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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정신의 현상으로서 관념주의

자기의식의 국면에서 정신은 오직 그 자신의 자립성과 자유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식에게는 그의 본질을 부정하는 것으로

보이는 두 가지, 곧 세계와 그 자신의 현실 을 희생시키면서라도 자

기 자신을 구제하고 보존하는 것만이 문제 거리였다. (GW9- 132)1) 그

러나 자기의식이 다름 아닌 그 자신이 실재임을, 바꿔 말해 모든 현

실은 바로 그 자신 이외의 다른 것이 아님을 확신 (같은 곳)하게 되

면, 그는 세계와 그 자신의 현실을 수용하는 안정을 얻고, 이것들을

담지할 수 있기 (같은 곳)에 이른다. 그래서 이제 그에게 그의 사고는

직접적으로 그 자체가 현실 이다. 그러니까 이 국면에서 자기의식은

현실에 대해 관념주의(Idealismus)의 태도를 취하고, 정신은 이

성 (Vernunft )으로 현상한다.(같은 곳) 이성이란 다름 아니라, 그 자신

이 모든 실재라는 의식의 확실성[확신하는 의식](Gewißheit des

Bewußt seins, alle Realität zu sein ) (GW9- 133)이니 말이다. 그리고

* 서울대 교수

1) Heg el, 정신현상학 (P hänom enolog ie d es Geis tes ), GW Bd. 9, hrsg . v
W . Bonsiepen / R. H eede, Hamburg 1980, S . 132. 이하에서 Heg el 원전의

인용은 Georg W ilhelm F riedrich Heg el, Gesam m elte W erk e , F elix
M ein er V erlag , Hamburg 1968ff .에서 하되, 본문 가운데 인용 부호 다음 (
안에 약호 GW 를 쓰고, 다음에 아라비아 숫자로 권수를 제시하고, 이어서 -
표 다음에 면수를 제시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저술의 제목을 축약해서 병기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를 첨부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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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성의 개념을 대변하는 것이 칸트 초월철학을 승계한 피히테의

지식론 (1794)과 셸링의 초월적 관념론의 체계 (1800)의 관념주의[관

념론]다.2)

정신현상학에서 이 이성의 관념주의는, 여느 관념론에서처럼 직관적

인 선언이나 정립이 아니라, 정신의 현상하는 지(知의)의 도정에서 입

증된 것이다. 곧, 처음의 사념(私念)·지각작용·지성의 변증법적 운

동3)에서 즉자적인 것으로서 타자존재가 사라지고, 뒤이는 지배-예속

의 관계에서 나타난 의식의 자립성·자유의 사상·회의주의적 해방·

자기 분열한 의식의 절대적 해방을 위한 투쟁 등의 운동에서 타자존

재는, 그것이 단지 자기의식을 위해서 있는 것인 한, 그 자기의식 자

체를 위해서 소멸한다4) (GW9- 133)는 것이 입증됨으로써, 정신은 자

기 자신만이 실재성이라고 확신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러나 이성은 [자기가] 모든 실재성이라는 확신이다(Die Vernunft

ist die Gewißheit , alle Realität zu sein .) (GW9- 134)고 하더라도, 이성

의 초기 국면에서 실재성이란 즉자적인 것 으로서 아직도 전적으로

보편적인 것[순전한 보편자], 즉 실재하는 것의 순수한 추상 (같은 곳)

일 따름이다. 자기의식 그 자체는 대자적인 것으로서 최초의 긍정적

계기이고, 따라서 나 [자아]는 존재자의 순수 본질성(Wesenheit ) 내지

단순한 범주다. (같은 곳) 보통 존재자의 —이 존재자가 존재자 일반

을 말하는지 의식에 마주 서있는 존재자를 말하는지는 불확정적이지

만— 본질성이라는 의미를 가졌던 범주가 이제 여기서는 오로지 사고

하는 현실성이라는 의미에서 존재자의 본질성 내지는 단순한 통일성

이다. 바꿔 말해, 범주는 자기의식과 존재는 동일한 본질임을 말하고,

이때 동일한은 비교적인 의미에서가 아니라 즉자대자적[절대적]인 의

2) W . Becker , H eg els P hänom enolog ie d es Geis t es ,

Stut tg art/ Berlin/ Köln/ M ainz 1971, S . 81이하 참조.
3) 글쓴이의 다른 논문 헤겔 정신현상학 과 대상의식의 변증법 ( 哲學硏究 49집

철학연구회, 2000 여름, 67- 92면) 참조.
4) 글쓴이의 다른 논문 헤겔의 자기의식의 변증법 ( 칸트연구 6 : 칸트와 독일이상

주의 , 철학과현실사, 2000, 89- 121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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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에서이다. (같은 곳)

이같은 일면적인 잘못된 관념론 (GW9- 134)은 이 통일성을 말하면

서도, 다시금 한편에 의식을 세우고 다른 편에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

을 등장시킨다.5) 이런 상황에서 이른바 모든 실재성이라는 확신인 이

성이 하는 말인즉슨, 모든 것이 그가 경험하는 한에서 있는 것이므로,

모든 것은 그의 것이다 (GW9- 136)는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자기가

모든 실재를 포괄하는 가장 실재적인 자 (ens realissimum )—곧, 종래

의 신(神의) 규정인 바—라고 확신하는 것은 실상에서는 순수 범주 에

불과하다. 왜냐 하면, 이러한 공허한 관념론 (der leere Idealismus)

(GW9- 136)이 주장하는 것이란, 실재하는 모든 것은 내가 감각하고 표

상한 것인 한에서 나의 것 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것

은 표방하는 이성주의와는 정반대로 실제에 있어서는 절대적 경험

론 (absoluter Empirismus)(같은 곳)일 수밖에 없다. 왜냐 하면, 이성이

한낱 그림자 (GW9- 36)요 빈껍대기에 불과한 순수 범주 , 공허한 나

의 것 의 내용을 채우기 위해서는, 그로부터 감각 내지 표상의 잡다

(같은 곳)가 주어지는 외부의 자극 [외적 촉발]을 필요로 하니 말이다.

그래서 이런 유의 관념론은 마치 순수 의식 자신이 모든 실재성인양 주

장하다가 어느 사이에 외부의 자극 또는 감각적 표상이 동등한 실재성

을 가진 것처럼 태도를 취하는 등 우왕좌왕하다가 끝내는 악무한(惡無

限)에, 다시 말해 감성적인 무한에 빠지고 만다 (같은 곳).

이런 관념론에서는 통각의 통일과 이것과는 이질적인 사물—이것

이 외부 자극, 또는 경험적 존재라고 일컬어지든, 또는 감성적인 것,

또는 사물 자체라고 일컬어지든— (GW9- 137)이 똑 같은 실재성을 주

장하면서 등장하고, 그래서 이 관념론은 모순에 빠진다. (같은 곳) 이

런 사태는 이성의 추상적인 개념 에 불과한 것을 진리인 것으로 주장

5) 헤겔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은 칸트 생존 시부터 칸트의 초월철학의 체계를 이런

식으로 오해했다. 이에 대한 해명은 글쓴이의 책 존재와 진리 — 칸트 < 순수이

성비판> 의 근본 문제 (철학과현실사, 2000), 제4장(175- 242면) 참조. 그러나 이

런 오해가 발단이 되어 탁월한 일군의 철학자들에 의해 독일관념론 이라는 거대

한 이론 체계가 생겼으니, 이 역시 오해로부터의 창조 의 좋은 사례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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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데서 비롯한 것이다. 그러나 관념론이 이른 이 상황이 바로 이성으

로 하여금 자신은 이 수준에서는 아직 진정한 이성 은 아니며, 자신

이 모든 실재라고 확신하지만 그것은 진상에서는 아직 모든 실재가

아니라는 자각에 이르도록 하며, 그래서 그의 확신을 진리[진상]로 고

양하고, 공허한 나의 것을 채우는 방향으로 움직이기에 (같은 곳) 이

른다.

Ⅱ. 이론적 이성

존재(Sein ) 는 그의 것(das Seine) 임을 확신하는 이성은 그 내용

을 채우기 위해 사물을 경험한다. 곧, 사물을 관찰한다. 그것은 이성이

의식의 국면 곧 사념·지각·지성에서와는 달리 사물을 개념으로 발

견한다 (GW9- 137)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이성의 활동은 관조(觀照,

theoria)적인 것으로, 이를테면 이러한 관찰하는 이성은 이론적 이성

이다.

이론적 이성은 세계에 대한 보편적 관심 을 가지는 바, 그것은 이

성은 세계 안에 자기 자신이 현재(Gegenwart )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관찰하는 이성은 사실인즉 사물성

(Dingheit ) 속에서 오로지 자기 자신에 대한 의식만을 갖는다 (같은

곳). 얼핏 보기에 관찰하는 이성은 타자를 추구한다. 그러나 이성은

그 타자에서 자기 이외의 어떠한 타자도 소유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기 때문에, 이성은 오로지 자기 자신의 무한성만을 추구하는 것이다.

(같은 곳)

이성이 사물에 대해 관찰하는 태도를 취하는 한에서, 이성은 사물을

감각적인, 곧 자아에 대립해 있는 (GW9- 138)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

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의 실제 행위는 이 생각과는 다르다. 왜냐

하면, 이성이 사물들을 인식한다 는 것은, 사물들의 감각성

(Sinnlichkeit )을 개념들로 변환시킨다, 다시 말해, 동시에 자아인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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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변환시킨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고를 존재하는 사고로 변환시키고,

바꿔 말해, 존재를 사고된 존재로 변환시킨다 (같은 곳)는 것을 뜻하

는 것이니 말이다. 결국은 이성은 인식의 이름 아래서 실제로는 사

물들은 오직 개념으로서만 진리를 갖는다 (같은 곳)고 주장하는 것이

다. 그래서 관찰하는 의식으로서 이성은 자기 자신의 내면 깊숙이 들

어가 (같은 곳) 사물들 안에서라기보다는 자기 안에서 사물들의 본질

을 본다.

이제 이러한 귀결에 이르는 관찰하는 이성 행위의 계기들, 곧 이성

이 어떻게 자연과 정신, 그리고 감각적인 존재로서 이 양자의 관계를

받아들이며, 자기 자신을 어떻게 존재하는 현실로서 추구하는가를 고

찰해보자.

1. 자연의 관찰

의식의 국면에서 감각의 대상은 이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한낱 공

허한 것이기 때문에, 이성은 사물을 있는 그대로 기술하려 한다. 그래

서 이성의 사물에 대한 일차적인 관찰 방식은 기술 (記述)(GW9- 139)

이다. 얼핏 보아 기술은 사물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것처럼 보인

다. 그러나 사실인즉 이성은 사물들의 감각적 성질들을 모조리 기술하

는 것은 아니고, 개념적으로 포착되는 것만을 기술한다. 그런데 개념

이란 이성이 사물에서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을 구별 하고, 사

물들을 서로 구별되게 하는 징표들 (GW9- 140)에 주목함으로써 생겨

나는 것이다. 징표는 사물의 본질적인 것을 표시한다는 점에서는 보편

적인 것이지만, 비본질적은 것은 도외시했다는 점에서는 일면적이고

한정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징표란 사물의 징표인 것이 분명하지만,

또한 그것이 인위적인 것임도 사실이다. 그래서 자연 사물은 연속적인

통일체이지만, 징표에 의해 기술된 사물은 단절되고 분해된, 비연속적

인 것이다.

그러나 징표들은 단지 인식과의 본질적 관계만을 갖는 것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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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사물들의 본질적 규정성도 응당 갖는 것이고, 이 인위적 체계는

자연의 체계에 부합하고 이를 표현하는 것이다. (같은 곳) 이성은 이

런 징표들을 가지고 자연 사물들을 종과 유로 나누고, 자연물들의 체

계를 세우며, 실험을 거쳐 그것을 개념으로 순화하여 (GW9- 143) 자

연의 법칙에 이른다. 그러니까 법칙이란 단순히 현상과 동일한 것이

아니라, 개념에서 이해된 사상(事象) 자체이다. 6)

그러나 자연의 법칙을 추구하는 이성이 자신의 활동의 한계를 절실

하게 깨닫게 되는 것은 유기적 자연에서이다. 법칙은 폭넓은 유기체

의 영역 (GW9- 146)을 망라할 수도 없거니와, 법칙이라는 것은 유기

체의 다양성 (GW9- 145)과 자기목적적인 유기체의 자유 (같은 곳)스

러운 활동에는 도무지 합당치가 않은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법칙이

라는 것은 기껏해야 피상적인 관찰에 근거한 생명 없는, 외면적 규

정에 불과하다는 것이 드러난다.

유기적 실체는 내적인 것으로서 이를테면 단순한 혼, 순수한 목적

개념, 또는 보편자 (GW9- 150)이다. 관찰하는 이성은 외적인 것은 내

적인 것의 표현이다 (GW9- 149)는 그럴듯한 법칙을 세우고, 외적으로

관찰되는 조각들을 얽어매 유기체를 구성하지만, 그것으로써 유기체의

생명성이 드러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유기체를 관찰 기술하는 과학인

해부학의 법칙들은 죽은 존재 시체 에게는 타당할지 모르나 살아

있는 유기체 에는 타당하지 않다.(GW9- 155 참조) 이미 조각난 부분들

은 오히려 존재하기를 그친 것이니, 왜냐 하면 그것들은 과정(過程)

이기를 그친 것이기 때문이다. (같은 곳) 참된 의미에서 유기체의 존

재는 본질적으로 보편성 내지는 자기 자신으로의 귀환[返照,

Reflexion]이므로, 유기체의 전체 존재는 그 요소들처럼 해부학적 체계

안에 존립할 수는 없고, 오히려 그 [전체의] 현실적 표현은 […] 오직

그 형태의 여러 부분들에 의해 진행되는 하나의 운동으로서만 현존한

다. (같은 곳) 그래서 유기체에 있어서는 도대체가 법칙이라고 하는

6) N . H artm ann , D ie P hilos op hie des D e uts chen I d ealism us (1923/ 29)

Berlin 3 1974, S .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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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상은 사라져버리는 (GW9- 156) 것이다.

2. 인간의 개체성 관찰

관찰은 관찰되는 대상을 고착시킨다. 그래서 생동하는 유기체도 관

찰의 대상이 되자마자 고착되고 만다. 이때도 관찰하는 이성은 외적

인 것은 내적인 것의 표현이기 마련이다고 되뇌이지만, 그러나 이러

한 원리가 공허함은 인간 개체성의 관찰과 그 기술에서 더욱 더 뚜렷

하게 드러난다.

관찰하는 심리학 (GW9- 169)은 한 개체[인]의 특성 곧 개체성을 설

명하면서 한쪽에는 이미 현존하는 상황, 상태, 풍속 따위 의 그 자체

로 존재하는 세계 (GW9- 170)를 놓고, 이것에 마주하여 개체[인]의

세계 를 놓는다. 그러면서 만약 이런 상황, 사고 방식, 풍속 등 세계

상태 일반이 있지 않았더라면, 물론 그 개체[인]도 현재 있는 대로 존

재할 리가 없다 (같은 곳)고 기술한다. 그러나 개체[인]의 세계는 적

어도 양면적이다. 어떤 개체[인]는 있는 그대로의 세계를 —적어도 부

분적으로는— 자신의 내면으로 순순히 받아들이는가 하면, 어떤 개체

[인]는 자신에게 밀어닥치는 세계를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전도하

거나 변질시킴으로써 자기의 세계를 구축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이른

바 심리적 필연성 이라는 말이 얼마나 공허한 말 (GW9- 171)인가를

보여준다.

개체성이란 그 자체로, 그 안에서 자신을 현실성으로 표출한 자기

행위의 원환(圓環, Kreis )이고, 또한 단적으로 [이미] 현존하는 존재와

[그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의 통일일 따름이다. (GW9- 171) 이 통일

의 두 요소는, 심리적 법칙이 흔히 그렇게 표상하듯이, 즉자적으로

현존하는 세계와 대자적으로 존재하는 개체성으로 분할되어 있는 것

이 아니다. (같은 곳) 바꿔 말해, 만약 저 요소들이 각기 독자적인 것

으로 고찰된다면, 그들 상호 간의 관계에는 어떠한 필연성도 법칙도

없다.

257



논문

결국 심리학적 관찰은 자기의식의 현실이나 그에게 대립하는 세계

와의 관계에 대한 어떠한 법칙도 발견하지 못한다. (같은 곳) 그래서

인간의 개체성을 주변 세계의 반영으로 읽어내려는 시도를 포기할 수

밖에 없는, 그럼에도 가시적인 것을 통해 비가시적인 것을 알아낼 수

밖에는 없는 관찰하는 이성은 이제, 개체가 무엇인가를 개체성의 근

원 (GW9- 172)으로 간주되는 일정한 개체성의 육체 (같은 곳)를 통하

여 알아내고자 한다. 무릇 개체란 오로지 그가 행한 것 그대로 존재

하는 것이므로, 그의 육체 또한 그에 의해 산출된 그 자신의 표현이

고, 그것은 동시에 직접적인 사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그

것의 근원적인 본성을 시현(示現)한다는 의미에서 그것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표지(標識, Zeichen )다 (같은 곳)고 얼핏 생각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한 개체[인]가 무엇인가는 그가 하는 말, 그가

하는 행동, 그가 짓는 표정, 그의 신체 기관의 모양새, 그의 용모, 그

의 골격 등을 통해 알려진다고 믿는다.

이런 믿음 속에서 우선 발성 기관과 손이 특별히 주목받는다. 이것

들은 그 무엇보다도 인간이 자기를 현상화하고 실현시켜 나가

는 (GW9- 174) 데 가장 알맞은 신체 기관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래

서 손금[手相], 필적(筆跡), 목소리의 음질과 음량 등은 인간의 내면을

외적으로 잘 표현해 주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여기서 더 나아가 인

간의 내면은 그의 얼굴 생김새와 표정을 통해 드러나기 마련이라는

믿음 위에 이른바 관상술 (Physiognomik)이, 그리고 인간의 운명은

두개골의 모양과 크기에 다 나타난다는 믿음 위에 이른바 골상

학 (Schädellehre)이 등장한다.

그러나 이 같은 술책 내지 사이비 학문들에 의해 어떤 참된 법칙이

발견될 수는 없다. 이것들은 모두 인간 정신의 실재는 육체의 전체

또는 일부다고 말하는 셈인데, 그것은 인간을 순전히 동물로서 또는

한낱 사물 내지 죽은 머리(caput mortum )로서 관찰한다는 것을 뜻하

는 것이니 말이다. 이것은 결국 정신의 현실 자체를 하나의 사물로

전변시키거나, 바꿔 표현하면, 죽은 존재에게 정신의 의미를 부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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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GW9- 190) 방식을 취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자기가 모든 대상

적 현실 (같은 곳)이라는 이성의 확신은 고작 자기[아]는 하나의 사

물이다는 무한 판단 (GW9- 191)에 이르게 되는데, 그러나 이제 이 명

제는 지양될 수밖에 없다.

두뇌 섬유 등과 같은 것이 정신의 존재로 간주될 경우, 그것은 이

미 생각된 단지 가설적인 현실일 뿐, 현존하는 느낌으로 받아들이고

눈으로 볼 수 있는, 진정한 현실이 아니다. 만약 이런 것들이 현존하

고, 눈으로 보여진다면, 그것들은 죽은 대상들로서 더 이상 정신의 존

재에 해당될 수가 없다. (GW9- 192) 그러니까 이 같은 유물론적 관찰

방식으로는 결코 정신의 존재를 서술해낼 수가 없다. 관찰하는 의식

태도에는 이성이 결코 이성으로서 대상화되지 못하며, 이성은 고작 감

각적으로 드러난 자신의 모습을 직관할 뿐이다. 그래서 이제 관찰작

용을 통하여 존재의 형태를 두루 섭렵한 범주는 여기서 대자존재의

형태로 정립되기에 이른다. 의식은 더 이상 자신을 직접적으로 발견하

려 하지 않고, 그의 활동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산출하려 한

다. (GW9- 191) 이성은 관찰하는 대상의식에서가 아니라 실천하는 자

기의식에서 자기의 참모습을 드러내려 한다. 그래서 관찰하는 이성,

이론적 이성은 실천하는 이성으로 이행한다.

Ⅲ. 실천적 이성

관찰하는 이성이 범주의 요소에서 의식의 운동, 곧 감각의 확실성

·지각·지성[의 과정]을 반복해 나갔듯이, 이 이성은 또한 자기의식

의 이중운동을 다시금 거쳐나가, 자립성의 단계에서 자기의식의 자유

의 영역으로 이행한다. (GW9- 193) 그러나 이 운동은 자기 자신에 의

한 이성적 자기의식의 실현으로서 이 실현은 자연 세계에서 이루어지

는 것인 까닭에, 활동하는 이성은 자신을 우선 육체의 단위인 하나의

개체로서 의식하고, 그와 같은 개체의 입장에서 자신의 현실성을 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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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에서 요구하고 산출할 수밖에 없다. (같은 곳) 그것이 다름 아닌 자

기의식의 변증법적 운동이다.

그러나 개체의 의식이 보편성으로 고양되면, 그것은 보편적 이성이

되고, 자신을 즉자대자적으로 이미 인정받은 이성으로서 의식한다. (같

은 곳) 여기서 우리가 다른 자유로운 자기의식에서 자기 자신의 확실

성과 더불어 그의 진리성을 갖는 인정받은 자기의식을 그 실재성에서

받아들인다면, 바꿔 말해 이 아직도 내적인 정신을 이미 현존적으로

펼쳐진 실체로 들춰낸다면 , 여기서 사회적 질서로서 윤리의 세

계 (das Reich der Sittlichkeit )가 모습을 드러낸다.(GW9- 194 참조)

왜냐 하면, 윤리란 다름 아닌 개체[인]들의 독립적인 현실 속에 뿌리

박고 있는 그들의 본질의 절대적인 정신적 통일이기 때문이다. (같은

곳) 윤리란 그 자체로 보편적인 자기의식 , 곧 다른 의식 속에서 그

자신이 현실적인 것임을 깨닫고, 그 자신이 그 다른 의식과 통일을 이

루고 있음을 의식할 뿐만 아니라, 바로 이런 통일을 이룸으로써 비로

소 자기의식일 수 있는 그런 자기의식이다.

보편성의 추상화의 관점에서 보면 윤리적 실체는 단지 사고된 법

칙 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또한 직접적으로는 현실적인 자기의식 이

고, 바꿔 말하면 관습 (Sitte)이기도 하다.(같은 곳 참조) 개별적인

의식은 존재하는 일자(一者)에 지나지 않지만, 그의 행위와 현존재가

보편적 관습임으로써, 그는 그의 존재라는 그의 개별성 안에서 보편적

의식을 의식한다. (같은 곳) 그리고 타자의 독립성 속에서 그 타자와

의 완전한 통일을 직관하는 […] 자기의식적 이성의 실현이라는 이 개

념은 실제로는 민족의 삶(Leben eines Volkes ) 속에서 그 완성된 실재

성을 갖는다. (같은 곳)

한 개인의 행동거지들은 자연적인 존재로서, 곧 존재하는 개별성으

로서 갖기 마련인 욕구들과 관련된 것이다. (GW9- 194) 그러나 그 행

위의 내용이 비록 완전히 개별화되어 있다 해도, 실제로는 만인의 행

동과 불가분의 관계로 얽혀 있다. 자신의 욕구를 위한 개인의 노동은

자기 자신의 욕구 충족을 위한 것이지만 그에 못지 않게 타자의 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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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족을 위한 것이기도 하고, 또는 그는 타자의 노동을 통해서만 자기

의 욕구 충족에 이른다. (GW9- 195) 전체 란 어디까지나 개인들에 의

한 것으로 결국 개인들의 작품 이고, 개인은 이 작품을 위해 자기를

희생하고, 바로 그럼으로써 그 작품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되돌려 받는

다. (같은 곳) 여기서 상호적이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고, 개인의

독립성이 그의 대자[독자]존재를 해소함으로써, 다시 말해 그 자신을

부정함으로써, 그가 대자[독자]적으로 존재한다는 긍정적인 의미를 주

지 않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다. 이 같은 타자를 위한 존재, 곧 자

기를 사물로 만듦과 대자존재의 통일, 이 보편적 실체는 민족의 풍습

과 법률 안에서 그의 보편적인 언어를 구사한다. 그러나 이 존재하는

불변적인 본질도 다름 아니라 그 보편적인 실체에 대립적인 것으로

보이는 개별적인 개체성 자체의 표현일 따름이다. (같은 곳) 그러므로

객관화된7) 이 보편적인 정신 속에서 각자는 오로지 자기 자신의 확

실성을, 다시 말해 존재하는 현실에서 다름 아닌 자기 자신을 발견하

는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을 얻는다. 그리고 각자는 자기 자신을 확신

하듯이 타자에 대해서도 그러한 확신을 갖는다. — 나는 모든 사람에

게서 내가 그러하듯이 그들 모두가 대자적으로 독립적인 존재자들임

을 직시한다. 나는 그들에게서 타인들과의 자유로운 통일을 보며, 이

통일이 나에 의한 것이듯이 또한 타인들 자신에 의한 것임을 직관한

다. 나는 그들을 나로, 나를 그들로 직관한다. (같은 곳)

그렇기에 자유로운 민족에서 이성은 진실로 실현된다. 이러한 이성

은 현재적인 살아 있는 정신이며, 이 안에서 개인은 자기의 사명

(Bestimmung )을, 다시 말해 자기의 보편적이면서도 개별적인 본질을

단지 언표된 것으로, 또 사물성으로 현존하는 것으로 발견할 뿐만이

아니라, 그 개인 자신이 이 본질이며, 그의 사명을 달성해 갖는다. 그

래서 옛 현자들은 지혜와 덕은 자기 민족의 관습에 맞게 사는 데에

있다는 금언을 남겼던 것이다. (GW9- 195)

7) Ch . T aylor , H eg el, übers . v . G. F ehn , Fr ankfur t/ M . 1993, S . 227이하 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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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개인의 이성이 이 같은 문화 공동체인 민족8)의 정신과 통일을

이루는 것은 분명히 행복 (GW9- 195)한 일이다. 그러나 개인의 자기

의식적 이성이 직접적으로 이러한 통일 상태에 이르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개인은 그의 행복을 추구하도록 그의 정신에 의해서 세계 속

으로 내보내지고 (GW9- 196), 그래서 이제 정신은 이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눈앞에 있는 세계 속으로 진입해 들어가는 실천적 의식 (같은

곳)이 된다. 이 실천적 의식은 서양 근세에 나타난 개인주의에서 보

듯 쾌락 향유의 욕구, 기존의 질서에 대한 마음의 항변, 선하지 못한

세계 행정(世界 行程, Weltlauf)에 대한 덕성의 항거를 거쳐 비로소 윤

리적 실체에 이르는 것이다.

Ⅳ. 공동체적 이성

1. 개체성의 진상으로서 작품

한 개인의 진상은 그가 행위한 결과 곧 작품(Werk)을 통하여 드러

난다. 개인이 행한 것이건, 또는 그에게 닥친 일이건 간에 이것은 모

두 개인이 행한 것이며, 그것은 개인 자체이다. (GW9- 220) 작품은

의식이 자신에게 주는 실재성이다. 작품이란 개인이 거기에서 그가 즉

자적으로 무엇인가를 자각하는 바로 그것이다. (같은 곳)

의식은 그의 작품에서 의욕과 성취, 목적과 수단, 그리고 다시금

이런 내적인 것과 함께 현실 자체가 대립함을 자각한다. (GW9- 222)

그러나 참다운 작품이란 오직 행위와 존재의 통일, 의욕과 성취의 통

일이고 (같은 곳), 그것은 동시에 사상(事象) 자체 라고 할 수 있다.

사상 자체란 단적으로 자기를 유지하는 것으로, 그 자신을 영속적인

것으로 밀고 나가는 것이고, 개인적 행위 자체의 우연성이나, 상황·

8) 헤겔에서 민족 이란 생물학적 혈통 집단이라기보다는 문화 공동체를 의미하는

사변적인 개념 이다. E . F ink , H eg el, F rankfur t/ M . 1977, S . 30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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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단·현실의 우연성인 사상(事象)에 독립적인 것이다. (GW9- 223)

그러나 사상 자체가 개인 차원의 것들, 또는 기타 우연적인 것과

무관하다고는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이런 계기들이 유리(遊離)

되어 있는 한에서 그러한 것이요, 본질적으로 사상 자체란 현실과

개인의 상호 침투(浸透)인 양자의 통일 (같은 곳)이다. 그것은 개인의

행위 이면서 또한 의식에 대하여 현존하는 현실 이기도 한 것이다.

다시 말해, 사상 자체는 정신적인 본질성을 표현하는 것 (같은 곳)으

로, 여기서는 독자적으로 타당하다고 자신을 내세우는 개별적인 계기

들은 모두 지양되어버리고, 오로지 보편적으로 타당한 것만 남으며,

여기에서는 의식이 자기 자신에 대하여 확신하는 것이 곧 대상적인

존재자, 즉 사상(事象)인 것이다. 이 점에 이 사상(Sache)은 지각에서

의 사물 (Ding )과는 다르다. 감각의 확실성과 지각의 사물은 자기의

식에 대해서만, 그것도 오로지 자기의식에 의해서만 의미를 갖는 것이

니 (같은 곳) 말이다.

그러므로 자기의식은 개인[개체성]과 대상[객관성]이 대상화된 상

호 침투인 바로 이 사상 자체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참 개념을 자각

하게 되며, 이것은 바꿔 말하면 자기의 실체에 대한 의식에 이르는 것

이다. (같은 곳) 그래서 의식에게는 사상 자체라는 것은 그 자신의 결

단과 실재성의 통일일 따름이니, 그는 현실이란 다름 아닌 그가 좋아

하는 것(Mögen )이라고 주장한다. (GW9- 224) 그래서 종국에는 그가

아무런 행위한 바가 없는 것조차도, 그가 관심을 가진 것이라는 오직

그 이유만으로도 현실적인 것이 된다. 여기서 의식은 다시금 관념주

의 에 이르러, 사상 자체란 그에게 결국 한낱 사상 (事象)일 뿐, 전혀

아무런 작품도 아닌 것, 순수한 행위, 공허한 목적, 또는 아무런 행위

도 가해지지 않은 현실일 따름(GW9- 225)이다. 그리하여 결국 순수한

사상(事象) 자체란 존재가 나고, 나가 존재다 는 순전한 범주로서,

이것은 아직도 사고와 현실적인 자기의식은 서로 구별된

다 (GW9- 228)는 것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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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칙을 수립하고 검토하는 이성

그러므로 의식에 대하여 대상인 것이 참된 것이라는 의미를 갖는

다. 그것은 존재하며, 즉자대자적으로 스스로 존재하며 타당하다는 의

미에서 타당하다. 이것은 더 이상 확실성과 그것의 진리, 보편자와 개

별자, 목적과 그 실재성 사이의 대립에 의해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

는, 오히려 그의 현존재가 현실이고 자기의식의 행위인, 절대적 사상

(事象)이다. 이 사상은 그러니까 윤리적 실체이고, 이 윤리적 실체에

대한 의식이 윤리적 의식이다. 이 윤리적 의식에게는 그의 대상도 마

찬가지로 참인 것[진리]이다. 왜냐 하면, 그것은 자기의식과 존재를 하

나의 통일성 안에 통일시키기 때문이다. 그것은 또한 절대적인 것으로

타당하다. 왜냐 하면, 자기의식은 더 이상 이 대상은 벗어날 수도 벗

어나려고도 하지 않기 때문이다. 자기의식은 이 대상에서 자기 자신에

머무르니 말이다. 자기의식은 이 대상을 벗어날 수 없는데, 그것은 이

대상이 모든 존재이고 모든 권력이기 때문이며, 자기의식이 이 대상을

벗어나고자 하지 않는 것은 이 대상이야말로 이 자기의 자기 또는 이

자기가 의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대상은 그 자신에게 대상으로

있는 실재적인 대상이다. (GW9- 228 이하) 자기의식은 다름 아닌 이러

한 실재적 존재자이며, 이러한 실재적 존재자의 대자존재인 것이다.

자기의식은 바로 그 자신을 이러한 실체의 대자적 존재의 계기로

알기 때문에, 그는 그의 내부에 있는 법칙의 현존을 드러내면서, 건전

한 이성이라면 무엇이 정당하고 선한가를 직접적으로 안다는 식으로

표현한다. 그러니까 건전한 이성은 그것을 직접적으로 알기에, 그것은

이성에게는 직접적으로 또한 타당하고, 그래서 이성은 직접적으로, 이

것은 정당하며 선하다고 말한다. 그리고 덧붙여, 이것은 일정한 법칙

들이며, 이것은 충족된, 내용이 채워진 사상(事象) 자체라고 말한

다. (GW9- 229) 그리고 이러한 법칙들이 직접적인 윤리적 법칙으로

간주된다. (같은 곳) — 누구나 진실을 말해야 한다. (같은 곳) 네 이

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GW9- 230) 따위의 정언적 명령 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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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진실이 무엇인지를 모르고서는, 그리고 이웃에게 무엇이 유

익한지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이러한 법칙들은 당위에 그칠 뿐,

아무런 현실성도 갖지 못한다. 실상 이런 것은 법칙이 아니라, 계율일

뿐이다. (GW9- 231) 실상 계율이란 의식의 동어반복 으로 형식적 보

편성 을 가질 뿐 아무런 내용도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윤리적 존재자란 직접적으로 그 자체가 하나의 내용인

것이 아니라, 어떤 하나의 내용이 자기 자신과 모순되지 않음으로써

법칙일 수 있는가 없는가를 판가름하는 척도일 뿐이다. 여기서 법칙

수립적인[법칙 수립자로서] 이성은 단지 법칙을 검토하는 이성으로 격

하된다. (GW9- 232) 칸트에서 법칙 수립자로 이해된 순수 실천 이성은

실상은 개개인의 행위 준칙을 순수 이성의 사실(F aktum ) 9)이라는 이

미 주어진 절대 보편적 조건에 비추어 검토하는 이성인 것이다.

그런데 법칙 검토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관점이나 시각이 아니라,

검토되는 대상과 내용의 그 자체의 정당성이다. 그 정당성은 개별적

의식의 자의적인 계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10) 그것은 어떤 한 개

인의 의지 속에 근거 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법칙 곧

즉자대자적으로 있으면서 직접적인 존재의 형식을 지닌 절대적이고

도 순수한 만인의 의지 (GW9- 235)에서 나타난다. 그러므로 여기서 법

칙 수립과 법칙 검토라는 두 태도는 지양되어 보편적인 것에로 복귀

한다.

이제 무엇인가가 정당한 것은, 내가 그 무엇인가가 자기 모순적인

것이 아님을 발견하기 때문이 아니라 , 이를테면 그 자신이 정당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정당한 것이다. (GW9- 236) 이 규정이 정당한

것인가, 이에 반대되는 규정이 정당한 것인가는 그 자체로 결정되어

9) Kant , K rit ik d er p rak t is chen V ernunf t , V - 31.
10) J . Hyppolite , Genès e et S tructur e d e la P hénom énolog ie d e l E sp rit d e

H eg el(1946), 헤겔의 精神現象學 Ⅰ , 이종철·감상환 공역, 문예출판사 1986

399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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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이다. […] 정당한 것은 나에게는 즉자대자적인 것[그 자체로

자명한 것]이라는 이 사실에 의해 나는 윤리적 실체 안에 있다. 그래

서 윤리적 실체는 자기의식의 본질이고, 반면에 이 자기의식은 그 윤

리적 실체의 현실성이자 현존재이며, 그 윤리적 실체의 자기[자아]이

자 의지다. (GW9- 236 이하) 이 국면에서 이성은 무한한 보편성으로

서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 (GW20- 434: Enzy . §439)에 이른다. 그리

고 이것을 아는 진상이 정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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