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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문학의 평가 문제 ( I )

한 기 상

(독어교육과)

본 연구는 우엇보다도 독일문예학 엽문A로서 일반적인 개괄을 하고자 한다. 이말은 지

금까지 그에 대한 괄목할만한 연구가 없었다는 뜻은 아니다. 하지만 이제까지의 대부분의

연구들은 주후 독일 푼학사적인 조망에 강조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독일 문학을 전공 흑은

부전공우로 시작하려는 대학생들에게는 거의 대부분이 안내자 노릇을 만족할만하케 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보다 나은 도움이 되기 위하여 본 연구는 우선 문학이란

대체 무엇이며 무엇에 펄요한 것인가를 논첨오로 삼을 것이다. 문학의 핵심문제이라 할 이

러한 논점들이 그 다음 먼저 다루어진 다음 문예학의 제일 중요한 부분， 즉 평가문제가 다

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원고의 분량 관계로 인해 수용 평가의 제문제， 평가의 이론， 그리고

독문요약 및 참고 문헌은 다음호의 사대논총에 수록될 것이다.

진리란 무엇인가? 文學이란 무엇인가? 문학과 문예학은 어떻게 다르고， 또 문학과 비

문학은 어떻게 다른가? 이려한 극히 포콸적이고 추상적인 질문들은 사실상 쉽게 잊어버리

고 바는 사전적 해석우로는 아무런 의미를 갖지 옷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文學을 시작하려

는 초보자들에게는 부담스러움을 주기만 한다. 文學을 가까이 하려는 애착짐보다는 시작도

하기 전에 오히려 몬 구름 보듯 경원시하고 말 수도 있다. 문학이 시종얼관 개념을 투성이

의 곡예라면 문외한들에게는 시작이 만이 아니라 한 마디로 채미없는 출발이다. 그러나 세

장사가 모두 그렇듯이 文學 역시 언제나 만족스렵고 재미있는 것만으로 정철되어 있지는

않다. 보다 높은 차원의 文學世界블 이해하기 위해서도 어느 정도의 개념 균꽉이 필요악￡

로 벙립한다. 그것도 그렐 것이 作品이 한 A間의 生老病死， 喜짧哀樂 흥 수많은 刻苦를

거쳐 탄생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둘 째 결코 읽기에 즐거움만을 줄 수는 없는 것야며， 또

그래서도 안 된다. 모든 쾌락과 행복은 번개와 같이 번쩍하고 지나가기 마련이다. 감각의

동물인 A間은 애 써 찾은 福도， 安靜도， Schopenhauer가 이 야기하는 것처 럼 , 의 지 (Wille)

즉 욕망의 이름 없는 마력 앞에서 보다 더 큰 욕망을 추구하다가 잃어버리기 십상이다. 홀

륭한 作品일수록 그 내용 속에는 약간은 人生 자체처럼 지루하더라도 심요한 人生 哲學이

담겨져 있는 볍이다. 또 作家의 풍부한 체험을 통한 상상력은 독자로 하여금 A生이 란 생

* 이 논문은 문교부 연구비로 작성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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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했던 것 보다는 더 풍요로운 거로구나라는 커대를 결수 있게뜸 해 야7.l 고 (Ernst Bloch의

「희망의 원리」에 나다나는 보다 긍정적인 Tagtraum의 해석이나 Samuel Beckett의 「고도를

기다리며」에서처럼 늘 기약 없는 기다림이라고 단언하더라도 결코 절망하거나 희망을 버리

지 않고)， 자유로운 사고의 공간을 보다 확장시켜 준다는 知的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는

요소가 반드시 담겨져 있어야 하지 않을까?

이러한 문제 섣정에 대한 철학적 고찰은 바로 문학이 생활 철학염을 입증한다. 哲學이

없는 文學이 란 헛소리가 될 가능성 이 크며 哲學 자체 또한 어 떤 哲學者롤 모범 (Vorbild)오

로 삼느냐에 따라 사고의 방향과 취 향， 뽑好 (Geschmack)가 이미 결정펀다. 마찬가지로 읽

기 싫은 作品들을 ‘걸작’ (Meisterwerk) 이 라는 ‘지칭’에 매료되어 탐독한다는 것은 한 평생

출세의 속박 속에서 전혀 적성과는 거리가 먼 직업의 迷路를 찾아 헤매는 최근의 업시 경

향과도 같은 단거 리 안목의 문학 이 론， 부동산과 복부인 문학과도 같은 것이 다.

원래 文學(Literatur)이란 그 어휘의 뜻오로 보아 “글로 쓰여진 것이면 무엇이든지 다”

(Alles Geschriebene) 문학에 속한다. 그러 나 상식 적 a로 생 각해 보아 이 러 한 개 념 설정은

이제 아무런 의마가 없다. 그러면 어떤 것이 문학이며 어떤 것이 더욱 문학적이며 어떤 것

이 아니냐?라는 文學의 한계가 문제시되지 않을 수 없다. 어떤 것도 100%의 객관적 타당

성을 갖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반드시 차이는 생기게 마련이다. 조지 요웰의 「동물농장」

에서의 표현처럼 “어떤 동물들은 다른 동물을보다 더욱 평등하다”라는 극단적인 이야기와

같은 억지 춘향식의 한계를 긋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오로지 동서 고금을 막론하고 “홀

륭한 作品”이 반드시 존재해 왔고 또 앞무로도 그럴 것이 분명하다는 뜻이다--이것은

自然(人間까지 포함시켜) 자체가 그렇게 생겨 먹었다--극단적￡로 표현하자연 비록 주

관적인 관점에서 출말하지만 잘 생긴 것이 못난 것들과 엄연히 구별되게 마련이다〈비록 그

것이 전체 비교든 부분 비교든 간에).

문학은 다양한 개념 정의블 논하기에 앞서 이미 통용되고 있으며 대체로 한정하는 형용

어 없이 사용된다. 예나 지금이나 문학과 관계를 맺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당대의 사회 관

습， 비평가들의 판단， 그리고 개개인의 독서 경력을 근거로 하여 어느 정도 좋다고 판단되

는 文學 作品에 대해서는 이며 일정한 표상 (Vorstellung)을 갖고 있다. 이처럼 결코 배제될

수 없는 文學의 주관성--즉 작가 개인의 사고 및 사상이 얼마나 객관적으로 일치 • 호응

될 수 있겠는가?--.9..로 인해 文學의 범주를 설정한다는 것이， 그리고 설정된 범주에 대

한 객관적 다당성의 논란이 얼마나 어려운 일언가는 구태여 고대 문학융 돌이켜 보지 않더

라도 상식적안 수준에서 대충 짐작할 수 있다. 도대체 어떤 文學을 걸작품 내지 소위 고급

문학 (hohe Dichtung) 이 라고 할 수 있는가? 지식이란 것도 인생이란 것과 바찬가지로 알면

알수록 사실상결작품과졸작품의 경계선 확립은 난감할뿐이다. 누구나 잘 알고 있는 Goethe

의 iFaustJ를 예로 들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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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우로 향락 세계에 빠졌￡나 결국은 正道를 잃지 않고 사회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A間像을 그련， 어떻게 보면 Goethe의 전생애를 상징화하고 있는 Goethe의 최고 개념 ‘사

랑 (Liebe)’이 담겨져 있는 iFaustJ! 최고 이상을 미와 예슐이 아닌， 人間의 진정한 행복，

그리고 남을 위한 희생적언 행동에서 행복과사랑을 얻을 수 있다는 Goethe! 전인류에게 가

장 단순하고 위대한 교훈을 선사해 주고 있는 Goethe의 iFaustJ가 두말할 나위 없이 걸작

풍이라고 주장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을 엽증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 더우기 이러한 평가

는 시대에 따라서 많은 차이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쉽게 단정할 수 없다. 예를 들띤 어

느 누구도 20세 기 에 와서 Gryphius나 Halder1in의 서 정 시 가 각광을 받S리 라 예 기 치 못했

오며， 이미 오래 전에 잊혀진 Joseph Victor von Scheffel은 생존 시대에 가장 위대한 작가

로 손팝혔다. 이러한 예들은 文學의 개념 내지는 그 평가의 기준 설정이 막연하다는 것을

단적￡로 잘 표현해 준다. 사실상 iFaustJ 같은 누구나가 공인하는 훌륭한 결작품들은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저런 이유로 해서 Literatur의 설명은 다른 유사한 細部 개녕들

을 수반한다. 포콸적언 Literatur 개념과는 차원이 약간 낮은 듯한 ‘Belletristik’(프랑스어로

belles lettres=schOne Literatur) , 그리고 Literatur와는 거 의 대 렵 된 느낌을 주는 Trivialli

teratur(通洛文學) 등의 개념들은 그 의도에 따라 文學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이외에 즐기기

휘해서 만들어진 오락 문학의 성격을 때기도 한다. 그렇지만 통속성이 일종의 양식 수단이

될 수가 있다는 점에서 볼 때(예를 들변 땀遊詩나 敎訓劇에서) 이것 역시 정확한 한계가

되지는 못한다. 문학이 오락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예술 작품(文學作品)이란 실제 생활

에 도움이 되도록 강요된 목적의직에서 일시적으로 벗어난다는 단순히 형식적인 사실에 그

칠지라도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은 틀렴이 없다" (Adorno) ,

Thomas Mann 역 시 ‘haherer Jux ’ (수준 높은 농담 : Scherz, SpaB)라는 표현을 사용함무

로써 이 점을 찰 지 적 해 주고 있다. 바로 이 점 , 즉 ‘haherer Scherz' 혹은 ‘SpaB’의 가치 료

인해 소위 통속 문학 작품들이 먼 훗날 흘륭한 작품으로 안정받은 예로는 D. Defoe의

rRobinson CrusoeJ와， 그야말로 어느 안커 통속 작가(Claurar의 경우)를 순박하게 모방하

여 훌륭한 작품 (i달빛 속의 남자 Der Mann im MondJ)을 단생시킨 Wilhelm Hauff를 블

수 있다. (후자는 Parodie가 성공척￡로 잘 묘사된 사례로 각광을 받았부무로 사실상 作家

의 의도가 적중한 것이 아니라 독자들의 수용 태도 때문에 흘륭한 문학의 대열에 속할 수

있었던 것이다， ) 최근에 많이 읽혀지고 영화화된 다분히 영국적이라고 할 수 있는 「흡혈귀

드라률라」와 같은 18·9세기 의 공포 소설도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이처렴 ‘고급 문학’ (hohe Dichtung) 에 서 부터 통속 유행 소설에 이료는 다양한 文學의 전

영역을 포괄할 수 있는 개념무로 ‘허구적 문학’ (fiktionale Litetatur)이라는 용어가 있다.

‘허구’ (Fiktion)는 어원상 창작(Erfindung)을 의미하는 것으로 쉽게 풀이하면 꾸며낸 것，

즉 架켈을 뭇한다. 따라서 ‘허구적 문학’이야말로 글로 씌어진 모든 것(원래는 구두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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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된 것)， 즉 고안된 것， 발명된(}、間에 의해 만들어진) 것을 말한다. 文學=허구적인 것，

이런 식의 文學 規定은 실제적ξ로 文學의 중요한 부분을 상설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수

펄 (Essay)처럼 정확한 자연과학적 목적의식이 없이도， 독자로부터 풍부하고 활발한 환상의

세계를 기 대 할 수 있는 비 허구적 (non -fiktional) 창작물이 있기 때문이 다. 따라서 수펼 작가

는 상상력으로 이어지는 사고 진행을 통해서 독자의 적극적인 공동 사유블 기대한다. 수펄

이외에 유사한 것으로 일반적 역사학 저술이 있다. 극단적으로 표현해서 단순한 지식 전달

이 아념을 시 사해 주는 의지가 문체 (StH)와 형 상 (Gestaltung) 속에 나타난다면 자연과학적

저술도 이에 속할 수 있을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몇 가지 외에도 ‘Text’라는 개멈이 있다 ‘Text’는 ‘Literatur=Fiktives(가공

적인 것)’ 또는 ‘Literatur= Gestaltes(형체화된 것)’를 넘어셔서 학문적 연구의 대상으로서

글로 씌어진 모든 것， 다시 말해서 “사용되는 모든 언어”를 뜻하며， 원래는 언어학 용어였

다. 이것이 문예학에서 많이 사용되어지는 이유는 이 개념이 중립척이고 사질적인 성격을

띨 뿐 아니라 운예학과 언어학이 최근에는 비문학적언 ‘Text’를 탐구하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상 위에서 다루어진 개념들은 손에 잡힐 만큼 명확한 정의가 내려질 수는 없고 다만

설명되어질 뿐이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의미가 변해 왔음을 알 수 있다. Dichtung의 경우

에는 너무나 광범위한 용어야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것 같다. 그렇다고

그를 대신할 만한 용어가 생긴 것도 아니다. 따라서 오늘날의 작가들은 자기 자신들을

Dichter라고 하껴보다는 Autor, Schriftstel1er, Verfasser , Stiickschreiber로 지 칭 하고 자신들

의 작품들을 Dichtung이 라고 지 칭하껴보다는 StUck, Text, Schreibe , Geschriebenes 같은 용

어들을 사용한다(Literatur 1973:10).

I. 문학의 기능

文學 作品 (Text)을 구성하는 엽장인 저자에게는 다른 무엇보다도 ‘전달’ (Mitteilung)이 라

는 의도가 중요하다. 전달의 내용과 형식의 문제， 즉 무엇을(Was) ? 어떻게 (Wie) ? 등의

문제는 作品 속에 內包된 ‘소재의 특상， 이념， 형식’을 통해서 잘 나타나게 마련이다. 문

학이 란 원래 기호블 이용하며 , 모든 커호 체계의 기 능을 통해 ‘의 사소통’ (Communication)

을 가능케 하는 것이다. 어떤 作品 (Text)이 아무런 의마를 전달하지 못한다든지 의미가 있

다 하더라도 그것이 독자에게 잘 전달되지 못한다는 것은 독자의 의식과 作品의 단절을 뭇

한다. 그러나 문학을 ‘전달’로 보는 명제가 예술 착품의 자율성이라는 명제와 상충할 여지

가 없지는 않다. 자율성에 충실할 경우 예술(文學) 작품은 일종의 절대적 존채로 군렴하면

서 歷史的 視野를 초월할 수도 있다. 이런 경우에 文學 作品은 실제적 또는 상대척 기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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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로 하지 않는다. 예술을 위한 예술(1’ art pour 1’art) 1, 보다 높은 예술의 세계를 위한

예술 i 이것이 과언 의의 있는 일일까? 엄격한 의마에서 이것이 가능하다고 보아질까?

예술적 형상물로서의 예술 작품이 도무지 어떠한 전달도 목적으로 삼지 않는다는 극단적인

주장은 억측에 불과하지 않을까? 예술이 人間의 보다 나은 삶과， 보다 넓은 사고의 세계

를 위한 전달이 아닐 경우 과연 어떤 의미릅 추구할 수 있을까? 전달 자체가 모든 A間의

사고 내용을 다 내포하고 있지는 않는가?

자율성 (Autonomie) , 미 적 형 상불로서의 예술(文學) 작품이 지 니고 있는 이 고유 법 칙 성

은 전달 기능으로 인해 침해되는 것이 아니다.

문학적 전달이란 복잡한 과정을 겪기 마련이다. 시대마다 사상적， 정치적， 사회적 역량들

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화는 그 때마다 문학이 무엇을 어떻게， 무엇을 위하여 전달

할 것인가 하는 생각들을 변화시킨다. 문학사는 이에 관하여 개별 사례를 통해서 가르쳐준

다. 전달이 일반적으로 어떤 과정을 밟￡면서 진행뇌는가 하는 문제는 상식적이다. 두말할

것도 없이， 먼저 전달이 발생하고(기원)， 그 다음 ‘전달자’가 등장하며(작가의 역할) , 그리

고 이 전달자에 의해서 내용과 대상이 형식으로 파악되는(표현 수단) 과정의 순으로 이루어

진다. 그리고 나서 전달의 수선언이 이 전달을 받아들이고 반응하는 과정 (수용)이 서술된다.

H. 문학의 기원

Heidegger의 「예술작품의 커원」에서의 말을 뱉자면 예술가는 작품의 기원이고 작품은 여l

슐가의 기원이다(1 978 : 7ff. ) . 어느 하나도 다른 것 없이는 전제될 수 없고 어느 쪽도 다른

쪽을 포괄할 수는 없다. 예술가와 작품은 개별척이면서도 또한 가장 최초이자 중요한 것인

즉 예술이라는 제 3 자를 통해서 존재한다. 제 3 자언 예술을 통해서 비로소 예술가와 작품

은 탄생의 의미흉 갖게 된다.

文學이 어디에서부터 유래했는가? 라는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일괄적인 해탑은 없다.

다만 개별적인 창조의 기원이 어느 정도 추적될 수 있을 따름이다. 고대의 드라마를 예로

들 경우 神을 경배하는 노래， 酒神碩歌 (Dithyrambus)가 있￡며， 중세의 경우에는 고대와

그리 큰 차이 가 없는 Ostersequenze(부활절 反復領歌)를 들 수 있다 (Literatur 1973:11f.).

이러한 Drama 탄생의 원동력은 종교적인 것이라기 보다는--종교적인 것에서 시작했을지

는 모르되--오히 려 장면 구성 적 안 것 (das Szenische)과 연희 적 인 것 (das Schauspielerische)

이었을 것￡로 추측된다(Literatur 1973: 12). 왜냐하면 A間은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 사물

내지 전개된 사건을 모방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표현하려는 자연적인 충동을 억제할 수 없

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드라마에 션행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춤과 노래일 것이다. 이 兩者는 이미 형태를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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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예블이다. 춤과 노래에 대한 A間의 자연적인 충동은 에느 나라인들 그렇지 않다고 할

수 없겠지마는 세계 여러 민족 중에서도 특히 중국의 宮處에서 축제 의식에서 행해진 歌

舞， 연극 등에서 잘 나타난다. 이 점에서 慶式이 란 東西古今을 막폰하고 “자연적 인 형 상화

충동”， 즉 A間이 흥겨움 속에서 자연스럽게 무엇을 형상화시켜 보고 싶어 하는 욕망의 로

로에서 계커가 이루어진 듯하다. 人間의 가장 원초적인 예술 형태의 출발은 세월과 더불어

점진적 안 발전을 했을 것이 다.

예술의 기원， 즉 결코 일상적인 현실과 완전 일치될 수만은 없는 예술다운 예술 형태의

성럽에 대한 정확한 해탑을 위해서는 또 다시 다음과 같은 질문이 제기된다. 그러면 무엇

이 A間￡로 하여금 노래냐 춤의 형식을 발전시키도록 했는가? 태초의 문학에서는 어떠한

형식이 정립될 수 있었고 존재할 수 있었겠는가?

예솔의 형태블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Aristoteles블 빼 놓을 수 없다. 그는 문학 말

생의 원안을 천부적오로 다고난 “조화와 리듬에 대한 감각” 그리고 이미 앞서 언급된 자연

적인 A間의 ‘모방충동’ 즉 ‘마메시스’ (Mimesis)로 추정하였다(Literatur 1973; 12). 이보다

는 비교적 포콸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 현대의 해석이다. 여l 블 들면 K. Ranke는

“무의식적 인 생 산성 " (unbewuBte Produktiven)과 “영 흔적 충동" (seelische Impulsen)을 주장

한다. 문학의 기원이란 단순히 이해를 위해 규정하고 있는 이러풍 저러풍 생각해 낸 人間의

의도 속에서 찾아 볼 수 있는 것이 아나라， 그것을 정의하거나 특정하게 지칭하커가 힘든

영적인 힘에 의해서 발생되는 것￡로 본다는 뜻이다.

Heidegger와 Adorno는 ‘본래 적 인 것 ’ (das Eigentliche) , ‘그 어 떤 다른 것 ’ (das Andere)와

같은 우회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Literatur 1973: 12).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표현으로 문

학의 기원을 특징짓고 있지만 여하든 문학의 동기란 인간의 마음 속에 내재하고 있는 그

어떤 성향을 말해 주는 것만은 틀림 없다. 그 성향은 人間 개개인에 따라 우한히 다양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신화적 • 영웅적인 동굴의 세계를 거닐고 싶온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감동적이고 충격적인 비극성과 그에 따르는 고뇌를 전설적인 /\物 속에서

실제로 체험하듯이 되찾아 보려고 할 것이다. 이와는 정반대로 유머 (Humor) 나 아이러냐

(Ironie)률 이용하여 해학적￡로 해결하려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이와 깜은 성향은 모두

“눈물과 감동， 마술적 사고 과정과 합리적 사고 과정， 유회와 의식”이라는 人間의 가장 자

연적인 속성의 표현에서 출발하여 발전된 근본 형식이라고 할 수 있다(K. Ranke).

文學을 좋아하고 詩나 小說， 아니면 드라마를 쓰고 싶은 충동을 느끼는 것은 비록 다양

하기는 하나 A間이 라는 차원을 벗어날 수 없우드로 심리학이라든지 존재론(Ontologie) , 인

류학 등의 학문적인 차원에서도 얼마든지 그 근원을 설명할 수 있다. 따라서 서로 상이한

A間 社會 속에서도 유사한 현상들이 벌어지게 마련이다. 유사한 충동에서 정립된 기본 형

식들 또한 유사한 유형을 낳는다. 강르 (Gattung)라는 개 념 만 하더 라도 그렇다. 과거 에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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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했거나 지금 존채하고 있는 “양르”들이란 “단순한 언어적 전달의 차원”을 넘어서는 최초

의 발걸음인 이 기본 형식블로 환원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기본 형식을이야말로 “특정한

목적과 충동”에 의해 자연적으로 형성된 것이다. 이러한 기본 형식들을 Andre Jol1es의 견

해에 따라 구체적으로 나열해 보면 Legende(종교， 전설)， Sage(전설 ) ， Mythe(신화， 영웅

전설)， Ratsel(수수께 끼 ) ， Spruch(격 언)， Marchen(동화) ， Witte위 트) 등， 소위 작가가 아무

런 첨가블 하지 않은 언어 자체 내에서 발생된 “단순한 형식”을이 있다. 그래도 이 단순한

형식들 역시 상이한 기원을 갖는다 (Andre Jolles).

l[. 作家의 역할

文學은 우선 일차적으로 ‘작가’ 개인의 生塵物(창작적 소산)이다. 그러나 작가 자신야

사회적 제약을 받고 있는 존재인 한， 작가 자신과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作家外的 몇因

에 너무나도 많이 의존하고 있음은 누구나 주지하고 있는 사실이다. 즉 작가란 어떤 공허

한 공간 속에서 작품을 창작하는 것이 아니라 작가가 실재하는 시대 속에서 창작적 소산을

얻어 그 시대의 현실， 사상， 사회적 • 물질적 모순 조건들을 작품을 통하여 재현하는 것이

다. 이러한 견해에 앞서 전제된 견해， 즉 문학이 한 개인의 엽적과 능력으로 환원될 수 있

다는 두 입장은 상호 배척과 보완이라는 실로 묘한 관계에 있다.

작가의 역 할은 오로지 작가만이 지 닌 체 험과 창조적 개성 (Dilthey , Benedetto Croce)을 바

탕4록 한--Heidegger의 말을 낼면--“작품의 기원”일 수 있S며， “외부 세계로부터 분

리튀어 내적으로 완결된 세꺼1 " (Wilpert) 의 창조자일 수 있다(Literatur 1973:13£.). 이러한

관념은 18세기 에 등장했던 것무로서， Goethe와 Schiller흘 중심￡로 한 질풍 노도 시철의

“천재 개념”이 이를 명료하게 함축하고 있다. 잠깐 ‘천재’ (Genie) 에 관해서 논해 보자.

“천재와 천재의 모든 작품들은 계시적 성격" (참조 : Goethe의 theatralische Sendung)을 지

니고 있다. 천재와 그의 작품 내지 그것이 미치는 영향의 성격은 마치 천사의 출현처렴 다

가오는 것이라기 보다는 이미 현존하며， 사라지는 것이라기 보다는 차라려 이미 저만치 멀

리 떨어져 있다고 표현함이 옳을 것이다. 배울 수 있거나 빌 수 있지도 않는 “내밀한 고유

성”， 모방을 불허하는 것， 신적인 것， 이것이 천재의 성격이다. 천재라는 것은 영감적얀

것이며， 이것은 또 어느 민족， 어느 시대에나 존재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인간이 사유하고

느끼며 말하는 한， 늘 천재는 존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천재는 먼개와 같은 직감으로

창조에 엄한다. 천재는 천재 자체자 계획될 수 없는 것처럼 계획하지도 않는다. 다만 ‘존

재’할 뿐이다. 모방의 불허， 계시와 출현， 주어져 있을 뿐이라는 점， 이러한 것들이 바로

천재의 성격이다. 주어져 있을 뿐이라는 것은 인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신에 의한 것， 혹

은 악마에 의한 것을 뜻한다(Literatur 1973:13£.). “神에 의한 것 흑은 악마에 의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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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표현은， 18세 기 전구라파에 관상학의 선풍을 불러 일￡켰고 Goethe와 12년간이 나 친분

을 가지면서 Goethe의 관상 묘사 연구에 지대한 영향을 마친 선배이며 신학자었던 Lavater

에게서 유래한다(J.e. Laγater 1775). 즉， 그에 의하면 천재란 명명될 수 없는 그 어떤 신

비적인 것을 뜻한다. 종교적인 것에 歸依하려는 의지가 강렬했던 시대에는 神의 계시가 곧

예술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명제 (These)가 성립된 적이 있다.

Novalis에 의하면 시인과 사제는 시초에 하나였￡며， 그 이후에야 바로소 양자가 분리되

었고， 진정한 司쩔는 항상 시인이었듯이 진정한 詩人 또한 항상 사제였다는 것이다(Litera·

tur 1973:13). 관조자로서， 그리고 현실과 분리되어 그 자체를 위해서만 존재하는 그러한

예술 작품， 즉 예술을 위한 예술， 1’art pour 1’art의 창조주라는 의미를 갖는 새로운 詩A像

(Dichterbild) 은 20세 기 에 들어 Stefan George와 같은 대변적 인물을 만나게 된다 George

의 제자들과 그 신봉자들은 천재 시대 이래 낭만주의적 詩人像으로서 이마 윤곽이 장한 문

학 고찰을， 즉 위대한 천재적 시인과 정신적 영웅의 평가와 존경을 근본적우로 확립하는

데에 기여했다. 그래서 예술의 外的 問題인 형식 실현이 자율적인 예술인의 시각 속에서도

이제는 창조 과정의 한 부분이 되고 말았다. 천재란 전적으로 내면 그 자체에셔부터 생성·

발전되는 것이라는 천재 시대의 관념이， 무엇을 만들어 보겠다는 형상화 의욕(Gesta1tungs

wollen)을 의식적으로 목표로 삼아서 활용하려는 생각은 엄밀히 고찰할 때 양자가 근본적

부로 전적무로 다른게 출발하고 있지만 두 가지 다 의미와 형식을 하나의 통일체로서 고찰

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서로 일치하고 있다.

이와는 달리 작가란 문학을 생산하는 수공엽자이거나 기술자얼 뿐이라고 생각하는 극단

적인 주장도 있다. 이러한 극단적인 사고의 이변에는 시블 쓰는 사람도 칼이나 모자를 만

드는 E人과 특별히 차원을 두고 구별될 수 없다는 의식이 내포되어 있다. 詩λ‘도 II:C人이나

마찬가지로 A間의 심각한 상황을 파악할 줄 알고 제시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켈이

그렇듯이 시도 무감각할 때가 너무도 흔하며， 한 편의 시가 대체 쓸모 있는가 없는가의 질

문은 무언가를 쓸 때마다 시인 스스로에게 던져지는 질문으로 간주된다. “쓸모 있는 것을

썼구나” 하는 표현은 시인에게 좀처럼 안정될 수 없는 찬사 내지는 최고의 찬사이다. 칼을

만드는 장안에게 그가 만든 칼을 햇살에 비추어 보면서 “이 칼은 정말 하나의 시입니다”라

고 고객 이 단성을 말하는 수도 있다(H.M. Enzensberger).

위에서 언급된 천재 개념이나 그 반대에 해당하는 주장은 마르크스주의와 사회과학에서

논의되는 명제로서， 작가란 사회적오로 조건지어진 사실에 대한 대변인 이상의 것이 아니

며 현실에 자신을 규정짓는 이상의 어떤 것부로 무엇을 덧붙일 수 없다는 등의 내용이 주

장된다. 이 명제의 배후에는 인간이란 유전적 기질과는 무관하게 환경에 의해서 생정된 존

재라는 ‘환경 이론’이 首尾一實하게 흐르고 있다. 그래서 이 명제가 극단에 치달￡면 시적

생산은 특정한 학숨을 통해서 획득된 예술적 반응이나 반사(그래서 또 이 반사는 환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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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와 함께 변화한다)로 환원되고 만다.

이 명제에 대한 입증은 예릅 들어 한 작가가 그 당대의 고유한 體律， 話法， 思考法을 반

복하는 곳을 보면 가장 쉽게 찾아진다. 이 점은 각 시대에 해당될 수 있다. 명백한 최초의

현상은 후기 낭만파이며， 그 다음이 렬케 亞流들이고， 세 번째가 1955년을 전후로 거세게

등장한 실존주의의 h흉熾이 다.

또 현재의 경우에도 사회학적， 마르크스주의적인 사고 구조는 더 이상 물질의 인식에서

우러나오지 못하고 “허공 속에 떠 있기” 때문에 그저 만복될 뿐이다.

작가를 단순한 중개인부로 규정짓는 주장은 각 시대의 종말기에 이루어진 문학 생산에

눈을 돌리면 특히 쉽게 입증될 수 있다. 그 외에도 예술의 시돼적 변화블 만들어 내는 개

개의 작가들에게서 이 점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그 한 예로서 질풍 노도가 이미 쓰려져 갔

을 때 천재 숭배적인 연극에 매료되어 있는 한 낙오자나 다름 없었던 청년 쉴러가 대작

「群짧J (Die Rauber)를 창작했먼 일을 플 수 있겠다.

N. 문학의 대상

이론적우로 따지자면 문학의 대상은 그 범위가 무한히 넓다. 질제로 얼어난 일이든 꾸며

낸 사건들이든， 아름다운 일이든 추한 일이든 상관 없다. 그리고 그것이 현재가 아닌 과거

나 미래의 얼일 수도 있다. 문학 이론에 관한 한 르네상스 이후 18세기까지 그 진가가 공

인된 시문학 이론의 왕자인 Aristoteles블 빼 놓을 수 없다. Arisoteles 아래로 문학의 대상에

관한 논의는 첫째 소위 ‘Nachahmung der Natur’= ‘Mimesis ’ 즉 문학이 란 人間이 自然을

있는 그대로 모방하는 것우로 파악하려는 이흔과 둘째 앞서 이미 언급된 1’art pour 1’art(예

술을 위한 예술 ; 문학이란 자연을 벗어난 자체 내에서의 하나의 완결된 영역이라는 주장)

즉 예술의 ‘자율’ (Autonomie) 에 속하는 것이지 결코 ‘자연 모방’일 수 없다는 양극단적언

두 이론의 “변증법적 상호작용”을 거치면서 진행되어 온 셈이다. 확실한 Aristoteles의 입장

은 불분명하다. 예술에 관한 그의 견해블 단순히 그의 당시 사회 속에서 완성된 것， 행복하

다고 생각된 사회， Eudaimonie의 반영으로 보는 사람도 있지만 (Kohl 1975:38) 아놓든 “문

학 예술”이 “역사적 현실”을 묘사하는 ‘역사 서술’과는 다르다는 입장을 취한 Aristoteles

이고 보면 “허구적인 것”， “생각해낸 것”을 “자연 모방”의 일부로 생각했을 가능성이 크다.

“자연 모방” 이론이란 쉽게 생각하면 솔거의 소나무 그렴을 보고 새가 날아와 앉다가 미

끄러졌다는 예라든지， 기원전 4세기 경 의 그리스 화가 Zeuxis의 그렴처렴 너무나 실제와 같

아서 새들이 그립을 쪼을 정도였다는 우화의 예와비슷한논리로 간단하게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자연 모방’이라는 것이 결코 이런 차원만은 아니다. 여러 가지로 미루어 보아

Aristoteles는 이 와 같은 문자 그대로의 ‘자연 모방’ 을 의 미 하지는 않았을 것이 다. 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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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관심 대상을 극예술에 두고 있었던 그에게는 자연 자체의 모방보다는 오히려 극 속에

서 A間이 어떻게 챙동하느냐가 더 큰 문제였을 것이다. “그리고 그 당시의 연출술은 자연

보다는 말(언어)， 무대 장치， 의상， 행동에 충실”하는 것이 이미 양식화되어 있었다

(Literatur 1973: 15).

‘자연’ 이 라는 개념을 다른 각도에서 조명해 보자. Rousseau는 그의 저서 rEmil COber die

Erziehung) J에서 인간까지 포함한 自然이야말로 A間에게 있어서 유일하게 가장 흘륭한 선

생님이라고 역설하며 첫머리부터 창조주에 의해 자연￡로부터 생성되는 모든 좋은 것을 A

間이 모두 망쳐 놓는다고 했다 (1975 : 10) .

이제 이와 같은 ‘자연’ (Natur)에 대한 ‘모방’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질문이 제기된다. ‘시적 사실주의’ (Poetischer Rea1ismus)의 선구자인 「하늘과 땅 사이의」

(Zwischen Himmel und Erde)의 저 자 Otto Ludwig에 의하면 文學 속에 묘사되는 事實은

그 事實 자체대로의 고유한 양념￡로 채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Ludwig의

눈에 비친 문학 세계란 예술가인 作家가 “현실 세계를 인식하면서 현실속에 즉 우리들 마

음 속에 내재하는 고유 법칙을 통해서 재탄생시킨 세계”블 의미한다(Literatur 1973:15). 그

의 예술은 결국 체험할 수 있는 현실 (Wirklichkeit)과 이상(Idealitat)이라는 양극단의 조화

블 향한 타협이라고 볼 수 있다.

이것은 바로 모든 사물의 다양성을 가능한 한 소멸시키지 않우면서 조화블 이루거나 아

니면 서로 대립된 관계를 유지함우로써 점진척으로 고차적인 정신적 통일을 이루어 나가는

세계를 돗한다. 이와 유사한 개념우로는 ‘同化’ (Anverwandlung)를 둘 수 있는데 이것은

작가가 예술적 수단의 도움우로 시간과 공간을 구성하는 언어 내지는 그 언어의 잠재력을

통해서 또 그들을 상황에 따라서 잘 조철(선별， 확장 수축， 리듬화)함ξ로써 현실을 새롭

게 창조한다는 뜻이다 (Literatur 1973:15£.). 그래서 ‘자연 모방’이나 ‘同化’는 자연 그대로

의 사진과 같은 복사(復寫)가 아닌 변형과 혁신일 수도 있는 재현， 즉 독자적인 법칙성을

지닌 재현우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모방 (Mimesis)은 결국 작가가 현질을 모방하려고 하는 의지에서 비롯되지만요늘날 문학

이본이란 무대 위에서는 작가란 도무지 현실의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 없는 소위 ‘사회적으

로 제약된 존채’ (sozialbedingtes Wesen) 이 기 째문에 현실을 모방할 수밖에 없다는 반영 이

폰이 지 배 적 이 다. Literatur를 ‘참여 문학’ (literature engagee)과 ;비 참여 문학’ (literature

degagee)의 두 가지로 양분할 때 전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견해는 “시대 정

신， 민족 정신(민중흔)， 또는 사회의식의 이론”에서부터 발전된 것￡로 과거와는 달리 문

학을 보는 현실적인 차원 속에서 인간 중심S로 파악된 진취적인 문학 이론이라 할 수 있

다 (Literatur 1973:16) ‘

文學을 이미 그 자체 내에 완결된 영역우로 보려는 文學 理論은 ‘가상’에서 출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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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완결된 ‘가상’의 세계를 그린다는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현실 (Realitiit)을 그대로재

현하고 있지 않는다는 의미와 동일하다. 현질이 아난 ‘가상’을 文學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데는 대충 두 가지 이유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주어진 현실을 인식의 대상a로 삼았￡

나 도저히 그것이 륨理로 받아 들여질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아니면 설사 진리라고 하더

라도 그 고유성을 상질할 경우 즉 원래의 의마가 그런 것이 아닌데라는 의문을 제기하게

될 경우， 둘째는 예술이란 원래 현실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부며 기껏해야 부분적인 文學의

보조 수단이나 직관 자료로서 이용될 뿐이라고 생각할 경우， 이러한 경우에 作家가 文學의

과제로 삼아야 할 것은 결국 현실과는 다른 어떤 것을 文學의 대상￡로 만드는 일인 것이

다. 그러나 ‘가상’의 세계가 현실과 정말로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면 문학 속의 ‘가상’의

세계가 무슨 의미블 가질 수 있을까? 여기에 알맞은 文學 理論고로는 F. Schiller의 미학

이 흔 중에 서 편지 형 식오로 엮 어 놓은 「人間의 美的 敎育에 關하여 J CUber die asthetische

Erziehung des Menschen) 란 미학 고찰의 제 27펀의 마지막 펀에 나오는 ‘가상’ (Schein)과

‘유회 ’ (Spiel) 블 참조하는 것이 좋을 것이 다.

1. 미적 가상 (Der schone Schein)

Schiller에 의하면 무시우시한 켠력의 왕국에서든 신성한 법률의 왕국에서든 맨 마지막에

“아름다운 가상의 세계흘 발견할 수 있는 이상적인 국가”가 어디에 존재하고 있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하지만 人間은 부지불식간에 ‘유휘’와 ‘가상’이라는 제 3 의 미적도야 충동을

구축함드로써 도덕적이든 물리적이든 자신을 구속하는 모든 굴레블 벗어 버리고 싶어 한다

는 것이다(1973 : 128). 따라서 Schiller가 요사하는 문학의 가상적 성격이란 결국 ‘이상’ 그

자체로 끝나는 ‘가상’이 아니라 분명히 현실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다. ‘가상’이 가상이

아닌 진실을 포괄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어디가 시작이고 어디가 끝이며 누가 무엇을 어

떻게 풀어 나가야 할지 모르는 어지럽고 질서도 없는 현실과 자연의 소용돌이 속에 파묻혀

있는 ‘진리’란 쉽게 구체적무로 칙지되지 않는 법이다. 은폐된 ‘진리’일수록 구체적 현실

이 아닌 ‘가상’을 통해서 발현시킬 수 있는 것이다. 시대가 어지렵고 복잡할수록 文學이

펄요료 하는 것은 비록 그것이 은유나 <31 유블 통한 표현이더라도 현실의 진리블 바탕우로

한 ‘가상’이 아닐까? 흔돈의 와중 속에서도 ‘진리’릅 인식할 수 있는 者는 ‘가상’의 세계

를 그럼으로써 도덕성을 상실하지 않고 보다 더 적극적우로 현실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그것이야말로 하나의 아름다운 ‘가상’이 아닐 수 없다.

냥만주의 시대에 이르러서는 현실에 대한 인식론적 ·미학적 사유와 詩λ‘의 사명이라는

두 가지 문제가 서로 분리될 수 없을 정도로 흔합되어 있다. ‘가상’이란 개념을 사용할 때

흔히 나타나는 ‘모호성’도 마찬가지다.

비록 ‘이상’에 불과하지만 ‘가상’의 최초의 본래적 목표는 문학과 실재가 쓰고 있는 ‘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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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벗겨내고 양자를 화합시키는 데 있었다. 그래서 세계를 詩로 변모시키려는 청사진을 품

고 있었먼 낭만주의자들은 시작과는 달리 세계로부터 詩 속우로 도펴함으로써 끝났우며 결

국은 목표도 포기한 셈이다.

‘가상’이라는 문제를 일단 역사적인 관점에서 분리시켜 일반적우로 고찰해 보면 어느 시

대이건 文學과 연관되지 않을 때가 없다. 더구나 완전히 사실주의적 표현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가상’ 이 나타난다. 물론 이 경우는 作家가 묘사한 실제 가 다시 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전제 조건이 수반되지만 ‘미적 가상’이라는 것은 이미 강조된 바처럼 단순한 현실의

모상을 벗어나 현실의 배후에 위치하면서도 드높은 이상을 지향하는 하나의 새로운 차원의

현실을 의미한다. 作家가 직면하고 있는 현존 세계에 만족하지 않고 ‘미적 가상’을 매개로

보다 나은 현실을 구상하는 것은 거의 모든 作家에게 공통된 본질적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갚은 어떤 의미에서는 현질에 대항하는 ‘반항자’적 기질이 다분한 作家들은 “기존하는

것”에 만족하고야 마는 者들을 ‘속물’， ‘부르조아’ (그 명칭이야 어떻든〉료 규정짓는다.

보수적이며 ‘이상’도 없는 文學은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은가? ‘이상’이 없는 극히 보

수적인 文學이란 오프로지 그 作家가 “나의 이상향이 이제 현실로 되었다”라고 생각할 때만

성랩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마치 기적적인 계시이거나， Nietzsche가 주장하는 ‘전 기존

가치의 전도’ (Umwertung aIler Werte) 혹은 ‘초인’ (Obermensch)의 출현 소망이라든지 고

도를 기다리는 Samuel Beckett의 가장 人間的안 자세， 마음에 비유할 수 있다. 다시 말하

면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상에 대한 희망 사항(ein Postulat auf das Ideal) 에 불과한 것이다.

가상과 실재(현실)라는 두 개념이 본질적￡로 내포하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은 양자가 일

치하는 순간에 하나의 새로운 이상(유토피아)이 산출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文學의 일반적;

인 이해블 위해 간단하게 公式化시켜 표현한다면 다음과 같다.

“(‘ .) Di chtung (‘ ..), entweder entwirft, was nicht ist, aber sein sollte, oder aufzeigt, was ist,.

aber besser anders ware."

(존재하지는 않a나 마땅히 존재해야 하는 것을 구상하거나 아니면 존재하고 있S나 보다 더 나은

다른 어떤 것을 보여 줄 수 있어야 한다. )

2. 유 희 (Spiel)

Schiller의 예술 개엽의 이해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Spiel’, ‘das Spielerische’를 ‘유

회’， ‘유희적인 것’으로 번역해서 적합할지 어떨지는 의문으로 남겨 두고 개념 설명부터

하는 것이 좋을 것 갚다. 첫째， ‘Spiel’은 무엇보다도 “목적이 없는 즐김 " (zweckfreies Ver

gnligen)을 돗한다. 즉， 목적에 얽매이지 않고 만족할 수 있는 것무로 “행위 그 자체에서의

회 열 " (Freude am Tun selbst) 이 외 에는 어 떠한 다른 목적도 갖지 않는다 (Literatur 1973: 18).

둘째로 ‘Spiel’은 / “일 정한 규칙을 갖는 공동 행 위 "(ein geselliges Tun mit bestimmten



독일 문학의 평가 문제(I) 121

Regeln) 라 할 수 있다. 그래서 규칙들을 모르거나 거부할 경우엔 ‘유회’가 성랩되지 않는

다. 이러한 견지에서 「言語藝術作品 J (Das sprachliche Kunstwerk)의 저자로서 유명한 독일

문학 이 론가인 W. Kayser 역 시 文學을 ‘완결편 유희 공간’ (geschlossene Spielsphare) 이 라

고 함축시켜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文學이란 한떤부로는 作家가 오직 회열을 위한

유회적 생산 이외의 목적을 완전히 무시한 채 창작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되나， 다른 한편

￡로는 作家가 부지불식간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아니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어떤 칩단을

염두에 두고 창작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견해는 ‘수용미학’ (Rezeptionsasthetik)과 직결되

는 문제로 잠깐 미루기로 하고(뒤의 Rezeption 참조) 우선 차례에 따라 ‘유희’ 에 바유해서

재론하자면 결국 文學은 어떤 암호 체계와 유사한 형태를 의마하무로 오직 그 암호 체계의

제반 규칙을 알고 응용할 수 있는 作家와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독자만이 文學이란 ‘유희’

에 참여 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따라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은폐된 것이나 진배 없는 어떤 한 영역을 쌀 안다는 것-

구태여 어려운 문학 용어로 표현하자면 ‘秘慶性’ (Esoterik)--이것이 바로 文學을 통해 느

낄 수 있는 희열의 본질이다. 文學을 시작하려는 사람들에게 흔히 “뜬구름을 장우시오”라고

컵을 주는 용감한 우식군들도 암암리에 초보자에겐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文學의 희열을 맛

북기가 어렵다는 것을 암시하는지도 모븐다. 이것은 또한 흘륭한 文學일수록 무엇을 잘 알

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 즉 “정통한 지식”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질을 잘 지적해 주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소위 정통한 지식의 文學을 理解 • 평가할 수 있는

가? 표랑스의 계몽주의 시대의 철학자이자 유명한 作家인 볼테르는 “한 민족 중에서 소수

의 지식층”만을 지적할 정도이다. 따라서 문학의 확산은 결코 모든 집단， 신분， 계급의 일

반적인 또는 균등한 문학 생활 참여률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文學의 ‘秘嚴性’ (Esoterik)은

시대의 불결을 타고 浮沈의 양상을 달리한다. 옛날 ‘기사 문학’이나 ‘시민 문학’을 보면

어느 한 신분의 계충만이 문학이란 향기블 누릴 수 있는 특수 대상권에 속할 수 있었다.

대상 법위의 협소 증세로 말할 것 같￡연 초기 낭만주의자들， George서 클， 다다이즙이나

최초의 ‘구체시’ (Konkrete Poesie) 동호인들 역시 마찬가지었다. 세기말경에는 ‘예술을 위

한 예 술’ (1’art pour 1’art)이 예 술의 秘、嚴性윤 대면할 수 있는 대중적 표현이 되 었우며 , 야

로써 예술인들의 선민적 자부심을 일종의 신앙 내용물의 하원으로까지 격앙시컸지만 “한

그렴이 꼭 무엇을 표현하고 의미블 지녀야 하는가 7 " 등의 비꼬는 듯한 질문 속의 헛소리

(Snobismus)는 결국 예솔이란 허울 좋은 이름만이 존재해도 좋은가? 예술외 과제가 우엇

인가? 등 당연히 예술이란 사회적 영향력을 지녀야 하지 않는가? 라는 ‘참여 문학’

(literature engagee)의 요구에 의해서 경멸적 용어로 하락되고 말았다. 그렇다고 文學을 하

나의 완결된 특수 영역오로 보려는 폐쇄적인 고찰을 초월하려는 생각에서， 만약에 作家가

당대 사회와 그 동참자플만을 文學의 대상무로 삼을 경우 이것 역시 펀파적인 소견에 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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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는다. 그램 에 도 불구하고 많은 作家들이 적 어 도 자신을만은 예 술의 창작 과정을 통해

文學， 예술이 현실과 분리된 영역 (Esoterik)을 알고 있다는 주장을 한다. 예를 들면 表現主

義者이며 시대의 폐단을 테마로 한 Lyrik과 Novelle를 주로 창작한 Gottfried Benn처 럼 “시

를 쓰는 사람이 시만. 쓰면 됐지 그 이외에 무슨 딴 의미블 첨가시킬 수 있느냐?"라는 의

문을 제기한다든지 아니면 기성 문단의 작품을 부정하고 반소설의 경향을 띤 「관중모독」

(Pub1ikumsbeschimpfung)의 著者인 Peter Handke처 럼 다음과 같이 극단적 인 표현을 하기

도 한다 (Literatur 1973: 19).

“내가 글을 쓸 째는 소위 현실이라는 것은 흥미 없다. 현설은 내가 글을 쓰는 데에 방해가 될 뿐

이며 나를 흥미롭게 하는 게 있다면 오로지 ‘언어’ 그 자체뿐이다. 물론 내가 글을 쓰지 않을 청우

는 별개의 문제이다"

‘秘、嚴性’ (Esoterik) 이 라는 정 반대의 것을 지 향하는 作家들이라 할지 라도 이들 역 시 ‘유

휘’ (Spiel)에 동참할 관중을 얻지 못할 때는 그틀의 영 향력도 별수 없이 한계에 부딪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어느 한 作家가 관중을 향해 세계의 변헥에 호응해 줄 것을 호소했을

경우 똑같은 의견을 가진 “자기의 관중” 이외에는 메아리 없는 외침이 되고 만다. 비유해

서 설명하면 결국 정치적인 의지 역시 그 때마다 타당성이 인정되는 유희 규칙의 한 부분

오로 이해되는 것이다.

V. 표현 수단(Darstel1ungsmitte1)

文學이 구체적ξ로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느냐?의 질문은 개개의 창작에 이용된 ‘表現‘

手段’ (Darstellungsmittel)이 라는 기술적인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또한 ‘형태’이라는 것이

결코 형태만의 단절된 상태인 독자적인 영역￡로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내용’과 직결되

어 있는 문제이므로 형태와 내용의 연관성온 여러 측면에서 많은 학자들의 연구 대사이 되

고 있다.

예롤 들면 F. Schiller는 펀지 형식S로 집필된 그의 저서 rA間의 美的 敎育에 關해서」

CUber die asthetische Erziehung des Menschen)의 13, 14번째 펀지 에서 'Spieltrieb ’ (유회 충

동)이라는 개념을 설명하기 위한 사전 절명 o로서， Form과 Stoff 대신에 Formtrieb(형 식 충

동)과 Stofftrieb(소재 충동)이라고 칭하고 있는데 이것은 한 편으로는 서로 제약이 불가피

하나 또 다른 한펀」ζ로는 보다 차원 높은 人間의 美的 敎育의 완성￡로 향하는 도약과 노

력을 위해 상호 보완이 펄연적임을 뭇한다.

“A례 그렇듯이 有限한 것과 無限한 것 사이의 눈에 보이지 않는 상호 작용에 도대체 한 번도 연

구를 통해 밝혀지지 않고 있다는 사질 인식이 요구된다. 따라서 이성이 요구하는 바는 감각을 초월

하는 근거를 갖는다. 다시 말해서 ‘Formtrieb’과 ‘Stofftrieb’의 공통된 일체， 즉 ‘Spieltrieb’을 요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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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 이유는 형식과 현질， 훨연과 우연， 자유와 고홍의 일치만이 인간성이라는 개념을 완성시킬

수 있기 때 문이 다." (Schiller 1973:49"'55)

간단히 말하면 형식과 내용의 일치가 A間性 회복의 지름길이라는 이야기다.

유명한 오스트리 아의 문예학자이며 「예술작품 속의 내용과 형 상J (Gehalt und Gestalt im

Kunstwerk .des Dichters)의 저자인 Oskar Walzel (1864'"1944)은 ‘表現 수단’이란 말대신에

‘Gestalt’ (형 태 ), 그리고 동시에 이 Gestalt에 대 칭 되는 개 념우로 ‘Gehalt’라는 어 휘블-

포콸적으로 함축된 내용이란 의미로서--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Literatur

1973:19) :

“내가 한 文學 作品 속에서 ‘Gehalt’(내용)로 간주하는 것은， 그 文學 作品 속에 내포되어 있거나

아니면 그것ξ로 인해 야기되는 인식， 의지， 캄정을 모두 통틀어 땅한다. 반면에 ‘Gestalt’(형태)라는

것은 作品 속에서 내적 ·외적 감각에 작용을 미치는 모든 것， 즉 시청각척인 표상블을 일깨워 주거

나 또는 구체적 人物을 연상케 하는 모든 것을 의미한다.

‘Gestalt’(형태)에 관한 이러한 정의는 상당히 포괄적이기 때문에 예슐 전반에 걸쳐서 적

용될 수 있는 충분한 여지를 남기고 있다. 그러나 Walzel아 시도한 것은 어디까지나 비교

론적인 통찰이다. 다시 말해서 여러 가지 예술 형태들이 각기 상이한 예술들이지만 엄밀히

고잘해 보면 다르다고 할 것이 아니라 서로가 교차적 해명을 시도함으로써 오히려 보다 나

은 상부상조적 통찰을 가능케 한다는 것이 다. Walzel과 그와 유사한 다른 학자들은-

Wilhelm Worringer나 Heinrich Wolfflin과 같은 예술(미술)사가들의 모법에 따라서-- ‘형

태’와 ‘내용’이라는 두 개념을 극단적오로 대칭되는 한 쌍의 개념쌍(Begriffspaar)들을 이

용하여 보다 더 뚜렷하게 설명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와 같이 표현 수단을 구체적우로 보

다 더 뚜렷하게 설명하기 위해 동원되는 개념쌍(Begriffspaar)들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충 현재까지 나타난 몇 가지 예를 들면 다음과 갚다(Literatur 1973: S. 19£.) : CD “das

Lineare und das Malerische" (선적 인 것과 회화적 인 것 ), (Z) “、Tollendung und Unendlichkeit"

(완결과 무한)， Q) “Klassik und Manierismus" (고전주의 와 매너 려 즘)， ® Realismus und

Idealismus(사실주의와 이 상주의 )

@ 선적인 것과 회화적인 것

이 두 개념은 H. W01fflin이 「예술사의 기본 개념들」이라는 그의 저서 속에서 르네상스와

바로크에 관한 연구를 통해 도달한 결과로 예술이 지니고 있는 두 가지 형태를 설명한 것

이다. ‘선적이다’ 또는 ‘회화적이다’라는 두가지 측면은 사실상 예슐사에서 출밸했을는지

는 모르나 이저]는 어떤 한정된 시거의 특정한 미술가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文學에도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Shakespeare의 드라바나 Goethe의 고전주의 作品의 묘

사에서 나다난다는 것이다. 즉 Shakespeare의 드라마는 회화적이며 Goethe의 고전주의 작

품온 선적이라 찰 수 있는데， 이 말은 Goethe의 작품에는 어떤 통일된 선적인 의미를 찾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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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반면 Shakespeare의 드라마는 한 폭의 그림을 보는 듯 장면들을 연상케 한다는 뜻

우로 이해될 수 있다.

@ 완결과 우한

이 개념은 일종의 존재론에서 출발하는 것우로 人間이란， 이미 생물학적A로 소멸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만 그러는 가운데에서도 어떤 걸을 추구하는 것이 A間으로서

가장 바람직한 ‘불멸’의 가치를 획득할 수 있는 길인가를 문제로 삼는다. 그런데 ‘불멸’ 이

라는 것은 어떤 ‘형상’을 통해서만이 이루어진다. 왜냐하면 ‘형태’로 만들어진 것만이 불멸

하기 때문이다 (물론 엄밀한 의미에서 형상화된 어떤 사붙이 영원히 불멸할 리는 없지만).

그것이 완결된 것이든 아니면 계속 진전되는 유동적인 것이든， 무한한 것이든 관계 없이

。l 러한 두 가지 방향의 스타일을 ‘고전주의’ (Klassik) 이 나 ‘초기 낭만주의’ (Friihromantik)

의 특징으르 나타난다. 따라서 형 태 블 분석 할 때 도 ‘klassisch’(고전적 ) 라든지 ‘romantisch’

(낭만적)란 표현들이 사용된다.

@ 고전주의와 매너리즘

Klassik이 란 개념은 무한히 복장하면서도 이미 상당히 보펀화된 개념이묘로 간단히 설명

하면 이렇다. 옛날 로마 시대의 세제상(脫制上)의 재산 계층중 가장 높은 위치에 있었던

자들， 즉 당시에 물질적 그리고 정신적인 양면에서 고찰하여 지배자 내지는 소위 ‘우수한

족속’들에 속하는 자들을 일컴는다. 그 후 -流作家블 의미하기도 했고 또 예술 • 문화 • 문

학에서 그리스·로마 시대의 ‘모범’적인 고전을 의미하면서 점점 확산되어 문화적언 최고

의 엽적 내지는 문학사의 시대 구분을 위한 명칭이 되거나 ‘고대’와 대치되는 의미로 사용

되기도 했다. Klassik의 특성을 예술 창조 면에서 본다면 ‘세계’와 세계 속의 ‘인간’을 최

고의 현상으로 보며 그것을 어떤 전형적인 형태로 형상화시켜 보려는 노력 다시 말해서 영

원히 무한하기만 한 ‘人間性’의 추구가 아닌 하나의 완성된 (완결된) 예술 형태로서 세계

와 A間의 깊은 조화를 포착하여 표현하려고 노력했다는 것이다. 반면에 르네상스와 바로

크 사이에 나타나서 일반화된 예술 현상안 ‘매너리즘’은 단순히 Klassik에 대립된 양식오로

간주될 수만은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열거한 개념들처럼 일반적인 의미에서 아주 뚜렷한

극단적 유형의 형태로 볼 수는 없다. 오히려 선호된 형식은 ‘고립’을 특정오로 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들은 유회적우로 과장하거나 반복을 통해서 아니면 수사학적인 장식이나 형식

적인 세련미블 구사함으로써 유별나게 부각되었던 시대에 찰 나타난다. 말하자면 바로크，

낭만주의와 사실주의의 전환기， 세기말 이후 그리고 현대시에서 비교적 잘 나타나고 있다.

매너리즘의 일반적안 등장이란 결국 어떤 새로운 표현 방식의 결핍 시기라고 할 수 있다.

@ 사실주의와 이상주의

독일 문학 천만에 결쳐 극치를 이루는 職念雙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 두 -ismus(주의 )

는 결코 간단히 설명될 수 없을 정도로 심오하면서도 포괄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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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Realismus개 념 정의는 복장 다양하므로 나중에 따로 상세히 논하기로 한다.) Schiller

는 그의 저서 「소박 문학과 감상 문학J CUber naive und sentimentalische Dichtung)에 서 소

박한 시 인과 감상적 시 인을 구별지으면서 前者(‘nalv’는 본래 ‘angeboren’〈다고난〉의 뭇)에

해당하는 시인은 자연을 원천우로 생황하고 활동하며 현실에 대한 의휴이 없￡며 자신의

인격이나 존재블 있는 그대로 자연스럽게 작품 속에 담는다고 설명하는 반면에 後者

(‘sentimentalisch’는 ‘nachempfindend’ 즉 반성적 또는 회상적 느낌을 뜻한다)는 자연적인

것을 상실함우로써 자연 속의 자신(人間)의 내면적 모순을 발견하여 자신의 작품을 인위적

형상물로 자각하지 않고서는 더 이상 창작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감상적 시인은 따라서

하나의 통일되고 분열되지 않은 현존 (Dasein)의 현상화를 추구하지만 이와 같은 추구는 자

연 속에서 저절로 발현되는 것이 아니라 시인 자신의 이성에 의한 구상적 또는 상상력을

통해 펼쳐질 글로 나타나게 련 하나의 ‘소원의 표상’ (Wunschvorstel1ung)아 라는 것을 알

게 원다. 이와 같은 맥락 속에서 Schiller는 전자에 속하는 사람들을 ‘사실주의자’， 후자에

속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이상주의자’라 칭하고 있다.

참고로 Schiller의 「소박 문학과 감상 문학」에 나타난 “自然的 本性과 喪失한 本性”을 요

약하면 이렇다.

괴테와의 討論中에서 쉴러는 자기 자신을 ‘感傷詩人’ 괴테블 ‘소박시인’으로서 지칭하였

다. 여기에서 그는 현실과 이상의 近代的 分짧을 인식하였다고 했는데 이 분열이란 과거

그리스인들이 지니고 있었먼 未分化된 것， 다시 말해서 단 하나의 단순한 本性(Natur)이

解體됨A로써 발생된 것을 의미하며 이 分짧 속에 쉴러 자신이 처하고 있음을 뭇한다. 이

分짧狀 속에서 그는 自身의 課題가， 현실적인 것의 모방이라기보다는， 喪失한 本뾰을 회복

키 위해 이상을 표현하는 일--왜냐하면 이 喪失한 本性이 바로 理想의 核心이기 때문이

다--이라는 것을 발견한다.

쉴려는 감상적 인간--바로 쉴러 자신--은 이제 더 이상 自然的c>로 無狗束的인 순수

성에 머불러 있지 못한다는 것을 의식한다. 쉴러의 갈등은 감수성과 반성， 이념적 요구와

이 이념을 향해 이미 구체적무로 조정된 행위 사이의 갈등이다. 그는 지신을 이상을 향해

서 노력하는 존재로서 定鍵함a로써 喪失한 本性을 추구한다. 소박한 인간의 구조는 다양

한 本뾰的 能力들이 아직 分化 • 展開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소박한 인간은 여전히 自然과

의 靈짧的 • 感覺的 統-속에 , 흑은 마치 일종의 完全性의 상태 속에 처 하고 있다.

따라서 ‘感傷/素朴’이라는 대립적 개념은 “自然的 本性과 喪失한 本性”이라는 대립적 개

념과 동일한 셈이다. 따라서 쉴러에게는 歷史가 그의 당대를 분석하는 토대가 되고 있다.

물론 그가 행한 ‘素朴’과 ‘感傷’이라는 作家性 구별은 年代記的 意味에서 엄밀하게 일관되

고 있지는 않다. 이것은 이플헤면 괴테가 여전히 ‘素朴한 시인’으로 되고 있듯이 구별이

구별의 한계를 념어서 버리고 말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구별은 꼭 누구가 어떻다라고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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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 보다는 오히 려 하나의 ‘전형적 인 것， 유형 적 인 것 ’ (das Gattungsmaβige， das Typische)

으로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素朴性이라는 것도 쉴러 당대에서 가능할 수

가 있었던 것이다. 마치 모든 A間이 어린 시절에 ‘제 자신’의 소박한 상태블 체험하듯이.

요약하면， 쉴러는 감상적인 것， 흑은 ‘喪失한 本性’을 분석함으로써 바로 인간의 內面的

所與와 外的인 所與 사이에서의 分짧을 취급하는 젊外理論에 대하여 한 端初點을 제시한

것이다. 문제는 분명히 관심의 춧점이 되고 있는 이본의 적합성이다. 즉 쉴리의 藝術理論

이 이를 克服하기에 適合한 手段일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상주의와 사실주의 (리얼리즙)를 양식 (StH) 이 나 전형척 형식과 같은 어떤 유형￡로 지

칭하는 것은 사실의 전체를 적절하게 포용활 수 없다. 이상주의와 사질주의라는 양자의 개

념을 til 교하여 그 차이를 대조하는 경계션은 경계선 그 자체로써 이미 예술에 대한 근본적

인 태도 문제블 야기한다. 우리가 이해하는 바로는 사실주의란 ‘모방’이라든지 ‘반영’이라

는 용어 속에 포콸되는 현상과 결부되어 있우며， 이상주의는 ‘가상’과 ‘유회’라는 용어로

써 포괄될 수 있는 현상과 결부되어 있다. 이와 같이 이 두 개념은 흔히 상호 대립을 통해

보다 잘 파악될 수 밖에 없음은 명백하다. 어느 하나를 설명하기 위해 다흔 하나가 필수적

￡로 중복되는 말， Tautologie처 럼 ， 이상주의와 사실주의 (관념론과 실재론)는 원래 플라돈

과 아리스로텔레스에 의해서 정초된 철학의 근본 태도라고도 할 수 있다. 이상주의(관념론)

는 또한 후기 계몽 사상으로부터 헤젤에 이르기까지의 철학 및 정신사를 총괄하는 명칭이

기도 하며， 사실주의(실재흔)는 무엇보다도 헤겔 이후 이상주의를 대체하려는 정신사의 총

괄 맹칭이기도 해서 문학사적￡로는 1830년대 에서 L890년대 〈혹은 1900년대 )를 포괄하는 시

대를 가리킨다. 시적 사실주의 (poetischer Realismus)는 한 부분 영역이며， ‘비판적 사실주

의 ’ (kritischer Realismus)는 사회 규법에 순응적 이 었던 ‘부르조아 사질주의 ’ (blirger1icher

Realismus) 에 대렵해서 이 시기에 나타났던 특정한 사회 비판적 태도블 지칭한다. ‘사회주

의적 사실주의’ (sozialistischer Realismus)는 문학을 마르크스주의적 공산주의적 이데올로기

에 집합시킨 것이다. 종종 사실주의에 그 수식어가 빠진 채 사용되기 째문에 그 의미하는

바는 문맥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모든 양극적인 형식 유형블을 다루는 데에 있어서 신중해야 할 점은 비록 그것들이 시대

개념에 의거하면서도 종종 유형론 (Typologie) 자체가 전면에 부각된다는 점이다. 사람들은

한 특정한 작품을 그에 상응하는 규칙에 따라 독서할 수 있을 때 그 작품을 이해하였다고

생각하지만， 실질적￡로는 그 작품 자체를 두루 통찰하기보다는 그 작품을 어떤 특정한 유

형에 귀속시키곤 한다. 만얼 어떤 한 장인 가요(Meisterlied)를 고전적일 수밖에 없다든지，

어떤 한 바로크극을 낭만적이며， 어느 한 현대 소설을 바로크적일 수밖에 없다든지 하는

것은， 그리고 그 이유를 그 작품틀이 위에 말한 바와 같은 상응 법주에 들어맞기 때문이라

고 하는 것은 우스팡스런 일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연관에서 ‘정신사적’ 사유 구성물을



옥얼 둔학의 평 가 문제 (I)

배제한 순수한 형식탐구가 이루어지기도 한 적이 있다.

1. 양 식 (Sti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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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i1'은 표현 수단 가운데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개념으로서 그 의미도 다양하다. 이를테

면 앞서 언급한 바 있는 양극적 형식 유형과 같은 창작 작품의 형식이나 형태를 규정짓거

나 아니면 작가의 개성을 나타낼 수 있는 어떤 힘을 우리는 Stile양식 ) 이 라 부른다. 이러한

의미에서 Individualsti1(개별양식)이라는 용어도 있다. Sti1은 또 한 개인의 특성을 떠나서

보다 더 포괄적인 의미블 지닐 수도 있다. 말하자면 한 세대， 시대나 유파(칩단)즐 대변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 속에는 어떤 종속이나 풍물 또는 환경에 대한 의존성이 드러날 수도

있다(Literatur 1973:21).

Sprachsti1(언어 양식) : 좁은 의미의 양식， 즉 문체는 결국 요든 창착수단의 원천언 언어

에 직결되므로 언어 표현의 방식이 문제의 춧점일 수밖에 없다. 양식 (문체)의 문제는 ‘StH'

을 규정짓는 여러 가지 요소들， 예블 들면 작품 속에 나다난 인물들 내지는 작가의 망언，

일상어， 화볍， 문어체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 교양이나 학식 정도의 차이에 따라 달라지

는 글의 특성 또한 양식 (Sti1) 의 중요한 변수라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이들의 정도하이에

따라 글의 진지함이나 고상함， 우스핑-스러움， 기괴함 동을 규정지을 수 있기 때문이다. 언

어 양식의 유형을 구분해 보면 우선 비약이 없으며 이야기하는 듯한 담화조의 “서술적 양

식 " (der diskursive StH)을 들 수 있다. 서술적 양식은 ‘서사시 스다일’이라는 말이 성렵될

수 있을 정도로 근원적이며 뚜렷한 사고와 감정이 별 특별한 긴장감이 없이 자연스려운 방

식으로 전개된다. 이와는 달리 “칩중적 양식 " (der intensive StH)에 서는 줄거리를 이야기해

주는 ‘행위’의 목표블 위한 현상들만이 중요하게 부각되고 그 나머지 즉 사이 사이에 나타

나는 부수적 요소들은 의미가 없다. 시간이나 공간이 규정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생각

이나 느낌이 표현되어 있지 않아 단편척인 언급이나 침묵 속의 암시로 해석할 수밖에 없

다. 대신에 하나의 목표를 향해 끊엄 없는 긴장 속에서 집중되고 있어 일치감을 주고 있기

는 하나 전체는 결국 수수께끼처렴 모호하게 배후의 연막을 치고 있는 듯하다.

이와 같이 ;집중적 양식’에서는 예를 들어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 (아

브라함의 희생)가 객관성이 있는 사실(또는 진리)이라고 믿거나 꾸며낸 이야기 아니띤 하

냐의 전젤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든 문제가 되지 않는다. ‘집중적 양식’은 따라서 작가를 추

적해서 뒤늦게나마 작가와 유사한 공동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외연적￡로 광범위하게 그려

가는 것을 문제잠지 않는다. 문제는 오로지 독자로 하여금 전체를 총괄적ξ로 파악케 하고

반작용을 불러 일부킬 수 있도록 영향력을 미치는 얼이다.

위의 두 양식 종류가 오늘날에 이르기까지도 대렵되어 있다는 사실은 다음과 같은 카프

카 양식을 물러싼 논의에서도 밝혀진다. 여기에는 비록 ‘집중적’이라든가 ‘서솔적’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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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이 등장하지는 않지만 마찬가지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셈이다. R. Hartung은 이렇게 말

한다 : “그 [Kafka]의 문학은 나로 볼 때 아마 모든 어떤 현대 문학보다도 더욱 신빙성이

있는 것처 럼 보인다. 나는 지 금 Th. Mann이 나 R. Musil에 게 서 , 또는 Joyce나 Proust에 게 서

그들이 아무리 위대하고 경이스러울지라도 임의적인 요소(우연성)가 전혀 없지는 않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이 작가들에게서는 서술된 사건 진행들이 그렇게도 될 수 있고 또 어

느 정도는 그와 다르게 될 수 있우며， 그들의 산문들 중 훌륭한 문장들은 종종 어떤 다른

식으로도 쓰여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곤 한다. 그렇다고 해서 그 작품이 근본적

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키프카에서는 그렇지 않다. 카프카의 모든 문장은 거

의 다가 마치 오로지 그렇게밖에 될 수 없고 어떤 다른 것은 불가능한 것처럼， 그리고 작

가가 복종할 수밖에 없으며 결코 그 결청에 대해 왈가왈부하면서 의심할 여지가 추호도 없

는 신비에 찬 섬판을 카프카가 받아 쓰고 있지는 않냐 하는 인상을 심어 준다" (Literatur

1973: 22)

세째로 “반어적 양식 " (der ironische Stil)은 서술적 양식이나 칩중척 양식과 비교할 때

근원적인 것이 아니다. 반어적 양식은 문학을 전제로 한다(참조 : 감상 문학).

반어 (Ironie) 라는 개념은 어떤 것을 생각할 때 그것과는 다른 것을 생각하는 듯이 가장하

는 것， 폈裝 (Verstellen) 하는 것을 의마한다. 이 해 話者는 상대방이 이 위장을 알아 챈다

는 점을 인식하고 있오며 흑은 적어도 그렇게 하리라고 가정한다. 이 역할을 행하는 자가

꼭 말을 건 사람이 아니어도 되며 제 3 자일 수도 있다. “이거， 흥미진진한 책인데" 라는

문창은 말을 거는 작가의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가치 판단으로 이해될 수도 있고， 대화의

상대방인 의사 전달의 본래적인 수신인의 측면에셔는 부정적 • 반어적 가치 판단오로 이해

될 수도 있다.

이 점에 비추어보면 작가가 적어도 몇몇의 독자에게서 자신이 쓰고 있는 바를 있는 그대

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 속에는 암시가 포함되어 았다는 점을 통찰하기블 기대할 때 반어적

양식이 성렵되어진다. 이러한 암시는 대부분 소통의 상대방인 독자 집단이 작가와 공유하

고 있는 지적 영역 빚 그에 대한 지식블을 언용하거나 시사함으로써 이루어진다. 따라서

반어적 양식에서 특정을 이루는 것은 ‘선행 지식’ (Vorwissen) 이 다.

2. 언어 예술 (Wortkunst)

미술(회화)이 색과 선을， 음악은 음을， 文學은 言語를 수단으로 삼는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러나 색과 음은 단순히 사물 (Dinge)인 반면에 언어 (단어， 말)는

그 자체가 기호 (Zeichen)라는 또 다른 차원에서 해석될 수 있다(Literatur 1973:23). 즉 언

어란 다른 모든 언어와의 공동 조직 속에서 소위 “언어적 연관성”을 갖게 되므로 엄벌히

고찰할 경우 문학이란 그 수단인 단어， 말， 언어를 통해 예술외적으로 규정지을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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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다룬다고 할 수 있￡묘로 다른 예술과는 엄연히 구별된다.

또 다른 차이블 을자연 색과 음은 거의 무한하다 해도 과언이 아닐 만콤 그 콤비네이션

(결합， 조합)이 다양할 수 있는 데 반해 언어 (단어)의 경우는 극히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운 (Reim)의 數도 제한되어 있다. 물흔 구문상위 연관성에 따라 어떤 기본 구문이 기존의

법칙을 파괴해도 뜻이 통할 수 있도록 독자에게 약속되어 있거나 아니면 Metapher(은유) ，

Symbol( 상징 ) ， Parabel( 비 유) 같은 의미 비약을 통해 제한된 콤비네이션이 넓어지기도 한

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H.G. Gadamer는 운학 예술 작품의 구상은 자체로서는 새로운 구

상을 할 수가 없는 일종의 통로(Vorgebahntes) , 언어의 기존 통로로 볼 수 있는 것과의 결

속ξL로 본다. 그러나 이러한 소위 언어 공동 운명체의 결속을 깨뜨려 보겠다는 반대의 시

도도 없지 않다. 예를 들면 P. Handke의 작품이나 Dadaismus의 맥 락 속에서 가끔 언어 가

갖는 강제력을 벗어나기 위한 일종의 언어의 붕괴 내지는 의미의 축소 시도들이 발견된다.

문학 예술이 현실을 토대로 한 형식 (Form)과 표현 (Ausdruck)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문

학의 ‘모방정 ’ (Mimesischarakter)은 면할 길이 없 다. 결국 언어 가 작가에게 숱한 작품의 구

체화를 위한 ‘형 상릭 ’ (Gesta1tungskra£te)을 부여하지 만 반대로 생 각하면 언어 속에는 이 미

언어 공동체라는 대상이 하나의 일정한 형태블 위한 세계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구체화된

작품 형성의 힘이 작가를 결속시키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바로크 시대에 쓰여진 이 Text

는 음향 효과를 목표로 삼고 있다. 그만큼 의미라든지 의의는 거의 내포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類의 문학은 대체로 언어 예술 작품의 특질을 극복하여 언어 예술 작품을 여다의

다른 예술과 동일한 것￡로， 다시 말해서 단어들을 색깔이나 음과 같이 구체적인 사물

(Dinge)로 만들려는 시도가 엿보인다. 이와 같이 의미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려는 구체적 시

도는 ‘예술을 위한 예술’이라는 명제하에서 이미 다루었던 예술관의 극단적￡로 치우친 상

태와 다픔이 없다. 따라서 이러한 ‘외각 지대’ (AuBenposition)는 내용을 중요시하지 않고

형식에만 관심을 집중시키기 때문에 ‘형식주의’라고 지칭된다. 이 말은 분명히 질적a로

비하흰 가치 평가의 의미를 지니고 있지만 마르크스적 문학 비평에서는 어떤 핵심 내용이

사회주의적 려얼리즘의 목표에서 벗어났을 경우에 이 단어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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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usammenfassug

Fragen der Wertung im Bereich der deutschen Literaturwissensch aft

Ki·Sang 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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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iel und Aufgabe dieser Arbeit richtet sich vor aHem darauf , einen allgemeinen literari

schen Uberblick als Einleitung in die deutsche Literaturwissenschaft zu geben. Damit soIl

aber nicht gesagt sein, daB keine gute Arbeitdarliber bis jetzt vorhanden ist.

Die meisten Arbeiten, die bereits erschienen sind, legen jedoch ihren Ha uptakzent

hauptsachlich auf deutsche literaturgeschichtliche Prespektive, d.h. sie geben keine genligende

。'rientierung flir die an und vor der Tlir der Universitat ratlos stehenden Studenten, die

deutsche Literaturwissenschaft als Haupt- oder Nebenfach studieren wollen. Um diesen

behilflich zu sein, d.h. ihnen ein besseres Literaturverstandnis und dabei eine relativ gute

Einleitung in die deutsche Literaturwissenschaft zu schaffen, soll in vorliegender Arbeit

unter anderem versucht werden, herauszubekommen, was man unter Literatur versteht und

wozu man Literatur liberhaupt brauch t. Diese Punkte als literarische Kernfragen werden

zunachst und dann der wichtigste Teil der Literaturwissenschaft, namlich Fragen der

Wertung behandelt.

Das Resultat dieser Arbeit vorwegzunehmen: sie geht davon aus, ‘Literatur ’ solI trotz

aller Fehlschl니sse liberhaupt dazu beitragen, daB sie 1) nicht nur den sogenannten ‘Lebens

genuB’ bereiten, sondern auch 2) einen Freiheitsraum schaffen, den jeder fiir sich erst

durch den anderen (einschlieBlich der ‘Natur’ ) erweitern kann, 3) und schlieB1ich auch

einen humanen Sinnzusammenhang tragen muB, der sich auf eine bestimmte Sozial- bzw.

Weltverbesserung richt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