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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거 앨런 포우 (E뼈gar A뻐an. Poe , 1809-1849) 는 그의 유명한 에세이 “’rhe 

Philosophy of Compositi。뾰”에서 “아름다움이 사의 유일한 합법적 영역이며" (366) “아름 

다운 여인의 죽음이야말로 의심확 얘지없이 세상에서 가장 서적인 주쩨이다"(369) 라고 천 

명했으며 이런 주장을 입증하듯이 그의 많은 작품에서-“없ln.a빠el Lee" 같은 사뿐 약니라

“Legeia , " “묘eren.Ìce “뼈orella ，" “Eleonora , " 등의 단편에서-아름다운 여인들의 죽음 

을 소재로 삼았다. 아름다운 여인외 죽음에 관한 포우의 집착은 그의 아름다움의 추구가 

극단적인 것임을 말해준다(실제로 “The Oval 맘。rtrait" 같은 작품은 예술적 미의 극단적 추 

구와 이에 필수적으로 동반되는 여인의 죽음에 관한 아이라니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런 극단적 미의 추구는 포우가 시의 제일 중요한 요소를 “천상적인 아름다움에 대한 

갈망" ("뼈e thirst for supemal 묘eauty，" 짧@뼈gh 119)으로 여겼다는 점에서 보면 결코 놀랍 

지 않다. 왜냐하면 아름다운 여언이 죽는 순간이야말로 지상적인 것을 떠나 천상적언 것 

으로 향하는 순간일 수 있기 때문이다. 포우는 분명 인간조건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에 대 

한 갈망에 몸부림친 작가였으며， “숭고함의 본질적 주장이 인간이 ... 인간적언 것을 초월 

할 수 있다는 것" (￦eiskel 3) 이라면， 그는 명백히 숭고함을 추구한 작가였다. 또한 인간 

적인 것을 넘어서는 무한한 세계로까지 사적 자아 혹은 의식을 확장하고자 하는 것이 낭 

만주의의 중요한 요소라면 포우는 이런 의미에서 극히 낭만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포우 

는 1836년에 쓴 당시에 인기를 누렸던 두 뉴욕 사인인 드레익 (Joseph 묘orlman Drake)와 

헬렉 (Greene 圓alleck) 의 사를 평하면서 시의 정서를 다음과 같아 정의하고 있다. 

Very nearly akin to this feeling [Veneration.], and liable to the same analysis, is the 

힘’aculty of Ideality-which is the sentiment of 1갱oesy. τ’his sentiment is the sense of the 

beautiful, of the sublime, an뼈 。f the mystical. ’X‘hence spring immediately arlmiration of the 

fair flowers , the fairer forests , the bright vaUeys and rivers and mountains of the Earth

and love of the gleaming stars and other buming glm‘ ies of Heaven-and mingled up 

inextricably with this love an뼈 this a뼈miration of 뾰eaven and Earth, the unconqu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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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re-to know. Poesy is the sentirnent of Intellectual Happiness here, and the 묘ope of a 

higher Intellectual Happiness hearafter. Irnagination is its soul .(Hou.gh 4-5) 

하늘과 땅의 만물을 감상하고 예찬할 수 있는 능력과 더불어 “알고자하는 억누를 수 없 

는 욕망”을， 지상(“here" )에서의 행복과 더불어 천상(“hereafter" )에서의 행복을 언급하면 

서， 포우는 인간적언 그리고 현상적인 자연세계를 넘어서는 절대적인 세계에 대한 지식을 

시의 정서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이 능력이 “F’aculty of Ideality" 

가 되는 것이다1) 

윗 인용문에서 포우의 낭만주의적인 모습과 관련해서 또 한가지 주목해야할 것은 그가 

시의 영혼을 상상력이라 부르면서도 시적 추구가 앓의 과정과 불가분 연관되어있고 시가 

추구하는 행복은 지상의 것이든 천상의 것이든 간에 “지적인” 것이라는 점이다. 다시말해 

서 포우에게 있어서 절대적 세계에 대한 낭만적 추구는 지적인 인식과정과 긴밀히 연관되 

어 있다 포우는 낭만적 상상력을 위해 합리적 지적 능력을 결코 져버리지 않는다. 그의 

논리추론(ratiocination) 에 관한 관심은 “The Purloined Letter" 나 “’rhe Murders in the 

Rue Morgue" 에서 뒤팽이 보여주는 놀라운 추리과정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또한 포우가 

“The Philosophy of Cornposition" 에 서 보여 준 “The Raven" 이 란 시 의 창작과정 을 논리 적 으 

로 재구성해내는 추론과정은 직관적 비합리적 시창작 과정을 강조했던 낭만주의의 경향과 

거리가 멀다. 이런 점에서 포우는 합리주의와 낭만주의를 동시에 포괄했던 모순을 지닐 

수 밖에 없었으며 2) 그의 상상력은 항상 지적인 것과 맞물려 있었다. 

인식력과 상상력의 구분은 미학이론에셔 커다란 중요성을 지닌다. 특히 칸트(Immanuel 

Kant) 의 미학이론에서 이 구분은 초미의 관심사로 취급되어진다 칸트의 『판단력 비판』이 

합리주의 철학의 미학이론을 대표하고 있지만 낭만주의적 요소를 이미 배태하고 있다는 

점에서 칸트와 포우의 미학이론을 비교검토하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작업이 될 것이다 

더군다나 칸트와 포우의 미학이론은 역사적으로 밀접한 상관관계를 갖는다는 점에서 이 

둘의 비교연구는 단순한 흥미를 넘어서 필연적인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다. 

포우가 독일관념주의의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은 여러 평자들에 의해 거듭 주장되었으며 

그중에서 칸트의 포우에 대한 영향에 관한 연구는 대체로 세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로 가 

1) 인간이 인간적인 조건을 넘어서는 지식을 추구할 때 지적 오만과 자기파괴적 심지어는 퇴폐적 

인 양상이 드러날 수 있는데 포우의 극단에 대한 추구가 종종 이런 면을 보이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인간스스로의 한계를 알고 자신의 숭고함을 조소할줄 아는 여유를 상실한 포우의 이 

런 지식에 대한 탐덕을 두고 로렌스(D. H. Lawrence)가 “지식에 있어서의 인간 오만의 자긍 
심 " (" The Pride of human conceit in Knowledge" ) 이 라고 경 멸 한 것 은 이 런 점 에 서 시 사하는 
바가 크다. (8 1) 

2) 포우의 반낭만주의적 경향과 이런 이중성에 대해서는 여러 평자들이 지적하고 있다 예를들어 
Marks 304, Chai 368. 특히 Davidson 43-75를 참조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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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진 견해는 포우가 코울릿지 (Samuel Taylor Coleridge) 를 통해서 칸 

트를 간접적으로 접했다는 설이다. 에드워드 데이빗슨(Edward H. Davidson) 에 의하면 회 

의주의가 가정하는 인간 심성의 수동성에 반대하여 인간마음이 외적대상으로 부터 받은 

감성적 재료들을 통합하고 재구성한다는 점에서 매우 능동적이며 감성적인 것들을 넘어선 

다고 주장한 칸트의 선험 철학이 코울릿지의 상상력이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코울 

릿지의 상상력 이론은 포우의 시론에 또한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칸트는 인간의 정신적 활동을 감성 (sensibility)과 상상력 혹은 구상력 (imagination) 그리 

고 오성 (1띠un띠de밍r’앞andin핑g밍)으로 구분했는데 이 구분은 코울릿지가 Biographia Literaria에서 

상당부분 이어받았고 그 중 상상력에 관한 이론을 발달시켜 소위 일차적 상상력 (primary 

imagination)과 이차적 상상력 (secondary imagination)을 구분하였고， 포우 역시 인간의 

정 선 활동을 마음 (묘eart) , 상상력 (imagination) , 지 성 혹은 오성 (Intellect or 

understanding)으로 구분하였는데 이는 코울릿지의 구분을 거의 전적으로 따른 것이었다 

는 것이다 3) 

둘째로는 칸트가 코울릿지가 아니라 칸트의 제자였던 프랑스 철학자 빅또르 꾸쟁 

(Victor Cousin)을 통해서 포우에게 영향을 미쳤다는 견해가 있다. 리온 채 (Leon Chai)는 

칸트의 순수이 성 (pure reason) , 실천 이 성 (practical reason) , 판단력 (judgment)의 구분이 

1841년에 씌 여 진 벌워 리 튼 (BulweI얘Jytton) 의 εriticαl and Miscellaneous Writings에 관한 

포우의 서 평 에 “the right, the beautiful, and the true" 라는 구분으로 처 음 나타나며 후에 

“The Poetic Principle" 에서 재등장하는데 실제로 칸트에 대한 포우의 언급은 냉소로 가득 

차 있거나 희화적일뿐이라는 모순적인 사실을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일종의 해결책으로서 

꾸쟁의 중개적 역할을 강조한다. 포우가 꾸쟁을 언급하는 것도 많지는 않지만 꾸쟁이 

Cours de philosphie (l 836) 에서 개진한 이론 특히 자연의 현상들보다 그 현상들안에서 오 

직 불완전하게만 현시되는 절대적인 이념 혹은 신을 아름다움의 궁극적 원천으로 보는 견 

해가 포우의 미학이론과 매우 밀접하다는 것이다 4) 

셋째로는 칸트가 포우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견해다. 글렌 오만스(Glen 

。mans)는 칸트의 포우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관계를 매우 철저하게 연구하여 주목할만한 

주장을 하였다. 포우가 칸트를 언급한 것은 열 번뿐이고 그나마 모두 냉소적인 문맥에서 

쓰여진 것은 사실이지만， 포우의 “묘ow to Write a Blackwood Article" 의 첫 번째 판 

(1 838)과 두 번째 판(845)을 비교해보면 눈에 띄는 변화가 있다. 첫 번째 판에서는 칸 

트를 젤링 (Shel1ing) 과 피히테 (Fichte) 보다 코울릿지와 더욱 가깝게 연결했다는 점에서 이 

3) 특히 Davidson 57-61을 참조할 것 
4) The Romantic Foundations of the American Renaissance의 chapter 21 “ Poe, Ccousin, and 

Kant: Transformation of a Neoclassical Aesthetic" 을 참조할 것 . 



106 美 國 學 第十九輯(1996)

시기에 코울릿지를 통해서 칸트를 접했다고 볼 수 있다면 두 번째 판과 그 이후에 씌여 

진 “ Mellonta Tauta" 와 Eurekα에 서 는 『순수이 성 비 판~ (Critique of Pure Reason) 같은 칸트 

의 작품이름을 정확히 제시할 뿐 아니라 본체 (noumena)와 현상(phenomena)같은 칸트의 

용어를 훨씬 친숙하게 사용한다는 것이다. 또한 포우는 칸트의 구분과 유사하게 아름다움 

(the beautiful) 을 다루는 취 미 (taste) 와 진실 (the true) 을 다루는 이 성 (reason) 을 ‘'The 

Colloq묘y of Monos and U na 에서 처음으로 구분했고5) 롱펠로우(묘enry Wadsworth 

Longfellow)의 Bαllads αnd Other Poems의 두 번째 서평에서는 더욱 명확히 칸트의 구분 

을 따라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Dividing the wor뼈 of mind into its most obvious and immediately recognizable 

distindions, we have the pure intellect, taste and the moral sense. We place taste between 

the intellect an얘 야118 moral sense, because it is just this intermediate space which, in the 

mind, it occupies. It is the connecting link in the triple chain. It serves to sustain a mutual 

intelligence between the extremes. (Omans 127에서 재 인용) 

포우는 아 구분을 1846년의 “맘hilosphoy of Composition" 에 서 inte묘ect(truth) ， 

soul(beauty), hearl (passion)로 바꾸었지 만 1848 1년의 ‘'The 합oetic Principle" 에서 다시 이 

구분을 사용했다. 중요한 것은 포우의 구분이 칸트의 독일어 Verstand( understan뼈ing) ， 

das Geschmacksurteil( taste), Vernunft(reason)를 따를 뿐 아니 라， 취 미 를 오성 과 이 성 의 

매개적 기능으로 보았다는 것이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포우와 칸트 그리고 코울릿지의 

관계를 명확히 해주기 때문이다. 코울릿지는 칸트의 생각을 많이 취하면서도 칸트의 도식 

을 엄격히 따르지 않고 있는데 예를 들어 코울릿지는 상상력을 감성 (sensibi빠y)과 오성 

( understanding) 사이에 두고 취미 (taste) 를 상상력과 동일시 하는데 칸트에게 있어서 상 

상력은 경험일반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순수 미학적 거능인 취미와 동일시 될 수 없을뿐더 

러， 미학적 판단인 취미는 코울릿지의 도식과는 달리 감성과 오성사이가 아니라 오성과 

이성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칸트의 도식과 통일한 포우의 도식은 갤코 코울 

릿지를 통한 것이었다고 볼 수 없다. 

오만스는 꾸쟁의 매개적 역할도 살펴보지만 꾸쟁은 지성 (inte뼈ect) , 취미 (taste) , 이성 

(reason)의 중요한 구분을 언급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포우에게 칸트의 미학이론을 전달한 

중개자로 볼 수 없다고 단적인 결론을 내린다- 실제로 오만스의 연구(980) 는 리온 채의 

달(987)보다 앞서 발표되었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채가 제시하는 것보다 더 설득력있는 

5) 포우의 원문은 다읍과 같다. “The study of music was with them[poetic diction, sentimend, 
and creation] was with them , in fact, the general cuJtivation of the taste-of that which 
recognises the beautiful-in contra-distinction from reason, which deals only with the true" 
( “The Colloquy ofMonos and Una,"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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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을 펼치고 있다. 예를 들어 채가 제기했던 의문 즉， 왜 포우는 캔트를 냉소적으로 언 

급하면서도 칸트의 구분을 충실히 따르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에 대해서 

칸트와 포우의 숭고의 미 학 

오만스는 구체적 

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이유를 들고 있다. 우선 당시의 미국에서 칸트， 파히태 

독일 철학자들은 무신론의 대표자들로 여겨져 전통적인 기독교인둘에게서 이단시되었으며 

등의 

연관성을 공인하고 싶지 않았을 것아고， 둘째로， 칸트와의 연관 

은 그가 당시에 문학적인 논쟁을 벌이던 보스톤문인들의 집단에 속한다는 오해를 불러일 

으킬지도 모른다고 포우가 생각했을 수도 있고， 마지막으로 포우는 칸트의 i 영향을 부인함 

으로써 자신의 독창성을 내세우고 싶었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1 3 1). 오만스는 야 보다 더 

포우는 이들과의 따라서 

실증적인 연구도 언용하고 있다. 실제로 포크만(묘en.ry A. 맘oc姐n.a뾰뼈은 포우의 독일어 실 

력에 대해서 그가 불어만큼 독일어를 잘 알고 있지 못했다는 것은 확실하지만 독일애를 

사용할 때에는 그 용어들과 문볍적인 지식을 올바로 얄고 있었다고 지적하고 있다(390) . 

못했다 하더라도 당시에 소재햄었던 독일어 원본을 직캡 접하지 오만스는 포우가 칸트의 

칸트에 관한 평론과 번역서를 통해 칸트의 글을 적접 접했을 가능성도 심도있게 제시하고 

있다. 

오만스의 연구는 칸트와 포우의 밀접한 연관성에 관한 충분한 역사적 근거를 마련해주 

고 있다 하지만 오만스의 연구는 주로 포우의 평론에 한정되어있고 특히 포우의 아름다 

움에 관한 이론에 치중하고 었다. 칸트가 포우에게 영향을 미쳤다면 분명 그 영향은 평론 

에 머무르지는 않았을 것야고， 비록 포우가 아름다움을 그의 미학의 핵심으로 여겼지만 

관한 

글에 나타나는 숭고함에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샅펴보는 것은 이 미학이론 

가들의 관계를 보다 확연하게 정립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숭고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만큼 칸트의 관심사에서 그의 미학적 

포우의 

숭고함 역시 

이론이 

。} ’ 포
 

숭고함이 아름다움과 염 격 히 구분되 는 태 반하얘 후거 의 

구분이 와해되고 있음을 중요한 변화로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앞서 

글에 대한 평론에서 포우는 함acuJtγ 。f Ideality를 아름다움， 숭고함， 신벼함에 관한 

그러나 ‘멍he 망oe없c Prin.ciple 에서 포우는 아름다움이 시의 영 

글에서는 아 

인용한 드혜익과 행 

숭고에 대한 언급을 주의깊게 검토하면서 리 영 퀴 스트(효.en.t Lju.n.gqu.ist) 는 포우의 

글에서 초기의 의 

렉의 

as 

정서라고 정의한 바 있다. 

재천명하면서 아름다움을 

in.clu.sive of the su.blime" ) 것 이 라고 정 의 하고 있다(389) . 리 영 퀴 스트는 이 런 변화의 원인 

포괄하는 ( “8없n.g the word[Beau.ty] 숭고함을 역임을 

을 두 가지로 보고 있다. 첫째로 숭고함을 추상적야고 세속적인 철학과 연관시켜 이용하 

는 당대의 작품들에 대한 포우의 비판 예를 들어 1844년에 흔(앓. 묘. 묘ome)의 Orion에 

주제가 남용되는 상황에서 이 주제 자체에 

모르며， 둘째로는 미국의 장엄한 자연경관을 미국의 위대성과 연 

포우는 숭고함의 대한 서평 에서 나타나듯이 

대한 회의를 느꼈을 지 

관시키는 딩대의 문학적 민족주의의 경향에 그가 비판적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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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포우의 숭고함에 대한 경험을 가장 잘 예시해주는 작품들이 있는데 이는 초기 

의 “MS. Found in a Bottle" (833)과 The Narratiue of Arthur Gordon Pym(838). “A 

Descent into the Maelström" (1841 ) 그리고 Eureka(848) 이다. 이 중에서 칸트의 숭고의 

미학과 관련해서 필자의 관심을 끄는 것은 뒤의 두 작품이다. 리영퀴스트도 포우의 숭고 

함에 대한 관섬이 고조되었을 때 씌여져 숭고의 경험을 가장 정확히 드러내는 작품이 “A 

Descent into the Maelström 이 며 숭고함에 대 한 포우의 관심 이 쇠 퇴 했던 시 기 를 지 나 예 

외적으로 다시 부활한 작품이 Eureka라고 주장할 만큼 이 두 작품이 포우의 숭고함을 연 

구하는 데 결정적인 텍스트라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이 두 작품이 칸트의 

숭고의 미학과 구체적으로 어떤 관련이 있는 지는 아직껏 흡족히 연구된 바가 없다. 리영 

퀴스트는 포우의 작품에 나타나는 숭고의 경험이 칸트의 숭고에 관한 발언과 흡사하다는 

점을 지적하지만 칸트의 『판단력 비판』은 주석에서 간단히 인용할 뿐이고， 오히려 쉴러 

(Friedrich Schiller) 의 “On the Sublime" 을 더 자세 히 분석 하며 포우의 작품과 비 교하고 

있다. 

따라서 칸트의 숭고론과 포우의 숭고에 관한 미학적 관점의 본격적 비교연구는 이루어 

지지 않고 있고， 이는 오직 칸트의 『판단력 비판」과 포우의 두 작품을 면밀히 분석함으로 

써만 가능하다는 것이 필자의 견해다. 더군다나 상술한 오만스의 연구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칸트의 영 향이 포우에 게 처 음으로 나타나기 시 작한 섯 점 이 “The Colloquy of Monos 

and Una" 가 발표된 1841년 8월 전후라면 1841년 5월에 발표된 “A Descent into the 

Maelström" 도 시기상 칸트의 영향을 받았다고 가정하는 것은 무리가 아닌 듯 싶다. 이와 

더불어 칸트와 포우의 숭고론의 비교연구는 이 둘간의 개인적 상호관계를 넘어서 앞서 언 

급했던 합리주의 미학과 낭만주의 미학의 정확한 구분 그리고 이 대조적 미학간의 갈등이 

포우에게 있어서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살펴보는 데 결정적인 중요성을 지닌다. 필자는 앞 

으로 이런 관점에서 먼저 칸트의 『판단력 비판』의 미학이론을 자세히 검토한 후 이를 토 

대로 포우의 두 작품에 나타나는 숭고의 경험을 정빌 분석하고자 한다 

주지하다시피 칸트는 그의 『판단력 비판』의 머리말에서 『순수이성 비판』과 『실천이성 

비판』을 요약하면서 그 둘 사이를 매개할 중간적인 능력으로서의 판단력의 독자적 영역을 

설명하고 있다. 이 머리말 중 두 번째 부분인 “철학 일반의 영역에 관하여”에서 칸트는 

우리들의 인식능력은 자연개념의 영역과 자유개념의 영역이라는 두 영역을 가지는데， “자 

연개념은 그의 대상들을 직관에 있어서 표상하지만， 그것을 물자체로서가 아니라 한갓된 

현상으로서 표상하는데 반하여， 자연개념은 그의 객체에 있어서 물자체를 표상하지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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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직관에 있어서 표상할 수는 없다”고 말하고 있다(11. 26-7).6)) 즉 칸트는 자연이라 

는 현상 (phenomena)과 물 자체라는 본체 (noumena) 를 엄격히 구분하면서 초감성적 

(supersensible) 인 영역에 관해서는 여하간의 인식이 가능하지 않으며 따라서 초감성적인 

이념들， 다시 말해서 자연의 인과법칙에서 자유로운 이념들은-예를들면 “자유”라는 이념 

(idea←이론적인 순수 이성의 대상이 아니라 오로지 인간의 자유의지의 원인으로서의 실 

천이성의 대상으로서만 당위적으로 상정될 수 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7) 그런데 칸트는 

감성적인 것과 초감성적인 것과의 이런 엄격한 구분에도 불구하고 이 두 영역의 매개를 

또한 당위적인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 

N ow even if an immeasurable gulf is fixed between the sensible realm of the concept of 

nature and the supersensible realm of the concept of fìτeedom， so that no transition is 

posssible from the first to the second (by means of the theoretical use of reason), just as if 

they were two different worlds of which the first could have no influence upon the second, 
yet the second is meant to have an influence upon the first. The concept of freedom is 

meant to actualize in the world of sense the purpose proposed by its laws, and consequently 

nature must be so thought that the conformity to law of its form at least harmonizes with 

the possibility of the purposes to be effected in it according to laws of freedom. There must, 
therefore, be a ground of the unity of the supersensible, which lies at the basis of nature, 

with that which the concept of freedom pradically contains; and the concept of this ground, 

although it does not attain either theore뼈caly or practically to a knowledge of the same, 
and hence has no peculiar realm, nevertheless makes possible the transition from the 

mode of thought according to the principles of the one to that according to the principles of 

the other. (12. 27-8) 

자연계와 초자연계와의 이런한 당위적인 연관성을 피력한 뒤 칸트는 그 다음 부분인 

“철학의 두 부분을 하나의 전체로 결합시키는 매개로서의 판단력의 비판에 관하여”에서 

그 매개체로서의 판단력의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 

But in the family of the supreme cognitive faculties there is a middle term between the 

understanding and reason. This is the judgment, of which we have cause for supposing 

6) w판단력 비판』의 인용은 우리말 번역에 이 석윤 역을 참고했으며， 영역본은 J. H. Bernard의 
것을 사용했다- 필자가 일차적으로 참고한 책이 Bernard의 영역본이고 포우의 작품인용도 본 

문에서 분리시켜 할 경우 영어원본을 그대로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칸트의 인용도 본문내용에 

서는 우리말로， 따로 인용할 경우는 영역본을 인용하기로 한다 참고를 위해 영역본의 쪽수를 

먼저 그리고 우리말 번역의 쪽수를 뒤에 표시하며. 우리말 번역의 경우 필자의 의도대로 구문 

과 어휘 선택을 달리했음을 밝혀둔다 본문내용에 씌여진 우리말 번역어의 경우 필요에 따라 

서 영어를 같이 표기하기로 한다 

7) 이 점에 대한 보다 자세한 칸트의 논의는 r실천이성비판』의 영역본 43-52를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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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rding to analogy that it may contain in itself, if not a special legislation, yet a special 

principle of its own to be sought according to laws, 암lOugh merely subjective a priori. This 

principle, even if it have no field of objects as its realm, yet may have somewhere a 

territory with a certain character for which no other principle can be valid .... For al1 

faculties or capacities of the soul can be reduced to three ... : the faculty of knowledge, the 

feeling of pleasure and pain, and the faculty of desire. For the faculty of knowledge, the 

understanding is alone legislative .... For the faculty of desire , as supreme faculty 

according to the concept offreedom, the reason ... is alone a priori legislative. Now between 

the facluties of knowledge and desire there is the feeling of 마easure ， just as the judgment 

mediates between the understaI뼈ing and the reason. 03-5 , 28-31) 

판단력의 자율성에 대한 논의는 판단력에 대한 정의(定義)와 미감적인 판단→목적론적 

인 판단과 대조적인 의미에서의-의 특성에 대한 논의로 이어진다 “판단력 일반은 특수 

냉artic빼ar) 를 보편 (universaO 이-래에 포함된 것으로서 사유하는 능력이다. 보편(규칙， 

원려， 법칙)이 주어져 있는 경우에는， 특수를 보편아래에 포섭하는 판단력은 규정적 

(cleterminant) 이다. 그러냐 오직 특수만이 주어져 있고 판단력이 특수에 대하여 보편을 

찾아내야할 경우에는， 판단력은 반성적 (re뼈ec빼ve) 이다"05 ， 3 1). 

그런데 자연현상은 너무 복잡하고 다양해서 순수오성의 법칙만으로는 일일이 파악하기 

힘들다. 따라서 오성의 법칙이외에 많은 특수한 자연법칙을 상정해야하는데 이 자연 법칙 

들이 오성이 제공했을 것과 같은 통일성 (unity)을 갖고 있다고， 다시말해서 판단하는 주체 

틀의 주관에 의해 결정되면서도 동시에 보편적인 것이라고 칸트는 주장하는테， 이 경우에 

사물을 그 사물의 목적개념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이 오성의 인식론적 규정적 판단이라면， 

이런 목적개념 (concept of purpose) 없이 그 사물들의 형태를 보고 그것들에게서 역으로 보 

편적 볍칙을 이끌어내는 것이 바로 자연의 합목적성 (purposiveness of nature , 혹은 

purposiveness wi밟out purpose) 이며 이런 반성적 판단이 바로 판단력의 원칙이다. 즉， 

“자연의 다양한 특수적 법칙들에 있어서 자연이 자연에 대한 윈리들의 보편성을 발견하려 

는 우리들의 요구에 ... 합치한다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통찰한다 하더라도 우연적인 것 

으로 판정할 수 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오성의 요구에 대해서는 그것은 

불가결한 것으로서， 따라서 합목적성으로서 판정되지 않으면 안된다"(23 ， 40). 

판단력의 보편성을 상정하면서， 즉 보편성에 대한 오성의 요구를 강조하면서 칸트는 따 

라서 판단력과 오성사이의 긴밀한 협조를 역설하고 있다 “특수한 법칙들에 따르는 자연 

의 질서가， 우려의 이해력을 초월한， 그러나 적어도 가능한 모든 다양성과 이종성을 띠고 

있읍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이해력에 실제로는 부합한다고 함은， 우리들이 통찰할 수 

있는 한에 있어서는 우연적인 일이다. 그리고 그러한 자연의 질서를 발견하는 것은 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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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한 직무이거니와， 오성은 이 직무를 그의 필연적 목적， 즉 원리들의 통일을 자연에 도 

입하려는 목적을 위하여 의도적으로(designedly) 수행하는 것아다. 그리하여 이 목적을 판 

단력이 자연에 대하여 부여하지 않으면 안된다. 왜냐하변 오성은 이 점에 관해서는 자연 

에 대하여 어떠한 원리도 지정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23. 41). 칸트의 논리에 따르면 

이 경우에 만약 오성이 자연에 대해 원리를 지정한다면 그것은 미감적 판단이 아닌 인식 

론적 판단이 될 것이다. 

칸트는 미감적 판단에 대해서 『판단력 비판』의 1편중 특히 1장 “아름다움의 분석론 

(A묘alytic ofthe Beautiful)" 에 서 성 질 (앵때aHty) . 분 량 (얘때a:ntity) . 목적 의 관계 (relatio:n of 

함urposes) . 대상에 대한 만족의 양상(mo빼a:ity) 등의 네 범주로 나누어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그중에서 중요한 것을 들자변， 취미판단은 첫째 며강적 편단으료샤 대상악 목적아 

냐 개 념 으로부터 또 대 상에 판한 관섬 (i:nterest)-좋은 관삼 이 건 나쁜 관심 。1 천-으로부터 

자유로운 사심없는(밟S뼈terested) 순수 판단아벼， 둘째， 사심야 없기 때문에 타자에게 전 

달될 수 있는 보편적 판단이고， 셋째 대상의 질료 (matter)약는 절대적으로 분리왼 때상엌 

형태 (form) 에 대한 순수 미감적 판단이라는 것이다. 이런 주장들의 자세한 논의를 떠나서 

앞으로의 숭고의 분석론과의 비교를 위해서 주목해야 할 것은 취미판단은 앞새 지적환 바 

와 같이 보편적인 판단이 되기 위해서는 오성과의 최소한의 조화를 이루어야한다는 것이 

주어진 다양한 표상들을 종합하는 능 다. 미감적 판단을 행하는 주요 인식능력이 직관에 

력 인 상상력 인 만름 이 같은 칸트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말로 나타난다 

빔118 cognitive powers, which are involved by this repI’esentaion, are here in free play, 
because no definite co:ncept limits 뼈1em to a definite rule of cognitoin. 뼈ence the state of 

mind in this representation must be a feeling of the free play of the representative powers 

in a given representation to a cognition in general (52. 75) 

미감적 판단에서는 직관들의 다양을 종합하는 상상력과 그 다양을 개념애 의해 통일하 

는 오성사이에 규정적인 일치는 아니지만 (이렬 경우 객관적 인식판단아 된다) . 일반적인 

최소한의 합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며， 야 “상상력과 오성의 자유로운 유동”이 바로 

취미판딴에 있어서의 표상방식이 가지는 주관적인 보펀적 전달가능성을 보장한다. 

흥미로운 져으-^ '- 아름다움의 분석론에서 c 
기→ 인식력-상상력과 오성-과의 관계를 말할 

때， 칸트가 상상력의 우위를 강조한다는 점이다‘ 즉 칸트는 “정신력 (mental powers) 이 우 

려가 아름랍다고 부르는 것을 가지고 자유롭게 그래고 우규정적-함목적적으로 즐기는” 경 

우에 “오성이 상상력에 봉사하는 것이요， 

정하고 있다(79 ‘ 105-6) 후에 자세히 

λLλL멍이 
。 0-'-1 오성에 봉사하는 것아 아니다”라고 단 

논의되겠지만 상상력이 표상 (re맹resentations) 애 

관련된 능력이고 오성이 자연개념 (CO)(1ce용ts ofnat뼈re) 에 판련된 능력임을 감안하면 취마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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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은 엄격히 말해서 감성적인 영역과 초감성적인 영역 사이의 매개적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논의를 잠시 제쳐두고 취미판단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짓자변， 상상력과 오성의 법칙 

사이의 자유로운 유희적 조화에서， 즉 자연의 형태에서 합목적성을 발견하는 데서 즐거움 

(pleasure) 의 감정 (feeling) 이 유래 한다 8) 즉 , “직 관의 대 상의 형 식 (form) 의 포착에 만 즐 

거움이 결합되어 있고 직관이 일정한 인식을 위하여 어떤 개념에 관계되지 않을 경우에 

는， 그로 인해서 표상은 객체에 관계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주관에만 관계하는 것이 

다. 그리고 그 경우에 즐거움이 표현할 수 있는 것은， 반성적 판단력에 있어서 유동하고 

있는 인식능력들 오성과 상상력-에 대한， 그리고 반성적 판단력안에 있는 한에 있어서 

의 인식능력들에 대한 객체의 적합성에 지나지 않으며， 따라서 객체의 주관적 형식적 합 

목적성 뿐이다"(26 ， 44). 

따라서 취미판단은 오성의 개념과 관련없이 오로지 즐거움과 고통의 느낌과 관련해서만 

대상을 판단하지만， 대상의 형식에서 합목적성을 찾아내는 것이 아름다움에 대한 미감적 

판단이므로 그 감정은 오로지 즐거움에만 한정되어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반대로 숭고 

한 것은 즐거움과 고통이 역설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복합적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칸트는 

아름다움과 숭고함에 대한 미적 판단이 모두 규정된 개념들이 아닌 미확정된 개념들 

(indeterminate concepts) 에 의존하는 반성판단(reflective judgment)이라는 점에서 일치하 

지만， 아름다움과 숭고함의 차이를 매우 세세히 필자 자신의 구분에 의하면 적어도 127r 
지로 분리해 비교하고 있다. 그중에서 중요한 구분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연의 아름다움은 일정한 한계 (definite boundaries) 를 갖고 있음으로해서 성립 

되는 대상의 형식 (form)과 관계되어있다. 반벌， 숭고함은 몰형식적인 (formless) 대상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이 경우 그 대상에 있어서 혹은 그 대상으로 인해서 무한정성 

(boundlessness) 이 표상되지만 그 무한정성의 총체성 (totality) 또한 사유된다. 그래서 아 

름다움은 미 확정 적 인 오성 개 념 의 현 시 (presentation of indefinte concept of understanding) 

이지만， 숭고함은 미확정적인 이성개념의 현시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82 ， 108) 

둘째， 아름다움은 그 형태의 합목적성과 상상력의 자유로운 유희로 인해 직접적인 즐거 

움을 가져오지만 숭고함의 감정은 생명력들 (vital powers)의 일시적 정지에 이어 더 강력 

하게 넘쳐흐르는 것이어서 간접적인 것이며， 상상력의 자유로운 유희라기 보다는 엄숙한 

활동 (earnest in the exercise ofimagination) 이 고 , “대 상에 게 끌려 갈뿐만 (attracted) 아니 

라， 부단히 대상으로부터 반발(repelled) 되기도 하기 때문에， 숭고한 것에 대한 감정은 적 

8) 감정 에 관한 칸트의 더 자세 한 구분 the pleasant which gratifies , the beautiful which 
pleases, the good which is esteemed 은 논의 에 서 제 외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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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적인 즐거움 (positive pleasure) 이라기 보다는 경탄이나 경외를 내포하고 있으며， 다시 

말하면 부정적인(혹은 소극적인) 즐거움(negative pleasure)이라고 불러야 마땅한 것이다” 

(83. 109) 

따라서 자연의 대상들은 아름다움과는 반대로 숭고성의 감정에 부정적으로 작용한다. 

“자연의 아름다움은 그 자체가 만족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우리가 

대상에 대해서 사유하지 않고 단지 그것을 포착할 때에 우리의 내부에 숭고의 감정을 일 

으켜주는 것은 형식상 우리의 판단력에 대해서는 반목적적이며 (vilate pur륭ose) 우리의 현 

시 능력 (presentative faculty) 에 는 부적 합하며 , 상상력 에 대 해 서 는 말하자면 난폭한 것 같 

이 보일는지도 모트지만 그것은 그 때문에 더욱 숭고하다고 판단되는 것이다"(83. 109) 

칸트는 그래서 아름다움과 숭고함에 관한 결정적인 차이를 유도해 낸다. 즉 우리는 자 

연대상을 아름답다고 부를 수 있지만 그것들을 숭고하다고 부르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 

이다. 아름다음이 불확정적인 오성개념의 현사이고， 숭고함이 불확정적인 이성개념의 현 

시라면， 여기에는 필연적인 모순이 개입되어 있다 칸트가 말하고 있듯이 숭고함의 경우 

에 “ ‘그 대상은 우리의 마음 속에서만 찾아 볼 수 있는 숭고성을 현시하는 데 적당하다’ 

고 밖에는 더 이상 말할 수가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본래의 숭고함이란 감성적 형식 

(sensible form) 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성의 이념들에만 관계하는 것이기 때문 

이다 따라서 칸트가 부정적인 즐거움이라고 말했을 때， 그 의미는 상상력과 이성의 독 

특한 관계를 암시하고 있다. “l:l]록 이념에 적합한 현시는 가능치 않지만， 바로 이 부적합 

성이 감성적으로 현시됨으로 해서 이성의 이념들은 마음 속에 불러일으켜진다. 그리하여 

폭풍우로 동요하는 넓은 대양은 숭고하다고 부를 수가 없다. 그 모습은 무섭다. 그리고 

그와 같은 직관에 의해서 마음이 감성을 버리고 보다 높은 합목적성을 내포하고 있는 이 

념 에 관계 하도록 (b묘sy itself with) 자극을 받음으로써 숭고한 감정 을 가지 게 되 려 면 , 마음 

에는 미리 다양한 이념들로 가득채워져야 한다(84. 110). 

이 경우에 합목적성은 자연과 독립해서 인간의 마음속에서 찾아지는 것이며 , 이 이성의 

이념들이야말로 오성의 자연개념들과는 다른 초감성적인 개념들이다. 칸트는 크기와 관련 

된 수학적 숭고함 (the mathematically sublime) 과 힘과 관련된 역동적 숭고함 (the 

dynamically sublime) 의 논의에서 이와 같은 주장을 되풀이하는데， 주목해야 할 것은 아 

름다움의 취미판단에서와는 달리 숭고함의 감정에 대한 논의에서 상상력은 오성이 아니라 

이성과 최소한의 조화로운 관계를 가지며， 따라서 오로지 숭고함의 경험에서만 감성과 초 

감성과의 매개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이러한 매개는 상상력이 압도하는 자연 

앞에서 자신의 극단적 한계와 이성의 총체성의 요구에 부딛쳐 총체성(이념)의 현시에 실 

패하고 이성에 순종함으로써 역설적으로 자연에 대한 인간 이성의 우위를 경험하는 가운 

데 즐거움을 느끼게 된다 9) 즉， “감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숭고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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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를 수 없다. 그러나 우리의 상상력에는 무한히 진전하려는 노력이 있고， 우리의 이성에 

는 실재적 이념으로서의 절대적 총체성에 대한- 요구가 있기 때문에 감성적 사물의 크기를 

평가하는 우리의 능력이 이 이념에 대하여 그처럼 부적합하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내부에 

초감성적 능력의 감정을 환기하는 것이다"(88 ， 115) 

다시 말해서， 숭고의 대상은 상상력의 편에서는 고통을 아성의 편에서는 즐거움을-비 

록 이성이 감정과는 무관한 능력이지만 이성의 개념에 합목적적이라는 점에서 일으킨다 

고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런 인간 내부의 초감성적 능력을 느낌으로해서 인간은 외적자 

연의 위험으로부터의 보존과는 전혀다른 자기보존을 느끼고 자연앞에서 인간의 우위를 느 

껴보는 숭고의 경험을 하게된다. 그리고 이 숭고의 경험은 초김성적인 절대자에 대한 간 

접적인 경험을 가능케하는데 이 부분이 바로 감성적인 것과 초감성적앤 것의 매개애 대한 

가장 직접적인 캘-트의 언급이다. 칸트는 역등적 숭고함의 분석에서 다음과 같아 말하고 

있다. 

Everything that excites this feeling in αs e. g. the might of nature which calls forth our 

fouces , is called then (although irnproperly) sublirne. Only by supposing this idea in 

ourselves and in reference to it are we capable of attaining to the idea of the sublirnity of 

that Being which produces respect in us, not merely by the might that it displays in nature, 

but rather by means of the faculty which resides in us of judging it fea뼈essly and of 

regarding our destination as sublime in respect of it. (l 04 , 132) 

중요한 것은 칸트가 감성적인 것과 초감성적인 컷의 매개로서악 숭고함을 자연이 아년 

인간내부의 。1 성의 능력에서 찾고 있다는 것이다. 상상력이 오성보다 우위를 점하는 아름 

다움의 취미판단에서와는 달리 숭고함의 판단에서 상상력은 이성에 자랴를 내주고 만다. 

이 숭고함의 판단은 아름다움의 판단보다도 더 교양(culture) 을 필요로 하지만 근본적으로 

그것은 “인간의 본성 (human nature) 에， 우리가 상식적 이해력과 같이 누구에게나 가대할 

수 있고 누구에게나 요구할 수 있는 것， 즉(실천적) 이념들의 감정으로 향하는 성향， 다 

시 말하면 도덕적인 것으로의 성향에 있는 것이다" 005 ‘ 134) . 

9) 총체성은 순수이성만이 관계하는 개념이다 선험적 이념들， 즉 순수이성의 개념들은 오성의 
개념들에 통일성을 주는 자연의 인과관계로 부터 절대적으로 자유롭고， 오성개념틀이 속박되 

어있는 제약들로 부터 벗어나 그 제약들을 종합적으로 통일하는‘ 즉 ‘모든 제약 일반의 무제 

약적 인 종합적 통일" (the unconditioned synthetic unity of all conditions in general" 에 관계 한 
다 예를 들어 이 선험적 이념들은 생각하는 주체의 절대적 통일로서의 영혼 (soul) . 현상제약 
들의 계 열 (the series of conditions of appearance) 의 절 대 적 통일 로서 의 세 계 (world) . 그리 고 
생각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것들의 조건의 절대적 통일로서의 절대자， 혹은 신 (God) 등이 

다순수이성비판』의 “선험적 변증론”의 1편 2절 “선험적 이념들”과 3절 “선험적 이념들의 

체계”를 참고할 것 (영역본. 315-26 국역본 27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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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언하면， 숭고성의 판단은 “인간의 도덕적 감정의 전제” 하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인데 

칸트의 숭고성의 미학의 핵심을 이루는 이 주장은 낭만주의와 합리주의의 미학을 구분하 

칸트와 포우의 숭고의 미 학 

결정적인 중요성을 지닌다. 즉， 칸트의 미학은 감성적인 것과 초감성적인 

것의 연결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징-엄한 자연속에서 절대자의 존재를 느껴는 숭고함의 경 

숭고 (romantic sublime)의 개념에 영향을 줄 수 있었지딴， 

능력으로 귀속시켰다는 점얘 

는 데 있어서 

험이라는 의미에서의 낭만적 

근본적으로 그 숭고함의 원천을 자연이 아닌 인간의 이성적 

서 인간중심적 합리주의적인 미혁으로 남게 되는 것이다. 

칸트가 얼만큼 인간중심적인가는 그의 아름다움의 분석에서도 드러난다 앞애서도 분명 

히 논의되었지만 초강성적얀 이념(뼈ea)과 감성적얀 현시의 매개는 아름다움야 아년 숭고 

함의 경험에서만 가능하다 그러나 칸트는 아름다움의 분석론‘해서도 어념의 감성적 헌사 

얘 근접한 것을 논의하고 었다. 그는 모든 취미판단의 EL햄야 되는 취미의 최고전형， 즉 

원형은 이념이겠지만 이념은 강성적인 것으로 현시될 수 없가 때문에 우리는 “아냄애 적 

합한 개 별적 존채 자의 표상” 으로서 의 이 상(뼈eal)-취 머 콸단의 원형 이 므로 아름다움익 이 

상 을 추구하는데， 이 아름다움악 이상마저도， 모든 이상과 관련된 판단에는 아성의 。I

념이 근저에 놓여있고 오로지 인간만이 이성에 의해 자신의 목적을 결정하기 때문에， 서1 

상의 만물가운데 인간일 수밖애 없다고 단정짓고 있다(69-70. 93-4). 즉， 궁극적으로 상 

상력의 산물인 이 아름다움의 이상마저도 초감성적인 이성의 개념의 현시와 여하간 관계 

되어있는한， 자연이 아닌 인간이라는 결론이다. 

쩨
 빠
 

이제 앞서 언급한 포우의 두 작품에 나타나는 숭고함의 경험을 지금까지 살펴본 칸트의 

숭고의 미학과 비교 분석해보기로 한다. 자연의 장관이 불러일으키는 말로 표현할 수 없 

는 공포나 전율에 대한 포우의 언급은 여러 작품에 자주 등장하지만-예를 들어， “없S. 

합oun빼 in a Bottle," “The Un함araHeled Advent뼈re of One Hans Pfaall"- 이 런 두려 움의 

김정만으로는 캔트적인 숭고함의 경험이 성립되지 않는다 숭고함의 경험에는 필수적으로 

합리적인 마음의 작용이 동반되어야한다. 먼저 살펴볼 “A Descer뼈 into the 뼈aelstr때m" 은 

노르웨이의 어부인 주인공 

。1 형제들과 낚시하러 갔다가 계산 착오로 큰 소용돌이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경험을 보여 

주는 이 이야기에서 주인공은 그 엄청난 공포의 순간에 매우 냉철한 판단을 함으로써 그 

그 경험담을 들려주고 있다. 주인공의 배가 소용뜰야의 

이런 점에서 숭고함의 경험을 예시해주는 대표적인 작품이다. 

워기를 벗어나고 후에 화자에게 

가장자리에 아슬아슬하게 걸쳐있는 순간에 주인공은 자신의 마음속에서 놀라운 변화를 경 

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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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may appear strange, but now, when we were in the veIγ jaws of the gulf, 1 felt more 

composed than when we were only approaching it. Having made up my mind to hope no 

more, 1 got rid of a great deal of that terror which unmanned me at first. 1 suppose it was 

despair that strung my nerves. It may look like boasting-but what 1 tell you is truth,-I 

began to re윌g따 how magnificient thing it was to die in such manner, and how foolish it was 

in me to think of so paltry a consideration as my own individual life, in view of 80 

wonderful a manifestation of God’ 8 power. 1 do believe that 1 blushed with shame when 

this idea cros8ed my mind. After a little while 1 became posses8ed with the keenest 

댈깐osity about the whirl itself. 1 positively felt a wish to explore its depths, even at the 

sacrifice 1 was going to make. (82-3 밑줄 필자 강조) 

주인공의 최초의 공포와 절망의 감정은 반성 (reflection) 을 통한 경이로움(wonder)의 절 

제된 감식으로 바뀌어지고 있으며 그래서 그 경이로움의 경험은 간접적일뿐 아니라 칸트 

의 숭고의 판단에 수반되는 복합적인 감정에 가깝다. 더구나 선원이 경험하는 숭고함은 

그의 사심없음(disinterestedness)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선원은 자신의 생병 (“myown 

individuallife" )에 대한 집착을 사소한(“paltry" ) 것이라고 말하며 이 초연한 태도가 그로 

하여 금 두려 움을 극복하고 첨 예 한 호기 심 ( “the keenest curiosity") 을 가지 고 소용돌이 속 

에서 자연의 경이로움을 관찰하게 한다. 레빈(묘arry Levin) 이 지적하듯이 。l 장면에서는 

정신이 물질에 대한 통제를 행사하고 있다(1 06) 여기서 주인공으로 하여금 이런 통제를 

행사하게 하는 내적 능력이 정확히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이 았을 수 있겠지만， 

이 능력이 합리적인 것이란 점에서는 평자들간에 의견의 일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10) 

이들이 지적하는 합리적인 정신적 힘이 칸트의 숭고함의 미학에서 핵심을 이루고 있음 

은 이미 논의되었다. 실제로 주인공의 경험은 “공포를 느끼는 사람은 자연의 숭고한 것에 

대하여 전혀 판단을 내렬 수 없으며 .. 자연이 우리의 미감적 판단에 있어서 숭고하다고 

판정되는 것은， 그것이 공포를 일으키는 한에 있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내 

부에 우리의 힘 (이 힘은 자연이 아니다)을 불러 일으키기 때문인 것이다. 이 힘은 우리들 

이 염려하고 있는 것(재산， 건강‘ 생명)을 작은 것으로 간주하는 힘이다"000-0 1. 128 

29) 라는 칸트의 숭고함에 대한 발언에서 매우 적합한 철학적 설명을 찾게 된다 주인공은 

또한 칸트가 말하는 숭고한 사람 즉 “어떤 것으로 부터도 움츠러들지 않고‘ 어떤 것도 두 

려워하지 않으며， 따라서 위험에 굴복하지 않고 오히려 아주 신중하고 단호하게 위험에 

10) 로버트 슐만(Robert Shulman)은 선원을 압도적인 혼돈에서 구원해주는 이 정신적 능력을 칸 

트의 이론과 매우 유사하게 이성과 상상력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정작 칸트에 대한 언급은 하 

고 있지 않다 (253-54) 이 능력의 합리적 요소를 지적하는 글로서는‘ Finholt 85. Sweeney 
23 ‘ Ljungquist 77을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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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서는 인간"002. 130) 이라고 볼 수 있다. 

사실 소용돌이를 횡단하는 일 자체가 생명을 걸만큼의 용기(“courage") 를 요구하며 끔 

찍 한 위 험 ( “a horrible dange:r" )을 수반하는 일이 었으며 형 제 들 가운데 그가 가장 용감했 

읍도 쉽게 알 수 있다. 소용돌이의 모습을 목격하는 경험에 대해서 주인공 스스로도 “나 

는 용기를 내어 그 장면을 다시 보았다 내가 주위를 둘러보았을 때 가졌던 공포， 경외， 

그리고 감탄의 감정을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208) 라고 말하고 있다. 또한 이 단편소설 

의 화자가 높은 절벽이 두려워 엎드려있는 가운데， 주인공은 그것을 “작은 절벽" (little 

cliff) 이라고 부르며 벼랑끝에서 태연하게 누워있는 것도 그의 용기를 돋보이게 하는 장면 

이다. 

주인공의 태도는 그의 형의 태도와 큰 대조를 이룬다. 주인공의 형은 배가 소용돌이 속 

으로 빠져들어가는 순간에 공포에 질려 선미에서 잡고 있던 통을 버리고 주인공이 잡고 

있던 선두의 링볼트를 빼앗으려 한다. 주인공은 그의 형이 광기에 사로잡혀 있다는 사실 

을 알고 있음에도 일종의 “슬픔" (맑ief)을 느끼며 링볼트를 내주고 자신이 선미의 통을 잡 

게 되는데， 이 때 주인공의 슬픔 역시 칸트가 말하는 숭고한 슬픔， 즉 “운명이 다른 사람 

들에게 가하는 악이 아니라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행하는 악” 에 대한 슬픔과 유사하 

며， 또 주인공은 “일절의 사회로 부터 격리고립된다는 것도， 만일 그러한 고립이 모든 감 

성적 관섬에 초연한 이념위에 기초를 둔것이면， 역시 무엇인기- 숭고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1 17.147)는 칸트의 발언에 적지 않게 부합한다. 

칸트의 후기 장편 산문시인 Eurekα (1 848)도 “A Descent into the Maelstrom" 못지 않 

게 칸트의 숭고함에 대한 적절한 문학적 표현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포우는 이 장편산문 

시의 서두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뾰e who from the top of AEtna casts his eyes leisurely a:round, is affected chiefly by the 

extent and dive:rsity of the scene. Only by a rapid whirling on his heel could he hope to 

앉멘~뇨g팩 the panorama in the sublimity of its oneness (211 필자 강조) 

산의 정상에서 주위의 모든광경을 통일성의 숭고한 모습으로 모두 포착하기 위해서는 발 

끝으로 빨리 돌아야만 가능하다는 이 말은 곧 칸트가 수학적 숭고함에서 대상의 크기에 

대한 산술적인 포착(app:rhehnsion)은 무한대로 가능하지만， 그 대상의 크기의 평가를 위 

한 미학적 측정으로서의 총괄( comprehension)은 상상력으로서는 한계가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이성이 총체성 (totality) 을 요구하기 때문에 총체성의 요구에 수반되는 상 

상력의 한계와 이성의 불가피한 환기， 혹은 개업에서 역설적으로 숭고함이 경험된다는 발 

언과 놀라울 정도로 부합한다. 

상술한 포우의 발언은 총체성 포우의 말로는 “oneness 에 대한 필요와 그 불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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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설에 관한 또 다른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각별한 주목을 요한다 숭고함의 을 동시에 

주위를 궤도를 따라 공전하는 엄청 목성이 태양의 좋은 예는 포우가 우주론을 설명하면서 

난 속도에 대한 상상적 경험에 대한 묘사에서 나타난다. 

The thought of such a phaenomenon cannot weH be said to st，αrtle the mi뼈-it palsies 

and appals it. Not unfrequently we task oux' imagination in picturing the capacaties of an 

angel. Let us fancy such a being at a distance of some hundred miles from Jupiter-a close 

eye-witness of this planet as it speeds on its annual revolution. Now can we, 1 demand, 

fashion for‘ ourselves any conception so distinct of this ideal being’s spiritual exaltation, as 

thαt involved in the supposition that, even by this immeasurable mass of matter, whirled 

imme냥iately before his eyes, with a velocity so unutterable, he-an angel-angelic though 

he be-is not at once str’uck into nothingness and 。γerwhelmed? (285) 

즉 압도적인 자연(우주적) 

힘에 대해 정신적 

숭고함에 

현상앞에서도 압도당하거나 움츠리지 않고 이런 물질(“matter" )외 

관한 이중적인 태도가 엿보얀다. 여기에서도 포우의 

고양 

그러한 숭고한 

우월성을 보여주는 것 

아닌 천사라는 점에 

존재를 상상하는 것은 곧 인간의 

욕망이 천사에게로 투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인간 정신의 

이라면， 다른 한편으로는 숭고성의 경험을 하는 존재가 결국 인간이 

서 인간의 무한한 것에 대한 능력의 한계를 동시에 예증해주고 있다. 

( “spiriutal exa뼈a뼈on") 을 느끼 는 천사의 

옮기 모순을 실행에 우주의 창조원리를 밝히려는 포우의 시도 자체가 이런 Eureka어l 서 

‘나는 무한을 생각할 수 없고 어느 인간도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확신한 

‘무한’ 으로 향하는 성 향이 있으며 . 

。T 포
 

고 있다. 

이〔무한 “인간 정선은 명백히 다”고 단언하지만(224) , 

불가능한 개념을 열정적으로 동경하는 것 이라는〕 이념의 환영을 즐긴다 인간 정신은 이 

“불가능 도달하고자 하는 이 대한 이해에 “무한한 것”에 있듯이 보인다”고 말하고 처럼 

한” 시도를 하고 있는 셈이다(280) 

논리적으로는 불가능한 절대와 무한에 대한 언식이 인간에게는 당위적으로 요구되고 있 

다는 포우의 발언은 롱펠로우의 Ballαds and Other Poems에 관한 서평에서도 나타냐는데， 

요소가 “천상의 아름다움 영혼이 지상의 형태틀을 배열해서는 그는 시의 첫 번째 여기서 

없는 /‘ 
기-어떤 가능한 혼합도 만들어낼 얻을 수 없는 아름다움-아마도 이러한 형태들의 

요소를 새롭-존재하는 아름다움의 요소가 이미 둘째 아름다움” 에 대 한 갈망 (thirst) 이 며 , 

초감성적인 것과 그 도 이런 갈망을 충족시키려는 시도라고 말함으로써 조합함으로써 게 

있다(뾰ough 119-표명하고 결합을 동시에 간극괴 시도사이의 것으로의 없는 /,-달할 

본능 불멸적얀 인간의 하는데， 유사한 발언을 이와 “The Poetic Principle" 에 서 도 20) , 

대한 

노력”이라고 설명하며 다음과 같이 

아름다움에 현상의 것이어서 대한 욕망과 같은 

도달하려는 열광적 

멸에 

감식 뿐 아니 라 “천상의 아름다윤에 

(immortal instinct) 은 나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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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고 있다. 

Inspired by an ecstatic prescience of the glories beyond the grave, we struggle, by 

multiform combinations among the things and thoughts of 없.me ， to attain a portio of that 

Lovelines whose very elements, perhα:ps ， appertain to eternity alone. And thus when by 

뻐etry .... we find ourselves melted into tears-we weep them-not ... excess of 양leasm‘e， 

but through a certain, 맹etulant， impatient SOITOW at our inability to grasp noμ" wholly, 

here on earth, at once and for ever, those divine and rapt뼈rous joys, of which through the 

poem, or through the music, we aUaÍn to but brief and indeterminate glimpses ‘" (388) 

즉， 천상적 아름다움에 대한 접근은 오로지 정근선적으로만 가능하벼 그것도 자연의 형태 

에서가 아니라 예술적 형식에 의해 가능하다는 말언데， 여가에샤도 숭고함외 쟁우에서처 

럼 초감성적인 것의 감성적인 것으로의 불가능한 현사에 대한 욕구가 핵심적얀 왜용-을 얘 

룬다. 

이와 같은 모순적인 요구는 칸트의 『판단력 벼판』에서 잘 나타나고 있음은 야머 논의 

된 바 있다~판단력 벼판』의 머리말에서 감성적인 것과 초감성적인 것간의 연관성이 논 

의되는데， 흥미로운 것은 이 서론에서는 주로 여-름다움과 자연의 합목적성， 그려고 취미 

판단이 다루어지고， 또 “숭고의 분석론”의 서론에서도 “숭고의 이론”은 “자연의 협-복적성 

의 미감적 판단에 대한 부록에 지나지않는다"(85.11 1)라고 언급될뿐 아니라， 정작 숭고 

함에 관한 분석은 이 부분의 1/3밖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런데 폴 드만이 지적하듯아 아 

덧붙여진듯한 부록이 결국 핵섬적인 중요성을 지니게 된다(90) .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진 

정한 의미에서의 감성적 영역과 초감성적 영역과의 연관은 상상력과 오성의 자유로운 조 

화의 관계와 관련된 아름다움의 취미판단이 아니라 상상력과 이성과의 관련이 개입된 숭 

고의 판단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칸트에게 있어서 이 두 영역의 연관성을 모색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철학적 과제였으며， 왜 그가 숭고의 미학에서 상상력과 이성의 역설 

적인 조화라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는가를 짐작케 한다. 

폴 드만은 칸트의 숭고함약 개념의 모순에 초점을 맞추면서 칸트가 초감성적인 새계약 

감성적 세계로의 현시가 불가능하다고 말하면서도， “끊임없이 야 가상체 (noumenal 

g뼈뼈，y) 가 현상적으로(phe뼈omenaUy) 표상 (represented) 될 것을 주장하고 있으쩍 실제로 

이것이 숭고함의 분석론의 필수적인 부분이며， 사실상의 핵심이다”라고 역설하고 있다 

(91 ). 즉， 칸트는 숭고함의 소재를 자연야 아니라 인간마음의 이성능력에서 찾았고 또한 

자연의 숭고함은 단지 이 내적 숭고함이 치환(subre뺑ion) 된 것， 즉 “우리 주관에 있는 인 

간성의 이념에 대한 경외심을 객체에 대한 경외심으로 바꾸는 것 (96 , 124) 이라고 말하 

면서 초감성적인 것의 현시로.서 자연을 생각하체 (thi뾰k)된다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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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erally taken and logically considered, ideas cannot be presented. But if we extend our 

empirical representative faculty (mathematically or dynamically) to the intuition ofnature, 

reason infallbly intervenes, as the faculty expressing the independence of absolute totality, 

and generates the unsuccessful effort of the mind to make the representation of the senses 

adquate to these[ideas]. This effort-and the feeling of the unattainability of the idea by 

means of the imagination-is itself a presentation of the subjective purposiveness of our 

mind in the employment of the imagination for its supersensible destination and forces us, 
subjectively, to think nature itself in its totality as a presentation of something 

supersensible, without being able objectively to arrive at this presentation. (108 ,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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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칸트는 우리가 초감성적인 이념의 현시로서 자연을 알(know)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폴 드만은 인식과정과 분리된 이런 생각은 과연 그렇게 생각할 뿐이 라고 주장하는데 단지 

숭고함은 초감성적인 것의 현시와 일체의 인식론적 개념으 무엇인가라고 물으면서 칸트의 

있는 모순을 지니고 있으며， 상상력과 이성 분열되어 직관사이에 분리된 즉각적 로 부터 

부정적 조화라는 것은 극히 불투명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93-4) 칸트의 미학이론 

로돌프 가셰 (Rodolphe Gasché)는 모든 직 

능력 (faculty)은 개별적으로가 아니라 다른 

모순에 관한 폴 드만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의 

의 

인간심성의 관이 개념을 필요로 하며 따라서 

조화를 전제 숭고함이 상상력과 이성의 최소한의 능력과의 관계속에서 작동하므로 칸트의 

“/-. ~ 
걷)-.ll-로 한다는 것은 결코 모순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실제로 칸트는 가셰가 지적하듯이 

초감성적인 사용에 적절하다고 판정되는 관 있어서의 감성적인 것이 표상에 함은 자연의 

폴 드만이 말하는 순수 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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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서만 성립된다”라고 밝히고 있다007. 136). 

숭고함은 이성과 상상력사이의 

계에 

상 
---, 

칸트의 은 불가능하며， 

것을 환기시키는 초감성적인 굴복함으로써 스스로 이성에게 한계를 통해 상력이 자신의 

관계속에서 숭고함이 경험된다는 것이다(Gasch강 112-15). 

세계와 초감성적세계의 

불가능한 연결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철학적 

숭고함을 논하면서 블레이크(￦illiam Blake) 같이 절대적인 것을 볼 수 있다 

토마스 와이스 

숭고함은 감성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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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인가를 보는 능력에 대한 믿음 016. 146)과 같은 것이 한계를 넘어서 “감성의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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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ó. a 환시적 낭만주의의 미학과 영국 숭고함의 칸트의 라고 지적하면서 

보면 칸트의 미학은 낭만주의적인 전통을 아이러 (Weiskel 7) 폴 드만의 통찰력 에 비 추어 

칸트식으로 말하자면 부정적으로(negatively) 유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 

살펴본 초감성적 세계에 대한 포우의 언급은 그가 칸트의 철학적 과제를 

니컬하게， 

다. 

어쨌든 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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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실제로 무한한 세계의 불가능한 인식을 통경하는 욕구에 관한 

포우의 언급은 아름다움에만 한정된 것이 아님을 염두에 두어야한다. 예컨대 그는 

“Dreamland" 라는 시에서 시공을 초월하는 곳을 숭고하다고 부르고 있다 11) 그리고 /앞에 

서도 지적했지만 초기의 아름다움/숭고함/신비로움의 구분은 점차 사라져서 1845년 윌리 

스(Nathaniel Parker Willis) 라는 이 류시 인을 다루면서 아름다움이 라는 용어 를 숭고함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의미로 사용하고 있고(Hough 15) , 이를 “The Poetic Principle" 에서도 

반복하고 있을 만큼 둘 사이의 구분은 와해되었으므로 포우의 아름다움에 대한 발언은 숭 

고함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위에서 인용한 천상적 아름다움에 관한 포우의 언급들을 시사하면서 리온 채는 포우가 

칸트의 제자인 꾸쟁의 영향으로 절대적 세계의 현시로서의 자연을 결코 말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374).12) 바로 이런 점 때문에 포우는 낭만적 숭고함의 이론에서 거리를 두 

고 있고 칸트적인 미학이론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포우와 칸트의 차이， 포우의 

낭만적 성향도 결코 간과할 수는 없다 칸트는 초감성적인 것의 감성적인 것으로의 현시 

는 부정적으로밖에 이루어질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리지만 포우는 초감성적인 것의 현시를 

칸트보다는 더 한층 낭만주의적인 경향으로 몰고 갔다고 할 수 있다. 

리온 채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 A Descent into the Maelstrom" 에서 포우는 앞의 인용문 

에서 볼 수 있듯이 자연현상을 초감성적인 존재자인 신의 구현 “ a manifestation of God’s 

뼈wer"一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래서 칸트에서와는 달리 포우에게 있어서 자연은 초감성 

적인 세계로의 매개적 역할을 한다. 

The rays of the moon seemed to search the very bottom of the profound gulf; but still 1 

could make out nothing distinctly, on account of a thick mist in which eveIγthing there was 

enveloped, and over which there hung a magnificient rainbow, like that narrow and 

tottering bridge which Mussulmen say is the only pathway between Time and Eternity 

(208) 

주인공은 안개로 인해 소용툴이의 심연을 볼 수 없지만 무지개는 현상(Time)과 본질 

(Eternity)과의 매개적 역할을 한다. 또한 주인공은 소용돌이속으로 빠져들어가면서 구심 

력과 원심력에 관한 윈칙을 발견하게 되고 그로 인해 이 소용돌이에서 빠져나오게 되는 

11) (From) a wild weird clime that lieth, sublime,l Out of Space-• ut ofTime" (32) 

12) "Poe consistently asserts that the beauty of art can only euoke the idea of the beautiful Never 
in his writings does he exhibit any trace of that belief in N ature as a revelation of the divine 
essence .... For Poe, Nature itself is only transitory and ephemeral. Such a Nature can only 
evoke, but never reveal. It marks the difference between an aesthetics of effect and an 
aesthetics ofreve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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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이 자연원칙은 포우가 Eureka에서 발견하는 신의 의지의 발현으로서의 견인과 반발 

(“attraction and repulsion" )이라는 초감성적 원칙이라는 점에서 포우에게 있어서 자연과 

초자연의 세계의 관계는 칸트에게 있어서 보다 훨씬 연속적인 관계이다. 

포우는(칸트에게 있어서는 불가능한) 초감성적인 세계에 대한 지식을 과감하게 사도하 

고 있다는 점에서도 칸트와는 구분된다. 포우는 신의 본질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신이 

되어야한다는 불가능한 명제를 말하면서도， 동시에 “선에 대한 우리의 현재의 무지 

(ignorance)가〔인간〕영혼이 영원히 운명지워진 무지인가를 감히 묻고자 한다”고 말하며 

과감히 신의 속성을 알고자 하는 요구를 표명한다(226). 그려고 애 요구는 이 산문시에서 

실제로 관철되고 있다‘ 사의 제목의 뜻-“1 have 뼈UI뼈 it"-이 시사하듯아 , 포우는 

￡μrekα에서 뉴턴(뼈eVl'ton) , 라플라스(Laplace) , 커1플려(짧g렘er) 등의 과학볍칙을 망라하 

고 。1 들의 부족한 점 을 감히 보완하면서 까지 신의 우주 창조와 궁극적 인 우주의 창조점 

으로의 복귀에 대한 묵시론적 비션을 개진한다. 즉 정신 (s함업t) 인 선이 원초적 시립자 

(양rimor뼈ial 맹arlicle) 를 창조해내고 이 최초의 물질이 우주의 방방곡곡으로 형태를 달리하 

는 이질적인 물질들로 방사되지만→이 원칙을 포우은 “rep뻐SlOn “electricity , " 

“ma짧letism ， " “heat" 등의 원칙으로 부른다←긍극적으로는 통일 (Unity)의 원척에 의해서 

다시 모든 물질들이 하나의 원점으로 돌아요는데 다시 하나가 된 그 통일체는 물질이 아 

닌 “순수허 정신적이고 재별적인 신" (the purely Spiritual a뾰얘 Individual God , 308) 이며 

이런 창조의 과정은 무한히 되풀이 된다는 것이다. 이 우주론에서 정신과 울질사이의 구 

분은 와해되며， 모든 창조물은 고유의 정체성뿐 아니라 신의 정체성도 함유하고 있기 때 

문에 절대적인 존재의 일부가 된다. 포우가 아 글을 씀으로써 자신은 더 이상 생존할 이 

유가 없다13)고 까지 말한 그의 정신세계의 최종적인 구현체로서의 Eureka의 결론에서 포 

우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Guiding our imaginations by that omnipotent law of laws, the law of periodicity, are we 

not entertaining a belief ... that the processes ... be renewed foreve :r, and fo:rever, an얘 

forever ... at every throb of the Heart Di、rine? And now-this 圓eart Divine-what is it? It 

is our own. Let not the merely seeming ÍIτeverence of this 뼈ea frighten our souls from that 

cool exercise of consciousness, from th8.t de앙p tranquility of self-insepction, through which 

alone we can hope to attain the presence of this, the most sublime of truths , and look 생 

leisurely in the face. The 햄lenomena on which our conclusions must at this point depend 

are merely spü빼;ual shadows, but not the lesB thoroughly substantial .... What you call The 

13) “It is no use of reason with me now; I must die. I have no desire to live since I have done 
'Eureka ’ I could accomplish nothing more." (To 뼈aria Clemm: 7 July 1849, The Science 

Fiction of Edgαr Allan Poe의 Beaver의 Commentary 395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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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erse of Stars is but his [Divine 묘eing] present expansive existence‘ 묘e now f농els his 

life through an infinity of imperfect pleasures-the partial and pain-intertangled pleasures 

of those incondeivably numerous things which you designate as his creatures, but which 

are really but infinite individualizations of Himself ... 밤'hese creatures are all too, more or 

1ess, and more or less obviously, conscioius Intelligences; conscious, first, of a proper 

identity; conscious, secondly and by faint indeterminate glimpses, of an identity 111'i.뼈 밟e 

Divine Bei.ng of whom we speak-of an identity with God. (307-09) 

포우는 칸트의 합리론이 견지한 정신과 물질， 현상과 본질의 이원론을 l낭만주의적으로 해 

체하고 있다. 언간을 포함한 신의 모든 피조물은 절대자와의 연속성에 있가 때문에 인간， 

자연， 신은 하나로 통일되고 있다. 

포우에게 있어서 이런 우주적 비밀을 밝히는 능력이 상상력이라는 점 또한 칸트와의 주 

요한 차이다. 위에서도 볼 수 있듯이 상상력은 “의식의 냉정한 행사" (뼈밟 cool exerci엉e of 

consCÌousness) 와 묘순되지 않는다- 오히려 상상력은 아성을 능가하며 포괄하는 개념으로 

쓰여지고 있다. 포우는 “유일하게 진실된 사상가”는 “보편교육을 받은 열렬한 상상력의 

소유자”이며 (219) . 케플러가 그의 볍칙을 발견했을 때에도 그것은 관념적 능력이 아닌 상 

상력과 직관이었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포우가 절대자의 법칙을 발견하는 즉 무한으로 

가는 지적 도정에서 길잡이가 되는 능력도 직관이며 상상력이다. 다시말해서 상상력은 지 

적인 능력일반을 포함한 초감성적 절대적 세계의 문을 여는 인간 최고의 능력인 것아다. 

따라서 포우는 칸트의 합리론적 미학의 영향을 받고 지적인 인식과정을 중요하게 얘겼다 

는 점에서 여전히 합리주의적 요소를 지니고 있지만， 상상력의 무한한 확대와 그로 인한 

절대세계로의 투시를 시도한다는 점에서 최종적으로는 낭만주의적 통일론으로 가울어지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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