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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소포클레스(Sopholces)의 『안티고네Antigone』에서 안티고네의 마지

막 연설의 일부인 904-920 행은 문헌비평에 있어서 많은 논란을 불러일

으켰던 구절로, 후대에 삽입(interpolation)되었다고 여겨져 왔다. 본 논문

은 이 구절이 삽입인지 여부보다는, 이 논란으로부터 파생되는 해석의

문제에 초점을 맞춰 작품 전체를 읽고자 한다. 안티고네의 마지막 연설

과 다른 장면에서 드러난 안티고네의 모습 사이의 비일관성 문제는 이

부분의 삽입 논란 자체를 만들어 냈을 뿐 아니라, 이 부분이 소포클레스

의 진작임을 인정하는 입장에서도 여러 차원의 논란거리를 제공하였다.

본 논문은 흔히 안티고네의 비일관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되는 이 마

지막 연설이 작품 속에서 일관되게 해석될 수 있다고 본다.

이를 위해 먼저 안티고네의 마지막 장면 이전까지 안티고네의 선택과

선택 동기가 다른 인물들과의 대립과 상호작용을 통해 어떻게 드러나는

지, φιλια, νομος, εὐσέβεια의 세 가지 개념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안티

고네에게 오빠를 매장하는 일은 친족의 의무를 다하고, 신들을 존중하는

것이며, 올바를 법도를 따른 일이다. 그러나 안티고네와 같은 φιλια를

공유하고 있는 이스메네는 안티고네의 제안을 거부하며, 크레온은 안티

고네의 행위를 도시의 νομος에 어긋나는 반역행위로 규정하고, 코러스

는 안티고네의 εὐσέβεια와 다른 입장을 취한다. 각각의 대립을 거치면

서 안티고네는 자신의 완전히 고립된 상태를 확인하는데, 특히 코러스의

동감을 얻지 못한다는 사실은 안티고네가 공동체로부터 자신의 행위가

지지받지 못한다고 판단하게 만든다.

안티고네의 마지막 연설 역시 세 개념 φιλια, νομος, εὐσέβεια을 중

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안티고네는 마지막 연설에서 자기 행위의 근거였

던 친족 가치에 대해 옹호하고, 구체적인 법을 제시하여 정당화하며, 이

것이 신들에 대한 경건한 행동이었음을 선언한다. 즉 이 마지막 연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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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안티고네의 행위를 둘러싼 이전의 갈등과 안티고네의 행위 동기가 반

영되어 있다. 이를 통해 안티고네의 선택과 동기는 마지막 연설에서도

일관되게 유지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 연설은 안티고네의

일관된 주장과 근거를 담고 있으므로 안티고네가 스스로 자기 운명을 이

해하기 위한 독백이 아니라, 코러스를 향한 안티고네의 응답이라 할 수

있다. 안티고네는 이미 고립된 상황이며 자신에 대한 어떠한 동감이나

연대를 포기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코러스의 지지야말로 명성(κλεος)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안티고네는 마지막 연설에서 코러스

를 향하여 논증적으로 자기주장을 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안티고네의 마지막 연설은 안티고네의 선택과 동기를 종합

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작품의 여타 부분과 일관적으로 연결된다. 또

한 이 연설은 코러스를 비롯한 무대의 모든 이들을 향해 자신의 정당한

도덕적 입장을 공적으로 확장시켜 선언하는 최종변론이기도 하다. 이러

한 고찰은 작품 외적 소통구조에서 이 연설이 관객과의 관계에서 가지는

극적 효과에 대한 논의로 진전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소포클레스, 안티고네, 일관성, 친족, 법, 경건

학번: 2009-20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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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소포클레스의 『안티고네』에서 크레온의 명령을 위반하여 산 채로 감

금되는 처벌을 받게 된 안티고네는 죽음의 동굴로 가기 전에 최종적으로

자신의 행위를 변호한다(895-928행). 이를 위해 안티고네가 폴뤼네이케

스를 매장한 동기에 대해서 다시 밝히는 부분인 904-920행은 문헌 비평

에 있어서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구절이다.1) 다음은 문제가 되는 구

절 중 일부이다.

하지만 현명한 이들이 보기에 내가 당신을 존중한 것은 옳았어요.

내가 죽은 아이의 어미였더라면 결코 이러지 않았을 테니까요.

또 내 남편이 죽어서 썩어 가고 있었다 해도,

결코 시민들의 뜻을 거슬러 이런 노고를 감당하지 않았을 거예요.

어떤 법에 근거하여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남편이 죽으면 다른 남편을 얻을 수 있고,

자식을 잃으면 다른 남자에게서 태어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어머니도 아버지도 모두 하데스에 누워 계시니,

과거에 태어난 오라비는 다시는 있을 수 없지요.

그런 법에 따라 나는 당신을 누구보다 존중했지만,

그것이 크레온에게는 잘못한 것으로, 엄청난 일을 감행한 것으로

보였던 것이지요, 소중한 오라버니여.2)

1) Jebb(1900) p. 164: “Few problems of Greek tragedy have been more

discussed than the question whether these verses, or some of them are

spurious.”

2) 소포클레스 『안티고네』의 원전번역으로 천병희(2008), 강대진(2009), 김기

영(2011)의 번역을 참조했다. 주로 강대진, 김기영의 번역을 따랐으며 필요한

경우 번역을 약간 수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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καίτοι σ᾽ ἐγὼ ᾽τίμησα τοῖς φρονοῦσιν εὖ.
οὐ γάρ ποτ᾽ οὔτ᾽ ἄν εἰ τέκν‘ὧν μήτηρ ἔφυν

οὔτ᾽ εἰ πόσις μοι κατθανὼν ἐτήκετο,

βίᾳ πολιτῶν τόνδ᾽ ἂν ᾐρόμην πόνον.

τίνος νόμου δὴ ταῦτα πρὸς χάριν λέγω;

πόσις μὲν ἄν μοι κατθανόντος ἄλλος ἦν,

καὶ παῖς ἀπ᾽ ἄλλου φωτός, εἰ τοῦδ᾽ ἤμπλακον,

μητρὸς δ᾽ ἐν Ἅιδου καὶ πατρὸς κεκευθότοιν

οὐκ ἔστ᾽ ἀδελφὸς ὅστις ἂν βλάστοι ποτέ.
τοιῷδε μέντοι σ᾽ ἐκπροτιμήσασ᾽ ἐγὼ
νόμῳ Κρέοντι ταῦτ᾽ ἔδοξ᾽ ἁμαρτάνειν

καὶ δεινὰ τολμᾶν, ὦ κασίγνητον κάρα.3)

(904-915행)

안티고네는 남편이나 아이가 죽었더라면 시민들의 뜻을 거슬러 죽음을

무릅쓰고 매장하지 않았겠지만, 어머니와 아버지가 이미 죽어 죽은 오빠

폴뤼네이케스는 대체될 수 없기 때문에 동기간의 예를 다하기 위해 매장

했다고 말한다. 이러한 안티고네의 설명은 우선 남편이나 아이보다 오빠

를 우위에 두고 있다는 점에서 현대의 독자들에게 생소하게 느껴진다.4)

또한 이러한 주장에서 추론할 수 있는 것은 친족의 예를 다하는 것, 그

자체가 안티고네가 주장하는 절대적인 원칙이 아니라는 점이다. 안티고

네의 말은 남편이나 아이의 경우라면 매장하지 않았을 것이고, 부모가

살아있거나, 다른 오빠가 살아 있었더라도 매장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이

3) 희랍어 원문은 Lloyd-Jones와 Wilson이 공동 편집한 Oxford 비판 정본

(Sophoclis fabulae, Oxford, 1990)을 따랐다.

4) Lloyd-Jones & Wilson(1990) p. 138: “but in our value-system the duties

of wife and mother so far outweigh those of a sister that it is hard to

bear that fact in m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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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안티고네에게는 남편과 아이는 아직 존재

하지 않으며, 안티고네가 그들의 존재를 가정할 만한 상황에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 남편이나 아이에 오빠의 비중을 빗대는 수

사는 불합리하다.5) 이 발언의 비논리성과 기이함은 많은 학자들로 하여

금 이 부분이 안티고네의 마지막 연설(rhēsis)6) 891-928행에 잘못 끼어

들어간 것이 아니냐고 의심하게 만들었다. Jacob에 의해 처음 905-913

행이 삽입(interpolation)된 것이라는 의견이 제출되었고, Jebb은 더 나아

가 그의 『안티고네』 편집본에서 904-920 행까지를 나중에 잘못 삽입된

것으로 간주하였다.7) 그러나 최근의 문헌 비평가들은 대부분 이 구절을

5) 헤로도토스의 경우와 비교할 때 안티고네의 논증은 더욱 불합리하다. 헤로도

토스 『역사H istories』 3권 119절에서 인타프레네스의 아내도 같은 논증을

사용하지만, 안티고네의 경우와 분명한 차이가 있다. 인타프레네스 아내는 자

신의 선택에 가족들의 목숨이 걸려있지만 안티고네에게는 목숨을 살려야할

가족이 없으며 오빠도 이미 죽었다. 안티고네는 어머니도 아내도 될 수 없지

만 인타프레네스의 아내는 실제로 누이이자 어머니이며 아내이다. 이런 측면

에서 안티고네의 상황은 이 추론과 관련 없는 것이 된다. 두 작품의 해당부

분의 통사적 유사성에 대해서는 Rösler(1992) 참조. 헤로도토스의 『역사』가

소포클레스의 『안티고네』보다 나중에 출판되었으나, 헤로도토스의 해당부

분을 소포클레스가 인용한 것이라는 데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한다. 두 작

가와 관련된 역사적 사실들과 헤로도토스와 소포클레스의 상호텍스트성에 대

해서는 West(1999) 참조.

6) 레시스(rhēsis)란 확장된 발화로 인물이 논증을 하거나, 정보를 제공하거나,

숙고하는 수단이다. 이 발화는 무대 위의 다른 인물에게 전달되거나 인물 자

신에게 말하는 것이 된다. Halleran(2006) p. 170 참조

7)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삽입된 부분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약간의 차이

가 있다. Jacob(1821)은 905-913행을 삭제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Jebb을 비

롯하여 Lehrs, Schmid, Müller는 904-920행을 삭제한다. Jebb에 따르면

905-913행만 제외시킬 경우, 자기 정당화의 서언 성격을 가지는 904행 다음

에 914행이 바로 뒤따라 나오기 때문에 904행과 914행 모두 의미가 약화되지

만, 903행과 921행의 연결할 경우 잘 들어맞는다. 그래서 Jebb은 904-920행

을 삭제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본다. Jebb(1900) pp. 260-26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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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입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Kamerbeek은 이 구절이 원래 삽입이 아니

라 소포클레스가 쓴 것이라고 말하고, Lloyd-Jones 와 Wilson, Griffith

도 그들의 편집본에서 이 부분을 삽입으로 다루지 않고 있으므로 이 부

분의 문헌적 근거8)에 의한 삽입문제는 일단락된 것처럼 보인다.9)

문제는 이 부분의 삽입 문제가 제기되는 맥락이다. 문헌학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이 부분이 『안티고네』를 해석하는 데 모순을 발생시키

기 때문에 삽입이라 여겨진다는 점이다. 삽입에 대한 텍스트 내적 증거

의 필요성을 강조한 괴테의 지적은 이런 삽입설의 관점을 잘 보여준다.

괴테는 에커만과의 대화 중 소포클레스의 비극에 대해 논의하면서 이 부

분의 저자가 과연 소포클레스였겠느냐고 묻는다.

『안티고네』에는 내가 언제나 오점으로 여기는 구절이 하나 있는

데, 나는 어떤 유능한 문헌학자가 나타나서 그 구절이 나중에 삽입

된 것이며 소포클레스가 쓴 것이 아니라는 점을 밝혀주었으면 하고

바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네. 다름 아니라 작품을 보면 여주인공

은 자신의 행동의 정당성을 당당하게 밝히고 순순하기 그지없는 영

혼의 고귀한 용기를 보여주지. 그러고 나서 마지막으로 죽음에 임

박해서 자기 행동의 동기를 입에 올리는데, 그게 완전히 잘못된 것

이어서 거의 희극적이기까지 하다네. [...] 이 구절은 내 느낌에 따

르자면 죽음을 목전에 둔 여주인공의 비극적인 정서를 드러내어야

하는데 오히려 혼란스럽게만 만든다네. 어투가 너무 부자연스럽고

지나치게 계산된 발언을 한다는 인상을 주니 말일세. 앞서 말했다

시피 나는 유능한 문헌학자가 나타나서 그 구절이 진본이 아니라는

8) 이 부분이 삽입이라는 주장의 문헌적 근거는 Jebb(1900) p. 165 참조.

Lloyd-Jones는 이러한 문헌적 근거가 완전히 주관적이라고 지적한다.

Lloyd-Jones & Wilson(1990) p. 138 참조.

9) Kamerbeek(1978), Lloyd-Jones & Wilson(1992), Griffith(1999)에서 904-920

행의 텍스트 편집과 criticus apparatus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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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을 입증해 주었으면 하고 바랄 뿐이네.(1827년 3월 28일)10)

괴테는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를 제기한다. 첫 번째는 이 구절에서 안티

고네가 제시하는 그녀의 행동 동기가 잘못된 것이며, 두 번째는 안티고

네 발언의 계산성이 그녀의 비극적 감정을 표현하는 데 방해가 된다는

것이다. 즉 다른 장면이 보여주는 안티고네의 행동과 성격이 이 구절이

드러내는 바와 엇갈리고 모순되어 일관적인 해석이 가능하지 않으므로,

소포클레스가 쓴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부분의 비일관성을 지적하는 해석을 더 자세히 살펴보겠다. 먼저

안티고네가 여기서 자기행동의 동기로 제시하는 법(908행, 914 행 νόμο

ς)과, 크레온과의 대립 장면에서 자기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제시한

신들의 법(454 행-455행 ἄγραπτα κἀσφαλῆ θεῶν νόμιμα)이 일관성이

없다는 점이 문제가 된다. 젭은 안티고네가 “450-460 행에서 내세웠던 신

적인 법의 보편적 유효성이 905-907행에서 나타나는 제한적 조건과 조

화될 수 없다”고 본다.11) 이 구절에서 안티고네가 하는 말을 받아들인다

면 “안티고네는 극 전반에 걸쳐 그녀의 행동의 확고부동한 토대였던-신

적인 법의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효력을 갑자기 단념하며”12) 죽은 자에

대한 매장의 의무를 여기에서는 포기한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다.

크레온과의 대립에서 신들의 법을 원칙으로 고수하던 모습은 안티고네

10) 에커만(2008) pp. 133-134.

11) Jebb(1900) p. 164: “The general validity of the divine law, as asserted in

450—460, cannot be intelligibly reconciled with the limitation in vv. 905—

907.”

12) Jebb(1900) p. 259: “She suddenly gives up that which, throughout the

drama, has been the immovable basis of her action,- the universal and

unqualified validity of the divin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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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불복종에 영웅적 의미를 부여하는 중요한 요소였다. 따라서 이 원칙

의 포기는 신들의 법의 대변자로서 영웅적으로 죽음을 맞는 순교자와 같

은 안티고네의 모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런 문제제기는 자연

스레 안티고네 성격의 형상화 문제로 연결된다. 즉 이 시점에서 안티고

네가 계산적 발언을 하는 게 그녀의 비극적 역할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지적이 바로 그것이다.13) Whitman 은 안티고네가 “자신이 옳다는 것을

의심한다는 증거가 전혀 없는데 갑자기 연설 중간에 냉철한 언어로 남편

과 자식, 오빠에 대한 상대적인 가치에 대해 추론”하면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은 안티고네 캐릭터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부분이라고 지

적하며 이 부분이 “배우에 의해 삽입된 것”이라고 주장한다.14)

안티고네 캐릭터의 비일관성은 해당 대목의 삽입설을 지지하지 않는

학자들에 의해서도 공통적으로 지적된다. 해당 대목이 삽입되지 않았다

고 본다면, 이전의 주장과 모순된 주장을 하는 안티고네라는 캐릭터 자

체가 일관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비난을 피하기 쉽지 않다. Knox는

Jebb의 비판을 인용하면서 안티고네가 이 부분에서 “하계의 신들의 대

변자가 되기를 포기하고 있다”고 인정한다.15) 안티고네가 앞에서 자신의

13) 반면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는 『수사학Rhetorica』에서 “믿기 힘든

것(ἄπιστον)”을 주장할 때에는 이에 대한 적절한 동기를 덧붙여야 한다고 말

할 때 이 부분을 그러한 논증의 한 형태로서 언급한다. 안티고네가 남편과

아이보다 오빠를 선택하겠다는 주장은 “믿기 힘든 것(ἄπιστον)”이지만, ‘대체

불가능성’이라는 납득할만한 동기가 제시되므로 이 논증은 설득력이 있다고

설명한다. 『수사학Rhetorica』 3권 16절 1417a32-3 참조.

14) Whitman(1951) p. 92: “There is no evidence that she doubts her

rightness. Suddenly, however, in the midst of this speech, she begins to

reason, in cold-blooded terms, about the relative value and availability of

husbands, brothers, and sons ... A more disillusioning passage could

scarcely be imagined, but fortunately it can be safely rejected as spurious.

No more glaring example of an actor’s interpolation exists in ancient

trage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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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근거로 제시했던 바를 여기에서는 단념하는 비일관성을 보인다는 것

이다. 따라서 이런 관점에서는 안티고네의 비일관성을 해석하기 위해 죽

음에 임박한 안티고네가 절망적 상황에서 “궤변”을 펼치는 것이라고, 즉

비논리적인 근거를 대는 것이라 설명할 수밖에 없다.16)

이와 같이 『안티고네』 904-920 행의 삽입논란은 극중 인물의 일관성

과 관련된 대표적인 대목으로, 삽입 여부를 떠나서 안티고네라는 인물과

작품을 해석하는 데 중요한 부분이다.17)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삽입의

여부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이 문제로부터 제기되는 해석의 논의에 초

점을 맞춰 작품을 읽고자 한다.18) 안티고네의 마지막 대사19)는 안티고네

15) Knox(1964) p. 105: “Hades desires the burial of a husband and a child

just as much as that of a brother. She has for the moment ceased to

speak as the champion of the gods below.”

16) Kitto(1952) p. 127. Blundell(1989) p. 133, Gellie(1972) p. 47.

17) 해석학적 고려와 문헌비평학적 고려와 무관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

의 일관성 여부와 소포클레스의 진작 여부는 별개의 문제가 될 수 있다. 이

두 문제 사이에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이다. 먼저 이 부분이 일

관성이 없다고 해서 소포클레스가 쓴 것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소포클레

스가 비일관성을 의도했을 수도 있으며, 또는 비일관성이 의도하지 않은 실

수의 결과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부분이 일관성이 있다는 경우 소포클레

스의 저작이라는 가능성이 가장 커지기는 하지만, 후대에 이 부분이 삽입되

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다.

18) 필자는 이 부분이 소포클레스에 의한 것이라는 입장을 지지한다. 안티고네

의 성격과 대사, 작품의 플롯의 구성에는 소포클레스가 의도한 일반 원리가

있으며 이 부분이 그러한 원리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부분

이 삽입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지지해주는 문헌적 근거들은

Neuburg(1990) pp. 59-62 참조. 희랍 비극 문헌은 배우들에 의한 삽입이 매

우 많이 일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삽입 문제가 많이 제기된다. 이

에 대해서는 West(1973) p. 16 참조. 그런데 삽입 문제와 그 내용의 적절성

문제는 관련될 수는 있지만 서로 필연적인 관계에 있지는 않다. 내용이 이상

하거나 모순된다고 해서 삽입된 것이라 주장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게다가

삽입의 경우 보통 내용의 이해를 더 매끄럽게 해주는 경우가 훨씬 많으므로,

더 어려운 독해가 더 우월하다는 원비평의 원칙(lectio difficilior potior)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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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비일관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흔히 해석되지만, 본 논문에서는 이 연

설에서 안티고네의 입장이 변함이 없이 나타나므로 안티고네의 일관성을

보여준다고 해석할 것이다. 이를 위해 1장에서는 안티고네의 성격과 행

위의 추동력을 표현해주는 세 가지 개념 친애관계(φιλια, philia), 법(νομ

ος, nomos), 경건(εὐσέβεια, eusebeia)20)을 기준으로 안티고네의 마지막

장면 이전까지 안티고네의 태도와 인물들 사이의 갈등을 살펴볼 것이다.

이 세 개념에 대한 다른 관점들은 갈등의 원인이 되며, 이러한 갈등의

전개를 통해 안티고네의 선택과 동기가 드러난다. 2 장에서는 1장에서

살펴본 세 개념을 중심으로 마지막 연설이 구성되며, 안티고네의 주장이

마지막 연설에서도 일관되게 유지된다는 것을 확인할 것이다. 그래서 마

지막 연설은 안티고네가 자기주장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최종변론이다.

그러나 안티고네의 선택과 동기에 일관성이 있다는 주장이 곧 안티고

네에게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다. 실제로 소포클레스

의 작품들 중 등장인물이 『안티고네』와 마찬가지로 앞 장면에서와는

상반된 모습을 보이는 듯한 부분들이 있는데,21) 그 중 이른바 ‘위장발언

(deception speech)’으로 불리는 아이아스의 연설에서도 아이아스는 이전

라서 더 평이한 단어나 구절은 비평의 선택에서 제외된다. 그렇다면 이 부분

의 경우 이러한 원칙과도 맞지 않는 방식으로 삽입 문제가 제기되었다고 할

수 있다.

19) 안티고네의 마지막 발화는 929-943행에 해당하는 대사이고 895-928행은 그

직전의 대사이지만, 편의상 논의의 대상인 895-928행을 마지막 대사 혹은 마

지막 연설이라고 부르겠다.

20) 한국어 번역은 이 단어들이 가지는 여러 의미를 모두 포함하지 못하므로

이후의 논의에서는 희랍어로 표기한다.

21) 『아이아스Ajax』 646-692행, 『트라키스 여인들Tracinniai』 436-469행,

『필록테테스Philoktetes』 895-920행 참조. 다른 작품들의 경우 언급된 부분

이 삽입되었다는 의혹이 제기 되지 않으며 작품 안에서 인물의 상반된 모습

을 이해하고자 한다. 각 장면들에 대한 설명은 Kirkwood(1958) pp. 157-16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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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면에서 보여주던 모습과 상반된 모습, 즉 이전에 자신이 역설하던 세

계관을 단념하고 새로운 가치체계를 받아들여 자살을 포기하는 것처럼

보이는 모습을 보여준다.22) 그러나 이것은 자신을 둘러싼 세계에 대한

달라진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지 자기결정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 이러

한 이해를 바탕으로, 안티고네의 경우도 비슷한 방식으로 해석할 가능성

이 있다.23) 극의 진행과정에서 안티고네는 다른 인물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상황에 대한 판단이 달라지는 것을 보여준다. 안티고네의 마지막

연설이 안티고네가 앞선 장면에서 했던 말들과 어긋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도 여기에 있을 것이다. 요컨대, 안티고네가 자신의 선택을 주장하는

데에는 일관성이 있으나 상호작용의 과정에서 코러스에 대한 판단의 변

화가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작품을 해석하고자 한다.

22) 위장발언으로 불리는 부분은 『아이아스』 646-692행이다. 이에 대해서는

White(2006) pp. 185-189 참조.

23) Kirkwood(1958) p. 88: “we may for the present notice that it is in its

general effect not unlike the changes of Ajax and Deianei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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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본 론

1. 안티고네의 선택과 동기

『안티고네』는 안티고네가 크레온의 포고령을 위반하고, 죽은 오빠

폴뤼네이케스를 매장하기로 결심한 지점에서 시작한다. 작품에서 갈등의

중심은 폴뤼네이케스의 매장 문제와 안티고네의 불복종이다. 매장 문제

는 희랍 문학의 주요 소재로, 희랍사회에서 죽은 자를 매장하는 것은 기

본적인 윤리이며, 죽은 자가 적이라고 해도 시체를 훼손하는 것은 신들

의 분노를 불러일으킬 정도의 비윤리적 일이었다. 이러한 관점은 호메로

스의 서사시 『일리아스』 24권에서 아킬레우스가 헥토르의 시체를 훼

손한 것에 대해 신들이 노여움을 드러내는 부분에서 잘 나타난다. 헥토

르가 적이며 아킬레우스의 동료들을 죽였다는 것은 여기서 시체훼손의

정당한 이유가 되지 못한다. 죽은 자에게 적절한 장례를 치러 주는 것이

신들의 정의에 따르는 일이기 때문이다. 또한 소포클레스의 비극 『아이

아스』에서도 메넬라오스와 아가멤논 대(對) 테우크로스와 오뒷세우스

사이에 아이아스를 매장하는 문제에 대한 허용 여부를 두고 논쟁이 벌어

지지만, 여기에서도 죽은 자를 매장하는 일이 신들의 법에 따르는 것이

라는 주장이 우세하다.24)

『안티고네』 역시 매장 문제라는 소재를 가져와 작품의 주요한 소재

로 삼지만, 여기에서는 단순히 매장 문제 자체의 윤리성을 따지는 것을

넘어서서, 윤리성을 도시의 구성원으로서의 의무와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의 의무로 구분한다는 특징이 있다. 일상적 상황이라면 죽은 자와 가장

24) 소포클레스, 『아이아스』, 1047-1184행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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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친족 중 남성인 크레온이 폴뤼네이케스의 매장을 수행해야 하며,

안티고네가 이 매장을 하는 것 역시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크레온

이 도시의 안위를 위해서 폴뤼네이케스의 매장을 금지하는 포고령을 내

렸기 때문에, 또 다른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다.25) 즉, 『안티고네』의 쟁

점은 도시가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도시의 이해와 충돌하는 가족의

의무를 어떻게 할 것인가이다.

갈등의 애초의 시작은 폴뤼네이케스와 에테오클레스의 권력다툼이었

다. 두 형제는 왕위를 교대로 차지하기로 했으나 에테오클레스가 이 약

속을 어기자 폴뤼네이케스는 불만을 품고 전쟁을 일으켰다. 폴뤼네이케

스가 전쟁을 일으킨 것은 그가 왕권과 관련하여 부당한 일을 당했다는

이유때문이라고 해도, 공동체의 입장에서 볼 때 폴뤼네이케스는 도시에

반역을 꾀한 배신자이다. 게다가 테바이에 대항하여 적을 몰고 온 폴뤼

네이케스 때문에 이 공동체는 전쟁이라는 위험한 상황을 겪었다. 그래서

이 전쟁의 결과로 도시의 수장이 된 크레온은 폴뤼네이케스를 조국과 조

국의 신들을 배반한 자라고 판단하여 매장금지령을 내린다. 이러한 크레

온의 관점에서 안티고네의 행동은 도시를 공격한 배신자 폴뤼네이케스를

매장한 것이므로 도시에 반하는 불복종이다. 반면, 안티고네의 선택은 기

본적으로 혈족에 대한 의무에서 기인한 것으로, 안티고네의 시각에는 정

당한 일이다. 죽은 오빠 폴뤼네이케스는 도시에 적을 몰고 온 배신자이

기 이전에 안티고네에게는 피로 맺어진 혈족이며, 혈족 사이에 매장은

당연한 의무인 동시에 신들의 법을 따르는 것이다.

이런 입장을 취하는 안티고네와 크레온, 이스메네, 코러스는 각각 다른

입장을 개진하는데, 이런 충돌이 일어나는 것은 이들이 하나의 개념에

25) 아테네의 법은 아티카 땅에 배신자를 매장하지 못하도록 했다. 대신에 시신

을 내다버리는 장소가 도시 밖에 지정되어 있었다. Ostwald(1986) p. 151 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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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각자 다르게 정의하고 다른 태도를 취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충돌

을 안티고네의 선택과 근거의 기준이 되는 φιλια, νομος, εὐσέβεια의

관점에서 고찰해볼 수 있다. 이를 위해 먼저 각 개념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희랍어 φιλος라는 말은 가정(οἶκος, oikos)

이라는 하나의 공동체에 속한 구성원이라는 뜻에서 기원한다. 이 단어는

한정적인 의미로 ‘자기 자신에 속한’, 그리하여 ‘친애하는’, ‘소중한’과 같

은 의미의 형용사로 사용되며, 이런 뜻을 바탕으로 ‘혈족’, ‘친족’, ‘친구’

를 의미하는 명사로 사용된다. 이런 φιλος(philos)들 사이에 성립하는 관

계가 φιλια이며 이것은 서로를 φιλος로 인식하는 자들 사이의 상호적

인 의무 관계를 뜻한다. 이러한 것이 φιλος와 φιλια의 통상적인 의미

로, 안티고네도 이런 맥락에서 이 단어들을 사용한다. 반면 크레온은 전

통과는 다른 방식으로 φιλια를 정의한다. 크레온은 도시 공동체의 이득

과 관련해서만 이 단어를 정의하고, 이러한 정의는 안티고네가 사용하는

‘혈족’, ‘친족’의 의미와 충돌하게 된다. νομος 역시 하나의 개념에 복수

의 정의가 존재한다.26) ‘법’, ‘제도’, ‘관습’ 등으로 쓰이는 이 단어는 안티

고네에게는 ‘혈족의 관습’이자 ‘신들의 정의’를 바탕으로 한 법이지만, 크

레온에게는 ‘도시의 안전을 위한 인간의 법’이다. εὐσέβεια의 경우도 그

러하다. σέβω는 ‘경배하다’, ‘존중하다’라는 의미를 지니는 동사로 주로

신에 대해 공경을 표할 때 사용되는 단어이다. 그러므로 이 동사의 명사

형태인 εὐσέβεια는 ‘신을 적절한 방식으로 존중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

지만 이 작품에서도 나타나듯이 εὐσέβεια가 단지 신에 대한 존중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더 확장된 의미로, 죽은 자와 부모에 대한 존경을

비롯하여 크고 작은 의무 관계의 존중을 뜻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개념

역시 여러 맥락에서 사용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εὐσέβεια는

26) Vernant & Vidal-Naquet(1990) p.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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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εὐσέβεια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27)

한 개념에 대한 상이한 정의의 충돌은 안티고네의 선택을 둘러싸고 일

어나는 세 번의 대립에서 잘 나타난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Foley가 지

적한 바와 같이, 안티고네가 각각 다른 “청중”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극에서 폴뤼네이케스를 매장하는 자신의 선택에 대한 안티고네의

세 번에 걸친 설명과 변호는 각각 기본적으로는 동일한 내용이지

만, 연설의 대상인 세 명의 다른 청중, 즉, 이스메네, 크레온, 코러스

를 정확히 겨냥하고 있다.

Each of Antigone’s three explanations and defenses of her choice

to bury Polyneices in the play, although fundamentally the same

in content, are aimed precisely at the different audiences she is

addressing: Ismene, Creon, and finally the chorus.28)

각각 다른 청중-이스메네, 크레온, 코러스-을 겨냥하여 그들에게 적절한

말을 하기 때문에 모든 상황을 지켜보는 독자의 관점에서 안티고네의 자

기변호와 설명은 얼핏 보기에 일관성이 없어 보일 수 있다. 즉 각 장면

에서 자신이 목적한 바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기 때문에 안티고

네의 연설 내용은 조금씩 달라진다. 그러므로 우리는 안티고네의 연설의

의도와 의미를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 안티고네와 다른 인물들이 상호

작용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29) 안티고네는 이스메네에게 함께 행동

할 것을 제안하지만 거부당하고, 크레온과는 모든 면에서 대립하며, 감정

적 공명을 기대했던 코러스로부터는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또한 이

27) Griffith(1999) pp. 39-40.

28) Foley(2001) p. 173.

29) Kirkwood(1986) p. 31-3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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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작용의 과정에서 안티고네의 자신을 둘러싼 상황에 대해 의심하게

된다. 근본적으로 안티고네의 선택은 변하지 않지만, 상대인물과 상황에

대한 판단은 달라진다는 것이다. 특히 코러스로 대변되는 시민들의 의견

에 대한 판단의 변화로 인해 안티고네는 이제까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말

하는 것이다.

1.1. 이스메네와의 대립

이 장면에서 안티고네는 이스메네에게 함께 행동할 것을 제안하는데,

이스메네가 거부하자 안티고네는 φιλια의 관점에서 자기행동의 필요성

을 설명하고 정당화한다. 그러나 이스메네에 대한 안티고네의 인식이 φι

λη에서 ἐχθρα로 변하면서 안티고네는 이스메네와의 φιλια에 대해 실

망한다.

안티고네는 이스메네를 자신의 “또다른 자아”30)라고 상정하고, 그녀와

의 대화에서 자신이 중시하는 가치의 중요성을 역설한다. 안티고네는 이

스메네가 자신과 같은 입장에 서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스메네와의

대화에서 φιλια를 강조한다. 이러한 안티고네의 관점은 첫 번째 대사에

서 잘 드러난다.

한 배에서 태어난 자매 이스메네의 머리여,

ὦ κοινὸν αὐτάδελφον Ἰσμήνης κάρα,

(1행)

“κοινός”는 ‘공통된, 공유하고 있는’의 의미로, 여기서는 안티고네와 이스

메네가 공유하고 있는 모든 것을 지시한다. 두 자매는 오이디푸스의 딸

로, ‘같은 피’를 공유하고 있으며, 이어지는 대사(2-6행)에서 안티고네가

30) Foley(2001) p.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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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하고 있듯이, 집안의 불행, 그로 인한 고통과 불명예를 공유하고 있

다. 이 고통과 불명예는 이스메네가 자세히 설명하는 것처럼, 아버지 오

이디푸스와 어머니 이오카스테의 근친상간과 죽음, 에테오클레스와 폴뤼

네이케스의 상호살해이다. 이제 저주받은 가족 중 남은 자는 안티고네와

이스메네 뿐이다. 즉 이 두 자매의 관계는 불행한 운명을 공유하고 있다

는 점에서 비롯하는 φιλια를 바탕으로 한다.

다음에 등장하는 단어 “αὐτάδελφος”가 이 자리에 쓰인 것은 여러 측

면에서 의도적이다. 우선 이 단어는 ‘형제’를 뜻하는 ‘ἀδελφός’에 접두사

αὐτ-가 붙어 그 의미가 더욱 강조된 단어로 명백하게 시적 목적을 지닌

합성어이다. 우선 사전의 정의에 따르면, 이 단어는 형제나 자매의 의미

로 모두 사용될 수 있다. 이 첫 번째 행을 젭은 “Ismene, my sister, my

own dear sister(이스메네, 나의 자매여, 나의 소중한 자매여)”라고 해석

하고 로이드-존스는 “my own sister Ismene, linked to myself(나와 한

핏줄인, 나의 자매 이스메네여.)”라고 해석한다. 이렇게 강조된 형태로

부르고 있다는 사실은 자매의 유대를 상기시키는 것이다. 그런데 작품

안에서 동일한 단어가 503행, 696행에 등장할 때31), 이것이 둘 다 폴뤼

네이케스를 지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 이 단어의 사용이 단순히 두

자매의 유대를 강조하는 것 이상의 의도를 지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Loraux는 “αὐτάδελφος”를 문자 그대로 “tu es ma chère tete

fraternelle, Ismene.(소중한, 형제 이스메네의 머리여)”라고 해석해야 한

다고 말한다.32)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αὐτάδελφος”의 의미는 단순히

자매의 유대를 나타내는 것을 넘어서, 두 자매가 매장의무를 수행해야하

는 폴뤼네이케스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안티고네의 모든 주의는 매장되지 못한 폴뤼네이케스로 향하고 있다는

31) 503행 “αὐτάδελφον”, 696행 “αὐτάδελφον”

32) Loraux(2002) p. 2, n.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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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이 작품의 시작에서부터 제시된다. 즉 안티고네가 이스메네를 부르

는 첫 번째 대사가 보여주는 것은 안티고네가 가진 혈족 폴뤼네이케스에

대한 의무와 헌신이다.

안티고네가 이스메네에게 크레온의 포고령을 전달할 때, 안티고네가 ν

ομος에 대해 가진 생각이 드러난다. 안티고네에 따르면 크레온이 에테

오클레스의 시신은 “정의와 법도(24 행 χρήσει δικαίᾳ καὶ νόμου)”에 따

라 “명예롭게(22 행 τὸν μὲν προτίσας)” 했지만, “폴뤼네이케스의 시신은

매장과 애도를 금지하고(27-29 행 τὸ μὴ/ τάφῳ καλύψαι μηδὲ κωκῦσαί 
τινα,/ ἐᾶν δ᾽ ἄκλαυτον, ἄταφον)”, “개와 새들의 먹이가 되게 하여

(29-30 행 οἰωνοῖς γλυκὺν/ θησαυρὸν εἰσορῶσι πρὸς χάριν βορᾶς.)”,

“모욕했다(22 행 τὸν δ᾽ ἀτιμάσας ἔχει).” 24 행에서 안티고네가 νομος라

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안티고네의 관

점에서 νομος란 죽은 자를 적절히 매장하는 것이라는 점이다. 에테오클

레스는 이 법에 맞게 장례가 치러졌으나, 폴뤼네이케스의 경우에는 그렇

지 않았으므로 안티고네는 이에 따라 그의 장례를 행하고자 한다. 그래

서 안티고네는 φιλια를 근거로 이스메네에게 자신과 함께 매장할 것을

제안하며 즉석에서 결단을 내리기를 요구한다. 이스메네가 자신과 같은

입장에 있으므로 설득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안티고네는

“나의 이 손과 함께 시신을 들어 올리자(43행 εἰ τὸν νεκρὸν ξὺν τῇδε 

κουφιεῖς χερί.)”고 이스메네에게 제안하면서 단순히 시체를 수습하고

애도하는 것이 아니라 매장을 직접 실행하고자 한다.33)

33) 희랍의 장례의식은 시체를 씻고 옷 입히는 입관준비인 προθεσις, 시체를

매장할 곳으로 가져가는 ἐκφορα, 마지막으로 무덤에서의 헌주로 이어진다.

여기서 προθεσις와 헌주는 가족 안에서 여성에 의해 수행되는 것들이다. 즉

희랍사회에서 전통적으로 남성이 물리적인 힘을 필요로 하는 매장을 담당했

으며 여성의 역할은 시신의 수습과 애도에 한정되었다. 하지만 안티고네는

크레온이 거부한 남성의 역할인 매장까지 직접 실행하려는 것이고 이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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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스메네의 거부는 두 인물 사이의 극명한 대조를 드러낸다.

동일한 상황에 처한 두 인물이지만 안티고네는 혈족의 매장을, 이스메네

는 통치자에게 복종하는 것을 선택하기 때문이다. 안티고네는 신을 무서

워하는 반면에 이스메네는 정치권력을 무서워하기 때문에 다른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스메네는 안티고네의 제안을 거부하는 근거로 도시

의 관점을 제시한다. 그런데 이스메네의 말에 따르면, 폴뤼네이케스 매장

은 “도시에 포고령으로 금지된(44 행 ἀπόρρητον πόλει)”34) 것이며, “크

레온이 금지한(47행 Κρέοντος ἀντειρηκότος)” 것이고, “시민들의 의지

를 거슬러서 행동하는(79 행 τὸ δὲ βίᾳ πολιτῶν δρᾶν)” 것이다. 여기서

이스메네는 거부의 근거로 도시의 관점을 제시하면서 도시의 뜻과 크레

온의 명령, 그리고 시민의 의지를 구별하지 않는다. 이스메네의 언급에서

는 크레온이 마치 시민들로 구성된 도시 공동체의 뜻을 대변하는 것으로

간주된다.35) 안티고네는 이스메네의 반론에 대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

기 때문에 안티고네가 도시와 시민들의 의지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는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이어지는 대사를 통해서 크레온

의 포고령과 시민들의 뜻을 동일시하지 않는다는 점이 분명해진다.

이스메네와 안티고네는 크레온의 포고령과 νομος의 관계에 대해서도

다른 태도를 보여준다. 이스메네는 “법을 위반하여 왕의 결정이나 권력

을 넘어선다면(59-60 행 εἰ νόμου βίᾳ/ψῆφον τυράννων ἢ κράτη παρέξι

서는 이스메네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스메네가 거부함으로써 안티

고네가 처음 계획했던 매장행위는 그 실행이 불가능해진다. 여자 혼자서 남

자의 물리적인 힘을 필요로 하는 매장을 실행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34) 이 구문은 ‘도시에 금지된 일’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πολει”를 능동적

의미의 여격으로 해석하면 ‘도시에 의해 금지된 일’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두 번째 해석은 통치자의 명령과 도시의 의지를 동일화한다.

35) 하지만 크레온이 정말 도시 공동체의 의견을 대변하는지, 아니면 단지 독재

자인지는 명확히 제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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μεν.)” 비참한 죽음을 맞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데, 이렇게 “법”을 “왕의

결정”, “권력”과 구별하지 않는 이스메네의 말은 안티고네의 말과 대조

된다. 안티고네는 크레온의 포고령을 결코 νομος로 표현하지 않고 “포

고령(κήρυγμα)”, “포고하다(κηρύσσω)36)”라는 단어만 사용함으로써 크레

온의 명령을 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37) 그런데 이스메네는 “이 일은 억

지로 하는 것이므로(66행 ὡς βιάζομαι τάδε)”, “땅속에 계신 분들에게

양해해달라고 간청(65-66행 ἐγὼ μὲν οὖν αἰτοῦσα τοὺς ὑπὸ χθονὸς/ ξ

ύγγνοιαν ἴσχειν)할 것”이라는 언급을 통해서, 크레온의 명령이 법이기

때문에 어길 수는 없는 것이라서 복종하지만, 그 정당함까지 인정하는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메네는 혈족에 대한 의

무보다, 법의 지위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되는 통치자의 명령을 우위에

둔다.

이스메네의 거부에 대항하여 안티고네는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한다.

안티고네에게는 이런 일을 하고 죽는 것이 명예로운 일이며, 친족의 의

무를 다하는 것이고, 신들을 존중하는 것이다. 다음은 이스메네의 거부에

대한 안티고네의 자기변호이다.

나는 네게 명령하지 않을 거고, 앞으로 네가 하고 싶다

해도 함께 하는 걸 달가워하지 않을 거다.

좋은 대로 하렴. 하지만 나는 오빠의 시신을

묻겠어. 그런 일을 하고 죽는다는 건 명예로운 일이지.

누이로서 그의 곁에 누울 거야. 오빠의 곁에,

경건한 일을 하고도 범죄자가 된 채. 이곳에 있는 자들보다

아래 계신 분들의 마음에 들어야 할 시간이 더 기니까.

36) Griffith(1999) p. 122

37) 8행 “κήρυγμα”, 27행 “ἐκκεκηρῦχθαι”, 32행 “κηρύξαντ᾽ ἔχειν”, 34행 “προκ

ηρύξοντα”, 87행 “κηρύξῃ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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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거기 영원히 누워 있어야 할 테니 말이야.

하지만 너는, 그쪽이 더 좋아 보인다면,

신들께 바칠 명예는 무시하고 지내렴.

οὔτ᾽ ἂν κελεύσαιμ᾽ οὔτ᾽ ἄν, εἰ θέλοις ἔτι

πράσσειν, ἐμοῦ γ᾽ ἂν ἡδέως δρῴης μέτα.

ἀλλ᾽ ἴσθ᾽ ὁποῖά σοι δοκεῖ, κεῖνον δ᾽ ἐγὼ
θάψω· καλόν μοι τοῦτο ποιούσῃ θανεῖν.
φίλη μετ᾽ αὐτοῦ κείσομαι, φίλου μέτα,

ὅσια πανουργήσασ᾽. ἐπεὶ πλείων χρόνος

ὃν δεῖ μ᾽ ἀρέσκειν τοῖς κάτω τῶν ἐνθάδε.

ἐκεῖ γὰρ αἰεὶ κείσομαι· σοὶ δ᾽, εἰ δοκεῖ,
τὰ τῶν θεῶν ἔντιμ᾽ ἀτιμάσασ᾽ ἔχε.

(69-77행)

“여자로 태어났으니 남자들에게 대항해 싸울 수 없다(61-62 행)”는 이스

메네와 달리, 여성으로서의 한계를 넘어서는 안티고네는 자기 행위의 정

당성을 남성적 명예에서 찾는다. 안티고네가 “그런 일을 행하고 죽는다

는 것은 아름다운 일(καλόν μοι τοῦτο ποιούσῃ θανεῖν)”이라고 말할

때, “καλον”은 강력한 도덕적 판단을 내포하는 단어로서 나라를 위해 싸

우다가 죽는 전사의 언어에 적합한 것이다.38) 즉 이러한 언어의 선택은

남성이 전투를 통해 얻게 되는 명예라는 가치를 통해 안티고네가 자신의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39) 또한 안티고네가 자신의 행위

를 명예로운 일로 여긴다는 것은 자신의 행위가 공동체로부터 인정받고

38) Bernadete(1999) p. 11.

39) 남성적 영웅의 가치를 대변하는 단어들은 안티고네의 행위를 묘사하는 데

에 자주 사용된다: 97행, 557행 “καλῶς”, 5행 “αἰσχρὸν”, “ἄτιμόν”, 22행 “ἀτι

μάσας”, 25행 “ἔντιμον”, 77행 “ἔντιμ᾽ ἀτιμάσασα”, 502행 “κλεος”, 695행 “εὐ
κλεεστάτων” 참조.



20

칭송받을 일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이를 통해 안티고네

가 크레온의 포고령과 시민들의 뜻을 구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안티고네는 시민들은 매장행위를 옳은 것으로 여긴다는 전제하에, 자신

을 지지할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는 것이다. 안티고네의 이런 언급은 이

스메네가 도시의 법도를 이유로 안티고네의 결정에 반대하는 데 대한 암

묵적 항변이라고 할 수 있다.

안티고네는 이스메네에게 제안할 때와 마찬가지로 자기 행위를 정당화

할 때에도 φιλια의 유대를 강조한다. 73행에서 “φίλη”, “φίλου”를 두

번 반복하는 것은 이러한 의도를 담고 있다. 80 행에서 “가장 소중한 오

빠(ἀδελφῷ φιλτάτῳ)”라는 표현도 마찬가지이다. 이 부분은 안티고네가

폴뤼네이케스에 대해 가지는 깊은 애정을 드러내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한다.40) 하지만 안티고네는 폴뤼네이케스에 대한 개인적인 사랑이라기보

다는, 가족의 의무에 의해 행동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어떠한 개인적인

기억이나, 친근함, 특별함의 의미가 담겨있지 않다.41) 그리고 안티고네가

행위의 기반으로 삼고 있는 혈족에 대한 헌신과 의무는 신적 규율의 표

현이다.42) 이것은 안티고네가 자신의 행위 근거로 삼고 있는 것이 신에

대한 존중이라는 데에서 잘 나타난다. 안티고네는 자신의 행동을 “신들

이 존중하는 일(77행 τὰ τῶν θεῶν ἔντιμα)”이자 “경건한 범죄(74 행 ὅσ

ια πανουργήσασα)”라고 표현한다. 즉 안티고네는 자신의 행동이 신들의

관점에서는 옳은 일이지만 포고령을 내린 크레온과 같은 입장의 관점에

서는 불복종이며 범죄가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혈족의 의무를 포기한 이스메네는 안티고네에게 “적대적인 자(ἐχθρός)”

가 된다. 그래서 안티고네에게는 죽은 혈족만이 “φιλοι”로 남게 되고, 안

40) Knox(1964) p. 107, Winnington-Ingram(1980) p. 130 참조.

41) Nussbaum(1986) p. 66.

42) Ehrenberg(1954) p.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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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고네는 혼자 남은 φιλος로서 죽은 φιλοι에 대한 의무를 행할 자로

자신이 유일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된다. 반면에 이스메네는 안티고네

를 “φιλη”라고 부르고 있다.

안티고네

그런 말을 한다면, 너는 내게 적이 될 것이다.

또 고인과도 적으로 지내는 게 마땅할 것이고.

[...]

이스메네

그게 좋아 보인다면, 그렇게 하세요. 하지만 언니가 분별없이

나아가고 있다는 건 알아두세요. 친족들을 제대로 사랑하는 것이긴

하겠지만요.

Ἀντιγόνη 

εἰ ταῦτα λέξεις, ἐχθαρεῖ μὲν ἐξ ἐμοῦ,
ἐχθρὰ δὲ τῷ θανόντι προσκείσει δίκῃ.
(93-94행)

[...]

Ἰσμήνη

ἀλλ᾽ εἰ δοκεῖ σοι, στεῖχε· τοῦτο δ᾽ ἴσθ᾽ ὅτι

ἄνους μὲν ἔρχει, τοῖς φίλοις δ᾽ ὀρθῶς φίλη.

(98-99행)

안티고네와는 대조적으로 이스메네가 여전히 안티고네를 “φιλη”로 부르

는 것에는 개인적 감정이 내포되어 있다. 그런데 당시 희랍사회에서 φιλ

ια는 단순히 개인적인 감정을 교류하는 관계가 아니라 객관적이고 상호

적인 의무의 관계를 의미했다.43) 어떤 이가 누군가의 φιλος라는 사실은

43) 벤베니스트(1999) 3편 4장 참조. 벤베니스트는　φιλος의 호메로스적 용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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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상대방을 도와야 할 의무가 있는 동시에 상대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매장이야말로 이러한 상호간의

의무에 의존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도 스스로를 매장할 수 없기 때문이

다.44) 안티고네 매장 동기는 이러한 φιλια를 기반으로 한 의무에 의한

것이므로, 안티고네의 제안을 거부함으로써 이스메네는 φιλια 관계를 거

부하는 것이 된다. 이스메네를 적대적 관계로 배제함으로써 안티고네가

정의하는 φιλια 관계는 단순히 혈연을 기반으로 한 것이 아니라 φιλια

를 느끼는 관계에만 국한된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요컨대, 이 장면에서

특히 φιλια에 대한 안티고네와 이스메네의 관점의 차이가 드러나며, 이

과정에서 안티고네는 φιλια 관계에 대해 단념하게 된다.

1.2. 크레온과의 대립

혼자 폴뤼네이케스의 시신을 매장하다가 파수꾼에게 잡힌 안티고네는

크레온 앞에 끌려와 자신의 정당함을 주장한다. 이 장면은 두 인물이 가

진 입장이 완전히 반대되기 때문에 극에서 가장 팽팽한 긴장과 갈등이

일어나는 부분이다. 즉 φιλια, νομος, εὐσέβεια 개념에 대해서 크레온과

안티고네는 서로 완전히 다른 정의를 내리는데, 그 중에서도 νομος 개념

의 충돌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여기서 안티고네는 크레온이 자신의 포

고령을 νομος라 부르는 것에 반박하기 위해 신들의 법을 내세운다. 중

요한 것은 안티고네가 신들의 법에 대해 구체적인 사항은 언급하지 않으

며 다만 “어머니의 아들이 묻혀야 한다”는 것만을 역설한다는 점이다.

관찰하여 필리아의 의미를 도출해낸다. 이 관계에 있는 자들은 서로 수치-명

예(aidos)를 지켜주고, 손님의 법도(xenia)의 의무를 지닌다. 즉 필리아는 가

정(oikos)과 그것을 넘어선 더 확장된 공동체 안에 속한 사람들 사이의 상호

관계를 말한다. 이것은 단순히 친근한 관계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적

인 의무관계에 있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다.

44) Heath(1987) p.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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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 장면에서 안티고네는 자신의 행위를 시민들이 지지한다는 생각

을 명백하게 드러낸다.

안티고네와의 대립을 살펴보기 위해 우선 크레온이 가지고 있는 생각

에 대해 정리할 필요가 있다. 크레온은 첫 번째 에페이소디온(162-331

행)에서 자신의 통치원칙을 공표하는데, 이 때 φιλια에 대한 새로운 정

의를 내린다.

이 나라에 악의를 품은 인간을 결코 친구로

삼지 않을 것이오. 이 도시가 우리를 구원하는 배이고,

이러한 배로 올바르게 항해하는 경우에만

친구도 사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오.

οὔτ᾽ ἂν φίλον ποτ᾽ ἄνδρα δυσμενῆ χθονὸς

θείμην ἐμαυτῷ, τοῦτο γιγνώσκων ὅτι

ἥδ᾽ ἐστὶν ἡ σῴζουσα καὶ ταύτης ἔπι

πλέοντες ὀρθῆς τοὺς φίλους ποιούμεθα.

(186-190 행)

도시에 이득이 되는가의 여부에 따라 φιλος를 정의하는 크레온의 원칙

은 안티고네가 주장하는 φιλια와 상반된다. 즉 도시에 해를 끼치는 자

라면 혈족이라고 해도 φιλος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원칙에 따

라 크레온은 폴뤼네이케스를 φιλος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며, 안티고네

와의 φιλια 역시 부정한다.45) 크레온은 이러한 φιλια의 개념을 자신의

45) “하지만 이 애가 내 누이의 딸이건, 집안의 제우스께 속한/ 모든 사람보다

더 가까운 혈연이건 간에,/ 그녀도, 그리고 그녀와 한 핏줄인 계집애도 끔찍

한/죽음을 피하지 못할 것이오.(486-489행 ἀλλ᾽ εἴτ᾽ ἀδελφῆς εἴθ᾽ ὁμαιμονε

στέρα/ τοῦ παντὸς ἡμῖν Ζηνὸς ἑρκείου κυρεῖ,/ αὐτή τε χἠ ξύναιμος οὐκ 

ἀλύξετον/ μόρου κακίστο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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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치원칙의 바탕으로 삼고 첫 등장연설(162-210 행)에서 그것을 νομος

라고 부른다.

이런 원칙 아래 나는 이 도시를 위대하게 만들 것이오.

τοιοῖσδ᾽ ἐγὼ νόμοισι τήνδ᾽ αὔξω πόλιν.

(191행)

그런데 크레온은 첫 연설에서 도시(πολις, polis)를 최우선으로 내세우

고 있지만 동시에 “자기 자신”이라는 말을 여러 번 반복하여,46) 실제로

그가 제시하는 통치 원칙의 권위는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한 것임을 드

러낸다. 크레온이 내세우는 νομος의 권위가 도시나 시민들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크레온 개인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은 하이몬과의 논쟁

(726-757행)에서 명백히 밝혀진다. 크레온은 이렇게 자신의 권위만을 바

탕으로 하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포고령을 법이라고 생각하며, 이는 안티

고네를 심문하는 말에서 명백하게 드러난다.

크레온

이 짓을 금하노라 포고한 걸 알고 있었느냐?

안티고네

그래요. 어떻게 모를 리 있겠습니까? 분명했으니 말이에요.

크레온

그런데 감히 이 법을 위반하려 했단 말이냐?

Κρέων

δησθα κηρυχθέντα μὴ πράσσειν τάδε;

Ἀντιγόνη

46) 173행 “ἐγὼ”, 178행 “ἐμοὶ”, 184행 “ἐγὼ”, 188행 “ἐμαυτῷ”, 191행 “ἐγὼ”, 207
행 “ἐμὸν”, “ἐμοῦ”, 210행 “ἐμο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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ᾔδη· τί δ᾽ οὐκ ἔμελλον; ἐμφανῆ γὰρ ἦν.

Κρέων

καὶ δῆτ᾽ ἐτόλμας τούσδ᾽ ὑπερβαίνειν νόμους; 

(447-449 행)

자신의 포고령을 νομος로 여기는 크레온은 이를 어긴 안티고네의 ‘무모

함’을 지적한다. 그러나 안티고네가 보기에 크레온의 포고령은 신들의 법

보다 하위의 것이며, 무모한 자는 자신이 아니라 신들의 법보다 자신의

포고령을 우위에 두는 크레온이다. 안티고네의 연설은 바로 이 점을 지

적한다. 즉 안티고네는 크레온이 가진 νομος에 대한 정의를 반박하기

위해 신들의 쓰여지지 않은 법을 내세워 자신의 입장을 강화한다. 이 주

장은 450-470 행에서 잘 나타난다.

제가 보기에 이것을 명하신 이는 제우스가 아니며,

하계의 신들과 함께 사시는 정의의 여신께서도

인간들에게 그와 같은 법은 정하지 않으셨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당신의 포고가 그만큼 강력하다고

생각지도 않아요. 기록되진 않았지만 확고한 신들의

법을 필멸의 존재가 넘어설 수는 없지요.

왜냐하면 그 법은 어제오늘만이 아니라 언제나

영원히 살아 있고, 그것이 언제 생겨났는지 누구도 알지 못하니까

요.

저는 그 어떤 남자의 뜻이 두렵다고 신의 법을 소홀히 하여

신들에게 벌을 받지는 않겠노라 결심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죽으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으니까요. 왜 모르겠습

니까?

설사 당신이 선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말이죠. 하지만 내가 때가

되기도 전에 죽는다 해도, 그 편이 더 이로우리라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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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라도 나처럼 큰 불행 속에 산다면,

어떻게 죽음이 더 이롭지 않겠어요?

그렇게 죽음을 맞는 것은 아무런 고통도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 어머니에게서 난 분의 주검이

장례받지 못한 채 버려진 것을 참고 본다면,

그것은 크나큰 고통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내가 당한 일은 괴

롭지 않습니다.

만일 당신이 내 행동을 어리석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바보에게서 멍청하다는 비난을 듣는 것과 같습니다.

οὐ γάρ τί μοι Ζεὺς ἦν ὁ κηρύξας τάδε,

οὐδ᾽ ἡ ξύνοικος τῶν κάτω θεῶν Δίκη

τοιούσδ᾽ ἐν ἀνθρώποισιν ὥρισεν νόμους.

οὐδὲ σθένειν τοσοῦτον ᾠόμην τὰ σὰ
κηρύγμαθ᾽, ὥστ᾽ ἄγραπτα κἀσφαλῆ θεῶν

νόμιμα δύνασθαι θνητὸν ὄνθ᾽ ὑπερδραμεῖν.
οὐ γάρ τι νῦν γε κἀχθές, ἀλλ᾽ ἀεί ποτε

ζῇ ταῦτα, κοὐδεὶς οἶδεν ἐξ ὅτου ᾽φάνη.

τούτων ἐγὼ οὐκ ἔμελλον, ἀνδρὸς οὐδενὸς

φρόνημα δείσασ᾽, ἐν θεοῖσι τὴν δίκην

δώσειν· θανουμένη γὰρ ἐξῄδη, τί δ᾽ οὔ;

κεἰ μὴ σὺ προὐκήρυξας. εἰ δὲ τοῦ χρόνου

πρόσθεν θανοῦμαι, κέρδος αὔτ᾽ ἐγὼ λέγω.

ὅστις γὰρ ἐν πολλοῖσιν ἐς ἐγὼ κακοῖς
ζῇ, πῶς ὅδ᾽ Οὐχὶ κατθανὼν κέρδος φέρει;

οὕτως ἔμοιγε τοῦδε τοῦ μόρου τυχεῖν
παρ᾽ οὐδὲν ἄλγος· ἀλλ᾽ ἄν, εἰ τὸν ἐξ ἐμῆς

μητρὸς θανόντ᾽ ἄθαπτον ἠνσχόμην νέκυν,

κείνοις ἂν ἤλγουν· τοῖσδε δ᾽ οὐκ ἀλγύνομα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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σοὶ δ᾽ εἰ δοκῶ νῦν μῶρα δρῶσα τυγχάνειν,

σχεδόν τι μώρῳ μωρίαν ὀφλισκάνω.

(450-470 행)

안티고네는 먼저 크레온의 포고령에 자신이 불복종하는 이유로 신들의

법을 제시한다(450-460 행). 신들의 법을 따르고서 죽음을 맞는 것이 고

통스러운 게 아니라 “어머니에게서 난” 오라버니가 매장되지 못한 채 내

버려지는 것이 안티고네에게는 고통스러운 일이다(460-468행). 이어서

안티고네는 크레온에 대한 비난으로 말을 끝낸다(469-470 행). 이 연설에

서 강조되는 바는 인간의 유한함에 대비되는 신법의 영속성으로, 안티고

네는 구체적이고 일시적인 크레온의 포고령에 대한 불복종을 정당화하기

위해 이와 반대되는 신법을 자신의 행위기반으로 삼는다. 안티고네를 지

시하는 인칭대명사 “μοι” 바로 뒤에 “Ζεὺς”가 배치되어 안티고네 행위의

바탕이 되는 신적 권위가 강조되고, 크레온의 포고령을 거부하는 부분에

서 연속적으로 등장하는 부정어는47) 456-457행에 등장하는 신들의 법에

대한 강한 긍정의 표현과 대비된다.48) 이 연설의 마지막 469-470 행에서

크레온에 대한 강한 비난이 가능한 것은 안티고네가 신들의 법을 자신의

근거로 내세웠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아무도 크레온처럼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는 안티고네의 추측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판단은 안

티고네가 시민들의 입장에 대한 확신을 언급하는 부분과 관련 있는 것으

로, 이에 대한 논의 이전에 안티고네가 말하는 법의 내용을 먼저 살펴보

겠다.

이 장면에서 행해지는 안티고네의 자기변호는 신법을 대변하는 자로

안티고네를 해석하게 만드는 핵심적인 부분이다. 안티고네의 비일관성을

47) 450행 “οὐ γάρ τί”, 451-452행 “οὐδ᾽”, 453-455행 “οὐδὲ”
48) Griffith(1999) p.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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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하는 학자들은 여기서 안티고네가 말하는 신들의 νομος와 마지막

장면에서 안티고네가 내세우는 νομος가 상충된다고 해석한다. 대표적으

로 젭은 여기서 신법이라는 것을 “보편적인 것”으로 특징짓는다.49) 안티

고네가 말하는 신의 법이란 누구에게나, 어떤 상황에서나 적용되어야 하

는 보편타당한 법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실제로 안티고네가 이 부분에

서 신들의 νομος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할 것이다. 첫째

로 안티고네가 말하고 있는 사실은 “신들의 법은 절대적으로 확실하지만

쓰인 적이 없는 것(454-455행)”으로 “아무도 이 법이 언제 생겨났는지

알지 못한다(457행)”는 것이다.50) 안티고네는 신들의 법이 크레온의 포

고령처럼 구체적으로 제시되는 명확한 성격의 것이 아니라고만 말할 뿐

그것의 상세한 내용을 크레온처럼 일반적인 언술로51) 분명히 표현하지

않는다.52) 다음에 이어지는 안티고네의 말을 통해 알 수 있는 바는, 안티

49) Jebb(1900) p. 259: “the universal and unqualified validity of the divine

law.”

50) 여기에서 안티고네는 신들의 법(νομος)을 “νόμιμα”라고 표현하고 있다. 녹

스는 이 단어의 뜻을 매장행위를 지칭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그에 따르면, 5

세기 희랍어에서 ‘νομιμος’라는 형용사의 일반적인 의미는 ‘관습적인’이라는

뜻이었으므로 이 형용사의 중성복수 형태는 보통 ‘관습’이라는 뜻으로 쓰인

다. 이 관습은 법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종교 영역 안에 있는 것으로 이 “νομι

μα”라는 단어는 종종 ‘관습적인’ 매장의식을 묘사하곤 했다. 예를 들면 에우

리피데스의 『헬레네』에서 이것은 헬레네의 가짜 매장에 대해서 두 번 사

용되었다. 즉 5세기에 “τα νομιμα”라는 말은 죽은 자를 위한 매장의식이 주

요한 의미로 쓰였고, 4세기에도 법을 의미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그러한 의식

을 지칭하는 일반적인 표현이었다. 하지만 안티고네는 여기서 그렇게 상세하

게 표현하고 있지는 않다. Knox(1964) p. 97 참조.

51) 크레온과 안티고네의 언어의 큰 차이 중 하나는 일반화의 여부이다. 크레온

언어의 특징은 gnome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것과, 모든 것을 일반화, 법칙화

한다는 것이다. 안티고네의 이 연설에 이어지는 크레온의 연설(473-496행)에

도 이러한 특징이 잘 드러난다. 반면에 안티고네는 일반화하는 표현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이에 대해서는 Budelmann(2000) pp. 76-78 참조.

52) Griffith(1999) p. 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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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네가 인식하고 있는 신들의 법은 “내 어머니의 아들이 매장되지 않은

채 내버려(466-467행)”두지 않게 하는 것일 뿐이다.

상충되는 νομος의 개념은 511행에서 525행까지 진행되는 안티고네와

크레온 사이의 스티코미티아(stichomythia)53)에서 φιλια와 εὐσέβεια의

충돌로 이어지며, 여기서 크레온과 안티고네의 상반된 νομος개념이 서

로 다른 φιλια와 εὐσέβεια에 대한 생각에 기인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크레온의 φιλια는 정치적 의미의 φιλια로, 이에 따라 에테오클레스와

폴뤼네이케스를 도시의 이득을 기준으로 구별한다. 에테오클레스는 “이

땅을 위해 싸운(518행 πορθῶν δὲ τήνδε γῆν)” “이익을 주는 이(519 행

ὁ χρηστὸς)”이며 폴뤼네이케스는 “이 땅을 파괴하다가 죽은(518행 ὁ δ᾽ 
ἀντιστὰς ὕπερ)” “사악한 자(519 행 τῷ κακῷ)”이다. 그러므로 폴뤼네이

케스를 매장하는 행위는 에테오클레스에 대한 “불경(514 행 δυσσεβῆ,
516행 τῷ δυσσεβεῖ)”이 되며 도시와 통치자에 대한 εὐσέβεια와 상반되

는 것이다. 또한 매장행위는 크레온이 정의내리는 정치적인 의미의 φιλι

α(522 행 οὔτοι ποθ᾽ οὑχθρός, οὐδ᾽ ὅταν θάνῃ, φίλος.)에도 맞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안티고네는 폴뤼네이케스가 “노예가 아니라 형제(517행

οὐ γάρ τι δοῦλος, ἀλλ᾽ ἀδελφὸς)”라고 말하면서 같은 혈족인 오빠라는

사실을 강조한다. 크레온의 입장과 반대로 안티고네에게는 “같은 혈육을

존중(511행 τοὺς ὁμοσπλάγχνους σέβειν)”하여 폴뤼네이케스를 매장하

는 것이 “하계에서는 정결한 일(521행 εὐαγῆ)”이며, “신들이 요구하는

것(519 행 ὅ γ᾽ Ἅιδης τοὺς νόμους τούτους ποθεῖ)”으로 신들에 대한 ε

ὐσέβεια이다.

한편 이 장면에서 안티고네가 시민을 대표하는 코러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드러난다. 안티고네는 이스메네와의 대립에서도 말했던

53) 두 명의 대화자, 또는 드물게 세 명의 대화자가 규칙적으로 서로 번갈아가

면서 한 행 혹은 두 행의 대사로 대화하는 부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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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과 마찬가지로, 오빠를 매장한 것은 “가장 큰 명성을 얻을” 일이라고

말하면서 이러한 평가에 코러스도 동의할 것이라고 단언한다.

안티고네

내 핏줄인 오라버니를 무덤 속에 묻었으니

나는 가장 큰 명성을 얻지 않을까요?

만일 두려움이 혀를 잠그지 않았더라면

여기 이분들도 모두 그것이 좋다고 말했을 거예요.

하지만 독재자는, 다른 많은 행운을 누리지만,

원하는 대로 행동하고 말할 수 있지요.

크레온

테바이 인들 중에서 너 혼자 그렇게 보는 거다.

안티고네

이 사람들도 그렇게 보고 있지만, 당신이 무서워 입을 눌러 닫고 있

는 거예요.

크레온

이들과 다른 생각을 하면서 너는 부끄럽지도 않단 말이냐?

Ἀντιγόνη

καίτοι πόθεν κλέος γ᾽ ἂν εὐκλεέστερον

κατέσχον ἢ τὸν αὐτάδελφον ἐν τάφῳ
τιθεῖσα; τούτοις τοῦτο πᾶσιν ἁνδάνειν

λέγοιτ᾽ ἄν, εἰ μὴ γλῶσσαν ἐγκλῄοι φόβος.

ἀλλ᾽ ἡ τυραννὶς πολλά τ᾽ ἄλλ᾽ εὐδαιμονεῖ
κἄξεστιν αὐτῇ δρᾶν λέγειν θ᾽ ἃ βούλεται.

Κρέων

σὺ τοῦτο μούνη τῶνδε Καδμείων ὁρᾷς.

Ἀντιγόνη

ὁρῶσι χοὖτοι, σοὶ δ᾽ ὑπίλλουσιν στόμ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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Κρέων

σὺ δ᾽ οὐκ ἐπαιδεῖ, τῶνδε χωρὶς εἰ φρονεῖς;
(502-510 행)

504 행의 “τούτοις ... πᾶσιν”와 509 행의 “χοὖτοι”는 지시대명사로 무대

위에 있는 코러스를 지칭하며, 이 코러스가 침묵하고 있는 이유는 안티

고네가 보기에 크레온에 대한 공포 때문이다. 안티고네는 코러스가 비록

침묵하고 있지만 크레온의 입장에 찬성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이다. 안티고네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자신의 행동, 즉 폴뤼네이케스

의 매장의 의무를 수행하는 것이 도시의 의견과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고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코러스에 대한 안티고네의 판단은 코러스가 첫

번째 에페이소디온에서 크레온에 대한 두려움을 드러낸 바 있다는 점에

서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다.54) 하지만 여기서 코러스는 안티

고네의 언급에 대해 어떤 반응도 드러내지 않는다. 그리고 안티고네의

이런 추측이 어긋난다는 것이 애탄가에서 코러스와 안티고네의 상호작용

을 통해 드러난다.

1.3. 코러스와의 대립

안티고네가 코러스에 대하여 목표한 것은 제안이나 반박이 아니라 동

감이다. 이전 장면에서 드러나듯이 코러스가 자신을 지지한다고 생각하

기 때문에, 안티고네는 자기 행위를 정당화하거나 확인할 필요를 느끼지

않으며, 그들이 자기의 운명을 애도해주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이 장면에

서 코러스가 안티고네에 대해 가진 부정적인 입장이 εὐσέβεια개념을 중

54) 크레온이 자신의 명령을 어기는 사람의 편에 서지 말라고 말하자 코러스는

“죽기를 원할 만큼 어리석은 자는 없다(220행 οὔκ ἔστιν οὕτω μῶρος ὃς θα

νεῖν ἐρᾷ.)”고 말하면서 크레온에 대한 두려움을 간접적으로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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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으로 제시되고, 안티고네는 자신이 코러스로부터도 지지받지 못하는

완전한 고립 상태임을 확인한다.

코러스 구성의 특징이 안티고네와의 상호작용을 해석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먼저 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에

따르면 애탄가(kommos)는 배우들 사이에, 혹은 배우와 코러스 사이에

서로 주고받는 탄식의 노래로,55) 보통 애탄가에서 코러스는 주인공의 불

행이나 운명에 공감과 애도를 표현한다. 예를 들어 『엘렉트라』의 애탄

가(823-870 행)에서 뮈케나이 여자들로 구성된 코러스는 엘렉트라의 처

지를 위로하고 애도한다. 그러므로 이 장면에서 우리는 주인공 안티고네

를 위로하는 코러스의 모습을 기대할 수도 있다. 그러나 『안티고네』의

애탄가는 코러스 구성에 있어서 『엘렉트라』와는 상반된 성격을 가진

다. 여기서 코러스는 남성이며, 노인이고, 테바이의 원로로, 안티고네에게

동감하기 어려운 입장에 있는 자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코러스의 성향은 이전 장면과는 다른 안티고네의 태도를 더욱 부각시킨

다.56)

이전 장면에서 코러스가 안티고네를 평가하는 것은 한 번뿐이다. 바로

크레온에게 안티고네의 완강함을 지적하는 부분인데57), 이것 역시 간접

55) 아리스토텔레스, 『시학 Ars poetica』 52b 참조.

56) 아이스퀼로스의 『테바이를 공격한 일곱 장수들』의 마지막 장면도 비교해

볼 수 있다. 전령이 등장하여 에테오클레스와 폴뤼네티케스의 시체에 대해

민회의 결정을 통해 폴뤼네티케스의 매장이 금지되었다고 알리자 안티고네는

포고령을 따르지 않고 오라비를 매장할 것이라고 단언하고, 테바이의 여자들

로 이루어진 코러스가 에티오클레스를 애도하는 무리와 안티고네를 찬성하는

무리로 나뉘어진다. 이 작품에서는 안티고네가 고립된 상황이 아니라 그녀를

지지하는 한 무리의 여인들이 코러스를 구성하고 있다는 점이 소포클레스의

『안티고네』와 다른 점이다.

57) “이 여자아이의 성미가 그녀의 아비와 마찬가지로/ 정말 사납구나. 불행 앞

에서도 굽힐 줄 모르니. (471-472행 δηλοῖ τὸ γέννημ᾽ ὠμὸν ἐξ ὠμοῦ πατρ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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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평가일 뿐 안티고네에게 직접 말하지 않는다. 즉 코러스는 안티고

네의 행위에 대해 뚜렷한 찬성을 표현하지도 않고, 크레온이나 이스메네

처럼 명백한 반대의사를 드러내지도 않는다.58)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코

러스에 대해서 안티고네는 코러스가 크레온의 관점에 실제로는 동의하지

않지만 두려움 때문에 침묵한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는 안티고네가 코

러스에 대해 추측만 하고 있었지, 실제로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확

인할 방도는 없었던 것이다. 이제 이러한 코러스와 안티고네는 처음으로

소통하게 되는데, 안티고네가 여기서 기대하는 것은 동감이다.59) 안티고

네가 등장하는 장면(801-805행)에서는 이런 기대가 충족될 것처럼 보인

다. 코러스는 471-472 행에서 안티고네를 비판하던 것과는 달리 이 장면

에서 안티고네의 “광경”에 자극받아 “눈물을 억제할 수 없다”60)고 말하

기 때문이다. 그러나 애탄가는 이러한 기대와는 반대로 진행되어 안티고

네에 대한 코러스의 공감과 격려의 시도는 안티고네와 그녀의 행동에 대

한 비판으로 나타난다. 코러스는 안티고네의 자기 평가에 대해 반응을

하는데, 안티고네의 기대와 달리 그들은 안티고네의 행동에 찬성하지 않

는다. 안티고네는 자신의 행동이 εὐσέβεια 측면에서 코러스로부터 인정

받길 원했으나, 코러스는 이것을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안티고네에

게 통치자에 대한 εὐσέβεια가 결핍되었다고 지적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코러스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안티고네는 결국 공동체로부터 어떠한 지

ς/ τῆς παιδός. εἴκειν δ᾽ οὐκ ἐπίσταται κακοῖς.)”
58) 일부 학자들은 코러스가 크레온의 의견에만 동조하는 태도를 보인다고 생

각한다. 그러나 작품 전체에서 코러스의 태도는 상당히 모호하게 제시된다.

단지 중요한 것은 안티고네가 시민들의 의지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이 코러스의 발언을 통한 것뿐이라는 사실이다.

59) Foley(2001) p. 176.

60) 801 803행 “나도 이제 이 광경을 보니,/ 왕명을 어기고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구나. (νῦν δ᾽ ἤδη ᾽γὼ καὐτὸς θεσμῶν/ ἔξω φέρομαι τάδ᾽ ὁρῶν ἴσχειν δ᾽/
οὐκέτι πηγὰς δύναμαι δάκρ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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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받지 못하는 상태임을 확인하게 된다.

안티고네는 “조국 땅 시민들”을 부르는 것으로 애탄가를 시작한다. 안

티고네가 “시민들”이라고 불렀던 코러스는 안티고네의 죽음이 “영광되고

칭찬받으면서(818행 κλεινὴ καὶ ἔπαινον)” 떠나는 것이며, “자기 의지로

(821행 αὐτόνομος)” 죽는 것이라고 평가한다. 그러자 안티고네는 니오

베61)와 자신의 운명을 비교하며 신적인 영역과 자신을 연결하고자 한

다.62) 반면에 코러스는 안티고네를 신적인 영역과 계속해서 구별하는데,

이는 스스로를 니오베에 비유하는 안티고네에게 코러스가 안티고네와 니

오베의 다른 점을 지적하는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니오베는 여신이고 신들의 자식이었소.

우리는 인간이고 언젠가 죽도록 태어났지만.

ἀλλὰ θεός τοι καὶ θεογεννής,

ἡμεῖς δὲ βροτοὶ καὶ θνητογενεῖς.
(834-835행)

코러스는 안티고네가 인간이라는 사실을 상기시킨다. 그래서 코러스가

안티고네의 죽음이 “신과 같은 존재의 운명의 몫을 받는 것(837행 τοῖς 

ἰσοθέοις σύγκληρα λαχεῖν)”이라고 말해도 안티고네는 위안 받지 못한

다. 오히려 코러스가 자신을 조롱하고 모욕한다고 느낀다.

61) 탄탈로스의 딸 이자 펠롭스의 자매인 니오베는 암피온과 결혼하여 열 아들

과 열 딸을 낳았다. 그런데 레토보다 우월하다고 자랑하다가 그의 아들, 딸인

아르테미스와 아폴론에 의해 자식들 모두가 화살에 맞아 죽게 된다. 안티고

네와 니오베의 비교는 이중적인 의미를 가진다. 안티고네는 니오베처럼 신에

대한 불경함으로 처벌 받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에 니오베를 신들이

부당하게 대했듯이 안티고네 자신도 신들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는 암

시로 해석할 수도 있다. Griffith(1999) p. 269 참조.

62) “어떤 신께서 날 잠재우는군요(833행 με δαίμων ὁμοιοτάταν κατευνάζε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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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아, 나는 비웃음 당하고 있구나, 신들의 이름으로 묻노니,

왜 아직 세상을 뜨지 않은 나를 조롱하나요,

아직 햇빛 속에 있는데?

오, 도시여, 오, 도시의 부유한 사람들이여.

아아, 디르케의 샘물이여,

훌륭한 전차로 유명한 테바이의 성역이여

내 너희라도 공동의 증인으로 가지리라,

어떻게 내가 친족들의 애곡도 받지 못하고, 어떠한

법에 의해, 돌로 싸인 감옥, 괴상한 무덤으로 가는지 보십시오.

아아, 불행하도다, 그저 더부살이로,

인간들에게도, 시체들에게도,

산 자들에게도 죽은 자들에게도 끼지 못하는 나는.

οἴμοι γελῶμαι. τί με, πρὸς θεῶν πατρῴων.

οὐκ οἰχομέναν ὑβρίζεις,
ἀλλ᾽ ἐπίφαντον;

πόλις, ὦ πόλεως 

πολυκτήμονες ἄνδρες·

ἰὼ Διρκαῖαι κρῆναι Θή-
βας τ᾽ εὐαρμάτου ἄλσος, ἔμ-
πας ξυμμάρτυρας ὔμμ᾽ ἐπικτῶμαι,

οἵα φίλων ἄκλαυτος, οἵοις νόμοις

πρὸς ἕργμα τυμβόχωστον ἔρ-
χομαι τάφου ποταινίου·

ἰὼ δύστανος, βροτοῖς 

οὔτε νεκροῖς κυροῦσα

μέτοικος οὐ ζῶσιν, οὐ θανοῦσιν.

(839-852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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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티고네는 도시와 자연물을 부르면서 자신의 운명의 증인이 되어줄 것

을 호소한다. 여기서 안티고네가 부르는 “디르케의 샘물”이나, “훌륭한

전차로 유명한 테바이의 성역”은 자연물이기도 하지만 신화의 영역에 존

재하는 것으로, 코러스로부터 애도받을 수 없다고 느끼게 된 안티고네가

점차 자신을 신적인 영역으로 이동시킨다는 것을 암시하는 표현이다.63)

바꿔 말하면, 반대로 인간적 영역에서의 고립이 점점 강화되고 있는 것

이다. 이는 845행의 “ἔμπας”라는 표현에도 반영되어 있다. 이 단어는 ‘적

어도’라는 뜻으로, 안티고네가 “비록 내가 인간의 동정은 얻지 못하지만”

이라고 말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64) 여기서 안티고네는

자신이 마지막으로 대면하는 코러스로부터 동감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

을 인식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어서 안티고네는 자신을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자(852 행 μέτοικος)”라고 규정함으로써 완전한

고립을 확인한다. 살아있지만 산 자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아직 죽지

않았으므로 죽은 자들의 세계에도 속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코러스가 보기에 안티고네의 행동은 매우 무모하며 정의를 어긴 것이

었다. 코러스는 안티고네의 행동을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그대의 대담함은 한도를 넘어

디케의 높은 보좌에 부딪혀

세게 나동그라진 것이오, 소녀여.

그대는 아버지의 죄를 고역으로 갚는 것이오.

προβᾶσ᾽ ἐπ᾽ ἔσχατον θράσους

63) Griffith에 따르면 고전기에는 희랍의 어떤 도시도 전차를 사용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것은 이국적이고 영웅적인 특징을 드러내는 표현이다. Griffith p.

153 참조.

64) Jebb(1900) p. 155: “even if human sympathy fails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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ὑψηλὸν ἐς Δίκας βάθρον

προσέπεσες, ὦ τέκνον, πολύ·

πατρῷον δ᾽ ἐκτίνεις τιν᾽ ἆθλον.

(853-856행)

여기서 코러스는 안티고네가 신적 정의(Δίκη)에 어긋나는 일을 했으므로

안티고네의 행동이 εὐσέβεια에 걸맞지 않는 것이라고 평가한다. 이러한

평가는 안티고네가 451행에서 “하계의 신들과 함께 사는 정의의 여신(ἡ 
ξύνοικος τῶν κάτω θεῶν Δίκη)”을 언급하며 자신이 εὐσέβεια를 지키

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과 상반된다. 이어지는 스트로페(strophe)에서는

불복종의 측면에서 안티고네의 εὐσέβεια의 여부에 대해 언급한다.

그대가 보여준 경건함도 어딘가 경건하지만,

권력자는 누가 자기 권력을

넘어서는 것을 결코 간과하지 않는다오.

한데 제 뜻대로 하는 성정이 당신을 파멸시켰소.

σέβειν μὲν εὐσέβειά τις,

κράτος δ᾽ ὅτῳ κράτος μέλει

παραβατὸν οὐδαμᾷ πέλει·

σὲ δ᾽ αὐτόγνωτος ὤλεσ᾽ ὀργά.
(872-875행)

이런 언급을 통해 코러스는 죽은 혈족에 대한 경건함보다 통치자에게 복

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한다. 즉 코러스의 판단에 의하면 안티고

네의 행동은 통치자에 대한 명백한 불복종이다.

안티고네에 대한 코러스의 판단은 안티고네를 규정할 때 사용하는 αυ

τ-로 구성된 단어를 통해 드러난다. 코러스는 안티고네의 파멸이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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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지(821행 αὐτόνομος)”와 “고집 센 자기 성질(875행 αὐτόγνωτος ὀργ

ά)” 탓이라고 규정한다. 5세기 희랍에서 ‘αυτονομος, αυτονομια, αυτονο

μεομαι’와 같은 단어들은 ‘각자의 법 아래에 타인이나 국가로부터 자율적

으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흔히 쓰이는 단어였다.65) 코러스가 안

티고네의 고집을 비난하는 의미로 사용한 이 단어들은 ‘안티고네의 캐릭

터와 영웅적 기질’을 드러내는 표현이기도 하다.66) 그러나 동시에 이것은

안티고네의 행위에 ‘신을 비롯한 다른 모든 개입이 더 이상 없음’을 강조

하는 것이므로67) 코러스의 발화는 안티고네를 신과 분리시키게 된다. 이

렇게 안티고네의 애탄가에서 신에 대한 언급은 점점 사라진다. 코러스는

안티고네가 “아버지의 죄를 치르는 것(856행)”이라고 지적하고, 이제 안

티고네는 어떤 신적 개입을 추측하기를 그만둔다. 그러나 안티고네가 신

에 대한 εὐσέβεια를 포기하는 것은 아니다. 안티고네는 여전히 신적인

명령 안에 있지만, 코러스가 더 이상 εὐσέβεια에 대해 자신과 같은 입

장이 아님을 확인했기 때문에, 자신의 행위와 신들을 연관시켜 말하지

않는 것이다.

안티고네가 자신이 정의하는 εὐσέβεια가 인정받지 못함을 확인하고,

자신의 완전한 고립상태를 인식하는 것은 애탄가의 마지막 대사에 잘 드

러난다. 안티고네가 자신의 처지를 묘사하는 표현에 ‘결여의 α(α

-privative)’ 형태의 단어가 반복적으로 사용되어 그 의미를 더욱 강화한

다. 안티고네는 애도 받지 못하고(ἄκλαυτος), 어떤 φιλος도 곁에 없으

며(ἄφιλος), 결혼도 하지 못한 채(ἀνυμέναιος) 죽음에 이르게 된다.

애곡도 없이, 친구도 없이, 결혼 축가도 없이

65) Kammerbeek(1978) p. 148.

66) Knox(1964) p. 67.

67) Budelmann(2000) p. 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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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행한 나는 끌려가누나,

준비된 길을.

불운한 내게는 더 이상 태양의

신성한 눈을 올려보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구나.

그럼에도, 친구 중 누구 하나 내 운명을

애통해하지 않고, 눈물 없이 버려두는구나.

ἄκλαυτος, ἄφιλος, ἀνυμέναι-

ος ταλαίφρων ἄγομαι

τὰν πυμάταν ὁδόν.

οὐκέτι μοι τόδε λαμπάδος ἱερὸν 

ὄμμα θέμις ὁρᾶν ταλαίνᾳ.
τὸν δ᾽ ἐμὸν πότμον ἀδάκρυτον

οὐδεὶς φίλων στενάζει.

(876-882 행)

이렇게 이 애탄가 장면에서 안티고네는 완전히 고립된 상태로 드러나

지만, 다른 한편 이 장면은 하이몬과 크레온의 갈등과 대비되어 더욱 강

한 감정적 효과를 지닌다. 하이몬은 죽은 오빠를 위해 적절한 장례를 치

룬 안티고네야말로 칭송받아 마땅하다는 시민들의 평가를 전하지만 코러

스는 하이몬의 보고를 안티고네에게 조금도 전달하지 않기 때문이다.68)

692-700 행에서 하이몬이 안티고네의 행동에 대한 시민들의 찬사를 소개

하는 것은 이 장면의 비극적 효과를 더욱 강조하는 요소로서, 이러한 안

티고네에 대한 시민들의 긍정적인 평가는 코러스가 보여주는 안티고네에

대한 부정적 평가와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68) 코러스가 여기서 안티고네에게 하이몬의 보고를 전달하지 않은 것은 이 애

탄가 장면에서 크레온이 무대 위에 있는지의 여부와도 관련된다. 크레온이

무대 위에 계속 있었다면 여기서 코러스가 무대 밖 시민들의 의견을 전달하

지 않은 이유를 크레온에 대한 두려움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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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컨대, 이 장면에서 안티고네가 목표로 한 것은 자기 정당화가 아니

라 감정적 공명이었다. 코러스가 자신을 지지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

에 자기 행위를 정당화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코

러스로부터 안티고네는 자신의 행위가 εὐσέβεια의 측면에서 인정받을

수 없다는 비판을 받는다. 그래서 안티고네는 코러스로부터 지지받지 못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이어지는 마지막 연설에서 자신의 입장이 정당

함을 다른 방식으로 호소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2. 안티고네의 마지막 연설

지금까지 세 개념 φιλια, νομος, εὐσέβεια에 대한 상이한 정의의 충

돌이 안티고네가 겪는 대립에 나타나며 이 세 개념으로 작품이 구조화되

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안티고네는 이스메네와의 대립에서 φιλια를

강조하고, 크레온과의 대립에서는 νομος를 강조한다. 그리고 코러스와의

애탄가에서는 εὐσέβεια에 대한 태도의 차이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다. 또한 인물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코러스의 태도에 대한 안티고네의

판단이 달라진다. 이스메네와의 대립에서는 코러스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지만, 크레온과의 대립에서는 코러스가 안티고네의 행동에 동의할 것

이라고 단언한다. 그러나 코러스와의 직접 대면에서 안티고네는 자신의

행동에 그들이 찬성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러한 안티고네의

판단의 변화는 안티고네의 마지막 대사를 이해하는 실마리가 될 것이다.

세 번의 장면을 거치면서 안티고네는 고립상태가 되므로 감정적으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누구의 지지도 받지 못한 채 동굴에서 혼

자 죽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감정적 절정은 크레온의 개입으로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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욱 극단으로 몰린다. 애탄가 중 마지막 안티고네의 노래(876-882 행)는,

안티고네가 계속 노래를 이어가거나 코러스가 응답하기 전에, 크레온의

개입(883-890 행)으로 중단된다. 그리고 크레온의 개입은 “이 극의 이전

의 모든 코러스 노래의 특징인 스트로페의 균형잡인 구성을 깨뜨린다

.”69) 크레온은 “안티고네의 애도를 죽음을 늦추기 위한 수단으로 간주하

고”, 보초병들에게 안티고네를 끌어내라고 독촉하여 “애도를 최대한 빨

리 중단시키려고 한다.”70)

죽기 전에 노래와 탄식을 계속 하는 것이 이득이 된다면,

어느 누구도 그것을 그치지 않으리라는 걸 너희는 모르느냐?

이 여자아이를 어서 빨리 끌어가지 못할까?

내가 명령한 대로, 지붕 덮인 무덤에 가두어서

혼자 있게 버려두어라,

죽기를 택하든, 아니면 산 채로 거기 묻혀 있기를 원하든.

우리는 이 계집아이에 대해 깨끗하니까.

어쨌든 그녀는 지상에 함께 살 권리를 박탈당할 것이다.

ἆρ᾽ ἴστ᾽, ἀοιδὰς καὶ γόους πρὸ τοῦ θανεῖν
ὡς οὐδ᾽ ἂν εἷς παύσαιτ᾽ ἄν, εἰ χρείη, χέων;

οὐκ ἄξεθ᾽ ὡς τάχιστα, καὶ κατηρεφεῖ
τύμβῳ περιπτύξαντες, ὡς εἴρηκ᾽ ἐγώ,
ἄφετε μόνην ἔρημον, εἴτε χρῇ θανεῖν
εἴτ᾽ ἐν τοιαύτῃ ζῶσα τυμβεύειν στέγῃ·

69) Scott(1996) p. 51: “Creon, ordering Antigone removed from the stage,

abruptly breaks the balanced strophic pattern characteristic of all the

previous songs in this play.”

70) Foley(1992) p. 111: “Suggesting that Antigone’s lamentation is a tactic to

delay her departure, he wants to curtail her aoidai and gooi as quickly as

poss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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ἡμεῖς γὰρ ἁγνοὶ τοὐπὶ τήνδε τὴν κόρην

μετοικίας δ᾽ οὖν τῆς ἄνω στερήσεται.

(883-890 행)

크레온은 안티고네를 죽음의 순간이 두려워 그것을 지연시키려는 “평범

한 겁쟁이인 인간으로 끌어내리고(883-884 행)”,71) 안티고네의 애도가 진

행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885-887행). 446행에서 크레온이 안티고

네에게 “너는 내게 말해라, 길게 말고 간단하게(σὺ δ᾽ εἰπέ μοι μὴ μῆκο

ς, ἀλλὰ συντόμως,)”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크레온은 안

티고네의 발화를 통제하고, 도시로부터 완전히 배제하고자 한다.72) 크레

온은 안티고네가 도시로부터 멀리 떨어져, 조용히, 치욕적으로 죽기를 바

라는 것이다. 그러나 크레온의 명령과 달리 안티고네를 끌어내는 행위는

곧장 이루어지지 않고, 마치 모든 게 ‘얼어붙은 듯’73) 잠시 중단된다. 안

티고네는 마치 크레온이 그녀의 발화를 통제하려했던 것에 저항하듯이

이례적으로 긴 연설을 시작한다.

서론에서 간략히 소개한 바, 이 부분에 대한 기존의 이해방식에서는

안티고네가 절망적 상황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안티고네의 논증은 논리적일 수 없다고 평가되었다.74) 그래서 녹스는 안

티고네가 오빠에 대한 선호를 언급하는 것이 논리의 틀에서 이해될 것이

아니라 안티고네가 희생하는 삶과 오빠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75) 그러나 여기서 안티고네는 이들이 지적하

듯이 이전에 제시한 자기행위의 근거를 부정하는 “도덕적 붕괴(moral

71) Honig(2002) p. 10

72) Honig(2002) p. 18.

73) Seale(1982) pp. 24-29, Griffith(1999) p. 275.

74) Kitto(1952) p. 127, Blundell(1989) p. 133, Gellie(1972) p. 47.

75) Knox(1979) p.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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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apse)”76)를 겪는 것이 아니며, 불합리한 논증을 펼치는 것도 아니다.

안티고네는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자신의 상황에서 적절한 논증을 공

개적으로 발화하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안티고네의 대사를 감정적 측면보다는 공적인 발화로서

분석하고자 한 Cropp 의 논의는 주목할 만하다.77) 크롭은 이 마지막 연

설에서 안티고네가 자신의 행동과 결정을 여러 가지 시각에서 숙고한다

는 것을 보여준다고 해석하며 그 시각의 이동에 따라 연설을 세 부분으

로 나눈다. 첫 번째로, 가장 비참하게 죽을 자신을 반겨줄 죽은 가족들

(891-903행), 두 번째로, 자신의 행동을 인정해줄 현명한 이들과 크레온

으로 나뉘는 살아있는 자들(904-920 행), 마지막으로, 안티고네의 행동에

침묵하고 있는 신들(921-928행)의 관점에서 안티고네가 자신의 행위를

고찰한다는 것이다.78) 이 글에서는 이러한 크롭의 분석의 방식을 참고하

여 연설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고, 1장에서 분석했던 세 개념인 φιλι

α, νομος, εὐσέβεια가 각각 연설의 세 부분의 주제를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세 개념을 중심으로 이전의 갈등이 여기에 축약되어 있으며,

안티고네의 주장과 근거가 종합적으로 나타난다. 즉 갈등의 중심축이었

던 세 개념이 마지막 연설에서도 드러난다는 분석을 통해 작품과 마지막

연설의 유기적 관계를 이루고 있다는 점을 조명할 수 있을 것이다.

2.1. φιλια: 부분 1(891-903 행)

  안티고네는 자신이 향할 곳, “무덤”이자 “감옥”인 동굴을 “신방”이라

고 부르며 연설을 시작한다. 혈족들은 모두 죽었고, 자신은 가장 비참한

상태로 남았음을 확인한다. 하지만 죽은 후에는 죽은 혈족들이 자신을

76) Foley(1992) p. 113.

77) Cropp(1997) p. 139.

78) Cropp(1997) p.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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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겨줄 것이라 기대하며 그들을 위해 적절한 장례의식을 치러줬음을 언

급한다. 특히 폴뤼네이케스에 대한 의무와 그에 따른 부당한 대우를 상

기한다. 

무덤이여, 신방이여, 깊게 파인

언제나 감시받는 거처여! 그리로 내 가족들을 향해

가고 있어요, 그들은 대부분 죽어,

페르세포네가 사자들의 나라에 받아들였고,

나는 맨 마지막으로 누구보다도 가장 비참하게

내려가고 있어요, 타고난 수명을 다 채우기도 전에.

하지만 큰 희망을 품고 가요, 가면

아버지께서 반겨주시고, 어머니, 당신께서도 반겨주시며,

그리고 당신도 반겨주실 거라고, 소중한 오라버니여.

당신들께서 세상을 떠나셨을 때 손수 내가

씻어드리고, 옷을 입혀드리고, 무덤에 제주를 부어드렸어요.

그리고 지금, 폴뤼네이케스여, 내가 당신의

장례를 치렀다 하여 이런 보답을 받고 있어요.

ὦ τύμβος, ὦ νυμφεῖον, ὦ κατασκαφὴς

οἴκησις ἀείφρουρος, οἷ πορεύομαι

πρὸς τοὺς ἐμαυτῆς, ὧν ἀριθμὸν ἐν νεκροῖς
πλεῖστον δέδεκται Φερσέφασσ᾽ ὀλωλότων·

ὧν λοισθία ᾽γὼ καὶ κάκιστα δὴ μακρῷ
κάτειμι, πρίν μοι μοῖραν ἐξήκειν βίου.

ἐλθοῦσα μέντοι κάρτ᾽ ἐν ἐλπίσιν τρέφω

φίλη μὲν ἥξειν πατρί, προσφιλὴς δὲ σοί,
μῆτερ, φίλη δὲ σοί, κασίγνητον κάρα·

ἐπεὶ θανόντας αὐτόχειρ ὑμᾶς ἐγὼ
ἔλουσα κἀκόσμησα κἀπιτυμβίου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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χοὰς ἔδωκα. νῦν δέ Πολύνεικες, τὸ σὸν

δέμας περιστέλλουσα τοιάδ᾽ ἄρνυμαι.

이렇게 죽은 혈족들에게 주목하며 그들에 대한 혈족의 의무를 역설하고

있으므로 부분 1의 중심 주제는 φιλια이다. 죽은 혈족들에게 주목하고

있다는 점은 893행에서 소유형용사 형태를 사용하여 “내 가족들을 향해

(πρὸς τοὺς ἐμαυτῆς)”라고 말하는 부분에서부터 드러난다. 이어서 안티

고네는 φιλ-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데, 이러한 표현은 898-899 행에

연속하여 등장한다. 죽은 혈족들인 아버지, 어머니, 오라비를 차례로 호

명할 때 “φιλη”, “προσφιλη”의 표현이 반복적으로 쓰여서 이들과 안티

고네 사이의 φιλια가 강조된다. 또한 ‘같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난’이라는

뜻의 “κασίγνητον”을 사용하여 혈연을 바탕으로 한 형제의 유대를 표현

한다.79) 특히 이 대목은 안티고네가 처음으로 폴뤼네이케스를 직접 호명

하는 부분으로, 그에 대한 안티고네의 φιλια 관계와 의무가 한층 두드러

진다. 한편 “가장 마지막으로 남겨진(λοισθία)”이라는 표현을 통해 앞에

서처럼 안티고네가 φιλος의 범주에서 이스메네를 배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스메네는 안티고네와의 대립에서 φιλια 관계에 따르는 의

무를 이행하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안티고네는 그녀를 φιλη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안티고네와 이스메네의 φιλια를 둘러싼 갈등은 이스메네의 대사의 구

절을 안티고네가 그대로 사용하는 부분에서 드러난다. 안티고네는 자신

의 현 상태를 “타고난 수명을 다 채우기도 전에(896행 πρίν μοι μοῖραν 

79) 이 단어가 지시하는 대상이 폴뤼네이케스인지 에테오클레스인지 이견이 있

으나, 필자는 Griffith의 견해에 따라 폴뤼네이케스를 지시하는 것이라고 해

석한다. 그래야만 안티고네가 폴뤼네이케스의 매장에 몰두해 있다는 사실을

부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Griffith(1999) p. 276, cf. Benardete(1999) pp.

109-1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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ἐξήκειν βίου)” 죽는 “가장 비참한(895행 κακιστα)” 처지라고 말한다.

여기서 “κακιστα”는 이스메네가 안티고네의 행동을 비판하면서 “왕의 명

령을 어긴다면 그들이 비참하게 죽게 될 것(59-60 행 κάκιστ᾽ ὀλούμεθ᾽,
εἰ νόμου βίᾳ/ψῆφον τυράννων ἢ κράτη παρέξιμεν.)”이라고 경고할 때

사용한 단어이다. 즉 안티고네는 자기행위의 결과인 죽음에 대해 이스메

네가 사용한 단어를 그대로 되풀이하여 이전의 갈등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이다.

안티고네의 행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드러난 891-896행은 역접의

의미를 가진 “μέντοι”로 이어지는 897-903행의 대사와 대조되며 이를

통해 안티고네의 행동에 대한 두 관점의 긴장이 드러난다. 그러나 안티

고네는 자신의 행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부인한다. 이어지는 대사에서

자신이 죽은 자들에게는 φιλη이며 자신의 행위는 φιλια가 요구하는 의

무에 충실한 것이라고 말하며, 죽은 혈족들을 위해 적절한 장례의식을

치러주었다는 점을 상기하고 이런 행위 덕분에 자신이 그들에게 죽음 이

후에 환대받을 것이라고 기대하기 때문이다. 즉 안티고네가 정의하는 φι

λια는 이전에 안티고네가 이스메네와의 갈등에서 보여주었던 ‘혈족으로

서 의무를 다하는 것’이라는 점이 이 부분에서도 일관되게 드러난다. 또

한 안티고네가 자신이 행한 장례의식을 설명하는 부분은 앞에서 에테오

클레스의 장례가 νομος에 맞게 치러졌다고 말하는 부분(23-30 행)을 반

영한다. 그 적절한 장례의식, 즉 νομος에 맞게 행동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기에서 안티고네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언급은 자연스럽게 초점을 νομος로 이동시킨다.

2.2. νομος: 부분 2(904-920 행)

안티고네는 이 부분에서 자식이나 남편이 죽은 상황이라면 시민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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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을 거스르지 않았을 것이나, 부모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므로 오빠가 대

체불가능하다는 ‘법’을 근거로 자신의 행동이 현자들의 시각에서 옳았다

고 주장한다. 반면에 크레온의 시각에서는 자신의 행위가 잘못된 것이므

로 처벌받게 된 것이며, 이는 자신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이라고 말한

다.

그렇지만 현명한 자들이 보기에 내가 당신을 존중한 것은 옳았어

요.

내가 어머니로서 낳은 자식들 중 누군가 죽거나

내 남편이 죽어 썩고 있다고 해도,

결코 시민들의 뜻을 거슬러 이런 노고를 감당하지 않았을 거예요.

어떤 법에 근거하여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남편이 죽으면 다른 남편을 얻을 수 있고,

자식을 잃으면 다른 남자에게서 태어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어머니도 아버지도 모두 하데스에 누워 계시니,

과거에 태어난 오라비는 다시는 있을 수 없지요.

그런 법에 따라 나는 당신을 누구보다 존중했지만,

그것이 크레온에게는 잘못한 것으로, 엄청난 일을 감행한 것으로

보였던 것이지요, 소중한 오라버니여.

그래서 이제 그가 나를 이렇게 완력으로 붙잡아 끌고 가고 있어요.

신부의 침대도 없이, 축혼가도 없이, 결혼의 몫도

자식 기르는 재미도 얻지 못한 나를 말에요,

이렇게 가까운 이들로부터 버림받아 불운한 처지로

살아서 죽은 이들의 무덤으로 가고 있어요.

καίτοι σ᾽ ἐγὼ ᾽τίμησα τοῖς φρονοῦσιν εὖ.
οὐ γάρ ποτ᾽ οὔτ᾽ ἄν εἰ τέκν‘ὧν μήτηρ ἔφυν

οὔτ᾽ εἰ πόσις μοι κατθανὼν ἐτήκετο,

βίᾳ πολιτῶν τόνδ᾽ ἂν ᾐρόμην πόνο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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τίνος νόμου δὴ ταῦτα πρὸς χάριν λέγω;

πόσις μὲν ἄν μοι κατθανόντος ἄλλος ἦν,

καὶ παῖς ἀπ᾽ ἄλλου φωτός, εἰ τοῦδ᾽ ἤμπλακον,

μητρὸς δ᾽ ἐν Ἅιδου καὶ πατρὸς κεκευθότοιν

οὐκ ἔστ᾽ ἀδελφὸς ὅστις ἂν βλάστοι ποτέ.
τοιῷδε μέντοι σ᾽ ἐκπροτιμήσασ᾽ ἐγὼ
νόμῳ, Κρέοντι ταῦτ᾽ ἔδοξ᾽ ἁμαρτάνειν

καὶ δεινὰ τολμᾶν, ὦ κασίγνητον κάρα.

καὶ νῦν ἄγει με διὰ χερῶν οὕτω λαβὼν

ἄλεκτρον, ἀνυμέναιον, οὔτε του γάμου

μέρος λαχοῦσαν οὔτε παιδείου τροφῆς,

ἀλλ᾽ ὧδ᾽ ἐρῆμος πρὸς φίλων ἡ δύσμορος

ζῶσ᾽ ἐς θανόντων ἔρχομαι κατασκαφάς.

여기서 안티고네는 정당함의 근거로서 자신이 따른 νομος를 설명하고

있으므로 부분 2의 중심주제는 νομος이다. νομος는 908행의 “τίνος νό
μου”과 913-914 행의 “τοιῷδε ... νόμῳ”에서 반복되어 대칭을 이루며, 이

러한 대칭은 연설의 가장 중심에 위치하여 안티고네가 νομος라고 부르

는 것이 무엇인지 부각시켜 주의를 집중시킨다. 이 νομος의 내용은 아

버지와 어머니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오빠는 다시 태어날 수 없어 대체

불가능하다는 것으로, 이러한 설명은 안티고네가 자신의 선택 동기를 νο

μος의 형태로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부분 2에는 안티고네의 매장 행위로 촉발된 크레온과 안티고네 사이의

갈등이 반영되어 있다. 이 부분은 913행의 “μέντοι”를 기준으로 두 부분

으로 나뉘어져서 안티고네의 행위에 대한 대조적인 평가를 보여준다. 안

티고네는 904-913행에서는 현명한 사람들의 관점에서 자신의 행동이

“법에 따른 것(τοιῷδε ... νόμῳ)”이라고 설명함으로써 긍정적인 평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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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내고, 914-920 행에서는 크레온의 시각에서는 그의 명령을 어긴 자

신의 행동이 “잘못한(ἁμαρτάνειν)” 것이라는 부정적 평가를 보여준다.80)

특히 915행의 “δεινὰ τολμᾶν”은 449 행의 크레온의 대사 중 안티고네의

‘오만함’을 비난하는 단어 “ἐτόλμας”를 그대로 사용하여 크레온의 관점

을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상반된 평가의 제시는 크레온과의 대립 장면

에서와 마찬가지로 안티고네의 행위를 둘러싼 긴장을 상기시킨다. 그러

나 안티고네가 이렇게 자신을 비난하는 관점을 제시하는 것은 자기 행위

의 과오를 의심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자신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

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크레온의 관점에 대한 언급 이후 안티

고네의 비참한 현재 상황에 대한 묘사가 이어짐으로써 크레온의 부당한

처사가 더욱 부각되기 때문이다.

안티고네는 크레온과의 대립에서 자신의 행위를 신들의 νομος를 근거

로 정당화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부분 2에서도 νομος를 정당함의 근거

로 내세운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νομος에 대한 설명은 서론에서 언

급했듯이, 이전에 제시한 νομος와 모순되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905-906행에서 자식이나 남편의 경우에는 이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것이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죽은 자에 대한 매장 의무를 포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어지는 대사에서 안티고네가 매장받아야 할 자들

의 우위를 정해 선택하고 있다는 점은 안티고네가 앞에서 두 오빠에 대

해 요구했던 매장 윤리의 동등한 적용을 포기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안티고네의 비일관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비판받아왔으며, 이

러한 불일치는 이 부분이 삽입된 것이라는 문제제기의 근거 중 하나였

다. 그러나 이 부분에서 말하는 νομος는 이전의 νομος의 내용이 상충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밝힌다면 안티고네의 비일관성 문제뿐만 아니

80) 904행의 “τοῖς φρονοῦσιν”, 914행의 “Κρέοντι”는 둘 다 여격의 형태로 쓰

여서 안티고네에 대한 상반된 시각을 명확히 대비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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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삽입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안티고네의 주장은 앞에

서 주장하던 바와 다르지 않다. 이전의 논의에서 확인했듯이, 안티고네가

크레온과의 대립 중 주장한 것은 “어머니에게서 난(466-467행 τὸν ἐξ ἐ
μῆς/μητρὸς)”, “오라비(503행 τὸν αὐτάδελφον)”를 매장하는 것, 즉 “한

배에서 난 자를 존중하는 일(511행 τοὺς ὁμοσπλάγχνους σέβειν)”이었

다. 다시 말해서 안티고네가 주장하는 바는 “혈족인 죽은 오라비를 매장

하는 것”이었으며 여기서도 그러한 주장은 일관되게 나타나 있다.81) 그

리고 자신의 주장이 근거한 바를 “오라비는 대체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이것이 자신이 따른 νομος라고 말한다.82) 대체불

81) 909-912행에서는 프리아멜(Priamel)이 사용되어서 안티고네가 말하고자 하

는 바를 강조하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프리아멜은 서정시와 엘레기에서

흔히 사용되던 표현 방식으로, 시의 가장 중요한 주제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

다른 선택지들을 나열하는 형식이다. 유사한 언급들이 열거됨으로써 마지막

에 등장하는 것을 부각시키게 된다. 일단 909-912행에서 각 구문에서 주어에

해당하는 “πόσις(909행)”와 “παῖς(910행)”, “ἀδελφὸς(912행)”가 구문 내에서

모두 앞쪽에 배치되어 눈에 띄는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배치와 통사

구조는 “πόσις”와 “παῖς”를 “ἀδελφὸς”와 대조시키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

다. 각 구절에서 다음으로 “κατθανόντος”, “εἰ τοῦδ᾽ ἤμπλακον”, “μητρὸς ...

πατρὸς κεκευθότοιν”가 이어지는데, 앞의 두 경우는 비현실적 가정으로, 마

지막은 현실적 사실을 묘사하여 상황을 한정한다. 그리고 이것들은 점층적인

구성을 통해 안티고네가 표현하고 싶어 하는 것으로 문장을 이끌어간다. “남

편이 죽으면 다른 남편을 얻을 수 있고”, “자식을 잃으면 다른 남자에게서

태어날 수 있다”는 사실은 마지막 구절인 “오라비는 다시는 있을 수 없지요”

와 명백한 대비를 보여준다. 요컨대, 앞의 두 구절이 마지막 구절을 부각시켜

주는 전형적인 프리아멜의 방식을 통해 안티고네는 오빠 폴뤼네이케스와의

혈연관계를 강조하는 것이다. 프리아멜에 대한 고대의 다른 문헌에 대해서는

West(2007) p. 116 참조.

82) 대체가능성의 문제는 569행에서 크레온에 의해서 제기되는데, 이스메네가

안티고네는 하이몬의 약혼녀임을 환기시키자, 크레온은 “경작할 만한 다른

여자들의 밭도 있다(ἀρώσιμοι γὰρ χἀτέρων εἰσὶν γύαι.)”며 안티고네의 유

일함을 부정한다. 즉 안티고네가 수행할 배우자의 역할은 대체가능한 것이라

고 말한다. 안티고네는 여기에서 거꾸로 크레온에 반대하여 그의 논리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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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함이라는 근거는 여기서 처음 언급되지만 사실 혈연관계의 특징을

나타내는 말로 이전의 주장을 강조해주는 것이다. 즉 안티고네가 여기서

법이라는 형태로 말하고 있을 뿐 새로운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

라는 얘기다.

또한 안티고네가 말하는 νομος는 이전에 안티고네가 말하던 신들의 ν

ομος와 비슷한 성격을 가진다. ‘죽은 오빠를 매장해야 한다’는 안티고네

의 주장은 형제-자매의 유대를 기반으로 한 것으로, 여기서 안티고네는

이러한 형제-자매의 유대를 강조하기 위해 남편과 아이의 경우라는 가

정적 상황을 제시한다. 남편이나 자식과의 관계는 모두 결혼을 통해 생

겨나는 것이고, 결혼은 “아테네 사회에서 νομος에 의해 결정되고 규정

된 사회적이고 계약적인 문제”로 인간에 의한, 즉 인공적인 성격의 것이

다.83) 즉 “이혼을 하거나 남편이 사망할 경우 자식은 남편의 집안에 남

지만 여자는 자신의 원래 집안으로” 되돌아간다.84) 반면에 혈연을 기반

으로 하는 형제-자매간의 유대는 “인공적이지 않고 영속적”이며, 결혼관

계에 비해 “더 자연적이며 φυσις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래서 안티고네

가 여기서 말하는 νομος는 “φυσις를 기반으로” 하며, 형제-자매의 유대

는 인간이 만든 제도가 아니므로 “깨질 수 없고 더욱 강력한 것”이라는

점에서 이전의 “쓰여지지 않은 법”과 여기서의 νομος는 유사한 것이라

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 확인한 바 안티고네가 주장하고 있는 것은 혈족의 유대가 가

용한다. Ormand(1999) p. 97 참조.

83) Cropp(1997) p. 152, Murnaghan(1986) p. 198. 이하의 이 단락의 논의는 크

롭을 참고, 인용한 것이다.

84) 대표적인 예로 메데이아가 있다. 메데이아가 자식들을 살해하는 이유는 그

것이 남편에 대한 강력한 복수이기 때문이다. 메데이아의 복수가 전제로 하

고 있는 것은 자식들은 남편의 소유라는 것, 즉 결혼 가족에 속한다는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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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중요성이다. 먼저 안티고네가 혈연관계를 강조하는 것은 당시 희랍사

회 여성의 사회적 조건이라는 시대적 배경과 관련하여 이해할 수 있다.

희랍 사회에서 결혼은 여성의 삶의 초점이었으며, 혈연가족에서 결혼가

족으로 이동하는 시기였다.85) 한 οἶκος에서 다른 οἶκος로 전환되는 시

기에 여성은 필연적으로 혈연가족과 결혼가족 사이에서 충돌을 마주하게

된다. 그래서 결혼하지 않은, 아이가 없는 여성은 자신의 가치를 결혼가

족이 아니라 혈연가족 내에서 확인한다.86) 따라서 안티고네가 여기서 결

혼의 상실을 노래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부분에서 드러나는 것은 혈

연가족과 결혼가족의 대립이다.87) 즉 안티고네는 혈연가족을 위해 죽기

때문에 결코 결혼가족을 가질 수 없고, 그래서 안티고네가 혈연가족에

대한 의무에 가치를 두는 게 의미하는 것은 결혼가족을 갖는다는 기회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이다.88) 이러한 관점에서 안티고네가 남편이나 아이에

대한 가정을 제시하며 논증하는 것은 적절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89)

85) Neuburg(1990) p. 67: “... the focus of women’s life in Athens was

marriage, the moment of transition from the blood-family to the

marriage-family.”

86) Griffith(1999) p. 278.

87) Murnaghan(1986), Neuburg(1990) 참조.

88) Neuburg(1990) p. 69.

89) 물론 안티고네가 결혼의 상실을 노래하고 있으며 이것이 이 작품 주제 중

의 하나이기는 하지만, 결혼의 기회를 상실한 것이 안티고네에게는 사실 문

제의 초점이 아니다. 이것은 안티고네가 약혼 상대자인 하이몬을 단 한번도

언급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드러난다. 또한 안티고네는 φιλος와 관련된 단

어를 자신의 친족, 주로 폴리네이케스를 언급할 때 사용하며 결혼으로 맺어

질 또 다른 φιλος인 하이몬은 오히려 단 한 번도 안티고네에 의해서 φιλος

로 불리지 않는다. 이것은 572행의 대사의 주체 문제와 관련된다. 안티고네-

하이몬의 애정 관계에 주목했던 해석은 이 부분을 안티고네의 대사로 간주하

지만, 대부분의 사본에 드러난 바와 같이 이 대사는 이스메네에게 속한 것이

다. 안티고네-하이몬의 혼인관계에 대한 안티고네의 일관된 무관심이 이를

뒷받침한다. 즉 안티고네와 하이몬의 관계는 이 극에서 상호적인 관계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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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 2에서 논란이 되는 또 하나의 구절은 907행 “시민들의 뜻을 어

겨서(βίᾳ πολιτῶν)”라는 대사이다. 이 구절이 삽입의 근거가 된다고 주

장했던 Rösler 는 안티고네라는 인물이 이러한 대사를 할 수 없다고 생

각했다.90) 뢰슬러에 따르면 안티고네는 시민들이 자신의 편이라고 생각

하며, 이러한 안티고네의 생각은 변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안티고네가

코러스와 시민을 분리하여 코러스는 크레온의 지지자로 간주한다는 것이

다. 이러한 주장의 전제가 되는 것은 극 중 시민들이 명백히 크레온의

결정에 비판적일 것이라는 생각이다. 그러나 먼저 안티고네가 코러스를

“시민(806행 πολῖται)”라고 부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극 중에서

시민과 코러스를 완전히 분리할 수 없으며, 오히려 김기영(2011)에 따르

면 927행의 코러스를 지칭하는 지시대명사 “οἵδε”는 “βίᾳ πολιτῶν”으로

부터 “πολῖται”를 의미할 수 있다.91) 게다가 안티고네와 크레온의 행위

에 대한 코러스를 제외한 극 중의 시민들의 판단은 명확히 드러나지 않

는다. 시민들의 생각은 안티고네의 행동이 도시가 금지한 일이라는 이스

메네의 언급과, 반대로 시민들이 안티고네의 행동을 명예로운 것으로 칭

송한다는 하이몬의 언급을 통해 간접적으로만 전달된다. 특히 시민을 대

표한다고 할 수 있는 코러스의 입장은 안티고네에 대해 부정적인 게 사

실이지만, 그렇다고 크레온의 입장에 완전히 동의하는 것처럼 보이지도

않는다.92) 그러므로 이 구절은 안티고네의 코러스의 입장에 대한 달라진

명되지 않는다. 두 인물은 한번도 살아서 마주치지 않으며, 죽음의 장면에서

도 하이몬의 안티고네에 대한 애정만 부각될 뿐 안티고네의 감정은 전혀 언

급되지 않는다. 결혼의 기회를 상실한 것을 애도하는 것이 안티고네의 주된

목적이었다면 하이몬에 대한 언급이 빠질 수 없을 것이므로, 결혼 주제를 여

기서 확장해서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90) Rösler(1992) pp. 81-99 참조. Cropp(1997), Kim(2011)에서 뢰슬러의 논의를

재인용하였다.

91) Kim(2011) p. 30.

92) 안티고네에게 코러스는 시민의 뜻을 전달할 수 있는 유일한 정보원이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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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즉 코러스로부터 자신의 행동이 찬성 받지 못했다는 것을 반영하

는 것이다.93) 그래서 공동체의 반대를 알게 된 안티고네는 공동체를 향

해서 자기 행동의 정당화를 시도한다.

2.3. 부분 3(921-928): εὐσέβεια

이 부분에서 안티고네는 신들의 침묵에 대해 절망을 표현하고, 경건한

행동을 하고도 불경하다는 비난을 받았다고 말한다. 그래서 자신이 잘못

했다면 그에 걸맞는 고통을 받겠지만, 자신을 부당하게 대한 이들이 잘

못했다면 그들이 고통받아야 한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정당함을 주장한

다.

대체 신들의 어떤 법을 내가 어겼나요?

불운한 내가 여전히 신들을 바라봐야만 하나요?

동맹자들 중 누구에게 말을 걸어야 하나요?

경건하게 행동하고서 불경죄를 얻었으니 말예요.

하지만 이것이 신들에게 좋게 보인다면,

나는 고통당하며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겠지요.

하지만 저들이 잘못했다면, 저들이 내게 부당하게

저지른 것보다 더 큰 고통을 당하지 않게 되기를!

ποίαν παρεξελθοῦσα δαιμόνων δίκην;

τί χρή με τὴν δύστηνον ἐς θεοὺς ἔτι

βλέπειν; τίν᾽ αὐδᾶν ξυμμάχων; ἐπεί γε δὴ

러므로 안티고네의 시각에서 코러스는 시민의 뜻을 전달하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코러스가 시민의 뜻을 반영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 극 전체에서 코러스의 태도를 명확히 판단하기란 쉽지 않다. 처음에는 크

레온에게 동조하고 복종하며, 안티고네의 처벌에 대해서도 묵인하지만, 뒤로

갈수록 크레온에 대해 반대되는 의견을 제시하는 변화하는 모습을 보인다.

93) Kim(2011) p. 28, Foley(2001) p. 176.



55

τὴν δυσσέβειαν εὐσεβοῦσ᾽, ἐκτησάμην.

ἀλλ᾽ εἰ μὲν οὖν τάδ᾽ ἐστὶν ἐν θεοῖς καλά,
παθόντες ἂν ξυγγνοῖμεν ἡμαρτηκότες·

εἰ δ᾽ οἵδ᾽ ἁμαρτάνουσι, μὴ πλείω κακὰ
πάθοιεν ἢ καὶ δρῶσιν ἐκδίκως ἐμέ.

안티고네가 신적인 정의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으므로 부분 3의 중심 주

제는 εὐσέβεια이다. 안티고네의 관심이 신들에 대한 εὐσέβεια로 옮아갔

다는 것은 921행과 922 행에서 “신들의 정의(δαιμόνων δίκην)”와 “신들

을 향해(ἐς θεοὺς)”라는 표현에서 직접적으로 드러난다. 여기서 안티고

네는 신들의 관점에서 자신의 행위가 옳은지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이 부분은 보통 안티고네가 앞에서 제시했던 신들의 법칙94)에 대한 믿

음을 잃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었다.95) 특히 921-923행에서 신들의 무관

심에 대한 질문을 통해 절망에 빠진 안티고네의 상태가 잘 표현되는 것

같지만, 이를 통해 안티고네가 자신의 행위가 신들로부터 부정당하는 것

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바로 이어지는 924 행에서 안티고네는 “경건

하게 행동하고 불경죄를 얻었다(τὴν δυσσέβειαν εὐσεβοῦσα)”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96) 즉 폴뤼네이케스를 매장한 행위는 크레온에 대한 불복

종이지만 신들의 뜻에는 어긋나지 않는 행위라고 스스로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 구문은 반대되는 뜻의 두 단어 δυσσέβειαν와 εὐσεβοῦσα를

병치하여 εὐσέβεια를 둘러싼 코러스와의 대립을 반영하고, 안티고네의

행위를 둘러싼 상반된 평가와 긴장을 드러낸다.

εὐσέβεια의 관점에서 안티고네에 대한 상반된 평가는 이어지는

94) 74-77행, 89행, 450-460행, 519행, 542행 참조.

95) Knox(1964) pp. 104-107.

96) 74행의 “ὅσια πανουργήσασα”에서 드러난 자기 행위에 대한 상반된 평가의

인식을 여기서도 일관되게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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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5-928행의 대사에서도 잘 드러난다. 이 연설의 결론에 해당하는 마지

막 4행은 두 쌍의 복합문의 정교한 구성으로 균형을 이루고 있다. 각 문

장은 각각 εἰ μὲν τάδε, εἰ δ᾽ οἵδε로 시작하며, 925행과 927행은 καλά:
κακὰ, θεοῖς:οἵδε를 통해 대조되고, 926, 927행의 παθόντες:πάθοιεν,

926, 928행의 ἡμαρτηκότες:ἁμαρτάνουσι가 대응된다. 또한 주동사(926

행의 ξυγγνοῖμεν, 928행의 πάθοιεν)는 희구법(optative)으로 사용되어

두 구문의 대응관계를 보여준다. 이러한 양자택일의 구문은 신적 정의에

대한 두 가지 상반된 판단을 담고 있다. 즉 신들의 관점에서 안티고네가

잘못한 경우과 안티고네를 처벌한 자들이 잘못한 경우이다. 925-926행

은 축자적으로 본다면 안티고네가 자신의 정당함에 대한 회의를 표현하

는 것으로 해석된다.97) 그러나 이 두 행은 경멸조의 양보적 표현이지,98)

안티고네가 자신이 잘못했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생각한다는 것을 의

미하지 않는다.99) 이어지는 927-928행 역시 축자적으로 해석하면 “그들

이 내가 받은 고통만큼은 고통받지 않기를”이라고 해석할 수 있지만, 실

제로는 안티고네가 받은 것 이상의 고통은 상상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바꿔 말하면 자신이 고통 받은 만큼은 저들도 고통 받아야 한다는 뜻의

반어적 표현이다.100) 또한 이 연설에 대해 929-930 행에서 코러스가 보여

주는 반응을 통해서 안티고네가 자신의 정당함에 대해 의심하지 않는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여전히 가슴속 폭풍이 같은 기세로 이 소녀를 붙

들고 있구나(ἔτι τῶν αὐτῶν ἀνέμων αὑταὶ/ψυχῆς ῥιπαὶ τήνδε γ᾽ ἔχουσ

ιν.)”라고 말하며 안티고네의 굽히지 않는 완고함을 지적하고 있기 때문

97) Griffith(1999) p. 300, Kim(2011) p. 31.

98) Kamerbeek(1978) p. 161: “the first two lines are introductory and at

most scorfully concessive”

99) Neuburg(1990) p. 69, n. 45.

100) Kamerbeek(1978) p. 162: “the real meaning is that she cannot imprecate

heavier sufferings on them than they are inflicting on her(Camp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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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즉 마지막 4행은 전체가 반어적인 표현으로 결국 자신이 옳으며

크레온이 고통 받아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는 구문이다.

지금까지 마지막 연설에 세 개념 φιλια, νομος, εὐσέβεια을 둘러싼

인물들 간의 갈등과 안티고네의 선택과 근거가 반영되어 있다는 것을 확

인했다. 안티고네는 이 연설에서 자신의 행위가 정당하다는 것을 세 가

지 주제를 중심으로 종합한다. 그리고 이러한 정당화와 자기주장은 처음

부터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이 연설은 안티고네 스스로 자신의

운명을 이해하려는 독백(soliloquy)101)이라기보다는 코러스의 비판에 대

한 안티고네의 대답이다. 안티고네의 이 마지막 연설이 코러스를 향하고

있다는 점은 안티고네가 애탄가에서부터 마지막 대사(937-943행)에 이

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코러스를 부르고 있다는 점으로 뒷받침된다.102)

안티고네의 발화가 코러스를 목표로 한다는 것은 이 부분에서 지적된

비일관성의 문제를 설명해줄 수 있다. 인물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즉

애탄가에서 안티고네는 코러스가 자신을 인정할 것이라고 기대했으나 그

렇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러한 판단의 변화는 907행

의 “시민들의 뜻을 어겨서(βίᾳ πολιτῶν)”에서 잘 드러나며, 이로 인해

이제 안티고네는 코러스한테 동정을 호소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옳다는

것을 논증을 통해 밝히려고 하는 것이다.103) 안티고네 발화 목적의 변화

는 운율의 전환을 통해서도 나타난다. 891행부터 운율은 서정시 운율이

아니라 전통적으로 숙고와 토론과 분석의 매개인 약강격 운율(iambic

101) Knox(1984) p. 48.

102) “내 조국 땅의 시민들(806행 ὦ γᾶς πατρίας πολῖται)”, “도시의 부유한 자

들(843행 πολυκτήμονες ἄνδρες)”, “테바이의 지배자들(937행 Θήβης οἱ κοιρ

ανίδαι)”.

103) Scodel(2006) pp. 244-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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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imeter)로 바뀐다. 이 운율의 사용은 안티고네가 “자기 자신의 동기를

추론”하려고 하고, “자신에게 행동의 동기와 본질을 명확히 하려고 한

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104) 즉 안티고네가 여기서 갑자기 논증을

하며 ‘계산성’을 보인다는 점에서 안티고네의 캐릭터에 적절하지 않으며,

일관성이 없다는 비판은 안티고네가 여기서 자기 정당화라는 다른 목적

을 가지고 코러스를 향해 발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해결될 수 있다.

그런데 왜 안티고네는 이미 코러스로부터 거부당했는데도 불구하고 다

시 그들을 향해 자신의 정당함을 논증하려고 하는 것일까? 이것은 안티

고네가 ‘위법자’라는 오명에도 불구하고 매장행위를 감행할 때 얻는 보상

과 관련이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72 행과 502-4 행에서 드러나는 바,

안티고네의 매장행위 이면에 공존하는 목표는 명성(κλεος)을 얻는 것이

며 이것은 안티고네의 죽음에 영웅적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다.

희랍어 κλεος는 도덕적 자기 확인도 아니고 신들의 승인도 아니

며, 광범위하며 지속적인 인간 공동체로부터 형성되어야 하는 것이

다.

Greek κλεος is neither ethical self-affirmation nor divine

approval, but something that necessarily comes from a large,

continuous human community.105)

즉 안티고네가 원하는 ‘κλεος’란, 자기 스스로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것만

으로 충족되지 않으며 코러스로 대변되는 공동체가 그 행위에 대해 찬성

해야만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안티고네가 “테바이의 지배자들(940

행 Θήβης οἱ κοιρανίδαι)”, 테이레시아스가 “테바이의 왕들(988행 Θήβ

104) Knox(1964) p. 67.

105) Hawthorne(2009) p. 36.



59

ης ἄνακτες)”이라고 코러스를 부른다는 사실을 통해서, 이 극에서 코러

스는 도시에 대해 공적인 권위와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임을

추측할 수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안티고네에게 코러스의 지지는 죽

음을 향해 가는 순간에 얻을 명성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

그렇다면 남은 문제는 안티고네가 공적인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코

러스를 향해 혈연관계의 중요성이라는 근거를 제시한 이유이다. 안티고

네가 혈연관계의 중요성을 근거로 ‘친족의 의무’만을 고집하는 모습은

‘도시’의 측면을 고려하지 않은, 혹은 ‘도시’에 반대되는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코러스가 대변하고 있는 도시 공동체의 단위를 분해해

본다면, 이것이 구성되기 위해서는 혈연관계를 바탕으로 한 친족이 전제

되어야만 한다. 즉, 가장 근본적인 토대인 혈연관계는 공동체를 생각하는

코러스의 입장에서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문제인 것이다. 따라서 안

티고네가 혈연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이런 측면에서 코러스를

겨냥한 근거가 될 수 있으며, 안티고네가 ‘도시’의 안위에 대해서는 간과

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한 반론이 될 수 있다. 이를 통해 안티고네는 공

동체의 시각에서도 자신의 행위가 수용되어야 하는 것임을 주장하는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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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 론

괴테가 문제를 제기한 이래로, 안티고네의 마지막 대사의 904-920 행

은 삽입된 것이라는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그 이유는 단지 문헌적

인 문제에 국한 되는 것이 아니라 해석적인 문제와 관련된 것이다. 일관

성의 문제에 있어서 이 부분을 삭제하자는 입장이나 유지하자는 입장이

나 안티고네의 비일관성을 공통적으로 지적하기 때문이다. 이 논문은 그

러한 해석의 문제에 초점을 맞춰서 904-920 행을 포함하고 있는 안티고

네의 마지막 대사를 작품의 내적인 측면에서 이해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우선 안티고네의 선택과 근거의 기준이 되는 세 개념 φιλι

α, νομος, εὐσέβεια을 취하여 이들을 둘러싼 인물간의 갈등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살펴보았다. 안티고네의 마지막 대사에 이르기까지 안티고네

는 세 번의 대립을 겪는데, 그 과정에서 하나의 정의로 통일되지 않는

개념들의 충돌이 인물들의 갈등을 만들어내는 핵심적 요소로 작용한다.

안티고네는 자신의 정당함을 변호하기 위해 이스메네와의 대립에서는 φ

ιλια를 강조하고, 크레온과의 대립에서는 νομος에 집중했다. 코러스와

의 애탄가에서는 동감을 기대하였으나 εὐσέβεια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확인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안티고네는 코러스가 자신을 지지하지 않

는다는 판단의 변화를 보여준다. 이어지는 마지막 연설도 위의 세 개념

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안티고네는 이전의 갈등에서 드러난 평가를 제시

하면서 친족가치에 대한 옹호를 보여주고, 자기 행위의 근거로 삼았던

친족가치에 대한 헌신을 구체적인 법을 제시함으로써 정당화한다. 그리

고 이것이 신들에 대한 경건한 행동이었음을 선언한다. 즉 이 대사는 위

의 세 개념을 통해 작품과 유기적 관계를 이루고 있으며 여기서 안티고

네의 선택과 근거는 일관되게 드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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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코러스의 입장에 대한 안티고네의 판단이 달라진다는 점을 통해

안티고네의 마지막 대사가 일관되어 보이지 않을 수도 있는 이유를 살펴

보았다. 안티고네는 코러스에 대해 애탄가와는 달리, 논증을 사용하여 자

기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그래서 이 마지막 연설은 안

티고네의 주장이 종합되어 있는 일종의 공적인 연설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안티고네의 마지막 대사는 흔히 이해되듯

이 개인적인 감정에 침잠하는 독백(soliloquy)라기보다는, 코러스에 대한

응답이며, 이를 통해 무대에 있는 모든 이들, 극중의 보이지 않는 시민들

그리고 관객들을 향해 자신의 정당한 도덕적 입장을 공적으로 확장시켜

선언하는 최종 변론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적합할 것이다. 이러한 성격을

고려할 때, 관객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극적 효과를 가질지에 대해서 진

전된 논의가 가능할 것이다. 상연을 위한 극 언어라는 본질을 고려했을

때, 이 연설은 단지 극 안에서 안티고네가 자신의 주장을 일관되게 제시

하고 정당함을 선언하는 것으로만 이해될 것이 아니다. 이것은 마치 희

극의 파라바시스(παραβασις, 월경)106)처럼 작품 외적 소통구조에서 관객

에게 영향을 끼치려는 의도가 잠재된 대사라는 논의로 발전될 수 있다.

106) 마틴 호제(2005) pp. 134-13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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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ses 904-920 of Sophocles’ Antigone which consists of Antigone’s

last speech, have caused many controversies among textual critics of

the play due to the suspicion of non-authorial interpolation made after

the playwright’s death. This thesis analyzes the play focusing on the

issues of interpretation raised by the lines in question rather than on

the issues of their authenticity. Taking Antigone’s attitude in these

lines as inconsistent with that expressed in her previous speeches in

the play, many scholars speculated that they do not represent

Sophocles’s intention. Those scholars who do not question the

authority of the lines also questioned Antigone’s consistency in her

last speech. In this thesis I argue that Antigone’s last speech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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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irely consistent with what she says in the speeches prior to this

and thus with the play as a whole.

This thesis examines how Antigone’s choice and motives are

revealed through and in the agons with other characters throughout

the play. φιλια, νομος and εὐσέβεια are the three main themes

around which the agons are carried out. The burial of her brother

Polyneices is Antigone’s way of performing what her piety toward

family, religion, and nomos dictate. By contrast, Ismene, who shares

the same φιλια relation with Antigone, rejects the heroine’s

suggestion, and Creon regards her deed as a betrayal transgressing

the city’s νομος, while the Chorus differs from her in their

interpretation of εὐσέβεια. Through these three-agons, Antigone

comes to identify herself as absolutely isolated in and unsupported by

her community, as her failure to win the chorus’ sympathy testifies.

Antigone’s last speech is built around these three themes. Antigone

advocates familial piety which has served as the ground of her

choice, justifies her action as in accordance to the concrete operating

law of the polis, and declares this as an act of religious piety. This

final speech recapitulates those previous conflicts caused by her act

as well as her motives for the act, the observation of which helps us

detect the consistency of her choice and motive. Moreover, given the

fact that it contains Antigone’s coherent argument and its basis, this

speech should be understood not as a soliloquy spoken in an agony

to understand her own fate, but as her last defense of her values in

response to the Chorus’s refusal to support her cause. Despite her

express renunciation to win any emotional empathy or appre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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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igone seeks the support of the chorus which is the most essential

element to achieve renown(κλεος). Hence Antigone’s last speech is an

argument for her rightness addressed to the Chorus.

In conclusion, Antigone’s last speech shows the thematic consistency

of the play by offering an overall view of her choice and motives. It

is Antigone’s last defense of her choice and the ethical perspectives

involved in the choice in front of the polis, those on stage including

the Chorus. How this defense works on the audience within and

without the play, which I believe could be profitably studied, is left

undiscussed in this thesis.

keywords : Sophocles, Antigone, consistency, philia, nomos,

eusebe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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