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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S. 엘리엇과 니체: 통합의 원리

김 구 슬

[국문초록]

T. S. 엘리엇의 형이상학은 주체와 객체, 감성과 이성의 통합을 그의 철학적, 미

적 발전의 이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플라톤 이래 전개되어 온 이원론적 유

산에 대한 끊임없는 길항의 산물로 읽을 수 있다. 이 글에서는 근대 예술철학사

의 두 거장인 엘리엇과 니체의 예술론을 통합의 관점에서 비교 분석함으로써 

근대 예술철학의 특징을 고찰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미래를 전망해보고자 한다. 

브래들리 철학을 지적 토대로 삼은 엘리엇은 지성과 감성이라는 예술철학적 주

제를 주관과 객관이라는 인식론적 주제로, 그리고 현상과 실재라는 형이상학적 

주제로 변용시키면서 통합의 주제를 자신의 예술론의 기초이자 궁극으로 삼았

다. 니체 역시 『비극의 탄생』에서 아폴론적 지성과 디오니소스적 감성의 통합
을 그리스 비극의 최고의 경지로 보고 있다. 니체는 통합의 원리에 근거한 예술

론을 『비극의 탄생』 뿐만 아니라 이후의 자신의 저술에서 지속적으로 개진해
나간다. 양자의 예술론은 역사철학의 발전 과정을 따라 지성과 감성, 주관과 객

관, 현상과 실재 등의 주제로 변용 논의되어왔다. 이러한 형이상학적, 역사철학

적 주제는 모순과 갈등의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 예술의 최고 경지인 조화와 

통합의 세계를 보여줌으로써 이를 통해 미래의 예술과 인간이 나아가야 할 방

향을 제시해줄 것이다.

주제어: 엘리엇, 니체, 브래들리, 통합의 원리, 그리스 비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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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들어가는 말

서구 형이상학은 현상과 실재, 감성과 이성, 주체와 객체를 분리한 이성중심주

의적인 이원론적 형이상학으로서 소크라테스, 플라톤(Plato)을 거쳐 근대에 접어

들면서 데카르트(René Descartes)의 코기토(cogito) 이론으로 그 방점을 찍게 된

다. 서양문학사나 철학사는 비합리성이 함의하는 감성과, 합리성이 함의하는 이

성간의 길항과 대립의 전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사유와 논리, 이성을 토대로 

한 합리성은 플라톤에 이르러 공고해져 플라톤은 감정과 영감이 강한 시의 세

계를 부정하기에 이른다. 그리하여 버넌 홀(Vernon Hall)이 지적하듯이 시인은 

플라톤의 적이 된다.

생존 시인이든 작고 시인이든 시인은 플라톤의 적이었다. 시인들은 영감을 

받기 때문이다. 플라톤이 느끼기에 이것만으로도 시인들을 저주하기에 족했던 

것인데 진리란 이성에 의해 도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일 것이다. 시인은 지식

이 아니라 영감(또는 광기)으로 말하기 때문에 시인은 선생으로서 신뢰할 수 없

다.

 

The poets, living and dead, were Plato’s enemies. The poets were inspired. 

This, Plato felt, was enough to damn them, for is not truth arrived at by 

reason? Since the poet speak not from knowledge but from inspiration(or 

madness), he cannot be trusted as a teacher. (Hall 2)

진리 추구가 철학자의 제 1의 소임이라고 생각했던 플라톤은 버넌 홀이 말하듯이 

진리란 영감이 아니라 이성에 의해 도달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 의미에서 

광기와 동의어로 사용된 영감에 의존해 시를 쓰는 시인들은 인간을 도덕적으로 타락

하게 하므로 도덕 교사로서 믿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공화국에서 추방해야 한다

고 선언하기에 이른다. 플라톤의 형이상학적 궁극은 실재(reality)에 있다. 그것은 가시

적이고 물리적인 세계 너머의 이데아, 즉 관념의 세계에 존재한다. 플라톤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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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재는 물질의 세계가 아니라 이데아의 세계에 존재했던 것이다. 그의 관심은 실재에 

있다. 그것은 현상의 세계인 물질세계 너머에 존재하는 것으로, 현상의 세계란 실재의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시인은 실재로부터 이중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현상의 

세계를 모방할 뿐만 아니라 영감이나 광기를 통해 독자를 도덕적으로 타락시킨다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Aristotle)는 자신의 선생인 플라톤의 입장을 기본적으로 따르

면서 이를 부분적으로 수정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이 주장한 바, 예술은 

본질적으로 모방에 근거하므로 모방으로부터 오는 즐거움이란 진리 또는 실재

로부터 이중으로 떨어져 있는 것이므로 인간 정신에 유해하다는 점에 주목하여, 

이를 플라톤에 대한 반론의 출발점으로 삼는다. 비극이든 시든 예술이 인간 정

신을 정화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감정에 형식을 부여하고 이를 통제할 수 있다

고 생각했던 아리스토텔레스의 예술론은 예술의 목표를 진리에 두고 진리에 이

르는 길을 오직 이성에 의한 것으로 해석한 플라톤의 이성중심주의적 예술철학

을 부분적으로 수정 발전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17세기로 들어오면서 근대철

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데카르트를 통해 자연과학과 철학에 토대를 둔 합리주의 

철학의 길이 다시 열리게 된다. 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는 명제

를 제 1원리로 삼는 코기토 이론을 내세우면서 이성중심주의적인 이원론을 표

방한다. 그는 우주나 신의 존재를 오직 정신 속의 순수 사유를 통해서만 증명할 

수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감성보다는 이성을, 주관보다는 객관을 우위에 두고 양

자를 별개의 것으로 인식하여 이른바 이원론의 기수로 일컬어지게 된다. 이로써 

이성중심주의적 이원론이 다시 굳건히 자리 잡게 된다. 

19세기로 접어들면서 혜성같이 등장한 니체(Friedrich Wilhelm Nietzsche)에 의해 

예술 철학사에 큰 변혁이 일어나게 된다. 약관 25세에 스위스 바젤 대학의 고전문헌

학 교수가 된 니체는 28세에 처녀작 『음악정신으로부터의 비극의 탄생 』(The Birth 

of Tragedy Out of the Spirit of Music)을 쓴다. 그가 고전문헌학자에서 철학자, 더 정

확하게는 예술철학가로 전환하게 된 것은 박제된 학문의 틀을 깨고 나와 『비극의 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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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에서 드러나듯 그리스 비극 정신의 본질을 보여주고 이의 유럽, 특히 독일에서

의 부활 가능성을 타진해보고자 하는 열망에서 비롯된다. 『음악정신으로부터의 비극
의 탄생』(이하 『비극의 탄생』)은 제목에서 볼 수 있듯이 비극을 음악의 관점에서 

고찰하는 예술 철학적 탐구이자 인간에 대한 존재론적 탐구이면서 서양 형이상학에 

대한 반성적 탐구이기도 하다(『비극』295-96). 그런 의미에서 『비극의 탄생』은 비
극론, 특히 서양 형이상학과 예술철학의 고전(Lenson 114)이라 할 만하며 이후의 그

의 사유의 전개과정에서 발견되는 영원회귀나 권력 의지 그리고 관점주의 철학의 형

성적 배아를 품고 있다는 점에서 그의 사상 이해를 위한 원론적인 텍스트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은 니체와 엘리엇(T. S. Eliot)의 예술론을 통합의 원리의 관점에서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양자의 비교 분석은 지나치게 넓고 거시적인 것이어서 이 글

에서는 니체의 ‘비극론’을 다루는『비극의 탄생』을 토대로 엘리엇의 예술론을 
브래들리의 철학의 관점에서 상호 조명하고 고찰하는 것에 한정할 것이다. 1886

년에 출간된 재판 『비극의 탄생 또는 그리스 문명과 염세주의』(The Birth of 

Tragedy. Or: Greekhood and Pessimism)는 1872년에 출간된 초판 『비극의 탄
생』에 「자기비판의 시도」(“Attempt at a Self-Criticism”)라는 서문을 덧붙인 것

으로 이 글에서는 초판뿐만 아니라 재판의 서문 「자기비판의 시도」도 중요한 
원전으로 삼아 논의를 전개할 것이다. 

『비극의 탄생』에서 그리스 비극은 지성중심의 아폴론적인 것과 감성중심의 디오
니소스적인 것의 긴장과 대립, 그리고 양자의 화해로 탄생한다. 중요한 것은 니체는 

아폴론적인 것이 소크라테스적인 극단적 지성주의로, 그리고 디오니소스적인 것이 충

동적 감정의 과잉으로 왜곡 표출되면서 비극이 와해되었고 이것이 바그너의 음악을 

통해 부활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편 엘리엇은 지성과 감성이라는 예

술철학적 주제를 주관과 객관이라는 인식론적 주제로, 그리고 현상과 실재라는 형이

상학적 주제로 변용시키면서 양자의 통합의 주제를 자신의 예술론의 토대이자 

궁극적 지향점으로 삼았다. 이러한 주제는 엘리엇이 박사학위 논문으로 쓴 브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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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리(F. H. Bradley) 철학에 근거한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는 브래들리에 관한 학

위 논문을 토대로 저술된 엘리엇의『브래들리 철학의 인식과 경험』(Knowledge 

and Experience in the Philosophy of F. H. Bradley)을 토대로 일원론적 인식론의 

관점에서 주관과 객관의 통합의 과정을 보여줄 것이다. 엘리엇과 니체의 예술론

의 비교 분석은 역사철학의 발전 과정을 따라 지성과 감성, 주관과 객관, 현상과 

실재 등의 주제로 변용 논의되어왔다. 이러한 형이상학적, 역사철학적 주제는 

분열과 갈등의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의 우리들에게 예술의 최고의 경지인 조

화와 통합의 경지가 어떤 것인가를 보여줌으로써 미래의 예술과 인간이 나아가

야 할 방향을 제시해줄 수 있을 것이다.

II. 통합의 원리

이성과 감성의 균형과 통합을 추구해온 엘리엇의 예술철학은 기본적으로 일원

론적이다. 이러한 사유의 방식은 그의 문화론이나 시학에 지적 토대를 제공하면

서 실제 시작 과정에도 깊은 영향을 끼치게 된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브래

들리를 제대로 알 필요가 있다. 서구지성사의 선구자이자 이원론에 대한 반역의 

기수라 할 수 있는 브래들리는 데카르트 이래 서구정신을 지배해 온 이원론적 

인식론을 거부하고, 우주를 살아있는 전체로 파악하여 정신과 물질, 주관과 객

관이 단일한 전체의 일부라는 일원론적 인식론을 주창한 철학자이다. 브래들리

의 인식론은 엘리엇에게 지적체계와 모델이 되었으며, 브래들리 철학에 대한 엘

리엇의 관심은 모순과 갈등의 세계 속에서 통합과 초월에의 비전을 획득할 수 

있는 방법의 모색이라 할 수 있다(김구슬 17-18). 이러한 태도는 니체가 그리스 

비극에서 발견하고자 했던 통합의 세계에 대한 관심과 맥을 같이 한다.

예술의 근원에 천착했던 엘리엇은 많은 평문에서 원시 신화나 그리스 비극에 깊은 

관심을 표명한 바 있다. 엘리엇은 그리스 비극에 특별히 집중했던 니체에 대해서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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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지고 있었지만 실제로 자신의 평문에서 니체를 직접 언급한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 그런 이유로 엘리엇과 니체의 관계에 대한 연구 역시 심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

고 있는 실정이다. 기본적으로 엘리엇이 니체에게 관심을 가진 것은 데카르트 이래의 

형이상학이나 인식론의 변모 과정과 관련된 것이다. 데카르트의 이원론적인 이성중심

주의 코기토 이론은 일원론자인 브래들리에 의해 저항을 받게 되는데 이는 다시 니체

의 일원론적 예술론으로 종합된다. 브래들리가 당시에 관심을 끌지 못했던 데 반해 그

와 동시대인인 니체는 많은 모더니스트들에게 혁명적 시대정신이라 할 정도로 도발적

인 영감을 주었다. 그런 니체를 두고 질코스키(John Zilcosky)는 니체가 시대정신

(zeitgeist)에 끼친 영향은 카프카(Franz Kafka), 파운드(Ezra Pound), 만(Thomas 

Mann), 프루스트(Marcel Proust), 조이스(James Joyce) 등에서 보듯이 거의 절대적인 

것이었으며 엘리엇 역시 이 점을 잘 알고 있었다고 말하며 1915년 엘리엇이 어머니에

게 보낸 편지에서 자신이 이미 니체를 좀 읽었고 앞으로 더 읽을 계획이 있음을 밝히

고 있다고 덧붙이고 있다(21). 실제로 신화적이고 시적인 『황무지』(The Waste 

Land)뿐 아니라 제의적이고 “디오니소스적인” 『대성당의 살인』(Murder in the 

Cathedral) 등에 니체의 『비극의 탄생』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고 『황무지』의 
『트리스탄과 이졸데』(Tristan und Isolde) 주변에도 니체의 망령을 볼 수 있다

는 질코스키의 지적은 적절하다(21). 음악에 관심이 많았던 엘리엇은 바그너에

게 특별한 관심을 가졌다. 서사나 토론을 주조로 하는 오페라와 달리 그리스 비

극은 음악을 통해 통합의 세계를 재현하고 있다. 바그너의 음악극에서 이의 부

활의 가능성을 보았던 니체처럼 엘리엇 역시 바그너를 통해 일원론적 통합의 

세계의 가능성을 엿보았을 것이다.

니체가 「자기비판의 시도」에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듯이 『비극의 탄생』을 
지배하는 기본 정조는 음악이 가지고 있는 신비롭고 비밀스러운 제의적(祭儀的) 현상

이다(Birth 5-7). 니체는 음악이 인간과 세계의 비의(秘儀)를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했

으며 그 뿌리를 찾아 인간과 세계의 본질을 밝히려 한다. 니체가 그리스 예술의 정수

라고 본 그리스 음악극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리스 예술철학의 원류로 되돌아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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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이다. 니체는 『비극의 탄생 』에서 그리스 비극을 그리스 정신의 요체이자 총
화로 보고 있다. 그리스 비극이야말로 그리스 정신세계를 지배한 두 신의 갈등과 조화

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아폴로(Apollo)와 디오니소스(Dionysus)이다. 아폴로

는 이성과 지혜의 신이므로 로고스를 대변하는 신이라 할 수 있으며, 반면 인간으로서 

올림포스 12신의 반열에 오른 주신(酒神) 디오니소스는 본능과 감성, 쾌감과 도취를 

상징하는 신으로 그 근저에는 음악이 있다. 디오니소스 축제 때 디오니소스 찬가인 디

튀람보스(Dithyrambos)를 노래함으로써 본능과 쾌감 그리고 도취를 불러일으켜 

황홀경 가운데 인간이 자기 자신을 잊고 이른바 자아와 타자, 주관과 객관이 하

나가 되는 신비로운 경험을 하게 된다. 우주의 본질을 자아와 타자가, 인간과 자

연이 하나가 되는 혼융의 경지로 파악한 니체는 그리스 비극에서 이러한 통합

의 원리를 발견했고, 그리스 비극의 코러스가 이것을 가능하게 해줄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다. 그러기에 니체는 “비극의 근원은 비극적 코러스이고, 원래 코러

스일 뿐 그 이외의 아무 것도 아니다”(Birth 36)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이다. 디

튀람보스에서 보듯이 합창을 통해 인간은 이성적 한계를 뛰어넘어 타자와 하나

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1915년에 출간된 올프(A. Wolf)의 『니체의 철학』(The Philosophy of Nietzsche)

의 서평을 엘리엇이 썼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 크다.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고 전쟁

이 진행 중인 당시의 영국의 상황은 반(anti)니체적 분위기였음에 틀림이 없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올프의 저술에 “니체의 예술론에 대한 설명이 빠져 있다는 점이 아쉽

다”(427)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엘리엇은 분명 니체의 미학이론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다. 일견 감성과 서정시, 그리고 도취의 미학을 대변하는 디오니

소스에 대한 니체의 전폭적인 지지로 볼 때 니체는 낭만주의적이고 당시의 그의 사상

은 대단히 급진적으로 보인다. 비극적인 것을 향한 그리스인들의 의지를 니체는 플라

톤이 시인들에게 명명한 광기로 보고 있으며, 이것이 그리스 땅에 최대의 축복을 가져

온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Birth 7). 그에 반해 엘리엇은 스스로 선언한 바 있듯이 

“정치에 있어서는 왕당파이고, 종교에 있어서는 앵글로 가톨릭이고” “문학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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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고전주의자”(For Lancelot vii)이자 보수 반동적이어서 두 사람 사이에 공통적 미학

이론을 이끌어내는 것이 적절치 않아 보일 수 있다. 그러나 1차 세계대전 후의 무질서

하고 황폐한 문명에 대한 엘리엇의 고뇌, 보불전쟁의 격동기에 분열된 세계와 삶에 대

한 니체의 회의 또는 증오 등으로 볼 때 기질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삶과 세계의 고

통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했던 그들에게 자아와 세계, 지성과 감성이 균형

과 조화를 이룬 통합된 세계는 각자에게 의미 있는 희망의 대안이 될 수 있었을 것이

다. 

III. 잃어버린 세계를 찾아서

엘리엇과 니체의 미학이론인 통합의 원리를 주관과 객관, 지성과 감성의 융합의 

관점에서 고찰해보기로 한다. 우선 엘리엇은 『브래들리 철학의 인식과 경험』
에서 일원론적 인식론의 관점에서 현상과 실재, 주관과 객관이 융합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데카르트 이래 서구의 인식론이 정신과 대상, 주

관과 객관, 감성과 이성을 분리하는 이원론적인 것이라면 브래들리의 인식론은 

양자가 분리될 수 없는 전체라는 일원론적 입장을 취한다. 1차 세계대전 후 무

질서하고 분열된 세계와 인간의 병폐를 목도한 엘리엇은 양자가 조화롭게 균형

을 이룬 세계를 추구한다. 이는 잃어버린 통합의 세계에 대한 향수로 촉발되는 

것으로 엘리엇은 이 통합의 원리를 브래들리에게서 발견했다.

브래들리에 의하면 이러한 ‘통일체’(unity)가 실은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브래

들리를 논하며 엘리엇이 말하듯 경험의 원천이자 지향점으로서 우리의 의식 이전 혹

은 이후에 존재한다(Knowledge 145-46). 브래들리는 경험의 위계를 3단계로 나누어 

설명한다. 첫 단계를 그는 ‘경험’ ‘감정’ 또는 ‘직접적 경험’(immediate experience)이

라 부른다. ‘직접적 경험’은 인식자와 인식의 대상, 주관과 객관의 구분이 존재하지 않

는 ‘무시간적 통일체’(timeless unity)이자 ‘비관계적이며 직접 느껴진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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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non-relational immediate felt unity)로서 모든 인식의 출발점이 된다(Essays 176). 

그러나 무시간적 통일체인 ‘직접적 경험’은 본질적으로 불안하고 불안정하여 즉각 

“초월”된다(Knowledge 21). 초월된 세계는 ‘정신’(mind)에 의해 인식자와 인식의 대

상, 시간과 공간으로 해체된 ‘현상’(appearance)의 세계이다. ‘직접적 경험’이 분열 이

전의 통합의 상태라면 현상의 세계는 분열 이후 총체성이 해체된 상태로서 이 상태에

서는 모든 것이 통일성이 아닌 관계 속에 존재한다는 의미에서 브래들리는 이 두 번

째 단계를 ‘관계적 의식’(related consciousness)이라고 부른다(Appearance 462).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브래들리가 최초의 통합의 상태를 ‘직접적 경험’ ‘경

험’ 또는 ‘감정’이라고 부른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주관과 객관이 분열되지 않은 상

태란 ‘직접적’이라는 단어가 의미하듯이 양자를 매개하는 것이 없는 경험이고, 주관과 

객관 사이에는 어떤 매개물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감정’이

다. 즉 의식 등이 매개되지 않으므로 ‘직접적 경험’의 단계에서는 ‘직접 느끼는 것’이

다. 여기서 ‘느낌’이 중요하다. 여기에는 데카르트의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

는 명제에 전제되는 생각이나 사고, 지성 등이 들어설 여지가 없다. 지성이 아닌 감정

의 단계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로써 지성/이성과 감성/감정의 갈등과 대립의 

구도가 드러난다.

주목해야 할 것은 ‘직접적 경험’이 주관과 객관, 자아와 타자라는 구분 이전, 즉 의

식이 작용하기 이전의 상태라면 ‘관계적 의식’은 주관과 객관이라는 구분, 분열 등 의

식 작용 이후의 단계라는 것이다. 인간의 의식은 언어를 사용하면서 발달하기 시작한

다. ‘의식’에는 언어와 타자의 객관화, 그리고 기계주의적, 지성주의적 인식이 가정된

다. 그러므로 ‘관계적 의식’은 언어의 사용이나 분석, 지성 등과 관계된다. 문제는 언

어를 통해 대상을 있는 그대로 재현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언어는 불가피하게 대상

을 왜곡시킨다는 점이다. 그러나 타자와의 진정한 융합이나 통합에는 언어가 존재하

지 않으며 오직 언어를 넘어선 음악적 리듬이 필요할 것이다. 이는 “비극은 근원적으

로 합창일 뿐 그 외 아무것도 아니”(Birth 36)라고 니체가 주장하고 있는바, 최고의 예

술의 경지인 그리스 비극과 음악의 관계가 성립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인간은 언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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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할 수밖에 없지만 언어란 본질을 왜곡한다는 것이 언어를 사용하는 예술가의 딜

레마이다. 그러므로 타자와의 소통의 어려움, 이로 인해 분열과 상충과 갈등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관계적 의식’으로부터의 초월을 꿈꾸게 된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경험’의 자기초월성이다. ‘경험’은 본질적으로 “자기초월

적”(Knowledge 21)이므로 ‘직접적 경험’으로부터 초월된 ‘관계적 의식’은 ‘직접적 경

험’과 유사하지만, 모든 구분과 분열이 재통합된 더욱 고양되고 단단한 통합의 상태인 

‘절대’(Absolute)를 지향한다. “. . . 절대 속에서는 어떤 현상도 상실되는 법이 없다. 

현상은 각기 전체의 통일성에 기여하고 그것에 필수적인 것이다”(Appearance 404). 

브래들리는 이 단계를 그것이 ‘관계적 의식’을 초월한다는 의미에서 ‘초관계

적’(supra-relational)이라 부른다(Essays 238-39).

위의 인식의 세 단계에서 보았듯이 브래들리의 철학은 분열과 상충이 화해되고 융

해된 재통합의 단계인 ‘초관계적 의식’ 또는 ‘절대’의 상태를 지향한다. ‘직접적 경험’

과 ‘초관계적 의식’은 둘 다 통합의 상태라는 공통점을 지닌다. 그러나 ‘직접적 경험’

이 이성과 감정, 주관과 객관으로 분열되기 이전의, 그리하여 ‘관계적 의식’으로 언제

든지 초월할 수 있는 불안정하고 허약한 단계라면, ‘초관계적 의식’은 ‘관계적 의식’의 

분열을 극복한 후 획득된 재통합의 단계이므로 훨씬 단단하고 굳건한 통합의 단계라

는 중요한 차이를 갖는다. 

이제까지 살펴보았듯이 기본적으로 변증법적 논리 구조를 갖는 브래들리의 인식론

은 엘리엇의 비평이론이나 예술론에 중요한 지적체계를 제공하였다. 엘리엇의 ‘몰개

성 시론’(impersonal theory of poetry)이나 ‘통합된 감수성’(unified sensibility) 이론 

또는 ‘객관적 상관물’(an objective correlative) 이론 등은 브래들리의 인식론을 토대로 

형성되었으며, 이에 대한 이해가 전제될 때 비로소 명쾌하게 해석될 수 있는 것들이다

(김구슬 269-270 참조).

그렇다면 엘리엇이 왜 그 당시 별로 관심을 끌지 못했던 브래들리를 학위논문으로 

선택했는가에 대한 답은 분명해진다. 브래들리는 엘리엇의 삶과 세계에 대한 고통, 이

의 극복에 대한 형이상학적 탐구에 출발점을 제공해주었던 것이다. 물론 엘리엇은 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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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들리를 발견하기 전부터 이미 브래들리와 같은 사유의 방향으로 가고 있었을 것이

다. 그러나 보다 구체적으로는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후 엘리엇은 유럽문명의 황폐

화를 목도하고 세계를 무질서하고 불협화한 것으로 인식하게 되었고 그러한 세계에 

질서를 부여할 수 있는 통일성 있는 지적 체계를 찾고 있었을 것이다. 엘리엇 스스로 

말하듯이 “한 영혼의 삶이란 하나의 일관된 세계를 명상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불

협화하고 양립할 수 없는 세계를 (어느 정도로는) 통합해야 한다는 고통스러운 과제에 

있고, 가능하다면 두 개 이상의 불일치한 관점들로부터 그것들을 포괄하고 융합하는 

보다 고양된 관점으로 나아가는 데 있기 때문이다”(Knowledge 147-48). 위의 인용문

에서 보듯이 엘리엇의 과제는 “불협화하고 양립할 수 없는 세계를 통합해야 한다”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 엘리엇은 그 해법을 ‘직접적 경험’ 또는 ‘초관계적 의식’에 함축

된 포괄적이고 고양된 관점에서 찾은 것이다. 거듭 말하지만 그것은 지성과 감성, 주

관과 객관이 융합되고 화해된 상태로서 이것을 문학적으로 발전시킨 것이 ‘통합된 감

수성’ 이론이다(Cooper 33). 엘리엇의 산문뿐만 아니라 실제 작품에서도 발견되는 ‘통

합된 감수성’ 이론은 브래들리 철학이 문학적으로 전화(轉化)된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IV. 직접적 경험과 비극의 정신

   

『비극의 탄생』 1장은 “예술의 지속적인 발전은 아폴론적인 것과 디오니소스

적인 것의 이중성에서 나온다”(art derives its continuous development from the 

duality of the Apolline and Dionysiac)라는 선언으로 시작한다(Birth 14). 니체는 엘

리엇의 인식론이 그렇듯 변증법적 논리로 양자의 길항관계를 풀어나간다. 그리

스 비극이 아폴론적인 것과 디오니소스적인 것이라는 상호 이질적인 속성의 대

립의 과정을 통해 궁극적으로 양자의 화해와 통합을 지향하기 때문이다. 니체는 

우선 신화상의 두 인물의 상호 대립적인 두 속성을 남녀 양성 간의 대립과 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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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생물학적 전개로부터 출발하여 이를 예술론으로 변용시킨다. 아폴론적인 

것을 조각이나 건축과 같은 조형예술 또는 서사시에, 디오니소스적인 것을 음악

과 같은 비조형적예술 또는 서정시에 비유하며 조형과 비조형, 서사시와 서정시 

또는 음악이라는 대비적 예술 원리를 제시하며 논의를 발전시켜나간다. 니체는 

양자가 서로 “폭력적으로 대립하면서 보다 강력한 탄생을 자극”하고 종국에는 

“아폴론적이면서 디오니소스적인 아티카 비극이 창조된다”고 말하고 있다(14). 

여기서 절도와 질서 등 이성을 함의하는 아폴론적인 것과 넘쳐흐르는 생명력과 

무질서 등 감성을 함의하는 디오니소스적인 것은 문학적 고전주의와 낭만주의

의 대비로도 해석될 수 있으며 이는 그리스주의를 고전주의와 낭만주의의 대비 

및 그것의 융합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게 된다.

한편 니체는‘꿈’(dream)과 ‘도취’(intoxication)라는 두 개의 심리학적 상태를 각기 

아폴론적인 것에 대한 충동과 디오니소스적인 것에 대한 충동에 대비시켜 이를 예술 

원리의 관점에서 밀도 있게 전개해나간다. 니체는 루크레티우스(Lucretius)를 원용하

면서 인간의 영혼 앞에 신들의 장엄한 형상이 나타났던 것이 꿈속이었다고 주장한다. 

인간은 꿈의 세계를 창조한다는 점에서 “완전한 예술가”(a consummate artist)라는 것

이다. 또한 꿈의 세계에서 본 아름다운 환상이야말로 모든 시각/조형예술의 전제이며 

시/서사시의 전제조건이기도 하다는 것이다(14-15). 아폴론적인 것이 꿈의 충동과 관

계된다면 디오니소스적인 것은 도취에의 충동과 관련된다. 니체는 디오니소스적인 것

의 본질을 도취로 보고 원시 민족의 찬가 등에서 보듯이 마취성 음료의 작용이나 자

연에 대한 환희를 통해 디오니소스적 흥분이 고조되면서 “주체가 자아를 완전히 망각

하게 되어”(subjectivity becomes a complete forgetting of the self) 만물과 하나가 되

고 싶은 충동이 발현되는데 이러한 충동이 디오니소스적인 충동이라는 것이다. 중요

한 것은 사람들이 도취상태에서 노래하고 춤추면서 단지 인간과의 관계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소외되거나 적대시되어 왔거나 억압되어 온 자연만물과도 하나가 되는 

황홀한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17). 이는 아폴론적인 것에 수반되는 쇼펜하우어적

인 “개별화의 원리”(principium individuationis)가 와해되는 축복의 순간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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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체가 크게 의존한 쇼펜하우어에 의하면 디오니소스적인 것과 아폴론적인 것 각각은 

의지와 표상, 본질과 현상, 진리와 가상에 각각 상응하며, 개별화의 원리가 적용되는 

현상을 지배하는 원리는 인과율, 논리법칙, 특정한 시간과 공간 등의 특징을 갖는다는 

것이다(『비극』 57-58 참조).

꿈에의 충동과 도취에의 충동은 인간의 자연스런 충동으로서 자연 그 자체로부터 

솟아나는 예술적인 힘들이다. 니체가 생각하기에 그리스인들이 가지고 있던 꿈에의 

충동은 조형예술이 보여주고 있는 바, “섬세한 선”(the delicate line)과 윤곽, 배열이라

는 철저한 ‘논리적 인과성’에 기초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Birth 16). 논리적 인과성은 

이성적이고 과학적이며 분석적인 지성을 축으로 하는 아폴론적 특징이기 때문이다. 

이를 브래들리적 인식론에 대비시켜 보면 기계적이고 과학적이고 분석적인 지성의 작

용으로서의 ‘관계적 의식’에 해당한다. ‘관계적 의식’이 특정한 시간과 공간을 가정한

다는 점 역시 아폴론적인 것이 ‘관계적 의식’에 상응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근거

가 된다. 이에 반해 디오니소스적인 측면인 도취에의 충동은 ‘개별화의 원리’의 와해

로 설명되듯이 주체가 완전히 망각되어 주체와 객체가 하나가 되는, 이른바 브래들리

적 ‘직접적 경험’의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디오니소스적인 것을 특징짓는 음악의 리듬

이 그러하듯 나와 타자, 주체와 객체, 인간과 자연이 혼연히 일체가 되는 신비적 합일

의 상태야말로 그리스인들이 추구해마지 않았던 축제의 최고의 상태이며 엘리엇이 이

상적으로 그리고 있는 예술의 최고의 경지일 것이다. 엘리엇이 말하는 ‘직접적 경험’

의 예를 보도록 하자. 

우리가 훌륭한 그림 앞에 서 있다 치자. 만약 우리가 충분히 감동이 된다

면, 우리와는 별개의 대상인 그 그림은 우리의 의식이나 우리의 영혼처럼 

진정 하나의 구성요소에 지나지 않으므로, 우리의 감정은 어떤 의미에서는 

전혀 우리의 감정이라고 할 수 없는 하나의 전체가 된다.

We stand before a beautiful painting, and if we are sufficiently carried away, 

our feeling is a whole which is not, in a sense, our feeling, since the painting, 

which is an object independent of us, is quite as truly a constituent as 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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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ciousness or our soul. (Knowledge 20)

그림을 감상하는 우리의 의식이 감상의 대상인 그림과 분리될 수 없는 하나가 되는 

것은 “감정에서는 주체와 객체가 하나”이기 때문이다(20). 이러한 상태가 엘리엇이 말

하는 ‘감정’ 또는 ‘직접적 경험’이다.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엘리엇이 ‘직접적 

경험’을 ‘감정’과 호환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직접적’이

라는 것은 어떤 것도 매개되지 않는다는 뜻이며, 이를 ‘감정’과 동일시한다는 것은 결

국 대상을 직접 ‘느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직접적 경험’이란 대상/타

자와 ‘직접’ ‘느낄 때’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위의 인용문에서 “감정에서는 

주체와 객체가 하나”라고 한 것처럼 ‘느낄 때’ 주관과 객관, 나와 타자는 하나가 된다

는 것이다. 그러나 ‘관계적 의식’에서는 의식, 또는 이성이나 지성을 매개로 하여 분석

하고 판단하는 것이므로 ‘직접적 경험’과 달리 ‘느낄’ 수가 없다는 큰 차이점을 지닌

다.  

주체와 객체가 공감적 하나가 되는 또 다른 뛰어난 예를 엘리엇은 자신이 격찬한 

바 있는 대중적 코미디언인 마리 로이드(Marie Lloyd)에게서 발견한다. 「마리 로이
드」(“Marie Lloyd”)론에서 엘리엇은 로이드에게는 다른 코미디언과 달리 사람들의 

영혼을 표현하는 그녀만의 독보적인 능력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Selected 457). 자신

을 바라보고 있는 관객의 영혼을 공감적으로 표현하여 관객으로 하여금 스스로 의식

의 상태를 초월하게 함으로써 영혼과 행위, 주체와 객체가 하나가 되는 ‘직접적 경험’

이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앞의 예에서 보듯이 그림을 바라보면서 자신을 완전히 망

각하고 그림과 하나가 되는 특권의 한 순간, 그리고 코미디언의 공연을 보면서 역시 

자신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코미디언/공연과 하나가 되는 신비적인 합일, 이것이 엘리

엇이 말하는 ‘직접적 경험’이며 동시에 니체의 디오니소스적 충동의 한 탁월한 순간이

라 할 것이다.

니체는 그리스 비극의 최고의 경지를 아폴론적인 것과 디오니소스적인 것의 조화

로운 결합으로 보고 있지만 양자가 같은 비율로 균형을 이루고 있다기보다는 디오니

소스적인 음악적 도취의 상태에 더 많이 기울어져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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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불구하고 니체가 아폴론적인 것을 폄하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논리적 인과성에 기초한 아폴론적인 것은 작품의 틀, 즉 형식을 제공해주

고 있기 때문이다. 아폴론적인 단단한 조형적 형식이 디오니소스적인 비조형의 음악

적 도취를 보완하고 있는 것이다. 아폴론적인 균형과 질서가 동반되지 않을 때 디오니

소스적인 도취는 비그리스인들이 보여주는 야만적 광기로 흘러가버릴 수도 있을 것이

다. 그런가 하면 아폴론적인 절도와 논리만 있다면 ‘관계적 의식’이 함의하는 기계적

이고 분석적인 지성만이 살아 있는 건조한 세계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아폴론적인 것

과 디오니소스적인 것이 조화를 이룰 때, 디오니소스적인 도취의 무절제한 방종은 아

폴론적인 논리적 절도에 의해 순화될 것이고, 아폴론적인 차가운 규율 역시 디오니소

스적 음악의 리듬에 실려 새로운 생명의 탄생이 가능할 것이다. 이것이 그리스 정신의 

두 요소의 통합이 예고하는 최고의 경지의 그리스 비극이다. 니체가 꿈과 도취에의 충

동을 인간의 근본적인 예술 원리로 이해하여 양자의 결합을 통해 최상의 예술의 경지

에 도달하고자 했다는 것은 엘리엇이 강조하는 바, 브래들리식으로 말하면 타락 이전

의 최초의 순수의 상태인 ‘직접적 경험’이 회복된 ‘초관계적 의식’에 도달하고자 하는 

인간의 열망을 표현한 것에 다름 아닐 것이다. 엘리엇은 브래들리를 논하면서 ‘경험’

이란 본질적으로 “지속성이 없고 불안정”(Appearance 462)하여 “자기초월

적”(Knowledge 21)이라고 말한 바 있다. 경험의 자기초월성에 의해 ‘직접적 경험’은 

“관계적 의식으로 초월하고”(Appearance 462) ‘관계적 의식’은 초월의 최종적 통합의 

단계인 ‘초관계적 의식’에 도달하게 된다(Essays 239). 인간의 의식의 근저에는 잃어

버린 ‘직접적 경험’의 순수의 상태에 대한 향수가 자리 잡고 있다. 삶과 세계에 대한 

고뇌가 깊을수록 그 향수는 더 강해지는 법이다. 브래들리론에서 잘 드러나듯이 누구

보다 삶에 회의적이었던 엘리엇은 ‘직접적 경험’의 초월성을 통해 잃어버린 ‘직접적 

경험’의 회복 가능성을 확인하고 싶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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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서양 예술 철학사는 이성과 감성, 주체와 객체의 대립과 화해, 그리고 양자의 길

항의 역사이다. 니체는 그리스인들이 디오니소스적인 면 못지않게 아폴론적인 

면도 다른 민족에 비해 강하다고 보았다. 다른 민족에 비해 강력하나 순화된 디

오니소스적인 측면과 강력하나 편협하지 않은 아폴론적인 것이 만날 때 니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예술이 탄생할 수 있었던 것이다. 다시 말하면 아폴론적인 

이성과 지성의 긍정적 측면인 형식과 절제라는 조형의식이 디오니소스적인 감

성과 감정의 순기능인 타자와의 합일과 융합이라는 비조형의식과 만날 때 비로

소 그리스 비극이 보여주는 최고의 예술이 가능했다는 것이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아폴론적인 것이든 디오니소스적인 것이든 그것이 순기능으로 작용

하지 않고 극단적인 방향으로 작용할 때 부패하고 타락한 결과를 야기하게 된

다는 것이다. 양자의 균형과 융합을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어조

로 볼 때 니체는 디오니소스적인 것에 더 많은 의미와 비중을 두고 있다는 인상

을 지울 수가 없는데 이것이 니체가 디오니소스적인 것을 더 높이 평가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이유가 되기도 할 것이다. 

한편 니체가 소크라테스에 이르러 그리스 비극이 몰락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감성과 도취를 수반하지 않는 소크라테스적 논리와 지성으

로는 비극의 심원에 닿을 수 없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논리는 기계적이고 분석적인 

언어를 전제하는데, 언어란 기본적으로 대상과의 거리를 상정하므로 자아와 타자, 주

체와 객체의 합일을 방해하여 비극이 지향하는 합일의 상태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이

다. 이는 엘리엇이 말한바 ‘관계적 의식’으로는 실재에 도달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

이다. 소크라테스에 이르러 비극이 파멸했다고 말할 때 니체는 지성주의가 함의하는 

상태, 즉 의식의 작용에 의한 주체와 객체의 분리, 그리고 이로 인해 음악의 상태가 

지향하는 주체와 객체의 합일의 실패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 예가 소크라테스를 추

종한 에우리피데스라는 것이다. 에우리피데스의 극에서 노래는 더 이상 없고 언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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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인 토론과 변론만 있다는 것이다(Birth 61-64). 분석과 논리와 인과율의 향연에 비

극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은 언어의 숙명이기도 하다. 

엘리엇 역시 끊임없이 언어와의 치열한 싸움을 해왔다. 감정을 대상화하기 위해서

는 언어가 필요하다. “우리에게 단순한 ‘열정’이 아니라 대상들을 부여하는 것은 언어

이기 때문이며, 아니면 적어도 우리는 언어 없이는 대상들을 가질 수 없기 때문이

다”(Knowledge 133). 언어와 대상 사이에는 불가피하게 간격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언어는 끊임없이 대상을 배반할 수밖에 없다. 언어로 실재를 표현하는 것이 불가능할

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카로운 지성과 열정적인 감성이 고전적 균형을 유

지하는 지점을 지향해야 하는 것이 시인의 숙명일 것이다. 그러므로 레인(Craig 

Raine)이 페이터(Walter Pater)의 유명한 공식을 인용하며 말하고 있듯이 모든 예술은 

궁극적으로 언어의 한계를 넘어선 “음악의 상태를 지향한다”(42-43). 이를 자프란스키

는 빛과 어둠의 세계로 구분하여 인과를 비추는 밝은 이성의 빛이 지배하는 세계에는 

음악이 드러내는 밤과 어둠의 세계가 들어설 여지가 없다고 말하고 있다(95). 빛과 어

둠을 언어와 음악에 대비시켜 보면 빛의 세계를 대변하는 분석적인 언어를 통해서는 

어둠의 신비인 음악의 비경이 드러날 수 없다는 것이다. 여기서 태양과 지혜의 신으로 

도덕과 법률을 주관하는 아폴론과, “망각의 심연”(this gulf of oblivion)을 건너 지상의 

세계를 잊게 하는 디오니소스를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성의 빛이 지배하는” 아폴론

적 세계는 언어가 불가피한 현실의 세계이다. 그러나 음악의 황홀을 통해 망각의 강을 

이미 건넌 디오니소스의 세계에는 지상의 빛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곳은 “밤

과 어둠의 세계”일뿐이다. 니체는 이를 두고 “이 망각의 심연을 통해 지상의 세계와 

디오니소스적 실재의 세계가 분리되었다”고 말하고 있다(Birth 39).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리스 정신의 두 요소의 순화가 진정한 융합에 필연적이라는 것이다. 니체

는 소크라테스에 이르러 지성이 극단화되어 그리스 비극이 몰락했고, 이제 바그너의 

음악극을 통해 그리스 비극의 부활을 기대하는데 중요한 것은 소크라테스의 지성주의 

자체가 아니라는 것이다. 니체 자신도 거듭 언급하고 있거니와 아폴론적인 것이나 디

오니소스적인 것이나 그것이 순치되지 못하고 극단화될 때 위험하다는 것이며 양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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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보완적으로 작용할 때 긍정적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는 것이다.

니체의 예술론은 역동성을 전제한다. 그가 박제된 유물의 분석과도 같은 고전문헌

학 연구를 박차고 나와 예술철학론으로 향했던 것 역시 그의 역사관에서 드러나듯 역

동적 예술론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엘리엇은 「전통과 개인의 재능」(“Tradition and 

the Individual Talent”)에서 과거의 과거성 뿐만 아니라 과거의 현재성까지 인식하는 

역사의식을 지닐 때 비로소 전통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다. 이를 

통해 유럽의 문학 전체를 이해할 수 있고 이를 통해 현재의 문학 그리고 미래의 문학

을 전망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Selected 14). 니체는 「자기비판의 시도」에서 “학문
을 예술가의 관점에서 보고 예술을 삶의 관점에서 본다”(to see science under the lens 

of the artist, but art under the lens of life)는 과제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Birth 5). 이

는 니체의 예술관을 명징하게 보여주는 바, 명시적으로는 학문과 예술, 예술과 삶, 그

리하여 학문과 예술과 삶이 불가분의 관계 속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보다 

암시적으로는 예술을 단지 역사적 유산으로서가 아니라 살아 있는 시간 속에 숨 쉬며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예술에 역동적 생명력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니체의 역사관

이나 예술관 역시 엘리엇이 전통론에서 말하듯 역사의식을 가질 때 비로소 생명력을 

갖는다는 역동적 실재론에 근거한다. 앞에서 논의되었듯이 엘리엇은 기본적으로 고전

주의적이고 니체는 낭만주의적이라는 중요한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그들은 각기 자신만의 역사의식을 가지고 삶과 세계에 대한 고뇌의 극점에서 예술

과 삶의 최고의 경지인 통합의 세계를 추구한 역사철학자들이며 이러한 자세를 통해 

각자 미래의 예술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무질서하고 암담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엘리엇과 니체의 통합의 예술론은 

현실 가운데서도 자아와 타자가, 인간과 자연이 하나가 되어 이룰 수 있는 최상의 경

지를 꿈꾸게 한다는 점에서 작지만 의미 있는 희망을 빛을 던져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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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 S. Eliot and Nietzsche: The Principle of Unity

Kim Koo-seul (Hyupsung University)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characteristics of modern aesthetics and to foresee 

the new art of future by comparing and analyzing T. S. Eliot’s theory of art and that 

of Nietzsche from the viewpoint of unity. Eliot thought of the theme of unity as the 

basis and the ultimate purpose of his theory by transforming the theme of aesthetics 

of reason and emotion to that of epistemology of subjectivity and objectivity based 

on F. H. Bradley. On the other hand, Nietzsche seeks to fuse the Apolline art of 

reason and Dionysiac emotion into a harmonious unity in his first book, The Birth of 

Tragedy in an attempt to overcome the duality of the two kinds, regarding them as 

the origin and aim of the Greek tragedy. Nietzsche continues to develop the theme 

in his later books including The Birth of Tragedy. Their theories of art have been 

discussed in diverse perspectives since Plato. The unity of Eliot and Nietzsche will 

surely throw a light of hope, significant though feeble, to those living in this world 

of agony and disorder, by enabling us to dream a consummate unity of subject and 

object, and man and nature. 

Key Words: Eliot, Nietzsche, Bradley, Principle of Unity, Greek Trage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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