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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이 논문의 목적은 증가하는 청소년 정신 병리 현상의 배후에 불안 정

서를 하나의 원인으로 지목하여 불안의 교육철학적 의미를 고찰하고, 이

를 통해 불안의 교육적 해소 가능성을 탐색하는 데에 있다. 연구자는 그

동안 아이들이 느끼는 불행의 원인으로 꾸준히 문제 제기되어온 경직적

인 입시제도만으로는 오늘날 청소년들 사이에서 유독 증가하는 정신적

병리 현상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변화된 사회·문화적 배경 속에서

달라진 자기 관계의 양상에 주목한다. 변화된 사회·문화적 배경은 포스

트 모던 사조의 영향을 받아 외부적 권위에의 거부, 전통적 질서에 대한

의심으로 특징지어지며, 이에 영향을 받은 오늘날 청소년들은 기성세대

들의 조언과 외부적 권위를 맹목적으로 따르기보다, 자기 자신의 내면에

더욱 투명하게 다가가고자 하는 자기 진실성의 윤리를 취하고 있는 것으

로 진단된다. 표면적으로는 아이들에게 스스로 삶의 가치관과 방향성을

결정하고자 하는 자율성과 주체성이 확대된 듯 보이지만, 그 이면에 선

택의 몫을 홀로 책임지고, 감당해내야 내야 하는 불안이 증가하고 있다

는 것에 이 연구는 특별한 주의를 기울인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교육 환경 속에서 ‘불안’은 주로 학생들의 효율적

인 교육 목적의 달성을 방해하는 부정적 정서로 해석되어 왔는데, 이러

한 해석에 따르면 불안은 병리적 현상으로서 속히 치료되어야 하는 것으

로, 혹은 교육 제도적 개선을 통해 억제되어야 하는 현상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청소년 불안 현상을 교육의 장에서 직접적으로 다룰 수 있는 가

능성은 차단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입각하여, 연구

자는 ‘불안’을 임상병리학, 혹은 정신의학적 관점이 아닌 실존적 자기 관

계의 관점에서 탐색해보고자 하였다. 불안의 실존적인 차원에 대해 주목

하는 여러 사상가들 중에서도, 키에르케고르는 실존적 자기 관계의 관점

에서 불안 현상을 고찰하는 가운데, 불안이 자기 형성의 과제로 이어질

때 ‘교육적인’ 계기가 될 수 있으며, 인간은 건강하게 불안해하는 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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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워야 한다고 주장한다. 연구자는 이러한 키에르케고르의 관점이 이 연

구가 목적하는 바인, 청소년 불안 현상을 교육적으로 다룰 수 있는 가능

성을 탐색하는 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으리라 판단하였다.

불안에 대한 키에르케고르의 실존적 해석에 기대어, 본문 2장에서는

다양한 실존적 자기 관계의 양태에서 출현하는 불안의 유형에 대해 살펴

본다. 이를 통해 오늘날 청소년들 가운데 나타나는 여러 불안의 유형들

을 어떻게 실존적 자기 관계에서의 위기로 해석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

고, 불안이 인간에게 자기 자신과 갈등 중인 상황을 표시함으로써 계속

해서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기 위해 힘써야 함을 표지하는 중요한 교육

적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밝혀낸다. 불안이 진정한 자기 자신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교육적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이러한 키에르케고르

의 해석은, 다음으로 불안이 지시하는 자아의 과제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탐구를 요청한다. 따라서 본문 3장에서는 오늘날 청

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자아관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진정한 자기 자신

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지를 키에르케고르의 윤리적·실천적 자

아관을 통해 탐색해본다. 삶 전반에 걸쳐 자기 자신이 되어야 한다는 윤

리적 실천이 함의하는 바는 키에르케고르의 자아관을 통해 더욱 명료하

게 드러날 것이며, 결과적으로 교육이 어떻게 아이들의 자아 발달과 형

성에 기여할 수 있을지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들을 제공한다.

따라서, 본론 4장에서는 실존적 자기 관계의 관점에서 바라본 불안이

오늘날 우리 교육에 구체적으로 어떤 시사점을 줄 수 있을지를 살펴본

다. 본문 2, 3장에 걸친 탐구를 통해, 우리는 교육 현장에서 불안은 단지

전문 상담사나 임상적 처방을 통해 속히 치료되어야 할 현상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윤리적인 자아 발달에 있어서 교육적으로 중요한

현상으로서 교육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존적 자

기 관계의 관점에서 불안이 윤리적인 자아 형성을 계속해서 표시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결과적으로 우리는 아이들이 개방적으로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아이들이 불안을 회피하지 않고,

건강하게 인내하게 하는 하나의 교육적 실천이라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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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로서, 연구자는 청소년들의 불안이 점차 증폭되어

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우리 교육이 불안을 막연히 부정적 심리로

치부하는 관점을 탈피하여 불안에 대한 인식적 전환과 함께, 불안에 대

한 교육적 처방으로서 청소년들의 윤리적 자아 형성을 적극적으로 도울

것을 제안한다.

주요어 : 불안, 실존적 자기 관계, 가능성으로의 자유, 윤리적 자아,

주체성, 모험

학번 : 2017-23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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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오늘날 청소년들에게 자살 충동을 비롯한 정신적 병리 현상은 그 어느 때보

다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국내 인구 10만명당 자살사

망률은 2013년 이후 지속해서 감소하는 반면, 아동·청소년 자살 사망률은 2016

년 4.9명으로 전년보다 0.7명(16.7%) 늘었다.1) 여성가족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조사대상자 중고등학생의 약 4분의 1이 일상생활

을 지속할 수 없는 극심한 우울감에 시달리고 있다고 한다. 비단 자살뿐만 아니

라, 과거에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청소년 자해 현상이 사회관계망 서비스상에서

일종의 유행처럼 번져가고 있다는 점 역시 문제가 되고 있다. 이들은 학업과 또

래나 부모와의 관계에서 일상적으로 받은 스트레스를 자신의 몸에 해를 가하는

방식으로 해소하며, 때로는 이것을 타인의 애정과 관심을 끄는 극단적 형태의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것이다. 이 중에서는 자해가 자살하고자 하는 의사를 암시

하는 사례도 있지만, 일부 청소년들은 신체에 고통을 가함으로써, 여러 가지 압

박과 스트레스로 정신적인 고충을 겪다가 자신이 살아 있음을 생생히 느끼고,

육체적 고통을 통해 일시적으로 심리적인 고충을 잊고자 자해를 시도한다고 밝

혔다.2) 이렇듯 극단적인 선택으로 보이는 자살률의 증가와 자해 현상은 단지

그것이 표면적으로 보여주는 참혹성뿐만 아니라, 그것이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

는 아이들의 내면적인 구심점의 유실과 삶에 대한 불확실한 의지를 여실히 드

1) 통계청의 2016년 사망원인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 사망자 중 약 30%가 자

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통해 세상을 떠났다(이승호, 2018). 물론 자살이라는 병리 

현상의 증가는 비단 우리나라의 문제만이 아니지만, 전홍진 외(2013)에 따르면, 

OECD 국가의 15-18세 청소년 자살률이 근래 들어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

인 반면에, 한국의 경우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특별한 주목이 필요

해 보인다. 

2) 교육부가 지난해 전국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설문

조사에 따르면 중학생 51만4710명 중 4만505명(7.9%)이 자해 경험이 있다고 답했

다. 고등학생의 경우 45만2107명 중 2만9026명(6.4%)이 자해 경험이 있다고 한다. 

즉, 대략적으로 한 학급에 2~3명은 자해 경험이 있는 셈이다. 국가응급진료정보망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 자살·자해 시도자 수는 매년 2000명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지현,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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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내 보인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절감하게 만든다. 심리학자 Baumeister은 자살

을 시도하는 사람들이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희망과 기대와 현실과의 괴리를

내적으로 귀인하여, 자신에 대한 부정적 감정과 우울증이 초래되고, 우울증으로

인해 유발된 ‘인지적 몰락(cognitive destruction)’을 경험하면서 결국 자살 행위

를 하게 된다고 설명한다(신민섭 외, 1991: 286에서 재인용). 즉, 청소년기에 경

험하는 우울증 등과 같은 내재된 정신 건강의 문제가 자학적 행동, 자살 충동으

로 표출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최영진, 2017: 46). 이러한 설명을 참조

할 때, 우울증, 자살, 자해등과 같은 병리적 현상은 어떤 상황에 의해 초래되었

건 간에 궁극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과 결부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강석·이지연, 2013). 그렇다면 오늘날 청소년들은 왜 자기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더욱 민감하게 느끼게 되었는가?

개인적인 심리적 특성이나 배경 환경을 제외하고, 이러한 청소년 병리 현상

에 대해 지금까지 일반적이고 주도적으로 이루어져 온 해석은 입시제도로 인한

스트레스를 원인으로 하는 진단과 처방이 대부분인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들이

받는 대부분의 스트레스는 창의력을 발휘할 수 없는 입시중심의 경직적인 학습

구조로 인해 흥미와 재미를 상실한 채 학업에 임하고 있기 때문이거나, 혹은 입

시와 결부된 학업 성취가 인생의 향방을 결정한다는 우리 사회의 오래된 공식

으로 인해 전국의 많은 청소년들이 성적 경쟁으로 내몰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엄상현·손경원, 2019: 204; 이은영·현명호, 2011: 166; 이정선·이형실,

2012: 78). 물론 이러한 설명 방식도 오늘날 청소년들이 받는 스트레스를 일부

설명해주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지만, 돌이켜 생각해보면, 대학입시라는

교육제도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인생의 중요한 관문으로서 유지되고 있고,

이전 세대들 역시 입시라는 혹독한 교육의 관문을 거치며 자신에게 주어진 문

제들에 대처해왔는데, 왜 유독 오늘날 아이들의 대처방식이 더욱 병리적인 형태

로 나타나는 지에 대한 의문이 여전히 남는다. 혹시 여기에는 입시로 인한 스트

레스라는 지금까지의 일반화된 설명으로 다 포괄할 수 없는, 이와는 다른 차원

의 보다 근원적인 존재론적 문제가 결부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충분히 의심해

볼 수 있다. 어쩌면 오늘날 아이들은 이전 세대와는 확연히 달라진 사회문화적

환경 속에서,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문제들을 대처하는 방식에 있어서 심각한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닐까? 다시 말해, 사회문화적 배경의 변화와 함께 청

소년들이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있어서 기성세대와는 다

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이것이 과거에 비해 자기 자신에게 자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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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를 가하고 싶다거나, 자신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증폭시키는 것은 아닌가? 이

러한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차원에서의 고려가 먼저 전제되어야

한다. 하나는,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진 시대 속에서 지금의 젊은 세대들에게 직

접적으로 작용하는 새로운 실천적 윤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 새로운 윤리가 한 사람의 자기 관계에 있어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여기서 실천적 윤리란, 변화된 사회문화적 배경과 개인을 교

차시키는 직접적 연결지점으로서, 한 사람이 특정한 사회문화적 분위기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신념과 가치관을 세울 때 동원하는 규범적 원리를 말한다

(Taylor, 1991: 17).

먼저, 변화된 시대적 환경 속의 청소년들 사이에는 새로운 윤리적 태도가 자

리 잡아가는 것으로 보인다. 오늘날 청소년들은 세계화로 인해 확대된 신자유주

의적 경제 질서, 그리고 성장한 인권의식, 스마트폰을 비롯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등이 맞물려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흐름 속에서 아이

들은 과거 그 어느 때보다 자유로운 정보 탐색에 능통해졌으며, 이를 통해 자주

적으로 정보를 습득하고, SNS와 같은 각종 플랫폼을 통해 자신의 삶과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그들의 일상이 되어 버렸다(박주연, 2013: 70). 이 뿐

만 아니라 아이들은 사회 전반에 대두되고 있는 개인주의와 권위의 해체를 주

장하는 포스트모던 사상에 지대한 영향을 받고 있다. 이에 따른 결과로서, 청소

년들이 열광하는 이상적 인간상은 더 이상 ‘선생님이나 부모님에게 칭찬을 받는

모범적인 학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뭐라고 해도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되는 것’으로 변화하였다. 과거의 세대들이 교칙에 따른 두발 규정과 교

복 단속으로 심장이 죄이는 학시절을 보냈던 것과 달리, 소위 말하는 요즘 아이

들은 화장을 하고, 교복을 줄이는 등 사소한 방식으로 자신을 뽐내는 것을 넘

어, 학교에서 집단적으로 준수할 것을 요구하는 규칙과 규율에 대해 “무슨 권리

로 학교에서는 우리에게 교칙준수를 요구하는가? 규칙을 강요하는 학교와 선생

님의 숨은 속내는 무엇인가?”라는 회의적인 시선까지 보내고 있다. 또한 청소년

들은 더 이상 그들의 관심사를 학교의 담장 내에만 국한시키지 않으며, 언론에

게 뜨겁게 다뤄지고 있는 여성과 남성의 갈등을 비롯한, 사회적 이슈에 대한 자

신의 의견을 거침없이 표현하고, 그러한 사회적 쟁론의 장을 자신들만의 광장으

로 만들기도 한다(이창호·모상현, 2012: 148). 이러한 현상들을 고찰하다보면, 청

소년들은 이제 더 이상 학교라는 집단에 속한, 혹은 특정 연령층으로서 사회에

서 정의되는 ‘학생’ 혹은 ‘청소년’이라는 규정성에 스스로를 국한시키지 않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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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인식에 기반을 둔 채, 이를 저지하는 외부적

권위에 대해 저항성과 불쾌감을 표출하는 모습을 보이는 듯하다. 이렇듯 자신의

행복과 이를 모든 판단의 중심에 두고자 하는 성향이 짙어지고 있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삶의 단면을 들여다 볼 때, 우리는 한 인간이 타자와 집단의 감시에

서 벗어나 자신의 삶에 진정한 주인이 되고자 하는 경향을 발견할 수 있다. 자

신을 더 이상 학교나 거대한 사회의 질서와 그 목적에 종속되어 있는 한 부분

이 아니라, 스스로를 자신의 욕구와 신념에 기초하여 생각하고 행위할 수 있는

능동적인 주체로 상정하고 있는 것이다.

정치 철학자 찰스 테일러는 현대의 특징을 사람들이 자기를 초월하여 존재하

는 거대한 목적에 대한 의식을 상실하고, 자기실현을 유일한 인생의 목적으로

삼으며 그에 기반을 둔 새로운 도덕적 이상으로서, ‘자기진실성’을 전면적으로

취하고 있는 것으로 설명한다(Taylor, 1991: 16). 여기서 자기진실성이란 자신의

내면을 ‘타인에게’ 있는 그대로 솔직히 드러낸다는 의미에서의 진실성이 아닌,

어떠한 외부적 기준에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내면에’ 투명하게 다가가고자

하는 태도를 의미한다(송슬기, 2012: 5). 타인의 시선이나, 외부적으로 여과 없이

주어지는 잣대에 의해 굴절되지 않은 채 본디 형성된 그 자체로서의 내면 상태

를 자기 자신이 투명하게 인지하고, 이것을 올곧이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자기

진실성이라는 윤리가 내세우는 주요한 과제이다. 오늘날 자기진실성은 힙합의

노래 가사내용에서 자주 나타나는 것처럼, 인간으로서 행복을 누리기 위해 ‘마

땅히’ 추구되어야 하는, 인생을 추동하는 주요한 윤리적 이상으로 자리 잡게 되

었다(Taylor, 1991: 14). 즉, 자기진실성이 단순히 우연적인 기호와 필요에 따라

특정한 형태의 삶이 더 낫거나, 더 고귀하다고 여기는 태도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갈망해야 하는지를 규정하는 기준이 되고 있는 것이다(Taylor, 1991:

16). 테일러에 의하면, 개인주의의 자기중심적 요소나 특정한 종류의 도덕적 혼

란 및 자기방종의 태도는 역사 속에도 늘 존재해왔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시

대의 ‘자기진실성’은 과거의 자기중심성과 구별된다. 사람들이 기존에 결부되어

있었던 공동체적 의무와 책임을 자기중심적인 태도로 인해 내던져 버리는 것이

자기중심성이라면, ‘자기진실성’은 하나의 윤리적 태도로서, “많은 사람들이 이

러한 양태로 살아갈 것을 요청받는다고 느끼는 점, 그리고 이렇게 살지 않으면

자신들의 삶이 낭비되거나, 충족되지 않는다고 느끼는 점”에서 자기중심성과 차

별화된다(Taylor, 1991: 17).

그러나 자기진실성의 윤리는 삶을 지탱하는 확고한 의미체계의 부재와 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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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가벼운(soft) 형태의 상대주의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테일러는 이러한 상

대주의적 측면이 이율배반적으로 자기진실성이라는 도덕적 이상을 견고하게 지

지할 만한 근거를 상쇄시킨다고 설명한다(Taylor, 1991: 17). 가벼운 형태의 상

대주의는 특정 삶의 양태가 다른 여타의 것에 비해 정당성을 가지거나, 더욱 탁

월하다고 여기지 않는 태도로서, 도덕 그 자체의 가치를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

을 내포하고 있다. 자기진실성이라는 도덕적 이상이 말하는 좋은 삶을 이루는

내용들은 개개인들이 각자의 방식에 맞게 추구하는 것 그 자체이기 때문에, 자

기 자신에게 진실하고 충실하는 한, 그 어떤 형태의 삶도 도덕적으로 더욱 우월

하거나, 가치 있다고 여기지 않는 가벼운 상대주의적 요소를 포함할 수밖에 없

다(Taylor, 1991: 17). 즉, 삶의 내용들이 어떻게 구성되어도 무방하다는 상대주

의적 신념 자체가 자기 자신에게 진실 되어야 한다는 윤리적 태도에 의해 유지

되고 있다는 모순이 존재하는 것이다.

따라서 개개인이 자신의 삶의 의미를 두고 동력을 얻는 도덕적 원천으로서의

자기 진실성은 자신의 지위를 그 어떠한 확고부동한 지반 위에도 올려둘 수 없

는 불안정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전통적으로 개개인에게 의미 있고,

중요하다고 여겨져 온 가치 체계가 지닌 성스러운 권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

고, 가치 기준의 근간이 의심받는 상황에서 이제 우리는 자기 삶의 다양한 측면

을 스스로 관리해야 하고, 따라서 인생의 전반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

다는 과제를 마주하게 된 것이다(Taylor, 1991: 3). 이는 한편으로는 전통과 권

위에 저항하며 한 개인을 억압하는 모든 구속과 제약으로부터 해방되기를 갈망

하는 ‘소극적 자유’의 추구에서 자기실현과 행복을 지향하며 ‘적극적 의미의 자

유’로 이행하는 과정으로 묘사될 수도 있다. 적극적인 의미에서의 자유가 무엇

을 할 수 있는 자유 중에서도 ‘마땅히 추구할 가치가 있는 것’만을 특화하여, 현

실 속에서 사회적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의 자기실현을 지향하는 자

유라고 할 때(이창희, 2017: 210), 자기진실성은 적극적 자유의 태도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풍요롭고 만족스러운 삶을 위해 자유를 어

떻게 향유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생겨나게 되었다. 이 새로운 고민은 어떠한

외부적 권위와 규칙에도 매이지 않은 채, 주어진 무제한의 자유의 가능성 속에

서 무언가를 선택해야만 하는 상황을 조성함으로써 심리적인 불안을 증폭시키

는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질서에 따르고 순응함으로써 그곳에서 명

예를 얻는 것이 미덕이자, 한 사람의 목표의식을 조성하는 기제였다면, 오늘날

에는 공통된 미덕과 목표 또한 개인의 관점에서 의심하고 다시 검토해봐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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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사실 한 개인을 억압하는 기제로서 비판받아 온 전통적 사회 내에서의 질서

와 목표는 한편으로는 그가 맡아야 할 책임과 의무를 외부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그가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을 지정해주기도 했으며, 또한 책임과 의무를 부여함

으로써 누군가의 존재에 의미와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기도 했다. 학

교 상황을 예로 들어보자면, 교실 내에서의 교사의 권위, 학교의 엄격한 관료제

와 같은 전통적 질서들이 구성원들의 자유를 제한하긴 했지만, 한편으로는 존경

받는 교사로서, 혹은 학교가 인정하는 모범적인 학생으로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적절한 지위와 역할에 위치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도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개인의 외부에 형성된 가치 지평은 지극히 개인적인 관점을

넘어 더욱 확대된 맥락 속에서 명예로움을 추구하게 만드는 계기이자, 한 개인

이 위치해야 할 범주를 지정함으로써 삶의 의미와 안정감을 허락했다고 볼 수

있다(Taylor, 1991: 3). 그리고 한 개인의 외부에 거대하고도 신성한 의미의 지

평이 형성되어 있었기에, 이를 함께 공유하는 집단 속 공동의 목표와 기준체계

아래에서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고, 헌신에 대한 보답으로 따라오는 인정과 명예

가 한 인간에게 존재의 가치를 더하는 주요한 요소로 작용했다. 그러나 개인주

의가 확대된 오늘날에는 대중 매체를 통해 매개된 경험이 증가하고 삶의 가능

성들이 다원화됨에 따라 선택의 폭이 넓어진 것과 동시에, 선택의 기반이 될 수

있는 사회적 규범이나 권위들이 취약하거나 부재하기 때문에, 개인의 선택과 결

정이 가치체계나 질서가 흔들리는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하여 삶 속에

허용되는 다양한 가능성으로부터 기인하는 불안이 증폭된 것이다(안주희, 2009:

75).

이렇듯 자기진실성이라는 윤리 속에 포함된 모순은, 삶 속에 주어진 수많은

선택지들과 이에 따른 자유의 확대는 주관적 삶에 나름의 가치와 의의를 부여

했지만, 동시에 상대주의적 형태를 취함으로써, 그러한 주관적 삶에 부여된 가

치와 의의에 대한 자기 신뢰를 스스로 보장할 수 없는 상태 속으로 개인을 몰

아넣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진실성은 계속해서 우리시대에 하나의 도전

받을 수 없는 공리로 간주되고 있고, 결론적으로 현대의 개인은 자기진실성을

추구해야만 하는 도덕적인 규범 속에 놓이게 되면서도, 스스로 선택과 결단을

해야만 하는 상황 속에서 극대화된 내면적 불안을 마주하게 된 것이다.

테일러가 제시한 자기 진실성의 윤리를 토대로 현대사회의 불안 현상을 이

같이 진단하는 것은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자기중심적 성향과 이에 따라 증가하



- 7 -

는 병리적 심리 현상을 이해하는 하나의 관점을 제시해 준다. 현대를 살아가는

아이들은 사회문화적 변화로 인해 자신을 둘러싼 존재의 거대한 질서로부터 벗

어나서 자신의 진실한 내면에 다가설 수 있게 되었지만, 그와 동시에 자유가 확

대된 만큼이나 그것으로 인한 부자유함에 얽매이게 되는 모순적 상황을 맞닥뜨

리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대중매체를 통해 계속해서 자극되고 있는 ‘자기 자

신이 되라는’ 주체적인 삶에 대한 선망은 그에 따르는 선택과 책임의 무게를 고

스란히 아이들의 어깨에 부과하였고, 자유로운 선택과 이에 따르는 책임과의 간

극은 이들을 주어진 규범에 따라 살아가던 과거 세대보다 더욱 불안하게 만든

것이다. 오늘날 아이들이 보여주고 있는 몇 가지 특징적인 모습들은 이들의 불

안한 심리를 잘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첫 번째로, 아이들은 SNS 등 온

라인 가상 세계 속에서 타자들의 긍정적인 반응과 인정을 갈구하며 자기 확신

을 채우고자 하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금창민, 2013: 22). 이러한 모습은 자기

자신에게 진실된 삶을 추구하면서도, 자신이 선택하고 있는 삶과 결단에 대한

확신이 부재하기 때문에 그러한 확신을 타인의 인정을 통해 채우고자 하는 모

습으로 해석될 수 있다. 전통적 사회에서 공동체의 인정과 관심을 위해 헌신했

던 개인과 오늘날의 개인을 비교해보았을 때, 가장 구별되는 점은 오늘날의 개

인은 특정한 기준에 의해 질서가 확립된 공동체 내에서의 관심과 인정이 아닌,

‘익명의’ 타자들의 인정을 갈구하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전통적 사회의 개인이

성취감과 명예로움을 느꼈던 계기는 공동체내에 공유되고 있던 기준체계에 부

합했다는 것이 이유였으며, 이는 인정의 ‘질적’ 측면을 강조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그에 반해 오늘날의 개인은 가상공간을 포함한 자신이 위치한 세계 속에

서 익명의 타자들이 자신에게 관심을 표하는 것에 집착하며, 그것이 어떠한 양

태로든 자신의 삶이 주목되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자신의 자신됨’을 인정받

고 있는 표식이라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인정의 ‘양적’ 측면에 더욱 구속되는 모

습을 보인다. 두 번째로, 아이들은 불안정한 정서 및 자기 부정적 감정에서 탈

출하기 위해 자기 자신을 자해하거나, 자살과 같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도록 내

몰린 것으로 볼 수 있다. 뚜렷한 가치관에 지반을 두지 않은 선택은 결정에 따

르는 확신과 근거가 상대적으로 빈약하기 때문에, 그로 인한 심리적 불안감을

선택의 주체로 하여금 계속해서 야기한다. 이것은 단지 일시적으로 정서적 안정

감을 해치는 것을 넘어, 아이들의 자아인식과 정체성 형성에 있어서 혼란을 가

중시킴으로써, 자기 자신에 대한 항시적이고, 병리적인 불안의 감정을 느끼도록

만드는 것으로 보인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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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여러 부처는 증가하는 청소년 자살률 및 정신 질환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정신적 불안 상태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4)

특히 교육부는 주로 대다수가 학교에서 시간을 보내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학

생자살예방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부가 2018년에 발표한 학생자살예방대책

시행 계획에 따르면, 총 6개의 중점과제가 제시되고 있다. 그 내용은 ①생명존

중·자살예방 교육 강화, ②자살징후 조기 발견 시스템 구축, ③전문 기관 연계

및 치료 지원 시스템 구축, ④교원 전문성 제고 및 학교 관리 역량 강화, ⑤범

국민적 생명존중 문화조성, ⑥과학적 자살예방정책 수립을 위한 근거기반 접근

3) 김미령(2014)에 따르면, 자신에 대한 부정적 사고나 태도가 우울한 감정의 핵심 요인

이라고 볼 때, 우울은 불행한 경험 그 자체보다, 그 경험에 대한 통제력이 없다고 생

각하는 것에서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 근거할 때, 부정적인 상황 속

에서 자신을 긍정적으로, 혹은 부정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방향성을 결정하는 것은 

한 개인이 견지하고 있는 자아정체성과 관계가 깊다(김미령, 2014: 148). 정체성이 

혼란된 개인은 자신의 삶을 우발적이고 찰나적인 것으로 여기며 자신의 인생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감을 느끼기가 어려워지고, 따라서 인생을 자기 자신의 의지로 통제할 

수 없다는 무력함을 더욱 쉽게 느낄 수밖에 없다. 즉, 환경에 대한 통제력이 없다고 

믿는 정체성의 혼란된 개인은 자신에 대한 부정적 자아 인식으로 인해 우울증에 취약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4)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청소년 자살예방 정책연구』에 따르면, 청소년 자살 및 우

울증 예방과 관련하여 중앙부처에서는 크게 보건복지가족부와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

이 관련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ealth Plan 

2020)｣과 ｢자살예방종합대책｣을 토대로 전반적인 자살 예방 사업과 함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자살 예방사업을 운영 중에 있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들의 정신건강

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으로서, 지역사회청소년사회안전망(CYS-Net)과, 헬프콜! 청

소년전화 1388라는 사업을 통해 자살을 포함하여 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위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김준범 외(2019)에 따르면, 교육부의 학생자살예방 정책

은 2008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이어져오고 있다. 2008년 범정부차원으로 자살예방

종합대책이 추진됨에 따라, 교육부는 같은 해 학생자살예방 및 건강증진 대책을 수립

하였다. 2012년 3월 전국 초·중·고등학교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학생정서·행동·특성

검사‘가 시행되었으며, 2013년부터 검사체계의 효율성을 의해 온라인 조사 체계가 마

련되었다. 이후 매년 이 검사는 정례화되어 학생들의 정서나 행동의 문제를 평가하

고, 고위험군을 선별하는 기준이 되고 있다. 또한 2013년에는 지역사회 내 병의원 등 

전문자원과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관심군 학생의 관리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학생정신

건강 지역협력모델 구축 및 지원 사업이 시작되었다(김진아 외. 2015). 대표적으로 

Wee사업은 학생들의 정신적 위기 상태에 따라 단위 학교에 설치된 Wee클래스에서 

1차적으로 위기 학생에 대한 관리를 시도하고, 학교에서 선도 및 치유가 어려운 경우 

교육청에 설치된 Wee센터에 학교에서 의뢰한 학생을 인계하거나, 학업중단자의 경우 

시도 교육청 차원에 설치된 Wee스쿨을 통해 이들을 관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김기헌 외, 2013: 45). 2016년부터는 정신건강전문가 학교방문지원사업이 

시행되었으며, 2017년부터는 민-관 협력을 통해 자살 및 자해 시도자의 정신 건강 

고위험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실시되고 있다. 가장 최근인 2018년에는 위기문자 

상담망 구축 등 청소년 자살 예방을 위한 정책을 확대하고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사업

을 추진하고 있다(김준범 외, 2019: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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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구성된다(교육부, 2018). 교육부와 같은 중앙 부처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시·도 교육청 및 개별 학교 역시 현사태에 심각성에 동조하며 청소년들이 심리

적으로 안정을 취하도록 하기 위해 상담소 운영 및 청소년들의 정신적인 스트

레스를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최용성, 2017: 161). 실제로 서울시에서는 서

울 시내에 6개의 초⦁중⦁고에 스트레스 프리존을 설치하여, 스트레스 및 우울

증에 대한 상시적 진단을 시행하며, 신체 스트레스 호르몬 농도를 낮추기 위해

향기 테라피, 음악 테라피, 컬러 테라피 및 명상 및 요가와 같은 프로그램을 실

시하고 있다.5)

이렇듯 증가하는 불안 현상에 대한 대응책은 주로 정신의학 혹은 임상심리학

및 상담심리학에 기대어 그 원인을 규명하고 처방하는 방식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김기헌 외, 2013: 129). 불안에 대한 정신의학적 관점은 불안이

주로 외부적으로 인식하는 스트레스가 자율신경계 이상을 불러일으키고, 그로

인해 호르몬 수치가 변화하는 등의 신체 변화를 동반하기 때문에 그러한 증상

에 대한 처치로서 신체가 이완될 수 있도록 약물을 처방하는 방식을 취한다. 또

한 임상심리학적 관점에서는, 개인적 심리 및 환경적 요인과 불안과 같은 정서

변화에 대한 경험 과학적 인과 관계 분석을 통해 개인의 문제적 요인으로 판명

된 심리적 결함을 상담이나 인지치료를 통해 치료하는 방식을 취한다(김재철·조

현정, 2014: 5; 최용성, 2017: 184). 이러한 대응 방식은 청소년 불안 현상이 일

상생활에 사회 부적응 및 심각한 정신적 병리 현상을 초래하고, 자살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는 점에서, 불안을 주로 심리 상담사나 정신 질환 문제를 전문적으

로 다루는 기관·센터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혹은 주요한 교육 활동 이외에 자율

적 재량 활동을 통해 ‘추가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으로 다루고 있다고 볼 수 있

다. 따라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이러한 대응책으로 미루어볼 때, 증가하는 불안

현상에 대한 교육 내적인 대처는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청소년 불안 현상을 우리 교육이 아이들을 불행하게 만들고 있다는 진

단과 결부시킬 때, 이 문제를 아이들이 행복해지고 꿈을 살릴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교육과정을 개편함으로써 교육적으로 예방하려는 노력이 꾸준히 이어

져왔다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예를 들어, 2013년 박근혜 정권에서는

5) 서울시는 2019년 2월 11일 이용 학생 20명을 대상으로 뇌파 측정 및 설문조사를 진

행한 결과, 스트레스 프리존 체험 후 심리적 스트레스 및 우울척도가 약 27% 감소했

다는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 같은 결과를 토대로 서울시는 향후 서울시 소재 학교 뿐 

아니라 전국의 학교를 대상으로 스트레스 프리존을 마련하는 사업을 확장시키기로 결

정했다(최현재,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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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국가 중 우리나라 학생들의 행복지수가 최하위권에 속한다는 사실에 문

제의식을 가지고, ‘학생들의 꿈과 끼를 살리는 행복 교육’을 교육정책의 기조로

삼아 2015년 개정교육과정이 마련되기도 했다(소경희, 2019: 97). 그러나 이러한

교육적 대응책 속에는 공통적으로 청소년들의 불안 현상이 가지는 파괴적 여파

를 우려하며 불안이 속히 치료되어야 하거나, 즐거운 학업 분위기 속에서 억제

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깔려있다. 필자가 보기에, 이러한 인식의 이면에는 불안

에 대한 정신의학 및 임상심리학적 접근이 전제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청소

년들의 ‘불안’은 정신적으로나 교육적으로 부정적인 것이어서, 상담치료나 약물

처방과 같은 반응적 서비스를 통해 속히 치료되거나, 다른 흥미를 자극하는 교

육을 통해 차단되어야 하거나, 예방되어야 하는 대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불안은 의학적으로 관찰될 수 있는,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물리적 현

상일 뿐만 아니라 찰스 테일러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것처럼, 변화한 시대 속에

서 아이들이 자신의 삶에 취하고 있는 윤리적 태도와 관련된 현상으로도 이해

될 수 있다.6) 철학자 마리노(Gordon Marino)에 따르면, 설혹 불안이 신경화학

물질의 연소에 따른 부산물이라는 것이 경험적인 연구에 의해 입증된다 하더라

도, 불안은 우리의 내면에 나타나는 현상적 이미지로서, 한 사람의 내면세계에

서 특정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의 존재에 대해 모종의 의미를 지니는

6) 한 사람이 느끼는 불안의 원인에 대해서는 크게 사회 구조적 원인과 개인적 원인이 

있다. 사회 구조적 원인에 의한 불안은 다시 사회 자체에 대한 불안과 사회문화적 요

인에 영향을 받는 불안으로 분류될 수 있다. 첫 번째로 사회 자체에 대한 불안은 사

회적 안전망에 대한 불확신, 테러리즘, 환경문제, 혹은 사회 내부의 부조리와 정치적 

부패와 같은 요소들이 생산해내는 불안으로서, 거시적 차원에서 구성원 대다수가 공

유하는 ‘사회적 불안’으로 불리며 사회학적 연구 대상이 되어왔다(안주희, 2009: 76). 

그러나 사회적 불안 역시 결과적으로는 개인이 경험하는 심리적 대상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의 변화는 사회의 실존에 대한 불안을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사회 

속을 살아가는 개인에 대한 불안도 동시에 촉발한다. 이와 같이 사회 문화적 변화가 

미치는 영향으로 개인에게 전가된 불안을 사회 문화적 요인에 의한 불안이라 부르며, 

세계화, 혹은 신자유주의 경제 질서, 정보 통신 기술의 발전과 같은 거시적인 사회적 

특성의 변화가 한 개인에게 영향을 주는 불안을 의미한다(안주희, 2009: 76). 두 번

째로, 불안이 순전히 개인적 차원에 머물 때, 이는 한 개인이 자신의 삶을 성찰적으

로 바라보며 개인적 관리를 하는 과정 중에 발생하는 위험에 대한 인식으로 정의되

며, 이를 해석하는 관점에 따라 크게 임상적 불안과 실존적 불안으로 나뉜다. 임상적 

불안은 한 개인이 태어날 때부터 속해왔던 사회적 환경과 개인적인 특수한 배경 아래

에서 형성된 성격과 기질로 인해 불안이 발생했다고 보기 때문에, 불안을 개인 귀속

적인 형태로 규정하며 정신의학과 임상심리학의 치료 대상으로 간주한다. 이와 달리, 

실존적 불안은 사회문화적 영향과 개인의 신념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서, 한 개

인이 자기 자신에게 취하는 존재론적 인식으로부터 불안이 발생한다고 설명한다. 실

존적 불안은 개별 존재의 세계 인식 및 자기 관계에 대한 인식 구조에 바탕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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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Gordon, 2019: 55)7). 즉, 불안은 단지 의료적으로 치료

되거나, 교육적으로 예방되어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인간의 존재에 대해 무언

가를 드러내고 있는 중요한 지표로서 간주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으

로 불안에 접근하는 것은 왜 오늘날 청소년들의 정신적 병리 현상이 뚜렷해지

고 있는지를 실존 철학의 관점에서 조명함으로써, 불안을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

반하여, 그 동안 정신적 불안과 그로 인해 생겨나는 병리적 현상에 대한 임상적

처방으로 인해 가려져 있던 불안의 실존적 차원에 대해 주목하고자 한다. 불안

을 한 인간의 실존의 차원에서 이해할 때 비로소 우리는 불안을 단지 신경계의

생리학적인 자극 반응관계로서 관찰되는 정신의학의 치료대상, 혹은 사회구조적

요인에 의해 생겨나게 된 불가피한 부산물이 아니라, 우리가 변화된 윤리를 추

구하며 삶을 살아가는 데에 마주할 수밖에 없는 실존적 징후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불안이 인간의 내적인 자기 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실존적 분투를 보여주

는 징후로 해석될 때, 불안은 단지 회피되거나 조속히 치료되어야 할 대상이라

기보다, 오히려 청소년들의 실존적 분투의 양상에 주목케 함으로써 장기적인 안

목에서 교육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실존주의 철학자로 잘 알려진 키에르케고르는 실존적 불안을 교육적 관점에

서 해석할 수 있는 중요한 통찰을 제공한다. 키에르케고르는 불안을 사회구조적

및 개인 특수적인 기제에 의한 다양한 심리적 요인이 복잡하게 얽혀 나타나는

결과적 정서로 보는 일반적 관점을 탈피하여, 역으로 불안을 통해 불안이라는

현상이 출현하게 되는 인간의 존재론적 특성을 해명하고자 시도하는 철학적 탐

색을 모색한다(Beabout, 1996: 7). 키에르케고르에 따르면, 인간이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불안이라는 정서는 단순히 상황 가변적으로 발생하는 일시적 감정이

아니라, 인간의 자아가 자유가 맺고 있는 관계를 암시하는 단서이다(Beabout,

1996: 5). 우리의 자아가 자유와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은, 한 사람이 자기 자신

과 자율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키에르케고르에게 있

7) 역사적으로 하이데거, 사르트르, 키에르케고르와 같은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이러한 

관심에 입각하여 전통적으로 이성에 경도되어 왔던 철학의 경향성과는 달리,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불안, 우울, 죄책감 같은 감정에 주목하여, 이것을 정면으로 마주하

고 직접적으로 해결에 힘써야 할 것을 촉구해왔다(Gordon, 2019: 32). 실존주의자 

중에서도 키에르케고르는 ‘불안’을 단독 주제로 설정한 『불안의 개념』을 익명의 저

자를 내세워 출간함으로써, 불안 연구의 실존주의적 기초를 놓았다고 볼 수 있다. 그

는 불안을 “가능성에 앞선 가능성으로서의 자유의 현실성”이라고 말하며, 자연성 속

에서 정신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동물과 달리 인간만이 정신적 존재로서, 불안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한다(CA: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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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 인간의 자아는 고정적이고, 정태적인 실체로서 정의되지 않으며, 자기 자

신과의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형성되어가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자아 이해

에 기초하여 키에르케고르는 인간이 늘 ‘자기 자신이 되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살아가야 함을 역설한다. 그는 불안에 대한 자신의 철학적 연구 저서 『불안의

개념』을 통해, 불안 현상을 한 사람의 자기 관계 속에서 파악하고자 하며, 다

양한 자기 관계의 국면 속에서 출현하는 불안을 여러 가지 유형으로 구별한다.

이러한 유형의 분류를 통해 그는 불안을 자기와 관계 맺고 있는 한 사람의 자

기관계의 상황을 암시하며, 심지어 ‘자기 자신이 되는 과제’로 우리를 지속적으

로 인도하는 교육적인 기능을 하는 것으로 설명한다. 이는 단적으로 “불안을 올

바르게 배운 사람은 최고의 것을 배운 사람”이라는 표현 속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CA: 309).8)

불안에 대한 키에르케고르의 이와 같은 존재론적 해석은 불안을 단지 회피하

거나 치료할 대상이 아니라, 자유와 계속해서 관계 맺고 있는 우리의 실존적 상

황을 드러내는 지표로서 의식적으로 인식되어야 할 대상이자, 우리가 참다운 자

기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교육적인 기능을 하는 대상으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해석을 오늘날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불

안 현상에 적용해 보았을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

할 수 있다. 자유의 가능성 속에서 자기 자신과 어떠한 방식으로든 관계를 맺어

야 한다는 인식과 함께 불안이 나타나며, 그러한 불안이 적절치 못한 자기관계

가운데 방치되고 외면될 때, 정신적 병리 현상을 비롯한 부자유의 여러 형태가

출현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렇듯 불안에 대한 실존적 해석을 경유할 때, 불안은

교육적으로 제거되어야 할 부정적인 것이라기보다, 지속적으로 ‘자기 자신이 되

는 과제’에 참여하는 아이들이 불가피하게 직면할 수밖에 없는 현상으로 이해된

다. 또한 교육이 아이들의 자아실현을 돕는 것을 중요한 목적으로 가진다고 할

때, 비록 불안 현상이 아이들의 실존적인 자아 형성의 과정에 있어서 나타날 수

밖에 없는 현상이라 할지라도, 교육이 아이들의 자아 발달과 형성을 적극적으로

도움으로써 아이들이 불안을 건강하게 견딜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을지도 모

른다.

따라서 본 연구는 키에르케고르의 논의에 기대어 불안을 실존적 자기 관계의

관점에서 규명하고, 불안이 지시하는 진정한 자아가 되는 과제가 무엇을 의미하

8) 본 논문에서 CA는 키에르케고르의 『불안의 개념(Concept of Anxiety)』 (임춘갑 

역, 2011)의 약자임을 미리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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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지, 또한 불안을 교육적으로 안내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탐색하는

것을 연구 과제로 삼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과제는 궁극적으로 자아 형성의 큰

기로에 서있는 청소년들의 불안 현상을 교육적으로 다룰 수 있는 가능성을 모

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 목적은 현재 교육 현장에서

시행되고 있는 응급처치식의 대응책 및 교육과정 개편의 노력에 반대되는 새로

운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불안에 대한 실존적 이해를 제공

함으로써 청소년들의 불안 현상에 대한 관점의 전환과, 자아실현이라는 교육의

목적에 대한 깊이 있는 개념적 이해를 촉구하는 데에 그 방점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하여 본 연구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여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2. 연구문제

첫째, 실존적 자기 관계의 관점에서 바라본 ‘불안’은 무엇을 의미하며, 어떻게

출현하는가? 이러한 질문을 탐색해보기 위해 키에르케고르의 『불안의 개념』

과,『죽음에 이르는 병』을 주요 연구 문헌으로 삼고, 불안에 대한 실존적 해석

을 취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한 어떠한 자기 관계의 국면 속에서 다

양한 불안이 나타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이 연구 문제의 탐색은

결과적으로 오늘날 두드러지게 출현하는 청소년 불안 현상을 실존적 자기 관계

의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실존적 자기 관계의 관점에서 바라본 ‘자아’는 무엇을 의미하며, 오늘날

어떤 시사점을 제공하는가? 이러한 질문을 탐색해보기 위해서 키에르케고르의

자아 개념에 대한 다양한 2차 연구 문헌 및 키에르케고르의 『불안의 개념』과,

『죽음에 이르는 병』을 비롯한 기타 저작을 주요한 연구 자료로 삼고, 불안 현

상이 지시하는 자기 자신이 되는 과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키에르케고르의

자아관을 통해 살펴볼 것이다. 또한 키에르케고르의 자아관이 오늘날 청소년들

이 가지고 있는 자아관에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탐색해보고자

한다. 이상의 연구 문제를 탐구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오늘날 청소년들이 취하고

있는 자아관에 내재한 문제점들을 명료화하고, 이러한 자아관에 대한 대안적 자

아관을 제시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자아 형성을 어떻게 교육적으로 도울 수 있을

지에 대한 통찰을 제공해 줄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셋째, 키에르케고르의 불안에 대한 해석과 자아 개념이 오늘날 교육에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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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는 바는 무엇인가? 이 질문은 궁극적으로 청소년들의 불안 현상을 교육

적으로 다룰 수 있는 가능성을 탐색하는 데에 그 목적을 두고 있는 본 연구의

핵심 질문이라 할 수 있다. 질문을 통해 앞서 살펴본 키에르케고르의 불안, 그

리고 자아관이 불안 현상과 관련하여 우리 교육에 어떠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지를 고찰해보고, 불안을 교육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자아 형성과

발달의 과제의 관점에서 모색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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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실존적 자기 관계의 관점에서 바라본
‘불안’

앞장에서 우리는 개인주의적 성향과 자기표현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는 오늘

날 청소년들의 모습을 살펴볼 때, 찰스 테일러가 현대사회를 특징짓는 윤리로서

제시한 자기진실성의 윤리가 아이들 가운데 확대되어 가고 있다고 진단하였다.

이는 한 편으로는 자신의 진실된 내면에 집중함으로써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

고자 하는 현대인의 열망이 표출된 긍정적인 신호라고 볼 수 있지만, 다른 한편

으로는 외부에서 부여된 권위와 주어진 전통에 기대지 않고, 스스로 선택과 결

단을 통해 자신만의 삶을 개척해가야 한다는 책임과 그로 인한 불안을 야기하

는 것으로 전망되기도 했다. 본 연구에서는 키에르케고르의 불안 개념을 통해

불안의 실존적 차원에 주목함으로써, 불안을 단지 부정적으로 발생하는 결과적

정서로 보는 관점을 탈피하여, 그것을 교육적인 계기로 전환시킬 수 있는 가능

성을 탐색하는 것을 주된 연구 주제로 삼는다. 이러한 본 연구의 기획 아래 이

번 장에서는 실존적 자기 관계 가운데 나타나는 여러 가지 불안의 유형을 키에

르케고르의 『불안의 개념』과, 『죽음에 이르는 병』을 통해 살펴볼 것이다.

이번 장은 크게 두 가지 의문을 해소하는 방식으로 구성되는데, 필자는 우선 불

안을 인간 실존 인식의 지표로 간주할 수 있는 이유를 키에르케고르가 강조한

‘진정한 자아가 되어야 하는 과제’를 통해 살펴보고, 두 번째로 이 과제를 인식

하는 태도에 따라 형성되는 다양한 자기 관계의 양상 속에서 불안과 절망의 유

형이 어떻게 출현하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이는 오늘날 청소년들의 불안 현상을

자기 관계의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1. 인간 실존인식의 지표로서의 불안

지구상에 존재하는 여러 동물들과 오늘날 급격히 발전하고 있는 인공지능을

비롯한 여타 사물들로부터 인간을 구별 짓는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인간이 정신

적 자유를 가진다는 사실일 것이다. 인간은 어떤 사안에 대해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내릴 수 있는 정신적 자유를 가진다. 키에르케고르는 이러한 자유라

는 인간 고유의 속성과 관련하여 불안을 “자유의 현기증”이라고 정의한다(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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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그는 우리가 가능성을 품고 있는 현재 속에서 무엇이든 선택할 수 있는

자유로운 상태에 놓이기 때문에 불안을 체험한다고 말한다. 다시 말해, 자유는

우리 가운데 그 어떤 것도 보장되지 않거나, 확정되지 않은 가능성의 형태로 나

타나며, 이것을 의식할 때. 불안이 출현한다는 것이다(Grøn, 2008: 13). 마치 아

주 깊게 파진 구멍이나, 아득한 심연을 바라볼 때, 우리가 그곳에 빨려 들어갈

것만 같은 느낌을 받는 것처럼, 우리는 불안 속에서 우리는 균형감을 잃고, 어

지러움을 느끼게 된다. 그러나 이 무시무시한 불안의 대상은 정확히 말하자면,

‘무(無)’이다. 독일의 신학자이자 철학자인 폴 틸리히(Paul Tillich)에 따르면, 불

안과 두려움은 동일한 존재론적 뿌리를 지니지만, 두려움은 명확한 대상을 지니

기 때문에 그에 대응하여 분석하고 공격하고 견딜 수 있는 반면, 불안은 명확한

대상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특정 대상과 사투를 벌이지 못하고, 혼돈

가운데 단지 머물 수밖에 없다는 특성을 가진다(Tillich, 2006: 71). 따라서 불안

속에서 사람들은 방향감각을 상실하고, 계획성을 결여하고, 이에 대해 부적절하

게 반응하는 등의 증상을 보이게 된다. 이는 우리가 불안의 상태에서 주의를 집

중할 수 있는 특정한 대상이 사라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위협의 근원이 무(無)

가 되어버리기 때문이다(Tillich, 2006: 72).

그러나 우리가 불안해하는 대상을 특정할 수 없을지라도, 블안은 우리를 특

상태에 처하게 만든다. 하이데거는 불안의 기분에서 우리를 둘러싼 세계내의 존

재하는 것들의 용재성9)은 모두 와해되고 존재자는 무(無)를 마주하게 된다고

설명한다. 모든 세계 내 존재의 적소성의 맥락이 불안 속에서 벗겨지게 되면서

존재자는 홀로 덩그러니 남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불안을 느끼는 자에게

세계내의 모든 존재자들은 불안거리가 될 만한 자격조차 없을 정도로 중요하지

않게 된다. 이를테면, 수능시험장으로 향하는 불안한 마음의 수험생에게 주변의

풍경과 소음은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을뿐더러, 그 순간 자신이 앞두고 있는 수

능시험 외에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상황

을 떠올려볼 수 있다. 그를 불안에 떨게 만드는 것은 하이데거에 따르면, 수능

시험이라는 명확한 대상이 아니라, 수능 시험을 매개로 그가 관계하고 있는 세

계 그 자체이다. 아직 수능시험에 대한 결과는 아무 것도 확정된 바가 없기 때

문에 시험 자체는 엄밀한 의미에서 불안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오히려 수능을

기점으로 나타나게 될 자기 자신과 세계의 관계가 불안의 대상이 된다. 즉, 불

안의 눈에 수증기처럼 증발해버린 세계 내부적 존재자는 불안거리조차 될 수

9) 사물의 용도에 맞게 적절히 배치되어 있는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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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는 점에서, 오히려 불안거리는 나와 마주보고 있는 세계 자체가 된다

(Heidegger, 1972: 187). 이때 불안의 대상이 되는 세계는 불안 가운데 적소성이

와해되고, 도구적 용도성과 같은 세계내적 중요성을 가지지 못하는 세계 내 존

재도 아니고, 존재자들의 총합으로서의 세계도 아니라는 점에서 무(無)의 지위

를 차지하게 된다. 불안의 대상이 세계 내 존재가 아닌, 무(無)로 상정되면서,

우리는 세계 자체와 괴리와 단절을 경험하게 된다.

키에르케고르는 하이데거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불안의 대상을 확정하지 못

하고 세계와 단절될 때, 우리가 우리 자신으로 되돌아오게 된다고 말한다(Grøn,

2008: 6). 아무것도 확정되지 않는 미래의 불확정성은 우리가 세계와 어떠한 방

식으로든 관계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불안을 불러일으키지만, 사실 불안을 만

들어내는 것은 미래를 모종의 불안한 것으로 이해하는 우리 자신이다. 이는 우

리가 미래에 대한 가능성을 놓고 자기 자신과 사투를 벌인다는 것을 암시한다.

아무것도 절대적으로 확정된 바가 없이 활짝 열려있는 미래를 바라보는 가운데

우리는 어지러움과 울렁거림을 느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서 자

기 자신과 어떠한 방식으로든 관계하고, 그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를 결정해야 한다는 실존의 압박으로 인해 불안을 느낀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불안 속에서 미래의 가능성을 의식하는 우리는 상황을 모종의 방식으로 대처해

나가야만 하는 우리 자신과 관계를 맺게 된다(Grøn, 2008: 7). 그런데 키에르케

고르에 따르면, 우리는 불안 가운데 정신이 아득해지면서도 동시에 불안을 욕망

한다. 이는 “불안은 하나의 공감적인 반감이고, 그리고 하나의 반감적인 공감”

이라는 표현 속에 명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CA: 78). 마치 무서운 공포 영화를

두 손으로 눈을 가리면서도, 손 틈새로 감상하는 심리처럼, 불안을 회피하는 것

같으면서도 우리는 불안을 욕망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우리가 불안과 밀고 당기

는 실랑이를 벌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키에르케고르가 내린 결론을 미리 제시

하자면, 우리가 자유 속에서 “진정한 자아가 되는 가능성을 실현하려는 무서운

욕망과 티격태격”하고 있기 때문이다(Marino, 2019: 66). 즉 우리의 자아는 진정

한 자기 자신이 되어야 하는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 속에서 불안을 욕망하면서

도 회피하는 이중적 성향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자기 자신

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며, 이 과제는 불안과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결되

어 있는 걸까?

하이데거는 키에르케고르가 말한 ‘진정한 자아가 되는 과제’를 불안 속에 나

타나는 인간 실존의 의미를 통해 해석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 해준다. 앞서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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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본 것처럼, 하이데거에 의하면 불안의 대상은 세계 속에 있는 구체적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불안 속에서 한 사람은 세계와 괴리되어 사적으로 고립된다. 그

러나 세계 내의 구체적 존재들의 적소성이 와해되어 그가 감정적으로 고립되어

도, 그는 다른 존재자처럼 여전히 세계라는 열린 공간에 던져진(피투된) 존재라

는 점에서 역시 ‘현존재’로 밝혀진다.10) 다시 말해, 불안 속에서 그가 세계 자체

를 불안의 대상으로 삼는다 할지라도, 그가 세계에 던져진 존재라는 사실은 여

전히 남아있다는 것이다. 하이데거는 그가 세계 내에 피투된 현존재인 이상, 세

계는 본래적으로 세계-내-존재인 현존재에 속하게 된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그

가 불안해하는 세계 자체는 피투된 현존재의 세계, 즉 “세계-내-존재 그 자체”

가 된다(Heidegger, 1972: 187). 현존재가 세계에 피투된 채, 세계-내-존재로 존

재하고 있다는 사실, 즉 “피투된 세계-내-존재의 ‘어떻게’가” 바로 불안의 대상

이 된다는 것이다(권순홍, 2014: 180). 하이데거는 불안 현상이 현존재를 근본적

으로 범주화하는 것이 ‘무엇’이 아니라, '어떻게'라는 점을 지시해준다고 설명한

다(Heidegger, 1995: 18). 현존재에게 실존이 '무엇'이 아니고, '어떻게'라는 것

은 실존이 존재에게 본질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속성이 아니라는 것을 시사한다.

즉, 현존재의 존재는 어디까지나 존재가 수행되는 양태로 설명될 수 있으며, 그

러한 점에서 ‘실존론적 방식’으로만 현존재의 존재 성격들에 대한 분석이 이루

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Heidegger, 1972: 133). 현존재는 그가 ‘무엇’이 아니라

‘어떻게’로 이해될 수 있다는 점에서 어떤 존재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 현

존재가 실존하기 위해 관계하는 존재는 이러저러한 세계 내부적 존재자의 존재

가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고유한 존재이다. 따라서 이처럼 현존재가 자

기 자신이라는 고유한 존재와 항상 관계할 수 있고, 어떻게든 관계할 수밖에 없

다는 점은 피투된 세계에서 아무도 그의 존재를 대신해줄 수 없다는 사실을 보

여준다. 이러한 사실들로부터 현존재는 그때그때마다 '어떻게' 세계-내-존재로

서 실존할 것인가를 놓고 홀로 깊이 고민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권순홍,

2014: 181). 하이데거가 불안 속에서 나타난다고 설명하고 있는 ‘어떻게’ 세계-

내-존재로서 실존할 것인가의 문제는 키에르케고르에게 있어서 자기 자신이 되

는 과제, 진정한 자아가 되는 윤리적 과제로 이해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진정

한 자아가 되는 과제는 흔히 일상에서 말하는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

는 질문을, 피투된 세계에서 아무도 그의 존재를 대신해줄 수 없다는 무거운 책

10) 여기서 ‘현존재’란 명확한 본질로 정의되는 인간과, 단지 가능태로만 존재하는 인간

과는 구별되는 현실에 발을 딛고 있는 인간을 지칭하기 위해 하이데거의 만든 용어이

다(“Heidegger,” Stanford Philosophy Encyclopedia,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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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감을 함의하는 “나는 어떻게 존재할 것인가?” 질문으로 발전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불안이 이처럼 세계 속에 피투된 우리의 존재 현실과 실존의 과제를 지표하

는 중요한 매개현상으로 이해될 때, 불안은 단지 임상적 치료와 처방의 대상이

아닌, 색다른 지위를 부여받게 된다. 불안은 온갖 종류의 불온한 상상력에 힘을

실어주고, 우리 자신을 무기력하고 유약한 존재라는 낭패감을 안겨주지만, 한편

으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나는 어떻게 존재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상기함으

로써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어야 하는 과제를 알려주고 있기 때문이다. 즉 불안

은 우리가 이미 어떠한 방식으로든 자기 자신과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표시

해주는 것과 동시에 앞으로 자기 자신과 모종의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가능성

을 시사한다. 그러나 불안 가운데 미래의 가능성으로 나타나는 자유는, 그 어떤

것도 될 수 있는 무한의 가능성으로서의 자유가 아니다. 자유가 불안 속에서 가

능성의 형태로 드러날 때, 가능성은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하거나 선택하지 않을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이 아니라, 우리가 선택의 상황을 벗어날 수 없다는 의미

에서의 자유로 제한되기 때문이다. 만일 누군가가 선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

황이라면, 아무것도 선택하고 있지 못한 애매모호한 상태를 선택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자아가 되어야 한다는 과제를 상기시키는 불안은, 그것에 우리가 어

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이 과제를 수행하는 것에 차이를 만들어낸다. 불안에

대한 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나는 불안에 잠식당하고 두

려움에 사로잡혀 불안으로부터 탈출하려고 시도하는 것과, 다른 하나는 진실되

고 진정한 자아가 되고자 하는 원대한 계획을 감행하는 것이다(Marino, 2019:

72). 키에르케고르에게 자기 자신이 되는 과제는 어느 한 순간에 완료될 수 있

는 과업이 아니라, 일생에 걸쳐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윤리적 과제로 이해

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안을 마주하는 매 순간마다 선택의 압박을 받는

동시에 그 선택을 통해 계속해서 불안에 대응해나가야 하는 것이다. 키에르케고

르는 만일 이 과제가 잠정적으로 중단되거나 잘못된 궤도에 오르게 된다면, 불

안이 심화될 뿐만 아니라 절망이 출현한다고 경고한다. 따라서 우리는 자기 관

계가 회피되거나 올바르게 정립되지 못할 때마다 모종의 신호로 보내는 불안에

대해 중요한 의미를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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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제로서의 자아에 접근하는 다양한 태도와 불안의

유형

1) 과제로서의 자아를 인지하지 못하여 나타나는 불안

(가) 객관적 규정성에 얽매인 경우

키에르케고르에 따르면, 우리는 모두 실존하는 이상, 자기 자신이 되는 윤리

적 과제를 지속적으로 수행해야한다. 만일 자기 자신을 진정한 자아가 되어야

하는 과제를 부여받고 있는 자아라고 인식하지 못하거나, 이를 거부한다면, 무

정신성의 불안과 허물에 대한 불안이 나타나게 된다(Beabout, 1996: 60). 즉, 무

정신성의 불안과 허물에 대한 불안은 자신을 자아로서 인식하는 데에 실패한

결과로서 나타나는 불안이라고 볼 수 있다. 우선, 무정신성의 상태에서 불안을

촉발하는 대상은 자기 자신이 되는 과제 그 자체이다. ‘무정신성’이라는 용어에

서 암시되듯이 무정신성의 불안은 자기 자신을 자아로 의식하는 정신이 부재할

때, 다시 말해 자기 자신에 대한 구체적인 의식을 놓치게 될 때 나타난다. 여기

서 ‘자아의 과제’가 구체적으로 의미하는 바는 자아 안에서 서로 충돌하는 이질

적 성향들을 자신이 정신적(spiritual) 존재임을 깨닫고 적절하게 조화시키며 통

합된 내면과 일관성 있는 자아를 갖추는 것이다. 만일 이러한 자아에 대한 의식

성 자체가 부재하다면, 시간적 과거와 미래는 주체에게 의미 있게 인지되지 못

하고, 그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동요하는 순간을 살아가게 된다(Beabout, 1996:

60). 키에르케고르에 따르면, 이러한 규범적 과제가 한 주체에게 진지하게 받아

들여지지 못할 때, 인간은 정신성이 결여된 채 그저 말하는 기계에 불과한 존재

로 강등된다.

그렇다면 무정신성의 불안은 왜 발생하는 걸까? 무정신성의 불안은 한 마디

로 “객관적으로 되기 위해” 자신의 주관성을 점점 더 벗어 던지는 경우 나타나

는 불안이다(CUP: 133).11)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자기 자신이 ‘어떻게 존재해

야 하는지’를 질문하는 것은 무정신성의 상태의 사람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다. 키에르케고르는 무정신성의 불안을 설명하는 출발점으로서 헤겔의 순수사

변철학을 비판적으로 고찰한다. 역사를 설명하기 위해 헤겔은 추상적 사변의 원

11) 본 논문에서 CUP는 키에르케고르의 『비학문적 후서(Concluding Unscientific 

Postscript)』 (trans Howard V. Hong and Edna H. Hong, 1992)의 약자임을 밝혀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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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를 따르는 논리적 이행을 통해 객관적인 체계성을 구축하고자 하지만, 키에르

케고르는 이러한 시도가 각 개체의 가장 내면적인 운동에 대해서는 침묵을 유

지하고 있다고 비판한다.12) 다시 말해, 헤겔의 철학적 사변으로 대변되는 무정

신성은 순수사변을 위해 자기 자신을 도덕적-윤리적 의무로부터 제외시키는 양

상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Westphal, 1996: 136). 사변철학에 대한 키에르케고

르의 비판은 크게 두 가지의 방향을 취한다. 우선 그는 사변철학이 완전한 인식

적 객관성을 지향함으로써 인간의 인식적 한계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헤겔은 선입견이나 주관성에서 벗어난 객관적 무전제성을 전제함으로

써 인간의 자아를 영원성의 관점에서 조명하는 데, 이는 키에르케고르가 보기에

영원을 살아가는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자아를 추상적 사변에 위치시킴으로서,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즉, 우리는 미래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이냐 저것이냐를 매번 새롭게 결정하고 행동해야

하는 상황을 직면하고 있지만, 사변 철학은 이러한 우리의 현실적 상황을 반영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키에르케고르는 사변철학은 단지

아는 것으로 행위의 의무를 대체해버림으로써, 인간 행위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한다(Westphal, 1996: 136). 다음의 인용문에서 키에르케고르는 단지

개념적인 추상만을 하는 것은 결코 현실 속 행위로 대체되지 않으며, 이러한 오

류는 자기 자신이 되어야 한다는 윤리적 과제가 지성에 의해 압도된 경우라고

지적한다.

만일 사유된 것이 현실성이라면, 그렇다면 내가 여전히 그것을 행위로 옮기지 못

하고 있을 때에도, 가능한 한 완벽하게 사유된 것은 행위가 될 것이다. 이러한 방식

으로 행위는 없을 것이고, 지성적이 것이 윤리적인 것을 삼키게 될 것이다. [중략]

누군가 행하기를 원하는 선한 것에 대해 생각을 가지는 것이 그것을 실제로 수행하

는 것이라 할 수 있는가? 전혀 아니다(CUP: 338-339)

키에르케고르에게 행위하는 것은 인간에게 주어진 윤리적-종교적 과제의 핵

심이라 일컬어진다. 이때 행위는 겉으로 드러나는 결과나 성취의 개념이라기보

12) 헤겔에 의하면 세계는 절대 정신의 나타남이며, 그의 변증법은 이 절대정신이 가능

성으로부터 현실성으로 나가는 끊임없는 운동을 필연적인 전개로 파악하는 체계적 논

리였다. 이러한 논리에 따르면, 이성적인 모든 것은 곧 현실적인 것이고, 현실적인 것

은 곧 이성적인 것이 된다. 따라서 이 세계의 모든 것은 변증법적인 필연성에 의해 

체계화되고, 낱낱의 개체는 체계화된 전체의 개념 속에 포괄된다. 그때 진리는 전체

가 된다. 즉 헤겔에게 진리를 나타내는 것은 “전체, 보편, 일반, 체계적 원리”이며, 사

고와 존재는 동일한 것으로 간주된다(표재명, 1995: 18).



- 22 -

다, 한 사람에게 열정을 부여하는 내면성을 가지는지, 그리고 시간적 분절을 넘

어 일관성을 띠는 자아의식을 추구하고 있는지와 관련되는 개념이다. 행위는 여

기서 사고의 논리적이고 양적인 진전과 대비되는 질적인 도약의 결과로서 제시

되고 있다. 인간을 자유롭게 만드는 지식을 진리라고 할 때, 그는 진리가 지성

적·인식적 관념으로 한 개체에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자유의 행위로 나타난다

고 설명한다. 즉, 진리는 자유의 행위로서 주체로부터 지속적으로 현시된다는

것이다. 역사적인 필연성에 의해 사유가 진전되어 나가는 것이 사유 그 자체에

내재해 있는 자유가 그것의 영원한 내재적인 운동을 하고 형태라면, 자유의 행

위로서 나타나는 “사고의 이행은 확신과 내면성을 동반하는 하나의 행위이자,

비약을 통한 새로운 상태로의 전환”이다(CA: 277). 즉, 진리에 이르는 진정한

지식의 습득은 지식의 양적인 증가나 논리적인 절차를 따르는 체계가 순차적으

로 형성되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면성을 동반하는 행위로 이

끄는 질적인 도약 과정에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그리할 때에 진리는 “개체

자신이 행위적으로 그것을 산출함으로써 개체에 대하여 실존”하게 된다(CA:

276). 물론 자아 인식이 결핍된 무정신성의 상태에서도 인식적 진리에 이르는

것이 가능하다고 가정해볼 수 있지만, 키에르케고르는 그때의 진리가 “진리로서

가 아니라 소문이나 항설로서”소유되는 것이라고 지적한다(CA: 184). 그는 참된

지식은 단지 관념에 머무르지 않고, 자기 자신이 되는 과제에 참여하는 실존적

인식에 기여함으로써 그것이 내면성을 동반하는 행위로 연결되어야 한다고 역

설한다. 따라서 자유에 이르는 진리는 내용 자체만의 문제라기보다, 진리를 자

기 자신과 엮어가는 행위자의 태도와 결부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헤겔의 사변

철학에 대한 이와 같은 지적을 통해 키에르케고르는 현실 속에서 행위 해야 하

는 인간의 실존이 무정신적 상태에서 묵인되고 있으며, 자기 자신이 되어야 한

다는 윤리적 과제는 중단된다고 말한다. 그리고 이에 따르는 결과로서 무정신성

의 불안이 출현한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사변적·이론적 객관성만을 고집하는 사람은 자신이

확고부동한 인식의 토대위에 놓여있다고 안심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되어야

한다는 윤리적 과제를 망각한 채, 오히려 만족감을 느끼기 쉽다. 키에르케고르

역시 무정신성 속에 있는 인간은 심미적인 차원에서 아무런 불안도 느끼지 못

한다고 설명한다. “불안을 느끼기에는 그것은 너무나도 행복하고 그것에 너무나

도 만족하고 있고, 또 너무나도 무정신적”이기 때문이다(CA: 186). 그러나 불안

은 무정신성 속에서도 잠복하고 있는 형태, 혹은 가장된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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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미적으로 스스로 불안을 느끼지 못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이러한 불안이 문제

가 되는 이유는, 그것이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정신이 침체된 결과로 나타나

는 것이며, 객관성이라는 확고부동해 보이는 추상을 유일한 토대로 삼아 자신의

존재의 안정성을 보증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비록 무정신성의 상태에서 불

안은 감각적·심미적으로 직접 느껴지지 않지만, 키에르케고르는 그가 희미하게

현존하고 있는 불안을 통해 불명료하게 남아 있는 자신의 정신과 마주하게 될

때, 그곳에 한 인간의 실존적 파멸의 가능성이 내재하고 있다고 말한다(CA:

186).

무정신성의 불안이 안고 있는 실존적 파멸의 가능성은 『죽음에 이르는 병』

속에서 자신이 “자아라는 것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절망적인 무지”로

발전되어 더욱 상세히 설명되고 있다(SUD: 108).13) 자신이 절망 상태에 있음을

모르고 있는 절망은 무정신성의 불안처럼 “자신을 정신으로서 의식하지 않는다

는” 것을 문제점으로 가진다(SUD: 112). 그는 자신을 자아로서 의식하지 못하

기 때문에, 온전한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차단된 상태이다. 키에르

케고르는 이러한 절망의 유형을 세부적으로 감성적이고 정념적인 것이 인간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는 경우와 객관성을 끊임없이 추구하며 사변이라는 추상에

매몰되어 가는 경우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첫 번째로, 감성적인 것에 매몰된

자아는 “쾌, 불쾌라는 감성적인 것의 범주 안에서 살고 있어 정신이라든가 진리

라든가 하는 것과는 결별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아의 역동성을 상실하고 있다.

그는 감각적인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정신인 것을 견딜만한

용기를 갖기에는 너무도 감성적”이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념도 가

지고 있지 않다”(SUD: 109). 즉, 그는 감각을 넘어서 총체적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볼 수 없고, 따라서 어떤 지향성을 가지는 일관적인 자아 형성에 실패한다.

다시 말해, 그는 순간을 살아가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라 할 만한 어떤 정체성도

구체적으로 형성하지 못한 채, 감각에 휘둘리는 혼돈의 상태에 놓여있다고 볼

수 있다. 키에르케고르에게 이러한 상태가 절망인 이유는, 정신이 결여되어 자

기 자신에 대한 윤리적-종교적 과제가 중단된 상황이기 때문이다(SUD: 114).

두 번째로, 무정신성의 불안에서와 마찬가지로, 객관적 체계의 완성에만 몰두

하는 자아는 추상성에만 머묾으로써 실제적 현실성을 반영하는 자아를 상실한

다. 그는 자신을 개체적인 정신으로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국가, 인류, 국

13) 본 논문에서 SUD는 키에르케고르의 『죽음에 이르는 병(The Sickness Unto 

Death)』 (박병덕 역, 2015)의 약자임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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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과 같은 “추상적인 보편자 안에 안주하거나 또는 몰입해 있거나, 자신의 자아

에 대한 자각도 없이 자신의 재능을 단지 일하기 위한 능력으로만 받아들여 그

것이 더욱 깊은 의미에 있어서 어디에서 주어진 것인지 의식하지 못하는” 상태

에 있다(SUD: 115). 이러한 형태의 절망은 인간의 이성적 사고 능력이 날카롭

게 다듬어져서 적절하게 적용되기만 한다면, 자신을 둘러싼 세계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터득할 수 있다는 오류적 믿음에 기초하고 있다. 그러나 키에르케고르가

보기에 “객관성을 지향하는 태도에는 자기기만이 내포되어 있다”(Strelis, 2014:

171). 키에르케고르는 이성의 확실성에 관한한 낭만주의와 같은 이해를 공유하

는데, 이들의 견해에 따르면, 이성의 확실성 자체가 자기 자신과 세계를 이해하

는 데에 있어서 인식적 한계를 지닌 인간에게는 허구적 개념이기 때문에, 객관

성을 지향하는 태도는 결국 허상을 붙잡고 있는 것과 같다(Strelis, 2014: 171).

객관성을 실재하는 것이라 믿는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한 내면적 이해의 중요

성을 알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단지 그것을 불가해한 것으로 치부하고 외면적

성취에만 몰두하기가 쉽다. 무정신적인 상태에 있는 인간은 아무리 “무엇을 성

취한다 하더라도 또는 무엇을 설명한다 하더라도, 또는 자기의 생활을 심미적으

로 아무리 강렬하게 향락하더라도” 그것은 결국 자아가 되는 과제에 있어서 절

망이다(SUD: 115). 왜냐하면 자신이 자아임을 깨닫지 못하고 있으며, 궁극적으

로 인생에서 실존의 의미를 묻지 않은 채, 자신의 감각적이고 이성적 직접성 안

에 머물러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다.14)

그러나 현실적으로 자기 자신을 의식하지 않은 채 완전히 무정신성에 머물러

있는 인간은 오히려 찾아보기가 힘들다. 키에르케고르는 완전한 무정신성의 상

태는 아니지만, 여전히 자신이 인생을 이끌어나갈 주체라는 의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 “절망하여 자기 자신이려 하지 않는” 절망이 생겨난다고 설명한다(SUD:

122). 자기 자신을 자아로서 어느 정도 의식하는 인간은 스스로에 대해 반성을

14) 키에르케고르는 인간의 실존을 심미적 실존, 윤리적 실존, 종교적 실존이라는 세 가

지 단계로 분류한다. 심미가와 사변가는 매우 다른 특성을 가지는 듯 보이지만, 키에

르케고르에 따르면 이 두 유형의 인물은 모두 심미적 실존 단계에 해당된다. 심미가

와 사변가는 각각 감각적 쾌락이나 순수 추상으로 구성되는 사변을 지향하고, 따라서 

감각의 세계 속에 머물거나 사변의 세계 속에 안주함으로써 지극히 실제적인 현실을 

가능성으로 환원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비슷한 부류로 묶일 수 있다(Westphal, 1996: 

138). 임규정(2008)은 키에르케고르의 직접성이 유한과 무한, 필연과 가능, 육과 영

으로 구성되는 자기의 구조에 대한 의식이나 반성을 하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말한다(임규정, 2008: 356). 즉, 직접성은 전체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전반성적인 

상태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자신의 감각과, 추상적 사변의 세계에 매몰된 이들을 모두 

설명하는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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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으며, 자신의 절망에 대해서도 의식할 수 있다. 이때 절망에 대한 의식

성은 단순히 외부적 충격이나 사건에 의해서만 일어나지 않고, 반성에 의해서

찾아오기도 한다. 가령 시험 성적이 목표한 만큼 나오지 않은 학생의 경우, 그

원인을 시험 범위 출제의 오류, 문항의 불명료성, 그날의 컨디션과 같은 외부적

변수뿐만 아니라, 자신의 게으름, 문항에 대한 잘못된 이해 등, 스스로에게서 찾

으려는 시도가 이러한 반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키에르케고르에

따르면, 있는 그대로의 현재적 자아는 아직 완전한 자아라고 볼 수 없다. 설혹

자기 자신에 대해 약간의 반성을 가지고 스스로를 자아로 인식한다 하더라도,

자기 자신이 되려는 과제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이상 자신의 자아의 구

조와 필연적 한계로 인해 계속해서 전개되는 실존의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어

려움에 부딪히게 되기 때문이다.

키에르케고르는 자기 자신이 되려 하지 않는 유형을 위기에 봉착한 인간이

자기 자신을 변형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함으로써 위기를 피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절망 상태라고 규정한다. 앞서 살펴본 반성하는 인간은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반성을 통해 상황적인 변수에 문제의 원인을 돌리기보다 자기 자

신 안에 있는 “반성의 도움을 빌어 스스로를 지키려고 노력”한다(SUD: 131). 그

가 반성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어느 정도까지 스스로를 외계 세계로부터 단절시

킬 수 있으며, 희미하지만 자신이 자아라는 의식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SUD:

132). 그러나 여전히 그는 “일체의 외적인 것으로부터 획득된 무한히 추상적인

자아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절망적이라 할 수 있다. 여기

서 무한히 추상적인 자아는, 심미적, 이성적 “직접성으로 덧씌워진 자아”와는 대

조적으로, “적나라한 추상적인 자아로서 무한한 자아의 최초 형태이며, 그 여러

가지 단점과 장점을 포함하여 무한한 자신의 현실적인 자아를 받아들이는 모든

과정의 추진력”으로 묘사된다(SUD: 132). 즉, 무한히 추상적인 힘을 가진 자아

는 주어진 자기 자신에 만족하지 않고, 자신을 변형하고 새롭게 만들어가는 능

력을 인지하고 있는 자아이다. 그러나 반성적 직접성 하에 있는 인간은, 형성되

어야할 가능태로서의 자아에 대한 의식성이 부재하기 때문에 절망적이다. 그는

자기 자신에 대해 사후적으로 반성하고 돌이키는 태도를 보이지만, 역사적으로

형성되어 온 자신에 대한 모습을 수용하는 것을 넘어, 가능성으로 잠재하고 있

는 형성적 자아에 대해 의식하지 못하고 있다. 키에르케고르는 이러한 상태에

처한 인간은 다른 사람이 되고자 하는 우스꽝스러운 생각은 하지 않지만, 진정

한 자기 자신이 되려고 하지는 않는다고 말한다(SUD: 132-133). 그는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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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를 불난 집과 집주인의 비유는 통해 해학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가령 자신

의 집에 불이 난 것을 알아차린 집주인이 있다고 해보자. 그는 집에 불이 났다

하더라도 여전히 그 집이 자신의 집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직접 불

을 끌 생각을 하지 않고, 곧바로 탈출해버린 다음, 불이 꺼질 때 다시 자신의

집에 돌아오려고 한다(SUD: 133). 즉, 어려운 상황 가운데 반성적 직접성으로

특징지어진 인간은 상황을 수용하는 자신의 관점이나 태도에서 모종의 전환을

추구함으로써 상황을 타개할 수 있도록 자아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보

다, 외부적 상황이 변하기만을 기다린다는 점에서 절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절망은 자기 자신이 삶을 이끌어나가는 책임감을 지닌 주체로 여기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진정한 자아가 되어야 한다는 과제를 의식하지 못하는 상태

에 있는 것이다.

무정신적 상태를 비롯하여 자기 자신이 되지 않으려하는 절망에 놓여있는

인간은 자신을 자아로서 의식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을 표현하고, 설명

할 수 있는 언어가 모두 외부적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늘 불안의 가능성

을 안고 있다. 즉, 그는 자기 자신이 자아 형성의 주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

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단지 자기 자신을 외부적으로 주어진 소질, 재능 등과

같은 것들로만 이름표를 붙여가며 받아들일 수 있을 뿐인 상태는, 키에르케고르

에게 있어서 진정한 자아의 모습이 아니다(SUD: 134). 왜냐하면 이러한 방식으

로 자기 자신과 관계를 형성하는 경우,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객관적 규정이 아

니고서는, 자기 자신을 이해할 수도, 정의내릴 수도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내면으로부터 인식할 수 있는 내면성을 상실하고 있기 때문이다(SUD: 134). 한

마디로 말하면, 그는 자기 자신만이 알고 있는 자기 자신이 없는 상태이다. 그

에게 있어서 자아는 제반 환경 속에서 지금의 양태로 우연히 형성되어온 부산

물이기 때문에, 그는 자기 자신을 객관적 기준에 비추어 수용하고, 자기 자신을

‘자기’로 이름 붙인 소질과 재능, 가정환경, 사회적 신분 등의 합으로 치환될 수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자신을 객관적으로 수용할 수 있

을 뿐만 아니라, 자아 형성의 주체로서 자아상에 대한 진지한 검토와 결연한 의

지를 통해 객관적인 규정성에 자신을 수용하는 것을 넘어, 자기 자신을 변형시

키고 계속해서 자신을 만들어갈 수 있는 존재이다. 만일 자신을 설명하고, 인식

할 수 있는 언어가 단지 사회적 기준, 객관적인 규정으로부터만 기인한다면, 우

리는 현재의 질성을 유지하려는 관성을 포기하지 않은 채, 단지 더 높은 위계의

객관적 규정성을 획득하려는 욕망에 머물게 될 공산이 크다. 따라서 우리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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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금 진정한 자기 자신으로 계속해서 도약할 것을 촉구하는 불안은 그것이 지

닌 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불편함을 자아내는, 회피의 대상이 된다.

오늘날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외모, 성적, 추후 진로 방향 설정과 같은 여러

측면에서 사회적 인정을 추구하며 객관적인 평가에 연연해하는 모습은 일종의

무정신성의 상태를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아이들이 자신에게 적용

하는 객관적 평가 기준은 외부적 권위에 의해 강제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발

적인 선택에 의해 수용되고 있지만, 자아를 자기 자신이 되어야 하는 윤리적 과

제로 자각하지 못하는 상태는 현재 통용되고 있는 객관적 평가 기준 자체를 자

기 나름대로 검열하고, 그것이 자신의 삶에 어떤 여파와 의미를 가져다 줄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무엇보다도 외부적 규정에 의해서가 아

닌, 스스로 이해하고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결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이들

은 계속해서 자신을 객관적 평가의 대상으로 간주하며, 자기 자신이 질성적으로

계속해서 변화를 거듭하며 성장해나갈 수 있는 형성 주체라는 사실을 간과하기

쉽다. 이처럼 키에르케고르의 무정신적인 불안에 대한 해석을 받아들일 때, 우

리는 더욱 높은 상태의 객관적인 규정성을 획득하기 위해 자신을 몰아세우고,

그러한 규정을 통해서만 자신을 정의해가는 방식이 자신의 삶에 실질적인 의미

를 부여하는 행위를 촉구하고, 기존의 자기 자신을 넘어 새로운 자신을 형성할

수 있게 만드는 능동적, 주체적 자아 인식을 방해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나) 자신을 새롭게 창조할 수 있다는 공상적 믿음을 가진 경우

키에르케고르는 절대적 객관성이라는 인식적 허상을 지향함으로써 초래되는

무정신성의 불안과 함께, 인간의 의지적 자유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가짐으로써

초래되는 허물에 대한 불안을 진정한 자아가 되어야 하는 과제를 인식하지 못

하고 있는 자기 관계의 예로써 제시한다. 허물에 대한 불안은 유대교적 전통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고찰되고 있는데, 여기서 유대교 신자들은 자신의 행위를

스스로의 의지에 따라 자유롭게 통제하고 조절할 수 있는 자유를 믿고 있는 유

형으로 분류되고 있다. 키에르케고르는 유대교적 특징을 잘 대변하는 ‘종교적

천재’의 면모를 통해 허물에 대한 불안을 집중적으로 고찰하는데, 종교적 천재

는 자신의 직접성, 즉 감각과 이성에만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자신을 근원

적으로 문제 삼아야”한다는 생각을 가진 인간이다. 따라서 그는 다른 사람들의

설명과 조언은 자신을 종교적인 방향으로 이끌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며, 또 그

방향에서 자신을 이탈시킬 수도 없다고 생각한다(CA: 214-215). 근본적으로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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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적 천재는 “자기를 내부로 지향시킴으로써 자유를 발견한다. 그는 운명을 두

려워하지 않는다. 그에게는 자유야말로 그의 지극한 행복인 것이다.” 물론 이때

종교적 천재가 누리는 자유란, 높은 직위에 오르거나, 권력과 명예를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아니라, “자기가 자유임을 자기 자신이 스스로 의식하는 자유”이다

(CA: 215-16). 이러한 특성을 고려했을 때, 종교적 천재는 무정신성의 불안의

경우와 반대의 방향으로 자신을 설명할 수 있는 언어가 순수하게 내면으로부터

만 파생된다는 특성을 가진다. 종교적 천재는 종교적 믿음을 통해 규범을 따르

는 것을 행위의 최종적 지향점으로 결정하고, 신이 부과한 율법에 맞게 행동해

야 한다는 규범을 스스로에게 부여하고 이를 결연한 의지를 통해 지켜낼 수 있

다고 믿기 때문이다.

종교적 천재는 스스로가 따르기로 결정한 규범을 자율적으로 실천할 수 있게

하는 실천 이성의 힘을 근본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그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

은 “허물 있는 자로 간주된다는 공포가 아니라, 허물 있는 자가 된 공포”이다

(CA: 216). 즉, 그에게는 타인에게 허물 있는 자로 간주된다는 것이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준수하기로 결단한 윤리적·종교적 법도를 자

율적으로 따르지 못한 결과로서 자신에게서 허물을 발견하는 것이 두려움을 일

으킨다는 것이다. 키에르케고르는 종교적 천재가 자기 자신 속에서 “자유를 발

견하는 그 정도에 따라서 그와 똑같은 밀도로 죄에 대한 불안이 가능성의 상태

로 그를 엄습한다고 설명한다. 그는 오로지 허물만을 두려워하는데, 이것이야말

로 그에게서 자유를 박탈하는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이다"(CA: 216). 불안이 함

의하는 바는 종교적 천재는 자신의 자율적 의지를 신뢰하면서도, 의지에 대한

신뢰 속에 은밀히 내재해 있는 비의지의 가능성을 희미하게 인지하고 있기 때

문이다. 그는 전적인 자기 의지와 결단을 통해 허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것

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고 있으며, 이것은 곧 불안의 계기가 된다.

그러므로 그에게 있어서 자유의 반대는 필연이 아니라, 허물이라고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종교적 천재는 자신의 의지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며, 현실적으로

비의지의 가능성을 늘 내재하고 있는 자아로서 자기 자신을 인식하고 있지 않

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가능성으로서의 자유는 자신의 가능성 안에서 그에게

허물을 투사하고, 스스로 허물을 정립하게끔 만든다(CA: 217). 키에르케고르는

허물과 자유와 맺고 있는 이러한 관계가 바로 불안이라고 설명한다. 자유나 허

물은 모두 아직 하나의 가능성에 불과하기 때문에 가능성이 공존하는 현실 속

에서 불안의 관계를 형성한다는 것이다(CA: 218).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종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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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천재가 지닌 허물에 대한 불안은 자기 자신의 도덕적 실천의지에 대해 자부

심을 가지고 있는 인간에게 유사하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그가 가진 실천의

지라는 것은 언제나 비의지의 가능성을 동시에 내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니지만, 그는 이 사실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일시적인 속죄 의

례나 혹은 반성을 통해 자신의 도덕적 결함을 극복해나갈 수 있다고 믿는다. 그

러나 엄밀히 말하자면 그가 자신에게 견고한 실천 의지가 있다고 믿는 것은 그

가 허물의 가능성으로부터 영원히 해방될 수 있도록 만들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는 자신의 의지의 한계에 늘 내재해 있는 허물에 대한 불안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허물에 대한 불안은 자신의 의지적 자유를 신뢰하면서도 비의지의 가능성 앞

에 불안을 느낀다는 점에서 “자기 자신이려 하는 절망”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

다. 키에르케고르는 이러한 형태의 절망을 ‘스토아주의’라고 지칭한다(SUD:

156). 스토아주의가 문제적인 자기 관계로 간주되고 있는 것은, “자아가 행동적

일 때에 그것은 본래 언제나 단순히 실험적으로만 자기 자신에 관계한다”는 점

때문이다(SUD: 157). 즉, 자신의 의지를 통해 스스로를 완전히 새롭게 정립할

수 있다는 스토아적 믿음은 언제나 비의지의 가능성이 포함되어 있는 자신의

현실적 자아와 충돌할 뿐만 아니라, 비가역적 속성을 가진 실존에 수반되는 진

지한 책임감을 결여한 채 실험적으로 자기 자신과 관계하고 있다는 난점을 지

닌다. 자기 자신을 변형하고 형성할 수 있다는 믿음을 부여하는 무한한 자아의

식은 실존의 과제 앞에서 구체적인 자아로 현실화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이려 하는 절망 가운데 무한한 자아는 “본래 자아의 가장 추상적인 형태,

가장 추상적인 가능성”에 지나지 않는다(SUD: 155). 다시 말해, 이러한 절망의

유형에서는 자기 자신의 현실적 실존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함으로써 자아가 추

상적인 형태에 머물고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원래 “구체적인

자아는 필연성과 한계를 가진 완벽하게 규정된 것으로서 일정한 능력, 소질 등

을 가진 매우 특정한 구체적인 관계 속에 있는 것”이지만, 무한한 자유를 신뢰

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만들려고” 시도하는 것은 “구체적인 자아 속에 가지고

싶은 것과 가지고 싶지 않은 것을 스스로 규정”하려 한다는 점에서 무모하다

(SUD: 156). 결론적으로 ‘자기 자신이려 하는 절망’은 자아가 되는 과제를 내면

성과 진지한 태도를 요청하는 규범으로 간주하기보다, “스스로를 자기 자신으로

만들고, 자기 자신을 전개하면서 자기 자신으로 있다는 만족감을 향락”하기 위

한 놀이 정도로 해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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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물에 대한 불안은 궁극적으로 자기 자신의 의지적 역량으로 스스로를 온전

히 형성해나갈 수 있다고 믿는 낭만주의적 자아 인식에 기초하고 있다. 낭만주

의적 자아는 자신이 목표하는 이상적 인간상을 스스로 세우고, 그 가능성을 실

현하는 데에 있어서 자신의 의지만 있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하다는 태도를 견지

한다. 이렇듯 자아에 있어서 선(善)을 추구하는 것이 인간의 의지력만으로 충분

하다는 관점은 주의주의적(voluntarism) 심리학에 기대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그러한 자신의 자발적 행위와 자유의지 그 자체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다고 믿

는 입장을 고수한다(Strelis, 2014: 171). 이러한 관점은 사르트르가 말한 자아와

도 연결되는데, 사르트르는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은 전적으로 자기의 의지적 역

량 하에 달려있다”고 보았다(Strelis, 2010: 347). 신학자 폴 틸리히는 사르트르

식의 선언을 “급진적 실존주의”라 지칭하며, 자신의 자율적 의지에 있어서 자유

의 향유를 최고의 가치로 삼고 있다고 진단한다. 그들에게 “자신을 만드는 것”

은 곧 “자아”이고, 이와 반대되는 모든 것은 자아의 절대적인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가정된다(Tillich, 2006: 187). 그러나 틸리히에 따르면, 이러한 유형의 급

진적 실존주의는 인간이 유한한 자유 속에 놓여져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

다. 자아는 실존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행동해야 하며, 이 행동은 다시 자신

의 행동을 하는데 있어서 선행적 조건이 된다. 즉, 행동을 함으로써 자아를 형

성하는 내용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행동은 당사자가 원하는 대로 자신을 만들어

가는 자유를 제약한다는 것이다. 틸리히는 이러한 실존적 상황이 인간의 자유가

유한한 조건 속에 있으며, 인간은 자신이 단순한 가능성이 아니라, 이러한 유한

한 자유의 구조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긍정해야만 자기 자신을 실존적으로 형

성할 수 있다는 점을 지시해준다고 말한다(Tillich, 2006: 188). 키에르케고르 역

시 인간 의지의 한계를 지적하며 무한한 자유에 대한 긍정은 우리에게 가능하

지 않고, 스스로에 의한 전적인 자기 재창조는 불가능하다고 역설한다(Strelis,

2010: 347). 즉, 허물에 대한 불안은 우리에게 주어진 유한한 조건 가운데 허락

된 자유 속에서 우리가 구체적인 자기의 내용을 단 한 번의 순간에만 비가역적

으로 형성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알려준다.

키에르케고르가 제시하고 있는 허물에 대한 불안은 자기 자신이 되는 과제가

전적인 자유 하에서 모든 것을 자발적으로 선택하고, 스스로를 완전히 새로운

터 위에 건립하는 재창조를 의미할 수 없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다. 자신이 가진

의지의 한계를 인지하고 수용하지 못하는 경우는 오히려 자신을 자아로서 인식

하고 있지 못하다고 볼 수 있다. 진정한 자아가 된다는 것에는 자기 형성의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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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과 동시에 현실적인 조건에 처한 자신을 수용하는 측면이 공존하고 있기 때

문이다. 결론적으로 허물에 대한 불안과 자기 자신이 되고자 하는 절망의 상태

에서는 무엇이든 선택하고, 만들어갈 수 있다는 믿음 하에 자기 자신과 공상적

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진정한 자아가 되는 과제를 수행하는 가운데 출현하는 불안

아래 인용문에 따르면, 키에르케고르는 자신을 자아로 의식하고 자기 자신이

되려고 하는 만큼 인간은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의식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만큼 의지가 많아지고 의지가 많아지면 많아질

수록 그만큼 자아가 많아지는 것이다. 의지를 가지지 못한 인간은 어떠한 자아도 없

다. 의지를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그만큼 많은 자기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다”(SUD: 80).

그러나, 자신을 자아로서 의식하고 있거나, 혹은 자신이 계속해서 자기 자신

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은 나타

날 수 있다. 즉, 키에르케고르에게 불안은 우리가 실존을 지속해야 하는 상황

가운데 우리 삶에 뗄 수 없는 심리적 전조로 이해되고 있는 것이다. 무정신성의

불안과 허물의 불안이 자아가 되어야 하는 과제를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

타난다면, 자기 자신이 되는 과제에 참여하는 다양한 양태 속에서도 불안은 출

현한다. 이러한 유형의 불안은 자기 자신이 되어야 하는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

지만, 이 과제를 수행하는 데에 있는 그대로의 현재 상태가 파괴되거나, 자신의

오래된 행동 패턴이 붕괴될 가능성, 자신이 어린 시절부터 고수해 왔던 가치나

신념이 급진적으로 변화될 가능성, 그리고 독창적인 삶의 방식을 새롭게 건립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점을 인식하는 데에서 비롯된다(May, 1950: 39). 만일 이러

한 가능성의 위험부담으로 인해 우리가 이 과제를 수행하는 것을 주저하게 된

다면, 우리는 성장을 거부하거나 자기 자신의 가능성을 미래로 투사하는 데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다(May, 1950: 39). 따라서 위험 부

담을 안고 있다는 이유로 자신의 여러 가지 가능성을 실제화하려는 시도를 거

부하는 것은 자아에 일종의 죄책감을 불러일으킨다. 키에르케고르는 이러한 죄

책감이 바로 불안으로 나타난다고 말한다. 이때 불안은 자기 자신에 대한 고취

된 의식성과 함께 다양한 형태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더욱 강도



- 32 -

가 높은 형태로 출현하게 된다. 키에르케고르는 자기 자신이 되는 과제에 참여

하는 과정을 잘못 수행한 결과로서 “악에 대한 불안”과 “선에 대한 불안”이라는

두 가지 형태의 불안이 나타난다고 설명한다.

(가) 완벽주의적 강박 혹은 필연에 대한 믿음으로 인해 자기 부정성에 매몰된

경우

악에 대한 불안은 어떠한 실수나 과오를 저지름으로써 부당한 현실성으로서

정립되어버린 자신의 한계적 모습을 계속된 가능성으로 양산시키는 가운데 나

타나는 불안을 의미한다. 즉, 이미 부당한 현실성으로 정립된 자기 자신을 미래

를 향해 여전히 열려 있는 현실 속에서 실책이 반복될 수 있다는 가능성과 관

련시킴으로써, 허물이 새롭게 발생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기 때문에 악에 대

한 불안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근본적으로 악에 대한 불안은 한 개체가 아무

리 타락했다고 해도, 더 깊이 ‘타락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스스로 인지하는 것

으로 인해 심화된다(CA: 226). 어떠한 심리적 상태라는 것은 언제나 바로 그 다

음 상태에 대하여 가장 가까운 심리적 근사점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실책이 거듭될지도 모른다는 불안은 항상 새로운 상태의 가능성으로서 자기 자

신에게 현존한다(CA: 228). 여기서 불안은 부당한 현실에 대한 저항으로서 나타

나기도 하며, 앞으로 닥쳐올 또 다른 실책의 가능성으로서 나타나기도 한다. 그

러나 동시에, 자신의 거듭된 실패와 실수 앞에서 무력해진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 뉘우침으로서 재기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즉, 뉘우침은 자신에게 이미

부당하게 정립된 현실성에 대해 숙고하며, 그에 대한 죄책감을 덜어내기 위한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키에르케고르는 뉘우침이 항상 개체의 자

유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오히려 뉘우침은 자기 부정성과의 관계

속에서 어떠한 가능성으로 전락하게 되는 데, 그리할 때 반성행위 자체는 이미

역사가 되어 버린 자신의 실책을 지워버릴 수 없고,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기

억을 계속해서 되풀이하는 역할만을 담당한다. 따라서 뉘우침을 통해 죄의식을

덜어내려는 시도는 결국 자기 자신에 대한 “지배의 고삐를 잃고, 단지 슬퍼할

힘”으로 귀결된다(CA: 230). 키에르케고르에게 있어서 뉘우침은 “최고의 윤리적

모순”으로 일컬어지는데, 뉘우침은 한편으로는 자신이 되고자 하는 자아상을 형

성하기 위해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가다듬는 행위를 요청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뉘우침을 통해 시정되어야 할 것들이나 과거 속에 잔재하는 자신에

대한 부정적 기록이 불안이라는 “변증법적으로 양의성”으로 인해 계속해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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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 가능성으로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CA: 235). 그러므로 뉘우침의 반복은,

자기 자신을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주체가 아닌, 끊임없는 심판과 검문을 위

한 대상으로 간주하게 만듦으로써, “행위를 저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만든

다. 그런데 여기서 ‘행위’야말로 윤리학이 지속적으로 요청하는 바이므로, 결과

적으로 뉘우침은 자체가 뉘우침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모순적인 결론이 도출된

다. “왜냐하면 뉘우침의 순간은 행위의 중단이기 때문이다”(CA: 235).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적 전망이 고조에 달한 상태에서 나타나는 악에 대한

불안은 완벽주의적 강박으로 인해 자신의 실수를 허용하지 못하는 경우나, 혹은

부정적으로 필연에 대한 믿음을 형성하는 경우에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과거

의 실수나 부정적 경험은 계속된 기억으로 현재를 짓누르지만, 사실 현재 속에

는 아무것도 확정된 바 없는 가능성 역시 공존하고 있다. 키에르케고르는 이러

한 현실을 가능성과 필연성의 통일이라 묘사한다(SUD: 95). 그러나 실책을 허

용하지 않는 완벽주의적인 강박에 사로잡힐 때, 미래로 열려져있는 가능성이 실

책에 대한 두려움과 과거의 실책에 대한 경험으로 인해 실현되지 못한 채 사라

질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나타난다. 이와 더불어, 끊임없는 과거의 실책에 묶이

게 되어 자신의 열린 가능성마저 마치 실책으로 이어지는 필연성에 귀속된 것

처럼 이해할 때, 자기 자신을 다른 형태로 변형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악에

대한 불안이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불안을 뉘우침을 통해 대처하는 것은 과거

의 실책의 결과로서 자신이 타락하게 되었다는 의식이 강화되고, 자기 자신을

한계적 존재로 의식하는 데에서 찾아오는 죄책감을 존속시키지만, 그렇다하더라

도 반성행위 자체는 중단되지는 않는다. 악에 대한 불안이 자아가 되는 과제 수

행에 있어서 심각한 차질을 빚게 하는 이유는, 그것이 계속된 성찰 행위를 요청

하여 정신적 피로감을 가중시키기 때문이 아니라, 후회와 자책 속에서 더 이상

죄가 아닌 다른 방향으로의 가능성과 자기 자신이 관계를 맺을 수 없다는 편협

한 자기 인식을 야기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악에 대한 불안 속에 잠식된

인간은 행동의 변화를 꾀할 수 있는 주체로서 자신의 자아를 형성해가는 데 실

패한다. 그는 잠재적 가능태로서의 자아에 대한 상을 가지고 있으며, 그러한 자

아로 자신을 형성해가기 위해 노력하지만, 현실 속에 늘 내재하는 악에 대한 불

안으로 인해 늘 좌절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다. 키에르케고르는 이

러한 악에 대한 불안이 왜곡된 방향으로 경도될 때, 뉘우침이 ‘광기’로 화하게

된다고 말한다. 여기서 광기란, 불안이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의식하고 종합을

수행하고자 하는 정신에서 기인한다는 것을 고려하여, 무정신적으로 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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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함으로서 불안을 회피하는 것을 의미한다(CA: 233).

(나) 자기 합리화를 통해 고립을 자처하는 경우

선에 대한 불안은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외부의 대상과의 접촉을 통해 촉발

될 수 있는 일련의 변화가능성으로부터 자신을 차단시키고, ‘자기 자신이 되는

과제’를 자기 안에 고립된 상태에서 수행한다는 점에서 “악마적인 것”이라고 일

컬어진다(CA: 237).15) 이러한 유형의 불안은 자신을 스스로에게 가두어두려고

하는 부자유를 자처함으로써, 외부로 개방되어있는 가능성으로의 자유를 부자유

로 대체한다. 즉, 선에 대한 불안은 타인과 절연된 채 전적으로 스스로 고립된

자아를 추구하는 상태에서 나타난다. 그러나 불안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자기

고립에의 강한 의지와 자유와의 관계가 외관상으로는 전적으로 소멸된 듯이 보

인다 하더라도, “부자유는 항상 자유와의 관계를 유지하고”있기 때문에 자유가

개체 가운데 여전히 현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불안은 “선과 접촉하는 순간” 그

즉시에 나타난다(CA: 246). 다시 말해, 우리가 자신을 벗어나 외부로부터 찾아

오는 가능성으로서의 자유를 거부하고, 자기 자신을 강화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고집할 때에도, 외부에서 찾아오는 자유의 가능성과 접촉하는 순간 불안이 나타

난다는 것이다(Grøn, 2016: 96).

선에 대한 불안의 특성으로는, 외부에서 찾아오는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강

한 저항을 상징하는 칩거성과, 돌발성, 무내용성이 있다. 키에르케고르는 이러한

특성을 가진 선에 대한 불안이 여러 가지 불안의 유형 중 신경증적 증상과 정

신 병리현상과 가장 직접적으로 관계된다고 설명한다(May, 1950: 40). 이 중에

서 칩거성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맺는 데에 있어서 외부에서 찾아오는 도움

의 손길, 구원을 모두 뿌리치고 철저히 자신 안에 폐쇄되는 특성을 의미한다.

자유가 외부와의 끊임없는 교섭을 통해 자신의 가능성을 계속해서 확장시켜나

가게 만드는 속성을 의미한다면, 칩거성은 교제를 거부하고 자신 안에 칩거함으

로써 부자유를 추구한다(CA: 247). 말과 언어 속에는 소통과 자유의 가능성이

15) 키에르케고르는 악에 대한 불안이 죄책감과 번민으로 인해 앞으로의 반복될 타락의 

가능성에 대해 불안해하면서도, 자기 자신을 세계를 향해 개방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

전히 ‘선’에 머물고 있다고 진단한다. 비록 불안 가운데 뉘우침이 광기로 변할 때, 그

는 무정신적으로 되는 것을 택함으로써 자아가 되는 과제를 회피할 수 있지만, 그는 

자기 자신이 되어야 하는 과제를 뉘우침과 반성을 통해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

전히 변화의 가능성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외부로부터 찾아오는 변화의 가능

성이 닫혀 있지 않다는 점에서 악에 대한 불안은 여전히 선에 머물고 있다고 간주된

다(CA: 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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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재해 있기 때문에 칩거성은 침묵으로 나타난다. 여기서 키에르케고르가 의미

한 칩거성은 외부와의 소통의 단절을 의미하기 때문에 고요한 침묵 가운데 자

신을 성찰하는 행위나 사고가 숙성되어지는 혼자만의 시간과는 구별된다. 키에

르케고르는 이러한 침묵을 동반하는 부자유를 우울증이나 정신병에서 쉽게 찾

아볼 수 있다고 말한다(CA: 248). 그렇다면 칩거성이 저항하고 있는 선의 가능

성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키에르케고르는 이를 자기 자신이 외

부로 개시됨으로써 “무한히 다양하고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다채로운 갈등의

양상을 체험하는 형태로 정신생활이 번성하는 것이라고 말한다(CA: 154). 즉 변

화의 가능성을 안고 있는 자기 자신이 되기 위해 모험을 감행하는 것이 바로

칩거성이 저항하고 있는 선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칩거성으로 특징지어 지는 사

람은, 자기 자신을 외부로 개방시켜 변화의 가능성을 모색하게 하는 선을 거부

하고, 있는 그대로의 자기 자신을 고수하는 방식으로 자기 자신이 되는 과제를

수행하고자 한다.

돌발성은 타자를 비롯한 자기 외부의 세계와의 교제를 통해 자신을 확장시켜

가는 연속성을 확보하는 것과 대조되는 특성을 의미한다. 칩거성을 유지하는 인

간은 자기 자신과만 교제하고, 그의 생활이 타자와의 공존을 특징으로 사회생활

과 연속성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그의 생활은 비연속적이고 돌발적인 것으로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고립은 물리적인 단절뿐만 아니라, 언어적인 소통의 부

재로 인한 침묵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돌발성은 칩거로 인

해 대화와 소통의 매개로서 언어가 지니는 연속성을 잃게 되는 과정에서 역시

나타난다. 혹자는 타자와의 교섭이 없는 상태에서 개인적인 자아의 연속적 발달

이 더욱 두드러질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돌발성 개념은 타인을 비롯하

여 세계와 연속성을 지니는 것이 곧 자아의 연속적 발달과도 연결된다는 점을

시사해준다. 그러므로 타자와의 연속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은 키에르케고르가 의

미한 진정한 자아가 되는 과제가 수행되는 방식으로서 적합하지 않다. 우리는

종종 오랫동안 타인과 제대로 소통하지 못한 사람들이 사회적 상식으로부터 벗

어나, 돌발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비록 행동의 표출로서 돌발성이

드러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소통을 거부하는 것은 세계와의 연속성을 잃게 만드

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키에르케고르는 “자신에 있어서의 개체의 완성은

전체에 대한 완전한 관여”라고 말하며, 궁극적으로 실존을 영위하기 위해 누구

나 참여해야 하는 개체의 과제인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 결코 사회로부터 격

리된, 순전히 개인적으로만 추구될 수 있는 과제가 아니라, 오히려 자기 자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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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기 위해서 “전체에 대한 완전한 관여”가 필요한 과제라고 역설하고 있다(CA:

50). 인간은 “개체이고, 그리고 그러한 존재로서의 그는 곧 그 사람 자신인 동시

에 전체 인류”이기 때문에 “전체 인류가 개체에 참여하고 있음과 동시에, 개체

역시 전체 인류에 참여”해야 하는 것이다(CA: 50). 즉, 자신의 외부에 있는 타

자와 소통함으로써 현실적 세계 속에서 그들과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은 자아가

되기 위한 조건으로 작용한다.

마지막으로 악마적인 불안은 무내용적이고 지루한 속성을 가진다. 돌발성이

소통을 통한 세계와의 연속으로부터 분리된 상태를 의미한다면, 무내용성은 고

립이라는 형식을 자처함으로써 비롯되는 생기와 열정이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키에르케고르는 무내용성의 한 가지 대표적 예시로서 “윤리적인 규정이 제거되

고 오로지 공허에 관한 형이상학적인 규정들만 사용되는 경우”를 언급한다(CA:

266). 형이상학적으로 자기 자신의 전존재를 개념적 규정 속에 속박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윤리적 정열로서 이해하는 데에 실패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일종의 인식적 은폐 성향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처럼 무내용성은 악마적인 경

향성이 심리적인 자기 은폐적 성향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일종의 인식적인

은폐 성향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때 칩거성은 타자로부터의

단절뿐만 아니라, 이론적 추상에 홀로 갇혀 있는 특성을 의미하게 된다. 키에르

케고르는 칩거성으로부터 촉발되는 무내용성이 부자유 그 자체를 상징할 뿐만

아니라, 비진리의 속성을 보여준다고 설명한다(May, 1950: 40). 어떠한 내용이든

간에 그것이 자기 안에 은폐되어 있는 상태라면, 그것은 진리가 아니라는 것이

다(CA: 267). 선과 진리는 진리 속에 칩거한다는 것은 오히려 “최대한의 확대”

를 의미한다(CA: 267). 그러므로 누군가가 그러한 진리에 대해 확신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진리가 세계 가운데 개방되어 진리에 대한 그의 인식이 확장되는

형태를 취하지 않는다면, 그때의 진리는 거짓이 된다. 즉, 진리는 붙박여 있는

내용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인식자의 진리에 대한 태도와 행동과 결부되어 있는

것이 된다. 무한한 내용성을 지닌 열정의 확대로 이어지지 못하는 자기 형성은

결과적으로 선을 추구하는 것과 거리가 멀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키자기

자신안에 심리적으로나 인식적으로나 칩거하는 것은 진정한 자아가 되는 과제

를 수행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없다.

이렇듯 칩거성, 돌발성, 무내용성으로 특징지어지는 악에 대한 불안은 선과

접촉할 때 가장 뚜렷하게 나타난다. 키에르케고르에 따르면, 폐쇄적 성향을 가

진 인간에게는 자신의 폐쇄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욕망과 또한 무언가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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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되고자 하는 양의적 욕망이 동시에 공존하고 있으며 이것이 바로 불안으로

표출된다. 즉, 그는 새로운 자기 자신의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는 선에 대해 “하

나의 공감적인 반감이고, 그리고 하나의 반감적인 공감”으로서 불안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CA: 78). 키에르케고르는 구체적으로 불안이 자유와 접촉하는 순간

을 “침묵을 지키고 있던 자가 자기 자신을 나타내야” 할 때라고 설명하는데

(CA: 246), 이는 자기 자신을 재건해야 하는 상황을 의미한다(May, 1950: 41).

자유는 자신 안에 부자유를 고수하고 있던 사람이 “개체 자신이 불안 속에서

자신의 의사를 거역해 가며 자기를 드러내는 바로 그 방식으로” 폭로된다(CA:

246). 이를테면 우리가 자신을 모종의 방식으로 표현해야 하는 상황을 마주할

때, 우리는 타자를 의식하며, 언어를 머릿속으로 구상하여 발화를 준비하거나

타인을 향한 몸짓이나 제스쳐를 통해 우리의 생각을 나타낸다. 나 자신에게만

폐쇄적으로 집중되어 있던 시선이 타자와 세계를 향해 옮겨짐으로써 내 안에

언어적인 사고, 혹은 구체화된 느낌들이 밖으로 표출될 때, 나는 다시 세계와의

연속성을 갖게 되는 것이다. 키에르케고르가 의미하는 자유는 이러한 개방을 통

해 생겨나는 일련의 생동감들을 함의한다. 자기 자신에게만 철저하게 고정되어

있는 시선이 부자유와 결부되어 있다면, 나를 표현해야 하는 순간은 자유와 접

촉하는 순간이며, 부자유에 의해 억압되고 있던 자유에의 열망이 밑에서부터 지

층으로 끌어올려지는 순간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나’를 폐쇄시키려는 힘은

선에 대한 불안 속에서 그러한 자유에의 열망과 충돌한다(CA: 244-246). 이러한

측면을 고려할 때, 선에 대한 불안은 “자신을 둘러싼 모든 것에 대한 저항의 표

현” 혹은 “공허한 추상에 갇혀서 자기만의 망상에 빠지기를 좋아하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안상혁, 2015: 93).

3) 『불안의 개념』속에 나타난 자기 자신이 되는 과제와 죄의식의 관계

키에르케고르의『불안의 개념』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자기 자신과 맺고

있는 관계 가운데 출현하는 다양한 불안의 유형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키에

르케고르는 우리가 자기 자신과 다양한 양상으로 맺고 있는 관계가 근원적으로

는 기독교적인 죄를 의식하는 정도에 따라 구분되며, 죄에 대한 태도를 기점으

로 불안의 다양한 유형이 출현한다고 보았다. 불안은 일종의 심리적 현상이지

만, 불안이라는 심리적 현상의 뿌리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인간심리에 대한 분석

에 집중하는 심리학의 영역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 교의학적인 개념인 ‘죄’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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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고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하선규, 2019: 245). 키에르케고르가 심리학적

현상으로서 불안을 해명하고자 한 것은 궁극적으로 죄가 어떻게 개별자에게 출

현하는지를 설명하고자 하는 기획 의도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Dunning, 1985:

11). 즉, 『불안의 개념』의 전체적인 기획 의도는 기독교적 죄의 개념에 대한

기존의 오해를 불식시키고자 죄에 대한 심리학적인 중간 규정으로서 불안 현상

을 가정하고, 이를 설명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키에르케고르에게 죄는 인간

으로 하여금 개별자적인 자의식을 정립시키는 최초의 계기로 이해되고 있다. 기

독교는 인류 속에 죄가 어떻게 출현하게 되었는지를 아담 설화를 통해 그려내

고 있는데, 키에르케고르가 살던 당시에는 아담을 통해 인류 가운데 출현하게

된 원죄가 모든 사람의 죄의 바탕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이해가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키에르케고르는 원죄설을 통해 개체와 인류 전체가 맺고 있는 관계에

대해 주목하였다. 그는 기독교적 원죄에 대한 당대의 이러한 해석을 비판하며,

죄에 대한 책임은 최초의 인류인 아담에게서 계승된 것이 아니라, 모든 개체 인

간이 아담의 타락과 독립적으로 자신의 질적인 도약을 통해 세상에 들이는 것

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비판은 아담 또한 후대 인류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한 명의 인류였으며, 어떠한 인간도 죄의 근원성에 관해서는 다른 인류의 구성

원과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그의 견해에 터한 것이다. 그러므로 개별 인간

의 질적인 도약에 의해 출현하게 된 죄는 한 사람에게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으로 잔존하게 된다. 그러나 죄에 대한 이러한 이해에 기초할 때,

죄가 어떤 계기에 의해 질적인 도약으로 나타나는지를 설명하기가 더욱 난해진

다는 문제가 생긴다. 키에르케고르 역시 질적인 도약에 의한 죄의 출현을 인식

적 한계를 가진 우리로서는 설명할 수 없다고 보았기 때문에, 이를 형이상학적

가설로 설명하는 시도를 일체 비판하며, 죄가 발생하기 위한 선제 조건 혹은 죄

의 결과로서 불안이라는 심리적 상태에 주목한다(Beabout, 1996: 39). 물론 역사

적으로 인류가 누적해온 죄성은 문화나 사회 전반에 흘러 들어왔기 때문에 일

종의 감성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긴 하지만, 키에르케고르는 집단적으로 미치는

이러한 죄의 영향을 객관적 불안으로 규정하며, 이를 개별적인 질적 도약에 의

해 출현하는 죄의 가능성과 결부된 주관적 불안과 구별한다. 키에르케고르가 객

관적 불안과 주관적 불안을 통해 강조하고 있는 사실은, 질적인 도약에 의해 발

생하는 죄에 관한한, 우리 모두는 집단적· 객관적인 영향 하에서 벗어나, 자기

자신에 대한 개체적 의식을 지닐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이미 질적인 도약에 의해 죄가 정립되어 버린 상황 속에서, 키에르케고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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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의 긍정적인 기능에 다시금 주목할 것을 요청한다. 불안은 사실 죄의 전조

로 나타나는 심리 현상으로서, 불안 자체가 ‘죄’라는 인간의 불완전성을 직접적

으로 드러내는 표식은 아니다. 죄가 정립되고 난 이후부터 불안은 우리가 가진

개체의식성과 밀접한 관련을 갖게 된다. 한 개체가 불가해한 질적인 도약에 의

해 죄를 짓게 되었다고 한다면, 그는 오직 자기 자신에 의해서만 죄성을 갖게

되는 것이고, 불안은 계속된 죄의 가능성으로 그에게 개별자적 의식성을 표시해

준다. 따라서 키에르케고르는 인간이 자기 자신에 대해 근원적이면 근원적일수

록, 불안은 더욱 짙어지는 특성을 지닐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CA: 100). 그러나

역발상적으로 접근해볼 때, 불안은 우리가 질적인 도약에 의해 출현한 죄를 딛

고 다시 새로운 질적인 도약을 하기 위한 전조로 이해될 수 있다. 키에르케고르

는 기독교적인 구원의 원리에 입각하여, 우리가 신에게 단독자로서 구원의 은혜

를 고백할 때, 진정한 회개와 구원이 찾아올 수 있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불안

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신 앞에선 단독자가 되는 것, 즉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는 과제를 알려주는 중요한 표시로 간주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키에르케

고르에 있어서 불안에 대한 변증법적인 설명은, 하나의 설명에 지나지 않는 것

이 아니라, 신이라는 절대자 앞에서 인간의 책무 및 규범을 드러내주는 역할을

한다. 키에르케고르는 인간이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을 포기한 상태를 죄이자, 절

망으로 규정하는데, 절망과 죄에 빠지기 전에 변증법적으로 그를 옮아 매는 상

태로서 불안은 자기 자신이 되도록 이끄는 기제로 작동한다고 말한다(Dunning,

1985: 11). 즉, 불안은 우리로 하여금 자기 자신이 되도록 계속해서 상기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키에르케고르는 교의학적인 개념인 죄의 질적인 도

약을 설명하기 위해 중간 규정으로서 불안을 도입했지만, 불안은 결과적으로 우

리에게 자아가 되는 중대한 과제를 지시하며, 우리가 질적인 도약에 의해 계속

해서 새롭게 형성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따라서

불안이라는 현상은 궁극적으로 ‘어떻게 존재해야 하는지의 문제’를 다루는 윤리

학으로 이어진다.

3. 불안의 교육적 계기

지금까지 우리는 키에르케고르가 설명하고 있는 다양한 유형의 불안 속에서

나타나는 자기 관계의 양상을 살펴봄으로써, 자기 자신이 되어야만 하는 인간의

존재론적 상황으로부터 불안이라는 정서를 실존적 자기 관계의 차원으로 옮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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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수 있었다. 여러 가지 불안의 유형이 공통적으로 지시하는 사실은 우리가 끊

임없이 자기 자신이 되는 과제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이데거가 표현한

바처럼, 불안은 “현존재를 개별화하고, 그를 홀로 있는 자기 자신으로 개시한

다”(권순홍, 2014: 183). 그리고 우리는 이 과제 속에서 자기 자신의 현실적 상

황을 수용하면서도 변화의 가능성을 끊임없이 모색하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불

안은 교육적인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키에르케고르는 불안에 의하여

교육을 받는 자는 한계적이고 예측 가능한 유한성이 아니라, 무한한 “가능성에

의하여 교육을 받는 셈”이며, 가능성에 의한 교육은 곧 한 사람에게 관찰할 수

없는 형태로 내재하는 “무한성에 따라서 교육을 받는 것”이라고 말한다(CA:

311). 여기서 불안을 통해 가능성에 의해 교육을 받는다는 것을 무엇을 의미하

는가?

키에르케고르는 가능성이 우리가 인식적 한계 내에서만 알고 있는 범위를 넘

어, 우리 자신에게 무한의 세계를 비춰준다고 설명한다. 이때 가능성은, 한편으

로는 막연히 무한한 상상의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준다는 의미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아무것도 확정되지 않은 미지의 세계로 우리를 이끄는 것으로 이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가능성은 온갖 범주 중에서도 가장 무거운 범

주”라고 할 수 있다(CA: 311). 키에르케고르는 가능성의 이러한 위험을 다음과

같이 경고한다.

가능성이 제공해주는 불행의 전체 과정을 끝낸 사람은 일체를 잃은 자다. 현실에

서는 어느 누구도 그렇게까지 잃는 일이 없을 그런 정도로 일체를 잃는 것이다. 그

러나 만일 그가 그를 가르치려고 하는 가능성을 속이지 않고, 또 그를 구하려고 하

는 불안을 불성실하게 거부하는 일이 없었다면 그때 그는 다시 일체를 되찾는다

(CA: 316).

위 인용문에서 가능성에 의해 교육을 받는 자는 자신의 일체를 잃게 되는 모

험을 겪게 된다고 말한다. 즉, 가능성은 자기 자신을 꽉 붙들 수 없는 미지의

상황으로 자신을 던지게 만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가능성의 특성은 우리

가 처한 실존적 상황에 잘 부합한다. 키에르케고르 연구자 한슨(Jeffrey

Hanson)은 여기서 불안이 시사하는 가능성이 맥락상 현실성에 반대되는 개념이

아니라, 자신에게 닥친 상황을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하는 현실성의 측면을

의미한다고 말한다(Hanson, 2011: 240). 즉, 가능성이 우리로 하여금 현실성에

근원적으로 반응하도록 촉구함으로써 현실을 올곧이 지향하도록 만드는 개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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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것이다(Hanson, 2011: 240). 가능성은 미래에 대한 달콤한 상상의 형태로

우리를 매혹시키기도 하지만, 닥쳐올 끔찍한 상황들을 생각하게도 만든다. 따라

서 가능성은 우리에게 닥친 현실을 피할 수 있는 피난처가 되지 못한다. 그러나

가능성에 의해 교육을 받은 자는, 키에르케고르에 따르면, “무서운 것이나 쾌적

한 것 모두를 똑같이 파악”하게 된다. 또한 “공포와 타락과 멸망이 모든 사람과

이웃하여 동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된다. 다시 말해, 그는 현실 속에 다양

한 즐거움과, 슬픔과, 공포가 늘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이러한 현

실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그가 불안의 엄습을 계속해

서 경험했기 때문이다(CA: 312). 그는 결과적으로 “현실성이 그의 위에서 무겁

게 억누를지라도, 그것은 가능성보다는 훨씬 가볍다는 것을 알고 현실성을 찬양

할 것이다”(CA: 312). 즉, 그는 삶이라는 실상을 불안을 통해 이해함으로써, 오

히려 현실을 더욱 겸허하게 수용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역설적으로 그는

가능성의 경유를 통해, 자신의 현실을 올곧이 살아가는데 더욱 집중하게 된다.

그러나 여기서 현실을 살아간다는 것은, 어떠한 새로운 가능성을 기대할 수 없

는 상태로, 주어진 상황에 맞추어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현실에 집

중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이 현재에 늘 잠재되어 있는 가능성들을 현실화시키고,

또 그러한 현실을 견디면서 살아가야 할 삶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겸허하게 수

용함으로써, 실존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키에르케고르는 불안이 진정으로 교육적인 기능을 하며 한 사람을 자

기 자신이 되는 과제로 선도할 수 있기 위해서는 신앙이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CA: 310). 여기서 신앙은 “무한성을 선취하는 내적인 확신”을 의미한다(CA:

313). 즉, 내면성과 확신이 동반된 신앙이 있을 때라야만, 불안이 교육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때 신앙은 일차적으로 종교적 신에 대한 믿음을 의미하

지만, 이것이 지닌 속성을 기반으로 그 의미를 확장시켜보면, 신앙은 자기 자신

을 계속해서 직면하고, 형성할 수 있다는 믿음을 형성하게 하는 심리적 원천으

로서, 불안을 견디어 낼 수 있는 용기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신앙이 이와

같이 해석될 때, 신앙을 통해 불안을 견디고 자기 자신이 된다는 것은 구체적으

로 어떻게 이해될 수 있는 걸까? 이러한 질문은 불안이 지시하는 ‘자기 자신이

되는 과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요청한다. 이것이 해명될 때에만,

불안의 교육적 기능이 구체적으로 드러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불안이 지시하

는 자아의 과제를 교육적으로 어떻게 보조할 수 있을지에 대한 단초가 제공될

수 있다. 이를 위해 다음 장에서는 키에르케고르의 자아관에 기초하여 ‘자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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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이 되는 과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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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실존적 자기 관계의 관점에서 바라본
‘자아’

앞장을 통해 우리는 자기 자신으로 어떻게 존재할 것인지의 문제, 즉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는 과제를 어떻게 수행하고 있느냐에 따라 자기 자신과 다양한

관계를 맺을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여러 불안의 형태가 나타난다는 것을 살펴보

았다. 우리가 가능성을 늘 안고 있는 현실을 마주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상, 자

기 자신과 어떻게 관계하는지의 문제에 늘 관여될 수밖에 없으며, 불안은 양의

성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늘 출현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불안은, 우리로

하여금 자기 자신이 되어야 하는 과제로 계속해서 돌아오게 만든다는 점에서

교육적인 기능을 가진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불안이 자기 자신이 되는 과

제를 수행하지 않거나, 건강하지 못한 방식으로 수행할 때 생겨나는 현상이라

면, 궁극적으로 우리가 불안을 통해 주목해야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되어야 하

는 과제가 된다. 그러나 여기서 포착되는 모순은, 이 과제에 참여하기 이전부터

우리는 이미 자아여야만 한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이미 어떠한 형태로든 자기

자신과 관계를 맺고 있으며, 그러한 관계맺음을 통해 윤리적·실천적으로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제로서 성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대상으로서의 자아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자아에는 어떠한 차이점이 있

는 걸까? 이미 자아이면서, 동시에 불안이 지시하고 있는 자아가 되어야 하는

과제를 마주하고 있는 우리의 존재적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키에르

케고르의 자아관을 좀 더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리할 때, 불안이 실존

적 자기 관계 속에서 교육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주장 역시 명료해질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이번 장에서는 자아를 종합, 자기관계, 그리고 윤리적 과제로

이해하고 있는 키에르케고르의 자아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 작업

은 키에르케고르가 제시하고 있는 실천적 자아관이 오늘날 청소년들 사이에서

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자아관과 어떻게 구별되는지, 그리고 청소년들의 자아

형성을 어떻게 교육적으로 도울 수 있을지를 고찰하는 예비적인 작업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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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늘날 청소년들의 자아관과 키에르케고르의 실천

적 자아관

인간의 생애 주기 가운데 청소년기는 신체적-심리적 변화를 경험하면서 ‘나

는 누구인가?’,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등의 질문을 던지는 등 자

신과의 대화가 본격화되는 시기이다(박아청, 2006: 223). 청소년들은 하루가 다

르게 변화해가는 자신의 신체적 변화를 인지하고, 그와 동시에 또래 및 세계에

대한 의식이 증폭되는 가운데 그들은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고, 스스로를 통제해

보는 등 자신의 내면적 자아를 들여다보는 성찰적 작업을 본격적으로 수행하기

시작한다(박아청, 2006: 225). 최근 들어서, 청소년들이 자신의 자아를 찾고자 하

는 열망은 ‘자기진실성’이라는 시대적인 윤리에 부응하여 미디어에서 더욱 공공

연하게 표현되고 있는 듯하다. SNS상에서도 심심찮게 청소년들이 자신의 일상

적 감정을 표출하거나, 자기를 드러내고 홍보하는 게시글을 확인할 수 있다. 아

이들은 자기 자신을 표현하며 이를 타인에게 피력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내는

듯 보이는데, 이는 교과서적으로 규정될 수 있는 청소년이라는 고정적 이미지를

벗어나, 그러한 편협한 이미지들의 조합으로 모두 설명될 수 없는 인간으로서

자기 자신이 가진 다채로움을 발산하는 모습이라고 해석될 수 있다. 특히 전통

적으로 학업에 열중하는 모습으로 그려져 왔던 청소년기는, 이제 여러 가지 매

체를 통해 학업에 가려진 아이들의 색다른 재능을 발굴하고, 이러한 기회를 통

해 아이들이 스스로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자아를 적극적으로 탐

사하는 시기로 묘사되고 있다. 이러한 경향성을 잘 반영하듯이, 최근 인기리에

방영되었던 고등학생 래퍼 오디션 시리즈에서 모 학생들은 힙합이라는 음악적

형식을 빌려 자기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찾고자 하는 갈망을 다음과 같이 표현

하였다.

거짓말은 나를 덮쳐/ 나는 이제 무서워 거짓말을 하는 자신이/ 나도 나를 설득하

고 있어 껍데기는 가 알맹이만 남고/ 나 자신이 순수해지기를 바라고 있어/ 나 자

신이 순수해지기를 바라고 있어/ 이제 지워버리기를 노력하며 밤을 지새우고 있지/

불안에 떨며 꿈을 잃어버릴까 봐/ 벌벌 떨던 날들이 나의 노력들을 무시하며/ 저버

릴까 봐 나 자신 스스로가 나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어/ 그 거짓말들이 나 자신에게

하는 말들이 나를 먹어 버릴까봐 겁나/ 나의 태양은 어떻게 떴나/ 나의 태양은 어

떻게 질까/ 나도 싫어 거짓말을 하는 내 자신이/ 내가 쓰고 있는 이 가면이 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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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을까 봐 두려워 무서워/ 난 또다시 내 방으로 들어가기 싫어/ 나를 보여주고 싶

어/ 세상에 날 보여주고 싶어 세상에 (고등랩퍼2 팀대항전 PART 1, “껍데기는 가”,

2018)

청소년기라는 특수한 시기적 특성과, 여러 미디어를 장식하며 시대적으로 요

구되고 있는 자기진실성의 윤리를 감안해볼 때, 위의 가사에 표현된 것처럼 아

이들이 진정한 자신을 찾고자하는 모습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볼 수 있다. 그

러나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오늘날 청소년들이 일상적 삶에서 어떠한 방식

으로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검토해보는 것은 자기진실성이라는 새로

운 시대 윤리가 작용한 결과로서 아이들이 어떤 자아관을 가지고 있는지를 명

료화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인용된 가사 속에서 진정한 자아는 어떻게

묘사되고 있으며, 이 자아는 어떻게 접근되고 있는가?

위의 인용된 가사에 나온 표현에 따르면 한 사람의 내면은 총 세 가지의 모

습으로 등장한다. 첫 번째는, 거짓말을 하며 가면을 쓰고 있는, 일명 ‘껍데기’로

묘사되고 있는 자신이다. 두 번째로는, 꿈을 꾸며 세상 속에 드러내고 싶은 대

상으로서의, 일명 ‘알맹이’로 묘사되고 있는 자신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거짓

말이 자신을 먹어버리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꿈을 꾸는 자신의 순수한 모습을

기대하며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 하는 성찰하는 자신이다. 가사의 맥락상

으로는 꿈을 좇는 자신이 진짜 자신의 모습으로, 그렇지 않은 자신은 가짜로 표

현되고 있다는 사실이 다소 분명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돌이켜 생각해보면, 결

과적으로 가사에 표현된 세 가지 모습은 모두 동일한 한 사람에게서 기인한다

고 볼 수 있다. 우리는 여기서 자신의 특정 모습만을 자신의 진정한 모습이라고

칭하는 방식을 비판적으로 고찰해볼 수 있다. 설령 누군가의 행동이 그 자신의

주관적인 판단에 근원을 두고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가 육체가 결박당하거

나, 강제적인 고문을 받는 것이 아니라면, 결과적으로 그것을 행동에 옮긴 것은

그 자신이다. 그러므로 가사에 묘사된 세 가지의 모습은 모두 자기의 결정과 선

택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신으로부터 파생된 자기 자신이라고 할 수 있

을 것이다. 그러나 자신의 모습을 여러 가지 층위로 나누고, 자신의 진짜 모습

과 가짜 모습을 구분하는 태도 속에는 마치 진정한 자아가 자신의 가짜 모습에

가려진 것처럼 묘사되어 있다. 나의 진정한 자아는 내가 나의 내면의 진실한 목

소리에 귀 기울일 때, 발굴되어 질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는 것이다. 즉,

진정한 자기 자신의 모습을 찾으려는 시도는 자신의 내면에 집중함으로써 자아

를 규명할 수 있다는 확신을 전제하고 있으며, 이러한 확신을 통해 진정한 자아



- 46 -

는 어떤 특정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 실재로 이해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오늘

날 청소년들의 자아관이 가정하고 있는 것처럼, 과연 우리에게는 상황에 좌지우

지되지 않고, 절대적으로 우리 자신의 고유한 모습을 담고 있는 진정한 자아가

있을까? 만일 그러한 자아가 존재한다면, 우리는 이 자아를 어떻게 인식할 수

있을까? 이렇듯 연쇄적으로 제기되는 질문들에 대답해보기에 앞서, 우리는 자아

를 우리 내부에 잠재하는 어떤 실재로 가정하는 관점 자체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가사 속에 나타난 자아 인식의 태도 속에는 데카르트로 대변되는 근대적 자

아관의 흔적이 발견된다. 근대적 자아관은 인간을 반성과 사색을 통해 자기 자

신을 합리성의 원천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자아는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규명

할 수 있는 이성적 주체이자, 동시에 이러한 객관적인 성찰을 통해 명료하게 규

명될 수 있는 대상이 된다. 따라서 가사 속에서 표현되고 있는 것처럼 자신의

내면을 반성하고 성찰할 때 진정한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는 확신은 이러

한 근대적 자아관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프로이트가 오

래전에 지적하였듯이 우리 안에는 의식에 의해 조명되지 않는 본능과 충동과

같은 무의식의 영역이 있고, 이것은 의식의 수면위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진

정한 나를 발견하고자 샅샅이 수색하는 나에게 여전히 알려지지 않은 상태로

존재한다. 그러므로 무의식의 영역을 고려할 때, 진정한 자신을 발굴하는 과제

는 우리의 의식이 포착할 수 있는 영역의 한계로 인해 언제나 실패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는 문제를 지닌다. 자아는 실존주의 작가 알베르 카뮈가 『시지푸스

신화』에서 표현한 것처럼, “영원히 나 자신에게 미스터리”라고 할 수 있다. 카

뮈는 우리가 자아를 객관적으로 붙잡으려 할수록 “그것은 내 손 틈 사이로 빠

져나오는 물”과 같다고 말한다(Camus, 1975). 즉, 자아는 그것의 객관적 실체를

규명하려 할수록, 오히려 희미해지게 된다는 것이다. 종교철학자 팟모어(Simon

D. Podmore) 역시 우리가 내적인 반성을 통해 자아 안에 깊숙이 들어갈수록,

우리가 풀고자 했던 자아라는 매듭은 오히려 더 엉켜버리고, 단단하게 조여지는

결과를 마주하게 된다고 말한다(Podmore, 2011: 13).

그러나 우리의 자아가 의식적인 반성에 의해 면밀히 분석되고, 객관적으로

규명될 수 있다는 믿음을 전제하는 근대적 자아관은, 우리가 자기 자신을 관찰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형성할 수도 있는 주체라는 측면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근원적 문제를 가진다. 혹자는 우리의 내면에 있는 무의식의 영역이 시

간이 지날수록 의식의 조명에 의해 속속히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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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해서 반성하다보면 언젠가 진정한 자아는 발굴될 수 있다고 말할지도 모른

다. 그러나 자신과 숨바꼭질을 하듯이 무의식의 영역으로 가려져있던 자아를 찾

아낼 수 있다는 관점은 자기 자신을 수동적으로 발견하는 데 그침으로써, 자신

을 변형시키고 새롭게 형성해갈 수 있는 주체성이 결여되어 있다. 우리는 현실

적 제약아래 조건 지어진 자신을 발견하고 이를 반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가능성 속에 투사하여 새로운 모습으로 형성할 수도 있다는 점에

서 자기 수용의 측면과 자기 형성의 측면을 모두 지닌 존재라고 할 수 있다. 하

지만 근대적 자아가 상정하는 주체는 자신을 객관적으로 밝혀내는 데 주안점을

둠으로써 인간의 자기 형성적 차원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오히려 삶의

진정한 주체로서 인간의 지위를 위협하는 위험을 안고 있다. 종교철학자 돈 큐

핏(Don Cupitt)은 근대적 자아관이 자기 자신을 객관적 인식의 주체로 간주함

으로써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 또한 표면(appearance)과 개인 안에서 내면화

된 실재(reality internalized within each individual)”라는 형이상학적 이분법을

만들어 냈으며, 이에 따라 역설적으로 모든 인간은 삶의 진정한 주체가 아니라,

“하나의 성격, 얼굴, 역할로 전락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그는 근대적 자아관을

상정한 결과, “우리는 오늘날 영혼이 아니라, 모두 부분들이 되고 말았다”고 탄

식한다(Cupitt, 1992: 22-26). 큐핏의 이러한 지적은 근대적 자아관이 우리의 자

아를 대상화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하나의 분열될 수 없는 전체가 아닌, 분석되

고 체계화되어야 할 부분으로 간주하게 만들었고, 따라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객체로 전락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자아를 규명되어야 할 실재로 가정하는 근대적 자아관은 이처럼 인간 의식

의 현실적 한계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인간의 주체적 형성 능력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자아를 계속된 형이상학적 논쟁을 촉발하는 이론으

로 규정하려는 시도로 간주될 수 있다. 그러나 철학자 스트록스(Patrick

Strokes)에 따르면, 자아 정체성의 문제는 단지 지적인 호기심으로 접근할 문제

가 아니라, 우리가 매일매일 겪는 일상의 비환원적으로(irreducibly) 실용적인 차

원을 반영하고 있으며, 그것의 자기 파생적 특성으로 미루어 볼 때 중요한 실천

적 문제라고 볼 수 있다(Strokes, 2015: 5). 다시 말해, 자아를 어떻게 규정하느

냐의 문제는 일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삶의 태도를 형성하며, 또한 여

러 삶의 문제를 대처해나가는 방식을 규정한다는 점에서 실천적으로 접근할 필

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 지점에서 인간의 자아를 지속적인 윤리적 실천의 과제

로 규정하는 키에르케고르의 관점은 근대적 자아관의 유용한 대안이 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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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는 자아를 인간의 주관적 인식을 넘어서서 본질적으로 규정되어 있거나,

혹은 전지적인 시점에서 관찰되어야 하는 대상으로 간주하는 것을 거부한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키에르케고르가 집중적으로 자아의 문제에 착수한 것은, 자아

에 대한 이론의 설립에 그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존재를 온전히 살아내며

실현하는 것, 즉 실존할 수 있기 위해서는 자아를 어떻게 이해해야만 하는 가를

탐구하는 데 그 방점이 있었기 때문이다(황종환, 2018: 350). 설혹 우리가 왜 존

재하는지, 자아의 실체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론과 이를 기초로 하는 자아관이

확립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가설 속을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어떻게 존

재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실존의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

리에게 더욱 긴요하고도, 실천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키에르케고르는 인간의 자아를 본질적 실재로서 규정하는 전통적 형이상학과

근대적 자아관이 인간의 인식적 한계를 벗어나며, 인간이 살아내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인간은 매일매일 주어지는 현실에 적응해나

가며 무언가를 선택해야만 하는 실존적 결단을 하며, 그러한 한계 내에서만 세

계를 바라볼 수 있는 상황에 처해있기 때문에, 오직 신만이 세계에 ‘대하여’ 절

대적 타자로서 모든 세계를 비편파적이고,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존재자로

상정된다(황종환, 2018: 353). 따라서 객관적 학문체계를 주관적 인식의 확실성

에 기초하여 세우려했던 데카르트의 근대적 기획은 키에르케고르에게는 허구적

인 것으로 간주된다. 우리는 외부로부터 표상되는 세계뿐만 아니라, 내면의 영

역마저 실존적 판단을 해야 하는 현실적 처지에 메여있기 때문에, 자아를 비편

파적이고도 제 3자의 관점에서 규명할 수 있는 것으로 인식할 수 없다. 물론 키

에르케고르가 자아의 실체에 대한 이론에 반대했다고 해서, 그가 자아에 대한

자신의 사상을 전개해나가는 데에 어떠한 존재론적 가정도 상정해 놓지 않은

것은 아니다. 그는 자아를 독립적으로 실재하는 속성으로 간주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특권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곳으로부터 모든 현상이 파생할

수 있는 가장 근원적인 시작점으로 묘사한다(Bernier, 2015: 10). 그러나 여기서

자아가 특권적으로 접근이 가능한 지점이라는 것은 자아가 확고부동한 지식의

토대로서 인식적인 타당성을 보증하는 최종적인 권위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찰스 테일러가 『자아의 원천들』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데카르트

에 있어서 내면으로의 “반성적 전환”은 “자기 충족적인 확실성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었지만(Taylor, 1989: 156), 키에르케고르에게 자아 성찰은 인간의 실존적

상황 속에서, 지속적으로 윤리적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조건이 된다. 따라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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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객관적 확실성의 근거로서 인식적 투명성을 담보해주는 주요 기제가 아니

라, 자기 자신이 되어야 하는 윤리적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유일한 주체이자,

과제의 목적이 된다는 점에서 우리 각자가 특권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대상이

된다. 자아가 실재로서 발견될 수 있다는 믿음은 키에르케고르가 보기에 우리의

인식적 한계로 인해 허구적일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이 되는 운동을 중단시킴

으로써 불안, 절망을 심화시키고, 결과적으로 인간의 실존을 위협한다. 이를 고

려할 때, 그가 인간의 인식적 한계와 실존적 상황을 반영하여 자아를 이해할 것

을 주장한 것은 객관성에 입각한 학문적인 탐사나 체계성을 자랑하는 과학의

구축 자체를 부정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기보다는, 우리가 하나의 인간으로서

자기 자신에 대해 윤리적 인식을 동반하는 삶을 추구하여 건강하고도 온전한

삶을 살게 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CUP: 127).

이렇듯 실천적 관심에 입각하여 키에르케고르가 제시하고 있는 자아관은 크

게 자아를 종합, 자기 관계, 윤리적 과제의 관점에서 정의하고 있다. 우선 자아

는 이질적 성향들의 종합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자아를 구성하는 내용은 극단적

인 한 가지의 성향으로만 특징지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종합이 정립되는 것

을 통해 현실 속에서 특정한 것을 선택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구체성을 띤

다. 자아는 한편으로는 종합을 통해 지속적으로 형성되어야 하는 과제이지만,

이와 동시에 자아를 주체적으로 형성해나가는 역동체이기도 하다. 이러한 자아

의 능동성과 주체성은 키에르케고르에게 자기 자신과 관계를 맺고 있는 자아로

묘사된다. 그러나 여기서 자기 자신과 주체적으로 관계하는 것은 자신을 ‘어떻

게 존재할 것인지’를 결단하고, 이러한 결단에 무거운 책임감을 지니는 주체로

간주할 때에만 비로소 가능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윤리적 과제로

서의 자아는 자기 자신과 주체적으로 관계하는 자아가 그저 순간순간의 판단에

기초하여 이질적 성향들을 특정한 양태로 종합하는 것이 아니라, 자아정체성이

라 불릴만한 일관성을 추구하며 종합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을 지시하는 개념이

다. 일관적인 자아 정체성을 형성해야 한다는 윤리적 과제를 부여받을 때, 자아

는 일시적인 순간에 아무런 방향성을 가지지 않는 자의식적 파편으로 분산되어

버리는 혼돈이 아니라, 분명한 가치와 방향성을 자아 형성 과정에 제시함으로써

삶의 의미를 형성하는 구심점으로 기능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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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질적 계기들 간의 종합으로서의 자아

키에르케고르는 자아가 자신을 구성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형성해가는 과정

을 종합의 과제로 설명한다. 그는 비록 본질적인 속성을 가진 실재적 자아를 가

정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실제적 삶을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 일정한 내용을

가진 자아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보았다. 즉, 종합 개념은 가장 일차적으로 우

리가 매 순간의 주체적인 선택에 의해 자아를 실존적으로 형성해야 한다는 것

을 의미한다(SUD: 82). 인간의 자아는 육체와 영혼이라는 거대한 분절로 이루

어져 있으며, 육체와 영혼에 각각 부합하는 고유한 성향들은 서로 이질적인 특

성을 지니는데, 이러한 이질적 계기들을 적절하게 조화시키는 것이 바로 종합이

다. 여기서 키에르케고르가 의미한 종합(synthesis)은 드레퓌스(Dreyfus)에 따르

면, 플라톤적 결합(combination)과 구별되는 개념이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육체

와 영이 각각의 욕구와 목적하는 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양자가 모두 동등하

게 본질적이라는 심신이원론이 지배적인 견해로 자리 잡고 있었는데, 플라톤은

이러한 심신이원론에 대해 우리의 육체가 아니라, 영혼이 본질적으로 자아를 구

성하는 요소라고 주장하였다. 즉, 플라톤에게 있어서 자아는 영원한 영혼이었으

며, 신체는 영혼에 부차적이고 우연적인 산물에 불과한 것이지만, 양자는 여전

히 서로 결합된 상태로 이해되었다. 그러나 키에르케고르에게 있어서 자아는 두

가지의 동등한 지위의 계기들 간의 종합으로 이해된다(Dreyfus, 2008: 11). 그러

므로 종합을 이루는 양극적 계기가 전제되는 한, 자아는 늘 서로 다른 이질적

계기들 간의 접전의 터전이 되고, 확실한 권위에 의해 위계적 질서가 자연스럽

게 부여될 수 없는 긴장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자아가 이질적 계기들 간의 관계로 구성된다는 점은 양극적 계기들 간의 불

균형적인 관계가 형성되었을 때 종합의 과제에 문제가 생겨난다는 것을 암시한

다. 종합은 매순간 어떠한 양태로든 계속해서 정립되기 때문에 불균형적 관계는

종합의 부정적 양상으로 나타나며, 키에르케고르는 그러한 종합의 불균형이 절

망으로 나타난다고 설명한다. 이질적 계기들 간의 불균형은 한 가지 계기가 축

소되고 다른 한 가지만이 확대되는 양상을 의미한다. 이렇듯 ‘종합’이 이루어지

는 양상을 고려할 때, 우리는 종합을 두 가지 측면에서 정의해볼 수 있다. 종합

은 한편으로는 이질적 계기들 간의 불균형적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재적

상태를 의미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양자가 적절히 균형을 이루는 상태를

실현해야하는 과제를 의미한다(Grøn, 2008: 10). 여기서 자아를 구성하는 이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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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기들 간의 결합은 언제든 불균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이 조

화를 이루며 균형적인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종합이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과제로 남게 된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서로 다른 이러한 이질적 계기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과,

화해가 성립될 수 있을까? 키에르케고르는 양자를 매개시키는 “제3자가 존재하

지 않는다면, 진정한 의미에서 어떠한 종합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이질

적 계기들을 화해시키는 제3자의 존재를 암시한다. 즉, 동등한 지위의 이질적

계기들의 종합이라는 개념은 그 속에 본질적인 모순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므로,

제 3자가 없이는 결코 자아는 종합으로서 완성될 수가 없는 것이다(CA: 166).

키에르케고르는 종합의 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드는 제 3의 매개자를 정신

(spirit)이라 부르는데, 여기서 정신은 종합을 가능하게 만드는 조건이자, 종합을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역동체라고 볼 수 있다. 정신을 통해서만 이질적 계기들은

균형을 이루어 조화를 이룰 수 있으며, 우리 안에 있는 두 가지 다른 근본적인

성향들이 대립될 때에도, 자아가 두 갈래로 찢어지지 않고 어떠한 양상으로든지

하나의 전체로 유지될 수 있는 것이다. 정신에 의해 매개되는 종합은 단지 종합

을 반성적으로 의식하는 방식으로 수행되는 것이 아니라, 숙고를 통해 이질적

계기들 간의 관계를 결정하고, 가능한 한 적극적으로 종합의 정립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수행되는 것을 지향한다(Dahlstrom, 2010: 57). 따라서 종합을 통해 자

아를 구체적인 내용을 지닌 것으로 형성해가는 정신은 기계적인 원리나 일반적

인 법칙에 의해 구동되지 않으며, 인간의 자율적 의지와 선택에 기반을 두고,

자발성과 능동성을 견지한다(Dupré, 1985: 115).

이질적 계기들간의 종합으로서의 자아를 규정하는 이러한 관점은 자신을 구

성하는 내용을 계속해서 형성해나가야 한다는 점에서 자아의 속성이 전지적인

관점에서 미리 규정된 것으로 가정하는 근대적 자아관과 구별된다. 또한 종합으

로서 정의된 자아는 매 순간 이질적 계기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관계를 설

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무제약적인 자기 형성과도 구분된다. 이와 같은 종합의

특징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키에르케고르가 우리가 실제적 세계를 살아내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존재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가운데 자아 형성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드러내준다. 즉, 종합은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조

화시킴으로써 현실적 삶, 즉 실존을 영위하기 위한 자아의 과제 수행으로 이해

되고 있는 것이다. 종합의 과제는 궁극적으로 자기관계의 차원에서 ‘인간이 된

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시사해준다. 우리는 이질적 계기들을 요소로 가지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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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자신과 관계를 맺지만, 이 관계가 늘 안정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구성적’존재

이며, 따라서 자기 자신과 균형적으로 통일을 이루고자 하는 자세가 바로 ‘인간

됨’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Grøn, 2008: 10).

1) 육체와 영혼의 종합

키에르케고르는 인간의 자아를 “육과 영의 종합”이자, “시간적인 것과 영원한

것의 종합”이라고 표현한다(CA: 165). 이를 통해, 종합에는 육체와 영혼의 한

가지 양상과, 시간적인 것과 영원한 것이라는 다른 양상이 존재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 중에서도 자아를 구성하는 육체와 영혼이라는 거대한 분절은 『죽

음에 이르는 병』에서 세부적으로 다시 무한성과 유한성, 가능성과 필연성이라

는 이질적 계기들로 세분화되고 있으며, 시간적인 것과 영원한 것의 종합은

『불안의 개념』에서 ‘순간’이라는 시간성을 중심으로 상세하게 다뤄지고 있다.

우선 인간의 자아를 육체와 영혼이라는 이원적 특성에 기대어 이해할 때, 자아

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이질적 계기들 중에서도 무한성과 유한성은 자아에 대

한 심층적이고, 반성적인 인식을 동반하지 않는 심미적 실존 상태에서 두드러지

는 개념쌍이다(Dupré, 1985: 117). 유한성은 성별, 인종, 외모, 성격, 재능, 능력

이나, 사회정치적, 문화적 배경 속에서 자신의 자발적 의사와 상관없이 우리에

게 이미 주어진 요소들을 의미한다(Elrod, 1975: 33). 그러므로 유한성을 이루는

요소들은 스스로의 자발적 선택에 의해 자기 자신에게 자율적으로 부여된 특징

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대외적인 관점에서 경험하도록 만드는 하나의 표준화된

방식이자 범주라고 볼 수 있다. 여기서 자신을 사회적으로 범주화된 표준들로

규격화하는 것은 자신을 사회라는 집합체의 한 부분이자, 하나의 숫자로 분산될

수 있는 존재로 이해하는 태도를 의미한다(Bernier, 2015: 14). 유한성을 통해 우

리는 스스로를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으로 설명할 수 있게 되고, 따라서 사

회적 공동체내에 위치한 한 사람으로 인지할 수 있게 된다. 즉, 인간을 지극히

현실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유한성의 기능이라고 볼 수 있다

(SUD: 84). 그러나 키에르케고르는 유한성이 자아를 함께 구성해가는 무한성에

비해 지나치게 비대화될 경우, “하나의 인간이라는 천편일률적인 것들 안에 있

어서 하나의 반복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개체가 전락하게 된다고 말한다(SUD:

88). 개체가 자신만의 고유한 개체성을 잃고,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는 과제를

포기한 채, 타인들에게 자신의 존재의 의미가 전적으로 달려있는 군중이 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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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유한성의 비대화는 자신을 군중의 하나가 아닌 것으로 경험할 수 있는

모험을 감행할 용기가 없을 때 발생한다(SUD: 91). 키에르케고르에게 있어서

자기 자신을 형성하기 위해 모험을 하지 않는 것은, 환경적으로 이미 자기 자신

에게 주어진 범주나 사회적인 기준을 통해서만 자신을 규정하고 수용하기 때문

에, 아무리 사회적인 성공을 거뒀다 하더라도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는 과제에

참여하지 못한 것과 같다.

무한성은 유한성과 대조되는 개념쌍으로서, 인간의 상상력에 근원을 두고 생

겨나는 내면적 성향을 의미한다. 비록 하나의 인간 종으로써 탄생하게 된 우리

는 특정한 공동체나 사회문화권에 자연적으로 속하게 되면서 자의적 의지와 관

계없이 군중의 일원이 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신에게

미리 주어진 조건들, 자신을 한계 짓는 경계들을 상상력을 통해 넘을 수 있다.

키에르케고르에 따르면, 상상력은 단지 인식 능력으로 머무르지 않고, 인간의

의지와 감성의 영역에 모두 개입하며, 궁극적으로 인간의 행위와 말을 이끌어내

는 정신의 원천이다(SUD: 83). 인간의 인식 능력으로서의 상상력은 물리적 실

제 상황에서 발생하지 않은 것을 개념적으로, 혹은 심상적으로 떠올릴 수 있게

하여 그러한 출발로부터 공상적 인식, 감정, 심지어는 의지마저 재생산하게 만

든다. 좀 더 명시적으로 말하자면, 무한성은 인식의 차원에서 개념적, 혹은 심상

의 형태로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대상을 상상하게 만드는 기능을 한다. 그리고

감성과 의지의 차원에서 무한성은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쾌와 불쾌를 극대화시

키고, 실제적 행위를 촉발하는 데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즉 모든 인간의

정신 작용을 반성하는 것이 상상력을 통해 가능하다는 것이다. 자기 인식을 기

조로 한 반성을 통해 우리의 자아가 뚜렷해진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상상력은

자아의 형성 가능성을 의미하게 된다(SUD: 84). 따라서 상상력은 우리 각자가

자기 자신으로 태어난 이상 우연적으로 가지게 된 고유성, 개성을 근거 짓는 모

든 반성 작용의 토대가 된다.

그러나 키에르케고르는 무한성이 유한성과의 균형점을 상실하고 지나치게 비

대화될 때, 우리의 감정, 인식, 의지가 모두 추상적으로 변해버려 오히려 구체적

인 자아에서 멀어지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말한다. 무한성의 확대로 인해 감정이

극대화되면, 인간은 추상적인 감상성에 빠져서 실제로 존재하는 타자들과 접점

을 형성할 수 있는 현실적인 감수성을 갖기가 어렵다(SUD: 84). 만일 어떤 학

자가 ‘인류’라는 개념을 자신이 매일 만나는 사람들이 아니라 추상적 군집체로

간주하고 그들의 운명을 진공 위에 세워진 이론을 통해 과감하게 선언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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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때, 이 경우가 바로 추상적 감상성에 빠진 경우라 할 수 있다(SUD: 84). 인

식에 있어서 무한성이 확대되는 것은 논리적 체계성, 완결성을 지향하느라 자기

자신을 인식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키에르케고르는 인식에 있어서 무한

성의 비대화를 헤겔의 사변철학과 결부시키며, “마치 피라미드를 건설하기 위해

인간의 자아가 낭비되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지적한다. 마지막으로 의지에 있

어서 무한성의 확대는, 의지가 공상적으로 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대한 예

시로서 우리는 자신 앞에 주어진 작은 일들은 보지 못하고 공상적인 원대한 계

획에만 사로잡혀 버리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렇듯 의지가 공상에 머물

게 될 때, 자아는 계획으로만 가득하고, 그 계획이 현실적 노력에 의해 실현될

수 없다는 점에서 점점 희박해지게 된다(SUD: 85). 결국 인간의 정신작용이 무

한한 방향으로 발산되기만 할 때, 자아는 자신의 실존의 책임에서 물러나 있으

며, 사회상에서 아무런 실제적 위치도 점할 수 없게 되는데, 이 경우 자아는

“추상적인 무한성” 혹은 “추상적인 고립성”에서 공상적으로 존재하며 구체성을

띨 수 없게 된다(SUD: 86).

키에르케고르는 인간의 자아는 “무한성과 유한성의 의식적인 종합”을 통해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는 과제를 수행해야 한다고 역설한다(SUD: 81). 이러한

맥락에서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된다는 것은, 전적으로 유한적으로 되는 것도 아

니고, 전적으로 무한적으로 되는 것도 아닌, 유한성과 무한성을 종합함으로써

구체적으로 되는 것을 의미한다(SUD: 81). 즉, 자아는 하나의 가능적 상상으로

전적으로 화해버리는 것도 아니고, 현실적인 제약들과 유한적 규정아래 속박되

는 것도 아닌, 삶의 실천적 영역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현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역으로 생각해보면, 유한성과 무한성의 간극이 커질수록 우리는 일방향적

으로 유한화되거나 무한화됨으로써 추상적인 자아에 머물게 될 공산이 커진다.

그러므로 자아는 구체적으로 실존하기 위해 무한성을 통해 주어진 자기 자신으

로부터 해방됨과 동시에 유한성을 통해 현실적인 자신으로 돌아가는 과정을 반

복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무한성과 유한성의 개념쌍으로 정립되는 종합은 아직 순수한 심미적

실존의 단계를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생성되는 자아를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가진 자율적이고, 자신에 대한 뚜렷한 의식성을 포함하는 구체적인 자아

는 아직 정립되지 못한 상태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자아의 생성이 종합을 매

개하는 자율적 정신에 의해 표현되기 위해서 가능성과 필연성이라는 개념 쌍이

도입된다(Dupré, 1985: 119). 무한성과 유한성의 종합으로서 자아가 상상력과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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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적으로 주어진 조건을 통해 가장 직접적이고, 감각적 차원에서 반성된다는 것

이라면, 가능성과 필연성은 스스로 선택과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자유의

의식을 통해 자아의 종합이 표현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가능성과 필연성의 종

합은, 무한성과 유한성의 종합보다 자아에 대한 의식성이 고조된 상태로서, 있

는 그대로의 자기 자신이 자아의 필연적인 모습이라면, 잠재적으로 형성될 수

잇는 새로운 자기 자신은 자아의 가능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다(SUD: 94).

인간이 실존한다는 것은 키에르케고르에게 세계 속의 어떤 장소를 점하는 것

으로 묘사되고 있으며, 필연성은 구체적인 장소를 점하는 것과 결부된 특성이다

(SUD: 94). 필연성은 유한성과 유사하게 한 사람이 태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접

촉하게 되는 환경, 문화적 배경과 태생적으로 부여받은 성, 재능, 외모와 같이

인간이 미리 주어진 조건을 비롯하여 인간이 자율적으로 변화시킬 수 없는 인

간의 한계를 의미한다. 키에르케고르는 필연성과 현실성을 구별하는데, 필연성

이 현실성속에 불가항적으로 특정한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한계와

결부된 특성이라면, 현실성은 필연성과 가능성의 통일을 의미한다(SUD: 95). 이

러한 의미에서 필연성은 우리 삶에 통계적으로 누적된 경험들로부터 미래를 추

론하게 만들기도 한다. 다시 말해, 과거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미 현실

로 정립되어온 역사가 모종의 방식으로 미래적 가능성에 제약을 형성하는 것도

필연성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키에르케고르는 필연성이 가능성과의

관계 속에서 균형을 잃고 비대화될 때, 인간이 현실 속에서 아무런 희망도 기대

할 수 없는 절망으로 빠지게 된다고 말한다(SUD; 99-100). 필연성 속에 있는

인간은 자신에게 구체적 현실로 정립된 현실이 필연성 하에 있으며, 여기서 빠

져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고 굳게 믿고 있다. 필연성이 가능성을 지배하는

양상의 종합에서는 결정론, 그리고 일상성과 속물성이 나타나게 된다. 결정론은

자아를 지속적으로 형성해야 하는 것으로 간주하지 못하는 상태로서, 자아를 어

떤 분명한 방향성과 결단을 통해 형성할 수 있는 주체성을 결여하고 있다. 속물

성과 일상성은 자아가 되어야 하다는 과제를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로서, 우연적

인 것에 자신을 내맡기거나, 단지 통속적으로 경험한 것들로만 자기 자신을 이

해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종합을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과제를 망각하는

무정신적인 불안과 연결된다(SUD: 104).

가능성은 우리가 자기 자신이 되는 과제를 끊임없이 수행해야 한다는 점에

서, 우리가 특정한 장소에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장소를 점하는 과정 가운데 계

속해서 운동을 하고 있는 상태와 결부된 특성이다(SUD: 94). 장소를 점하는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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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이유는 가능성이 아직 결정되지 않은 미래에 자신

을 기투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능성은 자아 형성의 과

제 자체를 성립시키는 종합의 계기라고 할 수 있다. 가능성은 상상력을 통해 구

상된 외부적인 것을 전유하는 무한성과는 달리, 불확정적인 미래를 자유 속에서

인식한다는 점에서 더욱 자기 의식적이며, 내면성을 포함하고 있다(Bernier,

2015: 16). 이러한 점에서 가능성은 한 사람으로 하여금 이미 하나의 정립된 사

태가 되어 버린 현실을 수용하되, 그 속에서 그러한 현실이 필연성에 의해 도출

된 결과가 아니라는 믿음을 통해 절망으로부터 해방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SUD: 101). 그러나, 가능성이 필연성의 계기에 의해 저지를 받지 못한

경우, 인간이 가진 자유는 단지 무한한 가능성이라는 공허한 감정으로 왜곡된

다. 키에르케고르는 이 경우, 가능성이 추구적인 동경의 형태 혹은 공상적인 우

수의 형태라는 두 가지 방향을 취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SUD: 97). 여기서 동

경적인 형태로서의 가능성이 허황되고 현실성 없는 가능성이 꼬리에 꼬리를 물

고 펼쳐지는 것이라면, 그 반대로 우수에 사로잡힌 가능성은, 미래의 자신에 대

한 불확실성과 그것이 불안과 공포로 점철되는 것을 의미한다. 결론적으로 필연

성과 가능성의 계기는 인간의 자아에는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는 시간적 역사

속에 형성된 필연적 자기 자신과, 일련의 변화를 촉발할 수 있는 잠재적, 가능

적 자기 자신이 모두 내재해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 뿐만 아니라 필연성과 가

능성의 계기는 인간의 감정, 인식, 의지의 한계를 묵인하고 단지 인간 정신이

가진 무한한 자유를 통해 자아를 정의하는 스토아적 자아관과,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삶 속에서 구체적인 선택을 통해 위치를 점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단지 무한한 자아의 가능성을 향유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는 낭만주

의적 자유 개념을 모두 비판하고 있다(Dupré, 1985: 120).

2) 시간적인 것과 영원한 것의 종합

그러나 키에르케고르에 따르면, 무한성과 유한성, 그리고 가능성과 필연성으

로 표현된 육체와 영혼의 종합은 “시간성과 영원성의 종합이 정립되기 전까지

이질적 계기들 간의 일시적 종합에 머무르게” 되면서, 계속해서 진정한 자아가

되는 운동을 일관적으로 전개해나가는 “종합의 진정한 의미를 터득하지 못한

다”(Dupré, 1985: 116). 육체와 영혼의 이질적 계기들이 일시적으로 종합되는

한, “자신의 가능한 자아를 선명하게 의식하기가 어려우며, 하나의 분명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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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집중되지 못한 것에서 나타나는 두려움”이 나타나기 때문이다(Dupré,

1985: 129). 우리가 자아를 의식하는 구조에는 시간성 개념이 늘 배경으로 자리

하고 있으며, 그 시간성 개념에는 ‘변치 않음의 속성(everlastingness)’, 즉 영원

성의 요소가 내재되어 있다. 여기서 영원성은 흩어진 시간성 속에서 유형화될

수 있는 모종의 자아 정체성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우리의

의식 자체는 단절이 없다는 점에서, 모든 시간 의식성은 일종의 항구성을 내포

하고 있다(Dupré, 1985: 124).16) 그러나 만일 의식되고 있는 시간성이 영원성과

의 교차를 통해 이해되지 않으면, 이 항구성은 과거로 역행하거나, 미래로 끊임

없이 전진하는 것 중에서 하나의 방향성을 띌 수밖에 없게 되어 우리가 주관적

으로 체험하는 시간을 설명할 수 없다. 즉, 늘 무한히 흘러가며 지속되는 의식

가운데 모종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는 자아를 인식하는 것은 의식의 흐름이

영원성과의 만남을 통해 정지될 때에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키

에르케고르는 시간과 영원성의 교차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는 고대 그리스의 시

간 개념과 근대적 시간 개념을 모두 비판한다.

소크라테스적인 상기설은 이미 태어날 때부터 인간이 진리에 대한 지식을 소

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지식을 질문과 대화를 통해 내재된 지식을 계속해

서 상기해야 한다고 말한다. 여기서 상기설은 단순히 역사적인 사건들을 반추하

는 것으로 그치지 않으며, 기억에 의해 하나씩 조각 맞춰진 과거가 현재의 존재

의 기초를 형성하고 있다는 관점을 내재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 역시 과거 이전

16) 일찍이 로크(John Locke)는 우리의 자아는 시간의 경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어지는 의식의 동일성(sameness of consciousness)으로 설명된다고 보았는데, 이러

한 관점은 자연적 시간의 흐름을 따라, 자신의 의식활동을 지속하는 것으로 자아를 

이해하고 있다(Schechtmen, 2005: 15). 그러나, 스케치맨(Schechtman)은 이상의 관

점이 자아를 형이상학적인 관점에서 조명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한다. 스케치맨에 따

르면, 자아를 의식의 동일성으로서 정의해버리면 자아의 개념은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확정되어, 그 경계가 모호해질뿐더러 우리의 자아에 대해 그 어떠한 것도 실천적으로 

새롭게 조명할 수 없게 된다. 가령, 내가 미래의 나 자신과 맺고 있는 관계가 단순히 

우리 사이에 존재하는 의식의 연장으로밖에 설명되지 못한다면, 왜 내가 현재의 행동

에 책임감을 느끼며, 나 자신의 미래의 심리적 안녕에 대해 걱정하는지가 모호해진

다. 또한 이러한 방식으로 자아를 규정하는 방식은 계속해서 변화하는 우리의 심리적 

상태를 하나의 순간적인 분절로서 독립적으로 정의할 수 있는 실체로 간주하고 있는

데, 각 순간들이 모두 연결되어 통합적 자아로 구축되는 것으로 이해하기 위해 의식

을 그 연결지점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지속하는 의식으로서의 자아는 

분절적인 순간들을 엮고 있는 외부적인 묘사관계를 통해 정초되고 있다는 모순을 내

포하고 있다(Sketchtmen, 2005: 13). 이와 같은 스케치맨의 지적은 우리가 살아있는 

계속 지속되는 의식의 동일성으로 자아를 규정하는 관점이 자연적 시간 개념에 기대

고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주관적으로 체험되는 시간을 반영하지 못하는 난점을 지닌

다고 것을 잘 보여준다. 



- 58 -

의 최초의 시원으로 돌아가기 위한 하나의 징검다리에 불과하기 때문에, 계속해

서 초월되어야 할 것으로 간주된다. 즉, 소크라테스의 상기설에서 전제되고 있

는 영원성은 무한 퇴행적으로 과거의 기원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현재적 시간의 지속이라는 개념을 포함할 수 없다. 이렇듯 존재하는 것은 그것

이 무엇이든 관계없이 이미 존재하게 된 이상 미래를 향해 변화될 수 없으므로,

고착된 과거는 앞으로의 가능성을 말살시킨다. 이와 대조적으로, 근대적 시간

관념은 영원성을 불확정적인 미래가 무한히 펼쳐지는 것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영원성은 실제적 현실과 어떠한 연관도 없는, 구체적 상이 나타나지 않는 상태

로(incognito) 나타난다. 이러한 영원성의 개념 하에서 현재는 단순히 닫힌 과거

와 열려있는 미래를 경계 짓는 구분선으로 밖에 나타나지 않으며 자신만의 그

어떠한 실재적 내용도 담지 못하는 상태로 남겨진다(CA: 177). 그러므로 근대적

시간 관념 하에서 현재는 “순간 속에 살고, 또 순간 속에서만 사는 생활”이라는

식으로 감성적으로 이해된다(CA: 168). 그러나 키에르케고르는 “순간을 사용하

여 시간을 규정하려고 하고, 또 순간을 이용하여 과거적인 것과 미래적인 것을

순수하게 추상적으로 배제하려고” 할 때, 오히려 순간은 바로 현재적인 것이 아

닌 것이게 되어버리는 모순이 발생하게 된다고 지적한다. “왜냐하면 과거적인

것과 미래적인 것 사이에 있는 순수하게 추상적으로 생각된 중간적인 것은 일

반적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CA: 169). 즉 순간을 찰나에 머물다가 사라

지는 것으로 간주할 때, 순간은 바로 미래나 과거가 되어버림으로써 실질적으로

아무런 현재적인 것도 가지고 있지 못하는 신기루로 남게 된다(Dupré, 1985:

125).

키에르케고르는 시간성을 영원성과의 관계를 통해 규정함으로써 우리가 일반

적으로 떠올리는 자연적 시간 개념과 영원성과 교차하는 시간성을 구별된다. 자

연적 시간은 “시간 그 자체의 특성에 의하여 규정”되는 시간으로서, 계속해서

흘러가고 지나가 버리는 시간이라면, “시간이 영원과의 관계 속에 들어오고, 영

원이 시간 속에 반영됨으로써” 나타나는 시간은 우리로 하여금 시간을 과거, 현

재, 미래로 구획할 수 있도록 만드는 시간이다(CA: 168). 즉, 시간 내적으로 규

정된 자연적 시간은 무한히 흘러가는 계속으로서 규정된다면, 시간성은 영원에

의해 계속된 흐름이 지양되었을 때 비로소 성립될 수 있다. 여기서 시간의 흐름

을 멈추게 한 영원한 것은 곧 현재를 의미한다(CA: 168). 그러므로 여기서 시간

성과 접촉하는 영원성은 진정한 시간성의 개념을 정립하는 것과 동시에, 시간과

영원의 종합을 통해 순간 속에서 통시적 의미를 획득하게 만드는 이중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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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우선 무한히 흘러가는 자연적 시간이 “영원한 것

으로서의 순간” 속에서 영원과 접촉할 때, 과거/현재/미래로 나뉠 수 있는 진정

한 시간성의 개념이 정립된다(CA: 173). 키에르케고르는 여기서 순간을 “시간에

있어서의 영원의 최초의 반영이고, 이를테면 시간을 멈춰 보려는 영원의 최초의

노력”으로 묘사한다(CA: 172). 이 뿐만 아니라, 영원성은 시간성과 종합을 이룩

함으로써 순간 속에서 과거와 미래라는 시간의 엄격한 구별을 현재로 통합시키

기도 한다. 키에르케고르에 따르면, “순간이 정립되는 경우에는 거기에는 영원

적인 것이”있으며, 이때 영원적인 것은 현재적인 것이면서, 동시에 미래적이면

서, 과거적인 것으로서 다시 나타난다(CA: 176). 즉, 두 번째 의미에서 영원성은

시간성이 무한적으로 전진하며 이를 견디는 속성이 아니라, 시간적 속성이 전면

적으로 제거되고 순간이 현재로서 지속되는 속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Bernier, 2015: 18).

영원성과 시간성이라는 개념쌍이 종합의 핵심적인 축으로서 제시되고 있는

까닭은 이것이 자아를 단순히 종합을 임의적으로 수행하는 자유로운 에너지나

활동체로만 이해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키에르케고르는

“자아를 단순히 자기 결정성으로 규정함으로써”,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자아가

매번 일관성을 형성하지 못하고 흩어져버리는 것으로 이해하는 관점이 오로지

미래 지향적인 시간성에만 천착하여 과거를 의미 있는 방식으로 간직하면서도,

현재 안에서 미래를 기대하게 만드는 항구성(permanence)을 결여하고 있다고

지적한다(Dupré, 1985: 123-124). 만일 자아를 지속적인 종합의 수행으로만 규정

하게 된다면, 자아가 그려나가고 있는 궤적이 일관성을 갖추기 힘들뿐더러, 자

아는 앞으로 계속해서 뻗어나가는 시간 속에서 산재되어 통시적인 자아의 통합

을 이룰 수 없기 때문이다. 즉, 자아는 자아의 구체적인 내용을 구성하는 종합

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것 자체만으로는 시간성의 단선적 구조 속에서 어떠한

통합에도 이를 수 없다(Dupré, 1985: 123-124). 그러므로 키에르케고르가 의도

하고 있는 진정한 자아가 되는 과제는 적극적인 자아실현의 과정 이상을 요구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자연적 시간 개념에 토대를 두고 있는 종합에서 자아

의 현재적 정립은 계속해서 미래에게 굴복됨으로써 대체되어야 하는 처지에 놓

이지만. 영원성과의 만남을 통해 자아는 시간 안에서 자기 자신이 최초로 온전

히 정립되는 영속성을 획득할 수 있게 된다. 즉, “영원성 속에서 자아는 시간

안에서 존재를 지속적으로 상대화시키며 전진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순수한 운

동을 넘어설 수 있게” 되는 것이다(Dupré, 1985: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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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성은 본질적으로 이전의 종합의 계기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초월적인 차

원을 도입함으로써 육체와 영혼의 종합의 성격을 질적으로 완전히 변화시키며,

진정한 자아가 되는 종합의 과제를 완성시킨다. 키에르케고르는 영속성을 지니

는 정신으로서의 자아가 “제1의 종합과 동시에 시간적인 것과 영원적인 것의

종합이라는 제2의 종합이 정립될 때 비로소 존재하게 된다”고 묘사하며, 영원성

과 시간성이 종합되는 순간에 무한성과 유한성, 가능성과 필연성의 종합이 자아

정체성을 형성하는 종합으로 정립된다는 점을 암시한다(CA: 177). 즉, 어떠한

통시적 연관성도 없이 일시적인 시간성 안에 머물러있던 종합의 전체적인 양상

들은 시간성과 완전히 반대되는 영원성과의 종합을 적극적으로 지향함으로써

최종적인 종합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에반스(Evans)는 우리의 자아가 “영원성

의 요소를 가진다는 점을 의식하는 것이 자의식의 진정한 의미”이며, “우리의

자아가 일시성의 구조를 극복하고 현재적 순간에 합일을 이루는 것은 일종의

자아의 성취로서, 영원성으로의 종합”이라고 말한다(Evans, 1983: 59). 즉, 현재

라는 순간 속에서 비로소 한 개인에게 기록된 역사적 자취와 미래의 가능성은

의미의 구조를 갖추게 된다. 그러므로 영원성과의 만남 속에서 과거는 단순히

사라져 버린 과거의 기억이 아니라 계속해서 자아를 한계 짓는 조건으로 존속

되며, 유례없는 중요성이 역사에 부과된다. 미래 역시 현재적 자기를 초월할 수

있는 가능성으로서 현재에 머물게 된다. 궁극적으로 시간과 영원의 종합은 육체

와 영혼의 “종합을 초월하고, 그것의 질적 속성을 완전히 변화”시킨다(Dupré,

1985: 129-131). 그러나 시간성과 영원성의 종합이 자아의 최종적 종합이라고

해서, 이것이 곧 진정한 자아가 되는 과제의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시

간과 영원의 종합은 현재 속에서 일시적 연합의 형태를 지향함으로써, 시간성에

머물러 있던 자아가 영원성과의 만남을 통해 질적인 전환을 맞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키에르케고르에 따르면, 시간성과 영원성의 종합이 정립되는 순간 개념이

없이는 질적으로 다른 어떤 상태로의 변화와 운동은 설명될 수 없다(Bernier,

2015: 25-26). 그러나 여기서 시간과 영원성의 성취는 단지 변곡점, 변화의 지점

에 대한 표식이라기보다, 현재에 지속되는 충만의 상태에 가깝다. 이렇게 볼 때,

시간과 영원의 종합은 육체와 영혼의 종합과 다른 종합의 축이 아니라, 키에르

케고르가 말하는 진정한 자아가 되는 과제의 최종 목적을 형성한다(CA: 173).

또한 시간과 영원의 종합이 종합의 최종적 정립이라고 본다면, 자아는 영원

성과 우연적인 관계가 아닌, ‘규범적 관계’를 형성한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자아가 되는 과제는 질적인 변화가 발생하는 현재 가운데 적극적으로 성취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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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할 뿐만 아니라, 변화를 거듭하며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는 과제가 된다

(Bernier, 2015: 24). 이처럼 키에르케고르는 시간과 영원이라는 종합의 축을 통

해 자아가 시간성에 단편적으로 분절화 되지 않고, 일관적인 자기 형성으로 이

어져야 하는 윤리적 과제임을 강조한다. 이를 한 인간의 일생의 차원으로 확대

시킬 때, 자아가 영원성을 지닌다는 것이 중요해지는 이유는 시간의 흐름을 견

디는 본질적인 정체성을 형성함으로써 삶의 의미를 확보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Dreyfus, 2008: 18). 즉, 통계적으로 누적된 경험에 따라 뚜렷해지는 필연성을

상징하는 과거와, 아무것도 확정된 바 없는 가능성을 상징하는 미래는 현재 속

에서의 종합됨으로써 일관적 의미를 지닌 삶으로 통합될 수 있다. 따라서 시간

과 영원의 종합으로서의 자아는 현재 속에서 성취될 뿐만 아니라, 생애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질적인 변화를 맞으며 갱신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3. 자기 관계로서의 자아

지금까지 우리는 키에르케고르가 의미한 종합으로서의 자아를 살펴봄으로써,

자아가 미리 주어진 본질로 규정되지 않으며, 자아를 구성하는 이질적 계기들

간의 종합을 계속해서 정립하며 자신의 구체성을 형성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음을 확인해볼 수 있었다. 또한 최종적으로 자아의 일시적 종합의 양상이 영

원성과 종합을 이루게 됨으로써, 현재라는 순간 안에서 시간성이 통합되고 통시

적인 일관성을 띄는 자아의 형성이 이루어져야 함을 살펴볼 수 있었다. 그러나

키에르케고르는 자아를 종합이라는 과제의 목표로서 제시하면서도, 동시에 종합

을 매개하는 정신(spirit)으로서 이미 주어진 것이라고 말한다. 즉, 자아는 영원

성에 의해 최종적으로 종합되어야 하는 과제로 이해되기도 하지만, 종합의 과제

를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능동적이고도 주체적인 정신으로서 이해될 수 있는 것

이다. 그런데 이때 정신으로서의 자아는 데카르트가 상정한 근대적 자아와 같이

이성이라는 확실성에 의거하여, 종합을 뚜렷하고도 명증적인 원리에 의해 종합

을 수행해나가지 않는다. 키에르케고르에 따르면, 정신의 능동성과 활동성은 이

성과 같은 객관성을 지향하는 인간의 인식 능력에 근거하지 않을 때라야 비로

소 활성화될 수 있다. 그러므로 설혹 정신이 ‘자발적으로’ 이질적 계기들 간의

종합을 정립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이미 닫힌 체계로서 어떠한 객관적인 원리에

기초하여 종합을 기계적이고 패턴화된 방식으로 수행하고 있다면 그러한 정신

으로서의 자아는 능동성을 갖춘 진정한 주관성, 혹은 주체성을 결여하고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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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성과 같은 명확한 판단 준거를 갖고 있지 않음

에도, 자기 나름의 주체성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서의 정신은 어떻게 이해되어야

하는 걸까? 다음의 인용문은 『죽음에 이르는 병』에서 가장 난해하기로 손꼽

히는 구절로서, 정신으로서의 자아에 대한 복잡한 이해를 보여주고 있다.

인간은 정신이다. 정신이란 무엇인가? 정신이란 자아이다. 자아란 무엇인가? 자

아란 자신이 스스로에게 관계하는 관계이다. 관계에는 관계가 자기 자신에게 관계함

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자아란 단순한 관계가 아니고 관계가 자기 자신에게 관계

하는 그것이다(SUP: 48).

‘관계’라는 단어가 중첩되어 다소 복잡해보이지만, 위 인용문에서 정신은 자

신이 스스로와 관계 맺는 구조가 중층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을 의미한다. 인용

문에서 “자신이 스스로에게 관계” 한다는 말의 의미는, 키에르케고르가 인간을

이질적 계기들 간의 관계로 파악함으로써 종합의 과제를 제시한 것을 고려해볼

때, 자아의 종합이라는 과제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으로 해석해볼 수 있다. 그러

나 정신으로서 자아는 단지 종합의 과제에 참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스스로

에게 관계하는 관계”로서 자기 자신과 보다 근원적으로 관계 맺음으로써 그러

한 과제에 착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자기 자신과 중층적 관계를 맺는

정신의 활동을 통해서 자아는 종합의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정

신으로서의 자아는 자기 자신과 관계를 맺는 구조를 지닌 것으로 상정되며, 이

렇듯 자신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이 정신으로서의 자아의 주요 골자를 이

루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 주체적인 자기 관계로서의 구체적 자의식

정신으로서 자아가 자기 자신과 관계를 맺는 관계로 정의된다면, 그러한 자

아가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우리가 세계와

관계 맺을 수 있다고 했을 때, 이는 우리가 세계를 우리 의식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과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자

기 자신을 의식의 대상으로 인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즉, 자기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의식의 대상으로 삼아 ‘자기 자신으로서’ 스스로를

의식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인간으로서 우리가 자신의 경험을 일인

칭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자신을 ‘자기 자신’으로서 인식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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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초가 된다. 인간은 외부세계의 대상을 감각적으로 표상하고, 무언가를 욕

구하고, 또 욕구에 대한 만족감과 같은 감정을 자기 자신에 대해 가진다. 그러

나 동물 역시 스스로 고통을 느끼고, 자신의 생체에서 발현되는 욕구를 경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어떤 의미에서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무언가를 일인칭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존재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동물과 구별되는, 인간의 일인

칭적 경험이 지니는 특별함은 무엇인가? 인간은 어떤 대상을 일인칭적으로 경

험할 수 있으면서도, 그렇게 세계를 경험하는 자기 자신에 대해 인지할 수 있다

는 점에서 동물과 구별된다(Rudd, 2012: 18). 이때 자기 자신에 대한 의식성은

“생각, 느낌, 욕구를 가질 수 있는 능력뿐만 아니라, 이러한 감정과 생각을 가지

는 존재로서 자기 자신을 의식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Rudd, 2012: 19). 가

령, 우리가 고통을 느끼고 있다고 할 때, 그 고통은 신체의 여러 부분에서 통각

을 자극하여 순간적으로 느껴지는 현상적 경험 자체로 끝나지 않고, ‘내가 지금

고통 중에 있다’라는 진술될 수 있는 형태로 체험된다. 즉, 생생하게 느껴졌던

고통이 다른 누군가의 경험이 아니라, 나 자신의 경험이라는 의식을 할 수 있다

는 것이다. 여기서 경험을 자기화할 수 있는 능력은 특정한 경험 후에 의도적인

반성을 통해서 경험의 주체가 자신임을 상기해야 하는 과정 없이도, 암묵적으로

우리의 의식의 기저에 자리 잡아 마치 배경의식처럼 작동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상시에는 동물처럼 스스로를 비반성적인 우주의 중심으로 경험하다가, 이따금

씩 ‘내가’ 무언가를 경험하고 있다고 인지적 반성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이 아

니다. 러드는 경험의 이러한 자기성(mineness of experience)이 경험의 자기화

를 개념화할 수 있는 존재에게만 내장된 속성이라고 설명한다. 즉 경험의 자기

화란 ‘나’라는 주어를 사용하여 명시적이고, 언어적으로 분명히 표현될 수 있는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경험이 항상 나에게 있어서 내 것으로 당연하게

인식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베이커(Baker)는 자기의식성을 “비단 ‘나’라는

주어를 사용해서 표현될 수 있는 생각을 가지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그

러한 생각을 하고 있는 자로 이해할 수 있는,” 즉 특정한 방향으로 생각을 이끌

어나가는 주관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한다(Baker, 2000: 64). 즉,

자의식을 통해 우리는 자신을 자기 자신으로서 인식하고 경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타자들과 분리된 존재로 간주하며 자기 자신만의 관점을 견지하

고 있는 주관으로 인식할 수 있다. 이처럼 경험을 자기의 것으로 당연하게 받아

들이고, 스스로를 여러 가지 자신의 생각을 발생시키는 자신만의 관점을 가진

자로 인식할 수 있게 하는 자기 의식성이 일반적으로 인간이 자기 자신을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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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으로서’ 경험하는 것의 의미라고 정리해볼 수 있다.

그러나 키에르케고르는 다음의 인용문에서 이러한 유형의 자의식을 ‘순수한

자의식’으로 특징화하면서, 이러한 자의식과 종합을 수행해나가는 정신으로서의

자아가 가지고 있는 구체적 자의식을 구별한다.

의식이 소유할 수 있는 가장 구체적인 내용은 자기 자신에 관한 것, 즉 개체 자

신에 관한 의식이다. 그렇지만 물론 순수한 자기의식이 아닌 극히 구체적인 자기의

식이다. 이 자기의식은 하도 구체적인 것이기 때문에 어떤 작가일지라도, 비록 그가

더할 나위 없이 어휘력이 풍부하고 최고의 표현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러한 자

기의식의 단 하나일망정 이제까지 한 번도 묘사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개개

의 개체는 이러한 자기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CA: 286-287).

위의 인용문에서 나타나듯이, 키에르케고르는 순수한 자기의식과 구체적인

자기의식을 구별함으로써 단순히 경험을 자기화하고, 자신을 타자와 구별된 하

나의 주관임을 인지하는 것이 인간이 자기 자신과 맺고 있는 관계를 모두 포괄

할 수 없다고 말한다. 앞서 우리는 정신이 자기 자신과 중층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과 종합을 수행하는 정신으로서의 자아가 어떤 고정된 원리에 기대지

않고, 종합을 수행해나간다는 점에서 능동성과 주체성을 가진다는 것을 살펴보

았다. 자아가 이질적 계기들 간의 종합을 통해 구체적인 내용으로 구성된다면,

자기 관계의 구조를 통해서 자아는 구체적인 의식성과 주체성을 갖추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인용문에서 표현된, 자기 자신을 ‘자기 자신으로서’ 구체적으로

의식하는 것은 자기 자신과 주체적으로 관계하는 방식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즉, 정신으로서의 자아는 주체성(subjectivity)을 발휘하는 주체(agent)로서의 지

위와 관계된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자의식을 통해서 자기 자신과 관계를 맺는

것이 무엇인지를 해명하는 일은 주체적으로 자기 자신을 의식한다는 것이 무엇

을 의미하는지를 밝히는 것으로 연결된다. 주체적으로 자기 자신을 의식한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신을 어떻게 ‘자기 자신

으로서’ 의식할 수 있을지를 현상학적으로 고찰하는 일이 필요할 것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키에르케고르가 말하고 있는 구체적인 자의식의 특성을 어느 정도

밝힐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덴마크의 철학자 아르네 그뤤(Arne Grøn)은 자기 자신과 주체적으로 관계

맺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현상학적으로 풀어감으로써 키에르케고르가 의미

한 구체적 자의식을 밝히는 데 핵심적인 사유를 제공한다. 그뤤에 따르면,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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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이해하고 경험해가는 것이 가능하려면 현상학적으로 자기주어짐

(self-givenness)이 전제될 수밖에 없으며, 이것은 곧 주체성과 결부되어 있다

(Grøn, 2010: 85). 다시 말해, 우리가 스스로를 ‘자기 자신으로서’ 의식하기 위해

서는, 이미 주어져 있는 자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여기서 주체성은 자기 이외

에 어떤 다른 대상에 기대지 않고, 자기 자신을 ‘자기 자신으로서’ 능동적으로

의식할 수 있는 특성을 의미하게 된다. 따라서 그뤤이 말하고 있는 자기주어짐

은 “어떻게 자기 자신에게 자기 자신이 스스로를 나타낼 수 있는가?” 혹은 “주

체성은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라는 질문과 연결된다. 우리의 외부에 있는 무언

가가 의식에 포착될 때, 그것이 대상으로서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방식과 달리,

주체성은 우리가 우리 자신으로 존재하는 이상, 자기 자신에 대한 의식성이 즉

각적으로 우리 자신에게 주어지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Grøn, 2010: 85). 그러나

그뤤은 여기서 자기 주어짐(self-givenness)이 자기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 그

자체, 혹은 경험의 자기성(mineness)으로 귀결되지는 않는다고 보았다(Grøn,

2010: 85). 즉, 앞서 러드가 인간의 자의식성의 특징으로 설명한 경험을 무의식

적으로 자기화할 수 있는 능력은 나 자신을 주체적으로 의식하는 방식이 아니

라는 것이다. 오히려 경험을 자기화할 수 있는 능력은, 내 경험으로 주어진 것

과 관계 맺고 있는 주체가 바로 나 자신이라는 점을 의식할 수 있다는 사실이

해명될 때에만 비로소 설명될 수 있다(Grøn, 2010: 85). 결국 여기서 관건이 되

고 있는 것은 내가 나를 의식하는 데에 있어서 주체적으로 관여하고 있는가의

문제라는 것이다. 그뤤이 경험의 자기성과 주체적인 자기 인식의 이러한 차이점

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은 키에르케고르가 순수한 자의식과 구체적 자의식을

구별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그뤤에 따르면, 자기 자신을 스스로 의식할 수 있는 주체성은 인간이

인위적인 의지를 발동하거나, 인식적 노력을 기울여서 자기 자신을 마치 타자화

된 대상처럼 경험하는 것과도 구별된다(Grøn, 2010: 85).17) 다시 말해, 자기 자

신은 의식적 주목을 통해 현상되는 대상처럼 주어지지 않다는 것이다(Grøn,

17) 무언가를 의식의 대상으로 의식한다는 것은 우리의 의식 안에서 어떤 주제가 의도

적인 관심의 대상으로 선정될 때, 우리의 의식의 시선이 그 대상을 향해 고정되는 것

을 의미한다. 게슈탈트 이론의 용어를 빌리자면, 내가 주목하는 대상은 주변을 메우

고 있던 배경의식에서 눈에 띄는 전경으로 이동하게 된다. 이때 내가 주목하고 있는 

대상과 관련하여, 내가 선행적으로 습득한 지식, 정보, 느낌들은 진행되고 있는 의식

의 직접적인 배경으로 작동한다. 그 외에 대상과 상관없이 머릿속을 메우고 있던 기

타 생각들은, 현재적 의식 활동의 지평에 포착되지 않는 형태로, 완전한 배경적 의식

으로 물러나게 된다(Westphal, 1996: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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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85). 우리는 단지 현상학적으로 자신에게 대상으로서 '주어지고 있는' 무

언가 속에서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알게 될 뿐이다. 따라서 주

체성은 우리의 의식에 주어지는 대상과, 대상이 주어진 상황 및 상황을 이해하

게 하는 지평으로서의 세계와 관계 맺는 과정 속에 놓여있다고 볼 수 있다. 그

런데 만일 주체성이 '무언가가 나에게 주어진 것처럼' 주어지지 않고, 무언가

나에게 주어지고 있는 과정에서 나타난다면, 주체성이 '주체성으로서' 나타난다

고 말하는 데에는 모순이 발생한다. 왜냐하면 무언가가 나에게 대상으로서 주어

지는 과정 속에서 나의 의도적인 노력과 관계없이 주체성이 나타나게 된다면

자기 자신을 자신으로 의식하는 주체성은 수동적으로 파악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주체성의 이러한 딜레마는 주체성이 자신을 스스로 나타낼 때에만 해

결될 수 있다. 그뤤은 주체성이 우리의 의식 속에 주어진 것과 우리가 관계하는

과정 속에서 자신을 스스로 드러낸다고 설명한다. 즉, 주체성은 자기 자신을 스

스로 나타낸다는 강한 의미에서 자기나타남의 현상(self-manifestation)이라는

것이다(Grøn, 2010: 85). 자신을 자기 자신으로서 의식하게 하는 주체성은 무언

가를 경험할 때 자연스럽게 늘 따라오는 경험의 자기화도 아니고, 우리의 의도

적 반성의 대상도 아니고, 그렇다고 외부적 자극에 의해 나타나기를 수동적으로

외부적 강압에 의해 수동적으로 나타나는 것도 아니다. 주체성은 다만 자신을

스스로 나타낸다는 강한 의미에서 자기나타남의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

다. 그렇다면 자기나타남의 현상으로서의 주체성은 어떻게 증명될 수 있는가?

그뤤은 키에르케고르가 설명하고 있는 불안이 주체성의 자기나타남의 현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한다. 키에르케고르에 따르면, 우리는 불안 속에서 모

종의 방식으로 자신과 관계 맺고 있는 자기 자신을 마주하게 된다. 불안 속에서

우리는 우리가 관계하고 있는 세계로부터 떨어져 나와, 자기 자신이 더욱 "선명

하게(standing out)" 드러나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이다(Grøn, 2010: 86). 이처럼

불안 속에서 우리가 자기 자신과 관계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다고 할

때, 우리가 관계 맺고 있는 것은 어떤 실체화된 대상이 아니라, 우리에게 부과

된 가능성, 우리가 존재를 개시할 수 있다는 자유의 가능성이다. 그뤤은 불안

속에서 나타나는 우리 자신이 이미 자유의 가능성과 관계하고 있는 사실이 바

로 주체성의 자기 나타남의 현상을 설명해준다고 말한다. “주체성은 자기 자신

에게 ‘어느덧’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자아로서 우리 자신에게 나타나기 위한

선행 작업을 할 수 없다. 오히려 주체성은 불안 속에서 나타나며”, 자신의 존재

를 스스로 입증한다는 것이다(Grøn, 2010: 86). 따라서 현상학적으로 고찰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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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성은 세계와 함께 주어진 것으로서, 우리가 세계로부터 만들어가는 것도 아니

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성취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Grøn, 2010: 87). 즉, 우리가

스스로 자신과 관계 맺으려는 노력을 의도적으로 한 결과로서 자기 자신과 주

체적으로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 아니라, 불안 속에서 우리는 이미 자기 자신과

관계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남으로써 주체적인 자기 관계가 스스로를 나타낸다

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불안 가운데 스스로를 나타내는 것으로 주체성을 이해하는 것은 자

기 자신을 구체적으로 의식하는 것과 관련하여 무엇을 시사하고 있는가? 그뤤

은 주체성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우리 자신으로부터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

가?”라고 질문하는 것 속에 내재되어 있다고 말한다(Grøn, 2010: 87). 이는 주체

성이 특정한 상황과 조건 속에서 조성되는 특성이 아니라, 불안 속에서 이미 우

리가 자기 자신과 관계 맺고 있음이 나타난다고 했을 때, 이러한 자기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따라 발현 여부가 결정되는 특성이라는 것이다.

인간의 주체성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이 불안 가운데 이미 자신에게 주어진 것으로 나타났을 때, 자기 자신을 삶

을 이끌어가야만 하는 유일무이한 책임을 부여받은 실존적 주체로 받아들여야

만 성립되기 때문이다. 키에르케고르가 불안을 통해 강조하고자 하는 “결정적인

순간은, 누군가가 결단을 내리는 순간이 아니라, 누군가가 자신이 모든 결정을

내려야 하고, 그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의 무게를 짊어져야 하는 자아임

을 깨닫는 순간”이다. 즉 “주체성은 스스로를 진정한 주체성으로 받아들일 때,

주체성으로서 나타난다”(Grøn, 2010: 87). 이를 고려할 때, 구체적으로 자기 자

신을 의식하는 것은 모종의 인식적 전환을 수반한다고 볼 수 있다(Grøn, 2010:

87). 인간은 자신의 삶을 자신이 진정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때에

만, 이미 자신의 것으로 주어진 삶을 주체적으로 이끌어나갈 수 있다. 자신이

주체로서의 자아임을 진정으로 깨닫는 인식적 전환이 삶을 전면적으로 변화시

키는데, 나 자신을 자아로서 경험하는 것은 나의 삶을 내가 어떻게 꾸려나갈 것

인지에 대한 진지한 질문을 요청함으로써 이전과 다른 새로운 삶의 태도를 형

성하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키에르케고르는 이러한 순간으로부터 한 사람의 진

정한 역사가 개시된다고 말한다(Grøn, 2010: 87). 이상의 논의들을 종합해볼 때,

자신을 구체적으로 의식한다는 것은 정신으로서 자기 자신과 관계하는 자아가

비록 자기 자신과 이미 관계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지만, 자신

이 삶의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이끌어가고, 책임져야 하는 주체로 자신을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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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주체적 자아로서 자신을 진

지하게 받아들이는 태도가 곧 구체적 자의식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키에르케고르가 제시하고 있는 구체적 자의식은 자기 자신과 거리

를 두고,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규명해보려는 시도가 주체적으로 자신

과 관계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점을 시사한다. 다음의 인용문에서 키에르케고르

는 근대적 자기의식을 비판하며, 이러한 근대적 자기의식과 대조적으로, 자기를

구체적으로 의식하는 것을 내면성을 동반하는 행위로 묘사한다.

이러한[구체적] 자기의식은 관조가 아니다. 이것을 관조라고 생각하고 있는 자는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있지 못한 자다. 그런 사람은 모름지기 자기라는 것은 동시에

생성 속에 휩쓸려 들어가 있는 것이고, 따라서 그것은 관조의 일정한 대상이 결코

될 수 없다는 사실을 통찰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자기의식은 행위인 것이

다. 그리고 이 행위는 다시 내면성이다(CA: 286-287).

위 인용문에서 “관조”는 자기 자신과 거리를 두고 이를 대상으로 삼아 관찰

하는 시선을 의미한다. 즉, 키에르케고르는 자기 자신을 인식의 토대를 세우는

대상으로 관조하는 데카르트적인 근대적 자아를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근대적

자아의식과 대조적으로, 구체적 자기의식은 “자기라는 것을 동시에 생성 속에

휩쓸려 들어가 있는 것”으로 이해하며, 자신이 결코 “관조의 일정한 대상”이 될

수 없음을 깨닫고 있는 자의식을 의미한다. 구체적 자의식은 자기 자신이 관찰

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스스로의 형성 주체임을 의식하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다. 의도적인 의식의 집중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자기 관계를 맺

는 태도가 될 수 없는 관조적 시선과 달리, 구체적 자의식은 주체로서의 자기

자신에 대한 책임의식을 늘 전제한다는 점에서 자기 자신과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는 태도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인용문에서 내면성을 동반하는 행위로 표현

되고 있다. 그런데, 자신을 지속적으로 의식하는 태도가 스스로를 의도적 반성

의 대상으로 간주하는 관조도 아니고, 또한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순

수한 자기의식도 아니라면, 이러한 자기의식성은 어떻게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걸까?

종교철학자 웨스트팔(Merold Westphal)은 자기문제에 대해 고민하는 우리의

상황을 통해 키에르케고르가 말하는 구체적 자의식이 어떻게 우리의 일상의 차

원에서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를 보여준다.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주제

에 대해 생각한다고 할 때, 의식은 주제를 대상화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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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키에르케고르는 이렇듯 우리 의식의 주제로 부상한 문제들이 오랫동안 스포

트라이트를 받지 못하고, 얼마 못가 바로 의식의 저편으로 사라진다는 점을 지

적한다(Westphal, 1996: 109).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하는 자신에 대한 문제들은

일 년에 한번, 날짜를 지정하여 한꺼번에, 한 번에 처리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님

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위적인 의식적 조명은 한 대상에 대해서만 올곧이 집

중할 수 없다는 한계를 지닌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우리 자신의

문제에 대해 의식적으로 조명하지 않고, 그것들을 일상의 모든 순간에 스며들게

할 수 있을까? 나의 내면을 동요하게 만드는 자아의 문제들을 삶의 모든 순간

속으로 용해시킨다는 것은, 내가 현재적으로 무엇에 대해 생각하고 있던지 간에

그 문제들을 삶의 모든 순간에 ‘나’라는 의식 속에 스며들게 한다는 의미로 확

장될 수 있다(CUP : 175). 그러므로 이때 나의 모든 생각과 항상 동행하는 자

의식은 의도적인 스포트라이트가 필요한, 일종의 주제화된 의식성이 될 수 없

다. 웨스트팔은 이러한 의식의 특징이 사르트르가 말한 ‘전반성적인 인식

(prereflective cognito)’에 가깝다고 설명한다(westphal, 1996: 110). 사실 우리의

의식 활동 대부분은 대상화된 나 자신이 아니라, 의식의 밖으로 뻗어있는 세계

를 향해 있기 때문에, 의식의 대상은 의식 그 자체가 아니다. 사르트르는, 흔히

‘~에 대한 의식’이라 불리는 지향적 의식 활동은 ‘단언적(thetic)’ ‘위치적

(positional)’인 특성을 지니며 모든 의식의 활동이 여기 포함되지만, 자신을 일

상적으로 의식하는 것은 자신에 대한 “비반성적(non-reflective)”, “비위치적

(non-positional)” 특성을 가진다고 말한다(Sartre, 1992). 이때 우리가 자아에 대

해 가지고 있는 의식은 의도적으로 대상을 향해 조준된 인위적 집중을 지시하

는 것이 아니라, 지향성을 가지는 모든 의식에 동반되는 배경적 의식

(awareness)에 가깝다. 하지만 이러한 배경적 의식은 모든 나의 인식에 선험적

으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삶의 주체로 받아들이는 인식적 전환이

이루어진 후 동반되는 의식적 상태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주체적으로 자기가

자기 자신과 관계 맺는다는 것은 나를 포함하여, 내가 진지하게 문제 삼고 있는

모든 주제들을 관찰자의 입장에서 대상화하고 이를 이따금씩 반성하는 하는 것

이 아니라, 나를 가장 주체로서 심각하고 진지하게 만드는 문제들이 자(自)와

타(他)를, 주체와 객체를 구분하는 선을 넘어 “내 의식의 깊은 성 속에 깊숙이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Westphal, 1996: 110).

삶의 주체로서 자기 자신을 의식한다는 것은 나와 관련된 문제들이 내가 의

도적으로 그것을 반성하건, 그렇지 않건 간에 내 일상적 생활에 항구적인 부분



- 70 -

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다(Westphal, 1996: 110). 예를 들어, 죽음이라는 주제를

놓고 객관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나 자신으로부터 멀어져 그 문제에 관한한

관찰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죽음에 대해 생각해보기 위해 나는 사전과, 인

터넷 검색, 학술서적을 통해 죽음에 대한 여러 가지 관점과 설명을 찾아보고,

심지어는 의학적으로 죽음의 상태가 무엇인지 살펴보기 위해 직접 병원에 가서

임종을 앞둔 사람들을 관찰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는 죽음의

문제를 놓고 나 자신과 지속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태도가 아니라, 산발적이고,

우연적으로 관계성을 형성하는 태도라고 할 수 있다. 키에르케고르에게 이것은

아직 자기 자신을 주체로 간주하는 태도가 아니다. 주체적으로 죽음의 문제를

의식한다는 것은, 나의 죽음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를 진지하게 의식하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이러한 의식성은 나의 죽음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할 시간

을 따로 가지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주체-객체의 이분법적 도식을 넘

어서, 죽음의 문제가 삶의 주체로서 나와 진지하게 결부되어 있다는 의식을 일

상 속에 안고 사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자기 자신과 깊은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주

관적 의식을 넘어서서 그 어떤 것에도 의미를 부여할 수 없다는 유아론적 회의

주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다른 여타의 관계와 구별되는 독특

한 관계 구조를 자기 자신과 형성한다는 점에 방점이 있다(Westphal, 1996:

138). 여기서 내가 나 자신과 관계하는 방식이 그 외에 다른 것과 관계하는 방

식과 완전히 다르다는 점은 인식의 확실성이라는 척도에서 자기관계가 우위를

차지한다는 사실로 뒷받침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현실성(actuality)과 가능성

의 문제라는 사실로 뒷받침된다. 키에르케고르에 따르면, 우리가 무언가를 대상

으로 놓고 사유할 수 있는 것은 추상화의 매개가 있기 때문인데, 이때 추상화는

우리의 모든 사유와 앎이 현실성(actuality)을 가능성으로 전환시키는 역할을 한

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식과 사유를 생산하는 것은, 추상화와 가능성의 세계에

우리를 안착하게 시키는 것과 같다(Westphal, 1996: 137). 즉, 현실에 대한 모든

지식과 사유는 일종의 가능성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키에르케고르는 우리에

게는 “가능성으로서의 지식보다” 자기 자신으로서 매일을 살아내야 한다는 현

실성(actuality)이 더욱 긴요하고도 중요한 문제라고 말한다. 지식의 생산 과정

속에서 추상화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알기 위해 자기 자

신에 대해 무관심해지는 것”이지만, 윤리적인 것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자

기 “자신이 존재하는 것(existing)에 대해 무한히 관심을 가지는 것”이다(C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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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 즉, 우리는 삶의 실질적인 주체로서 가능성을 계속해서 현실화해야 하는

윤리적 과제를 안고 있다는 점에서, 자기 자신과 깊고 내밀한 관계 구조를 형성

할 수 있는 것이다.

2) 통시적 자기인식

구체적 자아의식이 이처럼 나의 일상적 순간에 깊숙이 개입되는 자아의식이

라고 한다면, 현재라는 순간 속에서 키에르케고르가 말한 시간와 영원의 종합을

통해 정립되는 통시적 자아 인식이 어떻게 가능할지에 대한 추가적인 질문이

생겨난다. 이 질문에 대해 키에르케고르 연구자 스트록스(Strokes)는 우리가 가

진 기억력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키에르케고르가 제시한 자신에 대한 자신에 대

한 책임감 있는 자의식으로서의 동시성이 작동할 때, 현재에 머무는 통시적

(diachronic) 자아를 형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는 통시적 자아 형성

이 불가능하며, 오직 우리는 매순간 단편적으로 주어지는 단발적(episodic) 경험

을 통해 자기 자신을 의식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의 스토로슨(Gallen Strawson)

의 입장을 논박해가며 자신의 입장을 전개시키는데, 스토로슨에 따르면, 우리의

모든 의식적 경험은 모종의 자아 인식을 동반하지만, 우리는 시간 속에서 제한

된 자아의 확장만을 경험할 수 있으며, 상당기간 지속되는 상태로 자아를 인식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아에 대한 단발적 경험만이 가능할 뿐, 통시적

경험이 불가능하다. 이러한 스토로슨의 입장에 대해 스트록스는 키에르케고르의

동시성(contemporaneity) 개념을 통해 기억력의 제약을 초월하여 통시적인 자기

의식성이 가능하다고 설명한다(Strokes, 2015: 104). 여기서 동시성이란, 아무리

과거의 기억들을 생생히, 그리고 세밀한 면면까지 기억해보려고 해도, 그때의

직접적 경험에서만 느낄 수 있었던 그 무엇, 즉 내가 그곳에 있었던 경험 이후

로 재형성할 수 없는 경험의 현상적 속성을 의미한다. 키에르케고르는 이러한

동시성의 재현을 통해 반성적인 상상력에 의해 매개된 과거에 대한 이해를 온

전히 현재에 정박시키는 것이 비로소 가능하게 된다고 설명한다. 그렇다면 어떻

게 과거 당시에 느꼈던 경험의 현상적 속성이 현재 속에 뚜렷이 나타날 수 있

을까?

스트록스에 따르면 동시성을 통해 현재에도 존속되고 있는 과거에 대한 이해

는 지각적 풍성함을 지니는데, 이러한 지각적 풍성함은 과거의 경험과 일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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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적 정확성, 혹은 과거 경험이 본래 경험되었던 방식을 정확히 재현하는 것

이나, 세밀한 이미지들의 일치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니다. 과거의 경험에서만

느낄 수 있었던 현상적인 질성이 현재 속에서 공존하는 것이 가능한 이유는, 과

거의 상황을 세부적으로 똑같이 재현해낼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과거의 기억

가운데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의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정체성을 경험한다는

것은 특정한 상태의 숙고(contemplation)를 요청하는데, 과거의 자신에 대한 정

체성의 질성을 현재에 공유함으로써 통시적 자아 경험에 이르게 만드는 숙고는

과거 속에 내가 존재했었음을 당시의 상황을 재구성함으로써 상기하는 방식으

로 경험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즉, 기억들 속에 흩어져

있던 자신에 대한 경험을 “맞아. 저 당시 저러한 상황 속에 있었던 것은 나였

어”라는 식으로 과도한 집중이나 반성을 통해 자신을 상기하거나, 현재에 의해

일방적으로 채색된 과거의 자신을 경험하는 것은 동시성을 가능케 하는 숙고가

아니다. 키에르케고르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자의식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의

도적으로, 상황 특수적으로 반성하는 의식의 종류가 아니라고 보았다. 현재의

의식적 집중을 통해 일방적으로 규정되거나, 혹은 과도하게 자신을 주제화함으

로써 인위적으로 재현된 과거는 단지 인간 존재로서 자기 자신이 과거에도 존

재하고 있었다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에 대한 인식을 보충하는 행위에 불과하

다고 볼 수 있다.

물론 과거의 정체성에 대한 경험은 과거라는 상상적 경험 위에 건립된 모종

의 자기 성찰의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스트록스는 이때의 경험이 ‘나를 향함

(for-you-ness)’이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을 때, 기억을 정확하게 복구하려는 노

력을 통해 자기 자신을 주제화하지 않아도 과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질성이

현재 경험되고 있는 나와 통합을 이룰 수 있다고 말한다(Strokes, 2015: 104).

이때 경험의 ‘나를 향하는’ 이라는 속성은 경험을 자기화 시키는 원초적인 자기

의식성보다 훨씬 짙은 질성을 가진다. 우리의 모든 의식적 경험들에는 경험을

자기화할 수 있도록 암묵적으로 주체를 지향하는 경험이 있는데, 이렇듯 자기

자신을 암묵적으로 지향하는 경험은 정체성에 대한 지각이나, 기억된 과거의 자

신에 대한 책임감을 포함하지 않을 수 있는 모든 의식적 경험들을 포괄하고 있

다. 만일 기억이 단지 과거의 의식적 주체를 지향하는 경험으로만 간주된다면,

의식의 가장 적나라한 사실로서 회상되는 자아에는 어떠한 규범적인 의미도 내

포되어 있지 않게 된다. 그러나 스트록스는 이렇게 회상된 자아와 대조적으로,

키에르케고르가 의미한 동시성은 훨씬 풍성한 질성을 가진다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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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kes, 2015: 104). 키에르케고르가 의미한 동시성은 기억된 과거의 자신과

미래로 투사된 자신, 그리고 현재의 자신 사이에서 규범적으로 무거운 자기 확

인 과정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므로 동시성을 통한 자아에 대한 경험은 그 심층

까지 완전히 윤리적으로 정당화 되어야한다는 것이다. 만일 우리가 기억된 과거

와 결부된 정체성을 반성적이거나 인식적인 이해에만 기반하여 떠올린다면, 이

경우에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한 윤리적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정

체성에 대한 경험 그 자체는 자기 자신에 대한 윤리적 책임감의 경험에 가깝다

고 할 수 있다. 나에게 ‘주체(agent)’라는 의무를 부과하며, 주체로서 강력히 나

자신을 요청하는 구체적 자의식으로 자신을 경험하는 한, 시간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것들은, 그것이 설혹 나에게 시간적으로 원거리에 있다하더라도, 나는 그

것들과 ‘동시적’이 될 수 있다(Strokes, 2015: 104). 자아에 대한 이러한 통시적

경험은 비반성적이고, 내면적 경험이기 때문에 통시적 자아의식에서 강력히 요

청되는 것은 과거를 정확히 출력해내는 인식적 정확성이 아니라, 주체로서의 나

자신 그 자체이다(Strokes, 2015: 105). 동시성을 통해서 기억된 것이나 상상적

으로 구성된 것들은 우리에게 책임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우리 삶 '가운데' 투

사된다. 이러한 책임감은 우리로 하여금 마치 우리 앞에 당장 대응을 요구하는

사건이 있는 것처럼 무언가를 우리에게 계속 요구하는 것으로 경험된다.

스트록스는 키에르케고르의 동시성 개념이 우리가 과거를 기억해내는 행위가

이렇듯 즉각적으로 무언가를 요청하게 하는 주체로서의 윤리적 책임감을 통해

이루어져야 함을 암시하고 있다고 설명한다(Strokes, 2015: 105). 우리는 우리가

기억하는 것들을 도덕적 주체로서 자기 구성의 가치(virtue of my constitution)

에 따라 내가 직접적으로, 개인적으로 책임져야하는 것으로 경험함으로써 현재

안에서 자신을 자아로 온전히 체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스트로슨의 주장처럼

우리의 기억 속 정보 중에서 현재 존재하고 있는 양태 그대로의 '나'를 지시하

는 ‘나’는 없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기억

들을 그것이 우리에게 책임감을 일관적으로 부여하여 현재의 나에게 마저 의무

감을 지우게 하는 정도만큼 마치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는 것처럼 경험할 수도

있다. 현재적으로 경험할 수 없는 시간적 경험이 자신의 과거, 현재, 앞으로 있

을 미래에 대한 윤리적 책임감을 동반하는 한, 과거와 미래에 대한 동시성의 경

험이 항상 상상적으로 선명하거나, 효과적으로 풍성한 내용을 항상 담고 있을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스트록스는 우리가 주체로서 내면적으로 자신에

대해 책임감을 느껴야 할 책임이 있지만, 우리가 이렇듯 현상적으로 깊은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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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자신에게 책임감을 느끼는 것을 의지적 결단에 의해 단번에 '선택‘하는 것

은 아니라고 말한다(Strokes, 2015: 104-106). 자기 자신의 과거를 현재 안에서

동시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통시적 자아의식은, 구체적 자의식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미 자기 자신과 관계 맺고 있는 윤리적 책임감을 가지는 주체라는 사

실을 진지하게 수용하는 인식적 전환이 있을 때에만, 가능해진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의 논의들을 통해 우리는 자아가 가진 자기 관계적 속성을 강조함으로써

자아를 주체적으로 의식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 이렇듯 자기 자신

과 주체로서 관계를 맺는 자아는 자기 자신을 인식의 대상으로서 객체로 전락

시키는 근대적 자아관과, 윤리적 책임을 동반하지 않는 낭만주의적 자아 형성과

대비를 이룬다. 키에르케고르는 흔히 ‘홀로 존재하는 개체로서의’ 자아라는 근대

적 신화를 창설한 인물로 오해되곤 하는데(Podmore, 2011: 10), 그는 자기 관계

의 구조를 가진 자아를 통해 자기의식의 명증성 위에 정초되어지는 “근대적 자

아관을 오히려 해체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논의를 전개해나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Ferguson, 1990: 209). 키에르케고르의 자아는 주관의 확실성과 명료성에

입각하여 토대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삶의 유일한 주체로 수용하

며 부단히 자기 자신과 관계한다는 점에서 실존적으로 존립할 수 있다. 이렇듯

키에르케고르는 자기 자신과 관계하는 자아 개념을 통해 주체와 객체를 구분하

는 관조적 자아를 강조하는 근대적 자아의 독단성과 동시에, 자의식의 무한한

확장을 토대로 자신 자신과 실험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낭만주의적 자아의 무책

임성을 비판하고 있다.

4. 윤리적 과제로서의 자아 

자기 자신과 관계 맺는 관계로서의 자아는 자기 자신이 자신의 삶을 살아가

는 유일한 주체라는 무거운 사실을 의식하면서도, 의도적인 반성을 통해서가 아

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매우 구체적이고도 비반성적 실존 의식을 통해 일상 속

에서 이질적 계기들을 매개하는 정신(spirit)의 실제적인 활동 양상으로 표현되

고 있다. 즉, 정신으로서의 자아는 늘 일상의 차원에서 자기 자신과 관계 맺고

있는 활동 중에 있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기 때문에, 이때의 자아는 우리가 자기

자신으로 태어난 이상 이미 주어진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종합을 이

루는 세부적인 이질적 계기들을 살펴봄으로써 확인할 수 있었던 것처럼, 키에르

케고르는 자아를 이미 주어진 것에 그치지 않고, 삶 전반에 걸친 장기적 안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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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종합을 수행함으로써 힘써 성취해나가야 할 과제로 상정하고 있다. “종합으

로서 완성되지 못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이 될 수 없음을 의미”하므로(SUD:

168), 장기적 안목에서 자기 형성을 위한 지속적인 종합의 수행은 곧 진정한 자

기 자신이 되는 과정이며, 윤리적인 과제가 된다. 키에르케고르는 자아가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을 ‘되어감(becoming)’의 활동이라고 묘사하며, 이를 실존하기 위

해 지속적으로 수행해야만 하는 우리 삶의 목적으로 규정한다(CUP: 129). 자아

가 되는 과제를 수행하느냐 하지 못하느냐의 문제는, 키에르케고르에게 있어서

결과적으로 “존재할 것이냐, 존재하지 않을 것이냐”의 문제와 동일하게 간주되

고 있다(Bernier, 2015: 33). 이것이 윤리적인 과제가 되는 이유는 객관적이고 이

성과 같이 주관의 외부에 있는 권위에 토대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닌, 자기 스스

로 입법을 요청한다는 점에서 자율성을 가지면서도, 불안과 절망이라는 현상을

불러일으킴으로서 실존적 존립 그 자체와 결부된 당위성을 요청하기 때문이다.

윤리적인 과제로서 제시되고 있는 자기 형성의 한 축인 자기 입법성은 키에

르케고르가 시간과 영원의 종합을 통해 삶 전반에 걸친 일관적이고도 통시적인

자기 형성을 강조한 바를 참조해볼 때 더욱 분명해진다. 키에르케고르에 따르

면, 종합은 매 순간 일시적이고 즉각적인 단발성의 형태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 생애에 걸쳐 구체적인 실체가 있는 자아가 되기 위해 일관성과 통합

성을 견지하는 형태로 계속해서 이어져야 한다. 종합을 이루는 이질적 계기들을

매개함으로써 정립을 수행하는 정신(spirit)이 있다 하더라도, 삶을 관통하는 균

형적이고도 일관적인 종합은 단순히 이질적 계기 모두와 관계하는 역동적인 힘

뿐만 아니라, 힘을 구동시키는 원리나 방향성이 있어야만 이질적 계기들 간의

화해가 정당한 권위에 의해 성사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종합의 과제는 정

신으로서의 자아가 갖추고 있는 주체성을 보존하면서도, 일관성과 정합성을 견

지하며 종합에 방향성을 부여하는 원리를 동시에 가지고 있어야 한다. 다시 말

해, 종합을 정립해나가는 정신으로서의 자아는 주체적인 비반성적 의식을 통해

자기 자신을 자아로서 구체적으로 의식할 뿐만 아니라, 삶이라는 긴 여정 속에

서 지속적으로 종합을 일관성 있게 추구해나가기 위해서 종합을 수행해나가는

구체적인 원리와 법칙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객관적 이성과 같은 일반

적 법칙의 지배를 받는 기준은 주관의 외부에서 주어진 것으로서 개체 스스로

의 의지와 판단 기초해야 하는 자율성의 원리를 위배하므로, 자율적이면서도 시

간 통합적인 자아의 형성을 위해서는 자기입법을 가능하게 하는 실천 이성

(practical rationality)이 요청된다. 윤리적 과제로서의 자아가 규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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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mativity)을 지향하는 실천 이성의 성격을 지니는 한, 자아는 자신을 주체로

서 무엇이든 선택할 수 있는 자유에 의거하여 시시각각 다양한 방식으로 종합

을 수행해 나가며 단지 주체적 직관에만 의존하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다. 자아

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 종합을 정립하는 원리를 스스로 제정하고, 이를 통해 종

합을 일관적으로 수행해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가진 반성 능력은 자아를 인격적으로 구성해 가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이러한 자기 입법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도덕 철학자 코스가드

(Christine Korsgaard)는 반성적 능력 속에 자기 입법성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

는지에 대한 유용한 설명을 제공하고 있다. 코스가드에 따르면, 우리는 일상적

으로 단순히 지각과 욕망에 따라 행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닌 지각과 욕

망에 ‘대해’ 생각할 수 있으며, 매 순간의 지각과 욕망을 반성적으로 평가하여

과연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에 대해 결정을 내린다

(Korsgaard, 1996: 93). 여기서 반성 활동은 반드시 사색과 같이 의식적 대상에

대한 심도 있고 주제화된 생각일 필요는 없으며, 우리 자신이 하고 있는 모든

정신적 활동 속에 매몰되어 있지 않고, 그곳으로부터 빠져나와 그러한 정신적

활동 자체를 은연중에 의식할 수 있는 능력이라 말할 수 있다. 이를테면, 우리

는 특정 음식을 먹고 싶다는 욕구를 가지고 음식을 욕망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

라, 그러한 욕구를 가지고 있는 자신을 의식을 집중하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대

면할 수 있다. 이렇듯 우리 자신의 정신적 활동에 대해 주의를 기울일 수 있는

반성 활동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지각과 욕망으로부터 거리를 둘 수 있게 된다.

물론 우리가 모든 상황에서 언제나 지각과 욕망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마치 온도계처럼 외부의 자극에 대해 특정한 눈금을

가리켜 보이는 기계적 방식으로 작동하는 것은 아니다 않는다. 이는 우리의 반

성 능력을 방증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코스가드는 인간이 지각과 욕망에

즉각적으로 휩쓸리는 것을 거부하고 반성적 규범에 따라 자신을 통제한다고 설

명한다(Korsgaard, 1996: 93). 무작위적으로 나에게 현상된 지각과 욕망은 반성

의 과정을 통과할 때에야 비로소 정당한 이유를 지닌 것으로 승인을 받음으로

써,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 즉, 우리가 스스로에 대해 반성할 수 있다는 것은

반성을 주관하는 최종권한자로서 일차적으로 현상된 정신적 활동에 이유를 붙

임으로써 승인의 과정을 거치게 하는 모종의 법칙을 우리 자신에게 부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어떠한 지각과 욕망에 따를 것인지에 대해 숙고하는

과정은, 그 지각과 욕망보다 상위에 놓인 선택의 기준을 상정할 수밖에 없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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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다.

코스가드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이러한 반성적 규범이 우리가

자신에게 부여하는 자아 정체성으로부터 기인하며, 이것이 자기입법의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고 말한다(Korsgaard, 1996: 120). 우리는 자신에게 불현듯 현상

되는 충동들을 모종의 원리에 따라 검열하는데, 그 때의 반성 기준이 우리가 스

스로를 규정하는 방식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이다. 가령, 성별, 국가, 가족, 등등

과 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들이 반성의 기준을 형성한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인간은 환경적으로 주어진 조건들로만 자기 자신을 규정하는 것을 넘어, 스스로

를 어떠한 특성과 정체성을 가진 존재로서 인식하고, 규정하기 때문에, 자아 정

체성은 환경적 조건뿐만 아니라, 이를 초월하는 자율적 의미 부여에 모두 영향

을 받아 형성된다. 이렇듯 여러 가지 방식으로 형성된 자아 정체성은 일차적 욕

구나 의지를 결정할 수 있게 만드는 이유를 구성한다고 볼 수 있다. 동일한 원

리에 의해,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규정하는 방식 역시 더 높은 기준에 의한 반성

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나는 내가 나를 규정하는 방식이 정말 적합

한지에 대해 질문을 제기할 수 있다. 나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방식에 대해 검토

해보는 것 마저 반성적 기준의 적용을 받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나의 일차

적인 욕구를 결정하는 하는 기준은 내가 자유롭게 인식하고 규정하고 있는 자

아 인식으로부터 기인하며, 이러한 자아에 대한 인식마저 스스로 검토하고 반성

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미루어볼 때, 우리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결정해

나가고 그에 따라 규범을 제정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자아 정체성을 통해 규범성을 부여하고, 이를 지속적으

로 실천해 나가는가? 코스가드는 우리가 자신의 실천적 정체성에 순응해야 하

는 이유를 제시하는 궁극적인 원천은, 반성적 규범을 형성하는 여타의 이유들처

럼 우리의 실천적 정체성으로부터 부분적으로 파생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코스가드에 따르면, 우리가 자신의 정체성에 규범적으로 순응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인간이라는 것 그 자체로부터 출발한다. 즉, 자기 자신을 행동과 삶에

이유를 제시하며 살아가는 반성적 동물인 인간으로서 인식하는 가장 근원적인

정체성으로부터 우리가 특정한 정체성에 순응해야 하는 이유, 즉 자기입법성이

성립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을 인간이라는 존재로서 가치를 부여할

수 있을 때, 즉 자신의 인간됨을 실천적이고 규범적인 형태의 정체성을 가지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을 때에만 자기 자신이 형성하고 있는 실천적

자아 정체성에 복종해야 할 타당한 이유가 생겨나게 된다(Korsgaard,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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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결론적으로 코스가드에게 자기입법성을 가능하게 만드는 최종적인 원천

은, 인간으로서 우리가 행동을 실행해야할 이유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모든 것들

을 나름대로 관할하고 통제할 수 있는 자율성을 가진다는 사실이다.

이처럼 코스가드는 인간의 반성능력을 통해 자기입법성을 도출하면서 그러한

자기 입법성에 내재해있는 형식적 절차를 강조하고 있다(Rudd, 2012: 112). 인

간은 행동해야 하며, 행동하기 위해, 또한 살아가기 위해 이유가 필요하다. 그러

므로 모든 인간은 행동하고 살아가야 할 이유를 구성하기 위해 자기 자신을 구

체적인 정체성을 가진 개별자, 자아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Korsgaard, 2009:

23-4). 즉, 코스가드에게 우리가 정체성을 선택하고 형성해야만 하는 중요한 이

유는, 우리가 선택하는 특정한 정체성의 내용 때문이 아니라, 정체성을 선택적

으로 형성해가는 그 자체이다. 따라서 자기입법성은 우리가 실천적 이성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인간으로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요구되는 형식이라고 볼 수 있

는 것이다. 칸트식의 표현에 따르면, 인간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율적 의지

를 가장 효과적으로 향유하기 위해서는 이성이 가지고 있는 효율성과 인간이

주체로서 누리는 자율성이 함께 상호적으로 작동해야 하는데, 코스가드는 이러

한 칸트적 형식에 기대어 자기입법적인 성격을 띠는 실천적 정체성 형성의 근

거를 마련하고 있다(Korsgaard, 2009: 82). 여기서 자기가 규정하고 있는 자아

정체성에 순응해야 한다는 명령은 행동에 이유를 붙이는 형식적 절차를 제공함

으로써 우리가 자신을 ‘이성적’으로 규제하는 원리가 된다.

그러나 키에르케고르는 통합적인 자아 형성이 단지 형식적 절차를 도입하여

정합성을 갖출 수 있도록 종합을 수행하는 것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보았다.

우리의 삶이 정합성을 지니는 형식을 온전히 갖추는 것이 불가능할뿐더러, 그는

진정한 자아가 되는 과제를 윤리적인 확신과 내면성이 동반되는 과제로 이해하

고 있기 때문이다. 그린(Ronald. M. Green)은 키에르케고르의 자아 개념이 칸트

의 실천이성에 의한 도덕법칙과도 같은 당위성을 가지지만, 칸트가 규범성을 '

결과적으로' 지키는 것보다는, 그것에 대해 책임을 다하는 것을 윤리적 행위로

보았던 것처럼 윤리적 책임감을 가지고 의지를 발휘하는 것이 윤리적 과제를

실천하는 실질적인 행동으로 간주한다(Green, 1985: 66). 즉, 키에르케고르에게

지속적으로 종합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며, 자기입법을 통해 통합적 자아가 되기

위해 힘쓰는 것은 윤리적인 실천으로 이해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윤리

적 실천이 내면성과 확신을 동반해야 한다는 것은, 자기입법성이 무조건적인 명

령으로서 자기 자신에게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설득력 있고, 열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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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수용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함축하고 있다. 이는 곧 코스가드가 인간존재가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다고 주장한 형식적인 규범성만으로는 우리가 자아를 형

성해가는 과제를 온전히 포괄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자아 정체성

에 토대를 둔 규범을 통해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특정한 이유를 반성적으

로 제시한다고 할 때, 그 이유는 단지 이유를 제시할 수 있는 형식 자체를 갖추

고 있다는 점으로만 주체에게 온당한 설득력을 갖춘 것으로 내면화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해석에 터할 때, 단지 자신이 실천적이고 규범적인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는 인간임을 자각하는 것을 넘어, 우리가 자신을 규정하는 방식을

더욱 근본적인 가치를 지향하는 상위의 기준에 기초하여 검토하지 않는다면, 우

리가 스스로를 이성적인 주체로 간주할 수 있을만한 근거는 없다고 볼 수 있다.

러드(Rudd)는 자아를 과제로 인식하며 부과하고 있는 자기입법성이 형식적

절차에 치중하는 한, 결국 그러한 자아 역시 좀 더 체계적인 형태의 임의성에

정초될 뿐이라고 지적한다. 즉, 자기입법성이 형식적 절차에만 치중할 때, 자기

자신이 되는 과제는 존엄성을 갖춘 인간으로서의 진정한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

한 채, 단지 체계성과 규칙성을 갖추거나, 복잡한 형태를 띠는 방랑하는 유동체

(wanton)에 머무는 것에 다름 아니게 된다는 것이다(Rudd, 2012: 113). 러드는

이를 “무한한 부정성(infinite negativity)을 내포하고 있는 인간의 초월적이고도

자율적인 힘의 공허하고도 무의미한 축도(celebration)” 라고 단적으로 표현하고

있다(Rudd, 2012: 116). 이러한 형식적 절차는 결과적으로 자의적인 선택에 따

라 전적으로 자신을 선택해나갈 수 있다고 믿는 낭만주의적 자아의 독단적 형

식성과 만나게 될 수도 있다(Rudd, 2012: 114). 그러므로 러드는 우리가 자신의

정신 활동을 반성하며 거리를 두는 능력, 혹은 우리가 의지한 대로 이유를 구성

하여 자신을 통제해 나가는 능력 자체만을 향유하는 것은 자신의 반성적 능력

그 자체를 위한 자기 초월적 경험으로서, 실존적으로 무의미하며 종국에는 공허

주의, 허무주의로 귀결될 수 있다고 말한다. 반성의 척도가 되는 실질적인 규칙

자체가 더 좋거나 나쁘다는 기준에 의거하여 적절히 평가되지 않는다면, 자아는

여전히, 궁극적으로는 자기 자신에 대한 관찰자, 관중으로서 머물게 되어 자율

성을 갖춘 주체라고 볼 수 없다(Rudd, 2012: 113). 왜냐하면 나는 어떠한 규칙

성들이 나에게 우연적으로 강하게 작용하는 상태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여 그것

으로 나 자신을 형성하며, 특정한 규칙성을 채택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종합

을 수행해나가는 데에 있어서 자신을 규정하는 방식으로부터 파생하는 규범이

실질적으로 종합을 정립시키는 원리로 작용한다고 할 때, 그러한 규범은 더 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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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더 나쁘다는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명확한 기준에 근거해야만, 임의성에서

실질적으로 벗어나 진정한 의미에서 실천 이성적 판단 아래 자아를 형성할 수

있다. 단지 무언가를 선택함으로써 자율적 능력을 향유하는 것은 무언가를 진정

으로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과 구별된다. 이는 곧 자아를 ‘이성적으로’ 형성하는

데 있어서 스스로가 임의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기준과 독립적으로, 단독으로 존

재한다고 여겨지는 가치기준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Rudd, 2012: 110).

러드의 이러한 주장은 종합을 매개하는 정신으로서의 자아가 자기 자신과 관

계를 맺으면서도 자기 자신의 외부에 위치한 제3자를 지향해야만 종합이 온전

히 정립될 수 있다고 역설하는 키에르케고르의 관점과 일치한다. 키에르케고르

는 절대자인 신을 자아의 외부에 위치한 기준으로 상정하는데, 우리는 신이라는

선을 지향하면서 신앙을 가지고, 신이 원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 위해 노력해

야 한다. 러드는 키에르케고르의 신을 선에 대한 지향성으로 치환할 때, 선에

대한 지향을 통해 자아가 되는 과제를 수행하는 행위가 자아의 목적론으로 이

어진다고 설명한다(Rudd, 2012: 43). 우리가 열정적으로 헌신할 수 있을 만큼의

이성적인 선택이 반성 행위와 자기입법적 원리를 통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

리가 현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아 정체성으로부터 규범성이 채택되어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지하게 숙고하며 믿고 있거나, 최선의 판단을 위해 수정

을 거듭하며 나 자신을 진정으로 걱정하며 형성하고자 하는 자아 정체성으로부

터 선택의 근거가 도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Rudd, 2012: 110). 즉, 보다 더 근

원적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정초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신의 반성의 척도로 삼

고 있는 규범, 즉 종합의 원리를 우리가 믿고 있는 선을 기준으로 삼아 이성적

으로 검토하는 일이 필요하다(Rudd, 2012: 112).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일차적

인 욕구에 제시하는 이유가 편협한 자기 인식으로부터 파생하여 단순히 형식적

인 절차를 거치는 과정이 될 수도 있으며, 자기 확증편향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지속적인 자기 정당화의 시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자아는 자기 자신이 되어야 할 목적을 선에 대한 지향성 안에서 확립

할 때, 단절적 시간 가운데 파편화된 자신의 삶을 자기 입법적 원리를 통해 종

합하는 윤리적 과제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우리가 모종의 선에 대

한 지향성을 갖고 있지 않다면, 결론적으로 자기입법성은 형식적인 절차가 될

뿐, ‘더 나은 자기 자신’으로서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어야 하는 종합의 과제를

수행하는 방법이 될 수 없다. 이때 선에 대한 지향성은 키에르케고르에게 종교

적 신앙으로 표현된 것처럼 자아의 밖에 위치한 절대적 타자를 지향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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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될 수 있다. 다르게 표현하면, 자기 안에 고립된 자아는 자신의 외부에서

선에 대한 가치를 지향할 수 없다. 선에 대한 지향성은 키에르케고르에게 구체

적으로 진리 추구에의 행위로 표현되고 있다. 키에르케고르 연구자 퍼킨스

(Robert L. Perkins)에 따르면, 키에르케고르가 “주체성이 진리다"라고 주장한

것은 진리와 비진리의 구분을 철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주체

적으로 비진리 안에 거하거나, 진리 안에 거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이

러한 구분의 반복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리에 대해 주목해야 하는 것

은 무언인가가 단순히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그 구분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판단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명료해지는 주체적인 개인의 발달이라는 것이다

(Perkins, 1990: 11). 퍼킨스는 키에르케고르가 의미한 자아의 과제를 '존재하는

인간은 되어감의 과정 가운데 놓여있으며, 그의 진리 역시 마찬가지다‘라고 표

현함으로써' 자아의 지속적인 형성과 진리 탐구의 과정은 함께 동행할 수밖에

관계임을 시사한다(Hough, 2015: 32). 그러나 이때 간과되지 말아야 할 사실은,

우리는 선에 대한 인식적 타당성이 모두 정초된 후에 그것을 지향하는 행위를

비로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즉, 선에 대한 지향성은 그것이 객관

적인 원리에 근거하여 정초되고 있지 못한다는 점에서 늘 불확실성을 안고 있

기 때문에, 어떤 믿음 상태를 요청하며 그러한 믿음을 통해 자기입법성이라는

주체적인 자기 구성의 원리가 세워질 수 있게 된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자아가

되어야 하는 과제는 어떤 외부적인 권위를 통해 강요될 수 없고, 오직 자의식을

가진 주체가 지속적으로 수행에 힘써야 하는 윤리적 과제가 된다(Bernier, 2015:

33).18) 키에르케고르에게 있어서 선에 대한 믿음으로서의 신앙은, 합리적 이성

과 달리 예측불가능하고 불확실한 결과를 초래하지만 이는 그것의 분리한 조건

18) Bernier(2015)는 자아의 과제를 완수가능성의 측면에서 검토할 때 그 특성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고 보았다. 과제는 크게, 본질적으로 수행과 완수가 가능하지만, 우

발적인 사건에 의해 좌절될 수 있는 가능성을 안고 있는 성격의 과제가 있으며 또한 

수행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우리가 처한 한계적 상황을 놓고 볼 때 완수가 하나의 개

념적 가능성으로만 남을 뿐, 실제로 실현 불가능한 과제가 있다. 가령, 책 한권을 모

두 읽는 것이 과제라고 했을 때, 수행자가 이를 자신의 다른 일들로 인해 미루고, 게

으름을 피운다면 이 과제는 우발적인 상황에 의해 완수가 불가능해진 경우에 해당할 

것이다. 반면에, 숫자를 1부터 계속해서 끝까지 세어보는 과제는, 개념적으로 상상은 

해볼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완수가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 자아의 과제는 이 중

에서 후자의 과제를 지시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우리가 종합의 과제를 수행하는 것

은 진행의 의미에서는 가능하지만, 실제로 완전한 자아가 된다는 것은 개념적 상상으

로밖에 남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후자의 의미에서 과제를 조명할 때, 과제가 

완수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과제에 대한 수행 자체의 의미가 없다는 결론으로 이어지

는 것은 아니다(Bernier, 2015: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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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선험적 한계로 기능하기보다, 오히려 자아의 발달에 기여하는 것으로 간주

되고 있다(Green, 1985: 67). 신앙은 그것이 지닌 불확실성으로 인해, 신의 존재

에 압도되는 경외적 반응, 혹은 무기력한 비활성상태의 순종이 아니라, 자유롭

고 용기 있는 행위로 묘사되고 있는 것이다. 한 마디로 말해, 키에르케고르에게

신앙은 자기 자신의 의지의 표현이자, 도약을 나타낸다.

지금까지 이번 장에서 살펴본 종합, 자기 관계, 윤리적 과제로서의 자아는 다

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 키에르케고르에게 종합의 과제는 시간성 아

래에 있는 이질적 계기들의 종합뿐만 아니라, 영원성과의 종합을 통해 최종적으

로 종합을 정립하기 때문에, 종합에 있어서 일관성을 부여하는 자기입법성을 요

청한다. 그러나 이때의 자기입법성은 종합을 외부적인 원칙과 일반적인 잣대에

근거하여 수행해가는 형식성이 아니라, 삶에 대한 무거운 책임의식을 수반하는

주체적 정신을 통해 종합을 수행해가는 형식성을 갖추고 있다. 즉, 자아는 자아

를 이루는 구체적 내용들을 우리가 여전히 선택해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주체

성과 자율성을 보존할 수 있으면서도, 그것을 종합을 통해 수행해나가는 태도에

있어서는 준엄하고도 엄준한 윤리를 따라야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자

기입법성은 자발성과 능동성을 가지지만,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 있는 태도를

견지하기 위해 모종의 선에 대한 지향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자아의

면면들을 고찰해볼 때, 우리는 키에르케고르가 제시한 자아의 개념이 크게 두

가지의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키에르케고르는 우리가 살

아가고 있는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이미 조건 지어진 자신의 유한한 한계를 분

명히 직시하며 자아를 수용하면서도, 인간이 가진 자발적 주체성을 발휘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둠으로써 구체적인 자기 형성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키에르케고르에게 자아가 되어야 하는 과제는, 그것이 존재자에

게 스스로 납득되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과제로 수용될 때, 비단 과제에

머물지 않고,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활동으로 이해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Bernier, 2015: 9).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 것은 통합

적인 자아를 구축함으로써 인생의 의미를 확보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우리는 진정한 자아가 되는 것을 목적으로 삼음으로써,

자신의 인식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을 거시적으로 조망해보려 애쓰며,

모든 삶의 순간이 의미를 가질 수 있는 하나의 통합적인 이야기로 꿰어질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 노력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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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과정으로서의 교육

본문 2장, 3장을 통해 우리는 불안을 실존적 자기 관계의 관점을 통해 해석

해볼 수 있었으며, 키에르케고르의 자아관을 통해 불안이 표지하는 자아가 되는

과제가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특히 3장에서는 오늘날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받아

들이고 있는 자아관 기저에 있는 사상적 뿌리가 무엇인지를 추적하고, 그러한

사상에 내재되어 있는 문제점을 키에르케고르의 자아관을 상세히 고찰함으로써

좀 더 명료화해볼 수 있었다. 필자는 키에르케고르가 제시하고 있는 불안에 대

한 실존주의적 해석과, 또한 종합, 자기 관계, 윤리적 과제의 관점에서 이해될

수 있는 자아관이 오늘날 청소년들의 자아관이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한 하나의

실천적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번 장에서는 지금까지 살펴본

키에르케고르의 불안에 대한 실존적 이해 및, 자아의 개념에 기초하여 오늘날

청소년들의 불안 현상을 교육적으로 다룰 수 있는 가능성이 어떻게 제시될 수

있을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려 한다. 필자는 키에르케고르의 사상이 교육에 크

게 두 가지의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본다. 하나는, 교육이 그간 불안을 정신의학

적 치료의 대상이나 피해야 할 것으로 간주하며, 부정적인 심리로 묘사해온 관

점에서 탈피하여, 불안을 비롯한 여러 가지 심리적 동요를 인간의 실존적 자기

관계에서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이해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불안이 실질적으로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과제를

표지하는 현상으로 이해되는 실존적 관점을 고려할 때, 교육은 아이들이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는 과정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이다.

이상의 두 가지 시사점에 근거하여 이번 장은 키에르케고르의 개념에 기반한

기존 교육에 대한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일과, 이를 토대로 불안 현상을 교육적

으로 다룰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하는 작업으로 구성된다.

1. 불안에 대한 인식 전환의 필요성

1) 연속적 발달 모델에 기초한 기존 교육학에서 불안의 위상

본 연구는 서두에서 정신 병리적인 현상이 오늘날 청소년들 가운데 대두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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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 현상을 지적하며, 정신적인 불안을 교육적으로 다룰 수 있을지 탐색해보자

는 다소 무모해 보이는 가정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불안은 그 동안 우리 교육 내

에서 교육적으로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는 정서 현상으로 이해되기보다, 외부

전문가나 기관의 도움을 받아 치료되거나 억제되어야하는 현상으로 간주되어

왔다. 독일의 교육 철학자 오토 프리드리히 볼르노(Otto Friedrich Bollnow)는

이러한 현상에는 그동안 교육을 가능하게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전제로 받아들

여져 온, 교육의 인간형성 가능성에 대한 우리의 일관적인 믿음이 작용한다고

보았다(Bollnow, 2008: 23). 볼르노에 따르면, 오늘날의 교육이 있기까지에는 크

게 두 가지의 관점이 지대한 영향을 미쳐왔다. 하나는 근대 계몽주의의 산물로

서, 인간을 훌륭한 석재를 다듬듯이 가공함으로써 훌륭한 작품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기계적 관점이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인간은 마음대로 형태를 부여할

수 있는 재료가 아니라, 그 자신의 내부로부터 자신의 고유한 법칙에 따라 발전

해가므로, 교육이 돌봄과 아이들을 지켜보는 소극적 역할을 지향해야 함으로써

아이들의 잠재적 능력을 발현시켜야 한다고 보는 관점이다. 이 두 가지의 관점

은 모두 교육을 통한 인간의 형성이 가능하다는 가소성의 전제를 받아들이고

있으며, 이러한 가소성을 전제하는 교육은 인간의 발달의 근본 형식으로서 연속

성과 점진적인 성취를 가정한다(Bollnow, 2008: 25). 그러나 볼르노는 발달의 연

속성이라는 이론적 가정이 교육의 담론을 형성해온 거대한 두 가지 관점들 속

에 자연스럽게 전제된 결과로서 그동안 교육학에서는 비연속적인 삶과 교육의

형식에 대한 질문들이 배제되어온 경향이 있다고 지적한다(Bollnow, 2008: 27).

연속성의 모델은 발전에 있어서 불연속적인 단절과 비약을 내포하는 인간의 실

존적 측면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교육학은 이러한 한계에 대

한 대안으로서 실존주의 철학이 강조하고 있는 인간 삶의 불연속적인 비약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실존철학에 따르면 실존의 지평에서는 근

본적으로 어떤 연속적인 삶의 경과도 있을 수 없다. 따라서 특정한 순간에 성취

한 것을 유지해가는 것은 불가능하고, 더욱이 점진적인 발전이란 있을 수 없다.

오히려 언제나 어느 한 순간에 집결된 힘으로 이루어지는 하나의 비약이 있을

뿐이다. 그 다음 순간에는 다시 비본질적인 일상적 삶의 상태로의 추락이 이어

지고 또 다른 어떤 순간에 마찬가지의 양태로 하나의 새로운 비약이 이루어질

수 있다”(Bollnow, 2008: 22). 볼르노가 이처럼 실존주의적 철학에 주목함으로써

발달의 불연속적 모델을 제시한 것은 교육이 삶의 비연속적인 형식을 똑같이

모방하여 행해져야 함을 주장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이러한 형식들을 삶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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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안고 있는 인간에 대한 이해를 교육이 받아들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

함으로 보인다.

오늘날 교육 문화 속에서 불안이 이해되고 있는 양상은 볼르노가 지적한 바

와 같이 삶의 비연속적인 형식에 대한 이해를 결여하고 있는 모습을 잘 보여주

고 있다. 불안은 “인간의 삶이 수학적인 표현으로 ‘마디마디가 연속성을 갖는’

연속적인 과정과 비연속적인 단절이” 공존하고 있다고 할 때 나타나는 대표적

인 비연속적인 심리적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Bolllnow, 2008: 32). 필자가 보기

에, 오늘날 청소년들을 더욱 불안에 휩싸이게 만드는 요인은 그들의 불안한 내

면과 절망적인 심리가 교육이라는 장에서 부정적인 정서로 치부되고, 이것이 반

드시 제거되거나 막연한 긍정으로 극복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흔히 정서적으

로 큰 불안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특수한’ 학생으로 낙인찍고, 이들을 교육의

공간이 아닌 의료적 치료의 공간으로 호송할 것을 제안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물론 이들이 극심한 정서적 혼란을 초래하는 심리적 위기를 겪고 있는 만큼, 이

들에게 적절한 정신 의학적 처방을 제공하는 것은 필요하다. 그러나 여러 교육

적 주체들이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교육적 공간에서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자

신의 불안한 모습이 흠이 되고 있다는 인식이 이들을 더욱 심화된 불안으로 치

닫게 만드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왜 우리 교육에서는 이렇듯 불안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유독 만

연해 있는 것인가? 이는 가시적 성과를 교육의 효과를 책정하는 주요한 지표로

간주하는 기존의 교육적 흐름과 깊숙이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교육적으로 자기

자신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평가받고, 평가의 결과를 지속적인 반성의 대상으로

삼아 다시 발전의 계기를 모색하는 것이 권장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학습자

들은 가시적 성과를 산출할 수 있도록 ‘객관적으로 표준화된’ 성취역량을 개발

하는 데 교육 활동의 초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높은 성취도를 보이는 학생은

좋은 평가를 받을 뿐만 아니라, 일종의 교육의 성과로 간주된다. 현재적으로 낮

은 학업성취도를 보이는 학생들도 궁극적으로 교육을 통해 높은 학업성취도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되어야 하며, 그러한 아이들이 성취를 맛봄으로써 교육의

과정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교육의 중대한 책임과 역할로 이해되고 있는

것이다.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을 비롯하여 거대한 사교육 시장은 학생들이 높

은 학업 성취를 경험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이러한 교육의 경향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김혜숙, 2012: 88). 하지만 성취지향적인 교육의 이면에는 늘 실

패자들이 있을 수밖에 없으며, 이들의 실패는 다음의 성공을 위한 밑거름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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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만 의미가 있을 뿐, 실패 자체는 교육에 있어서 부정적인 경험으로 치부된다.

따라서 높은 학업 성취에 실패한 학생들은 실패가 주는 상실감과 절망감에 주

저앉아 시간을 보낼 틈도 없이, 학업을 지속하여 재도전을 통해 좋은 결과를 얻

을 수 있도록 교육적으로 격려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아이들

이 교육현장에서 성과를 만들어내는 데 실패함으로써 찾아오는 절망감에 휩싸

이거나, 그로 인해 불확실해진 자신의 미래에 대해 불안해하는 것은 다음의 교

육적 성취를 위해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대개 그러한 부정적 감정

상태에서 속히 벗어나 계속해서 발전의 계기를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분

위기가 형성되어 있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성취 중심의 교육관 자체에 대한 비판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So& Kang, 2014). 근래 들어서는 미디어를 통해 전달되고 있는 청소년들의 자

살 사고를 비롯한 낮은 행복 지수가 심각한 문제로 부상함으로써, 교육이 성취

중심의 기조를 버리고, 아이들이 자신의 꿈과 끼를 발견하는 장이 되어야 한다

는 자성의 목소리가 많이 등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비판적 지적마저도, 교

육은 아이들의 계속된 발전을 지향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아이들은 늘 배움을

즐거워하는 긍정적인 모습으로 학습에 참여해야 한다는 생각을 함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우리 교육에서 불안과 좌절의 경험은 배제되거나, 될 수

있으면 그러한 경험을 겪지 않도록 아이들을 인도하는 것이 교육적으로 타당하

다는 관점이 지배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왜 아이들이 교육

과정 속에서 행복하고도, 긍정적인 모습만을 보여야 하는 지에 대해 질문을 던

져볼 수 있다. 왜 아이들의 불안은 곧바로 극복되어야 하는 것인가? 이러한 문

제 제기에 대해 키에르케고르는 우리가 모두 진정한 자아가 되는 모험에 참여

하는 이상, 불안과 좌절은 삶의 굴곡을 형성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심지어 그는 우리가 불안의 상태에서 우리 자신이 이미 자아이면서, 또

자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한다(Grøn, 2008: 87). 즉, 불안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우리 자신이 되어야 하는 과제에 착수해야 할 것을 지시하

는 교육적인 기능을 하는 것으로까지 이해되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실존적

으로 늘 자기 자신이 되는 과제를 수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불안과 절망의 가능

성을 안고 살아간다. 즉, 불안은 특별히 의지가 나약하거나, 독특한 성향을 가진

인간에게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모든 인간에게 나타날 수 있는 일반적인

실존적 표징이라는 것이다. 혹시 그동안의 교육은 아이들에게 행복하고도 진취

적인 모습만을 기대해야 한다는 강박적인 사고에 사로 잡혀, 자신들의 불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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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전히 감내하지도, 표출하지도 못하는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아이들로 하여금

더욱 심화된 불안을 느끼도록 만든 것이 아닐까? 연속적인 발달선상에서 계속

해서 앞으로 움직여나가야 하는 교육적 환경 속에서 불안이 용인될 수 없는 상

황은, 아이들로 하여금 불안과 좌절 속에 빠져 있는 자기 자신을 더욱 질책하게

만들지는 않았을까? 불안과 절망을 인간의 실존 속에 늘 내재해 있는 현상으로

이해하는 실존주의적 관점을 고려할 때, 교육을 통해 길러져야 할 인간상에 대

한 지나친 낙관주의적 전망은 오히려 전인교육을 지향하는 태도가 아니라는 점

을 알 수 있다.

볼르노는 실존철학이 교육학에 미친 자극을 통해서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고유한 어떤 현상들이 새롭게 인식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는데, 이러한 현상

들은 “그 자체로는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고 교육 안에서 종래에도 무반성적으

로 적용되어 온 것”이지만, 고전적인 교육 이론에서는 인식되지도 않았고 또한

온전히 그 의미를 인정받지도 못했다. 볼르노는 이러한 현상들이 교육 내에서

온당히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교육의 실천에서 효과를 발휘할 수

없었다고 말한다(Bolllnow, 2008: 32). 한편으로 불안은 교육이 지향하고 있는

연속적인 발달 선상에서 밑으로 홈이 파여진 고랑과 같이 심리적 고뇌로 아이

들을 지체시키고, 교육의 흡수를 방해하는 요소로 간주되지만, 키에르케고르의

실존적 해석을 경유할 때 불안을 견디는 과정 자체가 진정한 주체로서의 인간

이 되는 중요한 관문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렇듯 불안을 인간이 진정한 하나의

주체로서 성장하는 과정에서 겪을 수밖에 없는 심리적 진통으로 이해하는 관점

은 교육의 과정에서 불안의 요소를 제거하고, 모든 것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노

력하는 것만이 지속적인 교육을 가능하게 만드는 조건이 아니라는 점을 시사한

다. 이렇듯 불안을 실존적으로 이해하는 방식은 불안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을 요청할 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 전인적인 변화가 발생하는 진정한 의미

에서 교육이 연속적인 발달 모형이 가정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이루

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시사한다. 키에르케고르는 우리가 계속해서 자기 자신과

관계를 맺는 가운데 불안이 불연속적인 돌출로서 출현하긴 하지만, 그것은 연속

적 발달의 중단이 아니라, 오히려 질적인 도약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장기적인 맥

락에서 구태를 탈피하고 한 인간에게 전인적인 새로운 변화를 촉진하는 매개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본다. 즉, 교육적으로 주목할 만한 변화는 끊임없는 교육적

내용을 학습하는 방식으로 주입과 그에 상응하는 기계적인 산출의 형태로 출현

하지 않으며, 아이들은 불안과 같은 불연속적인 단절과, 이로 인한 질적인 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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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해 성장하고 새롭게 변화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교육이 이와 같은 실존적 자기관계의 차원에서 불안을 바라보는 관점

을 수용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오늘날 청소년들에게 보여 지고 있는 병리적인

심리현상을 모두 인간의 실존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쩔 수 없는 심리적 현상으

로 간주하여 이를 방관하는 것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키에르케고르가 『불안

의 개념』에서 경고한 바와 같이, 불안을 회피하거나 억제하려는 태도는 불안이

상기시키는 자기 관계 속에서 자아의 과제를 회피하거나, 잘못된 방식으로 자기

자신이 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과 관계된다. 반면에 실존적 불안을 인정하

고, 그것을 한 사람의 진정한 자아가 되는 과제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게 만드는

계기로 이해하는 태도는 ‘건강하게’ 불안해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을 통해 윤리

적인 자기 관계를 형성해나가는 것과 관계된다. 즉, 불안이 지속적인 건강한 자

기 관계 형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올바르게 불안해하는 방법을 배울 필요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의 실존적 상황에 대한 깊은 이해가 교육에 대한 패배

주의적 사고로 이어질 필요는 없다. 오히려 교육은 아이들로 하여금 불안을 회

피하지 않고, 아이들 각자가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는 윤리적 과제를 수행하도

록 도움으로써 건강하게 불안해하는 방법을 배우는 중요한 배움의 터전이 될

수 있다.

2) 교육적 관계 속에서 불안에 대한 인식 전환의 필요성

키에르케고르의 실존적 불안 개념이 오늘날 교육적 관계에 시사하는 바는,

불안이 아이들에게 병리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게 된 데에는 불안 자체의 문제도

있지만, 불안을 사회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교육의 불능을 야기하는 부정적인

심리적 요소로 간주하는 태도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판단은

여러 가지 교육적인 관계 속에서 불안을 바라보는 관점을 전환할 것을 요청한

다. 교사와 학생간의 관계를 비롯하여, 교육이 발생하는 곳에 존재하는 모든 교

육적 관계 속에서 불안에 대한 관점의 전환은 인식적 전환뿐만 아니라, 상대방

의 불안에 대처하는 태도에 있어서의 전환을 요청한다. 독일의 신학자이자 철학

자인 폴 틸리히는 심리요법이 진행되는 방식을 다음과 같이 설명함으로써 교육

적 관계 속에서 불안이 어떻게 다루어져야 할지에 대한 좋은 통찰을 제공해 주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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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요법이라는 상황의 치료 과정에서 환자는 비록 자기 스스로 용납될 수 없다

는 느낌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도와주는 조력자의 치료의 힘 속에 참

여한다. 이런 관계 속에서 치료자는 한 개인으로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용납

과 자기 긍정의 객관적인 힘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객관적인 힘은 치료자

를 통해 환자 속에서 효력을 발휘한다. 물론 그것은 죄의식을 깨달을 수 있고 판단

할 수 있으며, 그런 판단에도 불구하고 용납할 수 있는 한 개인 속에서 구체화되어

야 한다. 인격적이지 못한 뭔가에 의한 용납은 결코 인격적인 자기 부정을 극복하지

못한다. 벽에 내 죄를 고백한다고 해도 그 벽이 나를 용서해줄 수 없다. 인격 대 인

격의 관계를 통하여 용납되지 않는다면 어떠한 자아 용납도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인격적으로 용납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용납에 응하는 초월적인 용기가 필요하

다. 즉 확신의 용기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용납되었다고 해서 죄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자신의 환자에게 그가 정말로 죄에 빠진 것이 아니라는 확신을 주

기 위해 노력하며 치료를 돕는 조력자는 그에게 상당히 모질게 굴지도 모른다. 그는

환자가 자기 죄를 자신의 자아 긍정 속으로 가져오지 못하게 차단한다. 그는 그릇되

고 신경과민적인 죄의 느낌을 올바른 자리에 놓인 온전한 죄의식으로 변하게 하기

위해 도와주겠지만, 환자에게 전혀 죄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는 환자를 정죄

하지 않고 동시에 아무것도 은폐하지 않으면서 자신과의 교제 속으로 받아들인다

(Tillich, 2006: 202-203).

틸리히가 심리요법의 상황을 통해 제시하고 있는 치료자와 환자의 구도는 교

사와 학생간의 관계, 혹은 학생과 학생간의 관계와 완전한 동일선상에 놓일 수

는 없겠지만, 혼자서만 학습하는 상황과 달리 교육적인 관계 속에서는 인격적인

만남이 교육과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교육이 참조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 존재한다. 불안이 정신의학적 치료 대상으로써, 회피되거나 제거되어야 하

는 정서적 요소가 아니라, 인간이 자기 자신과 맺고 있는 실존적 관계 속에서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는 인식의 전환은 불안한 내면을 가진 교육의 주체를 ‘있

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를 요청한다. 인간에 대한 진취적인 모습만을 교육

적 이상으로 가정해 놓는 것이나, 학업에 있어서 성취 지향적이고, 앞으로 진일

보하는 모습만이 수용될 수 있다는 학업 분위기를 조장하는 것은 모든 교육적

환경 가운데 불안이 정당하게 설 자리를 잃게 만든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 전환

은 단순히 이들의 불안을 방치하고 방관하는 것과 구별된다. 교사를 비롯한 여

러 교육적 주체는 불안을 체험하는 학생과 동일한 인간으로서, 이러한 불안에

공감할 수 있고, 또 이를 적극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주체로서 불안한 내면이

용납될 수 있는 객관적 힘을 상징한다. 틸리히가 치료자의 역할에 대해 서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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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듯이 그들은 “환자를 정죄하지 않고 동시에 아무것도 은폐하지 않으면서

자신과의 교제 속으로 받아들인다.” 즉, 불안한 내면이 교육적 관계 속에서 ‘있

는 그대로’ 수용된다는 것은 불안을 강한 의지를 발휘하여 단번에 극복해야 한

다는 강박을 심어주는 것도 아니며, 이를 병리학적인 증상으로 확대 해석하여

그 심각성을 강조하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고 불안을 촉발시킨 여러 요인들을

덮어 둘 것을 권유하는 것도 아니다. 단지 한 명의 인간으로서 불안할 수 있다

는 것을 인정하고, 스스로 자신의 불안을 대면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제 속에

서 용기를 계속해서 심어주는 것을 의미한다.

키에르케고르의 불안에 대한 실존적 해석은 비단 불안에 대한 인식적 전환을

요청할 뿐만 아니라, 교육학이 기본적으로 전제해온 연속적 인간 발달 모델에

대한 생각을 제고하도록 만든다. 우리는 불안이라는 삶의 실존적 요소를 진지하

게 고려함으로서, 그간 교육적 투입과 산출이라는 메커니즘을 통해 아이들을 인

과성의 원리로 해석하는 관점에 대해 반성해볼 필요가 있다. 볼르노가 실존주의

철학을 통해 지적하고 있는 바처럼 우리들의 삶 속에는 불연속적인 돌발성과

비약이 있기 때문에, 합리성과 객관성만을 고수하며 인과적 원리에 따라 아이들

이 연속적인 발달을 이루어갈 것이라는 막연한 전망과 기대는 버려질 필요가

있다. 더욱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교육이 인간을 주도적으로 형성할 수 있다는

기계적인 관점과, 인간 안에 잠재되어 있는 모종의 능력이 교육적 자극을 통해

온전히 발현될 수 있다는 낭만주의적 관점은 교육에 대한 비현실적인 낙관주의

를 내려놓고, 모든 개별적인 자아는 지속적인 형성의 과정, 키에르케고르가 표

현한 바에 따르면 ‘되어감(becoming)’의 과정 중에 있어야 한다는 해석을 받아

들일 필요가 있다. 아이들은 공식적인 교육의 과정 중에만 발달을 이룩하고 완

성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여정 가운데 계속해서 자아가 되어야 하는 과제를

부여받고 있기 때문에, 교육은 각자가 이 과제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단지 동력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다. 불안에 대한 인식의 전환

은 이렇듯 인간을 바라보는 실존적인 이해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교육이 어떻게

지속적인 자아 형성의 과제를 촉진할 수 있을지에 대한 추가적인 질문을 요청

한다.

2. 실존적 자아 형성의 과제를 지속하기 위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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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늘날의 교육과 청소년들의 폐쇄적 자아관

오늘날 우리 교육에 대해 가장 일반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은 교육이 그

자체로의 존재 가치를 지닌 활동이라기보다는, 사회에 안정적으로 진입할 수 있

는 수단을 간접적으로 확보하는 과정으로 이해되고 있다는 점이다. 교육적 성과

는 사회적 인식, 취업에 있어서의 유리한 위치 선점 등에 대한 실질적인 기반으

로 연결되기 때문에 공정한 절차를 통한 경쟁과 공정한 평가는 모든 사회적 이

목이 집중된 중대한 사안으로 여겨진다.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인 평가 방식에

의해 매겨지는 점수는 가장 한 사람의 교육적 성과나 잠재력을 보여주는 공정

한 지표로 간주된다. 개별 학생에 대해 객관적인 형태로 매겨지는 가치는 주관

적으로 매겨진 가치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의제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회적 신뢰

성을 보장받고 있으며, 많은 학생들 역시 전통적인 권위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이 시대에 공신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이러한 표준화된 잣대에 의거하여 자신

을 규정하고 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사회에서 교육의 과정을 통과하고 난

뒤 최종적으로 산출되는 성적과 입시와 같은 결과는 아이들이 스스로 인식하는

자신의 존재 가치를 보장해주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입시 결과로 말해지는 교육의 성과는 교육이 그 과정에서 자신의 새로운 가능

성을 발견하고, 다양한 상상의 나래를 펼치며 자신의 미래를 꿈꾸는 활동이라기

보다, 매 회기 주기적으로 시행되는 시험과 성적이라는 선명한 현실을 받아들이

고 그 결과를 개선하기 위한 지난한 노력으로 점철되는 활동으로 이해되고 있

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교육이 수단화되고 있는 실정은 딱히 새로운 것이 없는 진부한 풍경

일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필자가 특별히 주목하고 싶은 모습은 아이들이 교육

과정 속에서 유독 평가의 과정에서 산출되는 성적과 같은 객관적인 성과를 통

해 자신을 표현하고, 자신의 가치를 매기는 것에 너무나 익숙해져 간다는 것이

다. 높은 성취를 통해 자신의 존재 가치를 입증할 수 있을 만한 결과물들을 만

들어낸 학생들은 그나마 심리적인 보상을 얻을 수 있다면, 그와 반대로 이러한

교육적 성취 과정에서 이탈된 학생들은 전혀 다른 수단을 통해 스스로를 입증

해야 하거나, 자신에 대한 패배자적 인식을 갖게 될 것이라는 예측을 자연스럽

게 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경쟁에서 승리를 쟁취한 학생

이나, 패배한 학생이나 이들은 모두 공통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규정과 가치

평가가 모두 사회적으로 표준화되어 있는 객관적 기준으로부터 이루어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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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즉 아이들은 자신의 교육적 성취라는 결과로서 자신을

규정하는 것에 별다른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성적과 같은

객관적인 성취를 이룩하지 못하는 자신을 채찍질하기 바쁘다. 사회문화적으로

자기진실성의 윤리 확대되면서 청소년들 사이에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

을 어떻게 규정하면 좋을지에 대한 고민이 확대되긴 했지만, 아이들은 객관적인

성과를 지속적으로 보여주어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표준화된 규정에 의거해 자

기 자신을 평가하고, 반성하고, 정의내리는 태도를 교육을 통해 계속해서 배워

나가고 있는 것이다. 청소년이라는 시기는 발달심리학적으로 자아정체성을 본격

적으로 확립해나가는 시기인데다가, 기성세대의 조언과 전통적 질서에 대한 회

의와 불신이 커진 시대적 정황 속에서 오늘날 청소년들에게 자기 자신의 솔직

한 내면에 대해 의식하고 생각하는 시간은 점차 확장되어 가고 있다.19) 그러나

이러한 자의식의 확장은 성적, 입시 결과와 같은 가시적인 결과나, 외모와, 스펙

등과 같은 외면화된 잣대를 통해 자기 자신을 비판의 검열대 위에 올려놓고 평

가하는 시간의 증가를 의미하기도 한다. 외부적으로 강요된 인간상을 거부하는

태도가 표준화된 잣대에 자발적으로 자기 자신을 맞추고자 하는 양상으로 변모

한 것이다.

이러한 자기 인식의 결과로서 우리는 특정한 불안의 유형을 오늘날 청소년들

의 모습 속에서 발견할 수 있다. 앞서 논의된 키에르케고르의 용어로 ‘무정신성

의 불안’은(본문 20p 참조), 자기 자신을 사유와 행위에 객관적 척도로 삼으며

내면에서 일어나는 내밀한 정신의 운동을 외면하거나, 혹은 감각적·심미적 자의

식의 차원에 머물러 있어서 자기 자신을 실존적 책임을 갖춘 정신적 자아로 인

식하지 못할 때 나타난다. 즉 무정신성의 불안은 우리가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

로 관찰하고, 분석하여 그 실체가 면밀히 규명되어야 하는 객관적 대상으로서

바라볼 때, 주체적 자의식을 놓치게 되어 나타나게 된다. 무정신성의 상태는 진

19) 성격 심리학자 Scheier와 Caver(1977)은 인간의 자의식을 다른 사람에 의해 쉽게 관
찰될 수 있는 형태의 공적 자의식과, 타인에 의해 직접 관찰될 수 없는, 당사자만 체
험할 수 있는 사적 자의식으로 구분한다. 공적 자의식이 높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반응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며, 타인의 눈을 의식해서 자기를 표현하는 방식을 조절
하는 경향성이 높다(Scheier, 1980). 따라서 자신이 타인에게 보여지는 외적인 측면에
의식적 주의를 기울이는 특성을 보인다. 반면에, 사적 자의식은 타인에 의해 관찰될
수 없는 자신의 개인적 사고, 동기, 태도 및 감정에 대해 더욱 집중하며, 외부의 영향
력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자신의 지각적, 인식적 경험에 의존하는 경향이 짙다. 따라
서 사적 자의식은 대인관계 거부에 있어서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고, 자신의 신념과
실제적 행동 사이에 일관성을 보인다. 필자가 여기서 말하는 자의식은 사적 자의식보
다 공적 자의식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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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 자신이 되어야 하는 윤리적 과제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객관적

기준에 부합하고자 노력하거나 감각에 매몰되는 상태를 추구함으로써 자기 자

신을 주체가 아닌, 객체로 대상화시킨다는 것에 그 심각성이 있다. 이렇듯 무정

신성의 상태에서는 자기 자신과 윤리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인

간의 실존적 존립이 위태로워질 공산도 크다.

필자가 진단하기에, 자기진실성이라는 윤리의 확대는 아이러니하게도 무정신

성의 불안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오늘날 청소년들이 자기 자신에게 진실하고

자 하는 태도 속에 수반되어 있는 반성적 의식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진단해보

고, 미래의 긍정적 가능성에 열려있는 존재로 간주하여 노력을 통해 자기 자신

을 성장시키고자 하는 차원에서 전개되기보다, 사회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외모,

스펙과 같은 객관적 잣대에 근거하여 자신을 끊임없이 평가하고, 그 기준에 자

기 자신을 자발적으로 구속시키는 양상을 두드러지게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자기 자신을 외부에서 주어지는 객관적이고 뚜렷한 기준을 참고하여 반성

해보고, 자신을 객관적으로 돌아보는 과정은 성숙한 자기 관계의 한 단면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이 삶을 진두지휘하며, 책임져야할 유일한 주체라

는 윤리적 책임감을 결여한 상태에서 이러한 평가가 지속된다면, 이는 자신을

어떤 고정된 이미지에 고착시켜버린 나머지 스스로를 끊임없는 변화의 생성의

주체로 간주할 수 없는 경우로 이어지며, 결과적으로 자기 검열과 반성 행위의

반복으로 인해 무정신성의 불안이 심화된 의식성을 가지는 자기 부정성의 불안

으로 발전하기 쉽다. 스스로를 끊임없이 객체화시키는 반성 행위는 자아를 자신

의 외부에 있는 타자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라는 나름의 정당성을 지

닌 주체에 의해 계속해서 검열되도록 촉구하기 때문에 더욱 기만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자기 부정성의 불안으로부터 이탈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타자들

로부터 고립시키는 방향으로 선회할 경우, 자기 폐쇄성으로 인한 불안이 정신적

병리 현상으로 심화될 가능성도 커진다. 결과적으로 객관적 평가나 분석에 의해

서만 자아가 규정될 때,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기준에 완전히 부합하지 못하는 자

기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지우기가 어려워진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연구

의 문제의식 부분에서 거론되었던 우울증의 주요 원인인, 자기 부정적 감정을

어느 정도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증가하는 불안현상을 토대로 필자는 오늘날 청소년들이 형성하고 있

는 자아관이 세 가지 측면에서 폐쇄적이라고 진단한다. 우선 첫 번째로, 아이들

은 자신을 학업 성적, 스펙과 같이 사회적으로 표준화된 객관적 지표로 평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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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익숙해짐으로써, 자아를 이러한 잣대에 의해서만 규정되어야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렇듯 자아를 객관적 지표에 의해 수동적으로 규정되어야 하는

것으로 이해할 때, 자아는 끊임없는 변화 과정을 통해 계속해서 형성되어야 하

는 과제로 간주될 수 없으며, 자기 자신을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는 주체로서의

지위 역시 누릴 수 없게 된다. 두 번째로, 자기 형성의 주체로서 자기 자신을

외면하는 것은 자신을 전인적으로 존중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자신을 외면화

된 가치나 기준에 의해서 규정되어야 할 것으로 바라보는 관점은 자기 자신을

관찰과 검열의 대상으로 간주하는 방식으로 피상적인 자기 관계를 형성하게 하

며, 따라서 자기 자신과 내면적인 확신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윤리적 자기관

계를 맺기 어렵게 만든다. 그러므로 내면적으로 자기 자신을 규정하는 힘을 상

실할수록 자기 자신을 근원적으로 존중하는 것이 어려워진다고 볼 수 있다. 세

번째로, 포스트모던 사조와 개인주의의 영향으로 인해, 오늘날 청소년들은 타자

와의 교제를 통해 자신의 인식의 지평을 점진적으로 확대시키기보다, ‘있는 그

대로의 자기 자신’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고립적 자아에 머무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삶에 의미를 부여하고 총체적 방향성을 제시하는 가치관을 형

성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오늘날과 같이 모든 정형화된 질서와 권위에 대한

강한 의심과 회의가 만연한 분위기 속에서 청소년들은 교사를 비롯한 기성세대

의 조언을 신뢰하기보다, 스마트 폰을 통해 익명의 타자로부터 정보를 얻는 것

에 더욱 편리함과 유용성을 느끼고 있다. 또한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확대된 개

인주의로 인하여, 아이들은 타자와의 의미 있는 소통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경향

을 보인다. 그러므로, 아이들에게 자아정체성은 점진적 탐구와 확대를 통해 계

속해서 형성되어야 하는 과제가 아니라, 공고히 현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것으로

서, 일명 ‘있는 그대로의 자기 자신’을 수용하는 문제로 이해되고 있다. 자신을

개방시키는 차원의 일환으로서의 소통이 줄어드는 현상은, 비단 자아를 고립시

키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내면적 확신을 배가시키는 선과 진리 추구를 중단시킨

다. 이에 따른 결과로서, 시간적 분절을 초월하여 일관성을 견지하는 자아 형성

의 운동은 수행되기 어려워지고, 이는 궁극적으로 삶 전체를 관류하는 의미의

형성을 방해한다고 볼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자아의 폐쇄적 양상을 종합해

볼 때, 오늘날 청소년들은 진정한 자아가 되어가는 운동으로부터 벗어나 있거

나, 자기 형성에의 가능성이 차단된 폐쇄적인 자기 안에 머물고 있다고 해석해

볼 수 있다.

물론 청소년들의 자아관 속에 나타나는 이러한 폐쇄적 양상들은 비단 교육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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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만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라, 대중문화나 사회의 전반적인 제도적 관행

등에 종합적으로 영향을 받은 결과일 것이다. 그러나 가시적 성과로 교육의 성

패를 재단하고, 객관적으로 수치화, 계량화될 수 있는 형태의 평가를 통해 변별

력이라는 이름으로 아이들의 가치를 위계질서화 하고 있는 교육적 관행이 청소

년들의 자아 인식에 부정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측면이 없다고는 볼 수 없다. 오

히려 필자가 보기에 교육은 보다 적극적으로 아이들이 자신의 자아를 형성하기

위해 스스로를 개방하는 데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

다. 이를테면 입시 위주의 교육은 무엇보다도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정량평가를 강조하는 측면이 있으며, 아이들은 객관식 문항에 맞추어 자신이 정

확하게 이해한 내용을 문제가 요구하는 방향에 맞춰 최대한 정확하게 출력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교육의 과정보다 평가의 위상

이 대두된 것은 놀라운 현상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아이들은 공부하는

과정 가운데 주어진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다양한 문제를 최대한 많이 풀

기 위해 이해한 내용을 문형에 따라 소극적으로 응용하는 수준에 머무르는 경

우가 다반사이기 때문에, 이해된 내용을 자신에게 모종의 의미를 부여하는 창의

적인 방식으로 재구조화하거나 변주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없다. 즉, 아이들은

교육을 통해 자기 생각을 이러한 객관적인 척도에 맞추어 가기 위해 노력하며,

자기 자신을 이러한 표준적 잣대에 의거하여 재단하고 평가하는 데 익숙해지는

것이다.

평가가 순전히 객관적인 잣대에 의해 이루어지는 교육은 자기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언어를 찾고 자아를 형성하는 모험의 여정이 아니라, 정해진

정답에 자신의 사고를 일치시키도록 스스로를 규격화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교육적 관행의 결과로서, 아이들은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수단과 자신

에게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범주를 협소하게 한정시키는데 별다른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키에르케고르의 자아관에 터할 때, 이러한

현상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청소년들이 자기 자신을 변형의 가능성을 포함하는

형성 주체로서가 아니라, 단지 관찰과 반성의 객체로 경험한다는 것이다. 혹자

는 이러한 교육적 관행 가운데에서도 아이들이 자신들만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

를 성취해내는 과정 가운데 자기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자긍심을 가지는 것이

가능하다고 반문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된다는 것은

단지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성취해나가기 위해 의지를 발휘하는 차원에 머물지

않으며, 자신이 목표하고 있는 바가 정말 자신에게 이로운 결과를 가져다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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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자신에게 주어진 여건과 재능을 고려했을 때 적합한 목표인지 판단하는

것을 포함한다. 자기 자신이 되는 윤리적 과제는 반대로 표현하자면, 군중의 하

나로서 시류에 무비판적으로 편승하는 것에 저항하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 이

상의 진단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교육이 아이들의 자아 실현을 돕는 목적을

지닌다고 할 때, 표준화된 점수와 같은 객관적 기준으로만 자신을 표현하는 데

에 그치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범주와 수단을 제공함으

로써 스스로에게 다양한 가치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오늘날 아이들의 폐쇄적인 자아관이 형성되기까지 그 과정에는 단지 교육적 평

가가 표준화된 척도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뿐만 아니라 교육 자체가

아이들의 자아 형성에 별다른 기여를 하지 못했다는 점이 큰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키에르케고르가 『불안의 개념』에서 비판하고 있는 연속적인 이행의 개념

(본문 21p 참조)은 왜 지식의 내용과 논리구조를 습득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교육이 학생들의 자아 인식에까지 미치지 못하는지에 대해 중요한 시사점을 제

공한다. 키에르케고르는 여기서 헤겔을 비롯한 근대 철학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개념인 ‘이행’을 문제 삼고 있는데, 이때 ‘이행’은 논리적인 인과 관계에 따라 하

나의 사고가 다음 사고로 이어지는 상태를 의미한다. 즉, 이행은 사고에 있어서

운동의 원리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이행에 의해 형성되는 사고의

가지적 체계들이 우리의 내면적 자기 인식으로 이어지지 못한다고 지적하는데,

사변철학이 “사변을 원활하게 하고, 논리학에 있어서의 운동을 진행시키기 위하

여” 사유가 직면하는 지적인 곤란함을 논리적인 사변으로써 제거하려고 노력하

며, “되도록 빨리 사변이 표적에 도달”하려는 특성을 가지기 때문이다(CA:

165). 키에르케고르는 특별히 학습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적인 곤란함 강조하는

데, 이는 인식에 있어서 변화를 수반하는 사고의 이행이 하나의 운동 상태로서

논리적인 지식의 양적인 증가에 의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탄력성을 띄고 있

는 질적인 비약을 통해 나타난다는 것에 근거하고 있다. 키에르케고르가 사변의

양적인 진전을 비판한 점을 고려해 볼 때, 교과 교육이 학생들의 적극적으로 자

아 형성을 촉진하지 못하는 이유는 교과 지식이 갖추고 있는 언어적·수식적 형

식이 추상적인 개념으로만 습득되기 때문이다. 즉, 교과 교육이 아이들에게 개

별적인 의미가 있는 것으로 수용되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선이해 방식을 검토하고 반성하는 과정에서 지적인 곤란함을 경험하고, 새로운

인식의 국면을 추구하는 가운데 질적인 도약을 추구해야 하는 것이다.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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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에르케고르가 말하는 질적인 도약은 볼르노가 주창한 교육의 불연속적인 발

달 모형에 기초했을 때, 진정한 의미에서 교육이 이루어지는 순간이라고 볼 수

있다. 즉, 교육의 진정한 효력은 지식의 양적인 진전을 통해 학습자들이 논리적

으로 연속성을 띄며 발전하는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실존을 충만하

게 체험하며 자신의 전존재가 새롭게 출발하는 듯한 질적인 도약이 발생하는

현재 속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경험을 ‘교육적 경험’이라고 묘사

할 때, 아이들은 교육을 통해 자신을 구성하는 현실적이고 유한한 조건들과 이

조건들을 넘어설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이 현재 가운데 합일되는 경험과, 어떠

한 추진력과 열정도 갖지 못하는 “제멋대로의 추상”으로서의 자아가 아닌(CA:

173), 자신의 전존재에 대한 충만함과 뚜렷해진 실존을 경험하게 된다. 그렇다

면 교육은 어떻게 이러한 자기 인식을 경험하도록 도울 수 있는 걸까? 아이들

이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도록 돕는 교육이 어떻게 가능할지에 대해 질

문해보는 것은 불안에 대한 실존적 해석과 결부될 때, 결과적으로 불안을 교육

적으로 다룰 수 있는 가능성을 탐색하는 본 연구에서 핵심적인 탐구 주제가 된

다.

2) 자기 자신이 되는 과정으로서의 교육

키에르케고르는 우리가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자주 맞닥뜨리게

되는 불안이 교육적으로 기능할 때, 그것은 무한한 가능성에 의해 교육을 받은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낸다고 설명한다(CA: 311). 무한한 가능성은 우리가 상상

한 대로 상황이 펼쳐질 것이라는 기대를 포함하기도 하지만, 예측할 수 없는 방

향으로 우리가 변화될 수도 있다는 점을 함의하고 있다. 즉, 무한한 가능성 속

에는 우리가 현재 고수하고 있는 신념, 행동 패턴이나, 관성적으로 이어져 많은

것들이 붕괴되거나, 재구조화라는 극심한 변동을 겪게 될 가능성이 포함되어 있

는 것이다. 이 점에서 자기 자신이 되는 과정은 일종의 미지의 세계로 뛰어드는

모험에 비견될 수 있을지 모른다. 따라서 이러한 논리에 입각할 때, 교육적으로

아이들의 자아실현을 돕기 위해서는 교육을 받는 과정 자체가 변화무쌍한 모험

을 하는 여정이 되어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모험으로서의 교육 개념은 교

육을 창조의 과정으로 설명하는 비에스타(Biesta)의 논의에서도 발견된다. 비에

스타는 교육이 창조의 과정이라고 할 때, 여기서 창조가 완전한 무에서 유를 창

조해내는 신적이고, 형이상학적 차원에서의 창조가 아니라, 존재하는 것들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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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와 생명력을 부여하는 주체화의 과정을 의미한다고 설명한다(Biesta, 2013:

12). 본래 주어진 자기 자신으로부터 출발되어지는 창조의 과정은, “많은 소음,

불일치, 저항, 그리고 전반적인 평화의 상실을 예상해야” 한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 부담이 높은 활동이며(Biesta, 2013: 15), 바로 이러한 점에서 창조로서의

교육은 모험적 속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창조의 개념과 달

리, 형이상학적인 창조의 개념은 모든 것이 통제될 수 있고, 저항의 흔적을 전

혀 찾아볼 수 없는 진공 상태에서 완전히 새로운 무엇인가를 만들어 낸다는 뜻

을 지니는데, 이는 신에게는 허용될 수 있는 개념일지 모르겠으나, 현실과 실제

속에 부여되고 있는 많은 제약들이 제거되어 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는 비현실

적 판타지에 불과한 무용한 개념이라 볼 수 있다(Caputo, 2006: 79-80). 따라서

형이상학적 창조 개념이 아닌, 주체화의 과정으로서의 창조 개념은, 교육에 참

여하는 아이들은 이미 자기만의 경험과 그로 인해 생겨난 다양한 특성을 지닌

개성적 존재로서 교육 과정을 거치며 특정한 형상으로 새롭게 주조될 수 없다

는 것과, 그렇기 때문에 주체화로서의 교육의 과정이 아무런 실제적 저항과 예

측 불능의 위험 부담 없이 온전히 계획적으로 이루어지길 기대하는 것은 아이

들이 실존을 고려하지 못한 방식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비에스타는 있는 그대로

의 모습으로부터 출발하여 모험을 해내가는 과정으로서의 교육은, 비록 그 과정

이 불예측적이라는 점에서 위험할지라도, 그 속에서 선(善)을 발견할 수 있다는

믿음을 전제한다고 말한다. 여기서 믿음은, 어떤 특정한 대상을 정해놓고, 이를

테면 “나는 외계인의 존재를 믿어”라고 말하는 것 속에 표현되고 있는 것처럼

그것에 대한 인식적인 견해를 표하는 것과 다르다. 믿음은 모험의 과정 속에서

보물과 같은 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인식적으로는 불명료하고 불확실하

지만, 간절한 염원과 희망이 담긴 표현에 가깝다(Biesta, 2013: 17).

그런데, 자기 자신이 되는 과정이 불예측성을 안고 있는 모험에 뛰어드는 것

이라면, 아이들이 자기 자신이 되는 과정에 교사를 비롯한 여러 교육적 제반 환

경이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해 볼 수 있다. 아이들이 교육을

통해 어떤 규격을 갖춘 형태로 만들어지나, 새롭게 창조되어야 한다면 교육은

아이들이 그러한 형태로 자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명분을 가질

수 있지만, 자기 자신이 되는 과정이 그 어떤 확실한 결과도 담보할 수 없는 모

험의 여정이라면 교육은 그러한 자아 형성에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을지가 애

매모호해지는 것이다. 어쩌면 이러한 문제 제기는 더욱 급진적인 질문으로 바꿔

서, “교육이 아이들의 자아 형성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가?”라고 재차 질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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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의문은 최근 각광받고 있는 구성주의 학습 논리와

밀접한 연관을 가진다. 아이들이 만일 스스로 의미 형성을 할 수 있는 주체로서

개별적으로 학습하고, 또한 그 결과로서 자기 자신을 만들어갈 수 있다면, 교사

는 아이들이 이러한 작업을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촉진자, 혹은 보조

자의 역할에 머물러야 한다는 결론에 다다르게 되기 때문이다. 비에스타는 여기

서 학습자 중심의 구성주의 담론이 학습에 있어서의 내재적인(immanent) 관점

을 취하고 있다고 설명하는데(Biesta, 2013: 46-47), 이 관점에 따르면, 자기 자

신이 되는 윤리적 과제는 개별 학습자들이 스스로 학습해나가는 과정에서 수행

될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언뜻 보면 교사의 역할을 축소함으로써, 아

이들이 스스로 학습 가운데 의미를 찾고, 거기에 더하여 자신을 만들어갈 수 있

도록 격려하는 구성주의의 학습 논리는 자아 형성의 주체로서 학습자들을 존중

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우리는 키에르케고르의 실천적 자아관에 근거할 때, 내재적 관점의

학습 논리가 오히려 역설적으로 학습자들이 참다운 자기 자신이 될 수 없도록

만든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게 된다. 키에르케고르는 자아 형성의 과정이 늘 순

간 가운데 일어나며, 자아는 거듭된 질적인 도약을 통해 지속적으로 갱신되어야

하는 윤리적 과제라고 말한다. 이러한 자아의 정의로부터 교육의 참의미가 파생

된다. 학습자가 자기 인식에 있어서 인식적·정서적 변화를 체험하며, 자신을 새

롭게 종합시키는 순간은, 키에르케고르에게 있어서 진정한 교육이 이루어지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 순간 속에서 그는 필연성을 상징하는 과거와, 가

능성을 상징하는 미래가 현재 가운데 충만을 이루고, 자신에 대한 새로운 인식

적 전환을 맞는 것으로 자기 자신이 되어 가는 과정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된다(Bernier, 2015: 25-26). 변화된 자기 인식을 체험하게 되는 이러한 질

적인 도약의 순간은 자아를 구성해가는 종합의 계기 중에서 시간성과 영원의

종합으로 표현되는데, 여기서 영원성은 자아 내부에서 관성적으로 지속되는 인

식적 순환을 뚫고 들어와, 그 흐름을 바꾸어 놓는 외부적 힘을 상징한다. 자기

자신이 되고자 하는 운동이 계속해서 수행될 수 있는 이유는, 자아를 변화된 내

용을 가진 것으로 정립시키는, 자아 외부의 위치한 힘과 지속적으로 상호 작용

이 있기 때문이다. 즉, 자아가 자기 자신이 되는 과정 속에서 새로운 단계로 도

약하기 위해서는, 최종적인 종합의 정립이라 할 수 있는 시간성과 영원성의 종

합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때 자기 자신의 외부에 있는 완전히 이질적인 힘과 접

촉이 필요하다. 여기서 자아를 초월하는 외부적 힘은, 교육적 상황에 적용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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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가르침을 의미할 수 있다. 실제로 키에르케고르는 교사가 학습자에게 진

리를 제시해야 할 뿐만 아니라, 진리를 이해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해주어야 한

다고 주장하며, 가르침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한다(Biesta, 2013: 50).

이상에서 논의된 것처럼 교육적 가르침은 자아 형성에 질적인 도약을 가능하

게 만들 뿐만 아니라, 학습자들의 칩거성을 방지하는 중요한 기능까지 담당한다

는 점에서 자기 자신이 되는 과정을 효과적으로 돕는다. 칩거성은 키에르케고르

가 신경증, 우울증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는 악마적 불안의 대표적인 은폐적

성향으로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에게 가두고자 하는 속성을 가진다(CA: 267).

칩거성의 이러한 위험성을 고려한 탓인지, 키에르케고르는 아이들이 “그릇된 칩

거성으로부터 구제되면서도 자기만의 정신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교육의 핵심이 된다고 주장한 바가 있다(CA: 251-252). 칩거성을 방지

하기 위해서는 선의 가능성, 즉 외부로부터 찾아오는 자유의 가능성에 자기 자

신을 개방시키는 것이 필요한데, 이때 자유의 가능성은, 키에르케고르에 따르면

진리를 추구하는 행위로부터 찾아온다. 우리를 계속해서 확장시키는 것만이 진

정한 진리이며,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은 어떠한 내용을 받아들이거나, 자신만의

확신을 고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외부로 개방시킴으로

써 계속해서 자기 자신이 되려는 운동을 지속하는 태도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가르침으로 매개되고 있는 교사와 학생간의 소통은 아이들로 하여금 자신을 개

방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교육적 기반이 되며, 교육적 관계를 통해 아이들은

진리 추구의 태도를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교사의 가르침은

변화의 가능성을 잠재하고 있는 자아를 지속적으로 형성할 수 있도록 추동하는

적극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아이들이 자기 자신으로 고립되는 것을 방지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교육이 있을 때라야만, 아이들은 칩거하지

않으면서, 진정한 자기 자신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것이다. 이로써 우리는 키에

르케고르의 실천적 자아관에 입각할 때, 교육이 아이들의 주체적 자아 형성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도출해낼 수 있다.

그렇다면, 교육은 어떻게 개별 학습자들의 자아 형성을 도울 수 있는 걸까?

자기 자신이 되는 과정으로서의 교육적 원리를 탐색하기 위해서는, 이전 장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본 종합, 자기 관계, 그리고 윤리적 과제로서의 자아 개념을 다

시 한 번 고찰해볼 필요가 있다, 종합으로서의 자아는 무한한 것과 유한한 것,

필연적인 것과 가능한 것, 그리고 영원한 것과 시간적인 것 사이에서 형성되는

것으로서, “현실성에 속하는 유한한 것과 시간적인 것을 '대지'로 삼아 그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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딛고 서 있으면서도, 동시에 가능성에 속하는 무한한 것과 영원한 것을 그가 도

약해야 되는 '대기'로 지니고” 있다(엄태동, 1998: 125). 이러한 종합의 정의를

따를 때, 실존적 자아는 종합을 정립하기 위한 '부단한 추구'를 특징으로 한다

고 볼 수 있다(엄태동, 1998: 125). 그러나 어떠한 객관적 개념과 외부적 압력에

도 구속되지 않은 채, 주체로서 자율적인 의지를 통해 종합을 정립해나가는 자

아는 단지 자율적인 판단을 수행해나가는 역동체에 불과한 것으로, 아직 진정한

자아로서의 지위를 갖지 못한다(CA: 172-173). 자아는 시간성과 영원성의 종합

을 통해 시간 안에서 자기 자신이 최초로 온전히 정립되는 영속성을 획득할 때

에만, 시간의 분절 속에서 어떠한 일관성도 없이 자율적으로 활동하는 역동체가

아닌, 통시적인 일관성을 띄는 진정한 자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Dupré,

1985: 122). 그러나 시간성과 영원성의 종합이 최종적 정립이라고 표현되고 있

는 것은, 자아가 더 이상 종합의 과제를 지속하지 않아도 되는 완성태에 도달했

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자아는 순간이라는 현재 속에서 자기 자신이 시간

의 흐름을 견디어내는 영속성과 일관성을 가진 자아라는 구체적인 의식과 함께

자기 자신이 윤리적 책임을 안고 있는 실존임을 분명히 자각하는 충만함과, 자

신의 존재의 변화를 체감하게 된다(CA: 168). 자아를 구성하는 서로 다른 이질

적 계기들이 갈등 없이 합일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윤리적인

책임을 통해 일관적인 자아 형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가능하며, 이는 “가장 깊은

의미에서 진리를 인정”하며, “그의 전체 본질에 진리를 침투시키고 진리의 일체

의 귀결을 몸소 받아들이고자” 하는 태도를 지시한다(CA: 277). 즉, 진리라는

자신이 지향하는 ‘좋음’에 대해 확신을 가질 때, 자아가 현재 속에서 충만감을

누리면서 통합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요약될 수 있는 키에르케고르의 자아관을 고려할 때, 교육이 자아 형

성에 기여할 수 있는 방식은 크게 세 가지의 원리를 가질 수 있다. 첫 번째로,

교육은 무한한 상상력과 발산적 사고를 자극시킴으로써 아이들이 스스로를 다

양하게 사고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존재로 체험하게 하는 동시에, 그러한 체

험이 현실감을 결여한 공상적인 상상과 일관된 방향성이 부재한 일시적 능력의

체험으로 그치지 않도록 도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자신의 무한성에 대한 체

험이 아이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이해의 지평이 확장되는 변화를 체험하는

것으로 이어지도록 이끌어야 한다. 우리는 이질적인 계기들 간의 종합으로 구성

되는 자아로서, 본질로서 규정된 존재가 아니라, 자율성과 독창성을 가진 한 인

격체로서 주어진 인간성을 자기 나름의 방식대로 실현해나갈 수 있는 개성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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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이다(김종두, 2002: 89). 그러나 객관적인 평가의 관점에서 높은 성취를 위

해 획일적인 규격에 아이들의 사고를 가두는 식의 교육은, 우리가 본래 가지고

있는 무한한 상상력을 오히려 사장시키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가진

다양한 재능과 꿈이 현실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늘 현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

고, 이러한 희망을 품는 것을 ‘비현실적인 것’, ‘가망성이 없는 것’, 혹은 ‘그 누

구도 시작해 보지 않았던 위험한 시도’로 믿게 함으로써, 진로 설정이나 대입

준비 과정에서 획일적인 결정을 하도록 만들고 있다. 이러한 관행은, 아이들이

자기 자신을 늘 예측적인 행동을 하는 존재로 제한시키도록 만들며, 자기 자신

을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언어를 교육 과정 속에서 획득하는 것을 방해한다.

따라서 아이들의 상상력을 발산시킬 수 있는 교육적 경험을 확대하고, 이것을

통해 자신만의 구체적인 미래를 그려나가고, 이를 실제적으로 실현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교육은 이러한 자아 확장의 경험이 아이들의 구체적인 자기 인식

속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교육적

원리는 교과 교육을 통해 소개되는 새롭고 다양한 내용들이 아이들의 주관적

자기 인식에까지 의미 있는 것으로 닿을 수 있도록, 내용이 충분히 소화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지는 것과, 또한 교과 지식을 통해 자기 자신을 대면해보

는 것의 중요성을 반영하고 있다. 특정한 교과의 맥락에서 아무리 중요한 위상

을 차지하고 있는 개념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학습자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이

해 방식이나, 세계를 바라보는 태도에 있어서 모종의 변화를 촉구하지 못한다

면, 그때의 개념 학습은 학습자에게 유의미한 경험으로 남을 수 없다. 따라서

교과 지식의 형식성과 논리적 절차를 학습하는 것을 넘어서, 교과 지식이 아이

들이 살아가고 있는 직접적 세계의 맥락에 안착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과 고

요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교육은 아이들이 열정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자

신만의 진리를 탐구할 수 있는 발판이 되어야 한다. 여기서 진리는, 키에르케고

르가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주체의 외부에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인식적 허구가

아니라, 우리가 행위 하는 데에 실질적인 영향을 끼치는, 불확실하지만 끊임없

이 내면의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어떤 힘으로 묘사될 수 있다. 그러므로 진리를

탐사하는 것은, 앎의 상태에 있어서 인식적 정확성에 도달하려는 데에 방향성을

두기보다, 아이들이 자아를 형성하는 데 구심적 원리를 제공하여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변화시켜나갈 수 있는 동력과 영감을 데에 초점을 맞추는 활동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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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야 한다. 이러한 활동이 교육 과정 가운데 촉진되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계속

해서 어떠한 교육적 주제에 대해 호기심을 가지고, 질문을 던질 수 있도록 토론

의 장이나 교육 주체들 간의 대화가 활성화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상의 세 가지

원리는 교육 과정 속에서 각각의 교과 학습을 통해 나름의 의미를 체득해 나가

는 것이 단지 학습의 과정에서만 촉발되는 일시적인 고무 현상으로 그치지 않

고, 아이들의 실존적 자아 형성과 결부되어 그들이 살아갈 삶의 전반에서 영향

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원리를 통해 필자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자기 자신이 되는 과

제는 공식적인 교육의 장에서 종결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키에르케고르가 우리

에게 시사하고 있는 중요한 사실은 인생 가운데 ‘무엇’이 되느냐의 문제보다,

‘어떻게 존재할 것인가’의 문제가 우리의 실존에 더 부합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우리가 지속적으로 자기 자신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교육은 ‘자아

완성’을 지향할 수 없다. 따라서 자신의 확장을 체험하고, 주관적인 진리를 탐사

하는 것으로 구성되는 교육은, 개별 학생들이 교과 공부 가운데 확장된 자신을

스스로 경험하고, 학습 과정에 의미를 부여하여 지속적인 자아의 과제를 윤리적

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역할에 머물러야 하며, 아이들의 현재적 자아

가 고정된 상으로 고착화되지 않고, 그들을 둘러싼 세계를 향해 개방될 수 있도

록 도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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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요약 및 결론

지금까지 논의들을 통해 필자는 오늘날 청소년들의 불안 현상을 문제 삼고,

이를 키에르케고 실존적 자기 관계에서 해석함으로써 불안을 교육적으로 해소

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했다. 오늘날 많은 청소년들이 찰스 테일러가

현대인을 특징짓는 윤리로 제시하는 자기진실성을 삶을 이끌어 나가는 중심적

인 윤리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볼 때, 아이들은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선택을 자

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이전보다 확대된 자유를 누리게 되었지

만, 다른 한 편으로는 아이들이 어떠한 외부적 권위와 전통에도 기대지 않고 스

스로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증가된 불안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진단되

었다. 한편 이렇듯 증가하는 불안 현상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 중에서, 오늘날

우리 사회 속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해석은 불안에 대한 정

신의학적, 임상심리학적 관점으로부터 나온 해석으로서, 불안 현상을 화학적 약

물 처방 및 심리 상담 등의 방법을 통해 임상적인 차원에서 치료해야 한다는

생각을 내포하고 있다. 학교를 비롯한 여러 교육기관 역시 이러한 해석에 기초

하여, 증가하는 청소년 불안 현상을 교육내적인 처방보다는, 전문상담가나 관련

외부 기관에 의탁하는 방식을 통해 다뤄오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해볼 수 있었

다.

이와 같은 조건 속에서 필자는 키에르케고르의 불안에 대한 실존적 해석에

주목하고자 했다. 불안에 대한 키에르케고르의 실존적 해석은 불안을 임상적인

차원에서 치료와 제거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해석과 달리, 불안을 인간이 실존하

는 가운데 나타날 수밖에 없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간주한다. 이와 같은 불안

에 대한 실존적 해석은 결론적으로 불안을 교육내적으로 다룰 수 있는 가능성

을 보여준다. 키에르케고르에 따르면, 불안은 우리 자신으로 하여금 우리가 끊

임없이 자기 자신이 되는 과제에 참여해야 함을 지시한다. 따라서 불안이 지시

하고 있는 자기 자신이 되는 과제를 교육적으로 돕는다면, 불안은 단지 제거되

고 치료되어야 할 대상이 아니라, 교육적으로 자아 형성에 있어서 의미 있는 현

상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를 다른 각도에서 조명해본다면, 교육은 아이들의 자

아 형성과정에 기여함으로써 청소년들의 불안 현상을 직접적으로 다룰 수 있는

가능성을 마련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전체적 기획에 따라 본 연구는

일차적으로 불안을 실존적인 자기 관계에서 해석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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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또한 구체적으로 어떠한 자기 관계 속에서 불안이 출현하는지를 키에르케고

르의 불안 개념을 통해 살펴보았다.

키에르케고르가 불안과 절망이라는 심리 현상을 통해 보여준 것은, 우리는

자기 자신이 되는 과제에 선택적으로 ‘관여하는 것’ 아니라, 인간으로 태어난 이

상 우리가 이 과제에 ‘관여될 수밖에’ 없는 존재자라는 것이었다. 즉, 자기 자신

이 되는 문제는 키에르케고르에게 선택의 문제가 아닌, 윤리적 과제로 이해되고

있다. 이 과제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잘못된 수행은 곧 불안의 계기가 된다. 다

양한 불안의 유형에 대한 이상의 고찰을 다시 간단히 되짚어 보자면, 우리는 실

존적 불안이 크게 자기 자신이 되는 과제를 잘못 이해하고 있거나, 이를 아예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와, 자기 자신이 되는 과제를 잘못 수행함으로써 출현한다

는 것을 확인해볼 수 있었다. 첫 번째의 유형의 경우, 불안은 구체적으로 자기

자신을 자아 형성의 주체로 간주하지 않거나, 자신의 인간적 한계 혹은 현실적

조건을 수용하지 못함으로써 자기 자신이 되는 과제를 잘못 이해할 때 나타난

다. 즉 자신이 형성의 주체임과 동시에 실존하고 있는 정신적 자아임을 깨닫지

못할 때 불안이 출현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 유형의 경우, 불안은 자기 자신을

정신적 자아로 간주하며, 자아가 되는 과제에 참여해야 한다는 중요성을 인지하

고 있는 상태에서 나타난다. 구체적으로는 자신의 역사적 과오가 거듭 되풀이될

것이라는 부정적 가능성으로 인해 자기 자신 속에 변화의 가능성을 찾지 못하

거나, 그리고 자유의 가능성을 거부하며 자기 자신 안에 머물러 있고자 할 때

두 번째 유형의 불안이 출현한다. 이러한 여러 가지 불안의 유형을 통해 우리는

자기 자신과 맺는 관계 자체가 곧 자아를 규정하고, 형성하는 방식이며, 불안은

이렇듯 자아를 규정하는 방식 속에 언제든 출현할 수 있는 것으로 우리 안에

늘 잠재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불안은 우리의 자아가 ‘되어감

(becoming)’의 과정 속에 있는 한, 우리 자신에게 뗄 수 없는 심리적 동반자인

것이다. 그러므로 불안은 피하거나, 제거될 수 있는 심리적 증상이 아니라, 우리

가 실존해야 한다는 과제를 부여받은 이상 삶 속에서 늘 짊어지고 가야할 ‘존재

의 무게’이자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교육적 계기’로 작동한다고 볼 수 있

다.

불안을 교육적으로 다룰 수 있는 가능성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본

연구의 취지에 따라, 불안에 대한 이러한 실존적 해석은 다음으로 불안이 지시

하는 ‘자아가 되는 과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탐색하는 작업으로 이어진다. 이

에 따라 필자는 키에르케고르가 의미하고 있는 과제로서의 자아가 무엇인지,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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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이러한 자아관이 오늘날 청소년들이 취하고 있는 자아관에 비추어 어떤 의

미를 지닐 수 있을지를 살펴보았다. 불안이 자기 관계 속에서 계속해서 출현하

며 자아가 되는 과제를 계속해서 지시한다는 점을 통해, 키에르케고르는 ‘자아’

를 어떤 고정적이고, 정태적인 실체로서 바라보지 않고, “자기 자신과 관계하는

관계”속에서 끊임없이 형성되어가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키에르케고르는 자아를 크게 종합, 그리고 자기 관계, 윤리적 과제의 관점에

서 접근하는데, 이러한 세 가지의 규정을 통해서 자아를 이해해볼 때, 자아는

지속적으로 성취되어야 할 과제임과 동시에, 그러한 과제를 수행하는 주체로 간

주된다. 우선 자아는 이질적 계기들로 이루어져 있고, 이 양극적 계기들을 종합

하는 과제를 수행한다. 이때 종합을 수행하는 정신으로서의 자아는 자기 자신과

중층적인 관계를 맺으며, 구체적으로 자기 자신을 의식하는 주체로 이해되고 있

다. 마지막으로 윤리적 과제로서의 자아는 계속해서 종합을 통해 형성되어야 하

며, 단지 형성의 운동을 지속할 뿐만 아니라 시간적 분절을 넘어서서 일관성을

견지해야 한다. 이렇게 볼 때, 윤리적 과제로서 자아는 종합을 수행하는 정신으

로서 자아가 종합을 일관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자기입법성을 요청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자기입법성은 근대적 자아와 같이 객관적 이성으로 특

징화되는 정신이 종합을 확고부동한 원리에 의해 수행해나가는 특성을 의미하

지 않는다. 키에르케고르는 정신을 어떠한 외부적 규정에도 얽매이지 않는 능동

성과 주체성을 가진 역동체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입법성은 주체적 정신

에 의해 자발적으로 종합을 일관성 있게 수행해가는 특성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자기입법성은 그것이 일관성 있는 원리를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부여하는 특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러한 특징으로부터 실천이성의 능력을 갖

춘 정신만이 자기입법성을 갖출 수 있다는 사실이 도출된다. 키에르케고르에 따

르면, 실천이성의 능력을 갖춘 정신은 자기 자신을 삶을 이끌어 나가야 하는 윤

리적 책임을 가진 유일무이한 주체로 상정할 수 있을 때, 진정한 의미에서 자기

입법성이 성립될 수 있다. 이는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가진 실천 이성의 능

력이 단지 자유롭기만 한 우리의 자율성의 능력이 아니라, 궁극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선(善)을 추구하는 지향성에 기반할 때에만 자신에 대한 윤리적 책임

을 동반하는 자기입법성이 성립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로써 우리는 윤

리적 과제로서의 자아가 결국에는 주관적 진리에 대한 지향으로 이어진다는 사

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키에르케고르의 자아개념을 탐구한 결과, 우리는 자아가 한 사람이 나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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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서 발견하고 수용해야만 하는 객관적 대상이 아니라, 인생의 여정 가운데

계속해서 형성하기 위해 힘써야 하는 윤리적 과제로 상정된다는 것을 확인해볼

수 있었다. 이러한 점에서 키에르케고르의 자아 개념은 오늘날 청소년들이 받아

들이고 있는 자아관 기저에 놓여있는 근대적 자아관과 대비되는 윤리적·실천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건강한 자기 관계를 영위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불안에 대한 키에르케고르의 해석을 고려할

때, 이러한 윤리적 자아관은 실존적 자기 관계 속에서 계속해서 출현하는 불안

을 회피하지 않고, 불안과 함께 살아감으로써 계속해서 자기 자신이 되기 위해

힘써야 한다는 사실을 함축하고 있다. 이상에서 논의된 키에르케고르의 불안,

자아에 대한 관점으로부터 필자는 청소년 불안 현상을 교육적으로 다룰 수 있

는 가능성을 모색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 번째

로, 우리는 불안에 대한 기존의 부정적인 인식을 실존적 해석에 기초하여 전환

할 필요가 있으며, 두 번째로, 우리는 청소년 불안 현상에 대한 교육적인 대책

을 마련하기 위해 청소년들의 지속적인 자아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을 구

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두 가지 시사점을 토대로, 필자는 기존의 교육이 불안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해왔는지, 그리고 청소년들의 자아 형성에 있어서 어떤 기여를 해왔는

지 비판적으로 성찰해보았다. 지금껏 교육학에서는 학습에 있어서 연속적 발달

모델을 기본적으로 전제해왔으며, 이러한 사조의 영향으로 우리 교육은 학생들

의 가시적 성취를 통해 교육의 성과를 확인하는 문화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성취 지향적 교육 문화 속에서 연속적인 성취를 방해하는 불

안 현상이 부정적으로 묘사되어 온 것은 자연스러운 결론이라고 볼 수 있다. 필

자는 이러한 불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학교에서 상대적으로 긴 시간을 보내

고 있는 아이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느끼고 있는 불안을 더욱 부정적으로 인식

하게 만드는 데 일조한다고 판단했다. 성취 지향적 교육 문화 속에서 지속적인

성취에 실패한 학생들은 초조함과 불안함을 느끼게 되지만, 이러한 불안이 지속

적으로 성장해야 한다는 강박 하에 온당히 용인되지 못했기 때문에, 불안은 감

정의 당사자에게 마저 억압되거나, 제거되어야 하는 것으로 이해됨으로써 큰 심

리적 가중이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키에르케고르는 불연속적인 발달의 일환으

로서 질적인 비약이 발생하는 순간을 진정한 교육이 이루어지는 상황으로 그리

고 있었으며, 이를 참조할 때, 불안은 질적인 도약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학생들

의 자아인식을 촉진하는 매개 현상으로 이해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불연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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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발달 모델을 통해 학생들의 성장과정을 이해해볼 수 있으며, 연속적 성장

을 방해하는 것으로 묘사되어 온 불안에 대한 기존 인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인식의 전환이 필자는 교육적 관계 속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날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필자는 오늘날 청소년들의 자아관 형성에 있어서, 기존의 교육이 객관적 지

표를 통해 아이들을 평가하고, 또한 개념의 논리적 습득만을 강조하는 교과 교

육을 고수함으로써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했다고 진단했다. 이러한 교육적 영향

으로, 아이들은 자아를 지속적으로 형성되어야 할 과제로 보지 않고, 이미 완결

된 것으로 이해하는 폐쇄적 자아관을 가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일차적

으로는 학생들의 다양한 잠재 능력을 다양한 방식으로 평가할 수 있는 평가 수

단이 확보될 필요가 있으며, 보다 근본적으로 교육이 학생들의 자아를 개방을

촉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키에르케고

르의 자아관에 기초했을 때, 필자는 교육이 학생들의 자아의 개방을 촉진하기

위해서 세 가지의 원리를 도출해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우선 교육은 아이들

이 다양한 사고를 통해 자신들을 여러 방향으로 사유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존재로 인식할 수 있도록 상상력과 발산적 사고를 촉진시켜야 하며, 이러한 사

고의 확장이 단순히 이해 지평의 확대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데 있어서 모종의 변화를 체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또한 자기 인식의 변화가 생겨나는 질적인 도약의 순간을

교육적으로 중요하게 간주하며, 아이들이 교과 학습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교육은 아이들이 자신의 삶을 의미 있는 방식으로

조직할 수 있도록 만드는 주관적 진리 탐사의 과정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오늘

날 자신들의 선택을 보증해줄 수 있는 단단한 가치 지반이 부재한 청소년들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교육은 아이들이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형성해 갈 수 있는

동력이 될 수 있도록, 토론과 대화가 활발히 오고가는 논의의 장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의 논의들을 돌아보며, 필자는 오늘날 증가하는 불안 현상이 전통적인

형이상학적 질서가 무너지게 되면서 우리 삶에 확대된 주체성, 그리고 자유의

또 다른 얼굴이 아닐까 생각한다. 우리의 정신과 행동을 제한해오던 많은 규정

들과 전통들이 형이상학적 기반을 상실하고 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은 정신의

진정한 해방과, 외부의 간섭이 없는 주체적인 삶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

망했다. 그러나 불안과 우울증, 자살과 같은 병리적 현상의 증가는 우리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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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진정한 주체적인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 다시금 질문하도록 만들고 있다. 만

일 공동체적 구속, 전통적 규범 및 종교적 질서에서 벗어난 정신의 해방이 자살

충동으로, 자유의 확대가 불안과 우울증으로 이어진다면, 이러한 양상이 과연

주체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는가? 물론 이러한 질문

을 제기한다고 해서, 다시 예전처럼 세계의 보편적인 질서를 세워나가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다만, 오늘날 나타나고 있는 끔찍한 자기 학대

와, 끝없는 자기 심연은 우리의 생각만큼 자유롭고,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이 쉽지 않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키에르케고르는 일찍이 주체적인 삶의

어려움을 ‘자기 자신이 되는 과제’라고 표현할 만큼 예리하게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점에서 오늘날 증가하는 청소년 불안 현상을 그의 사상적 흔

적을 더듬어봄으로써 고찰하고 있는 이 연구는, 자기 자신이 되어 주체적인 삶

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다시 한 번 상기시키는 역할을 자처하

고 있다. 특히 키에르케고르의 자아 개념을 탐색하는 데에 많은 지면을 할애하

고 있는 본 연구는, 그 누구도 자기 자신이 아니고서는, 자기 자신이 되는 과제

에 참여할 수 없다는 점에 주체적인 삶의 어려움이 놓여져 있다는 것을 강조하

고 있다(Kwak, 2001: 8). 오로지 자기 자신만이 자기 자신이 되는 과제를 수행

할 수 있다는 이러한 어려움은 교육의 한계를 암시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우

리에게 여전히 희망을 품게 하는 것은, 키에르케고르가 보여주고 있는 인간에

대한 실존적 이해를 통해 현재 우리 교육에서 반성의 지점들을 찾아볼 수 있으

며, 교육적으로 자아 형성을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을 고려해볼 수 있다는 점이

다.

오늘날 점차 가시화되고 있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심리적 병리 현상은 어쩌

면 교육이 지금까지 아이들을 ‘존재’가 아니라, ‘대상’으로 간주함으로써, 아이들

의 깊은 내면의 문제를 묵인하고, 이를 단순히 입시 문제로 인한 경쟁이나 교육

이외의 개별적 요인에 그 원인과 책임을 돌린 결과가 아닐까 조심스럽게 반성

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이러한 현상은 단지 교육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거시

적인 사회상과 결부되어 있는 근본적인 문제임이 분명해보이지만, 불안 현상은

쾌쾌 묵은, 다소 진부해 보이는 교육의 본질이 무엇인지,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어딘지를 심각하고, 진지한 태도로 질문해 볼 것을 요청한다. 물론 응급

처치의 차원에서 아이들이 직면하는 불안한 정서를 상담과 특수적으로 편성된

자살예방교육 및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처방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러나, 더욱 근본적으로 장기적 안목에서의 교육적 현상에 대한 진단 및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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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방향성을 재고찰하는 일이 절실한 시점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필자는 이 연

구가 그 동안 교육의 장에서 부정적으로 채색되어왔던 불안 현상을 인간의 실

존적 자기관계라는 관점으로 조명함으로써, 학업에 가려져 있던 청소년들을 실

존의 차원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오늘날 문제시되고

있는 청소년들의 정신 병리적 현상을 교육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활발한 논의의 장을 제공할 수 있길 기대한다.

다만, 연구자의 역량의 한계로, 키에르케고르라는 거대한 사상가가 강조하고

있는 ‘자기 자신이 되는 과제’가 단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 그리

고 공동체, 사회와 관련성을 가지는 과제라는 점이 부각되지 못했다는 것에 아

쉬움이 남는다. 키에르케고르는 “단독의 개인이 온 세계를 앞에 놓고도 꼼짝도

않을 만한 확고한 윤리적 태도를 획득한 다음에라야 비로소 진정한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말하며, 우리가 막연한 개념적인 추상으로 이해하고 있는 인류의 정

의, 평등, 자유와 같은 보편적 미덕이 인간 개개인이 자기 자신의 한계와 연약

함을 직시하며 스스로를 반성하지 않는 이상 온전히 실현될 수 없다는 것을 강

조한다. 즉, 그는 우리가 진정으로 자기 자신이 되는 과제에 참여할 때에 사회

를 변화시키는 근본적인 힘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심승

환, 2016: 259). 자기 자신이 되는 과제과 포괄하고 있는 이러한 또 다른 차원을

고려할 때, 필자는 후속 연구로서 키에르케고르의 자아 개념과 사회 공동체가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지에 대한 탐구를 제안하며 이 연구의 마지막을 열어두

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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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search the philosophical and

educational meaning of ‘anxiety’ so that we can explore the possibility of

dealing with increasing anxiety among today’s adolescents by educational

method. Increasing mental illness among Korean adolescents has lately

become a serious problem in education, and the urgency of this problem is

requiring us to explain the reason why mental illness is increasing among

adolescents even though the educational system has not changed in

significant ways for a long time. I assumes that this can be explained

further if we pay attention to ‘new ethics’ in the present ages. The ‘new

ethics’ has made many adolescents seek relationship within themselves

instead of struggling with obligations imposed from outside. However, their

pursuit of inner autonomy also seems to contribute to growing anxiety

accompanied by making choices and the ensuing responsibility. In this

respect, I narrowed the problem of mental illness down to anxiety, and

focused on the anxiety in terms of self-relationship.

Anxiety has typically been regarded as serious psychological disturb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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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ainst consecutive educational development, so in education, it has been

what needs to be avoided if possible, and cured with the help of

psychotherapy and clinical prescription. However, according to Kierkegaard,

we human develop not in a continuous form, but through discontinuous

disconnections and unexpected leaps, and anxiety can be educative itself by

stimulating such qualitative leaps. For him, anxiety appears as an

unavoidable phenomenon for humans who are under the condition of

existence, in which we constantly face choices and must decide what to

choose to deal with situations surging upon us in the real world, but it also

indicates us importantly to become ourselves in an essential way by making

us feel responsible for ourselves as the only subject of our lives. Along with

this existential perspective of anxiety, this research intends to show how

anxiety can be interpreted as the sign of a struggling existential self, and

through facing this anxiety, how we can become a real, and ethical self.

This course of exploration ultimately aims to draws an implication of

anxiety on education. In conclusion, I suggest that we need to see the way

of viewing anxiety within the context of the existential self-relationship, and

anxiety can be educative if it leads us to face ourselves and to become their

true self. We would be able to reach out to students with their anxieties by

helping them to be themselves and become subjective within education.

Keywords : anxiety, existential self-relatioship, freedom as possibility,

ethical self, subje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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