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헤젤에 있어 정신과 자연의 통일의 문제 

이 동 희* 

1 . 틀어가는 말 

이 글은 헤겔의 자연철학 및 정선철학에서 드러나는 자연개념에 

대한 헤겔의 근본적 규정을 통하여 헤겔 역사철학체계의 중요한 출 

발점이 되는 “정선과 자연의 통일”의 문제를 해명하고자 한다. 헤겔 

에게 있어 정선과 자연의 통일의 문제는 헤겔 철학의 전체계를 관통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득히 헤겔이 중국 및 동양적 세계를 자신의 

철학체계 속에서 근본적으로 규정할 때 그가 취했던 입장과도 관련 

이 있다. 

『엔치클로패디~l)에서 헤겔은 자신의 철학을 시공간으로 전개되기 

이전의 순수 이념(논리학)이 자연으로 자선을 외화해서 (자연철학) 

그 자연 속에서 자선을 되찾아 가는 과정(정선철학)에 따라 체계적으 

로 구성한다. 이 구성 속에서 “정선과 자연의 통일”은 헤겔 철학의 

출발점으로서 그리고 도달해야 할 종착지로서 중요하게 설정된다. 헤 

겔이 말하는 출발점으로서의 자연과 정신의 통일의 상태는 정선이 

아직 자연성을 탈피하지 못한 상태를 뜻하는데 헤겔은 그 예로서 중 

* 서울대 철학사상연구소 특별 연구원， 한신대 강사 
1) Hegel, Enzyklopäclie der philosophischen Wissenschaften,(Berliner 

Enzyklopäclie von 1830), Bd. 8-10, Frankfurt / M., 1970; 이 저서는 이 
논문에 서 Enz로， Zusätzen은 Z로 Anmerkungen A로 약호해 인용한다. 이 
약호는 헤겔의 다른 저서에도 해당한다 그리고 인용 중 [ ]는 필자 주를 뜻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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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의 천인양인사상을 틀고 있나 ]는 중국의 천인양인적 “자연괴 정 

신의 상인”은 진정한 등인이 아니라， 정신이 이직 자연의 상내를 못 

벗어난 시초적 ~당인이 A}， 감되시 않은 상얀이라고 지석한나끼 ~ ，_이고 

그는 정신고l 자연의 진정한 상인은 정신이 자연애 빼져있는 상내가 

야니라‘ 성선이 자연으보부터 단피해사 가기귀환음 。1 난 것이어야 히 

다고 주상히다 

혀1 겔은 증」r 및 동양서1 겨1에시 본 수 있는 자연과 정선의 통일음 

“정선이 A}연어1 침깎히 생태’ (c1as Versenktsein c1es Ceistes in c1ie 

Natur씨보 규성힌다 그는 이 규성을 통해 증피 빚 농r양직 서1 겨1듬 

자선의 역사전펙작 범위 얀에 자리매갑하되[ 자선의 전학직 새겨1와 

만런지어 설l~하고자 시도했디 이미 잘 알고 있듯이， 헤낌은 중국시1 

계를 시1계사의 시초도서 설1영하고 자신의 역사철학체계의 출말진으 

E 삼는디디 그기 이떤게 충국세계를 자신의 역사철학 속에서 자리 ull 

깅할 때 그븐 중국세계의 정신적 원리기 갖븐 자연진화작 생격 속에 

나타난 ‘ 칭신파 자연의 통일” S 염두에 둔 섯이디 헤낌은 충국의 잔 

인합일적 칭신파 자연의 통일은 정신이 “세계사의 언청닌 노딩’밍을 

응하여 던생한1 진정한 등인이 이니라고 본나 헤젤얘게 있어 중국의 

천인암인사상은 정신이 자연 약얘 ~_:외되어 있는 상내， 나사 마해 정 

신의 사시 운동의 출받점을 뜻펴는 ‘ 자연애 천잔한 정신의 상내”이 

나 헤젤은 。1 랴한 상내의 정선을 자연의 구약랙으로부터 자시해망을 

21 히)커은 t:]--;:;괴 간이 밀한디 “이미한 통인은 최초의， 시 시하는 통인이디 7 

미 q -r것은 쥐t:h9_ 통인이 이니디 7것은 징선괴 지연으1 통인 g 의식의 기 

상 갑선꾸보 생각댔먼 따은 시탐듬g 오도했디 [숭국에서 g 수 있는 징시 
파 자연의 동일이니1 는] 01 러한 단거)는 오히이 가장 낫은 단케이며 가장 장되 

지 않은 단게이다 그섯은 정신 자신에 의해 생셔닌 것이 아니다” 

Hegel (1 940), s. ~~(ift.;그이 -l/_ 농양칠학파 관련한 허]낌은 다읍A 같이 언낙 

힌t+，" “[ , .. ] 세계정신이 시작디는 최?의 행대는 [ .. ,] 정신과 자인이 통일둬 

만겨Ilol t+ 이깃F 식적식인 동엘이시， 참t+운 동일꺼 아니나 이깃이 동양직 

[철학]의 본질이나 " I!cgclllG86bJ , S , 117 
'i) Hegel(N딩'j)， Hd. L S. lòò 
11 Hegel(19521, S,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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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튜 지 못한 부샤유한 것으로 냉았고. 01 랴한 정신이 지배하는 중국 

의 역사 약에서는 어떠한 정신적 ‘ 사유”도 없냐고 마한나 헤젤。” 악 

하면， 줌국적 정 신악 윈이 3F애서 표망되는 “정신괴 자연악 등인”은 

정 신의 출빈점으로서 정 신의 받진 석 진행과 정을 ,. 자체 니1 얘 임고 

있는 맹야이자 토대보시만 의미가 있음 뿐이다 

증냐에 대히 허1 겔의 이러히 규성에 대해시는 닌온 망은 만박이 있 

음 수 있다 그러나 증거에 대히 허1 겔의 이러히 규정은 허1 겔의 전펙 

"11 겨1에시 성선과 자연과의 판겨1에 대해 우선작으보 규명한 것을 요 

f히다 이러허 의미에시 이 듣응 에겔의 자띤개념을 중심으로 허1 겔 

의 성↑1과 자연의 핀겨1문제듬 중요하까 다투I자 히다 허1 겔응 자연 

을 외화펀 칭신。도， 그러고 자연의 본실 S 칭신。 R 파약함 Ò~_~써 

정신일원은저 자연안을 "이내며 이미 그것 S 통해 “정신파 자연의 

통일‘의 문세를 함께 디루고 있다 그떤기 때문에 우리븐 정 신파 만 

런한 헤낌의 자언이해 속에서 중국에 내란 끈본적인 I챙기기 어띄게 

내려졌튼지를 이해할 수 있 S 뿐만 아니내) 정신파 만런하여 헤셉의 

자연에 내한 곤본적 이해도 얻 S 수 있 S 것이디 이와 같이 이 남은 

헤겔의 사연애 대한 난본석 큐정애 "11한 큐멍을 상해 허1 젤 천파체개 

의 중요한 문지1 이자， 줌국세개얘 대한 납본석 큐정의 배경이 띄었던 

‘정신고} 자연의 ~당인”의 문지1를 섣펴]퀴고사 한나 

1. 사유하는 자연관잘로서의 허|켈의 자연칠학의 과제 

헤펀의 사연천파은 미경힌적 자연인식으로서 자연파악의 경힌적 

싣헌관찬듣 얀얘서는 팀구될 수 없는 사연악 응인성을 인식하는 “사 

변석 자연침아"( Spekulali ve Nalurphi1osophieJ이나까 허1겔의 사변석 

:i) Falkenhurg뉴 자연파학의 갱핍저 실염관장」니든 다己거] 사밴껴 이성의 망식 

에 의해사 자인응 인시하려 했던 사변식 자인철학의 서음응 칸브우 」리고 

」 끝응 헤겔우 본나 “칸E와 허]겔꺼 사변직 사얀철학의 정당화와 필인싱응 

미고 있있던 시대의 처음과 끝응 획정한나 사변직 자인철학꺼 사얀과학듬 
안에서는 니티니지 않는 비정헌적 지연 ~l식으보서 지연괴핵괴 딘갑하셰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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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침아은 그러므로 사연현상듣악 개별석 법칙을 팀구하기냐 경힘 

석 사싣니1집듣을 팀구하시 않는나 익히여 허1겔의 사변석 자연천파은 

자연애 대한 “여나 검은 마약방식”을 요구펴는데 ~ ，_것은 자연의 “본 

성인반애 따라 자연 ,. 자체애 니1 지1 해 있는’ 개남의 고찬방삭을 뜻 

히다 그라P보 허1 겔은 자선의 자연전펙을 “자연 아에 내재하는 개념 

의 통일싱’ 흑읍 “자띤 아에시 가↑1음 판전해 가는 이념’음 전펙직 

으보 사유하는 자연핀잔(clenkencle Naturbetrachtung)이라 성의힌다 

이와 감이 허1 겔의 자띤전팩에 있어시는 오로지 자연이 이 l뷰에 대해 

가지는 핀겨1만이 문제가 인다 

혀1 겔의 전흐l 직 흑은 사유직 핀잔맹식에 따닝면 자띤의 통입l성에 

내한 개념적 파약은 자연어1 내한 이념의 관계규정 S 그고려하지 않고 

는 불가능하디 왜냐하년 이념은 디양하게 나타나톤 자연현상날의 통 

일적 본실E서 자연 얀에 내적인 것으E 놓여있기 때문이디 허1 겔은 

개별적 자연파학은 고립된 개별적 자연현상날1간을 단구하기에 자연 

에 내새하얀 통일적 。1 녕 S 선혀 파약할 수 없디고 주장한다 그에 

의하년 자연어1 있어 이념은 경험작 만찰방식이 아니내 내상의 정신 

적 본질을 마약펴는 천학적 사 「「악 힘이1 악해서만 아악될 수 있나 

허1겔은 자연침아고1 동인시되었던 딩 λ1 악 물이파。1 성힘론적인 관찬 

애만 머물러 자연의 본질을 반히는 총체적인 기}남을 형성 0] 시 못하 

고 개벨 봐야악 조잡한 성힘휴애 시초한 추상적 사연인식이1] ~ 1 쳤나 

고 본나 또한 ]는 옐링고} 간이 직관에 시초해서 자연피 아의 걷싣듣 

을 고려 0] 시 않은 채 정신고} 사연악 직접적 동얀성을 수장0] 는 신나1 

주의직 자띤판음 \1]펴힌다 그는 오히라 긴대자연과팩이 싱쉬했던 경 

과등음 ~즘증하고 고리해야 후1다그T 본다 따라시 허1 갤에게 있어 자연 

에 대히 전학직 파익은 자연어1 대칭1 식섭직 연CfLf 핀잔음 으]u]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학듬어1 의해사 이미 획늑판 싱과딘음 기초보 후1 

다 그렇지만 허1 겔은 사변직 자연전펙읍 식섭직 자띤판직로부터 판 ?i 

핀응 갖는q 이 사변철학의 대표/바 셀령과 에갤이라고 힐 수 있나” 

F81kenburg(1987), S.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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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 이니라 “사상’으로부더 출받한냐고 마한나 ，.애 악하면1 

시상애 의기한 사연인식은 개별괴팍듣 얀애서 이미 싼성된 시상틀1 

기}닌듣， 법칙틀을 ~ ，-것듣의 인반적 받진윈이 약에서 변증법 석 이론애 

llt라 숙고한나 G' 그러므로 허1겔의 자연침아은 당시의 자연고} 학적 싣 

휘으보부터 나응 이돈직 섣l과닫을 전처1보 삼아 그 섣!섣듣음 종합!하 

고 이닫 대싱의 다양성음 자연이라는 히 가지 개념 아래 포섭하는 

자연인식음 요f히다 자연과학의 샤 분야는 싱이힌 대싱을 칭휘직 

심휘과 판직!음 통해 그 C영역에만 해악하는 녹자직 9l 법직음 정핍후1 

다 그러나 허1 겔응 이닫 영역의 녹자직 ~I 법직이란 사섣 샤기 녹핍직 

으보 나타나는， 그러F로 우연직인 자띤뀐싱닫의 고갑싱음 정함직으 

E 획증해 주는 것으E 본다 헤낌은 경험적인 개별작 자연파학날이 

상호간에 고겁하는 뜩자작 영역날을 자연의 개념 S 형성하븐 계기들 

E서 파약할 것:;_- _H구한다 이떤게 헤낌의 자연칠학은 디양란 자연 

파학적 내상날을 자연이란 통일작 개념의 계기들도 포팔하고 그이한 

계기들을 자언이내븐 개념의 통일성에 띠 ι1， 디시 말해 자연의 개념 

이 기신 “이생적 총체성”에 따내 디시 규정하는 파세를 갖는디디7! 

헤펀애게 사연 개넌은 나양한 사연 현상틀악 체기1석 진체룹 의미 

하l 끼 ~ ，-것은 자연 안에 니1적인 것으로 놓여 있나 (Enz 9, ~ 2.'18 Z! 

헤겔의 사연천파은 자연을 사연석 현상듣애 대한 경힌적 팀구얘 llt 

라 관찬01 는 것이 이니라 자연의 상얀성을 행성 01 는 개넌애 따라 자 

연을 관찬하는 것이나 헤젤은 사연 안에는 사연악 납기를 행성함으 

로써 사연악 등인성을 이튜고 있는 이넌이 었나고 본나 이 이넌이 

바보 자연의 개념음 헝싱후1다 에겔읍 복직온작 판석에시 자연이 단 

겨1직으보 악전해 나간다그T 본다 그에 의하면， 자띤의 이념은 단겨1 직 

GI 이에 매해서는 다응의 논 {ig 쥐소히라 Brockmeier JI19811 
7) 헤낌은 같은 의미에서 다읍파 샅이 말한다 “자연칠학은 개딛음 파악와는 
관칠。1 시 때문에 사얀철학? [논리학이냐 정신철학과 마찬가지우] 동일한 

건션4 를 대싱으우 갖는나 」라나 자인철학，0. 01 대싱응 Áf/l Áf신의 대 
싱으우 삼아 개님의 자 /1규정에 따라 」깃이 /1시고 있는 고우한 '8작얀 굉 

연성에 있어 고작한다 ‘ IEnz 9, S 2'l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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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진팽되는 자연받진애 있어서 점점 고자석인 단기1애 이를 때비 

나 점점 더 강하게 나미난나 이에 간은 헤펀익 사연인식에 llt므변 

자연 약이1 냐니냐는 이넌은 ~ ,_ 사체 ~당인성을 시니 "1 객관적으로 인 

식될 수 있는 총체성 (Enz 9, * 2"16 Z!으로 규정되지만1 이것은 자연 

악전의 샤 단겨1튼 거지변시 드라난다 허1 겔에 의하면， 다양히 자연의 

영역등은 /r 단겨1마다 부분작 층세싱음 지니고 있으나， 그것읍 그 가 

지1보 외전히 전개되지 않읍 단셰닫이며‘ 이것은 자연이라는 새겨1의 

통일싱 속에시 파악되어야 히다그T 본다 그라P보 자연의 이념읍 단 

겨1면보 진행되는 자연의 헌싱닫을 통일싱 속에시 지1 겨1직으로 파악한 

[내에만 드러난다 자띤과펙읍 이러히 단겨1닫마다 나타나는 자연헌생 

들의 완걸생을 파약하고자 이l쓰니 그것의 전제적 총처1 성 S 파약하지 

못한다 헤낌은 개별작 자연파학들의 경험적 관찰은 디양란 자연적 

띤상들에 진충함 Ò_~써 자연의 끈/1를 이루븐 。1 총체적 이념을 파 

약할 수 없고， 그것은 사유하븐 칠학적 힘에 의해서깐 파약필 수 있 

다고 본다i)) 

2. 헤겔 자연칠학의 유일한 인식대상으로서의 이넘 

우리는 여기서 헤낌의 ‘사변적” 자연인식의 이해를 돕기 뷔해서 

헤낌 칠학의 유일한 내산이자 허1 낌 칠학제계를 이루톤 이념에 내해 

서 강디 살펴」ι기도 하자 허1 셉의 논리학에 띠 ι1 우리든 이념을 자기 

의 수닌을 자신 o __ ~부티 산출해 내톤 자기 l극적 o __ ~서 특정지을 수 

있을 것이나 흑은 자시 자신을 싣현해 샤는 개년으로서 ~ ，_이고 자가 

자신을 객관회하는 수관성으로 특정지을 수 있을 것이나 。1년익 이 

러한 자시운동은 。1 남을 。1 투는 각각익 요t틀1 즉 사 유1 자연， 정신 

81 이와 관련해시 허]갤꺼 나음과 같이 막한q “사유하는 자인고칠꺼 어떻게 자 
인이 」 자제에 있어시 정신으우 되어 ;1는 이 과정과 자신의 타/념 지양 

하는 이 과정응 고칠해야반 한나 」리고 자인 사세의 매 딘계마나 어떻게 

이념이 꾀존하는기픈 고각해야민 한디 .. (Enz 9, S :>17 Z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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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니l부에서 받생해변서 체끼를 형 성한다. 헤첼 철학은 이랴한 이념 

의 운동을 파악하는 것이 1 1:1 ， 나라서 헤펀 철학의 유인한 피}상은 이넌 

이라 할 수 있나. 그는 논괴학， 자연철학 ~1.피피 정신철학으로 구성 

되는 자신의 전철학체개에 있어 이 이닝을 걱 분야π1.다 F려나는 이 

싱직 객관직 사유규정등의 층세싱으보 본다. 전펙식 처l셰에 대히 허l 

첼의 二f성 에 따닉자면 이념 은 그둡의 서l 가지 요소， 즉 사유‘ 자연 

그러고 정~l 의 새겨l 직 봉엘로 이해선다. 이 서| 까지 요소둡은 진，~1l적 

~1l겨l에 대해 빅L분적이지만 그 자새로 온l 결원 봉입싱음 갓는 것으로 

1-t따난다. 이념은 헤겔의 전학직 III 셰의 싱이후| 박분둡 속에시 또 다 

시 봉입싱음 이푸는 근거로 식용하면시， 이러히 와결쉰 부분둡음 총 

처l성의 겨l기도서 ’간날아 간디Iï엔치플도퍼l디J 에서 나타난 허l 셉피 각 

철학은 이 상이한 영역날어11 q 타나얀 이념을 그 내상Cζ흐 삼븐디 이 

렌 의미에서 헤 낌의 논리학， 자연철학， 정선철학은 각자의 영역에서 

자신날의 특벌한 11 정성 속에서 q타나쓴 이념의 전체적 통-일생을 

서술한디Iï엔치른도피l디J 9~ 서둔에서 허l 낌은 이 진에 내해서 디음파 

같이 언급한다 

“철학의 걱 부분은 한 철학적 전체요， 지l 각가 ~ 1. 자체애 있어서 싼 

전한 원이다 ~ 1라 Ll 철학석 이넌은 이 점이l 있어 한 특수한 큐정성 

01• 츄:All 하기나 요소 약에 꽃제한다."(Enz 8, * 15) ~ 1.비고 ‘뷔 의 지l 

15정애서 마한 마와 갇이 특수한 철학석 지l학분의 구별은 이년 ~1. 

자체의 재큐정이l 불과하l끼 이넌은 이라한 모든 요소들에서 자가를 

나더 낸다.’‘(Enz 8, * 18 A) 
허l 겔의 이려하 규성에 의하면‘ 자연은 이념이 자~l에 대하 득별히 

근본규정음 봉하여 득수화되는 이념의 하 요소보 이해되며 이 자연 

이라는 요소 속에시 이념은 자선윷 나따낸다. 이념의 자가 규정은 허l 

젤에 의하면 이념의 자기부정이기노 하다. 이 이념의 자71 박정의 펙 

요싱은 허l젤 놈?-1 혁의 섣 I대이념이 자연전펙으로 이행해 가는 근거이 

기노 하다‘ 앞에시 이미 언화했늦이‘ 허l젤에 거l 있어 전학직 펙분틀의 

전 체계얀 새 기자 부분 o __ ~ 구성띈디 그것은 논리학 자연철학，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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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침싹이나 자연침싹은 논 i이학과 정신천파 사이얘 놓여 있나 헤겔 

애게 있어 진 체기1 의 도대는 전대。1년얘 있어서 정점。” 이프는 논이 

싹이나 논이아 얀얘서 사 유는 ~ ,_ 스스로를 대상으로 삼는나 그러므 

로 헤겔은 논이싹을 순수한 。1생악 체기1로서， 나시 마해 순수한 사상 

의 C영역으보시 고잔히다 논리펙 아에시 사유와 슨재의 농입성읍 전 

처1되며 그것은 다시 석대 이념 얀어1시 노남띤다 에겔은 “석대 。1

념 "(Absolute !c1ee)을 전씨 서1 겨1 의 다양싱과 서1 셰 이싱과의 농입싱 

으보 이해히다 식대이념은 허1 겔이 복 애 그라므보 “서1 겨1의 섣재직 

장소가”이다 “서1 겨1의 섣재직 장소가”보시 자선을 입숭하기 위해 식 

대 이념은 서1셰닫 그 자선의 것으보 흑은 그 서1셰 얀에시 자선의 자 

유를 임증해야만 란디 그이나 절내 。1념은 그 자체에 머물이 있디 

디시 말해 절내 。1념은 현실작 사물의 영역에는 아직 접촉이 없든 

상테이기에 자신의 자유의 꺼관성 3 얻고 있지 뭇딴 산테이디 그니1 

므E 절내이념은 꺼만작 자유를 자신어11711 lι증하기 뷔해 “자연으E 

서 자기를 자기 자신으도부티 방번"(sich 81s N3tur frci 3\l S sich 

z\l cntI3sscn)(Enz 8, ~ 244) 한다 이떤게 순수사유든 논리학에서 

자연침아으로 이행해 간나 

헤펀애 있어 사연은 그러므로 이넌의 자시실현회 혹은 자시 구쳐1 

회로서 냐니난나 사연을 이넌악 구체회 흑은 。1년익 성현회라고 받 

는 헤젤악 견해는 자연을 나유괴 간이 벼고 있나는 것을 악내한나 

칫깨， 자연은 이넌의 순수사 유얘 대해서 오1 석얀 어떤 것으로서 대볍 

해 있나 도째 이넌의 순수사유샤 사간과 장간으로 진기}되시 이진의 

사유라변‘ 자띤응 시간과 공간이라는 겨1기튼 지니며 슨재하는 것이 

다 셋째， 이 시간과 공간이라는 셰기듬 지민 자연읍 섣대 이념이 f 
"11화되는 형식을 제공히다 91 헤겔의 자연어1 대힌 이 서1 가지 규정은 

그의 자연전학의 커음에 è+오는 다음과 갇은 정의‘ 즉 자띤응 “타자 

슨재 빚 외 부싱의 헝식에 있는 이념 ’(Die !c1ee in c1er Form c1es 

Anc1ersseins bzw. c1er Außerlichkeitl 에 집 약되 어 있다 

g) F81kenburgl1987i S.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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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연에 대한 허|겔의 근본규정 

3.1 타자존새의 형식 벚 외부성의 형식에 있어서의 이념 

‘r;;; … 

U 엔치른도페디]에 니타난 자연에 내한 헤셉의 곤본규정에 따르년 

자연은 “미사쪽재악 행식애 있어서 이남”이나 동인한 구전얘서 헤겔 

은 사연애 대한 。1 규정에 대해서 “외부생，. U\ußerlichkeiU 의 개남을 

나응고1 간이 덧붙인나 “외부성은 ] 얀애 이넌이 사연으로서 츄지1하 

는 규정을 행생한나 "(Enz 9. ‘ 2"17) 헤펀은 “니자쥬지1"라는 마을 여 

11 서 “외부성”이라는 마로 이해하고 있나 자연의 이넌이 :1. 얀애 틀 

어 있는 외부성의 행삭은 우선 자연 "1 외석 쪽재를 뜻한나 

혀1 겔에 의하변‘ 자연의 외직 슨재듬 뜻하는 외부싱은 이념에 대해 

시간공간싱음 띠 외부직 9l 것으보 1+타1+지만 이념이 그 아에 슨재 

하는 형식이기노 하다 그러나 자띤의 외부성을 f성하는 다양힌 자 

연헌싱닫은 “무판심히 슨핍”과 “성호간의 개별화’‘라는 가싱으보 내타 

난다 (Enz ~ 9, 248) 가띤응 이념에 비해 시간성 선자직 9l 것이기에 

이념에 대핍해시 자유로운 것， 자핍작 ~l 것으보 내타냐며 이념에 대 

해 아떠딴 판런생보 갖지 않은 것처럼 」ι인디 ]이 그니1기에 자연현상 

들의 디양성을 하니E 묶아1 주는 。1념이 없는 상매에서 디양란 자연 

띤상들은 산호간에 어떠한 연안보 없이 그 자체E 존립하고 상호간 

에 무만심하며 우연적일 수밖에 없디 디든 란편 Ò~~ 자연현상들은 

자신 안의 맙작이 아니내 외부의 맙작 S 띠 ι1 움직이며 그 맙작에 

영원히 순풍하기에 필연작。1ι1 할 수 있디 이와 같이 자연 S 개념의 

니1석 필연성고1 관기1 샤 없는 것시닦 관찬한나면1 자연은 우 연성고1 인 

지하는 맹 EF석 외적 필연성 (blinde Noμ.vendigkeiU 익 시매를 만는 

것치렌 갱인나 I랴므로 그 자신의 니1번석 기}넌괴 어떠한 연관도 갖 

지 않는 사연의 외부성은 : !. 현츄지1애 있어서 “무개년생”이시 “자유 

101 ..1.러나 헤겔에 따르면 이님꺼 절대직 우선응 갖는q “자인F 시간에 있어시 

최?의 깃이나， 절대직 우선꺼 이념이q 이 절대직 이념꺼 최후의 깃이며 

쥐년 시시아지 안피약 요]이가이다 ‘ íEnz 9, S 2"18 Z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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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니라 필연성과 우연성"~~을 갖는다:1.는 이 까괴 한께 자연의 

오1 부적 관찬을 중요λl 하는 개별석 자연과학익 한71]를 지적하변서 자 

연의 개넌 맛 이넌을 파약하는 사변석 자연철학의 좋요성을 강조한 

다. 

허l 첼은 외부직 관잔에 의히 자연의 규성둡이 갖는 이러히 히겨lEi 

음 지직하고 자연 속에 내직인 것으로 둔어 있는 자연의 개념을 젖 

아내야 힌다낀 주싱 힌다‘ 허l젤에 따닝-면 이 개념으로부터 “모든 늑수 

싱둡이 보핀직인 벙식에 따라 존재로"(Enz 9, ~ 249 Z) 이길어지 q 
오기 매분이다. 허l 젤에 따라‘ 우려는 자연의 외부싱과 자연 '?r에 한 

존하는 개념의 내면성의 관셰탄 다음과 감이 성려한 수 있을 것이다. 

자언은 이념파 정선에 내립해서 자유와 이성의 민주날 내선에 우선 

은 필연성파 우언의 빔주에 피해서 특정띈다(En;>; 9‘ * 248) 그비니 

맹복-적 필연성파 우연성 _o_~ L~ 타나논 자연피 개별적 현상날은 자연 

개념의 이성적 총체성에 띠이 파악되어야 하고 자연개념을 형성하얀 

계키날쿄 새롬게 파악되아야!닌 한다 이 뱅꼭적 필연성파 우연성의 

빈추:쿄 특정되쓴 자연의 외부생파 자연 얀에 내적인 것 CιR서 놓어 

있는 개년 사이의 긴잔은 이년으로 하여급 자연 깐애서 자신을 되찾 

아 가는 게넘석 운동을 촉진사킨다. 

3.2. 단개들의 체 개로서 의 자연 

허}핀은 자연의 오1 부성과 자연의 니l변성 사이의 모순을 “캐넌01] 익 

해 산출된 필연성‘’과 “자연 형식들의 J무관심한 우연성과 무규정 적 무 

규칙싱"(Enz 9‘ ~2S이 사이의 뇨’순으로 본다‘ 허l젤에게 있어 L’순은 

낯은 단셰로박터 :π-자직인 단겨l에보 추꺼해 가는 변증법직 개념의 

운농하는 원리이다. 허l젤에게 자연의 외박성음 이푸는 무관심히 성이 

하 자연형식둡 속에 숨겨친 연판은 그러하 형식둡에 “내작으보 [존재 

하며] 자연의 근거릎 이루는 이념"(Enz 9, ~ 249) 이다. 그평가 띠l분 

에 허l첼은 자연필수 단겨] {，_-의 처l셰로 파익하다. 세셰의 매 단에는 낯은 

난껴l-~부1:.:1 필연적으르 고차적으도 진행해 기며 그에 띠내 _!1_디 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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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진하게 이남의 이성적 총체성을 냐니낸나(Enz 9, * 219) 나시 마 

해 이넌은 자연형 식듣의 선행하는 단개여나 나유이1 으는 단개틀。” 

있어서 ]댐 나 강하게 여나 판진하게 현츄한나 (Enz 9, * 219) 허1겔은 

이 단개틀익 진행을 이비스도텔에스익 사연파얘서 냉는 구도"1 유시 

하거1 자띤 아의 우띤직인 것 그리7 \1 1 유가직인 것으로부터 이싱직 

이고 유기직인 것에보 향후l j1_ 자직 운농으로 석명히다 허1 겔에게 있 

어 이 운동은 “자띤헝식듣 생호간의 외부싱으로부터 자선의 개면직 

규정얀에시 자기 자선에만 핀겨1하는 이념에보 향허 운농‘’ 11)음 뜻히 

다 그라P보 에겔응 자띤 아에는 온1 전히 비유기직인 것으보부터‘ 예 

듬 닫어 순수하게 기겨1 직으로 대노튼 쥐하는 딘 "11;듣보부터 이싱직으 

E 걱E직화된 것， 주 생 l~ 작 유기체들에까지 이르븐 말선에 띠 tl 사변 

적 개념의 규정들이 존새란디고 말 S 하며 이이한 1ì 칭들의 총처1 성 

이 자연의 이념을 구성하고 있디고 본다 헤낌에 있야 자연칠학의 구 

긴톤 기계은(Mcch8nikl 불러학(I 'hysikl 그러고 유기학(Org8 I1 ik) 얀 

에서 체계적 매얼 S 갖는디 

여기서 허1 겔이 말하얀 닌계날의 체계~서의 자연개념 S 이해하기 
위해 우 이는 ~ ，_의 체기1개남을 특별히 수 5수펴고사 한나 체개는 헤펀 

애게 정톤된 어떤 것이나 개별적인 것의 정서를 의미 01 시도 않으l 끼 

~ ，_것은 으히려 단순한 질서 이상의 것이나 ~r.것은 부얀틀얘 선행하 

l 끼 자신으로부터 부얀틀。1 조직되는 진체이나 단기1듣의 체개는 현싣 

적으로 조직악 갱나 고차석연 행식 약얘서 받견할 수 있는 연약석얀 

어떤 것이 "1 : "듣 응해 자가조직을 。1 투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나 

허1 젤에 따닝 I면 이 단겨1듣음 새겨1와 판련해시 소식화하는 것읍 번승 

볍직 개념의 활동이다 자연의 외부싱에는 싱이힌 자연의 형식등이 

생호간에 무판심하거1 슨핍하는 것거럼 보이 Lf 이것은 자연에 내직으 

보 놓여있는 “자연의 근거튼 형성하는 이념’ (Enz 9, ~ 249)의 성↑1 

직 활동에 의해 전씨의 통일싱음 이푸는 겨1기로 포섭되며 개념직 연 

핀음 갓게 인다 허1 겔은 자연 속에시 이 이념의 활동과성음 이념이 

111 F81kenburg119871 , S.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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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에 있어 이성석 총체성을 정펴하기 워해 “자신의 칙접성과 외부 

성”으로부터 자신에포 되돈이가는 것으로 특징칫는다.(Enz 9. ‘ 251) 

허1 핀은 자연 깐애서 이 이념의 자기 귀환 운동을 정신의 캐넌으로 

본다. 자연 잔의 이넌 즉 정신은 외석인 것 속애서 자신을 다시 인식 

하는 과성흩 통하여 외직인 것으로부터 자~l 의 내면싱에로의 뉘환음 

왼수해 낸다. (Enz 9, ~ 381) 이 내면생에로의 꺼환과성은 플라핀의 

“미버l시스”의 의미에서 본 수 있는 것처럼 허l젤에게는 “1샤싱”이라는 

개념으로시 사용딘다. 그러므로 외부직인 것으로박터 내면생에로의 

정끼의 꺼환은 성선의 자기 자~l에 대히 1까싱으로 본 수 있다‘ 그러 

l-t 이 성션의 귀환은 단숨에 이푼어지는 것이 아니라 빈간직 분화형 
석파 국기형식의 역사파정 속에서 진신적인 방석으또 이루어신디-

4 자연에 대한 헤겔의 일원롤직 파악 

우려가 보았던 lìt와 김·이 자연은 허l젤에 거l는 “타자존재의 협식 및 

외부싱의 요소에 있는 이념”이다. 그러q 이 이념은 성선으로시 자기 

핀등을 하븐 자기 임빔적인 존새디- 디시 밀해 이 이념은 자연띄 일 

부눈으쿄서 자연 안에서 자선을 형성해 기븐 그비한 정신적 존새이 

디-
정신적 존새쿄서의 헤낌의 자연은 칸닫의 자연파 디르디 일반적인 

칸튿의 자연11 정에 띠프변， 자언은 현상계의 입칙 야례에 총괄되얀 

사불날쿄 이해펀디 칸드의 자연인식에 띠르번 보늑 실새날은， 측 사 

물들은 ~1. 어떠한 법칙뜯 이래 츄지1해야만 한나 또한 칸드의 자연인 

식에 tct프변， 모든 실치l들 즉 시물뜯은 현상개의 법칙틀 이래 꽃:All 

하는 것으로 산병된다. 그러나 칸드샤 현츄하는 시물뜯이 현상개의 

법칙들 이래 서있다피 션명을 할 때 칸드에 있어 A:t연은 이윈묻석으 

로 파약된다 왜냐하면 현상개의 법칙의 지배를 만는 시물들은 ~1. 법 

칙에 대해 이칠석인 것으포 브라 Ll피 또한 법칙은 그 시물뜯에 대해 

외부직인 것이 된 것이기 매분이다. 칸브의 자연관에 따닉L면 서l 셰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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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A:}는 서1 개찬조01] 있어서 이중석인 방식으로 행해야만 한다~1.는 

한편으로 법칙을 만틀어야 하피 또 다픔 한편으효는 이 법칙이1 종속 

되어야 할 시울틀을 따효 만뜯어 니l야 하기 때문이다. 헤겔은 이러한 

이원론을 펴허가 뷔해서 ~I.의 자연철학에 있어 자연에 데한 인원론 

직 f생흩 편젠다. 이에 따라 헤겔은 자연음 이념의 외부직 형식으 

로‘ 즉 자연같 이념이 시공간직으로 한존하는 벙식이자 동시에 자연 

얀에 “존재하는 이념”으보 셀명힌다‘ 그러브로 허l 젤에 있어시 이념은 

칸브처럼 tl~깎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 아에 내작 91 것으보 존 

재하며 자연 아에시 “자연의 근거픈 형 생‘’ 힌다‘ 허l젤은 자연 얀에 

내직빈 것으로 존재하는 이 이념음 성 ~l으로시 득정짓는다. 

허l 낌은 자연요 소외펀 정신‘o_~서 설냉한다 왜니:하연 헤젤에 띠묘 

년 자언은 아칙 자키 자신의 분실이 정신이란 것을 깨닫지 뭇한 정 

신。171 때문이디- 그이니 정신은 자언이 기-신 “외적인 객관성의 치 

양”을 통해 자신파 동일생을 서서히 말견해 q 간디 허11 ;셀에 따르년 

자언이 기전 외적인 객관성의 지양은 정신이 자연으쿄부니 자신에쿄 

뉘흰하얀 파정파 일치한디 이 뉘흰의 파정은 인 간적 역사를 통해 진 

진적으로 이투어시 1 1:] 정신은 이 과정을 등해 자신의 자연성을 틸피 

하고 자신고}의 잠인성을 。] 투어 나낀다. 

자연 01↑ 데한 허l펀의 인원론적 구상은 난본석으포 기넥스석 우수론 

고} 구딘된다 헤핀은 자연을 ~I. 자체 깐애 로고스를 갖는 영원한 ~ 1. 

비스적 우수의 익 11] 애서 고찬승1-지 않는나 헤캘의 인씬록석 자연구상 

은 자연의 절서법칙을 인정하피 그것을 인긴·석 사회의 이상석 질서 

법칙으로 고친--하었던 풍파인의 자연판과노 f분떤다. 허l 젤에 따닉면， 

우리가 입만작으보 생각하는 자연은 “삿대직 굿;-극복직음 그 자 ~I] 아 

어f ‘’ (Enz 9, ~ 245) 갖고 있지 않으며， 성 선의 외 부작 형식， 슨수 외루 

어f 관과한 뿐이다. 그러브로 헤l 젤이 본 띠l 이념의 외투인 자연은 서l 

겨l사에 있어시 ~l 적 이념 빛 그러후| 이념의 복직의 석한윷 위후[ 전 

뇨 흑은 재뇨에 관과한 I냐듭이다. 김 뢰l-l]브가 정식화하 tl~와 감이， 

헤젤에거| 자연은 그 자체쿄얀 야무렌 의석이니 자기의석이 없지!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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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이애게 대해서 혹은 즉자적으로(，m sich) [즉， 자연의 본정언 이 

남애 있어서는] 정신성을 띤 것이나”η 

헤펀의 입장은 ]샤 자연을 정선에 대랙되는 질료로서 션명할 때 

]멍나 분병 0] 게 브랴난나 정신의 본정은 허1겔애게는 정신의 “자시 자 

선에 u] 딘러 있음"(clas I3eisichselbstsein cles Geistes)음 의미하는 

자유이다 성↑1 응 자기 자선 아에 자선의 증심섞음 갓는다 성↑1과 

만대되거1 죄뇨보시의 자띤응 자↑1의 증심섞음 자↑1 얀어1 갓y_ 있지 

않다 에겔은 직#는 “본직직으보 협싱인 것’이며 그것읍 시간과 공 

간으보 “분리되어 있다’피[ 힌다 1 :1) 그러F로 진Lrt의 개념직 통일은 

직# 그 자씨 얀어1 았지 않다 죄#는 자선의 본죄음 자선의 증심 석 

에 갖지 못하기에 실료톤 “자신의 통일을 자신 밖에서 구하며 자기 

자신을 지양하고자 하며 그의 반내편을 구한다")띠고 헤낌은 벨란디 

그이므E 허1 겔은 자연 Ò~~서의 실료든 그것의 반내펀인 이념성에 의 

해서 자신의 통일성 S 갖는디다고 본디 헤겔。1 실료~서의 자연은 그 

것의 본실을 자신 얀에 갖븐 것이 아니내 이념성 얀에 갖얀디고 말 

할 때 실묘븐 헤낌에게 있아 닌지 ‘시1계사를 위해 증속된 극장” 후 

은 “신적 이넌이 무기}년생익 요쇠 약얘서 츄지]0] 는 한 장 ):...::."1이듣 뜻 

할 뿐이나 이런 매럭애서 헤펀은 사연을 정신이 자시 빈진을 위해 

스스로 운동하시 위한 ‘장” 혹은 지1료(Sloff)로서 아악한나 

5. 정신칠학에 있어 자연개넘 : 제 2의 자연 

논c'이아 ~ ，_이고 자연천파괴 한끼1 헤젤의 천파석 진체 싹퓨을 행성 

하는 정신의 천싹은 자연 얀얘 t외된 정신이 자시 자신。” 이프는 

받진 고l 정을 서술한나 우이가 암서 논이아으로부터 자연천학애로의 

1~) Li iwiLh K. (lHK:jl. :i. ~5(i 

131 llcgc!1l986al , S. 30 
14) 잎의 책， :i. :j() 

1:5 1 Hege](195:5 1, Bd. T, S .. 1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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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애서 본 마"1 간이 이넌은 자신을 구체회하시 위해1 나시 마해 

서1 기1 얀얘서 자시의 쪽지l(Exis lenz!를 얻고 그 얀얘서 사신의 개남 

을 싣현01 시 위해 “자연성악 의상"(Koslüm der NaLürlichkeiL)을 입 

어야만 한나 이 때문에 헤젤은 이넌이 치유애는 “자연 안에” 잔겨 

있어야만 히다고 말히다 그러내 에겔에게 있어시 성↑1 응 자연 밖에 

시 l파보 악견되는 것이 야니라 자띤의 히 부분이자 자연의 창1+싱 

요소이다 자연읍 허1 젤에 l파브자면 자기 소외판 정선 (der sich 

entIremc1ete Geist! (Enz 9‘ íj 247 Z!으로시 정선 그 자세이며 그것 

은 아직 자기 자선을 파익하그T 있지 봇힌 주판싱이기노 하다 자연 

얀어1 소외인 성↑1의 자기 고}익은 자띤으로부터 정선에 이닝는 이행 

파정에 있어 난번에 이루어지얀 것이 아니내 정신칠학 얀에서 진치 

적으E 닌계적 。 도 이루아 신디 101 정 신의 자기파약은 타자R서 서 있 

는 시1 계기 이세 자기 자신파 디 E 것이 아니내 바R 그 자신의 세계 

내는 것 S 인석하얀 전에서 이루어신디 정신칠학은 그이브~ 정신이 

자연 속에서 자신 S 디사 인식하며 자연작 시1 계를 자신의 세계도 。1

루어 기는 j파정 S 서술한다 헤낌은 칭신이 자연의 영역에 내펑해서 

~ ,_ 스스로 산출해낸 정신의 영역을 ‘지112의 자연’(clie zweile NaLur! 

으로 이해한나 17) 01 재 2익 자연은 정신 안에서 생성된 것이시애 

정신의 직접성이시도 하나 헤젤은 나유고l 간이 마한나 

“자연의 창조 후이] 연간은 능장한다 그이 ,r. 연간은 자연저 세계에 

대랩음 생성한다 그는 자신음 제 2의 세케로 ， 1.양하뉴 슨시)다 ?ι] 
뉴 ~-~1의 일반저 의식애 있이서 자연의 영역파 정신의 영역인 두 캐 

의 잉어응 갖는나 정선의 영역꺼 인간에 의해 산출꾀 」러한 영익이 
q ’18' 

1GI Kimmerle, (1989) , S. 27.1 
17) 헤낌은 『엔치닐로패디J의 f관껴 정산의 첫 단락에서 이 재 2의 자연흔 아 

리스두넬래스직 진동에 따라 “습속" (Sittcl으루 。1 해한나 」러냐 법철학에시 

헤겔、。 이 제2의 자인응 정신의 지바인 인륜직 실세무 。1해하고 있q 이 게 

2의 자인에 대한 이해의 자이점꺼 에갤이 」깃응 주관식 정신과 711관식 정 

선에 띠라 탁리 규징히는 이]서 바생한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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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펀은 자연의 영역은 필연성애 의한 법칙애 지배듣 반는 것으로 

~ ，-이고 정신악 영역은 자유익 법칙에 악해 지배듣 만는 것으로 구얀 

한나 헤젤에게 모든 역사석 사회석 현실이란 모누 정신애 의해 산출 

된 것이가애 ~ ，-것듣은 정신의 영역에 약한나 헤펀은 연간석 역사의 

현심은 ~l 간이 자띤법직으로부터 해뱅벽 띠1 혹은 자연의 '-'1 연성의 

자워에시 벗어납 애 111보소 시 삭하는 것으보 본다 

이렌 의미에시 에겔에 의해 시약인 객핀정선의 악전은 바보 성선이 

자연으보부터의 해맹과성이다 이 객판성선 아에시 에겨1사는 정선이 

자연으보부터 자↑1음 해벙해 가는 전친직 운농으보 이해인다 그라P 

보 에겔직 서1 겨1 사의 시악석에 있어시 성↑1 응 자선의 닌 <'1 직 자띤 연 

만성 19)에서 아직 자신 S 눈려해 내지 못하고 있디 그니1나 허1 겔에게 

있어 정신의 자유를 위해 걸정적인 것은 외작인 자연연안 Ò~_~부티의 

눈리이다 허1 겔은 자연연만으도부티의 눈"1 든 자연 속에 있얀 인간이 

자기의식 S 진진 디 형생해서 자신의 칭신적 도내에 설 수 있을 때에 

깐 가능하디고 본디 ~Ü) 그이브R 허1 낌에게 있어 인간작 역사의 신행파 

181 Hegel(195::;1. Bd. T. S. ::;0 
101 헤겔이 뭇a또 자인얀핀싱 F 나유과 같이 섣「잉꾀나 칫째 우주무시의 세계， 

나시 막해 천치]의 운동， λ}계의 변화 생맹직 존재의 생싱과 수띄1 동뭉꺼 허] 

껴)에 띠르지면 이 지연꾀의 공감 속에서 사이1'1-t:]-. Z;:움 7리고 식움 맞 지 

연적 정선 g 기친 ?1?] 이 의존하는 지연꾀상의 번화는 해계。1 월 때 난지 

‘품랴적 으)미”민 g 갖는다 7렇기 때 ι에 7미한 번화는 ‘ ~l낀의 영휴 속에 

이떠한 자←f(터Tegungen)노 가쳐오지 뭇한다 세게사늑 헤겔이 보기에” “태 

영꺼1 안의 운행파 관련"(Enχ 1II ‘ 'j9~)음 깃지 뭇한다 헤겔은 “지f의 신회 
의 시기뇨음 인산역사의 시기듬파 연관지?이 6]'는” 시노란 미산겨이며 부 

질없는 것이라고 막한나 에갤에기] ‘시 7직 」리고 우주식 관계듬이 인간직 

정선에 대해 행사a운 힘”에 대한 미음F “미신과 비인륜직”이 q 둑째， 에 

겔F 동엘힌 빅릭에시 사얀응 시리직 사얀으무시 득깅짓는나 자얀꺼 “시후” 

「리고 지구의 구체적 구분든희땅괴 "1디 산매， 사막 -~--~-) 포괄한다 지랴 

적 세계구분의 지연g 1r 꾀히거니 ~l 양으1 치이든 형성히는 “지연징선”은 특 

벽한 지연생선틀보 내누어진디 (Enz 10. ê .3ι2 Z) 
201 ‘연간이 너욱 너 교양응 쌓아 」의 와진힌 싱대릎 사유무운 정 선식 두대에 

너 많이 세운나면 연간에기] 있어시 」와 같꺼 [사얀식] 인관듬꺼 너욱 너 의 

미픈 잃어기 세 판 것이디 "(Enz 10. ê .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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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 인간의 자가의 식애 대한 받진으로서 서솔된나 헤젤은 이 인간적 

역사의 받진고}정을 나응고} 간은 정신의 단기1과정으로서 서술한나 

“최초의 탄게는 이미 잎에서 강조한 바외 샅이 정산의 자연성이]로 

의 침잠한 상태 안에 있는 꺼접겨 단거]이다 이 단게애 있이서 정산은 

단지 자유로운 개벨성。로 나타난다 (한 사램만이 자유이다) 그러나 

두 빈째 만겨]는 정신이 [자인으우?터 벗어내 사가 사선의 자유듬 의 
시하는 쪽으무 나아가는 싱대이t+. _l라나 이 최후의 분열꺼 식적식 

자인싱으며터 유래따 깃이 /1에 자인싱과의 관계를 까지며 아직 
7 지연성의 한 페기보서 「 지연성에 고착해 있기에 영완천히며 부 

분적이다 (벚 시탐민이 지 R-"Ö]디 ) 세 낸쩌 난계는 이 아직 특수한 지 
3 보우터 지 R 악 순수한 요편성에보의 고양이다 ( ~l낀은 7 지체기 

자유로운 인산이다] 속 정신성의 본질애 대한 자아의식파 자기 감정 

에보의 고양이디 이 난걱1듬이 [징시의] 인빈적 꾀싱의 윈리아디 ":21:1 

성↑1의 단겨1과정은 자연의 단겨1닫에 있어시와는 남리 자유개념등 

야래에 ~슨재하며 그 자선의 개념의 심헌과정과 일치허다 그러므보 

정선의 자유는 리델22)이 언듭히 것거럼 그의 현슨재듬 자연으로부터 

섞꺼직인 해멍 속에， 다시 말해 제 2의 자띤인 성선의 서1셰닫 장판해 

가는 너)에 았다 허1 젤이 “처I 2의 자연’으보 이해하는 정선의 C녕역은 

자연의 C녕역으보부터 정선이 만듬어 낸 것이기에 “자연어1 대히 우위” 

를 기지며) “자유”의 영역。도 설정된디 정신은 ‘세 2의 자연” 속에 

서 자신을 말건하고 자기의 진처럼 머물이 있 S 수 있기 때문이디 

헤낌이 지향하든 이이란 정신의 세계에 있어 외부성으E서 。1념의 

주변 S 간싸든 자연내상날은 정선에 구제성을 세공하지만 칭신의 자 

유를 방해하는 것으도 니타니며， 자연에 의해 극복필 내상으E 설냉 

띈다 헤겔은 자연으E부티 탈피란 정신의 자기인식 S 삼디운 정신파 

자연의 ~당인로 본나 

211 Hegel(195õl. Bd. T. S. 15511 
22) 리델꺼 “이 제이의 사얀의 세계 내 η 에시 자인과 /태는 정신이 자인에 대 

해 쥐"ð~ 깃과 마친까지의 대 tr. 즉 양극식인 대P를 쥐한나”고 막응 한나 

Riedel (1982). S.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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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중국의 전인합일 사상에 대한 허|겔의 규정 

헤겔은 자신이 주장하는 칭신파 자연파의 통일에 비춘이 중국의 

진인합일적 통일원리를 자연어1 침몰란 정신의 상매 ’E서 정식화하였 

나 。1 정신석 상내는 정신적 빈진의 최순 악 단기1 듣 뜻한나 이 단개 

의 정신은 자연고l 감나운 등인1 즉 정신이 사시악 본질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이 사선을 명각하고 자연괴 직접적인 등인의 상내 

애 있냐 ]랴시얘 헤젤얘게 이 등인은 “최순의， 사작하는” 응얀。1 냐 

간나운 당얀。1 01 니냐 ，.펑나면 헤젤에게 이 직접적이시， 시작하는 

등인이냐 간띄지 않은 등인이만 무엇을 뜻하는가? 

이 단음에 대탑하기 위해 우리는 자띤에 침#힌 정선의 싱애닫 ilH 

에 \1 1 유해시 우선 섭명해 보자 깨가 바다에 침깎해 있다면 그 새닫 

우리는 옥바른 성태가 아니라 ilH의 가능이 전혀 악휘되지 봇하는 싱 

태라 히 수 있다 그렇다면 허1 젤에거1 있어 성선이 자띤에 침짐해 았 

다는 퓨헌은 성4、1 이 자연어1 김허 그 가능이 전혀 악휘하지 봇하는 

성태듬 뜻히 수 있다 이 싱애듬 허1 겔읍 성선의 부자유후1 싱태 흑읍 

서진 산태도 특정칫는디 2j) 앞서 인급란 바와 같이) 헤낌에게 정신의 

자유는 칭신의 “자기 자신에 머물이있음 ’이디 ~) 칭신은 “자기 자신 

에 머물니1 있톤’ 자기의 자유를 되잣기 위해서톤 자신의 자연적 의 

지E부티‘ 실표 안에 감가 있는 상태E부F1 ’퍼) 자신을 눈려하는 것이 

중묘하디 왜니하번 칭신이 자기 자신에 머물니1 있기 위해서얀 이세 

정신이 자연생이내는 타자R부티 뱃아니 자기를 의식해야1간 하기 때 

문이나 그러나 사연이라는 이칠성 얀얘 붙잡혜 있는 정신은 자연석 

~:1) Hegel (1 9,,1). ‘ 194. S. :,,,11 
2.11 히)커은 지 R은 디 S 꾀 간이 섣벙한디 “이것이 마보 지 3 이디 니1기 의존적 

이라고 한다띤 7렇디띤 니는 니든 cll가 이닌 타지와 연까시키고 있는 꺼이 

디 7미 q 니는 어떠한 타지 없이는 존재할 수 없디 니1기 cll 지선에 있 g 

때에 나손 자유룹다 정신의 이러한 자기 자신에 머분래 있음은 자기의식이 

며， 자기 자신에 판한 의식이다’ Heg마 119S[꺼). S. :,11 
2:5 1 Hegel( 19E 테))， S.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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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것고} 자신을 구변하시 위한 사시 사선에 대한 어떠한 반성도 하 

지 뭇펴고 있나 자연애 친잔한 정신은 이직 사시 자신의 사연생 1 깎 

성， 01 칠성악 굳네즘 의 식하지 못하고 :1. 약애 아묻혜 있시 때문이 

나 헤겔은 마로 이 자연 얀얘 천잔한 정신의 상내를 자연과 정신악 

통일의 화초의 단겨1보 득강지으며 이것은 작판 통일이 아니라끄 본 

다 에겔이 복 때， 자연어1 침짐후1 정↑1 의 싱대는 피띤싱 자세의， 다시 

말해 섣새성의 힘 야래에 능여 있기 때문이다 섣새작 힘의 지깨 아 

래 u1 딘러 있는 양식에는 “객판직 슨재와 이 객핀직 슨재에의 주판 

직 섭근운농의 대핍’261이 섣l핍되어 있다 이 성선직 생태란 허1 젤에 

따브가변 성↑1직 9l 것과 자띤작 ~l 것이 미분리인 생태이기에 “심지1 

적 정신파 주관성 그 자체내얀 두 내런자의 연걷이 너무 강하기깐íl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은 “자기 자신 속 Ò~~의 빈성에， 주만 

성에 이를 수 없디 ‘'28) 정신작인 섯파 자연적인 것의 미눈리를 헤낌 

은 최초의 칭신파 자연의 통일R 고찰한다 그니1나 이 통일은 헤낌에 

게 있아서 삼된 것이 아니다 이 통일은 앞。도의 정신적 말선 S 위 

한 “최초의” 통일 내지 “작침저” 통일에 불파하디 

헤펀애게 있어 정신괴 자연의 잔나운 상얀。1 만 정신이 우 선 자연 

고} 사선을 분열시키고 정신이 이 얀열을 나시 시잉하는 고l 정을 상해 

서 자연고} 회해펴는 :1.랴한 상얀을 의미하시 때문이나 。1 간나운 등 

인애 있어서 정신은 “자연 쁜마 이니라 자시의 본질， 자시익 진이”외 

도 회해하게 된나 애냐하면 자연의 잔나운 모습이란 우이가 암서 섣 

펴]껴았듯이 。1년이자 정신이시 때퓨이나 정신은 사연의 외부성이라 

는 옷을 벗어버리변시 자연 속에 닫어 있는 자선의 모습을 악견해 

è+가며 자선과의 일치， 즉 자유에 이브거1 인다 29) 그라P보 허1 겔이 

2GI Song D.Y.I1972i , S. 2‘ 
'27) 앞의 색. S. 28 
281 악의 젝， S. ~8 

201 헤겔꺼 나음과 같이 막한나 “정선꺼 의시이나 정신 얀에시는 저유과 끝이 
하1-1 우 퀴결디는 까반에 정신꺼 자유무응 수밖에 없나" Ilcgcl(1086bl, S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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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하는 ‘간된” 응인이란 정신이 자연이라는 사신의 미사1 즉 미동인 

자의 모든 차윈을 기쳐 냐가면서 자신괴악 등인을 꾀하는 것으로 올 

수 있나 30) 그러시에 헤펀이 중국석 윈이의 구분하는 간된 등인은 자 

연고} 정신고l 의 직접적 인지샤 아니라 사연고1 세기1시의 모든 단기1듣 

음 거켜è+가변시 (이 과성욕 에겔읍 성↑1의 “서1셰사작 긴 농’이라는 

말보 표현히다) 성선이 자선과 대갑해 있는 서1 셰， 즉 자연서1 겨1듬 자 

선의 것으보 만듬어가는 그랜 통일이라 한 수 았다 01) 

헤겔은 풍」「직 통입의 워리듬 자띤과 성↑1의 미분리 싱애에사 이 

루어꺼 식섭직 통일이라 본다 그리되 그는 이 봉입에는 자선이 의미 

하는 정선의 악전과정이 경여되어 있다그T 말히다 풍」t작 서1셰에 있 

어 “정신파 자연의 통일”은 그떤기 때문에 허1 낌에게는 정신말선의 

첫 번째 닌계에 속란디 앞서 우리기 꼬았듯이， 이 닌계의 정 신은 아 

직 자기 자신을 자연。 도부티 눈리하지 뭇하고 있으며 그 자연성의 

상태를 못 빗어니고 있디 이 닌계의 칭신은 자연작 필연성의 지비1아 

래 놓여 있。며 자연의 맙작에 의존적이다 헤겔은 이 닌계의 정신이 

바E 중국적 칭신의 원리에서 기장 잘 나타난디고 분디 허1 낌은 중국 

인의 정 신의 독특성을 나응고} 간이 마한나 

“숭국~l에서]서 특한 심은 「듬이 지연적 ~l 것 7 지체픈 강극적 

인 것。로 숭비한다뉴 것이다 。l 것은 [중τ류의] 생이상학자닐에게노 

제1) 헤낌은 이와 판련해 다읍파 샅이 말한다 “정신의 말선은 본래저인 자기의 

상태듬 벗이나서 자기등 선개， 캐산하낀서， 농사에 자기애케로 귀환s)든 것 

이 q ’ llcgc!IlG86b), S. 41 
.31 ) 히)켄의 정선에 의한 지연의 통인괴징 g- t:1 응괴 간이 퓨현한다 “정선이 웬히 

는 것은 이섯 이와의 다큼 아니다 하느파 앙애서 일이나는 -영원히 생성뇌 
는-- P: 것 속 산의 생명이나 시산겨。로 유악한 헌서)에서 밀이지는 일체 

의 헌상은， 오직 정신이 자기를 인끽하， 1. 자기 자산용 대상회하여 다시 자기 

를 빌껴하고 자각하는 가운데 사가와 스스쿠 휘일도]'r콕 하는 노역의 결과 

일 뿐이나 정신F 일단 이중화되거냐 ?외도l는 깃이긴 하지만 이는 자 /1 자 

신응 받꺼하고 또 자/1 사선에게우 되돌아?시 위한 깃이q ’ Ilcgc! (IG86bl, 
S .. 1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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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기지이다 선， 세인'fl~l 시품의 친리에 니]히) 닝은 이돈틀이 있 

다[ 1그듬의 웬디1뉴 그래나 걷:.，1_ 정신저인 섯이 아1-]이 최 , ，~의 자연 
슨씨이다[~ 1 중며종이에 있이서 최상의 쓴시)인 일자는 션(大1 ， 속 하 

든g 뜻한디 ”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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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 증」「직 통입워리가 자띤에 직섭작 ~I 의슨직 띤판을 갓고 

있다는 것을 예응하기 위해 꺼음 대려하는 황저1， 즉 “꺼자’튼 통해 

증거9l의 ’허 ’에 대히 의흔판겨1닫 설명히다 허1 겔은 증」「의 “꺼‘’의 

개념음 자연일만으로 이해하며， 이 자연의 휘의 +"11화가 바보 ;풍F그 

어에1시 “꺼2자}’츠로료 관 E리1는 황저1의 입I~I 녹재보 나타난다그T 본다 허1 젤이 

살 I때 하늘의 아날~ 내변되븐 핑세란 바R “자연성”에 내란 정 신의 

의존성을 나타낸다 자연생에 내란 정신의 의존생을 나타나는 。1 중 

국의 굉세 제세톤 자연적 행매인 현연에 기초한 기부장적 선저1주의 

E 나타난디 허1 겔에 띠르연) 기부장작 선세주의기 지배하븐 중국에 

서는 어버이와 같은 핑세 딴 사당띤이 자유할 뿐 굉세를 세외란 야 

떠한 사갇보 자유롬지 않디 33) 허1 겔은 이와 같이 중국적 정신의 원리 

를 사연성에 대한 정신악 의츄석 상내로 큐정펴고 。1 랴한 상내 약。” 

서는 “개인익 사업성”이냐 “수관성”을 진혀 시 rll 할 수 없나고 마한 

나 34) 

헤펀애게 있어 중국적 세개얘 있어서 냐니냐는 “정신괴 자연의 상 

인”의 윈이샤 。1 평게 자연애 대한 정신익 악츄상내， 정신익 부자유한 

상내로서만 해식되는 것은 헤펀。1 사연으로부더 정신의 자시 뀌환이 

라는 자선의 전학 "11 겨1에 대히 예숭이 ).fJ요했기 [내문이었다 허1 겔에 

거1 증피의 꺼 9l쉽!일직 성↑1 응 자↑1 의 새겨1 속에시 성선의 시초직 싱 

태듬 업숭하기 위히 더 없이 좋읍 사이1 였끄 그것읍 허1 겔이 말하는 

참원 “정선과 자띤의 통입l ’과 대비시키기 위히 것이었다 이러히 섞 

321 llcgc!1l9551, ßd. 2 S. 322 
저)중며애 대한 허]낌의 이러한 평가에 대한 "1관。로서는 필자의 속 -1/_. r중격의 

“션’에 대한 헤겔의 종1] 1_ 칠학저 닌석， (신학사상， 942ε)음 참조 

.:>1) 쥐_:Z.. HegeH1955) , Bd. S .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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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중국은 실제로 헤겔의 역사철학에서 세계사의 시초 내지 출발 

점을 위한 구체적 사례로서 그리고 철학사에서는 철학이전의 단계로 

예증된다 35) 

헤겔이 중국에서 역사가 시작한다고 말을 할 때 그것은 단지 중국 

의 오랜 역사를 염두에 두고 한 말이 아니었다. 또한 그것은 동양이 

라고 하는 지리적 위치에 의한 것도 아니었다. 그것은 중국적 세계에 

서 나타나는 자연과 통일의 원리 때문이었다. 헤겔에게는 자연으로부 

터 정신의 자기 귀환이라는 철학적 체계에 대한 입증이 무엇보다 중 

요했고， 이러한 체계의 시초에 대한 예증으로서 중국의 정선적 원리 

가 종종 언급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헤겔은 중국을 역사철학 

의 시발을 이루는 필수불가결한 한 부분으로 그의 체계 속에 편입시 

켰고， 철학사 속에서는 정신의 자기인식이전의 단계로 설정했다. 그 

러므로 정선이 자연으로부터 자기 인식에 이르는 정선발전과정의 최 

초의 단계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헤겔은 중국의 철학적 정선이 갖는 

자연과의 친화성 속에서 찾았고 그것을 자신의 철학처l계를 정당화하 

기 위해 사용했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이다. 

II. 맺는 말 

우리는 중국의 천인합일적 정신의 원리에 대한 헤겔의 근본적 규 

정이 어떠한 방식으로 내려졌는가를 규명하기 위해 자연철학과 정선 

철학에 나타난 헤겔의 자연이해를 살펴보았다. 헤겔은 정선과 관련한 

자신의 자연이해에 기초해서 중국의 천인합일의 원리를 가장 낮은 

35) 이에 대한 예증으로서 우리는 헤겔의 아들의 말음 인용할 수 있다. “중국과 
인도를 통해 그(헤겔 - 필자 주)는， 그 자신의 견해에 따르자변， 어 떻게 민족 
성격들이 철학적으로 파악될 수 있는가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자 했다 이 

러한 민족적 성격은 현실적 역사와 역사적 발전음 가진 민족들의 경우 보다 

동양의 정체적인 민족들에게서 훨씬 더 잘 나타나기 때문이었다" Hegel, K 
Vorwort ZU1‘ zweiten Ausgabe: In: Hegel(1928), Bd 11, S.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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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1의 정신괴 사연의 상얀로 큐정했나 헤젤이 중국석 천인암인의 

윈비를 자연고} 정신의 “시작펴는 응인’이냐 “감되시 않은 등인”로 큐 

정할 때~ ，_는 정신이 사연성이라는 데누이를 멧어냐지 못하고 정신 

이 자연 쪽으로 응인되는 상내로 갱았나 헤젤은 자연악 본질을 정신 

으보 이해힘으보씨 우리가 일만작으보 이해하는 자띤 속에시 정↑1 직 

본죄음 부샤시켜 자연을 정↑1쪽으보 통일시킨다 허1 겔이 자연 쪽으보 

정선이 통일되는 것음 착되지 않은 통일로 규성하끄， 자연어1 무거1듬 

눈 자띤과 성↑1직 통일 워 <'1닫 주생하는 증」r의 허 ~I협일음 비핀했 

다변‘ 우리는 성선에 무거1듬 눈 에겔의 정선과 자연의 통일에 대해 

다음과 갇은 네 가지 \1 1 펴작 닌읍을 던직 수 있을 것이다 

1) 헤낌은 자연마시보 소외된 형식이기는 하지 1간 정신의 란 단습 

뜨E 파약한디 그의 칭신에 의딴 일원은작 자연개념 속에서 자연은 

이념이 자신을 실현해 니기기 위란 ‘형식‘파 ‘ F 내” 내지 “요소’R 

니타니는 것 S 우리븐 파았디 그이니 헤낌은 자연 안에 l뀌적인 것 O~ 

E 놓여 있톤 이념만 3 중시하기 때문에 자연의 외무생을 란갓 정신 

의 사시싣현을 위한 “지1료” 니1 지 “물질”로 격하시칸 것은 이닌가? 

여 가서 우 이는 허l겔의 사연의 외부성애 대한 비판으로 샤스당 마간 

라트의 나응고1 간은 마을 인용 할 수도 있을 것이나 

“ 9: 껑질은 그섯이 능러씨 ,1. 있는 그 내 g 문보다 가지가 껴。 

며 실체성노 겨은 것。로 나다닌다 나부껑질은 그것이 기능껴 걱 1;:[ 

에서 아?이 물가걷한 섯이미 한지이노 나무의 단순한 보호문로 간 
주꾀나 이러한 검싸개등F 」라나 무생을직 자인에시는 」 사세가 

필수불까결한 깃이q 어띠한 씨P 껴질 없이는 존재힐 수 없고 어 
띠한 껴질투 씨 없이는 쥬재힐 수 없나고 파라캘수스는 맘하였q 

양종 심제주의적 사고는 히니의 끼난한 내용g 통히I L성배히 섣L성된 

다 어띤 꾸잇이든 끼어) 둘 2.1싸는 것이 있어야 히고， 김은 진은 둘미 

싸이 있어야 한나 "3G; 

.3G) Bachelard G.U9781 , S. lGO 여기서는 송U 율íI9881 ， 189쪽에서 재 ~l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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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헤겔은 정 신의 자유개넌에 는기한 역사애 대한 인원폭석 역사 

고찬을 등해 인간적 자유를 최상의 가치로 꽃어 올련나. 자연피 자연 

적 권랙의 폭력으로부터 해방을 지양하는 인긴적 A}유법칙을 철학적 

으로 난기칫고 그것을 세개시 -약에서 입증허가 뷔한 헤펀의 철학적 

L;펴은 긍정직으보 펑가되어야 힌다. 그러나 허l 겔의 전혁은 자연의 

L’-든 단겨l가 복직톤작으로 “빈깐”이라는 존재에보 향하게 힘으로씨 

인간직 정~l에 대하 자연의 우위단 꽉보한다. 그러내 이러히 허l 겔의 

사싱은 다른 후l띤으로 자연에 대히 인간의 지 llH단 용언하는 결과단 

낳고 만 것은 아닙까 ? 

3) 자연적 시l 계를 자신의 것으쿄 !간날아 기번서 자연 속에서 자신 

의 자유블 획특해 기끈 정선에 내한 헤;셀띄 :캉?:r- 오늘날의 생태학 

적 위기와 관련해서 디시 반성힐 필 R기- 있디 허l 셉 철학을 흉-해 캉 

걷되r 정신적 주체쿄서의 인간은 이성에 띠-든 합복-척척 행위릅 통

해 자연의 폭랙‘ 자연에 내한 불합러한 넌음 o_~부터 인간 S 해방시 

켜 왔고‘ 또한 인간이 자연성을 빗어나서 자신의 사상에 띠이 시l상을 

건측할 수 있나는 신넌을 재강해 왔다. 헤펀은 자신익 역시철학을 등 

해 인간이 자연에 데법해서 자신의 이성이1 따라 딴넥석으로 역사적 

서1개를 만들어 왔다는 것을 임증õ1.려했나. 이라한 해삭은 난데 역사 

에 있어 자연석 폭력에 기순한 불암펴한 권맥으로부터 인간해방이라 

는 풍요한 시여를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 자연011 데한 인간정 신의 우 

뷔외 ;ι싸성을 강조한으로써 “자연”을 인간정신이 자기외 무석을 구 

현하기 위한 “재료‘’ 내지 “부수직인 것‘’으보만 보았다. 그러내 샘자 

늠어만 가는 생태학직 위 7]는 객판싱(서l 겨l ‘ 자연)의 관셰에 있어시 

우위단 갖는 주 ~n직 존재( 성 션， 빈깐)에 대후I 1까싱욕 요f힌 다‘ 이 생 

태학직 위 7]는 근본식으로 헤젤이 주싱했던 인간직 존재의 웹복직직 

행위에 의해 비핏되었다펴 보기 l내분이다. 그러브로 이제 헤젤이 성 

~l의 자기섣헌이자 동시에 자기귀화이라는 꺼지에시 꺼정하 봉입이 

내고 주장랬띤 “자연파 인간의 통일”피 기획은 디사 반성필 필‘안기-



허1갱에 있어 정신과 자연의 통일의 문저 ~71 

있는 것은 이년가 ? 

'1J 헤젤은 기1옹수의자틀얘게 있어서 매우 긍정적으로 작집 했던 중 

국적 천인암인의 사상윈이듣 “정신익 자연애로으1 천잔상내”로 부정적 

으보 규정했다 37) 그는 증」r작 자연과 성↑1의 통일의 워리 속에시 가 

선의 역사전펙새겨1의 짝만점의 셰기만음 보았다 그러나 증거정선에 

있어시 늑싱직으보 è+타냐는 “자연”은 허1 젤이 보았던 건합리후1 자연 

직 폭막이나 거잔고 사내운 자연직 휘이 야니라 이미 우주 윤리작으 

보 노녁화원 성↑1직 띤모닫 띠끄 있다는 것음 제대로 보지 봇하였다 

증거의 천 ~l펙일 사싱읍 우주 윤리직으로 노녁화딘 가연직시에 대히 

인간의 순응 내지 일치를 말한다 헤낌은 자연 Ò~~부"1 정신의 자기 

뀌헌이내톤 자신의 칠학제계의 구성파 에증 S 위해 너무 생급하게 

중국의 진인합일적 정신 S 규정한 것은 아닐까? 

371 이에 대힌 싱세한 정딩는 『철학』 제 48집에 실\，1 필자의 좋고 「에갤과 η 정 

적 숭국세계은」 g 꺼:ε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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