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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ra Class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야 할 시대에, 여러분과 함께 자신의 삶을 깊이 응시하고 하루
하루를 의미 있게 살기 위해, 우리시대 ‘리더’들을 위한, ‘예술과 철학’ 공부를 11월부
터 시작합니다. 도산공원 앞에 마련한 자기-응시의 공간인 ‘더코라’ 채플에서 진행합
니다. (https://www.thechora.com/gallery)

‘코라채플’은 무엇을 믿기 위한 공간이 아닙니다. 자신이 될 수 있고 되어야 할 자아
를 조용히 발견하는 ‘자기-응시’의 공간입니다. 위대한 인간은 자신이 아직 발견하지 
못한 ‘자아’를 발견하고 발휘하는 사람입니다. 

문학은 인간을 넓히고, 철학은 인간을 깊게 만들고, 예술은 인간을 구원합니다. 

코라클래스는 ‘현대’라는 거대한 물결을 일으킨 두 천재와 그들의 작품을 선택하여 공
부를 시작합니다.

철학자 니체(1844-1900)는 ‘현대’를 활짝 연 선구자입니다. 그는 19세기까지 인류를 
지탱하던 문법인 철학, 예술, 종교의 틀을 허물었습니다. 그에게 철학의 대상은 ‘저기’
가 아니라 바로 ‘여기’이며, 종교는 자신을 신뢰하는 체계라고 말합니다. 그에게 구원
은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자기-극복’입니다. 니체가 자신의 피로 쓴 현대인들의 복
음서인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을  여러분과 함께 독일어 원전에서 자세히 
읽고 해설하겠습니다.

제가 선정한 현대의 삶을 충격적으로 표현한 예술가는 독일의 설치 미술과 안셀름 키
퍼 (1945-)입니다. 그는 유대-독일인으로서, 홀로코스트가 독일, 유럽, 그리고 우리시
대에 끼친 영향을 온몸으로 표현한 위대한 예술가입니다. 그는 현대인들의 ‘분해된 자
아’를 유대 신비주의인 카발라 신학, 키에르케고르의 실존 철학, 그리고 니체의 자신
감으로 웅장하게 표현하였습니다. 

저는 이 두 천재들의 삶을 통해 ‘위드-코로나’ 시대,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문법을 
차근차근 모색하겠습니다. 여러분을 ‘코라채플’로 초대합니다.

2021년 10월
배철현

https://www.thechora.com/gallery


Frederich Nietzsche

Edward Munch



Anselm Kiefer (1945-)

Renate Graf



제1강  2021.11.3
세가지 변신變身  (니체, ASZ I.1)
숲 속에 인간  (키퍼, 1971)

제2강  2021.11.10.
작문作文에 대한 태도  (니체, ASZ I.7)
독일의 영적인 영웅들  (키퍼, 1973), 무無  (키퍼, 1973)

제3강  2021.11.17
한 가지 목표目標  (니체, ASZ I.15)
브란덴브르그 노변爐邊  (키퍼, 1974), 도道  (키퍼, 1973)

제4강  2021.11.24.
창조創造  (니체, ASZ I.17)
내부內附  (키퍼, 1981)

제5강  2021.12.1.
명경明鏡  (니체, ASZ II.1)
이집트 탈출脫出  (키퍼, 1984)

제6강  2021.12.8.
자기극복自己克服  (ASZ II.12)
철도鐵道  (키퍼, 1986)



제7강  2021.12.15. 
고요한 숭고崇高  (ASZ II.13)
날개를 지닌 팔레트  (키퍼, 1985)

제8강  2021.12.22. 
수태고지
Christmas Concert 

제9강  2021.12.29.
학자學者  (ASZ II.16)
오시리스와 이시스  (키퍼, 1985-87)

제10강  2022.1.5.
시인詩人과 속죄자  (ASZ II.17)
떨어지는 별들  (키퍼, 1995); Sol Invictus  (키퍼, 1995)

제11강  2022.1.12.
예언자  (ASZ II.19)
태초에  (키퍼, 2008)

제12강  2022.1.19.
구원救援  (ASZ II.20)
세비라쓰 하-켈림  (키퍼, 2009)

제13강  2022.1.26.
실천적인간實踐的人間  (ASZ II.21)
타보르산山  (키퍼, 2010)



제1강
2021.11.3.

세 가지 변신 變身 
(니체, ASZ I.1)

DREI Verwandlungen nenne ich euch des Geistes: 
wie der Geist zum Kamelewird, und zum Löwen das Kamel, 

und zum Kinde zuletzt der Löwe.

제가 여러분들에게 영혼의 세 가지 변신에 관해 말하겠습니다.
어떻게 영혼이 낙타가 되고, 낙타가 사자가 되며, 사자가 아이가 되는지를.



숲속에 인간
(키퍼, 1971)



제2강
2021.11.10.

작문作文에 대한 태도 
(ASZ I.7)

VON allem Geschriebenen 
liebe ich nur das,  was einer mit seinem Bluteschreibt.

Schreibe mit Blut: und du wirst erfahren, daß Blut Geist ist.

기록된 모든 것들 가운데,
저는 자신의 피로 쓴 사람의 것만 사랑합니다.

피로 쓰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피가 영혼이란 사실을 발견하실 것입니다.



독일의 영적인 영웅들 
(키퍼, 1973)



제3강
2021.11.17.

한 가지 목표 目標 
(ASZ I.15)

Wahrheit reden und gut mit Bogen und Pfeil verkehren

진리를 말하십시오. 활과 화살을 능숙하게 다루십시오.



브란덴브르그 노변爐邊 
(키퍼, 1974)



제4강
2021.11.24.

창조 創造 
(ASZ I.17)

Verbrennen mußt du dich wollen in deiner eignen Flamme: 
wie wolltest du neuwerden, wenn du nicht erst Asche geworden bist!

당신은 당신의 불꽃에 자신을 언제나 태울 준비가 되어 있어야합니다.
만일 당신이 먼저 재가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새로워 질 수 있습니까?



내부內附 
(키퍼, 1981)



제5강
2021.12.1.

명경 明鏡 
(ASZ II.1)

“O Zarathustra,”  sprach das Kind zu mir “schaue dich an im Spiegel!”
Aber als ich in den Spiegel schaute, da schrie ich auf,  

und mein Herz warerschüttert:  denn nicht mich sahe ich darin, 
sondern eines Teufels Fratze und Hohnlachen.

“오, 차라투스트라, 거울에서 당신 자신을 보십시오!”라고
어린아이가 나에게 말했다.

내가 거울을 보았을 때, 경악하였다. 내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왜냐하면, 나는 거기에서 내 자신이 아니라, 

악마의 찡그린 얼굴과 조소를 보았기 때문이다.



이집트 탈출脫出 
(키퍼, 1984)



제6강
2021.12.8.

자기극복 自己克服
(ASZ II.12)

Und dies Geheimnis redete das Leben selber zu mir: 
“Siehe,” sprach es, 

“ich bin das, was sich immer selber überwinden muß.

이 비밀이 나에게 삶에 대해 말을 건넀다.
그것이 말했다.

“보아라! 나는 언제나 내 자신을 극복해야 할 존재다.”



철도 鐵道 
(키퍼, 1986)



제7강
2021.12.15. 

고요한 숭고崇高 
(ASZ II.13)

Still ist der Grund meines Meeres: wer erriete wohl, 
daß er scherzhafte Ungeheuer birgt!

Unerschütterlich ist meine Tiefe: 
aber sie glänzt von schwimmenden Rätseln und Gelächtern.

Einen Erhabenen sah ich heute, einen Feierlichen, einen Büßer des 
Geistes: oh wie lachte meine Seele ob seiner Häßlichkeit!

내 바다의 밑바닥은 고요합니다.
그 안에 익살스러운 괴물이 숨겨있다는 것을 누가 추측이나 하겠습니까?

나의 심연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영하는 수수께끼와 해학으로 빛납니다.



제8강
2021.12.22.

Christmas Concert 

<수태고지>
시몬 마르티니 (1333)



제9강
2021.12.29.

학자學者 
(ASZ II.16)

Zu lange saß meine Seele hungrig an ihrem Tische; ... 
Freiheit liebe ich und die Luft über frischer Erde; 
lieber noch will ich auf Ochsenhäuten schlafen, 

als auf ihren Würden und Achtbarkeiten.

“나의 영혼은 너무 오랫동안 그들의 식탁에 앉아 있었다.
나는 자유와 신선한 흙 위에는 공기를 사랑한다.
차라리, 나는 위엄과 존경 위에서 잠들기보다는 

황소의 가죽 위에서 잠들 것이다.”



오시리스와 이시스 
(키퍼, 1985-87)



제10강
2022.1.5.

시인詩人과 속죄자 
(ASZ II.17)

Verwandelt sah ich schon die Dichter 
und gegen sich selber den Blick gerichtet.

Büßer des Geistes sah ich kommen: 
die wuchsen aus ihnen.

나는 시인들이 이미 변하여
자신들에게 시선을 돌리는 것을 보았다.

나는 정신의 속죄자들이 오는 것을 보았다.
이들이 시인들로부터 성장한 자들이다.



떨어지는 별들
(키퍼, 1995)



제11강
2022.1.12.

종교와 점쟁이
 (ASZ II.19) 

UND ich sahe eine große Traurigkeit über die Menschen kommen. 
Die Bestenwurden ihrer Werke müde.

Eine Lehre erging, ein Glaube lief neben ihr: 
“alles ist leer, alles ist gleich, alleswar!”

그리고 나는 커다란 슬픔이 인류에게 오는 것을 보았다.
최고의 인재들이 자신들의 작업들을 지겨워했다.
교리가 등장하여 신앙이 그 뒤를 따라 달려왔다.
모든 것이 헛되다. 모든 것은 동일하고 모든 것은 그래왔다.



태초에 
(키퍼, 2008)



제12강
2022.1.19.

구원 救援 
(ASZ II.20)

Und als ich aus meiner Einsamkeit kam und zum ersten Male über diese 
Brückeging: da traute ich meinen Augen nicht und sah hin, und wieder 
hin, und sagte endlich: “Das ist ein Ohr! Ein Ohr, sogroß wie ein Mensch!”

내가 나의 침묵으로부터 나왔을 때, 처음으로 이 다리를 건넜다.
그런 후 나는 내 눈을 믿을 수 없었다.
나는 보고 또 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말했다.
“그것은 귀다. 사람만 한 큰 귀!”



세비라쓰 하-켈림
(키퍼, 2009)



제13강
2022.1.26.

실천적인간 實踐的人間 
(ASZ II.21)

Und verkleidet will ich selber unter euch sitzen
daß ich euch und michverkenne: 

das ist nämlich meine letzte Menschen-Klugheit. 

그리고 나는 변장한 채, 너희들 가운데서 앉아있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과 나를 구분하지 못하기 만들기 위해서다.

이것이 나의 마지막 실천적인 인간-지혜다.



타보르산山 
(키퍼, 20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