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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록

본고는 헤겔 으로 비극 내에서 드러나는 화해 개념을 밝히는

것을 목 으로 삼는다.헤겔에게 비극은 개인 사회 역에서 발생하

는 립과 갈등 이로 인한 고통의 경험을 상연하는 것으로 규정된다.

그리고 화해는 이 고통에 굴하지 않고,오히려 고통을 계기로 자신의 한

계를 직시하는 동시에 이 한계를 뛰어넘으려 하는 인간의 정신 힘이 드

러날 때 가능한 것으로 규정된다.이 게 규정된 비극 화해는 헤겔 철

학을 통하고 있는 통일 개념을 보다 분명하게 제시해주는 개념으로

악될 것이며, 한 이를 통해 우리의 삶에 내재하는 립과 이로부터 발

생하는 고통의 문제를 살펴 으로써 부정 인 력들과의 화해의 가능성

을 제시하고자 한다.

“비극 내에서의 화해”를 밝히기 해 본고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그 내용으로는 비극의 주인공,비극의 무 배경,비극의

상연을 제로 헤겔의 주체 개념(주 정신),인륜성 개념(객 정신), 술

철학( 정신)을 각각 다룰 것이다.

본고는 “비극 내에서의 화해”를 “죽음 속에서의 자기실 ”으로 정식

화 한다.이때 “죽음 속에서의 자기실 ”은 (비극)주인공이 낯선 운명이

야기하는 부정 인 력의 압도 속에서도 이에 굴하지 않고,오히려 이

안에서 자신의 목 을 실 할 때 가능한 것으로 규정된다.따라서 “죽음

속에서의 자기실 ”은 비극의 주인공과 같은 강한 의미의 주체가 제되

어야 하며,이는 곧 헤겔이 정립하고자 했던 주체의 모습과 정확히 일치

한다.그 근거로,본고는  정신 상학 서문(Vorrede)에 나오는 부정 인

것과 함께 머물 수 있는 주체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고찰함으로써,비극과

그 화해를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비극의 주인공을 정 하고자 할 것이

다.그리고 그 결과로 유한한 실 세계에서부터 주어진 인과성과 단 하

고,이 단 에서 자신의 목 을 실 함으로써 새로운 존재를 탄생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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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주체의 “마술 힘”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이를 토 로 본고는  기독

교의 정신과 그 운명 을 통해 비극을 가능하게 만드는 주체의 탄생과정을

보여 것이다.

비극의 무 배경을 제로 하는 헤겔의 인륜성은 “나이면서 우리

이며,우리이면서 나”인 정신 개념을 뜻한다.헤겔은 당 의 유아론 주

체모델들을 “나는 나”라고 말하는 동어반복에 불과하다고 비 함으로써,

타자와 함께하는 상호주 주체모델을 정 하고자 했다.이러한 헤겔의

노력은 기의 사랑 개념에서부터 인정을 거쳐 인륜성에서 비로소 완성된

다.왜냐하면 사랑은 비록 차이를 간직한 타자와의 화해의 정신이지만 이

는 감정의 차원에 머물기 때문에 사회 모델로서 부 합하며,상호주

성을 제로 하는 인정 역시도 만약 법과 제도를 매개하지 않는다면 “주

인과 노 ”의 계에서 드러나듯이 한쪽의 명령과 다른 한쪽의 복종에 불

과한 불완 한 인정으로 락할 험이 있기 때문이다.따라서 헤겔은 법

과 제도의 매개를 통한 개인과 사회 간의 소외 없는 궁극 인 화해의

역으로서 인륜성을 주장하며,이 인륜성이 곧 비극의 무 이자 배경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고는 정신으로서의 술철학을 다루는  미학강의 

로 가서,고 비극인  안티고네 와  오이디푸스왕 ,그리고 근 비극인

 햄릿 을 통해서 어떻게 화해가 상연될 수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그리

고  안티고네 에서는 사회 실체들이 심이 되어 드러나는 객 화해

로, 오이디푸스왕 과  햄릿 에서는 개별 주체들이 심이 되어 드러나는

주 화해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그리고 본고는 이 객 화해와 주

화해를 근거로 고 비극과 근 비극에서 드러나는 고통의 깊이의

차이와 이를 통해 헤겔철학 내에서의 술과 철학의 계로까지 확장시켜

으로써,헤겔의 “비극 내에서의 화해”에 한 연구를 보다 심도 있게

다루고자 한다.

이로써 밝 지는 헤겔에게 있어 “비극 내에서의 화해”는 결코 평화

롭거나 조화로운 공존의 삶이 불가능함을 정확히 인식하는데서 출발한다.

그 다면 이 앎의 내용은 바로 구 인 평화와 조화로운 삶의 불가능성

을 인정함으로써 우리 앞에 펼쳐진 망과 회의의 길을 정면으로 응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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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다.우리의 삶이 고통으로부터 원히 벗어 날 수 없다면,이 망

과 회의의 길을 정면으로 응시하며 이를 인정하는데 그치지 않고,다시

이 망과 회의의 길을 뚫고 비록 그것이 확신에 불과하더라도 나의 목

을 세계에 실 하는 의미로서 “비극 내에서의 화해”,즉 “죽음 속에서의

자기실 ”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헤겔,비극 내에서의 화해,정신 상학,운명,주체,안티

고네와 햄릿

학 번 :2009-22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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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론 -비극 화해의 이해를 한 청사진

본고는 헤겔 으로 비극 내에서 드러나는 화해 개념을 밝히는

것을 목 으로 삼는다.헤겔에게 비극은 개인 사회 역에서 발생하

는 립과 갈등 이로 인한 고통의 경험을 상연하는 것으로 규정된다.

그리고 화해는 이 고통에 굴하지 않고,오히려 고통을 계기로 자신의 한

계를 직시하는 동시에 이 한계를 뛰어넘으려 하는 인간의 정신 힘이 드

러날 때 가능한 것으로 규정된다.이 게 규정된 비극 화해는 헤겔 철

학을 통하고 있는 통일 개념을 보다 분명하게 제시해주는 개념으로

악될 것이며, 한 이를 통해 우리의 삶에 내재하는 립과 이로부터 발

생하는 고통의 문제를 살펴 으로써 부정 인 력들과의 화해의 가능성

을 제시하고자 한다.

비극에 한 헤겔의 심은 그의 서 곳곳에서 그리 어렵지 않게 발

견된다.1)그러나 헤겔의 사상 내에서 비극이 차지하는 의미를 묻는 순간,

우리는 커다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왜냐하면 헤겔은 비극을 단지 문

학의 한 갈래로서만 악한 것이 아니라,우리의 삶과 문화 반에 실재

하는 것으로 악하기 때문이다.헤겔은 그의 체계의 성숙기를 알리는  

정신 상학 의 ｢정신｣장(章)에서 소포클 스의  안티고네 와  오이디푸스

왕 을 직 분석함으로써 인륜 세계에 한 자신의 이론을 개한다.

여기서 헤겔은  오이디푸스왕 을 통해서는 앎과 무지 사이에서 발생하는

1)  미학강의 를 제외하고서라도,비극은 그의 서 곳곳에 드러난다.우선 헤겔의 기 작인  

자연법 논문 에서는 아이스킬로스의 비극 3부작인  오 스테이아 를 끌어들여 유기체 공동체

에 한 논의를 개한다.그리고 헤겔의 성숙기를 알리는  정신 상학 에서 비극의 요성은

더욱 부각된다. 정신 상학 VI.｢정신｣장의 “A.참된 정신.인륜성”에서 헤겔은 비극작품인  안

티고네 와  오이디푸스왕 을 직 끌어와 그 해석을 통해 고 그리스의 공동체의 특징과 그 한

계를 밝히고 있으며,다시 VII.｢종교｣장의 “B. 술종교”에서 비극에 한 개념을 통해 고 그

리스 종교의 특징과 그 한계를 밝히고 있다.이처럼 헤겔의 비극에 한 심은 단지 선호를 넘

어 그의 철학 체계를 구성하는데 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이와 같은 본고의

견해와 같이,보어 역시도 “헤겔 사상 속에서 비극의 역할은 구체 인 인간의 경험과 그 미 인

표상의 역을 훨씬 능가한다”고 주장한다.KarindeBoer,OnHegel:TheSwayofthe

Negative(PalgraveMacmillan,2010)p.11.앞으로 한 번 인용된 문헌들은 자명과 출 년도만

표기하도록 할 것이며,간행물에 수록된 논문의 경우에는 그 논문이 속한 간행물의 이름을 출

사 자리에 신 표기하도록 하겠다.



- 2 -

립을 심으로 개인 차원의 비극을 그리며, 안티고네 를 통해서는

인륜 실체들 즉 안티고네가 수호하려는 가족의 법과 크 온이 수호하려

는 국가의 법이라는 공동체 인 제도 문화 가치들 사이에서 발생하

는 립을 심으로 사회 차원의 비극을 그린다.이처럼 헤겔은 의

두 작품에서 주인공들이 겪게 되는 비극 경험을 단지 극의 무 에서

의 상연이 아니라 개인 ·사회 차원의 실 세계 에서의 상연으로

악함으로써,비극 경험의 주체를 비극작품 내의 주인공들에서 실 세

계를 살아가는 우리로 옮겨 놓음을 알 수 있다.즉 헤겔은 비극을 문학

뿐만 아니라,철학 으로도 이해하는 것이다.

비극에 한 헤겔의 철학 근은 그가 “비극 내에서의 화

해”(Versöhnung,和解)2)를 주장할 때 더욱 선명하게 드러난다.헤겔은 화

해 없는 비극은 비극이 아닌 단지 “끔 한 오”일 뿐이라는 주장하고 있

기 때문에,이 화해에 한 논의는 그의 철학 토 에서 검토될 때

온 한 악이 가능하다.3)왜냐하면 일반 으로 비극과 화해는 서로 양립

2) 독일어로 “화해”를 뜻하는 “Versöhung”은 ‘속죄’란 의미를 지닌 “Sühne”에서 생된 단어로서

종교 색채가 강한 단어이다.“Sühne”의 동사형인 “sühnen”은 ‘속죄하다 참회하다’란

“büßen”이란 의미 이외에 ‘다시 좋아지다’라는 “wiedergutmachen”의 의미로도 사용되며,법률

인 표 으로서 ‘화해 차’란 “Sühneversuch”의미로도 사용된다.DUDEN 7 :Etymologie

HerkunftswörterbuchderdeutschenSprache(BibliographischesInstitutAGMannheim,1963),

Seiten,695,741.한자어 표기는 ‘화목하게 지내다’란 의미의 “화해(和諧)” 신,‘립을 그치다’

라는 의미를 지닌 “화해(和解)”로 표기하기로 하겠다.이에 한 더욱 유익한 논의로서

Hardimon의 Hegel'sSocialPhilosophy:TheProjectofReconciliation,(Cambridge,1994),

pp.85-87를 참고하라.여기서 하디몬은 “화해”를 지시하는 독일어의 “Versöhung”과 어의

“reconciliation”의 차이를 주목하면서,독일어 “Versöhnung”에는 어 “reconciliation”과는 달리

“변형과정”의 의미가 강하게 함축되어 있다고 주장한다.즉 ‘사이좋게 지내는 상태’를 지시하는

‘체념’과 ‘타 ’으로서 의미가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reconciliation”과 달리,독일어 “Versöhnung”

의 의미에는 근본 인 방식으로 행 나 태도의 변화를 통해서 ‘다시 좋아짐’이라는 과정의 의미

가 두드러지게 드러난다는 것이다.

3) 헤겔의 비극에 한 논의에 있어 핵심이자 가장 어려운 지 이 이 비극 화해에 한 연구에

있다.따라서 비극 화해에 한 선행 연구들의 몇 가지 근방식들의 장단 을 살펴본 후에,

본고의 연구 방향을 보다 선명히 제시하고자 한다.본고가 보기에 기존의 헤겔 비극에 한 연

구는 크게 두 가지 근방식이 있는 듯이 보인다.첫째,헤겔철학을 심으로( 체 으로)

비극에 근하는 방식과,둘째 비극을 심으로(부분 으로)헤겔철학에 근하는 방식이

있다.우선 첫 번째 근방식은 헤겔철학 일반에 드러나는 화해 개념을 검토함으로써 비극 화

해의 원리와 의미를 분명하게 제시할 수 있는 장 을 갖는 반면,헤겔철학 일반에서 드러나는

통일 내지는 화해에 한 설명에 치 함으로써,비극에 한 논의와 그 화해 개념에 한 특징

이 다소 약하게 달되는 단 을 지닌다.이러한 근방식을 취하는 연구자들로서 Boer와

Willams가 있다.두 번째 근방식은 헤겔의 비극을 심으로 논의를 검토하기 때문에 비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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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없는 개념들처럼 여겨지며,괴테의 주장 즉 “모든 비극은 화해할

수 없는 립에 의존하고 있으며 비극 속에서 화해가 등장하거나 가능해

지는 순간,비극은 사라진다”는 주장이 오히려 타당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4)그러므로 화해에 한 헤겔의 독법을 이해하기 해서는 단지

비극 그 자체의 연구만으로는 악하기 힘들며,이는 그의 철학 토

에서 연구될 때 비로소 그 온 한 의미가 드러날 수 있다.화해는 사실

상 헤겔의 모든 작 속에 등장하는 개념이며,그의 철학체계 내에서 -

그의 철학의 정 이라 부를 수 있는 -통일,무한,신 인 것, 자,그

리고 자유 등등의 개념들과 거의 동등한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5)이는

한 특징을 보다 선명히 제시해주는 장 을 갖는 반면,Menke와 Baker와 같이 사회철학

으로 비극에 근함으로써 비극 화해에 한 설명에 있어 헤겔이 주장하는 화해의 깊은 의

미를 달하지 못하고 있으며,심지어 Szondi와 같이 헤겔의 비극에 한 해석과 변증법 해석

을 동일한 것으로 악함으로써(이에 한 비 을 살펴보고자 한다면 Boer(2010),p.11의 각주 3

번과,Williams(2012),pp.124-5를 참고하라)헤겔철학을 비극철학으로까지 보는 과도한 해석을

낳을 수 있다는 단 을 지닌다.(본고는 헤겔철학의 특징 하나로서 비극철학 요소가 있다

는 은 충분히 동의할 수 있으나,헤겔의 변증법과 비극을 동일시함으로써 그의 철학의 원리를

비극의 원리라고까지 보는 Szondi의 주장에는 반 한다.왜냐하면 헤겔철학의 목표는 분명 통일

과 화해에 있으며,비록 이 화해와 통일이 비록 립이 제거된 조화로운 상태를 지시할 수 없다

고 할지라도,헤겔은 이 동요하는 화해와 통일을 정하며 “여기가 로도스다.여기서부터 뛰

라”(GPR.26)는 낙 주의를 주장하기 때문이다.)본고는 첫 번째 근방식이 헤겔의 비극에

한 이해에 보다 타당한 방식으로 간주하며,여기서 드러나는 단 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나아갈

것이다.우선 III장에서 헤겔이 “나이면서 우리이자 우리이면서 나”라고 표 하는 정신(Geist)의

개과정을 고찰함으로써 첫 번째 근방식을 따를 것이며,이 방식에서 드러나는 단 을 II장에

서 주체이론을 검토함으로써 보다 분명한 비극 화해에 한 근거 해석을 제시하고,이를

다시 IV장에서 비극작품에 용하는 방식으로 보완함으로써,헤겔철학의 통일개념이 비극 화

해를 통해서 보다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음을 주장할 것이다.

4) J.G.Finlayson,ConflictandReconciliationinHegel'sTheoryoftheTragic(Journalofthe

HistoryofPhilosophy,1999:July)p.493.,PeterSzondi,OnEssayontheTragic(Standford,

2002)p.25.,RobertR.Williams,Tragedy,Recognition,andtheDeathofGod(Oxford,2012)

p.136.괴테는 “모든 비극은 화해할 수 없는 립에 의존하고 하고 있으며 비극 속에서 화해가

등장하거나 가능해지면 비극은 사라진다”고 주장함으로써,비극과 화해가 서로 양립 불가능한

것으로 악한다.그리고 아마 이 괴테의 주장이 비극과 화해를 바라보는 일반 인 통념일 것이

다.그러나 헤겔은 비극이 드러내는 립과 고통이라는 부정 인 력을 화해와 분리된 것으로

악하지 않고,오히려 이것들을 화해를 한 본질 인 계기로 악함으로써 비극과 화해의 이

분 법 사유를 지양한다.많은 헤겔 연구자들은 비극 화해의 특성을 드러내기 해 괴테의 주

장을 많이 인용하곤 한다.괴테는 비극과 화해의 양립불가능성을 주장하지만,오히려 헤겔은 화

해를 한 본질 인 계기로서 비극을 악한다.

5) 헤겔은 사실상 통일, 자,신 인 것,무한,화해의 개념을 동등한 지 와 의미를 지닌 것으

로 사용한다.그리고 헤겔은 이 단어들의 사용에 있어 거의 구분 없이 사용하는 듯이 보인다.다

만 본고의 견해로는 통일은 사유의 역이 강조되는 곳에서 주로 사용되며,화해는 삶(존재)의

역이 강조되는 곳에서 주로 사용된다.이와 같은 본고의 견해는 자가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 4 -

헤겔철학의 목표이자 그의 체계의 핵심으로 악되어야 한다.따라서 헤

겔의 비극 화해를 이해하기 해서는 그의 통일 개념에서 출발할 때 보

다 정확한 악이 가능하며,더 나아가 이 비극 화해는 헤겔철학의 핵

심인 통일( 자,신,무한)개념을 보다 분명하며 생동감 있게 제시해주

기 때문에,비극이 헤겔의 철학체계 내에서 끊임없이 등장하는 그 이유라

고까지 볼 수 있을 것이다.

그 다면 헤겔은 왜 자신의 철학의 목표를 화해로 삼았는가?헤겔의

화해 개념은 그가 살았던 당 의 시 상황과 직결된다.헤겔은 그의

시 를 분리와 소외로 가득찬 시 로 악했다.이 분리와 소외를 야기하

는 요인들로 헤겔은 기독교의 실정성(Positivität,實定性)6)과 계몽주의를

지목했다.왜냐하면 헤겔은 기독교의 정신이 변질되어 더 이상 참된 종교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오히려 내세의 구원만을 약속함으로써 인간의

삶과 유리된 경직된 객 성이 되었음을 기독교의 실정성 문제를 통해 직

시했으며, 한 계몽주의는 이성의 빛만을 찬양하여 비이성 인 것(감성,

자연,욕구)을 억압함으로써,주 과 객 ,즉 ‘나’와 세계의 분리를 야기

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따라서 헤겔에게 있어 화해는 자신의 시 의 요

청이었으며,이러한 시 의 요청을 그는 자신의 철학체계 체로 답하

고자 했다.

다시 비극과 화해의 문제로 돌아와서,헤겔이 주장하는 비극 화해

를 이해하기 해서는 그의 비극과 화해에 한 정확한 이해가 선행되어

 논리학 에서조차 헤겔이 화해란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에서 반박될 수 있다.그러나 이

문제는 다시 헤겔에게 있어 사유가 무엇인지를 검토해야만 답될 수 있는 커다란 주제이기 때

문에 본고의 연구범 를 넘어서 있다.다만 본고는 헤겔에게 있어 사유란 삶( 존재)과 유리되거

나 분리되어 그 자체로 존재할 수 없으며,삶( 존재)으로부터 시작하여 삶( 존재)을 완성해 나

가는 우리의 능력이기 때문에,사유와 삶( 존재)은 서로 분리될 수 없으며 순수 사유의 과

삶의 에서 드러나는 차이만 존재할 뿐이라고 주장한다.헤겔이 악하는 이러한 사유의 특

징은  논리학 의 서론(Einleitung)의 다음의 문구에서 보다 명확히 드러난다.“순수 학문은 사

유(Gedanken)가 한 못지않게 사태 그 자체(Sachansichselbst)인 한에서 사유를 지니고 있

으며,사태 그 자체가 한 못지않게 순수 사유인 한에서 사태 그 자체를 포함한다.”G.W.F.

Hegel,WissenschaftderLogikI.S.43. 한 이러한 본고의 견해를 지지해주는 근거로,헤겔은

 논리학 체에서 “화해”란 표 을 존재의 측면이 강하게 드러나는 ｢존재론｣에서만 사용하

고 있음을 상기하라.

6) 여기서 실정성(Positivität)이란 일종의 법,교회 등과 같은 객 제도들이 화석화된 객 성으

로만 남아 개인들의 자율을 억압한 채,오직 명령과 복종만 강요함으로써 발생하는 사회 문제

를 지시한다.이는 II.1장에서 실정성의 종교 형태로서 보다 자세히 고찰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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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본고는 이에 한 이해를 돕고자 헤겔의 기 작  자연법 논

문 에서 그가 비극을 정식화하는 구 을 인용하고자 한다.

“비극은 자가 스스로를 원히 유희하는 인륜 안에서

의 비극의 상연일 뿐이다.”(JenaerSchriften,Bd.2.495)

앞서 이미 언 했듯이,헤겔에게 있어 비극은 단지 무 에서 상연

되는 극의 차원을 넘어 개인 사회 역에서 상연되는 실재의 사건으

로 악된다.그리고 헤겔은 비극을 그의 철학 개념인 “인륜”안에

치시킴으로써 개인의 자의나 우연 인 실수로 인해 발생하는 고통과 몰락

의 경험이나,외 요인들(자연 재해나 질병)에 의해 발생하는 고통과 몰

락의 경험을 비극에서 제외한다.왜냐하면 이러한 경험들 안에 존재하는

것은 단지 외 인 부정 인 력 그 자체일 뿐,인륜 토 에서 발생

하는 개인과 사회 의미에서의 립과 갈등이 없기 때문이다.따라서 엄

하게 헤겔 의미에서 비극은 개인의 주 차원과 그가 몸담고 있는

사회 차원의 의미를 내포해야 하며,이 안에(즉 인륜 안에)내재하는

립과 갈등으로 인한 고통의 경험들만을 비극이라 부를 수 있다.

한편 의 인용문에서 화해의 의미는 헤겔이 “인륜 안에서의 비극의

상연”이 곧 자의 드러냄이라고 언 한 곳에서 그 단서를 찾을 수 있

다.헤겔에게 있어 자는 곧 신이며 무한자이자 통일이다.그리고 헤겔

이 악하는 자의 특징은 유한과 립하는 악(惡)무한(dasschlechte

Unendliche) 성격을 갖는 것이 아니라,유한을 자신의 계기로 포함하는

진(眞)무한(daswahreUnendliche) 성격을 갖는다.유한을 자신의 결과

로 삼는 무한은 유한 안에서 자신을 드러내는 자에 상응한다.그것은

지성(Verstand)의 이원론 사유를 지양한 이성(Vernunft)의 결과이다.7)

따라서 헤겔에게 있어 자는 유한과 립하는 것, 는 유한을 배척하

고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오히려 유한과의 통일이다.8)이 ‘하나됨’이 곧

7) 지성(Verstand)와 이성(Vernunft)의 구분에 한 설명은 본고의 각주 16번을 참고하라.

8) 본고가 개진하는 자의 서술은 구조 인 설명일 뿐임을 분명히 밝 둔다.앞서 언 했듯이,

헤겔의 자,신,무한 개념은 그의 체 철학체계를 통하는 개념일 뿐만 아니라,그의 체

철학체계의 결과이기 때문에,이 자리에서 그 의미를 온 히 밝히는 것은 본 논문의 주제와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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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라면,화해의 성격 역시 이와 같은 구조로 이해되어야 한다.즉 화해

는 불화나 갈등과 같은 자신과 립하는 력들을 자신의 부정 인 계기

로 삼아 이 력들 안에서 자신을 정 인 력으로 드러낼 때 성립한

다.바로 이것이 헤겔이 생각하는 참된 무한이자 통일 개념이다.

따라서 헤겔 의미의 화해는 어떤 정 인 상태가 아닌 하나의 과정

는 운동으로서 악되어야 하며 이 체 과정을 거치고 난 후에야 비로

소 얻을 수 있는 결과이다.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는 화해는

“진지함”이 없는 그 “진부한”(PhG.24)화해일뿐이다.이러한 화해의 의

미에서 비극을 바라본다면,비극은 부정 인 력이 면에 등장하는 “고

통”과 “부정”의 순간을 그려낸다.그러나 비극에서 부정 력에 압도당

한 개인들을 통해서 다시 정 력의 화해가 등장한다고 헤겔은 주장

한다.그 다면 비극에서 겪는 개인들의 몰락과 멸 앞에서 도 체 어떠

한 정 력의 화해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가?앞서 언 했듯이,헤겔

의 화해는 하나의 체 과정과 이로부터 산출되는 결과 모두를 뜻하는 것

이지 결코 그 결과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만약 비극의 결말만 놓고 본

다면,그 안에서는 개인들의 몰락과 멸이라는 부정 인 력의 압도만

이 존재할 뿐 정 력의 화해를 생각하기는 힘들다.그러나 비극의

체 과정과 함께 결말을 생각한다면, 를 들어 안티고네와 크 온은 무

엇 때문에 립하고 있는지,그리고 왜 그들 각각은 정당한 주장을 하고

있음에도 결국 국과 몰락의 운명을 맞이해야했는지를 생각해 본다면,

비극은 이 부정 력이 개인들을 압도할 때만 드러날 수 있는 은폐되어

있던 진실과 이를 통해 오히려 더욱 선명히 드러나는 인간의 정신성을 깨

닫게 해 다.그리고 이 정신성의 드러남이 곧 헤겔이 말하는 부정

력 안에서 등장하는 정 력으로서의 화해의 의미이며, 한 자

가 자신을 세계에 상연하는 순간인 것이다.인간은 자신의 한계를 깨닫는

순간,그 한계를 넘어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게 된다.이 과정이 유한했

던 주체가 비록 이 순간만이라고 할지라도 무한한 주체가 되는 순간일 것

를 과한 작업일 것이다.그러나 이 개념들을 악하지 못한다면,헤겔의 그 무엇도 말할 수

없다.따라서 본고는 최소한의 이해를 해 자의 구조 설명을 제공함으로써, 자와 화

해의 계 그 안에 나타난 화해 개념의 특징을 드러내고자 한다.



- 7 -

이다.그리고 이 과정 체에서 드러나는 정신성이 헤겔이 주장하는

자가 등장하는 순간이라면,비극은 부정 인 력의 압도를 통해서,즉 몰

락과 멸이라는 경험을 통해서 인간 스스로가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그

한계를 넘어 새로운 가능성의 세계로 이행하는 과정을 상연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이처럼 비극 내에서 드러나는 화해 개념은 헤겔

의 통일 개념을 보다 분명하게 시해 으로써 그의 통일 개념이 자칫 불

러일으킬 수 있는 곡해들 -즉 그의 통일개념은 차이와 립을 배제하며,

모든 차이는 동일성 개념 안으로 사라진다는 오해-을 피할 수 있게 해

다.

이제 “비극 내에서의 화해”에 한 본고의 연구가 갖는 의의를 살펴

보기로 하겠다.앞으로 살펴보겠지만,본고는 “비극 내에서의 화해”를 “죽

음 속에서의 자기실 ”으로 정식화한다.따라서 여타 헤겔 연구자들이 주

장하는 화해의 의미보다 더욱 강한 의미를 함축하며,비극 화해에 한

보다 명확한 을 제시할 수 있다.비극 화해에 한 기존의 한 연구

는 헤겔이 “비극 작품의 직 인 내용보다는 거기서 비롯되는 효과의 측

면에 비추어 화해라는 정 요소”를 찾고 있다고 악함으로써,비극

화해는 주인공들이 아닌 우리의 이라는 객에게만 가능하다고 주장

한다.9)그러나 이 주장의 한계는 곧바로 헤겔의 기 작인  기독교의

정신과 그 운명 에서 드러난다.왜냐하면 헤겔은 여기서 수가 자신의

비극 인 운명과 화해했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10) 한 헤겔은  미학강

9) 서정 ,｢아리스토텔 스와 헤겔의 비극론 비교｣( 헤겔연구 30,2011),234-5쪽. 자는 아리스

토텔 스와 헤겔의 비극론들을 비교하는 것을 논문의 목 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비극 화해

에 한 의미를 온 히 악하지 못하고 있는 듯이 보인다.그는 헤겔의 비극 내에서 화해가

객이라는 “효과의 측면”으로 주장함으로써, 안티고네 에서 드러나는 화해 개념을 설명하고자 한

다.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헤겔은 비극이 달하는 “효과의 측면”을 무시하고 있지는 않지

만, 안티고네 에서 발생하는 화해를 “효과의 측면”이 아닌,그리스 웅들이 담지하고 있는 사

회 실체들 간의 화해라고 부르고 있다는 이다.따라서 이는 잘못된 견해이며, 한 소포클

스의  오이디푸스왕 에서의 주 화해 개념 역시 설명이 부족한 듯이 보인다.(이는 본고가

각주 3번에서 서술했듯이,비극 화해에 한 두 번째 근방식을 취했을 때 나타나는 단 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로서 악될 수 있다.)그러나 본고의 주장,즉 주체의 “죽음 속에서의 자기

실 ”이라는 비극 화해의 정식에 따른다면,주 화해뿐만 아니라 객 화해에 한 설명

까지도 가능한 장 을 지닌다. 를 들어  오이디푸스왕 과  햄릿 의 주 화해는 개인의 측

면에서 낯선 운명에 굴하지 않음으로써 드러나는 주체 화해를, 안티고네 의 객 화해는

가족의 법과 국가의 법이라는 사회 실체들은 주체의 동의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것들이기 때

문에,이 사회 실체들 간의 화해 역시도 주체의 자기실 의 결과로서 악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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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에서  오이디푸스왕 과  햄릿 같은 작품들에서도 “주 화해”를 명

시 으로 표 하고 있다.바꿔 말하자면,헤겔은 비극 화해를 비극 상

황에 놓인 주체가 자신에게 닥친 낯선 운명을 극복한 의미로 사용하기 때

문에,비극 화해는 “효과”의 측면이 아닌 “직 인 내용”의 측면을 강

하게 함축함으로써,앞선 주장의 설득력은 곧 빈약한 것으로 드러난다.그

러나 본고의 강한 의미의 비극 화해 개념을 따른다면, 안티고네 에서

의 객 화해뿐만 아니라  햄릿 의 주 화해 역시도 설명할 수 있으

며, 한 헤겔의 주체 개념에 한 이해까지도 도달할 수 있다.왜냐하면

비극 화해는 결국 주체가 고통과 죽음에 굴하지 않고 자신의 목 을 세

계에 실 할 때 비로소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이런 에서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의 명한 헤겔 비극 연구자들이 그의 주체 개념을 다루지 않

고 비극에 한 논의를 개한다는 은 다소 의아해 보인다.최근에 국

외에서 출 된 헤겔 비극연구에 한 뛰어난 두 작인 보어의 On

Hegel11)와 리암스의 Tragedy,Recognition,andtheDeathofGod12)

10) 조창오는 ｢‘비극 인 것’의 탄생과 ‘희극 인 것’으로의 이행｣( 헤겔연구 18,2005)에서 실정

종교인 유태교에 맞섬으로써 죽음을 맞이한 수의 운명을 헤겔은 비극의 “근본 인 형식”으로

보고,“이 운명과의 립 속에서 생의 자기 화해를 이루려는 비극 인 것의 시도가 바로 수”

다고 보고 있다.따라서 수의 운명은 비극의 의미를 지니며,이때 수의 운명과의 화해는 본

고가 다루고 있는 비극의 주 화해에 상응한다.

11)보어는 이 작에서 헤겔의 기 작인  자연법 논문 에서부터 체계의 성숙기를 알리는  정신

상학 에서 드러나는 비극의 원리를 추 함으로써,어떻게 헤겔이 기의 비극의 원리를 그의

성숙기의 철학 원리로 고양시켰는지를 밝히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따라서 이 작에서 보

어가 피력하고자 하는 내용은 헤겔의 비극과 화해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헤겔의 비극과

그 화해의 원리를 통해 헤겔철학 일반의 특징을 밝히려는 목 이 강하다.이는 이 작의 제목,

즉 “OnHegel”에서 드러나듯이,보어는 여기서 비극에 한 주된 내용은 1장부터 4장까지만 이

어지며(엄 하게 비극이란 제목이 들어간 곳은 1장과 4장 뿐이다),5장부터 9장까지는 헤겔철학

일반을 설명하는데 할애한다.따라서 이 작이 지닌 장 은 헤겔의 비극에 한 설명을 제공하

는 것을 넘어 헤겔 체계 반에 걸친 해설서 수 의 역량을 보여주고 있다는 에 있으며,특히

헤겔의 어려운  논리학 의 개념들을 쉽게 풀어서 설명해주고 있다는 에서 뛰어난 작이라 할

수 있겠다.그러나 이러한 그녀의 집필의도와 이 작이 갖는 뛰어난 장 에도 불구하고,여 히

아쉬운 은 헤겔의 비극에 한 이해를 무 헤겔 철학 일반에 기 어 설명함으로써 비극 화

해에 한 설명이 다소 약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며, 한 헤겔의 주체 개념 다루지 않음으

로써 주 화해를 드러내는  오이디푸스왕 와  햄릿 을 도외시하고 있다는 이다.(참고로

본고는 보어의 견해,즉 기 비극과 후기 비극의 원리를 구분하는 그녀의 견해에 반 한다.왜

냐하면 그녀가 주목하는 기 비극의 “얽힘(entanglement)”의 문제와 후기 비극의 “통일(unity)”

의 문제의 구분은 무 도식 인 이해에 치우친 과한 해석으로 본고는 악하기 때문이다.그녀

는 기 비극의 구조를 ( 오 스테이아 를 통해서)“얽힘- 립-통일”로 보고,후기 비극의 구조

를 ( 안티고네 를 통해서)“통일- 립-통일”로서 악함으로써, 기 비극(얽힘)과 달리 후기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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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헤겔의 주체 개념을 다루지 않음으로써,고 비극과 근 비극의

명확한 구분과 이로부터 발생하는 각각의 객 화해와 주 화해에

한 명확한 설명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비록 두 작들의 목 과 본

고의 목 의 차이가 있음에도,헤겔의 비극에 한 이해의 핵심은 화해에

있기 때문에,본고는 여타 다른 작들보다 달리 오직 비극 화해에

한 악에만 충실히 했다는 장 을 갖는다.이는 바로 본고의 목차의 구

성에서도 역시 알 수 있다.II장에서는 비극의 주인공을,III장에서는 비극

의 무 를,IV장에서는 비극의 상연을 제공할 것이다.그리고 본고의 연

구가 갖는 여타 부분 인 해석 의의는 논의를 진행하는 가운데 밝히도

록 하겠다.

이제 본고는 이러한 비극 화해에 한 헤겔의 견해를 밝히는 것을

목표로 삼으며,다음의 서술의 구도를 따를 것이다.

II장에서는 청년헤겔이 직면했던 종교 실정성 문제를 다루고 있는

 기독교의 정신과 그 운명 에서 시작하여,비극을 가능하게 만드는 주체

의 조건을 살펴보고자 한다.이는 동시에 헤겔이 비극을 “인륜”에 치시

극에서는 처음부터 통일이 제된 것으로 주장한다.그러나 엄 하게 헤겔의 통일 개념은 처음

부터 미리 제된 것이 아니라,앞서의 본고의 주장처럼 체과정의 결과로서만 악될 수 있다.

즉 헤겔에게 있어 언제나 “진리는 체”이기 때문에, 기 비극이든 후기 비극이든 통일 화해

는 제된 것이 아닌 비극의 체과정의 결과로 악되어야 한다.다만 본고는 보어가 지 하는

이 두 비극 작품들 간의 차이를 이 두 작품들 간의 내용상의 차이로 간주한다.그리고  정신

상학 에서  안티고네 가 치하는 곳이 ｢정신｣장임을 상기할 때, 안티고네 에서 이미 제되어

있는 듯이 보이는 통일은 ｢의식｣,｢자기의식｣,｢이성｣을 거치면서 증명된 결론에 불과하며,이

증명된 통일로부터 다시 ｢정신｣장의 논의가 개된다.따라서  안티고네 에서 제된 통일은 ｢

이성｣까지의 증명된 결론,즉 ｢정신｣장을 시작하는 확신(Gewissheit)에 불과할 뿐,｢정신｣수

에서의 통일로 악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KarindeBoer,(2010)

12) 리암스는 이 작에서 헤겔과 니체의 비극 사상들을 다루고 있다.따라서 이 작은 헤겔

과 니체 사이를 오가며,이 두 철학자들의 사상 특징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비극에 한 입장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본고가 보기에 보어보다는 헤겔의 사상 특징들을 체계 으로 보여주고

있지는 못하지만,헤겔의 진무한의 설명을 칸트 철학과의 비교를 통해 제시함으로써 비극 화

해에 한 이해를 제공하고 있으며,종교 에서의 “신의 죽음”의 문제와 비극에서 드러나는

삶의 “고통”의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룸으로써,헤겔의 비극과 그 화해에 한 이해를 보어보다는

상세히 설명해주고 있다.그러나 리암스 역시 헤겔의 주체 개념을 다 야만 악할 수 있는

고 비극과 근 비극의 차이를 사상한 채,각각의 객 화해와 주 화해를 구분 없이 설

명하고 있다는 이 다소 아쉽다.그러나 본고는 리암스가 비극 화해를 “ 괴와 창조를 모

두 포함하는 과정”(p.137)내지는 “비극의 해소와 그 최종성은 불행과 고통에 놓여 있는 것이 아

닌 정신의 만족에 놓여 있다”(p.141)고 보는 견해에는 으로 동의하는 바이다.RobertR.

Willams,Tragedy,Recognition,andtheDeathofGod,(Oxford,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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켰을 때,인륜을 가능하게 만드는 주체의 조건을 밝히는 요한 문제이기

도 하다.그리고 그 결과로 자율 주체의 등장만이 비극을 탄생시킬 수

있는 조건임이 밝 질 것이다.그러나 여기서 비록 종교 실정성의 문제

에서 출발하고 있지만,본고는 이것이 종교 역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님을 분명히 할 것이다.왜냐하면 실정성 문제는 종교 역을 넘어

사회 역에서도 기존의 인식으로 인정된 가치들을 아무 비 없이 있

는 그 로 받아들일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며,헤겔 역시도 신이라는

개념을 단지 종교 역에만 국한된 것으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다.헤

겔은 유태교를 실정종교로서 악했다.왜냐하면 유태교는 율법이라는 권

를 내세워 주체들에게 명령만을 강요했기 때문이다.이 실정 인 세계

안에서 주체는 단지 그에게 기존의 인식으로 인정된 것들( 를 들면,사

회 제도, 습,법 그리고 궁극 으로는 신)만이 진리라 여기며 주어진

것들을 오직 수동 으로 정할 뿐,삶의 주체성을 상실하고 스스로 노

가 된다.따라서 이러한 주체에게 발생할 수 있는 비극이란 주어진 법을

부정함으로써 찾아오는 죽음이라는 형벌뿐이기 때문에,여기에서는 그 어

떠한 화해도 발생할 수 없다.헤겔은 이를 극복하고자 수의 생애에서

악한 운명 개념을 도입한다.왜냐하면 운명이라는 개념을 떠올리는 순

간 삶의 주체는 ‘나’가 되며,기존의 인식으로 악할 수 없는 낯선 운명

이라는 부정 인 력(negativeMacht)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실정

성(Postivität)의 세계는 지양되기 때문이다.그러나 ‘나’가 이러한 운명의

부정 인 력을 외부에서 주어진 낯선 강제로서 악한다면,‘나’는 삶의

온 한 주체일 수 없으며,이러한 주체에게 비극이란 단지 우연과 자의

인 사건에 불과할 것이다.그러나 주체가 운명이라는 부정 인 력을 외

부에서 주어지는 낯선 것이 아닌,‘나’의 행 의 결과로서 받아들임으로써

‘나’의 삶의 완 한 주인이 될 때,비로소 비극은 탄생한다.왜냐하면 이러

한 주체의 조건에서 발생하는 비극만이 운명이라는 부정 인 력이 그를

압도할지라도,이에 굴하지 않고 정 인 력,즉 운명과의 화해를 보여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이러한 주체의 특징은 인륜성을 가능하게 만

드는 주요한 계기이기도 하다.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할 은 비극

은 고 그리스의 웅 주체에 의해서 탄생했다는 이며,이는 II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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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텍스트를  기독교의 정신과 그 운명 로 삼고 있기 때문에,이 작에

서 유태교와 수의 기독교 사이에 치한 고 그리스에 한 서술이

락되어 있다는 이다.이 문제(고 그리스의 웅 주체와 수 이후

에 가능한 근 주체의 차이)를 다시 본론에서 보다 상세히 다루겠지

만,헤겔은 고 그리스인들을 인륜성과 비극을 탄생시킨 자율 주체로

악했지만,아직 그 자율성에 있어 수의 등장 이후에나 가능한 반성

주체에는 못 미친다고 보았다.이는 II장과 IV장의 진행 속에서 더욱 분

명히 밝 질 것이다.

II장에서 비극을 가능하게 주체와 비극이 치하는 인륜 안에서의

주체의 조건을 살펴보았다면,III장에서는 헤겔의 화해 개념이 그의 철학

체계 내에서 어떻게 개되었는지를 고찰할 것이다.이는 동시에 비극이

치하는 인륜의 객 (사회 )조건을 밝히는 것이기도 하며,II장의 주

체 개념과 더불어 IV장에서 서술될 헤겔체계 내에서 “ 정신”(주 정신

과 객 정신의 통일)으로서의 술이 담아내야 하는 내용인 인륜성을 정

하는 작업이기도 하다.본고는 III.1에서 그 출발로서 화해 내지는 정신

의 원형으로 평가받는 사랑(Liebe)개념에서 시작할 것이다.사랑은 자기

감정이라는 자율성에 근거하는 타자와의 화해의 정신이다.헤겔은 이 사

랑을 통해서만이 외 인 신과 감성을 배제한 도덕성의 명령에 근거하는

타자와의 화해가 아닌,주체 자신의 자율에 근거하는 타자와의 화해가 가

능하다고 보았다.그러나 헤겔은 사랑 개념에서 멈출 수 없었다.왜냐하면

사랑은 감성 직 성에 근거하기 때문에,그 실 에 있어 사회 실천으

로까지 확 될 수 없기 때문이다.따라서 후기 헤겔 체계(특히  법철학 )

에서 사랑 개념은 가족으로 축소된다.헤겔은 이제 감성 직 성(내지는

강한 유 감)이 아닌 이성에 근거를 두는,새로운 사회철학 의 화

해의 모델을 제시해야 했다.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헤겔은 자기의식

들 간의( 는 개인과 개인 간의)상호주 성을 기반으로 하는 인정

(Anerkennung)의 문제를  정신 상학 의 ｢자기의식｣장에서 다루고 있

다.13)따라서 본고는  정신 상학 의 ｢자기의식｣장으로 가서 인정 개념을

13)본고는 헤겔이 ｢자기의식｣장에서 서술하는 인정개념에 도달해야만 비로소 주체가 타자와의

계를 통해서 “나이면서 우리이며,우리이면서 나”(PhG.145)인 화해로서의 정신(Geist)개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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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찰할 것이다.우선 III.2.1에서는 욕구 개념을 살펴볼 것이다.여기서 본

고는 욕구 개념을 통해서 데카르트식의 유아론의 극복과 자기의식들 간의

상호주 성에 한 헤겔의 논의를 살펴 으로써,III.2.2에서 펼쳐질 생사

를 건 인정투쟁으로 이행하는 다리를 놓아 것이다.III.2.2에서는 생사

를 건 인정투쟁의 결과로 주어지는 주인과 노 의 불완 한 인정 계에서

출발하여,주인과 노 과연 어느 쪽이 ｢자기의식｣장의 핵심 주제인

“자기의식의 자립성”을 완수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그리고 주인과 노

의 불평등한 인정 계를 넘어,법과 제도를 매개한 보다 사회 이며 안정

인 인정 개념인 인륜성 개념으로 이행할 것이다.III.3에서는 화해의 궁

극 역인 인륜성(Sittlichkeit)개념을 살펴볼 것이다.여기서 인륜성이

란 국가,가족,종교,법 등등의 사회 제도들과 주체의 통일된 상태를

지시하며,이는 주체가 사회 제도들을 강압 이거나 무반성 으로 수용

하는 것이 아니라 반성 인(이성 인)승인과정을 거쳐 이 제도들의 정당

성들을 입증했을 때 가능한 통일 개념으로 드러날 것이다.따라서 인륜성

의 상태 안에서는 객 인 제도와 주체의 계는 서로 립되거나 각각

의 독립된 계가 아니라,객 제도들은 주체를 통해서 살아있는 것이

되며 이와 반 로 주체는 객 제도를 통해서 보다 안정 인 삶을 유지

할 수 있게 된다.따라서 이 인륜성 안에서 헤겔이 목표하는 개인과 사회

의 궁극 인 화해가 달성된다.그리고 이 “인륜”에 헤겔은 비극의 무 를,

즉 사회 배경을 정 한다.

IV장에서는 비극에 한 서술이 가장 풍부한  미학강의 로 돌아가

헤겔의 술철학 에서 비극에 한 설명을 개진한 후에,그가 시

한 실제 비극작품들의 분석을 통해서 비극 화해의 의미를 살펴볼 것이

다.IV.1은 헤겔의 술규정을 통해서 비극에 한 설명을 개진함으로써,

비극에 한 설명을 보다 상세히 보충함과 동시에 정리하는 작업이 될 것

그 첫걸음을 내딛을 수 있는 근거가 정립된다고 생각한다.따라서 본고에서 차지하고 있는 III.2

의 분량이 본고의 주제 여타 다른 장(章)들과 비교하여 길어 보일 수 있지만,헤겔이 주장하

는 화해 개념은 유아론 주체의 활동이 아닌,이 주체가 자신의 내부로부터 걸어 나와 타자와

함께 하는 사회 속에서 정 될 때 비로소 완성된다.그리고 이 이 여타 다른 독일 념론 통

의 철학자들과 헤겔을 구분해주는 지 이기도 하며,마르크스를 비롯하여 최근의 하버마스와 호

네트와 같은 사회철학자들이 헤겔 철학에 주목하는 이유이기 때문에,다른 장(章)들에 비해 다소

할애하는 비 이 높음을 감안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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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14)IV.1.1에서 “세계 보편상태”를 통해서 웅시 를 지칭하는 고

비극과 “ 재의 산문 세계상태”를 지칭하는 근 비극이 서로 다른

시 배경 하에서 어떠한 특징들을 지니고 있는지를 고찰할 것이다.그

리고 IV.1.2에서는 비극 상황은 어떻게 조성되는지를,그리고 IV.1.3을

통해서는 비극 립은 어떠한 특징을 지니고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IV.1은 앞선 II장과 III장에서 본고가 개진한 비극과 화해에 한 설명을

다시 술 으로 다시 정리한 것으로 도 무방할 것이다.IV.2에서

본고는 실제 비극 작품들의 내용을 심으로 비극 내에서의 화해가 어떻

게 가능한지를 분석할 것이다. 안티고네 에서 심이 되는 인륜 실체

들,즉 가족의 법과 국가의 법은 어떻게 화해할 수 있는지,그리고  오이

디푸스왕 과  햄릿 에서 심이 되는 각각의 주인공,즉 주체는 어떻게

자신의 운명과 화해할 수 있는지를 논의할 것이다.IV.3에서 본고는 고

그리스의 웅 주체와 근 의 반성 주체 각각은 비극 내에서 부정

인 력이 유발하는 고통을 어떻게 인식하고 수용하는지를 고찰함으로써,

고 비극과 근 비극에서 드러나는 고통의 차이를 밝히고자 한다.이는

자에서는 “명랑한 고통”으로,그리고 후자에서는 “깊은 고통”으로 드러

날 것이다.IV장의 마지막으로 본고는 비극 화해,즉 객 화해와 주

화해에서 드러나고 있는 술이 지닌 장 과 그 한계를 철학과의

계를 통해 고찰해 으로써, 술과 철학의 계를 -흔히들 주장하고

그 게 여기고 있는 - 계 인 계로 악하는 것이 아닌 상호보완

계로 증명할 것이다.

V장의 결론에서는 앞서 논의된 헤겔의 비극 화해에 한 설명을

14)여기서 염두에 둬야할 은 헤겔의 “ 술철학 ”이라는 말의 무게를 인지하는 것이다.왜

냐하면 헤겔의 술철학은 그의 철학체계의 정 인 정신의 상을 지니기 때문에,헤겔의

술철학 에서 논의를 개한다는 말의 의미는 최소한 정신,즉 주 정신과 객 정신

의 통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무게를 갖는다.따라서 정신으로서의 술은 결코 II장에서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주 정신으로서의 주체 개념만으로 악해서는 안 되며,III장에서 두드러

지게 드러나는 객 정신으로서의 사회 가치들만으로도 악해서는 안 되는,즉 이 양자의 통

일의 에서 악되어야 한다.게다가 비극은 이러한 정신으로서의 술 안에서도 최고의

상을 지닌 시문학이기 때문에,비극에 한 논의의 출발에 있어 그 토 의 건축에 유념해야

한다.이런 술과 비극이 헤겔체계 내에서 갖는 무게로 인해,-이것이 부라고 볼 수는 없지만

-본고의 목차를 II장에서의 주체 개념(주 정신)과,III장에서의 사회철학 개념이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인정 인륜성 개념(객 정신)으로 구성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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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탕으로,오늘날 우리의 삶에 비추어 헤겔의 “비극 내에서의 화해”가 지

니는 의미들을 되짚어 보는 것으로,사실상의 본고의 연구는 끝날 것이다.

그러나 본고는 다시 헤겔의 “비극 내에서의 화해”개념에 한 의미를 개

진하는 가운데 놓치고 있는 헤겔철학의 다른 주제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왜냐하면 본고가 다루고 있는 각각의 헤겔 개념들은 사실상 많은 헤겔 연

구자들에 의해서 하나의 독립된 주제로 다 지고 있으며,그 해석에 따라

많은 논쟁들이 존재하기 때문에,보다 면 한 논의를 통해서만 그 온 한

의미들을 밝힐 수 있기 때문이다.그러므로 여기서는 본고의 주제에 집

함으로써 제외되었거나 는 본고의 미진한 연구로 인해서 단지 제안 수

에 그칠 수밖에 없었던 개념들을 잠시 되짚어 으로써,본고의 차후의

연구방향 다른 헤겔철학의 주제들을 소개하는 논의의 공간으로 할

애하고자 한다.



- 15 -

I.비극을 가능하게 하는 주체의 정립과정

알려진 것 일반(Das Bekannte überhaupt)은 친숙한 것

(bekannt)이기 때문에,오히려 제 로 아는 것(erkannt)이 아니

다.인식의 경우에 어떤 것을 알려진 것으로 제하며 한 그

것을 그 로 받아들인 것은 가장 일상 인 자기기만이자 타인

에 한 기만이다.(PhG.35)

헤겔은  정신 상학 서문(Vorrede)에서 “알려진 것”,즉 기존의 인식

으로 인정되어 있는 것의 내용을 있는 그 로 받아들인 것은 “제 로 아

는 것”이 아니라고 지 하며, 한 그러한 주체의 태도를 “자기기만”이라

고 비 한다.이와 같은 헤겔의 비 은 약한 의미로 보면 기존의 이론과

사회 제도 문화 가치들에 해 능동 비 을 가하는 주체에 한

강조로서 볼 수 있다.이 약한 의미에서의 능동 주체로 인해,이론 역

에서는 천동설에서 지동설로의 이행이 가능했으며,실천 역에서는 한

사회가 정체되지 않고 발 해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을 갖게 된다.그러나

이 약한 의미에서는 수동 이며 무반성 인 주체를 헤겔이 왜 “자기기만”

이라고 비 했는지 그 의미는 아직 잘 드러나지 않는다.“알려진 것”은

이미 세 에서 그 타당성이 검증된 것이고, 이를 통해 권 를 갖는

것들이기 때문에,주체가 이를 수동 이며 무비 으로 수용한다고 해서

“자기기만”이라고 표 될 수 없다. 한 기존의 인식에 의해 인정된 것이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에도 그 권 에 억 려 이를 외면한 채 있는 그 로

수용한다고 해도,이를 “기만”이라고 비 할 수는 있겠으나 “자기기만”이

라고 비 할 근거는 다소 약해 보인다.

그러나 “알려진 것”에 한 헤겔의 비 을 강하게 받아들인다면,이

“자기기만” 주체의 의미가 보다 분명히 드러날 것이다.우선 헤겔이

악하고 있는 강한 의미의 주체란 무엇인지를 알기 해서 의 인용문 뒤

에 나오는 구 을 살펴보기로 하자.

“분리의 활동은 가장 놀랍고 한,아니 차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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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인 지성의 힘이자 노동이다 (···)힘없는 아름다움은 지성을

오한다.왜냐하면 지성은 힘없는 아름다움이 할 수 없는 것을

그에게 요구하기 때문이다.하지만 죽음으로부터 회피하며 황폐

함으로부터 자신을 순수하게 보존하는 생명은 정신의 생명이

아니다.정신의 생명은 죽음을 감내하며 그 안에서 스스로를 유

지하는 생명이다.정신은 분열상 속에서 자기 자신을 발

견할 때에만 자신의 진리를 획득한다.정신이 이러한 힘인 것

은,우리가 어떤 것에 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거나 거짓이

고,이제 이로써 다 끝났다’고 말하며 그로부터 다른 어떤 것으

로 넘어갈 때처럼,부정 인 것을 외면하는 정 인 것으로서

가 아니다.차라리 부정 인 것과 정면으로 마주하며 그것에 머

무를 때에만 이러한 력으로 된다.이러한 머무름이야말로 부

정 인 것을 존재로 환시키는 마술 힘이다.바로 이 마술

힘이 앞에서 주체라고 불 던 것이다.주체는 자신의 지반 안에

있는 규정성에 존재를 부여하고,추상 직 성 즉 단지 일반

으로 존재하는 직 성을 지양함으로써 참된 실체,즉 자기 외

부에 매개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매개 그 자체인 존재 는 직

성이 된다.”(PhG.36)

헤겔은 주체의 사고의 활동을 “지성의 힘이자 노동”이라고 표 하면

서,그 특징을 “분리의 활동”으로 서술하고 있다.주체는 자신의 사고의

능력들 하나인 “분리의 활동”을 통해서 인식 역에서는 의식과 상

의 불일치를 유발하며,실천 역에서는 ‘나’와 기존의 사회 제도들

문화 가치들과의 립을 발생시킨다.따라서 헤겔은 이 지성의 힘을 통

해서 주체는 “직 인 계”에 놓인 “아름다움”의 세계,즉 기존의 인식

으로 인정된 가치들을 지양하게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한다.주체가 지닌

사고의 능력들 하나인 이 “분리의 활동”을 통해서만 이론 역에서는

천동설에서 지동설로의 이행의 계기를 지닐 수 있으며,한 사회를 정체되

지 않게 발 하게 만드는 원동력을 지닐 수 있다.그리고 이것이 바로 기

존의 인식으로 인정된 세계 내지는 직 성에 머무는 “아름다운 세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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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하고 생동하는 세계로 바꾸는 주체의 힘 하나이다.이로써 주체의

“분리의 활동”은 기존의 질서와 단 하는 “죽음”이 된다.이 “죽음”은 분

열 없는 아름다운 세계와의 이별이며,“기존의 인식으로 인정된 것”의 권

가 지배하는 세계의 균열이다.15)그러나 여기서 주의할 은 이 “죽음”

은 아직 실화되지 못한 비 실 인 것이다.왜냐하면 주체는 자신의 분

열의 활동을 통해 기존의 세계를 부정만 한 것일 뿐(즉 기존의 질서와

립 상황에 놓여 있는 것),아직 자신의 목 을 세계에 실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주체가 “죽은 것을 고수하기 해서는 최고의 능력이 요구된

다.”(PhG.36)즉 정 인 것만 존재하는 아름다운 세계를 떠나 부정

인 것과 면하기 해서,그리고 “알려진 것”의 권 와 맞서기 해서는

주체에게 “최고의 능력”이 요구된다.주체에게 요구되는 이 “최고의 능력”

은 부정 인 력과 면하고 “알려진 것”의 권 에 맞서는 순간에,이것

들이 불러일으키는 고통과 속에서도 자신을 유지하며,자신의 목

을 실 시킬 수 있는 주체의 힘이다.그 다면 이때의 주체의 힘은 “분열

의 활동”으로서의 부정을 다시 부정함으로써 정과 종합의 활동16)으로

15)지젝은  부정 인 것과 함께 머무르기 (도서출 b,2003)를 통해서  정신 상학 의 이 구 을

유행시킨 장본인이다.지젝의 헤겔 독해의 핵심은 기존의 질서와 단 할 수 있는 주체를 강조하

는 것에 있다.그리고 의 인용 역시 지젝이 헤겔의 단 의 주체를 설명하기 해 사용한 것이

다.“실체(모든 존재자들의 궁극 기반, 자)가 선주체 근거인 것이 아니라 주체이며,자신

의 타자성을 정립하고 그리고 나서 그것을 재 유하는 등의 자기-차이화의 작인이라는 것이 아

니다.‘주체’는 상화,외양,환 ,분열,유한성,지성 등의 비실체 작인을 나타내며,실체를 주

체로서 개념 악한다는 것은 분열, 상화 등이 자 그 자체의 생에 내속되어 있다는 것을

정확히 의미한다.” 까다로운 주체 (도서출 b,2005),149-150쪽.본고는 헤겔 주체가 실체

와 단 한다는 지젝의 주장에 동의한다.그러나 본고의 견해로는 지젝은 헤겔의 주체개념이 지

니는 두 계기 한 계기인 단 과 부정으로서의 주체를 무 강조한 나머지,나머지 한 계기인

화해와 통일로서의 주체를 놓치고 있는 듯이 보인다.“우리는 헤겔에게서 차이와 우연성에 한

가장 강한 정을 발견한다. 지(absolutesWissen)자체는 어떤 근본 인 상실에 한 인정

을 지칭하는 이름에 다름 아니다.” 이데올로기라는 숭고한 상 (인간사랑,2002),29쪽.여기

서 지젝은 “ 지 자체”를 근본 인 상실에 한 인정으로 악한다.만약 “ 지”의 “근본

인 상실”의 의미를 헤겔의 화해개념에는 언제나 립과 갈등의 부정성이 내재한다는 의미로 받

아들일 수 있다면,본고는 여기에 동의할 수는 있으나,지젝의 주장이 여기서 그칠 뿐이라면 본

고는 지젝에 반 한다.왜냐하면 본고의 견해로는 헤겔의 화해개념은 단지 이러한 부정성을 확

인하고 인정하는 의미를 넘어서,다시 정과 종합이라는 자기실 의 강한 화해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지젝의 이 단 의 주체와 화해의 의미를 더 고찰하고 싶으면,성창

기,｢헤겔의 주체 :부정 인 것에 머무르기 -지젝의 헤겔 해석 심으로｣( 철학사상 ,2012)을

참고하라.하지만 이 논문 역시 주체의 자기실 의 강한 화해 의미를 악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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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끌어야 하는 다른 능력이다.그리고 주체는 자신이 지닌 이 정과

종합의 힘을 인식하고,이를 바탕으로 실행에 옮기는 용기를 통해서만,아

름다운 세계에서 “자신을 순수하게 보존하는”것이 아닌,자신의 “

분열상”을 감내하며 부정 인 것의 과 고통과 알려진 것의 권 에 맞

서 자신을 실 시킬 수 있을 것이다.헤겔은 이러한 주체의 능력을 “정신

의 생명”에 비유하면서 “마술 힘”이라고 부른다.즉 “마술 힘”이란

“부정 인 것을 존재로 환시키는”,즉 부정 인 력을 두려워하지 않

고 오히려 이 죽음 속에서 자신을 실 시키는 주체의 능력인 것이다.더

자세히 설명하자면,이 “마술 힘”은 “단지 일반 으로 존재하는 직

성”,즉 부정성 없는 친숙하고 아름다운 세계 안에서 거주하는 것 그리고

16)여기서 분열의 활동의 부정은 무엇이며,이를 다시 부정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우선

여기서 헤겔은 지성(Verstand)이란 단어의 사용을 이성(Vernunft)를 포함하는 사고 일반으로 사

용하고 있는 듯이 보인다.그러나 문제는 헤겔이 다른 서들에서 지성과 이성을 명백히 구분하

여 사용하고 있다는 이다.그 다면 지성과 이성은 어떻게 다른가?지성은 “고정된 규정성”만

을 고수하기 때문에 하나의 규정을 다른 규정들과 분리된 것으로 악하는 사유능력을 뜻한다.

따라서 지성은 체와 부분,원인과 결과 등의 이분법 립을 산출하며,이 고정된 립에 머

물러 있다.그러나 이성은 지성이 산출한 체와 부분,원인과 결과 등에서 립하고 있는 두 항

들의 그 계를 악함으로써 이를 다시 종합하고 통일시키는 사고능력이다.따라서 지성의 부

정과 이성의 부정의 의미는 다른 것으로 악되어야 한다.이에 한 보충 논의로서 보어의 주

장을 끌어들여보기로 하자.보어는 헤겔의 부정성 개념을 악하기 해서 헤겔의  논리학 을

구성하는 ｢존재론｣,｢본질론｣,｢개념론｣에서 각각 드러나는 부정성의 의미를 추 하고 있다.보

어는 헤겔의 변증법을 이해하기 해서는 이 부정의 의미 악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주장하면

서, 논리학 에서 드러나는 세 가지의 부정성의 형태를 고찰한다.우선 보어는 ｢존재론｣에서 부

정성은 ‘없음’,즉 “무(無)”라는 단지 추상 의미를 지닐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여기서의 부정성

은 그 어떠한 립도 형성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본질론｣에서 부정성은 규정된 부정으로서

동일성과 차이,원인과 결과, 체와 그 부분과 같이 서로 반 되는 립 의미를 지닌다고 주

장한다.｢개념론｣에서 부정성은 ｢본질론｣에서의 립을 부정하는,즉 부정의 부정이라는 이 부

정의 의미를 지닌다고 주장한다.보어는 이 ｢개념론｣의 부정성을 부정성이라고 부르며,

자유,목 론,주 성과 같은 자기 규정 인 활동성을 지닌 개념을 통해서 ｢본질론｣의 립을 다

시 부정하는 이 부정의 의미를 지닌다고 주장한다.Boer,(2010)pp.54-83.보어의 설명을 풀어

설명하자면, 를 들어 본질론 은 원인과 결과를 분리·고정된 것으로 악함으로써 그것들

을 립된 것으로 악하는 반면,개념론 은 원인과 결과를 인과성이라는 종합 내지는

체의 으로 악함으로써 본질론 에서 발생된 립을 부정하는 이 부정의 의미를 지

니며,종합과 체의 으로 악된 인과성의 개념은 이로써 분리와 립을 넘어 자기 규정

인 활동성을 지닌 것으로 악될 수 있다.보어의 이러한 부정성의 주장과 련시켜 앞의 인용

문으로 되돌아가보면,지성의 “분리의 활동”의 의미는 ｢본질론｣에서의 부정성의 의미,즉 “죽음”

으로 표상되는 기존의 질서와의 단 을 뜻하는 립 형태를 지니며( 한 이 립 형태 때문

에 헤겔은 비 실성이라고 부른다),이 지성에게 요구되는 “최고의 능력”이 곧 ｢개념론｣의 립

을 부정하는 이 부정의 의미를 지닌 자기 규정 인 활동성이다.헤겔은 지성의 분리의 활동에

서 의도 으로 부정성이라는 표 을 사용하지 않으며,단 을 뜻하는 “죽음”이후에 “부정 인

것”이라는 표 을 쓰는 것은 이러한 부정성의 의미에 혼란을 피하기 해서인 듯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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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인식으로 인정된 것”을 있는 그 로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하는,

즉 오히려 이것들 안에서 자신을 견뎌내고 자신의 “규정성”을 삶과 세계

에 부여함으로써 새로운 존재를 탄생시키는 주체의 능력이다.그럼으로써

주체는 자신의 삶과 세계에 창조주로서 악될 수 있다.

이로써 앞서의 질문,강한 의미의 “자기기만”에 한 답을 할 수

있게 된다.주체의 이 “마술 힘”은 유한한 실 세계로부터 주어진 인

과성과 단 하고,이 단 에서 자신의 목 을 실 함으로써 새로운 존

재를 만들어내는 능력이다.만약 주체가 자신이 지니는 이 “마술 힘”을

외면한 채,부정 인 력에 고개를 돌리거나 “알려진 것”의 권 에 굴복

하는 것은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부인하거나 포기하는 “자기기만”이 되는

것이다.

이 문제를 비극과 련시켜 보기로 하자.비극은 주체가 부정 인

력과 단지 마주하는 것이 아닌,이 부정 인 력이 면으로 등장해 그

를 압도하는 순간을 상연하는 것이라면,주체는 이 부정 인 력과 면

할 수 있는 용기와 부정 인 것 안에서 자신을 지켜낼 수 있는 능력을 갖

춰야 하며 한 이것을 증명해내야 한다.왜냐하면 이럴 경우에만 헤겔이

주장하는 “비극 내에서의 화해”,즉 “죽음 속에서의 자기실 ”이라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기 때문이다.만약 주체가 삶과 세계를

구성할 수 있는 자신의 ‘마술 힘’을 깨닫지 못한다면,이 주체는 자신을

덮치는 부정 인 력을 외면하거나 는 이에 압도되어 “끔 한 오”일

뿐인 화해 없는 죽음과 멸의 상연만을 보여 것이다.따라서 엄 하게

말해서,헤겔 의미에서의 비극은 바로 주체가 “최고의 능력”을 지녀야

만,부정 인 력의 압도 속에서도 정 인 화해의 의미를 산출해 낼

수 있으며,이 “최고의 능력”을 지닌 주체만이 바로 헤겔이 주장하는 비

극을 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

이로써 본고는 헤겔의 기 작인  기독교의 정신과 그 운명 에서,

자기기만 성격이 잘 드러나는 실정종교로서의 유태교 안에서 주체가 지

니는 특징과 그 한계를 고찰한 후에,이 자기기만 주체는 왜 비극을 탄

생시킬 수 없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그리고 “최고의 능력”을 지닌 주체

를 정립하고자 한 수의 생애를 통해 운명 개념을 서술함으로써 비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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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의 성립과정을 보여 것이다.그러나 헤겔은 비극의 탄생을 이 두

시기 사이에 놓인 고 그리스로 악했다.따라서 본고는 이 두 시기 사

이에 비극을 탄생시킨 고 그리스 인 웅 주체의 특징과 그 한계를

살펴 으로써,고 그리스의 주체는 유태교 내에서의 주체와 달리 자율

이지만, 수의 등장 이후에나 가능한 완 한 반성 주체가 아니라는

것을 밝히고자 한다.이러한 서술상의 매끄럽지 못한 진행은 II장의 주 텍

스트를 고 그리스에 한 서술이 없는  기독교의 정신과 그 운명 으로

삼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1.타율 주체와 형벌의 세계 -실정종교로서의 유태교

청년헤겔은 당 의 기독교의 실정성 문제를 직시했다.여기서 실정성

이란,어떠한 사회 제도 문화 가치들이 더 이상 부정성을 내포하

지 않음으로써 화석화된 객 성만 남은 상태를 지시한다.바꿔 설명하자

면,어떤 제도 가치들이 그 정당성에 한 물음을 외면한 채,주체들의

동의를 통해 살아있는 것이 되지 못하고 경직되고 죽어있는 객 성만 남

은 상태를 의미한다.헤겔은 이와 같은 실정 인 상태를 다음과 같이 서

술한다.

달성할 수 있는 것을 뛰어 넘을 상상력이 생겨나도 실이

그것을 용납하지 않는 이상 그것을 목 으로 삼거나 하지 않으

며 오히려 목 을 실에 합하도록 낮춘다.이와 같은 타성의

생활은 이제 자연 인 죽음을 기다릴 뿐이다.타성은 립이 없

는 행동이며,거기에는 단지 형식 인 지속만이 남아 있을 따름

이다.목 의 충실이라든가 깊이 같은 것은 거기서는 이미 문제

삼을 필요가 없다.거기에 있는 것은 사물의 표면을 어루만질

따름인 외면 이고 감각 인 존재이다.(VPG.100)

헤겔은 당 의 기독교가 이와 같은 실정성의 상태에 빠졌다고 보았

다.그 결과,참된 기독교의 정신은 변질되어 오직 권 로서 명령만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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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과 화석화된 교리만이 남았으며,그 안에서 인간들은 신과 교리의 명령

에 복종해야만 했다.그러나 헤겔은 당 의 기독교가 변질되어 실정성에

빠진 것이지,애 의 기독교의 정신( 수의 가르침)은 참된 것이기 때문에

아직 내 으로 이 실정성을 극복할 힘을 지니고 있다고 보았다.따라서

헤겔은 한편으로는 기독교의 실정성이 발생한 그 원인을 악해야 했으

며,다른 한편으로는 인간들의 자유를 어떻게 정 할 수 있을 것인지에

한 연구에 착수해야만 했다.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한 청년헤겔의 사

상 흐름을 고찰하는 것은 헤겔철학의 이해에도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

라 본 논문의 주제를 밝히는데 있어(즉 기독교 비 과 옹호에서는 화해와

한 련이 있는 그의 자 개념이 무엇인지,그리고 칸트의 수용과

비 에서 그의 철학체계의 특징 자유개념이 무엇인지를 악하게 해주

는)유익한 것임에도,본고는 기독교의 정신과 그 운명으로 돌아가 II.1장

의 목 ,즉 실정 인 세계 안에서 주체는 어떠한 한계를 지니며,그 한계

로 인해 비극이 왜 등장할 수 없는지를 밝히는 것을 목표로 삼고자 한

다.17)

17)청년헤겔의 사상 흐름의 심에는 기독교의 비 과 이에 따른 칸트 철학에 한 입장 변화가

놓여있다.헤겔 연구자들은 청년헤겔의 시기를 신학 학에 입학했던 튀빙겐 시 부터 베른, 랑

크푸르트, 나 시기로 구분 한다.여기서 심이 되고 있는 기독교의 비 이에 따른 칸트철

학에 한 입장 변화의 차이는 베른에서 랑크푸르트 시기로 넘어가면서 분명히 드러난다.헤

겔은 튀빙겐과 베른 시 까지는 기독교에 한 부정 인 입장을 나타내면서 반기독교 인 태도

를 취한다.그리고 이 시기에 헤겔은 칸트 철학,특히 그의 실천철학을 극 옹호하는 입장을 취

한다.이 시기에 헤겔은 기독교의 실정성에 한 안으로,더 이상 실정종교의 죽어있는 신에게

실천이성의 권 를 정 하는 것이 아닌 주체 자신의 자율에 정 하려던 칸트를 옹호했다는 은

쉽게 악될 수 있다.그러나 랑크푸르트 시기  기독교의 정신과 그 운명 에서 칸트 철학의

한계를 지 하면서 오히려 기독교의 정신( 수의 사랑의 정신)이 칸트 철학보다 우월한 것으로

간주하며,다시 기독교를 옹호하는 입장으로 돌아선다.헤겔은 칸트 철학,특히 그의 실천이성이

비록 주체 자신의 자율에 근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그의 실천 철학을 “공허한”,“내용 없는”,

“추상 인”이라는 수식어로 비 함과 동시에 그 안을 수의 사랑의 정신으로 내놓는다.특히

이 부분이 어도 두 가지 에서 매우 논쟁 인 부분이다.첫째,기독교와 련하여 헤겔은 무

신론자인가(베른)?아니면 기독교의 변호자인가( 랑크푸르트)?둘째,칸트 철학과 련하여 헤

겔은 칸트 철학에서 어떤 가능성을 봤으며,어떠한 한계로 인해 비 했는가?첫 번째 논쟁 지

을 고찰하는 것은 헤겔의 신 내지는 자 개념을 해명함으로써 이 개념이 내포하는 화해 개념

을 악하는 데 유익하며,두 번째 논쟁 지 을 고찰하는 것은 헤겔의 자유 개념은 칸트와 같이

주체 자신의 자율에 근거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언제나 사회 맥락과 함께 같이 고려된다는

에서 헤겔이 자유개념을 악하게 하는 데 있어 역시 유익하다.그러나 이 두 논쟁 지 을 밝

히는 것은 매우 요하고 유익한 것임에도 본고의 범 를 넘어선 것이기 때문에,여기서는

다만 문제제기의 수 에서 언 하는 것으로 그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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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실정종교 안에서 드러나는 주체의 특징과 그 한계를 살펴보기로

하자.헤겔은  기독교의 정신과 그 운명 에서 아 라함의 유태교를 실정

종교로 보고,이 실정종교를 극복하려는 수의 생애에서 운명 개념을 보

았다.그리고 여기서의 고찰 상은 바로 자이다.

실정종교에서 인간은 규정되고 지배되며,신은 주인이다.

신의 립자 역시 객 인 것으로서 홀로 외롭게 있는 것이

아니다.그는 신에 의해 지배되는 자이다.(ETW,543)

실정 인 유태교 안에서 인간들은 신을 “주인”이자 “지배자”로 섬기

며,신에 의해 규정되고 지배당하는 노 에 불과하다고 헤겔은 보았다.유

태교가 내세우는 율법의 권 는 인간들에게 명령을 강요하고 따르게 함으

로써,인간의 모든 자율성을 박탈한다.이 실정종교의 강압 아래서 인간은

율법의 권 에서 나오는 타율 인 명령의 복종을 통해서만 자신을 실 시

킬 수 있다고 믿는 자기기만 상태에 빠지게 된다.

무한한 주체는 보여서는 안 된다.왜냐하면 볼 수 있는 것

은 모두 한계 지워진 것이기 때문이다.(ETW,475)

실정종교 안에서 인간들이 자신을 자율 인 주체로 드러낸다면,그것

은 신에 한 불복종이며 이는 그들의 확신,즉 신의 명령에 복종함으로

써 자신을 실 시킬 수 있다는 믿음의 포기가 된다.따라서 유태교는 인

간의 특수성을 억압한 채 율법이라는 보편성의 원리만 따르게 하는 화석

화된 권 에 기 하고 있다.그러나 헤겔의 유태교 비 에 있어 한 가지

염두에 둬야할 은,그는 으로 유태교를 비 만 한 것이 아니라는

이다.유태교의 강력한 율법의 강조는 노아의 홍수와 같은 인 자

연의 력을 극복하기 한 노력의 일환으로서,이는 “사유에 의한 산출

물을 통일체로 삼아 무한한 자연 에 군림”(ETW.467)하려는 시

도 다는 에서 평가받을 측면이 있다.그러나 그들은 인 자연성

을 극복하려는 시도를,율법이라는 사유에 의해 산출된 보편성의 원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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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주체를 억압하는 방식으로 실 하려 했다.헤겔은 바로 이 을 비

하고 있다.18)

유태교의 실정성에 한 헤겔의 이러한 설명에서 주목해야 할 은

여기서 드러나는 주체의 자기기만 성격이다.왜냐하면 실정성을 래하

는 원인은 기존의 강력한 권 의 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주체 자신에

게 있기 때문이다.즉 유태인의 신은 그들만의 것이었으며,그들이 주인으

로 섬기는 신의 권 는 결국 그들 스스로가 노 로 락함으로써 더더욱

견고한 것이 되었다.만약 인간들의 사유에 의해서 산출된 개념으로서 신

을 가정해 볼 수 있다면,인간은 자신이 만들어 낸 사유의 결과물에 자신

스스로 굴복함으로써 노 가 되는 상황,즉 “자기기만”에 빠진 것이다.19)

그리고 이는 사회 역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실정성의 문제이기도 하

다. 를 들어 이 세 가 만들어 놓은 사회 가치들을 재의 세 가

아무런 비 숙고 없이 받아들인다면,그 사회 가치들은 원한 권

를 지닐 것이며,그런 상태의 지속은 머지않아 실정성의 문제를 래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그리고 이런 상태 속에서 주체는 세계 속에서의

자신의 실 을 기존의 가치들에 따르는 것에 불과한,즉 단지 타율에 의

해 정 된 가치들을 실 하는 것에 불과할 것이다.타율에 의한 자신의

18)여기에 한 보다 자세한 설명을 살펴보고 싶다면,남기호,｢헤겔의 ‘사랑’개념과 그 철학 상

변화｣( 시 와 철학 18,2008)7쪽을 참고 하라.

19)유태교라는 실정종교에서 드러나는 주체의 이 자기기만 태도는  정신 상학 의 ｢자기의식｣장

의 스토아주의( 욕주의)와 아주 하게 련이 있다.헤겔은 자기의식의 자유를 고찰하는 자

리에서 그 첫 형태를 스토아주의로 들고 있으며,그 특징을 바로 “사유(Denken)”로 규정한다.왜

냐하면 스토아주의에서 자기의식은 자연 욕구나 실 세계를 오직 부정 인 것으로만 악함

으로써,내면으로 후퇴하여 사유의 보편 가치들만을 따를 때 비로소 자유가 실 된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이러한 스토아주의 인 자유의 실 은 장 과 단 을 모두 지니는데,장 은 자

연 욕구와 같은 특수성의 원리를 따르지 않고,사유를 통한 보편성의 원리를 따름으로써 정신

가치들을 시했다는데 있다.단 은 그러나 사유를 통한 이 보편성의 원리만을 시한 나머

지 개인들의 특수성을 억압하고, 실세계를 부정 인 것으로만 악함으로써 결과 으로 자신

의 자유를 실세계에서 실 하지 못하고 오직 자신의 내면에서만 실 가능한 것으로 락하게

되었다는 에 있다.헤겔은 이러한 스토아주의의 특징과 그 한계를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이

사유하는 의식은 그 자신이 추상 인 자유로서 스스로를 규정함에 따라 오직 타자존재의 불완

한 부정에 불과할 뿐이다.”(PhG.159)즉 스토아주의 인 자유는 오직 세계에 자신을 실 하는

구체 자유가 아닌,그들 내면(사유)에만 머물러 있을 뿐인 “추상 인 자유”일 뿐이며,그들이

믿고 따르는 그러나 그들이 창조해낸 “스토아주의”라는 사유의 상을 부정하고 실세계로 나

아갈 때,비로소 실 인 자유의 의미를 획득하게 된다.요약하자면 스토아주의와 유태교의 실

정종교 안에서 드러나는 자기기만 태도,즉 자신이 산출한 사유의 상(보편성)의 권 에 스스

로 종속됨으로써 자신의 특수성을 억압하는 태도는 결국 같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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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은 참된 의미의 자유일 수 없다.이 주체는 실정종교의 신과 화석화

된 객 성만 남은 법의 권 에 억 려,그가 지니는 최고의 힘,즉 삶과

세계를 창조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다.

앞서의 실정종교 안에서의 주체의 특징을 요약해보자면,이 주체는

아직 자신의 능력을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자신이 ‘자기기만’ 상

태에 빠졌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따라서 이때의 주체는 법

이라는 보편성을 해 자신의 특수성을 모두 포기함으로써,자기 자신에

근거하는 자율 자기실 이 불가능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즉,그가 지니

는 창조주로서의 자신의 능력을 인식하지 못한다면,그는 자신의 “분열의

활동”을 통해 발생하는 부정 인 것과 아직 면할 수도,그 안에서 자신

을 견뎌낼 힘도 없을 것이다.이제 실정 인 세계 안에서 주체가 면하

는 형벌로서의 부정 인 력의 특징을 살펴보기로 하자.

헤겔은 유태교 안에서 주체가 면할 수 있는 부정 인 력을 형벌

로 표 한다.그러나 이 형벌은 온 한 주체 자신의 “분열의 활동”을 통

해서 발생하는 부정 인 것이 아니라,주체 이 에 주어진 법과 그 반

을 통해서 발생하는 것이다.따라서 “이 형벌은 그에게 언제나 낯선

것”(ETW.553)일 뿐이다.

실정 인 세계 안에서 법과 립하는 주체는 자신의 온 한 “분열의

활동”을 통해 법 그 자체를 거부하거나 반 함으로써 그가 산출하는 부정

인 력과 면하는 것이 아니라,오직 자신 이 에 존재하는 법의 규

칙들 일부의 반 그 결과로서 주어지는 형벌이라는 부정 인 력

과 면할 뿐이다.왜냐하면 실정 인 세계 안에서 주체는 아직 자신을

법의 창조자로서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이 주체는 자신이 산출한

법의 권 에 스스로 종속됨으로써 자기기만 상태에 놓여 있다는 사실조

차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따라서 이 주체가 행하는 법의 부정은

애 부터 자신을 법의 주인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오직 노 로 인식할 수

밖에 없는 상태에서 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주체가 제아무리 법을 부정

한다고 할지라도,그는 다시 법에 다시 종속된다.

[실정 인 세계 안에서의 -인용자]형벌은 범법자가 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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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계를 끊었지만 여 히 의존하고 있는 법의 반된 결과로

주어진다.그는 법,형벌 는 그가 행한 것으로부터 빠져나갈

수 없다.법의 특성은 보편성이기 때문에 범법자가 법의 내용을

깨뜨리기는 했어도 그 형식,즉 보편성은 여 히 남아 있다.범

법자는 법을 깨뜨림으로써 지배자가 되었다고 믿는데,그래도

그 법은 유지된다.(ETW.549-50)

주체는 법을 부정했지만,아직 법에 종속된 채 남아있다.그리고 그

결과로서 주어지는 형벌,즉 부정 인 력의 압도 속에서 그가 성취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죽음뿐이다.그러나 이때의 죽음은 ‘부정성 없는 아름

다운 비 실 인 세계와의 이별’ ‘기존의 인식으로 인정된 것의 권 에

균열을 내고 주체 자신의 인장을 세계에 는 자기실 ’이 아닌,그 무엇

도 성취하지 못하고 맞이하는 삶의 괴 내지는 무화일 뿐이다.법의 주

인으로서 자신의 능력과 권리를 깨닫지 못한다면,그는 주인으로

서의 법의 원한 노 에 불과할 것이며, 한 비록 그가 법을 부정함으

로써 주인으로부터 탈출을 시도한다고 할지라도,이는 주인으로부터 노

의 탈출이라는 타율 인 의미만 지닐 뿐이지 그 자신 스스로의 노 의 탈

출이라는 자율 인 의미는 없다.따라서 법의 부정의 결과로서 주어지는

형벌의 순간 는 부정 인 력이 그를 압도한 순간에,그가 악할 수

있는 사실은 단지 죽음이라는 삶의 괴에 불과할 것이다.그리고 이 부

정 인 력이 실정 인 세계 내의 주체에게 면으로 드러나는 순간을

비극 인 것으로 부를 수 있다면,이 안에서는 그 어떠한 정 인 의미

도,화해의 내용도 찾아볼 수 없다.헤겔은 이러한 실정 인 세계에서 발

생하는 비극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유태인의 커다란 비극은 그리스의 비극이 아니다.그 비극

은 공포도,연민도 불러일으킬 수 없다.그 두 요소는 아름다운

존재가 어쩔 수 없이 지른 과오에서 빚어지는 운명으로부터

발생하기 때문이다.유태의 비극은 오만을 불러일으킬 수 있

다.(ETW.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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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정 인 세계의 주체에게 운명이란 없다.왜냐하면 운명은 비록 낯

선 력으로서 주체에게 다가오지만,그 발생은 결국 그 자신의 행 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이 역시도 주체가 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이다.즉

으로 변해버린 삶 역시도 결국 그 자신의 삶이기 때문에,그가 자

신의 삶의 참된 주인이라면 자신의 의무를 다해야한다.그러나 실정 인

세계의 주체에게는 애 부터 자신의 삶에 한 권리가 없다.권리가 없으

면 책임과 의무 역시 존재할 수 없다.따라서 헤겔은 실정 인 세계의 주

체에게 운명이라는 표 을 사용하지 않는다.

이제 외부에서 주어지는 법에 따라 통제되거나,법을 반하지 않는

주체를 설명할 수 있는 다른 상태로,즉 주체 자신의 고유한 삶을 지시하

는 운명 개념으로 본고는 이행할 것이다.그러나 여기서 주의할 은 헤

겔은 운명 개념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낯선 력이라는 의미로만 사용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헤겔은 운명 개념을 수의 생애에서 보았다.그러

나 그 이 에  기독교 정신과 그 운명 을 잠시 떠나 “아름다운 존재가

어쩔 수 없이 지른 과오에서 빚어지는 운명으로부터 발생”하는 고 그

리스로 가야한다.왜냐하면 비극은 고 그리스의 웅 주체들에 의해

서 탄생된 것이기 때문이다.

2. 웅 주체와 비극의 탄생 -고 그리스

우리는 고통 받고 있기 때문에,우리가 잘못을 질 음을

인정한다.(PhG.348)20)

청년헤겔은  기독교의 정신과 그 운명 에서 수의 등장과 함께 실정

인 세계를 극복할 수 있는 주체 일반의 정립이 가능하다고 보았다.청

년헤겔의 이러한 견해는  미학강의 에서 낭만 술형식의 종교를 수

가 등장한 이후의 기독교로 보았으며,그 원리를 바로 “ 주 성”으

20)소포클 스,천병희 옮김, 소포클 스 비극 집 ,(도서출 숲,2008)  안티고네 ,926쪽.

한국어 번역으로는 “나는 고통당하며 내가 죄를 지었음을 시인하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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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악하는 데서 확인할 수 있다.이 “ 주 성”은 바로 앞에서 서

술한 낯선 운명 속에서도 자신의 삶을 견실히 지켜낼 수 있는 주체 일반

의 특징과 같다.

주 성의 개념에는 실체 보편성과 인격의 립이

내재하는 바,그 매개의 성사는 주 인 것을 그 실체로 채우

며 한 실체 인 것을 자기 자신으로 알고 (이 실체 인 것을)

자신의 의지로 갖는 주 으로 고양한다.그러나 정신으

로서의 주 성의 실에는 유한한 세계라는 보다 깊은 립이

속하는 바,무한자는 자신의 고유한 활동을 통해 유한한

것으로서의 세계를 지양하여 자와 화해하며,이를 통해 그

고유의 본질을 스스로에게 자화하고 그리하여 정신으로

존재한다.(ÄII.143)

이러한 주체의 등장이 비극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이라면,비극은

수의 등장 이후에나 가능한 것이 된다.그러나 헤겔은 비극이 고 그리

스에서 탄생했다고 보았다.이제 고 그리스의 정신은 무엇이며,이때 주

체의 어떠한 특징이 비극을 탄생시켰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헤겔은 고 그리스를 인간의 청년기로 비유하면서 그 의미를 “완성

과는 거리가 먼,실수투성이의 청년기라는 의미가 아니라,옹색한 분별로

보이는 목 을 한 노동이나 노고에 몸을 던질 필요가 아직 없고,구체

이고 신선한 정신생활을 구가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의 청년기”(VPG.

275)로 보았다.그리고 헤겔은 고 그리스를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그리스에 이르러 비로소 정신은 스스로를 의지와 앎의 내

용으로 삼는 데까지 성숙하고,나아가 국가,가족,법,종교가 동

시에 개인의 목 이 되며,개인은 그것들과 계함으로써 개인

으로서 인정을 받는 계가 성립한다.(VPG.275)

헤겔은 그리스의 개인들을 실정 인 세계에서와 같이 법에 자신을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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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시키는 수동 인 주체로 악하는 것이 아니라,“국가,가족,법,종교”

를 자신의 목 으로 삼고 계함으로써,오히려 이러한 실체 력들이

그들의 개별성에 의해서 완성되는 삶과 세계의 능동 인 주체로 악했

다.따라서 능동 인 주체로서의 고 그리스인들은 스스로를 자신의 삶

과 세계의 주인으로서 악하고,이를 토 로 자신의 삶과 세계 안에서

그들 스스로가 목 으로 삼는 “국가,가족,법,종교”를 실 해나감으로써,

사회철학 에서는 ‘인륜 세계’를, 술철학 에서는 ‘이상

(Ideal)으로서의 미’를,종교 에서는 ‘술종교’를 탄생시켰다고 헤겔

은 보았다.그리고 사회 실체들과 주체들 사이의 이 직 인 통일 상

태가 바로 고 그리스의 웅 주체의 특징이다.바꿔 말하면,그들에게

법은 바로 웅 주체 그 자신이었으며, 웅 주체 그 자신이 곧 법이

었다.그러나 이 직 인 통일이 가능했던 것은 한편으로는 그들이 비록

자유로우며 능동 인 주체 기 때문이지만,다른 한편으로는 앞서 헤겔이

고 그리스를 “청년”과 비교했듯이 아직은 성숙한 반성 주체가 아니었

기 때문이다.21)

능동 인 그리스의 주체에 의해서 그리스의 신들은 혼과 육체라는

립물들이 함께 깃든 인간의 형상으로 탄생했다.그러나 그리스인들은

오직 신을 살아 있는 인간의 모습으로만 악했을 뿐,아직 인간에게 신

의 본성이 깃들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비록 그리스에서 “신들

은 아직 인간 이었기 때문에,인간은 신다운 존재”(VPG.304) 으나,그

리스 신화에서 나타나듯이 신들은 인간 세계에 내려와 분란과 갈등을 조

장하고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하늘로 올라가 “이상의 고요”속에 머

문다.그럼으로써 신은 단지 인간이라는 감각 존재로 악되었을 뿐,

아직 그 내면 본질은 악된 것이 아니다.그러나 “태어나고,죽고,십

자가의 죽음으로 고통 받았던 수는 그리스의 아름다운 인간과는 비할

수 없을 만큼 인간 ”(VPG.304)인 신의 아들이자 인간의 아들이다.헤겔

은 수의 이러한 특징을 참된 자,즉 아들 없는 아버지는 존재할 수

없듯이 신(무한)역시 인간(유한)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는 진무한 성격

으로 보았다.따라서 헤겔은 기독교의 신의 등장과 함께 비로소 “신의 본

21)보다 자세한 설명은 IV.1.1에서 다루고 있으니 참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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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인간 본성의 잠재 동일성”(VPG.305)을 깃들게 할 수 있는 내면

정신에 한 악이 가능하다고 보았다.본고는 이 그리스 신들(고

술형식)과 기독교의 신(낭만 술형식)에서 드러나는 이 차이를

근거로 본고는 IV.3에서 고 비극과 근 비극에서 드러나는 고통의 문

제로 보다 상세히 고찰할 것이다.

기독교는 그리스인들에게는 완 히 낯설었던 인륜성의 범

주들을 결과로 낳았다. 컨 선과 악의 결단에 있어 양심의

내 반성,양심의 가책과 회한은 의 도덕 완성에 비로소

속하는 것이다. 웅 성격은 회한의 불일치성에 해 알지 못

한다.그가 했다면 한 것이다.오 스테스는 어머니를 살해했다

고 후회하지 않으며,그의 행동에서 발된 복수의 여신들이 그

를 추 하지만 그러나 동시에 유메니데스는 순 히 주 인

양심의 내 가책으로서가 아니라 보편 힘들인 것으로서 표

된다.(ÄI.360)

고 그리스인들은,비록 기독교의 등장 이후에나 가능한 “양심의 내

반성”에서 나오는 보다 깊고 진한 고통의 깊이를 지니지는 못했으나,

부정 인 력이 그들을 압도할 때 드러나는 화해의 순간을 포착해냄으로

써 비극을 탄생시켰다.그리스 비극의 웅들은 수와 같이 자신에게 주

어진 죽음이라는 운명의 길을 미리 인식하고 그 가운데 “내 반성”속에

서 죽음이라는 결단을 통해 자신의 목 을 실 하려 한 것이 아니라,오

직 자신의 목 을 실 해 나가는 가운데 발생하는 갈등과 립을 통한 고

통 속에서 그들의 잘못을 인정했으며,부정 인 력이 압도하는 순간에

도 이에 굴복하지 않고 자신의 목 을 철하려 했다.22)그리스 비극의

22)이러한 본고의 주장의 설득력은 지젝의 다음의 주장에서도 확인 할 수 있다.“[기독교 -인용

자]탈아 사랑의 이처럼 극단 인 형태는 (고 )비극과는 철 하게 립된다.즉 순수한 사랑

에서 나는 자유롭게 나 자신의 멸 는 소멸에 동의하며 탈아 속에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반면

비극에서 나는 ( 한)운명을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그것에 동의하지 않고 외 인 힘으로 간주한

다.-비극 웅은 이 힘을 으로 거부하며,끝까지 그것에 항의한다 (···)다시 말해 운

명애(amorfati)라는 개념과는 반 로 비극 주인공이 운명에 의한 멸을 받아들이는 데는 아

무런 사랑도 없다.”조형 옮김, 헤겔 스토랑 (새물결 출 사,2013)160쪽.여기서 지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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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들은 “고통 받고 있기 때문에,잘못을 질 음을 인정”하기 때문에,

부정 인 력이 유발하는 이 고통은 그들의 잘못 한계를 드러내주는

수단이었다.즉,그들에게 이 고통은 자신의 일면 인 앎과 태도의 한계를

깨닫게 해주며,은폐되어 있던 진실을 드러나게 해주는 기능을 했다.그러

나 그들은 아직 비극이 해주는 이 고통의 계기를 아직 정신 화해를

한 본질 인 계기로 악하지 못했다.그 결과 그들에게 이 부정 인

력의 압도를 드러내는 비극은 언제나 일회 인 공포와 고통으로 다가올

뿐,“주 인 양심의 내 인 가책”안에서 오는 보다 깊은 공포와 고통

의 의미는 없다.

우리는 종종 신은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시련만을 안겨다 다고 말

을 하곤 한다.그리고 모진 시련을 극복한 사람들만이 이 말을 할 수 있

거나 이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왜냐하면 모진 시

련을 극복하지 못하고 그 시련에 굴복당한 자는 이 말을 할 수 있는 자격

도,이 말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경험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고

그리스인들이 탄생시킨 비극 역시 마찬가지다.그들은 자신들의 삶과 세

계에 재하는 부정 인 력을 외면하거나 이에 굴복하지 않았다.오히

려 그들은 이 부정 인 력과 면함으로써 자신들에게 닥친 시련과 한

계를 뛰어넘고자 했다.그리고 이러한 그들의 부정 인 력과 면하며,

이 력 속에서도 자신의 인장을 세계에 고자 했던 그들의 정신이 곧

비극을 탄생시켰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외부의 실 세계를 정복했던 용감한 그리스의 웅 주체에서

수가 정립하려 했던 내면의 자신감으로 가득 찬 주체로 이행해보기로

하자.

본고의 비극의 구분과 같이 고 비극과 기독교 이후의 근 비극의 구분을 사용하고 있으며,

그 차이를 바로 니체의 철학 개념인 “운명애”로 들고 있다.즉 고 비극의 주인공은 “운명을 받

아들이기는 하지만 그것에 동의하지 않음”으로써 수에게서 드러나는 “자유롭게 나 자신의

멸 는 소멸에 동의”하는 운명애는 없다.지젝은 뒤이어 근 비극의 주인공들은 신이 죽은 시

,즉 “모든 윤리 실체를 박탈당하고 완 히 굴욕 인 상태에 처하게 되는”상황에 처하기 때

문에,“오이디푸스나 안티고네의 비극보다 훨씬 더 근본 ”(161쪽)이라고 주장한다.본고는 이와

같은 지젝의 주장에 으로 동의하면서,이 문제를 IV.3에서 고통의 차이와 술과 철학의

계 문제로 보다 심도 있게 다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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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율 주체와 운명의 극복 - 수의 생애

“상처를 낸 자가 상처를 치료한다.”(EnzI,88)23)

실정 인 세계는 결코 원할 수 없다.왜냐하면 실정 인 세계의 지

속은 역사의 정지이자 삶의 정지이기 때문이다.실정 인 세계의 주체는

자기기만 사유의 한계 때문에 기존의 법을 부정한다고 할지라도 새로운

법의 지배자가 될 수 없으며,설령 기존의 법을 괴했더라도 다시 그는

자기가 세운 법의 권 에 다시 종속될 수밖에 없다.이 법(주인)과 주체

(노 )의 악무한 인(무한과 유한의 계를 이분법 립으로 악한)

립의 연속은 다른 이름의 실정 인 세계의 생성과 부정의 반복에 불

과할 것이다.헤겔은 실정 인 세계의 주체가 빠질 수밖에 없는 이러한

악무한 인 립에 항하며, “유태주의를 정면으로 공격하는 인

물”(ETW.493)의 등장을 수로 보았다.그리고 헤겔은 수가 등장하는

상황을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한 민족의 정신이 그들의 체제와 법에서 빗나가서 이 정신

이 그 체제와 법에 더 이상 일치하지 않게 될 경우,사람들은

어떤 다른 것을 찾고 추구하게 된다.새로운 것을 찾고 추구하

는 그러한 행 는 각자에게 서로 다르게 나타나며,이를 통해

교육,삶의 양식,요청,그리고 욕구 등이 다양한 방식으로 산출

된다.이런 것들이 이후 더 크게 분리되어 더 이상 서로

양립할 수 없게 될 경우,그것들은 결국 폭발하게 되고,인간의

새로운 보편 형식에 따라,새로운 인간 집단에 따라 새로운

규정을 얻게 된다.(ETW.491-2)

헤겔이 보기에 수는 “유태의 운명 체와 투쟁”(ETW.523)함으로

23)EnzyklopädieI,§24,Zusatz3,S.88이 구 은 II.2장에서 주체가 낯선 운명에 의해 상처 받은

자신의 삶을 다시 치료할 수 있다는 의미로 사용될 것이다.주체가 낯선 운명에 의해 상처 받은

자신의 삶을 그 스스로 치료할 수 있다면,그것은 낯선 운명과의 화해가 가능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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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주체가 지닌 자기기만 인 사유의 한계를 극복하고 실정 인 세계를

지양하고자 했다.헤겔은 실정 인 세계와 맞서는 수의 투쟁 속에서 새

로운 세계의 주체를 탄생시키고자 하는 그의 숭고한 정신을 보았다.그리

고 헤겔은 이 수의 정신을 바로 사랑24)으로 보았다.왜냐하면 사랑은

낯선 보편성(법)이 아니며,특수자(주체)의 자기감정에 근거하는 자율 인

타자와의 화해의 정신이기 때문이다.그러나 보편성이라는 낯선 법의 권

를 사랑이라는 자기감정에 근거한 주체에게 부여하고자 했던 수의 시

도는 순탄치 않았으며,결국 죽음이라는 운명을 맞이해야 했다.헤겔은 바

로 이 수의 생애에서 운명 개념을 보았다.

이제 운명 개념을 통해 정립되는 주체의 특징을 살펴보기로 하자.

그러나 그 이 에 앞서 잠시 언 했듯이,헤겔은 운명을 흔히들 생각하는

우리의 앎과 의지와 상 없이 삶을 지배하는 낯선 력으로서만 악하지

않는다.헤겔은 운명을 주체가 자신의 삶의 “분열의 활동”을 통해서 스스

로 발생시키는 부정 인 력으로 악하고 있기 때문에,삶의 분열 그

자체를 운명으로 간주한다.더 자세히 설명하자면,주체가 ‘의도하는 바의

삶’과,주체가 그 의도를 세계에 실 하고자 할 때 그 결과로 그러나 ‘의

도하는 바와 정반 의 결과로 드러나는 삶’모두를 헤겔은 운명으로 악

한다.

순수하게 객 인 율법 신 수는 그것과는 완 히 다

른 것,즉 주체일반을 정립하 다.(ETW.528)

“객 인 율법”의 타율에서 “주체일반”의 자율 자기감정으로의 이

행은 주체에게 새로운 삶의 가능성,즉 자기 자신의 운명이라는 개념을

안겨다 다.왜냐하면 “운명은 자기 자신의 의식이며,자기 자신을 체

로 보는 의식”(ETW.505)이기 때문에,주체는 법 이 의 세계,즉 법의

지배도,법의 부정도 없는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된다.따라서 이 운명 개념

안에서 주체는 자신의 삶의 입법자로서 권리를 지니게 되며,이로써 실정

성 즉 법에 한 종속은 해소된다.따라서 주체는 이제 자신의 삶 속에서

24)사랑 개념에 한 설명은 본고의 III.1에서 보다 자세히 다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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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자로서의 자유와 보편자로서의 권리를 모두 지니게 됨으로써 자신이

지니는 능력에 을 뜨게 된다.그러나 이 주체가 극복한 것은 실정성일

뿐,그의 삶에 내재하며 언제든 그를 국과 몰락으로 이끌 수 있는 낯선

력으로서의 운명은 아니다.왜냐하면 신의 아들인 수조차도 유태의

체 운명과의 투쟁 속에서 죽음이라는 운명을 맞이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죽음은 실정 인 세계의 죽음과는 다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 죽음은 주체 자신의 “분열의 활동”을 통해 유발된 부정 인

력이기 때문이다.

이제 운명 개념 안에서 삶의 주인으로서 정립된 주체가 면하는 부

정 인 력의 특징과 그 의미를 살펴보기로 하자.

기독교의 신조차도 고통의 굴욕으로,아니 죽음의 치욕으로

건 감에서 벗어나지 못했으며 한 혼의 고통으로부터 자유

롭지도 않았으니,이 고통 속에서 그는 “신이여,신이여,왜 나

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외쳐야만 했었다.(ÄI.234)

수는 실정 인 세계에서의 주체인 노 들의 삶에 주인의 권리를 부

여하려 했지만,무수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는 낯선 운명으로서의 죽음

을 맞이해야 했다.그리고 수의 이 죽음에서 헤겔은 실정 인 세계의

형벌로서의 죽음과는 다른, 다른 부정 인 것의 의미를 악했으며,이

를 통해서 낯선 운명에 한 화해의 가능성을 포착해낸다.이 지 이 바

로 운명 개념 안에서의 주체의 특징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부분이며,이

를 통해 주체의 에서 비극 화해가 무엇인지 밝히는 데 요한 부분

이기도 하다.

앞서의 실정 인 세계에서 드러났던 부정성은 주체와 법의 립이었

다.이때 주체는 법 그 자체 즉 법의 보편 형식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

라,법의 반 즉 법의 규칙화된 특정 부분만을 부정함으로써,법의 권

아래 다시 놓이게 되었다.그리고 주체가 법과 립했던 부정 인 력의

의미는 형벌로서의 죽음,즉 삶의 무화(無化)일 뿐이었다.만약 비극이 부

정 인 력의 압도,즉 주체의 몰락과 멸의 내용을 담아내는 것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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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의 비극은 단지 이러한 삶의 무화로서의 죽음밖에 드러낼 수 없기에,

단지 “ 오”에 불과한 것이었다.그러나 운명 개념 안에서 주체는 주인으

로서의 법과의 립이 아닌 오직 자신의 삶 안에서 으로 변해버린

삶,즉 낯선 운명과 마주하게 되며,이 낯선 운명은 삶의 분열이다.25)

운명에 갇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인간의 범법행 는 따라

서 그의 통치자에 한 신하들의 반란이 아니며,그의 주인으로

부터의 노 의 탈출이 아니고,종속으로부터의 해방이 아니다.

즉 그러한 범법행 는 죽어 있는 상황으로부터의 소생이 아니

다.왜냐하면 인간은 살아 있고,그가 행동하기 에 분리나

립,더군다나 지배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법에 의해 통제

되거나 법에 반하지 않는 고유한 삶으로부터 벗어남을 통해서

만 낯선 것이 산출된다.삶의 무화는 ‘삶이 아님’이 아니라 삶의

분열이다.(ETW.550)

운명으로 표상되는 부정 인 력으로서의 낯선 삶은 실정 인 세계

안에서의 형벌과 다른 의미를 갖는다.왜냐하면 운명 안에서 주체와 립

하는 상은 더 이상 법과 같은 외부의 낯선 력이 아니라 으로

변해버린 자기 자신의 낯선 삶이기 때문이다.따라서 여기서 주체에게

립되는 상은 오직 그 자신의 삶,그러나 “분열된 삶”일 뿐이다.비록 어

느 순간 의도치 않게 자신의 삶이 으로 돌변한다 할지라도,이

인 삶 역시 그 자신의 삶인 것이다.즉 운명은 부정 인 력으로서

낯선 삶을 표상하지만,이 낯선 삶은 실정 인 세계에서와 같이 주체의

삶 이 에 주어진 법에 의해 통제되거나 반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주체의 “고유한 삶”의 벗어남을 통해서 산출되는 ‘나’의 삶의 부분이다.

이로써 실정 인 세계의 ‘보편자 주인으로서의 법’과 ‘특수자 노

로’서의 주체의 이 세계 은 운명 안에서 주체의 삶 체,그러나 분

25)조창오 역시 운명으로서의 형벌은 “자신이 침해한 것은 타자의 생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생

자체임을 깨닫는다”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 체로서의 생의 자기분열”로 악하고 있다.조창오,

｢‘비극 인 것’의 탄생과 ‘희극 인 것’으로의 이행 -헤겔의 기 작과  정신 상학 을 심으

로｣( 헤겔연구 18,2005),28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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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된 삶 체라는 하나의 으로 지양된다.왜냐하면 낯선 운명 역시

그 구의 것도 아닌 바로 그 자신의 것이기 때문이다. 자에서 법과 주

체의 립은 견고하게 분리·고정된 이분법 사유로 인해 화해가 불가능

한 것이었다면,이제 후자에서 “고유한 삶”과 이를 벗어난 “낯선 삶”은 삶

체라는 종합의 으로 화해의 가능성이 열리게 된다.

이 화해의 가능성을 함축하는 “상처를 낸 자가 상처를 치료한다”는

헤겔의 주장을 상기해보자.만약 우리가 우리의 삶에 상처를 낸 자를 낯

선 력(운명)으로 받아들인다면,상처 입은 삶의 치료는 으로 낯선

자에게 의존해야 할 것이다.그 다면 이때의 상처의 치료는 으로 우

연 인 것이 되며,근본 인 치료 역시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이다.따라서

이 화해가 만약 가능한 것이라면( 는 가능하기 해서는),우리의 삶에

상처를 낸 자를 낯선 운명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그 다면 도 체 삶의

상처를 낸 자가 낯선 력으로서의 운명이 아니라면 도 체 구란 말인

가?

운명의 경우 인간은 자기의 삶을 인정하며,그가 그 운명에

간청하는 것은 주인에게 간청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

의 회귀이며 자기 자신으로의 근이다.(ETW.553)

삶(Leben)이 자기 발생 이며 자기 조직 인 활동을 의미한다면,인

간의 활동은 행 를 통해서 자기 발생 욕구나 목 을 충족·실 해 나가

며 자신을 조직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따라서 인간의 삶은 언제나

행 를 제한다.그러나 인간은 행 를 통해서 언제나 자신의 욕구와 목

을 충족·실 할 수 없으며,때론 행 속에서 자신의 의도와 상 없이

발생하는 결과들에 직면하게 된다. 를 들어 선한 의도로서 남을 도우려

했는데,오히려 남에게 피해를 입히는 결과를 얻게 된 경우 등이 그러하

다.그러나 이 경우 비록 행 의 의도의 측면에서는 그의 잘못이 없을 수

있으나,행 의 객 결과의 측면에서 그는 자신의 침해에 한 책임을

져야 한다.따라서 행 (Handlung)는 주 의도(Tun)와 객 결과

(Tat)라는 두 계기 모두를 지니고 있다.26)그리고 주체의 행 안에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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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의도에 어 나는 객 결과가 발생하는 상황을 낯선 력으로서의

운명이 등장하는 순간이라고 볼 수 있다면,그리고 주체가 자신의 행

(삶)의 두 계기(의도와 결과,고유한 삶과 낯선 삶)모두를 자신의 행

(삶)라고 인정할 수 있다면,이 주체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낯선 운

명 그 자체가 아니라, 으로 변해버린 자신의 낯선 삶을 어떻게 책

임지고 극복할 수 있는지가 된다.

운명은 낯선 ‘한 일(Tat)’를 통해서만 발생하는 것 같다.하

지만 이 낯선 ‘한 일’(Tat)’는 단지 동기에 지나지 않는다.그러

나 낯선 ‘한 일(Tat)’을 통해 운명이 발생한다는 말은 운명이란

낯선 ‘한 일(Tat)’에 한 수용방식과 반작용의 방식임을 의미한

다.(ETW.556)

만약 주체가 자신의 행 의 한 계기인 의도의 측면으로만 결부시켜

운명을 자신과 분리된 낯선 행동의 결과로서 악한다면,그는 낯선 운명

에 한 수용을 거부하고 자신의 행 에 한 책임을 다하지 않게 될 것

이다.그 다면 여기서의 운명은 여 히 분리된 채 낯선 것으로 남아 있

으며,그는 결국 운명과 화해할 수 없게 될 것이다.운명에 한 이와 같

은 악이 아마도 실정 인 세계의 주체가 악하는 운명의 방식일 것이

다.그러나 주체가 자신의 행 의 두 계기인 의도와 결과 측면 모두를

자신의 것으로 악한다면,그는 이제 낯선 력으로서의 운명이 아닌 내

행 의 결과로서의 운명을 받아들이게 됨으로써,자신의 삶에 상처를 낸

자가 바로 자기 자신이었음을 깨닫게 된다.그리고 이 주체가 자신의 낯

선 운명을 받아들임과 동시에 이에 굴하지 않고 애 에 지녔던 자신의 목

을 실 하는 그 순간을 생각해볼 수 있다면,그는 낯선 운명을 극복했

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27)이것이 바로 헤겔이 수의 생애에 본 운명

26)본고의 연구 하나의 성과라고도 볼 수 있는 “Tun”과 “Tat”의 구분은 IV.1장에서 보다 자세

히 고찰될 것이다.

27)배경숙,｢헤겔  기신학논문집 에 나타난 그리스도교의 정신과 그 운명｣( 석단논총 16,1990)

그녀는 435쪽에서 이 운명과의 화해를 다음과 같이 고 있다.“ 인 것(원수)까지도 삶 속

에 흡수하는 사랑의 정신만이 그 생을 괴하지 않고 체 으로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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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극복이자 운명과의 화해일 것이다. 수는 실정 인 시 의 결핍을

악하고 자유로운 주체를 정립하려는 그의 정당한 목 을 세계 속에 실

하고자 했다.그러나 그의 행 의 ‘결과’로서 찾아온 것은 죽음이라는 부

정 인 력의 압도 다.그는 이 죽음과 직면한 순간 이를 자신의 운명

으로 받아들임과 동시에,오히려 죽음을 통해서 그 자신이 ‘의도’한 사랑

이라는 정신을 세계에 실 하고자 함으로써 그는 운명과 화해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따라서 운명과의 화해는 행 (삶)의 의도(원하는 바의

삶)와 결과(낯선 삶)를 하나의 체의 으로 악함으로써,낯선 운명

으로 드러나는 행 의 “반작용”을 다시 자기 자신의 것으로 정립하는 “작

용”과정을 통해서 가능한 것으로 밝 진다.28)

이제 이와 같이 운명을 극복할 수 있는 강인한 주체와 비극을 연 시

켜 살펴보기로 하자.비극은 부정 인 력의 압도의 순간을 상연하는,즉

낯선 력으로서의 운명이 주인공들을 덮치는 순간을 그려낸다.이때 비

극의 주인공들의 모습에서 우리가 목도할 수 있는 것이 단지 주체의 죽음

내지는 부정 인 력의 압도 그 자체가 아니라, 으로 변해버린 자

신의 삶 속에서도 자신을 견디며 자신의 목 을 실 하려는 주체의

한 정신이라면,비극의 주인공은 운명과 화해할 수 있는 이 강한 주체의

능력을 제해야 한다.그리고 이러한 주체의 등장만이 비극이 상연해야

할 고통과 몰락 속에서도 화해를 드러낼 수 있으며, 한 이러한 주체들

만이 이 화해의 의미를 온 히 악할 수 있을 것이다.결국 삶에 상처를

낸 자는 주체 자신이었기에,그 치료 역시 자신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낯선 력으로서의 운명은 타자 는 사회로부터 유리된 오직 자

써 립 계에 있던 운명은 화해의 가능성을 갖게 된다 (···)헤겔은 수의 십자가의 희생을

(···)삶에 있어서 자유의지 인 결단으로서 최고의 자유 즉 자기를 유지하기 해 일체를 포기

하는 가능성으로 보고 있다.”본고의 견해로는 앞서 지젝 비 에서와 같이 그녀 역시 자기실

이라는 (비록 자기실 의 결과가 죽음일지라도)강한 의미의 화해를 악하지 못하고 있는 듯

보인다.따라서 “최고의 자유 즉 자기를 유지하기 해서”는 “최고의 자유 즉 자기를 실 하기

해서”로 변경되어야 한다.여기에 한 본고의 텍스트상의 근거는 바로 그녀가 참고했던  기

독교의 정신과 그 운명 에 다음의 구 에서 드러난다.“용기는 고통스러운 인내보다 하

다.”(ETW.556)

28)조창오(2005)는 288쪽에서 본고와 유사한 의견을 보인다.“운명이란 법의 형벌처럼 낯선 것이

아니라 자신이 불러일으킨 자신의 산물이며,자신의 한계이다.이 한계는 자신이 만든 것이기 때

문에 더 이상 낯선 것이 아니라 오직 자기의 것이며,그 기 때문에 스스로 지양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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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계 인 삶 안에서 등장할 수 없다.따라서 만약 운명 개념을 오직 자

기 계 인 주체의 으로만 악한다면,그것은 헤겔이 비 하는 “나

는 나”일 뿐인 내용 없는 형식 인 주체의 악에 불과할 것이다.운명

개념 안에서 등장하는 주체는 부정 인 력에 굴하지 않고 자신을 지켜

냄으로써 자신의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었다.그럼에도 이는 비극을 가능

하게 하는 주체의 조건일 뿐이다.주체가 이제 자기 계 삶으로부터 나

와 타자와 사회라는 무 로 발을 내딛는 순간,비로소 “인륜에서의 비극”

은 상연될 것이다.

이제 화해의 궁극 역이자 비극의 무 가 될 인륜성이 헤겔의 체

계 내에서 어떻게 개·완성되는지를 살펴보기 해 III장으로 이행하기로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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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화해 개념의 개과정

자는 주 과 객 의 통일이라고 말할 때,이것은 물론

올바르지만,여기서 단지 통일만 말하고 강조한다면,이는

일면 인 것이다.사실상 주 과 객 은 동일할 뿐만 아니라 구

별되어 있다.(EnzI.§82)

III장은 헤겔의 화해 개념이 기의 사랑부터 출발하여 인정을 거쳐

인륜성에서 완성되는 그 개과정을 밝히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이로써

드러나는 화해 개념은 차이 립의 계기가 배제된 통일이 아닌,오히

려 차이와 립의 계기를 본질로서 지니는 통일임이 드러날 것이다.따라

서 헤겔은 실세계에 내재하는 갈등과 고통을 제거함으로써 이룩되는 조

화롭거나 평화로운 통일을 지향하는 모든 사상들을 배격한다.왜냐하면

우리의 삶에는 갈등과 고통의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며 근본 으로 이

갈등과 고통을 근 할 수 없기 때문에,갈등과 고통의 문제를 도외시하거

나 억압함으로써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모든 사상들을 헤겔은 기만

이라 비 한다.헤겔은 이러한 기만 사상들의 그 형태들로,세계로부터

도피해 내면으로 후퇴하여 화해를 꿈꾸는 “스토아주의”,피안의 세계의

구원을 약속하는 실정 종교,그리고 미래에 도래할 이상향을 동경하는 낭

만주의 등을 들고 있다.헤겔은 이러한 사상 형태들이 갖는 각각의 정

당성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이것들은 결코 참된 화해일 수 없으

며,오히려 갈등과 고통이 재하는 우리의 실세계에 한 정확한 인식

을 가로막는 기만으로 악하고 있다.따라서 헤겔에게 있어 참된 화해는

우리의 삶에 재하는 갈등과 고통을 직시함으로써 이를 정하고,다시

이 정으로부터 이루어지는 보다 정확한 실세계에 한 인식을 통해서

만 가능한 것으로 이해된다.이제 헤겔의 철학체계 내에서 이 차이와

립의 계기가 상호주 성 사회 차원에서 어떻게 화해를 한 본질

계기로 악되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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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화해의 기원으로서의 사랑(Liebe)-직 인 화해

이론 종합은 완 히 상 인 것으로 되며,주체와 완

히 립된다.실천 인 활동은 상을 무화하며,완 히 주

이다.사랑에서만이 상과 하나가 되며, 상은 지배하지도 지

배되지도 않는다.상상력에 의해 존재로 된 이런 사랑은 신이

다.(ETW.443)

헤겔의 사랑 개념은 청년기 시 1797과 1798년의 몇몇 단편들에서

다 지며,1798년에서 1800년 사이에 집필된  기독교의 정신과 그 운명 

에서 요하게 다 지고 있다.헤겔은 여기에서 실정종교로서의 유태교와

수의 기독교의 비교를 통해서,율법을 강조한 아 라함의 명령보다 사

랑을 강조한 수의 가르침을 더 우월한 것으로 평가한다.왜냐하면 사랑

은 법이라는 타율에 근거한 명령이 아니라 주체의 자기감정이라는 자율에

근거하는 타자와의 화해의 정신이기 때문이다.그리고 헤겔은 사랑이 함

축하고 있는 이 타자와의 화해의 정신이 칸트가 당 로서 요청하는 추상

자보다 더 우월하다고 보았다.헤겔이 보기에,칸트는 자율에 근거

하는 주체성을 정립했다.그러나 이 칸트 주체는 자신이 요청하는 신에

게 다시 자신의 자유를 맡김으로써,“보편자는 지배자가 되고 특수자는

피지배자”(ETW.533)가 되는 실정종교 안에서의 이 세계 의 형태를

다시 구성하기 때문에,이 안에는 보편(이성,법)과 특수(감성,경향)의

립이 여 히 남아있다. 한 칸트 주체의 한계는 보다 구체 이며 실

인 부정 인 계기의 결여이다.즉 칸트 주체는 주 안에 머무는 공

허한 형식주의로 인해 타자계기가 존재하지 않는다.따라서 헤겔은 어떠

한 강요 없는 오직 자기감정에 근거하는 타자와의 화해인 수의 사랑이

칸트철학보다 더욱 자율 이며 우월한 것으로 악한다.29)“보편 이성

29) 리암스 역시 칸트의 도덕철학은 본질 으로 주인(이성)과 노 (감성),지배(법)와 종속(경향성)

의 형태에 얽매여 있음으로 해서 결국 실정종교의 형벌 세계 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헤겔의 사랑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칸트의-인용자]정언명령 법과 의무의 립에

항해서,그리스도는 화해의 정신을,즉 사랑을 정립한다.화해 안에서,법은 자신의 정언 인

형태를 상실함으로써,삶으로 체된다.이처럼 화해는 복종으로 향하는 도덕 복귀와 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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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차가운 얼굴을 한 독재자인 데 반해 사랑은 상호성에 기반을 둔 살아

있는 통일의 감정이기 때문이다.”30)

그러나 헤겔은 사랑 개념의 한계를 깨닫고 난 이후에 보다 사회 이

고 실천 인 화해 개념들을 개한다.그럼에도 많은 헤겔 연구자들은 사

랑 개념을 정신(Geist)의 ‘원형’,‘기원’,‘신비를 푸는 열쇠’라고 표 함으로

써,사랑개념의 요성을 강조한다.이제부터 기 사랑개념이 어떻게 후

기 헤겔 체계의 완성으로 집약되는 “정신”의 원형이자 기원으로서 악될

수 있는지를 고찰해보기로 하자.

헤겔은 사랑이 ‘삶의 통일’을 가능하게 해주는 화해라고 주장한다.흔

히들 사랑을 개인 인 주 차원의 감정이라고 생각하지만,헤겔에게

있어 사랑은 주 이라는 개인 차원의 감정을 능가한 것으로 드러난다.

왜냐하면 사랑은 단지 개인 차원을 넘어 타자의 계기를 이미 함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율은 그 이웃을 자

기 자신만큼 많이 사랑하란 말이 아니다.왜냐하면 ‘자기 사랑’

이란 것은 의미 없는 말이기 때문이다.그것은 ‘그를 와 동일

한 사람으로 사랑하라’는 말이다.(ETW.574)

헤겔에게 있어 단지 주 안에만 머무는 자기-사랑은 아무런 “의미 없는

말”이다.왜냐하면 여기에는 그 어떤 타자도 없으며 립과 갈등조차 없

기 때문에,사랑 역시 존재할 필요가 없다.따라서 헤겔이 사랑을 통해 화

해를 주장할 때,이미 그 안에는 타자라는 분리와 차이의 계기가 이미 내

포되어 있다.헤겔은 사랑 속에 이미 타자라는 차이의 계기를 주입함으로

써,단순한 주 차원의 감정을 능가하는 상호주 성의 지평으로 사랑

개념을 끌어올린다.31)그러나 사랑 안에서의 타자는 ‘나’와 동등한 존재로

이룬다.왜냐하면 사랑 안에서의 화해는 해방을 의미하며,주인의 재인정과 비되기 때문에,화

해는 살아있는 유 의 회복 사랑과 상호 믿음의 정신의 회복 안에서 주인을 철회한다.화해

는 최고의 자유인 것이다.”RobertR.Willams,(2012),p.123.

30)ETW.12쪽.본문이 아닌 옮긴이의 에서 인용.

31) 리암스는 헤겔의 사랑 개념에는 타자계기를 함축하고 있다고 주장한다.“헤겔은 사랑이 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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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되기 때문에,사랑의 범주에는 명령이나 불평등이 제외된다.

그러나 본고가 보기에,단지 사랑이라는 개념이 내포하고 있는 타자

와의 화해의 정신만으로는 후기 헤겔체계에 드러나는 정신의 ‘원형’이자

‘기원’으로 평가될 수 없다.왜냐하면 많은 연구자들이 기 헤겔의 사랑

개념을 정신의 ‘원형’으로 보는 이유는,그것이 단지 타자와의 화해 내지

는 통일을 강조한다는 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화해의 구조와 방식에

있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자는 타자 속에서 자기 자신을 재발견한다.사랑

은 삶의 통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삶의 분열,삶의 개,삶의 다

양한 측면들 등을 제한다.”(ETW.613)

헤겔은 사랑 개념을 내 계와 외 계의 상호작용의 이론으로

개한다.‘사랑하는 자’(자아)는 자신과의 단순하고 직 인 자기 계를

넘어서 ‘사랑받는 자’(타자)의 매개를 통해 자신을 재발견한다.사랑은 ‘사

랑하는 자’의 단순하고 직 인 자기 계를 ‘타자’로 향하게 해 다.여기

서 ‘사랑하는 자’는 자신의 직 인 동일성 안에 머물기를 포기하고 사랑

하는 자로 향하는 외 계가 발생한다.‘사랑하는 자’는 이처럼 자신을

포기한 ‘타자’즉 ‘사랑하는 자’와 계를 맺음으로써,‘타자’안에서 자기

자신을 재발견하게 된다.바꿔 말하자면,자기 자신을 부정한 ‘사랑하는

자’는 타자 안에서 자기를 재발견함으로써,‘사랑하는 자’에게 정 인 내

계가 발생한다.이를 통해 ‘사랑하는 자’와 ‘사랑받는 자’는 서로가

서로의 타자임을 제하는 가운데,서로의 타자되기를 그치고 자신의 타

을 극복한다는 기본 인 생각을 바탕으로 내·외 인 상호 계 이론으로 발 시킨다.따라서 헤

겔의 사랑 개념은 자기 자신과의 내 계 단순하고 직 인 자기 계 그 이상의 것으로

악되어야 하며,오히려 사랑 개념은 타자를 매개한다.사랑은 사랑하는 자와 사랑 받는자를 통

일시킨다.사랑에 한 헤겔의 개념 악과 라톤의 에로스가 차이를 갖는 지 은 [헤겔의 -인

용자]주장은 타자에 의해 매개된 자기 계라는 이다.”RobertR.Willams,Recognition:

FichteandHegelontheOther(StateUniversityofNewYorkPress,1992)p.78.바이 역

시 사랑을 “차이 속의 통일”로 규정하며,“사랑은 오직 타자가 타자이기 때문에만 타자를 인정하

는 데 그 본질이 있기 때문에 (···)사랑은 오직 평등하고 자립 인 트 들 사이의 상호 인

존 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드릭 바이 ·이신철 옮김, 헤겔 :그의 철학 주제

들 (도서출반b,2005),15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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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안에 머무는 화해의 순간을 경험하게 된다.그러나 아직 화해가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다.화해가 완성되기 해서는 아직 하나의 단계가 남아

있다.

사랑받는 자는 우리에게 립되어 있지 않으며,그는 우리

의 본질과 일치한다.우리는 그 속에서 우리 자신만을 보게 되

는데,그 다고 그가 우리는 아니다.이것은 우리가 악할 수

없는 하나의 기 이다.(ETW.455)

사랑은 ‘사랑하는 자’와 ‘사랑 받는 자’모두가 자신의 타자와의 통일

을 이룩함으로써 그 어떤 차이도 존재하지 않는 무차별 인 상태에 머무

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그 안에서 다시 차이를 바라볼 때 비로소

완성된다.“사랑이 성취한 화해는 무차별 인 통일 안에서 두 개의 것이

혼합되거나 붕괴되는 것이 아니다.”32)헤겔은 사랑 안에서 통일만 강조하

는 것이 아니라 차이 역시 강조하고 있다.이는 헤겔의 성숙기 서인  

미학강의 에서 이념(Idee)을 설명하는 구 에서도 엿볼 수 있다.헤겔은

“이념(Idee)”을 “개념과 그 실재의 통일"(ÄI.145)이라고 규정하면서도,

“그러나 이러한 통일이 혹여 개념과 실재의 단순한 화인 듯 여겨져 마

치 가성칼리와 산이 서로 만나 그 립을 완화하여 염으로 화되듯 그

게 그들의 고유성과 특질을 상실한다고 생각되어서는 안 된다”(ÄI.145)

고 주장한다.따라서 헤겔이 주장하는 통일 내지 화해는 결코 차이를 사

상하거나,차이가 제거된 하나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왜냐하면 그

러한 차이 없는 통일의 상태는 경직되고 화석화된 실정성의 상태를 지시

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헤겔은 이처럼 통일 안에서의 차이를 다시

강조함으로써,무차별 이며 실정 인 통일과 화해가 아닌 부정 인 계기

를 내포한 구체 인 통일과 화해를 주장한다.

이처럼 사랑을 통해서 획득된 구체 인 통일과 화해 안에서 개인들의

삶은 풍요로워진다.왜냐하면 “사랑은 주고받는 것”(ETW.450)이기 때문

이다.

32)RobertR.Willams,(2012),p.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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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받는 자는 타자 [사랑을 주는 자-인용자]보다 부유하

게 되지 않는다.사랑받는 자는 물론 풍요롭게 되지만 타자 역

시 동일하게 풍요롭게 된다.마찬가지로 사랑을 주는 자는 더

가난하게 되지 않는다.그는 타자에게 으로써 그만큼 자신의

보물을 늘린다. 리엣이 로미오의 품 안에서 “제가 많이 수

록 그만큼 는 더 많은 것을 가져요”라고 말한 것처럼.사랑은

모든 사유의 교환과 내 인 경험의 모든 다양성의 교환 안에서

삶의 이러한 부유함을 획득한다.왜냐하면 사랑은 차이들을 발

견하고,무한한 것으로서의 통일을 만들기 때문이다.(ETW.

451)

사랑이 제공하는 이러한 삶의 부유함은 자기 안에서만 계 맺을 뿐

인 자기사랑과,차이가 제거된 통일 안에서는 결코 획득될 수 없다.왜냐

하면 자 안에서는 자기 동일 인 공허한 ‘풍요’만이 존재할 뿐이며,후

자 안에서는 무차별 이며 실정 인 경직된 ‘풍요’만이 존재하기 때문이

다.따라서 사랑이 주는 삶의 풍요는 오직 타자와의 계 속에서만,그러

나 타자를 제거하는 방식이 아닌 타자를 인정하는 방식을 통해서만 획득

된다.이 풍요로움은 타자와 더불어 사는 사랑의 공동체를 가능하게 해

다.개인들의 풍요는 곧 공동체로 이어지며,사랑의 공동체를 확립한다.

그러나 헤겔은 사랑 개념에서 멈출 수 없었다.33)왜냐하면 사랑의 계는

33)청년헤겔은 이미  기독교의 정신과 그 운명 에서부터 사랑의 한계를 분명히 간 하고 있었다.

“감정은 실정성,즉 계율의 객 성을 지양한다.사랑은 감정의 한계를,종교는 사랑의 한계를 지

양한다.”(ETW 499)실정성이라는 경직된 객 성은 감정에 의해서 지양된다.왜냐하면 감정 오

직 자기 계에서 발생하는 자율 개별성을 뜻하기 때문이다.그러나 감정에는 보편성이 결여되

어 있다.보편성을 결여한 감정은 다시 사랑에 의해 지양된다.왜냐하면 사랑은 감정의 개별성을

지님과 동시에 타자와의 계에서 발생하는 화해 역시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따라서 사랑은 ‘감

정으로서의 개별성’과 ‘타자와의 화해로서의 보편성’을 모두 갖는 구체 보편성이다.그러나 구

체 보편성으로서의 사랑은 그것의 실 에 있어 객 성이 결여되어 있는 한계에 직면한다.그

리고 청년헤겔은 사랑의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게 해 안을 교회와 교리라는 보다 효력 있는

객 성을 지닌 종교로 보고 있다.이 구 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이 당시부터 헤겔은

사랑의 한계를 직시했으며,그 안으로 제시되는 종교는 그의 후기 철학체계 내에서 인륜성으

로 체된다는 이다.그러나 헤겔이 “지양”을 배제와 폐기가 아닌 “규정된 부정”이라는 의미

로 사용하고 있듯이,이는 사랑의 폐기가 아닌 보완·발 의 의미로 받아들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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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리 못가서 한계에 직면하기 때문이다.우선 종교 에서,사랑은

수의 가르침을 따르는 특정 공동체 내에서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이

공동체 밖을 벗어나면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한 사랑에서 계를 맺는

‘사랑하는 자’와 ‘사랑받는 자’의 상호주 계는 강력한 유 를 바탕으

로 하는 사랑의 계이기 때문에,완 한 타자와의 계로 볼 수 없다.즉

사랑의 상은 “그 트 들의 공통의 유 를 표 하는 상호주 계

일 뿐 자신들과 분리된 사 인 개별성”34)이 아니기 때문에,유 감이라는

직 인 계를 떠나면 그 효력을 잃게 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따라

서 헤겔은 사랑 개념의 한계를 극복할 다른 안 모델을 구상해야만 했

으며,보다 포 이며 사회 인 실천 모델로의 이행 속에서 이제 사랑

은 그의 주요 심사에서 벗어난다.그리고 사랑 개념은 그의 성숙기

작인  법철학 에서 “인륜성”내의 가족의 역으로 국한된다.35)그러나

34)RobertR.Willams,(1992),p.86.

35)헤겔은  법철학 의 제3장 ｢인륜성｣에서 그 형태를 가족,시민사회,국가로 구분하고 있다.이러

한 세 인륜성의 형태들은 각각의 상이한 원리를 지니며,인륜성은 가족으로부터 시작해서 시민

사회를 거쳐 국가에서 완성되는 형태를 띠고 있다.헤겔은  법철학 체의 반에 달하는 분량

을 ｢인륜성｣장에 할애함으로써,그 요성을 강조한다.사랑은 이 인륜성의 세 형태 가족에서

다 진다.따라서 사랑 개념을  법철학 에서 가족과 련하여 고찰하는 것은 본고의 주제를 밝

히는데 매우 유익할 것이다.그러나 사랑 개념을 가족과 련하여 다루는 작업은 단지 사랑 개

념만 고찰할 수 없는 난 을 지닌다.왜냐하면 여기서 심이 되는 것은 인륜 공동체의 형태

이기 때문이다.즉 가족에서 사랑이 강조된다 할지라도 여기서 연구의 핵심은 사랑이 아닌 인륜

공동체인 가족이다.그리고 가족 역시도 인륜성의 다른 형태들과의 계 속에서 고찰해야만

그 온 한 의미가 드러나기 때문에, 법철학 내에서 가족과 련하여 사랑 개념을 다루는 것은

이 작업을 요구하는 매우 큰 작업일 수밖에 없다.그럼에도(다행히도)가족 안에서 논의 되는

사랑 개념은 기의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다만  법철학 에서의 사랑에 한 헤겔의 서술이

논변 형식을 띰으로써 보다 정교해졌다는 에서 기의 것과 차이를 보일 뿐이다.본고는  

법철학 에서 사랑 개념이 가장 잘 서술된 §158 의 보충 (Zusatz)를 여기에 인용함으로써,헤겔

의 기 사랑 개념이 후기의 서술에서도 유효한 것임을 드러내고자 한다.§158Zusatz.“사랑은

일반 으로 타자와 나의 통일에 한 의식으로 부를 수 있다.따라서 나는 나 자신에 의해서 고

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오직 나의 자존재(독자 존재)를 포기함으로서만 나의 자기의식을

얻으며,그리고 나와 타자의 통일 그리고 타자와 나의 통일로 나를 앎(Mich-Wiseen)으로서만

자기의식을 얻는다.하지만 사랑은 감각이다.따라서 자연 형식을 지닌 인륜성이다.국가에서

인륜성은 더 이상 그 지 않다.왜냐하면 인간은 그 통일을 법으로 알기 때문이다.그리고 그 내

용은 이성 이며,나는 그 내용을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사랑의 첫 번째 계기는 내가 나 자신에

한 자립 인간이 아니고자 한다는 것,그리고 내가 그러고자 한다면,나는 나 자신을 불완

한 것으로 느낀다는 에 있다.두 번째 계기는 내가 다른 인간 안에서 나를 얻는다는 것이며,

이는 내가 다른 인격(타자)안에서 유효하며,다시 타자가 내 안에서 도달된다는 것이다.따라서

사랑은 지성이 해결할 수 없는,최고로 엄청난 모순이다.왜냐하면 자기의식의 이 지 보다 딱딱

한 것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그것은 부정되며 그럼에도 나는 정 으로 가져야 하는 이

자기의식의 이 지 보다 더 단단한 것은 없기 때문이다.사랑은 모순의 산출이자 해소이다.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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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 개념에서 드러났던 상호인정,통일 속의 차이 타자 안에서의 자

기의 발견 등의 화해의 요소들과 그 구조는 후기 헤겔체계에서 보다 발

된 형태,즉 정신의 개념으로 그 모습을 다시 드러낸다.헤겔은 분명 사랑

이라는 화해의 정신이 사회 실천의 역까지 확장될 수 없다고 보았다.

그러나 헤겔은 사랑을 폐기하지 않으며,오히려 그 한계를 극복하고 보다

사회 이며 포 인 완성된 형태로 사랑을 개하려 했다.그리고 이것

이 바로 많은 헤겔 연구자들이 사랑을 “정신”의 기원이자 원형으로 평가

하는 이유이다.36)

본고는 이제 직 성·유 ·감정을 기반으로 하는 화해에서 생면부지의

타자들과 만나 “생사를 건 투쟁”속에서 악되는 보다 사회 이며 반성

화해로서의 인정 개념으로 이행할 것이다.

2.화해의 개로서의 인정 -상호주 화해

2.1.욕구 -유아론의 극복과 상호주 성의 단

로서의 사랑은 인륜 인 하나됨이다.”

36)바이 는 기 헤겔과 성숙한 헤겔 사이의 사랑 개념에 두 가지 차이 이 드러난다고 지 한다.

첫 번째는 기 헤겔은 사랑의 경험이 신비이자 사실상 논변 형식으로 표 될 수 없는 기 이

라고 주장하지만,후기 헤겔은 사랑의 경험과 생명 과정을 일정한 논변 형식으로 악하고자

한다는 이다.두 번째는 그의 후기 체계에서 차지하는 사랑의 의의에 계되는 것으로서,이때

의 사랑은 인륜성 내의 가족으로 한정되며,이는 다시 공동체 내에서 시민들의 상호인정으로

체된다는 이다.바이 의 지 에서 드러나듯이,헤겔은 후기로 어들면서 사랑이라는 자기감

정에 기인한 화해의 정신을 이성 반성에 기 한 것으로 체하려고 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져 역시 이는 사랑의 폐기가 아니라 “사랑의 변형”으로 악하며,“이성 반성은 사랑의

괴가 아니라 그것의 최고의 조직화와 발 ”으로 악한다. 드릭 바이 ,(2005),pp.162-167.

본고의 견해와 같이 사랑을 헤겔의 정신 개념의 기원으로서 강하게 주장하고 있지는 않지만,거

의 유사하게 이 문제를 보고 있는 해석가로서 장 이뽈리뜨가 있다.그는 “사랑이란 둘인 것이

하나로 되면서도 그 이원성을 완 히 지양해 버리지 않는 기 인 일이다”라고 주장함으로써,

본고의 사랑 개념과 동일한 입장을 취한다.그리고 그는 헤겔의 사랑에서부터 인정으로의 이행

을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그러나 헤겔은 [사랑에서 그치지 않고 -인용자] 정신 상학 에서

다른 길을 선택하 다.사랑은 분열의 비극 성격을 여실히 강조할 수 없다.그것은 진지함과

고통스러움 그리고 어려움을 견뎌내는 힘과 부정 인 것으로부터 추동되는 노력(PhG.20)을 결

여하고 있다.이러한 이유 때문에  정신 상학 에서는 자기의식들 간의 만남이 상호인정을 받기

한 자기의식들 간의 투쟁으로 나타나고 있다.”장 이뽈리뜨,이종철·김상환, 헤겔의 정신 상

학 I (문 출 사,2003),205쪽.여기서 장 이뽈리뜨는 비록 사랑 개념을 본고와 같이 헤겔의

정신개념의 기원으로 강하게 주장하고 있지는 않지만,그 이행의 필연성에 있어서는 본고와 같

은 견해를 취하고 있다.



- 47 -

헤겔의 인정 개념은  정신 상학 의 ｢자기의식｣장(章)에서 펼쳐진

다.37)｢자기의식｣장에 등장하는 헤겔의 인정 개념은 상호주 성이라는 토

에서 인정을 두고 벌이는 자기의식들 간의 투쟁 속에서 펼쳐진다.

하지만 인정 개념의 본격 인 해명에 앞서 먼 선행되어야할 몇 가지 과

제들이 있다.그것은 첫째 자기의식은 무엇이며,둘째 자기의식들 간의 상

호주 성은 어떻게 정립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그러나 이 질문들에

한 답은 독자 연구들로 고찰될 수 있는 것이 아닌 서로 긴 하게 연결

되어 있는 문제이다.따라서 헤겔의 서술에 따라 본고는 우선 의식과 자

기의식의 비교를 통해 자기의식의 의미를 살펴본 후에,인정 개념 이 에

37) 정신 상학 의 ｢자기의식｣장은 B.｢자기의식(Selbstbewusstsein)｣이라는 제목 아래 - 정신

상학 의 구성은 크게 A.｢의식｣,B.｢자기의식｣,C.(AA)｢이성｣,C.(BB)｢정신｣,C.(CC)｢종

교｣로 구성되어 있다 - IV.｢자기 확신의 진리(DieWahrheitderGewißheitseinerselbst)｣로

시작하며,다시 IV.｢자기 확신의 진리｣라는 제목 아래 A.｢자기의식의 자립성과 비자립성 ;주

인과 노 ｣와 B.｢자기의식의 자유｣의 “스토아주의”,“회의주의”,“불행한 의식”으로 구성된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IV.｢자기 확신의 진리｣에서 서술된 내용들이 뒤에 이어질 A.｢자기의

식의 자립성과 비자립성｣ B.｢자기의식의 자유｣와 어떤 계를 맺는지에 한 해석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이다.그 하나로는 IvanSoll의 AnIntroductiontoHegel'sMetaphysics

(Chicago:UniversityofChicagoPress,1969),p.10에서와 같이,헤겔이  정신 상학 의 구조상

새로운 장이 시작할 때마다 그 장에서 개될 내용을 서론 형식으로 서술한다는 에 비추어,

IV.｢자기확신의 진리｣의 내용은 ｢자기의식｣장에서 서술될 주요 철학 문제들을 소개한다는 견

해가 있다. 다른 견해로서 장 이뽈리뜨는 헤겔의 나 시기 작들에서 발견되는 변증법

운동(즉 사랑의 변증법)과 구분되는 “분열” 성격이 보다 강조된 변증법이 IV.｢자기확신의 진리

｣에 제되어 있다고 악한다.장 이뽈리뜨 (2003)204-5쪽.이 두 견해들은 으로 틀린 견

해로 볼 수 없으며,부분 으로는 정당성을 지닌다.즉, 자의 견해에서는 실제로 서론 형식의

서술이 존재하며,후자의 견해에서는  자기의식 장에서 헤겔이 ‘주인과 노 ’라는 보다 립 (분

열 )인 형태의 인정 계를 의도 으로 서술하고 있다는 에서 부분 으로 옳다.그러나 스튜어

트가 지 하고 있듯이,이 두 견해들 모두는 IV.｢자기 확신의 진리｣의 내용을 ｢자기의식｣장을

구성하는 하나의 독립된 로 악하지 않음으로써,여기서 개되는 내용의 요성과 독립

성격을 간과하고 있다.스튜어트는 IV.｢자기 확신의 진리｣를 ｢자기의식｣장에서 시작되는 하나의

독립된 논의지 으로 악하며,그 근거를  정신 상학 이후에 보다 성숙한 그의 작인  엔

클로페디 에서 서술되는 ｢자기의식｣장의 구성에서 발견한다. 엔 클로페디 III에서 ｢자기의식｣

은 α.｢욕구(DieBegiede)｣,β.｢인정하는 의식(DasanerkennendeSelbstbewußtsein)｣,γ.｢보편

자기의식(DasallgemeineSelbstbewußtsein)｣으로 구성되며,이는 정확히 IV.｢자기 확신의 진

리｣는 α.｢욕구｣와,A.｢자기의식의 자립성과 비자립성 :주인과 노 ｣는 β.｢인정하는 의식｣과,B.

｢자기의식의 자유｣는 γ.｢보편 자기의식｣과 각각 상응한다고 스튜어트는 주장한다.본고는 스튜

어트의 이러한 견해에 따르며,IV.｢자기 확신의 진리｣를 ｢자기의식｣장의 첫 번째 논의지 으로,

즉 독립된 로 간주할 것이다.앞으로 표기될 ｢자기의식｣장의 IV는 “욕구”개념을,IV.A는 “주인

과 노 ”를 다루고 있음을 참고하라.여기에 한 보다 상세한 설명을 살펴보려면 다음을 참고

하라.Jon Stewart,The Unity ofHegel's Phenomenology ofSpirit:A Systematic

Interpretation(Evanston,2000),pp.1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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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장하는 욕구 개념을 고찰함으로써,상호주 성이 어떻게 정립되는지를

고찰하도록 하겠다.

우선 헤겔의  정신 상학 에서 “자기의식”은 무엇이며,어떤 의미를

갖는지부터 살펴보기로 하자.“자기의식”은 “의식”을 거쳐 등장한 새로운

형태의 의식이다.｢의식｣장은 ‘감각 확신’,‘지각’,‘지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이 형태들의 특징은 우리의 앎이 상들에 의해서 구성된다는 확

신에 있다.“의식”은 주 과 분리된 자립 상들의 직 인 앎이 가능

하다고 주장한다.하지만 ｢의식｣장의 개 속에서,이러한 입장은 붕괴한

다.왜냐하면 앎은 상에 의해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의식 자신이 구

성하는 것으로 밝 지기 때문이다.“순수 존재로서의 의식의 상,즉 속

성들 는 힘을 지닌 사물은 주체와 독립 인 것으로 생각되었다.주체의

의해서 지시되지 않는, 상 세계와의 이러한 계가 ｢의식｣장의 특징이

다.여기서 자연 의식이 법칙을 정립할 때,이 의식은 세계 안에서 자신

을 바라볼 수 있게 되며, 상들의 역에서 자신을 인식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의식은 상 그 자체가 되며,이것을 우리는 자기의식이라고 말한

다.”38)이는 정확히 칸트가 코페르니쿠스 회라고 말하는,즉 “우리가

상을 따르지 않고, 상이 우리를 따르는”39)입장과 정확히 일치한다.

를 들어 뉴튼이 떨어지는 사과에서 만유인력의 법칙을 고안해 냈을 때,

이는 떨어지는 사과 안에 이미 존재하는 법칙을 뉴튼이 발견한 것처럼 보

일지 몰라도,사실은 법칙은 상에서 결코 직 될 수 없는 상이기 때

문에,이 법칙을 탄생시킴으로써 이론을 부여한 것은 결국 뉴튼이다.결과

으로 이 법칙은 우리의 인과성(즉 선험 범주)을 통해서 상을 찰

하고 거기에서 주어지는 결과들을 종합함으로써 우리 스스로가 구성해 낸

산출물인 것이다.｢의식｣장의 확신,즉 상 심 인 태도의 붕괴와 함께

｢자기의식｣장은 시작한다.

이로써 “의식”에서 “자기의식”으로의 이행이 설명되었다.그 다면 ｢

의식｣장의 최종 결론,즉 상으로 하여 우리를 따르게 하는 입장을 취

38)JonStewart,(2000),p.99.스튜어트가 집필한 이 뛰어난 작은 주객동일성이라는 테제를 심

으로  정신 상학 체를 해석한다.이 작이 갖는 장 은  정신 상학 체를 주객동일성이

라는 일 된 으로 고찰함으로써 하나의 통일된 해석을 제시하고 있다는 이다.

39)임마 엘 칸트,백종 옮김, 순수이성비  1(아카넷,2006),제2 머리말 에서 18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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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자기의식은 어떠한 형태와 특징을 갖는지 살펴보기로 하겠다.

확신이라는 지 까지의 방식들에서 진리는 의식에게 있어

의식 자신 이외에 다른 어떤 것이다.그러나 이러한 진리의 개

념은 의식의 경험 속에서 사리진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앞

선 계에서 이룩할 수 없었던,즉 자신의 진리와 동등한 확신

이 생겨난다.(PhG,137)

｢자기의식｣장에서 이제 주요 심은 의식과 분리된 상세계가 아니

라,의식 자신 즉 자기의식이다.｢의식｣장의 시작이 상세계만이 참된 것

이라고 믿는 확신이었다면,｢자기의식｣장의 시작은 반 로 오직 자기의식

자신만이 참된 것이라 믿는 확신이다.따라서 ｢자기의식｣장의 주된 심

은 더 이상 상세계에 한 앎이 아니라,자기의식 자신에 한 앎이며,

이는 찰하는 이론 태도에서 행 하는 실천 태도로의 환을 함축한

다.따라서 ｢자기의식｣장에 등장하는 의식의 형태들은 이제 자기 자신의

확신을 상세계에 증명하고자 하는 태도를 견지한다.｢자기의식｣장에 등

장하는 의식의 형태들이 자신의 확신을 증명하는 방법은 그 어떤 상세

계에도 자신이 의존하고 있지 않음,즉 자신의 자립성을 보여주는 것이

다.40)따라서 의식과는 반 로 자기의식은 자신만을 정 인 것으로 간

주하며, 상세계를 부정 인 것으로 간주한다.헤겔은 이러한 자기의식의

최 의 형태를 바로 데카르트의 코기토와 같은 유아론 인식모델로 보았

다.

헤겔은 유아론 자기의식을 “차이 없는,그리고 나는 나다(Ichbin

ich)라고 말하는 운동 없는 동어반복일 뿐”41)(PhG.138)이라고 규정한다.

40)｢자기의식｣장의 “자립성 테제”는 굳이 거론할 필요가 없이 많은 철학자들이 공유하고 있는 지

이다.스튜어트는 의식은 상의 존재론을 표상하고,자기의식은 주체의 존재론을 표상하며,

이에 따라서 ｢자기의식｣장의 핵심테제는 자기의식의 자 계기,즉 자립성의 계기에서 출발한

다고 주장한다.Stewart(2000),p106. 한 웨스트펄 역시 ｢자기의식｣장 체의 핵심을 자기의식

의 자기충족성(self-sufficient)테제로 악하고 있으며,이 테제를 심으로 ｢자기의식｣장 체

를 개 하고 있다.Kenneth R.Westphal,Self-Consciousness,Anti-Cartesianism,and

CognitiveSemanticsinHegel's1807Phenomenology(ACompaniontoHegel,2011)

41)원어는 다음과 같다.“derUnterschiedistnicht,undes[Selbstbewußtsein-인용자]nurd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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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헤겔은 유아론 의미에서 “자기의식은 오직 자기 자신만을 그

자신으로부터 구분하며,따라서 타자로서의 차이가 자기의식 안에서 직

으로 지양”(PhG.138)된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헤겔의 에서,데

카르트의 “코기토는 모든 세속 내용들(육체,타자,세계)을 우연성과 의

심이라는 외 역으로 추방함으로써 획득한 자신의 확신”42)이며,이는

오로지 자기 자신 안에서의 직 인 반성을 통해서만 앎을 획득하기 때

문에,그 안에서 나타난 차이는 의식과 상 간의 실재 차이가 아닌 오

직 “타자로서의 차이가 직 으로 지양”된 “차이 없는 차이”일 뿐이다.

따라서 이러한 자기의식은 언제나 자기 계만 맺는,“나는 나다라고 말하

는 운동 없는 동어반복”일 뿐이다.그러나 헤겔은 이러한 인식론 모델

을 으로 부정하지는 않는다.왜냐하면 이러한 인식론 모델의 출발

은 ｢의식｣장에서 입증된 최종 결과에 한 수용에서 정당성을 갖기 때문

이다.다만 이 형태는 ｢의식｣장의 최종결과의 극단 인 수용일 뿐이다.

헤겔은 앞선 논의에서 드러난,동어반복에 불과한 유아론 자기의식

의 한계를 극복하기 해 욕구개념을 도입한다.왜냐하면 욕구는 타자로

서의 상이 없이는 불가능한 개념임이 그 충족의 과정에서 드러나기 때

문이다.헤겔은 이 욕구 개념을 통해서 자기의식이 동물 수 의 개별성

에서 출발하여 유(Gattung,類)라는 보편성까지 도달하는 개과정을 보

여 으로써,“생사를 건 인정투쟁”의 제가 되는 상호주 성의 다리를

놓는다.이제 욕구 개념을 살펴보기로 하자.헤겔은 데카트르 인식모델

이 지니는 타당성을 인정하지만,한편으로 데카르트 인식모델이 추방한

외 세계의 실존을 어떻게 증명해낼 수 있는지의 문제에 착하게 된다.

헤겔은 욕구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한다.즉 헤겔은 이 개

념을 도입하여 욕구 충족이라는 자기의식의 실천 측면을 면으로 부각

시킴과 동시에 욕구 충족의 과정에서 필연 으로 제되어야하는 욕구

상의 실존을 증명한다.

자기의식의 상과 자기의식의 진리의 이러한 립은 자기

bewegungsloseTauologie:Ichbinich.”(PhG.138)

42)RobertR.Williams,(1992),p.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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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의 자기 자신과의 통일이라는 진리만을 자신의 본질로 갖

는다.이러한 통일은 자기의식에 본질 인 것이 되어야 하는,

즉 자기의식은 욕구 일반이다.자기의식으로서의 의식은 이제

이 상을 갖는다.하나는 직 인 즉 감각 확신 지

각의 상이다.그러나 이때의 이 상은 의식에 하여 부정

인 성격으로 드러난다.그리고 두 번째 상은 참된 본질로

존하며,우선은 첫 번째 상과의 립 속에서 존하는 자기

자신이다.(PhG.139)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려는 자기의식의 모든 행 에는 생(Leben)이라

는 기본 원리가 놓여있다.왜냐하면 살아있는 것만이 욕구하며,욕구 충

족 없이 생은 유지될 수 없기 때문이다.생으로서의 자기의식은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기 해서 언제나 상을 필요로 한다.그러나 이 상은

‘감각 확신’에서 등장했던 것과 같이 “직 ”인 성격을 갖는다.욕구하

는 자기의식은 이 직 인 상을 먹어치우고 무화함으로써,자기의식은

자신의 자립성을 실 함과 동시에 “ 상의 자립성”(PhG.140),즉 상의

실존을 경험한다.그러나 이러한 상의 자립성에 한 경험은 언제나 자

신의 욕구 충족이라는,즉 먹어치우고 무화하는 행 를 통해서만 발생하

기 때문에,자기의식에 있어 상은 오직 “부정 인 성격”만을 지닐 뿐이

다.그러나 이와 동시에 자기의식은 상에게 자신의 욕구를 덧입히고 그

것을 먹어치움으로써,세계가 자신의 통제 하에 있다는 자신의 ‘참된 본

질’,즉 자신의 자립성을 입증한다.그 다면 이때의 자기의식은 더 이상

차이가 직 으로 제거된 ‘나는 나다와 같은 운동 없는 동어반복’이 아니

라,실재 상의 차이가 주어지고 그것을 자신의 욕구충족이라는 행 를

통해 제거해 나가는 운동의 형태로 드러난다.따라서 욕구 개념을 통해서

헤겔은 첫째,욕구개념을 통해 상의 실존을 증명함으로써 데카르트 인

유아론 인식모델을 극복할 수 있는 단 를 마련했다.그리고 둘째,헤겔

은 자기의식을 생으로 고찰함으로써 상을 부정하는 욕구 충족이라는 형

태로 자기의식의 자립성을 보존함과 동시에,그 욕구 충족은 항상 상에

의존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증명해냈다.따라서 자기의식의 자립성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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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실존을 제하는 가운데 욕구 충족을 해 그것을 부정하는 형태로 입

증되며,이는 자기의식과 실재 상을 종합하는 모델로 악될 수 있다.

이제 자기의식은 상의 실존을 인정하는 가운데 자신의 자립성을 입증해

야 한다.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동물 욕구 차원의 가장 낮은 수 에

서의 자기의식과 상의 계일 뿐이다.

그러나 인정으로 가기 해서는 아직 해명되어야할 한 가지 문제가

남아있다.그것은 어떻게 자기의식이 상을 무화하고 먹어치우는 부정

인 계를 넘어 상을 자신과 동등한 치로 바라보는 상호주 성의

계로 이행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헤겔은 욕구 개념을 통해 생으로

서의 자기의식을 등장시켰다.최 의 자기의식이 개별 인 생으로서의 자

기의식의 형태라면,이제 보편 생으로서의 자기의식의 형태가 등장한다.

그것이 바로 유(Gattung)로서의 자기의식이다.

자의 직 통일이나 는 존재로서 언표된 통일과 반

로 이 두 번째 통일은 모든 이러한 계기들을 지양된 것으로

서 자신 안에 갖는 보편 통일이다.이 보편 통일은 단순한

유(Gattung)이다.이 단순한 유는 삶 그 자체의 운동 속에서 이

러한 단순한 것으로서 독자 으로 실존하는(existiert)것이 아

니라,차라리 이러한 결과 안에서 삶은 자신 이외에 타자로 지

시되는,즉 삶은 이러한 통일이자 유로서 존재한다는 것에 한

의식으로 지시된다.(PhG.142-3)

헤겔이 여기서 유로서의 생을 통해 지시하는 것은 자기의식 자신과

상의 ‘직 인 통일’의 의미를 넘어서,같은 유 아래에 자신과 동일한

생으로서의 타자와 하나로 묶이는 ‘보편 통일’이다.이처럼 자기의식의

직 통일이 보편 통일로 이행하는 것은 생이라는 에서 볼 때 자

연스럽다.왜냐하면 살아있는 하나의 개체는 자신의 생을 보존하기 한

개별 욕구도 가지고 있지만,다른 한편 종족번식을 해 개별성을 넘어

서는 욕구 역시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그리고 이 후자의 욕구에서 비로

소 “자기의식은 오직 하나의 다른 자기의식 속에서만 스스로의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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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PhG.144)을 얻게 되는 상호주 성의 토 를 정립한다.본고가 보기

에 이 단계에서 많은 연구자들이 유 개념을 충분히 고찰하지 않은 채 바

로 인정개념으로 나아가기 때문에,상호주 성이 어떻게 성립되는지에

한 설명은 언제나 미흡하다.43)본고는 유 개념에 한 자세한 설명을 제

공하지 않는  정신 상학 을 잠시 떠나  엔치클로페디 II권으로가 그의

자연철학을 살펴볼 것이다.여기서 헤겔은 욕구하는 생을 “개별자로 산출

하는 개체의 의미”로 설명할 뿐만 아니라 “개체성의 근거인 보편 인 것

으로서의 의미”(EnzII.§366)를 갖는 유 개념으로도 설명한다.헤겔의 설

명에 따르면,우선 유는 자신을 종으로 특수화함으로써 개체들 간의 차이

를 정립한다.특수화된 개체들은 서로의 구분 속에서 다른 것을 부정함으

로써 독자 인 것이 된다.“이와 같이 유를 종으로 최 로 분화하는 것,

그리고 유를 개별성의 직 이고 배타 인 자존재로 계속 규정하는 것

은 타자에 한 부정 이고 인 태도”(EnzII.§369)를 갖는다.그러

나 한편으로 유에서 종으로 특수화된 개체들은 “개별성이 유 속에서 정

으로 자신과 계”하는 계기 한 지니고 있다.여기서 개별성과 유의

정 계를 헤겔은 종족번식을 한 성 계(Begattung)라고 부른다.

개체의 욕구는 개체 자신의 생을 한 것뿐만 아니라 종족번식을 한 것

이기도 하며,이는 욕구의 상과 그 충족 방식 한 이에 따라 달라져야

함을 함축한다. 자에서 욕구의 상은 단지 사물일 뿐이며 이에 따라

자기의식은 상과 부정 인 방식으로 계하는 반면,후자에서 욕구의

43) 딩은 의식과 자기의식 간의 계를 통해 ｢자기의식｣장에서 등장하는 욕구로서의 생 개념에

한 아주 훌륭한 설명을 제공하고 있음에도,유 개념을 도외시함으로써 이 상호주 성의 등장

을 악해내지 못한다. Paul Redding, The Independence and Dependence of

Self-Consciousness:DialecticofLordandBandmaninHegel'sPhenomenologyofSpirit

(TheCambridgeConpaniontoHegel,2009). 리암스 (1992)역시 ｢자기의식｣장에서의 의식의

모델을 일원론 인식모델과 다원론 인식모델 어느 한쪽으로 선택하지 않고 양자의 일면성

을 보여 으로써 종합하려는 헤겔의 을 훌륭하게 밝히고 있음에도 유 개념에 한 설명을

생략함으로써 상호주 성의 등장을 설명해내지 못한다.바이 역시 (2005),241쪽에서 “놀랍게

도 이 지 에서 헤겔은 변증법의 새로운 요소,즉 다른 자아, 다른 자기의식 인 행 자를

도입한다”이란 표 을 통해서 유 개념의 악을 놓치고 있는 듯이 보인다.다만 호네트만이 그

의미를 악하고 있는 듯 보이나,호네트는 헤겔의 인정 개념을 단지 사회철학 으로만 고

찰함으로써 유 개념의 보다 깊은 설명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악셀 호네트,문성훈·이 재, 인정

투쟁 (사월의 책,2012)8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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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은 개체 자신과 동일한 존재이며 여기서 자기의식은 욕구 상과

정 인 방식으로 계한다.그리고 이 정 인 방식에서 비로소 개체는

자신과 동일한 개체로서의 타자와 만나게 된다.

개별성은 배타 으로 다른 개체에 항하는 하나의 개체이

면서,이 타자와 연속되어 있고,이 타자 속에서 제 자신을 느낀

다.이러한 계는 욕구(Bedürfniss)와 더불어 시작하는 과정이

다.이 과정에서 개체는 개별 인 것으로서는 내재하는 유에

합하지 않다.동시에 이러한 계는 하나의 통일 속에 있는 유

의 자신과의 동일한 계이다.이리하여 개체는 이러한 결핍의

느낌을 갖는다.따라서 개체 속에 있는 유는 그 개체의 개별

실성의 부 합성에 항하는 긴장으로서 그 개체와 동일한

유에 속하는 타자 속에서 그 개체의 자기감정에 도달하고,타자

와의 일치를 통해서 자신을 통합하며,이러한 매개를 통해 유를

자신과 결합하여 실존하게 하려는 충동이다.이것이 성 계이

다.(EnzII.§369)

헤겔은 여기서 유의 부정 인 계 즉 종으로서의 개체화와,유의

정 인 계 즉 종족번식을 한 보편화 모두를 유 개념의 필수 계기로

설명함으로써, 정신 상학 에서의 IV.｢자기의식｣장을 이해하는데 결정

인 단서를 제공한다.유의 부정 자기 계는 상을 먹어치움으로써

상과 부정 계를 맺을 수밖에 없는 개별 인 자기의식의 특징을 지니

는 반면,유의 정 인 자기 계는 자신과 동등한 치의 상과 계

하는 상호주 특징을 지닌다.그리고 개체(욕구하는 자기의식)가 자신

을 특수한 종으로서 뿐만 아니라 보편 인 유로서 인식하는 순간,이 개

체는 동물 생(Leben)에서 인간 ( 는 정신 )삶(Leben)으로 환하게

될 것이다.왜냐하면 인간만이 특수한 종이자 보편 인 유로서 자기 자신

을 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로써 헤겔은 IV장에서 유 개념을 통해서 자기의식 간의 상호주

성의 그 근거를 마련함으로써,생사를 건 투쟁을 벌이는 IV.A장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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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으로 이행한다.헤겔은 IV장에서 욕구 개념을 통해 생으로서의 자기

의식을 서술했다.하지만 여기서 염두에 둬야할 것은,유 개념이 등장하기

이 까지의 자기의식은 아직 온 한 형태의 자기의식이 아니라 동물 수

의 자기의식이란 이다.이 수 의 자기의식에게는 정신 자유란 없

다.왜냐하면 여기서 주어지는 자기의식의 자립성에 한 자유는 그 욕

구의 총족이라는 자연 필연성에 자신을 내맡기는 행 에 불과할 뿐이기

때문이다.자기의식이 “직 이고 개별 일 뿐인 생명성의 죽음”(EnzIII.

§381)을 행함으로써 자신이 지닌 자연 욕구를 벗어날 수 있을 때,비로

소 헤겔이 말하는 정신 자유로서의 자기의식이 출 한다.그리고 “정신

의 자유는 한낱 타자 밖에서 얻은 독립성이 아니라 타자 안에서 얻는 타

자로부터의 자립성이다.정신의 자유는 타자로부터의 도피를 통해서가 아

니라 타자의 극복을 통해서 실화된다.”(EnzIII.§382)앞서 살펴봤던 생

으로서의 자기의식에 이러한 정신 계기들,즉 자기의식 자신의 자립성

과 유로서의 자기의식이 지니는 타자 안에서의 자기감정의 도달의 계기들

은 이미 주어졌다.이제 헤겔은 자기의식 IV장 맨 마지막 문단에  정신

상학 (서문과 서론을 제외한 본문)에서 처음으로 정신(Geist)을 등장시킨

다.

이로써 우리에 하여 이미 정신의 개념이 존한다.의식

에 하여 계속 나아가게 되는 것은 정신이 무엇인지에 한

경험이며 이러한 실체가 그 자신의 립 즉 독자 으로

( 자 으로)존재하는 상이한 자기의식들의 완 한 자유와 독

립성 안에서 ‘나’가 우리이며 우리가 ‘나’라는 자기의식들의 통일

이라는 경험이다.비로소 의식은 정신의 개념으로서 자기의식

안에서 자신의 환 을 갖는다.이 환 에서 의식은 감각

차안의 란한 가상과 감성 피안의 공허한 밤으로부터 벗

어나 재함의 정신 인 낮으로 걸어 들어간다.(PhG.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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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인정 -생사를 건 투쟁과 주인과 노

 정신 상학 IV장에서 헤겔은 동물 욕구 수 의 자기의식을 고찰

했다면,이제 IV.A장에서 그는 ‘정신의 낮’으로 걸어 들어가는 정신

형태의 자기의식을 고찰한다.IV장에서 자기의식은 오직 자기 자신만이

참된 것임을 확신하는 상태에서 출발했지만,욕구 개념을 통해서 자기의

식은 결코 자신의 자립성을 타자의 매개 없이는 유지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 다.그리고 다시 한 번 유개념을 통해 헤겔은 부정 으로 계하는

상(사물)에서 정 으로 계하는 상(자기의식과 동등한 타자)으로

의 환을 통해,IV.A장의 인정 개념으로 이행한다.

자기의식은,자신이 타자에 해서 즉자 자 으로 있음으로

해서 그리고 이를 통해서,즉자 자 으로 존재한다.다시 말해

자기의식은 인정된 것으로서만 존재한다.(PhG.145)

｢자기의식｣장 IV.A의 첫 문장에서 헤겔이 밝히는 바와 같이,자기의

식은 이제 타자와의 계 속에서 출발한다.여기서 자기의식은 두 가지의

계기를 갖는다.하나는 자기의식의 ‘자존재(Fürsichsein)’ 계기이며 다

른 하나는 ‘타존재(Füreinanderssein)’ 계기이다.앞서의 욕구 개념에

서와 같이 자존재 계기는 자기의식이 상을 부정함으로써 자신의 자

립성을 확립하려는 자립 특징을 지시하며, 타존재 계기는 자신의

자립성을 실 하는 과정에서 결국 상(타자)에 의존해야 하는 특징을 지

시한다.따라서 자의 ‘자존재’의 계기 즉 자기의식이 오직 자신만이

참된 것이라고 믿는 의식의 형태와,후자의 계기 즉 자기의식의 자립성은

결국 타자에 의존해야만 한다는 두 의식들의 형태들은 서로 상반된

이기 때문에,여기서의 건 역시 두 의식의 형태들을 어떻게 종합해내는

가에 달려있다.이 두 의식의 형태들 간의 종합은 곧 자존재 계기의

극단에 서있는 데카르트식의 유아론 의식모델와 타존재 계기의 극

단에 서있는 주체들의 상호주 성을 미리 주어진 것으로 악하는 공동체

주의 의식모델의 종합인 것이다.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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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헤겔의 목 은 ‘동일성과 차이’를 동시에 종합해낼 수 있는

‘구체 동일성’의 모델이다.이 목 을 달성하기 해서는 자기의식의 ‘

자존재’ 계기와 ‘타존재’ 계기 모두가 필요하다.왜냐하면 두 계기의

종합 에서 보자면, 자의 계기만으로는 자기의식의 자립성이라는

상호주 성(동일성)없는 차이밖에 설명할 수밖에 없으며,후자의 계기만

으로는 타자 의존성 즉 상호주 성을 미리 제된 것으로 받아들임으로

써,차이 없는 동일성 밖에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따라서 이 두 계기

들 각각은 정당성과 한계를 모두 지니고 있다. 자존재 계기의 정당성

은 이미 ｢의식｣장의 최종 결과에서 주어진 것이며, 타존재 계기의 정

당성은 ｢자기의식｣장 IV에서 욕구개념을 통해서 주어진 결과이다.따라서

헤겔은 이 두 계기들의 정당성을 보존하면서도 그것들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종합 인 모델을 제시해야 한다.

자기의식은 다른 자기의식과 마주한다.자기의식은 자기

외부에 도달했다.이것은 이 의미를 지닌다.첫 번째,자기

의식은 자기 자신을 상실한다.왜냐하면,자기의식은 자신을 타

자존재로서 발견하기 때문이다.두 번째,이로써 자기의식은 타

자를 지양한다.왜냐하면 자기의식은 타자를 존재로서 보는 것

이 아니라,타자 안에서 자기 자신을 보기 때문이다.(PhG.146)

우선 헤겔은 자기의식과 다른 자기의식의 직 인 만남에서 논의

를 시작한다.이 직 인 만남에서 자기의식은 자신의 자립성을 상실한

다.왜냐하면 자기의식이 지니고 있는 확신,즉 타자를 부정함으로써 자신

의 자립성을 확립하려는 확신은 다른 자기의식이라는 타자의 등장과

함께 붕괴되기 때문이다.여기서 “자기의식은 자기 자신을 상실”한다는

것의 의미는 실재 인 자기의식의 상실이 아니라,자기의식의 자립성의

상실로 악될 수 있다.그러나 이 자기의식은 타자를 타자 그 자체로서

(존재로서)보는 것이 아니라,타자를 자신을 매개한 타자 내지는 자신에

게 유된 타자로 으로써 다시 자기의식의 자립성을 회복한다.왜냐하

44)본고는 이 자기의식의 모델을 리암스의 (1992),pp.141-151에서 차용했음을 밝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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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이처럼 타자 안에서 자신을 본다는 것은 결국 타자 앞에서 자신을 상

실한 것이 아닌 자신을 지켜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정리하자면 첫째,자기의식은 우선 직 인 “존재”로서의 타자와 만

남으로써, 타존재 (타자 의존 인)계기를 수용함과 동시에 자존재

(자기 의존 인)계기를 지양한다.그러나 둘째,자기의식은 결국 타자 안

에서 타자 그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자기의식 자신의 동일성으로 환

원하는 욕구의 상과 같이 자신으로 환원된 타자를 으로써,다시 자

존재 계기를 수용함과 동시에 타존재 계기를 지양한다.헤겔은 이

를 “자기의식에게 이 의미를 지닌 타자존재의 이 의미의 지

양”(PhG.146)이라고 설명한다.여기서 ‘이 의미의 타자존재’는 첫 번

째 단계의 직 인 주어지는 타자와,두 번째 단계의 환원된 타자화를

뜻하며,‘이 의미의 지양’은 첫 번째 단계에서 직 으로 존재하는

타자를 통해 자존재 계기가 지양됨을 뜻하며,두 번째 단계에서 환원

된 타자화를 통해 타존재 계기를 지양함으로써 다시 자립성의 계기를

회복하는 것을 의미한다.이처럼 헤겔은 자기의식이 다른 자기의식을

만나 이루어지는 과정을 자존재 계기와 타존재 계기를 모두 묶어

하나의 체과정으로 악함으로써 이를 종합해낸다.그리고 이러한 종합

모델을 바탕으로 헤겔은 자기의식들 간의 생사를 건 투쟁에서 인정 개

념을 서술한다.그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해야 할 은 IV장에서와

같이 자기의식은 더 이상 타자를 무화시킬 수 없다는 사실이다.왜냐하면

인정은 자기의식들 상호간에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타자 없이는 그 어

떤 인정도 발생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제 두 자기의식 간에 인정을 두고 벌이는 “생사를 건 투쟁”과 그

결과로서 성립하는 주인과 노 의 계를 고찰해보기로 하자.

자기의식은 우선 단순한 자존재(Fürsichsein),즉 모든 타

자를 자신으로부터 배재함으로 통해서 자기동일 으로 존재한

다.자기의식에게 자신의 본질과 상은 ‘나(Ich)’이다.

그리고 ‘나’는 이러한 직 성 안에서 는 자신의 자존재의 이

러한 존재 안에서 개별자이다.자기의식에 해서 있는 타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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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인 성격을 지닌 것으로 드러나는 비본질 인 상이다.

그러나 타자 역시 자기의식이다.타자는 개인에 항하는 개인

으로 등장한다.(PhG.147-8)

헤겔은 우선 자기의식의 특징을 “단순한 자존재”로 규정한다.따라

서 이러한 자기의식은 “자신의 본질과 상”을 오직 “나”로 환원

하려 하기 때문에,이 상은 욕구의 상과 같이 “부정 인 성격”을 지

닌다.하지만 이때 자기의식에게 등장하는 이 “부정 인 성격”의 상은

결코 욕구의 상과 같이 먹어치울 수 있는 상이 아니라,반항하며 오

히려 자신을 먹어치우려 하는 상,즉 다른 자기의식이다.여기서의

자기의식의 특징 역시 오직 주 확신,즉 자기 자신의 확신에만 머물

러 있다는 이다.하지만 여기서의 확신은 IV장과는 다르다.왜냐하면

IV장에서 자신의 확신을 실 하려는 상은 욕구의 상으로서 먹어치울

수 있는 물질 측면이 강한 반면,IV.A장에서의 이 욕구의 상은 자신

과 동등한 다른 자기의식이기 때문이다.이 “부정 인 성격”의 상,

즉 다른 자기의식 역시 자신의 확신을 다른 자기의식에게 실 하려 하

기 때문에,이 양자의 행 는 결국 생사를 건 투쟁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

다.따라서 “타자의 행 와 자기 자신의 행 의 이 행 ”(PhG.148)

는 “타자의 죽음”을 겨냥한다.서로의 죽음을 겨냥하는 이 투쟁의 이유는

오직 자기의식들 각각이 “자기확신,즉 자 으로 존재하려 하는 것을

타자에 즉해서 그리고 자기 자신에 즉해서 진리로 고양하려 하기 때문이

다.”(PhG.149)따라서 이들에게 자유는 오직 자신의 생을 내걸어야만 가

능하다.물론 “생을 걸지 않은 개인도 물론 인격으로서 인정받을 수는 있

다.그러나 이 개인은 자립 인 자기의식으로서 이 인정의 진리를 얻지는

못한다.”(PhG.149)자기의식들 간의 생사를 건 이 인정투쟁에서 비로소

보다 정신에 가까운 생이 탄생한다.동물 인 수 에서의 욕구충족은 단

지 본능 인 생의 유지를 한 자연 인 것이었다면,이러한 생물학 생

을 포기하면서까지 얻고자 하는 인정은 보다 정신 인 삶의 출 을 의미

하기 때문이다.하지만 이러한 보다 정신 인 삶의 출 은 아직 자기의식

들에게 주어지지 않는다.왜냐하면 자기의식이 산출한 이 정신 인 삶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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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인정)을 상 방의 자연 부정(죽음)을 통해 스스로 괴하기 때문

이다.즉,이 투쟁의 목 은 결코 타자의 부정이 아니라,타자 안에서의

자신의 실 이라는 인정에 있기 때문이다.

죽음을 통한 이러한 확증은 이로부터 산출되어야하는 진리

를 지양할 뿐만 아니라,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의 확신 일반마

도 지양한다.왜냐하면 생이 의식의 자연 정 즉 부

정성이 없는 자립성인 것처럼,죽음도 의식의 자연 부정 즉

요구되는 인정의 의미를 지니지 못한 채 남아 있는 자립성 없

는 부정이기 때문이다.죽음을 통해 물론 두 자기의식 모두가

자신들의 생을 걸었고,그 자신들과 타자의 생을 멸시했다는 확

신이 생겨난다.그러나 이 확신은 이러한 투쟁을 견뎌낸 자기의

식들에 해서는 없다.(PhG.149)

인정을 해 자신의 자연 생을 부정함으로써 자기의식은 보다 정신

에 가까운 삶의 출 을 맞이하는 듯 했다.하지만 그 과정에서 타자의 자

연 죽음을 겨냥함으로써 인정의 성립조건인 타자 계기를 직 으로 부

정해버렸기 때문에,그 어떠한 인정의 ‘진리’도 ‘확신’도 발생할 수가 없다.

IV장 욕구 수 에서의 자기의식은 자신의 생의 유지를 해 그 상들

을 먹어치우는 자연 생에 불과했다면,IV.A장에서 자기의식은 자신들의

생을 내거는 투쟁 속에서 자신의 자연 인 생을 부정함으로써,정신의 삶

으로 한 발짝 다가섰다.그리고 자기의식은 자신에게 떠오르는 이 정신의

삶,즉 인정을 타자 속에서 확인해야 한다.만약 이 인정이 실 된다면,

이 정신의 삶은 이제 동물 생과 반 되는 의미를 넘어 자신을 실 하는

의미를 갖게 될 것이다.그러나 타자가 죽는다면,인정은 실 될 수 없다.

따라서 타자의 부정은 곧 자기 자신의 부정이다.헤겔은 이러한 자기 괴

속에서 자기의식은 “추상 부정”과 다른 새로운 “의식의 부정”을 획득한

다고 서술한다.“추상 부정”에 머무는 의식은 단지 자신의 상을 괴

한다면,“의식의 부정”을 획득한 “의식은 지양된 것을 유지하고 보존함으

로써 자신의 지양됨을 견디는 그러한 방식으로 지양한다.”(PhG.150)이



- 61 -

러한 지양의 의미를 타자의 죽음을 통해서 획득한 자기의식은 이제 “자기

의식의 단순한 통일성”(PhG.150),즉 자기의식의 자존재 계기에만 머

물 수 없다.자기의식은 앞서 설명했듯이 자존재(자립 자기의식)와

타존재( 상 의존 자기의식)라는 두 계기를 통해 구성된다.헤겔은 자기

의식이 지니고 있는 두 계기 자 측면이 강하게 강조될 때 나타날

수 있는 극단 인 결과인 상 방의 죽음을 로 들면서,여기서는 그 어

떠한 인정도 발생할 수 없음을 주장한다.따라서 이는 필연 으로 타

계기로 이행한다.이 계기에서 자기의식은 다른 자기의식이 존재해야

지만 자신의 자립성,즉 인정을 실 할 수 있음을 인식한다.그러나 이 앎

은 겨우 타자가 필요하다는 수 에서의 타 계기일 뿐이다.이는 IV장

의 결과,즉 자기의식은 자신의 욕구 충족을 해서(자신의 자립성의 실

을 해서)결국 상에 의존해야 한다는 결과와 유사하다.그리고 생

사를 건 투쟁의 결과로서 성립되는 주인과 노 의 계는 온 한 인정

계로 볼 수 없다.왜냐하면 주인과 노 계에서 인정은 한쪽의 명령과

다른 한쪽의 복종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헤겔은 인정을 두고 벌이는 두 자기의식들 간의 생사를 건 투쟁을 통

해 타자의 죽음은 곧 자신의 부정이라는 결론을 도출해 냈으며,이로써

인정으로 매개된 상호주 성이 성립된다.여기서 인정에 한 헤겔의 서

술은 사실상 끝이 난다.이제부터 헤겔은 생사를 건 투쟁의 결과로서 성

립된 주인과 노 어느 쪽이 더욱 자기의식의 자립성을 성공 으로 입

증하는지를 고찰한다.따라서 여기서의 인정은 “상호주 성의 분석이나

기술이 아니며,상호 간의 인정 역시 아니다.여기서 존재하는 것은 타자

안에서의 자기인정이다.그러나 이것은 상호주 타자가 아닌,오히려

노동 안에서의 자기외화이다.”45)

생사를 건 투쟁에서 승자는 주인이 되며,패자는 노 가 된다.따라서

주인은 “ 자존재(Fürsichsein)인 자립 의식”이며,노 는 “ 타존재

(Füreinanderessein)인 비자립 의식”이다.주인은 생사를 건 투쟁에서

죽음의 공포에 굴하지 않고 자신의 자립성을 실 한 자기의식이다.즉,주

인은 자신의 자연 생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그 결과 노

45)RobertR.Williams,(1992),p.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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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 인정을 받아냄으로써 자기의식의 자립성을 실 했다.반면 노

는 죽음에 한 공포 때문에 이 투쟁에서 패했으며,그 결과 주인의 명령

에 복종하는 신세로 락하고 만다.이 주인과 노 의 계에서 주목해야

할 은 자연을 변형하고 가공하는 노동의 계기와 그 노동의 결과로서 주

어지는 산출물을 가 향유하는가의 문제이다.이 문제는 그리 어려워 보

이지 않는다.향유의 몫은 주인이며,노동의 몫은 노 이다.헤겔은 이 노

동과 향유의 문제를 다시 자기의식의 자립성과 연결시켜 주인과 노 의

계를 도시킨다.

주인은 타존재인 노 의 인정과 노동을 통해서만 자신의 자립성(인

정)과 물질 욕구(향유)를 충족할 수밖에 없다.만약 노 가 없다면,주

인은 자신의 자립성을 증명해 (자신을 인정을 해 )타자도 사라지며 물

질 충족(향유)도 릴 수 없기 때문에,노 에게 철 히 의존 이게 된

다.이로써 주인은 욕구 차원의 자연 생이든,인정 차원의 정신 삶이

든 노 에게 모두 의존해야 하는 것으로 밝 지며,생사를 건 투쟁에서

성취했던 주인의 자립성은 비자립성으로 도된다.

반면에 노 는 자존재인 주인의 명령에 복종하고 사해야 한다.

노 는 죽음에 한 “ 공포”(PhG.154)로 인해 인정 차원의 정신

삶을 스스로 포기함으로써 애 부터 그에게 자립성은 주어질 수 없었다.

향유 역시 마찬가지이다.노 는 자신의 노동을 통해 자연을 가공하고 변

형함으로써 생산해낸 산출물을 주인에게 바쳐야하기 때문에,그는 자신의

산출물에 한 충족의 욕구(향유)를 억제해야만 했다.따라서 노 는 욕구

차원의 자연 생에서도 인정 차원의 정신 삶에서도 그 무엇 하나 기

것 없는 “순수한 자존재”가 된다.

이에 따라서 자기의식의 진리는 노 의 의식이다 (···)우선

노 에게는 주인이 본질로 있다.따라서 노 에게서도 자 으

로 존재하는 자립 의식이 진리이다.그러나 이 진리는 아직은

노 에게는 자신 안에서 존재하지 않는다.그러나 노 는 순수

한 부정성 자존재의 진리를 자기 스스로의 한일(Tat)에서

지니고 있다.왜냐하면 노 는 이 본질을 몸소 경험했기 때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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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바꿔 말해서 이 의식은 이러 러한 불안을 가졌던 것도 아

니고,이러 러한 순간 불안도 가졌던 것이 아닌,오히려

체 자신의 존재에 한 불안을 가졌던 것이다.왜냐하면 노 는

죽음 주인의 공포를 느 기 때문이다.이 공포 안에

서 노 는 내 으로 해체됨으로써,철 하게 자신 내부에서

율했으며 자기 내부에 고정되어 있는 모든 것이 진동하게 되었

다.그러나 모든 존립이 유동화가 되는 이 순수한 보편

운동은 자기의식의 단순한 본질이자, 부정성이며,이

로써 의식 안에 있는 순수한 자존재이다.순수한 자기의식의

이 계기는 노 에게도 있다.왜냐하면 노 는 스스로에게 자신

의 상이 주인 안에 있기 때문이다.노 는 더 나아가 이러한

보편 해소 일반뿐 만이 아니라, 사 안에서 노 는 이 해소

를 실 으로 산출한다.이 안에서 노 는 자연 존재에 종

속되어 있는 자신의 모든 개별 계기들을 지양하고,자연

존재를 가공한다.(PhG.152-3)

그러나 노 는 자신이 “순수한 자존재”임을 알지 못한다.왜냐하면

노 는 아직 주인과의 계에 얽 있기 때문에 오직 주인만을 자 존재

로 알기 때문이다.노 는 “죽음 공포”에 의해 자신의 모든 삶

의 근거를 부정해야만 했고,그 결과로 주인에게 복종해야 했다.그러나

여기서 노 는 기치 않게 자신이 지니고 있던 “자연 존재”의

모든 흔 을 지우게 된다.헤겔은 “직 이고 개별 일 뿐인 생명성의

죽음을 정신의 출 ”(EnzIII.25)이라고 부르며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정신의-인용자]출 은 육체 인 것이 아니라 정신 이며,

자연 출 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개념의 발 으로 이해해

야 한다.그러나 개념은 합하게 실 되지 못한,오히려 죽음

을 통해 스스로를 실성에 해 부정 힘으로 유의 일면성과

한 개별성에 붙잡힌 나머지 앞서 말한 실성에 립해 있는

동물 존재의 일면성을 즉자 자 으로 보편 인 개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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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에서,혹은 같은 말이지만,보편 방식으로 자 으로 존재

하는 보편 인 것인 정신 속에서 지양한다.(EnzIII.25)

여기서 헤겔은 비록 정신은 자연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지만 이 자연

의 부정을 통해서만 정신에 도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헤겔의 이 주장

을 주인과 노 에게 입해보면,주인은 인정을 해 자신의 “개별성”을

내던짐으로써,자연 생,즉 “동물 존재의 일면성”을 지양하는 듯 했

다.그러나 주인은 노 가 바치는 산출물을 향유함으로써 자신이 성취한

자립성을 잃어 갔으며, 한 이 향유로 인해 자신에게 부착된 욕구 충족

으로서의 자연성을 완 히 극복하지 못했다.그러나 노 는 헤겔이 말하

는 “직 이고 개별 일 뿐인 생명성의 죽음”을 온 히 경험했다.즉 노

는 자연 생으로서의 욕구 충족이든 정신 삶으로서의 인정이든 간에

자신의 삶의 모든 조건들이 부정되는 경험을 통해서,그에게 남은 것은

오직 자기 자신 뿐이다.노 는 비록 주인과의 계 안에 아직 놓여 있지

만,오직 자기 자신 밖에 남겨지지 않은 이 부정의 경험을 통해 자기에게

부착된 자연성을 모두 제거하게 된다.그리고 이 부정의 경험을 넘어 노

는 자신의 노동을 통해서 자연의 사물들을 변형하고 가공함으로써 차

자연 세계를 알아가며 극복해 나간다.이 과정 속에서 노 는 -비록 그

자신은 모르고 있지만 -“직 이고 개별 일 뿐인 생명성의 죽음”을 경

험하며,자연 욕구의 억제와 자신을 세계에 실 하는 노동을 통해서 자

기의식의 자립성을 성공 으로 완수한다.주인은 결국 자연 생에서도

정신 삶에서도 노 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자신의 자립성을

증명하는 데 실패한 반면,노 는 자신의 노동을 통해 자연 세계를 극복

하고 이 세계 안에서 자신을 실 함으로써 자신의 자립성을 성공 으로

증명해 낸다.그러나 여기서 염두에 둬야할 것은 노 는 자신이 이룩한

자립성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으며,이는 오직 그가 행한 ‘한 일(Tat)’

로 주어질 뿐이라는 이다.

주인이 아닌 노 가 자기의식의 자립성을 완수할 수 있었던 것은 바

로 그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는 부정성의 력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죽음이라는 공포 앞에서 굴복함으로써,그는 노 가 되었으며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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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에게 복종해야 했다.그리고 이 복종을 통해 그는 자연 세계와 면하

며 주인의 향유를 해 노동을 해야 했다.그는 비록 자신의 노동의 결과

물을 향유할 수 없었지만,노동을 통해서 차 자연 세계를 극복해 갔으

며 자연 세계에 자신을 실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었다.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노 는 자기의식의 자립성을 자신도 모르는 사이

입증해 낸 것이다.

헤겔은 주인과 노 라는 불완 한 인정 계에서 출발해서 노 의 자

립성을 증명해냈다.그리고 헤겔은  정신 상학 에서 이 노 가 성취한

자립성의 결과를 다시 “스토아주의”,“회의주의”,“불행한 의식”으로 구성

된 IV.B의 ｢자기의식의 자유｣로 이행하는 근거로 삼고 있다.그리고  정

신 상학 뿐만 아닌 그의 철학체계 체의 기획을 염두에 둬야지만,헤겔

이 왜 주인과 노 의 계를 통해 불완 한 인정의 형태를 의도 으로 보

여줬는지를 악할 수 있다.왜냐하면 헤겔의 철학체계 내에서 화해는 사

인 개인들 간의 인정의 문제를 넘어 사회 으로 보다 구속력 있는 법과

제도의 매개를 거친 인륜성 개념으로 확장되기 때문이다.스튜어트는 이

를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인정의 결과가 참된 설명으로 제시되기 해

서 인정은 상호 이어야 하며,평등한 정당들에 의해서 (법 으로)승인되

어야 한다.주객 계의 궁극 인 설명은 그 어떠한 강제나 힘 있는 주장

들이 계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자유롭고 공평한 상태의 시민들과 공평

한 제도들을 지닌 사회 안에서만 가능할 수 있다.”46)스튜어트의 이와 같

은 주장에서 알 수 있듯이,자기의식들 간의 인정은 궁극 인 화해 개념

으로 악될 수 없다.왜냐하면 화해가 으로 사 인 개인들 간의 문

제로 맡겨진다면,이때의 화해에는 “힘”과 “강제”가 개입한 주인과 노 의

계와 같은 불완 한 인정 개념으로 변질될 수 있기 때문이다.이와 같

이 변질된 인정 계는 참된 화해로 부를 수 없으며,이는 오직 한쪽의 명

령과 다른 한쪽의 종속에 불과한 기만 형태의 화해일뿐이다.따라서 사

회 법과 제도를 통해 사 개인들 사이의 “강제나 힘”이 개입할 수 없

는 보다 안정 이고 포 인 인정의 역,즉 인륜성이 요구된다.따라서

본고는 사 개인들 간의 인정 개념에서 개인과 공동체 가치들(제도와

46)Stewart,(2000),p.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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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간의 화해를 모색하는 인륜성으로 이행할 것이다.

3.화해의 완성으로서의 인륜성 -개인과 사회의 화해

이제 비극이 상연될 배경이자 화해의 최종 역이 될 헤겔의 인륜성

개념을 살펴보기로 하자.헤겔의 인륜성은 개인과 공동체가 서로 화해(통

일)된 상태를 의미한다.이 화해된 상태 즉 인륜성은 첫째,공동체를 단순

히 자신의 이익을 한 수단으로 삼는 것이 아닌 공동체를 자신의 목 으

로 삼는 개인을 제로 하며 둘째,개인을 억압하거나 구속하는 것이 아

닌 개인들에게 참된 내용 즉 가치 있는 사회 역할을 제공함으로써,개

인들이 “반성 승인”47) 는 “이성 동의”를 통해 자율 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공동체를 제로 한다.따라서 이러한 특징을 지닌 개인과 공동

체만이 인륜성을 가능하게 만드는 각각의 계기로 규정된다.

그러나 본격 인 인륜성 개념의 고찰에 앞서,이 논의를 어떤 장소에

서 출발하는지 그 이유를 밝힐 필요가 있다.왜냐하면 본고는 인륜성을  

정신 상학 에서 다루고 있지만,사실상 이 개념을 다 야 할 보다

한 장소는  법철학 이라는 에서,이에 따른 해명이 요구되기 때문이

다.48) 정신 상학 의 ‘인륜 세계’에서 펼쳐지는 고 그리스 시 의 인

47)피핀은 인륜성 내의 공동체 규범들의 합법성은 개인들의 “반성 승인 테스트”에서 통과할

때 가능하며,이 승인 테스트를 거친 사회 규범들만이 구속력을 갖는다고 주장한다.RobertR

Pippin,Hegel'sPracticalPhilosophy:RationalAgencyasEthicalLife(Cambridge,2008),

p.66

48)헤겔은  정신 상학 의 ｢정신｣장에서 인륜성 개념을 다루며, 법철학 에서는 ｢인륜성｣장에서

‘가족’,‘시민사회’,‘국가’를 통해 인륜성 개념을 다루고 있다. 정신 상학 에서 헤겔은 본고의 주

제와 직 으로 련이 있는 고 그리스의 비극작품들인  안티고네 와  오이디푸스왕 을 직

끌어와 그 분석을 통해 ‘인륜 세계’에 한 서술을 개한다.따라서 이때 인륜성은 고 그리

스 공동체를 지칭하는 것으로 악될 수 있다. 법철학 에서 인륜성은 가족,시민사회,국가라

는 세 인륜 형태들을 지시하고 있으며,여기서 헤겔은 국가를 인륜성의 궁극 형태로 악한

다.인륜성에 할애하는 그 분량에 있어도 역시 두 작은 차이를 보이는 데, 정신 상학 에서는

( 체분량은 600여쪽)30쪽 정도가 인륜성에 할애되는 반면, 법철학 에서는 체 분량의 거의

반인 240쪽이 인륜성에 할애된다.따라서  법철학 에서 인륜성 개념을 검토할 때 갖는 장 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그러나  법철학 에서 인륜성을 검토하는 작업은 사실상 본고의 연구범

를 과한다. 법철학 에서 인륜성을 다루기 해서는 최소한 ｢인륜성｣장 이 에 등장하는 ｢

도덕성｣장과 함께 논의되어야만 인륜성에 한 논의를 정 할 수 있다.즉 ‘도덕성’이 갖는 특징

은 무엇이며,이 ‘도덕성’의 어떠한 한계로 인해 헤겔은 인륜성으로 이행하는지 등등 밝 내야지

만,인륜성에 한 논의를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이 작업의 어려움은 ｢도덕성｣장의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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륜성은 헤겔이 주장하는 완성된 인륜성의 형태가 아닌 그 출발로 악되

어야 하며,인륜성의 완성은 비로소  법철학 에서 확인할 수 있다. 법철

학 에서 인륜성은 추상법(DasabstrakteRecht)과 도덕성(DieMoralität)

이 갖는 각각의 한계를 극복한 후에 등장하는 개념이다.이 단계들을 거

친 인륜성은 다시 세 형태를 가지며,가족과 시민사회를 거쳐 국가에서

비로소 완성된다.그럼에도 본고가  정신 상학 에서 인륜성을 다루는 이

유는 본고의 주제와의 연 성 때문이다.49)헤겔은 여기서 실제 비극작품

들인  오이디푸스왕 와  안티고네 를 직 끌어와 그 분석을 통해 인륜성

개념을 개하고 있기 때문에,본고의 주제인 “비극 내에서의 화해”를 밝

히는 데 있어서는  정신 상학 이  법철학 보다 유익하다.따라서 본고는

여기서 인륜성 개념이 갖는 충분한 함의와 여러 논의 단계들을 생략한

채,｢정신｣장 앞부분의 정신 개념 일반에 한 헤겔의 서술을 근거로 인

륜성 개념의 특징만을 밝히는 것에 주력할 것이다.그러나 인륜성이 지니

심 원리가 칸트의 도덕철학에 놓여 있다는 에서,‘도덕성’에서 ‘인륜성’으로의 이행은 칸트의

도덕철학에 한 헤겔의 비 극복의 의미와 같다.즉 헤겔은 칸트의 도덕철학을 으로

반 하는지,아니면 칸트의 도덕철학의 어떤 것을 수용하고 어떤 한계로 인해 이를 극복하고자

했는지를 밝히는 논의는 매우 논쟁 이며 까다로운 작업이 될 수밖에 없다.다만 이 문제와

련하여,본고는  법철학 에서의 ‘도덕성’에서 ‘인륜성’으로의 이행을  정신 상학 의 ‘이성’에서

‘정신’으로의 이행을 통해 유비 으로 보여 것이며,이를 통해 본고는 칸트에 한 헤겔의 입

장에 한 견해들 - 어도 ‘도덕성’에서 ‘인륜성’으로의 이행의 문제에 있어 만큼은 -수정·

보완 쪽이 더욱 타당한 것으로 주장할 것이다.본고의 이러한 입장을 지지해 서로  법철학 

에서 ‘도덕성’에서 ‘인륜성’으로의 이행을 검토하는 PaulMichaelSpohr의 박사논문,Hegel's

RationalistAccountoftheMoralWill(ColumbiaUniversity,2006)을 추천한다.여기서 그는

헤겔이 칸트의 도덕철학의 원리를 수용하면서,그 원리가 지니는 한계를 다시 인륜성으로 극복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는 칸트의 도덕철학의 폐기가 아니라 보완의 형태를 지니며,헤

겔의 인륜성 안에서도 칸트의 도덕철학의 원리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그리고  법철학 에서 인

륜성의 핵심 원리와 그 내용들 즉 가족,시민사회,국가 안에서 어떻게 개인의 자유가 가능한지

를 살펴보고자 한다면,Fredirick Neuhouser,Foundations ofHegel's SocialTheory :

ActualizingFreedom (HavardUniversity,2000)을 참고하라.헤겔의 철학체계 체의 에서

그의 사회 철학 함의들,즉 정신,자유,사회성을 고찰하고자 한다면,RobertR Pippin,

Hegel'sPracticalPhiosophy:RationalAgencyasEthicalLife(Cambridge,2008)을 참고하라.

화해의 개념을 심으로 헤겔의 사회철학을 고찰하고 싶다면 MichaelO.Hardimon의 뛰어난

작 Hegel'sSocialPhilosophy:TheProjectofReconciliation(Cambridge,1994)을 참고하라.

49) 정신 상학 의 ｢정신｣장에서 서술되는  안티고네 와  오이디푸스왕 에 한 본격 인 고찰은

본고의 IV.2장에서 다 질 것이다.그리고 여기서 다 지게 될 내용은 ｢정신｣장의 서론 부분에

해당하는 정신 개념 일반에 한 헤겔의 서술이 될 것이다.뒤에서 곧 해명되겠지만,여기서 정

신은 (주 )이성이 (객 )세계 안에서 자신을 실 할 때 등장하는 개념으로 밝 지기 때문

에,개인과 사회 간에 화해된 상태를 뜻하는 인륜성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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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근본 인 의미 즉 개인과 공동체간의 화해 통일의 의미는  정신

상학 에서나  법철학 에서나 동일하며,다만 고 그리스(인륜성의 출발)

와 국가(인륜성의 완성)의 차이는 통일의 원리를 ( 를 들어 가족에서와

같이 공동체의 유 를 기반으로 하는 개인과 공동체간의 통일인지,아니

면 시민사회에서와 같이 개인의 이익을 기반으로 하는 개인과 공동체간의

통일인지와 같이)공동체 가치에 무게를 두면 자의 인륜 형태로 드

러나며,공동체와 개인 가치 모두를 고려하면 후자의 인륜 형태로 드

러난다는 만 여기서는 밝 둔다.따라서  정신 상학 을 통해서 인륜성

을 출발하는 것은  법철학 에서와 같이 그 충분한 의미를 밝히는 것은 불

가능할지라도,인륜성 개념의 근본 인 의미(개인과 공동체 간의 화해

통일된 상태)를 밝힐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인륜성이 무엇인지 살펴보기로 하자. 정신 상학 에서 인륜성

은 ｢VI.정신｣장의 첫 부분인 ‘A.참된 정신.인륜성’50)에서 다 진다.따라서

인륜성이 ‘참된 정신’이라고 할 때,이 ‘정신’의 의미를 밝히는 것이 선행

되어야 한다.헤겔은 ‘정신’을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이성은 모든 실재의 확신이 참된 것으로 고양되고,이성이

자기 자신을 자신의 세계로서,그리고 세계를 자기 자신으로 의

식함으로써 [이성은 -인용자]정신이 된다.(PhG.324)

헤겔은 “이성”이 “세계를 자기 자신으로 의식”할 때,비로소 “정신”이 된

다고 주장한다.여기서 헤겔이 말하는 “이성”은 ｢정신｣장 이 에 등장하

는 의식의 형태이다.그 다면 여기서 말하는 “이성”은 무엇인가?

｢정신｣장 이 에 등장하는 “이성”은 도덕성(Moralität)의 근거가 되는

주 성의 원리에 따른다.51)여기서 이성이 주 성의 원리를 따른다는 의

50)｢IV.정신｣장은 ‘A.참된 정신.인륜성’,‘B.자기를 소외하는 정신.도야’,‘C.자기 자신을 확신하

는 정신.도덕성’으로 구성된다.

51)Moyar는 헤겔이 ｢이성｣장에서의 규범성에 한 근을 원자론 방식으로,즉 방법론 으로 개

인주의 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주장한다.반면 ｢정신｣장에서 주어지는 규범 인 형태들은

“세계”이며,이 “세계”안에서 의식과 사회 맥락들은 내 으로 계된 것으로 간주한다.그러

나 Moyar는 비록 ｢정신｣장에서 만큼 강하게 드러나고 있지는 않지만,｢이성｣장에서 역시도 사

회 측면들이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보다 복잡한 논의를 개한다.Dean Moyar,Heg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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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는 이 의식이 자신의 능력을 단지 가능성으로만 갖는,바꿔 말하자면

이 의식은 삶과 세계에 자신을 실 할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한 인식하

고 있음에도,이를 오직 자신의 삶 안에서만 가능한 것으로 여김으로써

아직 세계라는 무 에 발을 내딛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지시한다.헤겔은

이 이성 의식을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이러한 [이성 형태의 -인용자]의식은 실제로 아직 실

체와 구분되는 개별자로서 자의 인 법칙들을 부여하거나 는

그 자체로 즉자 자 인 것과 같은 법칙들을 자신 만의 앎 속

에서 지니고 있다고 생각한다.그리고 이러한 의식은 이와 같은

법칙들을 정하는 힘을 지닌다고 생각한다.(PhG.324)

앞서의 II장에서 개진한 주체 개념에 따라 이성 의식을 설명하자면,

이성 의식은 기존의 법과 질서를 자신의 “ 정”으로 검토할 수 있는 능

력과 힘을 지녔지만,자신이 산출한 법칙들을 아직 세계에 실 하지 못하

고 있다.왜냐하면 이성 의식은 자신의 능력을 오직 추상 이며 형식

인 방식으로만 악하고 있기 때문이다.즉 “이성 장의 마지막 두 ,즉

‘법칙을 부여하는 이성’과 ‘법칙들을 검증하는 이성’은 특정한 공동체 안에

서 특정한 인간 주체와 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오히려 이성 인 도

덕 행 자만 계”52)함으로써,이성 의식은 철 하게 주 성의 원리

안에 갇 있다.따라서 이 “주 성은 단지 형식 일 뿐만 아니라 의지의

무한한 자기규정으로서의 자신의 형식 인 것을 이룰 뿐이다.”(GPR.206)

이성 의식은 자신의 상을 오직 그 자신의 주 안에서만 갖기 때문

에,이성 의식에게 실세계는 단지 비 실 인 것으로서 악될 뿐이

다.그리고 그 자신 역시 자신 안에 고립되어 객 실세계로부터 소

외된 주체로 드러나게 된다.비록 이성 의식이 기존의 법과 질서를 “

정”할 수 있는,즉 자기 자신에 근거한 이성(합리성)을 산출할 수 있는 능

력이 있음에도,이 이성 의식이 산출한 이성(합리성)의 정당성은 오직

Conscience:RadicalSubjectivityandRationalInstitutions(Chicago,2002),p.271.

52)Stewart,(2000).p.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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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자신에게만 있기 때문에,이 이성(합리성)은 단지 주 인 정당성만

지닐 뿐이다.따라서 이 이성 의식이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자신이 산

출한 주 이성을 타자와 세계 안에서 정당화함으로써 객 이성으로

만들고자 한다면,이성 의식은 이제 자신의 내면 안에서 걸어 나와 객

세계로 나아가야 한다.그리고 이때 “이성은 자기 자신을 자신의 세계

로,그리고 세계를 자기 자신으로 의식함으로써 [이성은 -인용자]정신”

이 되는 것이다.이성은 비록 “나이면서 우리”의 을 지녔지만,아직

“우리이면서 나”인 은 없다.“나이면서 우리”의 과 더불어 “우리

이면서 나”의 을 가질 때,이성은 “정신(Geist)”이 된다.

이처럼 정신은 주체가 자기 자신의 자율에 의해 정 한 목 을 객

세계 안에서 실 할 때 탄생하는 것으로 밝 진다.그리고 정신을 통해서,

이성이 지니는 “소외의 계기는 극복되며 내 인 사 법과 자연 문

화 외 세계 사이의 이 성도 극복된다.”53)그러나 이는 주체가 도덕

성의 원리,즉 주 성의 원리를 폐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

체의 자기실 을 자신의 내면이 아닌 타자와 함께하는 객 인 실 세

계에서 성취하는 의미로 악되어야 한다.이는 곧 뒤에서 해명될 것이다.

이 “정신” 주체가 산출하는 세계가 곧 인륜성,즉 ‘인륜 세계’이

며,이 세계 안에서 주체는 자신이 산출하는 제도와 법을 낯선 것으로 받

아들이는 것이 아닌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주체와 사회는 화해된

상태에 놓이게 된다.헤겔은 인륜성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실체인 동시에 보편 이며 자기동일 이며 머물러 있는 존

재인 정신은 만인의 행함(Tun)에 한 부동하며 용해되지 않는

근거이자 출발 이다.그리고 이러한 정신은 자기의식의 사유된

즉자로서 만인의 목 이자 목표인 것이다.이러한 실체는 만인

들 각각의 행함(Tun)을 통해서 통일과 동일성으로써 산출된 보

편 인 작품인 것이다.왜냐하면 이 실체가 자존재이며 자기

이자 행 이기 때문이다.실체로서 정신은 움직이지 않는 정당

한 자기동일성이다.(PhG.325)

53)Stewart,(2000),p.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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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륜성 안에서의 주체는 법과 제도를 낯선 것이 아닌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임으로써 법과 제도를 살아있는 것으로 만든다.바꿔 말하자면 주

체는 법과 제도를 있는 그 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닌 자신의 “반성 승

인 테스트”를 통과한 법과 제도만을 구속력 있는 것으로 받아들인다.그

리고 주체의 “반성 승인 테스트”에 의해 통과된 제도와 법만이 정당성

을 지니며, 한 이를 통해서만 주체에게 구속력을 갖게 된다.이 게 구

속력을 지니게 된 법과 제도는 주체에게 “보편 인 실체”가 됨으로써 한

사회의 “근거이자 출발 ”으로 간주된다.이처럼 타당성을 검증받은 인륜

성의 객 토 로서의 법과 제도만이 주체에게 정당한 내용,즉 의미

있는 특수한 사회 역할을 제공하며,이를 통해 법과 제도는 주체로 하

여 사회 체의 을 지닌 지 (Glieder,枝節)54)로 악하게 해 다.

따라서 이때의 주체는 체와 부분이라는 이분법 도식에 따름으로써 사

회와 립하는 분리와 소외의 상태가 아닌 부분으로서 체와 함께 하는

구체 통일의 상태에 놓이게 된다.왜냐하면 그는 자신을 법과 제도의

주인으로서 악하고 있기 때문에,비록 공동체 안에서 부여받은 그의 역

할이 부분 이거나 작은 것일지라도,그는 여 히 사회 체의 을 지

닌 법과 제도의 주인이기 때문이다.헤겔은 이를 “사유된 즉자”로 표 한

다.이때의 “사유된”은 주체의 ‘반성 승인 테스트’을 의미하며,“즉자”는

이 ‘반성 승인 테스트’를 통과함으로써 얻게 된 법과 제도의 보편 정

당성을 의미한다.따라서 이 “사유된 즉자”로서의 인륜성은 주체에게 사

회의 구성원이자 주인이라는 자격을 부여해주고,“목 ”과 “목표”라는 내

용을 제시해 으로써,인륜 세계는 주체 혼자서 산출하는 개별 인 작

품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각각”이 산출하는 “보편 작품”이 된다.그러

나 이는 인륜성을 구성하는 법과 제도와 같은 객 는 실체 계기일

54)헤겔에게 있어 ‘지 ’ 는 ‘부분’을 뜻하는 “Glieder”는 유사 단어인 “Part”와 다른 의미로 사용

되는 문용어이다.“Glieder”는 유기체 부분을 뜻하며,“Part”는 속 조각과 같은 무차별 인

부분을 의미한다.즉 “지 ”은 생이라는 하나의 목 을 해 각각의 부분들이 활동하는 것을 의

미하기 때문에,생이라는 체 는 통일의 속에서도 부분들은 그 자신의 특수성을 상실하

지 않으며 자신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따라서 헤겔이 Glieder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이런

유기체 인 부분이라는 의미를 지니며 이는 체로서의 부분 내지는 부분으로서의 체로 악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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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이며, 의 인용구 뒤에 이어지는 다음의 계기를 통해 참된 인륜성이

완성된다.

그러나 자존재로서 실체는 용해된 존재이자 스스로를 희

생을 감수하는 자비로운 존재이며, 마다 자신의 작업을 완수

하며 보편 인 존재를 갈기갈기 찢고 그 속에서 자신의 몫을

차지한다.존재의 이러한 해체와 개별화가 바로 모든 것의 행

이자 자기의 계기인 것이다.이 계기는 실체의 운동이자 혼이

며 이로 인해 보편 인 존재를 생기게 하는 것이다.바로 실체

가 자기 속에서 용해된 존재라는 에서 실체는 죽은 존재가

아니라 실 이며 생동하는 것이다.(PhG.325)

앞에서 고찰된 “사유된 즉자”이자 “실체로서의 정신”으로서의 인륜성

은 주체에게 “출발”과 “목 ”을 제시해주는 “움직이지 않는 정당한 자기

동일성”의 특징을 지녔다면,이제 인륜성은 “ 자존재로서의 실체” 특

징 역시 지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며,이것이 앞에서 언 한 인륜성 내

의 이성(내지는 도덕성)의 주 성의 원리가 보존되는 측면이다.그 다면

“ 자존재로서의 실체”가 무엇인지 살펴보기로 하자.

만약 인륜성의 특징이 “실체로서의 정신”,즉 주체들에게 “출발”과

“목 ”만을 제시해주는 “움직이지 않는 정당한 자기동일성”의 성격만 갖

는다면,이는 II장에서 고찰되었던 화석화된 객 성,즉 부정성 없는 실정

성으로 락할 험에 놓이게 된다.비록 인륜성의 객 토 로서의 법

과 제도가 이 세 에 정당한 것으로 검증 받았더라도,이것들은 주체의

끊임없는 ‘반성 승인 테스트’를 통과해야지만 재의 정당성과 구속력을

갖게 된다.결국 법과 제도의 정당성은 오직 주체의 ‘반성 승인 테스트’

를 통과해야만 주어지는 것이기에,인륜성의 객 토 인 법과 제도는

원히 “정당한 자기동일성”을 지닐 수 없으며,자신을 “용해된 존재이자

스스로를 희생을 감수하는 자비로운 존재”로 인정해야 한다.법과 제도는

결코 그 자체로 정당화될 수 없으며,그것이 화석화된 객 성만 남았을

때,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주체의 ‘반성 승인 테스트’,즉 ｢이성｣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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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주장된 주 성의 원리를 인정해야 한다.그리고 인륜성 내에서의 이러

한 주 성의 인정은 “보편 존재”가 화석화 되었을 때,이에 해 “죽음”

을 선고할 수 있는 주체의 권리를 정하는 것이며,이를 통해 인륜성은

새로운 “보편 존재”를 산출할 수 있는 주체의 권리를 부여해주는 “자비

로운 존재”가 된다.따라서 이 주 성의 원리,즉 주체들의 ‘반성 승인

테스트’이자 ‘이성 동의’가 바로 인륜성을 원히 살아있는 것으로 만드

는 “운동이자 혼”이다.

이로써 인륜성의 두 계기,“실체로서의 정신”,즉 법과 제도의 객 성

의 권리와 “ 자존재로서의 실체”,주 성의 권리 모두를 살펴봤다.헤겔

은 이제 인륜성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정신이 개인의 반 속에서 자신을 포함하는 한에서는

자 인 정신이며,정신이 개인을 자신 속에 포함하는 한에서는

즉자 이자 실체인 정신인 것이다. 실 인 실체로서 정신은

하나의 민족이며, 실 인 의식으로서 정신은 민족의 시민이

다.이러한 시민 의식은 단순한 정신 속에서 자신의 본질을

지니며 이러한 정신의 실성 속에서,즉 체 민족에서 자기

자신의 확신을 갖는다.그리고 시민 의식은 직 으로 체

민족 속에서 자신의 참된 것을 지니는,즉 실 이지 않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실존하는 그리고 정당한 정신 속에 있는 것

이다.(PhG.329)

인륜성을 구성하고 있는 이 두 계기,즉 법과 제도로서의 객 권

리와 주체의 자율에 근거한 주 권리는 서로의 긴장 계 속에서,한

편으로 주체들에게 구체 인 사회 역할을 제공함으로써,타자와 함께

하는 사회 속에서 유의미한 삶의 토 를 마련해주며,다른 한편으로는 사

회 제도 가치들의 원천을 철 히 주 성에 근거하는 것으로 악하

게 해 으로써 개인의 자유를 보장해 다. 한 인륜성 내에서 “실체로서

의 정신”의 계기는 “하나의 민족”이라는 보편성으로서의 제의 을

제시해주며,“ 자존재로서의 실체”의 계기는 “ 체 민족”속에서도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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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개별성로서의 “자기 자신의 확신”을 유지하게 해 으로써,인륜성은

실 이며 정당한,그러나 내 인 긴장 계를 갖는 개인과 공동체 간의

화해의 정신이 된다.이처럼 헤겔은 화해의 정신으로서의 인륜성을 통해

공동체주의가 시하는 객 성의 권리와 자유주의가 시하는 주 성의

권리의 종합을 시도한 것으로 볼 수 있다.55)

이어서 헤겔은 ｢정신｣장에서 개될 내용들을 짧게 개 한 다음,｢A.

참된 정신.인륜성｣으로 넘어가 고 그리스의 인륜 세계의 특징과 그

해체 과정을 서술한다.그리고 뒤이어 그는  법철학 의 ｢제1장 추상법｣에

응하는 ｢B.자기를 소외하는 정신.도야｣를 거쳐, 법철학 의 ｢제2장 도

덕성｣과 응하는 ｢C.자기 자신을 확신하는 정신.도덕성｣을 끝으로 ｢정

신｣장을 마무리한다.이에 한 개를 간략하게 설명하자면,헤겔은 고

그리스 사회를 서양사 인 에서 최 의 인륜성의 등장한 시 로 악

했음에도,여기에는 “주 의 자유”가 결여되어 있다고 악한다.56)즉 “그

들은 [고 그리스인들 -인용자]조국을 해 산다는 습 을 깊은 반성

도 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이다.”(VPG.248)이 주 성의 결여는 곧 그

리스 인륜성의 해체를 가져온다.왜냐하면 주 성의 원리가 바로 인륜성

을 “운동”하게 만들며 살아있게 만드는 “ 혼”이기 때문에,이 “주 의 자

유”의 결여는 곧 정체이자 죽음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이 주 성의 결

55)바이 는 (2005),295-308쪽에서 인륜성에서 헤겔은 자유주의가 시하는 주 성과 공동체주의

가 시하는 객 성 둘 다의 권리를 종합하고자 시도했다고 보고 있다.바이 는 이 모순처럼

들리는 주장을 헤겔은 다음과 같이 해소한다고 주장한다.“헤겔은 이 모순을  법철학 에서 종종

사용하는 구별,즉 개인의 객 의지와 주 의지의 구별을 불러냄으로써 해결할 수 있었다.

주 의지는 개인의 선택의 힘,그의 심과 욕구를 포함한다.객 의지는 인륜성의 법률들

과 습들,도덕성에 실 되어 있는 이성의 규범들을 표 한다.그 다면 만약 우리가 객 의

지는 회복되는 반면 주 의지는 정지된다고 주장한다면 모순은 사라진다.”304-305쪽.그리고

바이 는 뒤이어 이 객 의지의 핵심을 개인들의 “이성 동의”로 악하고 있다.그러나 바

이 의 이러한 주장은 다소 빈약한 것처럼 보인다.왜냐하면 주 의지가 지니는 욕구라는 동

기(motiviation)문제를 배제한다면,이때 개인들에게 객 의지를 왜 실 시켜야 하는지에 한

동기문제가 드러나기 때문이다.이와 같은 문제를 보다 상세히 고찰하고 싶다면,앞서 소개한

Spohr,(2006)의 박사논문을 참고하라.

56)조극훈은 ｢도덕성과 인륜성 :칸트 실천철학에 한 헤겔의 비 ｣(칸트연구 9,2002),196쪽에

서 인륜성은 도덕성의 매개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으로 악하며,인륜성 내에서 도덕성은 배제

되는 것이 아니라,“독립 이며 본질 인 계기로서 포함”하고 있다고 주장한다.이에 따라 그는

“헤겔의 인륜성은 개체와 체가 단순히 자연 계를 맺는 고 의 자연 인륜성이 아니라 특

수의지를 매개로 한 근 의 주체 인륜성”이라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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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는 이제 로마의 추상법에 의해 보완된다.개인은 이제 “추상법”에 의해

주 성의 원리를 보장받는 하나의 인격(Person)으로 등장하지만,그 가

로 이 인격으로서의 개인은 자신의 모든 특수성을 상실한 주체로 락한

다.왜냐하면 추상법이라는 형식 보편의 에서 각 인격들은 단지 하

나의 동등한 개인,즉 무차별 인 존재자이기 때문이다.이 무차별 인 존

재자로서의 인격의 한계는 다시 근 의 “도덕성”에 의해 지양된다.왜냐

하면 도덕성은 앞서의 주 성의 원리를 심으로 삼으며,법칙을 스스로

부여하며 검증할 수 있는 주체를 정립해주기 때문에,도덕성을 통해 인격

은 특수성을 지닌 주체가 된다.여기서  정신 상학 의 ｢정신｣장의 기획

은 마무리된다.

마지막으로 비극과 련한 주제로 돌아와서,헤겔이 비극을 인륜 속

에 치시킨 그 이유를 살펴 으로써 III장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다.헤겔

은 비극을 우리의 삶과 문화 반에 실재하는 것으로 악한다.그는 비

극을 인륜성 안에 놓음으로써,개인의 자의나 우연 인 실수로 인해 발생

하는 고통과 몰락의 경험이라든지,외 요인들(자연 재해나 질병)에 의해

발생하는 고통과 몰락의 경험을 비극에서 제외한다.왜냐하면 이러한 경

험들에서 존재하는 것은 단지 외 인 부정 인 력 그 자체일 뿐 여기서

는 그 어떠한 화해의 가능성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오직 인륜 토

에서 발생하는 립과 갈등 속에서 보다 가치 있는 화해의 의미와

그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헤겔은 “ 립이 있는 곳에서만

심이 생겨난다”(VPG.100)고 주장한다.이때 립이 불러일으키는 이

“ 심”을 화해를 한 그 첫 단계로서 문제 상황을 인식하게 해주는 계

기로 생각해볼 수 있다면, 립은 비극을 그리고 비극은 “ 심”을 불러일

으킴으로써,이 과정 모두가 화해를 한 필연 인 운동의 계기로 악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비극작품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 “ 심”을 불러일으키는지

람하기 해 IV장으로 떠나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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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비극작품 내에서의 화해

사상은 감성 세계의 심연으로 뚫고 들어가 우선은 이

세계를 직 의식과 재 감응에 응하는 하나의 피안으

로서 정립한다.감각 실과 유한성이라고 불리는 차안으로부

터의 이탈이 바로 사유 인식의 자유인 것이다.그러나 정신은

자신이 향해 가는 이러한 단 을 한 치유할 도 안다.정신

은 스스로 술작품을 산출하니,이것은 단순히 외 ·감각 ·일

시 인 것과 순수한 사상 사이의,자연 유한한 실과 개념

사유가 갖는 무한한 자유 사이의 최 의 화해 재자인

것이다.(ÄI.21)

헤겔은  미학강의 첫 머리에서 자신의 미학을 감성이나 감정에 한

학이 아니라 정신으로부터 탄생하는 술미만을 고찰 상으로 삼는 술

철학으로 규정한다.헤겔은 술미를 “정신으로부터 태어나고 거듭 태

어난 미”(ÄI,14)라고 주장함으로써,“이념의 감각 인 비추임”이라고 규

정한다.그리고 이때 헤겔이 말하는 술 안에서의 정신은 “외 ·감각 ·

일시 인 자연 유한한 실”과 “사유가 갖는 무한한 자유”를 최 로

매개해주며 화해해주는 정신이다.

헤겔에게 있어 정신은 주 정신과 객 정신의 통일이다.57)주

정신은 “자기 자신과의 계라는 형식에 있어서 존재”(EnzIII.§385)하는

개별 인 의식의 형식을 상으로 삼는다.이 개별 의식은 직 으로

주어진 자연과 더불어 출발한다.헤겔은 아이의 를 들면서,최 의 개별

의식은 “아직 자연성에 사로 잡 있고 자연 충동만을 가지며, 실

성의 측면에서 정신 인간이 아니라 단지 가능성 혹은 개념의 측면에서

만 정신 인간”(EnzIII.385)상태에 놓여 있다고 주장한다.따라서 이때

정신은 단지 “가능성”의 차원에만 머물 뿐인 “비정신성”의 상태이다.그러

57)이 정신의 이해를 앞서 본고가 고찰한 인륜성 개념을 같이 염두에 두고 읽는다면,보다 쉽

게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즉 정신은 인륜성으로,주 정신은 주 성의 권리로,객 정신은

공동체 권리로 놓고 읽는다면, 정신에 한 본고의 설명은 보다 쉽게 이해될 수 있을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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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아이가 부모의 보살핌과 교육을 통해 자립 인 인간으로 성장해 가듯

이,이 자연 인 상태에 놓인 개별 의식은 제되었던 자연을 자신의

것으로 정립함으로써 자연성을 박탈해간다.이 개별 의식은 “자연을

상으로 삼고,자연을 반성하며,자연의 외면성을 자신의 내면성으로 되돌

림으로써 자연을 념화한다.”(EnzIII.§384)이 과정을 통해 개별 의식

은 자신을 자연 속에서 직 으로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자기를 자기

자신으로 악하고 스스로를 그 직 실재성의 념성으로 입증”하는

자율 주체로 악하게 된다.따라서 이때의 주 정신은 더 이상 자연과

립하거나 자연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직 으로 주어진 자연을 사유

의 활동을 통해 자신의 창조물로 재탄생시키는 “사유가 갖는 무한한 자

유”를 획득하게 된다.그러나 주 정신이 획득한 이 자유는 오직 자기

계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한계를 지닌다.따라서 주 정신이 자기 계 안

에서만 지니는 “사유가 갖는 무한한 자유”를 세계 속에 실 할 때,객

정신이 출 한다.

객 정신은 “정신에 의해 산출되어야 할,그리고 산출된 세계로서 실

재성의 형식에 있어 존재”(EnzIII.§385)하는 결과물이다.즉 주 정신이

세계 속에서 산출한 “실재성의 형식”이 바로 법과 제도(가족,시민사회,

국가)이며,헤겔은 이를 객 정신이라고 규정한다.인간은 객 정신,즉

법과 제도라는 사회 질서를 스스로 산출함으로써 이를 매개한 평등한

계 자유를 이룩했기 때문에,객 정신 안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자

유로운 것으로 아는 주체 인 것을 보며,동시에 이러한 자유의 외면

실재성을 본다.”(EnzIII.§385)따라서 객 정신 안에서 정신은 주 형

식을 벗어나 사회 세계로 향하게 되며,이를 통해 객 정신은 자신의

정당성을 획득하게 된다.그러나 이 객 정신 역시 아직은 유한한 정신이

다.왜냐하면 “이 정신의 객 성이 갖는 결함은 그것이 단지 정립된 것일

뿐이라는 데 있다.”(EnzIII.385)주 정신은 직 으로 주어지는 자연을

자신의 사유의 활동을 통해 정립함으로써 “사유가 갖는 무한한 자유”를

획득했지만,이는 어디까지나 객 성이 결여된 주 의 확신차원에 머물

수밖에 없는 한계를 지녔다면,이와 반 로 이미 정립되어 있는 것으로서,

즉 이미 “알려진 것”으로서의 객 정신은 언제나 우리의 삶 이 에 놓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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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들이기 때문에,이를 아무런 비 없이 수용한다면 이는 곧 주

의 이성 동의를 결여한 실정성의 문제를 낳을 수 있는 한계를 지닌다.

따라서 정신은 처음에는 주 이어서 스스로를 객 화해야

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과 마찬가지로,정신은 처음에는 객

이어서 스스로를 주 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그러므로 주 정신과 객 정신의 차이를 고정된 것으

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EnzIII.§387)

헤겔에게 있어 주 정신과 객 정신 모두 인간에게 필요한 각각의 참

된 정신이다.그러나 이 두 정신을 고정된 것으로 악한다면,앞서 고찰

했듯이 각 정신들의 한계가 곧바로 드러난다. 를 들어 군가 주 정신

을 강조한 나머지 객 정신을 도외시한다면,공동체는 유지될 수 없을 것

이며,객 정신을 강조한 나머지 다른 군가가 주 정신을 도외시한다면,

개별성은 상실될 것이다.이처럼 두 정신을 서로 ‘고정된 것’으로 악한

다면,주 과 객 은 결코 화해할 수 없는 립 계에만 머물러 있음

으로 해서,소외와 분리의 문제를 야기한다.그러나 헤겔은 이 두 정신들

이 갖는 각각의 한계를 극복하고,이 립 계를 화해할 수 있는 새로

운 정신,즉 정신을 주장한다.

주 정신은 객 정신을 이미 완성된 것으로,즉 이미 정립된 것으로

받아들이지는 않는 ‘정’의 능력을 지닌다.그리고 이 능력을 통해 주

정신은 자신 앞에 제된(직 으로 주어진)객 정신을 자신의 것으로

정립하는,즉 제된(직 으로 주어진)객 정신을 ‘나의 것’으로 정립한

다.이때 새롭게 정립된 객 정신과 이를 정립한 주 정신 사이에 소외와

분리의 문제는 사라지며,이 소외와 분리의 극복이 바로 헤겔이 정신

이라 부르는 주 정신과 객 정신의 통일이자 화해의 의미인 것이다.

“ 정신은 스스로를,자기 자신이 존재를 정립하는 것으로,다시 말

하면 자기 자신이 자기의 타자,즉 자연과 유한한 정신을 산출하는 것으

로 악한다.”(EnzIII.§384)따라서 헤겔에게 있어 정신은 고정 불변

하는 최고의 도달 이 아니다.그것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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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가 자신의 외부에 주어지는 법과 제도의 제약과 한계를 외면하지 않고

그것을 인식하고 극복하려할 때마다 매번 새롭게 등장하는 화해의 순간이

며,보다 강하게 주장하자면,주체의 이러한 분투의 과정 부가 어쩌면

헤겔이 주장하는 정신의 부라고까지도 볼 수 있을 것이다.그리고

이를 감각 으로 표 하는 수단이 바로 술이며, 술은 종교 철학과

함께 이러한 노력의 흔 과 긴장의 내용을 담아내야만 하는 정신의

한 단계이다.

헤겔에게 있어, 정신으로서 술이 담아내야 하는 이 화해의 노

력을 가장 합하게 표 할 수 있는 있는 술장르는 극시(dramatische

Poesie)이며,그 비극(Tragödie)이 탁월하다.왜냐하면 비극이 담는 내

용은 “행 할 권리를 지닌 개인들이 서로 립할 때 비로소 비극 인 것

이 일어나며,이는 오직 인간의 실성이라는 기반 에서만 드러날 수

있기”(ÄIII.540)때문이다.즉 비극에서 발생하는 립은 결코 비 실 인

것이 아니라 실 세계에서 드러날 수 있는 립이며,이 립으로 인해

고통 속에서 몰락해가는 주인공들의 이야기를 상연하기 때문이다.그리고

이 고통의 상연을 통해 비극은 사람들에게 “연민”과 “공포”라는 감정을

달한다.그러나 헤겔이 말하는 비극의 참된 본질은 이러한 감정 요소

에 있는 것이 아니라,우리의 삶에 실재하는 이 극한의 립과 몰락의 이

야기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비극 지혜에 있다.그러나 이 앎은 궁극

으로 직 을 매개한 사유를 통해서만 보다 완 해질 수 있다.따라서

술의 최고의 형식으로서의 비극은 술에서 철학으로 올라가는 사다리

를 놓아 으로써,“자연 유한한 실과 개념 사유가 갖는 무한한 자

유 사이의 최 의 화해 재자”의 역할을 수행한다.즉,정신으로 산출

된 비극은 비록 고통과 몰락을 상연하지만,이 고통과 몰락의 상연을 통

해서만 “치유”할 수 있는 “단 ”의 상처를 다시 정신으로 치유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해 다.

따라서 본고는 이제 헤겔이 말하는 비극의 특징들을 술 일반의 규

정성을 통해 살펴본 후에, 정신으로서 술이 담아내야 하는 “비극

내에서의 화해”가 무엇인지를 실제 비극작품들인  안티고네 와  오이디푸

스  햄릿 을 통해서 규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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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비극작품의 규정성

헤겔은  미학강의 에서 술,즉 이상(Ideal)의 규정성을 ｢행 ｣장에

서 서술하고 있다.헤겔에게 있어 이상은 “이념의 감각 인 비추임”인

술미와 동일한 용어이다.앞서 살펴봤듯이,헤겔에게 있어 정신으로서

의 술은 실 세계의 토 에서 그 내용을 개해 나가야 한다.따

라서 헤겔이 규정하는 술은 결코 실을 외면하거나 도외시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 인 실 에서 성립해야 한다.｢행 ｣장은 주체를 둘러싸

고 있는 세계의 상태와 이로부터 발생하는 실 립의 상황들을 서술

하고 있다.그 다고 하더라도 이상의 규정성으로서의 ｢행 ｣장이 읽는

독자들로 하여 당혹감을 주는 것은 사실이다.왜냐하면 ｢행 ｣장을 구

성하고 있는 “보편 세계상태”,“상황”,“행 ”라는 규정은 건축이나 조

소,음악,회화 같은 술장르와는 무 해 보이며,오히려 극시만을

한 규정인 듯이 보이기 때문이다.따라서 이상의 규정성이 서술되어 있

는 ｢행 ｣장은 결코 술 일반의 규정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그러나 헤겔이 규정하는 술은 정신을 통해 생

명성을 부여받은 존재이며,이는 정신의 행 를 통해 산출된 것이다.그

리고 이 존재의 내용이 주 정신과 객 정신을 포함하는 실 인 구체

개별성을 표 한다면,｢행 ｣장의 서술은 술 일반의 규정으로 악

될 수 있을 것이다.다만 앞서 설명했듯이, 술이 개별형식으로서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단계인 극시로서의 비극만이 헤겔이 설명하는 ｢행 ｣

장에서의 술의 규정성을 온 히 달해 수 있는 장르이다.헤겔은 ｢

행 ｣장을 통해서,고 와 근 의 역사 배경과 그 안에서 나타나는 개

인들의 특징들,그리고 이로부터 발생하는 립의 성격과 그 한계들을 서

술함으로써,자신의 체계 내에서 왜 술이 정신이라는 지 를 갖는

지를 보여 다.

｢행 ｣장은 “보편 세계상태”와 “상황”,그리고 “행 ”로 나뉜다.보

편 세계상태는 개인들의 성격과 행 의 제가 되는 “보편 토 로서

의 주변세계”이며,상황은 보편 세계상태 안에서 단지 가능성으로만 놓

인 상태이며,행 에서 이제 본격 으로 립과 갈등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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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보편 세계상태 - 웅시 와 편화된 개인의 시

헤겔은 고 그리스의 시 와 그 이후부터 헤겔 당 의 시 까지를

각각 “ 웅시 ”와 “ 재의 산문 세계상태”58)로 구분한다.이 구분의

기 은 “보편 세계상태”이다.헤겔은 “보편 세계상태”를 주체의 행

를 한 “보편 토 로서의 주변세계”로 규정한다. 를 들어 동양과 서

양,조선 시 와 재 한민국의 세계상태가 다르듯이,이 보편 토 로

서의 주변세계는 “실체 인 것이,즉 정신 실성 에서도 그야말로

본질 인 것으로서 그 실성의 일체의 상들을 결집시키는 것이,

하는 일반 양태 (···) 컨 교양,학문,종교 감정,혹은 심지어 재

정,사법,가정생활,그리고 그 밖의 다른 삶의 제도들이 갖는 상태”(ÄI,

235)를 의미한다.

고 그리스로 표되는 “ 웅시 ”의 특징을 헤겔은 실체 인 것,

즉 가족,종교,국가,법 등과 개인들의 통일된 삶으로 규정하는 반면,“

재의 산문 세계상태”내에서 삶의 특징을 사법 질서의 형식으로 구성

된 국가 삶이라고 규정한다.이 국가 삶 안에서 “개별 개인은 언제

나 다만 곁다리로 있고 한 그 게 남을 뿐이며 국가의 실성 외부에서

는 자신 속에 어떠한 실체성도 갖지 못한다.왜냐하면 실체성은 더 이상

이런 런 개인의 특수한 소유물이 아니며 오히려 그 자체로서 존재

하고, 한 개인의 모든 측면들 속에 아주 속속들이 보편 이며 필연 으

로 새겨져 있기 때문이다.”(ÄI,240)이 듯 헤겔이 규정하는 “ 재의 산

문 세계상태”속에서 국가와 개인은 철 히 분리된 채,개인은 국가의

공권력 아래서 단지 부속물로 락하게 된다.헤겔의 이러한 근 사회에

한 평가는 앞서 살펴봤던 종교 실정성에서 드러났던 인간과 신의 분

리와 같이,근 사회의 개인과 공동체 간의 소외의 문제 역시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하지만 “ 웅시 ”에는 달랐다.“ 웅들은 그들 성격과 자의

의 독립성에서 비롯하여 행 의 체를 스스로 떠맡고 완수하는 개인들이

58)“ 재의 보편 세계상태”에서 등장하는 국가는 개인과 분리된 공동체로서 헤겔이 극복하고자

하는 국가 일 뿐,헤겔이 법철학에서 주장하는 인륜성의 최고의 형태로서의 국가가 아님을 분

명하게 밝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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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한 그들에게서는 정의롭고 인륜 인 것의 실행이 개인 성향으로

나타난다.따라서 실체 인 것과 경향성,충동,의지라는 개별성의 이러한

직 통일은 그리스 덕성 속에 있으며 그리하여 개별성은 그 자신이

법률로 존재하지,독자 으로 존립하는 법률, 결 그리고 법정에 종속되

어 있는 것이 아니다.”(ÄI.243-4)그리스의 웅들은 “ 재의 산문 세

계상태”와 달리 실체 인 것에 명령 받지도 종속되지도 않는다.오히려

국가,종교,가족,법이라는 실체 인 것은 웅들을 통해서 실 된다.

헤겔은 두 세계상태의 개인들이 행 (Handlung)를 받아들이는 태도

의 차이를 주목한다.주 의도로서의 “행함”(Tun)와 객 결과로서

의 “한 일”(Tat)이 립할 경우,“ 재의 산문 세계상태”에서의 “사람들

은 자신이 행했던 체를 책임지지 않고 주변사정들에 한 무지나 곡해

를 통해 자신이 의지했던 바와는 달리 되어버린 일부 한 일(Tat)을 자신

의 탓으로 인정하지 않으며,그가 알았던 것 그리고 이러한 앎과의 계

속에서 단호하고도 의도 으로 수행했던 것만을 자신의 탓으로 돌린다.”

(ÄI.246)59)이러한 원인을 헤겔은 “앎과 선의 확신 행 에서의 내면

59)“행함”(Tun)와 “한 일(Tat)”는 “행하다”라는 의미를 지닌 동사 “tun”의 재형 명사와 과거형

명사이다.그러나 사 상에는 둘 다 ‘행 ’의 의미를 동시에 지니며,다만 후자에서 “업 ”이라는

의미가 추가된다.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헤겔은 이 두 어휘를 단어상의 의미를 넘어 매우

문 ·기술 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이다.즉 헤겔은 “Tun”을 본문의 설명에서와 같이 주

의도의 측면을 강조할 때 사용하며,“Tat”를 이 주 의도가 실제 행 로 실행되었을 때 발생

하는 객 결과의 측면을 강조할 때 사용한다.이 거는 굳이 거론할 필요도 없이 헤겔의

기 작인  기독교의 정신과 그 운명 에서부터  법철학 까지 모든 작들에서 드러나고 있다.

앞서 III.2장에서 본고는 노 는 자신의 자립성을 자신의 “한 일”에서 실 했다고 주장했다.이

경우 노 는 자신이 자립성을 실 했다는 것을 주 의도(Tun)라는 의식 차원이 아닌,행

의 객 결과 즉 한 일(Tat)에서 증명한 것이 된다.즉 노 의 주 의도(Tun)는 비자립성

(A)인데,자신의 행 의 객 결과(Tat) 측면에서 노 는 자신의 자립성(notA)을 실 한

것이다.따라서 흔히들 “사실상”으로 번역하는 “inderTat”역시 맥락에 따라 “객 결과의 측

면”의 의미를 더 살리는 방향으로 번역을 해야 한다.이와 같이 헤겔은 두 단어를 매우 기술

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이를 명확히 구분해주는 것은 헤겔 독해에 매우 유용할 것이다.그

러나 국내의 많은 헤겔번역자들이 이 두 단어의 구분이 갖는 매우 요한 함의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구분을 시도하지 않음으로써 헤겔 독해의 보다 명확한 기 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은 본고가 보기에 다소 의아하며 아쉬운 지 이 아닐 수 없다..본고는 이제부터라도 국내의

헤겔번역가들이 이 구분을 표기해 으로써,보다 명확한 헤겔독해의 기 을 제시해주기를 부

탁하는 바이다.“돌과 같이 행함이 부재(NIchttun)할 때만 죄가 없는 것이지,심지어 아이조차

죄가 없는 것이 아니다.UnschuldigistnurdasNichttunwiedasSeineinesSteines,nicht

einmaleinesKindes.”(PhG.346)그리고 본고는 -단지 여기서는 제안 수 에 그칠 수밖에 없

는-"Tun"과 “Tat”의 구분이 가장 잘 드러나고 있고,이 구분이 바로 독해의 핵심인 장소로서  

정신 상학 의 “불행한 의식”으로 악하고 있다.그 특히 기도(Andacht)라는 행 에서 드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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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라는 주 측면이 주요계기를 형성하는”(ÄI.247)“도덕 견해”

때문이라고 악한다.그러나 이와는 반 로 고 그리스 시 의 개인들

은 ‘행함’과 ‘한 일’이 다르게 나타나더라도 자신의 행 에 한 책임을 진

다.오이디푸스의 ‘행함’은 자신도 모른 채 자신의 아버지를 죽이고,자신

의 어머니와 결혼을 한 것이었다.이를 “도덕 ”60)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그는 죄가 없으며,운명의 희생자이다.그러나 오이디푸스는 자신

의 ‘한 일’을 알았을 때 자신의 을 찔러 스스로 벌한다.심지어 웅들

은 선조의 과오를 통해 주의 운명이 를 이어 상속될 때에도 그들은

기꺼이 그 운명을 받아들인다.즉 그들은 ‘행함’과 ‘한 일’을 분리된 것이

아닌 하나의 ‘행 ’로 받아들인다.고 그리스 개인들은 이 듯 가혹한

운명이 본인의 의도와 상 없이 자신을 덮쳤을 때도,이를 외면하지 않고

받아들일 아는 웅 주체이다.이와 반 로 “ 재의 산문 세계상

태”의 개인들은 오직 자신의 주 의도인 ‘행함’의 측면만 시하며,이

‘행함’을 실 함에 있어서 기치 않게 발생할 수 있는 결과들을 도외시함

으로써 책임을 지지 않는다.그리고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권리 역시 지

닐 수 없기 때문에,헤겔은 이 “ 재의 산문 세계상태”의 개인을 “오직

자기만 책임”지는 “인격이라는 추상 독립성”이라고 정의한다.이와 반

로 “ 웅시 ”의 개인들은 ‘행함’과 ‘한 일’모두를 자신의 행 로 받아

들임으로써,자신을 물론 자신과 계된 모든 결과를 책임지는 웅 주

체로 악된다.

이처럼 고 비극과 근 비극은 각각 “ 웅시 ”와 “ 재의 산문

세계상태”를 배경으로 갖는다.따라서 고 비극과 근 비극은 두 보편

세계상태 안에서 각기 다른 성격들을 지니게 된다.“ 웅시 ”의 고

비극은 개인의 측면보다 개인이 체화하고 있는 실체가 심이 된다. 를

들어 -다음 장에서 더욱 상세히 고찰될 -소포클 스의 비극작품  안티

고네 에서는 서로 립하는 두 주인공인 안티고네와 크 온이라는 두 개

별성 그 자체가 요한 것이 아니라,안티고네가 체화하고 있는 가족과

나는 기만 상황이 바로 “불행한 의식”을 악하게 해주는 열쇠일 것이다.

60)여기서 말하는 “도덕 ”은 도덕 일반의 이 아닌 앞에서 설명된 주 의도의 차원을

시함으로써 주 의도와 무 하게 발생하는 객 결과에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하는 태도를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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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 온이 체화하고 있는 국가라는 실체들이 심이 된다.따라서 “ 웅시

”의 비극은 “행동하는 개인이 인간 인 목 을 지닌 실체 인 내용이

자유로운 생동성을 직 으로 요구할 때만 등장할 수 있다.”(ÄIII.535)이

와는 반 로 “ 재의 산문 세계상태”의 근 비극에서는 실체 인 것과

개인의 분리 속에서 “개인 인 열정과 그 충족은 오직 주 인 목 에만

련될 수 있으며,이는 체로 특별한 상황 속에서 놓인 특수한 개인의

운명이 특히 그 상이 된다.”(ÄIII.536)근 비극의 주인공들 역시도 가

족,국가,교회 같은 실체 인 것들과 계하지만,그들의 주요 심사는

사회 역의 실체 인 것들이 아닌,사랑과 명 와 같은 주 원리에

기 한 실체 인 것들이다.

이 두 세계상태의 비를 통해,본고는 개인(주체)와 공동체(실체)의

계가 각 시 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드러나는지를 고찰했다.그러나 여

기서 염두에 둬야할 것은 비록 “ 웅시 ”가 개인과 사회 실체의 직

인 통일을 이루는 소외와 분리 없는 “행복한”시 처럼 보일지 몰라도,

여기에는 개인의 주 성의 권리가 결여되어 있다는 에서,근 와 같은

자기반성 주체의 특징은 여기에는 없다.반면 이미 세분화되고 완성된

형태의 법과 제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근 의 개인은 사회 실체

들과 직 인 통일을 이룰 수 없다.즉 근 의 개인들은 그리스의 개인

들과 같이 사회 실체들을 자신의 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설령 근

상황 하에서 군가 그리스의 웅 주체들과 같이 사회 실체를 자

신의 부라 믿고서 사회 실체들과 직 인 통일을 시도하려 할지라

도,이는 돈키호테와 같이 시 착오 인 우스꽝스러운 인물로 락할 것

이다.그럼에도 근 의 개인이 갖는 장 은 주 성이 결여된 웅시 의

개인들과 달리 이미 주 성의 원리가 그들의 심에 놓여있다는 이다.

왜냐하면 근 의 개인들은 이미 법과 제도를 통해 개인의 주 성을 보장

받는 하나의 인격(Person)으로서 등장하기 때문이다.그러나 이 인격으로

서의 개인은 자신의 주 성을 보장받는 가로 자신의 특수성을 상실했으

며,이는 다시 주 과 객 의 소외의 문제를 낳게 된다.이러한 두 세계가

갖는 장·단 은 고 비극과 근 비극 안에서도 용되며,따라서 이에

따른 화해의 방식 역시 다를 수밖에 없다는 만을 여기서는 밝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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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이 “보편 세계상태”는 고요한 “비규정 표상으로부터 나와

규정된 성격과 행 들이라는 그림으로 진행”(ÄI.258)됨으로써 구체화 된

다.

1.2.상황 - 립의 형성

만약 술이 개인의 특수성을 외면한 채 “보편 세계상태”만을 담아

낸다면 그 술은 생동감을 결여한 경직된 지루함만을 안겨 뿐이며,역

으로 “보편 세계상태”를 외면함으로써 개인의 특수성만을 술이 표

한다면 그 술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기는 힘들 것이다.따라서 술은

“보편 세계상황”이라는 보편성을 기 로 개인들의 특수화로 나아가야

만,보다 생동감 있는 내용과 사람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다.

헤겔은 술이 갖추어야 할 “보편 세계상태”의 보편성과 개인의 특

수성이라는 두 계기들의 필요성과 요성을 주장하면서,이제 “보편 세

계상태”와는 반 로 “보편자에서 특수성으로의 이행”(ÄI.259)을 강조한

다.아직 특수화되지 않은 “보편 세계상태”는 이제 개인들이 지니는

“내 정신 욕구,목 들,성향”(ÄI.260)들을 통해서 악되고 표 됨으

로써 특수화되어 나가며,특정한 환경과 상태들을 지닌 구체 인 상황을

형성한다.헤겔은 상황을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상황은 일반 으로 한편으로 규정성으로 특수화된 상태 일

반이자,다른 한편으로 이 규정성 속에서 동시에 술 표 을

통해 존재로 드러나야만 할 내용의 특정한 표출을 한 자극

제이다.(ÄI.260)

상황은 특정한 “보편 세계상태”에 놓인 개인이 행 를 통해 본격

인 립과 갈등으로 나아가기 이 단계로,“보편 이며 내 으로 비운동

인 세계상태와 내 으로 작용과 반작용에 해 열려있는 구체 행 의

간단계”이다. 를 들어 상황은 햄릿이 아버지의 유령이 나타나 숙부의

범행을 폭로 했을 때,햄릿에게 조성되는 갈등의 국면이다.따라서 이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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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에서 아직은 립과 갈등은 개인의 행 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립과

갈등의 계기는 구체 인 “상황”속에서 이미 제된다.

헤겔은 “상황”을 “무상황성”과 “규정된 상황의 평온성”,그리고 “충

돌”로 나 지만,여기서는 본고의 목 에 따라 비극의 상황과 일치하는

“충돌”만을 분석하고자 한다.헤겔은 “충돌”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충돌은 그 근거를 침해에 두기 때문에,이것은 침해로서 남

을 수 없는,지양되어야만 하는 것이다.충돌은 그것이 없었다

면 조화로웠을 상태의 변화이자,그 자체가 다시 변할 수 있는

변화이다.그럼에도 충돌은 아직 행 가 아니며,다만 행 를

한 단 와 제들만을 포함하고,이를 통해 단순한 동인인 까

닭에 상황의 성격을 유지한다.(ÄI.267)

술이 드러내야할 할 실체 측면과 개인의 특수성의 측면은 충돌이

라는 립과 갈등을 통해서 비로소 구체 상황을 형성한다.그리고 최소

한 이 “충돌”의 단계에 와서야 우리는 립과 갈등의 개 그 해소를

드러내 수 있는 가장 합한 술장르가 극시(Die dramatische

Poesie),-그 에서 특히-비극임을 확인할 수 있다.

술의 과제는 한편으로는 이러한 차이 속에서도 자유로운

아름다움이 몰락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며,다른 한편으로는 분

열과 그 투쟁을 그 머로 끌고 가 그로부터 분쟁의 해결을 통

해 조화가 결과로서 나타나고 따라서 비로소 그 완벽한 본질성

속에서 히 보이게끔 해야한다.(ÄI.268)

헤겔은 충돌을 세 가지로 구분한다.첫 번째 충돌의 계기는 질병

자연재해들과 같이 “그 자체로서 부정 이자 사악한”(ÄI.268)외 인 자

연성61)에 기인하는 침해이다.그러나 이때 술의 상은 질병 자연재

61)헤겔에게 있어 자연은 두 가지 의미를 갖는다.첫 번째는,산과 바다 등과 같이 순수하게 주어

진 상으로서의 자연이며,두 번째는,헤겔이 제2의 자연이라 부르는,즉 한 개인이 태어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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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들과 같은 “자연 불행”그 자체가 아니라,이로 인해 개되는 개인

의 삶의 분열들이다. 를 들어 자연재해를 소재로 하는 화들에서 우리

가 심으로 보게 되는 것은 운석충돌,거 한 해일,바이러스의 확산 등

등의 “순수 물리 ,자연 상태들 그 자체”(ÄI.268)가 아니라,이 자연

불행 안에서 이를 극복하려는 개인의 노력과 분투이다.

두 번째 충돌의 계기는 한 개인의 출생과 결부된 권리로 자의 외

인 자연성과 다른,개인과 직 으로 계하는 내 인 자연성에 기인하

는 침해이다.헤겔은 이를 “핏 과 상속권”,“ 습이나 법률”,“기질과 성

격”으로 구분한다.이러한 자연성에 근거함으로써 발생하는 침해 상황

은 필연 으로 제약 받는 개인과 혜택 받는 개인을 낳는다.헤겔은 만약

이 자연성에 기인한 결과로 제약을 받는 개인이 발생한다면,이 개인의

자유를 해 이 자연성의 철폐는 “ 인 정당성”(ÄI.275)을 갖는다고

주장한다. 한 그는 노 제도와 카스트제도와 같이 어느 한쪽에 특권을

편 함으로써 다른 한쪽의 제약을 야기하는 침해의 “권리는 단지 정당성

을 상실한 야만의 권리일 뿐”(ÄI.276)이라고 주장하면서,다음을 덧붙인

다.

그 [특권을 가진 -인용자]주체를 떠받치는 합법칙성은 그

의 시 와 시 정신 그리고 문화수 에서는 어쩌면 존 되고

정당화될 수 있겠으나,그러나 우리에게는 철 히 껍데기일 뿐

타당성과 권능을 상실한 것이다.특권을 지닌 개인이 이제 자신

의 권리를 심지어 특수한 열정과 이기 의도로부터 나타난 사

인 목 만을 해 이용한다면,그것은 야만일뿐더러,게다가

나쁜 성격일 것이다.(ÄI.276-7)

헤겔은 출생 등과 같은 자연성에 직 으로 향을 받음으로써 개인

의 자유가 부당하게 제약받는다면,그것이 설령 법과 제도가 보증하는 것

이라도 결코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따라서 이 자

부터 속하게 되는 성별,신분제도,핏 과 같이 문화 가치와 계하는 자연의 의미이다.이 첫

번째 충돌의 자연은 자에 속하며,두 번째 충돌의 자연은 후자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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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침해는 무나 명백한 부당한 것이며,이는 비극의 상황이 될 수 없

다.왜냐하면 헤겔이 주장하는 비극 내에서의 충돌은 오직 정당함을 근거

로 가져야하기 때문이다.따라서 자연 인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충돌을

넘어,오직 정신 인 차이에 기인하는 세 번째 충돌의 계기를 살펴보기로

하자.

이 세 번째 계기는 앞에서 고찰된 외·내 자연 충돌과는 달리,오

직 개인의 행 에서 기인하는 충돌이다.따라서 개인은 더 이상 자연성과

결부된 실체들을 따르는 것이 아닌 오직 인륜성이라는 정당한 정신 실

체들만을 따른다.그리고 이 단계에 와서야 헤겔이 규정하는 비극 충돌

을 살펴볼 수 있다.

헤겔은 이 단계의 “충돌”을 “무의식 침해”와 “의식 의도 침

해”로 구분한다. 자의 경우,‘행함’과 ‘한 일’이 도되어 드러날 때 발생

하는 충돌이다.즉 ‘행함’이라는 주 의도와 ‘한 일’이라는 객 결과

사이에서 발생하는 “무의식 침해”사이의 분열과 모순이다.“보편 세

계상태”에서 언 했듯이,오이디푸스는 그가 알았던 한에서 그의 ‘행함’은

시비 끝에 낯선 년의 남자를 죽 다는 것과,테베의 왕비와 결혼했다는

사실이었다.그러나 나 에 결과로서 돌아온 그의 ‘한 일’은 근친살해와

근친혼이라는 끔 한 비극 사실들이었다.따라서 여기서 충돌의 근거가

되는 것은 오이디푸스의 “한 일에 한 당시의 의식 의도 [Tun의 측

면 -인용자]와 그 한 일 그 자체가 무엇이었던가에 한 추후의 의식

[Tat의 측면 -인용자]사이의 반목이다.”(ÄI.278-9)

“무의식 침해”와 달리 “의식 의도 침해”에서 심이 되는 것

은 비록 비극의 주인공들은 명백한 자의식 인 의도를 통해 상 방을 침

해하지만,이 침해의 근거는 “그 정당성이 즉자 자 으로 본질 인

것”(ÄIII.543)이어야 한다는 이다.

그리스 비극에서 충돌에 한 동인을 산출하게 해주는 것은

악한 의지,범죄,무가치성, 는 단순한 불행,맹목성 등과 동일

한 것이 아니라,필자가 이미 몇 번 이야기 했듯이,특정한 한일

(Tat)로 향하는 인륜 정당성이다.왜냐하면 추상 악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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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로 진리도 아닐뿐더러,그 어떠한 심도 끌지 못하기 때문

이다.(ÄIII.543)

헤겔은 이러한 충돌의 형 인 비극작품으로  안티고네 를 꼽는다.

안티고네와 크 온은 충돌하며 서로가 서로를 침해한다.크 온은 테베로

진격한 국가의 반역자 폴뤼네이 스에게 장례의 명 를 부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크 온의 이와 같은 결정은 그가 폭군이서가 아니라,명백한 국

가의 반역자를 벌함으로써,국가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한 불가피

한 결단이기 때문이다.따라서 한 국가의 수장으로서 내린 크 온의 결정

은 국가 차원의 정당성을 갖는다.그러나 크 온의 이러한 결정은 안티고

네와의 충돌로 이어진다.안티고네는 자신의 오빠인 폴뤼네이 스가 비록

국가의 반역자이지만,오빠의 시신이 짐승들의 먹이가 되도록 나둘 수 없

었다.안티고네는 크 온의 명령에도 불구하고,가족의 권리를 내세우며

오빠의 시신을 묻어 다.크 온과 안티고네 모두는 국가의 법과 가족의

법이라는 각각의 정당성을 갖는다.그러나 서로의 정당성도 불구하고,각

각의 크 온과 안티고네의 주장은 상 방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는다.헤

겔은 이러한 비극 충돌의 특성을 “비극의 웅들은 죄가 있으면서도 죄

가 없다”(ÄIII.545)라고 규정한다.오이디푸스는 자신에게 내려진 가혹한

신탁의 운명을 피하기 해 노력했다.그리고 이것이 오이디푸스의 주

의도로서의 ‘행함’이며,여기에는 죄가 없다.그러나 ‘행함’의 결과로서

드러난 ‘한 일’은 죄로 드러난다.안티고네와 크 온 역시 그들 모두 각각

가족과 국가라는 가치를 수호하려 했다는 에서 모두 정당하며,이들 모

두 죄가 없다.그러나 서로가 정당함을 주장하는 순간 불가피하게 상 방

을 침해한다는 에서 죄로 드러난다.

그러나 이러한 충돌은 이제 더 이상 근 비극의 특징이 될 수는 없

다.왜냐하면 근 비극은 “ 웅시 ”가 아닌 “ 재의 산문 세계상태”를

배경으로 삼기 때문이다.따라서 “ 재의 산문 세계상태”를 지배하는

“주 성의 원리”(ÄIII.555)가 바로 근 비극의 주요한 특징이 된다.따라

서 “근 비극이 고유한 상 내용으로 삼는 것은 인륜 력들이 단

순히 개별 일 뿐인 고 생동화가 아니라 성격의 주 내면성”(Ä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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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이다.근 비극의 주인공들은 그리스 비극의 주인공들과 달리 실체

인 내용들을 그들의 심사로 삼지 않으며,사랑,명 와 같은 오직 주

인 목 을 심으로 삼는다. 를 들어  로미오와 리엣 같은 작품

에서 헤겔은 침해가 직 일 필요가 없다고 말하면서,이미 그들의 사랑

안에는 가문과 가문 사이의 라는 “분열된 조건”이 충돌을 야기한다고

주장한다. 한  햄릿 과 같은 작품에서는 안티고네와 크 온과 같이 정

당한 두 개인의 충돌하는 상황을 보여 주는 것이 아니라,흉악한 범죄 형

태를 띤 상황을 보여 다. 를 들어 햄릿과 충돌하는 그의 숙부인 클로

디어스는 자신의 형을 시해하고 왕의 자리에 앉음으로서 형의 아내까지

빼앗음으로써 그 어떠한 충돌의 정당성도 보여주지 않는다.이에 처하

는 햄릿 역시 그리스 웅들과 같이 복수의 단호함과 확신에 찬 결단력을

보여주지 않는다.따라서 근 비극의 충돌은 비록 주인공들에게 반목과

갈등의 상황을 조성해주지만,그리스 비극에서와 같이 주어지는 상황 그

자체에서 직 으로 충돌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 주인공의 주 성격에

의해서 발생한다. 를 들어 그리스 비극의 안티고네에서 주어지는 폴뤼

네이 스의 반역과 죽음이라는 상황이 주어지고,그 시신의 장례 문제를

두고 안티고네와 크 온의 충돌이 직 으로 나타나지만,햄릿은 아버지

의 유령이 나타나 그의 동생 클로디어스의 죄상을 낱낱이 폭로하는 상황

속에서도 그는 유령의 말을 맹목 으로 믿지 않는다.

이제 이 게 조성된 충돌의 상황 속에서 비극의 주인공들은 이제 행

를 통해 립과 그 화해로 나아간다.

1.3.행

“상황”까지의 서술이 개인들 외부에서 주어지는 제된 상황들이었다

면,｢행 ｣장 부터는 개인들이 제된 상황 속에서 행 를 통해 “작용,반

작용,그리고 그들 투쟁의 해결들로 이루어진 내 인 총체 운동”(ÄI.

286)으로 나아간다.주인공들의 행 는 ‘작용’이자 ‘반작용’이며,‘행함’이자

‘한 일’이다.작용은 반작용을 통해서만 자신의 운동을 입증할 수 있으며,

반작용은 작용 없이는 운동할 수 없다.따라서 작용과 반작용은 분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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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이 아니라,작용은 반작용을 통해서 그리고 반작용은 다시 작용에 의

해 운동하는 하나의 개념이다.헤겔은 행 를 통해 발생하는 작용(행함)과

반작용(한 일)을 서로 분리·고정된 힘으로 악하는 것이 아닌,하나의 힘

으로 악한다.하나로 악된 행 는 한 결단이자 단 이다.행 의 이

결단과 단 을 통해,우리는 외 이며 자연 으로 주어지는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 우리를 내맡기는 것이 아니라,오히려 이 안에서 우리 자신의

행 의 인장을 는 정신 왕국( 는 목 의 왕국)의 주인이 된다.

행 는 개인의,그의 성향뿐만 아니라 그의 목 들의 가장

분명한 노출이다.가장 내 인 근거에 있는 인간의 본질은 그의

행 를 통해 비로소 실화되고,그리고 행 는 정신 근원을

갖는 까닭에 그 한 정신 표 에서,즉 오직 언어에서 가장

큰 명료성과 규정성을 얻는다.(ÄI.285)

헤겔은 비록 언어라는 표 수단을 지니고 있는 시문학만이 이러한

정신의 행 에 가장 합한 장르라고 규정하고 있지만,회화나 조소 역시

도 “ 체 인 외부형상 뿐만 아니라 동작을 통한 표 동작이 주변 형

상들에 갖는 표 ,그리고 주 에 무리지어 있는 기타의 다른 상들

에서 반 되는 계를 통한 표 ”(ÄI.285)을 사용함으로써 행 를 포착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는 오직 한 순간의 포착일 뿐,행 의

작용과 반작용이라는 “내 인 총체 인 운동”을 포착해 낼 수 없다고 주

장한다.따라서 헤겔에게 있어 시문학의 극시만이 비극을 통해서 이상

(Ideal)으로서의 술미를 가장 명료하게 드러낼 수 있다.

그러나 모든 행 가 이상을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행 의 근거는

“이상의 인장(Stempel,印章)을 즉자 으로 지녀야만 하며 따라서 이성원

리와 정당함”(ÄI.286)을 지녀야 한다.이 “이상의 인장” 하나를 헤겔

은 “행 의 보편 힘들”로 규정한다.이 실체 인 힘들의 로,헤겔은

“가족,조국,국가,교회,명성,우정,신분,존엄,특히 낭만 세계에서는

명 와 사랑”(ÄI.286)을 들고 있다. 술은 이 실체 힘들을 직 으로

주어진 것이나 우연 인 력들로 그리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인간인 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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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에 인정해야 하고 내면의 지주로 삼아야 하며 한 실행해야만 하는 인

간 심정의 힘”(ÄI.286)로 그려야 한다.따라서 이 실체 힘은 인간의 심

정 속에서 행 를 유발하는,그리고 자신을 실 하는 요소이다.따라서 이

실체 힘들이 “상황”속에서 단지 직 으로 주어진 것으로만 머물러

있었다면,이제 이 힘들은 인간의 “행 ”를 통해 자신을 드러내며 실 한

다.헤겔은 이를 다음과 같이 말한다.

행 를 추진하는 이러한 힘들이 비록 행 의 실성 내부

에서 이념의 본질 인 계기들로서 존재하기는 해도,그들이 표

될 경우 그 보편성 자체가 등장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그들

은 독립 개인들로 형상화되어야 한다.만일 그 게 되지 않으

면 그들은 술의 역으로 편입되지 않는 보편 사상이나 추

상 표상들로 남는다.(ÄI.290)

이 실체 힘들은 비록 인간의 행 를 유발하는 요소이나,행 의 몫

은 결국 “행 를 한 결의와 최후의 결단 실 실행”(ÄI.293)하는

개별 인간들의 결단과 실 이다.결국 “행 ”에는 실체 힘과 이를

자신의 목 으로 삼는 개별 인간이라는 두 계기가 놓여 있다.그리고

“행 ”는 이 두 계기의 정당성을 균형 있게 유지함과 동시에 서로의 긴장

계를 담아내야 하기 때문에,이를 표 하는 것은 매우 까다롭다.왜냐하

면 만약 보편 (실체 )힘들의 우세로 표 된다면,개별 인간들의 의지

와 자유가 상실된 것처럼 행 는 보일 수 있으며,이와 반 로 개별 인

간의 우세로 표 된다면,이 보편 힘을 도외시함으로써 우연성과 자의

에 휘둘리는 편화된 개별 주 의 내용처럼 행 는 보일 수 있기 때문

이다.이처럼 자에서 확인 할 수 있는 것은 단지 “신은 명령하고 인간

은 그 순종”(ÄI.294)하는 보편 힘의 우세이며,후자에는 “우연성의

온갖 기와 자의에 방기될 수 있는”(ÄI.299)개별 인간의 우세일 뿐

이다.그러나 헤겔이 말한 참된 이상 (ideale) 계는 행 의 두 계기

어느 한쪽의 일방 인 우세가 아니라,보편 힘과 개인 간의 화해이다.

그리고 헤겔은 이 화해를 보다 구체 이며 실 인 것으로 가능하게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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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는 우리의 “보편 인간성”을 “ 토스(Pathos)”라고 주장한다.62)

인간의 가슴속에도 살아있으며 한 인간 심정의 가장 깊

은 곳을 움직이는 보편 힘들을 우리는 옛사람들을 따라 토

스라고 표 할 수 있다 [···] 토스는 내 으로 정당화된 심정

의 힘이며 이성원리와 자유로운 의지의 본질 내용이다.(ÄI.

301)

헤겔은 “ 토스”를 개별 인간들 내면에 살아 숨 쉬는 보편 힘이

라고 정의한다. 를 들어,어떤 특정한 공동체 내에서 그 구성원들 각각

이 참된 가치라 여기며 공유하고 있는 “보편 힘”이 있다면,그것이 바

로 “ 토스”이다.따라서 이 “ 토스”를 통해서, 술은 보편 힘의 강요

와 명령 없는 개별 인간의 “자유로운 의지”를 표 할 수 있으며, 한

주 의 “우연성과 기와 자의”에 휘둘리며 편화된 개별 인간의 모습

이 아닌 “내 으로 정당화된 힘”을 지니며 공동체 그 구성원들과 호흡

하는 개별 개인을 표 할 수 있다.따라서 “ 토스”는 술이 자신의

상으로 삼아야 하는 “진정한 역”이다.

우리는 앞서 “ 웅시 ”와 “ 재의 산문 세계상태”를 지배하고 있

는 원리들의 특징과 그 차이를 고찰했다.그리고 술은 이 시 들 안에

서 “ 토스”에 근거하는 “보편 힘들”과 “개별 인간들”의 화해를 그려

내야 한다는 사실 역시 살펴봤다.그 다면 “ 웅시 ”를 지배하고 있는

원리가 실체 력들로서의 “보편 힘들”이며,“ 재의 산문 세계상

태”를 지배하고 있는 원리가 “개별 인간들”이라면, 술은 “보편 힘

들”과 “개별 인간들”사이의 긴장을 그려내지 못하고,한 번은 “보편

힘들”의 우세로 그 다음에는 “개별 인간들”의 우세로 그려짐으로써,

62)본고는 헤겔의 “ 토스”개념을 앞서의 인륜성 개념에서 등장했던 ‘반성 승인 테스트’내지는

‘이성 동의’와 련하여 ‘감성 동의’로 악한다.즉 ‘이성 동의’는 반성을 기 로 하는 사

유 활동이 심을 이루지만,‘감성 동의’로서의 “ 토스”는 감정을 기 로 하는 직 활동이

심이기 때문이다.더 나아가 본고는 헤겔이 이성(Vernunft)라고 부르는 그 모든 것 에는 의

두 ‘동의’를 제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만약 두 계기 어느 한 쪽만을 강조한다면,그것은 헤

겔이 평생토록 극복하자 했던 지성(Verstand) 태도에 불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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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은 화해를 담아 내지 못하고 있다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다.그러나 어

느 쪽의 우세든 술이 “ 토스”를 간직한 개별 인간들의 행 를 그려

낸다면,“그것은 신성 그 자체는 아니지만 하나의 이념의

아들들이며 따라서 우수하고 타당한 것들이다.”(ÄI.286)헤겔이 술을

“유한한 실과 개념 사유가 갖는 무한한 자유 사이의 최 의 화해

재자”라고 주장 했을 때,여기에는 이미 술이 “ 웅시 ”와 “ 재의

산문 세계상태”라는 유한한 실에서 출발해함을 제한다.따라서

술은 “ 웅시 ”와 “ 재의 산문 세계상태”라는 서로 다른 유한한 실

세계의 원리를 따라야 하기 때문에,이 원리의 성격에 따라 “화해 재

자”의 역할 역시도 다를 수밖에 없다.햄릿과 같이 우유부단한 성격이 고

비극에 등장하지 않듯이,오이디푸스와 같이 확신에 찬 웅 성격은

근 비극에 등장하지 않는다.만약 등장한다고 해도,고 비극에서의 햄

릿은 겁쟁이자 무능력한 인물로,근 비극에서의 오이디푸스는 자기망상

에 빠진 무모한 인물로 각각 그려짐으로써 ,시 착오 이라는 비 을 피

할 수 없을 것이다.따라서 술은 각 세계상태에서 인간들이 공유할 수

있으며, 그들이 요구하는 최고의 심사를 그려낼 때 비로소 이상으로

서의 술미를 비출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이상(Ideal)의 규정으로서 갖추어야할 술

의 기본 인 규정일 뿐이다.이러한 술 규정들의 토 에서 비극은

‘보편 힘들’을 토 로 하는 ‘개별 인간들’의 행 를 통해서 발생하는

첨 한 립과 고통을 상연한다.따라서 비극이 상연하는 주인공들의

립은 결코 자의 이거나 우연 인 것이 아니라,각 세계상태 안에서 발생

하는 ‘실 인 것’이다.그리고 비극은 실 인 립들을 무 에서

올림으로써 주인공들의 불행과 고통의 이야기를 상연한다.그러나 비극의

목 은 단지 주인공들이 겪는,즉 립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행과 고통

그 자체가 아니라,“ 립으로서의 립을 지양”(ÄIII.547)하게 해 으로써

화해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에 있다.63)

63)DerekW.M.Baker,TragedyandCitizenship:Conflict,Reconciliation,andDemocracy

fromHaemontoHegel(NewYork,2009),p.75.여기서 베이커는 화해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

다.“비극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고통의 극화 신에,헤겔은 논리 으로 자기-지양하며,일면

인,그리고 모순 인 세계 들 사이의 갈등에 내재하는 화해의 이야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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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극의 참된 개는 오직 립으로서의 립의 지양하는

것에 성립한다.즉 갈등 속에서 서로를 부정함으로써 죽어가는

행 의 력들을 화해시키는 데 성립한다.오직 그럴 때만 궁극

인 것이 불행과 고통이 아닌 정신의 만족으로 남는다.(ÄIII.

547)

고 비극은 주인공들의 주 성에 기인한 립이 아닌 주인공들이 체

화하는 보편 힘들 간의 립을 심으로 삼으며,이와 반 로 근 비

극은 주인공들이 더 이상 ‘보편 힘들’을 체화할 수 없으며,주인공들 자

신의 주 성에 기인한 립을 심으로 삼는다.따라서 고 비극은 실체

와 실체들 간의 립의 형태로,근 비극은 주체를 심으로 하는 립

의 형태로 드러난다.그리고 헤겔은 자의 립의 지양과 화해를 객

화해로,후자의 립의 지양과 화해를 주 화해라고 부른다.본고는 이

제 다음 장에서 실제 비극 작품들,즉  안티고네 , 오이디푸스왕 , 햄릿

 의 분석을 통해서,헤겔이 말하는 비극 내에서의 화해가 무엇인지를 고

찰하고자 한다.

2.비극작품 내에서의 화해

본고는 III장에서 “사랑”이라는 감정 통일성에서 출발하여,상호주

성을 토 로 하는 자기의식들 간의 “인정”투쟁으로,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인과 사회(공동체,국가)간의 통일된 상태인 “인륜성”까지 헤겔의 화해

개념의 개과정을 고찰했다.이를 통해 화해의 궁극 역은 개인과 사

회(공동체,국가)간의 화해이며,이때 화해의 상태는 립과 갈등을 배제

하고 제거함으로써 이룩한 조화로운 상태가 아닌,오히려 립과 갈등을

내포함으로써 긴장을 유지하는 상태임을 고찰했다.64)따라서 립의 내

64)RobertR.Williams,(2012),p.118.“화해는 개 갈등을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왔다.그러나

이것은 헤겔이 모든 소가 까맣게 되는 밤이라고 비 한 셸링의 견해이다.게다가 화해는 모든

갈등을 배제하는 종결이나,갈등으로부터 자유로운 조화의 의미로 종종 받아들이곤 한다.그러나

이것이 헤겔의 견해는 아니며,이는 오히려 헤겔의 견해의 왜곡화이다 [···]비극은 고통이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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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긴장을 내포하는 화해는 정지된 조화의 상태가 아니라,이 긴장 속에

서 립의 몰락을 견뎌내야 하는 하나의 운동의 과정으로서 악되어야

한다.따라서 헤겔이 말하는 화해는 이러한 립의 고통과 불행을 배제하

는 것이 아니라,오히려 이것들을 인정하고 악함으로써만 완성되는 것

이다.왜냐하면 실 세계에는 즐거움과 행복과 같은 정 인 력들뿐

만 아니라, 립으로 인한 고통과 불행과 같은 부정 인 력들 역시 존

재하며,이러한 부정 인 력들을 외면하지 않는 것이 바로 헤겔이 말하

는 정신이자 그 함이기 때문이다.헤겔의 이러한 화해 개념은 그의

서 곳곳에 드러난다.

신의 삶과 신의 인식을 자기 사랑의 유희라고 부를 수도 있

다.그러나 이러한 발상은 만일 그 안에 진지함과 고통과 무의

작용과 오랜 인내를 결여한다면,이 이념은 감동뿐인 감동으로,

더 나아가 바보짓으로 몰락할 뿐이다.(PhG.24)

세계사는 행복이 거주하는 곳이 아니다.세계사에 있어서 행

복한 시 는 자신 안에서 앙상한 나뭇가지의 시 이다.왜냐하

면 행복한 시 는 립을 결여한 화합의 시 이기 때문이다.

(VPG.42)

인간의 삶은 반목과 싸움과 고통의 삶인 것이다.왜냐하면

함이란 립의 함과 힘에서 비로소 진정 가늠되기 때

문이다.(ÄI.234)

이제 헤겔에게 있어 부정 인 력이 산출하는 고통의 계기는 화해를

한 본질 인 계기로 악되어야 한다.고통과 립이 없는 삶은 존재할

수 없으며,그러한 삶이 있다면 그것은 철 한 자기기만 삶일 것이기

때문이다.이제 죽음이라는 부정 인 력의 압도에 굴하고 않고,오히려

리에게 동요를 안겨다주는 화해를 포함한다.” 리암스 역시 헤겔의 화해개념에는 립을 제거

함으로써 조화로운 상태가 아닌, 립에 의한 동요를 내포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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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죽음을 통해 자신을 실 하는 비극의 주인공들을 만나보기로 하자.그

리고 이 “죽음 속의 자기실 ”이 본고가 주장하는 강한 의미의 비극 화

해이다.

2.1.안티고네 -객 (실체 )화해

소포클 스의 비극작품  안티고네 는 헤겔 철학에 있어 매우 요한

상을 차지한다.헤겔은  미학강의 에서 “고 와 근 의 훌륭한 술들

에서 가장 훌륭하고 가장 만족스러운 술작품으로 안티고네”(ÄIII.

550)를 꼽는 데 주 하지 않으며, 한 앞서 언 했듯이 이 작품은  정신

상학 에서도 주요한 부분을 차지한다.여러 헤겔 비극 연구자들이 지

하듯이,헤겔은  안티고네 에 한 새로운 해석의 지평을 열었다.심지어

베이커는  안티고네 에 한 헤겔의 분석은 문학비평의 역사상 가장 뛰어

난 것 하나라고까지 주장한다.“헤겔은 두 주인공들 [안티고네와 크

온 -인용자]모두의 결함을 진지하게 고찰한 최 의 사상가일지도 모르

며,하나의 성격 내지는 다른 성격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체 으로

극을 고려했다는 에서 특히 탁월하다.”65)헤겔은 안티고네에서 등장하

는 두 주인공,즉 안티고네와 크 온의 립을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해

석이 아니라 두 주인공들이 지니는 각각의 정당함과 한계들을 고찰함으로

써 그 화해의 가능성을 제시한다.본고는 앞서 2.1장에서 서술한 비극 규

정들인 “보편 세계상태”,“상황”,“행 ”를 토 로 이제 안티고네를 고

찰해보도록 하겠다.

헤겔의  안티고네 에 한 분석은 철 하게 “ 웅시 ”라는 고 그

리스의 인륜 으로 개된다.본고는 앞서 “ 웅시 ”의 비극은 개

별 인간들이 아닌 보편 힘들이 심된다고 주장했다.그리고 본고는

고 비극에서 보편 힘들이 심을 이룰 수 있었던 이유를 그들은 아직

근 와 같은 주 성에 한 깊은 반성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주장

했다.그리스 웅들의 행동은 거침이 없으며,따라서 이 웅들은 어떠한

고난과 역경,심지어 주조차도 마다하지 않는다.그리스 웅들에게 고

65)Baker(2009),p.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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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의 경험은 자신들의 실수나 과오에 한 주 의 깊은 반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게 해주는 계기로서 존재한다.

 안티고네 에 등장하는 두 주인공 크 온과 안티고네는 각각 국가의

법과 가족의 법을 변한다.비록 국가의 법과 가족의 법이라는 인륜

실체들은 크 온과 안티고네를 통해 주 성의 형태로 드러나지만,이때

강조가 되는 것은 크 온과 안티고네의 주 성 그 자체가 아니라 국가의

법과 가족의 법이라는 인륜 실체이다.왜냐하면 크 온과 안티고네는

주 인 반성의 매개 없이 직 으로 각각 국가의 법과 가족의 법에 동

일시하기 때문에,이들의 주 성은 “내 인 주 성으로 되기보다는 그것

은 그 외 인 형상일 뿐”(ÄI.291)이며,“비 실 인 그림자”(PhG.342)

에 불과할 뿐이다.따라서 헤겔은  안티고네 에서 심 으로 드러나는

“비극 내에서의 화해”는 크 온과 안티고네의 두 개별 개인들 간의 주

화해가 아닌 국가의 법과 가족의 법이라는 객 (실체 )화해라고

주장한다.

인륜 본질은 자신을 두 개의 법으로 나 며,법에 해

분리되지 않은 태도를 보이는 의식은 오직 하나의 법만을 부여

받는다.(PhG.345)

 안티고네 에서 상황은 안티고네의 두 오빠인 폴뤼네이 스와 에테오

클 스가 왕 계승을 놓고 차남인 에테오클 스가 왕 를 차지하자,이

를 인정할 수 없었던 장남 폴뤼네이 스는 아르고스로 가서 군사를 모집

해 테베로 진격함으로써 이 진다.결국 폴뤼네이 스와 에테오클 스는

일 일의 결투 끝에 둘 다 사함으로써,폴뤼네이 스의 왕 찬탈의 계

획은 수포로 돌아간다.새로운 통치자로서 선출된 크 온은 국가의 수호

자로서 에테오클 스에게는 성 한 장례의 명 를 부여하지만,국가의 반

역자인 폴뤼네이 스에게는 장례의 명 를 지함으로써 들짐승들의 먹이

가 되도록 명령한다.그러나 안티고네는 크 온이 내린 명령에 괴로워하

며 족의 이름으로 폴뤼네이 스의 시신을 묻어주려 함으로써,이 두 주

인공들 간의 립 상황이 형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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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티고네 에서 조성되는 이 상황에 해서 헤겔은 앞서 베이컨의 주

장처럼 결코 어느 한쪽의 주인공에 편 하지 않고 체 으로 고찰한다.

기존의  안티고네 의 해석은 크 온을 폭군으로,그리고 안티고네를 부당

한 명령에 항하는 숭고한 자기희생 웅으로 악함으로써,크 온의

정당성을 도외시한 안티고네를 심으로 이루어져 왔다.그러나 헤겔은

크 온에게 국가의 법의 수호자로서의 정당성을,그리고 안티고네 역시

가족의 법의 수호자로서의 정당성을 부여한다.이로써 상황은 두 정당한

인륜 실체들 간의 침해의 근거를 마련한다.

이러한 일 즉발의 상황 속에서 안티고네는 드디어 자신의 행 를 통

해 폴뤼네이 스의 시신을 묻어 다.이를 알게 된 크 온 역시 행 한다.

크 온은 그의 아들이자 안티고네의 약혼자이기도한 하이몬의 탄원에도

불구하고 안티고네를 평생토록 석굴에 가둘 것을 명령한다.석굴에 갇힌

안티고네는 스스로 목을 매 죽음을 선택한다.이를 알게 된 하이몬은

망에 휩싸여 자결한다.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크 온의 부인이자 하이몬

의 어머니인 에우뤼디 도 자결한다.

안티고네와 크 온은 주어진 상황에서 이제 행 를 통해 립으로 나

아간다.안티고네와 크 온 각각의 ‘행 (Handlung)’에는 ‘행함(Tun)’과

‘한 일(Tat)’라는 두 계기가 립한다.앞서 설명했듯이 주 의도로서

의 ‘행함(Tun)’에서는 크 온과 안티고네 모두는 정당한 인륜 실체들인

국가의 법과 가족의 법을 수호하려 했다는 에서 잘못이 없다.그러나

이들의 행 의 객 결과로 드러난 ‘한 일’에서 그들은 하나의 법만을

자신과 동일시하는 일면 인 태도,즉 ‘교조주의 고집을 세워 반 편의

근거를 듣지도 않고 공평하게 취 하지도 않은 채 완고하게 일정한 주장

만을’66)견지함으로써,결국에는 서로가 서로의 법을 반하고 괴했다는

66)Kant, 순수이성비  ,B434.본고는 헤겔이  안티고네 를 그가 아는 모든 술작품에 으뜸으

로 말한 이유를 바로 칸트 철학의 한계와 그 안을  안티고네 가 제시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

다. 정신 상학 의 ｢정신｣장에서 헤겔은  안티고네 를 통해서 공동체 내의 보다 구체 인 문제

들,즉 안티고네와 크 온의 갈등 제외하고서라도 가족,장례,출생에 따른 왕 계승의 문제 등

등을 다루고 있다.그러나 이러한 풍부한 소재거리에도 불구하고 결국 가장 요한 것은 안티고

네와 크 온의 립과 그 화해이다.보어는 헤겔 입장에서  안티고네 의 립이 칸트의 안티노

미(Antinomie)와 흡사하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헤겔은 필연성과 자유,감성과

지성과 같은 개념 립들에 의해 산출된 안티노미를 해결하기 한 시작을 열어줬다는 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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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이 밝 진다.따라서 “비극의 웅들은 죄가 있으면서도 동시에 죄가

없다.”(ÄIII.545)

인륜 행 는 그 자신에 있어 침해의 계기를 지니고 있

다.왜냐하면 이 행 는 두 성 [남성과 여성 -인용자]에 할당

되는 두 법 [국가의 법과 인간의 법 -인용자]의 자연 인 분

배를 지양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이 행 는 차라리 자연 인

직 성 안에서 법에 한 나 어지지 않은 성향에 머물러 있는

행함으로서 이러한 일면성을 죄로 만들고 있다.이때 죄는 본질

의 측면들 하나만을 움켜쥐고 다른 것에 해 부정 태도

를 보이는 것,즉 이것을 반하는 죄이다.(PhG.346)

그러나 안티고네는 가족의 구성원임과 동시에 한 국가의 구성원이자

왕족의 딸이다.크 온 역시 한 국가의 수장임과 동시에 하이몬의 아버지

이자 에우리뤼 의 남편인 가족의 구성원이다.따라서 안티고네는 자신과

립하고 있는 국가의 법을 이미 자신의 본질로서 가지고 있으며,크 온

역시 자신과 립하고는 가족의 법을 자신의 본질로서 가지고 있다.이를

통해 안티고네가 국가의 법을 반하는 것은 곧 자기 자신의 부정이자

괴이며,크 온이 가족의 법을 반하는 것 역시 자기 자신의 부정이자

괴임이 밝 진다.그러나 안티고네와 크 온은 아무런 반성 없이 “자연

인 직 성”안에서 자신들의 본질을 이루고 있는 두 법 오직 하나만

을 동일시하는 일면 인 태도를 고집함으로써,그들은 서로가 서로를

칸트를 칭찬한다.헤겔은 칸트의 이러한 통찰을 더욱 심화 발 시키면서,만약 그러한 서로 반

되는 규정들이 서로 잘못된 방식으로 계를 맺는다면 안티노미가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헤

겔의 설명에 따르면,칸트는 한낱 부정 인 방식으로만 개념 립들을 해소했다.따라서 헤겔

은 칸트에 의해서 분석된 테제와 안티테제 사이의 ‘비극 ’갈등을 종합 통일로 종속시킴으로

써 칸트를 넘어선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Boer,(2010),p.86.칸트의 이러한 립 상황의 해

결은 이론이성과 실천이성의 경우처럼,각각의 역을 분리한 후에 서로의 역을 침범하지 못

하도록 한계를 설정하는 것이었다.그러나 헤겔의 해결책은 안티고네의 가족의 법과 크 온의

국가의 법의 경우에서처럼,서로 분리된 법들의 각각의 공존 상태가 아니라,서로가 서로를 계기

로 갖는 화해이다.그러나 본고는 이 문제를 더 이상 다룰 수 없다.왜냐하면 칸트의 안티노미에

한 주장 헤겔의 모순개념에 한 분석이 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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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하며,이와 동시에 스스로를 괴하는 것으로 밝 진다.

서로 맞서는 인륜 력들과 그것들을 삶과 행 안에 세

우는 개별성들의 운동은 오직 양 측면의 동일한 몰락을 겪으면

서만 자신의 참된 최후에 이르게 된다.왜냐하면 자신을 실체의

보다 본질 계기로 만들려는 것으로부터 어느 쪽의 힘도 상

방에 한 어떠한 우 를 갖지 않기 때문이다.(PhG.349)

헤겔은 국가의 법과 가족의 법 그 어느 것도 “우 ”를 지니지 않

기 때문에,안티고네와 크 온의 경우와 같이 자신의 법만이 참된 것이라

고 주장하며 상 방의 법을 부정하려 할 때,“동일한 몰락”이라는 “참된

최후”를 맞이한다고 주장한다.그리고 헤겔은  안티고네 의 두 주인공들

의 “참된 최후”에서 비극 화해의 가능성을 제시한다.안티고네는 국가

의 법을 부정한 결과로 국가로부터 격리된 석굴 안에서 최후를 맞이하며,

크 온 가족의 법을 부정한 결과로 자신의 가족을 부 잃는 최후를 맞이

한다.안티고네와 크 온 모두는 자신과 립하는 법에 의해서,그리고 자

신의 본질을 이루고 있는 다른 법에 의해서 고통 받으며 몰락한다.그

러나 이때 몰락하는 것은 가족의 법과 국가의 법이라는 인륜 실체들도

아니며, 한 이 실체들을 체화하는 안티고네와 크 온의 ‘행함’으로서의

그들의 의도도 아니다.왜냐하면 가족의 법과 국가의 법은 공동체를 구성

하는 참된 인륜 실체들이며,이를 수호하려는 크 온과 안티고네의 ‘행

함’은 정당한 것이기 때문이다.결국 이 몰락의 원인이자 립과 고통의

근거는 그들의 ‘한 일’에서 드러난 그들의 일면성이다.헤겔이  안티고네 

에서 드러난 화해의 특징을 ‘객 ’이라고 말한 것은 결국 가족의 법과

국가의 법은 서로 그 어떤 우 도 지니지 않은 평등한 인륜 실체들이

며,이 두 인륜 실체들은 서로에게 본질 인 상호보완 계로 드러나

기 때문이다.따라서 객 화해에서 심이 되는 것은 인륜 실체들

내지는 보편 힘들이기 때문에,희생을 당하고 몰락하는 것은 결국 “비

실 그림자”인 개별 인간들의 일면성인 것이다.그러나 그들은 ‘행

함’은 정당한 것이었으며,다만 그들의 일면성은 그들의 실수와 잘못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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닌 무지로부터 기인한 강한 자기확신에서 비롯된 것으로 악될 수 있다.

비극에서는 원히 실체 인 것이 투쟁하는 개별성으로부

터 잘못된 일면성을 제거하고 정 인 것이 더 이상 분열되지

않고 보존되도록 재하는 가운데 화해의 방식으로 승리를 거

두는 것으로 표 된다.(ÄIII.527)

고 비극은 개인들이 공동체의 습이나 제도를 반성의 매개 없이

직 으로 받아들일 때 발생하는 자연 인륜성의 상태에 한 문제들을

상연함으로써,정체되어 있는 공동체의 가치들과 이 가치들 간의 계에

한 문제의식을 불러일으킨다.그리고 그 심에는 안티고네와 크 온의

행 가 있었다.그들은 죽음과 고통이라는 부정 인 력의 압도에도 굴

하지 않고 자신의 목 인 가족의 법과 국가의 법을 끝까지 철하려 했

다.결과 으로 그들은 몰락했지만,그들의 행 를 통해 국가와 법과 가족

의 법 모두가 공동체를 해 본질 인 계기임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었

다.만약 그들이 이 부정 인 력의 압도에 고개를 돌리거나 이를 외면

했다면,그 어떠한 비극 사건도 발생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상기해 본

다면,그들은 비록 일면 인 태도라는 한계를 지녔지만,용기 있는 자기실

과 자기희생을 통해 두 인륜 실체들을 화해시킨 것이다.

용기는 고통스런 인내보다 하다.왜냐하면 용기가 결국

에는 굴복당한다 할지라도 이 용기는 이러한 굴복의 가능성을

이미 인식했었으며,따라서 의식 으로 죄를 떠넘겨 받은 반면,

고통스러운 수동성은 자기의 결핍에 매달려서 자신의 충만한

힘을 이 결핍에 립시키지 않기 때문이다.(EWT.556-7)

“용기는 고통스런 인내보다 하다.”비록 그들은 일면 인 태도의

한계를 지니고 있었음에도,그들의 목 은 정당했으며,죽음과 고통 앞에

서도 그들은 자신의 목 의 실 을 멈추지 않았다.비록 그들은 그들의

행 를 통해 죽음과 고통을 당했지만,이 죽음과 고통을 통해서 자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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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과 갈등으로만 머물 수 있는 인륜 가치들의 상호보완 계를 그들

은 행 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시켜주었다.결과 으로,그들은 그들이

수호하려 했던 인륜 실체들을 결국 지켜냈으며,이 목 의 실 을 통해

그들은 자신의 운명과 화해한 것이다.67)

2.2.오이디푸스와 햄릿 -주 (주체 )화해

헤겔은 고 비극의 배경인 고 그리스가 해체되는 과정을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국가 삶의 보편성과 개인의 이러한 직 결합으로 존재

하는 것은 주 고유성과 그 사 인 특칭성이 아직 그 정의

(Recht)에 도달하지 못했다 (···)그러나 실체성과 구분되어 그

속에 함께 수용되지 않는 발 은 제한 ,자연 이기심으로 남

기 때문에,이 이기심은 이제 혼자서 가신의 길을 가며, 체의

참된 심에서 벗어나 자신의 심들을 추구하며,이를 통해 국

가 자체의 쇠퇴를 가져오며,결국은 국가에 맞서는 주 힘을

쟁취한다.(ÄII.118)

고 그리스가 비록 공동체와 개인의 간의 화해된 삶의 원리를 지녔

음에도,이는 어디까지나 고 그리스의 개인들이 공동체의 인륜 실체

들을 반성의 매개 없이 직 으로 수용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따

라서 거듭 강조하지만,고 그리스에서 공동체와 개인의 계에서 심

이 되는 것은 공동체의 인륜 실체들이다.그러나 개인들이 공동체의 인

륜 실체들에 의문을 품게 되는 순간,이러한 직 성을 기반으로 하는

인륜성의 세계는 붕괴되기 시작한다. 안티고네 에서의 립의 형태는 두

주인공이 인륜 실체들과 동일시함으로써 실체와 실체들 간의 투쟁으로

67)III.3의 인륜성 개념을 상기해보면,사회 인 실체들인 법과 제도는 결코 주체의 동의 없이는 유

지될 수 없다.따라서 여기서 인륜 실체들의 화해라고 부른다고 할지라도,결국 이를 가능하게

만든 것은 안티고네와 크 온이라는 웅 주체의 행 의 결과로 악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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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졌다면,이제 이러한 립의 형태는 사라지고 “국가를 한 목 과

내 으로 자유로운 개인으로서의 자신을 한 목 사이의 새로운 갈등이

성립한다.”(ÄII.118)이제 더 이상 개인은 인륜 실체들과 자신을 동일

시하지 않으며, 그 게 할 수도 없는 “사법상태”속에 놓인 하나의 인

격(Person)으로 등장한다.이 인격으로서의 개인은 “일체의 보편 사상

을,즉 참과 선과 인륜을 자신의 주 내면성 속에서 산출하며 견지하

여 그 속에서 실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자신의 고유성만을 생

각하고 확신”(ÄII.119)한다.이러한 “주 성의 출 ”이 바로 고 비극에

서 근 비극으로의 이행의 근거이자,바로 근 비극의 시 배경이

된다.

고 비극과 근 비극 사이에는 비록 고 의 비극작품이지만 “주

인 특성을 지니며 근 비극에 보다 더 가까운 내 인 화해

(Aussöhnung)”(ÄIII.551)를 보여주는  오이디푸스왕 68)이 놓여있다.따라

서 본고는 고 비극에서 근 비극의 이행의 사이에 있는  오이디푸스왕

 을 거쳐  햄릿 으로 개되는 주 화해를 고찰할 것이다.

 오이디푸스왕 에서 상황은 테베의 왕 라이오스가 자신에 아들에 의

해 죽음을 당할 것이라는 신탁에 의해서 시작된다.라이오스는 이 신탁이

내린 운명을 피하고자 자신의 하인을 통해 아들인 오이디푸스를 죽일 것

을 명령한다.그러나 그 하인은 갓난아이인 오이디푸스를 차마 죽이지 못

하고 살려둠으로써,비극은 시작된다.코린토스의 왕 폴뤼보스가 버려진

오이디푸스를 주어와 자신의 아들로 삼아 키우게 된다.청년이 된 오이디

푸스는 자신이 친부를 살해할 것이라는 신탁을 듣고,자신에게 내려진 운

명을 피하기 해 코린토스를 떠난다.오이디푸스는 자신의 친부가 폴뤼

보스라 믿으며,이제 자신에게 내려진 신탁을 피하고자하는 ‘행함(Tun)’과

그 객 결과로서 주어지는 ‘한 일(Tat)’의 립 속에 휘말리게 된다.

실체에서 의식된 것과 의식되지 않은 것의 립이 생겨나

듯이,의식에서도 알게 된 것과 알지 못하는 것의 립이 생겨

68)헤겔은 근 극에 더 가까운 주 화해를 보여주는 작품으로  콜로노스의 오이디푸스 를 명시

으로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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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다.(PhG.344)

헤겔은  오이디푸스왕 을 개별 인간의 운명을 묘사한 비극작품이라

고 주장한다.따라서 여기서의 충돌은  안티고네 와 같이 인륜 실체들

의 립이 아니라 의식의 앎과 무지 사이의 립이다.즉  안티고네 에서

는 두 주인공이 자신의 본질을 이루는 국가의 법과 가족의 법 오직 하

나만 동일시함으로써 서로의 괴와 자기 괴의 립이 발생했다면, 오

이디푸스왕 에서는 주 의 의식 내에서의 앎과 무지 사이의 립이 발생

한다.오이디푸스가 알았던 사실들은(즉 ‘행함’으로서의 사실들은)자신의

친부는 폴뤼보스이며,자신이 길거리에 시비 끝에 죽인 자가 년의 낯선

남자 다는 것이며,스핑크스의 수수께끼를 풀고 테베의 왕이 되어 왕

의 부인을 자신의 아내로 삼았다는 사실이었다.따라서 오이디푸스가 알

았던 사실들은 자신에게 내려진 가혹한 신탁의 운명을 피하고자 하는 그

의 노력일 뿐이었다.그러나 오이디푸스에게 돌아온 것은 그가 알지

못했던 자신의 ‘한 일’의 결과들,즉 자신의 친부가 폴뤼보스가 아니었으

며,자신이 길거리에서 죽인 년의 낯선 남자가 자신의 친부인 라이오스

다는 사실과 테베의 왕비인 이오카스테가 자신의 친모 다는 무지의 결

과 사실들이었다.

자신에게 내려진 주의 운명을 피하고자 노력한 오이디푸스의 ‘행

함’의 정당함은 결국 그를 친부 살해자로 그리고 근친상간자로 만드는 ‘한

일’의 부당함으로 드러난다.앞서 1.1의 “보편 세계상태”에서 잠시 언

했듯이,“ 재의 산문 세계상태”를 지배하는 ‘도덕 견해’의 으로

비춰본다면 오이디푸스에게는 죄가 없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왜냐하

면 도덕 견해는 “앎과 선의 확신 행 에서의 내면 의도라는 주

측면이 주요계기를 형성”하기 때문에,“ 재의 산문 세계상태”에서

의 “사람들은 자신이 행했던 체를 책임지지 않고 주변사정들에 한 무

지나 곡해를 통해 자신이 의지했던 바와는 달리 되어버린 일부 한 일을

자신의 탓으로 인정하지 않으며,그가 알았던 것 그리고 이러한 앎과의

계 속에서 단호하고도 의도 으로 수행했던 것만을 자신의 탓으로”(ÄI,

246)책임지기 때문이다.그러나 오이디푸스는 ‘행함’과 ‘한 일’모두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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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운명으로 받아들이고,자신의 행 에 한 책임을 진다.오이디푸스에

게 내린 주의 운명은 낯선 력으로서 그를 괴했다.그러나 만약 오

이디푸스가 신들이 그에게 내린 주의 운명 앞에 순종하고 굴복했다면,

그리고 자신의 행 에 한 책임을 지려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부정하려

했다면,오이디푸스에게 운명은 정말로 자신의 삶을 괴하는 낯선 력

으로만 남았을 것이다.그러나 오이디푸스는 자신을 몰락시키는 낯선

력의 운명 앞에서 자신의 을 찔러 벌함으로써,자신의 행 에 한 책

임을 진다.그럼으로써 자신의 삶에 필연성을 강제했던 낯선 운명 앞에서

순수한 순종과 굴복도 아니고 회피와 부정도 아닌,자신이 산출하는 자유

의 행 를 이 낯선 운명에게 당당하게 보여 다.이 순간,그를 강제했던,

즉 필연으로서의 낯선 운명은 사라지고,그가 산출한 자유의 삶이 등장한

다.비록 그 과정이 고통스럽고,그 결과가 멸과 몰락일지라도,그는 그

에게 주어진 운명을 극복하고 그의 운명을 스스로 산출함으로써 자신의

운명과 화해한 것이다.이러한 “비극 내에서의 화해”의 방식을 헤겔은 보

다 근 인 주 화해라고 부른다.그러나  오이디푸스왕 은 “ 웅시

”의 비극작품이며,완 히 근 인 주 성에 기인한 화해라 부를 수

없다.왜냐하면 오이디푸스는 신탁에 의해서 정해진 운명을 믿으며,(보편

힘들을 상징하는)신이 자신에게 내린 가혹한 운명과 화해한 뒤에도

다시  콜로노스의 오이디푸스 에서 드러나듯이,신들에게 자비를 요청하

기 때문이다.따라서  오이디푸스왕 은 “ 웅시 ”의 보편 힘들과 개별

인간들의 직 인 통일이라는 원리를 따르지만,그 화해 방식이 보편

힘들 간의 화해의 방식 아닌 개별 인간들의 운명과의 화해의 방식을

보여주는 고 비극과 근 비극 간에 치한 비극작품으로 볼 수 있

다.

근 비극은 앞서 설명했듯이 “처음부터 주 성의 원리”(ÄIII.555)를

따른다.“주 성의 원리가 스스로 권한을 띠게 되고,바로 이 때문에 모든

역에서 근 인 인간이 자기 행 의 목 이자 지침으로 삼을 권리가

있는 새로운 요소들이 등장한다.”(ÄIII.557)따라서 보편 힘들과 같은

실체 인 것 그 자체가 아닌,개별 인간들의 주 성이 근 비극의 주

요 심사로 부각된다.따라서 이제 근 비극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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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극의 웅들과 같이 인륜 실체들에 자신을 동일시하지 않으며,오직

자신의 주 내면성을 심으로 주어진 상황 속에서 행 한다.따라서

“ 웅시 ”의 비극작품에서는 인륜 실체들을 체화하며,결단과 확신에

찬 웅들이 등장했다면,“ 재의 산문 세계상태”의 비극작품에서는 오

직 자신의 주 성에 기 어 내 으로 갈등하는 개별 인간,즉 인격으로

서의 개인이 등장한다.이러한 근 비극의 특징을 보여주는 작품이 바로

셰익스피어의  햄릿 이다.

햄릿이 망설이는 까닭은 유령을 맹목 으로 믿지 않기 때문

이다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것은 유령의 출 자체가 햄릿을

속수무책으로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가 행동에 착

수하기 에 의심을 품고 자신이 마련한 행사를 통해 확실한 것

을 알고자 한다는 이다.(ÄI.300-1)

 햄릿 에서 주어지는 상황은 성 안에 유령이 출몰하면서 시작한다.

햄릿의 아버지이자 덴마크의 선왕인 햄릿이 죽자,그의 아우인 클로디어

스가 왕 를 계승한다.그리고 햄릿의 어머니인 거트루드는 선왕의 장례

식이 끝나자마자 클로디어스와 결혼을 한다.성 내의 출몰하는 유령과

면한 햄릿은 결국 그 유령이 돌아가신 아버지의 유령임을 깨닫게 되고,

자신의 숙부인 클로디어스에 의해서 살해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립 상황이 조성된다.

 햄릿 에서는  안티고네 에서와 같은 인륜 실체들 간의 립도, 

오이디푸스왕 과 같은 신탁의 낯선 운명과의 립 주 의 앎과 무지

사이의 형식 립 역시 등장하지 않는다. 햄릿 에서 립의 계기는 오

직 “햄릿의 주 인 성격”(ÄIII.559)에 기인한 내 갈등에서 비롯된다.

즉 오이디푸스는 신들이 자신에게 내린 신탁을 믿으며,행 의 ‘행함’(확

신)과 ‘한 일’(무지)의 도를 통해 비극 인 앎에 도달했다면,햄릿은 자

신이 처한 비극 상황을 깨달았을 때,즉 아버지의 유령이 등장할 때도

그것을 맹목 으로 믿지 않고 의심한다.따라서 햄릿은 인륜 실체들이

나 낯선 력으로서의 운명에 자신을 내맡기는 것이 아니라,철 하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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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자신으로부터 기인하는 주 성의 힘에 의존함으로써,주어진 상황 속

에서 그 즉시 실행에 옮기는 안티고네와 오이디푸스와 같이 확신에 찬

웅들과는 달리,햄릿은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의심하고 의심하

며 괴로워한다.햄릿은 자신의 친부 살해범이 클로디어스라는 사실을 깨

달았을 때도 곧바로 복수의 결단을 하지 않고,심지어 그 유령을 의심하

며 몇 번이고 복수의 결단을 망설인다.헤겔은 햄릿을 “본성 으로 실천

력이 약하고,아름답고 내성 인 심성을 지녀 이러한 내 조화로부터 벗

어나는 결단을 내리기가 매우 어렵고,우수에 차 있고,신 하고,침울하

고,깊은 사려를 지녔으므로,섣부른 행동”(ÄI.300)을 할 수 없는 우유부

단한 성격을 지녔다고 말하면서도,햄릿의 이러한 우유부단한 성격은 단

지 한 개인의 성격을 넘어 근 비극의 주인공들의 성격을 변한다고 말

한다.근 비극을 특징짓는 이러한 햄릿의 성격을 통해,근 비극은 오

이디푸스에서 남아있는 인륜 실체의 지배를 모두 지우고,더욱 주

인 화해의 방식으로 나아간다.이제 햄릿에서는 낯선 무지의 운명과의

립은 사라진다.왜냐하면,햄릿은 오이디푸스와 같이 낯선 무지의 운명에

자신을 내맡기며 비극 인 상황에 휘말리는 것이 아니라,주 의 반성을

통해 이미 자신에게 닥칠 비극 상황의 결말을 감하기 때문이다.따라

서 햄릿은 이미 행 로 나아가 이 에 내면의 죽음을 맞이했으며,그에게

닥칠 가혹한 시련의 운명을 이미 깨달았다.

햄릿의 심정의 배후에는 처음부터 죽음이 들어 서 있었다.

유한성이라는 여울만으로는 그 죽음은 충분히 해명되지 못한다.

햄릿에게는 그러한 슬픔과 유약함,비통함,삶의 모든 정황에

한 오가 숨겨 있었음을 볼 때 우리는 원리부터 그가 그러

한 끔 한 주 환경 속에서 상실된 인간이 되었으며,그의 내면

의 권태가 외부에서 죽임이 그에게 다가오기 이 에 이미 그를

거의 소모시켜 버렸음을 느끼게 된다.(ÄIII.566-7)

햄릿은 앞으로 펼쳐질 자신의 비극 운명을 감했기에,그에게 남

은 것은 고 비극의 웅들과 달리 “무엇을 실행해야 할 것인가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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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다만 어떻게 할 것인가”(Ä I,316)의 문제일 뿐이다.햄릿이 아버지의

복수를 망설이는 이유는 실행의 여부의 문제가 아닌,아버지의 복수를 실

행함으로써 자신이 그토록 오했던 악과 불의로 가득 찬 세계의 일원으

로 자신을 락시키는 것이 아닌가하는 내 인 갈등과 고통 때문이다.이

와 같은 햄릿의 내 갈등 속에서 드러나는 우유부단한 성격은 악에 물들

려 하지 않는 그의 순수한 내면성을 드러낸다.

이 심정은 자신의 상을 외면성 그 실재의 형식에서

발견하는 신 자기 자신 안에서 발견하며 한 일체의 우연,

독자 으로 이루어지는 일체의 우발 사건들,일체의 불행과

고통 속에서도,아니 범죄 속에서도 조차 이러한 자신과 화해된

상태를 보존하거나 혹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것이다.(ÄI.114)

햄릿은 확신에 찬 고 그리스의 웅 주체와 다르다.햄릿은 철

히 자기 자신으로부터 기인하는 반성 인 힘에 의존함으로써,비극 상

황을 감하며 내 인 갈등과 고통에 시달린다.따라서 햄릿에게 고통은

행 의 결과로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햄릿의 심정의 배후에는 처음부

터 죽음이 들어 서 있었다.”햄릿은 결국 클로디어스에게 아버지의 복수

를 실 함으로써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을 그 스스로 받아들 다.그리고

햄릿은 오이디푸스와 달리 비극 운명을 감함으로써 더욱 내 인 깊은

고통을 드러내며,이 고통 속에서도 자신의 내면성을 지키려 노력하는 ‘인

간 인 무나 인간 인’비극의 주인공의 모습을 그려낸다.햄릿은 자신

에게 닥친 비극 운명을 외면하지 않고,복수를 통해 그것을 받아들 으

며,이 비극 운명이 강요하는 복수의 기 잔인함을 신해 자신의

명 라는 인장을 음으로써,69)그는 “죽음 속에서의 자기실 ”,즉 운명

과 화해한 것이다.헤겔은 내 갈등 속에서 방황하는 이러한 주체의 모

습이 오히려 “일 이자 올바른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이 서술

69)햄릿은 어티즈의 독 묻은 칼에 찔려 죽어가면서 자신의 충직한 신하인 호 이쇼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다.“자넨 살아남아,궁 한 이들에게 나와 내 명분을 올바로 해 주게.” 리엄 셰익

스피어,최종철, 햄릿 ,(민음사,2012,20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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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지성은 추상 으로 성격의 단 하나의 측면만을 부각하여

그 인간 체의 유일한 규칙으로 낙인 으려 하는 것이다.일면

성의 그러한 지배에 반 해서 싸우는 것이 지성에게는 단순한

불일치로 나타난다.그러나 내 으로 총체 인 것이 갖는,이로

써 생명력 있는 것이 갖는 이성원리에 비추어 보면 정작 이러

한 불일치가 일 이자 올바른 것이다.왜냐하면 복합 본성

의 모순을 자신 속에 지닐 뿐만 아니라,견뎌내고, 한 그 속

에서 자신에게 동일하고 충실하게 남는다는 것,이것이 인간이

기 때문이다.(ÄI.311)

3.고 비극과 근 비극의 차이

3.1.명랑한 고통과 깊은 고통

고 비극은 인륜 실체와 계하는 객 원리를 따름으로써 주

성의 결여가 나타난 반면에,근 비극은 개인의 목 과 열정과 계하는

주 원리를 따름으로써 인륜 실체라는 객 성의 결여로 드러났다.

헤겔은 이 차이를 고 비극과 근 비극을 가르는 가장 명확한 기 으

로 악한다.그러나 이 구분만으로는  오이디푸스왕 과  햄릿 의 경우처

럼,고 비극과 근 비극의 경계선이 다소 모호해질 우려가 있기에,본

고는 이 원리에 충실히 따르면서 이 차이를 보다 선명하게 밝힐 수 있는

고통의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본고는 앞의 2.2장에서  오이디푸스왕 와  

햄릿 에서 드러나는 고통의 성격이 다르다고 주장했다.즉 자의 고통은

주인공들의 무지로 인해 발생한다는 에서 외 인 성격을 갖는 반면,후

자의 고통은 자신의 운명을 감하는 가운데 발생하는 내 인 성격을 갖

는다.이를 근거로 본고는 이 고통의 에서 고 비극과 근 비극의

보다 명확한 차이를 규명할 것이다.우선 헤겔은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악하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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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 화해는 오로지 정신의 활동이자 운동인 것으로,즉

그 경과 속에서 싸움과 투쟁이 발생하고 고통,죽음,허무성의

비애,정신과 육체성의 고뇌가 본질 인 계기로 등장하는 과정

으로서 서술될 수 있다.(ÄII.133-4)

헤겔은 립으로 인해 발생하는 고통을 “정신 화해”의 “본질 계

기”로 악하며,이를 “정신의 활동이자 운동”으로 규정한다.“정신의 운

동”이라는 표 에서 알 수 있듯이,이때 고통은 단지 우연이나 자의 그리

고 자연재해나 질병과 같은 외 인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 사회의 역인 인륜성의 지반 에서 발생하는 립의 의미를 갖

는다. 립은 심과 문제의식을 불러일으키고,이 문제의식을 통해서

립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다면,이 과정 체가

“정신 화해”를 한 “정신의 활동이자 운동”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

다.그 다면 립에 의해 발생하는 이 고통은 이제 “정신 화해”를

한 “본질 계기”로 악된다.

앞서 고찰했듯이 헤겔에게 있어 비극 고통은 인륜성이라는 정당한

근거를 갖는 립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며,이로부터 발생하는 고통만이

“정신 화해”를 한 “본질 계기”임을 알 수 있다.따라서 고 비극과

근 비극 모두는 바로 이러한 정당한 고통을 드러내야 하며,이 고통 속

에서도 자는 객 화해를 후자는 주 화해를 이룩한다.

그러나 이때 고 비극과 근 비극의 주인공들에게서 드러나는 고통

의 성격은 으로 다르다.왜냐하면 앞서의  오디이푸스왕 과  햄릿 의

경우와 같이, 자에서는 자신의 “행 ”의 주어진 결과(자신의 의도와 상

없이 그의 ‘한 일’이 친부살해 근친이라는 사실)속에서 고통이 드러

났으며,후자에서는 이미 “행 ”이 에(자신의 친부가 숙부에게 살해당

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상황”속에서)고통이 드러나기 때문이다.그

다면 자신의 행 에 한 무지의 결과로,즉 으로 변해버린 자신

의 낯선 삶 속에서 신음하는 오이디푸스의 고통과 이미 자신의 운명을

감함으로써 갈등하는 햄릿의 고통의 차이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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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인들에게는 자연 ,외 ,속세 인 존재와 통합된

삶만이 유일하게 정 이었으며 따라서 죽음은 직 실성

의 단순한 부정이자 해체 다.그러나 낭만 세계 에서 죽음

은 부정성의 의미를,즉 부정 인 것의 부정이라는 의미를 가지

며 따라서 못지않게 단순한 자연성과 부 합한 유한성을 벗어

나는 정신의 부활로서 정 인 것으로 변화한다.(ÄII.135)

고 그리스인들은 고통의 극한으로도 부를 수 있는 “죽음”,즉 “부

정성의 의미”를 아직 정신 화해의 본질 계기로 악하지 못했다.그

들에게 있어 “죽음”이라는 “부정성의 의미”는 단지 그들의 행 의 결과로

주어지는 낯선 운명이었기 때문에,그들은 이 죽음을 립에 처한 “ 실

성”의 “단순한 부정이자 해체”의 의미로만 받아들 다.비록 그들은 이

고통이 안겨다주는 문제의식을 통해,자신들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능

력을 보여 으로써 비극을 탄생시켰지만,아직 이 고통의 의미를 정신

화해의 본질 계기로 악해내지는 못했다.70)따라서 그들이 성취할 수

있는 정신 화해는 지속 이며 운동 가능한 것이 아니라,고통을 마주하

는 그 순간에서만 가능하며 이내 사라지는 “망각(Vergessenheit)”(PhG.

540)일뿐이다.따라서 헤겔은 “망각”으로서의 이 정신 화해를 “운명의

부동의 통일”,“고요한 존재”라고 부른다.71)만약 이 죽음으로서의 고통

을 “정신 화해”의 “본질 계기”로 악한다면,“망각”은 “인식”으로,

“운명의 부동이 통일”은 “운명의 운동하는 통일”로,“고요한 존재”는

70)헤겔은 “그리스인들의 경우에는 죽음의 본질 의미가 이해되었다고 말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

면서 그 근거로 아직 고통을 유발하는 부정 인 것에 한 악이 제 로 이 지지 않았다고 주

장한다.(ÄII.134)

71)인식은 편화되어있고 유동하는 상을 “begreifen”즉 “붙잡음”으로써, 상과 사태의 본질을

악하는 것이다.따라서 여기서의 “망각”은 고통을 비극 화해를 한 본질 인 계기로 악하

지 못함으로써,단지 그 순간에만 그친다는 의미를 지닌다.앞서 본고가 설명했듯이,고 의

웅 주체들은 비극이 담아내는 부정 인 력을 외면하지 않고 이를 정면으로 응시함으로써 비

극을 탄생시켰으며 한 비극 화해를 이뤘으나,아직 근 주체에게서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사유를 통한 반성 인식에는 못 미치기 때문에,이 비극 화해를 단지 직 (Anschuung)했을

뿐이지,완 한 인식으로 가져오지 못했다.따라서 이 “망각”은 직 된 비극 화해를 아직 사유

를 통해 인식으로 가져오지 못함으로써,오직 일회 이며 순간 인 비극 화해의 의미를 갖는

다.



- 113 -

“동요하는 존재”로 변하게 됨으로써,고통의 의미는 정신 화해를

한 순간 이며 일회 인 계기가 아닌 지속가능하며 운동하는 본질 인 계

기로 변하게 된다.따라서 고통은 외 인 것에서 내 인 것으로 옮겨 간

다.헤겔은 이를 “부정 인 것의 부정”으로 표 하면서,근 비극이 속하

는 낭만 술형식 안에서 이 고통의 의미가 비로소 드러난다고 주장한

다.그 다면 낭만 술형식에서 악된 보다 깊은 고통의 의미를 앞의

인용문 뒤에 나오는 구 을 통해 살펴보기로 하자.

사멸에 임한 주 성의 고통과 죽음은 자기에게로의 회귀,

만족과 지복 그리고 의 화해된 정 존재를 향해 반 하

니,정신은 자신을 그 본연의 진리와 생명성으로부터 차단하는

부정 실존을 사멸시킴으로써만 이러한 정 존재를 쟁취

할 수 있는 것이다.따라서 이러한 기본규정은 자연의 측면으로

부터 인간에게 다가가는 죽음이라는 사실에만 계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그것은 정신이,참되게 살아가기 해서라면,이

러한 외 부정과 무 하게 역시 내면에서도 수행해야만 하는

하나의 과정인 것이다.(Ä II.135)

근 비극에서의 고통은 고 비극의 “외 부정”과 “단순한 부정과

해체”의 의미를 넘어,이제 “자기에게로의 회귀”하는 “ 정 존재”로

악된다.이 고통이 지니는 “ 정 인 존재”의 의미는 앞서 살펴본

“정신 화해”를 한 “본질 계기”로서 악된 고통이며,이로써 근

비극의 고통은 단지 “외 부정”의 의미가 아닌,“내면”으로 받아들이는

수 햄릿과 같은 주인공을 통해 드러나게 된다.72)고통을 정신 화

해,즉 자신의 목 을 실 하기 한 필연 인 계기로 받아들이는 것은

어쩌면 “일체의 행복으로부터 원히 제외된 것, 으로 불행한 것,

원한 주에 내맡겨진 것으로 보일 수가 있다.”(Ä II.134)그러나 햄릿

72)헤겔은  미학강의 의 ‘낭만 술형식’에서 이 내 인 고통의 악을 앞선 II장에서 고찰된 바

있는 ‘수의 생애’에 비추어 서술하고 있다.헤겔은 수 역시 그의 운명을 감했으며,(이때

감은 인식으로서의 보다 강한 반성 의미를 내포한다)자신의 죽음을 외면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사랑이라는 가르침을 실 함으로써,정신 화해를 이룩했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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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이 “ 원한 주”속에서도 결국 악과 타락으로 물든 실 속에서 자

신의 순수한 내면성을 지켜내려 했으며,결국 죽음 속에서도 아버지에

한 복수의 임무를 완수했다.따라서 그의 우유부단한 성격은 망설임과 주

함이 아닌,그의 깊은 내 고통과 갈등으로 읽어 낼 수 있다.

이에 반해 고 비극의 주인공들은 거침이 없다.그들은 햄릿과 같은

내 인 고통이 아닌,행 의 결과로서 주어지는 고통의 의미만 악할 뿐

이다.비록 그들은 이 고통 속에서 자신을 견디며 한 자신을 실 함으

로써 정신 화해를 보여주긴 했으나,그 고통의 깊이는 근 비극에는

미치지는 못한다.“그리스의 개별성은 정신 주 성의 에서 보자면

이러한 [죽음이라는 부정 인 력 -인용자]가치를 자신에게 할애하지

않으며 따라서 죽음을 명랑한 이미지로 감 수가 있다.”(Ä II.134)

II.3장에서 헤겔이 고 그리스와 그의 당 를 청년기과 장년기로 구

분했던 것을 상기해보자.헤겔은 고 그리스를 “실수투성이의 청년기”가

아닌 “구체 이며 신선한 정신생활을 구가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의 청년

기”로 비유했으며,그의 당 를 “때로는 개인으로서의 자신을 희생시켜가

면서까지 객 목 을 해 지속 으로 일해야 하는”장년기로 비유했

다.청년의 고통은 장년의 고통보다 깊이를 결여한다.왜냐하면 청년은 오

직 자신의 목 만을 한 “신선한 정신생활”을 추구하기 때문에,“자신을

희생시켜가면서까지 객 목 을 해 지속 으로 일해야”함을 아는 장

년의 ‘자기희생’ 고통의 의미는 없기 때문이다.이로써 우리는 다음의

헤겔의 주장을 앞의 논의를 토 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의 삶은 도 체가 반목과 싸움과 고통의 삶인 것이다.

왜냐하면 함과 힘이란 립의 함과 힘에서 비로소 진

정 가늠되기 때문이니,정신은 이러한 립으로부터 벗어나 내

면 통일을 향해 다시 자신을 추스른다.상황들이 무한히 가공

할 마치 벌어질수록,모순들이 괴 일수록,주 성의 강도와

깊이는 그만큼 더 부각되니,주 성은 이러한 모순 하에 있음에

도 불구하고 자신 속에 굳건히 남아야만 하는 것이다.이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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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인 것의 힘은 오직 이러한 개 속에서만 보존될 터,이

힘은 오직 자신을 자신의 부정태 속에서 유지함으로써만 성립

하는 까닭이다.(ÄI.234)

3.2.‘ 실 인 것’으로서의 술과 ‘이성 인 것’으로서의 철학의 계

여기가 로도스다

여기서부터 뛰어라.73)(GPR.26)

본고는 앞서 고 비극에서의 객 화해와 근 비극에서의 주

화해를 고찰했다.고 비극은 ‘웅시 ’를 배경으로 인륜 실체들의

립과 그 화해를,그리고 근 비극은 ‘재의 산문 세계상태’를 배경으

로 주 성에 기인한 립과 그 화해를 상연한다.그러나 자는 비록 인

륜 실체들 간의 화해를 이루었지만,여기에는 “자신을 인식하고 스스로

의 의지를 갖는 독자 주 성의 실성은 빠져있다.”(ÄII.131)후자 역

시 개별 인간들의 내면 정신성을 보존함으로써 주 화해를 이루었

지만,여기에서는 법과 제도,종교와 같은 객 세계의 인륜 실체들과

의 계는 소원해지고 사랑과 명 와 같은 주 성향이 강한 실체들이

면에 등장했다.이러한 고 비극과 근 비극 내에서 드러나는 객

화해와 주 화해들은 결국 자신의 시 에 직면한 립을 철 하게 자

신의 시 를 지배하는 각각의 원리들(즉 ‘웅시 ’의 보편성의 원리와

‘재의 산문 세계상태’의 개별성의 원리)에 입각해서 해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이처럼 비극을 통해서 술이 드러낼 수 있는 화해는 철 히

실로부터 출발하여 실에서 마무리된다는 의미를 갖는다.즉 술은

73)이는  법철학 서문(Vorrede)에 서술된 구 이다.여기서 “로도스”란 그리스와 떨어진 소아시아

의 서남해안에 있는 섬 이름이다.헤겔의 이 구 은 이솝 우화에서 인용된 것으로,그 내용은 어

떤 허풍쟁이가 자신이 로도스 섬에서 엄청난 뛰기를 했다고 사람들에게 자랑을 늘어놓자,

군가 그럼 여기가 로도스라고 생각하고 뛰어보라고 말했다는 우화이다.앞서 본고가 서술했듯이,

이 구 은 헤겔이 내면의 화해를 주장하는 스토아주의나,피안의 세계에서 화해를 주장하는 실

정종교,그리고 언젠가 미래에 도래할 이상향을 주장하는 낭만주의자들의 실도피 인 태도를

비 하는 구 로서 악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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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 인 것”에서 “이성 인 것”을 악하는 방식을 취한다.

실 인 것,그것은 이성 인 것이다.(GPR.24)

따라서 술이 갖는 장 은 술이 속한 시 와 착하여 당 의 사

람들이 공유할 수 있는 최고의 심사를 포착하고,이를 다시 술작품이

라는 감각 존재로 담아냄으로써 사람들에게 직 의 형식으로 화해를

보여 다는 것에 있다.따라서 술은 화해를 “직 이고,감각 인

앎”(ÄI.139)의 형태로 달함으로써,인간들의 가슴을 울리게 한다. 를

들어 술은 비극을 통해 가족의 법을 체화하고 있는 안티고네와 국가의

법을 체화하고 있는 크 온의 립과 그 몰락을 상연함으로써,가족의 법

과 국가의 법이 둘 다 공존해야하는 인륜 실체들임을 “직 이고,감

각 인 앎”의 형태로 달한다. 술이 갖는 이러한 장 들로 인해 헤겔

은 술을 종교,철학과 더불어 정신의 역으로 놓는다.

그러나 술은 비극 내에서의 객 화해와 주 화해서와 같이,

유한한 실 즉 ‘웅시 ’와 ‘재의 산문 세계상태’라는 각각의 시

상황을 배경으로,그 시 를 지배하고 있는 원리에 따라 그 화해를 산출

할 수밖에 없다.즉 실 인 것에서 출발하여 이성 인 것을 산출할 수

밖에 없다.그 결과 고 비극에서의 화해는 주 성이 희생되는 방식으로,

그리고 근 비극에서의 화해는 사회 실체들이 약화되거나 는 희생되

는 형태의 화해 방식을 취하게 된다.따라서 술이 비록 비극을 통해서

각 시 의 균열들을 드러내고 그 화해를 산출함으로써,한 번은 주 성의

희생을,그 다음 번에는 사회 실체성의 희생을 통해서 드러냈던 각각의

화해들에는 아직 주 (주체)과 객 (사회)의 분리가 남아있다.이제 술

이 포착할 수 없었던,따라서 술에 남아 있는 주 과 객 의 분리는 철

학이 지닌 사유의 능력으로 인식되어야 한다.그리고 철학 사유로 악

된 이 이성 앎(주 과 객 의 궁극 화해)을 다시 실 인 것으로 산

출해야 한다.

이성 인 것,그것은 실 인 것이다.(GPR.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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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겔은 “존재하는 것을 인식하는 일”을 철학의 과제로 정의한다.헤

겔은 철학의 과제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즉 실 세계를 벗어나 존재

하는 진리들을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부터 올라가는,즉 실

세계에서 존재하는 진리들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말한다.그러기 해서는

“존재하는 것들”의 형성과정이 완성되고 마무리될 때까지 철학은 기다려

야만,철학은 자신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철학의 발걸음은 언제나 무 느리다고 하는 이다.세계

의 사상으로서의 철학은 실이 그의 형성과정을 완성하여 스

스로를 마무리하고 난 다음에라야 비로소 시간 속에서 나타난

다 (···) 실이 무르익을 때에 비로소 념 인 것은 실재 인

것에 맞서서 나타날 뿐만 아니라 한 자 [ 념 인 것 -인

용자]는 후자의 실재 인 세계를 그의 실체 속에서 악하는

가운데 이를 하나의 지 인 왕국의 형태로서 구축하게 된다는

것이다.그리하여 철학이 자기의 회색빛을 다시 회색으로 칠

해 버릴 때면 이미 생의 모습은 늙어버리고 난 뒤일 뿐더러 이

듯 회색을 가지고 다시 회색칠을 한다 하더라도 이때 생의

모습은 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만 인식되는 것뿐이다.미네르

바의 올빼미는 황혼이 깃들 무렵에야 비로소 날기 시작한다.

(GPR.28)

“미네르바의 올빼미”가 날아오를 때쯤,인간들은 하루 일과를 끝내고

집에 돌아가 하루를 반성하고 한 보다 나은 내일을 기약하며,다시 떠

오를 태양을 염원한다.철학 역시 자신의 소임을 완성하기 해서는 “황

혼”이 깃들기를 기다려야 한다. 실을 벗어나 피안의 세계의 진리의 빛

을 동경하는 자가 아니라면, 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존재하는 것들”의

운동이 마무리될 때까지 인내하고 인내해야 한다.그리고 “존재하는

것들”의 개가 비로소 마무리 될 때,철학은 이 개과정 속에서 발생했

던 오류들과 잘못들을 사유를 통해 반성해 으로써,“ 망과 회의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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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만 성취할 수 있는 “도야(Bildung)”의 미래를 산출할 수 있다.그러나

철학이 “존재하는 것들”의 진리에 도달할 때쯤,활기로 가득 찬 “존재하

는 것들”의 생의 모습은 사라지고 만다.철학이 도달한 진리가 제아무리

훌륭하고 뛰어나다할지라도,이는 “회색빛을 다시 회색칠”을 하는 “인

식”에 불과할 뿐,이미 약동하는 “생의 음”은 사라지고 난 뒤에 얻는

결과일 것이다.

이성 인 것,그것은 실 인 것이고,

실 인 것,그것은 이성 인 것이다.(GPR.24)

술이 비극 화해들에서 완수하지 못했던 과제,즉 주 화해와

객 화해를 다시 종합하는 과제를 철학은 “지 인 왕국의 형태”로 완

수해야 한다.그리고 이 철학 인식을 토 로 다시 술은 끊임없이 생

의 한 가운데서 “감각의 왕국의 형태”로 참된 것을 드러내야한다.따라서

헤겔체계 내에서 철학과 술은 우열 계가 아닌 상호보완 계로

악되어야 한다.왜냐하면 술에 한 철학의 우 는 무한한 사유의 역

에 있으며,철학에 한 술의 우 는 “여기서부터 뛰는 로도스”즉

재하는 우리의 삶에 있기 때문이다.이로써 ‘비극’은 삶과 고통을,‘비극

인 것’은 사유와 지양을 제하며 이 두 역은 서로 화해한다.그리고 비

극은 세계에 내재하는 립과 균열의 문제를 술 감각의 형태로 상연

함으로써,이 립과 균열의 내용을 철학 인식으로 이행하게 해주는

술과 철학의 매개자인 것이다.74)

74)Baker역시 (2009),p.71에서 철학과 술의 계를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술과 철학은

정신의 동일한 보편 역의 일부이다.그리고 이 양자는 동일한 화해 기능을 수행하나,이

둘은 이 화해 기능을 다르게 수행한다. 술은 이 화해를 감각 직 을 통해서 성취하는 반

면,철학은 자유로운 사유를 통해서 화해를 성취한다.의식의 이 두 형태들은 동일한 정신 인

과정의 일부이지만,다만 술이 [시간 인 순서의 의미로 -인용자]보다 앞선 단계라는 이

다.왜냐하면 감각 직 은 이성 인 철학 앎으로서의 규정성을 지닌 화해를 성취할 수 없기

때문이다 (···)헤겔은 술 의식을 직 인 감각과 이념 사유 사이의 매개로서 서술한다.

이는 시학과 비극에 해서도 여 히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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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결론 -비극을 넘어 비극 인 것으로

여기가 장미가 있다.

여기서 춤추어라.75)(GPR.26)

헤겔은 “비극”이 상연하는 립으로부터 발생하는 고통 부정 인

력들을 “화해”를 한 본질 인 계기로 악하는 어쩌면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는 철학자일지도 모른다.76)그러나 우리의 삶과 연 시켜 이 문제

를 생각해본다면,헤겔의 “비극 내에서의 화해”는 강한 설득력을 지닐 수

도 있을 것이다.헤겔에게 있어 립은 사회 토 에서 발생하는 것

으로, 를 들어 각기 나름의 정당성을 지닌 양쪽,즉 진보와 보수,개인

과 공동체,자유와 평등 등등이 서로의 주장만을 내세워 상 방의 주장을

듣지 않으려 할 때 발생하는 필연 인 결과로 악된다.만약 서로가 서

로의 다름만 확인하는 상이성 수 에서는 그 어떠한 립도 발생할 수 없

다는 사실을 상기해 볼 때, 립은 결코 우연히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아

니라,한 사회가 처한 문제 상황이 립을 불러일으키며,이 립을 통

해 화해로 나아가게끔 하는 필연 인 과정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그러

나 만약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지배하려는 방식으로 립을 해소하려

할 때 발생하는 비극 결말을 우리는  안티고네 를 통해서 지켜봤다.비

록 본고는 이 비극 결말에서 자신을 견실히 지켜내는 주체의 모습을 통

75)이 구 은 앞에서 이미 인용한 바 있는  법철학 서문(Vorrede)의 “여기가 로도스다.여기서부

터 뛰어라”의 라틴어,즉 “HicRhodus,hicsaltus”를 변용하며 만든 헤겔의 수사이다.여기서

‘섬 이름’으로서 ‘Rhodus’는 라틴어로 ‘장미’를 뜻하는 ‘Rhodes’로,‘뛰다’를 뜻하는 ‘saltus’는 ‘춤추

다’를 뜻하는 ‘salta’로 변용함으로써,헤겔은 “여기에 장미가 있다.여기서 춤추어라(Hieristdie

Rose,hiertanze)”란 수사를 사용하고 있다.본고는 이 구 을 본고의 핵심 주장인 “죽음 속에서

의 자기실 ”을 가장 잘 드러내주는 구 로서 악하고 있다.왜냐하면 꽃잎의 아름다움 화

려함과 가시의 죽음 고통이 함께 공존하는 “장미”는 우리의 삶을,그리고 춤은 ‘나’를 표 하

는 “자기실 ”을 지칭하는 것으로 악될 수 있기 때문이다.

76)이러 에서 헤겔은 화해와 통일을 끊임없이 주장하는 낙 주의자이다.그러나 헤겔은 다른 낙

주의자들과 다르다.왜냐하면 헤겔은 립,고통,부정 인 력을 그의 철학에 본질 계기로

삼았기 때문이다.본고의 견해와 같이 Boer도 헤겔을 라톤 이래로 철학의 역사를 지배해왔었

던 낙 주의의 변자 하나로 주장하면서,“실제 비극들을 끌어옴으로써 비극 갈등의 본질

을 명백하게 반 했다는 ”에서 다른 낙 주의의 변자들과 다르다고 지 하고 있다.Boer(

2002),p.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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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화해를 주장했지만,이는 매우 극 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바로

우리의 실에 용시키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을 것이다.그러나 사회

에 비추어 봤을 때,이 비극 인 국 속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립하는 양측이 서로가 서로를 억압하거나 지배하려는 ‘립을

한 립’인 태도를 버리고,서로의 정당한 가치를 인식하고 인정함으

로써만 비극 상황을 피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진보와 보수,개인과 공

동체,자유와 평등 등등은 모두 한 사회에 꼭 필요한 정당한 가치들이며,

이 가치들 간의 립을 분리·고정된 것으로 악하지 않고,각각이 지닌

정당성을 립하고 있는 그 계77)에서 고찰할 수 있을 때,이 립은 한

사회가 내 긴장을 유지하면서 발 할 수 있는 원동력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비극은 한 운명이란 문제로 개인 차원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따

라서 앞서 살펴봤던 비극의 주 화해는 자신의 의지와 상 없이 찾아

오는 낯선 운명 속에서 고통 받는 개인들에게 극복방향을 제시해 다.

우리는 운명을 흔히 이미 정해진 것으로서 우리의 의지와 상 없이 우리

의 삶을 지배하는 력쯤으로 생각한다.낯선 력으로서 운명은 나의 의

지 행 와 무 하게 찾아올 수 있으며,나의 앎의 무지에서도 역시 찾

아올 수 있다.그러나 운명은 결코 자신을 홀로 드러내지 않는다.운명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낸다.이 낯선 운명의 력을

외면하거나 부정하려 한다면,정말로 우리의 삶은 낯선 운명에 의해 지배

77)본고는 헤겔철학의 가장 큰 특징을 계(Relation)로 악하고 있다.“[아폴로와 에리네,즉 자

는 낮의 앎의 신이며,후자는 지하의 무지의 신을 뜻한다 -인용자]이 양자는 한편으로 동

등한 명 를 향유하며,다른 한편으로는 실체의 형태,즉 서로의 계의 필연성인 제우스인 것이

다.”(PhG.539)이 구 은  정신 상학 의 ｢종교｣장에서 “ 술종교”의 비극작품에 한 서술로

서 여기서 제우스는 앎과 지상의 법을 지칭하는 아폴로와 무지와 지하의 법을 지칭하는 에리네

와의 화해를 지시한다.여기서 헤겔은 비극 화해를 뜻하는 제우스를 아폴로와 에리네와의

계로 서술함으로써 그의 화해개념에 한 요한 단서를 제공한다.즉 아폴로와 에리네의 화해

는 제우스이며,이 제우스로 표상되는 화해는 양자의 계일 뿐이다.이는 본고에서 다뤘던 사랑

개념에서는 나와 타자의 계,인정개념에서 자기의식과 자기의식간의 계,인륜성에서 개인과

사회의 계,그리고 화해개념에서조차도 ( 를 들어 운명을 나의 행 의 작용과 반작용의 계

로 악하는)등등 모든 곳에서 “ 계”의 요성이 부각됨을 알 수 있다.이는 부정성 역시 마찬

가지이다.왜냐하면 부정성은 직 의 상일 수 없는 바로 “ 계”에서만 악될 수 있기 때문이

다.따라서 헤겔은 이분법 도식 구조만으로 진리를 악하려는 모든 인식을 거부하며,그 계

자체를 고찰할 때 비로소 체의 ,즉 통일의 을 획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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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하게 될 것이다.그러나 수의 생애  오이디푸스왕 와  햄릿 의 경

우에서 봤듯이,비록 그 결과가 비극 인 죽음의 길일지라도,그들은 낯선

운명을 회피하려거나 외면하지 않고 당당히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들이 받아들인 운명 안에 당당히 자신의 인장을 새겨 넣음으로써,그들

은 운명과 화해했다.그리고 이 화해는 결코 미래에 도래할 이상 세계의

요청도 당 도 아니며 피안의 세계의 구원도 아닌, 실세계 도처에 재

하는 부정 인 력을 직시함으로써 완성되는, 실로부터 출발하여 실

에서 완성되는 화해이다.

본고는 헤겔의 화해 개념에는 립과 이로부터 발생하는 고통의 계기

가 필연 으로 내재한다고 거듭 주장했다.즉 헤겔에게 있어 화해는 결코

평화롭거나 조화로운 공존의 삶이 불가능함을 정확히 인식하는데서 출발

한다.그 다면 이 앎의 내용은 바로 구 인 평화와 조화로운 삶의 불

가능성을 인정함으로써 우리 앞에 펼쳐진 망과 회의의 길을 정면으로

응시하는 것이다.우리의 삶이 고통으로부터 원히 벗어 날 수 없다면,

이 망과 회의의 길을 정면으로 응시하고 이를 인정하는데 그치지 않고,

다시 이 망과 회의의 길을 뚫고 비록 그것이 확신78)에 불과하더라도 나

의 목 을 세계에 실 하는 의미로서 비극 화해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우리의 삶에는 크고 작은 무수한 상처들이 존재한다.만약 헤겔의

“비극 내에서의 화해”를 받아들일 수 있다면,우리의 삶에 존재하는 상처

들의 노 가 되어 우리의 삶을 스스로 소외하며 원망하는 것

(ressentiment)이 아닌,오히려 이 상처들의 주인이 되어 우리의 삶을 사

랑하고 정(amorfati)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탐색해 볼 수 있을 것이

다.이로써 헤겔의 “비극 내에서의 화해”를 “죽음 속에서의 자기실 ”으로

분명히 제시했기를 본고는 희망한다.

그러나 본고는 각각의 헤겔의 개념들을 그 자체로 다루지 않고 본고

78)따라서 이때의 확신은 ‘나’의 앎의 완 함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오히려 언제든 ‘나’의 앎이

단지 믿음(Glauben)과 사념(Meinung)에 불과할 수 있다는 앎의 불완 성을 인정하는 것이다.따

라서 후자의 태도를 견지하는 주체는 자신의 앎 속에는 언제나 무지 오류의 계기가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자이며,이 무지 오류의 계기까지도 자신의 인식의 상으로 삼는 강

한 주체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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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주제를 밝히는데 필요한 부분만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논의를 개했기

때문에,여기에는 많은 문제 들이 놓여 있다.왜냐하면 본고가 다루고 있

는 각각의 헤겔 개념들은 사실상 많은 헤겔 연구자들에 의해서 하나의 독

립된 주제로 다 지고 있으며,그 해석에 따라 많은 논쟁들이 존재하기

때문에,보다 면 한 논의를 통해서만 그 온 한 의미들을 밝힐 수 있기

때문이다.그러므로 여기서는 본고의 주제에 집 함으로써 제외되었거나

는 본고의 미진한 연구로 인해서 단지 제안 수 에 그칠 수밖에 없었던

개념들을 잠시 되짚어 으로써,본고의 차후의 연구방향 다른 헤

겔철학의 주제들을 소개하는 논의의 공간으로 할애하고자 한다.

우선 본고는 헤겔의 화해 개념에 한 이해를 돕고자 진무한 개념을

제시했다.그러나 이는 단지 진무한 개념에 한 구조 인 특징만을 밝혔

을 뿐,진무한 개념이 치한  논리학 까지 내려가 그 온 한 의미를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이와 같은 문제 은 헤겔철학 체계에서  논리

학 이 차지하는 비 을 고려했을 때,곧바로 드러난다.왜냐하면 헤겔은  

논리학 의 내용을 “자연과 유한한 정신을 창조하기 이 에 자신의 원

한 본질 속에 있는 것으로서의 신의 서술”79)이라는 담한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이에 한 충분한 이해를 통해서만 헤겔 철학체계의 출발

이자 동시에 커다란 논쟁 지 인 사유와 존재 이성과 실의 통일의

문제를 답할 수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이 문제를 밝히기 해서는 보다

많은 연구가 필요하며,이에 한 본고의 연구가 부족함을 인정하는 바이

다.그럼에도 이 문제를 차치하고서도 남는 아쉬움은 진무한개념에 한

설명을 무 구조 설명만을 제공함으로써,헤겔의 통일 화해 개념의

보다 단단한 이론 토 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다.이는 차후의

연구를 통해 보완하도록 하겠다.

본고는 헤겔철학의 최 목표가 당 의 분리와 소외의 문제를 극복하

는 것에 있다고 주장했다.비록 본고가 이에 한 설명을 완 히 도외시

하고 있지는 않지만,과연 어떻게 헤겔은 이 분리와 소외를 극복하고 통

일과 종합으로 이끄는지에 한 설명이 다소 부족하다.따라서 여기서는

헤겔이 주장하는 통일과 종합을 어떠한 방식으로 증명하고 있지를 다시

79)Hegel,WissenschaftderLogikI,S.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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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 개념과 인륜성 개념으로 돌아가 잠시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헤겔의 주체이론에 한 설명을 한 원 을  기독교의 정신과

그 운명 으로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헤겔이 자신의 주체이론을 개진하는

보다 정확한 장소인  엔치클로페디 III 의 ｢주 정신｣장 부분에 한 설명

을 놓치고 있다.여기서 ｢주 정신｣은 다시 “A.인류학.정신”,“B.정신

상학.의식”,“C.심리학.정신”으로 나뉘며, 어도 본고가 주장하는 강한

의미의 주체를 보다 상세히 밝히기 해서,그리고 한 주체가 자신의

내면으로부터 걸어 나와 타자와 함께하는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을 해명하

기 해서는 “C.심리학.정신”부분을 살펴 야 한다.왜냐하면 헤겔은  

정신 상학 에서의 ｢자기의식｣장의 근 즉 서구의 정신사 상학이라

는 거시 에서 주체에 근하는 것과는 달리, 엔치클로페디III 의

“C.심리학.정신”에서는 개인의 “감정”과 “충동 자의”,그리고 “행복”

의 문제를 통해서 오롯한 주체의 으로 실천(praktische)에 한 문제

에 근하고 있으며,이 부분에서 비로소 주 정신에서 객 정신으로의

이행을 논의하고 있기 때문이다.본고가 보기에 이 부분을 이해하기 해

서는 우선 여기서 헤겔이 의지(Wille)를 사유(Denken)라 부르는 그 의미

를 악해야하며,이 게 악된 “의지로서 사유”내지는 “사유로서 의지”

를 통해서 드러나는 주체의 특징을 다시 밝 내야지만 이 논의를 출발할

수 있는 듯이 보인다.본고는 이 “의지로서 사유”로 악되는 주체의 특

징을 욕구를 체계화하는 자아(즉,사유)의 능력으로 악하고 있으며,이

를 통해 헤겔은 칸트의 실천철학의 한계(이성과 감성의 분리 이로부터

발생하는 의무의 추상성)를 극복하고자 하는 시도로 보고 있다.헤겔이

보기에,우리는 통제할 수 없는 자연 욕구에 따라 행 를 하는 것처럼

보여도,주체는 이 욕구에 따라서만 행 하는 것이 아닌,이 욕구를 체계

화하고 나의 목 에 따라 조직화하는 능력이 있다고 주장한다.80)그리고

80) 를 들어 우리는 배가 고 면,무엇인가를 먹어야 하지만 이 때 무엇을 먹을지는 우리가 선택

을 하며,더 나아가 의지로서의 사유의 단계에서 주체는 이 자연 인 욕구에서부터 동기부여 되

는 것이 아닌 자신의 앎(사유)으로부터 스스로 동기부여를 한다. 를 들어 A란 학생이 과학자

가 되기 한 꿈을 갖는 순간 그 꿈을 실 하기 한 최 의 장소인 B라는 학에 가기를 욕구

한다.이때 A란 학생은 B라는 학에 가고 싶은 감정과 욕구를 느끼며,자신의 목 을 해 스

스로 의욕하며 잠을 이는 등의 자신의 욕구를 체계화한다.이때 A가 설정한 목 이 이성 이

고 타당한 것이라면,이로부터 발생하는 감정과 욕구 역시 정당한 것이기 때문에,이 감정과 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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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체가 ‘나’의 과 더불어 ‘우리’의 에서 자신의 목 을 정립할

때,바로 “나이면서 우리이며,우리이면서 나”인 헤겔의 정신 개념에 도달

하게 된다.헤겔의 이와 같은 주장은 칸트의 실천이성의 추상 보편성을

극복하게 해 으로써,‘의무를 한 의무’를 실천하는 주체가 아닌 ‘나’자

신을 한 의무를 실천하는 보다 자율 이며 온 한 주체를 정립가능하게

해 다.그리고 헤겔을 넘어 이 주체 개념은 독일철학의 고유한 것81)이라

고도 부를 수 있는 비극철학자들 간의 차이를 밝히는 데도 유용하게 사용

될 것이다.82)

본고는 인륜성에는 두 계기가 존재한다고 주장했다.그 하나는 제

도 법과 같은 한 사회의 객 계기이며, 다른 계기는 이 지반에

서부터 출발하여 이를 승인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주 계기이다.그리

고 인륜성은 사회 법과 제도가 주 의 이성 동의를 거쳐 살아있는 것

이 될 때 가능한 것으로 주장했다.이때 인륜 인 상태를 고찰해 보면,주

은 나의 이익의 으로 이 제도들을 승인하거나 거부할 수 있으며,

는 사회 체(우리)의 으로 이 제도들을 승인하거나 거부할 수 있

을 것이다.헤겔은  법철학 의 ｢인륜성｣장에서 자를 “시민사회”안에서

의 주체의 특징으로 악하며,후자를 “국가”안에서의 주체의 특징으로

악한다.그리고 헤겔은 “시민사회”와 “국가”모두를 인륜성이라 부르며,

이 양자는 보편성이라는 사회 체의 과 매개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문제는 “시민사회”에서 어떻게 사회 체의 과 매개될 있는지의 여부

이다.헤겔은 “시민사회”의 원리를 철 히 개별성의 원리로 악하며,이

개인들은 자신의 이익추구가 지상 최 의 심사이다.그러나 자신의 이

익을 추구하기 해서는 타자의 욕망을 악해야하기 때문에,비록 이때

구는 다시 헤겔에 의해 실천 이성의 계기로 회복된다.

81)Szondi,(2002),pp.1-2.여기서 Szondi는 비극철학은 독일철학의 고유한 것이며,오늘날까지 비

극은 근본 으로 독일철학의 것이라고 주장한다.이러한 Szondi에 주장은 헤겔의 튀빙겐시 친

구들인 셸링과 휠더린을 비롯,쇼펜하우어,키에르 고르,그리고 니체까지 이어지는 독일철학의

계보를 살펴본다면 반박될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

82)여기에 한 국내 논문으로서 최근에 발표된 완,｢바그 의 경우를 통해서 바라 본 니체

헤겔｣(헤겔연구33,2013)을 참고하라.여기서 자는 비록 주체 개념을 면화 하여 논의를

개하고 있지는 않지만,헤겔과 니체 철학의 특징을 각각 “인식으로서의 정신”과 “행 하는 몸”으

로 구분함으로써 매우 흥미로운 논의를 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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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목 이 자신의 이익 추구라고 할지라도,이를 추구하기 해서는

타자와의 그물망,즉 욕망의 체계(System derBedürfniss)속으로 들어가

야 한다.따라서 “시민사회”에서의 개인들은 자신의 이익추구라는 의도

(Tun)속에서 타자의 ,즉 사회 체의 을 결과 으로(Tat)획득

하게 된다.그리고 “시민사회”는 결국 이러한 과도한 사 이익추구의 결

과로서 드러나는 부작용,즉 매 매석 등에 의한 부의 과도한 축 ,소득

의 재분배 문제에서 발생하는 계 간의 립 빈곤(Armut)과 천민

(Pöbel)의 사회 문제 등등으로 인해 개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해 공

인 힘을 지닌 보편성의 원리를 요청하게 된다.이 개인들의 이익을 해

요청된 보편성의 원리로부터 헤겔은 “시민사회”에서 “국가”로 이행하며,

국가의 원리는 이로서 개별성의 원리와 보편성의 원리를 모두 지니게 된

다.여기서 거듭 강조되어야 할 은 개별성의 원리를 포기하면서 보편성

의 원리를 요청하는 것이 아닌,개별성의 원리를 해 보편성의 원리를

요청한다는 에서 헤겔은 결코 공동체주의자나 체주의자가 아니라는

이다.따라서 “국가”는 “시민사회”보다 더욱 완성된 인륜성의 형태이며,

이 “국가”를 통해 헤겔이 목표한 바는 개인의 이익추구라는 개별성의 원

리와 사회 체의 인 보편성의 원리의 종합이다.“시민사회”에서 “국

가”로의 이행에 한 이와 같은 헤겔의 서술은 그의 철학이 선취한 많은

업 에서도 특히 두드러지는 부분이 바로  법철학 의 ｢인륜성｣이라는

을 증명한다.왜냐하면 헤겔은 독일 념론 통의 다른 철학자들과 달리

자신의 시 가 직면한 분리와 소외의 문제를 단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

오는”철학 방법에만 머물지 않고,“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철학의

실천 인 과제를 분명히 제시했기 때문이다.83)

83)따라서 마르크스가 ｢독일이데올로기 비 ｣에서 가하는 헤겔에 한 비 은 오직 반만 맞을

뿐이다.마르크스 비 의 반의 정당성은 헤겔이 모든 실 인 문제를 순수 사상으로 귀결시

켰다는 에서 주어질 수 있으며, 반의 부당성은 헤겔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독일 철

학”자가 결코 아니라는 이다.왜냐하면 헤겔의 “인정”과 “인륜성”에서 볼 수 있듯이, 실에서

발생하는 타자와의 립 개인과 사회와의 립의 계기를 새겨 넣음으로써,최소한 다른 당

의 독일 념론자들 보다 더욱 깊은 실의 문제를 직시했으며,보다 분명하게 그는 계 간의 갈

등 빈곤의 문제까지도 악했기 때문이다..따라서 본고는 헤겔이  법철학 에서 제시하는 “국

가”를 통해서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당 의 독일 념론자들 낭만주의자들과 달리,“땅

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려는 시도를 확인할 수 있음을 주장하는 바이다.마르크스,김세균, 칼

맑스, 리드리히 엥겔스 작 선집 1 ,(박종철출 사,2010),20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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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겔철학은 분명 매우 까다롭게 난해하다.이 때문에 헤겔철학은 이

러 러한 오해와 지독한 곡해의 상이 되어왔다.특히 이 문제는 헤겔철

학 안에서 공존하는 지성과 감성,이론과 실천,무한과 유한,개인주의와

공동체주의 등등을 어느 한쪽만을 강조하는 이분법 도식으로 악하는

주장들에서 쉽게 나타난다.그러나 의 논의에서 살펴봤듯이,헤겔은 자

신의 철학체계 체를 통해서 극복하고자 했던 것이 바로 지성의 이분법

사유라는 을 상기해 본다면,그가 그토록 극복하고자 했던 사유의

방식으로 다시 그의 철학을 바라보는 오류를 피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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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gel,“ReconciliationInTragedy”

Oh,Seok-Ye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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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purposeofthisstudyistoclarifyfrom aHegelianperspectivethe
conceptofreconciliationasrevealedintragedy.Tragedyisconsidered
asastagingofoppositionsandconflictsarisingfrom bothindividual
andsocialareasaswellasthestagingofsubsequentexperienceof
sufferingthatfollows.Reconciliationis,inturn,madepossiblewhen
man’'sspiritualpowerisunraveledashedoesnotsuccumbtosuch
sufferingandrathertakestheexperiencesasanopportunitynotonly
to face his own limitations butalso to overcome them.Tragic
reconciliation defined as such willactas a conceptthatbetter
illuminatestheconceptofUnitythatpenetratesthroughoutHegel’'s
philosophy.Furthermore,thisstudyintendstosuggestthepossibility
ofreconciliationwithnegativepowersbyexaminingoppositionsthat
lieinherentinusandtheensuingproblem ofsuffering.

In order to identify “reconciliation in tragedy”,this paper is
composedofthreeparts.Taking the(1)protagonist,(2)stageand
background,and(3)theperformanceoftragedyaspremises,thepaper
willexamineHegel’'s(1)conceptoftheSubject(subjectiveSpirit),(2)
theethicallife(objectiveSpirit),and(3)aesthetics(absoluteSpirit).

Thispaperintendstoformulate“reconciliation in tragedy”into
“self-actualizingindeath”.Here,“self-actualizingindeath”isdefined
asthatwhichispossiblewhenthe(tragic)herofulfillshispurposein
spiteofoverwhelming swaysofnegativepowerbroughtabout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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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indfate.Thus,‘'self-actualizingindeath’'mustbepremisedbya
subjectinastrongsenselikethetragichero,andthisinturnexactly
coincideswiththesubjectHegelintendedtoestablish.Tosupportthis
argument,thisstudyfirstexamineswhatthepowerofthesubject
thattarries with the negative is as mentioned in the preface of
Hegel’'sPhenomenologyofSpirit.Uponsuchexamination,thetragic
herothatmakesbothtragedyanditsreconciliationpossiblewillbe
established.Asaresult,the‘'magicalpower’'ofthesubject-the
subjectthatgivesbirthtoanew existencebyfulfillinghispurpose
uponseveringtieswithcausalityasprescribedbyfinitereality-will
comeinto view.Upon this,thisstudy intendsto demonstratethe
process ofthe birth ofthe subjectthatmakes possible tragedy
throughtheSpiritofChristianityanditsfate.

Hegel’'s ethicallife,which is predicated on the stage and
backgroundoftragedy,meansGeist,whichis“Iam we,weam I.”
Hegelwascriticalofthesolipsisticmodelofthesubjectprevalentin
his time,calling itmere tautologies,and intended to establish an
intersubjectivemodelthataccompaniedtheother.Such attemptsby
Hegelarefirstdemonstratedthroughhisearlyconceptofloveand
passes through Recognition,and itis finally consummated in the
ethicallife.Despitebeingthespiritofreconciliationwiththeotherthat
retainsdifference,loveisunfitasasocialmodelbecauseitremainsat
the levelofemotion.Likewise,when notmediated by law and
institution,reconciliation,thoughpredicatedonintersubjectivity,shows
danger of degenerating into imperfection that is merely one’'s
submissiontotheotherasshowninthe“master-slave”relationship.
Therefore,Hegelintendedtoestablishtheethicallifeastheultimate
areaofreconciliationthateliminatesalienationthroughthemediation
oflaw andinstitution.Thisethicallifewillbeinturnboththestage
andbackgroundoftragedy.

Lastly,thisstudyexaminesAestheticswherethephilosophyofart
isdealtastheabsoluteSpirit.Bylookingintotheancienttragedyof
Antigone and Oedipus Rex and the modern tragedy Hamlet,this
study willexamineshow reconciliation can bestaged.Assuch,in
Antigone,reconciliationwilltaketheform ofobjectivereconciliation
centeredaroundethicalpowers,andinOedipusRexandHamlet,it
will take the form of subjective reconciliation centered around
individualagents.In addition,thisstudy willadvancean in-depth
investigationofHegel’'s“reconciliationintragedy”byextendingthe
conceptsofobjectiveandsubjectivereconciliationtothedifferenceof
thedegreesofsufferingasdealtinancientandmoderntragedy,and
furthertotherelationbetweenartandphilosophyaspositionedwithin
Hegel’'sphiloso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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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Hegel,“reconciliation in tragedy” starts with accurately
recognizingthatapeaceful,harmoniouslifeofcoexistingisimpossible.
Thus,inthissense,thecontentofthisknowledgeisaboutgazing
squarelyintothearrayofdespairandskepticism thatunfoldsbefore
us,allby recognizing the impossibility ofpermanent peace and
harmoniouslife.Ifourlivescannotcompletelybefreeofsuffering,we
aretofirstgazeintoandacceptthepathofdespairandskepticism
and further advance to pierce through thatpath ofdespair and
skepticism.Evenwhenregardedasmereconviction,“reconciliationin
tragedy”,or“self-actualizingindeath”asamodeoffulfillingone’'s
purposeintheworldisapossiblepointofconsideration.

keyword:Hegel, reconciliationintragedy,Phenomenolgy
ofSpirit,fate,subject,AntigoneandHaml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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