협맘는 민족문학의 이해릎 심회시키늠 통시에 

문학의 단일 정체생옹 확보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도 였기 때문이다 결국， 

오늘날 비교문학의 진정한 의미는 이미 낭만주의 시대에 괴태가 말한 ‘세계문 

학 Weltliteratur’을 확장하는 것은 물론 그와 동시에 민족 문학의 지방성을 

L {terature Tα:lay". Discriminatinns , Yale lIniversity Press , 、ew Ha、 en ， 1970 , 4 

。1차대선 이후 미국분학의 비평에 있어서도 사회주의적 비1 팽) 심 ~I주의거 비평 1 신 

화적 비평‘ 특히 섣존주의의 철학적 배정에 의존한 비평경향틀음 비판하면서 문학 

바맹은 C닉티 학문괴 달리 인긴의 심 "1 석 행위의 해석이다는 심윤 강조히기도 했다 

(“Ph ilosophy and Postwar Criticism , '" CvmparaLive Li terature: 따 t ter anJ Jfe thvd 
6) ‘ The Comparatist ’ 5 Can이〕’ Some Observations'’, The [0.α11xwayive Pers"ρÕ'C ti 

f. i terature. APJ.χ 。'Rches to the Theαy 에7d Practice, (ed. by CJayton Koelb <'In 

Noakes) , Cornell Univ. Press , Ithaca and 100don, 1988 ,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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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하고 세계적 이해릎 도모하는 방향에서 찾아져야 할 것이다. 

2. 스페인 문학과 영국 문학 

거슬러 올라가면 스페인 문학도 영국 문학도 한 뿌리에서 만나게 된다. λ 

페인 문학이 로마 지배하의 라틴어를 모태로， 게르만 민족 이동이 일어나고 

로마 제국이 붕괴된 이후 로마 영토의 지방화가 가속화되면서 11세기를 전후 

한 중세에 태동하였다면， 영국 문학은 라틴어 계열인 불어오} 이탈리아어에 

게르만어가 뒤섞여 창조적 근대어로 발효되면서 시작되었다. 두 문학은 유럽 

역사 가운데 부침의 과정을 달리하면서 때로는 서로 수용하고 때로는 영향을 

미치면서 각기 고유한 문학의 토양을 일구어냈다. 

스페인 문학의 문화적 정체성은 그 지정학적 위치와 역사적 문화적 이유들 

로 해서 서구 문학 전통과의 관계에서 늘 문제시되고 논란거리가 되어왔다. 

변경 유럽에 위치한 지정학적 상황 때문에 역사적으로 스페인 문학은 유럽 

중심 문예사조를 주로 수용하는 쪽이었다. 중심문화가 주변문화의 영향 아래 

놓이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린 Otis H. Green은 중세이래 현대에 이르기 

까지 기사도 정신이나 기독교의 박애 정신 등 서구의 문학전통이 스페인 문 

학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면서 스페인 문학은 일관되게 서구 전통의 맥락 속 

에서 전개되어 왔음을 확인했다 7) 한결유 더 나아가 르네상스기 이탈리아 

문학의 영향파 계몽주의 이래 프랑스 문학의 영향은 스페인 문학의 전장에 

걸쳐 두루 얘기되어야 할 광범위한 것이다. 그에 비하면 영국문학과 독일 문 

학의 영향은 상대적으로 적기는 했지만 세익스피어의 희곡을 번역한 계몽주 

의 극작가 모라띤 L. F. Moratín이나 19세기 스페인 사실주의의 대표적 소설 

가 갈도스 Bén i to Pérez Ga 1 dós에서처럼 영문학의 영향은 도처에서 확인할 

7) Spain and the Western Tradition:The Castilian Mind in Li terature from El 

Cafderón, Madison ’ The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 1963, p.328. 이에 대해 

El ias L. Rivers는 그린이 지나치게 스페인 문학을 일반회 단순화시키고 있디고 반박 

했디 (MLN. 80( 1905) , 235-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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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디 갈도스의 경우 세익스피어 희곡 인울들에 관심을 갓고 소재를 원용 

하고 었기는 하지만， 플릇이나 극 구생에 대한 논평이 없었던 것은 특징적이 

다 81 또한 스페인 낭만주의에 끼친 비。1 련의 영향은 스페얀의 피를 물려반 

은 우]고의 영향에 핏지 않았디 

빈변에 다는 유럽 문화에 비해 지방적 특성괴 토속적 고유성。1 두드i，_l;J 진 

스페인 문학이 어떤개 유염 문학에 영향을 미셨는가를 검토하는 것은 유꾀 

문학이 스페인 문학에 어떤 영향융 미쳤느냐는 것보다는 상대식으로 델 fι펀 

화원 주제라는 전에서 흥미보운 삭업일 것이다 스페인 문학이 유딘 문학에 

기여한 것도 한 시대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부슬립 지배하의 스페인은 유 

태인파 아립인은 물론 아답 치하의 모자레브 기독교인들의 지적 활통을 유럽 

사회이1 천달했디 『칼렬라와 팀나()J J; Jf1. e dimn8J ' 신다바드SÍndabado ' 

훈 속담Proverbio5 lI10ralesJl 능은 야합의 지혜늠을 유럽 푼화에 선수시치는 정 

검다리 엮할을 랬디 。1처런 동방문화와 유럽 문화 사이에서 뜩특한 문화적 

영향력 을 행사했던 것은 유럽의 변방에 위치해 아프리키와 유립을 잇는 경계 

선 상에 놓어있었던 지정학적 상황에서 기인하는 바 크다 스페인 문학이 지 

니는 독특한 양식과 가치도 그려한 지정학식 상황파 푸관하지 않을 젓염은 

물문이다 

역샤적。→로 오랜 세원 통안 아립의 "1매룹 밑있는가 하면 유럽 근대사의 

낙오자가 된 스페인도 유닙의 충심에 있었던 적이 었있나 :"1 역사적 도약의 

시대는 콜릎비스의 신대륙 발견에서 시작되었다 피지배의 역사릎 극복하 U 

새로운 식민제국 시대를 향한 희망과 변화된 세계관의 전주는 스페인 최초의 

니1 화저1 소서 『셀러스띠니 La Celestina (1499) 에 낙적으로 묘현되어 았U 

근대적 개인의 인간 심리와 사회의 갈등을 보여준 r셀헤스띠니」 는 이탈려 

아 울어는 물론 영어호 누 차례 엔역되었으며 특히 매브 J ames ~labbe믹 벤역 

본 출간은 많은 영국인들이 접할 수 있게 되었다 세익스피어도 로미오와 

줍리엣:을 쓰기 전에 I셀러)스띠나』의 영문 맨역판에 섬했융 것으로 미부어 

81 “ Allusions to Shakespeare in Galdós" , HR , 39 (1 971), 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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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작헨 /二 었게 해준니 91 

스페인 문학의 충세와 딛 l네상스를 가르는 전환점에 서았던 『센레스띠나

。 l후 16 17세기 스페인 고선분학은 유럽 문학에 적지않은 영향을 "1 쳤다 ( 

페인의 정치럭과 균시력이 강화되고 스페얀인늠의 9]적 묻적 이동피 피l류가 

확대되면서 그 문화적 영행랙도 당연히 증가되었다， 이 무렵 스페안은 대서 

양 너마 신대육 경영에 나셨는가 하면 무직함대를 앞서1워 회교 에녁을 물리 

치고 지증해들 셰패하였으며” 신성보마거]듀을 성한 스페인 함스부트그 왕실 

은 화란 이날리아 등 유딘 대육의 주요힌 부분을 지배하고 있었다 픽션이 

가미된 산문을 창조해 소설 발생에 기여했던 게바라 Fray Antonio de 

Geuvara의 :군주의 시계 ReloJ de PrincipesJI , IF마므쿠스 아우펠리우스 

Libro de /v/arcus AllreliusJ 흥은 유립 전역에 엔역꾀어 인기른 누ιl 따 광범위 

딴 빈행융 인으켰다 게바라의 영향은 베이컨， 버날리 정 Lord Bur방lly. 월 

터 핵ι1 0 1 경 Sir Wal ter Raleigh에게서 흔적 훌 찾을 수 있다 101 1605년 

「돈끼호떼」로 패로디되기까지 16새기 전체를 흥미랬던 스3111 ~ I 의 다1 표적 기 

사소설 I골의 아마디스 I\madís de Gaula~ 는 세습쟁동의 정동생이 둔제시되 

었던 헨리 7세와 헨리 8세의 정치직 의도 때문에 영카에 널리 유포되었지 1간 

이미 기사소설 유행이 15에기 증엽에 끝났던 영팍에 그다지 커다란 반향을 

일?키시서 못했나 끈떼마요프Jorge 네-Jntemayor의 목가소설 I다이안나Los 

siete Libros 아 끼anaJ 는 마르툴로유 명 Bartolomew Your핑에 의해 1583연 

영어로 낸역꾀있P→며 二l 흔적은 셰익스피어의 :베로나의 두 산사Two 

Gεntlemen of [/강rα18J 에서도 만꺼된다 III 

9) Hume , \1artin, Spanish lnfluen.εe on Ð:생1ish Li terature, Huskell House , \ew 

1964. 126 
101 같은 꾀‘ 61 흥"1로운 것읍 흉。| 핑립2세의 사대에 영국으로 정지적 1강멍훌 했던 

빼레스 Antonio Pérez가 스페인에 대한 흑색 전설을 유표시킨 『이야기틀 Relatíons 

이 게바라보다 더 큰 영향을 미쳤다고 주옥한 사실。1다 스혜인 분학의 영향력을 사 

싱 이 나 형식의 문제보마 독특하고 유벌난 소재에서 찾으려는 의도가 엿보인마 

11) Albert R. F ↑ ey처립 새익스펴이의 희꼭에 디이아니」가 직접식 영향을 '"1 꼈다 
는 사심음 부인하는 견해도 였마 (William Shaekespeal'e and .411eged Sptln 
Protvtypes(1 886 ), AMS Press , New York , 1971 ,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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셰르반떼스의 소설로 가기 전 스페인 산문이 낳은 이정표적 작품은 「라사 

료 촌세 71L8 ~'’ida de Lazari 110 de Tormes: y de S l1S lortl뻐s y 

advers j dades: (1 554 )이다. 가난한 한 소년의 성장 과정을 통해 스폐인 시 

회의 위선과 부조리를 고발한 최초의 소섣적 싣힘작이었던 익명의 이 작품은 

1568년과 1576년 각각 The Marve 111s 않des 없d Life 01 La쟁1'0 de T OrII1es와 

The P!easant History of lazari 110 de Tormes, a Spaniard, 1586 1간에는 

David Rowland of Anglesey의 판본이 출간되었다. 멸로려 Malot‘y의 r아더왕 

의 죽음Morte d 'Ar‘thurJ 와 같은 아더왕 로망스나 r켄터에리 이야기』 같은 

이탈리아와 프랑스에서 유래한 이야기 형식들이 주류를 이루었던 판에 전적 

으로 희극적인 소재에 풍부화 재담틀이 읽을 만한 짜임새로 엮어진 「라사로 

품세 :/L 의 퉁장은 사풋 새로운 이야기 체협이었다- 스페인 피카레스크 소살 

은 r리사로 출세기」 뿐만 아니라 r낙L스만 싼파리체의 삶!'jda del Picaro 

de Guzmún de Al f깅racheJ (1599) 이 배브 James \labbe '마m _, Di ego" Puede" Ser ’ 

에 의해 까le Rogue, 01' the Lí fe of the Lí fe of Guz，뼈n de Alfarache(1622) 

로 먼역되었으며， 여성 피까로룹 주인공으로 한 후스띠나 La Pícara 

Justina(1605)가 스팀븐스 Captain John Stevens가 번역한 The Spanish 

Li bert i nes (1707 )의 한 부분으로 소개되었다. 스페인 피까레스크 소셜은 내 

쉬 \iash의 Jack Wi 1 ton( 1594) 에서 데폭우 D, Defoe의 「볼 플랜더즈 \1011 

FlandersJ 에 이르기까지 영국 피카레스크 소설에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블라 

스 Gi 1 Bas는 스페인 소살 .마표꼬스 오묘레곤의 생얘 f.a I/ida de/ 

escude1'o Ma1'cos de Ob1'egónJ 에 직접적 영감을 반았다. 스위프트의 The 

Deví 1 on Two Stiàs, 브시 주I Le Sage 으I Le Díab/e Bo í Leux 등에 서 보여지듯 

굉범위한 빈향을 얻으킨 제비-바 Luis Vélez de Geuvara의 r첼름받아 귀신 

Diablo C'oj’uc !o‘도 주복받은 퍼까레스크 소설이다. 께베도 Franci sco de 

Quevedo의 r사기꾼 La I/i da de 1 Bl1scón‘ 도 1657년 The Lí fe and .:1dventur es 

of Buscon the witty 5]뼈niard， put into 닮Iglish by a Li fe of Spanísh 

Shatper로 엔역되었P매 스위프트의 새타이어에 상딩한 영향윤 미쳤냐 각:페 

인 피카레스크 소설은 영국과 프랑스는 불론 독일에까지 전해져 피카로 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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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플 유럽 문학에 보편화시켰나 」리멘스하우젠 Grimmelsha 、16eo의 「짐플 

라치시누스의 믿힘 Der Abenteuerl iche Simpl icissimus TeutchJ 은 대표적인 

작퓨이다， 

무엇보디 유럽 선역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스페연 고전 중의 고전은 -돈 

끼호떼 였디， 셀은 Shellon의 영이 번역본은 1612년에 니웠으며 뜸러처 

Flctcher、는 ”돈끼호떼:에서 암시를 얻어 Knight of the Burníng Pest 10를 

썼다 드레이크Orake는 Shakespeare and h í s T Í mes에 서 Kir영 Henry !f와 

『온끼호떼』가 닮은 근사 부분에 대해 언급하였다 121 당시 C정파 시품듬어1 시 

『돈끼호떼」의 언을들이 부수히 언급되고 재연춘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집은 『톤끼호띠니가 이미 기사소실 정프가 수명윤 다했던 영국애서 크게 인 

기를 끌었던 이유를 그 유머 속에 가장 원초적이고 항구적인 휴머니즘의 감 

정을 인으켰기 때문'01며 또한 아랍꾀 유태 선통에서 선수된 경귀와 지혜가 

담겨있었기 때문아라고 했다 131 그리히여 피기헤즈늬 소션에서 -돈끼호때 

까지 스페인 소션은 영국 문학에 두드이선 족적을 남쳤으며 그 전통은 펼딩 

Fielding의 Joseph Andrews, 스등리브 T. Sm이 let의 RoderÍck Random, 스딘 

L SternE의 TrÍstram 앓ody는 물론 디건스 C_ Dickens와 트웨인Ivlark Twain 

에개까지 이어진다- 세르반테스의 모번소설들은 플레처와 미들턴 Middleton, 

랴웅비 Ho‘:v ley 똥이1 의해 각색되기도 했나 141 

흔듣i"-l는 키촬럭 전통 가운데 헤위보다 진실완? 울질적인 것보다 정신작인 

것은， 타릭보다는 녁성 회빅→은 위해 개혁의 기지를 내걸었던 스페인 산비주 

의기 지니치게 호사스럽고 외양에 치중히던 기톡괴의 션맨적 개혁에 동의한 

영국 사회에 영향을 미치게 된 것도 우연은 아니다. 카르멜리티 교단 개혁을 

주도한 산티 테레시가 유럽 교단에 넘랴 영향을 미쳤음은 익히 안려진 사섣 

12) 1!-_,o 잭， 11 
13) 간은 잭， 151 155 
14) 뜰메 치의 당ir maid o[ the lnn, The Chances, Rule a Wífe and f.μve a Wite눈 에 드 

에(의 _l2_엠소선 증 llustre Fl‘탱ona. La st꾀'Jra Cordel ia, El Casamiento Engaño 

스보리에 킥각 의존한 작품등이다 '"1뜰틴과 마올려는 세트반대스의 La Gítani 118 

7꺼e 작)8J1Ísh φ'PSY로 각색했다 (Mariin Hume , op, CÍ l. , 226-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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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루이스 데 그라나다의 두 저서 『병상뼈u:1i tacionesJ 과 11"="1버스도 싫의 

비맹특J써mo6aJ de 1a ~/i따 CrÎsUanRJ 은 1582년 홉킨스 Richard Ho야 lnS에 

해 On Prayer and 뼈1 tatlα15， Itherein are contain때 fourteen del/Out 

Meditatíons lor the se~:en days 01 the week쿄 밴 역 되 었다 

그이니 이느 시대 이느 장르를 막론히고 스페얀 문학。1 영국 문학과 가장 

긴말한 관계 속에 영향을 미섰다띤 그것은 황감세기플 풍미한 스페인 국민극 

일 것이다- 고슨Step미len Gosson은 Plais Confuted in fire Actions(1 581) 에 

서 영듀 극에 p1 친 라틴， 프상스y 이날리아와 스페인의 압도적 영향에 대해 

언급했으며， Schack은 (j'esch j ch te der SìJθn i schen U terR tul에서 플레저의 

작품 충에서 로빼 데 베가 똥 스페인 작가틀의 희곡에서 플룻흘 멜버온 예을 

유 열 11 하였니 15) 팅시 스페인 국민극과 봉사대의 영국 희곡은 다같이 [전 

적 선퉁 J과 걷별히고 근대적 +어처] 연늑에 접곤하고 있었다 특히 16새기 민 

과 17세기 초엽 !:.i!l1인 사회는 국왕에서 하응덴에 이르기까지 온통 연극에 

취해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장 강력한 부와 세력을 누렸딘 스페인 

의 듀민극 전통은 다른 유린 국가에 극직 소재의 공급원이 되었cj 

문인이며 정치가이며 역λ}가였던 딜론 정 Sir‘ John Talbot 

Dillon(1740-1805)의 것으로 추정되는 →스페인의 영국 여행가로부터 은 편 

시J Letters from l:ì"Jglish tra T.,pJ _f er in Spain, in 1778, on the origin and 

progress of jX1e try Ïn that Kh땅dom: wíth occasional ref1ections α1 

manners and customs, and ilJustraUons of the Romance of Don QuiJote 

Adorned with portraíts of the l110St emÎnent poets는 전문학자의 견해가 아 

님에도 불구히고 세르빈테스를 세익스피이에 견주이 칭잔히는 등 탁월한 식 

견을 보여주였다. 로빼에 대해서는 추종지들이 그의 심미적 안목을 따르지 

옷했다고 평했는가 하면， 깔네론에 대해서는 그의 기지가 아틈다운 표현을 

위태돕게 했으며 방증과 반란으로 스페인인들의 정신을 타락시켰디고 했 

다 16) 

15) Frey, Albert R. , np. cít, 11 
16) Green , Otis H. I “ 5ir Talbot D..t llon and His Let ters on Spani sh L i terature(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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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익스피어도 스페인 극의 스토리에서 않은 소재흘 구했나 깨e T，κo 

6냥ntlemen of [/e1'oηa가 『나이아나- 의 언을 펠 <'_1 스머나 1녕 1 smenR 이야기에서 

소세를 f한 것이이 1끼 ， Tamíng u/' the Shrew는 「루까노르 백작」에서 소새틀 

쿠한 것이다 세익스피이의 작품 중에는 스페인 문학에 등장히는 인물 아름 

늠。1 니 유시한 인불행。1 지주 등장한디， 그버니 스페인 국민극의 영향은 단 

순히 주제나 소재의 전수와 모방 같은 표피직 관계에서만 파악될 문제가 아 

니디 미 나야가 동시대 유린인들의 에셰관에 지대한 영향융 미친 것이디 

아듬에띤 상을 권에 비유한 깔네론의 세계관용 세익스피어는 물론 유럼 바로 

크 문학에 헌상의 부상성을 보맨적 주제로 학산시켰다 

때로 영국과 스페인의 정지적 갈퉁과 이해관계에 따라 국민적 감정이 교차 

하뉴 작품틀이 퉁징하기도 했디 스페인 부척합대가 영국에 패퇴했옹 때 횟 

제프라 C. Fi tzgeffrey는 그의 시 η78 Life a떠 Death of Sir Francis Drake( 

로 지축했고， 로빼 데 떼가는 드레이크를 주인공으효 한 담시 La Dragon tea로 

웅수허며 엠!려지메스 여왕괴 드레。1코의 승리블 i잉가전히했다， 

민좀직 。l념 갈등이 보여지는 것은 17세기 작품에서 뿐만은 아니다 상대 

방 문학을 비교해보는 스페인과 영국의 비교문학직 관점에도 각기 나틈대로 

익 이네올로기는 얘어있다 。1늘터1 띤 영 규 비교문학자를은 스페인 운학에 관 

하여 철학적으로 열퉁한 스페인 문학이 유립인틀에게 매력옹 느끼게 한 것은 

스페인 민족이 시년 토속척 유머나 이채로운 소재 같은 독득힘이라고 생각하 

곤 한대 흉 [\'lart io Hume의 관친도 유사한 시기완 드러낸다 

공상과 사색 자기 성찰) 관찰되는 싸뀔을에 대한 앵상은 영코인 71 질의 전성저 

생향이다 영국얀은 인간의 삶의 수레 를 돌리는 힘의 왼친에 다다5'_."'il 싶이한다 

그는 직푼을 이해하고 그 행위익 이유를 탐색하고 갚어한다 스페인~_[틀음 대부분 

의 바라단계 민족를치렉 그뀐 것이1는 판심아 없다 그틀은 판작 그 자체응r 보고 기 

기에 참여히고 싶이한다 말히고) 할 수 있는 내끼지 시물의 표피를 즐기고 싶어한 

디 간단히 단해시 〈토리릎 따라가 l니 고통당하는 이주인공파 힘께 융고1 주인공며 

이타적인 용기에 자신을 투영시켜보며 1 광대 섯에 웃고 속된 인뭉등은 욕하고 상어 

41(1973). 253-260 



130 ~l분농종 제 45선 

하는 것이다 171 

만히지 1낀 영국 쪽에서 본 스페인 문학의 특징은 71 껏해야 영국인는의 상식 

밖에 있는 진기함에 있었던 것이다‘ 흉의 비교 시각에는 스페인 문핵에 대힌 

영국 문학의 심리직 우월감이 얘어 있다 비교문학직 시각의 한셰는 그 민족 

주의직 편향성에서 드러난다 영국의 비평계에서 대체로 스페인 문학이 자국 

문학에 끼친 영향응 표피적이거나 비본질적인 것으로 평가하려는 경향이 그 

것이마 스페인 문학이 자국 문학에 끼친 영향음 안정하면서고 그것이 긴요 

하거나 결정적이거나 구조적일 f二 있는 영향음 유럽 문학 전흥 내의 상통과 

상생의 관점에서 김。1 있게 탐색히려는 태도니 의지는 찾아보기 힘들다， 프이 

。1가 서1 익스피아의 로빼 미 써1가 표전론을 빈바하며 내리는 결론은 스페인 

극에 대한 영국 극의 전대적 우위아다. 

스폐얀 드"1"1 ， 특히 호빼 내 베가에 으1 "11 씌이친 몫은 감심완 지나 τr 있다 시 

간과 공간익 인치가 지켜지지 않았고， 역사적 사섣이 각색 목적으로 왜곡되었다 

깅삐1 데 메가는 송총 복옹，억부， 그1. \':1 그 l 일자_I-r~ 시 인검등의 압을 J통해 그등의 지 

우}에 맞지 않논 표떤틀을 꾸시해 지기의 박식함이니 파시하려 한다 그cl 니 이 "1 한 

시대착오성이나 섣책은 세익스피어의 직푼에서는 아주 드문 인이마 대부분 J익 

인등듬은 매일 거리에서 열상저요호 까1갈 수 있는 인←는 유형등이다 그듬은 자연스 

럽다 s' 빼 '11 베가니 그 유피의 인물틀과는 달려 완콕아법이 닌무하는 새상， 기고j 

적인 모습의 사회를 만드는 것이 아니다 더 나아가‘ 세익스피어끼 L-r:냐냈덴 갓아 

같이 므러한 감상저 츄약성， 샤링과 용서와 신의와 믹성은 그 시대의 스페얀 유학 

에서는 잦윤 ; 없는 것이디 그런내도 그렇게 불성실한 각 양식에서 배껴낼 만한 

것이 있었단 만인7]-? -j_ 러한 비현심적인 원형을→ 보망해 염음 이익이 있있단 딴인 

가? 결코 아니다’ 18) 

17) H띠1e， Martin , op. , cit.. 254-255 
18) Op, cit" ,10'41. -" 상스의 정우도 미잔가지다 시스딩디 ,J. Lêonard S i smond 

Sismondi는 De 1a líttératut'e du 써dí de 1 'Europe애 서 스페인 희각파 7츠링스 희 

각각 닝만극과 고전극으로 나누어 구별하면시 스페얀 희곡의 경우 핍진싱 

vraisemlance을 길여했다고 지적했다 그마니 시스옹디의 판단은 심미적 준거에 끈 

거하고 있는 것 같으변서도 프링스 곽 숭심의 기순에 따라 스페인 즉을 덩1 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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쉐빌 R. Schevi 11 도 스페인 문학과 영국문학은 그 근본 정신이 상이하다는 

점잘 강조하며 영국의 어떤 작품에서도 스페인 작품들의 소재의 원용이 있었 

을지언정 스페인 정신의 침투는 찾아볼 수 없다고 했다 19) 산엽과 자본주의 

체제의 미발달을 국가적 이념 통일에 의한 중앙권력 확장으로 보완하는 과정 

에서 급격하게 강화된 교회의 통제 이념이 스페인 희곡의 주제를 경직시켰다 

띤， 세익스피어의 희곡은 시민계급의 자유주의 정신이 명확한 현실 인식에 

근거하여 자기 성찰쓸 보여줍 수 있었던 역사적 배경의 차이를 언급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찌됐든 영국 비평이 스페인 문학과의 관계에 접근할 

때 어떤 경우에도 민족주의적 경향의 주관적 이데올로기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다는 점은 쉽게 간과할 수 없는 것이다. 

3. 라틴아메리카 문학과 미국문학 

미국문학에 있어서 스페인 문학에 대한 최초의 관심들 중의 하나는 먼저 

뉴잉글랜드흘 중심으로 롱펠로우 Henry Wardworth Longfellow (1807-1882) , 

레스콧 Wi 11 iam H. Precott (1 796-1859) 그리고 「스페인 문학사 History 

Spanish LiteratureJ 윤 쓴 티크노 Ticknor 등에게서 찾을 수 있다. 남캐훌라이 

에서는 19세가 듬어 심스 William Gilmore Simms가 스페인 로망스， 역사， 정 

복과정의 기록 cónica 등에 매료되었으며 돈 까활로스를 소재로 한 연극처럼 

그의 픽션파 시의 낀요한 소재로 활용했다. 사라센의 스페인 침략과정파 스 

페인의 저항판 소재로 한 『펠라요 PelayoJ (1838) , r흘리얀 백작 count Ju 

nJ (1845) 등은 대표적인 예이다. 그러나 심스의 경우에도 스페인적인 것의 

수용 가치룹 이색적이라는 데서 찾은 것은 영국 문학자들의 경우와 다를 바 

프랑스 극올 옹호했디는 점에서， 그리고 종교적 이유에서 깔데론의 각을 혐오했디 

는 점에서 객관성을 잃고 민족주의적 편향성을 드러낸 것이다. “Sismondi as Crit 
of Spanish Comedia," 따N， 71(1956) , 32-37) 

19) “On the influence of Spanish Literature upon English in the Early 17th 
Romantische Forschungen, 20(1905-1906) , 628-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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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었다 

미국 문학의 정우에는 스페인 문학보다 지리적으로 근접한 중남미 문학과 

상대적으로 끼밀한 관계에 놓띈 수밖에 없다， 시 섣 북미와 중남미는 상아한 

문화와 시회 선통을 。1이반았다 북미와 중남미에 앵글로 색슨 문벙과 스페 

인 리딘 문화기 각기 디는 기뜩jJ_ 정선을 。l 식 "1 고 서로 다는 삭민 역시를 

일구어냈기 때문이다 헤겔은 북미는 산엽과 프로레스탄트수의플 기초로 건 

설되어 개인의 자유를 숭상한 식민문화였으며， 남미는 꾼벌과 성직셰급이 부 

를 독성하고 지매하며 지위와 치]동의 허영에 빠져있던 성복사회였τ1고 구변 

했다 20) :'L i.='-] 하여 옥미가 응:교적 박해릎 -"1 해온 메이플라워 호의 진보적 프 

로테스탄트들에 의해 건설되었다면 중남미는 가판럭 피[회의 정치적 배강 하 

에서 여전히 봉건척 의식용 소유한 스페인 구교도들에 의해 경영되었냐는든 사 

싱은 두 대륙이 서로 다는 두 가지 문화적 토영으로 깅리지게 된 배경을 섣 

맹해 판다 

:2이니 。1 진적 분화 서통에 못지않게 북미와 중남미는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을 뿐만 아니라 유입 문명의 식민 이식 과정이라는 공통의 역사를 제험했 

다 유런 문맹이 미개한 인디언 문화룹 대세하띤서 아머리까의 역사는 원주 

민의 역사가 아니라 유럼인들의 역사로 씌어지기 시직했다 정복 시대부터 

아머리카는 아마존 여인전사 쟁국? 끔은 보화로 샤득찬 시볼라 Cibola의 일 

공 도시? 젊음과 영생의 생， 엘도랴도 똥 기사소설이나 희탑 로마 산화 또는 

마르코폴로 견문록에 나오는 상상 세계의 원천지로 여겨져 유립인들의 모협 

심을 지극히였다， 그ι1 한 선화적 선훈은 아께리키 대륙 윈주민의 고대 신화 

와 엿물려며 남북 야메리카 문학에 신화와 현섣이 교호히는 폭특한 랴얻려츄 

양식을 영태시켰다‘ 그리히여 역사적 현섣과 신화적 상상력의 세계를 넘니드 

는 가르시아 마르께스 G. García Márquez나 필포 J꺼ul fo의 마승 ‘! 사실주의 

는 과거의 영광과 미래의 불확실성 사이에서 인종적 갈등을 표출하는 표크내 

씨 Faulkner의 표헨주의식 바로크 스타일과 상통하고 있었다 211 “걸럼버스 

20) Ortega y Gasset , José , “Hegel y PlIll.erica" , El Espectaφr(MFl.dri d: Reν1 

αιidente， 1950). 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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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의 조각에서부터 식민시대의 성딩과 수도원 문서듬유 거쳐 헌대 최고의 

소실에 이르기까지 우리 예술은 언제나 바로크적이었다"22)는 까르뺀띠에르 

A. Carpentier의 지적은 중남미 문학뿐만 아니라 미놔문학 전통에 매해서도 

익만의 선시읍 민해주고 있는 것이다 

또한 미국문학파 리틴아매리키 문학은 각기 영국문학파 스페인문학의 오랜 

식민 역사를 통해 옥자직 색채와 독띤삭 이념음 담아냈다는 네시도 꽁동시이 

며 상호간 역사직 운세의식을 공유하기도 했다 두 아머리까는 영국과 스페 

인으로부터 정치직으로뿐만 야니랴 문화직 자주성을 추구하였으며 그것은 낭 

만주의외 모더니즘 문예사조를 통해 지속적으로 표플되었다 그러하여 표크 

너와 가E시아 마르께스， 룹포 뿐만 야니라 소드 환나 이네스 데 라 fl투스 

Sor Juana Inez de I él Cr\Jz , 드우11 인 Tw"in , 멘빈 \!elville , .'ξ-1'-- Poe , 아스뚜 

스 ，~sturi as , 보르헤스 Borges , 까르뺀띠에르 Carpen t i er , 헤시내 Lezarna 응 

한 쥬적음 남;;1 남북 아메리카 작가들이 역사적으로 공유해 온 주요한 문제 

의식 중의 허니→는 유럽으로부터 특립한 그늘 아메리키외 국가， 그라고 푼화 

의 정치1 성 확귀이었디 

미 나아가 세셰내전을 거치며 초상국으보 등장하면서 미국 문학은 독자적 

인 틀을 갖추어 가기 시작했고 증남미 문학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에 이 

르렀다 20년대 미국 소설을 필두로 해빙웨이 Hemingway , 표크L1 ν11 iRm 

Faulkner , 도스 파소스 John D08 Pasos에서 예외일 수 없었다 표크너가 미 

국 넘부의 상)，1 맡은 시골 환경흘 그렸듯이 표쏘나 가E시아 마프께스논 남미 

의 서주반은 대지를 그들 소션 배정으로 했다. 또한 폭력과 노예제 시민전쟁 

21) Pablo An뻐ndo Fernandez는 그밖에도， 띤실과 신화를 흔함한 포크너와 가g시아 미 

j츠께스 그며고 흰포희 작품 세계의 능풍천으드 ‘농엮갱개에 기깐딴 농장듀화 준 ::î 

너의 정우 시민전생 l리고 라되아메려까 직개들의 경우 지속저거 독재자틀과 식 

민본국에 대한 지속적 투쟁을 틀었다 “Dreams of tlm 세mericas" ， Reinιentmg 

Amerícas Comparatíve Studi않 of Lí terature of tfε Uníted States and Spanish 

((ed. )Chev↓냉W. 8el1 Gale , and Laguardia. Gari , Ca삐bridge lniv. Pl'ess , 1986) 

22) “Problematicas de la actual novela latinoamericana ， η Tíento5 y díferencia 

Lni 、원 sidad \acional ,.\utonumä , 1970) ,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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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업보로 절밍파 고톡 속용 살아까논 비극적 역사에 맞서 운병욕 극꽉하고 

자신들의 정체성을 찾고자 투생하는 인물들을 그런 포크너의 영향은 남미 작 

가늑에게서도 -:l내로 획안된다 231 라딘 이께리기 작가늑。1 문학을 퉁해 :-l늑 

으) 문학적 지의식을 탑색히기 시작한 것은 1940년대에 늠어서였다 보르헤스 

의 두 작품 「픽션늠 Ficóone5J (1944)과 「안런I El Ale.쩌J (1949) , 아르 

헨띠나의 마리참 Leopoldo 뻐richal 의 삭움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아단 ldan 

BuenosaÍresj] (1948) , 아스뚜리아스 ，Ii웰e1 Angel I\sturias의 " l꺼웅렁 각 

하 El Semr PresidenteJ (1 940) , 그리고 매직 리얼리즘을 주칭한 까르뺀띠 

。11 므의 『이 세상의 왕국 EI Reino de Este Mundo J (1919) 똥이1서 보여지듯 

중넘미 소설은 오더니즘흔 수용하면서도 독자적 소실 형삭에 충남미 ~il유의 

역사적 문제의식옹 구헌해나갔다 가장 유럽회꾀고 보편주의적인 작가로 갑 

혀올 보르헤스조차도 유힘 아방가r>:드 기법을 수정히벤서 유럽문학피 고|거선 

통을 비판히고 뜩립적이고 지주적인 표현양식을 쿠가한 중남미 문학의 변화 

의 물결을 대변히고 있었던 것아다 241 0]늘 소섣。1 중남미가 세계대전중 상 

대직으로 자급자족직이고 독김직인 안정을 유지하는 가운네 나타난 소설들이 

라면， 50년대 이후의 직품들은 중남미의 정쩨직 에속이 다사 진행된 시대를 

반영한다 푸엔떼스 둘푼의 Pedro Páramo (1 955) , Alejo Carpcntier의 Los 

pasos perdidos (1954) , C. Fuentes의 La reg i ón trans잭rente (1958)은 폐 

시코 혁 t정과정의 정치적 부패와 부프주아 사회의 타댁은 그러냈다 자기생찰 

적인 소실 전통닫 지속적J디로 겨]숭한 50년대의 소실에 이어 이른바 60-70 1년 

대의 뷰소션늘은 오1세에의 여1속이 강화되어가는 가운데 중남미 각놔의 사회 

적 진서외 가치에 비한 지기빈성적 분석이 시도된 시미었다 。1 무협의 꼬르 

따시브 J , COriaZélT, 비르가스 요사Vargas Ll osa , 가르시아 마르께스， 우연! 

떼스 등은 바로 전 시대의 미국 작가들인 으핀크너 1 허1 맹워1 이， 도스파소스 등 

23) Gerald 없rtin， Joumeys thrα횡) the Labyrínth, La tin American Fíctíon ín the 

Century, Verso , New York/London , 1989 , 172 
24) 1.13c，d에1 ， A1fred J. , Textual Confrontatíons. Co.때J8J'ati “e Readíngs Ín La tína 

Lí tenllure, Univ. of Chicago Press , 1987 , pp.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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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영향받은 작가들인 통시에 역]디로 미국 소실 전통에 영향을 마쳐 신선한 

충격 P 로 변화릎 측진시킨 작가틀이기도 했다- 그리하여 이둡 붐소설은 미국 

문학과 라틴아메리카문학의 영향관계를 이해히는데 중요한 시금석이 되었다. 

스페인 문학에서 영국 문학에 지대한 영향을 미 젠 것이 세르빈테스， 로빼 미) 

베가， 깐데본， 피카레스크 소섣 등 형금세기 문학아였던 것처럼 스피꺼1어권 

아머리까 문화에서 비과둔핵에 주북할만한 영향응 미친 것，0-:- 현대소설의 황 

금세기라고 할 수 있는 60-70년대 붐 소설이었던 것이다-

븐히 주복반흔 것븐 보르헤스였다 그딴판 다문화직 세험응 섭핍한 시가드 

드딜 것이다 아~-헨타나애서 아프헨티나적 기질퓨 마고 대어났시안， 세계 

문학에서 사양윤 십취한 보프헤스에게는 정신적 고향이란 없나 n까시 얘기될 

정도였다 251 그의 작품 중에논 중국의 역사와 철학이 해석되는가 하면， 아업 

의 진기한 새담과 우화늘이 풍부한 상상력으로 새+성된다 게다가 영국계였 

던 조모의 영향으로 즈페인이딴람 능숙히게 영어틀 구시했던 그기 스페인 문 

학과 아르헨티니 문학에 못지 않거1 영문학과 미국 문학에 심취해 있었던 것 

도 그의 직품들이 토속직이거나 민족직 경계를 념어 독특하게 보편직 특질을 

내포하게 된 애정이 되었을 것이다 그리하여 때로 앨리어트 T. S. El iot , 

여]이츠 Ye낀ts ， 죠이스 Joyce 등에 대해 비판도 읽응 수 있지만 체스터튼 

Chesterton , 스다끈슨 Stevenson, 웬스 Wells , ::i:.. 우 A. A. Poe , 던 John 

Wi 11 iam Dunn 퉁에 대한 보프헤스의 관심은 대단한 것이었다 

보프헤스가 네루다 P. Neruda , 빠스 o Paz와 더불어 수없이 병멸한 충남 

미 작가들 가~운데 중남미 전통의 경계를 념이 탁월하게 돋보인 예외적 작가 

들이었다면， 가르시아 따르께쓰는 중념미적엔 문학 전통어1 천착해 가장 중남 

"1적인 소섣형식을 창조해낸 작가였다 가르시아 마르께스는 보르헤스q 네 

누디나 빠스처럼 중남미 과거의 환영과 신화에 매료되었지만， 보 르헤스가 아 

트헨티나의 파거 환영들을 불러내 유회틀 즐기고 네우다가 인네스 산맥을 관 

농하며 고뇌하는 선조들의 흔을 잣아냈으며 깨←스가 고[니 머시코의 셰익와 세 

25) Andr~ MUUT'ois , Labyrinth, \el'l Direιtions ， Neι Yor ι 1964.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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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활시켰다띤， 가르시아 마르께스는 그 환영들과 더불어 살며 초월적 

비전음 드러내 보여주었던 것이다 26) 또한， 네루다의 참여시와 빠스의 동서 

양을 관통하는 형이상학적 시가 미국의 이방문학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켰다 

띤， 가르시아 마르께스는 보르헤스와 더붙어 포스트모더니즘의 붐윤 타면서 

중남미의 국지적 경계릎 넘어 포스트모던 사조의 비조로 각광받기에 이르렀 

다. 여기서도 라틴아메리카의 토양에서 씌어져 라틴아메리카 역사와 사람들 

의 진실을 얘기하는 라틴아메리카 작가들이 미국의 상대주의적 다원주의 이 

데올로기인 포스트모더니즘을 대변하는 것은 미국의 이데올로기를 위해 라틴 

아메리카의 진실을 왜곡시키는 것이 아닌가고 반문할 수도 있음은 물론이다. 

4. 결 론 

지금까지 스페인 문학과 영미 문학 사이의 비교문학 연구는 주로 실증적이 

고 역사적인 영향 관계에 대한 고찰에 집중되어왔다. 작품듬의 뿌리와 기원 

은 물론 상호 영향관계를 탐색하고， 전통의 유형을 확인하고， 문학 정전을 확 

정하고， 민족의식윤 밝혀내는 데 치중해왔던 것이다. 그리하여 생물학적 진화 

에서뿐만 아니라 문화 영역에서도 자생적인 동종교배를 통해서는 성장의 한 

계가 있으며， 종의 갈래가 다르면 다를수록 그 교배는 창조적 종을 낳게 됨 

괄 보여주었다. 순수하게 토속적인 스페인 문학을 지향했던 로빼 데 1매가와 

께베도의 문학이 지니는 한계에 비하띤 세익스피어와 스페인 문학， 보르헤스 

와 미국 문학의 관계는 이종교매가 가져온 창조적 결과활 보여주는 훌륭한 

예일 것이다. 가장 토속적인 주제로 가장 라틴아메라차적인 세계플 대변하다 

고 하는 가르시아 마르께스가 포크너를 스승으로 추앙했던 사실도 상기시켜 

볼 일이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확인되는 것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어 

느 쪽이 비교의 주체인가에 따라 일방의 편향된 민족주의 정서외 이데올로기 

가 작용했다는 사실이디. 다시말해 스페인 문학과 영국문학의 관계이든 미국 

26) Peter Eale , (ed.) García Márquez. El escritor y fa Crítica. Taurus , Madrid.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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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과 충남미 문학의 관계이든 비교문학에서 연구자의 시각은 객관적이기는 

커닝 불가피하게 이더]올로7] 적일 수밖에 없냐는 말이다-

。1 재 비교문학 연구는 새로운 과정에서 이해뇌이야 한다‘ 한떤으로는 이미 

우리가 미시브트 이애 시1로운 사 8 의 지유 시대를 살고 였다는 점에서 π렇 

다. 이성만큼 감성이， 합리성만큼 창조성이 강조되고 시유의 주체성보다 주 

체의 디 웅성파 파편성이 강조되며， 저자의 죽음과 독자의 의미 생산 참여가 

상조되는 시대이기도 하디 이제 유사성이나 역사작 가윈파 수용 관셰를 연 

구하는 것만으로 비교문학 연구의 소임을 다하는 것은 아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영국문학과 스페인 문학， 미국 문학과 중남미 문학은 불가피하게 상호 

영향을 주고받을 수 밖에 없늪 관계에 놓여 있냐 문제는 그러한 영향과 수 

용 자체가 아니라 어떻게 이질적인 것들이 만나 창조적 변용이 가능해지고， 

서로 다는 푼학적 모s]프가 이떻게 교호，，]며 문화의 영역을 확장해가는가 하 

는 역동적 시각을 보여주이야 히는 섯이다 27) 

또 다둔 한편으로 글로벌화의 새로운 세계 조류에서 비교문학 연쿠도 에외 

일 수 없게 되었다 하나의 지구촌을 향한 역사직 변화가 그동안 닫혀있던 

국지직이고 지방직인 세셰들과 분파직 문화들을 지속직으로 교듀시키고 용함 

시켜가고 있으며 y 거기에서 비돗된 운화다원주의는 서보 다른 문화 사이의 

차별화 장벽을 넘어 통합적 문화 질서로 나야가고 였다. 비교문학 연구도 문 

화연구의 패러다업 안에서 새롭게 자리매김 되어야 하는 것이다 텍스트릎 

넘어 문학외적 맥럭에까지 해석 영역옹 확장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또한 문학의 지역적 공간적 비교뿐만 이니라 시간적으로 단전되고 닫혀진 문 

학 시아의 비교와 접근。1 아루이전 필요가 있으며， 인접 학문과의 학제적 접 

27) 캐나다에서 영런 영 스페인 비피분학 학회 논운f섭J Aε와σalle리1 Lμ1μ1 \/~앉 Spanish 

EngJ ish :\at iα，，1 α'WI8S 1580-168αEd. Lρuise and Peter Forthergill-Payne , As 

Cni versi ty Press , London , Toronto , 1991 )은 영국과 스페인 국민콕의 

CorrallPlayhouse에서 Lope de Vega, Calderón 따 la Barca, Tirso de M 

Shakes j)E'.are. Webstel', Thoruas Kyc 등의 끽푼음 비교하면시 극헝식의 자이 바로 극 

외 끈대성， 그리 τ1 성치적 관거1와 이내응로기적 애정에 。1 2 기끼지 다양한 l:l]Jil_ 

시/)웅 재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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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도 비교문학 연구 개념을 더묵 확장시켜 갈 수 밖에 없다. 학제적 단계를 

넘어 초학제적 단계로 나아가는 현재의 학문 질서 변화가 그러한 추세를 측 

진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리히 여 비교 문학 연쿠는 문화라는 더 큰 텍스트를 

지향하게 되며， 민족주의 이데올로기를 념이 다원주의와 세계주의 시대 정선 

에 대융해기고 있는 것이디， 

그려나 주지하다시피 실증적 비교문학 연구의 만속수의직 한셰플 비판한 

것은 미국 쪽에서였다 19세기직 실증주의와 역사주의에 바텅을 둔 표랑스 

강심의 비교E학 인구가 자국파 자민족의 이너]올린기에 정실한 민족주의시 

해석에 정도되었다는 미국 쪽의 비판은 최근 들어 생연구나 문화연구 퉁 국 

정과 역사릎 초월하는 것은 물론 학문간 정계를 초월하는 비교문화 연구로의 

진행을 촉진시켰다 그러나 미국식 문화연구가 미국 문화의 독득한 양식인 

다원주의를 바탕으로 생겨난 젓이며 그 때문에 미국의 문화연구 역시 문화적 

세게화 뿐만 야니피 미놔 ~-화의 보펙화틀 지헝히는 다문화적 미국사회의 이 

데옹로기걷→ 답고 있음을 부인합 수 없다， 

따라서 이비올호기서 편향성을r 어떤거1 극복하고 객관직 분석에 접근할 것 

인가에 대한 부딘한 정셰심과 반성적 노녁이 더욱 필요할 것임은 물론이다

그런 의미에서 미파문학과 증낚미 운혁의 비교 언구에 관해서도 디인옹적인 

미국 사회에서 총족간 지배와 예속의 관계를 통찰해낼 수 있게 하는 데 기여 

젠 수 있어야 한다↓ 주장은 되새겨볼 일이다 종교와 테크놀로지， 군사력 

똥의 시애역에 의즌한 。1데올로기적 예속과 지배가 강화되어가는 헌대 사회 

에서 비교문학은 문화의 비교를 통해 그이한 에속과 지배의 현싱에 대한 비 

판적 통감과 지기생감을 가능히제 한다는 이론아 대두되고 있는 것아다 281 

그것은 미국문학과 중남미 문학에 내해서만이 아니라 터1피문학 전벤에 대해 

281 프핫 씨ary Louis Pratt w_수는 “문화적 살낀P 로서의 비Ji7_ 문핵ûl따Jartive Litera 

as a Cul tural Practice" (Prvfessiιn 86 (19361 , :141이라는 프에서 ι미판저 자각 능 

비교 역향흩 견여하는 시민 사회에시 기술의 지애나 군괴적 조직이 미 강 기능할” 

수 있 ö，며， 어떤 의 ]]1 에서 비 jp_문학은 현대 미국 시회의 .:Ll:조된 인종중심주의를 

완화하는데 상당한 상새력을 지니고 았다고 수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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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될 문제일 것이다. 스페인 문학과 영국 문학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얘기 

를 할 수 었다. 그처럼 면밀하게 비판적인 노력으로 스페인 문학을 통찰해보 

면 어떠한 교조적 신념이나 어떤 종류의 철학적 가치나 이념적 선전에 의한 

해석도 매제한다는 세익스피어의 희곡29)조차도 그 이데올로기적 한계와 문화 

적 아이멘티티의 일단을 쉽게 드러내고 말 것이디. 

요컨대 스페인 문학과 영국 문학， 미국 문학과 중남미 문학에 대한 비교 

연구는 각기 그 지방적 이해를 지향해야 하는 동시에 그 지방성의 이데올로 

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도 게올리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보다 더 보편적인 인문주의 이념과 가치 실현에 기여할 수 있촬 것이기 때문 

이다. 또한 지방성과 국제성 사이의 부단한 긴장관계에서 접근하게 되는 서 

양 문학의 비교 연구는 단순히 외국 문학의 이해휠 확장하는 데 머물 것이 

아니라 우리 문학의 과거는 물론 현재와 미래에 대한 거시적 조망에 도움잘 

줍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영국 문학과 스페인 문학， 그리고 그 역 

사적 연장선상에 있는 미국 문학과 스페인어권 아메리카 문학에서의 성공적 

인 교호 관계에 대한 비교 연구는 우리 문학과 인접문학 또는 인집문화와의 

관계를 연구하고 이해하는 데도 비교와 반성의 기회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그리하여 스페인 문학을 통해 세익스피어가， 그리고 보르헤스를 통해 미국문 

학이 각기 고유의 문학적 아이멘티티를 강화할 수 있었던 데 대한 비교문학 

적 성찰은 글로별 사회에서 우리문학과 문화의 고유한 정체성이 어떻게 확립 

되어 왔는가에 대한 발전적 성찰의 기회로 이어져야 마땅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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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a pel'spectiva compal'atista de la5 imel' influencias de la 1 i tel'éltUl'a 

hispánica y de la imgJo-americana 

k: i rn, Chüün j i n 

Este es un trabajo cornparatista que pretende historiar el entrecruzami 

diferentes literaturas de dos lenguas , el inglés y el español , entre 

española y la inglesa por una parte , y por otra, entre la hispanoarneri 

americana. ~Ie he centrado principalmente en los impactos de la 1 

espaiíola e hispanoamericana en la inglesa y la americana , 6uJXlniendo 

infllljo de Ja literatura perifêl、 ica en la cêntl'i ca es más fácil discer 

caso inver50. Este estudio cornparati 5ta parte de una perspecti va tradi 

llega a una reflexión sobre la validez de ese tipo de estlldios cornpar 

nuestra era globalizante del mundo. 

Antes dominaba una perspectiva comparatista que se enfocaba en los hec 

influjos y causas de otra5 1 itel‘ aturas en una 1 i teratura , por 10 cu 

inevitablemente a inculcar una ideo1ogía nacionalista. Por ejernp1o , los 

105 críticos franceses e ingleses se centr'aron en I'educir las aJXlrtacio 

español del Siglo de oro en sus 1 i teraturas más que descubrir y ca 

objeti vamente. Ahora esá 행nando terreno otra pers야엇::tiva más ampl ia 

concepto del Weltlíteratur que 、'iene de la época de Goethe y estâ crist 

cada vez más en el mundo actual. La postura nacional ista, especialment 

cr í t i cos f ranceses , f ueron a tacados por 105 amer i can05 que no qui eren 

distinción entre 1a 1 itetatura naciona1 y 1a cornparatista siguie띠o 

persepctiva de la 1 iteratura globa1. La postura de 10s críticos nor 

tienden a implicar un pluralisrno cu1tural en vez de un rígido nacional 

ernhargo esta misma postura de 105 nortearnericanos no t iene q1l8 581' 1 ih 

rígi dez i deológi ca. Ll eva en 5Í i rnpl íc i tamente una ideolgía de un pa 



스피1인어 권 뷰학과 영띠뷰학의 상호 영향과 수용이 대한 비교유-학적 섭핀의 의익 143 

orienta hacia e1 irnperial i6rno a travês del dorninio informativo y 

tecnológico a escala rnundial. El p1uralisrno de la crítica com맹ratista 

de los norte녔mericanos desarrna el nacionalisrno de cada literatura 

particu1ar para englobarlo todo en un Wetliteratur reproduci옹ndolo corno 

nuevo producto cornercializable para su interés. 

Naturalmente no tenemos que desatender la revolución crítica de nuest 

Nuevo 써 lenio. Esτamos viviendo en un nuevo período en que la sinrazón 

pathos se precia tanto como la razón , reca1cando mâs la creatividad 

irnaginación que el orden y 1a estabi1 idad. En esta era inforrnativa pos 

en que se va dern01 iendo 106 valores locales y naciona1es para integrar 

sisterna. glob81 , p8 t'adójicamente necesitamos cada vez más el esfuerzo po 

1a identidad de cada entidad cul t ural de las naciones y region 

entendirniento mutuo y cornparatista de 1as di ferentes cul turas y 1 i ter 

ganar mayor rendirniento de nuestra imaginaciôn creati va. Buen ejernplo 

estudio del impacto de Borges en la literatura norteamericana que ha rno 

posibi 1 i dad 밍 obal izador‘ a y 1 a i mag i nac i ón un i versa 1 i zadora de una 

particular. Otro buen ejemplo es 10 que Shakespeare tornó del teatro es 

Siglo de Oro. De suerte que más allá de una rnera comparación de inf 

mutuos el estudio corn맹rativo de la 1 i teratura tiene que ιender 6U conc 

una literatura global 0 , más bien hacia la literatura propiamente dich 

Borges 10 ha previsto como 삐a utopla ιotalitaria en su ‘Bi bl ioteca de 

existe ab aeterno y contiene “ todo 10 que es dab 1 e expresar en to 

idiornas. " 

Una observac i ón f i na 1: en cua 1 qu i er caso no tenernos q ue 01 、 idar que t 

estudios comparativos y sus metodologías no pueden evitar implicaci on 

lógicas. ~~o 10 es el caso de Borges que , siendo escritor arge 

hispanoameriano, se ha convertido por los crí ticos principalrnente norte 

en un paladín del postrnodernismo de ideología americana'? Así el e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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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erta intelectualmente es una forrna de maX lIßlzar nuestra capacidad ir마ag 

creati va, cual idad esta que se exige más que nunca en nuestro mundo 

global izante y en nuestra época informati va y postindustria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