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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티고네에 나타난 아곤의 의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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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o, Seungjeung. “The Meaning of Agons in Antigone.” Studies in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43.3 
(2017): 45-67. This article is an attempt to analyze agons and their effects in Antigone. Agon originally 
refers to the actual act of competition or game. But it is also used to refer to dialogue in the tragedies and 
debates within court settings. This work has two thematic agons both in the dialogues and the debates in the 
court: the agon of sovereignty and the agon of law and justice. Nietzsche explains that agon in the ancient 
Greek culture played a key role in change from destructive struggling into creative competition. This work 
shows such positive aspects of vehement competition: Creon vs Haemon and Creon vs Antigone. Their 
agons are based on the steadfast political and ethical philosophy, and logically develop into the debate on 
whether the law of polis is superior or the unwritten law of gods. This conflict makes the audience consider 
the ethical and political priority in the changing period in ancient Greece. The Antigone by Sophocles is 
arguably a good source to study this trend, and the guide of its modern application. (Chosun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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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신화가 신, 왕, 영웅들의 이야기라면 비극은 이를 바탕으로 하되 그 속에서 변

화되어가는 사회의 가치를 드러내고 그것에 대한 해석을 요구한다. 신화로 대표

되는 절대불변의 가치는 폴리스 시대에 오면 그 절대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그것

  * 본 논문은 2016년도 조선대학교 연구비 지원을 받아 연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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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이성적 판단이 필요하게 된다. 신화와 전설의 시대에서 폴리스 시대로의 

변화 속에 있는 사람들은 기존의 도덕과 윤리가 폴리스 시대에 여전히 적합한지 

의문이 생기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예를 들어, 호머(Homer)의 일리아드
(Iliad)에서 트로이의 왕 프리아모스(Priamos)는 그리스 진영에 있는 아킬레스

(Achilles)를 찾아가 자신의 아들 헥터(Hector)의 장례식을 치르기 위해 시신을 

돌려달라고 요청한다. 아킬레스는 정중한 장례를 치르도록 적군의 시체를 돌려

준다. 이렇듯 신화에서 당연히 여겨진 죽은 자의 장례와 같은 윤리는 아테네가 

도시국가로 부상하자 과연 반역자의 시신도 장례식의 권리가 있는지 의문에 부

딪히게 된다. 아테네 시민들은 신의 계명에 따른 인간의 도리가 도시국가의 시민

적 의무와 충돌할 때 무엇이 우선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소포

클레스(Sophocles)가 활동하던 시대의 비극은 이처럼 변화하는 시대의 도덕적 

딜레마에 대한 고민을 담고 있다.

  폴리스 시대에 오자 인간은 단순히 신과 운명에 순응하기보다 철학적 사고를 

통해 신이 정한 운명에서 벗어나고자 한다. 비극이 바로 이 특성을 잘 보여준다. 

비극은 신화를 바탕으로 하지만 폴리스의 시민적 관점에서 그것의 가치를 비판

하고 성찰한다. 말하자면 비극에는 인간이 신화의 가치에 대한 의문 제기하고 철

학적 사고를 개입시켜 비판하여 새로운 사회를 위한 이념체계로 정립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들어있다. 따라서 비극은 신의 가치에 순응하는 신화의 세계로부터 

이성의 세계로 발전하는 과정을 보여주며 신들로부터 인간이 해방되는 과정이라

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발전과 해방이 인간 사고와 행동의 모든 부면에서 급

속하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양가적 특성을 드러내며 점진적으로 나타난다. 안
티고네(Antigone)는 바로 이런 변화의 과정을 보여주는 중도적 입장의 작품이

라고 할 수 있다. 

  안티고네는 오이디푸스(Oedipus) 신화를 바탕으로 하지만 그 속에는 신과 

인간에 대한 도리를 지키는 것이 정의인지 도시국가의 왕명에 따라 국가 질서를 

수호하는 것이 정의인지를 다투는 모습이 논리적으로 전개된다. 내용상으로는 

신의 계명에 승복하는 자세와 인간의 도리를 지키는 것의 가치가 승리한 듯 보이

지만 그것을 옹호한 안티고네의 태도와 죽음은 과연 그 가치가 승리를 의미하는

지 논란을 부른다. 왜냐하면 그 가치를 두고 왕 크레온(Creon)이 안티고네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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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몬(Haemon) 심지어는 예언자 테이레이시어스(Teiresias)를 상대로 벌이는 논

쟁이 대단히 논리적이고 조직적이며 신념에 차 있어서 확고한 철학으로 여겨지

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들의 논리가 가진 설득력은 논리 다툼을 위한 수사 방식

인 아곤(agon)1으로부터 나온다. 니체(Friedrich Wilhelm Nietzsche)가 그리스

인의 존재 원리로까지 일반화시킨 아곤은 그리스 비극에서 자주 나오는 법정에

서의 논쟁을 일컫는다. 아곤은 그리스 세계의 삶 전체에 나타난 특성으로 그리스 

문화가 지닌 창조적 사유의 틀을 만든 근원적 요소다. 아곤은 호머의 시에서 모

습을 드러냈지만 고대 그리스 세계에 뿌리를 내리고 그리스의 삶을 지배했다.

  잔혹과 투쟁, 파괴가 지배하는 인간의 삶이 멸망과 해체로 나가지 않는 이유에 

대해 니체는 “파괴적 투쟁의 행동이 아니라 경쟁”(Nietzsche, “Homer’s 

Contest” 60)2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자연과 인간 

속의 투쟁 본능과 그로 인한 공포를 인정하면서도 그것을 멸망이 아니라 예술적 

행위를 통해 높은 차원으로 승화시켰다. 니체에 따르면 그리스인들이 파괴로 이

끄는 투쟁을 창조적 경쟁으로 바꾸는 데에는 아곤의 이념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안티고네에 나타난 치열한 아곤 역시 정치적, 도덕적 존재로서 인간들이 죽음

을 각오하며 벌이기 때문에 언뜻 보기에 파괴적 양상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경

쟁의 한 축인 크레온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아곤은 삶의 기준이 변화

하는 시대에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요소이자 새로운 질서를 위해 발전적이고 긍

정적이며 창조적인 경쟁의 도구임을 엿볼 수 있다.  

  본 논문은 안티고네에서 볼 수 있는 두 가지 아곤, 즉 통치권에 대한 아곤과 

  1 원래 고대 경기를 위함 모임장소라는 의미의 용어였던 아곤은 고대 그리스에서 경쟁을 의미하는 통

칭이었다. 호머와 헤시오드(Hesiod)의 경우 아곤은 경쟁이 이루어지는 모임이나 회합을 가리키는데 사

용되었고 경쟁의 행위, 게임, 축제를 의미하기도 했다. 이 용어는 나중에 비극에서의 대화, 법정에서의 

경연, 논쟁이라는 의미로 확대되어 사용된다. 비극에서 주로 사용되는 아곤은 법정 논쟁 장면과 관련이 

있다. 에우리피데스(Euripides)의 오레스테스(Orestes), 트로이의 여인들(Troiades), 소포클레스의 

엘렉트라(Electra), 아이스킬로스(Aeschylos)의 자비로운 여신들(Eumenides), 아가멤논
(Agamemnon) 등이 아곤을 사용한 대표적인 작품이다. 이 작품들에서 아곤은 주인공들이 자신의 신

념을 대변하는 수단으로 극 전개에 중요한 방식이다. 따라서 아곤은 비극의 수사학이라고도 불린다. 

고대 그리스에서 아곤의 역할에 관해 더 알고 싶다면 Yuns Tuncel의 Agon in Nietzsche, 

Milwaukee: Marquette UP. 2013을 참고하거나 이상엽, 니체와 아곤 교육 , 철학논총 73.3 

(2013): 213-237 참고.

  2 이하 “Contest”으로 줄여 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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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도덕에 대한 아곤의 특징을 살펴보고 이것들의 갈등 양상이 가지는 효과를 

연구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또한 고전 신화와 아테네 비극 사이의 중간적 특징

을 가지고 있는 소포클레스의 비극이 가치관의 변화 가운데 빚어낸 갈등을 아곤

을 통해 어떻게 해결하는지 알아본다. 이를 위해 니체의 저서에 나타난 아곤에 

대한 의견을 작품에 적용하여 새로운 시대를 위한 가치 정립에 아곤을 어떻게 이

용하는지 분석할 것이다. 우선 안티고네가 등장한 시대적 배경을 알아본다면 

그 시대에 존재하고 있던 도덕 가치의 양면성과 그에 따른 대립 관계가 아곤의 

형성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알게 될 것이다.

II. 본 론

2.1 안티고네의 시대적 배경과 아곤

  

  소포클레스는 아테네가 그리스 세계의 패권을 장악하던 황금기에 활동하였다.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던, 그리스 본토의 맞은 편 이오니아 지방의 그리스 식민도

시들이 반란을 일으키자 기원전 490년 페르시아는 이를 진압하기 위해 마라톤 

만에 상륙하고 이에 맞선 아테네는 페르시아 대군에 기적 같은 승리를 거두게 된

다. 또한 10년 뒤 아테네는 살라미스 만에서 페르시아 해군에 대승을 거둔다. 페

르시아를 상대로 거둔 믿지 못할 승리로 인해 아테네는 페르시아 재침에 대비한 

델로스 동맹(Delian League 기원전 478∼477)에서 맹주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 

이에 따라 아테네는 경제력이 신장되고 폴리스라는 도시국가 형태에서도 민주정

을 정착시키며 고전문화 황금기를 가져온다. 소포클레스의 안티고네는 이 황

금기에 해당하는 기원전 440년대에 쓰여졌다.  

이 시기의 아테네의 정치적, 사회적 상황을 고려해보면 아곤이 하나의 문화로 

자리할 수 있었던 원인을 이해할 수 있다. 안티고네는 기원전 443∼441 사이

에 초연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때는 페리클레스(Perikles)가 귀족 투키디데스

(Thucydides)를 물리치고 안정적으로 아테네를 통치하던 시대이다. 하지만 이 

시기에도 여러 갈등 세력들이 투쟁하는 정치적 상황은 계속되었다. 사회적, 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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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갈등을 잠재우고 민중의 지지를 얻기 위해 페리클레스는 귀족 사회의 올림푸

스(Olympus) 신화를 풍요와 다산의 신 디오니소스(Dionysus) 신화로 대치하고 

이를 기리는 축제를 열었다. 디오니소스 축제는 “혼돈과 투쟁으로 점철된 사회를 

예술 행위를 통해 통합된 미래를 만들려는, 국가에 의해 기획되고 재정 지원을 

받는 축제”(김진경 118)였다. 인구의 절반이 참여하는 국가 주도의 축제는 농민

이나 가난한 시민에게 즐거움뿐 아니라 그들의 종교적, 정치적 지지까지 이끌어

낼 수 있었다.

  사회적 관점에서 보면 “아테네 공동체의 통합원리는 극장, 민회, 사원에서 행

해지는 공연문화”(Taplin 34)였다. 아테네에서는 철마다 종교 의례를 포함한 다

양한 시민제전이 있었고 극장은 시민 문화와 삶의 중심지였다. 캐들리지(Paul 

Cartledge)에 따르면 이 시기에 “아테네 시민들의 1/4이 민회에서 연설을 들었

고 시민의 1/2이 극장에서 주로 비극을 관람했기 때문에 민회와 극장은 시민들

의 민주적 활동과 교육을 위해 활용”(17)되었다. 따라서 아테네 비극은 시민들에

게 정치 교육의 장이었고 아테네 시민들이 폴리스 문제에 대한 회의와 성찰의 장

이기도 했다. 비극이 시민들을 교육했고 비극 작가들은 당시의 시사 문제를 등장

인물들의 입을 빌어 논쟁하고 평하였다.3 이러한 논쟁들은 아고라(agora)로 옮겨

가 일상적으로 다루어졌고 비극의 대사들이 그곳에서 인용되기도 했다. 

  이러한 배경을 가진 아테네 비극은 그 안에 사회 구성원들의 상충하는 욕구와 

삶의 양식, 정의와 도덕 개념의 변화를 반영한다. 이 가운데 안티고네에서는 국

가 대 개인/가족 혹은 국가 대 신의 명령과 같은 대립적, 갈등적 논쟁을 다룬다. 

이 갈등의 핵심은 폴리스 시민의 의무가 혈연의 의무와 충돌할 때 어떻게 하느냐

의 문제다. 이것은 폴리스 국가 형태가 신뢰를 얻고 제도화되기 전에는 없었던 새

로운 사회 이념의 문제였다. 이것은 또한 이전 신화적 세계관 즉 올림푸스 신들이 

정한 운명에 따라 살아가는, 신과 초인 중심의 인간 사회에서는 없었던 쟁점이었

다. 달리 표현하자면 신들의 힘에서 벗어나 철학적 사고를 하고 논리적 판단에 따

  3 아테네 비극의 시대적 상황과 정치적 의미에 대한 더 알고 싶다면 최혜영, 아테네 비극의 정치

적 함의와 페르시아 전쟁 —오이디푸스 및 아가멤논 왕가의 비극을 중심으로 , 서양고대사연구
Vol.18 (2006): 105-124 혹은 최영진, 아테네 비극과 민주주의: 안티고네를 중심으로 , 유라시

아연구 7.4 (2010): 463-499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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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행동하는 이성 세계로의 변화를 의미한다. 신화가 신이나 신과 같은 영웅의 이

야기라면 비극은 신화를 바탕으로 한 신화적 사고에 대한 비판인 것이다. 

  아테네 비극은 고대 그리스의 신과 영웅의 시대에서 폴리스 국가 체제로의 변

화 지점에 있기 때문에 양쪽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 페리클레스가 정치적 책략

으로 이용한 디오니소스 축제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민중의 축제이면서 그

들 속에 있었던 신의 뜻을 따르려는 종교적 감수성을 수용하고 이에 부합했기 때

문이다. 안티고네 역시 “신들의 확고부동한 불문율”(92)인 죽은 자의 매장이

라는 신화시대의 가치를 수용하면서 동시에 그 가치에 대한 의문 제기를 핵심으

로 삼고 있다. 혈육과 신에 대한 신성한 법이 인간 사회의 기초임을 강조하는 안

티고네는 고전 가치와 종교적 신념을 대변한다. 하지만 이 신념은 테베(Thebes)

의 왕 크레온에게 테베라는 “나라의 배가 순탄한 항해”(85)를 하지 못하게 하는 

반역적 태도일 뿐이다. 따라서 크레온은 테베의 새로운 통치자로서 폴리스의 위

상과 안녕을 위해 반역자의 매장 금지라는 법적 근거를 내세운다.  

  안티고네에서는 플롯을 재현하는 방식도 사회 변화를 반영한다. 이 작품은 

호메로스의 신화이야기 전개 방식인 서사시를 사용하면서도 안티고네와 크레온 

사이의 도덕 개념의 충돌은 아곤으로 재현한다. 이 작품은 크게 정치적 아곤과 

도덕적 아곤으로 구성되어 있다. 통치의 원리를 다루는 정치적 아곤은 크레온과 

아들 하이몬이 벌이고 법과 도덕에 관한 아곤은 크레온과 안티고네가 벌인다. 이

러한 아곤은 이전 사회와 변화한 사회의 가치 둘 다를 보여주면서 새로운 가치 

판단과 그것의 정립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한다. 

  안티고네가 죽음을 맞이하긴 하지만 이 극의 흐름은 공동체적 의무를 강조한 

크레온이 아니라 종교에 근거한 개인적 신념을 고수한 안티고네에게 우호적이

다. 아테네가 그리스 세계의 패권자로서 자부심을 누리고 있을 당시 국가의 통치

자가 체제 강화를 위해 통치권에 대한 복종을 요구하는 것이 정당한 분위였음에

도 이 극은 혈육과 의리를 주장한 안티고네의 편을 들어준다. 이것 역시 폴리스 

사회의 변화 속에서도 인간의 도덕은 빠른 정치적 변화에 속도를 맞추지 않고 갈

등과 문제제기 속에서 그것을 좀 더 성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중요한 것은 다

분히 정치적인 목적을 가진 안티고네가 아곤을 통해 아테네 관객이 가진 문제

들을 실제 토론의 장으로 끌어들였다는 점이다. 작품의 쟁점을 이끌어 가는 아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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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역할과 성격을 살펴보면 안티고네가 관객들에게 달성한 목표를 이해

할 수 있다.

2.2 비극 속의 아곤

  니체는 고대 그리스 문헌을 연구하면서 많은 연설과 글을 남기는데 그곳에서 

아곤이 호머의 시를 비롯한 문헌 속에 주요 서술방법임을 밝힌다. 그리고 니체 

스스로도 자신의 생각을 아곤의 방식을 빌어 전개했기에 그의 철학은 “아곤의 

철학”(Tuncel 9)이라고 할 수 있다. 아곤은 그리스 문화의 독창적 특성이며 위대

한 예술 작품을 탄생시키는 토대이자 고대 아테네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위를 

지배하는 개념이다.     

  호머의 경쟁 에서 니체는 그리스 문화의 잔인함을 부각시키면서도 그것이 결

국 그리스 문화에 건강한 결과를 가져왔다고 설명한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잔인

함의 특성과 호랑이 같은 파괴의 충동의 특성”(Nietzsche, “Contest” 49)을 지니

고 있다. 예를 들어, 호머의 일리아드에는 아킬레스가 트로이의 왕자 헥터를 죽

인 뒤 그의 주검을 전차에 묶어 끌고 다니며 모독하는 장면이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다. 니체는 전쟁, 파괴, 잔혹함과 같은 자연적인 것이 지배하는 삶을 디오니소스

적인 삶으로 묘사한다. 그는 그리스인들이 잔혹하고 야만적이며 약탈적임을 인정

하면서 그것을 긍정적으로 보았다. 즉 “모든 재능은 싸우면서 만개”(Nietzsche, 

“Contest” 58)하기 때문에 시기심과 이기심은 그리스의 상승과 발전의 동력이라

는 것이다. 그리스인들은 가장 잔혹한 민족중 하나임에도 철학과 비극을 꽃피우

는 세련된 민족이 될 수 있었던 데에는 생존을 위한 투쟁 때문이었다. 그는 기원

전 700년경 헤시오드(Hesiod)가 쓴 서사시 노동과 나날(Works and Days)을 

예로 들면서 그곳에 나오는 두 명의 불화의 여신들이 그리스 사회를 작동하는 원

리라고 말한다.  

  살육을 정당화하는 그리스가 “정의의 법정에서 용서를 받아”(Nietzsche, 

“The Greek State” 12) 그 법정을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그리스 문화를 비유

적으로 표현한, “찬란하게 피어나는 여인, 헬레나(Helena)”(Nietzsche, “The 

Greek State” 12)를 만들어냈기 때문이다. 파괴적인 디오니소스는 호메로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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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예술가의 예술 행위를 통해 창조적인 ‘헬레나’를 구현한다. 생존투쟁은 자

유로운 경쟁(독일어:wettkampf/그리스어:agon)4이 되어 삶의 잔혹한 실존을 극

복하고 이상화된 실존, 아름다운 경쟁으로서의 실존으로 변모한다. 니체는 자연

에서부터 시작된 디오니소스적인 것이 자유로운 경쟁(wettkampf)을 통해 아름

답게 발전하고 변용되어 음악, 체육, 교육에 이르는 모든 영역에서 아폴로적인 

세계, 즉 예술적인 세계로 발전했다고 본다.  

  그리스인들은 아곤을 소멸이나 파괴의 원리 혹은 덧없음의 원리가 아니라 “행

복이자 구원”, “삶의 환호의 정점”(Nietzsche, “Competition” 55)을 이루는 긍정

의 원리로 삼았다. 그들은 아곤을 창조적 경쟁을 생성하여 새로운 승자를 탄생시

키고 그에 따른 가치를 소개하여 삶을 고양시키는 힘으로 삼았다. 따라서 아곤은 

그리스 세계를 지배한 본질적 이념이고 창조적 방향으로 인도하는 기폭제였다. 그

리하여 그리스의 아곤은 시나 음악, 체육과 같은 분야뿐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의 

아곤과 철학적 변증법, 정치, 법,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그 지평을 넓혔다. 

  그리스인들의 아곤 친화성은 비극 예술과도 관련이 있다. 니체가 연극을 통한 

교육을 논하면서 플라톤(Plato)의 “경쟁만이 나를 시인으로 만들고, 지혜자로 만

들고, 웅변가로 만든다”(Nietzsche, “Contest” 60)는 말을 인용한 것처럼 드라

마는 가장 수준 높은 교육자인 소피스트들이 경쟁하는 분야였다. 아테네 비극은 

민주정과 군주정, 자유와 속박, 신의 법과 인간 법, 정의와 불공정 같은 상반된 

가치들을 주제로 삼아 무대에서 세련된 수사학을 통해 경쟁하였다. 형식적인 면

에서도 아테네 비극은 “위대한 음악 예술가와 드라마 예술가의 거대한 대결 형

식으로 민중에게 베풀어졌다”(Nietzsche, “Contest” 59). 따라서 민중은 비극을 

보면서 다양한 분야의 경쟁을 보았고 그 교육이 아고라나 민회와 같은 실생활에

서 재활용되었다.

  아곤은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소포클레스와 같은 독창적인 천재들을 탄생시킨 

동력이었고 그들은 그 시대 아곤의 승리자이자 위대한 인간이 되었다. 승자들은 

  4 이상엽은 니체가 아곤(agon)이라는 말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어떤 곳에서는 아곤을 대신해 웨트

캄프(wettkampf)라는 독일어를 사용했다고 말한다. 그는 웨트캄프가 그리스어 아곤을 가장 잘 대변

해주는 단어이기 때문이라고 밝히며 두 단어 모두 ‘경쟁’으로 번역하는 것이 바람직해보인다고 주장

한다(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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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아곤으로 진리의 교사 역할을 했으며 아테네인들은 위대한 승자로부터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진리를 배웠다. 승자인 소포클레스는 안티고네를 통해 

변화하는 시대에 대두된 아곤을 제시하며 그 시대에 맞는 가치를 찾는다.   

2.3 통치권에 대한 아곤 – 크레온 대 하이몬

  혈연 공동체에서 도시 국가로의 전환기에 강력한 중앙 집권을 위한 정치력은 

시민을 보호하는 필수적인 요소다. 디오니소스 축제를 국가 주도의 행사로 개최

한 목적 역시 “중앙집권화된 도시국가,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러한 도시 국가의 

통치자로 등장한 정치인들이 힘을 과시하고 확대”하고 “새로운 정치공동체를 구

성하고 있는 공통된 문화적 정체성과 가치체계를 고양”(E. Caspo and W. J. 

Slater 103)하기 위해서였다. 따라서 폴리스의 위상과 권위를 확립하기 위해 통

치자의 사법적 판단과 그에 대한 복종은 폴리스 사회의 새로운 도덕 개념일 뿐 

아니라 그 집단이 공유한 인식의 토대가 된다. 

  전쟁을 막 끝낸 테베는 국가 위상을 새롭게 하고 시민들을 하나로 결집시킬 필

요가 있다. 크레온은 개막 연설을 통해 강력한 국가로의 발돋움하기 위한 자신의 

의지를 천명하며 그것을 위해 통치자의 법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크레온: 나는—모든 것을 항상 지켜보시는 제우스가 증인이 되어주신다면—백성들

에게 안전이 아니라 파멸이 닥쳐오는 것을 보게 된다면 결코 침묵하지 않을 것이

며 나라의 적을 친한 친구로 사랑하지 않을 것이오. 이것을 기억하시오. 우리나라

는 우리의 안전입니다. 나라라는 배가 진정한 경로에서 항해할 때 우리는 핏줄보다 

더 진정한 우정을 세울 수 있소. 그것이 나의 법이오. 그것이 우리의 도시를 강하

게 만들 것이오. 

I—be Zeus my witness, who sees all thing always—would not be silent if I 

saw ruin instead of safety, coming to the citizen; nor would I ever deem the 

country’s foes a friend to myself; remembering this, that our country is the 

ship that bears us safe, and that only while she prospers in our voyage can 

we make true friends. Such are the rules by which I guard this city’ 

greatness.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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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리클레스의 장례사에 비견되는 그의 연설은 국가의 법과 원리를 부각시킨다. 

크레온은 국가를 배에 비유하면서 “국가라는 우리의 배를 소용돌이치는 바다의 

격랑에 시달리게 하다가 다시 안정”(85)을 찾게 되었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그는 

폴리스 시민들과 가족의 안전과 복지가 그 국가의 안전한 항해에 달려있음을 강

조하면서 자신을 대표하는 법에 복종을 요구한다. 

  크레온에게 법은 폴리스의 모든 가치를 지키는 근간이며 시민과 도시의 위대

함을 지키며 내부나 외부의 적들의 위협을 막아내는 보루다. 폴리스의 위상과 법

의 중요성을 설명한 다음의 문헌 역시 크레온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5세기 아테인들에게 폴리스는 공간적으로나 은유적으로 인간 문명화 영향의 중심

이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윤리학에서 폴리스를 위 신의 세계와 아래 동물의 세

계 사이의 매개 공간이라고 했다. 시민의 덕은 신성과 야수성 사이에 있는 폴리스

의 제도 속에서 발전시킬 수 있었다. 인간은 폴리스에 속할 때에만 동물성을 극복

할 수 있다. 투키디데스는 아테네인들이 법을 지니고 있는 것에 자부심을 느꼈다고 

했고 유리피데스는 그리스 사람을 야만인으로부터 구별시키는 것은 법 시행이라고 

했다.

For the Athenians of the fifth century, the polis is both spatially and 

metaphorically the focus of man’s civilizing influence. In his Ethics, Aristotle 

presented the city as the median place between of the world of the gods 

above and of the animals below. Civic virtue can only develop in the 

institutions of the polis which lie between divinity and bestiality. Man 

overcomes his state of animality only when he belongs to the city. 

Thucydides reported that the Athenians prided themselves on being 

law-abiding and Euripides believed that it is the enactment of laws that 

distinguishes Greeks from Barbarians. (Douzinas and Warrington 193-4)

 
아테네의 시민들은 폴리스의 법과 제도를 통해 문화와 정치를 안정시킬 수 있고 

내부나 외부의 분열과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법제도 덕분에 그들은 

야만적 이민족보다 더 우월하며 자부심을 가질 수 있었다. 또한 크레온이 폴리스

를 위해 법을 정하고 시행하는 것은 “제우스 신이 증인이 되”(86)어 임명한 신성

한 직무이기도 하다. 따라서 그는 폴리스의 안전을 위협하는 어떤 세력도 용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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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고 그런 의미로 “동포의 피를 마신 다음 남은 사람을 노예로 삼고자 

한”(86) 폴리네이케스(Polyneices)는 매장되어서도 조의를 받아서도 안 된다. 

이에 대해 아무도 반발하지 않으며 오히려 코러스는 “크레온 왕이시여, 원하는 

대로 하소서. 당신의 말이 법임이 참됩니다. 당신은 산 자와 죽은 자를 위해 법을 

세울 수 있습니다”(86)라고 하며 통치자와 입법자로서의 그의 권위를 인정한다.

  그러나 통치권자로서의 크레온의 권위는 아들인 하이몬으로부터 도전을 받는

다. 그리고 크레온과 하이몬은 통치의 본질을 두고 열렬한 경쟁을 한다. 크레온

의 주장에 따르면 통치자의 권력은 신민의 복종을 받아 마땅하다. 이는 소크라테

스(Socrates)가 부당한 법에도 복종해야 한다는 주장을 무대에 옮긴 것이다.

법을 무시하고 어기며 통치자를 넘보려 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내 칭찬을 얻지 못

할 것이다. 도시의 사람들이 임명한 누구나 크든, 작든, 정당하든, 부당하든, 복종 

받아야 한다. 따라서 복종하는 법을 아는 사람, 그 사람만이 좋은 통치자가 될 것

이다.  

If any one transgresses and does violence to the laws or thinks to dictate to 

his rulers, such a man can win no praise from me. No, Whomsoever the city 

may appoint, that man must be obeyed, in little things and great, in just 

things and unjust. I should feel sure that a man who thus obeys would be a 

good ruler. (96)

크레온의 논리에 따르면 부당한 법이라도 국가를 보호하는 것이라면 허용할 수 

있으며 신민들은 그에 대해 복종을 해야 한다. 왜냐하면 통치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무질서와 해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그는 부당한 통치권에 복종할 줄 아는 

이는 결국 국가를 다스리는 이치도 깨닫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반해 하이몬은 통치자로서 민중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가 

주장하기를 통치는 이성, 도덕성, 시민의 판단에 기초해 있기에 통치자는 이 소

리를 들어야 한다. 그는 통치자가 민의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이성에 따르지 않

으면 그의 통치는 한계가 있다고 다음과 같이 말한다.

신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중 최고의 것인 이성을 인간에게 주었습니다 . . .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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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안보이는 곳에서 수군대는 소리를 듣습니다 . . . 아버지만 옳다고 믿지 

마십시오. 어떤 자가 자신만이 현명하다고 생각한다면 그는 말을 하든지 생각을 하

든지 친구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자신을 드러낼 때 결국 빈껍데기임이 드

러날 것입니다 . . . 돛의 밧줄을 팽팽하게 잡아당기기만 할 뿐 늦추지 않는 사람은 

배를 전복시켜 항해를 못하게 할 것입니다 . . . 우리 모두가 빗나가기 쉬우니 올바

르게 말하는 사람으로부터 배우는 것이 좋습니다.  

The god implants reason in men the highest of all things that we call our 

own . . . I can hear these murmurs in the dark . . . Do not think that your 

word and yours alone must be right. For if any man thinks that he alone is 

wise, that in speech or in mind he has no peer, such a soul, when laid open, 

is always found empty . . . He who keeps the sheet of his sail taut and 

never slackens it upsets his boat and finishes his voyage with keel 

uppermost . . . otherwise (and often the scale does not so incline) it is good 

also to learn form those who speak rightly. (97)

처음에 하이몬은 아들로서 아버지를 가르칠 수 없기에 시민의 은밀한 목소리를 

전달하여 호소하는 방식을 택한다. 이어 권력자의 말이 무조건 옳다는 착각에 빠

지지 말라고 조언한다. 그리고 그는 크레온이 개막 연설에서 국가를 배에 비유했

던 예를 상기시키면서 통치자가 순종을 강압적으로 요구할 때 국가는 전복될 수 

있다며 좀 더 강하게 말한다. 그는 크레온이 국가를 바로 그러한 상태로 몰아가

고 있고 민의가 돌아서면 국가는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이몬은 특히 크레온의 개막 연설에서 주장한 통치의 정당성에 대해 도전한

다. 크레온은 자신의 통치가 제우스로부터 인정을 받은 것이라고 했지만 하이몬

은 통치자의 법이란 신이 통치자에게 준 선물이기에 통치자는 그것을 백성에게 

잘 전달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통치자가 신으로부터 받은 법을 잘 전달하는 

방법은 이성을 발휘하고 관습을 존중하며 시민들의 소리에 열려 있는 것이다. 민

의를 외면하는 통치자는 결국 신으로부터도 외면당할 것이라며 하이몬은 크레온

의 통치 논리를 반박한다.  

  크레온은 자신의 주권 정당성을 과도하게 주장하며 아들의 건전한 충고를 전

혀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이몬과 크레온의 통치권에 대한 논쟁은 다음과 같이 한 

문장 단위로 짧게 이뤄져 날 선 공방을 효과적으로 벌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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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몬: 비록 제가 어리지만 저의 나이가 아니라 저의 행동을 봐 주십시오.

크레온: 반역자들을 존중하는 너의 행동 말이냐?

. . .

하이몬: 테베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크레온: 테베 사람들이 내가 어떤 명령을 내려야 하는 것까지 지시한단 말이냐?

하이몬: 마치 어린 군주처럼 말씀하시는군요.

크레온: 내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이 나라를 다스려야 한단 말이냐?

하이몬: 단지 한 사람에게 속한 나라는 없습니다.

크레온: 나라는 통치자의 소유물이 아니냐?

하이몬: 차라리 사막의 통치자가 되는 편이 낫겠네요. 

HAEMON: if I am young you should look to my merits, not to my years.

CREON: Is it a merit to honor the unruly?

. . .

HAEMON: Our Theban folk with one voice deny it.

CREON: Shall Thebes prescribe to me how I must rule?

HAEMON: See, there you have spoken like a youth indeed.

CREON: Am I to rule this land by other judgment than my own?

HAEMON: That is no city which belongs to one man.

CREON: Is not the city held to be the ruler’s?

HAEMON: You ould make a good monarch of a desert. (98)

 

두 사람의 통치 논리의 경쟁은 극의 긴장감을 높임과 동시에 그 팽팽한 싸움의 

끝이 큰 참사일 수 있다는 불안감도 준다. 왜냐하면 하이몬의 주장처럼 팽팽한 

돛의 밧줄은 배를 전복시키기 때문이다. 크레온의 법과 통치권에 대한 주장은 처

음에는 자신의 주체성과 통치의 정당성을 확립하는 무기였지만 이제는 아집과 

독선의 자기 파괴적인 무기가 된다. 그는 독재자처럼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자

들을 위협하며 제거하려 든다. 그는 통치의 정당성을 제우스에 기대어 확립했지

만 이제는 자신의 의지에만 기댄다. 그는 자신이 만든 법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할 때 니체가 말한 대로 “명령자가 순종하는 자의 짐을 질 뿐 아니라” “자신

의 법에 대한 재판관이자 집행관이자 희생물이 되어야”(차라투스투라는 이렇게 

말했다 89) 함을 이해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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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레온이 파멸되는 이유는 자신이 강요하는 법과 명령에 대가가 따름을 알지 

못한 데서 나온다. 그 대가를 줄이기 위해 통치자는 신민의 소리를 듣고 조언을 

받고 이성을 발휘해야 한다. 하이몬이 아버지의 통치를 견디지 못하고 자살하자 

크레온은 그의 명령에 대한 대가를 치르기 시작한다. 그리고 연이은 죽음으로 인

해 그가 세운 아곤의 한계와 비극성은 절정에 달한다. 여론을 무시한 통치자의 

의지는 비극을 불러올 수밖에 없으며 이것이 새로운 도시국가가 온전히 서는 데 

장애물이다. 이처럼 팽팽한 아곤의 대결을 관람하는 관객들은 크레온과 같은 통

치자가 빠지기 쉬운 모순을 이해하고 그것의 위험성도 자각한다. 따라서 그리스

의 관객들은 건전한 경쟁이 사라지고 크레온과 같은 절대 군주의 독주를 막는 새

로운 제도가 필요함을 생각하게 된다. 

2.4 법과 정의에 대한 아곤 – 크레온 대 안티고네

  

  안티고네의 아곤은 신과 영웅의 시대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었던 매장의 문

제로 촉발된다. 소포클레스가 재현한 죽은 자의 매장이라는 쟁점은 인간의 법이 

성문화되지 않은 신의 법과 충돌하는 경우를 상징한다. 그리고 이것은 신이 부여

한 인간의 권리이자 존엄에 대한 가치가 과연 절대적인 것인지 폴리스의 무대로 

끌어와 판단을 구한다. 왜냐하면 새로운 도시국가에서는 과거의 영웅적 행위를 

반역으로 규정하는 법이 제정되었기 때문이다. 그 구성원들은 혼란 속에서 국가

인지 혈연인지 혹은 사적인 것인지 공적인 것인지를 선택해야 한다. 새로운 체계 

속에서 두 개의 아곤은 치열하게 공방을 벌이며 시대에 맞는 법적, 도덕적 판단

을 요구한다. 안티고네는 두 가지 아곤을 다음과 같이 선명한 이분법으로 제시

한다. 

크레온: 이제 간단히 대답하라. 누구도 이런 일을 해서는 안된다는 포고령을 알고 

있느냐?

안티고네: 물론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이 다 아는 일이니까요.

크레온: 네가 감히 그 법을 어겼다는 것이냐? 

안티고네: 그 포고령을 저에게 내린 것은 최소한 제우스는 아닙니다. 또한 지하에

서 신과 함께 거하는 정의도 인간에게 그런 법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인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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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과한 폐하의 명령이 신의 위대한 불문의 확실한 법을 뛰어 넘을 힘을 가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법들은 어제 오늘이 아니라 영원히 살아 있으며 누구도 그

것이 처음 명문화된 때를 알지 못합니다. 

CREON: Now, tell me, not in many words but briefly, did you know that an 

eidct had forbidden this?

ANTIGONE: I knew it; could I help it? It was public.

CREON: Did you then dare transgress that law?

ANTIGONE: Yes, for it was not Zeus who had published that edict; not such 

are the law set among men by the Justice who dwells with the gods below. 

Nor did I deem that your decrees were of such force that a mortal could 

override the unwritten and unfailing statutes of heaven. For their life is not 

of today or yesterday, but from all time; no man knows when they were 

first put forth. (91-2)

  이 대화에서 신들의 법과 폴리스의 법이 경쟁하고 있다. 이 대화의 핵심어인 

‘법’(그리스어로 노모스: nomos)은 두 사람에게 서로 다른 의미를 갖는다. 안티

고네에게는 가족과 친족, 신의 법이며 불문의 관습법을 의미한다. 크레온은 이 

단어를 왕의 명령으로 사용한다. 때문에 안티고네는 신의 법을 노모스로, 왕의 

포고령 혹은 명령에 해당하는 법에는 케리그마(kerygma)와 그것의 변형들을 사

용한다. 반면 크레온은 자신의 명령을 노모스로 표현한다(Douzinas and 

Warrington 192). 따라서 그들이 사용하는 ‘정의’(그리스어로 다이크: dike)의 

의미는 전혀 다를 수밖에 없다. 크레온에게 정의는 국가의 질서와 시민의 안정을 

보장하는 자신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을 의미하며 안티고네에게는 국가의 이익과

는 관계없이 신의 명령과 자신의 양심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두 사람

이 보여주는 언어의 차이는 서로의 당위성을 내세우며 극 내내 평행적 대립을 형

성한다.

  같은 단어에 다른 의미를 사용하는 두 사람이 다른 정의의 개념을 갖는 데에는 

그들의 과거 경험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호웬스텐(Howenstein)은 니체의 “서로

를 이해하기 위해 같은 말을 사용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사람은 같은 경

험을 갖고 있어야 한다”(498 재인용)는 말을 인용하면서 경험과 의사소통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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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긴밀한 상관관계를 설명한다. 하지만 두 사람은 전혀 다른 삶의 경험을 갖고 

있으며 그로인해 도덕과 윤리에 대해 다른 개념을 형성하게 되었다. 안티고네는 

태생적으로 근친관계에 있는 부모에게서 태어났으며 오랜 시간동안 아버지 오이

디푸스가 속죄를 하는 고행에 함께 했다. 그렇게 그녀는 자신과 경험을 함께 할 

동료가 없는 삶을 살아온 데다 두 동생이 왕좌를 차지하기 위해 처절하게 싸우자 

누구의 편도 들지 못했다. 그녀는 태어나서 현재까지 다른 사람들과 단절된 삶을 

살아온 것이다. 반면 크레온은 왕족으로서 삶을 유지해왔고 궁에서의 화려한 삶

을 지속하다 왕이 되었다. 그는 많은 사람들과 교류하고 함께 하는 삶을 살아왔

다. 이와 같은 공통되지 않는 삶의 배경은 공감 능력, 대화 능력, 이해 능력에 현

저한 차이를 가져오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단호해지며 완고하게 서로에게 분노

하는 원인이 된다.  

  다른 경험을 해 온 삶의 배경으로 인해 안티고네와 크레온은 서로 다른 도덕감

과 법의식을 갖게 되고 두 사람은 이를 선명하게 노출한다. 그들은 상대방 법이 

갖는 합리성을 경멸적으로 무시하고 각자의 법과 도덕의 우월함을 위해 경쟁한

다. 크레온은 즉각 그녀의 말을 “노예”(92)의 “오만”(92)으로 규정하고 법을 어

기는 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며 그녀의 행동을 질책한다. 또한 

안티고네의 당찬 태도를 “나쁜 일을 하다가 붙잡힌 자가 자기 죄를 영광으로 생

각”(93)하는 가증스러움으로 단정한다. 그러자 그녀는 크레온을 자기 마음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독재자”(93)라고 맞받아치며 자신이 추구하는 정의를 위해 죽

음을 각오하고 있다고 말한다. 계속되는 논쟁에서 두 사람은 하이몬과 크레온이 

벌인 것처럼 한 문장 단위로 치열한 논리의 경쟁을 벌인다. 

  안티고네와 크레온 두 사람 모두는 자신들의 법적, 도덕적 이상에 강박적으로 

매달려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서로를 파멸시키기 때문에 비극적이다. 두 사람 

모두 한 치의 양보 없이 각자의 법 윤리와 자신을 동일시한다. 크레온은 국가의 

법이 지닌 평등성, 보편성과 같은 긍정적인 면에만 사로잡히고 안티고네는 가족

애와 사랑의 법이 가진 특수성을 자신과 동일시한다. 그들이 갖는 법에 대한 강

박적 이상주의의 결과 그들은 상대방의 법이 지닌 정당성에 일말의 고려도 주지 

않는다. 안티고네는 크레온이 갖는 통치자로서의 힘은 인정하지만 그의 정의는 

인정하지 않으며, 크레온은 안티고네의 주장을 이해하지만 그것의 효용성을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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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한다. 정의는 두 가지 면의 조화가 필요함에도 두 사람은 서로를 무시하기 때

문에 그 장점도 무시된다. 이점에 대해 호웬스텐은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안티고네와 크레온 둘 다 맞다. 이것이 비극적 충돌의 본질이다. 안티고네는 그녀

가 오빠를 묻었다고 할 때 고대 친족의 권리이자 혈연과 가족의 법이 정치적 법령 

때문에 바뀔 수 없기에 옳았다. 크레온은 그 도시의 법이 개인의 생각을 지배해야 

하고 폴리스 밖에서, 정치 체제 밖에서 인간 양심을 위한 안전지대는 없으며 마지

막으로 정치체제의 이익이 개인의 이익을 대신해야하기 때문에 옳다. 

Both Antigone and Creon are right. this is the very substance of a tragic 

collision. Antigone is right when she says that she must bury her brother, 

that the laws of blood and of the family, the ancient archaic rights of 

kinship, cannot be altered by political decree. Creon is right when he 

proclaims that the law of the city must overrule individual feelings, that 

there can be no security for human conscience outside a polis, outside the 

discipline of a body-politic, and that finally, the interests of the body-politic 

must supersede those of the individuals. (513)

두 사람의 관점은 법의 이상적 시행에 필요한 보충제 역할을 하지만 상호간의 적

대심은 법 시행을 최악의 방향으로 몰고 간다. 

  파괴적이고 경쟁적인 두 사람의 법적, 도덕적 논쟁은 죽음과 파멸로 막을 내린

다. 이 치열한 법리 싸움의 승자는 누구인지가 이 극의 말미를 지배하는 중요한 

쟁점이다. 표면적으로 두 사람의 경쟁은 안티고네의 승리로 마무리되는 듯 보이

지만 그녀는 결국 죽음을 맞이한다. 오히려 크레온이 유일하게 살아남은 자이고 

그가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안티고네의 정의가 최종적으로 승리했다

고 볼 수 없다. 왜냐하면 그녀의 법정신은 시간이 지날수록 자기모순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그녀는 크레온이 폴리케이네스를 매장한 행동이 또다른 형제인 에테

오클레스(Eteocles)를 모독하는 행위라고 규정하자 “하데스는 똑같은 장례를 원

한다”고 맞서며 “내 천성은 증오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93)이라는 유명

한 말을 한다. 하지만 그녀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사람만

을 사랑한다. 그녀는 죽은 오빠에 대한 절절한 사랑을 공개적으로 표현하지만 약



62 우     승     정

혼자인 하이몬에 대해서는 미련이 거의 없다. 따라서 그녀의 사랑의 법에 대한 

다음과 같은 주장은 그 타당성에 의문이 생긴다.

안티고네: 내가 아이의 엄마라면 혹은 남편이 죽어 썩어가고 있다 해도 결코 온 백

성의 경멸을 받으며 그런 일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 말을 보증하는 법이 무엇

이냐고 물으시는 것인가요? 남편을 잃으면 다른 남편을 맞이할 수 있고 먼저 난 애

가 죽으면 다른 남편의 애를 낳을 수 있죠. 그러나 아버지와 어머니는 하데스의 땅

에 숨어 계시니 오빠는 다시 태어나지 못합니다. 이런 법칙에 따라서 나는 오빠를 

누구보다 우선적으로 돌보았습니다. 

ANTIGONE: Had I been a mother of children or if a husband had been 

moldering in death, would I have taken this task upon me in the city’s 

despite. What law, you ask is my warrant for that word? The husband lost, 

another might have been found, and child from another to replace the 

first-born; but father and mother hidden with Hades, no brother’s life could 

ever bloom for me again. Such was the law by which I held you first in 

honor. (101)

남편도 자식도 오빠를 대신할 수 없다는 주장은 그 논리성이나 일관성 혹은 공적 

취지에 비춰볼 때 당황스럽고 비이성적이다. 코러스가 “사랑은 인간의 삶을 망쳐

버린다”(99)고 말한 것처럼 그녀는 가족에 대한 사랑의 의무를 법으로까지 격상

시키고 그것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한다. 그녀의 괴기하고 혼란스러운 법 논리는 

“궤변으로 도덕적, 법률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Douzinas and Warrington 

207)이다.

  안티고네가 궤변을 사용하면서까지 그녀의 법을 주장한 데에는 그녀의 인생과 

그녀의 법이 모순되기 때문이다. 그녀는 신의 변하지 않는 불문율에 대한 수호자

임을 자처했지만 사실 그녀의 인생은 그녀가 그토록 소중히 여기는 신의 정의와

는 거리가 멀었다. 그녀는 신의 법을 거스른 아버지의 근친상간으로 인한 자녀이

며 하데스의 명령에 따라 동생을 묻으려 했기 때문에 죄인 취급을 받았다. 신에 

대한 사랑은 항상 그녀에게 고통을 주었고 이제는 신의 불문율이 그녀에게 죽음

을 각오하라고 강요한다. 그녀가 자신의 정의를 증명하는 방법은 신의 법을 지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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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써가 아니라 크레온의 법이 지닌 한계를 이용할 때만 가능하다. 즉 인간의 

법은 위협을 통해 신민을 통제하기 때문에 신민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효력이 없다. 그점을 알고 있는 그녀는 크레온과의 대면에서 “내 목숨말고 더 원

하는 것이 있나요?”(92)라고 이미 죽을 준비가 되어있음을 말한다. 안티고네가 

택한 신이 금한 자살은 자신의 정의를 실현하는 수단이자 사랑하는 사람들과 만

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녀가 신의 뜻을 거스를 때 자신의 바라는 정의도 실현하

고 가족의 명예도 회복된다. 따라서 자신과 크레온에 대한 신의 판결이 밝혀지기 

전에 죽음을 선택하여 “신에게 도전하는 인물”(Howenstein 506)이 된다. 그리

고 이 도전성이 변화기의 아테네의 시대 가치와 부합되기에 이 아곤의 승자로 여

겨진다. 

  안티고네가 신에게 도전하는 인물인 반면 크레온은 신과 동등해지려는 의지 

때문에 아곤의 패자가 된다. 자신의 법을 위해 궤변까지 사용하며 정당성을 주장

한 안티고네처럼 크레온 역시 자신의 법에 대한 열정에 사로잡혀 안티고네의 정

의와 경쟁한다. 국가의 법을 단호하게 수호하려는 처음의 의지는 점점 자기방어

적이 된다. 그는 국가는 “통치자의 소유물”(98)이라고 하면서 독재자로 변해간

다. 안티고네가 태생부터 다른 사람들에게서 소외된 존재라면 크레온은 자신의 

법을 신의 법과 동일시하면서부터 모든 것들로부터 소외된다. 그의 법 때문에 친

척인 안티고네가 그에게 등을 돌리고 아들과 아내마저도 죽음으로써 그와 절연

한다. 급기야 그는 신으로부터도 소외된다. 왜냐하면 신탁을 전하며 그에게 고집

을 버리고 죽은 자를 그만 괴롭히라는 테이레시어스의 충고에 다음과 같이 말하

기 때문이다.

크레온: 당신은 점괴를 가지고 나를 대적하고 있소 . . . 그렇더라도 그 자를 무덤

에 묻을 수 없소. 제우스의 독수리들이 그의 시체 조각조각을 물고 제우스의 왕좌

로 가는 한이 있더라도 심지어 그런 경우라도 신성이 더렵혀지는 것이 무서워서 

이 자를 장사지내도록 하는 일은 없을 것이오.

CREON: You must needs practice on me with seercraft also . . . but you 

shall not hide that man in the grave—no, though the eagles of Zeus should 

bear the carrion morsels to their master’s throne—no, not for dread of that 

defilement will I suffer his burial.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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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신의 뜻을 전하는 예언자 테이레시어스의 말을 “점괴”에 불과한 것으로 취

급하고 “신성이 더렵혀지는 것이 무서워” 자신의 뜻을 굽히는 일은 없을 것이라

고 말한다. 그는 신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의지를 강행하겠다고 말함으로써 

신과 경쟁하는 입장이 된다. 경쟁이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 크레온은 “살아있는 

모든 존재에 대한 시기심에 불타 작열하는 인간들은 결코 신들과 경쟁해서는 안

된다”(Nietzsche, “Contest” 56)고 이해했던 니체와 다른 인물이다. 

  안티고네와 크레온은 그들의 아곤을 사용하여 자신들의 정당성을 위해 경쟁한

다. 안티고네가 자신의 법을 위해 죽음으로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은 반면, 크레

온은 자신의 자만에 대해 뒤늦은 후회를 하며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하지만 

그의 변화한 이유는 테이레이시어스가 그의 자만의 대가로 수많은 죽음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한 예언 때문이다. 그는 “고집 센 자만으로 모든 위험을 감수하기는 

더 좋지 않으며 인간으로서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신들의 법을 지키는 것이 최상

인 것 같다”(106)며 안티고네의 태도에 동조한다. 하지만 그는 신의 법에 대한 

통찰력이 생기거나 안티고네의 법이 더 정의롭다고 인정하기 때문이 아니라 무

시무시한 죽음의 행진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법 의지를 철회한다. 그의 변화는 

진실하지 않고 편의상 택한 것이어서 그의 집안에 일어나는 연이은 비극을 막지 

못한다. 안티고네는 자신의 죽음을 끝으로 파국을 막았지만 크레온은 자신만 죽

음을 피하며 재난을 연이어 맞는다. 그런 면에서 그는 안티고네에게 패배하고 

“숨쉬는 시체”(106)가 되고 만다.

III. 결 론

  

  안티고네에 나타나는 아곤의 핵심은 체제 전환기에 발생하는 정치적, 도덕

적 가치 판단이다. 아테네의 비극 작품들은 공연을 목적으로 만들어졌지만 다분

히 정치적 의도를 담고 있다. 이를 반영하여 “감정의 정치(politics of emotion)” 

(Goldhill, 54)라는 용어가 사용되는데 이는 예술 작품이 주는 감정적인 것에 정

치성이 담겨있다는 뜻으로 안티고네 역시 예외가 아니다. 안티고네에 담겨

있는 주인공들의 모습은 관객의 정서를 자극하여 그들의 운명에 연민과 두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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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느끼고 카타르시스를 가져다준다. 그러면서도 그리스 관객들은 갈등하는 인

물들의 아곤을 통해 그 아곤이 대표하는 새로운 도덕 가치와 이념을 무의식적으

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성찰하고 토론하고 판단하는 기회로 삼았다. 이러한 예

술 행위가 아테네 폴리스의 민주정을 꽃피우게 했고 연극은 민주주의로 가는 시

민들의 정치의식을 불러일으켜 정치 참여의 장이 되었다. 

  니체는 그리스 비극에 아폴로적인 것과 디오니소스적인 요소들 결합해 있다고 

주장한다. 아폴로적인 것은 질서, 개성화, 이성, 예술의 힘을 나타내고 디오니소

스 적인 것은 혼돈, 비이성과 형이상학적인 진리의 힘을 상징한다. 비극은 이 두 

가지의 상반되는 힘들이 건설적인 경쟁을 통해 만들어진 결과물이다. 비극 속 안

티고네와 같은 인간들은 인간존재의 불합리성에 대면하여 절대적 기준이나 판단

이 없는 상황을 겪는다. 이 운명의 순간에 대해 인간은 개인의 의지를 포기하여 

회피를 택하거나 고집스런 행동을 통해 불합리성을 극복하는 행위를 한다. 안티

고네의 인물들은 후자를 택한 예다. 

  치열한 아곤의 경쟁에서 승자가 없이 끝난 안티고네의 결말 역시 니체의 아

곤 경쟁의 결말 관점에서 보면 이해할 수 있다. 그들의 파멸과 희생이 암시하듯 

단일한 법과 윤리로는 인간의 삶의 조건을 재단할 수 없다. 또한 인간 사회는 하

나의 가치로 사회를 지배하는 최강자를 원하지 않는다. 만일 그런 강자를 허용한

다면 “경쟁이 말라서 고갈되고 헬레니즘 국가의 생명근거가 위험해”(Nietzsche, 

“Contest” 57)진다. 경쟁 교육의 목표는 국가사회의 안녕이다. 철학자들을 통한 

교육이 경쟁관계에 있었던 것처럼 법과 통치에 관한 의식도 경쟁이 계속 유지되

어야 한다. 따라서 안티고네도 크레온도 승리할 수 없다.   

 안티고네를 관람한 관객들은 크레온, 안티고네, 하이몬과 같이 고집스런 소신

을 가진 영웅적 인물들이 사악함이나 무지가 아니라 양보하지 않음이나 올바른 

정의와 통치를 위해 경쟁하며 파멸하는 과정을 본다. 그들의 휘브리스(hubris, 

willful pride)는 나르시스적 자기 확신이며 시민들에게 올바른 덕과 정의를 보여

주지 못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경쟁 자체가 시민들에게 큰 교육이었다

(MacIntyre 9). 이들의 경쟁을 지켜보면서 관객은 그들 사회가 직면한 도덕적 

갈등을 인식하고 그 갈등에 각자가 연관되어 있음을 깨닫는다. 그들은 주인공들

의 비극적 최후를 보며 연민을 느끼고 신념을 위해 죽음에 맞서는 숭고한 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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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카타르시스를 얻는다. 그러면서도 그들의 아곤을 통해 아테네 공동체의 파

국을 막기 위해 일인통치, 단일 이념이 아닌 건전한 경쟁이 계속 살아 있어야 함

을 깨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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