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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미적인 것의 경계: 
쉴러의 미학과 『발렌슈타인』

현대의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분화다. 사회적 분업이 그 이전에 비

해 현저하게 진전되었고, 사회의 각 부문들도 기능적으로 분화되었다. 이 

과정에서 예술 또한 분화되어 자율적인 영역으로 정립되었다. 철학의 분

야에서는 칸트가 미적인 것의 자율화를 확고히 하였다. 그러나 미적인 

것과 예술의 자율화 과정에서는 자율성을 넘어서서 예술의 주권성을 주

장하는 흐름 또한 존재했다. 대표적인 예가 ‘보편문학’을 주장한 초기낭

만주의의 문학론이다. 쉴러는 칸트의 미학을 이어받아 예술이 자율성의 

경계를 넘어서서 자신의 영역을 탈분화적으로 확장하려고 해서는 안 되

며, 이런 시도가 낳을 수 있는 부정적인 결과들을 분명하게 제시하였다. 

그는 90년대 초의 비극이론에서 즐거움을 비극의 목적으로 내세우면서 

미적 관심과 도덕적 관심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하게 강조했다.  

「칼리아스 편지」에서는 미의 독자적인 성질을 그 객관적 개념의 정립

을 통해 입증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 시도는 실패로 귀결되었다. 이어

서 「격정적인 것에 대하여」에서는 미적인 것과 도덕적인 것의 분리를 

한층 더 분명하게 부각시켰다. 그리고 「아름다운 형식의 사용에 있어서 

불가결한 한계」와　「미적 습속의 도덕적 유용성에 대하여」에서는 잘

못된 미학화가 초래할 수 있는 부정적 결과들에 대해 상론함으로써 분화

의 입장에서 미와 예술의 한계를 넘어서지 말아야 할 필요성을 더욱 강

조하였다. 그리고 그의 주요 저작인 『인간의 미적 교육에 대한 일련의 

서한』에서는 미와 예술이 분화로 인한 부정적 결과를 극복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을 지니고 있음을 역설하면서도 이러한 기능은 바로 이 분화



의 성과이며, 따라서 예술의 영역을 확장하기 위해 분화를 취소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예술의 문명 치유적 기능을 파괴할 것임을 보여주었다. 

90년대 초 이후로 쉴러가 집필한 일련의 미학과 예술론 저작에서 일관되

게 나타나는 이러한 분화의 입장은 기존의 쉴러 연구에서 자주 간과되었

다. 그 결과 쉴러가 스스로 미학화를 시도했다거나 미적인 상태를 인간

의 정점으로 간주했다거나 하는 잘못된 평가들이 흔히 이루어져왔다. 일

한 평가는 쉴러가 자율성을 강조한 측면을 일방적으로 부각시킨 결과였

다. 이 논문은 이러한 오류를 바로잡고자 한다.

『발렌슈타인』은 쉴러가 철학과 미학 연구를 끝내고 시도한 첫 번째 

작품이었다. 이 작품은 쉴러가 계몽주의적인 역사 낙관주의에서 벗어나 

역사에 대한 냉정하고 현실적인 평가에 이르렀음을 보여준다. 이 작품에 

앞서 집필된 「숭고에 대하여」에서 이미 쉴러는 역사에 대한 회의를 드

러낸다. 역사에서 주도하는 힘은 이성이 아니라 자연이었으며, 역사를 인

간의 이성에 의해 조종할 수 있다는 믿음은 현실에 의해 확인되지 않는

다는 이러한 회의적인 입장은 프랑스 혁명의 전개과정에 대한 쉴러의 부

정적 평가와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 역사에 대한 이런 시각은 『발렌슈

타인』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난다. 발렌슈타인은 무엇보다도 역사의 진행

과정을 자신의 오성으로 통제할 수 있다는 근대적 신념을 대변하는 인물

이다. 그가 좌절함으로써 이러한 신념의 타당성 또한 부정된다. 그러나 

쉴러는 비관주의나 허무주의에 빠지지 않고, 냉정하고 현실적인 시각을 

획득함으로써 회의적인 상황에서도 현실을 개선할 수 있는 길을 찾기 위

해 노력한다. 

발렌슈타인의 몰락과정에서 쉴러의 미학과 관련하여 눈에 띄는 점은 

그가 자신의 현실적 행위를 미적 행위로 간주하고, 그럼으로써 현실을 

미학화한다는 것이다. 이 미학화는 가상의 영역 안에서만 미적 유희가 

허락된다는 쉴러의 경고를 무시한 행위였다. 그리고 이 미학화의 결과는 

발렌슈타인이 현실의 상황을 오인하게 된 것이었다. 현실에 대한 사실적 

판단은 취미 혹은 구상력이 아니라 오로지 오성이 해야 하고, 도덕적 판



단 또한 오로지 이성이 해야 올바른 결과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 발렌슈

타인의 파멸이 남겨주는 중요한 교훈 중의 하나다.

주요어: 자율성, 분화, 탈경계, 미학화, 현실주의

학  번: 201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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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사회 각 영역의 기능적 분화는 현대의 핵심적 특징이다. 전근대 사회

가 수직적 계층 분화의 형태인 신분질서에 의해 지배되었던 반면, 현대 

사회에서는 사회 여러 부문들의 수평적인 분화가 이루어짐으로써 각 부

문들의 기능적 독립성이 확보되며, 사회는 이 부문들의 자율적 기능에 

의해 운영된다. 예컨대 정치, 경제, 학문, 예술, 종교 등의 부문들이 독

자적인 코드와 매체와 프로그램을 갖고 활동하는 가운데 어느 한 부문이 

우월적이거나 선도적인 역할을 맡지 않는다. 이는 중세에 종교가 우월한 

지위를 누렸던 것과는 확연하게 다른 상황이다. 물론 각 부문들은 사회

의 모든 문제에 대해 자신의 시각으로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지만, 타부

문의 고유한 영역에 직접 개입할 권한은 없다는 데 대한 일반적인 사회

적 동의가 이루어진다. 

이런 분화의 과정에서 예술은 예술의 자율성을 주장하게 되고, 이로써 

전근대적 사회에서 예술을 규정했던 종교와 정치, 학문 및 도덕의 굴레

에서 벗어나게 된다. 그런데 이는 거꾸로 예술이 종래에 수행해온 종교

적․정치적․학문적․도덕적 기능을 상당 부분 상실함을 의미한다. 이에 따

라 예술은 타부문을 위해 종속적 기능을 하는 가운데 누렸던 안정성을 

포기하고 새롭게 자신의 고유한 존립근거를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

게 된다. 이에 따라 독일 근대의 유수한 미학자, 예술론자들은 예술의 

자율성을 주장하는 동시에 예술의 고유한 기능을 규명하는 데 주력해야 

했다. 감각적 진리의 완전성을 미와 등치시킨 바움가르텐에서부터 내적 

합목적성과 내적 완결성을 미의 특징으로 주장한 모리츠를 거쳐 감각과 

오성의 조화로운 활동에 기초하는 무관심적 만족을 미의 성과로 내세운 

칸트에 이르기까지 분화의 논리에 기초하는 예술의 자율성론은 항상 예

술의 정당화를 위한 논거들을 천착했다. 인간의 전인적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미적 상태’의 이론을 주장한 쉴러 또한 이러한 분화이론의 전통



- 2 -

을 잇고 있다. 

그러나 쉴러가 분화이론의 틀을 벗어나 예술을 타부문에 비해 우월적 

지위를 갖는 부문으로 격상시켰다거나 정치적 과제를 미적․예술적 과제

로 치환시킴으로써 미적 가상 속으로 도피했다는 비판도 계속 제기되어

왔다. 대표적인 사례가 가다머로서, 그는 『진리와 방법』에서 쉴러가 

인륜적․정치적 자유를 미적 자유로 대체시켰다고 비판한 바 있다. 나아

가 쉴러를 유미주의의 전통에 귀속시키려는 시도 또한 지속적으로 이루

어져왔다. 그러나 이런 비판과 시도들은 쉴러의 미학을 탈분화의 이론으

로 오해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쉴러는 자신의 미학이론과 예술론에서 

예술의 자율성에 대한 주장은 예술의 한계에 대한 엄격한 인정에 기초해

야 한다고 거듭 주장한 바 있다. 이런 분화론적 논지는 90년대 초반부터 

집필된 쉴러의 미학과 예술 관련 논문들에서 줄곧 견지되는데, 기존 쉴

러 연구에서는 이 문제가 거의 본격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았다. 언급되더

라도 주변적인 문제로만 취급되는 데 그쳤다. 

이 논문은 이 점을 부각시키면서 쉴러의 3부작 드라마인 『발렌슈타

인』을 그의 현대적인 역사의식을 보여주는 작품이자 분화를 인정하고 

옹호하는 입장에서 탈분화의 시도를 비판하는 작품으로 해석하고자 한

다. 『발렌슈타인』은 쉴러가 칸트의 철학을 학습하면서 이성 중심적 계

몽주의 미학에서 벗어나 분화론을 수용한 후에 쓴 첫 작품으로서, 쉴러

가 1790년대 초반에 수년간의 천착 끝에 도달한 미학적, 철학적 입장이 

가장 생생하게 반영되어 있는 작품이기도 하다. 본 논문에서는 특히 발렌

슈타인이 정치와 미학을 뒤섞는 지점에 주목하면서, 이런 미분화의 상태를 

쉴러의 미학이론에 입각하여 비판하고자 한다. 쉴러는 『인간의 미적 교육에 

대한 일련의 서한』을 비롯한 여러 미학 및 예술론 논문에서 미적 원리의 고

유성과 더불어 그 한계를 분명하게 지적했다. 특히 쉴러는 미적인 세계 인식

이 도덕이나 정치의 영역에 직접적으로는 아무런 기여를 하지 못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예컨대 쉴러는 논문 「아름다운 형식의 사용에 있어서 필요한 제

한에 관하여」에서 미적 태도가 다른 영역, 예컨대 학문이나 도덕의 영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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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하려고 월권을 행사할 때, 그 영역의 고유한 목적이 실현되는 것을 저해

하는 해악을 낳을 뿐이라고 단언한다. 발렌슈타인이 정치적으로 결정적인 지

점들에서 미적 세계로 도피함으로써 결국 좌절하고 마는 것은 바로 이런 해

악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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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현대와 분화

역사를 여러 시대로 구분할 수 있다는 생각은 중세에서 비롯되었다. 

물리적으로 연속되어 진행되는 시간 속에 질적인 차이를 야기하는 사건

들과 분기점들이 존재하며, 역사를 ‘이전’과 ‘이후’로 나눔으로써 현재를 

규정한다는 사고방식은 고대에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중세에 역사

는 3가지 시대로 구분되어 파악되었다. “예수 탄생 이전의 시대는 아버

지의 시대로, 구원의 죽음과 최후의 심판 사이의 시기는 아들의 시대

(media aetas)로 파악되었고, 성령의 시대와 역사의 종말이 그 뒤를 잇는 

것으로 간주되었다.”1)

그러나 중세의 이러한 시대구분은 세계종말까지의 역사 속에서 원칙적

으로 새로운 것이 전혀 생겨날 수 없으며, 따라서 인간 역사에 다시 한 

번 시대를 구분할 사건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했다. 

18세기 말에 이르기까지 역사와 관련된 텍스트들은 학문적 가치가 없

는 일종의 문학으로 간주되었다.2) 극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이야기 혹

은 실제 사건에 대한 수사학적 성질을 지닌 보고로 인식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16세기 초반에 역사 텍스트에 대한 이러한 인식이 분화되어 이런 

텍스트 가운데 일부는 경험적, 개별적 인식을 서술하는 텍스트들에 대한 

집합개념으로 간주되게 되었다. 이런 새로운 인식에 따르면 역사

(Historia)는 하위의 인식에 속하는 것으로서, 이론적 주장이 없이 개별 

사실들을 경험적 기준에 따라 서술하는 것이었다. 역사가 단순한 이야기

1) Walter Grasskamp: Ist die moderne eine Epoche? In: Merkur, 52. Jg.,  
September, Das Doppelheft, Stuttgart 1998, S. 757. 라인하르트 코젤렉은 이 

세 신학적 시대를 “법 이전의 시대, 법 아래의 시대, 법과 은총 아래의 시

대”(Zeit vor dem Gesetz, unter dem Gesetz und der Gnade)로 서술한다. 
Vgl. Reinhart Koselleck: Das Achtzehnte Jahrhundert als Beginn der 
Neuzeit. In: Reinhart Herzog und Reinhart Koselleck (Hg.): 
Epochenschwelle und Epochenbewusstsein, München 1987, S. 274.

2) Vgl. Wolfgang Hardtwig: Geschichtskultur und Wissenschaft. München 
1990, S. 6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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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rratio)가 아니라 인식(cognitio)으로서 가치를 지닌다는 이러한 주장은 

18세기 중반에 와서야 에를랑엔의 교수로서 신학자이자 역사학자였던 요

한 마르틴 클라데니우스(Johann Martin Chladenius)가 1752년에 발표한

『일반 역사학』(Allgemeine Geschichtswissenschaft)에서 비로소 분명한 

학문적 표현을 얻게 된다.3) 그는 교회가 미리 정해놓은 세계시대론을 거

부하고 역사가의 시점을 기준으로 삼아 역사를 세 시기로 구분했다. 첫

째 시기는 역사가가 직접적 체험을 근거로 증언할 수 없는 과거의 역사

이고, 둘째 시기는 역사가가 직접 체험하는 새로운 역사이며, 셋째 시기

는 역사가 이후의 미래 역사다.4) 이때 이후로 역사서술은 개별 자료들을 

일반적인 사건연관 및 의미연관으로 묶어내는 철학적 활동으로도 이해되

었다. 역사가의 관점을 중심에 놓고, 이런 관점에 따라 사료로부터 다양

한 인식을 획득할 수 있다는 클라데니우스의 주장은 역사로부터는 어떠

한 인식도 얻을 수 없으며, 따라서 역사는 그저 학적 가치가 없는 이야

기에 불과하다는 이전 시기의 회의주의를 부정하는 것이었다.

이로써 역사 속에서 서로 구분되는 시기를 말하는 시대 개념이 정초되

었다. 원래는 어떤 고정된 시점과 중단을 의미하던 시대(Epoche)라는 개

념이 18세기를 거치면서 두 개의 분기점을 경계로 하는 시기로 뜻이 바

뀌었다.5)

현대(Moderne)라는 개념은 6세기 초에 이미 명사로서 사용되기 시작

했는데, 당시에는 고대 로마 시대에 대립되는 현재 시기를 뜻했다.6) 19

세기 초에 이르기까지 고대와 현대라는 이 대립이 현대 관념을 둘러싼 

3) Vgl. Hardtwig (1990), S. 64.
4) Vgl. Koselleck (1987), S. 275.
5) Vgl. Hardtwig (1990), S. 64.
6) 켐퍼에 따르면 카시오도루스(485-580)는 그의 두 편지에서 이미 ‘현

대’(modernus)를 ‘고대’(antiquitas)에 대립하는 개념으로 사용했다. 이때 현대

라는 개념은 고대 로마의 문화가 상실되었다는 의식을 표현했다. Vgl. Dirk 
Kemper: Ästhetische Moderne als Makroepoche. In: Silvio Vietta und Dirk 
Kemper (Hg.): Ästhetische Moderne in Europa: Grundzüge und 
Problemzusammenhänge seit der Romantik, München 1997, S. 10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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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론을 지배했다. 현대 개념이 이 대립으로부터 벗어난 것은 19세기 

중반에 이르러서였다. 현대는 이제 이전의 모든 시대와 구별되는 독자적

인 시대로 이해되기 시작했다. 이때 이후로 현대는 자신의 전사(前史)로

서의 과거 전체와 대립하며 항상 역사 전체의 발전과정의 맨 끝에 위치

하는 시기로 파악되었다. 이 현대 개념은 자신의 현재를 절대적으로 새

로운 것, 일회적인 것으로 인식하는 비연속성의 의식을 표현했다. 현대는 

자신의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해 직접 자신의 과거를 만들어내었고, 이 

과거에 대한 경계선을 긋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가운데 역사를 여

러 시대들로 나누었다.

18세기에 이미 중세라는 개념이 보편사의 범주로 관철되었다. 그러나 

르네상스라는 개념은 19세기 중반에 와서야 쥘 미슐레(Jules Michelet)와 

야콥 부르크하르트(Jakob Burckhardt)에  의해 그런 범주로 굳어졌다. 종

교개혁이 시대 개념으로 완전히 인정받은 것도 랑케에 이르러서였다.7)

시대 개념으로서 현대가 지니는 특수성은 이 개념이 언제나 그것을 사

용하는 사람 자신의 시대를 의미하고, 따라서 미래를 향해 항상 열려있

다는 데 있다. 이런 의미로 사용되는 현대 개념은 당대의 모든 것들과 

새로운 것들을 자신 안으로 흡수하고, 자신을 지속적으로 수정하면서 과

거를 새롭게 규정한다. 그래서 그라스캄프는 현대가 “무한한 시대이며, 

자신의 이전 시대를 지속적으로 정의함으로써 자신을 그 시대의 뒤를 잇

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하였다.8)

현대 개념의 이러한 특성은 모든 개념이 특정한 관심을 바탕으로 하여 

구성되는 것임을 잘 보여준다. 현대가 언제 시작되는가 하는 질문에 대

한 대답은 당대가 어떤 점에서 이전 시대와 다르다고 여겨지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즉 장기적 연관으로서 현대의 시작을 결정하는 것은 어떤 문

제가 본질적으로 중요한 문제인가, 당대의 시대상황을 지속적으로 규정

하는 문제인가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에 따라 좌우된다. ‘우리’ 시대를 

7) Vgl. Koselleck (1987), S. 276.
8) Grasskamp (1998), S. 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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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시대와 구별하게 하는 종차(differentia spezifica)가 무엇인가에 대

한 대답은 여러 가지가 있었다.

사회사적으로 본질적인 차이로 여겨졌던 것은 현대 이전 시대의 정적

이고 신분제적인 질서와 현대의 역동적인 시민 질서 사이의 대립이었다. 

이 대립은 관념형(Idealtypus)적으로 출생/업적, 특권/법적 평등, 정체/성

장, 조합적 결속/개인주의 등의 개념쌍들로 서술될 수 있다.9)

라인하르트 코젤렉에 따르면 18세기 이후 사회의 이러한 역동화 과정

은 모든 사람들의 일상적 의식에 각인되었다. 코젤렉은 현대 이전의 의

식과 현대의 의식을 구별하게 해주는 기준들을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경험세계의 역동화와 시간화; 역사의 길을 예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것을 계획적으로 취급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인 열린 미래; 우리 지구

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다원주의적으로 차별화하는 비동시성의 동시성; 

이로부터 초래되는, 우리가 그 안에서 역사적 인식을 획득하고 측량해

야 하는 관점주의적 다양성; 나아가 전승된 전통을 필요한 혁신과 매개

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이행기에 살고 있다는 의식. 마지막으로 

변화 과정을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완수하는 일을 가속화해야 한다

는 감정.

Die Dynamisierung und Verzeitlichung der Erfahrungswelt; die offene 

Zukunft, die planend anzugehen unsere Aufgabe bleibt, ohne die Wege 

der Geschichte voraussehen zu können; die Gleichzeitigkeit des 

Ungleichzeitigen, die das Geschehen auf unserem Globus pluralistisch 

differenziert; die daraus sich ergebende perspektivische Vielfalt, in der 

historische Erkenntnis gewonnen und abgewogen werden muss; ferner 

das Wissen, in einer Übergangszeit zu leben, in der es immer schwerer 

9) Vgl. Walter Demel: Der Prozess der Modernisierung der Gesellschaft. In: 
Silvio Vietta und Dirk Kemper (Hg.): Ästhetische Moderne in Europa: 
Grundzüge und Problemzusammenhänge seit der Romantik, München 
1997. S.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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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rd, die überkommenden Traditionen mit den notwendigen 

Neuerungen zu vermitteln. Schließlich das Gefühl der Beschleunigung, 

mit der sich die Prozesse des Wandels ökonomisch oder politisch zu 

vollziehen seinen.10)

사회의 이러한 역동화와 연관된 세계관적 변화는 종교적 세계해석이 

보편타당한 인식과 행위의 기준으로서의 권위를 상실하고, 그 결과 사회

가 세속화된 것에서 잘 드러난다.

인식론적 측면에서 철학은 17세기 후반에 이미 종교적 세계해석으로부

터 해방되었다. 르네 데카르트를 필두로 하여 인간은 자신을 모든 인식

의 주체로서 장악하기 시작했다. 이제 사유하고 표상하는 주체로서의 개

인이 신학적인 선결(先決)과 무관하게 모든 질문에 대해 판결을 내려야 

하는 심급이 되었다. 

오도 마르크바르트에 따르면 세계관적 세속화는 18세기 중반에 합리적 

변신론의 형이상학적, 인식론적 낙관주의가 붕괴됨으로써 결정적으로 관

철된다.11) 현실 속에서 관찰되는 불가피한 적대적 대립과 이율배반에 직

면하여 역사의 창조자는 신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주장을 통해서만 신은 

구원된다. 이로써 인간은 자율적 존재가 되고, 역사 속의 악에 대한, 그

리고 이 악을 제거할 책임을 짊어지게 된다. 1791년에 발표된 칸트의 논

문 「변신론에서의 모든 철학적 시도들의 실패에 대하여」(Über das 

Misslingen aller philosophischen Versuche in der Theodizee)는 인간에

게 실천 이성을 통해 역사를 지배하는 힘을 부여하고, 그럼으로써 역사

를 인간의 작품으로 바꾸었다.12) 이런 점에서 이 논문 또한 현대의 시작

을 알리는 지점으로 평가된다.13) 진보와 발전이라는 개념이 18세기 말에 

10) Koselleck (1987), S. 280-281.
11) Vgl. Odo Marquard: Schwierigkeiten mit der Geschichtsphilosophie. 

Frankfurt am Main 1982, S. 67ff.
12) Vgl. Reinhart Koselleck: Vergangene Zukunft: Zur Semantik 

geschichtlicher Zeiten, Frankfurt am Main 1979, S. 267f. 
13) Vgl. Carl-Freidrich Geyer: Leid und Böses in philosophischen Deutun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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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러서야 보편사적 범주들로 구상되게 되었다는 사실은 역사에 대한 

이러한 관점의 변화와 조응한다.14) 종교적 교의의 타당성이 약화됨으로

써 나타난 가장 중요한 결과는 다양한 사회영역들이 독자화된 것이었다. 

모든 영역들을 포괄하는 사회적 질서의 틀이 무너지자 사회는 다양한 부

분들로 분해되었다. 이 사회적 분화의 과정은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관찰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 역할의 분화로서의 분업과 인간의 인식과 

행위의 활동영역들의 분화가 그것인데, 후자는 분화이론에서 ‘부분체계

적 분화’로 불린다.15) 이 논문의 다음 부분에서 다루어질 독자적이고 자

율적인 예술의 성립은 이런 부분체계적 분화의 결과로 보아야 한다.16) 

이러한 분화 과정은 이중적으로 경험되었다. 역할분화는 한편으로 전

문화를 통한 효율과 능률의 엄청난 향상으로 간주된 반면, 다른 한편으

로 전체에 대한 조망을 상실하게 하며 인간의 전체 능력을 개별 활동으

로 축소시키는 세계상실과 소외를 의미했다. 부분체계적 분화 또한 양가

적으로 체험되었다. 이 분화는 사회의 여러 영역들을 전통적인 외적 구

속과 과제 설정으로부터 해방시켜주는 것으로 여겨졌지만, 각 영역들이 

상위의 질서 틀의 매개 없이 단순히 병렬적으로 존재하게 된 것은 분열

과 해체로 인식되기도 하였다.17)

이런 분화 과정을 서술하기 위해 다양한 분화이론적 조망들이 개진되

었는데, 특히 칼 맑스, 게오르크 짐멜, 에밀 뒤르켐, 막스 베버, 탈코트 

파슨스, 니클라스 루만 등의 이론적 기여가 중요하다. 예컨대 짐멜과 베

버는 이 사회 분화의 진전이 현대의 본질적인 역사적 특징이라고 본

München 1983., 1983, S. 114.
14) Vgl. Koselleck, 1987, S. 278.
15) Uwe Schimank: Theorien gesellschaftlicher Differenzierung. Opladen 1996, 

S. 11.
16) Klaus Disselbeck: Die Ausdifferenzierung der Kunst als Problem der 

Ästhetik. In: Henk de Berg und Matthias Prangel (Hg.): Kommunikation 
und Differenz: Systemtheoretische Ansätze in der Literatur- und 
Kunstwissenschaften, Opladen 1993., S. 138.

17) Schimank (1996), S.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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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8)

이렇게 분화과정에 대한 기술과 평과는 주로 사회학에서 이루어졌다. 

뒤르켐은 공동소속성과 사회적 연대의 상실이라는 사회적 분업의 부정적 

결과를 강조했고, 짐멜은 사회적 분화를 현대 사회의 가장 주요한 특징

으로 내세우면서 법률과 기술, 생산 등이 초개인적인 부분체계들로 성립

되는 과정을 분석하였다.19) 베버 또한 학문과 도덕, 예술이 독자적인 가

치영역들(Wertsphären)으로 분화되는 것이 현대의 본질적 특성이자 현

대화의 동력이라고 주장하였다. 그에 따르면 합리성의 관철과 더불어 가

치기준들이 제한된 다수성으로 분화되며, 이 기준들은 각자의 자기입법

성을 갖는다. 그 결과 정치, 경제, 과학, 법, 예술 등에서 독자적인 기준

이 작용하게 되는 것이다.20)

예술은 18세기 후반에 이르러 자율화 과정을 거치다가 칸트의 미학에

서 독자적인 영역으로서 철학적인 정식화에 이르게 된다.

예술가의 지위는 이미 르네상스 시대에 일정하게 격상되었다. 예컨대 

예술가가 제2의 신이라거나(페트라르카, 알베르티 등) 문학이 신학과 동

등한 지위를 갖는다거나(보카치오), 예술가를 추동하는 것은 신적 영감

이라는 주장(피치노)이 대두되었다.21) 이런 예술가의 격상은 18세기에 

18) Linda Simonis: Reflexion der Moderne im Zeichen von Kunst. Max 
Weber und Georg Simmel zwischen Entzauberung und Ästhetisierung. In: 
Gerhard von Graevenitz (Hg.): Konzepte der Moderne. Stuttgart, Weimar 
1999, S. 613.

19) Georg Simmel: Über soziale Differenzierung (1890). Sociologische und 
psychologische Unterschungen, In: Georg Simmel, Aufsätze 1887-1890. 
Über soziale Differenzierung – Die Probleme der Geschichtsphilosophie 
(1892). Gesamtausgabe, Bd. 2, Frankfurt am Main 1989, S. 109-295. 짐멜은 

집단의 대규모화가 필연적으로 부분들의 분화를 낳으며, 이 분화가 비로소 

거대 규모의 통합과 동시에 개인화를 가능하게 해준다고 하였다. Vgl. Ebd. 
S. 193f.

20) Vgl. Schimank (1996), S. 59f.
21) Vgl. Karl Heinz Barck, Martin Fontius, Dieter Schlenstedt, Burkhart 

Steinwachs, Friedrich Wolfszettel (Hg.): Ästhetische Grundbegriffe, Bd. 1, 
Stuttgart 2000, S. 438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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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프츠베리의 천재 숭배를 필두로 하는 천재론으로 이어졌다.

이런 예술가 및 예술작품의 지위 향상은 미적인 것과 예술의 자율성을 

관철하는 데 유리한 조건을 마련해주었다.

그런데 예술의 자율화 과정에서는 크게 두 가지의 서로 입장이 혼재되

어 나타났다. 주권론적 입장22)과 분권론적 입장이 그것이다.

분권론적 입장에 따르면 미적인 것은 세계를 대하는 인간의 여러 독립

적인 방식 가운데 하나일 뿐이며, 따라서 비미적인 영역에 대해서는 일

체의 타당성을 주장할 수 없다. 이와 달리 주권론적 입장에 따르면 미적

인 것은 인간의 일반적인 이성이 거둘 수 있는 성과를 초월하여 세계의 

본질에 가장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것이다. 즉 미적인 것은 세계를 대

하는 인간의 방식들 가운데 가장 우월하다.

주권론적 입장은 신플라톤주의와 기독교의 세계관을 바탕으로 삼았다. 

신플라톤주의는 감각계와 정신계를 엄격하게 구별하고, 정신계에 더 높

은 존재론적 지위를 부여하였다. 그리고 기독교는 신에게 최고의 존재론

적 지위를 부여하였다. 예술이 이러한 정신계 혹은 신에게 이성보다 더 

가까이 접근할 수 있다고 주장할 때, 예술의 주권론이 성립한다. 

반면 분권론적 입장에서는 종교나 도덕, 학문 등의 영역에서 다루어지

는 문제들에 대한 미적인 것의 설명력이 부정된다. 여기서는 미적인 것

이 주로 외적 세계에 대한 객관적 해석이 아니라 인간 주체 내의 주관적 

사태로 제한된다. 미적인 것의 본질을 즐거움에서 찾는 감각주의적 미학

이나 아름다움이란 인식과 무관한 인간 능력들의 유희라고 선언한 칸트

22) ‘예술의 주권성’(Die Souveränität der Kunst)이라는 용어는 크리스토프 멘

케에 의해 사용되었다. Vgl. Christoph Menke: Die Souveränität der Kunst. 
Ästhetische Erfahrung nach Adorno und Derrida, Frankfurt am Main 1991. 
이 용어는 미국에서도 수용되어 프레더릭 바이저도 초기낭만주의의 예술 구

상과 관련하여 이 용어를 사용하였다. Vgl. Frederick C. Beiser:  The 
Romantic Imperative: The Comcept of Early German Romanticism, 
Cambridge, Massachusetts and London 2003, S. 73. 이들은 ‘분권성’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지 않았지만, 이 논문에서는 ‘주권성’에 대립하는 개념으로서 

‘분권성’을 분화이론적 입장을 서술하는 데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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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미학이 분권론적 입장의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예술이 감각세계의 단순한 모방이 아니라 고상한 열광 속에서 신적 질

서를 유비적으로 구현하는 창조행위라고 주장한 샤프츠베리나, 예술은 

전체 자연의 내적 본질을 파악하여 그것을 하나의 소우주 속에서 드러내

는 것으로, 인간의 사고력이 미칠 수 있는 수준을 뛰어넘는다고 주장한 

칼 필립 모리츠의 입장은 주권론에 가깝다.23)

뒤에서 보게 되듯이, 쉴러는 칸트의 분권론적 입장을 수용하여 미적인 

것의 한계를 한층 더 명확하게 주장하였다.

23) 모리츠는 미의 본성이 사고력의 한계 바깥에 있기 때문에 사고력으로는 미

를 파악하지 못하며, 전체 자연의 조화로운 관계의 총체를 모방하여 미를 창

조할 수 있는 예술가가 사고하는 인간보다 자연의 본질에 더 가깝게 다가간

다고 주장한다. Vgl. Karl Philipp Moritz: Über die bildende Nachahmung 
des Schönen. In: Karl Philipp Moritz: Werke, Bd. 2, Reisen, Schriften zur 
Kunst und Mythologie, hrsg. v. Horst Günther, Frankfurt am Main 1993, 
S. 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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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쉴러의 미학과 미적인 것의 경계

1. 쉴러의 비극이론 - 델렉타레(delectare)에 근거하는 

예술론을 통한 예술의 자율성 정초

1) 예술의 최고 목적으로서의 즐거움

1791년 3월 3일, 쉴러는 쾨르너에게 보낸 편지에서 자신이 최근에 칸

트의 『판단력 비판』을 읽고 있는 중이라고 보고한다. 그는 이 책이 자

신의 마음을 사로잡았다고 하면서, 칸트의 철학을 파고드는 것이 자신의 

“최고의 욕망”이 되었다고 말한다.24)

그 전 해 여름에 쉴러는 “비극이론”에 대한 강의를 했는데, 이 강의에

서 그는 “그저 기억과 비극적 전범들”에만 의존하였고, “미학 서적을 참

고하지는” 않았다.25)

쉴러는 이 강의 활동을 하면서 철학에 대한 욕구를 새롭게 느끼게 되

었다. 그래서 그는 강의를 통해 거둔 성과들을 정리하여 『탈리아』에 

발표할 계획을 세운다. 그러나 1791년 초에 그가 중병을 앓게 되어 이 

작업의 진척 속도가 매우 느려졌다. 집필이 어려워지자 쉴러는 비극이론

을 완성하는 것을 일단 미루고 그 해 2월에 『판단력 비판』을 읽기 시

작한다. 당시 쉴러 주변에서는 “지겨울 정도로”26) 이 책에 대한 칭찬이 

자자했다. 쉴러가 1790년 11월에 괴테와 나눈 대화도 그로 하여금 『판

단력 비판』을 읽게 하는 하나의 계기가 된 듯하다. 이 대화의 주제가 

칸트의 철학이었다.

24) NA, 26. S. 77.
25) NA, 26. S. 22.
26) NA, 26. S.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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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1년 겨울이 되어서야 쉴러는 자신의 비극이론의 앞부분을 완성하게 

되는데, 이것이 「비극적 대상이 주는 즐거움의 원인에 대하여」(Über 

den Grund des Vergnügens an tragischen Gegenständen)다. 나머지 부

분도 늦어도 1792년 1월에는 완성되었고, 「비극예술에 대하여」(Über 

die tragische  Kunst)라는 제목으로 발표되었다.27)

쉴러는 『판단력 비판』을 읽는 가운데 특히 자신의 비극이론을 완성

하는데 유용한 시각들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부분들을 특별한 관심

을 갖고 주의 깊게 읽은 것으로 보이는데, 무엇보다도 『판단력 비판』

의 제2부를 구성하는 “숭고의 분석”이, 그 가운데에서도 특히 “자연의 

역학적 숭고”를 주제로 하고 있는 28절과 29절이 그의 관심을 끌었을 것

이다. 역학적 숭고란 “공포”28)와 “경악”29)을 야기하고, “저항하는 능

력”30)을 환기시키는 표상을 말한다. 비극은 인간의 고통과 이 고통에 맞

서는 싸움을 묘사 대상으로 하는 장르이므로, 『판단력 비판』의 이 절

들은 비극의 이론적 기초를 마련하려는 쉴러의 노력에 특별한 기여를 할 

수 있었다. 

쉴러가 비극이론31)에서 추구하는 것은 두 가지다. 첫째, 그는 인식적, 

도덕적 목적과 구별되는 예술의 독자적 과제를 정립하고자 한다. 이런 

시도는 예술의 자율성을 정초하는 데로 이끌 것이다. 둘째, 그는 예술이 

이론적, 도덕적 과제와 목표 설정으로부터 분리된다고 해도 사회적으로 

그 필요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독자적 가치를 여전히 지니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고자 한다. 

쉴러가 제시하는, 예술이 이론적, 도덕적 요구에 대한 자신의 독자성을 

27) 1792년 1월 15일에 괴셴에게 보낸 편지에서 쉴러는 『새 탈리아』 제2권을 

위한 원고를 완성했으며, 여기에는 논문 「비극예술에 대하여」 가 포함되어 

있다고 전한다. Vgl. NA 26, 131. 
28) KU, 102.
29) KU, 103.
30) KU, 194.
31) 아래에서는 「비극적 대상이 주는 즐거움의 원인에 대하여」와  「비극예술

에 대하여」를 한 데 묶어 비극이론으로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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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할 수 있게 해주는 결정적인 논거는 행복론에 근거하고 있다. 예술

의 “최고의”32) 목적은 “즐거움을 제공해주고 행복하게 하는”33) 데 있으

며, 행복은 자연 혹은 신이 인간을 창조할 때 목적으로 삼았던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는 쉴러가 칼 학교 재학시절 썼던 연설문에서 이미 드러나고 있으

며, 1786년에 발표한 『철학적 서한』에서도 여전히 발견할 수 있는 행

복론적 사고가 이 시기까지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쉴러는 1779년에 

작성된 연설문 「지대한 자애로움과 상냥함과 커다란 관대함이 협의의 

덕성에 속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한 연설」에서 이렇게 쓴다. “덕성의 본

질은 무엇인가? 그것은 다름 아닌 지성의 지도를 받는, 행복에 대한 사

랑이다.”34) 또한 1780년에 작성된 두 번째 칼 학교 연설에서도 쉴러는 

자연의 자애로운 장치를 신뢰하면서 “전체의 완전성은 [...] 개별 존재의 

행복과 가장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다”라고 쓴다.35) 1784년의 「좋은 상

설극장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서도 쉴러는 극장을 포함하는 공적인 

시설들의 최고의 과제는 “일반적 행복을 촉진”36)하는 데 있다고 주장하

였다. 사랑도 “타인의 행복을 욕망하는 것”37)으로 정의되며, 이 욕망의 

실현은 욕망하는 자 자신의 행복뿐만 아니라 전체의 완성에도 기여한다

고 하였다. 『철학적 서한』은 지혜롭고 자애로운 신 관념으로부터 출발

하여 신의 작품으로서의 자연 안에서 행복을 향한 추구가 목적론적으로 

전체의 완성에 기여한다고 주장한다. 인간 존재의 목적인 행복을 실현하

는 데 있어서 예술은 매우 탁월한 기여를 할 수 있다. 이는 오성과 이성

이 단지 간접적으로만, 노력과 절제를 거쳐서만 행복을 제공할 수 있는 

반면, 예술은 직접적으로 즐거움을 추구하고 제공하기 때문이다.38)

32) NA 20, S. 153.
33) NA 20, S. 134.
34) NA 20, S. 4. 
35) NA 20, S. 31.
36) NA 20, S. 88
37) NA 29, S. 119.
38) Vgl. NA 20, S.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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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예술의 과제에 대한 합리주의적, 계몽주의적 규정이 역전된다. 
계몽주의 미학에서 즐거움은 교화를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았다. 고트셰

트는 이렇게 말한다. “시인은 꾸민 이야기를 통해 진리를 가르치고자 한

다.”39) 문학과 관련하여 교화를 위한 유용성(prodesse)을 즐겁게 하기

(delectare)보다 우선시하는 그의 유명한 문장은 이러하다. “시인은 그가 

독자들에게 감각적 방식으로 각인시키고자 하는 도덕적 명제를 선택한

다. 그리고 이 명제가 진리임을 밝혀주는 일반적인 꾸민 이야기를 떠올

린다.”40) 고트셰트가 델렉타레에 대해 이렇게 하위의 지위를 부여했다는 

것은 비극에 대한 그의 진술들에서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 1729년에 발

표된 연설문 「연극들, 특히 비극들은 잘 구성된 공화국에서 추방되어서

는 안 된다」에서 고트셰트는 비극의 도덕적, 교육적 작용을 강조함으로

써 비극을 정당화한다. 여기서 그는 비극의 과제가 “인륜적 진리를 확산

시키는 것”에 있다고 말한다. 고트셰트에 따르면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

해 비극은 자신의 이야기에 “가장 아름다운 시적 장식”의 “옷을 입힘”으
로써 “쓴 진리를 달콤하게 만든다.”41) “사탕과자”42)라는 비유도 등장하

는데, 시인은 진리를 사탕과자로 변모시킴으로써 “공부하지 않은 사람

들”43)에게 즐거움과 유쾌함을 약속하고, 그럼으로써 이성의 가르침에 보

다 쉽게 접근하게 해준다. 
고트셰트 문학이론의 바탕이 되는 크리스티안 볼프의 철학에서 감각은 

일상적 실천에 매우 큰 작용을 하지만, 단지 혼란한 표상만 제공하기 때

문에 지성을 통해 판명한 인식으로 이끌어져야 하는 것이었다. 볼프는 

39) Johann Christph Gottsched, Schriften zur Literatur, Stuttgart 1972, S. 
156. 

40) Ebd. S. 161. 꾸민 이야기에 대한 이 인용문과 거의 동일한 문장은 다음을 참조

하라. Vgl. Ebd. S. 96. 고트셰트는 합리주의 철학이 예술에 대해 자신의 정당성

을 입증하라고 압박하는 데 대한 대응으로서 이 이야기론을 전개했다. Vgl. 
Hans H. Hiebel: Gottsched. In: Horst Turk (Hg.): Klassiker der 
Literaturtheorie. Von Boileau bis Barthes, München 1979, S. 31.

41) Gottsched (1972), S. 6f.
42) Ebd. S. 10.
43) Ebd. S.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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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이 오로지 이미 규범적으로 확정된 도덕적 명제를 전달해주는 매체

일 뿐, 자체의 인식적 성과는 낳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는 미술

에 대한 그의 진술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그는 “덕성과 선한 행실을 훈

련하고 악행을 피하는 것”을 가장 잘 촉진할 수 있는 방법은 “세상 안에

서 발생하는 사례들의 생생한 표상”을 거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를 통해 “선과 악, 바름과 그름에 대한 인도적인 인식”이 생겨나며, 이런 

인식은 “의지로 침투하여 선과 바름을 택하도록 결단하고 악과 그름을 

피하도록 한다”고 말한다.44)

볼프의 철학을 추종한 고트셰트 역시 감정과 정념에 독자적인 정신적 

가치를 부여하지 않았다.

보드머와 브라이팅어도 여전히 문학이 진리와 덕성을 “단순한 무리”45)

에게 기분 좋은 형태로 가공할 것을 요구했지만, 그들은 다른 한 편 이

미 문학의 중점적 과제를 델렉타레로 옮겨가고 있다. 그들에 따르면 “그

저 우리의 호기심을 만족시켜주기만 하는 것들은 우리의 가슴을 감동시

킬 수 있는 것들만큼 큰 매력을 지니지는 않는다.”46)

니콜라이에 이르면 이런 델렉타레로의 이동이 더 분명해진다. 그와 레

씽, 멘델스존 사이에서 벌어진 비극에 대한 논쟁이 직접적 계기가 된 

「비극론」(Abhandlung vom Trauerspiel)에서 니콜라이는 비극을 이렇

게 정의한다. “비극은 단 하나의, 진지하고 중요하며 완전한 줄거리의 모

방이다. 이 모방의 목적은 격한 정열을 불러일으키는 데 있다.”47)

44) 다음 글에서 재인용함: Volker Meid: Nachwort zum Band: Johann Jakob 
Bodmer, Johann Jakob Breitinger: Schriften zur Literatur, Stuttgart 1980, 
S. 373. 고트셰트는 볼프의 이러한 인식을 거의 그대로 반복한다. Vgl. 
Gottsched, S. 6.

45) 다음 글에서 재인용함: Armand Nivelle: Literaturästhetik der 
europäischen Aufklärung, Wiesbaden 1977, S. 13.

46) 다음 글에서 재인용함: Ernst und Erika von Borries: Aufklärung und 
Empfindsamkeit, Sturm und Drang. Deutsche Literaturgeschichte Bd. 2, 
München 1991, Bd. 2, S. 35.

47) Friedrich Nicolai: Kritik ist überall zumal in Deutschland nötig. Satiren 
und Schriften zur Literatur (Bibliothek des 18. Jahrhunderts), Münc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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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예술의 목적과 관련하여 유용성과 즐거움 사이의 관계를 역전

시킨 가장 결정적인 글은 모제스 멘델스존이 1755년에 발표한 『감각에 

대한 편지들』(Briefe über die Empfindungen)이었다. 이 글에서 그는 

“비극의 목적은 정열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라고 단정한다.48) 여기서는 

연극에 대한 일체의 도덕적 요구들이 거부된다. 자살과 같은 도덕적인 

잘못을 미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49), 즉 미적 쾌

감을 야기하는 데 기여한다는 조건 하에서만 승인된다. 이렇게 예술을 

인식적, 도덕적 과제로부터 분리시킨 결과 멘델스존은 인식능력과 욕구

능력 외의 제3의 근본능력을 도입하는 데로 나아가는데, 1776년의 한 메

모에서 그는 이 능력을 “감각능력”50)이라고 불렀다. 이 능력은 무엇보다

도 쾌와 불쾌의 감정과 관련된 것이었다. 여기서부터 칸트가 인간 능력

을 오성, 이성, 구상력의 3가지 능력으로 나누는 데까지는 더 이상 먼 경

로가 남아있지 않았다.

쉴러는 7년 전에 발표한 「좋은 상설극장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서는 예술의 인식적, 도덕적 작용을 근거로 예술을 정당화하려고 했던 

반면, 비극논문들에 이르러서는 즐거움이 “예술에 부과되는 [...] 최고의 

목적”51)이라는 명제를 내세움으로써 프로데세로부터 델렉타레로의 이동

을 실행한다. 「좋은 상설극장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서와는 반대

로 비극논문들에서는 예술의 도덕적 작용이 예술이 “그저 부수적으로

만”52) 수행할 뿐인, 의도하지 않은 부가적 효과 정도로만 취급된다. 

쉴러의 이런 전환에는 멘델스존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칸트의 『판단

1987, S. 170.
48) Moses Mendelssohn: Ästhetische Schriften in Auswahl. Hrsg. v. Otto F. 

Best, Darmstadt 1974, S. 75.
49) Ebd. Vgl. Jochen Schulte-Sasse(Hg.): Briefwechsel über Trauerspiel, 

München 1972, S. 186.
50) Ebd. S. 271.
51) NA 20, S. 153.
52) NA 20, S.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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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비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판단력 비판』의 첫 번째 문

장이 이미 이런 전환을 분명하게 정식화하고 있다.

어떤 것이 아름다운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문제를 결정하고자 할 때, 

우리는 인식에 이르기 위해 표상을 오성을 통해 객체에 연결시키는 것

이 아니라, (아마도 오성과 연결되어 있는) 구상력을 통해 주체와 이 

주체의 쾌, 불쾌의 감정에 연결시킨다.

Um zu entscheiden, ob etwas schön sei oder nicht, beziehen wir die 

Vorstellung nicht durch den Verstand auf das Objekte zum Erkenntnis, 

sondern durch die Einbildungskraft (vielleicht mit dem Verstande 

verbunden) auf das Subjekt und das Gefühl der Lust und Unlust 

desselben.53)

여기서는 마이어가 말하는 것처럼 “상위의 판단력”54)을 위해 봉사함으

로써, 혹은 바움가르텐처럼 미적 영역을 “유사 합리성”(analogon 

rationis)으로 규정함으로써 비로소 세계에 대한 미적 접근이 그 존재의 

정당성을 획득하는 것이 아니다. 미적인 것은 외적인 기능 연관과 무관

하게 그 고유한 성과에 대한 인정을 요구하고, 자신의 고유하고 독자적

인 영역을 주장하며, 자신이 고유한 능력(구상력)과 고유한 판단원리(쾌

와 불쾌)를 갖추고 있음을 선언한다. 

그러나 자율성을 주장하면서 미적인 것은 과거의 예술론, 특히 계몽주

의 예술론이 확정해놓은 사회적 과제, 즉 인식과 도덕을 감각적인 방식

으로 전달한다는 과제를 거부하게 되었다. 이로써 미적 즐거움은 과거에 

예술이 더 높은 목적을 위해 봉사하면서 얻었던 보호막을 상실하게 되

고, 이런 보호막이 없이도 자신을 사회적으로 중요한 경험으로 정당화해

야 한다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특히 예술이 현실의 문제들을 처리

53) Immanuel Kant: Kritik der Urteilskraft, Hamburg 2001, S. 47f.
54) 다음 글에서 재인용함: Schulte-Sasse (1972), S.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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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능력의 부재를 대체 혹은 보상하기 위한 행위라는 비판이 제기되어 

예술의 정당화는 더 시급한 문제로 부상되었다. 누구보다도 루소가 예술

에 대한 이런 비판을 행했는데, 그에 따르면 극장은 현실도피의 장소, 행

위능력을 마비시키는 장소였다.55)

쉴러 자신도 1782년에 발표된 『현재의 독일 극장에 대하여』에서 이

미 극장에 대해 비슷한 비판을 가한 바 있다. 이 글에서 그는 독일 극장

이 “교육보다는 오락”56)을 목적으로 삼고 있으며, 현실적인 영향력을 완

전히 상실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2년 후에 발표된 「좋은 상설극장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서 쉴러는 자신이 비판했던 부정적 양상에도 불구하고 극장을 옹호하는

데, 여기서 그는 예술이 외적인, 특히 도덕적인 목적에 기여함을 입증하

기 위해 일련의 논거들을 동원하고 있다. 

그러나 예술이 자율성을 주장하면서 이런 외적인 목적들을 거부하게 

되자, 예술은 더 이상 이런 논거들로 정당화될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쉴러는 비극논문들에서 예술이 목적으로 삼는 즐거움을 본능적이고 감각

적인 즐거움과는 상관이 없는 정신적인 즐거움으로 제한함으로써 예술을 

정당화하는 전략을 취한다.

비극논문들이 집필되기 1년 전인 1790년 12월에 발표된 평론 「뷔르거

의 시에 대하여」에서 이미 쉴러는 시인들이 자신의 대상으로부터 “감각

의 거친 첨가물”57)을 모두 제거함으로써 대상을 “이상화, 고상화”58)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쉴러는 이 글에서 “지적인 것과 인륜적인 것”을 

감각으로부터 분리할 것을 요구하면서 개별적인 것을 일반화하고, 우연

적, 상황적으로 제약된 개별적 감정을 온전히 제거하는 것을 예술의 과

55) Vgl. Bernd Bräutigam: Rousseaus Kritik der ästhetischen Versöhnung. 
Ein Problemvorlage der Bildungsästhetik Schillers, Jahrbuch der 
Deutschen Schillergesellschaft, 31/1987, Stuttgart 1987, S. 140.

56) NA 20, S. 81.
57) NA 22, S. 261.
58) NA 22, S. 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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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 제시했는데, 이는 예술에서 묘사된 것이 “인륜성의 법칙들과 [...] 

일치하도록”59) 해야 하고, 그럼으로써 예술이 인륜성의 모범적인 사례를 

제시해야 한다는 생각에 따른 것이었다. 

이와 달리 쉴러는 비극논문들에서는 더 이상 예술이 인간의 도덕을 촉

진하는 데 봉사해야 한다는 생각을 고수하지 않는다. 도덕의 예술에 대

한 요구를 인정하는 대신, 여기서 쉴러는 즐거움 자체에 독자적인 정신

적 중요성을 부여함으로써 외적인 기능연관을 동원하지 않고도 예술의 

독자적인 중요성을 증명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쉴러는 정념에 대한 이

론을 전개한다.

정념(Affekt)의 상태는 이 격정의 대상이 우리를 개선하느냐 개악하

느냐 하는 것과 전혀 상관없이 그 자체로서 우리를 흥겹게 한다; 그러

므로 우리는 어느 정도의 희생이 따르더라도 격정의 상태에 빠지려고 

한다. 우리가 보통 느끼는 즐거움은 이런 충동에서 비롯된다.

Der Zustand des Affekts für sich selbst, unabhängig von aller 

Beziehung seines Gegenstandes auf unsre Verbesserung oder 

Verschlimmerung, hat etwas Ergötzendes für uns; wir streben, uns 

in denselben zu versetzen, wenn es auch einige Opfer kosten sollte!  

Unsern gewöhnlichsten Vergnügungen liegt dieser Trieb zum 

Grunde.60)

정념에 대한 이런 이론적 전제는 감각주의적 미학이 쉴러에게 미친 영

향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대상에 대한 평가와 무관하게 정념 자체가 긍

정적인 체험가치라는 주장은 감각주의자들이 예술을 도덕적 목적으로부

터 분리시킬 때 제1의 전제로 삼았던 것이었다. 1698년에 이미 존 데니

스는 「극장의 유용성에 대하여」(The usefulness of the stage)이렇게 

59) NA 22, S. 260.
60) NA 20, S.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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썼다. “실제로는 오로지 정념만이 우리를 즐겁게 할 수 있다. 누구나 이

를 경험을 통해 알고 있다. [...] 즐거움만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준다.”61)

니콜라이와 레씽, 멘델스존의 비극에 대한 서신 교환에서도 비슷한 생

각이 표명된다. 뒤보스의 감각주의적 미학을 수용한 니콜라이는 이렇게 

쓴다. “우리의 정신이 무위를 싫어하고 활동을 좋아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우리 능력들을 적절하게 사용하면 언제나 쾌적한 느낌을 얻

게 된다.”62)

이런 감각주의적 미학에 기초하여 쉴러는 비극논문들에서 예술의 목적

은 즐거움을 산출하는 데 있다고 선언함으로써 예술을 도덕적 과제로부

터 확실하게 분리시켰다. 위의 인용문에서는 도덕적으로 비난받아야 할 

행위도 미적으로는 가치 있는 것이 될 수 있는 가능성까지 인정된다. 이 

가능성은 미학과 윤리학의 관계에 대한 쉴러의 관점을 고찰하는 데 있어 

중요한 측면에 속하며, 뒤에서 “숭고한 범죄자”의 사례를 분석하면서 보

다 자세히 거론될 것이다.

쉴러에 따르면 모든 정념이 우리에게 즐거움을 제공해주는 이유는 정

념의 “합목적성”에 있으며, 이 합목적성이 “감각적 즐거움도 포함하는 

모든 즐거움의 보편적 원인”63)이다. 그리고 정념은 생명체의 모든 능력

에 내재하는 “활동충동”64)의 목적을 충족시키기 때문에 합목적적이다. 

쉴러는  「좋은 상설극장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서 이미 인간에게

는 “활동을 향한 영구적인 충동”이 내재한다고 말한 바 있다.65)

칸트를 좇아 쉴러는 인간의 능력을 오성과 이성, 그리고 구상력으로 

61) “Nothing but Passion, in effect, can please us, which every one may 
know by Experience. [...] Since nothing but pleasure can make us 
happy, [...]” John Dennis: The Usefulness of the Stage, to the Happiness 
of Mankind, to Government, and to Religion, London 1698, S. 7.

62) Nicolai (1987), S. 170. Vgl. auch: Karl Heinz Barck, Martin Fontius, 
Dieter Schlenstedt, Burkhart Steinwachs, Friedrich Wolfszettel (Hg.): 
Ästhetische Grundbegriffe, Bd. 1, Stuttgart 2000, S. 41ff. 

63) NA 20, S. 136.
64) NA 20, S. 153.
65) NA 20, S.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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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눈다. 예술은 이 세 가지 능력들의 결합을 통해 우리의 정념을 자극한

다.

선함은 우리의 이성을, 진리와 완전함은 우리의 오성을 활동시킨다. 

아름다운 것은 오성을 구상력과 결합시켜 활동시키고, 감동적인 것과 

숭고한 것은 이성을 구상력과 결합시켜 활동시킨다.

Das Gute beschäftigt unsre Vernunft, das Wahre und Vollkommene 

den Verstand; das Schöne den Verstand mit der Einbildungskraft, das 

Rührende und Erhabene die Vernunft mit der Einbildungskraft.66)

이에 따라 즐거움의 이러한 원천을 다양한 방식으로 중점적으로 활용

하고자 하는 예술을 거칠게 분류해볼 수 있다.

그러므로 예컨대 주로 오성과 구상력을 만족시키는 예술, 다시 말해 

진리와 완전함과 아름다움을 주요한 목적으로 삼는 예술을 아름다운 

예술(취미의 예술, 오성의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

다. 이에 반해 구상력을 주로 이성과 결합시켜 활동하게 하는 예술, 다

시 말해 선함과 숭고함과 감동적인 것을 주요한 대상으로 삼는 예술은 

감동적 예술(감정과 가슴의 예술)이라는 이름 아래에 특별한 종류로 통

합할 수 있을 것이다.

So z.B. könnte man diejenigen Künste, welche den Verstand und die 

Einbildungskraft vorzugsweise befriedigen, diejenigen also, die das 

Wahre, das Vollkommene, das Schöne zu ihrem Hauptzweck machen, 

unter dem Namen der schönen Künste (Künste des Geschmacks, Künste 

des Verstandes) begreifen; diejenigen hingegen, die die Einbildungskraft 

mit der Vernunft vorzugsweise beschäftigen, also das Gute, das 

Erhabene und Rührende zu ihrem Hauptgegenstand haben, unter dem 

66) NA 20, S.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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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n der rührenden Künste (Künste des Gefühls, des Herzens) in eine 

besondere Klasse vereinigen.67)

이에 따르면 예술의 목적은 인간에 내재하는, 인간능력들의 활동충동

을 충족시켜줌으로써 즐거움을 제공하는 데 있다. 그러므로 오성 및 이

성과 관련하여 예술은 인식적, 도덕적 목적에 상응함으로써 이 두 능력

을 활성화해야만 즐거움을 제공한다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여기서 

진리와 도덕은 예술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정념을 자극하기 위한 수단

이다.

이런 논거를 제시함으로써 쉴러는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 즉 예술을 

인식적, 도덕적 의도의 직접적 개입으로부터 해방시키고 예술의 “독자적

인 영역”68)을 확인한다는 목표를 달성한다. 이로써 예술은 인식을 전달

하고 도덕을 촉진하는 기능을 지녀야 한다는 요구를 거부하면서도 자신

의 중요성을 새로운 방식으로 입증할 수 있게 되었다. 왜냐하면 예술은 

인식과 도덕에 장애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성과 이성의 활동을 자

극함으로써 오히려 인식과 도덕을 촉진하기 때문이다.

67) NA 20, S. 136.
68) NA 20, S.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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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쉴러의 비극이론과 예술의 자율성

비극논문들에서는 미의 개념이 서술되지 않는다. 미에 대한 유일하게 

의미심장한 지적, 즉 “미는 오성을 구상력과 결합시킨다”69)는 지적은 

『판단력 비판』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쉴러의 비극논

문들은 무엇보다도 비극에 대한 이론을 전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

기 때문에, 미 개념이 이렇게 등한시되는 것은 그의 의도에 따른 불가피

한 결과였다. 왜냐하면 쉴러의 예술 분류에 따르면 비극은 “감동적 예

술”에 속하며, 이 감동적 예술은 미가 아니라 “감동적인 것과 숭고한 것

을 주요한 대상으로”70) 삼기 때문이다.

쉴러는 비극을 이렇게 정의한다.

비극이란 [...] 고통의 상태에 있는 우리 인간들을 보여주며, 우리의 

연민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의도하는, 일련의 서로 연결된 사건들(완전

한 줄거리)의 시적 모방이다. 

Die Tragödie wäre [...] dichterische Nachahmung einer 

zusammenhängenden Reihe von Begebenheiten (einer vollständigen 

Handlung), welche uns Menschen in einem Zustand des Leidens zeigt 

und zur Absicht hat, unser Mitleid zu erregen.71)

비극은 고통의 상태에 있는 인간을 제시함으로써 연민의 감정을 불러

일으킨다. 고통은 감각에 대한 공격이며, 이 고통을 통해 비극은 “연민의 

정념”72)을 불러일으키고, 이성의 힘을 활동하게 함으로써 즐거움을 제공

한다는 목적을 달성한다. 

69) NA 20, S. 136.
70) NA 20, S. 137.
71) NA 20, S. 164.
72) NA 20, S. 168.



- 26 -

비극논문들에서는 비극이 이성의 활동을 자극하는 기술에 대해 상세하

게 서술되어 있지만,73) 여기서는 이에 대해 상론하는 대신 쉴러의 비극

이론에서 미적인 것과 도덕적인 것이 서로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하

는 문제에 집중하고자 한다.

쉴러는 비극이 고통의 묘사를 통해 무엇보다도 인륜적인 능력으로 파

악된 인간의 이성능력을 활성화하고, 그럼으로써 즐거움을 주는 장르로 

규정하기 때문에 비극의 성공을 위해서는 인륜성의 요구가 반드시 충족

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사건들이 아무리 불행한 것들이라고 해도 결국

은 보다 상위의 인륜적 목적이 감각적인 혹은 보다 하위의 목적에 대해 

승리를 거두도록 줄거리가 구성되어야 한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비극의 구조 원리가 이렇게 설정된다고 해서 미

적인 것의 자율성이 침해받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도덕적인 것 자체는 

여전히 비극의 목적이 아니며, 오로지 즐거움을 낳기 위한 수단일 뿐이

다. 여기서 도덕의 승리가 요구되는 것은 도덕적인 것이 옳은 것이기 때

문이 아니라, 이성의 승리가 비극이 주는 즐거움의 조건이기 때문이다. 

쉴러는 이런 이성의 승리 없이도 문학작품이 우리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을 분명하게 인정한다.

합목적성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즐거움을 제공한다. 이는 합목

적성이 인륜적인 것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도, 혹은 인륜적인 것과 충돌

해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즐거움을 향유함으로써 인륜적 목적이 부정되

는 경우에도 그런 목적을 전혀 떠올리지 않는 한, 즐거움을 순수하게 

향유한다. 우리가 벌들의 기술적 노력처럼 동물들이 보여주는 오성과 

유사한 본능에 대해 이 자연합목적성을 어떤 오성적인 의지와도, 더욱

이 도덕적 목적과는 전혀 관련짓지 않으면서 기뻐하는 것처럼, 우리가 

수단이 그 목적에 대해 맺고 있는 관계 외에는 어떤 다른 것도 염두에 

두지 않는다면 모든 인간 활동의 합목적성은 그 자체로 우리에게 즐거

움을 제공해준다. 

73) Vgl. 특히: NA 20, S. 159-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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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weckmäßigkeit gewährt uns unter allen Umständen Vergnügen, sie 

beziehe sich entweder gar nicht auf das Sittliche, oder sie widerstreite 

demselben. Wir genießen dieses Vergnügen rein, so lange wir uns 

keines sittlichen Zwecks erinnern, dem dadurch widersprochen wird. 

Ebenso wir uns an dem verstandähnlichen Instinkt der Thiere, an dem 

Kunstfleiß der Bienen u. d. gl. ergötzen, ohne diese 

Naturzweckmäßigkeit auf einen verständigen Willen noch weniger auf 

einen moralischen Zweck zu beziehen, so gewährt uns die 

Zweckmäßigkeit eines jeden menschlichen Geschäfts an sich selbst 

Vergnügen, sobald wir uns weiter nichts dabey denken als das 

Verhältniß der Mittel zu ihrem Zweck.74)

도덕적 관점을 도외시할 때 예술작품이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기만 한

다면, 그런 작품은 예술세계에 속할 자격을 얻는다. 그러나 물론 이런 작

품은 비극에는 속하지 않는다. 비극은 인륜적 능력의 활동을 본질적인 

구성 원리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각각의 문학 장르들은 자신의 고유한 

목적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리고 비극은 감동을 통해 우리의 정념을 자

극하고 이성의 활동을 촉발시킴으로써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을 목

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오로지 매우 오성적으로 조직함으로써 우

리의 정념을 자극하고자 하는 작품들은 비극에 속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런 작품이 자신을 비극으로 내세운다면, 이는 “비극의 형식을 통해 비

극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을 달성”75)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쉴

러가 다음과 같이 말한다고 해서 예술의 자율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

다.

또한 합목적적인 악행은 그것이 도덕적 합목적성 앞에서 치욕을 당

74) NA 20, S. 145.
75) NA 20, S.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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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때에만 완전한 만족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Uebrigens ist es unwidersprechlich, daß eine zweckmäßige Bosheit nur 

als dann der Gegenstand eines vollkommenen Wohlgefallens werden 

kann, wenn sie vor der moralischen Zweckmäßigkeit zu Schanden wir

d.76) 

이 진술은 오로지 비극에 대해서만 타당성을 주장할 뿐이며, 따라서 

이 진술은 예컨대 범죄자의 승리로 끝나는 범죄소설의 미적 가치를 부정

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페터-앙드레 알트가 쉴러의 비극논문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은 일면적인 독해로 인한 것이다. “따라서 쉴러의 경우에도 비

극의 목적은 레씽과 유사하게 도덕적 작용에 있다.”77) 알트는 이런 해석

에 근거하여 여기서 쉴러가 “예술작품의 자율성이라는 사상도 내던진

다”78)라는 결론에 도달한다. 

예술의 최고의 목적이 즐거움을 주는 데 있다는 명제가 고수되고, 쉴

러의 비극이론이 이 명제에 위배되지 않는 한, 예술의 자율성은 공격받

지 않는다. 

쉴러는 숭고 개념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시야를 미적 영역 전반으로 

확대하면서 미적인 것과 도덕적인 것의 분화를 더 추진하게 된다.

76) NA 20, S. 146.
77) Peter-Andre ́́ Alt: Schiller. Leben - Werk - Zeit, Bd. II, München 2000, 

S.89.
78) Ebd. S.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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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칼리아스 편지」 

- 도덕성과의 유비를 통한 미 개념 정립의 시도

「칼리아스 편지」는 쉴러가 1791년 2월에 칸트의 『판단력 비판』을 

읽기 시작한 후 1792년 초반까지 다시 비극에 대한 두 논문을 완성하는 

데 전념한 끝에 다시 본격적으로 미학과 예술이론의 문제와 대결한 첫 

번째 결과물이다. 비극논문들을 끝낸 후에 쉴러는 칸트의 비판서들을 심

도 있게 학습하기 위해 몇 차례 시도했는데, 쉴러의 편지들을 살펴보면 

그는 그의 비극논문들과 「칼리아스 편지」사이에 적어도 두 번 『판단

력 비판』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1792년 5월 25일, 쉴러는 고트프리트 

쾨르너에게 보낸 편지에서 자신이 지금 『판단력 비판』을 읽는 중이라

고 보고하고 있으며, 같은 해 10월 15일에 마찬가지로 쾨르너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자신이 지금 『판단력 비판』에 완전히 몰두해 있으며, 다음 

해 강의와 『탈리아』에 실을 원고를 위해서 진행하고 있는 미학 공부의 

결과를 쾨르너에게 곧 보고하겠다고 말한다.

이 작업이 가장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시기는 1792년 10월 이후의 몇 

달간으로 추정된다.79) 쉴러가 『판단력 비판』을 처음 읽은 시기인 1791

년 3월과 그가 이 책을 집중적으로 학습한 시기 사이에 비교적 긴 기간

이 흐른 것은 그의 병과 『30년 전쟁사』 집필이 주요한 원인이었을 것

이다. 『30년 전쟁사』는 매우 힘겨운 작업 끝에 1792년 9월에 완성되었

다. 쉴러가 『판단력 비판비판』을 다시 집중적으로 읽기 시작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그가 1792년 11월에 시작한 미학 강의였다. 이 강의는 

쉴러의 미학과 예술이론에 큰 영향을 미쳤다. 「칼리아스 편지」는 이 

강의가 진행되는 중에 집필되었고, 『우아와 존엄』 및 숭고를 주제로 

79) 쉴러가 아마도 이 시기에 그가 사용하던 『판단력 비판』의 여백에 기록한 

것으로 보이는 메모들은 다음의 책에 실려있다: Jens Kulenkampff (Hg.): 
Materialien zu Kants >Kritik der Urteilskraft<, Frankfurt am Main 1974. 쿨렌캄

프의 추정에 따르면 이 메모들의 대부분은 1792년 후반부에 기록된 것으로 

보인다. Vgl. Ebd. S.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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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쉴러의 주요한 논문들 역시 이 강의를 위한 작업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므로 이 강의는 1796년까지 지속되는 쉴러의 집중적이고 생산적인 

미학 작업의 출발점인 것이다. 크리스티안 프리드리히 미하엘리스가 쉴

러의 강의를 기록한 노트를 제외하면 「칼리아스 편지」는 일반적인 미

학적 문제에 대한 쉴러의 연구의 최초의 결과물이다. 쉴러 연구는 「칼

리아스 편지」의 이러한 특수한 성격과 가치를 인정하고 있는데, 예컨대 

디터 헨리히는 쉴러가 「칼리아스 편지」에서 제시하는 미의 정의는 “세

부적으로는 서로 매우 중요한 차이를 드러낸다고 해도 그의 모든 글들에

서” 고수된다고 평가한다.80) 그러나 헨리히가 강조하는 지속성과는 달리, 

쉴러의 미학 사상은 이후의 전개과정에서 미의 구상과 관련하여 현저한 

변화를 드러내게 된다.

쉴러는 『판단력 비판』을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난 직후인 1793년 1월 

25일에 쾨르너에게 보낸 편지에서 자신이 「칼리아스 편지」로 의도하는 

계획의 대강을 알리고, 자신이 칸트의 미학에서 벗어나는 입장을 취할 

것이며, 이런 일탈의 근거를 제시할 것이라고 예고한다. 바움가르텐의 합

리주의 미학이 제시한 완전성론이나 버크 등이 주장한 감각주의적 미학

의 주관주의적 입장뿐만 아니라 칸트의 미학 역시 미의 객관적인 개념의 

가능성을 부정한다는 이유로 비판의 대상이 될 것이라는 것이다. 쉴러는 

이 시기의 여러 편지에서 이런 비판을 제기했는데,81) “취미의 객관적인 

원칙”82)의 가능성을 입증하는 것은 그가 「칼리아스 편지」에서 추구하

는 핵심적인 목표이기도 했다.

쉴러가 「칼리아스 편지」를 쓰게 된 계기는 쾨르너의 편지였다. 1791

년 3월 3일, 쉴러는 쾨르너에게 보낸 편지에서 최초로 『판단력 비판』

80) Dieter Henrich: Der Begriff der Schönheit in Schillers Ästhetik. In: 
Zeitschrift für philosophische Forschung, Bd. 11, H. 4 (Oct. - Dec., 1957), 
S. 534. 

81) Vgl. Schillers Brief an Körner vom 21. Dez. 1792, an Friedrich Christian von 
Augustenburg vom 9. Feb. 1793.

82) NA 26, S.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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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읽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자신이 이 책에 매료되어 앞으로 차츰 

칸트철학을 공부해보고 싶은 마음이 매우 크다고 적고 있다. 자신이 아

직 철학공부가 부족해서 『순수이성비판』을 읽으려면 아주 어렵고 시간

이 많이 걸릴 것이지만, 미학에 대해서는 생각한 바가 많고 경험도 많아 

『판단력 비판』은 비교적 쉽게 읽고 있으며, 이 와중에 이 책에서 언급, 

적용되는 칸트의 철학이론을 접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앞으로 확실

하게 칸트 철학에 더 자세히 접근할 것이며, 다음 겨울에 어차피 미학강

연도 하게 되어 있으므로 당분간 철학공부를 해 볼 작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쾨르너는 3월 13일, 이 편지에 답하면서 칸트를 비판한다. 

칸트가 미의 주관에 대한 작용만 거론할 뿐, 대상 자체의 객관적 성질에 

대해서는 고찰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쾨르너는 객관적 성질에 대

한 “현자의 돌”이 발견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쉴러는 

이러한 쾨르너의 칸트 미학에 대한 비판에 자극을 받아 자신이 저 “현자

의 돌”을 발견하고자 나서게 되었고, 이 모색의 결과가 「칼리아스 편

지」인 것이다.

쉴러에 따르면 「칼리아스 편지」의 목표는 “미의 개념을 객관적으로 

정립하고 이 개념을 이성의 본성으로부터 완전히 선험적으로 정당화”83)

하는 데 있다. 따라서 미의 개념은 경험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방식으

로 도출되어야 했다. 쉴러는 「칼리아스 편지」 집필 당시에 작성한 피

셰니히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자신이 “취미의 객관적인 원칙”84)을 세우겠

다고 선언한다. 여기서 쉴러가 미의 개념과 관련하여 주장하는 객관성은 

칸트의 『판단력 비판』과 정면으로 모순된다. 『판단력 비판』에서 칸

트는 “특정한 규칙에 따른 선험적 증명이 미에 대한 판단을 규정하는”85)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대상을 자신에게 복속시킴으

로써 어떤 것이 아름다운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판단을 결정할 수 있는 

83) NA 26, S. 175.
84) NA 26, S. 188.
85) Kant: Kritik der Urteliskraft (2001), S. 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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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미의 원칙은 “전혀 있을 수 없다.”86) 칸트가 취미의 객관적 원칙의 가

능성을 이렇게 단정적으로 부정한 것은 그가 취미판단을 오로지 쾌와 불

쾌의 감정에 근거하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었다. 칸트가 미학 분야에서 

추구한 것은 바로 이 주관적 감정 속에서 어떤 보편타당한 사태를 발견

해내고, 그럼으로써 미학을 라이프니츠-볼프 학파의 합리주의뿐만 아니

라 특히 버크에 의해 주장된 경험주의로부터도 분리시키는 것이었다. 취

미판단의 이 주관적 보편성을 정초하기 위해 그는 자신이 우리 내면의 3

가지 기본능력 가운데 하나로 평가하는 쾌와 불쾌의 감정을 판단력과 결

합시킨다. 판단력은 상위의 인식능력 가운데 하나로서 주관적이지만 선

험적이고, 따라서 보편적인 원칙을 자신 안에 가지고 있다. 

그러나 쉴러는 「칼리아스 편지」에서 칸트의 입장을 벗어난다. 그는 

칸트의 입장을 “주관적-합리적”인 것으로 규정한다.87) 그에 따르면 칸트

는 미를 쾌적한 것으로부터 구별하고 미적 쾌감을 인식력들 사이의 상호

유희, 즉 넓은 의미에서의 이성 내부의 과정으로 설명했으며, 취미판단의 

근거를 주체의 쾌와 불쾌의 감정에 두었다는 점에서 옳았다.88) 그러나 

쉴러에 따르면 칸트는 취미의 객관적 원칙의 가능성을 부정하고 “원칙에 

따르는 미의 인식”89)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는데, 원칙이 부정될 때, “취

미는 영원히 경험적인 것으로 남게”90) 되므로 오류를 범했다. 여기서 쉴

러는 칸트가 『판단력 비판』에서 세 번째 가능성으로 제시한 주관적-보

편적 가능성을 도외시한 채 주관성을 경험성과 등치시키고 있다. 쉴러는 

자신의 입장을 칸트와는 다른 “감각적-객관적”91)인 것으로 규정한다. 이 

규정의 구체적인 의미는 합리주의 미학과 감각주의 미학에 대한 그의 비

86) Ebd. S. 142.
87) NA 26, S. 176.
88)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서술은 다음을 참조할 것: Werner Strube: Schillers 

Kallias-Briefe oder über die Objektivität der Schönheit. In: 
Literaturwissenschaftliches Jahrbuch, Heft 18, Berlin 1977, S. 115-116.

89) NA 26, S. 186.
90) NA 26, S. 175.
91) NA 21, S. 176.



- 33 -

판으로부터 도출할 수 있다. 여기서 감각적이라 함은 미가 개념의 개입 

없이 직접적인 감각을 통해 확인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합리

적이라 함은 대상의 미를 결정하는 근거가 주체의 내적 감정과는 무관하

게 존재하는 대상 자체의 속성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감

각적-객관적”이라는 두 술어는 쉴러가 미적 판단의 객관적인 측면을 중

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쉴러에 따르면 미의 객관적인 규정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미의 개념을 이성의 본성으로부터 완전히 선험적으

로 정당화하는 것”92)이 필요하다. 이는 미의 객관성이 오로지 선험철학

적 근거와 연역적 방법을 통해서만 확보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그리

고 이것이 가능하려면 감각적 직접성의 영역 속에서 주관적 감정으로부

터 독립되어 존재하는 대상의 어떤 성질을 포착하는 특수한 시선이 이성

의 본성 안에 선험적으로 들어있어야 한다. 만일 이 시선이 이성의 본성 

안에 근거를 갖지 못하면, 취미판단은 경험적인 것이 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취미판단은 보편타당성을 잃고 개별적인 타당성만 요구할 수 있게 

되는데, 이는 미의 객관성이라는 명제와 모순된다.

이러한 논거로부터 쉴러는 미의 개념을 연역해내는데, 이 과정은 아래

의 삼단논법으로 요약될 수 있다. 1. “이성의 원천적인 법칙들이 취미의 

법칙들이기도 해야 한다.”93) 2. “미는 개념에 전혀 종속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분명히 이론적 이성에서는 찾을 수 없다.”94) 3. 그런데 쉴러에 따

르면 이성에는 오직 두 가지 종류만 있을 뿐이다. 즉 “이론적 이성 말고

는 실천적 이성 외에 어떠한 다른 것도 없다.”95) 따라서 미의 원칙은 오

로지 실천 이성과 결부시켜서만 찾을 수 있다. 

칸트는 『판단력 비판』의 서문에서 인식능력들의 영토(Boden)와 구역

(Gebiet)을 구별함으로써 판단력에 고유한 영토를 부여했고, 그럼으로써 

고유한 원리에 따르는 제3의 인식 종류의 가능성을 확보했다. 여기서 영

92) NA 26, S. 175.
93) NA 26, S. 185. 
94) NA 26, S. 181.
95) Eb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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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란 인식이 가능한 영역을 말하며, 구역이란 “인식능력들이 입법권을 

행사하는, 영토의 일부분”96)을 말한다. 이에 반해 쉴러는 이러한 구별을 

도입하지 않고 철저히 이원론적인 이성론을 적용한 것이다.

이 삼단논법에 따라 쉴러는 미를 실천이성의 본성 속에 선험적으로 존

재하는 시선의 산물로 규정한다. 그리고 실천이성과 미 사이의 공통점을 

자유와 자율성이라는 개념에서 찾는다. 실천이성이 요구하는 도덕성은 

자유의 산물이다. 다시 말해 “순수한, 즉 오로지 형식만을 통해, 그러므

로 자율적으로 규정된 의지의 산물”97)이다. 그리고 미 또한 마찬가지로 

“현상 속의 자유, 현상 속의 자율성”이다.98)

그러나 모든 자연 대상들은 실제로는 자연필연성의 산물이기 때문에 

대상의 형식에서 자유와 자율성을 발견하는 미적 판단은 대상의 사실적 

성질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그 감각적인 현상방식에 대한 판단이다. 이 

규정에 따르면 미는 매우 특별한 종류의 지각의 산물이다. 미는 우리가 

대상의 감각적 현상에 직면하여 대상의 현실적인 규정관계를 도외시하고 

오로지 이 현상이 자율성의 인상을 전달해주는가 하는 것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때 성립한다. 따라서 쉴러에 따르면 감각적 현상의 자율성은 “자

신을 통해서 존재한다” 혹은 “외부로부터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인상에 

근거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인상은 주관적인 것일 뿐, 객관적 근거를 갖지 못한다는 

점에서 쉴러의 시도는 성공했다고 볼 수 없다. 쉴러 스스로 확인하고 있

듯이 미적 판단의 근거가 되는 자율성은 자연 대상의 객관적 성질, 즉 

자연필연성에 구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도외시하고 그것의 현상방식이 우

리에게 주는 인상에 의해서만 성립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에서 「칼리아스 편지」에 대한 기존의 주요한 연구들은 이 

객관성의 문제에 관심을 집중시켰는데, 예컨대 베르너 슈트루베와 지그

96) Vgl. Immanuel Kant: Kritik der Urteilskraft (2001), S. XVI-XXI.
97) Ebd.
98) Ebd. S.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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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르트 라첼의 연구가 그러하다.99) 이들은 공통적으로 쉴러가 미의 객관

적 개념을 제시하는 데 실패했다고 평가한다. 슈트루베는 쉴러가 이 글

에서 미의 객관적 원칙의 근거로서 제시하는 “경쾌함과 자유분방함의 인

상”이 객관적인 원리가 아니라 주관적인 원리일 뿐이라는 이유에서 쉴러

의 시도가 성공하지 못했다고 말한다. 또한 라첼은 쉴러가 연역해낸 형

식개념은 상관적 개념인데, 이 상관성을 쉴러가 정의하지 못했으므로 

“절대적으로 정의할 수 있는 형식개념을 제시하지”100) 못했다고 평가한

다. 디터 헨리히 또한 쉴러가 “실제로는 미의 객관적 원칙을 명시하는 

데 [...] 실패했다”101)는 결론에 이르렀다. 그는 대상의 아무런 저지도 받

지 않는 자유로운 형상이 미의 인상을 촉발하는 것은 대상의 사실적이고 

객관적인 상태가 아니라 구상력의 특수한 태도에서 비롯되는 것이며, 이

러한 태도는 주관성 내부의 사태라는 이유에서 이러한 결론을 내린

다.102)

쉴러가 「칼리아스 편지」를 발표하지 않은 것은 아마도 쉴러 스스로 

자신의 시도가 실패했음을 인식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칼리아스 편

지」는 칸트의 미학을 반박하지 못했다. 또한 이 글은 미적인 것을 도덕

적인 것의 감각적 표현으로 규정하고 있다. 쉴러는 미가 개념으로부터 

완전히 독립적이라는 칸트의 견해를 수용하여 이론 이성을 미적 시각에

서 배제하였다. 그러나 미적인 것과 도덕적인 것 사이의 관계는 이보다 

복잡하다. 미는 대상의 현상적인 자율성에 근거하는데, 이 자율성은 이론

적 관심에 의해서도, 도덕적 관심에 의해서도 제한을 받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쉴러는 이 자율성 자체를 실천 이성의 이념으로 파악하고, 그럼

으로써 미적인 것의 성과를 자유 개념의 감각적, 상징적 환기로 제한하

99) Vgl. Werner Strube (1977) und Sigbert Latzel: Die ästhetische Vernunft. In: 
Berghahn (Hg.): Friedrich Schiller. Zur Geschichtlichkeit seines Werkes. Kronberg 
1975.

100) Latzel (1975), S. 248. 
101) Henrich (1957), S. 536. 
102) Vgl. Eb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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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말았다. 이는 미를 기존 개념의 감각적 묘사로 취급하는 것이며, 이런 

점에서 미의 진정한 자율성과 독자적 가치를 정립하는 데 있어서 비극논

문들보다 오히려 후퇴하고 말았다. 이후 도덕적 개념을 근거로 삼아 미

를 규정하려는 시도는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는다. 「칼리아스 편지」는 

쉴러가 비극논문들을 통해 즐거움을 미적인 것의 독자적인 기준으로 내

세우면서 미적인 것의 자율성을 주장한 이래 이후 미적인 것과 윤리적인 

것의 엄격한 분리를 주장하게 되는 그의 미학의 전체적 전개와도 맞지 

않는 것이었으며, 쉴러가 아직은 자신의 예술적 경험과 무관하게 본격적

인 미학적 문제와 대결할 준비가 갖추어지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시도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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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격정적인 것에 대하여」에서의 미학과 윤리학의 분리

쉴러는 「비극적 대상이 주는 즐거움의 원인에 대하여」에서도 여전히 

프랑스인들이 비극에서 나타나는 행위의 도덕적 측면을 도외시하고 있다

면서 그들의 취미를 비판하고 있다. 프랑스인들은 비극 내의 행위에서 

동원된 수단을 관찰할 때 오성의 즐거움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그 행위가 

추구하는 목적의 도덕성을 외면한다는 비판이었다. 그러나 1793년 9월에 

『신 탈리아』에 발표된 「격정적인 것에 대하여」에서는 미학과 윤리학

의 분리가 더 철저하게 진행된다. 「비극적 대상이 주는 즐거움의 원인

에 대하여」에서 이루어지는 쉴러의 프랑스인의 취미에 대한 비판은 “비

극적 감동, 그리고 고통에 대해 우리가 느끼는 쾌감의 근저에 놓여있는 

것은 [...] 도덕적 합목적성의 감정”103)이라는 생각에 기초하고 있었다. 

이 생각에 따르면 도덕적 측면에서 지탄받아야 할 행위가 비극의 관객에

게 지속적으로 즐거움을 제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런 행위는 기껏해

야 한정적, 잠정적으로만 쾌감을 줄 수 있으며, 종국에는 관객의 도덕적 

표상과 일치하는 전체적 연관의 한 부분으로서만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

이다. 

「격정적인 것에 대하여」에서는 미적인 관심과 윤리적 관심의 일치를 

존속시키려는 이러한 의도가 포기되고, 그 대신 두 관심의 상호 병존, 나

아가 대립이 확인된다.104) 미학과 윤리학의 이런 철저한 분리는 “미적 

평가”와 “도덕적 평가”라는 용어를 통해 이루어진다. 숭고와 관련하여 

쉴러는 이렇게 쓴다.

103) NA 20, S. 145.
104) 페터-앙드레 알트는 쉴러가 이 글에서 숭고에 대해 “엄격한 종합적 성취”

를 부여한다고 해석한다. 그에 따르면 여기서 숭고 개념은 “도덕적 가치기준

과 감각적 관심이 모범적으로 일치한다는 점에서 [...] 특별한 중요성을 지니

게 된다.” Vgl. Peter-Andre ́	 Alt (2000), Bd. II, S. 95. 그러나 이 글의 후반부

는 거의 전적으로 미학과 윤리학의 불화를 서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숭

고에 대한 판단에서 “도덕적 가치기준”이 효력을 잃는다는 점을 상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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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로지 미적 평가만 이루어지는 경우, 자신의 상태를 통해 인간 규정

의 존엄성을 표상할 수 있게 해주는 인간은 이미 숭고한 대상이다. 이

는 그의 인격 속에서 이런 규정이 아직 실현되지 않은 경우에도 마찬

가지다. 그러나 도덕적 평가가 이루어지는 경우, 인간은 인격으로서도 

저 규정에 맞게 행동할 때만, 우리가 단순히 그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이 능력의 사용 때문에도 그를 존경하게 될 때만, 그의 소질뿐만 아니

라 현실적인 행실 또한 존엄성을 지닐 때만, 그는 숭고하게 된다. 우리

가 판단할 때 도덕적 능력 자체와 의지의 절대적인 자유의 가능성에 

주목하느냐, 아니면 이 능력의 사용과 의지의 절대적 자유의 현실성에 

주목하느냐 하는 것은 서로 전적으로 다른 문제다.

Ein erhabenes Objekt, bloß in der ästhetischen Schätzung, ist schon 

derjenige Mensch, der uns die Würde der menschlichen Bestimmung 

durch seinen Zustand vorstellig macht, gesetzt auch, daß wir diese 

Bestimmung in seiner Person nicht realisiert finden sollten. Erhaben in 

der moralischen Schätzung wird er nur alsdann, wenn er sich zugleich 

als Person jener Bestimmung gemäß verhält, wenn unsre Achtung nicht 

bloß seinem Vermögen, sondern dem Gebrauch dieses Vermögens gilt, 

wenn nicht bloß seiner Anlage, sondern seinem wirklichen Betragen 

Würde zukommt. Es ist ganz etwas anders, ob wir bei unserm Urteil 

auf das moralische Vermögen überhaupt und auf die Möglichkeit einer 

absoluten Freiheit des Willens, oder ob wir auf den Gebrauch dieses 

Vermögens und auf die Wirklichkeit dieser absoluten Freiheit des 

Willens unser Augenmerk richten.105)

다시 말해 감각적 충동에 대한 의지의 자유의 현실성이 아니라 오로지 

그 가능성만이 숭고의 미적 평가에서 기준이 될 수 있다. 여기서 이 자

유가 어떤 목적을 위해 동원되는가 하는 것은 미적 평가의 기준에 속하

105) NA 20, S. 212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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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는다. 미적 평가는 어떤 행위의 목적이 도덕성과 일치하는가 하는 

데에 관심이 없다. 미적 평가는 오로지 의지의 힘만 평가할 뿐이며, “이 

힘의 방향에 대해서는 시인은 아무런 관심이 없다.”106) 그러므로 미적 

평가에서는 의지의 자유가 도덕적으로 지탄받아야 할 목적을 달성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감수해야만 할 것으로 인정된다.

동일한 대상이 도덕적 평가에서는 마음에 들지 않고, 미적 평가에서

는 우리에게 아주 매력적일 수 있다.

Der nämliche Gegenstand kann uns in der moralischen Schätzung 

mißfallen und in der ästhetischen sehr anziehend für uns sein.107) 

여기서 미학과 윤리학의 불일치는 더 이상 극복되어야 할 상태가 아니

게 되고, 비극논문들에서는 적어도 비극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추구되었

던 양자의 통일성이 와해된다. 세계는 “다양한 관찰방식들”108)으로 분해

된다. 대상에 대한 도덕적 평가에서는 대상이 “이성의 요구”109)에 일치

하는가 하는 질문이 결정적이지만, 미적 평가에서는 대상이 자유로운 유

희를 향한 “구상력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가 하는 질문만이 결정적이

다. 주목을 받기 위해 자신을 불태워 죽인 페레그리누스 프로테우스를 

사례로 들면서 쉴러는 미적인 시선이 대상의 도덕적 성질에 대해 무관심

하다는 점을 분명히 서술한다.

그러나 미적으로 평가할 때 내게는 이 행동이 만족을 준다. 이는 이 

행동이 모든 본능 가운데 가장 강력한 본능인 자기보존의 충동을 극복

해내는 의지의 능력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미적으로 평가하는 경우, 나

106) NA 20, S. 217.
107) NA 20, S. 213.
108) Ebd. 
109) NA 20, S.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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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열광자 페레그린으로 하여금 자기보존 충동을 억누를 수 있게 한 

것이 순수한 도덕적 신념이었는지, 아니면 그저 강력한 감각적 자극이

었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Ästhetisch beurteilt, gefällt mir aber diese Handlung, und zwar 

deswegen gefällt sie mir, weil sie von einem Vermögen des Willens 

zeugt, selbst dem mächtigsten aller Instinkte, dem Triebe der 

Selbsterhaltung, zu widerstehen. Ob es eine rein moralische Gesinnung 

oder ob es bloß eine mächtigere sinnliche Reizung war, was den 

Selbsterhaltungstrieb bei dem Schwärmer Peregrin unterdrückte, darauf 

achte ich bei der ästhetischen Schätzung nicht.110)

여기서는 문학이 도덕적 가치를 감각적으로 묘사함으로써 인간의 개선

에 기여해야 한다는 계몽주의의 문학에 대한 도덕적 기대가 단호히 거부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적 관심이 근본적으로 도덕적 관심으로부터 

분리되어 세계를 파악하는 독자적이고 특수한 영역으로 인정되고 있다. 

쉴러는 이렇게 단정한다.

미적인 사안에 도덕적 합목적성을 요구하고, 이성의 제국을 확장하기 

위해 구상력을 그 합법적인 영역에서 몰아내려고 한다면, 이는 분명 경

계를 잘못 이해한 것이다.

Es ist [...] offenbare Verwirrung der Grenzen, wenn man moralische 

Zweckmäßigkeit in ästhetischen Dingen fodert und, um das Reich der 

Vernunft zu erweitern, die Einbildungskraft aus ihrem rechtmäßigen 

Gebiete verdrängen will.111)

쉴러에 따르면 시인은 “우리를 [...] 즐겁게 하는 것 외에 어떤 다른 목

110) NA 20, S. 215.
111) NA 20, S.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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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도 갖고 있지 않고, 가져서도 안 된다.”112) 비극논문 이후로 쉴러의 미

학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문학의 기능에 대한 이러한 쾌락주의적 규

정은 여기서 미적 관심과 도덕적 관심의 엄격한 분리를 통해 가장 철저

하고 명백하게 표현된다. 

1794년 10월에 『신 탈리아』 제5호에 발표된 논문 「다양한 미적 대

상들에 대한 산만한 관찰」(Zerstreute Betrachtungen über verschiedene 

ästhetische Gegenstände)에서도 이러한 분리는 고수된다. 여기서도 쉴러

는 “어떤 대상이 그 내적 본질로 볼 때 도덕적 감정을 격분시키는 것이

라고 해도 그것을 관찰할 때 만족을 주고 아름다운” 것일 수 있는 가능

성에 대해 말하고 있다. 쉴러는 여기서도 미학과 윤리학의 화해를 추구

하지 않으며, 그 대신 “의무에 위배되는 범죄자의 행동, 범죄자의 실제 

행위조차도 [...] 그것이 묘사될 때는 우리에게 만족을”113) 줄 수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양자의 분리를 확인한다.

쉴러가 이러한 진술을 통해 주장하는 예술의 자율성은 모리츠가 “자기 

안에서 완성된 것”으로 서술한 작품의 자율성이 아니다. 모리츠는 예술

의 목적이 수용자에게 즐거움을 제공하는 데 있다는 주장을 분명하게 거

부했다. 그는 예술의 최고의 목적이 자기 안에서 완성된 형성물을 창조

하는 데 있으며, 즐거움은 이런 형성물이 낳는 효과에 불과하다고 보았

다. 

만일 예술가가 “내 작품이 만족을 주거나 줄거움을 낳는다면, 나는 

내 목적을 달성한 것이다”라고 말한다면, 나는 이에 대해 이렇게 대답

하겠다. “그 반대다! 네가 네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네 작품이 만족

을 주는 것이다. 혹은 너의 작품이 만족을 준다는 사실은 아마도 네가 

네 목적을 작품 속에서 달성했음을 방증해주는 것이리라”라고 말이다.

Sagt der Künstler aber: »Wenn mein Werk gefällt oder Vergnügen 

112) NA 20, S. 218.
113) NA 20, S. 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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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weckt, so habe ich doch meinen Zweck erreicht«, so antworte ich: 

Umgekehrt! Weil du deinen Zweck erreicht hast, so gefällt dein 

Werk, oder daß dein Werk gefällt, kann vielleicht ein Zeichen sein, 

daß du deinen Zweck in dem Werke selbst erreicht hast.114)

이러한 모리츠의 작품미학과 달리 쉴러는 여기서 전형적인 영향미학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또한 쉴러가 말하는 예술의 자율성은 예술가의 자

율성도 아니다. 예술가의 자율성은 고트셰트 식의 규칙시학에 맞서 모범

을 창조하는 독창적인 주체로서의 천재에 대한 이론으로 전개되었다. 쉴

러가 말하는 자율성은 예술과정의 수용적 측면에 근거하는 것이다. 예술

이 수용자에게 즐거움을 제공하는 한, 예술은 존재할 정당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는 예술이 도덕적 혹은 인식적 작용을 하는가 하는 문제와는 

무관하다.

게르하르트 플룸페는 쉴러가 1794년에 발표된, 다음해에 시작될 잡지 

『호렌』을 위한 광고, 즉 「호렌 광고」에서 “‘탈분화된’ 소통의 전략”

을 추구했다고 서술하고 있는데, 이는 쉴러의 입장을 잘못 해석한 것이

다. 플룸페는 쉴러가 “체계의 분화를 제거”하고 “미화된 과거의 저복합

적인 상태”(die unterkomplexen Verhältnissen einer verklärten 

Vergangenheit)를 반복하고자 했다고 평가하지만,115) 이는 쉴러가 생각한 

예술의 과제가 아니었다. 오히려 쉴러는 미학과 윤리학의 분리에서도 나

타나듯이 세계 파악의 다양한 영역들 사이의 분화를 통해 예술의 자율적 

영역을 확보하는 동시에 제한하는 전략을 취했다. 클라우스 L. 베르크한

은 「격정적인 것에 대하여」와 관련하여 쉴러가 미학을 윤리학으로부터 

분리시킴으로써 “두 영역이 그 고유성을 유지하는 상태로 두는 데” 기여

하고자 했다고 서술한다. 이 분리를 통해 “도덕의 순수성은 구상력의 임

의성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고, 예술의 통상적인 기능화도 방지

114) Moritz, Bd. II, S. 546.
115) Gerhard Plumpe: Epochen moderner Literatur. Ein systemtheoretischer 

Entwurf, Opladen 1995, S.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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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116)는 것인데, 이러한 서술이 쉴러의 입장을 올바르게 대변하고 있

다.

그러나 이렇게 미적 관심을 도덕적 관심으로부터 분리시키고, 예술의 

본질적 기능을 수용자로 하여금 쾌감을 느끼게 하는 데로 제한함으로써 

예술이 현실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매우 간접적인 방식으로 제한된다. 

문학은 인간에게 결코 어떤 특별한 작업을 수행하지 않는다. 어떤 개

별적인 과제나 세부적인 작업이 잘 수행되도록 하기 위해 문학이라는 

도구를 선택하는 것보다 더 부적절한 일은 없을 것이다. 문학의 작용영

역은 인간 본성의 총체이며, 품성에 유입되는 만큼만 이 품성의 개별적 

작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Die Dichtkunst führt bei dem Menschen nie ein besondres 

Geschäft aus, und man könnte kein ungeschickteres Werkzeug 

erwählen, um einen einzelnen Auftrag, ein Detail, gut besorgt zu 

sehen. Ihr Wirkungskreis ist das Total der menschlichen Natur, und 

bloß, insofern sie auf den Charakter einfließt, kann sie auf seine 

einzelnen Wirkungen Einfluß haben.117)

그러므로 쉴러에 따르면 예술은 예컨대 특정한 도덕적 규정을 감각적

으로 묘사함으로써 인간을 개선하는 일을 할 수 없다. 예술이 할 수 있

는 것은 수용자가 직접적인 감각적 충동을 의지를 통해 극복하는 가능성

을 의식하도록 환기해주는 것에 그친다. 그리고 이 의지 행위의 근거는 

반도덕적인 것일 수도 있다. 이는 쉴러가 말하듯이 “단지 더 강력한 감

각적 자극”118)만이 의지 행위에 동기를 부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116) Klaus. L. Berghahn: „Das Pathetischerhabene“. Schillers Dramentheorien. 
In: Klaus. L. Berghahn, Reinhold Grimm (Hg.): Schiller. Zur Theorie und 
Praxis der Dramen. Darmstadt 1972, S. 497.

117) NA 20, S. 219.
118) NA 20, S.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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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아름다운 형식의 사용에 있어서 불가결한 한계」와　「미적 

습속의 도덕적 유용성에 대하여」에서의 미학화 비판

쉴러는 1793년 7월 13일에 크리스티안 폰 아우구스텐부르크에게 보낸 

편지에서 프랑스 혁명이 보여준 것은 오로지 민중의 미성숙성뿐이었다고 

쓴다. 여기서 쉴러는 당대 인간의 상태를 “야만화”와 “무기력함”이라는 

말로 특징짓는다. “하위의 계급들”은 오직 “조야하고 무법적인 충동들”

만 충족시키려고 하는 “그저 야만적인 동물”에 지나지 않으며, “문명화

된 계급들”, 즉 교육 받은 상층의 귀족들과 시민들도 “물리적인 것에 대

한 커지는 종속성”을 드러낸다는 것이다. 다만 이 문명화된 계급은 하위

의 계급들과 달리 자신들의 품행을 계몽주의가 그들에게 제공해준 이론

들로 정당화한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119)

1794년 가을에 쉴러는 아우구스텐부르크에게 보낸 편지들을 수정하여 

새롭게 정리한 『인간의 미적 교육에 대한 일련의 서한』에서 해당 부분

에 다음의 문장을 덧붙인다. 

인간은 이중의 방식으로 자신에게 대립할 수 있다. 그의 감정이 그의 

원칙을 지배할 때, 그는 미개인으로서 자신에게 대립한다. 혹은 그의 

원칙이 그의 감정을 파괴할 때, 그는 야만인으로 자신에게 대립한다.

Der Mensch kann sich aber auf eine doppelte Weise entgegen gesetzt 

seyn; entweder als Wilder, wenn seine Gefühle über seine Grundsätze 

herrschen; oder als Barbar, wenn seine Grundsätze seine Gefühle 

zerstören.120)

쉴러는 “미개인”(der Wilde)과 “야만인”(der Barbar)이라는 개념쌍을 

119) NA 26, S. 263.
120) NA 20, S. 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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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관된 의미로 사용하고 있지 않아서 이 용어들을 정확한 숙고 없이 사

용한 것으로 보인다. 아우구스텐부르크에게 보낸 편지에서는 문화의 특

정한 상태뿐만 아니라 하위 계급의 상태도 “야만”(Barbarei)로 부르는데, 

이는 앞의 인용문에서의 사용법과 반대되는 것이다.121) 『인간의 미적 

교육에 대한 일련의 서한』의 후반부에서는 동일한 대상을 지칭하기 위

해 “자연인간”(Naturmenschen)과 “인위적 인간”(künstliche Menschen)

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기도 한다.122) 1년 후 「아름다운 형식의 사용에 

있어서 불가결한 한계」에서는 문화 이전의 인간을 “미개인”이라고 부르

고, 그 반대 상태의 인간을 “세련화 상태”(Zustand der Verfeinerung)에 

있는 인간이라고 부른다. 이 글에서는 “야만인”이라는 용어가 전혀 사용

되지 않는다.

이렇게 용어사용이 일관되지 않지만, “야만인”이라는 개념은 이론적 

인식  및 윤리학과 이중적으로 연관된 개념이기 때문에 감각적 욕구의 

경시로 인한 일면성을 서술하는 데 적합하다.

야만인이란 첫째, 역사적으로 형성된 사회 상태나 이 상태 하에서 사

회화된 인간들의 습관과 습속을 고려하지 않고 무시하면서 이론적으로 

인식된 진리를 곧장 현실 속에서 실현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이런 점

에서 야만인은 “인내하는 대중을 폭력적으로 자신의 목적 아래에 복종시

키는 오성”123)을 대변하며, 자신의 관념에 따라 현실을 프로크루스테스

의 침대에 맞춰 재단하고자 하는 자이다. 

실천적 측면에서 야만인은 도덕적 명제의 확고한 필연성을 일면적으로 

주장하면서 이 명제에 맞게 기존 상태를 변혁하기 위해서라면 인간의 자

연적 감정에 위배되는 폭력적인 수단까지 사용해도 좋다고 생각하는 자

이다. 쉴러는 1789년 5월, 즉 프랑스 혁명이 시작되기 몇 달 전에 발표된 

그의 예나 대학 취임강연 「보편사란 무엇이며 그것을 연구하는 목적은 

121) NA 26, S. 263, 264.
122) NA 20, S. 365.
123) NA 20, S. 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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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인가」에서 이미 “주어진 상태에 폭력을 가하고” “세계사의 행복한 

시대를 가속화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그런 시대를 더욱 더 멀어지게 하

는”124) 시도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 이러한 유형의 야만인은 쉴러와 괴

테가 『크세니엔』의 한 편인 「자연과 이성」에서 비판하는 열광자

(Schwärmer)에 해당한다.

열광자들이여, 그대들이 이상을 파악할 줄 안다면,

자연 또한 마땅히 공경하라.

Wärt ihr, Schwärmer, imstande, die Ideale zu fassen,

O so verehrtet ihr auch, wie sichs gebührt, die Natur.125)

쉴러는 이렇게 일면적인 이론적, 도덕적 요구를 비판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이런 요구들의 근원적인 속성 자체가 본능적이라고 폭로하는 데까

지 나아간다. 쉴러가 칼 학교에서 교사 아벨을 통해 알게 된 라 메트리, 

엘베시우스, 돌바크 등의 유물론적 도덕이론126)은 현존하는 이기주의를 

극복되어야 할 상태가 아니라 타당한 형식이자 추구해야 할 원리로 치켜

세움으로써 이론적으로 정당화하였다. 쉴러에 따르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오성의 계몽이 윤리적 의식을 발전시키는 커녕 “세련화된 

신분들이 오히려 타락을 격률로 고착화한다”127)는 사실이다.

이러한 과정이 「아름다운 형식의 사용에 있어서 불가결한 한계」에서 

자세하게 서술된다. 이 글의 전반부는 1795년 9월, 『호렌』9호에 「미의 

필연적 한계에 대하여. 특히 철학적 진리의 강연에 있어서」라는 제목으

로 발표되었다. 그리고 이 글의 후반부는 2개월 후 마찬가지로 『호렌』

에 「미적 습속의 위험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발표되었다. 그러나 이 

124) NA 17, S. 374.
125) SW 1, S. 305.
126) Peter-André Alt (2000), Bd. 1, S. 122ff.
127) NA 20, S.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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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반부는 상당한 부분이 이미 1793년 가을에 집필된 것으로 보인다.128)

쉴러는 피히테와의 논쟁을 계기로 이 두 글을 작성하고 발표하게 되었

는데, 피히테는 쉴러가 “사변들”(Spekulationen)과 “형상들”(Bildern)을 

뒤섞는다고 비판하였다. 이에 따라 「미의 필연적 한계에 대하여. 특히 

철학적 진리의 강연에 있어서」는 제목이 짐작하게 하는 것과는 달리 철

학적 주제를 서술할 때도 형상적-직관적인 문체 수단들이 적절할 수 있

음을 보여주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 글은 이론적 묘사형식과 

미적 묘사형식 사이의 경계 또한 자세히 다루면서 이 경계를 잘못 넘어

설 때 부정적 결과가 생길 수 있음을 지적한다. 

이론적 관심과 미적 관심 사이의 관계에 치중하는 이 글과는 달리 

「미적 습속의 위험에 대하여」는 도덕적 관심과 미적 관심 사이의 경계

를 다루고 있다. 여기서는 미적인 것이 월권을 행사하여 과도한 요구를 

내세움으로써 쉴러의 분화이론적 구별에 따르면 미적인 것의 바깥에 있

는 영역에까지 개입할 때 나타나는 부정적 결과들이 주요한 서술대상이

다.

이런 경계 이탈의 형태는 수평적 미학화의 한 형태로 볼 수 있을 것이

다. 여기서 미학화는 인식과 윤리와 미적인 것 사이의 경계를 미적인 것

의 우위를 통해 해소하고, 미적인 것이 세계경험의 정점에 있다고 주장

함으로써 탈분화화하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 여기서 거론되는 미학화는 

서로 구별되는 영역들 사이의 역동적 세력 관계와 관련된 것이다. 문제

로 되는 것은 하나의 개념이 상위의 지위를 주장하면서 다른 개념들을 

하위의 개념들로 포섭하는 수직적인 구도가 아니라 외면적으로 차이를 

인정하는 가운데 일어나는 침투, 잠입, 병합과 같은 수평적 운동 형태들

이다.

이러한 미학화의 가장 중요한 측면은 감각적, 본능적 관심이 인식과 

윤리의 작동근거를 규정하고, 그럼으로써 인식과 윤리의 자율성을 침해

하는 데 있다. 그리고 그 결과, 미적인 것은 자신의 경계 안에서 자율성

128) NA 21, S. 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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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주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인간의 세계 연관 전체를 규정하는 것으로 

보편화된다. 미적인 것은 명시적으로 주권성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인

식적 능력과 윤리적 능력을 자신의 목적에 따라 수단화한다. 쉴러는 

「미의 필연적 한계에 대하여. 특히 철학적 진리의 강연에 있어서」에서

는 인식적인 것의 수평적 미학화를, 「미적 습속의 위험에 대하여」에서

는 윤리적인 것의 수평적 미학화를 비판하고 있다.

우선 쉴러는 칸트의 철학에 의거하여 “모든 인식은 감각을, 모든 도덕

적 의지는 욕망을 도외시해야 한다”129)는 점을 강조한다. 인식은 반드시 

자율적인 영역으로 성립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인식이 목적인 경

우, 취미는 적어도 직접적으로는 어떠한 기여도 할 수 없다.”130) 

그러나 인식을 대중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경우, 수용자의 지적인 한계

를 고려하여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 감각적 묘사방식이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이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때 감각적 묘사방식은 “자신에게 

낯선 과제를 수행한다”131)는 점이다. 이 과제란 이론적 사태를 오로지 

“재현적”(reproduktiv)132)으로 감각화하여 제시하는 것으로서, 이때 감각

적 묘사방식은 자신의 외부로부터 주어진 과제를 타율적으로 수행할 뿐

이다. 따라서 이 경우 미적인 것은 오로지 “수행권”만 지니고 있을 뿐 

“입법권”133)은 지니고 있지 않다. 다시 말해 미적인 것은 오로지 보다 

쉬운 이해를 위해 대상을 질서 잡힌 감각적 서술을 통해 묘사할 권리만 

갖고 있을 뿐, 대상 자체를 자신의 기준에 따라 규정할 권리는 갖고 있

지 않다.

그런데도 미적 관심이 이론적 고찰 자체를 조종하려고 시도한다면, 다

시 말해 어떤 표상이 감각적 만족을 준다는 이유로 그것을 진정한 인식

으로 내세운다면, “취미는 자신의 경계를 넘어설 뿐만 아니라, 자신이 맡

129) NA 21, S. 3.
130) NA 21, S. 4.
131) NA 21, S. 17.
132) NA 21, S. 7.
133) NA 21, S.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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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과제를 편취하고, 충실하게 전달해주어야 할 대상을 왜곡하는 것이

다.” 이렇게 경계를 이탈한 미적인 것이 전달해주는 것은 인식이 아니라 

“그저 즐거운 유희”에 불과하며, 이 유희는 “아무런 내용도” 갖고 있지 

않다. “사물의 어떤 실질적 구별”도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아무런 분석

적 성과가 달성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고유한 인식 작업은 중단되고, 미

적 관심에 조응하는 표상에 이론적 진리의 외관이 덧입혀진다. 이렇게 

이론적 시각이 가려짐으로써 환상에 기반한 표상에 현실 설명력이 부여

되고, “우리는 실재에 대해 무관심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이론적 검증

을 거치지 않은 기분 좋은 표상으로 엄격한 학문성을 몰아내는 이론의 

미학화는 “사기”134)와 다를 바 없다.

이렇게 미적인 것이 이론의 영역에 개입하는 것을 매섭게 비판한 후에 

쉴러는 「미적 습속의 위험에 대하여」에서 미적인 것이 윤리의 영역에 

개입하는 것의 문제점을 다룬다.

여기서 그의 논증의 출발점이 되는 것 또한 윤리적인 것의 자율성이

다. 이 자율성은 “의지가 모든 감각적 충동의 영향으로부터 완전히 독립

적일 때”135)만 확보될 수 있다.

쉴러는 1796년 2월, 「미적 습속의 도덕적 유용성에 대하여」를 발표

했는데, 이 글은 그가 1793년 12월 3일에 아우구스텐부르크에게 보낸 편

지를 약간 수정하여 코타에게 보내 출판하도록 한 것이다. 이 글에서 쉴

러는 취미가 인간의 도덕적 발전에 긍정적인 작용을 할 수 있다고 주장

한다. 쉴러에 따르면 취미는 “인간이 도덕적 행위를 할 때 맞서 싸워야 

하는 가장 강력한 적수”136)인 “욕망력”(Begehrungskraft)을 제한하는 힘

을 지니고 있으며, 이는 취미가 “질서와 조화와 완전성”137)을 추구하는 

경향을 갖고 있고, 그 결과 “덕성에 합목적적인 정서”138)를 만들어내기 

134) NA 21, S. 18.
135) NA 21, S. 21.
136) NA 21, S. 31.
137) NA 21, S. 32.
138) NA 21, S.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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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다.

「미의 필연적 한계에 대하여. 특히 철학적 진리의 강연에 있어서」에

서도 쉴러는 취미를 통해 “욕망이 고상화된다”139)는 점을 지적함으로써 

취미의 이러한 긍정적인 작용을 강조했다. 그러나 「미적 습속의 위험에 

대하여」에서는 취미가 도덕적인 것에 개입할 때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 

결과들이 상술된다.

쉴러에 따르면 미적인 것이 이론적인 것에 개입할 때보다 도덕적인 것

에 개입할 때 나타날 수 있는 결과가 “훨씬 더 중요”하다. 학문이 미학

화되는 것보다 윤리가 미학화되는 것이 사회적으로 훨씬 더 심각한 결과

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학문의 미학화는 기껏해야 인식과정의 지연

을 낳을 뿐이고, 따라서 사회 발전을 억제할 뿐이지만, 윤리의 미학화는 

인간의 행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 이미 달성된 발

전조차 파괴한다. 따라서 쉴러는 학문의 미학화가 낳는 부정적 결과를 

단지 “아주 나쁜 것”이라고만 부르는 반면, 윤리의 미학화가 낳는 결과

는 “악한 것”140)이라고 부른다.

윤리의 미학화를 집중적으로 다루어야 할 필요성을 낳는 또 하나의 문

제가 있다. 문화가 진전되면서 윤리의 미학화는 점점 더 개연적으로 될 

뿐만 아니라 더 의식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문화는 취미를 촉진하는

데, 취미는 충동과 격정, 욕망과 같은 인간의 자연적 움직임들을 미적으

로 “세련화”하고 “고상화”한다. 취미는 이런 움직임들이 어떠한 성찰도 

없이 직접적으로 자신을 실현하고자 하는 경향을 억제하고, 인륜성과 일

치하는 방식으로 자신을 주장하도록 이끈다. 그러나 이를 통해 도달되는 

것은 도덕성이 아니라 오로지 “합법성”141)뿐이다. 그럼에도 감각적인 것, 

충동적인 것이 취미를 통해 이성적인 외관을 갖추게 되면서 이성성 자체

와 쉽게 혼동되게 된다.

139) NA 21, S. 22.
140) NA 21, S. 21.
141) NA 21, S.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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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과정의 한 가지 결과는, 인간의 행위가 도덕적인 동기에서 비롯

된 것인지 아니면 본능적인 동기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내적, 외적으로 

구별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쉴러에 따르면 본능이 인륜성

의 형식에 접근하는 것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할 문화의 성과다. 

그러나 본능과 윤리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 취미의 이러한 성과

가 문제를 낳을 수 있다. 본능과 윤리의 외적 접근이 일어나기 전에는 

반도덕적, 본능적인 행동을 구별해내고 비판하기가 쉬웠다. 그러나 이 접

근이 일어난 후에는 본능에 의해 추동된 행위가 윤리적 규정의 외양을 

띨 가능성이 주어짐에 따라 이 행위를 도덕적으로 정확히 평가하기가 어

려워졌다.

쉴러는 『인간의 미적 교육에 대한 일련의 서한』에서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상류층의 경우 그저 물질적인 가치만 지녀도 되는 것까지 자

유로운 형식적 가치를 갖거나, 어떤 것이 가져야 할 내적인 가치가 반

드시 있을 필요는 없는 외적인 가치와 결합함으로써 언제나 어떤 과잉

이 나타난다. 이 때문에 미적 과잉을 도덕적인 것으로 착각하고, 상류

층의 외양에 유혹되어 도덕성 자체를 임의성, 우연성과 뒤섞어 도덕성

을 완전히 제거해버리는 사람들도 드물지 않았다.

Eben deswegen aber, weil bei dem Edeln immer ein Überfluß 

wahrgenommen wird, indem dasjenige auch einen freien formalen 

Wert besitzt, was bloß einen materialen zu haben brauchte, oder mit 

dem innern Wert, den es haben soll, noch einen äußern, der ihm 

fehlen dürfte, vereinigt, so haben manche ästhetischen Überfluß mit 

einem moralischen verwechselt und, von der Erscheinung des Edeln 

verführt, eine Willkür und Zufälligkeit in die Moralität selbst 

hineingetragen, wodurch sie ganz würde aufgehoben werden.142)

142) NA 20, S. 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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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능은 이런 가능성을 얻게 됨으로써 역사의 진행에 규정적으로 개입

하기가 쉬워졌다. 스스로를 윤리적 행위로 위장함으로써 자신에 맞서는 

도덕적 저항을 제거하거나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쉴러는 감각적, 

본능적인 것과 윤리적인 것 사이의 경계가 지워짐으로써 나타나는 여러 

결과들을 몇 가지 사례들을 통해 서술한다.

첫째, 본능에 도덕적 품위가 덧칠됨으로써 본능이 인간을 유혹하기가 

쉬워진다. 이 가상적인 품위로 인해 도덕적 의식이 저항력을 상실하는 

것이다. 도덕적 의식은 본능의 이러한 유혹을 인정하거나 지지하게 되기

도 한다. 예컨대 쉴러에 따르면 사랑은 고상화된 정념이지만, 이타적인 

외양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높은 도덕적 가치로 오해될 수 있다. 이렇게 

오해될 때 사랑은 존엄한 인상을 유지하면서 양심을 이기고 자신을 관철

시킬 수 있다. 아름다움에 대한 감정과 일정한 유사성을 지니고 있는 관

대함, 섬세함, 명예심 등도 마찬가지로 도덕적인 것으로 착각될 수 있다.

본능적인 것을 절대적 가치를 지닌 목적으로 오해하여 그것의 유혹을 

도덕적으로 인정하거나 지지하게 될 때, 우리는 확고한 신념을 갖고 그

것의 실현을 추구하게 되며, 심지어 인륜성과 일치시킬 수 없는 수단까

지도 양심의 갈등 없이 감수하기도 한다.

일정한 덕성들은 외양적으로 이타적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순수함

의 면모를 갖춘다. 그 덕성들은 이런 면모에 기대어 의무를 똑바로 쳐

다보며 뻔뻔스럽게 맞선다. 이런 덕성의 환상에 빠진 어떤 사람들은 자

신이 도덕성보다 더 높은 지점에 서있으며, 이성보다 더 이성적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기이한 사기에 빠져든다.

Die Scheinbare Uneigennützigkeit gewisser Tugenden giebt ihnen 

einen Anstrich von Reinlichkeit, er sie dreist genug macht, der Pflicht 

ins Auge zu trotzen, und manchem spielt seine Phantasie den seltsamen 

Betrug, dass er über die Moralität noch hinaus, und vernünftiger als d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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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nunft seyn will.143)

이런 서술에는 분명한 당대비판적 함의가 들어있다. 이 서술은 프랑스 

혁명에 대한 비판으로 읽을 수 있는데, 쉴러는 혁명이 일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미 혁명에 대해 매우 회의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카롤리

네 폰 보일비츠와 샬로테 폰 렝에펠트의 보고에 따르면 1790년 2월 쉴러

는 프랑스의 상황을 처음부터 매우 진지하게 관찰하고 있었지만, “그는 

프랑스인들이 진정한 공화주의 신념을 가질 수 있는 민족이라고 생각하

지 않았다.”144) 두 사람이 전하는 바에 따르면 쉴러는 “6백 명의 사람들

로 구성된 모임이 무언가 이성적인 것을 결의하기를 기대하기는”145) 불

가능하다고 말했다.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본능적인 관심의 추구에 도덕적 외양을 

덧입히려는 목적에 따라 본능의 유혹을 도덕적으로 승인하는 경우에, 이

는 자기기만으로 이끌 수 있다.

기예를 배운 세련화된 생도는 자신이 버티지 못했다는 사실을 인정

하려고 하지 않는다. 자신의 양심을 진정시키기 위해 그는 차라리 거짓

말을 한다. 그는 기꺼이 욕망을 좇고 싶지만, 이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한 긍지를 잃고 싶지는 않은 것이다.

Der verfeinerte Zögling der Kunst hingegen will es nicht Wort haben, 

dass er fällt, und um sein Gewissen zu beruhigen, belügt er es lieber. 

Er möchte zwar gern der Begierde nachgeben, aber ohne dadurch in 

seiner eigenen Achtung zu versinken.146)

여기서 이성은 본능의 요구의 도덕적 정당화라는 목적을 위해 수단화

143) NA 21, S. 26.
144) NA 42, S. 126.
145) NA 42, S. 128.
146) NA 21, S.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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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따라서 이 목적과 타율적으로 결합된 도구적 이성은 본능의 요구

를 도덕적 기준에 따라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데로는 나아갈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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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간의 미적 교육에 대한 일련의 서한』147)에서의 

미적인 것의 제한

1) 미의 규정과 분화론적 미학

쉴러가 『서한』을 통해 우선적으로 의도한 것은 정치적으로 난관에 

봉착한 시대를 장기적인 과정을 거쳐 도덕적인 기초를 지닌 사회질서로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미적 교육이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

는 것이다. 여기서 미적인 것은 한편으로 물질적 자기보존 본능에 의해 

지배되는 육체적 상태로부터, 다른 한편으로 규범적인 기초가 없는 일면

적인 오성문화에 의해 잘못 이끌어진 계몽주의로부터 인간을 해방시키

고, 인간의 도덕적 능력을 국가제도의 안정된 기초로 작동할 수 있는 정

도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길로서 제시된다.

쉴러의 이런 의도에 상응하여 『서한』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자율

적인 것으로 파악된 미적인 것과 예술이 사회 발전 과정에서 수행할 수 

있는 주요한 역할에 관심을 집중시켰다. 그리고 미적인 것과 예술에 대

한 쉴러의 기대는 흔히 비현실적이라거나 이제는 시대에 뒤떨어졌다거나 

역사적인 의미만 지니고 있다고 평가되었다. 쉴러의 미학이 현실도피주

의, 유토피아주의, 미학화, 잘못된 보상, 현실을 은폐하는 화해, 공허한 

형식주의를 드러낸다는 비판도 잦았다. 이런 비판들은 여러 맥락에서 적

절한 것이었지만, 인간 능력들 사이에서 미적인 것이 차지하는 지위와 

인류의 발전과정 속에서 미적인 것이 이룰 수 있는 성과에 대한 『서

한』의 입장에 대해 불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흔했다. 

일면적인 시각으로 『서한』에 접근하여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평가에 

이르는 경우도 드물지 않았는데, 예컨대 하르트무트 샤이블레는 미적인 

147) 아래에서는 『서한』으로 줄여서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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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서로 대립하는 힘들 사이에서 조화를 빚어내는 기능을 한다는 쉴러

의 견해가 “자유의 환상을 자유의 실현으로”148) 내세운다고 비판한다. 

페터 뷔르거 또한 비슷한 관점에서 쉴러를 비판하는데, 그는 쉴러가 “조

화의 가상적인 경험”을 전달하는 예술을 제도화하고자 한다고 주장한

다.149) 롤프 그리밍어 또한 쉴러의 미적 국가 관념과 결부된 “통합의 이

념”에 대해  “노동과 권력은 미적으로 지양되지 않는다”150)라고 지적한

다. 쉴러가 비현실적인 방식으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는 것이

다. 

거꾸로 쉴러가 미적인 것을 직접적인 감각적인 것으로부터 분리시킴으

로써 미적인 것의 불모화를 낳았다는 비판도 있다. 테리 이글턴은 이 분

리로 인해 미적인 것이 “모든 실천적 연관성을 상실하여”151) 사회를 형

성하는 힘을 전개할 수 없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가다머 또한 비슷한 맥

락에서 쉴러를 비판하는데, 그에 따르면 쉴러는 “미적 구별”을 통해 예

술작품을 “원래의 삶과의 연관”으로부터 분리시켰고, 미적인 것의 영역

에서 진리 문제를 추방함으로써 예술을 해석학적인 이해과정에 대해 차

단되어 있는, 세계와 분리되어 근거를 상실한 주관적인 사안으로 만들어

버렸다.152)

쉴러가 현실의 문제를 미적인 것을 통해 환상적으로 해결하려고 했다

는 비판은 그가 미적인 것의 적용범위를 과도하게 확장시켰다고 주장하

는 반면, 쉴러가 예술을 삶과 분리시켰다는 비판은 그가 미적인 것의 적

148) Hartmut Scheible: Wahrheit und Subjekt. Ästhetik im bürgerlichen 
Zeitalter, Reinbek bei Hamburg 1988, S. 189. 

149) Peter Bürger: Vermittlung –	 Rezeption –	 Funktion. Ästhetische Theorie 
und Methodologie der Literaturwissenschaft, Frankfurt am Main 1979, S. 
180. 

150) Rolf Grimminger: Die Ordnung, das Chaos und die Kunst. Für eine 
neue Dialektik der Aufklärung, Frankfurt am Main 1990, S. 92.

151) Terry Eagleton: Ästhetik. Die Geschichte ihre r Ideologie, Stuttgart, 
Weimar 1990, S. 117. 

152) Hans-Georg Gadamer: Wahrheit und Methode, Grundzüge einer 
philosophischen Hermeneutik, Tübingen 1990, S. 87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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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방향이 서로 대립되는 이 비판들은 쉴러가 해결하고자 한 과제 자체가 

지극히 곤란한 것이었음을 보여준다. 한편으로 쉴러는 모두가 직접적인 

정치적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보이는 역사적 시기에 그때

까지 발견되지 않았던 미적인 것의 커다란 문명적 잠재력을 드러내고, 

이 잠재력을 활성화하고 활용할 필요성을 입증하고자 한다. 그러나 쉴러

는 이 작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미적인 것이 거두어낼 수 있는 성

과에 대한 기대가 과도하게 커져 세계에 대한 이론적, 윤리적, 미적 접근 

사이의 경계를 미적인 것의 우위를 통해 지우는 것으로 이끌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잊지 않는다. 칸트의 미학을 학습하고 그 주요 명제들을 계

승한 쉴러는 『서한』에서 이 경계를 고수한다.

아래에서는 『서한』의 이러한 두 번째 측면, 즉 미적인 것의 적용범

위를 제한하는 것에 대해 서술하고자 한다. 알트가 올바르게 지적했듯

이153) 지금까지의 쉴러 연구에서는 이 두 번째 측면이 제대로 고려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고찰은 쉴러 연구의 맥락에서도 일정한 정당성

을 얻는다. 또한 쉴러의 구상에서 이 측면이 지니는 의미를 자세히 관찰

함으로써 쉴러가 주장하는 미적 교육의 복합적 측면이 더 잘 드러날 것

이며, 그 결과 위에서 열거한 『서한』에 대한 비판들의 논점에 대한 논

박도 용이해질 것이다.

쉴러는 잡다한 경험자료들로부터 “절대적인 것과 지속적인 것”을 발견

해내는 “추상의 길을 거쳐”154) 두 가지의 인간학적 근본충동을 추출한

다. 쉴러는 이 길을 “초험적 길”(transzendentale(r) Weg)이라고도 부르

는데, 그가 말하는 초험적인 것은 칸트가 말하는 선험적인 것과는 뜻이 

다르다. 주지하다시피 칸트가 말하는 선험적이라는 개념은 경험적 대상

의 경험 자체를 비로소 가능하게 해주는 조건을 말한다. 그러나 여기서 

쉴러가 뜻하는 것은 그 자신이 지적하듯이 “추상”과 다른 것이 아니며, 

153) Peter-André Alt (2000), Bd. 2, S. 39.
154) NA 20, S. 340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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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추상은 칸트의 선험적인 것과는 달리 경험적 인식으로부터 개념을 형

성할 때도 일반적 수단으로 작용한다. 

쉴러가 말하는 두 가지 근본충동이란 감각충동과 형식충동이다. 이 두 

충동은 각각 자신의 고유한 적용영역을 지니고 있으며, 이 영역들은 서

로를 배제하기 때문에 이 충동들은 서로 충돌할 일이 없고, 따라서 “본

성상 서로 대립하지 않는다.”155) 이 충동들은 인간 본성의 구성 가운데 

선천적인 성질에 속하며, 자연적인 방식으로, 다시 말해 “주체의 어떠한 

관여도 없이” 생겨난다. 따라서 “두 충동의 근원은 우리의 의지뿐만 아

니라 우리의 인식범위의 바깥에 놓여있다.”156) 그러므로 이 두 충동의 

존재는 인간 자신의 책임도, 성과도 아니다.

쉴러의 인간학적 충동이론은 정적으로 구상되어 있다. 두 충동은 구조

적으로 규정된 상수들이기 때문에 양자 사이의 관계는 실제적으로도, 이

론적으로도 순차적이 아니라 병존적이다. 양자는 서로를 배제하며, 따라

서 양자 사이에는 넘어서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경계”가 있다.

쉴러는 이 경계의 월경이 낳을 수 있는 부정적 결과에 대해 자세하게 

진술한다. 특히 감각충동이 형식충동의 영역에 개입하는 것과는 달리 형

식충동이 감각충동의 영역에 개입하는 것은 간과되기 쉬운데, 쉴러는 이 

형식충동의 개입이 낳을 수 있는 문제들을 신학이 자연과학의 발전을 저

지한 역사적 사실과 학교에서 감정생활을 억압하는 것을 사례로 들면서 

자세히 서술한다.157)

쉴러는 유희충동이 이 두 충동의 균형을 산출해낸다고 말하는데, 이 

균형 속에서는 월경이 일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유희충동은 두 근본충동

을 새로운 전체 속에서 종합해내는 것이 아니다. 미의 성과에 대한 쉴러

의 다음의 지적은 유희충동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155) NA 20, S. 347.
156) NA 20, S. 373.
157) NA 20, S. 349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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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미가 감각으로부터 사유로 넘어가는 이행의 길을 열어준다

고 주장한다고 해서 이를 감각을 사유로부터, 수용을 활동으로부터 분

리시키는 간극을 미가 채울 수 있다는 주장으로 오해해서는 결코 안 

된다. 이 간극은 무한하며, 새롭고 자립적인 능력이 그 사이에 들어서

지 않는다면 영원히 개별적인 것으로부터 일반적인 것이, 우연적인 것

으로부터 필연적인 것이 생겨날 수 없다.

Wenn nun also von dem Schönen behauptet wird, daß es dem 

Menschen einen Übergang vom Empfinden zum Denken bahne, so ist 

dies keineswegs so zu verstehen, als ob durch das Schöne die Kluft 

könnte ausgefüllt werden, die das Empfinden vom Denken, die das 

Leiden von der Tätigkeit trennt; diese Kluft ist unendlich, und ohne 

Dazwischenkunft eines neuen und selbständigen Vermögens kann aus 

dem Einzelnen in Ewigkeit nichts Allgemeines, kann aus dem Zufälligen 

nichts Notwendiges werden.158)

쉴러에 따르면 그런 “새롭고 자립적인 능력”은 없다. 유희충동은 그런 

능력이 아니며, 오로지 감각충동과 형식충동 사이의 관계의 한 양상과 

관련된 것에 불과하다. 감각충동과 형식충동은 그 둘만으로 이미 인간의 

존재방식 전체를 포괄하며, 따라서 “양자를 매개할 수 있는 제3의 근본

충동은 [...] 전혀 생각할 수 없는 개념이다.”159) 그러므로 유희충동은 두 

근본충동 사이의 관계로부터 파생된 2차적인 충동이며, 두 근본충동이 

이미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할 때만 성립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

들과 같은 근원성을 지니지 않는다. 유희충동은 일종의 분배장치처럼 두 

근본충동의 작용을 제어하면서 한 충동이 다른 충동의 영역에 개입하는 

것을 막는다. 그래서 벤노 폰 비제는 유희충동을 “일종의 통제하는 감시

소”라고 불렀다.160)

158) NA 20, S. 369.
159) NA 20, S. 347.
160) Benno von Wiese: Friedrich Schiller, Stuttgart 1959/1963, S. 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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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쉴러가 『서한』의 제 6 편지에서　인상적으로 서술한 인간 실

존의 현실적인 일면성이 이 분배장치 안에서 제거되고, 인간이 자신의 

전면성을 경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 유희체험을 시간적으로 연장하려

는 욕구가 생겨난다. 유희충동을 충동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그것이 

바로 이 욕구를 낳기 때문이다. 

쉴러는 제 12 편지에서 충동 개념을 도입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한다. 

이 개념은 “자신의 대상을 실현시키도록 우리를 충동질하는”161) 힘들을 

지칭하는 데 적합하다는 것이다. 충동은 “감정의 세계에서 우리를 움직

이는 유일한 힘”162)이다. 그러나 이는 모든 충동이 자신의 목적을 실제

로 현실 속에서 실현하고자 하는 행위로 이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

다. 무엇보다도 관조적인 자기체험과 가상의 영역에서 구성적으로 작용

할 수 있는 유희충동은 감각충동 및 형식충동과 대립하는 가운데 자신을 

자기목적으로 내세운다. 쉴러는 『서한』에서 충동 개념을 윤리적인 것

과도 연결시켜 “도덕적 충동”163)이라는 표현을 쓰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 개념은 이성의 요구에 저항하는 인간의 감각적, 동물적 측면과 

연결되어 사용된다. 이 개념이 철학적 범주로 사용되는 데에는 피히테가 

1794/95년 예나 대학 겨울학기 강의를 위해 집필한 『전체 학문론의 기

초』(Grundlage der gesamten Wissenschaftslehre)도 기여했지만, 쉴러에

게 직접적 영향을 미친 것은 칼 레온하르트 라인홀트였던 것으로 추정된

다. 그는 1786년에 집필된 후 1790년에 출판된 『칸트 철학에 대한 서

한』(Briefe über die Kantische Philosophie)에서 두 가지의 근본 충동을 

구별했는데, 그 하나는 감각에, 다른 하나는 인간의 자기활동에 기초하는 

것이라고 하였다.164)

161) NA 20, S. 344.
162) NA 20, S. 331.
163) NA 20, S. 144.
164) 쉴러의 충동 개념 사용과 관련된 철학적 맥락에 데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

의 책을 참조하라. Hans-Georg Pott: Die Schöne Freiheit. Eine 
Interpretation zu Schillers Schrift „Über die ästhetische Erziehung des 
Menschen in einer Reihe von Briefen“, München 1980, 특히 S. 3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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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하엘 호프만은 쉴러가 유희충동을 통해 “유토피아적인 구상”을 제시

했으며, 이 구상은 “그 존재론적 지위가 어떠한 경우에도 불안정하다고 

보아야 한다”165)라고 비판하는데, 이는 쉴러가 이러한 전면성의 경험을 

유희 안에서만 체험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했으며, 유희와 현실을 엄격

하게 구분함으로써 유희가 현실을 대체할 가능성을 원칙적으로 차단했음

을 고려하지 못한 것이다. 그래서 발터 헤르베르트 조켈은 쉴러가 예술

을 통한 전면성의 체험을 유토피아의 선현(先現, Vorschein)으로 구상하

지 않았고, 예술체험이 지속되는 시간 안에서 실시간으로 체험되는 것으

로 제한했다고 올바로 지적한다.166)

쉴러에 따르면 이런 체험으로부터 현실에 대한 직접적인 작용을 기대

할 수는 없다. 감각충동과 형식충동은 “양자 모두 오로지 실재하는 것만

을 찾”167)으며 현실에 개입한다는 점에서 일치하지만, 유희에서는 인간

의 내면적 자기체험만이 일어날 뿐이다. 유희에서 가능해지는 자유와 전

체성의 체험, 다시 말해 “자신의 인간성의 완전한 직관”168)은 외적 현실 

속에서의 경험과 범주적으로 다른 것이며, 사회와 역사 속에서 인간의 

전면성을 실제로 실행하는 것과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 

“인간은 아름다움을 가지고 오로지 유희만 해야 하며, 오로지 아름다

움만 가지고 유희해야 한다”169)는 『서한』의 유명한 문장은 유희의 적

용영역을 분명하게 제한하고 있다. 여기서 아름다움은 감각적 측면과 형

식적 측면 사이의 균형을 체현하며, 따라서 유희하는 인간의 내적 체험

165) Michael Hofmann: Schiller. Epoche –	 Werke –	 Wirkung, München 
2003, S. 105.

166) Walter H. Sokel: Die politische Funktion botschaftloser Kunst. Zum 
Verhältnis von Politik und Ästhetik in Schillers >Über die ästhetische 
Erziehung des Menschen<. In: Wolfgang Wirrkowski (Hrsg.): Revolution 
und Autonomie. Deusche Autonomieästhetik im Zeitalter der 
Französische Revolution. Ein Symposium, Tübingen 1990, S. 269 (Anm. 
18).

167) NA 20, S. 399.
168) NA 20, S. 353.
169) NA 20, S. 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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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일치하는 대상의 성질을 말한다.

그러므로 감각충동과 형식충동 사이에만이 아니라 유희충동과 나머지 

두 근본충동 사이에도 엄격한 경계가 세워진다. 유희는 감각충동과 형식

충동이 서로를 억제하여 어느 쪽도 단독적으로 인간을 규정할 수 없는 

인간의 내적 상태를 말하며, 따라서 유희하는 인간은 어떠한 “특별한 확

정”170)에도 도달할 수 없다. 그러나 이 확정은 인간이 특정한 행위를 하

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유희의 본질로부터 

“현실에 대한 무관심성”171)이 논리적, 필연적으로 도출된다. 그러나 일견 

외적인 마비 상태를 초래하는 듯한 이 유희야말로 인간이 두 근본충동의 

완전한 활동을 체험함으로써 자신의 내적 완전성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다. 

여기서 확인해야 할 것은, 쉴러가 유희로부터 현실에 대한 어떠한 직

접적 작용도 기대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쉴러가 미적인 것으로 사회적, 

도덕적 변화를 대체하려고 했다는 비판은 부당하다는 사실이다. 위르겐 

볼텐은 쉴러가 미적인 것을 “사회적, 도덕적 자아실현을 대체하는 도구”

로 만들었다고 비판하면서, 『서한』이 “체념적인 근본태도”와 “문화비

관주의”를 드러내고 있다고 주장한다.172) 그러나 문화비관주의적 입장이 

어떻게 다름 아닌 미적인 것에서 사회적 변화의 대체물을 발견할 수 있

는지 의문스러울 뿐만 아니라, 앞에서 보았듯이 쉴러는 미적인 것과 현

실적인 것 사이의 대체관계를 철저히 배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비

판은 쉴러의 논지를 오해한 것이다.

이는 특히 그리스 신상에 대한 쉴러의 서술을 살펴보면 더 분명해진

다. 쉴러는 그리스 신상이 유희하는 인간을 감각적으로 체현하고 있다고 

보았다. 

170) NA 20. S, 377.
171) NA 20, S. 399.
172) Jürgen Bolten: Friedrich Schiller. Poesie, Reflexion und gesellschaftliche 

Selbstdeutung, München 1985, S. 229f



- 64 -

그리스인들은 신성한 신들의 이마에서 유한자의 뺨에 주름을 새기는 

노동의 진지함뿐만 아니라 공허한 얼굴을 매끄럽게 하는 하찮은 쾌감

도 제거하였다. 그들은 영원히 만족하는 자들로부터 모든 목적과 의무

와 걱정의 속박을 제거하였으며, 무위와 무관심함을 신의 신분의 부러

운 운명으로 만들었다.

[Die Griechen] ließen sowohl den Ernst und die Arbeit, welche die 

Wangen der Sterblichen furchen, als die nichtige Lust, die das leere 

Angesicht glättet, aus der Stirne der seligen Götter verschwinden, gaben 

die ewig Zufriedenen von den Fesseln jedes Zweckes, jeder Pflicht, jeder 

Sorge frei und machten den Müßiggang und die Gleichgültigkeit zum 

beneideten Lose des Götterstandes.173) 

유희의 세계는 진지함과 노동, 목적, 의무, 걱정으로부터 벗어나 있다. 

이런 것들은 현실 속의 인간을 항상적으로 동반하는 것들이다. 유희하는 

인간은 삶의 현실적 조건들과 행위강제로 인한 부담으로부터 완전히 벗

어나 자신을 전면적으로 체험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유희가 한시적인 

상태이며, 유희가 끝나면 삶의 고난이 다시 급작스럽게 인간을 덮친다는 

것이다. 인간은 “오로지 아름다움만 가지고 유희해야 한다”는 말은 곧 

아름다운 가상의 바깥, 즉 현실적 삶에서는 유희의 태도로 세계를 대해

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현실은 그 모든 고난과 더불어 진지하게 대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쉴러가 미적인 것의 경험을 통해 사회의 현실적 문제들을 은

폐하려고 했다는 비판은 쉴러의 뜻을 오해한 것이다. 쉴러는 현실적 삶

에서 나타나는 물질적, 도덕적 문제들에 대해 미적인 것으로 대처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그는 미적 자기경험이 물질적 욕구의 충족을 

전제로 하며, 그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실히 지적했다.

173) NA 20, S. 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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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성이 명령하고 욕구가 급박한 해결을 요구하는 한, 구상력은 

엄격한 족쇄로 현실에 묶여있다. 욕구가 충족되고 나서야 구상력은 자

신의 능력을 거리낌 없이 전개한다.

[...] solange die Not gebietet und das Bedürfnis drängt, ist die 

Einbildungskraft mit strengen Fesseln an das Wirkliche gebunden; 

erst wenn das Bedürfnis gestillt ist, entwickelt sie ihr ungebundenes 

Vermögen.174) 

쉴러는 1793년 11월 11일에 아우구스텐부르크에게 보낸 편지에서 자신

의 물질적 실존을 위한 필수품을 공급하위해 전력을 쏟아야 하는 인간의 

모습을 생생하게 그리면서 이런 결론에 도달한다. “물질적인 안녕은 [...] 

인간이 자신의 정신의 성숙성에 도달하기 위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하는 

조건이다.”175)

또한 쉴러는 쉴러 연구가 흔히 그에 대한 비판의 대상으로 삼은 미학

화를 이미 거듭하여 공격하고 있다.

인간이 현실을 향한 길을 피하기 위해 [미적 가상 속의] 이상을 향한 

길을 택한다면, 그것은 얼마나 잘못된 일이겠는가!

Wie übel würde er sich also raten, wenn er den Weg zum Ideale 

einschlagen wollte, um sich den Weg zur Wirklichkeit zu ersparen!176)

쉴러가 의도한 것은 현실의 문제를 미적 관점을 통해 은폐 혹은 회피

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미적인 것을 통해 현실의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인간의 능력을 전면적으로 활성화하는 것이었다. 미적인 것은 인간

의 감각적, 이성적 능력을 동시에 활성화시킴으로써 한쪽 능력이 일면적

174) NA 20, S. 399.
175) NA 26, S. 299.
176) NA 20, S. 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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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지배함에 따라 초래되는 잘못된 결과들을 피하면서도 각각의 능력

이 삶의 개별 상황에 상응하여 적절하고 완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다. 잘못된 미학화는 오히려 이런 미적 경험이 부족할 때 발생

한다.

잘못되고 빈약한 가상에서 도피처를 찾는 것은 오로지 무기력과 도

착성 뿐이다. “현실을 가상으로, 혹은 (미적) 가상을 현실로 덧칠하는” 

- 양자는 흔히 서로 결합되어 있다 - 개별 인간이나 전제 민족은 그들

의 도덕적 무가치함과 미적인 무능력 또한 드러내는 것이다.

Zum falschen und bedürftigen Schein nimmt nur die Ohnmacht und 

die Verkehrtheit ihre Zuflucht, und einzelne Menschen sowohl als ganze 

Völker, welche entweder »der Realität durch den Schein oder dem 

(ästhetischen) Schein durch Realität nachhelfen« - beides ist gerne 

verbunden - beweisen zugleich ihren moralischen Unwert und ihr 

ästhetisches Unvermögen.177)

여기서 미적인 능력이란 가상과 현실을 구별하고 양자의 차이를 분명

히 의식하는 가운데 가상 속으로 진입하는 능력을 말한다.

오도 마르크바르트는 쉴러가 해결할 수 없는 정치적 난관에 봉착하여 

예술 속에서 현실의 부담을 덜어내려고 했다고 비판한다. 그에 따르면 

“좌절된 혁명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예술이다.”178) 그러나 쉴러가 미

적인 것을 통한 가상적인 보상으로 현실의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을 회피

했다는 이러한 비판 또한 쉴러가 일체의 미학화를 단호히 거부했다는 점

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결과다. 

177) NA 20, S. 401.
178) Odo Marquard: Ende der Universalgeschichte? In: ders.: Philosophie 

des Stattdessen. Studien, Stuttgart 2000, S.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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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적 상태의 성과와 한계

쉴러는 제11편지에서 제16편지까지에서 인간학적 충동이론을 전개하고 

유희충동의 성과를 두 근본충동인 소재충동과 형식충동의 활성화와 제한

으로 규정한 후에 제17편지부터는 미적 상태에 대한 이론을 개진하는 데

로 넘어간다.

쉴러의 충동이론은 추상화를 통해 인간 실존의 방식에 대한 두 가지 

개념, 즉 인격과 상태를 획득한 후에 이로부터 연역적으로 형식충동의 

개념과 이 충동의 대상인 미의 개념을 도출한다. 이어서 제17편지부터 

쉴러는 역사의 영역, 즉 인간 발전의 시간적 진행을 서술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념의 영역에서 벗어나 현실의 무대로 내려간다

.”179) 이는 인간의 발전과정을 초험적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추적하기 위

한 것이다.

쉴러는 역사상 나타난 인간의 상태를 물리적, 미적, 도덕적인 3가지 상

태로 구분한다. 그러나 인간은 언제나 감각과 이성을 함께 지닌 이중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상태들은 실제 역사 현실과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

는다. 따라서 이 단계들은 “단순한 관념들”180), 다시 말해 이론적으로 구

성된 관념형들이며, “관념 속에서는 반드시 서로 분리해야 하지만, 경험 

속에서는 많건 적건 서로 혼합되어 있다.”181)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단

계론은 역사 발전을 서술하는 데 적절한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그러므로 발전의 서로 다른 3가지의 계기들 혹은 단계들을 구별할 

수 있는데, 이것들은 개별 인간뿐만 아니라 인류 전체가 자신의 규정의 

전체 영역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그리고 일정한 질서에 

따라 거쳐 가야만 하는 것들이다. [...] 그리고 이 단계들의 선후 질서 

또한 자연에 의해서도, 의지에 의해서도 뒤바뀔 수 없다.

179) NA 20, S. 362.
180) NA 20, S. 389.
181) NA 20, S. 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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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 lassen sich also drei verschiedene Momente oder Stufen der 

Entwicklung unterscheiden, die sowohl der einzelne Mensch als die 

ganze Gattung notwendig und in einer bestimmten Ordnung 

durchlaufen müssen, wenn sie den ganzen Kreis ihrer Bestimmung 

erfüllen sollen. [...] und auch die Ordnung, in welcher sie 

aufeinanderfolgen, kann weder durch die Natur noch durch den 

Willen umgekehrt werden.182) 

그러므로 쉴러의 3단계론은 각 단계에서 하나의 상태가 나머지 두 상

태를 지배하고, 이후의 단계가 이전의 단계를 대체하는 것으로 이해되어

서는 안 된다. 쉴러가 말하는 것은 각 단계 안에 이미 물리적, 미적, 도

덕적 상태들이 동시에 병존하지만 각 상태들의 작용이 인류의 역사적 발

전 속에서 특정한 “순서”(Succession)183)에 따라 변화하는 형세를 이룬다

는 것이다. 다시 말해 문화가 가장 발달한 단계에서도 도덕적 상태가 단

독적으로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물리적 상태와 미적 상태가 인간의 정신

과 행위를 규정하는 지점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거듭하여 나타날 수밖에 

없다. 다만 물리적 상태와 미적 상태가 자기 영역의 경계를 넘어서지 않

아야 하고, 그럴 경우 지점들이 존속되는 것은 전적으로 타당하다. 왜냐

하면 이 3가지 계기들은 모두 인간의 세계에 대한, 서로 대체될 수 없는 

근본적이고 필연적인 접근방식들이며, 따라서 제거될 수 없고 역사의 모

든 시기에 현존하기 때문이다.

이 3가지 계기들은 대상의 모든 개별적 지각에서도 서로 구별할 수 

있으며, 한마디로 우리가 감각을 통해 얻는 모든 인식의 필수적인 조건

들이다.

182) NA 20, S. 388.
183) NA 20, S. 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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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e lassen sich auch bei jeder einzelnen Wahrnehmung eines 

Objekts unterscheiden und sind mit einem Wort die notwendigen 

Bedingungen jeder Erkenntnis, die wir durch die Sinne erhalten.184)

따라서 인간은 구체적 일상 속에서 상황에 따라 세계에 대한 접근 방

식을 지속적으로 교체해야 하고, 매 순간마다 3가지 상태 가운데 오직 

하나의 상태만을 실행할 수 있을 뿐이다. 사유 속에서는 동시적으로 파

악할 수 있는 것도 행위 속에서는 순차적으로만 일어난다. 

그러므로 성찰하는 인간은 덕성과 진리와 행복을 생각할 수 있다. 그

러나 행위하는 인간은 단지 덕성을 실행하거나, 단지 진리를 파악하거

나, 단지 행복한 날을 향유할 수 있을 뿐이다.

So denkt der reflektierende Mensch sich die Tugend, die Wahrheit, 

die Glückseligkeit; aber der handelnde Mensch wird bloß Tugenden 

üben, bloß Wahrheiten fassen, bloß glückselige Tage genießen.185)

이는 3가지 상태 가운데 어느 것도 혼자서는 삶의 다양한 과제들에 적

절하게 대처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한다. 아주 발전된 문화에서도 그러한

데, “절대적인 것이 시간의 제약 속에 놓여있고, 이성의 이념이 인류 속

에서 실현되어야 하는 곳에서는 언제나 그러할” 것이기 때문이다. 즉 감

각과 완전한 화해에 도달하여 감각을 자신 안에 완전히 포괄해내는 도덕

성은 이념으로서만 존재할 뿐, 현실 속의 인간은 매 순간 대상에 대해 

감각적이나 미적, 혹은 도덕적 태도 가운데 한 가지만을 취할 수 있을 

뿐이다. 그리고 감각적 접근이 필요한 시점에서는 도덕성은 침묵해야 한

다. 생각할 수 있는 것의 통일성은 삶의 실제 속에서 실행할 수 있는 것

의 차이에 자리를 내어주어야 한다.

184) NA 20, S. 394.
185) NA 20, S. 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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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인간이 자신에게 주어진, 세계를 대하는 태도의 이 가능성들을 

상황에 따라 적절한 방식으로 활성화하고, 그럼으로써 자신의 능력 전체

를 완전히 사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인간은 이 3가지 상태들 중 어느 하

나의 일면적인 지배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쉴러에 따르면 미적 상태의 

가장 핵심적인 성과는 인간을 이러한 일면적인 지배로부터 해방시켜주는 

데 있다. 그런데 잊어서는 안 될 것은, 이런 미적 상태가 거꾸로 다른 상

태들에 대한 관계에서 일면적인 지배를 행사하려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

다는 것이다. 쉴러는 미적인 것의 탈경계화를 단호하게 비판함으로써 이

런 위험에 대해 경고한다.

이 비판의 출발점은 미적인 것이 이론적인 것에도, 윤리적인 것에도 

구성적인 기여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는 데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간의 능력 전체가 아니라 개별적인 결과에 주목

하고 미적 상태에서는 특별한 확정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미적 상태에서 인간은 제로다. 따라서 미와 미가 우리 마음

속에서 불러일으키는 정조는 인식과 신념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구별도 

낳지 못하는, 완전히 불모의 것이라고 선언하는 사람들이 전적으로 옳

다고 할 수밖에 없다. 그들이 전적으로 옳은 것은 미가 오성에도 의지

에도 한 하나의 결과도 낳지 못하며, 단 하나의 지성적, 도덕적 목적도 

수행하지 않으며, 단 하나의 진리도 발견하지 못하고, 단 하나의 의무

를 완수하는 데도 도움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미는 성품의 

기초를 세우지도, 머리를 계몽하지도 못한다. 미적 문화를 거치더라도 

인간의 개인적 가치나 존엄성은 – 이 존엄성은 오로지 그 자신만이 좌

우할 수 있는 것이므로 – 여전히 전적으로 미결상태에 놓여있다. 달성

된 것이라고는 이제 자연이 인간에게 그 자신이 의지하는 것을 스스로 

할 가능성을 부여해준 것뿐이다. 다시 말해 그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가 그에게 완전히 반환된 것뿐이다.

In dem ästhetischen Zustande ist der Mensch also Null, insofern 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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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f ein einzelnes Resultat, nicht auf das ganze Vermögen achtet und 

den Mangel jeder besondern Determination in ihm in Betrachtung zieht. 

Daher muß man denjenigen vollkommen recht geben, welche das Schöne 

und die Stimmung, in die es unser Gemüt versetzt, in Rücksicht auf 

Erkenntnis und Gesinnung für völlig indifferent und unfruchtbar 

erklären. Sie haben vollkommen recht, denn die Schönheit gibt 

schlechterdings kein einzelnes Resultat weder für den Verstand noch für 

den Willen, sie führt keinen einzelnen, weder intellektuellen noch 

moralischen Zweck aus, sie findet keine einzige Wahrheit, hilft uns 

keine einzige Pflicht erfüllen und ist, mit einem Worte, gleich 

ungeschickt, den Charakter zu gründen und den Kopf aufzuklären. 

Durch die ästhetische Kultur bleibt also der persönliche Wert eines 

Menschen oder seine Würde, insofern diese nur von ihm selbst 

abhängen kann, noch völlig unbestimmt, und es ist weiter nichts 

erreicht, als daß es ihm nunmehr von Natur wegen möglich gemacht 

ist, aus sich selbst zu machen, was er will - daß ihm die Freiheit, zu 

sein, was er sein soll, vollkommen zurückgegeben ist.186)

여기서 쉴러는 미적인 것의 관할 영역을 엄격하게 제한할 필요를 더 

할 수 없이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다. 미적인 것은 이론적인 것, 윤리적인 

것과 확실하게 구별되어야 한다. 대상을 학문적 혹은 도덕적으로 규정하

고 파악하는 것이 과제일 때, 미적인 것은 어떤 기여도 할 수 없으며, 따

라서  침묵해야 한다. 미적인 것이 인간의 이론적, 도덕적 활동을 위해 

할 수 있는 유일한 기여는 “인간성을 그저 가능하게”187) 만드는 것뿐이

다. 다시 말해 인간에게 천부적으로 주어졌지만, 역사적 발전과정 속에서 

파편화되고 분열된 인간의 인식적, 도덕적 능력 전체를 다시 활성화하는 

것뿐이다. 이 능력들의 실행, 즉 이론적 인식과 도덕적 행위 자체는 전적

으로 오성과 이성에 맡겨져야 한다.

186) NA 20, S. 377.
187) NA 20, S. 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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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적인 것의 영역은 가상과 유희가 현실과 삶의 진지함으로 교체되는 

지점에서 끝난다. 인간이 “가상의 영역을 사물의 현존과 자연의 영역으

로부터 분리하는 표지에 주의하는 한”에서만 인간은 대상에 대해 미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을 허락받는다. 오직 이런 분리가 전제될 때만 미적인 

것은 자율성을 보장받으며, 따라서 제한은 미적인 것의 “주권적 권리”의 

필요조건이다. 그리고 이는 이론적인 것과 도덕적인 것의 경우에도 다르

지 않다.

여기서 인간이 내 것과 네 것을 엄격하게 가를수록, 형상을 존재로부

터 세심하게 분리시킬수록, 형상에 더 많은 자립성을 부여할 줄 알면 

알수록, 인간은 미의 제국을 더 확장하게 될 뿐만 아니라 진리의 경계 

또한 수호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은 현실을 가상으로부터 자유

롭게 하지 않고는 가상에서 현실을 씻어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간은 오로지 가상의 세계에서만, 구상력의 비실체적인 제국

에서만 이 주권적 권리를 지니며, 이론의 영역에서 실존에 대한 진술을 

성실하게 포기하고, 실천의 영역에서 실존을 부여하기를 단념할 때만 

그렇게 할 수 있다.

[...] je strenger er hier das Mein und Dein voneinander sondert, je 

sorgfältiger er die Gestalt von dem Wesen trennt, und je mehr 

Selbständigkeit er derselben zu geben weiß, desto mehr wird er nicht 

bloß das Reich der Schönheit erweitern, sondern selbst die Grenzen der 

Wahrheit bewahren; denn er kann den Schein nicht von der Wirklichkeit 

reinigen, ohne zugleich die Wirklichkeit von dem Schein frei zu machen.

    Aber er besitzt dieses souveräne Recht schlechterdings auch nur 

in der Welt des Scheins, in dem wesenlosen Reich der Einbildungskraft, 

und nur, solange er sich im Theoretischen gewissenhaft enthält, Existenz 

davon auszusagen, und solange er im Praktischen darauf Verzicht tut, 

Existenz dadurch zu erteilen.188) 

188) NA 20, S. 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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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적인 것이 자신의 경계를 넘어서서 현실의 영역에 개입할 때 초래되

는 결과는 기만으로서의 가상이며 사실의 왜곡과 은폐다. 루소가 ‘학문

과 계술의 진보가 습속의 정화에 기여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서 작성한「학문예술론」(1750)에서 공격한 예술도 바로 이런 기만으로

서의 예술이었다. 여기서 루소는 문학과 예술이 인간들로 하여금 자신의 

현실적 상태를 올바로 보지 못하도록 기만하며, “인간을 묶고 있는 사슬

을 꽃다발로” 덮음으로써 기존의 지배를 “가상”을 통해 공고히 한다는 

이유로 문학과 예술을 비판했다.189) 쉴러는 이런 비판이 기존 예술의 일

부와 관계된 것이라면 이 비판에 아무런 문제 없이 동의할 수 있었다. 

실제로 예술의 부정적인 작용을 예증하기 위해 루소가 이 글에서 언급하

는 역사적 사례들190)과 쉴러가 제10편지에서 거론하는 사례들191)은 상당

히 비슷하다. 그러나 쉴러는 이런 경험적 사례들이 예술을 원칙적으로 

부정할 근거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오히려 이런 사례들이 그에게 

보여주는 것은 미학이 경험적, 귀납적인 방법이 아니라 초험적, 연역적 

방법을 통해 예술 개념을 도출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쉴러는 루

소의 비판을 통해 자신의 미적 교육 구상이 훼손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았

다. 쉴러에 따르면 루소가 조준하는 예술은 “정당하게 예술이라는 이름

을”192) 갖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었다.

189) Jean-Jacque Rousseau, Schriften. Band 1, Hrsg. v. Henning Ritter, 
Frankfurt/M-Berlin-Wien 1981, S. 34

190) Vgl. Ebd. S. 37-39.  
191) NA 20, S. 339f.
192) NA 20, S.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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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의 부분영역으로서의 미적 국가

『서한』을 끝마치는 제27편지에서 쉴러는 미적 국가 개념을 도입한

다. 이 미적 국가가 무엇을 의미하며 이 개념이 『서한』의 전체 구상에 

어떤 이론적 결과를 초래하는가 하는 문제는 기존의 쉴러 연구에서 오랫

동안 논쟁적인 토론을 불러일으켰으며, 쉴러의 미학에 대한 최근의 연구

에서도 이 토론이 이어지고 있다. 예컨대 미하엘 호프만은 미적 상태가 

인간의 이상과 동일한 것이고, 미적 국가가 단지 도덕적 상태로 나아가

기 위한 이행단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면, “‘미적 국가’를 논하는 것이 

더 이상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묻는다. 그러나 아무런 이론적 인식

도 할 수 없고 어떠한 도덕적 판단도 내릴 수 없는 미적 상태를 쉴러가 

생각한 인간의 이상이라고 평가하는 것이 이미 오해일뿐더러, 호프만이 

『서한』에는 “정치적 유토피아의 가상뿐만 아니라 급진적인 정치 구상

에 대한 거부 또한”193) 들어있다고 총평한 것도 잘못된 것이다. 호프만

은 이런 총평에 근거하여 쉴러가 미적 국가를 거론한 것이 불필요했다고 

평가한다. 이와 반대로 페터-앙드레 알트는 미적 국가를 정치적으로 해

석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알트에 따르면 쉴러는 여기서 의식적으로 

“현실적 내용이 없는 [...] 하나의 환상”194)을 묘사하고 있을 뿐이며, 미

적 국가는 정치적 목표가 아니라 인간학적 기초를 갖는 예술이론적 성찰

의 목표다. 그러나 미적 국가를 정치적 조직으로 해석하는 것도, 오로지 

예술이론적으로만 해석하는 것도 쉴러의 의도와 일치하지 않는다. 미적 

국가 개념은 내면의 미적 상태가 인간들 사이의 외적이고 사회적이며 실

제적인 교류형태로 전화하는 것을 서술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미적 

국가 개념은 사회적 현실과 확실하게 관계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다만 

미적 국가는 아래의 서술에서 나타나듯이 정치 영역의 바깥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 전체를 바꾸거나 구성할 수 없으며, 사회 전체

193) Vgl. Michael Hofmann (2003), S. 109 ff.
194) Peter-André Alt (2000), Bd. 2, S. 148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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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유토피아로 구상된 것도 아니다.

미적 국가 개념에 접근하기 위해 우선 이 개념이 도입되는 맥락을 되

짚어볼 필요가 있다. 제27편지에서 쉴러는 우선 자신에게 익숙한 보편

사195)적 방식으로 미적 태도의 생성과정을 서술한 후에, 이 과정의 끝에

서 “미가 [...] 그 자체로서 인간의 추구의 대상이 되는” 고유한 미적 영

역이 성립된다고 말한다. 발전론적인 관점에서 서술된, 순수한 미적 태도

의 생성과정을 낳는 최초의 계기는 “소재의 잉여”196), 다시 말해 욕구의 

직접적 만족에 필요한 수준을 넘어서는 물질적 실존의 확보다. 이 조건

이 충족된 후에야 비로소 인간은 소재에 대해 “미적인 첨가”에 대한 요

구를 제기한다.197) 이 요구는 이미 욕망으로부터 분리된, 대상의 형태와 

형식에 대한 관찰의 능력을 전제로 한다. 물론 동물과 식물의 세계에서

도 일종의 유희를 발견할 수 있지만, 이 유희는 오로지 “삶의 과잉”에서 

비롯된 것일 뿐이며, 따라서 미적 유희가 아니라 “물리적 유희”일 뿐이

다.198) 인간에서 나타나는 “자유로운 관념 연쇄의 유희”, 즉 단순한 연상

에 따른 표상들의 연결도 쉴러는 물리적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한

다. 여기서부터 미적 유희로 넘어가는 것은 하나의 “도약이다. 왜냐하면 

완전히 새로운 힘이 여기서 작동하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이 힘이란 바

로 “입법적인 정신”199) 혹은 “형식충동”200)을 말하며, 이는 통일성과 자

립성, 영원성을 추구하는 힘이다. 따라서 이 도약에는 “인간의 모든 감성

방식의 전면적인 혁명”이 요구된다. 이 혁명을 통해서야 비로소 인간은 

처음으로 세계에 대해 성찰적인 관찰의 태도를 취하게 된다. 쉴러는 이 

195) 이 개념이 독일에 도입된 과정과 이 과정의 특징들에 대해서는 다음의 글

을 참고할 것: Ulrich Muhlack: Schillers Konzept der Universalgeschichte 
zwischen Aufklärung und Historismus. In: Otto Dann, Norbert Oellers, 
Ernst Osterkamp (Hrsg.): Schiller als Historiker, Stuttgart/Weimar 1995, 
특히 S. 8ff.

196) NA 20, S. 405.
197) Ebd., S. 405.
198) Ebd., S. 406.
199) Ebd., S. 407.
200) Ebd., S. 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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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도를 “인간의 세계에 대한 최초의 자유주의적인 관계”201)라고 부른다. 

그리고 이 혁명이야말로 “인간성의 고유한 시작”202)을 표시하는 것이다. 

이성이 나타난다고 해서 곧바로 인간성이 시작되는 것은 아니다. 인간의 

초기 단계에서 이성은 감각적 욕망을 초월하는 것이 아니라 이 욕망을 

절대화하는 데로 이끌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절대화의 철학을 쉴러는 

“인간의 감각적 자기애의 관심”을 일면적으로 대변하는 “행복의 체계

들”203)에서 발견한다. 

여기서 쉴러가 행복의 체계들이라는 말로 가리키는 주요한 대상은 무

엇보다도 윤리적 이기주의다. 윤리적 이기주의는 토머스 홉스가 급진적

인 형태로 대변했고, 라 메트리와 엘베시우스, 돌바크 등이 이어받았는

데, 쉴러는 이들의 저작을 이미 칼 학교에서 접한 바 있었다.204) “야만

인”(der Barbar)에 대한 쉴러의 비판에서도 드러나는 이러한 윤리적 이

기주의에 대한 거부는 칸트의 입장과 궤를 같이 하는데, 칸트 또한 행복

이 경험적으로 제약된 인간의 추구이며, 물질적인 의지규정일 뿐이라고 

평가하면서 윤리적 원칙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205) 물론 칸트가 행복

이 행위의 원리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행복을 전면적으로 거

부하는 것은 아니다. 그는 행복이 일정한 측면에서는 의무를 완수하는 

데 유리한 조건을 제공해줄 수 있으며, 그런 점에서 하나의 조건적인 의

무로 간주될 수 있다고 보았다.206) 또한 칸트의 최고선 개념도 행복과 

인륜성의 일치를 요구한다.207) 쉴러가 “인간의 존엄성을 그의 행복과 일

치시키는”208) 문화를 요구한 것도 칸트의 이러한 최고선 개념과 조응한

다. 쉴러가 제16편지에서 경험적인 행복과 진정한 행복을 구별한 것이

201) Ebd., S. 394.
202) Ebd., S. 405.
203) Ebd., S. 391.
204) Vgl. Peter-André Alt (2000), Bd. 1, S. 122ff. 
205) Vgl. Immanuel Kant (2001), S. 71, 165f. 
206) Vgl. Ebd., S. 166f. 
207) Vgl. Ebd., S. 233f. 
208) NA 20, S. 390.



- 77 -

나209) 유희충동의 영역을 “행복의 영역”210)으로 규정한 것도 그가 행복

을 여전히 인간의 본질적인 규정으로 인정한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

런 인정은 항상 행복이 결코 실천적 원리가 될 수 없다는 조건과 결부되

어 있다. 이런 점에서 행복은 또한 미학과 윤리학의 경계를 표시하는 하

나의 지점이기도 하다.

물질적 필요성으로부터 벗어날 때, “목적의 포박 위로”211) 상승할 때, 

인간은 사유하는 존재로서의 자유를 비로소 체험하며, 세계는 최초로 현

상이 된다. 세계에 대한 거리두기를 통해 가능해지는 관찰과 성찰 속에

서 대상의 형식적 성질, 형태, 현상방식이 비로소 고유한 가치가 되며, 

그 결과 특수한 미적 즐거움을 위한 독자적인 근거가 마련된다.

여기까지에서 쉴러가 서술한 것은 미적 상태의 형성과정일 뿐이다. 그

러나 인간은 대상에 대한 이러한 수용적 태도에 머무르지 않고 사물과 

자신을 미의 원칙에 따라 생산하고 형상화하기 시작한다.

곧 인간은 사물이 만족을 주는 것만으로는 충족감을 얻지 못한다. 그

는 스스로 만족을 주는 존재가 되고자 하며, 처음에는 자신이 가진 것

을 통해서만 그렇게 하려고 하지만, 결국에는 자신의 존재를 통해 그렇

게 하려고 한다.

Bald ist er nicht mehr damit zufrieden, daß ihm die Dinge gefallen; 

er will selbst gefallen, anfangs zwar nur durch das, was sein ist, endlich 

durch das, was er ist.212)

여기에 미적 국가 개념으로 이끄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놓여있다. 이제 

문제로 되는 것은 아름다운 형식을 향유할 때의 인간의 내적인 상태가 

209) NA 20, S. 361.
210) NA 20, S. 387.
211) NA 20, S. 406.
212) NA 20, S. 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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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아름다운 외적 현상의 산출이다. 인간은 유용성의 명령 하에 놓

인 사물들에 미적 형식을 부가할 뿐만 아니라, 일체의 용도로부터 벗어

나 오로지 아름다움만을 추구하기 위해 대상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한다. 

또한 미적 작업은 인간 자신을 향하며, 내적인 미적 자유를 외적인 표현

에 적용한다. 쉴러는 이런 적용의 사례들로서 춤과 우아한 몸짓언어와 

노래 등을 거론한다. 이렇게 형식에 대한 즐거움으로부터 예술의 맹아들

이 생겨난다.

미적 국가 개념과 관련하여 특히 중요한 점은 이런 변화가 인간들 사

이의 관계에서도 나타난다는 것이다. 인간은 타인을 더 이상 유용성이나 

욕망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미적 형식에 대한 즐거움을 나와 똑같이 느

끼고 추구하는 영혼으로 간주한다. “상대의 마음에 들고자 하는 욕구”, 

다시 말해 타인의 미적 기대를 충족시키고, 그럼으로써 자신을 미적 교

류형태의 어엿한 담지자로 입증하고자 하는 욕구는 인간 사이의 관계를 

모든 지배관계로부터 해방시킨다. 왜냐하면 상대의 마음에 든다는 것은 

상태의 내적 상태의 자유를 전제로 하며, 따라서 어떠한 강제로도 이룰 

수 없는 목표이기 때문이다. 즉 인간은 “자유에게 만족을 주기 원하는 

것이므로”213) 타자가 자유 속에 있도록 내버려두어야 한다. 그리고 화해

와 동의가 자기목적처럼 추구되는데, 이는 미적 교제 속에서 화해와 동

의는 이 교제의 참가자들이 서로의 미적 가치를 확인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유효한 규범은 외적 형식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도

덕적 규범이 아니라 관대함, 관용, 명예, 친절함 등과 같은 미적 규범들

이다.

그러나 이런 태도 규범들은 미적 상태의 표현들이기 때문에 이로부터 

도덕적 구속력이 있는 규범을 도출하려는 것은 범주의 오류를 범하는 것

이다. 따라서 여기서도 구별 능력이 필요하다. 쉴러는 하나의 사례를 통

해 이를 분명히 하고자 한다.

213) NA 20, S. 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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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미적 교제를 모르는 사람만이 일반적 형식인 친절함의 확언

을 개인적 호감의 표시로 받아들이고, 이것이 착각임을 알게 되면 거짓

된 꾸밈이라고 탓할 것이다.

Nur ein Fremdling in schönen Umgang z. B. wird Versicherungen der 

Höflichkeit, die eine allgemeine Form ist, als Merkmale persönlicher 

Zuneigung aufnehmen, und wenn er getäuscht wird, über Verstellung 

klagen.214)

쉴러에 따르면 이런 사람에게는 “독자적인 가상을 위한 감각”이 결여

되어 있다.215) 미적 태도는 실제의 상황을 설명해줄 수 없으며, 오로지 

미적 태도를 취하고 이 태도를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는 인간의 능력을 

입증해줄 뿐이다. 앞의 인용문에서 언급된 친절함의 확언은 내적 상태와 

외적 표현이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거짓된 꾸밈은 아니지만, 이에 대해

서는 미적으로만 판단해야 하고 다른 방식으로, 예컨대 도덕적으로 판단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삶의 다른 영역으로부터 구분되는 미적 태도는 “유희와 가상의 

제3의 유쾌한 제국”216)을 건설하는데, 이를 쉴러는 미적 국가라고 부른

다. 여기서 쉴러가 미적 교제의 영역을 표시하기 위해 국가라는 개념을 

도입한 것은 『서한』의 종결부에서 글의 완결성을 강조하기 위한 조치

로 보인다. 다시 말해 자신이 진행한 이론작업의 전체적 성과를 직관적

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이 글의 초반부에서 사용했던 개념을 끝부분에서 

다시 사용한 것으로 여겨진다. 쉴러는 제3편지에서 자연국가와 인륜국가

라는 개념쌍을 도입했는데, 이로써 『서한』 전체가 떠맡게 될 과제가 

이미 제시되었다. 그 과제란 자연국가에서 인륜국가로의 이행 가능성을 

묘사하는 것이다. 그러나 국가라는 개념이 온전한 사회적 단위를 암시하

214) Ebd., S. 403.
215) Ebd. 
216) Ebd., S. 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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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에 미적 국가라는 개념도 현실적으로 추구해야 할 목표이든, 단

지 유토피아적인 목표이든 흔히 하나의 사회질서로 이해되었다.

그래서 예컨대 벤노 폰 비제는 미적 국가를 “미적인 것의 위대한 유토

피아”로 해석한 후에, 이는 “구원이 필요한 인류를 위한 꿈에 지나지 않

는다”라고 평가했다.217) 비제의 이런 해석에 따르면 미적 국가는 천년제

국적인 특징을 갖고 있다. 인간은 미적 국가를 표상함으로써 자신의 구

원을, “구원된 상태”218)를 유토피아적으로 선취한다. 발터 힌데러는 비제

처럼 구원론적이며 목적론적인 시각을 내세우지는 않지만, 그의 해석도 

크게 다르지 않다. 그에 따르면 미적 국가 개념에서 미적인 것의 유토피

아가 미적인 유토피아와 만난다. 미적 국가는 “이상적인 인간학적, 정치-

사회학적 현실의 선취된 모델”을 의미하며, 따라서 블로흐가 말한 인간

과 사회질서의 이상적 존재방식의 “선현”(Vorschein)이다.219)

그러나 앞에서의 서술이 보여주었듯이 쉴러는 미적 국가라는 개념으로 

그런 유토피아적인 사회질서를 의미하지 않았다. 그는 미적 국가를 이상

적 인간사회의 선취로도, 그런 사회에 대한 꿈의 형상으로도 구상하지 

않았다. 미적 상태가 외적 표현으로 드러나는 공간으로서의 이 국가는 

인간이 현실적 목적들로부터 벗어나고 행위강제로부터 해방되어 미적 기

준에 따라 서로 상호작용하는 지점에서는 언제나 한시적으로 실현되는 

것이다. 따라서 미적 국가는 유토피아로서든 현실적 목표로서든 어떠한 

217) Benno von Wiese: Die Utopie des Ästhetischen bei Schiller. In: ders.: 
Zwischen Utopie und Wirklichkeit. Studien zur deutschen Literatur, 
Düsseldorf 1963, S. 95.

218) Ebd. S. 96.
219) Walter Hinderer: Utopische Elemente der ästhetischen Anthropologie. In: 

ders., Von der Idee des Menschen, Über Friedrich Schiller, Würzburg 
1998, S. 140. 예술은 유토피아적인 것의 선현이라는 블로흐의 예술개념에 대

해서는 다음을 참조: Gert Ueding: Schein und Vor-Schein in der Kunst. 
Zur Ästhetik Ernst Blochs. In: Burghart Schmidt (Hrsg.): Materialien zu 
Ernst Blochs >Prinzip Hoffnung<, Frankfurt am Main 1978, S. 446-464. 
위딩은 블로흐가 의미하는 선현으로서의 예술을 아직 “완결되지 않은 엔텔레키의 

완성에 대한 선취로 해석한다. Vgl. Ebd., S 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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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발전의 단계도 의미하지 않으며, 우리가 실제로 체험할 수 있는, 현

실 속의 한 부분이다. 그리고 이 부분의 반경은 분명하게 정의되어 있다. 

그리고 인간의 미적 자기경험이 그 주요한 기능, 즉 물리적 소질과 이성

적 소질 사이의 적대성을 극복한다는 기능을 지속적으로 수행해낼 수 있

는 지점까지 이 반경을 확장하는 것이 미적 교육의 과제다. 그러므로 쉴

러가 미적 국가 개념으로 추구하는 목표는 감각적인 것과 도덕적인 것을 

미적인 것으로 대체하거나 능가하는 것이 아니라 감각적인 것과 도덕적

인 것의 “상호작용 관계”220)에 미적인 것을 확고하고 안정적으로 삽입하

는 것이다. 그리고 이 목적은 오로지 점진적으로만 접근할 수 있는 최종

적인 목적이기는 해도 유토피아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지는 않다. 감각적

인 것과 도덕적인 것 사이의 상호작용 관계는 미적인 것을 통해 지양되

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이 관계의 양상이 달라지는 것일 뿐이다.

이 개념을 도입하는 지점에서 이미 쉴러는 이 국가의 경계를 분명하게 

정했다. 즉 미적 국가의 영역은 “아름다운 교제의 범위”로 제한되며, 여

기서 인간은 “오로지 형상으로서만, 자유로운 유희의 대상으로서만 서로

를 대면”221)해야 한다. 그러므로 유희가 끝나고 삶의 진지함이 재개되는 

지점이 “아름다운 가상의 제국”인 미적 국가의 경계다. 쉴러는 다음과 

같은 지적을 통해 이 경계를 다시 한 번 분명하게 표시한다.

이 제국은 위쪽으로는 이성이 무조건적인 필연성으로 지배하고 모든 

물질이 끝나는 지점에 이를 때까지 펼쳐진다.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자

연충동이 맹목적인 강요를 통해 지배하고 형식이 아직 시작되지 않은 

지점에 이를 때까지 펼쳐진다.

Dieses Reich erstreckt sich aufwärts, bis wo die Vernunft mit 

unbedingter Notwendigkeit herrscht, und alle Materie aufhört; es streckt 

sich niederwärts, bis wo der Naturtrieb mit blinder Nötigung waltet, 

220) NA 20, S. 352.
221) NA 20, S. 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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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 die Form noch nicht anfängt.222)

이 서술을 역사적인 순서에 대한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 세 제국

은 모두 인간적인 사회 안에 반드시 함께 들어있어야 하는 구성요소들이

다. 그리고 인간적인 사회란 인간이 불가피한 분업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전체성을 잃도록 강요받지 않으며, 이 세 제국들 사이의 관계를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는 사회를 말한다. 제27편지에서 거론되는 

역학적 국가(Der dynamische Staat)는 제4편지에서 거론된 자연국가 혹

은 필요국가와 동일한 것이 아니다. 역학적 국가는 인륜적 국가를 향해 

발전되어야 하는 역사적 형성물이 아니다. 이 국가는 인간 실존을 물질

적으로 확보하고 개선하는 것을 과제로 삼는, 사회의 경제영역을 가리킨

다. 마지막 편지에서 거론되는 윤리적 국가 또한 제4편지의 인륜적 국가

와 동일하지 않다. 인륜적 국가는 도덕성의 영역을 표시하며, 쉴러에 따

르면 도덕성은 정치적 원칙들 또한 규정해야 한다. 이 세 영역들 사이의 

관계는 원칙적으로 위계적이 아니라 상호 동등한 관계다. 사회는 인간의 

인간학적 규정을 완전히 충족시켜주어야 하며, 따라서 세 영역 모두 하

나의 사회가 존립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구성요소들이기 때문이다. 그리

고 인간학적 규정의 충족은 전체사회적 차원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이루어져야 한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인간이 처음에는 도덕적 관심보다는 

물질적 관심에 의해 더 강하게 각인되어 있고, 그런 한에서 도덕성이 자

율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하는 것은 더 높은 단계로의 발전이라는 것은 맞

지만, 그렇다고 해서 뒤의 단계가 앞의 단계를 억압하거나 희생시킴으로

써 자신을 관철해도 좋다는 뜻은 아니다. 인간 존재의 모든 구성요소들

은 인간 및 사회의 최고의 발전단계에서도, 아니 바로 그런 발전단계에

서야말로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고 각자의 자율성을 보존해야 하며, “서

로 완전히 독립된 상태로”223) 존속됨으로써 상호 적대관계로 들어서지 

222) NA 20, S. 411. 
223) NA 20, S. 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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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아야 한다. 쉴러는 이러한 분화이론적인 입장을 『서한』의 종결부에

서 다시 한 번 분명히 표명한다.

그렇다. 아름다운 가상의 제국이 입법권을 잃어버리는 이 극단의 경

계에서조차 취미는 수행권을 놓지 않는다. 비사교적인 욕망은 그 이기

심을 버리고, 평소에는 감각만 유혹하던 쾌적한 것은 정신 위에도 우미

의 그물을 던져야 한다. 필연성의 엄격한 목소리, 즉 의무는 저항만이 

정당화해줄 수 있는 비난조의 상투어를 바꾸어야 하고, 호의적인 자연

에 대해 보다 고상한 신뢰로 경의를 표시해야 한다.

Ja, selbst auf diesen äußersten Grenzen, wo die gesetzgebende Macht 

ihm [dem Reich des schönen Scheins] genommen ist, läßt sich der 

Geschmack doch die vollziehende nicht entreißen. Die ungesellige 

Begierde muß ihrer Selbstsucht entsagen und das Angenehme, welches 

sonst nur die Sinne lockt, das Netz der Anmut auch über die Geister 

auswerfen. Der Notwendigkeit strenge Stimme, die Pflicht, muß ihre 

vorwerfende Formel verändern, die nur der Widerstand rechtfertigt, und 

die willige Natur durch ein edleres Zutrauen ehren.224)

만일 쉴러가 여기서 역사적인 발전과정을 서술하고 있는 것이라면 위

의 인용문은 불합리하게 될 것이다. 쉴러가 목표로 설정한 것이 인간의 

모든 능력들이 제각기 완전하게 발전된 사회라는 것이 여기서 또 한 번 

분명해진다. 이 사회에서도 인간의 물질적 실존을 확보해야 하고, 인간의 

행위가 인륜적 법칙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은 변함이 없다. 

사회의 발전이 지향해야 할 최고의 목표는 인간의 삶의 세 가지 영역들, 

즉 물질적, 미적, 도덕적 영역들이 서로 대립하는 경우에도 미적인 것의 

매개를 통해 적대적 관계로 돌입하지는 않는 질서다. 여기서 쉴러가 서

술하고 있는, 미적인 것을 통한 감각적인 것과 도덕적인 것의 변화225)를 

224) NA 20, S. 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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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적인 것의 탈경계화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이런 변화는 어디까지나 

미적 영역 안에서의 사태로 국한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감각적인 것과 

도덕적인 것의 고유한 결정권 자체가 아니라 그것의 수행방식에만 해당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쉴러는 위의 인용문에서 이를 입법권과 수행권의 

차이로 분명히 서술하고 있다.

그러므로 미적 국가는 인륜적 국가에 도달한 후에는 탈피해야 할 이행

과정도, 그것에 도달하면 다른 영역들이 불필요해지는 최고의 목표도 아

니다. 오히려 미적 국가는 목표가 도달된 상태에서도 한 구성요소의 지

위만 갖는 것이며, 목표가 도달되기 이전에도 지금 여기에서의 지속적인 

연습을 통해 실현될 수 있고, 그럼으로써 이 목표가 도달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따라서 가다머가 『서한』의 구상에서 비일관성이 나타난다고 

지적한 것은 미적 국가 개념을 잘못 이해한 데 따른 것이다. 가다머는 

이렇게 쓰고 있다.

잘 알려진 대로 예술을 통한 교육이 예술을 향한 교육으로 바뀐다. 

예술이 준비해주어야 할 진정한 인륜적, 정치적 자유의 자리를 ‘미적 

국가’, 다시 말해 예술에 관심을 갖는 교양사회의 형성이 차지한다.

Bekanntlich wird aus einer Erziehung durch die Kunst eine Erziehung 

zur Kunst. An die Stelle der wahren sittlichen und politischen Freiheit, 

zu der die Kunst  vorbereiten sollte, tritt die Bildung eines >ästhetischen 

Staates<, einer für die Kunst interessierten Bildungsgesellschaft.226)

그러나 쉴러는 정치적 자유를 미적 자유로 대체하거나 보상하는 것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았다. “미와 예술은 [...] 그저 덧없고 미화하는 미광

을 현실에” 덧칠할 뿐이므로, 쉴러가 현실을 미학화했다는 가다머의 비

225) 쉴러는 이 변화를 “고상화”(Veredlung)라고 부르기도 한다. Vgl. NA 20, 
S. 322.

226) Hans-Georg Gadamer (1990), S.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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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은 쉴러의 입장에 대한 공격이 되지 못한다. 왜냐하면 쉴러 스스로 미

와 예술의 경계를 의식적으로 분명히 표시하였으며, 미와 예술이 인식과 

도덕에 대해 “입법권”을, 다시 말해 구성적인 규정력을 갖지 않는다고 

명확하게 서술했기 때문이다. 

쉴러가 이러한 미학화에 대한 거부를 분명히 한 것은 루소가 『달랑베

르에게 보내는 연극에 대한 편지』(1758)에서 연극이 허구에 대한 연민 

반응으로 도덕적 행동의 필요성을 대체한다고 공격한 것과도 관련이 있

다. 베른트 브로이티감은 이러한 맥락을 드러내보임으로써 『서한』의 

이해에 고유한 기여를 했다.227) 요제프 프뤼흐틀은 『서한』이 “3단계론

과 미적 화해이론 사이에서 동요”한다고 비판하는데, 쉴러가 미적인 것

을 “한편으로는 수단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목적으로”228) 서술하기 때문

이라는 것이다. 프뤼흐틀의 이러한 평가 또한 미적 국가에 대한 쉴러의 

서술을 근거로 삼고 있는데, 그는 쉴러의 미적 화해이론이 제27편지에서 

전개되고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쉴러의 3단계론은 이 단계들 사이의 위

계질서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며, 쉴러가 말하는 미적 화해 또한 현실을 

어떤 식으로도 직접적으로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이다. 제프리 바누가 올

바르게 지적하고 있듯이 미적 경험은 유희가 지속되는 동안 인간이 현실 

속에서 받게 되는 제한을 제거해줄 뿐, “실제 상황 자체를 바꾸지는”229) 

못한다. 미적 화해는 인간에게 자신의 전체성을 경험함으로써 내적인 분

227) Vgl. Bernd Bräutigam (1987), S.137-155. 또한 다음의 글도 참조할 것: 
Bernd Bräutigam: Konstitution und Destruktion ästhetischer Autonomie 
im Zeichen es Kompensationsverdachts. In: Wolfgang Wirrkowski 
(Hrsg.): Revolution und Autonomie. Deutsche Autonomieästhetik im 
Zeitalter der Französischen Revolution. Ein Symposium, Tübingen 1990, 
S. 244-260.

228) Josef Früchtl: Ästhetische Erfahrung und moralisches Urteil. Eine 
Rehabilitierung, Frankfurt am Main 1996, S. 85. 

229) Jeffrey Barnouw: „Freiheit zu geben durch Freiheit“. Ästhetischer 
Zustand –	 Ästhetischer Staat. In: Wolfgang Wittkowski: Friedrich 
Schiller. Kunst, Humanität und Politik in der späten Aufklärung, 
Tübingen 1982, S.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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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과 적대관계를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해줄 뿐이며, 인간의 전

체성이 실현되도록 현실을 실제로 바꾸는 일은 미적인 것의 영역 바깥에

서 이루어지는 일인 것이다. 

나아가 미적 국가는 어떠한 현실적 내용도 담기지 않은 환상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쉴러에 따르면 인간은 존재하는 한 감각과 이성을 동시에 

지닌 이중성을 결코 벗어날 수 없다. 그러므로 양자를 미적 태도를 통해 

매개할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존재한다. 이런 매개가 실제로 일어나고 미

적 태도가 인간들 사이의 교류에서 외화되어 표현됨으로써 현실화될 때 

쉴러가 말하는 미적 국가가 성립된다. 자신의 미적인 것에 대한 이론이 

“완전한 인간학적 평가”에 기초한다는 쉴러의 주장은 곧 인간이 미적인 

것을 지속적으로 필요로 한다는 뜻이며, 따라서 앞서 말한 의미에서의 

미적 국가도 현실의 일부로서 영구적으로 존속되어야 한다.

쉴러가 이러한 미적 국가는 “현실적으로” 오로지 “왕관의 근처에서”, 

그리고 “몇몇 소수의 정선된 그룹들”230)에서만 발견할 수 있다고 주장하

는 것은 그의 “엘리트주의적인 표상들”231)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

려 현존 사회의 빈곤함을 주장하는 것이다. 쉴러의 이런 회의적인 평가

는 그가 인간 본성을 완전하게 발전시키는 것은 “한 세기 이상이 걸릴 

과제”232)라고 추정한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

230) Ebd., S. 412.
231) Hofmann (2003), S. 110.
232) 쉴러는 아우구스텐부르크에게 보낸 편지에서는 더 회의적이다. “실로 나는 

정치의 영역에서 갱신이 시작되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 시대의 

사건들로 보건대 오히려 나는 모든 희망을 여러 세기 후로 미루게 된다.” 
Vgl. NA 26, S. 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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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발렌슈타인』 - 역사에 대한 회의와 미학화 비판

1. 역사상의 발렌슈타인에 대한 쉴러의 평가

1) 『30년 전쟁사』의 보편사적 시각

쉴러는 그의 역사 저작 가운데 최대작인 『30년 전쟁사』의 첫 부분에

서 이미 이후의 서술들을 미리 요약하면서 전쟁에 참가한 나라들의 통치

자들이 가장 큰 관심을 쏟았던 것은 그들의 종교가 아니라 “그들의 자기

방어 혹은 영토확장”233)이었으며, 따라서 전쟁은 무엇보다도 세속적인 

이익을 위해 진행되었다고 확인한다. 그러므로 “진리를 위해 자신의 피

를 흘린다”고 믿었던 민중은 실제로는 “자신의 군주의 이익을 위해” 자

신을 희생시켰다는 것이다. 그러나 쉴러에 따르면 속았던 것은 민중만이 

아니었다. 오로지 자신의 개별적이고 세속적인 이익만을 위해 싸운다고 

생각했던 통치자들 또한 자신들의 행위의 진정한 뜻을 알아차리지 못했

다. 서로 부딪치는 힘들의 혼란스런 투쟁으로부터 생성된 것은 “국가들 

사이의 전반적인 공감”, 다시 말해 국제적인 평화질서였으며, 이것이 이 

전쟁 전체의 최종적인 목적이었기 때문이다. 오로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개별적 경제주체들이 은밀하게 그들을 조종하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려 종국적으로 국가의 부를 증가시키는 데 기여한다는 아담 스

미스의 이론에서와 마찬가지로 30년 전쟁에 가담한 통치자들은 그들의 

의식적 의도와는 무관하게 “하나의 결속된 국가사회”를 만들어내었고, 

이 국가사회는 “세계시민들로 하여금 전쟁의 끔찍함과 화해하도록”234) 

233) NA 18, S. 367.
234) NA 18, S. 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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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만큼 큰 성과였다.

쉴러는 『30년 전쟁사』의 끝부분에서도 전쟁을 긍정적으로 결산한다. 

위의 국가사회에 국제적인 질서를 부여해준 1648년의 베스트팔렌 조약에 

대한 칭송으로 쉴러는 이 글을 끝맺는다. 뮌스터와 오스나브뤼크에서 이

루어진 이 평화조약은 “거대한 작품”이었으며, “해칠 수 없는 신성한 평

화”를 수립하였고, “국가기술의 힘겹고 소중하며 공고한 작품”을 창조해

냈다는 것이다. 이 평화조약이 “인간의 지혜와 열정이 만들어낸 가장 흥

미롭고 개성적인 작품”235)이라는 쉴러의 평가는 거의 열광적이기까지 하

다.

쉴러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듯이 이 파멸적인 전쟁은 독일 전역에서 

“주민들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수확할 작물들을 짓밟았고, 도시와 마을을 

잿더미로 바꾸었다.” 전쟁은 “독일에서 희미한 빛을 발하기 시작하는 문

화의 불꽃을 반세기 동안 꺼뜨렸고, 겨우 살아나려는 개선된 습속을 과

거의 야만적인 미개함으로 되돌려”236) 놓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은 쉴러에게 정당한 목적인 평화를 위한 정당한 수단이자 필요악이

었다. 특히 쉴러는 이 글을 쓰는 시기에 여전히 베스트팔렌 조약에 의한 

평화질서가 “해칠 수 없는 신성한” 것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긍정적인 결산은 그에게 더욱 당연한 것이었다. 거의 천년제국론을 연상

시키는 이런 평가가 현실에 부합한다면, 실제로 전쟁을 정당화하는 것도 

어렵지 않은 일일 것이다. 그러나 쉴러는 오래지 않아 이런 평가를 취소

하게 된다.

『30년 전쟁사』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전쟁의 옹호는 사상적으로 보편

사의 이념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쉴러는 1789년 5월에 행한 교수 취임 

강연에서 보편사의 이념을 서술하면서 목적론의 원칙을 보편사의 작업방

법으로 제시한다. 여기서 그는 인간이 수치스러운 야만의 상태에서 출발

하여 점차 자연력을 지배하고 사회계약과 법을 도입하며 발명과 창조를 

235) NA 18, S. 745.
236) NA 18, S. 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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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삶의 물질적 조건을 개선하고 평화적인 국제질서를 수립하는 데까

지 이르렀다는 거대한 진보의 역사의 골격을 그린다. 이 글은 다음과 같

은 현재에 대한 찬양과 다짐으로 끝맺는다. 

이전의 모든 시대들은 - 스스로 의식하거나 의도하지 못하는 가운데 

- 우리의 인간적인 세기를 도래시키기 위해 진력했다. [...] 우리가 과거

로부터 물려받아 훨씬 더 증대시켜 후세에게 다시 물려주어야 하는 진

리와 인륜성, 자유의 풍부한 유산에 우리의 수단으로도 기여해야 한다

는 [...] 고상한 충동이 우리 가슴 속에서 타올라야 한다.

Unser menschliches Jahrhundert herbeizuführen, haben sich - ohne 

es zu wissen oder zu erzielen – alle vorhergehende Zeitalter 

angestrengt. [...] Ein edles Verlangen muß in uns entglühen, zu dem 

reichen Vermächtnis von Wahrheit, Sittlichkeit und Freiheit, das wir 

von der Vorwelt überkamen und reich vermehrt an die Folgewelt 

wieder abgeben müssen, auch aus unsern Mitteln einen Beitrag zu 

legen [...].237)

그에 따르면 보편사의 원칙은 주관적인 오성이 대상에 질서를 부여하

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분명하게 반박되기 전까지는 타당성을 

주장할 수 있다. 계몽주의를 이끌었던 역사철학적인 질문, 즉 “인류는 보

다 나은 것을 향해 지속적으로 진보하고 있는가?”238)라는 질문에 대해 

쉴러는 그렇다고 대답하지만, 필요한 경고 또한 잊지 않는다. 우선 진보

를 위해 역사의 진행에 폭력을 가하여 역사를 가속화시키려는 시도는 오

히려 의도한 것과 반대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으며, 이미 이루어진 성과

까지 파괴할 수 있다는 것이다.

237) NA 17, S. 375f.
238) 이는 칸트의 『학부간의 논쟁』(1798) 제2부의 제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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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사의 궁극적인 계획은 늦은 시기에야 비로소 실현될 것을 기대

할 수 있다는 점은 굳이 떠올릴 필요도 없을 것이다. 이 거대한 척도를 

성급하게 적용할 때, 역사연구자는 일어난 일들에 폭력을 가하고 싶은 

유혹에 빠질 수 있다. 그러나 이 행복한 시대를 가속화하려고 하면, 이 

시대가 오히려 세계사에서 점점 더 멀어지게 될 것이다.

Es darf wohl keiner Erinnerung, dass eine Weltgeschichte nach letztem 

Plane in den spätesten Zeit erst zu erwarten steht. Eine vorschnelle 

Anwendung dieses großen Maaßes könnte den Geschichtsforscher leicht 

in Versuchung führen, den Begebenheiten Gewalt anzuthun, und diese 

glückliche Epoche für die Weltgeschichte immer weiter zu entfernen, 

indem er sie beschleunigen will.239)

이 글이 프랑스 혁명이 시작되기 몇 주 전에 작성된 것임을 상기하면, 

이 경고는 매우 의미심장하다. 4년 후에 쉴러가 아우구스텐부르크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프랑스 혁명에 가한 비판이 이미 여기서 암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기존의 연구는 쉴러의 이 경고를 간과하여 왔다. 쉴러가 프랑스 혁명

의 초기에 혁명을 열광적으로 환영했다는 주장은 흔히 제기되었지만, 이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근거는 제시되지 않았다. 오히려 카롤리네 폰 볼초

겐의 기억에 따르면 쉴러는 1789년에 파리의 국민의회에 대해 “6백 명이 

모인 단체가 어떤 현명한 것을 의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240)라고 말했

다고 한다. 또한 볼초겐은 당시 쉴러가 “프랑스인들은 공화주의적 신념

을 습득할 수 있는 민족이 아니라고”241) 보았다고 전한다. 이런 진술들

은 쉴러가 프랑스 혁명을 처음부터 회의적인 시선으로 바라보았음을 보

여준다. 쉴러는 프랑스 혁명이 내세운 이념에는 전적으로 동의했지만, 혁

239) NA 17, S. 374.
240) Freiherr von Biedermann (Hg.): Schillers Gespräche , München o. J., 

S. 157.
241) NA 42, S.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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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실제 과정이 이 이념에 맞게 수행될 수 있는 가능성은 낮다고 본 

것이었다. 이런 입장은 아우구스텐부르크에게 보낸 편지에서 뚜렷하게 

나타난다. 

또한 쉴러는 목적론적 원칙을 경험적 사료들에 투입하는 것이 절반만 

성공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보편사가는 “수천 가지의 사실들이 자

신의 원칙을 확인해주지만, 마찬가지로 많은 사실들이 이 원칙에 어긋난

다는 것을 보게 된다.” 이는 인간 역사가 진보하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 

“확실하지 않다”(unentschieden)242)는 대답을 하는 것인데, 이 대답은 앞

에서 쉴러가 “수치스럽고 가련한”243) 것으로 느껴지는 과거를 빛으로 충

만하고 진보된 현재와 대비시키는 구도로 기존의 인류의 전개과정을 서

술한 것과 비교해보면 놀라운 대답이다. 여기서 쉴러는 확인할 수 있는 

진보가 역사에 흔히 나타나는 후퇴로 인해 다시 무너지지 않을까 하는 

의문에 대해 당대의 세계상태가 아직 확실한 대답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이다. 실제 역사의 이러한 불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보편사가는 오성의 요구와 이념의 실용적 작용에 대한 기대에 맞추어 사

료들을 선택한다. “오성에 더 큰 만족을 주고, 가슴에 더 큰 행복을 제공

하는 생각이 승리를 거둔다.”244) 역사서술에서 목적론적인 원칙을 적용

함으로써 기대할 수 있는 실용적 결과는 인간이 개별화된 개인적 지평을 

넘어서서 인류적 차원에 대한 시선을 획득하고 이 시선을 규범으로 인정

함으로써 인류가 원래는 “그저 가능”245)할 뿐인 역사의 목적에 접근하는 

데 기여하고, 이런 방식으로 목적론적 원칙이 역사를 추동하는 힘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말하자면 목적론적 원칙은 스스로 자신을 실현하는 예

언과 같은 작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엄격한 기준으로 보면 

진보사상의 타당성에 대한 판단은 칸트가 말한 “문제적인” 판단에 그칠 

수밖에 없다. 칸트는 “문제적 판단이란 긍정이나 부정을 단지 가능한 것

242) NA 17, S. 374.
243) NA 17, S. 364.
244) NA 17, S. 374.
245) Eb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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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만(즉 임의적으로만) 받아들일 수 있는 판단”이라고 말한 바 있

다.246)

이러한 목적론적 원칙을 보충해주는 것이 사물의 질서에 대한 하나의 

관념인데, 러브조이는 1933년의 연구서에서 이 관념을 “The Great 

Chain of Being”, 즉 “존재의 거대한 사슬”이라고 부른 바 있다.247) 쉴러

는 외부로부터 인간 역사를 지휘하는 힘을 전제로 하지 않으며, 따라서 

역사는 오로지 세계내적인 사건들에 의해서만 전개된다. 그러므로 이런 

전개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역사를 이성 앞에서 정당화하는 것은 오이

겐 코테가 적절하게 표현했듯이 “역사변호론”(Historidizee)248)이라고 불

러야 할 것이다. 목적론은 “사건들의 긴 사슬”249)을 거쳐 관철되며, 따라

서 역사는 “인류의 모든 세대들을 거쳐 이어지는 영구적인 사슬”250)로서 

우리를 원시상태로부터 완전성으로 이끌고 간다.

이러한 역사와 완성과정에서 개인은 대부분 자신의 행위가 지니는 역

사적 의미를 의식하지 못한다. “알지도, 목표하지도 않은 채”251) 개인들

은 역사가 목적에 접근하는 데 기여한다. 이때 개인들은 “자연의 고요한 

손”에 의해 이끌리는데, 이 손의 작업은 보편사에 의해 비로소 가시화된

다. 이러한 표현은 아담 스미스를 강력하게 상기시키는데, 쉴러가 1776년

에 발표된 직후 즉시 독일어로 번역된 스미스의 『국부론』(An Inquiry 

into the Nature and Causes of the Wealth of Nations)을 읽었는지는 

246) Immanuel Kant: Kritik der reinen Vernunft, S. B100
247) Arthur O. Lovejoy: Die große Kette der Wesen. Geschichte eines 

Gedankens, Frankfurt am Main 1985. 이 책에서 러브조이는 쉴러의 두 편의 

글들, 즉 「철학적 서한」과 『인간의 미적 교육에 대한 서한』만을 언급하고 있

는데, 쉴러의 취임 강연 또한 이 관념에 대한 중요한 지적들을 담고 있다는 사실

을 놓친 것으로 보인다.
248) Eugen Kotte: Drama und Geschichte. Die Genese der 

„Wallenstein“-Trilogie und ihre Auswirkung auf die Gestaltung der 
Hauptfigur. In: Convivium. Germanistisches Jahrbuch Polen 1998.

249) NA 17. S. 370.
250) NA 17. S. 376.
251) NA 17. S. 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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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실하다. 다만 쉴러가 1759년에 발표된 스미스의 저서 『도덕감정

론』(The Theory of Moral Sentiments)을 알고 있었다는 것은 분명하다. 

1782년 12월 9일, 쉴러는 라인발트에게 이 책을 보내주기를 부탁한 바 

있다.252) 어쨌든 쉴러는 여기서 부분과 전체의 관계를 스미스와 동일한 

방식으로 설정하고 있다. 개인들의 이기적인 추구가 전체 사회의 복리에 

기여한다는 스미스의 논점은 프랑스의 유물론자들인 라 메트리와 엘베시

우스, 돌바크 등의 이론에서도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들은 개인의 행

복과 일반의 행복이 일치한다는 명제를 세우고 일종의 이기주의적 이타

주의 혹은 이타주의적 이기주의를 주장했다.253) 이들과 마찬가지로 쉴러

도 “이기적인 인간은 저급한 목적을 추구할 수 있지만, 무의식 중에 탁

월한 목적을 지원한다”254)라고 주장한다.

물론 여기서도 쉴러는 누구보다도 칸트에게 의존하였다. 칸트는 1784

년에 발표된 논문 「세계시민적 관점에서 본 일반사의 이념」에서 이렇

게 썼다.

개인들, 나아가 민족 전체도 그들이 각자 자신의 뜻에 따라, 그리고 

흔히 타인의 뜻에 반하여 자신의 의도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부지불식중에 자신은 알지 못하며, 설령 알고 있다고 해도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자연의 의도를 하나의 지도 원리로 삼고 좇아가며, 이 

의도의 실현을 위해 작업하는 것임을 거의 알지 못한다.

Einzelne Menschen und selbst ganze Völker denken wenig daran, 

daß, indem sie, ein jedes nach seinem Sinne, und einer oft wider 

den anderen, ihre eigene Absicht verfolgen, sie unbemerkt an der 

Naturabsicht, die ihnen selbst unbekannt ist, als an einem Leitfaden 

fortgehen und an derselben Beförderung arbeiten, an welcher, selbst 

252) Vgl. NA 23, S. 56. 
253) Vgl. Annemarie Pieper (Hg.), Geschichte der neueren Ethik 1, 

Tübingen und Basel 1992, S. 120f.
254) NA 17, S. 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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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nn sie ihnen bekannt würde, ihnen doch wenig gelegen sein 

würde.255)

칸트에 따르면 “모든 것을 자신의 뜻에 따라서만 처리하고자 하는”256) 

개인들의 성질이 인간의 모든 힘들을 활성화하고 문화가 성립되게 한다. 

모든 문화와 예술은 인간들 사이의 적대적인 경쟁의 열매다. 칸트는 인

간의 이러한 성질을 “비사교적인 사교성”이라고 요약하였다.257)

인간들 사이의 이러한 대립의 가장 현저한 형태가 전쟁일 것이다. 전

쟁은 칸트에게 국제적인 평화질서를 수립하고, 그럼으로써 자연계획의 

목적인 “인류의 완전한 시민적 통합”을 실현시키는 데 기여하는 일종의 

필요악이다.258)

모든 전쟁은 [...] 국가들 사이의 새로운 관계를 수립하고, 모든 국가

의 파괴를 통해, 혹은 적어도 분열을 통해 새로운 체제를 형성하기 위

한 수많은 시도들이다(인간의 의도는 그렇지 않더라도 자연의 의도는 

그러하다). 그러나 이 새로운 체제 또한 내부적으로 혹은 상호 관계에 

있어서 유지될 수 없게 되고, 따라서 새로운 비슷한 혁명을 겪어야만 

한다. 그리하여 결국 내적으로는 시민적 체제의 최선의 질서를 수립함

으로써, 외적으로는 공동의 협약과 입법을 통해서 시민적인 공동체와 

유사하게 마치 하나의 자동기계처럼 자신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가 도

달될 때 혁명은 끝날 것이다.

255) Immanuel Kant: Werke in zehn Bänden, Hrsg. v. Wilhelm Weischedel, 
Darmstadt 1983, Bd. 9, S. 34. 칸트의 이러한 생각은 헤겔이 말한 이성의 간

계라는 관념을 선취하고 있다. 헤겔에 따르면 이성은 자신과 대상 사이에 제

3의 것을 수단으로 끼워 넣음으로써 자신을 직접적인 물리적 힘으로부터 보

호한다. Vgl. Hegel, Werke in zwanzig Bänden, Frankfurt am Main 1981, 
Bd. 6, S. 452f.

256) Kant, Ebd. S. 38.
257) Kant, Ebd. S. 37.
258) Kant, Ebd. S.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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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e Kriege sind […] so viele Versuche (zwar nicht in der Absicht des 

Menschen, aber doch in der Absicht der Natur), neue Verhältnisse der 

Staaten zu Stande zu bringen, und durch Zerstörung, wenigstens 

Zerstückelung aller, neue Körper zu bilden, die sich aber wieder, 

entweder in sich selbst oder neben einander, nicht erhalten können, und 

daher neue ähnliche Revolutionen erleiden müssen; bis endlich einmal, 

teils durch die bestmögliche Anordnung der bürgerlichen Verfassung 

innerlich, teils durch eine gemeinschaftliche Verabredung und 

Gesetzgebung äußerlich, ein Zustand errichtet wird, der einem 

bürgerlichen gemeinen Wesen ähnlich, so wie ein Automat sich selbst 

erhalten kann.259)

“자연은 국가들로 하여금 전쟁을 거쳐 [...] 국제연맹을 수립하도록 한

다”는 칸트의 생각에 따르면 전쟁은 좋은 목적을 위한 나쁜 수단이

다.260) 이런 생각은 칸트가 2년 후인 1786년에 발표한 「인류사의 시초

에 대한 추측」에서도 이어진다. 여기서도 칸트는 “개화된 민족을 압박

하는 가장 큰 해악은 전쟁”261)이라고 확언한다. 그러나 칸트에게 더 중

요한 사실은 전쟁이 없었다면 인간이 문화와 시민적 자유를 결코 발전시

키지 못했으리라는 것이다. 칸트는 당대의 문화가 전쟁 없이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단계로부터 여전히 멀리 떨어져있기 때문에 미래에도 예

측할 수 없는 장기간에 걸쳐 전쟁이 필요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그러므로 인류가 여전히 머물러있는 문화의 단계에서 이 단계를 더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전쟁이 불가결한 수단이다. (언제가 될지는 알 수 

없지만) 문화가 완성된 후에야 비로소 영구적인 평화가 우리에게 유익

한 것이 될 것이며, 이 평화는 오로지 그런 문화를 통해서만 가능해질 

것이다.

259) Kant, Ebd. S. 42f.
260) Kant, Ebd. S. 42.
261) Kant, Ebd. S.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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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f der Kulturstufe also, worauf das menschliche Geschlecht noch 

steht, ist der Krieg ein unentbehrliches Mittel, diese noch weiter zu 

bringen; und nur nach einer (Gott weiß wann) vollendeten Kultur 

würde ein immerwährender Friede für uns heilsam und auch durch jene 

allein möglich sein.262)

쉴러는 1787년 8월에 라인홀트의 권고를 받고 칸트의 이러한 역사철학

적 논문들을 읽기 시작하였고, “지극히 만족”했다.263) 이 독서가 쉴러의 

칸트 철학 학습의 시작이었다. 쉴러는 그때까지도 이미 6년 전에 발표된 

칸트의 『순수이성비판』을 읽지 않은 상태였다.264) 쉴러의 칸트 학습이 

가장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시기는 1791년에서 1794년까지다. 

그러나 쉴러는 헤르더로부터도 전쟁을 정당화하는 논리를 수용했던 것

으로 보인다. 쉴러는 예나 대학의 역사 교수로서의 활동을 준비하기 위

해 역사 공부를 하던 중 헤르더의 『인류사의 철학을 위한 이념들』을 

읽었는데, 1787년에 발표된 제3부의 15장에서 헤르더는 인류사에서 새로

운 것이 파괴를 통해 잃어버린 것보다 더 낫지 않은 경우들이 많았다고 

주장했다.265) 그러나 그 또한 전쟁과 관련하여 “자연의 불변의 법칙에 

따라 해악조차도 어떤 좋은 것을”266) 산출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에 

따르면 “개별 세대들은 몰락했지만, 불멸의 전체는 사라지는 부분들의 

고통을 극복했고, 해악으로부터도 좋은 것을 배웠다.”267)

262) Kant, Ebd. S. 99f.
263) Schillers Briefe in zwei Bänden, Hrsg. v. den Nationalen Forschungs- 

und Gedenkstätten der Klassischen Deutschen Literatur in Weimar, 
Berlin und Weimar 1982, Bd. 1, S. 145.

264) Vgl. Schillers Brief an Körner vom 3. März 1791. Ebd. S. 318.
265) Vgl. Herders Werke in fünf Bänden, Hrsg. v. den Nationalen 

Forschungs- und Gedenkstätten der klassischen deutschen Literatur in 
Weimar, Berlin und Weimar 1982, Bd. 4, S. 338.

266) Ebd., S. 354. 
267) Ebd., S. 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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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쉴러가 교수 취임 강연에서 전쟁을 평화질서의 수립을 위한 

필요악으로 제시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마침내 유럽을 평화의 원칙 위에 세우기 위해 얼마나 많은 전쟁들이 

수행되고, 얼마나 많은 동맹들이 체결되고 끊어지고 다시 체결되어야만 

했는가! 이 평화의 원칙만이 국가와 시민들로 하여금 그들의 주의력을 

자기 자신에게 돌리고, 그들의 힘을 합리적인 목적을 위해 쏟도록 허락

해준다.

Wie viele Kriege mussten geführt, wie viele Bündnisse geknüpft, 

zerrissen und aufs neue geknüpft werden, um endlich Europa zu dem 

Friedensgrundsatz zu bringen, welcher allein den Staaten wie den 

Bürgern vergönnt, ihre Aufmerksamkeit auf sich selbst zu richten, und 

ihre Kräfte zu einem verständigen Zwecke versammeln!268)

여기서 쉴러가 주로 염두에 둔 전쟁은 30년 전쟁이다. 전쟁들의 긴 사

슬 끝에 놓여있는 30년 전쟁이 쉴러 당대의 평화질서를 수립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었으며, 이 질서 안에서는 “어떠한 적도 조국과 가정을 방

어하기 위해 쟁기를 내던지고 전장(戰場)으로 나설 것을”269) 요구하지 

않는다. 쉴러에 따르면 30년 전쟁의 결과는 “새로운 전반적인 평화가 영

구히”270) 정초된 것이었다. 이는 물론 베스트팔렌 조약이 낳은 평화질서

를 거의 천년제국론적인 광휘로 에워싸는 과장된 평가다.

칸트는 『학부간의 논쟁』에서 훨씬 더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그래도 

역사 낙관주의를 대변했다. 이 책의 제2부 7장에서 칸트는 이렇게 쓴다. 

인류가 언제나 더 나은 것을 향해 전진해왔으며, 앞으로도 계속 그렇

268) NA 17. S. 370.
269) NA 17, S. 366.
270) NA 17, S. 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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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할 것이라는 명제는 그저 선의로, 실천적 의도에서 권장할 만한 명

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이 명제는 모든 회의주의자들에 맞서 엄격한 

이론적 기준에서도 견지될 수 있는 명제다.

Es ist also ein nicht bloß gutgemeinter und in praktischer Absicht 

empfehlungswürdiger, sondern allen Ungläubigen zu Trotz auch für 

die strengste Theorie haltbarer Satz: dass das menschliche Geschlecht 

im Fortschreiten zum Besseren immer gewesen sei, und so fernerhin 

fortgehen werde, […]271)

칸트는 이러한 신뢰의 근거로 역사신호를 들고 있는데, 그에 따르면 

이는 프랑스 혁명의 관찰자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열광에서 확인되며, 인

간의 도덕적 소질을 보여준다.272) 『30년 전쟁사』까지에 이르는 쉴러의 

역사 연구 논문들과 저서들 또한 계속 보편사의 이념을 고수하면서 역사 

낙관주의를 원칙적으로 버리지 않는다. 그러나 쉴러는 칸트와 달리 프랑

스 혁명의 진행과정을 관찰하면서 몇 년 지나지 않아 이미 환멸적이고 

회의적인 입장을 표명한다.273) 그리고 이런 변화는 『발렌슈타인』에서 

역사 회의주의로 나타나게 된다.

271) Kant (1983), Bd. 9, S. 362.
272) Vgl. ebd. S. 357ff.
273) Vgl. Wolfgang Riedel: „Weltgeschichte ein erhabenes Objekt“. Zur 

Modernität von Schillers Geschichtsdenken. In: Prägnanter Moment. 
Studie zur deutschen Literatur der Aufklärung und Klassik. Festschrift 
für Hans-Jürgen Schings. Hrsg. v. Peter-André Alt, Alexander Kosenina, 
Hartmut Reinhardt und Wolfgang Riedel, Würzburg 2002, S. 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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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역사 낙관주의에서 역사 회의주의로

1800년, 헤겔은 『발렌슈타인』의 결말에 대해 이렇게 쓴다. 

『발렌슈타인』을 읽고 나서 당장 느끼게 되는 것은 귀를 막고 침묵

하는 운명 하에서 한 강력한 인간이 몰락하는 데 대한 슬픔이며, 이로 

인해 우리는 할 말을 잃는다. 극이 끝나면 모든 것이 끝난다. 무의 제

국이, 죽음이 승리를 구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 극은 변신론으로 끝나

지 않는다. [...] 죽음이 삶을 짓밟고 일어선다. 이럴 수는 없다! 흉측하

다! 죽음이 삶과 싸워 승리를 거둔다! 이것은 비극적이 아니라 끔찍할 

뿐이다! 이는 우리의 마음을 찢어놓으며, 우리는 홀가분해진 가슴으로 

빠져나올 수 없다!

Der unmittelbare Eindruck nach der Lesung Wallensteins ist 

trauriges Verstummen über den Fall eines mächtigen Menschen, 

unter einem schweigenden und tauben Schicksal. Wenn das Stück 

endigt, so ist Alles aus, das Reich des Nichts, des Todes hat den 

Sieg behalten; es endigt nicht als eine Theodizee. […] es steht nur 

Tod gegen Leben auf, und unglaublich! abscheulich! der Tod siegt 

über das Leben! Dies ist nicht tragisch, sondern entsetzlich! Dies 

zerreißt das Gemüt, daraus kann man nicht mit erleichterter Brust 

springen!274)

헤겔의 이러한 평가는 이 극에 대한 비극이론적 비판으로 이해될 수도 

있다. 인용문의 마지막 문장은 『발렌슈타인』이 비극의 카타르시스에 

대한 전통적인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함을 지적하고 있으며, 공포와 연민

을 거쳐 심성을 정화시켜줌으로써 비극 역시 궁극적으로 삶에 기여해야 

274) Georg Wilhelm Friedrich Hegel: Über Wallenstein. In: Fritz Heuer und 
Werner Keller (Hg.): Schillers Wallenstein, Darmstadt 1977, S,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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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요구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헤겔의 평가에서 드러나는 보다 중요한 측면은 쉴러와 헤겔의 

역사의식의 차이다. 헤겔은 프랑스 혁명 이후에도 역사의 진보에 대한 

낙관론적 입장을 고수했으며,  『역사철학강의』에서 “세계사는 자유의 

의식 속에서의 진보”275)라고 정의했다. 이런 헤겔의 역사관은 기본적으

로 계몽주의적 역사관의 연속성 하에 있으며, 따라서 그가 『발렌슈타

인』에 대한 강한 불만을 품게 된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이 극은 

실제로 “무의 제국”으로 끝나는 듯하다. 이 극 속에서는 역사의 진보를, 

삶의 승리를 확인할 수 있는 지점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극 속의 인

물들 가운데 정당한 의도를 실현시키고 승리하는 사람은 없다. 발렌슈타

인은 살해당하며, 막스는 자살에 가까운 행동으로 죽음을 맞는다. 테클라 

역시 절망 속에서 퇴장한다. 쉴러가 『30년 전쟁사』에서 역사 속의 희

망과 진보를 대변하는 인물로 묘사했던 스웨덴 왕 구스타프 아돌프는 이

미 전투에서 사망했으며, 그 반대편에 있는 오스트리아 궁정은 발렌슈타

인의 살해를 통해 잠정적인 승리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지만 역사의 진

보와는 상관없는 집단이다. 보수적 전통주의자 옥타비오 역시 아들을 잃

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발렌슈타인의 신뢰를 배신한 인물이라는 오명을 

얻은 채 고통 속에서 막 뒤로 사라진다. 이런 점에서 이 극은 한마디로 

좌절의 역사에 대한 극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극이 역사에 대한 계몽주의적 낙관론을 부정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

다.  이 극은 쉴러가 『30년 전쟁사』에 이르기까지 역사 낙관주의를 고

수한 1792년 이후 겪게 된 역사관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앞서 지적했

듯이 쉴러는 늦어도 1787년에 라인홀트를 만나 칸트의 철학을 소개받은 

것을 계기로 하여 칸트의 역사철학 논문들을 읽고 난 후에는 보편사의 

관점을 수용했다. 쉴러의 교수 취임 강연  「보편사란 무엇이며 그것을 

연구하는 목적은 무엇인가」는 일련의 사건들의 연쇄를 통해 역사 속에

275) G. W. F. Hegel: Vorlesungen über die Philosophie der Geschichte III, 
Werke Bd. 20, Frankfurt a. M. 1971, S. 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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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보편적인 진보가 축적되어 간다는 생각을 기본관념으로 삼는 보편사

에 대한 쉴러의 신앙고백이었다. 

그러나 이 글에서도 쉴러는 과도한 낙관과 정열에 대해 경고하기를 잊

지 않았고, 이러한 경각심을 유지하는 가운데 1792년까지 보편사를 실제 

역사에 적용시키는 일련의 역사논문들과 저작들을 발표한다. 그러나 늦

어도 1793년, 프랑스 혁명의 폭력성이 격화되고 루이 16세가 처형되자, 

역사에 대한 쉴러의 서술에서 중대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 해 

7월 13일에 프리드리히 크리스티안 폰 아우구스텐부르크에게 보낸 편지

에서 그는 역사의 진보가 매우 느리게 진행될 것이며, 현재로서는 진보

를 위한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평가를 내리게 된다. 

만일 정치적 입법이 이성에게 맡겨지고, 인간이 자기목적으로서 존중

되고 또 그렇게 취급되며, 법률이 왕위에 오르게 되고, 진정한 자유가 

국가라는 건축물의 기초로 되는, 그러한 비상한 경우가 실제로 실현된

다면, 이러한 일이 정말로 사실로 된다면 저는 영원히 뮤즈와 이별하

고, 모든 예술작품 가운데 가장 훌륭한 작품인 이성의 군주제를 위해 

저의 모든 활동을 바치겠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런 사실을 저는 감히 

의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정치가 갱신되기 시작한다

는 것을 너무도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시대의 여러 사건들을 보면

서 수백 년이 지나야 그런 희망이 비로소 실현될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Wäre das Faktum wahr, – wäre der außerordentliche Fall wirklich 

eingetreten, daß die politische Gesetzgebung der Vernunft 

übertragen, der Mensch als Selbstzweck respektiert und behandelt, 

das Gesetz auf den Thron erhoben, und wahre Freiheit zur 

Grundlage des Staatsgebäudes gemacht worden, so wollte ich auf 

ewig von den Musen Abschied nehmen, und dem herrlichsten aller 

Kunstwerke, der Monarchie der Vernunft, alle meine Thätigkeit 

widmen. Aber dieses Faktum ist es eben, was ich zu bezweifel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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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ge. Ja, ich bin soweit entfernt, an den Anfang einer Regeneration 

im Politischen zu glauben, daß mir die Ereignisse der Zeit vielmehr 

alle Hoffnungen dazu auf Jahrhunderte benehmen.276)

몇 년 전의 교수취임연설에서와는 판이한 이러한 현재에 대한 평가는 

프랑스 혁명의 전개로 인해 촉발된 것이었다. 여기서 쉴러는 역사의 진

보 자체를 포기하거나 부정한 것은 아니지만, 그 실현과정에 대한 과도

한 낙관과 기대에 대해서는 분명히 비판하고 있는 것인데, 이러한 비판

의 근거가 되는 것이 당대 인간의 주체적 능력이 아직 일천하다는 평가

였다. 계몽주의 철학이 역사 속에서 구현되어야 할 가치와 목적을 올바

로 규명해내었다고 하더라도 이의 실현을 위해서는 광범한 대중이 이러

한 가치와 목적을 내면화하고, 또한 이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도덕성을 

견지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 쉴러의 생각이었다. 그러

나 당대의 인간은 “나약화”(Erschlaffung)와 “미개화”(Verwilderung)277)

로 인해 이러한 능력과는 거리가 멀고, 오히려 이성과는 대립되는 자연

적 충동에 따라 행동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어떠한 정치적 변

혁이 일어나더라도 단기적인 변혁 이후의 장기적인 전개과정은 언제나 

이러한 충동에 의해 지배되고 말 것이므로 진보가 아니라 오히려 기존상

태보다도 못한 퇴보를 낳기 십상이라는 것이었다. 같은 편지에서 쉴러는 

이렇게 말한다.

스스로에게 신성한 인권을 부여하고, 정치적 자유를 획득하려는 프랑

스 민중의 시도는 그들의 무능력과 자격 없음만을 폭로하였습니다. 그

리고 이 불행한 프랑스 민중뿐만 아니라 유럽의 상당한 부분들까지도, 

그리고 한 세기 전체를 야만과 노예상태로 되던져 버렸습니다. 아주 유

리한 순간이 닥쳤으나, 이 순간을 만났던 것은 이 순간에 값하지 못하

는, 이 순간을 제대로 평가할 수도, 활용할 수도 없던 타락한 세대였던 

276) NA 26, S. 261f.
277) NA 26, S. 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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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입니다. 그들이 우연이 안겨준 이 거대한 선물을 어떻게 사용했던지

를 보면, 우리는 인류가 아직 후견인의 권력으로부터 벗어날 만큼 성장

하지 못했고, 동물성의 잔혹한 폭력을 막아내는 데에도 힘겨워하는 시

대에 이성의 자유로운 통치를 안겨주는 것은 너무 성급한 일이며, 인간

적인 자유를 누리기에는 아직 너무 자격이 부족한 자는 시민적 자유를 

누리기에도 미성숙하다는 사실을 의심할 여지없이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습니다. 

Der Versuch des französischen Volks, sich in seine heiligen 

Menschenrechte einzusetzen, und eine politische Freiheit zu erringen, 

hat bloß das Unvermögen und die Unwürdigkeit desselben an den 

Tag gebracht, und nicht nur dieses unglückliche Volk, sondern mit 

ihm auch einen beträchtlichen Theil Europens, und ein ganzes 

Jahrhundert, in Barbarey und Knechtschaft zurückgeschleudert. Der 

Moment war der günstigste, aber er fand eine verderbte Generation, 

die ihn nicht werth war, und weder zu würdigen noch zu benutzen 

wußte. Der Gebrauch, den sie von diesem großen Geschenk des 

Zufalls macht und gemacht hat, beweist unwidersprechlich, daß das 

Menschengeschlecht der vormundschaftlichen Gewalt noch nicht 

entwachsen ist, daß das liberale Regiment der Vernunft da noch zu 

frühe kommt, wo man kaum damit fertig wird, sich der brutalen 

Gewalt der Thierheit zu erwehren, und daß derjenige noch nicht reif 

ist zur bürgerlichen Freiheit, dem noch so vieles zur menschlichen 

fehlt.278)

역사는 아직 이성의 시대에 도달하지 못한 것이었다. 따라서 진보를 

위한 선차적인 과제는 인간의 인식과 도덕적 의식을 개선하는 일이었고, 

이로부터 이러한 개선의 수단이 되는 미적 교육이 우선적인 과제라는 결

론이 도출된다. 물론 그 이전에도 올바른 개혁이 일어나는 것은 바람직

278) NA 26, S. 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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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일이지만, 그것이 대중의 수준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는 한 자의적인 

사건에 머무르기 쉽고, 따라서 위태로운 위상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 

쉴러의 생각이었다. 

그 이전에도 몇몇 잘못된 관습이 제거되고, 개별적으로 몇몇 개혁시

도가 성공하고, 이성이 편견에 대해 승리하는 경우도 더러 있기는 하겠

지만, 한 곳에서 10명의 뛰어난 인물들이 건설한 것을 다른 한 곳에서 

50명의 멍청이들이 다시 파괴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Man wird zwar unterdessen von manchem abgestellten Mißbrauch, 

von mancher glücklich versuchten Reform im Einzelnen, von 

manchem Sieg der Vernunft über das Vorurtheil hören, aber was 

hier zehn große Menschen aufbauten, werden dort fünfzig 

Schwachköpfe wieder niederreißen.279) 

쉴러는 이러한 관점을 『인간의 미적 교육에 대한 일련의 서한』에서 

새롭게 정리한 후, 비슷한 시기에 집필된 것으로 추정되는 「숭고에 대

하여」(Über das Erhabene)에서 역사에 대한 자신의 부정적인 평가를 

보다 뚜렷하게 표명한다. 여기서 쉴러는 당대에 이르기까지의 역사에 대

해 이렇게 총평한다. 

역사적 대상으로서의 세계는 자연력들 간의, 그리고 이 자연력들과 

인간의 자유와의 갈등에 지나지 않으며, 역사는 이 투쟁의 성과들을 우

리에게 보고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역사를 살펴보건대, 역사에서 훨씬 

더 큰 행위를 했던 것은 자립적인 이성이 아니라 자연(인간의 모든 격

정들은 이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이었다. [...] 빛과 인식에 

대한 커다란 기대를 안고 역사에 접근할 때 – 그럴 때 우리는 얼마나 

실망을 하게 되는가! 도덕계가 요구하는 것을 현실계가 실행하는 것과 

279) NA 26, S. 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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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치시키려는 철학의 모든 선의의 시도들은 경험의 진술을 통해 반박

된다.

Die Welt, als historischer Gegenstand, ist im Grunde nichts anders 

als der Konflikt der Naturkräfte untereinander selbst und mit der 

Freiheit des Menschen, und den Erfolg dieses Kampfs berichtet uns 

die Geschichte. So weit die Geschichte bis jetzt gekommen ist, hat 

sie von der Natur (zu der alle Affekte im Menschen gezählt werden 

müssen) weit größere Taten zu erzählen, als von der selbständigen 

Vernunft [...]. Nähert man sich nur der Geschichte mit großen 

Erwartungen von Licht und Erkenntnis – wie sehr findet man sich 

da getäuscht! Alle wohlgemeinte Versuche der Philosophie, das, was 

die moralische Welt fodert, mit dem, was die wirkliche leistet, in 

Übereinstimmung zu bringen, werden durch die Aussagen der 

Erfahrungen widerlegt.280)

여기서 보편사가 설 자리는 더 이상 없다. 교수취임연설에서와는 달리 

목적론은 기존의 역사에는 반도 들어맞지 않는다. 오히려 기존의 역사에

서 확인될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자연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오성을 통해 자연에게 부과하려는 일체의 

규칙들을 조롱한다는 것, 자연이 그 고집스런 자유로운 전개 속에서 현

명함의 창조물들과 우연의 창조물들을 동일한 무관심으로 짓밟는다는 

것, 중요한 것과 사소한 것, 고귀한 것과 천한 것을 한꺼번에 파멸시킨

다는 것, [...] 자신이 가장 힘들게 쌓아놓은 성과물들을 흔히 경솔한 한 

순간에 낭비해버린다는 것, 그리고 어리석은 어떤 작업에 흔히 수백 년

에 걸쳐 공을 들인다는 것.

daß die Natur, im großen angesehen, aller Regeln, die wir durch 

280) NA 21, S.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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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sern Verstand ihr vorschreiben, spottet, daß sie auf ihrem 

eigenwilligen freien Gang die Schöpfungen der Weisheit und des 

Zufalls mit gleicher Achtlosigkeit in den Staub tritt, daß sie das 

Wichtige wie das Geringe, das Edle wie das Gemeine in einem 

Untergang mit sich fortreißt, [...] daß sie ihre mühsamsten 

Erwerbungen oft in einer leichtsinnigen Stunde verschwendet und an 

einem Werk der Torheit oft jahrhundertelang baut.281)

여기서 역사는 파악할 수 없고 맹목적이며 무목적적인 것으로 서술되

고 있다. 인간의 의도와 무관하게 역사 자체 안에 내재하는 힘은 자연적

인 힘일 뿐이며, 이렇게 자연세계의 일부로서 파악된 역사는 이성적인 

목적과는 무관하다. 

프랑스 혁명의 직접적인 인상 하에 집필된 이 글에서 나타나는 쉴러의 

역사관은 이전의 보편사적 관점과 비교하면 분명히 비관적이고 불가지론

적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쉴러가 여기서 역사에 대한 비관주의나 

패배주의, 방관주의에 도달했다고 평가하는 것은 성급하다. 이 논문에서 

쉴러가 시도하는 것은 역사의 개선가능성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

적인 역사 앞에서도 인간의 도덕적, 이성적 의식을 견지하는 길을 모색

하는 것이지만, 바로 이런 모색 자체가 장기적인 견지에서 진보를 포기

하지 않으려는 쉴러의 의식의 발로다. 쉴러가 주장하는 것은 역사로부터

의 도피가 아니라 역사에 대한 과도한 기대를 버리고, 희망과 현실을 엄

격하게 분별하고, 철저히 현실적인 관점에서 진보의 가능성을 냉정하게 

평가하라는 것이다. 이는 “우리를 포위하고 있는 위험을 모를 때가 아니

라 [...] 이러한 위험을 인식할 때에만 우리에게 구원은 있기”282) 때문이

다. 기존의 역사가 부정적으로 평가될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인간 안

에 사실상 내재하고 있는 도덕적, 이성적 능력 자체를 유지하고 함양하

지 않는다면 인간은 필경 맹목적인 자연의 일부로 귀속되고 말 것이며, 

281) NA 21, S. 50.
282) NA 21, S.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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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그러할 때 비관주의는 자신의 예언을 실현시키게 될 것이라는 것이 

이 글에 담긴 쉴러의 경고다. 쉴러가 이 글에서도 미적 교육의 필요성을 

계속 역설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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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발렌슈타인』과 미적 유희의 탈경계화

1791년에 처음으로 구상되어 90년대 초에 간간히 준비 작업이 이루어

지다가 1796년에 이르러 본격적으로 작업이 시작된 『발렌슈타인』에는 

쉴러의 이러한 역사의식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헤겔이 이 극을 죽음

의 승리라고 평가한 것은 정확했다고 할 수 있다. 이 극에서 진보와 희

망의 계기를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숭고에 대하여」에서 나타

난 쉴러의 역사평가에 비추어볼 때 당연한 일이다. 발렌슈타인의 개인사

와 그와 관련된 일련의 사건들은 쉴러가 「숭고에 대하여」에서 말한 다

음과 같은 역사와 다르지 않다.

모든 것을 파괴하고 다시 창조하고 또 다시 파괴하는 변화와 천천히 

침식해 들어오다가도 금세 우리를 급속히 기습하는 불행이 연출하는 

끔찍하고 장려한 연극 [...] 운명과 싸우는 인간성, 걷잡을 수 없는 행복

의 소멸, 기만당한 안전함, 승리를 구가하는 불의, 패배한 무구함 등에 

대한 격정적인 회화 [...]

das furchtbar herrliche Schauspiel der alles zerstörenden und 

wieder erschaffenden und wieder zerstörenden Veränderung – des 

bald langsam untergrabenden bald schnell überfallenden Verderbens, 

[...] die pathetischen Gemälde der mit dem Schicksal ringenden 

Menschheit, der unaufhaltsamen Flucht des Glücks, der betrogenen 

Sicherheit, der triumphierenden Ungerechtigkeit und der 

unterliegenden Unschuld [...]283)

그러나 헤겔이 이 극을 죽음의 승리라고 평가한다면, 패배한 것은 삶

인가라는 질문이 제기된다. 이 극을 삶의 패배에 대한 서술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발렌슈타인이 헤겔이 말한 삶의 대변자, 자유와 이

283) NA 21. S.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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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및 섭리의 대변자로 파악되어야 한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발렌슈타

인의 죽음이 곧 삶의 죽음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a. 발렌슈타인과 숭고한 범죄자

쉴러는 『발렌슈타인』의 서문에서 역사적 인물로서의 발렌슈타인에 

대한 평가가 부동(浮動)하고 있다고 말한다.

당파들의 호의와 증오로 혼란에 빠져

역사 속의 그의 인물상은 흔들립니다.

Von der Parteien Gunst und Haß verwirrt

Schwankt sein Charakterbild in der Geschichte.284)

발렌슈타인에 대한 평가의 이러한 유동성은 쉴러 자신의 『30년 전쟁

사』에서도 나타난다. 여기서 그는 내면이 과욕과 자만심, 명예욕, 독점

욕, 질투심으로 가득찬 인물로 묘사된다.285) 그는 윤리적 의식이 부재하

여 궁정세계의 여러 인물들과 마찬가지로 뇌물 공여를 통한 매수에 능하

고, 피아를 가리지 않고 약탈을 일삼는다.286) 그러나 상황을 계산하는 능

력, 다시 말해 도구적 이성이 발달하여 성공에 이르는데, 그의 군사적 성

공은 그가 휘하의 부하들에게 무도한 약탈을 허용하고 풍성한 물질적 대

가를 제공한 데 따른 것이었다. 한마디로 그가 지휘하는 군대의 반도덕

성이 그의 군사적 성공의 비결이었다. 쉴러는 이런 반도덕성을 “범

죄”(Das Verbrechen)287)라고도 부른다. 그의 반역 의도 역시 1차 해임이 

284) NA 8, S. 5.
285) Vgl. NA 18, S. 470, 474, 486.
286) Vgl. NA 18, S. 476, 477.
287) NA 18, S. 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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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지기 이전에 이미 나타난 것으로 서술되어 있어서 이 반역 의도가 

처음부터 어떤 정당한 목적의식이 아니라 세속적인 권력욕에서 비롯된 

것으로 평가된다.288) 그는 자신의 독립적인 권력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메클렌부르크 공작의 지위를 노리는데, 이 시도의 일환으로 황제의 공격 

중지 명령을 어기고 슈트랄준트를 점령하려고 하다가 실패하고, 오히려 

스웨덴에 참전 구실만 제공하게 되었다. 이후 그는 뵈멘 왕위를 노리게 

되는데, 이것이 결국 그의 반역의 동기가 된다. 특히 황제가 덴마크와의 

화평을 원했음에도 그는 이에 반대했다. 그러나 황제는 결국 덴마크와 

협상에 성공한다. 여기서 드러나는 발렌슈타인의 의도는 평화질서의 수

립과는 무관한 것이었다.289) 

이렇게『30년 전쟁사』에서 나타나는 발렌슈타인의 전체적 모습은 반

도덕적이고 이기적이며, 심지어 범죄자로 보아도 무리가 없을 정도다.

쉴러는 『군도』에 대한 자기평론, 「비극적 대상이 주는 즐거움에 대

하여」, 「격정적인 것에 대하여」 등 여러 글들에서 보통 사람의 능력

을 뛰어넘는 오성적 능력, 즉 지력을 보여주는 인물이나 반도덕적 목적

의 실현을 위해 자신의 감각적 욕구와 도덕적 의식을 비상한 의지력으로 

극복하는 인물도 미적인 즐거움을 준다면 예술에서 정당화될 수 있다고 

하였다. 특히 강력한 의지력을 보여주는 범죄자를  ‘숭고한 범죄자’로 칭

한 바 있는데,290) 이런 범죄자는 이성적 자유의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점

에서 미적인 만족을 줄 수 있다고 하였다. 예컨대 쉴러는 철저한 악한이 

그의 마음 안에도 존재하는 도덕감이라는 장애물을 이겨내고 자신의 목

적을 수행할 때, 미적 즐거움이 생겨난다고 말한다.291)

쉴러는 실제로 처음부터 이런 인물들을 선호했고, 프란츠 모어, 피에스

코, 크리스티안 볼프 등을 창조해냈다. 발렌슈타인은 반도덕적 행위를 

일삼았고 반역을 도모했다는 점에서 범죄자로 부를 수는 있고, 탁월한 

288) Vgl. NA 18, S. 476.
289) Vgl. NA 18, S. 480.
290) Vgl. NA 22, S. 118.
291) NA 20, S.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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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력을 갖추었다는 점에서 미적 만족을 줄 수 있는 범죄자로 부를 수 있

다. 그러나 이 극은 발렌슈타인의 지력을 주요한 묘사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그렇다면 발렌슈타인은 강력한 의지력을 보여주는 숭고한 범죄

자이어야 하는데, 그에게 이러한 숭고함을 부여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역사상의 발렌슈타인에게는 이런 의지력도 두드러지지 않았기 때문이었

다. 극에서도 발렌슈타인은 지연적이고 망설이는 인물로 묘사된다. 쉴러

는 극 속의 발렌슈타인에게 부족한 위대함을 보상하기 위해 “관념의 고

양”을 부여하고자 했다고 진술하는데, 이는 발렌슈타인의 운명, 점성술, 

행운 등에 대한 믿음과 더불어 그가 극의 마지막에서 보여주는 일정한 

위엄과 “침착의 숭고”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침착함 역시 

아직 자신에게 반역의 기회가 남아있다는, 자신의 상황에 대한 오판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관객은 비극적 아이러니를 느끼게 되고, 이에 따

라 숭고의 효과도 현격하게 줄어든다. 결국 극 속의 발렌슈타인은 숭고

한 범죄자의 개념을 통해 미적으로 정당화되기도 어려운 인물로서 파국

을 맞게 된다.

b. 현실주의자로서의 발렌슈타인

1796년 3월 21일, 쉴러는 훔볼트에게 발렌슈타인 소재에 대한 작업을 

진지하게 시작했다고 알리면서 작업의 성공을 확신하고 있다고 말한다. 

이는 그가 “보다 높고 보다 본격적인 극적 관심의 맹아”292)를 마련했다

고 믿었기 때문이었다. 역사상의 발렌슈타인에 대한 그의 판단은 이미 

분명했다. 발렌슈타인은 “실로 현실주의적”이며, 쉴러 자신이 얼마 전에 

『소박문학과 성찰문학에 대하여』에서 현실주의에 대해 서술한 내용들

이 “발렌슈타인에게 지극히 잘 맞아떨어진다”는 것이었다. 발렌슈타인은 

“고상한 면이 조금도 없고, 그의 개별 행동들 가운데 위대한 것은 단 하

292) NA 28, S.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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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없으며, 존엄성과 같은 것은 거의 지니지 않고”293) 있기 때문에 모

든 면에서 비극의 주인공으로 삼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인물이었다. 오로

지 그의 삶을 전체적으로 조망할 때만 그는 흥미를 유발할 수 있었다.

쉴러는 『소박문학과 성찰문학에 대하여』의 후반부에서 소박한 성격

과 성찰적인 성격의 구별로부터 출발하여 이 성격들의 시적인 함의를 제

거함으로써 현실주의자와 이상주의자라는 개념들을 도출했는데, 이 두 

개념들은 현대 인간의 내적인 분열을 반영하고 있었다. 쉴러는 발렌슈타

인을 현실주의자의 표본으로 간주한다. 1796년 3월 21일에 훔볼트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는 이렇게 쓴다.

이번 일을 하면서 나는 현실주의와 이상주의에 대한 나의 관념이 

매우 정확하게 확인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관념은 이 

극적 구성이 잘 이루어지도록 나를 이끌 것입니다. 내가 최근 글에서 

현실주의에 대해 말했던 것은 발렌슈타인에게 극히 정확하게 

맞아떨어집니다.

Ich habe bei dieser Gelegenheit einige äußerst treffende 

Bestätigungen meiner Ideen über den Realism und Idealism 

bekommen, die mich zugleich in dieser dichterischen Composition 

glücklich leiten werden. was ich in meinem letzten Aufsatz über 

den Realism gesagt, ist von Wallenstein im höchsten Grade wahr.294)

 현실주의자는 개별 행위에 있어서는 인륜적 위대성과 존엄성을 전혀 

보여주지 못한다. 그의 행위는 오로지 외적인 원인과 목적에 의해 규정

되어 있고, 따라서 도덕적 자기규정과 무관하게 이루어지는데, 이 도덕적 

자기규정은 위대성과 존엄성의 조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의 삶의 

총합”295)과 “그의 삶의 전체적 연관”296)을 조망하게 되면 그에게도 전체 

293) NA 28, S. 204.
294) Eb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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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를 위한 일정한 합목적성이 부여될 수 있다. 이는 그의 행위를 “어

떤 자립적이고 필연적인”297) 것으로 나타나는 “자연의 절대적 전체”와 

관련시켜 볼 때, 이 전체의 질서에 부합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

문이다. 전체 자연의 질서와 일치한다는 점에서 현실주의자는 자신의 정

당성을 얻는다. 여기서 다시 한 번 쉴러는 개인들의 행위가 그들의 의식

적 의도와는 무관하게 전체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생각을 드러내고 있으

며, 이성의 가능성에 대한 열광과 역사의 진행 속도를 가속화하려는 일

체의 시도에 대한 회의에도 불구하고 세계의 질서에 대한 신뢰를 내비치

고 있다. 이는 현실주의자 발렌슈타인에게도 적용된다. 쉴러는 현실주의

자의 이러한 정당성에 기초하여 “순수한 현실주의적인 길을 통해 발렌슈

타인 안에 진정한 삶의 원리를 자신 안에 지니고 있는, 극적으로 위대한 

성격을 정립시키기”298)를 기대한다.

그러나 도덕적인 측면에서 발렌슈타인에 대한 쉴러의 판단은 확고하

다. 발렌슈타인의 사업은 “도덕적으로 그릇된”299) 것이다. 이 판단은 물

론 30년 전쟁사에 대한 그의 연구 결과와 연결되어 있다. 『30년 전쟁

사』에서 이미 쉴러는 발렌슈타인을 범죄자로 규정한 바 있다. 필젠에서 

황제에 대한 반역의 가능성을 모색하면서 준비를 갖추는 발렌슈타인에 

대해 쉴러는 이렇게 썼다.

오로지 위대함만이 경모와 두려움을 강요할 수 있다. 그러나 합법적

인 위대함만이 경외와 복종을 강요할 수 있다. 그리고 발렌슈타인은 스

스로를 범죄자로서 폭로하는 바로 그 순간, 이 결정적인 이점을 편취했

다.300)

295) NA 20, S. 494.
296) NA 20, S. 497.
297) NA 20, S. 494.
298) NA 28, S. 204.
299) Ebd.
300) NA 18, S. 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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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öße für sich allein kann wohl Bewunderung und Schrecken, 

aber nur die legale Größe Ehrfurcht und Unterwerfung erzwingen.  

Und dieses entscheidenden Vorteils beraubte er sich selbst in dem 

Augenblick, da er sich als einen Verbrecher entlarvte.

그러나 그 이전에 이미 쉴러는 “전쟁이 전쟁을 먹여살려야 한다”301)는 

원칙에 따라 발렌슈타인의 군대가 무도하게 벌인 약탈행위를 “범죄”302)

로 분류했다. 또한 발렌슈타인이 황제군의 총사령관으로 재임명되는 문

제를 놓고 황제와 협상하면서 황제에게 오만한 요구를 한 것도 “범죄”였

으며, 이러한 발렌슈타인은 “죽어 마땅한 범죄자”303)였다고 평가한다. 

『30년 전쟁사』는 발렌슈타인의 성격을 일관되게 부정적으로 묘사한다. 

그의 행위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특징들은 “질투심”과 “과도한 자

만”, “타인에 대한 냉정함”, “거대함과 권력을 향한 만족할 줄 모르는 갈

증”, “오만” 등이다. 1630년에 해임된 후 그의 내면을 가득 채우는 것은 

“복수 욕망과 야심”304)이다. 실제로 『30년 전쟁사』 에서의 발렌슈타인

은 그 어떤 행위에서도 도덕적인 위대함을 보여주지 않는다. 쉴러가 그

에게 허락하는 것은 기껏해야 “자신의 행운의 별과 [...] 시대상황에 대한 

철저한 계산에 대한 확신”305)과 같은 도덕적으로 중립적인 특징들이거나 

“음울하고 내면을 드러내지 않으며 마음속을 알 수 없는”306) 의심스러운 

성격, “모호한 성격”307) 정도에 그친다. 

그런데 쉴러는 제4부의 끝에서 발렌슈타인에 대한 서술을 마치면서 그

에 대한 호의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이는 기존의 일방적인 역사서술

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지만,308) 쉴러 자신이 이 책에서 서

301) NA 18, S. 117.
302) NA 18, S. 119.
303) NA 18, S. 246.
304) NA 18, S. 234.
305) NA 18, S. 113.
306) NA 18, S. 134.
307) NA 18, S. 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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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한 발렌슈타인의 모습은 이런 호의적 평가를 지지해주지 못한다. 쉴러

는 이 책 안에서의 최종적인 초상화에서 발렌슈타인이 “평화를 향한 진

지한 의도”309)를 지녔음을 인정하고, 황제의 공격이 위협하는 절망적 상

황이 그로 하여금 반역의 가능성을 모색하게 했다고 주장한다. 또한 그

는 이 반역이 실행되었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발렌슈타인이 구스타프 아돌프에게 최초로 접근하는 과정에 대한 

쉴러의 서술과 대립된다. 이 서술에 따르면 발렌슈타인은 자신이 해임되

고 구스타프가 승리를 거둔 후에 한 순간도 망설이지 않고 구스타프와 

동맹을 맺으려고 시도했다. 그리고 이 동맹의 힘으로 “뵈멘과 메렌을 정

복하고, 빈을 습격하고, 자신의 군주인 황제를 이탈리아까지”310) 몰아내

고자 했다.

c. 비극의 주인공으로서의 발렌슈타인

이 마지막 초상화에서 나타나는 호의적인 어조가 쉴러가 역사상의 발

렌슈타인에 대한 판단을 진지하게 수정했다고 판단하는 데로 이끌어서는 

안 된다. 쉴러가 『발렌슈타인』 집필 시기에 작성한 편지들에서는 그에 

대한 부정적 판단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이 편지들에서 쉴러는 다시 

“발렌슈타인의 범죄”311)에 대해 말하고, “발렌슈타인의 행위에서 나타나

는 범죄적인 것”312)에 대해 마치 자명한 것에 대해 말하듯 이야기한다. 

발렌슈타인의 기도가 “도덕적으로 나쁜 것”313)이었다는 것은 이 편지들

에서 의심의 여지가 없는 사실로 간주된다. 발렌슈타인의 행위를 추동한 

308) Vgl. Alt (2000), Bd. 1, S. 672.
309) NA 18, S. 329.
310) NA 18, S. 235.
311) NA 29, S. 211.
312) NA 30, S. 5.
313) NA 28, S. 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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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 또한 쉴러는 “가장 냉혹한 종류의 [...] 복수 욕망과 야심”314)에서 

찾는다.

이러한 부정적 평가를 고려할 때, 쉴러가 『발렌슈타인』의 창작과 더

불어 어떠한 난제에 직면하게 되었는지가 분명해진다. 쉴러는 「비극예

술에 대하여」에서 이렇게 썼다.

물론 허약한 영혼의 고난, 악한의 고통은 감동이 주는 이러한 향유를 

제공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는 이들이 고난에 빠진 영웅이나 투쟁하는 

덕성 있는 자만큼 우리의 연민을 유발하지 않기 때문이다.

Das Leiden einer schwachen Seele, der Schmerz eines Bösewichts 
gewähren uns diesen Genuß [die Lust an Rührung] freilich nicht; 
aber deswegen nicht, weil sie unser Mitleid nicht in dem Grade wie 
der leidende Held oder der kämpfende Tugendhafte erregen.315)

이미 아리스토텔레스는 도덕적으로 나쁜 사람의 불행은 공포도 연민도 

유발할 수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316) 그러나 쉴러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을 처음 읽은 것은 1797년의 일이었다. 쉴러는 5월 5일에 괴테

에게 보낸 편지에서 『시학』을 만족스럽게 읽었으며, “이전에 이 책을 

읽지 않은 것을 아주 다행으로 생각한다”라고 적고 있다.317) 이는 그가 

자신의 문학적 경험이 충분히 쌓인 후에 이 책을 읽음으로써 그렇지 않

은 경우보다 훨씬 더 큰 즐거움과 이익을 얻게 되었다고 생각했기 때문

이었다. 위의 인용문에서 나타나는 비극에 대한 생각 또한 쉴러의 경험

에 바탕을 두고 있을 것이다. 『시학』을 읽고 난 후, 쉴러는 비극이 “공

포와 연민을 유발”318)해야 한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을 수용했고, 

314) NA 29, S. 17.
315) NA 20, S. 152.
316) Vgl. Aristoteles: Poetik, übers. und hrsg. v. Manfred Fuhrmann, 

Stuttgart 1982, S. 39. 
317) NA 29, S.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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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서는 주인공이 일정한 도덕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

다. 또한 쉴러는 『발렌슈타인』을 범죄극319)으로 구상하지 않았기 때문

에 오성의 즐거움을 극의 주요한 효과로 의도할 수도 없었다. 쉴러는 실

제 역사에서 발렌슈타인이 몰락하게 된 결정적 이유가 바로 그의 “서투

름”320)에 있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오성의 탁월함을 보여주어야 

하는 범죄극의 주인공이 되기에 부적절했다. 따라서 발렌슈타인은 고통 

받고 고난에 빠진 범죄자로 그쳐서는 안 되었다. 서투름 때문에 좌절하

는, 도덕적으로 비난받아야 할 범죄자는 비극의 주인공으로서 전혀 적합

하지 않았다.

물론 쉴러가 발렌슈타인의 도덕성을 중심적 문제로 삼았던 것은 아니

다. 오히려 쉴러는 극의 창작과정에서 발렌슈타인에 대한 도덕적 평가의 

문제를 비극의 최소한의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충족시켜야 하는 부

담스러운 과제로 여겼다. 1798년 2월 27일, 그는 괴테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쓴다.

나는 [...] 이 극을 설교로 만들지는 않았지만, 이런 이유로 우리의 친

애하는 도덕적 관객들이 이 극을 덜 좋아하게 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

니다. 나는 이 극을 창작하면서 고유한 도덕적인 것이 얼마나 공허한지

를, 따라서 대상을 시적인 높이로 유지하기 위해서 주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해야 하는지를 확실하게 느꼈습니다.

Ich […] hoffe unserm lieben moralischen Publikum nicht weniger 
zu gefallen, ob ich gleich keine Predigt daraus gemacht habe. Bei 
dieser Gelegenheit habe ich aber recht gefühlt, wie leer das 
eigentliche Moralische ist, und wieviel daher das Subjekt leisten 
mußte, um das Objekt in der poetischen Höhe zu erhalten.321)

318) NA 30, S. 172.
319) 쉴러는 「비극적 대상이 주는 즐거움의 원인에 대하여」에서 범죄극에 대

해 상론하고 있다. 특히 다음을 참조할 것: NA 20, S. 145f.
320) NA 29, S.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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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그는 오성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탁월하지 않은 인물을 비극

의 주인공으로 만들기 위해 “말할 수 없는 힘과 시간을 투자”322)해야 했

다. 쉴러는 여러 편지에서 “고유한 의미에서의 위대함을 보여주지”323) 

못하며, 따라서 비극적 낙차를 형성할 수 없는 인물을 주인공으로 삼아 

하나의 비극을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커다란 난제라면서 거듭하여 어려

움을 호소했다. 1799년 3월 1일에 뵈티거에게 보낸 편지에서 쉴러는 자

신이 의도한 극 속의 발렌슈타인의 형상과, 그를 비극의 주인공으로 만

들기 위해 수행한 일에 대해 이렇게 적는다. 

역사상의 발렌슈타인은 위대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제가 만든 문학적 

발렌슈타인도 결코 위대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 역사상의 

발렌슈타인은 위대한 사령관을 위한 모든 조건들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는 그가 행운을 지니고 있었고, 폭력적이었으며, 뻔뻔스러웠기 

때문입니다. [...] 하지만 그의 태도는 동요했고, 단호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계획은 환상에 빠져있었고 기이했으며 그의 생의 마지막 

행위였던 황제에 대한 음모에서는 허약하고 허술하고 심지어 

서투르기까지 했습니다. 그를 위대하게 나타나게 하는 것, 하지만 단지 

그런 가상만을 부여한 것은 조야하고 무시무시한 것이었는데, 이런 

특성은 그를 비극적인 주인공으로 만드는 데에는 부적합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에게서 이런 특성을 제거해야 했고, 그 

대신 그에게 관념의 고양을 부여함으로써 이를 보상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Der Wallenstein in der Geschichte hatte die Präsumtion für sich, 

ein großer Feldherr zu seyn, weil er glücklich, gewaltig und keck 

war; [...] Aber in seinem Betragen war er schwankend und 

321) NA 29, S. 211.
322) NA 29, S. 9.
323) NA 29, S.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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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entschlossen, in seinen Planen phantastisch und excentrisch, und 

in der letzten Handlung seines Lebens, der Verschwörung gegen 

den Kaiser, schwach, unbestimmt, ja sogar ungeschickt. Was an ihm 

groß erscheinen, aber nur scheinen konnte, war das Rohe und 

Ungeheure, also gerade das, was ihn zum tragischen Helden 

schlecht qualificirte. Dieses mußte ich ihm nehmen, und durch den 

Ideenschwung, den ich ihm dafür gab, hoffe ich ihn entschädigt zu 

haben.324)

쉴러는 여기서 그가 말한 관념의 고양이 무엇인지를 따로 밝히지 않았

지만, 실제로 극의 종반에서 발렌슈타인에게 일정한 위엄과 비범함을 부

여한다. 그러나 이는 좌절을 받아들이는 침착함과 관련된 비범함일 뿐이

며 결코 도덕적 위엄에 이르는 것은 아니다. 이 침착함은 쉴러가 「격정

적인 것에 대하여」에서 말하는 “침착의 숭고”325)를 연상시킨다. 그러나 

침착의 숭고는 물리적인 고통에도 의연히 자신을 지켜내는 도덕성과 관

련된 것인데, 발렌슈타인에게 이런 도덕성을 전제할 수 없으므로 그가 

침착함을 보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침착의 숭고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d. 권력추구와 평화의지

극 속에서 발렌슈타인은 한편으로 비이성적이며 전근대적인 사유에 

의해 지배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는 운명과 네메시스, 포르투나를 

믿고, 행운과 우연의 힘, 점성술과 꿈을 중시한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이러한 것들은 그의 행동을 실제로 규정하지는 못한다. 예컨대 

점성술의 경우, 그는 1차 해임이 이루어진 이후에 점성술을 믿기 

324) NA 30, S. 34.
325) NA 20, S.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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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한다. 자신의 운명이 불확실해졌을 때, 이 불확실성에 이성으로 

맞서는 대신 외적인 힘에 자신을 맡김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것이다. 그래서 점성술은 그에게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수단이었을 뿐, 

확고한 세계관으로서의 구속성은 지니지 못한다. 그가 점성술을 따를 

때는 점성술이 그 자신의 생각을 확인해줄 때, 그가 확신을 잃었을 

때뿐이다. 여기서처럼 예언이 그의 생각과 어긋나거나 그가 확신을 

지니고 있을 때는 무시해버린다. 결국 점성술은 그의 욕망의 

하수인으로서만 인정되었던 것이다. 점성술도 그의 유희의 일부일 

뿐이다. 글뤽은 발렌슈타인의 점성술을 현세적 계산에 천상의 계산을 

부가시켜서 완전한 계산, “완벽한 전략”에 도달하려는 발렌슈타인의 

시도라고 평가한다.326) 그러나 Posa가 이미 이러한 전지적 

시점(라이프니츠가 말한 ‘무한한 오성’)의 불가능성을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발렌슈타인의 점성술은 망상(Wahn)에 불과하다. 글뤽은 

현실계산과 점성술이 상호 대체관계가 아니라 보충관계에 있음을 

강조한다. 그런데 여기서 일차적, 우선적, 선차적인 것, 즉 발렌슈타인의 

행동을 주도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현실계산이다. 발렌슈타인이 바라는 

것은 이 현실계산을 점성술이 “추인“하는 것 이상이 아니다. 이는 그가 

점성술의 유리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망설임을 그치지 않는 것, 점성술이 

현실계산과 어긋날 때, 자신이 바라는 것, 충동하는 것과 다를 때는 

현실계산을 따르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327) 그의 행동을 실제로 

326) Vgl. Glück, Schillers Wallenstein, 58f. 
327) Schings도 발렌슈타인에게 점성술은 육체적 안전의 확보를 위한 수단에 지

나지 않는다고 평가한다. Vgl. Hans-Jürgen Schings: Das Haupt der 
Gorgone. Tragische Analysis und Politik in Schillers Wallenstein. In: 
Gerhard Buhr u.a. (Hg.): Das Subjekt der Dichtung. Festschrift für 
Gerhard Kaiser. Würzburg 1990, S. 305. 발터 힌데러도 비슷한 의문을 제기

한다. 그에 따르면 관객은 도대체 발렌슈타인이 점성술을 믿는가 하는 근본

적인 의문을 갖게 되며, 발렌슈타인이 점성술을 전면에 내세우는 것은 정치

적 결정에 대한 그의 깊은 불안감 때문일 뿐, 그가 실제로 점성술을 믿지는 

않는다고 추측하게 된다. Vgl. Walter Hinderer: Die Wallenstein-Trilogie. In: 
ders., Von der Idee des Menschen, Über Friedrich Schiller, Würzbu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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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상황에 대한 계산이다.328) 그리고 이러한 

계산을 통해 그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는 뵈멘 왕위라는 세속적인 

권력이다. 그가 이런 이기적인 목표보다 평화질서의 수립이라는 

도덕적인 목표를 더 중시했다고 확인시켜주는 지점은 이 극에서 

발견되지 않는다.

발렌슈타인은 한편으로 제국질서 안에 머무르려 하고, 다른 한편으로 

뵈멘 왕위를 획득하려고 한다. 그러나 그는 이 두 가지 의도를 동시에 

실현시켜주는 길, 즉 황제군의 총사령관으로서 전공을 세움으로써 

황제의 신임을 얻어 뵈멘 왕위를 획득하는 길은 막혀있다고 본다. 

황제는 자신을 도구로만 생각할 뿐, 그에게 권력을 나누어줄 만큼 

신뢰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스웨덴과의 동맹을 

모색한다. 이 동맹이 체결되면 이 동맹의 힘으로 압력을 행사하여 

황제로 하여금 종전협정을 맺고 그에게 뵈멘 왕위를 주도록 강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발렌슈타인은 자신이 이 동맹을 단지 생각하기만 했을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생각에만 그치지 않고 자신과 스웨덴군 

사이에 사신을 왕래시키고 협상을 진행시켰다. 그러나 그는 파펜하임 

연대 앞에서 스웨덴에게 어떤 대가도 줄 생각이 없다고 하며, 스웨덴을 

증오한다고 말한다. 이 진술은 파펜하임 연대를 설득하려는 전술적 

의도가 담겨있는 진술이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겠지만, 실제로 

발렌슈타인이 이 진술과는 다른 의도를 폭로한 적이 없으므로 그의 

테르츠키에 대한 진술과 연결해서 볼 때 사실과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스웨덴을 증오하면서 그들과 동맹하려는 이런 이중성은 

고도의 전략적 사고보다는 그의 계획의 엉성함과 미숙함을 드러내는 

것이다. 극에서 분명하게 나타나지는 않지만 발렌슈타인의 계획을 그의 

1998, S. 322.
328) 이런 점에서 발렌슈타인은 중세의 세계관이 아니라 계몽주의적 세계관에 

더 가깝다. Vgl. Gerhard Schuly: Die deutsche Literatur zwischen 
Französischer Revolution und Restauration, Band VII/1. Erster Teil, 
1789-1806, München 1983, S. 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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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들을 근거로 하여 추정해보자면, 일단 스웨덴 및 작센과 동맹한다는 

것은 첫걸음으로서 분명하다. 이 동맹이 성공적으로 맺어진다면 

상황으로 보아 동맹군은 황제군에 대해 절대적 우위를 지닐 것이다. 

이런 상황을 만든 후, 황제를 압박하여 뵈멘 왕위를 획득하고, 황제와 

화해하고, 그 후에 다시 스웨덴과 작센을 격파하는 데로 나아갈 것이다. 

이렇게 되면 전쟁은 다시 시작된다. 사실상 발렌슈타인이 평화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추구한다고 볼 근거를 극에서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것이 그의 계획일 수 있다. 이것이 그의 실제 계획이라면 평화질서를 

향한 그의 의지 표명들은 신뢰하기 어렵다. 그가 평화수립을 실제로 

중시한다면, 동맹이 성사된 후에 그가 가장 중요한 목표로 추구해야 할 

것은 황제파와 반황제파 사이의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이 합의를 위해 황제측은 스웨덴에게 일정한 대가를 지불해야 하고, 그 

대가란 독일 땅의 일부, 특히 북독일의 일부를 주는 것일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발렌슈타인은 이런 협상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 이는 

발렌슈타인이 협상의 가능한 내용에 대해 관심이 없고, 이 협상을 

관철시킬 의지 또한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그는 오로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적과의 동맹을 모색한 것이다. 그러나 그가 결국 

반역을 결단하게 되는 것은 황제가 자신을 해임하고 살해할 위험이 

임박했다는 외적 상황의 강제 때문이었다.

발렌슈타인은 황제의 사신인 크베스텐베르크에게 2차 임명 후 자신은 

황제라는 개인이 아니라 전체를 위해 일한다고 말한다. 자신의 목적이 

황제의 세력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제국의 안녕에 있다고 선언함으로써 

발렌슈타인은 자신을 공적 이익의 대변자로 내세운다. 그러나 이 말도 

자기 휘하의 여러 장군들이 보는 앞에서 자신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하는 전술적 수사에 가깝다. 한편으로 황제의 명령에 불복종할 수도 

있음을 암시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자신의 이런 태도가 보편적인 이익을 

위한 정당한 것임을 주장함으로써 휘하의 장군들을 자신에게 묶어두는 

것을 의도하는 진술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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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그는 자신의 권력의 가능성을 모색하면서 그 성공에 대한 

상상을 향유하고자 했다. 그러나 이 가능성의 현실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는 스웨덴과의 협상을 추진하는 것 외에 더 구체적으로 

생각한 것이 없었다.

그가 황제측에서 자신의 해임을 결정한 것을 알고 나서도 행동을 

결심하지 못하는 것은 이 때문이었다. 그에게는 해임을 인정하고 다시 

공작으로서의 삶으로 돌아갈 길이 남아있었다. 그러나 여기서 이 길을 

차단하는 것이 바로 테르츠키 백작부인이다. 발렌슈타인과 내밀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짐작되며 극 중에서 가장 마키아벨리적인 정치에 

능한329) 그녀는 발렌슈타인에게 반역과 몰락의 두 가지 선택만 

남아있다고 생각했고, 그녀에게는 발렌슈타인의 생명과 권력을 지켜내는 

것이 최고의 목표였기 때문에 그의 명예욕과 자부심을 자극하여 그로 

하여금 공작의 삶으로 되돌아가는 길을 버리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곧 

반역의 길만 남았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렇게 반역을 결정해놓고 나서도 그는 행동에 나서지 못한다. 

아직도 해임을 받아들이는 길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행동에 착수하게 되는 것은 자신이 스웨덴군에게 보낸 사신 제진이 

체포되어 비인으로 압송되었음을 알게 된 후였다. 이때야 비로소 그는 

옥타비오를 프라우엔부르크로 보냄으로써 반역을 시작한다. 모든 퇴로가 

차단되었을 때, 그 때에야 비로소 행동에 나서는 것이다. 그는 자신의 

결정에 따라 주도적으로 행동하지 못하고 외적 강제가 아무런 다른 

선택도 남겨놓지 않게 되었을 때에야 행동에 나서게 되는 것인데, 이는 

엄밀한 의미에서 행동(Aktion)이라기 보다는 반응(Reaktion)일 뿐이다. 

그는 전통의 힘과 명예를 잃어버릴 것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해내지 

못했고, 자신의 행동이 순수하게 외적 강제에 대한 반응으로 간주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린 것이다. 

329) Vgl. Hans-Jürgen Schings (1990), S. 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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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발렌슈타인의 미학화

발렌슈타인은 괴테가 “축의 독백”(Achsenmonolog)이라고 부른 「발렌

슈타인의 죽음」 1막 4장에서의 83행에 이르는 긴 독백에서 생각 속의 

자유를 옹호하고 현실의 소여로부터 발생하는 강제를 이 자유의 제한으

로 비판한다. 나아가 자신의 경우에는 의무와 성향, 개인적 이익과 제국

의 이익이 일치하며, 따라서 자신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물론 칸트에 

따르면 이러한 일치는 도덕성이 아니라 합법성만 보장해줄 수 있는 것이

다. 그리고 발렌슈타인은 일관되게 자신의 행위와 결정에 대한 책임을 

외적인 원인에 전가하고 있다. 이는 그가 반역을 두려워하고 있음을 보

여주는 것이다. 

그는 “자유와 능력이 나를 자극했다”(Die Freiheit reizte mich und 

das Vermögen)330)고 말한다. 그러나 그가 말하는 자유란 쉴러가 말하는 

도덕적인 자유와는 사뭇 다르다. 쉴러가 자유의 본질을 자연으로부터의 

독립성에서 찾은 반면, 발렌슈타인이 말하는 자유는 상상의 자유일 뿐이

다. 게다가 발렌슈타인은 실제로는 상상의 자유를 넘어서서 현실을 놓고 

유희한다. 그는 스웨덴과 실제로 협상하고 군을 이동시키며, “상상”의 즐

거움을 충족시키기 위해 측근들을 기만하고 수단화한다. 보다 엄격히 말

하자면 발렌슈타인은 자신의 현실적인 행위들을 상상의 영역에 부당하게 

편입시킴으로써 자신의 책임을 부정하고 자신의 부도덕성을 외면하고자 

할 뿐이다. 

진지한 뜻은 없었다, 

결정된 일은 절대로 아니었다. 

그저 마음에 드는 생각을 즐겼을 뿐이다.

환영 속에서 왕위의 희망을 즐겁게 

330) NA 8, S.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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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유한 것이 잘못이었던가?

가슴 속에서 내 의지는 계속 자유롭지 않았던가?

언제든 복귀를 가능하게 하는 좋은 길이

내 옆에 놓여있는 것을 보지 않았던가?

Es war nicht mein Ernst, 

beschloßne Sache war es nie,

In dem Gedanken bloß gefiel ich mir;

Die Freiheit reizte mich und das Vermögen.

Wars unrecht, an dem Gaukelbilde mich

Der königlichen Hoffnung  zu ergötzen ?

Blieb in der Brust mir nicht der Wille frei,

Und sah ich nicht den guten Weg zur Seite,

Der mir die Rückkehr offen stets bewahrte?331)

쉴러는 이 극의 서문을 “삶은 진지하고, 예술은 쾌활하다”(Ernst ist 

das Leben, heiter ist die Kunst)라는 문구로 맺었다. 그는 극 안에서도 

현실과 예술을 진지함과 쾌활함으로 자주 대비시킨다. 위의 인용문에서

도 ‘진지한’이라는 표현은 ‘쾌활한’ 예술과 대립되는 삶의 현실과 연결된 

것이다. 또한 “마음에 드는”, “자유”, “능력”, “환영”, “즐겁게 향유한” 

등의 표현들도 모두 쉴러가 예술 및 미적 가상과 관련하여 반복적으로 

써온 표현들이다. 발렌슈타인이 의식적으로 의도하고 있지는 않다고 해

도, 그는 쉴러의 미학을 기준으로 놓고 볼 때 자신이 미적 상태에서 유

희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미적 가상만 가지고 유희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야망을 위해 부하들을 장기말처럼 사용했다. 현실을 장기라는 놀이

(Spiel)처럼 대하면서 부하들을 도덕적인 대상으로 취급하지 않고 승리를 

위한 수단으로 간주한 것이었다. 그래서 그는 그들을 기만하는 데 주저

331) NA 8, S.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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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이 없었다. 옥타비오는 버틀러에게 발렌슈타인이 그를 놓고 “파렴치한 

유희”(ein schändlich Spiel)332)를 했다고 말하는데, 이는 정확한 표현이

었다. 테르츠키 또한 발렌슈타인에게 “자네는 늘 우리를 가지고 유희했

지”333)라고 비난한다. 반역의 문제와 관련해서도 그는 자신의 군대를 필

젠에 집결시켰고, 휘하의 장군들의 충성 서약을 받아냈다. 또한 스웨덴군

과의 협상은 이미 진행 중이었고, 황제측은 이 때문에 이미 반역이 시작

된 것으로 판단하고 그를 제거하기 위한 행동을 시작했다. 

이렇게 발렌슈타인은 현실 속에서 도덕적 대상으로 대해야 할 인간을 

유희의 도구로 삼고, 현실적 행위를 미적 유희였다고 강변하고 있는 것

이다. 자신은 반역의 가능성을 머릿속에서 향유하기 위해 이 가능성을 

현실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준비해놓는 데까지만 나아갔다는 것이다. 만

일 발렌슈타인이 실제로 현실을 놓고 유희한 것이라면, 이는 쉴러가 

『서한』에서 경고한 탈경계화의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위에서 지적했

듯이 『서한』에서 쉴러는 “인간은 아름다움을 가지고 오로지 유희만 해

야 하며, 오로지 아름다움만 가지고 유희해야 한다”는 말로써 미적 영역

의 경계를 확실하게 명시했다. 그러나 보다 엄밀히 말하자면 발렌슈타인

의 유희는 사실상 유희라고 할 수 없다. 발렌슈타인 자신이 제국의 평화

라는 진지한 목적을 표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신의 행위를 유희로 치부하는 것은 행위에 수반되는 책임을 외면하기 

위한 자기기만에 불과하다. 자신의 행위에 따르는 결과들에 대한 책임을 

이 행위를 유희가 아닌 진지한 것으로 오해한 자들에게 전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반역의 수단들을 준비한 것은 이미 미적 유희의 경계

를 넘어선 행동이었다.

발렌슈타인이 삶의 진지함, 반역에 따르는 무서운 책임을 외면하기 위

해 자신의 행위를 미적 유희로 강변하는 태도는 쉴러가 아우구스텐부르

크에게 보낸 편지에서 말한 상층 계급의 나약화와 일치한다. 

332) NA 8, S. 223.
333) NA 8, S.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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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몽을 향한 결단은 태만함의 품으로부터의 이탈, 모든 정신력의 

긴장, 여러 이권의 포기, 불굴의 용기 등을 요구하는 모험입니다. 

그러므로 유약해진 쾌락의 자식에게는 이 결단이 너무 힘들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꿈이 빚어낸 사랑스런 망상을 

파괴시키는 명료한 인식의 햇살보다 어둑한 개념의 어스름을 더 

좋아하는데, 이 어스름 안에서 그들은 더 생생한 감정을 느낄 수 있고, 

보다 자유로운 환상을 통해 제멋대로 맘에 드는 형상들을 만들어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이런 규정되지 않은 것을 좋아하는 것은, 

이것이 그들로 하여금 사물에 자신을 맞출 필요로부터 벗어나게 

해주고, 마치 자연에 법칙을 명령할 수 있는 듯한 망상을 가능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계몽을 회피하는 것은 계몽의 습득을 위해 

요구되는 수고 때문만이 아닙니다. 계몽이 낳는 결과 역시 그들로 

하여금 계몽에 두려움을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두움 

속에서만 보호될 수 있는 사랑스런 관념들을 포기해야 할 것을 

두려워하고 있으며, 그들의 망상들이 무너지면 그들 행복의 썩은 

건물을 떠받치고 있던 주요한 기둥들이 함께 무너지지 않을까 겁을 

먹고 있습니다.

Der Entschluß zur Aufklärung ist ein Wagestück, welches 

Losreißung aus dem Schoße der Trägheit, Anspannung aller 

Geisteskräfte, Verleugnung vieler Vortheile und eine Beharrlichkeit 

des Muths erfordert, die dem verzärtelten Sohn der Lust viel zu 

schwer wird. Sie ziehen den Dämmerschein dunkler Begriffe, wobey 

man lebhaft empfindet, und die freiere Phantasie sich nach eigenem 

Belieben bequeme Gestalten bildet, dem Tageslicht deutlicher 

Erkenntnisse vor, die das beliebte Blendwerk ihrer Träume verjagen. 

Das unbestimmte ist ihnen gerade recht, weil sie dadurch überhoben 

werden, sich nach den Dingen zu richten, und sich einbilden 

können, der Natur das Gesetz vorzuschreiben. Sie fliehen die 

Aufklärung nicht blos um der Mühe willen, womit sie erworb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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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rden muß; sie fürchten sie eben so sehr um der Resultate willen, 

zu denen sie führt. Sie sind bange, die Lieblingsideen aufgeben zu 

müssen, denen nur die Dunkelheit günstig ist, und mit ihren 

Wahnbegriffen zugleich die Grundsäulen einstürzen zu sehen, die 

das morsche Gebäude ihrer Glückseligkeit tragen.334)

발렌슈타인은 결단력과 의지가 필요한 순간에 미학화를 통해 책임을 

모면하고자 했고, 이는 그가 상황을 감당해낼 능력이 없음을 보여준다. 

발렌슈타인은 현실과 대결하는 대신 자신의 상황을 마음에 드는 그림을 

그리는 상태로 미학화하여 이 상태를 향유하려고 했다.

따라서 발렌슈타인은 미적 자유의 대변인으로 간주될 수 없다. 또한 

그가 말하는 자유의 실제 의미는 자연으로부터의 독립성이 아니라 자연

적 충동의 무제한적 추구와 실현에 불과하므로, 그는 도덕적 자유를 대

변하는 인물도 아니다. 또한 발렌슈타인을 이성의 대변자라고 볼 수도 

없다. 쉴러의 용법을 따라 이성을 자연에 대립되는 개념으로 사용할 경

우, 발렌슈타인은 그러한 이성에 따라 사고하고 행동하는 자가 아니다. 

그는 뛰어난 용인술(用人術)을 구사하여 휘하의 병사들과 장교들의 충성

을 확보하고 응집력을 키우며, 수사학적 능력도 남다르다. 전쟁을 이끄는 

지략과 담대함은 극 속의 상황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충분히 입증되어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능력들은 칸트가 말한 오성적 능력에 제한된 것이

며, 목적에 대한 이성적 성찰능력이 아니라 목적의 수행과정에서 발휘되

는 도구적 이성을 보여줄 뿐이다. 목적에 대해 성찰할 때, 발렌슈타인은 

매우 불안한 모습을 드러낸다. 황제에 대한 배반을 제국의 평화라는 명

분으로 정당화하지만, 그는 이 평화라는 목적을 위해 자신을 희생할 생

각은 없다. 배반을 결단해야 하는 시점에서 그는 스스로 부당한 질서로 

규정한 전통의 힘 앞에서 두려움을 드러내며, 전통의 영향 하에 있는 세

인들의 자신에 대한 평가를 걱정한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334) NA 26, S. 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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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힘과 힘이 맞서는 투쟁이 아니다. [...]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서 

나에게 저항하는 보이지 않는 적이다.

Das wird kein Kampf der Kraft sein mit der Kraft,

Den fürcht ich nicht. [...]

Ein unsichtbarer Feind ists, den ich fürchte,

Der in der Menschen Brust mir widersteht,335)

그가 전통적인 세인의 평가와 자신의 명예에 대한 이러한 두려움으로 

인해 배반을 결단하지 못하고 망설이는 것은 한편으로 그의 행위들이 개

인적인 명예욕에 의해 추동되고 있음을 보여주며, 다른 한편으로 그 자

신이 전통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목적에 대해 성찰

하는 순간, 그의 모든 지적 탁월함은 무력화되고, 불안하게 부유(浮遊)하

는 모습만 남는다. 이러한 그가 결국 배반을 향한 최종적인 결단을 내리

는 것은 테르츠키 백작부인이 그에게 반역을 포기할 때의 불명예스럽고 

수치스러운 여생을 생생하게 그려낸 후다. 결국 그의 행동을 결정하는 

것은 평화추구의 정당성이 아니라 개인적인 명예심이었던 것이다. 그는 

반역자가 되었을 때의 불명예와 반역자가 되지 않았을 때의 불명예 사이

에서 갈등하던 끝에 유일하게 승리라는 가능성이 남아있는 반역자의 길

을 선택할 뿐인 것이다. 그의 반역은 그의 명예욕을 충족시키기 위한 불

가피한 수단일 뿐, 이성적 사유로부터 도출되는 목적에 따르는 결단이 

아니다. 발렌슈타인은 권력의지라는 자연적 충동에 따라 행동하면서 이

러한 행동을 섭리, 점성술, 평화질서 수립 등의 핑계와 구실로 정당화하

고 있으며, 이러한 정당화의 전략 가운데 하나가 미학화였던 것이다. 따

335) NA 8, S.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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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발렌슈타인은 황제를 비롯한 궁정사회의 인물들과 본질적으로 동질

적이며, 이런 점에서 구질서에 속하는 인물로 평가되어야 한다. 쉴러가 

「숭고에 대하여」에서 역사는 이성과 자연의 투쟁으로 요약할 수 있다

고 말한 것을 상기해볼 때, 발렌슈타인은 이성이 아니라 자연에, 물질적 

세계에 속하는 인물이며, 따라서 그의 죽음은 헤겔이 생각하는 자유와 

이성의 죽음이 아니라 자연력과 자연력의 투쟁에서 또 한 명의 패배자가 

생겼다는, 새로울 것 없는 사건을 의미할 뿐이다. 

그러나 발렌슈타인의 좌절이 무의미하고 범상한 사건에 그치지 않는 

것은, 역사를 계산하고 지배하고 통제할 수 있다는 그의 믿음이 계몽주

의적, 보편사적 진보론과 궤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이다. 버틀러는 발렌

슈타인을 이렇게 비판한다. 

오래 전부터 영주는 위대한 계산의 귀재였소.

그는 무엇이든 계산할 줄 알았지요.

자신의 목적에 따라 사람들을 

마치 장기판의 돌처럼 이리 놓고 저리로 밀 줄 알았습니다. [...] 

그렇게 계산에 계산을 거듭하다보면 

결국 언젠가는 계산이 잘못되기 마련이고 

자신의 생명마저도 계산속에 집어넣어 

옛날의 어떤 사람처럼 자신이 그려놓은 원 안에서 몰락할 것이오.

Ein großer Rechenkünstler war der Fürst
Von jeher, alles wußt er zu berechnen,

Die Menschen wußt er, gleich des Brettspiels Steinen,

Nach seinem Zweck zu setzen und zu schieben, [...]

Gerechnet hat er fort und fort und endlich

Wird doch der Kalkul irrig sein, er wird

Sein Leben selbst hineingerechnet haben,

Wie jener dort in seinem Zirkel fallen.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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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렌슈타인의 측근인 일로와 테르츠키도 동일한 비판을 한다. 수학은 

근대 과학의 전범이며, 역사를 지배할 수 있다는 믿음의 바탕에 있는 것 

역시 역사에 내재하는 법칙들을 인식하고 계산하고 활용할 수 있다는 생

각이다. 역사의 계산가능성을 믿고, 따라서 인간이 역사를 자신의 뜻에 

따라 만들어갈 수 있다고 믿는 발렌슈타인의 몰락은 근대과학의 자기 확

신, 그리고 이 과학에 대한 열광으로부터 파생된 낙관적인 역사 진보론

의 몰락을 의미한다. 이 극을 통해 쉴러는 역사는 미리 계산하기에는 너

무나 복잡하여 인간에게는 우연에 의해 지배되는 것으로 보이기 마련이

라는 겸허한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계산의 귀재” 발렌슈타인에게 미처 

계산하지 못했던 사태들이 연거푸 일어난다. 발렌슈타인의 계산에 따른 

행동은 그가 계산하지 못한 수많은 상대방의 계산을 낳고, 이로부터 발

생하는 사태들은 또 다시 계산할 수 없는 사태들을 낳는다. 누구를 막론

하고 제한된 시야를 지니고 있을 뿐인 무수한 행위자들의 지속적인 이합

집산을 통해 전개되는 역사 속에서 계산하지 못한 사태들은 순식간에 기

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역사를 실험실 속의 사건처럼 제어하고 예측하고 지배할 수 있다는 믿

음의 몰락, 이것이 『발렌슈타인』이 보여주는 냉정한 현실인식이다. 이

런 점에서 쉴러는 이미 헤겔과 마르크스를 거쳐 20세기까지 지속된 낙관

적인 진보의 역사관을 넘어서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쉴러가 역사에 

대한 불가지론으로부터 정적주의(靜寂主義)에 도달한 것은 아니다. 『오

를레앙의 처녀』와 『빌헬름 텔』이 보여주는 것은 역사 속에서 개인과 

집단의 행위가 그것이 의도했던 중요한 변화를 낳을 수 있다는 사실 뿐

만 아니라, 부당함에 맞서는 저항은 그 성공 여부를 떠나 인간에게 주어

진 권리이자 당위라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미적 교육을 통한 심성의 전

반적인 개선은 이러한 저항 자체의 탈선을 방지하고, 보다 나은 질서의 

확고한 바탕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쉴러의 생각이었다. 반자연적이고 반

336) NA 8, S. 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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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적인 비상한 상황에서의 예외적 저항과 범상한 상황에서의 지속적 

교육 - 이것이 역사에 대한 회의적인 시선에도 불구하고 쉴러가 인간에

게 요구한 과제였다. 지배할 수 없는 거대한 대상인 역사 앞에서 자신의 

행동의 성패를 가늠할 수 없음을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노력하고 행동할 

수밖에 없는 존재 - 쉴러가 생각했던 인간의 비극성은 바로 이러한 현실

적 능력과 이성적 요구 사이의 극복하기 힘든 괴리에 있었을 것이다. 그

러나 진정한 진보의 유일한 출발점이 바로 이 괴리를 있는 그대로 인식

하고 인정하는 데 있다고 생각했던 점에서 역사에 대한 쉴러의 관점은 

비관주의도, 허무주의도 아니었다. 『발렌슈타인』은 바로 이 괴리를 묘

사하는 극이다. 



- 133 -

결 론

현대는 자신을 절대적으로 새롭고 일회적인 시대로 인식하였고, 자신

의 새로움을 주장하기 위해 과거를 지속적으로 새롭게 정의하면서 이런 

과거와의 대비를 통해 자신을 정당화했다. 이런 대비는 주로 출생/업적, 

특권/법적 평등, 정체/성장, 조합적 결속/개인주의 등의 개념쌍들을 통해 

이루어졌다. 라인하르트 코젤렉에 따르면 현대는 역동성과 가속화, 열린 

미래, 다원주의와 관점주의, 이행기의 의식 등을 특징으로 한다.

역사에 대한 이러한 새로운 이해는 세속화 과정의 일환이었다. 17세기 

후반에 철학이 종교적 세계관으로부터 해방되었고, 신학적 교리 대신 개

인적 이성이 판단의 기준이 되었다. 18세기 중반에는 변신론이 붕괴되었

고, 역사의 주체가 신에서 인간으로 대체되었다. 따라서 역사 속의 악에 

대한 책임도 인간에게 넘겨졌다.

그러나 인간의 이성에 대한 신뢰가 확산되면서 역사는 전체적으로 진

보하는 것으로 간주되었고, 이러한 역사적 낙관주의가 18세기 말의 보편

사 구상에서 확실한 표현을 얻게 된다.

역사를 보는 관점이 세속화되었다는 것은 사회를 전체적으로 규정하는 

초월적 근거가 상실되었음을 말한다. 종교적 틀이 효력을 잃자 사회는 

서로 독립된 다양한 부분들로 분해되기 시작한다. 종교와 정치, 도덕, 경

제, 과학, 예술 등은 각각 독자적인 체계를 구성하는 자율적인 영역들로 

간주된다. 이러한 분화는 한 편으로 각 영역들의 해방으로, 다른 한 편

으로 분열과 해체로 인식되었다.

예술은 이미 르네상스 시대에 지위가 일정하게 격상되었으며, 18세기 

후반에 이르러 자율화 과정을 거치다가 칸트의 미학에서 독자적인 영역

으로서 철학적인 정식화에 이르게 된다.

그런데 예술의 자율화 과정에서는 예술에 대한 분권론적 입장과 주권

론적 입장이 병존했다. 분권론적 입장은 미적인 것의 자율성을 인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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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 비미적인 영역에 대해서는 일체의 타당성을 부정했다. 반면 주권론

적 입장은 미적인 것이 이성을 넘어서서 세계의 본질에 가장 가까이 접

근할 수 있으며, 따라서 가장 우월한 인간의 능력라고 보았다. 이렇게 

예술이 세계의 본질에 이성보다 더 가까이 접근할 수 있다고 주장할 때, 

예술의 주권론이 성립한다. 

쉴러는 칸트의 분권론적 입장을 수용하여 미적인 것의 한계를 보다 더 

명확하게 주장하였다.

쉴러는 1791년에서 1792년 사이에 작성된 두 비극논문 『비극적 대상

이 주는 즐거움의 원인에 대하여』와 『비극예술에 대하여』에서 예술의 

자율성론에 한층 접근한다. 그는 여기서 이미 예술에 인식적, 도덕적 목

적과 구별되는 독자적 목적을 부여하고자 하였고, 이런 독자적 목적의 

가치를 입증하고자 하였다.

여기서 그가 내세운 예술의 목적은 즐거움이었다.  즐거움은 행복의 

원천이며, 인간의 목적은 행복에 있으므로 즐거움을 목적으로 하는 예술

은 높은 가치를 지닌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이런 주장에서는 호라티우스가 말한 예술의 두 가지 기능, 즉 유용성

(prodesse)과 즐거움(delectare) 가운데 후자가 결정적인 것으로 내세워지

며, 이런 점에서 유용성, 특히 도덕적 교화를 위한 유용성을 예술의 기

능으로 내세운 계몽주의의 예술론(고트셰트)이 부정된다. 이러한 델렉타

레로의 이동은 이미 뒤 보스의 감각주의적 미학에서 이미 나타나며, 샤

를 바퇴 또한 필요성의 예술(기술)과 대립되는 순수예술을 즐거움의 예

술로 규정하고 예술의 기능을 정신적 쾌감을 주는 데서 찾았다. 

독일에서도 보드머와 브라이팅어는 문학의 핵심적 기능을 자연모방이

나 교훈의 제시가 아니라 즐거움을 주는 데 있다고 주장하였다. 니콜라

이 또한 레씽, 멘델스존과 벌인 비극 논쟁에서 비극의 목적이 격한 정열

을 불러일으킴으로써 흥분을 통한 즐거움을 주는 데 있다고 주장하였다.

멘델스존도 비극의 목적이 정열을 일으키는 데 있다고 주장하면서 미

적 쾌감을 예술이 추구해야 하는 최상의 과제로 내세운다. 특히 그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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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능력을 인식능력, 욕구능력, 감각능력으로 3분함으로써 칸트의 분

화론적 미학을 준비해놓았다.

쉴러가 비극논문들에서 델렉타레로 이동한 것은 그가 예술의 도덕적 

기능을 강조한 이전의 계몽주의적 입장에서 벗어났음을 보여준다. 이런 

이동에는 무엇보다 칸트의 『판단력 비판』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쉴러는 예술의 목적을 즐거움으로 규정함으로써 예술을 도덕적 과제로

부터 분리시키면서, 이 즐거움의 가치를 입증하기 위해 즐거움을 포함하

는 정념의 합목적성을 주장한다. 정념은 인간의 활동충동을 충족시킨다

는 점에서 합목적적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 활동충동은 인간 능력의 

활동충동을 말하는데, 인간 능력에는 오성과 이성, 구상력이 있으며, 예

술은 구상력을 오성 및 이성과 결합시킴으로써 이 능력들을 활성화한다

는 것이다. 그리고 이 활성화가 즐거움을 낳는다. 

이렇게 쉴러의 비극이론은 학적, 도덕적 과제와는 구별되는, 즐거움이

라는 독자적인 목적을 예술에 부여함으로써 예술을 자율적인 영역으로 

구축한다. 

쉴러의 비극이론은 아직 『판단력 비판』에 대한 충분한 학습이 이루

어지기 전에 주로 쉴러 자신의 예술적 경험에 의존하여 작성되었다. 쉴

러가 『판단력 비판』을 집중적으로 읽기 시작한 것은 1792년의 일이었

다. 그리고 『판단력 비판』에 대한 집중적 학습이 낳은 최초의 결과가 

『칼리아스 편지』다.

『칼리아스 편지』에서 쉴러는 칸트와 구별되는 독자적인 미학적 입장

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즉 칸트가 미를 주관적인 것으로 설명한 것과 달

리, 자신은 미의 객관적인 원칙을 제시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는 칸트의 미학적 입장을 주관적-합리적인 것으로 규정하였는데, 이

는 주관적-보편적인 칸트의 입장을 잘못 이해한 것이었다. 칸트는 미적

인 것이 인간 모두에 내재하는 보편적인 성질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미는 주관적이지만 보편적인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반해 쉴러는 이 

주관성을 부정하고 미가 대상 자체의 속성임을 입증함으로써 미의 객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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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보여주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그가 도출해낸 미의 규정이 

“현상 속의 자유, 현상 속의 자율성”이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규정에서 거론되는 자유 혹은 자율성은 대상의 현상방식에 

대한 판단일 뿐이다. 다시 말해 이 자유는 주체가 대상의 현상을 받아들

이는 특정한 관점과 결합할 때만 성립한다. 이 관점이란 대상이 우리에

게 외적인 강제에 의해 규정되어 있다는 인상을 주는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것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이 인상이란 주관적

인 것일 뿐이며, 대상 자체의 객관적 성질과는 무관하다. 결국 쉴러는 

미의 객관적 기준을 제시하는 데는 실패했다.

쉴러가 이 편지를 발표하지 않은 것은 이러한 실패를 스스로 인식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 편지는 또한 미를 도덕적인 자유의 감각적 상징

으로 규정함으로써 예술의 자율성과 관련해서는 오히려 비극논문들보다 

후퇴하는 입장을 보여주었다.

1793년 9월에 발표된 「격정적인 것에 대하여」에서는 다시 미학과 

윤리학의 분리가 철저하게 진행된다. 여기서 쉴러는 대상에 대한 미적 

평가는 그 대상의 도덕적 평가와는 전적으로 무관하다고 주장한다. 

도덕적 평가는 이성의 요구를 기준으로 하며, 미적 평가는 구상력의 

욕구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구상력의 요구를 만족시킴으로써 즐거움을 

준다면 반도덕적 행위조차도 미적으로 높이 평가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강력한 의지와 탁월한 오성을 보여주는 범죄자의 행위는 미적 만

족을 줄 수 있다. 여기서는 미적인 것과 도덕적인 것의 외적인 일치조차

도 더 이상 추구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렇게 미와 선이 완전히 분리됨으로써, 예술이 현실에 미칠 

수 있는 도덕적 영향력은 매우 간접적인 방식으로만 제한된다. 예술이 

인간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감각적 충동을 의지를 통해 극복

하는 가능성을 환기해주는 것일 뿐이다. 이 의지가 도덕성을 좇도록 만

드는 것은 전적으로 윤리학의 과제가 된다.

쉴러는 1795년에 두 차례에 걸쳐 발표한 『아름다운 형식의 사용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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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 불가결한 한계』에서 미적인 것이 자신의 영역의 경계를 넘어서서 

다른 영역에까지 개입할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상론함으로써 분

화론적 입장을 한층 더 분명히 옹호한다. 쉴러에 따르면 인식에서는 감

각이, 도덕에서는 욕망이 철저하게 배제되어야 한다. 미적인 묘사방식은 

인식을 전달할 때 일정한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그 자체로서는 아무런 

인식도 산출하지 못한다. 따라서 미적 묘사방식은 여기서 오로지 인식의 

전달방식과 관련된 “수행권”만 지닐 뿐, 인식의 참과 거짓을 구별하는 

“입법권”은 지니지 못한다. 미적인 것이 이런 한계를 넘어서서 인식의 

영역에서도 입법권을 주장할 때, 인식은 아무런 내용도 없는 유희로 추

락한다. 그리고 가상에 대한 관심이 실재에 대한 관심을 대체한다.

쉴러에 따르면 윤리적인 것 또한 일체의 감각적 충동으로부터 자유로

워야 한다. 미적인 태도의 훈련은 직접적인 감각적 욕망의 힘을 제한하

는 능력을 키워주기 때문에 도덕에 긍정적인 작용을 할 수 있지만, 도덕

적 문제는 감각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상태에서 판단되어야 한다. 도덕

의 영역에 미적인 것이 개입하면, 행위의 외적인 합법성을 인륜성과 구

별할 수 없게 되거나 독자적인 도덕적 판단능력이 약화될 수 있다. 특히 

비도덕적인 판단을 도덕적 판단으로 오인할 때, 비도덕적인 판단이 신념

화되어 폭력적인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인간의 미적 교육에 대한 일련의 서한』에서 쉴러는 대중의 정신적 

상태가 자유롭고 이성적인 질서의 수립이라는 시대의 정치적 과제를 직

접적으로 실현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여 미적 교육

을 우선적인 과제로 내세운다. 그러나 쉴러의 이러한 구상은 흔히 그가 

정치적 과제, 나아가 현실적 과제들을 미적 환상을 통해 보상하거나 대

체하려고 했다는 오해를 자주 낳았다. 또한 거꾸로 쉴러가 미적인 것을 

현실로부터 완전히 분리하여 예술의 사회적인 형성력을 부정하였고, 예

술을 세계와의 연관을 상실한 주관적 영역으로 축소시켰다는 비판도 존

재한다.

그러나 쉴러가 시도한 것은 미적인 것으로 현실적인 것을 대체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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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예술을 세계로부터 고립된 사적인 문제로 치환하는 것도 아니었다.

그는 미적인 것의 독자적이고 고유한 성질을 규명함으로써 바로 이러

한 성질이 미적인 것과 예술의 문명적인 성과를 낳는다는 것을 밝히는 

것이 그의 의도였다. 그리고 미적인 것의 독자성 혹은 자율성을 밝히는 

것은 동시에 그 한계를 분명히 인식하는 작업과 맞물려있는 것이어야 했

다. 쉴러는 『서한』에서 이런 한계를 분명히 명시하고 있는데, 쉴러가 

미학화에 빠졌다는 비판들은 이런 점을 간과하고 있다.

쉴러는 미적인 것을 유희충동과 연결시키는데, 유희충동은 두 가지 근

본충동, 즉 감각충동과 형식충동의 종합이 아니다. 유희충동은 이 두 충

동의 관계의 한 양상에 불과하다. 즉 유희충동은 양자가 동시에 활성화

되면서도 서로를 억압하지 않는 관계를 맺을 때 충족된다. 두 가지 근본

충동이 동시에 활성화됨으로써 인간은 자신의 능력을 전면적으로 체험한

다. 이런 상태를 쉴러는 미적 상태라고 부른다.

그러나 미적 상태는 것은 오로지 주체의 내면적인 활성화 상태에 대한 

주관적인 체험만 가능하게 해준다. 여기서는 어떠한 이론적 인식도, 도

덕적 판단도 일어나지 않으며, 일어나서도 안 된다. 이론적인 것과 도덕

적인 것은 각각의 고유하고 자율적인 영역에서 실행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쉴러는 “인간은 아름다움을 가지고 오로지 유희만 해

야 하며, 오로지 아름다움만 가지고 유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로써 

쉴러는 분권론적 미학의 입장을 확실하게 표현하고 있다.

쉴러는 현실의 문제를 미적인 것으로 대체하는 미학화는 “무기력과 도

착성”으로 도피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무기력이란 엄격한 도덕적 판단

을 할 능력이 없음을 말하고, 도착성이란 현실과 가상을 뒤섞는 것을 말

한다. 쉴러가 말하는 미적 상태는 역사 발전의 특정 단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미적 상태는 인간의 보편적 능력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역사

의 모든 단계에서 지속적으로, 그러나 고유한 영역 안에서 제한적으로 

체험되어야 하는 것이다. 

쉴러가 『서한』의 말미에서 언급하는 미적 국가 개념도 많은 오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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낳았다. 이 개념 역시 역사의   발전 단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미적 

국가는 미적 태도가 외화되어 인간들 사이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것을 말

하며, 미적 상태가 영구적이면서도 제한적으로 체험되어야 하는 것과 마

찬가지로 미적 국가 또한 영구적이고 제한적으로 체험되어야 하는 현실

의 한 부분이다. 미적 태도가 이론적, 도덕적 영역에 개입해서는 안 되

듯이 미적 국가도 오성과 이성의 영역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 미적 국가

는 미적 교육의 한 가지 결과일 뿐이며, 인간 교육의 목표도, 역사의 목

표도 아니다.

프랑스 혁명 몇 달 전인 1789년 5월, 쉴러는 취임 강연 『보편사란 무

엇이며 그것을 연구하는 목적은 무엇인가』에서 역사에 목적론을 적용하

는 것과 관련하여 역사에 대한 목적론적 기대는 경험 사료를 통해 절반

만 충족될 것이며, 역사가 진보하는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그

러나 그는 역사의 진보에 대한 믿음이 역사를 추동하는 힘이 될 수 있는 

가능성 자체에 기대를 걸고 있었다.

프랑스 혁명 이후, 쉴러는 이런 기대를 더 이상 유지하지 못한다. 1801

년에 처음으로 발표되었지만 1793년경에 집필된 것으로 추정되는 『숭

고에 대하여』(Über das Erhabene)에서는 역사에 대한 평가가 이미 상

당히 달라진다. 『아우구스텐부르크에게 보낸 편지』와 비슷한 시기에 

집필된 이 글에서 쉴러는 실제 역사에서 더 큰 힘을 발휘했던 것은 이성

이 아니라 자연이며, 자립적 이성이 실제 역사를 결정했던 사례는 몇몇 

개별적인 경우에 제한된다고 서술하였다. 그러므로 역사가 이성의 실현

과정이리라는 기대를 갖고 역사에 접근할 때 우리는 커다란 실망을 느끼

게 된다는 것이었다. 이런 평가는 취임 강연에서 자연과 이성이 기존의 

역사 속에서 무승부(unentschieden) 상태라고 평가한 것에 비해 훨씬 더 

부정적이며, 목적론적 관점에 의거하는 보편사는 더 이상 언급되지 않는

다.

이 글은 프랑스 혁명에 대한 쉴러의 부정적 평가가 가장 신랄하게 드

러나는 『아우그스텐부르크에게 보낸 편지』와 거의 같은 시기에 집필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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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역사에 대한 회의적 입장이 프랑스 혁명의 진행과정에 대한 실망

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쉴러가 이 편지와, 다음 해 가을부

터 이 편지를 개작하여 집필한 『인간의 미적 교육에 대한 서한』에서 

미적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도 역사에 대한 이러한 회의적 입장에서 

비롯된 일이다. 미적 교육은 현실을 외면하거나 대체하기 위한 구상이 

아니라 현실에 대한 냉정한 평가에 근거한 현실주의적인 처방이었다. 이

러한 변화는 1792년과 1793년 사이에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1792년 9월

에 탈고된 『30년 전쟁사』에서도 역사에 대한 낙관주의적 입장이 고수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회의주의가 비관주의와 동일한 것은 아니

다. 쉴러는 역사를 냉정하고 정확하게 평가할 때만 올바른 구원의 길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가 찾아낸 길이 미적 교육을 통하는 

길이었던 것이다.

『발렌슈타인』에서는 역사에 대한 이러한 회의주의가 잘 드러난다. 

이 극은 이성의 승리가 아니라 부재를, 아름다움을 통한 구원이 아니라 

아름다움의 몰락을 묘사한다. 쉴러가 이 극을 구상하면서 가장 큰 난관

으로 느꼈던 것은 발렌슈타인이란 부정적 성격의 인물을 비극의 주인공

으로 내세우는 것이었다. 쉴러는 『30년 전쟁사』에서 발렌슈타인을 영

민한 판단력과 무도한 반도덕성이 결합된 인물로 평가하였다. 쉴러는 보

통 사람의 능력을 훨씬 뛰어넘는 탁월한 오성적 능력이나 강력한 의지력

을 지닌 범죄자 또한 미적 즐거움을 줄 수 있다고 하였고, 이 가운데 강

력한 의지력으로 자신 안의 도덕적 양심까지 극복해내는 범죄자를  ‘숭

고한 범죄자’로 칭한 바 있다. 그러나 발렌슈타인은 극 중에서 망설임 속

에서 지속적으로 행동을 지연시키는 인물로 나타나며, 강력한 의지력을 

보여주지 못한다. 오히려 그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자신 바깥의 

다른 것에 전가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 이는 그가 도덕성과 감각

성 사이에서 분열되어 있는 존재임을 보여준다. 그리고 감각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도덕성을 외면한다는 비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도덕성의 

문제를 운명과 점성술, 그리고 미적인 문제로 치환한다. 그는 미적인 것



- 141 -

의 경계를 넘어선 실제적인 반역의 행위를 미적 유희라고 강변한다. “그

저 마음에 드는 생각을 즐겼을 뿐이다. / 환영 속에서 왕위의 희망을 즐

겁게 / 향유한 것”일 뿐이라는 주장이다. 바로 여기서 발렌슈타인은 쉴

러가 말한 상층계급의 “나약화”(Erschlaffung)으로 인한 잘못된 미학화를 

행하고 있는 것이다. 도덕적 결단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도덕성을 선택할 

의지력도, 도덕성을 외면할 의지력도 발휘하지 못하는 자신의 나약함을 

은폐하고 도덕적 책임에서 가상적으로라도 벗어나기 위해 그는 자신의 

현실 속의 행위를 미적인 행위로 치환한다. 이는 허위의 자기정당화를 

위한 미학화였다. 

또한 그는 도덕적 판단의 대상이어야 하는 휘하의 부하들을 비롯한 인

간들을 줄곧 “장기말”처럼 다루면서 그들을 거리낌 없이 기만했다. 장기

라는 유희는 쉴러가 말했듯이 오로지 “아름다움만 가지고”, 다시 말해 

미적 영역에서만 해야 하는 것이었다. 인간을 유희의 도구처럼 다루는 

순간, 그는 이미 도덕적인 범죄를 저지른 것이었으며, 미적인 것의 경계

를 넘어선 유희를 한 것이었다. 이렇게 쉴러는 『발렌슈타인』에서 미적

인 것의 경계를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잘못된 미학화에 대해 경고하고 

있는 것이다.

쉴러는 자신의 미학과 예술론에서 예술과 미적인 것의 자율성을 옹호

하면서 동시에 이 자율성의 한계를 명시하였다. 그리고 미적인 것의 경

계를 잘못된 방식으로 허물 때 나타날 수 있는 파국적 결과를 『발렌슈

타인』에서 보여주었다. 이로써 그는 자신이 인간 능력에 대한 분화론

적, 분권론적 입장에 서있음을 분명히 하였다. 이 점을 명확하게 인식하

는 것은 독일 고전주의와 초기낭만주의 사이의 경계를 인식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탈분화의 시도는 초기낭만주의에서 본격화되었기 때문이

다. 쉴러와 초기낭만주의의 경계는 무엇보다도 분화 대 탈분화의 대립이

라는 구도로 볼 때 가장 뚜렷하게 인식될 수 있다. 분화라는 현대적 현

상이 낳는 여러 문제들에 직면하여 쉴러는 분화를 인정하는 가운데 분화

로 인한 부작용들을 극복하게 해주는 기제로서 예술의 위상을 재설정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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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 반면 낭만주의는 분화 자체를 가역적 과정으로 파악하고, 타부문

들을 자기 안에 통합함으로써 분화를 취소할 수 있는 지위를 예술에 부

여했던 것이다. 이렇게 낭만주의에서 예술은 자율성을 넘어서서 이른바 

‘주권성’(Souveränität)을 부여받게 된 것이며, 이로써 분화는 부정

된다.

분화와 탈분화 사이의 대립은 쉴러와 낭만주의가 대립했던 1800년 무

렵의 시기에 국한되지 않고, 이후로도 지속되어 지금까지도 현대성을 둘

러싼 논쟁의 핵심적 측면을 이루고 있다. 예컨대 지난 수십 년 간 분화

로 인한 문제들을 부문들 간의 경계를 허물고 새로운 통합을 추구하는 

탈경계의 형태로 극복하려는 시도들이 다양하게 나타났다. 그런데 과연 

이러한 재통합의 시도가 올바른 문제극복의 방식인지 재고할 필요가 있

다. 만약 탈경계가 탈분화를 의미한다면 이는 새로운 문제를 야기하지 

않을지, 분화의 틀을 유지하면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없는지 

따져보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현대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극복할 새로

운 대안적 가능성이 이런 논의로부터 마련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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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적인 것의 경계: 
쉴러의 미학과 『발렌슈타인』

Das markanteste Merkmal der Moderne ist Differenzierung. Soziale 

Arbeitsteilung wird im Vergleich zur früheren Zeit erheblich 

vorangetrieben, die Teilgebiete der Gesellschaft wird funktional 

ausdifferenziert. In diesem Prozess differenziert sich auch die Kunst 

und setzt sich als ein autonomes Terrain durch. Im Rahmen dieses 

Prozesses der Autonomisierung tauchen aber auch die Strömungen 

auf, die über die Autonomie hinaus auch die Souveränität des 

Ästhetischen und der Kunst für sich in Anspruch nehmen wollen. Ein 

Paradebeispiel ist die Theorie der Universalpoesie der Frühromantik. 

Schiller hat im Anschluss an die Ästhetik Kants die Meinung 

vertreten, dass die Kunst nicht die Grenze ihrer Autonomie 

überschreiten und ihr Gebiet durch Entdifferenzierung zu erweitern 

versuchen darf. Er hat wiederholt versucht, die negativen Fol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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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her Versuche klar vor Augen zu bringen. In seiner Schriften der 

frühen 90er Jahre des 18. Jahrhunderts über die Tragödie hat er das 

Vergnügen als den Zweck der tagischen Kunst in den Vordergrund 

gestellt und anhand von vielen literarischen Beispielen gezeigt, dass 

zwischen dem ästhetischen und dem moralischen Interesse 

Diskordanz, ja sogar Zerwürfnis bestehen kann.  In <Kalliasbriefen> 

hat Schiller die Eigenständigkeit der Schönheit durch Herausstellung 

ihres objektiven Begriffs zu sichern versucht, aber vergeblich. In 

<Über das Pathetische> hat er das Auseinandergehen von dem 

Ästhetischen und dem Moralischen noch deutlicher vor Augen 

geführt. In <Über die notwendigen Grenzen beim Gebrauch schöner 

Formen> und <Über den moralischen Nutzen ästhetischer Sitten> hat 

sich Schiller mit den negativen Folgen der falschen Ästhetisierung 

eingehend auseinandergesetzt, um die Notwendigkeit der Einhaltung 

der Grenze des Ästhetischen und der Kunst aus der Perspektive der 

Differenzierungstheorie zu vorzuführen. Und nicht zuletzt in seiner 

grossen Abhandlung <Über die ästhetische Erziehung des Menschen 

in einer Reihe von Briefen> hat Schiller die Fähigkeit des Ästhetischen 

hervorgehoben, die negativen Aspekte der Moderne aufgrund der 

Differenzierung überwinden zu helfen, wobei sich diese Fähigkeit 

gerade aus dieser Differenzierung selbst ergibt. Demzufolge würde 

jeder Versuch, die Differenzierung rückgängig zu machen, um das 

Terrain des Ästhetischen zu erweitern, die Funktion desselben, die 

Wunde der Zivilisation zu heilen, zunichte machen. Dieser 

differenzierungstheoretische Standpunkt, der in Schillers Schriften seit 

Anfang der 90er Jahre konsequent durchgehalten wird, wurde in der 

Schiller-Forschung bisher oft übersehen, so dass nicht selten Schiller 

vorgeworfen wurde, er habe selbst Ästhetisierung vorangetrieben bz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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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n ästhetischen Zustand als die Höhepunkt des menschlichen Seins 

dargestellt. Eine einseitige Betrachtung, die in Schiller nur einen der 

Begründer der Autonomie der Kunst sieht und nicht den Wächter 

ihrer Grenze, hat zu solchen Einschätzungen geführt. Diese Arbeit ist 

ein Versuch, solchen Fehlern entgegenzuwirken. 

<Wallenstein> war das erste literarische Werk, das Schiller nach 

dem Ende seines intensiven Auseinandersetzung mit den Problemen 

der Ästhetik und Kunsttheorie geschaffen hat.  Das Drama zeigt, dass 

Schiller sich nicht mehr in der Lage sah, den aufklärerischen  

Geschichtspotimismus zu verteidigen. Er kam zu einer nüchternen 

und realistischen Schätzung der Geschichte. Schon die Abhandlug 

<Über das Erhabene>, die er vor dem Beginn der Arbeit an der 

Trilogie <Wallenstein> geschrieben hat, zeigt Schiller in tiefer Skepsis 

über die Macht der Vernunft in der Geschichte. Die Kraft, die die 

Geschichte vorherrschte und immer noch vorherrscht, sei nicht die 

Vernunft, sondern die blinde Natur. Dies war eine Abkehr von dem 

Glauben, dass die Menschen als Vernunftwesen die Geschichte nach 

seinem Plan zu gestalten in der Lage sei. Dieser Skepsis hängt ohne 

Zweifel mit seiner Enttäuschung über den Verlauf der Französischen 

Revolution zusammen. Die dramatische Figur Wallenstein ist vor 

allem ein Vertreter des Selbstvertrauens des neuzeitlichen Menschen 

über seine Fähigkeit, mit seinem Verstand den Gang der Geschichte 

steuern zu können. Sein Scheitern bedeutet daher den Verlust dieses 

Selbstvertrauens. Ohne in einen Pessimismus oder gar in einen 

Nihilismus zu verfallen, versucht Schiller, eine nüchterne und 

realistische Sicht zu erreichen, um doch noch einen Weg zur 

Verbesserung der Lage zu finden. 

Dabei fällt es auf, dass Wallenstein seine reale Handlungen fü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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ästhetische ausgibt, d.h. eine Ästhetisierung der Realität begeht. Diese 

Ästhetisierung bedeutet das Ignorieren der Warung Schillers, man 

solle nur im Bereich des Scheins ästhetisch spielen, und führt 

Wallenstein zu einer Fehleinschätzung seiner Lage. Nicht der 

Geschmack oder die Einbildungskraft, sondern allein der Verstand ist 

dafür zuständig, die tatsächliche Begebenheit einzuschätzen, die 

Vernunft allein darf über moralische Fragen ein Urteil abgeben, das 

ist einer der wichtigsten Lehren, die Wallensteins Tod uns erteilt. 

Keywords: Autonomie, Differenzierung, Entgrenzung, Ästhetisierung, 

Realismus

Student Number: 201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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