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술의 자율성.. 그 문제의 현재 위상과 의미 

- 서독 문예이론 논쟁사를 바탕으로. 

탁선미 

1. 문채의 재기 - 문화， 빼슐의 자유， 현대의 빼슐의 위기 

물질의 생산과 재생산， 그리고 이률 위한 행쟁이 사회의 조직 전 

반을 지배하는 현대에서， 문화는 인간이 물철척 욕구률 넘어서는 

삶의 의미， 가치， 관심들올 인식하고 실현시킬 수 있는 공간으로 나 

타난다. 현대의 자본주의 산업사회는 역사적으로 최초로 인간사회 

의 물질적 욕구를 충분하고도 광범위하깨 충족시킬 수 었올 생산력 

수준에 도달하였다. 그러나 동시에 물질의 양적인 확대재생산이라 

는 자본주의 산업사회의 당위는 경채의 논리와 인간의 여타의 가치 

가 상충했을 때 배타적이고도 지배척으로 나타난다. 실업문제， 남북 

문제， 환경문제 등은 이의 구체적 증거로 들 수 있을 것이다. 오늘 

날 문화에 대한 특별한 관심은， 어떻게 경제와 행정의 법칙들의 지 

배에 대항하여 인간이 그의 여타의 의미， 가치， 관심에도 부응하는 

방식으로 사회를 구성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와 맞물려 있다. 이러 

한 의미에서 문화는， 넓은 의미의 정치적. 도덕적 관심들， 인문과학， 

문학과 예술들을 포괄한다. 문학과 예술은 인간의 감수성과 창조적 

상상력이 매개되고 실현되는 공간으로서 대안적 가치의 창출을 위 

하여 빼놓올 수 없는 문화적 기관이다. 

문학과 얘술이 창출하는 미적 세계 경혐의 고유성과 독자성은 미 

* 이 깐문은 싼 연구소에서 1993년 10월 12힐 딴표된 원고즙 수정， 확대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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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이론적으로 주로 .예술의 자유’ 내지는 ‘예술의 자율성·이라는 

개념으로 포착되어 왔다. 이 개념이 일차적으로 뜻하는 바는 “예술 

은 경험적 현실과는 무관하게 예술의 고유한 미적 법칙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개념은 역사적으로 19세기 중엽 이전부터 프랑 

스 낭만주의자들의 ‘예술을 위한 예술 l’art pour 1’art’이라는 테제 

로 처음 부각되기 시작했고， 셰기말 이래로는 소위 형식미학적 유 

미주의적인 모더니즘계열 빼술의 미학이론적 근거로 여겨졌다. 그 

러나 1930년대 이후 프랑크푸르트롤 중심으로 한 비판이론가들， 특 

허 아도르노 π1. W. Adomo에 의 해 18세기 이 래의 근대 예술 전체 

의 역사적 위상을 톡징 지우는 개념으로 확대되었다. 이는 막스 베 

버 Max Web링 이해로의 자본주의사회와 문화에 대한 사회학적 연 

구의 결과가 반영된 것이기도 하다. 비판이론의 전룡에 서 있는 브 

빼맨 대학의 뷔르거 P. Bürger는， 기독교의 교리가 유럽 중세의 교 

회가 사회척 째도로 폰립， 수용， 채생산되는 데에 핵심적이고 실질 

적인 근거였듯이， 예술의 자융성의 미학온 근대 시민 예술의 생산， 

분배， 수용올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근거였다고 설명한다. 그에 의하 

면 자율성 마학의 이데올로기는 따라서 바로 예술이라는 사회 제도 

Institution Kunst 1)의 핵 심 이 다. 
그러나 오늘날 순수 예술， 내지는 예술의 자율성의 위기에 대한 

논의는 복잡하고도 끈질기다. 실제로 예술의 자율성의 위기는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인문과학과 예술， 문학이 소위 사회의 공론을 결정 

하고 형성하는 과정에서 점점 영향력을 잃어 가고 있다는 인식은 

이미 진부할 지경이다. 기술과 경제적 가치 창출과 무관해 보이는 

인문과학은 대학애서 웅용과학이나 이공 학부들에 비해 여러 가지 

면에서 소훌히 대해지며 열세에 몰리고 있다. 인문과학의 위기의식 

은 사회가 경제적 효용성을 중심으로 편성되면 될수록 더욱 커지고 

있다. 서구에서는 일급 문학작가들도 빈약한 독자층과 사회적 영향 

력올 갖지 못한 대서 오는 실존적 고민에 처해 있다. 예술의 자융성 

I) 재도 예술 lnstitution Kunst 개념온 주로 뷔프거에 의해 70년대이래 문에이 
룬논쟁애 뿌리률 내련q. 이에 대해 4.2.선에서 좀더 자에히 션영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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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이념은 정치적으로 급진적인 셔l 력들에 의해서도 공격되었다.60 

년대말.70년대초 학생운동의 격 렬한 자본주의 비판은 소위 엘리트 

적， 주관주의적 모더니즘 예술에 대한 비판뿐 아니라 고유한 행위 

영역으로서의 예술 자체률 부정하는 데까지 이르고 만다. 바이스 P. 

Weiss가 1970년 학생들과 벌어진 마찰로 그의 r트로츠키 TrotzkiJ 
작품의 총연습 공연올 결국 포기해야 하였던 것온 그러한 상황에 

대한 하나의 예중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예술의 자융성의 위기는 이처럼 외부로부터 오는 것만은 

아니다. 오늘날 순수 예술은 빼술 생산자와 예술 이론가들 스스로 

에 의혜 반쯤은 포기되는 듯한 인상을 춘다. 포스트모더나즘 건축 

을 출발로， 모더니즘 미학의 핵심인 작품의 다양한 요소간의 균형 

과 긴장은 의도적으로 포기되고， 상이한 모티브와 양식들 간의 자 

유롭고 자의척인 혼합이 시도된다. 휘툴러 L. A. Fi어ler， 수잔 혼탁 

Susan Sontag 이 래 미 국의 문학 이론가들은 고도로 지 적 이고 함축 
적인 모더니즘 문학을 비판하고 대중적이고 흥미로운 글쓰기를 주 

장하였다. 이러한 시도들은 그들이 원했번 방식이든 아니든， 예술의 

대중주의 Popularismus를 가속화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사태의 복잡성을 드러내 주는 현상은 또 있다. 현대 사회에서 문 

화의 양적 팽창과 문화 경험의 형식적인 평풍화는 사실로 받아들여 

진다. 즉，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수의 인구가 고전음악올 

감상하며， 박물관을 방문하고 전시회에서 그림올 감상한다. 학교에 

서는 모두가 제한된 범위나마 문학작품을 접하고， 또 많은 연극 공 

연이 이루어진다. 일본의 재벌들은 수많은 돈을 들여 서양과 현대 

미술 작품을을 수집한다. 웬만한 대기업의 사장실에는 현대적 회화 

작품들이 걸려 있다. 이러한 현상들은 긍정적인 것인가 아닌가? 이 

것은 현대에 이르러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예술의 가치가 많이 인 

정되고 문화적 향유가 이루어진다는데 대한 중거로 볼 수 있는가 

없는가? 실제로 이에 대한 대답은 학자들 간에 다르다. 빼컨대 겔렌 

A. Gehlen과 같이 현대사회의 기본 구조를 전체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회학자둡에게 방금 지적한 현상들은 현대자본주의 산 

염 사회의 우월성에 대한 하나의 증거로 받아들여친다. 그러나 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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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이론가들에게 이러한 현상률은 순수 얘술이 그 고유한 지적 긴 

장， 주관의 창조적 매체로서의 성격을 잃어버리고 여가 선용， 소비 

품， 장식품화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고급예술이 대중 예술적 방 

식으로， 또 그 효과롤 내면서 유통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논의롤 정리해 보자. 현대 사회에서 예술의 자옳성의 

위기는 다옴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청재와 햄쟁조직의 논리가 사 

회 전반울 지배하는 원리가 됨얘 따라 얘술과 문화는 사회적 공론 

형성얘서 청정 영향력율 앓어 간다. 둘째， 청치척 급진쩌력에 의해 

서 예술온 사회의 고유환 행위영역으로셔의 존립 권리가 부청당하 

는 경험율 하였다. 씻째 포스트모더니즘 예슐의 영향으로 예슐온 

그 내부에서 스스로 고도의 지적 긴장과 창조척 노력의 원칙율 무 

너뜨리는 상황에 처하쩨 되었다. 넷째， 폼화와 예슐의 양척 명창온 

예술이 여가 션용 률화， 소벼폼확， 창식품화되는 컬척 가치져하와 

맞물려 진행된다. 이러한 상황용 이째 현대 사회얘셔 예슐의 자율 

성온 더이상 진지하재 생각되어질 수 없는 것이며， 포기되어야 할 

개념임융 시사하는 것인가? 예슐의 자옳생의 이혜율로기는 계속해 

서 예술의 생산， 분배， 수용의 과정을 결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는 

가? 이러한 질문용 어느 한 방향으로 명혜히 답해질 수 있는 것 겉 

지 않다. 그것은 뷔르거가 지척했듯이， 한편으로는 예술의 자옳성의 

이대율로기가 무너지고 있는 현찌애도， 다른 한편으로 자율성 미학 

의 개념들은 여전히 C얘술에 대한 지배적인 이해방식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2) 빼술의 자율성을 부정하는 격렬한 시도들은 파라독스적 

으로 그 이념이 존속되는 것율 시사해 준다.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 

하여 실속 있는 논의률 하기 위해서는 앞서 던져진 질문들은 다른 

방식으로 던져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즉 근대척 자율적 얘술의 어 

떤 측면이， 자율성의 미학의 어떤 요소가 그것의 포기를 생각케 만 

드는가? 그리고 무엇이 자율성 미학의 개념률을 여전히 포기되지 

못하는 예술의 이해 방식이 되게 하는가? 우리가 얘술의 미래의 발 

2) 뷔 르거 P. Bürger. Zur Kritik 야r idealistischen Asthetik. Frankfurt/M 

19&'3 S. 9 ff 창조. 



128 탁선미 

전 방향을 가늠하고 제시하려는 노력을 할 때， 자율성 개념올 근거 

로 한 미학적 생각들은 이론적으로 어떻게 수용되어야 하는 것인 

가? 

나는 이채 이러한 물음올 지향점으로 하면서 2차대전이후 80년 

대 초반에 이료기까지의 서독 문예이론사률 재구성 하고자 한다. 

따라서 통시적인 관정애서 불충분한 정률이 나타나는 것은 미리 짐 

작될 수 있을 것이다. 나에게 판심 있는 것온， 자율성 미학의 전통 

이 이 시기에 목격되는 이론척 파라다엄들의 교체률 룡뼈 독일의 

문예이론애서는 어떤 방식으로 정리， 극복， 명가되었으며， 그 전룡 

의 가능한 미래척 수용애 대혜 어떤 사사훌 남겼는가 하는 것이다. 

80년대 초얘셔 90년대 초애 이르는 지난 10년간의 시기얘 나타나는 

새로운 이혼척 논의률얘 판한 한， 본격척인 분석율 유보하였다. 이 

시기는 거의 한번얘 ‘조망활 수 없윷” 정도로 다양하고 상이한 이 

론척 시도률이 이합집산융 거듭하는 시기이다.3) 이 다양한 논의들 

의 성과가 어떻재 정리훨지는 조금 더 두고 보아야 할 것이다. 논의 

의 구체척 대상온 50년대 소위 작품내채척버평의 이론적 핵심이었 

던 • 언어 예 술작품 das spra강lliche Kunstwerk' 태째， 60년 대.70년 

대 문학의 현실연관성， 정치적 장채력율 천착했던 몇몇 이론들， 그 

리고 아도르노의 비판철학적 자율성미학이흔， 또 이 전통에 서 있 

는 뷔르거의 문학사회학적 생각이다. 이 이론들의 분석 결과는 지 

난 80년대 이래 이합집산올 거듭하는 현재의 문예이론의 진행과정 

올 비판척 시각에서 수용 동참시키는데 도움율 줄 것이다. 

2. 전후 작품내채적 해석학파의 ‘언어예술작품’테제와 .양 

식’개념: 예술의 배타적 자유와 현실의 대용공간으로서의 

위험 

3) K. B‘xlgal. Einleitung: Von der Methode zur Theorie. Zum Stand dcr 
Dinge in den Literaturwissenschaften. in: hg. v. K. Bodgal. Neue 
Literaturtheorien. 0마Iden J앵〕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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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대 중반까지 독문학에서 이론적 논의와 작품해석방식올 주 

도했던 것은 작품의 사회적 연관망과 수용의 문제 둥을 배제하고 

작품 자체만을 문학 분석과 연구의 대상으로 삼으려 했던 소위 작 

품내채척 해석이론이다. 이 이론은 작품 자체와 문체의 문제률 강 

조하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전후 영미권의 신비평 New Criticism이 

냐 프랑스의 택스트 해석 explica디00 de texte과 유사성을 갖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몇 갈래의 상야한 독일적 이론의 전통에 뿌리률 

내리고 있다.20년대.30년대 독얼문학의 방법론을 지배했던 이념사 

적， 갱신사척 문학이론， 후셜 Husserl과 인가르웬 Ingar훨l으로 이 

어지는 현상학척 인식론， 딜타이와 하이대거의 혜석학， 일차대전후 

이 래 뭘프련 Wöllflin에 의해 주도된 양식미학척 연구 퉁이 이 학파 

가 서 있는 이론적 토양이었다. 그러나 작품내재적 이륜의 부상온 

순수혀 이론사척인 문쩨가 아니었다. 이차대전후 독일의 학계와 정 

신문화적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벼정치적이고 비역사적이었던 것옹 

전쟁과 나치즘의 역사롤 무조건 잊고자 하는 일종의 자기방어적 사 

회심리에 상당 부분 기인하였다. 독문학의 경우는 여타의 학문돌보 

다 나치즘의 문화 이데올로기 형성에 훨씬 더 갚숙이 관련되어 있 

었다. 따라서 일군의 독문학자들에게 작풍 자체와 형식미학적 문제 

로의 귀환은 그들의 정신적 생존을 위해 매우 반가운 것이었다. 왜 

냐하면 이러한 이론적 관점은 작품 해석과 문학사를 다루는데 있 

어 정치와 역사의 문제 자체롤 배제하는 것을 용이하게 해주기 때 

문이다찌 작품내재적 해석이론의 경우， 텍스트와 형식미학적 문채 

에의 관심은 혜르만트의 지적처럽 일종의 “모든 문학외적인 것에 

대한 반감"5)과 맞물려 었다는 것은 주목할 필요가 었다. 나의 생각 

4) 1앉33년 『이 시대의 독얼적 인간얘 관한 학문」이라는 논문에서 독운학의 과 

제를 ‘민족사회주의적 독일정신의 이념쩨채의 뿌리.훌 문화에서 찾아내는 

것이라고 말했던 Karl Vietör는 I없5년 ·문학훌 갱쳐적언， 사회적언， 지적언， 심 
리적인， 혹온 문화적인 과정 풍의 일반적 과정의 표현， 또는 부산폴로 보는 경우 
에는 언째나 •• ，미적 현상뜰과 그 영역”에서 빗나가재 ￥!다고 말한다. (Karl 
\ïetör, Deutsche Literaturgeschichte als Geistcsgeschichte. Ein Rückblick, 
in: Publication of the Modem Language Association 60, 1945 S. 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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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는 작품내재적 학파의 이론적 골격은 특정한 이론내적 발상의 

의식적이고도 철저한 논리적 전개에 의해서라기보다， 이처럼 이질 

적이고 상이한 인식동기들과 일차대전직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다양한 독일적 이론적 전통들이 수렴되는 점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수렴점의 가장 핵심적연 부분은 소위 ‘언어예술작품 das 

sprachliche Kunstwerk’테체와 ‘양식 Stil' 개념이라고 판단된다. 

·언어예술작품’테제는， 문학율 문학이게 만드는 것은 작품의 생 

산조건이나 수용과정과 무관하며 언어적 형상물로서의 작품의 내 

재적 구조라는 판단에서 출발한다. 독일어권에서 이 방향의 이론적 

노력은 후셀 Husserl의 채자인 풀란드인 인가르덴 R. Ingarden에 

의해 이미 30년대에 중요한 성과훌 거두었다. (r문학예술작품 das 

literarische Kunstwerk，， (1앓0>， r문학빼술작품의 인식에 대해 Vom 

Erkennen des literarischen Kunstwerks .. (1없6) 독일어 번역본온 

1931 , 1968) 그는 철저히 현상학적 인식관첨애서 출발하는데， 문학 

작품의 현실적 존재 맥락을 방법론적으로 배제한 상태에서， 문학작 

품을 문학작품으로 인지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어 주는 것은 무엇 

인가라는 질문올 던신다. 인가르덴의 문학이론은 일종의 문학택스 

트의 정체성 Identität에 대한 이론인 셈인데， 이것올 현상학적으로， 

즉 경험적 존채맥락올 초월해서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문학작품을 다층적 언어구조물로 설명하는 .문학혜술작품’ 

론으로 결실을 맺는다. 이에 따르면 문학작품은 언어소리층 die 

sprachlautliche Schicht, 최 소의 미 단위 층 Schicht der 
Bedeutungseinheiten, 문장과 문장복합체의 의미총 Schicht der 

Sinneinheiten des Satzes und Satzzusammenhangs, 개 략 적 인 표 
상의 층 Schicht der schematisierten Ansicht으로 이 루어 진 다층적 
구조물인데， 각층은 독자성을 갖되 이 다층간의 간섭과 조화를 통 

해 작품은 하냐의 전체로서 나타난다. 인가르덴의 이 모델이 갖는 

이론적 성과로는 몇 가지를 들 수 있다. 그는 문장의미총올 작품 구 

성상 관격이 되는 층으로 봄으로써 문학예술작품은 기본적으로 의 

;,} .J. 1 knmmd. S~'nth‘~tische Inlerpretation. München 196.'l. S. )t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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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해석의 대상임을 분명히 했다. 또 二는 작품에서 구축되는 대상 

과 세계는 ‘다양한 종류의 빈자리들과 작품에 구체적으로 주어진 

일정한 수의 규정성들로 이루어진 개략적인 형상물 ein schemati

sches Gebilde mit verschiedenartigen Unbestimmtheitenstellen 

und mit einer endlichen Anzahl von den ihm positiv 
zugewiesenen Bestimmtheiten'’ (인가르댄 1931, 266쪽)로 규정 했 

는데， 이것은 중요한 이론적 성과로 후에 이저 W.lser에 이르기까 

지 문학해석의 중요한 조건으로 강조된다. 인가르핸은 허구적 내용 

을 담온 문장은 보통의 문장과 달리 어떤 특정한 경험사실과의 일 

치률 전재하지 않기 때문얘， 방금 지적한 작품의 구조는 독자의 상 

상력의 적극적인 개입율 가능케， 내지는 요구한다는 것이다. 

인가르댄의 모밸이 전후 작품내째적 혜석학파의 중요한 한 근거 

률 이루었다는 것은 쉽게 알 수 있다. 슈타이거 E. Staiger나 카이 

저 w. Kayser의 작풍혜석이나 이론척 성찰틀을 살며보면 다충구 
조의 작품모혈이 전채되어 있옴이 나타난다. 그러나 인가르덴의 모 

델은 독일학자들에 이르러 특쩡한 방향으로 굴곡되면서 수용된다. 

첫째는， 인가르벤에서는 문학작품의 기본적 대상성이 문장이 담지 

해 내는 의식적 사태들 intentionale SachverhaIte인데 반해， 독일학 
자들에게서는 문학작품희 -언어소리적인， 언어형식적인 구조가 부각 
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예를 들면 카이저는 작품의 다총구조를 

이야기하면서， 의미내용파 관련된 것은 단 하나의 층으로 규정하고 

그에 반해 언어의 물질적 감각적 형식적 측면은 세개의 독자적인 

충으로 구분 설정한다. 이는 문학작품의 허구적 의미구성체적 성격 

에서부터 그것의 언어척 감각적 형식적 구조로 관심이 이동됨을 

뜻하는 것이다. 문학작품의 c뼈술성도 따라서 의미적 사태들과 표상 

들에 천착하는 해석적 상상력에 연관되기보다， 언어의 감각적， 형식 

적 구조에 의해 창출되는 표변의 미적 가치에 연관되는 경향을 띤 

다. 슈타이거의 경우， 작풍의 가장 근븐적인 범주로 ·양식 StiI'개념 

이 둥장하는 것도 이와 비슷한 맥락에 서 있다. 

둘째호， 인가르덴의 경우 작품의 7‘분 구조에 관한 생각이나 다 

층구조모텔은 현상학적 인식론의 관갇헤서 출발한 것이었다 즉，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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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의 경헝적 존재맥락의 다양성과 무관하게， 문학작품을 문학작품. 

으로 인식하게 해주는， 모든 운학텍스트에 공통적인 작품구조적 정 

체성 ldentität올 확보코자 하는 것이 그의 이론의 출발점이었다. 그 

리고 이러한 문학택스트의 정체성용 문학이론의 핵심쩍 대상이라 

고 생각하였다. 문학이론의 과책에 관한 이러한 입장온 물론 작풍 

내재적 구조롤 그 자체로 평가절상하는데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것 

은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인가르덴애재 있어， 작품이 어떠한 가치， 

어떠한 진리률 창출혜 주느냐는 일단 논외의 문채였다. 그얘 비해 

독일문학01롱가돌의 경우 문학작폼의 작풍 내재적 구조 그 자체에 

대한 절대적 가치부여가 일에난다. 이것용 차세혀 살펴보면 앞서 

지척한 의미혜석척 상상력의 위상이 축소되는 첫번째 청향과 맞몰 

려 있는 것이기도 하다. 흑， 언어척 형상풀로셔의 문학작품이 인가 

르댄의 경우 의미 혜석외 대상인 외식척 사빼률의 세계인떼 반해， 

슈타이거나 카이저의 경우 언어의 률절척， 감각적， 형식적 측면이 

지배하는 며적 구초폴로 왜곡되는 정향융 명으로써， 문학작품의 얘 

술적 가치는 바로 작풍의 언어구조 자체가 담고 있는 미적 가치와 

동일시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학작풍의 문학성올 주로 그 

언어적， 형식미학적 특정에서 찾고자 하는 것이 곧바로 작품내재적 

혜석학파의 정우처럼， 문학의 형식미학과 문학의 진리척 가치를 동 

일시하고， 이에 대한 강도 높온 주장올 동반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자연 문학성을 문학의 언어형식적 톡성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을 

처음으로 적극 표방했던 러시아 형식주의자들， 또 후의 구조주의자 

들의 경우에는 그러한 주장올 찾아볼 수 없다. 여기서 우리는 이들 

형식주의자들과 구분되는 작품내채적 해석학파의 중요한 세번째 

특성올 확인할 수 있다. 즉， 작품내재적 해석이론은 철학적， 방볍론 

적으로 작업하는 인가므덴이나 문확성을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 

는 언어적 .장치’로 이혜하려는 형식주의자나 구조주의자들과 달 

리 전통적， 관념론적인 미학적 사고지평 - 예륨 들면 ‘존재의 영원 

한 진리의 담지자로서의 시인’그 진리의 영감적 표출인 시예술’ 

등의 표상 - 에서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술이 삶에 대해 

갖는 가치플 얘술 자채를 섣대적 가치의 영역으로 규정함으로써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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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하려는 태도로 곧바로 이어진다. 사실 이런 식의 생각들은 딜타 

이 이래 20년대와 30년대 정신사적 문학이론을 거치면서 독일문학 

이론에 김이 뿌리내린 전통이었다. 작품내재적 학파에게서 새로운 

점은 이러한 표상들올 언어적， 형식미학적 특성을 분석하는 데서부 

터 구축한다는 것이다. 슈타이거의 경우를 보면， 그는 작품의 언어 

적 특성이나 형식분석에서 무엇보다도 그것의 정서적， 미적 분위기 

에 주목한다. 이것은 합리적 설명과정없이 작품의 내용적 째계로 

확장되고 동시애 정신적， 형이상학적 가치로 상숭된다. 이러한 해석 

방식은 이론적 차원에서는 그의 ‘양식’개념애서 잘 나타난다. 그의 

양식 개념온 작품의 최소형식단위; 즉 옴소애서부터 모티브， 표상， 

구조， 째계관에 이르기까지 공통척으로 나타나는 어떤 륙갱한 마적， 

정서적 분위기률 포착하는 개념이다. 양식온 따라서 형식객인 것일 

뿐 아니라 내용적인 것이고， 또 새계관적 이념척인 것이기도 하다. 

개별작품마다 고유한， 그 작품을 통일적으로 관장하는 작품 종채의 

기본 원칙으로서의 양식이야말로 그것의 예술적 가치률 규청하는 

핵심이며， 파악해내야 할 예술적 진리인 것이다. 

여러 예술들 중에서 문학은 의식적 사태들로 이루어진 가상의 세 

계이다. 이미 지적했듯이 이는 곧 문학이 미적 정험의 대상이자 의 

며해석의 대상임올 뭇한다. 미적 상상력의 자유는 따라서 문학의 

경우， 특정한 현실세계에서의 검증가능성의 강요에서 해방되어， 의 

식적 사태들을 문학적 장치들올 이용해 자유롭고 명중적으로 구성 

해 냄으로써， 현실의 의미에 대한 새로운 이혜와 해석올 창출해 내 

는데서 실현된다. 그런데 이러한 해석적 상상력은 해석을 하는 주 

관이 그의 경험세계에서 이미 획득한 개념돌과 사태이해 없이는 성 

립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작품내재적 해석학파는 1) 문학작품의 

언어적 구조물로서의 특성올 언어의 형식미학적 차원으로 축소이 

해하고， 그럽으로써 2) 문학작품의 의미구성채로서의 성격율 왜곡 
하고， 동시에 3) 작품의 언어적， 형식미학적 가치률 문학의 절대적 

인 진리의 근간으로 만들어 버렸다. 4)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그들이 
문학의 정당성올， 문학이 독자의식의 확대를 .통해 현실의 삶에서 

어떤 기능을 하논가와 무관하게 예술의 선비화， 절대화를 통해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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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하려는 태도로 이어진다.1960년 한 잡지에서 슈타이거는 바이스 

의 『심문 Ennittlung"을 계기로 현대 연극올 비인간적이고 사디즘 

적 폭로의 유희라고 비판하고 문학은 순수하고 참된 현실 - 예를 

들면 “자기희생적으로 행동하는 남자나 눈에 띄지 않고 매일 매일 

을 돌보는 어머니의 고귀한 마옴， 용감하고 위대한 사랑 그리고 친 

구들 간의 말없는 신뢰 "6)가 지뼈하는 현실 - 올 그 소재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사건은 작품내재학파가 작품자채훌 이해하 

는 데만 관심이 있다는 스스로의 주장과는 달리， 작품들에 대해 사 

실은 규법적인 태도률 취한다는 것을 명백히 해준다. 실재로 이들 

의 혜석대상온 주로 유미척이고 관념척 색채가 짙은 고전주의와 낭 

만주의 계열의 작품톨이었다. 그후 수많온 논란을 일으킨 위의 슈 

타이 거 의 발언온 째 청 ‘취 리 혀 문학논쟁 Züricher Literaturstr，법t"으 

로 명명된다. 이 논챙온 문학파 예슐의 자유의 이념이 고립된 미적 

형상물의 절대화， 신비화로 나타날 때， 문학과 예술온 불행한 현실 

에 대한 손상되지 않은 가치의 가상척 대용공간이 돼 버련다는 것 

올 시사해 준다. 

3.60년대， 70년대초의 새로운 이론적 시도둘: 예술과 현실의 

매개를 위한 노력 

경제부홍의 50년대가 지나 60년대에 들어서면서 서독사회는 일 

종의 전반적인 정체성의 위기를 맞게 된다. 경제성장의 둔화， 정치 

걱섣 변화 - 61년 베를린장벽건설.63년 CDU/CSU정부의 위기， 

66년 대정 당연합.67년 원외야당운동 APO형성 - 들이 특히 젊은 

세대와 지식인들로 하여금 기존의 서독사회 전체률 비판적 시각에 

서 바라보게 하였다. 대학은 이런 비판적 기류의 집결점중의 하나 

였고， 독문학은 그의 관념적이고 귀족주의척이며 상아탑적인 태도 

1)) E. Staiger, Literarur und Offentlichkeit, in: Sprache im l t'chnischen 
Zeitalter 22, 1967 S.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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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해， “파시즘의 과거와의 대결을 회피하는 사회의 고루한 상부 

구조에 대한 상징 "7)으로 여겨졌다. 앞서 논의된 50년대의 작풍내재 

적 해석학파에 대해 많은 이데올로기비판과 방법론적 비판이 쏟아 

졌다. 그 이데올로기비판의 핵심은 ‘순수하고 깨끗한 방법’과 ‘문 

학의 자립성’에 대한 집착 뒤에는 정치적 도피주의와 과거망각의 

욕구가 숨어 있다는 것이었다. 방법론적으로는 주로 두 가지 점에 

서 비판되었다. 하나는 규법적인 성격의 작품내재적 해석이 그 이 

론의 정당성올 과학적으로가 아나라， 시와 문학 자체를 신비화하고 

절대화하는 방식으로 확보하려 한다는 것이었다. 둘째로는， 문학 자 

체에 대한 강조에도 불구하고 모더니즘 문학현상을 거의 도외시한 

다는 것이었다. 버환의 60년대률 거치면서 독문예학은 문화혁명으 

로 불리기까지도 했던 소위 학문척 파라다엄교채， 돌아갈 수 없는 

점 point of no retum올 경 험 한다. 19째 기 이 래 1950년대의 작품내 
재적 학파에까지 이어졌던 독일푼예미학의 귀족주의적이고 관념적 

이고 규법적인 전통온 이로써 완전히 과거의 것이 된다.60년대 중 

엽부터 70년대 초에 이르기까지 새롭고 과학적언 방법론의 모색을 

위해， 그리고 독문학의 실용화， 정치화률 위해 광범위한 논의가 이 

루어진다. 

비판과 변화의 60년대훌 거치연서 자율성 개념온 일단 부정적 뉘 

앙스를 달게 된다. 그것은 우선 기존의 대학을 장악한 작품내재적 

해석학파를 통해 예술의 자유 자율성， 고유성의 개념이 현실과 사 

회에 대한 배타적 도그마로 사용된 것에 대한 자연스런 반작용이었 

다. 해석학과 수용미학은 문학작품의 가치와 의미 창출이 독자에 

의해 조건지워져 었다는 데서 출발하였고， 심리분석학은 작가의 창 

조성， 영감 등에 대해 합리적 설명을 할 수 있게 하였고， 구조주의 

는 아예 창조적이고 고유한 작가 주체를 부정하는 방향으로 나갔 

다. 맑시즘적 문학pl론온 작품을 기본적으로 사회와 역사와의 연관 

속에서 규정하고자 했다. 이러한 이론들은 작품이 존재하고 기능하 

7) K. Bodgal. Einleitung: Von der Methode zur Theorie. Zum Stand der 
Dinge in den Literaturwissenschaftcn. in: hg. v. Iι [1odga l. Ncue 
Literaturtheorien. Opladen 1990 S. 15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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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실재맥락에서부터 문학작품올 분석하고 해석하는 개념들을 확 

보하고자 했다. 예술의 자율성문제에 대한 논의를 다른 방향에서 

한 차원 확대시킨 것은 4절에서 다룰 아도르노의 미학이론과 그 전 

통에 서 있는 뷔르거의 이론이었다. 아도르노는 앞의 다른 경우들 

과는 딸리， 사회학적이고 비판철학적 관점에서 자율성 문제에 대해 

폭넓은 고찰을 시도한다. 이들의 이론적 작업올 통해 자율성 문제 

는 어떤 규범적 이데올로기에 대한 긍정이냐 부정이냐의 문제가 아 

니라， 얘술 전체가 사회 전체애 대혜 갖는 위상의 특수성의 문제며， 

또 근대얘술의 자기 이혜 존재 자체률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의 

문제라는 것을 생각하게 해주었다. 나는 이재 60년대에서 70년대에 

이르는 이 대안적 이론틀율 구체적으로 째구성해 보고자 한다. 그 

러연서 자윷성 문째의 현째의 위상과 그것이 오늘날의 문혜이론적 

성찰에 대해 갖는 의미훌 챙각해 보고자 한다. 

3.1. 메춰의 반영이론: 사실주의이론의 쩨구성 

때춰 T. Metscher의 반영이론은 맘스주의 문C얘이흔전통올 소급 

한 논의들 중 그 체계적인 노력으로 인해 가장 비중 있는 시도였다. 

그의 반영이론은 루카치나 브레히트에 의해 주도되었던 20-30년대 

의 사실주의이론을 그 철학적 근거에 천착하면서 재구성하려는 시 

도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인식관심에서 그는 사실주의 문제를 우선 

유물론적 인식론의 반영이론에서 출발하여 접근한다. 인식 일반이 

객관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주관에 의해서도 동시에 규정되듯이， 

문학작품 역시 그것이 배경으르 차는 역사 현실올 반영할 뿐 아니 

라 현실에 대한 작가 주관의 입장올 반영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 

에 대한 철학적 규명이 사실주의 문제에 대한 논의로 진행되는데는 

물론 맑스적인 역사 이해가 동시에 푼제된다. 맑스가 원래 생각했 

던 것은， 유물론적 역사 이혜가 전채하는 역사의 발전 단계와 문학 

작품에서 묘사된 세계상간에는 연관망이 었다는 것인데， 위의 메춰 

애 의한 인식콘적 규명은 이 연관망올 작가의 정치적 앙가쥬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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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는 것을 유리하게 해준다. 메춰는 이런 관점에서 루카치와 

브레히트의 사실주의 논쟁을 재구성한다. 메춰의 생각에 따르면， 논 

쟁의 핵심인 작품의 정치적 진보성은 루카치가 주장했던 것처럼， 

작품 자체에 역사의 진행 방향 - 물론 맑스적으로 이해된 역사의 

진행 방향 - 이 표현되어 있느냐 아니냐의 문제라기 보다는， 그 작 

품이 이 총체적 역사적 현실의 진행에 구채적으로 어떤 정치적 영 

향을 미치느냐의 문제로 이해해야 한다. 

메춰의 사실주의 모텔에 근거해 보자연 작가와 문학의 자유는 

결국 작가가 역사의 진행올 션취하는 정치적 앙가쥬망의 전채로 이 

해된다. 이것은 사실 브혜혀트의 문학에 대한 견해와 합치하는데， 

문제는 60-70년대의 서구사회와 브레히트가 청험했던 19L’)-30년대 

의 역사적 현실에는 중요한 차이가 었다는 것이다. 즉， 브레히트는 

맘스주의척 역사의 진행 - 후기 자본주의 사회의 붕괴와 프롤혜타 

리아를 중심으로 하는 사회주의 혁명 - 올 당시의 사회적， 정치적 

세력틀 간의 구도에서 구체적인 현실정치의 문체로 경험했던 데 반 

해 .60-70년대의 서구 사회는 사회주의운동의 좌절올 이미 몇 차례 

경험한 뒤에 서 있었다. 그런데 작가가 작가의 고유한 자유를 정치 

적 앙가쥬망의 전제로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는 것은， 현실의 어떤 

사회세력이 자유의 유토피아를 구체적으로 담지할 수 있는 정치세 

력으로 판단될 때이다. 만일 역사적 현실이 이러한 판단을 어렵게 

할 경우， 맑스주의의 역사적 유토피아에 대한 표상올 가진 작가라 

해도 자신의 작가적 자유를 좁은 의미의 정치적인 참여로 전환시키 

는 데는 간극이 있올 것이다. 맑스주의적 역사이혜의 정당성의 여 

부와 사회주의운동의 변천 과정의 문제에 대한 논의 없이 20-30년 

대의 브레히트적 사실주의를 재구성한 메춰의 반영이론은 이러한 

점에서 한계를 갖게 된다. 

3.2. 독자의 문제와 수용미학: 

작품모델에서 대화모델로의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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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우스 R. Jauß와 이 저 W.Iser 등 소위 콘스탄쓰학파에 의 해 주 

도된 수용미학이론은 그것이 처음 부상할 때， 무엇보다도 문학사의 

문제와 해석학에 바탕한 독자의 문제를 논의의 중심에 놓았다. 야 

우스는 그의 초기 논문 ?문학이론에의 도전으로서의 문학사J(967) 

에서， 작품내재적 해석학파애 의해 개별 작품과 작품해석에 집중되 

었던 이론적 논의들을 역사의 문제를 포괄하는 차원으로 확대할 것 

을 주장한다. 이때 그의 관심은 무엇보다도 예술의 고유한 내적 발 

달사를 인정하면서 이를 어떻게 얼반역사와의 연관망속에 위치시 

킬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었다. 이 문재의 해결을 위해 그가 전거로 

삼은 것은 무엇보다 러시아 형식주의로 소급되는 예술사를 얘술사 

내재적 진화사로 규정하는 진화이론 Evolutionstheorie과， 인간의 

창작물에 대한 이혜는 이혜하는 주관이 자신이 처한 역사적 현실로 

부터 획득한 션이혜를 바탕으로 혜서만 이루어진다는 해석학이었 

다. 이렇게 상이한 이론적 전거애서 출발하여 문학사의 문제훌 규 

명하기 위해 핵심에 놓은 것은 독자， 수용자 개념이었다. 야우스의 

생각에 따르면 작품의 문학성은 그 작품내재적으로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작품이 제시하는 것과 수용자가 가지고 있는 문학적 

선이해 간의 간극이 얼마나 충격적인 것으로 나타나느냐의 문제라 

는 것이다. 문학의 역사는 충격올 주는 새로운 작풍과 이 새로운 작 

품 모델이 유사한 작품들올 통해 규범화되고， 또 새로운 작풍이 나 

타나고 규범화되는 과정의 반복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야우스의 수 

용미학이 과연 독자의 해석학적 주체로서의 위상을 얼마나 실제로 

포착하고 있는지는 상이하게 평가된다. 수용미학에 직간접으로 동 

참하는 학자들은 야우스의 수용미학을 “비방법흔적인 해석학을 방 

법론적 형태로 제안한 문학이론적 적용"8)이라는 식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야우스가 해석학의 이해구조를 주관을 넘 

어선 구조로 가시화， 객관화하려는 과정에서 해석학의 중요한 특성， 

즉 주체와 해석대상간의 대화의 구조를 폐기하고 형식주의적 진화 

l:!) Raincr Waming. Hczeption~‘sthetik als Iiteraturwissenschaftliche Pragma
tik. in: hμ v. H. \\"arning. Hczcptionsästhctik, Münchcn 19ï5. S.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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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으로 축소되어 버렸다는 비판이 제기된다.9) 

수용미학의 또다른 대표자인 이저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독자의 

문제에 접근한다. 그는 가다머의 해석학적 이해의 모댈을 인가르덴 

의 현상학적 작품모텔에 연결시켜， 수용 주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구하고 가능하게 하는 작품내구조를 밝히는데 주력한다. 이저에 

의해 부각된 텍스트의 ‘호소구조 A야llsσ따ttur’나 .내포된 독자 

der implizite Leser’ 개념은 수용미학의 한계를 벗어나서 70-80년대 

에 해석학적 관점이나 의사소통이론의 관점에서 구성된 텍스트이 

론들에서도 받아돌여진다. 수용미학의 이론적 성과롤 어떻게 평가 

할 것인가 하는 물옴에는 이미 잠시 언급했듯이 논란이 있다. 수용 

미학의 이론적 골격 자체가 유동척이라는 것， 비정치적 경향올 갖 

고 었다는 것， 형식주의로의 축소경향 둥은 많이 지적된 바 있다. 

그러나 독문학자들 사이에서 방법론 논쟁이 시작되는 시기에， 독자 

의 문채롤 문학이론적 고찰의 메놓을 수 없는 대상으로 포착， 부각 

시킨 공로는 분명하다고 말할 수 있다. 수용미학올 통하여 작품모 

텔에서 작품과 독자간의 대화모멜로의 변화가 시작되었고， 이는 최 

근에 이르러 언어행위이론이나 의사소통이론을 근거로 한 텍스트 

아론들로 홉수， 발전되는 경향올 보이고 있다. (K삶lrmann， Reif‘’ 

Schluchter 1986/ ]. Schütte 1985) 

해석학적 대화모텔에서 의사소통모델로의 변화는 예술의 자율성 

문재와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항축올 담고 었다. 의사소통개념은 

원래 오스틴 Austin, 썰 Searl 동의 언어행위이론을 근거로 하버마 

스 Habermas가 사회적 행위를 경제적 행위와 구분하여 규정하기 

위해 사용한 개념이었다. 이러한 의사소통개념올 문학작품과 독자 

와의 관계에 적용한다는 것은， 작품을 쓰고 읽는 행위가 원칙적으 

로 여타의 사회적 행위와 같은 현실성을 갖는 것으로 파악될 수 있 

다는 말이 된다. 즉， 작품올 쓰고 이해하는 것은 의사소통의 일반적 

인 규칙， 예컨대 주관 상호간의 구속력 - 독자는 어떤 텍스트를 접 

9) P. Bürger, Vermittlung-Rezeption-Funktion. Frankfurt/l\1. S. 134-140 캉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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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때， 작가가 진술된 내용을 진지하게 대변하는 것올 전제하며， 작 

가는 독자가 텍스트롤 읽음으로써 텍스트의 내용에 따른 어떤 특정 

한 내적， 외적 반웅을 보일 것이라고 전제하게 된다 - 아래 놓인다 

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문학의 허구성 Fiktionalit획t， 구체적으로 

허구의 화자， 허구의 인물， 허구의 스토리 동은 문학을 통한 의사소 

통행위의 특수한 장치의 문제로 이해되고 문학텍스트를 원는 능력 

온 일반적인 텍스트혜석능력 즉 의사소통능력 전체의 문제로 통합 

된다. 냐는 이러한 의사소통모웰올 흥해， 예술의 자유， 빼술의 고유 

한 사회척 위상율 전제하면서， 동시에 예술이 넓은 의미의 문화적 

사회객 의사소통과정애 창여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가 마련훨 수 

있다는 생각이다. 즉， 문학용 그의 고유한 자유훌 바탕으로 경험 새 

계의 당론톨， 정치척， 사회적， 역사학척 당론들애 대한 새로운， 이차 

적 당론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점에 관해서는 다옴철에 

서 빼터 바이스에 대한 논의률 통해 다시 한번 언급하겠다. 

3.3. 바이스 P. Weiss의 r저 항의 미 학』 

바이스의 r저항의 미학」은 그 장르상 소설로서 전문 문학이론의 

영역 밖에 위치해 있으며， 시기적으로 방법론 논쟁이 이미 지나간 

시점에 발표되었다. 그렴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올 본 논문에서 다 

루는 것은 첫째， 작풍의 진행이 실제로 많은 미학적 성찰과 착풍비 

평을 담고 있기 때문이며 둘째로， 이러한 문학이론적 성찰들， 엄청 

난 역사적 자료， 또 정치적 메시지의 진지합 등으로 인해， 이 작품 

용 80년대의 예술과 문학이론적 논의에 커다란 충격올 주었기 때문 

이다. 바이스는 방법론 논쟁의 역사적 배경이었던 60년대말， 70년대 

초의 문화， 정치운동에 서독의 어떤 작가보다도 의식적으로 참여했 

던 작가였다. 이 소셜은 이 비환적 문화 운동이 소진해 가는 70년대 

중반애 그 1부가 완결된다. 즉 r저항의 미학」은 바이스의 60년대말 

이래로 70년대 초까지의 서독사회의 비판적 웅직임과 새로운 문화 

경험， 또 그에 대한 이론적 성찰의 결과물로 탄생된다 다른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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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항의 미학』의 문학적 가치가 광범위하게 인정되기 시작한 것은 

작가의 죽음(982)이후의 일인데， 그후 현재까지 이어지는 이 작품 

에 대한 생생하고도 강도 높은 관심과 수용은， 80년대 이후 주도권 

을 장악하는 듯 보이는 소위 포스트모더니즘적이고 해채주의적 비 

평과 이론에 대한 하나의 도전으로 나타난다 r저항의 미학」은 이 

새로운 80년대의 풍토에 60년대와 70년대 초의 비판적 전통이 새롭 

게 구축될 수 있는 하나의 구체적 근거점으로 나타난다. 

예술의 자울성 문제의 관점에서 r저항의 미학」을 바라볼 때， 바 

이스의 이론척 성찰들온 일차척으로 자율성의 극복의 미학으로 나 

타난다. 이 소껄온 30년대얘서 이차대전까지얘 이르는 사회주의 혁 

명파 노동운동사훌 배경으로 하는데 바이스의 이론적 성활줄온 이 

역사적 멕락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진행된다. 따라서 그의 문예미학 

적 성찰온 구채척으로 이 시기의 밝시스트계열빼서 벌어진 예술과 

빼술의 청치적 참여에 관한 논의롤 째구성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러한 시간적 거리에도 불구하고 바이스의 미학적 성찰률은 독자 

들에게 과거의 이론사에 대한 회상이 아니라， 생생한 정치적 미학 

으로 경험되는데， 이는 추상적 논의가 주인공 나의 계급적， 역사적 

관점 - 스때인 해방전쟁에 참여하는 무명의 젊은 노동운동가 -

올 룡하여 매개되고， 그렵으로써 전체가 미적 경혐의 형태로 수용 

되기 때문일 것이다. 바이스는 맑시스트이며 참여작가로서 자신의 

문학적 입장올 일인칭 화자가 직업작가로 성장하는 과정을 통해 서 

술하는데， 이는 작중에서 화자가 브레히트와 만나 수업하고 대결하 

는 데서 잘 나타난다. 작중의 브레히트는 밝시스트로서의 분명한 

정치적 의식을 가지며， 문학을 일종의 생산수단으로 생각하는 모더 

니스트이고， 작가롤 개인의 실존적 문제의 대변자로서가 아니라 집 

단적 관심의 대변자로 이해한다 이 모든 특성과 능력으로 인해 브 

레히트는 작중의 냐에게는 커다란 스숭이다. 그러나 동시에 작중의 

나는 브해허트와의 대결을 통해 브레히트의 사실주의 개념과 구분 

되는 그 고유의 사실주의 개념을 전개하게 된다. 이 사실은 작품 중 

에서 주인공인 내가 브레히트가 정치 적으로 진보세력에 불리하다 

는 판단 하에 은밀히 포기해 버린 ?앵엘브핵트 EngelbrektJ 작품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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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집필하는데서 나타난다. 이러한 차이는 문학의 정치적 참여 

에 대해 바이스가 브레히트와 다른 입장에 서 있음을 시사해 준다. 

바이스는 60-70년대 대부분의 서구의 밝시스트적 지식인들처럽 하 

나의 딜레마에 처해 있었다. 이들은 한편으로는 맑시즘을 자본주의 

사회를 총체적으로 비판적으로 분석하게 해주는 유일한 이론으로 

보며， 또 맘시즘이 담지한 유토피아적 사회의 표상을 포기하지 못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역사적 과정에서 나타나는 밝시즘의 퇴행 

적 구조롤 목도하였다. 일인칭 화자가 보고하는 30년대애서 이차대 

전에 이르기까지의 사회주의 운동사는 그래서 동시에 맑시즘의 역 

사에서 사라져 버린 대안들， 부정되었던 욕구와 관심들， 해결되지 

못했던 갈둥과 모순들윷 추적하는 반성의 과정으로 나타난다. 작중 

의 내가 브혜혀트는 정쳐척 채산애서 포기한 r앵앨브핵트」 작풍올 

혼자 진행시키는 것올 바로 이러한 입장의 차이훌 반영해 준다. 이 

부분에서 작가의 자유는 역사의 진행을 션취하는 정치척 앙가쥬망 

의 전채이면서 동시에 정치적 새력의 행동 논리와는 구분되는 보다 

포괄적인 역사인식의 형태로 실현된다. 그리고 바이스문학의 미척 

형식들은 이러한 포괄적인 역사인식올 가능하게 해주는 수단으로 

기능한다. 예컨대 인용과 간접화법의 간접척 문채， 도큐멘트와 내적 

의식의 집요하고 충격적인 결합 둥온 무수한 모순과 우연과 고통으 

로 이루어진 역사의 복합적이고도 거대한 흐름올 표상할 수 있는 

극한에 이르기까지 표상하게 해주는 장치인 것이다. 이러한 미적 

형식의 기능을 바이스 스스로 현실의 극한점에까지 이르는 인식을 

유도하는 작풍 프로타고니스트중의 하나인 하일만의 입을 통해 “마 

취 Anästhesie"라고 명명한다. 바이스문학의 해석자중의 하나인 린 

드너 B. Lindner는， 바이스가 그의 『심문 ErmittlungJ에서 아우슈 

비츠의 참혹한 역사률 오늘날의 독자에게 경험 가능하게 만들 수 

있었던 것은 가상의 법정보고라는 작품의 형식올 통해 이 역사적 

현실을 일차적인 감각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0) 

10) B. Lindner. J\ n따thesie. Die danteι r::he "Asthetik des Widerstands‘ l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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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년대부터 90년대에 이르기까지 『저항의 미학J의 수용사는 또 

다른 차원에서 예술의 자율성문제와 예술의 정치적 의미에 대해 시 

사적이다. 소설의 1부가 출판되고나서부터 80년대 초에 이르기까지 

저널리즘의 이데올로기적 비판을 제외하고 나면， 처음 r저항의 미 

학」의 수용에 관심을 가진 것은 좌파에 속한 학자들이었다. 이들에 

게 공통적인 것은 f저항의 미학」에서 어떻게 오늘날 자율적 예술 

이 사회적 현실세계에 다시 의미 있는 방식으로 셜 수 있는가애 대 

한 구체적 대안올 보았다는 점 이 다. (하우크 Haug 1981. 하버마스 

Habermas 1981, 혜르만트 HeImand 1983. 쇄르꽤 Scherpe 1981) 

이러한 경향은 특허 동독의 체쩨 붕괴가 가시적으로 드러나면서 동 

독의 학자들 간에 더욱 두드러지는데 r저항의 미학」은 이들에게 

자신들의 개혁에 대한 청치적 욕구률 직접적으로 전가하고 표출할 

수 있는 하나의 구채적 통로로 받아들여진다.11) r저항의 미학」의 

문학적 가치가 광범위하게 인정되기 시작한 80년대부터， (브래땐문 

학상 수상 1982, 뷔 히 너상 수상 1982, 함부르크 국채떼터바이스날 

행사 1988, 국채-바이스학회 창립 1988. 4회에 걸친 체데에프 ZDF 
텔레비전 바이스 특집 1990) 이 작품이 지닌 강도 높고 비판적인 정 
치적 때시지를 더이상 내놓고 공격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이때부터 

작품의 내용과 주제에 관한 다각도의 분석과 해석이 시도되었고 

작품의 형식적 특성들에 관한 내용 있는 분석들도 나타나기 시작했 

다. 특히 80년대 후반부터는 축적된 개별 문제들에 관한 논의를 근 

거로 작품을 포괄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시각을 확보하려는 노력도 

눈에 띄기 시작한다. 예를 들면 위에서 언급한 바 있는 린드너의 경 

우， 어떻게 바이스의 서술 형식들이 그가 맑시스트적 관점에서 실 

제 역사의 총체적 모습올 극한에 이르기까지 집요하게 서술해 가는 

장치로 기능하는가를 밝혀 낸다. 이러한 작업의 성과는 후기 구조 

주의의 텍스트 이해를 전거로， 바이스 소설의 문학적 가치를 텍스 

트 내재적 구조의 산물로 보는 경우들 (슐츠 G. Schulz) 12)과는 전 

die >>Ennittlungκ in: hg. v. j. Garbers usw .. Asthetik Revolte Wider
stand. Lüneherg 1엇lO. S. 114-128. 

11) I. Gerlach. Die Ferne Utopie. Aachen 1엇ll. S. 175 ff 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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혀 다른 이론적 함축을 갖는다. 슐츠에 따르연 바이스 소설의 고유 

한 구조는 소설이 외양상 연출하는 역사에 대한 담론을 사실은 해 

체하고 부정하는 것인데 반해 린드너의 분석은 소설의 미적 형식 

들을 사회적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담론툴 - 역사에 대한 담론， 정 

치에 관한 담론 동 - 에 대한 제2의 당론올 구성하게 하는 장치로 

파악하게 해준다. 즉， 바이스의 소셜은 이차대전에 이르기까지의 사 

회주의 운동사， 나치즘과 셰계대전의 과거， 예술사와 금세기의 예술 

이론논쟁사에 대한 채2의 담론인 셈인데 이 담론의 특수성은 그 전 

체가 미적 경혐의 직접성과 명중성을 동반한다는 것이다. 나는 바 

이스의 소껄이 주는 강도 높은 미적 지적 충격은 바로 이러한 구조 

에서 온다고 생각한다. 

4. 자율성 미학의 전톰과 비판이론의 만남 

4.1. 아도르노의 모더니줌미확이폰: 

자율성 미학의 비판철학적 체구성 

얘술의 자유에 대한 극단적 배격 - 이 논문의 서두에서 언급한 

페터 바이스의 r트로츠키』 총연습시 학생들의 난동올 기억해 보자 

- 으로까지 나타났던 68문화훈동의 흐름올 균형 있게 조절하는 데 

에 중요한 영향올 준 경우의 하나로는 자윷성 미학의 전통을 비판 

적으로 새롭게 천착한 아도르노의 모더니즘 미학이흔올 들 수 있 

다. 아도르노의 자융성 미학이 성공적일 수 있었던 것은 칸트 이래 

로의 자율성 미학의 중요한 생각들올 한편으로는 역사적， 사회학적 

설명의 지평에서， 또 한편으로는 그 고유의 비판철학적 사유의 지 

평에서 합리적인 언어로 재구성하고자 노력한 데에 기언한다. 

아도르노는 자율성 미학의 성립올 일차적으로 따스 빼버 Max 

12) G. Schulz. "Die Asthetik des Widerstands‘ Versionen des Indirekten ín 
Peter Wciss ’ Roman. Stuttgart 19S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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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er의 자본주의사회 설명모델까지 소급되는 사회의 합리화， 세 

분화 테제에 따라 이해한다. 이에 따르면 자본주의 경제 체제로의 

이 행 과정은. 동시에 사회의 각 부분들이 그의 고유한 내적 법칙에 

따라 구성되는 과정인데， 이는 바로 문화의 근대화과정으로 - 학 

문의 과학화， 융리의 보편적 도덕법칙화 예술과 미경험의 자립화 

- 나타난다. 즉， 아도르노는 예술의 자윷성의 성립을 주관의 감수 

성을 바탕으로 하는 미적 합리성이 예술생산과 수용을 지배하는 과 

정으로 이해한다. 그가 근대예술사률 미적 생산성 ästhetische 

Prod따띠vkr따t의 발달사로 셜 명 하거 나 가장 발달된 물질 das 

fortgeschrittenste Mate디외 개념올 고집 하는데 는 이 러 한 사회 학적 

이혜가 배경에 서 었다. 따라서 아도르노에게 있어서 미적 감수성 

은 주관적 취향이나 기질의 문쩨가 아니라 ”빼술적 수단들에 대한 

의식적 처리 뾰wußte VI뼈i밍mg über ihre (Kunst) Mittel" (미학 
58쪽)이다. 아도르노가 근대예술사롤 19채기 중엽 이래의 형식주의 

적 유~J주의에서부터 1920-30년대의 아방가르드를 거쳐 이차 대전 

후의 네오아방가르드에 이르는 모더니즘적 줄기를 중심으로 재구 

성하는 것도 물론 이런 맥락애서이다. 

아도르노의 자융성 미학이 설득력올 가질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이유는， 그것이 이 미학 전통에 담긴 진리에의 표상올 비형이상학 

적인， 비판철학적인 언어로 채구성하려는 시도였다는 데 있다. 자율 

성 미학의 원천 중의 하나인 칸트 I. Kant의 미학이론은 미적 경험 

의 능력올 핵심적으로 감성적 직관으로 규정하였다. 그러나 칸트는 

미적 경험시 감성적 직관은 동시에 대상의 어떤 통일성에 대한 판 

단올 내포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칸트는 그의 션험주관에 대 

한 성찰을 근거로， 미적 경험사 주관이 느끼는 내적 자유와 해방감 

을 주관의 두 가지 능력인 감성 (대상올 그 주어진 모습대로 받아 

들이는 감각적 지각능력)과 이성 (대상을 주관이 고유하게 지닌 개 

념들에 따라 질서와 통일성으로 파악하는 지적 능력)이 상호 강요 

없이 일치된 결과로 설명하였다. 감성적 미적 경험시 오성적 개념 

에도 감각적 욕구에도 제한되져 않으면서 아스라이 내비치는 주관 

의 이성은 칸트 이후 미학적 논의뜰에서 미적 주관의 정신적 잠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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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을 해석하는 데 하나의 중요한 전거가 되었다. 이 정신적 잠채력 

이 미학이론적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구축될 수 있겠논 

가 하는 것은 경우마다 다르다. 웰링 F. Schelling의 경우처럼 칸트 

의 선험적 주관성이 형이상학적 실체로 생작되는 경우， 종종 미는 

참된 본질의 찰나적 현현으로 절대화되고 미화되었다. 쉴러 F. 

Schiller는， 미적 경험시 감성과 오성이 조화로운 관계에 선다는 데 

서， 예술올 통해 인간이 그 이성적 자율성， 즉 도덕적 실천력에 더 

가까워질 수 있다는 ‘미적 교육 ästhetische Erziehung ’ 태채를 내 

셰웠다. 

아도르노는 경험에 앞서 진리를 보장혜 주는 선험적 이성울 철학 

적으로 포기하기 시작했던 째대에 속한다. 그러나 그는 며적 경험 

시 동반되는 자유로운 지적 능력의 경험얘셔， 내용적으로 규청되지 

않은， 즉 부정적 형태로 이성적 주관의 표상을 읽어 내고차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미학이론적 구도가 아도르노의 고유한 

철학적 사고， 그리고 역사이해방식과 밀접하게 맞물려 있다는 사실 

이다. 아도르노는 맑스적 역사이해롤 바탕으로 자본주의 사회를 총 

체적 소외로 보지만 맘스주의의 진보적 역사관온 공유하지 않는다. 

더욱이 자본주의 사회의 소외를 근대사회의 합리성 자체의 구조에 

서 설명하기 때문에 현실사회 어디에서도 소외를 극복할 설마리를 

보지 못한다. 그래서 미적 경험시 대상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또 

주관의 느낌 전체를 거울삼아 성찰해 보는 주관과 대상 사이의 자 

유로운 교류에서 아도르노는 수단적 합리성으로 소외되고 왜곡된 

계몽적 이성에 대한 대안의 실마리를 찾고자 한다. 아도르노의 이 

러한 역사이해와 철학적 사변의 지평은 그가 예술에서 진리의 표상 

을 새롭게 구축할 수 있었던 데 대한 하나의 중요한 전제였다. 그러 

나 이 전제는 동시에 예술을 경험세계에 대한 절대적 적대관계로 

서게 하는 결과를 낳았다. 예술은 도구적 이성이 지배하는 왜곡된 

현실에 대해 절대적 부정성 Negativität의 표상올 실현함으로써만 

그것의 진리성플 잃지 않게 되는 것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아 

도르노의 미학은 규엠적이고 형이상학적 경향을 띠기 시작한다. 이 

러한 정향은 아도프노가 모더니즘의 여러 흐릎 중에서도 쉰베르크 



‘0예슐의 자율성 그 문제의 현쩨 위상과 의미 147 

Schönberg나， 카프카 K와ka， 첼 란 Celan 떼 케 트 Beckett 둥 엄 격 

하고 절제된， 어둡고 난혜한 계열의 작품들에 모더니즘 예술의 절 

대적 대표성올 부여하는 것이나， 몽타쥬와 해프닝과 같이 현실의 

소재를 그대로 사용하는 혜술형태들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나， 또 그의 시대애 구채적으로 비판척이고 정치적 해방척으로 기 

능하는데 가장 성공했던 빼슐환상들 - 예률 들면 브레히트 B. 
Brecht의 무대예술이나 아이슬러 H. Eisler의 용악 - 의 륙별한 역 

사적 위치롤 통찰하지 못했던 것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아도르 

노의 모더니즘 문학이론이 비판척 마학이륜으로셔 갖는 가쳐와 한 

계에 대혜 나는 r버환척 미학이론의 지명 확대률 위하여 - 아도르 

노의 모더니즘 미학이흔에 대한 버판적 소고j라는 논문 (박환덕 희 

갑기념논문집 r독일 현대작가와 푼학이론.1， 범우사 1잊a， 562-많P 

쪽)때셔 나의 쟁각융 셔솔한 바 있다. 따라셔 본 논문애서는 이 정 

에 관해 더이상의 논의률 하지 않꼈다. 

4.2. 뷔르거의 비판적 문학이론: 아도르노의 자옳성 미학 비 

판과 조직사회학적 이론으로의 발전 

아도르노의 자율성 미학의 비판적 극복올 시도했던 학자들 중의 

하나로 패터 뷔르거률 들 수 있다. 뷔르거는 그의 r아방가르드이 

론」에서 20째기초의 아방가르드운동올 통해 예술의 자율성의 이 데 

올로기는 더이상 얘술올 정당화시쳐 주는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 

을 지적한다. 그에 따르면 20세기초의 아방가르드운동의 역사적 의 

미는 다양한 예술 형식의 실험을 통해 - 작품이나 양식 개념이 아 

니 라 - 예 술수단 Kunstn피ttel개념올 생산미 학척 으로 가장 상위 의 

개념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해준 데만 있는 것이 아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아방가르드운동의 출발점이 되었던 문화경험， 즉 유미주의적 

이고 앨리트적인 새기말까지의 예술과 문화전통은 일차 대전으로 

극명해진 시민사회의 파괴 과정에 어떠한 구원의 힘도 아니었다는 

뼈저린 통찰을 통해 시민사회의 문화 전통에 대한 자부심이 허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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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혀진 것이다 다다이즘이나 초현실주의 혜술가들은 바로 이 자부 

심올 길러 준 예술의 전통적 형식들올 파괴하고， 예술을 현실의 구 

체적 공간들로 다시 옮겨 놓으려는 노력들이었다. 뷔르거에 따르면 

이러한 아방가르드운동의 역사적 경험은， 예술이 사회에서 하나의 

고유한 채도로서 존재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의 근거를 더이상 자율 

성의 미학 자채에서 찾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혀 혜주었다는 것 

이다. 따라서 아방가르드운동이후 모든 얘술미학적 성찰플온 이 역 

사적 경험율 어떤 방식으로든 논의의 천채로 생각혜야 한다는 것이 

다. 아방가르드운동 이후의 세대애 속하는 아도르노가 극단으로 자 

기 법칙얘 충실한 예슐애서 예슐의 진리생， 즉 예슐의 사회척 가치 

롤 구축하는 대로 나간 것용 따라서 그가 바로 이러한 역사척 정혐 

의 의며훌 진지하깨 고려하지 못한 대얘 기언한다는 것이다. 이렇 

깨 보면， 위에셔 지적한 바 었는 아도르노 미학외 규범적이고 형이 

상학적 청향온 그의 미학이론 구초상 거의 훨연척인 것이었옴이 드 

러난다. 

뷔르거는 그러나 자율성 미학의 전풍이 그대로 포기훨 수는 없다 

는 생각이다. 왜냐하연 아방가르드운동이 결국 좌절한 대서 보여지 

듯이 예술은 사회적 현실의 행위률로 융합훨 수 없으며， 미적 법칙 

에 근거한 존재방식은 예술이 존재할 수 있는 것 자체의 전쩨이기 

때문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빼술이 자유롭고 독립적일 수 있는 

것은 근본적으로 예술이 사회의 기능적 구조 밖에 서 있다는 독특 

한 위상과 맞물려 있다는 것이다 빼률 들면 한 작가가 소설 중 

에서 법조계와 법의 문제흘 비판하는 발언올 하는 것은 허용되지 

만， 현직 볍관이 공공연하게 그러한 발언올 한다연 곧바로 어떤 방 

식으로든 해해가 7}해칠 것이다. 뷔르거는 이처렵 예술이 개별 작 

품의 구체적인 내용과 무관하게， 즉 개별 작품에 앞서 그 전체로서 

무기능적 독립적 영역으로 존재하는 위상을 .채도예술 Institution 
Kunst’이라는 개념으로 포착한다. 그의 결론용 체도예술이 갖는 이 

독특한 위상올 전제로 하여야만 예술이 사회적 현실에 어땐 영향올 

줄 수 있올 것인가 하는 문제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가 아 

도르노미학에서 높이 사는 것은 시민사회에서 예술의 발달이 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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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칙의 지배와 발달에 근거한다는 것올 분명히 하연서 동시에， 빼 

술을 감각적 유미주의에 넘기지 않고 진리성， 즉 자유로운 사회적 

삶의 이념에 연계시키고자 노력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그는 아도르 

노가 혜술의 진리성올 미개념 내채적으로 구축하는 것은 그의 미학 

이론의 결정적 한계라는 지적이다. 예술이 사회적으로 어떤 가치를 

창출해 내는가률 알기 위혜서는 예술이 사회적 주관들， 즉 독자와 

만나는데서 어떤 기농율 혜내는가를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처럽 예술이 구째척으로 사회척 삶에 기여하는데서만이 혜술온 

사회의 한 고유한 째도로서의 문화척 정당성을 다시 찾을 수 었다 

는 생각이다. 

5. 평가와 전망: 빼술의 자유와 자유로운 사회 

오늘날 폼학이 사회척 공론의 형성과청얘셔 정정 그 영향력을 앓 

고 변방으로 밀려나고 있으며， 다양한 문화산업이 시민률의 감각적 

미척 욕구률율 상당부분 충족시키고 있다는 것온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오늘날 서구 사회의 상품미학온 더이상 2O-3(}년대의 아 

도르노가 경험했던 값싸고 조잡한 치장이 아니라， 다양하고 쩨련되 

다. 쇼윈도우의 장식， 상품의 선전 포스터， 상품 포장， 빠르게 회전 

하는 혜션 풍， 생활 공간 어디에서나 상풍올 선전하는 문구만 때면 

현대 회화의 한 장면으로도 손색없는 경우들올 접할 수 있다. 채즈 

나 록옴악은 이미 고급 음악의 많은 형식들을 수용했다. 이러한 사 

실들올 찬치히채 받아들인다면 예술과 문학은 사회의 한 고유한 

제도로서 자신의 문화척 정당성올 새롭게 확보해야만 하는 위기 상 

황애 었다고 할 수 있다. 예술과 문학이 그돌에게 할당된 기폰의 자 

유 공간 - 대학， 국립극장과 연주장툴， 박물관， 여러 가지 문학상 

- 내에서의 유흉애 자족하고 빼술 자체 이상의 문제에 관심을 갖 

지 못한다면， 혜술과 문학은 사회적 삶의 현실올 지배하는 여러 가 

지 문제들에 대해 아무런 비중 있는 관여를 하지 못할 것이고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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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현실에 대혜 고립적으로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결국 예술과 문 

학은 사회적 주관들에게는 여러 여가상품중의 하나로 경험될 것이 

며， 제도로서의 고급예술은 기껏해야 여타의 문화산업과 상풍미학 

에게 새로운 미적 형식과 소재률 공급해 주는 기관으로 전락할 것 

이다. 

60년대말 미국에서 포스트모더니즘 예슐운동의 출발용 더이상 

접근하기 힘들 정도의 고도의 합축파 형식률율 담온 50년대의 미국 

모더니즘얘 대한 하나의 정당한 반작용이었다. 사회적 현실에 대해 

무관심하고， 앨리트주의척이며 또 보수적인 50년대의 모더니즘에 

대항하여， 포스트모더니즘 예술운풍온 미학척， 지척 긴장감， 독창 

성， 작품의 홍일성 둥의 모더니즘 미학의 핵심적 내용율 채뜨리기 

위한 시도롤 한다. 그러나 시간이 효률수록 출발 의도와는 달리 그 

들의 반모더니즘적 형식률용 문화충격의 효과훌 플어내지 뭇하고， 

그것툴 스스로가 하나의 미학적 장치률로 수용되어 버리거나 자의 

적이고 손쉬운 창작을 고취하는 절과훌 낳았다. 이러한 사실온 위 

얘서 셔슐한 오늘날의 예슐의 위기가 모더니즘미학율 화괴하는 것 

만올 흉혜서는 극복될 수 없옴율 분명핵 말해 준다. 사실 이것은 

20-30년대 아방가르드운풍이 결국 확철한 데서 이미 밝혀진 생이 

다. 나는 앞서 2.3.4.절에서의 논의롤 풍혜 오늘날 어떤 방향에서 얘 

술의 정당성의 위기극복이 시도되어야 할지률 가늠혜 보기 위해 노 

력하였다. 다시 한번 요약하면， 문학과 빼술이 감각적 미적 체험과 

개인적 주관의 공간으로서만 머물지 않고， 현실 사회의 삶에 대해 

실제적으로 영향을 주는 관계에 설 때， 즉 사회적 삶의 여러 문제들 

에 대해 대안적 가치를 창출하는데 기여할 수 있올 때， 그 위기의 

극복이 가능해질 수 있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러찬 돼찬각 가치 

의 창출이란 아도르노의 경우처럼 미개념 자체의 철학적 해석올 통 

해서나， 때춰의 경우처럼 특청한 역사환의 채계 자채에 근거하는 

방식으로는 실채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80년대부터 아주 

최근에 이르기까지 점점 활발혜지고 있는 소위 해채주의적 비평 역 

시 문학의 비판적 기능올 작품의 실제 수용효과에서 생각하지 않 

고， 메타이론의 차원에서 설명하는 한계률 갖는다. 조금더 자세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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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면， 해체주의 비명이란 후기산업사회의 소외구조가 이 사회률 

지배하는 합리성의 원칙에 기인한다는 전제하에， 이성， 통일적 주관 

성， 통일적 의식과 작품해석， 언어의 현실지칭 둥을 비판하고 부정 

하는 책얽기이다. 그래서 구체적인 작품혜석시 해체주의 비평이 관 

심을 갖는 것은 통일척 시적 자아를 부정하는 표현과 형식돌， 언어 

의미적으로 이혜될 수 있는 내용과 현실연판성을 부청하는 구조 퉁 

이다. (3.3.절애서의 슐츠의 바이스혜석) 결국 해체주의 비명온 핵스 

트 분석얘 앞서셔， 빼타이론차원얘서 이미 껄정된 개념들을 향해서 

택스트훌 분석하는 과쟁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구도로 인해 이 분 

석과청 자체가 총종 자의척인 청향율 며기도 한다.13) 혜채주의 버 

명이 갖는 한계는 이쳐렴 방법혼 내적인 것만온 아니다. 주목해야 

할 것용， 철국 핵스트의 흉일된 의미혜석율 부청하고 핵스트의 현 

실연판생율 부청하는‘식으로 나타냐는 혜쩨주의적 벼명의 ·버판· 

과 ‘대안’의 제스처는 소외훌 만틀어 내는 실채 사회구조와 째력얘 

대한 진져한 인식파 대절을 방기하는 효과를 낳지 않느냐는 것이 

다. 해체주의 배명이 말하는， 핵스트 혜체롤 흉한 강압적 사회구조 

에 대한 비판온 결국 그립자와의 싸웅이라는 인상을 지우기 힘들 

다. 

나는 오늘날의 문학이 사회척 현실의 삼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는 문학이 현실의 여러 가지 담론에 대한 진 .- . 

지하고 집요한 이차적 담론으로서 기능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본 

논문 3.2.절과 3.3.절에서 언급한 의사소통모텔은 이것을 이론적으 

로 포착할 수 있는 모웰이라고 여겨진다. 이러한 모델올 근거로 하 

연 작가는 주채와 대상 그리고 독자를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는 것， 또 독자는 택스트와 택스트에 담긴 작가의 억드를 친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 전재된다. 더 나아가 문학이 문학외의 현 

실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담론들올 수용하는 것은 전혀 문학성 여 

부에 대한 시배의 이유가 될 수 없다. 오히려 그것은 당연하고도 바 

13) 이미 지적한 슐츠의 바이스혜석 외애도 대표척언 혜체주의 ul평가언 드만 

Pau\ de Man의 렬케혜석훌 창조혜 보라. P. de Man. Allegorien des 
Lesens. FrankfurtIM 1988 S. 52-90 (영어본 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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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직한 일일 것이다. 이글턴 T. Eagleton은 사실 대 허구를， 혹은 

역사적 진실 대 예술적 진실올 구분하는 식으로， 혹은 대상지시적 

실용적 언어 대 자기지시적 시적 언어를 구분하는 식으로 문학적 

담론을 본질적으로 다른 종류의 담론들과 구별하려는 시도들이 잘 

못된 것엄올 지적한다. 이글턴에 따라 생각하자연， 빼률 들어 우리 

가 어떤 역사소셜올 얽을 때 역사 논문율 읽는 방식으로 과학적 가 

치에 중점을 두어 읽지는 않지만 지금 얘기되고 있는 역사적 대상 

과 주제에 진지하게 관심옳 갖고 읽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역사 

적 대상과 주째얘 대혜 얼마나 벼충 었고 가치 있는 얘기률 하고 있 

는가는 그 소셜의 가치훌 결청하는대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글턴의 지척용 의사소통모탤율 근거로 문학율 현실의 일차적 담 

론에 대한 이차적 담론으로 보려는 입짱얘 대한 져져처럼 률련다. 

문학이 구성하는 이차척 당론온 일차척 담론률에 근거하지만， 그 

전체가 며적 경혐의 명중성율 가지고 나타남으로써 일차척 담론률 

이 해내지 못하는 인식 확대률 실현활 수도 있율 것이다. 본 논문의 

3.3.철에서 소개된 바이스의 r저항의 며학」옹 나얘게는 바로 이러한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실현시킨 성공척언 경우로 보인다. 역사학자 

인 아벤트로트 Abendroth가 이 소설이 그 시 대의 역사척 현실과 

부합될 뿐 아니라 경험적 고중의 채한율 받고 있는 역사학이 해내 

지 못하는 역사의 진리률 표출했다고 판단하는 것이나，14) 적지 않 

은 - 직업적인 경우나 사적인 경우거나 - 독자들이 이 소셜을 통 

해 이미 ”망각되고 흩어져 버린"15) 과거를 생생한 고통과 행위의 

공간으로 경험할 수 있었다거나 현재의 삶이 훌러온 살아 있는 물 

즐기로 경험을 했다는 풍의 고백율 하는 것은 이차적 담론으로서의 

이 소설이 차니는 가치를 확인해 주고 있다. 

14) Lisa und Wolfgang Abendroth. Die IOAsthetik des Widerstands‘ 허S 

Beiσag zur Geschichte der Arbeíterbewegung, ín: hg. v. K. Götze u. K. 
Scherpe. ,.Asthetik des \\ïderstands<< lesen. Berlín 1981. 

15) I. Gerlach. a. a. O. S.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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