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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혁명시기의 독일의 대학생활동:
슈투트가르트의 칼학교를 중심으로

김장수

관동대학교 역사문화학과 교수

I. 머리말

뷔르템베르크(Württemberg)왕국의 칼 오이겐(Karl Eugen)공작은 1770년 칼

학교(Carlsschule)를 세웠다(Siber, 1992: 87).1) 그러나 그의 후계자로 등극한 루

트비히 오이겐(Ludwig Eugen) 공작은 1794년 이 학교를 폐교시키는 특단의 조

처를 취하였는데 그 이유는 이 학교가 프랑스혁명이 발발한 이후부터 반정부활

동의 중심지로 부각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칼 학교는 24년이란 짧은 교사

1) 1781년 신성로마제국의 요제프 2세(Joseph II, 1765-1790)는 이 학교를 고등교육기관으

로 허가한다는 칙령을 발표하였는데 그것은 신성로마제국의 황제가 독일 내 신설 고등

교육기관, 즉 신설대학허가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프랑스 혁명 이후 칼 학교의 학생 및 교수들이 펼친 반정부활동을

취급하였다. 이 당시 칼 학교의 학생들과 교수들은 뷔르템베르크 왕국의 정치체

제에서 확인되는 문제점들을 지적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 즉 자유주의적인 개혁안도 제시하였다. 그러나 슈투트가르트 정부의

실세들은 이러한 시도에 대해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나아가 이들은 정부에 대

해 비판적 자세를 취하였던 학생들과 교수들을 처벌하는 데만 주력하였다.

상황이 이렇게 전개됨에 따라 칼 학교의 학생들과 교수들은 정부가 그들의

개혁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리라는 판단을 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은 그들의 입장을 철회하지 않았는데 그것은 자신들을 지지하는 세력이 확산되

리라는 확신에서 비롯된 것 같다. 점차적으로 이들의 확신은 구체화되기 시작하

였는데 그것을 살펴보면 첫째, 독일권의 일부 대학들도 정치적 개혁을 요구하였

다는 것. 둘째, 개혁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계층이 확산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

주도하에 정치적 조직도 결성되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슈투트가르트 정부는

개혁의 산실로 간주되던 칼 학교에 대한 특단의 조처를 취하게 되었다. 즉 1793

년 뷔르템베르크 왕국의 왕으로 등극한 루트비히 오이겐 공작은 1794년 칼 학

교를 폐교시킨 것이다. 그러나 칼 학교의 학생들과 교수들이 펼쳤던 정치활동과

그것이 사회에 끼친 영향은 학교가 폐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확산되었는데 그

러한 것은 후에 결성된 대학생조합의 강령 및 활동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주제어: 칼학교, 프랑스혁명, 반정부활동, 정치개혁, 대학생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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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校史)를 가지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었다(Voigt, 1981: 7).2) 그렇지만

이 학교가 역사적으로 중요한 시기에 존재하였다는 사실, 즉 계몽사상이 저변으

로 확산되기 시작한 시기로부터 뷔르템베르크 왕국을 비롯한 독일의 남부 국가

들이 프랑스 혁명의 영향을 본격적으로 받기 시작할 때까지 존속하였기 때문에

이 학교의 활동에서 역사적 의미를 찾아낸다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것

이다.3)

당시 일반 대학과는 달리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의 교육과정을 갖춘 칼 학교

는 7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입학을 허용하였다.4) 그리고 이 학교에 입학한 학생

(Eleven)들은 14년간의 교육, 즉 대학의 교육과정까지 이수하여야만 졸업장을 받

을 수 있었다. 그렇지만 대다수의 고등 교육기관과 마찬가지로 칼 학교 역시 입

학하는 것보다 졸업하는 것이 훨씬 어려웠기 때문에 입학생의 절반 정도만이 학

위를 취득하고 학교를 떠날 수 있었다(Kuhn, 1992: 52; Uhland, 1953: 34).5)

칼 학교는 신분에 따른 입학제한을 두지 않았지만 대다수의 학생들은 귀족

또는 시민계층의 자녀들이었다. 이 당시 칼 학교의 학생들은 매 학기 150-500

굴덴(Gulden)에 달하는 수업료를 납부해야 했는데 그것은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계층만이 부담할 수 있던 금액이었다.6) 이를 통해 칼 학교 역시 학생들의 수업

료로 학교가 운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 학교는 학문적 재능을 갖

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가정형편 때문에 학교에 다닐 수 없었던 학생들을

위해 장학제도도 운영하였다. 즉 칼 오이겐 공작은 생활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개인적으로 학비를 제공하였던 것이다(Turner, 1987: 221-223).7) 그런데 공

작의 장학금을 수령한 학생들은 몇 가지 사항을 준수해야만 했는데 그것은 첫

째, 졸업 후 6년간 국가 공무원으로 복무한다. 둘째, 재학 중 학교교칙을 엄격히

준수한다. 셋째, 학업에 충실하여 우(gut)이상의 학점을 획득 한다 등이었다

(Kuhn, 1992: 54; Uhland, 1953: 36).8) 아울러 칼 오이겐 공작은 학생들의 학업

2) 오늘날 칼 학교의 흔적은 콘라드 아데나워 가(Konrad Adenauer Strasse)에서 찾을 수

있다.

3) 칼 학교는 쿤(Kuhn, 1989), 바그너(Wagner, 1858), 그리고 우란트(Uhland, 1953)의 저

서 등에서 자세히 언급되고 있다.

4) 칼 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읽고, 쓸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만 했는데 그러한 조

건은 1783/4년의 ‘학교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입학정원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다.(Batz, 1783).

5) 이 당시 전체 재학생 수는 400명 정도였다.

6) 학생들에게 부과된 수업료는 학년에 따라 달랐다. 그러나 9학년부터 졸업 때까지의 수

업료는 일정하였다. 이때부터 매 학기마다 500 굴덴의 수업료가 학생들에게 부과되었

다(Batz, 1783: 14-16; Kuhn, 1989: 27; Uhland, 1953: 35-36).

7) 이 당시 전체 재학생 중에서 장학금을 수령한 학생들이 차지하였던 비율은 10%정도

였다.

8) 장학금을 수령한 학생이 공작이 제시한 수칙을 어겼을 경우, 특히 학교 교칙을 위반하

여 10일 이상의 구류처벌을 받았을 경우 바로 퇴교조치가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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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취도를 진작시키기 위해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에게 기사작위를 부여하는

공과제도도 도입하였는데 그것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은 의외로 높았다. 왜냐하

면 이들 역시 기사작위를 획득할 경우 사회생활의 여러 부분에서 적지 않은 특

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Batz, 1783: 18-22;

Uhland, 1953: 37).9)

칼 학교의 교칙에 따라 슈투트가르트(Stuttgart(=Hohen Asperg))에 거주하지

않는 학생들은 기숙사 생활을 해야만 하였다. 학생들은 매 학기마다 방학을 맞

이하였지만 그 기간은 일주일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학교당국은 격주마다 학생

들에게 서너 시간의 외출을 허용하여 사회와의 격리생활에서 파생될 수 있는 문

제점이나 불만을 최소화시키려 하였다(Batz, 1783: 19; Kuhn, 1992: 54).10)

칼 학교의 학생들은 교복을 입었고 변발 및 가발도 착용하였다. 그리고 이들

의 하루 일과는 엄격한 교육과정에 따라 진행되었다(Batz, 1783: 19; Kuhn,

1992: 54).11) 이 당시 육군대령(총감독관), 육군소령(부감독관), 육군대위, 육군소

위, 그리고 감사관(왕이 임명한 현직관료)으로 구성된 학교 운영진은 행정, 군사

교육, 그리고 일반사무 등을 전담하였다. 이렇게 현역군인들이 학교에 근무했기

때문에 학교생활의 여러 부분에서 군사적 색채는 부각될 수밖에 없었다.12) 특히

학생들을 처벌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성향은 쉽게 확인되곤 하였다; 만일 한 재학생

이 교칙을 위반하였을 경우 그는 총감독관으로부터 교칙위반내용이 기재된 쪽지편

지(Billets)를 받고 전교생 앞에서 음식제공철회, 휴가금지, 그리고 지하감옥감금 등

의 엄격한 처벌을 받았다.13)

9) http://home.nikocity.de/ge/kerner/bilder75.html를 참조. 매년 10명 정도의 학생들이 기

사작위를 받았다.

10) 이 당시 칼 오이겐 공작은 학생들에게 여유 있는 생활공간을 제공하려고 하였다. 이

에 따라 학생 1인당 가용면적은 16.5㎡나 되었고 그것은 일반 대학교기숙사의 2배나

되는 넓은 면적이었다.

11) http://www.gbs.schule-bw.de/s-schule.htm를 참조. 일반대학에 해당되는 8학년 학생

들의 하루일과는 다음과 같다: 아침 6시에 기상하여 아침식사를 한 후 공동체조에 참

여한다. 오전 8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문학, 라틴어, 수학, 철학, 역사 등을 배운다.

점심 식사 후 이들은 오후 내내 군사훈련을 받는데 그것의 강도는 군대의 그것과 버금

갈 정도였다. 저녁식사를 끝낸 후 학생들은 3시간 정도의 복습 및 자율시간을 가진다.

12) 군사사관학교에서 출발한 칼 학교는 점차적으로 일반대학으로 변형되었지만 군사적

인 색채가 완전히 배제되지는 않았다. 칼 학교에 대한 오이겐 공작의 관심이 매우 높

았기 때문에 그는 일주일에 수차례씩 학교로부터 문서 또는 구두 보고를 받았다(Batz,

1783: 20; Kuhn, 1992: 55; http://www.gbg.wn.schule-bw.de/s-schule.htm).

13) 이 학교를 졸업한 쉴러(J.C.F. v. Schiller)는 학교교칙을 많이 위반한 학생으로 알려

졌다(1773-1780). 쉴러 이외의 많은 학생들도 교칙을 위반했는데 그러한 것은 당시 학

생들의 처벌을 기록한 학교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는 제켄돌푸(J. C. A. M.

Freiherr v. Sekendorf)라는 학생이 재학 기간 중 받은 처벌들의 원인 및 조치를 살펴

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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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칼 학교를 계몽절대왕정체제의 산물로 간주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것은 대다수의 계몽절대군주들이 신민개화를 그들의 의무 내지는 소명

으로 인식한데서 비롯된 것 같다. 따라서 칼 오이겐 공작이 칼 학교를 세운 것

도 그러한 맥락에서 이해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견해는 오늘날에도 어

느 정도의 타당성을 가진다 하겠는데 그 이유는 칼 학교가 학생들의 능력계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것을 구체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한데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14) 아울러 이 학교가 학생들의 계층적 위화감을 없애기 위

해 기존의 귀족반과 시민반 대신에 혼합반제도의 도입을 모색한 것 역시 타당성

을 뒷받침하는 또 하나의 요인이라 하겠다.15)

본 논문에서는 프랑스 혁명 이후 칼 학교의 교수 및 학생들, 특히 일반대학

에 해당되는 9학년 이상의 학생들이 펼친 정치적 활동을 살펴보도록 한다. 왜냐

하면 이들의 정치적 활동이 독일 최초의 반정부적 학생활동이었다는 것과 그것

이 후에 결성된 대학생조합(Burschenschaft)의 활동방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기 때문이다(Steiger, 1991: 11-12).16) 따라서 2장에서는 학생들의 정치적 관

처 벌 일 처 벌 원 인 처벌조치

1789. 1.28. 동료학생을 구타하였다. 1일 구류

1789. 4.30. 강의시간에 무례한 행동을 하였다. 2일 구류

1789.12.21. 식당에서의 정렬행진 시 결례를 범하였다. 2일 구류

1790. 8.10. 식사 중 동료학생의 뺨을 때렸다. 2일 구류

1791. 2.16 교수의 강의를 고의적으로 방해하였다. 3일 구류

1791. 4.16 교실의 책상을 창문 밖으로 던졌다. 6일 구류

학생들이 흡연을 하거나, 정시에 귀교하지 않거나, 그리고 학업에 등한시 할 경우에도

처벌을 받았다.

Hauptstaatsarchiv(=HATAS): A. 272-307/272-173.

HSTAS의 사료 272(A. 272)는 칼 학교의 학생 및 교수들의 신상명세서, 학생들의 건

강상태 및 질병, 휴가, 학문연수, 그리고 교칙위반과 그것에 따른 처벌조치를 기록한

제거 대령의 보고서등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보고서는 매일 보고서(Tagesrapport)와 주

례보고서(Wochenrapport)로 분류․정리되었다.

이러한 처벌을 통해 당시의 학교생활에서도 학생간의 싸움, 강의방해, 그리고 학교기

물파괴 등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칼 학교의 교칙

역시 그러한 행위들에 대해 엄격히 대응했다는 사실도 알 수 있었다.

14) 쿤과 우란트도 이 점에 동의하였다(Kuhn, 1992: 57; Uhland, 1953: 27-29). 실제적으

로 칼 학교는 입학 초부터 학생들의 적성 및 능력파악에 대해 관심을 보였을 뿐만 아

니라 그것을 상담 자료로 활용할 정도의 적극성도 보였다(HSTAS: A. 272-114).

15) 학교 당국은 입학직후 부모들의 사회적 성분에 따라 학생들을 귀족반과 시민반으로

분반하였다(HSTAS: A. 272-114).

16) 대학생조합이라는 용어는 베를린(Berlin) 플라만(Plamann) 고등학교의 교사였던 얀

(Jahn)이 1811년 베를린 대학의 총장이었던 피히테(Fichte)에게 기존의 지방향우회

(Landmannschaft)를 대신할 새로운 학생 단체의 설립을 제안하는 과정에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얀은 자신의 제안에서 학생들의 육체적 단련, 민족 사상 함양, 그리고 개

성 강화 등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견해를 제시하였고 그러한 것들이 독일 통합의 전제

조건이라는 주장도 펼쳤다. 아울러 그는 기존의 학생단체로는 그러한 것들을 실천시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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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과 그것을 구체화시켰던 활동이 어떠한 상황에서 시작되었는지를 살펴보도록

한다. 3장에서는 슈투트가르트 정부가 칼 학교의 학생들과 교수들이 펼친 반정

부 활동에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가를 다루도록 하겠다. 마지막 장인, 4장에서는

당시 다른 독일 대학 학생들의 정치적 활동을 살펴보면서 칼 학교 학생들의 그

것과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가를 확인하고 그러한 차이점이 무엇에서 비롯되었는

가도 검토하도록 하겠다.

Ⅱ. 칼 학교 학생들의 반정부활동

1790년에 접어들면서부터 뷔르템베르크 왕국도 프랑스 대혁명(1789)의 영향

을 받기 시작하였다. 이후 기존의 질서체제, 즉 절대왕정체제에 대해 불만을 가

졌던 칼 학교의 교수 및 학생들의 움직임은 가시화되었고 거기서 정치적인 요소

들도 점차적으로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학생들의 불만은 과다한 군사 훈

련과 그것에 따른 충분치 못한 교육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들이 정

치적인 개혁에 대해 관심을 가졌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17) 즉 학생들의 불만

은 정치체제에 대한 불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학교의 편중된 교육과정에서

유발된 것이라 하겠다. 그렇지만 학생들의 이러한 성향은 자유주의 이념의 급속

한 확대와 프랑스로부터 유입되는 고무적인 소식들로 사라지게 되었다(A.

Kuhn, 1992: 55; Müller, 1903: 53; Uhland, 1953: 40).

1791년 1월 29일 콩데(Condé)왕자가 이끄는 프랑스 망명 귀족들이 슈투트가

르트에 도착하였다.18) 슈투트가르트의 시민들은 이들에 대해 우호적인 입장을

수 없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러한 주장에 부응하여 예나(Jena) 대학의 리만(Riemann)

은 1815년 6월 12일 같은 대학에 재학 중인 243명의 학생들과 더불어 ‘토이토니아

(Teutonia)’라는 독일 최초의 대학생조합을 결성하였다. 이 당시 예나 대학의 재학생이

980명이었다는 것을 고려할 때 새로운 학생 조직에 대한 일반 학생들의 관심은 매우

높았다 하겠다. 이날 제정된 대학생조합강령에서는 다음의 것들이 언급되었다.

①대학은 학문증진을 위한 독일민족의 공공기관이다.

②자유는 인격교육의 전제조건이다.

③대학생조합은 민족통일이라는 기치아래 결성된 단체이다.

④대학생조합은 공동의 조국 및 민족감정을 위한 전체적 요구를 고양시키는데 일익

을 담당해야 한다.

이러한 조합강령, 특히 ②, ④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리만과 대학생조합결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학생들이 칼 학교 학생들이 펼쳤던 활동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

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지향한 노선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동의하였다는 점이다.

17) 칼 학교의 학생들은 8학년부터 법학, 의학, 철학, 군사학, 경제학, 자유예술학 중에서

자신들의 전공을 선택하였다. 그런데 이 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자유예술학부 학생들의

불만은 타 학과 학생들의 그것보다 훨씬 심하였다(Kuhn, 1992: 55; Uhland, 1953:

36-37).

18) 콩데 왕자는 루이 16세 측근 인물 중의 하나였다(Kuhn, 1992: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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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하지는 않았지만 이들의 체류 역시 적극적으로 막지도 않았다. 칼 학교 학생

들은 이러한 도시 분위기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였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기 시

작하였다. 즉 기존질서체제의 문제점들을 공개적으로 지적하려는 학생들이 나타나

게 되었고 이들 중의 일부, 즉 파프(Pfaff), 케르너(Kerner), 페터(Peter), 비버슈타인

(Biberstein), 그리고 코흐(Koch)는 1791년 1월 31일 오페라 극장에서 개최된 가면

무도회에서 ‘귀족정의 실체’를 폭로하는 적극성을 보이기도 하였다.19) 여기서 이들

은 사회 성원 모두가 동등한 자유를 누려야 하며 평등권 역시 보장되어야 한다

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이들은 그러한 것들이 어느 누구에게도 양보할 수 없

는 천부적 권리라는 주장도 펼쳤다. 즉 이들은 프랑스 혁명이후 부각된 자연법

사상을 그들 국가에도 도입시켜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던 것이다. 여기서 학

생들은 지배자가 피지배자의 동의를 얻어야만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을

강조하면서 그것이 바로 주권재민설의 핵심적 내용이라 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

들은 탄압을 일삼는 정부를 전복시켜야 하며 필요하다면 무력이란 방법도 사용

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그러한 주장은 국민저항권에서 비롯된 것이라 하겠다.

학생들의 이러한 시도는 다음날 ‘슈트라스부르크(Strassburg) 신보’에 게재되었

지만 행위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다(Haasis, 1988: 45).

학생 신분으로 오페라 극장에서 왕국의 자유화를 강조한 파프는 1854년 칼

학교의 적지 않은 학생들이 프랑스에서 진행되던 정치 개혁과 그것을 이론적으

로 뒷받침한 자유주의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가졌었다고 회고하였다(Pfaff,

1854: 46). 파프는 자신의 회고력에서 정치 개혁에 관심을 가진 학생들이 당시

자주 개최되었던 가면무도회를 이용하여 그들의 정치적 의지나 소신을 밝히려

하였다고 술회하였다.

이 당시 칼 학교의 학생들은 최소한 수백 명의 사람들이 가면무도회에 참석

한다는 것과 참가자들의 사회적 지위나 역할을 고려할 때 그 효과 역시 매우 크

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학생들은 원칙적으로 가면무도회에 초대되

지 않았기 때문에 1791년 1월 31일에 개최된 가면무도회에도 참석할 수 없었다.

그렇지만 위에서 언급한 학생들은 가면무도회에서 그들의 견해나 관점을 피력하

려고 하였다. 따라서 이들은 무도회장이 개최되던 건물의 담을 넘어 그들이 이

미 파악하였던 비밀통로를 통해 무도회장에 잠입하였다. 가면으로 얼굴을 가린

학생들은 무도회석상에서 신민의 대표들로 구성된 국민의회를 가능한 한 빨리

개원시켜야 한다는 것을 역설하였다. 또한 이들은 절대왕정체제를 폐지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펼쳤는데 그러한 것들은 그들이 기대한 것처럼 무도회 참가자들

의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20) 아울러 이들은 자신들의 목적을 부각시키기 위한

19) 기존 질서체제의 문제점들을 지적한 학생들의 대다수는 시민계층의 자녀들이었다.

20) 파프는 자신의 자서전에서 국민의회의 성격을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국민의회는 귀족계층만으로 구성되어서는 안 되고 프랑스의 예를 따라 시민계층의

참여도 허용해야 한다. 아울러 국민의회는 헌법제정권도 가져야 한다.”(Pfaff, 1854: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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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단으로 프랑스 혁명정부가 사용하였던 삼색기를 자유주의의 상징으로 활용하

였다. 즉 학생들은 흰색, 청색, 적색의 옷을 착용하였고 각기 흰색-청색-적색의

장식띠도 둘렀다. 그리고 스스로 작성한 혈통도를 참가자들에게 집어던진 학생

도 있었다. 특히 후자의 경우는 전통과 모순된 질서의 독일사회로부터 벗어나겠

다는 의지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행위라 하겠다.

이러한 학생들의 돌발적 행위는 무도회를 주관하였던 사람들을 당황하게 하

였다. 이들은 즉시 학생들의 행동을 중지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무도회장에

서 강제로 쫓아냈다.

그러나 학생들은 사회구성원, 특히 시민계층이 그들 행위에 대해 호응을 보

이리라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연극이나 무도회에서 지속적으로 반정부활동을

펼치기로 하였다.21)

1791년 2월 2일 뷔르템베르크 왕국의 귀족들과 콩데를 비롯한 프랑스 망명귀

족들은 슈투트가르트의 국립극장에서 연극을 관람하였다. 그런데 이들은 여기서

혈통 및 교회적 특권이 조롱당하는 장면을 보아야만 하였다. 아울러 이들은 연

극에 이어 진행된 발레에서 관객들이 프랑스의 삼색기 복장을 한 무용수에게 큰

박수를 보내는 등의 반정부적 분위기도 접하였는데 그것은 이들로 하여금 뷔르

템베르크 왕국도 프랑스 혁명의 영향을 받기 시작하였다는 것을 확인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Haasis, 1988: 445-446).

1791년 2월 17일 슈투트가르트에서 가면무도회가 다시 개최되었다. 여기에는

칼 학교의 교수 휘브너(Hübner)가 카프친 교단의 수사복장을 하고 참석하였다.

그는 참석자들에게 프랑스 혁명을 찬양한 시구를 배포하다가 무도회에 참석한

대령과 소위에 의해 복장이 훼손당하는 봉변을 당하였다.22)

1791년 3월 7일에 개최된 가면무도회에서 칼 학교의 학생들은 그들이 지향한

정치적 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가면무도회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되어

토성신의 가면을 쓴 인물이 항아리를 들고 무도회장에 진입하였다. 이후 이 인

물은 항아리를 높이 들고 이곳저곳을 배회하였는데 그의 항아리에는 ‘민족의 운

명(Sors gentium)’이라는 문구가 뚜렷이 쓰여 있었다. 아울러 항아리 속에는 다

음의 내용들을 담은 200여장의 전단도 들어 있었다. 첫째, 18세기는 특권계층,

즉 성직자계층과 귀족계층을 소멸시킬 수 있는 세기이다. 둘째, 지구상의 모든

21) 무도회를 주관했던 사람들은 이들이 칼 학교의 학생들이라는 것을 예측하지 못하였

다. 따라서 이들은 이러한 돌발적 행위를 일과성으로 간주하는 우를 범하였다(Haasis,

1988: 445).

22) 이 가면무도회에서 칼 학교의 교수들이 학생들의 반정부활동을 지원했는데 그것은

학생들의 반정부활동에 대해 칼 학교의 일부 교수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휘브너 교수를 구타한 대령과 소위는 각기 14일의 자택구금과 6주의 요새 내 금고형

을 선고받았다. 그리고 휘브너 역시 정식교수로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되었다

(HSTAS: A. 272-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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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들은 프랑스의 정치적 발전을 본받아야 할 것이다. 셋째, 우리에게는 더 이

상 세습귀족이 필요 없기 때문에 이들이 주체가 되는 정치체제를 즉각 폐지시켜

야 할 것이다. 넷째, 공무원이나 장교들은 금전으로 그들의 직함을 산 노예들이

다. 비록 이들이 시민계층을 경시하고 있지만 그것이 바로 그들 자신을 경멸하

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다섯째, 독일 민족은 그들 제후들 때문

에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인식하여야 한다. 여섯째, 독일 민족은 폭정의 족쇄

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일곱째, 귀족계층은 그들이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

는지를 파악하고 있지만 그것을 실천에 옮기지 않고 위배되는 행동만을 할뿐이

다. 따라서 이들은 국가와 민족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 집단에 불과하다(Haasis,

1988: 447-449; Kuhn, 1989: 14).23)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단들은 칼 학교의 재학생이었던 비버슈타인과 케르너

에 의해 배포되었다.24) 토성신의 가면을 만든 사람들 역시 칼 학교에 재학 중이

었던 학생 및 교수였는데 이들은 코흐와 단네커(Dannecker)로 알려져 있다. 그

리고 토성신의 가면을 착용한 인물은 칼 학교의 불문과 교수였던 라보(

Laveaux)였다(Kuhn, 1989: 17; Pfaff, 1854: 49; Reuss, 1922: 59-61).

이후에도 칼 학교 학생들의 반정부 활동은 지속되었는데 그것은 정부의 정책

이나 인물을 비난하는 풍자화작성 등에서 나타났다. 이 당시 일부 학생들은 자

신들의 반정부 활동을 대중들에게 알려 그들로부터의 지지도 확보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때 루이 16세가 파리를 탈출하여 네덜란드로 망

명하였다는 소문이 슈투트가르트에 알려졌다. 슈투트가르트 정부의 실세였던 베

흐터(Wächter) 남작은 즉시 이를 슈투트가르트에 체류 중이었던 프랑스 귀족들

에게 즉시 알렸고 왕의 성공적인 탈출에도 경의를 표하였다.25) 이러한 소식을

접한 칼 학교의 학생들, 특히 코흐와 파프는 베흐터 남작의 조치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였고 그에게 ‘거치른 교훈(derbe Lektion)’을 주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코

흐는 4부의 풍자화를 작성하였다. 여기서는 2개의 상반된 장면이 묘사되었는데

그 하나는 베흐터 남작과 그의 추종자들이 루이 16세의 탈출에 박수를 보내는

장면이었고, 다른 장면은 이들이 절뚝거리며 좋지 않은 곳으로, 즉 형장으로 끌

려가는 것이었다. 저녁 늦게 학교 담을 넘어 시내로 들어간 코흐와 파프는 사람

들이 많이 다니는 장소에 풍자화들을 붙였고 그것은 곧 시민들의 비상한 관심을

유발시켰다.26)

23) 슈투트가르트 경찰은 자투른 신의 가면을 쓴 인물을 찾아내려고 하였으나 아무런 성

과도 거두지 못하였다(Strassburger Zeitung vom 17.3.1791).
24) “Brief von G. Kerner an v. Marschall Biberstein vom 24.3.1804” in: Hauptstaatsarchiv

Wiesbaden(=HSTAW), A. 1097-35.

25) 슈투트가르트에 알려진 것과는 달리 루이 16세의 탈출은 실패로 끝났다. 즉 그와 그

의 가족은 국경지역인 바렌(Varennes)에서 체포되어 파리로 압송되었다.

26) 여기서 코흐와 파프는 베흐터 남작과 그의 추종자들이 시대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

지 못할 경우 형장으로 끌려가게 될 것이라는 견해를 그림에 삽입하였다(Pfaff, 1854:



프랑스혁명시기의 독일의 대학생활동 59

이렇듯 돌출적인 반정부적 행위가 지속됨에 따라 슈투트가르트 정부는 우려를 표

명하였고 행위자 색출에도 적극성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 당시까지 슈투

트가르트 정부는 칼 학교의 학생들이 가장무도회에 참여하여 반정부적 언급을 하거

나 도심에 전단을 붙였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다(Pfaff, 1854: 49-50; Kuhn, 1992: 57).

1791년 11월 5일 칼 학교의 교원이었던 육군대위 밀러(Miller)가 자신을 비난

하는 전단이 학교 여러 곳에 붙어있는 사실을 직속상관인 제거대령에게 보고하

였다(Wagner, 1858: 139-140).27) 물론 그는 자신에 대한 무기명적인 비판을 이

해하였다. 왜냐하면 그 역시 재학 중에 같은 방법으로 선임자를 비난한 적이 있

었고 그러한 것이 독일 대학만이 가지는 오랜 전통 중의 하나라는 사실도 잘 알

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밀러는 자신에 대한 비판이 일회성에서 끝나는 것

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에 대해 불만과 우려를 표명하였다.

(HSTAS: A. 272-24: Wagner, 1858: 140)28).

“우리가 매일 접하는 밀러는 무지하고, 어리석을 정도로 교만하고, 난폭하고, 악의

있고, 그리고 무감정적 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이 우리 학교에 아주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이제 우리는 이들

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를 진지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다.(…)모든 사람들은

스스로의 가치를 가지지만 우리 정부는 지금까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진

실적인 사랑과 정신이 우리를 이끌고 인도하기 때문에 저질의 사고들

(Niedrigdenkende; 예를 들면 왕권신수설)은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다. 지금이 바

로 이러한 것들을 제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 생각된다. ”

밀러의 요청에 따라 대학당국은 11월 20일 전단을 붙인 학생단체를 조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12월 2일부터 활동을 펼치기 시작한 특별위원회

는 이 단체에 대한 어떠한 단서도 찾아내지 못하고 12월 20일에 그 활동을 종료

하였다. 따라서 밀러 사건은 대학 내의 미결과제로 남게 되었고 대학당국도 그

것을 슈투트가르트 정부에 보고하지 않았다.29)

가면무도회와 풍자화작성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였던 코흐는 1791년 12월 3일

슈트라스부르크로 떠났는데 그것은 대학당국의 조사시작에서 비롯되었다. 떠나

기 직전 친구에게 쓴 작별편지에서 코흐는 밀러에 대한 비난문과 그 자신사이에

49). 칼 학교 학생들은 풍자화뿐만 아니라 익명의 비방문(pasquille)을 통해 당시의 정

치체제 및 위정자들을 신랄히 비판하였다. 그 일례로 1791년 11월 슈투트가르트 지방

의회에 익명의 비방문이 전달되었는데 거기서는 지방의회의 활동이 매우 무기력하다는

것과 칼 오이겐 공작이 참주와 같다는 것 등이 언급되었다.

27) 밀러는 학생들의 군사교육을 전담했기 때문에 종종 비난의 표적이 되곤 하였다.

28) 밀러는 보고서에서 국가의 질서체제를 비난하는 문구가 비판문에 들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강력한 대처 역시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하였다.

29) 학교의 총감독관이었던 제거 대령도 칼 오이겐 공작과의 주례회동에서 이 문제를 전

혀 거론하지 않았다(Wagner, 1858: 14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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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아무런 관계가 없음을 강조하였다(Hauptstaatsarchiv Stuttgart(=HSTAS): A.

272-315). 그러나 파프의 자서전은 코흐와 그 자신이 풍자화 및 비난문 작성에

깊이 관여하였다는 것, 칼 학교에 정치적 단체가 결성되었다는 것, 그리고 이 단

체가 활동을 펼치기 시작하였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30)

코흐가 슈트라스부르크로 떠나기 직전까지 정치적 사안에 대해 관심을 가졌

던 칼 학교의 학생들은 정부 및 학교의 모든 감시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의

화실을 그들의 정례회합장소로 선택하였다(HSTAS: A. 272-315).31) 화실에 모인

학생들은 정치적 이론이나 상황 등을 진지하게 토론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문서화시켜 향후 회합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기도 하였다. 코흐가 슈트라스부르크

로 떠나기 얼마 전인 11월 초순부터 슈트라스부르크의 자코뱅(Jacobin)파와 긴밀

한 관계를 유지하던 로에즈(Roes)가 이 모임을 주도하였고 그것은 학생들의 요

구사항을 이전보다 과격화시키는 요인이 되었다(HSTAS: A. 272-319).32) 이제

학생들은 공화정체제를 선호하게 되었고 그러한 정치체제를 뷔르템베르크 왕국

에 도입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펼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학생들의 이러한 정치적 모임이 언제 결성되었고 또 그러한 조직이

언제까지 지속되었는지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치적 모

임이 1790년 7월 14일 이전에 결성되었으리라는 예측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

스티유(Bastille)감옥 습격을 기념하기 위한 비밀축제가 1790년 7월 14일 칼 학

교에서 개최되었기 때문이다. 축제장소는 자유의 석고상, 브루투스(Brutus)의 흉

상, 그리고 데모스테네스(Demosthenes)의 흉상으로 장식되었다. 축제에서는 프

랑스혁명의 진행상황과 독일인들이 향후 수행해야 할 과제들이 집중적으로 거론

되었다(Pfaff, 1854: 47).

“지금 우리는 급변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현실적 과제가 무엇

인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공국에 프랑스의 정치체제, 즉 신

민의 주권을 보장하는 체제도입에 기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는 가난

하고, 무지한 우리 민족에게 무력이 아닌 헌법제정을 통해 기존체제를 붕괴시킬

수 있다는 확신도 가져다주어야 할 것입니다.”

30) 코흐는 1783년 2월 28일 칼 학교에 입학하였다.

31) 파프는 자신의 자서전에서 학생들이 무도회에 참석하여 그들의 정치적 관점을 언급

하기 이전부터 정례적인 모임(이 당시 이 모임은 ‘진실사회’라는 가명을 가지고 있었

다)을 가졌었다고 언급하였다. 아울러 그는 1주일에 1회 정도 개최되었던 정례회의에

20-25 명 정도의 학생들이 참석하였다는 것도 거론하였다. 이러한 파프의 술회를 통해

1791년에 발생된 일련의 반정부 활동은 학생들의 사전모의에서 비롯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2) 단네커, 로에즈, 코흐, 페터, 파프, 비버슈타인, 케르너, 제켄돌푸(Sekendorf), 뷔러

(Bühler), 몰터, 슈바이케르트(Schweikert), 그리고 샤이데만텔(Scheidemantel) 등이 화실모

임에 자주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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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당국은 학생들의 이러한 축제를 사전에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이 사건을 계기로 칼 학교에 정치적 단

체내지는 모임이 결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것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하

기 시작하였다(Pfaff, 1854: 47).33)

후에 공개된 보고서 및 동시대의 자료들은 슈투트가르트의 혁명적 열광이 다

른 지역보다 강하였음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혁명적 도취는 주로

칼 학교의 학생들로부터 나왔는데 그것은 이들이 계몽사상으로 무장하였고 절대

왕정체제의 실체 및 거기서 파생되는 문제점들을 정확히 파악하였기 때문이다

(HSTAS: A. 319-218).

칼 학교의 학생들이 펼친 정치 활동은 1791년에 그 절정기를 맞이하였다. 그

러나 이러한 절정기는 정치활동의 주역들이 학교를 떠남에 따라 오래가지 못하

였다.

프랑스 혁명과 정치 개혁에 관심을 보였던 학생들의 사회생활은 매우 다양하

였다. 일부 학생들에게 있어서 혁명적 관심은 하나의 에피소드에 불과하였고 그

것은 그들의 외교적 또는 교육적 경력에 아무런 방해요소도 되지 못하였다. 비

버슈타인은 1791년 부활절 칼 학교를 졸업한 후 나사우(Nassau) 공국의 수석장

관으로 장기간 활약하였고, 파프 역시 1798년 킬(Kiel) 대학의 의학-자연과학부

의 교수로 임명되었다. 반면 독일에서 프랑스 혁명사상을 뿌리내리겠다는 것을

평생과제로 삼은 학생들도 있었다. 1791년 5월 칼 학교를 졸업한 케르너

(Kerner)는 슈트라스부르크로 갔는데 그것은 혁명에 대한 자신의 관심을 보다

구체화시키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 하겠다. 슈바이케르트(Schweikert) 역시

거의 같은 시기에 슈트라스부르크로 갔다.34) 그리고 로에즈와 몰터(Molter)는

1792년 가을 쿠스틴(Custines)에서 혁명군에 지원하였다(Kuhn, 1992: 58: Reinalter,

1981: 48).

Ⅲ. 칼 학교 교수들의 반정부활동과 슈투트가르트 정부의 대응

칼 학교의 교수들은 학생들과는 달리 프랑스혁명이 발생된 직후부터 슈투트

가르트 정부로부터 감시 및 통제를 받았는데 그 이유는 학생들에게 미칠 이들

의 영향을 슈투트가르트 정부가 간파하였기 때문이다.

지리와 역사를 담당하였던 프란츠(Franz) 교수는 프랑스 혁명이 발생되기 이

전부터 ‘북아메리카 혁명’이란 강의에서 자유주의 사상을 학생들에게 주입시키려

33) 대학당국이 학생들의 동향을 본격적으로 관찰하기 시작한 것은 1791년 후반부터였다.

34) 앞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적지 않은 과격주의자들이 슈트라스부르크에는 활동을 펼

치고 있었다. 슈바이케르트는 칼 학교를 자퇴하고 슈트라스부르크로 간 코흐의 절친한

친구였다(A.Kuhn: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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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하였다(HSTAS: A. 272-128).35) 이에 따라 학교당국은 1790년 12월 프란츠

교수가 계획한 강의, 즉 ‘프리드리히 2세(Friedrich II)의 사후부터 요제프 2세의

사망까지의 최근세 유럽 국가교역 고찰(Über die neuesten europäischen

Staatshändel vom Tode Friedrichs II. bis zum Tode Josephs II.)’을 일방적으

로 폐강시켰다. 그 이유는 그의 강의에서 프랑스 혁명이 구체적으로 취급될 가

능성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학교당국이 프란츠의 강의를 폐강시키기 전에 30여

명의 학생들이 수강신청을 하였는데 이들 중에는 정치 문제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였던 파프, 케르너, 비버스타인, 로에즈, 제켄돌푸(Sekendorf), 뷔러(Bühler), 몰

터, 샤이데만텔(Scheidemantel) 등도 들어 있었다(HSTAS: A. 272-128).36)

코타(C.F. Cotta)는 독일제국과 뷔르템베르크 왕국법을 강의하던 법학부 교수

였다.37) 이 인물 역시 프란츠 교수와 마찬가지로 학생들에게 기존질서체제의 문

제점과 프랑스 혁명의 당위성을 인지시키려고 하였다. 이에 따라 학교 당국은

코타의 정치적 성향을 슈투트가르트 정부에 보고하였다(HSTAS: A. 272-122).38)

1790년 12월 21일 칼 오이겐 공작은 칼 학교의 책임자였던 제거대령에게 코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요구하였을 뿐만 아니라 코타에게 프랑스 혁명의 진행상

황과 혁명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상세히 피력할 것도 명령하였다. 이에 따라 코

타는 평소 자신이 강조하였던 프랑스 혁명의 당위성과 구체제의 모순성 내지는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자세히 언급하였다. 즉 그는 극복할 수 없는 구질서체제의

모순으로 프랑스에서 혁명이 발생했다는 것과 프랑스 혁명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치적 개혁들이 어떤 특정계층의 이익이 아닌 사회성원 모두를 위한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아울러 코타는 뷔르템베르크 왕국이 프랑스의 전철을 밟지 않

기 위해서는 정부가 개혁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그것을 위한 작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즉 그는 뷔르템베르크 왕국이 개혁요구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 경우 왕국의 신민들이 슈투트가르트 정부를 붕괴시킬 수도 있다는

것을 암시하였던 것이다(Haasis, 1988: 467; Moser, 1799: 137; Neugebauer-Wölk,

1986: 39; HSTAS: A. 272-122). 그런데 칼 오이겐 공작이 코타의 이러한 보고서

에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가는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프랑스

35) 1780년 10월 27일 칼 학교의 교수로 임명된 프란츠는 1803년 ‘일반역사학 개요

(Übersicht der allgemeinen Geschichte)’를 출간하였다. 여기서 그는 ‘북아메리카의 생

성(die Entstehung der Nordamerikanischen Freystaaten)’을 하나의 단원으로 취급하였

는데 그것은 자유주의에 대한 그의 높은 관심에서 비롯된 것이라 하겠다.

36) 수강신청을 한 학생들 역시 프란츠 교수가 강의에서 프랑스혁명을 비중 있게 취급하

리라는 것을 예상하였다.

37) 코타는 1778년 8월 7일 칼 학교의 교수로 임명되었다.

38) 1790년 10월 ‘인권, 국민권, 그리고 국민복지를 위한 잡지’가 출간되었다. 슈투트가르

트 정부는 이 잡지가 간행된 즉시 그 배포를 금지시켰지만 이 잡지의 실제적 출간인이

코타라는 것을 파악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얼마 안 되어 슈투트가르트 정부는 코타

가 이 잡지의 출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Neugebauer-Wölk, 1986: 3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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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명에 대해 부정적이었던 칼 오이겐 공작이 코타의 보고서를 긍정적으로 보지

는 않았을 것이다.39)

1791년 5월 7일 칼 오이겐 공작의 후계자였던 루트비히 오이겐은 코타를 불

러 ‘인권, 국민권, 그리고 국민복지를 위한 잡지(Journal für Menschenrechte,

Volksrechte und Volksglück)’의 내용이 유해하고, 선동적이라는 것을 지적하였

다. 루트비히 오이겐의 이러한 조치는 그 동안 연기되었던 코타의 징계를 구체

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에 따라 코타는 1791년 5월 10일 제거에게 사표를

제출한 후 7월 3일 슈트라스부르크로 갔는데 거기에는 그가 그 동안 교류하였던

공화주의자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었다.40)

칼 학교 교수진에 대한 슈투트가르트 정부의 간섭 및 개입은 시간이 지날수

록 더욱 강화되었다. 1791년 10월 3일 칼 학교의 교수였던 라보가 ‘정당하지 못

한 이유(fadenscheinigen Gründen)’로 파면되었다. 이 당시 슈투트가르트 정부는

라보가 가면무도회에 참석하여 반정부적 활동을 펼쳤다는 것을 파악하였기 때문

에 그의 파면은 시간 문제였다. 라보가 고향인 슈트라스부르크로 떠나기 전날

일부 학생들은 학교 담에 올라 소곡을 연주하였다(Kuhn, 1992: 59).41) 이어 학생

들의 대표는 라보가 자유프랑스로 귀환하는 것을 축복하였다. 아울러 학생들은

‘자유만세(Vive la liberte)’ 와 ‘프랑스민족만세(Vive la nation française)’를 외쳤

다(Kuhn, 1989: 158).

학생운동의 주역들이 학교를 떠난 후 반정부활동의 강도가 약화된 것은 사실

이다. 그렇지만 이들을 대신한 일부 교수들의 반정부 활동은 슈투트가르트 정부

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지속되었다.

1792년 2월 11일 칼 학교의 교수였던 단츠(Danz)는 공작 생일의 만찬석상에

서 행한 즉흥연설로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HSTAS: A. 272-126).42) 그는

연설에서 ‘독일, 과거에는 어떠하였고, 현재의 상황은 어떠한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Deutschland, wie es war, wie es ist und wie es vielleicht

39) 칼 오이겐 공작은 코타의 보고서를 받은 후 그의 파면을 보류하였는데 그것은 파면

후 야기될 상황을 고려하였기 때문이다(Haasis, 1988: 467; Neugebauer-Wölk, 1986:

39-40).

40) 이 당시 슈트라스부르크에는 코타 이외에도 쉬나이더(E.Schneider), 파페(G.F.Pape),

클라우어(K.Clauer), 부텐쉔(F.Butenschön), 그리고 도르쉬(A.J.Dorsch) 등이 거주하였

는데 이들 모두는 공화주의파의 핵심적 인물들이라 하겠다.

1791년 10월 프랑스 국적을 획득한 코타는 언론가 및 행정 관료로서 활동하면서 슈

트라스부르크에서 ‘Teutsche Staatsliteratur(독일국민문학)’이라는 월간지를 간행하였다.

여기서 그는 당시 뷔르템베르크 왕국의 위정자였던 루트비히 오이겐의 정책과 프랑스

혁명의 기본정신을 중점적으로 취급하였다(Haasis, 1988: 470; Scharf, 1991: 90).

41) 소곡(Ständchen)은 연인 또는 경의나 축하를 표해야 할 인물의 집 앞에서 선물로 연

주하는 것을 지칭한다.

42) 1788년 칼 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단츠는 같은 해 칼 학교의 법학과 교수로 취

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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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rden)’를 언급하였는데 그것은 참석자들로 하여금 기존질서체제의 문제점을

인식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지만 동시에 공작의 노여움도 불러 일으켰다. 특히

루트비히 오이겐의 불쾌감은 더욱 심해 단츠에 대한 연금지불도 반대할 정도였

다(HSTAS: A. 10-22).43)

1792년 9월 27일 저녁 칼 학교의 교수였던 페터센(Petersen)은 ‘로마황제’주점

에서 슈투트가르트 정부가 관심을 가질만한 주제를 가지고 주점의 손님들과 자

유토론을 펼쳤다(HSTAS: A. 272-126).44) 여기서 페터센은 프러시아군의 프랑스

진격을 반대하였을 뿐만 아니라 프랑스 망명자들을 받아들인 트리어(Trier)의 선

제후도 맹렬히 비난하였다.45) 이러한 소식을 접한 슈투트가르트 정부는 즉시 진

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페터센의 진의를 파악한 후 그에게 견책조치를 내렸지

만 페테센은 자신의 관점을 포기하지 않았다(HSTAS: A.202-2999). 2년 후, 즉

1794년 7월 15일 페터센은 자신의 반정부적 관점을 다시 한번 공개석상에서 언

급하였다. 이에 따라 슈투트가르트 정부는 페터센의 교수직을 박탈하였고 8월

17일 그를 도서관 사서로 임명하였다(Kuhn, 1989: 141-143).

칼 학교 교수들에 대한 슈투트가르트 정부의 탄압이 강화되면서 이 대학 교

수들은 자구책마련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는데 거기서 시민세력과의 협력이 하

나의 대안으로 부각되었다. 이러한 때 ‘민주당(demokratische Partei)’이라는 정

치적 조직이 비밀리에 슈투트가르트에서 결성되었다는 소식이 지식인들 사이에

서 은밀히 전파되었다.

1793년 2월 24일 칼 학교의 교수 콘츠(Conz)가 자신의 친구였던 라인하르트

(Reinhard)에게 서신을 보냈는데 거기서 그는 민주당에 가입한 인물들과 그들의

정치적 성향을 언급하였다.46) 아울러 그는 슈투트가르트가 정치활동을 펼치기에

43) 단츠는 자신의 연설에서 지배자는 신민의 공인을 받아야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아울

러 그는 소국의 위정자들(여기서 단츠는 뷔르템베르크 왕국을 소국으로 간주한 것 같

다)이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을 언급하였는데 그것은 법학자, 경제학자, 그리고 의사와

같은 전문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 즉 시민계층을 국가통치에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들의 국외이주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단츠는 위정자들이 언론의 자

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인쇄술의 발전으로 별 효과가 없음을 자신의 연설에서 피력하

면서 지식인 계층의 관점이나 견해발표를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부각시켰다. 또한

그는 절대왕정체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권력분산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도 강력

히 제기하였다(Kuhn, 1989: 137-139; Moser, 1799: 133-136).

루트비히 오이겐이 1793년 10월 24일 뷔르템베르크 왕국의 위정자로 등극한 후 단츠

의 문제는 재론되었다. 여기서 루트비히 오이겐은 단츠에 대한 연금지불을 불허한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였다.

44) 페터센은 1773년부터 1779년까지 칼 학교의 학생이었다. 그는 1789년 11월 10일 외교

학과 문장학(Heraldik, Waffenkunde) 교수로 취임하였다. 그런데 페터센이 프랑스 혁명

에 대해 선호적 입장을 가졌다는 것은 거의 알려지지 않은 상태였다.

45) 여기서 프랑스의 망명자들은 구질서체제하에서 특권을 누렸던 계층이었다.

46) 콘츠는 자신의 편지에서 민주당에 가입한 인물들의 상당수가 칼 학교의 교수들과 졸

업생이라는 것을 언급하였다. 그리고 자신의 언급을 뒷받침하기 위해 몇몇 교수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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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한 장소라고 것을 부각시키면서 편협하고 보수적인 공작이 그 자신뿐만 아

니라 바이저(Weisser)와 제우베르트(Seubert) 교수도 박해하고 있음을 거론하였

다.47) 슈투트가르트에 체류 중이었던 코타 역시 1793년 2월 20일 뷔르템베르크

로부터 이러한 맥락의 기사를 익명의 독자로부터 받았는데 그는 이것을 ‘슈트라

스부르크 정치잡지’에 게재하였다. 기사는 다음의 문구로 시작되었다(Kuhn,

1989: 146).

“저는 당신들이 프랑스의 자유본질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잘 알

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성향이 슈투트가르트 및 그 주변지역에서 확산되고 있

다는 사실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는 이 도시의 박사, 변호사, 그리고 문

필가들, 즉 지식인 계층이 비밀리에 정치 조직을 결성하였다는 소식도 들었습니

다. 그리고 저는 이러한 정치조직이 프랑스 헌법의 기본정신과 거기서 제시된 정

치체제를 그들 국가에 도입하려는 노력도 펼치고 있다는 사실을 접하였습니다.”

슈투트가르트에서 결성된 민주당의 활동 및 지향목표는 이후에도 종종 ‘슈트

라스부르크 정치잡지’에 전단, 익명의 비방문, 그리고 시의 형태로 실렸다.48)

1793년 10월 루트비히 오이겐이 뷔르템베르크 왕국의 위정자로 등극하였다.

이 당시 이 인물은 칼 학교가 반정부활동의 중심지일 뿐만 아니라 그러한 활동

을 확산시키는 역할도 담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따라서 그는 즉

위한 직후부터 칼 학교의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였고 다음해인 1794년 이 학교를

폐교시키는 특단의 조처를 취하였다.

1800년 9월 16일, 슈투트가르트 경찰서의 경감이었던 후버(Huber)는 슈투트가

르트 경찰서의 한 특별부서가 10년 전부터 일부 인물들의 활동을 중점적으로 감

시하여 왔음을 시인하였다. 여기서 그는 페터센 교수, 트레프츠(Treffz) 참사, 야코

비(Jocobi) 박사, 바이저(Weiser) 비서관, 바이케르스로이테르(Weikersreuter) 재정

국 고문관, 그리고 두텐호프(Duttenhof) 수리공사 감독관등이 수사대상 이었음을

프란츠, 코타, 단츠, 바이저, 제우베르트, 그리고 페터센 등의 이름도 거론하였다(Kuhn,

1989: 144).

47) 슈투트가르트 정부가 봉건적 통치체제를 고수하고 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바이저 교수와 제우베르트 교수는 반정부교수목록에 오르게 되었다. 그러나 이들이 민

주당과 관련되었다는 사실은 거론되지 않았다(Deutsches Literaturarchiv Marbach: Nr.

5555).

48) 이 당시 민주당은 기존의 질서체제와의 협력을 모색하였는데 그것은 이 당이 입헌

군주정체제를 지향한데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이 당에 가입한 인사들은 다음의 사

안들을 실제 정치에 반영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①모든 주권은 신민으로부터 비롯된다. 따라서 법은 일반의지의 표현이며 모든 신민

들은 직접 또는 그들의 대표를 통해 법 제정에 참여할 수 있다.

②인간의 고귀한 권리 중의 하나인 사상 및 의견의 자유로운 교환을 허용해야 한다.

③언론 및 출판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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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혔다(HATAS: A. 12-13). 후버가 언급한 인물들은 폐교된 칼 학교의 잔재세력

과 관계를 유지하거나, 정치적 관심을 보였던 칼 학교의 졸업생들, 그리고 슈투

트가르트의 반정부세력들이었다. 후버의 이러한 언급은 슈투트가르트 정부가 그

동안 칼 학교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였음을 확인하게 하는 결정적

증거라 하겠다. 더구나 이 학교가 폐교된 이후에도 감시활동을 중단하지 않은

것은 당시 정부의 책임자들이 칼 학교가 폐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반

정부활동의 중심체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이다.

수리공사 감독관이었던 두텐호프는 칼 학교의 교수였고 그는 이 학교의 학생

였던 파프와 더불어 여름휴가를 떠난 적이 있었다. 케르너 역시 1792년 8월 5일

의 편지에서 ‘사랑하는 두텐호프’라는 표현을 씀으로써 그와 두텐호프 교수와의

관계가 긴밀하였음을 가늠하게 하였다. 그리고 파프와 케르너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반정부 활동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학생들이었다. 바이저와 제우베

르트 역시 칼 학교의 교수로서 활동하면서 슈투트가르트 정부의 정책을 비판한

바 있었다. 야코비 박사는 칼 학교의 학생이었고 이 학교의 교수였던 단네커

(Dannecker)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트레프츠는 튀빙엔(Tübingen) 대학의

학생이었던 조카를 통해 마인츠(Mainz)의 과격주의자였던 메테르니히(Metternich)

와 친분관계를 맺을 수 있었다.49) 이러한 것을 통해 슈투트가르트에서 결성된 ‘민

주당’의 핵심인물들이 칼 학교의 교수 및 졸업생들이었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당시 결성된 민주당은 오늘날 관점에서의 정당이 아니고 정치적 견해

를 같이하던 사람들의 단순한 집합체로 보아야 할 것이다. 여기서 1790년부터

활동을 펼치기 시작한 학생단체와 ‘민주당’사이에 관계가 있었음을 예측할 수 있

는데 그것은 긴밀하고 빈번한 접촉이 교수와 학생들 사이에 있었기 때문이다

(Kuhn, 1989: 129-132; Voegt, 1978: 399; Wandel, 1981: 51).

Ⅳ. 튜빙엔, 괴팅엔, 예나 대학생들의 정치적 활동

칼 학교 학생들의 정치활동을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서는 당시 독일 내 다른

대학들과 비교․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여기서는 튜빙엔, 괴팅엔(Göttingen), 그

리고 예나(Jena) 대학을 비교대상으로 선정하였는데 그것은 이들 대학을 관할하

였던 공국 및 왕국의 위정자들이 계몽사상에 대해 관용적인 자세를 보인 것과

그것에 따라 이들 대학의 학생들이 다른 대학의 학생들보다 정치적 사안에 대해

적극성을 가졌기 때문이다.50)

49) 메테르니히는 마인츠지역에서 반정부활동을 주도하였던 인물이다.

50) 이 당시 독일권의 일부 국가, 하노버 공국, 작센-바이마르 공국, 그리고 뷔르템베르크

왕국의 위정자들은 스스로를 계몽군주라 자처하였다. 따라서 이들은 교육부분에 대한

배려, 즉 학문적 자유를 어느 정도 허용하려고 하였고 그것은 이들의 방임적 대학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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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같은 왕국내의 튀빙엔 대학을 살펴보기로 한다. 1792년 2월 14일 튀빙

엔 대학의 학생였던 마이어(Mayer)는 친구 라인바움(Reinbaum)에게 편지를 보

냈는데 거기서 그는 튀빙엔 대학의 교수 및 학생들 대부분이 당시 진행되던 프

랑스 혁명에 대해 관심이 없었음을 지적하였다(Scheel, 1965: 184). 그러나 마이

어가 지적한 학생들과 교수들의 정치적 무관심은 점차적으로 사라졌는데 그러한

변화는 특히 학생들 사이에서 확인되었다.

이 당시 튀빙엔 대학의 재학생은 200명 정도였고 이들 대다수는 정치에 무관

심한 신학부 학생들이었다.51) 그런데 이들의 태도변화는 칼 학교의 경우와 마찬

가지로 학교당국의 강압적 태도에서 비롯되었다. 학생들은 학교당국의 학사운영

방법을 비판하다가 점차적으로 그들 왕국이 안고 있던 문제점들에 대해서도 관

심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아울러 뷔르템베르크 왕국 내 프랑스의 직할도시였던 묌펠가르드(Mömpelgard)

의 프랑스 학생들은 프랑스 혁명의 진행과정을 튀빙엔 대학의 학생들에게 주기적

으로 전달하였고 그것은 이 대학의 학생들로 하여금 정치 부분에 대해 관심을 가

지게 하는 기폭제 역할을 담당하였다.52) 이러한 상황에서 학생운동을 주도하였던

인물들로는 횔덜린(Hölderlin)53), 헤겔(Hegel), 그리고 쉘링(Schelling)을 들 수

있고 이들 모두는 프랑스 혁명에 대해 긍정적인 자세를 보였다(Kuhn, 1989:

147-149; Wandel, 1981: 61).

1793년 4월 튀빙엔 대학에 정치단체가 활동을 펼치고 있다는 사실이 밀고를

통해 밝혀졌다. 1792년 10월 이 대학의 학생이었던 베첼(Wetzel)의 주도로 결성

된 이 단체는 1793년 7월 14일 바스티유 감옥 습격을 기념하기 위한 학생행사를

교내에서 개최하였다(Kuhn, 1992: 62). 여기서는 칼 오이겐 공작의 실정이 집중

적으로 거론되었을 뿐만 아니라 혁명을 통해 그러한 실정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견해도 제시되었다(Kuhn, 1989: 150)54).

“사람들이 지금까지 피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한 악들을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것들

로 인식할 때 그들은 그러한 것들로부터 벗어나려는 생각도 가져야 할 것이다. 아울

러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행시킬 수 있는 방법 역시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점차적으로 계몽사상의 영향을 받은 교수 및 학생들이 칼 학교,

튀빙엔 대학, 괴팅엔 대학, 그리고 예나대학 등으로 몰리게 되었고 그것은 이들 대학이

계몽사상의 보류역할을 담당하게 하는 요인이 되었다. 그러나 프랑스혁명 이후 이들

대학이 각 국의 위정자를 위협하는 요소로 등장하게 됨에 따라 각 국의 위정자들은 기

존의 대학정책을 포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계몽절대왕정체제의 근간도 일시적으로 유보

시켰다.

51) 이 당시 신학부 학생들은 슈투트가르트정부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있었다.

52) 30년전쟁(1618-1648)이 끝난 후 체결된 베스트팔렌(Westfalen;1648)조약에서는 프랑

스의 멤펠가르드 점유가 허용되었다.

53) 후에 이 인물은 독일문화권, 특히 서정시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54) 얼마 안 되어 반정부활동을 펼쳤던 베첼 및 그의 측근들은 체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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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4년 4월 튀빙엔 대학의 사무국장이 학생들 사이에서 자유주의 사상이 급

격히 확산되고 있다는 사실을 슈투트가르트 정부에 보고하였다(Wandel, 1981:

62). 여기서 그는 증거물을 제시하였는데 그것은 당시 학생들 사이에서 크게 유

행되었던 기념첩이었다. 증거물로 제시된 힐러(Hiller)의 기념첩에서 힐러의 친구

뮐러(Müller)는 프랑스의 혁명사상가였던 생쥐스트(St. Just)의 활동과 그것에 대

한 자신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표명하는데 주저하지 않았다(Wandel, 1981: 62).55)

“고귀한 생쥐스트의 혁명 사상에 대해 우리 모두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그

는 혁명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사회성원 모두가 혁명에 대해 관심을 표명해

야 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혁명대열에도 참여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따라서

우리는 1793년 7월 14일에 개최된 행사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해야 할 것이다.”

이후 튀빙엔 대학의 학생들은 그들 왕국에 자유주의적 제 이념을 수용한 정

치제도, 즉 공화정체제를 도입시켜야 한다는 생각을 가졌지만 그것을 위한 구체

적 행동은 펼치지 않았다.

다음으로 하노버(Hannover) 공국의 괴팅엔 대학을 살펴보기로 한다. 18세기

이전에도 학생들의 소요는 종종 있었지만 그러한 것은 주로 흡연, 음주, 그리고

행패로 요약되는 대학의 자유와 연계되곤 하였다. 이 당시 학생들은 도시의회나

정부가 그들의 요구를 수렴하지 않을 경우 도시로부터 떠났는데 그것이 바로 대

학생들의 전통적 압력수단이었다. 그러나 프랑스 혁명이후 학생들의 전통적 소

요에 새로운 요소들이 가미되기 시작하였고 그러한 예는 괴팅엔 대학에서도 확

인되었다.

1790년 7월 10일 괴팅엔 대학에서 발생된 학생소요에서 프랑스 혁명은 아무

런 역할도 담당하지 못하였다. 한 목공인이 지나가는 학생에게 ‘당신(Sie)’대신에

‘너(Du)’라는 호칭을 사용하였는데 그것은 학생들과 목공인들 사이에 집단패싸움

을 유발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수적으로 우세한 학생들이 목공인 들의 숙소를

습격함에 따라 목공인 들은 도시정부에 구조를 요청하였다. 도시정부는 목공인

들의 지원요청을 받아들였고 그것은 학생들의 반발을 유발시켰다. 이에 따라 80

여명의 학생들은 괴팅엔을 떠났고 나머지 학생들도 다음날 도시를 벗어났다. 상

황이 이렇게 전개됨에 따라 도시의회와 대학당국은 긴급공동회의를 개최하였고

여기서 목공인 들의 잘못을 인정한다는 성명서도 발표되었다. 3일 후 학생들은

승자의 신분으로 도시로 돌아왔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2년 후 바뀌었는데 그

러한 것은 괴팅엔 대학 부총장이 행한 연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총장은 연설

55) 기병장교의 아들로 태어난 생쥐스트는 20대 초반부터 혁명적 이념에 심취하였다. 그

는 평등하고 덕치주의적인 공화국을 건설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고 그것은 그가 민중

의 우상으로 부각되는 계기도 되었다. 혁명 기간 중 그는 자신과 로베스피에르의 정적

이었던 지롱드파, 에베르파, 당통파를 숙청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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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학생들이 기존의 질서체제가 용인할 수 없는 것들, 예를 든다면 헌법제정

이나 민의를 대표하는 의회구성 등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였다(Kuhn,

1992: 62).

실제적으로 괴팅엔 대학의 학생들은 1792년 11월 7일 도심 내 상점, 시청,

그리고 대학건물에 ‘하노버 공국 신민들의 자유봉기’를 요구하는 표어를 붙였다

(Haase, 1967: 224)56).

끝으로 예나 대학의 상황을 살펴보기로 한다. 작센-바이마르(Sachsen-Weimar)

공국에 위치한 이 대학은 1790년대에 접어들면서 학문적 도약단계를 맞이하였다.

이 당시 예나 대학의 재학생은 900명 정도였는데 이들 대다수는 지방향우회

(Landsmannschaft)나 수도회를 모방하여 결성된 세속 수도회(Orden)에 가입하

였다. 특히 세속 수도회는 프리메이슨 비밀결사단이 지향한 목표를 추종했기 때

문에 계몽적 개혁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였다(Dann, 1988: 166-188).

예나 대학의 학생들은 1791년 스테파니(Stephani)의 제의에 따라 전통적 결

투를 포기하고 그들 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명예재판소를 설치하기로 합의

하였다. 그리고 이 대학의 학생들은 자신들이 추진하던 개혁을 다른 대학에도

홍보하려고 하였고 그러한 것은 점차적으로 전독일적 관심대상으로 부각되었다.

이들이 타 대학의 학생들에게 보낸 서신에서 다음의 문구가 특히 관심을 끈다

하겠다(Matz, 1957: 138).

“인간이 철학의 빛을 통해 동물적 선잠에서 깨어난 후 유럽은 황금시대를 맞이하

였다. 이제 우리는 이성을 가지고 군주들에게 헌법제정의 필요성을 강력히 요구해

야 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것을 활성화시키는데도 일조를 해야만 할 것이다.”

1792년 6월 작센-바이마르 공국 정부가 대학 내에서 세속 수도회의 활동을

금지시킨다는 칙령을 발표함에 따라 예나 대학의 학생들은 정부의 조치를 강력

히 비난하였다. 나아가 이들은 시가행진을 마친 후 중앙광장에 모여 실러

(Schiller)의 ‘강도(Räubern)’에서 나오는 ‘자유로운 삶이 우리를 인도한다(Ein

freies Leben führen uns)’라는 노래를 불렀다. 이어서 이들 중 60-70명 정도의

학생들은 항의 표시로 총장대리를 유리창 밖으로 던졌다.57) 이에 따라 예나 대

학의 교수들은 정부에게 보호를 요청하였다. 군부대가 도시로 이동함에 따라 학

생들은 그것에 대항하기 위해 도시로부터 퇴거라는 전통적인 방법을 채택하였

다.

56) 학생들은 표어에서 게오르그 3세(Georg III; 1760-1806)의 실정을 언급하였을 뿐만 아

니라 그것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공국의 신민들이 적극적으로 봉기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도 강조하였다.

57) 대화에서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경우 상대방을 창 밖으로 던지는 것은 독일권,

특히 보헤미아 지방의 오랜 관습 중의 하나였다(Görlich, 1980: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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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150명에 달하는 학생들은 에르푸르트(Erfurt)에서 그들의 학업을 계속하

기 위해 소리 내는 게임과 지방학생단체의 기를 높이 들면서 도시의 성문을 벗

어났다.58) 학생들의 이러한 위협은 도시와 대학 당국의 양보를 얻어낼 수 있었

다. 즉 학생들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고 세속 수도회의 존립 역시 인정되었

다(Kuhn, 1992: 63).

1794년 4월부터 피히테(Fichte)는 예나 대학에서 철학을 강의하였다.59) 같은

해 6월 예나 대학에서 ‘자유 남성사회(Gesellschaft der freien Männer)’라는 단

체가 결성되었는데 그것은 피히테의 제안에서 비롯되었다. 당시 학생생활과 세

속 수도회의 지향목표를 부정적으로 간주한 ‘자유 남성사회’는 현실적 상황에 대

한 학생들의 관심을 부각시키려고 하였다. 실제적으로 이 단체는 결성된 직후부

터 독일의 정치적 사안들, 즉 통합 및 기존의 질서체제를 대체할 정치체제를 토

론하는 등의 적극성을 보였다(Rex. 1983: 577-583).

1795년 4월 예나 대학에서 학생소요가 발생되었을 때 피히테는 과격주의자로

밀고 되었다.60) 그리고 그의 집은 투석대상이 되었고 그에게 강의중단을 요구하

는 압력도 가해졌다. 그리고 피히테의 견해를 지지하고, 학생소요를 주도하였던

횔덜린도 예나를 떠나야만 되었다.61)

피히테 역시 1799년 예나 대학을 떠났다. 당시 보수적 투쟁지로 알려진 ‘오이데

모니아(Eudämonia)’는 수차례에 걸쳐 피히테가 학생들에게 무신론을 강의한다고 공

격하였다.62) 이에 피히테는 ‘보수주의자들이 법적으로 박해하고자 하는 것은 나

의 무신론이 아니라 나의 자유주의 이론일 것이다’라고 반박하였다(Dann, 1988:

181).

거의 같은 시기 독일의 공화주의자였던 브레흐텔(Brechtel)도 예나 대학에서

활동을 펼치고 있었다. 브레흐텔은 1794년 5월부터 프랑스정부의 밀사로 활동했

는데 그는 특히 ‘자유남성사회’의 움직임을 관찰하였다. 5월 15일의 보고편지에

서 브레흐텔은 32명의 학생들이 ‘자유남성사회’가 주관하는 집회에 참석했다고

언급하였다. 여기서 그는 학생들이 자코뱅파를 상징하는 모자를 착용하였을 뿐

만 아니라 ‘공화정 만세(Vive la République)’ 또는 ‘상퀼로트 만세(Vivent les

58) 소리 내는 게임에서 한 학생이 불만을 가지고 있던 군주 및 정치가들을 비하할 경우

나머지 학생들은 그것에 대해 큰 구호로써 동의를 표시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것은 이

동과정에서 수시로 반복되었다.

59) ‘유럽 제후들에게 사상의 자유 반환요구’와 ‘프랑스혁명에 대한 대중들의 판단교정을

위해’라는 논문에서 프랑스 혁명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피히테는 새로운 형태의 수업방

식을 예나 대학에 도입하였고 그것은 많은 학생들로부터 주목을 받았다(Rex, 1983:

577).

60) 학생들은 소요에서 공화정체제의 도입을 요구하였다.

61) 예나는 횔덜린의 2번째 활동장소였다(Dann, 1988: 181).

62) 1798년 피히테는 ‘신의 세계지배에 대한 우리들의 신앙근거에 대해’라는 논문에서 기

독교의 역할을 부정적인 측면에서 접근하였는데 그것은 보수주의자들의 강한 반발을

유발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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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s culottes)’같은 구호도 외쳤다고 보고했다(Reiz, 1979: 126).63) 이를 통해

신․구의 정치적 관점이 예나 대학에 공존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대학들의 학생들은 프랑스 혁명의 영향을 받아 학생단체를

하나의 압력수단으로 활용하기 시작하였다. 이제 이들은 기존의 질서체제에서

확인되는 문제점들을 지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까지도 제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대학,

즉 괴팅엔 대학과 예나 대학에서는 학생단체의 활동과 전통적 소요가 동시에 전

개되는 과도기적인 현상이 나타났다. 이와는 달리 튀빙엔 대학과 칼 학교에서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그것은 전통적 소요를 일으킬 수 있는 지방향

우회의 활동이 미미하거나 또는 그러한 단체들이 결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칼 학교의 반정부적 활동은 튀빙엔, 괴팅엔, 그리고 예나 대학의 반정부활동

이나 소요와 비교할 때 구체적이라 하겠다. 이것은 분명히 새로운 형태의 학생

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한 것이 가능하였던 것은 전통적 소요의 축, 즉

지방향우회가 칼 학교에서 결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64) 그러나 이러한 분석은

하나의 가정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신빙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조사와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Ⅴ. 맺음말

1770년에 세워진 칼 학교는 프랑스 혁명이 발생된 이후 반정부활동의 중심지

로 부각되었다. 즉 이 학교의 학생들과 교수들은 당시 뷔르템베르크 왕국의 문

제점을 지적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 즉 자유주의적인

개혁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슈투트가르트 정부의 실세들은 이러한 시도

에 대해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아울러 이들은 정부에 대해 비판적 자세를 취하

였던 학생들과 교수들을 처벌하는 데만 주력하였다.

그렇다면 슈투트가르트 정부는 프랑스 혁명의 발생원인과 그 진행과정에 대

해 전혀 관심이 없었을까. 당시의 자료들은 슈투트가르트 정부가 프랑스 혁명이

발발된 후 이웃 국가에서 진행된 상황에 예의 주시하였음을 알려주고 있다. 그

63) 이 당시 프랑스 정부의 핵심인물이었던 로베스피에르는 혁명의 해외수출에 대해 긍

정적인 자세를 보였다. 따라서 ‘자유남성사회’에 대한 브레흐텔의 관찰 역시 그러한 관

점에서 비롯된 것 같다.

64) 학생운동에 참여하였던 칼 학교 학생들의 대다수는 혁명적 사상으로 무장하였을 뿐

만 아니라 그들의 정치적 관점을 관철시키기 위해 그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방법들도

활용하였다. 그리고 어떤 인물의 주도로 진행된 계획이 성사되지 못하였을 경우 개별

적 행동, 즉 학업을 포기하거나 또는 도망가는 방법을 통해 진행되던 학생운동에 영

향을 끼치지 않으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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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슈투트가르트 정부는 자국에서 개혁을 요구하는 세력이 극히 미미하다는

것과 기득 계층이 개혁을 통해 아무런 이득도 얻을 수 없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

에 학생들과 교수들의 요구를 수렴하지 않았던 것이다.

칼 학교의 학생들과 교수들 역시 정부가 그들의 개혁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리

라는 판단을 하였지만 그들의 입장을 철회하지는 않았다. 그러한 자세는 그들을

지지하는 세력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확산되리라는 확신에서 비롯된 것 같다.

점차적으로 이들의 확신은 구체화되었는데 그것을 살펴보면 첫째, 왕국내의 일

부 대학들도 정치적 개혁을 요구하였다는 것. 둘째, 개혁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계층이 확산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 주도하에 정치적 조직도 결성되었다는 점

이다. 이에 따라 슈투트가르트 정부는 개혁의 산실로 간주되던 칼 학교에 대한

특단의 조처를 취하게 되었다. 즉 칼 오이겐 공작에 이어 뷔르템베르크 왕국의

왕으로 등극한 루트비히 오이겐 공작은 1794년에 칼 학교를 폐교시킨 것이다.

그러나 칼 학교의 학생들과 교수들이 펼쳤던 활동과 그것이 사회에 끼친 영향은

학교가 폐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더욱 확산되었는데 그러한 것은 후에 결성된

대학생조합의 강령 및 활동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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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ies on the Student Activities in Germany
during the French Revolution:

In the Case of the Carlsschule in Stuttgart.

Kim, Jang-Soo
P rofessor of Department of H istory and Culture,

Kwandong University

This article examines the antigovernment activities at the Carlsschule

during the French Revolution. During this period, the students demonstrated

against the Württemberg Kingdom, and the professors supported the reform

movements as a way to correct the corruptions and inefficiency of the

government, as well as pointing out the problems of the political system.

Gradually, the students tended to turn to the left wing idea from the middle,

rejecting the values and traditions that they belong to. But the Stuttgart

Government did not pay any attention to their demands quelling down the

reform movements. The king of Württemberg Kingdom, Karl Eugen strongly

advocated for an autocratic government as a way to survive.

Although demands of the students were not fulfilled, the movements

brought about huge impacts on other reform movements among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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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ersities in Germany, and led the intellectuals to become aware of the

need for addressing the political problems.

As Ludwig Eugen succeeded to the Württemberg Kingdom, the reform

movements began to lose its momentum; the Carlsschule, which was

regarded as a mecca for freedom movements, was forced to close in 1794.

However, the university is still regarded as the birthplace of political reform

movements and its influence remains in the main principles stated in the

charter of the Student Union(=Burschenschaft).

Keywords: Carlsschule, French revolution, antigovernment activities, political reform
movements, student union(=Burschensch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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