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헤겔의 변증법적 권력 개념* 

장 명 학 

1 . 틀어가는 말 

권력은 사회 과학， 득히 정치학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사회 과학에서 권력 

처럼 다양한 의미가 부여되고 있는 개념은 많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그만큼 권력에 대한 정의를 둘러싸고 과거부터 현재까지 끊임없이 

논란거리가 되어왔지만 아직도 권력은 명쾌하게 개념적으로 파악되 

고 있지 못한 것이 현재의 실정이기도 하다. 이러한 사정 때문에 권 

력이란 “모든 것”을 의미함과 동시에 결국은 “아무 것도 의미하지 

않는다"1)라고 규정하는 학자도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권 

력’(Macht)이란 개념은 사회학적으로 그 형태가 없다"2)라는 매버 

(Max Weber)의 지적은 아직도 타당하다 하겠다. 

이처럼 파악하기조차 어려운 무형적인 권력 개념에도 불구하고， 인 

간이 모여 사는 곳에서는 어디서나 권력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다. 권력 현상은 요컨대 개인， 집단 그리고 조직에 

* 이 논문은 한국정치사상학회와 한국헤겔학회에 발표된 글음 약간 수정 보완 
한 것임음 밝혀둔다. 

**서울대 • 인하대 강사 
1) 이에 대해서는 Hinrich-Fink Eitel, “Dialektik der Macht" , in E. 

Angehm, H.-F. Eitel, Ch. Iber, G. Lohmann (Hg.) , Dialektischer 
Negativismus. (Frankfurt / M., 1992) 36쪽 참조 

2) Max Weber, Wirtschajt und Gesellschajt. Grundriss der verstehenden 
Soziologie.(Tübingen, 1972) 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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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영헝랙， 지시， 조작， 벙랭 ~ ，_이고 필요한 경우애는 석냐라한 ~~

t커 행사를 응해 가시회되곤 한나 llt라서 사회적 현실을 ~r. 연구 rl1 

상으로 하고 있는 사회 괴파이 엄연한 사회석 현실악 하냐인 권력 

문지1를 도외시할 수 없나는 점도 역산적이긴 하지만 사싣이나 

이라후1 백막에시 권띄 헌생에 대히 λ}회과펙자닫의 작근의 놈의， 

늑히 녹입 학겨1의 놈의튼 듣여다보면 대개 다읍과 김응 두 가지 범 

주보 è+누어꺼다 칫 1서애는 이제까지 민1서히 ~l용되어옴 111]벼의 권 

띄 개념에 그 멤리튼 두그T 있다 권띄은 II11버에 의하면 ‘사회작 판겨1 

속에시 자선의 의지듬 타인의 저땅에노 닌~--f하y_ 핀전시김 수 있는 

ι든 기회’:1)튼 의미힌다 따라시 II11버에시의 τ1녁읍 ).fJ요후1 칭우， 폭 

랙 S 행사해서내도 자신의 의지를 만칠λ1 치든) 바꾸어 말해서 냉령파 

복풍의 만계도 요。}필 수 있든 사회적 띤상의 하니이디 이이한 베버 

식의 권택 현상은 중중 타자에 내해 자신의 곡작을 달생하기 우l 란 

하나의 수닌 。 도 파약되 간 하븐 l극 적 수난 빔 주’(χwcck VI ittcl 

K8tcgoricl에도 까착된디 이이란 에벼의 권택 개념에 뚜렷이 내런되 

는 두 번째의 권택관이 바또 한니 아넨튿(l I3nn8h Arcndtl의 권택 

개넌이나 이렌드애게 에마익 권랙 개넌은 ~r. 본질애 있어서 ‘ 깐 

랙"(GeιalL!을 지칭함에 나류 이니나 이렌드악 권력 개넌은 한 특정 

한 장동체의 구성윈인 연간틀이 모여서 함깨 도록펴고 또 함깨 행위 

하는 데서 등장한나 ~ ，_의 권력 기}넌의 핵심은 마로 이 사회구성윈 

감동의 권랙애 있나 사회 구성펀듣악 장동으1 행위의 션득을 상해서 

형성된 윈랙인 마듬. 01 평게 모인 사란듣이 같어짐괴 동λ]011 윈랙 또 

히 사라지버렌다 41 이런 백막에시 “모든 성치 저1 노등이란‘’‘ 아렌브에 

의하변‘ 바보 이 공동의 ’권막의 현헌(Manifestation)이며 그 +.'11 직 

9l 형태화이다 그러고 이 제노듬은 」r민의 역농직 9l 휘， 즉 」r민의 

권띄이 더 이싱 뒷벤침되지 않으면 되막하끄 또 소연되어버렌다‘’~) 

:,) Max Weher 잎의 채. ~Kγ 
4) llannah i'.rcndt. Vita aktiw oder ]7.αn tätigen Lιben. (I\,Jünchcn. 

Zü_rich, 1989), 52쪽 이히 맞 2"1C쪽 꺼쇼 



헤갱의 번증번적 권력 개넘 ~77 

요컨대 한 감동체의 정 치 재도틀악 생병은 국민의 힌 1 나시 마해서 

국민 장동의 시지애 의한 권력이 열마나 이를 지맹 01 느냐에 던려있 

나고 하겠나 

에j}1 외 이렌드의 권랙 개넌은 이치렌 서로 판。1 하게 나프나 베비 

의 권띄 개념은 권띄어1 대히 일싱직인 의미에 부펙되며， 명시직이든 

묵시직이든 대부분의 칭험주의직 사회과학 일바의 긴저에 능。}았다 

이에 만"'H 작근 J놈의가 거닙되j1_ 있는 아렌브의 τ1녁 개념읍 성지 

사생사직 9l 측변에시 y-대 그리스의 폰리 쓰작 ~I 전통에시부터 "i~"악 

하j1_ 있다 깨버의 권띄판이 사회학직 9l 끄잔에 H~팅음 두j1_ 았다면， 

야렌브의 그것응 전펙작 인식에 토대듬 두고 았다되[ ?1 수 았다 이 

처럼 서E 내립되븐 이날의 권랙은은 그 치이에도 불구하고 공허 권 

택이란 무잇인기’에 내란 우리의 인식을 새롭게 하고 있디는 진에서 

주꽉되고 있디 

아니1 한 맥락에서 이 날의 곡작은 허1 낌의 권랙 개념 S 파디 체계적 

으로 섣펴]멍고자 하는 데 있나 애냐01 변 헤젤익 정 "1 천파얘서 권력 

기}남은， 필자의 견해로는， 영애서 논악된 。1 렌드에 베비의 권랙관애 

대후1 뀐격히 괴리듬 매개해 권띄어1 대후1 우리의 ~I식 지 4생을 보다 

약상시켜 준 수 있기 애문이다 뉘에시 밝허지겠지만， 허1 겔의 권띄 

개념은 그의 정치칠학이 특히 만심 S 쓴았인 인간의 세반 공당생란 

의 문세， 주 인간의 사회적 경세작 그러고 정치작인 삶의 문세와 걸 

코 무관하지 않으l끼. L}이샤 ~ ，_의 정치헬싹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걷 

정적인 한 기1 시라고 할 수 있나 6) [[r라서 여시서는 헤펀악 윈랙 기} 

51 llannah 퍼αlclt. JÌ1，따h.t Ufμ! GωμIt， llV!ünchcn， 10001. 42쪽 
GI 주지히미시피 히)껴)은 한펴1으보는 으土랑/‘ 시 η1 혀념으) 징치적인 츄변에 니]히1. 

다근 한펀。로는 영며。로부디 학신되뉴 신업 혁명의 경재거인 걱'1에 대한 

칠학거인 반성음 동해 자신의 칠학 처]케 (SysLem der Philosophie)의 f성 
음 노민했다 해노 파언이 아니다 쁜만 아나이 그는 픈이톤파 아비스토텍레 

스의 저각응 통해 고대 」리스의 투사기가 공동제 생활에 정동했고， 아응라 

g스에시 칸E에 이르는 」대 자인뱀 사싱에시 게 /1꾀 개인주의직인 출받점 

의 9 유 등에 대한 "1판직 고칠응 동해 사선의 정치철학응 세계직으루 수귀 

코지 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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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을 체계적으로 재구성해 그 의미를 밝혀내고， 아울러 그것이 오늘 

날의 정치철학적 논의에 어떠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II. 의지 이론과 권력의 두 측면 

헤겔의 권력 개념이 가장 분명하고도 또 체계적으로 해석될 수 있 

는 문헌은， 그가 1805년과 1806년 사이에 예나(Jena) 대학에서 겨울 

학기의 강의를 위해 작성한 자연 철학과 정선 철학에 관한 수고(手 

橋)인 『예나의 실재 철학~(]enaer Realphílosophíe) 이다. 1821년에 

발행된『법철학』을 비롯해 헤겔의 여러 다른 저작들에도 간헐적으로 

권력에 대해 언급되곤 하지만 체계적인 이해를 위한 도움을 주기에 

는 부족하다 따라서 여기서는 『예나의 실재 철학』에 나타난 헤겔의 

권력 개념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7) 

『예나의 실재 철학』에서 헤겔은 자신의 독득한 권력 개념을 두 가 

지 차원에서 발전시키고 있다. 우선 그는 주관 정신의 기본 개념인 

“의지 "(Wille) 이론의 전개 과정에서 변증법적으로 의지 개념 자체를 

7) 이 점 특히 Gerhard Gδhler， “ Ration떠ität und Irrationalität der Macht: 
Adam Müller und Hegel" , in Michael Th. Greven (Hg.) , Mach1 in der 
Demokrαtie(8aden-8aden， 1991) 55-61쪽 참조. 나아가 헤겔의 『예나의 
실재 철학』과 『법철학』은 각각 다음의 원전음 원용했음음 밝혀둔다 즉~예 

다의 살재 첼학』은 Jenaer Realphilosophie. Die Vorlesungen von 
1805/06. Philosophie des Geistes, in G. W. F. Hegel, Frühe politische 
Systeme, hg. u. kommentiert von Gerhard Göhler(Frankfurt / M. , 
8erlin, Wien, 1974)를， 그리고 『법철학』은 Grundlinien der Philosophie 
des Rech1s oder Naturrech1s und Staatswissensch여t im 
Grundrisse(1820/21) , hg. von Eva Moldenhauer und Karl Markus 
Michel (Frankfuπ / M., 1970)음 원용했다 본문에 인용시 『예나의 실재 철 
학』은 “]R"음 약자로， 그리고 『법철학』은 “Rph"를 약자로 해서 페이지 또는 

패러그라프와 함께 괄호 속에 넣었다 기타 헤겔의 저작은 책명으로 그 인용 

의 출처를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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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성적인 “욕구’ (Trieb)의 여성적인 ‘지식"(Wissen)으로 분열시켜 

대볍시칸나 ~ ，_이고 。1 것을 미묘01 게도 힘의 개넌 즉， 권랙고l 연걷시 

키고 있나 8) 이때 님성적인 적구를 상징하는 힌， 즉 님성적 권력은 

외부의 자극얘 “무의식석이면서도 냉 5수적으로 반응펴는’‘~r.이고 적 

f 충농직 9l 득싱음 ’밖으보 퓨판하는” 휘이다 만면에 여싱직인 지 

식음 대번하는 휘‘ 즉 여싱직 권막읍 자기 자선읍 성식 손 하Lf 까약 

하지 않지만‘ 그 대선에 “타자듬 자극만 하고노 자선의 의노듬 핀전 

시키변시 또 이닫 소용히 지켜보는’(]R， 221) 지직(씨머)~l “간 

겨]"(LisC 또는 간지)에 바팅음 눈 힘이다 내향직이며， 지식과 간셰 

그리고 악(평)음 싱강하는 것이 이 힘의 득싱이다 91 

허1 겔은 그의 정신 칠학의 변증빔적 전개 파정에 걸맛게 이 두 가 

지 치원의 힘 S 우선 감정적으E 선자의 경우) “」ι펀자"(clæ AlI 

gcmcinc) ~~， 그리고 추자의 경우톤 ‘ 개별자‘ (cl8S Einzc] nc);;:_ 규정 해 

내런시키고 있다 」ι펀자~서의 (난성적) 권택파 개별자도서의 (여 성 

적) 권랙 lü)은) 니충에 밝혀지겠지깐 인간의 공딩 생란을 기능게 하 

톤 공당처1 특히 국기 공딩제의 권랙의 정초(핀뺑 1 ， 주 곤/1 지음에 없 

어서는 얀될 중요한 요i라 할 수 있나 

여시서는 머저 권력 문재 "1 만접한 관년이 있는 허1 젤의 익시 기}닌 

81 헤겔의 권역개닙 F 의시개님과 펠레야 멜 수 없는 멸취한 관계 속에 있q 

1에나의 실재철학』에시 의시개님이 진변에 등정힐 때는 권력개닙 F 의시개 

념의 꺼보 츄어버연디 빈면에 권객 111년이 녕시적으보 천변에 등장할 때면 1 

의지세념이 「 꺼에 기려져 버연디 요컨니1 ， 권객괴 의지는 한께 히고 있디 

01 이싱식 득싱에 대한 헤겔의 。1와 같F ?정식인 사~_-? __ 9 늠날의 이싱주의 

직 시각에시 딩면 혹독한 비난응 띤아투 사원잖3 일이겠시"91-， 아u} 'r _l는 

싱정의 창세가에 나바난 아닫고} 이]-ì _ ____!_리고 뱀의 꺼유에시 잉~l응 띤꺼 듯 

하다 이에 니]해서 는 Klaus Roth, FreÎheÎt lmd Tnstitutionen În del 
politisc!-Jen Philosophie Hegels , lRheinfelden, FreiblU-g, 8erlin, 1989) 
l?〕쪼。 치 ι 
d'_:'~-;= -l'__:_'• 

101 원진 빈어싱 플가피한， 어~l싱의 혼라응 피하시 위해 배 펀자루시의 권역과 

개벌자무시의 권역응 때루는 낸연식인 권력 개벌식인 권역 등으우 사용하고 

있 Sg 반허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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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노동， 도구 : ，.랴피 긴-개외 관년하여 섣펴받자. 허l 펀에 의하면 의 

치는 익식(BewuβLsein)고} 한깨 인간익 행위(H，mdeIn)외 시유 

(Denken)의 진처l소낀이다. 의지는 섬처적인 정~l 이다. 의지는 이본적 

인 성선언 의식의 보대 위에시만 외직 서l셰에로 자기듣 석쉰시키거l 

된디- 인간 행위의 영역에서 가장 븐시에 놓여 있쓴 의지 개념은 개 

인적‘ 사회적 그려고 국기적인 현실성을 난계적이고 FE 체계적으쿄 

구성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텀딩승]-.:ι 있다. 

헤핀은 이려한 의시 개넌이1 의해서 노동(Al'beiU ， 도~(\Verkzeug) 

능 ‘언간과 자연.과의 판겨1단 섭명하고 있다. 이애 의지 I'H 념의 책심 

은‘ 내(자아)가 의지로시 스스로 외작 현수l에보 섬혜시키는 데 있다‘ 

디시 밀해서 의지쓴 자신피 욕쿠(Trich)를 증꽉시키기 뷔해 스스쿄 

를- 눈얼시켜 “대상화‘’(V crgcgcnst.ändlichung)시키려고 한디 노등은 

자기 “자신을 대상화해는 것" (Sich←zum←Gegensμmde←lVIachen) 이 

비， 또한 “자신을 시불회해는 것‘’(Sich-zum→Dinge-~'1achen; ]R, 

219)이다‘ 그려고 이떻게 ‘쓰쓰보듣 대싱화하고， 사관화한 것이 바로 

생산H 빚 뇨if 웅의 L’-습으로 q따난다. 이때 생산관이q 노→난 능은 

니띄 욕구가 내상화펀 형테이디 이것은 니{자아)와 사불쿄 대상화펀 

것{니)의 통-일을 의미한디- 동시에 니븐 생산불이니 보쿠 강윤 L께기

칙접 생선해낸， 마효 나 자신으포 의식하게 뛰， 다시 까해서 자가익 

식을 가지게 됨은 물풀이다 이것을 헤이→려 염， 즉 데상화된 시물이 

바로 자선이라고 의식하는 것음 헤l 첼은 “지직" (ì，Vissen)이라낀 규정 

하고 있다. L;농의 I'H념은 이처럼 지식의 개념과 생호 널접하 연판음 

갖고 있다 

헤젤에 의하번 보구쓴 디는 생산불파 마찬기-지 RL 노등을 통해 대 

상회된 Ll의 와구이다. 즉 도구는 충족된 와구의 시얀호l 된 형 l꺼이다. 

하지만 헤캘은 니l가 생산한 도구샤 나시 나를 위해 인하는 것애 주 

복하고 있다‘ 즉 노→f는 l，;농하는 나와 가공되 어야 한 사관 인 대성 

사이에 투입원다. 이띠l 노→f는 주)-1]인 나와 객처191 식입 대싱음 매개 

하얀 “충간자" (l'vlittd쿄서 니 를 내신해 대상을 가공하끈 역할윤 떠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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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나 도구의 사용으로 나는 직접적인 노동얘서 변재된나 도구의 사 

용은 노동 활동 자체를 ]퀴나 효고l 적이고. 01생석인 것으로 변호1 시칸 

다 뿐만 야니라 노f는 사딘에 대힌 보띤직 9l 가공을 가능케 해， ?1 

간의 다양창1 복직욕 심헌시키는， 보띤직인 가능싱음 처1공후1다 그러 

나 보구깐 그 자체E서븐 노딩을 할 수 없다 보구의 펀당은 최소란 

보나마 인간의 란딩을 필 \l_~ 한디 

연간의 노동을 대신해 자연랙을 이집 01 는 것도 도구의 사용괴 동 

인한 매럭얘 서 있나 시기1의 내엽 1 수역 1 웅랙 등 자연악 런을 이용 

해 도구를 작동시키변서 연간악 직접적인 노동은 더욱더 깎t한나 

이치렌 인간이 맹 EF적인 사연력을 자신의 5수석。” 맞게 이집하는 것 

은‘ H~보 이 자띤막이 의노하지 않았던 그 무엇음 행하거1 해， 자선의 

복직음 닫싱하는 것욕 의미히다 바보 이것음 에겔은 ’간겨1 ’ (List)라 

고 부L른다 연간읍 간겨1듬 이 용해 자연막을 부린다 그리끄 자↑1 읍 

식섭직 9l ~ 동활동에시 딘러è+， ‘자연이 자연어1 대해 입하는’ 것음 

“단지 소용히 지겨보가만 하며， 전세닫 소그마히 긴 녁만으보 통처1히 

다’ 이보씨 “자연의 거대히 휘읍 간겨1의 장 같에 의해 굴복하거1 인 

다 "(2긴 11 산계븐 이은적인 “안앙‘’(i':usc]1cnl에 불파하디 하지깐 이 

간계를 통해 인간은 타자를 자신의 꽉적 각 자신의 이기작인 만심에 

이용하는 것이디 。1 때 타자톤 자신이 무잇 S 하고 있깐지 알지 못하 

고 있음은 두말할 것보 없디 ]]1 보구와 자연랙의 이용 S 통해 말전시 

킨 개념인 간계톤 니충에 허1 겔의 역사칠학에서 핵심 개념。 R 등장 

하톤 ‘。1 생의 산계’(List do 、 α l1 unftl와 같은 사유의 구긴를 갖고 

있나 

]렌 허1겔은 씨1 이론적 관멍이1 불고l 한 간개를 강조하고 있는가? 

그것은 마로 이 간기1 샤 염 1 즉 지식 (Wissen)고l 민접한 관개얘 있시 

l l) 노f외 J이성의 간꺼1 의 연판에 대한 헤겔의 이래한 논의뉴 그의 『정산헌상 

학4 어] 이르라 」 극지에 두달하기] 뀐q 이 검 Ivän Dubsk_}T, “ llcgcb 
i'.rbcitsl: 엉IiH und dic idcalistischc DialcktiJ.、’， in Iring Fctschcr (l lg.) , 
I1 ege! in dlιrS‘ι'h.t der neueren Forschung , (_Danllstadt, 1973) 43~쪽 이 
하 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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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다. 헤겔에 의하면 간계는 “지식을 향한 무의식적 충동”이자， 

밖으로 향한 의지인 “욕구로부터 자신에게로 다시 복귀한 자아이며， 

이러한 존재의 부질없음(Nichtigkeit)을 아는 자아이다.’'(221) 간계를 

통해 의지는 자선을 대상화시키는 ‘밖으로 향한’ 욕구와， 이 욕구로부 

터 자신에게 되돌아와 관조하는 지식으로 구별된다. 이와 함께 헤겔 

은 의지 개념 자체를 이저l는 “욕구를 품은 의지"( triebseiender 

Wille)와 “지적인 의지"( wissender Wille)의 두 가지로 분열시킨다 

동시에 그는 분열된 이 두 가지의 의지 개념을， 앞에서 이미 언급되 

었듯이， 권력의 두 가지 측면과 결부시켜 자신의 논의를 전개시키고 

있다. 

III. 상호 인정의 변증볍 

헤겔은 『예나의 실재 철학』에서 의지 개념의 분열과 동시에 이분 

화된 권력 개념을 변증법적 구도에 상응하게 다시 통합시키고 있는 

데， 그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자연적이며， 실저l적인 결합인 “사 

랑"(Liebe) 이다. 바로 이 사랑의 단계에서부터 주체와 객체의 관계는 

인간과 자연이 아닌， ‘인간과 인간’의 관계， 즉 상호주관적인 관계로 

바뀌게 된다 헤겔에 의하면 사랑하는 나와 사랑받는 너의 상호적인 

통일은 지식 (Wissen)을 매개로 해서 이루어진다 다시 말해서 양자 

는 각각 타자 안에서 자선을 앞， 즉 의식한다. 바로 이러한 “타자 내 

에서 자선을 앞"(Sich-im-anderen-Wissen; 223)을 헤겔은 “인 

식" (Erkennen)이라고 규정한다. 인식의 핵심적인 측면을 헤겔은 다 

음과 같이 말한다. “인식은 대상적인 것의 대상성을 자기로 의식하는 

것 을 말한다"(Erkennen heißt eben das Gegenständliche in seiner 

Gegenständlichkeit als Selbst wissen; 222). 인식의 대상은 사랑의 

단계에서 상호적으로 인식되어야만 하는 남자와 여자라는 득성 

( Charakter )이다. 사랑에 의해서 양자는 고립된 자신들의 자립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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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1 하고 강동의 의지 관기1애 뜯입한나 따라서 시링얘 악한 상얀은 

‘의지의 대립이 배재된’(229) ， 나시 마해서 미사에의 자시희생석 1 이 

니적인 걷암이나 

충손된 사링의 단개얘서 각자는 또한 ]틀익 사땅이 대상회된 사 

단(Oing) , 즉 그듬이 공농으보 일f어 획늑히 지속작 ~l 가족 소유 

(F 3milienbesitz)어1시 자↑1닫의 사랑음 재확인하까 띤다 하지만 가족 

소유는 엮밀히 말해시 ‘사량의 수단"(Mittel c1er Liebe)에 지내지 않 

는다 왜냐하변 사량 그 자세는 아직노 대생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랑 그 자씨가 대생화인 것은 바보 후손인 자식이다 단지 이 아이 

듬 통해시만 사량은 \1 1 보소 “ 9l식하는 인식’ (ein erkennencles 

Erkcnncn: 224')의 닌계에 보달하게 된디 허1 겔은 말한다 “아이에게 

서 비 R소 부모븐 자신들이 하q의 의식 Ò~~， 각 하나인 3 인식한 
다끼낀 

사량 S 통해 타자에게서 상호적 O~도 자신 S 인식하깐 것 S 헤낌은 

‘ 정 신적 인 인칭 ’(gcistigcs Ancrkcnncn; JIl, 22;')이 내 고 규정 란디 

그이니 이때 양자의 인칭은， 아직은 입적 “인격처11" ([ 'crson);;:_서 인정 
되고 있지 못한， 나시 까해서 서로 “자연적인 개인" (nalür1iches 

lncli vic1uum; 223)으로서악 인정애 지냐지 않는나 헤펀얘 "1 "1 변 사 
랭애 의해서 체힘할 수 있는 인청은 인간의 사회석연 감동생활을 샤 

능개 하시에는 이직도 부 순하나 ，.것은 사땅이 암에서도 언급했시만 

양자 사이에 최끽:한도의 희생을 진지1로 펴고 있는 이미적인 관기1이 

11 때문이나 인간의 사회적 삶을 구성 "1 여변 시링악 개년을 념어서 

는 또 다른 좀더 그1사워작 ~l ~l 간 판겨1의 f숙이 편연작이다 

혀1 겔은 이것음 두 꺼애의 통협 단겨11~1 추싱작 ~l “ 9l 정 성 

태" (Anerkanntsein)의 과제보 남겨눈다 이 추싱직 인성 싱대는 야 

직은 +.'11화되지 봇후1 추싱직인 단겨1의 법작 싱애닫 말하는너)‘ 이것 

12) G.w.F. Ilcgcl, Aαhang 2Lι Jcnκιr Reaψ/따oS' ophie . .A.us띠beitun강ι 1 

2ur Geist，ι sphifosoj.사ue lψn 18η13/04， in Friihe ι o!itische $vS't，낀ne. 318 
죠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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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헤젤의 법 이록 행생애 있어서 핵심석 기1 시 중악 하냐인 “생시익 

투 쟁"(Kampf ιmf Leben und Toc[; 232) , 즉 인정 투 쟁‘ (Kι1l11pf um 

Anerkennung )의 걷괴로서 구성된 것이나 허1겔애 의하면 I/-→란적인 

사회적 ]껴편성， 즉 연간익 사회적 감동생활을 샤능하게 하는 것은 인 

정 우쟁의 단겨1에시 멍시직으보 능성하는 ‘자유 의지"(Ireier Wille; 

229)의 운농을 통해시 비로소 충족판다 9l 성 1듀쟁은 생사닫 낀 우쟁 

에시 그 극치에 노남하는데， 바로 이때 자유 의지의 담지자연 샤 개 

인은 샤가 타자튼 자↑1과 똑감이 식대직으로 자선에거1만 십직하는 

이기직 9l 개 ~l 닫보 인식하까 인다 바보 이러히 9l식‘ 늑 ‘지직인 의 

지"(wissender Wille)에 바팅음 눈 연성 싱애가 긴거 지어친다 ~l 성 

상태는 뛰어1서 밝혀지겠지 1간 사회적。도 통합된 개인들의 입(권리)적 

인 관계를 의미한디 

안정 투쟁은 란 주제와 rE 디 E 주제간의 상호 인정 S 뷔한 투갱 

이다 디시 말해서 란 개인이 디든 개인。도부"1 필연작 Ò~~ 안정받 

아야 란디든 사실이 허1 셉의 인정 투갱 이은의 헥신을 이루고 있디 

여기서 한 개인은 왜 균이 디 E 개인에게서 인칭받아야 할까‘/ 바R 
이 퓨재애 대해 헤펀은 t 유를 툼랴싼 인간틀의 무한 성생 상매를 

가정한 흉스<Hobbes! 의 견해외 간이 한나 하시만 헤젤은 자연상내 

론의 모순점듣을 비판펴고 _13) 자시익 고유한 상호 수관적인 사회적 

관기1의 구성을 시술펴고 있나 자연상내애 대한 헤젤의 입장은， 한비 

니로 마해， 이미 ,. 약얘 최i한이 시는 해도 모듀션이를 하는 개인간 

의 상호적인 관기1가 진지1되고 있나는 점이나 ]이고 헤펀은 흡스의 

1.3) 인징 상태와 관린해서 히)껴)은 휴A 이래의 계약곤지플이 주게보 심은 지연 

상티] 이톤음 다음파 같이 "1 판하，，_ 있다 ?선 허]낌에게 자연상태’란 상호거 

인 인정관케가 형성뇌이 있지 아니한 상태로서 각 캐인듬이 단순히 t영 -f:_-하 

는 섯음 의미한다 I다니l서 헤겔이 난 때 자연상태에서 자연권(NaLmηechLl용 

논하는 갓꺼 」 자세 무 이미 논려직 모순에 빠지시 않응 수 없q 왜냐하면 

사얀권F 권라이 /1 때문이나 。1 러한 권리는 이미 바자를 진제하고 있나 나 

시 막하면 권리를 논힐 때 이미 최끼、한의 싱? 인정핀계 속에 빌응 듬이놓 

은 상태이디 이 Q~ 등시에 자연상태는 이미 지양되었다는 것 g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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딛피 자기갱-츄을 뷔한 장또로부터의 해망을 워한 것이 이니라， 무시 

딩한 한 개인의 자시의식， 즉 자신의 정체성을 지l 인식사키는 것을 강 

조하피 있다. 이에 대해 댄저 헤캘의 논-지를 산퍼보자. 

우선 네가 어떤 물건을 갖피 있나 하자. 이 울건은 부동산인 토지 

또는 주텍이라노 좋고， 농산인 그 어 1션 관간이라 해노 좋다. 그러내 

내가 다른 사람-으로박터 인성받 7] 이전에는 그 어떠 관간의 소유(엮 

빌히 말하면 여기시는 야적 타언으로부터‘ 다시 말해시 사회식으로 

인정받은 싱태가 아니기 띠l분에 “;섬유‘’에 해 L샤한다)노 아식은 관얀정 

하 싱태에 능:여 있다고 하겠다. 왜냐하면 내가 받음 개간해시， 또는 

생산해시 작성작으로 ;섬유하? 있는 ~~l음 다른 사람이 아직은 빈 

정하치 않고 있키 때문에‘ 그끈 니의 불건(적아보 q의 입장에서은 

내기- 일해서 이루어 놓은 불건이키에 바~ 내 불건이내븐 것을 피심 

하지 않얀디 }-S 탕취하거니 FE븐 내 불건윤 훼손시킬 수가 있디 이 

번에r 내기- 그에게 탈취 당했딘't:E얀 훼손되었딘 q꾀 불건을 회복 

하키 위해 디시 그기 기-신 불건윤 탕취하거니 훼손하븐 .!2복을 기-하 

게 되고 이것이 끝없이 반복될 것인은 정상적인 사당이이번 누구니 

상상해 볼 수 있다 

헤 첼도 이 정도는 누구나 인 수 있다고 생 각했유이1는 들펌 없다 하]

지만 이지l부터 헤펀이1게 퓨재익 핵심은 물건 :1. 자체샤 이니다 문지l 

의 핵심은 이지l 나의 권이 주장괴 맞물려있는 법석 인정이l 놓여았다. 

다시 마해서 “법인격" (Person)으보서의 나의 자(기)의식의 회객이 이 

씨퓨의 전면이1 부상하게 된 것이다. 이 점 상대방도 n]-칸까지이다 

우리는 여기시 법적 인성 과성에 대후l 헤켈의 놈의릎 좀더 갚이 상 

펴본 띤요가 있다. 우션 내가 주인 없는 딘낀필수 ;섞유하는 것은， 헤젤 

에 의하면 타자눈 이 딘~4'1 의 소유호부터 11>>제하는 것욕 의 u] 히다‘ 이 

때 이러하 자기증심직 |내타직 행위는 농시에 “그(타인)가 존재하고 

있는 것‘’ (was er ist: 226)윷 nH제히다. 다시 말해시 그의 존재(SeinJ 

자 ~n노 무시하는 결과닫 낳는다. 허l 젤에 의하면 소유보부터 nH처l 당하 

타인은 그 자신이 부정되고， 또 무시됨 (Ncgicrtscin)에서 회복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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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냐의 점유물을 훼손한나 이러한 팽위즘 상해 ]는 배지1당한 자 

신의 ‘ 대자석 츄지]" (Fürsichsein) 즉， 자신(SelbsL)을 회객 사킨나 동 

시애 점 유자인 냐 자신의 않 (Wissen) 얀이1] :'. 사신익 대자석 주C재를 

각인시칸나 애냐하면 니1가 점 유했던 물건은 사싣상 나의 활동1 즉 

노농의 형애이기에‘ Lf 자선의 않， 즉 지식이 내재하는 나 가선 그 
가지1이기 [내문이다 따라시 점유자와 새저1 당창1 자의 강능 판겨1는 이 

처1 더 이싱 씌1 손판 외형작 닌낀 그 자씨가 아딛응 분명하다 

혀1 겔에 의하면 이미1 딘;낀음 씌1 손Lj후1 자는 그 자선이 워래 기노했 

던 바와는 전혀 다른 경과듬 초래했다는 것욕 의식하까 인다 즉 그 

는 딘;낀음 섞유한 낚시에는 순전히 다른 그 무엇에노 f속념이 없는 

자기중심적인 내자적인 존새E서 타자를 배세랬 6~q 이세 그븐 묵시 

적이뉴 냉시적이은 ‘타자와의 관계 속에 서 있톤’ 그 자신 S 발건， 주 

의식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헤낌이 여기서 강죠하고자 하튼 

것은 바도 우리 인간은 타자) 각 디 E 사당파의 관계 속에서만， 디시 

말해서 ‘타자와의 만계를 통해서 ul] 개되어야깐’ 우리날의 정처1 성 

([c]cntität)을 갓을 수 있디얀 진이디 바E 이 전을 흡스를 위사란 

기1약론자듣은 간피하고 있나고 헤겔은 비판했나 

점 유물을 도러싼 얀생은 이재 j츠생딩사자 모누 사신익 현츄지1 

(Dasein)샤 이니라， 상대방으로부더 인정반는 것이 초미의 관심사로 

등장한나 상대망으로부터 인정만는나는 것은 듀 자신애 대한 잉 

(sein Wissen von sich; 231) , 즉 자시악식을 인식사키는 것을 으악] '" 

한나 애 L냐]00펴1 변 여시서 문지1되고 있는 것은 이재 물건으악1 덧없는 오외1 석 

?인1 헝 F애내가 아니라’ 앞， 즉 지식 (Wissen)이기 미1문이다 따라시 ~l 성 

우쟁은 이처1 바보 이 삶 또는 지식을 닐라싼 우쟁으보 빈모힌다 1 '1) 

14) 인정 투쟁애서 의지 개넙파 지끽의 연판애 대해서뉴 Ar떠reas WildL 
A.u/orwmie und A.nerkennung. Hegels A{oraliWisknúk im Uchle 
scincr Fichte-Rczcpúon. (StuugaIt, 1082) 3"57쪽응 참주 」리고 안정 듀 
생에 관한 윤리학직 측면응 애각시킨 해시.?: Axcl Ilonncth. J((ω야f ωn 

A.nerkennung Zur morafischen Grammatik sozialer Konflikte 
íFrankflllt ! M. 199ël픈 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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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삭을 도러싼 싸유의 좋착역은 이재 법적 인정을 도랴싼1 쌍망 

모누 죽유도 불시하는 투생으로 진관된나 마로 이 생시의 투쟁‘의 

걷고}는 칫째， 니1 샤 상대망애게 숭이해 ，.를 지1기하는 경우 이나 이 

경우 인정 투쟁 딩사사 중 한쪽의 사맹으로 인해 생츄자도 ]얘게서 

인정받음 기회듬 생심하까 인다 닐째는 내가 싱대맹을 옹1 전히 휴읍 

직전에 삼리주어 예속시키는 칭우이다 이미1 전저1되끄 있는 것읍 그 

가 삶에 대히 애직이 있을 칭우로시 바보 t정↑1헌싱펙J에시의 “주~I 

과 [1;예‘’의 판겨1로 귀직판다 l~) 이러히 판겨1에시의 ~I 성이란 핑능히 

입상에시의 ~I 성 핀겨1가 아니가 [내문에 관충분칭1 인정 싱태에 이딘 

거1 띤다 셋애는 이 생사닫 낀 우쟁에시 쌍맹이 공히 싱대맹에거1시 

자신파 마찬기"];;:. 죽음도 불사하는 걸연란 의지를 인식해서 아든 

경우이다 바E 이섯을 아븐 것 주 이니1 란 “지적 추상"(Ahstraktion 

clcs Wisscns)을 통해 썽빙「간의 내런이 증식되고 변증빔적으E 지양 

돼 새~운 닌계인 “인정 상태"(Ancrk3nnt .. scin)에 이르게 띈다 이 

닌계에서깐 B]~소 q 든 니와 디든 상내방에게서도 ‘나”를 인식할 

수 있게 된디 이 진 상내방보 u}찬기，，]염은 r] 이상 논의의 여지기 

없나 헤젤에 의 0] 변 이에 간이 변증법적으로 시잉된 단개얘서만 각 

개인은 나1로t “사유로운 사시 "(freies SelbsL; 232)로서 벼편적으로 

인정만게 된나 동시에 상대방괴 나는 장허 동등한 벼편석 법인끽으 

로서의 능력을 시년 것으로 인정펴게 된나 따라서 헤젤은 「예 L}의 

싣지1 침아J 01] 서 인정 투생의 세 벤째악 걷고}만을 인간의 사회 석 강 

동생활을 샤능개 하는 법석 관기1의 행성을 위한 건션석인 요/，0로 만 

1::;) .. 생선꾀상학」에서는 주인은 T예보우터 ~1징 g 반게 되지만， 닉「예는 지선의 

자유듬 포기했기 때문에 「인。로부디 인정받지 뭇한다 그래나 노예만 자신 

의 노농 행위음 동해 대자껴 슨씨 (Fürsich、em)애 노달하는 데 반해 「인은 

그녕지 뭇하다 왜냐하1선 「인의 자기의식은 다자의 환농이1 만 의슨하기에 걷 

기 자신이 이에 종속되는 결괴를 추러]한나 이에 대해사는 G.w.F. llcgd 
PI뻐αneno!ogÎe d.ιs Geistcs (1807) IWcrk 3 in 20 ßänclcn. Ilg. V 

Eγa IVIoldcnhauc:• uncl K3Tl lV!3rkus Michcl. Frankfwt / M .. 1G6GIl.ì 
U8쪽 。101픈 쥐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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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고 있다. 

나아가 인정 투쟁을 통해 그 근거를 획득하게 된 인간 관계인， 나 

와 또 다른 나(즉， 너)와의 관계， 즉 주관과 주관과의 관계인 ‘상호주 

관성’(Intersubjektivität)은 여기서는 아직도 추상적이긴 하지만， 인간 

의 공동생활의 바탕에 깔려있는 근본적인 법적 관계의 구성을 위한 

중요한 계기이다 헤겔은 이러한 포괄적이고도 추상적인 법적 관계에 

유사한 단계를 앞서 말했듯이 우선 ‘인정 상태’라는 개념으로 규정하 

고 있다. 아울러 이 추상적 인정 상태란 헤겔의 권력 이론적인 측면 

에서 고찰할 때， 교묘하게도 남성적 힘인 욕구와 여성적인 힘인 지식 

의 미묘한 통합에 의해서 형성된 법적 상태를 말한다. 왜냐하면 ‘서 

로간에 매타적이면서도 사회적 인정의 필요성 때문에 또다시 각자가 

상대방을 필요로 하는’ 변증법적 관계에 의한 힘， 즉 두 가지 차원의 

권력의 통합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헤겔이 생사의 투쟁이라는 이처럼 지극히 극단적인 인 

정 투쟁의 과정을 우리에게 저l시한 이유는， 이미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 인간의 모든 복잡다단한 사회적 공동생활의 근저에 바로 

이러한 상호주관적인 인정 상태가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시 

적으로 보여주고자 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헤겔은 이 상호주관 

적인 인정 상태가 인간의 모든 사회 생활의 보편적 형식들을 가능케 

하는 전저l 조건이라는 것을 분명히 해두고자 했던 것이다. 

N. 사회적 보편성의 권력 

이러한 인정 상태의 토대 위에서 우선 사적인 개인들의 다양한 경 

저l활동들이 구체적으로 실현된다. 또 이들의 활동을 통해 실현되고 

있는 각종 사회적， 경제적 현상들， 즉 노동， 분업 및 교환，16) 겨1 약 그 

16) 지변상 여기서 노동， 분엽 그리고 교환에 대한 기술음 생략하지만， 여기서 

분엽은 각 주체들의 사회적인 연관음 극명하게 드러내주고 있으며， 나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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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기1 약불이행 등은 경지1활동을 히는 사적 개인듣간의 영역이1 약 

히는 현상틀이나 。1 011 반해 범최 맞 ~1 벨고1 간은 사회적 현상。11 대 

한 서술은 。1 ['1 시 석인 개인틀간의 활동 영역으로부터 벗어냐 질적 
으로 한 단개 더 놈은 콩석인 영역 1 즉 시회석 1 국샤석 버편성의 영 

역에 핀겨1되는 헌생등이다 이매 워황창1 ~l 간 생황의 사회작 소통을 

보상하기 위해 권띄의 문제가 섞자 가시직으보 전변에 능성하게 인 

다 

늑히 겨1약의 변응법에시는 권띄의 두 가지 측변이 두드라지게 눈 

에 띄는 겨1기가 되고 았다 늑 겨1 약 판겨1에시는 커음에는 겨1약 LJ사 

가등의 의지 CWillel 의 일치에 의해시 겨1 약이 싱핍되지만， 허1 젤에 의 

하년 이 계。}이 파 "1치져야 한디얀 피장은 없디 이때 시간적인 경 

파에 의한 우연적인 죠건상의 변화는 고려의 내산이 되지 않얀디 왜 

냐하년 계약 위반자의 이기작인 의지 생뷔의 발도， 즉 개별자의 이기 

적 “욕신”이 계약불이 생 S 초tll하얀 핵심 요인이기 때문이디 허1 낌은 

바E 이 진 S 의지의 ‘자기 내도의 복까’(Insichgchcnl이내얀 말E서 

표띤하고 있디 이 말은 계약 개념에 함축된‘ 통합된 공딩의 의 

지 "(gemeinséill1er 까Tille; 238)로부터 기1 약 위반자악 개별석연 의지가 

분열하는 것1 즉 이 가 적인 자시 의지애로 되톤이깎을 뜻한나 "1 시의 

이러한 자끼 니1로의 객귀‘， 즉 변층법적인 분열은 딛마로 개약불이 

행， 즉 인망적인 기1 약 마끼 현상을 순 매한나 이이1 맞서 상대방은 감 

동 의지의 이류으로 개약에 양의된 사항의 싣천을 독족하1 이 1 동시。11 

상대망을 강재히는 것이나 17) 

문제는 이매부터다 개별직 의지가 셰익f 당시의 공동 의지에시 분 

엮‘ 이단하는 것은 오로지 자선의 이기작 ~l 목직을 판전시키기 위힘 

교환에서는 각 주제듬이 이거]는 ~1 셔체보서 펴섣적으보 인징반는 상태 1 걱 

~l징상태의 선혜 g 기시적으보 보여주고 있다 

171 헤겔의 계약 사싱이 현대 민법싱에 제시하는 의미에 대해사는 득히 Pctcr 
Landau, "Ilcgcls DcgrUnduIlg dcs V C'I디 agsrcchtcι’， in Man[rcd nicdcl 
(I lg.), j}faterÎa!ien 2U I1cge!s Rechtsphiiosophie. Dd. 2, (_Fra:nkIw't / 

M" 197:5 1 17G쪽 이히 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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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이때 개약불이행을 등해 개약워반자는 동시에 개옐자의 권랙의 

측변을 피}변하 -ι 있다. 다시 까해서 :1.는 개약불이팽이라는， 즉 이→무 

런 노벽도 을이시 않는 이 단순한 행우}를 등해， 개약이l 의해 등상된 

감동 의시익 힘인 낚편자의 권맥을 자곡， 도벌해는 약역을 떠만는다. 

요키대 겨l 약 뷔 1샤은 공농 의지에 힌축되 보핀작 권펙 91 “강처l 

펴"(Zwang)에 대집하는 개별자의 권펴필수 행사하는 것에 다듭 아니 

다. 

허l 젤에시는 “범죄"(Verbrechen) 분자|노 바로 이 겨l 약 빚 셰약관이 

행과 씌셉적으로 맛관.:，] 있다‘ 즉 셰약관이행자가 셰약 관겨l 속에 내 

포현 공농 의71 의 강저|넥에 또다시 거부펙으로시 농시에 그는 범최 

를 시치묘거l 펀디- 이 민죄자의 행위븐 허l 낄에 의하연 개별자의 권력 

행사인은 부연할 필요기- 없다 

여기서 헤낄은 이 ι1한 개별자의 계약불이행 빛 이에 뛰띠묘쓴 그 

자체쿄 ·‘니쁜"(1끼sc) 의미를 지년 민쇠 행위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빈쇠 때문에 이서l끈 선(全 )사회적으E 팩장펀 공당 의치‘ 즉 일반 

띄지의 힘 빛 _il_펀적 권랙띄 개입을 초c11하븐 더1 '주목-하고 있디 왜 

냐하먼 넙성석 힘을 데면허는 인반 의시익 힘인 란편자익 권력은 : /, 

자체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볍죄적인 행뷔에 의한 도받 맛 

자극에 의해서 비로소 활동하게 되시 때문이나. 여가서 볍죄 행우}는 

여성적 힘의 특성을 대변해는 캐 1휠^~의 권력 팬시 얻은 울톡이 나 이 

련 의 111 에서 개약 위반이나 볍죄는 헤펀의 변증법적 논넥이1 나프변 

단지 우연한 현상이 이니라 인반 의시익 힘의 등장을 뷔한 필연석인 

현싱빈 것이다. 요킨대 “처번" (Strale) 개념의 노입윷 위해 범죄는 허l 

첼 빈증법에시 핀수관-가겸한 한 증요한 겨l기인 것이다. 감은 맥곽에 

시 처번 자처l노 범최자의 익의에 의후l 권박 행사에 따른 노센에 웅 

징하는 잊만 의지， 속 보편자의 권막 행사 헌성에 다듭 아니다. 속， 

이 보띤자의 권박이 겨l 약 이행윷 강처l하고‘ 또 처번의 형식으로 범최 

에 대처하는 것이다. 허l 젤에 의하면‘ 이 단셰에시 개별자로시의 범최 

자얀 이미 사회적으쿄 인정펀 공동 의지를 훼손했디얀 사실윤 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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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의식하게 된다. 왜냐하면 이저l까지 그가 소홀히 해왔던 이 

의지는 바로 자신이 형성했던 것임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18) 

종합하면 권력의 두 측면， 즉 보편적인 권력과 개별적인 권력은 사 

회적인 보편성， 즉 보편적인 인정상태의 타당성과 그 관철을 위해 건 

설적이라 하겠다 득히 처벌은 범죄에 의해 손상되었던 사회적 인정 

상태를 부활시켜 그 의미를 보다 더 공고히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동시에 처벌은， 질적으로 사적인 개인간의 보복 행위의 차원을 념어 

션， 즉 사회적 차원으로 보편화되고 승화된 공동의 권력 행사이며， 

이를 통해 보편적인 인정상태의 타당성과 그 현실적인 구속력을 재 

표
@
 

확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v. 법제도화된 공동 권력 

이처럼 처벌에 의해 그 타당성과 구속력이 검증된 인정상태는 이 

저l 새로이 ‘저l도적으로’ 발전된 여러 사회적， 국가적 소통 형식들인 

가족， 시민사회 그리고 국가 등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된다. 이러한 

제도화의 단계에서는 사회적， 국가적 차원의 여러 현실들이 ‘법’규정 

의 형식을 빌어 구체화되고 실현된다 즉 가족법을 비롯한 시민사회 

의 경제활동 영역 전반(노동 교환 그리고 소유권 관계 등)에 대한 

각종 법규정들은 이제 사회적으로 현실적인 구속력을 지닌 보편자의 

권력의 뒷받침을 받게 된다. 바꾸어 말하면 이 법규정들은 사회적인 

18) 묻론 여기서 아무나 되는 대로 자꾸 범죄를 저지르라는 소리는 결코 아니다. 
헤겔이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사회적인 현실에서 범죄현상의 대두에 의해 

평소에는 가려져 있던 공동의 즉 일반의지의 권력이 구체적으로 그 모습음 

드러낸다는 데 있다. 헤겔의 범죄와 처별에 관한 연구는 Felix Herzog , 
Prävention des Unrech1s oder Manifestation des Rech1s. Bausteine 
2ur Ubennindung des heteronom-präventiven Denf，ζens in der Straf
rech1stheorie der Moderne.(Frankfurt / M., Bern, Wien , 1987)과 Kurt 
Seelmann, Anerkennungsverlust und Selbstsubsumtion. Hegels Straf
theorien. (Freiblπg， München, 1995)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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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권력이 제도적으로 형상화된 또 다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헤겔이 『법철학』에서 “시민사회”의 경제활동의 영역을 

지칭하는 “욕구의 체계"(System der Bedürfnisse)는 영리를 목적으 

로 한 각 개인들의 합리적인 경제활동의 상호교류에 의해 얽히고 설 

킨 “총체적인 상호의존의 처l 겨1" (System der allseitigen Abhän 

gigkeit; Rph, ~ 183) 이다. 여기서는 개인들 상호간의 이해관계의 실 

현이 일차적 목적이다 하지만 이러한 목적 합리적인 경제활동 영역 

에서도 득히 과잉 생산에 의한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 빈부의 격차 

심화 등， 초기 자본주의 시기의 제반 모순점들이 불거져 나오기 시작 

하는데， 이 때문에 헤겔은 『예나의 실재 철학』에서 바로 이 자의적이 

고 또한 모순적인 시민 경제활동 영역에 대해 “자의의 영역 "(das 

Feld der Willkür; JR, 252)이 라고도 칭하고 있다. 욕구의 체 계라고 

불리는 이 시민 사회의 경제활동 영역은 이저l 스스로 자신의 문제점 

들을 해결할 능력이 없기에 경제외적인 또 다른 계기의 출현이 필연 

적으로 요청된다. 

그리고 바로 이 계기는 헤겔에 따르면 초경제적인 “국가 공권 

력 "(Staatsgewalt; 252)의 등장을 의미한다 이러한 국가 공권력， 즉 

보편자의 권력이 시민사회 안의 각 개인들의 경제활동의 안전을 보 

장하고， 동시에 그 모순점을 보완하여 통제， 조정하는 저l반 역할을 

떠맡아 한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제도의 형태들이 바로 “경찰행 

정 "(Polizei)의 매우 광범한 활동의 형태들이다. 여기서 헤겔의 경찰 

행정의 개념은 오늘날의 의미에서는 국내의 치안질서를 담당하는 내 

무 행정뿐만 아니라， 국가의 재정활동을 총괄하는 재무 및 상공 등， 

한마디로 말해 입법， 사법 그리고 외교， 국방을 저l외한 국가의 모든 

주요 행정활동들을 포괄적으로 지칭하고 있다. 

경찰행정과 함께 득히 시민사회 내에서 발생하는 민사， 형사상의 

분쟁과 범죄에 대처하는 국가 공권력의 또 다른 한 형태가 바로 사 

법 저l도이다. 민사상의 갈등 문제를 다루는 민사법원은 사적 개인간 

의 권리 문제， 즉 겨1 약관계 및 소유권 등의 문제를 둘러싼 분쟁을 해 

결하는 제도화된 공권력의 한 형태이다 이에 반해 형사법원은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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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그 녀텅 성이 인정되피 있는 캔-면석인 법의 영역， 즉 감법의 

영역을 침범한 범죄 퓨지1를 다투는 지l도라 하겠다. 여기서 사 /1. 절 

도， 강탈 :1미고 신인을 행한 범죄자는 영이1서 마했듯이 시회적인 검

편성， 즉 인반 의시애 디}법해 개 l검 의샤블 관철시칸 A:}이다. 동사이l 

그는 사회적인 f속팍욕 7]년 보펀자‘ 속 잊‘1，1~ 의지의 권넥에 대항히 

개별자의 권펴‘ 즉 익(랜)의 힘을 대빈하고 있다‘ 

개인간의 분쟁인 민사싱의 겸우와는 낮리‘ 따빈에 대해 범죄단 처 

지른 범언은 농시에 사회적으로 홍용되고 있는 →난 ~n적인 수l 성법즈! 

인정 싱태듣 침해허 의0]듣 지민다. 바로 이 때분에 범죄 행위는， 피 

해듣 당하 개인의 복수 치워을 이미 년어시시， 」f가 공궈넥이탄 공동 

권랙의 장랙한 개입 븐거기- 성럼되끈 것이디 쉽게 밀해서 빔쇠자기

한 개인에거l 기-한 빈죄 행위r- 동시에 잠자고 있딘 공권랙을 건도려‘ 

자당적으쿄 이의 개임을 일깨워 츄얀 것이디- 즉 공권랙의 펀등-S 유 

말하거l 한디 이니l한 민쇠 행위에 의해 기-시화되었고， 등시에 이세얀 

“실정빔.， ( Gcsct.z)의 서11.'ε적인 형석 -S← 띤 캉랙한 국기-의 공권랙은 특 

히 ‘“;사형서세1J_r‘7모1보E듀;’끼 pCll띠n비1니비lichc Hcchη까t얀:s외p끼t에tk 

를 므려니내1.’ 최」피ι익 권 t킥으로서 :1 변모를 단명히 하게 된나 왜냐하 
변 실정법의 모습을 한 이 감권랙은 한 개인(범죄자)의 싫 자체를 좌 

지우지해는， 바꾸어 ?}해서 도대체 인간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가강 

할 만한 최고의 권력을 행시하는 뷔치에 있기 때문이나 :1.피고 범죄 

자가 이려한 치벌을 만이들이지 않을 수 없는 것은 헤핀이l 의하면 

다유피 갇다 볍죄자는 자신에 대해 챈사되는 이 강권맥이 진정한 의 

미에시는 바보 자선의 의지‘ 속 공동 의지로 홍칩랬던 자기 자~l회 

고유하 의지였던 것음 빈식하거l 쉰다. 

냐가 공권박의 대두로 혀l 첼은 이 0] 입만작 91 회비에시 얄하는 파 

가의 고유한 저|노직인 황농 영역 그 자세까지 전개， 딴진시켜 왔다‘ 

하지만 이자|까지 놈의펀 냐가 처l노에 관후l 기슴은 허l젤 낚시까지 이 

미 웅송l→해 존재하:π 있었던 근 I대 자유주의직 “시민사회로시의 냐 

가"(I)cr St.aat ,üs hürgcrlichc G앉dlsch <'l ft)피 체계에 지니 지 않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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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1.애서 헤젤은 사신악 『법침아J 01] 서 。1 사만사회로서의 국가 체 

기1 를 iI] 상석이고 또 외영적으로마 국가의 양식을 시년 “비상·으성 

국가"(Nol- und VersμmdesslaaL; Rph, ~ 183)라는 개년으로서 큐 

정칫고 있나 석어도 허1겔애게는 이 나1 상·으성 국샤는 국샤악 본질을 

충족시키기에는 아직노 건웅분하다 그럼 진정히 의미에시의 」t가 개 

념음 허1 겔은 어디에시 젖되[ 있는가? 이에 대히 해넙음 우리는 다시 

허1 겔의 [예나의 섣재 전펙J 에시 짖야복 수 있다 

양에시 놈히 H~와 김이 허1 겔은 사형저1노에 대히 변증법작 y_잔음 

토대보 ‘시민사회의 냐가라는 개 l뷰에 대해 약j1-~l- 의미튼 부。}했다 

그는 이 시민사회의 냐가라는 개념을 인어시는 꺼정후1 의 u]에시의 

국가 개념 S 말전시키기 위해 또 디사 사형세도와 연안된 논의를 지 

속한디 

중란 멤쇠에 내한 강택한 응칭 생뷔의 극치내고 할 수 있튼 사형 

낌생권은 빙죄자에 내란 생사여탈권을 생사할 수 있는 최고의 국가 

공권랙의 보습이디 이 이상 막강한 권랙이내깐 것은 아마 r1 이상 
잣아1ι기 힘들이 파인디 하지만 사형겁생권이란 시넌사회의 국기 얀 

애서는 최고 권력이시만1 “사면권"(Begnιlcligungsrechl)이라는 3-_법 

적인 권한， 즉 권력 암애서는 무력하냐고 0] 겠나 1 9:1 이시닦 시변권으 

로 대변되는 진정한 의미에서악 최고악 권력은 범죄라는 죄악(뿜폼、) 

: ,_ 사체끼시도 jR집 0] 는1 뿐마 아니라 이재는 모든 것을 총관하는 

‘ 감동체"( Gemein wesen) 의 권랙이라는 모습으로 등장한나 : ，_이고 

이러한 :F동체 사체익 권랙을 허1겔은 현~:하는 진체(Ganze) ， 나시 

말해시 ‘생농하는 거민’ (Das lebenclige Volk; JR, 256) 그 자세라되 

1,1) -냉칠학』애서뉴 시민사회애서 피가로의 이행이 ‘작업단체’(1ι)η)oraLion)에 

의해 이루이지지만예나의 실시)칠화]이]서의 이행은 비로 이 ‘사，;:!권‘용 웅 

해 야루이지 , f. 있다 여기서 사낀권은 며가원수에게딴 귀꺼뇌는 -l/_유한 권한 

이 q 따라시 이 권힌F 시민사회의 영역에시 /1혀도 민법직 헝사법직 사 
법제P의 영역응 후원핍 F 두맘힐 갓투 없나 이에 대해시는 Igor 

PriIwδratz， ßanquos GeÉst: I1ege!s ThιorÎe der Strajι in Ilcgcl 
Studien. Beiheft 29'(Bonn, 1981) 1 01쪽 이하 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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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하피 았다. 동사에 이지l까시 논의되어은 사회석， 국가석 R편성 

을 대변하던 각종 법의 형식을 띤 권력들은 이젠 구체석이 1 1:1 또 스 

스로를 인식해는 등판된 국민의 권력으로 :1. 모습을 브러낸다. 마보 

이 모든 것을 등합하는 생몽하는 국민의 권력은， 바꾸어 마하면， 이 

처l까지 삼펴본 바 있는 다양힌 사회적‘ 성치직 저|노둡의 형성으로 L.t 
따단 공동 꺼넥‘ 즉 #가 권넥 그 자 ~11 이다. 사형수에게 다시금 삶의 

기회픈 박여하는 사면권의 행사는 시민사회의 -J~가라는 영역필수 초원 

하‘ 친성후l 의 u1에시의 파가의 늑수하고노 고유현1- 영역윷 시사해주고 

있다. 즉， 헤첼은 사면권에 의해시 비로소 가시화떤 #가의 영역음 

친정하 의01에시의 냐가라고 보았:π， 이듣 「법 전펙」에시는 “성지 파 

가.， (Politischcr St8at; Hph , ~ 2(7) 마고 부묘년서‘ 국헌‘ 입빔‘ 외교 

그리고 국방 등의 문세를- 디루고 있디- 요약컨내， 공등체 구성원날인 

개인날의 j란등을 통-해 형성펀 공당의 힘인 국가 권랙은 우선 겸찰행 

정적으쿄은 l-~무， 새무， 상공 행정 등을 총팔하끈 행정부의 공권랙q 

쿄‘ 민사상O~~븐 개인간파 권1:':1 와 계약관계 그리고 소유권 등 견서l 

핀등을 .!2장하븐 힘으쿄， 형사상으쿄은 사형저}보릅 통해 생사여딸권 

을 갖는 감또의 권력으로 그피고 η1-지믹에는 사변권을 등해 죄약 자 

체를 또꽁 해 꽁어안는 신(삐)적인 정신의 힌으포 기 모습을 드랴니l는 

감동체 니l의 최고의 강동 권백인 것이다. 

시금까지 다튜’-어 온 니l칩뜯은 헤펀 『법철학닉애서 “인륜성" (Sittlich• 

keiU의 영역에 해녕하는 부받틀이나 여시서 가족， 시민사회 :1.비」ι 

국가를 E〈괄하는 인류성은 주관석 측면괴 객관석 팍변을 동시에 지니 

고 있다(Rph‘ ~ 144이하). 이때 사회작， 정치직 (인냥작) 전시릎 의비 

하는 법과 저|노갚은 “인눈직 집 λ11‘’ (dîe sittliche Substanz; ~ 146)로 

시 바로 빈남싱의 객관직빈 측면욕 나타내:π 있다. 공동제의 사회작， 

정치직 전시틀에시 ]-든 개인듬은 자선의 자융‘싱과 정 λ11싱휴 획늑하 

거l 떤다‘ 따라시 파가 공농씨는 인간의 자기선헌의 싱이자‘ 가능성회 

소낀이다. 이러히 의 u1에시 허l 젤에 의하면 “ -J~가의 二f생워이 되는 

것"(IVlitglicckr cks St88tcs zu scin)은 보늑 개인날에게븐 “죄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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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 ~ 258)이지 않을 수 없다. 익 히 인려진 u}외 간이， 마로 이 전 

때문에 헤핀이 3’i 퍼(K. Popper) 등애 의해 종종 전체수의자효 낙인찍 

히곤 한다. 필자가 받기에 이려한 견해는 오해애 /']인한 인변적인 견 

해에 지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헤펀은 주관석인 휴변을 걷코 배제하지 

않았다. 사회작， 정치직 섣시듣 포핀하는 인난직 법과 저|노듣은， 허l 젤 

에 의하면， 공농)-1] 아에시 석제로 행위하는 주세， 즉 개인둔의 활동에 

의해 객관화되고， EE 섣헨펀 것이다. 따라시 인남직언 법과 처l노둡은 

사회→f싱원빈 개 91 틀을 띠냐시는 존재한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 좀 

더 분명히 얄하자연‘ 공봉씨의 사회직‘ 정치적 처l노둡은 사회→난싱원갚 

에 의해 자기 자선의 것으로시 내면화되어야만， 그 생명펴음 유지한 

수 있다 띠내서 공동체 구성원날의 내적인 심정， 측 내년적인 지지 없 

이얀‘ 공등제인 국기니 기타 빔파 세도날도 무용지불이 필 수패에 없 

다 R컨내 허11;셀의 인륜적 공등저l끈 개벌적 주제인 인간에게얀 실현해 

야 할 궁극적 꼭적이며， 아울이 개인날의 이비판 내년적 신정에 그 타 

당성의 븐거릅 두고 있쓴 것이 바FE 이 공등체， 측 국기-내고 할 수 있 

다 

이라한 헤첼익 엽장은 옵스 이예익 난데 자연법론자듣고l 디}볍띄지 

않을 수 없다. 사회개약을 등해서 국까 감동체를 도출하지만， 허}핀이 

-볼 때， 이 국가는 시민사회에 지나지 않는마 이듣이 국샤익 감마운 

의 1J1를 인식해지 못한 이 유는 헤핀에 의하면 바로 ‘국가’외 시민사 

회‘를 구별하지 못했가 때문이나 따라서 개약폭자듣은 국샤를 단순 

히 개인의 철대적인 권넥외 자유를 억압하는 것으로서냐， 아니면 국 

가단 자선듣의 이해단 섣헌하7] 뷔하 수단으보 파익하게 되는 것은 

어쩌면 L샤연한 입 91 지노 L’-른다. 그러내 헤첼은 인성두쟁의 과정에시 

드러났늦이 우려 91 간은 ‘따자와의 관겨l 속에시만.‘ 즉 생호주관직빈 

매개 속에시 비로소 우려의 자융성， 꺼성히 의 u]에시의 자유픈 꽉보 

한 수 있다고 보았다. 근 I대 자연볍 사생에 대히 나l패에시노 암 수 있 

늦이 허l 겔의 성지전펙은 오놈낯 놈의되:π 있는 자유주의와 공농λ1]주 

의에 내한 논쟁에도 시사하븐 바기- 적지 않디 하겠디- 우선 이날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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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간의 팽팽한 긴장의 핵심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먼저냐， 아니면 

공동체가 우선하느냐라는 문제에 놓여있다고 할 수 있다. 고립된 개 

인이 아닌， 공동의 삶 속에서 인간의 존염성을 지닐 수 있다고 보는 

아리스토텔레스주의적인 입장에서 출발하는 공동체주의는 개인의 차 

원을 중시하는 자유주의가 원자론적이고 기계론적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반면에 근대의 자연법 사상과 계몽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공동체에 우선시하는 자유주의는 공동체주의 

를 한마디로 말해 전체주의적이거나， 유기체주의적이라고 비판한 

다 20) 이 논의에 대해 헤겔은， 필자가 보기에， 아마 다음과 같이 말했 

을 것이다 ‘공동체 없는 개인 없고， 개인 없는 공동체 없다’. 

VI. 맺는말 

헤겔의 권력론의 핵심은 ‘공동 권력’의 형성， 유지 및 그 집행에 있 

다. 의지 개념의 분열과 함께 출발한 권력의 두 가지 측면은 주관 정 

신의 영역에서는 전면에 드러나지 않았다. 그러나 인정투쟁을 통해 

가시화된， 상호주관적인 사회적 인정 상태의 토대 위에서 활동하는 

사회구성원들의 구체적인 행위의 과정 속에서 권력 현상은 점차 가 

시적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 이때 공동 권력인 사회의 보편적 

인 권력은 개별자들의 권력 행사에 의한 자극에 힘입어 구체화되고， 

또 그 구속력을 강화시켜 정치적， 국가적 권력의 차원으로 발전해 나 

갔다. 나아가 이렇게 고차원적으로 발전된 공동의 권력은 국가 내의 

여러 제도적인 형태 즉， 각종 사회경제적， 행정적， 사법적 그리고 정 

치적인 조직 및 제도들로 나타났다. 

헤겔은 또한 자신의 권력 개념을 변증법적으로 전개， 발전시켜 나 

가면서， 동시에 인간의 사회적， 정치적 생활에 있어서 요구되는 각종 

20) 이에 대해서는 황경식 “왜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인가?: 개인권과 공동선 

의 갈등과 화합" ~철학연구~， 제45집， 1999 여름， 6-7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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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활동의 영역， 즉 조직 및 제도들에 대한 체계적이면서도 구체적 

인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그는 공동 권력의 변증법적 

실현 과정을 통해 국가의 조직과 제도들 그리고 국가와 국가 권력의 

존재 이유에 대해 타당한 근거를 제시했던 것이다. 

동일한 맥락에서 국가 공동체의 법 조직 및 제도와 국가구성원인 

시민 개개인과의 관계도 설정된다 즉 공동 권력의 구체적인 현상들 

인 각종 제도들은 사회 구성원들의 단계적인 의식 형성을 통해 하나 

로 통합된 국민의 권력 그 자체의 다양한 현상들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각 개인들이 공동 권력과 이의 형상화된 각종 국가 공동체의 

법， 조직 및 제도들을 동시에 자신의 권력 및 자신의 저l도로 인식하 

지 않을 수 없고， 또 그러한 한에서만 이 제도와 법과 조직은 살아있 

다하겠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헤겔의 권력 개념은， 필자의 견해로는， 버l버와 

아렌트의 일면적인 권력관의 결함을 보완해 주는데 그 의의가 있다. 

즉 매버의 강제성에 입각한 권력 개념이 헤겔의 경우에는 공동체에 

서 이탈하는 행위를 하는 개인들에게는 가시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반면에 공동의 행위 그 자체가 목적이라 할 수 있는 아렌트의 권력 

개념이， 헤겔의 경우에는 공동체의 법과 저l도의 모습을 한 공동 권력 

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요컨대 우리는 이미 헤 

겔의 권력 개념에서 매버와 아렌트의 상호 괴리된 권력 개념의 뿌리 

를 찾아볼 수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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