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비극의 탄생 읽기
－니체 대 쇼펜하우어－

김 주 휘

【주제분류】서양근대철학; 윤리학; 미학.
【주요어】니체; 쇼펜하우어; 예술; 구원; 아폴로; 디오니소스; 자연.
【요약문】니체는 쇼펜하우로부터 영향을 받고 또한 그를 넘어서면서 자신
의 독자적 사유를 전개했다. 특히 니체의 삶의 긍정의 윤리학은 쇼펜하우
어의 삶의 부정의 철학－체념을 최고의 윤리적 이상으로 간주하는 철학－
에 맞서 사유하는 가운데 발전된 것이다. 본 논문은 니체가 비극의 탄생
에서 쇼펜하우어의 용어들을 이용하면서도 그의 사유를 근본적으로 전복
하고 넘어서는 지점들을 보여주고자 한다. 쇼펜하우어에게서 예술은 의욕
함으로부터의 해방을 통하여 진정한 구원으로서의 체념에 이르는 길을 제
공함으로써 삶을 구원한다. 그러나 니체는 그리스 고전비극을 최고의 예술
형식으로 제시함으로써 쇼펜하우어의 실천철학에 반대하며, 아폴론적 예술
의 삶의 구원의 역할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개별화된 현상세계에 대한 스
승의 가치평가를 완전히 전복하고, 또한 디오니소스적 자연의 위로하는 역
할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의지와 자연과 삶 자체에 대한 가치평가를 전복
한다. 본 논문은 또한 비극의 탄생 에서 니체가 분석하는 아폴로와 디오
니소스의 변증법이 자연과 문화의 관계와 건강한 삶의 성격과 조건 등에
대한 니체의 지속적인 사유의 초석이 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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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체의 철학을 고려함에 있어 쇼펜하우어의 영향을 빼놓고 그것에 대
하여 말하는 것은 커다란 오해를 가져올 수 있다. 이를테면 제너웨이
(Janaway)는 카우프만(Kaufmann)의 오역의 예를 들어 그런 경우의 오
류를 잘 지적한다. 카우프만은 “reinen willensfreien Subjektes“를 ”pure
free-willed subject”로 번역하는데 이것은 원래 “pure will-free(or will-less)
subject”로 번역되어야 하는 것이며, 이러한 오역은 카우프만이 니체에
게 지대한 영향을 끼친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염두에 두지 않았기 때
문이다.1) 이 예가 잘 보여주는 것처럼 니체의 사유는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염두에 두지 않고서는 결코 적절하게 이해될 수 없다. 왜냐하
면 니체는 초기 쇼펜하우어의 압도적 영향을 받으면서도, 그와의 ‘대
결’을 통하여 자신의 고유한 생각들을 다듬어나갔기 때문이다. 이를
테면 가장 중요하게는, 니체의 ‘삶의 긍정’이라는 윤리적 이상은, 삶
에의 의지의 소멸을 최고의 이상으로 간주하는 쇼펜하우어의 삶의
부정－체념－의 철학을 부정하면서 태어나고 발전된 것이다. 그러므
로 니체가 쇼펜하우어라는 스승으로부터 받은 영향과 더불어 그가
어떻게 최초의 스승을 극복하고 지양해 나갔는지를 함께 고려하는
것이 니체를 이해함에 있어 매우 중요할 것이다. 본 논문은 니체의
최초의 저작인

비극의 탄생

을 니체와 쇼펜하우어의 대결이라는

측면에서 읽음으로써 그러한 이해에 기여하고자 한다.2)
흔히 니체의 처녀작인 비극의 탄생 은 쇼펜하우어 철학의 압도
적 영향 하에 씌어졌다고 평가되고 그에 입각하여 이해된다. 니체가
사용하는 용어들과 몇 가지 구분들, 특히 물자체와 현상의 구분은 명

1) Janaway, “Introduction”.
2) 이와 관련된 시도로는 Janaway와 Soll을 참고하라. 이들은, Soll의 구분을 따
르자면, 니체와 쇼펜하우어에게서 “페시미즘의 기술적(descriptive)” 측면－즉
‘삶은 고통이다’라는－이라는 공통점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 이 글에
서는 저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니체와 쇼펜하우어가 보여주는 “평가적(evaluative)”
측면과 “권유적(recommendatory)” 측면에서의 차이를 강조하고 이러한 차이
가 바로 예술의 지위와 역할에 대한 다른 이해와 연관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자 한다. 이러한 주제와 관련하여 본 논문 이외에도 비극의 탄생 에 대한
Rethy의 연구와 특히 Haar 등을 참고할 것을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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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하게 쇼펜하우어와 칸트를 연상시킨다. 그래서 비극의 탄생 에서
제안되는 니체의 예술론－아폴론적 예술과 디오니소스적 예술 그리고
양자의 결합으로서의 비극에 대한－역시 쇼펜하우어의 사상의 아류인
것으로 생각되기 쉽다. 이를테면 각각 조형예술과 음악으로 대표되는
아폴론적 예술과 디오니소스적 예술의 구분은 쉽사리 쇼펜하우어에
게서 기원한 것으로 간주되고 그에 입각하여 이해된다.3) 그러나 쉽
게 저지를 수 있는 이러한 피상적인 독해는 니체가 삶이 미학적 현상
으로서, 예술을 통하여, 구원될 수 있다고 말할 때, 그러한 삶의 구원
이 쇼펜하우어가 염두에 두는 삶의 구원과 가지는 성격의 차이를 전
혀 설명하지 못한다. 그래서 흔히 두 사람의 실천철학에서의 차이－삶
의 긍정과 부정이라는 차이－는 이들의 예술에 대한 이해의 차이, 예
술의 지위와 역할, 그리고 삶과의 관계에 대한 이해의 차이와 긴밀하
게 연결되지 않은 채 그저 기술된다. 이 글에서는 니체와 쇼펜하우어
의 삶의 긍정과 부정의 철학을 그들의 예술의 지위와 역할에 대한
이해의 차이로 소급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니체 스스로 비극의 탄생
에서 그 자신이 비록 칸트와 쇼펜하우어의 정식들을 사용하기는 하
지만 그들의 정신에 위배되는 가치평가를 제안하고 있다고 주장한
다.4) 그는 이 책이 “어떤 권위와 숭배의 대상에 굴복하는 것처럼 보
이는 대목에서도 독자성을 잃지 않는 반항적이고 자립적인 책”이라고
말한다.5) 이 글에서는 유사한 용어들 뒤에 미묘하게 숨어있는 근본
적인 차이의 지점들을 드러냄으로써 니체의 고유한 사유의 맹아들이
그의 처녀작에서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이후 그것들의
발전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이 글이 주목하는 것은 니
체가 쇼펜하우어와 마찬가지로 예술이 삶을 구원한다고 말할 때 그
것의 독창적인 의미이며 이로부터 발견되는, 니체의 사유 전체를 관
3) 니체 자신이 이러한 이해를 부추기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를테면 비극의
탄생 16절을 보라. 그리고 쇼펜하우어의 시스템에 따라 니체의 아폴론적 예술
과 디오니소스적 예술을 설명하는 예로는 특히 Young과 Clark를 참조하라.
4) KSA 1, “Die Geburt der Tragödie” (이하 GT), “Versuch einer Selbstkritik” 6.
5) ibid 2. 박찬국, p.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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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하는, 삶과 예술의 관계와 자연과 문화의 관계 등에 대한 사유의
맹아이다. 글의 순서는 먼저, 쇼펜하우어의 예술을 통한 삶의 구원에
대한 사유를 살피고, 그 후, 비극의 탄생 에서 니체가 제시하는 아
폴론적 예술과 디오니소스적 예술 각각의 지위와 역할을, 그리고 그
것이 내포하는 함의를, 고찰하는 것이 될 것이다.

Ⅰ. 쇼펜하우어에게서 ‘예술을 통한 삶의 구원’
쇼펜하우어는 칸트의 물자체와 현상계의 이원론을 수용하고 변형
시키면서 그의 사유를 시작한다. 칸트와 마찬가지로 세계를 물자체와
현상으로 구분하면서, 그러나 칸트와 달리 그리고 칸트로부터 더 나
아가, 쇼펜하우어는 물자체가 ‘삶에의 의지’이며 현상계는 그것의 표
상이라고 주장한다. 쇼펜하우어는 물자체가 그것의 본성상 앎의 대상
이 될 수 없음을 인정하지만, 그러나 또한 우리가 물자체에 대해서
비－표상적이고 직관적인 앎을 가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것은 “절
대적으로, 즉시, 알려지는 것”이다.6) 우리의 몸이 갖는 내적 외적 경
험으로부터 쇼펜하우어는 우리가 가지는 표상과는 독립적으로 실재
하는 세계가 눈먼 의지 혹은 욕망이라고, ‘삶에의 의지’라고, 주장한
다. 이 의지는 물자체로서 존재하기 때문에 앎의 형식들로부터 자유
롭고 시간과 공간의 너머에 존재한다. 그것은 “다수성에 대하여 알지
못하여, 따라서 하나로서 존재한다.”7) 반면 의지의 표상으로서의 현
상세계는 시간과 공간의 형식, 그리고 충족이유율의 원리의 지배를 받
는다. 이것은 생성의 세계, 그 안에서 사물들이 오고 가며 변화가 발생
하는 영원한 흐름의 세계이다. 개체성(individuality)과 다수성(plurality)
은 바로 이 현상세계에서 비로소 출현한다. “… 다수성은 오직 시간과
공간의 형식을 통하여 현상세계에 나타나며, 인과의 법칙은 시공간에
6) WWR I, §22, p. 111.
7) WWR I, §25, p.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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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결정에 다름 아니다.”8)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시공간과 인과율을
함께 “개체화의 원리(principium individuationis)”라고 부른다.9) 쇼펜
하우어에 따르면 지식 일반은 이 세계에 속하며, 단지 (의지의) 수단
으로서 의지에 복무한다.
쇼펜하우어는 삶은 저주이며 오직 고통으로만 가득하다고 주장한
다. 이러한 주장의 논거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우선 고통은 의지
자체의 성격에서 기원한다. 쇼펜하우어는 모든 의욕함은 ‘부족’과 ‘결
여’로부터 나오며, 욕구에 대한 만족은 오직 순간적일 뿐, 그것은 언
제나 다시 새로운 욕구를 만들어낸다고 말한다. 이 때문에, 우리가
의욕함의 주체인 한에서는 지속적인 행복이나 평화를 획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10) 다른 한편, 그는 또한 ‘하나’로서 존재하는 물자체로서
의 의지가 개별적 의지들로서 현상세계에 현현할 때 나타나는 의지
자신의 내적 모순을 지적한다. 물자체로서의 의지가 현상세계에 객관
화될 때 그것은 오직 개별화된 의지로서만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모든 의욕함의 다른 의욕함들과의 불가피한 충돌을 야기한다.
그래서 “이리스(Eris), 모든 개체들의 충돌”과 이기심이 “모든 갈등과
모든 고통의 출발점”이며 따라서 “개체성”과 “다수성”이 모든 악의 근
원인 것으로 여겨진다.11)
즉, 쇼펜하우어는 모든 의욕함이 부족과 결여에서 연원하며 그것의
충족은 다시 새로운 부족과 결여－욕망－를 낳는다는 사실과 개체성과
다수성으로부터 나오는 갈등의 불가피함으로부터 삶이란 모든 이들에
게 고통이라고 결론을 내린다. 이 고통은 의지의 본성 자체에서 연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 가운데 ‘가장 행운아’라 할지라도 이 고통
으로부터 면제될 수 없다. 쇼펜하우어는 (어떤 방식으로든) 고통이 해
소될 수 있다는 믿음－낙관주의－을 유치한 것으로 비웃는다. 곧 보게
되겠지만 삶의 고통으로부터의 구원은 오직 삶에의 의지 자체의 부정
8)
9)
10)
11)

WWR I, §26, p. 137.
개체화의 원리’에 대하여 전예완 참고.
Cf. WWR, I, §33, p. 176.
WWR, I, §56, p. 309; §61, p. 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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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만 있다. (심지어는 자살도 저 고통을 구원하지 못한다. 자살은 여전
히 삶에의 의지의 강력한 자기긍정의 표현일 뿐이기 때문이다.)12)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이처럼 삶과 의지가 고통일 뿐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의지를 “잠재우는 것(quieter)”으로서 궁극적으로 삶의 구
원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과정을 더 자세하게 살펴보기로
하자. 앞서 말했듯이 칸트의 이원론을 따르는 쇼펜하우어에게서, 물
자체는 인식의 너머에 존재하며, 우리가 지식 일반이라고 말하는 것
은 오직 현상세계에 속한다. 그리고 현상세계 안에서 지식 일반은 단
지 의지의 수단으로서 의지에 복무한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또한
의지의 본성에 대한 특별한 종류의 앎이 있어, 이 앎이 구원－곧 보
게 되듯이 쇼펜하우어에게 이것은 ‘체념(resignation)’이다－에의 길을
열어준다고 생각한다. 쇼펜하우어의 사유체계 안에서 ‘예술’이 갖는
특별한 지위와 역할은 바로 이 대목에서 모습을 드러낸다.
“[…] 앎은 이러한 [의지에의] 예속으로부터 벗어나, 그 족쇄를 벗
어던지고, 의지의 모든 목적들로부터 자유로이, 순수하게 그 자체로
존재할 수 있다 […] 그리고 이것이 예술의 원천이다.”13)

쇼펜하우어에 따르면, 예술가들은 사물들의 영원한 형상을 지각하
고 그것을 예술작품 안에서 표현한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플라톤을
따라 ‘이데아(Idea)’라고 부른다. 예술가들이 지각하고 표현하는 이데
아들은 의지의 “직접적 객관화”이며, 이것들은 아직 시간과 공간의 영
역으로 인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변화하지 않고, 결코 생성되지 않으
며 언제나 존재한다.”14) 개별적 사물들에 대한 앎이 의지에 종속되어
있는 반면에, 이데아를 지각하는 것은 “의욕함에 대한 앎의 우위”의
결과이다. 이 앎은 의욕함이나 욕망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따라
서 쇼펜하우어는 그것을 “순수한 앎”이라고 부른다.15) 순수한 앎의
12)
13)
14)
15)

Cf. WWR, I, §69.
WWR, I, §27, p. 152.
WWR, I, §25, p. 129. Cf. WWR, I, §25, p. 130.
WWR, I, §36, p. 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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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는 전적으로 대상에 침잠하여 자신의 개별성을 망각한다. 그것은
“순수한 주체로서, 대상의 맑은 거울로서” 존재한다.16) 이데아를 지각
하는 순간에는 우리는 “의지로부터 분리되어 […] 다른 세계로 들어
선다. 이 세계에는 우리의 의지를 움직이는, 그래서 우리를 강력하게
뒤흔드는, 모든 것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17) 쇼펜하우어는 이
것을 “앎의 해방”[앎이 주는 해방]이라고 부르며, 이것은 그에게서는 곧
“의지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한다.18) 쇼펜하우어에게서 예술을 통한 삶
의 구원은 바로 이러한 “의지로부터의 해방”에 있다:
“아름다운 것에서 느끼는 미학적 즐거움은, 상당 정도는, 우리가 순
수 관조의 상태에 들어설 때 잠시 모든 의욕함, 모든 욕망과 관심들의
너머로 고양된다는 사실에 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서 우리자신이
제거된다. 우리는 더 이상 끊임없는 의욕함을 위하여 인식하는 개인
들이 아니다.”19)

쇼펜하우어에게서 예술가들이란 이데아에 대한 앎을, 삶과 의지의
내적 본성에 대한 앎을, 가진 자들이다. 그리고 예술의 도움으로, 이
데아를 지각하는 순수한 앎을 통하여, 우리는 일시적으로나마 의욕함
과 그에 필연적으로 수반하는 고통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해방시킬
수 있다.20)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예술가들에게서 삶과 의지의 내적 본성에 대
한 앎이 아직은 ‘의지를 잠재우는 것’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아쉽게도 “이것은 그에게서는, 우리가 다음 권에서 보게 될
것처럼 체념의 획득한 성인의 경우에서와 같이 의지를 잠재우는 것
16)
17)
18)
19)
20)

WWR, I, §34, p. 178.
WWR, I, §38, p. 197.
ibid.
WWR, I, §68, p. 390.
개별적 의지로부터 해방된, 순수한 앎으로서의, 예술이라는 관념에 대하
여 니체는 이후 맹렬한 비판을 가한다. 특히 도덕의 계보학 3부에서
칸트와 쇼펜하우어의 미학을 비판하는 대목을 참고하라. 그리고 니체의
예술에 대한 사유의 전반적인 고찰로는 Rampley를 참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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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되지 못한다. […] 그에게서는 삶으로부터 빠져나가는 길이 아니
라 단지 삶 안에서 때때로의 위안을 얻는 길이 된다.”21)
이처럼 사실 쇼펜하우어는 세계의 내적 본성에 대한 지식, 즉 삶에
의 의지로서의 물자체에 대한 지식으로부터, 삶의 의지를 긍정하는 것
도, 삶의 의지를 부정하는 것도, 모두 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그
래서 그는 그가 어느 하나의 길을 강요할 수 없음을 인정한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쇼펜하우어는 구원의 길은 오로지 삶에의 의지의 부정에
있다고 생각한다. 그에 의하면 세계의 내적 본성에 대한 지식이 의지
를 잠재우는 것으로 작용할 때에만 삶이 구원된다.22) 그래서 쇼펜하우
어는 인간의 삶의 길 혹은 태도를 세 가지로 구분하여 강력한 의욕함
의 삶, 순수한 앎, 그리고 의지가 무력화된 상태로 나누고, 각각의 길
을 대변하는 것이 과학자, 예술가, 그리고 성인이라고 할 때, 오직 성
인의 길만이 진정한 행복과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 완전한 자기소멸과 의지의 부정, 참된 무의지, 오직 이것만이
의지의 갈망을 영원히 잠재울 수 있으며, 오직 이것만이 다시 흐트러
질 수 없는 만족을 주며, 오직 이것만이 세계를 구원한다; […]; 그리
고 절대적 선, 최고선(the summum bonum)을 준다; 우리는 이것을
다른 모든 좋은 것들, 이를테면 모든 소망의 실현과 행복의 획득이 단
지 잠깐의 고통 완화제에 불과한 저 질병에 대하여 근원적 치료를 제
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23)

나중에 니체는 쇼펜하우어의 체념의 윤리학, 모든 의욕함과 욕망을
부정하도록 하는 윤리학이 기독교와 마찬가지로 몸적 존재 자체를
죄악시하는 입장이라고 비판할 것이다. 이 글에서 우선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쇼펜하우어가 ‘예술을 통한 삶의 구원’에 대하여 말할 때
그것의 의미는 의욕함으로부터 자유로운 순수한 앎, 영원한 형상으로
서의 이데아에 대한 앎을 제공함으로써 예술이 비록 일시적이나마
21) WWR, I, §52, p. 267.
22) Cf. WWR, I, §54, p. 285.
23) WWR, I, §65, p. 362. Cf. WWR, I, §48, p. 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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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 의지‘로부터의 자유’의 순간들을 제공한다는 사실이다. 즉 쇼펜
하우어에게서 예술은 의지와 욕망‘으로부터의’ 해방을 제공함으로써
삶을 구원한다. 비록 예술은 아직 진정한 구원으로서의 체념의 단계
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저 체념에로 이르는 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한
다. 쇼펜하우어는 ‘비극’의 역할을 바로 이렇게, 삶의 비극성을 보여
주고 그로부터 삶의 체념에로 이르게 하는 것으로 이해했다. 그러나
우리가 뒤에서 볼 것처럼 그리스의 고전 비극은 쇼펜하우어의 이러
한 비극 이해에 전혀 들어맞지 않는 것이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그리스 고전 비극에 비하여 근대 비극을 더 높이 칭송했다.24)

Ⅱ. 니체에게서 예술을 통한 삶의 구원
비극의 탄생 에서 니체가 쇼펜하우어와 유사한 용어들 뒤편에서
새로운 사유의 맹아를 제공한다는 사실은 무엇보다도 먼저 그가 그리
스 고전비극을 높이 칭송한다는 사실에서 명확하게 드러난다. 이 사실
은 너무나 자명하여 오히려 그 의미가 제대로 파악되지 못하는 종류의
사실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쇼펜하우어는 비극이 삶의 끔찍한 측면들
을 보여줌으로써 체념에로 이르는 것에 기여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이
런 점에서 그리스 고전비극이 이를테면 셰익스피어의 근대 비극에 비
하여 열등하다고 간주한다. 반면 니체는 비극의 탄생 에서 그리스의
고전비극이 예술의 최고 형태라고 주장한다. 니체가 자신의 정신적 지
도자로 간주했던 쇼펜하우어가 예술의 진정한 역할에 부합하지 않는다
고 생각한 것을 최고의 예술 형태로 칭송한다는 사실 자체에서 우리는
이미 니체의 스승에 대한 반란을 감지할 수 있다. 니체의 그리스 고전
비극에 대한 칭송은 그가 쇼펜하우어의 실천적 페시미즘, 체념과 의지
의 부정의 윤리학에 반대하여, 삶에 대한 다른 가치평가와 삶의 긍정
의 윤리학을 제시할 것임을 암시한다. 그리고 이러한 다른 평가와 다
24) Cf. WWR, I, §51, pp. 252-5; WWR, II, pp. 4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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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윤리학 뒤에는 삶과 예술의 관계에 대한 전혀 다른 이해, ‘예술을
통한 삶의 구원’에 대한 전혀 다른 이해가 놓여있다.
앞에서 보았듯이 쇼펜하우어에게서 예술의 ‘해방’의 효과는 끊임없
는 고통을 야기하는 의욕함으로부터 일시적 자유를 제공하는 데에 있
었다. 예술은 의지로부터 자유로운 순수한 앎의 가능성을 제공한다.
그러나 비극의 탄생 시기에 쓰인 니체의 노트들을 통해 우리는 니
체가 쇼펜하우어의 실천적 페시미즘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이를테면 니체는 이렇게 적고 있다:
“[…] 예술과 도덕은 그것[의지]에 복무하며, 오직 그것[의지]을 위
해서만 일할 수 있다. 아마도 예술과 도덕이 의지에 반대된다는 가상
이 필요할 수는 있다. [그러나] 페시미즘은 실천가능하지 않고 [그것
을] 일관되게 주장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비－존재는 목적이 될 수 없
다. 페시미즘은 오직 개념의 영역에서만 가능하다.”25)
“예술과 철학이 의지에 반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마찬가지로 도
덕도 의지에 복무한다. 의지의 전능함. […]”26)

간단히 말하자면, 니체는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것과 같은 삶에의 의지
로부터 해방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한다. 쇼펜하우어의 체념 역시 삶
을 긍정하는, 삶을 영위하는, 하나의 길에 불과하다. 니체는 이 세계
로부터, 삶에의 의지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존재하지 않음을 분명히
한다. 흥미롭게도, 쇼펜하우어에게서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엾
게도 의욕함의 지배 하에서 눈먼 의지와 욕망에 휘둘려 살아간다는
것이며, 예술은 그로부터 귀한 해방과 자유의 순간들을 제공함으로써
삶을 구원하는 반면, 니체에게서 문제는 오히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서 의지가 [니체에게서는 ‘힘에의 의지’가] 제대로 구현되지 않는다는
데에 있다. 이러한 대조는 두 사람이 삶과 의지의 성격과 예술의 역
할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가지는 거리를 암시한다.
25) Rethy에서 재인용. p. 10.
26) Nietzsche, “Philosopher”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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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체의 쇼펜하우어에 대한 은밀한 반란은 우선 그가 두 예술 신으
로서의 아폴론과 디오니소스를 제안하는 방식에서 나타난다. 예술의
영역이 현상세계의 너머에 있다고 생각하는 쇼펜하우어와 달리 니체는
예술 신들을 ‘자연적’ 충동들로 소개한다.27) 누스바움(Nussbaum)을 인
용하자면, “최초의 대립은 니체가 양자를 […] 인간 본성 안의 “경향들”
과 “동인들”로, 또한 “충동들”로 […] 제시하는 데에 있다.“28)
그리고 흔히 니체의 두 예술 신으로서의 아폴로와 디오니소스의 구별,
조형예술과 음악이라는 두 예술 영역의 구분은 쇼펜하우어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여겨지고 니체 자신도 그러한 방식으로 저 차이를 제시
하기도 하는데, 이 대목에서도 니체는 실제로는 쇼펜하우어와 다른 방
식의 구분을 도입한다. 무엇보다도 니체의 이해에서는 쇼펜하우어와 달
리 플라톤적 이데아가 존재하지 않는다. 쇼펜하우어에게서는 플라톤적
이데아를 지각하는 것이 세계의 참된 본성에 대한 인식으로 이어졌다.
반면에 니체는 아폴론적 ‘가상’(Schein)을 디오니소스적 ‘진리’(Wahrheit)
와 대립시킨다. 니체에게서는 쇼펜하우어의 플라톤적 이데아가 단지 허
위적이고 가상적인 형상들이 된다. 니체의 사유의 새로움은 이처럼 예
술적 형상들을 자연의 영원한 진리가 아니라 단지 하나의 가상일 뿐
인 것으로 이해하는 데에 있다. 예술적 형상들에 대한 이러한 탈신성화
된 이해와 플라톤주의의 거부가 비로소 니체에게서 디오니소스의 발견
을 가능하게 하는데, 왜냐하면 파괴의 신으로서의 디오니소스는 아폴
론적 형상들이 더 이상 영원하지 않은 것으로, 탈신성화된 것으로, 이
해될 때에만 작용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니체에게서 아폴로와 디오니소스로 대변되는 두 예술 형식이 삶과
어떻게 관계를 맺는지, 니체에게서 예술을 통한 삶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자. 이 글에서는 비극에 대한
단지 좁은 설명을 넘어 두 예술형식이 삶 전체에서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 니체가 예술의 ‘형이상학적’ 역할이라고 말하는 것을 고려하여

27) GT 1.
28) Nussbaum, p.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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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구를 진행시키겠다.
모든 조형예술과 “이미지를 만드는” 예술을 아폴론적 예술로 규정하
면서 니체는 아폴론적 예술이 삶을 “구원(erlösen)”한다고 주장한다.29)
삶의 ‘구원’은 니체가 아폴론적 예술과 디오니소스적 예술의 종합으로
서의 ‘비극’이 혹은 비극 안에서 ‘디오니소스적’ 부분이 제공한다고 보
는 삶의 ‘위안(Trost)’과 다소 구별되어 이해되는 것이 필요하다. 니체
가 예술이 삶을 구원한다고 말할 때 그것은 주로는 삶이 ‘아름다운 가
상(der schöne schein)’에 의하여, 즉 아폴론적 창조물에 의하여 구원되
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아폴론적 예술에 의한 구원에서도 니체는 두
가지의 다소 다른 기능을 함께 고려한다. 우선 니체가 아폴론적인 ‘이
미지를 만드는’ 혹은 ‘형상을 부여하는’ 예술에 의한 삶의 구원을 말할
때 그가 삶의 ‘보호’의 역할을 염두에 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한다.
이 측면에서 니체는 아폴로를 예언의 신이자 빛의 신으로, 더 높은 진
리의 신으로 제시한다.30) 아폴론적 예술은 단지 유쾌한 형상들만을 제
공하는 것이 아니다: “그에게 완전한 가지성의 느낌을 제공하는 것이
단지 유쾌하고 친근한 이미지들뿐인 것은 아니다.” 오히려 여기에서 아
폴로의 역할은 “가지적인” 형상들을 제공하는 것, “현상세계의 인지적
형상들”을 제공하는 것이다.31) 아폴론 예술은 지식과 예언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혼돈에 질서를 부여함으로써, 삶에 기여한다. 예언을 가능하
게 하는 ‘가지적’ 형상들을 부여하는 아폴론적 예술은 그러므로 지식과
함께 삶에 영역을 설정하여 삶을 보호하는 다른 모든 장치들을 포함한
다. 니체는 국가를 창설하는 것이 바로 아폴론적 힘이라고 말한다.32)
개별적 형상을 부여하고 영역을 설정하게 함으로써 “개체화의 원리
(principium individuationis)”의 신이 되는 아폴로는 개체의 경계를 존
중하도록 가르친다. 그리스적 의미의 ‘중용’이 아폴론적 윤리학의 핵심
이 된다: “너 자신을 알라” 그리고 “너무 지나치지 않게!”33)
29)
30)
31)
32)

GT 1.
ibid.
ibid.
GT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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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체가 아폴론적 예술을 ‘야성적 충동들로부터 자유’로운 것으로 제
시할 때 그것은 쇼펜하우어의 예술가의 ‘관조’를 떠올리게 하지만, 이
들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존재한다. 쇼펜하우어의 예술가는 ‘개체
화의 원리’를 넘어서 그것 너머에 존재하는 영원한 이데아들을 관조하
지만, 니체의 아폴로는 삶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저 ’개체화의 원리
‘를 만들어내는 바로 그 힘을 의미한다. 비극의 탄생 이 쇼펜하우어
의 압도적인 영향 하에 씌어졌다고 가정하는 많은 이들은 유사한 용
어 뒤에 숨어 있는 이 근본적 차이를 보지 못하고 지나친다.34) 그러
나 우리는 니체가 쇼펜하우어의 구절을 어떤 방식으로 이용하는지를
확인함으로써 그 차이를 읽어낼 수 있다. 비극의 탄생 에서 니체는
아폴로를 설명하는 대목에서 쇼펜하우어의 한 구절을 인용한다. 피상
적으로는 이러한 인용은 니체의 아폴로에 대한 이해가 쇼펜하우어로
부터 온 것처럼 보이게 한다. 그러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우리는
쇼펜하우어가 ‘마야의 베일에 사로잡혀 있는 인간,’ 즉 현상세계의 너
머를 보지 못하고 그 안에서 발버둥치는 인간에 대하여 비판적 맥락
에서 기술하는 것을, 니체가 그의 아폴로를 설명하기 위하여 인용한
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둘 사이의 대조는 니체가 인용하는 쇼펜하우
어의 구절이 놓인 전체 맥락을 살펴보면 더욱 분명하게 나타난다.
쇼펜하우어는 아직 삶의 본성에 대한 지식에 도달하지 못하고 여
전히 마야의 베일에 사로잡혀 ‘개체화의 원리’에 몸을 맡기고 살아가
는 인간의 비참함과 나약함을 기술하고 조롱하기 위하여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의 ‘사공’이라는 이미지를 사용한다. 쇼펜하우어에게서
마야의 베일에 사로잡혀 있는 이들이 몸을 기대는 ‘개체화의 원리’는
단지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에서 그의 미약한 능력frail kraft”에 불
과하다. 쇼펜하우어에게서는 저 개체화의 원리 너머에서 영원한 이데
아를 지각하는 것이 “더 나은 지식”을 갖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예술
가들의 역할이다.35)
33) GT 1, 4, 16.
34) 이를테면, Young과 Clark의 설명을 보라.
35) WWR, I, §63, pp. 352-3를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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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니체는 저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의 ‘사공’”의 이미지를 그의
예술 신 아폴로를 위하여 사용하고, 아폴로를 ‘개체화의 원리’의 “찬
란한 신적 이미지”로 제시한다. 쇼펜하우어에게서 “폭풍우가 몰아치
는 바다에서 그의 미약한 능력”에 불과했던 ‘개체화의 원리’는 니체에
게서 아폴로에 의해서 표상되는 신적인 것으로 제시되고 아폴로가 제
공하는 ‘개체화의 원리’와 같은 “가상Schein”은 “즐거움, 지혜 그리고
미”를 준다고 여겨진다.36)
그러므로 니체가 쇼펜하우어를 인용하는 바로 이 대목에서 우리는
그들 사이의 매우 큰 차이를 발견한다. 쇼펜하우어가 미약한 것으로
조롱하는 ‘개체화의 원리’와 가상은 니체에게서 아폴로에 의하여 표
상되는 삶의 강력한 보호막으로, 그리고 “즐거움과 지혜와 미”의 원
천으로 이해된다. 니체는 ‘개체화’에 대하여 그리고 ‘가상’－개별화된
사물들의 현상세계－에 대하여 쇼펜하우어와 전혀 다른 가치평가를
내린다. 그리고 예술가의 역할에서도, 쇼펜하우어의 예술가는 마야의
베일 너머에 존재하는 영원한 이데아들을 지각하는 자이지만 니체에
게서 예술 신 아폴로는 삶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당당하게 바로
저 마야의 베일을 창조하는 자이다.
니체에게서 아폴론적 예술이 만들어내는 ‘가상’－개별적 형상들과 그
형상들의 세계로서의 현상세계－은 단지 예언과 지식 등을 제공함으
로써 삶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그 ‘아름다움’을 통하여 삶을 구원한
다. ‘아름다운 가상’에 의한 삶의 구원이라는 생각은 “삶은 오직 미학적
현상으로서만 구원된다”는 구절로도 여러 번 표현된다. 거스(Geuss)와
케임(Came) 등이 지적하는 것처럼 니체는 이를 통해 서구 신학의 전
통에서 오래된 호신론(theodicy)의 문제를 건드리고 있다.37)

비극의

탄생 즈음에 쓰인 글에서 니체는 “우리의 강력한 요구에 대한 기독
교의 믿음의 불충분성: 삶[실존]의 가치에 대한 물음”에 대하여 언급
한다.38) 삶의 미학적 정당화는 이에 대한 대안적 입장으로서 삶에
36) GT 1.
37) Geuss의 서문과 Came을 참조하라.
38) Nietzsche, “Philosopher”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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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도덕적 해석에 반대되며 쇼펜하우어의 삶의 부정의 윤리학과
명백하게 대치한다.

비극의 탄생 에서 니체는 “예술가의 형이상학”

을 통하여 삶이 미학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나의 가정으로서 제안한다.39)
많은 해석자들은 니체가 제안하는 ‘근원적 일자’와 그의 비젼이 쇼
펜하우어의 물자체와 현상이라는 시스템의 모사라고 생각한다. 그러
나 니체 자신은 그의 친구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저 예술가의 형이상
학이 그 자신의 진정한 자산이라고, 즉 그것 안에 그의 독창적인 사
유가 담겨 있다고, 자랑을 했다.40) 몇몇 주의 깊은 독자들이 지적하
는 것처럼, 자세히 살펴보면 저 예술가의 형이상학 안에는 쇼펜하우
어의 사유와 구별되는 지점이 여럿 발견된다. 가장 먼저, 미셸 아르
(Haar)가 지적하는 것처럼 니체는 쇼펜하우어와 달리 의지를 ‘이미’
다수적인 것으로 제시한다.41) 자세히 보면 니체는 근원적 일자가 현
상세계로 나타나기 ‘전에’ 이미 ‘원초적 모순’이 존재한다고 가정한다.
“참으로 존재하는 것, 영원히 고통 받고(Leidende) 모순적인, 원초적
일자, […] 라는 형이상학적 가정.”42) 쇼펜하우어에게서는 하나로서의
의지가 현상세계로 객관화됨으로써 비로소 다수가 되고 자기모순을
겪는다. 반면 니체의 형이상학에서는 ‘이미’ 모순적이고 고통 받는 일
자가 그의 고통스러운 삶을 구원하기 위하여 아름다운 가상으로서의
현상세계를 만들어낸다. 여기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차이는 우리가 곧
보게 되겠지만 개체화와 현상세계에 대한 판이한 가치평가일 것이다.
쇼펜하우어에게서 만악의 근원인 개체화와 현상세계는 니체에게서
원초적 고통과 모순을 ‘구원’하는 ‘아름다운 가상’이 된다. 이 차이에
주목하기 전에 먼저 니체가 가정하는 원초적 고통과 그것의 구원의
경로에 대하여 더 자세히 살펴보자.
39)
40)
41)
42)

GT 4.
1871년 8월 4일 로데Rhode에게 보내는 편지. Rethy, p. 7에서 재인용.
Haar, 2장을 참고하라.
GT 4. 니체에게서 “leiden”의 “겪다”는 의미에 대해서는 전예완과 정낙림
이 잘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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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펜하우어는 개체화를 고통의 근원으로 명확하게 제시한 반면, 니
체는 개체화 이전에 ‘이미’ 존재하는 원초적 고통과 모순의 근원을 밝
히지는 않는다. 대신 니체의 관심은 온통 저 고통이 구원되는 방식에
쏠려 있다. 비극의 탄생 시기에 쓰인 노트들을 보면 니체가 ‘고통을
받는’ 것에서 그것을 구원하기 위하여 ‘투사’하고 ‘낳는’ 즉 생산하는
능력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자는 고통을 받고(leidet) 그리하여 투사한다, 의지의 구원을 위
하여, 순수 관조에 도달하기 위하여, […]”43)
“그는 단지 고통 받을 뿐만 아니라(leidend) 또한 낳는다(gebärend):
그는 매 순간마다 가상을 낳는다: 실재하지 않는 것으로서 또한 하나
가 아니며 존재하지 않는, 대신에 생성하는 것으로서의 가상을.”44)

니체의 가정은 고통받는 존재가 아름다운 가상－미학적 현상－을 창
조함으로써 자신의 삶과 고통을 구원하고 정당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저 아름다운 가상의 창조는 행위의 기쁨, 창조의 기쁨을 삶에 가져다
준다. 그래서 니체에게서는 ‘고통’뿐만 아니라 (창조의) ‘기쁨’ 역시 삶
에 원초적인 것이 된다. 니체는 “최고의 고통과 최고의 기쁨이 동시
에” 있을 수 있다고 적는다.45) 그리고 고통의 존재와 고통의 구원에
의 필요가 “자연 안에 존재하는 매우 강력한 예술적 충동들”을 설명
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46) 니체는 고통이 그것을 구원하는 가상
을 창조하는 데로 나아가는 과정에 매혹되어 있는데 이 과정을 구성
하는 계기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먼저 니체는 아름다운 가상의 근원으로서 고통의 존재를 지적한다.
니체에 의하면, 아름다움이 있는 곳에는, 그 아름다움에 대한 ‘필요’ 혹
은 ‘요구’가 있으며, 그것은 곧 고통의 구원에 대한 필요와 요구이다.
43)
44)
45)
46)

KSA 7, 7 [165]
KSA 7, 7 [168]
KSA 7, 7 [157]
GT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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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니체는 “자연 안에 존재하는 매우 강력한 예술적 충동들”로부
터 역으로 이 세계의 창조를 필요로 하는 원초적 고통의 존재를 가정
한다.47) 또한 그는 고대 그리스의 아름다운 아폴론 문화의 존재로부터
그 아름다운 가상을 필요로 한 근원적 고통의 존재를 추정한다. 니체
는 저 아름다운 문화의 존재가 실레누스의 지혜에서 드러나는, 고대
그리스인들의 고통에 대한 지극한 민감함에 의해서만 설명될 수 있다
고 생각한다.48) 니체가 당시 지배적이었던 그리스 고전문화 해석에 반
대했던 것은 그것이 아름다운 아폴론 문화를 필요로 했던, 그 문화를
만들어내는 생성적 힘으로서의 원초적 고통－디오니소스적 원천－의 존
재에 대하여 무지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만약 예술과 아름다움이 있는
곳에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그것을 필요로 하는 고통이 있다면, 니체
는 다시 고통이 있는 곳에는 그 고통을 구원하는 창조적 행위들이 있
을 것임을 믿는다. 최소한 창조적 힘을 가진 이들에게는. 그리고 이것
이 바로 니체가 칭송하는 “강함의 페시미즘”이 된다.49)
다른 한편, 니체는 예술적 창조가 고통을 구원하는 힘이 있다는 사
실을 자명한 것으로 간주한다. 니체는 단 한 순간도 예술적 창조와
그 창조물로서의 아름다운 가상이 삶을 구원하는 힘을 가지고 있음을
의심하지 않는다. 앞서 지적했듯이 쇼펜하우어에게는 ‘미약한 능력’에
불과한 것이 니체에게서는 아폴로로 상징되는 찬란한 신적 힘이 되고
즐거움의 원천이 된다. 쇼펜하우어에게서 예술은 의지‘로부터의’ ‘일시
적인’ 자유를 가져다주지만 니체에게서 예술은 능동적으로 창조의 즐
거움을 제공하고 그 미학적 결과물로서 삶을 정당화한다.
니체는 고통의 생산적 힘과 예술적 창조의 구원하는 능력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그리고 원초적 고통을 구원하기 위하여 창조하는 근
47) ibid.
48) GT 3.
49) GT “Versuch einer Selbstkritik.” 이것이 바로 아폴론적 창조와 디오니소
스적 고통의 상호필연성을 구성한다. 니체에게서 고통의 존재와 그것의
구원을 위한 창조 사이의 필연적 관계에 대한 암시는 여러 곳에서 나타
난다. 특히 “자기비판의 시도” 1과 비극의 탄생 3절, 4절 그리고 25절
등을 참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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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적 예술가라는 형이상학적 가정을 통하여, 현상세계에 대한 쇼펜하
우어의 가치평가를 비밀리에 완전히 전복한다. 니체의 ‘예술가의 형
이상학’에 따르면 근원적 일자는 원초적 고통과 모순에 시달리며 이
고통과 모순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의 손에 끌을 들고 미학적 현상으
로서의 세계를 창조한다. 쇼펜하우어에게서 모든 악의 원천이던 개별
화된 현상세계는 니체에게 와서 근원적 일자의 고통과 모순을 구원
하는 미학적 현상으로 화한다. 니체에게서 개체화는 그 역시 고통의
원천이기도 하지만, 그에 앞서 먼저 근원적 일자의 고통을 구원하고
삶을 가능하게 하는 예술적 작업의 결과로 등장한다. 니체는 개체화
가 쇼펜하우어에서와는 달리 고통의 ‘기원’이 아니라 ‘결과’임을 분명
히 밝힌다: “하나로서의 의지는 고통받고 싸우고 스스로를 갈기갈기
찢는 존재이다: 그것은 존재의 근원으로서 최고의 모순이다. 개별화
는 원인[…]이 아니라 또한 고통의 결과이다.”50)
50) KSA 7, 7 [117]. 물론 니체는 비극의 탄생 에서, 특히 디오니소스적 위
안을 설명하는 대목에서, 개체화를 고통의 근원으로 제시한다. Cf. GT
10. 그러나 쇼펜하우어에서와는 달리 니체에게서는 개체화가 보호와 구
원의 역할과 의미를 갖기도 한다는 사실이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즉 니
체는 개체화에 대하여 양가적 태도를 지닌다. 니체에게서 개체화의 신으
로서의 아폴로가 수행하는 삶의 보호와 구원의 기능이 적절하게 이해되
지 않으면 우선 니체가 야만적 순수 디오니소스주의를 비판하면서 아폴
로와 결합한 그리스의 디오니소스주의를 칭송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고,
그리고 니체와 쇼펜하우어의 서로 다른 실천철학적 귀결을 이해할 수 없
다. 또한 이 글에서 다룰 수는 없지만 비극의 탄생 에 숨어 있는 니체
의 개체화에 대한 양가적 입장의 이해는 비극의 탄생 이후의 니체의
사유의 행보를 더 잘 설명해준다. 이에 대해서는 다른 기회에 다루기로
하겠다. 개체화의 주제에 대한 다른 설명들로는 백승영, 전예완, 정낙림
등을 각각 참조하라. 특히 백승영은 드물게 근원적 일자의 자기구원의
행위가 아폴론적 예술 행위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근원적 일자의 손
에 들린 ‘끌’은 디오니소스적 근원적 일자가 또한 아폴론적 예술가임을, ‘디오
니소스적－아폴론적 예술가’임을, 드러낸다. 이로부터 비극의 탄생 의 독해
에서 종종 간과되는 아폴론적 창조－아름다운 가상의 창조－에 의한 구원의
역할과 니체의 전체 사유에서 그것이 갖는 의미와 중요성에 보다 많은 주목
이 가해졌으면 한다. 또한 정낙림은 개체화에 대하여 분명하게 긍정적인 니
체의 후기의 입장을 잘 지적하고 있는데, 만약 본 논문이 보여주고자 하는 것
처럼 비극의 탄생 에서 니체가 개체화에 대하여 ‘양가적’ 입장을 가지고 있
다면 니체의 초기에서 후기로의 사유의 발전에서 극단적인 단절을 가정할

비극의 탄생 읽기

93

이처럼 니체는 쇼펜하우어의 용어들을 가지고 비밀스럽게 그러나 근
본적인 전복을 꾀한다. 니체는 현상세계를 원초적 고통과 모순을 구원
하는 미학적 현상으로 격상시킴으로써 의욕함[욕망]과 몸과 현상세계에
대한 쇼펜하우어의 도덕적 심판에 반대하고 또한 오랜 플라톤주의를 전
복한다. “나의 철학은 플라톤주의의 역이다: 진실한 존재로부터 벗어날
수록 더 순수하고 더 아름다고 더 좋아진다. 가상에서의 삶이 도달해야
할 목표이다.”51) 여기서 이 가상의 삶이란 개별화된 개체들의 세계, 그
안에서 생성과 죽음이 교차하는 생성의 세계로서의 ‘이 세계’를 의미한
다. 삶을 구원하는 힘은 영원한 진리로서의 플라톤적 이데아의 왕국에
서 찾아지는 것이 아니라 니체가 ‘현혹하는 가상들’이라고 부르는 것에
있다. 니체는 쇼펜하우어와 달리 예술가가 ‘이데아’를 관조하는 이들이 아
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52) 니체의 예술가의 형이상학은 이 세계의 고
통과 악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것을 정당화하는 ‘저 세계’를 설정하는 것
이 아니라, 오히려 그 정반대로, 바로 이 세계를 근원적 일자의 고통을
구원하는 예술적 창조물로 제시함으로써 저러한 시도들을 비웃는다. 니
체에게서 이 세계는 도덕적으로 심판되어야 할 악의 근원이 아니라, 오
히려 신의 삶을 구원하는 예술적 창조물이다. 니체는 “세계는 매 순간
신의 구원이 실현된 상태”라고 말한다.53)
니체에게서 아폴론 예술의 한계는 그것이 ‘가상’이라는 점에 있지
않다. 오히려 니체에게서 가상은 삶을 구원하는 힘을 갖는다. 문제는
아폴론 예술이 만들어내는, 삶을 구원하는 아름다운 가상이, 저 가상
을 필요로 하는 삶의 고통과 분리되고 화석화되어 영원한 ‘진리’라는
그릇된 인상을 줄 때에 발생한다. 이런 현상은 니체가 비극의 탄생
에서 비판하는 소크라티즘에서 발생하고 또 형이상학에서 발생한다.

필요가 없어질지도 모른다. 니체의 초기와 후기 사유의 연속성을 지적하는
입장의 예로는 Haar를 참조하라. 또한 아폴론적 예술에 대한 평가절하의 대
표적인 예로는 Young의 해석을 참조할 수 있다.
51) KSA 7, 7 [156].
52) Cf. KSA 7, 23 [42].
53) GT “Versuch einer Selbstkritik” 5. 박찬국, p.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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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뒤에서 다시 보겠지만 아폴론적 창조가 디오니소스적 원천과
의 변증법 안에 있을 때, 니체에게서 그것은 무엇보다도 강력한 삶의
구원책이 된다. 그것은 개체화를 통하여 현상세계에서의 삶을 보호하
고 그리고 미학적 창조를 통해 삶을 구원한다. 예술가는 영원한 이데
아를 관조하는 것이 아니라, 현상세계의 삶을 보호하고 가능하게 하
는 개별적 형상들을 제공하고 이러한 형상들의 창조는 삶에 즐거움
과 구원을 가져온다. 니체는 이러한 미학적 활동을 근원적 일자의 고
통과 모순을 구원하는 행위로, 그리고 현상세계의 출현 자체를 설명
하는 행위로 가정함으로써 예술을 “이 삶의 최고의 과제이고 본래적
인 형이상학적 행위”로 격상시킨다.54) 쇼펜하우어와의 유사한 용어들
뒤에 숨어있는 이러한 근본적 차이가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55)
다른 한편, 아름다운 가상을 창조함으로써 삶을 구원하는 예술 신 아
폴론 이외에, 니체는 남녀의 관계 혹은 경쟁하는 형제들의 관계에 있는
다른 예술 신 디오니소스에 대하여 말한다. 아폴론적 예술이 근원적 고
통과 모순에 ‘더 높은 진리’로서의 가지적이고 아름다운 형상들을 제공
하고 그리하여 지식과 예언을 가능하게 한다면, 즉, 개체화의 원리를
통하여 삶을 보호하고 구원한다면, 반면에 디오니소스적 진리는 다시
저 개체화가 고통의 새로운 원천임을 드러냄으로써 삶이 곧 고통임을
입증한다. 디오니소스적 상태는 고통으로서의 개체화의 세계의 ‘너머’를
경험하는 도취의 상태이다. 그리고 디오니소스적 예술은 아폴론적 개별
화된 형상들을 ‘가상’으로서 드러내어 파괴하고, 대신 그것의 너머에서
영원히 존재하는 ‘자연’에서 삶의 ‘위안(Trost)’을 구하게 한다.
질문은, 만약 디오니스소적 예술이 삶을 보호하고 구원하는 아폴론
적 예술의 창조물을 단지 ‘가상’인 것으로 드러내어 파괴한다면, 즉 만
약 그것이 인간의 삶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만들어낸 많은 아폴론적
54) GT “Vorwort”. 박찬국, p. 45.
55) 니체와 쇼펜하우어에게서 예술의 역할의 차이를 적절하게 이해하는 것은
니체의 사유가 낭만주의적 예술관이나 하이데거 등과 갖는 차이를 이해
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주제에 대해서는 보다 깊은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우선 Rampley와 Megill 등을 참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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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들－정치를 포함하여 모든 개체들의 경계－을 파괴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삶에 기여 혹은 봉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만약 디오니소
스적 예술이 삶에 봉사한다면 그것은 아폴론적 예술과는 다른 메커니
즘에 의하여 그렇게 할 것이다. 단적으로 말하면 니체는 디오니소스적
예술은 아폴론적 창조물로서의 문명 너머에 있는 자연을 삶을 구원하
는 창조적 힘들의 원천으로 제시함으로써 삶에 기여한다고 말한다.
“내가 이미 여기에서 암시한 것처럼, 모든 진정한 비극이 그로써
우리를 해방시켜주는 형이상학적 위안, 사물의 근저에 있는 삶은 모
든 현상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파괴불가능하게 강력하고 즐겁다는
(lustvoll) 이 위안은 사티로스 합창단을 통해 손에 잡히는 분명한 형
태로 나타나는데, 여기에서 사티로스는 모든 문명의 너머에서 소멸되
지 않고 살아 있으며 세대의 변화와 민족들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영
원히 동일한 것으로 남아 있는 자연적 존재들이다.”56)

아폴론적 예술의 구원하는 역할을 통하여 쇼펜하우어의 현상세계
에 대한 가치평가를 전도하였듯이, 니체는 또한 사티로스로 표현되는
자연의 위안하는 역할을 통하여 쇼펜하우어가 폄하했던 의지－니체에
게서는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의지로 화한－자체의 성격과 가치를 재
평가한다. 무엇보다도 분명한 차이는, 쇼펜하우어에게서 단지 고통의
원천이었던 의지는 니체의 손에서 단지 고통뿐만 아니라 ‘영원한 기
쁨’의 원천이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비극의 탄생 에서 니체가 ‘위안’
의 메커니즘으로 설명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쇼펜하우어 자신이 기
술하였고 그리고 거부하고 폄하하였던 ‘삶에의 의지의 의식적 긍정’
의 길이 된다.57)
니체 이전에 이미 쇼펜하우어는 비록 디오니소스의 이름을 거론하
지는 않지만 디오니소스적 고대 축제의 예를 들어 자연에서 드러나
는 삶에의 의지의 강력한 힘에 대한 앎과 그에 대한 숭배가 있었음
을 언급한다.58) 그러나 쇼펜하우어에게서는 여기에서 드러나는 삶에
56) GT 7. 필자 역.
57) Cf. WWR, I, §54, pp. 2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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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의지의 의식적 긍정의 길은 여전히 삶의 본성과 그것의 불가피한
고통에 대한 오직 ‘불충분한’ 지식의 결과물일 뿐이다. 쇼펜하우어는
이 점을 거듭 강조한다.59) 니체는 쇼펜하우어와 마찬가지로 디오니소
스 축제에서 삶의 의식적 긍정의 길을 보지만 이것을 삶의 고통에
대한 불충분한 앎의 결과가 아니라, ‘강함의 페시미즘’이라고 칭송한
다. ‘강함의 페시미즘’은 삶의 고통에 대하여 무지하지 않다는 점에서
‘낙관주의’와 다르며, 저 고통에도 불구하고 삶을 긍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약함’이 아니라 ‘강함’의 페시미즘이다. 그렇다면 니체에게서
삶의 의식적 긍정과 강함의 페시미즘은 어떻게 가능해지는가? 니체
에 의하면 디오니소스적 그리스인들이 추구한 것은 “진리와 힘의 최
고 상태의 자연”이었으며 그들은 저 자연의 실체를 사티로스 합창단
에서 보았다. 그들에게 사티로스는 아직 문명의 때가 묻지 않은 자연
그 자체, 인간의 원초적 이미지, 인간이 가진 최고의 그리고 강력한
동력의 표현이고 자연의 가슴 깊은 곳으로부터 나오는 지혜의 선포
자이며 성적 전능함의 상징이었다.60) 사티로스와 비교하면 문명 속의
인간은 단지 커리커쳐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만큼, 사티로스는 강하고
위대한 자연 그 자체를, 인간의 진정한 본성과 힘을 의미했다. 즉 사
티로스는 문명 속의 삶 너머의 ‘자연’을 표상했는데 그리스 비극에서
사티로스가 표상한 자연은 끊임없이 고통받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창조의 즐거움을 누리는 자연이다. 사티로스가 표상한 자연은 “삶의
영원한 즐거움을(die ewigen Lust der Daseins)” 확신시키는 자연이고
“그대들은 나처럼 존재하라! 현상의 끊임없는 변천 속에서 영원히 창
조하고, 인간으로 하여금 생존하도록 영원히 강제하며, 현상의 이러
한 변천에 영원히 만족하는 근원적인 어머니인 나를!”이라고 말하는
자연이다.61) 니체는 그리스인들이 자연과 디오니소스를－사티로스는
디오니소스의 종복들일 뿐이다－“현상의 세계 전체를 소생시키는 영
58)
59)
60)
61)

WWR, I, §54, p. 276.
Cf. WWR, I, §54.
GT 8.
GT 16, 17. 박찬국, p. 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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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고 근원적인 예술의 힘”으로 이해했음을 강조한다.62) 니체는 예
술가의 형이상학을 통하여 디오니소스적 근원적 예술가가 자기구원
을 위하여 아폴론적 창조에 나서며 이로부터 이 세계의 출현이 설명
된다고 가정하였다. 그는 그리스인들이 자연과 디오니소스를 바로 저
러한 창조적 구원의 힘의 원천으로 이해하였다고 주장한다. 쇼펜하우
어의 주장과는 달리 자연은 고통과 더불어 그 안에 고통을 구원하는
창조적 힘을 가지고 있으며 창조적 삶의 영원한 즐거움을 알게 함으
로써 정당하고 유효한 위안을 제공한다.63)
그리고 이러한 자연 이해로부터 아폴로에서 디오니소스로, 그리고
다시 디오니소스에서 아폴로에로 향하는 변증법적 운동이 가능해짐
을 이해해야 한다. 디오니소스와 그의 종복으로서의 사티로스들은 파
괴와 동시에 창조의, 영원한 파괴와 창조의 운동의, 원천이다. 디오니
소스는 단지 기존의 아폴론적 가상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다시 삶을
구원하는 새로운 아폴론적 가상들을 피워 올리는 창조적 힘의 원천
으로 작용한다. 그래서 니체는 아폴론 문화의 근저에서 디오니소스적
진리로서의 실레누스의 지혜를 발견할 뿐만 아니라, 또한 고대 그리
스인들이 디오니소스적 진리로부터 결과하는 “금욕적이고 의지를 부
정하게 되는 무드” “의지의 최고의 위험”으로부터 “의지의 구원”에로
이르게 되는 것은 바로 사티로스 합창단을 통해서라고 주장한다. 즉
디오니소스적 위안의 원천으로서의 자연은 그 안에 아폴론적 창조를
부르는 힘을 포함하고 있고 그로써 의지의 구원에 기여한다.64)
레티Rethy에 의하면 아폴론적인 것과 디오니소스적인 것의 결합으
로서의 그리스 고전비극은 “삶의 총체적 긍정”을 표현한다.65) 그 이유
는 비극이 한편으로는 아폴론적 창조가 만들어낸 아름다운 가상의 세
계를 보여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으로부터 그리고 그것에 맞서
62) GT 25.
63) 니체에게서 디오니소스가 갖는 상징성과 함의에 대한 연구로 특히 정낙
림과 백승영을 참조하라.
64) GT 7.
65) Rethy, p.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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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계가 존재하게 되는, 저 아름다운 가상을 만들어내는 창조적 힘
의 원천을 동시에 긍정하기 때문이다.66) 그리스의 고전 비극을 특징짓
고 그것을 최고의 예술형식으로 만드는 것은 바로 이 아폴론적 요소와
디오니소스적 요소의 변증법적 결합이다. 이 변증법 안에서 아폴론적
가상은 디오니소스적 예술에 의하여 화석화되지 않을 수 있고 그것의
가상으로서의 성격을 드러내며 이것은 다시 새로운 창조를 가능하게
한다. 비극의 탄생 에서 삶을 구원하는 아름다운 가상으로서의 아폴
론적 창조물과 저 창조를 요구하고 가능하게 하는 디오니소스적 원천
을 오가는 변증법적 운동의 중요성은 아무리 말해도 지나치지 않다.
니체가 생각하는 그리스 고전비극의 위대함은 바로 이 변증법에 있기
때문이다. 니체가 이로부터 기대하는 것은 문화의 활력과 영원한 젊음
이다. 적어도 니체는 고대 그리스인들에게서 저 변증법이 그와 유사한
효과를 낳았다고 생각한다.67) 그리고 바로 이 변증법에서 니체는 디오
니소스적 야만인들과 이집트인들에 대한, 그리고 인도와 로마에 대한,
고대 그리스 문화의 우월함이 있다고 생각한다. 디오니소스적 야만인
들과 인도인들이 순수 디오니소스주의를, 그리고 이집트인들과 로마인
들이 디오니소스적 원천으로부터 단절된 순수 아폴론주의를 각각 구현
한다면, “인도와 로마 사이에 세워져 유혹적인 선택을 강요받던 그리
스인들은 고전적으로 순수하게 제3의 형식을 고안해 내는 데 성공했
다. 이 형식은 그리스인들 자신에 의해서는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았지
만 바로 그 때문에 불멸의 것이 되었다.”68) 니체가 아폴로와 디오니소
스의 결합의 결과물로서 비극의 우월성을 강조함으로써 순수 디오니소
스주의와 순수 아폴론주의 모두에 거리를 두고 있음이 주목되어야 한
다. 니체는 삶을 구원하는 아름다운 가상이 화석화된 영원한 진리로
화하는 것을 경계할 뿐만 아니라－이것은 나중에 니체에게서 형이상학
비판과 이성 비판, 소크라티즘 비판 등으로 발전한다－, 다른 한편으
로는 개체화의 세계 자체를 부인하는 혹은 삶을 구원하는 가상을 만들
66) ibid.
67) Cf. KSA 1, “Die dionysische Weltanschauung” 1.
68) GT 21. 박찬국 p. 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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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내지 못하는 순수 디오니소스주의와도 거리를 취한다. 후에 니체에
게서 양자는 각기 다른 방식의 야만을 표현하며 그리스적 종합의 모델
이 니체에게서 ‘문화’의 전범이 될 것이다.69)
다시 말하지만 비극의 탄생 에서 니체가 고전 그리스 비극을 최고의
예술형식으로 칭송하는 것 자체가 그의 스승 쇼펜하우어로부터의 가장
큰 이반이 된다. 니체는 그의 스승이 오직 불충분한 앎의 결과물로 간주
한 삶의 의식적 긍정의 길을 위대함의 길로 제시하고 그것의 가능성과
정당성을 입증한다. 그리고 쇼펜하우어와 달리 삶의 의식적 긍정의 길을
모색함으로써, 이후 니체에게는 쇼펜하우어와는 전혀 다른 사유의 길이
열린다. 삶의 부정이 아니라 삶의 긍정의 여러 방식들을 사유의 주제로
갖게 된 니체는 ‘더 고급한, 더 건강한’ 삶의 성격과 조건을 그의 항상적
인 관심사로 갖게 된다. 그리고 고대 그리스인들과 그리스 고전 비극은
니체가 고급한 문화와 삶의 성격과 조건 그리고 자연과 문화의 관계를
사유할 때에 강함과 건강함의 모델을 제공하는 준거점이 된다.
사실 니체는 이미 비극의 탄생 에서 디오니소스와 아폴로의 변증
법을 통하여 자연과 문화의 관계에 대한, 그리고 건강한 문화의 성격과
조건에 대한, 그의 오랜 사유를 시작한다. 비극의 탄생 에서 니체는
디오니소스와 아폴로의 대립을 “진정한 자연의 진리”와 “문화의 기만”
사이의 대조에 비유한다.70) 사프란스키는 매우 적절하게 니체가 여기에
서 “문화의 내적 비밀”을 다루고 있다고 지적한다.71) 니체에 의하면 디
오니소스와 아폴로의 대립과 상호필수성이 보여주는 것처럼, 자연은 문
화를 낳는 것이자 동시에 그것을 위협하는 것이다. 사프란스키는 이에
대하여 “디오니소스적인 것은 문명의 이전에 그리고 그 아래에 도사리
고 있다. 그것은 위협하는 동시에 유혹하는 거대한 힘의 차원이다”라고
말한다.72) 다른 한편 문화의 입장에서 보면 문화는 자연의 거친 힘에
맞서 창조되는 동시에 또한 오직 자연 안의 창조적 힘으로부터만 나올
69)
70)
71)
72)

이에 대해서는 다른 기회에 자세히 논하기로 하겠다.
GT 8.
Safranski, p. 66.
Safranski, p.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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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자연은 “근원적 어머니(Urmutter)”이기 때문이다.73)
니체가 비극의 탄생 에서 인간의 원초적 이미지로서 자연의 진정
한 본성과 힘을 표현한다고 보았던 사티로스는 디오니소스적 자연의
창조적이고 파괴적인 성격을 함께 드러낸다. 파괴적인 동시에 창조적
인 신 디오니소스와 그의 사티로스들을 통하여, 니체는 자연의 이중
적 성격과 자연과 문화 사이의 상호적이면서 대립적인 관계에 대한
사유로 나아간다. 무엇보다도 자연은 한편으로는 문화와 맞서는 힘으
로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문화를 배태하는 원초적 힘으로 파악된다.
니체는 후에 “교육자로서의 쇼펜하우어”에서 문화를 ‘자연의 완성’으
로 제시하기도 하고, 또 ‘자연에로의 회귀‘를 주장하면서 그것이 루소
의 모토와 완전히 구별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이러한 주장
들은 니체에게서 자연의 이중적 성격 그리고 문화와의 이중적 관계에
대한 적절한 고려 없이는 결코 올바르게 이해되지 못할 것이다.74)

73) GT 16.
74) 니체에게서 자연의 이중적 지위와 자연과 문화의 이중적 관계에 대한 태
도는 한편으로는 이성주의의 입장에서 자연을 하나의 ‘대상’으로서만 간주
하는 입장과 다른 한편으로는 비합리주의의 입장에서 자연을 모든 비합리
적 충동들의 원천으로서 칭송하는 입장 모두와 구별되어 이해되어야 한다.
니체의 입장의 이중성은 하이데거와 같이 니체의 사유를 근대 주체 형이
상학의 정점으로 해석하는 것이나 혹은 하버마스와 같이 니체의 사유를
전적으로 비합리주의에 속한 것으로 비판하는 것이 모두 니체에 대한 부
적절하고 일면적인 이해임을 보여준다. 니체의 사유가 저 이원적 대당 가
운데 어떤 지위를 점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사유와 삶에 어떤 새로운
길을 제시하는지 등의 문제에 답하는 것은 니체에 대한 앞으로의 연구에
서 주요한 과제 가운데 하나가 될 것이다.
한편,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해석은 비극의 탄생 이후에도 디오니소스와
아폴로의 상호필연적 관계와 변증법이 니체의 사유에서 여전히 중심적인
축으로 남게 된다고 주장한다. 니체는 비극의 탄생 에서 그리스 고전비
극의 형성과 발전과 소멸을 설명하는 헤겔식의 역사적 변증법을 도입하는
데 이것은 후에 니체의 자기비판의 대상이 된다. (이를테면 “자기비판의
시도”와 이 사람을 보라 에서 해당 부분을 참고할 것. 또한 들뢰즈의 니
체 해석을 참고하라.) 그러나 저 역사적 변증법 이외에 니체가 비극의 ‘구
조’를 분석하면서 드러내는 아폴로와 디오니소스의 상호필연성의 [비역사
적] 변증법은 니체의 사유 자체를 특징짓는 ‘긴장’과 ‘모순’을 형성하는 중
심축이 된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다른 자리를 빌어야 할 것이다.

101

비극의 탄생 읽기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니체는 그의 처녀작 비극의 탄생 에서 칸
트와 쇼펜하우어의 용어들을 이용하면서도 여러 지점에서 이미 그 자
신의 고유한 사유를 시작한다. 니체는 개별화된 현상세계에 대하여
쇼펜하우어와 다른 이해와 가치평가를 제공하며, 다시 개별화의 너머
에 존재하는 창조적 힘들의 원천으로서의 자연이 제공하는 위안의 역
할을 적극적으로 그리고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쇼펜하우어에게서 오로
지 궁핍과 결여로부터 태어나 결코 영원한 만족과 행복에 이르지 못
하는 삶에의 눈먼 의지는, 니체의 손에서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아름
다운 가상을 산출하는 창조적이고 적극적인 의지로 화하며 이 창조의
행위는 삶에 ’즐거움‘을 도입하고 삶을 미학적 현상으로서 구원한다.
니체에게서 자연은 영원하고 파괴 불가능한 ’즐거움‘의 원천이 된다.
쇼펜하우어에게서 우리를 의지로부터 자유롭게 하여 영원한 이데아의
세계를 관조하게 하는 예술은, 니체에게서 저 삶을 보호하고 가능하
게 하고 영속시키는 창조적 행위가 된다. 쇼펜하우어에게서 결국 체
념이 최고의 윤리적 이상이 된다면, 니체는 문화의 활력과 영원한 젊
음이 어떻게 가능한가에 관심을 갖고 이것은 나중에 건강한 삶과 문
화의 성격과 조건에 대한 사유로 발전한다. 하여 쇼펜하우어에게서
체념에 이르는 데에 기여하지 못하여 진정한 비극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것으로 폄하된 그리스 고전비극은 니체의 손에서 최고의 예술
형식으로 부활한다. 그리고 니체가

비극의 탄생

에서 고찰하였던

그리스 비극의 구조와 그것을 탄생시킨 그리스인들의 힘과 건강함에
대한 사유는 니체의 사유를 관통하여 삶 자체의 전범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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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ading The Birth of Tragedy
－Nietzsche versus Schopenhauer－

Kim, Joo-Whee

In The Birth of Tragedy Nietzsche deployed his own ideas of art
and life, which are quite different from Schopenhauer’s, even while
Nietzsche uses the terminology of Schopenhauer. Quite often the
differences are skewed and ignored behind the similar terminology,
and,especially, Nietzsche’s own idea of the role of art, Apollonian
and Dionysian, is interpreted according to the system and divisions
of Schopenhauer. The result is that the conspicuous difference in
the ethics of these two philosophers, the affirmation of life or the
denial of life, is explained without regard to their different understandings
of the role of art in life. This article tries to contribute in this
regard.
Instead of opening a road to resignation by providing the rare
moments of freedom “from” willing, for Nietzsche, art contributes
to life by providing protective intelligible and beautiful forms and
by presenting nature as the eternal source of creative forces. Positively
analysing the mechanisms through which Apollonian art and Dionysian
art contribute to life, Nietzsche presents totally different evaluations
of the individuated world and of will and nature. Unlike for
Schopenhauer, the phenomenal world of individuation is pres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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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the aesthetic phenomena which redeems the sufferings of the
primordial life and will, and nature itself is presented as the source
of the eternal pleasure of creation, not only of sufferings. With
these thoughts Nietzsche also came to begin his long journey of
thought on the relation of nature and culture, and on the condition
of healthy human life.

Keywords: Nietzsche; Schopenhauer; art; contribution; Apollo;
Dionysus; natu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