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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뿔쩍빽 한겨i 와 가차웰담옐 펼연성
비평 나름의 고유한 객관성은 신비평가들이 꿈꾸었던 B1 평적 理想이었으며， 이의 실현을

위해 그들은 분석으로서의 바평을 주장하는 동시에 Coleridge적인 직관적 인식론에 호소하
기에 이른다 1)

이러한 이상이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직관적 인식을 위한

認識上의 條件 epistemic condition 이 현실적으로 충족되어야만 한다. 널리 알려진 바대로，
시인의 어떠한 능력이 위대한 詩作을 가능케

하는가에

이른바 상상력이라고 불리우는 직관적 인식능력이

탐구로 인하여，

시창작을 위한 인식상의

으로 상정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만일 시인이란

전제하게 되면， 우리는 시창작과 관련하여

대한 Coleridge 의

연식상의

있게 된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신비평가들은 시인의

필요충분조건

상상력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조건에 대한 그 어떤 논쟁도 피할 수
상상력과 동일한 그 어떤

특수능력

을 비평가를 위해 상정함오로써， 인식상외 문제를 얼거에 해결하려고 했던 것아다。 그러바

이러한 시도는 나름대로의 문제를 안고 있는데， 그 이유는 비평적 인식대상이， 그 법주상，
시적 인식대상과는 결코 같은 것이 이니기 때문이다.

즉， 시창작상의 인식 대상이 언어화

이전의 세계라면， 비평상의 인식대상은 시라는 표상화가 완료된 세계-바꿔 말해， 언어적
세계-이다.

따라서 비평이라는 언술체계는 시라는 선행적인 언술체계에 의해 언어적￡로

한정될 수 밖에 없거니와， 비평행위에는 당연히 시창작에서와 다른 인식능력이 요구된다。
요컨대， 언어화 이전의 세계블 언어화하는

시창작의 경우와 달리 하나의 언술체계를 또

하나의 언술체계로 轉移하는 비명의 경우， 필연적으로 개념화와 논리화라는 과정을 거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문학비평과는 달리，

미술비평이라든가 음악비평이 개념화와 논리화에

서 다소나마、자유로울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의 인식대상이 “언어 이전의 언어" metalanguage

의 세계이기 때문

아닐까? 아울러，

문학비평에서 확인되는 논리성이 사회과학이나 또는

여타의 인문학적 언슬체계에서도 동일하게 문제되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언술체계들이 그
들의 인식대상을 이미 언어화플 거친 추상적

표상의 세계로 이해하기 때문 아닐까? 명백

히 이들 언술체계가 상정하는 언식의 대상은 구체척이면서도 개별적언 세계가 아니라 하나
의 일반화된 개념적 세계이다. 시의 구체성이 역사나 철학 또는 사회과학의 추상성과 개념

1) 휠자의 긍， r신비명과 그 이후의 미국비평 J ， If외국문학J]， 1989년 여픔호， 120-25면 창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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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에 대배되어 논의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신비평가들과 관련하여 지적될 수 있는 가장심각한 문제 중하
나는， Coleridge에 의해 제시된 시적 직관의 논리를 그들 자신의 비평적 직관의 논리에 적

용시키려 하였다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신 ìl1 평가들은， 비록 무의식적이긴 하
나， ìl] 평을 또 하나의 새로운 창작으로 간주하는 창작벼평의 전통을 계송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던 것이다9 실상， 대부분의 신비평가들이 비평가언 동시에 시인이었다는 사실을고려한
다면? 비평을직관의 논리에 의해 전개하려 했던 신비평가들의 시도는 나름대로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렇다고 해서， 개념상 혼란과 더불어 이들이 비평계에 끼친

바람직하지 옷한 영향을 결코 가볍게 넘킬 수만은 없다e 말할 것도 없이 s 시에 대한 논의를
통해 얻은 통찰을 이용하여 비평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리하여， “비평애 란 무엇인
가?었라는 문제와 “시란 무엇인가?"라는 문제 사이에 엄연하게 존재하는 분계션을 無化시

키려는-현대비평계의 경향에 책임의 일단을 져야 할 사람들이 바로 신비평가들인 것이다。
창작 ìl] 평의 전통이 비평가 나름의 창의력을 인정한다는 면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처
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창작으로서의 비평을 인정하는 이면에는 항상 열등한 시인으로
서의

비명가， 즉， “되다가 만 예술가" artist manqué 2 ) 로서의

비평가라는

암시가

놓인다.

하나의 예로 Murray Krieger의 다음과 같은 발언이 주목될 수 있을 것이다: “비평가란， 스

스로의 열등한 위치에서부터， 그의 행위를 시인의 것과 마찬가지로 창조적인 것으로 만드
는 자유로운-그려나， 여전히 모방적인-활동을 통하여 시인을 따라간다 "3) 만일 비평가가

열등한 시인에 불과하다띤， ìl] 평행위란 일종의 문화적 퇴행현상으로까지 격하될 수도 있을
것이다. 보다 공격적으로 말해， B1 평가라고 불리우는 일군의

에 지나지

않으며， 따라서

그들의 존재이유는 심각하게

주장도 있을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사람들은 일종의 기생인간들

의문시되거나 부정되어야 한다는

사회로부터 비평가의 추방이라는

Plato식의 주장

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 모든 있을 볍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비평은 ￡스로의 영향
력을 지속적으로 확장하여 왔고， 또한 전례를 찾아 보기 어려울 정도로 깊은， 우리 시대의

관심사가 되어 왔다. 즉， René Wellek의 지적대로， “ 18세기와 19세기 모두 ‘비평의 시대’
로 불리어 왔지만， 확실히 20세기는 이런 칭호를 부여받을 자격을 그에 못지 않게 철저히
갖추고 있다 "4)

말할 것도 없이， 시각을 약간만 바꾸게 되면，

우리는 비평의 정당한 존재이유를 제시할

수 있고， 또한 전례 없는 비펑의 영향력을 설득력 있게 설명할 수도 있을 것이다. 회랍어에

2) Northrop Frye ,

Aηatomy

01 Criticism: Four Essays (Princeton: Princeton UP, 1957) , p.3.

이 책에 대한 앞으로의 인용은 본문에서 “ AC"로 밝히기로 함，
Murray Krieger , The Play aηd Place 01 Criticism (Baltimore:

3)
4) René Wellek ,
1970) , p.344.

CoηçePts

Johns Hopkins UP, 1967) , p‘ 251.
01 Cr쩌çÌ$7n， ed. Stephen G. Nicholes , Jr. (New Haγen: Yale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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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비평행위” 또는 “비평술”이라는 뜻을 지넌 단어인 “critique'’이 동일한 어원의 μcrisis"

라는 단어와 관련지워지는 경향이 있거나와， Jürgen Habermas의 말 대로， 비평야란 “위기
에 대응하여 비평 스스로를 이해 g 하는 작업이며， “문명화 과정”이란 바로 위기에 직연해서
행해지는 “일종의 자기비명의 과정§이라고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5) 요줬대， 문화 또는 푼
명이라고 불리우는 것은， 그 자체가 위기로 이해되는 현재의 상황에 대응하여 언간이 지나

고 있는 비평정신을 부단하게 표출해서 그 대가로 얻은 산물이라는 점을 우려는 결정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바효 이러한 관점에서 보연， 비명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 스스로의 위상

을 정립하게 되었는가? 아울러 그와 같은 위상의 정립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비평상의 문제
가 노출되고 있는기-를， 다름아닌 비평 고유의 독자적인 관점에서 검토해 볼 것어 우리에게
요청되는 것이다， 우리가 신비평의 인식론을 문제삼고， 이에 연관되는 문제에 새삼스럽게
주목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객관적 분석으로서의 비평을 구현하기 위해 신비평가을의 직관적 인식론을 문제상는 한，
무엇보다도 다음과 같은 인식상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이다。 즉， “직관적 순수성" die

eidetische Reinheit 을 확렵 하기 위 하여 비 평 가는 “개 인적 자아" das persönliche Ich 로서
의 인식주체를 초월해야 한다。 6)

그러나 불행히도 질제 비평의 세계에서는 “비평적 주체%

the cri tical 1 와 관련된 이 문제를 그 누구도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놓인다. 이와 관련하여 Stanley Rosen 의 다음과 같은 발언이 주목될 수 었을 것
이다:
내가

알고

있는 바에

대한 분석은，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불완전하면서도 진실로 무

의미한 것일 수 밖에 없다。 즉， 하나의 분석은 어떻게 내가 그 무언가릎 알고 있는가에 대해 언급해
주어야 하며， 흑은 그 무언가를 알고 있는 사랑야 바로 나라는

점을-바꿔 말해， 의미란 다만 알고

있는 사람에게만 우언가 의미를 지닌다는 점을-밝혀 주어야만 한다.

짜라서， 내가 알고 있는 바의

것을 공적인 것 또는 보펀적인 것으로 만들어 그 위상을 정립하려 할 때，

바로 〈나〉라는 개념은 문

제가 되는 것이다 7)

한펀， 논의의 춧점을 “내가 알고 있는 바e 에 대한 분석에서 “어떻게 내가

그 무언가를 얄

고 있는가e 에 대한 분석￡로 옮겨간다 하더라도 Rosen의 논라는 마찬가지의

나케 된다. 즉， 무언가를 그 무엇 ξ료 알고 았는

는다면， 어떻게 내가 알고 있는가에 대한

사람이 바로 〈나〉라는 점이 밝혀지지 않

인식흔적 분석은 마찬가지로 불완전하거나 우의

미할 수 밖에 없다. 동일한 논리에 의해， 비명의 경우， <나〉라는
하거나 은폐하여 인식의 객관

@

타당성을 져

보펀성을 확립하려는

비평척 인식주체를 부인

그 어떤 시도도 비평 그 자체를 불완

5) Jürgen Habermas , Theory (i nd Practice , tr. John Viertel (Boston: Boston UP, 1973) , p.213 참조.
6) 여기에 사용흰 용어는 Edmund Husser!의 것으로서， 펠자의 끌 「신비명과 그 이후의 마국 B1 명 J
123연 참조.

7) Stanley Rosen, The Limits 01 Analysis

(Ne￦

York: Basic Books , 1980) , p.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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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하고도 무의미한 것으로 만들고 만다.

요컨대， <나〉를 극복하려 하는 그 어떠한 시도도

인식 주체로서의 〈냐〉의 존재에 대한 부정을 유도하게 되며， 결국

인식행위 그 자체에 대

한 부정을 이끌게 된다. 어떤 관점에서 보면， <나〉를 초월하고자 하는 초월에 대한 자신의

의지 그 자체를 〈내〉가 초월할 수 없는 한， 어떠한 인식주체에게도， “스스로를 스스로에
대하여 객체적으로 정립 "8) 하고자 하는 소망， 이릎바 Coleridge적 소망은 하나의 단순한 소

망으로 밖에 남지 않는다. 바꿔 말해， 적어도 Bl 평적 자아에게는 “절대적 자아， 혹은 위대
한 영원의 1 AM"9) 윤 정렵한다는 일이 존재흔적으로 불가능한 일일 수 있다.
확실허， Rosen이 적절하게 지적하고 있듯이， “그러한 둔제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구민
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10) 즉， 그 어떠한 이론적인 무장에도

해결이 안된 문제는 여전히 하나의 문제로 남윤 수 밖에 없다.

불구하고，

따라서 비평적 인식주체와

관련된 위의 문제는 가치판단을 배제한 분석으로서의 비평에 대한 그 어떠한 바평가들의 염
원도 끊임없이 위태롭게 만들 수 밖에 없다. 정녕， “판단을 마지막 문단에서 공공연하게 드

러내는 대신에 세부설명을 통해 판단하고 분석을 하면서 판단하는 것일 뿐，
해’는 손쉽게

‘시에 대한 이

‘시에 대한 판단’으로 넘어갈 수 있다" 11) 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까닭애， 휴자는인식주체가비펑에 개업할수 밖에 없다는 점을 공공연히

인정하고서， 가치판단이 배제된 순수한 분석으로서의 B] 명이라는 꿈 그 자체를 포기하고자
할 수도 있다. 또는， 인식주체라는 문제를 애초에

논의의 핵심부로 끌어들이도록 유도한

신비평적 인식론을 일단 부정하고， 전통적인 문현학적이며 귀납적인 문학연구로 되돌아가
고 싶은 유흑을 느낄 수도 있다. 실제 Chicago 대학교를 중심 a로 하여 비평운동을 전개하
였던 Elder Olson이나 R. S. Crane 등， 이른바 Chicago 비평가들은 후자의 길을 택했던 역

사적 예로 거론될 수 있다.

닙l 록 신비평과 같이 형식주의적인 방법론에 바탕을 두고 있지

만， 이들의 작업은， 이들의 이론을 특정지워 주는 이른바 “신아리스로텔레스주의”란 개념

에서 일별되듯이， 다름 아닌 전통적 아카데미시즘에로의 회귀로 요약될 수 있다。

언식주체와 관련된 위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또 하나의

가능한 해결방법을 우리는

Northrop Frye의 과학주의에서 확인할 수 있다@ 비록 Frye 역시 귀 납적 문학연구에 호소하
고 있지만 그가 추구하는 바는 전통에로의 회귀가 아닌 비평의 과학화라는

점에서 각별한

의미를 지닌다. 즉， 그의 경우， 사실적 자료라든가 귀납적 방법론에 호소함으로써， 척어도
표면상으로는 비펑적 인식주체와 관련된 문제가 개임될 여지를 남겨 놓고 있지 않다. 우리

8) Samuel Taylor C어 eridge ， Biographia Literaria or Biographical Sketches 01 My Literary
Life aη d Opinions, ed. James Enge l1 & W. Jackson Bate , 2 γols. CPrinceton: Princeton UP ,
1983) , 1: p.273.
9) Coleridge, 1: p.275.
10) Rosen , p.6.
11) René Wellek & Austin Wl! rren ‘ Theory of Literature , 2nd ed. (New York: Harc9urt , BracE'
& World , 1959) , p.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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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기에서 “적어도 표면상”이라는 투의 표현을

덧붙이지 않을 수

없는 이유는，

비펑을

과학화하라 는 Frye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이 안정하고 있듯이 비평은 “‘순수한’ 또

는 ‘엄밀한’ 과학은 아니기 " (AC 7) 때문이다， 위외 전술과 관련하여， 간단하게나마 훤rye
의 이폰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g 그에 의하면?

비평이란 “문학의 분야에 대한 귀납적 탐사

에서 유도될 수 있는 개냄적 플 framework 에 의거하여 문학을

(AC 7). 아울러， “참된 비평”을

검로하는 것이어야 한다8

전개해 나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어떠한 비평

이 무의미한 비평인가를 알아내어 。}를 제거하거나， 또는 지식의

체계적인 조직화를 구축

하는 데 도움이 되 지 않는 그러 한 방법 으로 문학을 논하는 일을 삼가해 야 한다" (AC 18)
는 것이다. Frye가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무의미한 비평”이란 “취향” 또는 “가치감각" the

sense of value 에 의거하여 이루어지는-요컨혜 비과학적언-비펑을 말한다. 즉， 취향이 나
가치감각은 “개인적이고 예측이 불가능하며，

변하기 쉬운 동시에 전달할 수 없고， 증명할

수 없는 동시에 대체로 지식에 대한 직관적 반응" 12) 일 뿐이라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e 결국，

Frank Lentricchia가 지적하고 있듯이， Frye는， “취향과 주관성을 부적절함이라는 영역에
귀속시키는 가운데， 순수한 시선 the innocent eye 의 해석학을 수행하거나 또는 수행하고
있다고 믿게 된다" 13) 이 러 한 “순수한 시 선"말하자연， 과학적 시 선-을 통해 이루어지지
않은 여타의 비평작업은 Frye에 의해 “우리 자신의 체험과

사회적

@

도덕적 선업관￡로 점

청펀 Narcissus의 거울을 보는영 14) 행위로 부정되고 있다.

Frye의 과학주의가

안고 있는 논리적인 한계는， ll] 록 그가 귀납척 방법론을 내세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비평이론을

정립하기 위해 추론적인 또는 직관적인 사유에 몰

두하고 있다는 점에 놓인다。 하나의 예로 얘natomy 01 ε'riticisηa의 서두를 장식하는 이른바

「논쟁적 서설」 “ Polemical Introduction" 은， 그 자신이 인정하듯이， “추흔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예시와 예증에서 엄격하게 션택적었이다 (AC 29).
유에 기대지 않고 귀납적인 사유에 기댔었더라면

질상 추흔척언 또는 직관척인 사

r논쟁적 서절」은 결코 “논쟁적었얼 필요

가 없었을 것이다. 논의가 이 지정에 이르렀을 때， 어떤 사람은，

함rye식의 이원적언 기준

을 옹호하면서， 이론화하는 일과 이른을 실제 적용하는 얼은 전혀 별개의 문제임을 주장할
수도 있다。 이어서， Newton이나 Einstein 등의 예를 들어，

자연과학의 영역에서도 추론적

인 또는 직관적인 사유가 귀납적 연구와 나란허 존재하고 있음을

하나의 반증으로 재시할

수도있다. 그러나， 그들 중 누구도 새로운 〈방법폰〉의 정렴을 위하여 추론적인 또는 직관
적인 사유에 몰두했었던

것은 아니다。 그들은 추업자들에 의해 그 진리치가

입증되게 된

〈자연의 법칙〉을 추몬적으로 또는 직관에 의해 정립했었을 뿐이리-는 점을 우리는 주목해야

12) Northrop Frye , “ On Value Judgment ," Criticism: Specμ latiνe and Analytical Essays, ed. L. S.
Dembo (Madison: U of Wisconsin P, 1968) , p.37.
13) Frank Lentricchia , After the New Cγiliçisηz (Chiçago: U Qf Çhicago P, 1980) , pp.9- 1O.
14) F l' ye , “ On Value Judgment ," p.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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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만일 Frye의 〈방법콘〉이 그 자신을 포함하여 누군가에 의해서도 진리치가 입증필 수

없는 한， Frye식의 〈비평의 과학화〉란 한낱 환상일 뿐이다. Irnre Lakatos의 표현을 밸리자
면， Frye는 “이론적인 또는 추본적인 명제와 사실적 또는 관측적인 (또는 기초적인) 명제

사이에는 하나의 자연스러운 심리적인 경계션이 존재한다”는 투의 “그릇된” 가정 15) 에 의지
하고 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아울러 , 역 시 Lentricchia가 지 적 하고

있듯이， “그의 모든 과학작 주장에도

불구하고

아울러 , 유럽 문학 전체 에 대 한 말 그대 로의 귀 납적 탐사에 도 불구하고， “Frye의 神話素에

대한 순환적 배열이라든가 相과 r位相에 대한 끊임 없는 열거는 그 성격상 철저하게 계총
적이고 또한 가치판단적 "16) 이라는 점도 천코 간괴되어서는

적인 것은 아니었다고 할지라도， 귀에 거숨렬 정도의

안펠 것이다。 질제， 비록 의도

명백한 가치판단을 우리는 그의

주목해 보기로 하자.

7-

"

그에 의하면? “심오한

걸작은 엄청나게 많은 유형의 수렴된 의미를 확인할 수 있을 것오로 보이는 지점에까지
리를 유도하는 반면， 엘등한

E

느낌”이과는 전제 하에

속에서 찾아 볼 수 있다. 하니의 예로， “우리 모두가 지니고 있는
Frye가 먼지고 있는 다음과 같은 발언을

二:r.

。

기→

예술작품들에 대한 연구는 일종의 우발적이고도 주변적인 형

태의 비평적 체험만을 남걱 준다 "(AC 17) 는 것이다@ 의문의 여지 없이， “어느 한 시인이나
시작품에

시간을 보내고 주의를 기울이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의 가치판단인 것이다" 17)

결국， 우리는 Wellek과 더불어 가치판단의

필연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문학도는 가치라는 특별한 문제에 부딪히게 되는 바，

그의 연구대상인 예술작품에는 가치가 스며들

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하니의 가치체계이다. 이러한 통찰에 짜르는 펄연적인 결과에서 벗
어나려는-아울러， 선택 뿐만

아닌 판단의 불가피성을 회피하려는-많은 시도가 있어 왔으나， 모든

시도는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본인의 생각으로는， 우리가 문학연구를 단순히 책의 제목을 열거하는
일이나 연대기나 연표플 작성하는 일로 축소시키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그 어떤 시도도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이다 18)

그러나，

이와 같이 가치판단의 필연성을 안정하게 되는 경우，

모든 이가 두려워하는 주

관주의가 ll] 명이론 속으로 홀러 들어올 픔을 공공연하게 열어 주는 셈이 되고 만다.

어떤

관점에서 보면， 역사상의 그 어떤 학파나 비평이론도 그 궁극적인 목표가 주관주의의 개업

15) Irnre Lakatos , The Methodology of Scieηt핸 c Research Programmes: Philosophical Papers ,
ed. John Worrall & Gregory Currie (Cambridge: Cambridgc UP, 1978) , p.14.
16) Lentricchia , p.22 。
17) Wellek & Warren , p.250.
이와 관탠하여， WelIek의 다음 발언을 또한 유의할 깃. “‘문학연구는 가치판단을 바탕￡로 하
여 정렵될 수 없다’는 Frye 의 입장-즉， 문학이론은 직접적우로 가치판단과 관련이 있지는 않
다는 입장-은 본인의 견해로는 아주 잘못된 것으로 보인다. ‘ Milton ol Blackmore 보다는 연구

하기에 더 값있고 시사적인
임’을

시인이라는 첨을 비평가는 곧， 그리고 지속척으로， 발견하게 될 것

Frye 자신이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Wellek ， Concepts of Criticism , p.5).
18) Wellek , Coη cepts of Criticism , p.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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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효과적으로 막아낼 수 있는 전략이나 장치를 찾아 내는 데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나

다. 실상， 분석과 가치딴단의 문제가 결국 문제가 될 수 밖에 없었던 것은

J:ll 펑에서 주관

주의를 극복하려는 부단한 노력이 있어 왔기 때문이기도 하다. 말하자연， 가치판단의 필연
성을 인정하게 되면 쉽게 주관주의의 희생물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불안강을 렐치지
못하는 데에서 모든 문제는 싹트게 되었던 것아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가치나 자치판
단의 개념을 단순히 주관적인 것이 아닌， 이른바 “주관적 보펀타당성”을 지닌 개냄으로 정
랩하려 했던 Kant의 철학적 사유는 상당한 호소력을 지니게 된다。 Kant는 “취향외 장대성
과 주관성%을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이상적 규범으로서의 언류의 상식”을 요구함-으로써 19)
가치와 가치판단의 〈보펀적 주관성> inter-subjectivity 을 동시에

포용하고 있거니와i

그는

이제까지 우리가 논의한 가치판단의 문제를 새로운 각도에서 조명할 수 있는 하나의 전기
플 마련해 주고 있다。 실제， 적지 않은 비평이본가들이

가치판단이라는 문제에

Kant의 〈가치론〉에 껴댄 것 또한 사실이다. 그 중 Murray Krieger늠 하다의

로 지적될 수 있거니와， 그의 경우를 통하여

적면하여

대표적인 예

우리는 13 1 명의 위상을 정랩하는 데 결렴돌아

되는 13 1 명 고유의 문제 중 하나를 극명하게 드러낼 수 있을 것이다。

m。
만일 Krieger의

가헥 뿔 양짧활뿔 21 뿔제웰 Krieger엌 어룰화

비평이론에

일관되게 반영되어

있는 Kant의 성향을

일단 접어

두면，

Krieger가 해결하려 했던 가치론의 문제는 크게 물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二L 하나가 〈가
치〉의 운제로써， Krieger는 신비평을 긍정적인 업장에서 재조명한 그의 초기 저서 The Ne없I
A양ologists 101" 앞oetry (l 956) 에서 이 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다른 하나는 〈가
치 판단〉이 라는

방법 론적 문제 언레 ,

이 에 래 한 그의 관샘 은 특히 μLiterary

Analysis and

Evaluation-and the Ambidextrous Critic" (1 968) 이 라는 논문에셔 선명하게 드러 약고 있다。
널리 알려져 있듯이， 젊은 시절의 Krieger는 신비명가들에 대해 상당허 호의척언 태쪼를 취

하고 있는데， 그 일면을 우리는 1. A. Richards의

비평이론에 대한 그나름의 푼체제기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즉， Richards의 가치론과 관련하여， 그를 따르게 되면 “그 어떤 대
상에도 가치가 있을 수 없다"20) 는 점을 Krieger는 우선 주목한다. 이어서， Richards와 같

이 가치의 존재를 거부함으로써 야기될 수 있는 바평상의 제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하나의
대안으로 Krieger는 신비평을 상정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Richads는 독자의 심리를 논의
의 핵심부에 위치시킴으로써 “주관주의적” 가치론이 비평을 지배하도록 만들고 말았던 반면

19) René Wellek , A History of Moderη Criticism: 1750"'1950, 7 vols. (New Haτen: Yale UP,
1965) , 1: p.230.
20) Murray Krieger , The New Apologists for Poetry (Minneapolis: U of Mjnne$ot;\ r , 1~~6) ， p.
114. 이 책 에 대 한 앞g로의 띤 용은 본문에 서 “ NAP"물 밝히 기 로 합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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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 Cleanth Brooks와 같은 바 평 가는 가치 -득히 , 미 학적 가치 一를 시 에 귀 속시 킴 으로써
“시를 객관적으로 가치있게 만드는” 가치폰을 상정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NAP 125).
충분히 예상할 수 있듯이， Krieger는 “일반적으로 비평에셔-구체적 a로는 현재 여기에서
연구대상으로 잡고 있는 비평가들〔즉， 신비평가들〕에 의해 추구되고 있는 그런 종류의 비

평에서-객관적인 〔가치〕 이론이 갖는 이점 "(NAP 156) 을 긍정적인 관점에셔 검토하고 있
다. 그러나 그가 신비평의 이론적 한계를 인식하는 것은 단지 시간의 문제일 뿐인데， 그러
한 인식은 무엇보다도 신비평의 비평방법론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으로 드러나고 있다. 시

가 지니고 있는

파악하기 위해 신비평가들은

객관적이며 미학적으로

분석을 핵심적인 비평전략으로 삼고

가치있는 그 무엇을

있거니와， 그들의 이러한 전략과 관련하여 Krieger는

다음과 같이 비판하고 있다. 즉， 신비평가들의 “비평적 분석은 비평의 대상이 시로 불리울
자격이 있는가에， 또는 그들이 규법적으로 정의하고 있는 고상한 준거에 도달하고있는가에

목표를 두고 있다. 결과적으로 가치판단의 행위가 무의식적일지는 모르나 자동적으로 분석
행위에 똥반되게 되는데， 심하게 말하면， 가치판단의 행위가 분석행위를 규정하게 되고 또
한 분석행위와 한가지가 되고 만다 "21)

실제 Krieger의 비판은 단지 신비평에만 국한되지 않고， “記述의 문제와 規範의 문제， 기

치의 문제와 사실의 문제를 흔동하는이른바 “분석에 경도되어 있는"그 모든 비평가들

(LAE 18, 16) 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한 예로，

이른바 신아리스로렐레스주의를 자처하는

Chicago 비평가들을 들 수 있는데， Krieger에 의하면， 다원흔적 비평이론에 의해 신비평의
경직된 일원론적 비평규범을 극복하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지로， 경험적인 것과 선험적인 것，

이들 역시 “신비평가들과 마찬

記述과 判斷 사이의 혼란에 희생물이 되고

말았다”

(LAE 18) 는 것 이 다. Frye와 E. D. Hirsch , Jr. 역 시 , 비 록 방법 상의 차이 는 있을지 몰라도，
가치판단과 무관한 “객관적이며 과학적인 해석학" (LAE 19) 을 추구하였다는 점에셔 Krieger
의 비판대상이 되고 있다.
요컨대， Krieger의 주장에 의하면， “해석적 주장의 순환성"

the circularity of interpretive

claim 은 “가치 주장의 순환성 " the circularíty of value claim 에 대 한 “또 하나의 위 장” 얼 뿐
이기 때문에 (LAE 19) , 비평에서 가치판단을 배제하려는 그 어떠한 시도도 종국에 가서는
실패로 끝나고 말게 된다는 것이다. 바꿔 말해， “부분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작품의 전

체란 어떠한 것이어야 할 것인가괄 결정하는 우리의 시각은， 바로 무엇이 시에서 가치있는

것인가애 대한 우리의 선행적인

견해-그것이 암시적이든 명시척이든-에 의해 좌우되고

만다 "(LAE 19) 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따파서， 그에 의하면，

비평에서 분석과 가치판단은

21) Murray Krieger , “Li terary Analysis and Eγaluation-and the Ambidextrous Critic ," Criticism:
Specμ lative and ι4. nalytical Essays , ed. L. S. Dembo (Madison: U of Wisconsin P, 1968) ,
pp.17-18. 이 균에 대 한 앞.E..쿄의 익1 용은 본문에 서 “LAE"로 밝히 기 .?- 함。

ìol
캘코 분리될 수 없는 “하나~(“Are the twó not lnevitably òne at Íast?;’ -LAE 19) 이며 동
시적인 행위인 것이다。 사실이 그러하다면， 비평가들을 “괴홉히는

근시안"(LAE 25) 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것일까? 바궤 말해， 무슨이유로 인하여 비평가들은 “해석으로부터 가

치판단의 완전한 분리 "(LAE 25) 라는 실현불가능한 꿈을 버리지 못하는 것일까? 무엇보다
도 먼저， 이미 우리가 앞에서 검로한 바와 같이， 과학적 객관성에 대한 비평가들의 염원。1
거론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우리는 여전히 가치판단이 어떤 이유로 객관성이라는 개
념과 양립될 수 없는가에 대해 탑변해야만 한다。

역시 앞에서 이미 언급하었듯이， 가치판

단을 비평행위에서 펄연적인 것이라고 할 때， 가치판단에 따르는 비평의 주관성 또는 임의
성을 방지하기가 어렵다。 Krieger의 표현에 따르면， “다만 주관적 〈認定> fiat 의 개업에 의
해서만 우리가 기술하고 있는 대상의 特性群￡로 가치가 상정될 수 있기 "(LAE

가치판단의 객관화는 쉽지 않다. 요컨대， “가치를 사실로

25)

때문에，

환원시키면 〈당위성> 0쟁ht-ness

이 희생될 수 밖에 없다"(LAE 25) 는 데에 문제의 어려움이 놓이는 것이다. 따라서 비펑가
는， Krieger에 의하면， “가치의 당위성을 보존하면서

대상의 관찰가능한 속성들에 가치를

정착 anchor 시키도록 진력하되，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가능한 한 많은 동료들

또는 독자들을 포용하려는 휘망을 버혀지 말아야 한다"(LAE 25) 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Krieger의 언명에서 우려는 두 개의 주안점을 포착할 수 있다. 첫째， 자신의

주관성이 개업될 위험에도 불구하고，

비평가는 여전허 가치를 대상이 지니는 관찰가능한

특성인 것처렴 다줄 것이 장려된다。 둘째， 가놓한 한， “많은

말하자면， 주관적이면서도 여전히 높은 수준의 보편성을

동료들꺼이 합의할 수 있는

지니는-가치주장을 펴나갈 것이

비평가에게 요구된다。 물론 양자 모두 Kant의 영향을 반영하는 것이지만，

이 중에서도 특

히 전자는 가치의 존재흔적 위상에 대한 Krieger의 초기적 관심을 지속적으로 반영하고 있
다. 즉， 가치란 대상 자체가 지니는 것인가 또는

우리의 마음 속에 존재하는 것인가의 문

제가 가치에 대한 초기 Krieger의 중요한 관심사었다. 시란 “미적 가치를 지니는 독립적인
실체 "(NA용 156) 라는 신Jl]평가을의 입장을 옹호하면서 Krieger는 “가치란 대상 안에 존재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들 가운데 누구도 또한 우리들 가운데 그 어떤 집단의 사람들
도 적절하게 이를 발견해낼 수 있다"(NAP 157) 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가치의 소재에

대한 그 어떠한 논쟁도 피하기 위한 방펀으로， 그는 그의 스승인 Eliseo Vivas의 입장을우
리에게 환기시키고 있다. 그에 따르면， Vivas는 “비평적 목적을 위해 Kant가 하듯이 객관

적 가치에 대한 우리의 관심을 현상적

차원에 국한시키고 있다"(NAP 160) 는 것이다. 결

국， Vivas의 의견에 따라서， 그는 “공유가능하면서도 분석가능한

구조에 ‘정착’되는 그러

한 가치만을 다룰 것 "(NAP 160) 을 비평가를얘게 권유한다.

가치의 객관적 존재에 대한 이러한 믿음을 K뼈eger는 신바펑에 대한 신뢰감을 상실한 후
에도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데， Krieger의 받음의 지속성과 관련하여 우리는 그에 대한 K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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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영향을 좀더 상세하게 검로하치 않을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아름다움g 에 래
한 저 유명한 Kant의 언급을 먼저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누군가가 무엇이 아릅답다고 말할 째， 그는 다른 사람들도 동일한 만족감을 갖기를 기대한다 g 즉，
그는자기자신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모든 사람을 위해서 판단하는 것이고， 이어서 아름다움이 사불의
타고난 자질인 것처램 아름다움에 대해서 말한다. 짜라서 그는 “그 사물은 아름답다”라고 말한다 221

위의 인용 중 마지막 귀절을 통해 Kant가 의도하고 있는 바는 우엇인가? 사실상， “그 사
물은 아름답다”라는 진술은 별다른 의미내용를 담고 있지 않는 것처렴 보인다. 그러나， 서
술적 용법으로 쓰얘진 “아름답다”라는 말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 우라는 위의 진술을 통해
Kant가 외도했던 바의 논리를 확인할 수 있다. 즉，

위의 진술을 통해 Kant는

상이 모종의 속성-여기에서는 “아픔답다”라는 속성-을 지닌 것처렴

어습관에 주목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판단의 대

말하는 사람들의

아름다움이란 후에 가서 추가된 것이 아닌

언

양-마치

어떠한 사물이 본래부터 속성으로 지냐고 있는 그 무엇인 양-말하고 있다는 것이다‘ 요컨
대， 무언가가 아름답다고 판단할 때 사람들은 그것이 마치 본래부터 아름다움의 속성을 지

난 것처럼 반응을 하고， 본래부터 아름다움의 속성을 지닌 것처럼 반응을 하는 한， 모든 이
가 그 아름다움을 인식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정을 한다는 것이다.

Kant의 용어를 사용하

자연* 아름다움이란 보펀타당성 die AUgemeingültigkei t 을 지난 것으로 여겨진다는것이다‘
아릅다움이 보펀타당성을 지닌다고 해서， 미적 판단에 그 어떤 규범이나 원리가 있어야

한다거나 또는 있을 수 있다는 말은 아니다.

Kant는 그 어떤 미적 딴단도 “객관적 보펀타

당성”을 주장할 수 없다는 점을 명백허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미적 보펀성과 같이 “대상
의 개념들 Begriffen 에 의거하지 않는 보펀성

e

φ

@

은 결코 논리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KU 52). 바꿔 말해， 미적 보펀성은 “객관적인 수량적 판단”을 지탱하지 못하고 다만 “주
관적인 내용만”을 지닐 수 있기 때문이다 (KU 52) 。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 아닌 다만 감정 Gefühl 을 통해서이기는 하지만，

“개념들을 통해서

여전히 무엇이 유쾌하게 하고

무엇이

불쾌하게 하는가를 보펀타당성 있게 캘정해 주는"(KU 79) 그러한 원리가 있 3며， 바로 이
런 까닭에 마적 판단에는 적어도 “주관적 보펀타당성%이 부여펄 수 있다는 것이다。 ￦ellek

의 말을 밸리자면， 마적 판단은 “주관적인 것이긴

하나 주관적인 것 안에 객관성이 존재”

하며， 결국 “주 ‘ 객관의 중간에 존재하는 그 무엇 "01 미적 판단인 것이다 23) 따라서， Kant

의 견해 에 따르게 되 면 궁극적 으로 문제 가 되 는 것은 이 른바 “상식 " Gemeinsinn (KU 79-80

참조) 이라는 개념이다。

개인적이면서도 여전히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보편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상식”이라는 개념을 전제로 할 때， 우리는 Krieger가 말하는 가치판단의 성격을
22) Immanuel Kant , Kritik der Urteilskraft (1977; Hamburg: FeHx Meiner , 1974) , p.50. 아 책
에 대한 앞으로의 인용은 본문에서 “KU"로 밝히기로 함.

23) René Wellek , Discriminations: Further
p.127.

Conceφts

of Criticism (New Haven: Yale UP, 1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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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말해， 그가 의도하는 바는 알종의 〈보편적 주관성> inter-

여 기 에 서 우리 는 Kant 칠 학이 Krieger의 비 평 이 온에 마 친

또 하나의 영

향을 확인할 수 있다.
Krieger의 Kant철학 수용에 관련하여 9 우리는 몇가지의 문제를 지적할 수도 있을 것이
다。 첫째로* “가능한 한 많은 동료들 또는 폭자들%을 만족시켜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실

제로 그는 가치판단을 Kant적 의미에서의 장식적안 또는 보펀적언 것이 아난， 경험적인 것

으로 만플 위험을 강수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궁극적인 판단을
유보한 채 잠정적인 결론만을 상정할 수 밖에 없는

할 것이다。 판단내용이 새로이 제시되는

경험주의 인식론의 한계가 주목되어야

자료에 의해 항상 재조정될 수 밖얘 없는 경험주

의적 판단의 셰계에서와 마찬가지로， 가능한 한 많은 동료를 만족시키기 위해 Krieger적인
판단은 항상 채조정되거나 또는 유보펼 수 밖에 없다.

풀쩨， 가치판단에 남아 있을 수 밖

에 없는 판단의 주관성에도 불구하고， 비평가가 쩍정수춘의 III 명적 객관성에 도달할 수 있
으리라는 꿈을 Krieger는 결코 벼렬 수 없다는 점이 지적펼 수 있다. 이러한 꿈을 버렬 수

없는 한， 짚비펑가들을 절망시킬 수 밖에 없었던 〈본질에의 추구〉라는 유휴에서 그 역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다。
“비평가가 내셰우는 객관적 절차에 대한 그 요든 연속적인 주장에도 불구하고 " ::L 어떤
비평가도 “자신의 시야와 판단의 현파성이나 20세기를 살아가는 인간으로서의 자신의 역할
이 개업됨을 부정헬 수 없다었 (LAE 28) 는 논려를 펴고 있을 째， Krieger는 위의 꿈야 설제

로 질현되리라는 기대를 전혀 하지 않고 있는 것처럼 보이 71 까지 한다。 그러나， “비평에서
의 새로운 유행”에 대한 그의 비판24) 에서 암시되고 있듯이，

그는 천성적언 객관론자이다.

즉， “이차적 예술로서의 비평의 개념을 옹호하면서， " Krieger는 문학비평이란 “이야기를 되
풀이하는

이차적 진술이며 9

시의 일차적

(AL 42) 아라는 주장을 하고 있거니와，

진술에 조회해야 할 의무를

연청해야만 할 갯었

결국， 111 평은 “일차적 진술 "01 라는 객관적 기준에

통제를 받지 않을 수 없게 련다 i 따라서， 그의 견해에 의하면， “원래의 대상에 충실해야한
다는 옛날 비평가가 느끼던 책임감이라는 신화로 부터 해방%된

비평가들이 할 수 있는 일

아란 다만 “그들의 무책업감에 의해 인정된 誤讀에 열중하는5 일 뿐이다 (AL 41). 그의 논

의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자신의 논의를 동해 공격하고 있는 이른바 무책엄한 Bl 평가들
외 비평만큼이나 무책임한 것이다。 무엇보다도， “시의 일차적 진술잉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젤사 확신한다 하더라도 그가 확신하는 바가 “시
의 일차적 진술었엄을 조건없이 보장해줄 사람이

과연 어디에 있겠는가? “시의

일차적 진

술잉이 충분허 명료하지 않은 한에 있어서는， 그 누구도 이른바 〈올바른 독해〉와 오목을 구

24) Murray Krieger, Arts on the Level: the Fall of the Elite Object (Knoxville: U of Tennessee
밤， 1981) , pp ‘ 42-43. 이 책에 대한 앞으로의 인용은 본푼에서 "AL"로 밝히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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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수 없다. 따라서 〈올바른 독해〉와 오복 샤야에 경겨1 션을 설정하기란， 한u}다로 말해，
불가능하다. 오독이라는 개념은 이른바 원전에 대해 자신이 충실하다는 푸의-객관적이 이
닌-주관적인 주장을 펴고 싶어하는 객관론자의

마음 속에나 존재하는 것이다. 투박하게

말해， “시의 일차적 진술”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다면， 모든 논의는 더 이상 계속될 수 없고
비평은 여기에서 중단되어야 할 것이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독자는 비평가에게 “오
독보다는 올바른 독해블 제공하도록 노력하라고 주문할 권리 "(AL 42) 가 있다는 Krieger의

주장은 기껏해야 이상주의자의 꿈으로 밖에 생각되지 않을 수 없다.
그랩 에 도 불구하고， 객 관주의 라는 꿈을 깨 지 않기 위 하여 Krieger는 원전 에 “충실 할 의 무”

라는 생각을 밀고 나가지 않을 수 없다。 짜라서 그의 비평이론에서 독해란 원전에 대한 성
실한 추구가 된다。 그러나 문제는， 원전에 대한 성실한 추구는 원전이 〈전거〉하고 있는 바

에 대한추구로 쉽사리 대체될 수 있다는 데에 있다. 그이유는 간단하다. 객관론자들은， 그
들이 추구하고 있는 바의 타당성을 확인시켜 줄 수 있는 〈전거물〉이 없다면， 결코 펀안함을
느끼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떤 독해가 올바른 것인가는 원전이 〈전거〉하고 있
는 바의 세계-말하자면 원전이 숨기고 있는 본질세계-를 이해함으로써만이 확인할 수 있

다고 객관본자들은 믿게 된다. 원전이 의마하는 바의 객관적 본질셰계를 이해하려는희망에

서， 객관론자들은， 이른바 Kant가 말하는 〈物自體> Ding-an-Sich 에 도달하고자 노력을 경
주하게 된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신비명가들은 낙관적 Kant주의자들이라고 규정될 수
있을 것어다. 즉， 그들은 인식론적으로나

방법론적으로나 〈물자체〉에 도달할 수 있으리라

는 확신을 갖고 있었고 자신들의 그러한 능력에 대해 결코 의심하지
대조적￡로， Krieger는 비관적

않았던 것이다. 이와

Kant주의자라고 규정될 수 있을 것이다.

즉， 비평가의 “주

관적 인정”이나 “그의 시선과 판단의 편파성”으로 인하여 비평이 쉽사리 왜곡될 수 있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면서， 그는 “우리로 하여금 알것을 허락하지 않는의미의 신비 "(LAE 32)
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 않은가? Krieger에게 있어 〈물자체〉란，

한 마디로 말해， 쉽사리

접근될 수 없는 것이다. 스스로플 펙의주의의 희생물로 만들지 않기 원한다면， 무엇보다도
Krieger는 이 “신비”에 접근할 수 있기 위한 그 어떠한 단서라도 제시하여야만 한다s

“의미의 신벼”라는 딜레마에 직면하얘 우리가 선태할 수 있는 두가지의 접근방식에 대하
여 Krieger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우리는 먼저， 아우리 불완전하게라도， 의마의 신비를 더듬어 찾기 위해， 또는 기를 쓰고 장기 위해，

우리의 언어와 방법을을 굽히는 쪽을 선태할 수도 있을 것이다. 아니면， 우리의 언어와 방법플을 순
화시키띤서 소박하게 불러앉아 있기를 선택하는 가운데， 이러한

순화작업이 적절한 것이 되고 순화

환 언어와 방법이 그 포착하기 어려운 의미에로 결국에 가서는 유도되어지기릎 희망할 수 있을 것이
다.

(LAE 32J

Krieger는 이러한 양자태일의 방볍 중에서 후자플

거부하는데， 바로 이러한

방법용 “어떤

í05
귀충한 불건을 잃고서 잃어버란 곳에서가 아닌， 빛이 가장 밝은곳이라고판명된 곳에서 그
잃어머련 물건을 찾으터고 애쓰는 사땀‘’ (LAE 32) 을 연상시킨다는 것이다。 따라서， “단정치
못함"(LAE 32) 에도 불구하고， 후자의 방법을 그는 선호하게 된다. 그러나， 이와 같이 “단
정 치 못한” 방법 을 택 함으로써 , Krieger는 그의 논쟁 속에 일 종의 〈력 소티 즘> quixotism 이

개입될 위험을 감수하고 있다. 말하자면， 잡히지 않는， 신기루와 같은 의미를 찾아서 문학

이라는 암흑 속을 향해 예상할 수 없는 낭만적 모험을 떠나도록 비평가에게 충고되고 있는
것이다. 의미의 신비가 확실히 말견될 수 있으라라는 보장이 없는 한， 전자의 경우에도 영
뚱한 곳에서 무언가를 찾는 사람이 아니라고 그 누구도 보장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싹 같
은 〈렉소티즘〉에

마무려

일필을 가하듯이， Krieger는 비평가를 자폐증의 희생물로 만들고

있다。 그에 의하면， “미학적 기능을 하고 있는 미학적 대상 속에 감혀 있는 B] 평가는 스스
로를 자신의 해석학적 원 속에 강아 놓은

것이 바람직하다 "(LAE 33) 는 것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만일 우리가 우리들 자신의 퇴행적인 원 속에 반진보적으로 남아 있기를 고집

한다면， 우리의 자료인 최상의 문학작품에 보다 충실해질 수 있게 될 것이LAE 33) 이라는
주장까지 그는 펴고 있다. 그의 논리를 계속 따라가 보면， “우리들 자신의 폐쇄된 원을 다
가요는 모든 이 에게 던짐 ”으로써 , 비 평 가는 “누군가의 마음을 변화시 키 고， 또는 그 자신의
마음초차도 변화시키도록 설득되게 된다 "(LAE 33) 는 것이다.
명백히， Krieger가 여기에서 암시하는 바는 그가 오랜 동안

간직하여 온 비평적 원리언

이 른바 〈맥 략이 본> contextualism 25 ) 이 다。 그러 나， 해 석 학적 원 안에 갇혀 있는 비 평 가의 모
습을 환기시킴으로써， 그는 자신의 객관주의에 대한 꿈을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 그리하여，
극단의 주관주의가 비평에 개업될 여지가 생기게 된다。 바로 이 지점에서 Krieger는， “비평
은 자유롭게 전개될 수 있지만，꺼 일종의 “불완전한

半藝術”로서의 “자신의 위치를 기억해

야만.한다 "(LAE 34) 라고 주장하게 된다. 결국， 논의의 초점이 비평에서-비평에 선행되고

B] 평의 궁극적 대상이 되는-완전한 예술로서의 “올바른 시 "(LAE 34) 로

넘어가게 된다.

그가 이 자리에서 이른바 “올바른 시”플 거론하는 이유는， 능동척이고도 살아있는 힘을 지
난 시-바궤 말해， “우리의 외부에 존재하띤서， 우리를- 불러， 우리의 보는 방법과 살아가는

방법을

바괄 수 있는 자신의 힘얘 기꺼이 순응하도록 우리에게 권유하고

(LAE 35) 으로서의 시-플 싱정하기 위해서이다。
25)

있는 그 무엇 5

홀륭한 시란， 말하자면， “우리의 시야가

Krieger 에 의하면， 맥락이흔이 “주장”하는 바는， “각기의 문학작품은 다름아닌 문학작품으로 기

능을 하여야 하고， 스스로와 다협하는 자족적인
Mallarmé가 말하고 있는 바의

상징체계-사실상， 하나의 독특한 문헌 또는

‘新世界，’ 즉 舊世界들이 자신들의 체제흘 함께 차단할 때 그 많

은 舊世界들에 의해 그 定意가 주어지는 ‘新世界’-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펀，

“이러한 차단은 순종적이면서도 총명한 독자애게 철저히 문학작품 속에 들어가 있도록 강요하게
되는데， 그 문학작품에 대한 전거틀을 원자론적으로 취하게 되면 바로 작품 바깥의 세계와 연결

되는 것처램 보엄에도 불구하고 그런 얼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Murray Krieger, A Wiηdow to
ε'riticisr.η : Shakesψeare’ s

Sonnets and Modern

암oetics

[Princeton: Princeton UP, 1964). p.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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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는 원을 충만하게 감싸고 있는 보호막을 부수고 블어올 수 있는” 힘을 지니고 있어서，
“그 시작품에서의 새로움읍 수용함 수 있도록
켜줄 수 있다는 것이다 (LAE

이제까지 존재해 온 우리의 시야를 확장”시

35 , 34) 。

이상의 모든 논의는 〈유기본〉 또는 〈예술적 자족성〉이라는 개념과 연관지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이는 또한 이미 앞에서 언급된 바 있는 Kant의 〈물자체〉라는 개념의 측면에서 설
명될 수도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Krieger에 의하면， “규정될 것을 허락하는 범주로서 예
술작품은 우리에게 존재하는 것처럼 보야지만 ~(LAE 35)-바꿔 말해， 예술작품은 인식흔적

으로 수동적인 것처럼

보이지만-실제 이는 우리의 인식을 통제하고 지배한다는 것이다.

어떠한 방법으로 이러한 통제와 지빼가 가능한가에 대한 답을 위해， 그는 “우리의 절대적인

구조와 상정의 바깥 쪽에 그 자신의 힘 으호 존재하도록 (또는
적인 재구성력”을 가정하고 었다 (LAE

잘아나가도록)" 하는 “객 관

35). 그러는 가운데， Krieger는 “〈울자체〉와 같은 중

립적인 객관성 "(LAE 36) 속에 역동적인 그 무엇을 부여하여? 예술작품을 이른바 역동적인
〈물자체〉를 지닌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바로 여기에서 Krieger는 신비평가들과 자신 사아

에 또 하나의 확실한 경계션을 설정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거니와， 일반적으로 신비평가들

은 시의 본질 또는 진정한 객관적 의미란 비평가 쪽에서 파헤칠 수동적이고도 정적인 것으
로 파악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할 것이다.

사실상， 시가 능동적으

로 스스로의 객관성을 드러낼 수 있다는 투의 가정을 세우지 않게 되변，

가치판단의 필연

성을 이미 인정하고 있는 Krieger에게 있어서는 비평적 객관성에 대한 꿈을 지탱하기가 결

코 쉽지 않다.
그 모든 논의와 가정에도 불구하고， Krieger 얘게는 “각자가 자기자신의 〔일방적인〕 견해
블 지니고 있고 자기자신의 평가를 부과한다9’ (LAE 35) 라는 문제가
남아 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Krieger는-어떤

여전히 마결의 과제로

의미에서 볼 때， “의미의 신벼”에 대한

그의 추구에서와 마찬가지로 “부정확하고도 견정적이지 못한" (LAE 36)

다음과 갇은 해

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즉， “이제까지 변모해 온 자기 자신에서 이전의 자기 자신을 공제하

고서 그 차이 사이에 존재하는 약간의 비평적 변동법위플 발견”하거나， 또는 “작품과의 유

사한 만남￡로 인해 고동을 받는 동시에， 지신의 것 만큼이나 펀파적이고 이기적인 記述을
행하고 있는 다른 사란”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LAE 35-36) 。

그리하여， “우리의 딴단

은 대화를 통하여 수정되어야만 한다 "(LAE 36) 라는 그의 발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대

화〉는 Krieger가 상정하고 있는 비평세계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모든

점을 고려할 때， 결국 그가 꿈꾸었던 것은 비평가들이 서로 조화롭게 협력하여 〈미적 본질〉
이라는 공동의 선을 추구하는-말하자면，

야상적이며 목가적인-비평사회였다고

있으리라. Kriger는 아마도 JJ] 평가들이 개인적 가치세계를 유지하면셔도

말할 수

여전허 〈미적 본

질〉이라는 지고의 선에 도달할 수 있으리라는 바평적 이상을 염원하였는지도 모른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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냐， 그가 이미 현실적으로 인정한 “시야와 판단의 편파성%이라는

비평의 주관성으로 인하

여， 스스로의 비평행위에 대한 끊임 없는 종교적인 신비화가 없이는 그러한
결모 지탱해 나가기 쉽지 않다 a 실로， L S. Dembo가 지적하고 있듯이，
중에서

절대적이면서 객관적인 진리를 수호하려

이상적 끔은

주관과 객관의 와

한 ‘'Krieger는 이상주의자~26) 이었는치도

모른다@ 그러나， 의운의 여지없이* 꿈이 달콤하면 그 꿈에서 깨어날 때 뒷맛은

더욱 쓰다

쓴 법이며， 그 쓴 맛을 피하려면 꿈 속으로 되돌아 가는 걸 밖에 없다。 그것이 여의치 않
을 때는 여전히 꿈 속에 있는 척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M。

그 어떤 비평가도

버펼%옐 멸흩훌햄 버평멸 혈싫

자신의 “편파적었얀

또는 “이기적”인 의견표명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한， Krieger 자신까지 포함하여 모든 비평가는 비록 정도의 차이가
의 주관성을 쉽게 극복할 수 없다.

즉， 스스로 인정하든

있을련지 모르냐 비평

언정하지 않든 간에， 실상 요든

비평가에제 운제가 되는 것은 그 누구도 “주관적 시각을 제거 "(LA요 36) 할 수 없다는 사실
이다。 따라서

Krieger에 의해 야른바 “자유로운

遊歡였 27) 로서의 비펑을 전개하고

일컬어지고 있는 Paul de Man야 하나의 좋은 예가 되듯이，
에 대한 꿈도 불신해 버리는 101 1 펑가도 있다。

있다고

애초부터 그 어떠한 객관주의

확실히 Krieger와 같이 비평의 객관성윤 열망

하는 객 관흔자든 또는 de Man과 같은 주관론자든， 모두 자신의

독특한 시 선을 갖지 않을

수 없거니와， Krieger가 주장하듯이， 그 시션은 바로 “대화를 통하여 수정되어야였 할런지도

모른다。 만앨 그것이 사실이라면，
시선도 Krieger적인 이상주의적

이른바 자유로운 유회로서의 비평을 전개하는 사람들의

비평의 세계에서는

잠재적인 조정자로서 존중되어야만 한

다@ 자유로운 유희비평의 산물을 텍스트에 근거하지 않은
해 버리고자 하는 사람아 있다띤， 그는， 무엇보다도，

일종의 〈誤讀〉이라고 하여 무시

이른바 텍스트에 근거하여 야루어졌

다고 주장되는 그 어떠한 독해도 진정으로 텍스트에 근거하여 이루어졌는지를 입증할 방도

가 없다는 사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할 그 무엇이라면，

보다 염벌히 말해，

미적 본질이 “더듬어 찾8 아야

누구도 자신이 틀림없이 미적 본질 그 자체를

추구하고 있는지，

또는

자신의 마음 속에 마리 형성해 놓은 미작 본질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추구하고 있는지， 아
를 선험적으로 확인하기란 불가능하다. 신에 대한 믿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텍스트의 객

관성에 대한 우려의 믿음은 우리 자신의 마음

속에 만들어 놓은 객관성아라는 〈이미지〉에

대한 자기도취적인 몰두로 쉽게 변질되어 벼릴 수 있다。 더우기， 자유로운 유회라고 하여，

텍스트와

101 1

평가 사이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우리는 결코 간

26) L. S. Dembo, “ Introduction and Perspectiγe，" Criticism: Speculative and Analytical Essays , p.6 。
27) Murray Krieger, Theory of Criticism: A Tradition aη d lts System (Baltimore: Johns Hopkins
u망， 1976) , p.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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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해서는 안된다. 비록 자유로운 유희로서의 111 평에 종사하는 비평가를이 텍스트의 객관정
에 믿음을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들의 III 평은 여전히 주어진 텍스트플 전거로 하여 이
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의문의 여지 없이， 구속이라는 선결상황이 전제되지 않고는 자유라
는 개념조차도 있을 수 없다. 말하자면， 텍스트라는 구속이 없으면，

비평은 물론이거니와

비평적 자유라는 것도 있윤 수 없다. 이 모든 논의에도 불구하고3 이른바 자유로운 유희로
서의 비평에서 드러나는 “비평적 자기과장 "(AL 42) 에 대해 혐오감을 보엄으로써，

명백히

Krieger는 de Man과 같은 비 평 가를 그 자신의 목가적 비 평 사회 에 허 용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텍스트에 대한 공공연한 충성맹약에도 불구하고， 그가 비평가로서
실제로 행하는 작업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시를 수단으로 한 일종의 자유로운 지적 유회

일 따틈이다.

그는 선험적으로 습득된 자신의 비평적 견해나 통찰을

시에 투사하고 있으

며， 또한 시를 수단으로 하여 자신의 견해나 통찰을 정당화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의 시 사적 인 예 로 우리 는 Wordsworth의

시 에 대 한 효rieger의 독해 를 검 토할 수 있

다. 무엇보다도 그는， 해박한 지식으로 자신의 비평적 시션을

무장하고 있는데， <자연〉에

대한 18세가 유럽의 지성인들의 태도와 관련하여 일종의 역사척 조망을 시도하고 있다. 특
히，

그는 “낙원의

상실"말하자면，

“자연으로부터 〔인간의〕 趣遠化로 인하여 새로이

싹튼 불안감이라든가， 또는 “다행스려운 전락”에 대한 이후의

공정적

태도가 지니는 철학

적 의미에 대해 밀도있게 논의한다。 28) 쉽게 예상할 수 있듯이， Krieger는 이와 같이 두 개

의 서로 다른 세계관을 Wordsworth의 시세계와 관련시키고 있다， 즉， 그에 의하면， “아주

불행한 전락에 대한 비탄과 전락한 인간이 다행스러운 전락으로 인해 창조해 낼 수 있는
바에 대한 희망， 즉 비단과 회망을 ￦ordsworth는 조합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CV 157)

는 것이다. 다시 말해， “Wordsworth는 두 태도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이며， 째
로는 모순되게 두 태도플 동시에 지탱하기 원하는 것처럼 보이기까지 한다 "(CV 157) 는 것
이 그의 주장이다. 시각을 이러한 방식으로 설정허1 놓음으로써， Krieger는
시플 있는 그대로

읽을 의무에서

벗어나게

펀다.

일이란， 시인의 자연에 대한 태도와 관련하여

Wordsworth의

이제 비평가로서 Krieger 가 할 수 있는

비평가 자신이 믿는 바플

입증해 줄 단서블

찾기 위하여 자유롭게 시세계를 뒤적거리는 일， 바로 그것이다. 요컨대， W ordsworth의 시

세제는 마치 비평가가 자신의 날카호운 비평적 식견을 확인하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처럼
취급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W ordsworth의 Lucy에 대한 네 번째 詩인 「잠이 나의 영흔을 닫아 놓았
지 J( “A

slumber did my spirit seal") 에 대한 Krieger의 ll] 평을 살펴 보기로 하자:

28) Murray Krieger, The Classic Vision: the Retreat from Extremity

(Baltimore: Johns Hopkins P, 1971) , pp.153-57.
로 밝히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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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Lucy 에 대한 네 번째 시 (1 장이 나의 영혼을 닫아 놓았지 J) 가 담고

있는 잠재적으로 가능한 두 가지의 의미 중 어느 쪽을 우리가 택하든 간에， 하냐의 첨이 확실한 것쳐
럼 보이기 여l 운이다。 즉， Lucy 에 대한 세 번째 시에서 -특히， 그 시의 마지악 연에서-話者의 눈멈
이 드러나게 되는데 네 번째 시는 이러한 눈멈에 직정적으로 뒤따르는 섬요한 고백이다. 마지악에 가

서， 화자가 자신의 개인적인 인간적 비애감에 걸맞도록
고 했던 바로 그 깨달음을 가져오는

시를 이끌어 갔을 째， 충격이-시가 강추려

하나의 충격이-화자에게 초래되었던 것처렴 보언다， 그리하여

그는 이제 그의 영혼을 닫아 놓았던 장을 꿰뚫어 보게 된 것이다.

또한s 그 자신조차도 그녀를 %하

나의 사울”로 보았다는 정에서， Lucy로 하여금 인간화될 것을 허락하려 하지 않는 그 힘(자연?)에
자신이 협력해 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다。 (CV

169)

Krieger는 여기에서 화자가 왜 “잠이 나의 영혼을 닫아 놓았지”라고 말을 하지 않을 수 없

었는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이전의 시에서 나타난 자신의 눈멈에 대한 충
격적 깨달음이 네 벤째 시로 표상되는 그러한 고백을 이끌게 하였다는 것이다.

계속되는

그의 논의에 의하면， 잠에서 께어나서 화자는 자연과 자신의 잠에 취해 있떤 영혼여 Lucy
에게 무슨 일을 했는가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다.

사실상

여기까지는 별로 문제될 것이

없다。 문제가 되는 것은， “화자의 잠에 취해 있던 영흠이 자연과
던 그녀의 事物性으로 인하여 결과된 바가

함께 그녀에게 부여하었

두 번째 연의 차가운 부정과 수동적엄， 죽음으

로 드러나게 되었다 "(C맙 169-7이라는 그의 주장이다a 이와 같이 주장함으로써， 결국

Lucy

를 “인간적 세월에 맡겨진” 하나의 인간으로 남아 있도록 내벼려 두었더라면， 그녁는 Keats

투의 “진흙"(ε V 169) 으로-말하자면， 궁극적연 사물로-바뀌지 않았을 것이라는，

따라서

둘째 연의 우울한 현실도 있을 수 없었을 것이라는 투의 논려를 Krieger 는 성랩시키고 있
다。 명백히， Lucy에게 인간 o 로 남을 것이 허락되었건 허락되지 않았건 간에， 그녀는 다른
모듬 사람들과 마찬가지 로 조만간 진흙이 돼고 말 운명 이 었다는 사실을 Krieger는 고의적
:로 우시학고

있는 것처렴 북인다。

어떻게 보면， 시의 첫째 연과 둘째 연에

암시된 Lu혐

의 사물성。1 일종의 인과관계를 지니고 있다는 투의 가설을 세우고 있는 것처럼
지 한다。 그러나，

둘째 연에 제시된 Lucy의

사물성이， 첫째 옆에서

자연과

보이기까

나의

잠자던

영흔이 과거에 그녁에게 사물성을 부여한 결과라고 불 어떠한 논리적 이유나 근거도 없다。
모든 연을 고려할 때， 각각 첫째 연과 둘째 연에 묘사된 과거와 현재의 Lucy의 사물성은，

실상 시적 효과를 위해 병치되어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지 않을까? 과거와 현재의 사물
성을 대조시킴으로써， 시인은 둘째 연의 우울한 현실을 더욱 더 우울하게 보이도록 만들고
첫째 연의 몽상적언 세계를 더욱 더 몽상적으로 보이도록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렇다면， 시에 대한 이해를 Krieger로 하여금 이러한 방향￡로 이끌어나가게 하는 것은
무엇언가? 아마도， 이 질문에 대한 탑은 그가 Wordsworth의 시를

놓은 중심전제와 관련하여 모색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먼저，

이해하기 위해 설정해

현재의 암울한 현실

은 인간생활에 자연이 개입하였기 째둔이라고 설명함으로써， 또는 Lucy의 〈자연화〉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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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物化> reification로 인해 현재의 암울한 상황에 이료게 되었다고 설명함으로써， Krieger는

현재 진행중인 〈낙원의 상실〉에 관한

자신의 논의에 시를 끼워 맞출 수 있게 되었다는 점

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결국， 그에 의하면， “Wordsworth는 인간적인 것에서 자연적인 것
으로 되돌아갈 수 있으리라는 가능성을 암시하기는 커녕， 인간이 일단 자연에서 떠나 자신

의 영역으로 전락해 버련 후에는 결코 자연 속으로 꿰뚫고 들어갈 수 없다는 챔을 수긍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CV 170)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오로 ￦ordsworth

의 자연에 대한 철학이 어떠한 것이었는가를 미리 상정해 놓고서，
단으로 Krieger는 Wordsworth의 시를 이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보강하기 위한 수

그가 진정으로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시 그 자체가 아니라， 자신이 마리 설정해 놓은 논쟁상의 기준에 따라 저울질하
여 결정된 시의 상대적 의미 바로

그것이다. 논의의

초점이 되고 있는 시에 대한 그의 마

지막 언급이 이 점을 잘 보여주고 있는 바i “그의 초기 시들 중 그 어느 시에서도 이 시에
서 만큼이나 자연적인 것과 연간사회 사이의 輔遠化를 Wordsworth가 확신하고 있는 것 같
지 않다 "(CV 170) 는 것이다. 말할 것도 없이， “이제까지 존재해 온 〔비명가의〕 시야를 확

장”시켜 줄 힘을 시가 설령 지니고 있다 하더라도， 결코 그 힘을 발휘할 여지조차 남아 있지
않게 된마. Matthew Arnold를 따라서 Krieger가 “ Wordsworth 시의 치유력 "(CV 150, 194)

에 대해 말하고 있을 때 3 그가 진정으로 이련 치유력을 믿었던 것일까? 아녀면，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여 이런 치유력이 있다고 믿게 만들 수 있는 자신의 논쟁력을 믿었던

것일까? 아마도 이 불음에 대해 새삼스럽게 답을 할 펼요는 없￡리라.
결국s 우리는 Krieger가 말하는 이릎-바 “Hume적인 두려움”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게 되
는데， 그 두려움은 객관적 질서에 대한 우리의 주장이 f진意的이라는 데에서 기인한다. 즉，

그에 의하면， “우리가 주장하는 바의 객관적인 질서란，

외부에 존재하는 포착하기 어렵고

불확실한， 낯선 그 무엇을을 우리의 펀의에 적합한 모양과 하원￡로 환원시키기 위하여， 이
들 위에 우리가 우리 자신의 정신구조를 투사한 것에 불과할 뿐 "(ε V 153) 이라는 것이다.
의문의 여지없이，

Krieger

조차도，

“자신의 정신에 의해 사유되고 있는 대상에 대해서 보다

는， 자신의 정신에 대해 보다 많이 이 야기하고었 (CV 153) 있을 뿐이다， 따라서， 시 란 자발

적이고도 능동적언 힘이라고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주관적이며 가치판단적인 우리
의 성향과시가 지니는역동적인 본질 사이에 궁극적인 조화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하고 있음

에도 불구하고， 그 역시 신비평가들을 괴롭혔던 것과 동일한 딜레마에 빠질 수 밖에 없다，
말하자연， 시란 추상적인 사유의 셰계에서냐 역동적으로

세계 속에 살아있는 시조차도 비평가의 분석이나

살아 있는 것일 뿐이며， 그 관념

가치판단의 대상이 되기 위해선， 固定化

되거나 演結化되어야만 한다. 그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비평가는 그의 대상을 관찰할

수 없을 것이며， 아울러 자신의 관찰에 일관성을 부여할 수도 없을 것이다. 대상의 관찰이
란， 그 대상이 가상적오로든 실제적￡뭉듬 시간적 e 공간적으로 정지펀 상태에 있융 때?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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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한 것이기 째문이다e 요컨대， “해부하기 위해선 죽여야"29) 하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이

유 때문에， W ordsworth의 「잠이 나의 영혼을 닫아 놓았지」에 대한 de Man의 독해와 관련

하여 Krieger가 행하는 비판은 일종의

자기신비화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즉， de

뼈an의 독해가 타당한 것언가라는 문제와 관련하여， Krieger는 “궁극적 언어의 부재감도 언

어가 살아서 현존하고 있다는 우리의
다 "3이고 주장하고 있다. 어떤 의미에서

압도적인 감정에 의해 무의미하게 되고 지연되고 만
보면， 살아서 현존해 있는 것은 언어도 시도 아니

며， 다만 자신의 언어와 자신의 현존에 의해 시를 압도하고자 하는 비평가의 욕망일 뿐이
다。 그 욕망의 위장은， 가치판단의 객관성이라는 환상을 유도할 수 있을런지 모르나， 궁극
적으로는 극복되어야만 하는 스스로에 대한 신비화얘 불과할 뿐이다@

29) Anne Cluysenaar, “。 rganic ，" A Dictioη ary 0/ Modern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 1973) , p.134.
30) Krieger, Theory 0/ Criticisη~ ， p.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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