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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는 말 

이 논문은 니체의 비극이론과 미학에서 그 논의의 토대를 이루는 ‘디오니 

소스적인 것’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니체와 에우리피데스의 관계를 조명해 

보려는 시도이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니체는 「비극의 탄생』에서 그리스 비 

극의 기원을 비극 속의 합창에 나타나는 음악적 신화적 요소로 보고 이로부 

터 ‘디오니소스적인 것‘이라는 하나의 개념의 복합체를 만들어낸다. 그리고 

이 개념을 기준으로 그리스 비극의 마지막 작가인 에우리피데스에게 비극의 

죽음， 즉 신화적 정신의 소멸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 이를 통해 드러나는 니 

체의 분명한 의도는 신화에서 로고스로의 이행과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 본 논문은 r니체연구」 저16집 (2004년 7~을)에 이미 발표된 글을 약간의 수정을 거쳐 게 

재하는 바입니다 
1) Friedrich Nictzsche, Fröhliche \\ClssenschaftOl l) ‘ l-ferke. Kritische Gesamrausgahe 
(이하 KG l-T') \'• 2, 14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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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크라테스의 합리주의와 낙관주의， 그리스적 계몽주의에 대한 비판이며 철 

학의 탄생과 함께 막 시작되는 유럽의 이성 중심주의 전통 자체에 대한 반 

성과문제제기이다. 

하지만 이런 니체의 견해를 염두에 두고 그리스 비극， 특히 에우리피데스 

의 작품을 자세히 읽으면 많은 의문과 혼동이 생겨난다. 즉 에우리펴데스는 

과연 반(反) 디오니소스적인가? 에우리피데스의 비극이 가지는 비합리적 요 

소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또는 많은 점에서 그의 비극적 인물들은 오히 

려 니체 이후에 떠오른 근대적 주체의 특성을 가지고 있지 않는가? 니체는 

에우리피데스가 합창의 요소를 약화하고 언어에 집중함으로써 비극을 총체 

예술의 성격을 상실한 드라마로 전락시켰다고 비판하면서 그가 인간의 욕망 

과 감정， 성격과 내면으로 관심을 돌렸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왜 침묵하는가? 

이런 질문들로써 에우리피데스를 변호하는 것은 우선 니체의 주장을 반박 

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른다. 그러나 이것은 일차적으로 합리주의자로도 비합 

리주의자로도 해석될 수 있는 에우리피데스가 지닌 이중적 성격에서 비롯되 

는 문제이다. 즉 그리스 비극에 혁신적 방법을 도입하고 합리화를 시도한 에 

우리피데스의 태도는 자기 자신의 전통이었던 당시 신화적 세계상에 대한 

반성과 결부되어 있고 따라서 시대 비판의 기능을 한다. 그리고 이 점이 니 

체가 말하는 진리에 대한 비판적， 양가적 인식 태도로서의 디오니소스적 세 

계관의 본질적인 내용을 역시 드러낸다. 에우리피데스와 니체는 고대와 현대 

에서 각각 자신들의 전통을 ‘문제시’한 두 인물이며， 그들이 비판 대상으로 

삼았던 상이한 시대적 특정 신화성과 합리성은 서로 동전의 양면처럼 맞물 

려 있다. 이런 맥락에서 이성의 시대에 이성 전통을 비판하기 위해 에우리피 

데스의 한 면만 강조한 니체의 의도도 설명되고 다시 변호될 수 있윷 뿐 아 

니라 이와 동시에 니체가 비판했던 에우리피데스가 역설적이게도 디오니소 

스적으로 해석될 수 있고 따라서 니체의 또 다른 자아로 비교될 수 있다. ‘니 

체의 에우리피데스 비판은 자기 혐오， 자기의 본성이 지닌 또 다른 한 변에 

대한 혐오로 이해할 수 있다21는 스넬의 지적은 이와 같은 니체와 에우리피 

데스의 모순적인 관계를 잘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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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니체와 에우리피데스를 ‘디오니소스적!이라는 개념을 통해 비교， 접 

근시킨 이 논문에서 논의의 바탕이 되는 문제는 이 두 사람에게서 공통적으 

로 보이는 진리에 대한 태도이다. 탈시대적 전통 해체적인 진리 인식의 태도 

로서 디오니소스적이라는 개념은 신화성과 합리성이 니체의 이성 비판과 에 

우리피데스의 신화 비판속에서는 단순한 이분법적 대립 구조로 파악될 수 

없으며 역설적이게도 그들의 시대에서 각각 서로 통일한 기능을 한다는 점 

을 분명히 지적해주기 때문이다. 

니체가 ‘신’의 죽음을 말한 이후 등장한 근대적 주체는 올림푸스 신들이 

가졌던 권위를 무력화시킴으로써 인간의 비극적 운명을 인간 내면의 문제로 

만들었던 에우리피데스의 비극에서도 이미 중심적인 문제로 등장한다. 니체 

에게서는 기독교의 신이 절대적 정신이나 유일한 진리， 즉 이성을 대표함으 

로써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면， 에우리피데스는 당시 그리스인들의 사고와 행 

동을 지배하는 절대적 가치로 작용했던 신화적 신들의 세계에 비판적 거리 

를취한다. 

상기한 논의의 방향을 위해 이 글에서는 우선 니체의 비극이론을 살펴보 

고 디오니소스적이라는 관점에서 에우리피데스 비극 작품의 특정을 부각시 

키고자 한다. 그림으로써 에우리피데스적 신화 비판이 이성 비판적인 니체의 

근본 태도와 어떤 면에서 유사성을 가지며 비교될 수 있는지， 또 어떤 인식 

이론적 문제를 함축하고 있는지 보이게 될 것이다. 

11. 니체의 비극 이론에서 디오니소스적인 것의 의미 

11. 1 디오니소스적인 것과 전통 비판적 근대성 

1871/2년에 출판된 니체의 초기 저서 『비극의 탄생』은 그의 근본 사유가 

2) Druno SnelL Die Entdeckw1g des Geistes. Studien 2ur Entstehung des europäischen 

Denkens bei den Gn"echen. 1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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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차원적이고 다층적으로 나타나는 책이다. 쇼펜하우어 철학의 영향， 바그너 

음악극의 이념 그리고 무엇보다 고대 그리스 정신에 대한 관심과 강조， 이 3 

가지가 서로 긴밀히 얽혀 이 책의 철학적， 미학적 문헌학적 배경을 이루고 

있다. 그 중 앞의 두 요소 바그너와 쇼펜하우어에 대해서는 훗날 니체 스스 

로가 거리를 두고 원래의 태도를 수정하는 반면 그리스적 사고에 대한 니체 

의 고유한 시각은 그의 철학 전반의 기본적 토대를 형성한다우상의 황혼』 

에서 니체는 「비극의 탄생」을 자신이 시도한 최초의 가치전도라고 설명하면 

서， 바로 고대 그리스 문화의 본질에 대한 이해의 전도에서부터 자신의 가치 

전도 개념이 유래되었다고 밝힌다 즉 빈켈만으로 대변되는 그리스 문화에 

대한 고전적인 이해가 ‘아폴론적인 측면에 경도되었다면 니체는 이제 그리스 

비극에서 ‘디오니소스적인 정신’을 재발견하여 지금까지 간과되었던 그리스적 

본질을 새로운 측면에서 조망한다 그리고 이 개념은 단지 r비극의 탄생』을 

중심으로 하는 고전학 시기의 니체 초기 저작에서뿐 아니라， 그의 철학 전 

여정에 걸쳐 “힘에의 의지(욕망하는 의지)"， “허무” “영원회귀” 그리고 “가치 

의 전도” 등의 다른 주요 주제 벨로디를 멈추지 않고 동반하는 통주저음 

(Basso continuo)으로 계속 머무른다. 따라서 디오니소스 메타퍼는 니체 철 

학의 특성 자체를 포괄하고 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니체가 ‘디오니소스적’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고대 그리스 비극의 본질에 

대한 비극이론을 전개할 때 궁극적으로 무엇을 의도했는가는 「비극의 탄생」 

도입부에서부터 분명히 암시된다. 그것은 “미적인 학문(ästhetische 

떼ssenschaft) ", 학문의 예술화이다. 학문과 예술의 관계라는 주제는 소크라 

테스적/디오니소스적 대립의 도식 속에서 이성 중심주의에 대한 비판의 근저 

를 형성한다. 이는 일차적으로 역사 실증주의와 학문 지상주의가 횡행했던 

자신의 시대에 대한 비판이자 변증법적， 기독교적인 서양 형이상학 철학의 

전통 전반에 대한 도전을 의미한다， 하지만 개념적 사고와 감각적 인식， 이론 

적 세계와 예술적 인식 사이의 전통적인 대립을 벗어나고자 하는 니체의 입 

장은 단순한 反 이성주의가 아니라 이성의 독재 이성의 단독 질주에 대한 

견제로 이해되어야 한다. 진리를 추구하는 철학은 허구나 환상을 口는 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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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대립하는 것이 아니다， 논리적 대립이 아니라 모순적 전체를 말하는 니체 

에게 있어서 예술과 학문은 상호 구성적인 것 상호보완적인 것이다 이런 점 

에서 니체는 전통과 현실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비합리주의자가 아니다. 그 

의 디오니소스적 사고가 가지는 혁명성의 핵심은 인간 인식의 기원， 생각의 

뿌리에 대한 물음을 통해， 이성의 밖에도 존재하는 논리， 현실로서의 가능성 

으로 나아가는 확대된 세계인식 속에 있다. 이러한 인식은 전체인 동시에 무 

로 존재하는 세계로서의 모순의 공간에 대한 인식이다. 그리고 이때 전제되 

는 것은 불일치를 내포하는 ‘관계’라는 이중적 구조이다. 관계없이는 모순도 

없다. 모순이나 그 이중성의 측면이 사고와 시물의 시원의 상태를 나타낸다 

고 볼 때， 이로부터 유래했지만 너무 멀어져버린 합리성이나 중심절대주의는 

원래성과의 관계를 상실함으로써 비판의 대상이 된다. 모순적 상태로부터의 

개념화， 논리화로의 진행， 즉 심미적 이중성으로부터 분석화로의 과정은 니체 

에게도 ‘혼돈의 죽음’(장자)， 즉 분별적 이성이 초래한 부정적인 결과로 이해 

된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모순’을 존재론적으로 긍정함으로써 삶 자체를 받아 

들이는 태도로서의 디오니소스적 상징은 양가성 심미성 그리고 근대성의 문 

제를 함의하면서 신화와 합리성， 자연과 정신， 주체와 객체 등 대립자틀의 차 

이가 사라지는 근원의 영역， 흔돈의 영역， 그리고 상상력의 논리에 대한 시각 

을 제시한다. 궤도를 이탈한 맹목적 이성， 체제적응을 위한 도구적 이성에 대 

한 비판으로부터 출발하여 이성과 비합리의 경계가 유동적으로 공존하는 존 

재의 구조에 대한 이해로 이르는 비극적 인식이 니체가 말핸 디오니소스 

적인 사유의 핵심이다 

11.2. 드라마 이론에서 비극적 사유로 

「비극의 탄생』은 디오니소스 신의 상징과 그리스 비극의 기원， 비극에서의 

합창의 의미와 기능 그리고 에우리피데스를 통한 비극의 죽음 등이 줄거리 

를 이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고전학적 틀 속에 한정되어 논의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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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저작이다. 이 책이 한편으로는 당시 빌라모비츠를 위시한 고전어문학자 

들로부터는 비학문적， 비체계적이라는 비판과 냉대를 받았고， 다른 한편 최근 

까지 니체의 주요 사상이 아직 드러나지 않은 미숙한 작품으로 평가받아옹 

것은 이러한 경계적 성격 때문이다 이것은 니체의 철학적 태도와 의도 자체 

와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연구하는 탐미주의자이자 탐미적인 연구 

자"3)로 슬로터다익이 칭하듯이， 니제는 기존의 학문적 전통과 방법 자체에 

대한 반성을 고전학， 철학， 예술의 합일을 통해 시도하기 때문이다. ‘디오니소 

스적인 것’을 ‘비극적인 것’과 동의어로 놓고 비극이라는 현상 자체에서 존재 

의 유비를 끌어내는 니체의 비극 이해 역시 비극과 인식이라는 두 테마가 

불가분의 관계로 얽혀있다는 점을 조명함으로써 비극이론의 패러다임 전환 

을 가져온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우선 아리스토텔레스 이후 비극 이론이 역사적으로 변화 

발전하는 과정에서 ‘비극적인 것의 철학과 ‘비극에 관한 이론’이 구분되는 것 

을 관참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구분은 당연히 펼요하다. 왜냐하면 이 두 경 

향은 본질적으로 서로 다른 차원에서 비극에 접근하기 때문이다 가령 알빈 

레스키 같은 고전어문학자는 그의 저서 「그리스 비극」에서 “비극적인 것”을 

3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비극적 갈등 비극적 상황 그리고 비극적 세계관이 

다. 레스키는 앞의 두 개념은 주로 아려스토댈레스 시학에 기초하여 문헌학 

적 비극 연구에서 직접 다루어져 온 것이지만 비극적 세계관이라는 관점은 

고전어문학 내에서 폭넓게 다루어지지 못함으로써 오히려 철학적 문학적 개 

념으로 전이한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한다 4) 세계관의 표출로서， 철학의 모태 

로서의 비극에 대한 인식은 불가피하게 장르 내적 연구의 차원을 벗어나기 

때문이다. 

드라마 장르로서의 외적 형식이 아니라 비극의 본질과 비극이라는 현상 

자체에 주목하는 “비극적인 것의 철학”은 특히 독일 낭만주의 철학자들의 사 

고와 긴밀한 연관을 맺으며 발전한다. 가령 페터 쓴디는 “비극적인 것에 관 

3) Peter Slotcrdijk, Der Denker auf der Biihne, 31쪽 
-1) Albin Lesk~' ， Die griechische Tragödie‘ ?7-:?J쪽 참조 



니체와 에우리피데스에서의 디오니소스적인 것 89 

한 연구”에서 “아리스토벨레스 이후 비극에 대한 시학이 있어 왔다. 셀링에 

와서야 비극적인 것의 철학이 시작되었다 "5)라고 말한다. 셀링， 혜겔， 쇼펜하 

우어， 거에르케고르 등 대표적 독일의 철학자들에게서는 비극이나 비극적인 

것의 문제가 세계관이나 인간적 존재론에 대한 철학적 성찰과 밀접한 관련 

을 맺는다. 그리고 비극에 대한 그들의 상이한 태도와 해석 내에서도 그틀이 

취하는 상이한 세계관， 즉 심미적 또는 윤리적 세계관이 각각 반영되어 있는 

것을분명히 알수 있다. 

그 잘 알려진 예로 헤겔이 제시하는 비극 모텔에서는 국가와 개인， 사회적 

질서와 인간적 도리 사이의 대립 즉 공적 가치와 사적 가치 사이의 갈등이 

변증법적으로 해소， 지양되는 과정이 강조된다. 따라서 헤겔은 인간의 비극적 

모순이 절대적 정신의 힘을 통해 윤리적 (행위의) 측면에서 극복되어 보편적 

화해에 이르는 안티고네 같은 비극을 탁월한 예술작품이라고 말한다 이와 

대조적으로 ‘비극적’이라는 개념을 이중적이고 모순적으로 파악함으로써 고통 

을 본질적인 ‘미적 현상’으로 이해하는 비극인식이 있는데 쇼펜하우어나 케에 

르케고르의 비극론이 여기에 속한다. “자기 자신과 투쟁하는 의지 자신과의 

불일치 등을 말하면서 삶을 고통의 동가물로 보는 쇼펜하우어는 비극적인 

것의 문제를 통해 ‘존재의 의미에 관한 문제’로 파고든다 커에트케고르도 유 

사한 견지를 취한다. “출구없는 상황” 속의 풀리지 않는 대립을 비극성의 본 

질로 이해하는 거에트케고르에게 비극적 고통은 모순에 대한 의식， 모순을 

의식하는 고통이다. 여기서 괴태가 비극적인 것의 기본 구조를 설명하며 사 

용했던 용어 “대립( Gegensatz)"과의 구별을 암시하는.6) 키에르케고르의 용어 

“모순(Wìderspruch)"은 합일이나 해결이 불가능한 두 가지 갈등적인 상태가 

영원히 존속함을 전제한다 7) 

5) Peter Szondi, \ 'ersuch über dæ Tragische (Schriften 1), 151쪽 

6) P. Szondi, Versuch über CIa, Tra，밍sche， 176쪽 그리고 Unterhaltung mit 
Gocthe,((hrsg.) E. Grumach, Weimar 1됐)， 118쪽 참조 

7) 여기서 흥미롭게 보이는 점은 비극적인 것과 미적인 것. 에로틱한 것， 감각적인 것 등 
이 서로 관련된 의미를 지니는 커에르케고르에게서는 안티고네는 조지 스타이너가 지 

적하듯이 철저히 “반 헤겔적”으로 해석된다 키에르케고르는 풀리지 않는 모순을 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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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디오니소스적인 것을 중심으로 한 니체의 비극론은 존재에 대한 인 

식론적 이해의 차원으로 확대되어 소크라테스와 플라톤， 데카르트와 헤겔의 

비판자로서의 니제 철학의 핵심적 사고를 제시하는 모델이 된다. 비극적 현 

상 전체， 즉 연극성 전반에 깔려있는 의식의 구조에 대한 문제는 그에게 있 

어 존재의 구조에 대한 문제이다. 디오니소스적이라는 메타퍼로 니체가 그리 

스 비극에서 강조하는 비극성은 진리 인식의 태도 자체를 드러내는 것이다. 

불일치와 모순이 진리의 운멍이라는 비극적 인식이 그것이다. 

이 점에서 니체의 비극론은 비극과 철학의 내적 연관성을 분명히 드러내 

면서 한편으로는 비극의 조건 효용이나 목적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전 

통적 드라마 이론과 구분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유럽 형이상학 철학의 전 

통을 비판한다. 우선 아리스토벨레스 시학에서 비극의 기본 원리가 플롯의 

통일성， 무지에서 지로의 반전 등 형식적 측면을 주로 설명하는 반면 『비극 

의 탄생J에 나타나는 비극 이론은 비극적 현상이란 무엇인가 하는 근본적인 

물음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다 니체는 원래 그리스 비극에서는 ‘줄거리와 긴 

장이 희박했고’， “행위나 줄거리(das Handeln das 8pÇì.]lQ)"가 아니라 “고통 즉 

파토스(das Leiden das ru'tSoç)"가 그 본질적 요소였다고 본다!-ì l 이 때 목적 

론적이고 효용론적인 예술 이해와 존재 자체로서 정당화되는 자율적 예술이 

해는 서로 상치된다. 궁극적으로 감정의 정화라는 목적을 위해 공포와 연민 

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이를 상쇄하면서 일어나는 감정의 정화， 즉 도덕적 

갱신이라는 의도 속에서 비극의 효과를 기대하는 아리스토벨레스의 효용론 

적 예술 원칙을 니체는 거부한다. 대립적 요소들의 풀리지 않는 갈등으로서 

의 비극적 상황의 요소를 강조함으로써 니체의 비극론은 아리스토댈레스가 

말한 갈등의 해소와 정화라는 목적론적 견해와도， 서로 상충하는 두 질서의 

변증법적 해결이라는 헤겔의 모델과도 구별된다 

고 살아야 하는 안티고네의 운명을 성서 속의 “살 속의 가시”에 비유하고， 변증법적 대 

립이 아니라 영원히 결정되지 못한 채 병렬적으로 계속되는 순간들로 존재의 비극적 

구조를 파악한다는 점에서 니체와 유사한 견해를 보인다 

8) F. ~ietzschc， >>마e dionysische vYcltanschauungκ KGW III-2‘ 17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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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연극성을 진리의 자연적 사태로 이해함으로써 철학과 비극에 공통적 

으로 함의된 문제로 만든 니체의 비극론은 플라톤의 비극 비판과 연결시켜 

보면 그 성격이 무엇보다 뚜렷해진다. 플라톤은 비극을 ‘국가와 개념의 존속 

을 우려하게 하는’ 위험한 미적 유희로 부정적으로 평가한다찌 즉 개념과 로 

고스를 중시하는 그에게 있어 은유는 원천에서 도출된 부차적인 것이며， 따 

라서 문학이나 예술， 특히 연극은 참된 존재가 왜곡된 것， 부수적이거나 대체 

된 것으로 간주된다. 특히 r국가론d (392c-393a)에서 플라톤은 이런 비극의 

‘위험성’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비극에서는 모방이 서사시에서와 

는 달리 ‘묘사’( clarstellen, 보여주기)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즉 ‘서 

술’(erz뼈en， 말하기)을 통한 현실 재현 즉 서사적 미메시스는 언어， 논리 등 

에 기반하고 있어， 이때 화자로서의 주체의 통일성은 자신의 모방의 대상과 

분명히 구별된다. 반면에 연극적 미메시스， 드라마적 묘사는 “자연적” 현실에 

모순이 되며 진리의 통일성과 절대성을 무시하는 위험한 놀이이다. 연극에서 

는 배우가 다른 인물을， 가령 남자가 여자의 역할을 함으로써 상상력을 통한 

다른 정체성으로의 동화 과정이 일어나게 된다. 연극의 본질인 이러한 상대 

적 미메시스를 플라톤은 자연적 도덕적 위계 질서를 혼란시키는 것으로， 로 

고스의 적으로 간주하여 추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배우가 꾸며진 모 

습으로 변신하여 연기함으로써 대상과 주체의 전도가 일어날 수 있는 연극 

의 직접적 현실 묘사 방법은 현실에 대해 서술적인 언어로 이야기하는 것 

보다 더 거짓된 방법이라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언어나 개념적 사고를 거부 

하고 연극성을 자연적 사태， 더 넓은 의미의 현실로 이해하는 니체의 비극 

이해는 연극을 자연의 법칙에 거역하는 진리 사태의 왜곡 모방이라고 비판 

하는 플라톤과 정면으로 대치된다 여기서 우리는 니체가 통일성이 아니라 

모순성을 가장 원래적 의미에서의 자연성(Nati.irlichkeitl으로 파악하고， 연극 

성을 상상력의 논리라는 최후의 진리를 담고 있는 인식론적 공간으로 제시 

하고 있음을 분명히 알 수 있다. 

9) Platon, Politeia, 392c-3%a 그리고 H.-T. Lchrnann, Thenter und Mythos. Die 
Konstitutioη des Subjekts im Diskurs der antiken nαg뼈ie. lffi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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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비극의 기원으로서의 합창의 기능과 의미 

이 자리에서는 에우리피데스 비판의 전제가 되는 니체 비극 이환의 구체 

적 내용， 즉 디오니소스적인 것과 아폴론적인 것의 관계， 이 관계가 그리스 

문화나 그리스 비극 내에서 가지는 의미， 합창에서 음악적인 요소를 강조할 

것인가 드라마적인 요소를 중시할 것인가하는 비극의 기원과 생성을 둘러싼 

논의，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스뀔로스에 대비되는 에우리피데스 비극에 대한 

비판의 내용 등에 대해서는 자세히 언급하지 않는다， 단지 니체가 디오니소 

스적 음악 정신의 표출 장소로 보는 합창의 기능과 의미에 대해서는 간략하 

게라도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합창의 구조에 대한 니체의 해석에서 우 

리는 주체/객체의 이원론이 소멸되는 과정으로서의 디오니소스적 원칙이 핵 

심을 이루며 그 바탕에 깔려 있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니체의 비극 

이론에서 합창의 이중적 구조가 만들어내는 ‘연극적 현상’은 모순적인 채로 

규정될 수 없는 대립적인 것들의 관계를 상정하는 디오니소스적인 것이라는 

개념과 이 개념이 함의하는 비극적 인식을 무엇보다도 적확하게 설명해주는 

모델로 제시된다. 

우선 드라마 내에서의 합창의 위상과 기능은 관객의 문제와 밀접한 연관 

이 있다 관례에 따른 합창의 기능은 “사건의 전개에 따라 유발되는 감정이 

나 성찰을 관객에게 전이시키는 것이다 "10) 대부분 민중이나 평범한 사람들 

을 대표하는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는 고대 그리스 비극에서의 합창은 무대 

위의 영웅이나 다른 주요 인물들과는 다른 차원에서 생각하고 그들 자신의 

의견을 표출한다. 따라서 이들은 줄거리나 드라마 전개로부터 분명한 거리를 

취하며 무대 위에서 막 일어나고 있는 비극적 사건에 대한 입장을 자신들의 

감정이나 생각을 주관적으로 표현함으로써 관객들에게 전달한다. 

니체의 비극 이론에서 관객과 무대 사이에 존재하는 합창의 중간적 위치 

와 입장은 비극적 현상 전반에 결정적인 의미를 가진다. 왜냐하면 드라마에 

10) S. l\1elchinger, Das Theater der TragiXlie, 6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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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본질적인 요소인 합창이 역설적이게도 드라마 줄거리의 바깥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관객과 마찬가지로 합창대 역시 연극적 거리를 두고 무대를 향한 

다 관찰적인 기능이라는 측면에서 합창의 시선과 관객의 시선은 겹쳐지고 

일치한다. 관객은 아리스토벨레스의 시학에서와는 달리 무때 위의 주인공에 

로의 감정이입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다. 관객이 몰입하는 대상은 무대 위의 

사건이 아니라 합창대이다. 무대 위 사건에 대해 또 다른 방식의 이해와 관 

찰이 가능하도록 하는 합창이 존재하는 자리는 관객의 위치와 더 가깝다. ‘보 

는 행위’가 ‘보여지는 대상’과 서로 합일하고 만나는 공간으로서 디오니소스 

적 합창은 연극 전체와 일치한다. 이 속에서 관객은 눈 앞의 광경을 내면으 

로 끌어들인 연극적 주체가 되어 “꿈을 꾸면서 동시에 이 꿈을 꿈으로 의식 

하는"11) 디오니소스적 상태를 제험한다. 보고 인식하는 주체로서 합창은 ‘눈’ 

과 ‘보는 행위’의 메타퍼이고 주체 내에서의 주체와 타자의 합일을 상정한다. 

니체는 비극의 합창이 낳는 이러한 과정을 “변모한 스스로의 모습을 자신의 

눈앞에서 보고， 타인의 육체와 성격 속으로 마치 자신이 옮겨간 것처럼 행동 

하게 되는” “근원적 인 연극적 현상”으로 설명한다 12) 자기 자신의 타자인 아 

폴론적인 것을 자신 속으로 꿀어들임으로써 스스로를 대상화하고 외형화하 

는 이런 힘이 합창의 본질인 디오니소스적인 것이고， 이 때 디오니소스적 주 

체는 가장 김숙한 내면 속으로 빠져 들어감으로써 오히려 스스로를 벗어나 

다시 완전한 표면위로 드러나는 안과 밖이 공재하고 그 경계가 영원히 정해 

지지 않는 원초적 인식의 순간을 경험한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합창의 의 

미가 내포하는 연극적 구조에서 스스로 관찰자이면서 관찰되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는 주체 개념의 전제가 되는 것은 타자성의 인정이다 즉 자기관찰과 

대상관찰이 상호 관계， 상호 지시성의 구조를 이루고 있는 주체의 이중적 구 

조는 자신에 대립적인 모든 것을 포괄하는 법칙으로서의 디오니소스적인 모 

순성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11) F. Niet7sche, ))마e Geburt des tragischen G어a띠，ens<<， KGW III-2, 75쪽， 
12) F. Nictzschι Die Geburt der TragäJie: KGW III-1 ‘ 5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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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 에우리피데스와 디오니소스적인 것 

111.1. 모순적 주체 

그리스 고전 비극의 마지막 작가인 에우리피데스의 성격에 대해서는 전통 

적으로 상반된 평가가 엇갈려왔다 아티케 비극의 본질이 이성과 논리적 요 

소를 통해 변질되었다는 니체의 비판이 보여주듯이， 비극을 자신의 현실에 

비추어 반성하고 드라마적 혁신을 통해 신화적 사고로부터의 해방을 시도한 

점은 에우리피데스가 가지는 합리주의적 측면을 부각시킨다. 반면 그는 인간 

의 내면적 감정과 욕망을 비극적 인식과 연결시킨 최초의 비극작가로서 통 

시에 비합리주의자로 불린다 에우리피데스에 대한 몇몇 연구서 제목들은 이 

런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는 ‘이성의 위력에 대해 깊은 신뢰를 갖고 

있는‘(레스키) “그리스 계몽주의의 비극 시인"(Wilhelm Nestle, Der Dichter 

der griechischen A따kl때mg)， “이성주의자 에우리피데스"(A. W. Verall, 

Euripides the Ration머ist)로 불리기도 하지만 가령 “그리스인들과 비합리적 

인 것"(E. R.. αdds‘ Die Griechen und das Irrationale) 에서 도츠는 신비적 

경향이나 비합리주의적 요소를 통해 에우리피데스에 접근한다. 

그러나 최근의 주된 경향은 에우리피데스를 이성적 철학자 또는 비합리적 

예술가라는 대립 속에서 규정하지 않고 인간 인식에서의 이성과 감정의 공 

존 상태에 주목하고 그 불가분의 관계 자체를 비극의 주요테마로 삼은 작가 

로 파악하는 것이다. 즉 에우리피데스는 이전의 두 비극작가와는 달리 인간 

의 내면 자체에 존재하는 분열과 불일치를 문제로 삼았고， 이런 점에서 “무 

대위에서 돌발된 심리학"(라인하르트)으로 평가받는 그의 비극의 핵심은 역 

설이나 모순의 인식론적 문제까지도 관통한다. “인간은 하나의 인격체이면서 

도 가슴 안에 두 개의 영혼을 지닐 수 있다는 것을 에우리피데스가 최초로 

보여주었다"1 :1)는 폴렌츠의 지적 역시 에우리피데스의 비극이 가지는 근대적 

131 \I. Pohlenz‘ Die griechische 1ìu;?öche. ~: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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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라는 문제와의 연관성을 드러낸다 

특히 그의 비극의 두 주인공인 파이드라와 메데이아는 에우리피데스의 한 

면 만을 강조하는 경향에 대한 반박 근거를 각각 제공한다. 물론 이들은 도 

덕적 당위나 외부적 권위보다도 본능이나 욕구 사랑이나 감정 등의 내면적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는 점에서 에우리피데스가 가지는 비이성적인 요소 

를 일반적으로 두드러져 보이게 하는 인물들이다. 그러나 그들이 도덕적 가 

치보다 자발적 욕망을 인간의 내적 자연으로 우선시하는 주체이면서도 동시 

에 이 욕망에 대해 철저히 이중적인 시각을 보인다는 점은 니체적 의미에서 

의 디오니소스적인 비극성과 일치한다. 메데이아와 파이드라가 대변한 비극 

적 극한 상황의 내용이 서로 다르고 자신의 문제를 결정하고 해결하는 방식 

역시 상이하지만， 두 경우 모두에 공통되는 문제는 인간의 행동에서의 이성 

의 역할， 다른 측면에서 말하면 이성과 욕망의 관계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r히폴뤼토스』에 나오는 파이드라의 유명한 독백은 소크라테스와 

에우리피데스의 관계를 다룬 많은 논문들이 지적하듯이 에우리피데스를 단 

순한 소크라테스적 계몽주의로자로 낙인찍을 수 없게 만드는 장변이다. 왜냐 

하면 인간이 결정하고 행동할 때 도덕적 당위에 대한 인식이나 이성적 사고 

는 무기력하다는 생각이 여기에 분명히 표현되기 때문이다. 파이드라는 말한 

다. “무엇이 우리 인생을 몰락시키는지 생각하면서 기나긴 밤을 보낸 적이 

종종 있었다. 그리고 난 깨닫게 되었다. 모든 불행의 뿌리가 무지하거나 어리 

석은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사람들 대부분은 분명한 분별력을 가지고 

있다. 이유는 전혀 다른 데 있다. 우리는 무엇이 옳은 가를 익히 보아 알고 

있다 그렇지만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다 나태함에서든 아니면 한 순간의 좋 

은 기분을 이기지 못해 올바른 행동을 그르치게 되든간에 "141 ‘아는 것이 미 

덕이다’라는 명제를 내세우는 소크라테스와는 달리 에우리피데스는 이성적 

인식이 참된 행동을 규정한다는 데에 회의적이다. 파이드라는 의붓아들인 히 

폴뤼토스에 대한 사랑과 욕망에 자신을 완전히 내맡기면서도 왕비로서 지녀 

141 Euripidcs, Hippolytos , v, 37õ-38'l 



96 홍사현 

야 할 미덕과 의무를 철저히 의식하고 있다. 니체가 공격의 대상으로 삼은 

소크라테스 주의는 에우리피데스의 비극에서도 비판적으로 표현된다 이런 

점에서 소크라테스가 강조한 자신의 ‘무지에 대한 인식’은 모순적 인식이나 

인식의 모순에 대해 말하는 나체와 에우리피데스의 비극적 사고와는 구별된 

다. “덕(많etel을 “앓(epistemel"과 일치시킴으로써 인식의 도덕성， 즉 이성과 

도덕의 불가분의 관계를 소크라테스는 보여주고자 한다. 이에 반해 일반적으 

로 알고 있는 선의 표상에 일치하지 않는 비도덕적 감정을 물리치지 못하는 

에우리피데스의 주인공들은 니체적 사고에 더 가까이 서 있다고 할 수 있다. 

메데이아 역시 도덕적 가치에 무관심한 인식의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반 소크라테스적인 인물이다. 

하지만 우리는 (도덕적) 인식과 일치하지 않는 비도덕적 행위가 메데이아에 

서는 페드라의 경우와 대조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즉 메데이 

아의 경우를 분석해보변 에우리피데스를 인간의 정열과 감정만을 중시한 비합 

리주의자로 평가하는데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 물론 “나의 감정 [8u뻐 격정， 분 

노]은 나의 이 성[ßOUÀε뻐U-CQ: 숙고 생각]보다 강하다"1이라는 메데이아의 독백 

중의 한 문장은 에우리피데스에서 비합리성이 강조될 때 자주 등장하는 말이다. 

그러나 메데이아의 행위를 여자의 본능이 가진 비이성적인 경향에 종속시키고， 

이를 선과 악이라는 대립적 구조 속에서 사악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메데이 

아라는 인물이 지닌 모순이나 비극성을 설명할 수 없다， 

남편 이아손의 배신을 복수하기 위해 두 아들을 직접 살해하는 메데이아 

의 행위는 단순히 무절제한 충동의 소산으로 이해될 수 없다. 물론 여기서 

자신의 아이들을 죽이겠다는 결심의 내용 자체는 분병히 비정상적이고 비이 

성적인 것이다. 그러한 행위는 인간의 본능에 거슬리는 것이고 따라서 도되 

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메데이아의 태도는 결코 감 

정적이지 않다. 그녀의 결심은 자식에 대한 모성애의 결여에서가 아니라 자 

신이 처한 딜레마 속에서 이성적인 숙고를 거친 후 나온 당위이자 필연적 

Eí) Emipides, :ì ledeia‘ \'. j(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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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결이다 ‘어차피 죽게 되어 있는 아이들을 적들의 손에 넘기지 않기 위해서 

그 아이들을 직접 낳은 메데이아 자신이 죽일 수밖에 없다’(Mecleia. v. 

1정6←1241l，Hil 

이런 점에서 메데이아라는 인물의 정체성은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된다. 메 

데이아의 성격과 행위에서 어떤 일관성을 찾기가 어 렵기 때문이다. 메데이아 

에서는 이성적인 측면과 감정적인 측면이 극과 극을 달리며 공존하고 있다. 

이런 사실 때문에 메데이아는 많은 사람들에게 낯설고 비정상적이며 그래서 

위험한 인물로 보인다. 여기서 좋은 것과 나쁜 것이라는 이분법적 사고 또는 

유용성이라는 가치를 벗어나지 못하는 이아손의 합리적 태도가 남성적 이성 

의 원칙을 대표한다변 인간 내면의 존재적 불협화음을 형상화하는 메데이아 

는 모순적 여성성을 상정하는 디오니소스적 주체이다. 데리다가 니체를 해석 

하면서 (“흔적") 진리의 문제를 여성성에 비유한 것과 유사하게 우리는 여성 

적 원리의 본질이 이성과 대립되는 감정의 차원에서가 아니라 양가성， 즉 탈 

가치적， 탈 경계적 모순의 구조에 기초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은 인식이론에 기초하는 최근의 성 정체성 문제에 대한 논의에서도 그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에우리피데스 비극의 특정에 대해 상세히 언급할 필요가 

있다. 우선 방금 위에서 논의된 점과 관련하여 분명히 드러나는 것은 비극적 

고통의 성격이나 내용이 이제 바뀐다는 것이다. 인간의 자유와 필연성 사이 

의 갈등 속에 존재했던 신적인 힘으로서의 ‘운명 (àVÚVKn)’의 개념은 무의미하 

게 되어 버리고 주인공들의 성격 자체가 가진 비극적 요소가 비극의 특정을 

이룬다. 이점에서 에우리피데스 드라마 대부분은 아리스토텔레스나 헤겔의 

전통적 비극 개념에 들어맞지 않는다. “비극은 인간의 모방이 아니라 행위 

16) 여기서 언급할 만한 흥미로운 사항은 메데이아의 행위가 아이스뀔로스의 아가멤논이 
지난 딜레마와 비교월 수 있다는 점이다 대의를 위해서 자신의 딸 카산드라를 희생하 

는 쪽을 결심한 아가멤논의 선택은 이성적이긴 하지만 인간성과 감정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비도덕적인 행위로 이 비극의 합창단으로부터 비난 받는다. 이런 점에서 이성에 

만 치우친 아가멤논은 자기 모순적인 비극적 인물로도1 도덕적으로 위대한 인물로도 명 

가받을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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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삶(사건)의 모방이다"(Poetik 14J)a)라고 말한 아리스토댈레스의 해석에 

서 주인공들은 어떤 특정한 성격이 없다. 그들이 등장하는 비극이 비극인 까 

닭은 비극적 “사건”이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비극의 요소로 인물의 성격을 

별로 중시하지 않았던 아리스토벨레스가 자신의 비극 이론을 에우리피데스 

의 비극에는 목 들어맞게 적용하지 못했고 따라서 그의 비극을 탁월한 예술 

작품으로 평가하지 않았던 이유를 말해준다. 

프로메태우스(아이스뀔로스)와 안티고네(소포클레스)는 그들의 신념대로， 

그들이 믿는대로 행동한다， 그리고 이젓이 더 큰 ‘신적인 질서’와 일치하지 

않아서 당하게 되는 고통이 그들이 가진 ‘비극성’의 기본적인 바탕을 이룬다. 

‘지고한 정의’가 아직 절대적으로 존재하는 그들에게 운명은 외적인 것이다. 

이런 비극적 주인공들은 적어도 자기 내변의 모순， 자신의 이성과 욕망， 사고 

와 감정 사이에서 흔들리는 주체는 아니다. 자아의 통일성에 대한 의문은 아 

직 제기되지 않는다. 반변 인식과 행동의 불일치， 즉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 

지만” 그렇게 행동하게 되지 않는다는 인식 자체를 보여주는 에우리피데스의 

비극은 이런 점에서 아이스뀔로스나 소포클레스와는 다른 종류의 인간상을 

그려낸다. 

헤겔의 높은 평가를 받으며 소포클레스에서 절정을 이루었던 고전 아티카 

비극의 비극적 숭고함과 웅대한 완결성은 에우리피데스의 관심사가 아니라 

는 사실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드라마적 긴장이 희박하거나 거의 

사라져버린 그의 비극에서는 비극적 효과의 개념도 사건의 전개와 반전을 

통한 극적 구조에 기인하지 않는다， 카타르시스로 이끄는 줄거리 구조 내의 

두 긴장 세력 간의 갈등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 무대 위에서는 지금 막 행 

위나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서술된다. 사건이나 행위 자체는 전령의 

보고를 통해 전달되고， 사건이 일어나기 전이나 후에 인물들이 가지는 심리 

적 갈등 내면적 고뇌 그리고 회상 등이 독백을 통해 묘사된다. 감정의 힘과 

사고의 힘 사이의 풀리지 않는 긴장이 오히려 불협화음적인 조화를 이루면 

서 (인간과 사물의) ‘내면성’ 속에 비극적 현상 자체로 존재한다. 비극적 사건 

의 전개가 결국은 보편적 화해의 결말로， “신적인 중용(göttliche l\1ìtte)"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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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지는 소포클레스에 비해 에우리피데스의 비극에서 결말 부분은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은 채 수많은 가능성만 제시될 뿐이다. 왈터 엔스가 지적하듯 

이 에우리피데스 식 해답은 디오니소스적 상태 “모순 형용(contraclictio in 

a이ectoJ"인 것이다171 

아이스뀔로스나 소포클레스와는 달리 에우리피데스는 화해의 결말을 가진 

드라마를 쓰지 않았다는 회슬레의 지적에서도 드러나듯이，18) 에우리피데스도 

비극의 본질은 드라마적 행위나 사건이 아니라 고통의 묘사나 고통을 인식 

하는 주체의 상태에서 찾는다는 점은 그를 니체에 가까이 연결시킨다. 에우 

리피데스를 ‘가장 비극적인 작가’(tragikotatos， Poetik 1잉3a)라고 칭함으로써 

논의의 여지를 남겨놓은 아리스토벨레스의 말을 레스키는 이러한 니체적 비 

극성과 유사한 맥락에서 이해한다 191 

11 1.2. 신화 비판과 근대성 

지금까지 상술한 에우리피데스 비극의 특정은 그 비극성의 중심 문제가 

인간과 신의 달라진 관계에 근거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니체가 비판한 것처 

럼 에우리피데스는 “관중을 무대 위로 끌어 올렸고"(비극의 탄생， III- l, 72 

쪽)， ‘프롤로그’나 ‘데우스 엑스 마쉬나‘ 등을 도입하여 비극을 관객들이 이해 

하기 쉽도록 만들었다. ‘신적인 이상’보다는 세속적， ‘인간적인 일’이 에우리피 

데스 비극 작품의 전변에 등장한다 그 주된 관심은 신화의 인물이나 영웅이 

아니라 당시 동시대 사람들의 생활과 감정이고， 이들에게 이제 위대한 영웅 

적 행위와 장엄한 고뇌는 우스팡스러운 것이 되었다. 추상적이고 정신적인 

차원에 머물렀던 언어는 일상적인 대중의 언어로 바뀌었다 쿠르트 휘브너가 

‘신화적 사건’으로서의 희랍비극을 다루면서 지적하듯이 아이스뀔로스나 소포 

클레스와는 달리 ‘에우리피데스는 이미 신화의 위력이 꺾어져버린 세계에 살 

17) W. Jens‘ Eurz]Jides‘ Büchner, Pfullingen 1ffii. 246쪽 참조 
18) V. Hös[c, Die ~'()llendung der Trag(셨Îe im S]Jätlüerk des SO]Jhnkl es. :-tì쪽 참조 

191 A. Lesky, Die grzechlsche Trag，αiie 18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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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것이다.’20) 

물론 그의 비극 속에서는 신화적 세계가 여전히 작품의 기본 소재뜰 형성하 

고 있긴 하다 하지만 에우리피데스는 이를 통해 신화 세계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더 이상 인간을 지배할 수 있는 진정한 권위가 없다는 것을 폭로함으 

로써 신들을 조롱과 비판의 대상으로 삼는다 신적인 질서는 무력하고 낡은 무 

질서로 전락하고 신들은 인간의 운명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아무런 힘이 없다. 

더 이상 인간 행위와 사고의 판단 기준이 되지 못하는 신들에 대한 실망과 씁쓸 

한 분노가 노골적으로 표현된다. 이렇게 신화적 질서와 현실적 질서 사이의 불 

일치에 대한 인식， 이 세계상의 균열에 대한 인식에서부터 에우리피데스의 비 

극은 출발한다. 이제 비극은 현실을 반영하지 않고 단지 현실을 문제시할 뿐이 

다. 에우리피데스 비극은 신화 비판의 중요한 장소가 된다. 

이미 동시대인들도 지적하고 비난했던 에우리피데스의 허무주의적 신성 

모독적 성향은 그의 비극을 특정짓고 구별지우는 결정적 요소이다. 가령 아 

리스토파네스의 희곡에 등장한 에우리피데스는 “더 이상 신들은 존재하지 않 

는다라고 선언한다. “신들을 향해 소리쳐 본 들 무슨 소용이 있나? 지금까 

지 한 번도 나의 탄식이나 기도에 귀 기울여준 적이 없는데 1"라고 에우리피 

데스의 「트로이아의 여인들~(v. 12mf)에서 헤카베는 말하고 또 다른 작품 

「헤라클레스』에서 헤리클레스는 “누가 아직도 그런 신들에게 기도하겠는 

가?"(V. 13QS)라고 말한다. 신의 죽음은 에우리피데스 비극에서도 근대적 삶 

의 감정을 낳고 20 세기 초 시대 전반의 실존적 위기를 선취한다. 칼 라인하 

르트는 정치적， 사회적으로 혼란스러웠던 기원전 5세기 그리스인들의 세계관 

을 반영하는 신들의 죽음과 시대적 위기 의식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그리스인들에게 (존재의) 의미에 대한 문제는 신의 문제와 겹쳐있다 신들이 

흔들리변 의미도 흔들리게 되고， 이런 상태는 의미가 근거로 삼을 어떤 다른 

새로운 신적 존재를 찾아내기까지 계속된다.’ψ괴로부터 초래된 위기감과 도덕적 가치의 혼란이 비극적 상황의 배경을 이 

20) Kurt Hübner‘ Die V1Ghrheit des Mythos, 1m쪽 
2]) K Rci며lardt ， “마e Sinneskrisc bci Eunpides‘’• Tradition und Geist 2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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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고 있다는 점에서 에우리피데스의 비극이 가진 근대성은 부각된다. 특히 

유사한 시대적 상황 하에 주체 개념이나 인간상이 새롭게 조명되기 시작했 

던 근대의 작품들， 가령 입센과는 자주 비교되곤 한다. 

여기서 우리는 에우리피데스에서 최초로 일어난 전 근대적 사고에서 근대 

적 사고로의 이행 과정을 관찰할 수 있다. 이런 이행 과정의 최대 특정은 신 

성을 상실하고 개인화， 세속화 (탈신성화)가 일어난다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탈선성화의 과정은 전통적 가치가 해체되는 곳에서 

새롭고 독특한 형태로 일어나는 질서와 가치의 전도이고 기존의 전통과 이 

에 대한 비판 사이의 긴장이 존재하는 경계적 공간을 만들어낸다. 신화적 세 

계에 대한 회의가 비판적 사고와 결합되어 신화 자체에 대한 반성의 계기를 

제공하는 에우리피데스의 비극에서 예술은 본질적으로 어떤 가치 판단을 전 

제하지 않는 ‘미적인 것’을 구현함으로써 탈신성화가 함축하는 근대적 미의 

의미와 결부된다 

샤데왈트(Wolfgang Schadewaldt)가 에우리피데스 시학의 특정을 인본주 

의(Hurr뻐1ität)와 순수 시학(]Xlésie pure)라는 두 용어로 정의하고， “에우리피 

데스에 와서야 비로소 예술은 예술 자체로 존재하게 되었다"(순수시학)라고 

말한다면긴) 이는 그의 비극이 가진 근대적 심미성을 분명히 표현한 것이다 

여기에는 현실과 진리를 바라보고 묘사하는- 에우리피데스의 태도가 그대로 

드러나있다. 그리고 “소포클레스가 이상적인 인간을 그려내고자 했다변 에우 

리피데스는 있는 그대로의 인간을 묘사하고자 했다."(Pætik 1460b)라고 한 

아리스토댈레스의 말은 에우리피데스 비극이 갖는 반 이상주의적 태도와 탈 

신성화의 성격을 ‘인본주의’라는 개념으로 여실히 지적한 것이다 

유사한 맥락에서 에우리피데스에서의 심미성 또는 ‘미적인 것’의 핵심은 

니체에서처럼 내적 사실주의 즉 가장 원래적 의미에서의 사실주의의 문제와 

일치한다. 본질의 고유함을 무가치적으로 드러내는 사물이나 인간의 재현 방 

식을 우리는 심미적 사실주의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 태도 

22) W. Schadewaldt. Die griechische TmgtXlie 115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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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니체적 의미에서의 사실주의이기도 하다. 보나벤추라의 유명한 말처럼 악 

마를 그린 그림이 악마의 추함과 사악함을 정말로 잘 묘사하고 있다면， 즉 

끔찍스러움을 생생하게 전달한다면， 우리는 이 그림을 ‘아름답다’고 말한다. 

악마의 자연스러움은 악마의 추함 속에서 드러난다. “에우리피데스의 비극은 

우리에게 도덕적 수치심(al6띠)도， 불의에 대한 두려움(v때W1Ç)도 없는 세계 

를 보여주고 있다 그 이유는 그가 본 세계가 바로 그랬기 때문이다"231라고 

빌라모비츠는 지적한다. 변화된 세계상 속에서 자신의 시대를 잘 진단했던 

에우리피데스는 더 이상 신적인 정의나 영웅， 또는 진지한 파토스가 아니라 

신화의 세계를 이미 깨어진 환상으로 인식하고 거리를 두는 것이 그 시대에 

알맞는 태도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따라서 자신이 보는 현실을 미화하지 않 

고 존재의 본질을 그대로 드러내고자 하는 에우리며데스의 태도에서 우리는 

추한 것， 병적인 것， 그로테스크 한 것， 부조리한 것 등으로 확장된 근대적 

관심과 공통된 미학적 특정을 관찰할 수 있다. 이러한 에우리피데스의 미적 

근대성은 그가 제기하는 진리에 대한 본질적인 물음이 신화비판을 통해 그 

의 비극에 직접 반영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 

IV. 맺음말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는 신적 가치와 질서의 붕괴에 대한 인식 

이 표출된 에우리피데스적 허무주의 역시 시대 비판과 전통 비판의 태도를 

통해 진리 인식의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때 믿음과 진리의 불일치에 대한 인식과 자기 비판을 내용으로 하는 디오 

니소스적이라는 개념은 니체뿐 아니라 에우리피데스에게서도 “풀리지 않는 

모순"(니체)으로 얽혀 있는 이성과 선화， 합리와 비합리의 문제로 귀결된다. 

믿음은 기본적으로 통일성에의 요구이기 때문에 항상 정선적 이데올로기로 

231 Llrich 、 Wilamo띠tz-\[()(、IIcndorff， Der (;alube der Hellenen. I3d. II‘ Darmstadt 
195;)‘ 2Ei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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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용하면서 새로운 것， 다른 것， 비정상적인 것을 밀어내고 배제한다. 니체의 

재신화화에의 요구와 에우리피데스가 추구한 신화적 사고로부터의 해방은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디오니소스적 양가성이라는 통일한 인식론적 태도에 

기반한다. 즉 신에 대한 믿음으로부터 진리의 척도를 분리시거는 전통 해체 

적 태도는 둘 모두에게 공통된 것이지만 시대가 기반한 전통의 성격에 따라 

니체에게서는 이성 비판으로 그리고 에우리피데스에게서는 신화 비판으로 

표현되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비판의 개념 자체가 가지는 자기 연관성을 

관찰할 수 있다. 새로운 것， 새로운 사고는 기존 이데올로기에 어떤 식으로든 

비판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하면 비판적 행위가 의미있고 그 본질적 

의도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항상 스스로를 대상으로 삼는 (자기) 비판이 되 

는 것이다. 비판이 겨냥하는 대상이나 체계는 필연적으로 전통이랴 부를 만 

한 것이고 이 전통으로부터 항상 비판은 생겨난다. 따라서 전통과 전통 비판 

적 사고는 서로 ‘대립적’이 아니라 ‘모순적’ 양면구조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비판의 본질적 계기는 푸코가 지적하듯이 ‘이질적인 것의 공존， 

자기외는 다른 것과의 관계’를 전제로 한다는 점이잉) 분명허 드러난다 

니제는 유고에서 “이성에보다 폼에 더 많은 이성이 들어 있다"(KGW 

VII-1, 181쪽)라고 쓴다. 몸 감성 그리고 본능으로서의 욕망에 대한 활발한 

논의를 유발시킨 니체의 근대적 주체는 감성과 이성 도덕과 정열， 의무와 욕 

망 사이에서 흔들리는 에우리피데스의 주체들에서 선취된다. 즉 비극적 갈등 

의 문제를 인간 내변의 자기 모순으로 전이시킨 에우리피데스는 니체가 시 

도한 기존 질서의 전도를 ‘고대’라는 조건 하에서 감행한 것이다. 이제 신화 

(배8oç) 대신에 감정(8U]..l Òç)이 등장하는 에우리피데스의 비극을 이런 이행기 

적 의미 속에서 파악한다면， 이는 분명 서양 정신사에서 최초로 주체가 등장 

하는 순간으로 이해될 수 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고대 그리스에서 ‘신화성’이 가졌던 외적인 (이성적) 

질서로서의 역할이다겸) 그것은 우리가 ‘신화의 역설’이라고 부를만한 것이 

24) !\Iichel Foucault, Has ist Kritik? 8쪽 

25) 가령 장 피에르 베르냥은 고대 그리스 사회에서 공적 사회적 삶의 기반이었던 폴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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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물론 이 때의 그리스적 이성은 오늘날 우리의 이성과는 분명히 구별되어 

야 한다.객) 서양의 정신사 속에서 기독교 정신과 분리될 수 없으며， 자연 지 

배의 도구로서 그리고 방법적 학문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위상을 쌓으며 전 

개되는 가운데 원래성으로부터 멀어져 온 오늘날의 이성 개념과는 달리， 그 

리스의 이성은 그 모태인 신화적 근원과 직접 경계하고 있다. ‘현실적인 것’ 

과도 ‘이성적인 것’과도 동떨어진 것으로 신화를 비판하는 에우리피데스에서 

는 인간이 신화적 사고로부터 갓 해방되자마자 로고스와 뷔토스는 풀리지 

않는 역설로 빠져들었고， 서로 불가분으로 얽혀있는 긴장관계를 형성한다. 따 

라서 이러한 이성과 신화적 과거와의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가 내면성과 감 

정적 측면에 새롭게 눈을 돌린 에우리피데스의 탈영웅주의， 인간중심적 성격 

이 역설적이게도 합리성으로 이해되는 이유를 설명한다 에우리피데스에게 

신화가 더 이상 종교적 진리도 역사적 진리도 아니라면， 이것은 진리의 문제 

에 있어 그가 가진 자유롭고 비판적인 태도를 드러낸다. 니체에게 있어 로고 

스가 그런 것처럼 에우리피데스에게 신화가 예술이나 진리를 통제하는 것으 

로， 그래서 극복되어야 할 경계로 간주된다변， 이성과 신화가 궁극적으로 각 

각 고대 그리스와 니체 이후의 근대에서 똑같이 당시의 이데올로기와 전통 

에 대한 비판을 상정한다는 점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다. 

에우리피데스의 신화 비판으로서의 합리화는 이런 점에서 단순한 탈신화 

화로만 이해될 수 없고， 니체의 근대에서 “신화적 근원과 이 근원에서 유래 

한 모든 것과의 간극을 계보학적으로 메꾸는 작업"27)으로서의 재신화화가 

의 구조를 신화의 구조와 비교할 만한 “정신적 우주‘’로 특정짓고， 여기서부터 이성적 

사고의 생성을 설명한다. 또 그는 한편으로는 현실적이지 않으며(신화는 허구이다)， 동 

시에 합리적이지도 않다는 (신화는 황당무계하다) 두 가지 차원에서 신화적인 것을 특 

정짓고 그 부정성을 통해 규정된다는 측면에서 신화 역시 철저히 유럽의 이성적 사고 

전통에 속하는 것으로 이해한다(Vemant， ].-P .. Die EntstehLlng des griechischen 
Denkem, Franldì미rt a. 1\I. 19잉 JJ.\따)s und GesellschJft im a1ten Griechenland‘ 

Frankfurt a. l\L 1987, 1&\쪽) 

:26) \"gl. \"cmant 
:27) Klaus Hcinrich, Parmenides und 10m \ ler Studien über 따s Verh꾀tms von 

l'hifosophie und :\fvthofogie‘ 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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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졌던 기능과 비교할 만하다. 따라서 니체가 신화성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단순한 신화로의 회귀를 주장한 것이 아니라 그때까지 의심하지 않았던 이 

성의 동일성의 문제를 파고든 것처럼 에우리피데스의 신화 비판적·합리적 

경향은 신화의 절대성에 대한 물음을 품고 있다. 진리의 유일한 탐지자이자 

척도를 상정하는 ‘신’의 개념은 그것이 기독교적 ‘이성적’ 신이든， 올림푸스의 

‘신화적’ 신들이든 니체와 에우리피데스 모두에게 문제시된다. 인간의 사고와 

행동을 지배하는 전통이나 기존의 가치 체계에 대해 비판적인 이러한 태도 

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과의 모순적 관계， 즉 존재적으로는 서로 ‘우 

연’이며， 기능적으로는 서로 ‘필연’ 관계에 있는 ‘모순’의 관계에 대한 인식과 

맞물려 있다. 이런 점에서 이성과 비합리 로고스와 뭐토스가 서로 외비우스 

의 띠의 안과 밖처럼 얽혀 있어 그 경계를 구분할 수 없는， 경계가 소멸되는 

디오니소스적 법칙과 그 구조는 그들에게서 공통된 진리 인식의 태도의 핵 

심일 뿐 아니라， 니체와 에우리피데스가 서로 맺고 있는 관계(차이)도 설명 

한다. 동시에 ‘디오니소스적인 것’이 니체의 철학이나 에우리피데스의 비극에 

서 전통적 사고나 고전적 사고 또는 중심적 사고에 대비되는 근대성을 포괄 

하고 압축하고 있는 인식의 기본원칙이라는 점도 분명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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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usamrnenfassung> 

Das Dionysische bei Nietzsche und Euripides 
- Mythos und Logos als Funktion der Kritik-

Sahyeon Hong (Seoul National Univ.) 

Nietzsches Idee der griechischen Tragödie in Die Geburt der 

Tragödie dreht sich wn das Prinzip des Dionysischen, in dem die 

nietzscheanische Vemunftkritik zwn Ausdruck kommt. Dabei kritisiert 

Nietzsche Euripides als einen TIationalisten und rnacht ihn dafψ 

verantwortlich, das Wesen der Tragödie zerstört zu haben. Versteht man 

aber unter dem Begriff des Dionysischen den Wìderspruchsgedanken und 

die Theatralität, die von der dop어ten Struktur des Seins ausgeht und 

der ästhetischen Erkenntnis der Welt zugrunde liegt, so kann man 

Euripides auch als dionysisch betrachten. Denn Euripides ist in seiner 

zeit- und mythenkritischen Haltung zu Recht als Rationalist und 

Irrationalist zugleich zu bezeichnen. Daß seine Tragödie durchaus durch 

Modernität und ästhetische Ambivalenz gekennzeichnet ist, h뻐gt damit 

zusammen. 

Hier zeigt sich, daß Euripides in seiner Zeit eine ganz 값mliche Rolle 

\vie Nietzsche s찌elte. Wìe Nietzsche gerade in der Zeit der Historie und 

Wìssenschaft für Kunst plädieπe und die Asthetisierung der 

Wìssenschaft propagierte, so f띠끄te Euripides in der Zeit des Mythos, in 

der noch die Götter im l\1ittelpunkt stehen, die Kunst zum Logos und 

leitete die TIationalisierung der Tragödie ein. Nietzsches ‘Umwertung’ 

unternimmt Euripides auch auf seine Weise und in seiner Zeitbedingtheit. 

Wìe Nietzsche selber sagt, kommen bei Euripides Mythos und Logos in 

emen ‘unIösbaren Konflikt'. In seinen Tragödien 뼈rd die l\1acht des 



108 흥사련 

:\Iy매os entkr값'tet ， indem dieser noch den Stoff der Tragödie bildet, und 

durch die rationale Erkenntnis zersetzt. Was Euripides mit Nietzsche 

verbindet, liegt in diesem Kampf urn Erkenntnis, d. h. in der Kritik an 

der ReJigion und den ωttem. 

Das Dionysische als Wìderspruchsprinzip impliziert daher bei 

Euripides und bei Nietzsche eine gleiche Geisteshaltung gegenüber der 

W삶rrheit. Dabei geht es urn die Ablehnung einer ideologischen Fixierung 

auf Werte, die unter dem Namen des Gottes bzw. der Tradition 

S떠ttfindet. Dieser Gott, der das menschliche l\loralbewußtsein beherrscht, 

heißt bei Nietzsche Logos und Vemunft, bei Euripides dagegen M)πhos. 

Der Versuch der Remπhisierung in der Modeme und die Emanzipation 

von dem m\thischen Denken in der Antike überschneiden sich in diesem 

Punkt, 、Nobei ein Dialog zwischen dem griechischen Geist und der 

modcmen Konzeption des Denkens auf der zeitkritischen Ebene 

stattfindet. Gott fungieπ hier wie dort als traditionelle Institution und 

Substanz dcs Subjekts, die zwar immer n∞h gilt, der aber keine 

wesentliche Bedeutung mehr z띠ω，mmt. Und die Trennung der Walrrheit 

von Gott bringt somit sowohl Mπhoskritik (Euripides) als auch 

Logoskritik (Nietzsche) mit sich. So betrachtet, erfüllen die :\lythoskritik 

und die Vemunftkritik ein und dieselbe Funktion. In bezug auf die 

Funktion, in der das Gegensätzliche voneinander nicht unterschicden ist, 

sind M}thos und 1ρgos verfJochten und kompatibel. Das Dionysische 

impliziert diese letzte Walrrheit, daß Walrrheit in sich selbst 

widersprüchlich 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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