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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표는 니체 사상에서 ‘음악’의 의미를 밝히는 데 있다. 이

러한 과정에서 음악은 니체 사상 전체를 아우르는 근간임이 증명될 것이

며, 궁극적으로 니체가 말하는 음악이란 창조로서의 삶, 즉 위버멘쉬

(Übermensch)의 원천을 의미하는 것임이 드러날 것이다. 

니체의 철학 전체는 ‘당대성의 비판 및 극복’이라는 기획으로 요약된

다. 즉 니체는 당대 유럽에 만연한 니힐리즘을 데카당(décadence)의 문

화현상으로 진단하며, 자신의 사상적 발전을 이러한 당대의 총체적 위기

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 안에서 이루어낸다. 그 출발이 니체의 처녀작 

『비극의 탄생(Die Geburt der Tragödie)』이며, 이를 통해 니체는 당대

성 극복의 실마리를 고대 그리스 비극에서 읽어낸 ‘음악’에서 찾는다. 이

러한 음악은 그의 초기작 이후 점차 그 내포를 확충해가는 동시에 니체

의 사상적 발전의 토대가 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음악’을 키워드로 시

대극복이라는 실천적 기획으로서의 니체 사상을 단계적으로 고찰하고자 

하며, 이로써 니체 사상의 전체 맥락 속에서 비로소 온전하게 이해되는 

‘음악’의 의미를 드러내는 동시에 그러한 음악의 의미를 통해서 보다 분

명하게 부각되는 니체 사상의 핵심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비극의 탄생』에서 드러나는 니체 음악론의 단초가 규명된다. 

비극에서 그리스인들은 ‘고통으로서의 삶’을 형상화하는 드라마를 직면

한다. 이로써 그들은 비관주의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삶을 계속

하고자 의욕하는 힘의 느낌을 경험한다. 이러한 영원한 생명력의 경험을 

가능케 하는 것이 ‘음악’이다. 왜냐하면 음악은 ‘디오니소스’의 유일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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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이기 때문이다. 세계근원인 디오니소스는 그 자체가 고통으로서의 삶

으로 드러나는 동시에 그러한 삶을 계속 살아가고자 하는 ‘넘치는 힘’을 

그 본성으로 한다. 따라서 디오니소스는 삶에 의미를 부여하는 형상이나 

개념, 즉 현상의 끊임없는 창조를 이끌어낸다. ‘음악’은 이러한 본성에 따

라 자기자신을 드라마로 형상화하며, 근원으로서의 음악과 음악의 형상

화로서의 드라마가 결합된 것이 고대 그리스 비극이다. 결국 비극을 통

해 궁극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음악[정신]이며, 니체는 이러한 음악을 경

험하는 상태를 ‘디오니소스적 도취(Rausch)’라 일컫는다. 음악, 즉 디오

니소스적 도취는 삶의 비극성 앞에서 고취되는 ‘힘의 상승과 충만의 느

낌(das Gefüle der Kraftsteigerung und Fülle)’이며, 이것이 바로 니체가 

시대극복을 위해 부활시키기를 희망했던 것이다.  

니체가 이러한 음악의 대척자로 지목한 것이 바그너 음악이다. 니체의 

바그너 비판은 모든 창조의 심리적 근원에 존재하는 ‘넘침 대 궁핍’이라

는 대립을 토대로 이루어진다. 고대 그리스 비극은 ‘넘치는 힘의 느낌’으

로서의 음악으로부터 창조된 것이라고 한다면, 바그너 음악극은 궁핍으

로부터의 창조이다. 이러한 바그너 예술에서 드러나는 궁핍의 징후는 

‘이 삶’ 바깥에 존재하는 절대적인 것을 지향함으로써 고통으로서의 삶

을 부정하고 그것으로부터 구원받고자 하는 욕구이다. 이는 곧 니체가 

‘낭만주의’라는 이름 하에 비판하는 당대 유럽 전반의 비관주의적 문화

현상을 요약하는 핵심적 징후이다. 바그너의 낭만주의적 예술에서 음악

은 구원의 이념을 구현하는 드라마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수단에 불과

하다. 넘침의 음악으로서의 디오니소스적 도취는 고통으로서의 삶을 살

아가는 자기자신(selbst)의 생명력에 대한 희열이며 이로써 끊임없는 창

조적 삶을 이끈다. 이에 반해, 바그너 음악이 전하는 낭만주의적 도취는 

자기자신을 버리고 삶의 배후를 지향함으로써 더 이상의 창조적 삶을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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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게 한다.  

바그너 예술이 대변하는 당대성을 극복하기 위해 니체가 요청하는 것

이 창조로서의 삶이라고 할 때, 니체가 ‘음악’으로써 궁극적으로 말하고

자 하는 것은 그러한 삶을 위한 넘침의 근원으로서의 음악이다. 니체가 

당대 낭만주의의 원인(遠因)으로 지목했던 것은 기독교이다. ‘신’은 이 삶

을 살아내기에 힘이 궁핍한 자가 만들어낸 절대자이며, 이러한 허구적 

존재가 도덕으로서 유럽정신을 지배해 온 것이다. 계몽된 근대정신은 

‘신’ 대신 또다른 절대적인 것을 지향할 뿐이다. 그러하기에 니체는 기독

교적 도덕을 해체하고 그러한 도덕에 의해 규정된 인간을 넘어서는 인간

(Mensch über Mensch), 즉 위버멘쉬(Übermensch)에 이르기를 권고한

다. 위버멘쉬란 고통으로서의 삶을 스스로 의미와 목적을 창조함으로써 

긍정하는 삶이다. 이러한 창조로서의 삶은 자기자신의 넘치는 힘의 느낌, 

즉 디오니소스적 도취를 전제로 한다. 절대적인 것의 허구가 폭로된 후

의 삶은 그 고통을 정당화해 줄 그 어떤 근원도 가지지 않으며, 따라서 

끊임없는 생성과 파괴, 우연의 연속인 무의미함 그 자체이다. 이것이 주

는 극도의 허무감으로부터 창조로서의 삶으로 가기 위해서 인간은 여전

히 삶을 의욕하는 넘치는 힘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힘이 바로 디오니소

스적 도취로서의 음악이 의미하는 바이며, 이로써 니체 사상에서 ‘음악’

은 궁극적으로 위버멘쉬의 원천임이 드러난다.  

 

 

주요어: 음악, 디오니소스, 도취, 바그너, 낭만주의, 위버멘쉬 

학번: 2010-2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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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왜 음악인가? 

 

본 연구의 목표는 니체 사상에서 ‘음악’의 의미를 규명하는 데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음악은 니체 사상 전체를 아우르는 근간임이 증명될 

것이며, 궁극적으로 니체가 말하는 음악이란 창조로서의 삶, 즉 

위버멘쉬(Übermensch)의 원천을 의미하는 것임이 드러날 것이다. 

음악은 니체 사상 내에서 독특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니체의 

처녀작인 『비극의 탄생(Die Geburt der Tragödie)』과, 그의 

철학자로서의 생애의 막바지 해인 1888년에 출간된 『바그너의 

경우(Der Fall Wagner)』와 1889년에 출간된 『니체 대 

바그너(Nietzsche contra Wagner)』에서 음악의 문제가 핵심적으로 

다루어 진다는 사실을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다. 니체 사상의 시작에서, 

그리고 끝으로 향하는 지점에서 음악의 문제가 핵심적으로 다루어졌던 

이유는 무엇인가? 이는 니체의 ‘당대성의 비판 및 극복’이라는 사상적 

기획 안에서 설명된다. 즉 니체는 당대 유럽에 만연한 니힐리즘을 

데카당(décadence) 1 의 문화현상으로 진단하며, 이러한 당대 유럽의 

                                        
1 이는 쇠퇴 또는 퇴폐로 번역되며, 주로 성숙했던 사회가 쇠퇴로 기울어질 때 

그 문화가 불건전한 양상과 성격을 가지게 되는 것을 데카당이라고 부른다. 데

카당이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보들레르로 표방되는 모더니즘의 한 예술사조로

서 통용되고 있으나, 니체가 말하는 데카당은 이와는 거리를 둔 개념으로 이해

되어야 할 것이다. 즉 니체는 당대 낭만주의적 문화현상을 포함하여 그것의 원

인(遠因)으로 지목한 기독교적 도덕 형이상학을 데카당으로 규정하는바, 이는 

‘무의미한 겪음’으로서의 삶을 살아낼 힘이 궁핍한 상태, 즉 힘이 하강하는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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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체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실마리를 ‘음악정신’에서 찾을 수 있다고 

보았다. 니체가 말하는 음악정신이란, ‘무의미한 삶’이라는 허무적 

세계인식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창조로써 긍정하는 삶을 이끌어 내는 

실존적 태도이다. 니체에게 있어 음악이란 바로 음악정신을 뜻하는 

것이며, 이러한 의미의 음악은 그의 초기작 이후에도 니체의 사상적 

발전의 토대가 된다. 

따라서 니체적 음악의 의미와 의의를 규명하는 작업은 니체의 전체 

사상적 기획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니체의 음악사상에 관한 기존의 

논의들은 그의 초기작인『비극의 탄생』만을 전거로 삼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는 아마도 『비극의 탄생』이 니체가 음악 내지 예술을 

주제집중적으로 다룬 유일한 저서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니체의 

중후기 사상에서도 음악에 관한 언급이 끊이지 않았음을 볼 때, 그의 

초기작만을 논의의 전거로 삼는 것은 편의주의적 발상에 불과하다. 

그러한 기존의 연구들은 다음과 같은 한계와 문제점을 드러낼 수 밖에 

없다: 1) 우선 후기의 니체 스스로도 지적한 바 있는 초기 사상의 

한계 2에도 불구하고 그의 음악사상을 『비극의 탄생』에만 근거해서 

다룬다면, 니체적 ‘음악’의 의미가 온전하게 드러날 수 없음은 

                                                                                                     
상을 의미한다. 

2 GT VS 6, s.13-14., EH “Die Geburt der Tragödie” 1, s.307-308. 참고. 니

체는 자신의 초기작의 두 가지 한계를 지적한다. 첫째는 기존 형이상학적 용어

와 구도를 그대로 차용함으로써 자신의 독자적 사상을 분명하게 드러내지 못했

다는 점이고 둘째는 고대 그리스 음악의 부활을 바그너 예술에 섣부르게 기대

하고 자신의 음악에 대한 이해를 그의 예술에 잘못 적용함으로써 오해를 불러

일으켰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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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약관화하다. 3  2) 니체의 전체 사상적 맥락에 대한 이해 없이 그의 

음악에 관한 언급들을 단편적으로 참고하는 음악이론들은 니체의 

음악사상에 대한 피상적 이해 및 오해를 가중시켜왔다. 4  3) 물론, 

『바그너의 경우』와 『니체 대 바그너』에서 이루어지는 후기 니체의 

바그너 비판은 단순한 음악론이라기보다는 총체적 문화론으로서 읽혀야 

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니체가 논의하는 ‘음악’을 주목하지 않고 

사장시켜버린다면, 일관성을 가지고 성장해 온 니체 사상의 맥락을 

파악하지 못하거나, 나아가 니체의 바그너에 대한 입장변화를 자칫 그의 

음악사상 자체의 변화로 속단하는 우를 범하게 된다. 즉 니체가 후기 

                                        
3 구체적으로 이러한 한계는 Higgins와 Cox의 다음의 연구에서 찾아볼 수 있

다: K.Higgins, Nietzsche on Music, Journal of the History of Ideas, Vol.47, 

No.4(Oct.-Dec., 1986),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pp. 663-672; 

C.Cox, Nietzsche, Dionysus, and the Ontology of Music, 『A Companion to 

Nietzsche』 (ed. by Keith Ansell Pearson) Blackwell Publishing Ltd, 2006, 

pp.495-513. 이하 기존 니체 음악에 대한 논의에 대한 비판적 고찰은 제Ⅰ장 

1절에서 보다 자세히 다루어 진다. 

4 Dahlhaus는 니체적 음악의 의미를 제대로 읽어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체 

사상적 속에서 보다 깊은 철학적 함의를 엮어내지 못하는 한계를 갖는다. 

(C.Dahlhaus, The Twofold Truth in Wagner ’ s Aesthetics: Nietzsche ’ s 

Fragment “On Music and Words”, 『Between Romanticism and Modernism 

– Four Studies in the Music of the Later Nineteenth Century』(tr. by Mary 

Whittall) Berkeley: Univ. of California Press, c1980.) 홍정수, 오희숙은 음악

에 관련한 니체의 언급들을 단편적으로 참조함으로써 오류를 낳은 사례이다: 홍

정수, 오희숙, 『음악미학』, 음악세계, 2005; 오희숙, “디오니소스적 예술로서

의 음악: 니체 음악미학의 주요 쟁점에 대한 고찰”, 계간 낭만음악 제19권 제2

호(통권74호) 2007년 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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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들을 통해 개진한 문화비판에서 드러나는 음악의 의미를 섬세하게 

읽어낸다면, 이를 토대로 그의 후기 사상을 초기사상과 연결시킴으로써 

니체 사상의 전체 기획을 일목요연하게 드러낼 수 있을 것이다.  

니체 연구사 내에서 니체의 철학적 사유의 파편들을 하나의 연관 

관계로 엮어내려는 시도는 1930년대를 전후로 시작된다.  

하이데거(M.Heidegger)는 ‘니힐리즘’, ‘기존의 모든 최고가치의 

가치전환’, ‘영원회귀’, ‘위버멘쉬’의 내적 연관성을 밝힌 바 있으며, 

야스퍼스(K.Jaspers)는 니체 사유의 파편들의 건축 가능성에 주목하며 

전체의 체계적 연관성을 실존철학적으로 규명해 낸다. 뢰비트(K.Löwith) 

또한 아포리즘들로 구성된 하나의 체계를, 울머(K.Ulmer)는 니체 

전작에서 내적으로 추진되는 위대한 인간과 문화의 형식을, 

핑크(E.Fink)는 니체 사상 내의 근본 모티브의 구성에 초점을 둠으로써 

니체 철학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이루어 낸다.5 

이러한 니체 연구사를 구획 짓는 새로운 움직임은 1960년대 이후 

‘니체 르네상스’를 주도한프랑스학계 내에서 포착된다. 즉 이들로부터 

니체 철학에서 ‘주관성’의 문제를 천착하는 학문으로서의 ‘미학’의 

성격을 읽어내는 연구가 활발해지기 시작한다. 그 대표적인 경우를 

푸코(M.Foucault)와 데리다(J.Derrida)에서 찾을 수 있다. 이들은 니체의 

기획의 미학적 측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그러한 니체의 미학적 관점 

‘내부’에서 자신들 고유의 해석을 이끌어낸다. 이로써 이들의 관점은 

                                        
5 니체의 수용사는 다음을 참조하였다: 백승영, “니체 읽기의 방법과 역사”, 김

상환 외『니체가 뒤흔든 철학 100년』, 민음사, 2004, 46-63쪽; 김정현, “니체

의 사회철학:근대성 극복의 문제와 관련하여”, 표재명 외, 『헤겔에서 리오타르

까지』, 지성의 샘, 1994, 35-7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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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의 ‘정확성’과는 무관할 수 밖에 없는 한계를 지닌다.6 

니체 철학 자체를 ‘미학’으로 읽어내고, 이를 보다 객관적으로 규명해 

내고자 하는 연구는 앨런 메길(Allen Megill), 뤽 페리(Luc Ferry)에게서 

찾아볼 수 있다. 이들은 니체의 미학을 ‘미와 예술’이라는 특정한 영역에 

관련한 철학의 한 하위분과로서 읽어내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철학 

자체를 대체하는 새로운 철학으로서의 ‘미학’으로 이해한다. 이들의 

연구가 니체 철학의 미학적 성격을 그 핵심만을 주목함으로써 

규명하고자 했다면, 전예완은 니체의 텍스트 전체의 꼼꼼한 분석을 통해 

니체 사상 전체가 ‘미학’임을 보다 분명하게 드러낸다. 그에 따르면, 

니체는 데카당의 당대 총체적 위기를 극복하고자 ‘도덕에 맞서 삶을 

구제한다’는 기획 하에 자신의 철학을 전개하며, 여기서 제시된 궁극적 

처방이 ‘미학’이다. 7  즉 니체에게 있어 ‘미학’은 그 어떤 근원도 가지지 

않는 ‘이 삶’을 인간 스스로 정당화하는 ‘삶의 기술(ars vivendi)’이다. 8 

그는 니체의 이러한 ‘실존의 미적 정당화’ 테제를 중심으로 니체 전체 

사상의 일관된 흐름을 엮어 냄으로써 니체 사상이 성취한 ‘철학의 미적 

전회’를 증명해 낸다. 

본 연구는 니체 철학 전체를 ‘미학’으로 읽어내는 상기의 연구자들의 

주장에 주목하고 이러한 입장에서 니체의 음악론을 고찰한다. 이를 통해 

니체 사상의 전체 맥락 속에서 비로소 온전하게 이해되는 ‘음악’의 

                                        
6 앨런 메길, 『극단의 예언자들: 니체, 하이데거, 푸코, 데리다』, 새물결 1996, 

83쪽 

7 전예완, “철학의 미적 전회로서의 니체 사상에 대한 연구: 실존의 미적 정당화 

테제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철학박사학위논문 (2010), 4쪽 

8 같은 책, 5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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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를 드러내는 동시에 그러한 음악의 의미를 통해서 보다 분명하게 

부각되는 니체 사상의 핵심을 제시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니체 

사상에 산재해 있는 음악에 대한 논의를 그러모아 지금까지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던 맥을 분명하게 짚어봄으로써 ‘미학으로의 전회’라는 

니체 사상의 근본적 성격을 보다 선명하게 드러낼 수 있을 것이며, 또한 

니체의 전체 사상을 ‘미학’으로 규명하는 기존 연구들의 세부적 고찰 및 

검증으로서 의의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앞서 언급한 기존 

연구에서 만연하는 니체의 음악사상에 관한 피상적 오류들을 또한 

해소하고 니체적 ‘음악’이 담지하는 보다 깊은 철학적 함의를 이해하는 

발판 또한 마련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제 본 연구의 구성 및 개요를 살펴보도록 하자. 본 연구는 ‘음악’을 

키워드로 시대극복이라는 실천적 기획으로서의 니체 사상을 다음의 

3단계로 고찰한다: 첫째로 초기작『비극의 탄생』을 전거로 하여 니체가 

의미하는 바의 음악을 분석한다. 이는 후기 니체의 음악사상에 대한 

이해의 단초를 제공하는바, 이를 토대로 두 번째 단계에서는 『바그너의 

경우』와 『니체 대 바그너』를 중심으로 바그너 음악에 대한 니체의 

비판을 분석한다. 이 과정에서 바그너 음악이 가지는 근본적인 문제점이 

구체화되는 동시에 당대 유럽의 총체적 위기의 실체를 드러내 보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니체가 시대극복을 위해 제시한 새로운 실존 

기술(Kunst)의 원천으로서의 ‘음악’이 지니는 궁극적 의미를 규명한다.  

제Ⅰ장에서는 『비극의 탄생』에서 드러나는 니체 음악론의 단초를 

규명한다. 『비극의 탄생』은 니체가 역사상 가장 명랑한 문화를 창달한 

그리스 정신에 대한 심리적 분석을 통해 당대에 만연한 

비관주의로부터의 탈출구를 찾고자 한 작업이다. 니체는 비극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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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인들의 ‘명랑성(Heiterkeit)’ 9  저변에 깔려있는 비관주의를 

감지하였으며, 따라서 비극에 대한 분석을 통해 고대 그리스 정신이 

어떻게 그들의 비관주의를 극복해냈는지 추적해 들어간다.  

니체에 따르면 고대 그리스인들은 ‘삶은 고통일 뿐’이라는 세계관을 

견지하면서도 그러한 세계관을 바탕으로 명랑한 문화를 이루어냈다. 

니체는 이러한 그리스인의 정신을 일컬어  ‘디오니소스’라 한다. 

디오니소스는 세계근원으로서 제시되며, 음악은 이러한 디오니소스의 

발현이다. 즉 니체에게 있어 음악의 선율은 형상이나 개념적 언어로 

전해질 수 없는 디오니소스의 본성을 전하는 가장 포괄적인 매체이다. 

디오니소스는 자신이 겪는 고통으로서의 삶을 계속 살아가고자 그러한 

삶에 의미를 부여하는 형상이나 개념의 창조를 끊임없이 의욕하는데, 

이때 디오니소스의 영원한 생명력, 즉 끊임없이 삶의 의미창조를 

의욕하는 넘치는 힘이 바로 ‘음악’이다. 따라서 음악은 이러한 

디오니소스의 본성에 따라 자신을 형상화하는 드라마를 이끌어 내는바, 

근원으로서의 음악과 음악의 형상화로서의 드라마가 결합된 것이 고대 

그리스 비극이다.  

결국 비극을 통해 궁극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바로 디오니소스의 

                                        
9 GT VS 1, s.5-7. 니체는 그리스인들의 정신을 낙천주의적 ‘명랑성’에서 찾는 

빙켈만류의 전통적인 고전문헌학에 대해서 비판적 입장을 취하는데, 이는 그리

스 문화가 정점을 이루는 시대에 그들에 의해 향유된 비극이라는 예술현상에 

대한 분석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니체는 고대 그리스인들의 ‘명랑성’을 ‘강함

의 비관주의’의 발로라고 이해하는 바, 즉 비관주의적 세계관에도 불구하고 삶

을 계속 살아가고자 하는 그리스인들의 강한 정신이 발현된 것이 이들의 ‘명랑

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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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치는 힘의 느낌이며, 니체는 이를 경험하는 상태를 ‘디오니소스적 

도취(Rausch)’라고 한다. 니체에 따르면 음악에서 디오니소스적 도취는 

망아상태(Selbstvergessenheit)에서 느끼는 황홀감이다. 10  망아란 

인간이 현상세계에서 경험하는 개체로서의 자신을 잊고 근원으로서의 

디오니소스와 합일되는 경험이며, 이는 곧 고통으로서의 삶을 계속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디오니소스의 영원한 생명력을 스스로 

고취시킴으로써 가지는 비극적 쾌감의 경험이다. 이로써 『비극의 

탄생』의 단계에서부터 니체에게 음악은 현상적 의미의 

음악이라기보다는 음악을 통해 전달되는 디오니소스적 도취를 의미한다. 

‘힘의 상승과 충만의 느낌(das Gefüle der Kraftsteigerung und 

Fülle)’으로서의 디오니소스적 도취 11가 바로 니체가 시대극복을 위해 

부활시키기를 희망했던 음악[정신]이며, 이러한 희망은 『비극의 탄생』 

이래 그가 지속적으로 추구하는 사상적 실험 - 데카당 정신을 극복하기 

위한 - 의 토대를 이룬다.  

제Ⅱ장에서는 니체의 후기 저서 『바그너의 경우』와 『니체 대 

바그너』를 전거로 바그너 음악에 대한 니체의 비판을 살펴본다. 

『비극의 탄생』에서 개진된 음악사상을 실마리로 시대극복이라는 

과업을 실천해 나갔던 니체가, 후기사상에 이르러 다시 한번 당대의 

음악을 대상으로 자신의 사상을 실험해 보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작업이다. 니체는 바그너의 음악을 이러한 검증작업을 위한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표본으로 삼는다. 그 까닭은, 니체에 따르면 바그너 

                                        
10 GT 1, s.24-25. 

11 GD “Streifzüge eines Unzeitgemässen” 8, s.110. 



 

９ 

예술이야말로 당대 유럽의 데카당스적 삶의 징후들이 집약된 것인바, 12 

바그너 비판은 시대극복의 과업을 수행하는 니체에게 필연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는 니체가 초기작『비극의 탄생』의 학문적 오류 - 

고대 그리스 비극의 부활을 바그너 예술에 섣부르게 기대했던 - 를 

바로잡기 위해 반드시 요청되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니체의 비판은 모든 창조의 심리적 근원에 존재하는 ‘넘침 대 

궁핍’이라는 대립을 토대로 이루어진다. 즉 니체에 따르면 ‘넘치는 

삶으로부터의 창조인가 혹은 궁핍한 삶으로부터의 창조인가’가 예술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의 근원적 기준이다. 13  앞서 밝힌 바대로, 고대 

그리스 비극의 음악은 ‘넘치는 힘의 느낌’으로서의 근원이다. 넘침의 

근원으로부터 창조된 비극은 그리스인들에게 고통으로서의 삶에 대한 

비극적 인식에도 불구하고 느껴지는 희열을 전한다. 이로써 비극은 

그들에게 스스로 그러한 삶 자체를 받아들이고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창조적 삶을 이끌어내는 상승하는 힘을 불러일으킨다. 반면, 니체는 

바그너에 의해 창조된 음악을 궁핍으로부터의 창조라고 보았다. 바그너 

음악은 구원과 안식의 느낌을 전함으로써 삶에 지친 자, 즉 

고통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에 힘이 궁핍한 자들을 피안을 지향하는 

삶으로 유혹하고, 나아가 그들의 궁핍함을 심화하고 확산시킨다. 14 

이로써 궁핍한 자들에게 창조는 더 이상 불가능하다.  

이러한 바그너 음악극에서 드러나는 궁핍의 징후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드러난다. 바그너는 드라마를 통해 현실의 고통에 대한 탄식, 

                                        
12 W “Vorwort”, s.4. 참고 

13 NW “Wir Antipoden”, s.424. 

14 W 5, s.16. 



 

１０ 

이러한 고통으로부터 구원해줄 ‘무한한 것’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 

믿음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영원한 안주를 설파한다. 바그너에게 있어 

음악은 이러한 드라마가 추구하는 구원의 이념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수단일 뿐이다. 15  이로써 바그너는 그의 음악극을 통해 당대 궁핍한 

자들의 무리본능에 호소함으로써 극장에서의 성공을 이루어낸다. 니체는 

바그너가 ‘넘치는 힘의 느낌’으로서의 음악으로부터 자신의 예술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음악을 드라마에 봉사하는 수단으로 

전락시킨 것을 비판한다. 따라서 바그너 음악극은 ‘이 삶’ 바깥에 

존재하는 절대적인 것을 지향함으로써 구원받고자 하는 욕구라는 궁핍한 

삶의 핵심적 징후를 드러낸다.  

니체는 이러한 궁핍의 징후로부터 당대 데카당의 유럽이 처한 총체적 

위기의 실체를 밝혀낸다. 그는 당대 유럽 전반에 드러나는 비관주의적 

문화현상을 ‘낭만주의’라는 이름 하에 비판한다. 니체가 말하는 

낭만주의란 ‘무의미한 삶을 살아가기에 힘이 궁핍한 자들이 삶을 

부정하고 절대적인 것을 지향하는 사고방식’이다.16  

이러한 낭만주의의 토대는 기독교적 도덕, 즉 데카당의 

                                        
15 NW “Wagner als Gefahr” 1, s.420.  또한 바그너 자신도 자신의 글 『오페

라와 드라마』에서 드라마는 목적이요 음악은 단지 수단일 뿐임을 표명한 바가 

있다. (Carl Dahlhaus, The Twofold Truth in Wagner’s Aesthetics: Nietzsche’

s Fragment “On Music and Words”, 『Between Romanticism and Modernism 

– Four Studies in the Music of the Later Nineteenth Century』 (tr. by Mary 

Whittall) Berkeley : Univ. of California Press, c1980., p.27.와 p.32. 참고) 

16 전예완, “철학의 미적 전회로서의 니체 사상에 대한 연구: 실존의 미적 정당

화 테제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철학박사학위논문 (2010), 108쪽 



 

１１ 

무리도덕(heeren Moral)이다. 근대에 이르기까지 유럽의 정신을 지배해 

왔던 기독교적 신은, 힘의 궁핍함으로 인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창조해 

낼 수 없는 무리들의 삶의 근원이자 목적이었다. 니체에 따르면, 무한한 

우연과 변화, 파괴와 생성의 연속인 무의미한 겪음으로서의 삶은 인류를 

허무의 고통에 빠지게 했으며, ‘신’은 이러한 고통을 회피하기 위해 

인류가 창조해 낸 ‘무(Nichts)’에 불과하다. 이로써 ‘신’은 개별자들이 

보편적으로 따라야 할 삶의 방식을 규정하는 단 하나의 근원이며, 

이러한 삶의 방식이 곧 도덕이다. 이제 궁핍한 자들은 절대불변의 

근원에 근거한 도덕으로써 삶을 부정한다. 인류는 허무를 잊기 위해 

무를 지향함으로써 삶에 대한 비관주의를 심화시키며 살아온 것이다.  

니체가 보기에 계몽된 근대 유럽 정신은 더 이상 신을 믿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기 스스로 각자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창조할 권리를 

되찾아 낸 것이 아니다. ‘바그너의 경우’에서 드러났듯이, 그들은 신을 

대신하는 또 다른 공통의 절대적인 것으로서의 ‘무(Nichts)’를 지향하는 

궁핍한 무리들의 삶의 방식을 고수한다. 그러하기에 ‘이 삶’은 여전히 

부정된다.  

이러한 궁핍한 무리들을 유혹하고 그들의 궁핍함을 심화•확산시키는 

‘위력’을 발휘하는 것이 바그너 음악이다. 앞서 잠시 언급했듯이, 

바그너에게 있어 음악은 그의 예술이 추구하는 이념을 감각적이고 

유혹적으로 전달하는 수단이다. 바그너의 탁월한 음악적 효과로 인해 

청중들은 의식의 몽롱함과 흥분의 뒤섞임을 경험하게 됨으로써 

‘낭만주의적 도취’에 이른다. 이는 디오니소스적 도취의 망아상태, 즉 

개체로서의 자신을 잊고 근원으로서의 디오니소스와 합일되는 경험과 

일견 유사하다. 그러나 디오니소스적 도취는 고통으로서의 삶을 



 

１２ 

살아가는 자기자신(selbst)의 생명력에 대한 희열이며, 이때 경험하는 

망아(Selbstvergessenheit)란 자신의 힘이 흘러 넘쳐서 타인과의 경계가 

사라지는 느낌인데 반해, 낭만주의적 도취는 대상에 침잠하거나 

압도당함으로써 자기자신을 지워버리는 느낌, 즉 무아(無我, Selbstlos)의 

경험이다. 이로부터 니체가 바그너 음악을 반대하는 보다 궁극적인 

이유가 드러난다. 넘침의 음악을 근원으로 하는 비극이 그리스인들에게 

각자의 영원한 창조와 창조의 기쁨을 촉구했다면, 니체가 이러한 음악의 

대척자(對蹠者)로 세운 궁핍의 창조물로서의 바그너 음악은 개인들을 

무리도덕으로 소급시키는 정조를 전함으로써 더 이상의 창조를 

불가능하게 한다.  

제Ⅲ장에서는 앞서 개진된 논의를 토대로 근대가 당면한 총체적 

위기의 극복을 위해 니체가 요청하는 ‘넘침으로서의 음악’의 궁극적인 

의미를 밝힌다. 신을 대신한 또 다른 ‘무(Nichts)’를 지향함으로써 삶을 

부정하는 근대 유럽정신의 몰락 앞에서, 니체가 음악정신의 부활을 

촉구하면서 찾고자 했던 새로운 실존방식은 그 어떤 근원도 없는 

무의미한 겪음(Leiden)으로서의 삶을 스스로 의미와 목적을 

창조함으로써 긍정하는 삶이다. 이러한 ‘창조로서의 삶’은 넘침으로서의 

음악, 즉 디오니소스적 도취로서의 ‘음악’을 원천으로 한다. 

이러한 ‘음악’과 ‘창조로서의 삶’은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우선 

미학사적 맥락 내에서 니체가 말하는 ‘창조’의 의미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기존 미학에서 미적인 것이 수용자의 입장에서 고려되었던 것과 

달리, 니체는 이를 창조자의 입장에서 접근한다. 즉 미적 판단이란 

플라톤적 전통 형이상학에서와 같이 대상이 지니고 있는 이상적 미의 



 

１３ 

속성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며 17 , 또한 칸트적 의미의 ‘무관심적’으로 

이루어지는 주관적 판단도 아니다. 18  니체에게 있어서 아름다움의 

판단은 ‘인간 개개인이 자신에 대해 느끼는 기쁨’을 토대로 한다.19 다시 

말해 인간은 자기 보존과 증대 본능의 상승을 경험할 때 가지는 쾌감 

속에서 대상에 대해 스스로의 의미와 가치를 창조한다. 이로써 인간은 

대상을 아름다운 것으로 긍정하게 된다. 즉 대상의 아름다움은 대상을 

바라보는 나 자신의 도취의 발현이다. 이로써 미적 체험은 창조적 

체험이며, 디오니소스적 도취는 이러한 가치창조의 전제이다.  

이를 토대로 니체가 『비극의 탄생』에서 말하는 ‘상승과 충만의 힘의 

느낌’으로서의 디오니소스적 도취가 보다 적극적인 의미를 획득하게 

된다. 즉 『비극의 탄생』의 단계에서는 음악정신이 비극이라는 

예술현상에서 경험되는 것으로 비춰졌다면, 후기 니체에 있어서 

디오니소스적 도취로서의 ‘음악’은 나의 가치를 창조하는 힘의 느낌임이 

명료해진다. 예술 자체가 힘의 상승으로 인한 활력과 생명감의 

표출로서의 창조인 것이며, 그러하기에 예술은 곧 진정한 의미의 삶 

자체이다. 따라서 예술의 근원으로서의 음악이 궁극적으로 의미하는 

바는 음악은 창조로서의 삶의 원천이라는 것이다.  

니체는 이러한 디오니소스적 도취의 음악으로부터 완성되는 창조적 

삶을 일컬어 위버멘쉬(Übermensch)라고 한다. 니체는 나약한 

근대정신의 원인(遠因)으로 기독교적 도덕을 지목했던바, 위버멘쉬를 

통해 제시되는 새로운 실존기술(Kunst)은 그가 이러한 기독교적 도덕과 

                                        
17 W, “Epilog”, s.44. 

18 GM Ⅲ, 6, s.365. 

19 GD, “Streifzüge eines Unzeitgemässen” 19, s.117. 



 

１４ 

전투를 벌이며 새로이 요청하는 삶의 방식이다. 즉 기존 도덕에 의해 

규정된 인간을 넘어서는 인간(Mensch über Mensch), 그것이 

위버멘쉬이다. 디오니소스적 도취는 새로운 삶의 방식의 실천자로서의 

위버멘쉬가 원천으로 하는 ‘힘의 상승과 충만의 느낌’이다. 이것이 바로 

『비극의 탄생』에서부터 후기저작에 이르기까지 니체가 ‘음악’이라는 

말로써 일관되게 드러내고자 했던 것이다. 결국 니체가 의미하는 

‘음악’이란 신을 상실한 시대에 인간이 진정으로 되찾아야 하는 삶에 

대한 정조이자 태도이다. 니체는 자신의 사상적 여정 전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음악정신의 부활을 꿈꾸어 왔던바, 그가 결국 

동시대인들에게 그리고 미래의 인류에게 촉구하고자 한 것은 진정한 

의미의 ‘신 없이 사는 삶’, 즉 위버멘쉬인 것이다. 

따라서 이제 ‘모든 창조로서의 삶의 원천’이라는 궁극적 의미의 

‘음악’이 니체 사상 전체를 아우르는 근간이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후기 니체가 바그너 음악의 안티테제로서 제시하는 음악은 

‘몸의 가벼움’을 위한 음악20, ‘춤을 추게 하는’ 음악21이다. 

우선 ‘몸의 가벼움’을 위한 음악이란 무엇인가? 위버멘쉬로 향한 전체 

여정 속에서 ‘몸의 가벼움’은 이중의 무게, 즉 기독교적 도덕의 무게와 

극도의 허무주의로서의 무게를 덜어내는 것을 의미한다. 도덕의 

무게 22를 덜어냈을 때 드러나는 것은 삶의 본성, 즉 그 어떤 근원도 

가지지 않는 삶의 무의미한 겪음이며, 이를 직시하는 것이 삶에 대한 

일차긍정이다. 이러한 무의미한 겪음 앞에서 인간은 극도의 

                                        
20 NW, “Wo ich Einwände mache”, s.416-417. 

21 NW, “Wagner als Gefahr” 1, s.420. 

22 Z Ⅲ, “Vom Geist der Schwere” 2, s.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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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무주의로서의 ‘최대의 무게’를 경험하게 된다.23 이러한 최대의 무게를 

‘상승하는 힘의 느낌’ 속에서 내려놓는 것, 즉 삶의 무의미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삶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끊임없이 되풀이하여 

의욕하는 것이 이차긍정이다. 이때 그 최대의 무게를 덜어낼 수 있게 

하는 것이 디오니소스적 도취이며 이것이 곧 ‘음악’이다. 즉 ‘몸의 

가벼워짐’을 위한 음악이란, 이중긍정으로써 비로소 도달되는 

위버멘쉬의 원천이다. 

‘춤’을 위한 음악이란 무엇인가? 니체에게 있어 ‘춤’은 ‘자기규정을 

토대로 한 자유정신’의 표출로서, 24  이는 삶에서 도덕의 차원을 제거한 

후 이차긍정의 단계에까지 나아간 삶을 의미한다. 그러한 삶이란 

스스로의 가치를 창조함으로써 스스로를 만들어 가는 것이다. ‘춤 추는 

자’란 ‘가치를 창조하는 자’, 곧 위버멘쉬이다. 더 이상 보편적 

인간으로서의 내가 아닌 개별자로서의 나를 스스로 규정하기 위해서는 

넘치는 힘이 필요하다: ‘춤’을 위해서는 음악이 필요하다. 즉 위버멘쉬의 

삶은 음악을 원천으로 한다. 

따라서 궁극적으로 니체에게 있어서 음악은 ‘예술가를 위한 예술’ 25로 

자리매김한다. ‘예술가’란 무의미하게 던져지는 겪음에 스스로의 의미와 

목적을 창조함으로써 삶을 긍정하는 자, ‘몸이 가벼운 자’이며, 또한 

스스로의 가치를 창조함으로써 ‘신이 없는 삶’을 사는 자, ‘춤 추는 

자’이다. 이러한 예술가를 위해서는 고통스러운 삶 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리고 살아갈 수 있는 자신의 

                                        
23 FW 4, 341, s.250. 

24 FW, 347, s.265 참고 

25 NW, “Epilog” 2, s.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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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치는 힘의 느낌, ‘음악’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예술가를 위한 

예술’이란 위버멘쉬를 위한 음악, 위버멘쉬의 원천으로서의 음악이다. 

니체가 낭만주의적 비관주의에 병들어 버린 근대정신의 회복을 위해 

기독교적 도덕과 벌였던 지난한 싸움에서부터 데카당의 도덕과 

근대정신의 대항마로서의 위버멘쉬에 대한 탐구에 이르기까지, 그 긴 

여정의 근간에는 ‘음악’이 있다. 이러한 ‘음악’에 대한 착안은 『비극의 

탄생』에서부터 시작되었던 바, 이는 니체 사상 전체에 걸쳐 시대극복의 

열쇠로서 그 핵심적 축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상승과 충만의 힘의 

느낌’으로서의 ‘음악’은 궁극적으로 창조로서의 삶의 원천이다.  

이로써 본 연구를 통해 ‘음악’은 『비극의 탄생』에서부터 후기 저작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니체 사상의 토대를 이루어 왔음을 드러날 것이다. 

니체 사상의 발전과정에서 ‘음악’은 점차 그 내포를 확충해감으로써 

‘시대극복’이라는 니체의 사상적 기획이 궁극적으로 추구했던 새로운 삶, 

곧 위버멘쉬의 원천으로서 자리매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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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니체 음악론의 단초: 『비극의 탄생』에서의 음악 

 

1. 니체 음악론에 대한 기존 논의들: 비판적 검토 

니체 사상에서 ‘음악’이 지니는 의미에 대한 본격적인 고찰에 

들어가기 앞서, 니체 음악론에 대한 기존의 주요 논의들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앞서 밝혔듯이, 본 연구는 니체의 음악 사상을 그의 전체 사상적 

기획 속에서 다루어야 한다는 입장을 토대로 하는 바, 그렇지 못한 

니체의 음악에 대한 기존 논의들이 가질 수 밖에 없는 한계를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본 연구의 입장을 공고히 하고자 한다.  

대표적 음악학자인 Dahlhaus는 그의 논문 『바그너 미학에서의 

이중의 진실』에서 『비극의 탄생』이 쓰여진 해인 1871년부터 

작성되었던 니체의 ‘음악과 언어’에 대한 유고를 토대로 그의 음악관을 

분석한다. 26  그는 니체가 자신의 사상 초기에서부터 바그너와 음악에 

대해 논쟁적 입장을 취하고 있었으나, 바그너와의 개인적 친분으로 인해 

자신의 입장을 암시적으로만 드러낸다고 주장한다.27 Dahlhaus의 분석에 

따르면, 니체는 ‘미학의 감정이론(the emotional theory of 

                                        
26 Carl Dahlhaus, The Twofold Truth in Wagner’s Aesthetics: Nietzsche’s 

Fragment “On Music and Words”, 『Between Romanticism and Modernism 

– Four Studies in the Music of the Later Nineteenth Century』(tr. by Mary 

Whittall) Berkeley: Univ. of California Press, c1980. 

27 같은 책, 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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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sthetics)’를 반대하며 28 , 바그너의 ‘극장주의’ 29 로 대변되는 

대중영합적인 예술을 비판한다. 30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Dahlhaus는 

니체의 음악관을 당대 대표적인 절대음악이론가인 한슬릭의 입장에 

가까운 것으로 파악하고 31 , 나아가 니체가 기존의 절대음악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시켜 ‘절대음악’의 보다 확장된 의미를 도출했다고 

평가한다.32 

Dahlhaus는 이러한 ‘절대음악’의 두 가지 핵심적 의미를 다음과 같이 

                                        
28 니체는 이 유고에서 ‘음악’, 엄밀히 말하면 ‘음조(tone)’가 가장 근원적인 것

으로서 형상과 개념을 낳을 수 있지만, 그 역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니체는 ‘쾌, 불쾌의 감정’마저도 음조가 상징화된 것이며, 나아가 쇼펜하우어적 

‘의지’ 또한 음조의 ‘대상’이지 ‘근원’은 아니라고 말한다. 따라서 니체에게 있어

서 음악은 ‘감정’의 표현이 될 수 없다. (F. Nietzsche, 최상욱 역, KGW Ⅲ-3, 

(12=Mp ⅩⅡ 1d. 1871년 봄), 책세상, 2001, 463-465쪽 참고) 

29 이는 본 논문 제Ⅱ장 2절을 참고하라. 

30  니체는 진정한 의미의 디오니소스적 음악을 창조하는 자는 ‘열광적인 국민 

대중’과 같은 ‘무엇인가를 들려주어야만 할 청자’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고 말한

다. (F. Nietzsche, 최상욱 역, KGW Ⅲ-3, (12=Mp ⅩⅡ 1d. 1871년 봄), 책세

상, 2001, 471-473쪽 참고) 또한 『비극의 탄생』에서도 비극의 종말을 이끌어 

낸 소크라테스주의를 표방하는 에우리피데스의 작품과 니체 당대의 오페라의 

선정주의 및 향락주의, 즉 대중영합주의를 비판하고 있다. (GT 17과 19 참고) 

31 Carl Dahlhaus, The Twofold Truth in Wagner’s Aesthetics: Nietzsche’s 

Fragment “On Music and Words”, 『Between Romanticism and Modernism 

– Four Studies in the Music of the Later Nineteenth Century』(tr. by Mary 

Whittall) Berkeley: Univ. of California Press, c1980., p.31. 

32 같은 책, pp.38-39. 



 

１９ 

제시한다: 첫째, 음악은 그 자체로 ‘자율성(autonomy)’을 지닌다. 33 

음악은 ‘예술을 위한 예술’로서 존재하며, 따라서 음악은 ‘음악 외적인 

기능’을 하거나 개념이나 형상에 종속되어서는 안 된다. 34 둘째, 음악은 

형이상학적 의미를 담지 한다. 즉 음악을 통해 ‘현상’ 배후의 ‘본질’이 

스스로를 계시한다.35 

그러나 음악에 대한 니체의 논의를 음악의 ‘자율성’을 주장한 것으로 

보는 것은 지나친 해석이다. 니체는 이 유고 안에서도 분명 당대의 

오페라를 ‘그리스 비극 안에 있는 오페라의 원형’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자신의 목표를 분명히 표명한다. 36  즉 ‘쾌감과 불쾌감에 대해 

나름의 척도를 가지는 의지는 음악의 발전에서 점점 더 일치하는 상징적 

표현에 이른다: 이러한 역사적 과정으로서 서정시의 지속적인 추구는 

동시에, 음악을 형상으로 고쳐 쓰는 것으로 진행된다.’ 37 이로써 음악과 

형상의 결합이 궁극적으로 도달하게 되는 ‘비극’이 디오니소스가 가장 

완전하게 드러나는 예술현상이 되는 것이다. 38  이를 토대로 니체가 

절대음악의 전형인 ‘순수기악곡(pure instrumental music)’ 39을 최고의 

                                        
33 같은 책, p.37. 

34 같은 곳 

35 같은 곳 

36 F. Nietzsche, 최상욱 역, KGW Ⅲ-3, (12=Mp ⅩⅡ 1d. 1871년 봄), 책세상, 

2001, 471쪽 

37 같은 책, 464쪽 

38 GT 16, s.103-104. 참고. 이는 본 논문 제Ⅰ장 3절에서 보다 자세히 논의될 

것이다.  

39 Carl Dahlhaus, The Twofold Truth in Wagner’s Aesthetics: Nietzsche’s 

Fragment “On Music and Words”, 『Between Romanticism and Modern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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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으로서의 음악으로 보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려워진다. 게다가 후기 

니체는 ‘예술을 위한 예술’을 반대하는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다시 말해 예술은 삶과 직결되어 있으며, 나아가 삶 자체이다.40  

니체가 말하는 음악이 어떤 형이상학적 의미의 담지체라는 주장 또한 

니체 후기 사상의 연속선상에서 바라보면 한계를 지닌 것으로 드러난다. 

물론 니체 사상의 초기단계에서 근원으로서의 ‘음악’은 비극이라는 

예술현상을 통해서 경험되는 것으로 제시되며, 이러한 경험을 니체는 

‘형이상학적 위로(Trost)’라고 일컬음으로써 음악이 전하는 바가 인간이 

추구해 가야 하는 실존에 대한 진리로 비춰진다. 그러나 후기로 가면 

예술은 삶 자체임이 드러나며, ‘음악’ 또한 인간 각자가 자신의 가치를 

창조하는 ‘힘의 느낌’임이 명료해진다.41  

니체의 음악관을 ‘절대음악’ 혹은 ‘표제음악’ 등의 특정 영역으로 

범주화시킬 수 없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 증거는 후기 저서『바그너의 

경우』에서 찾을 수 있다. 니체는 자신이 한슬릭을 포함한 당대에 

                                                                                                     
– Four Studies in the Music of the Later Nineteenth Century』 (tr. by Mary 

Whittall) Berkeley: Univ. of California Press, c1980., p.32 

40 후기 니체는 『우상의 황혼』에서 ‘예술을 위한 예술’을 직접적으로 비판한

다. 니체에게 있어 예술은 ‘특정한 가치 평가들을 강화하거나 약화시키는 것’이

며 ‘예술가의 본능’을 개입시킬 수 있는 ‘능력’을 전제로 한다. 예술가의 가장 

심층적인 본능은 ‘예술의 의미인 삶’을 향하고 있으며 ‘삶이 소망할 만한 것’으

로 향해있다. 이로써 ‘예술은 삶의 위대한 자극제이다.’ (GD, “Streifzüge eines 

Unzeitgemässen” 24, s.121-122. 참고) 또한 이는 본 논문 제Ⅲ장 3절 후반부

에서 보다 자세히 논의된다. 

41 이는 본 논문 제Ⅲ장 2절 중반에서 보다 자세히 논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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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람스파로 일컬어지는 일군의 학자들과 거리를 두고 있음을 분명히 

한다. 42  더 나아가 당대 바그너의 ‘대척자’로 알려진 절대음악의 

대표격인 브람스에 대해서도 거침없는 비판을 쏟아낸다. 니체에게 

있어서 브람스는 또 하나의 데카당 음악가, 즉 상승하는 힘의 

발현으로서의 음악을 만들어 내지 못하는 음악가이며, 다만 그 정도에 

있어서 바그너의 ‘반(Halb)’에 해당할 뿐이라는 것이다.43  

Dahlhaus의 니체적 음악에 대한 논의는 후기 니체에까지 이어지는 

음악의 의미 –근원으로서의 음악 혹은 음조와 그것의 상징화로서의 가사 

및 드라마 – 를 섬세하게 읽어낸 작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음악론을 절대음악의 범주에 섣불리 귀속시켜 버리는 오류를 범하게 된 

것은, 앞서 언급했듯이 니체가 음악에 부여한 철학적 함의를 그의 사상 

전체의 기획 안에서 보다 깊게 읽어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보다 철학적 입장에서 니체의 음악론을 논의한 경우는 Higgins44에서 

                                        
42  W “Nachschrift”, s.34. 참고. 니체는 바그너 음악에 대해 ‘생리적 반박’을 

가하면서, 바그너와 반대입장에 서 있는 브람스파의 학자들을 비판한다: “독일 

철학의 세 학파 출신인 미학자 선생들께서 바그너의 원리에 “-이라면”과 “왜냐

하면”을 가지고 부조리한 싸움을 걸었을 때 스스로를 웃음거리로 만들었다. – 

원리가 그와 무슨 상관입니까, 하물며 고유한 원리라니!”  

43 W “Zweite Nachschrift”, s.41-42. 참고. 니체에 따르면, 절대음악가로서의 

브람스가 바그너와 대립적인 위치에 있다고 해서 그의 음악이 “더 좋은” 음악

이라고 할 수 없으며, 그것은 단지 “고만고만하고 덜 중요한” 음악이다. 니체에

게 있어 브람스는 ‘모방에 있어서 대가’이며 그 어떤 ‘개성이나 중심’을 갖지 못

한 자일 뿐이다.  

44  K. Higgins, Nietzsche on Music, 『Journal of the History of Ideas』 , 

Vol.47, No.4(Oct.-Dec., 1986)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pp. 663-



 

２２ 

찾아볼 수 있다. 그는 『비극의 탄생』과 이 초기작과 같은 해에 쓰여진 

‘음악과 언어’에 대한 유고를 토대로 음악이 개별자가 실재(근원적 

일자)에 통일되는 경험을 전달하는 힘이며, 이것은 상호소통을 기반으로 

하는 언어를 가능하게 하는 초월적 선제조건이라고 규명한다. 그는 

마지막으로 『비극의 탄생』이 특정 장르의 음악이 아니라 음악 일반에 

대한 논의임을 밝히면서, 현상적 음악을 고찰한 니체 후기의 『바그너의 

경우』와의 연속성에 대한 검증을 추후의 과제로 남겨놓는다. 그러나 

초기 니체 음악론에 대한 이러한 Higgins의 고찰은 후기 음악론과 

종합적으로 고찰하지 않았을 때 빚을 수 있는 전형적인 사례이다. 

주지하다시피, 후기 니체는 스스로 초기작 『비극의 탄생』이 기존 

형이상학의 잔재 속에서 자신의 독자적 사상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못했음을 그 한계로 지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초기작만을 논의의 

전거로 삼은 Higgins는 그 형이상학적 잔재를 전혀 걸러내지 

못함으로써 니체 고유의 사상적 맹아를 읽어내지 못했다. 이러한 그의 

분석을 토대로 후기 니체의 바그너 비판을 살펴본다면, 바그너에 대한 

니체의 입장변화는 단순히 니체의 음악관 자체의 변화로밖에 이해될 수 

없다. 

『비극의 탄생』만을 전거로 삼아 한계를 드러내는 보다 최근의 

논의는 Cox에게서 찾아볼 수 있다. 45  그는 디오니소스의 발현으로서의 

음악을 ‘생성(becoming)’의 표현이며 모든 ‘존재(being)’의 선제조건임을 

                                                                                                     
672. 

45 C. Cox, Nietzsche, Dionysus, and the Ontology of Music, 『A Companion 

to Nietzsche』 (ed. by Keith Ansell Pearson) Blackwell Publishing Ltd, 2006, 

pp.495-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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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찰해 내고 이를 토대로 니체가 추구하는 현상적 의미의 음악의 사례를 

20세기에 출현한 실험음악들 –예컨대, Edgard Varèse, Pierre Schaeffer, 

그리고 John Cage –에서 찾는다. 이들 음악들은 분명한 음조와 

아름다운 선율을 피하고 흐름과 힘의 긴장관계를 표현하거나, ‘소음’이나 

‘침묵’을 작품화하는 그야말로 실험적 음악들이다. 그러나 이는 니체가 

추구하는 음악의 적절한 사례가 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후기 니체에 가면 초기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음악에서의 리듬과 

아름다운 선율에 대한 대칭성, 조화, 균형을 강조하기 때문이다.46  

국내 연구의 사례도 이와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홍정수는 

베토벤음악의 표제적 성격을 예찬하는 바그너와 입장을 달리하는 니체의 

언급을 두고 니체의 음악관을 절대음악의 범주에 귀속시킨다. 47  더 

나아가, 오희숙은 니체를 표제음악의 반대자로 규정하면서도 『바그너의 

경우』로부터 바그너에 대한 니체의 역설적 찬양의 어휘들을 맥락 없이 

발췌하여 니체를 바그너의 지지자로 이해하는 오류를 범한다. 48  냉소와 

역설로 점철된 니체의 언급들, 특히 아포리즘 형식의 문구들은 전후 

                                        
46  이러한 후기 니체의 입장은 본 논문의 제Ⅲ장 3절과 결론에서 자세히 

다루어질 것이다. 

47 홍정수, 『음악미학』, [음악세계, 2005], 266쪽 

48 오희숙, “디오니소스적 예술로서의 음악: 니체 음악미학의 주요 쟁점에 대한 

고찰”, 계간 낭만음악 제19권 제2호(통권74호) 2007년 봄호, 31-32쪽, 니체는 

당대에 일반적으로 바그너의 대척자로 여겨지던 브람스를 비판하면서 브람스는 

바그너에 비하면 데카당의 정도가 ‘반(halb)’도 안 되는 자라고 냉소한다. 오희

숙은 ‘바그너야 말로 전체’라는 니체의 역설적 찬양을 단순한 긍정적 평가로 읽

어내는 오류를 범한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W, “Zweite Nachschrift”, s.40-

43.)을 참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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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락의 세심한 고찰 없이는 그것의 온전한 의미를 읽어내기가 어렵다. 

니체의 음악관을 절대음악의 범주에 귀속시키기 어려운 이유는 앞서 

Dahlhaus와 관련한 논의에서 언급했거니와, 이러한 연구들이 드러내고 

있는 이와 같은 피상적 오류들은 그야말로 니체의 전체 사상적 맥락에 

대한 이해 없이 이뤄졌기 때문에 초래되는 결과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니체의 ‘당대성의 비판 및 극복’이라는 전체 사상적 

기획을 관통하는 키워드로서의 ‘음악’을 고찰하고자 한다. 니체는 당대 

유럽에 만연한 니힐리즘을 데카당(décadence)의 문화현상으로 진단하고, 

이러한 당대성의 극복을 위한 실마리를 고대 그리스 비극에서 읽어낸 

‘음악’에서부터 풀어나간다. 본 연구자는 이러한 니체의 행보를 『비극의 

탄생』에서부터 후기 사상에 이르기까지 추적해 들어감으로써 기존 

연구에 만연하는 니체의 음악사상에 대한 피상적 오류들을 해소하고, 

니체 사상의 전체 맥락 속에서 비로소 온전하게 이해되는 ‘음악’의 

의미를 드러내는 동시에 그러한 음악의 의미를 통해서 보다 분명하게 

부각되는 니체 사상의 핵심을 제시해 보도록 하겠다. 

 

2. 디오니소스의 의미 

니체는 1886년 『비극의 탄생』의 제3판에 추가된 서문 “자기 

비판의 시도(Versuch einer Selbstkritik)”에서 이 처녀작은 ‘그리스인과 

그리스 예술의 이른바 ‘명랑성(Heiterkeit)’에 대해서 오랫동안 품었던 

의문’에서 출발한 것이었다고 회고한다. 49  이러한 의문은 니체의 

                                        
49 GT, VS, 1, s.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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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자로서 가지는 시대적 사명에서 기인한 것이다. 니체는 극단적 

비관주의(Pessimismus)로 치닫고 있는 당대의 유럽현실을 시대의 

총체적 위기로 진단하였으며, 이러한 데카당(décadence)의 시대의 

극복을 모색하는 길을 찾는 것을 자신의 철학자로서의 사명으로 여긴다. 

따라서 니체는 역사상 가장 찬란하고 명랑한 문화를 이끌어낸 그리스 

정신에 대한 심리적 분석을 통하여 당대에 만연한 비관주의로부터의 

탈출구를 찾고자 한 것이다. 

니체는 가장 명랑했던 민족인 그리스인들로부터 비관주의적 예술인 

비극이 만들어지게 된 원인을 그들 민족의 명랑성 저변에 깔려있는 

비관주의라고 보았다. 니체가 『비극의 탄생』에서 골몰했던 것은 

‘어떻게 그리스인들이 비관주의를 잘 해결했는지’ 그리고 ‘무엇을 가지고 

그들이 비관주의를 극복했는지’에 대한 문제였던 바,50 이를 위해 니체는 

그리스인의 정신으로부터 탄생하게 된 비극이 그들에게 어떠한 기능을 

했는지, 그리고 비극에서 그들의 정신은 어떻게 구현되어있는지를 

추적해 들어간다. 이로부터 드러난 것은, 비극은 ‘디오니소스적 

현상’이며, 또한 ‘충만과 과잉에서 탄생한 최고의 긍정 형식’이라는 

점이다. 51  그리스인들은 비극을 통해서, 고통(Leiden)으로서의 삶을 그 

자체로 받아들이고 그러한 삶을 계속 살아내고자 하는 스스로의 힘의 

상승을 촉구했던 것이다. 이로써 그들은 자신들의 삶을 기꺼이 긍정하고 

즐길 수 있었다. 

이렇듯, 비관주의적 세계관을 견지하면서도 그것의 극복을 위해 

찬란한 문화를 창달했던 그리스인의 정신을 니체는 ‘디오니소스’라 

                                        
50 EH, “Die Geburt der Tragödie” 4, s.311. 

51 EH, “Die Geburt der Tragödie” 2, s.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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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한다. 니체는 이러한 디오니소스적 정신의 유일한 발현이 음악이며, 

근원으로서의 음악과 음악을 형상화한 드라마가 결합되어 비극이 

완성되었다고 보았다. 즉 니체에게 있어서 ‘음악’은 비극의 기원인 

‘음악정신’이자 곧 디오니소스이다. 니체는 시대극복이라는 철학자로서의 

사명 하에 이를 위한 실마리를 고대 그리스 비극의 ‘음악정신’에서 

찾아내었던 것이다. 다시 말해 니체는 이러한 음악정신을 

부활시킴으로써 비관주의적 당대 상황을 극복해내기를 희망했으며, 

이러한 희망은 『비극의 탄생』 이후에 계속되는 데카당 정신과의 

전투로서의 여러 실험을 위한 토대가 된다. 이에 관련하여 후기의 

니체는 『이 사람을 보라』의 “비극의 탄생”을 회고하는 자리에서, 이 

처녀작이 갖는 온갖 미숙함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비극의 탄생』에서 

자신이 ‘음악정신’을 통해 성취해내고자 했던 바는 변함이 없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결국 나는 음악의 디오니소스적 미래에 대한 

희망을 파기할 이유가 없다.”52 

따라서 본 연구는 『비극의 탄생』으로부터 드러나는 ‘음악정신’이 

니체 전 사상에 걸쳐 근간이 되었던 것임을 증명해 나가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비극의 탄생』에서 ‘음악정신’, 즉 디오니소스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비극에 대한 니체의 논의를 따라 디오니소스의 발현으로서의 

음악이 가지는 비극의 드라마와의 관계 및 이를 통해 드러나는 음악 

고유의 힘을 구체적으로 정리해보고자 한다. 이로써 후기 니체의 바그너 

음악에 대한 비판의 토대를 마련하고, 시대극복을 위해 니체가 요청하는 

음악의 단초를 제시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니체에 따르면, 고대 그리스 문화의 정점에서 완성된 아티카 비극은 

                                        
52 EH, “Die Geburt der Tragödie” 4, s.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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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형예술충동으로서의 아폴론적인 것과 음악예술충동으로서의 

디오니소스적인 것의 결합이 만들어낸 예술현상이다. 다시 말하면, 두 

가지 대립적인 예술충동이 완전한 조화를 이루어 비극이라는 

예술현상으로서 ‘탄생’한 것이다. 그러나 그 기원을 추적해 가보면, 

비극의 모태는 디오니소스 디튀람보스를 부르는 합창단이라는 것이 

니체의 분석이다. 따라서 음악을 창조해낸 디오니소스가 비극의, 나아가 

그리스 문화의 근원인 것이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음악의 의미를 밝히기 

위해서는 ‘디오니소스’, ‘아폴론’, 그리고 이 두 예술충동들의 대립구도 

등의 개념들에 대한 해명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단, 이러한 음악에 관련된 개념들을 단지 ‘예술이론’에 국한해서 

피상적으로 해석한다면, 『비극의 탄생』에서 니체가 의도한 바를 

완전히 해명해내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니체가 이 초기작에서 

시도하고자 한 것은 ‘예술가의 형이상학(Artisten Metaphysik)’, 즉 

“예술을 삶의 관점에서 본다”는 과제이기 때문이다. 53  즉 니체는 

비극이라는 예술현상 속에서 그것을 낳게 한 고대 그리스 정신에 대한 

심리적 통찰을 시도한 것이다. 『비극의 탄생』은 찬란한 고대 그리스 

문화의 정점에서 완성된 비극 속에서, 그러한 시대를 이끈 그들의 

실존에 대한 이해와 태도, 그리고 실존의 기술(Kunst)을 읽어내고자 한 

것이다. 따라서 디오니소스, 아폴론, 그리고 이 두 예술원리의 

대립구도를 실존의 문제와 관련하여 다루고 있는 니체의 분석을 우선 

파악해 보고자 한다. 

니체는 아폴론적인 것과 디오니소스적인 것의 관계를 세계를 

                                        
53 GT, VS, 2, s.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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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하는 두 차원, 즉 현상과 실재의 대립관계에 적용시켜 설명한다. 54 

‘조형력의 신’인 아폴론은 니체에 의해 ‘개별화의 원리를 상징하는 

장려한 신상(神像)’ 55으로 일컬어진다. 니체에 따르면, 아폴론적인 것은 

개체를 개체로서 규정하는 현상 형식, 가상-실재 위에 드리워진 주관적 

표상-을 가능하게 하는 예술적 힘이다. 즉 인간이 개체로서 경험하는 

현상세계는 아폴론적인 것에 의한 시간, 공간, 그리고 인과율이라는 

                                        
54  니체가 『비극의 탄생』에서 제시하고 있는 세계구도는 쇼펜하우어의 

‘의지와 표상’으로 설명되는 물자체와 현상이라는 이원적 구도를 따른 것이다. 

즉 쇼펜하우어에게 있어서 의지는 세계를 고통이게 하는 ‘근원적 일자’이다. 

한편, 우리가 경험하고 인식하는 세계는 단지 각 개체들의 ‘주관적 표상’, 즉 

근원적 의지가 개체화의 원리에 의해 객관화된 것이다. ‘개체화의 원리’란 

그야말로 개체를 개체이게 하는 원리로서 보편자인 의지가 ‘현상하는 형식(die 

Form der Erscheinung)’이다. 또한 이것은 현상 너머의 의지, 즉 근원적 

물자체를 인식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마야의 베일(der Schleier der 

Maja)’이라고도 불린다. 쇼펜하우어는 개체화의 원리를 시공간과 

인과성(Kausalität)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한다. 따라서 개체화의 원리는 

‘표상세계가 드러나는 형식’, 즉 ‘현상의 인식 형식’ 일반을 일컫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니체로 와서 쇼펜하우어의 의지는 디오니소스가, 표상은 아폴론이 

된다. 이에 관련하여 『비극의 탄생』 이후 니체 스스로 여러 곳에서 이 

처녀작의 한계를 비판하는바, 그것은 쇼펜하우어의 형이상학적 잔재 하에 

자신의 독자적 사상을 펼침으로써 그러한 자신의 논지가 명확히 드러나지 

못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니체는 이미 이 처녀작에서 이미 쇼펜하우어의 

철학적 구도와 용어 속에서 그와 대립되는, ‘삶의 긍정’이라는 실천철학을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니체의 방향성은 이 논문에서 제시하게 될 비극에 대한 

이해에서 밝혀질 것이다. 

55 GT 1, s.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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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체화의 원리에 따라 인간에게 드러나는 표상이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아폴론적인 것에 의해 인간이 완전한 분별력을 지니고 경험하는 것은 

결코 유쾌하고 즐거운 형상들만은 아니라는 점이다. 56  아폴론적인 것은 

혼돈에 질서를 부여하여 ‘현상세계의 인식가능한 형상들’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렇게 아폴론적인 것에 의해 현상은 균형, 절도, 질서를 이루어 

주관에게 드러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가상-주관의 표상-이다. 

그러하기에 아폴론적인 것은 그 배후에 있는 실재를 가리는 ‘마야의 

베일’이라고도 불린다.57 

그렇다면 디오니소스적인 것은 무엇인가? 니체는 그것을 아폴론적인 

것으로서의 ‘개체화의 원리’가 깨졌을 때 드러나는 것이라고 말한다. 

디오니소스적 힘으로 인해 고조되는 분위기 속에서, 개체화의 원리에 

의한 “주체적인 것은 완전한 자기망각 속으로 사라져 버린다.” 58  즉 

아폴론적인 것을 파괴하고 스스로를 드러내는 것은 디오니소스 자신이다. 

이러한 디오니소스의 작용은 다음의 구절에서 더욱 상세히 묘사된다: 

“디오니소스적인 것의 마력 아래서는 인간과 인간의 결합만이 다시 

회복되는 것이 아니다. 소외되고 적대시되어 왔거나 억압되어 온 자연도 

자신의 잃어버린 탕아인 인간과 다시 화해의 축제를 벌이게 된다.” 59 

이렇듯 디오니소스적인 것은 인간과 인간 사이를 구분시켰던 개체화의 

원리를 걷어 버리고 인간을 그 뒤에 자리잡은 ‘자연’이라는 근원, 즉 

디오니소스 자신에게로 소급시킨다. 이를 가리켜 니체는 ‘마야의 베일이 

                                        
56 GT 1, s.23. 

57 GT 1, s.25. 

58 같은 곳 

59 같은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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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기갈기 찢어져 신비로운 근원적 일자(das Ur-Eine) 앞에 펄럭이고 

있는 것’과 같다고 말한다. 60  이로써 니체가 말하는 디오니소스란, 

아폴론적인 것을 파괴하고 스스로를 계시하는 자연으로서의 근원적 

일자임이 드러난다.   

니체에 따르면, 디오니소스는 또한 ‘영원히 고통 받는 자(Ewig-

Leidende)’이다. 61  세계 근원으로서의 디오니소스 본연의 고통 때문에 

그것의 현상으로서의 삶은 고통인 것이다. 그런데 디오니소스는 그 

자체가 고통 받는 자이면서 또한 그러한 고통을 스스로 극복하려는 

                                        
60 GT 1, s.25-26. 

61  GT 4, 10, s.34-35, s.68 참고. 니체는 이러한 디오니소스의 본래적인 

고통은 그가 이미 ‘개체화의 고통을 스스로 체험하는 신’이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디오니소스는 개체화로 인해 고통 받으며, 이미 개체화를 겪음으로써 

다수(多數)인, 즉 일자(一者)가 아닌 근원적 일자이기 때문에 ‘모순에 가득 찬 

자(Widerspruchsvolle)’이기도 하다. 쇼펜하우어는 삶의 근원으로서의 의지가 

그 본성상 결핍과 권태를 번갈아 느낀다는 점, 그리고 이러한 의지가 현상으로 

개체화되면서 각 개체간의 생 의지들의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들어 삶이 

고통인 이유를 설명해 내고 있다. 이와 같이 쇼펜하우어는 개체화가 고통인 

이유를 분명히 밝히는 반면, 『비극의 탄생』의 단계에서의 니체는 

디오니소스의 개체화로 인한 고통의 이유를 명확히 드러내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니체는 이러한 디오니소스의 고통에 대하여 ‘디오니소스 

자그레우스 신화’를 통해 다음과 같이 전한다: “디오니소스는 소년 시절, 

거인들에 의해서 갈기갈기 찢겨졌고 이렇게 찢겨진 상태로 자그레우스로 

숭배되게 된다고. 이 이야기 속에서 암시되고 있는 것은 이렇게 갈기갈기 

찢겨진 상태, 즉 본래의 디오니소스적 고통(Leiden)은 세계가 공기, 물, 땅과 

물로 분화하는 것과 동일하며, 따라서 우리는 개체화의 상태를 모든 고통의 

원천이자 근원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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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지를 갖는다. 그렇다면, 디오니소스는 스스로의 영원한 고통을 어떻게 

극복하고자 하는가? 이를 위한 단서는 니체의 다음의 문구에서 찾아볼 

수 있다: “진정으로 존재하는 근원적 일자는 영원히 고뇌하며 모순에 

가득 찬 존재이면서 자신의 지속적인 구원을 위해서 매혹적인 환상이나 

즐거운 가상을 필요로 한다.” 62  디오니소스는 영원한 고통으로부터 

스스로를 구원하기 위해 아폴론에 의한 가상을 열망한다. 즉 

디오니소스는 스스로의 고통을 극복하고자 그 고통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의미를 필요로 한다. 그래서 의미에 대한 디오니소스 자신의 의지가 

조형능력인 아폴론을 추동시켜 의미창조를 이끌어 내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아폴론적 힘을 추동시키는 디오니소스적 의지작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고대 그리스의 ‘아폴론적 문화’에 대한 

니체의 분석에 주목해 보도록 하자. 아폴론적 문화는 고대 그리스 

비극이 탄생하기 이전의, 아폴론적 예술원리를 중추로 하여 완성된 

문화이다. 니체에 따르면, 이러한 아폴론적 문화현상은 디오니소스적 

욕구에서 비롯되었다:  인간적 삶을 찬미하는 그리스인의 문화는 그들의 

‘[고통에 대한] 예민한 감수성과 [고통을 극복하고자 하는] 강렬한 

욕구’, 즉 ‘고통 겪는 능력’에 기인하며, 63  ‘아폴론은 디오니소스 없이는 

살 수 없었다.’64  

이렇듯, 니체는 그리스인들은 이미 삶의 저변에 깔려있는 

디오니소스의 고통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았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니체는 그리스인들이 가지는 실존에 대한 공포와 끔찍함, 즉 비관주의적 

                                        
62 GT 4, s.35. 

63 GT 3, s.32. 

64 GT 4, s.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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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관을 그들의 신화에서 읽어낸다. 아폴론적 그리스인들의 신화 

속에서 디오니소스의 동반자이자 현자(賢者)인 실레노스는 ‘인간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추구할 만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불행한 하루살이여, 우연과 고난의 자식들이여…..그대에게 

가장 좋은 것은 태어나지 않는 것이며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무로 

존재하는 것이다. 차선의 것은 일찍 죽는 것이다.”65 실레노스 입을 통해 

전해지는 그리스인의 민족적 지혜는 삶은 그 자체로는 고통일 뿐이라는 

것에 대한 디오니소스적 인식인 것이다.  

이러한 디오니소스적 인식 앞에서 그리스인은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 그러한 공포와 끔찍함에 대해서 올림포스라는 찬란한 꿈의 

산물을 내세워야만 했다.’ 66  다시 말해, 그리스인들은 삶은 고통일 

뿐이라는 실존의 본성에 대한 인식과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솟구치는 삶에의 의지를 갖는다. 따라서 그들은 조형적 힘인 아폴론을 

통해 삶에 의미를 부여해 줄 가상을 창조하였다. 그리스인들은 인간적 

삶을 올림포스 신상들에 투영시켜 그것을 찬미하였던 것이다. 이로써 

삶은 그 자체로서 추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느껴지게 되었다: 

“계속 살아가도록 유혹하는 삶의 보완이자 완성으로서의 예술을 낳은 그 

충동이 올림포스 세계도 탄생시켰다. 이 올림포스 세계 안에서 

그리스인의 ‘의지’는 [자신의 삶을 신적인 것으로] 찬란하게 

변용시키는(verklären) 거울을 자기 앞에 걸어 놓았다. 이렇게 신들은 

스스로 인간적 삶을 살아감으로써 인간의 삶을 정당화한다.”67  

                                        
65 GT 3, s.31. 

66 GT 3, s.32. 

67 같은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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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체는 이러한 아폴론적 문화에 대한 분석으로부터 불가해한 

명랑성(Heiterkeit)으로만 비춰지던 고대 그리스인의 실존방식에 대한 

이해를 이끌어 낸다. 아폴론적 그리스인이 누렸던 모든 아름다움과 

절도로서의 삶은 아폴론적인 것에 의해 창조된, 즉 개체화의 원리-

시간과 공간 그리고 인과율-에 의해서 인간에게 표상된 것으로서의 

현상세계이다.68 디오니소스가 아폴론으로 하여금 인간적 삶을 찬미하게 

하는 올림포스의 신을 창조하게 하였던 것에서 읽어낼 수 있었던 바, 

그리스인들의 삶에서 이러한 아폴론적 힘이 작동하도록 하였던 것은 

그리스인들의 정신, 즉 디오니소스이다. 삶이 고통임에도 불구하고자 

계속 살아가고자 의지했던 디오니소스의 삶에의 열망이 아폴론으로 

하여금 삶을 더 질서정연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현상하게 하도록 한 

것이다. 이로써 아폴론적 문화를 형성한 그리스인들은 미적 현상으로 

삶에 내재하는 고통을 베일 뒤에 가리우듯이 덮어버림으로써 삶을 

구원한다. 

그러나 아폴론적 문화가 고대 그리스 정신의 강함과 생명력을 충분히 

드러낸 것은 아니다. 그리스 문화의 활력과 젊음은 아폴론적 힘이 계속 

우세하여 현상을 영원한 것으로 화석화시켜 버렸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다. 디오니소스는 끊임없이 아폴론적인 것을 깨고 스스로를 

드러냄으로써 또다시 새로운 아폴론적 현상이 탄생하도록 강제한다. 

이에 대하여 니체는 “아폴론적인 것으로만 기운 ‘의지’가 그 안에 

그리스인을 가둬 놓으려고 했던 소경계들을 수시로 파괴하곤 했다”고 

전한다. 69  이렇게 디오니소스의 파괴와 아폴론의 창조의 작용을 

                                        
68 GT 4, s.35. 

69 GT 9, s.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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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듭함으로써 도달하게 된, 고대 그리스 정신을 가장 완전하게 전하는 

예술현상은 무엇이었는가? 니체에 따르면 이는 아티카 시대에 이르러 

비로소 도달된 ‘비극’이다. 아폴론적 예술이 아름다운 가상을 통해 삶을 

구원한다고 한다면, 비극에서 스스로를 보다 완전하게 드러내는 

디오니소스적인 것은 스스로의 영원한 생명력을 과시함으로써 

‘형이상학적 위안(Trost)’을 전한다. 70  이제 본격적으로 비극에 대한 

니체의 통찰에 따라, 디오니소스의 유일한 발현으로서의 음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로부터 니체가 자신의 시대극복을 위해 

부활시키고자 희망했던 ‘음악정신’이 무엇인지 드러내보고자 한다. 

 

3. 디오니소스의 발현으로서의 음악 

아티카 비극은 아폴론적인 것으로서의 드라마와 디오니소스적인 

것으로서의 음악이 완전한 조화를 이루어 완성된 예술현상이다. 니체에 

따르면, 음악은 디오니소스의 ‘단지 느껴질 뿐이며 형상화되지 않는 

힘’을 전달하며, 71  이러한 힘이 스스로를 형상화하고자 아폴론적 

조형예술충동을 추동시켜 만들어낸 것이 비극의 드라마이다. 즉 음악은 

비극의 근원이다. 이제 비극의 근원으로서의 음악을 통해 전해지는 

디오니소스적 힘의 느낌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이를 

위해 비극의 초기단계로 제시되는 서정시에 대한 니체의 분석을 

살펴봄으로써 니체적 의미의 음악이 무엇인지 보다 섬세하게 읽어내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니체에게 있어 디오니소스적 힘의 느낌을 가장 

                                        
70 GT 17, s.105. 

71 GT 8, s.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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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하게 감각화함으로써 완성된 예술현상이 비극인바, 비극에서 최고로 

발현되는 음악의 작용을 살펴봄으로써 궁극적으로 니체가 고대 그리스 

음악에서 간취한 시대극복의 실마리가 무엇인지를 밝혀보도록 하겠다. 

니체에 따르면, 음악의 고유한 힘은 ‘디오니소스적 도취(Rausch)’다.72 

음악의 디오니소스적 도취란 망아(Selbstvergessenheit)상태에서 느끼는 

                                        
72  GT 2, 4, s.29-30., s.35-37. 여기에서 니체가 말하는 음악의 힘으로서의 

도취(Rausch)는 여러 가지 양상을 보이는 것들 중에 특정한 종류의 도취만을 

가리키는 것이다. 우리는 가끔 음악을 들으면서 나 자신 안에서 느껴지는 힘이 

용솟음치는 느낌, 이로 인한 기쁨 같은 것을 느낄 때가 있다. 여기서 니체가 

말하는 도취란, 그러한 힘의 상승과 충만의 느낌을 지칭한다. 한편, 도취는 

이뿐만 아니라, 아폴론적 도취-아름다운 형상 등에 의해 관조에 이르거나 

대상에 침잠하는 상태-또한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기상적 영향에 의한 

도취(예를 들어 봄날의 도취)에서부터, 스포츠경기에서 느끼는 흥분의 도취, 

술과 마약에 의한 도취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GD, “Streifzüge eines 

Unzeitgemässen”, 8, 10, s.110., s.111-112. 참고) 이러한 세부적 구분이 

가능하나, 『비극의 탄생』에서 니체는 디오니소스적 정조에 의한 것만을 

도취라고 칭하고 있다. ‘의식이 몽롱한 상태’로서의 도취는 음악 외의 여러 

예술장르에서도 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니체는 디오니소스적 음악만이 도취 

속에서 대상에 침잠하거나 압도당하는 상태가 아닌, 자기자신을 느끼는 상태, 

그리고 이러한 느낌을 표현하는 모든 상징능력이 최고조로 고양되는 상태를 

이끌 수 있다고 보았다. (GT 2, s.26-30. 참고) 한편, 『비극의 탄생』에서 

니체는 아폴론적 도취에 가까운 바그너 음악의 작용을 자신이 추구하는 도취와 

혼동하는 오류를 범한다. 이러한 실수를 바로잡는 작업이 『바그너의 경우』와 

『니체 대 바그너』에서 이루어지는 바, 이에 대한 논의는 제Ⅱ장에서 자세히 

다루어 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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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홀감(Verzückung)이다. 73  니체에 따르면, 인간은 ‘개체화의 원리’가 

부서지면 지금까지 개체로서 경험했던 세계가 가상일 뿐이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엄청난 공포(Grausen)를 느끼게 되지만, 동시에 현상세계 

근저로부터 전해지는 자연의 환희에 찬 황홀감 또한 경험하게 된다. 

여기서 음악이 이끄는 망아의 상태란 인간이 자신의 한정이자 

경계로서의 ‘주체적인 것(das Subjective)’을 잊는 상태이며, 이러한 

개체화의 원리가 파괴되고 디오니소스로서의 자연으로 융합되는 

상태이다. 74  따라서 음악의 디오니소스적 도취는 인간이 개체로서의 

자신을 잊고 자신의 근원인 디오니소스의 황홀감을 경험하는 상태이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아폴론적인 것을 파괴하고 스스로를 드러내는 

것이 디오니소스의 본질인바, 이로써 음악이 불러일으키는 도취는 

디오니소스의 힘의 느낌이다. 니체는 이러한 음악의 고유한 힘을 근거로 

음악을 디오니소스의 유일한 발현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니체에 따르면, 디오니소스적 힘이 아폴론적인 힘과 결합함으로써 

드러나는 예술현상의 초기 단계는 서정시(lyrische Gedichte)다. 75 

니체는 서정시라는 현상의 근원에는 음악이 있다고 보고, 이러한 

서정시와 음악의 관계를 고대 그리스의 최초의 서정시인인 

아르킬로코스가 그의 문학에 도입했던 민요(Volkslied)에서부터 추적해 

낸다.76 그는 이러한 민요 이전 단계의 아폴론적 음악을 ‘리듬의 조형적 

힘’이 지배적인 음악으로, 디오니소스적 음악을 ‘선율의 통일적 흐름’과 

                                        
73 GT 1, s.24-25. 

74 GT 1, s.25. 

75 GT 5, s.40. 

76 GT 6, s.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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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음’에 의해 ‘마음을 뒤흔드는 힘’이 지배적인 음악으로 구분한다. 77 

음악은 리듬, 강약, 멜로디, 화음으로 구성되어 그 자체 내에 아폴론적 

요소와 디오니소스적 요소가 공존하며, 이들 중 어느 쪽이 우세하게 

드러나느냐가 관건이라 볼 수 있다. 민요는 이러한 의미에서의 

디오니소스적 선율(Melodie)이 지배적인 음악과 아폴론적 

가사(Dichtung)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로써 아폴론적인 성격이 

두드러지는 서사시(Epos)와 대비된다. 니체에 따르면, 민요에서 선율이 

최초의 것이자 보편적인 것이다. 78  즉 니체는 선율로서의 음악이 가장 

보편적인 언어라고 보았다.79 그 때문에 음악이 드러내는 세계는 도저히 

개념적 언어로는 충분히 설명될 수 없다. 다만 민요의 선율은 순수하게 

관조적이며 욕구 없는 기분을 전하는 서사시적 가상과는 극히 이질적인 

                                        
77 GT 2, s.29. 

78 GT 6, s.44. 

79  이러한 니체의 견해는 쇼펜하우어의 음악관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니체는 ‘보편적 언어로서의 음악’의 의미를 분명히 하기 위해 쇼펜하우어의 

선율의 보편성과 개념의 보편성 사이의 다음과 같은 구분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 “개념은 무엇보다도 직관으로부터 추상된 형식일 뿐이며 말하자면 

사물들에서 벗겨 낸 껍질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추상체에 불과하다. 

이에 반해 음악은 모든 형태화에 선행하는 가장 내밀한 핵심, 사물의 심장을 

제공한다. 이러한 관계는 스콜라 철학의 언어로 잘 표현될 수 있다. 즉 

개념들은 사물 이후의 보편(universalia post rem)이지만, 음악은 사물 이전의 

보편(universalia ante reme)이며, 현실은 사물 속의 보편(universalia in 

rem)이다.” (GT 16, s.101-103 참고) 본 연구에서 밝히고 있듯이, 니체는 

이러한 쇼펜하우어의 음악관을 수용하고 있지만, 음악이 모사하는 근원으로서의 

의지에 대한 이해를 달리함으로써 쇼펜하우어의 비관주의적 세계관을 극복하고 

있으며, 따라서 음악이 전하는 바 자체에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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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 예를 들면 다채로움, 급격한 변화, 미쳐 날뜀 등과 같은 형상(形象, 

Bild)들을 상상 속에 떠올리게 한다.80 이러한 근원적인 선율과 상응하는 

형상들은 그야말로 선율을 가까스로 표현해 내는, 다양하게 만들어질 수 

있는 비유 중 하나이며, 이로써 가사(Dichtung)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보편적인 것으로서 선율은 여러 가사들 속에서 다양하게 객관화될 수 

있다. 이러한 식으로 민요는 선조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선율에 다양한 

비유로서의 가사가 붙여져 불리게 된 것이다.  

니체는 민요에서 보았던 음악이 형상들로 나타나는 과정을 고대 

그리스 서정시에 적용함으로써 서정시를 형상과 개념을 통해서 음악을 

모방하는 비유로서 이해한다. 니체에 따르면 서정시인이 아폴론적 

형상화를 통해 모방하고자 하는 ‘음악은 의지로서 현상한다.’ 81  따라서 

의지로서의 음악은 서정시인이 ‘사랑의 속삭임으로부터 광기의 노여움에 

이르기까지 정열의 온갖 동요’를 겪는 상태, 즉 도취의 상태를 

의미한다. 82  여기서 ‘음악은 의지로서 현상한다’는 말은 곧 음악이 

형상과 개념 없이 디오니소스적 힘의 느낌만을 전한다는 의미로도 

이해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의지로서 현상한 음악은 디오니소스적 

도취이다. 또한 니체는 이러한 음악을 아폴론적으로 형상화하는 

서정시인의 시작(詩作)활동을 두고 ‘음악정신에 의존하고 있다’ 83 고 

                                        
80 GT 6, s.45. 

81 GT 6, s.46. 

82 GT 6, s.47. 

83  GT 6, s.47. 잠시 이 인용구를 포함하는 문장 전체를 살펴보도록 하자. 

“이상의 논의 전체가 주장하는 바는 음악 자체는 자신의 완전한 무제약성 

때문에 형상이나 개념을 필요로 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이 옆에 있는 것을 단지 

참고 있을 뿐이라고 할 정도로 서정시는 음악정신에 의존하고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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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한다. 이로써 니체에게 있어 음악, 디오니소스적 도취, 그리고 

음악정신은 모두 동의어로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서정시인의 

경우에서 분명해지는 바는, 아폴론적 형상으로서 모방하고자 하는 

‘음악’이란 바로 ‘디오니소스적 도취’를 의미하는 것이라는 점이며, 또한 

민요의 단계에서 가사가 모방한 선율로서의 음악이란 선율이 전하는 

‘디오니소스적 도취’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디오니소스적 도취로서의 

음악은 가장 근원적이고 보편적인 것이며, 서정시는 이를 아폴론적으로 

감각화하기 위해 생성되는 다양한 비유 중에 하나이다. 다만, 비극의 

초기단계로서의 서정시의 경우, 디오니소스적 도취는 아직 시인 자신의 

‘욕구, 동경, 신음, 환호’ 등의 주관적 느낌 내지 감정으로 단순하고 

불완전하게 형상화된다. 

이러한 서정시는 후에 디오니소스 디튀람보스로 발전하게 된다. 앞서 

잠시 소개했듯이, 비극의 기원에는 디오니소스스 디튀람보스를 부르는 

합창단이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합창은 어떻게 고대 그리스 비극으로 

                                                                                                     
것이다.(강조-연구자 표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음악의 ‘무제약성’에 관련하여 

윤병태는 “음악은 그 자체가 가지는 무제약적 성격 때문에 ‘형상과 개념’을 

필요로 하지 않는 ‘음악 정신’에 뿌리박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윤병태, 

『청년 니체: 예술과 문화비판』, 용의 숲, 2012, 62쪽] 앞의 니체의 문장은 

서정시의 근원이 ‘음악 정신’에 있음을 강조한 것으로, 이로부터 음악은 ‘가장 

보편적인 것’으로서 형상과 개념이 표현하지 못하는 것까지 전달한다는 해석이 

적절하다. 음악이 개념이나 형상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해석은 다소 지나친 

것이며, 이러한 해석으로부터는 니체의 비극론을 이해하는데 문제가 발생한다. 

왜냐하면 디오니소스의 발현으로서의 음악은 ‘고통’이라는 자기본질의 인식에도 

불구하고 계속 행위하기 위해 아폴론적 창조 -개념과 형상, 즉 드라마- 을 

필요로 하기에 비극이 탄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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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하게 되었는가? 이를 살펴보기 위해 여기서 잠시 디튀람보스를 

부르는 사티로스 합창단의 공연 안에서 일어나는 디오니소스적 도취의 

과정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합창단과 청중들은 

디튀람보스가 전하는 디오니소스적 도취 속에서 개체로서의 자신을 잊고 

근원으로서의 디오니소스와 합일되어 그의 영원한 고통을 인식하게 된다. 

이는 그야말로 사람들로 하여금 더 이상 그 어떤 행위도 소용없다는 

극도의 허무적 상태로 이끈다. 즉 그들의 행위가 세계의 영원한 본질을 

조금도 바꿀 수 없다는 인식이 그들로 하여금 금욕적이고 의지를 

부정해버리고자 하는 위험에 직면하게 한다: “인식은 행위를 죽인다.”84 

그러나 디오니소스의 힘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계속 행위 하고자, 

계속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디오니소스의 의지는 아폴론적 충동을 

불러일으켜 ‘환각의 베일’을, 즉 자신의 고통을 ‘인간에게 사는 보람을 

주는 여러 가지 표상’으로 변용시키고자 한다. 85  따라서 디튀람보스 

합창의 과정에서 디오니소스적 고통은 때로는 숭고한 것으로, 때로는 

희극적인 것으로 해석되는 데, 이것이 발전하여 드라마가 만들어지게 

                                        
84 GT 7, s.52-53. 

85  GT 7, s.53. 이와 관련하여 윤병태는 “비극적 문화”, “예술가적 문화”가 

불교적 기본 정조에 토대한다고 말한다.(윤병태, 『청년 니체: 예술과 

문화비판』, 용의 숲, 2012, 77쪽) 그러나 니체는 여기서 제시되고 있는 

디오니소스적 도취의 발현과정의 ‘극도의 허무적 단계’에서 인간은 ‘의지에 

대한 불교적 부정을 동경할 수 있는 위험’에 처하게 되며, 이를 극복함으로써 

느끼는 쾌감이 디오니소스적 도취라 말한다. (GT 7, s.52) 니체는 『비극의 

탄생』에서 ‘불교적인 것’을 ‘위험’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후기 

『안티크리스트』에서 자신이 불교적 사고방식과 거리를 두고 있음을 보다 

분명히 표명한다. (AC 20, 21, 23, 42 참고) 이를 토대로 불교적 정조를 ‘비극적 

문화’의 토대로 보는 것은 무리한 해석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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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즉 초기단계의 사티로스 합창에서 디오니소스는 사람들의 머리 

속에 상상으로서만 떠올려지다가 아티카 시대에 이르러 무대 위에서 

‘명료하고 확고한 서사적 형상’으로 모습을 갖추게 됨으로써 드라마가 

탄생하게 된 것이다. 86  이로써 도달하게 되는 예술현상이 디오니소스적 

합창과 아폴론적 드라마의 결합으로서의 아티카 비극이다. 니체에 

따르면, 이러한 비극이 디오니소스를 가장 완전하게 발현시켰던 

예술현상인 것이다.87 

이러한 고대 그리스 서정시에서 아티카 비극에 이르기까지의 

예술현상의 발전은 그 근원으로서의 음악이 자신의 최고의 형상화에 

도달하고자 끊임없이 새로운 아폴론적 비유를 산출해내는 과정이다. 

아티카 비극에 다다라서 음악은 자신을 표현하는 상징으로서 이전부터 

전승되어 오던 신화를 인수한다. 88 디오니소스적 도취는 자신의 ‘개체의 

파멸에서 느끼는 환희’의 가장 유의미한 실례로서 비극적 신화를 낳아 

비극을 완성시켰던 것이다. 89  이러한 아티카 비극으로의 발전을 니체는 

                                        
86 GT 8, s.59-60. 

87 이와 같이『비극의 탄생』단계에서 니체는 비극이 디오니소스적인 것과 아폴

론적인 것이 조화를 이루어 디오니소스를 가장 완전하게 구현한 예술현상으로 

보고 있다. 본 연구에서 밝히고 있듯이, 초기 니체에서부터 최고의 형식으로서

의 비극에 가장 본질적인 것은 디오니소스라는 것이다. 나아가 후기 니체에서는 

디오니소스와 아폴론의 구분이 사라지고 후자는 전자에 통합된다. 이렇듯 아폴

론적인 것을 포섭한 발전된 형태의 디오니소스는 후기 니체의 ‘몸’ 개념으로 대

변되는바, ‘몸’은 이성과 감성, 의식적인 것과 무의식적인 것, 본능, 충동 등의 

총체이다. 이에 대한 논의는 본 논문 제Ⅲ장 2절 후반부에 자세히 다루어진다. 

88 GT 10, s.69. 

89 GT 16, s.103-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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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상과 신화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음악정신의 고투”였다고 

말한다.90  

이제 비극 속에서 최고로 발현되는 디오니소스적 도취는 신화를 

해석하여 새롭고도 가장 심원한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자신을 감각화한다. 

따라서 아티카 비극의 무대 위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의 다양한 가면 

뒤에는 항상 디오니소스가 있을 뿐이다. 즉 비극의 주인공들은 ‘영원한 

고통’을 인식한 자들이다. 소포클레스의 오이디푸스도 아이스킬로스의 

프로메테우스도 그 배후에서 영원히 고통 받는 디오니소스가 다양한 

형태로 분하여 나타난 것이다. 오이디푸스는 자신에게 내려진 운명을 

스스로 바꾸기 위해 행위 함으로써 스스로를 개체이게 하는 형식들-

모든 법, 질서, 신분, 가족 등-을 파괴한다: 자신의 아버지를 살해하고, 

스핑크스의 수수께끼를 풀어내었으며, 어머니와 결혼하였다. 

오이디푸스는 이러한 행위를 통해 정해진 운명 안에서 스스로를 파멸로 

이끎으로써 ‘영원한 고통’에 대한 인식을 전한다. 프로메테우스는 

개체로서의 자신의 경계를 넘어서 신의 영역에 도전한다: 그는 

신들로부터 불을 훔쳐 인간에게 전달하며, 이에 대한 대가로 신으로부터 

‘영원한 고통’을 받는다. 이들 모두는 개체화의 원리가 깨어졌을 때 

스스로를 드러내는 근원에 대한 비극적 인식을 전달한다.  

그렇다면, 디오니소스적 도취가 전하는 비극적 인식으로 인한 공포 

뒤에 따르는 황홀감은 무엇인가?  디오니소스적 도취 속에서 이제 

사람들은 비극의 무대 위의 개체의 파멸 앞에서 쾌감을 느낀다면 그것은 

무엇 때문인가? 비극이 주는 쾌감은 ‘주인공은 단지 현상일 뿐이며 

주인공이 파멸한다고 해서 의지의 영원한 생명이 손상되지 않기 

                                        
90 GT 17, s.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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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다.’ 91  디오니소스적 도취는 비극에서 개체의 파멸을 함께 

경험하게 함으로써 그 배후의 디오니소스와 합일되는 느낌을 전한다. 그 

합일되는 경험에서 직면하는 것은 영원한 고통이라는 세계의 본질이지만, 

스스로를 구원하기 위해 끊임없이 가상창조를 이끌어내는 디오니소스의 

영원한 생명력 또한 세계의 본질로서 느끼게 되는 것이다. 이로써 

음악의 디오니소스적 도취가 궁극적으로 전하는 것은 고통일 뿐인 삶을 

계속해서 의욕하는 ‘넘치는 힘의 느낌’이다.  

아폴론적 예술에서 아름다운 가상이 고통의 근원을 가림으로써 삶을 

보호하고 구원했다고 한다면, 이제 디오니소스적 예술에서는 

디오니소스적 도취를 통해 영원한 ‘생존욕과 생존의 희열’을 

강요함으로써 ‘형이상학적 위안(Trost)’을 전달한다. 92  니체는 이러한 

위안을 다음과 같이 전한다: “자연이 디오니소스적 예술과 그것의 

비극적 상징법에서는 자신의 왜곡되지 않은 참된 소리로 우리에게 

이렇게 외친다: 그대들은 나처럼 존재하라! 현상의 끊임없는 변천 

속에서 영원히 창조하고, 인간으로 하여금 생존하도록 영원히 강제하며, 

현상의 이러한 변천에 영원히 만족하는 근원적인 어머니인 나를!” 93 

비극은 고통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인들에게 힘의 상승과 충만을, 

이로 인한 영원한 창조와 창조의 기쁨을 촉구했던 것이다. 

이제 다시 니체가 『비극의 탄생』에서 몰입했던 물음으로 

돌아가보자. 어떻게 그리스인들이 비관주의를 잘 해결했는가? 그리고 

무엇을 가지고 그들이 비관주의를 극복했는가? 지금까지의 고대 그리스 

                                        
91 GT 16, s.104. 

92 GT 17, s.105. 

93 GT 16, s.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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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극과 음악에 대한 고찰에 따르면, 그리스인들이 고통으로서의 삶을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스스로에게 강요했던 디오니소스적 도취에 

있다. 그들은 고통으로서의 삶을 외면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그것을 

자신의 창조의 자극제로 삼음으로써 그러한 자신의 강인한 생명력에 

기쁨을 누리며 살았다. 이것이 니체가 그들에게서 발견한 음악정신이요 

디오니소스이며 고대 그리스 정신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비극의 

탄생』의 단계에서부터 니체에게 음악은 현상적 의미의 

음악이라기보다는 음악을 통해 전달되는 디오니소스적 도취를 의미한다. 

‘힘의 상승과 충만의 느낌(das Gefüle der Kraftsteigerung und 

Fülle)’으로서의 디오니소스적 도취 94가 바로 니체가 시대극복을 위해 

부활시키기를 희망했던 음악정신이며, 이러한 희망은 『비극의 탄생』 

이래 그가 지속적으로 추구하는 사상적 실험 - 데카당 정신을 극복하기 

위한 - 의 토대를 이룬다.  

한편, 니체는 『비극의 탄생』으로부터 어느 정도 사상적 진행을 

거친 후, 스스로 자신의 처녀작의 결정적 한계를 지적하게 된다. 그것은 

니체가 바그너에 대한 오해를 토대로 그의 음악작품을 자신의 고유한 

음악의 의미에 적용시켰다는 것이다. 95  이로써 『비극의 탄생』에서 

드러난 니체의 음악에 대한 이해는 낭만적 예술지상주의의 일환으로 

왜곡되어 읽힐 위험에 처해지거나, 바그너에 대한 후기 니체의 입장의 

변화를 니체의 음악관 자체의 변화로 오해하게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목표는 니체가 『비극의 탄생』에서 말하는 ‘음악’의 진정한 

의미를 읽어내고 이를 토대로 초기의 ‘음악’이 니체 사상 전반에 

                                        
94 GD “Streifzuge eines Unzeitgemassen” 8, s.110. 

95 GT VS 6, s.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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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대로서 그 발전을 이루어갔음을 밝혀내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후기 니체의 『바그너의 경우』와 『니체 대 바그너』를 중심으로 

바그너 음악에 대한 니체의 비판을 살펴 봄으로써 바그너와 관련하여 

빚어지는 니체적 음악에 대한 오해를 해소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비극의 탄생』에서 니체가 비극에서 읽어낸 

‘근원으로서의 음악과 그것의 형상화로서의 드라마’라는 관계를 토대로 

행했던 예술작품들에 대한 비판점들의 핵심을 정리해 보도록 하자. 

니체에 따르면, ‘디오니소스를 가장 완전하게 구현한 예술현상’으로서의 

고대 비극의 몰락이 발견되는 현장은 바로 에우리피데스의 비극이다. 

에우리피데스는 소크라테스의 합리주의에 입각하여 비극을 만들어낸 

자이다. 절대적 진•선•미가 존재하며, 이는 지성의 힘을 통해 파악 

가능하다는 사고방식이 바로 소크테스주의인바, 에우리피데스는 ‘모든 

감상과 창작의 뿌리’를 ‘지성’에 둠으로써 96  그의 무대 위에서는 

‘아폴론적 관조’ 대신 이성적으로 이해 가능한 줄거리, 그리고 

‘디오니소스적 황홀’ 대신 인위적으로 불러일으킨 효과로서의 

‘격정(Affekt)’ 만이 있을 뿐이다. 97  이로써 예술의 디오니소스적인 것과 

함께 아폴론적인 것은 종말을 고한다. 98  에우리피데스로부터 시작된 

                                        
96 GT 11, s.77.  

97 GT 12, s.80-82. 

98 이와 관련하여 윤병태는 비극의 종말 이후 근대 오페라에서 실현된 소크라테

스적 음악을 아폴론적 음악이라 칭한다. (윤병태, 『청년 니체: 예술과 문화비

판』, 용의 숲, 2012, 83쪽) 그러나 본 연구에서도 밝혔듯이, 아폴론적인 것은 

디오니소스적인 것을 근원으로 했을 때 비로소 가능한 것이다. 그러하기에 니체

는 소크라테스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예술가 에우리피데스에 의한 비극의 종말 

이후 디오니소스적인 것과 함께 아폴론적인 것 또한 사라지게 되었다고 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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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소크라테스적 문화의 근대적 예술현상이 ‘오페라’이다.99   

니체가 이러한 당대 오페라에 대해 비판하는 구체적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니체는 오페라에서 드러나는 ‘목가적 경향’, 즉 이상향에 

다가가고자 하는 욕구와 그것이 예술 안에서 도달되었다는 낙천주의적 

위안을 비판한다. 100  오페라가 구현해낸 ‘목가적 현실’이라는 ‘환상’은, 

고대 그리스정신의 강인함을 이끌어냈던 비극적 인식을 이성에 대한 

맹신으로 외면해 버리는 ‘소크라테스적 세계관’에서 성장한 ‘낙천주의의 

열매’일 뿐이다.101   

두 번째 비판점은 오페라에서 음악은 가사의 효과적 구현 수단으로 

전락함으로써 102  음악의 ‘회화성’과 ‘인위성’이 두드러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니체의 입장은 다음의 언술에서 확인된다. “그대가 디오니소스

를 떠났기 때문에 아폴론도 그대를 떠났다.” (GT 10, s.71), “에우리피데스를 통

해서 말하고 있는 신은 디오니소스가 아니었으며 아폴론도 아니었다. 그것은 새

로 태어난 마신, 소크라테스였다.” (GT 12, s.79.) “아폴론적 효과를 낸다는 것

은 에우리피데스에게 불가능했다…(그가 연극에서 필요로 하는) 새로운 자극 수

단은 아폴론적인 것과 디오니소스적인 것이라는 비할 바 없는 두 예술충동 속

에서 존재할 수 없다.” (GT 12, s.80.) 

99 GT 19, s.116. 

100 GT 19, s.120. 니체는 쉴러의 설명방식을 빌어 이상향이 도달되지 못하는 

슬픔의 표현으로서의 ‘비가’, 그리고 그것이 결국 현실화되었다는 기쁨으로서의 

‘목가’를 제시한다. 니체는 이러한 비가나 목가에서 표현되었던 이상향에 대한 

욕구가 오페라의 단계에 와서 궁극적으로 충족되는 것으로 구현된 것을 일컬어 

‘목가적 경향’이라고 비판한다. 

101 GT 19, s.121. 

102 GT 19, s.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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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이다. 103  즉 음악은 가사가 명료하게 전달되는 동시에, 가사의 

명료성으로부터는 불러일으킬 수 없는 격정을 만들어 내기 위해 특정한 

인상을 묘사하고 신경을 선정적으로 자극하는 도구가 되어버린다. 

이로써 오페라에서의 음악은 더 이상 ‘상승하는 힘의 느낌’을 전하는 

근원으로서의 의미를 잃어버린다.  

이들로부터 도출되는 마지막 문제점은, 오페라는 ‘대중영합적인 

예술’ 104이라는 것이다. 오페라는 음악의 감각적인 효과에 힘입어 그 

안에서 이상향이 실현되었다는 환상을 전함으로써 기분전환의 오락으로 

전락해 버린다. 이러한 예술에서는 삶에 대한 디오니소스적 인식과 

이로부터 상승하는 힘을 통해 삶을 긍정하는 그리스인의 강인한 정신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다. 

지금까지 살펴본 디오니소스적 비극의 대립물로서의 오페라에 대한 

니체의 비판구도는 바그너 음악극(Musikdrama)에 대한 후기 니체의 

비판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이는 이어지는 제Ⅱ장에서 보다 자세히 

논의됨으로써 『비극의 탄생』단계에서 읽어낸 니체의 음악관이 후기에 

이르기까지 일관성을 가짐을 입증될 것이다. 다만, 이 초기작에서 

니체는 고통으로서의 삶을 받아들이는 ‘디오니소스적인 것’과 그러한 

삶의 진실을 외면하는 ‘소크라테스적인 것’을 예술의 근원적인 대립으로 

여김으로써 현실의 고통에 대한 탄식을 전하는 바그너 예술을 고대 

비극의 부활로 보고 찬미하였다면, 후기에 가면 예술의 근원에 존재하는 

보다 섬세하게 읽어낸 핵심적 대립을 토대로 바그너 예술에 비판적 

                                        
103 ‘회화성’에 관련하여서는 (GT 17, s.107-110), ‘인위성’에 관련하여서는 (GT 

19, s.116-117)을 참고하라. 

104 GT 19, s.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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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을 취하게 된다. 이 또한 다음 장에서 자세히 다루어지는 바, 

이로써 디오니소스적 도취로서의 ‘음악’의 내포가 보다 확충되고 

진화됨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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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궁핍의 음악: 니체적 음악의 대척자 

 

1. 창조의 양대 근원: 넘침 대 궁핍 

니체는 당대의 유럽 전반에 만연해 있는 비관주의를 데카당으로 

진단하고 이로부터 드러나는 문화현상을 ‘낭만주의’라는 이름 하에 

비판한다. 앞서 밝힌 바대로, 초기의 니체는 고대 그리스 비극에서 

읽어낸 ‘음악’에서 병들어가는 당대 유럽정신의 치유를 위한 실마리를 

찾아냈으며, 이러한 희망을 토대로 시대극복이라는 자신의 실천적 

과업을 계속해서 수행해 나가게 된다. 

니체는 당대 유럽정신이 앓고 있는 낭만주의적 비관주의라는 질병의 

원인(遠因)으로 기독교를 지목한다. 그에 따르면 수 천년 동안 유럽의 

정신을 지배해 온 기독교는 ‘이 삶’ 밖에 존재하는 ‘신’을 지향함으로써 

정작 ‘이 삶’ 자체를 부정하는 비관주의를 심화하고 확산시킨 주범이다. 

따라서 『비극의 탄생』 이후 그의 사상의 여정은 기독교를 기반하는 

도덕과 기존 형이상학과의 그야말로 집요한 싸움으로 이어진다. 이 

싸움은 기독교적 전통의 도덕과 형이상학의 토대를 해체하는 작업에서 

시작하여, 이들로부터 논쟁적 입장을 가지는 자신의 사상을 새롭게 

쌓아나가는 것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로써 니체 사상의 정점을 이루게 

된 것이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Also sprach 

Zarathustra)』이다. 니체에게 있어, 『비극의 탄생』에서 

『짜라투스트라』에 이르는 과정은 절대적 근원을 토대로 ‘이 삶’의 

부정을 설교하는 기독교적 도덕형이상학에 맞서 ‘이 삶 자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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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하는 철학을 완성하는 여정인 것이다.105 

이러한 여정을 통해 『비극의 탄생』에서 드러나는 ‘음악’, 즉 비극적 

인식 앞에서 치솟는 ‘힘의 상승과 충만의 느낌(das Gefüle der 

Kraftsteigerung und Fülle)’이라는 디오니소스적 도취는 창조로써 

긍정하는 삶을 위한 원천으로 발전하게 된다. 이를 토대로 

시대극복이라는 과업을 실천해 나갔던 니체가, 후기 사상에 이르러 다시 

한번 당대의 음악을 대상으로 자신의 사상을 실험해 보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작업이다. 바그너의 음악은 이러한 니체의 검증작업을 위한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표본이다. 앞서 밝혔듯이, 『비극의 탄생』에서의 

니체가 고대 그리스 비극의 부활이라는 섣부른 기대를 걸고, 자신의 

음악에 대한 이해를 그릇되게 적용했던 것은 바로 바그너 예술이었다. 

그러하기에 바그너 음악에 대한 비판을 통한 니체의 사상적 실험은 물론 

자신의 학문적 실수를 바로잡는 해명작업이다. 106  또한 후기의 니체는 

                                        
105 전예완은 니체 사유에서 『짜라투스트라』가 독특한 지위를 차지하는 진정

으로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도덕에 맞서 삶을 구제한다’는 니체 철학 전체의 

기획을 가장 효과적으로 구현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한다. (전예완, “철학의 

미적 전회로서의 니체 사상에 대한 연구: 실존의 미적 정당화 테제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철학박사학위논문 (2010), 54쪽) 

106 Magee와 Safranski는 바그너에 대한 니체의 입장변화가 첫 번째 바이로이

트 축제에서 시작된다고 전한다. (Magee, Bryan, 『트리스탄 코드: 바그너와 철

학 』김병화 역, 심산, 2005, Safranski, Rüdiger, 『니체』오윤희 역, 문예출판

사, 2000 참고) 특히 Magee와 같은 일부 학자들은 니체가 바이로이트 축제기

간에 바그너로부터 심한 인간적 모멸감과 열등감을 경험하였으며, 후기 니체의 

바그너 비판을 이로 인한 개인적 복수심에서 비롯된 것이라 말한다. 다른 한편, 

Dahlhaus, Young, Pothen 등의 학자들은 『비극의 탄생』 이전에 쓰여진 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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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그너’를 한 개인이라기 보다는, 당대 낭만주의적 데카당의 나약한 

삶의 모든 징후들의 집약으로 본다.107 그러하기에 니체는 바그너 음악을 

자신이 추구하는 음악의 대척자(對蹠者, Antipode)로 세우고 전투를 

벌임으로써, 시대극복이라는 자신의 철학자로서의 사명을 달성하고자 한 

것이다. 

그렇다면 니체가 바그너 음악을 대척자로 세우게 된 그 핵심적 

구분점은 어디에 있는가? 니체에 따르면 모든 예술은 인간의 창조물인바, 

그 심리적 근원을 추적해 들어가면 궁극적으로 ‘궁핍 대 넘침’이라는 

대립이 존재한다. 우리는 여기서 잠시 니체가 ‘궁핍 대 넘침’이라는 

                                                                                                     
과 언어의 관계에 대한 니체의 유고를 토대로 이미 이 초기단계에서부터 니체

는 바그너와 음악관을 달리하고 있다고 본다. 이를 근거로 이들은『비극의 탄

생』에서의 음악에 대한 논의는 개인적으로 친분을 나누었던 바그너의 전도사

(propagandist)와 철학자라는 니체의 두 입장 사이의 긴장을 드러내고 있다고 

주장한다. (C. Dalhaus, The Twofold Truth in Wagner ’ s Aesthetics: 

Nietzsche’s Fragment “On Music and Words”, 『Between Romanticism and 

Modernism – Four Studies in the Music of the Later Nineteenth Century』, 

(tr. by Mary Whittall), Berkeley : Univ. of California Press, c1980., pp.19-26, 

J. Young, Nietzsche’s Philosophy of Art, Cambridg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1992 ,pp.35-36, P. Pothen, Nietzsche and the Fate of Art, 

Ashgate 2002, p.5 참고) 본 연구자는 ‘넘치는 힘의 느낌’이라는 음악의 의미에 

대한 니체의 입장은 초기에서 후기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음을 주

장하며, 니체의 바그너에 대한 입장의 변화는 이러한 음악을 토대로 사상적 발

전을 이루게 된 후기 니체가 자신이 추구하는 예술과 대립되는 예술을 구분하

는 보다 섬세하고 핵심적인 기준을 발견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107 W “Vorwort”, s.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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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원적 대립을 명시적으로 제시한 다음의 구절을 살펴보도록 하자. 

“모든 예술, 모든 철학은 아마도 성장하는 혹은 하강하는 

삶의 치료수단이나 보조수단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것들은 

항상 고통과 고통 겪는 자를 전제한다. 그런데 고통 겪는 

자는 두 종류가 있다: 첫째로 삶의 넘침(Überfülle des 

Lebens)으로부터 고통 겪는 자이다. 그는 디오니소스적 

예술을 원하고, 삶에 대한 비극적 통찰과 조망 또한 

원한다-또 다른 하나는 삶의 궁핍(Verarmung des 

Lebens)으로부터 고통 겪는 자이다. 그는 안식과 고요, 

잔잔한 바다 또는 도취, 경련과 마비를 예술과 철학에 

요구한다. 삶 자체에 대한 보복-이것은 궁핍한 자에게는 

가장 감각적인 도취인 것이다!...바그너는 쇼펜하우어와 

마찬가지로 후자의 이중적 요구에 응하고 있다-그들은 

삶을 부정하고 비방하며, 이런 이유로 그들은 나의 

대척자들이다….모든 종류의 예술가에 대해 나는 이제 

다음과 같은 핵심적 구별을 한다: 거기서 삶에 대한 증오가 

창조적이 되었는가? 아니면 삶의 충만이 창조적이 

되었는가?”108 

고대 그리스 비극의 심리적 근원은 이미 제Ⅰ장에서 드러난 바, 비극의 

근원에는 ‘넘치는 힘의 느낌’으로서의 음악이 있다. 다시 말해, 

디오니소스적 도취로서의 음악은 넘침으로서의 근원이다. 그러하기에 

강인하고 넘치는 민족이었던 그리스인들은 ‘디오니소스적 예술’을 통해 

                                        
108  NW “Wir Antipode”, s.423-424. 이 절은 『즐거운 학문』의 370절의 

중심내용을 반복해서 쓰고 있다. (FW 370, s.30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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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에 대한 비극적 통찰과 조망’을 즐길 수 있었다. 상승과 충만의 힘을 

가진 그리스인들은 고통으로서의 삶을 그 자체로 받아들이고 오히려 

그것을 자신의 창조를 위한 자극제로 인수함으로써 그러한 자신의 

생명력에 기쁨을 누렸던 자들이다. 즉 그리스인들은 고통 자체를 기쁨의 

원동력으로 쓸 줄 알았던 자들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그들은 ‘삶의 

넘침으로부터 고통 겪는 자’들이다. 

그 반대편에는 고통으로서의 삶을 감당하기에는 그야말로 힘이 궁핍한 

자들, 나약하고 피로한 자들이 있다. 이들 또한 예술을 필요로 한다면, 

그것으로부터 바라는 것은 ‘안식, 고요, 그리고 잔잔한 바다 또는 도취, 

경련과 마비’이다. 전자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는 예술이 니체가 

『비극의 탄생』에서 비판하였던 당대의 오페라라면, 전자와 후자 

모두를 충족시켜주는 예술이 바그너 음악극이다. 초기의 니체는 예술에 

대한 가치판단의 기준을 ‘삶의 비극성을 인식하는가 아니면 

외면하는가’에 둠으로써 삶의 고통에 대한 탄식을 전하는 바그너 예술을 

고대 그리스 비극과 동류의 것으로 평가한다. ‘넘치는 힘의 

느낌’으로서의 음악을 토대로 자신의 사상을 발전시킨 후기 니체는, 

이로써 모든 창조의 근원적 대립은 삶의 비극성에 대한 인식이 아니라 

삶의 비극성에 대한 심리에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109  이러한 새로운 

                                        
109 Bowie는 음악론의 차원에서 초기 니체와 후기 니체의 차이를 분석한다. 초

기 니체는 음악을 다른 어떤 것, 즉 의지의 표현으로서 보았다면 후기 니체는 

음악을 다른 것들로 환원될 수 없는 것으로 본다. 이러한 입장 변화가 바그너 

예술을 ‘음악을 한정된 어떤 것에 귀속시키려 시도하는 것’으로서 비판하게 된

다는 것이다. (A.Bowie, 『 Aesthetics and subjectivity: from Kant to 

Nietzsche』, Manchester University Press, 2003, p.294) 본 연구에서 밝혔듯

이, 초기 니체에 있어서 음악은 의지 혹은 디오니소스의 표현이라기 보다는 발



 

５４ 

기준을 토대로 니체는 바그너가 이러한 궁핍한 자들의 이중의 욕구를 

충족시켜 준 예술가이기에 그를 대척자로 세웠던 것이다. 110  바그너 

음악에서 궁핍한 자들의 ‘안주와 도취’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었던 

결정적 요소는 바그너의 음악적 효과, 즉 ‘낭만주의적 도취’이다. 이는 

궁핍한 삶의 징후를 더욱 심화시키고 확산시키는 위험을 가진 바그너 

                                                                                                     
현, 즉 ‘힘의 느낌’ 자체이다. 따라서 니체의 바그너에 대한 입장변화는 음악의 

의미 자체의 변화로 이해하기 보다는 이러한 음악의 내포가 더 확충, 강화됨으

로써 이전보다 예민하고 적확한 기준으로 판단하게 된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

이다. 

110 이러한 보다 핵심적 구분 –넘침 대 궁핍- 에 따라 니체는 바그너는 물론 쇼

펜하우어도 자신의 대척점에 세워놓는다. 니체의 쇼펜하우어와의 결별은 『비극

의 탄생』단계에서 이미 예고되고 있는 바, Soll은 이러한 맹아를 섬세하게 규

명해 내고 있다. 그는 니체와 쇼펜하우어가 견지한 비관주의가 ‘기술적

(descriptive)’ 측면에서는 동일하나, ‘평가적(evaluative)’측면과 ‘권유적

(recommendatory)’ 측면에서 차이를 가지기 때문에 예술의 역할과 지위에 대

해서 다른 입장에 서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즉 니체와 쇼펜하우어는 첫 번째 측

면에서는 ‘삶은 고통이다’는 입장을 공유한다. 그러나 두 번째 측면에서 니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은 가치 있다’라는 입장을 가지는데 반해, 쇼펜하우어는 

‘그러하기에 삶은 가치 없다’는 평가를 내리게 된다. 따라서 마지막 측면에서 

니체는 삶을 창조로써 긍정하기를, 쇼펜하우어는 삶을 부정하기를 권유하게 되

는 것이다. 이러한 Soll의 분석에서도 니체와 쇼펜하우어 및 바그너가 갈라지게 

되는 계기를 고통으로서의 삶에 대한 정조와 태도, 즉 ‘삶의 비극성에 대한 심

리’로 설명할 수 있다. (I.Soll, “Pessimism and the Tragic View of Life: 

Reconsiderations through art” in: (ed.) Janaway, Christopher, Willing and 

Nothingness: Schopenhauer as Nietzsche’s Educator [Oxford: Clarendon 

Press, 1998], pp.104-13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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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의 힘이다. 따라서 이제 그 ‘낭만주의적 도취’의 위험성을 중심으로 

니체적 음악의 대척자로서의 바그너 음악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바그너의 경우’에 드러나는 낭만주의의 궁핍의 징후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궁핍한 삶의 모습과 그로부터 겪는 

고통의 의미를 규명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이를 토대로 니체가 

경고하는 당대의 총체적 위기의 실체를 드러내 보이도록 할 것이다. 

 

2. ‘바그너의 경우’에 드러나는 낭만주의의 궁핍의 징후 

바그너가 그의 예술을 통해 끊임없이 구현하고자 했던 것은 

‘구원’이다. 바그너의 모든 작품에서 드라마는 구원의 이념을 극적으로 

표명하며, 음악은 물론 무대 장치 및 연출에 이르기까지 그러한 이념이 

효과적으로 드러나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동원된다. 니체에 의하면, 

구원의 욕구는 기독교적인 모든 욕구에 대한 총괄개념이며, 따라서 

바그너의 예술은 그러한 기독교적 욕구의 낭만주의적 반영이다. 니체가 

말하는 낭만주의란, 계몽주의 시대 이후 근대 유럽정신이 더 이상 신을 

믿지 않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독교적 사고방식을 

고수함으로써 드러나는 문화현상이다. 즉 더 이상 사람들은 신을 자신의 

삶의 토대로 삼지 않는다. 그러나 니체 당대의 유럽사회는 여전히 

절대적인 것을 지향함으로써 ‘이 삶’을 정당화하고자 하는 기독교적 

사고방식을 고수한다. 신의 자리에 또 다른 절대적이고 완전한 존재를 

대체했을 뿐이다. 그러하기에 니체에게 있어 낭만주의는 궁핍하고 

허약한 삶의 징후이며, 기독교적 욕구의 총괄개념으로서의 구원의 

이념을 추구하는 바그너 예술은 낭만주의의 궁핍의 징후들이 집약된 

것이다. 바그너의 예술은 구원의 욕구를 가중시켜 궁핍한 자, 허약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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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친 자들을 피안을 지향하는 삶으로 유혹하고 또한 그들을 더욱 

허약하고 지치게 만든다. 앞서 소개한 창조의 핵심적 구분에 따르면, 

바그너의 예술은 ‘삶의 궁핍’으로부터 창조된 것이며, 더 나아가 삶의 

궁핍을 이끄는 하나의 ‘질병’이다.111 

바그너가 드라마를 통해 구원을 설파한다고 했을 때, 그것은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인가? 그리고 이러한 구원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 

예컨대, 바그너의 음악극 <방황하는 네덜란드인(Der fliegende 

Holländer)>에서 신의 저주로 영원히 죽을 수 없는 운명에 처한 선장은 

영원의 바다를 표류한다. 이 저주는 그를 영원히 사랑해 줄 순수한 

여인과의 결혼만이 풀 수 있다. 결국 그는 그러한 여인을 만나게 되어 

죽음에 이르게 되며, 이로써 영원한 구원에 다다른다. 112  신의 저주 

속에서 선장에게 던져진 것은 그야말로 ‘무의미한 겪음(Leiden)’이다. 

니체는 이것이 삶의 본성이라고 말한다. 삶은 끊임없는 우연과 변화, 

생성과 파괴로 이루어진 카오스이다. 이러한 무의미한 삶은 인간을 그 

어떤 행위도 의욕 하지 못하는 허무적 상태에 빠뜨린다. 그야말로 

무의미한 겪음은 고통(Leiden)이다. 이러한 삶을 견뎌내기에 힘이 

궁핍한 자들, 허약한 자들은 이러한 삶의 끝(Ende)을 추구하게 된다. 

궁핍한 자들에게 삶의 끝, 그 배후의 세계에 다다르는 것이 구원이며 

행복이 됨으로써 무의미한 겪음으로서의 삶 자체는 벗어나야 하는 것, 

이로부터 구원받아야 하는 것으로서 부정된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적 

                                        
111 W “Vorwort”, s.4. 

112 W 3, s.11 참고. 니체는 바그너의 모든 작품에서 구원의 이념이 구현되고 

있다고 밝히며, 그 예시들로 <방황하는 네덜란드인> 외에도 다음의 작품들을 

나열한다: <탄호이저>, <쿤드리>, <마이스터징어>, <이졸데>, <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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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방식인 바, 기독교에서 ‘이 삶’ 자체는 원죄에 대한 벌이다. 인간이 

삶의 고통에서 구원되는 길은 ‘신의 나라’를 지향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기독교에서 약속되는 피안에서의 영원한 삶은 궁핍한 자들의 구원 

욕구를 해소시킴으로써 궁핍한 삶 자체에 안주시킨다. ‘이 삶’의 바깥에 

있는 것에 의해 ‘이 삶’으로부터의 구원을 욕구하는 것이야말로 궁핍한 

삶의 징후인 것이다. 

이와 같이 ‘이 삶’ 이후의 ‘신의 나라’를 약속 받음으로써 정신적 

위안과 구원을 얻을 수 있기 위해서는 ‘신’과 ‘피안’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 바그너 드라마에서 ‘신’에 의한 구원을 이야기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타인에 의해서 혹은 어떤 무한한 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구원은 동일한 선제조건을 필요로 한다. 즉 모든 바그너 

드라마에는 불합리한 것에 대한 ‘탐구와 물음에 대한 엄숙한 추방령’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너는 믿어야 하며 믿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기독교적 관념을 대변하는 것이다.113 우리는 사실 이 삶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없다. 그러나 그 배후의 무엇인가로부터 구원받을 

것이라는 데서 오는 마음의 평화를 갖기 위해서는 알 수 없는 것, 

불합리한 것 조차 더 이상 묻거나 알려고 하지 않는 것, 그야말로 지적 

성실성의 포기가 필요하다. 이러한 ‘지적 성실성의 포기’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지적 성실성의 포기는 ‘확고함’을 요구하는 데서 

기인한다.114 니체는 확고함을 얼마나 필요로 하는 지가 힘의 척도, 보다 

정확히 말하면 ‘약한 힘의 척도’라고 말한다. 확고함에 대한 요구란 

자신이 의지할 대상에 대한 요구이며, 이는 곧 스스로의 의지가 

                                        
113 W 3, s.11. 

114 FW 347, s.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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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여되었음을 의미한다. 니체에 따르면 의지는 ‘자기 주권과 힘의 

결정적 표징’이다. 따라서 확고함을 갖기 위해 지적 성실성을 

포기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허약한 본능’의 표징, 즉 궁핍한 삶의 

징후이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바그너의 드라마는 ‘나의 외부에 있는 것’, 즉 

‘삶의 바깥에 있는 것’에 대한 맹목적 믿음을 전제로 하는 구원을, 

영원한 평화를, 안주와 안식을 설파하고 있다. 구원을 욕구하는 것, 

그리고 그러한 구원을 위해 확고한 믿음을 갖는 것은 그야말로 나약한 

자의 힘의 궁핍함을 드러내는 것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비극의 

탄생』에서 니체는 비극의 신화가 음악의 ‘상승과 충만의 힘의 느낌’이 

형상화된 것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견지에서 바그너 드라마는 결코 

음악의 비유라고 볼 수 없다. 즉 바그너 드라마는 음악을 그 근원으로 

두고 있지 않다. 실제로 바그너는 자신의 글 『오페라와 드라마』에서 

드라마는 목적이요, 음악은 단지 수단일 뿐임을 표명한 바가 있다. 115 

이러한 바그너의 입장에 대해, 니체는 진정한 음악을 창조해 내지 

못하는 ‘생리적 결함’을 어떤 원칙으로 위장하는 배우짓이라고 비난한다: 

“그는 능력이 닿지 않는 곳에는 하나의 원칙을 세워놓는다”; “음악가는 

이제 배우가 되고, 그의 기술은 점점 더 속이는 재능으로 전개된다.”116 

드라마에 봉사하는 음악이란 그 자체가 바그너의 무능력의 결과이다. 즉 

                                        
115  C.Dahlhaus, The Twofold Truth in Wagner’s Aesthetics: Nietzsche’s 

Fragment “On Music and Words”, 『Between Romanticism and Modernism 

– Four Studies in the Music of the Later Nineteenth Century』 (tr. by Mary 

Whittall)  Berkeley : Univ. of California Press, c1980., p.27와 p.32 참고 

116 W 7, s.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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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배후에 있는 궁극적 이념을 추구하는 바그너의 음악은 고대 그리스 

비극에서 볼 수 있었던 디오니소스적 도취로서의 음악으로부터의 창조를 

이끌어 내지 못하는 바그너의 궁핍함의 징후인 것이다. 

그렇다면 드라마에 봉사하는 바그너의 음악은 어떻게 드러나는가? 

니체가 궁핍의 징후로서의 바그너 음악은 음악이 아니라는 신랄한 

비판을 퍼부었던 것은 사실이나, 바그너의 음악에서 그 탁월성을 

인정하는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작은 단위들-음색, 화성, 그리고 

주도동기 등-을 가지고 음악적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능력이다. 117 

바그너 음악에 관련하여서는 이어지는 3절에서 더 자세하게 

논의하겠으나, 여기서 그의 음악적 효과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작용하는지 잠시만 언급하자면, 바그너의 탁월한 음악적 효과는 

사람들로 하여금 혼돈과 열광 속으로 몰아넣음으로써 의식의 몽롱함 

속에서 흥분의 느낌만 고조시킨다. 이는 곧 낭만주의적 도취인 바, 이를 

통해 사람들은 어떤 구원에의 욕구가 해소되는 느낌을 경험하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바그너의 효과에 대한 탁월성은 단지 음악에서만 

발휘되는 것이 아니다. 바그너는 음악과 드라마의 단순한 결합으로서의 

기존 오페라를 뛰어넘는 총체적 종합예술을 만들고자 했으며, 이를 위해 

작곡과 극작뿐만 아니라 오케스트라 구성에서 악기의 고안까지, 심지어 

무대 연출과 조명에 이르기까지 직접 관여했던 바는 널리 알려져 있다. 

이 모든 작업에서 바그너가 무엇보다도 중요시하는 바는 극장에서 

대중에게 미치는 효과였다: “바그너는 효과를 원하고, 효과 외의 그 

무엇도 원하지 않는다.” 118  삶에 지친 자들의 구원의 욕구에 호소하는 

                                        
117 W 7, s.22. 

118 W 8, s.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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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음악 및 연극적 장치들은 총체적으로 사람들에게 작용함으로써 

대중을 형성하고 확장시킨다. 니체는 이러한 바그너 예술의 

기조(基調)를 가리켜 ‘극장주의(Theatrokratie)’라 부른다.  

니체는 극장주의가 지향하는 ‘연극적인 것(Theatre)’-효과를 위한 

기술의 총체-은 ‘대중을 위해 잘 처리되고 잘 위장된 것’으로서, 이러한 

극장주의는 ‘바그너 운동이 키워 낸 가장 나쁜 것’이라고 비판한다. 119 

극장주의에 대한 니체 비판이 집약적으로 드러나 있는 다음의 글을 잠시 

살펴보자: 

“바이로이트에서 사람들은 오직 대중으로서만 정직하고, 

개인으로서는 거짓말을 하며, 자기자신(selbst)을 기만한다. 

사람들이 바이로이트로 갈 때, 그들은 자기자신을 집에 놓고 

나온다. 그들은 스스로의 발언권과 선택권을 포기하고, 

그들의 취미(Geschmack)의 권리를 포기하고, 그들이 신과 

세계에 대해 자신의 4개의 벽들 사이에서 갖고, 행하는 

그들의 용기에 대한 권리조차 포기해 버린다……극장 

안에서, 사람들은 대중, 군중, 여성, 바리새인, 줏대 없는 

투표권자, 교회의 후원자-즉 바그너주의자가 된다. 

거기에서는 또한 가장 개인적인 양심마저도, 다수라는 

평준화하는 마법에 굴복하게 된다. 거기에서는 이웃이 

지배한다. 거기에서 사람들은 이웃이 된다.”120 

극장주의의 기조 하에 구원의 이념을 설파하고 탁월한 효과를 발휘하는 

                                        
119 W “Nachschrift”, s.37. 

120 NW “Wo Ich Einwände mache”, s.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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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그너의 총체예술은 무리본능에 호소하는 예술이다. 무리본능이란 

공통의 가치를 추구함으로써 하나의 개인이기 보다는 무리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자들의 본능이다. 바그너는 구원의 이념이라는 공통의 목적을 

제공하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설득한다. 이로써 개인들은 각자의 

관점(Perspektive)을 가지고 그것으로부터 판단하는 것, 즉 ‘취미의 

권리’를 포기한다. 다시 말해 바그너의 예술은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는 

행위에 대한 용기, 즉 ‘신 없는 세계’를 살아가고자 하는 ‘용기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게 한다. 이로써 사람들은 스스로를 대중으로서 느끼고 

인식하며 행위 하게 만든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그너의 경우’를 통해 드러나는 근대 유럽의 

위기는 무엇인가? 근대에 이르기까지 유럽의 정신을 지배해 왔던 

기독교적 신은, 힘의 궁핍함으로 인해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없는 무리들의 삶의 근원이자 목적이었다. 니체에 따르면, 무한한 

우연과 변화, 파괴와 생성의 연속인 삶의 무의미함은 인류를 허무의 

고통에 빠지게 했으며, ‘신’은 이러한 고통을 회피하기 위해 인류가 

창조해 낸 ‘무(Nichts)’에 불과하다. 이제 신은 ‘이 삶’의 목적이 되어 

지친 자들의 고통으로서의 삶을 정당화한다. 이 단 하나의 목적이 삶의 

방식을 규정해 줌으로써 궁핍한 자는 이제 삶이 주는 피로감에서 

해방되는 느낌을 갖는다. 세계의 배후가 삶의 목적으로서 삶을 

규정한다는 것은 도덕으로서 작용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바, ‘이 삶’의 

반대적 속성이 부여된 목적에 따른 도덕은 삶을 부정하고 비방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인류는 허무를 잊기 위해 무를 지향함으로써 삶에 

대한 비관주의를 심화시키며 살아온 것이다.  

그러나 계몽의 시대 이후 더 이상 신을 믿지 않는 인류는, 그럼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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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하고 그러한 궁핍의 비관주의를 극복해 내지 못했다. 인류의 정신을 

지배해 왔던 신의 상실 앞에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창조하는 권리와 

의무를 되찾아 낸 것이 아니라, 신을 대신하는 절대적인 것, 즉 또 다른 

‘무(Nichts)’를 지향하는 궁핍한 삶의 방식을 고수한다. 따라서 이들은 

여전히 도덕에 지배 받는다. 이처럼 신을 살해함으로써 ‘넘침의 

삶’으로의 가능성을 마련한 것은 분명히 근대 인간이었으나, 그들은 

여전히 궁핍의 가치를 추구함으로써 더욱 기형적이 되어버린 ‘궁핍의 

삶’을 구가한다. 121  신이 사라졌다고 해서 이 천년 동안 유럽정신을 

지배해왔던 ‘신의 그림자’를 걷어버리는 것은 수월한 일은 아닐 것이다. 

근대인들은 ‘신이 없는 삶’을 살아내기엔 아직 나약하다.  

                                        
121  『즐거운 학문』 125절에서 니체는 ‘신의 죽음’을 알리는 광인에 대해 

말한다. 광인의 고지는 신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 의해 비웃음을 산다. 

그들은 광인을 왜 비웃었던 것인가? 그들은 아직 신의 죽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광인은 말한다. “신은 죽었다! 신은 

죽어버렸다! 우리가 신을 죽인 것이다! 살인자 중의 살인자인 우리는 이제 

어디에서 위로를 얻을 것인가?.....이 [살신(殺神)]행위의 위대성이 우리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컸던 것이 아닐까? 그런 행위를 할 자격이 있으려면 

우리 스스로가 신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닐까?”;”나는 너무 일찍 세상에 

나왔다. 나의 때는 오지 않았다. 이 엄청난 사건은 아직도 진행 중이며 

방황 중이다…..행위는 그것이 행해진 후에도 보고 듣게 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 사람들에게 이 행위는 아직까지 가장 멀리 있는 별보다 더 멀리 

떨어져 있다. 하지만 바로 그들이 이 짓을 저지른 것이다!” 광인의 탄식을 

통해 니체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근대인은 이미 ‘신을 믿지 않는 

자’이지만, 동시에 신이 없는 삶을 살아낼 넘치는 힘 또한 지니지 못하는 

자라는 것이다. (FW 125, s.158-160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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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낭만주의적 당대성에 대한 니체의 진단은 이사야 벌린의 

낭만주의에 대한 논의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에 따르면 낭만주의는 

절대적 진리가 존재한다는 믿음을 토대로 하는 전체 서구전통에 대한 

공격에서 시작되었다. 따라서 낭만주의의 기조는 인간이 성취해야 하는 

것은 가치의 창조이며, 절대적 진리를 파악할 수 있는 사물의 구조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들에게 사물의 본질은 인간의 힘으로 

파악할 수 없는 무언가가 되었다. 그들은 자신만의 가치를 창조하기 

위해 기존의 것을 파괴하고 부정하지만, 그 가치창조 자체는 형언키 

어려운 것, 어둠, 비합리적인 것으로 요약되는 이상을 추구하는 

여정이다. 이로써 낭만주의적 이상상은 ‘무한히 다가가야 하는, 그러나 

도달할 수 없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122  ‘신’을 더 이상 믿지 않는 

근대인들은 이제 ‘무한’이라는 피안을 지향한다. 이로써 차안, 즉 삶은 

여전히 부정된다. 

 

3. 궁핍한 삶을 위한 바그너 음악: ‘낭만주의적 도취’의 

위험 

‘안주와 도취’를 갈망하는 궁핍한 자들을 사로잡았던 것은 바그너 

예술의 음악적 효과, 즉 낭만주의적 도취이다. 바그너 음악은 

디오니소스적 음악이 가지는, ‘상승하는 힘의 느낌’으로서의 도취와 

외관상 유사한 효과를 가지는데다가 대중에 대한 호소력까지 지녔다. 

따라서 니체는 『비극의 탄생』의 “자기비판 서문”에서 이러한 바그너의 

                                        
122  이사야 벌린, 『낭만주의의 뿌리』, 강유원, 나현영 역, 이제이북스, 200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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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적 효과의 위험성을 다음과 같이 경고한다: “철두철미 

낭만주의적이며 모든 예술 형식 중 가장 비그리스적인 현재의 독일 

음악에 대해서…이 독일 음악은 가장 신경을 망가뜨리는 것이며, 술 

마시기를 좋아하고 애매함을 미덕으로 찬양하는 민족에게는 이중으로 

위험하다. 즉 그것은 도취시키는 것과 동시에 몽롱하게 한다는 이중의 

속성을 갖는 마취제라는 점에서 위험한 것이다.”123 디오니소스적 도취는 

망아의 상태에서 삶은 고통일 뿐이라는 인식에도 불구하고 용솟음치는 

자신의 힘에 대해 느끼는 황홀감이라고 한다면, 바그너의 낭만주의적 

도취는 삶에 대한 비관주의적 인식으로 인한 고통을 ‘의식의 

몽롱함’이라는 현실도피로 해소시켜 주는 것이다. 이로써 바그너 음악 

안에서 삶에 지친 궁핍한 자들은 구원 받은 느낌과 함께 안주하는 데로 

이끌린다. 

바그너 음악이 이러한 낭만주의적 도취를 이끌어 낼 수 있었던 것은 

물론 바그너의 가히 천재적이라 할 수 있는 예술가적 능력 덕택이었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바그너에게 있어 음악은 그의 예술이 추구하는 

이념을 효과적으로 구현하는 수단이다. 따라서 바그너의 음악은 이념을 

전하는 드라마에 봉사한다. 바그너의 음악에 대한 관심은 드라마에서 

추구되는 이념을 가능한 한 감각적이고 유혹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데 쏠려있었으며, 이를 위해 ‘음악의 언어적 능력을 무한으로 

증진’시킨다. 124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바그너의 음악은 ‘연극-수사법, 

표현수단, 몸동작의 강화수단, 암시수단, 심적 피토레스크의 수단’으로서 

                                        
123 GT, VS 6, s.14. 

124 W 8, s.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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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된 동시에, 이를 위해 음악의 기존 양식은 포기되었다는 것이다.125  

바그너의 이러한 시도는 우선 ‘무한선율(Unendliche Melodie)’과 

‘유도동기(Leitmotiv)’라는 음악적 장치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무한선율은 적어도 한 막 내에서는 선율을 무한히 이어가는 기법으로 

드라마의 문맥적 통일성을 이루는 데 기여한다. 이러한 무한선율을 

구성하는 유도동기는 드라마의 특정인물과 그 인물의 특정한 동작, 사물, 

감정, 혹은 관념을 각각 지칭하는 기호의 역할이 부여된 것으로 이를 

통해 세부적인 장면이나 분위기를 직접 지시하는 것이 가능해 진다. 

니체는 이러한 유도동기들의 무한한 조합으로 이루어진 무한선율을 

‘선율 없는 무한성’이라고 조롱한다. 126 왜냐하면, 드라마의 내용에 따라 

조합되고 진행되는 바그너의 무한선율 기법 하에서는 기존의 음악이 

가지는 규칙성 및 대칭성, 즉 리듬감은 파괴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무한선율은 리듬감을 제압함으로써 리듬의 자리를 혼돈이 차지하게 

된다.127 즉 이러한 양식의 파괴가 불러 일으키는 것은 혼돈스러움인 바, 

니체는 이러한 혼돈의 느낌이 ‘예감케 하는 것(Ahnen-Machen)’으로서, 

청중들에게 명료한 의식을 갖지 못하게 하고 파악할 수 없지만 무한히 

다가가야 하는 무엇인가에 대해 어렴풋하게 가지는 느낌을 

불러일으킨다고 주장한다: “무엇보다 생각은 아니다……오히려 생각 

이전의 상태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생각들의 혼잡스러움이, 장래의 

생각에 대한 약속이, 신이 창조하기 이전의 있는 그대로의 세계가-

                                        
125 같은 곳. 

126 W 6, s.19. 

127 NW “Wagner als Gefahr”, 1, s.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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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돈의 재발(再發)이……혼돈이 예감을 가능케 만든다”.128 

또한 바그너는 오케스트라의 구성과 연주방식에 있어서도 음악의 

해설자로서의 역할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발휘하게 하는 음악적 방법을 

고안해 낸다. 즉 바그너는 극적 분위기 연출에 결정적인 요소인 

음향(Klang)의 색채(Farbe) 및 진행(Bewegung)의 고안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이러한 노력은 오케스트라 내의 악기 구성과 화성 

중심의 연주방식에서 찾아볼 수 있다. 129  이를 통해 바그너는 음악이 

가지는 ‘감각성(Sinnlichkeit)’-음향, 진행, 색채-을 부각시킬 수 

있었으며, 이러한 재능은 청중들의 그야말로 ‘감각적인 것’에 호소하는 

음악을 만드는데 발휘된다. 즉 오케스트라의 적절한 악기 구성과 

사용으로 부각되는 음색은 청중들의 신경에 직접 작용하여 감각적 

감흥을 쉽게 불러 일으킬 수 있었다. 더 나아가, 오케스트라의 연주에서 

드러나는 음의 화성적 진행이 주는 깊이감과 난해함은 청중들을 흥분의 

감정에 사로잡히게 하는데 효과적이다. 이를 가리켜 니체는 

‘열광(Leidenschaft)’을 “이명동음(enharmonic)이라는 밧줄 위에서의 

추한 것의 체조”라고 조롱한다. 130  그리고 그는 이러한 ‘신경을 

설득시키는 것’과 열광의 느낌은 청중들을 쉽게 압도당하게 한다고 

주장한다. 131  니체의 표현을 따르자면, 감각적인 효과에 치중한 바그너 

음악은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것(Umwerfen)’으로서 ‘감각성의 

                                        
128 W 6, s.18. 

129 W 6, s.19. 

130 같은 곳. 

131 W 6, s.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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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득’ 132 을 통해 청중들을 무한한 것에 대한 열광과 같은 종교적인 

상태로 이끈다.  

드라마의 통일성을 부여하고 세부적으로 표현해 내는 것, 그리고 그 

표현을 보다 두드러지게 하는 것은 결국 음악의 언어적 기능을 

강화시키기 위한 바그너의 노력이자 탁월한 능력이었다. 니체는 이렇게 

해서 완성된 바그너의 음악을 가리켜 ‘몸짓에 의한 

환각(Hallucination)’을 위한 ‘음향기호론’이라고 한다. 133  앞서 

언급했듯이, 드라마를 중심으로 창작되고 연주되는 음악은, 음악 자체의 

균형성과 명료성을 가지는 선율 중심의 기존 음악양식을 포기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양식의 파괴가 청중들을 혼돈과 감각적인 열광의 상태로 

유도하는 바, 니체는 이로써 바그너의 음악이 청중들을 무한에 대하여 

‘예감케 하는 것(Ahnen-machen)’, 그리고 ‘넘어뜨리는 

것(Umwerfen)’으로서 작용한다고 분석한 것이다. 이로써 비로소 바그너 

음악으로 인한 낭만주의적 도취가 가능해진다. 낭만주의적 도취 속에서 

사람들은 명료한 의식을 가지기 보다는 감성적이 되어 의식의 몽롱함 

속에서 흥분의 느낌만 고조된다.  

이 모든 음악적 작용은 결국 드라마의 ‘환각’을 증대시키고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이 드라마의 ‘환각’이란 구원에의 욕구가 해소되었을 때의 

고양되는 느낌이다. 바그너는 드라마를 통해 현실의 고통에 대한 탄식, 

이러한 고통으로부터 구원해줄 절대적인 것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 

믿음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영원한 안주를 설파한다. 바그너의 이러한 

이상주의적 설교는 이 삶에 지친 자들과 허약한 자들, 즉 구원을 

                                        
132 같은 곳. 

133 W 7. s.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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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지하는 자들을 유혹한다. 바그너의 ‘무한에 대한 장광설’ 134  속에서 

‘신경을 설득시키는 것 이상의 야심은 없는 음악’ 135은 궁핍한 자들로 

하여금 구원의 느낌을 예감하고 그것에 취하게 한다. 그럼으로써 

바그너의 예술은 궁극적으로 청중들이 고양되는 느낌, 즉 바그너의 음악 

속에서 구원되었다는 ‘환각’을 완성시킨다.136  

이로써 드러나는 낭만주의적 도취의 위험은 무엇인가? 낭만주의적 

도취는 ‘의식의 몽롱함’과 ‘흥분의 느낌’의 뒤섞임 속에서 자신을 버리고 

무리 속으로 함몰되는 느낌이다. 이는 디오니소스적 도취의 

망아(Selbstvergessenheit)의 상태, 즉 개체로서의 자신을 잊고 자연과 

합일되는 경험과 액면적으로 유사하다. 그러나 디오니소스적 도취는 

결국 고통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자기자신(selbst)의 생존력에 대한 

희열인데 반해, 낭만주의적 도취는 개인들이 각자의 판단을 멈추고 

집단적으로 취하는 상태, 즉 무아(無我, Selbstlos)의 상태 속에서 

일어나는 정조이다. 무아(無我)란 말 그대로 ‘자기자신을 지운 상태’이다. 

다시 말하면, 자기 스스로 삶의 의미를 ‘이 삶’의 지평에서 찾고자, ‘이 

삶’으로부터 가지는 관점(Perspektive), 즉 취미(Geschmack)를 지운 

상태이다. 이로써 궁핍한 자들은 ‘신 없이 사는 삶’, 즉 삶의 배후가 

아니라 ‘이 삶’ 자체에서 삶의 의미와 가치를 찾고자 하는 삶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다. 이제 그들은 자신들의 치유자인 구세주-그것이 

기독교적 신이나 사제이든, 현실정치의 권력자이든, 혹은 구원의 바그너 

음악, 더 나아가 바그너이든-에게 자신의 관점을 이양한다. 그리고 

                                        
134 W 6, s.19. 

135 W 7, s.23. 

136 W 7, s.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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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들을 절대적인 것으로서, 이상적인 것으로서 지향한다.  

이러한 낭만주의적 도취의 바그너 음악은 궁핍한 삶의 낭만주의적 

비관주의를 가중시킨다. 게다가 그 음악은 그것이 지니는 감각적, 

정서적 호소력으로써 넘치는 삶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염병과 

같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따르면, 바그너 음악은 삶에 대한 피로함이 

욕구하는 무아(無我)의 상태로 이끄는 창조물이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넘침의 음악을 근원으로 하는 고대 그리스 비극은 

고통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인들에게 영원한 창조와 창조의 

기쁨을 촉구했다. 니체가 바그너 음악을 대척자로 세운 근본적인 이유는, 

궁핍의 창조물로서의 낭만주의적 음악으로부터는 더 이상의 창조가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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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넘침의 음악: 니체적 음악 

 

1. 넘치는 삶의 회복을 위한 요청 

니체가 낭만주의로 규정하는 당대의 현실은 유럽 역사가 갖는 최대의 

위기다. 왜냐하면 당대의 낭만주의 문화는 가장 강한 자들까지도 병들게 

할 정도로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위험성을 집약적으로 

드러내 보였던 것은 ‘황소같이 강한 자들마저도 넘어뜨리는’137 바그너의 

낭만주의적 도취의 위력이었다. 니체는 이와 같은 당대 현실에 대해서 

자신의 비탄을 다음과 같이 토로한다: “우리 현대인들이 여전히 

열광하는 모든 것에 대한, 도처에 허비되는 힘, 노동, 희망, 젊음, 사랑에 

대한 억누를 수 없는 환멸로 인해 지쳐버렸다: 낭만주의의 여성적인 것, 

광신적인 것, 방탕한 것에 대한 혐오(Ekel)로 인해 지쳐버렸고, 여기에서 

다시 한 번 가장 용맹한 자 중의 한 사람에 대해 승리를 거두었던 

이상주의적 사기행각 및 양심의 허약화에 대한 혐오로 인해 지쳐버렸다; 

결국에는 가차없는 의심에 대한 번민으로 인해 지쳐버렸다.”138 

이러한 니체의 시대에 대한 번민과 실망감은 철학자로서의 자신의 

‘사명’139 조차 포기해 버리고 싶을 만큼 지독한 것이었다. 철학자로서의 

니체의 사명은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자기 시대를 자기 안에서 

                                        
137 W 10, s.17. 

138 NW, “Wie ich von Wagner loskam” 1, s.430. 

139 같은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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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복하는 것’ 140 이었다. 니체는 스스로를 ‘시대의 자식, 말하자면 

데카당’이었음을 고백하고 이러한 ‘시대의 자식’을 만드는 모든 것과의 

사투를 통해서, 즉 ‘바그너’와 ‘현대적 인간성’을 포함한 모든 시대적인 

것에 대항함으로써 자기극복이자 시대극복의 길을 찾고자 했던 

것이었다. 141  앞서 니체의 ‘바그너의 경우’의 해체를 통해서 드러난 

데카당의 근원은 결국 삶을 부정하는 도덕이었다. 즉 ‘현대적 

인간성’으로서 규정된 것 ‘모든 신뢰, 모든 선량한 것, 은폐적인 것, 온순, 

중용’ 142은 인간 삶의 본성들 중 특정한 것들, 예를 들어 열정, 관능, 

욕구, 파괴와 해체의 의지 등을 절멸시킴으로써 ‘인간적인 너무 

인간적인 것’들을 부정하고 적대시해왔던 것이다. 기형적이고 병든 삶을 

이끄는 도덕에 맞서 그것의 실체를 파악하고 그 도덕으로부터 자유로운 

삶, 건강한 삶을 향한 길을 찾는 것이 바로 니체의 철학자로서의 

사명이다. 또한 이러한 니체의 사명이 ‘시대의 자식’으로서의 니체가 

시대를 극복하는 길이라면, 이는 곧 니체가 병들어 가는 시대의 

인간들에게 그것으로부터의 회복을 위해 요청하는 길이기도 하다.  

시대에 대한 환멸로 인해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인 니체는 삶을 

왜곡하고 부정하는 도덕의 허위성을 폭로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길을 

되찾기 위해 “일체의 낭만주의 음악을, 정신에게서 엄밀함과 즐거움을 

빼앗고 온갖 종류의 불명료한 동경과 불분명한 욕망을 만연케 하는 이 

애매하고 허무맹랑하며 후텁지근한 예술을 자신에게 철저하게 그리고 

                                        
140 W “Vorwort”, s.3. 

141 W “Vorwort”, s.3-4 

142 NW “Epilog” 1, s.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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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적으로 금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했다고 말한다.143 병든 삶의 은폐된 

근원을 파헤치고 건강한 삶으로 회복하는 길을 찾아내는 것, 즉 니체의 

사명이자 근대인들에게 요청되는 삶을 향한 길은 엄밀한 정신이 

필요하다. 그러나 낭만주의 음악은 신경을 쇠약하게 하고 마음을 

녹진하게 함으로써 냉엄한 사고를 흐리고 감성적이 되게 한다. 

그러하기에 니체는 “낭만주의 음악에 대한 반대”를 선언하며, 동시에 

“건강한 음악가의 출현”을 고대하고 희망한다.144  

건강한 음악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디오니소스적 도취이다. 니체가 

건강한 음악을 통해 인간에게 회복하기를 촉구하는 삶은 삶에 대한 이중 

긍정의 과정이 요구된다. 지금까지 인간의 삶을 정당화했던 도덕이 

해체되고 드러나게 되는 것은 그야말로 무의미한 겪음, 즉 우연과 변화, 

다양, 생성과 파괴의 연속으로서의 카오스적 삶일 터이다. 이러한 삶의 

본성을 받아들이는 것이 첫 번째 긍정이라면, ‘이 삶’에 스스로 의미와 

필연성을 부여함으로써 자기자신의 가치에 따라 살고자 하는 것이 두 

번째 긍정이다. 이 두 긍정 사이에는 그 시작도 끝도 보이지 않는, 

무의미한 겪음이라는 무시무시한 심연(Abgrund)이 가로놓여 있다. 그것 

앞에서는 더 이상 그 어떤 행위도 의미 없다는 허무적 인식만이 있을 

뿐이다. 그야말로 ‘인식은 행위를 죽인다.’145 이러한 허무적 상태를 깨고 

다시 행위 하기 위해, ‘나의 의미와 필연성’을 부여함으로써 ‘이 삶’을 

정당화하기 위해, ‘나의 삶’을 창조함으로써 ‘이 삶’을 긍정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인간 자신의 넘치는 힘뿐이다.  

                                        
143 MA Ⅱ, “Vorrede” 3, s.7. 

144 같은 곳. 

145 GT 7, s.53. 



 

７３ 

『비극의 탄생』의 단계에서 후기에 이르기까지 니체가 시대극복을 

위해, 즉 건강한 삶으로의 회복을 위해 인간에게 촉구했던 것은 ‘상승과 

충만의 힘의 느낌’으로서의 디오니소스적 도취인 것이다. 다시 말하면, 

디오니소스적 도취의 음악은 니체 당대의 위기극복을 위한 처방의 

선결조건이다. 그러하기에 니체는 건강한 음악가의 출현을 요청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건강한 음악으로서의 디오니소스적 도취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니체는 기독교적 도덕의 해체 후 당면하게 되는 

실존적 문제의 극복을 위해 이러한 ‘음악’을 토대로 하는 창조로서의 

삶을 촉구하는 바, 이러한 삶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우선 미학사적 맥락 내에서 니체가 말하는 ‘창조’의 

의미를 고찰해보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비극의 탄생』에서의 

디오니소스적 도취로서의 ‘음악’이 궁극적으로 ‘창조로서의 삶의 원천’을 

의미하는 것임을 드러내 보일 수 있을 것이다. 

 

2. ‘디오니소스적 도취’로서의 음악: 넘치는 삶으로서의 

창조의 전제 

2.1. 미학사적 맥락에서 본 ‘창조’의 의미 

니체에게 있어서 대상의 아름다움은 인간이 자신의 도취를 대상에 

부과함으로써 가능하다. 이러한 니체가 말하는 ‘아름다움’은 전통 

형이상학에서 말하는 ‘객관적 미’는 물론이거니와 근대미학에서 말하는 

‘주관적 미’에 대해서 논쟁적 의미를 지닌다. 즉 기존 미학에서 미적인 

것이 수용자의 입장에서 고려되었던 것과는 달리, 니체는 이를 창조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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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에서 접근한다. 전통 형이상학에 관련하여서 니체는 ‘미 자체’라는 

것은 하나의 망상일 뿐이라고 말한다. 146  플라톤의 경우, 미는 하나의 

관념이다. 이데아로서의 완전한 미가 존재하고 현상의 사물들은 그러한 

이데아를 분유함으로써, 즉 미의 속성을 그 자체에 지님으로써 아름다운 

사물이 된다. 인간이 아름답다고 지각하는 감각적 형상은 ‘이상적인 

미의 반영’이다. 반면, 니체에게는 대상을 아름답다고 판단하는 것은 그 

대상이 아름다운 속성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다. 그것은 오직 대상을 

바라보는 인간의 특정한 상태에 달려 있다.  

그렇다고 해서 니체가 대상이 아닌 주관의 미적 경험에 초점을 

맞추는 칸트의 취미판단의 논의를 따르고 있는 것은 아니다. 칸트의 

『판단력 비판(Kritik der Urteilskraft)』은 ‘취미(Geschmack)라는 

인간의 개별적이고 주관적인 미적 판정 능력이 어떻게 보편타당성을 

가지는 미적 판단을 이루어 내는가’에 대한 탐구이다. 칸트에게 있어, 

미적 판단은 인간이 무관심적 상태에서 대상에게 느끼는 주관의 쾌 혹은 

불쾌의 감정에 근거한다. 147  대상이 ‘아름답다’는 판단을 위한 쾌감은 

무관심적 상태, 즉 ‘그 어떤 개념도 목적으로 두지 않은’ 148  상태에서 

인간의 ‘상상력과 오성의 자유로운 유희’ 149 를 통해 대상으로부터 

‘합목적성의 형식’을 인식할 때 발생한다. 150  여기서 ‘무관심성’은 미적 

판단이 목적개념과 무관한 전적으로 주관적 판단임을 보장한다. 동시에, 

                                        
146 W “Epilog”, s.44. 

147 임마누엘 칸트, 백종현 역, 『판단력 비판』, 아카넷 2010, 191-216쪽 참고  

148 같은 책, 200쪽 

149 같은 책, 211쪽 

150 같은 책, 2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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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각각의 판단 주체들은 공통된 방식으로 미적 쾌감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 이로써 미적 판단을 이끈 인간의 보편적 인식능력들의 

자유로운 유희가 그러한 판단을 상호주관성의 지평에서 보편타당성을 

요구할 수 있게 한다. 칸트는 개인의 주관적이고 능동적인 반성으로 

인해 미가 인식된다고 말하지만, 그러한 반성을 위한 인식능력들 자체가 

보편성으로 다가가기 위한 방향으로 작동하게 하기 위해 (니체에 

따르면) 인간에게 불가능한 ‘무관심적 상태’를 요구하는 것이다. 이를 

가리켜 니체는 “좀 더 멋진 자기-체험의 결여라는 근본오류가 살찐 

벌레모양으로 자리잡고 있다”고 비판한다.151 니체에게 있어 칸트의 미에 

대한 논의는 주관성과 개인성을 전면에 내세우고는 노회한 방식으로 

(은폐되어 있을 지라도) 보편성을 추구함으로써 삶의 본성을 억압하고 

부정하는 데카당, 궁핍의 철학일 뿐이다.  

니체에게 있어서 아름다움의 판단은 곧 사적인 관심과 욕구와 의지, 

곧 개별적 삶과 직결된 문제이다. 니체는 미적 판단에서 인간이 

자기자신을 긍정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을 찾는다. 이는 인간이 대상을 

아름답다고 판단하는 활동이, 나아가 그가 스스로의 삶을 긍정하는 

활동으로까지 확장되어 이해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상승과 충만의 

힘’의 경험과 미적 판단의 역학적 관계에 대한 다음의 니체의 언급을 

살펴보자: 

“아름다움이라는 우리의 느낌보다 더 제약 받는, 말하자면 더 

제한 받는 것은 없다. 인간이 인간 자신에 대해 느끼는 

기쁨에서 아름다움을 분리시켜 생각해보려는 사람들은 즉시 

자기 발 밑의 토대와 지반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아름다움 

                                        
151 GM Ⅲ, 6, s.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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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자체’는 단지 말에 불과하며, 개념도 되지 못한다. 

아름다움 안에서 인간은 자기 자신을 완전성에 대한 척도로 

설정해 놓으며: 특별한 경우 자신을 숭배하기도 한다. 

인간이라는 종은 오직 이런 식으로만 자기자신을 긍정할 수 

있다. 이 종의 가장 심층적인 본능인 자기 보존과 자기 증대 

본능은 그런 숭고함 안에서 빛을 발한다. 인간은 세계 자체가 

아름다움으로 가득 차 있다고 믿는다-그는 자기가 

원인이라는 점을 망각해 버린다. 인간이 홀로 세계에 

아름다움을, 아아! 아주 인간적이고-너무나 인간적인 

아름다움을 선사했는데 말이다.”152 

다시 한번 말하지만, 플라톤적 전통 형이상학에 맞서 니체는 ‘미 

자체’라는 것은 하나의 망상이라고 말한다. 153  또한 니체에게 있어서 

미적 판단이란 칸트적 의미의 무관심적으로 이루어지는 주관적 판단도 

아니다. 니체에게 있어서 아름다움의 판단은 ‘인간 자신에 대해 느끼는 

기쁨’을 토대로 한다. 인간은 자신의 심층적인 본능, 자기 보존과 자기 

증대의 본능의 상승을 경험할 때 가지는 쾌감 속에서 대상을 아름다운 

것으로 긍정하게 되며, 또한 그러한 긍정 속에서 자신의 심층적 힘은 

강화된다. 아름다움은 이러한 인간의 심층적 힘의 상승의 징후이며, 

그것에 대해 느끼는 기쁨은 바로 도취이다. 즉 대상의 아름다움은 

대상을 바라보는 인간 자신의 도취의 발현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대상이 ‘아름답다’고 긍정하는 것은 일종의 

판단이라기 보다는 창조이다. 니체는 칸트를 위시한 근대 미학자들이 

                                        
152 GD, “Streifzüge eines Unzeitgemässen”, 19, s.117. 

153 W “Epilog”, s.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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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가(창작자)의 체험에서 미학적 문제를 바라보는 대신, 오직 

‘관람자’의 관점에서 예술과 미에 대해 숙고”했다는 점부터가 그들의 

착오였다고 강조한다. 154  ‘관람자’ 입장만 다루더라도 최소한 미적 

경험이 ‘어떤 중요한 개인적인 사실이나 경험으로, 미의 영역에서 가장 

고유하고 강력한 체험, 욕망, 경이, 황홀의 충만으로 알려져 

있었더라면’,155 그들은 대상의 아름다움이 인간의 상승하는 ‘자기보존과 

자기증대의 본능’이 대상을 그러하도록 나름의 의미와 목적을 

창조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이라는 고찰에까지 이를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다. 결국 니체에게 있어서 도취의 발현으로서의 미적 판단은 곧 

미적 창조이며, 예술이다. 따라서 니체는 예술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도취의) 상태에서 인간은 자기 자신의 충만함으로 인해 만사를 

풍요롭게 만든다: 무엇을 보고 무엇을 원하든 사람들은 그것을 부풀려서 

보고 절실한 것으로 보며 강하고 힘이 넘쳐난다고 본다. 사물이 자신의 

완전함을 반영하게 될 때까지 말이다. 이렇게 완전성으로 변용시켜야 

한다는 것-바로 이것이 예술이다.” 156  이로써 니체에게 있어 미학은 

가치 창조 일반에 대한 탐구라는 확장적 의미를 갖는다. 이제 예술은 

창조활동으로서의 삶이라는 영역으로 확장된다. 

2.2. 창조로서의 삶을 위한 ‘디오니소스적 도취’ 

앞서 밝힌 바에 따르면, 니체에게 있어 미적 체험이란 곧 창조적 

체험이다. 창조적 체험이란 힘의 상승과 충만의 느낌 속에서 대상과 

관계 맺는 것, 대상에게 스스로를 선사하는 것이다. 따라서 아름다운 

                                        
154 GM Ⅲ, 6, s.364. 

155 같은 곳. 

156 GD “Streifzüge eines Unzeitgemässen” 9, s.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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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과 자기자신의 관계는 곧 자기자신을 둘러 싼 세계, 즉 삶과 

자기자신의 관계이다. 다시 말하면, 삶을 살 가치가 있다고 말하는 것은 

곧 자기자신을 찬미하는 것이다. 단지 삶에 대한 긍정이 자기자신의 

발현임을 ‘망각’했을 뿐이다. 157  우연과 변화, 생성과 파괴의 

연속으로서의 카오스적 삶에 대하여 이러한 도취 속의 인간은 상승하는 

‘자기보존과 자기증대의 본능’ 158 에 의해 자기자신의 의미와 목적을 

창조함으로써 삶을 긍정한다. 도취를 통해 인간의 삶은 가치 있는 

것으로 긍정되며 또한 이러한 삶은 인간의 힘을 상승시킨다. 자기자신은 

곧 삶이며, 도취 속에서 이는 망각된 채 서로의 작용을 통해 고정되지 

않고 끊임없이 상승을 거듭한다. 따라서 도취가 전하는 ‘상승과 충만의 

힘’의 경험과 삶의 긍정이자 창조는 서로를 전제로 하는 동시에 서로를 

강화하면서 상승하는 삶을 끊임없이 생성하게 된다. 

여기서 도취를 정신적 혹은 정서적 차원의 것으로 국한시켜서 

생각하면 안 된다. 또한 그것은 육체적 차원의 것으로 환원될 수 없다. 

도취는 ‘(몸의) 기관 전체의 흥분을 고조시키는 것’이다. 159  도취의 

상태에서 자극되고 고조된 몸의 기관 전체는 어떤 종류의 암시도 

예민하게 파악하여 미소한 자극까지도 간과하지 않으며 그것의 

전달기능과 함께 내면화 하는 기능까지 최고의 상태에 이른다.160 니체가 

말하는 도취는 ‘나 자신’ 전체와 관계한 ‘몸(Leib)’이라는 차원에서 갖게 

되는 생리적 힘의 경험이다. 삶으로서의 예술의 토대는 한 인간의 전 

                                        
157 GD “Streifzüge eines Unzeitgemässen” 9, s.117. 

158 같은 곳. 

159 GD “Streifzüge eines Unzeitgemässen” 10, s.111. 

160 GD “Streifzüge eines Unzeitgemässen” 10, s.1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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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즉 이성과 육체, 무의식적인 것과 의식적인 것, 욕구, 충동 등 

모든 힘의 역동적 관계에서 형성되는 통일체로서의 ‘몸(Leib)’이다. 161 

이러한 몸은 그것과 분리된 대상이 있을 수 없다. 즉 몸 밖에 그 어떤 

세계도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몸의 반영으로서의 세계는 그 자체가 

몸이 가지는 관점(Perspective)이다. 이러한 몸의 생리적 상태가 

최고도로 활성화 될 때 느껴지는 쾌감의 발산이 삶의 긍정이자 창조인 

것이다. 따라서 니체에게 있어서 취미(Geschmack)이란 몸이 지니는 

자기 보존과 자기 증대의 본능이 상승할 때 발휘되는 힘의 다른 

이름이며, 이는 곧 삶을 긍정하고 창조하는 능력이다. 이로써 니체가 

말하는 디오니소스적 도취의 의미가 보다 분명해진다. 도취란 니체적 

‘몸’이 스스로를 발현하는 순간이다. 예술로서의 모든 삶의 긍정과 

창조는 몸이 가지는 이러한 디오니소스적 도취를 전제로 한다. 

이로써 니체가 『비극의 탄생』에서 말하는 디오니소스적 도취로서의 

‘음악’이 보다 적극적이고 확장적인 의미를 획득하게 된다. 『비극의 

탄생』에서의 음악과 니체가 사상적 성장을 이룬 후의 음악의 의미와 

                                        
161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서 니체는 몸(Leib)은 우리가 말하는 

육체, 이성, 감각, 정신 등을 포함한 하나의 ‘커다란 이성’이라고 말한다. 몸은 

그야말로 기지 및 미지의 다양한 힘들의 역동적 관계 속에서 잠정적으로 구성

되는 그 무엇이다. 이러한 ‘몸’ 개념이 지니는 핵심을 니체는 다음의 문장에서 

요약하고 있다: “몸은 하나의 커다란 이성이며, 하나의 의미를 지닌 다수성이고, 

전쟁이자, 평화이며, 무리이자 목자이다. ”  (Z Ⅰ, “Von den Verachtern des 

Leibes”, s..35-37 참고) 또한 ‘몸’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다음을 참고하라: 전

예완, “철학의 미적 전회로서의 니체 사상에 대한 연구: 실존의 미적 정당화 테

제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철학박사학위논문 2010, 51-61쪽; 김정현, 『니체

의 몸 철학』지성의 샘 1995, 172-17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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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질의 확장된 지점을 비교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비극의 

탄생』의 단계에서는 디오니소스적 도취는 비극이라는 예술현상을 

통해서 경험하는 것이었다면, 이제 이는 삶의 전제라는 실존적 의미를 

가진다. 더 나아가 『비극의 탄생』에서 비극이 ‘형이상학적 위로’로 

제시됨으로써 ‘음악’의 발현으로서의 비극을 통해 전해지는 것이 인간이 

추구해 가야 하는 실존에 대한 진리로 비춰졌다면, 후기 니체에 있어서 

‘음악’은 나의 가치를 창조하는 힘의 느낌임이 명료화된다. 예술 자체가 

힘의 상승으로 인한 활력과 생명감의 표출로서의 창조인 것이다. 

그러하기에 예술은 창조하는 활동, 즉 니체가 말하는 진정한 의미의 삶 

자체인 것이며, 음악으로써 부각시키고자 하는 바는, 창조로서의 삶의 

본성, 즉 ‘힘의 넘쳐흐름’이다. 둘째, 이 초기작의 단계에서 니체가 

예술을 두 가지 측면, 즉 디오니소스적인 것과 아폴론적인 것으로 

구분하고 아폴론적인 것이 디오니소스적인 것을 근거로 했을 때 비로소 

가능한 것임을 주장한다. 현상적 의미의 음악 또한 내재적으로 

디오니소스적인 것으로서의 선율과 아폴론적인 것으로서의 리듬으로 

구분하여 설명함으로써 디오니소스적 도취가 음악의 선율적 측면이 

전하는 경험으로 읽혀진다. 후기에 이르러 예술의 두 가지 측면은 

‘디오니소스’라는 하나의 개념으로 흡수되며, 이를 대변하는 것이 

‘몸’이다. 이로써 디오니소스적 도취는 몸이 지니는 모든 힘들간의 

투쟁과 편입을 통해 이루어지는 위계와 질서의 상태에서 가지는 

느낌으로 드러난다. 니체는 이를 현상적 의미의 음악에서는 다양한 

음들의 시간적•공간적 배열에서 일어나는 긴장과 각축을 통한 조화, 즉 

선율, 화음, 강약, 리듬의 균형과 질서를 토대로 하는 열정적 느낌으로 

기술한다. 이로써 ‘넘치는 힘의 느낌’이 특정 음악적 요소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요소들의 해체와 조합으로 생성되는 유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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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성으로부터 전해지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는 바그너 음악의 낭만주의적 도취와의 대조를 통해 더욱 분명해 

진다. 니체에 의해 낭만주의적 도취는 디오니소스적 도취와 정반대의 

근원과 영향을 가진 것으로 제시된다. 이와 관련하여 니체가 바그너 

음악에 가했던 반박은 ‘생리적 반박’이다.162 즉 바그너 음악이 드러내는 

궁핍의 징후는 쇠진해지고 피로하며 나약한 몸의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 근거로 니체는 바그너의 음악적 작용으로 인한 호흡곤란, 

감각의 둔화, 위장장애 등을 제시한다.163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바그너 

음악이 주는 낭만주의적 도취는 몸의 기관이 총체적으로 최고로 

활성화된 상태가 아닌, 불균형적이고 퇴행적으로 작동하는 상태, 

구체적으로는 감성적인 힘만이 극대화되어 의식이 몽롱한 상태로 

이끈다는 것이다. 이를 가리켜 니체는 낭만주의적 도취상태를 무아(無我, 

Selbstlos)라고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퇴행적인 몸의 상태는 

완전한 ‘자기(Selbst)’164의 상태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바그너의 경우를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었던 바, 

낭만주의적 도취로 인한 무아(無我, Selbstlos)상태는 자신의 ‘몸’이 

가지는 관점(Perspektive)을 지운 상태로 드러난다. 무아(無我)의 

상태에서는 취미(Geschmack)란 있을 수 없다. 이로써 영원한 창조라는 

인간의 숙명에 대한 피로감(Müdigkeit)으로 고통 받는 궁핍한 자들은 

이러한 자기의 숙명이자 권리를 포기한다. 이제 그들은 자신들이 의지할 

절대적인 것에 자신의 관점을 이양하고는 그것을 자신이 따라야 할 

                                        
162 NW “Wo ich Einwände mache”, s.416. 

163 NW “Wo ich Einwände mache”, s.417. 

164 Z Ⅰ, “Von den Verachten des Leibes”, s.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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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서 지향한다. 바그너 음악은 낭만주의적 도취를 통해 

무아(無我)적인 것을 전염시키고 훈련시킨다. 이를 통해 대중이 된 

궁핍한 자들은 절대적인 것에 의지함으로써 영원한 의미 창조라는 

인간의 본래적 운명에 대한 피로감으로부터 구원되는 느낌, 영원한 

안식의 느낌으로 이끌린다. 바그너의 경우, 사람들은 음악에 의해 

구원되었다는 느낌을 갖는다. 따라서 낭만주의적 도취는 궁핍한 몸을 

삶에 대한 비관주의적 인식으로부터 절대적인 것으로의 안주로 이끄는, 

다시 말해 몸의 본성을 포기하는 데로 이끄는 전제적 정조로서 드러났던 

것이다. 

반면, 니체가 음악으로부터 요구하는 것은 ‘몸의 

가벼워짐(Erleichterung)’이다. 165  이로써 ‘좋은 음악’은 바그너 음악이 

이끄는 것처럼 바다의 물살에 휘감겨 허우적거리는 것이 아니라, 몸이 

땅 위에서 확실한 발걸음을 딛고 “확고하고 균등하게 분배된 시간과 

힘의 위계를 엄수하는 것”인 동시에 뜨거운 환희의 표출로서의 춤을 

추게 한다. 166  니체가 말하는 디오니소스적 도취는 몸의 전체 기관이 

최고조로 활성화 되는 속에 다양한 힘들이 위계와 질서를 이룸으로써 

조화된 상태의 쾌감이다.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바그너 음악에 

대립하여 니체가 말하고자 하는 도취는 몸이 자기자신인 상태, 즉 

자신만의 관점에서 취미를 발휘하는 상태이다. 니체는 낭만주의적 

도취의 상태와 같이 몸이 그 자체의 조화가 무너져 자기를 잃게 된 

상태에서 새로이 능력들의 위계와 질서를 구성하는 힘의 상승을 

촉구하며, 이를 강제할 힘을 음악, 즉 디오니소스적 도취에서 찾는 

                                        
165 NW “Wo ich Einwände mache”, s.417. 

166 NW “Wagner als Gefahr” 1, s.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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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즐거운 학문』에서 펼쳐지는 이러한 음악의 삶에 대한 강제력에 

대한 니체의 논의는 흥미롭다. 니체는 음악이 ‘예술을 위한 예술’일 수 

없으며, 그것은 삶에 대한 ‘유용성’에 기반한다고 주장한다. 167  니체는 

음악의 ‘음조는 모든 오류와 진리로 유혹할 수’ 있으며 아무도 ‘음조를 

반박할 수 없다’고 말한다. 168  이는 선율적인 것이 인간을 정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이성적인 측면에서도 동요시키는 힘으로 이해해 볼 수 

있다. 또한 니체는 리듬적인 요소의 조율하는 힘에 대해 얘기한다. 

니체에 따르면, 시, 즉 음악이 생겨났던 오랜 옛날의 사람들이 

음악으로부터 원했던 것은 리듬에 의해 경험하는 ‘강제력’이다. 169 

사람들은 음악의 운율에 따라 발걸음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움직인다. 

그래서 사람들은 영혼이 조화와 조율을 잃고 광란에 빠지면 노래의 

박자에 맞춰 ‘춤을 추는 것’을 통해 균형을 되찾았다고 한다.170  

그렇다면 음악은 각 개인들을 하나의 법칙과 질서를 통해 통일된 

움직임과 상태로 강제하는 것인가? 이와 관련하여 『인간적인 너무 

인간적인』에서 ‘음악의 강제력’에 대한 다음의 구절을 살펴보자: 

“구속되어 춤추는 것-그리스의 모든 예술가, 시인, 저술가들이 

스스로에게 부과하여 동시대인에게 매력적인 것으로 만든 새로운 강제는 

어떤 것인가… ‘구속되어 춤추는 것’, 즉 스스로 일을 어렵게 만든 다음 

쉬운 일인 듯한 착각을 덮어씌우는 것, -이것이 그들이 우리에게 

                                        
167 FW 2, 84, s.116. 

168 FW 2, 106, s.139. 

169 FW 2, 84, s.116 

170 FW 2, 84, s.116-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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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고자 하는 기교이다. 우리는 전수된 상당량의 형식과 서사시적인 

설화 규범을 이미 호메로스에게서 인식할 수 있다. 호메로스는 그 

안에서 춤추어야만 했다: 그리고 그 자신도 후대의 사람을 위해 

거기에다 새로운 관례들을 창조해냈다. 이것이 그리스 시인들을 

교육하는 수업이었다: 즉 우선 과거의 시인들에 의해 다양한 강제가 

부과되고, 그 다음 여기에 덧붙여 새로운 강제를 발명해내며 그것을 

다시 자신에게 부과하여 우아하게 정복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강제와 

승리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찬미된다.” 니체가 말하는 음악의 

‘강제력’이란 각 개인을 하나의 주어진 관례에 따르게 하는 힘 –따라서 

개인들을 보편화 시키는 - 이 아니라, 다양한 관례들이 몸 안의 다양한 

힘들로서 주어져 상호 투쟁과 편입을 통해 각자의 새로운 관례로서 

스스로에게 강요되는 것이다. 니체는 이러한 오랜 과거의 음악의 

강제력이 주는 ‘유용성’이 자신의 시대에도 유효하다고 말한다.171  

그렇다면 니체의 시대에 이러한 음악의 유용성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가? 자기자신을 잃어버리고 대중 속에 함몰되어 버린 병든 

근대정신이 음악으로써 회복하기를 바라는 상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이겠는가? 그것은 낭만주의적 도취의 무아(無我, Selbstlos)상태, 즉 

자기를 지운 상태로부터의 회복, 즉 디오니소스적 도취가 전하는 

완전하게 자기자신(Selbst)인 상태이다. 니체에게 있어서 자기(Selbst)는 

곧 몸(Leib)이다. 172  따라서 디오니소스적 도취가 전하는 바는 곧 몸의 

본성을 회복한 상태일 터이다. 몸의 본성은 이미 살펴본 바, 몸은 그 

배후에 그 어떤 근원을 갖지 않고 그 자체로서만 존재한다. 몸은 

                                        
171 MA Ⅱ, 140, s.250. 

172 Z Ⅰ, “Von den Verächtern des Leibes”, s.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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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하지 못하는 무수한 힘들까지 그 자체에 구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힘들이 서로 투쟁과 조율 속에서 위계와 질서를 세움으로써 쉼 없이 

해체와 생성을 거듭하는 하나의 잠정적인 통일체이다. 173  이러한 몸은 

자신만의 ‘관례’, 즉 관점을 가지며, 이로부터 자신만의 취미를 행한다. 

이로써 분명해지는 것은 자기(Selbst)는 기존 전통철학에서 말하는 모든 

행위의 동기이자 원인이 되는, 고정적 실체로서의 ‘자아(Ich)’를 

넘어서는 것이라는 점이다.174 인간 행위의 모든 원인이 동기로서 의식에 

전해진다는 것은 ‘착각’이다. 175  자아가 인식하지 못하는 수많은 몸적 

동기들의 작용으로 끊임없이 파괴와 생성을 거듭하는 것이 자기이다. 

이로써 자기자신은 ‘스스로를 넘어서서 창조하는 것(über sich hinaus 

schaffen)’을 자신의 본성으로 갖는다.176 스스로를 넘어서는 자기자신을 

창조하도록 강제하는 힘의 느낌, 그것이 ‘음악’이다. 

                                        
173 전예완, “철학의 미적 전회로서의 니체 사상에 대한 연구: 실존의 미적 정당

화 테제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철학박사학위논문 2010, 57쪽 

174 Z Ⅰ, “Von den Verächtern des Leibes”, s.36 

175 니체는 우리가 행위의 원인으로서의 단 하나의 동기를 말하는 것은 일종의 

‘습관’에 의한 것이라 말한다: “우리가 행동하는 그 순간에…어떤 부분에 대해서

는 우리가 전혀 모르고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조금만 알고 있는 동기

들, 그리고 이전에 단 한번도 서로 비교할 수 없었던 동기들이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아마, 이러한 동기들 사이에도 투쟁과 쫓음과 내쫓음이, 그리고 각각이 

차지하는 무게들의 부침이 존재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동기들 사이에

서 벌어지는 본래의 투쟁’일 것이다. 이것은 우리에게 전혀 보이지도 의식되지

도 않는 것이다…그러나 이 모든 무의식적인 과정들을 고려하지 않으면서 우리

에게 의식되는 한에서만 어떤 행위를 준비하는 것들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우

리의 습관이다.”(M 129, s.116-118참고) 

176 Z Ⅰ, “Von den Verächtern des Leibes”, s.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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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디오니소스적 도취란 자기자신의 힘의 느낌이라고 한다면, 

음악으로부터 아름다움이, 어떤 쾌감이, 충만한 힘의 느낌이 전해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몸 밖에 그 어떤 공통된 지반이란 없다면, 

음악이 가지는 소통은 그 어떤 상호적 관계에서 이루어질 수는 없지 

않은가? 낭만주의적 도취가 주는 무아의 경험은 사람들이 바그너 음악, 

즉 대상에 침잠하거나 압도당하는 경험이라면, 디오니소스적 도취는 

자기자신에 대한 황홀감에 사로잡히는 경험이다. 이를 니체는 『비극의 

탄생』에서 망아상태에서 경험하게 되는 디오니소스의 스스로의 힘에 

대한 황홀감이라 전한다. 여기서 망아(Selbstvergessenheit)란 사람들이 

자기자신을 잊고 디오니소스라는 근원으로 하나되는 느낌으로 그려진다. 

즉 도취가 이끄는 망아의 상태란 개체와 개체의 경계가 무너지는 

경험이다. 니체가 초기에서부터 지속적으로 발전시킨 개념인 

디오니소스에 대한 후기 니체의 견지에서 디오니소스적 망아를 해석해 

보면, 이제 도취란 스스로를 넘어서는 자기자신을 창조하는 넘치는 힘에 

대한 기쁨 속에서, 자기자신의 경계를 망각하는 경험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디오니소스적 도취의 망아는 스스로의 힘이 흘러 넘쳐서 

타인과의 경계가 사라지는 느낌이다. 이와 관련하여 『짜라투스트라』의 

“회복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편의 한 부분을 살펴보자. 

“말과 소리가 있다는 것은 얼마나 즐거운 일인가. 말과 

소리는 영원히 분리되어 있는 것 사이에 걸쳐진 무지개이고 

가상의 다리가 아닌가?/ 각 영혼에는 각기 다른 세계가 속해 

있다. 각 영혼에 대해서는 다른 영혼은 각기 배후세계다./ 

가장 비슷한 것 사이에서 가상은 가장 아름다운 거짓말을 

한다. 가장 작은 틈이야말로 가장 다리를 놓기 어렵기 

때문이다./ 나에게 어떻게 나의 밖에 있을 것인가?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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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온갖 소리를 들을 때 이점을 

잊는다. 우리가 잊는다는 것은 얼마나 즐거운 일인가!/ 

인간이 사물로부터 기운을 얻기 위해 사물에 이름과 소리를 

선사하는 것이 아닌가? 말한다는 것은 아름다운 바보짓이다. 

말을 함으로써 인간은 모든 사물을 넘어 춤추며 간다.” 177 

개별적 몸으로서의 인간은 자기자신 밖의 것들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 수도, 말할 수도 없다. 다만 망아를 통해서 몸 밖으로 힘의 느낌이 

흘러 넘쳐 서로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가상’만 있을 뿐이다. 니체는 이를 

‘영원히 분리되어 있는 것 사이에 걸쳐진 무지개이고 가상의 다리’이며, 

이러한 가상은 ‘가장 아름다운 거짓말’이자 ‘아름다운 바보짓’이라고 

한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아름다움이란 몸의 ‘상승과 충만의 힘’의 

발현이다. 다만 도취 속에서 그러한 아름다움이 자기자신에서 

비롯되었음을 망각할 뿐이다. 이러한 망각이 우리로 하여금 ‘대상’이 

아름다운 것으로 인식하게 한다. 이렇듯, 음악의 디오니소스적 도취 

속에서 넘치는 힘의 느낌을 내가 전달받는다는 느낌은 내가 창조해 낸 

‘아름다운 가상’이다. 다시 말하면, 도취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망아의 

체험은 ‘가상’, 즉 ‘내가 창조하는 것’이다. 기실 여기에는 각자 끊임없는 

창조로서의 ‘힘의 흘러넘침’만이 있다. 디오니소스적 도취로서의 음악은 

넘치는 삶으로서 그 넘침의 정조가 그야말로 흘러 넘칠 뿐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음악은 모든 창조로서의 삶의 원천(源泉)인 것이다. 

 

 

                                        
177 Z Ⅲ, “Der Genesende” 2, s.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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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버멘쉬(Übermensch)적 삶의 원천으로서의 음악  

 ‘신’이라는 토대를 잃어버린 시대에 무한이라는 ‘무(Nichts)’ 178에의 

추구, 그럼으로써 부정되는 삶, 이것이 바그너 음악이 구현하고 

설파하는 것이라면, 니체가 이러한 바그너 음악을 대척지점에 

세움으로써 부각시키려고 했던 음악을 통해 구현되기를 요청하는 삶은 

진정한 ‘신 없는 삶’을 구가하는 삶일 터이다. 도취로서 논의된 음악의 

고유의 힘은 모든 창조적 삶의 원천으로서 드러난다. 이러한 

디오니소스적 도취의 음악으로부터 완성되는 창조적 삶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위버멘쉬(Übermensch)의 삶이다. 니체는 나약한 근대정신의 

원인(遠因)으로 기독교적 도덕을 지목했던 바, 위버멘쉬를 통해 

제시되는 새로운 실존기술(Kunst)은 그가 이러한 기독교적 도덕과 

전투를 벌이며 새로이 요청하는 삶의 방식이다. 즉 기존 도덕에 의해 

규정된 인간을 넘어서는 인간(Mensch über Mensch), 그것이 

위버멘쉬이다. 디오니소스적 도취는 새로운 삶의 방식의 실천자로서의 

위버멘쉬가 원천으로 하는 ‘힘의 상승과 충만의 느낌’이다. 이것이 바로 

『비극의 탄생』에서부터 후기에 이르기까지 니체가 ‘음악’이란 말로써 

일관되게 드러내고자 했던 것이다. 결국 니체가 의미하는 ‘음악’이란 

신을 상실한 시대에 인간이 진정으로 되찾아야 하는 삶에 대한 정조이자 

태도이다. 니체는 자신의 사상적 여정 전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음악정신의 부활을 꿈꾸어 왔던바, 그가 결국 동시대인들에게 그리고 

미래의 인류에게 촉구하고자 한 것은 진정한 의미의 ‘신 없이 사는 삶’, 

즉 위버멘쉬인 것이다.  

                                        
178 GD Ⅲ, 1, s.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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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니체가 바그너 음악의 안티테제로서 제시하는 음악은 ‘몸의 

가벼움’을 위한 음악 179 , ‘춤을 추게 하는’ 음악 180이며, 이로써 니체는 

궁극적으로 음악으로부터 ‘예술가를 위한 예술’ 181을 원한다고 말한다. 

이제 이러한 니체의 언급이 의미하는 바를 추적함으로써 니체가 

『비극의 탄생』으로부터 읽어낸 음악이 니체의 사상적 발전의 토대가 

되었던 것임을 드러내 보이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첫째, 음악을 

원천으로 하는 창조적 삶이란 위버멘쉬의 삶을 의미하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며, 위버멘쉬의 의미 또한 보다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둘째, 결국 니체가 근대정신의 나약함의 오랜 근원으로 지목하고 해체를 

시도하고자 했던 것은 기독교적 도덕이었던 바, 이로부터의 극복을 위한 

위버멘쉬적 삶이 가지는 새로운 도덕이라는 문제에 초점을 두어 음악과 

위버멘쉬의 관계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로써 음악은 

니체 사상 전반을 아우르는 핵심적 축, 즉 데카당의 근대정신과 벌이는 

싸움에서 전개되는 니체 전체 사상의 근간임을 드러낼 수 있을 것이다. 

3.1. ‘몸이 가벼운 자’를 위한 음악: 도덕으로부터의 해방 

니체가 추구하는 진정한 의미의 음악을 살펴보기 위해 바그너 음악에 

대한 니체의 ‘생리적 반박’을 다시 한번 짚어보는 데서 출발해 보자. 

사람들을 혼돈 속에서 헤엄치게 하는 것으로서의 바그너 음악에 대하여 

니체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나의 “작은 진실(petit fait vrai)”은 이 

음악이 내게 작용하자마자 더 이상 숨을 쉬기 어렵다는 것, 곧 내 발은 

이 음악에 언짢아지게 되고 반항한다는 것이다. 내 발은 박자, 춤, 

                                        
179 NW “Wo ich Einwände mache”, s.417. 

180 NW “Wagner als Gefahr” 1, s.420. 

181 NW “Epilog” 2, s.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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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진곡에 대한 욕구를 느낀다…내 발은 무엇보다도 음악에 대해 훌륭한 

걸음, 활보, 춤에 놓여있는 황홀감을 요구한다.” 182  이를 위해 니체가 

우선적으로 음악에 바라는 것은 “몸의 가벼움(Erleichterung)”이다: 

“마치 모든 동물적인 기능들이 가볍고, 대담하고, 자유분방하며, 

자기확신적인 리듬에 의해 촉진되어야 한다는 듯이. 마치 청동과 같은, 

납과도 같은 삶이 황금빛의 매끄러운 기름과 같은 멜로디들에 의해 

자신의 무게를 버려야 한다는 듯이. 나의 우울한 기분은 

완전성(Vollkommenheit)라는 은신처들과 심연(Abgrund) 속에서 

안식하기를 원한다. 이를 위해, 나는 음악을 필요로 한다.”183  

니체에게 있어서 몸이 가벼워지는 것이란, 몸이 질병으로부터 회복되는 

것이자 몸에 부과된 무게를 덜어내는 것이다.184 니체가 말하는 ‘무게’는 

이중의 의미를 가진다. 즉 몸이 덜어내야 하는 무게는 첫째로 현재의 

‘나’를 규정하고 있는 도덕을 의미하며, 나에게 부과된 이러한 도덕을 

걷어 냈을 때 드러나는 삶의 본연의 모습, 즉 무의미한 겪음 앞에서 

나를 내리 누르는 허무주의가 그 두 번째 의미이다. 이러한 이중의 

‘무게’를 덜어내는 과정은, 『짜라투스트라』에서 극단적 비관주의로 

치닫는 근대 정신의 치유를 위해 니체가 요청하는 위버멘쉬를 향한 

여정으로서 제시된다. 따라서 여기서 디오니소스적 도취로서의 음악을 

원천으로 하는 창조적 삶이란, 결국 위버멘쉬의 삶을 의미함을 규명하기 

위해, 『짜라투스트라』에서 그려지는 이중의 ‘무게’로부터의 위버멘쉬의 

극복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182 NW “Wo ich Einwände mache”, s.417. 

183 같은 곳. 

184 NW “Wie ich von Wagner Loksam” 2, s.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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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의 가벼움’을 위해 덜어내기 위한 무게의 첫 번째 의미에 관련하여, 

니체는 『짜라투스트라』의 “중력의 정령에 대하여”편에서 인간의 삶이 

무겁게 여겨지는 이유는 인간에게 부과된 도덕 때문이라고 말한다: 

“요람 속에 있을 무렵부터 우리에게는 무거운 말과 가치가 지참금으로 

주어진다. ‘선’과 ‘악’-이 지참금은 이렇게 불린다. 이 지참금 때문에 

사람들은 우리가 사는 것을 허락한다.” 니체의 바그너 비판에서 이미 

살펴본 바, 근대의 도덕은 끊임없는 창조로서의 삶이라는 인간의 운명에 

지친 자, 힘이 궁핍한 자들이 그러한 삶을 증오하기에 삶에 반대되는 

것을 ‘선(gut)’으로, 삶의 본연의 성질들을 ‘악(böse)’으로 규정하는 

일종의 삶에 대한 보복이다. 이러한 데카당 본능의 발현인 도덕에 

의해서만 지금까지의 인간의 삶을 정당화되어 왔던 것이다. 삶의 본성을 

억압하고 부정하는 데카당의 도덕을 내려놓아야 비로소 ‘나를 

넘어서는(über) 나’를 위한 기반이 마련된다. 즉 보편적 인간으로서의 

‘나’를 규정하는 데카당의 도덕은 삶에 대한 일차 긍정, 다시 말해, 삶은 

무의미한 겪음일 뿐이라는 인식에 이르기 위해 덜어내야 하는 무게이다.  

두 번째 의미의 무게는 니체가 ‘최대의 무게’라는 표현으로 보다 더 그 

중압감과 가혹함을 강조하는 것으로서, 삶은 무의미한 겪음이라는 것에 

대한 일차 긍정 후에 인간이 직면하게 되는, 그 어떤 행위도 이 삶을 

바꿀 수 없다는 인식으로 인한 무기력한 상태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행위의 죽음까지 이르게 하는 가혹한 삶의 진실로부터 짊어지게 되는 

최대의 무게는 극도의 허무주의이다. 이 ‘최대의 무게’까지 덜어 냈을 때, 

인간은 비로소 삶에 대한 마지막 긍정 - 삶은 무의미한 겪음임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리라는 두 번째 긍정 - 에 이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로써 비로소 몸은 가벼워진다. 



 

９２ 

삶에 대한 이중 긍정 사이에 가로 놓여 있는 

‘심연(Abgrund)’ 185 으로서의 극도의 허무주의의 순간에 대한 니체의 

묘사를 『즐거운 학문』의 “최대의 무게”라는 제목으로 시작되는 다음의 

글에서 살펴보자: “네가 지금 살고 있고 과거에 살았던 이 삶을 너는 

다시 한번 그리고 셀 수 없이 여러 번 살아야만 한다: 거기에는 

아무것도 새로운 것이 없을 것이다…“너는 이 삶을 다시 한번, 그리고 

무수히 반복해서 다시 살기를 원하는가?”라는 물음은 너의 행위에 

최대의 무게로 놓일 것이다!” 186  지금 순간의 행위가 영원히 반복되는 

순간들의 하나일 뿐이라는 데서 오는 무력감, 그리고 지금 순간의 

행위가 행위하는 자의 현재뿐 아니라 미래와 과거까지도 결정하리라는 

중압감은 그야말로 무시무시한 최대의 무게로 다가온다. 모든 것이 

영원히 회귀한다는 사실 앞에서 그러한 삶을 의욕 하는가라는 물음이 

들이 대는 결단에의 촉구는 무엇을 의도하는가? 그것은 그 물음 앞에서 

최종적 긍정을 하고자 하는 힘의 상승, 힘의 고양, 힘의 넘침일 뿐이다. 

즉 현재의 긍정-행위를 통해서 나는 미래뿐 아니라 과거의 주인, 즉 

나의 삶의 완전한 주인이 되는 동시에, 영원한 우연으로서의 삶은 ‘나의 

필연(Notwendigkeit)’187이 되는 것이다. ‘최대의 무게’로 던져진 물음은 

삶의 ‘완전성’ 188 을 의욕하는 힘의 상승으로써 행위를, 극도의 

허무주의로부터의 극복을 이끌기를 요구할 뿐이다. 

그래서 니체는 최대의 무게로 다가오는 물음에 어떻게 긍정할 수 

                                        
185 NW “Wo ich Einwände mache”, s.417. 

186 FW 4, 341, s.250. 

187 Z Ⅲ, “Von alten und neuen Tafeln” 30, s.264. 

188 NW “Wo ich Einwände mache”, s.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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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지는 그 어떤 논증적 설명도 내놓지 않는다. 다만 그것을 

긍정하기까지의 고통과 긍정의 쾌감만을 알릴 뿐이다. 

『짜라투스트라』에서 니체는 ‘한 마리의 검고 무거운 뱀’이 목 속으로 

들어가 사투를 벌이는 양치기 이야기를 전한다. 양치기의 얼굴에는 

지금까지는 볼 수 없었던 극도의 ‘혐오(Ekel)’와 ‘공포(Grauen)’만이 

있을 뿐이다. 양치기는 아무리 잡아당겨도 빼낼 수 없었던 뱀의 

대가리를 결국 물어뜯어 뱉어 버리고는 또한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환희의 웃음을 짓는다. 이를 목도한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한다: “더 

이상 양치기도 아니고, 더 이상은 인간도 아닌, - 변화된 자, 빛에 

둘러싸인 자, 그가 웃었다!” 189  극심한 고통 끝에 자신의 결단에 의해 

환하게 웃는 자로의 변화, 이 변화의 순간은 ‘더 이상은 인간이 아닌’ 

위버멘쉬의 탄생을 의미한다. 삶이 주는 최대의 무기력과 중압감 앞에서, 

나의 모든 주권을 나의 밖에 있는 절대적인 것에 위임하고 절대적 

허무로 몰락하려는 최대의 위기 앞에서, ‘이것은 나의 삶이다’라는 

결단으로 완전한 삶의 주인이 되게 하는 것은 그러하기를 의지하는 나의 

넘치는 힘뿐이다. 그러하기에 영원회귀라는 최대의 무게에 압도되어 

쓰러졌다가 7일만에 일어나 회복해 가는 과정에서 짜라투스트라에게 

필요한 했던 것은 넘치는 힘의 느낌, 음악이다: “그대 회복하는 자여, 

우선 그대를 위해 시(Leier)를 준비하라, 새로운 시를!”; 

“짜라투스트라여, 그대의 새로운 선율에는 새로운 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노래하라, 떠들어라, 오, 짜라투스트라여, 여러 가지 새로운 

선율로 그대의 영혼을 치유하라. 지금까지 그 누구의 운명도 아니었던 

                                        
189 Z Ⅲ, “Vom Gesicht und Rathsel” 2, s.197-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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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의 커다란 운명을 짊어지기 위해서!”190  

결국 ‘짜라투스트라 유형의 심리적 문제’, 즉 “삶에 대한 가장 

가혹하고도 무서운 통찰 앞에서, 어떻게 삶에 대한 반박을 목격하지 

않고 오히려 모든 것에 대한 영원한 긍정 자체일 수 있는 근거를 갖게 

되는가”에 대해서 위버멘쉬로서의 짜라투스트라는 “모든 심연 속으로 

나는 내 축복하는 긍정의 말을 가져간다”는 말만 던질 뿐이다. 191  즉 

삶의 완전한 주인이고자 의지하는 넘치는 힘에 대한 느낌을, 

디오니소스적 도취를 전할 뿐이며, 이로써 경험되는 힘의 상승과 충만의 

느낌 속에서 마지막 긍정은 각자의 몫이다. 그러하기에 니체는 

위버멘쉬의 여정을 전하는 『짜라투스트라』 전체를 ‘음악’이라 말하는 

것이다.192 음악의 상승하는 힘의 정조는 그저 흘러 넘칠 뿐이다. 이러한 

                                        
190 Z Ⅲ, “Der Genesende” 2, s.271. 

191 EH, “Also sprach Zarathustra” 6, s.343. 

192  EH, “Also sprach Zarathustra” 1, s.333. 이와 관련하여 Benson은 

『짜라투스트라』가 음악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를 세 가지로 제시한다. 첫째, 

이 저서 자체가 철학적이지 않은 문체로 쓰여졌기 때문이다. 이것은 서정적 

서술-이야기, 노래, 춤을 통해 소통하고 특정 섹션들은 그 자체가 노래나 

춤으로 구성되어 있는-로서, 고대 그리스의 ‘Mousike’ 개념에 가까운 어떤 

것으로 보인다. 둘째, 이 저서가 독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철학적 텍스트 

보다는 음악작품이 주는 것에 유사하기 때문이다. 즉 이는 독자에게 논리적 

논증의 방식이 아닌, 실존적 유혹(existential attractiveness)의 방식으로 

호소하며, 결과적으로 니체는 철학자가 아니라 예언자로서 이를 사람들이 믿고 

따르는(혹은 반대) 교리들로 제시한 것이다. 셋째, 니체에게 있어 ‘음악’은 

(데카당의) 철학자들이 듣기를 원치 않는 심오하지만 가혹하고 불편한 진리-

예컨대, 영원회귀사상-를 의미한다. 『짜라투스트라』는 철학자들이 회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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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의 넘쳐흐름’으로서의 음악은 영원히 회귀함으로써 최대의 무게로 

다가오는 삶에 대해 긍정하는 자, ‘몸이 가벼운 자’, 그래서 

‘도덕으로부터 해방된 자’, 위버멘쉬로 상승하고자 하는 힘으로서 

위버멘쉬의 원천이다. 그러하기에 니체는 음악으로부터 ‘몸의 가벼움’을 

요청하는 것이다. 

3.2. ‘춤 추는 자’를 위한 음악: 도덕에서 예술로 

니체에게 있어 최대의 무게로부터 가벼워진 몸은 곧 ‘춤을 추는 몸’을 

의미하기도 한다. 디오니소스적 도취 상태에서 최고로 활성화된 몸은 

자신의 풍요로움을 창조로써 발산한다고 할 때, 몸이 다양한 힘들 

사이에 위계와 질서를 부여함으로써 각자의 삶에 맞는 ‘자기(Selbst)’를 

만들어가는 창조행위가 바로 춤이다. 그러하기에 니체는 ‘사려 깊음에서 

기인한 좀더 냉엄한 기류와 환희의 잘 데워진 숨결의 각축’ 사이에 

근거함으로써 춤을 추게(tanzen) 하는 음악을 요청한다. 193  ‘춤’이라는 

표현에서의 핵심은 ‘자기규정(Selbstbestimmung)’을 토대로 한 

자유이다: “하나의 정신이 저 신앙, 확실성에의 요구와 결별하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실행하여, 가벼운 밧줄과 가능성 위에서도 몸을 바로 

세우고 드리워진 심연 위에서 춤을 추는 자기규정의 기쁨과 힘, 의지의 

자유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한 정신이야말로 한마디로 자유 정신일 

                                                                                                     
진리를 담고 있다는 의미에서 음악이라고 불리는 것이다. (B.E. Benson, 

Nietzsche’s Musical Askesis for Resisting Decadence, 『The Journal of 

Nietzsche Studies, Issue 34, Autumn 2007』, Penn State University Press, 

2007. p.38)  

193 NW “Wagner als Gefahr” 1, s.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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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194  

보편적 인간으로서의 ‘나’를 규정하는 도덕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결별’하고 드러나는 ‘심연’ 위에서 춤을 추는 것은 지금까지 말한 이차 

긍정을 의미할 터이다. 이차 긍정으로서의 춤은 ‘자기 규정의 기쁨’의 

발현, 즉 디오니소스적 도취의 직접적 발현으로서의 창조이다. 여기서 

‘자기규정’이라는 표현으로써 니체가 말하는 창조로서의 삶이란 도덕의 

부재 상황을 뜻하는 것이 아님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195 이러한 삶에게 

있어 도덕은 자기 자신 안에 스스로 척도를 세우고 그것을 엄수하는, 

자기지배를 위한 강력한 힘을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로 한다. 

디오니소스적 도취의 발현으로서의 삶이 가지는 도덕을 가리켜 니체는 

‘주인도덕’, ‘고귀한 도덕’이라고 칭한다. 196  결국 데카당의 도덕의 

                                        
194 FW 5, 347, s.265. 

195  이와 관련하여 Benson은 ‘음악’과 (니체적 의미의) ‘금욕주의(Askesis)’의 

관계를 규명하는 논문에서 니체에게 있어 ‘음악’은 자기-지배 혹은 자기-극복

을 위한 핵심적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decadence’가 어원상 ‘de-

cadence’, 즉 리듬의 상실(a loss of rhythm)로 해석될 수 있음에 주목하고 

데카당의 극복을 ‘삶의 리듬을 찾는 것’으로 해석한다. 따라서 그는 특히 ‘정

신(soul)의 질서’를 회복시키는 리듬의 지배력에 주목하는 바, 이로써 자기억

제를 요구하는 데카당의 금욕주의(반응적이고 부정적 방식)가 아니라, 자기 

쾌에 기반한 자기-변형(self-transformation) 및 자기-극복(self-

overcoming)을 이끌어 내며, 이는 기존의 도덕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에서 자유로운 것이라고 분석한다. (B.E. Benson, Nietzsche’s Musical 

Askesis for Resisting Decadence, 『The Journal of Nietzsche Studies, 

Issue 34, Autumn 2007』, Penn State University Press, 2007, pp.28-46) 

196 JGB 9, 260, s.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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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복으로 요청하는 주인도덕, ‘그 전경에는 충만한 감정과 넘쳐 

흐르고자 하는 힘의 느낌’이 있는 것이다.197  

그렇다면 ‘엄격한 자기규정으로서의 자유정신’의 도덕, 디오니소스적 

도취를 원천으로 하는 위버멘쉬적 삶이 따르는 도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나는가? 니체의 사상적 여정은 실로 기독교적 도덕과의 

집요한 싸움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니체의 철학자로서의 

시대극복이라는 실천적 사명 하에, 근대정신의 절체절명의 위기의 

근원으로 지목되었던 것은 바로 기독교적 도덕이기 때문이다. 니체는 

『인간적인, 너무 인간적인』의 사회, 문화 전 범위에 걸쳐 지배권을 

행사하고 있는 기존 도덕의 근원이 도덕 외적인, 궁핍한 삶의 생존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음을 밝히는 작업에서부터, 『선악의 저편』과 

『도덕의 계보』에서의 도덕의 자연사와 도덕 개념 및 가치의 발생사를 

계보적 방식으로 파헤치는 작업에 이르기까지 실로 많은 노력과 시간을 

도덕의 문제에 매달렸다. 따라서 우리는 이 시점에서 니체의 도덕 

비판과 극복방안을 잠시 살펴보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니체가 기존 

기독교 도덕의 극복으로서의 새로운 도덕, 즉 주인도덕을 위해 요청하는 

바는, ‘음악정신’의 부활이요, 디오니소스적 도취의 발현임을 드러내 

보이고자 한다. 

니체는 도덕이란 결국 ‘삶이 내리는 가치평가’일 뿐이라고 말한다. 198 

관건은 그 삶이 ‘넘치는 삶인가 궁핍한 삶인가’에 달려있다. 그렇다면, 

니체가 삶에 대한 일차 긍정을 위해 걷어 내기를 촉구하는 보편적 

인간성을 규정하는 데카당의 도덕, 즉 궁핍의 도덕은 어떠한가?  니체에 

                                        
197 JGB 9, 260, s.219. 

198 GD, “Moral asl Widernature” 5, s.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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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르면, 도덕은 그 기원을 따져 물어 가면 도덕 외적인 문제, 즉 ‘자연적 

삶 속에서 생존하는데 유용한 것이 무엇인가’의 문제에서 시작한다. 199 

궁핍의 도덕은 ‘자기자신 안에 스스로 척도를 세우기에는 너무나 의지가 

약하고 너무나 퇴락한 자들’이 욕구와 싸우기 위한 극단적 수단이다.200 

자연적인 욕구들은 그것의 무절제한 표출이 폭력, 혼란, 방종 등으로 

드러날 수 있는 ‘우매함’을 내재한다.201 이러한 자연적 욕구들을 스스로 

규제하고 조율해내는 힘이 모자란 자들은 아예 그러한 욕구들을 가지는 

삶 자체의 ‘거세와 멸절’이라는 수단을 본능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다. 202 

이러한 삶 자체의 ‘거세와 멸절’의 도덕은 궁핍한 자들의 유일한 생존 

방식이다. 즉 궁핍한 자들은 삶에 위협적인 속성인 ‘힘과 위험, 경멸을 

일으키지 않는 일종의 공포, 정교함, 강함’을 ‘악(böse)’으로 규정하고, 

자신들의 생존을 쉽게 하는 쓸모 있는 속성들인 ‘연민, 도움을 주는 

호의적인 손, 따뜻한 마음, 인내, 근면, 겸손, 친절’을 ‘선(gut)’으로 

칭송한다. 203  이로써 궁핍한 자들은 공동체의 안위를 보장하고 그 무리 

안에서 스스로의 삶을 안주시키고자 한다. 이들의 선악의 규준은 무리의 

관점에서 내려진다. 이는 몸의 다양한 욕구들을 그 뿌리부터 억압하고, 

다양한 욕구들의 조화와 조율을 토대로 가지는 몸 자신의 관점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궁핍의 무리도덕이 설교하고 전파하는 것은 

자기자신(Selbst)를 버린 상태, 무아(Selbstlos)의 삶이다. 그렇기 때문에 

                                        
199 JGB 9, 260, s.221. 

200 GD, “Moral asl Widernature” 2, s.77. 

201 GD, “Moral asl Widernature” 1, s.76. 

202 같은 곳. 

203 JGB 9, 260, s.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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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체는 궁핍의 무리도덕을 ‘노예도덕(Sklaven-Moral)’이라고 부른다.204 

니체는 무아의 삶을 심화시키는 궁핍한 노예도덕의 심리적 근원은 삶에 

대한 복수심에 있다고 말한다. 그것의 밑바탕에는 스스로 삶의 본성을 

제어하는 데에 무기력한, 그야말로 힘이 궁핍한 자들의 ‘삶에 대한 

적개심과 증오’가 도사리고 있다. 205  궁핍의 도덕은 노예들의 

‘원한감정(Ressentiment)’206에 기인한 ‘보답과 보복의 도덕’207인 것이다. 

삶의 본성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그래서 ‘이 삶’이 고통스러운 궁핍한 

자들은 ‘이 삶’의 끝이자 밖에 ‘신의 나라’를 마련하여 이것에 삶에 

반대되는 속성을 부여하고는 그것을 ‘신의 뜻’으로서의 절대적 가치로 

추앙한다. 이제 ‘이 삶’은 ‘신의 나라’를 지향함으로써 정당화된다. 이는 

곧 ‘이 삶’을 부정하는 것으로서, 궁핍한 자들을 이를 통해 삶에 

복수하는 동시에 ‘신의 나라’에서의 영원한 행복을 약속 받음으로써 

보상받는다.  

그러나 이들의 ‘복수’와 ‘보상’은 ‘상상’에 불과하다. 208  우리는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없다. ‘신’과 ‘신의 나라’는 단지 알 수 없는 

것에 대한 ‘믿음’일 뿐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신’은 상상 속의 ‘보답과 

보복’의 주체로서, 사실 이는 ‘무(Nichts)’에 불과하다. 209  그러나 

기독교적 도덕은 이러한 ‘무(Nichts)’를 지향함으로써 ‘이 삶’의 가치를 

                                        
204 JGB 9, 260, s.218. 

205 GD, “Moral asl Widernature” 2, s.77. 

206 AC 24, s.190, GM Ⅰ, 10, s.284. 

207 AC 25, s.192, GM Ⅰ, 10, s.284. 

208 GM Ⅰ, 10, s.284. 

209 AC 7, s.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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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탈한다. 신의 심판 앞에 평등하게 있을 ‘영원한 생명’이라는 엄청난 

거짓말은 지상의 넘치는 자와 궁핍한 자의 차이를 의미 없게 만들며, 

오히려 ‘이 삶’을 긍정적이고 가치 있는 것으로 창조해 내는 상승하는 

모든 삶의 본능들은 ‘악’이 되고 그 반대의 것들이 ‘선’으로서 절대적 

가치가 되는 것이다. 이로써 상승하는 힘을 통해 끊임없이 창조하는 

것이 진정한 삶이라고 할 때, “(창조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식으로 그렇게 사는 것, 이것이 이제 삶의 

‘의미’가 된다.” 210  기독교 도덕은 ‘무(Nichts)’를 추구함으로써 이 삶에 

무의미를 부여한 허무주의(Nihilismus)의 원흉이다. 이러한 도덕이 

지배하는 삶에게는 ‘이 삶’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그 자체로 

고통이다. 오직 무아(Selbstlos)의 삶으로써, ‘신’의 관점을 따르는 

삶으로써만 ‘이 삶’을 정당화하며 삶을 견뎌낼 수 밖에.  

이러한 기독교적 도덕 하에서는 행복이란 신의 뜻을 따름으로써 얻게 

되는 보상이다. 반면, 불행은 신에 대한 불복종의 벌로, ‘죄’에 대한 벌이 

된다. 211  니체에 따르면 행복과 불행은 몸의 상태의 문제이다. 즉 

행복이란 몸이 가지는 ‘힘의 상승과 충만의 느낌’, 즉 디오니소스적 

도취에서 기인한다. 결국 행복과 불행이란 자기자신에서 기인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권리와 책임을 ‘신의 의지’에 양도해 버린 

것이다. 행복을 복종에 따른 보상으로, 불행을 불복종의 죄로 인한 벌로 

해석하는 것은 자연적 ‘원인’과 ‘결과’ 개념을 뒤집어버린, 소위 말하는 

“도덕적 세계질서”라는 가장 기만적인 해석방식이다. 212 이러한 “도덕적 

                                        
210 AC 43, s.215. 

211 AC 25, s.192. 

212 AC 25, s.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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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질서”가 의미하는 바는, ‘인간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절대적으로 따라야 할 ‘신의 뜻’이 존재한다는 것이며, 따라서 모든 

개인은 절대적인 것에 의한 보편적 인간성에 근거하여 ‘나’를 

규제함으로써 삶을 정당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213  결국 도덕적 

세계질서가 이끄는 것은 나의 행복과 불행 조차도 나의 바깥에서 

주어지는 삶, 따라서 나의 행복과 불행에 스스로 권리와 의무를 

포기하는 삶이며 더 이상 힘의 상승이 필요가 없는, 아니 이제는 힘의 

상승이 불가능한 삶, 즉 완전한 무아(Selbstlos)의 삶이다. 이러한 

기독교적 궁핍의 도덕에 대항하여 니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은 ‘도덕적 

세계질서’ 속에서 잃어버린 자기(Selbst)를 찾는 일일 터이다. 행복과 

불행이 도덕적 행위의 결과라는 기만적 해석을 파괴하고 행복과 불행은 

자기자신의 권리이자 의무이며, 행복과 불행 자체가 자기자신이 따라야 

할 도덕의 토대가 되어야 한다. 이로써 궁극적으로 내가 따라야 할 

도덕의 주인으로서의 자기자신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니체에 따르면, ‘신’을 기반으로 하는 ‘도덕적 세계질서’에서 벗어나는 

것은, ‘주인도덕과 기독교적 가치 개념을 가진 도덕과의 대립’이라는 

근원적 대립을 찾아내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214 기독교적 도덕과 

근원적으로 대립하는 주인도덕(Herren-Moral)이란 무엇인가? 니체가 

밝힌 바에 따라 도덕이란 ‘삶이 내리는 가치평가’라고 할 때, 넘치는 

삶이 내리는 가치평가로서의 도덕은 어떻게 드러나는가? 주인도덕의 

가치차별은 많은 욕구들의 긴장적 대립을 제어함으로써 스스로를 

지배하는 자, 삶을 자기극복을 통해서 조형해 내는 강한 힘을 가진 

                                        
213 AC 26, p,193. 

214 W “Epilog”, s.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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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의 스스로의 힘에 대한 쾌감을 그 근거로 한다. 궁핍의 

노예도덕에서 생존의 유용성에 근거함으로써 만들어진 가치대립인 

‘선(gut)’과 ‘악(böse)’은 ‘위험하지 않은(ungefährlich)’과 

‘위험한(gefährlich)’을 의미하는 것이었다면, 주인도덕에서의 대립적 

가치는 ‘좋음(gut)’과 ‘나쁨(schlecht)’로서 그것은 ‘고귀한(vornehm)’과 

‘경멸적인(verächtlich)’의 의미를 가진다. 215  즉 주인도덕에서 ‘탁월함과 

위계질서를 결정하는 것’으로서의 ‘좋음(gut)’은 ‘영혼의 고양되고 자부심 

있는 여러 상태’이다. 216  다시 말하면, 고귀한 자들의 가치판단은 

자기자신의 강함과 고귀함에 대한 긍정에서 시작하며, 이러한 긍정의 

표현이 ‘좋음(gut)’이다. 이 후에 부가적으로 자신의 반대의 상태의 

경멸적 인간들 217 을 스스로에게 분리시키기 위한 표현이 

‘나쁨(schlecht)’인 것이다. 즉 고귀한 자들은 이러한 ‘거리의 

파토스(Pathos der Distanz)’에서 가치를 창조하고 가치의 이름을 

새기는 권리를 비로소 가지게 된다. 218  여기에서 분명해 지는 점은 

주인도덕에서의 가치규준은 전적으로 자기자신(Selbst), 즉 몸 자신의 

                                        
215 JGB 9, 260, s.219. 

216 같은 곳. 

217 니체는 경멸적 인간들의 예를 다음과 같이 나열한다: “겁쟁이, 불안해 하는 

자, 소심한 자, 편협한 이익만을 생각하는 자, 자유롭지 못한 시선으로 

의심하는 자, 스스로를 비하하는 자, 학대할 수 있는 개 같은 인간, 구걸하는 

아첨꾼, 거짓말쟁이” 이렇게 나열한 속성들의 공통점은 나약하고 심약한 정신을 

가졌다는 점과 그로 인해 자기 외부적인 것에 시선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즉 

주인도덕에서 ‘나쁨(schlecht)’이라는 가치 평가를 내릴 수 있는 자들이란, 

무아(Selbstlos)의 삶을 사는 자들인 것이다. (JGB 9, 260, s.218-219. 참고) 

218 GM 1, 2, s.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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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주인도덕을 행하는 자인 “고귀한 

부류의 인간은 스스로를 가치를 결정하는 자라고 느낀다. 그에게는 

타인에게 인정받는 것은 필요하지 않다.”219  

그렇다면 주인도덕의 심리적 근원은 무엇인가? 그것은 ‘상승과 충만의 

힘의 느낌’에서 기인한 기쁨, 즉 디오니소스적 도취이다. 넘침의 

주인도덕의 밑바탕에는 자기자신을 지배할 만큼 강한 힘에 대한 

존경심이 있다. 고귀한 자는 무조건적 폭력, 방종, 혼란 등의 ‘우매함’이 

잠재해 있는 자연적 욕구까지도 스스로 다양한 욕구들의 투쟁과 편입의 

과정을 통해 조화와 질서를 이루어낼 수 있을 때, 그러한 자신의 강한 

힘에 대해 존경과 기쁨을 느끼며 스스로에게 도덕적 가치를 부여한다. 

결국 고귀한 자는 ‘가치를 창조하는 자’이며, 그는 자신의 관점에서 

존경심을 갖는 것을 ‘좋음(gut)’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이러한 

주인도덕은 ‘자기예찬’이다. 그리고 그 전경에는 충만한 감정과 넘쳐 

흐르고자 하는 힘의 느낌이 있다. 220  이들 고귀한 도덕에 속하는 것은 

자기자신에 대한 믿음, 자기자신에 대한 자부심, ‘비이기적인 

것(Selbstlos)’ 등을 적대하고 조소하는 것, 연민(Mitleiden)이나 ‘따뜻한 

마음’을 가볍게 경멸하거나 경계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인도덕이 

노예도덕에서 ‘선(gut)’으로 칭송하는 모든 것들을 부정하고 그 반대의 

가치판단을 내리는 것은 아니다. 고귀한 인간 역시 불행한 사람을 

돕는다. 다만 그것은 연민에서가 아니라, 넘치는 힘이 낳은 충동에서 

돕는다.221 이를 일컬어 니체는 ‘도덕 위에서도 서 있을 줄 아는 것’, ‘매 

                                        
219 JGB 9, 260, s.219. 

220 같은 곳. 

221 같은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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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간 미끄러져 넘어질 것을 두려워하는 경직된 두려움을 가지고 서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서 뛰놀 줄 아는 것’ 222 , 즉 ‘춤을 추는 것’이라 

하는 것이다. 여기서 다시 한번 주목해야 하는 점은 주인도덕은 

노예도덕과 완전히 다른 심리적 근원을 가진다는 점이다. 고귀한 자들의 

도덕적 행위에는 그 어떤 보상과 보답이 고려될 수 없다. 이들의 덕은 

오직 다양한 욕구와 충동, 힘들을 스스로 조율함으로써 가지는 넘치는 

힘에 대한 쾌감, 즉 완전한 자기자신이 됨으로써 가지는 기쁨을 위해 

추구될 뿐이다.  

따라서 고귀한 자들에게 있어 행복이란 곧 디오니소스적 도취이다. 

행복과 불행이 보상과 보복으로서 주어지는 ‘도덕적 세계질서’란 없다. 

‘신의 뜻’에 의한 선악의 목록판이란 없다라고 한다면, 주인도덕이 

가지는 새로운 선악의 목록판은 구체적으로 무엇이 될 수 있는가? 

니체는 구체적인 도덕 목록을 제공하는 데에는 별다른 관심이 없다. 

아니, 그것은 분명히 불가능한 일 일터이다. 니체가 요청하는 새로운 

도덕의 목록판은 그야말로 각자의 몫이다. 다만 나의 행위에 보상과 

보복을 부여할 절대적인 도덕적 가치가 사라졌을 때, 더 이상 보편적 

인간으로서의 내가 아닌, 개별적 나로서의 내가 되기 위해 넘치는 힘이 

촉구될 뿐이다. 넘치는 힘이, 디오니소스적 도취가 새로운 도덕의 

주인으로서의 삶의 원천인 것이다. 니체가 “음악은 정신을 자유롭게 

한다” 223고 말한다면, 음악이란 가혹한 ‘자기에 대한 지배의 훈련’ 224을 

내재한 자유정신으로써 자기초극을 행하는 자인 ‘춤추는 자’, 

                                        
222 FW 2, 107, s.141. 

223 W 1, s.8. 

224 NW “Epilog” 1, s.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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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으로부터 예술로 향하는 자’, 위버멘쉬가 되고자 하는 넘쳐흐르는 

힘인 것이다.  

3.3. 창조의 원천으로서의 음악: ‘예술가를 위한 예술’ 

“우리 회복하고 있는 자들이 여전히 예술을 필요로 한다면, 

그것은 다른 종류의 예술이다-즉 조소하고, 가볍고, 

일시적이며, 신처럼 방해 받지 않고, 신처럼 기교적인 예술, 

순수한 불꽃처럼 구름 없는 하늘로 타오르는 예술! 무엇보다: 

예술가를 위한 예술, 오직 예술가를 위한! 이런 다음에 

우리는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무엇이 필요한지 더 잘 

이해하는 것이니, 그것은 명랑성(Heiterkeit), 저마다의 

명랑성이다, 나의 벗들이여! 우리는 지금 몇 가지를 너무 잘 

알고 있다, 우리 지지자들(Wissenden)이여: 오 이제 우리는 

잘 망각하는 것, 잘 알지 못하는 것을 예술가로서 어떻게 

배우려는지!”225 

‘예술가’란 영원회귀의 환 속에서 무의미하게 던져지는 겪음에 

스스로의 의미와 필연성을 창조함으로써 삶을 긍정하는 자, ‘몸이 

가벼운 자’이며, 또한 ‘신이 없는 삶’을 사는 자, ‘춤 추는 자’이다. 

이러한 예술가를 위해서는 ‘저마다의 명랑성’이 필요한바, 이는 

끔찍스러운 현실 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살아가고자 하는, 

살아갈 수 있는 자신의 힘에 대한 쾌감이자 행복, 즉 디오니소스적 

도취로서의 음악이다. 따라서 ‘예술가를 위한 예술’이란 위버멘쉬를 위한 

음악, 위버멘쉬의 원천으로서의 음악이다. 니체가 낭만주의적 비관주의에 

                                        
225 NW “Epilog” 2, s.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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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들어 버린 근대정신의 회복을 위해 기독교적 도덕과 벌였던 지난한 

싸움에서부터 데카당의 도덕과 근대정신의 대항마로서의 위버멘쉬에 

대한 탐구에 이르기까지, 그 긴 여정의 근간에는 ‘음악’이 있다. 

디오니소스적 도취로서의 음악에 대한 착안은 『비극의 탄생』에서부터 

시작되었던 바,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니체 사상의 진행과정을 

단계적으로 살펴봄으로써, 그의 사상 전체에 걸쳐 음악이 시대극복의 

열쇠로서 그 핵심적 축을 이루고 있음을 드러내 보이고자 한다. 

서두에서부터 밝혀왔듯이, 니체의 음악의 문제에 대한 관심은, 

낭만주의적 비관주의로 특징지어지는 당대의 데카당 정신에 대한 

위기의식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니체가 데카당의 근대 유럽정신의 

원인(遠因)으로 지목한 것이 이 천년 동안 그들 정신을 사육해 왔던 

기독교적 도덕임은 이미 고찰된 바이다. 병든 정신의 회복은, ‘이 삶’을 

부정함으로써 만들어진 ‘신’을 ‘이 삶’의 근원이며 목적으로서 지향하는 

삶의 방식에서 벗어남으로써만 가능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을 

제거해야 하며, ‘신의 뜻’에 근거한 ‘보상과 보복’으로서의 선악의 

목록판을 깨부수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 

‘신’과 ‘신에 근거한 도덕’이 사라졌을 때 드러나는 것은 무구한 

생성으로서의 삶이다. 그러나 이러한 삶의 본성에 대한 인식은 고통으로 

다가온다. 다시 말하면, 우연과 변화, 다양, 끊임없는 파괴와 생성이라는 

카오스적 삶은 그 자체로 그 의미를 알 수 없다. 그런데 인간은 그 

본성상 무의미함에 대해 공포를 느낀다. 즉 인간은 무의미한 겪음에 

대해 의미를 갖기를 의지한다. 이는 곧 스스로를 발현하려는 의지, 

스스로를 무의미한 세계에 투사하려는 의지인 것이다. 이러한 힘에의 

의지로서의 인간이 가장 근본적인 것이다. 힘에의 의지 앞에 가로 놓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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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무의미함이, 앞서 논의한 영원회귀라는 심연 앞에서 갖게 되는 

극도의 허무감으로서의 고통이다. 우리는 이러한 허무를 극복하고 삶을 

그 자체로 긍정하게 되기까지의 과정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이미 

살펴보았다. 진정한 의미의 ‘신의 죽음’은 이러한 허무를 극복하고 

무의미한 겪음으로서의 삶에 스스로 의미와 목적을 부여함으로써 완전한 

자기자신의 삶을 창조하는 데로 나아가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힘에의 

의지의 상승이, 삶에 대한 비극적 통찰을 자신을 상승시키는 동력으로 

삼음으로써 그러한 삶에 대해 희열을 가지는 힘의 느낌이, 즉 ‘음악’이 

필요하다. 이로써 힘이 넘치는 자의 고통을 니체는 ‘출산의 고통’에 

비유한다. 226 디오니소스적 도취 속에서 심연으로서의 삶에 대한 허무는 

영원한 생성으로서의 삶, 창조로서의 삶을 낳기 위해 겪는 산통이 된다. 

이것이 ‘넘치는 삶으로부터 겪는 고통’이다.227 

그렇다면, 니체가 최대의 위기로 진단한 근대의 상황은 어떠했는가? 

그들에게 진정한 ‘신의 죽음’이 도래했는가? 삶이 던지는 무의미함 

앞에서 그들의 힘에의 의지는 좌초되고 만다. 삶이 요구하는 끊임없는 

창조의 숙명을 받아들이기에 그들은 여전히 나약하다. 그들의 힘에의 

의지는 기독교적 정신이 ‘신’을 만들어 냄으로써 삶을 정당화했듯이, ‘단 

한번의 도약’으로 운명이 주는 피로함에서 구원되는 길을 택한다. 

니체는 이러한 하강하는 힘에의 의지의 징후를 바그너의 예술적 

성공에서 포착해 낸다. 앞서 자세히 살펴보았거니와, 바그너의 예술은 

힘이 궁핍한 자들의 구원에의 욕구를 해소시켜준다. ‘무한성’에 의한 

구원, 그것이 그가 자신의 예술을 통해 설파한 이념이다. 이러한 이념의 

                                        
226 GD “Was ich den Alten verdanke” 4, s.153. 

227 NW “Wir antipoden”, s.422-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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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인 구현을 위한 수단일 뿐인 바그너 음악이 불러일으키는 

낭만주의적 도취는 감성만을 극대화시켜 의식이 몽롱한 상태로 이끈다. 

이는 그야말로 자신만의 관점을 갖지 못하는 상태, 즉 무아(無我, 

Selbstlos)의 상태이다. 낭만주의적 도취 속에서 바그너 음악이 

추구하는 절대적인 이념을 지향함으로써 개인은 무리가 되고, 대중이 

된다. 결국 낭만주의적 도취는 힘에의 의지의 하강을 이끄는 정조를 

전하는 것이다. 궁핍한 삶은 ‘이 삶’에 대한 의미를 삶 밖의 절대적인 

것에서, 바그너 음악에서 찾음으로써 영원한 창조로서의 운명에서 

구원되었다고 믿는다. 이로써 궁핍한 자들에게는 삶 자체는 영원히 

고통이다. 

무아(無我)의 삶이 필요로 하는, 그리고 무아(無我)의 삶을 심화시키고 

확산시키는 바그너 음악의 독재적 성격을 가리켜 니체는 바그너 음악은 

‘사람들을 마치 – – 인 것 마냥 여기고, 사람들이 자포자기할 때까지 한 

가지 것에 대해 여러 번 이야기 하는 것’이라고 냉소한다. 228 이에 반해 

니체가 바라는 음악은 사람들 스스로가 그 음악과 더불어 

‘걸작(Meisterstück)’이 되는 음악이며, 사람들을 ‘지적(知的)’이라고 

여기며, 심지어 ‘음악가’라고 여기는 음악이다.229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앞서 디오니소스적 도취를 통한 타인과의 관계 맺음을 분석하는 

자리에서 이미 드러난 바, 음악의 디오니소스적 도취가 주는 쾌감은 

각자가 자신의 상승하는 힘에의 의지를 대상에 투사시켜 느끼는 

쾌감이다. 음악 속에서 이루어지는 타자와의 관계 맺음을 니체는 

                                        
228 W 1, s.8. 

229 W 1, 2, s.8-9. 



 

１０９ 

‘증여한다(schenken)’ 230 라고 표현한다. 증여한다는 것은 보상과 

보복이라는 상호교환적 교류일 수 없다. 증여는 나로부터 일방적으로 

흘러 넘치는 것, 나의 관점을 타자라는 심연에 투사시켜 의미와 

필연성을 창조해 내는 것이다. 

진정한 의미의 ‘신의 죽음’을 도래시키기 위해, ‘신의 뜻’에 근거한 

‘보상과 보복의 도덕’을 해체하고 새로운 덕(Tugend)을 창조하기 위해 

디오니소스적 도취의 음악을 필요로 한다면, 그 덕이란 음악을 근원으로 

하는 ‘증여하는 덕’이다. 231  니체는 『짜라투스트라』에서 매 순간 

자신의 빛을 증여하는 태양의 덕을 이야기한다. 232  태양은 계속해서 

자신의 빛을 발산함으로써 존재한다. 즉 빛의 발산함이라는 행위 없이 

태양의 존재를 말할 수 없다. 덕이라고 칭송되는 태양의 빛을 증여하는 

행위는 기실 태양의 삶 자체이다. 태양은 자신으로부터 발산되는 빛이 

지상에, 타자에 도달하는지, 도달해서 어떠한 작용을 하는지 알지 

못한다. 태양 빛으로 인해 지상의 어떤 생명체가 생장한다면 그것은 

선이요 말라 죽는다면 악이 되겠지만, 그것에 대한 그 어떤 보상과 

보복은 있을 수 없다. 나의 관점에서 나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230 GD, “Streifzüge eines Unzeitgemässen”, 19, s.117. 

231  니체는 짜라투스트라의 입을 빌어 증여하는 덕의 근원이 디오니소스적 

도취에 있음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나의 형제들이여, 그대들의 정신이 비유를 

통해 말하고자 하는 모든 시각에 주의하라. 여기에 그대들의 덕의 근원이 

있다./이 때 그대들의 몸은 향상되고 소생된다. 그대들의 몸은 자신의 환희에 

의해 정신을 황홀하게 만들고 정신으로 하여금 창조자, 평가자, 사랑하는 자, 

만물에 은혜를 베푸는 자가 되게 한다.” (Z Ⅰ, “Von der schenkenden 

Tugend” 1, s.94. 참고)  

232 Z, “Zarathustra’s Vorrede” 1, s.5-6. 



 

１１０ 

증여하는 것이며 나의 덕이요 행복이다. 나는 나를 세계에 증여함으로써 

나의 삶을 창조한다. 이로써 음악 속에서 나는 선악의 저편으로, 나를 

넘어서 나 자신이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니체 사상 전체는 신의 그림자 아래에서 몰락해 

가는 시대정신과의 싸움이었으며, 그 전장에서 음악은 진정한 의미의 

‘신의 죽음’을 고지할 위버멘쉬로서의 삶의 근간이자 원천이었던 것이다. 

음악은 무의미한 겪음으로서의 삶이라는 비극적 통찰을 자신을 

상승시키는 동력으로 삼음으로써 그러한 삶에 대해 희열을 가지는 힘의 

느낌인 바, 니체는 이로써 비관주의의 나락으로 침몰해가는 당대의 현실 

앞에서 ‘생의 충일을 지상에서 다시 가능하게 만들 것’임을 선언한다.233  

마지막으로 니체의 전체 사상에서 그 근간이 되는 음악이 선취되었던 

『비극의 탄생』으로 돌아가 보자. 니체가 『비극의 탄생』에서 

골몰했던 문제는 ‘어떻게 그리스인들이 비관주의를 잘 해결했는지’; 

‘무엇을 가지고 그들이 비관주의를 극복했는지’였다. 234  이러한 탐구는 

‘그리스인들에게서의 디오니소스적 현상’을 토대로 이루어졌던 바, 235 

디오니소스적 예술인 고대 그리스 비극에서 드러난 ‘음악정신’은 

무엇이었는가? 음악정신이란 그 자체가 스스로 고통 겪는 신이자 

스스로를 그 고통에서 구원하고자 하는 신, 디오니소스다. 스스로의 

고통으로부터 넘치는 힘으로서의 디오니소스는 아폴론적 가상을, 찬란한 

올림포스 신상을, 삶을 찬미하는 고대 그리스 문화를 창조했던 것이다. 

이러한 디오니소스로서의 음악이 낳은 고대 그리스 비극은 그 어떤 

                                        
233 EH, “Die Geburt der Tragödie” 4, s.311. 

234 EH, “Die Geburt der Tragödie” 1, s.307-308. 

235 EH, “Die Geburt der Tragödie” 1, s.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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끔찍한 운명에도 잃지 않는 영웅들의 생명력을 전했던 바, 이로부터 

니체가 읽어낸 ‘상승과 충만의 힘의 느낌’으로서의 음악은 니체가 전 

사상에 걸쳐 도래하기를 요청하고 꿈꾸는 미래, 창조로서의 삶의 원천인 

것이다. 그러하기에 니체는 『비극의 탄생』을 회고하는 자리에서 

다음과 같이 단언할 수 있었다: “결국 나는 음악의 디오니소스적 미래에 

대한 희망을 파기할 이유가 없다.”236 

 

 

 

 

 

 

 

 

 

 

 

 

                                        
236 EH, “Die Geburt der Tragödie” 4, s.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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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음악정신의 부활을 위하여 

 

지금까지 본 연구의 고찰을 통해 니체가 말하는 ‘음악’은 현상적 

의미의 음악이라기보다는 음악을 통해 전달되는 정조, 즉 ‘상승과 

충만의 느낌(das Gefüle der Kraftsteigerung und Fülle)’으로서의 

음악정신임이 드러났다. 물론, 니체가 추구했을 현상적 음악은 이러한 

‘디오니소스적 도취’를 경험하게 하는 음악일 터이다. 니체가 신랄하게 

비판의 날을 세웠던 바그너 음악의 낭만주의적 도취는 그것과 

액면적으로 상당히 유사했던 것은 사실이나, 본 연구에서 밝혔듯이, 

낭만주의적 도취를 통해 경험하는 것은 ‘상승하는 힘의 느낌’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광란, 열광, 흥분 속에서 자기(selbst)를 상실하여 그의 

음악에 의해 굴복 당하고 압도되는 느낌, 그야말로 ‘하강하는 힘의 

느낌’이다. 이 때문에 니체에게 있어 바그너 음악은 하나의 

거부모델로서의 음악현상이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바그너 음악의 대척점에 둘 수 있는, 즉 ‘음악정신’을 

부활시킨 ‘음악 작품’은 없는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니체는 당대 

음악의 비판에만 주력했을 뿐, 자신이 지지하는 음악의 구체적 성격과 

사례에 대한 분석을 제시하지 않는다. 『바그너의 경우』에서 니체는 

바그너 음악에 대한 반박과 함께 ‘좋은 음악’의 예를 비제의 

<카르멘>에서 들고 있기는 하다. 237  그는 비제의 오페라 <카르멘>에서 

음악이 전하는 ‘건강한 명랑함’의 정조와 드라마가 보여주는 관능적 

                                        
237 W “Vorwort”, 1, 2, s.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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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남국적인 것’으로서 예찬한다. 238  그러나 

니체가 비판했던 바그너 음악의 특징들, 예를 들어 재현적 기능을 위한 

음악기법들과 이로 인한 리듬의 파괴 등은 비제 음악의 주요한 

특징들이기도 하다. 239  이에 대한 니체의 입장은 그의 어느 사적인 

편지를 통해 읽어낼 수 있는 바, 니체는 자신이 비제의 음악에 그다지 

관심을 갖고 있지 않으며 다만 바그너에 대한 ‘아이러니컬한 반명제’가 

필요했을 뿐이라고 밝힌다. 240  따라서 비제 음악에 대한 니체의 긍정적 

언급은, 그의 오페라가 전하는 남국적 정조가 고통으로서의 삶에 대한 

비탄과 허무, 삶으로부터의 구원의 욕구를 전하는 바그너 음악의 정조와 

적절한 대비를 이루었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이로써 비제의 음악은 

니체가 진정으로 지지하는 디오니소스적 도취의 발현으로서의 음악의 

전형으로서 제시된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 

                                        
238 W 2, s.9-10. 니체에 따르면 ‘남국적인 것’은 비속함, 그러나 ‘너무나 떳떳하

고 자신감에 찬 모습’으로 드러나는 비속함이며, 이는 곧 ‘선과 악’의 경계를 뛰

어넘어 가지게 되는 ‘윤리적 태도’ 혹은 ‘인간성’이다. 즉 ‘남국적인 것’은 (기독

교적 도덕 하에서 억제되고 부정되어 왔던) 관능, 욕구 등에 대해 ‘수치심’없이 

긍정하는 정조이다. (FW 2, 77, s.108-109. 참고) 

239 홍정수, 『음악미학』, 음악세계, 2000, 103-104쪽 참고 

240  니체는 자신이 비제에게 찬사를 보낸 『바그너의 경우』를 출간했던 같은 

해에 사적으로 한 친구에게 보낸 편지에서 비제에 대해 다음과 같은 그야말로 

아이러니칼한 글을 남긴다: “내가 비제에 대해 하는 말을……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말게. 나라는 사람에게 비제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 하지만 

바그너에 대한 아이러니칼한 반명제로서는 효과가 아주 

강렬하지,”(1888.12.27)  (브라이언 매기, 『트리스탄 코드: 바그너와 철학』, 

심산, 2005, 김병화 역, 514쪽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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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의 구체적 음악가들에 대한 니체의 언급들 속에서도 니체는 다소 

모순적이고 애매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예를 들어, 니체는 바흐와 

헨델을 ‘강인한 종족의 피가 흐르는’ 음악가로서 긍정하지만 241 , 다른 

한편으로는 바흐를 ‘미숙한 기독교적 정신, 미숙한 독일 정신, 미숙한 

스콜라 철학’이 남아 있는 음악가로 242 , 헨델을 ‘편견에 사로잡혀 

식어버린 열정과 자신에 대한 피로 속에서 급하게 많은 양을 작곡하는’ 

음악가 243라는 평가를 내린다. 멘델스존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니체는 

그를 ‘좀더 경쾌하고 순수하고 행복한 영혼’의 소유자이며 ‘독일 음악의 

아름다운 우발적 사건’으로 묘사하는가 하면 244 , 그의 음악이 자신의 

‘배후’를 지시함으로써 ‘미래를 가질 수 없는’ 음악가라고 냉소한다.245  

니체가 비교적 일관되게 긍정적 태도를 취하고 있는 음악가가 없는 

것은 아니다. 모차르트와 로시니의 음악은 ‘어린아이 같은 즐거움’, 

‘우아함’, ‘사랑스러움’, ‘눈물이 날 정도로 황홀한 것을 향한 갈망’으로 

묘사되는 ‘남국적 정조’를 특징으로 하며 246 , 시간과 힘의 균등한 

긴장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균형적 리듬에 의해 ‘춤 추게 하는 음악’의 

가장 적절한 사례가 될 수 있다. 니체 자신도 폴란드인이라고 우기게 할 

정도로 예찬했던 쇼팽의 경우, 니체는 그를 ‘예법 속에서 태어난 자인 

것처럼, 그러나 이러한 속박 속에서도 가장 자유롭고 가장 우아한 

정신처럼 장난치고 춤추면서, 더구나 그것을 조소하는 일 없이 선율과 

                                        
241 NW “Intermezzo”, s.418. 

242 MA Ⅱ, 149, s.253. 

243 MA Ⅱ, 150, s.253. 

244 JGB 8, 245, s.196. 

245 MA Ⅱ, 157, s.256. 

246 JGB 8, 245, s.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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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듬의 전통들을 인정했다’고 평가한다. 247  니체에 따르면, 이러한 

쇼팽의 음악은 ‘거의 모든 상태와 생활 방식에 하나의 축복된 

순간’이다. 248  쇼팽의 음악은 전통적 선율과 리듬의 힘을 훼손시키지 

않고 그 자체 내에서 위계화시킴으로써 창조된 새로운 양식의 음악이며, 

이로써 모든 삶의 방식에 ‘축복된’ 경험을 전한다. 이는 디오니소스적 

도취의 발현으로서의 창조적 삶에 대한 니체의 기술(記述)과 가장 

유사한 평가이다. 이를 토대로 우리는 쇼팽의 음악을 니체가 지지하는 

음악의 가장 적합한 사례라고 추정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하지만, 니체는 자신이 긍정하는 이러한 음악들을 바그너 음악의 

대척자로서 전면에 내세우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음악적 양식이나 기법에 대한 그 어떤 분석도 제시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니체는 왜 자신이 지지하는 음악의 구체적 성격에 대한 

분석을 제시하지 않는가? 우리는 이에 대해 일차적으로는 니체가 살아 

생전에 자신의 음악관을 완전하게 반영하는 음악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결론을 내릴 수도 있겠다. 그러나 보다 엄밀하게 이 물음에 접근해 

보자면, 니체 스스로 ‘음악정신’의 발현으로서의 음악의 전형을 

제시한다는 것은 그의 사상과 모순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밝혔듯이, 

니체는 데카당 도덕의 해체 이후 우리가 찾아야 할 삶의 방식을 

구체적으로 논증하지 않는다. ‘넘치는 힘의 느낌’으로서의 ‘음악’을 

원천으로 하는 위버멘쉬적 삶의 방식에 대한 설계와 추구는 우리 각자의 

몫이다. 즉 위버멘쉬는 나만의 양식과 기법의 구속 아래 자유로이 

춤추는 자이다. 

                                        
247 MA Ⅱ, 159, s.256. 

248 MA Ⅱ, 160, s.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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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우리가 니체가 긍정하는 구체적 음악, 예를 들어 쇼팽의 

음악의 양식적 측면을 분석함으로써 특정 양식이나 사조를 추정해 

낸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더 이상 진정한 의미의 니체적 음악에 대한 

어떤 전형이나 규범이 될 수 없다. ‘넘치는 힘의 느낌’으로부터 창조된 

현상적 음악은, 개별적 인간 각자가 세운 스스로의 위계와 질서, 이른바 

‘위대한 양식’ 249 을 갖춘 음악이다. 그러하기에 특정 사조나 양식을 

염두에 두고 니체가 추구했을 법한 음악을 추정하는 것은 실패로 돌아갈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음악정신의 발현’으로서의 니체적 음악은 특정 

작곡가나 음악사조로 환원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어떤 시대에도 출현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니체는 데카당의 시대를 극복하고자 하는 기획아래 자신의 사상을 

                                        
249 W “Zweite Nachschrift”, s.42. 니체에게 있어 ‘위대한 양식’이란 카오스에 

부여한 자기의 질서이며, 그러하기에 ‘형식’이 곧 ‘내용’이다. 이러한 양식은 ‘반

동적 방식’, 즉 외부의 힘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자기 자신 안에서 다양한 힘

을 조율하고 설계하여 스스로를 지배하는 방식으로 드러난다. 이는 다음에서 읽

어낼 수 있다: “건축가는 항상 권력을 암시했었다. 건축물에서는 긍지, 고통에 

대한 승리, 힘에의 의지가 가시화되어야 한다; 건축은 형식으로써 설득하고 때

로는 아첨까지도 하며 때로는 명령하는, 권력에 대한 일종의 웅변술이다. 권력

과 안위에 대한 최고의 느낌은 위대한 양식을 갖고 있는 것들에서 표현된다. 어

떤 증거도 더 이상은 필요로 하지 않는 권력; 누구의 마음에 든다는 것을 경멸

하고 거부하는 권력; 쉽사리 응답하지 않는 권력; 자기 주변에 어떤 증인도 있

지 않다고 느끼는 권력; 자신에 대한 적대자가 있다는 것을 의식하지 않고 사는 

권력; 자기 자신 안에서 안식하고, 운명적이며, 법 중의 법인 권력: 이 권력이 

위대한 양식의 형식으로 자기에 대해 말하는 것이다.” (GD “Streifzüge eines 

Unzeitgemässen” 11, s.11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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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개하였다. 당대 유럽의 만연한 비관주의의 뿌리에는, ‘신’으로 대변되는 

절대적인 것을 지향함으로써 개별적 삶이 부정되는 기독교적 도덕이 

자리잡고 있다. 이러한 보편성을 강제하는 도덕을 해체하고 각자의 삶의 

개별성을 회복시키는 것이 니체의 실천적 과제인바, 니체 사상 전체에 

걸쳐 이러한 시대극복의 열쇠로서 그 핵심적 축을 이루고 있는 것은 

바로 ‘음악’이다. ‘음악’은 ‘무의미한 삶’이라는 허무적 세계인식 앞에서, 

따라서 개별적 삶을 부정하고 절대적인 것에 의지하고자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자 의욕하는 ‘넘치는 힘의 느낌’이다. 이러한 ‘음악’으로부터 

비로소 보편적 인간으로서의 내가 아닌 개별자로서의 나를 스스로 

규정하는 삶이 가능해진다. 즉 ‘음악’은 ‘스스로 가치를 창조하는 자’, ‘신 

없이 사는 자’, 위버멘쉬의 원천이다. 우리가 만약 이러한 ‘음악’의 

발현으로서의 음악을 혹은 삶을 찾고자 한다면, 그것은 개별적 삶 

속에서 각자의 창조를 위한 뮤즈로서의 ‘음악정신’을 부활시킴으로써 

이루어 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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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ain objective of this thesis is to analyze the meaning of ‘music’ 

in Nietzsche’s philosophy. Through the process, it will prove that 

music is a root of Nietzsche’s overall philosophy, and ultimately 

reveal that music means the origin of the life as creation, namely 

Overman. 

Nietzsche’s philosophy can be summarized as a project of ‘criticism 

and overcoming of modernity’. That is, Nietzsche diagnoses nihilism 

which was pervasive in Europe in that era as the cultural state of 

‘décadence’ and he develops his ideas with efforts to overcome the 

general crisis in that period. The starting point was his first work 

『The Birth of Tragedy』. In this work, he finds a clue from music of 

the ancient Greek tragedy to overcome the modernity. The 

implication of this kind of music gets expanded and improved from 

the work, at the same time, it becomes the basis of his philosophical 

development. This thesis inquires about Nietzsche’s thoughts as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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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ctical project to overcome the times with the keyword ‘music’. 

This demonstrates the very notion of music in the context of his 

overall ideas, and also suggests the core of his philosophy that can 

manifest itself more through it. 

First of all, it suggests the first step towards Nietzsche’s theory of 

music in 『The Birth of Tragedy』. In the ancient Greek tragedy, 

people confronted the tragic drama which visualizes ‘the life as 

suffering’. Through it, they did not fall into pessimism, but felt a 

strong power to will to continue such a life. It is ‘music’ that enables 

the experience of the endless survival power, because music is the 

only demonstration of ‘Dionysus’. The original nature of Dionysus is 

to express itself as the life of suffering and the overflowing power to 

continue the life. Therefore, Dionysus stimulates to create an 

appearance to give signification to life. According to this nature, 

‘music’ represents itself to the drama and the tragedy is what this 

original music unites with the represented drama. It is the spirit of 

music that the tragedy shows ultimately, and Nietzsche designates 

the state of experiencing this music as Dionysian intoxication. It is 

music, namely Dionysian intoxication which Nietzsche hoped for the 

rebirth in order to overcome his times.  

Nietzsche indicates Wagner’s music as an antipode to Nietzschean 

music. He criticizes Wagner based on the conflict of ‘overflowing vs. 

lacking’ which exists in the psychological origin of every creation. 

While the ancient Greek tragedy is a creation from music as ‘the 

feeling of overflowing power’, musicdrama of Wagner is a creation 

from the lacking. The symptom of lacking which the artwork of 

Wagner shows is a desire to redeem this life and negate it in the 

pursuit of the absolute which does not exist in this secular life. It is 

the core phenomenon that epitomizes the modern pessimism in 

Europe, which Nietzsche criticizes against in the name of 

‘Romanticism’. In the romantic arts of Wagner, music is limited to 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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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rument that conveys the drama that pursuits the idea of 

redemption more effectively. Dionysian intoxication as music of 

overflowing is joy of life’s own survival power and leads to creative 

life incessantly. On the other hand, romantic intoxication of Wagner’s 

music disables creative life by abandoning this life and pursuing 

beyond the life. 

Nietzsche requests life as creation to overcome the modernity of 

which Wagner is on behalf. Furthermore, now it becomes clearer that 

music is the origin of life as overflowing power. Nietzsche indicates 

Christianity as the origin of Romanticism. The ‘God’ is the absolute 

that is created by human being who lacks the strength to suffer from 

this life, and this imaginary being has ruled the European spirit as 

morality. Even the modernized spirit did nothing but follow another 

being instead of ‘God’. Therefore, Nietzsche recommends to break up 

the Christian morality and to become a man over man who has been 

ruled by the morality, namely Overman. The Overman is the life 

which says “yes” to itself by creating the life’s own meaning and 

purpose. This kind of life premises its own feeling of overflowing 

power, namely Dionysian intoxication. The fact that there is no 

absolute one means that life itself is an endless series of becoming, 

destruction, and accidents. In other words, it is meaninglessness. In 

order to overcome the extreme nihilism from it and to move towards 

life as creation, human being needs overflowing power for life. This 

overflowing power for life is what the ‘music’ as Dionysian 

intoxication indicates. Ultimately, ‘music’ is the origin of Overman in 

Nietzsche’s philosophy. 

 

keywords : music, Dionysus, intoxication, Wagner, Romanticism, 

Overman 

Student Number : 2010-20050 


	서론: 왜 음악인가 
	Ⅰ. 니체 음악론의 단초: <비극의 탄생>에서의 음악 
	1. 니체 음악론에 대한 기존 논의들: 비판적 검토 
	2. 디오니소스의 의미  
	3. 디오니소스의 발현으로서의 음악  

	Ⅱ. 궁핍의 음악: 니체적 음악의 대척자 
	1. 창조의 양대 근원: 넘침 대 궁핍 
	2. 바그너의 경우에 드러나는 낭만주의의 궁핍의 징후 
	3. 궁핍한 삶을 위한 바그너 음악: 낭만주의적 도취의 위험

	Ⅲ. 넘침의 음악: 니체적 음악  
	1. 넘치는 삶의 회복을 위한 요청  
	2. 디오니소스적 도취로서의 음악: 넘치는 삶으로서의 창조의 전제  
	2.1. 미학사적 맥락에서 본 창조의 의미 
	2.2. 창조로서의 삶을 위한 디오니소스적 도취' 

	3. 위버멘쉬(bermensch)의 삶의 원천으로서의 음악 
	3.1. 몸이 가벼운 자를 위한 음악: 도덕으로부터의 해방 
	3.2. 춤 추는 자를 위한 음악: 도덕에서 예술로
	3.3. 창조의 원천으로서의 음악: 예술가를 위한 예술 


	결론: 음악정신의 부활을 위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