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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논문에서는 하이리히 폰 클라이스트의 노벨레 「미하엘 콜하스」를 제도와 이

성의 영역에 자리한 법과 그 영역 밖에 자리한 초자연적인 것의 관계와 작용이라는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하여 작품을 바탕으로 심도 있게 고찰해 보고자 하였다.

주인공인 미하엘 콜하스는 말장수로 어느날 장사를 하러 가는 길에 국경을 넘다

가 융커라는 귀족의 성에서 통행권을 소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말 두 마리를 저당

잡히는 불법적인 사건을 겪게 된다. 통행권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던 꾸며낸 이야

기였다는 사실과 담보물로 남겨둘 수 밖에 없었던 그의 두 마리의 말에 대한 학대

에 분개한 콜하스는 정의감의 발로로 이러한 불의를 바로잡기 위하여 세 차례의 소

송을 시작으로 끊임없는 투쟁과 저항에 돌입한다. 그러나 그의 소송은 번번이 융커

와 혈연관계에 있는 고위 귀족층의 개입으로 기각되고 그 과정에서 그를 돕던 아내

마저 사망하자, 콜하스는 실정법상 법률에 의거한 구제가 불가능함을 깨닫고 폭력

을 동반하는 복수의 작업에 돌입하여 스스로 관련자를 처벌하고 법을 집행하고자

한다.

법과 정의를 둘러싸고 발생한 위와 같은 문제들은 작품에 반영된 여러 법적 사고

에 대한 고찰을 통해 그 의미를 심층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먼저 말장수인 콜하스

가 재산에 대한 보호와 영업의 자유를 무엇보다도 중시하였다는 점에서 작품에 자

유 경제주의 이론과 로크의 재산권 사상이 반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콜하스

가 담보물로 남겨둔 말 두 마리에 대한 학대와 상품으로서의 가치 상실에 분개하

고, 지속적으로 말 두마리의 원상태로의 복구를 요구하는 것으로부터는 작품에 소

유권의 법적 사고가 반영되어 있다는 점이 드러난다.

나아가 루터의 개입과 콜하스의 대화로부터는 주권자의 절대적 권위를 옹호하는

견해와 홉스, 루소의 자연권 사상간의 첨예한 대립과 충돌이 드러난다. 콜하스는 자

신이 사회로부터 쫓겨난 처지라고 일컬으면서 전쟁으로 나아간 그의 행동은 자신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방편이라고 언급하는데, 이로부터 그가 사회 계약설이 파기된

상태에서 저항권을 행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법을 둘러싼 갈등과 문제

는 좀체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그 가운데 콜하스가 인간 사회의 영역에서 정

의와 법에 다다르는 길은 요원해진다.

한편 그 와중에 돌연 집시 여인과 예언이 등장하여 작품 전개에 개입하고 또한

우연 역시 강력한 힘을 발휘하여 인물들이 어떠한 행동으로 나아가도록 이끄는데,

이것이 그들의 운명을 좌지우지한다. 클라이스트는 우연과 미신을 지식과 이성, 그

리고 계몽과의 관계를 통해 파악하고자 했으며 이 관계의 균형추를 맞추는 것이 중

요하다고 보았다. 클라이스트는 초자연적 요소들에 친밀감을 느끼면서 이것들이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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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작품에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 평가하였고, 또한 이를 작품에 반영하였

다. 나아가 우연에 관하여서는 우연이 만들어내는 상황이라는 측면에 주목하였고,

또한 우연성을 강조함에 있어 전형적인 서술방식을 활용함으로써 우연이 지배하는

세계에서 발생하는 단절에 일종의 통일성을 부여하도록 하였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를 바탕으로 궁극적으로 본 논문에서 밝히고자 했던 법의 문

제와 초자연적 요소간의 관계에 대한 이해가 가능해진다. 먼저 클라이스트는 초자

연적 요소를 진리를 시험하는 장치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그는 작품이 사실을 기반

으로 한 연대기를 근거로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미신과 우연 등의 초자

연적 장치를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연대기적 사실성을 깨뜨리고 부서뜨렸다. 클라이

스트는 이렇게 사실과 허구의 경계를 넘나들면서 개연성과 진실은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일깨우고 지적하고자 한 것이다.

나아가 초자연적 요소의 개입과 활용은 정의 구현과 징벌에 대한 희망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이 요소들은 콜하스를 좌절하게 했던 법, 행정 및 계층 등 모든 국

가 권력의 힘이 미치지 않는 곳에 자리하는 것으로 인간 사회의 그 누구도 이러한

초현실적 요소의 작용과 개입을 제어할 수 없다. 콜하스는 초자연적 요소가 개입하

고 힘을 발휘하지 않았다면 가장 치욕스러운 죽음을 맞이할 운명이었으나 집시 여

인의 개입과 그녀의 예언, 그리고 우연이 함께 작용함으로써 콜하스에게 그가 갈망

하던 정의가 구현되고 마침내 그는 궁극적인 의미에서 승리를 쟁취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초자연적 요소는 연대기 형식을 빌어 여전히 존재하고 있던 구시대적

관습과 사회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려는 의도로 활용된 것으로 볼 수 있

다. 클라이스트는 선량한 시민의 표본이라 일컬을만 한 콜하스의 삶이 송두리째 짓

밟히고, 제도 내에서 그의 모든 정당한 법적 투쟁이 좌초된 것이 사회 구조적 문제

와 무관하지 않음을 지적하고자 한 것이다. 인간 사회 내의 적법한 제도를 통해 구

현되어야 했을 모든 것들이 초현실적 요소의 개입 이후에야 비로소 실현되었다는

점으로부터 이러한 현실의 문제를 더욱 아이러니하게 드러내고자 했던 작가의 의도

가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주요어 : 법, 정의, 미신, 계몽, 우연, 진리, 개연성, 사회비판 

학  번 : 2016-22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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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하인리히 폰 클라이스트 Heinrich von Kleist(1771-1811)의 노벨레 「미하엘 콜하

스 Michael Kohlhaas」에는 16세기 중엽의 한 말장수의 불의에 맞선 법적 투쟁과

끊임없는 저항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다. 이 노벨레는 두 차례에 걸쳐 발표되었

는데, 작품의 첫 부분은 그가 동료였던 아담 뮐러 Adam Müller와 공동으로 창간한

예술 잡지 『푀부스 Phöbus』에 1808년 발표되었고, 완성본은 1810년 출간된 클라

이스트의 전집 『이야기 모음집 Erzählungen』의 첫 번째 권에 실렸다.

한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한 말장수의 끊임없는 저항과 법적 투쟁의 과정을 담

은 이야기로 요약될 수 있는 줄거리로부터 이미 명백하게 법이라는 요소가 이 노벨

레를 둘러싼 가장 주요한 키워드임이 드러난다. 때문에 「미하엘 콜하스」는 법에

대해 다루고 있는 문학작품의 표본이자 문학을 법과 연관하여 언급할 때 빠지지 않

고 등장하는 고전적인 작품으로 자리 잡았다. 나아가 「미하엘 콜하스」 뿐만 아니

라 「홈부르크의 왕자 Der Prinz Friedrich von Homburg」, 「결투 Der

Zweikampf」 등 클라이스트가 그의 다른 작품에서도 법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갈등

과 문제를 주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법이 그의 작품 세계를 관통하는 주요

키워드라는 점이 드러난다.

다른 한편으로 작품에서 미신과 초자연적 요소가 작품의 전개와 결말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작품의 후반부에 등장하는 집시

여인은 적은 분량에도 불구하고 등장인물들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작품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인간의 법이 클라이스트의 작품을 아우르는 주제라면,

초자연적 요소 또한 클라이스트가 그의 여러 작품에서 즐겨 다루는 소재로 역시 클

라이스트의 작품 세계를 꿰뚫고 있다. 따라서 집시 여인을 비롯하여 이 작품에 드

러나는 여러 신비롭고 초자연적인 요소들을 단순히 시대착오적이고 동화적인 것으

로만 치부하고 그 중요성을 간과한다면, 이는 작품에 반영된 작가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미하엘 콜하스」가 지니는 작품의 의미와 풍

부한 해석의 가능성을 크게 축소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들을 고려하면 이는「미하엘 콜하스」에서 인간 사회의 법의 범주 내

에서 여러 법적 사고를 근거로 하여 인간들 간의 치열한 갈등이 전개되는 가운데,

이렇듯 인간의 법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신비로운 사건들의 발생과 그 사건이 사건

전개에 끼치는 바는 무엇을 의미하고 이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물음으

로 이어진다. 또한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사건을 기반으로 한 작품에 이렇듯 허구적

인 요소를 강하게 부여한 작가의 의도는 무엇이고, 또한 초자연적 요소가 적은 분

량에도 불구하고 작품의 전개와 결말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점이 무엇을 의

미하는지에 대한 의문으로 나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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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위의 물음들에 대한 설득력 있는 해석을 찾아보고자 하는 시도이다.

이를 위해 인간의 법의 영역과 집시 여인으로 대변되는 초자연의 영역이라는 두 층

위에서 작품에 접근하여 그 의미를 밝히고자 한다. 그 과정에서 먼저 이 두 층위의

이론적 토대를 살펴보고, 나아가 그것들의 작용 양상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이것들

의 관계를 파악하고 결론적으로 이것이 작품에서 지니는 의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궁극적으로는 작가가 왜 초자연적 에피소드를 작품에 삽입하였는지에 관하여 위에

서 제기한 의문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그 의미를 밝혀냄으로써 작품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이해를 도모하고자 한다.

1. 연구사

독일 문학사에서 고전의 반열에 오른 작품으로서 「미하엘 콜하스」에 관해서는

거의 가능한 모든 주제에 걸쳐 선행 연구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작품 내용

전개의 복잡한 양상이나 해석의 모호함, 그리고 여러 모순들은 학자들이 매우 다양

한 주제와 시각으로 작품에 대한 해석을 시도할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이 되었고,

이것이 곧 결과적으로 다양한 주제를 포괄하는 광대한 분량의 연구사로 이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하엘 콜하스」에 관한 선행 연구에 대해 살펴보면 이러한

다양성 속에서 몇몇의 주요한 연구의 흐름들이 존재한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등장인물에 대한 평가, 정신분석학적 연구, 사회, 경제사적 연구, 카프카와의 비교

연구, 법의 문제에 관한 연구 등이 그것이다. 작품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도모하

기 위해서는 법과 초자연적 요소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연구사 뿐 아니라 위에서 언

급한 「미하엘 콜하스」에 관한 주요 연구사를 전반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지금까지의 연구의 주요 흐름을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주제별로 나

누고, 그것이 작품과 연관하여 어떠한 측면에 주목해왔는지 살펴보는 방식으로 연

구사에 접근하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여러 학자들에 의해 공통적으로 언급되는 주

요한 선행 연구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는 것으로 작품의 선행 연구사에 접근하되,

따로 주목할 만하다고 판단되는 연구에 대해서도 개별적으로 다루도록 할 것이다.

나아가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법과 초자연적 요소의 문제를 다루는 선행 연

구에 관해서는 법 사상과 철학과 연관된 선행 연구보다는 미신과 초자연적인 요소

에 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는 데 더 중점을 둘 것이다. 작품에 드러난 법 철학, 사

상적 토대를 밝히는 선행 연구는 정보 전달적 기능이 강하고, 향후 논문에서 작품

의 분석에 필요한 법철학적 토대에 대해 살펴볼 것이기 때문에 연구사에서 앞서 이

러한 내용을 상세하게 다루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선행 연구

사에서는 이보다는 집시 여인과 연관된 초자연적이고 신비로운 요소에 관한 기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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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를 비교적 자세히 살펴보는 것에 중점을 둘 것이다.

본격적으로 연구사를 살펴보면, 먼저 등장인물들에 대한 평가를 내리려는 시도가

담긴 연구들이 선행 연구에서 많은 분량을 차지한다. 작품의 여러 등장인물들에 대

한 상반된 평가가 존재하는 가운데, 등장 인물에 관한 다수의 연구는 주로 주인공

인 콜하스에 대한 평가에 집중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지만 이외에도 「미하엘 콜하

스」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인 작센과 브란덴부르크의 선제후에 관해서도 다양한 평

가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1)

이에 관해 주목할 만한 연구로는 볼프강 비트코스브키 Wolfgang Wittkowski의

논문을 들 수 있으며 그는 콜하스를 과격분자도, 테러리스트도 아니라고 평했다. 그

가 그의 연구에서 콜하스를 영웅이라 칭하는 것에서부터 콜하스에 대한 그의 긍정

적 평가가 명백히 드러난다. 그에 따르면 클라이스트는 콜하스를 “그의 명성에 부

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좋은 이웃이자 남편, 그리고 아버지인 선량한 시민의 표본으

로, 또한 말과 행동에 있어서 공정한 인물로서 그려냈다”.2) 나아가 콜하스가 루터와

작센 선제후의 말을 기꺼이 받아들여 전쟁을 중단하고 다시금 법적 테두리 안에서

소송 절차를 제기한다는 점 또한 그를 단순히 불평분자로 취급할 수 없게 하는 근

거가 된다. 또한 전쟁으로 치달은 그의 모든 파괴적인 행위는 모든 적법한 절차를

거치고도 정의를 실현할 수 없었을 때 비로소 시작되었다는 점을 들어 콜하스를 옹

호한다.

　한편 콜하스가 일으킨 피해가 그가 입은 손실과 고통에 비해 너무 크다는 점에

서 법학자들에 의해 부정적 평가가 제기되었는데, 비트코브스키는 이에 관해서도

콜하스가 아내의 죽음이나 재산상의 피해에 대해 보상을 원하지 않았으며 오직 그

부하인 헤르제 Herse가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과 융커 벤첼 폰 트롱카 Wenzel von

Tronka의 처벌만을 원했다는 점을 들어 콜하스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반박한다.3)

　또한 비트코브스키의 연구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그가 영웅의 사면권을 박탈한

가해자이자 ‘오만한 무지의 화신’4)이라며 브란덴부르크 선제후에 대해 악평한 것과

더불어 브란덴부르크 선제후에 관해서도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는 점이다. 그는

브란덴부르크 선제후의 행동은 정의감이나 법 질서 수호라는 의지에서 기인된 것이

아니고 실상 브란덴부르크 선제후가 말장수 콜하스에게 닥친 부당한 일들을 그의

국가에 대한 지배와 힘을 강화하고, 적대국인 작센에 대한 우위를 점하기 위해 활

1) Vgl. Inka Kording/ Anton Philipp(Herg.): Heinrich von Kleist. Neue Wege der Forschung.
Darmstadt 2003, S. 261-262.

2) Wolfgang Wittkowski: Is Kleist’s Miachel Kohlhaas a Terrorist? Luther, Prussian Law Reforms
and the Accountability of Government. In: Historical Reflections/ Réflexions Historiques 26(3).
2000, pp. 479: “Throughout the novella, Kleist shows him as living up to his reputation, (...) of
being examplary citizen, neighbor, husband, father, good and fair in word and deed.”

3) Vgl. Ebd., pp. 471-486.
4) Ebd., pp. 481: “(...) the incarnation of arrogant indifferen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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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5)

또한 「미하엘 콜하스」에 등장하는 인물에 대한 평가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것으로 존 케리 John R. Cary의 연구를 들 수 있다. 그는 콜하스와 작센의 선제후

간의 관계라는 키워드로 작품을 이해하고자 했는데, 무엇보다도 기존에 부정적으로

평가되던 작센 선제후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그에 따

르면 작센의 선제후는 사리 분별이 가능한 교양 있는 인물이지만, 부주의로 인한

죄의 결과로 그가 응당 받아야 할 것보다 훨씬 지나친 고통을 받게 되었으므로 그

는 가해자가 아니라 역시 트롱카 혈족의 피해자로 분류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타락한 군주의 전형으로 평가받는 작센 선제후와 대척점에 서 있는 인물로

서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브란덴부르크의 선제후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작센 선제후

에 대한 새로운 평가의 가능성이 제기된다. 작센 선제후 뿐 아니라 브란덴부르크

선제후 또한 정당한 법의 테두리에서 일련의 소송 과정과 청원을 통해 불의를 바로

잡기 위한 콜하스의 투쟁에 대해 알지 못하였고 그가 사건에 개입하게 되는 계기

또한 단순한 우연이라는 점에서 브란덴부르크 선제후를 선한 군주의 모범으로 칭할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6)

이처럼 등장인물들에 대한 평가는 「미하엘 콜하스」에 관한 선행 연구사에서 매

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대개 정의와 복수, 폭력과 같은 법적인 문제를 논함

에 있어서 등장 인물에 대한 가치 평가가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으

며 인물 평가에 관하여 상이한 평가의 다양한 가능성이 여전히 열려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다음으로 정신분석학적, 심리학적 관점에서 이 작품을 해석하려는 연구의 흐름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것으로 헬가 갈라스 Helga Gallas의 연구를 들 수

있는데, 그녀가 작품의 핵심 인물 및 대상을 텍스트의 변형의 개념으로 설명하고자

한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구체적으로 그녀는 두 마리의 말과 집시 여인의 예언이

담긴 쪽지, 트롱카와 작센 선제후, 콜하스의 아내와 집시 여인, 법을 향한 콜하스의

의지 등이 기표로 기능하면서 서로 자리를 바꾸며 메타포적인 관계가 형성된다고

설명한다. 또한 라캉의 이론을 끌어와 콜하스와 집시 여인, 그리고 작센 선제후의

관계를 아들과 어머니, 아버지의 개념으로 설명하면서 콜하스의 말을 그의 욕망의

상징으로, 콜하스의 작센 선제후에 대한 도전을 부권에 대한 도전으로 해석한다.7)

한편 「미하엘 콜하스」를 심리학, 정신분석학적 관점에서 해석하려는 또 다른

최근의 흥미로운 시도로서 요세프 게레비치 Jozsef Gerevich와 가보르 웅바리

5) Vgl. Ebd., pp. 479.
6) Vgl. John R. Cary: A Reading of Kleist’s “Michael Kohlhaas”. In: PMLA 85(2). 1970, pp.
212-218.

7) Vgl. Helga Gallas: Das Textbegehren des “Michael Kohlhaas”. Die Sprache des Unbewussten
und der Sinn der Literatur. Hamburg 1981.



- 5 -

Gabor S. Ungvari의 연구를 들 수 있는데, 이들은 「미하엘 콜하스」의 연구 가능

영역을 정신병리학으로까지 확장시켰다. 이들에 의하면 콜하스는 말과 관련하여 발

생한 사소한 분쟁으로부터 전쟁으로 나아가고, 그 과정에서 그의 가족들의 삶을 희

생시키고 소송을 일삼는 불평분자의 전형으로 매우 부정적인 인물이다. 그들은

「미하엘 콜하스」가 정신병리학적 연구에 적합한 작품이라는 점과 소송편집증에

관한 초기 모델을 제시하는 정신질환을 다루는 문학으로 알려져 있다는 점을 지적

하면서, 병적이고 신경과민적인 것에 대한 클라이스트의 선호 역시 이 작품을 정신

병리학의 주제로 삼을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연구에 따르

면 이 작품에는 소송편집증적 행동이 매우 통찰력 있게 제시되어 있으며 콜하스는

오늘날 망상장애 및 피해망상의 카테고리에 속하는 인물 유형으로 포함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콜하스의 행동을 지배 관념 Overvalued Idea이라는 개념과도 연관하여

해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작품이 현대의 정신 의학 분야에서도 연구될 수 있는 현

대성을 지닌다고 설명하고 있다.8)

다음으로 「미하엘 콜하스」를 사회, 경제사적 측면에서 접근하여 해석하고자 하

는 연구의 흐름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으로 요헨 슈미트 Jochen Schmidt의 연구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그는 특히 클라이스트가 당시 프로이센의 개혁가들과

직접적으로 교류하고 개혁 사상을 접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면서 프로이센의 개혁

운동과의 연관성이라는 측면에서 작품을 해석하려고 시도하였다. 그에 따르면 「미

하엘 콜하스」에는 집필 당시의 프로이센 사회의 사회, 경제적 상황의 문제점과 개

혁 운동의 움직임이 반영되어 있고, 따라서 콜하스가 겪게 되는 일련의 상황들은

발생 가능한 차원에서의 개인적 불운이라는 좁은 의미에서가 아니라 확장된 의미에

서 부조리한 사법 제도와 관료주의로부터 기인된 사회 구조적인 문제의 일부로서

다루어질 수 있다. 「미하엘 콜하스」는 한 말장수의 소송과 전쟁에 관한 개인적

이야기를 넘어서는 큰 시의성을 지닌 작품으로서 해석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슈미트는 먼저 경제적 측면에서 당시의 재산권과 사법제도에 대해

고찰하였으며, 콜하스의 법 감정과 저항권 개념에 대해 주목하였다. 경제적 측면에

서는 특히 재산권과 관련하여 콜하스가 영업의 자유를 박탈당했다는 점을 지적하면

서, 영업의 자유에 관한 당시 프로이센의 개혁 정책과의 연관성을 살펴보고 있다.

나아가 사법 제도가 지니는 구조적 측면에서 탄원제도와 소송 지연, 사면, 그리고

군주의 자의적 판결권 Machtspruch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한다. 탄원 제도에 관해서

는 탄원서를 전달하다가 콜하스의 아내가 목숨을 잃게 되는 것으로부터, 소송 지연

의 문제는 융커 혈족에 의해 소송이 의도적으로 빈번하게 지연되는 것으로부터 클

라이스트의 비판적 시각이 드러난다. 또한 작센 선제후가 본인의 사리사욕을 채우

8) Vgl. Josef Gerevich/ Gabor S. Ungvari: The Description of the Litigious Querulant. Heinrich
von Kleist’s Novella Michael Kohlhaas. In: S. Karger AG Psychopathology 48(2). 2015, pp.
7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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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한 용도로 콜하스에게 사면을 제시하는 것으로부터 사면이 지극히 개인적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도구로 전락했다는 점이 드러난다고 설명한다.

한편으로 슈미트는 이 작품에 또한 국가에 대한 순종적 교리를 설파하는 루터교

와 도덕 문제에 대한 클라이스트의 비판이 드러나 있다고 주장하는데, 루터가 얼마

나 권위주의적인 사고에 사로잡혀 있는지 보여줌으로써 클라이스트가 루터교식 순

종에 대한 가르침에 비판적 입장을 취한다고 해석한다. 또한 부당한 일로 고통받는

자, 즉 콜하스에게 루터가 상대방에 대한 무조건적인 용서를 강요하는 모습에서는

종교가 불의한 사회 시스템을 유지하고 돌아가게 하는 데 오히려 기여하는 부정적

인 모습을 읽어낼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9)

다음으로 「미하엘 콜하스」와 관련하여 카프카의 작품과의 비교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먼저 클라이스트와 카프카의 삶에서 전기적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는 점이 이러한 비교 연구의 원동력이 된다. 가족과의 불편한 관계, 가족들이 기대

와는 다른 인생, 실패한 약혼 등이 두 작가의 전기적 공통점이다. 다른 한편으로 무

엇보다도 클라이스트에 대한 카프카의 애정이 이러한 연구를 가능하게 하는 또 다

른 밑거름이 된다. 카프카는 그가 클라이스트의 작품에 대해 친밀감을 느꼈다고 밝

힌 바 있으며, 「미하엘 콜하스」는 카프카가 가장 좋아하는 클라이스트의 작품이

었다는 사실도 그의 편지를 통해 전해지고 있다.10)

클라이스트와 카프카의 작품간 여러 비교 연구가 존재하는 가운데, 제임스 마틴

린제이 Jamse Martin Linsay는 구체적으로 「미하엘 콜하스」와 카프카의 「소

송」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아 두 작품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 분석하려고 시도

하였다. 그에 따르면 두 작품이 지니는 상황과 맥락의 연관성은 「미하엘 콜하스」

에서 콜하스가 여러 차례 여러 법원에 제소하며 그의 투쟁을 위해 고군분투하지만

점차 희망이 사라지고, 카프카의 「소송」에서도 이와 마찬가지로 K가 그의 죄목

의 구체적 성질을 알아내기 위해 여러모로 애쓰지만 끝내 좌절하고 마는 모습에서

잘 드러난다.

한편으로 그는 콜하스와 K 사이의 여러 차이점에 대해서도 지적한다. 콜하스의

투쟁은 개인적 차원을 넘어서 약자의 편에 서는 연대적 성격으로 확장되는 반면, K

는 성공한 고용인으로서 다른 이에 대한 감정을 차단하고 그의 안위에만 집중하는

전형적 현대인의 표상이다. 또한 두 작품 모두 개인과 정의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

고 있지만 그 결말 또한 상이하다고 할 수 있다. 콜하스는 그의 복수를 이루고 루

터로부터 성체 성사를 받아 평화로운 죽음을 맞이한 것에 비해 K의 비참한 죽음은

이와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11)

9) Vgl. Jochen Schmidt: Heinrich von Kleist. Die Dramen und Erzählungen in ihrer Epoche.
Darmstadt 2011, S. 207-244.

10) Vgl. Lilian R. Furst: Reading Kleist and Kafka. In: The Journal of English and Germanic
Philology 84(3). 1985, pp. 374-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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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하엘 콜하스」와 카프카의 「소송」에 대한 또 다른 비교 연구에서 프리드리

히 발케 Friedrich Balke는 카프카와 클라이스트의 텍스트가 법으로부터의 거부와

그에 따른 결과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닌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미

하엘 콜하스」에서는 소송이 진행되지 않음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는 반면 카프카

의 「소송」에서는 K는 처음부터 이미 소송에 휘말린 상태이다. K는 법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애쓰지만 결국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K가 소송에 이미

휘말렸으면서도 심문만 당할 뿐 정작 단 한번도 소송이 부분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

은 콜하스가 법의 제도 내에서 자신의 정의를 성취하지 못하는 것과 유사성을 지닌

다.12)

이렇듯 「미하엘 콜하스」와 카프카 작품간의 비교 연구는 주로 두 작가의 작품

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법의 문제를 고찰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으나 이외에도

여러 흥미로운 주제적 측면에서 두 작가간의 비교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

서 다양한 연구의 가능성이 열려 있는 분야라고 할 수 있겠다.

다음으로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주제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법의 문제를 다

루는 수많은 선행 연구들이 있다. 법을 주제로 하는 연구사는 작품에 드러난 법철

학적 사상을 밝히고 고찰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으며, 또한 이와 더불어 정의, 법 감

정, 폭력, 복수의 정당성과 같이 법의 영역에서 논할 수 있는 문제와 관련하여서도

많은 선행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법의 사상적 측면과 관련하여서는 주로 작품에 반

영된 사회 계약설, 저항권, 자연권, 왕권신수설, 중세법적 요소에 대해 고찰하고, 이

때 그 철학적 기반으로 장 자크 루소 Jean Jacques Rousseau, 토마스 홉스

Thomas Hobbes, 존 로크 John Locke, 임마누엘 칸트 Immanuel Kant의 영향에 대

해 살피는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정의와 폭력, 복수의 정당성과 같은 주제에 관해서

는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이 존재하는데, 특히 폭력과 테러를 주제로 주목할 만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먼저 폭력과 복수의 문제에 관해서는 클라우스 뮐러 살겟 Klaus Müller-Salget의

연구를 살펴보겠다. 그에 따르면 「미하엘 콜하스」에는 시작부터 폭력 행위가 드

러나는데, 법에 저촉되는 압류와 말에 대한 가혹 행위, 그리고 하인 헤르제에 대한

폭력 행위가 그것이다. 이를 바로잡기 위한 세 번의 적법 절차에 따른 시도가 실패

로 돌아가고 아내마저 잃게 되자 콜하스는 스스로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한다.

무엇보다도 그는 작품에 폭력에 관한 여러 단어들이 등장한다는 점에 주목한

다.13) 특히 이러한 단어들은 정의를 향한 콜하스의 노력이 부당하게 좌초되고, 결국

11) Vgl. J. M. Lindsay: Kohlhaas and K. Two Men In Search Of Justice. In: Blackwell Publishing
Ltd German life and letters 13(3). 1960, pp. 190-194.

12) Vgl. Balke, Freidrich: Kohlhaas und K. Zur Prozessführung bei Kleist und Kafka. In:
Zeitschrift für deutsche Philologie. 2011, S. 503-529.

13) 살겟은 「미하엘 콜하스」 에 Schlagen, Macht, Ohnmacht 와 같은 단어들이 빈번하게 등장한다
는 점을 지적한다. 이외에도 schlagen과 관련하여 작품에 등장하는 단어로는 Schlagwär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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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폭력 행위로 치닫게 하는 계기를 제공하는 중요한 사건들에 활용되는데, 이는

폭력을 드러내는 여러 단어들이 콜하스가 처한 상황의 부당함을 설득력 있게 드러

내는 수단이 됨을 의미한다. 이러한 장치를 통해 콜하스의 행동과 상황이 신빙성을

얻게 되면서 독자들의 공감을 얻어내고 이것이 결론적으로 콜하스에 대한 긍정적

평가로 이어지게 되는데, 그는 여기에서 역사적 인물인 한스 콜하제 Hans

Kohlhase보다 콜하스를 더욱 훌륭한 인간으로 그려내기 위한 작가의 의도가 드러

난다고 설명하면서 이야기를 각색한 작가의 방식이나 콜하스의 적들에 대한 서술자

의 태도로부터 콜하스의 폭력 행위들이 용인된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고 설명한

다.

그는 또한 작품에서의 복수의 의미에 대해서도 고찰한다. 그에 따르면 콜하스에

게 있어 복수란 한편으로 피해를 입힌 상대방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

지만 법을 다시 바로 세운다는 의미도 있다. 그는 콜하스가 전자의 의미에서 복수

를 시도했다면 융커의 성을 파괴시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을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

면서, 콜하스가 그 이후에도 복수를 멈추지 않는 것은 콜하스에게 있어 복수는 죄

를 묻고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까지의 의미를 포괄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해석한

다.14) 이처럼 이 연구는 무엇보다도 언어적 측면에서 드러난 폭력성을 인물에 대한

평가와 연관시킴으로써 폭력과 테러에 대한 새로운 해석의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점

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폭력에 관한 최근의 주목할 만한 연구로 제프리 챔플린 Jeffrey

Champlin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이 연구는 작품에 드러난 폭력을 키워드로 삼아 콜

하스가 작성한 격문등을 예시로 들면서 그 안에 드러난 폭력에 관한 의미에 대해

고찰하고, 나아가 집시 여인의 의미에 대해서도 밝히려고 시도한다.

그는 콜하스가 작성한 격문들에 나타난 언어적 폭력에 대해 지적한다. 콜하스의

격문은 명백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고, 융커에게 보낸

격문에 대한 응답을 받지 못함으로써 언어적 차원에서의 폭력은 물리적 차원으로의

폭력으로 변하게 된다. 또한 텍스트 속에서 환유의 기법이 사용됨으로써 콜하스의

폭력의 대상이 융커로부터 무고한 불특정 다수로 확장되었음을 밝히고 이로 인해

폭력이 더욱 잔인한 양상을 보이게 되었음을 지적한다.15)

이외에도 칸트의 도덕론을 비판적으로 수용한 토마스 나겔 Thomas Nagel의 도

덕적 행운 Moral Luck 개념으로 「미하엘 콜하스」에 대한 해석을 시도한 연구16),

Schlagfuß, zerschlagen, niederschlagen, Schlag 등이 있다.
14) Vgl. Klaus Müller- Salget: Gewalt und Gegengewalt im "Michael Kohlhaas" . Rechtfertigung
der Selbsthilfe? In: Gianluca Crepaldi u.a.(Hrsg.): Kleist zur Gewalt - Transdisziplinäre
Perspektiven. Innsbruck 2011, S. 125-134.

15) Vgl. Jeffrey Champlin: Reading Terrorism in Kleist. The Violence and Mandates of Michael
Kohlhaas. In: The German Quarterly 85(4). 2012, pp. 439-454.

16) Vgl. Henry Pickford: Thinking with Kleist. Michael Kohlhaas and Moral Luck. I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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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투쟁, 복수전, 사면의 철회와 사형 선고 등의 키워드로 작품의 구조를 심층적으

로 분석한 연구,17) 클라이스트가 작품의 소재를 가져온 연대기와 작품을 직접적으

로 비교하면서 작가의 의도와 콜하스의 자기구제의 정당성에 문제에 대해 밝히려고

시도하는 연구18) 등도 법의 범위에서 살펴볼 만한 선행 연구들이다.

이제 끝으로 작품에 드러난 초자연적이고 신비로운 요소에 관한 선행 연구를 살

펴보도록 하겠다. 이와 관련된 선행 연구는 미스터리한 집시 여인의 등장과 그것이

지니는 의미를 밝히는 것에 집중되어 있다. 한편 작품에 드러나는 우주적 질서의

개입은 여러 학자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주제였고, 초반에는 이것이 작품의 통

일성이나 서사의 완결성을 해친다는 부정적인 평가도 많았다. 클레이톤 쾰브

Clayton Koelb에 따르면 초자연적이고 신비적인 요소는 클라이스트의 여러 다른 작

품에서도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미하엘 콜하스」와 관련

하여 학자들이 이를 부정적으로 받아들인 것은 20세기의 엄격한 잣대로 볼 때 그러

한 개입이 작품이 사실에 근거한 연대기라는 측면에서 지니는 의미를 퇴색시켰기

때문이다.19)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연대기는 더욱 관대한 기준과 의미에서 받아

들여지게 되었고, 따라서 이러한 초자연적인 요소와 미신이 작품에서 지니는 의미

를 고찰하고자 하는 논의는 점차 활기를 띠게 되었다.

먼저 이러한 연구의 흐름을 반영하는 마가렛 란트베어 Margarete Landwehr의

두 논문을 살펴보겠다. 란트베어는 「미하엘 콜하스」에 드러나는 여러 사건들을

경계라는 개념으로 파악하고, 이러한 경계의 넘나듦이 작품에서 매우 결정적인 역

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콜하스가 말을 이끌고 브란덴부르크로부터 작센 국경

으로 물리적으로 경계를 넘어가는 것이 모든 사건의 발단이 된다. 또한 콜하스는

복수와 정의의 경계를 넘나드는데, 이는 그가 다른 이들이 그의 억울한 이야기에

귀기울이기를 원하고 나아가 그들과 소통할 수 있기를 갈망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번번히 좌절하는 콜하스에게 집시 여인의 등장은 비로소 그가 갈망하던 소통을 가

능하게 하는 촉매제가 된다.

한편으로 사회적, 법적 경계에서 발생하던 경계의 문제는 언어적 측면에서도 발

견되는데, 콜하스에 대한 서술자의 신빙성 없는 묘사는 이를 가장 전적으로 보여준

다. 옛 경계과 정체성들이 뒤섞여 혼란스러운 가운데, 서술자는 사건들의 혼란스러

운 상황을 묘사할 수 있는 새로운 언어를 찾게 된다. 그녀는 클라이스트가 이 작품

German Quarterly 86(4). 2013, pp. 381-403.
17) Vgl. Michael Kauppert: Der Rechtsfall als Fall des Rechts Die verkehrte Welt der
Gerechtigkeit in Kleists Michael Kohlhaas. In: Sozialer Sinn. Bd. 6/1. 2005, S. 45-69.

18) Vgl. Ingrid Horz/ Paul Davies: Heinrich von Kleist’s Michael Kohlhaas– Peter Hafftiz’s
Märkische Chronic. A Comparision of Novelle and Source Material with Particular Regard to
Medieval Legal Conceptions. In: German Life and Letters 41(1). 1987, pp. 9-20.

19) Vgl. Clayton Koelb: Incorporating the Text: Kleist’s “Michael Kohlhaas”. In: Modern Language
Association 105(4). 1990, pp. 1098-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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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법과 이성, 그리고 나아가 언어에 이르기까지 그것들이 지니는 한계에 대해

지적했다고 주장한다. 언어의 한계는 언어가 인간의 정신을 정확히 전달해 내지 못

한다는 것이고, 초자연적인 힘은 우주의 언어와 법으로서 이러한 불완전성과 한계

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또한 그녀는 집시 여인을 망자의 귀환, 즉 콜하스의 죽은 부인이 저승으로부터

돌아온 것이라고 해석하면서, 브란덴부르크로 청원을 전하러 갔으나 끝내 현실에서

는 이루지 못했던 아내의 사명이 비로소 집시 여인을 통해 완수된 것이라고 설명했

다.20)

그녀는 또 다른 연구에서 클라이스트의 노벨레를 우연, 운명, 그리고 균형이라는

키워드로 해석하려고 시도하였다. 위의 개념들을 포괄하는 우주의 질서와 법이

「칠레의 지진 Das Erdbeben in Chili」, 「성 체칠리아 또는 음악의 힘 Die heilige

Cäcilie oder die Gewalt der Musik」, 「결투 Der Zweikampf」, 「로카르노의 거

지 노파 Das Bettelweib von Locarno」, 「주워온 자식 Der Findling」에 이르는

클라이스트의 여러 작품들을 관통하는 주제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 작품들에서 우

연적으로 발생하는 일들이 작중의 큰 전환점이 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그녀에 따르면 초자연적인 것들은 노벨레에서 결말에 이르러 갈등을 일으켰던 사

건들이 다시금 균형을 이루게 하는 힘으로 작용하고, 작품 속에서 정의가 구현됨으

로써 이러한 법칙이 작용하고 있음이 암시적으로 드러난다. 그러나 등장인물들은

우연을 가장한 사건의 발생 뒤에 자리하는 명백한 힘의 작용에 대해 알지 못하는

데, 그들은 죽음이 찾아온 이후에서야 비로소 이것에 대해 인식하게 된다.

「미하엘 콜하스」에 등장하는 집시 여인은 이러한 우주적 질서를 가장 명백하게

드러내는 존재로서 콜하스가 그의 적에게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하는 허구적 장치

인 동시에 초자연의 특사이고, 나아가 ‘허구적인 기계의 신 Deus ex Machina’이다.

또한 그녀에 따르면 집시 여인의 에피소드는 작가의 개입의 결과물로서 작품의 허

구성을 부각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예언이 담긴 쪽지가 지니는 힘은 글을 쓰는 행

위와 언어가 지니는 힘을 보여주는 메타포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하였

다.21)

한편으로 인물에 대한 평가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이미 언급했던 존 케리의 연구

는 또한 초자연적인 힘에 관하여 주목할 만한 연구 내용을 담고 있다. 그는 인간과

인간을 넘어선 것의 대립이라는 개념을 통해 작품에 접근하였고 그에 따르면 작센

선제후는 그의 왕국에서 인간의 법을 이행하려는 자이고, 콜하스는 그에 반해 인간

20) Vgl. Margarete Landwehr: The Mysterious Gypsy in Kleist's "Michael Kohlhaas" . The
Disintegration of Legal and Linguistic Boundaries. In: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Monatshefte 84(4). 1992, pp. 431-446.

21) Vgl. Magarete Landwehr: The Balancing Scales of Justice. Chance, Fate, and Symmetry in
Kleist's Novellas. In: Colloquia Germanica 25(3/4). 1992, pp. 255-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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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법의 관할권 밖에 자리하는 자이다. 여기서 콜하스가 인간의 법 테두리를 벗어

나 있다는 것은 그가 초자연법의 수혜자이자 토속적 신학의 보호 하에 놓여 있기

때문인데, 집시 여인과 그녀의 쪽지에서 그 연관성이 선명하게 드러난다. 인간의 법

영역 밖에 자리하는 미스터리한 초자연적 의미를 지니는 집시 여인은 인간의 법 영

역 안에서 죽음을 향해 가던 콜하스에게 작센 선제후 가문의 미래가 담긴 쪽지를

건네줌으로써 콜하스가 복수를 통해 궁극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해 준다. 콜하스는 사회의 법에 따라 목숨을 잃게 되지만 작센 선제후는 콜하

스의 복수, 즉 인간 밖의 영역인 운명의 법에 굴복하게 된다는 것이다.22)

한편 폭력의 문제와 관련해 위에서 살펴보았던 챔플린의 연구에도 집시 여인이

상징하는 바에 대한 고찰이 담겨 있다. 챔플린은 먼저 콜하스에 의해 야기된 폭력

사태를 다루는 난관에 봉착했을 때 작센과 브란덴부르크의 선제후가 국경에서 함께

만나 사냥을 하는 와중에 집시 여인과 만나 예언을 듣게 되고, 이 과정에서 수사슴

에 대한 폭력은 전혀 의도하지 않은 예상치 못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에 따르면 이야기의 흐름에서 벗어나 별안간 등장하는 이 집시여인의

에피소드는 곧 힘의 이동을 의미하는 것이다. 쪽지의 내용이 베일에 싸여 있다는

것은 역시 알려지지 않은 미래의 잠재적 폭력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집시 여인의

예언은 국가에 대한 콜하스의 위협을 지속적으로 상기시키는 기능을 한다. 또한 그

에 따르면 집시 여인의 에피소드는 역사적 나레이션에 대한 클라이스트의 수사적

반항의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23)

위의 연구들은 앞으로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초자연적 요소를 주제로 다양

하고 의미 있는 성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연구들에서 집시 여인이 우주적 질서와

초자연의 대변자라는 것은 공통적으로 받아들여지며, 부차적 줄거리임에도 불구하

고 작품의 전개와 결말에 결정적인 역할을 끼친다는 점 또한 이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는 한편으로 거시적인 측면에서 집시 여인의 상징적 의미를 밝

히는 것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미신과 초자연적 요소가 클라이스트의 어떠한 사

상에 근거하고 있는지에 관한 심층적인 고찰은 부족한 면이 있다. 나아가 이러한

요소가 작품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나고 있으며 그것이 어떠한 기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작품 해석을 기반으로 면밀하게 밝혀는 연구도 미진한 면이 있다.

따라서 초자연적 요소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바탕으로 하여 이것들이 어떻게 작

품 속에 반영되어 있는지를 살피고, 또한 법을 둘러싼 문제와의 상호 작용에 대해

살피며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그 관계를 밝힘으로써 작품을 심층적으로 해석하려는

본 논문의 시도는 기존 연구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하면서도 연구의 빈 간

극을 채우는 데 기여하는 의미를 지닐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22) Vgl. John R. Cary: a. a. O., pp. 212-218.
23) Vgl. Jeffrey Champlin: a. a. O., pp. 447-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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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내에서 이루어진 「미하엘 콜하스」에 대한 연구를 간략히 살펴보면 국외

에서 작품에 관해 수많은 연구가 진행된 것에 비해 국내에서의 연구는 비교적 빈약

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국내의 연구도 앞에서 언급한 국외 연구사의 범주를 따르

고 있으며, 주로 서사적 측면, 아이러니적 측면, 그리고 종교적 측면에서 연구가 진

행되어 왔다. 먼저 노태한은 그의 연구에서 「미하엘 콜하스」를 사회사적, 경제사

적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시도하였으며, 이는 위의 연구사에서 언급한 요헨 슈미트

의 연구와 그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24) 황승환은 아이러니와 모순이라는 주제로

작품을 해석하려고 시도하였으며, 무엇보다도 특히 작품에 드러난 광기, 불, 오순절,

등의 종교적 요소들에 대한 고찰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25) 그리고 이

들의 연구 이외에도 카프카와의 비교 연구를 주제로 하는 논문도 여러 편 찾아볼

수 있는데, 특히 박은경은 「미하엘 콜하스」와 카프카의 『소송』간의 비교연구에

서 작품에 드러나는 물리적 폭력의 양상에 대해 살피고, 나아가 구조 및 제도의 보

이지 않는 폭력이 작품에 작용하고 있음을 지적한다.26)

이외에 법과 정의의 문제를 다루는 논문들이 존재한다. 대표적인 것으로 장정자

는 그녀의 연구에서 자연권, 루소의 사회 계약설, 정의감과 범죄 등의 법적 문제 뿐

아니라 집시 여인의 쪽지 에피소드에 관해서도 짧게 다루고 있다. 그녀는 집시 여

인과 콜하스의 죽은 아내의 이름과 얼굴의 모습 등이 같다는 점을 지적하고, 작품

에서 집시 여인은 운명을 주관하는 비지상적인 존재로 제시된다고 설명하고 있

다.27)

다음으로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주제인 법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는 최

근의 국내 연구로는 서은주의 논문을 들 수 있다. 그녀는 먼저 학제간 연구라는 측

면에서 법문학의 연구 동향에 대해 살펴보고, 「미하엘 콜하스」를 문학의 법리학

적 층위를 조명하는 대표적 작품으로 들면서 작품이 형상화 하고 있는 여러 법적

주제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나아가 홉스의 사회계약 이론과 아감벤의 이론을 통해

작품을 법철학적인 관점에서 해석하고자 시도했으며, 또한 이 과정에서 법과 정의

에 관한 벤야민의 개념을 빌어 콜하스의 폭력을 법 파괴적 폭력인 신적 폭력의 범

주에 놓고 그 행위의 정당성을 규명하려고 시도하였다. 이 논문은 국내에서 「미하

엘 콜하스」를 법철학적 관점에서 연구한 유일한 연구로, 앞으로 이 논문에서 다루

고자 하는 여러 법철학적 논의들을 선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28)

24) 노태한: 하인리히 폰 클라이스트의 ｢미하엘 콜하스｣와 프로이센 개혁운동. 실린 곳: 독일언어문학
제73집(2016), 117-145쪽 참조.

25) 황승환: 클라이스트의 「미하엘 콜하스」에 나타난 모순과 역설. 실린 곳: 서울대학교 독일어문화
권연구소 독일어문화권연구 제 27집(2018), 329-352쪽 참조.

26) 박은경: 폭력, 현실, 시민 : 비극에서 희극으로- 클라이스트의 「미하엘 콜하스」와 카프카의 『소
송』 마주읽기. 실린 곳: 카프카연구 제31집(2014), 5-36쪽 참조.

27) 장정자: 『미하엘 콜하스』에 나타난 정의와 합법성의 문제. 실린 곳: 독어독문학(1990), 97-130쪽
참조.

28) 서은주: 법으로서의 문학 - 클라이스트의 『미하엘 콜하스』 연구. 실린 곳: 독일어문학 79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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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논문의 전개 방향

이미 언급했듯이 법의 문제를 다루는 고전 문학 작품으로서 「미하엘 콜하스」에

는 법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에 관한 작가의 깊은 성찰이 여러 측면에서

드러난다. 클라이스트는 구체적으로 여러 법 제도를 비롯하여 다양한 법 사상과 철

학을 이 노벨레에 담아냈고, 이러한 법을 둘러싼 문제가 작품에서 맞물려 작용하면

서 등장인물들 간의 갈등이 야기된다. 「미하엘 콜하스」는 직접적으로 소송, 탄원,

사면과 같은 제도적이고 절차적인 법적 요소를 다루고 있을 뿐 아니라 법에 내재된

사상이나 철학까지도 인물들의 행동이나 인물 간 대화를 통해 명시적으로, 혹은 암

묵적으로 드러냄으로써 한 층 깊은 층위에서 법에 대한 고찰을 가능하게 한다.

한편 신비로운 집시 여인의 등장으로 인해 법을 둘러싸고 인간 사이에 발생하는

치열한 갈등의 양상에 변화가 일어난다, 집시 여인은 작품의 중요 인물들과 직접적

인 관계를 맺으면서 작품의 전개와 나아가 결말에 이르기까지 매우 큰 영향을 끼치

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집시 여인의 두 선제후에 관한 예언, 예언이 이루어질 당시

에 등장하는 동물인 수사슴, 예언이 담긴 작은 상자 등이 작품 속에서의 이러한 불

가사의함을 드러내는 모티브들이다.

또한 한편으로 작품에서 이러한 미신적 요소들과 더불어 우연이 결정적인 역할

을 한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우연은 단순히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는

데 부차적으로 활용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이렇듯 집시 여인의 등장으로부

터 시작되어 작품 전개에 큰 영향을 끼치는 일련의 사건들은 인간 사회의 영역 밖

에 놓여 있으며 이를 인간의 법으로 이해하거나 설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미하

엘 콜하스」는 인간 사회의 영역 안에서 작용하는 법의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한편

으로 인간이 닿을 수도, 제어할 수도 없는 초자연적인 요소들이 그 속에서 함께 작

용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는 것이다.

인간 사회 내에서의 법의 문제가 일련의 클라이스트의 작품 세계를 관통하고 있

는 중요한 주제인 것처럼, 초자연과 미신, 그리고 우연 또한 그의 여러 작품에서 주

요하게 다루어지는 주제이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본 논문에서는 인간의 영역 안

에서 작용하는 법과, 그 영역을 벗어난 초자연적인 요소라는 두 가지 카테고리로

나누어 작품에 접근하고자 한다. 인간의 법에 대한 이해를 도모함과 더불어 이를

넘어서는 초자연적인 요소의 작용에 대해 고찰하는 것은 클라이스트가 이 작품에

담아내고자 했던 메시지를 더욱 폭넓게 이해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따라서 법의 문

제와 초자연적인 요소에 대해 이론적으로 고찰하고, 나아가 작품에서의 작용 양상

에 대해 살피며 궁극적으로는 이를 작품에 동시에 녹여낸 클라이스트의 의도를 밝

히고자 한다.

(2017), 51-68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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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본문의 첫 번째 장에서는 인간의 법이라는 측면에서 콜하스의 소송, 전투

행위, 격문, 루터와의 대화에서 드러나는 법의 문제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이때 작

품 속에 드러나는 여러 가지 법의 문제와 법 사상에 대해서 고찰해 보고 이것이 작

품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먼저 콜하스가 겪은 불법적인 사건이 지니는 의미를 영업의 자유와 소유권에 대한

침해라는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콜하스의 소송 제기

와 끊임없는 투쟁의 동기에 관한 법 사상적 근거에 관해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콜하스의 전투와 관련하여서는 후기 중세법적 측면에서 이를 살펴보고, 또

한 그의 격문들이 지니는 파괴성과 그의 행위가 점차 폭력성이 짙어지는 양상을 살

펴볼 것이다. 그리고 다음으로 초기 근대법적 측면에서 작품에 드러난 여러 법 철

학적인 사상을 집중적으로 고찰하고자 하며, 이때 로크, 홉스, 루소 등의 철학을 바

탕으로 작품에 반영된 초기 근대법적 사고에 대해 파악하고자 한다. 나아가 이러한

사상적 고찰을 바탕으로 작품 속에서 법의 문제가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와 어떠

한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지에 대해 인물 간 대화나 행동을 통해 면밀히 살펴보고,

이것이 지니는 의미에 대해서 고찰해 볼 것이다.

본문의 다음 장에서는 적은 분량에도 불구하고 작품의 결말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미신, 초자연적인 것이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이때 초자연적인 것의 범주를 미신과 우연으로 나누어 접근하고자 하며 이것들의

이론적 의미를 밝히기 위하여 이와 불가분의 관계에 놓인 믿음과 이성과 관련한 클

라이스트의 사상을 먼저 살펴볼 것이다. 또한 집시 여인의 역할이나 상징적 의미를

밝히는 것에 집중한 기존의 연구로부터 더 나아가고 더욱 심층적인 층위에서의 고

찰을 가능케 하기 위하여 미신이나 초자연적인 것에 대한 클라이스트의 사고나 접

근 방식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이다. 이때 클라이스트가 작성한 편지나 짧은 이야기,

그리고 우화 등을 통해 그가 미신과 초자연적인 것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다음으로 이러한 이론적 이해를 바탕으로 작품 속에서 미신과 우연과 같은 초자

연적 요소들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에 대해 집시 여인, 집시 여인의 쪽지, 수사

슴 등의 키워드를 통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미신과 우연을 비롯한 초자연적

요소들이 작품에서 가장 강력하게 힘을 발휘하고 있는 에피소드들을 선별하여 그

의미와 작용 양상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본론의 마지막 장에서는 본론의 2, 3장에서 살펴본 바를 바탕으로 서로 다른 두

영역에 자리한 요소들의 작용이 작품을 이해하는 데 있어 어떤 의미를 도출해 낼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궁극적으로는 이것이 클라이스트의 작품 세계

를 더욱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데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끝으로 앞에서 이미 언급했듯이 고전으로서 「미하엘 콜하스」에 관해 실로 광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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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연구가 진행되었다는 점에 다시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 논문은 기존의 연구사들의 성과를 고찰하고 이에 대해 더욱 면밀히 숙고하고 검

토함으로써 이를 바탕으로 클라이스트와 그의 노벨레 「미하엘 콜하스」에 대한 더

욱 깊은 이해를 도모하고자 하는 시도이기도 하다. 기존의 연구들은 대부분 이성적

사고를 중심으로 한 인간의 법을 주제로 삼아 법철학적 의미를 고찰하거나 혹은 신

비로운 초자연적인 요소의 상징적 의미를 밝히려고 시도하는 과정에서 둘 중 하나

를 취사선택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또한 대부분의 연구는 이러한 이론을 바탕으로

작품을 해석하기보다는 작품에 드러난 사상과 상징적 의미를 고찰하는 데 치중해왔

고, 특히 미신이나 초자연적 요소에 관해서는 이론적인 고찰 역시 제대로 이루어지

지 않은 측면이 있다.

따라서 이성과 초자연적 요소에 대해 이론적으로도 동시에 다루면서, 이를 작품

에 적용하여 해석하려는 본 논문의 시도는 「미하엘 콜하스」에 관한 수많은 연구

를 기반으로 삼으면서도 작품 해석의 또 다른 모델을 제시하는 의미를 지닐 수 있

을 것이다. 또한 「미하엘 콜하스」가 국외에서 아직까지도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

으며 그 연구의 주제와 의미가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는 것에 비해, 국내에서는

작품에 대한 연구가 많지 않으며 특히 본 논문의 주제를 다루고 있는 선례를 찾아

볼 수 없다는 점에서도 법과 초자연적 요소를 함께 고찰하여 작품을 해석하고자 하

는 본 논문의 시도는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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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법을 둘러싼 투쟁

본격적으로 본론의 내용을 서술하기에 앞서 먼저 「미하엘 콜하스」의 줄거리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주인공인 콜하스는 브란덴부르크 땅에서

농장을 운영하는 말 장수로 어느 날 말을 내다 팔기 위해 한 떼의 말들을 이끌고

국경을 넘는 과정에서 작센 땅 융커의 성에 이르러 전에 없던 차단목과 마주하게

되고, 길목지기의 요구에 따라 통행세를 지불하고 지나가려 했으나 성 집사에 의해

여행증이 없다는 이유로 통행을 저지당한다. 콜하스는 성주인 융커 폰 트롱카와 직

접 대면하여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했지만 결국 말 두 마리를 보증 수단으로 남기

는 조건으로 통행을 허락받는다. 콜하스는 이후에 이러한 여행증이 사실은 법적인

근거가 없는 꾸며낸 이야기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가 겪은 불법 행위에 대해

세 차례에 걸쳐 작센과 브란덴부르크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지만 이는 모두 실패

로 돌아간다. 그리고 그의 아내마저 그의 최후의 청원서를 직접 브란덴부르크 선제

후에게 전하려 시도하다가 죽음에 이르게 되자, 콜하스는 스스로 무리를 모아 폭력

적인 복수 행위에 돌입한다. 그 과정에서 콜하스의 무리는 무고한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고 약탈 행위를 저지를 뿐만 아니라 여러 성에 방화를 하며 큰 피해를 입히지

만 번번히 융커를 잡는 데는 실패하고 만다.

한편으로 콜하스를 진압하려는 시도가 모두 실패하고 콜하스의 세력은 점차 커져

이것이 국가에 대한 위협으로 다가오자 루터가 개입하여 콜하스를 꾸짖는 방문을

작센국 전체에 붙인다. 이를 본 콜하스는 루터를 직접 찾아가 자신이 드레스덴에서

다시금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안전 통행권을 보장해 줄 것을 요구하며 이 조건

이 받아들여진다면 자신의 무리를 해산시키겠다고 말한다. 작센의 선제후는 루터의

중재안을 받아들고 고위 관리들과 논의를 거쳐 콜하스에게 안전 통행권을 보장해

줄 것과 콜하스의 소송이 받아들여지면 그간의 행위에 대해 완전히 사면할 것을 보

장한다. 콜하스는 약속한대로 무리를 해산시키고 드레스덴으로 가서 다시 한 번 융

커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한다.

드레스덴에서의 소송은 트롱카 혈족의 공작으로 더디게 진행되고, 콜하스의 졸개

였던 나겔슈미트 Nagelschmidt가 방화와 약탈을 일삼는 가운데 콜하스를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시도한다. 콜하스는 점차 자신에게 상황이 불리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것과 작센의 선제후가 사면령을 어기려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유일한 자

구책으로 나겔슈미트에게 합류할 결심을 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우연한 계기로

콜하스에게 전하는 나겔슈미트의 편지가 선제후에게 전해져 작센의 중신들은 이를

활용하여 콜하스를 시험하려는 간계를 꾸민다. 최후의 수단으로 탈출하려던 콜하스

는 이 간계에 걸려들어 나겔슈미트와 모의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고 사지가 찢기

는 화형에 처해지는 치욕스러운 죽음의 판결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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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돌연 브란덴부르크의 선제후가 개입하여 콜하스의 사건을 베를린의 법원

으로 이관할 것과 콜하스를 브란덴부르크로 인도할 것을 요구해오고, 국제 정세마

저 작센국에 불리하게 돌아가자 작센의 선제후는 이를 받아들이면서도 콜하스를 제

국의 공공 평화를 교란한 혐의로 제국법에 따라 황제에게 기소하기로 한다. 한편

사냥을 떠난 작센 선제후는 우연한 기회로 국경 지방에서 호송되어 가는 콜하스를

직접 만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콜하스가 집시 여인으로부터의 작센의 가문에 대

한 예언이 담긴 캡슐을 소지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작센과 브란덴부르크 선제후는

한 장터에서 집시 여인으로부터 자신들의 가문의 미래에 대한 예언을 들었고, 집시

여인은 작센 가문에 대한 예언이 담긴 캡슐을 우연히 장터에 있던 콜하스에게 건넸

던 것이다.

이후 작센의 선제후는 충격과 시름에 빠져 예언이 담긴 쪽지를 얻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콜하스에게 목숨과 자유를 담보로 쪽지를 건넬 것을 제안하지

만 콜하스는 이를 거절한다. 또한 작센 선제후는 쪽지를 얻기 위해 콜하스에 대한

제소를 뒤늦게 철회하려고 백방으로 시도하지만 이와 같은 작센 선제후의 모든 시

도들은 무위로 돌아간다. 콜하스는 브란덴부르크의 법원에서 제국의 법에 따라 내

란죄로 사형 선고를 받게 되지만 다른 한편으로 콜하스가 소송을 통해 요구했던 것

들이 모두 받아들여짐과 동시에 융커는 2년의 징역형을 선고받는다. 처형장으로 향

하는 길에 집시 여인을 통해 작센의 선제후가 그가 처형된 다음 쪽지를 빼내고자

변장을 하고 처형장에 와 있음을 알게 된 콜하스는 작센의 선제후 앞에서 처형 직

전에 쪽지를 읽고는 그대로 삼켜버리고, 이로써 쪽지의 내용은 영원히 비밀에 묻히

게 된다. 작센의 선제후는 몸과 마음이 찢긴채 드레스덴으로 돌아가지만 이와는 반

대로 콜하스의 아들들은 브란덴부르크의 제후로부터 기사 작위를 받고, 작품은 그

의 후예들이 여전히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는 이야기로 끝을 맺는다.29)

2.1. 투쟁의 서막― 콜하스의 소송

작품에서 콜하스는 무력 행위에 돌입하기 전 총 세 번에 걸쳐 소송을 제기한다.

먼저 콜하스는 하인 헤르제를 심문하여 그로부터 자초지종을 듣고 나서 융커의 성

에서 발생한 불법 행위들을 바로잡고자 사건의 발생지인 작센의 드레스덴의 법원에

사건을 제소한다. 콜하스가 겪은 일의 부당함과 그에 대한 법적인 배상 요구는 누

가 봐도 납득할 만큼 명백한 것이었기에 정황상 소송은 콜하스에게 유리한 듯 보였

29) Heinrich von Kleist: Michael Kohlhaas. In: Helmut Sembdner(Hrsg.): Heinrich von Kleist.
Sämtliche Werke in zwei Bänden. Zweiter Teil. München 1977. (국역본 하인리히 폰 클라이스트:
미하엘 콜하스. 황종민 옮김. 창비 2013.) 이하 본문 내에서 작품을 인용할 경우에 원본의 쪽수를
(MK쪽수)로 표기하고, 국역본을 따르되 필요한 경우 수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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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 한 해가 다 가도록 그는 소송의 진행 상황에 대해 아무런 소식도 듣지 못한

다. 그는 여러 차례 추가로 고소장을 제출했으나 융커 벤첼 폰 트롱카와 혈족인 고

위층의 개입으로 소송이 기각되었음을 알게 된다.

이처럼 첫 번째 시도가 좌절되자 콜하스는 유수 하인리히 폰 고이자우 Heinrich

von Goesau 경의 도움을 받아 브란덴부르크 선제후의 도움으로 사건을 해결할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작센이 아닌 거주지인 브란덴부르크에 고소장을 제출한다. 그

러나 트롱카 가문과 사돈지간인 지그프리트 폰 칼하임 Siegfried von Kahlheim 백

작의 개입으로 두 번째 제소 역시 좌절되고 콜하스는 ‘쓸데 없이 물의를 일으키는

상습 소송꾼 unnüzter Querulant’이라는 (MK24) 모욕적인 취급을 받게 된다.

두 번의 좌절을 겪은 후 콜하스는 말들이 여전히 융커의 성에서 혹사당하고 있다

는 사실을 알게 되고 최후의 수단으로 자신이 직접 브란덴부르크 선제후에게 고소

장을 제출하려는 뜻을 품는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선제후 궁정 집사와의 옛 인연

의 힘을 빌어 콜하스의 청원서를 대신 전하려던 아내 리자베트 Lisabeth가 근위대

의 창에 찔려 치명상을 입고 사망하는데, 아내의 장례를 치르던 날 날아든 콜하스

의 마지막 청원서에 대한 선제후의 답신은 탄원을 지속한다면 감옥에 쳐 넣겠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답신을 받아들고 난 후 콜하스는 곧바로 무자비한 폭력 행위를

동반하는 복수의 작업 Geschäfte der Rache에 돌입하게 된다.

폭력 사태로 이어지기 전의 이와 같은 콜하스의 세 번에 걸친 집요한 소송은 적

법한 절차에 따라 그에게 닥친 불법적인 일에 대한 배상과 관련자의 처벌을 요구하

기 위함이었다. 애초에 모든 사건의 발단은 융커의 성에 저당 잡힌 콜하스의 두 마

리의 말이었는데, 말은 원래부터 존재하지도 않았던 여행 통행증을 대신하는 담보

물이었으므로 콜하스가 국경에 자리한 융커의 성을 지나며 겪은 위와 같은 일은 명

백한 불법 행위라고 할 수 있다.

말 두 마리에 대한 불법적인 압류와 학대가 콜하스에게 결코 사소한 사건으로 치

부될 수 없는 이유는 그가 말 장수라는 사실에 있다. 콜하스가 통행증을 요구하는

성집사에게 지금까지 “열 일곱번이나 그런 허가증 없이 국경을 넘었으며 스스로 말

거래에 관한 규정 또한 자세히 인지하고 있다. Der Roßkamm versicherte, daß er

siebzehn Mal in seinem Leben, ohne einen solchen Schein, über die Grenze

gezogen sei; daß er alle landesherrlichen Verfügungen, die sein Gewerbe

angingen, genau kennte; (...)”라고 (MK10) 대답하는 것으로부터 그가 그의 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법 규정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것과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그의 영업에 불법적인 방해를 받지 않는 사회적 환경에 놓여 있었다는 점

을 알 수 있다. 콜하스는 말을 내다 파는 그의 생업 행위를 지속해 나가기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 국경을 넘어야만 했다. 그러나 어느날 그에게 불연 듯 닥친 불법적

인 사건을 겪으면서 그는 앞으로 이러한 불법 행위가 다시금 발생하지 않으리고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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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콜하스는 두 마리의 말을 저당 잡힌 일이 자신의 영업의

자유와 재산권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자 침해라고 여겼고 미래에도 법의 보호 아래

이러한 권리를 안전하게 행사할 수 있기를 소망했기 때문에 집요한 법적 투쟁을 이

어나갈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는 콜하스가 최후의 청원서를 제출하려고 결심하

고, 그의 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아내와 나누는 대화로부터도 직접적으로 드러

난다.

(...) 사랑하는 리자베트, 나는 내 권리를 지켜주려 하지 않는 나라에 머무르고

싶은 생각이 없기 때문이오. 발로 짓밟히는 신세라면 사람으로 사느니 차라리

개로 살겠소!

(...) Weil ich in einem Land, liebste Lisbeth, in welchem man mich, in

meinen Rechten, nicht schützen will, nicht bleiben mag. Lieber ein Hund

sein, wenn ich von Füßen getreten werden soll, als ein Mensch! (MK27)

내가 생업을 이어나가기 위해 부당함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그렇

게 하기 위해 필요한 자유를 나에게 허락해 주시오!

Wenn du fühlst, daß mir, falls ich mien Gewerbe forttreiben soll, Recht

werden muß: so gönne mir auch die Freiheit, die mir nötig ist, es mir zu

veschaffen! (MK28)

위의 대화로부터 콜하스의 세 번에 걸친 집요한 소송은 그의 재산권과 영업의 자

유를 보장받고자 하는 동기에서 비롯되었음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그리고 나아가

이러한 영업의 자유를 비롯한 경제 활동의 보장과 재산권에 대한 콜하스의 관심에

는 경제 활동에 관한 클라이스트의 사상이 반영되어 있다.

무엇보다도 작품에 드러나는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 자유 경제 주의 사상에 대한

옹호는 클라이스트가 프로이센의 개혁 운동에 직접적으로 참여했다는 점과 밀접한

연관성을 지닌다. 클라이스트는 군대에서의 경력을 끝내고 난 후 1805년부터 행정

직 직업 교육을 받기 시작하였고, 칼 프라이헤어 폰 슈타인 Karl Freiherr von

Stein의 후원하에 베를린에서 재무 행정직에 종사하였으며 1805년 5월부터는 쾨니

스베르크 Königsberg로 건너가 군무국과 황실 재정 관리국 Kriegs- und

Domänenkammer에서 일했다. 그리고 이 시기에 클라이스트는 당시로는 최초로 아

담 스미스 Adam Smith의 경제 이론을 독일에 전파한 인물 중 하나였던 크리스티

안 야콥 크라우스 Christian Jakob Kraus의 수업을 들었는데, 크라우스는 아담 스

미스의 이론을 독일어로 번역하여 독일인들에게 소개했을 뿐만 아니라 이를 1800년

경의 프로이센의 상황에 맞게 적용하고자 한 인물이었다. 클라이스트는 또한 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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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한스 폰 아우어스발트 Hans von Auerswald, 재정 고문 테오도르 폰 쉔

Theodor von Schön 등 프로이센의 여러 개혁 정책을 주도하거나 이에 직접적으로

참여한 여러 인물들과 교류하였다.30)

이렇듯 개혁 운동가들과의 교류를 통해 접하게 된 자유주의 경제 이론은 「미하

엘 콜하스」에 반영되었고, 이것은 작품에서 콜하스가 무엇보다도 유복한 가정생활,

생업 등 경제 활동에 대해 큰 애정을 갖고 있다는 점과 또한 작품에서 그가 말 장

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사회적, 경제적 조건이 중요하게 다루어진다는 점에서

잘 드러난다.31) 이처럼 말장수 콜하스에게 영업의 자유, 그리고 재산권에 대한 침해

는 그의 생업과 직결되는 문제로 향후 콜하스의 집요한 투쟁의 직접적인 동기가 된

다.

2.1.1. 소유권

영업의 자유를 비롯한 자유주의 경제적 사고와 더불어 작품에 반영된 법을 둘러

싼 주요 화두는 소유권과 관련된 것으로, 「미하엘 콜하스」에는 소유권 보호와 관

련된 법적 사고 Rechtsbewusstsein가 반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소유권의 개념

은 무엇보다도 존 로크의 『통치론 Two Treatises of Government(1690)』에서 논

의되기 시작하였다고 할 수 있는데, 먼저 로크는 인간이 태어날때부터 생명과 자유,

그리고 재산으로 이해되는 소유물을 보존할 권리를 지닌다고 보았고, 좁은 의미에

서 소유물은 자주 사유 재산만을 지칭하는 의미로 사용하기도 하였다.32) 또한 나아

가 로크는 국가 권력의 우선 과제가 시민의 생명과 소유물에 대한 보호에 있다고

보았다. 로크는 개인이 사회라는 울타리로 진입하는 이유가 소유물에 대한 보호에

있다고 지적했으며, 만약 입법자들이 이를 어기고 시민의 소유물을 빼앗고 파괴하

려고 할 때마다 그리고 임의적 권력으로 노예의 상태로 전락시키려고 할 때마다 그

들은 시민과의 전쟁 상태로 진입하게 되는데,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국민은 차후

어떠한 복종의 의무로부터 해방되고 신이 강압과 폭력에 대항하여 모든 이에게 제

공한 공동의 피난처에 남겨지게 되는 것이다.33) 이렇듯 로크는 시민이 소유물에 대

30) Vgl. Sabine Biebl: Eigentumsverhältnisse in Kleists Miachael Kohlhaas. In: Bernd Hamacher/
Christine, Künzel(Hsrg.): Tauschen und Täuschen. Kleist und (die) Ökonomie. Frankfurt a.M.
2013, S. 171-172.

31) Vgl. Jochen Schmidt: a. a. O., S. 218.
32) Man being born, as has been proved, with a title to perfect freedom, and an uncontrolled
enjoyment of all the rights and privileges of the law of nature, equally with any other man or
number of men in the world, hath by nature a power, not only to preserve his property - that
is, his life, liberty and estate - against the injuries and attempts of other men, (...) (ST54)

33) The reason why men enter into society is the preservation of their property; (...) whenever
legislators endeavour to take away, and destroy the property of the people, or to reduce them
to slavery under arbitrary power, they put themselves into a state of war with the people, w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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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보호를 목적으로 사회에 진입하였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자기보존의 기본

권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 저항권을 존중하였다. 따라서 로크에 의하면 “소유권은

기본권에 속하게 된다.”34) 재산권 개념은 이후 여러 이론적 논의를 거쳤고 소유물

은 점차 개인의 자유와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게 되었으며 이는 개인의 소유권에 대

한 정치적 차원에서의 국가적 보장에 대한 요구로 이어졌다. 19세기 초반의 프로이

센 개혁 정책에 있어서도 인간의 자유를 보장하는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서의 소유

권 개념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다.35)

「미하엘 콜하스」에서 바로 이러한 소유권 개념의 상징이자 핵심이 융커의 성에

콜하스가 담보물로서 남겨 둘 수 밖에 없었던 두 마리의 말이다. 그리고 사건의 핵

심은 콜하스가 그의 ‘말’을 요구받은 여행 허가증에 대한 ‘담보물’로서 융커의 성에

남겨두었다는 것이다. 융커는 채권자이지 소유주가 아니고 따라서 말의 소유권이

콜하스로부터 그에게 이전된 것이 아니다. 이 점을 고려했을 때 콜하스의 말은 융

커에게 정해진 시간동안 잠시 담보물로서 맡겨진 것이고, 따라서 융커는 말을 사적

으로 사용할 권리 Nutzungsrecht를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말을 사적으로 자신의 성

에서 부릴 권리가 없다.36) 처음에 콜하스의 말을 직접 본 기사들이 모두 한입으로

이렇게 잘 기른 말은 나라 어디에도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을 만큼 상품으로서 최고

의 가치를 지녔던 콜하스의 말들은 융커의 성에서 죽도록 혹사당해 상품으로서의

가치를 완전히 상실하게 되었다. 이처럼 담보물과 관련해서 법률적으로 지켜져야

할 원칙이 준수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그 과정에서 말을 지키려던 콜하스의 하인

헤르제가 매우 심한 폭행을 당하기에 이르자 콜하스는 불의를 바로잡으려는 결심을

하게 된다.

나아가 그가 겪은 일련의 사건에 관한 콜하스의 대응과 요구는 그가 소유권의 법

적 개념을 명확히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소유물 Eigentum이란 인간이 어떤

물건에 대해 지니는 추상적인 법률적 권리에 관한 것으로, 물건에 대한 구체적이고

물리적인 점유의 의미와는 구분되는 것이다.”37) 콜하스는 어떠한 다른 형태로의 보

상도 바라지 않고, 집요하리만큼 두 마리의 말을 원상태로 복구시킬 것과 하인 헤

르제가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한다. 이것은 콜하스가 법률적 권리로서의 소

유권을 침해당했다는 사실에 무엇보다 분개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are thereupon absolved from any further obedience, and are left to the common refuge, which
God hath provided for all men, against force and violence. (ST100)

34) Jochen Schmidt: S. 220: “Damit erhebt er das Eigentumsrecht zu einem Grundrecht.”
35) Vgl. Sabine Biebl: S. 173.
36) Vgl.: Ebd., S. 176.
37) Ebd., S. 173: “Während Besitz den konkreten physischen Zugriff auf Güter meint, handelt es
sich beim Eigentum um einen Rechtstitel, ein abstraktes Rechtsverhältnis einer Person zu einer
Sac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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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하스는 소리쳤다. “이것들은 제 말이 아닙니다. 나리! 이 말들은 금화

30굴덴의 가치를 지닌 말들이 아닙니다. 제 건강하고 살찐 말들을 다시

돌려 주십시오!

Kohlhaas rief: das sind nicht meine Pferde, gestrenger Herr! Das

sind die Pferde nicht, die dreißig Goldgülden wert waren! Ich will

meine wohlgenährten und gesunden Pferde wieder haben! (MK15)

콜하스는 말 두 마리 때문에 이러는 게 아니었다 - 개 두 마리였다 할지

라도 똑같은 고통을 느꼈을 것이다. 콜하스는 이 편지를 받아들었을 때

분노에 치를 떨었다.

Kohlhaas, dem es nicht um die Pferde zu tu war – er hätte gleichen

Schmerz empfunden, wenn es ein Paar Hunde gegolten hätte –

Kohlhaas schäumte vor Wut, als er diesen Brief empfing. (MK24)

이와 같은 콜하스의 반응은 그가 단순한 차원에서 장사치로서 말 두 마리의 손실

에 분노한 것이 아니라 법률 권리로서의 소유권이 침해당했다는 사실에 깊은 절망

감을 느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렇듯 「미하엘 콜하스」에 드러난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에 대한 침해, 그리고

소유권에 대한 침해는 콜하스를 끝없는 저항과 투쟁으로 나아가게 하는 직접적인

동기가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접근해 보면, 콜하스가 말장수이고 그가 불법적으로

저당 잡힌 것이 그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생업의 직접적 수단인 말이라는 사실은

콜하스의 끈질긴 저항에 정당성을 부여하면서 독자들이 이를 훨씬 설득력 있게 받

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장치로 기능한다.

2.2. 콜하스의 전투

2.2.1. 결투행위로의 돌입 (결투권)

콜하스가 제기한 세 차례의 소송에 대한 기각과 무엇보다도 콜하스의 투쟁을 도

와 최후의 청원서를 전하려던 아내의 죽음은 그가 폭력적 전쟁 행위로 나서게 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된다. 콜하스의 아내의 죽음은 정의감에서 비롯된 콜하스의 투쟁

에 복수라는 또 다른 동기를 부여하여 이후 콜하스의 저항이 온전히 불의에 맞서고

다시금 정의를 회복하기 위한 것인지에 관한 의문을 제기하게끔 한다.38) 공교롭게

도 아내의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받아든 선제후의 답신으로 인해 콜하스는 더 이상

38) Vgl. Hilda Meldrum Brown: Heinrich von Kleist. The Ambiguity of Art and the Necessity of
Form. New York 2004, pp.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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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법률 구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게 되고, 이로 인해 지금까지의 사적인 영역에

서 이루어졌던 콜하스의 법적 투쟁은 공적인 장으로의 대대적인 이동을 겪게 된

다.39)

콜하스는 곧바로 자기 구제 Selbsthilfe의 방편으로 스스로 융커에 대한 복수의

행위, 즉 폭력 행위에 들어서고, 이는 그가 스스로 법을 집행하려는 사적 제재

Selbstjustiz의 작업에 돌입했음을 의미한다. 말장수 콜하스는 실정법 Positives

Recht의 범주 내에서 가능한 한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정의를 실현하려고 시도하였

으나 결국 좌절하고 만 것이다. 이렇듯 콜하스가 스스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나

섰다는 것은 그가 중세법적인 의미의 결투권 Fehderecht40)을 행사하고 있음을 뜻한

다. 「미하엘 콜하스」는 연대기를 근거로 하기 때문에 작품에는 그 배경이 되는

16세기에 잔존하고 있던 중세법적인 요소가 많이 드러나 있는데, 콜하스의 결투 행

위에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콜하스는 그의 결투의 대상인 벤첼에게 보내는 판결문에서 사흘의 유예 기

간을 주었고 이를 파발꾼을 통해 그에게 전했으며 벤첼로부터 사흘이 지나도 소식

이 없자 비로소 전투 행위에 돌입한다. 이것은 결투가 공식적으로 시작되기 3일전

에 파발꾼에 의해 형식을 갖춰 전해져야 한다는 중세의 결투법의 내용이 그대로 작

품에 반영된 것이다. 또한 기사 계급의 결투는 평민 계급의 것과는 다르게 직접적

으로 전투와 연관된 가문이 공격의 대상이 될 뿐 아니라 적대 집단과 관련이 있는

동료, 친구, 추종자 및 하인들까지 그 대상으로 포함되었고, 이러한 의미에서 적대

집단에 피해를 입히기 위한 방화와 약탈이 자행되었다.41)

콜하스는 결투를 치르는 과정에서 방화와 약탈, 살인 등의 수단들을 활용하여 전

쟁 행위를 벌였고, 그의 격문을 통해서는 그가 전투에서 융커의 주변인들을 모두

광범위하게 적대 집단으로 간주하였다는 점이 드러난다. 이를 고려하면 콜하스의

결투는 중세의 두 종류의 결투 행위 중 기사 계급, 즉 귀족층의 결투의 양상에 부

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42) 또한 그가 폭력을 동반한 전쟁 행위로 나서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라 할 수 있는 아내의 죽음과 관련하여 말장수인 콜하스가 아내의

장례를 마치 귀족의 장례식과 같이 호화롭게 치루는 것으로부터도 그가 그의 결투

행위에 얼마간의 귀족적 정당성을 부여하고자 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콜하스는 금화 100굴덴을 들고 나갔다. 사음이 드레스덴의 마구간 딸린

39) Vgl. Ebd., pp. 103.
40) 중세의 결투 행위는 평민의 것과 귀족의 것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대개 평민들의 살인 결투
Totschlagfehde는 피의 복수와 동일시되었다. 이에 비해 기사 계급의 결투는 아무런 구체적인 사유
가 필요치 않았으며 결투의 목적은 범죄에 대한 죗값을 치루게 하는 것 이외에 개인적 요구를 관
철시키는 것에도 있었다. (Vgl. Ingrid Hotz/ Paul Davies: a. a. O., pp. 15.)

41) Vgl. Ingrid Hotz/ Paul Davies: pp. 15.
42) Vgl. Eb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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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담보로 빌려준 돈이었다. 말장수는 철제 테두리를 씌운 떡갈나무

관, 금색과 은색 장식술을 매단 비단 베개, 자갈과 모르타르를 채운 여덟

자 깊이의 관을 주문했다. 리스베트는 말장수 아내로 죽었지만 왕비 부

럽지 않게 장례를 치러주고 싶어서였다.

Er nahm die hundert Goldgülden, die ihm der Amtmann schon, für

die Ställe in Dresden, zugefertigt hatte, und bestellte ein

Leichenbegängnis, das weniger für sie, als für eine Fürstin,

angeordnet schien: ein eichener Sarg, stark mit Metall beschlagen,

Kissen von Seide, mit goldnen und silbernen Troddeln, und ein Grab

von acht Ellen Tiefe, mit Feldsteinen gefüttert und Kalk. (MK30)

이렇듯 아내의 장례를 호화롭게 치르고 나서 곧바로 전쟁 행위에 돌입한 콜하스

는 총 네 차례에 걸쳐 격문을 작성하는데, 이 격문들을 통해서 전투에 나선 콜하스

의 사고 방식과 전투의 파괴성과 콜하스의 급진성이 점차 심화되는 양상을 가늠해

볼 수 있다.

(...) 콜하스는 이른바 「콜하스 격문」을 작성했는데 작센 정부에 벤첼 폰

트롱카와 정의의 전쟁을 벌이고 있으니 이 융커를 지원하지 말 것을 요구했

고, 융커의 친척과 친구들을 가릴 것 없이 어느 누구든 융커를 보면 자신에

게 넘기라고 명령했으며 이를 어길 경우 사형에 처하고 재산을 남김없이 불

살라버릴 것이라고 위협했다.

(...) und verfaßte ein sogenanntes “Kohlhaasisches Mandat”, worin er das

Land aufforderte, dem Junker Wenzel von Tronka, mit dem er in einem

gerechten Krieg liege, keinen Vorschub zu tun, vielmehr jeden Bewohner,

seine Verwandten und Freunde nicht ausgenommen, verpflichtete,

denselben bei Strafe Leibes und des Lebens, und unvermeidlicher

Einäscherung alles dessen, was ein Besitztum heißen mag, an ihn

auszuliefern. (MK34)

이렇듯 융커의 성을 공격한 후 작성한 콜하스 격문에서 그는 전투의 대상을 융커

뿐 아니라 그의 친척과 친구로까지 확대시키면서 작센 정부 또한 그를 돕는다면 전

쟁의 대상으로 삼을 것임을 밝혔으며, 방화와 약탈을 수단으로 전투에 임할 것임을

천명하였고 자신의 명에 반할 시에 생명과 재산상의 피해가 뒤따를 것이라고 위협

했다.

뒤이어 비텐베르크 Wittenberg를 공격한 후 졸개들이 교외를 약탈하는 동안 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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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문기둥에 써붙인 방에서도 콜하스는 “도시에 불을 질렀으며 융커를 넘기지 않으

면 도시를 잿더미로 만들 것 (...) Er, Kohlhaas, habe die Stadt in Brand gesteckt

und werde sie, wenn man ihm den Junker nicht ausliefere, dergestalt einäschern

(...)”이라고 (MK36) 위협했다. 위와 같은 콜하스의 격문들은 그의 무력 행위가 중

세 결투권의 개념상의 전쟁에 상응한다는 점을 드러내면서, 콜하스의 전투가 앞으

로 더욱 무자비한 양상으로 전개될 것임을 암시하는 수단이 된다.

한편 절대주의 국가에서는 자기구제는 더 이상 용납되지 않았으며 그것이 근대의

국가를 중세시대의 사회법과 구별 짓는 것이다. 중세시대의 작센법전

Sachsenspiegel des Eike von Repgow에는 주권자의 불법적 행위를 거부하는 개개

인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군주의 불의에 대항하는 개인의 저항권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고 또한 그 안에 봉건법상 봉신과 주군의 신의 관계의 파기와 그 경우의 저

항권에 대한 개념 역시 담지하고 있다.43) 또한 이 법전에 따르면 영주가 재판을 거

부하면 봉신은 결투 행위에 돌입할 수 있었으며 양자가 독립적인 전쟁 세력으로 대

치할 수 있었다.44) 그러나 작품의 배경은 중세법상의 전투 행위와 자기 구제 행위

가 금지된 시기로 콜하스의 사력을 동원한 행위는 용납될 수 없는 것이었고, 콜하

스는 말장수로 귀족의 지위에 있는 봉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결투권을 행사한 그의

행위가 정당화 될 수 있느냐의 문제 또한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고

려했을 때 콜하스의 결투권 행사는「미하엘 콜하스」에 반영되어 있는 중세적 법과

근대 국가의 법 체계의 충돌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문제들을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2.2. 폭력 행위의 심화― 정의감과 복수

스스로 법을 집행하고자 떨치고 나선 콜하스의 행위는 그러나 점차 수많은 폭력

으로 점철된다. 콜하스의 무리는 전쟁을 치를수록 여러 도시에 방화와 약탈을 일삼

고, 그의 저항은 뚜렷한 폭력의 색채를 띠게 된다. 융커의 하인과 친척에 대한 무자

비한 폭력과 살인, 그리고 방화와 약탈 행위를 적나라하게 묘사한 콜하스의 첫 공

격 장면은 향후 지속적으로 발생할 거대한 폭력사태의 전조곡이다.

사흘째 밤 콜하스는 이 적은 수의 무리를 이끌고 성안으로 들어가며, 성문

아래서 잡담을 나누고 있던 길목지기와 성문지기를 말발굽으로 짓밟았다.

콜하스의 졸개들이 불을 놓자 성 마당에 있는 헛간이며 오두막이 삽시간에

43) Vgl. Paul Michael Lützeler: Heinrich von Kleist. Miachel Kohlhaas. In: Paul Michael
Lützeler(Hrsg.): Romane und Erzählungen der deutschen Romantik. Neue Interpretationen.
Stuttgart 1981, S. 229-230.

44) Vgl. Ebd., S. 230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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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닥타닥 타들어갔다. 헤르제는 불길을 헤치고 나선 층계를 한달음에 올라

가 집사가 사는 망루에 들이닥쳐, 반쯤 웃통을 벗고 카드를 치고 있던 집사

와 마름을 몽둥이로 두들기고 칼로 찔렀다. (...) 콜하스는 홀에 들어와서, 한

스 폰 트롱카라는 융커가 맞서오자 멱살을 붙들어 홀 구석으로 내동댕이쳤

고, 이에 융커의 머리가 돌에 부딪혀 뇌수가 튀어나왔다. (...) 헛간과 오두막

에서 시작된 불길이 성 전체로 번져 시커먼 연기가 하늘로 뭉게뭉게 피어올

랐다. 슈테른발트는 다른 손 빠른 졸개 셋과 함께 들어낼 수 있는 물건이란

물건은 다 들어내고 이 쑬쑬한 노획물들을 말에 바리바리 실었다. 그러는

동안 헤르제는 환성을 지르며 집사와 마름과 그 처자식들의 시신을 집사 망

루의 열린 창문 밖으로 내던졌다.

Er fiel auch, mit diesem kleinen Haufen, schon, beim Einbruch der

dritten Nacht, den Zollwärter und Torwächter, die im Gespräch unter

dem Tor standen, niederreitend, in die Burg, und während, unter

plötzlicher Aufprasselung aller Baracken im Scholoßraum, die sie mit

Feuer bewarfen, Herse, über die Windeltreppe, in den Turm der Vogtei

eilte, und den Schloßvogt und Verwalter, die, halb entkleidet, beim Spiel

saßen, mit Hieben und Stichen überfiel, stürzte Kohlhaas zum Junker

Wenzel ins Schloß. (...) Kohlhaas, der, beim Eintritt in den Saal, einen

Junker Hans von Tronka, der ihm entgegen kam, bei der Brust faßte,

und in den Winkel des Saals schleuderte, daß er sein Hirn an den

Steinen versprützte, (...) Inzwischen war, vom Feuer der Baracken

ergriffen, nun schon das Schloß, mit allen Seitengebäuden, starken Rauch

gen Himmel qualmend, angegangen, und während Sternbald, mit drei

geschäftigen Knechten, alles, was nicht niet- und nagelfest war,

zusammenschleppten, und zwischen den Pferden, als gute Beute,

umstürzten, flogen, unter dem Jubel Hersens, aus den offenen Fenstern

der Vogtei, die Leichen des Schloßvogts und Verwalters, mit Weib und

Kindern, herab. (MK31-32)

콜하스가 처음으로 전투 행위에 돌입했을 때의 장면은 콜하스의 무리의 행위가

얼마나 폭력적이고 잔인했는지를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다. 이후 콜하스는 자신의

무리를 진압하기 위해 정부에서 파견한 군대들과 전투를 벌이며 연전연승을 기록하

고, 콜하스의 결투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큰 전쟁의 양상으로 확대되며 그 폭력

성도 점차 짙어진다.

콜하스의 무리는 어린이와 노약자를 가릴 것 없이 무고한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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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고 무수히 많은 방화와 약탈을 저지른다. 그는 비텐베르크를 비롯한 여러 도시에

불을 질렀고, 이로 인해 수많은 집들과 헛간이 불탔을 뿐만 아니라 그의 공격으로

학교와 교회, 수도원 그리고 제후 관할의 여러 건물들까지 잿더미가 되어 큰 피해

를 입었다.45)

콜하스의 전투 행위가 지속될수록 뒤이어 써내려간 그의 격문에서도 콜하스의 과

격성과 급진성이 심화된다. 콜하스는 두 번째로 작성한 격문에서 자신이 융커를 상

대로 벌이고 있는 전쟁을 모든 선량한 그리스인과 그 공적에 대한 응징의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확대시켰는데46), 이에 따르면 콜하스의 전투 행위는 그의 사소한 정

의감이나 복수의 문제를 넘어서는 대의 실현이라는 의의를 지니는 것이 된다. 또한

콜하스는 태수와 공자의 부대를 격파하고 라이프치히의 성 밖에서 도시를 향해 불

을 지른 후 써내려간 격문에서는 스스로를 “대천사 미카엘이 보낸 사절 einen

Statthalter Michaels, des Erzengels”이라 (MK41) 일컫고, “불과 칼로서 이 다툼에

서 융커의 편을 드는 사람은 누구든 처벌하기 위해, 그리고 전세계를 몰락시키고

있는 간계를 징벌하기 위해 왔노라. der gekommen sei, an allen, die in dieser

Streitsache des Junkers Partei ergreifen würden, mit Feuer und Schwert, die

Arglist, in welcher die ganze Welt versunken sei, zu bestrafen.”라고 (MK41) 으

스댔으며, 뤼첸 성을 기습 점령한 후의 격문에서는 “임시 정부 소재지에서 Gegeben

auf dem Sitz unserer provisorischen Weltregierung, dem Erzschlosse zu Lützen”

라는 (MK41) 언급을 하기도 했다. 콜하스가 폭력을 행사할수록 서술자 역시 콜하

스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린다. 서술자는 그의 격문에 대해 “광기까지 엿보이

는 문구 mit einer Art von Verrükung”라고 (MK41) 언급할 뿐 아니라, 그의 행위

에 대해서는 “병들고 비뚤어진 망상 eine Schwärmerei krankhafter und

missgeschaffener Art”이라며 (MK36) 신랄한 비판을 가하는 모습을 보인다.

콜하스의 저항을 순수한 정의감의 발로로만 간주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폭력성과 급진성에 있다. 콜하스의 급진성은 법을 향한 그의 투쟁이 법을 향한 의

지와 정의를 향한 소망만으로 비롯된 것이 아님을 암시한다.47) 콜하스의 행동이 점

차 폭력으로 치달을수록 콜하스의 근본적 저항의 동기는 점차 희미해지고 그 정당

성을 상실한다. 콜하스가 스스로를 대천사 미카엘이 보낸 사절이자 선량한 그리스

45) 황승환: 클라이스트의 『미하엘 콜하스』에 나타난 모순과 역설, 339-340쪽 참조.
46) (...) 콜하스는 두 번째 격문에서 작센 땅에서 그에게 닥친 일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고 그의 표현
에 따르자면 “수당과 다른 전쟁 부수입을 약속할테니”, “선량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공적인 융커 폰 트롱카를 붙잡으려는 나의 대의에 동참하라”고 요구했다.
(...) so verfasste er ein zweites Mandat, worin er, nach einer kurzen Erzählung dessen, was
ihm im Lande begegnet, “jeden guten Christen”, wie er sich ausdrückte, “unter Angelobung
eines Handgelds und anderer kriegerichen Vorteile”, auffoderte, “seine Sache gegen den Junker
von Tronka, als dem allgemeinen Feind aller Christen, zu ergreifen.” (MK36)

47) Vgl. Hans H. Hiebel: Das Rechtsbegehren des Michael Kohlhaas. In: Dirk Grathoff(Hrsg.):
Studien zu Werk und Wirkung. Opladen 1988, S. 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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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인, 그리고 신에게만 종속된 자라고 일컬으면서도 성령 강림절의 전야에 모든 주

민들이 잠든 가운데 마을을 잿더미로 만들고 교회와 수도원마저 파괴하는 행위를

일삼는 것은 그의 행위가 지니는 극도의 모순성을 잘 드러낸다.48)

작품의 가장 첫머리에서 콜하스가 “그 시대의 가장 정의로우면서도 가장 무시무

시한 자 einer der rechtschaffensten zugleich und entsetzlichsten Menschen seiner

Zeit”라는 (MK9) 극단적인 모순적 평가를 받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

는 원래 순금 저울과도 같은 정의감을 지녔던 인물로 결코 성급히 옳고 그름을 판

단하지 않았다. 콜하스는 불법 행위의 피해자가 되었으면서도 조급히 상대방의 죄

의 유무를 판단하지 않았고 그에게 닥친 사건에 관하여 그가 알지 못하는 다른 정

당한 이유가 존재하였을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고려하고 있었으며, 그럴 경우 올곧

은 정의감으로 기꺼이 그가 입은 피해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49) 그러나

점차 그의 법 감정과 정의감은 복수, 그리고 폭력성과 복잡하게 뒤얽힘으로써 그

균형추가 기울었고, 작품의 첫머리에 언급된 바와 같이 “이러한 정의감이 곧 콜하

스를 도적이자 살인자로 만들었다. Das Rechtgfühl aber machte ihn zum Räuber

und Mörder.” (MK9)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면서 정작 무고한 사람들을 희생시키고

살인과 약탈을 일삼는 콜하스의 행위는 작품에 드러나는 윤리성과 결부된 폭력과

복수, 그리고 정당성 차원에서의 법의 문제를 가장 명징하게 보여준다.

이러한 콜하스의 전쟁 행위는 루터의 개입으로 마침내 중단되기에 이른다. 영업

과 경제활동의 자유, 그리고 재산권 침해로 인해 촉발된 콜하스의 저항 행위는 아

내의 사망으로 그 양상에 대대적인 전환이 일어났고, 점차 그의 정의감은 폭력에

가려져 콜하스는 도적질과 살인의 길로 폭주하고 있었다. 그러나 콜하스가 존경해

마지않던 루터와의 만남으로 콜하스의 행보에 또 한 번의 대대적인 전환이 일어나

게 된다.

2.3. 루터의 개입

루터의 개입과 뒤이어 등장하는 콜하스와 루터의 대화는 이 작품에서 매우 큰 의

미를 지닌다. 먼저 루터의 중재로 콜하스가 폭력적인 전쟁 행위를 중단하고 다시금

소송을 제기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루터의 개입은 작품 전개에 있어 대

48) Vgl. Hilda Meldrum Brown: a. a. O., pp. 109.
49) “콜하스는 그가 겪은 수모에도 불구하고 세상일이란 알 수 없다는, 몸에 밴 올바른 감각을 간직하
고 있었다. 따라서 집사의 주장대로 머슴이 어떤 죄를 실제로 저질렀다면 그 대가로 말들을 잃는
것을 기꺼이 감수하려 했다. Denn ein richtiges, mit der gebrechlichen Einrichtung der Welt
schon bekanntes Gefühl machte ihn, trotz der erlittenen Beleidigungen, geneigt, falls nur
wirklich dem Knecht, wie der Schlossvogt behauptete, eine Art von Schuld beizumessen sei,
den Verlust der Pferde, als eine gerechte Folge davon, zu verschmerzen.” (MK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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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적인 전환점이 된다. 또한 루터와 콜하스가 만나 대화를 나누는 부분은 「미하엘

콜하스」에서 법적인 사고의 충돌이 가장 치열하고도 집약적으로 드러나는 대목이

라는 점에서 이 짧은 장면은 작품에 반영된 여러 법 사고의 고찰을 가능케 하는 에

피소드라고 할 수 있다.

콜하스의 무리가 점차 그 세를 확장해 나가는 가운데 진압군은 연전연패를 거듭

하고 사회가 혼란에 빠지자, 루터가 콜하스를 다시금 사회의 틀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임무를 부여받고 공개적으로 콜하스의 행위를 꾸짖는 방을 전국에 내붙인다.

콜하스여, 정의의 칼을 휘두르라는 사명을 띠고 왔다고 자처하는 자여,

너는 눈먼 격정에 미친 듯 사로잡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불의에 흠뻑

물들어 무슨 짓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냐? (...) 네가 섬겨야 하는, 선제후

께서 하찮은 재산소송에서 네 정당함을 인정하지 않았다 하여, 무도한

자여, 불과 칼로 봉기를 일으키고 선제후가 보우하는 평화로운 사회에

황야의 이리처럼 들이닥쳤도다. (...) 너는 네게 법이 허락되지 않았다고

어찌 말할 수 있겠느냐? 너는 부당함을 풀겠다고 시답잖은 시도를 두세

번 했다가 그것이 실패로 돌아가자 더 이상 노력하기를 전적으로 포기하

고, 가슴에 비열한 원한이 사무쳐 네 손으로 복수하겠다는 발칙한 생각

에 사로잡히지 않았더냐? 한 무리의 법원 관리나 정리가 네가 제출했던

고소장을 가로채고 너에게 송달해야 할 판결문을 빼돌렸다지만, 이자들

이 네 주상이더냐? 하느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여, 너에게 굳이 일러줘

야 알겠느냐? 네 주상은 네 소송에 관해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네가

작센 선제후에게 반란을 일으키고 있지만, 작센 선제후는 정녕 네 이름

조차 알지 못한다는 것을! (...)

Kohlhaas, der du dich gesandt zu sein vorgibt, das Schwert der

Gerechtigkeit zu handhaben, was unterfängst du dich, Vermessener,

im Wahnsinn stockblinder Leidenschaft, du, den Ungerechtigkeit

selbst, vom Wirbel bis zur Sohle erfüllt? Weil der Landesherr dir,

dem du untertan bist, dein Recht verweigert hat, dein Recht in dem

Streit um ein nichtiges Gut, erhebst du dich, Heilloser, mit Feuer und

Schwert, und brichts, wie der Wolf der Wüste, in die freidliche

Gemeinheit, die er beschirmt. (...) Wie kannst du sagen, dass dir dein

Recht verweigert worden ist, du, dessen grimmige Brust, vom Kitzel

Schnöder Selbstrache gereizt, nach den ersten, leichtfertigen

Versuchen, die dir gescheitert, die Bemühung gänzlich aufgegeben hat,

es dir zu verschaffen? Ist eine Bank voll Gerichtsdienern 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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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ergen, die einen Brief, der gebracht wird, unterschlagen, oder ein

Erkenntnis, das sie abliefern sollen, zurückhalten, deine Obrigkeit?

Und muss ich dir sagen, Gottvergessener, dass deine Obrigkeit von

deiner Sache nichts weiß- was sag ich? dass der Landesherr, gegen

den du dich auflehnst, auch deinen Namen nicht kennt, (...)

(MK42-43)

위의 방문에서 루터는 콜하스가 제기한 소송을 하찮은 재산문제로 인한 것으로

치부하며 콜하스를 그의 주상인 선제후에게 봉기를 일으킨 폭도로 간주하고 있다.

루터는 콜하스가 수차례 소송을 제기하며 법의 보호를 받고자 한 노력을 두세번의

시답잖은 시도라고 폄하하고, 작센의 선제후는 콜하스가 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사실

뿐만 아니라 콜하스가 전쟁을 치르고 있는 이 순간에도 그의 이름조차 알지 못한다

고 언급한다. 루터는 콜하스가 겪은 일을 몇몇의 관리들의 사소한 실수로 인해 발

생한 것으로 간주하고 주상인 제후는 이 사안에 대해 알지도 못하거니와 따라서 그

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다는 논리를 펼치면서 봉기를 일으킨 콜하스를 매우 강도 높

게 비난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루터의 글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그가 선제후를 하느님과 동등한 권

위를 지닌 주상으로 간주하고 콜하스를 그를 섬기는 종속적인 존재로 여긴다는 점

이다. 계급의 범주에서 놓고 보면 콜하스와 선제후는 의문의 여지가 없는 주종관계

에 놓여 있으므로, 루터의 입장에서 콜하스는 그의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주상

인 선제후가 다스리는 평화로운 사회에 불과 칼을 무기로 삼아 무자비한 반란을 일

으킨 폭도에 다름 아닌 것이다.

이러한 루터의 사상으로부터 절대주의 군주체제에 대한 명백하고도 일방적인 옹

호가 드러난다. 루터는 콜하스와 지배자의 계급 간 차이를 직시하고 이러한 신분제

에 입각하여 일방적으로 통치자의 편에 서는 모습을 보이며, 콜하스에게 주상에 대

한 무조건적인 복종을 강요한다. 또한 루터의 방문에서 그는 콜하스의 성급한 자기

복수의 행위를 꾸짖으면서 오직 하느님만이 위계 질서상 높은 계급에 있는 자를 심

판을 할 권리가 있다는 원칙을 표방한다.50)

루터는 이처럼 주권자의 입장에 서서, 통치자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읍소하려던

콜하스의 모든 법적 노력이 수포로 돌아갔으며 그에게 허락된 모든 법적 수단들이

고갈되었다는 점, 즉 콜하스의 권리가 박탈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

는다.51) 루터는 콜하스의 행위를 권리를 박탈당한 민중의 울부짖음으로 여기기보다

50) Vgl. Berthold Wendt: Kleists Michael Kohlhaas. Ein Modell ästhetischer Theorie. Bad Münder
2017, S. 242-243.

51) Vgl. Jochen Schmidt: Heinrich von Kleist. Studien zu seiner poetischen Verfahrensweise.
Tübingen 1974, S. 182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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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소한 원한 관계에 놓인 한 말장수가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함으로써 일으

킨 촌극으로 치부하는 것이다.

이렇듯 루터가 그의 방문에서 왕은 신의 직접적인 대리인이고 국가 권력은 신으

로부터 주어진 것이라는 절대주의의 사상적 견해에 입각하여 일방적으로 선제후인

주상의 권리를 옹호하고 콜하스에 대해 신랄한 비난을 가하는 가운데, 콜하스는 그

가 존경해 마지 않는 인물인 루터가 공개적으로 자신의 행위를 꾸짖는 방문을 두

눈으로 직접 보게 되고 크게 심적인 동요를 일으킨다. 콜하스는 그 길로 총 두 자

루를 품고 루터를 직접 찾아가고 두 인물간에 다음과 같은 대화가 이어진다.

목사님께서 저에게 똑똑히 밝혀주셨다시피, 제가 인간 사회에서 추방당

한 게 아니라면, 제가 인간 사회와 벌이고 있는 이 전쟁은 악행입니다.

추방당했다고! 루터가 콜하스를 노려보며 소리쳤다. 너는 무슨 미친 망

상에 사로잡혀 있느냐? 네가 사는 국가 사회에서 누가 너를 추방했단

말이냐? 국가가 존재하는 한, 누가 무엇을 하든 국가에서 추방되는 일

이 어찌 일어날 수 있단 말이냐? - 제가 말하는 추방당한 자란, 콜하스

는 종주먹을 불끈 쥐며 대답했다.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자를 뜻합

니다! 저는 그 보호를 받아야만 평화롭게 사업을 번창시킬 수 있습니다.

그 보호를 믿었기에 모든 재산을 다 들고 이 사회에 들어온 것입니다.

이런 보호를 해주지 않는 것은 저를 황야의 야수들에게 쫓아내는 것입

니다. 저 자신을 지키라고 제 손에 몽둥이를 쥐어주는 것이나 다름없습

니다. (...)

Der Krieg, den ich mit der Gemeinheit der Menschen führe, ist eine

Missetat, sobald ich aus ihr nicht, wie Ihr mir die Versicherung

gegeben habt, verstoßen war! Verstoßen! rief Luther, indem er ihn

ansah. Welche eine Raserei der Gedanken ergriff dich? Wer hätte

dich aus der Gemeinschaft des Staats, in welchem du lebtest,

verstoßen? Ja, wo ist, so lange Staaten bestehen, ein Fall, dass

jemand, wer es auch sei, daraus verstoßen worden wäre? -

Verstoßen, antwortete Kohlhaas, indem er die Hand

zusammendrückte, nenne ich den, dem der Schutz der Gesetze

versagt ist! Denn diese Schutzes, zum Gedeihen meines friedlichen

Gewerbes, bedarf ich; ja, er ist es, dessenhalb ich mich, mit dem

Kreis dessen, was ich erworben, in diese Gemeinschaft flüchte; und

wer mir ihn versagt, der stößt mich zu den Wilden der Einöde

hinaus; er gibt mir, wie wollt Ihr das leugnen, die Keule, die m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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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bst schützt, in die Hand. (...) (MK45)

앞서 콜하스가 소송을 제기하게 되기까지의 과정에서 무엇보다도 재산권과 영업

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중대한 위법 행위로 간주했다는 사실로부터 클라이스트가

자유 경제 이론과 재산권, 그리고 나아가 소유권 개념을 작품에 반영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면, 위의 대화 장면으로부터는 작품에 사회계약론 사상이 반영되어 있다는

점이 명백히 드러난다.

클라이스트는 작품이 16세기의 연대기에 근거한다는 사실을 명시하고 있는데, 작

품의 배경이 되는 16세기 중엽은 중세로부터 초기 절대주의의 법의 영역으로 이행

되는 과도기적 시기로 여전히 중세법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사회 계약론이 대두되던

시기였다. 이 시기에는 루터의 종교 개혁으로 인해 교권의 세속화가 제한되고 국가

가 교권으로부터 점차 자율성을 얻음으로써 세속법이 체계적으로 구축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군주는 보편적 의미를 지니는 존재로 쇄신되고 이로 말미암

아 사회 계약론이 탄생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52)

클라이스트는 이미 1799년에 프랑크푸르트 Frankfurt an der Oder에서의 짧은 학

업 기간 동안 루드비히 고트프리드 마딘 Ludwig Gottrfried Madihn을 통해 자연권

사상을 접하게 되었다.53) 또한 클라이스트의 작품에서는 그가 평범한 시민들이 어

떻게 합법적으로 법적 권리를 정당하게 주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를 고민하였

다는 점이 드러난다. 이와 관련하여 대체로 작품에서 드러나는 그의 법 구상은 “초

기 근대의 계약론적 입장을 취하는 형태를 보인다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이는 17

세기와 18세기의 사회 계약에 관한 논의의 맥락에 자리하게 된다.”54)

이렇듯 클라이스트가 자연권 사상을 직접적으로 접했다는 점이 분명하고 그의 작

품에서 드러난 법적 사고가 이 사상적 범주에서 논의될 수 있다고 한다면, 구체적

으로 이 작품에 담긴 사회계약설의 이론으로 홉스와 루소의 것을 들 수 있다. 홉스

의 저작 『리바이어던 Leviathan(1651)』에 따르면 인간은 만인의 만인에 대한 전

쟁 상태에 놓여 있다. 이러한 전쟁 상태는 여러 불편함을 초래하는데, 이러한 상황

에서는 노동의 대가 불분명하고 예술이나 학문도 없으며 사회도 존재하지 않는다.

특히 무엇보다도 가장 최악인 것은 끊임없는 공포와 폭력적인 죽음에 대한 위협이

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전쟁 상태에서의 인간의 삶은 고독하고 빈곤하며 끔찍하고

짐승과 같으며 또한 짧다.55) 이처럼 『리바이어던』에서 계약 체결 이전의 전쟁 상

52) 서은주: 법으로서의 문학- 클라이스트의 『미하엘 콜하스』 연구, 54쪽 참조.
53) Vgl. Ingo Breuer(Hrsg.): Kleist Handbuch Leben-Werk-Wirkung. Stuttgart 2009, S. 99.
54) Tim Mehigan: Heinrich von Kleist. Writing after Kant. Rochester 2011, pp. 70: “Kleist’s
conception of the law assume versions of the early modern contractualist position and are
accordingly to be situated in the context of discussions about a social contract in the
seventeenth and eighteenth centuries.”

55) Whatsoever therefore is consequent to a time of War, where every man is Enemy to e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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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는 인간의 생명에 대한 보장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뿐 아니라 재산권 또한 보

호받지 못하며 어떠한 문화나 지식도 없는 극도의 혼돈 상태로 묘사된다. 이러한

전쟁 상태를 끝내기 위해 시민은 국가와의 계약을 통해 그의 권리를 양도하고, 그

대가로 다른 이들로부터 발생하는 생명과 재산상의 침해로부터의 보호를 보장받게

되는 것이다.56) 이처럼 구성원들의 합의에 의해 사회 계약이 체결됨으로써 시민들

은 신민에서 주체로 거듭나고,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법적 체제 하에서 보장받게

된다. 국민은 자신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양도한 것이 아니고 주권자의 의무 이행을

전제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57) 따라서 국민은 그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권력이 존

재하는 한 주권자에 대한 의무를 지니게 된다.

나아가 홉스는 계약이 부재하는 상황에서는 어떠한 것도 부당하지 않다고 언급한

다. 그에 따르면 계약의 부재시에는 옳고 그름, 그리고 정의와 부당함의 개념이 존

재하지 않는다. 공공 권력이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는 법 또한 존재하지 않으며, 법

이 없으면 부당함도 없다는 것이다.58)

루소에 이르러 이러한 사회 계약론은 계몽주의적 의미에서 수정되고 더욱 정제된

다. 루소에 따르면 주권자는 더 이상 전적으로 국가와 동일시되지 않고 단지 정부

와 동일시되는데, 그 대척점에는 민중이 자리한다. 국가 권력은 민중에 종속되어 있

으며 따라서 지배자는 그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일반적인 합의에 따라 행동해야 한

다. 또한 루소의 사회 계약론에서는 법을 수호하기로 한 협의를 지키지 않았을 경

우 쌍방간의 사회 계약이 일방에 의해 파기될 수 있다.59) 개개인의 자유를 지닌 인

간들은 목적에 의해 자유를 지닌 다른 개개인들과 협정을 맺기에 이르고, 이를 위

반할 시 계약은 무효화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콜하스와 루터의 대화에는 국가와 국가 권력에 대한 각기 다른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충돌하는 양상이 드러난다. 콜하스의 언급으로부터 불법적인 국가 권력의

횡포에 맞선 콜하스의 법적 투쟁은 그의 사회계약론적인 사고 방식에 근거한다는

점과 그가 자연권 사상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이 잘 드러나고 있다. 루소의 사회

계약론적 의미에서 콜하스는 통치자가 그의 의무인 법의 보호를 거부했으므로 서로

간의 계약이 파기된 것이고, 이로 인해 콜하스는 자연의 상태, 즉 본연의 자유가 허

man; (...) In such condition, there is no place for Industry; because the fruit thereof is
uncertain: and consequently no Culture of the Earth; no Navigation, nor use of the commodities
that may be imported by Sea; no commodious Building; no Instruments of moving, and
removing such things as require much fore; no Knowledge of the face of the Earth; no account
of Time; no Arts; no Letters; no Society; and which is worst of all, continuall feare, and
danger of violent death; And the life of man, solitary, poor, nasty, brutish, and short. (LV179)

56) Vgl. Paul Michael Lützeler(Hrsg.): a. a. O., S. 231.
57) 서은주: 같은 논문, 57쪽 참조.
58) To this war of every man against every man, this also is consequent; that nothing can be
unjust. The notions of right and wrong, justice and injustice have there no place. Where there
is no common power, there is no law: where no law, no injustice. (LV181)

59) Vgl. Paul Michael Lützeler(Hrsg.): Eb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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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된 상태로 돌아간 것이다. 홉스의 사회 계약론 사상에 의해서도 콜하스는 주권자

의 권리 이행을 전제로 그에게 권력을 양도한 것이기 때문에, 선제후가 콜하스의

재산권을 비롯하여 기타 법적 권리를 지켜주지 않음으로 인하여 콜하스는 주권자에

대한 의무에서 해방된 상황에 놓인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콜하스는 법으로부터의 보호가 거부된 자신의 처지를 황야의 야수들에게 내몰렸

다고 표현함으로써 계약이 파기된 상황을 더욱 명백하게 지시하고 있으며 자기 자

신을 지키기 위한 몽둥이를 쥐어주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표현에서는 그가 계약이

부재하는 상황에서 자기 방어의 수단을 행사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콜하스는 쌍방

간 시민간의 계약에서 의무를 지키지 않은 상대방에 의해 계약이 파기되었다는 점

을 분명히 지적하면서 자신이 본연의 자연 상태에서의 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하기 위한 저항권을 행사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루터는 곧바로 “하느님 말고 어느 누가 선제후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

단 말이냐? 이 저주받은 무시무시한 인간이여, 네게 선제후를 심판할 권한이 있단

말이냐? Wer anders als Gott darf ihn wegen der Wahl solcher Diener zur

Rechenschaft ziehen, und bist du, gottverdammter und entsetzlicher Mensch,

befugt, ihn deshalb zu richten?”라는 (MK46) 반응을 보이는데, 이는 주권자의 절

대 권력에 대한 변함없는 굳건한 옹호이자 오직 신만이 주권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견해의 거듭된 표상이라고 할 수 있다.

루터와 콜하스의 대화에서는 이처럼 법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정치와 종교, 그리

고 권한의 문제가 두드러진다. 콜하스는 개개인, 무엇보다도 법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라는 입장에서 이러한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 그에 반해 루터는 국가 기관, 제

도와 그 통치자를 무조건적인 순종을 요구하는 신적인 권위의 논리로 감싸고 있다

는 점에서 그 입장이 몹시 권위주의적이라 할 것이다.60) 국가와 권력에 대한 근본

적으로 서로 다른 사상의 충돌로 인해 발생한 거대한 간극이 이 장면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루터는 콜하스에게 융커를 용서할 것을 요구하지만, 콜하스는 법적 투쟁의

과정에서 아내의 사망을 비롯하여 너무나도 가혹한 댓가를 치렀기 때문에 소송을

통해 투쟁을 이어나갈 것임을 밝힌다. 루터는 이런 콜하스를 비난하면서도 콜하스

의 요구를 받아들여 그가 다시금 드레스덴의 법원에서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선제

후와 교섭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루터는 성체 성사의 은혜를 베풀어주기를 바

라는 콜하스의 간절한 요구를 끝내 거절함으로써 법의 문제를 둘러싸고 발생한 첨

예한 갈등과 대립은 봉합되지 못한 채로 지속된다.

60) Vgl. Hilda Meldrum Brown: a. a .O., pp.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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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법 갈등의 이면- 법의 도구화와 귀족의 횡포

루터와 콜하스의 대화를 기준점으로 작품은 후반부를 향해 나아간다. 루터는 콜

하스와 대화를 나눈 바로 다음 날 작센 선제후에게 서신을 보내 콜하스에게 사면령

을 내리고 소송의 재개를 허가할 것을 권한다. 루터는 그의 서신에서 민심이 콜하

스를 지지하고 있음을 언급하면서 무엇보다도 콜하스가 그간의 처사로 볼 때 국외

로 쫓겨난 것이나 다름없다고 인정하며, 콜하스를 반란을 일으킨 역적이 아니라 쳐

들어온 외적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말한다.61) 루터는 전날 콜하스와의 대화에서도

소송을 통한 콜하스의 요구는 정당하다고 언급한 바 있었다. 콜하스를 반란을 일으

킨 내적이 아니라 외적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것은 콜하스의 행위에 관해 얼마간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루터의 입장에서 견지할 때 절대군주인 통치자에 대한

국내의 봉기는 반란 행위로서 허용되지 않지만, 외적의 침입은 충분히 발생 가능한

사건이자 정당성의 문제에서도 자유롭기 때문이다. 이로부터 콜하스와 루터의 대화

이후에 콜하스의 행위에 관하여 루터의 입장에서도 얼마간 인식의 전환이 일어났음

을 추측해 볼 수 있다. 이렇듯 루터조차도 콜하스를 둘러싼 법의 문제를 놓고 그

자신의 판단과 입장이 흔들리는 듯한 모습은 콜하스를 둘러싼 법의 문제가 극도의

난제라는 점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후 열린 고위 관료 회의에서도 역시 콜하스를 둘러싼 법의 문제를 두고 인물간

의 견해가 첨예하게 대립한다.62) 이 회의를 통해 작센 선제후는 브레데 Wrede 백

작의 의견을 받아들여 콜하스에게 안전 통행권을 허락함과 동시에 콜하스의 소송이

기각되지 않고 수리된다면 그간의 콜하스의 행동에 대해 완전히 사면할 것을 약속

61) “민심이 몹시 흉흉하여 말장수 편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자가 세 번이나 잿더미로 만들었
던 비텐베르크에서조차 말장수를 두둔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 루터가 이렇게 결론을 지었다. 이
런 비상 상황에는 자국 국민이 내란을 일으켰다 할지라도 타협하기를 꺼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데 말장수는 그동안 내려진 조처들을 통해 어떻게 보면 국외로 쫓겨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요컨
대, 이 상황을 해결하려면 말장수를 작센 선제후에게 반란을 일으킨 역적으로 여기기보다는, 작센
땅에 침입해 들어온 외적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Die öffentliche Meinung, bermerkte er, sei auf eine höchst gefährliche Weise, auf dieses Mannes
Seite, dergestalt, dass selbst in dem dreimal von ihm eingeäscherten Wittenberg, eine Stimme
zu seinem Vorteil spreche; (...) Er schloss, dass man, in diesem außerordentlichen Fall, über die
Bedenklichkeit, mit einem Staatsbürger, der die Waffen ergriffen, in Unterhandlung zu treten,
hinweggehen müsse; dass derselbe in der Tat durch das Verfahren, das man gegen ihn
beobachtet, auf gewisse Weise außer der Staatsverbindung gesetzt worden sei; und kurz, dass
man ihn, um aus dem Handel zu kommen, mehr als eine fremde, in das Land gefallene Macht,
wozu er sich auch, da er ein Ausländer sei, gewissermaßen qualifiziere, als einen Rebellen, der
sich gegen den Thron auflehne, betrachten müsse.” (MK49)

62) 작센 선제후를 비롯하여 제국 총사령관인 크리스티에른 폰 마이센 공자 Prinzen Friedrich von
Meißen, 법원장 브레데 백작, 비서실장 칼하임 백작 Graf Kallheim, 융커 폰 트롱카의 친척인 궁내
시종 쿤츠 폰 트롱카 Kunz von Tronka와 헌작시종 힌츠 폰 트롱카 Hinz von Tronka가 자리한
가운데 그들은 루터의 중재안을 받아들일 것인가를 놓고 팽팽히 대립한다. 브레데 백작은 중재안을
받아들일 것을, 쿤츠와 힌츠 폰 트롱카, 궁내시종 쿤츠 폰 트롱카와 마이센 공자는 콜하스를 진압
할 것을 주장하고, 콜하스를 둘러싼 법의 문제를 놓고 공통된 합의안을 도출해 내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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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콜하스는 이 결정문을 루터로부터 받아들고 곧바로 무리를 해산하고 드레스

덴으로 가 소송을 재개하는데, 콜하스가 이처럼 작센 선제후의 제안을 받아들여 전

쟁 행위를 멈추는 것은 그가 다시금 법의 보호를 받는 사회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

갈 수 있다고 여기고 전쟁으로부터 상호간 사회 계약을 체결한 상태로 돌아갔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드레스덴에서 융커 가문의 농간으로 소송은 지연되고 상황은 점차 콜하스

에게 불리하게 돌아간다. 콜하스는 작센 정부가 본인에게 내려졌던 사면령을 어기

려고 한다는 것을 감지하고, 자신 또한 사면령 조항을 준수해야 할 의무에서 풀려

났다고 느낀다. 이는 콜하스가 다시 한 번 상대방으로부터 계약이 파기된 상황에

놓였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작센 선제후는 콜하스가 예언의 쪽지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쪽지를 얻어내기 위하여 콜하스에게 돌연 다시금 자유와 생명

을 보장해주겠다는 제안을 한다.

위와 같은 상황들은 「미하엘 콜하스」에 드러나는 법을 둘러싼 핵심적 문제와

그 원인을 가늠케 하는 단서들을 제공한다. 법을 수호해야 할 국가의 통치자는 사

적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지엄한 법을 도구로 전락시키고 자의적으로 행사하려는

모습을 보인다. 또한 귀족 계급인 융커 가문은 지속적으로 소송을 지연시키고 방해

하려는 공작을 펴고, 재판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가 이미 인식되고 있음이 드러나지

만 이들의 횡포를 막지는 못한다.63) 나아가 콜하스의 법 투쟁과 소송은 국가간의

정치적인 상황과 통치자간의 권력의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제후들은 콜하스의

투쟁을 도구로 삼아 자신들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드는 데 활용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와 같이 「미하엘 콜하스」에서 드러나는 법을 둘러싼 갈등의 이면에는 군주의

법의 자의적 집행과 도구화, 그리고 귀족의 횡포가 자리하고 있다. 여기에서 작품

속에서 모든 문제의 시발점이 되었던 최초의 사건에 대해 다시 한 번 상기해 볼 필

요가 있다. 「미하엘 콜하스」에서 한 귀족은 법을 어기고 싶지 않았던 한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였고 이로 인해 법의 영역 밖으로 밀려난 말장수는 그에게 그의 권리

를 허락하지 않았던 국가에 대하여 저항의 권리를 행사하기에 이르게 된 것이다.64)

애초에 한 귀족의 꾸며낸 임의 법령에 의해 발생한 피해로부터 작품의 모든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는 위에서 살펴보았던 여러 법을 둘러싼

다른 문제, 즉 근대적 국가 권력이 중세적 결투권과 충돌하는 문제, 윤리의 문제를

63) “(...) 공자는 트롱카 가문 귀족들의 가능하면 콜하스에게 새로운 죄를 뒤집어씌우기를 원한다는
것을 훤히 꿰뚫어보고 있었으므로, 말장수를 지체없이 심문하게 해달라고 선제후에게 윤허를 요청
했다. (...) und das Interesse der Ritter, den Kohlhaas, wenn es möglich wäre, auf den Grund
neuer Vergehungen zu stürzen, wohl durchschauend, bat er sich von demselben die Erlaubnis
aus, unverzüglich ein Verhör über den Rosshändler anstellen zu dürfen.” (MK67)

64) Vgl. Thomas Wichmann: Heinrich von Kleist. Sammlung Metzler Band 240. Tübingen 1988, S.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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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하는 정의감과 폭력의 모순적 관계의 문제 등과 더불어 궁극적으로 클라이스트

가 함께 지적하고자 했던 갈등의 이면에 존재하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점을 드러내

준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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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초자연적 요소

이처럼 작품의 초중반에는 콜하스에게 닥친 불의와 그것을 바로잡으려는 그의 투

쟁과 연관된 일련의 사건들이 법의 문제를 둘러싸고 매우 촘촘하게 전개되었으며,

작센의 선제후가 사면령을 조건으로 맺은 계약을 다시금 파기함으로써 콜하스는 점

점 더 심각한 궁지에 몰리게 된다. 그러나 늙은 집시 여인의 등장을 전후로 작품

전개에 대대적인 전환점이 마련되고, 이는 줄거리뿐만 아니라 인물들의 처한 상황,

관계에 이르기까지 궁극적인 변화를 가져온다.

작품의 중후반부에는 특히 이러한 초자연적인 요소들의 힘이 강력하게 발휘되고

있는데, 집시여인과 그녀의 예언뿐 아니라 우연 또한 작품 전개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따라서 3장에서는 초자연적인 것을 미신적인 것과 우연이라는 두 가지의

카테고리로 분류하여 각각의 의미를 고찰해 보고, 작품에서 이것이 어떻게 드러나

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때 먼저 클라이스트가 계몽과 믿음의 문제에

관해 어떠한 입장을 취하고 있었는지에 대해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인데, 앞으로 살

펴보고자 하는 초자연적인 요소에 대한 클라이스트의 사고가 이와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3.1. 계몽주의와 위기

3.1.1. 클라이스트와 계몽

클라이스트가 특히 그의 초년에 계몽주의적 입장을 견지했다는 사실은 그의 여러

글이나 편지를 통해서 명백히 드러난다.65) 특히 1799년의 초기 텍스트 「행복에 이

르는 확실한 길을 찾고 아무리 큰 인생 역경에도 행복을 즐기기 위한 논문

Aufsatz, den sichern Weg des Glücks zu finden und ungestört - auch unter den

größten Drangsalen des Lebens - ihn zu genießen!」66) 에는 이러한 클라이스트

의 계몽주의적 가치관이 잘 담겨 있다.

이 글은 클라이스트가 그의 친구인 오토 륄레 폰 릴리엔슈테른 Otto Rühle von

Lilienstern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클라이스트는 륄레와 함께 철

학, 수학, 고전어 등을 배웠으며 함께 여행을 떠나기도 하였을 만큼 그와 절친한 관

계였다.67) 이 글에서 클라이스트는 행복 Glück과 미덕 Tugend, 그리고 우연 Zufall

65) 클라이스트가 초기에 계몽주의 사상의 강력한 지배를 받았다는 점은 약혼녀인 빌헬미네 폰 쳉에
Wilhelmine von Zenge와 이복동생인 울리케 폰 클라이스트 Ulrike von Kleist에게 보낸 수많은 편
지들 가운데에서도 그 내용과 근거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66) 이후 「미하엘 콜하스」를 제외한 클라이스트의 1차 문헌 텍스트의 쪽수 표기는 (SW쪽수)로 통
일함.

67) Vgl. Mark-Georg Dehrmann: Die problematische Bestimmung des Menschen Klei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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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관계를 통하여 행복에 대한 그의 견해를 매우 자세히 밝히면서, 친구에게 이를

납득시키려고 시도하고 있다.

만약 행복이 단지 외부적 상황에만, 즉 우연에 달렸다면, 친구여, 그리

고 설령 천 가지 사례를 내게 제시한다해도, 신의 자비와 지혜와 충돌

하는 것은 진실일 수가 없습니다. (...)

그러니 행복을, 그곳에서는 항상 변화할 수 밖에 없는 외부의 환경과

연관된 것으로 여기지 맙시다. 행복을 덕목과 연관된 보상과 용기로 여

깁시다. 왜냐하면 그래야 행복이 더 아름다운 형태를 띠고 더욱 굳건한

토대 위에 선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

Wenn das Glück nur allein von äußeren Umständen, wenn es also

vom Zufall abhinge, mein Freund, und wenn Sie mir auch davon

tausend Beispiele aufführten; was mit der Güte und Weisheit Gottes

streitet, kann nicht wahr sein. (...)

Lassen Sie uns also das Glück nicht an äußere Umstände knüpfen,

wo es immer nur wandelbar sein würde, wie die Stütze, auf welcher

es ruht; lassen Sie es uns lieber als Belohnung und Ermunterung an

die Tugend knüpfen, dann erscheint es in schönerer Gestalt und auf

sicherem Boden. (...) (SW302)

클라이스트는 먼저 사람들이 행복과 불행이라고 명명하는 것이 항상 들어맞지는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고, 행복이 외부적 요소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면 무엇에 근

거한다고 볼 수 있는가에 대한 물음을 던진다. 이에 대하여 클라이스트는 행복이

외부적 상황, 즉 우연과 같은 상황에 근거한다면 신의 자비와 지혜는 참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한다. 클라이스트의 견해에 따르면 결국 참된 행복의 문제는 곧 미덕

과 직결되고, 외부의 상황이 아니라 내면과 연결된 것이며 미덕을 함양해 나가는

과정에서 참된 행복에 도달할 수 있다. 또한 클라이스트는 그의 또 다른 편지에서

“참된 행복은 미덕에 대한 보상이고 악덕에는 징벌이 따른다. Der Tugend folgt

die Belohnung, dem Laster die Strafe.”고 (SW477) 언급하면서, 이것이 모든 인간

에게 해당되는 냉엄한 법칙이라고 설명하기도 하였다.68) 이와 같은 미덕에 대한 지

극한 강조는 역시 미덕을 중시하는 동시대의 계몽주의적 배경에 잘 부합하는 것으

로, 마치 교양소설에서 인물이 도덕을 함양하고 교양을 쌓아 나가는 과정을 연상시

Auseinandersetzung mit einer Denkfigur der Aufklärung im Aufsatz, den sichern Weg des
Glücks zu finden, im Michael Kohlhaas und der Herrmannsschlacht. In: Deutsche
Vierteljahrsschrift für Literaturwissenschaft und Geistesgeschichte 81. 2007, S. 196.

68) 1799년 3월 18일-19일에 크리스티안 에른스트 마르티니 Christian Ernst Martini에게 보낸 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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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기도 한다.69)

이처럼 클라이스트에게 있어서 행복은 미덕과 직결된 것으로서, 그의 삶에서 매

우 높은 가치를 지니는 것이었다. 클라이스트는 그의 편지에서 행복과 미덕을 두

개의 ‘신성 Gottheiten’으로 명명하면서 행복과 미덕을 서로가 서로를 지지하고 봉사

하는 것으로 설명하였으며, 또한 이 두가지 신성은 그가 추구해야 할 목표라고 언

급한 바 있었다.70) 따라서 이를 통해 클라이스트가 무엇보다도 계몽주의에서 강조

하던 미덕과 행복 등의 사상에 깊이 공감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으며, 또한 그가

이를 어떻게 내면화 하였는지에 대해서도 파악해 볼 수 있다.

나아가 클라이스트는 또한 인생에서의 ‘삶의 계획 Lebensplan’의 중요성에 대해

역설하기도 하였다.71) 이렇듯 클라이스트에게 절대적 진리와 계몽주의 사상에 입각

한 교육과 교양을 통한 자기완성, 그리고 철저한 삶의 계획 등은 무엇보다도 중요

한 가치였다. 그러나 그는 점차 이러한 가치관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고 그의

믿음에는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이른바’ 칸트 위기 Kant-Krise는 클라이스트

의 삶의 토대를 통째로 뒤흔들어 그를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으로 몰아넣었다.

3.1.2. 칸트 위기

클라이스트와 칸트 위기는 클라이스트의 연구사에서 거의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주요한 사건이다. 초기에 계몽주의적 입장에서 이성을 강조하고, 절대적 진리에 대

한 믿음을 신봉하던 클라이스트는 향후 그의 인생 전체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인

식의 전환을 겪게 되는데, 이것이 이른바 칸트 위기이다. 이처럼 절대적 진리와 이

성의 문제와 관련하여 클라이스트가 겪은 위기는 그가 1801년 3월 22일 약혼녀인

빌헬미네 폰 쳉에에게 보낸 편지에 그 내용이 가장 자세히 담겨 있다.

만약 모든 사람들이 눈 대신에 녹색 유리창을 가졌다면 사람들은 그 유

리창을 통해 본 대상을 녹색이라고 판단할 것이고, 그들은 자신들의 눈

69) Vgl. Sigrid G. Köhler, Florian Schmidt: Glück und Größe des Rechtsgefühls. In: Christoph
Pflaumbaum u. a.(Hsrg.): Ästhetik des Zufalls. Ordnungen des Unvorhersehbaren in Literatur
und Theorie. Heidelberg 2015, S. 178.

70) 친구여, 행복은 미덕을 격려하는 것으로서, 미덕은 행복에 이르는 길로서 이 두가지의 신성은 서
로에게 봉사하고 서로를 지지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그것들을 서로 나란한 것으로 또한 맞물리는
것으로 생각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가까이 있는 행복을 바라보는 것보다 미덕을 더욱 고무시키는
것은 없으며 미덕에 이르는 길보다 더욱 아름답고 고귀하게 행복에 도달하는 길도 없을 것입니다.
Und dann, mein Freund, dienen und unterstützen sich doch diese beiden Gottheiten so
wechselseitig, das Glück als Aufmunterung zur Tugend, die Tugend als Weg zum Glück, daß
es dem Menschen wohl erlaubt sein kann, sie nebeneinander und ineinander zu denken. Es ist
kein bessrer Sporn zur Tugend möglich, als die Aussicht auf ein nahes Glück, und kein
schönerer und edlerer Weg zum Glücke denkbar, als der Weg der Tugend. (SW303)

71) 1799년 5월 울리케 폰 클라이스트 Ulrike von Kleist에게 보낸 편지. (SW486-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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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물의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고 있는지 아니면 사물에 속한 것이 아

니라 눈에 속하는 무언가를 덧씌우고 있는지 판단할 수 없을 것이다. 오

성도 그러하다. 우리는 우리가 진리라고 명명하는 것이 진정 진리인지,

아니면 우리에게 다만 그렇게 보일 뿐인 것인지 판단할 수 없다. 만약

후자라면, 우리가 여기에서 모으고 있는 진리는 죽음 이후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또한 무덤으로 우리를 따라 올 재산을 얻기 위한 모든

노력 또한 쓸모 없는 것이 된다.

Wenn alle Menschen statt der Augen grüne Gläser hätten, so würden

sie urteilen müssen, die Gegenstände, welche sie dadurch erblicken,

sind grün - und nie würden sie entscheiden können, ob ihr Auge

ihnen die Dinge zeigt, wie sie sind, der ob es nicht etwas zu ihnen

hinzutut, was nicht ihnen, sondern dem Auge gehört. So ist es mit

dem Verstande. Wir können nicht entscheiden, ob das, was wir

Wahrheit nennen, wahrhaft Wahrheit ist, oder ob es uns nur so

scheint. Ist das letzte, so ist die Wahrheit, die wir hier sammeln, nach

dem Tode nicht mehr – und alles Bestreben, ein Eigentum sich zu

ewerben, das uns auch in das Grab folgt, ist vergeblich- (SW634)

클라이스트는 위의 편지에서 그가 적은 바와 같이 진리의 절대성에 대한 의문에

빠지게 되었고, 그가 추구했던 최상의 목표로서의 절대적 진리에 대한 믿음은 전적

으로 중단되기에 이르렀다.72) 진실이라고 여겼던 것이 진정 진실인지, 아니면 단지

우리의 눈에 그렇게 비추어져 진실처럼 보였을 뿐인지 알 수 없게 되었고, 나아가

절대적 객관성은 상실되었으며 외부의 세상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확신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진리를 찾기 위한 과정으로서의 ‘교양 Bildung’의 함양

과 ‘진리 Wahrheit’는 클라이스트의 삶의 목표와도 같았기에 이러한 믿음의 붕괴는

그를 극도로 절망적인 상황으로 몰아넣었다.73)

클라이스트가 칸트 위기를 겪었음을 고백하기 이전에도, 그는 ‘인식

Wahrnehmung’의 문제, 계몽주의의 ‘교육이상 Bildungsideal’의 문제 등과 관련하여

혼란을 겪고 있었다. 이미 그의 인생의 길잡이와 같았던 가치관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던 클라이스트는 칸트 위기를 겪으며 도덕 함양에 뿌리를 둔 계몽주의 교리

72) Vgl. Ingo Breuer(Hrsg.): a. a. O., S. 327.
73) 클라이스트는 바로 다음 날(1801년 3월 23일) 울리케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절대적 진리의 추구의
불가능에 대해 언급하면서 절망감을 토로한다. 클라이스트는 그의 “유일하고 가장 높은 목표가 무
너져 내렸고 그 이외의 어떤 것도 남아있지 않다. Mein einziges und höchstes Ziel ist gesunken,
ich habe keines mehr.”고 말하면서, “다시금 공부하려고 스스로 몰아붙여 보았지만, 지식이라 일컫
는 것에 무엇보다도 역겨움을 느낀다. Ich habe mich zwingen wollen zur Arbeit, aber mich ekelt
vor allem, was Wissen heißt.”고 그의 심정을 밝혔다. (SW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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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확신성을 포기하게 되었고, 또한 인간의 인식 과정을 파악하는 그의 개념에 결

함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게 되었다. 이것은 결국 경험세계를 파악하는 것

과 불가분의 관계에 놓인 ‘관점 Perspektive’의 문제로 이어져, 무엇보다도 진리의

‘시각화 Perspektivierung’를 불러오는 결과를 가져왔다.74)

이처럼 진실에 대한 물음은 존재와 표면 사이에서 줄타기를 시작했고, 이는 계몽

주의의 영향 아래 놓인 진리의 절대적 정당성이라는 개념이 부서짐을 의미하는 것

이었다. 이제 절대적 진리에서 상대적 인식의 문제로, 본체에서 현상으로 그 중요성

이 옮겨가게 된 것이다.75) 클라이스트는 이러한 고뇌를 본인의 작품에 담아내었고,

따라서 이를 파악하는 것은 그의 작품 세계를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데 매우 핵심적

인 의미를 지니게 된다.

3.2. 미신과 우연

3.2.1. 미신

미신에 대한 클라이스트의 사상을 직접적이고도 축약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텍스

트는 찾아보기 힘들지만, 신문과 잡지 등에 실린 클라이스트의 텍스트를 통해 이를

추론해 볼 수 있다. 이때 미신은 항상 이성과 함께 언급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인

데, 그 관계에 주목하고 그것으로부터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클라이스트의 미신에

대한 가치관을 밝히려는 시도의 첫걸음이 된다.

클라이스트의 인쇄된 텍스트에서 미신이라는 단어가 직접 사용된 적은 두 번으

로, 1801년 8월 15일 약혼자 빌헬미네에게 보낸 편지와 1810년 10월 23일 베를린

석간지 Berliner Abendblätter에 실린 글 「베를린 석간지의 편집자에게 보내는 한

설교자의 편지 Zuschrift eines Predigers an den Herausgeber der Berliner

Abendblätter」에 미신이라는 단어가 등장한다.76)

먼저 1801년의 편지는 클라이스트가 칸트 위기를 겪었음을 밝히고 나서 몇 달 후

에 작성된 것으로 이 편지에서 믿음과 미신에 대한 클라이스트의 사고방식에 대한

실마리를 찾아볼 수 있다. 이 편지에는 믿음의 붕괴로 극단적 절망에 빠졌던 그의

영혼이 점차 회복되는 양상이 드러나는데, 클라이스트는 다음과 같이 폭풍과 같은

상태가 조금씩 잦아들고 점차 평온한 상태로 나아가는 느낌이 든다고 고백한다.

내 영혼이 어떤 상태인지에 대해 물었지? (...) 지난 몇주간 폭풍이 얼마

74) Vgl. Tim Mehigan: Kleist, Kant und die Aufklärung. In: Tim Mehigan(Hrsg.): Heinrich von
Kleist und die Aufklärung. Rochester 2000, S. 11-13.

75) Vgl. Heinrich C. Seeba: Kleist’s Visual Poetics Of Knowledge. In: Bernd Fischer(Hrsg.): A
Companion to the Works of Heinrich von Kleist. Rochester 2003, pp. 107-108.

76) Vgl. Ingo Breuer(Hrsg.): a. a. O., S. 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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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은 잦아든 것 같아. (...) 뱃사람이 길고 어둡고 폭풍우가 치는 밤에 그

의 배가 위태롭게 요동치며 떠밀려 가다가 마침내 그것이 온화하게 잦아

들고, 조용하고 밝게 해가 떠 오르는 것을 느낄 때와 같은 감정. 나는 내

영혼에서 마치 이와 비슷한 것을 느끼고 있어. (...)

Du willst, ich soll Dir etwas von meiner Seele mitteilen? (...) Ja, seit

einigen Wochen scheint es mir, als hätte sich der Sturm ein wenig

gelegt — Kannst Du Dir wohl vorstellen, wie leicht, wie wehmütig

froh dem Schiffer zumute sein mag, dessen Fahrzeug in einer langen,

finstern, stürmenden Nacht, gefährlich wankend, umhergetrieben ward,

wenn er nun an der sanftern Bewegung fühlt, daß ein stiller, heitrer

Tag anbrechen wird? Etwas Ähnliches empfinde ich in meiner Seele —

(...) (SW680-681)

이처럼 그를 덮친 정신적 충격과 폭풍이 얼마간 완화된 상태에서 그는 지식을 추

구하는 인간의 모습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적어 내려간다. 클라이스트는 “인간은 배

움에 대한 확고한 열망을 지니고 있으며 깨달음 없이는 짐승과 다를 바 없다. Denn

der Mensch hat ein unwidersprechliches Bedürfnis, sich aufzuklären. Ohne

Aufklärung ist er nicht viel mehr als ein Tier”라고 (SW682) 언급하면서, 나아가

이렇듯 지식을 갈망하는 인간의 모습이 마치 익시온 Ixion77)과 같다고 말한다. “인

간은 익시온처럼 끊임없이 산 위로 바퀴를 굴려 올라가게 되는데, 산꼭대기의 중간

쯤에서 항상 나락으로 떨어진다. Er wäre also, wie Ixion, verdammt, ein Rad auf

einen Berg zu wälzen, das halb erhoben immer wieder in den Abgrund stürzt”

는 (SW682) 것이다. 뒤이어 클라이스트는 그러므로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이 있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이다. Auch ist immer Licht, wo Schatten ist, und umgekehrt.”

라고 (SW682) 덧붙인다. 여기서 어둠과 빛이란, 무지와 지식의 비유가 되고 클라이

스트는 상호간 언제나 전환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그리고 바로

이 다음 지점에서 미신이라는 단어가 등장한다.

만약 무지가 우리의 단순함과 순수함, 그리고 평화로운 자연의 모든 즐거

움을 보장해준다면, 그것은 또한 미신의 모든 공포의 문을 열어준다. 반면

에 과학이 우리를 사치의 미로로 이끌 때, 그들은 또한 미신의 공포로부

터 우리를 보호한다. 각각은 악덕뿐만 아니라 덕행도 낳게 되고, 결국 무

77)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인물로 최초의 친족 살해자이다. 친족 살해에 대한 죄를 씻기 위해 떠도
는 익시온을 제우스가 용서하고 올림포스의 식사에 초대하였으나 그는 헤라에게 흑심을 품었고, 이
를 알게된 제우스는 익시온을 시험에 들게 했다. 익시온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자 제우스는 그를
지옥인 타르타로스에 떨어뜨리고 불타오르는 수레바퀴에 묶어 영원히 돌게 하는 형벌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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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거나 혹은 계몽된 우리는 우리가 이긴 만큼 게임에서 진 것이다. 그

래서 어쩌면 결국에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행할지도 모르고, 그렇다면 우

리는 올바르게 행동하는 것이다. (...) (SW682)

Wenn die Unwissenheit unsre Einfalt, unsre Unschuld und alle Genüsse

der friedlichen Natur sichert, so öffnet sie dagegen allen Greueln des

Aberglaubens die Tore — Wenn dagegen die Wissenschaften uns in

das Labyrinth des Luxus führen, so schützen sie uns vor allen Greueln

des Aberglaubens. Jede reicht uns Tugenden und Laster, und wir

mögen am Ende aufgeklärt oder unwissend sein, so haben wir dabei

soviel verloren als gewonnen. — Und so mögen wir denn vielleicht am

Ende tun, was wir wollen, wir tun recht — (...)

클라이스트는 칸트 위기를 겪은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지식과 미신의 관

계에 대해 위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 우리가 지식을 추구하지 않고 단순하고 천진

하게 평화로운 상태만을 즐긴다면, 미신으로 그 추가 기울게 된다는 것이고 그와

반대로 여기서는 과학으로 지칭되는 지식만을 추구하여 기존처럼 호사스러움의 미

로의 길로 빠진다면 이 또한 역시 피해를 일으킨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그

것은 미신의 영역으로부터 인간을 보호하는 효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클라이스트는

둘 중 어떠한 것을 선택하더라도 그 결과에 좋고 나쁨이 있으며, 결국에 우리는 얻

은 만큼 잃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로부터 클라이스트가 미신과 지식의 영역을 서로 구분하되, 그것을 마치 동면

의 양면과 같은 관계로 파악했다는 점이 드러난다. 또한 클라이스트가 칸트 위기를

겪고 나서도 완전히 계몽주의적 입장을 철회했다고 여길 수는 없다는 점도 위의 언

급을 통해 알 수 있다. 클라이스트는 지식의 추구가 불러오는 처참한 결과를 되풀

이해서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그것을 전적으로 포기할 수도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로부터 9년 뒤 클라이스트가 발행인으로 참여하던 베를린 석간지에 다

음과 같은 글이 기고된다.

편집자님께,

최신의 퀸 복권을 발명한 사람의 계몽적 의도는, 숫자 복권에서 임의로

숫자를 선택하는 자유로 인해 발생하는 터무니없는 몽상을 정부에서 광

고하는 숫자가 이미 적힌 복권을 통해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

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이러한 의도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분야에서 미신을 불러옴으로써 매우 불완전한 방식으로 달성된다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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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하고 있습니다. (...)

부디 이 사건을 대중들에게 알리고, 가능하다면 다른 복권에 대한 초안

을 제출하여 모든 인류가 원하는 만큼 분명하고 무조건적인 방법으로 미

신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Mein Herr,

Der Erfinder der neuesten Quinenlotterie hat die aufgeklärte Absicht

gehabt, die aberwitzige Traumdeuterei, zu welcher, in der

Zahlenlotterie, die Freiheit, die Nummern nach eigner Willkür zu

wählen, Veranlassung gab, durch bestimmte und feststehende Lose,

die die Direktion ausschreibt, niederzuschlagen.

Mit Bedauern aber machen wir die Erfahrung, daß diese Absicht nur

auf sehr unvollkommene Weise erreicht wird, indem der Aberglauben,

auf einem Gebiet, auf dem man ihn gar nicht erwartet hatte, wieder

zum Vorschein kommt. (...)

Ich bitte Sie, mein Herr, diesen Vorfall zur Kenntnis des Publikums

zu bringen, und durch Ihr Blatt, wenn es möglich ist, den Entwurf

einer anderweitigen Lotterie zu veranlassen, die den Aberglauben auf

eine bestimmtere und so unbedingte Weise, als es der Wunsch aller

Freunde der Menschheit ist, ausschließe. (SW394)

위의 글은 클라이스트가 작성한, 한 설교자가 신문에 보내는 편지의 형식을 띠는

허구적 텍스트로 18010년 10월 15일에 작성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실제로 신문에는

10월 23일에 실렸다. 이 글에서 편지를 보낸 설교자는 계몽적 의도로 프로이센 정

부로부터 새로운 방식의 복권이 도입되었고 그에 따라 기존에 개인이 자유롭게 숫

자를 적어 넣을 수 있던 것으로부터 이미 숫자가 정해진 복권을 판매자들로부터 구

입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는 점을 언급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예기치 못한 결과로

사람들이 전혀 생각지 못했던 영역에서 미신이 등장하게 되었음을 지적하는데, 복

권의 번호 자체에 대한 미신이 로또의 판매자들에 대한 미신으로 옮겨간 것이다.

이렇듯 설교자는 새롭게 도입된 복권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대중들에게 이러한 사실

을 알릴 것을 요청하고, 나아가 가능하다면 신문사를 통해서 새로운 방식의 복권을

개발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는 말을 덧붙인다.

흥미로운 것은 설교자의 새로운 복권 개발의 요구에 대한 신문사 측의 답신 또한

신문에 실렸다는 점인데, 업무에 바빠 스스로는 복권을 개발할 여력이 없으나 자신

들의 힘이 닿는 한 전력으로 도울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신문사 측에서는 이를 위

해 새로운 방식의 복권 개발에 상금을 걸면서, 그 개발은 수학자들의 몫으로 남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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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었다.78)

설교자가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이 새로운 복권은 당시 실제로 존재했던 것으로

서 이미 베를린 석간지 이외의 다른 여러 매체에서도 이 복권에 대해 다룬 바 있었

다. 이렇듯 이미 다른 매체들에 다룬 복권 이야기를 자신의 신문에 싣기로 한 클라

이스트의 결정은 그가 단지 이 복권놀이에 대해 알리려는 의도 이외에 독자들에게

상업적 복권 판매, 추첨과 연관되어 있는 미신의 효과에 주목하게 하려는 목적을

지니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 글을 통하여 클라이스트는 복권을 매개로 계몽과 미

신의 문제를 연관시키고, 대중들에게 그에 대한 해답과 관련된 질문을 던진 것이

다.79)

앞의 편지로부터 9년의 시간이 흐른 후에 쓰여진 이 텍스트에서도 미신에 관한

클라이스트의 정의가 명백하게 드러나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가 지속적으로 미신과

계몽의 관계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다는 점은 분명하게 드러난다. 또한 클라

이스트가 여전히 미신과 이성의 문제를 다룰 때 이 두 요소를 한 쌍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점과 그가 이 사이에서 중간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점을 드러나고, 또한

클라이스트가 신문 기사의 형식을 빌어 사람들에게 이 관계에 대해 환기시키고 경

각심을 일깨우고자 했다는 사실 역시 알 수 있다.

이제 여기에서 나아가 클라이스트가 그의 작품에서 미신적 요소를 어떠한 목적으

로 활용하였으며, 문학작품에 활용된 미신적 요소가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가에 대

해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관련된 물음은 당시에 문학과 미신과의 관계가

어떻게 인식되고 있었는지에서 그 해답을 찾아볼 수 있다. 당시 미신은 상상력과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는 것으로 받아들여졌고, 쇼펜하우어 Arthur Schopenhauer,

야콥 그림 Jacob Grimm, 괴테 Wolfgang von Goethe와 같은 인물들이 미신과 상상

력의 밀접한 관계에 대해 지적한 바 있었다. 계몽주의 시대에도 일상에서는 여전히

미신에 대한 믿음이 존재하였고 이는 작가들에게 좋은 문학적 소재가 되었으며, 따

78) 위의 편지를 기고하신 분께 드리는 글
매우 중요한 사업상의 일들로 우리 스스로가 그러한 복권을 개발하는 것은 힘들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 우리의 힘이 닿는 데 까지 진심으로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그
런 이유에서 우리는 50탈러를 그러한 복권을 개발하시는 분께 드리고자 합니다. 이에 지원하고 싶
으신 수학자들께서는 그 계획서를 저희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Nachricht an den Einsender obigen Briefes
Geschäfte von bedeutender Wichtigkeit halten uns ab, selbst an den Entwurf einer solchen
Lotterie zu denken.
Inzwischen wollen wir, zu Erreichung dieses Zwecks, soviel in unsern Kräften steht, von
Herzen gern beförderlich sein. Wir setzen demnach einen Preis von 50 Rtlr. auf die Erfindung
einer solchen Lotterie. Die Mathematiker, die sich darum bewerben wollen, haben ihre Entwürfe
mit Divisen versehen, an uns einzusenden. (SW395)

79) Vgl. Anna Castelli: Fiktive Briefe in den Berliner Abendblättern. Kleist, die »Zuschrift eines
Predigers« und die Quinen-Lotterie. In: Ingo Breuer/ Katarzyna Jastal/ Pawel Zarychta(Hrsg.):
Gesprächsspiele & Ideenmagazin: Heinrich von Kleist und die Briefkultur um 1800. Köln 2014,
S. 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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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미신적 요소들은 문학 작품에 다양한 형태와 의미로 활용되었다.80)

클라이스트는 초기에 계몽주의적인 입장을 견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종교에 몹시

친밀감을 느꼈고 문학과 마법적 요소와 같은 미신 간의 밀접한 관계에 대해 인식하

고 있었다. 또한 그는 무엇보다도 이성과 미신의 관계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현상을 경계하였다. 이는 클라이스트의 예술에 대한 깊은 애정과, 마법적인 요소가

불러일으키는 환상과 문학 간의 깊은 관계에 대한 그의 인식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라고 할 수 있다.81) 이러한 사고방식은 1801년 11월 29일 그의 편지에도 잘 드러나

있는데, 클라이스트는 “예술작품은 상상력의 산물이고, 오늘날 우리 문화의 전체 흐

름은 점점 더 지성의 영역을 넓히려 하고 있다. 즉, 상상력의 영역을 점점 더 줄이

려 드는 것이다. Kunstwerke sind Produkte der Phantasie, und der ganze Gang

unsrer heutigen Kultur geht dahin, das Gebiet des Verstandes immer mehr und

mehr zu erweitern, das heißt, das Gebiet der Einbildungskraft immer mehr und

mehr zu verengen.”라고 (SW703) 언급한 바 있다. 이로부터 클라이스트가 예술작

품에 상상력을 불어넣는 수단으로서의 미신의 중요성에 공감하면서 상상력의 공간

이 이성에 의해 줄어드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클라이스트는 그의 작품에 유령, 마녀 그리고 ‘기적에 대한 믿음

Wunderglaube’에 대한 요소들을 풍부하게 녹여냈다.82) 클라이스트는 희곡 「슈로펜

슈타인가 Die Familie Schroffenstein」에는 마녀 모티브를 담아냈고, 노벨레 「로카

르노의 거지노파」에는 유령과의 투쟁이라는 요소를 반영하였으며 「미하엘 콜하

스」에 등장하는 집시 여인과 그녀의 예언, 그리고 이외의 여러 사건들 또한 이러

한 요소의 일환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렇듯 미신을 둘러싼 클라이스트의 입장은 이성과 믿음의 문제와의 연관 선상에

서 조망 가능한 것으로, 그는 그 가운데에서 어느 한쪽으로 과하게 치우치지 않는

중간적 입장을 취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성과 미신과의 관계를 둘러싼 클라이스트

의 중간적 입장은 이성과 절대적 믿음에 대한 극단적 추구와 그것의 붕괴라는 두

극단적 경험을 거치면서 형성된 것으로서 이러한 상황에서 믿음과 미신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은 무의미해 보였다. 그러므로 클라이스트는 그 관계를 명백히 구분하

는 문제에 몰두하기보다 이성과 미신의 관계의 문제를 작품에 활용하여 문학적 실

험의 도구로 활용하는 길을 택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83)

80) Vgl. Elisabeth Krimmer: Glaube und Aberglaube. Heinrich von Kleists Hexen und Teufel In:
Andrea Allerkamp u.a.(Hrsg.): Kleist-Jahrbuch 2018. Stuttgart 2018, S. 152-155.

81) Vgl. Ebd., S. 154.
82) Vgl. Ebd., S. 156.
83) Vgl. Breuer(Hrsg.): a. a. O., S. 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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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우연

이제 작품에 활용된 초자연적인 것의 일환으로서, 우연의 문제에 대해 살펴보도

록 하겠다. 클라이스트가 이미 초기부터 우연의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다는 점

은 그의 텍스트를 통해 잘 드러난다. 우연에 관한 클라이스트의 초기 입장은 역시

계몽적이었다. 1799년 5월 인생의 계획을 강조한 그의 편지84)에서 클라이스트는

“자유롭고 생각하는 인간은 우연이 그를 스치는 곳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 만약 그

가 머무른다면, 그것은 더 나은 선택이라는 이유 때문일 것이다. Ein freier,

denkender Mensch bleibt nicht da stehen, wo der Zufall ihn hinstößt; oder wenn

er bleibt, so bleibt er aus Gründen, aus Wahl des Bessern.”라고 (SW488) 언급한

바 있었다. 이는 인간이 우연에 이끌린 대로 휘둘리기보다는, 철저한 삶의 계획을

통해 자신의 인생의 목표인 행복에 도달하는 길을 찾아야 함을 뜻한다. 이렇듯 클

라이스트는 우연을 계획에 반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그에 휩쓸리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이다.

그렇지만 클라이스트가 이미 이른 시기에 우연이 지니는 중요성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앞에서 살펴본 그의 글 「행복에 이르는 확실한 길을 찾고 아무리

큰 인생 역경에도 행복을 즐기기 위한 논문」에서 드러난다.

클라이스트는 이 글에서 행복이 우연, 즉 외부적 상황에 달린 것이 아니라고 언

급한 바 있었다. 그러나 클라이스트는 한편으로 소크라테스, 예수, 레오니다스 등의

위대한 인물들을 유명하게 만든 것은 바로 우연이라고 지적한다.85) 이로부터 클라

이스트가 이미 이른 시기에 계몽주의적 입장에서 우연을 계획에 반하는 것으로 여

84) 클라이스트는 이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자신의 여행의 목적지와 그것에 이르는 길을 아는 여행객은 여행 계획을 갖고 있다. 여행자에게
여행 계획이 필요하듯이 인간에게도 삶의 계획이 필요하다. 여행 일정 없이 여행을 하는 것은 우리
가 스스로도 예측할 수 없는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지 아닌지를 운에 맡기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의
삶에 계획이 없이 살다간다는 것은 우리도 선 개념이 없는 행복에 도달해야 하는지의 문제를 우연
에 맡긴다는 것을 의미한다.
Ein Reisender, der das Ziel seiner Reise und den Weg zu seinem Ziele kennt, hat einen
Reiseplan. Was der Reiseplan dem Reisenden ist, das ist der Lebensplan dem Menschen. Ohne
Reiseplan sich auf die Reise begeben, heißt erwarten, daß der Zufall uns auf an das Ziel führe,
das wir selbst nicht kennen. Ohne Lebensplan leben, heißt vom Zufall erwarten, ob er uns so
glücklich machen werde, wie wir es selbst nicht begreifen.” (SW490)

85)“당신은 아마도 지금 이 순간 지구상의 여러 민족들 가운데 소크라테스, 예수, 레오니다스, 레굴루
스와 같은 인물들을 찾고 또한 그리워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나의 친구여, 그릇되게 생각하지 마십
시오. 이 모든 이들은 위대하고 흔치 않은 인간들이지만 우리는 그들을 유명하게 만든 것이 그들의
상황을 그토록 운이 좋게 만들어, 마치 그들 존재의 아름다움이 태양이 솟아 오르는 것과 같이 뿜
어져나오도록 만든 우연 덕분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Vielleicht sehn Sie sich um in diesem Augenblick unter den Völkern der Erde, und suchen und
vermissen einen Sokrates, Christus, Leonidas, Regulus usw. Irren Sie sich nicht, mein Freund!
Alle diese Männer waren große, seltne Menschen, aber daß wir das wissen, daß sie so berühmt
geworden sind, haben sie dem Zufall zu danken, der ihre Verhältnisse so glücklich stellte, daß
die Schönheit ihres Wesens wie eine Sonne daraus hervorstieg.” (SW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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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면서도, 우연과 우연이 만들어내는 상황의 중요성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다는 사

실이 드러난다.

우연에 관하여 클라이스트의 사고가 가장 크게 변화하였다고 할 수 있는 근거는

1805/6년에 쓴 그의 글 「대화에 있어서 사고가 점진적으로 형성되는 것에 관하여

Über die allmähliche Verfertigung der Gedanken beim Reden」에서 그 내용을 찾

아볼 수 있다. 클라이스트는 이 글에서 대화 상황에서 우연이 지니는 중요성에 대

해 지적한다.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느냐의 여부는 언어 능력 뿐 아니라 상대

방과 상황에도 크게 의존하는데, 이것들은 화자가 제어하기 불가능한 요소들이다.

클라이스트는 무엇보다도 “사고가 이미 형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대화가 실패하는

것을 예로 들면서, 사고는 오직 형성되는 과정에 있으며 고전 수사학에서처럼 이미

대화에 앞서 사고가 형성되어 있는 가운데 적절한 단어들이 말로 표현되는 것이 아

니다”86)라는 점을 지적하고자 했다. 클라이스트에 따르면, 사고와 대화는 서로간에

우월하거나 열등한 것이 아니고, 상호 의존적이며 서로 관계를 맺으면서 영향을 끼

치는 것으로 따라서 대화에 있어 화자와 상황이 지니는 의미가 중요하게 된다.87)

나아가 곧 “우리가 처한 상황은,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비롯된 결과물”이라는 의미

를 지니게 된다.88) 이처럼 대화 상황을 예로 들면서 상황의 중요성을 지적하고자

했던 이 글로부터 클라이스트가 우연과 상황의 중요성에 대해 깊이 숙고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제 나아가 클라이스트의 작품에서 우연이 지니는 의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

다. 클라이스트의 작품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우연은 의미 있는 순서가 없

는 ‘결정되지 않은 사건’을 통해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클라이스트의 전형적

‘서술방식 Erzählformel’이라 할 수 있는 양식상의 세부적 특징, 즉, es traf sich와

같은 문장구조나 단어를 통해서도 드러난다.89) 무엇보다도 클라이스트의 작품에서

우연이 지니는 중요성은 주요한 사건들은 우연을 계기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고,

부수적 사건들 또한 우연에 의해 부추겨진다는 점에 있다. 이야기가 소강상태에 접

어들면 또다시 우연에 의해 새롭고 주목할 만한 전환점이 마련되는데, 특히 「칠레

의 지진」, 「주워온 자식」, 「성 도밍고 섬에서의 약혼」 등에서 이러한 모습이

두드러진다.90)

86) Breuer(Hrsg.): a. a. O., S. 150: “Abschließend zeigt Kleist am Beispiel der gesellschaftlichen
Konversation und das öffentlichen Examens das Scheitern der sprachlichen Mitteilung im
Situationen, in denen die Gedanken schon vor der Rede ausgeformt sind bwz. ausgeformt sein
sollten.”

87) Vgl. Joachim Theisen: "Es ist ein Wurf, wie mit dem Würfel; aber es gibt nichts anderes."
Kleists Aufsatz Über die allmähliche Verfertigung der Gedanken beim Reden. In: Deutsche
Vierteljahrsschrift für Literaturwissenschaft und Geistesgeschichte 68. 1994, S. 737.

88) Ebd., S. 741: “Der Zustand, in dem wir uns befinden, ergibt sich aus der Situation, in der wir
uns befinden.”

89) Vgl. Breuer(Hrsg.): S. 380.
90) Vgl. Hans Peter Hermann: Zufall und Ich. Zum Begriff der Situation in den Novellen Heinr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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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인간에게 닥쳐와 인간을 어떠한 상황으로 몰아넣으며

인간은 그에 반응하여 행동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인간의 운명이 형성되어 간다. 이

렇듯 우연한 사건은 인간의 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데, 이때 우연과 인간의

행동은 서로 긴장된 관계에 놓여 있다. 행동은 우연에 의해 촉발되고, 인간은 그러

한 외부의 작용인 우연을 마주하여 어느 정도까지의 행동을 취할 것인가를 결정함

으로써 우연의 질문에 응답하는 것이다. 따라서 클라이스트의 작품에서 이야기는

근본적으로 이러한 긴장 관계 속에서 진행된다고 할 수 있다.91) 또한 클라이스트의

작품에서 특히 우연과 운명의 관계가 다양하면서도 색다른 방식으로 두드러지는 모

습을 보인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92)

나아가 클라이스트의 작품 중에서도 노벨레 장르에서 우연이 지니는 힘은 더욱

증폭되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또한 우연은 노벨레에서 다양한 기능을 수

행하기도 한다. 특히 “노벨레의 지배자로서 우연은 때로는 인간의 경험 세계에서의

파악 불가능하고 예측할 수 없는 일의 예로서, 또 때로는 상징적이고 형이상학적인

운명의 표식으로서, 그리고 또 이야기를 놓고 서술자가 벌이는 반어적인 유희의 표

현으로서 매우 다양한 예술적 기능으로 등장한다”.93)

「미하엘 콜하스」에는 이와 같은 노벨레에서의 다양한 우연의 작용이 매우 잘

드러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뒤이어 구체적으로 작품에서 우연과 상황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3.3. 「미하엘 콜하스」에 반영된 미신적 요소와 우연

이제 위에서 살펴보았던 초자연적인 요소들이 작품에서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미신의 영역에 속하는 집시 여인과 그녀의 예언

에 대해서 살펴보고, 나아가 우연성이 작품을 가장 크게 뒤흔드는 말백정과 나겔슈

미트의 에피소드를 통해 우연이 이 작품에서 어떠한 양상으로 작용하면서 작품 전

개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von Kleists. In: Germanisch-Romanische Monatsschrift NF B. 11/1. 1961, S. 373.
91) Vgl. Ebd., S. 368-370.
92) Vgl. Walter Müller-Seidel: Versehen und Erkennen. Eine Studie über Heinrich von Kleist. Köln
1971, S. 79.

93) Benno von Wiese: Novelle. Stuttgart 1963. S. 9: “Der Zufall als Regent in der Novelle kann in
sehr verschiedener künsterlischer Funktion auftreten: einmal als beispielhaft für das
Undurchschaubare und Unberechenbare der menschlichen Erfahrungswelt, dann aber auch
wieder als sinnbildliches, ja metaphysisches Zeichen des Schicksals oder auch als Ausdruck
eines ironischen Spiels des Erzählers mit dem Erzähl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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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 집시 여인과 예언

「미하엘 콜하스」의 집시 여인과 그녀의 예언이 미신의 영역에 속한다는 것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 작품에 등장하는 집시 여인은 「미하엘 콜하스」에 반영된 미

신적 요소의 상징이자 집약체로서, 그녀의 존재와 행위는 초자연적인 것의 범주 안

에서 미신과 불가사의 등의 여러 분야에 걸쳐 다양하고 폭넓게 해석될 수 있다.

낭만주의 시기에 늙은 집시 여인은 당시 집시 문학의 전형적인 인물로서, 그들은

주요 인물들의 손금 등을 봐 주는 등의 행위로 인물들의 미래에 대해 알려주는 예

언자의 모습으로 등장했다. 이 때 나이 든 집시 여인들은 그리 추하지만은 않은 모

습으로 묘사되었는데, 그들은 이야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을 때도 있었지

만 종종 그들의 예언으로 이야기의 전개에 변화를 가져오기도 했다. 늙은 집시 여

인의 예언은 대개 실현되었으며 대부분은 운명과 같은 신의 섭리로, 다른 한편으로

는 신의 축복으로 작용하였다.94)

한편 예언이 지니는 힘은 예언이 실제로 성사되느냐의 여부에 전적으로 달려 있

다고 봐도 무방하다. 특히 예언이 누군가에게는 행운이 되고, 다른 누군가에게는 불

행을 의미한다면 예언이 지니는 힘은 더욱 커지게 된다. 이는 “누군가에 대한 행운

의 예언이 실현된다면, 다른 누군가에게는 필연적으로 불운이 닥치게 됨을 의미하

기 때문이다.”95)

「미하엘 콜하스」에서 등장하는 집시 여인의 예언은 바로 위에서 언급한 예언과

그 맥을 같이 한다. 두 선제후는 위터보크 Jüterbock에서 회동 했을 때 한 장터에서

우연히 늙은 집시 여인을 만났고, 집시 여인은 두 선제후의 손금을 보면서 그들의

미래에 대한 예언을 남겼다. 집시 여인은 브란덴부르크 선제후에게는 그가 오래도

록 보위를 지키고, 왕가가 오래도록 존속하며 후손들은 위대하고 훌륭하게 되어 온

세계의 제후들과 귀족들을 지배하는 권좌에 오를 것96)이라고 예언했다. 반면 작센

의 선제후에게는 “차갑고 생기 없는 마치 대리석과 같은 눈빛으로 mit einem Blick,

kalt und leblos, wie aus marmonen Augen” (MK92) 그에게 들려줄 좋은 말이 없

다고 답했다. 작센 선제후가 재차 자신의 왕가의 미래에 대해 묻자, 집시 여인은 작

94) Vgl. Wilhelm Solm: Zigeunerbilder. ein dunkles Kapitel der deutschen Literaturgeschichte. von
der frühen Neuzeit bis zur Romantik. Würzburg 2008, S. 215.

95) Ebd., S. 217: “Ist das Glück des einen eingetroffen, so erscheint das Unglück des anderen als
unausweislich.“

96) “그 여인은 선제후의 손을 보더니 이렇게 말했다: 선제후 전하께 축복을! 전하는 오래도록 다스리
실 것이고, 전하의 왕가는 오래도록 명맥이 지속될 것입니다. 전하의 후손들은 위대하고 영광스럽
게 될 것이며 이 세상의 모든 제후들과 귀족들 보다도 더 커다란 힘을 갖게 될 것입니다. Die
Frau, indem sie in seine Hand sah, sprach: Heil meinem Kurfürsten und Herrn! Deine Gnaden
wird lange regieren, das Haus, aus dem du stammst, lange bestehen, und deine Nachkommen
groß und herrlich werden und zu Macht gelangen, vor allen Fürsten und Herren der Welt!”
(MK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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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의 왕가에서 나올 마지막 선제후의 이름, 그 선제후가 나라를 잃게 될 연도, 그

선제후에게 무력으로 나라를 빼앗을 정복자의 이름, 즉 세 가지 사항에 대한 예언

을 하면서도, 그것을 굳이 말로 내뱉지 않고 쪽지에 적는다. 그리고 그 쪽지를 깃털

모자를 쓰고 장터의 구경꾼들의 뒤에 서 있는 사내에게 건네주고는 사라진다.

위터보크의 장터는 이렇듯 작품의 주요 등장인물들이 비록 그 당시에는 인지하지

못했으나 우연의 힘을 빌어 처음으로 한 장소에 모이는 장소이다. 바로 이곳에서

집시 여인이 두 국가의 최고 권력자의 왕가의 미래에 대해 각각 상반된 예언을 하

고 그 쪽지를 콜하스에게 건네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 장터의 장면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수노루에 관한 에피소드라고 할 수 있다. 브란덴부르크의 선제후는 자신의

가문에 대한 예언을 듣기 전에 집시 여인의 점술과 예언 능력에 대해 의구심을 품

고 있었던 터라 예언을 깨뜨리기 위해 장터의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집시

여인에게 당장 사실로 입증될 수 있는 예언의 증표를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이에

집시 여인은 두 선제후가 시장을 떠나기 전, 뿔 달린 커다란 수노루가 시장으로 찾

아올 것이라고 예언한다.

(...) 증표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있는 시장을 떠나기 전에, 정원사의 아

들이 공원에서 기르고 있는 커다랗고 뿔이 달린 수노루가 이곳으로 우리를

찾아올 겁니다.

(...) das Zeichen würde sein, dass uns der große, gehörnte Rehbock, den

der Sohn des Gärtners im Park erzog, auf dem Markt, worauf wir uns

befanden, bevor wir ihn noch verlassen, entgegenkommen würde.

(MK91)

이것이 집시 여인의 첫 번째 예언의 내용이다. 그러나 수노루는 높은 말뚝과 울

타리가 쳐진 우리에 갇혀 절대 도망칠 수 없었고, 그 주변의 길도 모두 막혀 있었

기에 집시 여인의 예언이 실현될 가능성은 전혀 없어 보였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브란덴부르크 선제후는 속임수를 의심하며 수노루를 당장 죽일 것을 명하여 예언이

실현될 가능성 자체를 즉시 없애는 동시에 집시 여인의 예언이 절대로 실현될 수

없다는 점을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증명하려고 하였다.

집시 여인이 두 선제후에 대한 예언을 마치고 사라진 후 선제후의 명령에 따라

수노루를 죽이고 돌아온 기사의 보고를 받은 작센 선제후는 자신의 가문에 대한 불

길한 예언의 효력이 없을 것이라고 안심하게 된다. 그러나 마침 그러한 찰나에 푸

줏간 개가 죽은 수노루를 물고서 장터로 들어오는데, 작센 선제후는 이때 받은 정

서적 충격에 대해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쳤더라도 이 광경을 봤을 때보다 더 충격

을 받지는 않았을 것 Der Blitz, der an einem Wintertag vom Himmel fällt, ka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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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cht vernichtender treffen, als mich dieser Anblick”이라고 (MK93) 표현했다. 이

후 그는 즉시 쪽지를 가진 사내에 대해 백방으로 수소문하기 시작한다.

이렇듯 집시 여인의 신비로운 힘에 대한 도전은 실패로 끝났다. 수노루와 장터의

에피소드는 노파의 예언이 실제로 이루어졌으며, 또한 노파가 말한 대로 앞으로도

모두 이뤄질 것이라는 점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작센의 선제후는

자신의 가문이 패망할 것이라는 예언이 반드시 실현될 것이라는 점을 확신하게 되

고, 그가 통치하는 세상에서 그 무엇보다도 예언의 내용이 담긴 쪽지에 집착하게

된다. 이 쪽지는 집시 여인이 말한 바 대로 콜하스에게는 언젠가 그의 목숨을 구해

줄 부적이고, 수세에 몰린 콜하스가 그의 전투에서 물리적 폭력을 동반하지 않더라

도 최종적으로 승리할 수 있게끔 하는 무기가 된다. 콜하스는 목숨과 맞바꿀 수 있

었던 이 쪽지를 그의 목숨과 자유를 구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그가 애초에 좇았던

정의를 구현하는 데 최종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부패한 작센의 궁정과 선제후에게 그

어떤 타격보다도 커다란 일격을 가한다.

3.3.2. 우연- 말백정과 나겔슈미트 에피소드

「미하엘 콜하스」에서 무엇보다 우연의 작용으로 인한 결과는 작품의 전개에 결

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우연은 작품의 중심과 가장자리를 넘나들면서 이야기에 개

입하여 상황을 반전시키고, 그 상황에 놓인 인물들이 선택한 행동에 급격한 전환을

불러오는 것이다.

또한 우연은 미신적 요소나 불가사의한 일들과 명백히 분리된 것이 아니고, 다른

초자연적 요소들과 서로 함께 작용할 때 그 힘이 증폭되어 발휘된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앞에서 살펴본 집시 여인 역시 우연의 카테고리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

다. 그녀의 등장은 어떠한 경우에도 필연적인 것이 아니고, 집시 여인과 관련된 사

건들은 우연성의 힘을 입어 작품에서 더욱 큰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우연의 작용 역시 극의 후반부로 갈수록 두드러지는데, 그중에서도 그 작

용의 결과가 불러오는 파괴력이 큰 것으로서 말백정과 나겔슈미트가 등장하는 에피

소드를 들 수 있다. 이러한 강력한 우연의 작용은 콜하스가 사면령을 조건으로 폭

력적 전투 행위를 중단하고 드레스덴의 법원에서 다시금 소를 제기한 후 소송이 진

행되는 과정, 즉 콜하스와 융커 가문이 서로 팽팽히 맞서면서 일종의 교착 상태에

놓여 있을 때 발생한다.

콜하스의 말이 죽었다면 그들에게 유리할 것이라는 판단하에 힌츠와 쿤츠 트롱카

는 콜하스의 말의 소재를 파악해 이 문제를 확실히 하고자 했는데, 며칠이 지나지

않아 되벨른의 말백정이 말들을 이끌고 드레스덴의 장터로 나타난다. 이 사건과 관

련하여 서술자는 “(...) 융커 벤첼에게 불운이 드리웠는지, 아니면 올곧은 콜하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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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훨씬 더 많은 액운이 끼었는지, 이자는 되벨른의 말백정이었다. (...) das

Unglück aber Herrn Wenzels, und noch mehr des ehrlichen Kohlhaas wollte,

dass es der Abdecker aus Döbbeln war.”라고 (MK58) 언급하는데, 이것은 우연한

사건을 계기로 향후 콜하스에게 커다란 불운이 닥칠 것임을 암시하는 것이다.

말의 진위 여부는 소송에 있어 더없이 중요한 사안이었으므로 융커와 궁내시종

쿤츠는 이를 말백정에게 확인하기 위해 직접 장터로 향한다. 그러나 말백정은 고귀

한 신분인 쿤츠 폰 트롱카가 무슨 질문을 던지든지 아랑곳하지 않고 그를 무시하

고, 이 광경을 지켜보는 이들은 조롱기 섞인 눈길로 그를 바라본다. 곤란해진 쿤츠

는 말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콜하스가 직접 장터에 와서 검사해 줄 것을

요청하는데, ‘때마침 zufällig’ 콜하스는 이 때 법원장의 집무실에 있었고 따라서 즉

시 장터로 가서 말을 본 다음 그것이 자신의 말들이라고 확인해 주었다. 이에 말백

정에게 말 값을 지불한 쿤츠가 그의 노복에게 말을 데리고 가라고 명령했지만 사촌

인 장인바치가 부정 탄 말이라며 사건에 개입하고, 이에 분개한 트롱카가 장인바치

를 체포하라고 요구하면서 폭력을 행사하려고 한다. 쿤츠가 자신의 노복이 명령에

불복종하는 것에 분노하여 폭력을 행사하자 광장에 있던 장인바치와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 궁내시종은 목숨을 잃을 뻔한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하게 되지만, 그는 또한

‘때마침 zufällig’ 광장을 지나던 기병 부대에게 구출되어 목숨을 건지게 된다.

무엇보다 이 우연한 사건이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은 이를 계기로 콜하스에게

상황이 불리하게 전개되기 시작했기 때문인데, 이것이 결론적으로 콜하스에게 몹시

도 치명적인 결과를 불러왔다. 서술자의 언급으로부터 드러나듯이 콜하스 자신은

이러한 사태에 전혀 책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론이 콜하스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기 시작했으며 또한 무엇보다 콜하스 그 자신 스스로도 이 사건으로 인해 내

적 타격을 받고 심경의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했다.

말장수는 장터에서 일어난 사건 때문에 그 의지가 사실상 꺾여 법원장의

충고대로 융커나 그 일족들이 제안을 해주기를 기대하면서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지금까지의 모든 일어난 일들을 용서하려고 했다. (...)

Der Rosshändler, dessen Wille, durch den Vorfall, der sich auf dem

Markt zugetragen, in der Tat gebrochen war, wartete auch nur, dem

Rat des Großkanzlers gemäß, auf eine Eröffnung von Seiten des

Junkers, oder seiner Angehörigen, um ihnen mit völliger

Bereitwilligkeit und Vergebung alles Geschehenen, entgegenzukommen;

(...) (MK64)

콜하스가 인생에서 가장 존경해 마지않던 루터와의 만남에서 그가 융커를 용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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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요구했을 때에도 일말의 고민 없이 거절했던 모습을 생각하면, 이것은 실로

엄청난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이 우연한 사건으로 콜하스는 지금까지의 그의 투쟁

에 관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사건을 마무리 지을 결심을 한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할 것은 콜하스가 이 우연적 상황이 그를 덮친 것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

지를 내적으로 결심했을 뿐 아직 결심을 어떠한 행동으로도 옮기지 않았다는 점이

다. 이 우연한 사건의 명백한 수혜자인 융커 가문은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전개되는

상황 속에서 콜하스에게 득이 되는 제안을 하는 선택을 할 이유가 없었고, 그럴수

록 우연에 떠밀린 콜하스가 내릴 결정과 행동이 불러올 결과가 지니는 의미가 더욱

커지게 되었다.

이때 또 다른 우연한 상황이 마침내 콜하스를 행동으로 이끈다. 그의 졸개였던

나겔슈미트가 마치 콜하스의 사주를 받아 봉기한 듯이 가장하여 약탈 행위를 일삼

기 시작한 것이다.

작센의 드레스덴에서 이러한 상황이 전개 될 때 뤼첸에서 드레스덴으로

또 다른 거센 뇌우가 닥쳤는데, 그 뇌우의 빛이 교활한 귀족들의 농간으

로 불쌍한 콜하스의 머리에 떨어졌다. (...) 귀족들은 이러한 소식이 드레

스덴으로 전해지자마자 모든 일어난 일의 형세를 뒤엎는 이 우연한 사건

에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So standen die Sachsen in Dresden, als sich über den armen

Kohlhaas, noch ein anderes, bedeutenderes Gewitter, von Lützen her,

zusammenzog, dessen Strahl die arglistigen Ritter geschickt genug

waren, auf das unglückliche Haupt desselben herabzuleiten. (...) Die

Ritter, sobald die ersten Nachrichten davon nach Dresden kamen,

konnten ihre Freude über diesen, dem ganzen Handel eine andere

Gestalt gebenden Vorfall nicht unterdrücken. (MK65-66)

이러한 전개 역시 콜하스가 전혀 관여한 바 없는, 전적으로 우연이 만들어 낸 결

과였다. 그리고 텍스트에 직접적으로 드러나듯이 이 우연한 사건은 노벨레 전체의

사건 전개를 전적으로 변화시켰다. 더욱 궁지로 몰린 콜하스는 마침내 행동에 나서

는데, 역설적이게도 이 행동이 바로 콜하스를 가장 깊은 수렁으로 빠뜨린다.

콜하스는 나겔슈미트의 행위가 본인과 무관하다는 것을 쉽게 증명할 수 있었지만

그에게 상황은 점차 불리해졌고 이에 힘입어 소송은 융커 가문에 의해 조직적으로

지연되었다. 콜하스는 사실상 자택에 감금되고, 마침내 자신에게 내려진 사면령이

파기되었음을 깨달은 후 나겔슈미트로부터 회유 편지를 받고 그에게 합류할 결심을

하게 된다. 하지만 이는 나겔슈미트의 편지를 손에 넣은 작센 정부가 그가 콜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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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접촉을 시도한 것을 사전에 알고 콜하스를 시험해보고자 하는 농간이었고, 콜하

스는 이 간계에 걸려들고 만 꼴이 되었다. 이 혐의로 콜하스는 재판에 회부되어 가

장 치욕스러운 죽음의 판결97)을 받게 된다.

이대로라면 콜하스는 가장 치욕스러운 죽음을 면하기 어렵게 되었다. 그러나 돌

연 다시 우연이 개입해 반전을 만들어낸다. “바로 이 무렵 폴란드 왕가는 무슨 이

유 때문인지는 알 수 없으나 작센 선제후 왕가와 분쟁을 벌이고 있었고, 브란덴부

르크 선제후에게 동맹을 맺어 작센을 함께 치자고 집요하게 간청하고 있던 참이었

다. (...) Es traf sich aber, dass die Krone Polen grade damals, indem sie mit

dem Hause Sachsen, um welchen Gegenstandes willen wissen wir nicht, im

Streit lag, den Kurfürsten von Brandenburg, in wiederholten und dringenden

Vorstellungen anging, sich mit ihr in gemeinschaftlicher Sache gegen das Haus

Sachsen zu verbinden; (...)” (MK77) 이렇듯 지극히도 우연적인 사유와 브란덴부르

크 선제후의 행동에 힘입어 콜하스는 극적으로 죽음을 면하고 브란덴부르크 법원으

로 이송되기에 이른다. 이처럼 콜하스를 죽음의 언저리까지 몰아붙인 것은 우연이

작용한 결과였고, 그를 가장 치욕스러운 죽음으로부터 구하고 나아가 그에게 최후

의 승리의 무기를 쥐어준 것 또한 우연의 힘이었다. 이 두 장면에는 앞에서 살펴보

았던 클라이스트의 작품, 특히 노벨레에서 우연이 지니는 중요성과 그 작용의 양상

이 명백히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우연과 관련된 클라이스트의 서술방식과 연관하여 우연의 힘이 가장 크게

발휘되는 위의 장면에서 그가 어휘와 문장 구조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클라이스트는 이러한 우연성을 강조할 때 의도적으로 ‘Zufall,

Vorfall, zufällig’와 같은 단어들을 사용할 뿐만 아니라, ‘Es traf sich’, ‘dergestalt,

dass...’ 등의 문장 구조를 활용하고 있다. 특히 위의 장면에서는 이와 같은 단어와

문장 구조들이 다른 에피소드에 비하여 매우 빈번히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으며 이로부터 클라이스트가 이 장면들에 우연성을 더욱 강하게 부여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난다.

나아가 클라이스트의 이와 같은 서술 전략은 우연이 지배하는 노벨레에서 붕괴되

는 통일성에 대한 대응 전략으로 해석될 수 있다. 우연이 지배하는 세계에서 통일

성은 위기를 맞이하고, 사건들은 아무런 연결 고리 없이 나열된 것처럼 보일 수 있

다. 그러나 클라이스트는 이러한 서술구조를 활용함으로써 단절의 효과에 반박하고,

개별적인 것들 가운데 통일성을 부여하는 효과를 만들어낸다.98) 이처럼 우연은 클

97)“ (...) 콜하스는 말백정의 머슴들을 시켜 불에 달군 집게로 몸을 지지고 사지를 찢은 다음 몸통을
차륜형대와 교수형대 사이에서 불로 태우라는 판결을 받았다. (...) so ward er verurteilt, mit
glühenden Zangen von Schinderknechten gekniffen, gevierteilt, und sein Körper, zwischen Rad
und Galgen, verbrannt zu werden.” (MK77)

98) Vgl. Hans Peter Hermann: a. a. O., S. 373-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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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스트의 노벨레에서 내용상 작품 전개의 핵심적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우연이

강하게 지배하는 노벨레의 단절성을 극복하는 수단으로도 활용됨으로써 그의 작품

을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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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법을 둘러싼 투쟁과 초자연적 요소와의 관계

4.1. 진리의 시험 장치― 역사적 스토리의 허구화

「미하엘 콜하스」는 개인과 국가 권력 사이에서 법과 정의를 둘러싸고 발생한

극도로 복잡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 콜하스는 이성의 영역에 자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법의 문제와 관련하여 집요한 투쟁을 이어나갔으나 부패한 궁정과 귀족들,

그리고 행정, 사법부의 무능함으로 인해 좌절하고 말았다. 콜하스는 이성의 영역 안

에서 여러 법 제도를 활용하여 이를 해결하고자 끈질기게 노력했지만, 그가 사회와

국가와 맺은 계약은 번번히 파기되었고 법 제도와 사상은 불의로 고통받는 콜하스

에게 아무런 해결책도 제시해 주지 못했다. 한편 이와는 다른 영역에 자리한 초자

연적 요소들은 이 과정에 끊임없이 개입하여 콜하스의 투쟁에 도움을 주기도 하고,

반대로 이를 완전히 방해하며 뒤흔들기도 한다. 생업의 자유와 재산에 대한 보호를

박탈당한 콜하스가 제기한 법률 문제는 인간 사회 내부의 것으로, 그 절차와 결과

는 어쨌든 이성적으로 어느 정도 조망 가능한 인간 사회와 이성의 테두리 안에 자

리하는 것이었다. 이에 반해 집시 여인과 예언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작센의 선제후

와 콜하스간의 전투는 이 범주를 전적으로 뛰어넘는 우연과 초자연적 요소에 의해

판가름이 난다. 클라이스트는 노벨레의 후반부에 이성과 미신, 그리고 우연을 섞어

녹여내었고, 이것이 콜하스를 드레스덴에서의 치욕스러운 죽음으로부터 구해냈다.99)

이처럼 이성적 제도의 한계에 부딪힌 콜하스에게 초자연적 요소들은 새로운 해결

가능성을 제시한다. 「미하엘 콜하스」는 바로 이러한 두 영역 간의 충돌과 보완이

라는 상호 작용의 결과물로서 해석될 수 있으며, 이 관점에서 접근하였을 때 작품

이 지니는 심층적 의미를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한편 클라이스트는 「미하엘 콜하스」가 연대기에 기원한 이야기라는 점을 명백

히 밝혔다. 작품이 연대기를 바탕으로 한다는 것은 곧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두고

있다는 뜻이다. 연대기는 이렇듯 작품에 강력한 사실성을 부여하는 장치로서, 이를

마주하는 사람이 그 진실성에 크게 의문을 제기하지 않도록 하고 사건을 사실로 받

아들이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클라이스트가 이

렇듯 사실성이 강조되는 연대기를 기반으로 하는 작품에 왜 초자연적인 요소를 녹

여내었는가의 문제는 그 의미가 더욱 커지게 된다.

이미 앞에서 클라이스트가 칸트 위기를 거치며 절대적 진리에 의문을 제기하게

되었고, 이것이 진리의 시각화로 이어졌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그는 ‘진실’과 ‘그

렇게 보이는 것’ 의 관계와 그 사이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몰두하였고, 이를 집요히

99) Vgl. Klaus-Michael Bogdal: “Mit einem Blick, kalt und leblos, wie aus marmornen Augen.”
Text und Leidenschaft des “Michael Kohlhaas” In; Dirk Grafthoff(Hrsg.): Heinrich von Kleist.
Studien zu Werk und Wirkung. Opladen 1988, S. 192-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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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고들었으며 또한 작품에 반영하였다.

클라이스트가 「미하엘 콜하스」에 초자연적 요소를 활용한 것은 바로 위의 문제

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그는 초자연적 요소들을 진리의 절대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도구로 활용했다. 초자연적 요소들은 실제로 존재하였던 역사적 사실에 허구적 요

소를 지속적으로 부여하고, 이를 통해 사실을 기반으로 한 이야기에 환상성이 더해

지게 된다.100)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사실과 허구는 점차 서로 섞이며 무엇이 진

실이고 그렇지 않은지의 문제를 파악하는 것이 어려워진다.

클라이스트가 작품의 초중반부에 법의 테두리 안에서의 콜하스의 투쟁을 매우 자

세하게 묘사한 것과 이것이 작품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노벨레에 사실로서

의 연대기적 성격을 강하게 더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리고 집시 여인이 등장하

기 전까지 이러한 이야기들이 일관성 있게 전개되었으며, 또한 연대기의 역사적 범

주 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는 점101)도 이를 뒷받침한다. 콜하스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정의를 구현하고자 했던 시도들은 연대기적 형태를 빌어 실제의 역사적 사

실을 미메시스적으로 모방하고자 했던 클라이스트의 의도를 보여주는 것이다.102)

그러나 미신과 우연 등의 초자연적 장치로 이러한 연대기적 사실성은 깨어지고,

지속적으로 부서진다. 집시 여인의 등장으로 사실성에 큰 균열이 생기고, 초자연적

요소들이 연달아 엄청난 힘을 발휘하면서 점차 작품이 지니는 연대기적 색채가 옅

어지게 되는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초자연적 요소들은 진리를 시험하는 장치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즉 사실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게끔 하는 것인데, 콜하스가 처형되기

직전에 이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는 에피소드가 등장한다.

(…) 있을 법한 일이라고 해서 늘 진실인 것은 아니듯이 우리가 전하고

있기는 하지만 의심이 많은 이들에게는 의심할 만한 자유를 인정할 수밖

에 없는 일이 일어났다. 궁내시종은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는데, 그가 집

시 노파 흉내를 내게 하려고 베를린의 거리에서 물색한 이 늙은 고물상

노파가 바로 궁내 시종이 흉내 내도록 시키려 했던 신비로운 집시 노파

그 자신이었던 것이다.

(...) und wie denn die Wahrscheinlichkeit nicht immer auf Seiten der

Wahrheit ist, so traf es sich, daß hier etwas geschehen war, das wir

zwar berichten: die Freiheit aber, daran zu zweifeln, demjenigen, dem

100) Vgl. Paul Micahel Lützeler: a. a. O., S. 216.
101) 작품의 근거가 되는 연대기를 살펴보면 말을 저당잡힌 것, 법원에서의 소송의 지연, 비텐베르크
를 방화한 것, 루터와의 대화, 재판에서의 패소, 나겔슈미트의 제안, 작센과 브란덴부르크간의 긴장
관계, 처형이 성지주일 다음 월요일에 집행 된 것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102) Vgl. Tim Mehigan: Writing after Kant. a. a. O., pp.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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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 wohlgefällt, zugestehen müssen: der Kämmerer hatte den

ungeheuersten Missgriff begangen, und in dem alten Trödelweib, das

er in den Straßen von Berlin aufgriff, um die Zigeunerin

nachzuahmen, die geheimnisreiche Zigeunerin selbst getroffen, die er

nachgeahmt wissen wollte. (MK96)

이 에피소드는 「미하엘 콜하스」의 줄거리 전개에 있어서 가장 ‘일어날 것 같지

않은 unwahrscheinlich’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궁내 시종이 다른 노파를 물색하여

집시 노파인 척 연기하도록 시켜서 콜하스로부터 쪽지를 빼앗기 위한 간계를 부렸

는데, 알고 보았더니 궁내 시종이 고용한 노파가 집시 노파 그 자신이었다는 것이

다. 서술자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일어날 것 같은 일이라고 해서 항상 그것이 진실

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한다. 개연성과 진실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다. 이것은 일어

날 것 같지 않은 일이라고 하더라도 진실이 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로부터

진실의 실체는 더욱 모호해지고, 각자 진리에 대해 어떠한 시각을 지니고 있느냐의

문제가 중요하게 대두된다.

이처럼 진실과 개연성의 문제는 「미하엘 콜하스」를 이해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

을 할 뿐만 아니라 폭넓은 의미에서 클라이스트의 작품 세계를 아우르고 있다. 클

라이스트는 이미 그의 우화에서 이 문제에 대해 다룬 바 있었다. 그는 「있을 법하

지 않은 진실 Unwahrscheinliche Wahrhaftigkeiten」이라는 글에서 사람들이 진실

이라고 믿는 것의 첫 번째 조건으로 그것이 일어날 법한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를

꼽는다는 점을 지적한다.

“세 가지 이야기는” 한 나이든 장교가 사람들 앞에서 말하기를, "나는

그 이야기들에 관해 스스로는 전적으로 믿고 있지만, 동시에 내가 그것

들을 말하려 했을 때 내가 허풍쟁이로 몰릴 위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럴 만한 가능성이 있는 것을 진실의 첫 번째 조건으로 요구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경험에서 알 수 있듯이, 있을 법한 일이 항

상 진실의 편에 서는 것은 아닙니다.

»Drei Geschichten«, sagte ein alter Offizier in einer Gesellschaft,

»sind von der Art, daß ich ihnen zwar selbst vollkommenen Glauben

beimesse, gleichwohl aber Gefahr liefe, für einen Windbeutel gehalten

zu werden, wenn ich sie erzählen wollte. Denn die Leute fordern, als

erste Bedingung, von der Wahrheit, daß sie wahrscheinlich sei; und

doch ist die Wahrscheinlichkeit, wie die Erfahrung lehrt, nicht immer

auf Seiten der Wahrheit.« (SW277-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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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듯이, 있을 법한 일이 항상 진실의 편인 것은 아니다”

라는 문장은 이 텍스트의 핵심으로, 클라이스트는 이 문장을 「미하엘 콜하스」에

그대로 활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클라이스트가 「미하엘 콜하스」에서 진실과

개연성의 문제를 다루고자 했다는 점이 명백해진다. 클라이스트는 혼란한 세상에서

진실을 파악하고 한눈에 조망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다.

「미하엘 콜하스」의 몹시 복잡한 줄거리와 사건 전개, 그리고 많은 등장인물들 간

의 얽히고 설킨 관계는 진실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을 방해하는 기능을 한다. 이

렇듯 클라이스트는 진실과 인식이라는 문제를 둘러싼 그의 고민을 그의 여러 작품

에 녹여내었고, 「미하엘 콜하스」 뿐만 아니라 「전투」와 「주워온 자식」에서도

이러한 주제가 두드러진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클라이스트는 이렇게 연대기라는 사실과 노벨레라는 허구의 경계를 넘나들면서,

이성의 영역인 법의 문제와 그 밖의 미신과 초자연적 요소를 함께 활용하였다. 그

는 이를 통해 진실을 파악하는 것의 어려움과 진실과 있을 법한 일을 구분하여 접

근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 것이다.

4.2. 정의 구현을 향한 희망

한편으로 「미하엘 콜하스」에 삽입된 초현실적 요소들과 그 에피소드들은 정의

구현과 심판에 대한 소망의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초자연적 요

소의 개입과 이로 인한 운명의 급격한 뒤흔들림은 「미하엘 콜하스」 뿐만 아니라

클라이스트의 작품 「전투」에서도 정의 구현의 의미를 지니는 기적에 대한 소망의

형태로 나타나며, 클라이스트의 여러 텍스트에서 초자연적인 것은 신의 힘, 불가해

한 궁극적인 정의의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103) 수수께끼와 같은 세상 속에서 우연

과 법칙들이 한데 뒤섞이고 동시에 무너져 내리면서 진실을 파악하고 판단을 내리

기 어려운 순간에도 어떠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할 때, 초현실적인

것이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104)

앞서 살펴보았듯이 콜하스는 집시 여인의 에피소드와 그녀의 예언이 의미하는 바

가 밝혀지기 이전까지는 인간 사회에서 가장 치욕스러운 죽음의 판결을 받고 이를

기다리는 처지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콜하스의 정의 구현과 복수를 향한 길은 몹시

요원해졌고, 작센의 선제후는 이 전투에서 손쉽게 승리를 쟁취하는 것처럼 보였으

며 이야기는 그렇게 끝을 맺을 수도 있었다. 그렇다면 「미하엘 콜하스」는 불의에

103) Vgl. John Hibberd: Heinrich von Kleist and Earthquakes: Science, Faith, Superstition and
Politics. In: Colloquia Germanica 35(2). 2002, pp. 150.

104) Vgl. Bianca Theisen: Gottes Griffel. Simulationen des Heiligen bei Heinrich von Kleist.
Michigan Ann Arbor 1992, S. 9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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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선 한 말장수의 일방적 패배와 잔인한 죽음, 부패한 국가 권력의 압도적 승리의

이야기를 담은 노벨레로 남았을 것이다.

그러나 클라이스트는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여러 초현실적 요소를 삽입함으로써

이야기에 반전을 가져왔다. 초현실적 요소들은 콜하스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불의

를 시정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보상과 처벌이 실현되도록 하는 데 결정적

으로 기여한다. 이 요소들은 콜하스를 좌절하게 했던 법, 행정 및 계층 등 모든 국

가 권력의 힘이 미치지 않는 곳에 자리하고 국가 권력을 쥐고 있는 모든 선제후들

의 영향권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것으로 인간 사회의 그 누구도 이러한 초현실적 요

소의 작용과 개입을 제어할 수 없다. 계급과 신분의 높고 낮음을 떠나 이것이 누구

에게 어떠한 형태와 의미로 닥쳐올지에 대해 예측하는 것이 애초에 불가능한 것이

다. 105)

이와 같은 초월적 힘의 개입과 그를 통한 정의 구현에 대한 소망은 클라이스트가

익명으로 베를린 석간지에 1810년 10월 5일 실은 「신이 새긴 글 Der Griffel

Gottes」이라는 짧은 우화 형식의 텍스트에서도 드러난다.

폴란드에는 어떤 백작 부인 P가 살고 있었는데, 몇 년 동안 매우 악랄한

삶을 살았던 이 부인은 탐욕과 잔인함으로 다른 사람들, 특히 그녀의 아

래 사람들을 피 흘릴 때까지 괴롭혔다. 이 백작 부인은 죽음을 맞이했을

때 그녀의 재산을 그녀에게 면죄부를 준 수도원에 기부했고, 수도원은 기

부의 대가로 묘지에 값비싼 청동으로 주조한 묘비를 세워주었는데 그 묘

비에는 아주 호화로운 서체로 이런 사정이 언급되었다. 며칠 후 번개가

비석을 내리쳐 금속을 녹이고 읽을 수 있는 몇 글자만 남겨두었는데, 그

것들을 합치면 "그녀는 심판받았다!"는 것이었다. 이로써 (백작 부인이 죽

은-인용자) 변고의 의미가 밝혀진 셈이다. (문자를 해독하는 학자들은 그

변고를 설명하기 바란다) 그 비석은 여전히 서 있고 위의 비문을 모두 본

사람들도 이 도시에 살고 있다.

In Polen war eine Gräfin von P...., eine bejahrte Dame, die ein sehr

bösartiges Leben führte, und besonders ihre Untergebenen, durch ihren

Geiz und ihre Grausamkeit, bis auf das Blut quälte. Diese Dame, als

sie starb, vermachte einem Kloster, das ihr die Absolution erteilt hatte,

ihr Vermögen; wofür ihr das Kloster, auf dem Gottesacker, einen

kostbaren, aus Erz gegossenen, Leichenstein setzen ließ, auf welchem

dieses Umstandes, mit vielem Gepränge, Erwähnung geschehen war.

Tags darauf schlug der Blitz, das Erz schmelzend, über den

105) Vgl. Seán Allan: a. a. O., S.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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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ichenstein ein, und ließ nichts, als eine Anzahl von Buchstaben

stehen, die, zusammen gelesen, also lauteten: sie ist gerichtet! – Der

Vorfal l(die Schriftgelehrten mögen ihn erklären) ist gegründet; der

Leichenstein existiert noch, und es leben Männer in dieser Stadt, die

ihn samt der besagten Inschrift gesehen. (SW263)

악덕으로 가득 찬 삶을 살다가 자신의 죄를 사하여 준 수도원에 재산을 기부하고

죽은 한 백작 부인의 묘비에 벼락이 내리친 후 남은 글자를 조합해 보니 심판을 받

았다는 이 이야기에는 천벌 및 신적인 정의 구현에 대한 희망이 담겨 있다. 수도원

은 죄인으로 살다 간 악랄한 백작 부인에 대하여 재물을 기부하는 대가로 그 죄를

사하였고 그녀가 저지른 죄에 대한 심판이 사후 절대적인 힘에 의하여 비로소 이루

어진 것이다. 또한 이 이야기는 절대적인 존재가 무덤에 새겨진 문장을 읽고서, 그

것을 판결로 바꾸었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106)

이처럼 절대적 존재에 의한 정의 구현의 소망은 콜하스가 맞이한 죽음과도 무관

하지 않다. 콜하스는 나겔슈미트와 내통한 혐의를 받고 드레스덴에서 가장 치욕스

러운 죽음을 맞이할 운명이었는데, 초자연적 요소의 개입으로 그 양상이 바뀐다. 콜

하스는 베를린의 법원으로 이송되어 작센의 선제후나 브란덴부르크 선제후 모두의

힘이 미치지 않는 제국 황제의 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콜하스는 처음에 제국

공공 평화 교란 혐의로 문책당하자 작센의 선제후가 자신에게 그 행위에 대한 사면

권을 서약했으므로 기소가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그러나 콜하스는 사면령에 구애받

지 않는 황제가 파견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또한 본

인이 융커 벤첼 폰 트롱카에게 제기한 소송의 피해를 완전하게 보상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언약을 받자 그의 죽음을 받아들인다. 처형을 앞둔 콜하스의 마지막 나날

들은 매우 편안했는데, 그는 그의 행동을 강도 높게 비난하며 그의 간절한 부탁에

도 성체성사를 내리기를 끝내 거부했던 루터가 보낸 사절로부터 마침내 성체성사의

은혜까지 받게 되었다.

그리하여 콜하스의 마지막 나날들은 더없이 평화롭고 만족스러웠다. 브

란덴부르크 선제후의 특별 명령에 따라 콜하스가 갇혀 있는 감옥이 곧

바로 개방되었고, 베를린에 살고 있는 수많은 콜하스의 친구들은 콜하

스를 낮이고 밤이고 자유롭게 면회할 수 있었다. 그뿐만이 아니라 콜하

스는 뜻밖의 보상까지 받았으니, 루터의 사절단으로 온 신학자 야코프

프라이징이 매우 눈에 띄었을 것임에 틀림없으나 오늘날에는 전해지지

106) Vgl. Bianca Theisen: a. a. O., S.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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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 그의 친서를 들고 감방으로 찾아와, 브란덴부르크 교구 주임 사제

두 사람이 지켜보며 보좌하는 가운데 콜하스에게 성체성사의 은혜를 베

풀었던 것이다.

Demnach glich nichts der Ruhe und Zufriedenheit seiner letzten Tage;

denn auf eine sonderbare Spezial-Verordnung des Kurfürsten war bald

darauf auch noch der Zwinger, in welchem er sich befand, eröffnet,

und allen seinen Freunden, deren er sehr viele in der Stadt besaß, bei

Tag und Nacht freier Zutritt zu ihm verstattet worden. Ja, er hatte

noch die Genugtuung, den Theologen Jakob Freising, als einen

Abgesandten Doktor Luthers, mt einem eigenhändigen, ohne Zweifel

sehr merkwürdigen Brief, der aber verloren gegangen ist, in sein

Gefängnis treten zu sehen, und von diesem geistlichen Herrn in

Gegenwart zweier brandenburgischen Dechanten, die ihm an die Hand

gingen, die Wohltat der heiligen Kommunion zu empfangen. (MK100)

콜하스가 법적 투쟁으로 바로잡고자 했던 그의 정당한 요구들이 모두 이루어졌

다. 콜하스는 자신의 죽음에 대해 억울해하지 않고, 이를 의연히 받아들인다. 그는

그가 바랐던 정의가 구현된 것에 만족하며 특히 융커가 징역 이년형을 선고 받은

조항을 듣고는 감정이 북받쳐 오르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바라던

소원이 이루어졌다. daß sein höchster Wunsch auf Erden erfüllt sei”라고

(MK102) 말한다.

한편으로 작센의 선제후는 콜하스가 매장된 후 쪽지를 파낼 요량으로 변장한 채

로 처형장에 와 있었는데, 그의 마지막 시도마저 이러한 사실을 알리는 집시 여인

의 쪽지가 사전에 콜하스에게 전해짐으로써 실패로 돌아간다. 콜하스는 선제후의

앞에서 쪽지를 읽고는 그것을 그대로 삼켜버리고, 작센의 선제후는 발작을 일으키

며 쓰러진다. 콜하스는 자신과의 계약을 어기고 약속을 져버린 작센의 선제후에게

쪽지를 넘겨 그 대가로 자유와 생명을 보장받기 보다는 정의를 구현하는 길을 택했

고, 쪽지의 내용은 콜하스의 죽음으로 봉인된 채 영원한 잠재적인 힘을 지니는 것

으로 남게 되었다. 이후 작센 선제후는 “몸과 영혼이 갈가리 찢어진 채 zerissen an

Leib und Seele” (MK103) 드레스덴으로 돌아갔으며 콜하스의 아들들은 기사 작위

를 받게 된다. 콜하스의 죽음은 이렇듯 어떠한 보이지 않는 섭리적인 힘이 그의 편

으로 작용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107) 이를 통해「미하엘 콜하스」에서 초현실적

요소는 이성의 영역에서는 해결 불가능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기능을 하면서 콜하스

107) Vgl. Hermann Reske: Traum und Wirklichkeit im Werk Heinrich von Kleists. Stuttgart 1969,
S.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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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빼앗긴 정의를 회복하고 악에 대한 징벌을 돕는 장치로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3. 현실의 비판적 성찰을 위한 장치

앞서 클라이스트가 프로이센의 개혁 정책가들과 활발히 교류하였고 「미하엘 콜

하스」에는 그 당시 개혁의 주요한 화두였던 자유 경제 사상을 비롯하여 자연권과

재산권 개념 등의 법적 사고가 반영되어 있다는 점을 살펴본 바 있다. 클라이스트

는 프로이센의 사회 개혁을 현장에서 목도한 인물로서 시기적으로는 근대 사회에

접어들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봉건 사회의 잔재와 관습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는

현실의 문제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고, 이를 작품에 반영하여 성찰적 효과를 불러오

고자 하였다.

이러한 의미에서 「미하엘 콜하스」는 여전히 사회에 잔존하던 사회, 경제적 문

제에 대한 클라이스트의 비판적 문제제기가 담긴 이야기로 이해될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특히 「미하엘 콜하스」가 연대기 형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작품이 법을 위한 투쟁이라는 주제를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자연적 요소가 작

품 전개와 특히 결말에 매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다시 한 번 큰

의미를 지니게 된다.

클라이스트는 「미하엘 콜하스」에 ‘오래된 연대기로부터 aus alten Chronik’라는

부제를 붙였고, 이로 인해 다시금 이 노벨레에 담긴 200년이라는 시간적 간극이 강

조된다. 클라이스트는 의도적으로 연대기를 당대 현실을 비춰 비판적으로 성찰하게

끔 하는 도구로서 활용하고자 하였다. 200년 전의 사건은 현 시대에도 잔존하는 사

회, 경제, 법률적 문제들을 상기시켜 더욱 큰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사람들은 이

를 통해 구시대적 잔재가 시급히 청산되어야 할 문제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108) 독자들은 수백 년 전 한 말장수가 겪었던 불의와 산산조각 난 그의 삶을

연대기적 형식으로 접하면서, 오늘날에도 여전히 누군가에게 이와 같은 일이 발생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한편 클라이스트가 역사적 실존 인물인 한스 콜하제 사건과 관련하여 어떠한 연

대기 판본을 사용하였는지 명문화 되어 있지는 않지만 많은 간접적 증거들로 보아

그가 페터 하프티츠 Peter Hafftitz의 메르키셰 연감 Märckische Chronik을 참고로

하였을 것이라고 추측된다.109) 클라이스트는 한스 콜하제의 이야기를 근거로 「미하

엘 콜하스」를 집필하는 과정에서 상당부분 연대기에 수정을 가했다. 클라이스트는

콜하스의 선량한 시민적 측면을 매우 부각시켰는데, 콜하스는 가정이 있는 인물이

108) Vgl. Jochen Schmidt: a. a .O., S. 217.
109) Vgl. Ingo Breuer(Hrsg.): a. a .O., S.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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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무엇보다도 확고한 사회적 기반을 지닌 인물로 묘사되었다. 그가 경제인으로서

사회에서 지니는 위상도 연대기보다 더욱 커졌다. 콜하제가 가축을 거래하는 상인

이었던 것에 비해 콜하스는 농장을 소유한 인물로 설정되었던 것이다.

말을 둘러싸고 주인공이 겪은 사건 또한 연대기와 작품간에 큰 차이가 존재한다.

연대기에서 콜하제는 절도죄의 명목으로 말을 남겨 두어야 했지만, 콜하스는 존재

하지 않았던 가상의 통행증 때문에 말을 담보물로 맡겨야 했다. 따라서 콜하제가

겪은 사건에서는 불법적 정황이 드러나지 않는 것에 비해 콜하스의 경우 그에게 닥

친 사건의 부조리함과 불의가 지니는 의미가 명백히 드러나면서 크게 증폭되었다.

또한 연대기에서는 콜하제의 적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는 반면에, 「미하엘 콜

하스」에서는 명백히 융커 폰 트롱카가 콜하스의 적으로 등장한다는 점도 주목할

만한 차이점이다.

나아가 클라이스트가 「미하엘 콜하스」에서 사회 구조와 법률 제도적 문제점에

대해 비판적으로 담아내고자 했다는 점은 콜하제는 라틴어를 구사하는 것을 비롯하

여 자기 자신을 스스로 변호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인물이었던 것에 반해, 콜하스

는 법률 문제와 관련하여 변호사나 제 3자의 도움을 받아야만 하도록 설정되었다는

점에서도 드러난다. 콜하스는 한 번도 직접 재판에 참여할 수 없었고 이로써 법의

문제와 제도에 부딪힌 콜하스는 더욱 무기력한 인물이 되었으며 결과적으로 제도와

관리, 그리고 절차 등의 문제와 결함이 콜하스의 법률 투쟁에 끼치는 중요성이 커

진 것이다.110)

또한 클라이스트가 1808년 잡지 푀부스에 이후의 작품 전개에 대해 알리지 않고

실은 「미하엘 콜하스」의 일부분이 그가 1810년 작품 전체를 이야기 모음집에 실

었을 때 상당 부분 수정되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 역시 클라이스트의 의도

가 반영된 것으로 그는 매우 신중하게 수정 작업에 임했으며, 이러한 수정 작업을

통해 역시 콜하스가 융커의 성에서 겪은 불의가 강조되었다.111) 특히 모든 사건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콜하스가 융커의 성을 지나면서 성의 집사로부터 통행증을 요

구받는 장면에서는 성집사가 콜하스에게 행한 모욕적인 언사가 강조되었고, 무엇보

다도 이러한 통행증 요구가 불범임이 명시되었다. “말장수는 이에 격분하여 Der

Rosshändler, den dieses zu erbittern anfing” 라는 구절이 “Der Rosshändler, diese

ungesetzlichen Erpressungen zu erbittern anfingen 말장수는 이러한 불법적인 공

갈협박에 화가 치밀었으나”라는 구절로 수정된 것이다.112) 이렇듯 수정 작업을 거쳐

콜하스가 불법적 강탈의 피해자였다는 점이 명백히 언급되었고, “이로부터 이 사건

은 개인적 차원을 넘어서는 법률의 영역으로 확장된다.”113)

110) Vgl. Ingrid Hotz/ Paul Davies: a. a .O., pp. 11-12.
111) Vgl. Peter Howarth: a. a .O., S. 49.
112) Vgl. Ebd., S. 50.
113) Ebd.,: “Damit wird der Vorgang ausdrücklich in dne überpersönlichen Bereich, in den Bere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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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클라이스트는 연대기를 작품에 녹여내는 과정에서의 변화를 통해, 그리고

또한 수정 작업을 통해 콜하스라는 인물을 정의감과 법 감정이 넘치는 인물로 묘사

하였고 그가 처한 상황이 법에 저촉되는 불법 행위였음을 강조하였다. 그는 훈장의

아들로 단순히 경제적 이득과 손실 계산에만 여념이 없는 장사치가 아니고, 사회에

서 모범적인 인간으로 주위 이웃들의 두터운 신망을 받았으며 불의를 겪지 않았다

면 평화스럽게 그의 생을 영위해 나갔을 인물로 그려졌다. 이로써 한 개인이 겪은

불의가 지니는 의미가 커지고 콜하스가 모순적 폭력행위로 치달을 수 밖에 밖에 없

도록 한 사회 구조적 문제가 더욱 부각된다.

또한 이러한 시각에서 보면 애초에 콜하스를 집요한 투쟁으로 나아가게끔 한 사

건의 발단을 제공한 인물로서 융커는 여전히 봉건시대적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있는

귀족집단의 상징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는 근대 사회의 여러 법적 사고들, 즉 작품

에 반영된 자연권 사상이나 인간의 자유와 불가분의 관계에 놓이는 개념으로 발전

했던 소유권의 개념 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귀족층을 대변하는 인물이다.114) 혹은

이에 대해 인식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귀족의 지위를 이용하여 법을 준수하는 의무

를 이행하지 않고 져버린 인물로서 해석될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초현실적 요소는 클라이스트가 특히 법과 연관된 사회적 문제를

지적하고 이를 비판적으로 성찰하게끔 하는 데 커다란 역할을 한다. 그 어떠한 이

성적, 제도적 장치도 콜하스에게 정의를 되찾아 주지 못했고 그의 삶은 투쟁 가운

데 전적으로 부서졌으며 그에게는 가장 치욕스러운 죽음만이 남은 상황에서 아이러

니하게도 이 모든 범주를 벗어난 미신과 초현실적 요소로 인해 콜하스가 갈구하던

정의가 극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끈질긴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좌절되었던 콜

하스의 투쟁에 대한 보상이 인간의 법으로 설명될 수 없는 힘이나 우연에 의해 이

루어졌다는 것은 매우 아이러니하다. 이로써 클라이스트가 현실의 문제를 비판적으

로 성찰하게끔 하는 의도를 지니고 연대기와 초현실적 요소를 작품에 활용하였다는

점과 이로 말미암아 작품을 통해 야기되는 비판적 효과가 크게 증폭되었다는 사실

을 알 수 있다.

des Gesetzes ausgeweitet.”
114) Vgl. Sabine Biebl: a. a. O., S.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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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하인리히 폰 클라이스트의 노벨레 「미하엘 콜하스」는 독일 문학의 고전으로 자

리잡은 작품으로서 지금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수많은 학자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켜

왔다. 이 노벨레는 실제로 존재했던 사실인 연대기를 기반으로 한 불의에 맞선 한

말장수의 투쟁사로서 법과 정의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치열하고 복

잡하게 전개되는 줄거리 속에서 발생하는 첨예한 갈등을 통하여 다양한 법 철학적

사고를 고찰해 볼 수 있도록 하는 실마리를 제공한다.

한편으로 명백히 이성적 사고를 기반으로 하는 법과 정의의 문제를 다루고 있음

에도 불구하고 「미하엘 콜하스」에 집시 여인과 그녀의 예언이라는 미신적 요소가

등장할 뿐만 아니라 이것이 작품 전개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나아가 인물들의

운명까지 결정짓는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또한 우연이 이러한 초현실적 요소와 함

께 작용하여 인물들의 행동에 관여하고 그 행동이 인물들이 맞이하게 될 운명에 결

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점 또한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미신, 불가사의함, 마법, 그

리고 우연과 같은 초자연적 요소가 클라이스트의 작품 세계를 관통하는 하나의 중

요한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은 법과 정의, 그리고 저항의 문제에 비해 많은

주목을 받지 못한 측면이 있다.

클라이스트는 이성과 계몽과의 관계라는 측면에서 접근하여 초자연적 요소의 의

미를 파악하고자 했다. 클라이스트는 미신을 비롯한 초자연적 요소와 이성을 동전

의 양면과 같은 관계로 파악하였고, 이 두 요소간의 극단적인 치우침을 경계하고자

했다. 이는 초기에 이성에 대한 믿음으로 계몽주의 노선을 지향하며 행복과 미덕,

그리고 삶의 계획을 강조하던 클라이스트가 칸트 위기를 겪으면서 절대적 진리에

대한 믿음이 붕괴되는 경험을 한 것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클라이스트는 절대적

진리를 의문시하게 되었고 이것이 곧 진리의 시각화로 이어졌으며, 나아가 궁극적

으로는 진리와 개연성의 문제를 작품에 반영하여 문학적 차원의 논의로 확장시키고

자 하였다.

한편 클라이스트는 초자연적 요소가 문학적 재료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높

게 평가하였고 이성의 영역의 과도한 팽창으로 미신을 비롯한 상상력의 영역이 줄

어드는 것에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는데, 그의 작품에 미신, 마녀, 유령 등의 모티브

가 담겨 있는 것은 이와 무관하지 않다. 또한 클라이스트의 작품 세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우연의 개념은 상황이 지니는 중요성으로부터 나오는 것으

로, 특히 「미하엘 콜하스」에서 우연은 사건을 부추기고 또한 인간을 행동으로 이

끌게 하는 힘으로 작용하면서 작품 전개에 깊숙이 관여한다.

앞에서 살펴본 바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비로소 클라이스트가 「미하엘 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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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에 역사적 사실로서의 연대기적 성격을 강하게 부여하면서도 초자연적 요소를

도입한 의도를 가늠해 볼 수 있다. 초자연적 요소는 사실성에 균열을 내는 수단으

로 활용되어 궁극적으로 클라이스트가 지속적으로 고민하던 개연성과 진실의 문제

를 드러낸다. 그는 연대기라는 사실과 초현실적 요소라는 허구의 경계를 넘나들면

서 진리와 개연성의 문제가 별개임을 지적하고 또한 진리의 시각화의 문제를 시험

하고자 했던 것이다.

나아가 초자연적 요소는 정의 구현에 대한 희망이자 징벌적 심판의 의미로 해석

될 수 있다. 집시 여인이나 우연의 도움 없이는 인간 세상에서 콜하스에게 정의가

구현되는 것이 불가능했고 콜하스는 일방적으로 패배할 위기에 처했으나 선제후 가

문의 미래가 담긴 예언의 쪽지가 콜하스의 손에 들어간 순간부터 일방적으로 기울

었던 힘의 균형추가 회복되고, 점차 콜하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형세가 전환된다.

콜하스는 쪽지를 대가로 자유와 생명을 보장해 주겠다는 제안을 끝내 거절하고 그

의 정당한 법적 요구가 관철되었다는 점에 만족해하면서 의연히 죽음을 맞이한다.

끝으로 이러한 장치는 프로이센 개혁 정책의 핵심 인물들과 깊이 교류하며 개혁

을 몸소 체험했던 클라이스트가 여전히 사회에 잔존하던 사회, 제도적 문제들을 지

적하고 이에 주목하게끔 하고자 하는 의도로 활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클라이스

트가 연대기와 그의 초반 미완성본을 어떻게 수정했는지를 살펴보면 이러한 의도가

더욱 명확해지는데, 그는 콜하스는 성실하고 미덕을 갖추었을 뿐 아니라 매우 공고

한 사회적 기반을 지닌 모범 시민으로 묘사했고 이로써 콜하스의 몰락이 갖는 충격

과 의미가 커진다. 불의에 대한 사회적, 제도적 차원의 법적 구제가 끈질긴 노력에

도 불가능했으며 무엇보다도 초현실적 요소의 개입 후에야 콜하스에게 비로소 정의

가 구현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도 이러한 문제는 더욱 부각된다. 콜하스는 형장의

이슬로 살아졌지만, 그를 투쟁으로 이끌었던 현실의 많은 문제들은 여전히 잔존하

며, 누구든 콜하스와 같은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 것이다.

이처럼 클라이스트의 미하엘 콜하스는 독자들로 하여금 법과 정의의 문제에 관

해 숙고하도록 이끌 뿐만 아니라 이성과 미신의 관계를 통해 진실과 개연성의 문제

를 지적하고, 나아가 사회 구조적 문제까지도 비판적 시각으로 성찰하도록 한다. 이

노벨레는 여전히 새롭게 해석되어 그 의미가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으

며, 수백년의 시대적 간극을 뛰어넘어 오늘날까지 우리들에게 법과 정의를 둘러싼

다양한 문제에 대한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미하엘 콜하스」가 단순히 한 말장

수의 울분이 담긴 이야기를 넘어서 문학사적으로 커다란 가치를 지니는 고전으로

자리잡은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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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usammenfassung

Das Verhältnis zwischen dem

Problem des Rechts und

dem Übernatürlichen

in Heinrich von Kleists

Michael Kohlhaas

Kwon, Jiun
Germanistik

Seoul National Universität

In der vorliegenden Arbeit habe ich versucht, die Novelle Michael Kohlaas von

Heinrich von Kleist im Hinblick auf die Beziehung zwischen Recht im Bereich

der Institution und der Vernunft und den übernatürlichen Dingen außerhalb

dieses Bereichs zu analysieren. Diese Novelle kann als eine Geschichte eines

Rosshändlers in 16. Jahrhunderts beschrieben werden, der ständig und hartnäckig

darum kämpft, sein verlorenes Recht wiederzugewinnen. Kohlhaas erlebte

unerwartete Ungerechtigkeit, als er die Grenzen überquerte, und er musste seine

zwei Pferde zunächst als Pfand für einen ihm angeblich fehlenden Passschein,

zurücklassen. Nach der Vernehmung seines Knechts hat er beschlossen, sein

Recht einzufordern, aber durch das Eingreifen von Aristokraten, die mit Wenzel

von Tronka blutsverwandt sind, wurden alle seine Klagen niederschlagen. Seit

dem Tod seiner Frau, schwor er Rache und verfasste einen Rechtsbeschluss.

Heftige Konflikte zwischen den Charakteren über die Fragen der Gerechtigkeit

und des Rechts im Bereich der Vernunft spiegeln verschiedene rechtliche

Gedanken wider. Die Tatsache, dass die Verletzung der Gewerbefreiheit und der

Eigentumsrechte eine hauptsächliche und vorantreibende Motivation für sein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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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mpf ist, zeigt, dass Kleist von liberalen ökonomischen Theorie beeinflusst

wurde. Dies manifestiert zusätzlich, als er während der preußischen Reform von

wichtigen Akteuren der Reformbewegung kontaktiert wurde sowie an Unterricht

zur freien Ökonomie besucht hat. Auch die tiefe Reflexion des Schriftstellers

über den Begriff des Eigentumsrechts, der damals in der Gesellschaft zutiefst

mit dem Begriff menschliche Freiheit verkoppelt war, zeigt sich in Kohlhaas

Wut über den Missbrauch seiner Pferde, die als Pfand zurückgelassen wurden

und in seiner Forderung nach staatlichem Schutz für Gewerbe und Eigentum

erweist sich Kohlhaas als Vertreter eines Locke’schen Staatsverständnisses.

Nachdem alle Versuche, das Recht im positiven Gesetz wiederzuerlangen,

gescheitert sind, tritt er in den Akt der Selbsthilfe ein, begleitet von Gewalt,

was bedeutet, dass er das Fehderecht im Mittelalter ausübt. Die Ausübung des

Fehderechts zeigt Konflikte zwischen Rechtsideen, die im Zuge des Übergangs

vom Mittelalter zur frühneuzeitlichen Gesellschaft entstehen, auf.

Aber sein Verhalten wird zunehmend gewalttätig und die ursprüngliche

Motivation des Kampfes für Gerechtigkeit verwischt im Laufe der Zeit. Dagegen

tritt der Widerspruch zu seinem Verhalten, das viele Flammen, Plünderungen

und Mord begangen hat, hervor. Seine Ausgangsmotivation steht zunehmenden

im Konflikt zu seinen Rachegelüsten, wobei sich auch die Radikalität der

sogenannten „Kohlhaas Mandanten“ verstärkt.

Die Szene, in der sich Kohlhaas und Luther treffen und reden, zeigt den

intensivsten Konflikt des juristischen Denkens im Werk. Während Kolhaas die

von Hobbes und Rousseau beeinflussten natürlichen Rechte vertritt, verteidigt

Luther vehement die absolutistische Monarchie und das Ständewesen. Und als

solches zeigt das Problem im Zusammenhang mit dem Gesetz keine Anzeichen

einer Lösung.

Es fällt zudem auf, dass die Einführung der Zigeunerin und ihrer

enigmatischen Vorhersage einen entscheidenden Einfluss auf die Fortsetzung und

den Schluss hat. Ebenfalls ist der Zufall auch tief in die Entwicklung des Werks

und besonders das Handeln der Figuren involviert. Daher manifestiert sich, dass

Kleist absichtlich diese übernatürlichen Faktoren.

Kleist nahm zunächst eine aufklärerische Haltung ein, die Vernunft,

Lebensplan und Tugend betonte. Aber als er die Kant-Krise durchlief, stellte er

die Existenz der absoluten Wahrheit in Frage und der wichtigste Wert seines

Lebens brach zusammen. Dieser Erfahrung folgt unmittelbar die Frage 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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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spektive der absoluten Wahrheit und als Schriftsteller wählt er, diese

Probleme in seinem Werk auf poetischer Ebene zu behandeln.

Vor allem begreift er die Bedeutung von Aberglauben und Zufall im

Zusammenhang mit Aufklärung und Vernunft, aber er war vorsichtig mit

übermäßiger Voreingenommenheit in Bezug auf Vernunft und Aberglauben. Er

bemerkte auch die Macht des Aberglaubens und anderer übernatürlicher

Elemente als Werkzeuge der literarischen Vorstellungskraft. Er sympathisierte

mit der Bedeutung des Aberglaubens als Mittel, um die Phantasie in

Kunstwerken zu inspirieren, und war vorsichtig vor dem Schrumpfen des

Imaginationsraums durch die Vernunft.

Er betrachtete auch schon früh die Bedeutung des Zufalls und betonte vor

allem die Bedeutung der durch Zufall geschaffenen Situation. Die Wichtigkeit des

Zufalls in Kleists Werk besteht insbesondere darin, dass Großereignisse durch

Zufälle beeinflusst werden und zufällige Ereignisse durch Zufall gefördert

werden, dadurch stehen Zufall und menschliches Verhalten in einer angespannten

Beziehung, besonders im Genre Novelle.

Sein Kampf um Gerechtigkeit im Bereich des Rechts ist gescheitert und sollte

dem demütigendsten Tod gegenüberstehen. Als Folge der Interaktion zwischen

der Intervention der Zigeunerin, ihrer Prophezeiung und dem Zufall erreichte

Kohlhaas aber die Gerechtigkeit, die er sich ersehnte, und erkämpfte den

endgültigen Sieg.

Basierend auf dem, was bisher geforscht wurde, ist es möglich, die Beziehung

zwischen den Problemen des Gesetzes und den übernatürlichen Elementen zu

verstehen, die ich letztendlich in dieser Arbeit untersuchen wollte. Zuerst wollte

Kleist das Übernatürliche als Mittel benutzen, um die Wahrheit zu testen.

Während er betonte, dass die Novelle auf Chronik beruhte, benutzte er

kontinuierlich übernatürliche Mittel wie Aberglauben und Zufälle, um die

chronologische Realität zu brechen. Kleist wollte die Grenze zwischen Fakt und

Fiktion überschreiten und darauf hinweisen, dass Wahrscheinlichkeit und

Wahrheit zwei entgegengesetzte Themen sind.

Zweitens kann die Einbeziehung übernatürlicher Elemente als Zeichen der

Hoffnung auf die Umsetzung und Bestrafung von Gerechtigkeit interpretiert

werden. In seinen Fabeln und anderen Werken gab Kleist auch übernatürlichen

Elementen eine Rolle bei der Umsetzung von Gerechtigkeit, die durch

menschliche Macht unmöglich ist. Diese übernatürlichen Faktoren lie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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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ßerhalb der Macht von Recht, Verwaltung, Institution und Klasse, die

Kohlhaas frustriert haben, und sind frei von dem Einfluss aller herausragenden

Persönlichkeiten. Daher kann niemand in der menschlichen Gesellschaft das

Handeln und Eingreifen dieser surrealen Elemente kontrollieren.

Schließlich können die übernatürlichen Elemente so interpretiert werden, dass

sie in Verbindung mit der chronologischen Form als Instrument verwendet

werden, um auf alte Bräuche und soziale Probleme aufmerksam zu machen, die

noch bestanden. Damit weisen sie darauf hin, dass auch soziale und strukturelle

Verantwortung für die vollständige Zerstörung des Lebens Kolhaas bestehe, das

als gutes Bürgerbeispiel gilt. Die Absicht des Schriftstellers, dieses Problem auf

ironischer Weise zu enthüllen, zeigt sich aus dem, was Kohlhaas verlangte, und

der Tatsache, dass Gerechtigkeit erst nach der Einbeziehung surrealer Elemente

umgesetzt wurde.

Als solches führt Kleists Michael Kolhaas die Leser nicht nur dazu, über das

Thema Recht und Gerechtigkeit nachzudenken, sondern weist auch auf das

Problem der Wahrheit und Wahrscheinlichkeit durch das Verhältnis von Vernunft

und Aberglauben hin und reflektiert sogar kritisch soziale und strukturelle

Fragen. Diese Novelle bietet uns bis heute viele Implikationen über die

Jahrhunderte hinaus und lässt immer noch Raum für ständig neue

Interpretationen. Dies ist einer der Gründe, warum diese Novelle als ein Kanon

angesehen wird, der einen großen literarischen Wert hat.

Schlüsselwörter: Recht, Gerechtigkeit, Vernunft, Aufklärung, Aberglaube,

Zufall, Wahrscheinlichkeit, Gesellschaftskritik

Student-Nummer: 2016-22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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