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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레오 스트라우스의 사상과 입장은 지금까지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

켰다. 한편으로 그는 플라톤적 절대주의자로 위장한 니체주의자로 묘사되

는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끊임없이 진리를 탐색하는 회의주의자로 묘사된

다. 이러한 배경의 바탕에는 그가 주장하는 근대의 위기, 혹은 그 최종결

과인 역사주의를 극복하기 위해 내세우는 해결책인 “고대로의 회귀” 가 

정확히 어떤 의미를 내포하는지가 모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시에 그의 해결책의 모호성은 많은 연구자들이 그의 문

제의식의 핵심이자 해결책의 주요 원인이 되는 역사주의를 명확하게 이해

하는데 큰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부분적으로 기인한다. 역사주

의를 정치철학의 가장 큰 적으로 규명한 그이지만, 많은 연구자들은 역사

주의가 단순히 상대주의나 허무주의를 초래하기 때문에 그것을 문제 삼고 

있다고 이해한다. 나아가 스트라우스가 명시적으로 역사주의를 크게 이론

적 역사주의와 급진적 역사주의로 나누고 그 정치철학적 파장을 다르게 

규정함에도 불구하고, 이 둘을 혼합하여 이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즉, 

사상가의 해결책에 적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의 문제의식에 대한 명

확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많은 연구는 이러한 

부분을 간과해왔다. 

이에 따라 본고는 스트라우스의 『자연권과 역사』를 분석하여 역사

주의에 대한 그의 서술을 명백히 밝히고자 한다. 우선 본고는 그가 『자연

권과 역사』 에서 근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역사주의의 기원과 발전 과

정을 계보학적으로 서술하고 있음을 주장한다. 구체적으로 그는 근대 자연

권을 탄생시킨 홉스로부터 출발하여 급진적 역사주의를 완성한 하이데거

까지 역사주의의 기원과 변천을 상세하게 서술함으로써 자신만의 역사주

의 서사를 제시한다. 무엇보다 그는 이러한 과정에서 각 사상가의 사상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강조한다. 예컨대 그는 홉스가 고전적 철학을 

근대 자연권 사상으로 격하시켰으며, 이어서 루소가 처음으로 “역사성”이

라는 개념을 탄생시킴으로써 역사주의의 씨앗을 낳았다고 주장한다. 나아

가 니체가 자신의 사상을 설파함으로써 역사주의는 급진화되고, 마지막으

로 하이데거에 이르러 완성된다. 최종단계에 이른 급진적 역사주의는 지금

까지의 철학이 근거 없는 토대 위에 발전하였으며, 나아가 인간의 모든 사

고는 운명에 종속된다는 주장을 펼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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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모든 사고가 운명에 의해 좌우된다는 운명주의를 천명하

고, 나아가 이러한 사실이야말로 진리이자 인간의 상황이라는 급진적 역사

주의의 주장에 대해 스트라우스는 계보학적 접근을 통해 그 타당성을 공

격한다. 즉, 그는 근대의 정치사상사를 추적함으로써 모든 것을 역사적으

로 보는 “역사성” 이 급진적 역사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운명에 의

해 드러난 것이 아니라, 근대 사상의 흐름 속에서 우연히 발생한 개념에 

지나지 않음을 밝힌다. 간단히 말해 그는 인간의 사고가 시대에 따라 변한

다는 관점이 초역사적인 진리가 아니라, 근대의 정치사상에서 파생된 인간

의 자의적인 관점에 불과하다는 것을 역설하는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본고는 『자연권의 역사』를 역사주의에 대항하

기 위한 하나의 반박서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러한 해석을 

통하여 스트라우스가 왜 역사주의를 정치철학의 가장 큰 적으로 표현했는

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며, 나아가 왜 고대로의 회귀를 주장했는지 추

론할 수 있음을 주장한다. 비록 스트라우스는 하이데거로 대표되는 급진적 

역사주의가 천명하는 진리를 정면으로 반박하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그러

한 진리가 운명에 의한 발견이 아닌, 인간이 창안한 것이라는 가능성을 제

기함으로써 역사성에 오염된 철학을 구원하려고 한다. 

주요어 : 레오 스트라우스, 역사주의, 자연적 옳음, 정치철학, 

         근대 자연권, 역사성의 계보학                 

학  번 : 2017-23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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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문제제기

한 사상가의 저작에 대해서는 수많은 해석이 존재하는 것이 일반적

이지만, 레오 스트라우스만큼 그 해석이 양극단을 오가는 사상가는 드물

다. 고전을 정확하게 읽는 하나의 틀을 창안하고 옳고 그름에 대해 끊임없

이 성찰하는 소크라테스적 철학자의 이미지부터, 이라크 전쟁의 배후자이

자 강자가 고상한 거짓말(noble lie)을 통해 대중을 이끌어 나아가야 한다

는 니체주의자까지, 그에 대한 해석은 이처럼 극과 극을 달린다. 이렇듯 

스트라우스가 정확히 어떤 사상가인지는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논쟁

이다. 본고는 따라서 이러한 논쟁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실마리를 제공

하고자 한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우선 왜 이토록 스트라우스의 해석이 

극단적으로 나뉘는지 살펴봐야 한다. 스트라우스 평가의 극단성은 그가 가

지고 있는 뚜렷한 문제의식에 비해 그가 제시하는 해결책의 모호함, 혹은 

부재에서 전적으로 기인한다. 

유대인으로 독일에서 태어나 히틀러를 피해 미국으로 망명한 스트라

우스는, 30대 초반부터 생을 마감하기 전까지 당시 팽배했던 상대주의와 

철학의 불가능성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였다.1) 그는 철학에 대한 회의가 

도덕적 상대주의로 이어지고 있다고 보았고, 나아가 히틀러의 등장이나 2

차 세계대전 도중에 일어난 비극들이 이러한 사상적 배경과 무관하지 않

았다고 생각하였다.2) 이성을 통해 진리나 옳은 가치를 찾을 수 없다는 주

장에 의문을 품은 그는, 왜 그러한 생각이 사실상 진리로 수용되었는지를 

역사적으로 탐구하는 작업에 착수한다.  

니체가 On the Genealogy of Morality 에서 도덕의 기원을 분석

하듯, 스트라우스 역시 현시대에 왜 철학이 무익하다는 생각이 만연해졌는

지를 계보학적으로 분석한다. 그러한 작업의 결과로 그는 근대 정치사상의 

1)  Martin D, Yaffe and Richard S. Ruderman. Reorientation : Leo Strauss in 

the 1930s. (New York : Palgrave Macmillan, 2014)

2) Leo Strauss, German Nihilism (1941); Leo Strauss, Natural Right and 

Histor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53), p. 42; Leo Strauss,  

Studies in Platonic Political Philosophy. WIth a Foreword by Joseph 

Cropsey and an Introduction by Thomas Pangle.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3), p.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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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천 과정을 인과적으로 연결함으로써 그 기원을 설명한다. 예컨대 그는 

고대에서는 우주 전체에 대해 천착하고 우주의 한 부분으로서 인간에 대

해 탐구하였다면, 근대에 들어와서는 이러한 목적론적 세계관을 버리고 자

연과학에 기반한 세계관을 도입하였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전환의 주동자 

중 한 명으로 스트라우스는 홉스를 꼽고 있으며, 이후 로크, 루소, 니체 

등의 사상이 어떻게 이 토대 위에서 발전하였는지를 설명한다. 결론적으로 

그는 철학이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되는 이유의 핵심에는 역사주의, 보다 

정확하게는 하이데거의 실존주의(급진적 역사주의)3)가 자리잡고 있다고 주

장한다. 다시 말해 전체를 탐구하던 고대 철학은 홉스로 인해 자연 전체에 

대한 탐구를 포기하게 되었고, 추후 일련의 사상적 과정을 거쳐 철학을 불

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는 하이데거의 실존주의로 귀결된다는 것이다.

스트라우스는 이러한 분석을 통해 현시대 철학의 심각한 적 중 하나

는 역사주의라고 주장한다. 우선 첫 번째 문제는 하이데거의 급진적 역사

주의는 상대주의의 교조화를 의미하기 때문에, 인간은 가치에 대한 탐구를 

포기할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상대적이라는 것을 확신한다. 즉, 이는 도

덕적 허무주의를 초래한다. 두 번째 문제는 이러한 역사주의로 인해 우리

는 플라톤의 동굴보다 더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이다. 역사주의는 

모든 것이 시대에 따라 변한다는 역사적 인식(historical conscious)을 부

여하기 때문에 인간은 이러한 색안경을 끼고 모든 사태와 사물을 바라본

다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현 인류는 플라톤의 동굴 안에서 역사주의라는 

편견으로 인해 더 깊은, 즉 “동굴 아래의 동굴”에 살고 있다는 것이다4). 

이러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스트라우스는 고대, 즉 근대성에 의해 오

염되지 않은 철학으로의 회귀를 주장하고 있다. 

만약 여기까지가 스트라우스의 최종적인 입장이었다면, 앞서 설명한 

그의 텍스트에 대한 해석의 극단성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이

런 해결책에 대한 스트라우스 본인의 추가 주장은 독자들을 혼란스럽게 

한다. 그는 철학이 "전체"(the whole)에 대한 지식을 추구하는 행위이지만, 

동시에 우리가 전체에 대한 지식을 알 수 없다고 말한다.5) 나아가 그는 

철학이 본질적으로 무지의 앎이라고 말하며, 인간은 영원히 결정의 단계에 

3) 스트라우스는 하이데거의 실존주의를 급진적 역사주의(radical existentialism)라고 

지칭한다. 이러한 특이한 지칭은 추후 추가적으로 설명하겠지만, 하이데거의 사상을 

역사주의의 과정 속에서 바라보는 스트라우스의 독특한 시각을 드러낸다.  

4) Martin D, Yaffe and Richard S. Ruderman, 2014, p. 248.

5) Leo Strauss, What is Political Philosophy? And Other Studies. (New York: 

Fress Press, 1959), p.11,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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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지 못 할 수도 있다는 주장을 한다.6) 만약 역사주의가 내포한 문제점

이 극단적 상대주의이며, 그로 인한 도덕적 허무주의가 2차 세계대전의 

비극이나 전체주의로 이어졌다면, 고대 철학으로의 회귀는 무엇이 옳고 그

른지 파악할 수 있다는 보장이 있어야 한다. 혹은 적어도 그런 회귀가 역

사주의가 가져오는 폐해와 비극보다는 나은 결과를 보장한다는 근거가 있

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가 고대철학 혹은 그러한 철학적 방법론으로 회귀

한다고 한들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알 수 없다면, 스트라우스는 그러한 시도

가 현재의 상황보다 더 나을 것이라고 어떻게 확신하는가? 

이에 대해 스트라우스 본인의 저서에서 찾아볼 수 있는 반론은, 인

간이 두 산의 정상이 구름에 가려 있어 어느 것이 더 높은지는 알 수 없

을지라도, 어느 것이 산이고 어느 것이 흙두둑(mole hill)인지는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이다.7) 즉, 진리나 최고선(summum bonum)은 인간이 알 

수 없다 하더라도, 최소한 둘 중 무엇이 악이고 선인지는 파악할 수 있다

는 것이다. 이에 반해 근대부터 이어져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은 그런 구

분조차 불가능한 것으로 주장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아무리 작은 앎이라도, 그것이 그 자체로 명백하다면 그것 

역시 하나의 지식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달리 말하면 이는 철학은 

결코 진리의 소유가 아닌 진리를 향한 탐구이자 “무지의 지”라는 주장은 

물론 철학은 의견을 지식으로 대체하는 것이라는 주장과도 배치된다. 철학

을 통해 근본적인 문제를 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는 스트라우스의 주

장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 근본적인 문제들을 천착함으로써 얻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심화된 이해 역시 하나의 지식이지 않은가?8) 따라서 스트라

우스의 주장을 정리하면, 절대적 옳음에 대한 믿음의 상실은 2차 세계대

전이라는 비극으로 이어졌기에 우리는 고대의 철학적 방법으로 회귀해야 

하지만, 동시에 그러한 회귀를 통해서도 절대적 옳음에 대한 지식을 획득

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동시에 그 자체가 무익한 작업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의 수제자였던 Stanley Rosen은 이러한 스트라우스의 입장을 

비판하면서 진리가 존재한들 그것을 우리가 영원히 알 수 없다면 진리가 

존재하지 않는것과 실질적으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반문한다.9)

이 같은 스트라우스의 명백한 모순과 대안의 모호함이 앞서 말한 스

6) Strauss, 1959, p. 11.

7) Strauss, 1959, p. 23.

8) Strauss, 1959, p. 11.

9) Stanley Rosen, “Leo Strauss and the Possibility of Philosophy”. Review of 

Metaphysics. Vol. 53, Iss. 3, 541,  (2000) p. 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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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라우스 극단적인 평가의 원인이다. 따라서 이러한 모순을 해결하고 스트

라우스 사상을 나름 일관되게 해결하려고 하는 연구들이 꾸준히 이어져왔

다. 이는 크게 두 분류로 나뉘는데, 먼저 한 쪽은 스트라우스가 문제삼는 

것이 진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믿음 그 자체라고 주장한다. 즉, 스트라우

스 역시도 진리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 니체주의자이지만, 그는 이 같

은 치명적 진실(deadly truth)이 여과 없이 드러나면 도덕적 허무주의로 

인해 전체주의와 같은 비극들이 발생한다고 믿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

한 사실을 숨기고자 마치 진리가 존재하는 것처럼 말하고, 고대 철학으로

의 회귀를 주창하였다는 것이다. 이 같은 해석의 탄생에는 스트라우스 본

인이 자신이 20대 초반에 니체의 모든 말을 믿었다는 주장과 더불어, 서

구 문명이 진보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렸다는 그의 서술에서도 부분적으로 

기인한다.   

반대편의 연구자들은 이에 대해 스트라우스가 고대로의 회귀를 주장

하는 것은 절대적인 지식을 확보하고자 함이 아니라, 근본적인 질문이 무

엇인지를 다시 한번 성찰하는데 주안점을 두는 것이라고 반박한다. 즉, 우

리가 절대적 진리 혹은 삶에 필요한 지식을 확보하지 못 하더라도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 탐구하는 것 자체가 의미있는 작업이라는 것이다. 

10) 달리 말하면 2차 세계대전 이전에 팽배했던 허무주의와 상대주의가 아

니라 적어도 끊임없이 인간의 의미와 진리에 대해 끊임없이 성찰 하는 철

학이 존재했다면 최소한 그러한 비극은 예방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따라

서 이들은 스트라우스를 소크라테스와 같은 탐색적(zetetic)적 철학자로 묘

사한다. 다시 말해 그는 진리의 존재 자체도 회의하는, 진정한 무지의 지

를 추구하는 철학자이자 사회의 수호자라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들은 스

트라우스가 이러한 회의주의자를 자처한 것은 반민주주의자나 니체주의자

여서가 아니라, 인류가 특정 사상이나 사고에 경도되어 극단으로 나아가는 

것을 예방하는 철학자의 역할을 하려고 한 것이라고 해석한다.

그런데 언뜻 보기에도 이러한 두 해석은 모두 스트라우스를 일관되

게 해석하지 못한다. 예컨대 첫 번째 해석을 받아들인다면, 스트라우스는 

굳이 자신의 저서에서 철학이 무지의 앎이며 우리는 결코 지식을 획득할 

수 없음을 주장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대중에게 진리가 없다는 것이 진리

라는 치명적 진실(deadly truth)을 숨기려고 했다면, 스스로 니체를 반박

하고 진리가 존재한다고 말하는 것이 본인의 목적에 더 부합하는 방법이

다. 즉, 이들의 주장대로 스트라우스가 니체주의였다고 가정해보자. 그렇

10) Strauss, 1959, p. 11.



- 5 -

다면 그의 입장에서 가장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은 본인은 니체주의자

인것을 숨기면서 동시에 니체를 반박하고 고대 철학에서 진리를 찾을 수 

있다고 주장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주지하다시피 그는 니체를 정면으로 

반박한 적도 없으며, 고대 철학에서 진리를 찾을 수 있다는 발언을 한적도 

없다. 결과적으로 결국 이러한 해석은 왜 굳이 스트라우스가 철학은 진리

의 획득이 아닌, 진리를 향한 탐구라고 굳이 강조하는지 전혀 설명하지 못

한다.

하지만 두 번째 해석 역시 스트라우스의 입장을 일관되게 설명하지 

못 하는 것은 마찬가지다. 우선 사람들이 특정 사상에 경도되는 것을 예방

하기 위해 회의주의자를 자처했다는 해석은 분명 설득력이 있다, 그런데 

이 같은 회의주의는 결국 어떠한 것도 확신할 수 없기에 절대적인 지식을 

확보하기 전까지 어떠한 것도 확고히 주장할 수 없다. 하지만 스트라우스

에 따르면 우리는 전체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결정의 

단계에도 이르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철학을 수용한다면 인간

은 결국 상식에 기반한 판단을 하고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이러한 상식이

야말로 시대와 관습에 기반하며 따라서 상대적이고 역사적이다. 그렇다면 

철학적 회의주의(zetetic)라는 스트라우스의 해결책은 자신이 그렇게 비판

하던 상대주의나 역사주의와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가? 물론 자신이 비판

하던 극단적 상대주의는 모든 것이 상대적임을 진리라고 선언한다는 점에

서는 차이를 보이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현실에서 어떤 실질적인 

차이가 존재하는가? 

이렇듯 스트라우스는 본인이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고대 

철학으로의 회귀를 주장하면서 동시에 진리 획득의 불가능성을 단언하기

에 아직까지도 스트라우스에 대한 해석은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따라

서 본고의 최종적인 목표는 이러한 답보 상태를 풀 수 있는 하나의 실마

리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스트라우스의 최종 입장을 밝

히려던 위의 시도들이 크게 성공하지 못하였다는 점에 착안하여, 기존의 

연구들과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 해당 문제에 접근하려고 한다. 앞선 연구

들이 스트라우스의 해결책을 탐구하였다면, 본고에서는 스트라우스의 역사

주의 비판을 정밀하게 비판하여 그의 문제의식을 보다 명료하게 제시하고

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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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존문헌 검토

스트라우스의 역사주의 비판은 매우 잘 알려져 있지만, 그 비판의 

핵심 대상에 관해서는 각 연구마다 조금씩 다르게 해석한다. 또한 그가 근

대 정치사상이 급진적 역사주의로 이르게 된 직접적 동인을 무엇으로 선

정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더 다양한 해석이 존재한다. 이러한 해석의 다

양성은 스트라우스의 역사주의 비판에 대한 일관된 해석이 존재하지 않음

을 의미하며, 이는 결국 그의 구체적인 문제의식을 적확하게 밝혀 내지 못 

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스트라우스의 역사주의 비판을 극명하는 

것이 본고의 목표이고, 그 목표의 달성은 곧 스트라우스의 최종 입장과 해

결책을 보다 잘 이해하는 것으로 연결된다. 왜냐하면 문제에 대한 해결책

은 결국 자신이 포착한 문제를 해결하거나 최소한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내포하기 때문이다. 

스트라우스는 정치철학이 해결해야 할 가장 급한 문제는 역사주의

라고 표현하였다.11) 스스로 역사주의를 철학의 심각한 적으로 표현한만큼, 

스트라우스의 역사주의 비판은 그의 다양한 저작, 공개 강연, 강의등에서 

일관되게 나타난다. 30대 초반이던 1932년 미출판 저작 The Situation 

of the Present을 시작으로 타나나기 한 역사주의에 대한 서술은, 1941년 

“German Nihilism" 강연을 시작으로 40년대부터 뚜렷하게 나타난다. 이

후 40~60년대 그의 저서와 강의에서는 역사주의가 끊임없이 등장하는데, 

대표적인 저서로는 Three Waves of Modernity, Natural Right and 

History12), What is Political Philosophy 가 있다. 이중에서도 <Natural 

Right and History>는 역사주의에 대한 비판이 가장 길고 심도있게 다뤄

지며, 따라서 스트라우스의 역사주의 비판 연구들은 주로 해당 문헌을 분

석의 주 자료로 활용한다.   

그러나 이러한 Natural Right and History 를 통해 스트라우스의 

역사주의를 분석한 연구가 이미 많고 그 해석이 다양하다면, 본고가 그의 

역사주의 비판을 확연하게 밝히는 것은 수많은 해석 중 단순히 필자의 개

인적인 해석을 제시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한계를 지닌다. 따라서 아

래에서는 본 논문이 착수하려는 작업이 단순히 스트라우스의 역사주의 비

판을 해석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는 사실을 기존 연구 분석을 통해 

보다 명확히 밝히고자 한다. 이에 따라 우선 기존 연구들의 어떠한 해석을 

11) Strauss, 1959, p. 55. 

12) 추후 본고에서는 NRH로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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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1) <Natural Right and History>의 구조13)

우선 분석의 대상이 되는 해당 책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하나의 

저서를 올바르게 해석하려면, 저자가 정확히 무슨 의도로 집필하였고 그 

주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한다. 엄밀히 말하자면, 해당 저서는 표면적

으로는 역사주의에 관해서만 다루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 책은 스트라

우스의 최종 입장처럼 하나의 수수께기 같은 책이다. 먼저 제목과는 달리, 

스트라우스는 여기서 자연적 옳음/자연권이 절대적이라는 주장을 하거나 

혹은 어떻게 절대적 옳음이 존재할 수 있는지 다루지 않는다. 또한 그는 

자신의 적인 급진적 역사주의를 정면으로 반박하지도 않는다. 서론에서 자

연적 옳음이나 자연권에 대한 사람들의 불신을 것을 문제로 인식하고 책

을 집필하였다는 그가, 정작 책에서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지 않는 것은 다

소 의아한 일이다. 그러나 더욱 의아한 것은 책의 구성과 각 장들의 배치

이다. 책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3) Natural Right and History는 한국판으로는 <자연권과 역사>로 번역되어 있지만, 

사실 중의적 의미를 가진 Right의 특성상 Natural Right에 대한 해석은 두 가지로  

존재할 수 있다. 즉, 자연적 옳음을 지칭한다고 보거나 혹은 자연권을 의미한다고 

바라볼수도 있다. (불어와 독일어 역시 Droit/Recht 가 옳음/권리 라는 두 가지 뜻

을 내포하기 있기에 불어판이나 독일어판은 이같은 문제에서 자유롭다). 책의 구성

을 살펴보면 4장에 해당하는 내용은 분명 자연적 옳음에 대한 내용이지만, 이후 5

장부터는 근대적 자연권을 얘기한다. 그러나 스트라우스는 근대적 자연권이 고대의 

자연적 옳음을 추구하다가 도출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사실상 책 전체는 

자연적 옳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고 해도 부방하다.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러한 자연적 옳음은 스토아사상에서 나오는 자연법 사상에 토대를 두는 것이 아

니라 말 그대로 자연적으로 옳은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말하는 것이다. 다음은 

Helmut Kuhn에게 적은 편지에서 나온 내용이다. “나는 이제 자연적인 옳음에 대

한 역사에 관해 서로 다른 우리의 의견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당신은 “널리 알려

진 것처럼, 자연적 옳음의 교리는 스토아사상에 의해서만 만들어진 것이다.” 플라톤

은 자연적 옳음에 대해 말하지 않으며 아리스토텔레스 역시 삽입구의 형태로만 말

하고 있다(295). 나는 내 책의 서두에서 책의 제목이 자연법이 아니라 자연적인 옳

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음을 밝혔다. 자연적인 옳음(jus/justum naturael, 

physikon dikaion/to physei dikaion)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중요하고 나

아가 핵심적인 주제라고 나는 주장한다.” Leo Strauss, "Letter to Helmut 

Kuhn.". published The Indepedent Journal of Philosophy 2 :23-26 (1957), 

p.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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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tural Right and History>

  서론

I. 자연적 옳음과 역사적 접근

II. 사실과 가치의 구분

III. 자연적 옳음이라는 생각의 기원

IV. 고대 자연적 옳음

V. 근대 자연권

A. 홉스

B. 로크

VI. 근대 자연권의 위기14)

A. 루소

B. 버크

우선 내용을 간략히 설명하자면, 스트라우스는 1장에서 역사주의의 

기원부터 그 종착점인 하이데거의 급진적 역사주의를 다루고 나서 2장에

서 실증주의의 대표자인 막스 베버를 다룬다. 이어서 3장에서 고대로 돌

아가 자연과 자연적 옳음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탄생하였는지에 대해 서술 

하고, 연이은 4장에서는 고대에 어떤 자연적 옳음에 대한 사상들이 있었

는지를 보여준다. 이후 5장에서는 고대의 철학과의 단절을 최초로 모색한 

홉스 서술을 통해 근대의 막을 올린 뒤, 그 연장선에서 로크를 서술한다. 

마지막 장에서는 홉스와 로크를 비판하고 프랑스 혁명의 사상적 단초를 

제공한 루소의 서술과 함께, 바로 그 프랑스 혁명을 비판함으로써 역사학

14) 위 책의 바탕이 된 1949년 강의에서는 스트라우스가 NRH와 동일하게 챕터 구성을 하

였는데, 다른 챕터는 제목이 동일하게 유지되었지만 VI 은 “근대 자연권의 위기와 역사

로의 전환(The Crisis of Modern Natural RIght and the Turn Toward History)”

으로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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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의 사상적 토대를 제공했던 버크의 서술로 책을 마무리한다. 즉 해당 책

은 순환적 구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소 애매한 2장을 제외하면 모두 시

간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즉 1장과 2장에서 현재의 문제점을 다룬뒤 3장

에서 고대로 돌아간 이후 순차적으로 서술하여 다시 현재인 1장으로 돌아

온다. 

이와 같은 구성과 내용에 대해 기존의 해석들은 다음과 같은 의문을 

제시하였다. 

첫째, 스트라우스는 왜 자연적 옳음을 증명하거나 혹은 하이데거의 

급진적 역사주의를 반박하려고 하지 않는가? 더군다나 평소에 니체와 하

이데거를 급진적 역사주의와 연결시키는 그인데, 왜 이 둘은 1장에서 아

주 간략하게 다루고 정작 관계없는 근대 사상가들을 길게 다루는가?

둘째, 스트라우스는 왜 하필 이러한 순환적인 구조를 채택하였는가? 

나아가 왜 고대로부터 시작하는 구조가 아닌 역사주의의 기원부터 시작하

였는가? 특히 역사주의의 기원인 1장을 문제제기를 위한 서론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다른 장은 모두 시간적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왜 막스 베버에 대

한 2장만 시간적으로 어긋나 있는가? 

셋째, NRH 에서 역사주의의 변천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스트라우스

는 대체 무엇을 주장하려고 하는가? 단순히 역사주의의 발전 과정을 보여

주는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본고에서는 이러한 질문에 답함으로써 스트라스의 책을 더 심도있게 

해석할 것이며, 나아가 바로 그러한 심층적인 해석을 통해 스트라우스의 

입장을 보다 상세히 설명할 것이다. 이를 위해 아래에서는 먼저 기존의 연

구들이 위 물음에 대해 어떠한 해석을 내놓고 있는가를 살펴볼 것이다. 이

어서는 동시에 이러한 연구들이 NRH 에 나타난 스트라우스의 역사주의 

비판을 어떻게 해석했는지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기존문헌들을 검

토함으로써 스트라우스의 역사주의 비판을 제대로 분석하는 것이 곧 NRH

의 집필 의도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고, 이는 그의 최종 해결책을 적확하

게 이해하는 것과 직결됨을 주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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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Natural Right and History 의 구조에 대한 연구

Kennington(1981)15)은 가장 먼저 해당 책의 제목에 대한 의문을 

품는다. 그는 스트라우스가 위 저서에서 고대의 자연적 옳음에 대한 사상

들이 옳다고 말하지도 않고 그것이 현재 어떻게 가능한지도 말하지도 않

는다는 점을 지적한다. 또한 스트라우스는 일반적인 해석과 반대로 홉스, 

로크, 루소를 모두 스토아적 자연법 전통을 거부한 인물로 묘사함으로써 

마치 자연권에 대해 말하는 듯한 인상을 주지만, 오히려 근대적 자연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서술한다. 따라서 Kennington은 자연권과 역사는 자

연법이나 자연권을 말하기 위해 집필한 책이 아닌, 본 제목대로 <역사> 

즉, 역사주의와의 대면이 핵심이라고 언급한다. 그에 따르면 스트라우스는 

해당 저서에서 급진적 역사주의가 철학을 파괴시킨다고 보고, 이를 설명하

기 위해 책을 구성하였다고 주장한다. 결과적으로 스트라우스는 책에서 역

사주의 발전과정을 단선적으로 보여주려고 하고 있고, 책의 모든 장들은 

그런 맥락에서 읽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1,2장은 역사주의의 묘사, 3,4

장은 고대의 자연적 옳음, 5,6장은 근대 자연권의 탄생과 그 위기가 역사

주의로 이르게 된 과정을 설명한다는 것이다. 다만 각각의 장, 예컨대 4장

에 해당하는 홉스와 로크의 관계나, 5장의 루소의 버크의 관계는 특정 원

칙에 따라 묶인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16)

Umphrey(1991) 역시 NRH 에 나오는 스트라우스의 주장들이 앞뒤

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동의한다.17) 즉, 한편으로는 스트라우스가 해당 

책에서 자연적 옳음이 존재하지만 그것을 결코 알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도, 동시에 자연적 옳음을 알 수는 없지만 그것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는 

알 수 있다고 모순된 주장을 한다는 것이다. Umphrey는 따라서 스트라우

스가 해당 책을 자들에게 역사주의의 문제를 보여주고, 이에서 벗어나 진

정한 철학의 토대의 반추를 장려하려는 목적으로 집필하였다는 주장을 피

력한다.

이에 반해 스트라우스가 보다 깊은 의도를 가지고 책을 집필하였다

고 보는 연구자들로는 Lenzner(1991), Behnegar(1993), Velkley(2008), 

Norton(1981)18)이 있다. Lenzner(1991)의 경우 스트라우스가 1장에서 역

15) Richard Kennington, "Strauss' Natural Right and History." The Review of 

Metaphysics, Vol. 35, No.1, (1981) 

16) Kennington, 1981, p. 62.

17) Stewart Umphrey, "Natural Right and Philosophy." The Review of Politics. 

Vol. 53, No. 1, (1991) Special Issue on the Thought of Leo Strauss. p.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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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주의의 기원을 올바르게 살펴보겠다고 주장한 뒤, 정작 책 어느 곳에서

도 이러한 설명을 하지 않는다고 말한다.19) 뒤이어 그는 자연권과 깊은 

관련이 없는 버크가 홉스, 로크, 루소를 뒤이어 등장하는 것을 의문시 삼

는다. 따라서 그는 버크를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피력하며, 6장에

서 희미하게나마 역사주의에 대한 버크의 이론적, 실질적 기여를 찾을 수 

있는 서술이 나타남을 주장한다. 이를 통해 그는 스트라우스가 역사주의의 

탄생에 기여한 인물로 버크를 꼽고 있다고 주장한다. 

Lenzner가 버크의 서술에서 스트라우스의 집필 의도를 찾으려고 한

다면, Behnegar(1993)는 막스 베버가 2장에서 나온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 부분에서 스트라우스의 의도를 찾는다. Behnegar는 스트라우스가 1장

에서 역사주의를 설명하다 2장에서 갑자기 베버의 사실과 가치 구분에 해

당하는 실증주의로 넘어가는 것이 부자연스럽다고 주장한다. 즉, 스트라우

스는 실증주의가 역사주의로 전환된다고 주장하는데, 그렇다면 실증주의를 

역사주의 앞에 배치하지 않고 후에 배치한 것은 시간순으로 연결되어 있

는 책의 전체 구조에서 벗어난다는 것이다.20) 이러한 의문에 대해 그는 

앞선 챕터에서 언급된 역사주의는 베버와 연결되며, 스트라우스가 베버를 

역사주의적 전통과의 단절을 통해 급진적 역사주의에 기여한 인물로 자리

매김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21) 이러한 해석에 착안하여 그는 2장의 내용

을 분석한 뒤, 2장은 제목과 달리 실증주의가 핵심이 아니라 베버의 가치

의 불화해성이 핵심임을 주장한다. 나아가 그는 스트라우스가 보기에 베버

가 이러한 가치의 불화해성을 확신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의 바탕에 이성

과 계시간의 해결할 수 없는 갈등이 존재함을 은연중에 암시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결론적으로 Behnegar는 스트라우스가 베버와 하이데거를 급진

적 역사주의의 핵심 인물로 보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이를 바탕으로 

그는 스트라우스가 급진적 역사주의의 바탕에는 철학(이성)과 계시의 갈등

18) Steven J. Lenzner, “Strauss's Three Burkes: The Problem of Edmund 

Burke in Natural Right and History,” Political Theory 19, no. 3 (1991) : 

364–90 ; Nasser Behnegar, Leo Strauss's critque of Historicism.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Chicago.1993 ; Richard Velkely. "On the Roots 

of Rationalism: Strauss's "Natural Right and History" as Response to 

Heidegger" The Review of Politics, Vol. 70, No. 2, (2008) pp. 245-259 ; 

Paul Norton. "Leo Strauss: His critique of Historicism." Modern Age. Vol. 

25, No.2 (1981), p. 148.

19) Lenzner, 1991, pp.383-384

20) Behnegar, 1993, p. 132.

21) Behnegar, 1993, p.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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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는 의견을 개진한다. 

Velkely(2008) 역시 이와 비슷한 해석을 내놓고 있다. 그는 스트라

우스의 해당 저작은 물론 다른 저서 어디에도 스트라우스가 고대의 목적

론적 세계관으로 회귀해야 한다고 것을 말하고 있지 않다고 점을 지적한

다. 나아가 스트라우스가 해당 저작을 통해 철학과 계시의 갈등속에서 더 

나은 철학이 유지된다는 점을 암묵적으로 선언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위의 세명과 다른 해석을 내놓은 연구자로는 Norton(1991)이 있다. 

우선 그는 스트라우스의 역사주의 비판에는 하이데거의 실존주의가 핵심

이라는 것은 동의한다.22) 그러나 그는 NRH 에서 스트라우스가 하이데거

의 사상이 “진리의 주관성에 대한 주관적인 진리”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하이데거 사상을 논파하는데 성공하였다고 본다. 결국 그는 자연권과 역사

에서 역사주의의 대안이 존재하며 자연적 옳음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준

다.23)

이렇듯 NRH 에서 자신의 집필 의도와 최종 입장을 명시적으로 밝

히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 대칭되거나 다른 해석들이 지금까지 존재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해석들은 대체로 스트라우스가 자연적 옳음/자

연권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증명하기보다, 역사주의의 서술에 주안점이 있

다는 것은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필자는 해당 책의 핵심은 역사주의라는 

해석에 동의하지만, 스트라우스가 자신의 의도를 고의적으로 숨기고 있다

고는 보지 않는다. 나아가 이처럼 스트라우스의 집필 의도와 역사주의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기존의 해석들이 역사주의가 주안

점이라는 것에는 동의하면서도 정작 스트라우스의 역사주의 비판을 적확

하게 밝히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기인한다고 생각한다. 필자는 해당 책에

서 스트라우스가 역사주의를 매우 세밀하게 분석하여 서술하고 있다고 보

며, 그러한 상술에는 이유가 있다고 주장할 것이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앞

서 언급한 연구들을 비롯하여 다른 연구들이 스트라우스의 역사주의를 어

떻게 바라보는지를 열거하고, 이와 더불어 그 한계들을 분석할 것이다. 

(3) 역사주의 비판에 대한 연구

Drury(1988)는 스트라우스의 서술에 따르면 역사주의가 역사를 이

끄는 하나의 법칙이 없으며 따라서 역사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사실이 드

22) Norton. 1981, p. 148.

23) Norton, 1981, p.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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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는 순간 역사주의는 허무주의와 상대주의로 빠지게 된다고 주장한

다.24) 또한 그녀는 이같은 이유로 인해 스트라우스 서술에서 베버가 역사

주의 학파와 이별을 고하고, 불변하는 사실을 발견하기 위해 실증주의로 

눈을 돌렸다고 지적한다. 결과적으로 스트라우스는 니체를 급진적 역사주

의자로 보며, 그가 이러한 역사주의로 인한 허무주의와 상대주의를 여실없

이 드러내고 철학이 더 이상 위안을 줄 수 없다는 사실을 밝혀냈다는 것

이다. 

박성우(2013)25) 역시 스트라우스가 급진적 역사주의는 결국 실증주

의로 전환된다는 사실을 지적했다는 Drury의 주장에 동의한다. 나아가 그

는 스트라우스가 역사주의와 급진적 역사주의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고 

본다; 전자가 모든 것이 역사적이고 상대적이라는 하나의 “진리”의 발견을 

주장한다면. 후자는 이러한 “진리” 마저도 상대적이라고 얘기하는 가장 높

은 단계의 상대주의이다. 앞서 Drury가 역사주의가 스스로 허무주의의 맹

아를 가지고 있었다고 본다면, 박성우의 경우 니체와 하이데거에 의해 급

진적 역사주의로의 전환이 이루어 진 후 그것이 극단적인 상대주의의 형

태로 전환된다고 본다.26)

Kennington(1981)은 스트라우스가 자연권과 역사에서 말하고 있는 

역사주의는 모두 홉스가 창안한 개인과 형이상학적 중립성으로 연결된다

고 보고 있다.27) 즉, 홉스가 고대 목적론적 세계관에서 기계론적 세계관으

로의 전환을 꾀하고, 동시에 개인의 관념을 확립함으로써 근대성의 위기는 

물론 급진적 역사주의에 대한 책임까지 지고 있다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

으로, Kennington은 홉스의 개인 발견은 역사주의의 개별성

(Individuality)과 이어지고, 이는 또 개별적인 초인이라는 니체의 사상에 

영향을 주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Kennington은 NRH 에서 나타난 역사주

의 비판 핵심에는 홉스가 있으며, 그가 착안한 개인의 개념이 추후 급진적 

역사주의 탄생에 지대한 기여를 했다고 주장한다. 

이렇듯 스트라우스의 역사주의의 서술과 그 비판의 핵심에 대해서는 

대해 조금씩 다른 해석이 존재하지만, 그가 하이데거의 급진적 역사주의를 

어���게 비판하는지에 대한 해석은 더욱 큰 차이를 보인다. 

24) Shadia Drury..1988. The Political Ideas of Leo Strauss. (New York: St. 

Martin’s Press). p. 183.

25) 박성우, 양성옥. 2013. "레오 스트라우스의 역사주의 비판과 고전정치철학의 재발

견.” 『한국정치외교사 논총』 34(2) 

26) 박성우, 양성옥. 2013, p. 229.

27) Richard Kennington, 1981, p. 80.



- 14 -

우선 앞선 박성우(2013), Zuckert & Zuckert(2008)28), Umphrey(1

991)의 경우 스트라우스가 급진적 역사주의 반박에 성공했다고 보고 있다. 

박성우의 경우 NRH 에서 스트라우스가 시대를 초월한 근본적인 문제들이 

존재함을 보여줌으로써 급진적 역사주의를 효과적으로 반박하고 있다고 

바라본다. 보다 구체적으로, 급진적 역사주의는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사

람들이 정의와 같은 상위의 가치들을 끊임없이 탐구했다는 것을 반박하지 

못 했다는 것이다. 즉, 이러한 근본적인 물음에 대한 답은 시대별로 상이

할 수 있지만 이러한 물음 자체가 시대를 초월해 존재한다는 것은 인간이 

동일한 틀을 가지고 동일한 문제에 대해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은 보여준다

는 것이다. 따라서 박성우는 스트라우스가 급진적 역사주의를 논리적으로 

반박했다고 바라보며, 스트라우스의 고대 철학으로의 회귀는 정치와 철학

의 긴장 관계 속에서 절제와 덕을 강조하는 의도가 있다고 주장한다. 29)

Zuckert & Zuckert(2008) 역시 이와 같은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한

다. 나아가 그는 철학이 스스로 진리에 대한 탐구라는 검증되지 못한 “독

단적 추정”에 기반하고 있다는 하이데거의 반박에 대해 스트라우스가 철

학의 여러 가지 방식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이를 논박한다고 

주장한다.  

Umphrey(1991)는 앞의 스트라우스가 효과적으로 급진적 역사주의

를 반박하지는 못 하지만, 적어도 근본적인 문제들이 지속적이라는 것을 

증명함으로써 어느 정도 급진적 역사주의에 대한 반박을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한다.30)그러나 동시에 이러한 스트라우스의 논박 자체가 완벽하지는 

않다고 피력한다. 즉, 무지의 지를 논하면서 근본적인 질문이 무엇인지를 

아는 지식은 어떻게 알 수 있는지를 스트라우스는 설명하지 않음으로써 

논리적인 모순으로부터 완전히 안전하지는 않다는 것이다. 

이에 비해 스트라우스가 급진적 역사주의를 반박하는데 성공하지 못 

했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로는 대표적으로 Gunnell(1991), Shaw(2019)가 

있다. Gunnell(1991)은 스트라우스가 하이데거를 전혀 반박하지 못했으며 

나아가 스트라우스가 하이데거를 비판한 것은 그의 철학적 정합성 때문이 

28) Chatherine Zuckert and Michael Zuckert, The Truth about Leo Strauss: 

Political Philosophy and American Democrac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8) ; Catherine Zuckert and Michael Zuckert. Leo 

Strauss and the Problem of Political Philosoph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14)

29) 박성우, 양성옥, 2013, p. 231.

30) Stewart Umphrey, 1991, p.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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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그 철학이 불러일으킬 파장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결

론적으로 Gunnell은 스트라우스 본인도 고대 철학이 근대 철학의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한다.31)

Shaw(2019)32)역시 스트라우스가 급진적 역사주의를 전혀 반박하지 

못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스트라우스가 근본적인 문제가 동일하게 

존재한다는 사실을 입증함으로써 반박하는 것은 급진적 역사주의가 아니

라, 하이데거 이전의 역사주의라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스트라우스는 본인

보다 한 발자국 더 나아간 회의주의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하이데거의 사

상을 논리적으로 전혀 논박하지 못 했다고 주장한다. 이같은 해석에 착안

하여 그는 스트라우스가 자신의 반박이 실패함을 보여주는 것은 고의적인 

의도에 따른 것임을 역설한다. 그에 따르면 스트라우스가 급진적 역사주의

를 비판하는 것은 그것이 철학을 불가능하게 만든다는 것에 주안점이 있

지 않고, 오히려 그것이 신중함(prudence)에 기반하여 결정을 내리는 것

을 불가능하게 만든다는데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그는 표면적으로 나타

난 급진적 역사주의에 대한 비판은 위장에 불과하고, 스트라우스가 오히려 

보편적이고 추상적인 원칙을 거부하며 신중함을 더한 칼 슈미트의 결정주

의를 대안으로 보고 있다고 주장한다. 

(4) 총평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기존의 해석들은 NRH 의 집필 의도는 물론 

스트라우스가 1장에서 서술한 역사주의의 해석에도 크고 작은 차이를 보

인다. 그러나 필자는 스트라우스가 책에서 나름 명시적으로 자신의 집필 

의도와 역사주의 비판을 드러내고 있다고 본다. 그럼에도 이러한 해석의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는 크게 1) 용어의 혼용 2) 스트라우스 서술 방식 3) 

기존 문헌의 한계에서 나타난다고 본다. 

먼저 첫 번째 이유에 대해 부연하자면, Keedus(2015) 가 지적한 것

처럼 스트라우스 본인조차도 역사주의를 설명할 때 역사주의라는 용어를 

때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사용한다는 점이다.33) 예컨대 Keedus 스트라우

31) John Gunnell, “Strauss before Straussianism: Reason, Revelation, and 

Nature.” The Review of Politics, Vol. 53, No. 1, (1991), Special Issue on 

the Thought of Leo Strauss. p. 72.

32) Beau Shaw, "The God of This Lower World: Leo Strauss's critque of 

Historicism in Natural Right and History." Review of Politics, Vol.81(1), 

(2019), pp. 4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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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가 허무주의나 상대주의를 칭할때도 역사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

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역사주의를 가장 정교하게 설명하고 있는 해당 저

서에서도 스트라우스는 역사주의(historicism)와 급진적 역사주의(radical 

historicism)을 서로 혼용해서 사용한다. 이러한 혼용은 어떤 서술이 역사

주의에 관한 것이고, 어떠한 서술이 급진적 역사주의에 관한 것인지 독자

를 혼란스럽게 한다.

두번째로는 스트라우스가 1장에서 역사주의를 변천 과정에 따라 서

술하면서 동시에 해당 사상가나 학파를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즉, 그가 정확히 어떠한 역사주의의 특징을 염두에 두고 서술하

고 있는지 파악하기가 힘들다. 더욱이 스트라우스는 역사주의를 설명할 때 

역사주의 학파의 특징들을 본인의 시각을 더해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모습

을 종종 보이기에 그의 서술을 따라가기가 힘들다. 

마지막 이유는 기존 연구들이 내포한 문제점이다. 필자는 스트라우

스가 NRH 는 물론 다른 저서에서도 역사주의와 급진적 역사주의에 대해 

일관된 서술을 하고 있다고 바라본다. 만약 그렇다면, 그의 다른 저서를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은 해당 책에서 나타난 역사주의에 대한 비판을 보

다 잘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기존 연구

들은 그의 비판을 세밀하게 비교 분석하여 스트라우스의 역사주의 비판을 

적확하게 드러내는데 집중하기보다, 역사주의 비판 자체가 가진 함의를 밝

혀내는데 집중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문제점에 직면하여, 본고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이를 

해결할 것이다. 우선 NRH 1장이 역사주의의 기원을 설명하는 만큼 그것

이 시간적인 서술을 따른다는 점에 착안하여, 그 맥락을 통해 스트라우스

의 역사주의와 급진적 역사주의에 대한 그의 비판을 정확하게 구분하여 

분석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작업은 위의 두 번째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하

나의 해결책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스트라우스의 다른 저서에 나타난 

역사주의에 관한 서술들을 꼼꼼하게 살펴봄으로써, 해당 책에서 다소 간결

하게 나타난 그의 서술의 간격들을 메꾸어 일관된 해석을 시도할 것이다.

33)  Liisi Keedu, The crisis of German historicism : the early political thought 
of Hannah Arendt and Leo Straus, (Cambridge ; New York : Cambridge 

University Pres 2015). p.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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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본고의 향후 전개

본고에서는 이러한 작업을 통해 역사주의에 대한 스트라우스의 관점

을 극명하고, 나아가 이를 통해 그가 내놓은 해결책의 의미를 보다 명백히 

드러낼 것이다. 해당 작업의 결과로 본고는 스트라우스가 급진적 역사주의

를 철학의 가장 큰 적으로 인식하면서 동시에 그것을 논리적으로 반박하

지 못 함을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대신 스트라우스는 NRH 

에서 근대부터 급진적 역사주의의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인과적으로 정밀

하게 보여줌으로써, 급진적 역사주의가 설파하는 운명주의의 반박을 시도

한다고 주장한다. 즉, 도덕의 절대성을 깨뜨리기 위해 니체가 도덕의 기원

을 보여주었듯이, 해당 책의 집필 의도는 급진적 역사주의가 스스로 운명

에 의해 드러났다고 주장하는 진리가 사실 운명에 의한 것이 아니었음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것을 주장할 것이다. 다시 말해, 스트라우스는 1장에

서 급진적 역사주의의 기원을 보여주고, 근대에 대한 서술을 함으로써 홉

스, 로크, 루소, 버크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으며, 각각 역사주의의 탄생에 

어떻게 기여하였는지 보여주려고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급진적 역사주의

가 운명에 드러난 게 아니라 단순히 특정 인과성에 따라 나타난 하나의 

현상임을 보여준다는 것이 본고의 가설이다. 34) 나아가 근대 자연권에 대

해 서술한 5,6장 역시 그런 맥락에서 봐야 스트라우스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음을 보여줄 것이다. 

이러한 본고의 가설을 뒷받침하기 위해, 고대에서 벗어난 근대부터 

급진적 역사주의에 이르는 스트라우스의 서술이 모두 연결되어 있음을  

입증 할 것이다. 우선 스트라우스의 서술 순서를 따라, 다음 장에서는 스

트라우스의 역사주의 기원에 대한 주장을 상세하게 분석할 것이다. 필자는 

기존의 해석과 달리 스트라우스는 역사주의를 초기 역사주의, 중기 역사주

의, 급진적 역사주의로 분류하고 있음을 주장하고, 어떻게 이 세 단계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줄 것이다. 

이후 3장에서는 급진적 역사주의의에 대한 스트라우스의 관점을 세

세하게 밝히고자 한다. 앞서 스트라우스가 니체와 하이데거를 급진적 역사

주의자의 원인으로 보는 있다는 기존 해석과 달리, 본고에서는 그가 급진

적 역사주의의 발전 과정 역시 세 단계로 나누고 있으며, 각 단계의 대표

적 사상가로 니체, 베버, 하이데거를 꼽고 있음을 주장한다. 연이어 니체

34) 실제로 <근대의 세 물결>, <정치철학이란 무엇인가> 에서도 나타나는 것처럼, 정치사

상을 계보학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스트라우스의 평소 서술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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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베버가 급진적 역사주의의 단초를 제공한 과정과 하이데거가 그것을 

완성한 과정을 서술하고, 나아가 스트라우스가 왜 급진적 역사주의를 논리

적으로 비판하는데 실패하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이어서 4장에서는 홉스와 로크에 대한 그의 서술을 분석할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근대 정치철학과 자원권의 탄생에 대한 홉스의 기여를 

서술하고, 나아가 로크가 어떻게 홉스와 연결되며 로크가 무제한적인 소유

를 인정함으로써 어떻게 루소 사상의 탄생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밝힐 것

이다. 마지막으로는 루소와 버크에 대한 스트라우스의 묘사를 살펴볼 것이

다. 특히 루소를 앞선 홉스와 로크와 연결지어, 루소가 왜 로크와 홉스의 

사상을 거부하고 “역사성” 이라는 관념을 착안하였으며, 이것이 어떻게 추

후 프랑스 혁명과 역사주의의 탄생에 기여했는지를 보여줄 것이다. 나아가 

버크와 그런 루소의 사상과 프랑스 혁명에 대해 반대함으로써, 어떤 방식

으로 NRH 1장에서 스트라우스가 밝힌 역사주의 학파의 탄생에 기여하였

는지 보여줄 것이다. 

마지막 장에서는 본고의 주장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스트라우스의 

최종 입장을 세세하게 밝힐 것이다. 이를 통해 스트라우스가 고대로의 회

귀를 선택한 것은 단순히 고대 철학이 더 우월하기 때문이 아니라, 급진적 

역사주의가 가져올 비극을 피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의견을 개

진할 것이다. 다시 말해 스트라우스는 철학과 계시간의 갈등 이외에도 영

원한 것을 상정하는 고대 철학과 전체의 불완전성을 상정하는 하이데거의 

철학간의 갈등이 존재하였음을 인정하였고, 결국 그는 전자를 선택한 것임

을 주장할 것이다.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본고의 논지를 정리하자면, NRH 

는 근대 사상으로부터 급진적 역사주의까지의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하이

데거 사상의 반박을 시도한다는 점을 주장한다. 이를 통해 스트라우스는 

완전한 반박은 못 하지만, 적어도 니체가 도덕의 기원을 보여줌으로써 도

덕의 절대성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킨 것처럼, 스트라우스 역시 본인이 

하이데거 사상이라 칭하는 급진적 역사주의의 확실성을 깨뜨리기 위한 시

도라는 점을 필자는 피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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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역사주의의 기원

1. 인습주의와 역사주의

스트라우스는 첫 번째 장에서 초기 역사주의부터 급진적 역사주의까

지의 발전 과정을 다루고 있다.35) 그런데 이 장에서 묘사되는 역사주의는 

하나의 범주에 포괄적으로 들어가지 않고 각기 다른 전제와 목표를 주창

하는 역사주의들이다. 주목할 만한 점은 스트라우스가 이와 같이 서로 다

른 역사주의를 외부적 상황과 역사주의 학문 내부의 발전에 따라 일련의 

과정을 통해 점차 발전한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구성에 

대해 Tanguy는 1장이 역사주의 전체를 매우 축약하여 서술하였음에도 불

구하고, 동시에 그 바탕이 되는 각각의 철학적인 전제들에 대해서는 매우 

철저하게 서술하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다.36) 즉, 해당 장은 초기 역사주의

가 어떤 사상사적 배경과 철학적 전제들에 의해 급진적 역사주의로 단계

적으로 발전했는지를 상술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장에서는 스트라우스가 

이 과정을 어떻게 기술하고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역사주의를 바라보는 그

의 시각을 명확히 밝히고자 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역사주의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

고 그것들이 역사주의라는 그들을 크게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공통점은  

35) 스트라우스는 해당 책에서 역사주의를 언급할 때 Historicism 이라는 표현을 사용

하고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용어의 통일은 사실상 정확하다고 할 수 없는 것이,  

일반적으로 역사주의라는 용어 자체가 Historism(Historismus)과 Historicism(His

torizimus)로 분리되기 때문이다. 전자는 주로 랑케와 같은 독일 초기 역사주의자

의 사상을 지칭하는 용어로, 모든 것을 역사적으로 설명할 수 있고 따라서 역사를 

탐구함으로써 일반화된 법칙을 발견할 수 있음을 주장한다. 이와 반대로 Historicis

m(Historizimus)은 모든 존재와 가치가 역사적이며, 따라서 절대적인 것은 존재하

지 않으면 모든 것이 상대적이라는 역사가 하나의 법칙을 따라 진행된다는 의견이

다. 후자는 특히 영미권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용례이다. 그러나 이 역시 매우 

일반적인 구분이며, 학자들 역시 두가지를 혼용해서 사용하기도 하고 각자의 방식

으로 역사주의를 정의해서 사용하기도 한다. 예컨대 포퍼의 경우 자신의 저서 The 

Poverty of Historicism에서, historicism을 역사법칙주의로 정의해서 비판한다. 

분명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스트라우스의 통일된 용어의 사용이 잘못됐다고는 

할 수 없다. Georg G. Iggers, The German conception of history : the natio

nal tradition of historical thought from Herder to the present. (Middletow

n, Conn. : Wesleyan University Press ; Scranton, Pa) p. 297.

36) Leo Strauss, Toward "Natural RIght and History": Lectures and Essays by 

Leo Strauss, 1937-1946. Colen, J.A and Minkov Svetozar,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19), p.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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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적인 가치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다.37) 스트라우스는 해당 인식을 

“역사적 인식(historical sense) 혹은 역사적 의식(historical 

consciousness)으로 주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에 따르면 이러한 특징이 

바로 근대인이 사고에 깊게 자리 잡고 있으며 바로 이로 인해 역사주의가 

발전함은 물론 근대 자연권에 대한 믿음이 사라졌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역사가 진보한다는 관념이나 역사 그 자체에 의미가 있다는 인식은 근대 

이후에 나타났고 따라서 고대인들에게는 이러한 것이 부재했다는 스트라

우스의 주장은 인정하더라도, 고대인들에게 진리에 대한 의심이나 상대주

의가 생소했다는 것은 다소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이다. 스트라우스가 주

창하는 고대로의 회귀에 해당 하는 플라톤의 저작에서도 이미 소피스트들

의 상대주의가 만연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비판을 염두에 둔 것인지는 몰라도, 스트라우스는 역사주의

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기 전 우선 고대의 인습주의가 근대 이후의 역사주

의와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를 설명한다. 먼저 스트라우스는 인습주의가 

어떻게 발생하였는지 설명한다. 그에 따르면 옳음에 대한 다양한 관념과 

더불어 서로 각 사회마다 상반되는 관념들은 자연스레 일상생활의 정의란 

관습에 불과하다는 생각에서 인습주의가 비롯되었음을 주장한다.38)이 연유

로 인해 인습주의자들은 가치의 정당성이 자연에 있는 것이 아니며, 이러

한 가치들은 공동체의 임의적인 합의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하였다.39)

하지만 스트라우스는 바로 이러한 이유, 즉 과거 인습주의자들이 자신들의 

규범이 임의적이고 가변적이라는 것을 인식하였기 때문에, 동시에 그들은 

자연의 우월성을 인정하여 철학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열어두었다는 것이

다. 이에 반해 스트라우스가 지적하는 역사주의자들은 앞선 인습주의자들

과 다르게 따라서 자연이 전적으로 인간의 활동보다 상위의 가치를 지닌

다는 생각 자체를 거부한다는 것이다. 달리 말하자면 그들은 인간의 활동 

자체가 그 자체로 자연적이기 때문에 다른 것 못지 않게 자연적이라고 주

장하거나, 혹은 자연의 영역과 그에 못지 않은 인간들의 자연스러운 행위

에 기반한 자연적인 것들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이원론을 설파한다 .40)41). 

37) 모든 역사주의가 자연적 옮음의 존재를 부정하지는 않는다. 초창기 역사주의는 이

러한 관념이 가지는 의의, 그리고 그 존재에 대해 회의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것

을 전면적으로 부정하지는 않는다. 이에 반해 후기 역사주의는 자연권이라는 존재 

자체를 부정한다.  

38) Leo Strauss, 1953, p. 10.

39) Leo Strauss, 1953, p. 11.

40) Leo Strauss, 1953, p. 11.

41) 이와 같은 생각은 자연은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에 의미가 없는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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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쪽이 됐든, 이들은 자연을 인간을 활동보다 상위에 놓지 않기에 인간

의 규범이 자연, 예컨대 자연의 법칙, 자연적 옳음, 자연법 등과 같은 것

보다 결코 하등하지 않음을 주장한다. 역사적으로 파고 들면 그에 대한 이

유가 존재하고 또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42)

이로 인해 처음 엇비슷해 보였던 인습주의자들과 역사주의자들 사이 

사고의 괴리는 극명하게 나타난다. 인습주의자들은 관습의 임의성과 가변

성을 인정하기에 자연을 영원한 것으로 바라본다. 나아가 둘은 완전히 배

타적인 영역에 속하기에, 후자의 탐구는 플라톤처럼 의견이라는 동굴에서 

벗어나, 철학을 통해서만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역사주의자들에게 사회

의 통념, 정의, 규범 등은 임의적인 것이 아니라 각 개인의 자유, 즉 자연

적인 행위를 통해 단계적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발전한 것이다. 즉 이들

에게 있어 자연이라는 영원한 것이 있다 한들, 인간의 모든 ”자연적인“ 행

위들을 탐구하는 것이 그것과 완전히 배타적인 작업이 아니다. 그런데 인

간의 사고는 모두 인간의 행위에서 기인하는데, 인간은 결코 영원하지 않

다. 따라서 인간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결코 영원한 것을 알 수가 없

다.43) 달리 표현하자면, 역사주의자들에게 철학이란 의견으로부터 벗어나 

영원한 것을 탐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사고 그 자체를 탐구함으로써 

그 안에서 ”자연적인“ 것을 발견하는 것이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러한 

형태의 탐구는, 결국 인류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만을 탐구하는 것이므로 

언제든지 대체될 수 있는 것이며 따라서 본질상 영원한 것이 될 수 없다

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역사주의의 사고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왜 

본질적으로 부정적인 것이고 허무주의로 귀결되는지 명확하지 않다. 인간

과 인간의 생각이 진보, 혹은 단순히 특정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역사주의

는 인간에 대해 더 많은 지식을 확보하고 이를 탐구함으로써 우리는 인간

역사란 인간의 활동으로 빚어진 생산물이기에 의도와 의미가 담겨 있다는 사고에서 

기인한다. 즉 자연을 탐구하여도 그것은 인간에 대해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지만, 이

에 반해 역사는 인간에 의한 것이기에 인간이 무엇인지 말해준다는 것이다. Gerog 

G Iggers, “Historicism: The History and Meaning of the Term.” Source: 

Journal of the History of Ideas, Vol. 56, No. 1, (1995) p. 130. 

42) 이와 같은 생각은 신칸트주의자들과 그들의 사상을 부분적으로 이어받은 독일 역

사주의자들한테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즉 인간이 외부적으로 구속받거나 영향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들은 자연적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이들의 행

위는 모두 원인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는 결코 임의적이라고 볼 수 

없으며, 이러한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곧 인간을 파악하는 것이며 나아가 이 세계

를 보다 더 잘 이해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43) Leo Strauss, 1953, p.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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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더 많이 알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비록 스트라우스는 이러한 질

문에 직접적으로 대답하지는 않지만 분명 역사주의가 부정적인 측면이 있

는 것만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추후 스트라우스의 서술을 통해 밝히겠지

만, 역사주의가 문제는 되는 순간은 그것이 니체와 하이데거에 이르러 그 

종착지인 급진적 역사주의(radical historcism) 혹은 실존주의

(existentialism)에 다다랐을 때이다.44) 이 단계에 들어온 근대인은, 옳고 

그름에 절대적인 구분에 대한 회의는 물론 진리를 탐구하는 철학조차도 

의심한다. 그러므로 고대 철학의 회복을 주장하는 스트라우스에게 역사주

의는 가장 큰 적이자 장애물이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해당 장의 텍스트를 

정밀하게 살펴봄으로써 그가 역사주의의 흐름과 그로 인한 폐해를 어떻게 

설명하는지, 나아가 스트라우스의 역사주의의 논리를 어떻게 반박하며 철

학을 구제하려고 하는지 분석한다. 

2. 역사주의의 흐름

(1) 첫 번째 단계의 역사주의

앞서 인습주의와 역사주의의 차이점을 구분한 뒤 곧바로 스트라우스

는 최초의 역사주의에 대한 기원을 설명한다. 이때 스트라우스는 역사주의

의 기원이 일반적으로 잘못 이해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달리 말해 역사주

의가 지배적인 학설이 되는데 기여한 것은 철학에 대한 이론적인 성찰이 

아니라 하나의 역사적 사건, 즉 1789년 발생한 프랑스 혁명과 그 혁명의 

전조가 되었던 자연권 사상이라고 주장한다.45) 당시 혁명론자들은 자연권 

44) 스트라우스는 하이데거의 실존주의를 급진적 역사주의라고 표현하는데, 사실 이 같

은 표현은 매우 독특한 것이다. 다음은 실존주의와 급진적 역사주의의 관계와 차이

점이 무엇인지를 묻는 학생의 질문에 대한 스트라우스의 답변이다: “해당 용어의 

사용이 임의적인 것은 사실이다. 실존주의에 대한 많은 이해와 해석들을 고려한다

면, 사실 역사주의와 아무 관련이 없다. 나도 그 사실은 알고 있는 바이다. 그러나 

실존주의가 갖춘 가장 중요한 철학적인 형태를 고려한다면, 그것은 가장 급진적인 

역사주의와 동일하다. 그렇기에 나는 역사주의와 관련지어 말하는 것을 선호한다. 

하이데거는 역사주의 학파에서는 물론 현시대에서도 가장 위대한 사상가이다. 그러

나 하이데거의 사상 속에 존재와 역사성은 떼어놓을 수 없다.” Leo Strauss, Leo 

Strauss on political philosophy: responding to the chellenge of positivism 

and historicism. edited with an introduction by Catherine H. Zuckert; with 

assistance from Les Harris and Philip Bretton. (Chicago; 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18), p. 138.

45) 프랑스 혁명 이전 Herder나 Humboldt에 의한 역사주의는 정치적인 의도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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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은 역사주의 학자들이 

보았을 때는 매우 위험한 것이었다. 보편적이거나 추상적인 원칙을 수용한

다는 것은 자신이 지금 처해있는 시대와 더불어 자신이 속한 사회와 그 

관습들을 불합리하고 임시적인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고, 나아가 이런 

불만족은 곧 혁명적인 행동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

다.46) 결과적으로 이러한 사고는 자신의 시대를 부조리하다고 간주하므로 

머나먼 미래의 이상향만을 그리며 현재로부터 소외 된다고 역사주의자들

은 보았다. .47)

이러한 연유로 초기 역사주의 학파가 성취하고자 노력했던 현세성

(this-worldliness)을 받아들이는 것이었다. 또한 이들은 과거와 과거의 

유산, 역사적 상황을 되돌아보고 정확하게 이해함으로써 절대적이진 않을

지라도 그 안에서 객관적인 원칙들을 발견할 수 있다고 믿었다. 달리 말해 

이 있었다기보다 하나의 문화적 운동이었다. Georg G Iggers, German Historical 

Thought and the Idea of Natural Law.” Cahiers d'Histoire Mondiale. 

Journal of World History. Cuadernos de Historia Mundial, Vol.8(1) (1964),, 

p. 569.

46)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진 대표적인 사상가로 레오폴드 폰 랑케(Leopold von 

Ranke)가 있다. 역사가의 임무는 그것이 본래 어떠했는가를 그대로(Wie es 

eigentlich gewesen)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창한 랑케는 어떠한 이념이 절대적인 위

상을 가짐으로써 모든 인간의 활동이 그 이념에 의해 이끌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

였다. 예컨대 프랑스 혁명의 진보적 사상들이 절대이념이 될 경우, 결국 그러한 이

념을 실현시키는 순간만이 가장 위대한 순간이며 그 이전의 시대는 단순히 디딤돌

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랑케가 상대주의자가 되는 것은 아니

다. 그는 하나의 이념이나 가치를 절대적으로 믿는 것에는 반대하였지만, 각 시대에

는 그 시대에 맞는 주도이념(die leitende Idee)이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이러

한 주도이념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우연(Zufall) 혹은 숙명(Geschick)이 개입하며, 

이것은 모두 신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결과적으로 랑케는 역사가가 도덕과 정

치적 이념에서 벗어나 역사를 있는 그대로 바라볼 때 역사속에 숨어 있는 신을 파

악할 수 있으며, 바로 이러한 역사 탐구를 통해 신에게 다가갈 수 있다고 믿었다. 

결과적으로 랑케는 어느 시대가 더 낫다기 보다는, 모든 시대가 동일하게 신과 직

결되어 있다고 보았다.  김기봉. 2004. “랑케의 ‘wie es eigentlich gewesen’ 본래 

의미와 독일 역사주의.” 『역사와 담론』 39, 125-160; Iggers, 1983, pp. 63-89. 

스트라우스 역시 이러한 랑케의 입장을 잘 파악하고 있다. Leo Strauss, 2018, p. 

130.

47) 당시 상황을 본다면 독일 역사주의자들이 프랑스 혁명과 그 바탕이 되는 자연권 

사상의 가치들을 철학적인 이유에서만 부정적으로 바라본 것은 분명 아닐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프랑스 혁명 이후 발생한 공포통치와 나폴레옹의 등장, 그리고 그

가 지휘하는 프랑스군에 의한 대패는 당시 독일 지식인들에게 반계몽적, 반프랑스

적 감정을 심어주기에 충분하였다. Iggers의 경우 나폴레옹의 독일 지배가 독일인

들에게 민족주의적 감정을 심화시켰으며, 이때부터 독일 역사주의는 국가중심의 민

족주의 색체를 띄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Iggers, 1983, p.7,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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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은 이전의 보편적 원칙을 발견하기 위해 극도로 추상적인 철학적 작

업과 달리, 이러한 탐구는 구체적이고 특정한 것에 기반을 두기 때문이었

다 보다 구체적인 원칙의 발견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였다. 결과적으로 이들

은 이를 통해 인간의 행위와 관련해서 보다 구체적인 지혜를 발견할 수 

있다고 예상하였다. 물론 이러한 추측은 역사적 연구로부터 도출하여 나온 

것이 아니라, 프랑스의 계몽적 가치와 자연법에 대항하기 위한 하나의 예

측에 불과하였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들은 국가나 민족이 그 자체로 자연

스럽기 때문에 이들에 관한 탐구 역시 자연적인 것을 탐구하는 것이라 믿

었다. 이와 더불어 어떤 이들은 이것을 확장해 역사적 진화에 대한 절대적

인 법칙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였다.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이들은 과거 역

사적 사실들을 하나둘씩 축적하다 보면 그들이 찾고자 하는 바가 자연스

레 드러날 것이라고 믿었다. 그런데 이러한 추정이 사실이 아님이 판정남

에 따라 초기의 역사주의는 그 끝을 맞이하였다.

스트라우스는 이상으로 첫 번째 단계의 역사주의 논의를 끝낸다. 여

기서 주목할 점은 스트라우스가 계속해서 언급하지만, 역사주의자들이 앞

서 혁명론자들이 주창하던 보편적 규범을 부정한 것은 아니다. 단지 그들

은 그것의 의의를 부정하였다는 것이다.48) 정확히 말하자면 그들은 프랑

스 혁명주의자들이 보편적인 기준을 찾는 방법은 인간을 소외시키기 때문

에 그것을 비판하고 나아가 역사를 통해 그에 못지 않은 보편적인 규칙을 

찾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하지만 이를 통해 보편적 기준을 찾는 유일

한 기준인 철학을 부정하고 그 토대를 역사로 옮겼다고 스트라우스는 주

장하고 있다.49) 해당 장에서 역사주의를 총 세가지 단계로 분류하고 있는

데 어쩌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역사주의의 기원에 대해서는 가장 

적은 양을 할애하고 있고 심지어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는 것처럼 

설명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트라우스가 굳이 초기 역사주의를 언급하

며 그 특징들을 설명하는 것은, 그것이 뒤이은 두 번째 단계의 역사주의와 

연결되기 때문이다. 

(2) 두 번째 단계의 역사주의

역사에 절대적인 법칙이 존재한다는 믿음을 버린 역사주의자들은 

48) "보편적인 규범의 존재성을 부정하지는 않더라도 그 중요성을 부정하면서." 

Strauss, 1953, pp. 14-15. 각 페이지에서 똑같이 서술함으로써 강조하고 있다.

49) Strauss, 1953, p.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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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실증주의로 눈을 돌렸다. 그러나 이는 엄밀한 의미에서의 실증주의와

는 비교적 구분되는 형태였다.50) 신학이나 형이상학이 경험과학에 의해 

완전히 대체되었다는 점은 같았지만, 이들은 경험과학을 기존의 실증주의

자들과 달리 받아들였다. 실증주의자들에게 경험과학이란 자연과학적 방법

에 기반한 것이었다면, 역사주의자들에게 경험과학이란 인간의 역사를 경

험적으로 탐구하는 것이었다.51)52) 달리 말하면 이들은 실증주의와 같이 

사태를 인과적으로 분석하고 하나의 법칙을 찾는 것을 거부한 채 역사를 

경험적으로 탐구하는 것이야말로 인간에 대한 가장 확실한 지식을 제공한

다고 믿었다. 또한 모든 인간의 활동(pursuits)은 인간에서 시작되고 인간

으로 끝나므로, 인간에 대한 모든 역사를 올바른 방법론으로 탐구하면 정

확히 인간이 무엇인지 알 수 있고 그 지식이야말로 신학이나 형이상학이 

제공해줄 수 없는, 진정한 인간의 모습을 담은 지식이라는 것이다.53)

그런데 스트라우스에 따르면 이 같은 시도 역시 실패하였는데, 그 

이유는 이러한 방법으로는 어떠한 일정한 기준이나 지식을 추출할 수 없

기 때문이었다. 역사주의자들은 어떠한 관점도 거부하며 인간의 과거 사

고, 생각, 행동, 선택을 있는 그대로 탐구하여 하나의 기준을 찾으려 하였

다. 즉, 이들은 여전히 역사를 이끄는 하나의 법칙과 인간의 절대적 양식

이 존재한다고 믿었으며, 그것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과거 역사와 모든 추

상적이고 보편적인 원칙들을 추출한 순수한 인간의 사고와 행동만을 탐구

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런데 이 같은 방법이 실패로 돌아간 것은, 그

러한 추상적이고 보편적인 원칙들을 인간의 행위와 분리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달리 말해 모든 시대에는 개인의 행동과 사고를 이끄는 시대별

로 상이한 하나의 보편적이거나 추상적인 원칙이 있었으며, 시대가 변함에 

따라 어떤 원칙도 계속해서 남지 않고 없어지거나 변화하였다. 다시 말해 

50) Strauss, 1953, p. 17.

51) 그러나 이것이 말 그대로 역사주의자들이 모든 형이상학적 요소를 배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역사주의자들은 역사 뒤에는 하나의 커다란 힘이 존재한다

고 믿었기 때문이다. 물론 역사주의자들은 헤겔식의 역사인식을 거부하였기에 역사

가 절대적 순간을 향해 발전한다고 믿지는 않았다. 다만 그들은 역사가 분명 하나

의 과정이 있다고 믿었다. 스트라우스 역시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이러한 의미없는 

과정에 의해 폐기된 역사적 기준들은 더 이상 그 배후에 있는 성스러운 힘들에 의

해 신성시된다고 주장할 수 없었다.” Strauss, 1953, p. 18. 

52) 이는 당시 독일의 역사주의자들이 자연과학적인 방법론을 사회학에 대입하는 것을 

반대하고, 역사학과 자연과학을 구분하려는 시도에서 나온 것을 의미한다. 

53) 당시 역사주의자들은 실증주의는 하나의 망령이며 새로운 형이상학이고 나아가 연

금술의 재도래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다. 전성우. 2013. 『막스 베버 사회학 : 연구

논문집』. (파주:나남) p. 135 Dilethey 1883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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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가는 과거로부터 자신의 시대까지 역사를 탐구하면서 불변하는 인간

의 양식이 아무것도 없음을 발견한 것이다. 

예컨대 프랑스 혁명을 탐구할 때, 과연 혁명이 좋은 선택이었는지 

나쁜 선택이었는지 역사를 탐구한다고 해서 알 수 없다는 것이다. 더군다

나 하나의 원칙이 과거의 원칙을 대체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는 그것이 과

연 더 나은 것인지 혹은 이전의 것이 더 나았던 것인지 확신할 수도 없었

다. 역사는 특정한 법칙이나 그것을 판단할 객관적인 기준이 없는 것처럼 

보였다. 결과적으로 역사란 진보한다고 할 수도, 그렇다고 퇴보한다고 할 

수도 없는, 말 그대로 아무 의미 없이 흘러가는 “바보가 지껄이는 이야기

(a tale told by an idiot)”에 불과하였다. 이로 인해 인간의 모든 행위를 

탐구함으로써 인간을 파악하고, 거기서 어떤 특정 법칙이나 결정의 기준을 

찾으려 했던 역사주의자들의 노력은 오히려 역사가 아무런 법칙 없이 흘

러가고, 나아가 인간의 궁극적인 의미가 없다는 허무주의로 귀결되었다.54)

흥미로운 점은 스트라우스가 앞선 단계의 역사주의 비판과 달리 여

기서 이야기를 끝내지 않으며, 나아가 그의 비판이 이로 인해 초래된 허무

주의적 결말에 주안점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그에 따르면 애초에 고

전적인 시각에서는 역사적 진보라는 관념도 없었고 역사 자체가 어떠한 

의미를 지닌다는 관념도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기존의 비역사주

의들에게 별다른 충격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55) 달리 말하면 역사적 과

정 자체가 아무 의미도 없다는 것은 역사에 큰 의미를 두었던 역사주의들

에게나 충격과 환멸을 가져왔을 뿐 비역사주의들에게는 이전과 전혀 다를

바 없는 결론이었다. 그런데 첫 번째 단계의 역사주의에 대해서 크게 비판

하지 않았던 스트라우스는 해당 장에서 그가 구분한 총 세 단계의 역사주

의 중 이 단계를 가장 길게 반박한다. 왜 그는 두 번째 역사주의에 대해서

는 그 결과를 길게 설명하고 공을 들여 반박하려고 하는가? 

이는 두 번째 역사주의의 실패 그 자체가 야기한 결과보다는 그것이 

역사주의자들이 당당하게 주장하는 하나의 ”진리“를 깨닫게 하는데 결정

적인 요인이 되었기 때문이다. 스트라우스에 따르면 역사주의자들은 자신

54) Drury는 여기서 역사주의가 완전히 상대주의로 전환되는 순간이라고 표현하는데, 

“바보가 지껄이는 이야기” 라는 세익스피어의 맥베스 인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는 인간의 삶 자체가 주어진 의미가 없다는 것이지 모든 가치가 어떠한 기반도 없

다는 점에서 동등하다는 상대주의의 의미가 결코 아니다. 본문에서도 상술하겠지만, 

스트라우스에 따르면 역사주의가 상대주의로 변하는 분기점은 니체이다. 즉, 여기서 

허무주의(nihilism)는 인간의 생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추후의 도

덕적 허무주의와 구분된다.  

55) Strauss, 1953, p.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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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실패를 인정하고 다시 고대의 철학적 방식으로 회귀할 기회가 있었

다. 그런데 이들은 고대로 돌아가기보다, 오히려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의 

명백한 사실을 발견했음을 주장하였다.56)

역사주의와 그 실질적 실패에 의해 형성된 분위기는 전대미문의 진정한 인

간의 상황 - 이전의 인간이 보편적이고 불변적인 원칙들을 믿음으로써 자

신들에게 숨겨왔던 - 으로 해석되었다. 이전의 견해와 달리, 역사주의자들

은 여전히 역사 연구에서 형성된 인간관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였으며, 

이와 같은 연구는 흔히 주로 영원한 것과 보편적인 것이 아닌, 가변적이고 

고유한 것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었다. 역사로서 역사는 우리에게 수많은 

수치스러운 사상들과 신념들을 보여주며, 무엇보다 인간이 가졌던 모든 신

념과 사상들이 소멸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모든 인간의 사고는 특수한 역

사적 맥락에 좌우되며, 이러한 맥락 역시 근본적으로 예측 불가능한 방식

으로 생겨난 선행사건들에 형성된다. 결국 인간 사고의 토대는 예측불가능

한 경험이나 결정에 의해 형성된 것이다. 모든 인간의 사고는 특정 역사적 

상황에 속하므로, 모든 인간의 사고는 그러한 상황이 사라짐과 동시에 같

이 소멸할 것이며, 예측 불가능한 새로운 사고에 의해 대체될 수밖에 없다.

(해당 인용문을 포함하여 추후 모든 밑줄은 필자의 것).57)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역사주의자들은 보편적이고 추상적인 원칙들

을 제거한 채 고유하고 특수한 인간의 행위들을 탐구함으로써 객관적인 

지식과 인간에 대한 지식이 가능하다고 전적으로 믿었다. 그런데 인간의 

행위는 수 많은 인간이 사고와 신념에 의해 좌우되며, 따라서 이러한 사고

와 신념을 배제한 채 인간의 행위만을 놓고 분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하지만 이러한 사고와 신념이 형성되는 것은 일정한 원

칙이 따르는 것이 아니라, 앞선 사건들에 의해서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형성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인간의 행위는 모두 추상적이고 보편적인 

원칙에 의해 발현되는데, 이 원칙들은 일관된 법칙을 가지고 발전하거나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앞선 인간의 행위에 의해 전적으로 형성된다. 결국 

모든 인간의 사고는 구체적인 역사속에서 발생하므로, 그러한 사고는 시간

이 지나면 또 다른 예측할 수 없는 사고로 바뀐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역

사주의자들은 자신들이 그렇게 비난하던, 자연권에 절대적인 믿음을 부여

하며 일으켰던 프랑스 혁명조차도 비판할 수 없게 되었다. 즉, 그런 혁명

56) Strauss, 1953, p. 18.

57) Strauss, 1953, p.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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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생각과 행위들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일관된 

역사적인 법칙도 없고, 또한 그러한 이유로 특정 가치를 절대적으로 믿는 

것 자체가 나쁘다는 주장도 할 수 없다. 달리 말해, 모든 역사적 순간에서 

인간이 어떤 행위를 하고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역사에 특정한 목적성

이나 일관된 법칙이 없기에 역사의 행위를 비판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

진다. 특정한 원칙을 절대적으로 신봉하여 자신의 시대를 비판하며 미래에 

눈을 돌리는 것이나, 그런 것을 거부하고 현재의 전통을 중요시 하는 행위 

중에서, 역사의 법칙 자체가 없으므로 어느 것이 더 바람직하고 아닌지를 

판단 할 수 없다는 것이다.58)

주목해야 할 점은 역사주의자들이 인간의 사고 자체가 임의적이라고 

주장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그것은 예측 되어질 수 없는 것이고 각기 다

른 것이지만, 결국은 인간의 행위에서 나왔기에 그 나름대로의 기반을 가

지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스트라우스가 보기에 이것이 지닌 문제점은 인

간이 결코 진리를 파악할 수 없다는, “역사의 경험(experience of 

history)”이라는 생각을 내포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모든 인간의 사고는 역사적 상황별에 따라 제한된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한계를 내포하며, 특정한 시대의 사고의 한계는 결코 인간의 노력으로 극

복될 수 없다... 전체에 대한 어떤 견해라도, 특히 인간의 삶과 관련된 것

은, 결코 최종적이거나 보편적이라 할 수 없다. 모든 교리들은 그것이 얼마

나 최종적으로 보이든간에, 추후 또 다른 교리에 의해 대체될 것이다. 이러

한 인간 사고의 한계들을 본질적으로 파악할 수 없기에, 그것들을 사회적, 

경제적 혹은 다른 조건들을 통해 분석하여 파악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즉, 인간 사고의 (시대적)한계는 운명에 의해 부과된다. 59)

역사주의자들은 과거를 돌이켜보면 과거 위대한 인물들의 생각이 전

적으로 완벽한 경우는 없었으며, 추후 불완전한 부분이나 그가 당연시 여

겼던 부분들이 틀린 것으로 드러났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

58) “그러나 어떤 보편적인 원칙도 모든 역사적 기준 혹은 승리의 대의를 승인할 수는 

없다. 전통에 순응하거나 혹은 “미래의 파도”에 편승하는 것이 특별히 더 낫다고 

할 수도 없으며, 나아가 그것이 지금까지의 숭배의 대상을 태우거나 혹은 “역사의 

동향”에 저항하는 것보다 언제나 낫다고 할 수 없다.” Strauss, 1953, p. 17.

59) Straauss, 1953, p. 21. 여기서 한계(limitation)가 운명에 의해 정해진다는 것은, 

추후 급진적 역사주의의 운명주의와 구분된다. 전자는 우리의 관점을 제한짓흔 한

계가 운명에 의해 정해진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후자는 이것을 넘어 모든 인간의 

사고 자체가 운명에 의해 정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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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당시에 이들은 자신들이 살던 시대의 사상, 신념 등을 무비판적으로 수

용하거나 그것들에 절대적인 믿음을 부여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사실을 발

견하였다. 이는 사상가들이 추후에 나타날 새로운 사실이나 가능성에 대해 

전적으로 무지하였기 때문이며, 따라서 역사주의자들은 이를 통해 모든 사

고들이 추후에 변화할 수 있기에 모든 사상은 시대적 특성에 의한 불완전

한 한계를 가지고 있음을 주장한다. 달리 말하면 모든 사상은 그 시대의 

산물이며, 동시에 그것은 언제든지 추후 새로운 신념, 문화, 가치에 의해 

변화할 것이라는 것이다. 60)

즉, 스트라우스가 표현하는 ”역사의 경험“의 핵심은 인간이 결코 절

대적인 지식을 획득할 수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아무리 시대가 진보한

들, 혹은 아무리 하나의 사상이 확고해 보인다고 한들, 여전히 어떻게 변

할지 알 수 없는 무한한 미래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무엇이 이러한 변화를 

유발하는지, 또 미래가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한 일관된 법칙이 없으므로, 

이는 결코 밝혀질 수도 없으며 예측될 수도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 시

대의 생각, 관념, 이념, 철학 등은 언제나 미래에 의해 대체될 수 있는 것

이며 역사의 끝이란 존재하지 않기에 어떤 시대에서도 과거는 물론 현재

를 평가할 수 없게 된다. 설령 인간이 지구상에서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다고 하더라도, 멸망 전 인류 최후의 지식이 절대적인 진리라고 담보할 

수도 없다. 정리하자면 역사주의자들은 이런 역사의 경험을 언급하며 어떠

한 철학자도 자신이 속해 있는 시대적 상황을 벗어날 수 없으며, 그의 관

점을 제한하는 시대적 상황은 결국 알 수 없는 운명에 의해 만들어진다는 

것을 주장한다. 그리고 이것이 절대적 지식을 획득할 수 있는 희망과 구별

되는, 바로 인간이 실제로 처한 상황이라고 말한다. 

역사를 그대로 바라볼 때 하나의 일관된 법칙을 찾을 수 있다는 초

기 역사주의의 오류를 극복하기 위해 인간을 경험적으로 탐구하여 하나의 

보편적인 지식을 얻고자 했던 두 번째 단계의 역사주의는 결과적으로 인

간은 시대적 한계로 인해 역사의 전체를 볼 수 없다는 사실만을 알려주었

다. 

몇몇의 기존 연구들은 바로 이러한 결론 때문에 스트라우스가 역사

주의를 비판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재차 강조하지만, 이러한 역사주의 

의 결론에 대한 스트라우스 비판의 핵심은 그것이 철학을 불가능하게 하

거나, 혹은 상대주의와 동일하기 때문에 비판하는 것이 아니다. 스트라우

스가 여기서 구분하고 있는 역사주의는 우리가 흔히 인식하는 상대주의나 

60) Strauss, 1953, p.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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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극단적 역사주의와 구분되기에 이에 대해 첨언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는 다음 장에서 니체를 다루면서 추가로 상술할 것이기에, 여기서는 우

선 간략하게 설명하려고 한다. 

상대주의도 그 스펙트럼이 다양하겠지만, 보다시피 앞선 서술에서 

스트라우스가 말하고 있는 역사주의의 특징은 모든 것이 상대적이며 따라

서 절대적인 진리가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혹은 확고한 지식이 불가능하다

는 다소 극단적인 상대주의가 아니다. 그는 역사주의에 대해 반박을 하면

서도, 계속해서 그것이 상대주의와 다르다는 점을 암시하고 있다. 예컨대 

역사주의에 대한 그의 묘사를 계속해서 따라가면, 그는 분명 다음 언급될 

니체의 관점주의(perspectivism)와 역사주의를 확연히 구분하고 있다. 먼

저 스트라우스는 초기 역사주의가 회의주의와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지적

한다.61) 특히나 가장 강조하는 부분은, 역사주의는 회의주의와 달리 특정 

제한된 한계 안에서는 확정적 지식이 가능하다는 점을 설파하고 있다는 

것이다. 앞선 스트라우스 서술에서도 나타나듯이, 해당 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역사주의자들은 한 번도 진리나 불변하는 원칙을 부정한 적이 없다. 

애초에 그들이 추구한 것은 절대적인 지식이 아니라 하나의 객관적인 지

식이었기에, 이들의 실패는 플라톤적 진리의 부정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다만 그들은 인간이 결코 그러한 진리를 획득할 수 없으니, 바로 이 사실 

자체, 즉 인간이 결코 진리를 획득할 수 없다는 불변의 지식이 그나마 진

리에 가장 근접한 지식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이 자신들의 발견이 하

나의 초월적인 진리라는 사실이라고 주장하긴 하지만, 그것 자체가 전통적 

의미의 진리 존재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62)

61) “그러나 회의주의와 역사주의는 완전히 다르다. 회의주의자에게 모든 주장은 불확

실하고 따라서 임의적이다. 역사주의자에게 다른 시대와 다른 문명에서 만연한 주

장들은 임의성과 매우 거리가 멀다.” Strauss, 1953, p.20. 이 인용문의 의미를 보

다 명확히 하기 위해, 해당 장에서 스트라우스가 묘사하는 인습주의, 회의주의, 초

기 역사주의, 중기 역사주의를 한번 정리하자면, 인습주의는 우선 각 부족이나 시대

마다 다른 관습이 있으나, 그래도 자연적인 진리가 존재함을 믿으며 그것을 파악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이에 반해 회의주의는 여러 가지 양립불가

한 사상들이 존재하므로, 어떠한 지식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초기 역사주의는 

시대별로 상이한 혹은 양립불가한 사상이 존재하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니며, 각 시

대는 진리를 내포하고 있다는 랑케적 관점을 가지거나 혹은 모든 시대는 절대적인 

순간으로 도달하기 위한 논리적 정반합의 과정이라는 헤겔적 관점을 가진다. 즉 이

들은 역사 자체가 의미 있는 과정이라는 것에 동의한다. 그러나 “역사적 경험”을 

발견한 두 번째 단계의 역사주의는 역사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과정에 불과하며,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지식은 모든 것이 역사적이라는 사실이라고 주장

한다. 다음을 참조. Strauss, 1962, “Lecture on Natural Right and History." 

lecture delivered in 1962 at the University of Chicago, p.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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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역사의 경험은 절대적으로 옳은 것이 부재한다는 것이 아닌, 

인간은 시대적 한계로 인해 그것을 결코 제대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그

런데 이 같은 주장에는 몇 가지 숨은 전제들이 있다. 예컨대 그들은 인간

이 결코 진리를 획득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끊임없이 진보한다는 

가정은 유지하였다. 역사주의자들의 분석 대상은 인간이고, 그러한 인간의 

행위가 축적된다는 것은 인간에 대한 지식이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아가 그들은 자신들이 과거 역사를 분석함으로써 인간의 사고는 시대적 

한계를 지니고 있으며, 모든 사고는 시대적 산물이라는 ”역사의 경험“을 

발견하였다. 그렇다면 이것은 현재 이러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상태가 과

거보다 더 진보한 상태라는 것을 의미하며, 추후 절대적인 지식을 얻지는 

못하더라도 인간에 대한 지식을 더 많이 알 수 있다는 것은 변함없다. 즉 

절대적인 지식을 획득할 수 없기에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은 실질적으로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진보한다는 사실은 변함없다. 

이에 더하여 또 다른 전제는 진리를 발견할 수 없다는 생각에도 불

구하고 그들을 극단적 상대주의로부터 구출해주었다. 즉, 역사주의자들은 

애초에 인간과 인간의 행위들이 추상적인 원칙과 달리 실재적이라고 믿었

고, 그렇기에 자연적이라 믿었다. 인간의 행위 자체가 알 수 없는 사고에 

의해 좌우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고 역시 인간의 행위에서 형성된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인간의 행위가 자연적이기에, 이러한 사고 자체도 

자연적이고, 또다시 이러한 사고에 바탕을 둔 인간의 행위 역시 자연적이

다. 결과적으로 인간의 행위나 사고 중에서 인간적이지 않은 것이 없으므

로, 각각의 사고와 행위는 모두 인간적이라는 점에서 동등한 가치를 지닌

다.63)

정리하자면 ”역사의 경험“은 결코 역사를 올바르게 바라본 것이 아

닌, 증명되지 않은 전제를 통해서 역사를 바라본 하나의 시각에 불과하다. 

62) “우리가 아는 것은 진리가 시대에 따라 다르다는 것이다. 이것은 말 그대로 진리 

그 자체(the truth)는 아니다. 우리는 특정한 것들을 진리라 간주하지 않을 수밖에 

없지만, 그것들이 미래에 진리로 여겨지지 않을 것이라는 거나 혹은 동일한 맥락에

서 과거에 진리로 여겨지지 않았다는 것을 안다. 이러한 사실, 즉 역사적 상대주의

가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가장 포괄적인 지식이다. 달리 말하면, 인간의 가장 높

은 지식은 독일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전체에 대한 다양한 포괄적인 관점의 여러 

세계관(Weltanschauungen)이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Strauss, 2018, p. 130. 

63) “이와 반대로, 그들은 인간과 그의 행위를, 변화하는 정의에 대한 그의 관념을 포

함하여, 다른 것들과 마찬가지로 동등하게 자연적이라고 이해한다.” Strauss, 

1953, p.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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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스트라우스는 이러한 역사의 경험을 소크라테스적 회의주의로 보

지 않고, 회의주의를 가장한 하나의 독단주의로 바라본다. 즉, 이들이 말

하는 ”역사의 경험“은 진보와 인간 행위의 평등이라는 점에서 역사를 바

라본 것이다. 스트라우스는 이들의 특징을 따라서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따라서 우리는 독단주의에 맞서기 위해 역사주의를 우리의 동료로 환영해

야 한다. ... 우리는 역사주의가 우리 시대의 또 다른 독단주의의 위장이라

는 점을 의심할 수 밖에 없다. “역사의 경험” 이라는 것은 필연적인 진보

에 대한 믿음(혹은 과거 사고로의 회귀 불가능성)과 다양성과 고유성을 최

고의 가치로 여기는 믿음(혹은 모든 시대와 문명의 동등한 권리)이 결합된 

분위기 속에서 사고의 역사를 바라본 것이라고 보인다. 급진적 역사주의는 

이제 이러한 믿음까지도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다. 64)65)

결국 스트라우스가 해당 단계의 역사주의와 그 부산물인 역사의 경

험을 비판하는 이유는 그것이 극단적인 상대주의나 허무주의를 가져와서

가 아니라, 잘못된 전제 속에서 역사를 바라보며 진리를 알 수 없다는 독

단적인 주장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스트라우스가 어떤 방식

으로 역사주의를 반박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3. 역사의 경험에 대한 반박

이러한 “역사의 경험”에 대한 스트라우스의 반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과거 사상가들은 역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탐구하였으며,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는 시대가 변한 지금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근본적인 문제를 동일하게 포착한다는 것은 인간의 통찰이 무조건적으로 

시대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곧 인간이 시간적으

로 초월적인 무언가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역사주의는 인간이 결코 영구불변하는 지식을 획득할 수 없다

고 주장하지만, 그러한 주장 역시 하나의 영구적인 진리의 형태가 아닌

64) Strauss, 1953, p. 22. 추후에 상술 하겠지만 스트라우스는 여기서 급진적 역사주

의는 이 같은 전제들에 더 이상 의존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급진적 역사

주의가 이전 단계의 역사주의 전제에 의해 발전하고 탄생하였지만 스스로 새로운 

완성단계에 이르면서 그 전체들까지도 걷어차 버린 것을 의미한다.

65) Strauss, 2018, pp. 170-171 역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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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그렇다면 역사주의는 사실상 인간이 보편적으로 유효한 지식을 획득

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과 다름없다. 

셋째, 역사주의는 모든 것이 역사적이고 상대적이라고 주장하면서 

동시에 자신들이 발견한 진실은 초월적인 진리라고 주장한다. 이는 자가당

착이다. 

첫 번째 반론은 역사주의자들이 과거 사상가들에 대해 잘못된 분석

을 내리고 있다는 것이 주된 요지이다. 여기서 스트라우스는 아리스토텔레

가 고대인이었기에 세계 국가라는 개념을 인지하지 못 했을 것이라는 역

사주의자들의 주장을 논파한다. 즉, 역사주의자들은 아리스토텔레스가 뛰

어난 과학의 발전을 전제로 하는 세계 국가의 개념을 고대인이 그가 결코 

생각해내지 못 했을 것이라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신

의 시대적 한계로 인해 특정 개념이나 문제들을 인식하지 못했으며, 그렇

기에 그의 사상 불완전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스트라우스에 따르면, 아리

스토텔레스는 자연의 정복이 결국 도덕과 정치로부터 완전히 해방시킬 것

이며, 이는 참혹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한

다. 무분별한 과학의 초래할 비극들을 알고 있었기에. 고도의 과학 발전에 

기반을 두어야 하는 세계 국가를 인식하지 않은 것이다. 이를 통해 아리스

토텔레스에게도 과학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의식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현재에도 과학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문제가 존재한다

는 것은 초월하는 근본적인 문제들이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스트라우스는 펼친다.

두 번째 반론은 역사주의 스스로가 자신들이 초월적인 하나의 진리

를 발견했다고 주장함으로 인해 그들 역시 인간이 하나의 초월적인 영구

불변의 진리 인식의 가능성을 인정한다는 것이다. 즉 역사주의자들의 주장

에 따르면 인간은 시대적 한계로 인해 결코 진리를 포착할 수 없다고 주

장한다. 그런데 이것 자체가 초월적인 진리이고, 그렇다면 이것은 인간이 

결코 진리를 획득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이 초월적인 진리를 

획득할 수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스트라우스는 이러한 반론을 통해 역사주의는 인간에게 영구불변의 

문제와 질문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반박하지도 못했으며, 나아가 인간이 초

월적인 하나의 진리를 파악할 수 없다는 것도 입증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의 마지막 반론은 이제 역사주의의 “역사의 경험”이 스스로 그러한 진

리는 될 수 없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역사주의자들은 보편적인 진리가 없

음을 천명할 때, 그들은 이러한 경험은 역사로부터 도출되었지만, 다시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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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지식으로 환원될 수 없는 하나의 초월적인 지식이라고 주장한다. 그

런데 스스로 모든 것이 역사적임을 주장하면서 어떠한 것이 초월적인 지

식이라는 것은 자가당착이다. 결국 그러한 진리도 그들의 최초 주장에 따

르면 역사에 의해 생겨난 하나의 가변적인 시각에 불과한 것이다. 결과적

으로 논리적 결함을 가진 주장이 진리 일 수 없으니, 역사주의의 주장은 

진리가 아니다.

스트라우스는 여기까지 역사주의를 논의하면서, 그들의 주장과 그 

근거를 어느 정도 반박하는 것에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정리하자면, 역사

주의가 주장하는 역사의 경험이란 지금까지의 역사에서 나온 결론일 뿐이

며, 지금까지 우리가 확고한 지식을 획득하지 못하였다고 해서 그것 자체

가 미래에도 확고한 지식을 획득하지 못한다는 증거가 되지 않는다. 더군

다나 역사주의는 진리를 부정하면서 동시에 스스로 모든 것이 역사적이라

는 하나의 진리를 내세우는 자가당착적인 모습을 보인다. 결론적으로 스트

라우스는 역사주의가 지금까지의 역사에 근거 한다면 그것은 확실성을 보

장할 수 없고, 스스로 내세우는 진리는 자신들의 논리와 정면으로 위배되

므로 역사주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앞서 스트라우스는 역사주의가 진보와 다양성에 대한 신념 속에서 

“역사의 경험”이 발견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잠시나마 급진적 역사주의에 

대해 언급한다.66) 즉, 스트라우스에 따르면 급진적 역사주의는 “역사의 경

험”을 더 발전시킨 사상이다. 이말인 즉슨, 급진적 역사주의가 잘못된 토

대 위에서 배양되었다면 그것을 반박하는 것은 곧 급진적 역사주의의 토

대를 반박하는 것과 동일하다. 그런데 스트라우스는 추후 급진적 역사주의

를 설명하고 난 뒤 그 명제들에 대해 논의하는 시도조차 할 수 없다고 말

하며 그것에 대한 공격을 섣불리 하지 못 하고 있다.67) 이에 대한 이유는 

급진적 역사주의가 위의 세 가지 반박을 모두 성공적으로 방어하기 때문

이다. 따라서 다음 장에서는 급진적 역사주의가 어떻게 스트라우스의 논박

을 무력화시키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66) Strauss, 1953, p. 22.

67) Strauss, 1953, p.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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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급진적 역사주의

1. 니체 - 급진적 역사주의의 발판

스트라우스의 급진적 역사주의 비판의 중심에는 니체와 하이데거가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자면 스트라우스의 역

사주의는 두 번째 단계의 역사주의부터 급진적 역사주의까지 다음 세 명

의 사상가로 나뉜다: 니체, 베버, 하이데거. 이 세 명의 연관성을 명시적으

로 서술하고 있지는 않지만, 필자는 그의 설명을 따라가다 보면 이들 모두

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음을 주장할 것이다. 보다 정확

히는, 급진적 역사주의의 발판을 마련한 것은 니체이며, 그러한 급진적 역

사주의를 한층 더 발전시킨 베버이고, 궁극적으로 그것을 완성시킨 것은 

하이데거이다. 해당 가설을 증명하기 위해, 아래에서는 우선 니체가 두 번

째 단계의 역사주의를 어떻게 더 발전시켰는지 설명할 것이다. 

스트라우스는 니체가 급진적 역사주의의 발판을 마련하였지만, 그의 

사상이 급진적 역사주의와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동시에 주장한다

.68)69) 오히려 스트라우스 본인은 니체가 철학을 보호하면서도 동시에 이

전과는 다른 새로운 철학의 길을 제시한 것으로 파악한다. 즉, 그에 따르

면 니체는 자신만의 새로운 길, 혹은 소위 “미래의 철학(the philosophy 

68)  “급진적 역사주의자는 역사주의의 초역사적 가정을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그는 

이론적 혹은 객관적 분석의 가능성을 부정한다. 이러한 부정은 이론적인 관점을 주

장하였던 19세기 역사주의에 대한 니체의 공격에 의해 결정적으로 마련되었다.” 

Strass, 1953, p. 26; “역사적 상대주의가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가장 포괄적인 

지식이라는 사실이다. 달리 말하면, 인간의 가장 높은 지식은 독일인들이 말하는 것

처럼 여러 세계관(Weltanschauungen)이 존재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19세

기에 점진적으로 발전하여, 가장 최근에 그 문제성이 니체의 “역사의 사용과 오용” 

에서 처음으로 밝혀졌다.” Leo Strauss, 2019, p. 130 ; “후기 헤겔주의 사상은 

역사의 끝 혹은 정점이 있다는 관념을 거부하였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은 아무런 

근거 없이 역사과정의 합리성 혹은 진보성에 대한 믿음을 유지하였다. 니체는 이 

상황을 처음으로 마주한 인물이었다.” Leo Strauss, 1989a. An Introduction to 

Political Philosophy. Edited by Hilail Gildin. (Detroit: Wayne State 

University Press), p. 95. 스트라우스는 계속해서 니체가 처음으로 “역사의 경험”

을 문제시 삼았으며, 나아가 역사주의는 “역사의 경험”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진

보에 대한 관념을 유지하였다는 사실을 주장한다. 

69) 또한 스트라우스 본인은 역사주의를 이론적 역사주의(theoretical historicism)와 

급진적 역사주의(radical historicism)로 구분하고 있으며, 후자를 전자의 완성단계

로 보고 있다. 그에 따르면 이러한 발전을 이끈 것은 니체임을 명시하고 있다. 

Strauss, 1962, p. 35,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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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the future)”을 제시한 반면, 급진적 역사주의자들은 니체의 사상 중 

일부만을 수용하여 자신들의 방식으로 급진화 시켰다는 것이다. 따라서 아

래에서는 스트라우스가 니체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살펴본 후, 급진적 

역사주의자들이 그의 사상을 어떤 방식으로 취사 선택하여 기존의 역사주

의를 급진화 시켰는지 살펴볼 것이다. 다만 스트라우스는 해당 저서에서 

니체의 철학과 급진적 역사주의가 어떠한 방식으로 맞닿아 있는지 부연하

지 않고 니체의 입장만 매우 간략하게 서술하고 있으므로, 우선 그가 다른 

저작들에서 어떻게 니체를 묘사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서술한 후, 이어서 

다시 해당 저서를 분석하고자 한다.

앞선 두 번째 단계의 역사주의는 “역사의 경험”을 통해 모든 것이 

역사적이라는 진리를 천명하였다. 달리 말해 그들은 인간이 획득할 수 있

는 가장 높은 지식은 모든 것이 역사적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는 엄밀히 

말하면, 진리가 존재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설령 현시대에 

우리가 진리라 생각하는 것이 있고 그것이 실제로 진리라 하더라도 우리

는 그것이 진리라는 것을 확신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역사

는 끝이 없기에, 우리가 진리라 생각하는 것이 단순히 현재의 시대적 상황

에 의해 진리라고 생각되는 것뿐이라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니체는 이처럼 역사주의가 주장하는 “역사의 경험”은 물론, 기존의 

진리 관념까지 붕괴시킨다. 니체에 따르면 모든 인간의 사고는 구체적인 

결정(decision)에 의해 파생된다. 이러한 결정은 그의 행위의 기반이 되

며, 동시에 그것은 하나의 시야(horizon)를 형성한다. 이러한 시야를 통해 

인간은 지식을 형성하고, 따라서 특정 관점이 없다면 어떠한 지식도 불가

능하다. 결국 니체는 인간의 어떠한 현상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관

점이 전제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그런데 이러한 관점 자체는 어떠한 근거

도 없으며, 나아가 특정한(specific)것이므로 절대 보편적인 것을 파악하지 

못한다. 예컨대 보편적 진리, 좋음, 아름다움 등을 절대 포착하지 못하며,  

인간이 파악하는 것은 기껏해야 그의 관점에서 본 진리, 좋음, 아름다움이

다. 

인간의 상황이 이러하다면, 역사가가 역사를 객관적으로 탐구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그는 결코 역사를 역사 그 자체로 인식할 수 없

으며, 그가 바라본 역사는 하나의 관점에서 바라본 역사이다. 즉, 역사주

의자들이 말하는 “역사의 경험”은, 하나의 관점에서 봤을 때 드러난 하나

의 해석에 불과하다. 나아가 소위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도 객관적인 것이 



- 37 -

아니며, 엄밀히 따지면 특정 관점에서 해석된 사실들에 불과하다. 이는 과

학도 마찬가지다. 과학이 주장하는 보편적인 사실 역시 과학자가 특정 가

치를 가지고 바라본 그의 사실에 불과하므로 객관적인 사실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앞서 역사주의는 “역사의 경험”을 통해 인간의 사고가 본질적으로 

역사적이라는 것을 설파했으며, 나아가 시대적 한계는 운명에 의해 결정됨

을 주장하였다. 이제 니체는 여기서 더 나아가 인간은 모든 사고 자체가 

주관적이라는 관점주의(perspectivism)을 주장하는 것이다. 즉, 니체는 우

리가 시대적 한계로 인해 진리를 확신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안에서도 나름 객관적이라고 주장하는 것들이 사실은 모두 우리의 관점에 

지나지 않는, 창조된 신화(myth)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모든 것이 역사적

이라는 것이 역사주의의 진리였다면, 니체는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 

모든 인간의 지식이 주관적이라고 주장함으로써 이것이야말로 명백한 진

리임을 천명한다. 

따라서 니체에게 앞선 역사주의는 쇠퇴한 헤겔주의에 지나지 않았

다. 예컨대 헤겔은 역사의 과정이 그 자체로 합리적이며 논리적이라고 주

장하였다. 그는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 각 시대마다 철학자들이 해답이 다

른 것은 진리가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여러 진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인 진리, 즉 절대적 순간에 도달하기 위한 필수적인 

정반합의 과정이었다. 이러한 논리를 반박한 역사주의자들은 역사에 끝이 

없으며, 역사의 과정 자체에 의미가 없다는 것을 주장하였다. 하지만 니체

가 보기에 여전히 이들은 인간이 진보한다는 관념은 유지하였으며, 무엇보

다 헤겔의 절대적인 순간을 “역사의 경험”으로 대체한 것에 불과하였다. 

하지만 니체는 이러한 믿음 혹은 “진리”조차 마찬가지로 상대적이며 그것 

역시 소멸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70)

궁극적으로 니체는 역사주의의 진리를 정면으로 반박한 것뿐만 아니

라 모든 지식의 토대를 붕괴시킨 철학자이다.71) 우리는 특정 가치들과 믿

음이 그 나름의 토대가 있다고 생각하였지만 사실 그것은 망상에 지나지 

않았으며 이는 모두 인간이 창조한 신화에 불과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72)

73)74)

70) Leo Strauss, The Rebirth of Classical Political Rationalism. Edited by 

Thomas Pangle.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9b), p. 25. 

71) Struass, 1962, p. 56. 

72) Strauss, 2019, p. 131. 

73) Strauss, 1989b, p. 24.



- 38 -

그런데 동시에 니체는 이와 같은 절망과 허무주의는 삶을 위협한다

고 믿었기에 하나의 해결책을 모색해야 했다. 다음은 스트라우스가 니체의 

이런 갈등을 설명하는 구절이다. 

삶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 니체는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었다: 삶의 

이론적 분석에 대한 엄격한 비교적(esoteric) 특성을 고집하여 플라톤적 고

귀한 망상이라는 관념을 부활시키거나 혹은 이론 자체의 가능성을 부정하

고 사고가 본질적으로 삶이나 운명에 종속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니체 자신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의 후계자들은 후자를 채택하였다. 75)

위의 서술에서 나타난 것처럼, 스트라우스는 니체를 모든 것이 운명

에 종속된다고 주장하는 급직적 역사주의와 동일 선상에 두지 않는다. 오

히려 그는 니체를 플라톤의 진리인 이데아론을 새로운 진리인 힘의 의지

로 치환한 철학자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선택을 통해 니체는 스스로 

모순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즉 진리는 없다는 것이 진리임을 주장하면서 

동시에 또 하나의 진리인 힘의 의지(will to power)를 주창하였다. 76)이렇

게 과거의 모든 형이상학의 기반과 형이상학 자체를 와해시킨 니체는 본

인 역시 다시 자신만의 새로운 형이상학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사고와 행위에 대한 모든 가능한 원칙들에 대한 진리

가 최종적으로 발견됐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 아닌가? 니체는 이것을 인정

하거나 진리에 대한 그의 이해를 그의 계획 혹은 해석이라고 주장하는 것 

사이에서 고민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는 사실상 전자를 선택하였다: 

그는 인간의 창조성과 모든 사물 사이의 근본적인 동일성을 발견했다고 믿

었다. “어디서든 삶을 발견했을 때, 나는 힘에의 의지(will to power)를 발

견하였다.”.77)

74) 이러한 이유로 인해 스트라우스는 니체를 상대주의의 대표적인 철학자라고 말하며, 

나아가 자유민주주의 위기의 주범이라고 칭하고 있다. 즉, 스트라우스는 1차 물결

과 2차 물결에서 자유민주주의의 씨앗이 잉태되었으며, 자유주의는 위기의 원인으

로 니체를 지목한다. “ 근대 합리주의 혹은 이성의 근대 믿음에 대한 니체의 비판

은 묵살될수도 잊혀질수도 없다. 이것이 자유민주주의 위기의 가장 깊은 이유이다.” 

Strauss. 1989a, p. 98.

75) Strauss, 1953, p. 26.

76) 나아가 니체는 자신이 파괴한 모든 객관적 지식의 가능성을, 고귀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대체하였다. 

77) Strauss, 1989a, p. 96.



- 39 -

스트라우스는 니체로 인해 이제 역사주의자들은 도덕적 허무주의와 

운명주의를 주창한다. 즉, 니체가 허무주의를 벗어나기 위해 자신만의 철

학을 창조하였다면, 역사주의자들은 니체의 “치명적 진실” 만을 받아들이

고 모든 것이 운명에 달려있다고 주장하였다.

니체는 최종적으로 객관적인 진리에 의지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어떻게 

보면 니체는 형이상학으로 되돌아갔다고 말할 수 있다. 우리 시대에 니체

가 끼친 영향은 형이상학으로의 회귀는 거부하면서도 역사에 대한 니체의 

이해를 보존하려고 하는 명백한 불가피성에 의한 것이다. 이것에 대한 가

장 유명한 이름은 “실존주의”이며, 이는 근본적인 진리에 대한 주관성이라

는 니체의 시각을 받아들이면서도 그것을 형이상학으로부터 해방한 채 보

존하는 것이다. 78)

스트라우스에 따르면 니체는 본인이 허문 객관성과 주관성의 대비

를, 피상성과 심연으로(혹은 고귀함과 천함)의 대비로 대체하였다.79) 그는 

모든 것이 주관적이라는 치명적 진실 속에서도, 이것을 이겨내고 새로운 

고귀함을 발휘하여 세상을 지배할 최고의 인간들을 기대하였다.80) 즉, 그

는 상대주의라는 인간의 상황과 그 치명적 진실을 깨달은 후 삶을 유지할 

수 없는 인간의 삶을 자신의 힘에의 의지로 극복하려고 했다. 궁극적으로 

니체 본인은 급진적 역사주의로 나아가지 않고 대신 또 하나의 형이상학

을 탄생시켰지만, 그의 사상의 의도치 않게 이 과정에서 “치명적 진실”을 

밝힘으로써 급진적 역사주의의 발판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아래에서는 

니체의 이러한 사상이 어떻게 급진적 역사주의로 전환되는지 살펴볼 것이

다. 

2. 급진적 역사주의로의 전환

니체가 밝혀낸 치명적 진실만을 수용한 급진적 역사주의자들은 이제 

“역사의 경험”을 포함한 모든 지식이 아무런 기반 없는 관점으로부터 생

78) Strauss, 2019, p. 133  다음 역시 참조. “힘에의 의지라는 철학에 내재한 어려움

은 영원성이라는 관념을 명백하게 포기하게 만들었다. 근대 사상은 급진적 역사주

의에서 그 정점을 이루며, 이는 영원성이라는 개념을 망각하도록 강제하는 것이다.”  

Strauss, 1957, p. 55.

79) Strauss, 1989b, p. 26. 

80) Struass, 1959, p.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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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된 하나의 망상이라는 것을 인정한다. 다시 말해 이들은 인간의 모든 지

식은 임의적인 하나의 시야(horizon), 혹은 포괄적 시각(comprehensive 

view)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인식되고 가치가 수용된다는 점을 받아들인다. 

그렇다면 니체가 파헤친 것처럼, 앞선 역사주의들이 말하는 역사의 평가도 

불가능해진다. 역사가는 자신의 시대에 속하는 하나의 틀로 역사를 바라본 

것이고, 그 틀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 결국 역사주의자들이 주장한 모

든 사고의 역사성은 다른 모든 포괄적인 시각을 포함하는 하나의 메타 시

각이 아니라, 그것 역시 수많은 포괄적인 시각 중 하나에 불과하다.81)  

여기까지가 니체의 사상이라면, 급진적 역사주의자들은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간다. 우선 니체는 모든 포괄적인 시각이 하나의 날조된 신

화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지만, 그것 자체가 운명에 의한 것이라고는 주장

하지 않았다. 예컨대 그는 계보학적 탐구를 통해 진리라는 개념이 플라톤

에 의해 창조되어 이후 지금까지 이어져 온 망상이며, 도덕은 강자들에 대

한 약자의 분노(ressentiment)에서 유래했다고 주장한다. 즉 니체는 앞선 

역사주의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포괄적인 시각이 인간의 활동, 행위, 사고 

의해 만들어진다는 것에는 동의하였다. 그런데 이에 반해 급진적 역사주의

자들은 이러한 포괄적 시각 자체가 인간의 활동과 무관하게 단지 운명에 

의해 주어진 것이라고 주장한다.82)83)

81) Strauss, 1953, pp. 26-78; Strauss, 2018, p. 170.

82) Strauss, 1953, p. 25.

83)  스트라우스가 역사주의자들과 급진적 역사주의자들이 인간의 사고가 운명에 의해 

좌우된다고 할 때 그 의미는 사뭇 다르다. 먼저 첫 번째로, 역사주의자들은 인간의 

사고를 제한하는 시대적 한계가 운명에 좌우된다고 주장하는 반면, 급진적 역사주

의자들은 인간의 사고 전체가 운명에 의해 종속된다고 주장한다. 두 번째로, 전자는 

“운명(fate)" 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그것이 인간의 행위나 사고와 전적으로 무관

하다고 보지 않는다. 예컨대 우리는 일상에서 종종 어떤 사건이 운명이나 하늘의 

뜻에 달려있다고 할 때, 그것이 전적으로 초인적인 힘에 달려있다는 뜻보다는 인간

이 파악할 수 없는 변수들과 요인들에 따라 결정됨을 주로 의미한다. 예컨대 전쟁

의 결과가 운명에 달려있다고 할 때, 단순히 그것이 신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 아

니라, 알 수 없는 변수들과 상황에 따라 결정되므로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경우, 예를 들어 기후와 같이 인간과 무관한 변수가 존재할 수도 있지

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간의 행위가 큰 영향을 미치거나 혹은 그 두 가지

가 상호 연관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인간 행위의 역할이 전적으로 배제되지는 않는

다. 그런데 이에 반해 급진적 역사주의가 모든 인간의 사고가 운명에 의해 종속된

다는 주장할 때, 이는 인간의 행위나 사고와 전적으로 무관하게 초인적인 힘에 의

해 결정된다는 것이다. 아래에서 서술하겠지만, 바로 이러한 이유로 스트라우스는 

급진적 역사주의가 말하는 운명이 인간의 사고나 행위에 기반을 두지 않으며, 나아

가 운명에 근본적으로 종속된다고 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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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밀히 말하자면, 우리는 여러 포괄적 시각 중에서 선택할 수 없다. 하나의 

포괄적 시각은 운명에 의해 우리에게 부여된다. 우리의 이해와 방향을 이

끄는 시야(horizon)는 개인이나 그가 속한 사회의 운명에 의해 형성된다. 

모든 인간의 사고는 운명에 의해 결정되며, 인간은 그것을 지배할 수도 예

측될 수도 없다. 그러나 동시에 운명에 의해 형성된 시야는 개인에 의해 

선택되는데, 왜냐하면 어찌 됐든 운명을 수용하는 것은 개인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따라서 괴로이 우리에게 부여된 세계관과 기준을 선택하거나, 환상

적인 안정 혹은 절망에 몰입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자유로울 뿐이다.84)

앞선 역사주의는 적어도 역사의 과정에 궁극적인 의미는 없다고 할

지라도 역사적 과정이 있다는 것은 부정하지 않았으며, 동시에 인간이 그

러한 과정의 주체라는 것도 부인하지 않았다. 즉, 인간이 진리를 확신할 

수 없게 하는 “시대적 한계”는 운명이 부여하지만, 적어도 그 안에서는 인

간 사고가 변화하고, 또한 특정 관점에서는 발전하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즉, 과거와 현재 인간의 행위나 사고 등이 완전히 단절된 것이 아니다. 이

에 반해 급진적 역사주의는 인간의 이러한 사고 자체를 전적으로 부정한

다. 즉 인간의 사고는 인간의 활동과 무관하게 전적으로 운명에 종속된다

는 것이다. 

그런데 이들의 주장을 분석하자면, 인간의 포괄적인 시각이 전적으

로 운명에 종속된다는 것은 또다시 하나의 초월적인 진리이므로 역사를 

통해 객관적인 지식을 발견할 수 없다는 자신들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

되는 것이 아닌가? 이 같은 반론에 대해 그들은 이것이 인간이 항상 파악

할 수 있는 초월적인 진리가 아니라 구체적인 역사적 순간에만 파악되는 

지식임을 천명한다. 다시 말해 “역사의 경험”은 인간이 그것을 발견한 순

간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지식이지만, 급진적 역사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진

리는 미래에 다시 잊혀질 수 있는 지식, 현 시대적 상황에만 적용되는 진

리라고 주장한다. 85)

모든 자연적 옳음의 교리들은 원칙적으로 인간에게만 정의의 근본요소들이 

확보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그들은 가장 중요한 진리가 원칙적으

로 인간에게 주어질 수 있다고 전제한다. 이러한 전제를 부정하면서, 급진

적 역사주의는 모든 인간 사고의 본질적인 한계에 대한 기본적 통찰이 결

코 인간에게 주어질 수 없다고 단언한다. 혹은 그들은 그러한 본질적 한계

84) Strauss, 1953, p. 27.

85) Strauss, 1953, p.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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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진보나 인간 사고의 활동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예측할 수 없는 선물 혹

은 불가해한 운명이라고 주장한다. 바로 이러한 운명 덕분에 인간의 생각

이 본질적으로 운명에 종속된다는 사실이 이전에 밝혀지지 않고 지금 밝혀

진 것이다. 역사주의는 운명에 좌우된다는 점에서 다른 모든 사상과 동일

하다. 그러나 바로 그러한 운명 덕분에, 인간의 모든 사고가 운명에 근본적

(radical)으로 종속된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다는 점에서 다른 모든 사상과 

달리한다. 우리는 운명이 추후 세대에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날지 

전적으로 무지하다. 또한 추후 운명은 우리에게 드러냈던 것을 다시 은폐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 자체가 그 드러남(revelation)의 진실성을 훼손

하지 않는다. 모든 사고의 역사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역사를 초월할 필

요가 없다. 역사적 과정 속에는 특별히 허가된, 절대적인 순간이 있으며, 

이는 모든 사고의 역사성이 명백해지는 순간이다. 86)

앞서 역사주의는 “역사의 경험”을 발견하게 된 것은 자신들의 연구

에 의한 것이었다는 것을 주장하였다. 나아가 그들이 이것이 모든 사상의 

상대성을 포괄하는 상대성에 대한 하나의 절대적 지식임을 주장하고, 나아

가 이것이 인간에게 만고불변한 지식이라는 점을 설파하였다. 급진적 역사

주의자들은 자신들의 진리는 모든 사상의 상대성을 꿰뚫는 하나의 포괄적

인 지식이 아니라, 하나의 시대적 상황에 속하는 지식임을 주장한다. 즉 

이 같은 지식은 운명에 의해 우연히 드러났고, 이는 다시 운명에 의해 감

쳐질 수 있기에 초월적인 지식이 아니다. 

다소 무리한 주장을 하면서 급진적 역사주의자들은 이것이 자신들 

주장의 모순이 아닌, 현실이 이렇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정리하자면, 운

명에 의해 이들은 모든 인간의 행위와 사상이 운명에 기반을 둔다는 것이 

드러났으며, 운명은 이러한 사실 자체를 미래에 우리에게 감출 수 있기에 

인간이 미래에도 알 수 있는 초월적인 지식이 아니라는 것이다. 시대가 변

한다면 운명이 이러한 사실을 다시 감추고 다른 형태의 관점이 우리에게 

부여할 것이다. 그런데 그렇다고 한들, 인간의 모든 것이 운명에 달려있다

는 사실 자체가 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렇게 급진적 역사주의자

들은 기존의 모순을 피하면서 스트라우스의 비판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보

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논의는 한계점을 지닌다. 예컨대 운명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사실이 진리임을 그들은 어떻게 확신하는가? 그들

이 말하는 절대적 순간이란 정확히 무엇인가?

이에 대해 스트라우스는 급진적 역사주의의 세 가지 주장을 추가로 

86) Strauss, 1953, p.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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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거한다.87)

(1) 헤겔이 절대적 순간(absolute moment)이 도달한 시점을 지혜

가 진리로 바뀌는 순간, 즉 모든 근본적인 질문이 해결되는 순간으로 상정

했다면, 급진적 역사주의자들에게는 근본적인 질문들의 해결 가능성

(solubility)이 망상으로 드러났을 때이다. 

(2) 물론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이 곧 철학 자체를 

무익한 것으로 만들지는 않는다. 설령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답을 얻지 못

하더라도, 이러한 철학을 통해 여전히 우리는 근본적인 문제들을 이해

(understanding)할 수는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급진적 역사주의는 회의

주의를 넘어선다. 이들은 철학을 통해 진리를 얻을 수 있다는 주장을 의심

할 뿐만 아니라, 철학 자체가 불합리한 가정에 기반을 둔다고 주장한다. 

(3) 즉, 의견을 지식으로 대체하겠다는 철학의 본질은, 진리 혹은 전

체가 밝혀질 수 있다는 것을 가정한다. 그런데 그것은 곧 진리 혹은 전체

가 변하지 않고 하나의 형태로 영원하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만약 우리가 

파악하고자 하는 진리 자체가 계속해서 변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파악할 

수 없을 것이고 설령 파악한다고 해도 그것은 다시 변할 것이기에 우리가 

영원한 진리를 획득한 것이 아니다. 지금까지의 철학은 존재(to be)한다는 

것과 영원하다(to be always)는 것을 동일시하였다. 철학이 불합리한 가정

에 기반을 둔 하나의 관점에 불과하므로, 근본적인 문제를 철학을 통해 더 

잘 이해한다는 것 역시 이치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급진적 역사주의들의 주장을 설명함으로써 스트라우스는 앞

에서부터 설명했던 역사주의의 기원을 끝맺음 짓는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스트라우스는 자신의 의견을 덧붙인다. 그는 이들이 역사와 자신들의 역사

주의를 그들의 자의적인 시각으로 바라본 것이며, 무엇보다 비역사적인 시

각으로 역사와 역사주의의 기원을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88)그러나 필

자는 이러한 스트라우스의 주장을 살펴보기 전에, 우선 스트라우스가 밝히

는 급진적 역사주의자들의 주장을 더 깊게 파악하고자 한다.

87) Strauss, 1953, pp. 29-30.

88) Strauss, 1953, p. 33. 스트라우스의 1949년 강의를 본다면, 그가 베버를 언급하

면서 위의 주장을 내놓는 모습이 나타난다. Strauss, 1949, p.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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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근본적인 질문들의 답을 알 수 없다는 첫 번째 주장은 궁극적

인 가치들이 화해될 수 없다는 베버의 사상과 맞닿아 있는 것으로 느껴진

다. 철학이 불합리한 가정으로부터 시작한다는 두 번째 주장과 존재 자체

를 영원한 것도 동일시하였다는 주장은 하이데거의 사상과 연결되는 것으

로 보인다. Behenegar(1993는 첫 번째 주장을 베버의 궁극적인 가치들의 

불화해성(insolubility)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며, 따라서 NRH 2장에 

나오는 베버의 실증주의는 역사주의 논의의 연장선이라고 주장한다.89) 실

제로 2장에서 스트라우스는 베버와 역사주의를 논하고, 가치의 불화해성을 

논하기 때문에 이러한 가설을 설득력을 가진다. 나아가 그는 두 번째와 세

번째 주장은 하이데거를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그러나 본고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주장 모두 베버에 해당하며, 마

지막 주장만이 하이데거를 지칭하는 것임을 피력하고자 한다. 스트라우스

는 지금까지 역사주의의 기원을 시간적으로 설명하였다. 그렇다면 우선 앞

의 두 주장이 베버를 지칭하고, 뒤의 주장이 하이데거를 지칭한다는 주장

은 일단 이러한 서술 구조와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본고의 가설

이 조금 더 설득력을 가지려면, 2장에 나오는 베버의 서술에서는 그가 앞

선 급진적 역사주의의 영향을 받았으며, 나아가 하이데거와 연결되는 내용

이 나와야 한다. 이 같은 가설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책 1장의 끝 부분을 

논하기 전에 앞서 2장 베버에 대한 스트라우스의 서술을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

3. 베버 - 하이데거 사상의 단초

1) 본고의 가설

앞서 서론에서는 막스 베버가 2장에서 등장하는 것이 책의 전체적인 

구조에 어긋남을 문제 삼았다. 이에 대해 Behenegar는 역사주의에 대한 

기원을 설명하는 1장과 베버에 대한 2장을 동시에 하나의 서론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따라서 1장에 나타난 하이데거의 사상과 2장에 

나타난 베버의 이성과 계시의 갈등이 급진적 역사주의를 완성하는 두 가

지라는 점을 피력했다. 이러한 Behenegar의 주장은 NRH 가 바탕이 되는 

1949년 스트라우스의 강의를 살펴보면 더욱 설득력을 지닌다. 스트라우스

89) Behengar, 1993, p.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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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해당 강의에서 서론을 제외하고 책과 동일한 구조로 강의를 했는데. 책

의 2장에 해당하는 두 번째 강의에서는 앞선 하이데거의 내용과 동시에 

막스 베버의 내용을 다루었다. 따라서 이러한 해석은 스트라우스가 하이데

거와 베버를 급진적 역사주의의 두 축으로 보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함에 

있어 강한 설득력을 가진다. 특히나 서론 부분에서 스트라우스는 1장 전 

서론에서 자연적 옳음을 부정하는 이유의 바탕에는 “역사”와 “사실과 가

치의 부분” 이라는 두 큰 축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90)

그러나 본고는 이와 조금 다른 해석을 내놓고자 한다. 먼저 스트라

우스는 “역사”와 “사실과 가치의 부분”이 두 가지 축을 이룬다는 점을 지

적하면서도, 동시에 같은 곳에서 그 둘은 대부분 결합되어 있다는 점을 피

력한다. 나아가 스트라우스는 해당 저서에서는 물론, 다른 저서에서도 실

증주의는 자연적으로 역사주의(급진적 역사주의)로 변한다는 사실을 지적

한다. 또한 1949년 강의에서는 스트라우스가 제시한 급진적 역사주의의 

세 가지 주장 중, 철학이 존재와 영원하다는 것을 동일시 했다는 하이데거

의 주장이 먼저 나오고 근본적인 질문들에 대답할 수 없다는 베버의 주장

이 나온다. 그러나 해당 저서에서는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베버의 주장이 

나온 뒤 하이데거의 주장이 언급된다.91) 따라서 필자는 스트라우스가 이

성과 계시의 갈등과 하이데거를 급진적 역사주의의 두 축으로 본다는 해

석과 달리, 베버의 사상이 급진적 역사주의의 단초를 제공한다는 것을 피

력할 것이다. 즉, 니체 이후에 나타난 급진적 역사주의를 수용한 베버가 

하이데거 사상에 기여를 한다는 점을 주장하고자 한다.  

나아가 Behengar의 주장처럼 2장에서 베버를 논하면서 이성과 계

시에 대한 내용이 나오긴 하지만, 그러한 갈등을 보여주는 것이 해당 저서

에서 스트라우스의 궁극적인 목표 중 하나가 아님을 피력할 것이다. 이성

과 계시의 갈등이 스트라우스의 사상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은 

맞지만, 적어도 해당 저서에서는 그것이 하나의 핵심 주제라기 보다는 베

버가 궁극적인 가치간의 우열을 파악할 수 없고, 나아가 과학과 철학이 불

합리한(absurd)한 믿음에 기반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장치에 가깝다

는 것을 주장하고자 한다.  

앞서 본고에서는 역사주의에 대한 설명이 모두 시간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가정이 옳다면, 베버는 앞선 니체나 급진

적 역사주의자들에게 연결되어 있어야 하며, 뒤이은 하이데거와도 연결되

90) Strauss, 1953, p. 8.

91) 이는 스트라우스의 다른 저작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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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야 한다. 따라서 베버가 단순히 하이데거와 급진적 역사주의의 두 축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이데거의 급진적 역사주의에 발판을 제시한다는 본

고의 해석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베버가 앞선 급진적 역사주의의 내용을 

수용하였으며 동시에 하이데거의 사상에 발판을 마련했다는 내용이 나와

야 한다. 나아가 베버가 인간 이성으로 근본적인 질문을 해결할 수 없다는 

점과 철학 자체가 불합리한(absurd) 믿음에 기반하고 있다는 내용이 나와

야 한다. 이것을 증명한다면 본고의 가설은 설득력을 가질 것이다. 다시 

정리하자면, 본고의 가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드러나

야 한다. 1) 베버와 앞선 급진적 역사주의간의 연결이 나와야 하며, 나아

가 베버와 하이데거의 연관성이 드러나야 한다. 2) 베버가 왜 이성을 통해 

근본적인 문제들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간주했는지 설명해

야 한다. 3) 베버가 왜 철학 역시 불합리한 믿음에 기반했다고 생각하는지

에 대한 설명이 나와야 한다. 

이를 위해 NRH 2장에 나타난 베버에 대한 스트라우스의 해석함으

로써 위 내용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살펴볼 것이다. 다만 한가지 언급하고 

싶은 부분은, 이후 해당 저서에서 스트라우스가 근대 사상가를 다루는 장

에서도 나오지만, 사상가에 대한 스트라우스의 해석이 다른 일반적인 해석

과 크고 작은 차이를 보이기도 하며, 특정 사상가의 원문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 역시 나타난다는 점이다. 예컨대 스트라우스가 2장에서 베버를 논할

때 주로 사용하는 두 저작은 베버의 Politics as a Vocation, Science 

as a Vocation 인데, 대체적으로 원문에 충실하면서도 때때로 특정 원문

을 무리하게 해석하는 경우도 보인다. 그러나 본고는 오히려 때에 따라 드

러나는 이런 무리한 해석이, 근대 사상부터 역사주의, 그리고 급진적 역사

주의로 이어지는 과정을 일관되게 보여주기 위한 강한 의도가 담겨있다는 

것을 드러낸다고 생각한다.92) 또한 본고의 주제는 스트라우스의 사상가 

해석을 기존의 해석과 비교하는 것이 아닌, 스트라우스의 서술을 최대한 

명확하게 보여줌으로써 그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므로, 이것에 집중하고자 

한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기존 베버의 사상이나 그에 대한 해석을 추가하

92) 특히 급진적 역사주의에 이르는 과정이 모두 시간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주장을 

증명해야하는 스트라우스 입장에서는 해당 저서에서 니체, 급진적 역사주의. 베버의 

연관성을 주장해야 하기에 색다른 해석을 할 수밖에 없다. 즉, 누구보다 객관적이고 

보편적 사실의 가능성을 주장한 베버가 아닌, 급진적 역사주의의 영향을 받았음은 

물론 하이데거 사상의 단초를 제공한 베버이기에, 그가 실제로 객관적 사실뿐만 아

니라 과학조차 하나의 관점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가졌음을 보여줘야 한다. 물론 스

트라우스는 여기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해석을 하며, 본고는 이를 그가 

정확히 어떠한 방식으로 보여주는지 상술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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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 아니라, 스트라우스의 베버 해석만을 명확하게 드러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다소 산만하게 서술되어 있는 2장의 내용을 최대한 일관되게 

정리함으로써, 스트라우스의 이러한 베버 서술의 목적이 본고의 가설에 근

접함을 입증할 것이다. 

2) 과학에 대한 베버의 입장

우선 스트라우스가 베버와 니체의 관계를 대략적으로 어떻게 보고 있는가

를 파악하기 위해 다음 구절을 살펴보고자 한다.  

사회과학에서 사실과 가치의 구분을 구축한 것은 막스 베버이다... 위대한 

철학자인 니체는 그 누구보다 근대 프로젝트를 급진적으로 공격하였으며, 

이러한 니체의 영향을 받은 베버는 이를 사회적인 영역에 적용한 첫 제자

였다. 니체는 이 보편적인 사회의 일원이 될 사람을 “최후의 인간” 이라 

불렀다. 이때 최후는 희망이 없는 단순한 끝이다. 베버는 이러한 비판에 감

명을 받았지만, 동시에 이 같은 비판에 대면하여 그가 수용할 수 있는 결

론에 도달하였다. 즉, 최후의 인간으로 끝나는 프로젝트, 혹은 이런 방식으

로 끝나는 어떠한 다른 프로젝트도 합리적으로 확립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근대 프로젝트에 대한 비판은 이제 우리가 현재 일반적으로 받아들

이는 사실-가치 구분의 기원에 속하게 된다.93)

다시 1장의 급진적 역사주의의 주장으로 잠시 돌아가자면, 그들은 

인간의 모든 사고를 가능케 하는 포괄적인 시각이 인간의 행위와 무관하

게 전적으로 운명으로 정해진다고 주장하였으며, 이러한 진리를 깨닫는 순

간이 절대적인 순간임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러한 주장 역시 하나

의 관점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단순히 인간의 상황과 운명이 그렇다는 주

장은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 스트라우스는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이들에

게 가치 대립의 해결 불가능성을 확신시켜줌으로써 이들의 주장에 힘을 

실어준 인물로 베버를 지목하는 것이다. 그런데 대관절 이러한 주장이 어

떻게 급진적 역사주의자들에게 힘을 실어주는가? 필자는 이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당 장에 나타난 스트라우스 서술을 따라감으로써 분석할 

것이며, 따라서 아래에서는 그 결론에 도달하는 스트라우스의 논의를 하나

씩 설명하고자 한다.

먼저 베버는 인간의 궁극적인 가치들의 우위를 판별할 수 없고, 오

93) Strauss, 1962, 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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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지 궁극적인 가치를 이해하는 것만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베

버의 입장에서 스트라우스는 베버가 사실과 가치를 구분한 보다 심오한 

이유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한다.94) 달리 말해 막연히 그가 궁극적인 가치

들의 우위를 인간이 판별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베버는 

이성으로 가치들의 우열을 가릴 수 없다는 것을 절대적으로 확신했다는 

것이다. 

가령 인간이 어떠한 방법으로든 가치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있다고 

가정하자. 이때 그 가치는 경험과학에 의해 도출되지 않을지라도, 그것은 

모든 경험과학의 목적이 된다. 왜냐하면 사회과학은 본연적으로 실천적인 

것을 추구하고, 특정 목적에 대한 효율적인 수단을 찾는 학문이기 때문이

다. 따라서 하나의 궁극적인 가치를 인간이 발견한다면, 사회과학은 무엇

보다 그것의 성취에 매달려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과학자가 가치 

추구를 포기하고 사실만을 추구한다는 것은, 인간이 상위의 가치를 구분할 

수 없다거나 혹은 모든 가치가 동등하여 어떤 가치를 추구하든 그 작업에

서 원인과 같은 사실만 알아낼 수 있으면 된다는 생각이 가정되어야 한

다.95)  즉, 이런 절대적인 확신이 없었다면 베버는 결코 사실과 가치를 구

분해야 한다고 단언하지 않았을 것이 스트라우스의 주장이다. 

그렇다면 베버는 우리가 궁극적인 가치들의 우위를 알아낼 수 없다

는 확신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스트라우스는 가치간의 갈등이 해

결될 수 없다는 것이 증명된 적도 없으며, 설령 그러한 근거가 존재하려면 

칸트의 Critque Of Pure Reason 에 들어갔던 노력은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한다.96) 그런데 다른 주제에 대해서는 1000페이지를 넘게 적은 그가, 

대관절 무엇 때문에 가치의 불화해성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

로 당연하게 여겨 30페이지만을 할애했는가?97)

먼저 스트라우스가 이를 설명하기 원용하는 것은 베버의 책임 윤리

(ethics of reponsibility) 와 심정 윤리(ethics of conviction) 간의 갈등

이다. 책임 윤리는 인간이 자신의 행위에 대한 예상할 수 있는 결과까지만

을 포함하지만, 심정 윤리는 개인의 내적인 의도에만 한정된다. 예컨대 스

트라우스는 신디칼리스트가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지 않고 설령 자신의 

행위가 파괴적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신념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베버의 내

94) Strauss, 1953, p. 41

95) Strauss, 1953, p. 66.

96) Strauss, 1959, p. 22.

97) 이는 베버의 Science as a Vocation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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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을 예시로 든다, 즉, 심정 윤리는 확고한 신념을 바탕으로 현실에 대한 

책임을 전혀 지지 않은 채 오로지 자신만의 신념을 강조하는 것이며, 이는 

달리 말하면 현세를 초월하는 가치에 자신의 신념을 두는 것이다. 나아가 

만약 그가 자신의 확고한 신념을 현실과 타협한다면, 그는 내세의 윤리 대

신 책임의 윤리를 더 우위에 두는 것이므로 진정한 의미에서 자신의 신념

을 따른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베버는 이러한 두 윤리는 서로 완전히 배타적인 것이 아니며, 오히

려 두 가지를 모두 가진 사람만이 진정한 인간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

다. 98) 서로 다른 궁극적인 가치, 혹은 서로 대립할 수 있는 가치들이 한 

사람의 안에서도 양립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곧 두 가치 동등하게 인

정하는 것이며, 따라서 어느 것도 더 우위에 있다고 말할 수 없다고 주장

하는 것과 동일하다. 이말인 즉슨, 결국 베버는 내세를 지향하는 가치와 

현세의 가치를 동등하게 보았으며, 설령 이 두 가지가 대립된다 하더라도 

인간은 어느 것이 더 우위인지 결코 알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베버

가 궁극적인 가치들을 파악할 수 없다는 주장의 의미는 사실 현세의 가치

와 내세의 가치 중 어느 것이 더 우월한 것인지 판단할 수 없음을 의미한

다. 99)

그런데 스트라우스는 엄밀히 말하자면 베버 입장에서는 이러한 결

과 자체가 인간 이성으로 현세의 근본적인 문제들에 대한 답을 내리 수 

없다는 것이 증명되지는 않는다. 이는 단순히 내세의 윤리가 현세의 윤리

와 배치될 수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즉, 이것은 절대적으로 어느 궁극

적인 가치가 더 우월한지 인간이 이성으로는 알 수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

더라도, 이것 자체는 사회과학에 크나큰 타격을 주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사회 과학은 현세에 나타나는 것을 분석하는 것에 한정하기 때문이다. 물

론 그러한 사회과학의 결과는 그렇다면 절대적이지 않기에 계시에 의해 

반박될 수 있다는 여지를 준다. 그러나 설령 그러한 주장을 한다 하더라

도, 그러한 지식은 계시에 의존하고 따라서 이성에 의해 절대 밝혀질 수 

없다. 나아가 계시에 기반을 둔 지식이 사회과학에 관여한다면, 결과적으

로 본질적인 사회과학은 없어지고 종교에 기반을 둔 각각의 사회과학, 예

컨대, 유대교 사회과학, 기독교 사회과학, 이슬람 사회과학의 형태로 존재

할 것이다.100) 이는 베버가 결코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었다. 달리 말해, 

98) Strauss, 1953, p. 70. 

99) Strauss, 1953, p. 70.

100) Strauss, 1953, p.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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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세의 해법들이 계시에 의해서 의문시된다면 이것은 곧 계시가 이성보다 

상위에 있다는 것을 내포한다. 계시를 믿는 것은 궁극적으로 불합리한

(absurd)것이라 주장하는데 조금의 거리낌도 없었던 베버에게 이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다.101)

3) 베버와 니체

그렇다면 과학의 우월성을 주장한 베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세

의 가치와 현세의 가치 중 우열을 가릴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한 이유는 무

엇인가? 바로 여기서 스트라우스는 베버가 니체와 급진적 역사주의의 영

향을 받았음을 피력하기 위한 자신의 해석을 보여준다. 우선 아래에서는 

니체의 영향을 받은 베버의 모습을 서술하고, 나아가 급진적 역사주의의 

영향과 그로 인해 그가 왜 가치 대립의 해결 불가능성을 천명하였는지 살

펴볼 것이다.

베버는 인간의 역사를 움직이는 불가사의한 힘이나 필연성은 없다고 

주장하였지만 동시에 개별적인 것은 전체를 통해서가 아니라 개별적인 것 

그 자체로 이해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런데 사회 현상을 분석하기 위해서

는 우리의 관심과 관점이 필요한데, 그것은 가치에 기반한다. 하지만 가치

들은 모두 상대적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가치들에 기반한 사회과학 역시 

상대적일 수밖에 없다. 결국 사회 과학이란 현재의 관점에서 사회를 이해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인간이 밝힐 수 있는 초역사적인 것은 사실과 원인

에 대한 것뿐이다. 

따라서 그는 가치가 상대적이고 역사적이라 해도 올바른 전제에 기

반한 사회 과학은 부분적이긴 해도 보편적이고 초월적인 가치를 지닐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니체의 영향을 받은 그는 올바른 전제란 결국 

과학자의 질문에 의해 과학적 탐구를 통해 도출된 결론에 불과하다. 그리

고 그 질문이란 개개인의 가치, 관점, 시각에 따른 하나의 가치일 뿐이다. 

그렇다면 앞서 말한 사회과학을 가능케 하는 올바른 전제 역시 따지고 보

면 역사적이며, 이는 곧 사회과학의 틀조차도 상대적이고 역사적인 것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완전히 독립적인 사실과 원인은 없는 것이고, 절대

적인 사실이란 없고 개인의 가치에 기반한 상대적이고 역사적인 사실만이 

존재할 뿐이다. 이는 사회과학뿐만 아니라 모든 과학에 적용된다. 자연과

학 역시 탐구자의 가치와 질문에 따른 결과만을 도출하기 때문이다. 결국 

101) Strauss, 1953, p.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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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이고 초월적인 특정 관점과 시점에서만 사실이라면, 과학은 우리에

게 절대적인 유용성을 가져다 주는게 아니라 가변적인 유용성만을 제시한

다. 따라서 과학이 인류에게 절대적인 유용성을 가져다 준다는 것도 옳지 

않으며, 그렇다면 과학이 다른 학문에 비해 더 유용하다고 주장할 수도 없

다. 결과적으로 과학이 유용하다는 것도 예술이 유용하다는 것과 마찬가지

로 한 개인의 궁극적인 가치에 기반할 뿐이다. 결국 과학이 가치 있다는 

생각 역시 그의 개별적인 선호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과학이 절대적

인 유용성을 가져다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베버는 왜 과학을 지향하였는

가? 왜 그는 과학을 자신의 궁극적인 가치로 설정하였는가? 

이를 위해서는 왜 베버가 애초에 인간이 궁극적인 가치를 추구해야

만 한다고 보았는지를 우선 살펴볼 필요가 있다. 베버는 인간의 핵심을 그

의 자유에 두었다. 즉 개인이 자유롭게 자신만의 궁극적인 가치를 지향하

고 이를 성취하기 위해 노력할 때 그는 자유롭다고 보았다. 이러한 개인의 

궁극적인 가치는 전적으로 개인의 사고, 행위, 신념에서 기인한다는 점에

서 그 상징성과 의미를 가진다. 나아가 베버는 오로지 완벽히 자신의 궁극

적 가치에 전념하는 사람만이 개성(personality)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을 

천명하였다.  

그런데 개인의 궁극적인 가치가 곧 개인을 나타낸다는 주장은 수용

하더라도, 왜 그것의 성취에 모든 헌신을 쏟아부어야 하는지는 설명이 되

지 않는다. 왜 개인은 궁극적인 가치를 반드시 추구해야만 하고 그래야만 

개성을 얻는가? 애초에 궁극적인 가치에 대한 전적인 헌신만이 개성을 만

든다는 것은 베버 개인의 궁극적인 가치가 아닌가? 이와 반대로 궁극적인 

가치를 포기하고 자신의 행복을 궁극적인 가치에 둘 수는 없는가? 설령 

그 행복이 가짜라 하더라도 개인의 행복을 달성할 수 있으면 행복이라는 

궁극적인 가치를 성취한 것 아닌가? 스트라우스는 이에 대해 다소 모순적

이지만, 베버는 개인적으로 합리적인 자결권(rational self-determinatio

n)과 지적 진실성(intellectual honesty)을 전적으로 믿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즉, 개인은 합리적으로 자신의 궁극적인 가치를 추구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지적 진실성을 유지하여 거짓이나 망상으로 도망가는 것을 

피해야 한다는 것이다. 102) 다시 말해 베버의 궁극적인 가치는, 과학에 대

한 추구와 더불어, 개인은 반드시 궁극적인 가치를 지녀야 하고(Become 

What Thou art, Thou shalt have ideals), 이를 추구하기 위해 합리적

이고 진실된 수단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103)

102) Strauss, 1953, p.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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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원래의 질문으로 돌아가서, 그렇다면 베버는 왜 하필 과학을 

자신의 궁극적인 가치로 삼았는가? 개인의 궁극적인 가치가 모두 똑같은 

가치를 지닌다면 다른 것을 자신의 궁극적인 가치로 삼아도 되지 않는가? 

베버의 이런 설정은 자신 개인만의 취향에 불과한가? 스트라우스는 우선 

베버가 단순히 과학이나 철학이 그 자체로 좋음과 동일하거나 혹은 진리

를 향한 길이라고 생각했기에 단순히 과학을 선택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

다. 104)베버는 과학이나 철학을 통해 진정한 존재나 진정한 자연을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105) 나아가 신칸트주의의 영향을 받은 그는 행

복주의(eudaemonism)도 거부하였으며, 진정한 행복이 존재한다고 믿지도 

않았다. 앞의 모든 것들은 이미 니체에 의해 모두 허상으로 드러났다. 결

국 철학이나 과학을 궁극적인 가치로 설정한 그는 소위 우표 수집을 궁극

적인 가치로 삼은 사람과 하등 다를바가 없었다.106)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

버가 과학이나 철학에 대한 신념을 저버리지 않은 이유에는, 과학이 가진 

명확성(clarity) 때문이다.107) 즉, 진리를 명확하게 알 수 없다고 하더라도, 

종교를 받아들이는 지성의 희생(Sacrifice of the Intellect)을 거부하고 

모든 망령으로 벗어나 자유로운 삶을 영위하고 인간으로서 인간의 상황을 

그대로 마주하는 것. 즉, 탈주술화(Disenchantment of the World) 를 

통해 인간으로서의 인간의 상황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그로 인해 모든 망

령과 알 수 없는 외부의 힘으로부터 벗어나 인간이 자유롭게 자신의 궁극

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것을 베버는 희망하였다. 그리고 그는 오로지 과학

과 철학만이 이를 가능하게 한다고 믿었다. 과학이 상대적이고 가치를 지

니고, 역사적인 “사실” 만을 보여 주더라도, 그것이 인간의 상황을 보다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은 틀림없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궁극적인 가치를 

과학과 철학에 두는 것은 그것을 우표 수집에 두는 것과 동등하지만, 한 

가지 유일하게 다른 점이라면 전자는 세계를 있는 그대로 보여준다는 것

이다. 다음 베버에 대한 스트라우스의 묘사를 살펴보자.

만약 우리가 두 산의 정상이 구름에 가려져 있어 어느 것이 더 높은지 알 

수 없다면, 그것이 산이 흙두둑 보다 높다는 것을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의

103) Strauss, 1953, p. 44.

104) 스트라우스는 지금까지 과학(science)을 얘기하다, 여기서부터 과학 혹은 철학

(science or philosophy) 이라고 얘기하며 철학을 추가한다. 

105) Strauss, 1953, p. 72.

106) Strauss, 1953, p. 72.

107) Strauss, 1953, p.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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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하는가? 혹은 오래 기간 동안 전쟁을 해온 인접하는 두 나라의 대의 중 

어느 것이 더 옳은지 판별할 수 없다 하여, 나보스에 대한 아세벨의 행위

가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을 결정하지 못하는가? 사회과학의 가장 위대한 

대표인 막스 베버는 모든 가치 대립의 해결 불가능성을 상정하였다. 이러

한 바탕에는, 죄악보다 더 강한 신념을 가졌던 그 녀석(bastard)이, 가치 

판단의 실패가 더할 나위 없는 행복이나 평온을 가져온다고 믿었기보다 인

간의 고귀함을 나타내는 표시가 될 수 있는 우주를 꿈꿨기 때문이다.108)

앞서 스트라우스에는 니체가 객관과 주관의 경계를 허물고 그 자리

에 고귀함과 천함의 구분으로 채웠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반해 베버는 이

러한 구분이 합리적으로 성립될 수 없으며, 따라서 가치와 사실 구분이 결

국 인간의 고귀함을 보여 주는 것이라 강력하게 믿은 것이다. 인간의 궁극

적인 의미가 없고 모든 궁극적인 가치가 동등한 인간의 상황, 이 허무주의

로부터 그를 전적으로 구원한 것은 탈주술화에 대한 확고한 믿음, 그리고 

과학이 가치를 해결해주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세계를 객관적으로 이해

시켜줄 수 있다는 믿음이었다. 여기까지 베버의 묘사를 마친 스트라우스는 

이제 베버가 어떻게 급진적 역사주의의 영향을 받았는지, 그리고 동시에 

그의 사상이 어떻게 가치대립의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추측을 넘어 확신하

게 되었으며, 그로 인해 급진적 역사주의에 “절대적인 순간”을 제공했는지 

설명한다. 또한 그의 사상이 어떻게 하이데거 사상의 단초를 제공하는지도 

보여준다. 따라서 마지막으로 아래에서는 이에 관해 설명하고자 한다.

4) 급진적 역사주의와 베버

과학이 명확성을 가져와준다고 믿었던 베버지만,  스트라우스는 그

가 급진적 역사주의의 영향을 받아 과학과 철학이 탈주술화를 통해 모든 

망상을 제거해 인간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여 준다는 것 자체가 역사적 

상황에 의한 것이라는 의구심을 품을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한다.109) 즉, 

종교를 지성의 희생이라 칭하며 과학과 철학을 택한 그는, 이러한 세속성 

역시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운명적으로 그렇게 드러난 것일 뿐이라는 생

각에 도달하였다. 달리 말해 세속성이 인간으로서의 인간의 현 상황을 보

여주는게 아니라, 그러한 세속성 자체가 운명에 부여된 것이라는 사실을 

108) Strauss, 1959, p. 23.

109) 스트라우스는 해당 장에서 철학을 빼놓고 과학만을 얘기하다, 여기서부터는 철학

을 같이 넣어 철학과 과학이라고 말하기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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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버는 확실하게 부정할 수 없었다. 그렇다면 과학과 철학이 탈주술화를 

통해 보여주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인간의 상황이 아니라, 현재의 인간의 

상황을 보여주는 것에 불과하다. 

그러나 역사주의의 영향 아래 베버는 과연 우리가 인간 그 자체의 상황에 

대해 말할 수 있는가를 의심하였다. 혹은 이 상황이 다른 시대에 다르게 

보여져, 원칙적으로 한 시대의 관점이 다른 시대의 것보다 동일하게 타당

하거나 혹은 부당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닌지를 의심하였다. 따라서 그

는 인간의 상황으로 나타났던 것이 정말로 현재 인간의 상황 이상인 것인

지 혹은 역사적 상황에 의해 피할 수 없는 근원인지를 의심하였다. 이런 

이유로 애초 망상으로부터의 자유라고 보인 것은 사실 우리의 의심스러운 

전제 이상의 것이 아니며, 혹은 머지않아 다음 시대의 사고방식에 의해 대

체될 사고방식 이상이 아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시대의 사고는 탈

주술화, 전폭적인 “현세성”, 즉 반종교성이다. 망상으로부터 자유는 과거에 

만연했던 혹은 미래에 만연할 믿음 만큼의, 혹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믿

음이다. 우리가 반종교적인 것은 운명이 우리에게 그렇게 강제하기 때문이

며 다른 어떠한 이유도 없다.110)

물론 이러한 사실 그 자체로 과학이나 철학의 불합리한 믿음에 근거

한다는 것이 증명되지는 않는다. 예컨대 급진적 역사주의가 증명한 것은 

근대 과학이 하나의 믿음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운명이 우리가 근대 

과학을 신봉하게 만든다고 해도, 과학 자체가 완전히 무가치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베버는 따라서 자신이 운명적으로 세속화된 상황에 처

하게 되었고 운명적으로 근대 과학을 믿게 되었지만, 여전히 과학이 존재

하고 가치 있다는 믿음을 차마 버릴 수 없었다.

하지만 앞서 자신의 세속성이 운명에 의한 것임을 의심할 수밖에 없

었던 그는, 종교에 대한 믿음을 완전히 불합리한 것으로 간주할 수는 없었

다. 베버는 이제 자신의 궁극적인 가치를 계시에 두어야 할지 과학의 추구

에 두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이제 두 가치는 급진적 역사주의로 인해 현

세의 가치와 내세의 가치 간의 대립이 아니라, 둘 다 전적으로 신념에 기

반한다는 점에서 내세의 가치와 동일하다. 앞서 개개인이 궁극적인 가치를 

설정하고 그것에 전적으로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만 개성을 가질 수 있다

는 주장을 한 베버는, 동시에 자신이 강조한 합리적 자결권과 지적 진실성 

때문에 계시에 대한 가능성을 완전히 버릴 수는 없었다. 계시 대신 철학이

110)  Strauss, 1953, p.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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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과학을 택한다는 것은 어느 기반도 없기에 합리적인 것도 아니고, 자신

의 개인적인 성향에 의해 전자를 택한다 해도 그것은 자신의 지적 성실성

에 어긋난다. 그러나 인간은 궁극적인 가치를 지녀야 한다는 신념을 가졌

던 그에게, 어떠한 삶을 살 것인지에 대한 질문보다 근본적인 질문은 없었

다. 어떻게 해서든 그는 자신의 궁극적인 가치를 설정해야 했지만, 이제 

이러한 갈등에 대해 어느 것이 조금이라도 더 우위에 있는지에 대해 철확

과 과학은 아무 대답도 해줄 수 없었다. 그는 단순히 둘 중 하나를 무작위

로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베버는 결국 그렇게 자신이 불합리한 가정에 기

반을 뒀다고 믿었던 계시였지만, 사실 철학과 과학 자체도 자신의 불합리

한 가정의 토대 위에 있다는 것을 궁극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계시와 참다운 의미의 철학 혹은 과학 간의 대립, 그리고 그 영향은 베버

로 인해 과학 혹은 철학의 관념이 치명적인 약점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단언하게끔 하였다. 그는 자주적인 이해라는 대의에 충실하려고 했으나, 철

학이나 과학이 그토록 혐오하던 지성의 희생이 똑같이 과학과 철학의 밑바

탕에 있다는 것을 느끼고는 절망하였다.111)

결국 앞서 과학이 현재의 세계를 있는 그대로 보여준다는 확신에 차 

종교를 거부하고 과학에 대한 신념을 가졌던 베버는 급진적 역사주의로 

인해 계시를 과학이나 철학과 동등한 위치에 놓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베버는 모든 것이 운명에 맡겨진다는 급진적 역사주의로부터 철학을 구원

해내지 못하고 오히려 철학 역시 불합리한 가정에 기반한다는 사실만을 

밝혀냈다. 그 결과 그는 현세에서 내세의 윤리를 완전히 배제한다는 것 자

체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다.112) 역사주의를 거부하고 실증주의로 눈

을 돌린 베버는, 급진적 역사주의로 인해 이제 자신이 믿었던 철학과 과학

의 불합리함을 인정하고 결국 급진적 역사주의의 마지막 단계인 하이데거 

사상의 단초를 제공해준다. 

실증주의는 과학을 마치 “인간의 가장 높은 힘”, 즉 한낱 인간을 초월하게

끔 하는 힘처럼 취급하였다. 그러나 실증주의는 과학에 대해 이런 “플라톤

적” 이해를 유지할 수 없었다. 실증주의가 대답할 수 없고 제기하기를 거

111) Strauss, 1953, p. 76 

112) 즉, 산이 흙두둑 보다 더 높다는 것은 “높이”라는 인간의 자의적인 기준에 의해 

그렇게 정한 것이며, 나보스에 대한 아자벨의 행위가 정당한지 부당한지 현세의 윤

리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 역시 불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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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는 과학의 인간 맥락에 대한 질문은, 현재 서양에서 가장 강력한 적인 

급진적 역사주의, 혹은 보다 더 잘 알려진 이름인 실존주의에 의해 인계되

었다.113)

이제 본고에서는 스트라우스가 2장에서 어떻게 베버가 역사주의와 

급진적 역사주의와 연결되는지와 더불어 하이데거 사상과의 연결고리를 

보여주었다. 나아가 근본적인 질문들, 궁극적인 가치간의 우열과 어떠한 

삶을 살아햐 하는지에 대해 인간의 이성으로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을 밝힌 

것은 베버였으며, 이를 통해 왜 베버가 철학이 하나의 불합리한 믿음에 기

반했다고 생각했는지 스트라우스의 텍스트를 통해 입증하였다114). 

아래에서는 이제 이러한 베버의 사상이 하이데거의 급진적 역사주의

의 탄생에 기여한 바를 밝히고자 한다. 

4. 하이데거 - 급진적 역사주의의 완성

  철학이 하나의 불합리한 믿음에 기반함을 수용한 하이데거는 이제 

철학이 정확히 철학이 어떤 독단적인 추정에 기반했는지를 밝힌다. 기존의 

철학은 철학함을 통해 전체에 대한 지식을 파악할 수 있음을 단언하였다. 

따라서 이는 인간이 전체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그보다 더 앞선 전체는, 전체의 존재와 동시에 그것의 불변성이 전제되어

야 한다. 왜냐하면 어떤 것이 존재해야 그것을 파악할 수 있고, 그것이 불

변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야만 우리가 영원히 그것을 포착할 수 있다. 달리 

말하면 전체가 존재한다고 한들, 그것이 계속해서 변한다면 설령 우리가 

그러한 지식을 확보한다 해도 그것은 만고불변의 진리가 아니다. 그런데 

전체가 계속해서 변한다면, 그것은 완전하지 않고 불완전하다. 하지만 지

금까지의 철학은 전체가 존재하고 이와 동시에 그것이 불변함을 당연시 

하였다. 따라서 하이데거는 우리가 무비판적으로 당연시하였던 이 전체, 

보다 정확히는 전체의 불변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즉, 지금까지의 철학은 

존재한다는 것이 영원하다는 사실이 아니라 영원해야만 한다는 추정에 기

반하였으며, 이제 그것이 터무니없는 전제에 기반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113) Strauss, 1989b, p. 24

114) 결국 스트라우스는 베버가 <Wissenschaft als Beruf(Science as a Vocation)>

에서 “어떠한 학문도 무전제적이지 않다(Keine Wissenschaft ist absolut voraus

setzungslos)”고 주장할 때 이러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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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적 옳음은 철학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반면, 하이데거는 철학 자체

를 부정한다. 나아가 이제 고대의 방식으로 “철학함” 역시 아무 의미 없는 

작업이 되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스트라우스는 이러한 전제들에 대해 

논의하는 시도조차 할 수 없다고 말한다. 115)

앞서 역사주의를 세 반론을 통해 논박하였던 스트라우스는 왜 이러

한 급진적 역사주의를 반박하지 못하는가? 스트라우스는 이에 대해 직접

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지만 본고는 다음과 같이 해석한다. 

첫번째 이유는 먼저 급진적 역사주의가 회의주의의 형태를 띄고 있

으므로 그 어떤 모순도 갖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주지하다시피 스트라우

스는 스스로 탐색적(zetectic) 철학자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급진적 역

사주의는 이보다 한발 더 나아간 회의주의의 형태를 띄고 있기 때문에 스

트라우스는 반박을 하지 못 한다. 즉, 스트라우스가 철학은 영원한 것을 

포착한다는 믿음에서 시작했다면, 완성된 급진적 역사주의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그러한 믿음 자체가 하나의 독단이라고 반박한다. 

두번째 이유는 급진적 역사주의가 주장하는 진리의 특성에서 기인한

다. 그들은 자신들의 진리가 일련의 과정을 통해 발견한 것이 아니며 스스

로 운명의 시혜(dispensation of fate)에 의해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한다. 

앞서 역사주의가 스스로 인간의 활동에 따라 “역사의 경험”이라는 사실을 

알아 냈다고 주장한다면, 급진적 역사주의는 이것이 인간 사고의 산물이 

아니라 운명에 의해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하이데

거의 표현대로라면 "존재(Sein)"는 계속해서 변하고, 각 시대별로 인간에게 

다른 방식으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낸다. 116) 그렇지만 현재 우연히 이러한 

사실이 드러났다. 즉, 현시대에 나타난 “존재”의 모습은 모든 것이 이 “존

재”에 의해 결정된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물론 이것 역시 오직 현재에 

우리에게 부과된 모습에 불과하지만, 모든 것이 “존재” 결정된다는 사실 

자체는 변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그들은 앞서 스트라우스가 자가당착이

라고 비판했던 “역사의 경험”의 모순으로부터 자유롭다.117)

세번째는 철학이 하나의 의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드러냈기 때

115) Strauss, 1953, p. 31.

116) Strauss, 1989b, p. 45.

117) 이러한 진리가 자가당착이 아니라는 것은 다음을 참조. Laurence, Lampert. 

“On Heidegger and Historicism” Philosophy and Phenomenological 

Research, Vol. 34, No. 4 (1974.) pp. 586-590.  물론 하이데거 스스로도 존재

에 대한 자신의 철학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증명할 수는 없지만, 이는 스트라우스 

역시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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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다. 이를 반박하기 위해서는 철학이 가능하고 따라서 영원한 것이 존

재한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그런데 그것을 주장하려면 지금까지 스트라

우스 본인이 해왔던, 고대적 의미의 “철학함”을 해야 하는데, 이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인과관계의 존재를 인과관계를 통해 증명할 수 없고, 하이데

거의 표현대로 존재자(das Seiende)들을 통해 존재(Sein) 자체를 증명할 

수 없듯이, 스트라우스 역시 철학함을 통해 철학을 증명할 수 없다.118)

스트라우스는 결과적으로 앞서 역사주의를 반박하는데 성공했지만, 

급진적 역사주의는 결코 논박하지 못한다. 물론 그는 이러한 경험 자체가 

옳고 그름에 대한 간단한 경험들을 증명하지 못한다고 간략하게 주장하는 

모습은 보인다. 그러나 해당 책에서 스트라우스는 그런 경험들이 무엇인지 

한 번도 언급하지 않는다.119) 물론 급진적 역사주의가 한 가지 파괴하지 

않은 것은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 자체가 인간의 근본적

인 문제를 없애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설령 인간의 근본적인 문

제에 대한 해답이 존재하지 않거나 인간이 결코 알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 문제의 존재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는다. 그런데 전체가 영원하지 않다

면 그러한 문제들은 영원하다고 할 수 있는가? 인간의 근본적인 질문들이 

시대적으로 변한다면, 그것이 정말 근본적이라고 할 수 있는가? 나아가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을 탐구할 유일한 방법인 철학이 사라졌다. 결과적으

로 스트라우스는 1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철학을 구하기 위해 급진적 역사

주의에, 비역사주의적인 시각으로 역사주의를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한다. 

다음은 1장 마지막 스트라우스의 서술이다.

우리는 무엇보다 비역사적인 철학의 비역사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그러나 

그것 못지않게, 역사주의의 온당성을 당연시하지 않는 역사주의의 기원에 

대한 비역사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역사주의는 근대인이 역사로 전환한 것

이 신성(divination)을 시사한다고 상정하며, 궁극적으로 고전 사고들이 보

지 못했던 역사적 관점을 발견했다고 상정한다. 이것이 받아들여진다면, 우

리는 결국 극단적인 역사주의로 끌려갈 수밖에 없다. 그러나 만약 역사주

의 자체가 당연시되지 않는다면, 19세기에 발견으로 찬양받았던 것이 사실

상 발명에 불과하며, 이는 항상 인식되어 왔던 현상들을 자의적으로 해석

한 것이고 동시에 그것들은 “역사적 의식” 출현 이전에 훨씬 더 적절하게 

118) Strauss, 1989b, p. 44.

119) 스트라우스가 지칭하는 이러한 경험에 가까운 것은, Behengar의 지적대로, 

Natural Right and History 맨 앞에 나오는 성경의 구절뿐이다. 그런데 이는 철학

적 주장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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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했던 현상들이 아닌가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역사의 “발견”이 

사실상 매우 의심스러운 전제 아래서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인위

적인 임시변통의 해결책이 아닌가를 질문해야 한다. 나는 이러한 접근방식

을 제시한다. “역사”라는 것은 지난 여러 세기 동안의 정치적 역사를 의미

한다. 따라서 역사의 “발견” 이라는 역사일반의 결과가 아니라 정치철학의 

결과이다. 18세기 정치철학의 곤경이 역사학파의 출현을 이끌었다. 18세기 

정치철학은 자연권에 관한 교의였다. 그것은 자연적 옳음에 대한 특이한 

해석을 수반한 근대적 해석이었다. 역사주의는 근대 자연권의 위기에서 나

온 궁극적 결과이다.120)

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스트라우스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비역사적인 역사주의의 이해라고 주장한다. 즉, 스트라우스는 역사주의가 

역사를 인식하면서 운명에 의해 자신들의 진리를 발견했다고 주장하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자의적으로 역사를 해석했을 가능성을 제시한다. 이 같은 

작업에 착수하기 위해 역사주의가 말한 역사는 정치철학의 역사와 동일하

다는 점을 피력한다. 다시 말해 “역사” 라는 관념은 철학이 아니라 정치철

학에서 나온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스트라우스는 18세기 정치철

학의 특이한 곤경이 역사학파의 출현에 기여하였다고 한다. 결국 스트라우

스가 주장하는 것은 역사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역사의 “발견”은, 성스

러운 것도 운명적인 것도 아니며, 정치철학의 과정에서 우연히 나온 임시

변통의 해결책임을 주장하는 것이다.

이를 정리하자면 1)“역사”란 철학의 역사에서 나온 관념이 아니라 

정치철학에의 역사적 연구에서 유래한 개념이며, 2) 18세기 정치철학의 교

리는 자연적 옳음/자연권에 대한 특이한 해석으로 부터 나온 근대 자연권

이다. 3) 이러한 18세기 자연권 사상의 곤경이 역사의 “발견”과 역사주의 

학파로 이끌었으며 4) 역사주의는 궁극적으로 근대 자연권의 위기의 결과

라는 점을 주장한다.

해당 저서의 내용에 맞춰 이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부연하자면 다음

과 같다. 1) 고대의 철학을 정치철학으로 전환한 것은 홉스이며, 2) 홉스

는 고대의 자연적 옳음을 근대의 자연권 개념으로 전환시켰다. 3) 자연권 

사상의 곤경은 로크의 소유권으로 인한 중상주의의 특징을 말하며, 이 곤

경을 극복하기 위한 18세기 루소 사상의 탄생이 역사의 “발견”과 역사주

의 학파에 기여하였다. 4) 역사주의는 루소로 인한 “근대 자연권의 위기”

의 궁극적인 결과이다. 

120) Strauss, 1953, pp. 3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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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이러한 본고의 해석과 전체적인 책의 구조에 대한 해석이 맞는

지 확인하기 위해, 근대 사상가에 대한 스트라우스의 서술인 NRH 의 5장

과 6장을 살펴볼 것이다. 앞서 베버를 서술하면서 언급했듯이, 위 사상가

들의 대한 스트라우스의 해석은 다른 일반적인 해석과는 많은 차이점을 

보인다. 특히 유신론자이자 스토아적 자연법 사상에 전통에 속한 로크를 

무신론자로 표현함으로써 많은 논란을 일으켰다.121)

그러나 본고의 목적은 스트라우스가 위 사상가들을 얼마나 정확하게 

해석하고 있는가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스트라우스가 역사주의의 형성 

과정을 보여주기 위해 각 사상가들의 역사주의 기여에 관한 서술을 어떻

게 하고 있는가를 밝히는 것에 있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근대 사상가들에 

대한 스트라우스의 해석이 어떻게 최종적으로 역사주의와 연결되는지를 

보여주는 데 주력하고자 한다. 

121) 스트라우스도 본인의 편지에서 자신의 로크 해석이 많은 논란을 일으켜 비판을 

받았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특히 John Yolton은 스트라우스가 로크의 원문을 

고의적으로 잘라서 가져오고, 로크가 전혀 다른 맥락에서 한 말을 본인 주장의 근

거로 사용하기 위해 임의로 해석한다고 주장한다. John Yolton. "Locke on the 

Law of Nature." The Philosophical Review, Vol. 67, No. 4, (1958) pp. 

477-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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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근대 자연권의 탄생과 그 위기

1. 홉스 - 근대 자연권의 탄생

1) 정치철학으로의 전환

스트라우스는 1936년 출판한 <홉스의 정치철학>에서 홉스가 없었다

면 루소, 칸트, 헤겔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나아가 

해당 저서에서는 홉스가 특히 로크에게 강한 영향을 미쳤다고 말하고 있

다. 122) 근대 자연권을 논할 때 가장 먼저 나오는 인물이 로크임을 고려할 

때, 로크가 홉스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다는 사실은 다소 특이한 주장이다. 

하지만 이러한 배치에 관해서는 추후 로크를 다룰 때 추가로 설명하고자 

하며, 우선 여기서는 스트라우스가 홉스의 사상을 어떻게 정리하고 있는지 

설명하고자 한다. 즉, 홉스가 어떻게 우주 전체를 탐구하던 철학을 인간을 

탐구하는 정치철학으로 범위를 좁히고, 나아가 고대의 자연적 옳음을 어떻

게 근대 자연권으로 전환시켰는지에 대한 스트라우스의 서술을 정리하려

고 한다. 이러한 작업 후 로크를 다룸으로써, 스트라우스가 어떻게 홉스와 

로크를 연결 짓는지, 나아가 로크가 루소를 어떻게 연관시키는지 살펴볼 

것이다. 

홉스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면서 스트라우스는 그가 목적론적인 자연

관을 물질론적적이고 무신론적인 자연과학으로 대체체함으로써 전통적인 

자연적 옳음을 붕괴시키고 근대 자연과학의 출현을 이끈 인물로 표현하고 

있다.123) 우선 홉스가 바라본 고대의 특징 다음과 같았다: 1. 인간은 본질

적으로 사회적 동물이다 2. 고귀함과 정의는 쾌락과 구분되어야 한다 3. 

자연에 따른 최선의 정체가 존재한다 4. 인간의 관습과 독립된 자연적 옳

음이 존재한다. 홉스는 이러한 과거 철학적 전통이 지나치게 이상적이였음

을 비판하면서 그 대안으로 자신의 철학과 방법론을 제시한다. 먼저 그는 

고대 철학이 인간 본성을 사회적 동물로 규정한것을 비판하면서 인간을 

비사회적 동물로 재정의하고, 쾌락을 선과 동일한 것으로 규정하면서 다시

122) Leo Strauss, The Political Philosophy of Hobbes: Its Basis and Its 

Genesis. Translated by Elsa M. (Sinclair, Oxford: Clarendron Press, 1952), 

reprint,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36 p. 1.

123) Strauss, 1953, p. 166. 나아가 여기서 스트라우스는 홉스의 이러한 작업이 후대 

정치사상가들, 특히 로크에게 강한 영향을 미쳤다고 언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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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에피쿠로스 전통을 이어간다.124) 인간을 자신의 방식대로 정의한 홉스

는 나아가 전통 철학의 문제점이 인간의 노력으로는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지혜를 성취하고자 했기 때문이라고 간주한다. 그러나 홉스는 자연적 옳음

이 존재한다는 것은 부정하지 않았다. 그 결과로 그는 플라톤의 수학에 대

한 관념과 원자론과 무신론을 내세우는 에피쿠로스적 물리학을 결합하여, 

수학에 기반한 기계론적 방법론과 무신론적 세계관을 도입한다.125)

하나의 망상에 불과했던 고대 철학적 세계관과 방법론을 걷어차고 

고유의 세계관 새로 창조한 홉스는 나아가 보다 확실히 지혜를 획득할 수 

있는 기초작업을 도모한다. 고대 철학은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기에 항상 

회의주의로부터 자유롭지 못 했다. 이러한 점을 극복하고자 첫째로 그는 

올바른 방법을 도입해야 하며, 두번째로는 그런 방법을 통해 성취한 지혜

는 회의주의에 맞서 스스로 확실성을 담보해야 함을 역설했다. 따라서 홉

스는 회의주의의 공격을 가장 확실하게 방어할 수 있는 수학을 첫 시작점

으로 상정했다. 

그런데 이러한 목적론적 세계관을 버리고 수학에 의한 기계론적 세

계관을 채택한 홉스는 여기에 만족하지 못하였다, 왜냐하면 기계론적 세계

관은 그것이 기반한 법칙이 어디서 도출되는지 전혀 설명하지 못하기 때

문이다. 즉, 기계론적 세계관은 여전히 그 법칙 뒤에 있는 불가사의한 힘

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하지 못한다. 이러한 모호함이 여전히 회의주의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하지 못 하다고 믿은 그는 새로운 방향을 시도한다. 만

약 기계론적 세계관이 무엇이 그 법칙을 작동시키는지 밝힐 수 없다면, 이

는 곧 그러한 법칙을 만든다면 어떠한 회의주의로부터 방어가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치 인간이 시계를 만들면 그 시계에 대해서 완전히 아는 

것처럼, 인간이 그 주체이자 동시에 원인이라면 우리는 모든지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곧 인간이 조물주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이러한 지식조차도 완전히 절대적이라고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인간이 조물주를 자처하더라도 그 행위의 기반은 그 원

인을 알 수 없는 인간의 정신 혹은 이성이기 때문이다. 달리 말하면 인간

의 이성 역시 알 수 없는 자연에 의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홉스는 새로

운 인식의 전환을 꾀한다. 즉, 그는 인간의 정신과 우주와 자연적인 조화

가 있다는 사실을 거부한다. 다시 말해 우주와 인간은 자연적으로 연결되

어 있지 않으며, 따라서 인간의 정신과 우주의 관계를 끊어버린다. 인간은 

124) Strauss, 1953, p. 169.

125) Strauss, 1953, p.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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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 세계관처럼 우주와 이어진 존재가 아니라, 우주와 단절된 존재이다. 

즉, 그는 우주와 관계없이 이 세계에서 삶을 영위하는, 우주의 이방인이

다.126)

자연 전체와의 연결고리를 끊은 홉스는, 절망을 느끼기보다 오히려 

이를 통해 자신이 확실성의 기반을 세웠음을 역설하였다. 달리 말해 이제 

우주와 인간은 아무 연결고리가 없기에, 더 이상 자연의 법칙 뒤에 숨은 

거대하고 불가사의한 힘을 알아야 할 필요가 없었다. 따라서 이제 우주가 

아니라 인간에 대해서만 탐구하면 모든 지식을 획득할 수 있는 여건이 마

련된다. 인간의 욕망과 필요를 탐구하고 그것을 다스리는 근본적인 원칙을 

찾는 것이 따라서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지식이다. 따라서 스트라우스는 

홉스를 새로운 의미의 철학, 즉 정치철학의 창시자라 주장한다.127)

2) 자연권의 탄생

이제 홉스가 인간에 대해 천착하면서 고대적 의미의 자연적 옳음을 

근대 자연권으로 전환시킨 과정에 대한 스트라우스의 서술을 살펴보고자 

한다.  스트라우스에 따르면, 홉스는 마키아벨리와 달리 도덕적 덕을 정치

적 덕으로 치환하는 것에 만족하지 못 하였다. 그러나 과학적 방법론을 신

봉한 그였기에, 그는 이번에도 올바른 사회 질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올

바른 사회가 무엇인지와 그 실현 방안에 대한 확실한 지식이 바탕이 되어

야 한다고 믿었다.128) 따라서 고대에서는 자연법이나 올바른 사회 체제를 

인간이 목적이나 완성에서 찾았지만, 그는 인간이 실제로 어떻게 살고 있

는지,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본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실현 방안을 탐

구하였다. 그 결과로 그는 자연법에 대한 탐색은 인간의 완성이 아닌, 인

간의 시작에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인간에게 처음으로 발견되는 것

은 이성이 아니라 정념이며, 정념이야말로 이성보다 더 강력하게 나타나는 

인간의 본성이다. 나아가 가장 강력한 정념은 죽음에 대한 공포이고, 그렇

다면 죽음을 피하기 위한 자기보존은 가장 강력한 인간의 욕망이다. 결과

적으로 올바른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자기보존을 가장 잘 지

켜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그의 결론이었다. 

인간의 가장 중요한 특성이 자기보존에 대한 욕망이라면, 자연적으

126) Strauss, 1953, p. 177.

127) Strauss, 1953, p. 177.

128) Strauss 1953, p. 180.



- 64 -

로 완전한 권리만 있을 뿐 인간에게는 어떠한 의무도 존재하지 않는다. 오

로지 자기보존을 위한 권리만이 절대적이며, 그는 자기보존을 위해 무엇이

든 할 수 있다. 고대가 인간이 사회 속에서만 완성된다고 보았다면, 이제 

홉스는 개인이 사회보다 선행함을 선언한다. 사회는 개인들이 자기보존을 

위해 형성하는 것이며, 그렇다면 사회에서도 자기보존이 가장 으뜸의 원칙

으로 남아야 한다. 자기보존에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평화이므로, 사회의 

가장 큰 정의는 평화의 유지에 가장 부합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홉스는 

이제 정의를 의미를 단순히 평화를 지키는 계약으로 격하시켰다. 결과적으

로 국가는 더 이상 시민들의 덕을 함양하고 완성된 인간을 만드는 목적을 

가지지 않고, 그 시민들의 안녕과 평화의 유지만을 목적으로 가질 뿐이다. 

이렇게 홉스는 고대론적 세계관과 우주관을 폐기하고 고대 철학을 

정치철학으로 격하시키며, 나아가 자연적 옳음을 자연권으로 전환한다. 인

간이 사회를 형성하도록 하는 것은 죽음에 대한 공포이며, 그러한 정념이

야말로 인간의 사회를 계속해서 유지시키는 근원이다. 홉스는 이로써 가장 

확실한 지식의 토대를 세우는데 성공한다.

2. 로크 - 소유권의 확립 

스트라우스는 로크의 사상이 궁극적으로 보편적인 부유함과 평화가 

완전한 정의(perfect justice)의 필요충분조건으로 자리잡는데 기여했다고 

주장한다.129) 스트라우스는 왜 이러한 주장을 하는가? 이에 대한 답을 하

기 위해서는 우선 로크의 소유권 사상이 어떻게 탄생했는지에 대한 스트

라우스의 서술을 살펴봐야 한다. 우선 그에 따르면, 로크는 홉스의 무신론

과 자연권 사상을 이어 받았지만, 동시에 홉스와 큰 차이점이 있었다. 즉, 

홉스는 개인의 자기보존에 위협이 되는 가장 큰 원인을 불신으로 삼았지

만, 이에 반해 로크는 자기보존을 위해서는 불신보다 자신의 식량을 구하

는 것이 더 선행한다고 보았다.  

로크는 홉스의 근본적인 계획을 이어 받아 한 부분만을 수정하였다. 그는 

인간이 자신의 자기보존을 위해 근본적으로 필요한것은 총보다는 식량, 혹

은 보다 일반적으로 소유권이었음을 깨달았다. 따라서 자기보존을 위한 욕

망은 소유와 취득을 위한 욕망으로 전환되며, 자기보존을 위한 권리는 무

제한적 취득의 권리로 바뀐다. 이러한 작은 변화의 실질적 결과는 거대했

129) Strauss, 1989a, p.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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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우리는 이제 타인의 피를 흘리지 않고도 만족되며, 그리고 동시에 

모두를 향상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순전히 이기적인 욕망을 갖게 된

다..130)

위의 인용문에서 파악할 수 있는 것처럼, 스트라우스는 로크의 자연

상태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소유권이라는 주장을 한다. 그런데 개인들

이 모여 사회를 형성하게 된다면, 그는 자연상태와 마찬가지로 무제한적인 

전유(appropriation)의 권리를 유지하는가? 일반적으로 자연상태에서는 

인간이 자기보존을 위해 필요한만큼 전유할 수 있겠지만, 사회가 형성되면 

자원의 희소성 때문에 그런 권리는 분쟁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런데 이러

한 생각과 반대로, 로크는 오히려 사회 형성 이후의 소유권이 오히려 자연

상태의 소유권보다 더 신성하다고 생각하였다.131)나아가 스트라우스는 로

크가 그것을 바람직하다고 보았다고 주장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스트라우스의 주장을 설명하자면, 우선 로크는 자

연상태에서 인간은 만인의 공유물인 자연에 자신의 노동을 더하여 소유권

을 획득하게 된다고 말한다. 나아가 자연상태에서 자연은 거의 무한하기

에, 그는 타인과 경쟁을 할 필요도 없다. 더군다나 자연상태의 인간은 자

기의 보존을 위한 식량을 얻는데 급급하기에, 타인에 대해 신경을 쓸 겨를

이 없다. 이에 반해 인간이 자연상태에서 벗어나 시민 사회를 형성한다면 

그만큼 인구가 더 많아지고 땅은 희소해지므로 소유에 대한 제한이 생길 

것이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스트라우스에 따르면 로크는 이와 정반대

로 오히려 시민사회에서 인간은 자연상태보다 더 높은 넓은 소유권을 주

장할 수 있다고 말한다.132) 그리고 이러한 이유의 바탕에는 화폐의 도입이 

있다. 로크는 화폐가 생긴다면 인간은 정당하게 자신의 소유를 늘릴 수 있

으며. 나아가 그것이 공공선에 부합한다고 믿었다. 예컨대 초창기 자연상

태에서는 인간의 능력이 제한적이기에, 그는 자신의 노동을 사용하여 자신

에게 가장 필요하고 유용한 것들을 탐하지만 결코 풍부한 자원을 획득할 

수 없었다. 그는 겨우 자기의 생존만을 지속할 수 있을 뿐, 행복하다거나 

편안한 상태가 아니다. 그러나 인간이 사회를 형성하고 화폐가 도입된 이

후 인간은 더 많이 소유하게 되고, 그는 계속해서 더 많이 획득하기 위해 

130) Strauss, 1959, p. 49.

131) Strauss, 1953, p. 253.

132) Strauss, 1953, p. 240.



- 66 -

노력한다. 즉, 인간은 자신의 미래의 편리함을 위해 현재의 고난을 감내하

고 더 많은 소유를 하기 위해 노력한다. 

그런데 스트라우스에 따르면, 로크는 모든 인간이 근면하고 합리적

이라고 보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대다수의 인간이 게으르며 사리분별을 

하지 못 한다고 보았다.133) 오로지 소수만이 그러한 합리적인 사고를 가졌

으며, 자신들의 소유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로크는 

이들이 진정으로 사회의 공공선에 기여하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였는데, 

왜냐하면 더 많은 소유를 위해서는 더 많은 노동이 필요하고, 나아가 더 

많은 노동은 곧 재화의 풍부함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로크는 

시민사회에서는 인간이 평등하지 않으며, 합리적이고 근면한 사람들의 소

유에 대한 열망이 사회의 재화를 늘림으로써 공공의 이득을 늘린다고 생

각하였다. 따라서 자연상태과 마찬가지로 사회에서도 인간의 자기보존이 

가장 중요하며, 나아가 행복과 안전이 보장되어야 한다면, 결국 정부의 첫 

번째 목적은 근면한 사람들이 더 많이 소유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것이

다.134) 결국 스트라우스에 따르면 로크는, 인간이 사회를 형성한 것은 단

순히 소유를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많은 소유를 보장받기 위해서이

며, 따라서 사회가 형성된다 하더라도 자연상태의 소유권의 특성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믿었다. 결과적으로 로크에게 부의 축적은 공공선에 기인하는 

행위였으며, 따라서 보다 장려되어야 할 덕목이었다.

앞서 스트라우스의 서술을 통해 홉스가 어떻게 자연상태를 설정하

고, 나아가 자연권과 정치철학의 개념을 확립시켰는지 살펴보았다. 또한 

로크가 이를 더욱 발전시켜 소유권의 개념을 통해 무제한적 소유를 유익

하고 필수적인 것으로 전환시키는 과정을 설명하였다. 스트라우스는 이제 

로크의 서술을 마치고, 루소를 얘기하면서 어떻게 근대의 자연권이 위기에 

도달했는지 설명한다. 앞서 NRH 1장 마지막에서 스트라우스는 18세기 정

치철학의 특이한 곤경이 역사주의 학파 탄생에 기여하였으며, 역사주의는 

근대 자연권의 위기의 궁극적인 결과라고 주장하였다. 본고는 18세기 정

치철학의 곤경은 홉스와 로크, 특히 로크의 무제한적인 소유의 장려에 의

한 타락을 의미하며, 나아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루소의 해결책이 곧 역사

주의의 문을 열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해석한다. 이를 보다 명료하게 

보여주기 위해, 아래에서는 루소가 어떻게 역사주의의 서막을 열었는지 설

명할 것이다. 

133) Strauss, 1953, p. 243.

134) Strauss, 1953, p. 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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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루소 - 역사성과 일반의지

1) 역사의 발견

스트라우스는 고대 로마인들의 덕을 동경한 루소가 근대인들이 고대 

영혼의 위대함을 소유하지 못 하는 것을 통탄했다고 말한다. 루소에게 고

대 로마인들이 자유롭고 위대한 자유민들이었던 반면, 자신의 동시대인들

은 그런 위대한 시민이 아닌 부르주아였다.135) 스트라우스는 이런 루소가 

무엇보다도 불평등을 야기하는 중상주의를 혐오했다고 주장한다.136) 따라

서 인위적인 계약에 의해 인간이 성립한 사회와 그 결과물에 대해 염증이 

난 그는, 과연 그것이 자연상태보다 더 나은지를 반문하였다. 이를 위해 

그는 하나의 철학적 탐구를 시작한다. 

스트라우스는 이러한 루소의 시도를 그의 저작인 Discourse on 

the Origin of Inequality 에서 찾고자 한다. 그가 보기에 루소는 우선 홉

스의 많은 점들을 수용하였다. 먼저 홉스의 과학관을 받아들여, 확실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사물의 첫 번째 원인부터 찾아봐야 한다는 것에 동의

하였다. 나아가 인간의 자기보존이 무엇보다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점을 수

용하였으며, 인간은 사회성이 없다는 점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루소가 보기에 홉스의 자연상태는 진정한 자연상태가 아니였

다. 즉, 홉스는 사회의 모습을 바탕으로 추론하여 자연상태 인간의 모습을 

상정하였다. 달리 말해 루소가 보기에 홉스는 사회에서 획득한 인간의 특

성을 모두 인간의 본성으로 잘못 설정하였다. 모든 다른 특성을 제거하고 

가장 확실하게 인간의 본성으로 남는 것은, 자기보존에 대한 욕망이며, 이

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의미한다. 나아가 그러한 인간에게는 이성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 이성은 언어를 전제로 하는데 자연상태에는 언어가 

없기 때문이다. 

루소는 따라서 인간의 본성이 획득되는 것이라면, 그것은 자연의 우

135) Strauss, 1953, p. 253.

136) "루소는 고대 공화국의 비공리주의적 미덕 아래 미덕을 저하시키는 전임자들의 덕

에 항의하였다. 그는 근대 공화국의 숨 막힐듯한 절대군주제 정신과 다소 냉소적인 

중상주의에 모두 반대하였다. ." Strauss, 1989a, p. 89; 이러한 구불구불한, 매럭

에 의해 부패되고 부패에 매혹당한 인간의 저하는, 장 자크 루소의 격노와 항변을 

불러일으켰다... 루소는 금융의 세계, 그가 처음으로 부르주아 세계라고 불렀던 곳

에서 미덕의 세계로 회귀하였다.” Strauss, 1959, p.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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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적 작용에 의해서 생긴다고 믿었다. 자연의 변화에 따라 인간은 이성을 

사용할 것을 강요받으며, 그의 기본적인 욕구들이 발전할수록 이성 또한 

발전한다. 이러한 이성이 발달함에 따라 인간은 사회를 형성할 것이며, 그

의 이성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여러 실패와 고통들이 필연

적으로 수반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한들, 그런 고통 역시 인간이 성장하고 

이성을 획득하는데 필수불가결한 과정이다. 홉스가 자기보존에 대한 공포

가 인간의 사회를 형성하는 자연의 선물이라고 봤다면, 루소는 알 수 없는 

자연에 의해 인간의 본성이 형성된다고 보았다. 즉, 인간의 본성은 역사적 

과정의 산물이다. 이렇게 루소는 역사성이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도입한다. 

137)

따라서 홉스의 전제에 기초하여, 인간의 본성에서 옳음의 근원을 찾으려는 

시도를 모두 그만두는 것이 불가피하였다. 그리고 루소는 그 대안을 내놓

은 것으로 보인다. 그는 본성적으로 인간적인 것은 자연의 선물이 아니라, 

자연을 극복하거나 변화시키기 위해 인간이 행하였던, 혹은 그가 강제로 

행하였던 것이다. 즉, 인간의 인간성은 역사적 과정의 산물이다. 잠시나마 

- 그것은 한 세기 이상 지속되었지만 - 역사적 과정에서 인간 행위의 기준

을 찾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되어왔다. 이러한 해결책은 역사적 과정 혹

은 그 결과들이 자연상태보다 명백하게 낫다거나, 혹은 그 과정이 “의미 

있음” 을 전제하였다. 루소는 그런 전제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 138)

그러나 스트라우스가 보기에 루소는 역사성을 발견함으로써 역사주

의의 문을 열었지만, 동시에 그는 역사를 통해서 어떠한 원칙이나 기준을 

찾을 수 있다고 믿지 않았다.139) 그는 역사가 특정한 목적을 가진다고 보

지도 않았으며, 역사적 과정이란 우연에 불과하기에 거기에 어떤 보편적인 

원칙이 존재한다는 것도 믿지 않았다. 자신의 시대에 만연한 중상주의와 

도덕적 타락을 극복하려고 하였던 그는, 따라서 진정한 옳음의 기준을 찾

을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의 모색에 착수하였다.   

2) 일반의지

137) Strauss, 2018, p.114. 스트라우스는 비코(Vico)와 루소를 동시에 언급하면서도, 

시대적으로 앞선 비코보다는 루소를 역사성을 발견한 인물로 주장하고 있다. 

138) Strauss, 1953, p. 274 ; 다음 역시 참조. “역사에 대한 개념, 즉 역사적 과정이

란 인류가 의도치 않게 인간이 되는 단선적인 과정이라는 인식은, 루소가 홉스의 

자연상태를 급진화한 결과이다.” Strauss, 1989a, p. 90.

139) Strauss, 1953, p. 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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홉스에게 자유가 자신의 보존을 위해 스스로 판단의 주체가 되어 모

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을 의미했다면, 루소는 이러한 생각을 거부하였

다. 그는 다른 짐승들에게도 찾아볼 수 있는 자기보존이 인간의 고유한 본

성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따라서 루소는 자유를 인간의 가장 큰 특징이

라 상정했다.140) 결과적으로 루소는 사회가 형성된 후에도 인간이 자유를 

십분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가 가장 높은 단계의 독립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믿었다. 141)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루소는 인간이 사회에서 행복하지 않은 것

은 그가 진정으로 자유롭지 않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그는 사회가 형성되

면서 개인들이 서로 자기보존을 도모하는 과정에서 경쟁과 자만, 소유의 

관념이 생겨났으며 이는 자연스레 인간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던 동정심

을 약화시켰다고 보았다, 이러한 사회의 병폐로, 사회에서 인간의 자아보

존을 더욱 힘들어졌다고 루소는 믿었다. 결과적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를 가장 최초의 자연상태, 즉 모두가 자유롭고 평등한 상태에 가장 근

접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루소는 개인이 자유를 유지하면서도 동시에 사회가 유지될 

수 있는 일반의지(general will)의 개념을 창안한다. 각 개인이 자유를 통

해 자율입법을 하고 그것을 일반화 시키는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모두가 

자신의 자유를 유지하면서도 스스로 입법의 주체가 되는 방법을 만든다. 

이로써 루소는 도덕적인 이상과 정치적인 이상을 자연의 도움없이 설립하

고 인간을 자연에서 진정으로 벗어난 운명의 주인으로 격상시킨다. 즉, 루

소는 자연을 인간의 이성으로 완전히 대체하며, 그는 이 순간을 절대적인 

순간으로 칭한다. 이로써 그는 추후 프랑스 혁명의 탄생에 기여한다. 142)

4. 버크 -역사주의 학파의 탄생

프랑스 혁명에 강력하게 반대했던 버크는, 정부의 토대를 인간의 

“공상적인 권리”가 아니라, 의무에 부합하여 인간의 욕구를 만족할 수 있

는 방안을 찾아야 함을 주창하였다. 나아가 그는 자연권이 모든 개인에게 

정치에 참여할 권리를 주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도

140) 스트라우스는 이러한 점에서 루소가 추후 독일 관념론의 길을 열어주었다고 보고 

있다. 

141) Strauss, 1953, p. 278.

142) Strauss, 1989a, p.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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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의 기준을 인간의 권리가 아니라 오로지 경험에서만 찾아야 할 것을 설

파하였다. 즉, 버크는 루소의 일반의지에 반대하여, 그는 정치적 자유가 

축복이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상황에 따라 저주가 될 수도 있음을 주장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루소는 역사적 과정에 따라 인간의 이성이 형성된

다고 주장하였지만, 동시에 이성이 발전하여 절대적 순간에 도달함을 설파

하였다. 즉, 루소는 이성을 통해 인간이 확고하게 무엇이 정치적으로 옳고 

무엇이 도덕적으로 선한지 주장할 수 있다고 믿었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

러한 순간을 루소는 절대적 순간이라 지칭하였으며, 이때 더 이상 인간이 

우연적인 자연이 아니라 이성을 통해 자신이 운명의 주인이 된다고 주장

하였다.143) 버크는 이러한 루소의 생각이 혁명을 초래하였다고 본다.144)

그는 절대적 순간을 부정하며, 인간은 결코 운명의 주인이 될 수 없으며, 

인간의 지혜란 지금까지 역사를 통해 오랜 시간 동안 축적된 지식이라고 

주장한다. 나아가 그는 물론 그런 과정속에서 도덕적 혹은 정치적 잘못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프랑스 혁명에 비할바가 되지 못 한다고 주장

하였다. 145) 즉, 그는 프랑스 혁명이 절대적 순간이 아닐뿐 아니라, 시민 

사회가 형성된 후 가장 미개한 시대라고 지칭했다. 그는 이러한 사고 자체

가 현재를 경멸하게 하는 사고로 이끈다고 보았다.146)

따라서 버크는 최고의 정체가 특정 이론이나 인간의 자연권에서 기

반이 되어야 한다고 보지 않았으며, 최고의 정체는 자연에 부합하는 것이

라고 보았다. 그러나 이때 그가 말하는 자연은 고대적 의미에서의 자연이 

아니다. 그는 과거 최고의 정체를 구상하여 계획을 통해 그 정치체의 실현

을 도모하는 것을 비판하면서, 최고의 정치체는 어떠한 계획이나 구상없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이 최고의 정체라 믿었다. 즉, 인간의 자유로운 행

위와 오랬동안 축적된 과정속에서 얻은 지혜에 기반한 정체만이 최고의 

정체에 근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리하자면, 그는 실천적인 지혜와 분별

은 보편적이고 불변하는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특정하고 변하는 것

에서 나온다고 굳게 믿었다. 147)

결국 스트라우스가 보기에 버크에게 중요한 것은 형이상학적 법학

(metaphysical jurisprudence)이 아니라 역사적 법학(historical 

143) Strauss, 1953, p. 273.

144) Strauss, 1953, p. 315.

145) Strauss, 1953, p. 316

146) Strauss, 1953, p. 316

147) Strauss, 1953, p. 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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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risprudence)이었다. 148)달리 말하면 인간은 역사를 통해서 실천적 지

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버크가 바라본 프랑스 혁명은 이

런 실천적인 지혜를 무시하며 오로지 형이상학적 이론만을 강조하였다.149)

버크에게 있어 프랑스 혁명론자들은 정치가가 아니라 예언자를 자처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일반의지에서 기준을 찾던 루소를 비판

하면서 역사속에서 나타난 지혜를 그 대안으로 제시했던 버크는, 이로써 

“역사주의 학파”의 탄생에 기여한다.150) 물론 이때 버크가 말하는 역사는 

“지역적이고 우연적인" 것을 의미하였으며, 역사에 어떠한 특정한 법칙이

나 목적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루소와 버크는 서로 대립되는 정치사상을 가지고 있었지

만, 이 두 명은 역사주의의 탄생에 기여하였으며, 바로 이러한 이유로 스

트라우스는 이 두 명의 사상가를 NRH 6장인 ”근대 자연권의 위기“ 에 묶

고 있다. 루소가 인간의 본성이 역사적으로 형성된다는 관념을 제시함으로

써 역사성이라는 개념을 탄생시켰다면, 버크는 역사의 우연적인 과정속에

서 지혜를 찾을 수 있다는 생각을 제시하여 결국 역사주의 학파의 탄생에 

기여하였다. 따라서 이 두 사상가의 철학이 역사주의의 탄생으로 이어지고 

궁극적으로 급진적 역사주의로 귀결된다고 그는 보았다. 151)

좋음 혹은 합리성은 그들 스스로 합리적이거나 혹은 좋은 질서를 향해 움

직이지 않는 힘들의 결과이다. 이러한 질서의 적용은 역사의 “발견”이라는 

두 가지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였다. 똑같이 중요했던 다른 요소는 동

일한 원칙을 인간성의 이해에 적용한 것이다. 인간성은 우연적인 인과성에 

의해 획득된 것으로 이해되었다. 이 관점은 루소의 불평등 기원론에서 대

표적으로 나타난다 ... 버크는 절대순간의 가능성을 부정한다. 인간은 결코 

자기 운명을 보는 주인이 될 수 없으며, 가장 현명한 개인이 생각할 수 있

는 것은 “오랜 시간 동안 다양한 우연들에 의해” 생산된 것보다 항상 열등

하다.... 결국 버크는 “역사학파”의 길을 열었다. 152)

스트라우스는 이로써 근대 자연권의 탄생부터 역사주의의 탄생까지

를 설명하였고, 이것은 다시 NRH 1장의 급진적 역사주의로 이어진다. 결

148) Strauss, 1953, p. 316

149) Strauss, 1953, p. 303

150) Strauss, 1953, p. 316

151) Strauss, 1953, p. 315

152) Strauss, 1953, p. 315 여기서 스트라우스는 “discovery" 에 큰따옴표를 붙임으

로써 이것이 실제로 발견이 아니었다는 것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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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스트라우스는 본인의 주장대로, 자신만의 “역사주의에 대한 비역사적인 

이해”를 보여주었다.153)

153) Strauss, 1953, p.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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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본고는 NRH 에서 스트라우스가 하이데거의 급진적 역사주의를 우

회적으로 반박하고 있다는 가설로부터 출발하였다. 즉, 급진적 역사주의를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 없는 스트라우스가, 계보학적인 탐구를 통하여 그것

이 운명에 의해 드러난 것이 아니라 우연한 인과성에 의해 나타난 하나의 

사상일 뿐이라는 주장을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고는 우선 스트라우

스가 역사주의 비판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적확하게 밝혔으며, 나아가 위 

가설을 입증하기 위해 베버를 비롯하여 근대 자연권 사상가들의 서술이 

어떻게 역사주의로 이어지는지 설명하였다. 결과적으로 본고는 1)역사주의

에 대한 스트라우스의 서술을 명확하게 드러내었고 2)스트라우스의 집필 

의도를 밝혔으며 3) 마지막으로 스트라으스의 입장을 추론할 수 있는 하

나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먼저 본고의 II 장에서는 스트라우스가 설명하는 역사주의의 기원을 

살펴보았다. 필자는 기존 연구와 달리 스트라우스가 역사주의를 총 세 단

계로 분류하고 있음을 주장하였으며, 각 역사주의의 철학적 명제와 그 연

결과정을 상세히 밝혔다. 이를 통해 스트라우스가 비롯 자신의 저서에서  

”역사주의“와 ”급진적 역사주의“ 혼용하여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두 사상

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음을 입증하였다. 즉, 그가 두 번째 단계의 역사

주의를 철학의 심각한 적으로 간주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으

며, 나아가 스트라우스가 “역사의 경험” 을 어떻게 반박하고 있는지 설명

하였다. 이와 더불어 스트라우스의 논박에도 불구하고, 역사주의의 핵심 

명제들이 추후 급진적 역사주의의 바탕이 되는 과정을 보여주었다.  

이어서 다음장에서는 급진적 역사주의가 니체, 베버, 하이데거로 이

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완성되었다는 것을 주장하였다. 먼저 니체에 

대한 스트로우스의 서술을 분석함으로써 스트라우스가 니체를 급진적 역

사주의의 발판을 제공한 장본인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점을 피력하였다. 그

러나 동시에 그는 니체를 급진적 역사주의로 간주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진리를 그대로 보존한 채 새로운 철학을 창시한 인물로 보고 있음을 밝혔

다. 나아가 기존 연구와 다르게, 스트라우스는 베버를 니체와 하이데거를 

이어주는 하나의 징검다리로 보고 있다는 필자의 가설을 입증하였다. 즉, 

스트라우스의 베버 서술을 심층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베버가 과학과 철학

에 대한 믿음 역시 불합리한 가정에 기반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는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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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보여주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니체와 급진적 역사주의의 영향을 받

은 베버가 자신의 세속성 역시 절대적인 사실이 아닌 하나의 시대적 운명

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자각하게 된 과정을 상세히 밝혔다. 연이어 이러한 

깨달음을 이어받은 하이데거가 급진적 역사주의를 완성시키는 과정을 설

명하였다. 하이데거는 지금까지의 철학이 “전체”가 영원하다는 불합리한 

가정을 내포하고 있었음을 밝히고, 나아가 인간의 모든 사고는 운명에 의

해 정해진다는 새로운 철학을 창시하였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하이데거의 

사상을 스트라우스가 반박하지 못한다는 것을 입증하였으며, 나아가 바로 

그러한 이유로 NRH 에서 스트라우스가 역사주의의 계보학적 탐구에 착수

하였다는 점을 피력하였다. 

마지막 장에서는 스트라우스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근대 

정치철학과 역사주의를 연결 짓는 과정을 분명하게 밝혔다. 달리 말해 근

대 자연권의 탄생과 그 위기가 각각 어떤 방식으로 역사주의의 출현에 기

여하였는지 살펴보았다. 근대 정치철학의 서막을 올린 홉스는 고대 철학의 

특징이던 우주론적 세계관 대신 자연과학에 기반한 세계관을 건축하였으

며, 따라서 인간은 물론 모든 지식의 판단에서 궁극적인 목적을 파악해야 

한다는 원칙을 폐기하였다. 이를 통해 그는 인간의 목적 대신 자연상태에 

나타난 모습에서 인간의 본성을 찾았으며, 죽음에 대한 공포를 가장 큰 원

칙으로 삼음으로써 고대의 자연적 옳음을 자연적 권리로 치환하였다. 다음

으로 홉스의 사상을 이어 받은 로크는 자기보존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소유로 보았다. 그는 인간이 더 많은 소유를 위해 자연상태에서 사회를 형

성한다고 보았으며, 나아가 시민사회의 소유권이 공공선의 확대에 기여한

다는 이유로 자연상태의 소유권보다 더 우월한 것으로 보았다. 결과적으로 

로크는 시민사회에서 더 합리적이고 근면한 인간들이 사회에 더 기여한다

고 보았으며, 나아가 그들의 무제한적 소유가 공공선의 확대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이러한 소유의 불평등을 정당한 것으로 보았다. 

홉스와 로크에 의한 자연상태와 특히 로크의 무제한적 소유권이 초

래한 중상주의를 비탄한 루소는, 새로운 정치적, 도덕적 토대를 찾기 위해 

인간의 본성에 대한 탐구를 다른 방향으로 시도하였다. 그는 앞선 사상가

들이 상정한 자연상태에 나타난 인간의 본성이 진정한 본성이 아니라 역

사적 과정과 시민사회에서 형성된 것으로 보고, 인간이 가장 근본적인 본

성을 동정심과 자유에서 찾았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우연치 않게 그는   

”역사“의 개념을 탄생시켰으며, 그로 인해 역사주의의 형성에 크게 일조하

였다. 이와 더불어 그는 올바른 도덕과 정치적 기준을 찾기 위해 일반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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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개념을 확립함으로써 이성을 자연보다 우위에 놓고, 나아가 이성을 통

해 인간이 자연에 의지하지 않고도 절대적인 원칙을 확립할 수 있는 절대

적인 순간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보았다. 루소의 사상이 프랑스 혁명에 일조

하였다고 바라본 버크는, 지혜를 형이상학이나 이론에서 찾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경험에서 찾아야 함을 주장하였다. 따라서 그는 보편적인것

보다 지역적이고 고유한 것에서 지혜를 찾아야 함을 설파하였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사상은 역사주의 학파의 탄생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   

본고의 가장 큰 학술적 의의는 스트라우스의 역사주의 비판을 극명

히 밝힌 것이다. 기존의 연구들은 스트라우스의 역사주의 바판에 대해서 

각기 다른 해석을 내놓았다. 그런데 앞서 언급했지만, 이러한 해석의 차이

는 대부분 역사주의와 급진적 역사주의의 용어의 혼용된 사용에서 기인한

다. 따라서 본고는 그의 다른 저서와 강의록에서 나타난 역사주의에 대한 

서술을 바탕으로 그의 관점을 일관되게 정리하였으며, 나아가 그가 두 사

상을 확고히 구분하고 있다는 점을 밝혔다. 역사주의가 스트라우스 사상 

속에서 핵심적인 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본고는 그의 

시각을 보다 명확히 밝힘으로써 전체 사상을 더 심승적으로 이해할 수 있

는 하나의 실마리를 제공하였다. 

나아가 본고는 스트라우스의 저서인 NRH 역사주의 반박을 위해 집

필되었다는 주장을 통해 해당 저서를 해석하는 하나의 틀을 제시하였다. 

물론 이러한 틀은 다른 연구에서도 제시되었지만, 대부분은 단순히 그것이 

역사주의라는 하나의 큰 주제로 묶여있다는 것만을 주장하였으며 각각의 

장이 어떻게 연결되어있는지, 각 사상가가 이후의 사상가에게 어떠한 영향

을 주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연구하지 않았다. 

스트라우스의 역사주의에 대한 비판만을 토대로 해서 그의 최종적인 

입장과 전체 사상을 단언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이를 바탕으로 그의 입

장을 보다 더 명확히 추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스트라우스는 자신의 저

작에서 하이데거를 설명할 때, 자신은 학자(scholar)인 반면 하이데거는 

철학가(thinker)라고 지칭한 바 있다. 즉, 하이데거가 당대 가장 위대한 

철학자이고, 따라서 다른 누구도 그의 사상이 진리인지 아닌지 판별할 수 

없다고 스트라우스는 고백하였다. 이러한 사실과 더불어 본고의 내용에서 

나타난 스트라우스의 입장을 고려했을 때, 스트라우스는 고대 철학과 하이

데거의 철학 중 어느 것이 옳은 것인지 판별할 수 없지만, 적어도 나치 정

권의 도래로 이어진 하이데거의 사상만은 피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달리 말해, 스트라우스는 하이데거의 사상이 극단적인 허무주의와 상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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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를 야기하였다고 바라보는 듯 하다. 그렇다고 그가 니체주의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필자의 생각은, 스트라우스는 자신이 하이데거의 사

상을 정면으로 반박할 수는 없지만, 하이데거의 사상을 수용한다는 것은 

하이데거의 사상을 추후 반박하거나 혹은 새로운 철학의 가능성을 말살시

키는 것이기에 고대 철학의 회귀를 추구하였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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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o Strauss' philosophy and final stance has long been 

controversial among scholars. On the on hand he is depicted as 

a Nietzschean disguised as Platonic absolutist; on the other hand, 

he is described as a zetetic philosopher. The cause of such 

opposing evaluation lies in the opaqueness of his solution, 

“return to the ancients” , to the modern crisis, or its end 

product : historicism.

At the same time however, the vagueness of his solution 

is partly due to the fact many researchers have not paid much 

attention to clearly comprehend Strauss' view of historicism, 

which is the core of both his problem and solution. While 

Strauss expressed historicism as the greatest enemy of political 

philosophy, many researchers identified the reason behind such 

expression was no more than his concern over nihilism or 

relativism that historicism necessarily entails. Furthermore, while 

Strauss explicitly divides historicism into theoretical and radical 

historicism as well as their philosophical influences respectively, 

researchers have often overlooked such distinction. In o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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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ds, despite the fact that a clear understanding of the 

problématique must be preceded in order to accurately grasp the 

solution, many studies have underestimated such importance.

Accordingly, this paper attempts to explicate Strauss' 

description of historicism by analyzing his texts in Natural Right 

and History. First of all, this paper claims that Strauss tries a 

genealogical approach to trace the origin and development of 

historicism from modern to the present in Natural Rights and 

History. Specifically, he presents his own historical narrative by 

delineating the origins and transitions of historicism from 

Hobbes, who gave birth to the modern natural right, to 

Heidegger, who completed radical historicism. And in doing so, 

he emphasizes the causal relation between the ideas of each 

thinker in the process. He argues, for example, that Hobbes 

debased classical philosophy into modern natural thought, which 

in turn rendered Rousseau to sow the seeds of historicism by 

creating the concept of “historicity”. Subsequently, it was 

Nietzsche's thought that contributed to the radicalization of 

historicism, which eventuated in the most extreme form of 

historicism by Heidegger. Having reached its final stage, radical 

historicism argues that the philosophy hitherto has been 

developed on an ungrounded basis, and that all human thought 

is subject to fate.

By taking a genealogical approach, Strauss seeks to 

invalidate radical historicists' claim that all human thought 

depends on fate and that this very fact is the situation of man. 

In other words, he traces the history of modern political thought 

and concludes that "historicity" - a perspective of seeing all 

human affairs historically - is not a gift from fate but a 

by-product of the modern thought. Simply put, he argues that 

the view all human thought changes over time is not a 

transhistorical truth, but an arbitrary view of man derived from 

modern political thought.

From this interpretation, this paper argues Natural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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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History should be interpreted as a refutation to historicism. 

By making such interpretation, the paper explicates why Strauss 

expressed historicism as the greatest enemy of political 

philosophy, as well as primary motivation for return to the 

ancients. Although Strauss fails to thoroughly debunk the “truth” 

declared by Heidegger's radical historicism, he nevertheless tries 

to save the philosophy tainted by “historicity”, by raising the 

possibility that such truth is a man-made invention, not a fateful 

discovery.

Keywords : Leo Strauss, Historicism, Natural Right, Political      

              Philosophy, Modern Natural Right, Genealogy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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