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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헤겔의 정신현상학의 자기의식 장에 나타나는 여러 의

식의 형태를 검토하고, 이 의식의 형태들이 개별적 자기의식의 보편적

자기의식으로의 도야라는 과제를 수행하고 있음을 밝히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자기의식 장은 대상에 대한 의식에 머물러 있던 의식이 최초로

자신을 자각하는 곳이며, 이론적 의식이 실천적 의식으로 전화하는 곳이

다. 처음 자신을 자각한 의식은 그 자신만을 참된 것으로 여기며, 그의

실천적 태도는 대상을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고 그것을 부정하고자 하는

욕구에 그친다. 자기의식 장의 도정은 이 개별적인 자아 안에 갇혀있는

자기의식으로 하여금 세계에서 보편적인 방식으로 실현된 자신을 발견하

는 보편적 자기의식이 되게끔 한다.

자기의식 장을 본격적으로 고찰하기에 앞서, 먼저 2장에서 정신현
상학의 서론을 살핀다. 헤겔은 여기서 의식의 도야를 위한 방법을 규정

한다. 의식이 대상과 관계 맺을 때, 의식에게는 그에게 알려져 있는 대상

의 측면, 앎과 이 앎의 바깥에 있는 대상이 있다. 의식은 양자를 비교하

고 앎과 대상이 일치하지 않으면 자신의 앎을 대상에 걸맞도록 변화시킨

다. 그런데 의식이 가진 앎은 바로 대상에 대한 앎이었기 때문에 그 대

상 또한 앎과 함께 변화한다. 헤겔은 이러한 앎과 대상의 운동을 경험이

라 부르며, 이 일련의 경험들이 의식을 도야시킨다.

3장에서부터 자기의식 장에 대한 분석을 진행한다. 처음 자신을 자

각한 의식은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하지 못한 추상적인 자기의식이다. 이

추상적인 자기의식은 그 자신만을 참된 것으로 여기고, 다른 대상을 자

신에게 의존적인 현상으로 여긴다. 이러한 자기의식은 생명으로 나타나

는 대상과 관계 맺으며, 욕구이다. 욕구는 그 자신 앞에 나타나는 생명의

자립성을 무화시킴으로써 자신의 자립성을 증명하고 만족한다. 그러나

이러한 만족은 일시적인 것이며, 더욱이 욕구가 무화시켜야 할 생명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그 자신이 아닌 생명의 자립성을 드러내기 때문

에, 의식은 생명과는 다른 대상을 찾고 욕구와 다른 태도를 취한다.



- iii -

4장에서는 자기의식의 또 다른 자기의식과의 관계, 인정투쟁과 주노

관계에 대해 살핀다. 자기의식은 생명이 아닌 다른 대상을 통해 만족을

얻고자 하는데, 이 대상은 그와 같은 의식이다. 자기의식은 자신이 생명

이상의 존재라는 것을 자신에게 증명하기 위해, 그리고 상대방에게 유일

한 자립적인 존재로서 인정받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던지는 투쟁에 들

어선다. 이 투쟁의 결과는 양자의 죽음이며 의식이 도모한 것과는 달리

불모의 결과를 낳는다. 자신에게 생명 또한 본질적인 요소라는 것을 깨

달은 하나의 자기의식이 다른 자기의식에게 예속됨으로써 자신의 생명을

지키고자 하며, 이를 통해 주인과 노예라는 상이한 의식의 형태가 생겨

난다. 이중 도야의 과정을 밟아나가는 의식은 노예의 의식인데, 주인의

의식이 생명, 그리고 다른 자기의식을 부정함으로써 여전히 자신의 개별

적인 자아에 갇혀있는 반면, 노예의 의식은 생명을 그 자신에게 본질적

인 것으로 여김으로써, 그리고 주인을 인정함으로써 자신의 개별적인 자

아에서 벗어나는 최초의 계기를 마련하기 때문이다.

5장의 대상은 사유하는 자기의식이다. 노동을 통해 대상을 형성하는

가운데 노예의 자기의식은 대상의 형식으로서 대상 안에 자리 잡는다.

의식에게 대상은 그 자신이 실현되는 터전이 되고, 의식은 대상을 부정

하고자 하는 태도에서 벗어나 그에 대해 사유한다. 헤겔은 이러한 의식

의 태도를 스토아주의라 명명한다. 다만 사유는 아직 대상 안에서 충분

히 전개되지 않았으며, 의식이 대상에 대해 사유하는 측면은 사유의 보

편적이지만 형식적인 법칙, 또는 순수자아에 그친다. 이러한 형식적인 사

유에 대상의 구체적인 현존재가 대립하며, 의식은 그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취한다. 형식적인 사유를 통해서 구체적인 현존재의 무상함을 주

장하는 의식의 태도는 회의주의이다. 이 회의주의는 자신의 보편적인 사

유의 힘을 확신하기 위해 개별적인 것들의 가치를 부정하는 일에 매여

있게 됨으로써 오히려 스스로를 개별적인 것으로 드러낸다. 회의주의는

사유의 보편성과 구체적인 개별성을 화해시키지 못하고 양자의 분열 사

이에서 배회하는 불행한 의식이 된다.

마지막으로 6장에서는 불행한 의식에 대해 다룬다. 불행한 의식의 전

개는 분열된 보편성과 개별성을 매개하는 과정이며, 그를 통해서 보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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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자기의식에 도달하는 과정이다. 불행한 의식은 삼위일체의 교리를 통

해 자신의 개별성을 사유의 보편성으로 고양시키고자 한다. 1) 성부. 사

유의 보편성이 발견할 수 없는 성부로서 표상된다. 이에 반해서 불행한

의식은 자신을 우연하고 개별적인 것으로 여기고 사유의 보편성을 자신

에게 소원한 것으로 여긴다. 이 단계에서 보편성과 개별성은 단적으로

대립된다. 2) 성자. 그러나 성부가 성자로 육화했다는 교리를 통해서 불

행한 의식은 개별자가 된 보편자, 보편성과 개별성의 통일을 자신의 대

상으로 삼는다. 이 통일은 불행한 의식에게 예수라는 개별자로 표상된다.

불행한 의식은 예수가 죽었음에도 이 예수와 직접적으로 만나고자 하는

몽상가이며, 그는 현실에서 만날 수 없는 예수와 만나기 위해 자신의 내

부로 향한다. 자신의 내면에 침잠한 상태, 일종의 몽유병인 이 심정의 상

태에서는 예수를 만났다는 일시적인 느낌이 생겼다가 사라질 뿐이다. 3)

성자의 죽음. 불행한 의식은 예수의 죽음을 받아들임으로써 심정의 상태

에서 벗어난다. 예수가 죽고 자연으로 돌아감으로써 세계는 신성해진다.

이 신성한 세계는 보편성과 개별성이 화해된 세계이며, 객관적이고 보편

적인 인식의 세계이다. 불행한 의식은 이 세계와 관계함으로써 보편성으

로 고양되고자 하나, 여전히 욕구와 노동이라는 주관적인 방식으로 그렇

게 한다. 불행한 의식의 시도는 오히려 자신의 개별성과 세계와의 대립

을 심화시켜 이윽고 정신착란에 이르도록 한다. 4) 성령. 불행한 의식이

보편성과 개별성의 통일에 도달하는 것은 성령에 의해서, 즉 종교 공동

체에 의해서이다. 불행한 의식은 스스로의 노력을 포기하고 종교 공동체

에게 모든 판단과 책임을 맡기는데, 이를 통해서 자신의 개별성을 방기

하고 그 자리를 공동체의 의지로 채운다. 불행한 의식은 자신의 개별성

을 세계와 대립시키지 않으며, 세계에서 보편적으로 실현된 자신을 발견

하는 보편적 자기의식으로 도야된다.

주요어 : 헤겔, 정신현상학, 자기의식, 욕망, 인정투쟁

학 번 : 2015-20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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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정신현상학1)은 대상을 감각하는 소박한 의식이 스스로를 학문적인

인식으로 형성해내는 도야의 과정이다. 의식은 언제나 일정한 대상과 마

주하고 있으며 이 대상에 대해 안다. 의식이 대상을 불완전하게 파악할

때 의식의 앎은 대상과 모순된다. 의식은 이 모순을 해소하기 위해 자신

의 앎을 수정한다. 그러나 이 앎은 대상에 대한 앎이기 때문에 앎이 변

할 때 대상 자체도 함께 변한다. 정신현상학은 이러한 의식과 대상 사

이의 모순과 그 모순의 해소를 통해 전진하는 과정을 그려낸다. 정신현
상학의 처음 단계인 의식 장의 의식은 대상의 세계를 참된 것으로 여

긴다. “정신은 또한 자신 안에 감성적 확신, 지각, 지성을 포함하는 의식

일반인데, 그가……이 현실성이 자기 자신의 대자존재라는 점을 추상하

는 한에서 그러하다.”2) 이 단계는 말하자면 인간 정신의 유아기다. 의식

은 순진무구하게 자신 앞에 주어진 세계를 받아들인다. 그러나 의식은

이 세계가 자신이 실현되는 터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 의식이 스스

로를 자각할 때, 그리고 “반대로( 의식 장의 대상 의식과는 반대로―글

쓴이) 의식이 자신의 대상이 자신의 대자존재라는 분석의 계기를 고수할

때, 의식은 자기의식이다.”3) 처음에 의식은 그 자신 과 상이한 대상을

참된 것으로 여기지만, 자기의식 장에 들어서면서 그 자신을 참된 것으

로 여긴다. 이론적으로 대상을 관조했던 인식은 이제 대상을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고 그것을 부정하고자 하는 실천적 의식이 된다. 자기의식으

로서의 의식에게는 그 자신의 주관만이 참된 것이며, 의식은 사춘기를

겪는다. 의식은 세계에서 자신의 개별적인 의지를 실현하고자 하며, 의식

에게 세계는 오직 그 자신을 위한 의미를 지녀야 한다. 그러나 세계는

그렇게 존재하지 않는다. 의식은 세계와 대립하고(욕구), 그 대립을 피하

1) G. W. F. Hegel, Phänomenologie des Geistes, Werke in zwanzig Bänden Bd. 3,

Frankfurt am Main : Suhrkamp, 1986. (이하 PdG으로 약칭)

2) PdG, S. 326.
3) PdG, S. 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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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 자기 내면으로 들어가서 고통 받는다(불행한 의식). 의식은 세계

와 자신의, 대상의식과 자기의식의 모순을 화해시켜야 한다. 의식은 그

자신을 세계와 대립하는 것으로서가 아니라 이 세계 안에서 실현되는 것

으로 발견해야 한다. 이 자기의식이 그려내는 여러 장면들, 예컨대 욕구

와 그 욕구의 좌절, 인정을 위해 목숨을 거는 투쟁, 주인과 노예의 변증

법과 불행한 의식의 방황은 많은 사람을 매료시켰다. 코제브4), 사르트

르5), 가다머6)와 같은 철학자들이 자기의식 장의 대한 수용과 비판을

통해 자신의 철학을 전개시켜 왔을 뿐더러, 정치학과 교육학 등 다양한

영역의 작업이 자기의식 장을 영감의 원천으로 삼고 있다.

자기의식 장의 해석 경향은 크게 두 줄기로 갈라진다.7) 한편에서는

상호주관적인 관점으로부터 자기의식 장을 해석한다. ‘인정투쟁’과 ‘주인

과 노예’와 같은 사건들은 역사의 한 시점에서 발생했거나 반복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며, 특별히 인간이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 사회를 형

4) 알렉상드르 코제브, 역사와 현실 변증법, 설헌영 옮김, 한벗, 1981.

5) 장 폴 사르트르, 존재와 무, 정소정 옮김, 동서문화사, 2009.

6) H. G. Gadamer, Hegel's Dialectic: Five Hermeneutical Studies, trans. Christopher

Smith.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1976.

7) 양운덕은 K. Glory를 따라서, 주인과 노예에 관한 해석을 1) 내용적 해석과 2)형식적

-구조적 해석으로 나눈다. 내용적 해석은 자기의식 장을 역사 및 사회와 같은 구체

적인 상황과 관련하여 해석하고자 한다. 내용적 해석은 역사적 해석과 사회학적 해석

으로 다시 나뉠 수 있다. 역사적 해석은 “ 자기의식 장을 상호주관성

(Intersubjektivität)에 관한 이론으로 보고, 여기에서의 자기의식과 인간을 동일시한

다. 이러한 자기의식의 발전 과정을 유적(類的)역사의 발생과정으로, 자유를 향한 인

간의 자기형성 과정으로 이해한다.” 구체적인 시점을 특정하는 것은 학자에 따라 다

소 차이가 있다. Kojeve와 Riedel은 고대 희랍사회를 자기의식 장의 출발로 보고, I.

Fetscher는 이 장이 부르조아 혁명 이전 사회를 배경으로 삼고 있다고 본다.

H.Ottmann은 이 장을 원초적 자연상태로 여긴다. 사회학적 해석 또한, “이 관계를 상

호주관성에 관한 이론으로 보고, 이것을 사회에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복수성(다수의

자기의식)을 전제해야 한다고 보며, 역사적 해석과 마찬가지로 이론적 자기의식과 실

천적인 자기실현을 동일시하고, 자기의식의 사회적 승인과정을 자기실현-자유-자율성

의 틀로 해석하고자 한다.” 형식적-구조적 해석의 대표자는 Becker이다. 그는 상호주

관적인 해석을 부정하며, 그에 의하면 자기의식 장의 과정은 하나의 자아 내부에서

일어나는 “가면극(Maskenspiel)”이며, 자립적 의식과 비자립적 의식의 대립과 통일을

나타낸다. 양운덕, “정신현상학의 「자기의식」 장에서의 승인운동(承認運動)과 그

구조” (1988), 헤겔연구 4권, 58-62쪽 참조. 본 연구에서는 내용적 해석이 다수의

의식의 관계에 치중하여 상호주관적인 특성을 강조하고 인식론적인 측면을 결여함을,

다른 한편으로 형식적-구조적 해석이 인식론적인 측면을 강조하여 상호주관적인 측

면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상호주관적 해석과 인식론적 해

석이라는 어휘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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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하는 장면을 그려낸다.8) 또는 이 사건들은 역사적인 의미를 가지지 않

더라도 여전히 유아론적인 자아가 스스로를 벗어나 타자와 관계 맺는 장

면으로 해석될 수 있다.9) 이러한 해석들은 자기의식 장을, 고립된 주관

안에서 등장하는 자기의식의 상호주관적인 발전에 집중한다. 그 자신의

욕구만을 고려하는 폐쇄적인 자기의식이 자기의식 장의 과정을 통해서

타자를 고려하게 되며, 사회를 구성하게 된다는 것이다. 다른 한편에서는

자기의식 장을 주관-객관의 관점을 통해, 즉 인식론적인 관점을 통해

해석한다. 이들은 자기의식 장에 등장하는 인정투쟁과 주인과 노예의

관계 등을 복수의 의식 사이에서 발생하는 상호주관적인 관계로 보지 않

으며, 자기의식 장 이전의 의식 장에서 등장하는 이론적 의식과의 연

장선에서, 하나의 의식 안에서의 인식의 상이한 계기들―자기 인식과 대

상 인식―을 비유적으로 나타내는 것으로 여긴다.10) 이와 같은 해석들은

8) 대표적으로 코제브는 인정을 통해 인간이 자연적 상태에서 벗어나 “인간적이고 역사

적이며 자기 자신을 의식하는 실존”(역사와 현실 변증법, 78쪽)으로 들어선다고 본

다. 이후 그는 주인의 의식을 그리스 공동체에, 노예의 의식을 로마시기에 대응시킨

다.

9) 노만과 바이저는 자기의식 장이 자기인식에 타자가 전제됨을 보여줌으로써 유아론

의 극복을 꾀하고 있다고 해석한다. “…그것은 자기지의 성질에 대한 중요한 주장일

뿐더러 또한 그것은 유아론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으로도 생각될 수 있을 것이다.

유아론을 따른다는 것은 ‘나는 타인의 존재에 대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의 존재에 대

해서 알고 있을 뿐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러나 헤겔에 의하면 실은

최소량의 자기지를 포착하기 위해 필요한 어떠한 타자에 대한 지 가운데에서도 나 이

외의 인간에 대한 지는 필연적으로 전제되어 있게 마련이다.” 리차드 노만, 헤겔 정

신현상학 입문, 오영진 옮김, 한마당, 1984, 56쪽. “헤겔은 의식의 권역을 벗어나 자

아를 정신으로서의 상호주관적인 자기의식에게로 이끌어 나가고자 한다. 헤겔 전략의

본질은 단순하다. 그는 이성적 존재로서의 자기인식은 오로지 상호적인 인정을 통해

서만 가능하다고 논증한다. 다시 말하면 자아는 타자가 그 자신에게 승인하는 것과

동일한 지위를 타자에 대해 승인할 때에만 자기 자신을 이성적 존재로서 아는 것이

다. 상호적 인정에서의 자기의식의 이러한 공동 구조, 즉 타자가 자아를 통해 그 자신

을 알듯이 자아가 타자를 통해 그 자신을 아는 것을 헤겔은 ‘정신’(Geist)이라 부른

다.” 프레더릭 바이저, 헤겔, 이신철 옮김, 도서출판 b, 2012, 233쪽.

10) 베커와 맥도웰의 경우, 인정투쟁과 주인과 노예의 관계를 복수의 의식 사이에서 발

생하는 상호주관적인 관계가 아닌, 하나의 의식 안에서 발생하는 주관적인 관계로 여

긴다. 자기의식 장은 “주인의 의식과 노예의 의식이 서로 다른 두 개인에게서 구체

화된다는 비유적인 설명”(John Mcdowell, (2006) “The apperceptive I and the

empirical self”, in Hegel: New Directions. edt. by Katerina Deligiorgi, Acumen

Publishing, p. 45)을 통해 하나의 의식의 다양한 측면을 드러낸다. 이들은 모두 주관

적 관념론을 이용해서 자기의식 장을 해석하는데, 베커는 피히테와 초기 셸링을, 맥

도웰은 칸트를 이용한다. 주인은 절대적 자아 또는 초월론적 통각으로서 순수하게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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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의식 장의 과정에서 자기의식의 인식론적 진보를 보고자 한다. 자

기의식 장 이후에 전개되는 공동체와 역사로서의 ‘정신’의 차원을 고려했

을 때에는 상호주관적인 해석에, 자기의식 장 이전의 이론적 의식과의

연관을 고려했을 때에는 인식론적 해석에 타당성이 부여되는 것처럼 보

인다. 그러나 자기의식 장의 전체 전개를 살펴보면, 헤겔 자신은 상호주

관성과 인식론의 문제를 분리시키지 않았다는 것이 밝혀진다. 헤겔에게

있어서 객관적인 인식은 공동체에 의해서만 가능하며, 이러한 사실은 우

리가 자기의식 장을 개별적 자기의식의 보편적 자기의식으로의 도야라

는 주제 하에서 살필 때 명확해진다.

정신현상학의 첫 장인 의식 장의 결과는 자기의식 장이며, 의식

장의 목적은 의식이 스스로를 자기의식으로 깨닫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자기의식 장의 결과는 자기의식 장의 뒤에 오는 이성 장이며, 자기

의식 장의 목적은 자기의식이 이성으로 도야되는 것이다. 헤겔이 ‘이성’

의 개념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주관과 객관의 동일성에 대한 확신

이다. 의식 장에서 의식은 어린아이와도 같이 세계를 그저 순진무구하

게 참된 것으로 받아들였다. 객관의 진리에 대한 무비판적인 수용이 의

식의 특징이다. 그러나 의식은 자기의식 장에 이르러 자신을 자각하고

자신만을 참된 것으로 여기며, 세계는 그에게 소원하며 따라서 부정되어

야 할 것이 된다. 여기서는 주관의 계기가 강조되며, 객관의 계기가 부정

된다. 이성은 대상의식과 자기의식, 객관과 주관의 변증법적 통일이다.

이성 장에 이르러 의식은 세계를 다시금 참된 것으로 여긴다. 그러나 자

식적인 자아의 측면을, 노예는 경험적 자아 또는 경험적 통각으로서 대상과 결부된

자아의 측면을 나타낸다. 이 두 측면은 모두 자아에게 본질적인 측면이며, “한 관념적

자기의식의 양태들”(Werner Becker, (1970) “Hegels Dialektik von Herr und

Knecht”, in Stuttgarter Hegel–Tage 1970, hg. von Hans―Georg Gadamer, in

Hegel Studien, beiheft 11, Bonn:Bouvier Verlarg, 1974, S. 438.)이다. 인정투쟁은 이

두 계기로의 분열을, 주인과 노예의 관계는 다시 하나의 자아로의 통합을, 그리고 노

예의 노동은 통합된 자아의 발전 과정을 나타낸다. 주인과 노예의 관계 뿐 아니라, 루

손의 경우 불행한 의식을 경험적 자아와 초월론적 자아의 관계를 그려내는 것으로 본

다. 그에 따르면 불행한 의식을 이루는 두 계기, 특수성과 불변성은 경험적 자아와 초

월론적 자아에 상응한다. “‘특수성’은 부정의 규정적 산물의 계기, ‘지각의 다발’인 특

수한 계기 또는 경험적 자아에 상응하며, ‘불변자’는 순수한 부정성의 힘의 계기 또는

초월론적 자아에 상응한다.” John Russon, (1997) The Self and Its Body in Hegel's
Phenomenology of Spirit, Toronto: University of Toronto Press, p.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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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의식의 단계를 거쳐 온 의식은 이제 세계를 그저 순진무구하게 받아들

이지는 않는데, 누구라도 자각적으로 순진무구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의

식은 그 자신의 주관이 세계 자체에서 실현되고 있음을 발견한다. 그래

서 의식에게 세계는 그와 상이한 것으로서 부정해야 할 것이 아니라 바

로 그 자신으로서 파악해야 할 것으로 나타난다. 이 인식론적인 도야는

동시에 상호주관적인 도야를 전제하는데, 이는 보편적 자기의식으로의

도야이다. 헤겔은 엔치클로페디의 정신현상학 에서 이 보편적 자기의

식의 개념을 상세히 서술한다.

보편적인 자기의식은 다른 자기 안에서 자기 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아는 것이

며, 이들 각각이 자유로운 개별성으로서 절대적인 자립성을 가지지만, 자신의 직접

성 즉 욕망에 대한 부정에 의해서, 자신을 다른 자기로부터 구별하지 않으며, 보편

적인 것이며, 객관적이고, 상호성으로서 실재적 보편성을 가지는데, 말하자면 그는

다른 자유로운 자기 안에서 자신을 인정받는 것으로 알고, 다른 자기를 인정하고 그

가 자유롭다는 것을 아는 한에서 이를 아는 것이다.11)

우리는 엔치클로페디의 정신현상학 에서 개별적 자기의식의 보편

적 자기의식으로의 도야를 조망할 수 있다. 헤겔은 욕망(426~9절)과 인

정하는 자기의식(430~5절)을 고찰하고, 이성(438~9절)으로 넘어가기에 앞

서 보편적 자기의식(436~7절)에 별개의 장을 제공하고 그에 대해 설명한

다.12) 처음에 등장한 직접적인 자기의식은 모순적인 상황에 처해있다.

자기의식은 그 자신을 참된 것으로 여기지만, 그에게는 여전히 그 자신

이 아닌 대상의 세계가 남아있다. 이 자기의식은 이 대상의 세계의 자립

성을 부정하고자 하는 욕망으로서 나타난다. 이 자기의식은 세계의 보편

적인 내용들을 수용하지 않으며, 자신의 특수한 욕망과 개별적인 주관을

11) G. W. F. Hegel, Enzyklopaedie derz philosophischen Wissenschaften III , Werke
in zwanzig Bänden Bd. 10, Frankfurt am Main : Suhrkamp, 1986, S. 226. (이하

Enzy III으로 약칭)

12) 헤겔은 1807년의 정신현상학에서는 자기의식 장의 ‘불행한 의식’의 고찰에서 이

성 장으로 넘어가기에 앞서 자기의식의 개별성의 보편성으로의 고양에 대해 고찰한

다. 그러나 여기서 그는 보편적인 자기의식의 고찰에 별개의 장을 제공하지 않을뿐더

러 보편적인 자기의식이라는 어휘를 사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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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집한다. 이 자기의식이 다른 자기의식을 마주쳤을 때, 그는 자신의 특

수한 욕망의 실현을 위해 투쟁에 들어선다. 그러나 투쟁을 넘어서서 두

자기의식은 서로를 자신과 같은 자기의식으로 인정하기에 이른다. 이 상

호인정을 통해 자기의식들은 행위의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내용―인륜성,

즉 가족, 국가, 덕, 사랑과 같은 내용―을 형성하며,13) 자신의 특수한 욕

망이 아니라 객관적인 내용으로부터 행위한다. 이와 같이 보편적이며 객

관적인 내용들을 통해서 스스로를 실현시키는 자기의식은 보편적인 자기

의식이다. 그런데 이 보편적인 자기의식은 인륜성, 법, 덕과 같은 정신적

내용에서만이 아니라, 그에 앞서 대상의 세계, 사물에서 객관적으로 실현

된 자신을 발견한다.14) 그래서 보편적 자기의식의 최초의 형태는 바로

자신과 대상, 주관과 객관의 동일성을 발견하는 이성이다.15)

13) “이렇게 자기의식이 보편적으로 다시금 현상하는 것, 스스로를 자신과 동일한 주관

성으로서의 자신의 객관성 안에서 그리고 따라서 보편적으로 아는 개념이 모든 본질

적인 정신성, 가족, 조국, 국가, 또한 모든 덕, 사랑, 우정, 용기, 명예, 명망의 실체의

의식의 형식이다.” Enzy III , S. 226.

14) 헤겔은 의식과 자기의식, 자기의식과 이성의 상이성을 말하지만, 주관-객관의 동일성

을 인식하는 이성과 상호주관적으로, 공동체를 통해 실현된 정신에 대해서는 그 상이

함보다 연속성을 강조한다. 이성은 정신을 포괄한다. 헤겔은 1807년의 정신현상학
에서 이성과 정신을 별개로 고찰하지 않으며, 이성 장 안에서 정신을 고찰한다(이성

과 정신은 모두 이성 장((C.) Vernunft)에 속하며, 이성은 (C.)(AA.)에, 정신은

(C.)(B.B)에 속한다.). 헤겔에게 정신이란 그 자신이 이성임을 아는 이성이다. 즉 주관

과 객관의 동일성을 단순히 확신할 뿐인 이성이 스스로가 이성적 존재라는 것을 알

때 정신이 된다. 의식은 사물 또는 유기체와 같은 객관으로 실현된 스스로를 발견할

때 이성이다. 더 나아가 의식이 그와 같은 주관으로 실현된 자신을 발견할 때 그는

자신이 이성임을 아는 정신이다. 그러나 이 둘은 모두―상이한 차원에서―주관과 객

관의 통일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이성에 속한다. “이성은 이러한 동일성으로서 단지

절대적인 실체일 뿐만 아니라 앎으로서의 진리이기도 하다……이 아는 진리가 정신이

다……따라서 정신은 그가 세계 안에서 자기 자신을 찾을 것이라는, 그에게 세계가

친숙해져야만 한다는, 마치 아담이 이브를 자신의 살로부터 나온 살이라고 말했던 것

처럼, 그가 세계 안에서 자신의 고유한 이성으로부터 나온 이성을 구해야 한다는 확

신을 가진다. 우리에게 이성은 주관적인 것과 객관적인 것의, 자기 자신을 위해 현존

하는 개념과 실재성의 통일로 밝혀졌다. 따라서 정신은 자기 자신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이자 이성에 대한 앎이라는 점에서 주관적인 것과 객관적인 것의 통일의 앎이자,

―그의 객관이 개념이자 개념이 객관적이라는 앎이다.” Enzy III , S. 229-30.

15) “우리가 앞 절에서 보편적 자기의식이라 불렀던 것은 그것의 진리에 있어서는 이성

의 개념이다……그러나 자기의식이 이 보편성에 다다름으로써 자기의식은 단어의 본

래적인 또는 좁은 의미 안에 있기를 그치는데, 왜냐하면 자기의식 자체에 바로 자기

의 특수성에 고착된다는 것이 속하기 때문이다. 이 특수성의 포기를 통해서 자기의식

은 이성이 된다. 여기서 “이성”이라는 명칭은 자기의식과 그의 객체와의 일단 아직까

지는 추상적이거나 형식적인 통일이라는 의미를 가질 뿐이다.” Enzy III , S. 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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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표는 1807년의 정신현상학의 자기의식 장을 위와 같

은 개별적 자기의식의 보편적 자기의식으로의 도야라는 주제를 통해 일

관적으로 해석하고, 이 도야의 과정에서 등장하는 다양한 의식의 형태를

고찰하는 것이다. 연구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될 것이다. 먼저 자기

의식 장의 일관적인 해석을 위해서 정신현상학의 현상학적 방법을 고

찰할 것이다(2장). 그리고 이를 토대로 자기의식 장에 나타나는 다양한

의식의 형태(욕구하는 자기의식(3장), 인정하는 자기의식(4장), 자유로운

자기의식(5장), 불행한 의식(6장))를 차례로 고찰할 것이다. 끝으로, 자기

의식의 도야과정이 가지는 의미를 밝힘으로써 논의를 마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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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신현상학의 방법

헤겔은 정신현상학의 서론에서 이 책 전반을 이끌어 나갈 방법에

대해 고찰한다. 이 방법을 자세히 살피는 것은 단지 자기의식 장의 일

관적인 해석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중요성을 가지는데, 왜냐

하면 헤겔은 여기서 특별히 비대해진 주관성의 두 양태, 주관적 관념론

과 회의주의와 대결하고 있기 때문이다. 헤겔은 그 시작부터 세계로부터

고립된 주관이라는 전제를 거부한다.

헤겔은 주관적 관념론, 특히 칸트의 방법을 비판하며 서론을 시작한

다. 칸트는 인식을 인식 대상을 획득하는 ‘도구’ 또는 ‘매체’로 보았으며

이 도구와 매체에 대한 검사를 통해 오류를 피하고 올바른 인식을 얻고

자 했다.16) 그러나 헤겔은 이 “오류에 대한 두려움”이 오히려 “진리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보았는데17), 인식이 도구 또는 매체라는 전제는 인

식과 절대적인 것을 분리시켜 참다운 인식을 불가능한 것으로 만들기 때

문이다. 인식이 도구이거나 매체라면 이를 거쳐 온 대상은 반드시 변화

16) 다수의 연구자들이 이 ‘도구’와 ‘매체’로서의 인식에 대한 비판이 칸트를 향하고 있다

는 것에 동의한다. 그러나 특별히 스턴은 헤겔이 칸트와 함께 로크를 지시한다고 여

기며(Robert Stern, (2013) The Routledge guide book to Hegel's Phenomenology
of spirit, Abingdon, Oxon ; New York : Routledge, p. 37 참조.), 지프의 경우 절대

자를 획득하는 도구로서의 인식이라는 개념이 앎과 대상의 주관적 조건에 대한 칸트

의 이론을 포착하지 못하며, 인식의 왜곡을 제거함으로써 대상 그 자체를 얻을 수 있

다고 여기는 서술 또한 그러하다고 여긴다. 그는 헤겔의 서술에서 모든 지성의 개념

으로부터 신에 대한 신앙의 직관을 격리시키야 한다고 생각한 야코비의 부정신학을

읽어낸다. 그러나 그 역시도 이 대목의 해설을 위해 칸트의 개념을 사용한다(Ludwig

Siep (2000), “Der Weg der "Phänomenologie des Geistes" : ein einführender
Kommentar zu Hegels "Differenzschrift" und zur "Phänomenologie des Geistes"
”, Frankfurt am Main : Suhrkamp, S. 74-5).

17) “요컨대 그 두려움은 도구 내지 매체로서의 인식에 관한 표상들을 전제하며, 또한

이러한 인식으로부터의 우리 자신의 구별을 전제한다. 그러나 그 두려움은 무엇보

다도 특히 절대자가 한편에 있고 인식은 다른 편에 그 자체로 절대자로부터 분리되

어 있으면서도 실재적인 어떤 것이라는 것을, 또는 이와 더불어 절대자 바깥에 있는

까닭에 아마도 또한 진리 바깥에 있는 것이기도 할 인식이 그럼에도 참답다는 것을

전제하는데,―이러한 가정은 오류에 대한 두려움으로 자칭하는 것이 오히려 진리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식될 수 있게끔 하는 그러한 것이다.” PdG, S.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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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알려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사람들은 알려질 수 없는 인식 이전의

대상만을 참된 것으로 여기고 인식된 것을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거나 인

식된 것이 대상 자체는 아니더라도 그 나름대로 참된 인식이라고 얼버무

리는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인식이 도구거나 매체라는 전제, 따라서 인식

에서 주관과 객관이 동떨어져 고립되어 있다는 전제 자체가 그저 검증되

지 않은 것에 불과하다. 오히려 이 오류를 피하고자 하는 조심스러움이

“그와 같은 망설임 없이 과업 자체에 나서 현실적으로 인식하는 학문에

대한 불신을 정립”18)하는 것이다. 진리에 대해 소극적인 이러한 입장 또

한 참된 학문과 마찬가지로 스스로가 참되다고 주장한다. 학문은 이러한

견해에 맞서 스스로를 정당화해야 하는데, 모든 주장은 그것이 주장인

한에서 같기 때문이다. 참된 학문은 오직 그 자신만이 참되다고 단언할

것이다. “저 단언을 통해 학문은 자기의 존재를 자기의 힘으로 천명한

셈이다. 그러나 참되지 않은 앎도 마찬가지로 그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내세워 자기에게 학문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단언한다. 그러나 하나의 불

모의 단언은 다른 단언과 전적으로 똑같이 타당하다.”19) 따라서 참된 학

문은 스스로를 단언이 아닌 구체적인 상론을 통해 입증해야 한다. 이 상

론은 어떤 방식으로 전개되어야 하는가?

자연적 의식20)에게 학문은 외적인 것이며, 따라서 의식은 학문의 견

해를 받아들일 수도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의식 스스로가

필연적인 도정을 통해 학문적 의식으로 도야된다면 의식은 참된 학문을

18) PdG, S. 69.
19) PdG, S. 69.

20) “그런데 의식을 수식하고 있는 ‘자연적’이라는 말은 무슨 의미인가? 자연성

(Natürlichkeit)은 ‘신체성’(Leiblichkeit)이나 ‘유기적 자연’을 의미하지 않는다……헤겔

에 있어서 ‘자연’이라는 용어는 오직 구속하는 것, 제한하는 것 등의 의미만을 갖는다.

이러한 구속적인 것, 규정하는 것은 또한 의식의 영역에도 있다……이 자연은 “기존

의 처지, 상황, 관습, 종교” 등 의식을 규정하는 전체 상황 모두를 말한다. 자연적 의

식은 본질적으로 그때 그때 자기를 지배하고 규정하는 전체 상황과 직접적으로 하나

가 되어 있다.” 베르너 마르크스, 헤겔의 정신현상학, 장춘익 옮김, 1984, 서광사, 55

쪽. 자연적 의식은 그를 둘러싼 물질적―정신적 자연에 의해 수동적으로 규정된다. 그

러나 의식의 도야가 진행될수록 의식은 자신의 자연성―제한되고 규정되었다는 측면

―을 탈피하고 자연을 지배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개인의 도야・교양은……그의 비

유기적인 자연을 자기 내로 소화하여 대자적으로 소유하게 된다는 데 존립한다.”

PdG, S.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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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들일 것이며 그에게서 학문이 입증될 것이다. 참된 학문의 정신이

문화와 역사를 통해 현상했듯이 개별적인 의식이 그 현상의 과정을 자기

것으로 하여 참된 정신으로 하여금 그 자신에게서도 현상하도록 하는 도

정, 이 도정이 정신현상학이다. 이는 “참된 앎을 향해 밀치며 나아가는

자연적 의식의 도정”이자 “스스로의 본성에 의해 자신에게 미리 정해져

있는 체류지로서 일련의 자신의 형태화들을 편력해 가는 영혼의 도정”21)

이다. 참된 학문은 이 도정을 통해서 다른 견해들의 단언, 한낱 존재에

대해 스스로의 구체적인 상론을 대립시키고 그를 통해 스스로를 입증할

것이다.

이 도정은 그저 순탄한 여행일 수 없으며 오히려 이 도정은 “회의의

도정이거나 더 본래적으로는 절망의 도정”22)이다. 자연적 의식은 자신의

앎을 참된 것으로 여긴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제한된 앎을 버리고 다

른 앎으로 나아가는 것은 그때마다 “자기 자신의 상실”23)이다. 이 회의

의 도정은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회의주의와는 정반대의 것인데, 이 도정

에서의 회의는 사태로부터 추동되는 반면 일반적인 회의주의는 비대해진

주관성에 그 원인이 있기 때문이다. 회의주의는 진리 자체를 추구하는

태도가 아니라 진리를 추구하는 그 자신을 추구하는 태도이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그 자신이기 때문에, 그는 사태에서는 “순수한 무”24)

만을 본다. 이러한 태도는 “자신에게서 온갖 진리를 좌절시키고 그로부

터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것을 이해하며, 언제나 모든 사상을 해소하고

모든 내실 대신에 무미건조한 자아를 발견하는 것만을 아는 자신의 지성

을 즐기는 허영심”25)에 불과하다. 반대로 회의의 도정은 순수한 무가 아

니라 “무가 규정적으로 그것이 그로부터 결과한 것의 무라는 사실”26)을

본다. 회의의 도정에서 마주치는 각각의 단계들은 단적으로 오류인 것이

아니라 전체에서 일정한 부분만을 고립시켜 참되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21) PdG, S. 72.

22) PdG, S. 72.

23) PdG, S. 72.

24) PdG, S. 74.

25) PdG, S. 75.

26) PdG, S.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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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이다.27) 의식이 어떤 제한된 영역만을 참된 것으로 알 때, 전체가 그

보다 크기 때문에 그 앎은 결함 있는 것으로 드러난다. 하나의 앎을 참

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게 하는 것은 고립된 사태에 대한 전체의 반발

이며 앎에 대한 부정은 그 앎을 잘못된 것으로 입증하는 전체가 드러나

도록 한다. 부정된 사태는 전체의 부분적인 계기만을 이루는 것으로 밝

혀진다. 따라서 일반적인 회의주의가 부정된 사태에서 순수한 무만을 보

는 것과 달리 이 도정에서 부정된 것은 “규정된 무이며 내용을 가지는

것”28)이다. 각각의 단계의 사태들은 부정되어 전체에 더 가까운―더 포

괄적인―다음 단계로 이행하는 가운데 스스로 전체의 계기를 이룸으로써

추상적인 전체를 구체화한다.29) 이러한 이행들의 완전한 계열을 겪어나

27) 회의의 도정에서 마주치는 진리에 대한 주장들이 단적으로 잘못된 것이라면 이 주장

들은 전혀 참된 학문으로의 도정의 계기를 이루지 못한다. 이 주장들은 전체로부터

부분을 고립시켜 참된 것으로 주장하기 때문에 오류이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진리의

도정에서 필연적인 계기가 된다.

28) PdG, S. 74.

29) “만약 우리가 특정한 項 A를 정립한다면 그것의 부정인 非―A는 참으로 새로운 항

B를 창출하는가? 그런 것 같지는 않다. 여기서 헤겔의 논의를 이해하고자 한다면, 우

리의 견해로는 전체(Tout)가 항상 의식의 전개과정에 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장 이뽈리뜨, 헤겔의 精神現象學, 이종철, 김상환 옮김, 문예출판사,

1986, 22쪽. 의식의 도정은 논리적인 연역을 통해서가 아니라 의식과 대상, 세계간의

변증법을 통해 이루어진다. 의식은 문화와 역사의 터전에 놓여 있으며 대상과 그에

대한 앎을 부정할 때마다 의식은 다시 이 터전 안에서 새로운 대상을 발견하고 그를

통해 자신의 새로운 형태를 마련한다. “개별자는 또한 내용에 따라서도 보편적 정신

의 교양단계들을 두루 거쳐나가야만 하지만, 그 단계들은 정신이 이미 벗어 던진 형

태들로서 다 마무리되고 평평해진 길의 단계들이다……이러한 지나간 현존재는 개인

의 실체와 따라서 그에게 외면적으로 현상하는 가운데 그의 비유기적인 자연・본성
을]형성하는 보편적 정신이 이미 획득한 소유물이다.” PdG, S. 33-4. 논리적 연역과

변증법적 방법의 차이 및 그에 대한 상이한 견해들은 Philip J, Kain, (1998) “The

Structure and Method of Hegel's Phenomenology” CLIO, Summer, Vol.27(4), pp.

593―614 참조. 여기서 케인은 의식 형태의 변화를 논리적 연역의 필연성으로 보는

부류(코제브와 이뽈리뜨의 경우 이러한 견해를 수용하며, 스테이스(W. T. Stace)와

노만 또한 이와 같은 입장에 있으나 헤겔이 제시하는 논리적인 필연성이 자의적이거

나 불분명하다고 여긴다)와 논리적 연역을 포기하고 다른 방식의 필연성을 찾고자 하

는 부류(해리스(H. S. Harris)는 의식의 이전 단계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한 대답으로

서의 필연성을 제시하며, 루카치(Georg Lukács)는 각각의 단계가 그보다 낮은 단계의

모순을 해소한다는 의미에서의 변증법적 필연성을, 버틀러(Judith Butler)는 주체를

절대자로 추동하는 욕구의 필연성을 말한다. 베린(Donald Phillip Verene)는 의식 형

태의 변화를 그저 재치와 기지에 의한 것으로, 무대 뒤의 무대 연출자로서 활동하는

헤겔에 의한 것으로 본다)로 나누며, 그 스스로도 후자의 입장에 선다. 그에 따르면

의식의 도정에서 나타나는 필연성은 미리 설정된 목적에 도달하기 위한 필연성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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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으로써 “영혼은 자기 자신에 대한 완전한 경험을 통해 그 자체로 있는

자신이 무엇인지에 대한 앎에 도달함으로써 스스로를 정신으로 정화한

다.”30)

이 도정에서 의식이 가지는 앎의 가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척도가

필요하다. 참된 학문은 아직 이 앎의 척도가 될 수 없는데, 이 학문은 아

직 다른 단언들과 마찬가지로 스스로를 증명하지 못했으며 오히려 이 도

정을 통해 증명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도정에서 마주치게

되는 앎 자체를 직접 검사하고자 한다면 “본질 또는 척도가 우리에게 놓

일 것이며 그와 비교되고 이 비교를 통해 그에 대해 판단이 내려져야 할

그러한 것은 이 척도를 필연적으로 인정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31) 의식

은 자신의 앎에 외적인 척도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으며 오히려 의식

은 자신의 앎을 구성하는 요소와 그에 대한 척도를 그 스스로 마련한다.

“의식 속에서 하나가 하나의 다른 것에 대해 존재하거나 또는 의식은

일반적으로 앎의 계기의 규정성을 자기에게서 지닌다. 동시에 의식에게

있어 이 다른 것은 의식에 대해서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이 관계 바깥

에 또는 그 자체에서 존재하는바, 그것은 곧 진리의 계기이다.”32) 하나

의 대상이 의식에 대해서 있다는 것, 즉 의식이 대상에 대해 안다는 것

과, 이 앎의 대상이 앎과 별개로 있으며 이 앎의 척도가 된다는 것은 의

식 자신이 참된 것으로 정립한 계기들이다. 의식은 자신이 세운 척도를

통해 자신의 앎을 검사하며, 우리는 의식의 자기 검사를 그저 관망하기

만 하면 된다.

의식은 자신이 척도로서 세운 대상과 그 자신의 앎을 비교함으로써

앎이 대상에 일치하는지를 검토한다. 양자가 일치하지 않을 때 의식은

자신의 앎을 대상에 합치하도록 변화시킨다. 그러나 앎이 변화하면 대상

도 함께 변화하는데, 왜냐하면 “현존하는 앎은 본질적으로 대상에 관한

앎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대상은 본질적으로 이 앎에 속했기 때문이

‘전략적 필연성’이다.

30) PdG, S. 72.

31) PdG, S. 76.

32) PdG, S.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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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33) 의식의 참된 대상이자 척도는 의식 바깥의 대상 그 자체였으나

의식이 이 척도로부터 얻은 앎이 오류에 불과하다면 이 척도 또한 잘못

된 것이다. 대상 그 자체는 더 이상 참된 대상이 아니며 의식에 대해 있

는 대상이 참된 대상이다. 따라서 이제 척도는 의식에게 알려진 대상, 의

식이 대상에 대해 안다는 측면이다. 이와 같이 “검사란 앎에 대한 검사

일 뿐만 아니라 또한 검사의 척도에 대한 검사이기도 한 것이다.” 헤겔

은 이러한 앎과 대상의 상호적인 변증법적 운동을 경험이라 일컫는다.

일반적으로 경험은 우연한 것으로 여겨진다. 어떤 앎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아는 것은 그 앎을 수정하도록 하는 다른 대상을 우연

히 마주침으로써 가능하다. 이때 의식에게는 대상에 대한 수동적인 파악

만이 속한다. 그러나 정신현상학에서 의식이 겪는 경험은 전혀 다른

것인데, 여기서 새로운 대상은 그저 마주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의식

자체의 전회를 통해 생성된 것”이기 때문이다. 의식에게는 두 대상이 있

다. 하나는 “첫 번째의 그 자체의 것”이며, 다른 하나는 “이 그 자체의

것의 의식에 대한 존재”, “저 첫 번째 대상에 대한 자신의 앎의 표

상”34)이다. 이 두 대상은 공간에서 병존하거나 시간상에서 계기하는 상

이한 두 대상이 아니며 후자는 전자의 부정을 통해 생겨난 것이다. 두

대상의 관계는 우연적인 것이 아니라 필연적인 것이다. 정신현상학은
이 이 필연적인 경험의 완전한 서술이다. “이러한 필연성에 의해 학문에

이르는 이 도정 자체가 이미 학문이며, 이리하여 그 내용에 따라서 의식

의 경험의 학문이다.”35)

의식은 이와 같은 경험, 대상과 앎의 변증법적 도정을 겪어나가는 가

운데 상이한 대상과 관계 맺으며 각각의 계기는 상이한 의식의 형태로

나타난다. 의식이 다른 대상이 아니라 그 자신을 대상으로 할 때 의식은

자기의식이다. 자기의식으로서 의식이 겪는 도정과 거기서 나타나는 구

체적인 의식의 형태들이 다음 장부터 고찰될 것이다.

33) PdG, S. 78.

34) PdG, S. 80.

35) PdG, S.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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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욕구하는 자기의식

최초의 의식은 자신이 아닌 대상에 진리가 있다는 확신을 지닌다. 이

대상에 대한 확신이 정신현상학의 첫 장인 의식 장의 기저에 놓여

있는 원리이다. 소박한 감성적 확신에서 출발한 의식은 실체와 속성에

대한 인식인 지각, 그리고 법칙에 대한 인식인 지성의 단계를 거쳐 무한

성을 자신의 대상으로 삼는다. 의식은 무한성을 대상으로 가짐으로써 세

계의 근본원리가 대립과 그 대립의 해소의 무한한 반복임을 알게 된다.

“두 구별된 것들이 존립하며, 그것들은 그 자신에서 있다. 구별된 것들은

대립된 것으로서 그 자신에서 있으며, 즉 자기 자신의 대립이며, 대립된

것들은 자신의 타자를 그 자신에서 가지며 단지 하나의 통일일 뿐이다

.”36) 세계는 스스로를 대립적인 것들로 나누며, 다시 그 대립을 무화시킨

다. 이 세계는 유한자와 대립되는 의미에서가 아니라 그 스스로 자신을

유한한 대립자들로 나누며 그 유한자들을 포괄한다는 의미에서 무한하

다. 이러한 무한성이 세상의 본질37)이다. 의식이 무한성을 대상으로 삼

을 때, 그는 자기 자신과 대상이 다른 것이 아니라는 확신을 가진다. 그

자신을 대립되는 것들로 나누고 또 그 대립이 무화되는 것이 대상의 본

질이라면, 의식과 대상은 서로 대립하고 있지만 본래 그것은 대립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의식에게 자신과 대상은 구별되지 않는다. “자아는

자기 자신으로부터 자신을 분리하는데, 그러한 점에서 이 구별된 것이

구별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자아에 대해 직접적이다. 동일한 것인 자아가

자아로부터 반발되는데, 그러나 이 구별된 것, 같지 않게 정립된 것은 그

것이 구별되었다는 점에서 직접적으로 나 자신에 대해 아무런 구별된 것

36) PdG, S. 132.

37) “이러한 단순한 무한성 또는 절대적 개념은 생명의 단순한 본질, 세계의 영혼, 보편

적 피라고 불릴 수 있거니와, 그것은 편재하는 가운데 어떤 구별에 의해서도 흐려지

거나 단절되지 않고 오히려 그 자체가 모든 구별이면서 그 구별들의 지양되어 있음이

며, 따라서 스스로 운동함이 없이 자기 내에서 약동하고, 동요함이 없이 자기 내에서

전율한다.” PdG, S.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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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니다.”38) 의식에게 참된 대상은 이제 그 자신이며, 의식은 이제 자

기 자신을 대상으로 삼는 자기의식이다.

자기의식은 스스로를 참된 것으로 여기는 가운데 여전히 대상의 세계

를 자신 앞에 두고 있다. 한편으로 무한성이 의식의 측면에서 나타나고

따라서 의식이 자기의식이 되는 반면, 다른 한편으로 무한성이 대상의

측면에서 나타나며 이는 생명이다. 의식 장의 의식은 단일한 대상을 경

험하지만, 자기의식 장의 자기의식은 자신과 생명이라는 이중적인 대상

과 관계한다. 여기서는 추상적인 자기의식과 생명을, 그리고 그 둘의 관

계를 통해 나타나는 의식의 형태인 욕구를 고찰할 것이다.

3.1. 추상적인 자기의식

자기의식은 자아 = 자아(나 = 나)로 표현된다. 이 “자아 = 자아라는

표현 안에서 절대적인 이성과 자유의 원리가 언표된다.”39) 한편으로 자

아가 그 자신을 파악하기 때문에 주관과 객관이 같으며, 자아는 이러한

주관과 객관의 동일성으로서 이성이다. 다른 한편으로 자아의 대상이 그

자신이기 때문에 자아는 그와 다른 것에 의해 제한되지 않으며 따라서

자유롭다. 그러나 이 자아 = 자아는 아직 전개되지 않았으며 이제 막 등

장한 직접적인 것에 불과하다. “직접적인 자기의식은 아직 자아 = 자아

를 가지지 못하고 오히려 그저 자신을 대상으로 가질 뿐이며, 그렇기 때

문에 오직 우리에 대해서만 자유롭지 그 자신에 대해 자유로운 것은 아

니다. ―자아는 여전히 자신의 자유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자신 안에서

자유의 토대를 가질 뿐이며, 더욱이 여전히 참된 현실적 자유를 가지지

못한다.”40) 자아가 자신의 내용을 마련하는 터전은 그가 속한 세계이다.

그러나 이제 막 자신을 참된 것으로 자각한 자기의식에게 세계는 안중에

38) PdG, S. 134-5.

39) Enzy III , S. 213.

40) Enzy III , S.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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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오지 않는다. 자기의식이 여기서 대상으로 삼는 것은 세계 안에서

세계를 통해 구체적으로 실현된 자신이 아닌 개별적인 자신이다. 세계를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는 자기의식은 자신 안에 갇혀 있으며 따라서 “‘자

아는 자아다’라는 운동 없는 동어반복”41)에 불과하다. 자아는 그저 있으

며 어떤 구체적인 내용도 마련하지 못했다. 따라서 이 처음의 자기의식

은 추상적이다.

추상적인 자기의식에 구체적인 세계의 내용이 대립한다. 이 자기의식

은 대상 의식으로서의 의식 장의 도정을 지양(Aufheben)한 것이 아니

라 단순히 부정했을 뿐이다. “추상적인 자기의식의 결함은 이 자기의식

과 의식(대상의식―글쓴이)이 여전히 대립되는 두 가지의 것이라는 점,

그리고 양자가 여전히 서로 일치하지 못했다는 점에 놓여 있다.”42) 자

기의식 장은 세계를 등진 추상적인 자기의식이 다시 세계에서 자신을 발

견하게 되는 도정이자 이전의 대상 의식과 매개되는 도정이다. 이 도정

의 마지막에서 자아 = 자아는 운동없는 동어반복이 아니라, 자신과 세계

를 구별하고 다시 양자의 동일성을 발견하는 현실적인 운동, 이성의 개

념을 나타내게 될 것이다. 자기의식이 이성이 되어 스스로를 발견해야

할, 그러나 아직까지 그에게 무가치한 것에 그치는 이 세계는 생명의 세

계로 나타난다.

3.2. 생명

대상으로서 나타난 무한성은 생명이다.43) 생명은 개별적인 형태44)들

41) PdG, S. 138.

42) Enzy III , S. 214.

43) “그 본질(생명의 본질―글쓴이)은 모든 구별의 지양되어 있음으로서의 무한성, 축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순수한 운동, 절대적으로 불안한 무한성으로서의 무한성 자체의

평온, 즉 그 속에서 운동의 구별들이 해소되어 있는 자립성 자체, 이러한 자기 자신

과의 동등성 속에서 공간의 옹골찬 형태를 지니는 시간의 단순한 본질이다.” PdG, S.
140.

44) 여기서 형태란 유적 과정으로부터 구체화된 개별적인 동물을 말한다. “형태는 자기

자신과 관계 맺을 뿐인 전체로서의 주체이다.” G. W. F. Hegel, Enzyklopaedie 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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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지배하는 현실적인 위력인 유(Gattung)로 존재한다.

유동적 요소는 그 자체가 다만 본질의 추상일 뿐이거나 아니면 그것은 오로지

형태로서만 현실적이다. 그리고 그것이 분지화 된다는 것은 또 다시 분지된 것의 이

분작용이거나 그것의 해소이다. 이러한 순환 전체가 생명을 이루거니와, ―처음에

언표되는 것, 즉 그것의 본질의 직접적인 연속성과 옹골참, 또는 존립하는 형태와

대자적으로 존재하는 분리된 것, 또는 그 형태의 순수한 과정이나 또한 이 계기들의

단순한 총괄이 아니라 스스로 발전하고 자기의 발전을 해소하며 이러한 운동 속에

서 스스로를 단순하게 보존하는 전체야말로 생명을 이루는 것이다.45)

생명은 처음에는 단순히 보편적인 유동성이자 추상적인 실체이다. 그

러나 무한성으로서의 생명은 곧장 자기 자신을 다양한 형태, 개체들로

분리한다. 생명은 이 개체들을 통해 구체적인 과정으로서 존재한다. 이

개체들 각각은 보편적인 실체로부터 벗어나 각각 자립성을 지닌다. 개체

는 “보편적인 실체에 반해서 나아가며, 이 유동성과 실체와의 연속성을

부정”46)한다. 그는 보편적인 실체에, 그를 둘러싼 자연에 속하지 않은 것

처럼 자연을 소비하고 그를 통해서 스스로를 유지한다. 그러나 개체가

그 자신을 자연으로부터 분리하는 행위는 개체를 다시 자연으로 되돌리

는 생명의 간계다. 개체의 활동을 지배하는 것은 보편자인 유의 위력이

다. 개체가 자신의 자립성을 위해 활동하는 것은 동시에 전체의 통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다. 개체는 스스로를 유지해 나가는 가운데 다른 개

체를 섭취함으로써 타자와의 대립을 부정하고, 그 스스로 죽음으로써 다

른 개체를 산출해낸다. 이렇듯 생명은 무한성으로서 스스로를 분리하고

다시금 자신으로 복귀한다. 생명은 개별적인 형태화로서 구체적인 만큼

이나 그 형태들의 지양으로서 구체적이다. 처음의 생명이 그저 보편적이

고 따라서 추상적일 뿐인 반면 분리와 지양을 통해 구체적이 된 생명은

“모든 계기를 자신 안에 지양된 것으로서 가지는 보편적인 통일”이며,

philosophischen Wissenschaften II , Werke in zwanzig Bänden Bd. 8, Frankfurt am

Main : Suhrkamp, 1986, S. 435. (이하 Enzy II으로 약칭)

45) PdG, S. 142.

46) PdG, S.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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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유”이다. 이와 같이 쉼 없이 운동하는 생명은 또한 의식이 발생

하는 터전이기도 하다.

첫 번째 직접적인 통일로부터 떨어져 나오고 형태와 과정의 계기를 통해서 이

양 계기의 통일이 되고 따라서 다시금 첫 번째 단일한 실체로 귀환함으로써, 이 반

사된 통일성은 첫 번째 통일과는 다른 것이다. 저 직접적인 것 또는 존재로서 나타

난 것에 반해서 이 두 번째의 것은 모든 계기를 자신 안에 지양된 것으로서 가지는

보편적인 통일이다. 그것은 단순한 유인데, 그것은 생 자체의 운동 안에서 대자적으

로 단순한 것으로서 실존하지 않는다. 오히려 결과에서 생은 생과는 다른 것을, 즉

그것에 대해 생이 이러한 통일 또는 유로서 존재하는 의식을 지시한다.47)

개체는 오직 죽음으로써만 보편적인 유를 실현한다. 말하자면 개체는

보편자를 감내하지 못한다.48) 이러한 유는 보편자를 감내할 수 있는 생

명 이상의 존재를 마련하는데, 그것은 의식이다.49) 헤겔은 정신현상학

47) PdG, S. 143. 여기서 ‘지시한다(verweisen)’라는 표현은 생명이 의식으로 이행함을

가리킨다. “여기서 헤겔은 “지시해준다(verweisen)”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말은 본래 ‘……로 가도록 명령하는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이 용어는 즉자적 생이 생

의 과정을 통해 확보된 단순한 유라는 개념을 통해 자기의식으로 이행할 수밖에 없다

는 점을 우회적으로 강조한 표현이라고 생각된다.” 서정혁 정신현상학에서의 경험

과 삶의 의미 (2002), 헤겔연구 12권, 한국헤겔학회, 122쪽. 헤겔은 엔치클로페디
의 자연철학의 결론부에서 자연으로부터 정신으로의 이행에 대해 유사하지만 더 자세

하게 설명한다. “유는 유적 과정에서 실존하지만, 그러나 또한 개별적인 것으로서 실

존할 뿐이다. 이 실존은 여전히 이념의 보편성에 부적합하기 때문에, 이념은 이 원환

을 돌파하고 이 부적합성을 깨부숨으로써 숨을 내쉬어야 한다. 따라서 유적 과정 안

에서 세 번째의 것(유―글쓴이)이 다시 개별성으로 전락하지 않는 대신에, 다른 측면,

즉 죽음이 개별성의 지양이며 그와 더불어 유, 정신의 산출이다. 왜냐하면 자연적인

것, 말하자면 직접적인 개별성의 부정은 바로 보편적인 것, 유가 정립되고 더욱이 유

의 형식으로 정립된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개별성에서 이 양자의 운동은 스스로를 지

양하고 그 결과가 의식인 과정이다.” Enzy II , S. 537.
48) “이에 반해 자연에서 보편성은 단지 주관성이 그 안에서 지양된 부정적인 방식으로

만 현상한다. 저 분리가 수행되는 형식이 바로 스스로를 보편적인 것으로 만들지만

이 보편성을 감당하지 못하는 개별자의 완성이다. 물론 생명에서 동물은 자신의 비유

기적 자연과 자신의 유에 반해서 자신을 유지하지만, 결국 유가 보편적인 것으로서

우위를 차지한다.” Enzy II , S. 535.

49) “生은 따라서 자기 내적 반성을 행하는 원환적 생성운동이다. 그러나 生의 참다운

반성은 그것이 대자적 존재로 생성되어가는 것으로, 다시 말해서 자기의식 의 출현

이다.” 이뽈리뜨, 위의 책, 191쪽. 또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유인 이러한 유는 활력

적인 전개과정 속에서 표현될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스스로가 대자적 존재가 된다.”

Enzy II , S. 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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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의식의 탐구를 시작하기에 앞서, 먼저 서론에서 동물과의 비교를

통해 생명체 이상인 의식의 특성을 밝힌다. “자연적 생명에 제한되어 있

는 것은 자기 자신을 통해서 자신의 직접적인 현존재를 벗어날 수 없다.

더욱이 그것은 타자를 통해서 직접적 현존재로부터 쫓겨나는데, 이러한

잡아 뜯겨나감은 그의 죽음이다.”50) 생명체는 그저 존재하는 것이며 존

재가 그의 본질이다. 따라서 그는 스스로를 부정하지 못하고 언제나 타

자―다른 개체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소원한 보편자―에 의해서 부정될

뿐이며, 그 부정 속에서 자신을 보존하지도 못한다. 그러나 의식은 스스

로를 부정하며 이 부정에서도 자신을 유지한다. 의식은 “직접적으로 제

한을 넘어서는 것이자 이 제한이 그에게 속하는 까닭에 그 자신을 넘어

서는 것이며, 그에게는 개별적인 것과 함께 피안이 또한 정립되어 있으

며, 공간적인 직관으로 표현하자면 이 피안이 제한 곁에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의식은 자신의 제한된 만족을 타파하는 이러한 폭력을 그 자신으

로부터 겪는다.”51) 의식의 본질은 부정이며, 의식은 자신을 둘러싼 제한

을 부정할 수 있는 위력이다. 동물은 배고프면 먹고, 졸리면 자고, 발정

기엔 교미한다. 그러나 의식은 자신의 동물적 본성을 부정할 수 있다. 예

컨대 그는 먹고자 하는 욕구를 참음으로써 빈자를 돕거나 종교적 가치를

실현하고, 자고자 하는 욕구를 참음으로써 위대한 작품을 만들어내고, 사

랑하는 사람을 위해 다른 매력적인 이성과 외도하지 않을 수 있다. 그는

자신의 제한을 부정함으로써 보편적인 가치를 실현시키며, 개별성에서

벗어나 스스로를 보편적인 존재로 도야한다. 의식에서 비로소 “보편적인

것이 보편적인 것에 대하여 있는”52)것이다.

따라서 자기의식에게 생명은 이중적으로 나타난다. 하나는 순환하는

생명으로서의 유, 다른 하나는 대자적인 유인 의식이다. 자기의식은 이

두 대상 각각과 관계 맺고, 그를 통해 자신을 규정할 것이다. 자기의식이

먼저 생명으로서의 유와 관계 맺을 때, 그는 욕구의 형태를 취한다.

50) PdG, S. 74.

51) PdG, S. 74.

52) PdG, S.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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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욕구

추상적인 자기의식에게, 자신과 함께 생명이 나타난다는 상황은 모순

적이다. 추상적인 자기의식은 오직 그 자신만을 참된 것으로 여기며, 그

에게 그 자신이 아닌 것은 자신에게 의존함으로써 존립할 수 있는 “현상

(Erscheinung)”53)에 불과하다. 엔치클로페디에서 헤겔은 자기의식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의식의 진리는 자기의식이며 자기의식은 의

식의 근거이며, 따라서 다른 대상에 대한 모든 의식의 현존에는 자기의

식이 있다. 자아는 자아의 것으로서의 대상에 대해 알고(대상은 자아의

표상이다), 따라서 자아는 대상에서 자아에 대해 안다.”54) 그러나 자기의

식에게 그저 현상 또는 표상이어야 할 생명은 무한성으로서 스스로 분화

하면서도 다시 그 분리를 지양하는 가운데 자기의식과 마찬가지로 자립

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이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 자기의식은 대상을 부

정하고자 하는 욕구로 화한다. “그러나 이러한 자신의 현상과 자신의 진

리의 모순은 오직 진리를, 즉 자기의식의 자기 자신과의 통일을 본질로

가진다. 이 통일이 자기의식에 본질적으로 생성되어야만 하는데, 즉 이것

53) “따라서 자기의식에 대해 타재가 존재로서 또는 구별되는 계기로서 있다. 그러나 또

한 자기의식에 대해 이 구별과 자기 자신의 통일이 두 번째 구별되는 계기로 있다.

첫 번째 계기와 함께 자기의식이 의식으로서 있고 의식에 대해 감성적 세계의 완성이

보존되는데, 그러나 또한 단지 두 번째 계기위에서만, 자기의식의 자기 자신과의 통일

에 관련됨으로써만 그러하다. 따라서 첫 번째 계기는 자기의식에 대해서 하나의 존립

인데, 그러나 이 존립은 현상 또는 즉자적으로는 어떤 존재도 가지지 않는 구별이다.

따라서 첫 번째 계기는 자기의식에 대해서 하나의 존립인데, 그러나 이 존립은 현상

또는 즉자적으로는 어떤 존재도 가지지 않는 구별이다.” (PdG, S. 138-9. “어떤 것을

의식하는(bewußt) 것은 이것이 의식하는 어떤 것이 자기 안에 있음(das in sich Sein

von etwas)이다. 따라서 의식하는 것과 의식되는 것, 즉 의식 주체와 의식 대상은 의

식 속에서 서로 대립해 있으면서도 이렇게 대립된 것들로서 단적으로 지양되어 있으

며 통일되어 있다. 의식은 “그 본질상”이 “양자들의 피지양태”이며, 직접적으로 “대립

의 절대적 통일”이다.” 남기호, 헤겔의 욕망 개념 (2009), 헤겔연구 26권, 2009, 33
쪽. 이처럼 의식은 그 자신 안에서 대립하고―대상에 대한 의식으로서 자신과 대상을

대립시키며―, 다시 그 대립을 지양하는―이 대상은 나의 표상이며, 따라서 곧 나는

대상과 대립되어 있지 않다― 무한성의 한 양태이다. 그러나 여기서 자기의식은 대상

이 나의 표상이라는 점을 들어 표상의 대상이 외부에도 실재한다는 사실을 추상한

채 그에 대한 절대적인 권리를 주장하는 일면적인 의식이다.

54) Enzy III , S.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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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욕구 일반이다. 따라서 자기의식은 욕구이다.”55)

이 욕구는 처음으로 구체화된 자기의식이며, 자신의 내용을 마련하는

터전인 대상의 세계를 그저 무화시키고자 하는 태도이다.56) 따라서 욕구

는 가장 빈약한 내용으로 나타나며, 이는 동물과 다를 바 없는 의식의

형태이다. 욕구로서 자기의식은 대상으로서 나타나는 생명체를 먹어치우

고 자신에게 동화시킴으로써 그 자립성을 무화시키며, 순수한 자기감정

을 느낀다. “이 타자의 무성(無性)이 확신되고, 자기의식은 대자적으로

타자의 무성을 자신의 진리로 정립하며, 자립적인 대상을 무화시키고 그

를 통해서 자기 자신의 확신이 참된 확신으로서, 즉 자기 자신에게 대상

적인 방식으로 생겨난 것으로서 나타난다.”57) 추상적인 자기의식에게는

자립적인 대상이 남아 있었고, 오직 자기 자신만이 참된 것이라는 확신

은 그저 주관적인 확신에 불과했지만, 자기의식이 욕구로서 대상을 실제

55) PdG, S. 139.

56) 몇몇 해석자들은 의식이 대상으로서 나타나는 생명을 그 자신으로 알기 때문에 욕구

의 형태를 취한다고 해석한다. 호네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탐구자가 이미 알고 있
는 사실―이 주체가 더 낫고 더 완벽한 자기의식에 도달하기 위해서 욕구라는 태도를 
취해야 한다는 사실―은 의식이 생명의 개념을 반성적으로 세계를 향하는 자기 자신
의 태도에 적용함으로써만 서서히 생각해내는 것이다.” Axel Honneth, (2008) “From

desire to recognition: Hegel's account of human sociality”, In Dean Moyar &

Michael Quante (eds.), Hegel's Phenomenology of Spirit: A Critical Guid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8, pp. 74―90. 바이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자아는

선택이나 사랑과 같은 다른 형식의 의욕이 아니라 욕구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인식하

는데, 왜냐하면 ‘힘과 지성’에서의 앞선 변증법이 그것을 생명으로서의 자기의식에로

이끌었고, 완전히 이성적인 존재와 대립된 것으로서 단적인 생명체에 적절한 의욕의

형식은 욕구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수준에서 자아는 자기 자신을 의지를 지닌

이성적 존재로서가 아니라 동물적 욕구들을 지닌 감성적 존재로서만 인식한다. 따라

서 자아는 최초로 생명체로서 또는 자기의 동물적인 욕구들을 통해서 존재하며, 자기

가 모든 실재라는 주장을 확립하고자 시도한다.” 바이저, 위의 책, 237쪽. 그러나 이러

한 견해는 받아들여지기 힘들다. 첫째, 의식은 여기서 스스로를 생명으로 주장하는 것

이 아니라, 모든 생명이 현상 또는 표상으로서 그에 의존하는 의식적 존재로 주장한

다. 둘째, 여기서 자기의식은 그 자신 만을 타당한 것으로 여기며, 대상은 그에게 전

혀 무가치한 것이다. 무가치한 대상을 자신의 본질로 여긴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여

기서 의식은 자신과 대상의 단적인 대립에 놓여있다. 의식이 그 자신과 대상의 동일

성을 알게 되는 것은 이성 장이다. 아직 의식에게 자신과 대상은 상이하다. “욕구는

존재를 존중하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부정하는, 다시 말해서 그 존재를 구체적으로

탈취하여 자기의 소유물로 만들고 있는 그런 의식의 운동이다. 이 욕구는 세계가 현

상적인 성격을 지녀야 한다는 것을 전제한다. 현상적 성격의 세계란 자기(soi)에 대해

서 한낱 수단에 불과하다.” 이뽈리뜨, 위의 책, 198쪽.

57) PdG, S.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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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부정함으로써 그는 자신의 확신을 객관에서 입증하고 그를 통해 만족

한다.

그러나 “이러한 만족에서 자기의식은 자신의 대상의 자립성에 대한

경험을 한다.”58) 욕구는 충족되고 나서는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결핍되

며, 그때마다 대상을 찾는다. “따라서 자기의식은 자신의 부정적인 관계

를 통해서는 타자를 지양할 수 없다. 그런 까닭에 오히려 자기의식은 욕

구뿐만 아니라 타자를 다시금 만들어 낸다.”59) 욕구는 대상을 부정하여

만족하기 위해서 대상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욕구에서 본질적인 것은

자기의식이 아니라 대상이다. “자기의식과 다른 것, 이것이 욕구의 본질

이다.”60) 자기의식은 욕구로서 대상과 관계하여 그 자신의 자립성만을

입증하고자 했지만, 오히려 대상을 본질적인 것으로, 스스로를 대상에 의

존하는 것으로 여기게 된다. 자기의식은 그 자신만을 참된 것으로 확인

하고자 하는 본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다른 대상과 관계할 것이며, 그

스스로도 다른 형태를 취할 것이다. 자기의식은 대상을 생명으로, 그 자

신을 욕구로 알았다. 이제 자기의식에게 대상은 자신과 같은 의식이며,

그 자신은 인정을 위해 투쟁하는 자기의식이다.

58) PdG, S. 143.

59) PdG, S. 143.
60) PdG, S.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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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정하는 자기의식

4.1. 인정

자기의식은 그 자신의 만족을 위해 다른 의식을 찾는다. 이 자기의식

의 목적은 타자에게 인정받되 타자에게는 그와 같은 위상을 부여하지 않

는 것, 즉 타자를 인정하지 않고 인정받는 것이다. 이와 같은 자기의식의

태도와 이 태도가 이끌어내는 귀결의 일면성을 드러내기 위해, 헤겔은

먼저 상호인정의 이상적인 형태, 평등한 인정관계를 이끌어내는 인정의

운동을 제시한다. 자기의식들은 이 인정의 운동을 통해서 서로에게 공통

적인 영역을 형성하며, 이 영역 안에서 하나의 자기의식의 행위는 동시

에 다른 자기의식의 행위이며, 개별적인 행위인 동시에 타자에게 인정받

은 보편적인 행위이다. 각자는 타자에 의해 제한되지 않으며, 타자 안에

서 타자를 통해 자유롭다. 인정의 운동의 과정은 각각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는 세 단계로 제시된다.

1. 두 자기의식. “자기의식에 대해서 다른 자기의식이 있다. 그는 스

스로를 벗어난다.”61) 자신을 참된 것으로 여기며, 그 자신 안에 머물러

있는 자기의식은 타자와 마주치게 됨으로써 자신의 직접적인 주관성으로

부터 벗어난다. 이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진다.

1―a. “첫째로 자기의식은 자신을 상실하는데, 왜냐하면 자기의식은

스스로를 다른 본질로서 발견하기 때문이다.”62) 자기의식에게 다른 자기

의식 또한 자립적인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그에게는 더 이상 그 자신이

단적으로 참된 것이 아니라, 타자와 대립된 것으로 나타나는 것에 불과

61) PdG, S. 146.
62) PdG, S.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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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그는 자신에 대한 확신을 잃고, 자신을 참되지 않은 것으로 발견한

다.63)

1―b. “둘째로 따라서 자기의식은 타자를 지양하는데, 왜냐하면 자기

의식은 또한 타자를 본질로 보지 않으며, 오히려 그 안에서 자기 자신을

보기 때문이다.”64) 그러나 자기의식에게는 여전히 그 자신이 참된 것이

어야 하기 때문에, 그는 타자를 부정하고자 한다. 그는 타자의 자립성을

부정하고 그에게서 그 자신을 실현시키려 한다.

2. 타자의 지양. “자기의식은 타재(Anderssein)를 지양해야 한다.”65)

자기의식의 타재로 나타나는 타자의 지양 또한 이중적인 의미를 지닌다.

2―a. “첫째로 자기의식은 자신의 본질을 확신하기 위해 다른 자립적

본질을 지양하는 것으로 나아가야 한다.”66) 그는 타자의 자립성을 지양

하고 그 자신이 참된 것임을 입증해야 한다. 여기서 타자는 그에게 부정

적인 의미만을 가진다.

2―b. “둘째로 이를 통해 그는 그 자신을 지양하는 것으로 나아가는

데, 왜냐하면 이 타자가 자기 자신이기 때문이다.”67) 그러나 1―b에서 보

았듯이, 이 타자는 그 자신이 실현되는 터전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 타자

의 부정은 그 자신의 지양이기도 하다.

3. 복귀. “이러한 그의 이중적인 의미를 지닌 타재의 이중적인 의미의

지양은 또한 이중적인 의미를 지닌 자기로의 복귀이기도 하다.”68) 자기

63) “자기의식은 다른 자기의식과 마주하여 이 다른 자기의식과 관계함으로써 자신의 독

립성을 잃어버리고 타자와 관계하고 있는 자기 로 된다. 이리하여 처음의 직접적인

(unmittelbar) 자기동일성을 유지하던 자기의식은 타자와의 양극적 대립관계의 한 극

을 이루는 의존적인 자기의식이 된다……자기 의식이 자신의 추상성을 지양하기 위해

타자(다른 자기의식)와 관계하는 경우에 자기의식의 본질은 바로 그 타자, 타자와의

관계에 의존하게 된다. 다라서 자기의식은 자기를 상실한다(자신의 직접적 동일성이

부정되고 타자와 관계된 부분적 동일성에 제한됨).” 양운덕, 위의 책, 69-70쪽.

64) PdG, S. 146.
65) PdG, S. 146.

66) PdG, S. 146.
67) PdG, S.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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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에게 타자는 그 자신에게 대립되는 것이자 그 자신의 실현의 터전이

라는 이중적인 의미를 가졌으며, 따라서 타자의 부정은 타자에 대한 부

정인 만큼이나 그 자신에 대한 부정이다. 그래서 이 타자의 부정 또한

이중적인 의미를 지닌다.

3―a. “왜냐하면 첫째로 자기의식은 이 지양을 통해서 자기 자신으로

되돌아가는데, 왜냐하면 자기의식은 자신의 타재의 지양을 통해서 다시

금 동일하게 되기 때문이다.”69) 자기의식은 타자의 부정을 통해 그 자신

을 실현함으로써 그 자신이 참된 것이어야 한다는 처음의 요구를 실현시

킨다.

3―b. “그러나 둘째로 자기의식은 다른 자기의식을 다시 그 자기의식

에게 돌려주는데, 왜냐하면 자기의식이 타자 안에 있었으며, 자기의식은

타자 안에서 이 자신의 존재를 지양했으며, 그러므로 자기의식은 타자를

다시금 자유롭게 놓아준다.”70) 자기의식은 자신의 실현으로서의 타자의

부정과 함께 타자 안에서 그 자신을 지양함으로써 타자를 다시 타자를

그 자신으로 복귀시킨다.

헤겔은 복수의 자기의식이 위와 같은 인정의 운동을 행함으로써71)

형성하는 자기의식들의 공동성을 정신이라 부른다. “(정신이라는―글쓴

이)이 절대적인 실체는 그것의 대립, 즉 대자적으로 존재하는 상이한 자

기의식들의 완전한 자유와 자립성 안에서 그와 같은 자기의식들의 통일

이다. 곧 나는 우리이며, 우리는 나이다.”72) 개별적인 자기의식은 이 정

신 안에서, 다른 의식에게서 그 자신을 발견한다. 각각의 자기의식들은

그 자신의 행위가 정신을 실현시키는 것만큼이나 타자의 행위 또한 정신

68) PdG, S. 146.
69) PdG, S. 146.

70) PdG, S. 146.
71) “각각의 자기의식은 자신이 행한 것과 같은 것을 타자가 행하는 것을 본다. 각각의

자기의식은 그것이 타자에게 요구하는 것을 스스로 행하며, 그렇기 때문에 또한 오직

타자가 같은 것을 행하는 한에서만 그가 행하는 것을 한다.” PdG, S. 147.
72) PdG, S.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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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실현시키는 것으로 알고, 타자의 행위를 그 자신의 행위로 받아들이

기 때문이다.73) 처음에 추상적인 자기의식은 그 자신으로부터 자신과 상

이한 모든 것을 배제했고, 따라서 욕구로 나타남으로써, 그의 행위는 타

자에게 인정받지 못한 개별적인 것에 그칠 뿐만 아니라 가장 빈곤한 내

용을 가졌다. 반면 정신 안에서 행해지는 자기의식의 행위는 서로에 의

해 인정받은 보편적인 행위이며, 이는 풍부한 정신적 내용, 모든 자기의

식에게 타당한 가치―인륜성, 사랑, 용기와 같은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

다.74) 자기의식이 스스로를 보편적 내용을 통해 실현된 것으로 발견할

73) 헤겔의 인정 이론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상호인정의 개념이 서로를 자신과 동등한

인격으로 인정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타자에게서의 자기 발견으로 나아간다는 것이

다. “헤겔에게 있어서 인정관계의 근본적인 구조와 따라서 주관성과 상호주관성의 관

련은 피히테에게서와 같이 교호작용의 범주에 근거한 서로의 상호-존중과 상호-방면

이 아니라, 그와 달리 타자에서의 자기 발견과 자기지양, 그리고 그 반대의 변증법적

관계이다.”(Edith Düsing, “Genesis des Selbstbewusstseins durch Anerkennung und

Liebe. Untersuchungen zu Hegels Theorie der konkreten Subjektivität”(1990), in L.

Eley (ed.), Hegels Theorie des subjektiven Geistes, Stuttgart, Frommann-Holzboog,

S. 246-7) 그에 따르면 자기의식은 타자를 매개로 해서만 가능하며, 추상적인 자기의

식은 인정의 운동을 통해서 타자에게서 자신을 확증함으로써 구체적인 자기의식이 된

다. 그리고 자기의식의 타자에서의 자기발견은 복수의 자기의식이 상호인정을 통해

형성하는 공동성, 정신을 통해 이루어진다. “보편적인 것으로서의 자기의식은 개별자

들이 인정의 과정에서 참여하는, 그리고 그 안에서 동시에 구체적으로 그 자신에 대

해 존재하는 것이 되는 “정신적 통일”을 포함한다. 자아와 또 다른 자아는 더 고차적

인 결합의 지절로서 존속된다. 자아들 각각은 타자의 의식 안에서의 자신의 자유의

타당성을 매개로, 그리고 각자가 타자에 대해 인정받고 인정하는 가운데 자신의 실제

적인 자기의식을 얻는다. 따라서 자기의식들 각각은 보편적으로 타당한 살아있는 정

신―이 정신이 또한 개별적 존재들로 나눠지는 것인데―의 매개 안에서 타자 위에서

스스로를 자기 자신과 매개한다.”(S. 254) I

74) “의지와 국가에 대한 관심, 신에 대한 사랑의 실체를, 또한 용기가 보편적인 일에 생

명을 거는 것일 때에는 용기의 실체를, 마지막으로 끝으로 명예가 개인의 무차별적인

개별성이 아니라 오히려 어떤 실체적인 것, 참된 보편적인 것을 그것의 내용으로 가

질 때에는 명예의 실체를 형성한다.” Enzy III , S. 227. 헤겔의 인정개념의 전사에는

피히테의 인정개념이 있다. 그는 자연법의 기초에서 상호 인정의 근거가 되는 법의

규칙(Rechtsregel)을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당신이 마주치게 되는 다른 모든 인격의

자유의 개념을 통해서 당신의 자유를 제한하라.” 이성적 존재는 타자를 자신과 같은

자유로운 존재로 인정하며, 타자를 위해 자신을 제한하고 이 영역 안에서 자유롭다.

그러나 이 영역은 또한 타자에 의해 제한된 것이기 때문에 이 이성적 존재는 실제로

는 자유롭지 못하다. 그러나 헤겔에게서, 자기의식 간의 상호인정은 양자에게 공통적

인 정신적 영역―가족, 조국, 국가, 덕, 사랑, 우정, 용기, 명예와 같은 인륜성의 실체

―을 형성하고, 각각의 자기의식들은 그 안에서 보편적인 내용을 통해 자신을 실현한

다. 각각의 자기의식은 타자에 의해 제한된 영역에서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타자와의

공통적인 영역에서 자유롭다. “즉 정신은 자기의식적이며 자립적인 존재가, 오직 사회

제도들 안에서 ‘실체화’되고 개개인의 삶과 의식 안에서 재가된 것으로 발견되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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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그는 보편적인 자기의식이며, 스스로가 그러한 것임을 자각할 때 정

신의 자기의식적인 실현이 이루어진다. “이후 의식에 대해 이루어지는

것은 정신이 무엇인지에 대한 경험이다.”75) 정신현상학의 과정은 개별

적인 의식에게서 정신이 현상하도록 하는 것, 의식을 정신으로 도야시키

는 것이다. 여기서 헤겔은 이 도야의 목표, 개념을 서술했다. 완전한 상

호인정, 정신의 실현은 자기의식 장 이후의 더 긴 도정을 거치고 나서

야 이루어질 것이다.76) 자기의식 장에서 두 자기의식이 겪어야 할 것은

동등한 자기의식의 상호인정이 아니라 투쟁과 그로 인한 불평등한 인정

관계, 지배와 예속의 관계이다.

4.2. 투쟁

인정의 개념에 대해 설명한 뒤, 헤겔은 다시 동물적 욕구에서 막 벗

어난 자기의식을 고찰한다. 생명으로서의 대상에 대해 욕구의 형태를 통

해 관계 맺음으로써 만족에 이르지 못한 자기의식은, 그와 같은 방식으

로 관계 맺는 것이 자신의 자립성을 증명하는 방식이 아님을 깨닫는다.

욕구의 대상인 생명체는 욕구의 실현과 함께 사라지며, 의식으로 하여금

욕구를 만족시킬 또 다른 대상을 찾도록 한다. 생명체가 제공할 수 있는

자기의식의 만족은 순간적인 것이며 자기의식은 안정적인 자기 확신에

의 공동적 자기의식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상호인격적(interpersonale)’

인 인정을 위해서는 ‘우리’ 안에서 ‘나’의 인정과 ‘나’ 안에서 ‘우리’의 인정이 요구된

다.” L. Siep, “Die Bewegung des Anerkennung in der Pänomenologie des Geistes”

(1998), in D. Köhler & O. Pöggeler (ed.), G.W.F . Hegel, Pänomenologie des Geistes,

Berlin: Akademie Verlag, S. 114.

75) PdG, S. 147.
76) 이러한 정신의 무자각적인 실현은 정신 장의 ‘인륜성’에서 가족과 국가에 의해 이루

어지며, 그 완전한 실현은 같은 장의 ‘양심’에서 행동하는 양심과 판단하는 아름다운

영혼에 의해 이루어진다. 정신, 즉 인정의 개념, 자기의식 장에서 인정의 불완전한

형태, 그리고 정신 장에서 인정의 완성에 대해서는 Ch. Iber, “Selbstbewußtsein und

Anerkennung in Hegels Pänomenologie des Geistes” (2004), in A. Arndt & E.

Müller (ed.), Hegels Pänomenologie des Geistes heute, Berlin: Akademie Verlag,

pp. 98-117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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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달하지 못한다. 자기의식의 대상은 자기의식에게 지속적인 자기 확신,

만족을 줄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이 대상은 자신의 자립성이

부정됨으로써 소멸해서는 안된다. 생명체의 본질은 존재이며, 그 자립성

의 부정은 곧바로 소멸이다. 반면 의식의 본질은 부정이며, 의식은 자신

의 직접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가운데 자신을 보존한다. “그리고 대상은

이 부정을 자기 자신에서 수행해야만 하는데, 왜냐하면 대상은 그 자신

에서 부정이며, 대상인 것은 타자를 위해서 존재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대상이 그 자신에서 부정이며 그 점에서 또한 자립적임으로써, 대상은

의식이다……자기의식은 오직 다른 자기의식 안에서만 자신의 만족에 도

달한다.”77) 자기의식은 이제 생명체가 아닌 자신과 같은 의식을 통해서

만 그 자신이 만족할 수 있다는 것을 안다. 이제 자기의식은 또 다른 자

기의식과 관계 맺고자 한다. 그러나 자기의식에게 또 다른 자기의식은

아직 자기의식으로서 나타나지 않는다. 인간이 자기의식을 지녔다는 것

은 직접적인 마주침으로는 확인될 수 없는데, 자기의식은 감각적으로 확

인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각각의 자기의식에게 상대방은 여

전히 욕구의 대상인 생명체이다.

그렇듯 직접적으로 등장하는 개인들은 서로에 대해 보통의 대상들의 방식에서

존재한다. 자립적인 형태들, 즉 생명의 존재―왜냐하면 여기서는 존재하는 대상이

생명으로서 규정되었기 때문이다―에 침잠된 의식들은 서로에 대해 모든 직접적인

존재를 절멸시키고 오로지 자기 자신과 동등한 의식의 순수하게 부정적인 존재일

뿐인 절대적 추상의 운동을 아직 수행하지 못했거나, 서로에게 아직 순수한 대자존

재로서, 다시 말하면 자기의식으로서 나타나지 않았다.78)

자기의식의 대상이 되어야 할 또 다른 자기의식은 생명의 터전 안에

기거하고 있다.79) 그는 생명체로서의 신체 안에 있으며, 말하자면 “살아

77) PdG, S. 144.

78) PdG, S. 148.
79) 솔은 자기의식 장의 논의를 상호주관적인 것으로 이끄는 또 다른 의식의 도입을 자

의적인 것으로 본다. 그것은 “상호 인격적인 행위에 대한 논의를 이끌어 들이기 위해

사실상 임의적으로 행해진” 것이며, “이러한 주장을 정당화 시켜주는 것은 텍스트 속

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는 또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 지점에서의 “논리”는 강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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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자기의식”80)인 것이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자기의식은 아

직 서로에게 생명체로 나타날 뿐이다. 물론 두 자기의식이 서로를 대면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신의 개념이 우리에 대해 현전한다.”81) 그러나

이 개념은 아직까지는 개념에 불과하며 현실적으로 전개되지는 않았다.

두 자기의식은 서로의 신체 안에 숨겨진 내밀한 대자존재를 알지 못한

다. 이들은 상대방이 자신과 마찬가지로 그 안에 내밀한 것을 가지고 있

는 존재임을 확인해야 하는 동시에 그 자신의 내밀한 것을 드러내 상대

방으로 하여금 그것을 참된 것으로 인정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인정

의 과정은 투쟁이다.”82) 자기의식은 서로의 본질이 생명이 아님을 투쟁

을 통해 입증한다.83)

그러나 각자 행위를 자기의식의 순수한 추상으로서 나타냄은 스스로를 자기의

대상적 방식에 대한 순수한 부정으로서 제시하는 것, 또는 어떤 규정된 현존재에도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것, 즉 현존재 일반의 보편적인 개별성이나 생명에도 연결되

어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에 존립한다. 이러한 나타냄은 이중적 행위, 즉 타

자의 행위이자 자기 자신에 의한 행위이다. 그러므로 그것이 타자의 행위인 한에

다기보다는 엄청나게 모호하다. 여기서 변증법을 명령하고 있는 것은 일정한 종류의

“논리”가 아니라 특정한 논제들을 포함시키고자 하는 욕구이다.” Ivan Soll (1969),

An Introduction to Hegel's Metaphysics,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Chicago and London, pp. 15-6 참조. 그러나 우리는 앞에서 생명이 의식을 산출해냈

으며, 그에 따라서 자기의식이 생명뿐만 아니라 의식을 자신의 대상으로 삼게 될 것

임을 확인했다.

80) PdG, S. 144.

81) PdG, S. 144.
82) Enzy III , S. 219.

83) 헤겔은 엔치클로페디에서 생명체로서 서로 마주하고 있는 자기의식 간의 모순을

더 분명하게 표현한다. “서로 마주보고 있는 두 자기의식적 주체들은 직접적인 현존

재를 지녔으며, 자연적이고 생명을 가진 것이기 때문에, 외적인 위력에 굴복하는 사물

의 방식으로 실존하고 그러한 것으로서 서로에게 나타나지만, 동시에 그들은 단적으

로 자유로우며 서로 간에 단지 직접적으로 현존하는 것으로서, 순전히 자연적인 것으

로서 다뤄져서는 안 된다……따라서 자유는 자기의식적 주체가 자신의 고유한 자연성

을 존립하도록 하지 않으며 타인의 자연성 또한 허락하지 않고, 오히려 현존재에 대

해 무관심하며, 개별적인 직접적 행위에서 자유를 얻기 위해 고유한 그리고 외적인

생명을 잃을 위험을 무릅쓴다. 그러므로 오직 투쟁을 통해서만 자유가 얻어지며, 자유

롭다는 단언으로는 충분치 않고 오직 인간이 다른 이와 자기 자신을 죽음의 위험으로

데려감으로써 그는 이러한 입장에서 자신의 자유에 대한 능력을 증명한다.” Enzy
III , S.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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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각자는 타자의 죽음을 겨냥한다. 그러나 여기에는 또한 두 번째 행위, 즉 자기

자신에 의한 행위도 현전한다. 왜냐하면 전자는 자신의 생명을 거는 것을 자기 내

에 포함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두 개의 자기의식의 관계는 그들이 삶과 죽음을 건

투쟁을 통해 자기 자신과 서로를 확증한다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 그들은 이

투쟁에로 들어가야만 하는데, 왜냐하면 그들은 대자적으로 존재한다고 하는 그들

자신에 대한 확신을 타자와 그들 자신에서 진리로 고양시켜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

리고 오로지 생명을 걺, 바로 그것에 의해서만 자유가 확증되거니와, 다시 말하면

생명을 거는 것에 의해서만 자기의식에게는 존재, 즉 자기의식이 등장하는 바의 직

접적 방식이나 생명을 펼치는 것에로의 그의 침잠이 그의 본질이 아니라, ―자기의

식에게 있어서는 그에 대해 사라지는 계기가 아닌 것은 아무것도 현전하지 않으며,

자기의식은 오로지 순수한 대자존재라는 것이 확증되는 것이다.84)

오로지 생사를 건 투쟁을 통해서만 두 자기의식이 서로를 인정할 수

있다. 자신이 자기의식으로서 생명체 이상이며, 따라서 그에게 생명이 본

질적이지 않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그는 자신의 생명을 버려야 한

다.85) 그리고 자신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대상 또한 자기의식이기 때문

에, 타자 또한 자기의식임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로 하여금 생명을 버리

도록 해야 한다. 물론 자기의식은 자신의 목숨을 걸지 않고 타자로 하여

금 생명을 내버리게 하거나 그 자신의 생명만을 버릴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행위에서 입증되는 것은 하나의 자기의식뿐이다. 양자가 서로를

입증하는 것은 자신과 상대방의 목숨을 함께 무가치한 것으로 여길 때뿐

이며, 곧 서로가 투쟁할 때뿐이다.86)

84) PdG, S. 148-9.
85) 법철학과 엔치클로페디 헤겔은 그 자신의 생명까지 버릴 수 있는 자아의 부정하

는 힘에 대해 설명한다. “의지의 이러한 터전에는 내가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고, 모

든 목적을 포기하며, 모든 것을 도외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놓여 있다. 오로지 인

간만이 모든 것을, 심지어 자기의 생명마저도 포기할 수 있다. 인간은 자살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동물은 그렇게 할 수 없다. 동물은 언제나 오직 소극적으로 머물 뿐이

다. 동물은 자기에게 낯선 규정 속에서 오로지 그것에 길들어져 있을 뿐이다.” (GPR,

S. 51.) 오직 인간만이 단순한 생명체 이상이며, 따라서 인간만이 목숨을 걸고 원하는

바를 성취할 수 있는 존재이다. 따라서 자신의 목숨을 거는 것이 다른 의식에게 그

자신이 인간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행위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자아의 보편성은 모든

것을, 자신의 생명마저도 도외시할 수 있게 한다.”(Enzy III , S. 19.)

86) 따라서 인정투쟁은 서로를 자기의식으로 확인하는 작업이다. 스턴은 카인츠를 인용

하며 인정투쟁을 시험(test)이라고 말하는데, 이 시험의 목적은 자신과 상대방이 생명

체 이상의 존재인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따라서 나는 당신이 인정을 받을만한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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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의 하나의 목표는 서로를 의식적 존재로 확인하는 것이지만, 여

전히 자기의식에게는 자신의 개별적인 자아가 중요하며 그것을 실현시키

는 것이 또 다른 목표이다. 자기의식이 원하는 것은 자신과 동등한 다른

자기의식이 아니라, 자신의 개별적인 자아를 그 자신의 자아로 받아들여

줄 다른 의식에 불과하다.87) 말하자면 타자는 그 자신을 참된 것으로 여

기는 자기의식으로서가 아니라, 대상을 참된 것으로 여기는 의식으로서

남아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투쟁은 평등한 인정 관계를 향

하지 않는다. 투쟁은 불평등한 인정관계인 지배와 예속의 관계를 향한다.

4.3. 지배와 예속

그 자신과 상대방이 자기의식임을 확인하기 위한 투쟁은 완수될 수

없는 것인데, 생명을 내던짐으로써 자기의식을 입증하는 생사를 건 투쟁

의 완성은 곧 자신과 다른 이의 죽음, 살아있는 자기의식의 죽음이며 즉

입증되어야 할 자기의식의 부정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또한 죽음을 통한 이러한 확증은 이로부터 생겨나야 하는 진리, 따라서

또한 자기 자신의 확신으로서의 진리조차도 모조리 지양한다……물론 죽음을 통해

서 양자가 자신의 생을 걸었다는 것과 자신에서 그리고 타자에게서 생을 경멸했다

는 확신이 생겨난다. 그러나 이 확신은 이 투쟁을 극복한 자들에 대한 것이 아니다.

이들은 그들의 자연적인 현존재인 이 외타적인 본질성안에 정립된 의식을 지양하고

또는 자기 자신을 지양하며 그리고 대자적 존재를 의욕하는 극단으로서도 지양된

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당신을 시험하지 않고서는 당신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이 시험의 방법은 당신을 위험으로 몰아넣고 당신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지켜보는 것

이다.(“따라서 자아는 증거를 찾는 일에 착수해야 한다. 자아는 자유의 현존을 판정하

기 위해 또 다른 자아(alter ego)를 시험해야 한다. 그리고 이 시험은 생명에 대한 부

정, 무시, 그리고 파괴를 수반할 것이다.” Kainz (1976) 참조.)” Robert Stern, 위의

책, p. 95.  
87) “그래서 헤겔은 이 과정은 타자의 자립성을 인정한다고 해도, 여전히 자신을 중심으

로 타자를 인정하는 내적 갈등을 갖고 있다고 말한다.” 헤겔 철학의 관점에서 본 욕

망의 지위와 역할 ― "영혼"과 "자기의식"을 중심으로 ― , 소병일 (2006), 철학연구
32권, 7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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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그들의 행위는 추상적인 부정이며, 지양된 것을 보존하고 포함하며 따라서 그

들의 지양됨을 견뎌내는 그러한 의식의 부정이 아니다.88)

두 자기의식은 생명을 내던지는 것으로 스스로를 입증하고자 했으며,

생사를 건 투쟁의 과정에서 서로가 생명 이상의 존재라는 것을 확신한

다. 그러나 투쟁의 종결은 곧 죽음이다. 투쟁을 끝낸 이들은 시체이며,

그것은 아무것도 입증하지 못한다. 투쟁의 한 가운데에서 “자기의식에게

는 자신에게 생명이 순수한 자기의식과 마찬가지로 본질적이라는 것이

깨우쳐진다.”89) 이를 깨달은 자기의식은 투쟁을 포기하며,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타자에게 예속되고자 한다. 그는 자신이 아닌 자기의식을

참된 것으로 여기고 그의 의지를 실현시킨다. 여기서 자기의식은 다시

한 번 대상과 자신에 다한 앎을 변경한다. 이제 이 자기의식에게 대상은

타자의 “순수한 자기의식”, 그리고 자신이 떨쳐내지 못한 “생명”이다. 그

리고 그는 더 이상 욕구 및 투쟁하는 자기의식과 같이 자신을 참된 것으

로 여기지 않으며, 오히려 자신을 비본질적인 것으로 안다. 이를 통해 지

배와 예속이라는 불평등한 인정관계가 생겨난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다른 의식(노예―글쓴이)이 대자존재로서의 자신을 지양하고

따라서 그 스스로 첫 번째의 의식(주인―글쓴이)이 그 의식에 대해 행한 것을 행한

다는 인정의 계기가 현존한다. 마찬가지로 두 번째 의식의 행위가 첫 번째 의식의

고유한 행위라는 다른 계기 또한 현존한다. 왜냐하면 노예가 행하는 것은 본래적으

로 주인의 행위이기 때문이다……그러나 본래적인 인정에 있어서는, 주인이 타자에

대해 행한 것을, 주인이 또한 자기 자신에게 행하며, 노예가 자기 자신에 대해 행한

것을, 그가 또한 다른 이를 위해 행한다는 계기가 마련되지 않았다. 그에 의해서 일

면적이고 동등하지 않은 인정이 생겨났다.90)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의 자기의식이 타자에게 예속됨

으로써 지배와 예속의 관계가 나타난다. 지배와 예속의 관계에서는 지배

88) PdG, S. 149-50.

89) PdG, S. 150.
90) PdG, S.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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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인 주인만이 인정받는다. 여기서 실현되는 것은 동등한 두 자기의식의

보편의지가 아니라 주인의 개별적인 의지이다. 노예는 가축과도 같이 주

인의 명령을 따를 때에만 그 생명을 보존할 수 있으며 주인을 거스를 때

에는 죽임당할 것이다. 노예는 주인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동하며,

주인에게 순종할 때에도 주인의 자의와 변덕으로 죽임당할 수 있다. 그

렇기 때문에 노예는 주인에게 봉사할(dienen) 뿐만 아니라, 언제 주인에

의해 죽임 당할지 모른다는 공포에 떠는 처지에 놓인다. 노예는 주인에

대한 공포 가운데 그에게 봉사하기 위해 노동해야 하는데, 이 공포와 봉

사, 그리고 노동이 그로 하여금 앞으로의 정신적인 도야를 가능케 한다.

그러나 주인은 여전히 자신의 개별적인 자아에 갇혀 있을 뿐이다. 주인

은 다시 욕구로 되돌아가며, 욕구의 완성인 향유에 머무름으로써 보편적

인 자기의식으로 도야되지 않는다.

4.3.1. 주인

주인은 “사물 자체, 즉 욕구의 대상”과 노예, 즉 “물성이 그에게 본질

적인 의식”과 관계 맺되, 각각과 “직접적으로 관계 맺는” 한편, “타자를

통해”관계 맺는다.91) 한편으로 주인은 생명을 매개로 노예와 관계 맺는

다. 노예의 의식은 투쟁에서 생명을 도외시 할 수 없었고, 그것을 본질적

인 것으로 여겼다. “그러나 주인은 이러한 존재에 대한 지배자인데, 왜냐

하면 그는 투쟁에서 그에게 이러한 존재가 부정적인 의미만을 가진다는

것을 입증했기 때문이다. 주인이 그에 대해 지배력이라는 점에서, 그러나

이 존재가 타자에 대한 지배력이라는 점에서, 주인은 결과적으로 이 타

자를 종속시킨다.”92) 다른 한편으로 주인은 다른 자기의식을 매개로 생

명과 관계한다. 그에게 다른 자기의식은 도구나 가축과 다름없다.93) 노

91) PdG, S. 151.

92) PdG, S. 151.

93) 도구로서의 노예에 대한 설명은, L. Siep, Der Weg der "Phänomenologie des
Geistes" : ein einführender Kommentar zu Hegels "Differenzschrift" und z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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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는 다만 동물일 뿐이며, 그의 욕구를 충족시킬 도구일 뿐이다.94) 인간

이 쟁기와 소를 통해 대지와 매개적으로 관계하며, 대지의 산물을 획득

하고자 하는 자신의 욕구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는 것처럼, 노예는 쟁기

나 소와 다를 바 없는 주인의 욕구의 매개물이다. 주인은 그에게 저항하

는 생명의 자립성을 노예에게 맡기고, 그 자신은 노예의 노동을 통해 얻

어진 산물로 인한 즐거움만을 누린다.

주인은 처음에 자기의식이 목표로 했던 것을 이룬다. “욕구는 사물의

자립성 때문에 이를(대상의 완전한 무화―글쓴이) 성취하지 못했다. 그러

나 사물과 자신 사이에 노예를 끼워 넣은 주인은 그를 통해서 오직 스스

로를 사물의 비자립성과 결합시킬 뿐이며 사물을 순전히 향유한다.”95)

그러나 주인은 이전보다 더 악화된 상황에 놓이는데, 이전에 자기의식은

생명과 다른 자기의식으로부터의 반발을 겪음으로써 자신의 개별적인 자

아에서 벗어날 기회를 가질 수 있었으나, 이제 그는 철저히 자신만을 고

집하기 때문이다. 그는 생명을 매개로 타자와 관계 맺음으로써 타자의

자기의식을 알지 못한다. 그에게 타자의 본질은 생명이며, 타자는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에 급급한 동물에 불과하다. 그는 잘 드는 곡괭이를 버리

지 않는 것처럼, 일을 잘 하는 소를 도축하지 않는 것처럼 자신의 향유

를 위해 타자를 살려둔다. 따라서 주인에게서는 양자의 동등한 인정으로

의 길이 차단된다. 더 나아가 주인은 노예를 매개로 생명과 관계하기 때

문에 생명에 대해 파악할 수 없다. 주인은 다시 이전의 욕구로 돌아간다.

그에게 생명은 자신의 욕구를 위해 있을 뿐이며, 그는―이성으로 도야되

어서―생명의 본래적인 가치를 알 수 없다. 주인은 개별적인 자아의 직

접성에 고착되어, 동물과 같이 “자신에서 대상의 순전한 부정을 가지며

그를 통해서 다른 것과 섞이지 않은 순수한 자기감정을 지니는”96) 것에

그친다. 자기의식의 도야는 노예로부터 이루어진다.

"Phänomenologie des Geistes" , Frankfurt am Main : Suhrkamp, 2000, S. 103―4를

참조.

94) 바이저, 헤겔, 247쪽.
95) PdG, S. 151.
96) PdG, S.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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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노예

노예는 주인에게 복종함으로써 그 자신만을 유일한 의식적 존재로 여

기는 유아론적 주관에서 벗어나 타자 또한 그와 같은 의식으로 인정하고

그와의 관계를 통해 스스로를 규정하고자 하는 상호주관적인 주관으로

형성하기 시작한다. 헤겔은 엔치클로페디의 정신현상학 에서 타자를

비로소 고려하기 시작하는 의식의 형태인 노예의 의의를 다음과 같이 말

한다.

노예가 주인을 위해서 노동하며 따라서 자신의 고유한 개별성의 배타적 이익 안

에서 노동하지 않음으로써, 노예의 욕구는 단지 이 사람의 욕구가 아니라, 오히려

동시에 자신 안에 또 다른 사람의 욕구를 포함하는 폭을 얻는다. 그에 따라서 노예

는 자신의 자연적 의지의 이기적인 개별성에서 벗어나며…97)

노예가 주인을 인정하고 그의 욕구를 자신의 욕구로 받아들임으로써

국면의 전환이 일어난다. 노예의 복종은 의식이 비로소 자신의 주관성을

벗어나서 타자를 진정으로 인정하는 계기이다. 투쟁하는 의식들은 서로

가 의식적 존재임을 요구하면서도 상대방이 참된 자기의식임을 인정하지

않고 그의 의지를 묵살하고자 하는 양가적 입장을 취했다. 그러나 노예

는 복종을 통해서 상대방을 참된 자기의식으로 인정하고 그의 의지를 자

기 자신의 의지로 받아들인다. 노예의 복종은 본심을 숨긴, 반란을 꾀하

는 복종이 아니다. 노예는 가장 깊숙한 곳에서부터 주인에 대한 공포를

느낌으로서 이 주인을 진정으로 인정한다. 이러한 진정한 복종이 없다면

계속 모반의 가능성이 있으며 노예는 주인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

니다. 노예에게 주인은 그가 먹이로 구슬리고자 하는 강하고 흉폭한 짐

승과 다를 바가 없을 것이다. 노예의 복종이 진심어린 것일 경우에만 그

는 타자를 진지하게 고려하고, 자신의 폐쇄적인 주관성에서 벗어난다. 노

97) Enzy III , S. 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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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가 방기한 주관의 자리를 다시 채우는 것이 보편적인 의지가 아닌 주

인이라는 또 다른 개인의 의지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이 복종은 보편

적인 의지로 스스로를 형성하는 최초의 발걸음이다.

노예의 이기심의 복종은 인간의 참된 자유의 단초를 형성한다. 의지의 개별성의

전율, 이기심의 무상함에 대한 감정, 순종하는 버릇은 모든 인간의 형성의 필연적인

계기이다. 고집을 꺾는 이러한 훈육을 겪지 않고서는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으며,

이성적으로 될 수도, 명령할 수도 없다.98)

노예의 복종은 자유의 단초일 뿐이다. “왜냐하면 이때 자기의식의 자

연적인 개별성이 굴복하는 것은 즉자대자적으로 존재하는, 참으로 보편

적인, 이성적 의지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의 다른 주체의 개별적인, 우연

적 의지이기 때문이다.”99) 그러나 어떤 일이라도 단초가 없이는 이루어

지지 않는다. 노예는 주인에게 순종함으로써 자신의 개별적인 의지를 버

리는 법을 배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도야된 의식만이 향후 보편적인

의지 또한 그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불행한 의식 장에 이르

러 노예는 불행한 의식이 되고, 그 자신의 개별성으로 인해 겪는 불행에

서 벗어나기 위해 종교 공동체의 보편적인 의지를 따를 것이다.

노예는 상호주관적인 측면에서의 진보와 함께 인식론적인 진보를 가

져온다. 노예의 복종이 자유의 단초라면 주인을 위한 노동은 이성의 단

초이다.

노예에게 생명을 도외시한 주인의 자기의식, 절대적인 부정성이 참된

대상으로 나타난다. 이 주인의 자기의식이 곧 노예 자신의 자기의식이기

도 하나, 노예에게 이 자기의식은 소원한 타자의 본질이다. 그러나 노예

는 자기의식의 절대적인 부정성을 그 자신에게서 경험하는데, “왜냐하면

그는 죽음의 공포, 절대적인 주인의 공포를 느끼기 때문이다.”100) 주인과

노예의 관계에서는 주인의 개별적인 의지가 곧 법이며 노예의 생명은 주

98) Enzy III , S. 225.

99) Enzy III , S. 225.
100) PdG, S.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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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 자의에 달려있다. 노예는 스스로 죽음을 무릅쓰진 못했으나 주인에

의해서 죽음의 공포를 겪는다. 이 죽음의 공포 안에서 “노예는 내적으로

용해되고 자신 안에서 절대적으로 전율하며, 그 안의 고정된 모든 것이

흔들린다.”101) 그는 투쟁에서 외면했던 죽음과 다시 마주한다. “그러나

죽음을 두려워하고 황폐화로부터 그저 자신을 지킬 뿐인 것이 아니라 죽

음을 견디어내고 그 안에서 자신을 보존하는 것이 정신의 생명이다.”102)

노예는 이 죽음을 극복해내고 그의 자기의식을 되찾을 것인데, 그는 노

동함으로써 그렇게 한다.

그에 반해 노동은 억제된 욕구, 저지된 사라짐이며, 또는 노동은 형성한다. 대상

에 대한 부정적인 관계는 대상의 형식으로 그리고 지속하는 것으로 되는데, 왜냐하

면 바로 노동하는 자에게 대상은 자립성을 지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부정적 중심 또

는 형식화하는 행위는 동시에 의식의 개별성 또는 순수한 대자존재인데, 이제 의식

은 노동 속에서 자기 외부의 존립의 터전에 들어선다. 그러므로 이를 통해 노동하는

의식은 자립적인 존재를 자기 자신으로서 직관하기에 이른다.103)

욕구로서의 의식에게 대상은 현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이 현상은

의식에게 의존적으로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욕구는 대상을 자유롭게

파괴할 수 있다. 그러나 노예는 대상의 세계―생명―를 본질적인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것을 완전히 파괴하지 못한다. 노예에게 대상은 현상이

아니라 실재적인 것이며 의식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자립적인 것이다.

더욱이 노예는 대상을 완전히 파괴함으로써 대상을 향유하지 않고, 주인

에게 봉사하는 가운데 그를 위해 대상을 가공하고 형성하는 것에 그친

다. 노예는 주인을 위해 노동함으로써 대상이 실재한다는 사실을 받아들

인다.

그러나 노예의 형성하는 힘 또한 자기의식의 부정하는 위력이다. 다

만 노동은 욕구와 달리 대상의 소원한 자립성을 부정하면서도 대상의 실

재성을 보존한다. 노동을 통해 대상을 가공하고 형성함으로써 노예는

101) PdG, S. 153.

102) PdG, S. 36.
103) PdG, S.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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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자신을 대상에 각인시키며, 즉 그의 자기의식을 대상 안으로 외화한

다. 노예의 자기의식은 대상의 형식이 된다. 이전까지의 자기의식의 형태

에서 의식과 대상은 단적으로 대립했었으나, 노예에게 대상은 그 안에서

의식이 활동하고 객관화되는 터전이다. 욕구에서 대상은 파괴됨으로써

자기의식을 실현했고, 따라서 잠깐의 만족만을 제공할 수 있었다. 그러나

노동을 통해 노예의 자기의식은 안정적인 존재 안에서 대상화되어 지속

하며, 노동을 통해 형성된 대상은 곧 그의 작품이다. 그는 이 대상으로부

터 부터 지속적으로 자신을 발견하는 만족을 누린다.

이 과정은 주인의 것으로 나타나고 노예에게 소원한 것이었던 자기의

식을 다시 자기 것으로 획득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래서 노동은 곧 공포

의 극복이다. “형성하는 행위는 단지 봉사하는 의식이 그 안에서 순수한

대자존재로서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된다고 하는 긍정적인 의미뿐만 아

니라, 그의 첫 번째 계기, 공포에 대한 부정적인 의미 또한 지닌다……주

인에 있어 봉사하는 의식에게 대자존재는 타자이거나 또는 단지 이 타자

를 위한 것이다. 공포 속에서 대자존재는 봉사하는 의식 곁에 있다. 형

성할 때 대자존재는 봉사하는 의식에 대해 그 자신의 고유한 것으로서

생성되고, 그는 스스로가 즉자대자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의식하기에

이른다.”104) 노예는 주인의 자기의식을 참된 것으로 여겼지만, 그것은 자

신에게 소원한 것이었다. 노예는 주인의 공포에 전율하면서 자기의식의

위력을 경험하지만, 그에게 여전히 자기의식은 자신이 아니라 주인의 것

이다. 그러나 노예는 노동의 산물에서 다른 이의 것이 아닌 그 자신의

자기의식을 발견한다. 주인의 소원한 자기의식의 위력으로 인한 공포는,

노예가 노동을 통해 자기의식을 그 자신의 것으로 발견함으로써 극복된

다.

노예가 노동을 통해 되찾은 자기의식은 처음에 나타났던, 대상과 대

립되는 자기의식이 아니라 대상 안에서 대상과 함께 있는 자기의식이다.

의식이 처음 자신을 자각했을 때, 자기의식은 대상과 단적으로 대립했었

다. 그러나 노동의 산물에서 의식은 추상적이며 내용 없는 자신이 아닌,

104) PdG, S. 154.



- 39 -

대상을 통해 실현되어 구체적인 내용을 지닌 자신을 발견한다. 대상은

더 이상 의식에 대립하지 않는데, 대상은 의식이 실현되는 터전이자 의

식의 현존재이며 곧 의식 자신이기 때문이다. 노예는 노동을 통해 그 자

신이 대상의 본질이라는 확신, 주관과 객관의 동일성의 의식인 이성으로

스스로를 형성하기 시작한다.

이처럼 노예라는 의식의 형태는 개별적인 주관성을 벗어나는 최초의

계기이다. 주인은 대상과 타자를 도외시하고 실질적인 내용을 마련하지

못한 채 동물과도 같은 욕구로 남는다. 인간의 인간으로서의 역사는 노

예로부터 시작되는데, 노예는 욕구와 달리 그 앞에 놓인 대상을 무화시

키지 않음으로써 비로소 그에 대해 사유하기 때문이다. “만약 인간이 사

유에 의해 동물과 구별된다는 것이 올바르다면(그것은 분명 올바를 것이

다), 모든 인간적인 것은 그것이 사유를 통해 야기됨으로써 그리고 오로

지 그러함으로써만 인간적이다.”105) 노예는 세계를, 즉 대상과 정신적인

실체를 사유하며 그를 통해서 그 안에서 실현된 자신을 발견하고 이성과

보편적인 자기의식의 이념으로 향한다. 그래서 사유의 시작은 곧 자유로

의 도야의 시작이다.106) 추상적인 자기의식에게 대상의 세계는 외적인

105) G.W.F. Hegel, Enzyklopaedie der philosophischen Wissenschaften I , Werke in
zwanzig Banden Bd. 8, Frankfurt am Main : Suhrkamp, 1986, S. 42. (이하 Enzy I
으로 약칭)

106) 헤겔에게서 주관의 자유는 대상을 부정―피히테와 같이―하거나 또는 대상을 외면

함―낭만주의자들과 같이―으로써는 얻어지지 않는다. 그러한 자유는 한낱 추상적인

것에, 몰규정적인 것에 불과하며 내용의 구체성과 대립하며, 그에 제한된다. 주관은

스스로를 부정하여 외화함으로써 스스로를 객관화시킨다. 이 객관화된 자기는 그 자

신에게 소원하지만 세계 안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획득한 자기다. 그는 이 자기를 다

시 자신으로 파악함으로써 세계, 즉 구체적인 내용과의 대립을 해소하고 스스로를 도

야한다. 이러한 도야의 시원을 노예와 그의 노동에서 발견할 수 있다. “헤겔 철학에서

자유는 정신의 본질적 속성으로서 한편으로는 자기의식과,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실현

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차라리 이 세 개념은 동일한 것이라 해야 할 것이다. 먼저 자

기의식으로서의 자유는 자기인식과 같고, 자기인식은 자기 대상화나 자기 객체화를

전제한다. 그런데 자신을 대상화한다는 것은 자신을 부정한다는 것과 같다. 기존의 정

체성을 깨뜨리는 부정의 상황, 부정의 시련, 혹독한 절망 속에서만 자신의 한계가 객

관화될 수 있다. 자기인식은 주체의 마지막 한계와 조건이 가차 없이 발가벗겨지는

소외나 외화의 과정이자 그런 외화로부터의 복귀이다. “타재로부터의 복귀”(134)라는

자기의식의 정의는 이런 복잡한 의미를 담고 있다. 다른 한편 자유는 자기실현의 정

도를 가리킨다. 처음에 있는 것은 어떤 잠재력, 가능성이다. 가능성은 씨앗처럼 단순

한 형태를 띠지만, 그것이 실현되는 과정 속에서 단순한 형태는 끊임없이 분화, 복잡

화된다. 자유란 처음에 “씨앗”처럼 주어진 가능성을 실현하는 자기분화 속에 단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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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며 그에 대립함으로써 그를 제한하는 것이었다. 노예는 노동을 통해

자기를 외화시키고, 대상에서 구체화된 자기를 발견함으로써 대상 또한

그 자신으로 안다. 그는 대상에 의한 제한을 부정하고 자유로워진다. 이

외화와 복귀의 구조는 이후 정신의 도야―나중에 의식은 사물로서의 대

상만큼이나 정신적인 실체로 스스로를 외화시키며, 그로부터 자신을 자

유로운 정신으로 형성한다―의 범형이다. 이와 같이 의식이 노동을 통해

얻어진 사유와 자유를 통해 규정될 때 그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다. 이

사유하는 의식, 자유로운 의식이 다음에 고찰될 의식이다.

을 보존하는 능력이다. “타재 속에서 자신을 회복하는 동일성”(20) 혹은 “절대적 타재

속의 순수한 자기인식”(24)이란 정신의 정의는 이런 직관에서 온다……헤겔의 정신철

학에서 자유의 진보는 이런 복잡한 의미의 자기인식과 자기실현이 심화되는 과정이

다. 헤겔의 현상학에서 노예가 지니는 독특한 지위는 이 철학 전체의 핵심에 있는 이

런 자유의 개념이 처음 발아하는 장소라는 데 있다. 죽음의 공포 속에서 실행되는 노

예의 노동은 교양=자기인식=자기실현에 해당하는 자유의 뿌리이다.” 김상환, 헤겔의

‘불행한 의식’과 인문적 주체의 역설 , 철학사상 36권, 5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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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유로운 자기의식

노예에게 참된 것은 주인과 생명인 대상이었다. 노예는 노동을 통해

의식을 대상으로 외화하고 이 의식이 대상의 형식이 된다. “그러나 우리

에 대해서 또는 즉자적으로 형식과 대자존재는 동일한 것”107)이다. 노예

가 참된 것으로 인정했던 주인의 자기의식은 그 자신의 자기의식이기도

하다. 이렇게 해서 분리된 채 각각 참된 것으로 여겨졌던 의식과 대상이

일체를 이루며, 이제 대상은 대상과 의식, 즉자존재와 대자존재, 존재와

사유의 통일이다. “결정적으로 이러한 자기의식의 형태의 규정에서, 이

의식의 형태가 사유하는 의식 일반이라는 것 즉 그것의 대상이 즉자존재

와 대자존재의 직접적인 통일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108) 이제 대상

의 본질은 개념이며, 이 개념을 통해서 대상을 파악하는 의식의 형태는

사유다. 개념을 통해 파악된 것, 사유된 것, 사상(Gedanke)은 존재를 있

는 그대로 파악할 수 없으며, 주관에 의해 오염된 것 또는 오직 주관에

의한 것이라는 입장이 있다.109) 그러나 헤겔에게 있어서 사상은 주관적

인 것일 뿐만 아니라 또한 “객관적 사상”이며, “따라서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는 사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대신에 사유 규정이라고 말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논리적인 것은 사유 규정 일반의 체계로서 추구되

어야 하며, 이 체계에서는 (통속적인 의미에서의) 주관적인 것과 객관적

인 것의 대립이 사라진다.”110) 대상을 파악하는 주관의 범주가 동시에

107) PdG, S. 156.
108) PdG, S. 156.

109) “따라서 사람들은 사유가 단지 사상에 불과하다고 말하며, ―그리고 따라서 사상은

단지 주관적이며, 자의적이고 우연적이며, 더욱이 사태 자체가 아니며, 참된 것도 현

실적인 것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Enzy I , S. 42.

110) Enzy I , S. 80-1. 회슬레는 철학을 경험주의, 주관적 관념론, 객관적 관념론의 유형

으로 분류하며, 헤겔의 사상을 객관적 관념론에 위치시킨다. 필연적이며 선험적인 인

식이 있을 수 없다는 경험주의의 근본 명제는 “어떠한 비가언적인 선험적 인식도 존

재할 수 없다”로 표현된다. 선험적 인식이 단지 주관의 사유법칙에 제한되며 현실과

관련이 없다는 주관적 관념론의 근본 명제는 다음과 같다. “만약 비가언적인 선험적

인식이 존재한다면, 그것의 법칙들은 가능한 한에서 현실과 아무런 관련도 가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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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 자체에 내재하며, 대상을 파악하는 의식의 운동은 곧 대상 자체의

운동이기도 하다. “의식, 그것은 무한성으로서 또는 의식의 순수한 운동

으로서 본질이다.”111) 즉, 개념이 개념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전까지의

자기의식의 형태들은 자신과 상이한 것과의 대립과 함께 나타났으며 자

유롭지 못했다. 추상적인 자기의식은 대상에 의해 제한되어 있었으며, 욕

구는 이 제한을 극복하려 하는 가운데 오히려 대상에게 얽매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유로서 의식은 자기 자신을 대상으로 삼을 뿐이며

그에게 소원한 것을 가지지 않는다. 사유는 어떤 것으로부터도 제한되지

않으며 따라서 자유롭다.112) 그러나 의식은 이제 막 스스로를 자유로 형

성하기 시작한 것에 불과하다. 아직 의식은 대상을 개념을 통해서 속속

들이 파악하지 못했으며, 의식의 자유는 아직 완전히 실현되지 못했다.

다음 장에서 고찰되는 자유는 단지 자유의 결함 있는 양태일 뿐이다.

5.1. 스토아주의

노예는 노동하기를 그치고 이제 대상에 대해 사유하기 시작하는데,

헤겔은 이 사유를 통해 규정된 의식의 형태를 스토아주의라 일컫는다.

이 자기의식의 자유는, 정신의 역사 속에서 그것의 의식적 현상으로 나타나는 동

안에 잘 알려져 있듯이 스토아주의라고 불리게 되었다. 그것의 원칙은, 의식이 사유

하는 본질이며, 의식이 그 안에서 사유하는 본질로서 관계 될 때에만, 어떤 것이 오

없을 것이다.” 이러한 입장들에 대한 반대로서 객관적 관념론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비가언적인 선험적 인식이 존재하며, 그것의 법칙들은 동시에 현실의

법칙들이다.” 필연적인 범주, 사상 규정이 주관적일 뿐만 아니라 객관적이며, 이 사상

이 참된 인식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헤겔의 철학은 객관적 관념론으로 표현될 수 있을

것이다. 비토리오 회슬레, 객관적 관념론과 그 근거짓기 (2005), 이신철 역, 에코리

브르 참조.

111) PdG, S. 156.
112) “사유에는 직접적으로 자유가 놓여 있는데, 왜냐하면 사유는 보편적인 것의 활동,

따라서 추상적인 자기에 대한 자기 관계함Sichaufsichbeziehen, 주관성에 따라서는 몰

규정적인 동시에 내용에 따라서는 오직 사태와 사태의 규정들 속에서만 존재하는 자

기 곁에 있음Beisichsein이기 때문이다.” Enzy I , S. 80.



- 43 -

직 사유하는 본질에 대해서만 본질성을 가질 뿐이며 또는 의식에 대해 참되고 선하

다는 것이다.113)

노예의 자기의식이 대상 안에서 대상의 형식을 이루었다. 노동을 통

해서 노예의 주관은 대상, 객관과 하나를 이룬다. “자신으로부터 반발된

그 자신과 동일한 의식이 자신에게 즉자적으로 존재하는 요소가 된다.

그러나 이러한 요소는 자신에게 겨우 보편적인 본질 일반에 불과하지 그

것의 다양한 존재의 전개와 운동 안에서 대상적인 본질은 아니다.”114)

그러나 의식이 대상의 형식이라는 것은, 의식이 이제 막 대상과 일체를

이루기 시작했지만 아직 대상의 다양한 내용까지 속속들이 침투하지 못

했다는 것이다. 의식이 대상에게서 발견하는 것은 추상적인 자신이며,

“사유일반의 형식, 즉 순수자아”115)에 불과하다. 의식은 필연적이지만 추

상적인 사유의 형식으로 만족하는 “논리학자”116)이다. 그러나 의식은 다

시 처음의 추상적인, 따라서 개별적인 욕구로 나타나는 자기의식에 불과

한 것은 아닌데, 의식이 대상으로 삼은 순수 자아는 개별적인 자아가 아

니라, 주인과 노예 모두에게 공통적인 사유의 법칙이기 때문이다.

스토아주의는 버틸 수 없는 외적인 상황, 내용을 외면해야만 하는 시

대, “일반적인 공포와 예속의 시대”117)에 등장하는 의식의 형태다. 그러

나 이 의식의 형태가 단지 공포를 피해서 내면으로 도피하는 나약함에

불과한 것은 아니다. 그저 세상을 외면한 채 얻어지는 내면의 자유는

“아집”이다.118) 그러나 의식은 노동을 통해 공포를 극복해낸 바 있다. 아

집과 달리 “스토아주의는 직접적으로 항상 예속으로부터 벗어나서 사상

의 순수한 보편성으로 되돌아오는 자유며……형성하는 작용이 사유에

도달한 그러한 보편적인 교양의 시대에만 나타날 수 있었다.”119) 스토아

113) PdG, S. 157

114) PdG, S. 156-7.
115) 이뽈리뜨, 헤겔의 精神現象學, 224쪽.
116) H.S. Harris, Hegel's Ladder: Volume I: The P ilgrimage of Reason. (1997),

Hackett Publishing Company, Inc., p. 384.

117) PdG, S. 157.

118) “아집은 개별성에 고착되어 예속 내부에 서 있는 자유이다.” PdG, S. 157.
119) PdG, S.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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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부동심은 현실에 대한 회피로는 얻어지지 않는다. 앞에서 보았듯이

노예의 노동은 의식이 자신의 폐쇄적인 주관성에서 벗어나는 계기다. 노

예는 노동을 통해 자신을 현실로 외화한다. 그 현실에서 다시금 발견한

자기는 사물의 본질이자, 주인의 것도, 또 노예의 것도 아닌 보편적인 자

기다.120) 스토아의 현자는 의식이 진지한 노동을 통해 스스로를 보편적

인 사유로 고양시킴으로써 도달하는 경지다. “내가 어떤 것을 참되게 사

유한다는 것은, 모든 이가 같은 것을 사유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121)

그런데 이 자기의식에게 자기 이외의 타자나 자아의 순수한 추상이 본질이 아니

라, 타재를 지니기는 하지만 그에게서의 사유된 구별로서 지님으로써 자기의 타재

속에서 직접적으로 자기 내로 복귀해 있는 자아가 본질일지라도, 이러한 그의 본질

은 동시에 다만 추상적 본질일 뿐이다……사상에서의 자유는 다만 순수한 사상만을

생명의 충족을 지니지 않는 자기의 진리로 지니거니와, 그러므로 그것은 또한 다만

자유의 개념일 뿐, 살아 있는 자유 자체가 아니다. 왜냐하면 그 자유에게는 오직 사

유 일반이 본질이기 때문인바, 즉 사물의 자립성으로부터 자기 내로 귀환해 있는 형

식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122)

사유는 끊임없이 분화하는 가운데 다시 자기로 복귀하는 생명(Leben)

의 무한성, 그리고 그와 마찬가지로 셀 수 없이 다양한 관계를 통해 이

루어지는 인간의 삶(Leben)안에서 그와 더불어 전개되어야 한다. 의식은

그렇게 전개된 개념을 통해서 대상을 파악함으로써 비로소 자유롭다.

“개인이 행동하는 자로서 자신을 생명을 지닌 것으로 드러내거나 또는

사유하는 자로서 생동하는 세계를 사상의 체계로 파악해야 한다는 점에

서, 사유 자체에는 이러한 확산을 위해서는 무엇이 선한 것인지, 저러한

확산을 위해서는 무엇이 참된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놓여 있어야 한다.

120) “따라서 이 의식은 지배와 예속의 관계에 대해 부정적이다. 이 의식의 행위는 지배

하는 가운데 자신의 진리를 노예에게서 가지는 것도 아니며, 노예로서 자신의 진리를

주인의 의지와 그의 봉사에서 가지는 것도 아니며, 왕좌에서 만큼이나 족쇄에 묶여서

도, 그의 개별적인 현존재의 모든 속박에서 자유로운 것, 현존재의 운동으로부터, 작

용하는 것으로부터 그리고 작용당하는 것으로부터 끊임없이 사유의 단순한 본질성으

로 돌아가는 무생명성을 보존하는 것이다.” PdG, S. 157.

121) H.S. Harris, 위의 책, p. 383.

122) PdG, S.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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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의식에 대해서 있는 것 안에는 본질인 바의 개념 외엔 다른 어떤

요소도 전혀 없다.”123) 그러나 스토아주의의 사유가 대상의 본질로서의

그 자신을 파악한다고 하더라도, 이 본질은 아직 전개되지 않은 채 추상

적으로 남아있을 뿐이다. 보편적인 사유가 구체적인 개별적 내용에 대립

한다. 사유가 사용하는 개념은 “그 자신에서 어떤 내용도 갖지 못하며”,

그래서 사유에게 내용은 외적으로 “주어진 것”에 불과하다.124) 회색의

이론으로는 푸르른 생명을 파악할 수 없는 바, 논리학의 법칙은 이 다양

한 내용에 비하면 빈약한 것이다.125) 그래서 스토아주의의 자유는 현실

에서 실현된 적극적인 자유일 수 없고, 구체적인 내용을 방기함으로써

얻어진 소극적인 자유에 불과하다. 스토아의 현인은 오히려 현실에 무지

하다.

따라서 이전에 있었던 표현처럼, 일반적으로 진리의 기준에 대해, 즉 실제로 사

유 자체의 내용에 대해 질문 받을 때면 스토아주의는 당황하게 된다. 그에게 무엇이

선하고 참된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던져지면, 그는 다시금 내용 없는 사유 자체를

대답한다. “이성적인 것 안에는 참된 것과 선한 것이 있어야 한다.”126)

스토아주의가 참된 것과 선한 것에 대해 설교할 때 그것들에 대해 말

123) PdG, S. 158.

124) PdG, S. 158.
125) 헤겔은 철학사 강의에서 스토아학파의 논리학에 대해 정신현상학에서와 같은

방식으로 비판한다. 스토아학파의 논리학은 구체적인 내용을 그 자신으로부터 마련하

지 못하며, 따라서 형식적이며 추상적일 뿐인 논리학이다. “(스토아 학파의―글쓴이)

최종적인 기준은 단지 합치를 찾아내는 사유의 형식적인 동일성일 뿐이다. 그러나 다

음과 같이 묻게 된다. “무엇과의 합치인가?” 왜냐하면 절대적인 자기규정, 사유 자체

로부터 생겨난 내용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스토아주의자들은 올바르게 통찰했지만,

그들의 기준은 형식적이며, 모순율이다. 또한 절대적인 본질에는 어떤 모순도 없다.

그것은 자기 자신과 같지만, 그렇기 때문에 공허하다. 자신의 타자에서, 내용과 규정

에서 자신과의 합치가 있어야 하며, ―이는 합치와의 합치다. 이제 사유가 내용을 자

신에게 적합한 것으로 발견하는 한에서 내용이 참되다는 것은 매우 형식적인 규정이

다. 왜냐하면 사유가 주도적인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언제나 보

편적인 형식일 뿐이기 때문이다. 사유는 보편성, 그리고 자신과의 동일성의 형식으로

서는 어떤 것도 내놓지 못한다. 따라서 모든 것은 나의 사유와 일치할 수 있다.” G.

W. F. Hegel, Vorlesungen über die Geschichte der Philosophie II , Werke in
zwanzig Bänden Bd. 19, Frankfurt am Main : Suhrkamp, 1986, S. 273.

126) PdG, S.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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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것은 그것들이 참되고 선하다는 것에 불과하다. 그러나 사람

들이 정말로 알고 싶어 하는 것은 바로 그 참된 것과 선한 것이 구체적

으로 무엇인가, 즉 개별적인 것에서 실현된 보편자로서 현실에서 내용을

획득한 참된 것과 선한 것의 개념이다. 이 구체적인 개념에 대한 요구

앞에서 스토아주의의 설교는 “권태를 자아내는 것”이다.127)

우리는 칸트 철학에서 스토아주의의 근대적 변용을 발견할 수 있다.

헤겔에게 있어서 칸트 철학은 그야말로 스토아주의의 부활인데, 그 또한

절대적인 공포의 시대―프랑스 혁명의 시대―에 정신이 추상적 사유로

복귀함으로써 수용된 철학이기 때문이다.128) 헤겔 자신이 철학사 강의
에서 칸트 윤리학의 형식적인 측면을 스토아의 윤리학과 비교하기도 한

다.129) 헤겔의 칸트 비판을 살피는 것은 스토아주의라는 의식의 형태의

이해에 도움을 줄 수 있는데, 헤겔이 청년기에 칸트 철학에 대하여 제기

했던 것과 동일한 비판―이 비판은 원숙기에 이르러서도 반복된다―을

스토아주의에 대해서도 행하고 있다는 점130), 그리고 이 비판이 더 구체

127) PdG, S. 159.

128) 헤겔은 정신현상학의 이성 장의 ‘법칙 검증적 이성’에서, 그리고 정신 장의 ‘도

덕적 세계관’에서 칸트 윤리학에 대해 고찰한다. ‘도덕적 세계관’은 ‘절대적 자유와 공

포’의 시대로부터 비롯하는데, 이 시대는 불란서 혁명과 혁명 이후의 혼란― 무정부와

혁명정부의 독재―에 의해 규정된다.( 정신 장의 ‘절대적 자유와 공포’와 프랑스 혁명

과의 관련은, 장 이뽈리뜨, 헤겔의 精神現象學 II, 이종철 옮김, 문예출판사, 1988,

167-180쪽 참조.) 확실히 헤겔의 청년기에, 당대 독일의 칸트 수용은 프랑스 혁명과의

관계하에서 이루어졌다. “볼프주의자들이 칸트를 “오랜 자코뱅”이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진 프랑스 혁명과 결부시킨 것은 실제로 중요하고 확실히 놀랍지 않은 일이다.

따라서 칸트에 대한 그들의 비판은 프랑스에서의 사건들에 대한 그들의 반응의 본질

적인 부분이 되었다……만약 볼프주의자들에 대한 칸트의 결정적인 승리를 설명하는

어떤 단일한 요소가 존재한다면, 그것은 논란의 여지없이 프랑스 혁명이다. 칸트의 펜

이 할 수 없었던 것을 단두대가 그를 위해 행했다. 칸트 철학과 혁명사이의 연관성은

젊은 세대에게 극도로 강력한 호소력을 지닌 것으로 입증되었다.” 1790년대 독일 학

계의 주도권이 볼프주의에서 칸트 철학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프랑스 혁명과 칸트

철학의 연관은, 바이저, 이성의 운명, 이신철 옮김, 도서출판 b, 2018, 411-4쪽, ‘혁

명 대 반동’을 참조.

129) “따라서 칸트는 동일성, 자기모순적이지 않은 것의 형식, 추상적 지성의 법칙인 것

만을 의무의 규정으로 가진다. 조국을 수호하는 것, 타인의 행복은 의무이지만, 그 내

용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의무이기 때문인데, ― 이는 마치 스토아주의자에게

사유된 것이, 그것이 사유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유된 것인 한에서 참된 것과 마

찬가지이다.” G. W. F. Hegel, Vorlesungen über die Geschichte der Philosophie
III , Werke in zwanzig Bänden Bd. 19, Frankfurt am Main : Suhrkamp, 1986, S.

368. (이하 VGdP III 로 약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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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칸트와 헤겔이 사용하는 개념적 어

휘 사이의 유사성으로 인해 헤겔의 비판이 향하는 지점이 더 명확하게

표현되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헤겔은 칸트의 자기의식의 종합하는 활동, 범주를 통해 종합하는 통

각의 통일에서 주관과 객관의 동일성, 즉 이성의 이념을 발견한다. “물론

반박할 여지없이 칸트에게서 저 통일은 자기의식의 절대적인, 근원적인

동일성이며……주관과 객관의 동일성으로 현상한다. 통각의 이러한 근원

적인 통일은, 그것의 이중성에 의해서, 즉 이 통각 안에서 대립되는 것들

이 절대적으로 하나이기 때문에 종합적이라 불린다.”131) 통각의 통일이

인식과 대상의 필연적인 합치를 보장한다. 그러나 “이 통일이 자아이며,

자기의식의 통각”이지만, “자기의식은 자아이며, 그저 공허하고 추상적인

자아이며……자아는 전적으로 보편적인 것이며, 완전히 규정 없는 것이

며, 추상적인 것이다.”132) 통각에 갖춰진 범주는 열두 가지에 지나지 않

으며, 이는 형식적인 것으로 그친다. 이 형식적으로 객관적인 것을 제외

한, 그 외의 실질적인 내용을 이루는 모든 것들은 우연적인 것이다. 인과

는 필연적이지만, 어떤 인과인지는 필연적이지 않다. 예컨대 고층 건물의

옥상에서 뛰어내린 사람이 죽을 것인지 안전하게 착지할 것인지는, 몸의

상태나 기분에 따라 다르게 느껴지는 음식의 맛만큼이나 우연한 것이

다.133) 칸트 철학은 자발적이며 필연적인 것으로서의 형식, 그리고 수용

적이며 우연적인 것으로서의 내용을 단적으로 대립시킴으로써 내용의 필

연성에 이르지 못했다. 형식과 내용이, 개념과 직관이 일원론적인 체계를

이루어야 하며, “논리학을 순수한 사유 규정들의 체계로서 간주한다면,

130) 이뽈리뜨, 헤겔의 精神現象學, 226쪽.
131) G. W. F. Hegel, Glauben und Wissen oder die Reflexionsphilosophie der

Subjektivität in der Vollständigkeit ihrer Formen als Kantische, Jacobische und
Fichtesche Philosophie, Werke in zwanzig Bänden Bd. 2, Frankfurt am Main :

Suhrkamp, 1986, S. 306.

132) VGdP III , S. 344.

133) 칸트 스스로가 순수하고 보편적인 자연 법칙, 즉 범주와 개별적인 자연 법칙들을

구분한다. 경험적 법칙들은 선험적으로 인식될 수 없는 우연적인 것들에 불과하며, 따

라서 경험적 법칙에 따른 자연의 체계는 우연적이다. 범주로서의 보편적 법칙과 경험

적 법칙의 위상 차이에 대해서는, 박정하, 칸트 실천이성비판 , 철학사상 제16
권: 별책 2권 제6호, 38―42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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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 반해 다른 철학적 학문들, 즉 자연 철학과 정신의 철학은 이를테면

응용 논리학으로 나타나”134)야 한다. 범주들은 추상적이며 빈약한 몇 가

지의 사유규정으로 남아있어서는 안되고, “자연과 정신의 실제적인 영역

들로 전진해야하는 한에서 올바른 의미를 지닌다.” 그리고 이러한 범주

의 전진은 “외부로부터 그와 같이 소원한 내용이 논리적 이념에게 다가

오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스스로를 자연과 정신으로 규정해나가며 전

개하는 것이 논리적 이념의 고유한 활동”135)이다.136)

헤겔은 칸트의 실천 철학에 대해서도 그것의 형식적인 측면을 지적한

다. 칸트의 실천철학의 원리는 자유지만, 이 자유는 추상적인 자유에 불

과하다. “칸트는 의지가 즉자대자적으로 자유롭다는 루소의 규정을 완성

했다……인간은 도덕적 존재로서 자유롭고, 모든 자연법칙과 현상을 넘

어선다.”137) 칸트의 실천철학의 개념들, 도덕 법칙, 정언 명령, 의무는 자

유의 표현인데, 그것들은 의지가 스스로에게 부여한 것이기 때문이다.

“의지는 자기를 자신 안에서 규정하며, 모든 합법적인 것과 인륜적인 것

이 자유에 근거한다.”138) 따라서 도덕 법칙을, 의무를 의지한다는 것은

그 자신을 대상으로 삼는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의식은 자신의 절대적

인 자기의식을 가지는 것이다.”139) 이론 철학에서는 범주가 형식을, 직관

134) Enzy I , S. 42.

135) Enzy I , S. 120.

136) 물론 헤겔이 행한 칸트 인식론의 비판이 범주가 형식적이고 추상적이라는 점을 지

적하는 것으로 그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칸트가 범주를 그저 주관적인 것으로 파

악했다는 점이 헤겔의 칸트 비판의 또 다른 축을 이룬다. “그러나 칸트는 이러한 규

정들에 경험이 오직 현상만을 파악한다는 사실과 우리가 우리의 경험을 통해 얻게 된

인식이 그 자체로 있는 사물을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덧붙인다. 왜냐하면 경험의 두

존립하는 부분은, 첫째로 감각이며 이는 물론 주관적인 것이며, 두 번째로는 범주이며

이는 단지 우리의 지성의 규정일 뿐이기 때문이다……하나도 다른 하나도 그 자체로

있는 것이 아니며, 양자는 모두 인식이 아니며 오히려 자아가 단지 현상만을 인식한

다는 것―이것은 기이한 모순이다.” VGdP III , S. 349. 이 외에도 헤겔은 칸트의 범

주 도출의 방식이 필연적이지 못하고 일반 논리학을 전제했다는 것, 칸트의 인식론이

경험적 심리학의 방식에 근거한다는 것 등을 지적한다. 철학사 강의에서 칸트의 헤

겔 비판의 개괄은 Graham Bird, (1987) “Hegel’s account of Kant’s epistemology in

the lectures on the history of philosophy”, In Stephen Priest (eds.), Hegel’s critique

of Kant, Clarendon. Press. Oxford, pp. 65-76 참조.

137) VGdP III , S. 364.

138) VGdP III , S. 364.
139) VGdP III , S. 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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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을 이루며 따라서 범주가 경험의 내용까지 구성하는 것은 아니

다. 그에 반해서 “오직 실천이성만이 입법하는 것이며 구체적인 것이다.

실천이성이 자신에게 부여하는 법칙은 도덕법칙이다. 실천 이성이 자신

안에서 구체적이라는 것이 언표된다.”140) 도덕법칙은 행동의 지침으로서

내용을 제공한다. 그러나 이 도덕법칙을 더 살펴보면, 그것이 제공하는

내용은 공허한 것으로 드러난다. “우선 이러한 자유는 공허하며, 다른 모

든 것에 부정적인 것이다. 이 자유는 자신에게 어떠한 구속도, 다른 어떤

것도 부과하지 않는다. 자유는 그런 한에서 무규정적이다.”141) 스토아의

현자가 선과 참의 내용에 대해 질문 받을 때 선한 것과 참된 것은 이성

안에 있어야 한다는 둥의 추상적인 대답을 내놓는 것처럼, 칸트는 “그런

데 이 법칙의 내용은 무엇인가?”142)라는 질문에 “보편적인 법칙이 될 수

있는 준칙에 따라서 행위하라”143)라는 추상적인 답변을 내놓는다. 헤겔

은 특별히 이 보편화 가능성의 원칙에 대한 비판을 통해 칸트의 실천철

학의 형식적인 측면을 비판한다.

헤겔은 칸트가 실천이성비판에서 예로 든 준칙의 보편화 가능성에

대해 검토한다. “칸트는 “모든 확실한 수단을 통해서 나의 재산을 증대

시켜라”라는 준칙―그러한 수단이 기탁물로 나타날 때, 이 준칙은 “모든

이는 아무도 그에게 기탁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없는 기탁물을 부인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가질 것이다―이 보편적인 법칙으로서 타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예로 들어, 가장 범속한 지성이 가르침 없이도 저

손쉬운 조작을 수행할 수 있으며 어떤 형식이 보편적 입법에 어울리는지

또는 어울리지 않는지를 구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144) 이 준칙

이 보편화되어 모든 이가 타인의 기탁물을 부정한다면 기탁물이라는 개

념 자체가 부정될 것이다. “그러한 원칙은 어떤 기탁물도 전혀 존재하지

140) VGdP III , S. 367.
141) VGdP III , S. 367.

142) VGdP III , S. 367-8.
143) VGdP III , S. 368.

144) G. W. F. Hegel, Über die wissenschaftlichen behandlungsarten des naturrechts,
Werke in zwanzig Bänden Bd. 2, Frankfurt am Main : Suhrkamp, 1986, S. 462.

(이하 NR으로 약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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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도록 만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법칙으로서 그 자신을 무화시킬 것

이라는 점에서, 이 질문은 그 질문 자체로부터 해결된다.”145) 따라서 타

인의 기탁물은 보호되어야 한다. 그러나 여기서는 암암리에 기탁물의 타

당성이 전제되어 있다. “그러나 기탁물이 전혀 없다는 사실에 어떤 모순

이 놓여 있는가?”146) 중요한 것은 이 기탁물이 타당한지, 혹은 타당하지

않은지를 입증하는 것이며, 이것이 실질적인 내용이다. 그리고 이 기탁물

의 타당성은 보편화 가능성을 통한 실천이성의 검증 밖에 놓여있다. “다

만 이 순수 이성의 실천적인 입법의 능력 밖에 놓인 것, 즉 대립된 규정

들 중 어떤 것이 정립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이 관건이다. 그러나

순수 이성은 이 결정이 앞서 이루어졌으며 대립되는 규정들 중 하나가

전제되어 있을 것을 요구하며, 그제야 비로소 자신의 공연한 입법을 수

행할 수 있다.”147) 그래서 실천이성의 입법은 이미 전제된 내용을 되풀

이하는 “동어반복의 생산”148)에 불과하다.149) 순수의지는 규정들로부터

자유롭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구체적인 내용을 결여한다.

스토아주의, 그리고 스토아주의의 근대적인 변용으로서 칸트의 철학

은 사유와 자유를 충분히 전개시키지 못함으로써 그것들을 형식적인 것

으로 남겨두었다. 이러한 철학적 태도들은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지 못

할뿐더러 그 내용 안에서 자유롭지도 못하다. 그런데 이러한 태도들은

사유 안에서 무기력한 채 남아있지 않는다. 내용에서 어떤 필연적인 것

도 발견하지 못하는 자기의식은 그 내용들을 전혀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

기에 이른다.

5.2. 회의주의

145) NR, S. 462.

146) NR, S. 462.
147) NR, S. 463.

148) NR, S. 462-3.
149) 헤겔은 정신현상학 이성 장의 ‘법칙을 검증하는 이성’과 철학사 강의의 칸트

장에서, 실천이성의 입법, 보편화를 통한 검증을 통해 재산의 사유와 공유가 모두 보

편화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칸트의 실천철학에 대한 비판을 반복한다.

PdG, S. 316-323, VGdP III , S. 367-36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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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아주의는 내용에 소원한 채 그와 대립하는 사유였는데, 이 사유

는 이윽고 내용에 적대적으로 돌변한다. 현실의 내용으로부터 등을 돌린

스토아의 현자는, 이제 그 내용들에 부정적인 태도를 띄는 회의주의자가

된다.

회의주의는 스토아주의가 단지 개념으로 그쳤을 뿐인 바의 실현이며, ―사상의

자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현실적인 경험이다. 사상의 자유는 즉자적으로 부정적이며

스스로를 부정적으로 드러내야 한다. 자기의식의 자기 자신의 단순한 사상으로의 반

성과 함께 사실상 이 반성에 대해서는 무한성으로부터 자립적인 현존재 또는 지속

적인 규정성이 떨어져 나가버렸다. 이제 회의주의에서는 의식에 대해서 타자의 전적

인 비본질성과 비자립성이 생겨난다. 사상은 완전한, 다양하게 규정된 세계의 존재

를 무화시키는 사유로 되며, 자유로운 자기의식의 부정성은 생명의 이러한 다양한

형태화에 있어 스스로 실제적인 부정성이 된다……더 정확히 말하자면, 저 적대적인

경향은 사유 또는 무한성을 자기 자신에서 가지며 이 점에 있어서 사물들의 구별에

따른 자립성은 그에게 단지 사라지는 크기에 불과할 뿐이기 때문이다. 자기 자신의

순수한 사유 안에서 단지 구별들의 추상일 뿐인 구별들은 여기서 모든 구별이 되고,

모든 구별된 존재는 자기의식의 구별이 된다.150)

스토아주의가 내용을 알지 못하는 사유였다면, 회의주의는 내용을 부

정하는 사유이다. 사유가 추상적인 사상에 몰두하고 그것으로 만족할 때,

그에게 구체적인 내용은 하등의 중요성을 갖지 못한다. 순수한 존재가

무로 이행하듯이, 이제 사유의 절대적 긍정성은 사유의 절대적 부정성으

로 전화한다. 스토아주의에게는 “사유된 것이, 그것이 사유된 것이기 때

문에 그리고 사유된 것인 한에서 참된 것이다.”151)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토아주의는 이름뿐일지언정 참과 선에 대해서만 사유했다. 그러나 무

엇이든지 사유될 수 있는 것이다. 회의주의는 자신이 가진 사유의 힘을

자각한 의식의 형태이다. 세계는 다양하게 규정된 내용을 가지고 있으며,

이 규정된 내용이 참된 사유의 대상이다. 그러나 이 규정성들에 반대되

150) PdG, S. 159-60.
151) VGdP III , S. 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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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 또한 사유될 수 있으며, 의식은 이 또한 참되다고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무엇이든지 참되고 선할 수 있으며, 무엇이든지 거짓되고 악할

수 있다. “사라진 것은 규정된 것 또는 구별인데, 어떤 방식에서든 어디

에서든 고정되고 변하지 않는 것으로 내세워진 것이다. 구별은 자신에서

머무르는 것을 가지지 못하며 사유에서 사라져야만 하는데, 왜냐하면 구

별된 것들은 자기 자신에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타자 안에서

자신의 본질을 가지기 때문이다.”152) 대상들 자체가 가진 규정은 그에게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하고 오히려 의식이 대상을 규정한다. 객관적인

규정이 사라진 가운데 자의가 그 자리를 대체한다.

이를 통해 회의주의의 행위 일반과 그것의 방식이 규정되었다. 회의주의는 감성

적 확신, 지각 그리고 지성인 변증법적 운동, 그리고 지배와 봉사의 관계 안에서 그

리고 추상적 사유 자체에 대해 규정된 것으로서 타당했던 것의 비본질성을 제시한

다.153)

우리는 앞에서 정신현상학의 방법을 특징짓는 것이 변증법적 운동

으로서의 경험이며, 이것이 회의의 도정이자 절망의 도정으로 표현되었

음을 확인했다. 헤겔은 서론에서 행했던 변증법적 운동으로서의 회의주

의와, 의식의 형태로서의 회의주의에 대한 비교를 여기서 반복하고 있다.

회의주의가 고정된 규정을 무화시키는 것은, 이전에 (대상)의식으로서 그

가 겪은 경험과 같다. 의식에게 감성적 대상, 실체와 속성, 법칙은 매번

회의의 대상이 되었고 그것들은 참된 것으로 여겨지다가도 이내 거짓된

것으로 밝혀졌다. 자기의식이 된 의식에게는 지배와 예속의 관계가 생겨

났지만, 의식은 곧 사유하는 의식으로서 지배와 예속의 관계를 헛된 것

으로 여겼다. 사유하는 의식, 스토아주의는 추상적일지언정 참과 선에 대

해 말했으나, 이제 회의주의는 그 참과 선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그러

나 회의의 도정에서 부정은 대상 자체가 가진 내적 모순에 의해 이루어

졌으며, 각각의 단계의 진리가 지양되어 다음 단계의 필연적인 계기를

152) PdG, S. 161.
153) PdG, S.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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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는 반면, 지금의 회의주의에서 부정은 자기의식의 자의에 의해 이루

어지며, 각각의 진리는 부정되어 무화된다. “부정적인 운동―이 운동이

직접적일 때―으로서의 변증법은 처음에 의식에게 의식이 그것에게 내맡

겨진 것으로서, 그리고 의식 자신에 의한 것이 아닌 것으로 나타난

다……그와 반대로 회의주의로서의 부정적 운동은……자신의 자유를 확

신하는 가운데 자신을 실제적인 것으로 내세우는 타자를 사라지게 한

다.”154) 변증법은 하나의 대상의 진리를 부정함으로써 새로운 대상의 진

리를 발견하지만, 회의주의는 모든 대상을 부정하는 가운데 항상 그 자

신만을 확신하며, 자의의 즐거움을 누린다. “그의 수다는 사실상 고집 센

어린이들의 다툼인데, 하나가 B라고 말하면 다른 하나가 A를 말하고, 다

시 하나가 A를 말하면 다른 이는 B를 말하며, 이러한 자기 자신과의 모

순을 통해서 서로 모순 안에서 머무르는 즐거움을 느끼는 것이다”155)

따라서 회의적인 자기의식은 그에 대해 확실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이 변하는 가

운데 자신의 고유한 자유를 그 자신에 의해서 주어지고 유지되는 것으로서 경험한

다. 이는 그에게 자기 자신에 대한 사유의 부동심이자 자기 자신에 대한 불변하고

참된 확신이다……그러나 여기에서 의식은 사실상 자기동일적인 의식인 대신에, 단

지 단적으로 우연한 혼란이자, 항상 자신을 만들어내는 무질서의 현기증일 뿐이

다.156)

그러나 회의주의의 자기 확신은 오히려 그 자신에게 혼란을 야기하는

것이다. 그는 동일하고 안정된 자신이 아니라 혼란스러운 자신을 발견한

154) PdG, S. 160-1.

155) PdG, S. 163. 즐거움은 주체가 그 자신을 향유하는 감정이고, 이는 웃음으로 신체

화된다. 그래서 아이러니 또는 희극을 보고 웃음 짓게 되는 것은 그 극에서 그 자신

의 주관성을 발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참된 희극이 웃음을 불러일으키는 것 또한

그 자체에서 무가치한 목적이 그것의 반대로 직접적으로 전복한다는 사실에 놓여 있

으며……희극적 대상에게 벌어지는 저 변증법에서 관중 또는 청중의 주관성은 혼란되

지 않고 투명한 자기 자신의 향유에 이르게 되는데, 왜냐하면 주체성이 모든 제한된

내용에 대한 무한한 위력이며 따라서 희극적 대상을 무화시키는 순수한 변증법이기

때문이다……왜냐하면 웃음 안에서, 이 자기 자신에 대한 투명한 향유에 이른 주관성,

이 순수한 자기, 이 정신적인 빛이 얼굴을 덮는 광채로 신체화 되기 때문이다.” Enzy
III , S. 114.

156) PdG, S.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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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전에 노예는 노동을 통해 형성물을 만들어냈으며, 그 형성물에서

지속적으로 자신을 발견할 수 있게 되었고, 즉 보편적인 사유로 스스로

를 고양시켰다. 그래서 스토아주의는 개별적인 대상에 대해―추상적이지

만―보편적으로 사유한다. 그리고 회의주의는 이 보편적인 사유의 힘을

확신하는 가운데 개별적인 것의 무상함을 말한다. 그러나 회의주의가 개

별적인 대상을 부정하기 위해 다른 개별적인 것을 대립시킴으로써, 그에

게 참된 것이 개별적인 것으로 밝혀진다. “경험적인 의식은 의식에 대해

아무런 실재성도 가지지 않은 것에 따르며, 또 의식에게 어떤 본질도 아

닌 것에 순종하며, 그에게 어떤 진리도 갖지 못한 것을 행하고 그것을

실현한다.”157)이러한 의식은 다시금 개별적인 욕구에 의해 규정되었던,

눈앞의 대상을 먹어치우기에 급급한 동물적 욕구와 다를 바 없는 상태로

퇴행한다. “그러므로 또한 의식은 그에 대해서 인정하며, 자신이 전적으

로 우연적이고 개별적인 의식임을 자인하는데……의식은 이러한 방식에

서 개별적이고, 우연적이며 그리고 사실상 동물적인 생명으로서 그리고

상실된 자기의식으로서 여겨”158)진다.

그것은 또한 대립에서 다시금 보편적인 자기동일성이 된다. 왜냐하면 그것은 모

든 개별성과 구별들의 부정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자기동일성으로부터 또는 자기동

일성 자체 안에서 오히려 의식은 다시금 우연성과 혼란으로 되돌아가는데, 왜냐하면

이 스스로 운동하는 부정성은 오직 개별성에만 관계하며 우연적인 것 주위를 배회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의식은, 자기동일적인 자기의식의 극단으로부터 다른

우연적이고 혼란되었으며 혼란을 야기하는 의식으로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의식 없

는 헛소리다.159)

회의주의는 다시 보편적인 사유를 확신하기 위해, 자신이 확신한 개

별적인 것을 다시금 부정한다. 그러나 이 부정은 다시금 자신을 개별적

인 것으로 드러낼 뿐이다. 회의주의는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하지만, 그

는 어쨌든 말하는 것이다. 그는 그에게 보이는 것이 무가치하다고 하지

157) PdG, S. 161.

158) PdG, S. 161-2.
159) PdG, S.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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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그는 그것들을 본다. 회의주의는 보편적인 것이 개별적인 것을 통해

서만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보편적인 사유와 개별적인

것 모두를 부정하며 양극단을 이리저리 배회한다. 의식이 이 양자를 화

해시키지 않고 방치함으로써, 의식 안에서 보편적인 자기와 개별적인 자

기가 대립된 채 남아 있다. 서로 대립하는 두 극단이 모두 자기라는 모

순, 의식이 이러한 모순을 자각하고 분열된 자신에 의해 고통 받을 때,

의식은 불행한 의식이다.

불행한 의식을 검토하기 전에, 헤겔의 낭만주의적 아이러니에 대한

비판―이 비판은 정신현상학에서는 정신 장의 도덕성 에서, ‘양심’에

대한 논의를 통해 전개된다―을 살필 것이다. 자기의식 장의 스토아주

의, 회의주의, 불행한 의식, 정신 장의 칸트 철학(도덕적 세계관), 아이

러니(악으로 전화하는 양심), 그리고 아이러니가 낳은 병적 주체(아름다

운 영혼)에는 어떤 평행관계가 있다.160) 스토아주의의 이해를 돕기 위해

160) 자기의식 장에서는 개별적인 주관이, 정신 장에서는 그러한 주관들이 모여 만드

는 시대가 고찰되고 있다는 차이에도 불구하고, 스토아주의, 회의주의, 불행한 의식과

도덕적 세계관, 양심, 아름다운 영혼은 동일한 논리적 구조를 공유하고 있다. 말하자

면 주관정신의 전개가 객관정신에게서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허쉬는 이러한 평행적

구조를 상세히 밝히는 것으로부터 그리 많은 것을 얻지 못한다고 말하면서도, 일단

이러한 구조를 지적한다. “칸트와 스토아주의, 그리고 양심과 회의주의, 그리고 마지

막으로 아름다운 영혼과 불행한 의식은 서로 상응한다.” Emmanuel Hirsch (1924),

“Die Beisetzung der Romantiker in Hegels phänomenologie”, in Deutsche
Vierteljahrsschrift für Literaturwissenschaft und Geistesgeschichte 2, S. 514 허쉬와

달리 이후의 연구자들은 자기의식 장과 정신 장의 논의를 비교함으로써 더 구체적

인 이해와 풍부한 함의를 이끌어낸다. 이뽈리뜨는 회의주의의 이해를 위해 낭만주의

적 아이러니를 이용하고 있으며(“그 자아(회의주의-글쓴이)는 모든 툭수한 내용에 대

한 이러한 부정적 작용 속에서만 드러나는 주관성의 심연 자체이다. 낭만주의적 아이

러니에 있어서 시인이 자신이 쓰고 있는 희곡의 여러 인물들을 덧없고 무상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자신을 발견하는 것처럼 자기의식은 모든 형태의 존재를 절멸시키는 가

운데 자신에 대하여 확신하게 된다.” 이뽈리뜨, 헤겔의 精神現象學, 234쪽), 리드는
회의주의와 헤겔의 아이러니 비판, 그리고 불행한 의식과 아름다운 영혼의 분석을 통

해 슐레겔과 노발리스에 대한 헤겔의 이해를 구체화한다(슐레겔에 대해서는, Jeffrey

Reid, The Anti-Romantic: Hegel Against Ironic Romanticism, Bloomsbury, 2014,

pp. 9-49 ‘Friedrich Schlegel’ 참조. 노발리스에 대해서는, 같은 책의 pp. 65-90 참조.).

김상환은 각장의 불행한 의식, 성실한 의식과 아름다운 영혼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

동일성(내향성, 기만 또는 위선, 공격성)을 분석함으로써 그 의식들이 “서로 다른 시

대를 살고 있는 동일한 영혼”(위의 책, 36쪽)을 밝히고, 그로부터 그와 같은 의식의

형태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병리적 증상이 인문적 사유의 정상을 구성하

며”(같은 책, 77쪽), “그런 우둔하고 가련한 주체들이 초래하는 어떤 불균형 속에서만

해맑은 공동체 정신이 살아 움직일 수 있다”(같은 책, 78쪽)는 함의를 이끌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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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트 철학을 살폈던 것처럼, 헤겔의 낭만주의적 아이러니에 대한 비판의

검토는 헤겔에게 더 친숙한 개념들을 통해서, 그리고 더 상세하게 회의

주의를 이해할 수 있게 한다.

낭만주의적 아이러니에서 모든 가치는 자아에 의존한다. “주체는 자

신 안에서 그 스스로를 절대자로 알며, 다른 모든 것들은 그에게 무가치

한 것이며, 자아는 그 자신이 법과 선으로부터 스스로를 형성할 수 있게

해주는 모든 규정들을 또한 다시금 파괴하는 것을 안다.”161) 아이러니적

자아는 합법성과 인륜성과 같은 객관적인 가치들을 스스로 정립하거나

폐기할 수 있는 것으로 여긴다. 스토아주의와 칸트 철학에게 참과 선의

내용을 묻는 자는 참과 선이라는 공허한 단어를 대답 받는다. 아이러니

의 예술가에게 참과 선을 묻는 자는 농락당하는데, 그에게 타자는 “단지

기만당할 뿐이며, 자아의 고차원적인 관점을 이해하고 그에 도달할 기관

과 능력을 결여한 초라하며 우매한 주체에 불과”162)하고, 따라서 타자와

의 관계를 형성하는 가치들과 함께 타자 자체도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

다. 회의주의가 서로의 말꼬투리를 잡으며 장난치는 아이와 다를 바 없

었던 것처럼, 이 예술가는 “재미를 위해서 재밌는 일을 좇을 뿐”163)이며,

하등의 내용을 마련하지 못한 채 빈곤한 자아를 향유한다. 헤겔은 정신
현상학에서 ‘양심(Gewissen)’과 ‘위선(Heuchelei)’의 개념을 통해 아이러

니의 발생과 전개를 그려낸다.

양심은 ‘도덕적 세계관’, 즉 칸트의 실천이성, 의무관에 내포된 모순의

극복이다. 의무는 현실과 도덕법칙의 일치를 요구하면서도, 동시에 의무

로서 대립하는 현실의 극복을 통해서만 존재한다. 이 의무는 경향성 및

충동이 아니라 순수 의지에 의해 실현될 것을 요구하지만, 실제로 행위

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러한 자연적 감성을 필요로 한다. 실현되어야

할 의무는 순수한 의무지만, 그것이 실현되는 것은 현실이며 따라서 현

실의 다양한 관계 속에서 다양한 의무로 나타난다. 의식은 이러한 모순

161) VGdP III , S. 416.

162) G. W. F. Hegel, Vorlesungen über die Ästhetik Ⅰ, Werke in zwanzig Bänden
Bd. 13, Frankfurt am Main : Suhrkamp, 1986. S. 95. (이하 VuA로 약칭)

163) VuA, S. 382.



- 57 -

을 해결하기 위해 무한한 미래 혹은 신적 존재를 요청하지만, 이는 현재

와 의식에 외타적인 피안이며, 의무는 실현될 수 없는 것이자 타율적인

것이다. 도덕적 의식은 이러한 모순들 사이에서 변위(Verstellung)를 반

복하는 가운데 아무런 도덕적 행동도 하지 못한다.164) 양심은 이러한 모

순으로부터 벗어난 의식이다.

도덕적 의식이 순수 의무와 경향성 사이의 양자택일에서 우왕좌왕하

며 양자 모두를 부정하는 반면 양심은 양자 모두를 자신의 것으로 확신

하며, 행동함으로써 양자를 통일한다. 행동하는 자의 경향성, 충동, 상황

이 행위의 내용을 이루며, 순수 의무는 그 내용의 형식을 이룬다. “따라

서 도덕적 행위의 내용은 고유한 직접적 개별성이며, 이 행위의 형식은

바로 순수한 운동으로서의 자기, 즉 앎 또는 고유한 신념(Überzeugung)

이다.”165) 순수 의무는 미래 또는 신적인 입법자라는 피안에서 의식 자

신에게로 복귀하여 자신의 행위가 타자에게도 보편적으로 타당하다는 신

념이 되고, 양심적으로 행동한다는 것은 그 자신의 행위가 타자들에게

인정받을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게 된다. “이 타자를 위한 존재는 따라서

즉자적으로 존재하는, 자기로부터 구별된 실체이다. 양심은 순수한 의무

또는 추상적인 즉자체를 포기하지 않았고 오히려 의무는 타자와 관계 맺

는 보편성으로서 본질적인 계기이다. 이는 자기의식들의 공동의 터전이

며, 그리고 바로 이것이 행위가 존속과 현실성을 갖도록 하는 실체이다.

즉 타자로부터 인정받는다는 계기이다.”166)

그러나 양심의 신념 또한 무규정적인 것이다. “이 순수한 신념은 그

자체로 순수한 의무만큼이나 공허하고, 그 안에서는 아무것도, 어떠한 규

정된 내용도 의무가 아니라는 의미에서 순수하다.”167) 어떤 행위건 간에

164) 헤겔에게 있어서 무엇이든 선택할 수 있는 주관적 사유는 ‘자의’인데, 헤겔은 이 자

의가 실제 실현에서는 어떤 하나의 것만을 선택한다는 점에서 이를 ‘모순으로서의 의

지’라 부른다. 헤겔은 “칸트의 순수의지조차 자의와 일치한다고 보는데, 이것은 헤겔
이 이미 칸트의 실패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도덕적 세계관의 변위에서

나타나는 헤겔의 칸트 비판 및 이 비판에 전제되어 있는 헤겔 본인의 사상에 대한 설

명은, 이병창, 칸트 의무 개념에 대한 헤겔의 비판 (2008), 시대와 철학 제 19권 1

호, 135-69쪽 참조.

165) PdG, S. 468.

166) PdG, S. 469-70.
167) PdG, S. 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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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그것이 타자에게도 타당할 것이라는 신념을 가질 수 있다. 순수의

무의 연장으로서 신념은 형식이며, 그 자체로는 공허한 것이다. 우리는

앞에서 회의주의자가 스토아주의의 공허한 사유를 자의로 채우는 것을

보았다. 양심의 신념 또한 자의로 물들어간다. 양심은 형식과 내용을 통

일시키지만, 이 통일은 자의적이다. “그러나 양심에게는 자기 자신의 확

신이 순수한 직접적 진리다. 그리고 이 진리는 따라서 내용으로 표상된

자기 자신에 대한 직접적인 확신이며, 뿐만 아니라 개별자의 자의이자

그의 무의식적이고 자연적인 존재의 우연성이다……이 개별자의 자의는

의무에게 내용을 부여하며, 모든 내용들을 이 형식에 덧붙이며 또 그의

양심을 이 내용들에게 부착시킬 수 있다.”168)

양심은 이제 자의적으로 행위를 옳음을 주장할 뿐만 아니라, 그 행위

로부터 자신을 분리한다. 양심은 행위하는 그 순간에는 자신의 행위가

보편적으로 타당하다는 신념을 가지지만, 일단 실현된 행위는 특정한 행

위로서 그 신념의 보편성과는 어울리지 않는다. 이 행위는 타자와 자신

에게 제한된 행위로서 나타난다. 그러나 양심에게 있어서 “그의 현실성

은 이 밖으로 세워진 의무와 규정성이 아니라, 오히려 그가 자기 자신의

절대적인 확신에서 가지는 그러한 것”169)이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본질

이 제한된 행위가 아님을 입증하고자 한다. 그는 제한된 행위에 매여 있

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신의 행위를 부정한다. “따라서 그는

그가 타자에게 내세운 것을 또 다시 변위시키거나 또는 오히려 곧바로

그것을 변위시켜 놓았다.”170) 따라서 양심의 행위는 신념에 일치하지 않

기 때문에 악(das Böse)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양심은 자신의 행위를

자기 자신과의 동일성으로, 의무와 양심적인 것으로 언표한다는 점에서

위선으로 여겨진다.”171)

헤겔이 스토아주의에서 회의주의로의, 도덕적 의식에서 위선으로의

이행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사태는 명확하다. 주체가 세계에서 그 자신을

168) PdG, S. 473.
169) PdG, S. 477.

170) PdG, S. 477.
171) PdG, S. 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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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발견하거나(스토아주의) 확신했을(도덕적 의식) 때, 발견된 자신은

보편적이지만 추상적인 것이다. 이 자신은 아직 구체적인 내용까지 전개

되지 못했으므로 그 내용에 무차별적(gleichgültig)이며 그와 어떤 필연

적인 관계도 맺지 못한다. 주체는 추상적인 자신을 위해 자의적으로 내

용을 마련하고, 또 이 마련된 내용이 제한된 것이기 때문에 자신에 적합

하지 않다는 이유에서 다시금 이를 부정한다. 추상적인 것과 구체적인

것, 보편적인 것과 개별적인 것을 화해시키지 못한 주체는 양자 사이의

모순을 껴안게 되는데, 이 때문에 분열증적인 증세를 보이게 된다. 양심

의 위선적인, 행위로부터 내면을 분리시키는 언어의 확산은 주체들이 내

면으로 침잠하여 현실과의 모순을 겪는 아름다운 영혼의 시대를 만들어

낸다.172) 헤겔은 정신장의 ‘아름다운 영혼’에서 그러한 주체들이 만들

172) 양심적인 주체는 그 자신이 구사하는 위선적인 언어를 통해, 타자 또한 양심적이라

는 사실을 인정하며, 타자들 또한 그 언어에서 그 자신 또한 이 주체와 마찬가지로

제한된 현실적인 행위로부터 스스로를 분리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차린다. 그러한 언

어의 확산을 통해 각자는 현실적인 행위에서 멀어져 자신의 내면으로 복귀하게 된다.

“모든 이가 서로를 양심적으로 행위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게 하는 언어, 이 보편

적인 동등성이 개별적 대자존재의 비동일성으로 분열하고, 모든 의식은 자신의 보편

성으로부터 또한 단적으로 자기 내로 반사된다.” PdG, S. 485. 이렇게 자기 안으로 되

돌아간 의식에게는 현실과의 모순이 극단으로 치달으며 이내 정신 착란에 이르게 된

다. “그러므로 현실성을 결여한 아름다운 영혼은 자신의 순수한 자기와 스스로를 존

재로 외화시켜야 하며 현실성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모순 안에서, 이 고착된 대립의

직접성―이 직접성은 다만 자신의 순수한 추상으로 고양된 대립의 중심이고 화해이며

순수한 존재 또는 공허한 무이다―안에서, 자신의 화해되지 못한 직접성 안의 이러한

모순에 대한 의식으로서 존재하며, 정신착란을 일으키며 동경으로 가득 찬 쇠약증

(Schwindsucht)으로 번져나간다.” PdG, S. 485. 여기서 읽어낼 수 있는 것은 아이러

니 문학과 그것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헤겔의 비판이다. 아이러니가 만들어 낸 병적

인 인물상의 대표적인 예는 노발리스다. “이러한 원칙에서 현대 아이러니의 원리 또

한 어느 점에서 자신의 정당성을 가지지만, 이는 아이러니가 한편으로는 모든 참된

진지함을 빈번히 결여하며 무엇보다도 병든 주체에게서 병든 기쁨을 느끼며 존속하

며, 다른 한편으로는 현실적인 행위와 존재 대신에 심정의 순전한 동경으로 귀결한다

는 점을 제외하고서야 그럴 수 있는 것이다. 예컨대 이러한 입장에 있던 고결한 심정

을 지닌 자들 중의 한명인 노발리스는 규정된 관심사에 대한 공허함으로, 현실성에

대한 두려움으로 내몰렸으며 말하자면 정신의 쇠약증(schwindsucht)으로 치달았다.

이는 자신을 현실적인 행위와 산출로 끌어내리고자 하지 않는 동경인데, 동경은 자신

안에서 추상의 결핍에 대한 감정을 지닐지라도 유한성과 맞닿음으로써 스스로가 더럽

혀질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VuA S. 211. 아이러니는 내면과 현실을 분리함으로

써 현실에 대한 공포와 정신적인 쇠약증(schwindsucht)을 유발하며, 병적인 주체를

만들어낸다. 그래서 아이러니로부터 나온 아름다운 영혼은 “병든 아름다운 영혼

성”(VuA S. 211.) 또는 “불행한 아름다운 영혼”(PdG, S. 473.)인데, 이 아름다운 영혼

을 지닌 노발리스는 정신과 함께 몸도 쇠락하여 1802년 폐결핵(schwindsucht)으로 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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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내는 시대를 그리고 있지만, 그에 앞서 자기의식장의 ‘불행한 의식’

에서 이 주체들 개개인이 겪는 불행, 병리적 증상을 고찰한다. 다음 장에

서 고찰할 의식의 형태는 회의주의가 만들어낸, 아름다운 영혼의 원초적

인 형태인 불행한 의식이다.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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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불행한 의식

불행한 의식은 회의주의가 만들어낸 모순, 즉 추상적이지만 보편적인

사유와 구체적이지만 개별적인 존재를 화해시키지 못하면서도 그 모두가

자신이어야 한다는 모순을 지닌 의식의 형태다.

먼저 불행한 의식이 양자의 직접적인 통일이기는 하지만 이 의식에 대해 양자는

동일하지 않고 오히려 대립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의식에게는 하나, 즉 단순한 불변

자가 본질이며 다른 것, 즉 다양한 가변적인 것이 비본질이다. 양자는 서로에 대해

외적인 본질이다. 불행한 의식은 이러한 모순에 대한 의식이기 때문에, 그 자신이

스스로를 가변적인 의식의 측면에 세우며 자신에게 비본질적인 것이다.173)

사유의 보편성과 불변성, 그리고 개별적인 존재의 특수성과 가변성이

라는 두 요소는 모두 불행한 의식 자신의 계기이며 따라서 양자는 통일

되어야 하지만, 아직 의식은 그 통일에 도달하지 못한다. 오히려 의식은

이 모순된 의식으로서 스스로를 개별적이고 우연한 의식으로 여기며, 사

유의 보편성을 소원한 것으로 여기고 자신의 피안으로 투사한다. 불행한

의식은 자신의 개별성을 사유의 보편성과 매개해야 하는데, 이 매개의

과정이 불행한 의식 장의 전개이다. 이 개별성과 보편성의 화해는 양방

향에서 일어난다. 불행한 의식은 “불변자에서의 개별성의 출현과 개별

성에서의 불변자의 출현을 경험한다.” 개별적인 의식이 불변자로 고양

되는 만큼이나 불변자 또한 개별자가 된다. 불행한 의식은 종교를 통해

이 매개를 수행하고자 하는데, 그에게 주어진 종교적 내용은 삼위일체의

교리다. 헤겔은 상세한 고찰에 앞서 불행한 의식이 이 교리를 통해 겪어

나가야 할 운동을 간략히 선취한다.

처음에 불변자는 성부로서, 아직 계시되지 않은 사유의 본질이며, “의

식에게 단지 외타적인, 개별성을 심판하는 본질”174)이다. 성부로서의 불

173) PdG, S. 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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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자와 불행한 의식이 맺는 관계에서 본질적인 것은 불변자이고, 의식은

비본질적이다. 의식은 이 불변자를 참된 것으로 여기면서도 그 스스로를

불변자로 고양시키고자 하지만, 이는 번번이 실패에 그친다. 의식 자신이

이 불변자를 피안으로 외화했기 때문이다. 신은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175)라고 말하지만, 사실 그렇게

말한 것은 그 자신인 것이다. 여기서는 불변자와 의식, 보편적인 것과 개

별적인 것이 단적으로 대립한다.

양자의 고착된 대립이 깨지는 것은 불변자의 육화에 의한 것이나, 이

또한 실상은 의식 자신이 야기한 것이다. 의식이 불변자로 자신을 고양

시키고자 하는 시도가 실패할 때마다 의식은 그 자신에게로 되돌아온다.

“생명, 그리고 그의 현존재와 행위에 대한 의식은 이 현존재와 행위에

대한 번민에 불과한데, 왜냐하면 의식은 그로부터 단지 본질과는 반대되

는 것을, 그리고 자신의 무상함을 의식할 뿐이기 때문이다. 의식은 그로

부터 빠져나와 불변자로의 고양으로 이행한다. 그러나 이 고양 자체가

이러한 의식이다. 이는 직접적으로 대립에 대한 의식이며, 즉 개별성으로

서의 자기 자신에 대한 의식이다.”176) 의식은 불변자만을 참된 것으로

여기고 그것만을 의식했지만 이제 그 자신의 개별성 또한 의식한다. “바

로 그에 의해서(의식이 자신의 개별성을 의식함에 의해서―글쓴이) 의식

안으로 들어오는 불변자는 개별자와 접촉하며 이 개별자와 함께 현존한

다.”177) 의식에게는 자신의 개별성 또한 참된 것이며, 보편자와 통일되어

야 할 것이다. 의식은 불변자가 아니라, 불변자와 가변적인 것의 통일을

참된 것으로 여긴다. 그는 이러한 통일을 신의 육화, 성자를 통해 표상한

다. 마지막으로 의식이 이 통일에서 자신을 발견함으로써, “의식은 세 번

째로 정신이 되어 그 안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기쁨을 누리면서 자

신의 개별성이 보편자와 화해되었다는 것을 의식한다.”178)

불행한 의식 장은 성자와의 관계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 장의 전개

174) PdG, S. 166.

175) 출애굽기 10:28.

176) PdG, S. 165.

177) PdG, S. 165.
178) PdG, S. 165.



- 63 -

는 곧 육화된 불변자와 만나고자 하는 의식의 분투다. 불행한 의식은 먼

저 죽은 예수를 자신의 내면에서 만나고자 하는 심정(Gemüt)으로, 다음

으로 그를 만나는 것에 실패하고 현실로 돌아온 자기감정(Selbstgefühl)

으로 규정된다. 이 단계 각각에서 불행한 의식은 자신의 주관적인 느낌

과 감정을 보편적인 인식에 대립시키는 모습을 보인다. 불행한 의식 장

의 내용은 정신현상학으로부터 십오년 후에 헤겔이 슐라이어마허와

그의 감정 신학에 대해 행한 유명한 비판―종교가 감정에 근거한다면 개

가 가장 훌륭한 기독교인일 것이라는 비판―을 선취하고 있다.179) 불행

한 의식은 교리를 따르는 공동체에 속한다는 의미에서의 종교적 의식이

아니다. 그는 주관적인 느낌 속에서 자신만의 교단을 세운다. 인간은 동

물적 존재로서 동물과 감정이라는 규정을 공유하지만, 그를 동물과 구별

짓는 것은 그가 정신적 존재라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이 오직 주관적인

감정에 의해 규정된다면 그것은 퇴락이며 질병이다. 불행한 의식을 규정

하는 심정과 자기감정은 낭만주의적이며, 주관적인 감정의 태도이기도

하지만,180) 이 태도는 병리적 증상에 근거하고 있다.181) “주관성의 과도

는 빈번히 광기가 된다.”182) 헤겔은 여기서 종교적인 의식이 가지는 불

안한 심리적 상태를 고찰한다. 헤겔은 이러한 종교적 심리의 기원에 대

해 엔치클로페디의 인간학 에서 설명하고 있다.

179) “감정이 인간 본질의 근본규정을 형성해야 한다면 인간은 짐승과 동일시되는 것과

다름없는데, 왜냐하면 짐승에게 고유한 것은 자신의 규정을 감정 안에서 가지며 감정

에 걸맞게 살아간다는 것이다. 인간 안에서 종교가 단지 감정에 근거한다면, 그러한

감정은 자신의 의존에 대한 감정 이상의 규정을 가질 수 없고, 따라서 개가 가장 훌

륭한 그리스도인일 것인데, 왜냐하면 개는 자기 안에 가장 강한 감정을 지니고 무엇

보다도 이 감정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는 뼈다귀로 자신의 허기를 만

족시킬 때 구원받는다.” G. W. F. Hegel, “Vorwort zu: H. F. W. Hinrichs: Die

Religion” in Schriften und Entwürfe 1 (1817-1825), Gesammelte Werke Bd. 15,

Herausgegeben von Friedrich Hogemann und Christoph Jamme, Hamburg: Felix

meiner, 1990, S. 137.

180) “독일 낭만주의에 의해 해석된 기독교는 개별적인 실존의 무한한 가치에 대한―아

직 사상은 아니지만―감정(sentiment)이다.” 이뽈리뜨, 헤겔의 精神現象學, 250쪽.
181) 리드는 헤겔의 노발리스 파악에서 핵심적인 표현을 “심정”이라고 본다. 그는 질병

으로서의 심정의 의미를 밝히고, 노발리스를 불행한 의식의 한 사례로 이해한다.

Jeffrey Reid, 위의 책, pp. 73-83 Pathological irony , pp. 83-90, The beautiful

soul and unhappy consciousness 참조.

182) VGdP III , S. 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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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겔은 엔치클로페디의 인간학 중 느끼는 영혼 에서 불행한 영

혼의 두 심리적 상태인 심정과 자기감정에 대해 고찰하고 있다. 이 심정

과 자기감정은 의식 이전의 단계로서 무의식적인 단계다. 헤겔은 이러한

단계에 있는 주체를 영혼(Seele)이라 부른다. “영혼은 신체성과 정신 사

이의 중간자이자 양자를 묶는 끈이다.”183) 인간이 신체적 존재에서 벗어

나 영혼을 거쳐 의식으로 발전하는 과정이 인간학 의 내용이다. 인간은

전적으로 자연과 일체가 되어있으며, 자신을 자각하지 못하고 자연과 수

동적인 방식으로 관계 맺는 자연적 영혼, 자연으로부터 스스로를 분리시

키기 시작하는 느끼는 영혼의 단계를 거쳐, 자연으로부터 스스로를 완전

히 분리시키고 능동적으로 관계 맺는 현실적 영혼, 의식에 이른다. 조화

로운 인륜적 세계에서, 환한 대낮의 공동체를 관장하는 인간적 법칙과

가족과 죽음을 관장하는 지하의 신적 법칙이 서로로 이행하는 가운데 조

화를 이루고 있는 것처럼, 정상적인 상태의 인간에게서는 의식과 무의식

이 깨어있는 상태와 수면이라는 방식으로 조화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인륜적 세계의 두 법칙, “자기 자신을 의식하는 정신과 무의식적인 정신

이 투쟁에 휘말려 들어가고”184), 이 투쟁에서 신적 법칙이 승리하여 인

륜적 세계의 조화가 무너지는 것처럼, 건강한 인간의 의식과 무의식의

조화가 깨지고 무의식이 인간의 전체를 지배할 때 인간이 병들게 된다.

심정과 자기감정은 이러한 병적 상태이며, 헤겔은 느끼는 영혼 에서 이

병적 상태를 고찰한다. 다음에서는 심정이 가지는 내용을 살핀 후에, 불

행한 의식이 그러한 병적 상태에 빠진 의식이라는 것을 확인할 것이다.

6.1. 심정.

6.1.1. 병적인 심정

183) Enzy I , S. 100.
184) PdG, S.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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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겔은 인간의 영혼을 세계영혼이라고 부르며, 그 내면 안에 무한한

세계의 전체를 지닌다고 말한다. 그는 그에게 감각될 내용을 넘어서 세

계의 모든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그에게 감각되는 내용은 다른 것들과

관계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개별적으로 규정된 세계영

혼이다. 그에게 감각되는 것들은 한정되어 있고, 그에게 특수한 방식으

로 나타나기 때문이다.185) 그래서 인간은 자기 안에 자신의 총체적인 세

계를 담고 있다. 이 개체의 총체성이 개체의 무의식적인 본성을 결정한

다. 헤겔은 내면에서 영향을 끼치는 이러한 개체의 총체성을 수호신

(Genius)이라 부른다. “수호신이라는 명칭 아래에서, 우리는 인간의 모든

상황과 관계에서 그의 행위와 운명을 결정하는 그의 특수성을 이해해야

한다……다른 한편으로 나는 특수한 방식으로 규정된 나의 내면 안에 있

는 것이다. 이 나의 내적인 것의 특수성이 나의 숙명을 형성하는데, 왜냐

185) 헤겔은 세계영혼으로서의 영혼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그러나 인간은 여전

히 우리가 처음에 언급했던, 감각에서 있었던 내용과는 다른 충족의 측면을 가지고

있다. 현실적인 개별성으로서 우리는 이 소재 밖에도 여전히 즉자적으로 무한한 범위

를 지닌 구체적인 내용의 세계이다. 우리는 우리 안에서, 비록 우리에게 감각되고 표

상되지 않더라도 우리 안에 있는 셀 수 없이 많은 관계와 연관을 가진다. 그리고 우

리가 전혀 알지 못할지라도 어쨌든 저 관계들은 크게 변할 수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

하고 이것들은 인간 영혼의 구체적 내용에 속한다. 따라서 인간의 영혼은 이 내용의

무한한 풍부함으로 인해 세계의 영혼으로, 개별적으로 규정된 세계영혼으로 지칭될

수 있다. 인간의 영혼은 모든 측면에서 규정된 것이자 따라서 제한된 것이기 때문에,

영혼은 그의 개별적인 입장에서 규정된 우주와 관계한다. 영혼에 맞서 있는 이 우주

는 그에게 외적인 것이 아니다. 개별적인 인간의 영혼이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이 관

계의 총체성이 오히려 그의 현실적인 생명성과 주관성을 형성하고 따라서 그와 굳건

히 하나를 이루는데, 하나의 상을 빌려 표현하자면 이는 마치 나뭇잎이― 나뭇잎은

나무와 구별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본질적으로 나무에 속하며, 따라서 나뭇잎은 나무

로부터 분리되면 죽는다―나무와 그러한 관계를 맺는 것과 같다.” Enzy III , S. 120.

“모든 개별자들은 감각규정, 표상, 지식, 사상 등등의 무한한 풍부함이다……영혼은

즉자적으로 자연의 총체성이며, 개별적 영혼으로서 그것은 모나드다. 영혼 자체가 자

신의 특수한 세계의 정립된 총체성이며, 따라서 세계는 영혼 안에 포함되어 있고, 세

계가 영혼을 채우며, 이 세계에 대해서 영혼은 단지 자기 자신과 관계할 뿐이다.

Enzy III , S. 122-3. 모든 인간이 공유하며, 자연과의 공생관계를 제공하는 보편적 실

체로서의 세계영혼에서 셸링―그는 헤겔에 앞서 1798년 세계영혼에 대하여를 집필

했다―의 유기체 철학과, 자연으로의 복귀를 말하는 낭만주의자들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에게 자연이 근본원인이며, 인간이 의식적인 측면에서 벗어나 이러한 자

연으로 복귀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과 달리, 헤겔은 그러한 자연적 영혼으로의 복귀

를 의식에 비해 저급한 것으로 보았고 심지어 질병으로까지 보았다는 점에서 근본적

인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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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개별자의 모든 결단이 그것의 요구에 따르기 때문이다.”186) “자신

의 직접성 안에 있는 느끼는 영혼”187)은 이 수호신, 세계와의 직접적인

일치 안에 있으며, 자신과 세계를 구별하지 않으며, 수동적으로 그것을

느낀다. 느끼는 영혼은 꿈, 그리고 태아에게서 나타난다. “수면은 영혼이

그것의 무구별적인 통일안으로 침잠한 상태”188)이며, 영혼은 꿈꿀 때

“자신의 총체적인 개별적 본성에 대한, 그리고 자신의 과거, 현재, 미래

에 대한 깊고 강렬한 감정에 이른다.”189) 다른 한편으로 태아는 어머니

의 모태 속에서 아직 그 자신의 대자적인 혼을 드러내지 않았다.

꿈과 태아는 인간의 삶을 구성하는 필수적인 계기다. 그러나 몽유병

과 태아로의 퇴행은 질병이다. 인간의 무의식에 놓인 그의 총체성은 의

식적인 방식으로 정돈되어야 한다. 헤겔은 이 수호신이 의식의 통제에서

벗어나 지배적인 위치에 놓이는 사태를 심정이라 부른다. “수호신은 전

개된 의식이 드러나는 매개, 의도, 근거들의 가상에 최종적인 규정을 준

다. 이 집중된 개별성은 마음(Herz) 또는 심정(Gemüt)이라 불리는 방식

으로 현상한다……우리는 비록 제한된 것이더라도 그의 감정의 개별성에

게 지배를 허락한 사람, 그리고 그의 특수성 속에서 전적인 개별성을 지

닌 채로 있으며 완전히 특수성으로 채워진 사람을 심정적인 사람

(gemütlicher Mensch)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심정성

(Gemütlichkeit)이 수호신 자체라기보다는 오히려 탐닉하는 수호신

(Indulgere genio)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190) 헤겔은 다양한 심정

의 질병들을, 예를 들어 몽유병, 수면 보행, 라포르, 동물 자기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흥미로운 설명을 제공한다. 그 중 하나는 이 느끼는 영혼의

단계가 인간에게 직접지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의식적인 인식의 특징은 그것이 규정된 매개적 인식이라는 것이다.

“즉 객관적인 의식은 세계를 그에게 외적인 것으로, 무한히 다양하지만,

186) Enzy III , S. 132.

187) “자신의 직접성 안에 있는 느끼는 영혼”이 느끼는 영혼의 첫 번째 형태이다. Enzy
III , S. 124.

188) Enzy III , S. 100.

189) Enzy III , S. 130.
190) Enzy III , S.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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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세계의 지점들안에서 필연적으로 연관되어 있으며, 매개되지 않은

것을 자기 안에 지니지 않은 객관성으로 알며, 세계와 일치하는 방식, 말

하자면 마찬가지로 다양하고, 규정되며, 매개적이고 필연적인 방식으로

세계와 관계한다.”191) 예컨대 우리는 책상에 놓여 있는 책의 위치를 책

상을 통해 매개적으로 알고, 그것을 눈의 매개로 알며, 이 책이 나의 외

부의 대상이라는 것을 그것이 내가 떠올리는 심상과 다르다는 것을 통해

매개적으로 안다. 멀리 있거나 지나간 것에 대한 인식을 위한 시간과 공

간의 지양 또한 매개적으로 가능하다. 지나간 사건은 기록의 매개를 통

해 알 수 있고, 먼 대상은 망원경과 같은 도구의 매개를 통해 볼 수 있

다. 헤겔에 따르면 이 매개적 인식은 의식이 세계로부터 분리되었을 때

야 가능하다. 이 분리를 통해서 의식의 내감과 외감이 분리되고, 세계의

총체성이 의식의 인식 방식인 시간과 공간을 통해 정리된다. “외적인 것

은 공간과 시간에 매여 있으며 우리의 일상적인 의식은 이 상호외재의

두 형식을 통해 매개되어 있다.”192) 그러나 “느낌 또는 앎의 주관적인

방식은 객관적 앎에 불가결한 매개와 제약을 전적으로 또는 적게나마 결

여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눈의 도움 없이 또는 빛의 매개 없이 가시적

인 것을 직접적으로 지각할 수 있다.”193) 느끼는 영혼의 단계에서 나타

나는 매개를 결여한 인식이며, 헤겔은 직접적인 인식방식을 직관이라 부

른다. 직관은 감관의 매개나 시공간적 거리, 내감과 외감의 분리 등에 매

여 있지 않다. “먼저 우리에게 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진 것에 대해 말하

자면, 깨어있는 의식인 한에서 우리는 오직 우리가 매개적인 방식으로

이 거리를 지양한다는 조건 한에서만 그러한 대상에 대해 알 수 있

다……따라서 자유로운 지성적 의식이 순전히 느끼는 영혼으로 퇴락한다

면, 이 주체는 더 이상 공간에 매여 있지 않다.”194) “두 번째로, 공간의

제약과 마찬가지로 직관하는 영혼은 시간의 제약 위로 고양된다.”195) 헤

겔은 명치로 보고, 듣고, 맛보는 사람, 투시하는 사람, 예언하는 사람, 자

191) Enzy III , S. 140.

192) Enzy III , S. 145.
193) Enzy III , S. 139.

194) Enzy III , S. 145.
195) Enzy III , S.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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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을 보는 사람, 타인의 신체를 투시하거나 타인 안에서 그의 감각을 느

끼는 사람, 심지어 타자를 정신적으로 지배하는 사람 등을 사례로서 제

시하며, 이러한 입증된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고까지 말한다.

그러나 이런 인식은 몽유병과 같은 질병적 상태에서 나타나거나, 혹

은 그러한 상태로 이행할 가능성을 내포한 것이며, 참된 인식과는 거리

가 먼 것이다. 헤겔은 예언, 미래에 대한 직접적 앎을 고귀한 것으로 생

각하는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경고한다. “물론 인간적인 정신은 오직

감성적으로 현전하는 개별성에만 몰두하는 앎을 넘어설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고양은 영원한 것에 대해 개념적으로 파악하는 인식에서만 일

어난다……이와 반대로 자기적 상태에서는 직접적으로 현전하는 것에 대

한 앎의 제약적인 극복이 행해질 뿐이다. 이러한 상태에서 계시되는 예

시는 언제나 단지 투시자의 실존의 개별적인 영역에만, 특별히 그의 개

별적인 병적 성향과 관계될 뿐이며, 형식에 있어서 필연적인 연관과 객

관적인, 지성적인 의식의 규정된 확신을 가지지 못한다.”196) 인식의 내용

이 참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느낌이라는 주관적인 형식에 머물러서는

참된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다. 예언자가 실제로 일어날 사건을 이야

기하더라도, 그것이 참된 것인지 확인되기 위해서는 실제로 일어나 모든

이에게 알려져야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불행한 의식이 자신의 내면에서

참된 종교적 경험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공유되기 위해서는 교단의

경험으로 공유되어야 할 것이다. 불행한 의식의 운동은 심정으로의 퇴락

을 보여준다.

6.1.2. 불행한 의식의 심정

처음에 자기의식의 참된 대상은 그 자신의 개별적인 대자존재였다.

의식은 노동하는 가운데 개별성에서 벗어나 보편적인 사유를 참된 대상

으로 여기게 된다. 그러나 이 사유는 보편적이되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

196) Enzy III , S.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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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구체적인 현실의 존재와 대립한다. 회의주의자는 이 양자의 대립에

휘말려들 뿐 양자를 통합하지는 못한다. 불행한 의식은 처음에는 보편적

인 사유를 참된 것으로 여기고 그것만을 대상으로 삼지만, 스토아주의자

와 달리 그 자신의 개별성, 현존재를 외면하지 않는다. 그는 순수한 사유

가 아니라 사유와 존재의 통일을 대상으로 삼는다. 불행한 의식은 자신

의 개별성 또한 보편성과 마찬가지로 피안으로 외화하며, 그를 통해서

추상적인 사유의 보편성인 신에게 형태를 부여한다.

불행한 의식의 노력은 그가 순수한 형태를 입지 않은 불변자에 대한 자신의 관

계를 지양하고 형태화 된 불변자와의 관계에 자신을 맡기는 것으로 규정된다. 왜냐

하면 이전에 그에게 개념 안에서 단지 형태 없는, 추상적인 불변자가 본질적인 대상

이었던 것과 같이, 이제는 그에게 개별자가 불변자와 하나라는 것이 본질이자 대상

이기 때문이다.197)

의식은 이 형태화된 불변자를 대상으로 삼아 그로부터 자신의 본질,

사유와 존재의 통일을 발견하고자 한다. 의식에게 불변자의 형태화는 예

수의 육화사건을 통해 표상된다. 그러나 불행한 의식이 개별자가 된 불

변자를 만나고자 할 때, 이 불변자는 가까이 온 것처럼 멀어진다.

따라서 이 개별적 의식에 대해서 불변자가 개별자의 형태를 포함한다는 사건이

있다……불변자가 형태화됨으로써 실제로는 피안의 계기가 단지 남아있을 뿐 아니

라 오히려 고착되기까지 한다……존재하는 일자의 본성을 통해서, 그리고 그가 입은

현실성을 통해서 필연적으로 일자는 시간 안에서 사라졌고 공간 안에서 멀어졌으며

단적으로 멀어진 채 남아있게 된다.198)

육화된 불변자는 감성적인 형태를 띤다. 그 또한 다른 감성적 사물과

마찬가지로 ‘이것’, ‘지금’과 ‘여기’의 변증법을 겪는다. 그를 직접적으로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은 그의 제자들, 그를 보고 그의 말씀을 들었

던 그 시대의 사람들에 제한된다. 사유와 존재가 동일하다는 것은 보편

197) PdG, S. 167.
198) PdG, S. 1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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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진리이나, 그것이 취한 감성적 형태는 그러한 진리에 어울리는 형

태는 아니다. 그래서 예수는 죽어야 한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199) 예수는 죽음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개별성을 벗어나 교단

을 형성하도록, 성령이 임재하도록 한다. 그러나 불행한 의식은 아직 그

러한 교단에 스스로를 일치시키는 보편적 자기의식이 아니다. 그는 다시

금 예수라는 한 개인을 보고 듣고자 하는데, 그러함으로써 그는 개별자

로서의 자신을 발견하는 것에 그칠 것이다. 그가 죽은 예수를 만나는 곳

은 자신의 내면이다. 그래서 불행한 의식의 첫 번째 운동은 “순수한 심

정(des reinen Gemüts)의 내적인 운동이다.”200)

불행한 의식은 종소리의 형태 없는 울림 또는 따뜻한 안개의 자욱함, 음악적인

사유, 유일하며 내재적인 대상적 양식이었던 개념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남아있다.

이 무한하며 순수한 내적인 느낌에도 그것의 대상이 생겨나기는 하지만, 그 대상은

개념적이지 않은 것으로서 따라서 외적이지 않은 것으로서 나타난다.201)

불행한 의식은 예수와 직접 만나고자 하는 몽상가이며, 이 몽상이 그

를 몽유병 환자로 만든다. 여기서 나타나는 몽유병적인 이미지와 음악적

199) 요한복음 16:7. 헤겔은 종교 장에서 예수의 죽음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따

라서 절대적 본질을 계시하는 이 개별적 인간은 개별자로서의 자신에게서 감각적 존

재의 운동을 완수한다. 그는 직접적으로 현전하는 신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존재

는 있었던 것으로 이행한다. 그를 이러한 감성적 현재로 마주했던 의식은 그를 보고

듣기를 그친다. 그리고 의식이 그를 단지 들었고 보았을 뿐이라는 사실에 의해서 의

식 스스로가 정신적인 의식이 되며, 즉 신은 이전에 의식에 대해 감성적 의식으로서

나타났던 것과 같이 이제 정신 안에서 나타났다. ―왜냐하면 신을 감성적으로 보고

듣는 자로서, 의식 자체는 단지 직접적인 의식에 불과하며, 그는 대상성의 비동일성을

지양하지 않았고, 순수한 사유로 되돌아가지도 못했으며, 오히려 이 대상적인 개별자

를 알고 더욱이 스스로를 정신으로 알지 못하는 직접적인 의식이기 때문이다. 절대적

본질로서 알려진 것의 직접적인 현존재가 사라짐으로써 직접적인 것이 그의 부정적

계기를 얻는다. 정신은 현실의 직접적인 자기로 남아있지만, 자신의 고유한 실체 안에

깃들인 공동체의 보편적인 자기의식으로서 남아 있으며, 나아가 이 공동체는 보편적

자기의식 안에서 보편적 주체이다. 그 자체로 있는 개별자가 아니라 공동체의 의식과

함께 하는 개별자, 그리고 이 공동체를 위해 있는 개별자가 그와 같은 신의 완전한

전체이다.” PdG, S. 556-7.

200) PdG, S. 169.
201) PdG, S.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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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이미지202)는 그가 내면으로 빠져 들어갔음을 보여준다. 그는 예수의

죽음과 그로 인해 형성된 교단의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는 실체

적인 내용을 결여한, 종교의 결함 있는 형태이다. 이후 종교 장에서 헤

겔은 이와 같이 “자기의식이 자신의 고유한 외화를 파악하는 것에 그치

는”203)것은 광신(Schwärmerei)에 불과하며, “어떤 신앙과 존경을 얻지도

못하며 오히려 의식의 흐릿한 밤이자 고유한 황홀경으로 남는 것”204)이

라고 말한다. 헤겔은 주관의 신비한 종교적 체험을 부정하지 않는다. “느

낌에도 그것의 대상이 생겨난다.” 그러나 이 대상에 대한 인식은 그 내

면 안에서 주관적인 것이고, 보편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것, 개념적으로

파악된 것이 아니다.

한편으로는 불행한 의식이 본질 안에서 자신을 얻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단지 고

유한 분할된 현실성을 파악하는 것처럼, 다른 한편으로 타자는 개별적인 것 또는 현

실적인 것으로서도 얻어질 수 없다.205)

202) 헤겔에게 있어서 음악은 내면성의 예술이다. 소리를 들을 때, 주관은 외적 대상과의

대립에서 벗어나 직접적인 관계를 맺는다. “이러한 일이 가장 아름다운 조각 작품에

서는 발생하지 않는다. 이 조각 작품에는 항상 직관의 관계가 현전한다. 즉 나는 예술

작품 속에 그렇게 몰두해서, 구별되는 것의 이러한 관계가 항상 남게 된다. 이와 반대

로 음악에서 가장 외적인 정점인 나는 예술 작품 속으로 들어가고, 나에게는 이러한

대립성이 남아있지 않다. 따라서 나의 자아는 함께 울리며, 나는 박자를 맞추고 춤추

고 싶은 충동에 빠지게 된다. 노래 부르는 즐거움이 직접적으로 그와 결부된다……이

내면의 가장 형식적인 자리는 음악의 본래적인 장소다.” 헤겔, 미학 강의(베를린,

1820/21년), 서정혁 옮김, 462-3쪽. 헤겔의 음악 전반에 관한 견해에 대해서는, Heinz

Heimsoeth, (1963) “Hegels Philosophie der Musik”, hg. von Friedhelm Nicolin und

Otto Pöggeler, in Hegel Studien, beiheft 2, Bonn:Bouvier Verlarg, 1963, S. 161-201

참조. 특별히 심정 및 영혼과의 관련해서는 ‘주관적 내면성의 영역; 느낌과 감정’ 장을

참조. “음악은 정신이 정신의 첫 번째 자기실현에 속하는데, 이는 그의 고유한 토대에

서, 예컨대 모든 공간적이고 “외적”인 것으로부터 단적으로 비공간적인 것으로의, 단

지 시간적인 차원에 속하는 것이자 그 안에서 전개되는 내적인 것으로의 급진적인 전

복 안에서, “세계”로부터 “영혼”으로의 전환 안에서, 물체-물질로부터 “관념적이고 투

명한 통일로서의 주관성” 안에서 이루어진다.”(S. 170), “헤겔의 음악에 대한 설명 및

음악적인 작품과 표현에 대한 기술은 언제나 “느낌”과 “감정”에 대해, 더 나아가서

“심성(Herz)”, “심정(Gemüt)” 그리고 “영혼(Seele)”, “가장 내적인 자기(innerstem

Selbst)”와 그것의 “가장 깊은 내면성(tiefster Innigkeit)”에 대해 말한다.”(S. 171)

203) PdG, S. 550.

204) PdG, S. 550.
205) PdG, S.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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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행한 의식의 목표는 보편적인 것과 개별적인 것의 통일을 대상으로

삼아 그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다. 그러나 불행한 의식은 두 측면에서 이

목표를 이룰 수 없다. 하나는 위에서 말한 인식 방식의 문제이다. 불행한

의식은 자신 내부에서 육화된 불변자를 만나고자 함으로써 주관적인 느

낌에 머물러 있으며, 이 느낌은 보편적인 현실이 아니라 자기 내면의

“고유한 분할된 현실성”만을 파악한다. 다른 한편으로 불행한 의식은 개

별화 된 대상에서 보편적인 본질을 발견하고자 한다. 개별적인 대상이

외부에서 나타날 때 일시적인 감성적 확신만을 주는 것처럼, 그것이 내

부에서 나타날 때 줄 수 있는 것은 순간적인 느낌이다. 개념적으로 파악

된 것만이 보편적인 인식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의식이 자신의 대상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보편적인 것과 개별적인 것의 통일이 아니라 개별

적인 것이다. “본질은 개별자로 생각된 불변자이며, 따라서 의식은 그 안

에서 직접적으로 자기 자신을 얻는다.”206) 의식은 여기서 자신을 개별자

로 확인하는 것에 그친다. 이는 처음에 자기가 발견하고자 했던 보편적

인 본질에 대립된다. “불행한 의식이 (개별자로서의 자신에게―글쓴이)도

달하는 가운데 이(보편적인 것에―글쓴이) 대립되는 것으로서의 자신을

멀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는 본질을 파악하는 대신에 단지 비본질적인

것을 파악할 뿐이다.”207)

의식은 “개별적인 것으로서 추구되는 타자는 일반적인, 사고된 개별

성이 아니며, 개념이 아니며, 오히려 대상으로서의 개별자 또는 현실적인

것이자, 직접적인 감성적 확신의 대상이며 따라서 단지 사라지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는다.208) 예수를 찾은 제자들이 빈 예수의 무덤에

서 예수가 사라진 것을 확인함으로써, 십자군이 성묘를 되찾으려는 시도

를 실패함으로써 감각적 대상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난 것처럼, 불행한

의식은 심정의 실패를 통해 성자의 죽음을 받아들임으로써 자신의 태도

를 바꾼다. 불행한 의식은 자신의 느낌에서 벗어나 현실에서 불변자를

발견하고자 하며, 하나의 대상이 아니라 모든 대상에서 불변자를 발견하

206) PdG, S. 169.

207) PdG, S. 169.
208) PdG, S.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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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자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의식은 현실적인 것으로서 불변하는 개별

성을 발견해내려는 일 또는 사라진 것으로서 불변하는 개별성을 고수하

려는 일을 포기하게 되고, 따라서 비로소 의식은 참된 것으로서 또는 보

편적인 것으로서 개별성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209)

6.2. 자기감정

종교는 표상의 형식 안에 철학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신의 창조와 육

화는 즉자의 대자화, 개념이 스스로를 부정하여 다양한 형태를 이루고,

그 정점에서 자기의식이 된다는 것을 드러내며, 이에 의해 보편적인 것

과 개별적인 것의 통일이 표상된다. “보편적인 실체는 전제로서, 자신의

추상으로부터 개별적인 자기의식으로 현실화하며, 이 개별적 자기의식은

본질과 직접적으로 동일하며, 영원한 영역의 아들을 시간성으로 옮기는

데, 그 안에서 악은 즉자적으로 지양되어 있다.”210) 그러나 이 개별적인

자기의식에서 교단이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개개인의 개별적인 자기의식

에 불과하며, 이 교단을 통해 자신을 확신하는 정신에게도 보편적인 것

과 개별적인 것이 동일하다는 사실이 대자적이지 않다.

그러나 예수가 죽음으로써, 보편적인 것과 개별적인 것의 통일이 교

단에게 대상이 되고 정신에게 대자화된다. “자기의식적 본질의 지양된

직접적 현전은 보편적인 자기의식으로의 현전이다. 따라서 지양된 개별

적 자기의 개념은 절대적인 본질이며 교단의 설립으로 표현된다.”211) 그

러나 “헤겔에게 있어서 이러한 공동체는 오히려 이성, 즉 스스로를 공동

체 안에서 조탁하는 보편적 자기의식이 지닌 최초의 불완전한 형식이

다.”212) 예수의 죽음에는 개별적인 자기의식이 자연과 화해되었다는 사

실, 즉 파악하는 주관과 파악되는 자연이 개념으로서 같다는 이성의 이

209) PdG, S. 170.
210) Enzy III , S. 376.

211) PdG, S. 565-7.
212) 이뽈리뜨, 헤겔의 精神現象學 II, 29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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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이 나타나있다. “이 정신의 타자 혹은 정신의 감성적인 현전은 두 번

째의 타자화(예수의 죽음―글쓴이)를 통해서 환수되고 지양된 것으로, 보

편적인 것으로 정립된다……현실성의 직접적인 현존재가 지양된 것, 보

편적인 것이 됨으로써 본질에게 소원한 것 또는 외적인 것이기를 그친

다.”213)

교단이 예수의 죽음을 대하고 그 죽음에서 자신을 발견함으로써, 교

단을 통해 정신으로서의 이성이 그 자신을 알게 되고, 즉 참된 의미에서

의 정신, “자기 자신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이자 이성에 대한 앎이라는

점에서 주관적인 것과 객관적인 것의 통일의 앎”214)이 실현된다. “죽음

은 그가 직접적으로 의미했던 것, 이 개별성의 무화로부터, 자신의 교단

안에서 살아가는, 날마다 그 안에서 죽고 또 부활하는 정신의 보편성으

로 거룩해진다.”215)

이제 불행한 의식은 개별자인 예수를 대상으로 삼기를 포기하고, 예

수가 죽음으로써 그와 화해한 세계를 대상으로 삼는다. 그러나 불행한

의식은 여전히 그의 개별적인 주관성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정상적인 사

람이 매개를 통해, 성경 또는 역사적 예수 연구를 통해 예수 개인을 알

고자 하는 것과 달리 불행한 의식이 자신의 내면에서 그를 만나고자 했

던 것처럼, 그는 주관적인 방식으로 세계와 관계하고 또 심정과 마찬가

지로 실패할 것이다. 다음에 고찰할 불행한 의식의 형태는 자기감정이다.

엔치클로페디에서, 자신의 직접성 안에 있는 느끼는 영혼 , 즉 심정의

바로 뒤에 오는 단계가 바로 이 자기감정이다. 이 자기감정은 심정의 상

태보다 더 격렬한 병적 상태를 야기하는데, 그 극단적인 형태는 정신착

란이다.

6.2.1. 병적인 자기감정

213) PdG, S. 565-6.

214) Enzy III , S. 230.

215) PdG, S. 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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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정이 직접적으로 그 자신의 총체성과 일치하고 있는 상태라면, 자

기감정에 도달한 영혼은 그로부터 자신을 분리하기 시작한다. 자기감정

은 자신의 총체성을 이루는 규정들 하나하나와 관계를 맺기 시작하는 영

혼이다. 이 영혼은 하나의 규정을 자신의 특수한 감정으로 정립하고, 그

를 통해 자신을 특수한 방식으로 규정하며, 대상과 분리된 자신의 주체

성을 느낀다. 그러나 의식적인 인식이 이 특수한 감정들을 전체의 관련

하에서 하나의 부분으로 여기는 반면, 자기감정에서 주체는 하나의 특수

한 감정에 매여 있다. “지성적 의식으로 가득 찬 자기는 일관된, 자신의

개별적인 위치에 따라서, 또 외적 세계와, 그의 개별적인 위치 안에서 배

열된 세계에 따라서 스스로를 배열하고 유지하는 의식으로서의 주체이

다. 그러나 특수한 규정성에 머무를 때, 의식은 그러한 내용에게 지성적

인 위치와, 개별적인 세계 체계, 즉 주체 안에서 그 내용에게 속하는 종

속을 지시하지 못한다.”216) 동물이 바로 이 자기감정에 의해 규정된다.

“동물은 자기감정과 함께 종결된다. 이에 반해 이성적 존재는 자기의식

이기도 하다.”217) 동물은 매번 개별적인 대상과만 관계하기 때문에, 눈앞

에 있는 대상을 먹어치우는 것 이상을 할 수 없다. 욕구의 악무한은 이

자기감정에 근거한다. “자아가 특수한 감정 안에서만 자기 자신과 결합

하는 일은 일회적인 사건, 아니 일회적인 사건의 거듭되는 반복에 불과

하다……논리적으로 이 상황은 ‘위’무한이나 ‘악’무한만을 낳을 것이다

.”218)

심정과 마찬가지로 이 자기감정 또한 인간의 삶에 불가결하지만, 이

상태가 지배적인 것은 질병이다. 위에서 살폈듯이, 지성적 인식은 필연적

인 방식으로 서로 연관되어 있는, 매개에 의한 인식이다. 정상적인 인간

이 자기감정의 상태로 퇴락하면, 그는 이 전체의 연관 하에서 매개된 인

식에 고립된, 특수한 인식을 대립시킨다. 이를 통해 야기되는 분열적 상

태가 정신착란(Verrücktheit)이다.

216) Enzy III , S. 160.

217) PdG, S. 200.
218) 머레이 그린, 헤겔의 영혼론, 신우승 옮김, 도서출판 b, 2014, 19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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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본래의 정신착란 상태에서는 유한한 정신의 두 측면―한편으로는 객관적 세

계를 지닌, 자기 안에서 전개된 이성적 의식,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에게 고착되어

있는, 자기 자신 안에서 스스로의 객관성을 지니는 내적인 감정―이 각각 그 자체

로 총체성을, 하나의 인격성을 형성한다……따라서 이 서로에 대해 부정적인 인격

성들―영혼적인 것과 지성적인 의식―은 서로 접촉하고 서로에 대해 안다. 따라서

착란을 일으킨 주체는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가운데 그 자신 곁에 있다. 즉 주체의

의식 안에서는 직접적으로 의식에 대해 부정적인 것이 현존한다. 이 부정적인 것은

착란을 일으킨 사람에게서는 극복되지 않으며, 그가 분열되어 들어간 두 가지의 것

은 통일되지 않는다.219)

물론 자기감정은 꼭 질병으로 나타나지 않으며, 가벼운 착각으로 나

타날 수 있다. “그러나 지성적이지 못한 사람들이 동시에 그들의 주관적

인 것이 아직 객관적으로 실존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때, 앞에서 말한

오류만큼이나 이러한 우매함도 아직까지는 착란을 일으킨 것이 아니다

.”220) 이루지 못할 희망을 가진 사람, 잘못된 생각을 참된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도 이러한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람들은 객관적인

인식의 전체 연관 안에서 자신의 특수한 인식을 판정함으로써 그 인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이를 수정할 수 있다. 그러나 정신착란에

빠진 사람은 그 자신의 주관적인 인식을 객관적인 인식을 통해 조절하지

못하고 양자를 단적으로 대립시킨다.221)

정신 착란은 정신박약(Blödsinn), 방심(Zerstreutheit), 산만(Faselei),

염세(Lebensüberdruß), 우울증(Melancholie)으로 나타나며, 가장 극단적

인 것은 광란(tollheit)와 광기(Wahnsinn)이다. 가벼운 착란 증세에 빠진

사람들은 “그의 고정된 표상과 객관성 사이에 놓여있는 모순에 대해 어

떤 규정적인 의식도 가지고 있지 않다.”222) 그러나 광란와 광기의 경우

219) Enzy III , S. 165.

220) Enzy III , S. 166.

221) “인간이 자신의 주관적일 뿐인 표상을 그 자신에게 객관적으로 현존하는 것으로서

가진다고 믿고, 이 표상과 모순 안에 있는 현실적인 객관성에 반하여 고집하는 경우

에, 비로소 오류(Irrtum)와 우둔(Torheit)이 정신착란이 된다.” Enzy III , S. 167.

222) Enzy III , S.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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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주체는 “자신의 순전한 주관적 표상을 그의 객관적인 의식과 비교하

고, 양자사이에 존재하는 첨예한 대립을 발견하고 그와 함께 자기 자신

의 모순에 대한 불행한 감정에 이른다.”223) 건강한 의식은 양자의 비교

를 통해 자신의 주관적인 표상이 착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나, 광기에

빠진 이는 오히려 현실적인 것을 무시하거나 더 나아가 자신의 주관적인

표상을 현실에서 실현시키고자 한다. 헤겔은 유리로 만든 발을 가졌다고

상상하는 사람, 자신이 죽었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신이 성령이라고 생각

하는 사람, 자신에게 다른 사람의 머리가 붙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등

의 예를 든다.

정신 착란의 특징은 그것이 정신 질환인 동시에 신체의 질환이라는

이다. “특수한 표상이 이성적 정신을 넘어 지배권을 차지하게 되는 광기

에서는, 일반적으로 주체의 특수성이 제어되지 않은 채 뛰쳐나오며, 그

와 함께 이 특수성에 속하는 자연적이며 반성에 의해 전개된 충동이 참

된 보편적 의지로부터 출발하는 인륜적 법칙의 구속을 벗어던진다. 광

인의 분노는 종종 타인을 해치려는 본격적인 병적 욕망이 되는데, 이는

심지어 돌연히 생겨나는 살해욕이 되기까지 한다.”224) 건전한 이성이 지

배하고 있는 인간은 반인륜적인 욕구들을 자신 안에서 갈무리하지만, 정

신 착란에서는 악한 수호신이 이성에 대립한다. 이러한 광기는 신체로

표현되는데, 표상, 감정은 신체의 변화를 통해서가 아니면 실현되지 않기

때문이다.225) “정신 착란은 본질적으로 정신적인 동시에 신체적인 질병

으로 파악되어야” 하는데, 왜냐하면 “감정은 존재하는 것의 형태를, 따라

서 신체적인 것의 형태를 가지기 때문이다.”226)

다음 장에서는, 불행한 의식이 이와 같이 자기감정으로서 그의 주관

성과 객관적인 세계를 대립시키고, 그 끝에 가서는 정신착란으로 귀결되

223) Enzy III , S. 171. 이 모순에 대한 불행한 감정이 바로 불행한 의식을 착란으로 이

끈다는 것을 확인할 것이다.

224) Enzy III , S. 177-8.

225) 내적인 감정 또한 신체화 된다. 예컨대 헤겔은 분노를 심장의 두근거림, 얼굴로 몰

리는 피와 근육의 경직, 답즙의 과다로, 공포는 얼굴에서 빠져나가는 피로, 자신이 생

각한다는 감각은 머리에서 감각된다고 말한다. 외감과 내감 각각의 신체화에 대한 설

명은, Enzy III , §401(S. 98-117)참조.

226) Enzy III , S.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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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과정을 따라갈 것이다.

6.2.2. 불행한 의식의 자기감정

심정은 개별자인 예수와 만나려는 시도를 포기함으로써 대상과 그 대

상에 관계하는 자신의 형태를 바꾼다. 그의 대상은 죽은 예수로 인해 신

성화된 세계이며, 즉 개별성과 화해한 보편성으로서의 세계, 객관적이며

매개적인 인식의 세계이다.

욕구와 노동이 향하는 현실성은 의식에게 더 이상 즉자적으로 무가치한 것이

아니며, 더 이상 의식으로부터 지양되거나 소비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의

식 자체와 같이 분열된 현실성이다. 이 현실성은 한편으로는 오직 즉자적으로 무의

미한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또한 신성한 세계이기도 한 것이다. 이 세계는 불

변자의 형태인데, 왜냐하면 불변자가 그 자신에서 개별성을 보존했으며, 그는 불변

자로서 보편적이기 때문에, 그의 개별성 일반은 모든 현실성이라는 의미를 가진

다.227)

이 세계는 보편적이고 필연적인 인식의 터전이지만, 아직 불행한 의

식은 보편적인 인식에 스스로를 일치시키는 보편적인 자기의식에 이르지

못했으며, 세계를 주관적인 방식으로 전유하고자 한다. 그 때문에 불행한

의식은 이전에 그가 겪어온 바 있는 의식의 형태, 욕구와 향유, 노동으로

다시금 되돌아간다.

그러므로 여기서 이러한 감정은 자기감정 또는 그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현실적

인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여기서 감정은 자기감정으로 또는 자신을 위해 존재 하

는 현실성으로 나타난다. 이 자기 내로의 복귀에서 우리에게 불행한 의식의 두 번째

관계가 생겨난다. 이는 욕구와 노동인데, 이 행위들은 소원한 존재, 즉 자립적인 사

물의 형식을 띈 존재의 지양과 향유를 통해서 의식에게 의식 자신의 내적인 확신―

의식이 우리 앞에서 얻었던 바 있는―을 확증한다.228)

227) PdG, S. 171.



- 79 -

세계와 관계 맺되, 주관적으로 관계 맺는 의식의 형태는 앞에서 자기

의식의 형태였던 욕구이다. 욕구와 욕구의 성취에 도달한 주인은 그에게

주어지는 대상들을 무화하는 가운데 순수한 자기감정을 지녔다.229) 자기

감정이 된 불행한 의식은 욕구이며, 노예가 주인의 욕구를 위해 노동하

는 것처럼 그 자신을 위해 노동하며, 그 노동의 산물을 향유한다. 우리는

앞에서 욕구가 그 자신만을 자립적인 것으로 여기며, 따라서 자신 외의

대상을 현상으로 여기며 그 자립성을 무화하는 것을 확인했다.230) 불행

한 의식은 스토아주의에서 도달한 사유의 보편성에서 다시금 스스로를

고집하는, 개별적인 확신으로 퇴락한다. 그러나 처음의 욕구가 단지 욕구

로서 규정되었고, 욕구에게 현상으로서의 세계만이 있었던 것과 달리, 불

행한 의식에게는 모든 현실성으로서 신성한 세계가, 즉 객관적인 세계가

대립하고 있다. 여기에 정신착란의 싹이 있다. 이전에 욕구는 대상을 무

화시킴으로써 그 자신의 위력을 확신 할 뿐이었으나, 불행한 의식은 대

상을 무화시키는 가운데에서도 그 자신의 확신에 대립되어 있는 객관적

세계를 의식한다. “불행한 의식이 노동과 향유를 통해 얻게 될 확증은

따라서 그만큼이나 균열이 일어난 확증”이며, “자신의 분열의 확증”231)

이다. 순전한 욕구가 그 실현에서 자신의 자립성을 발견했던 것과는 다

르게, 불행한 의식의 욕구의 실현에서 발견되는 것은 욕구의 대상과 욕

구가 놓인 전체의 연관이며, 그 자신을 통해 나타나는 세계의 힘이다.

그러나 불행한 의식에게 이 현실성이 불변자의 형태라는 점에서, 그는 스스로 이

현실성을 지양할 수 없다. 오히려 그가 현실성의 무화와 향유에 도달한다는 점에 있

어서, 이 향유는 본질적으로 불변자 자체가 자신의 형태를 포기하고 그에게 향유를

허락한다는 사실에 의해 의식에게 생겨난다. ―여기서 의식은 그 자신의 측면에서

현실적인 것으로 나타는 것과 동시에, 또한 내적으로 균열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

228) PdG, S. 170.

229) “욕구는 자신에서 대상의 순전한 부정을 가지며 그를 통해서 다른 것과 섞이지 않

은 순수한 자기 감정을 지닌다.” PdG, S. 153.

230) “따라서 첫 번째 계기(감성적 확신)는 자기의식에 대해서 하나의 존립인데, 그러나

이 존립은 현상 또는 즉자적으로 어떤 존재도 가지지 않는 구별이다.” PdG, S. 139.
231) PdG, S.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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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분열은 의식의 노동과 향유에서 현실성에 대한 관계 즉 대자존재와 즉자존재

로 나뉘는 것으로 드러난다.232)

불행한 의식이 욕구에서 향유하는 대상은 이 불변자가 그에게 허락한

부분, 즉 전체의 연관 속에서 그 욕구에게 허락된 일부분이다. 의식 자신

에게서도 마찬가지다. 의식은 그 자신의 개별적인 의지, 그 자신의 대자

존재를 통해 향유가 이뤄진다고 여긴다. 그러나 의식 자신 또한 대상과

마찬가지로 세계 전체의 연관 속에서 특정한 방식으로만, 예컨대 그가

가진 신체를 통해서, 그에게 주어진 조건을 통해서만 행위할 수 있는 존

재다. 의식의 행위 자체가 세계의 행위이다. 그래서 의식은 그 자신을 대

자존재일 뿐 아니라 즉자존재로 알게 된다. “저 현실성에 대한 관계는

변화 또는 행위인데, 그것은 개별적 의식 자체에게 속하는 대자존재이다.

그러나 그 안에서 의식은 또한 즉자적이다. 이러한 측면은 불변하는 피

안에 속한다. 이는 능력(Fähigkeiten)이자 힘(Kräfte)이며, 이 또한 불변

자가 그것을 사용하기 위해 의식에게 허락한 외적인 선물이다.”233) 의식

은 욕구로서 행위함으로써 그 스스로가 전체의 연관 하에 있다는 것, 객

관적인 세계의 일부라는 것을 알아차린다.

의식은 처음에 그 자신과 세계라는 두 극단 사이에 있다. 한편으로는

그 자신의 능동적인 측면이 있고, 한편으로는 그 자신의 행위에 대해 수

동적인 현실성이 있다. 욕구가 그 자신을 확증하기 위해 이 현실을 지양

할 때, 먼저 이 현실성은 수동적인 것으로서 욕구의 능동적인 행위에 의

해 그저 지양될 뿐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실성은, 오직 그것의 불

변적인 본질이 현실성 자체를 지양하고, 스스로를 자신으로부터 밀쳐내

고, 그가 밀쳐낸 것을 행위에게 양보함으로써만 그 자신의 측면으로부터

지양될 수 있다.”234) 이 의식은 객관적인 세계를 의식하는 의식이며, 의

식은 욕구의 대상만큼이나 그 자신이 객관적인 현실에 속한다는 것을 알

게 된다. 그 자신의 “능동적인 힘은 현실성이 그 안에 녹아있는 위력으

232) PdG, S. 171.

233) PdG, S. 171.
234) PdG, S. 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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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타난다.”235) 의식이 그 자신을 확증하고자 실현한 행위는 오히려

세계를 확증한다. “따라서 그 자신의 행위로부터 그 자신으로 되돌아오

고 그 자신을 위해 스스로를 확증하는 대신에, 불행한 의식은 오히려 행

위의 운동을 다른 극단으로 반사시킨다. 이를 통해서 이 극단은 순수한

보편적인 것이자 모든 측면에서 그로부터 운동이 시작되는 절대적인 위

력으로, 그리고 처음에는 나눠진 것으로 나타나는 극단의 본질이자 이

교체 자체의 본질로서 존재한다.”236)

불행한 의식은 주관적인 방식으로 세계를 전유하기를 그만두고, 객관

적인 세계를 받아들이고자 한다. 이러한 의식의 태도는 감사(Dank)로 나

타난다. “불변적인 의식이 자신의 형태에 대해 단념하고 그것을 허락한

다는 사실에 대해 개별적 의식은 감사하고, 즉 그의 자립성에 대한 의식

의 만족을 자신에게서 포기한다.”237) 감사를 통해 불행한 의식은 보편자

에 스스로를 일치시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기만적인 것에 불과하다.

불행한 의식은 불변자의 자기 포기와 자신의 감사의 기도가 동일한 가치

를 지닌다고 여기고서는,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여긴다. 의식은 감사 뒤에

도 여전히 욕구하고, 노동하며 향유한다. “달성되는 것은 단지 두 극단으

로의 이중적 반성이며, 그 결과는 불변자라는 대립된 의식과 그에 맞선

의지, 실행, 향유의, 그리고 자기포기의, 또는 대자적으로 존재하는 개별

성 일반의 의식으로의 반복되는 분리다.”238) 감사기도 이후에도 의식은

여전히 개별적인 의식으로 있으며, 감사는 오히려 불변자와의 대립을 심

화시킨다. 여기에는 주관성의 외화라는 계기가 있으나, 보편적인 터전에

서 자신을 다시 발견한다는 도야의 계기가 없다. 외화된 주관성을 채우

는 것은 다시금 개별적인 주관성이다. 의식은 여전히 개별적인 의식으로

있으며, 오히려 감사와 향유를 반복하는 악무한의 상황 가운데 불변자와

의 대립이 심화된다. 불행한 의식은 이 모순을 의식함으로써 정신 착란,

광기에 이르게 된다.

235) PdG, S. 172.
236) PdG, S. 172.

237) PdG, S. 172.
238) PdG, S.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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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의식의 대립된 관계가 당면한 사태에서, 의식에게 자신의 실재성이 직접적

으로 무실하며, 따라서 그의 현실적인 행위는 무실한 행위가, 그의 만족은 자신의

불행함에 대한 감정이 된다. 따라서 행위와 향유는 모든 보편적인 내용과 의미를

상실하는데, 왜냐하면 그를 통해서 그 행위들이 즉자대자적인 것을 가질 것이기 때

문이다. 그리고 행위와 향유는 개별성으로 되돌아가며, 의식은 이 개별성을 지양하

고자 그것으로 향한다. 이 현실적인 개별자로서의 자신의 개별성에서 의식은 자신

을 동물적인 기능 안에서 의식한다. 이 동물적 기능들은 즉자대자적으로 무실한 것

이자 정신을 위해 아무런 중요성과 본질성도 얻지 못하는 것으로서 순진무구하게

행해지는 대신, 그것들은 그 안에서 적이 그의 고유한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

에, 이 동물적 기능들은 오히려 진지한 노력의 대상이자 가장 중요한 것이 된다. 그

러나 이 적들이 자신의 패배에서도 스스로를 만들어냄으로써, 의식은 그로부터 자유

롭게 되는 대신에 스스로를 그에 고착시키고 항상 그 곁에 머무르며, 자신을 언제나

더렵혀진 것으로 바라본다. 그리고 동시에 그 자신의 노력의 내용이 본질적이기 보

다는 가장 비천한 것이며, 보편적이기 보다는 개별적이라는 점에서, 우리는 그 자신

과 자신의 작은 행위에 제한되어 있고 자신을 품고 있을 뿐인 가엾고도 불행한 인

격성을 본다.239)

의식이 감사함으로써 본질적이라고 인정한 불변자, 객관적인 세계와

그와 반대로 한낱 개별적인 자신 사이의 모순이 극단으로 치달으면서 의

식은 “자신의 불행함에 대한 감정”에 빠진다. 그는 이 모순을 화해시키

지 못하고 정신 착란, 광기에 빠진다. “특수한 표상이 이성적 정신을 넘

어 지배권을 차지하게 되는 광기240)”, 이러한 광기는 “본질적으로 구체

적 의식인 매개의 총체성에 반하는 신체적인, 존재하는 것이 된 감정의

모순을 포함한다……이 자신의 자연성 안에서 자유롭게 된 내용은 허영,

거만, 그리고 다른 욕정들과 상상, 희망, 주체의 사랑과 증오와 같은 마

음의 이기적 규정들이다.”241) 의식의 통제를 벗어난 감정들이 신체화 되

239) PdG, S. 173-4.

240) 내적인 감정 또한 신체화 된다. 예컨대 헤겔은 분노를 심장의 두근거림, 얼굴로 몰

리는 피와 근육의 경직, 답즙의 과다로, 공포는 얼굴에서 빠져나가는 피로, 자신이 생

각한다는 감각은 머리에서 감각된다고 말한다. 외감과 내감 각각의 신체화에 대한 설

명은, Enzy III , §401(S. 98-117)참조.

241) Enzy III , S.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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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가운데 의식에게 반항할 때, 다른 한편으로 의식은 이러한 감정들을

억압하고자 한다. 헤겔은 이와 같은 “비이성에 대한 이성의 분노”와 “이

성에 대한 비이성의 격노”로 인해, 가장 심한 광기의 형태인 “광폭

(Raserei)”242)에까지 이를 수 있다고 말한다. 특수한 감정들이 의식에게

반항하며, 의식은 그 특수한 감정들을 억압하는 일에 매여 있음으로

써243), 의식은 보편적인 것과는 단적으로 멀어지고 가장 개별적인 것으

로 남는다.

6.3. 보편적인 자기의식

심정으로서 개별자가 된 불변자와, 자기감정으로서 세계가 된 불변자

와 관계 맺으려는 불행한 의식의 시도는 전부 실패로 돌아갔으며, 그는

스스로를 가장 비본질적인 것으로 여기기에 이른다. 불행한 의식이 개별

적인 그 자신의 힘으로 불변자를 만나려는 태도를 버림으로써, 그의 대

상은 성령, 교단이다. 그는 교단에 순종하며 자신의 개별성을 방기한다.

따라서 이 직접적인 관계는, 그 관계 안에서 즉자적인 것에 대립된 것으로 고정

된 개별성이 오직 제 삼자를 통해서만 다른 극단과 결합하게 된다는 추론이다. 이

매사를 통해서 불변적 의식이라는 극단이 비본질적 의식에게 있게 되는데, 이 비본

질적 의식 안에서도 동시에 그 또한 이 매사를 통해서만 불변적 의식에게 있으며

따라서 이 매사가 두 극단이 서로를 표상하는 바라는 사실, 그리고 양자에 맞서있는

봉사자가 타자에게서도 있다는 사실이 있다. 이 중심은 그 자체로 의식적인 본질인

242) Enzy III , S. 177.

243) 헤겔은 신체의 억압이 신체의 반항을 낳는다고 보았다. 그렇기 때문에 과도한 자학

은 병적인 종교의 형태이다. “순진무구한 종교적 인간은, 그가 자신의 신체적 욕구의

만족이 신, 영원한 정신을 향한 간청의 대상이 될 가치가 있다고 여김으로써 이미 이

러한 공허한 견해(정신적인 삶을 위해 신체를 버려야 한다는 견해 - 글쓴이)에서 멀

어져 있다……나의 신체에 대해 경시하거나 또는 학대하기까지 함으로써 나는 나를

신체에 대해 예속과 연관의 외적 필연성의 관계로 데려갈 것인데, 왜냐하면 나는 이

러한 방식으로 신체를―나와 그것의 동일성에도 불구하고―나에게 부정적인 것으로,

더 나아가서 적대적인 것으로 만들고, 나에게 반항하도록 하며, 나의 정신에게 복수하

도록 강요하기 때문이다.”Enzy III , S. 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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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왜냐하면 이 중심은 의식 그 자체를 매개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이 행위의 내

용은, 의식이 자신의 개별성에 관해서 수행하는 절멸이다. 이 매사 자체가 의식적

본질인데, 왜냐하면 이것이 의식 자체를 매개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이 행위의 내

용은 의식이 자신의 개별성에 대해 행하는 절멸이다.244)

불행한 의식은 감사라는 기만적인 태도를 통해서 자신의 향유를 포기

하지 않고 여전히 개별성에 머물러 있을 뿐이었다. 감사는 자신의 의지

로 자신의 의지를 포기해야한다는 모순적인 태도였으며, 개별성의 방기

뒤에는 다시금 개별성이 그 자리를 차지할 뿐이었다. 그러나 불행한 의

식은 교단과 교단의 의지를 대변하는 사제에게 순종함으로써 개별성을

포기한다. 불행한 의식은 사제의 말에 순종함으로써, 사제에게 “결단의

고유성과 자유 그리고 그와 함께 그의 행위의 책임을 떠맡겨 버린다

.”245) 불행한 의식은 자신의 의지를 버리고 그 자신에게서 교단의 보편

적인 의지가 실현되도록 한다. 불행한 의식의 구체적인 행위는 희생

(Aufopferung)이다. 불행한 의식은 감사를 통해서는 자신의 향유를 포기

하지 않았으나, 희생을 통해서 그가 개별성을 방기했다는 것을 현실적으

로 입증한다. 그는 노동을 통해 얻은 외적인 소유물을 포기하고, 금식과

고행을 통해 향유를 포기한다.

그러나 동시에 비본질적 극단의 저 희생은 일면적인 행위가 아니라 오히려 타자

의 행위를 자신 안에 포함한다. 왜냐하면 한편으로 고유한 의지의 포기가 단지 그

개념에 따라서 또는 즉자적으로는 부정적이지만, 그러나 동시에 긍정적이며, 말하자

면 다른 이의 의지의 정립이자 개별적인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의지로 규정된 의지

의 정립이기 때문이다.246)

불행한 의식은 노예로서 다른 개별자의 의지를 자신의 의지로 받아들

인 바 있다. 다만 그 타자 또한 개별자이며, 지배와 예속의 관계에서 실

현되는 것은 주인의 개별적인 의지에 불과하다. 따라서 그러한 관계에서

244) PdG, S. 174-5

245) PdG, S. 175
246) PdG, S. 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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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예의 의식은 자신의 개별성을 지양하는 것에 그칠 뿐, 자신을 보편적

인 자기의식으로 고양시키지는 못했다. 그러나 불행한 의식이 교단의 일

원으로서 사제의 명령을 따를 때, 사제라는 개인이 아니라 그 사제가 대

변하고 있는 공동체의 명령을 따름으로써 그는 보편적인 자기의식이다.

그러나 불행한 의식이 희생을 통해 공동체의 보편적인 의지를 실현한다

는 것은 그가 여전히 공동체의 의지에 그 자신을 일치시키지 못했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불행한 의식 자신에게는 행위와 그의 현실적인 행위는 궁핍한 것으로, 그

의 향유는 고통으로 남아 있으며, 긍정적인 의미에서 그러한 행위들이 지양된 상태

는 피안으로 남아있다.247)

불행한 의식은 교단의 보편적인 의지를 구현하고 있지만, 교단의 의

지를 자신의 의지로 아는 것은 아니다. 그에게 교단의 의지는 성직자의

명령이자, “이해할 수 없는 일”248)이다. 향유를 포기하는 것은 의식 자신

에게는 고통스러운 일로만 다가온다. 그러나 불행한 의식은 이미 교단의

일원이며, 그의 행위가 교단 안에서 보편적인 의미를 가진다. 그가 방기

한 소유물, 향유는 제의(Kultus)를 통해 교단에의 희생이, 보편적인 의미

를 가진 행위가 된다. “여기서 그는 그의 순수한 의식의 본질 앞에서 소

유물과 그것의 소유 및 향유의 점유와 권리를 바침으로써 인격성과 행위

의 자기로의 복귀를 포기하고 오히려 행위를 보편적인 것 또는 그 안에

있는 본질로 반성시킨다.”249)

노예로 하여금 주인이라는 타자를 진정 참된 자기의식으로 고려하게

끔 하는, 복종과 봉사라는 상호주관적인 측면의 진보가 대상의 실재성과

존립을 받아들이게 하는 인식론적 진보를 가져왔듯이, 공동체의 의지를

자신의 의지로 받아들이도록 하는 제의 또한 인식론적 진보를 가져온다.

노동은 노예를 대상에 대한 사유로 이끌었으나, 이 사유는 스토아주의의

247) PdG, S. 177.

248) PdG, S. 175.
249) PdG, S. 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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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상적인 사유에 불과했다. 그러나 제의는 자기의식을 대상에 대한 구체

적인 사유로 이끈다.

자기감정의 단계에서 불행한 의식의 개별적인 인식은 세계와 모순되

었다. 제의는 의식으로 하여금 세계의 운동을 그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

이도록 하고, 또 의식의 개별성이 보편적인 것과 화해되었다는 것을 상

징적으로 드러내줌으로써 불행한 의식의 개별적인 인식이 객관적이며 보

편적인 세계와의 관계 안에서 위치를 얻게끔 한다.

신적인 실체를 희생한다는 것은 그것이 행위인 한에서 자기의식적 측면에 속한

다. 그러나 이 현실적인 행위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본질이 자기 자체를 이미 즉자적

으로 희생시켰어야 한다. 본질은 그가 자신에게 현존재를 부여하고 그것을 개별적인

동물과 열매로 만듦으로써 이를 행했다. 따라서 행위하는 자기는, 본질이 이미 즉자

적으로 수행한 이러한 포기의 실행을 현존재 안에서 그리고 자신의 의식을 위해 드

러내며 저 본질의 직접적인 현실성을 더 고차원적인 것, 즉 자기 자신의 현실성으

로 대체한다.250)

자기감정으로서의 불행한 의식에게 객관적인 세계의 운동은 그의 개

별적인 인식에 모순되는 것이었고, 의식은 그의 개별적인 인식과 세계

사이에서 정신착란을 일으켰다. 반면 의식은 제의에 참여함으로써 세계

에 자신을 일치시킨다. 제의는 객관적인 세계의 운동을 재현한다. 제의의

희생 제물은, 자연의 개체들이 전체로부터 스스로를 분리시키는 것처럼

제단 위에 오롯이 있다. 그러나 희생 제물은, 자연의 보편적인 위력에 의

해 개체의 개별적인 존립이 부정되듯이 이내 먹어치워져 사라진다. 객관

적인 세계의 운동은 제의에서 재현됨으로써 그저 존재할 뿐인 상태에서

벗어나고, 교단의 구성원들이 그 스스로 제의에 참여하여 그것의 의미를

산출함으로써 구성원 각각의 정신에서 참된 것으로 여겨진다. 노동이 노

예의 개별적인 자기의식의 외화이고 그 산물이 개별적인 자기의식의 작

품이었다면, 제의는 보편적인 자기의식의 외화이자 작품이다. 노예가 대

상에서 그 자신을 발견하는 것처럼, 종교 공동체는 제의를 통해 대상에

250) PdG, S. 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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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그 자신을 발견한다.

그러나 이 대상, 의식에게 그의 개별적인 의식의 행위와 존재가 즉자적인 존재와

행위가 되는 이러한 대상 안에서, 의식에게는 이성의 표상이, 그 자신의 개별성 안

에 절대적으로 즉자적인, 모든 실재성이 있다는 의식의 확신이 생겨난다.251)

제의에서 종교공동체의 구성원들은 그 자신이 개별적인 향유를 위해

사냥한 동물, 그리고 수확한 열매를 제단에 올려놓음으로써, 자연의 보편

적인 위력―소원한 자연의 위력이 아니라 제의를 통해 그 자신의 위력으

로 받아들인 위력―에 자신의 개별성을 다시 돌려놓는다. 그리고 사람들

과 함께 희생 제물을 먹고 마시는 가운데 그 자신의 개별성이 자연의 보

편적인 위력 앞에서 사라져가는 것을 본다.252) 불행한 의식은 그가 외화

시킨 자신의 소유물, 그의 개별적인 행위와 존재가 보편적인 행위와 존

재가 되는 것과 함께, 그의 개별성이 보편성과 화해되었음을 바라본다.

그는 대상을 그 자신으로서 사유하며, 대상을 객관적인 세계, 전체의 자

연 안에서 사유한다.

불행한 의식은 제의를 통해 세계와 자신의 모순 사이에서 벗어나며,

세계에서 실현된 자신을 발견하는 이성이 된다. 스토아주의에서 얻어진

사유와 존재의 통일에서는 양자가 형식과 내용으로 분리되었으며, 자기

의식은 형식적인, 또는 추상적인 자신을 발견하고 사유할 뿐이었다. 그러

나 제의를 통해 발견되는 그 자신은 객관적인 세계의 내용을 통해 실현

되는 것이며, 자기의식은 구체적인 자신을 발견하고 사유한다. 이성장
에 들어선 헤겔은, 자기의식의 도정을 돌아보며 이성이 된 의식의 성취

를 확인한다. “이전에 자기의식은 세계를 이해하지 않는다. 그는 세계를

욕망하고 가공하며, 그로부터 자기 내로 물러나고, 그것을 자기를 위해

말살하며, 의식으로서의 자기 자신을―즉 본질로서의 그 세계에 대한 의

251) PdG, S. 177.
252) “포도주를 마시며 고기를 먹는다. 이것은 자연의 힘인데, 여기서 그 개별적인 현존

과 표현이 희생되고 절멸된다. 먹는 것은 희생을 뜻하며 희생은 자기 자신을 먹는 것

을 의미한다. 생명의 모든 행위는 이렇게 서로 연결된다.” 헤겔, 종교철학, 최신한
옮김, 지식산업사, 1999, 18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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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및 그것의 허무함에 대한 의식으로서의 자기 자신을 말살한다.”253)

자기의식에게 세계는 언제나 자신과 상이한 것이었다. 그래서 자기의식

은 자기를 확신하기 위해 세계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취해야만 했다.

그러나 이성이 된 의식에게 세계는 그 자신이자 긍정의 대상이다. “의식

은 세계를 자신의 새로운 현실적 세계로 발견하며, 이 세계는 이전에 단

지 그것의 사라짐에서만 의식의 관심을 끌었던 것처럼, 그것의 존립이

의식의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의식에게는 세계의 존립이

자신의 고유한 진리이자 현재가 되기 때문이다. 의식은 세계에서 그 자

신만을 경험한다는 것을 확신한다.”254) 지금까지 자기의식은 세상을 변

화시키고자 했다. 그러나 이제 이성에게 중요한 것은 세상을 파악하는

것이다.

253) PdG, S. 179.
254) PdG, S.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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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나가며

의식이 자기의식 장의 도정을 거친 후에 이뤄낸 태도의 변화는, 자

아 = 자아가 가지는 의미 변화를 통해 가장 잘 드러난다. 자기의식 장

과 이성 장은 모두 자아 = 자아로 시작하지만, 이성 장의 자아 = 자아

는 자기의식 장의 추상성을 넘어서서 그것이 가져야 할 본래 의미를 되

찾는다. “여기서 자아는 자아다라는 것의 의미는 내게 대상이 되는 자아

가 자기의식 일반에서처럼 단지 공허할 뿐인 대상 일반이나 또한 자유

로운 의식에서처럼 자기와 나란히 타당한 다른 대상들로부터 뒤로 물러

나는 대상인 것이 아니라 어떤 다른 대상도 없다는 것에 대한 의식을

지니는 대상, 유일한 대상, 모든 실재성과 현재라고 하는 것이다.”255)

자기의식 장의 시작에서 자아 = 자아는 추상적인 자아의 자기 발견, ‘운

동없는 동어 반복’이었다. 이러한 자아의 자기 동일성은 공허한 채 일체

의 대상과 내용, 세계에 대립했다. 그러나 이성 장에서의 자아 = 자아

는 주관의 폐쇄적인 자기동일성이 아니라, 그 대상, 내용에서 자신을 발

견함으로써 얻어지는 주관과 객관의 동일성이다. 의식은 자신의 사유규

정이 곧 대상의 규정이기도 하다는 확신을 가지고, 대상에서 실현된 자

신을 발견하다. 이 규정, 개념은 스토아주의의 추상적인 개념과 달리 풍

부한 구체적 내용을 가진 것이며, 따라서 자기의식은 회의주의에서와 같

이 대상에 자의를 강요하지 않고, 객관적인, 모든 자기의식들이 보편적으

로 그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개념의 필연성을 발견하는 것이다.

헤겔은 이성 장을 진행하기에 앞서, 자기의식 장의 추상적인 자아

를 철학의 원리로 삼는 주관적 관념론에 대해 비판한다. 공허한 자아의

자기동일성, 예컨대 초월론적 통각, 절대적 자아로부터 시작하고 오직 그

것만을 타당한 것으로 여기는 칸트 또는 피히테의 주관적 관념론은 나쁜

관념론이다. “관념론도 그 확신을 직접적으로, 즉 ‘나는 나다’라고 언표

한다.”256) 그러나 나쁜 관념론은 나 = 나라는 주관과 객관의 동일성이

255) PdG, S.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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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의 측면에만 놓인 것으로 여긴다. “오직 일면적인 나쁜 관념론만이

재차 이 통일을 일면적으로 의식으로서 나타나게 하며 그것에 대립해서

즉자가 나타나게 한다.”257) 그래서 주관적 관념론에서는 초월론적 통각

에 대립하는 물자체가, 절대적 자아를 통해 파악되지 않는 충격(Anstoß)

이 파악되지 않은 채로 남는다. 청년기부터 성숙기에 이르기까지, 헤겔이

극복하고자 부심한 것은 바로 이러한 고립된 주관성의 철학들이었다. 헤

겔은 그 자신의 시대를 주관성의 시대로 여겼고, 이 시대에는 과도한 주

관성의 다양한 양태가 등장했다. 그는 이 과도한 주관성이 철학에서 뿐

만 아니라, 인간의 총체적인 삶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여겼다. 헤겔은

이미 청년기의 저작에서부터 이 주관성이 각각의 삶의 영향에 끼치는 영

향을 비판하고―헤겔은 차이 논문에서는 존재론과 정치철학, 미학의

영역에서, 자연법 논문에서는 법과 윤리의 영역에서, 신앙과 지식에
서는 종교의 영역에서 주관성에 대해 비판한다―, 더 나아가 그것을 극

복하고자 했다. 헤겔은 주관적 관념론자의 가장 위대한 두 사람인 칸트

와 피히테의 바로 다음 세대에 살았다. 헤겔이 첫 번째로 극복해야 할

이들이 바로 그들이었다. 더욱이, 그들의 주관적 관념론은 매우 강렬한

것이어서, 그것을 극복하려는 시도들을 그 자신에게 포섭되는 것으로 만

들어버렸다. 그래서 헤겔에게 있어서는 칸트와 피히테를 극복하고자 하

는 동시대의 노력 또한 극복의 대상이 되었다. 칸트의 주관성, 판단하는

지성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시도는 주관의 또 다른 심연인 감정 또는 자의

로 귀결되었고, 슐라이어마허의 감정 신학에 대한, 그리고 슐레겔의 아이

러니에 대한 시대의 열광을 이끌어냈다. 자기의식 장에는 이 다양한, 과

도한 주관성의 양태들의 원형이라 할 수 있는 의식의 형태들이 등장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들이 단순히 등장할 뿐만 아니라 각각이 필연적인 계

기를 이루며, 각각의 입장을 극복해 나가는 가운데 등장한다. 우리는 인

정투쟁으로부터 불행한 의식으로 나아가는 과정과, 헤겔 당대에 일어났

던 혁명으로부터 아름다운 영혼으로 나아가는 과정이 동일한 논리를 공

유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그래서 자기의식 장의 의식의 형태들을 살피

256) PdG, S. 179.
257) PdG, S.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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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은 단지 특정한 시대에 시선을 고정시켜두는 것이 아니라, 역사에

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주관성의 양태들을 살피는 것이 될 것이다. 따

라서 이 논문의 범위가 자기의식 장에 제한되어 있을지라도, 여기서 확

인한 의식의 형태들은 헤겔 철학 전체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일정한

주관성의 양태들을 이해하는 데에, 그리고 그 주관성의 극복을 이해하는

데에 어떤 실마리를 줄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본 논문의 목적은 단순히 의식의 형태들을 고찰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 자기의식의 보편적 자기의식으로의 도야를 통해 일관적으

로 정리하고, 이 도야의 과정에서 등장하는 의식의 형태를 고찰하는 것

이었다. 이 과정에서 확인된 것은 헤겔이 상호주관적인 문제와 인식론적

인 주-객 문제를 분리시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자기의식의 형태 변화에

는 주관과 객관의 변증법뿐만 아니라 주관과 다른 주관의 관계가 작용한

다. 분명 자기의식 장은 주인과 노예 변증법에 대한 관심 하에, 정치-

사회철학적으로 가장 큰 주목을 받아왔고 많은 성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이 정치-사회철학적인 해석들은 인식론적 문제를 축소시키거나 고려하

지 않는다. 우리는 욕구에서는 자기의식과 생명의, 그리고 스토아주의에

서는 사유의 추상성의, 불행한 의식에서는 객관적 인식과 주관적 인식의

인식론적 문제가 제기되었으며, 이 인식론적 문제가 이성 장에서 해결

되는 것을 보았다. 다른 한편으로 자기의식 장은 반대로 인식론적인 측

면에서 해석된다. 이러한 해석들은 의식 장과 이성 장과의 연관 하에

서 일관적으로 인식론적 해석을 제공하지만, 자기의식의 도야가 상호주

관적인 관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도외시하며, 심지어 자기의식

장을 하나의 의식 내부에서 벌어지는 가면극이라고 보기까지 한다. 그러

나 우리가 자기의식의 도야에서 확인한 것은 인식론적 진보에는 항상 타

자가 개입한다는 사실이다. 욕구는 주인과의 관계를 통해서 사유가 되었

으며, 추상적인 사유는 교단 안에서 구체적인 사유가 되었다. 두 측면 중

어느 한쪽을 누락시키는 것은 우리를 잘못된 해석으로 이끌 것이다. 그

렇기에 본 논문의 전개가 양자의 관련을 잘 드러냈다면, 헤겔 철학에서

서로 동떨어진 것으로 여겨지는, 그래서 제한된 앎만을 제공하는 것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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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두 영역을 계기로서 지양하고 헤겔 철학의 통합된 상을 제시하

려는 기획의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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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study I examine the various forms of consciousness

appearing in the "Selbstbewusstsein" chapter of Hegel's

Phänomenologie des Geistes, and reveal that these forms of

consciousness carry out the task of develping a individual

self-consciousness into a universal self-consciousness.

"Selbstbewusstsein" is the place where the consciousness that

remained in the consciousness of the object is aware of oneself, and

the theoretical consciousness changes into the practical consciousness.

The consciousness that first is aware of itself considers only himself

as true, and his practical attitude regards the object as worthless and

tries to deny it. The path of "Selbstbewusstsein" makes

self-consciousness trapped in this individual self be a univers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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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f-consciousness that finds itself realized in a universal way in the

world.

In chapter 2, before examining the chapter of "Selbstbewusstsein"

in earnest, I will first look at the “Einleitung” of Phänomenologie des

Geistes. Here Hegel defines a method for the path of consciousness.

When consciousness is related to the object, to consciousness there is

an aspect of the object known to him, and an object outside this

knowledge. Consciousness compares the two, and if knowledge and

object do not agree, they change their knowledge to match the object.

However, since the knowledge of consciousness was the knowledge

of the object, the object also changes with knowledge. Hegel calls

this movement of awareness and object an experience, and this series

of experiences develop consciousness.

In chapter 3, I analyze the chapter of "Selbstbewusstsein" in

earnest. The consciousness that first is aware of oneself is an

abstract self-consciousness which does not have concrete contents.

This abstract self-consciousness considers only itself to be true, and

regards another object as a Erscheinung on itself. This

self-consciousness is related to the objects that appear as life, and is

desire. Desire proves his self-sufficiency by destroying the

independence of life that appears before himself, and is satisfied.

However, consciousness seeks a different object from life and takes a

different attitude from desire, because this satisfaction is transient,

and desire always requires the life to be destroyed, and thus reveals

the self-independence of life itself, not of itself.

In chapter 4, I examine the relationship of self-consciousness to

another self-consciousness, ‘struggle for recognition’, and ‘master and

slave relationship’. Self-consciousness seeks satisfaction through other

objects than life, and this object is the another self-conscious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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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f-consciousness enters the life and death struggle to prove to

himself that he is more than life, and to put his life to be recognized

as the only independent being to the other. The result of this

struggle is the death of the two, and unlike the intent of

consciousness, it produces barren consequences. So one of the two

self-consciousness that realizes that life itself is also an essential

element is intended to protect one's life by subordination to another

self-consciousness, resulting in the formation of a different

consciousness of master and slave. Of them, It is the slave to step

through the path of developing. Because, while the consciousness of

the master is still confined to his individual self by denying life and

other self-consciousness, consciousness of slavery regards life as

essential to itself, and by acknowledging the master, it provides the

first opportunity to escape from his individual selves.

The object of chapter 5 is thinking self-consciousness. In forming

the object through labor, the self-consciousness of the slave is settled

in the object as the form of the object. To the consciousness, the

object becomes the place where the self is realized, and consciousness

deviates from the attitude to deny the object and thinks about it.

Hegel calls this attitude a stoicism. However, thought has not yet

been fully developed within the subject, and the aspect in which

consciousness thinks about the object is the universal but formal law

of reason, or pure self. This formal reason is opposed to the specific

diversity of the object, and consciousness takes a negative attitude

toward it. The attitude of consciousness claiming the futility of a

specific diversity through formal thought is skepticism. This

skepticism reveals itself as being individual by being bound to deny

the value of individual things in order to assure the power of

universal reason. Skepticism can not reconcile the universality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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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ulation and diverse individuality, but becomes an unhappy

consciousness that roams between divisions of the two.

Finally, in chapter 6 I deal with unhappy consciousness. The

development of unhappy consciousness is the process of mediating

universality and individuality, and the path of reaching universal

self-consciousness through it. Unhappy consciousness, through the

doctrine of the Trinity, seeks to elevate one's individuality to

universality of thought. 1) Father. The universality of thought is

expressed as a Father that can not be found. On the other hand,

unhappy consciousness regards itself as chance and individual, and

regards universality of thought as a distant for him. At this stage,

universality and individuality are irreconcilably opposed to each other.

2) Son. However, through the doctrine that the Father is incarnated

as a son, the unhappy consciousness makes the universal which is

the individual, and the unity of universality and individuality his

object. For unhappy consciouness, this unity is represented as an

individual, Jesus. The unhappy consciouness is a dreamer who wants

to meet directly with this Jesus even though Jesus is dead, and he

goes his inside to meet Jesus who can not meet in reality. In a state

of withdrawing into himself, a kind of somnambulism, in this state of

Gemüt, There is a temporary feeling of meeting Jesus and it is gone.

3) Death of the Son. Unhappy consciousness escapes the state of

mind by accepting the death of Jesus. As Jesus dies and returns to

nature, the world becomes divine. This divine world is a world in

which universality and individuality are reconciled, and it is the world

of objective, universal recognition. Unhappy consciousness are

supposed to be elevated to universality by relating to this world, but

still do so in a subjective way of desire and labor. This attempt of

unhappy consciousness rather intensifies the contradiction of 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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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ividuality and the world, and finally leads to madness. 4) Spirit.

Unhappy consciousness reaches the unity of universality and

individuality by the Holy Spirit, the religious community. Unhappy

consciousness abandons his own efforts and entrusts all the

judgments and responsibilities to the religious community, and he

discourages his individuality and fills himself with the will of the

community. Unhappy consciousness does not confront his individuality

with the world, and he becomes a universal self-consciousness that

finds himself universally realized in the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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