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르미니우스의 수용과 클라이스트의 ｢헤르만전투｣

이 재 원 (아주대)

Ⅰ. 들어가는 말

독일인들에게 독일 역사의 시작은 일반 으로 서기 9년에 토이토부르크 숲
에서 벌어진 게르만족과 로마의 투부터라고 생각된다.1) 그리고 이 투의 
심에 게르만족의 사 헤르만이 있다. 헤르만은 흔히 독일 민족의 웅으로 일
컬어진다. 그러나 오늘날 게르만족의 웅이라고 하면 헤르만이란 이름을 떠올
리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지크 리트가 세 웅서사시 니벨룽엔의 노
래에서부터 바그 의 음악극을 거쳐 오늘날까지도 화를 비롯한 다양한 문화

콘텐츠로 활용되는 인기 있는 소재인데 반해, 헤르만은 한때 독일 민족의 웅
으로 신화화되었으나 지 은 그  유명 지의 거 한 동상2) 정도로 기억될 
뿐이다.3) 그러나 헤르만은 18-19세기에 동상뿐만 아니라 수많은 술작품의 소
재가 되었다. 클라이스트의 희곡 ｢헤르만 투｣가 표 인 이다. 
헤르만은 원래 고  게르만족의 하나인 루스키족의 족장 아르미니우스의 

독일식 이름이다. 엄 히 말하자면 아르미니우스는 신화의 인물은 아니다. 허
구의 신화 속 인물인 지크 리트와 달리 아르미니우스는 고  로마의 역사에 

등장하는 실존인물이다. 그런데 이 인물이 종교개  시기와 특히 나폴 옹

쟁에서 독일제국의 통일에 이르는 시기를 거치며 게르만(독일) 민족을 로마의 

1) 하겐 슐체(반성완 역): 새로 쓴 독일 역사, 지와 사랑 2000, 7쪽 참조.
2) 데트몰트 부근 산 위에 있는 거대한 헤르만 기념비(Hermannsdenkmal)를 말함. 1875년에 

완공되었으며, 총 높이 53.46 미터, 인물상의 높이만도 26.57 미터에 달하는, 독일에서 

가장 큰 동상(http://de.wikipedia.org/wiki/Hermannsdenkmal 참조).
3) Vgl. Werner M. Doyé: Arminius. In: Etienne François und Hagen Schulze(Hg.): 

Deutsche Erinnerungsorte Ⅲ, 2. Aufl., München: Beck 2002(2001), S. 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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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제로부터 해방시켜 민족을 구원한 웅으로 신화화되었다. 본고에서는 먼  

고  로마사에 등장하는 아르미니우스에 한 기록을 통해 역사  인물로서

의 아르미니우스를 살펴보고, 게르만족의 아르미니우스가 시 에 따라 어떻게 

수용되었는지 개 할 것이다. 이러한 아르미니우스의 해석은 당 의 역사와 

이념을 반 하고 있는 것으로, 이를 통해 시 정신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19세기 반 독일에서 민족주의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통일된 국가를 

갖지 못했던 독일의 민족주의는 문화를 통해 민족을 정의해야 했고, 그때 아
르미니우스 같은 과거의 역사  통들이 요한 역할을 했다. 본고에서는 아
르미니우스가 독일 민족주의의 형성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 는지 클라이스

트의 ｢헤르만 투｣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헤르만 투｣는 클라이스트가 독

일인들에게 민족의식을 고취시키려는 의도로 쓴 작품이다. 이를 통해 클라이
스트를 비롯한 당  독일 지식인들의 민족주의 사상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

을 것이다. 한 일반 으로 국수주의  경향문학으로 폄하되어온 ｢헤르만

투｣ 역시 이러한 시  맥락 속에서 읽을 때 그 의미가 제 로 드러날 수 

있을 것이다. 

Ⅱ. 아르미니우스에서 헤르만으로

아르미니우스 Arminius는 루스키족 Cherusker의 족장으로, 기원후 9년에 
게르만족과 로마군 사이에 벌어진 투에서 바루스 Varus가 이끄는 로마군을 
패시킨 인물로 알려져 있다. 그에 한 역사  기록은 로마의 역사서4)에 

간간히 등장하는 것이 부이다. 이 기록들에 따르면, 아르미니우스는 기원  

17년 무렵 태어나 기원후 21년 경에 사망하 다. 그는 상당 기간 동안 로마
군의 게르만족 동맹군의 지휘 으로 복무한 후 기원후 7/8년 경에 루스키

4) 벨레이우스 파테르쿨루스 Velleius Paterculus(기원전 20-기원후 30년 경)의 ｢로마사｣, 타
키투스 Tacitus(56-120년 경)의 ｢연대기｣, 디오 카시우스 Cassius Dio(기원후 150-235년 

경)의 ｢로마사｣. 그중에서 아르미니우스에 관해 가장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 것이 타키투

스의 ｢연대기｣이다. 후대의 인용도 대부분 타키투스의 글을 근거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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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 지역으로 돌아왔다. 기원후 9년 가을, 로마의 총독 바루스가 루스키족의 
토를 침입하려 하자 아르미니우스가 기를 일으켰다. 당시에 토를 확장
하려는 로마와 원주민들 사이에 크고 작은 쟁이 끊임없이 벌어졌던 사실을 

볼 때 이 역시 그러한 투 의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아르미니우스는 겉으로는 로마의 동맹군을 가장하여 바루스를 안심시키면

서 로마군을 게르만군이 매복해 있는 곳으로 유인했다. 토이토부르크 숲5)으

로 알려진 그곳은 빽빽한 숲으로 둘러싸인 습지 다. 로마군은 진창에 빠져 
허우 거리다 좁은 로에 갇힌 채 게르만족의 기습공격에 꼼짝없이 당하고 

말았다. 이 투에서 로마군은 세 개 군단, 약 3만여 명이 몰살당했고 바루스
도 사했다. 이 투는 역사 서술에서 일반 으로 ‘바루스 투 Varusschlacht’
라고 지칭된다. 이 투에서 심각한 패배를 당한 로마는 패배를 설욕하기 
해 이후 몇 차례 더 게르마니아 지역(라인강 동쪽 지역)의 정벌을 시도하지만 
큰 성과를 내지 못한 채 결국 완 히 게르마니아 땅에서 철수하고 만다. 이런 
에서 바루스 투는 로마의 게르마니아 정책의 궤도를 수정하게 만든 결정

인 계기가 된 투로서 역사 으로 요하게 평가된다.
그 후 아르미니우스는 게르만족 내부의 들과 맞서 싸워야 했다. 로마에 
해 제각기 다른 입장을 지닌 게르만족들이 서로 립하 다. 한 아르미니

우스와 동맹을 맺은 게르만족들은 독자 인 왕국을 세우는 것을 반 했고 아

르미니우스가 왕권을 추구한다고 비난했다. 결국 21년에 아르미니우스는 친
척들에 의해 살해당했다.6) 타키투스는 연 기에서 아르미니우스를 게르마
니아를 해방시킨 자라며 다음과 같이 높이 평가하 다.

그가 게르마니아를 해방시킨 자 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는 다른 왕이

5) 이 전투를 ‘토이토부르크 숲의 전투 Schlacht im Teutoburger Wald’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 지역은 고고학적 연구 결과 오늘날 오스나브뤼크 북쪽에 있는 칼크리제 Kalkriese란 

곳으로 밝혀졌다. 이곳에 2000년 대 들어 야외박물관(‘Museum und Park Kalkriese’)이 

세워졌다.
6) Vgl. P. Cornelius Tacitus: Annalen, Lateinisch-deutsch. Hg. v. Erich Heller, 3. Aufl. 

Düsseldorf/Zürich: Artemis, 1997, S.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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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장군들처럼 권력의 창기에 싸운 것이 아니라 로마제국의 성기 때 공격했

다. 그는 개별 투에서는 승패가 갈리기도 했지만 쟁에서는 한 번도 패배한 

이 없었다. 그는 37년 동안 살았고 12년간 권력을 잡았다. 오늘날에도 여 히 야

만족들 사이에서는 그를 찬미하는 노래가 불리고 있다. 
[U]nstreitig der Befreier Germaniens, der das römische Volk nicht in den ersten 
Anfängen der Macht, wie andere Könige und Heerführer, sondern in der höchsten 
Blüte des Reichs herausgefordert hat, in den Schlachten von wechselndem Erfolg 
begleitet, im Krieg unbesiegt. 37 Jahre währte sein Leben, zwölf seine Macht, 
und noch heute besingt man ihn bei den Barbarenvölkern.7)

고  로마의 역사서에서 부차 으로 다루어졌던 아르미니우스는 종교개  

시기에 처음으로 독일에서 요한 인물로 재조명되게 되었다. 1455년에 타키
투스의 ｢게르마니아｣가, 그리고 1507년에 ｢연 기｣가 발견되자 독일의 인문

주의자들은 흥분하 다. 타키투스는 ｢게르마니아｣에서 게르만족을 성실하고 

용맹하며 단순, 소박한 종족으로 묘사하 다. 인문주의자들이 모범으로 여겼
던 고  그리스와 로마의 고 문헌을 통해 자기 민족이 고귀한 조상에서 유

래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었기 때문이다. ｢게르마니아｣를 근거로 여태껏 한 번

도 존재한  없었던 ‘독일’이라는 나라의 경계와 역사가 만들어졌다.8) 이제 
독일은 로마인들이 게르마니아라고 불 던 땅과, 독일 민족은 게르만족과 동
일시되었다. 그리고 타키투스가 ｢연 기｣에서 아르미니우스를 ‘게르마니아의 
해방자 liberator haud dubie Germaniae’라고 일컬은 것에 근거하여 독일 민족
의 통일에 한 주장을 발 시킬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이탈리아와 립되는 
독일의 민족의식이 형성되었다. 
아르미니우스의 루스키족과 그에게 동조하는 게르만족들이 연합하여 로

마의 침략으로부터 자신들의 땅을 지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아르미니우스
에게서도, 다른 부족들에게서도 게르만족의 통일을 지향하려는 의식은 찾아볼 
수 없다. 즉 바루스 투는 로마에 맞선 게르만족의 민족 기가 아니며, 마

7) Ebd., S. 203. 
8) Vgl. Doyé: Arminius, S. 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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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가지로 아르미니우스 역시 게르만족의 민족 지도자라고 보기 어렵다. 최
의 조국 해방자라는 후 의 해석은 독일의 인문주의자 후텐 Ulrich von Hutten 
(1488-1523)의 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아르미니우스｣(1519/ 1529)란 
서에서 아르미니우스를 알 산더 왕이나 한니발과 같은 고 의 한 

웅들과 같은 반열에 올려놓았다. 그 후 아르미니우스의 이미지는 “덕이 있고 
용감하며 통일을 이루어낸 자유의 투사 tugendsamer, tapferer und einheitsstiftender 
Freiheitskämpfer”9)라는 이미지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 시기에 유럽에서는 최 로 민족의식이 형성되기 시작했다.10) 이러한 흐

름 속에서 인문주의자들은 특별한 민족  의미를 지닌 인물을 민족의 상징

인 인물로 형상화 하 다. 특히 후텐을 비롯한 종교개 가들은 로마에 맞선 

아르미니우스의 투쟁을 로마 교회에 한 자신들의 투쟁과 연결시켰다. 이에 
따라 종교개 가들의 로마가톨릭 비 은 민족의식과 연결되었다. 이러한 맥락
에서 종교개 가들은 아르미니우스란 라틴어 이름 신 ‘헤르만’이라는 독일 
이름을 처음으로 사용하 다. 아르미니우스가 당시에 게르만어로 어떻게 불렸
는지 해지는 기록은 없다. 따라서 ‘헤르만’이란 이름은 순 히 이들의 창작

물이라고 할 수 있다.11)

이러한 아르미니우스 숭배는 독일 황제, 즉 신성로마제국 황제가 스스로를 
로마제국의 통 속에서 바라보고 있는 한 잠재 으로 괴 인 성격을 지닐 

수밖에 없다. 따라서 아르미니우스 숭배는 인문주의자들, 로테스탄트 지식

인들 사이에 머물 다.12)

이후 17세기와 18세기에도 아르미니우스는 다양한 술 작품의 소재로 꾸

9) Ebd., S. 589.
10) 유럽에서 18세기말 이후 시작된 본격적인 의미의 민족주의와 구별하여 이 시기의 민족

의식을 ‘원민족주의 Proto-Nationalismus’라고 지칭하기도 한다. 오토 단: 독일 국민과 민

족주의의 역사, 오인석 역, 한울 1996, 30쪽 참조.
11) ‘헤르만’이란 이름이 루터의 글에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루터가 이 이름을 만들어냈다

고 보는 주장들도 있다. 그러나 누가 처음으로 썼는지는 확실치 않다고 한다. Vgl. 
Doyé: Arminius, S. 590.

12) Vgl. Herfried Münkler: Die Deutschen und ihre Mythen, Reinbek bei Hamburg: 
Rowohlt 2010, S.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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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다루어졌다. 특히 랑스가 토를 확장해가자 신성로마제국에 애국  

물결이 퍼지면서 17세기 이후에는 이 로마에서 랑스로 바 게 되었다.13) 
그러나 독일의 민족 신화로 성기를 린 것은 19세기 반 나폴 옹과의 

쟁부터 독일 제국의 건설에 이르는 시기 다. 아르미니우스와 바루스 투가 

독일 역사의 출발 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이 바로 이 시기이다. 클라이스트의 
｢헤르만 투｣(1808/1821)도 이 시기에 쓰여졌다. 
비스마르크 치하에서 독일 통일이 이루어지면서 아르미니우스가 다시 강조

되었다. 범 한 계층의 독일 국민을 동원하기 해서는 상징 인 민족 신화

가 필요했던 것이다. <헤르만 기념비>가 건립된 것도 바로 이 시기 다. 이제 
아르미니우스는 최 의 독일 민족국가의 건국신화가 되었다. 그러나 인 

공식이 끝나자마자 바로 아르미니우스에 한 심은 사라졌다. 통일된 민족
국가가 건설된 마당에 이제는 더 이상 투사가 아닌 통치자가 요했다. 그런데 
외세를 물리친 후 왕이 되려고 하자 살해당한 아르미니우스는 독일 제국의 이

미지에 걸맞은 인물이 아니었다. 이제 아르미니우스 신 독일제국의  황

제 빌헬름 1세와 비스마르크가 조국 통일의 상징으로 등장하게 되었다.14) 
제1차 세계  패  이후 아르미니우스는 축된 독일인들이 자 심을 갖

도록 다시 한 번 부상했다. 그리고 나치 시 에는 그들의 민족주의  선 을 

해 이용되었다. 이제 헤르만 신화는 다른 민족에 한 독일 민족의 우수성
을 강조하는 국수주의  의미로 변질되었다. 바루스 투에서의 승리를 통해 
독일 피의 ‘순수성’이 구원되었다는 것이었다. 나치가 자신들의 이데올로기를 
정당화하고 선 하기 해 고  게르만 신화를 극 으로 활용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에 비하면 아르미니우스 신화는 상 으로 많이 이용

되지 않았다고 한다. 아르미니우스에는 모반자의 이미지와 시민 , 국민운동  

의미가 많이 남아있었고 무엇보다도 독일제국 창건 이후에 그랬던 것처럼, 히

13) 이 시기의 대표적인 문학작품들을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Daniel Caspar von Lohenstein: 
Großmuethiger Feldherr Arminius(1689, Roman); Johann Elias Schlegel: Hermann(1743, 
Tragödie); Friedrich Gottlieb Klopstock: Hermanns Schlacht(1769), Hermann und die 
Fürsten(1784), Hermanns Tod(1787, Barditen). Vgl. Doyé: Arminius, S. 590-594.

14) Vgl. ebd., S. 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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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러 스스로가 신화가 되어야했기 때문이다. 한 외교 인 측면에서도 이탈

리아와의 동맹을 해서는 로마를 으로 내세우는 아르미니우스를 강조하기 

어려웠다.15) 그러나 무엇보다도 아르미니우스가 ‘고향 땅’을 외세로부터 지켜
낸 인물인 것에 반해 나치의 심사는 다른 나라의 정복과 팽창에 있었기 때

문이다.16) 그럼에도 불구하고 클라이스트의 ｢헤르만 투｣는 나치 시 에 학교

의 필독서로 선정되었으며 나치 당국의 지원을 받아 수시로 공연에 올려졌다.
이처럼 20세기 반기를 거치며 강조된 국수주의  이미지로 인해 아르미

니우스 신화는 2차  이후 독일에서 거의 언 되지 않게 된다. 1970년 가 

지나면서 고고학  연구를 바탕으로 바루스 투와 아르미니우스를 역사 으

로 다루는 다양한 서 과 방송, 화 등이 나오기 시작했다. 2009년은 바루스 
투가 벌어진 지 2천년이 되는 해 다. 당시에 많은 련 행사가 마련되었지
만17) 아르미니우스는  다시 극우주의자들에 의해 외국인의 침입에 맞서 고
향을 지키는 사의 이미지로 변질되고 있다.18) 

Ⅲ. ｢헤르만전투｣의 집필 배경과 클라이스트의 민족주의

｢헤르만 투｣는 클라이스트가 죽고 나서 유고집을 통해 1821년에 발표되
었다. 클라이스트가 작품을 집필한 것은 1808년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1809
년 빈의 작가인 콜린 Heinrich Joseph von Collin에게 작품을 보내 빈에서 무
에 올려  것을 부탁했다. 

15) Vgl. ebd., S. 600.
16) Vgl. Münkler: Die Deutschen und ihre Mythen, S. 179.
17) Vgl. http://www.varusschlacht2009.de
18) Vgl. Elmar Vieregge, 2000 Jahre Varusschlacht-Welche Bedeutung hat Armimius für 

den Rechtsextremismus? In: Martin H. W. Möllers/ Robert Chr. van Ooyen(Hg.): Jahrbuch 
Öffentliche Sicherheit 2010/2011, Erster Halbband, Frankfurt 2011, S. 165-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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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친애하는 친구여, 헤르만 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오로지 이 시

에 맞춰 계산된 이 작품이 상연되는 것을 내가 얼마나 간 히 바라고 있는지 

잘 아실 것입니다. 공연이 될 거라고 즉시 답장해주십시오. 나로서는 어떤 조건이

든 상 없습니다. 그것은 독일인들에게 선사하는 것입니다. 그  공연이 되도록만 

해주십시오. 
Doch, wie stehts, mein teuerster Freund, mit der Hermannsschlacht? Sie[Collin] 
können leicht denken, wie sehr mir die Aufführung dieses Stückes, das einzig 
und allein auf diesen Augenblick berechnet war, am Herzen liegt. Schreiben Sie 
mir bald: es wird gegeben; jede Bedingung ist mir gleichgültig, ich schenke es 
den Deutschen; machen Sie nur, daß es gegeben wird.19)

1809년 4월 20일자 편지에서 작가는 바로 당시의 상황을 겨냥해서 작품을 
썼음을 강조하면서 즉시 공연이 이루어지기를 바랐다. 자신이 의도한 바가 독
일 국민에게 시의 하게 달되기를 바랐던 것이다. 그 다면 클라이스트가 

고려했던 당시의 상황은 어떤 것이며, 클라이스트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
19세기 반 독일 민족의 운명은 나폴 옹에 의해 지배되었다. 라인강 서

쪽은 랑스의 토에 병합되었다. 1803년 이후 바이에른과 뷔르템베르크 등 
남부 독일 국가들은 오스트리아에게 령당하는 것을 막기 해 랑스와 동

맹을 맺었다. 부지역은 1806년 7월 12일 성국가들의 연합체인 ‘라인연방’
으로 통합되었다. 그리고 라인연방 소속국가들의 탈퇴로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신성로마제국은 1806년 8월 6일, 나폴 옹이 신성로마제국황제에 오를 것을 

두려워한 신성로마제국 황제 란츠 2세에 의해 공식 으로 해체되었다. 독일
의 양  주도국인 로이센과 오스트리아는 유럽 부에서 동쪽 변경지역으

로 려났다. 
이처럼 독일이 기에 처한 상황에서 클라이스트는 나폴 옹에 맞선 독일 

민족의 투쟁을 호소하기 해 이 작품을 쓴 것이다. 로이센의 국왕이 1807
년 랑스에 패한 후 랑스의 치를 보고 있는 상황에 실망한 클라이스트

19) Heinrich von Kleist am 20. April 1809 an Heinrich Joseph von Collin. In: Heinrich von 
Kleist: Sämtliche Werke und Briefe in vier Bänden. Hg. v. Helmut Sembdner, Bd. 4, 
München:Carl Hanser 1982, S. 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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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오스트리아와 로이센이 함께 랑스와의 쟁에 나설 것을 구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를 해 클라이스트는 고  바루스 투의 소재를 독일의 당시 

정치상황에 맞춰 변형시킨 ｢헤르만 투｣를 집필하 다. 그리고 오스트리아의 
선 포고가 있은 후 며칠 지나지 않아 클라이스트는 앞의 편지를 보내, ｢헤르
만 투｣가 독일국민들에게 의와 사기를 고취시킬 수 있도록 여진 작품임

을 명확히 했다.  같은 편지에서 클라이스트는 “스페인의 역사에 상응하는 
것 ein Pendant zur Geschichte von Spanien”20)을 얻을 수 있기를 기 하고 

있다. 클라이스트는 무 의 나폴 옹 군 가 스페인 민 들의 게릴라 투쟁에 

의해 패하는 것에 깊은 인상을 받아 헤르만의 투를 바로 게릴라 투의 방

식으로 묘사하 다. 그러나 곧이어 빈이 랑스군에 령당함으로써 그의 기
는 무산되고 말았다.21)

클라이스트는 드라마를 통해서뿐만 아니라 직 으로 실에 한 발언을 

하고자 했다. 클라이스트는 1809년에 잡지를 만들어 발표할 생각으로 일련의 
｢정치   Politische Schriften｣’22)을 작성하 는데, 이 에서 클라이스트는 
신성로마제국의 황제 란츠 2세 던 오스트리아 황제 란츠 1세에게 조국 
독일의 해방의 희망을 걸고 있다. 여기에서 그가 신성로마제국의 재건을 통일 
독일의 모습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어서 “철천지원수 
Erzfeind”23)인 나폴 옹의 침략에 맞서 조국의 해방을 해 무기를 들어야한

다고 강조한다.24) 즉 그의 민족주의는 근 인 국민국가를 지향한다기보다

는 반 랑스 감정과 민족해방 의식에 근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에
서 클라이스트의 정치  태도는 복고 이고 심지어 국수주의 이라고 평가되

었다. 그러나 그의 태도는 당시의 시  맥락 속에서 이해해야 제 로 평가

할 수 있다. 

20) Ebd.
21) 이 작품이 처음으로 무대에 올려진 것은 1860년으로, 클라이스트가 겨냥했던 상황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었다. 
22) Vgl. Heinrich Kleist: Politische Schriften des Jahres 1809. In: Kleist: Sämtliche Werke 

und Briefe, Bd. 3, S. 350-382.
23) Ebd., S. 352.
24) Vgl. ebd., S.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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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민족주의가 랑스 명 이후 발 하 다는 사실에 해서는 크게 

이견이 없다. 독일에서 민족주의의 발 은 신성로마제국이라는 틀로 묶여있던 

독일의 특수성에 의해 좌우되었다. 18세기 이후  유럽에서 계몽주의 사상
에 기반하여 귀족신분만이 아닌 모든 인민을 포 하는 민족(국민) 개념이 등
장하 다. 이를 바탕으로 국, 랑스 등에서 민족(국민)국가가 성립되었다. 
그러나 독일의 경우 신성로마제국은 여 히 귀족들이 심이 된 건  체제

고, 각 제후국들 역시 개별 으로 근 화를 추진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기본

으로 근  왕정이었다. 계몽사상의 향을 받은 독일의 시민계층은 
체 독일을 포 하는 민족의식을 발 시켰다. 그러나 그들은 제국 내에서 어
떤 권리도 갖지 못했고 정치  주체로서는 개별 방국가에 속해 있었다. 즉 
“문화  정체성과 정치  정체성이 서로 분리”25)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독
일의 교양시민계층은 공통의 문화를 통해 민족을 정의할 수밖에 없었다.
나폴 옹이 1804년 스스로 황제임을 선언하고 독일의 지배자가 되자 독일

에서 민주 이고 국민 인 항이 일어났다. 이후 독일민족주의의 발 은 반

랑스 감정에 의해 특징 지워졌다. 특히 나폴 옹의 침략이 가져온 보편주의

 근 합리주의의 도입에 반발하여 계몽주의 자체가 비 의 상이 되었다. 
독일 민족주의는 독일의 역사  통과 독일 민족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보수

인 흐름이 우세하게 되었다. 1805년 이래 일군의 술가들이 반나폴 옹의 

기치 아래 빈에 모 는데, 여기에는 리드리히 슐 겔, 아담 뮐러, 그리고 클
라이스트 등이 속했다. 이들은 보수 이고 낭만 인 사상의 변자들이었다. 
그러나 당시의 민족주의자들이 랑스의 침략에 맞서 독일 민족의 해방과 통

일을 주장한 것은 후 에 곡해된 것처럼 독일 민족의 우월성을 주장하는 국

수주의  태도와는 거리가 멀다. 오히려 다양한 민족들의 존재를 말살하려는 
랑스의 제국주의  세계지배에 맞서 민족의 고유성을 지키려는 항으로 

볼 수 있다. 랑스에 한 반감에서 랑스식의 근 국가에 한 거부와 민

족의 고유한 통을 강조하는 입장으로 나아가게 된 것이다. 
라이언은 클라이스트의 민족주의가 다른 민족주의자들의 견해와도 구별된

25) 단: 독일 국민과 민족주의의 역사, 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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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한다. 아른트 Ernst Moritz Arndt, 아르님 Achim von Arnim과 같은 사
람들이 민족의 고유한 문화를 통해 민족을 정의하고 그것을 토 로 념 인 

차원에서 민족국가를 논의한다는 에서 정치  낭만주의자라고 한다면, 클라
이스트는 랑스의 헤게모니에 맞선 민족의 정치  독립을 우선시했다는 것

이다.26) 즉 클라이스트는 민족이라는 유기  체보다 정치  권력의 획득을 

요하게 생각했으며, 민족의 정치  권력의 획득이 유기  체로서의 민족

의 발 에 달려있다고 보지도 않았다.27) 그는 1808/9년 당시의 상황에서는 
독일을 정치 으로 독립시킬 수 있는 힘이 오스트리아의 황제에게 있다고 

단했던 것이고, 만약 정치  실이 달라졌다면 클라이스트는 다른 선택을 했

을 것이다. 즉 그가 신성로마제국의 복원을 기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클라이스트의 민족주의의 성격이 어떠한 것인지 그의 드라마를 통해 확인해

보고자 한다.

Ⅳ. 독일 민족주의와 클라이스트의 ｢헤르만전투｣

클라이스트가 자신의 민족주의 사상을 드라마를 통해 표 한 것이 바로 

｢헤르만 투｣이다. 따라서 ｢헤르만 투｣는 고 의 실제 투 장면을 재구성해

서 보여주는 ‘역사극 Geschichtsdrama’이 아니라 역사의 외 을 빌려 재의 

모습을 보여주려는 일종의 ‘비유극 Parabel’이라고 할 수 있다.28) ｢헤르만
투｣의 내용은 사실상 로마군과의 ‘ 투’가 심이 아니다. ｢헤르만 투｣에서

는 로마군과의 투 못지않게 게르만부족장들과의 ‘ 투’가 요한 축을 이룬
다. 로마군에게 승리를 거두기 해서는 게르만족의 단결을 이루는 일이 선행

26) Vgl. Lawrence Ryan: Die ‘vaterländische Umkehr’ in der “Hermannsschlacht”. In: Walter 
Hinderer(Hg.): Kleists Dramen: neue Interpretationen, Stuttgart: Reclam 1981, S. 194.

27) Vgl. ebd., S. 194f.
28) Kai Bremer: Nachwort. In: Heinrich von Kleist: Die Herrmannsschlacht, Studienausgabe, 

Stuttgart:Reclam 2011, S.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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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야하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 외부의 에 맞서는 싸움은 내부의 결속
과 통일을 이루는 계기가 된다. 즉 헤르만의 쟁은 민족해방 쟁이자 민족
통일 쟁인 것이다.

Ⅳ.1. 민족 통일 쟁

5막으로 이루어진 ｢헤르만 투｣는 바루스가 이끄는 로마군의 게르마니아 

공격을 앞두고 게르만족의 족장들과 헤르만이 로마군을 물리칠 방안을 논의

하는 장면으로 시작된다. 카티족 Katten의 족장 볼 는 헤르만을 “독일의 해
방자 der Befreier Deutschlands”29)라고 부르면서 게르만부족들을 통솔하여 

임박한 로마군의 공격으로부터 게르마니아를 지켜달라고 부탁한다. 그러자 헤
르만은 각 부족의 족장들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버릴 각오가 되어있지 않

다면 도울 수 없다고 말한다.

헤르만: 요컨 , 내가 이미 말한 것처럼 여러분이 아내와 자식들을 베  강 오른

쪽 강변으로 데려오고, 당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식기들을 녹이고 진주와 

보석을 팔거나 당 잡히고, 답을 폐허로 만들고, 가축을 도살하고, 마
을을 불태워 버린다면, 난 당신들 편이 되겠소.

[…]
투이스코마르: 이런 미친 사람, 그것들이 바로 우리가 이 쟁에서 지키려고 하는 

것들이오!
헤르만: 나는 당신들이 지키려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했소.
투이스코마르: 뭐라고? 물론이지. 자유.
[…]
헤르만: 그 다면 나는 당신들을 도울 수 없소.
[…]

29) Heinrich von Kleist: Hermannsschlacht. In: Sämtliche Werke und Briefe, Bd. 1, S. 546. 
이하 본문 인용은 괄호 안에 쪽수만 표시함(번역본은 하인리히 폰 클라이스트: 헤르만 

전쟁, 김충남 역, 지식을만드는지식 201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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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 오 독일이여! 조국이여! 지크마르의 아들과 같은 웅이 하지 않는다면 

가 그 를 구원할 것인가!
HERMANN. Kurz, wollt ihr, wie ich schon einmal euch sagte,

Zusammenraffen Weib und Kind,
Und auf der Weser rechtes Ufer bringen,
Geschirre, goldn’ und silberne, die ihr
Besitzet, schmelzen, Perlen und Juwelen
Verkaufen oder sie verpfänden,
Verheeren eure Fluren, eure Herden
Erschlagen, eure Plätze niederbrennen,
So bin ich euer Mann.

[…]
THUISKOMAR. Das eben, Rasender, das ist es ja,

Was wir in diesem Krieg verteidigen wollen!
HERMANN. Nun denn, ich glaube, eure Freiheit wärs.
THUISKOMAR. Was?-Allerdings. Die Freiheit-
[…]
HERMANN. Ihr Herrn, ihr hörts; so kann ich euch nicht helfen.
[…]
WOLF. O Deutschland! Vaterland! Wer rettet dich,

Wenn es ein Held, wie Siegmars Sohn nicht tut!(546f.)

헤르만이 지키려고 하는 것은 독일의 자유이지만 족장들이 지키려고 하는 

것은 자신들의 기득권일 뿐이다. 족장들은 당시 독일의 수많은 방의 제후들
을 상징한다. 이는 독일 민 들의 실이나 민족의 통일에는 심 없이 자신

의 이해 계에 따라 랑스에게 조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 당시 독일의 

제후들에 한 클라이스트의 비 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당시 제후들은 
자신의 장래만을 염두에 두고 라인연방을 결성하여 랑스의 지배에 내맡겼

다. 로이센과 오스트리아도 폴란드 분할 이후 자신들의 토 확장에만 심

을 가졌다. 신성로마제국 소속 방의 제후들은 민족국가를 건설하는 것에 
해서는 아무런 심 없이 자기 토 내의 통치권 강화에만 신경 쓸 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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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해 교양시민계층은 개별 국가를 넘어선 민족  항운동을 호소했다.
헤르만의 쟁은 외세의 침략과 지배로부터 민족의 자유를 찾기 한 쟁

이지만 동시에 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분열된 민족을 하나로 통일하는 것

이기도 하다. 그러나 헤르만은 이기 인 제후들과 무지한 민 들에게 애국심

을 호소하는 것이 어렵다는 사실을 꿰뚫어본다. 그래서 헤르만이 택한 략은 
증오심과 복수심을 부추기는 것이다. 

헤르만: … 내가 여길 떠나기 에 루스키인들의 가슴속에,  게르마니아에 퍼

져 나갈 로마인에 한 증오심을 훨훨 타오르게 하지 못한다면, 나의 모

든 시도는 실패하고 말 것이다.
Hermann: … Kann ich den Römerhaß, ehe ich den Platz verlassen, 

In der Cherusker Herzen nicht, 
Daß er durch ganz Germanien schlägt, entflammen: 
So scheitert meine ganze Unternehmung.(585)

당시의 반나폴 옹 쟁은 애국주의  감정이 동반되기는 했으나 그것에 의

해 수행된 것은 아니었다. 민족통일에 한 의식은 소수의 학생과 지식인 사
이에서만 표 되었을 뿐이다. 이들 엘리트들은 바로 랑스에 한 증오심을 
통해 독일민족의 통일을 호소했다.30) 리드리히 슐 겔도 서쪽의 타락한 민족

에 항하는 ‘완 한 말살 쟁 gänzliche Vernichtungskrieg’을 호소하 으며, 
아른트는 “나는 하나님과 민족의 이름으로 어떤 외도 없이 랑스인들 모두
를 증오한다. […] 나는 이러한 증오심을 나의 아들에게 가르칠 것이다. 나는 
독일인의 가슴속 깊숙이 이 민족에 한 멸시와 증오가 뿌리내리도록 평생토록 

일할 것이다.”31)라고 쓰고 있다. 이러한 들은 수없이 찾아볼 수 있다. 

30) Vgl. Raimar Zons: Deutsche Assassinen. Kleists Hermannsschlacht. In: Martina Wagner- 
Egelhaaf(Hg.): Hermanns Schlachten, S. 221.

31) “Ich hasse alle Franzosen ohne Ausnahme im Namen Gottes und meines Volkes […] 
Ich lehre meinen Sohn diesen Hass. Ich werde mein ganzes Leben arbeiten, dass die 
Verachtung und der Hass auf dieses Volk die tiefsten Wurzeln in deutschen Herzen schlägt.”
Ernst Moritz Arndt: Blick aus der Zeit auf die Zeit, Germanien 1814. Zit. n. Hans- Ulrich 
Wehler: Nationalismus: Geschichte, Formen, Folgen, München:Beck 20114(2001), S. 69.



아르미니우스의 수용과 클라이스트의 ｢헤르만 투｣ 23

헤르만은 민 들에게 이러한 증오심이 불타오르게 하기 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거짓 선동도 서슴지 않는다. 로마군이 게르마니아에서 지
른 만행들을 크게 부풀려서 사람들에게 퍼뜨리게 하고, 심지어 부하들을 로마
군으로 변장시켜 약탈과 방화를 지르게 한다(Vgl. 566). 이러한 선동의 
정을 이루는 것이 병기제조공 토이트홀트 Teuthold의 외동딸 할리 Hally가 로
마군에게 강간을 당한 사건이다. 아버지는 딸과 가문의 명 를 해 딸을 찔

러 죽인다. 이 참혹한 사건을 보고 헤르만은 토이트홀트에게 딸의 시체를 게
르만부족의 수만큼 15조각으로 잘라 15부족에게 한 조각씩 보내도록 한다. 
그리고 그 시체 조각이 “독일에서 의 복수를 해 죽은 자들까지도 불러 모을 
것 Der wird in Deutschland, dir zur Rache,/ Bis auf die toten Elemente 
werben”(591)이라고 연설한다. 그러자 민 들이 이에 “ 기! 복수! 자유! Empörung! 
Rache! Freiheit!”(591)를 외친다.
드라마는 1막부터 4막에 이르기까지 로마군을 치기 한 이러한 헤르만의 

계략이 그려진다. 한편으로는 로마군을 속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게르만 부족
들과 동맹을 맺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민 들에게 분노를 조장하여 싸움에 

나서게 한 것이다. 마지막 5막에서 드디어 토이토부르크숲의 투가 벌어지고 
바루스에게 승리를 거두게 된다. 그러나 이 투의 승리로 로마로부터의 완
한 해방이 이루어진 것도 아니며 민족 통일의 과업이 끝난 것도 아니다. 따라
서 드라마는 투의 승리로 웅 으로 끝나지 않는다. 작은 투는 끝났지만 
독일의 완 한 해방을 해서는 동맹을 확고히 하고 민족 통일을 가로막는 

세력을 처리하는 등 향후의 싸움을 한 비를 해야 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헤르만은 승리를 모두 다른 사람에게 돌린다. 헤르만은 이미 

마르보트를 독일의 군주로 추 하기로 마음먹고 그에게 동맹을 제안한다. 마
지막 투에서도 헤르만은 마르보트의 수에비 군 에게 최후의 승리를 양보

한다. 잡  온 바루스를 처형하는 일도 원래 로마편에 섰다가 게르만족편으로 

돌아온 킴 리족 Cimber의 족장 푸스트 Fust에게 넘긴다. 여기서 헤르만에게 
요한 것은 자신의 승리나 자기 부족의 승리가 아니라 독일의 승리와 독일 

민족의 통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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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르만은 마르보트를 왕으로 추 하지만 마르보트는 헤르만에게 왕 를 넘

긴다. 이에 왕  문제는 다음에 “ 체 족장 회의에서 in der gesamten Fürsten 
Rat” “표결로 선출하기 die Stimme sammeln”로 하고 드라마에서는 미정인 
채로 끝난다(Vgl. 627). 이를 통해 클라이스트가 제시하는 통일국가의 체제와 
성격은 신성로마제국과 같이 제후들이 왕을 선출하는 제후국가들의 연합체라

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클라이스트는 근  개 의 필요성에서 통일을 주

장하는 것이 아니라 외세의 지배로부터 민족의 자유를 지키려는 동기에서 통

일을 주장하는 것이다.32) 
마지막으로 헤르만은 바루스 편에 섰던 우비족 Ubier의 족장 아리스탄 

Aristan에 한 처리로 “독일의 최고 통수권자 Oberster der Deutschen”로서의 
“임무를 시작 Amt beginnen”(627)한다. 게르마니아를 한 투쟁에 함께 하지 
않았다고 비난하는 헤르만에게 아리스탄은 게르마니아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

으며, 자신은 “자유 국가의 통치자 Beherrscher eines freien Staats”(627)로서 
그 구와도 동맹을 맺을 권리가 있다고 항변한다. 이러한 아리스탄의 태도에
서 독일 민족의 자유나 통일보다 자신들의 계  이해와 권력 유지를 우선

시하는 독일 방 군주들의 생각을 확인할 수 있다. 헤르만은 로마편에 섰다
가 쟁이 끝나고 게르만족의 편으로 돌아온 부족들에 해서는 용서하고 받

아들이지만 아리스탄에 해서는 게르마니아의 지도자의 이름으로 단호하게 

처단한다. 그리고 헤르만이 로마와의 싸움을 끝까지 계속할 것을 호소하는 것
으로 드라마는 끝난다.
이러한 드라마의 내용은 역사서 속 아르미니우스 신화와 차이가 있다. 우

선 수에비족의 족장 마르보트는 로마의 역사서에서는 마르코만니족의 족장으

로서, 아르미니우스의 동맹제의를 거 하고 끝까지 아르미니우스와 싸우다 아

르미니우스에게 패해 보헤미아 지방으로 도주한 것으로 나온다. 한 아르미

니우스는 왕권을 추구하는 바람에 정 들에 의해 살해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

다. 그러나 클라이스트는 독일의 단결을 호소하기 해 마르보트를 아르미니

32) 신상전: Hermann 소재의 극적 형상화와 독일 민족주의, ｢인문과학연구｣ Vol.4, 덕성여자

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98, 59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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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스의 동맹자로 만들었다. 그리고 헤르만은 마르보트와 게르만족장들로부터 
“게르마니아의 왕 König von Germanien!”(626)으로 추 된다. 따라서 헤르만
은 클라이스트가 자신의 이념을 표 하기 해 만들어낸 이상화된 허구  창

작물이라고 할 수 있다.
클라이스트는 당시의 상황에 맞춰 로마군은 랑스군을, 루스키족과 수

에비족은 로이센과 오스트리아를 상징하는 것으로 바꾸었다. 이때 어느 쪽
이 오스트리아를 상징하고 어느 쪽이 로이센을 상징하는지에 해서는 연

구자들 사이에 의견이 분분하다.33) 수에비족이 “멀리 주데텐에서 출발해 오
른쪽으로는 오더 강을, 왼쪽으로는 도나우 강을 따라 물  듯 려 내려오면

서 […] 기세등등하게 모든 독일을 지배하려 하고 있다 fern von den Sudeten 
kommend,/ Die Oder rechts und links die Donau überschemmt,/ […]/ Ganz 
Deutschland siegreich unterwerfen will”(541)는 묘사를 볼 때, 수에비족이 오
스트리아를 상징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마지막에 헤르만이 수에비족의 족
장에게 독일의 왕 를 돌리는 것에서 수에비족이 오스트리아를 상징한다고 

해석되었다. 즉 마르보트를 왕으로 추 하는 것은 랑스에 패배한 뒤 무기력

한 상태 던 로이센과 달리 랑스에 해 쟁을 선포한 오스트리아에게 

독일의 미래에 한 희망을 걸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34) 그러나 마지막 장
에서 마르보트는 “이 왕 은 아주 먼 옛날부터 하의 부족에게 롭게 

해 내려왔소. 때문에 이제 이 왕 은 하의 머리 에 올려져야 하오!Und weil 
die Krone sonst, zur Zeit der grauen Väter,/ Bei deinem Stamme rühmlich 
war:/ Auf deine Scheitel falle sie zurück!”(626)라고 하면서 다시 헤르만에게 
왕 를 넘긴다. 이 구 을 보면 헤르만이 신성로마황제 던 오스트리아의 왕

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쟁을 주도하고 동맹을 이끌어낸 헤르만
은 로이센이나 오스트리아의 왕 어느 쪽과도 유사 을 찾기 어렵다. 따라서 
루스키족과 수에비족  어느 쪽이 로이센을 상징하는지를 찾는 일은 별 

33) Vgl. Klaus Müller-Salget: Die Herrmannsschlacht. In: Ingo Breuer(Hg.): Kleist Handbuch. 
Leben-Werk-Wirkung, Stuttgart:Metzler 2009, S. 76.

34) Vgl. Doyé: Arminius, S. 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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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없는 일이라고 보인다. 클라이스트의 의도는 독일의 두 강 국의 동맹

을 호소하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Ⅳ.2. 민족 해방 쟁

헤르만은 로마군과의 투에서도 속임수와 음모, 폭력을 이용한다. “강철 
무기로 무장한 gerüstet mit der ehrnen Waffe” 잘 훈련된 로마군에 항해 
“맨가슴과 철곤  밖에 nur die nackte Brust allein, /Und euren Morgenstern”(544)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게르만족이 싸워 이기기 해서는 정규 으로는 불

가능하기 때문이다. 클라이스트는 당시 스페인과 포르투갈 민 들의 게릴라투

쟁을 보고 력의 우 를 지닌 랑스군에게 항할 수 있는 방법으로 독일

에서도 게릴라 을 기 했고 이를 작품에 반 하 다. 게릴라 에서는 방과 

후방, 군인과 민간인의 구별이 사라지고, 상 방은 군이 아니라 철천지원수

로 간주된다.35) 헤르만에게 로마인은 “철천지원수 unversöhnter Feind(579)/ 
Todfeind(624)”일 뿐이다. 과 아(我)가 있을 뿐  에서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을 구분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헤르만의 이러한 행동은 그의 내면의 폭력
성이나 복수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헤르만은 로마인들은 모두 “악마의 
족속 Dämonenbrut”이라며 “그들이 게르마니아에서 도발을 자행하는 한, 증오
가 나의 직분이고 복수가 나의 미덕이오! So lang sie in Germanien trotzt,/ 
Ist Haß mein Amt und meine Tugend Rache!”(594)라고 말한다. 즉 독일 민
족의 자유를 한 투쟁을 이끄는 것이 그의 직분이기 때문에 그는 구보다

도 냉철한 단력을 가지고서 게릴라 투쟁을 수행하는 것이다.
한편 헤르만은 바루스에게는 자신이 바루스의 동맹자인 것처럼 속이고 뒤

로는 수에비족의 마르보트에게 몰래 서를 보내, 동맹을 맺어 로마군을 함께 
공격하자고 제안한다.  로마군의 길안내를 맡은 부하들에게 잘못된 길로 인

도하도록 하여 로마군을 토이토부르크 숲의 진창 속에 가두어 버린다. 헤르만

35) Vgl. Zons: Deutsche Assassinen, S. 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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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이런 배신과 계략을 통해 로마군에게 승리를 거둔다. 
가문의 명 를 해 겁탈당한 딸을 참혹하게 살해하는 게르만족, 그리고 

이를 부추기고 이용하는 헤르만의 증오와 야만  폭력성에 비해 로마는 겉으

로는 법치주의와 합리성을 내세운 문명세계로 나타난다. 로마군은 처음부터 
강제  침략이라는 인상을 주지 않으려고 한다. 로마군은 다른 게르만족의 침
략으로부터 보호해 다는 명분으로, 게르만족의 자발 인 요청에 의해 들어온 

것임을 내세운다. 그러나 로마군은 게르만 부족들에게 화해의 제스처를 취하
면서 뒤로는 게르만 부족들 사이를 이간질시켜 게르마니아를 정복하려는 야

욕을 드러낸다. 헤르만은 이러한 로마의 음모를 꿰뚫어보고 선수를 친 것이
다. 한 로마군은 민간인들에게 방화와 약탈, 강간 등 무자비한 폭력을 지
른다. 그러나 로마군은 이러한 폭력을 지른 자에 해 엄벌에 처하고 게르
만족에게 사죄하는 등 법치주의의 외양을 내세운다. 이러한 로마의 ‘ 스 로
마나’에 맞서 헤르만은 속임수를 쓰지 않고서는 이길 수가 없다.36) 
타민족을 정복하는 로마의 폭력에 비해 헤르만의 폭력은 자신을 지키기 

한 것으로서 정당화된다. 포로로 붙잡힌 로마의 지휘  셉티미우스 Septimius
가 포로에 한 승자의 의무와 정의를 요구하자 헤르만은 “정의가 뭔지 알면
서도 아무 이유 없이 우리를 억압하러 독일 땅에 왔단 말이냐? 보통보다 두 
배나 더 무거운 몽둥이로 놈을 때려죽여라! Du weißt was Recht ist, […]/ 
Und kamst nach Deutschland, unbeleidigt, um uns zu unterdrücken?/ Nehmt 
eine Keule doppelten Gewichts,/ Und schlagt ihn tot!”(612)고 말한다. 클라이
스트는 로마의 정의란 약소국에 한 억압에 다름 아니라는 사실을 폭로한다. 
그리고 강 국의 지배로부터 민족의 자유를 지키는 방법은 폭력, 즉 무장투쟁
밖에 없음을 강변한다.
제국주의와 폭력에 한 이같은 클라이스트의 견해가 단 으로 드러나는 

것이 헤르만의 아내인 투스넬다의 복수이다. 드라마에서 헤르만의 투 못지
않게 요한 한 축을 이루는 것이 투스넬다로 하여  로마인에 한 복수에 

나서게 하는 내용이다. 특히 마지막 5막에서 헤르만이 승리를 거두는 내용과 

36) Vgl. ebd., S. 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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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상당한 비 을 차지하는 것이 투스넬다가 암곰으로 벤티디우스 Ventidius를 
살해하는 장면이다. 
헤르만은 로마의 국사 Legat 벤티디우스가 자신의 아내 투스넬다에게 노골
으로 치근 는 것을 알면서도 오히려 부추기면서 이용한다. 그리고 벤티디
우스를 통해 투스넬다가 로마인들의 숨은 의도를 깨닫도록 만든다. 헤르만은 
로마인을 동등한 인간이라고 착각하는 투스넬다에게 로마인들은 독일인을 같

은 인간이 아닌 “동물 ein Tier”, 혹은 “짐승 Eine Bestie”(570)으로 여길 뿐이
라고 깨우쳐 다. 상아를 얻기 해 코끼리를 잡아 죽이듯이 로마인들은 게르
만 여성들의 아름다운 발과 이빨을 빼앗아가기 해 게르마니아를 정복하

려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어느 날 벤티디우스가 그녀의 발머리카락을 잘라가자, 자신에 

한 연심에서 그것을 간직하기 해 가져갔다고 생각하는 투스넬다에게 헤르

만은 벤티디우스가 로마의 황후 리비아에게 보낸 편지를 몰래 가로채서 그녀

에게 보여 다. 거기에는 벤티디우스가 게르마니아를 정복한 후 투스넬다의 
아름다운 발을 잘라 황후에게 바치겠다는 내용이 있었다. 이를 본 투스
넬다는 배신감과 분노로 치를 떨며 벤티디우스를 직  곰의 우리로 꾀어내어 

잔인하게 살해한다. 투스넬다는 “그가 나를 암곰으로 만들었다 Er hat zur 
Bärin mich gemacht!”(616)고 하면서 실제 암곰을 이용해 철 하게 복수한다. 
이 장면은 드라마의 지나친 폭력성을 비 할 때 특히 지 되는 부분이다. 그
러나 이러한 동물 이고 원 척인 복수는 타민족의 인간성을 철 하게 유린

한 로마의 지배의 본질을 폭로하기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헤르만은 게르만족장들과 로마군에 항할 방법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독일 

민족의 패권을 얘기하지 않는다. 헤르만은 굳이 독일인이 아니라 국이나 
랑스도 인류를 이끌 자격이 있다고 말하며, 민족국가가 아니라  인류가 하
나가 되는 미래를 언 한다.

헤르만: […] 음송시인들의 노래 로 언젠가  인류가 하나의 왕권으로 통합된다

면, 독일인이 이를 이끌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요. 리타니아인이든 갈리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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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든 그 어떤 민족이라도 그럴 수 있겠지요. 그러나 자기 말고는 다른 민족성을 

이해할 도 존 할 도 모르는  로마인만큼은 맹세코 이끌지 못할 것이오. 
[…]
[…]
HERMANN. Wenn sich der Barden Lied erfüllt,
Und unter einem Königsszepter
Jemals die ganze Menschheit sich vereint,
So läßt, daß es ein Deutscher führt, sich denken,
Ein Brit’ ein Gallier, oder wer ihr wollt;
Doch nimmer jener Latier, beim Himmel! 
Der keine andere Volksnatur
Verstehen kann und ehren, als nur seine.(544f.)

이 인용에서 로마인들이 비난받는 근거는 다른 민족성을 존 하지 않기 때

문이다. 손호은은 “무소불 의 제국주의 세력이 약소국과 공존을 모색하지 않

고 독단 으로 권력을 휘두를 때 필연 으로 몰락하게 된다는 평화주의  이

념을 담고 있다”37)고까지 평가한다. 그런 에서 스는 ｢헤르만 투｣가 로

마의 태도를 통해 제국주의  휴머니즘에 해 폭로하고 있다고 해석한다.38) 

Ⅴ. 나가는 말

고  바루스 투에서 로마군을 물리친 게르만족의 족장 아르미니우스는 

인문주의 시 에 독일 민족의 웅 헤르만으로 재발견되었고, 19세기 반 
나폴 옹과의 쟁부터 독일 제국의 건설에 이르는 시기에 독일의 민족 신화

로 성기를 렸다. 다른 유럽 국가들과 달리 독일에서는 민족주의 운동이 

37) 손호은: 역사의 신화화－클라이스트의 희곡 ｢헤르만 전투｣를 중심으로, 인문과학논총 제

7집, 경성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3, 25-42, 39쪽.
38) Vgl. Zons: Deutsche Assassinen, S. 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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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으로 등장한 18세기 말/19세기 부터 19세기 말에 민족국가가 건설되기
까지 민족과 국가를 일치시킬 수 없었다. 이에 따라 독일의 민족주의자들은 
독일 민족의 근거를 과거의 통과 언어라는 문화 속에서 찾을 수밖에 없었

다. 나아가 나폴 옹이 독일을 침략하자 독일민족주의의 발 은 반 랑스 감

정에 의해 특징 지워졌다. 따라서 외세로부터 게르만민족을 해방시킨 아르미
니우스는 랑스에 맞서 민족의 기를 호소하기에 매우 한 소재 다. 바
로 이러한 배경에서 클라이스트의 ｢헤르만 투｣는 여졌다. 당시 독일 국민
에게 민족의식을 고취시켜 나폴 옹과의 쟁에 나서게 하려는 의도로 여

졌다는 에서 ｢헤르만 투｣는 ‘경향문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헤르만 투｣를 국수주의  선동극으로 폄하하는 것은 섣부른 평가이다. 
랑스의 계몽주의 이고 보편주의 인 사상에 반 하여 독일 민족의 우수

성을 과거 역사에서 찾고자 한다는 에서 ｢헤르만 투｣에서 드러난 민족주

의 사상은 보수 이고 낭만 인 것이라고 평가할 수도 있다. 심지어 국수주의
이고 호 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 인 평가 다. 그리고 그러한 측면이 독
일제국이나 제3제국 시기에 국수주의자들에 의해 이용되는 근거가 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헤르만 투｣의 민족주의는 독일 민족의 우월성을 내세우며 

타민족을 침략하고 지배하려는 것이 아니다. ｢헤르만 투｣에 나타난 로마에 

한 감과 폭력은 제국주의  세계지배에 맞서 민족의 존립을 지키기 

한 항 행 로 볼 수 있다. 21세기에도 크고 작은 민족 분규가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헤르만 투｣는 오늘날의 에서 새롭게 재평가되고 수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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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usammenfassung

Die Arminius-Rezeption des deutschen 
Nationalismus und Kleists Hermannsschlacht

Lee, Jae-Won (Ajou Univ.)

Der vorliegende Aufsatz untersucht Heinrich von Kleists Drama Die 
Hermannsschlacht im Zusammenhang mit dem deutschen Nationalismus am 
Anfang des 19. Jahrhunderts. Da Deutschland damals anders als andere 
europäische Länder noch keinen vereinten Nationalstaat bildete, musste das 
deutsche Bildungsbürgertum die deutsche Nation durch die gemeinsame Kultur 
wie die Sprache und Überlieferungen definieren. Nach dem Eroberungszug Napoleons 
wurde die Entwicklung des deutschen Nationalismus vom antifranzösischen 
Ressentiment geprägt.

Dabei war Arminius einer der geeignetsten Stoffe, um an das Volk zu 
appellieren, sich gegen Frankreich zu erheben. Arminius war ein antiker germanischer 
Stammesführer und besiegte die römische Armee in der Varusschlacht. Daher 
wurde er von deutschen Nationalisten als der die deutsche Nation von der 
Fremdherrschaft befreiende Held Hermann mythisiert. Auch Kleist schrieb mit 
diesem Absicht die Hermannsschlacht.

Kleist stellte die Hermannsschlacht nicht nur als germanischen Befreiungskrieg 
gegen die römische Herrschaft, sondern auch als Vereinigungskrieg der gesamten 
germanischen Völker dar. Einerseits erregte Hermann in seinem Volk Hass 
und Rache gegen die Römer, andererseits schlug er die römische Armee 
durch Betrug und Gewalt nieder. Hermanns Gewalt kann angesichts der 
unterdrückenden Gewalt des römischen Imperialismus gerechtfertigt werden. 

Die Hermannsschlacht kann als Tendenzstück bezeichnet werden. Aber 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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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nalismus in der Hermannsschlacht unterscheidet sich vom Chauvinismus, 
der die Überlegenheit der Deutschen über anderen Nationen behauptet. 
Vielmehr kann sie heute als Kritik an der scheinbaren Gerechtigkeit der 
Weltmächte gelesen wer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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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ndenzstü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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