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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인간에게 있어서 영원성의 의미*

－키에르케고르와 니체를 중심으로－

33)

손 상 용

【주제분류】존재론, 실존철학

【주요어】키에르케고르, 니체, 원성, 순간, 자기 자신

【요약문】본 논문은 인간에게 있어서 원성의 의미를 키에르케고르와 니체

를 통해 밝혀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원성이란 개념적으로는 시간을 초월한 

무(無)시간적인 것이다. 필자는 이러한 원성을 실존철학에 맞추어 그 의미를 

해석해보려고 한다. 이러한 해석을 위해 실존철학의 선구자인 키에르케고르와 

니체의 사상을 고찰할 것이다. 왜냐하면 키에르케고르와 니체의 사상에는 

원성이라는 공통요소가 발견되기 때문이다. 우선 키에르케고르의 저서 불안

의 개념과 죽음에 이르는 병을 통해 그의 원성의 의미를 밝혀본다. 그리

고 니체의 저서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서 묘사되고 있는 원회귀 

사상을 통해 그의 원성의 의미를 밝혀볼 것이다.

키에르케고르와 니체의 원성의 의미를 밝혀낸 후, 양자의 원성의 의미를 

시간이라는 요소를 통해 고찰할 것이다. 왜냐하면 원은 시간이 끝없이 이어

지는 것으로 생각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어서 양자의 원성의 의미를 비교분

석하여 공통점을 찾아내고자 한다. 만약 두 철학자의 원성의 의미의 공통점

이 발견된다면, 그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실존적 원성으로 자리 잡을 것이다. 

왜냐하면 키에르케고르와 니체는 인간이 실존함이라는 것을 그들의 사상으로 

* 본 논문이 건설적인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유익한 지적을 해주신 익명의 심사위원분들

께 감사드린다. 특히 한 분의 심사의견서는 이 논문이 학술적 가치가 있는 것인지 다

시 한 번 검토할 수 있게 해주었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을 작성하는데 있어 많은 조언

을 해주신 경상대학교 철학과 이성환 교수님께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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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두 철학자의 원성의 의미는 차이점을 가지

고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무(無)의 의식인 불안, 절망 그리고 극단적 니힐리즘

의 극복하는 방법을 다르게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차이점을 분석하여 양

자가 인간 자신을 어떠한 존재로 바라보고 있는지 검토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논의된 원성을 바탕으로 현대인들의 모습을 고찰할 

것이다. 그들에게 왜 원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원성은 어떤 의미를 가지며, 

어떻게 해야 이 원성을 회복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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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는 말

인간은 매순간 자기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려고 한다. “사람들은 자기의 

일용품 속에서 자기 자신을 확인한다. 즉 그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동

차, 하이파이 세트, 실내에 2층 계단이 달린 주택, 부엌 살림살이 등에서 자

기의 혼을 발견한다.”1) 특정한 대상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는 인간

의 자기이해는 오늘날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 오히려 이러한 

인간의 모습은 그 강도가 더 강화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자신이 고급 승용차를 가지고 있으면, 이동시 도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

는 것 보다 편안할 것이다. 그리고 저급 승용차를 갖고 있는 것 보다 승차감

이나 속도 면에서 훨씬 나을 것이다. 더군다나 자기 자신이 ‘고급’ 승용차를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해 묘한 우월감을 가질지도 모른다. 이와 같은 현상은 

비단 자동차나 집과 같은 사물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만 나타나는 것

이 아니다. 특정 직업이나 지위, 부와 명성을 갖고 있다는 것에도 똑같이 나

타난다. 누군가는 이러한 세속적인 가치를 끊임없이 갈망하고, 심지어는 세

속적인 가치에 자기 자신을 동일화한다. 세속적 가치에 동일화된 인간은 한

때 자기 존재의 충만함을 느낄지 모르나, 어느새 자기 자신은 세속적 가치 

자체가 될 수 없음을 발견한다. 톨스토이의 작품 이반 일리치의 죽음에

서 주인공 이반 일리치는 누구나가 부러워하는 부와 명성 등의 세속적 가치

를 가진 인물이다. 그러나 죽음이 눈앞에 다가온 순간, 그는 자신의 삶을 돌

아보며 그렇게 살아온 자신의 전(全)생애에 대해 의문을 품고 절망한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왜 많은 사람들은 세속적 가치를 계속 지향하는 것인가? 

전통 형이상학에서 인간은 시간 속에 있는 유한한 육체와 원 속에 있

는 무한한 혼으로 이루어진 존재이다. 플라톤은 인간의 육체를 혼의 감

옥이라고 하며, 육체를 부정적인 것으로 간주하 다. 그리고 그에게 있어서

는 혼이 이데아의 세계로 가는 것이 선(善)이다. 헤겔은 인간을 전체 체계

에 대한 일종의 과정으로 보고 있다. 절대정신은 자기실현을 하기 위해 변

1) 헤르베르트 마르쿠제, 일차원적 인간, 박병진 옮김, 한마음사, 2009, 5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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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법적인 자기 전개 과정을 거친다. 그리고 인간은 그 과정 안에 속하게 된

다. 이와 같은 전통적인 인간 이해는 인간을 절대적으로 정해진 무엇인가에 

도달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것에 도달하는 것이 진리이고, 그렇지 않

은 것은 비(非)진리로 간주된다. 플라톤에서 헤겔에 이르기까지의 전통 형

이상학은 인간의 원과 무한을 강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원

은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것이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세속적 가치를 지향하는 이유는 인간에게 이러

한 원성의 의미가 줄어들었거나 없어졌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쾌락

이나 부, 명성은 시간 속에 있는 유한한 가치들이다. 이러한 가치들은 인

간의 시간적인 측면에 이로움을 줄 것이다. 그러나 전통 형이상학의 입장

에서 보면, 유한한 가치를 지향한다는 것은 진리에 도달할 수 없는 것이

다. 그리고 시간적인 유한한 가치를 지향하는 것은 인간의 원성을 결여

시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원 속에서만 본래적으로 존재한다면, 인간은 시

간 속에 있는 유한하고 구체적인 자기 자신의 모습으로부터 이탈이 요구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이 시간 속에 있는 구체적인 자기 자신이

라는 사실을 절대 치워버릴 수 없다. 그것은 우리가 죽음의 가능성을 가지

고 있다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인간이 원한 진리를 획득하고자 아무리 

노력하여도 죽음의 가능성으로 드러나는 자신의 유한한 특성에 의해 좌절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시간과 원이라는 두 가지 요소에 속한 인간이 절

대로 원을 붙잡을 수 없다고 하여 시간적인 것만을 추구해야할 것인가? 

그리고 원성이라는 것이 인간이 지향할 수 없는 것인가? 인간에게 있어

서 원성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러한 물음들을 실존철학의 선구자인 키에

르케고르와 니체를 통해 밝혀보려고 한다. 

신을 긍정하고 신앙을 통해 구원받으려는 키에르케고르와 신을 부정하

고 인간이 살아가는 현실적인 자신과 세계를 긍정하려는 니체는 뚜렷한 차

이점을 보이는 것 같다.2) 그러나 원성 개념은 키에르케고르와 니체 모두

2) 키에르케고르는 당대의 덴마크국교회를 강하게 비난하지만 신 앞에 단독자로서 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기를 바랐다. 이와 반대로, 니체는 그리스도교 전체를 강하게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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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뚜렷하게 나타난다. 원성 개념은 시간이 한계 없이 이어져있는 것으

로 생각될 수 있으나, 오히려 한계 자체가 없는 것이다. 다시 말해, 원성

은 시간을 초월해있다. 원성은 시간이나 공간이라는 물리적 세계에 속한 

것도 아니다. 원성은 무(無)시간적이다. 그리고 그 자체로 충만함이다. 그

렇다면 인간에게 있어서 원성의 의미는 무엇인지 키에르케고르와 니체

를 통해 구체적으로 논의해 보고자 한다.

Ⅱ. 키에르케고르의 영원성의 의미

우리는 키에르케고르의 원성의 의미를 그의 저서 불안의 개념과 

죽음에 이르는 병을 중심으로 고찰할 것이다. 불안의 개념에서는 원

성을 많은 부분을 할애하여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그가 불안을 “가능성의 

가능성으로서의 자유의 현실성”(CA, 160)3)이라고 분석해가는 점에서 

원성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키에르케고르는 

죽음에 이르는 병에서 원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다. 

그는 죽음에 이르는 병을 ‘절망’이라고 하며, 절망은 “자기 자신과 관계

하는 종합이라는 관계에서의 잘못된 관계이다.”(SD, 60)4)라고 한다. 그

렇다면 원성과 절망은 어떤 관계가 있다는 말인가? 그리고 절망은 어디

로부터 오는가? 이러한 질문은 ‘인간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서부터 출발

한다.

난하고 있다. W. Kaufmann에 의하면, 키에르케고르는 교회가 그리스도교를 엉망으

로 만들었다고 생각했고, 니체는 그리스도교가 거의 모든 것을 엉망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했다고 한다. (W. Kaufmann, From Shakespeare to Existentialism,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0, 241쪽 참조.)

3) 쇠렌 키에르케고르, 불안의 개념; The Concept of Anxiety, 임규정 옮김, 한길사, 
1999, 160쪽. 본문에서 같은 책으로 재인용 시 CA로 약칭하고 쪽수만 표시.

4) 쇠렌 키에르케고르, 죽음에 이르는 병; The Sickness Unto Death, 임규정 옮김, 한길

사, 2014, 60쪽. 본문에서 같은 책으로 재인용 시 SD로 약칭하고 쪽수만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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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간성과 영원성

키에르케고르는 인간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인간은 정신이다. 그런데 정신은 무엇인가? 정신은 자기이다. 그러면 자기

는 무엇인가? 자기는 자기 자신과 관계하는 관계이며 또는 그 관계 안에서 

자기 자신과 관계하는 관계이다. […] 인간은 무한한 것과 유한한 것의, 시
간적인 것과 원한 것의, 자유와 필연의 종합이며, 간단히 말해서 종합이

다. 종합은 그 둘의 관계이며, 이렇게 보건대 인간은 아직 자기가 아니다.
그 둘의 관계에서, 관계는 부정적인 통일로서 제3의 것이며, 그 둘은 관계

에 이어져 있되 관계 안에서 관계에 이어져 있다. […] 그 관계가 자기 자신

과 관계한다면, 이러한 관계는 긍정적인 제3의 것인데, 그런즉 이것이 자기

이다(SD, 55∼56).

키에르케고르에 따르면, 인간은 정신으로 자신의 종합에 관계하는 관계이

다. 그의 이러한 인간 이해는 불안의 개념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인간

은 (靈)과 육(肉)의 종합이다. 만일 그 둘이 제 삼의 요소 안에서 통일되지 

않는다면, 종합은 생각될 수 없다. 이 제 삼의 요소가 정신이다(CA, 163).” 

이와 같이 인간은 정신에 의해 구성되고 유지되는 과 육의 종합이다. 인간

이 원성과 시간성 중 어느 한쪽에만 관계할 때 인간은 분열되고 절망할 수

밖에 없다. 이 병에 걸릴 수 있다고 하는 것, 즉 절망할 수 있다는 것은 인간을 

동물보다 우월하게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인간은 정신이다’라고 하

는 무한의 숭고함을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이다(SD, 58∼59). 

또한 키에르케고르는 “인간은 (靈)과 육(肉)의 종합이다. 그러나 또한 

인간은 시간성(Zeitlichkeit, the temporal)과 원성(Ewigkeit, the eternal)

의 종합이기도 하다.”(CA, 254)라고 하고 있다. 과 육의 종합은 두 요소

를 제 삼자인 정신이 정립될 때만 종합이 될 수 있다. 대항하는 두 가지 요

소만 지니고 있을 경우에는 종합이 성립될 수 없다. 첫 번째의 종합, 즉 

과 육이 제 삼자인 정신으로 종합된다면 두 번째 종합인 시간성과 원성의 

종합도 제 삼자가 필요하게 된다. 그렇다면 시간성과 원성은 무엇에 의해 

종합되는가? 이 질문에 답하기에 앞서 우리는 원성의 개념을 보다 분명

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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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일종의 무한한 연속으로 규정된다면, 시간은 현재, 과거, 그리고 

미래로 규정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시간이 시간 자체에 내재하

는 것으로 간주된다면 이러한 구별은 정확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런 

구별은 오로지 원에 대한 시간의 관계를 통해서만 비로소 나타나기 때문

이다(CA, 255∼256). 만일 시간의 무한한 연속에서 현재와 과거, 미래를 

분할할 수 있는 현재가 발견될 수만 있다면, 그 분할은 옳을 것이다. 그렇지

만 현재는 우리가 ‘지금’이라고 인식하는 순간, ‘지금’은 이미 지나가버린 

현재가 된다. 시간 자체 안에서는 절대 현재를 붙잡을 수 없다. 왜냐하면 순

간은 하나의 과정이고 일종의 지나감이기 때문에 그 어떤 순간도 결코 현재

가 아니다. 따라서 시간 안에는 현재도, 과거도 미래도 없다. 만일 이런 분

할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사람들이 순간을 공간화하기 때문이

다. 그런데 순간을 공간화하게 되면 시간의 무한한 연속은 정지되고 만다. 

왜냐하면 “시간을 사유의 대상이 아닌 묘사의 대상으로 변하게 할 수 있는 

표상이 도입되기 때문이다.”(CA, 257) 

그러나 원은 이와는 달리 현재적이다. 시간은 지나가버리는 연속이지

만, “ 원은 일종의 지양된 연속이라는 점에서 현재적이다.”(CA, 257∼
258) 원에는 과거와 미래로 나누어지는 분할이 없다. 왜냐하면 원은 지

나가버리는 연속의 총합이 아니라, 지양된 연속으로 정립되기 때문이다. 

원은 시간의 무한한 연속이 아니라, 연속이라는 것이 없는 그 자체로 무한

하게 풍부한 현재적인 것이다. 원은 지나가버리는 것도 아니며 아직 오지 

않은 것도 아니다. 다시 말해, 원은 과거나 미래 따위가 없는 오로지 현재

적인 것이다. 그리고 원은 그 자체로 충만하다. 왜냐하면 원은 그 속에 

한계가 없는 무한한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간 

안에서는 절대로 붙잡을 수 없었던 현재를 원 속에서 붙잡을 수 있게 된

다. “현재는 원한 것이다. 아니, 원은 현재적이다. 그리고 현재는 충만

하다.”(CA, 258) 그리고 이것이 바로 원의 완전성이다.

시간을 시간성의 개념만으로 설명할 수는 없듯이, 마찬가지로 원도 

원성의 개념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 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는 시간성의 개념이 함께 종합되어야 한다. 시간성의 개념이 결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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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은 종합을 위한 제 삼자인 정신이 결여되어 있다는데 그 원인이 있다

(CA, 260). 그러나 시간과 원이 종합된다면 이제 우리는 순간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하여 순간은 현전하게 된다. 순간이 현전하는 것은 시간 안에

서 원을 반 하려는 최초의 시도이다. 순간은 본래 시간의 원자가 아니라 

원의 원자이다. 순간은 원의 원자로 시간을 정립하는 바, “시간과 원

이 서로 접촉하는 양의성(兩意性)”(CA, 262)이 된다. 이러한 순간으로 하

여금 시간성은 그 의미를 가지게 된다. 시간은 끊임없이 원과 교차하며, 

원은 끊임없이 시간에 스며든다. 그 결과 앞에서 언급했던 분할, 즉 현재

의 시간과 과거의 시간 그리고 미래의 시간은 그 의미가 정립된다. 

다시 한 번 키에르케고르의 두 가지 종합을 살펴보자. 인간은 정신에 의

해서 유지되는 과 육의 종합이라는 것이 첫 번째 종합이다. 그리고 인간

은 시간성과 원성의 종합이라는 것이 두 번째 종합이다. 첫 번째 종합에

서 과 육은 정신에 의해서 종합되었다. 두 번째 종합에서도 시간성과 

원성은 다름 아닌 정신에 의해서 종합된다. 정신이 정립되자마자 순간은 현

전한다. 시간성과 원성의 종합은 또 다른 종합이 아니며, 과 육의 종합

에 대한 다른 표현인 것이다. 정신이 정립됨으로써 종합된 시간성과 원성

은 이제 인간 외적으로 따로 존재하는 시간과 원이 아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에 관계하는 시간과 원이고 그 자체로 인간의 근본요소이다. 

2. 불안과 절망

인간이 정신으로 자기 자신의 근원적인 시간성과 원성에 관계할 때, 

자유의 현기증인 불안이 나타난다. 불안이 나타난다는 사실이 시간성과 

원성이 정신에 의해서 종합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종합은 아직 진정한 

종합이 아니다. 왜냐하면 정신은 자기 자신이 시간성이 될 수도, 원성이 

될 수도, 그렇지 않으면 둘 다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에 불안해하기 때문이

다. 정신은 인간의 근원적인 시간성과 원성을 끊임없이 교란하는 적대적

인 힘임과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 그 관계를 구성하는 우호적인 힘이다

(CA, 163). 인간은 불안으로부터 도망치려하지만 도망칠 수가 없다. 왜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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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인간은 정신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정신이 종합을 정립하기를 

원하고, 자유가 자신의 가능성을 내려다보면서 자신을 지탱하기 위해 시간

성을 붙잡을 때 불안이 나타난다. 불안은 밑바닥을 알 수 없는 자유의 현기

증과 같다.

키에르케고르는 불안을 공포와 구별하고 있다. 공포가 일정한 대상에 대

해서 두려움을 가지는 것이라면, 불안은 정해진 대상이 없는 일종의 무(無, 

Nichts)로부터 초래된 정신의 현실성이다. 정신이 자신의 가능성 때문에 불

안해하고, 끊임없이 자신의 가능성을 붙잡으려고 하지만 그 순간 정신의 가

능성은 사라져버린다. 불안은 무(無)로부터 초래되었기 때문이다. 무(無)가 

불안을 낳는 것이다. 키에르케고르는 이러한 불안을 “공감적 반감이며 반

감적 공감”(CA, 160)이라는 양의(兩意)성이라고 한다. 동물들은 공포를 두

려워하기는 하지만 불안을 경험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동물은 정신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정신으로 규정된 인간은 불안을 두려워하지

만 또한 그것을 갈망한다. 불안은 자유의 현실성이고, 정신의 현실성은 무

(無)이기 때문이다. 원이 시간과 교차하는 순간, 인간은 불안을 경험하게 

되며 자기 자신의 근본적인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된다. 이 기로는 자기 자

신의 관계에 관계함에 있어 시간성을 지향할 것인가, 원성을 지향할 것인

가 하는 것이다. 

키에르케고르는 죽음에 이르는 병에서 근본적인 선택의 기로에 놓여 

불안해하는 인간의 모습을 치 하게 보여주고 있다. 정신으로 규정된 인간

은 자신의 자유의 가능성 때문에 불안을 느끼고, 종합인 자기 자신의 관계

에 관계함에 분열이 있게 되면 절망에 빠진다.

절망은 크게 세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형태의 절망은 인간

이 갖는 원성을 무시하고 시간성만을 지향하는 형태이다. 이 경우 인간

은 시간적인 것, 즉 유한한 것에 관심을 두고 있다. 찰나적인 쾌락이나 부, 

명성은 불편을 주지 않을뿐더러 생활을 안락하게 해준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는 절망의 한 형태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시간적인 것들에게만 관심을 

두고 자신의 원하고 무한한 가능성들에는 관심을 두지 않기 때문이다

(SD, 8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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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형태의 절망은 인간이 갖는 시간성을 무시하고 원성만을 지향

하는 형태이다. 이 경우 인간은 자신의 원하고 무한한 가능성들에게만 관

심을 두고 있다. 원이 되려고만 바라는 인간은 매순간 절망한다. 왜냐하

면 인간은 시간적으로 유한할 뿐만 아니라 필연적인 상황 하에 놓여있기 때

문이다. 원성만을 지향하는 형태는 공상이라는 무한화작용을 통하여 자

기 자신을 원한 것으로 만들려하나, 그것은 인간을 점차 자기 자신으로부

터 떼어놓을 뿐이다(SD, 85∼89). 첫 번째와 두 번째 형태의 절망은 자기 

자신이 절망하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고 있느냐 없느냐와 상관없는 절망이

다. 절망이라는 것을 의식하지 않더라도 이러한 형태들은 절망이다. 

세 번째 형태의 절망은 자기 자신이 시간적일 수만도 없고 원적일 수

만도 없음을 자각한 채, 절망하여 자신이기를 원하지 않거나 또는 절망하여 

스스로의 힘으로 자기 자신을 창조하고 그가 바라는 대로 되려고 하는 것이

다.5) 그러나 이 경우 또한 그의 구체성은 필연성과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원성의 형태에 의해 자기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이다(SD, 116∼154).

이상의 세 가지 형태의 절망은 모두 인간이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지 못

함을 보여준다. 자기 자신에게 관계한다는 것은 시간성으로만 되는 것도 아

니며, 원성으로만 되는 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양자의 의식적인 

종합이기 때문이다. 키에르케고르는 인간이 진정으로 자기 자신과 관계하

기 위해서는, 신(神)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행해질 수 있다고 한다. “무한성

을 선취하는 내적 확신”(CA, 399)인 신앙을 통해 신(神)과 관계함으로써, 

인간은 진정으로 자기 자신과 관계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불안과 절망은 

극복된다. 신에게 있어서는 모든 가능성이 원성의 형태를 띠고 일체가 가

능하기 때문이다.6) 이는 오직 신앙에서만 시간성과 원성의 종합이 원

히 그리고 매순간 가능하다는 것이다.

5) 키에르케고르는 세 번째 형태의 절망을 ‘연약함의 절망 또는 반항’이라고 한다.
6)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마태 19 · 26), “하나님께서는 하지 못하실 일

이 없다.”(누가 1 ·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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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니체의 영원성의 의미

우리는 니체의 저서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를 통해 그의 핵심

사상이라고 할 수 있는 ‘동일한 것의 원회귀(ewige Wiederkehr des 

Gleichen)’에 대해 고찰할 것이다. 그리고 니체의 원회귀 사상을 통해서 

원성의 의미를 밝혀보고자 한다. 그러나 원회귀 사상을 차라투스트라

는 이렇게 말했다로만 해석하는 것은 아주 모호하고 난해한 작업이 될 것

이다. 왜냐하면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는 원회귀 사상에 대

한 언급이 많지 않으며, 그것 또한 비유와 은유로 표현되어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가 출간되기 직전에 나온 저술

인 즐거운 학문에서 원회귀 사상의 단초를 발견할 수 있다.

1. 영원회귀와 영원성

최대의 중량.―어느 날 낮, 혹은 어느 날 밤에 악령이 너의 가장 깊은 고

독 속으로 살며시 찾아들어 이렇게 말한다면 그대는 어떻게 하겠는가: “네

가 지금 살고 있고, 살아왔던 이 삶을 너는 다시 한 번 살아야만 하고, 또 무

수히 반복해서 살아야만 할 것이다; 거기에 새로운 것이란 없으며, 모든 고

통, 모든 쾌락, 모든 사상과 탄식, 네 삶에서 이루 말할 수 없이 크고 작은 모

든 것들이 네게 다시 찾아올 것이다. 모든 것이 같은 차례와 순서로―나무

들 사이의 이 거미와 달빛, 그리고 이 순간과 바로 나 자신도. 현존재의 

원한 모래시계가 거듭해서 뒤집혀 세워지고―티끌 중의 티끌인 너도 모래

시계와 더불어 그렇게 될 것이다!” […] “너는 이 삶을 다시 한 번, 그리고 

무수히 반복해서 다시 살기를 원하는가?”라는 질문은 모든 경우에 최대의 

중량으로 그대의 행위 위에 얹힐 것이다!7)

7) 프리드리히 니체, 즐거운 학문, 341.; 즐거운 학문 · 메시나에서의 전원시 · 유고

(1881년 봄∼1882년 여름; 니체전집 12(KGW V2), 안성찬 · 홍사현 옮김, 책세상, 
2005, 314~3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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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 학문에서 언급되고 있는 원회귀 사상의 단초는 인간에게 

원회귀 사상이 최대의 중량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다시 말

해, 인간에게 자기 자신의 삶을 다른 것 하나 없이 완전히 똑같은 방식으로 

무수히 반복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은 최대의 중압감으로 다가온다. 그리

고 ｢최대의 중량｣ 다음 장 제목이 ｢비극이 시작되다｣임을 볼 때, 원회귀 

사상은 인간에게 있어서 비극이 시작되는 전초이기도 하다.

원회귀 사상에서 원성은 무(無)시간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무

한하게 지속되는 시간으로 이해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다면 차라투스트

라는 이렇게 말했다에서 나타나고 있는 원회귀 사상을 원성의 의미에 

초점을 맞추어 해석해 보자. 

이 길을 보라! 난쟁이여! […] 그것은 성문을 기점으로 두 개의 얼굴을 갖고 

있다. 두 개의 길이 이곳에서 만난다. 그 길들을 끝까지 가본 사람이 아직은 

없다. 뒤로 나 있는 이 긴 골목길. 그 길은 원으로 통한다. 그리고 저 밖으

로 나 있는 긴 골목길. 그것은 또다른 원이다. 이들 두 길은 서로 모순이 

된다. 그들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있다. 그리고 여기, 바로 이 성문에서 그들

은 만난다. 그 위에 이름이 씌어있으니 ‘순간’이 바로 그것이다. […] 그러

자 난쟁이는 경멸조로 중얼거렸다. “곧은 것은 한결같이 속인다. 진리는 하

나같이 굽어 있으며, 시간 자체도 일종의 둥근 고리다.” “너, 중력의 악령이

여!” 나는 화가 나서 말했다.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말라.”(SZ, 257∼258)8) 

여기서 성문은 원으로 이어지는 과거와 미래가 만나는 지점인 순간이다. 

다시 말해, 순간은 과거와 미래가 만나는 현재, 즉 지금이다. 난쟁이는 시간 

자체가 일종의 둥근 고리라고 한다. 시간이 원(圓)이라는 기하학적 공간으

로 표현된다면, 과거와 미래, 현재는 하나의 연결선상에 놓이게 된다. 시간

이 직선으로 공간화 될 때, 시간은 순간들의 단순한 계열이 된다. 그리고 현

재라는 기준점이 설정되지 않는다면 과거와 미래는 존재할 수 없게 된다. 

시간이 원으로 표현된다고 할지라도 상황은 마찬가지이다. 

시간이 원으로 표현되었을 때 추가로 일어나는 난점이 있다. 현재라는 

8) 프리드리히 니체,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Thus Spoke Zarathustra, 정동호 

옮김, 책세상, 2000, 257~258쪽. 본문에서 같은 책으로 재인용 시 SZ로 약칭하고 쪽수

만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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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점이 설정된다고 할지라도 과거와 미래의 구분이 모호해진다는 것이

다. 왜냐하면 원은 직선이 굽어져 연결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간이 

원으로 이해된다면 현재를 설정해야한다는 추가적 해석이 필요할 뿐만 아

니라 과거와 미래의 구분이 어렵다는 난점이 존재한다. 그리고 시간은 무한

히 돌고 도는 순간들의 단순한 조합으로서만 이해된다. 원회귀 또한 이런 

식으로 이해된다면, 인간의 삶은 순간들의 조합이 끝없이 반복되기만 할 뿐

이다. 이러한 원회귀 사상의 이해는 인간으로 하여금 자기 자신의 삶에 

아무런 의미를 가질 수 없게 만든다.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자신의 삶이 

원히 반복되고 이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될 때 극단적 

‘니힐리즘(Nihilismus)’은 완성된다.

그러나 니체는 차라투스트라의 입을 빌려 시간을 원으로 이해하고 있는 

난쟁이에게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말라!’라고 화를 낸다. 이것은 시간을 원

이라는 공간으로 이해하면 원회귀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

한다. 차라투스트라는 과거와 미래는 순간인 현재에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다. 이것은 시간이 순간들의 계열로서 단순히 과거와 현

재, 미래가 연결되어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하이데거에 의하면, 

이것은 현재에서 과거와 미래가 서로 충돌이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9) 

충돌은 자기 자신이 순간으로 존재하는 그런 인간에게만 발생한다. 인간이 

순간으로서 존재할 때 미래를 향해 자기 삶을 행위하고, 과거를 긍정하고 

그것을 자기의 삶으로 받아들인다. 이러한 인간에게는 현재의 순간이 과거

와 미래를 서로 마주보며 그 양방향으로 나아간다. “그는 자신에게 과제로

서 부과되어 있는 것과 그에게 주어진 것 사이의 투쟁을 전개하고 견뎌냄으

로써 이렇게 서로 마주보면서 달려오는 것들을 자신 안에서 충돌하게 한

다.”10) 순간은 그저 스쳐지나가는 찰나의 순간이 아니라, 과거와 미래가 충

돌하는 순간이다. 그리고 이 순간이 본래의 순간이다.

이렇게 이해된 순간은 니체가 본질적으로 의도한 원성(Ewigkeit)을 갖

게 된다. 이러한 원성은 시간의 끝없이 이어짐이나 반복이 아니라, 순간 

자체의 충만함이다. 오직 순간 속에서만 원성은 위치한다. 

9) 마르틴 하이데거, 니체Ⅰ, 박찬국 옮김, 도서출판 길, 2010, 305쪽 참조.
10) 마르틴 하이데거, 같은 책, 30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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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원회귀와 초인

지금까지 차라투스트라와 난쟁이의 대화를 통해 순간의 원성과 원

회귀라는 수수께끼를 만들어냈다. 그렇다면 원회귀라는 수수께끼는 어

떻게 풀 수 있을까?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서 이어지는 내용

은 다음과 같다.

그런데 거기에 어떤 사람이 누워 있는 것이 아닌가! […] 몸을 비틀고 캑캑

거리고 경련을 일으키며 얼굴을 찡그리고 있는 어떤 젊은 양치기가 눈에 들

어온 것이다. 그의 입에는 시커멓고 묵직한 뱀 한 마리가 매달려 있었다. 내 

일찍이 인간의 얼굴에서 그토록 많은 역겨움과 핏기 잃은 공포의 그림자를 

본 일이 있던가? […] 그의 목구멍으로 그 뱀이 기어들어가 목구멍을 꽉 문 

것이다. 나는 손으로 그 뱀을 잡아당기고 또 잡아당겼다. 소용없는 일이었

다! […] 그때 내 안에서 “물어뜯어라! 물어뜯어라!”하고 소리치는 것이 있

었다. “뱀 대가리를 물어뜯어라! 물어뜯어라!” […] 양치기는 내가 고함을 

쳐 분부한 대로 물어뜯었다. 단숨에 물어뜯었다. 뱀 대가리를 멀리 뱉어내

고는 벌떡 일어났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양치기나 사람이 아닌, 변화한 자, 
빛으로 감싸인 자가 되어 웃고 있었다! 지금까지 이 지상에서 그와 같이 웃
어본 자는 없었다!(SZ, 260∼261)

차라투스트라와 난쟁이의 대화가 원회귀라는 수수께끼를 추상적인 관념

으로 표현한 것이라면, 차라투스트라 앞에 나타난 양치기의 모습은 원회

귀를 실천적인 것으로 보여준다. 실천적이라 함은 행위가 수반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여기서 양치기가 입에 물고 있는 뱀은 원회귀를 상징한다.11) 

원회귀 사상을 직면한 인간은 ‘일찍이 본적이 없을 정도의’ 공포를 느낀

다. 이것은 원회귀 사상이 극단적 니힐리즘으로 나타났다는 것을 보여준

다. 극단적 니힐리즘으로 나타난 원회귀는 인간 삶이 무의미하고 무가치

하다는 깊은 절망감을 안겨준다. 그래서 양치기는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다. 

그러나 양치기가 뱀의 머리를 물어뜯었을 때, 그는 ‘빛으로 감싸인 자로

서’ 환하게 웃는다. 이것이 뜻하는 바는 뱀을 물어뜯는 행위를 통해서 극단

11) 뱀이 원회귀를 상징한다고 하는 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마르틴 하이데거의 니체Ⅰ, 
292~296쪽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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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니힐리즘이 극복되었다는 것이다. 뱀의 머리를 물어뜯는 것은 순간을 지

나가버리는 찰나의 순간으로 인식하지 않고, 과거와 미래가 충돌하는 인간 

내재적 순간으로 인식한다는 것이다. 인간이 순간 속에 서게 될 때, 극단적 

니힐리즘은 극복되고 그 인간은 원회귀를 긍정하게 된다. 이렇게 니힐리

즘을 극복하고 원회귀를 긍정하기 위해서는 뱀의 머리를 물어뜯는 결단

이 필요하다. 차라투스트라가 양치기에게서 뱀을 때어내려고 했을 때 아무 

소용이 없었듯이, 니힐리즘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외부로부터의 도움은 아

무 소용이 없다. 오직 니힐리즘을 극복하려는 자기 자신만의 결단이 필요할 

뿐이다. 이것은 자기 자신을 긍정하는, 자기 삶을 긍정하려는 의지이다. 이

에 대해 들뢰즈는, 원회귀 사상은 의지에게 칸트의 규칙만큼이나 엄격한 

규칙을 제공한다고 말한다.12) 원회귀 사상을 긍정하려는 인간의 의지는 

자기 자신의 원성을 획득하려는 결단이다.

이렇게 원성을 획득한 인간은 니힐리즘을 극복하고 자기 자신의 삶에 

의미를 부여한다. 그러나 니체는 이러한 결단이 인간에게 매우 힘든 일이라

고 말하고 있다. “고독한 자여, 너는 창조하는 자의 길을 가고 있다.”(SZ, 

103) 니체는 창조하는 자의 길을 가는 것은 매우 고독한 길이며, 자기 자신

을 파괴하고 파멸하는 어려운 길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어려운 길을 지나 니힐리즘을 극복하고  원성을 획득한 자를 ‘초인(超人, 

Übermensch)’이라고 한다. 초인은 최후의 인간(der letzte Mensch)과 대비

되는 인간유형이다. 최후의 인간은 더 이상 자기 자신을 넘어서려 하지 않

고, 현실에 만족해 있는 배부른 돼지와 같은 인간유형이다. 반대로 초인은 

자기 자신을 부단히 극복하고 초월하는 인간유형이다. 초인적 삶은 매 순간

이 중요하며, 그는 순간마다 스스로 자신의 삶에 의미를 부여한다. 초인에

게 원회귀는 니힐리즘적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의 축복이다. 초인은 

매 순간 속에서 살며, 그 속에서 원성을 획득한다.

12) “네가 의욕하는 것, 그것을 네가 원회귀를 의욕하는 것과 같은 식으로 원하라. <만

약 네가 하고 싶은 모든 것에 있어서 네가 무한히 그것을 하길 원하는지를 확신하는지 

자문하면서 시작한다면, 그것은 네게 있어서 가장 확고한 무게 중심이 될 것이다.>” 
(질 들뢰즈, 니체와 철학, 이경신 옮김, 민음사, 1998, 132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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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양자의 영원성 의미에 관하여

지금까지 키에르케고르와 니체의 원성의 의미에 대해 알아보았다. 

원성은 개념적으로는 무(無)시간적인 것이다. 키에르케고르에게 있어서 

원성의 의미는 인간 실존의 존재론적 구성요소이고, 니체에게 있어서는 니

힐리즘을 극복한 초인적 삶의 실존적 양상이었다. 지금부터는 이렇게 밝혀

진 양자의 원성의 의미를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우선 양자에게 공통으로 

발견할 수 있는 요소가 있는지 검토한다. 만약 양자의 원성의 의미에서 

공통점이 발견된다면, 그 공통점은 인간에게 있어서 원성의 의미로 자리 

잡을 것이다. 왜냐하면 키에르케고르와 니체는 인간이 정해진 무엇이 아니

라 오직 실존함이라는 것을 그들의 사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

고 양자가 무(無)의 의식 ―불안과 절망 그리고 니힐리즘― 을 극복하는 방

법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키에르케고르와 니체의 원성의 의미의 차이를 

검토해보고자 한다. 이 차이점을 분석하여 키에르케고르와 니체가 인간 자

신을 어떠한 존재로 바라보고 있는지 고찰할 것이다.

1. 양자의 영원성 의미의 공통점

키에르케고르와 니체의 원성의 의미를 각각 고찰하면서 우리가 발견

할 수 있는 첫 번째 공통점은 양자의 시간 이해가 인간 내재적 이라는 것이

다. 전통적인 시간 이해는, 특히 아리스토텔레스는 시간을 공간적인 것으로 

파악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시간이 운동을 표시한다고 생각했다. 운동에

서 앞과 뒤의 구분을 인지할 때처럼 두 개의 지금 사이의 간격을 구분할 때 

우리는 시간의 경과를 인지한다. “시간은 앞과 뒤를 인식하는 수적으로 셀 

수 있는 운동적 측면이다.”13)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시간을 직선의 형

식으로 공간화하여 시간의 연속성을 설명14)하고, 그 속에서 인간을 바라보

13) Aristotle, THE PHYSICS I, trans. by Philip H. Wicksteed, Francis M. Cornford, 
Harvard University Press, 1957, 395쪽.

14) Aristotle(1957), 389~393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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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시간을 공간화하여 이해하게 되면, ‘지금’은 시간의 부분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시간은 운동을 함축하는데 지금은 정지와 관련되어 있기 때

문이다. 이러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시간 이해는 시간을 인간과는 별개로 존

재하는 일종의 공간으로 파악한다. 즉 이것은 인간 외재적 시간 이해이다.

그러나 키에르케고르와 니체는 이러한 인간 외재적 시간 이해를 거부하

고 시간을 인간 내재적인 것으로 파악하려고 한다. 키에르케고르는 시간을 

공간화하게 되면 현재는 절대 붙잡을 수 없고, 그러한 시간 안에는 과거도 

미래도 없는 것이 된다고 한다. 그러나 인간 정신에 의해 시간과 원이 종

합을 이룰 때, 시간성과 원성은 의미를 가지며 순간이 현전할 수 있게 된

다. 여기서, 정신에 의해 종합을 이룬다는 것은 시간을 인간 내재적으로 파

악하는 것이다. 그리고 니체는 시간을 공간화하게 되면, 시간은 무한히 돌

고 도는 순간들의 단순한 계기가 되고 원회귀 사상은 극단적 니힐리즘을 

완성하게 된다고 한다. 그러나 시간을 인간 내재적인 것으로 이해하게 되

면, 자기 자신의 과거와 미래가 투쟁하는 순간이 나타난다. 이러한 순간은 

니힐리즘을 극복하게 하고 자신의 삶에 의미를 부여한다. 이와 같이 키에르

케고르와 니체는 시간을 인간 외적인 것으로 이해하지 않고, 인간 자기 자

신과 관계하는 인간 내재적 시간으로 이해한다. 인간 내재적 시간 이해는 

곧 실존적 시간15)이다. 

두 번째 공통점은 순간이 현전한다는 것이다. 실존적 시간을 통해서 우

리는 순간 속에 설 수 있다. 순간은 키에르케고르와 니체 모두에게서 중요

한 의미를 지닌다. 니체에게 순간은 인간 자신의 과거와 미래가 투쟁하는 

현재로서 원성 그 자체이다. 인간이 순간 속에 설 때만 자기 삶에 의미를 

15) 시간에 대한 이해는 곧 세계에 대한 이해라고도 할 수 있다. 외재적 시간 이해는 시간

을 인간과는 별개로 따로 존재하는 물리적 시간이라고 인식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외재적 시간 이해에서는 세계를 인간과는 동떨어진 세계로 인식한다. 인간의 몸 또한 

세계의 일부로서 단순한 물리적 객체일 뿐이다. 그러나 내재적 시간 이해, 즉 실존적 

시간에서는 세계를 인간 자기 자신의 세계로 인식한다. 객체인 세계가 따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가 부여된 세계는 나의 세계인 

것이다. 인간의 몸 또한 ‘자기 자신’의 객체이다. 이와 같은 객체의 긍정은 자신의 과거

의 긍정이고, 실존적 결단이 일어난다는 점에서 다가올 자신의 미래에 대한 긍정이다. 
다시 말해, 실존적 시간에서는 객체와 주체 모두의 긍정이 있고, 과거와 미래의 세계 

모두에 대한 긍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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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하고 무한하게 충만한 원성을 획득하게 된다. 인간이 순간 속에 선다

는 것은 자신의 구체적인 필연성인 과거와 무한한 가능성인 미래가 마주하

는 순간을 ‘자신의’ 삶으로 인식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키에르케고르에게 

순간은 시간성과 원성이 정신에 의해 종합될 때 나타난다. “정신이 정립

되자마자 순간은 현전한다.”(CA, 261) 그러나 동시에 인간은 근본적으로 

무(無)인 정신이기 때문에 불안도 함께 나타난다. 불안하다는 것은 인간이 

자기 자신과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다. 자기 자신과 관계 맺지 않으면 불안

은 나타나지 않는다. 이렇게 순간은 키에르케고르와 니체 모두에게 인간이 

자기 자신과 관계 맺는 시점이다.16) 

세 번째 공통점은 인간이 순간에 서지 못할 때 비극적 상황이 온다는 것

이다.  키에르케고르는 인간이 순간 속에서 자신의 종합에 제대로 관계하지 

못할 때 죽음에 이르는 병인 절망에 직면한다고 한다. 니체도 인간이 순간 

속에 서지 못할 때 일어나는 상황을 극단적 니힐리즘이라고 표현하고 있

다. 극단적 니힐리즘의 상황에선 모든 것이 덧없으며, 따라서 내 삶도 무

의미하고 무가치하게 된다. 원회귀 사상은 이러한 극단적 니힐리즘을 

완성시킨다. 

키에르케고르와 니체는 비극적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실존적 결단을 요

구한다. 이 실존적 결단의 요구가 네 번째 공통점이다.17) 실존적 결단은 인

간이 자기 자신과 자신의 삶을 문제 삼았을 때 요구되는 것이며, 문제 삼은 

것을 자기 자신이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다. 양자는 인간을 완성된 존재가 

아니라 과정적 존재로 보고 있다.18) 인간은 이미 완성된 무엇이 아니라, 자

16) 순간은 키에르케고르와 니체 양자에게 모두 인간이 자기 자신과 관계 맺는 시점으로 

나타나지만, 양자의 순간은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니체의 순간은 인간이 자기 자신과 

관계하여 무한한 원성을 획득하는 반면, 키에르케고르의 순간은 마찬가지로 인간이 

자기 자신에게 관계하지만 불안이 나타난다. 이 차이점에 대해서는 뒤의 절에서 논의

하도록 하겠다.
17) W. Kaufmann에 의하면, 키에르케고르와 니체는 인간으로 하여금 결단의 문제(the 

problem of decision)에 직면하게 만든다. 그리고 이 문제는 서양철학의 역사를 통 들

어 거의 모든 윤리학, 형이상학이 계속 피했던 문제라고 한다. (W. Kaufmann(1980), 
204쪽 참조.)

18) 키에르케고르는 불안과 절망 개념을 통하여 인간을 완성된 존재가 아니라, 과정적 존

재로 보고 있다. 그 과정으로서 심미적 실존, 윤리적 실존, 종교적 실존이라는 실존의 삼 



인간에게 있어서 영원성의 의미 119
신의 가능성 앞에서 자유로운 선택을 통해 자기 자신을 선택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인간은 과정적 존재이다.19) 그래서 매순간 자기 자신을 선택하는 

실존적 결단이 요구된다. 선택은 자유로운 인간이 자기를 만들어 가는 절대

적인 과정이다. 어느 누구도 자신의 삶을 선택함 없이는 그 자신이 될 수 없

다.20) 실존적 결단은 매 ‘순간’ 속에서 일어나고, 선택의 의지가 매순간 요

구된다. 그리고 이것은 질적 비약의 연속이다. 키에르케고르에게 있어서 실

존적 결단은 불안과 절망을 극복하고 진정으로 자기 자신에게 관계하려는 

의지이다. 그리고 니체에게도 실존적 결단은 극단적 니힐리즘을 극복하려

는 의지이고, 자신의 삶에 충만한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이 원히 반복되길 

바라는 원회귀에 대한 긍정이다. 이것은 곧, 자기 자신을 긍정하려는 의

지이다. 

최종적으로 알 수 있는 키에르케고르와 니체의 공통점은 인간으로 하여

금 진정으로 자기 자신에게 관계하도록 하는 것이다.21) 이것은 인간이 자

단계를 제시하고 있다. (키에르케고르의 절망과 실존의 삼 단계의 관계에 대한 자세

한 설명은 임규정의 ｢키에르케고르의 절망의 형태와 삶의 단계의 상응에 관한 연구｣, 
哲學硏究 제105집, 대한철학회, 2008.을 참조하길 바람.) 그리고 니체는 인간은 극

복되어야 할 그 무엇으로 완성된 존재가 아니며, 줄타기 하는 광대의 비유를 통해 인간

을 짐승과 초인 사이에 매어진 하나의 밧줄이라는 과정적 존재로 설명하고 있다.(SZ, 
19~20쪽, 26~28쪽 참조.)

19) A. Cooke는 자신의 논문 “Eternal Return and the Problem of the Constitution of 
Identity”에서, 니체는 원회귀 사상을 통하여 자기 자신의 존재를 선택할 수 있는 ‘선
택적 존재론(selective ontology)’을 발전시켰다고 한다. (A. Cooke, “Eternal Return 
and the Problem of the Constitution of Identity”, Journal of Nietzsche Studies, Issue 
29, 2005, 25쪽 참조.)

20) 김용일에 따르면, 선택은 다양한 가능성 앞에서 최선의 것을 선별해 내고 그 선별된 것

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매 순간의 실존적 결단이다. 선택의 순간은 인간이 끊임

없이 지금의 자기로부터 벗어나서 또 하나의 새로운 자기를 만들어가는 질적인 변화

의 연속이다. (김용일, ｢키아케고어와 니체｣, 哲學硏究 제86집, 대한철학회, 2003, 
31쪽 참조.)

21) M. Weston에 의하면, 키에르케고르는 우리에게 모든 이론적인 담론 배후에 놓인 자

기 자신을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한다. 그러한 자기 자신은 오직 자신과 관계된 삶에 대

해 의미를 말할 수 있는 자이다. 그리고 니체는 개인이 보편적인 개념의 법칙으로부터 

자유롭기를 바란다고 한다. 그래서 개인은 스스로에게 자기 자신의 법칙을 부여할 수 

있다. (M. Weston, Kierkegaard and Modern Continental Philosophy:An Introduction,  
Routledge, 1994, 79~84쪽 참조.) 이러한 M. Weston의 해석을 참고하더라도, 키에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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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자신과 자신의 삶을 문제 삼는다는 것이다. 인간이 자기 자신에게 관계

하기 위해서는 실존적 시간이해를 통해 순간 속에 위치해야한다. 이 순간은 

자기 자신에게 관계하겠다는 실존적 결단을 필요로 한다. 이렇게 양자에게 

나타나는 원성의 최종적인 공통의미는 자기 자신에게 관계함이다. 

2. 양자의 영원성 의미의 차이점

앞서 ‘순간’은 인간이 자기 자신과 관계하는 시점이었다. 니체에 의하면 

순간은 자신의 과거의 삶과 미래의 삶이 투쟁하는 현재로서 무한히 충만하

다. 그런데 키에르케고르에 의하면, 순간이 정립될 때 동시에 불안이 현전

한다. 니체에게 있어 순간은 오로지 충만한 의미를 지니는데, 왜 키에르케

고르에게 있어서 순간은 불안이 현전하는가? 

키에르케고르에게 있어 순간은 시간성과 원성이 정신에 의해 종합될 

때이다. 이 순간은 자신이 자기 자신의 관계에 관계함이다. 그런데 정신의 

현실성은 무(無)이기 때문에 정신은 불안을 낳는다. 인간이 자기 자신의 관

계에 관계한다는 것은 자신이 자유의 가능성이라는 것을 의식하는 것이다. 

자신이 자유의 가능성이라는 것은 자신이 ‘이것이냐 저것이냐’하는 실존적 

결단에 놓여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니체에게 있어서 순간은 인간이 자기 자

신에게 관계하여 충만한 원성을 획득하게 된다. 키에르케고르와 니체 모

두에게 있어 순간은 인간이 자기 자신에게 관계하는 시점이지만, 키에르케

고르의 순간은 아직 불안이 나타나기 때문에 진정으로 자기 자신에게 관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양자의 순간의 차이점 때문에 또 다른 차이점이 발생한다. 그것은 그들

이 말하는 실존적 결단의 시점이 다르다는 것이다. 키에르케고르의 순간에

서는 불안이 현전하고, 자신의 자유의 가능성 때문에 실존적 결단의 순간에 

놓이게 된다. 실존적 결단은 인간이 자기 자신에게 진정으로 관계하려는 선

택을 요구하게 된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진정으로 관계하지 못하면 절망

케고르와 니체는 외부대상과 관계하는 인간을 구체적인 자기 자신과 관계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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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형태에 놓이게 된다. 그러나 니체에게 있어 순간은 이미 무한히 충만하

다. 니체에게 있어 순간은 이미 진정으로 자기 자신에게 관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키에르케고르의 실존적 결단과 다르게 니체의 실존적 결단은 순간으로 

갈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문제인 것이다. 다시 말해, 원회귀 사상을 부정

할 것이냐 긍정할 것이냐 하는 것이다. 니체의 실존적 결단을 키에르케고르

의 입장에서 보자면, 시간성과 원성을 정신으로 종합을 수행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결단이다. 인간은 정신으로 자신의 시간성과 원성의 관계에 

관계할 때 비로소 자기 자신이다. 그러나 키에르케고르는 자기 자신의 관계

에 관계하더라도 자신의 시간성과 원성이라는 근본적인 존재성격 때문

에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한다. 키에르케고르에게는 이 절망을 극복하

려는 의지가 진정한 실존적 결단이다. 

양자의 실존적 결단의 시점이 다른 원인을 해명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인

간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고찰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진정으로 자

기 자신에게 관계하려는 의지인 실존적 결단의 시점이 그들의 인간 이해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키에르케고르는 인간을 시간성과 원성의 

종합인 자신의 관계에 정신으로 관계함이라고 하 다. 이러한 인간 이해는 

니체에게도 나타난다. “‘나는 신체이며 혼이다.’ 어린아이는 이렇게 말한

다.”(SZ, 51) 어린아이가 자신은 신체이며 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자

신이 신체와 혼의 종합이라는 것을 의식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니체도 

인간을 시간적인 것(신체)과 원한 것( 혼)의 종합으로 보고 있다. 자신

이 시간성과 원성의 종합이라는 것을 의식한다는 것은 정신에 의해 양자

가 종합되었다는 것이다. 즉 자기 자신의 관계에 관계했다는 것이다. 이렇

게 본다면, 키에르케고르와 니체의 인간 이해는 같은 것처럼 보인다.

어린아이는 초인의 다른 표현이다. 그리고 어린아이는 정신의 세 가지 

변화의 마지막 단계이다. 니체는 어떻게 하여 정신이 낙타가 되고, 낙타는 

사자가 되며, 사자는 마침내 어린아이가 되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SZ, 

35∼38). 낙타는 인내심을 가지고 무거운 짐을 등에 지고자 한다. 낙타는 

자신의 시간성이라는 요소를 받아들이나 그것을 극복하려는 의지는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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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복하려고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 사자는 ‘나는 원한다.’라고 말하며 사막

의 주인이 되어 자유를 쟁취하려고 한다. 이러한 사자는 자신의 원성이라

는 요소를 지향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자의 정신은 자신의 시간성이라는 요

소를 부정하고 있다.22) 어린아이는 자신의 시간성과 원성 모두를 긍정하

는 정신이다. “정신은 이제 자기 자신의 의지를 욕구하며, 세계를 상실한 자

는 자신의 세계를 되찾는다.”(SZ, 41) 

니체의 이러한 정신 변화의 단계는 키에르케고르의 절망의 세 가지 형태

와 유사하다. 낙타의 정신은 자신에게 주어진 객체인 시간성만을 받아들인

다. 첫 번째 절망의 형태도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성만을 지향하려고 한다. 

그리고 사자의 정신은 낙타와 같은 정신을 부정하고 주체적으로 자신의 자

유를 쟁취하려고 한다. 두 번째 절망의 형태도 자신의 시간성을 부정하고 

원성만을 지향한다. 낙타의 정신과 첫 번째 절망의 형태, 사자의 정신과 

두 번째 절망의 형태 모두는 인간이 자기 자신에게 올바르게 관계하지 못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어린아이의 정신은 주체와 객체 모두에 대한 긍정의 형

식으로서, 자기 자신의 관계에 의미를 부여하는 초인적 삶의 형태이다. 그

런데 세 번째 형태의 절망은 어린아이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시간성과 원

성을 의식하기는 하나, 이 경우 또한 구체적인 필연성과 한계를 가지고 있

기 때문에 절망의 한 형태이다. 어린아이는 자기 자신에게 올바르게 관계하

지만 세 번째 절망의 형태는 아직 그렇지 못하다.

이 지점에서 키에르케고르와 니체의 인간 실존에 대한 큰 차이점이 나타

난다. 키에르케고르는 인간을 스스로의 힘으로는 진정으로 자기 자신의 관

계에 관계하지 못하는 존재로 보고 있다. 그는 인간이 진정으로 자기 자신

에게 관계하기 위해서는 신앙23)을 통해 절대적 타자인 신과 관계해야 한다

22) 니체는 정신이 낙타에서 사자로, 사자에서 어린아이로 변화는 것을 그리스도교와 같

은 낡은 가치를 비판하고 자기 자신을 긍정하는 정신의 변화로 묘사한다. 그리스도교

와 같은 낡은 가치는 인간에게 주어진 조건으로서 자신의 시간적이고 필연적인 요소

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낙타의 정신은 낡은 가치만을 짊어지려고 하고, 사자의 정

신은 낡은 가치를 부정하려고만 한다고 볼 수 있다.
23) 신앙은 인간이 신 앞에서 자신의 무(無)를 인식하는 것이다. 이것은 개인이 신 앞의 단

독자로서 믿음을 가지고 질적 비약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믿음은 인식의 능력이 아니

라, 질적 비약으로서의 표현 그 자체이다. 그래서 신앙은 이해될 수가 없다.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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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다.24) 그러나 니체는 인간을 부단히 자기 자신을 초월하고 극복하

려고 하면 진정으로 자기 자신에게 관계할 수 있는 존재로 보고 있다. 니체

가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서 대중들을 강력하게 비난하고 초

인을 설파하는 이유는 인간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의지가 질적으

로 쇠퇴함을 비난한 것이다.25) 이렇게 키에르케고르와 니체의 가장 큰 차

이점은 진정으로 자기 자신에게 관계하는 방법을 한쪽은 유신론적으로, 다

른 한쪽은 무신론적으로 설명한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양자의 진정한 

원성의 의미도 유신론적이냐 무신론적이냐 하는 차이로 나타난다.26)

Ⅴ. 인간에게 있어서의 영원성

지금까지 키에르케고르와 니체를 통해 밝혀본 원성의 의미는 인간이 

‘자기 자신에게 관계함’이다. 이것을 형이상학적 원성과 대비하여 ‘실존

적 원성’이라고 할 수 있다. 전통 형이상학에서는 진리라고 하는 외부의 

Weston(1994), 88쪽 참조.)
24) “자기 자신과 관계하는 그러한 관계, 즉 자기는 그 자신을 정립하 던지 아니면 타자에 

의해서 정립되었을 것이다. […] 인간의 자기는 그처럼 파생된, 정립된 관계이며, 자기 

자신과 관계할뿐더러 자기 자신과 관계하는 가운데 타자와도 관계하는 관계이다. […] 
스스로는 평형과 안정 상태에 도달하지도 못하고 또 그 상태를 누릴 수도 없는 자기의 

무능력에 대한 표현이며, 오직 자기 자신과 관계하는 가운데 관계 전체를 정립한 존재

와 관계함으로써만 그런 게 가능하다는 사실에 대한 표현이다.”(SD, 56~57쪽)
25) 의지의 약함은 우리들의 삶에 대중적인 형식을 부여하고, 의지의 강함은 우리들의 삶

에 자기 자신의 형식을 부여한다. (M. Weston(1994), 81쪽 참조.)
26) 키에르케고르는 그리스도교적 신을 인정했으나 세계 자체를 신의 섭리에 의해 질서정

연하게 된 것으로 인식하지는 않았다. 세계는 마치 신이 없는 것처럼 혼탁하고 인간은 

자신의 근원적인 시간성에 의해서 불안과 절망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키에르케고르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인간이 신 앞에 단독자로 선다는 논리적 비약을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 반면, 니체는 그리스도교가 진정한 인간 삶의 의미를 약화시키

고 있다고 보았다. 니체에 따르면, 그리스도교는 구원이라는 피안(彼岸)을 제시하여 현

실의 자기 삶을 부정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그는 이러한 그리스도교를 부정하고, 인
간으로 하여금 구체적인 자신의 삶을 긍정하고 부단히 자기 자신을 극복하도록 하 다. 
이렇게 인간이 실존함에 관한 양자의 차이는 각각 다른 방향으로 후대에 향을 미친

다. 키에르케고르는 야스퍼스와 마르셀 같은 유신론적 실존철학자들에게 향을 미치

고, 니체는 하이데거와 사르트르 같은 무신론적 실존철학자들에게 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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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에 관계해야 원성을 획득할 수 있다. 이것은 일종의 목적론이다. 그러

나 실존적 원성은 외부의 다른 무엇이 아닌 자기 자신에게 관계해야 얻을 

수 있다. 인간은 정해진 목적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비약하는 

과정적 존재이다.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관계하여 얻어진 원성은 존재의 

충만함을 얻는다.

1. 현대인들의 모습 진단

본 글의 도입부에서 언급했다시피, 현대인들은 자신의 존재를 자기 자신

이 아닌 외부의 다른 대상에서 확인한다. 그 대상이란 물질적 풍요나 시대

를 지배하는 이데올로기 등이다. 다른 대상에게 관계하여 자기 존재를 결정

하는 것은 찰나적으로 쾌락이나 충만함을 얻을지는 모르나, 이것은 자기 자

신이 아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시간성과 원성의 종합이기 때문이다. 그리

고 자신의 존재를 외부의 다른 대상에게서 확인하는 현대인들의 모습은 키

에르케고르에 의하면 죽음에 이르는 병인 절망의 형태이다. 현대인들은 잘

못된 자기 관계에 의해 자신이 절망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도 못한 채 절

망하고 있다. 

현대인들의 이러한 잘못된 자기 관계가 확산된 이유로는 실증주의 철학

의 확산과 기술의 발전을 들 수 있다. 실증주의는 사실의 탐구와 유용한 지

식, 확실성 등에 관심을 두고 있다.27) 그렇기 때문에 실증주의는 인간과 세

계의 존재양식을 경험적으로 밝히고자 한다. 그 방법으로는 수량화, 체계화 

등의 분석적 과학방법이다. 기술의 발전과 19세기 실증주의가 확산되면서, 

실증주의의 과학적 방법은 자연을 넘어 인간과 사회까지도 과학의 대상으

로 만들었다. 그래서 인간도 하나의 경험적 대상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간

주되었다. 이러한 사실이 현대인들에게 원성을 결여시키거나 상실하게 

만들었다. 

27) 마르쿠제에 의하면, 실증주의는 ‘초월적인 환상 대신에 사실의 탐구에, 한가한 묵상 

대신 유용한 지식에, 회의와 우유부단함 대신 확실성에, 그리고 부정과 파괴 대신에 조

직에’ 관심을 두고 있다. 이러한 실증주의의 확산으로 인해 비판적 의식이 마비된 일

차원적 인간이 양성된다. (헤르베르트 마르쿠제, 일차원적 인간, 180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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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증주의의 확산과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형이상학은 설득력을 상실하

게 되었다. 니체는 이러한 사실에 대해 ‘신은 죽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다. 

인간에게 삶의 의미와 가치를 부여해주었던 신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인간

은 그 자리에 다른 신을 위치시킨다. 그것이 실증주의와 과학기술발전의 결

과물인 물질적 가치들이다. 인간에게 형이상학이나 물질적 가치들은 단순

한 하나의 이념이 아니라, 그들에게 삶의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는 하나의 

이데올로기이다. 이러한 이데올로기를 통해서 인간은 자기 자신을 발견하

고 자신의 삶에 의미를 부여한다. 오늘날 현대인들에게도 물질적 가치라는 

이데올로기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순간의 쾌락이나 부, 명예 

같은 것들이 인간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 속에서 인간은 자기 자신을 

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인간은 시간적인 물질만으로는 자기 자신을 확인할 

수 없는 존재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수많은 물질과 향락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마음 한구석에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이 있기 때문이다. 현대인들에

게 필요한 것은 원성의 회복이다.

현대인들이 자기 자신에게 잘못 관계하는 또 다른 이유는 불안하기 때문

이다. 키에르케고르에 따르면, 현대인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정신이다. 그러

나 자기 자신에게 관계하지 못한 정신은 아직 꿈꾸는 정신이다.28) 꿈꾸고 

있다고 할지라도 정신은 근본적으로 무(無)이기 때문에 불안을 낳는다. 불

안하기 때문에 시간성을 통해 가능성을 계속 붙잡으려 하지만, 이 형태도 

절망이다.29) 원성을 상실한 현대인들은 절망 ―비록 자기 자신은 절망하

고 있다고 자각하지 못하더라도 말이다.― 과 니힐리즘을 겪고 있다. 현대

인들은 키에르케고르와 니체가 경고한 비극적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28) 순진함은 무지이다. 순진한 상태에서 사람은 정신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다만 자

신의 자연적 조건과의 직접적 통일안에서 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인간에게 있는 정

신은 꿈을 꾸고 있다. 이런 상태에는 평화와 안식이 있다. 그렇지만 거기에는 어떤 다

른 것도 또한 있는데 그것은 무(無)이다. 무는 불안을 낳는다(CA, 159쪽 참조).
29) “절망하는 사람은 지상적인 어떤 것에 대해 절망하고 있으며 또 절망하는 것에 대해 

늘 이야기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는 원한 것에 대해 절망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가 지

상적인 것에 그처럼 큰 가치를 부여한다는 사실은, 또는 이것을 더 자세히 말한다면 그

가 지상적인 어떤 것에 그와 같은 큰 가치를 부여한다는 것, 또는 그가 처음에 지상적

인 것을 전 세계로 만들고 그런 다음 지상적인 것에 그와 같은 큰 가치를 부여한다는 

사실은 실로 원한 것에 대해 절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SD, 133~134)



논문126
2. 영원성의 회복

현대인들이 절망과 니힐리즘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원성을 회복할 필

요가 있다. 실존적 원성을 회복하게 되면 우리는 다른 무엇이 아닌 바로 

자기 자신으로 된다. 이때 우리는 무한한 존재의 충만함을 얻게 된다. 우리

가 자기 자신에게 관계하고 자기 자신이 되는 것 자체는 시간을 초월한 직

접적인 경험이다. 

그러나 파티오스(Georgios Patios)에 의하면, 자기 자신에게 관계하는 

것은 시간 안에서 자기 자신을 만드는 것이고, 이것은 동시에 자신의 역사

를 만드는 것이다.30) 인간이 자기 자신에게 관계하는 것은 순간 속에서 가

능하다. 파티오스는 이러한 순간들의 총합을 시간으로 보고 이것을 역사라

고 해석한다.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은 자기 존재를 계속적으로 결정하는 것

이고, 이것은 인간이 시간성 안에서 전체적인 자기 자신이 되기 위한 유일

한 방법이다. 따라서 인간은 시간 안에 있는 자신의 자유를 사용하는데 있

어 책임감을 느껴야한다.31) 그리고 파티오스는 순간이 시간의 세 가지 측

면, 즉 과거와 현재, 미래를 가능하게 해준다고 한다.32) 그는 순간에 의해 

나타나게 되는 시간 자체를 인간의 역사로 보고 있는 것이다. 결국 파티오

스는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은 자신의 역사를 창조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

다.33) 이러한 파티오스의 해석은 자기 자신에게 관계하는 것을 시간적인 

것으로 파악한 것이다.

그러나 자기 자신에게 관계하는 것은 우리가 ‘순간’에 설 때에만 가능하

다. 오직 순간을 통해서만 과거와 미래가 나타난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순

간에 위치하게 될 때, 우리는 자신에게 부과된 과거와 주어진 미래를 마주

하며 자기 자신에게 관계할 수 있다. 우리가 순간 속에서 인식하게 되는 시

간은 시간 자체의 표상이 아니라 실존적 시간이다. 실존적 시간은 시간성을 

30) G. Patios, “Kierkegaard's Construction of the Human Self”, Forum Philosophicum: 
International Journal for Philosophy, Vol. 18 Issue 1, 2013, 45쪽 참조.

31) G. Patios(2013), 45쪽 참조.
32) G. Patios(2013), 44쪽 참조.
33) G. Patios(2013), 43쪽, 4번 각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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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하는 것이 아니다. 실존적 시간은 순간 안에서만 인식할 수 있는 것이며, 

그 순간은 본래 시간의 원자가 아니라 원의 원자이다(CA, 261). 때의 참

은 원으로서의 순간이며, 이러한 원은 또한 미래이자 과거이기도 하다. 

미래는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와의 단순한 연속성 안에 있다(CA, 264

∼265). 그러므로 자기 자신에게 관계하는 것은 원성이다. 또한 니체도 

순간의 원성에 주목하고 있다. 하이데거의 니체 해석에 의하면, 니체의 

순간은 과거와 미래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원성의 순간이다. 그리고 들뢰

즈도 통상적인 시간 표상에 대해 반대하면서 원성을 담지하고 있는 니체

의 순간에 주목하고 있다.34) 자기를 갖는다는 것, 자기로 존재한다는 것은 

인간에게 주어진 최고의 특권이자 무한한 특권이지만, 이것은 또한 인간에 

대한 원성의 요구이기도 하다(SD, 70). 이러한 원성은 시간을 초월한 

직접적인 경험이다. 

만약 자기 자신에게 관계하는 것이 원성이 아니라 시간성이라면, 인간

은 자기 존재에 대해 끊임없이 절망할 것이다. 왜냐하면 자신의 삶을 과거

와 현재, 미래라는 시간의 총합으로 인식한다면 원회귀는 이 총합에 대한 

일종의 저주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기 자신에게 관계하는 것이 

원성이라면, 우리는 자신의 과거와 미래를 모두 포함하고 순간이 원회

귀하기를 희망할 것이다. 이 순간은 시간 자체를 초월한 실존적 원성이며 

이것을 통해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관계할 수 있다. 이때 순간은 그 자체로 

무한히 충만하다. 그리고 우리는 순간 속에서 자기 존재의 무한한 충만함을 

얻게 된다. 

3. 회복의 어려움

키에르케고르와 니체는 모두 이 원성을 회복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라

고 한다. 니체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너 홀로 있는 자여, 너는 오늘도 

많은 사람들에게 시달림을 받고 있다. 너는 아직 너의 용기와 희망을 남김

34) 임건태, ｢니체의 원회귀 사상 －들뢰즈와 하이데거의 해석을 중심으로－｣, 니체

연구 제15집, 한국니체학회, 2009, 237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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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이 간직하고 있다. 그러나 언젠가 고독이 너를 지치게 할 것이다. 언젠가 

너의 긍지는 고개를 숙이고 용기는 꺾일 것이다. 그렇게 되면 너는 ‘나는 외

롭다!’고 부르짖게 될 것이다.”(SZ, 101) 그리고 키에르케고르는 다음과 같

이 말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오직 순간적으로만 의식하고, 큰 결

정을 할 때만 의식할 뿐이며, 매일의 일상생활은 전혀 참작하지 않는다. 사

람들은 일주일에 하루 그것도 한 시간 정도만 겨우 신통치 않은 정신으로 

존재하는데, 이는 당연한 일로서 정신으로 존재하는 상당히 거친 방식이다. 

그러나 원은 본질적인 연속이고 사람에게도 이런 연속성을 요구하거나 

혹은 그가 정신으로 깨어 있으면서 믿음을 가질 것을 요구한다.”(SD, 213

∼214)

이렇게 우리는 지속적으로 순간 속에서 원성을 획득하고 있지 않다. 

현대인들은 평소에 아주 가끔 원성을 획득하며, 어쩌면 원성을 획득하

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른다. 니체가 말하듯이, 자기 자신을 창조하

는 자는 아주 고독한 길을 가는 것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실존적 원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순간에 서야한다. 순간에 위치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에

게 관계하고 자신의 존재 자체를 선택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순간 속에서 

자신의 과거와 미래를 마주보며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존재할 것인

가’하는 선택의 결정을 한다. 우리들의 삶은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자기 자신이 선택한 결과이다. 이러한 자기 존재의 선택을 원성 속에서 

하느냐가 문제인 것이다. 

우리가 원성 속에서 자기 존재의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니체의 원회

귀 사상이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원회귀 사상은 실존적 결단을 가능

하게 해주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35) 들뢰즈는 원회귀의 문제를 “더 

이상 선택적 사유가 문제가 아니라, 선택적 존재가 문제이다.”36)라고 한다. 

35) B. Han-Pile에 따르면, 원회귀는 우리 삶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발전시켜주고 운명

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시험하게 해주는 강력한 도구다. (B. Han-Pile, “Nietzsche 
and Amor Fati”, European Journal of Philosophy, 19(2), 2011, 230쪽 참조.) 운명을 

사랑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전(全)생애를 긍정하고, 바로 자기 자신에게 관계하는 

것이다. 이것은 바로 원성을 회복하는 것이다.
36) 질 들뢰즈, 니체와 철학, 1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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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실존적 선택이 원회귀하기를 바라는 것은 자기 자신의 존재를 결

정하는 데 있어 커다란 힘을 줄 수 있다. 원회귀의 도움을 받은 실존적 결

단의 순간은 원성이 계속 반복되기를 의지하며, 자기 존재의 충만함이 계

속 반복되기를 희망하는 강력한 의지이다. 이러한 의지는 자기 자신을 부단

히 극복하려는 초인의 의지이며, 신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질적 비

약을 원하는 단독자의 의지이기도 하다. 절대적 타자인 신 앞에 단독자로 

서느냐, 자기 자신을 부단히 극복하고 초월한 초인이 되느냐 하는 선택의 

문제에서도 원회귀는 그자체로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우리는 원회귀를 통해 원성을 회복할 수 있다. 

Ⅵ. 나가는 말

키에르케고르와 니체는 이미 많이 연구가 되어왔다. 이 글에서는 키에르

케고르와 니체를 인간 자체에 관계하는 원성에 초점 맞추어 살펴보았

다.37) 이 작업은 키에르케고르에 대한 니체적 해석일 수도 있고, 니체에 대한 

키에르케고르적 해석일 수도 있다. 어쩌면 둘 다가 아닐 수도 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부과된 앞날에 불안을 느끼며, 자신에게 주어진 특

정 상황만을 지향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다시 말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진정으로 자기 자신에게 관계하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키에르케고르와 니체를 통해 알아본 인간에게 있어서의 원성의 의미는 

인간이 자기 자신에게 관계하는 것이다. 나를 포함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

은 사람들에게서 이러한 원성의 의미가 많이 흐려진 것처럼 보인다. 이러

한 관계함은 나 자신이 다른 무엇도 아닌 바로 자기 자신이 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자신의 과거와 미래를 포함하고 있는 순간 속에 설 때 가능하

다. 그리고 이것은 시간 자체를 초월한 자기 자신과의 직접적인 경험이다. 

37) 백승 의 ｢니체 철학 개념연구Ⅰ: 같은 것의 원회귀｣ (哲學 제63집, 한국철학회, 
2000.) 연구는 니체의 힘에의 의지를 바탕으로 세계 전체를 생기존재론으로 해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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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체에 의하면 자신이 자유의 가능성이라는 것을 자각하고 그 속에서 자

신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면, 모든 것이 덧없고 의미 없다는 니힐리즘을 극

복할 수 있다. 이러한 결단이 무척이나 어려운 일이기는 하나, 원회귀 사

상이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키에르케고르는 이러한 도움이 있

다고 하더라도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불안과 절망을 극복하기 어렵다고 

느꼈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관계를 정립한 절대적 타자인 신에게 관계하는 

것을 통해서만 비극적 상황이 극복 가능하다고 했던 것이다. 유신론적이냐 

무신론적이냐 하는 차이에도 불구하고, 키에르케고르와 니체는 인간소외 

현상에서 인간의 위치를 다시 한 번 확고히 세우는 문제에 초점을 두었다. 

두 사람은 원성의 의미를 통해 인간이 완성된 존재가 아니라 끊임없이 나

아가는 실존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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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Meaning of Eternity for Human Beings

― Focusing on Kierkegaard and Nietzsche ―

Son, Sang-Yong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larify the meaning of eternity for 

human beings through Kierkegaard and Nietzsche. Eternity is a 

conceptually transcendent thing that cannot be measured by time. My 

aim is to analyze eternity based on existential philosophy. For this 

analysis, I consider Kierkegaard and Nietzsche, pioneers in existential 

philosophy, because eternity is a common element found in their ideas. 

First of all, I researched Kierkegaard's meaning of eternity by studying 

his The Concept of Anxiety and The Sickness Unto Death. And I 

investigated Nietzsche's meaning of eternity by examining the eternal 

return described in his, Thus Spoke Zarathustra.

After I demonstrated the meaning of eternity for the two 

philosophers, I clarified the meaning of eternity for each of the 

philosophers by discussing time. This is because eternity seems to be 

endless in terms of time. Subsequently, I explicate the common grounds 

of the two philosophers by comparing their meanings of eternity. If a 

common ground is to be discovered between the two philosophers' ideas 

of eternity, it is the existential eternity of human beings. This is because 

Kierkegaard and Nietzsche demonstrated that human beings are existence 

through their thoughts. However, the two philosophers' meanings of 

eternity differ in their methods of overcoming the consciousnes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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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hingness: anxiety, despair and radical nihilism. After I examined this 

difference, I examined their viewpoints about the human self.

Finally, I explain the form of modern human beings based on the 

eternity discussed until now. I analyze why humans lack eternity in 

themselves, what meaning  eternity has for them and how they can 

recover eternity.

Keywords: Kierkegaard, Nietzsche, eternity, moment, the human sel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