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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는 말 

1 8세기는 미학이라는 새로운 학문이 탄생한 시대라고 할 수 있다. 

이 새로운 학문은 1750년 독일의 바움가르댄 A. G. Baumgarten이 

철학체계 lH에 위치플 차지하고 있던 논리화과 대미하여 감싱올 매 

개로 한 하위 인식의 학문인 “감성적 인식의 학문"1)으로 규정함으 

로씨 시작되며 그 뒤를 이어 칸트 1. K.ant외 헤겔 G. W. F. Hegel 

에 의해 완성된 잣으로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실상 근대 미학은 르 

네상스 이후 계속되어 온 미에 대한 논의들의 결과불， 특히 셰몽주 

* 이 논문은 2008년 싱 뛰교육과학사슴부)의 새원으보 *戶F연구새안의 ~I원윈 반이 

r;:앵펜 연 II엮(NRF.2008.361.AOOOO6). 

1) A. G. ßaumgartcn Atsmcúca ~ 1. TI'.Xft' ZlIr Gnmd/egll영 씨's Asrhcrik, Ubcrsetzl 

und hrg. Ilans Rudolf Sch“ wcr. Hamburg 1983. S 79 이 ‘’ r감성 l o..로서의 
에스ElI t lJ. 놓‘|쉬화엔구. 세47호. 2008 3. p. 258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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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가 지배했던 18세기의 지적， 예술적 성찰의 총체적 결과풀이라고 

할수 있다. 

프랑스의 경우 “데카르트는 그의 체계 속에 미학올 포괄시키지는 

않았지만， 이 체계 속에는 이미 u1학의 윤곽이 전반적으로 암시된 

다."2)는 카시러 Emst Cassirer의 지적처럼 이성에 기반을 두고 모든 

지식의 봉일성을 구축하려한 데카르트의 이념이 예월의 영역에 있 

어서도 이성의 규척들에 따라 그 제셰를 세우고자 하는 시도판로 이 

아지게 된다. “마룹 판단하는 것은 정신， 즉 오성에 속하는 짓인데， 

왜냐하면 이플 판단하는 것은 질서. u1율， 성확합플 판단하는 것이 

기 때문이다 "3)라는 보쉬에 Jacques-Béntgne Bossuet의 주장이 바로 

그 예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갇은 1 7세기의 고전주의 예술폰은 부알 

로 Ntcolas BoiJeau의 F시학 I’'A rr 따I때wr을 통해 완성된다. 미의 형태 

들은 이성의 원칙들로부터 연역 기능한 것이며 따라시 예솔의 표현 

역시 법직과 규칙는쥔 따르세 된다. 그리고 예술에 있어서 자연은 

모땅해야 항 모델이 된다. 모든 것은 자언으로부터 나오고 자연에 

귀속된다. 사연은 순간적인 충동이나 일시적인 변되의 산물이 아니 

라 영원한 범칙들에 의거해 있다. 따라서 신과 미 그리고 이성과 자 

연은 통일한 것을 딸리 표현한 것에 뿔과하다.4) 부알보가 그의 서간 

시에서 “진심보다 아름다운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신실만이 사랑스 

럽다 "5)고 주장하는 것은 이러한 인식의 자연스러운 표현이라고 할 

2) 에쓴스프 시시버 • tll굉추의 선바 • 대우사감웅서I '~1-~ .. 사， 1\195 , p. 372 
3) Jacques-Bénigne Bossuel. CoI’"aiSSllIl~ d~ Dit'li rl de soi-memc, 1, 8 Edouard 

Aujalcu, "La sensibihlé eSlhél띠UC Cl le Jugemem dc goüC', T，‘71찌.11 ’ 1997. p. 

3에시 셰<1 1용. 

4) "예술유 J’}야괴 u~잔사시로 이성에 근서히!’1 ， 예-숙에시문 “사?!이 우리에세l 순 빛· 

유 Ir~i.'싸 하I셔， 이\'! 섬에셔 예좀과 과아fi 공용!)I 뿌려살 시년다"랴고 ~~ 보수| 

René Ic ßossu7) _.L !?I 서샤시V’ Trair.끼 dll α>éme épiquc! (1675)에시 수상안 내용 

-f>. 고선깐의 예술잔의 성수쥔 멍여쓸다 에쉰스트 If시려， 위의 써， p. 374 산조 
5) "Rlcn n'esl bcau quc le ηai Ic vra.i se비 esl aimable ; (. )" Nicolas l3oileau. 

EpilYeS, IX Au marqui.s de Seigndai, Oc'li l'rt's CQmpκ;fI'S， Paris, Laplacc, Sanchc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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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있다. 

그러나 이성과 법칙 위에 세워신 고전주의의 미적 관념은 그 싱 

립의 과정에서부터 의혹과 질문의 대상이 된다. 부우르 신부 Père 

Dominique Bouhours는 167 1 년에 발표한 r아리스트와 외센의 대화 

Emretiens d ’'A,isfC cf d’ElIgÌ!ncJ어l서 ‘’이 그립플과 조각들에서 우리릎 

매혹시키는 젓은 설명할 수 없는 내가 알지 못훌}는 무엇 un je ne 

sais quoi이다， "6)라고 고백함으로써， 이성의 법칙과 명석 판명한 관 

념과는 반대로 미가 알로 표현할 수 없는 것임옳 지적한다. 부우르 

신부의 고백에서 더 나아가 앙드세 펠리비앵 André F'él ìbien은 규칙 

의 존종이 아름다움의 충분조건이랴는 것에 의문을 제기한다 그리 

고 아름다움을 가능하게 하는 다른 부엇이 존재하며 그 다른 부엇은 

우아함이 결합된 ‘신적인 잔란합’이라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이 

찬란함은 주제를 움직이고 인간 영혼의 정열륜에 영향용 nl치는 일 

종의 에너지7)이마. 

이마 17세기부터 시삭된 이성에 근거를 둔 미석 판단에 대한 비 

판은 18세기에 이르연 보다 푸렷한 주관화의 경향과 만나며 더욱 

거세진다. 꽉히 영국의 경험주의는 감각과 감각적 의식에 뚱요성쏠 

부에하게 되며 그 결파 다%댄f 갑싱과 즐거웅이 이성의 큐법플을 위 

협한다. 예관 들어 홉 David Humc은 “미는 관객의 눈 속에 있다 "8) 

는 말로 객관적 미의 손재를 부정하며 미는 대상을 감상하는 심미 

주제의 감정에서 나온 젓으로 띠음의 구조에 의해 결정된다는 미의 

cl Clc, 1873, P 124 
6) Dominiquc Bouhours, I까'lIft'lu!m d꺼rI.\f/’ νI d’'EI밍'1'111' ， 1671, P 209 Jaa.lucs 

Darriulal, "lnlIoduction a la pluIosophlc L':>lheliquc" (http'IIJdarriuI31 nCII 

InlJ'여uC!lonphùoesth/Phùo Modcme/BouhoursDubos hlml)애 (1 얘~I장 상 깐쓴 

인용사까 한 것인 

7) 이에 대해시~ ~ "t딘::.i 시 l’네스. 비야이안 부엇인사 • 농유선‘ 2003, P 69 산 F 
8) Davld Ilumc. "De 13 noπnc du goùt", in Essais ‘’‘Ilzi'llqul!s fl. Paris. Vrin, p 

82 Fdouard Aujalcu 위 ~I ~， p. 2에 (1 애인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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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적 성격을 강조한다. 그 결과 예술의 똑직은 주관적 감성올 고 

양시키고 감동시키는 것에 있게 된다. 그 연장선상에서 “그림뜯은 

수수께끼가 되어서는 안 되며 회화의 목적은 알아차리기에 복잡한 

주제틀응 주어 우리의 상상력을 훈련시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의 목 

적은 우리를 감동시키는 것이다. "9)라는 뒤 보스 신부abb강 du 80S의 

주장은 17세기 며 이론과의 단철을 보여주0:1 띠학의 중심에 감성의 

문제괄 세기한다. 

물론 이 시대의 미학칙 논쟁과 토론을 이성과 감성의 문제로 국한 

시킬 수는 없지만 이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들 중의 하나였음은 사실 

이다. 다드로 Dcnis Diderot의 이학 이론 역시 이 두 축 사이를 오가며 

끊임없는 숙고와 반성올 몽해 자리 잡기를 했다고 할 수 있다. 이 

글의 목적은 앞선 논쟁들의 영향 아래서 디드로가 자신의 01 이론을 
세워나간 과정윤 특히 ‘감성’의 문제룹 중심에 두고 샅며보는 것이다， 

이플 용해 감성과 관련된 다드로의 입장의 변화의 양상윤 추적해 요고 

또한 이플 둘러싼 디드로 연구자들의 다%빨， 때로는 상반된 해석들 

올 이떻게 수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더듬어 불 것이다. 

2. 미의 객관성과 주관성 사이에서 

보헤비안으로 떠돌던 젊은 시절의 연극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서 

부터 시작하여 예술에 대한 디드로의 관심은 회화와 음악에 이르시 

까지 끊임없이 이어지며 확장된다. 섯 소설인 r경솔한 보석 les 8ijOlα 

9) Jean-Bap따le Du Bos. Rijl~xio’15 m/iqllL"S sur 10. κlt"Sit! Cl sur 10. pt'IIITure. 17 19, 
p. 211 René Démoris, " PclOture, sens CI vlolcDCC au Siècle des Lumières fè. 

nclon, du Bos, Rousseau", Fablllo. I Lcs colh껴'11앙， 1 iHérarure Cl an.s å 1’àgc 

cla~slque 1 . Lmerature el petnrure au XVIlIe S., aUlour des Salons de DidcIOI 

(hltp 1/“!W\>\ .fabula org/colloques/documcnl630 php)에시 째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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ÍlufiscretsJ (1748)에서의 프랑스 연극에 대한 비판은 놓아에 대한 

서한 μ~ltre slIr Il!s s()/Irds‘ I!I IlIIletSJ (J 75 1) 10)에샤는 연기의 중요성에 

대한 강조1I}로 이어진다. 뿐안 아니라 r농아에 대한 시한 은 디드로 

에세 있어 자연의 모방과 미 사이의 관계에 대한 싣푼의 시작을 알 

린다. 바퇴 Charlcs Baucux는 r하나의 통일한 원리로 함우l되는 예술 

l져 /kaux깅ns r，빼li.μ Û 1111 lIIèllle pn"IIClpe~어l서 음악， 시， 회화! 초각， 무용 

등 모든 예술 장르에 동일한 낳극 목적， 즉 자연， 보다 분명하게 말 

하면 ‘아름다운 자연’윤 꼬방하라는 목적을 부여한다. 그리나 디드로 

는 바퇴가 아름다운 자언이 쑤엇인지 전혀 알려주지 못함윤 지적 12} 

하며 아름다운 자연의 쏘땅에 대한 부정적 인식올 느랴낸다. 

l이 에l남사니 Laurenl Versini { !.’때n. ë't풍 Rotx.'I1 LaffOnl 깐싼.~~에 ιl 니드쏘의 처 

암fi윌 쏠관흩}연‘l 씨 l 권의 〈성학〉 앤이 아니~， 예4권!'I <‘’ lot.인각〉애 f농아 

에 대한 서한」용 쉰뉴해 닝.it 었니. 연반사으강. 냉언에 대한 ~I한 Lcllrt' S/l f I~ 

Ql".，앵1t'S 과 함예 ~!회 사깜:-，~피; 이 셔 시는 이 작품펄 <11)야〉?4A 꾀퓨한 셋에 대 

해 배브시니는 다드로에!iI 'VOI ‘’l 아이 그의 인사본이나 생 ~~~-하i!1 유낀관괴 떼 

이낸 수 없F 섯이랴 ’.'1하l ’j r.~.이에 애헨 시<ji! 이 4년 f!에 원’1 ￥1 t ’}퇴 

Charlcs Battcux의 하나씌 향C:I~! 워 "'1 푸 ~I 윈도H- 예츄 Iι‘ &1"α'1/11.\ r,'dllit; à 
11’1 l1Iëme pnl1C1，μ· 어| 이I~l I II 야 (1 1 ι| 닙 선에서 그 (1 1유뉘 ↑’냉에 J~ 있니 이에 대 

새서논 Laurenl Vcr‘1111 . "lnuoducuon". Dems Dldcrol. ，λUvrl이 lOme IV 
ESlhélique . Théåtrc Roocrt L‘1ft‘>01. 1996. p. 56 사#01 '1'.어1 ~ Omvrn IVζ 

표시) 

11) 때우의 연/1와 승요싱원 강i하 '1 위혜 ::L는 귀상 손사약으’· ‘’1:,’ 씨，'f I:-의 연 

/1갑 시겨보었던 사↑1 01 싱~H)f .~:새한다 :1라고 에억스미이 Wilham Shakcspcare 
의 띤斗 .맥떼스 Mù.‘ 1>.:1"‘의 ~! 상변윈‘ 소깨하여 ~I이R다 ‘ 1 :t농，(). ~. 수 있느 

연'11의 가능성원 상쇼한다 이에 rH째서뉴 (À711'7~ /V. pp 17.21 ~t-:'" 

12) 니드로는 바뇌에세 "잇시 ‘.'è:;t 이 ~t{꾀 하나의 농언엔 ql 터， •••. ~!l{1씨는 예·한J 1 
의 비 çl에 아깐다운 사 .... 1 이 !，’-언 .... ，시에 대한 상f악 하나 l~! .:.‘,?I ~!"윈 :1!~'닝·쭈1ζ 

요_，L한c. CλIIV1'1'갱 /V. p. 43 니 1딘.s!，안 1 767년의 f산힘 Srlhm 에시 이퓨다껴· 시 

씬어I cH 깐 비판응 니시 우lð~1 ’| ’ 01 생시 보덴S!1 .!t~l.앙’~. _L 내안~ .. )I~ 세시한q 
’‘끊임없이 아감다운 사인91 Y망욕 이야기하는 사압잔에세간 1깐깐하，1. 있뉴 아 
섬1:.운 자연이 있이 ). 1 그섯이 ~l새보 이 셔l상에 츄새해 았J!， 사얀이 q!~) 때논 

l섯옹 눈여서!il.아 :L삿{}.I，'.샤바 '1만 하연 충분짜다.i{ ~! ~I으f‘. 빈 .J~ 있다. ’Jf 
임 당선이 그룹에써 그섯은 ~!씌으또 이상‘l인 슨재라고 한니'.'!. J.굽온 섣~I서 
눈응 .:!에 !"..:셔나， 찌·윤 녕선，'} 향혜 소소한 섯이다 .. 0.7117<'> 11'. p. 5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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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디드로가 미에 대한 본격적인 탐색을 시작하게 되는 것은 

r백과전시 |’Encyclopédi，ζ 011 DiCTiollfwire raison1lé des sâe.’IC，앙， d，강 am 1.'1 

d양 meIÎL'I'SJ의 제2권에 나오는 ‘미 Bcau ’ 항목을 집필하면서이다 r백과 

전서』의 항꽉인 만큼 디드로는 이 글에서 우선 미와 관련된 기존의 

논의， 즉 크루자 Crouzas, 허 치슨 Hutcheson, 앙드레 André, 바퇴 등의 

미 이론을 소개한다. 그중에서도 허치슨과 앙드레는 디드로의 특별 

한 주목플 받는다. 

허치슨 이론의 특징으로 디드파는 여섯 번째 감각으로서 ‘미의 내 

적 감각 scns inleme du beau’플 꼽는다. 허치슨에 따르변 인간은 출 

생과 함께 삼각 대상을 지각하여 전달할 수 있는 ‘외적 감각’을 부여 

받는다면， 교육과 배움으로부터 생겨나는 미의 내적 감각이란 “아픔 

다운 사불쓸 구분할 수 있는 농력”으로 “마지 시각이 색과 도형윤 

깨념으로 받아틀이는 능력과 감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미란 어떤 

대상이 인간의 바음속에 불러일으키는 관념이며 마의 내적 감각이 

란 그 관념옵 받아들이는 능력이고， 미와 미가 유발하는 쾌는 “개인 

적이고 이해관셰와는 아무런 공용-접이 없는 것”이다. 

내석 삼각에는 필시 패가 있다. 왜야하연 우리는 어떤 대상을 항상 똑 

같이 아깐담거나 추하다고 본다. 그 예상쓸 다른 방식으로 판단해보려고 

한다고 해도 Ut찬가지이다. 불쾌강용 주는 어떤 대상이 유용하다고 해도 

더 ‘아릅답게’ 보이지는 않는다. 우리에게 세상을 다 춘다고 해도 그 대 

신 억지로 추풍 아름당게， 띠원 추하게 생각하라고 해보랴. 너무나도 끔 

찍하게 혐박해서 그렇게 해보라. 지각과 ·내적 판단’은 한 치도 바뀌지 

않을 것이다.1 3) 

13) o.mn'S lV. p. 86. "Ce sens a des pla1S1tS nécessalf(!S • car la ocawti Cl la /(/ι 

dellr d’un 。이el CSI loujour‘ 13 mêml' pour nous, quclquc dessein que nous 
puissions former d'en juger aUlrcment Un 0비ct désagrêablc. pour être uli1e, 

ne nou‘ cn paraÎl pas plu.~ bt'<l1I , un bcl 。이et. pour êtrc nUlslble, ne nous 
parait ptlS plus lnid. Proposcz-nous Ic mondc enticr 야ur nous contra.indre p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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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허지슨에계 있어 미의 내적 감각에 의해 파악되는 미 

란 쾌를 불러일으키지만 그 페는 모호하고 파악할 수 없는 부엇인가 

이며， 관계 및 지각에 의해 좌우되지도 않고， 유용성의 관집으로도 

파악되지 않으며 보상이나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는 짓이다. 따라서 

허지슨에게 있어 중요한 것은 “개인의 미적 판단의 유효성 및 절대 

성" ,14) 즉 미적 판단의 자윤성파 자유이다. 

반면에 앙드레 신부에게 있어 미의 개념은 허치슨과는 대립 관계 

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디드포는 앙드레 신부의 1'" 111에 판한 시 

론 Essai sur le beauJ의 세거l갚 소새하고 그가 구분하는 ‘판진 111 ’, ‘사 

띤 미’， ‘인공 미’에 대해 설명한다. 본질 미는 짚대적이i!. 어떤 제도 

직인 것과도 무관한 것이라면， 자연 미는 신이 만든 자연콸에서 발 

견되는 것， 인공 미는 인간이 제작한 인공물， 장식， 진축촬， 정원 등 

에서 찾아올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마의 이런 구멸에도 룹구하고 

이 모든 것은 “규칙성， 질서， 균형， 대칭”으로 이루어 진다는 선에서 

공통적이다. 즉 앙드레 신부에게 있어 미란 순수 성신에 속하는 개 

냄룹로 이 개념플로부터 nl의 “분변하는 규칙”이 도휩된다. 

그러므로 예술작품에는 ‘본질 미’， ‘인간이 창조혜낸 ‘’|’, '~1I개의 띠’가 
있다본질 미’는 실서이_'!， ‘인간이 창초해낸 띠’는 예용가가 이 실서의 

규칙올 자유흡게 의지에 따라 적용한 것， 보다 명확하게 만하자연 그러한 

질서륜 선택하는 젓이다 ·세계의 미’는 관찰을 봉혜 생시는 01로， 이를 

용해 대단히 박식한 예승가플 사이에서죠차 다양성이 생I1 시안， 갤코 넘 

어서지 못할 장벽으로시 ·본싣 ul’가 손상되는 일은 없다 15) 

la recompense â ltouver bcllc la laidωr， Cl 1띠de la bcaulé • ajnûtc7 à cc prix 

Ics plus [Crriblt:s menaccs , vous n’apportcrC7 aucun changemcnl à I)()S pcrccp
Uons Cl au jugemem du 5(.~1.I illltm이 ... )." (벤역은 이송# 아. ul 의 시 ~I파 얻 

성， 선학적 탕뉘 , !J.~사갓반 b. 2012, P 18 상조) 
14) 이충훈 r혜셰，1:1드~!!I ‘ I!.'I 시 tl，4 본성에 대한 선회 삭 인구」에 대하여J ， 우| 

의 쩍. p. 90 
15) α:lIV7'l:l lV, P 93 "Vo써 donc dam It-:. produaions dð Art、 un bt'all I!SSCIll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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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앙드레 신부에게 미는 객관적이고 완전하며 독립적인 설 

재인 것이다. 이렇게 대립되는 허치슨과 앙드레 신부의 이론 사이에 

서 디드로는 어느 한 쪽을 선택하길 주저하며 망설인다. 그리고 ‘관껴|’ 

라는 개녕을 미의 판단 기준으로 제시한다. 

그러므로 내 오성에서 관계의 관녕을 일째우-는 섯을 그 사체로 포함 

하는 모든 것읍 내 외부에 존재하는 미라고 부르고， 이 관념을 일깨우는 

R든 것을 나와 깎연한 이라고 부쉰 것이다 16) 

이는 앙드레 신부의 객관적인 ul 깨념(내 외부에 존재하는 미)과 
허시슨의 자율적인 이의 내적 삼zf(나와 관련한 미)을 조화시키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다. 디드로는 ‘관계’뜰 “어떤 종제든， 어떤 닫싱이 

든， 그 종째 혹은 그 특정에 어떤 다흔 존재， 혹은 어떤 다른 특정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범위 내에시 고려하는 요성의 작용”이라고 

정의하며， 보다 구세적인 설명플 위해 코르네이유 Comeille의 비극 

l오과스 Horac，ι어l시 늙은 오라스의 “죽어야지”라는 말이 나오게 된 

정황과의 관계가 규영핍에 따라 느끼게 되는 아릎다움과 숭고함， 또는 

볼리에르 Molìère의 스카팽 Scapìn에게서 통일한 대사가 나올 때 얻게 

되는 웃음의 효과결- 예로 든다. 

미쉰 관계의 지각에서 찾는 디드로의 입장은 이미 1748년의 p수 

un ~ωI Je c,’‘;<1(;'‘”’ h“’'/Iuine et un '"’‘1/1 de sys(á’le un beau esseml~/. qUI 
con‘센cd뻐5 I'ordre , ‘lß benu tk m삐üm humaiJll:. qUI COnslSlC d뻐s I'appltcauon 
bbrc ct dépendanlC de 1’artiste des lolS de l'ordrc. ou. pour parler plus clalfe, 

mcnl. dans 1e cholx dc tel ordrc • c[ un beall de S\’'S(l'IlIe, qui nait des ob
scrva[ions. et qui donne des vanctés m.:me cnrre Ics plus savants anistes • 

mal5 )aIT버i~ au pr던udlce du beall rssellfid. qui est une bamère qu ’on ne doi‘ 
jamal5 없nclur "(이종 iV" 위의 퍼， pp 28-)<ι)， 

16) o..~“7δ lV. p 99 “j’ap야lIe donc btYlU hors de moi. [OUI ce q띠 α.lOllCnl 앤 

501 de quoi rêvelltcr dans mon emendement 1’idéc de rapports . ct ""(111 par 
rapport å moi. lOut ce qui réveiJlc celte idée，'’(이충，(J" ?l의 씨， p.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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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의 다양한 주제틀에 대한 논문틀 Mémoirt'S sur d파'rCllfS SllJl!tS 씨’ 

1tI11t!t깅mllt i(/IIt'~J.에서 보다 구서l적으로 다음과 샅이 저|시된 바 있다. 

일반적으로 뜰거응운 관세의 지각에 있다. 이 원식은 시， 회화， 건축， 

도덕과 요든 예술， 요든 과학에서 발생한다 아픔다운 시셰， 아릎다운 그 

렵， 아픔다운 도자시는 우려가 거기시 수복하거| 되는 낀기|틀에 의헤서만 

우리에게 증거웅윌- 춘다. 아쉰다운 관서트에 대해서와 따찬가시￡ 아픔 

다운 삶에 대혜서도 동일하게 말할 수 있다. 관계의 지각은 우리의 강탄. 

우리의 즙거움의 유연한 가반이다. 과학과 여l쌀에 의해 우랙에게 추어진 

가장 미R한 현상5윤 설영하기 위해 츰발해야 한 ̂I집이 그것이다 17) 

“음악의 미는 수학적 관계의 인식에 있다"고 주장한 윌러 E비cr로 

부터 영향올 받은 이 이론은 미적 판단의 객관성과 상대성을 종합하 

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리한 디드화의 시 

도는 슈이에 Jacqucs Choul l1Cl의 지적처럼 살아남지 못한다. 대상이 

되는 ‘미’가 무엇인지， 또한 ‘관계’는 무엇인지블 설명해 낼 수 없었기 

때문18)이다. 이 점에서 디드로는 ·아름다운 자연의 모빙P용 주장하 

17) Oenis DideroL ællvres COIIψlèlL's. l. lX , èdilion clablic par J Assézal Cl M 

Toumcux. p 1여 "Le plalSlr. cn gcncral. con‘l、h.' da n_~ la perccpllon de、
rappons Cc p꺼n디pe a lit!u cn poesic, cn pclOturC, en arclutccturc. cn mo. 

ralc, dan’ wus Ics artS el dans IOU1C‘ Ics sClcnccs‘ Une bellc machine. un 

beau tablcau. un beau ponlquc ne nous plal~nt que pdT les rappons quc 

nous y rcma.rquons ne peut.on pa~ mème dl.rc qu’11 en CSl cn ccla d ’une 

bclle vle comme d'un beau concen? La perccption des rappons eSI 1’uniquc 

fondemenl dc nOlrc admiralllln el dc nos plaislπ • Ct c’δt de là qu. tJ faut 

parnr pour explJqucr les phcnomènt .... 1<. ... plus dêlicalS qUI nous 잉nt olfen!> 

par les sClcnces el les ans.‘. 
18) 이에 대써사는 Jacques Chou띠el， L ’'&lht'lIq/l/." J..., Llllllk7es, Prcsses Uruvcrsitaires 

deF때occ. 1974. pp. 102-103 }샤 이얘 대혜 완 '1에료스가 W1adyslaw Folkierskl 

는 ‘'cl 특섣 I~ 관계:，의 단순 f새듀 nl녕| ‘ lt 생의했잔 l에 이안 l ' ’l의 싱의로쓴l 
(1 나 :<1 새 부촉하고. '1드로 '1 01 관셰잔R 장혜시 잔식에 맞새끔 얀드는 섯 이상 

으로 특년ð~에 이한 관예꽉 싱애l에었딘 섯이랴‘션 이윤 적어’f 너무 시나{'1 것이 

다 .. 라지 l’|만한다. Wladyslaw Folkicrskl. Enrrr 1,' α따SJCI~II“’ ‘’I le ROII’“IIlisl/l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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띤서도 ‘아름다운 자연’이 무엇인지찰 설영하지 못한 바퇴나 앙드레 

신부의 오류관- 답습한 것이다. 

3. 감성의 미학 

디드로가 연극에 대해 지녔던 열정은 1757년 r사생아 Le Fìls naJurt!/J 

와 r사생아에 대한 데담 Ellfretiells sur Le Fils flaturt!lJ , 1758년 r가장 

μ P(~rt' ‘le folllillt'‘ 과 ’극시흔 Discoll 1":> SII r lil po얹ie dmmil(/~φω. 으료 그 

결실을 맺게 된다. 이 시기부터 1762년 r리차드슨에 대한 산사 Eloge 

cle Rich‘rrdsoll 에 이르기까지 다드로 미학을 특징 지올 수 있는 발은 

‘열정 cnthousiasmc’ 19)이다. 그러나 띠의 감성석 측면을 강조하는 디드 

로의 입장은 이미 그의 초기 작품인 철학 단상들PL'IIså:s philosoplt껴IIð‘ 

에서부터 찾아렐 수 있다. 

사랍플은 끊임없이 정념에 반대하여 과장되게 딴Fr 한다. 사람릎은 

인간의 모든 고통등완 정녕의 탓으로 돌리고 또한 성녕이 모든 쾌락의 

원젠이바는 갓플 잊시 않는다. 그 구성 요소 송 하나로는 q쑤 좋게도 

너무 나쁘게도 말할 수 없다 그런데 내 시분펀- 상하게 하는 것은 사랍갚 

이 정념의 나쁜 연딴욕 본다는 젓이다. 이성의 경쟁자에게 호의적으로 한 

마다잔 하연， 마치 이성을 모욕하는 것으로 사밤들은 느끼는 것 갈다. 그 

러나 성신윤 위대한 것틀로 고양시걸 수 있는 것은 정녕， 위대한 정념듭 

Ellld<- sur I 'e.lh낭1iqUE n h-s esrllèliorrι 이I XVlll siidc, Pans. Honore Champlon 
1969, p. 391 이충젠， 위의 새， p. 91에서 새인정. 

19) 외‘’‘I1 Danicl Momcl는 ‘영성·이 .:1드~，’의 ul회에 1'1 1 전 영양응 싱;ξ안다. 이에 

대째 시논 DaOlcl Momcl, αdcrOl， Pans, Hauer, 1966, p 111 싼조 선 상 디 C 

링 '1 사용하는 용어잔유 enthousiasme 91에도 pd‘sion, transport, scnsation, pa
thcl1quc 능 다양하다 l러나 사생아에 대한 대년 에시 가상 엔l번에깨， 가상 심 

싱사인 순간에 사용되는 용어뉴 'séjour saαé dc renthousiasme’ , ' Ic momcnl 
dc 1’cnthou야asme’ 깜에서 판 r 있는 싱시펌 enlhousias l11c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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괜이다. 그것이 없다연， 사회도덕에 있어서든 삭참휠에 있어서든 송고란 

디 이상 존재하지 않용 젓이다. 예술은 유년기로 되동i아가고 미덕은 사.n한 

것이 되어 벼린다.21이 

여시서 디드로가 이성에 다1한 정념의 우위괄 주장하는 갓은 아니 

다. 그가 비판하는 것은 이성의 입장에서 정념을 부성적으로인 여기 

는 태도이다. 그버나 그가 이미 이 시기부터 정냄올， 위대함이나 숭 

고의 상조와 같은 충위에서 다루고 었다는 것활 보여준다. 

디드로는 고전주의 연극의 펀·습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는 동시대 

의 삭가들에 대해 “시학의 원랴l괄 알지 못하는 자는， 또한 퓨칙의 

바탕윈 알지 옷하여 그 규칙올 벼련 줄도 그렇다고 올바르게 따플 

쓸노 모른다， "21)고 비판을 하며 새로운 장르로시 부르주아 드라마플 

제시한다. 그러고 이 새로운 언극에 “부르주아와 띤중올 관색으로 

삼이 그들에게 바호 _1들 자신의 감동적이고 도되적인 그림올 세시"22) 

한다는 목표륜 부과한다. 

과거의 연극 전풍파 단절하여 새로운 장르플 창조하기 위해 그는 

다%댄f 개혁안들윌 제시하지민， 그충 가장 강죠되는 것은 바로 연각의 

시각직 요소들이바 배우들의 연기의 자연스라용， 사실적인 부대 상 

지와 의상， 그리고 그림 장연플의 활용 등은 극의 사실성읍 높이:11 

20) (À'III'r1.'> 1. p 19 "On dèdamt: ‘.1 11‘ fin contrc 1 .. ‘ pd‘”‘’"-, , on leur IInpUlc! 

IOUICS les α!tnft‘ dc I'hommc, el I'on ‘’ublíe qu ’ellö sonl aμsí la sourcc dc 
tou, ses plalSJ.r; ι CSI dans ‘a con、llluuon uo eIemeot dool 00 OC peUI dJrc 
01 trop de bien OJ trOp de mal Ma’‘ cc qui me doooc dc I'humcur. c‘얀I 

qu’00 ne les regardc j3malS que du mauvalS cóté, 011 σoirail fairc il1Jurc à 1.1 
raison, si 1’on disall un mOI en f,wcur de ses rivak"> • ccpe뼈am 11 n 'y a l1ue 
11.'、 passlons. el k-s grandes pasSIOns qUI puissenl clcvcr I'àme auχ grandc~ 
choses Sans ell~. plus de subhmc. SOll dans Ics mæurs. καI dans k'S ouv
깨ges • les beaux.an- rClOumcnt cn cnfancc. el Ia vcnu devienl m1JlUUCU、c

21) Oc'III'lCl IV, p , 1133. 
22) Féhx Gdílfc, Lr r>r“”’‘. 1!11 FflJ IIC(' ,1/1 XVI/{ sier:I ... Pans‘ CoUin. 1970. p.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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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장치이다. 그리고 이처럼 사설적인 장면올 구성하는 것은 바로 

관객에게 현실의 사진올 목격하고 있는 것 같은 환상을 주기 위해서 

이며 이를 통해 디드로가 노리는 것은 관객올 감동시키는 젓이다. 

디드로의 드라마가 고전극과 구별되는 것은 바로 관객의 감성읍 자 

극하여 주인공과 자신을 동일화하게 하며 이룹 풍해 그들에게 효과 

적으로 교훈을 주는 것이다. 

사란들의 상호직인 행동， 민줌 항기에서 정념의 소풍에 대해 당신 자 

신이 알고 계신 것으로 거대한 관씨듭의 힘에 대허l 판단해 보세요.4 - 5 

만의 사람들이 예의 때문에 자제하시는 않습니다. 공회국의 위대한 인원이 

눈펀풍 흘러게 된다연， 그의 고몽이 나머지 관객관애세 만들어낼 영향월 

생각해 보셨나요? 흉광한 한 사랍의 고통보다 다 1:11장한 것은 아우것도 

없시 않나요? 그것윤 공유하는 그 수많은 사함틀에 의해서도 감몽이 커 

지는 것을 느끼지 붓히는 사람은 뭔가 은밀한 악덕윤 지니고 있는 것입 

니나.23) 

성념， 비장， 감동， 눈울 둥 이 시시의 다드로의 u]학에는 감성적 

어휘둡이 넘치며， 그는 관객틀의 눈물을 자아내고 ‘단장의 고통 

déchlrcment des enrra iJlcs’을 느끼 게 하여 그틀을 교화시 키 고자 한다. 

그라고 이러한 감동옴 주기 위해시는 예술가 역시 자연이 부여하는 

격정에 사로잡혀 01뜰 창조해야 한다. 자연의 경판에 자신의 꼽을 

맡기고 격정에 빠져 외지는 도르발 Dorv외은 바로 이런 열정직 예술 

23) 0.,1‘7'fS fV. p. 1157 "JugC"L de 1a forct' d’un grand concours de spcctalcuπ 

P“r ce que vous 5avcz vous-même de J’action des hommes les uns sur les au~ 
ucs, et de la communicaúon d~'S passions dans 1(.'5 émeutes popu1aires. 

Quaranle à cinquante mi11e hommes ne se conticnncnt pas par déccncc Et 
‘’iJ arrivall à un grand personnagc de la I낭publique de verscr une larme, quel 
e tTel σoyez-vous que 5a douleur dùt produÙ'e sur le reste des spcctatcur션 Y 

a-I-il rien de plu~ palheuque que la douleu.r d ’un hommc vénérable? Cc1ui qui 
nc senl pas augrncnlcr 5a sensation par le grand nombre de ceux qui la pan

agc, a queJque vice secr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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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의 모습을 대표한다. 

도르발이 언저 도삭해 있었다 나는 그가 알아차이시 핏하깨 그에게 

다가샀다. 그는 자연의 싱관에 옴읍 맡기고 있었다. 그의 가·슴이 부품어 

욕랐다. 그는 세차게 숨윈- 쉬었다 그의 주의 갚은 눈은 모든 대상윤 향 

하고 있었다 냐는 그의 얻균에 나타나는 자연으로부터 느끼는 다양한 인 

상을 쫓아가고 있었다. 1리고 그의 열광올 나누기 시작했.11 거의 원치도 

~[o，l는더l “그는 매역에 사로잠혀 있군"이라고 외쳤다.2-1) 

오 자연이여， 신한 .!.!.든 것은 네 품 안에 담져 있구나! 니갚 모든 진리 

의 풍요로운 원전이구나! .. , 이 세계에는 냐플 사로잡블 사시사 있는 덕 

성과 신리만이 종채한다 ... 영정은 자연의 사묻에서 생시안다. 성신이 

그잣의 놀랍고 다양한 휴떤블윈 보았다연 그 정신은 사로삼히 흉분하고 

동요된다. 상상썩이 고양된다. 성넘이 요동친다. 연속해시 한랴고 감동하 

고 분개하고 격노한다. 연징이 없다연 진정한 생각은 신혀 나오시 않는 

다. ( ... ) 시인은 열정의 순간퓨 느낀다 25) 

S:_르발의 모습과 그의 연l건은 r백과전서」에시 싱의되는 천재의 

모습과 멀지 않다. 산지l란 ‘정신의 폭， 상상력의 힘， 영혼의 활동성’ 

24) (NtU'7'1':S rv pp. 1141 1142 "[)Ol"\띠 élai‘ arrivé le premu.'r J'apprvchal de IUI 

sans qu'iJ m'aperl미1 11 s‘ctall abandonné au spectade de la nnlurc 11 a、'all la 

찌Itrioe elevee se、 yeu‘ ancnltfs 잊 portaieOl sur tou~ ll." ‘.lbJcl、 Je sUlVa i.<. 

sur 50n 、얀agc les unrrð、lon、 dlvcr、es qu’iJ en eprou\'311 CI JC ωmmençais 

a panagcr 50n tran‘pon. loru]uc Je m'κriai ， prcsque 5an, Jc voulclIr, "11 C!>1 
SOU5 le charme .. 

25) Oellvres IV, p. 1142. “o nalurc, lout cc qUl CS( blcn CSI rcnferm(' dans ton 

scin! Tu es la sourlι:c féconde dc 10UICS vérirés!'" 11 n’y a d.lOs cc mondc quc 

la vcnu CI Id v앙꺼!앙 q… snicn‘ dlgnes de m'oc，αpcr .... 1 'cnlhouslQsmc nait 

d‘ un objet de la nalure. Si 1’espril 1’avu 잉us des aspeclS frappanrs ct dJVcrs, 
il L'tl 01 καpé‘. 뼈lé. lOumlCnté. Lïma밍nation Ù'ChdUffc. l.<I pa익lon s’émeUl 

on est SUCCCSSI\'.얹ncnt l'tOMC atrcnd끼， ìndlgné, courroucé sans 1’cmhousiasme. 

ou I'idee véritable nc se prl'senlc pollll , ( ... ) Le poetc 、‘:nt Ic momcnt dc 
l’enthousiasm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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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해 규정되는 존재이다. 그리고 천재는 규칙파 판숨에 의해 만 

들어지는 우아하고 섬세한 취미플 뛰어넘는 존재이다. 그리하여 그 

는 ·불큐칙하고 까다좁고 야만적인’ 숭고의 미를 창조하는， 즉 그들 

에게는 구속일 뿐인 “규칙과 법칙들을 째부수고 숭고. 비장， 위대함 

으로 날아가는."26) 존재이다. 선재에 대한 이러한 견해는 뒤 보스와 

바퇴에게서 여전히 존재하는 고전적 합리주의와 단절하는 데 있어 

진일보를 나타낸다‘ 

감성， 열정， 전재， 숭고에 대한 다드로의 예찬은 1762년 ’라차드 

슨에 대한 찬사』로 이어진다. 디드로는 리차드슨 소설이 지니는 사 

실성27)과 독자들이 소설 속의 인물들과 자기를 동일화하게28) 만들 

고 눈물을 흘리며 감동하여 결국 주인공의 덕성을 본받게 하는29) 

26) 액과전서 친새 Génlc' 항석 상i 
27) “우리가 살고 있뉴 세상이 _L의 부대의 상소이다. 그의 드랴u~의 배싱은 신심이다. 

」의 인설틀은 선적으우 /~능~I ~-:-l 성유 지니고 있다’3! 디드강뉴 리사드슨의 

소실픔 명사한마. (Å'(lvres !κ P 156. 
28) 독자샤 작중'?!%과 동~~l봐 j’}싱윈- 폼에 간-옹용 수~n i5~지 붓하:.~ .k.{'←F간 흠닝|는 

이러한 꼭서 현양윤 스E타}’ 

수의석 선풍에샤는 ‘무시우시힌 ~I 힘 ’으~ 산주되었딘 새‘G유 현상이랴j，!， 시석 

안다 따라사 이러한 새보유 유형의 전시논 새로운 삽싱 !'I 등장.?， Y.이주，~ 섯이 rtl 

앙선 선동과의 딘섣은， ' '''1 샤도슨에 대헨 잔사 에서 보여주감 니 L_ι의 ul아서 
~I상은 이전 시씨의 띠싸서 ql사얀의 선북응- 의미한다. 이에 대혜샤{ R. cl1a미er. 
" Lc commerce du roman", In fllscrirr 1'1 φÍ1Cer. CII!llIrr rmlr t'1 !iUCTOlllr( 

(Xf-xvrIf sièc!I'), Pans, Galhmard-Scuìl, 2005 , p. 172 J StarobLnslo. "Sc 
mctlIc à Ia place [..<1 mutauon dc la cnuque, de I'åge c1asslquc a Didcrot", 
ColUer5 Vilftedo Pordo, 38-39, 1976, pp 364-378 장소. 

29) 이 시 11의 다드로 ‘11학에시 감싱의 t，l- 세는 덕잉의 분세외 떼이놓고 앵각한 수 

없마 관객의 갑성윤 사낙õt이 산농·윈 수쓴 것은 그등에게 "1 싱유 ?↓어넣는마는 

꽉적에 의혜서 성탕화되었시 l때문이다. 새마가 사생이에 대한 대낚 에 .<.1 “그 

것융 공유하는 l 수많싼 시단깐에 의해서또 감팡이 γ| 시: 깃유 느끼시 핏하 

는 사람은 원가 은만한 악1<1~; 시나..I~ 있는 것입니나"랴..I! 만한 섯과 감이 도 

익의 영역에서 삼동과 ‘삽성의 부써한 악덕과 연설되 'I O;:_ 한t:1 ，，~과신서-의 

“Insensìb피lê" 항석권 ’쉬’심 indiffcrcnce’과 ·무감 insens.ibilité' .0, IIl)J!야[이 선자 

는 "n~응으로부터 1셔헨한 동~A. 밴t.;j스떤 욕망， 앵복서인 싱'l}f，- 풋이내는” 번 

연애. 후자는 .. 다싱~! 우얘I :.~구|힌 u~응. 샤상 정의관:.t 정당한 보뜩 삽싱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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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천재성을 높이 명가한다. 결국 리차드슨 소설을 예찬하는 디드 

로의 입장은 단지 장르를 드라마에서 소설로 바꾸었용 뿐， 앞서 드 

라따에서 보여준 미학적 관집을 다시 반복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시기 디드로의 미학은 고선주의 o !학과는 전적으로 모순 

되는 ·감성과 주관싱’30)이라는 말로 특징지쓸 수 있다. 

4. 무감성의 미학 

1758년 사장」과 ’극시론 이 발표된 이후 디드로에게서 연극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는 12년의 긴 시산을 시다려야 한다. 부 

르주아 드랴마가 싱공에 이르시 못한 탓일까 그는 1759년부터 그의 

예술적 관심을 회화로 돌려 1 759년부터 1 781 년에 이료기까시 총 8 

번에 걸쳐 살롱 Sal()ll~을 집멸한다. 긴 첨묵 후에 그가 연극으로 돌 

아왔을 떼 내놓은 잣이 「배우에 대힌 역셜 I’ilroc，ψ'Xe sur le ωmιlit!IlJ 이 

며 o~치 그 저l목이 암시하는 것처법 앞선 사신의 연극론올 완전히 

부성하는 껏 갈아 보이는 역성적인 주장을 내세운다. 그 주장의 핵 

섭은 바로 갑성의 배제이디 

가능한 가장 한 효과룹 임시 위해 서로 공죠하는 다양한 감성늪. 하나 

인 어떤 선제를 구성하기 위해 서보 음조를 맞추고 약해지고 강해지고 

nl요하게 ~，tI화하는 다%댄! {]성들. 그것은 LH1 웃게 만든다. 따라서 냐 
는 강조하며 말한다. ‘·무능한 매우룹 딴드는 것은 극단적이 깅성이다. 나 

'1 !i'~막는냐"고 얀하l~ ， '부 ~l’븐 현사갑 ·우갑l윤 i’|깐욕 딩tfi이댄나3! ‘츄장한 
다. 동안하새 .. 잡싱 、cnslb비c" 항복애시 ‘산녕·은 ‘'q성스써운 ?l산윤 만한:11애 

~I듀애와 낀대함띄 어머니”라 ,( 정의엔니. 

30) Mlchel Foumicf, ’‘La ‘ revOIUlion' de la lecture tomancsque au XVIII siëcle 
cn France lIlSlUullonnaltsauon de la lecrure el émcrgence d'une nouvelk sen. 

‘ib비lé"， Rmκ d'llI;rmπ 111αf.n'j 17 (0111<'’",,'raÍlIL'’, 200712 n 5-1.2, p 56 1)'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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쁜 매우를 만드는 것은 무능한 감성이다. 그러고 숭고한 배우찰 만드는 
것은 감성의 절대적인 결여이다."31) 

‘첫 번째 사람 le PreOlJer’과 ‘두 번째 사람 le Second’ 사이의 대화 

로 구성된 r배우에 대한 역설 t에서 작가의 때변자 역할을 하눈 것은 

‘첫 번째 사람’이다. ’두 번째 사람은 다른 대화자가 그의 주장을 펼 

쳐나갈 수 있도록 협조히는 역할 이상은 하지 못한다. 예를 들어 

“어떤 재앙으로 거리에 무리늘 짓고 있는 일군의 사람틀이 서로 간 

의 아부런 혐의도 없이， 각자 자기 망식대로 그틀의 자연적인 감성 

을 갑자기 보여주러 온다면， 그들은 놀라운 장연플， 조각가， 화가， 

음악가와 시인에게 소중한 수천의 꼬델을 상조할 것입니다. "32)라고 

‘두 번째 사람’은 마치 디드로의 앞선 감성적 미학을 주장하는 듯하 

지만， 이는 바로 ‘첫 번째 사람에게 논박당하고 만다. 

거의 ‘첫 번해 사랍’의 독백과도 감은 이 작품에서 그는 도처에서 

위대한 배우가 될 조진으로 ‘강성의 절대적인 결여’， ‘감성 제로 nulle 

senslblhlé’, ‘ 냉 성 sang-froid’을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감성 적 인간은 

그의 횡경막에 너무 지나치게 좌우되어 위대한 왕， 위대한 정치가， 

위대한 사법관， 의인， 심오한 관찰자， 결론적으로 자연의 숭고한 모 

방자가 될 수 없다 11 게다가 “감성은 선량한 영혼과 범용한 천재성 

31) lÀ111'71잉 IV. p. 1384 “Des scnslb피l양 divδ앞s. qui se concenem enrre elJes 

pour obtenir le plus grand effct possiblc. qui se dlapasonncnt, qUJ s'affiubμSCnt， 

qui se fortifknt. qui sc nuanccnt pour former un 10비 qUÎ SOÎl un, ccla mc fail 

rirc. J 'insiste donc. ct jc dis “C"CSf I'cxtrême sensibψlé qUI fait les aCleurs me

diocres : c’est la sensibilile médiocrc qui fait la mulllrudc dcs mauvais aCfcurs • 

el c‘t'St le manque absolu de scnsibiJité q비 preparc Ics aClC따"S sublimes." 

32) CX!IITð IV, p. 1388 “Mais 51 une foule d’ hommes anroupés dans la rue par 
quclquc cata5rrophe vlcnnem å déployer subitemcnt. et chaCUD å sa manière, 
Icur scl\S1bilJlè narurcUe. sans 5’èlTe concen잉. i1s σ'éeronl un spt'C1acle meπeiJ

leux. m피e moddes prccieux pour la sculpture, la peinture, Ia musique ct 1ι 

φési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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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특징"33)으로 사연이 만픈-어낸 감성적 영혼의 예로 바로 자기 자 

신을 뜰고 있다. 

그렇다면 10여 년의 간격올 두고 앞선 주장윤 뒤엎는 정반대의 

이론올 세시하꺼l 펀 이유는 무엇일까? 첫 번째로 그의 첼학 이흔의 

변화에서 그 윈인을 찾올 수 있다. 베르니에르 Paul Vernière가 지 

적하듯이34) ， 1765년을 기 섬으로 하여 1769닌에 이르기까지 디드로 

는 그의 철학， 미학 이론에서 중요한 변화를 겪게 된다. 철학적 측띤 

에서는 바로 친구인 의사 보르되 Bordcu의 생리학에 영향을 받아， 

F생 리학의 요소뜰 강깅k센11’”뻐II!I씬Il(l 

D'，’찌‘'(71삐.71끼께’띠1시싸b .. ’까nιi 어에l서 그의 생뀔학적 유붉폰을 완성한다. 그러고 여기서 

생체 기관의 생리학적 해석에 따라 인간에 대힌 새로운 해석을 샤설 

로 내세우게 된다. 두 개의 기관， 즉 ‘뇌’와 ‘횡경막’의 생리학적 대 

립에시 ‘냉철한 존재’과 ‘감성적 존재’의 구멸이 생겨닌다는 것이다. 

뇌는 지혜와 홍세된 의식식인 의지랙 중심이라띤， 횡경막은 자융석， 

또는 동제되지 않은 무의식적 감성의 중심이나. 

그련데 감성직 종재란 부엇인가요? 횡경막의 뜻에 따è.~ 좌지우지 되는 

존재죠. 감동적인 말에 귀사 솔깃혜시쇼? 특이한 현상에 눈이 강렬한 인 

상윤 받죠? 감사시 내부에서 동요/r 임어나고 굉든 다발의 소각들이 흉 

분해서 전율이 며지고 공포에 사로잡"'1고 눈활이 흐르고 숭이 막혀 확소 

33) Oertvrt'S IV, P 1414 “ Au rCSIC, lorsquc j'ai prooonα: que la sensibililC ‘it311 13 

caractèrisrique M 13 bonte de 1’ãme cl dc 1녀 mèdlocnle du gc:nae, j'ai fall un 

aveu qui n’e、1 p3S lrop or‘ltnalfe. car SI NaLUre a α:ln unc åme ‘ens.ible. C't'Sl 

Ia micnne 

1 'homme sensiblc CSI IfOp ,Ibandonné à la mcrci de son dìaphragme poUI 

êLIl' un grand rol un grand politique. un FJ<lIld m3잉strat. un homme JU~IC:， 

un profond oÞscrvaleur. t'1 consequemmcnl un subhmt' in:u latcur de la nalurc 

( ) " 

34) 이에 대해셔'- Pa비 Vcrnii:rc, μ‘”’it7ð 011 ‘l‘’ir킨iN:ttr' Tmu.‘1 앉115 $lIT αImJl 
<1 qlld<jllt'S 1111/1.‘" Paris. pur 1987. pp. 297-301 삭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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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가 끊기고 다발의 근원은 사가가 이떻게 될시 알지 못하죠 더 이상 냉 

성도， 이 성도， 판딘도， 직관도， 능력도 흔재하지 않게 된니다. 
(-.. ) 

위대한 인물은， 자신이 연령 불행하게도 그런 채질응 부여받았다 해도 

그련 치l싣융 약화시키고 자신의 행동의 주인이 되도학， 그리고 다발의 

근원이 사신의 지배력을 유지해나가도록 끊임없이 몰두할 겁니다. 그21 

하여 중대한 위험 속에서도 사기 자신을 억세하고， 냉생하연서도 윤바르 

게 판단하겠지요. ( ..... ) 마혼 다설 살이 되연， 그는 위대한 왕이냐 위대한 

상관， 위대한 정치가， 위대한 예술가1~ 될 컵니다. 무엇보다도 위대한 

에l우， 위 cll한 철학자， 위대한 시인， 우|디|한 음악가냐 위대한 의사가 되겠 
시요35) 

강성의 01학에서 무감성의 미학으로 이행하게 된 두 번째 원인은 

n살롱j을 집펼하면서 알게 된 예술가들과의 경험， 그리고 특히 영국 

배우 게릭 Oavid Garrik과의 만남으로부터 얻게 된 경험36)에서 찾을 

35) OeLl vres 1, p. 660. “ Mais qu'C:Sl-<:e qu ’un êlrc scnsiblc? Un êrrc abandonné à la 
d lSCtèuon du diaphragme Un mOI louchanl a-t-il frappë 1’oreiUc? un phénom. 
enc singuher a-I-II κIppé I'ocû' CI voilå 10UI à coup le tumulle Înlcncur qUJ 
s'élève, 10US Ic:s brins du 때sceau qui s'agilcm, Ic 감isson qUI se répand, l'hor. 
reur qui 찌lSil， les larmcs q씨 couJem, Ics soupirs qw sufToqucm, la VOIX qui 
s‘ 101앙Tompl， I'ongmc du fa lSceau qUI ne sall α qu'il devicm, plus dc 
sang.froid, plus de raison, plu‘ de jugcmcnt, plus d’ instinct, 이us dc r.엉sources 

( ... ) 
Lc grand homme, sïl a malheurcusemem rcçu αne disposition nalureUe, 

‘ 'occu야ra sans rclâche à 1’affaiblir, å la domincr, å se rendrc maÎlre de ses 
mouvcmenlS et å conseπer à 1’originc du faisccau lout son empirc. AJors iJ 

se possedera au IlUheu dcs plus grands dangers, il jugc때 froidemcm. maL~ 
sainemcm ( .. ‘) ; il aura quarame-cinq ans ; iJ scra grand roi, gr없ld miOlstrc, 
grand polmque, grand a띠‘le， surto비 grand coméωen ， grand phllosophe, 
grand poele, grand musi디en， grand médecin I1 야gnera sur lui-même el sur 
lout cc qUI 1’environne." 

36) 세려은 1764년 10힘부터 1765년 4월까시 파려에 01깐렀다. 111라이 ~I L._보에제 

ul 진 영향에 대해사는 Pa비 Vemière, 위의 책， pp 297.299, Yvon Belaval. 
L’'Esrhétilfllt' 1씨15 Pllrado:re dl' Diderot, Galltmard , 1950, pp 241-243 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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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예플 들어， 게릭과의 만남 후 조탱 양에게 보낸 1766년 펀 

치의 구절이나I 1767년 r살상』에서 화가인 라 루르 l펴 Tour 대한 그의 

언급은 F배우에 대한 역설 에서 완성될 미학의 변화관 이미 예견하 

고있다. 

감각과 판단만 있는 배우는 냉정함니다. 생언과 감성만 있는 배우는 

미치광입니다. 양식과 열기갚 어느 성도 완화해야 숭고딴 사람이 휩니다 

무대에서， 사쿄계에시 자기사 느끼는 삿보다 더 보여주는 사랍은 삼동을 

수는 대신에 웃게 만듭니다. 질대 당신이 지닌 삼정을 닙으려고 1)1 시 따 

세요， 그 삼성을 정화하게 선달하려고 노력하세요)7) 

나는 바 푸르가 그럽을 그리는 것윈- 보았는데， 그는 짐싹하고 냉정했다 

그는 조급도 동요하지 않고 쇼금도 쇼폭 몰아쉬지도 헐떡이지도 않았다. 

그는 엽성석인 조각가의 쩡 L립은 소‘f도 히시 않았디 )11) 

배우에 대한 역섬 l에서 디드로기 배우에세 요구하는 것은 더 이 

상 열정이 아니라 ‘관찰’과 ‘판단’이다. 위대한 배우가 되기 위해서 

는 ‘위대한 모텔의 연구， 인간 심성에 대한 시사‘4삭쓰 

험’올 통해 사연이 순 재능완 완벽하세 해야 한다는 것이다. 감상에 

의시한 배우의 연시는 균등하지 봇하고 들쭉날쭉한 반면(“lcur jeu 

csr alremativemenr foπ et faible. chaud ct 암oid， plat et subllme. "), 

인산 천성을 연구하고 숙고하여 ·이상적 모텔 modèlc Idèal ’39)에 따라 

37) DcOls DldcrOl. C()m~pondUJlú'， p. 641 Un aClcur qui 0 '3 quc du scn~ et du 
Jugemcnt CSl frOld , celuJ qUI n'a qut' dc la \lcrvc ct de la 、cnsibùue ~'St fou 
C"est lIn ccnain tcmpéramCJ1l dc bon SCJlS et dc chaleur qu’ “it 1’ hommc sub. 
lime • ct sur la scène et d‘JOS Ic mondc, celui qui montIc plus qu’il nc 양nt 

fait nre au lieu dc touchCJ Nc cbcrchCI donc Jamals å allcr ι11 dcld du ~enJi. 

mem quc vous ,llIrel tå다lCI de Ic rendre JUStC .. 
38) α~Ivr，‘~ IV, P 641 “ J’ai vu pcmdre La four, 11 ~'Sr tranqulUe et froid , iI nc 

‘e tourmcnte pOLnt , .1 ne sollffic poJOt, tl ne ha1etc poJOt tl nc f.ut allCl1ne 
de ccs COJltorsion.~ du modclclI’ cnthOll‘1,.51C,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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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방하고， 상상하고， 기억하는 배우←는 매 공연마다 동일하게 완벽한 

연기를 하게 된다는 것이다. 

블라발Belaval에 따르면， 1767년 r살롱』을 풍해 디드로는 이상적 

모델의 이론을 완성40)하게 되는데， 이상적 모델이 예술It의 끊임없 

는 관찰， 숙고， 판단을 홍해 얻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상적인 배 

우， 완벽한 배우는 냉정한 관찰과 판단을 통해 얻은 것윤 숙고하여 

이상적 모댈을 얻고 그것을 모방할 수 있는 배우인 것이다. 따라서 

1765년 이후 형성된 이상적 모델， 무감성의 배우에 대한 그의 미학 

적 입장은 앞선 열정의 미학과는 배우 상이한， 또는 완전히 반대되 

는 양상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5. 맺음말을 대신하여 

판계의 미학에서부터 시작하여 다드로의 며학 이론은 감성 충심 

의 미학으로 이행하고 다시 무감성의 미학 이론으로 변회·해갔다고 

할 수 있다 r백과전서」의 ‘미· 항목에서 제시한 관계의 미학이 미적 

39) .이상석 모덴·애 내해 디드와쓴 조각II-H 예로 뜯어 상영하고 있디 초zt7f-~ 외 

」ξ.!.t 새시펀 띄’l응 보사하~t 그 후 ?’ .~:.한전한 와II~~-옵 보띤사 ;f 단점단， 다 
f3-어|는 삭은 만 ~J틀융 고서는 작업윈· 세작함으E’씨 니 이상은 사연에는 진새l5~ 
;1.1 않는 형상에 노달하게 되든터1. 이깨 l’}로 이싱서 모넨이며{Ot'uvrð' IV, P 
1400 상조) 따라서 이상셔 오델의 보l광이란 ·‘첫 밴째보는 사연융 모댄료 ~t~ 

잣. 두 번째 i딴 사언의 법식과 유사한 '~I 사에 와용하는 작풍f. -안성하는 섯， 서| 
년l째펴는 그 Ã"'I/~ 인간의 뷰성융 따r!는 사품깐 만드는 갓이다 이때 이I-~，’l 

샤앤의 관셰는 l샤:1.1 아픔다운 죠각괴 아쉰-다운 사야과의 관계91 감다고 힘 수 
있나 보방은 있는 그대로의 .l.H웅의 새여이 아니라 지환이며， 91양을 재생하는 

꽉사퍼샤의 모냉J’} 달리 이 외양읍 능샤바는 이상"'1 보방이한 상각적인 P 덴의 
새앤이 아니리 L 외양 이례에 있는 이상시 모던l유 으러내 I~-이는 껏이다." (김 

태훈， r디드로의 l’l학 꽤대없쓴 마학?」. 시양근대ul화. ' 상비. 2012. pp. 182-183) 
4이 Yvon Belava1. 위의 책. p. 240 참쇼 



다~-로 ‘’l 뼈| 있어서 갑성의 {선11 91 

판단에 대한 주판성과 객관성 사이에서 균형용 잔고자 한 시도였다 

연， 그 후의 미학은 미의 주관적 측면을 강조하였다가 다시 객관적 

측면으로 되돌아온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이행 

의 괴정， 사생아에 대한 대담t에시 r배우에 대한 역설』로의 이행 

과성이 너무도 대립직이고 모순직어사 연구자플 사이에서는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이 문제를 제일 먼저 지적한 것은 모르네 Dantcl Momet였다. 그는 

1745년 다드로가 번역한 r공과 턱에 대한 시론 값rai sur le lI1éri/~ t!1 10 

VI!11U '에서 새프츠배리 Shaftesbury사 주장한 ‘열염하고 자유홉고 망황 

하는 엘정’에 심취한 디드로가 후에는 ‘미의 영원하고 부동의 규식’ 

올 주장하며 부알로 Boilcau의 고선주의 미학융 계승하는 것서렴 보 

인다고 설영한다. 그러나 모르네는 “고전주의에 심쥐한 이 다드로는 

다드호의 면모들 풍 하나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속 디드로가 “미， 

예술 작품이 침착하고 냉정한 진새의 창조이길 원하지만”， 실상 디 

드로 자신은 침삭하고 냉정할 때는 아무 것도 창초할 수 없었으며， 

“격렬한 감정에 의해 이꿀리고 연성에 의해 고무된 때에만 영감용 

받아 11-치 있는 작푼을 쓰게 뇌있나. "41)는 갓이다. 그리고 이리한 

오순흙 ‘homo duplcx’적인 디느로의 성향에서 잦고 있다. 

모르네샤 디드로의 모순적 성양에서 이 대럽의 원인을 찾고 있다 

띤 _L 후의 디드로 연구가들은 네치l화 디드로의 ul학적 입장의 맨화 

가 꼬순이나 대린이 아니라 나듭의 일관성을 시닌 변화의 과성이라 

고 성영한다. 대표적으로 블라발은 다드로의 역션 없는 미학 에서 

디드로가 1765년왈 기정으로 하여 ·횡경막의 미학’에서 ‘머리의 미 

학’으로 이행하게 된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렌 이행의 과정은 단절 

이나 모순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진화의 과정이다. 디드로가 옆정을 

강죠하던 시기에도 이성의 권리칼 비난한 적이 없으며 “냉싱으로 

41) f')‘In lcl Momc(, !i'1!!1 씨， pp 11 J.114 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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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정의 광기를 진정시쳐야 한다"고 말할 때도 진정시켜야 할 것은 

‘열정’이 아니라 ‘팡기’였지， 열정을 창조의 영역에서 배척한 적이 

없었다고 한다. 결론적으로 ’배우에 대한 역설j은 작가의 전 작품에 

분산되어 있는 생각들을 강조한 것이며t 1 7세기에시 물려받은 수사 

학적 정신에 계몽주의의 철학적 정신을 결합시킨 것이고， “진정한 

예술가는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자연을 표현해야 한다.42)" 

는 것이 고전주의의 계승자인 디드로가 남긴 교훈이라는 것이다. 

디드로의 미학뿐만 아니라 철학， 문학 등 그의 사상 체계 전반에 

걸친 통일싱의 부재， 모순과 단절. 심지어는 변덕 둥의 이미지로 다 

드로에 대한 일종의 ‘신화’갈 만들었던 과거의 경향에 대해 디드로 

연구가들은 때로는 단절되어 보이는 그의 사상의 변화 과정에서 통 

일성을 찾고 그것용 입증해 보여 왔다. 블라발의 !디드로의 역설 없 

는 미학j이 미학의 영역에서 이를 입증해 준 위대한 결실이었음은 

부성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과연 디드로가 그의 미학 이론에 

서 일관된 발전의 과정을 이루어왔다고 보는 것이 그칠 정당하게 해 

석하고 이해하는 방법일깨 다드로는 그의 미학 시장 안에서 어떠한 

갇퉁이나 쭈저함， 망설임이 없이 논리적 발선의 과성을 거쳤을까? 

감성의 미학 시절의 작품틀은 전적으로 실패한 작품AJ)이며 r배우에 

대한 역설j은 앞선 시절의 문제점틀을 발전적으로 극복한 그의 미 

학의 최종적 결과불일까? 

예를 들어， r라모의 조카 Le Nevc’u de R,“lIIeu 11 J 44)에서 라모는 그의 

42) Yvon Bclaval. 위익 쩍， p 292 상소 
43) Yvon Bclav때， 위의 책， p. 307. ‘'A 1‘cxcepllon des ouvragcs phiJosoph띠ues， 

les ouvrages qu’ il publ퍼il， qu’ iJ sOJgnail, auxquel iJ apphquail ou croyail ap. 
pliqucr ses propres principes le Fils nalUrel. Ic P，강e de Famille, I'Eloge de 
Richard.~o ... _ SOnl de beaucoup les lus mauvais ( ... )." 

44) 라보의 죠tL 의 장삭 사 '1얀 성화하세 사늠하지안 이염 λI ，!I ~!반적으냥 1762년 
성부터 1 780년 사이에 여러 만예에 션 -'1 완싱된 섯으로 보 .:.1 었다 이 샤성에 

따판다’:1 소설의 회사인 'q Moi ’ 샤 갑반해 ‘I~시않는 ·라 lι·의 안! '1 !i'_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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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를 통해 화자인 ‘나’를 웃음과 분노 사이룹 오가게 하며 놀라움 

과 감탄을 자아낸다. 그는 때로는 정확하게 계산된 연기필 하지맨5} 

‘나’를 가장 감동시키고 카왜| 내의 손님들뿐반 아니라 길거리의 사 

란틀까지도 불러 모은 오케스트라와 오패라의 연기에서는， 연기가 

끝난 후 기진맥진하여， 깊은 잡에서 깨어난 듯， 자가가 했던 일을 완 

전히 잊어버린 사람의 .!x'..습을 취한다. 이러한 그의 모습은 냉정과 

무감성의 배우이면서 동시에 열정의 배우4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 

면 ‘냐’플 그토록 감통시간 ‘그’의 연기는 ‘그’가 실패한 읍악가인 것 

처럼， 실패한 배우의 연기였던 짓인까? 

1778년에 출판된 클라우디우스와 네로 치하에 대한 에세이 &짜 

SIIT les "썽뼈 짜， α'alldt’ t’" (/(' NL701l ， 에서 디드로는 전재， 위내한 작가， 

감성적 인긴플 비교하며 “이 세 가시 자질 숭 나는 마지박 자질[감 

성]만올 인정한다. 그것으로 내게 승분하다. 두 가지 다른 사질 없이 

이것을 지년 수는 있지만， 이것이 없이 다른 두 자질을 시니는 것은 

드문 일이다. pectus 앙t quod disL'11111η fac“."47)라고 말하고 있다. 디 

r배우에 L H~! 역꾀j의 ，11대~! 배우~I 딩 파까 비피해 부.뉴 션;0 _ _ g "1 _' ,9.- 인인 

섯이니 ι1 ，~'，의 상식 사 11에 대혜시-! Annc-Mane ch‘)uiUCI. “ 1 nlruduction à 
la ICClun: du Nt?>'t'1I t!(' Ral1lt'all •• AUfOllr du N,'I'I'/I 따! Ramt't111 t!t! Didm>t. 

Librauic Honore Champlon 1991 p 9와 Hcnn Coulcl. ~ Introducuon du 
Nn'f!U d.' Ralru:oll " DPI'. XIl. p 35 샤쇼) 

45) ，그‘얀 배 ~l n.엮임에 ... :.’구바고 으|1E사으_'J.! 설수간 ~! .'앙 더갑시 c’ 1 /1 냐. 손시\'1 

。I ~，‘←R 시 "1하";(1 핏힌1:1 ' 1 ’ 싱 전유 l，[ι|얀 연 11냐 야니. 

46) 샤연의 싱깐어| 심취하이 。'1꺼왈 1:.~! .'，ε.'! -:1븐 삼시 !'1 11북 우에 싱신용 되잦il 

.. 내 ' • .l, _~ u~욕 했나요? 1:1 이상 시아이 나지 않이요 .. 라고 만한야. 

-17) 0er/17'<'S 1, p. 1235 라낀이든 “감동흑 빈 L ← 섯-..0_ '1 .:;이다 ·‘라f 억 "1이다 "dc 
ccs lmis qu‘Ilil얀， JC n’acceplc quc 1‘I dcrnière ellc mc SUffil • on pCUI Ia 
possédcr Ct manqucr dc、 deux aUlrcs , qu 'on posscdc raremenl sans elle 
뼈1“ N qllαf dl!i<-rtlllll [11m ":.:'-야만? 여 71 ~I 사 와I :}성5 배우얘 대 v! 

억섬」에서 사용현 감싱의 21"1와는 닌녕1 '시혜단 인꾀하는 n댄-’f>1 91"1로 사용 
펀 것이 '1에 니드로이 {!해가 변~， 신öl i!l:'l 함 수 3띠고 주‘상에[1 . 그러냐 

이" 1 ’t 씨으파 전이{ L I.!.~파Jf 용이이 생 !'I플 식깜에 uf싸 다l끼| 사용였다는 
섯은 i1 애 닙득하시 ~I .: }q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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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로 발년의 이 발언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쓸까? 미학과는 무관한 

윤리의 영역에서 생격난 숙고라고 이해해야 항까? 

우리는 디드로 미학의 변천 과정윤 ‘감성’의 측면올 중심에 두고 

살펴보았다. 그러나 논의가 주로 연극을 중심에 두고 이루어진 탓에 

이를 다드로 미화 전반에 걸쳐 일반화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또 

한 그 변화의 과정이 모순과 대립용 통한 단전의 과정인지， 아니떤 

일관된 발전의 과정인지에 대해서도 결론을 내리기 어려움을 고백 

한다. 다드로 미학 이론의 변화를 “모든 바람에 요동치는 바람깨비” 

와 같。l “뒤죽박죽 수다스려운 정신”에서 찾으며 디드로의 사상 체 

계의 무질서， 혼란， 모순윌 강조했던 주장들에 우리가 동조하는 것 

은 물론 아니다. 그러나 디드로는 그의 작품플 내에서 혼히 대댐되 

는 두 입장을 던져 놓고 해답을 주지 않은 채 작품을 꿀맺곤 했다. 

미학의 영역에서도 디드로는 삶 전체에 걸쳐 감성과 이성， 열정과 

냉정 사이에서 숙고와 망설임을 거듭하며 걸국 그 결말올 닫지 않은 

것은 아닐까하는 질문으로 결론을 대신하며 후속 연구에 대한 희망 

을 남기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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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ésumé" 

Sur la sensib i1ité de l'esthétique de Diderot 

KlM Tae-Hoon 

(Université Nationa lJe de Chonnam) 

Le tcnne d’csthétique apparaît au cours du xvmc siècle. C’cst 

Ic philosophe allemand Baumgartcn qui ‘ invente’ le terme cn 

d강finissant 1’csthétique comme unc science du monde scnsible de 

la connaissance d ’un objet. On sait pourtam que pour aboutir à 

l’établissement de la nouvelle science autonome par Kant ct Hegel, 
il faut passer plusieurs érapes essenricllεs que Jes contributions qui 

suivent vont explorer, à paπir de la théorie c1assique dc I ’art du 

grand sièclc, en passant par André, Hutcheson, Humc, Burkc, 
Diderot, etc. 

Notons d’abord que sans les éσits sur I’art de Dideror, I'esthétique 

modeme 0 ’aurait pas vu le jour. L’esth뼈que dc Diderot, dont 

nous voulons suivre, d없1$ cette érude, 1’évolurion à partir de son 

artic1e de I’'ElκycLopédie， “Beau" jusqu’au Paradoxe sur le comédiell, 
se sirue entrc le relativisme et l'。이eαlV잉me du beau. C’est en se 

ba1ançant entre ces deux concepts opposés du beau qu ’il construit 

son univers esthétique pour ouvrir le chemin vers 1’csth하ique 

modeme. 

D ’abord, dans I'aπic1e “ Beau" , Diderot examine des éσirs s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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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 beau dcs aureurs commc Crousaz, Hurchcsoo, pèrc André cr 

Shaftesbury. Parmi cux, c’않t Hutch얹on er 야re André qui 1 ’intércs않nt 

le plus : 1’un comme défcnseur du scns intcrnc du beau ct 1’autre 

comme cartésieo qui σouve le bcau dans la r，션gularité ， 1’ordrc, la 

proportion, la symétric. Pour combiner Ics dcux principcs de 

rclativiré et d’objeαivilé ， Dideror proposc à son tour la rhéorie dc 

la perception des rapports. MaJhcurcusement, ccttc tentativc, quj 

n ’avancc point de contenu scientifìque, ne survit pas ct disparait 

sans rerour. 

Enswte, c'cst avcc fes Entrerii!lIs Sur le Fils lIotllrel. publiés cn 

1757 quc 1’on peut rcpérer le point de dépan dc I'csthétique de 

la ‘sensibiliré'. Dorval incarne 1’éncrgie naturclle qu ’on institue 

cn nouveau σitèrc dc 1 ’artth혀rral proposé par la théorie de 

l’enthousiasmc , er lc gér디e， représemé par DorvaJ, brisc Ics 

règJcs et lcs lois du goüt pour cr，강cr Ic sublime , le palhétiquc. lc 

grand. On y voit bicn la différcncc avcc 1’esthétiquc classiquc. 

FinaJemcnt, douze ans après I(.'s Encrerietls, Didcrot publie le 

Paradoxe Sl/r le comédien. OÙ il déclarc quc “ la sensibiJité cst la 

caractéristique dc la bonté dc I'âme er dc la m강diocrité du 

양nie. " Cc tcxte réalisc Ic passagc de I'esthélique lannoyante du 

까ils naturel ct dll Pè,.e de famille à l'esthétique de 1’inscnsibilité. 

Jnspiré par Garrick ct Ics artistes comme La Tour. le réformateur 

du 띠해뾰 priv i1ège I' insensìbilité, la tête froidc , I'obscrvatloo ct 

Ic jllgemem comme dcs qualités du grand comédieo. 

Le Paradoxe sur le comédierz est considéré comme un paradoxe à 

beaucoup d’생ards. Or, pour Yvon BelavaJ. autcur de 1’'Eslhétique 

sans paradoxe de Diderot, ce textc ne fait qu ’accentuer dcs idé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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éparses dans toufC son æuvre. Ainsi réfurc-t-il 1’interprération qui 

voit des contr(L띠ctions ou UI1 paradoxe dans I’esthétique de Diderot. 

On sait bien pourquoi Yvon Belaval insisre sur la cohérence d강lS 

la pensée dideroticnne. Pourrant, rcfuser des incohérences d없1$ 

ses id강es esthétiques et considérer le Paradoxe comme 1’érape 

ultime de son csthétiquc, est-ce bien la meillcure façon pour 

comprendre son univers csthérique? Pour nous, au lieu de trancher 

la question , nous aimerions y voir unc matière imporrante qui 

anend toujours dcs étudcs plus approfond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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