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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니체의 존재론, 인식론, 윤리학, 정치철학, 예술론은 모두 초월적

이상이 아닌 실재, 실재성(Realität)의 토대 위에 기초해 있다. 니체

의 실재가 의미하는 사태는 유기체의 삶을 포함한 운동․변화하는

우주 만물, 영원회귀의 세계, 정신적-물질적 경험 세계, 힘에의 의

지(Wille zur Macht)로서의 존재의 내부와 외부, 자연, 시간과 공

간, 의식 세계와 무의식의 세계, 역사, 정치․문화적 현실을 포괄

한다. 즉 니체에게 실재란 영원불변의 허상적 초월자에 대립하는

이 세계, 생성과 사건의 세계, 곧 ‘삶’을 일컫는다. 끊임없이 생성․

변화하는 세계와 그것의 근원으로서의 힘, 그것이 곧 실재성이다.

파르메니데스와 플라톤 이후의 서구 형이상학을 니체는 ‘이상으로

의 도피’와 ‘실재의 부정’으로 규정한다. 영원불변의 세계를 상정함

으로써 생성적 삶을 부정하는 초월적 이상주의에서 니체는 실재적

역사와 권력과 지배의지를 읽는다. 니체는 모든 반(反)실재적․반

(反)자연적 초월성에 대항하여 지상의 삶으로서의 실재를 구원하

고, 실재의 참된 의미를 회복하고자 하였다. 니체에게 이 문제가

중요했던 것은 지금껏 존재하지 않았던 어떤 가치, 인류의 삶을

보다 고양시키고 승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기 위해

서는 정신은 초월적 이상이나 보편자가 아닌 실재, 현실, 자연, 삶

에 토대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실재의 본질로서 힘에의 의지는 단수이면서 복수이다. 니체의

실재 개념은 전체성과 개별성, 통일성과 다양성을 포괄한다. 니체

는 서구의 이성 중심주의에 대항하여 힘에의 의지를 유일한 근원

적 실재로 전환한다. 그러나 니체는 이성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초월적 형이상학에서의 이성, 실재를 부정하는 독단적이고 협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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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 이성 자신의 내적 규칙에 갇힌 폐쇄적 이성을 거부하는 것

이다. 니체는 논리주의이든, 반(反)계몽주의나 신비주의이든, 즉 극

단적 이성 중심주의이든 극단적인 비이성의 옹호이든, 삶에 반하

는 것, 실재에 적대적인 것을 거부한다. 니체의 철학적 작업은 이

성에 대한 해체가 아니라, 반대로 오히려 이성의 정당한 위상을

재정립하기 위한 것이다. 니체에게 참된 이성이란 실재를 부정하

는 이성이 아니라 실재를 긍정할 수 있는 이성이다. 니체의 이성

비판의 의의는 바로 여기에 있으며, 따라서 그것은 모종의 적극적

인 의미를 획득한다. 니체는 이성을 초실재적인 영역에서 실재적

영역으로 가져온다. 이성은 실재 안에서 작동하는 것이며, 이런 의

미에서 본능, 육체적 감각, 감정, 의지, 충동, 욕망 등은 이성과 결

코 독립적으로 분리된 기제가 아니다. 힘에의 의지가 실재를 긍정

하는 의지인가, 실재를 부정하는 의지인가에 따라서 힘에의 의지

는 이성이라는 도구를 자신과 타자, 더 나아가 인류의 삶을 고양

시키는 고귀한 목적을 위해서도 사용할 수 있고, 반대로 삶을 몰

락시키는 부정한 목적을 위해서도 사용할 수 있다.

실재의 운동형식으로서 영원회귀 사유는 초월적 형이상학의 선

형적 시간관과 목적론적 세계관에 대항하는 새로운 시간관과 세계

관으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영원회귀의 세계 속에서 모든 것은 질

적 차이를 지니며 끊임없이 반복, 순환한다. 이로써 동일자의 영원

회귀뿐 아니라, 차이, 고귀함, 소수자, 창조의 영원회귀 또한 보증

된다. 니체에게 영원회귀의 실재는 모든 것, 모든 사건들이 서로

연결되고 얽혀 있는 세계, 전체성으로서의 실재이다. 개별자의 삶,

개별자의 힘에의 의지는 영원회귀하는 실재 안에서 수많은 사건들

의 인과와 필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운명애(amor fati)란 영원회

귀의 실재 자체를 긍정하는 것이며, 그 안에서의 자신의 삶의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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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성을 전적으로 긍정하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이다.

니체에게 진리란 지금까지 금지되어 온 것이고, 그 때문에 은폐

되어 있는 심연이다. 그러한 은폐된 실재, 진리에 다가가기 위해서

는 정신적인 문제에 대한 정직성과 양심, 정신적 힘과 용기, 영혼

의 높이, 새로운 관점과 통찰력, 자기신뢰와 자기존중, 자기극복의

자유라는 덕이 필요하다. 그러한 실재의 진리는 인간에게 단지 위

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을 디오니소스적 심연의 혼돈

과 고통으로 인도하고 삶을 교란시키며 그로써 삶을 근본적으로

치유하고 새로운 차원으로 고양시킨다. 그것은 인류를 성장시키고

삶을 증진하는 진리이다. 니체에게 진리는 오직 생성적 실재이다.

니체는 아름다운 가상보다 가혹한 진리를 직시할 수 있는 인식자

의 용기야말로 우연과 수수께끼로 가득한 삶으로부터 근원적인 실

재의 필연성의 비밀을 풀 수 있는 해결책이며, 보다 풍요롭고 고

귀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해주는 수단이라고 보았다. 현대인의

존재론적 문제들과 질병의 근원적인 치유는 오로지 실재를 통해

가능하며, 시뮬라크르라는 마취적 위안제를 통해 가능한 것이 아

니다.

니체는 근대 이념들에 내재한 허구성과 위선을 비판하는데, 이

는 니체가 모든 문제를 이념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그 토대에서부

터 철저히 실재론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이다. 모든 가치의 배후에

숨겨진 권력에 대한 니체의 계보학적 탐구와 가치 전도에는 ‘정의’

에의 지향성이 내재해 있다. 니체의 근대성 비판을 구체적으로 이

해하기 위해서는 근대 산업 자본주의로 초래된 이기주의, 쾌락주

의에 대한 니체의 비판, 그리고 자유주의와 사회주의 양자를 동시

에 비판적으로 넘어서고자 했던 니체의 관점을 전제해야만 한다.

실재는 부단히 변화하며 생성한다. 따라서 실재는 각각의 시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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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마다 차이와 특수성을 지니며 구체화된다. 정신, 사유, 철학은

이러한 실재의 특수성을 존중해야 하며, 실재에 토대해야 한다. 철

학의 실재와의 참된 관계를 통해서만, 즉 실현가능성에 대한 숙고,

적절한 제도화를 위한 방법론에 대한 사유를 통해서만 세상은 보

다 건강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될 수 있다. 니체의 실재 개

념은 코드화하는 권력에 대항하여 고유성으로서의 삶을 구원하며

진정한 다양성과 자유의 길을 열어주는 토대이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실재를 대체하는 시뮬라크르들의 범람은 현상적으로 다

원주의이지만, 근원적으로는 인간의 표준화와 동일화의 수행이다.

인간을 무리짓는 가축으로 길들이고 규율하는 권력의 문제는 니체

의 계보학의 중요한 주제이다. 니체는 근대성의 본질을 창조적 고

유성과 생의 능동적 힘으로서의 실재성이 동일성의 권력에 의해

끊임없이 포섭되고 잠식당하는 시스템에서 찾으며, 이러한 근대의

자유주의에는 진정한 자유정신이 실종되었다고 보았다.

‘실재’가 니체 철학의 가장 근본적인 개념이라면, ‘창조’는 니체

철학의 가장 궁극적인 지향성이 담긴 개념이다. 종래의 가치들을

극복하고 새로운 가치들을 창조하기 위해서는 실재에 대한 참된

인식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된다. 가치 창조자는 이상주의

자가 아니라 실재론자이다. 니체에 따르면 실재론자들만이 새로운

가치 창조라는 고귀한 과제를 수행할 힘을 지닌다. 가치 창조란

기존의 구조, 체제, 가치들을 극복하고 지양함으로써 새로운 형식

을 산출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것은 이전까지 당연시되던 모든

통념들, 가치, 규범, 구조, 체계, 관습, 진리, 제도를 의문시하고 그

것의 근원을 회의하는 ‘부정’을 통해 시작된다. 니체의 ‘창조’ 개념

에서 항상 전제되는 것은 ‘정신의 고귀함’이다. ‘정신의 고귀함’이란

가치 창조자의 ‘목표(Ziel)’와 ‘과제(Aufgabe)’의 고귀함이다. 그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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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가치, 새로운 덕, 새로운 형식을

창조하기 위한 것이다. 니체에 따르면, 창조를 위해서는 그러한 고

귀한 목표와 그것을 이루기 위한 힘에의 의지, 창조에의 의지, 인

류의 미래에 대한 책임에의 의지가 요구된다. 또한 이와 더불어

실재적인 ‘방법론’이 필요하다. 니체가 실재의 문제를 부각시키는

데에는 이미 창조에 대한 강한 열망과 요청이 내재해 있다.

주요어: 실재, 창조, 삶, 목적의 고귀함, 과제, 운명애.

학번: 2006-30733



- vi -

목차

서론 1

1. 논문의 문제의식 및 연구의 목표 ······················································1

2. 선행 연구에 대한 검토와 비판 ···························································4

Ⅰ. 니체의 실재 개념의 철학사적 의의 ································15

1. 니체의 실재 개념의 의의 ·····································································15

2. 파르메니데스-플라톤주의의 실재와 니체의 실재 ··············· 23

3. 유물론과 생성적 실재론 ·······································································37

4. 탈근대 철학에서 시뮬라크르와 실재 개념 ·······························42

1) 보드리야르의 시뮬라크르론에서의 실재 ·············································· 42

2) 들뢰즈의 시뮬라크르론에서의 실재 ······················································· 49

Ⅱ. 실재의 본질과 형식 ·········································································60

1. 실재의 본질로서의 힘에의 의지 ······················································60

1) 힘에의 의지의 두 방향 ··············································································· 60

2) 힘에의 의지와 이성 ······················································································ 71

3) 주체-자유의지와 힘에의 의지 ·································································· 80

2. 실재의 형식으로서의 영원회귀 ························································90

1) 초월적 형이상학의 선형적 시간관과 목적론적 세계관에 대항하여

······························································································································· 90

2) 사랑으로 연결된 실재, 영원회귀와 실재의 긍정 ······························ 96

3) 생성의 무죄, 부정과 긍정, 르상티망과 운명애 ······························· 102

Ⅲ. 실재와 진리 ··························································································110

1. 관점주의와 실재 ······················································································111



- vii -

2. 전체성으로서의 진리 ············································································ 118

1) 실재의 전체성, 위안으로서의 진리와 삶의 고양으로서의 진리 · 118

2) 은폐된 실재, 진리, 디오니소스적 로고스 ·········································· 122

3. 실재, 진리, 계보학 ·················································································130

Ⅳ. 실재와 정의 : 근대성 비판 ···················································139

1. 행복주의와 자유주의 ············································································139

2. 민주주의와 실재의 문제 ····································································148

1) 민주주의에 대한 긍정적 평가 ································································ 149

2) 민주주의의 한계에 대한 철학적 비판 ················································· 154

3. 정의와 부정의 ···························································································170

4. 위대한 정치와 실재의 문제 ·····························································178

1) 서구 제국주의, 식민주의, 국가주의에 대한 니체의 비판 ··········· 178

2) 위대한 정치와 실재 ···················································································· 181

Ⅴ. 실재와 창조 ··························································································195

1. 창조를 위한 부정 ···················································································195

1) 고향 상실자들 ······························································································· 195

2) 동정(Mitleid)과 사랑의 문제들 ······························································ 199

2. 창조 개념의 의의와 실재와의 관계 ············································205

3. 위버멘쉬(Übermensch)와 창조 ····················································215

1) 니힐리즘의 극복과 창조 ··········································································· 215

2) 창조에 있어서 고귀한 목표와 과제 ····················································· 218

3) ‘대항-철학’으로서의 니체 해석을 넘어서 ·········································· 230

결론 ······················································································································239

참고 문헌 ··········································································································246

Abstract ·············································································································260



1

서론

1. 논문의 문제의식 및 연구의 목표

니체의 존재론, 인식론, 윤리학, 정치철학, 예술론은 모두 초월적 이상

이 아닌 실재, 실재성(Realität)의 토대 위에 기초해 있다. 니체에게 실재

란 힘에의 의지로서의 세계, 영원히 생성․변화하며 회귀하는 세계, 자

연, 역사, 사건의 세계, 곧 ‘삶’을 일컫는다. 철학에 있어서 실재 개념은

가상(Schein)과 대립하는 것으로서 참으로 존재하는 것, 참되고 진정한

세계를 의미한다. 실재 개념에 대한 이러한 언어적 정의는 플라톤주의적

인 서양 철학의 전통과 니체가 공유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개념이 지시

하는 구체적인 사태와 내용, 그 저변에 정초된 철학적 문제설정에 있어

서 플라톤주의와 니체는 전혀 대립되는 사유를 노정한다. 플라톤주의적

전통에서 실재란 생성․변화하는 현실과 대립하는 것으로서 영원불변의

동일자를 의미하는 반면, 니체에게 실재란 생성․변화하는 현실 세계 자

체이며 영원불변의 고정된 동일성의 세계란 인위적으로 조작된 허구에

불과하다. 니체는 생성으로서의 실재만을 유일한 진리로 간주하며, 모든

반(反)실재적․반(反)자연적 초월성에 대항한다. 니체는 파르메니데스와

플라톤 이후의 서구 형이상학적 이상주의의 반실재성에 대항하여 지상의

삶으로서의 실재를 구원하고, 실재의 참된 의미를 회복하고자 하였다. 니

체에게 이 문제가 중요했던 것은 기존의 모든 가치들에 대한 평가와 새

로운 가치 창조는 바로 이 실재에 기반하는 것이며, 실재에 대한 참된

인식에 토대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니체에게 아폴론적 가상은 디오니소스적 실재, 즉 자연, 생성, 삶의 진

실한 내부성에 토대할 때에만 그 찬란한 광휘를 발하며 고귀한 이념이나

예술로 승화될 수 있다. 디오니소스적 실재에 기초하지 않은 아폴론적

가상은 아무리 눈부시게 유혹적일지언정 어떤 병리학적 징후, 허위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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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부패와 퇴락, 삶을 부정하는 데카당스와 허무주의로 간주된다. 보드

리야르(Jean Baudrillard)는 그의 시뮬라크르론에서 니체의 이러한 실재

론적 관점을 계승하여 현대 소비 사회, 미디어 지배 사회의 성격을 분석

하였다. 보드리야르에게 시뮬라크르는 실재를 부정하는 기만의 실체, 현

대의 기호 권력이다.

니체의 모든 가치 평가는 실재를 중심, 척도로 하여 이루어진다. 예술

이나 정치의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니체에게 예술이나 정치는

오로지 그것이 실재와 어떤 관계를 맺는가에 따라서만 측정되고 판단된

다. 실재에 토대하지 않은 모든 이상들은 허구로 간주되며 배격된다. 니

체는 그러한 반실재성에서 기만적인 권력과 그로 인한 인류의 허무주의

의 위험을 읽는다. 따라서 니체 철학에서의 실재의 문제가 지니는 의의

와 가치를 규명하는 것은 니체의 진정한 문제의식과 니체 철학의 전(全)

체계를 올바로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니체 연구사에서는 니체에게 있어서 실

재의 문제의 철학적 중요성이 주목되거나 의미있게 다루어지지 않았다.

그것은 니체가 특히 후기 철학에서 실재의 문제를 주요한 문제로 부각시

키며 실재론적 입장을 전면에 드러내는 시도 자체의 철학적 유의미성이

충분히 숙고되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본 연구는 니체 철학에서 실재

의 문제가 지니는 의의를 규명함으로써 니체 철학이 전제하고 있는 근본

문제를 조명하고 니체의 사유 전체를 ‘실재’의 문제를 중심으로 재해석함

으로써 니체의 사유 체계에 새로운 성격과 음조를 부여하고자 한다.

들뢰즈(Gilles Deleuze)는 철학자들은 개념들을 말할 뿐 그 개념들에

부합하는 문제들을 완전히 말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언급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철학사란 그 철학자가 말한 것을 다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철학자가 완전히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필연적으로 암시한 것, 말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말 속에 들어 있는 것을 말해야 하는 것이라고 그는 강조

한다.1) 들뢰즈의 말처럼 철학자에 대한 해석이 단지 그 철학자의 사상에

1) 질 들뢰즈, 『대담1972∼1990』, 김종호 역, 솔, 1993, p.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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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표피적인 설명이나 요약․정리가 아니라 그 철학자가 완전히 이야

기하지 않았지만 필연적으로 전제한 것, 그가 ‘문제들’로 설정한 것을 포

착하는 것이라고 할 때 니체 철학에서 실재의 문제에 관한 본 연구는 니

체의 수많은 개념들을 논하기에 앞서 필연적으로 전제되어야 할 니체 철

학의 근본문제와 종지(宗旨)를 이해하고 그것의 유의미성을 재조명할 수

있는 작은 전기(轉機)를 마련해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니체에게 있어 고유한 실재 개념의 의미를 해명하는 것만으로

는 새롭거나 유의미한 적극적인 논의가 산출될 수 없다. 오히려 본 연구

가 주목한 문제는 니체의 실재 개념이 ‘무엇인가’ 하는 점이 아니라, 니

체는 ‘왜’, ‘무엇을 위해’ 그러한 실재 개념을 주요한 개념으로 부각시키

고 있는가, 그것을 통해 니체는 서구의 어떤 철학사적, 문화사적 사태들

에 대항하고 있으며 또 어떠한 새로운 철학적 의미들을 생산하고 있는

가, 실재의 문제에 대한 강조점을 통해 니체가 궁극적으로 제기하고자

하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테제들은 어떤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니체의 분열적 아포리즘들은 어떤 하나의 통일적이고 조화로운 체계,

전체, 질서, 로고스, 일자(一者)를 숨기고 있다. 니체의 텍스트는 전체로

서의 우주적 질서를 숨기고 있는 혼돈, 카오스모스이다. 따라서 해석자의

과제는 때로 상호 모순적으로 보이는 니체의 아포리즘들 각각에 시선을

분산시키는 것이 아니라, 산재된 다수의 아포리즘을 관통하고 가로지르

는 은폐된 일자, 하나의 정신, 하나의 통찰, 하나의 우주적 질서를 포착

하고, 그 니체적 체계를 다양한 방식의 변주를 통해 드러내는 것일 것이

다. 이것이 니체 철학에서의 실재의 문제에 관한 본 연구의 목표인 동시

에 출발점이며, 기술(記述)상의 방법론이다.

포스트모던 시대의 문화는 소위 다양성의 문화, 다원주의라고 불리고

있다. 그러나 실상은 그 어느 시대보다도 더 창조적 고유성과 생(生)의

능동적 힘으로서의 실재성이 동일성의 권력에 의해 끊임없이 포섭되고

잠식당하는 획일화되고 표준화된 시대이다. 이러한 시스템 안에서 실재

의 힘은 무력해지고 탈역사화한 가상의 코드와 이미지들만이 끊임없는

자기증식을 통해 실재를 압도하면서 전제적 지배체제를 구축해나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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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다양성이 긍정되는 문화라는 외관과는 달리 현대인의 문화는

반실재적 기호 권력에 의한 전제적인 동일성의 문화이다. 니체의 관점에

서 볼 때 이처럼 인간을 표준화된 순응적 존재로 길들이는 동일성의 문

화는 삶의 전반적인 하강의 징후, 데카당스이며, 오늘날 우리는 이러한

시대적 허무주의를 극복해야 할 과제 앞에 서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시대

적 과제 앞에서 니체 철학에서의 실재의 문제에 관한 본 연구는 이 시대

에 걸맞는 새로운 가치 창조의 지향성과 더불어 시대적 문제 해결을 위

한 근본적인 철학적 기초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2.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와 비판

니체의 실재 개념에 대한 그간의 연구는 극히 희소하지만, 본 논문에

서는 실재 개념을 각각 존재론적 측면(아이딘Ciano Aydin), 인식론적 측

면(웰숀Rex Welshon), 정치철학적 측면(커클랜드Paul E. Kirkland)에서

다룬 주요 연구 세 편과 관련 연구들을 검토하고자 한다.

아이딘(Ciano Aydin)은 니체의 실재 개념을 ‘힘에의 의지’, ‘투쟁

(struggle)’, ‘조직(organization)’ 개념들을 중심으로 해명하고 있다.2) 그

는 니체의 힘에의 의지 개념의 존재론적 지위를 ‘유기적 조직’, ‘형식

(form)’, ‘투쟁’ 개념들을 기초로 검토하고 있는데, 그에 따르면 니체에게

있어 ‘유기적 조직’과 ‘형식’은 상호 구분해서 인식될 수 있는 요소로 보

기 어려울 정도로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이러한 아이딘의 해석은 주

로 『선악의 너머에서』 시기(1885년)의 니체의 사유를 토대로 한 것이

다. 아이딘의 이러한 해석은 니체가 사용하는 ‘실재’라는 용어의 의미를

전통 형이상학적인 실재 개념의 의미와 혼동함으로써 텍스트 자체의 오

독을 초래하는 많은 해석 경향들과는 질적으로 상이한 해석이라는 점과,

니체의 보다 적극적이고 고유한 사유에 주목함으로써 니체의 실재 개념

2) Ciano Aydin, “Nietzsche on Reality as Will to Power: Toward an

‘Organization-Struggle’ Model”, Journal of N ietzsche Studies, Issue 33,
2007, pp. 2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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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조명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아이딘은 니체의 실재 개념의 본질적 성격이 힘에의 의지라는 것에 주

목하고, 그것과 ‘자기보존’ 개념(니체가 자주 비판한)과의 차별성을 강조

한다. 그는 니체의 실재 개념을 우주론적 개념으로서의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 보면서, 니체의 힘에의 의지 개념이 하나의 원리나 조건적 토대

로서의 의미를 지니므로 실재 개념 역시 그러한 동일한 원리나 토대로서

의 의미를 지닌다고 보고 있다.3) 그러나 그러한 통일적인 원리나 토대로

서의 실재 개념의 설정이 니체에게서 다양성의 부정이나 세계의 풍부함

의 부정이라는 관점으로 귀결되지 않는다는 점 또한 명확히 설명하고 있

다. 그는 니체의 실재 개념에서 모든 것은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으며,

실재 안에서 수많은 힘에의 의지의 유기체들이 끊임없이 상호작용하고

투쟁하며, 모든 실재는 바로 이러한 상호작용 자체라고 말한다. 이러한

해석은 니체의 관점주의에 내포된 문제의식을 오해하여 니체의 진리론을

단지 가치 상대주의에 그치는 것으로 오해하는 해석적 경향에 반(反)하

여, 니체의 중기 이후의 사유 맥락을 충분히 반영하여 니체의 실재 개념

을 통하여 진리에 관한 보다 적극적인 이해를 시도한 결과이다.

아이딘은 뮐러 라우터(W. Müller-Lauter)의 견해를 인용하면서 다음

과 같이 설명한다. 약자는 자기 자신을 조직화할 수 없는 무력감에 대한

복수심으로 자신을 부정한다. 반대로 강자는 자기 자신을 조직화할 수

있는 자이다.4) 뮐러 라우터와 아이딘의 이러한 니체 해석은 니체의 ‘실

재의 긍정’ 테제가 강자의 원리, 조직화, 형식화의 원리와 연관된다는 것

에 대한 하나의 해명이다.

3) 니체의 힘에의 의지를 통일적 원리로 보는 또 다른 해석으로는 W.

Müller-Lauter, “Nietzsche’s Teaching of Will to Power”, N ietzsche :
Critical Assessments, VolumeⅡ, edited by Daniel W. Conway with Peter
S. Groff, London ; New York : Routledge, 1998, pp. 206-209 참조.

4) Ciano Aydin, “Nietzsche on Reality as Will to Power: Toward an

‘Organization-Struggle’ Model”, Journal of N ietzsche Studies, Issue 33,
2007, p. 4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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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유기체)-투쟁 모델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적 모델과는 반

대되는 것으로서, 실재의 발전 방향이 미리 주어지거나 정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며, 그 점이 바로 근본적인 새로움과 급진적인

변화의 가능성을 보증한다. 세계는 측정 불가능한 다양한 미지의

가능성들을 지속적으로 수태하고 있다. 조직(유기체)-투쟁 모델은

또한 세계의 역동적인 연결을 정당화한다. 투쟁 개념은 하나의 개

체는 오직 그것의 작용들과 저항들에 의해서만 존재한다는 것을 시

사한다.5)

아이딘은 니체의 세계관은 역동성과 규칙성을 함께 지니고 있으며, 이

점에서 자신이 시도한 ‘조직(유기체)-투쟁 모델’은 니체의 힘에의 의지로

서의 실재 개념을 잘 설명해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는 유기적 조직

개념과 투쟁 개념은 니체의 역동적인 세계관에 있어서 중요한 개념들이

라고 말한다.

아이딘이 주요 개념으로 사용한 니체의 투쟁 개념은 헤라클레이토스에

게서 유래한 철학적 개념이다. 니체는 자신의 사상이 수천 년의 서양 철

학의 역사에서 헤라클레이토스와 가장 유사하다고 말한 바 있다.6) 아리

5) 같은 글, p. 43.

6) “이런 의미에서 나는 나 자신을 최초의 비극적 철학자로서―말하자면 염세적

철학자에 대한 극단적인 대립이자 대척자로서 이해할 권리가 있다. 나 이전에

는 디오니소스적인 것을 이렇게 철학적 파토스로 변형시키지는 않았었다.

(…) 나는 소크라테스 이전의 두 세기간의 위대한 그리스 철학자들에게서 그

런 지혜를 찾아보았지만 헛수고였다. 내가 다른 어떤 곳에서보다 그의 곁에서

더 따뜻하고 좋은 기분을 느끼는 헤라클레이토스만큼은 약간의 의문점이 남

아 있었다. 디오니소스적 철학의 결정적인 면, 즉 유전(流轉)과 파괴에 대한

긍정, 대립과 투쟁에 대한 긍정, ‘존재’ 개념에 대한 극단적인 거부로서의 생

성― 이런 점에서 나와 그는 그 어떤 경우에서라도 가장 유사하다는 점을 나

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영원회귀’의 가르침, 즉 절대적이고도 영원히 반

복되는 만물의 순환에 대한 가르침―짜라투스트라의 이러한 가르침은 결국

헤라클레이토스가 먼저 가르쳤을 수도 있었으리라.”(EH, Die Geburt der

Tragödie 3.) 본문 속의 모든 니체 저서 인용문은 보편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Giorgio Colli․Mazzino Montinari(Hg.), N ietzsche, Werke, Kritische
Gesamtausgabe(KGW), (Berlin․New York : Walter de Gruyter, 1967～)를
따랐다. 따라서 이하 니체의 저작에서 인용할 경우, 참고문헌에 표기한 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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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텔레스는 헤라클레이토스의 투쟁 개념의 근원적 의미에 대해서 이렇

게 전하고 있다.

대립하는 것(antixoun)은 한곳에 모이고(sympheron), 불화하는 것들

(tōn diapherontōn)로부터 가장 아름다운 조화가 이루어진다. 그리

고 모든 것은 투쟁에 의해 생겨난다.(『니코마코스 윤리학』1155b

4)7)

니체와 헤라클레이토스의 투쟁 개념은 우주에 존재하는 갈등, 대립, 모

순의 차원을 의미하는 개념으로서, 영원히 생성 변화하는 실재를 설명하

는 데 있어서 필연적인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유기체의 역동적인

투쟁 개념과 조직화하는 힘에의 의지라는 개념, 또한 다양성과 동일성의

공존과 조화라는 사유를 통해 니체의 실재 개념을 해명하고자 한 아이딘

의 시도는 가치 있는 연구일 것이다.

한편, 웰숀(Rex Welshon)은 니체의 ‘실재에 대한 긍정’ 테제를 지식과

진리의 문제에 깔려 있는 철학적 문제인 회의주의, 반(反)실재론, 그리고

관점주의에 대한 니체의 주장과 관련하여 논하고 있다.8) 그는 진리와 오

류의 문제, 지식과 믿음의 문제 등에 대한 니체의 주장들을 환기시키며,

전통 철학과는 상이한 니체의 인식론, 지식에 대한 관점에 주목하였다.

그는 지식, 인식, 학문의 문제에 다가가는 니체의 태도는 전통철학에서와

는 달리 경직된 엄숙함보다는 기쁨, 즐거움, 인식론적 윤택함, 풍부함으

로 특징지을 수 있으며, 이는 니체가 인식과 지식의 문제를 힘에의 의지

와 연결시키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다. 웰숀은 니체의 인식

약호와 해당 번호만 표시하고, 번호가 없을 경우 약호와 페이지만 표시하기로

한다. 소제목들이 있을 경우 저작 약호 뒤에 제시한다.

7) 『소크라테스 이전 철학자들의 단편 선집』, 김인곤, 강철웅 외 옮김, 아카넷,

2005, p. 238.

8) Rex Welshon, “Saying Yes to Reality: Skepticism, Antirealism, and

Perspectivism in Nietzsche's Epistemology”, Journal of N ietzsche Studies,
Issue 37, 2009, pp.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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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지식, 진리에 대한 태도를 인식론적 회의주의, 관점주의, 상대주의

(relativism), 반실재론(antirealism)으로 보고 있다.

그는 『이 사람을 보라』의 “인식, 그것은 실재에 대한 긍정이며, 강자

에게는 필연이다. 약함에 의해 고무되어 있는 약자에게 실재에 대한 비

겁과 실재로부터의 도피, 즉 ‘이상’이 필연이듯이…”9)라는 구절을 근거

로, 니체의 인식론, 지식에 대한 태도, 즉 관점주의의 특성을 실재 개념

과 연관하여 규명한다.10)

먼저 그는 니체의 회의주의에 대해 다루는데, 니체의 인식론적 회의주

의는 데카르트나 흄과 같은 전통적인 회의주의와는 다른 성격의 회의주

의라는 데 주목한다. 정신에 대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그 자체로 객관

적인 대상 세계의 존재에 대한 니체의 부정으로부터 그는 니체의 사유를

반실재론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니체의 반실재론이 관념

론(idealism)은 아니며, 반실재론은 인식론적 회의주의로서 관점주의 사

유와 연결되어 있음을 밝히고 있다.

웰숀의 이러한 해석은 전통적인 실재 개념, 즉 현상세계에 반대되는

것으로서 초월적으로 실재하는 세계에 대한 니체의 거부를 단초로 하는

것이다. 그러나 웰숀의 주장은 니체의 실재 개념과 그리스도교-플라톤주

의 전통에서의 실재 개념을 근본적으로 혼동한 데서 기인한다. 웰숀은

니체가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을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는 실재 개념, 니

체 철학에 고유한 실재 개념의 의의와 전통 철학과의 차별성과 간극을

숙고하지 못함으로써 심각한 오독을 초래했다. 웰숀이 직접 인용한 『이

사람을 보라』의 구절 속의 ‘실재에 대한 긍정이 곧 인식’이며 그것은

‘강자에게 필연’이라는 니체의 중요한 테제 앞에서도 그는 그러한 니체의

9) EH, Die Geburt der Tragödie 2.

10) 이렇게 니체의 관점주의를 니체의 실재, 실재론과 연관하여 고찰한 국내 연

구로는 정성관의 「니체와 해석주의 : 해석주의(Interpretationismus)의 기원

과 실재성 문제」(『니체연구』제7집, 한국니체학회, 2005. 4, pp. 105-128.)가

있다. 정성관은 니체와 칸트를 실재론자들로 규정하면서 니체의 관점주의적

인식론을 칸트의 인식론과의 비교를 통해 해석주의적 측면에서 니체의 실재

론적 입장의 특징을 고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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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제 속에 니체 고유의 적극적인 사유가 담겨 있음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구절 속의 ‘실재’ 개념을 전통 철학적 의미에서의 ‘실재하는

세계’, 즉 ‘초월적 세계’라는 의미로 오인함으로써 니체 철학의, 특히 니

체의 후기 철학의 구조를 완전히 오해하였다. 그로써 그는 니체의 관점

주의에 내포된 적극적인 철학적 함의를 간과하고 그것을 그저 상대주의,

회의주의, 반실재론으로 해석하는 오류를 빚었고, 이는 니체의 진리론을

인식론적 허무주의로 오해하는 많은 해석적 입장들과 궤를 같이 한다.

니체의 실재 개념 연구에서 일차적으로 중요한 것은 그것의 전통 철학

적 실재 개념과의 차이를 파악하는 것이다. 그러나 많은 연구자들이 이

처럼 니체의 실재 개념 자체의 차별적인 성격과 그 개념이 지니는 적극

적인 내용과 의의를 니체 철학의 전체 구조와 맥락에 의거하여 파악하지

못하고, 그것을 단순하게 전통적인 주류 철학(플라톤주의)에서의 실재 개

념으로 쉽게 가정하고 그러한 잘못된 전제에 입각하여 니체 철학을 해석

하고자 하므로 해석상의 오해들이 난무하는 것은 필연이다. 주로 발생하

는 니체 해석상의 오류들의 근본원인은 이처럼 니체의 적극적인 철학적

주장과 고유한 내용을 간과하고 오로지 니체 철학을 플라톤주의적인 전

통 형이상학에 대한 소극적인 안티테제로만 다루는 경향에 있다. 그러나

니체가 파르메니데스-플라톤주의적 전통의 서양 철학의 역사를 비판한

것은 비판 자체를 위함이 아니라, 플라톤주의적인 주류 형이상학적 담론

을 극복함으로써 자신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철학적 사유를 개진하여

새로운 지평을 개시하기 위함이라는 것에 주목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해석학적 전제에 의해서만 니체 철학의 전체적인 구조와 진의를 이해할

수 있으며, 니체의 실재 개념을 둘러싼 니체 해석의 잡음과 오해를 피할

수 있다.

커클랜드(Paul E. Kirkland)는 니체의 실재론을 정치철학적 관점에서

고찰하고 있다.11) 그는 니체의 정치철학을 투키디데스에 대한 니체의 해

석12)의 사례를 통해 ‘비극적 실재론’으로 규정한다. 그것은 위대한 열망

11) Paul E. Kirkland, “Nietzsche’s Tragic Realism”, Review of Politics Vol.
72, Winter 2010, pp. 5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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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 의해 추동되고 동시에 그 열망들의 비극적 한계들을 지니는 정치를

니체가 제시하고 있다는 해석에 의한 것이다. 이러한 니체의 정치적 실

재론을 설명하기 위해 커클랜드는 근대적 이상주의에 대한 니체의 비판

을 검토하면서, 니체의 실재론을 근대적 이상주의에 대비시킨다. 그는 니

체의 정치적인 실재론은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에 대한 비판과 연관되지

만, 그것은 독단적인 전제정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근대적 이상주의

의 수준보다 훨씬 더 위대한 목표들과 더 온당하고 적절한 전망들에 의

해 형태화된 새로운 정치로의 길을 시사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커클랜드의 말처럼 니체의 정치적 실재론을 니체의 주요한 사유의 측

면으로 부각시키는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그는 니체가 이 세계

와는 다른 저 세계, 피안을 열망하는 이상주의를 염세주의로 간주하고

있음을 환기시키며, 근대적 이데올로기들에 대한 극복으로서 실재론을

제시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니체의 실재론은 근대적 이상주의가 갖는

염세주의적 위험을 극복하는 것으로서의 의의를 지닌다는 것이다.

그는 니체의 정치적 실재론의 특징을 정치적 보편주의에 대한 거부라

고 보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거부는 급진적인 개방성을 주장하는 탈현

대적 시도들이나 니체가 명확히 거부했던 민족주의와는 다른 근거들을

지닌다고 말한다. 즉 정치적 보편주의에 대한 부정으로서의 실재론은 자

유주의적 민주주의의 개방성과도 국가주의적 폐쇄성과도 다르다는 것이

다. 커클랜드는 건강한 정치는 완전한 해결책을 기대하는 정치적 보편주

의와는 다른 정치로서, 모든 정치체제들의 한계와 비극적이고 위태로운

본성, 파괴적 잠재력을 지닌 정치적 열망의 한계를 인정하는 정치라고

말하며, 이것을 니체의 정치적 실재론의 주된 특성으로 보고 있다. 그는

12) 투키디데스에 대한 니체의 평가와 관련하여 니체의 실재 개념을 해석한 또

다른 연구로는, John Zumbrunnen, ““Courage in the Face of Reality”:

Nietzsche’s Admiration for Thucydides”(Polity Vol. 35, Winter, 2002, pp.
237-263.)가 있다. 줌부르넌(John Zumbrunnen)은 니체가 『우상의 황혼』에

서 투키디데스를 플라톤과 비교하며 평가한, “실재 앞에서의 용기”, “자기 지

배”, “사물에 대한 지배” 등의 표현들을 근거로 하여 니체의 실재 개념을 역

사적, 정치철학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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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체가 카이사르, 알키비아데스, 나폴레옹, 체사레 보르자 등을 높이 평

가한 것은 부패와 쇠퇴의 조건들 속에서 기회를 포착하는 현실주의를 그

들 안에서 보았기 때문이라고 본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니체의 정치적 실재론, 정치적 현실주의의 궁극적 주장은 아니며, 니체는

이들을 동시에 비극적 인물들로 서술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니체는

비극을 인식하는 데 있어서의 더 높은 가능성, 삶을 그 자체로 사랑하는

능력을 역설하는 진정한 실재론을 시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니체의

실재론은 삶의 외부로부터 가정된 이상들에 의존하지 않고 인간적 삶의

총체성과 모든 명백한 열망들을 포용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며, 정신적

열망들을 포함하는 인간적 열망들의 복잡성을 숙고하고 긍정할 것을 요

구한다고 보고 있다.

커클랜드는 니체의 실재론이 세 가지 측면에서 그의 비극적 관점과 관

련되어 있다고 말한다. 첫째, 니체는 정치적 인물들이나 정치체제의 성공

을 필연적인 몰락과 연결시킨다. 둘째, 니체는 정치적 삶과 그것의 가장

깊은 심리학적 근원들을 불가피하고 타협 불가능한 갈등들에 의해 특징

지어진 것으로 묘사한다. 셋째, 니체는 이러한 긴장들에 대한 궁극적인

정치적 해결책의 불가능성을 제시한다. 니체의 실재론은 갈등의 원인들

을 이해한다고 해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고 기대하지 않는다는 것이

다. 커클랜드는 니체의 실재론이 정치적 열망들의 실재를 배제하지 않고

포용한다고 말하며, 니체가 훌륭한 정치적 야망을 지닌 인물들을 그들이

초래한 결과가 아니라 그들이 보여주는 인간적 가능성들 때문에 칭송하

는 표현을 하기도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또한 니체가 그러한 인물들을

포용하면서, 그들의 그러한 야망들이 궁극적인 몰락을 가져온다고 보고

있다는 점도 지적한다. 커클랜드에 따르면 니체의 실재론은 거만한 야망

들을 제거하려 하지도 않고, 근본적인 갈등들을 해결하려 하지도 않으며,

정치적 삶을 종말론적 희망들로부터 격리시키기를 시도한다.

따라서 커클랜드는 니체가 무한한 진보와 영구적인 평화 혹은 인류 역

사의 정지에 대한 근대적 낙관주의의 희망을 거부하며, 이러한 니체의

근대적 이상주의 비판은 일종의 탈근대의 성격을 띤다고 본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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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니체의 반근대성은 근대 사상의 종말론적 보편주의와 투쟁하는

것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니체의 정치적 실재론을 단순히 근대적 이상주의, 낙관주의, 보

편주의에 대한 안티테제로 간주하며, 그 결과 비극적 한계들과 몰락의

필연성을 인정하는 비극적 실재론으로 해석하는 커클랜드의 이러한 시도

는 니체의 실재론의 소극적 의의만을 부각시킴으로써 그것의 본질적 이

해에는 접근하지 못하는 문제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즉 이렇게 니체

철학의 의의를 근대성에 대한 ‘대항 철학’ 혹은 ‘탈근대’에 국한시키는 포

스트모더니즘적 해석 방식은 니체의 실재론 그 자체의 적극적 성격과 궁

극적인 창조적 함의들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난점을 지니는 것이다.

니체 철학을 ‘대항 철학’으로 보는 이러한 방식의 해석 경향이 해석적

오류를 낳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니체는 어떤 것을 절대적인 부정이나

거부의 대상으로 삼는 일은 거의 없다는 데 있다. 예컨대 니체의 이성

비판은 결코 이성에 대한 거부가 아니며, 서구 이성 중심주의의 한계들

에 대한 비판에 불과하다. 그런데 많은 탈근대적 해석가들이 니체의 서

구 이성 비판 작업에 담긴 니체의 적극적이고 궁극적인 주장을 간과한

채, 이성 비판이라는 소극적 의미에만 집착함으로써 니체 철학을 탈이성

주의, 이성의 해체로 이해하게 되는 것이다. 니체 해석에 있어서 어떤 경

우에라도 니체 철학을 단순히 ‘대항 철학’, ‘대항 문화’로 수용하게 되면,

니체의 진정한 사유들이 간과된다는 것은 필연이다.

커클랜드가 니체의 실재론에 ‘비극적(tragic)’이라는 수사를 붙여 ‘비극

적 실재론’이라고 명명한 것은 근대적 낙관주의의 ‘낙관적(optimistic)’이

라는 말에 대한 안티테제로서의 의미를 부여한 것이다. 그러나 니체는

결코 근대적 낙관주의를 야기한 많은 요소들, 즉 근대적 합리성, 근대과

학과 기술, 계몽주의 등을 전적으로 부정하거나 거부하지 않았으며, 그것

의 인류에 대한 긍정성과 유의미성, 그리고 그것의 부정적 측면과 한계

들을 모두 다루고 있다. 따라서 니체 철학을 단순히 근대성에 전적으로

대항한 철학으로 간주하는 것은 이미 니체 철학을 절반쯤 오해하는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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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체가 ‘위대한 정치(große Politik)’ 개념과 관련하여 위버멘쉬의 “고

귀한 책임감”13), “위대한 과제”14), “목표”15), “정의”16)라는 말들을 여러

저작들에서 수없이 강조하고 있으며, 그러한 토대에서 근대적 자유주의

와 민주주의의 한계들을 비판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니체의 실재

론을 정치적 해결 불가능성을 특징으로 하는 비극적 실재론으로 해석하

는 커클랜드의 이러한 연구는 쉽게 동의되기 어렵다. 물론 니체의 정치

적 실재론에 비극적 요소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 니체가 말하는 위대

한 정치적 열망이 결국 현실에서 비극적 한계를 갖기 쉬운 이유는 그 열

망의 주체가 정치가-철학자-위버멘쉬이며, 그의 영혼의 위대함과 고귀함

이 동일자의 비소함과는 크나큰 심연의 격차와 간극을 지니기 때문이다.

니체는 그러한 인간을 수세기에 대한, 혹은 인류, 민중, 다수에 대한 위

대한 책임에의 의지를 지닌 인간으로 규정한다. 그의 욕망은 동일자-무

리의 욕망, 개인적인 이기심에 의해 추동되는 욕망과는 질적으로도, 규모

와 범위에 있어서도 다르다. 그러나 실재에 있어서 이러한 비극적 요소

는 필연적인 것이 아니다. 니체가 종종 역사적 선례를 들어 그러한 비극

적 요소를 보여준다 하더라도, 니체는 그러한 몰락과 해결 불가능성이

모든 실재의 필연이라는 식의 비극적 숙명론적 입장을 취하지 않는다.

물론 커클랜드의 견해처럼, 종말론적인 희망들이나 이상들과는 달리 현

실, 실재에는 항상 한계와 불완전성이 존재하므로 그것을 인정하는 것은

건강한 정치를 이룩하는 출발점일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동의할 수 있

는 지점이다. 그러나 니체에게서 한계, 몰락, 해결 불가능성 등의 요소를

과도하게 부각시키거나 확대 해석한다면, 니체가 ‘위대한 정치’ 개념을

통해 정치철학에서 제시하고자 했던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의미들을 모두

희석시킬 우려가 있다.

그러나 한편 커클랜드는 이러한 니체의 비극적 실재론이 염세주의가

13) JGB 212 등 여러 곳.

14) EH, Vorwort 1. 등 여러 곳.

15) JGB, Vorrede 등 여러 곳.

16) GM Ⅱ. 11 등 여러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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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오히려 염세주의의 극복과 관련된다고 보고 있다는 점에서, ‘실재

의 긍정’이라는 니체의 테제를 니체의 실재론의 중심적인 사유로 이해하

고 있다. 니체 철학의 관점에서 그리스 비극 정신을 지칭하는 ‘비극적

(tragic)’이라는 수사는 단순히 ‘염세적(pessimistic)’이라는 의미가 아니

다. 커클랜드는 니체의 실재론이 종말론적 보편주의가 아니라는 점에서

허무주의, 염세주의의 극복으로 간주하며, 따라서 니체의 실재론이 근대

적 이상주의와는 다른 차원의 새로운 정치로의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다

고 보고 있다. 커클랜드는 그러한 정치의 요소를 위대한 목표들과 훌륭

한 전망들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커클랜드가 말하는 새로운 정치란 항상

한계적 요소, 갈등의 해결 불가능성, 몰락의 필연성을 내포하고 있는 정

치에 불과하다. 이는 근대성에 대한 니체의 비판과 대항적 사유에만 너

무 주목한 결과 니체의 정치적 실재론이 제시하고 있는 적극적인 체제

변혁과 가치 창조의 함의를 독해하는 데 실패한 결과로 보인다.

한편, 니체의 실재론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창조’와 관련한 니체의

사유들은 예술 사조, 특히 니체 사후 20세기 초 이후의 아방가르드

(avant-garde) 예술가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고, 아직까지도 국내 연구

는 니체의 창조 개념과 관련하여 주로 미학이나 문학, 예술론적 측면에

한정해서 이루어지고 있다.17) 국외에는 ‘창조’를 미학적, 예술적 의미에

한정하지 않고 니체의 관점주의 인식론, 역사철학, 존재론, 윤리학의 다

양한 층위에서 접근이 시도되고 있다. 그러나 니체의 ‘창조’ 개념에 대한

연구들 역시 수적으로 드물다.18) 니체는 창조 개념을 예술적 의미에 한

17) 이러한 경향의 국내 연구들로는, 전예완, 「‘창조’를 중심으로 본 니체 사상

의 미학적 함의에 관한 연구」, 『미학연구』 5, 서울대학교, 1998.12, pp.

183-209.; 김금주, 「울프의『파도』에 나타난 자기 창조의 문제 : 니체의 ‘생

성’을 중심으로」, 『제임스조이스저널』 제18권 제1호, 한국제임스조이스학

회, 2012. 6, pp. 125-148.; 이현숙, 「러시아 상징주의와 니체 : 가치의 재평가

와 미래의 문화 창조」, 『한국노어노문학회지』 제22권 제4호, 2010. 12, pp.

339-356.; 문성화, 「니체의 창조적 예술관」, 『哲學論叢』, Vol.70, 새한철학

회, 2012, pp. 309-328. 등이 있다.

18) 니체의 ‘창조’ 개념에 대한 국외 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J. Ibanez-Noe,

“World and Creation: On Nietzsche's Perspectivism”, N ietzsche-Studien
Vol.28, WALTER DE GRUYTER & CO, 1999, pp. 42-79.; V. Le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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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키지 않는다. 니체의 창조 개념은 실재론의 토대 위에서 철학, 예술,

정치를 아우르는 포괄적 개념으로 사용된다. 니체에게 있어 철학적, 예술

적, 정치적 차원에서의 새로운 가치들의 창조는 상호 분리된 성격의 가

치들인 듯 보이지만, 긴밀히 상호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니체의 궁극적

인 개념인 창조 개념은 ‘실재’라는 니체의 가장 근본적인 개념을 토대로

재조명되어야 할 것이다.

Ⅰ. 니체의 실재 개념의 철학사적 의의

니체 철학에서의 실재의 문제에 관해 고찰하기에 앞서 니체의 실재 개

념이 서구 철학의 역사적 맥락 속에서 지니는 위상과 의의를 고찰할 필

요가 있다. 먼저 1장에서 니체의 실재 개념의 의의를 고찰한 후, 2장에서

는 파르메니데스-플라톤주의적인 전통 형이상학적 이상주의에서의 실재

개념과 니체의 실재 개념의 관계와 차이를 고찰할 것이다. 3장에서는 유

물론과 니체의 생성적 실재론과의 차이와 관계를 살펴보고, 4장에서는

탈근대 철학에서의 시뮬라크르 개념과 실재 개념의 관계를 보드리야르와

들뢰즈의 시뮬라크르론을 중심으로 고찰함으로써 니체의 실재론이 니체

이후의 탈근대철학에 미친 영향과 의의를 살펴보도록 한다.

1. 니체의 실재 개념의 의의

“Animality, Creativity and Historicity: A Reading of Friedrich Nietzsche's

Vom Nutzen und Nachtheil der Historie fur das Leben”, N ietzsche-Studien
Vol.36, WALTER DE GRUYTER & CO, 2007, pp. 169-200.; Joan

Stambaugh, “Nietzsche on Creativity and Decadence”, Philosophy Today,
Vol.21 No.2, DePaul University, 1977, pp. 162-168.; I. Thomson,

“Interpretation as Self-Creation: Nietzsche on the Pre-Platonics”, Ancient
philosophy Vol.23 No.1, MATHESIS PUBLICATIONS, INC, 2003, pp.

195-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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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을 정당화하는 것은 그의 실재이고, 이것은 인간을 영원히 정당

화해줄 것이다.19)

이러한 니체의 테제에서 보듯이 니체에게, 특히 후기의 니체에게 실재,

실재성(Realität)은 주요한 개념이며 또한 니체 텍스트에서 상당히 자주

쓰이고 강조되고 있는 개념이다. 서양철학에서 실재라는 개념은 가상

(Schein)과 대립하는 것으로서 참으로 존재하는 진정한 세계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플라톤주의적인 서양 전통 철학과 니체에 있어서 이러한

실재 개념이 지시하는 사태와 내용, 그것의 근본 전제들은 전혀 상이하

며, 그것이 니체 철학 전체의 차별성을 만들어낸다.

‘Realität’이라는 기표는 니체에게는 광범위한 철학적 의미와 맥락들을

함축하는 포괄적 기표로 사용되며, 그것의 용법 또한 다양하다. 니체의

실재가 의미하는 사태는 유기체의 삶을 포함한 운동․변화하는 우주 만

물, 영원회귀의 세계, 정신적-물질적 경험 세계, 힘에의 의지(Wille zur

Macht)로서의 존재의 내부와 외부, 자연, 시간과 공간, 의식 세계와 무의

식의 세계, 역사, 정치․문화적 현실을 포괄한다. 즉 실재는 초월적인 불

변의 동일자에 대립하는 것으로서 이 세계 자체이다. 끊임없이 생성․변

화하는 세계와 그것의 근원으로서의 힘, 그것이 곧 실재성이다. 플라톤이

헤라클레이토스의 언명으로 소개한 “너는 같은 강물에 두 번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크라튈로스』402a)20)라는 말은 니체의 실재 개념의 본질

적 의미를 잘 표현해준다. 이러한 실재 개념을 니체는 이상(Ideal) 개념

과 의미상 대비되는 표현으로 사용한다. 니체에게서는 초월적인 불변의

동일자로서의 이상들은 이 세계, 삶을 부정하기 위해 고안된 허구로서,

실재, 참된 것, 진리가 아닌 가상, 거짓, 허위에 불과하다. 지금껏 인류가

만들어낸 초월적인 완전한 존재, 이상들을 니체는 종종 ‘우상들(Götzen)’

이라고 부른다.

19) GD, Streifzüge eines Unzeitgemässen 32.

20) 『소크라테스 이전 철학자들의 단편 선집』, 김인곤, 강철웅 외 옮김, 아카

넷, 2005, p. 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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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이상’을 표현하는 내 단어)의 파괴――이것은 이미 내 작업의

일부이다. 인간이 허위로 이상세계를 날조한 바로 그만큼 인간은

실재의 가치와 의미와 진실성(Wahrhaftigkeit)을 잃어버렸다… ‘참

된 세계’와 ‘가상 세계’―― 사실대로 말하자면 날조된 세계와 실

재… 이상이라는 거짓은 지금까지 실재에 대한 저주였다. 그것에

의해 인류의 가장 심층적인 본능마저도 부정직해지고 그릇되어버렸

다. 그리하여 인류의 성장, 미래, 미래에 대한 고도의 권리를 보장

해줄 수 있는 가치와는 정반대되는 가치를 숭배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21)

전통 형이상학적 이상주의는 생성으로서의 세계-실재를 오히려 가상

으로 불러왔다. 이상주의자들에게 있어서 생성․변화하는 이 세계는 불

완전하고 불확실한 세계이며 따라서 참된 세계가 아니고, 참된 세계는

이러한 생성적 실재의 저 너머에 초월적으로 존재하는 완전한 어떤 것이

다. 니체는 이러한 전통적인 실재와 가상의 관계 정식을 전도한다. 그들

의 이상, 참된 세계가 오히려 날조되고 조작된 허위의 가상 세계, 허상의

세계이며 그들이 가상이라고 부르는 이 세계가 오직 실재, 진리의 세계

이다.

실재라는 개념이 니체의 여러 텍스트에서 사용되는 용법을 살펴보면,

그것은 ‘현실성(Wirklichkeit)’과 자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며, 사태의 근

본적인 실상, 진상(眞相), 진리(Wahrheit)라는 의미와도 중첩적으로 사용

된다. 현실의 근저에서 일어나고 있는 역사적이고 구체적인 사태, 영원히

생성하고 변화하고 회귀하는 힘에의 의지의 세계, 진리를 함축하고 있는

그러한 은폐된 차원의 세계를 니체는 실재라고 말한다. 그리고 동시에

그러한 은폐된 실재가 가시화되고 외형적으로 작용하는 현상계도 니체는

실재라고 명명한다. 니체에게 실재는 곧 힘에의 의지의 세계이고, 그것은

21) EH, Vorwort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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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 생명 자체, 삶, 존재의 역사이며, 니체에게는 바로 이러한 실재만이

진리이다. 즉 니체의 실재 개념은 외화된 양태들로서의 변전하는 세계와

그것의 근원적 무한자로서의 비가시적 힘을 동시에 의미한다. 스피노자

에게서 능산적 자연(실체)과 그것의 표현으로서의 소산적 자연(양태)이

라는 두 개념이 일원론적 자연관에 근거하듯이, 니체의 실재 역시 자기

내부에 대립을 지니고 있는 일원론적 포괄 개념이다. 그러나 스피노자와

달리 니체는 실재를 ‘실체와 양태’와 같은 개념쌍으로 구별하고 있지는

않다. 니체는 이러한 실재를 종종 ‘자연’ 개념을 통해 설명한다.

내가 의미하는 진보.―― 나 역시 “자연으로의 회귀(Rückkehr zur

Natur)”에 대해 말한다. 그것이 본질적으로 되돌아감이 아니라, 올

라감이긴 하지만 말이다. 그것은 높고 자유로우며 두렵기까지 한

자연과 자연성으로의 올라감, 위대한 과제와 더불어 유희하며 유희

가 허락되어 있는 자연과 자연성으로의 올라감이다.22)

니체는 ‘자연’을 그곳으로 ‘되돌아가야(Zurückgehn)’ 할 이상적인 복귀

혹은 퇴행의 장소가 아닌 그곳을 향해 ‘올라가야(Hinaufkommen)’ 할 실

재적인 상승의 장소로 표현하고 있다. 니체에게는 인간이 자연으로 회귀

한다는 것은 바로 그러한 실재적 상승을 의미한다. 따라서 니체가 볼 때

루소의 ‘자연으로 돌아감’은 결코 진정한 ‘자연’으로의 회귀가 아니며, 오

히려 ‘반(反)자연’을 향한 열망, 반(反)실재적인 이상으로의 회귀일 따름

이다.23) 니체에게 자연은 곧 실재, 현실이다. 인간이 자연, 자연성으로 상

승할 수 있다는 것은 곧 실재를 절대적으로 긍정할 수 있는 고귀함의 징

22) GD, Streifzüge eines Unzeitgemässen 48.

23) 니체의 ‘자연’ 사유와 관련하여 김주휘는 니체가 이처럼 루소의 “자연으로

돌아가라” 테제를 비판하면서 “자연으로의 상승” 테제를 주장한 데에 주목하

면서, 니체에게 자연은 단지 목가적이고 이상적인 이미지가 아니라는 것, 또

한 자연과 문명이 단순한 대립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밝히고 있다.(김주휘,

「니체의 "자연" 사유에 대한 소고」, 『니체연구』, Vol.19, 한국니체학회,

2011, pp. 89-11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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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이다. 모순과 불확실성으로 가득한 자연, 실재, 현실 앞에서 안전하고

확실한 이상(Ideal)의 세계로 도피하지 않고 자신만의 고유한 과제, 목표

와 더불어 자유롭고 창조적으로 유희하면서 그러한 실재를 전적으로 사

랑할 수 있는 자는 곧 자신의 본래적인 자연성으로 상승하는 자, ‘자기

자신이 되는 자’이다. 그리고 니체에게는 이러한 실재의 긍정에의 의지,

자연으로의 상승에의 의지만이 인간의 진정한 성숙과 ‘진보(Fortschritt)’

의 척도이다.

진보, 발전에 대한 이러한 니체의 사유는 플라톤주의적․그리스도교적

인 선형적 시간관과 목적론적 세계관에 근거한 서양의 근대적 진보 사관

과는 그 근본 전제에서부터 상이하다. 니체의 진보 개념이 철저히 영원

회귀24)의 실재, 현실, 자연에 근거하고 있으며, 따라서 실재론적 입장의

반영이라면, 서양의 근대적인 진보 개념은 초월적 목적 개념에 근거하고

있으며, 이상주의적, 반실재론적 입장의 반영이기 때문이다. 니체의 실재

론적 입장에 근거한 자연-존재론을 표현해주는 또 하나의 구절을 살펴

보자.

자기 자신의 부자연성(Unnatur)으로부터, 자기의 정신성으로부터

가장 회복이 잘 되는 경우는 자신의 본연의 자연(wilde Natur) 안

에서이다.25)

여기서 부자연성(Unnatur)은 정신성(Geistigkeit)과 의미상 등치를 이

루고 있다. 여기서 니체가 말하는 정신성은 물질이나 육체적 감각을 배

제한 차원의 정신성, 형이상학적 이원론에 입각한 순수정신을 일컫는 것

이다. 즉 인위적인 부자연성은 물질성을 배제함으로써 실재를 초월하는

순수정신이며, 이는 반(反)자연(Widernatur)이다. 니체는 이것을 회복을

요하는 일종의 병리학적 징후로 간주하고 있다. 이러한 반자연적 질병으

24) 영원회귀와 실재의 문제에 관해서는 본 논문의 Ⅱ부 2장에서 보다 상세히

논할 것이다.

25) GD, Sprüche und Pfeile.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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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 회복되는 최상의 방법은 자신의 야생적인 본연의 자연, 본래적

본성을 따라가는 것이다. 그것은 인간이 자기 자신이 되는 것, 자기 자신

이 되고자 하는 의지를 의미한다. 그리고 이것은 니체의 중요한 존재론

적 테제이다. 니체의 실재론은 이러한 자연-존재론(Natur-Ontologie)이

다. 니체가 말하는 ‘자연’은 유물론적 자연주의에서 의미하는 물질적 하

부구조로서의 결정론적 기능을 갖는 자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샤흐

트(Richard Schacht)는 니체를 자연주의적 사상가로 규정하면서, 니체의

자연주의는 자연과학을 존중하고 자신의 사유 속으로 끌어들이기는 하였

으나 자연과학에 전적으로 의존하거나 모든 사고의 실마리를 자연과학으

로부터 끌어오지는 않았다는 점에 주목해야 함을 강조한다.26) 니체의 자

연 개념은 물질과 정신, 하부구조와 상부구조의 이분법에 대한 극복을

이미 내포하고 있는 일원론적 개념이며, 이는 곧 실재이다. 니체는 유대

민족으로부터 발원한 그리스도교의 반실재론적인 측면을 다음과 같이 평

하면서 실재 개념을 자연 개념과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다.

유대 민족은 세계사에서 가장 기묘한 민족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존재와 비존재의 문제에 직면해서 그지없이 기이한 확신을 가지고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존재를 우선시했기 때문이다. 그들이

치른 대가는 모든 자연, 모든 자연성, 모든 실재, 외부 세계 및 모든

내부 세계에 대한 근본적인 왜곡이었다. 그들은 이제껏 한 민족을

살 수 있게 하고 또 살 수 있게 허용해 주었던 모든 조건들과 거리

를 두었다. 그들은 자연적 조건들에 대한 반대 개념을 자기 자신들

에게서 만들어 냈다. 그들은 종교, 제의, 도덕, 역사, 심리학을 차례

차례 회복 불가능한 방식을 통해 그 자연적 가치와는 반대되는 것

으로 뒤집어 놓았다.27)

26) Richard Schacht, “Nietzsche's Naturalism”, Journal of N ietzsche Studies,
2012, Vol. 43, pp. 185-212.

27) AC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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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니체가 지칭하는 ‘존재(Sein)’는 반자연적이고 반실재적인 것으

로서의 초월자를 의미한다. 반대로 ‘비존재(Nichtsein)’는 이러한 초월적

이상으로서의 존재의 대립 개념으로서 자연, 실재, 즉 현존재의 외부 세

계와 내부 세계 전체를 의미한다. 니체는 이러한 그리스도교적 초월주의

와 신비주의 전통을 서구 형이상학적 이상주의 전통과 긴밀히 연관되는

것으로 본다. 양자의 공통점은 실재, 자연에 대한 근본적인 왜곡과 부정

이다.

‘신’ 개념은 삶의 반대 개념으로서 고안되었다. 이 ‘신’ 개념 안에서

해롭고 유독하고 비방적인 모든 것이, 삶에 대한 불구대천의 적개심

전체가 하나의 무시무시한 단일체가 되었다! ‘피안’과 ‘참된 세계’ 개

념은 존재하는 유일무이한 이 세상을 탈가치화하기 위해―우리 지

상의 실재(Erden-Realität)를 위한 어떤 목표도, 이성도, 과제도 남

기지 않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영혼’ 개념, ‘정신’ 개념, 결국에는

‘영혼의 불멸’ 개념도 고안되었다. 몸을 경멸하고, 몸을 병들게―즉

‘신성하게’― 만들기 위해, 그리고 삶에서 당연히 중요한 것들 모두

를, 즉 영양 섭취, 주거지, 정신적인 섭생, 병의 치료, 청결, 기후 등

의 문제들에 형편없이 경솔하게 대처하도록 하기 위해서! 건강 대

신 ‘영혼의 구원’!― 영혼의 구원이란 참회의 경련과 구원의 히스테

리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는 조울증적 광기이다.28)

니체가 그리스도교적․형이상학적 이상주의를 비판하는 근본적인 이유

는 바로 그것의 반(反)실재성 때문이다. 그것은 대지의 실재를 위한 목

표, 이성, 과제를 갖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초월주의를 니체는 인류에

대한 책임의 방기(放棄)이자, 중대한 범죄, 도덕적 부패로 간주하는 것이

다. 니체의 실재 개념과 실재론의 저변에는 바로 이러한 ‘인간에 대한 위

버멘쉬-철학자의 책임 의식과 사명’이 항상 전제되어 있다. 실재, 즉 자

28) EH, Warum ich ein Schicksal bin. 8.



22

연, 현실, 역사를 아우르는 이 개념에 대한 니체의 강조점을 특별히 환기

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니체에 따르면 이러한 실재가 궁극적으로 곧

진리이며, 그것은 창조의 원천이자 토대이기 때문이다.

그[짜라투스트라]의 가르침, 그리고 그의 가르침만이 진실성을 최고

의 덕으로 삼았다. 즉 실재 앞에서 도피하는 ‘이상주의자들’의 비겁

과는 반대되는 것이다. 짜라투스트라는 모든 사상가들의 용기를 모

두 합한 것보다도 더 많은 용기를 지니고 있다. 진리를 말하고 활

을 잘 쏘는 것, 이것이 페르시아적 덕이다. 나를 이해하는가?29)

이처럼 니체에게 진리는 실재 앞에서의 용기, 실재의 긍정이라는 덕의

요청과 관계된다. 활 쏘기란 과녁을 향한 직선 운동이며, 이는 위버멘쉬

의 새로운 가치 창조에 대한 은유이다. 활쏘기의 과녁은 인류에 대한 위

버멘쉬의 고귀한 목표이며 창조의 과제이다. 니체의 모든 철학적 사유는

궁극적으로 새로운 가치 창조라는 실천적 문제를 향하고 있다. 이러한

변혁적인 가치 창조의 토대가 바로 실재이다. 이러한 실재에 대한 긍정

은 강함과 위대함의 덕과 연결된다.

그[짜라투스트라]가 구상하는 인간 유형은 실재를 있는 그대로 생

각하는 자이다. 그는 그럴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강하며, 실재로부터

소원하지도 멀리 떨어져 있지도 않다. 그는 그 실재 자체이며, 실재

의 두렵고도 의심스러운 모든 것을 자기 내부에서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서야 인간은 비로소 위대함을 획득할 수 있는 것이

다.30)

지금껏 존재하지 않았던 어떤 가치, 인간의 삶을 보다 고양시키고 승

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기 위해서는 초월적 이상, 관념론

29) EH, Warum ich ein Schicksal bin. 3.

30) EH, Warum ich ein Schicksal bin.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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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명분, 반(反)자연적이고 초실재적인 보편자들이 아닌 실재, 현실, 자

연, 삶으로부터 출발해야만 한다. 이러한 실재론적 입장에서 니체는 “가

장 가치 있는 통찰들은 방법론들”이며, 이것은 “자유정신들”의 “학문의

모든 방법들과 전제들”이라고 말한다.31) 니체가 말하는 방법, 방법론

(Methode)이란 자유정신 자신의 창조적 의지가 향하는 고유한 목표, 자

신이 진정으로 원하고 추구하는 삶의 고귀한 과제를 이루기 위한, 즉 그

누구도 아닌 자신만이 할 수 있는 새로운 가치의 창조를 위한 인식과 학

문의 방법과 전제들, 실재적인 전략과 전술, 구체적인 계획과 탐구와 실

천들 일반을 의미한다. 이처럼 니체의 실재론은 정신의 자유와 관련되며,

그것은 또다시 창조에 있어서 ‘목적의 고귀함’과 그것을 위한 특수한 방

법론의 문제로 귀착된다. 이는 보편적이고 이상적인 ‘무엇인가’의 문제가

아닌, 구체적이고 실재적인 ‘무엇을 위해’와 ‘어떻게’의 문제로의 가치전

환이다.

실재는 부단히 변화하며 생성한다. 따라서 실재는 각각의 시대와 공간

마다 차이와 특수성을 지니며 구체화된다. 니체에게 있어 정신은 이상주

의적 당위들이 아닌 이러한 실재에 토대해야만 하며, 실재에 근거한 사

유와 창조에의 의지, 실재의 절대적 긍정과 자연으로의 상승을 위한 구

체적인 목표와 과제, 그리고 섬세한 방법론적 탐구만이 코드화하는 권력

에 대항하여 개별성과 고유성으로서의 삶을 구원하고 진정한 다양성과

자유의 길을 개시할 수 있다. 이러한 실재론의 입장에서 니체에게는 서

양의 전통 형이상학적 이상주의, 파르메니데스-플라톤주의와의 대결이

불가피했다.

2. 파르메니데스-플라톤주의의 실재와 니체의 실재

니체가 볼 때 실재, 자연, 현실에 대한 이해, 즉 진리를 가로막는 모든

초월적 관념들은 민중을 마취시키려는 기만적 권력의지, 지배의지의 산

31) AC,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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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이다. “세상에는 실재보다 우상들이 더 많다.”32) 여기서 우상들이란 다

수에게 숭배받지만 진리가 아닌 대상들, 허위임에도 만인을 유혹하는 것

들이다. 이러한 우상들의 본질을 파헤치는 것과 동시에 우상들의 공허한

위용에 가려진 실재를 구원하고 실재를 그 자체로 긍정하는 것은 니체의

중심 사유이다. 여기에는 어떤 기만적 권력의지에 대항하기 위한 강력한

모티브가 내재해 있다. 즉 초월적인 피안의 이념들, 즉 가상들을 날조함

으로써 수천 년간 인류를 기만하여 미몽에 빠뜨리고 삶을 부정하고 단죄

해온 형이상학 권력의 부패에 대항하기 위한 것이다. 영원불변의 세계를

상정하는 초월적 이상주의에서 니체는 실재적 역사와 권력과 지배의지를

읽는다.

이러한 서구 형이상학을 니체는 ‘이상으로의 도피’와 ‘실재의 부정’으로

규정하면서 이를 약함, 데카당스, 부패의 징후로 간주한다. 반면에 영혼

의 강함과 고귀함은 실재에 대한 절대적 긍정으로부터 징표된다. 실재에

대한 무조건적 긍정, 즉 참된 인식과 진리를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존재하는 것에서 빼버릴 것은 하나도 없으며, 없어도 좋은 것은 없

다. 그리스도교인과 다른 허무주의자들에 의해 거부당한 현존의 측

면은 그 가치 서열상 데카당스 본능이 인정하고, 좋다고 하는 그

어떤 가치보다 무한히 높다. 이 점을 파악하려면 용기가 필요하고,

그런 용기의 조건으로서 넘쳐나는 힘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용기가

과감히 전진해도 되는 그만큼, 꼭 힘의 정도만큼, 사람들은 진리에

다가가기 때문이다. 약함에 고무되어 있는 약자에게 실재 앞에서의

비겁과 도피, 즉 ‘이상’이 필연이듯이 실재에 대한 긍정인 인식은

강자에게는 필연이다. (…) ‘디오니소스적’이라는 말을 이해할 뿐 아

니라, 자기 자신도 ‘디오니소스적’이란 말 속에서 이해하는 자는 플

라톤이나 그리스도교 또는 쇼펜하우어에 대한 반박이 필요하지 않

32) GD, Vorw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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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는 이들의 부패를 감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33)

실재를 부정하고 이상으로 도피한다는 것은 자연을 부정하는 반(反)자

연이며, 이는 곧 삶을 부정하는 염세주의이다. 니체는 이러한 ‘삶의 부정’

의 데카당스적 시각이 서양 형이상학에 얼마나 뿌리깊이 존재하는지를

플라톤의 『파이돈』에 나오는, 소크라테스가 죽음 직전에 한 다음과 같

은 말을 통해서 환기시킨다. “삶, 이것은 오랫동안 병들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네. 나는 구원자 아스클레피오스에게 닭 한 마리를 빚졌다네.”34)

소크라테스의 시각에서 삶은 근본적으로 하나의 질병이다. 따라서 죽음

을 앞두고 소크라테스는 의술의 신 아스클레피오스에게 삶이라는 병의

치유(=죽음)에 대한 감사의 제물을 바칠 것을 제자에게 당부한다. 삶이

하나의 질병이고 고통에 불과하기 때문에 죽음을 유일한 구원으로 여기

는 이러한 시각은 염세주의적이고, 삶에 대해 근본적으로 부정적이다. 영

원불변하지 않고 생성하는 삶에 대해, 그러한 삶의 불완전성에 대해 소

크라테스는 이성이 구원자이자 치료자라고 말해왔다. 그러나 죽음 직전

에 그는 ‘이성이 아닌 죽음이 구원자’라는 염세주의적 입장을 스스로에게

고백한 셈이다.35) “플라톤은 소크라테스를 플라톤을 위한 기호학으로 사

용했다”36)고 보는 니체의 관점에 따르면, 이러한 소크라테스적 염세주의

는 플라톤의 사유의 일부이다. 서양 형이상학의 이성 중심주의의 본질은

삶의 부정, 생성으로서의 실재의 부정, 즉 염세주의와 허무주의라는 것이

다. 니체는 이러한 염세주의와 허무주의가 서양 형이상학의 근원에서부

터 존재한다는 것에 주목한다.

따라서 니체 철학의 선결 과제는 파르메니데스와 플라톤 이후의 서구

형이상학적 이상주의에 대항하여 지상의 실재, 즉 진정한 실재의 가치를

지지하는 것이었다. 훗날 화이트헤드도 지적했듯이 서구 형이상학적 전

33) EH, Geburt der Tragödie. 2.

34) GD, Das Problem des Sokrates. 1.

35) GD, Das Problem des Sokrates. 12.

36) EH, Unzeitgemässe Betrachtungen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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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은 플라톤주의의 절대적인 영향 하에 있다. 니체는 플라톤을 “그리스

도교의 선조(先祖) 격(präexistent-christlich)”, “‘십자가’로 향하는 다리에

발을 들여놓게 했던 존재”37)로 규정하며, 그의 이상주의를 “고등 사기

(höherer Schwindel)”라고 평한다.38) 즉 서양의 형이상학적 이상주의의

모태인 파르메니데스-플라톤적 사유에는 진실이 아닌 어떤 기만의 실체,

모종의 속임수가 담겨 있으며, 인류에게 거짓 이념을 전파해왔다는 뜻이

다. 들뢰즈와 가타리도 이러한 플라톤주의로부터 시작된 서양 철학의 전

체 역사를 초월성의 역사, 생성 부정의 역사로 규정하면서 니체를 계승

하고 있다. 그들은 말한다. “초월성, 그것은 진정 유럽의 질병이다.”39)

니체는 “이성을 실재성(현실성, Realität)에서 보려고 하는 무조건적 의

지”라는 척도를 통해 투키디데스와 플라톤을 대비시킨다. 투키디데스가

이성을 실재에서 보려고 하는 절대적 의지를 지닌 철학자-역사가라면,

플라톤은 이성을 실재에서 보지 않고 오로지 “이성 안에서” 보고 있다는

것이다. 니체는 이러한 소크라테스, 플라톤 학파의 철학은 과거의 그리스

의 실재론적 문화와 실재론적 본능의 퇴화, 데카당스라고 규정하면서,

“실재 앞에서의 용기”가 바로 투키디데스와 플라톤 같은 본성의 소유자

들을 구별짓는 중요한 지표라고 보고 있다. 플라톤은 실재성, 현실 앞에

서 비겁했고, 그래서 이상으로 도피한 것이며, 투키디데스는 강력하고 엄

혹한 실재, 현실, 즉 삶의 냉혹한 진리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도피하지 않

았고, 이러한 자기 지배와 자기 규율의 원리에 따라 사물과 세계, 실재에

대한 지배력을 갖게 되었다고 니체는 보고 있는 것이다.40)

니체가 이처럼 소크라테스, 플라톤 이전의 그리스 비극 시대나 소피스

트 문화, 그리고 로마 시대와 르네상스 시대의 실재론적 사상과 문화, 즉

파르메니데스-플라톤주의 전통에 대립하는 경향의 서구 문화에 주목하

37) “그리스도교는 ‘대중’을 위한 플라톤주의”(JGB, Vorrede)라는 정식 또한 이

와 같은 맥락이다.

38) GD, Was ich den Alten verdanke. 2.

39) G. Deleuze, F. Guattari, Mille P lateaux: capitalisme et schizophrénie2,

les Éditions de Minuit, 1980, p. 28.

40) GD, Was ich den Alten verdank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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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은 단지 고전 시대에 대한 회고적 취향 때문도 아니고, 과거로 회

귀하자는 주장도 아니다. 그것은 플라톤주의를 계승한 그리스도교적 형

이상학, 이상주의에 의해 오랫동안 망각되어온 고대와 르네상스 시기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힘, 디오니소스적인 삶의 긍정, 생성적

실재를 그 자체로 긍정하는 실재론적 문화의 가치를 복권시키고자 함이

다. 그것은 현대의 새로운 가치의 창조를 위해서다.

소크라테스-플라톤주의의 계보를 따라가보면, 거기에는 파르메니데스

가 있고, 파르메니데스의 계보를 추적하면 피타고라스의 수학, 기하학과

마주치게 된다. 이러한 계보를 가진 서양 형이상학을 니체는 “개념의 미

라들(Begriffs-Mumien)”을 만들어내는 “이집트주의(Ägypticismus)”41)라

는 수사로 표현하는데, 피타고라스가 오랫동안 이집트 유학을 통해 이집

트 학문과 문화를 수용했던 것을 고려한다면 이것은 단순한 메타포 이상

의 어떤 실재성을 드러내준다. 즉 서양 형이상학의 기원과 성격을 니체

는 “이집트주의”라는 한 단어에 집약시키는 것이다. 문명의 발상지 중

한 지역인 이집트는 주기적인 나일강의 범람으로 인하여 일찍부터 측량

술, 수학, 기하학이 발달할 수밖에 없었고, 피타고라스는 이러한 이집트

적 학문의 세례를 받아 우주 만물의 근원을 ‘수’로 보는 수학적 세계관을

지니게 된 것이다. 이러한 피타고라스적 사유에 대하여 AD. 3～4세기경

의 신플라톤주의 철학자 이암블리코스의 단편은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

다.

델포이의 신탁은 무엇인가? 테트락튀스(tetraktys)이다. 즉 세이렌들

(Seirēnes)이 이루어내는 조화(harmonia)이다. ‘최고의 것은 무엇인

가’ 하는 것은 이와 같다. 이를테면 가장 올바른 것은 무엇인가? 신

께 제물을 바치는 것이다. 가장 이지적인 것(sophōtaton)은 무엇인

가? 수이다. 그러나 두 번째로 이지적인 것은 사물들에 이름들을

붙이는 사람이다. 우리 쪽에 있는 것들 중 가장 이지적인 것은 무엇

41) GD, Die “Vernunft” in der Philosophi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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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 의술이다. 가장 아름다운 것은 무엇인가? 조화이다.(『피타고

라스적 삶에 관하여』82)42)

피타고라스주의에서의 ‘테트락튀스’(tetraktys)에 대해 잘 설명하고 있

는 것은 섹스투스 엠피리쿠스의 다음과 같은 단편이다.

[피타고라스주의자들이] ‘테트락튀스’로 뜻하는 것은 처음 네 수들로

구성되어 가장 완전한 것을 내보이는, 이를테면 10과 같은 어떤 수

이다. 1, 2, 3, 4의 합은 10이 되니까. 이 수는 첫 번째 테트락튀스이

며, 언제나 흐르는 자연의 원천으로 불린다. 우주 전체가 그 자체로

조화에 따라 정렬되어 있고, 조화는 세 협화음, 즉 제4음과 제5음

및 옥타브의 체계이며, 이 세 협화음의 비율들이 앞서 언급된 네

수, 즉 1, 2, 3, 4에서 발견되는 한에서는 말이다.(섹스투스 엠피리쿠

스 『학자들에 대한 반박』Ⅶ. 94-5)43)

이러한 단편들에서 보듯이 피타고라스 학파는 세이렌들의 아름다운 음

악, ‘미(美)’와 ‘조화’(harmonia)를 우주의 신성한 원리 ‘테트락튀스’, 즉

수학적 질서와 동일시했다. 이러한 수학적 우주관은 음악, 의술(의학)에

도 연결되어, 피타고라스 학파에게 음악이나 의학은 ‘조화’와 ‘질서’, ‘비

율’과 ‘균형’의 사고에 의해서 근거지어진다. 음악이 협화음의 비율들과

옥타브의 수학적 체계에 의해 이루어지는 소리의 아름다움이라면, 의학

(의술)의 원리는 몸의 무질서한 사태에 조화와 질서를 도입하는 것이다.

이처럼 피타고라스가 수학을 신성시한 이유는 변화무쌍한 현실세계에 대

하여 수학적 본질은 영원불변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삼각형의 모양이

아무리 제각각이어도 삼각형의 본질은 동일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현실

세계의 변화, 차이, 구체성, 다양성은 이러한 수학적 원리의 동일성의 외

42) 『소크라테스 이전 철학자들의 단편 선집』, 김인곤, 강철웅 외 옮김, 아카

넷, 2005, pp. 184-185.

43) 같은 책, p.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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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반영이라고 본 것이다. 이러한 수학적 동일성의 원리는 피타고라스의

영혼불멸설과 영혼윤회설이라는 종교적․형이상학적 사유로 이어진다.

즉 인간 육체의 생로병사에도 불구하고 영혼은 언제나 불변하며, 몸의

소멸(죽음) 이후에도 영혼은 불멸하면서 끊임없이 윤회를 겪는다는 것이

다.

이러한 피타고라스 학파의 수학적․기하학적 정신과 영혼불멸(영혼의

동일성) 사상은 파르메니데스의 일자(一者) 사상에 영향을 주었고, 파르

메니데스의 일자 사상은 플라톤의 이데아 이론에 영향을 주게 된다. 플

라톤의 이데아의 불변성은 피타고라스의 수학과 파르메니데스의 일자,

하나의 존재 사상의 연장선상에 있다. 플라톤에게도 역시 아름다움(미)

은 질서, 조화, 비례, 즉 수학적 질서를 의미한다. 플라톤은 파르메니데스

의 존재 사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있지 않은 것들이 있다는 것이 결코 강제되지 않도록 하라. 오히려

그대는 탐구의 이 길로부터 사유를 차단하라.(플라톤 『소피스트』

237a, 258d)44)

여기서 있음, 존재(das Sein)는 ‘있지 않은 것들’, 비존재, 무(無)와 명

확히 구별되며, 여기서 후자의 비존재는 생성․변화하는 시간적 세계를

뜻한다. 반대로, ‘있음’, ‘존재하는 것’은 초시간적인 부동의 존재만을 의

미한다.

또한 섹스투스 엠피리쿠스는 파르메니데스의 존재 사유에 대해서 다음

과 같이 전한다.

많은 경험에서 나온 습관(ethos)이 그대를 이 길로 가도록, 즉 주목

하지 못하는 눈과 잡소리 가득한 귀와 혀를 사용하도록 강제하지

못하게 하라.(섹스투스 엠피리쿠스 『학자들에 대한 반박』Ⅶ. 11

44) 같은 책, p. 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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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파르메니데스의 존재 사유에 대한 심플리키오스의 단편을 하나 더 보

도록 하자.

있는 것은 생성되지 않고 소멸되지 않으며, 온전한 한 종류의 것

(oulon mounogenes)이고 흔들림 없으며 완결된 것(ēde teleston)이

라는.(심플리키오스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학」주석』145-14

6)46)

이러한 단편들에서 보듯이 파르메니데스 존재 사유의 핵심은 인간의

감각기관을 통해 얻은 구체적이고 다양하며 시간에 따라 끊임없이 생성

과 소멸을 반복하는 경험적 상(象)들은 모두 참된 존재, 참된 세계, 참된

하나, 확고부동의 완결된 일자에 이르는 길을 방해하는 불순물들이며,

‘있지 않은 것들’, 비존재, 무(無)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파르메니데스에

의하면 우주는 오직 하나이며, 다양성, 변화, 운동 등은 모두 비존재이다.

플라톤은 이러한 파르메니데스의 존재 사유인 일자(一者) 사상을 계승

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파르메니데스의 사유와 플라톤의 사유가 근본

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다. 플라톤은 파르메니데스가 비존재로 규

정한 ‘시간에 따라 생성․변화하는 세계’의 존재를 부정하지는 않기 때문

이다. 운동과 변화를 부정한 파르메니데스와 달리 플라톤은 운동․변화

하는 이 세계를 이데아에 대한 닮음, 유비, 모방의 관계 혹은 이데아에

대한 영원한 그리움, 동경, 욕망, 에로스의 관계로 상정하였다. 플라톤의

이데아 사상은 파르메니데스의 사상을 계승하되 변증법적 지양을 통해

계승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론적으로 생성의 세계를 비존재로 규정하며 물리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플라톤은 인간의 변화하는 삶의 시간과 역사 전체를 불변자

45) 같은 곳.

46) 같은 책, p. 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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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아에 대한 불완전한 모방, 복제물에 불과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삶

의 부정’이라는 가치를 도출하였다. ‘이데아’라는 초월적 완전성, 보편성

에 대한 욕망은 영원한 결핍과 공허감을 낳는다. 그것은 자신의 욕망이

아닌 타자의 욕망이며 동일자의 욕망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초월적 이데

아에 대한 욕망과 결핍의 메커니즘을 니체는 실재의 부정, 염세주의, 허

무주의로 귀결되는 것으로 본다. 이데아에 대한 동일한 욕망이 아닌, 자

기 자신이 되고자 하고 고유한 자기 자신으로서 살고자 하는 창조적 욕

망은 결핍과 허무, 상실과 자기 부정을 초래하지 않는다.

파르메니데스-플라톤주의적인 형이상학은 이후의 그리스도교 형이상

학과 근대 철학의 시조인 데카르트 이후의 서양 근대 형이상학의 근간을

이루게 된다. 따라서 니체는 이러한 파르메니데스-플라톤주의에 내재한

삶을 부정하는 허무주의와 데카당스를 비판함으로써 서구 형이상학적 이

상주의의 근본문제들을 반박하고자 한 것이다. 니체의 유고 중 한 메모

는 파르메니데스의 사유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파르메니데스는 말했다. “존재하지 않는 것은 생각되지 않는다.” 우

리는 그 대척점에서 말한다. “생각될 수 있는 것은 확실히 허구임에

틀림없다.” 사유는 실재를 파악할 수 없다. 단지 ― ― ―만을 파악

할 뿐이다.47)

이처럼 니체는 파르메니데스적인 초월적 사유와 초월적 이성의 실재에

대한 파악 불가능성을 언명한다. 플라톤주의와 니체가 실재, 본질, 진상,

진리라고 간주하는 영역은 서로 전혀 다르다. 파르메니데스와 플라톤 이

후의 형이상학적 이상주의에서 실재는 고정불변의 자기동일적 존재, 초

월자를 의미한다. 그러한 사유는 참된 세계(wahre Welt)와 가상(假象)

세계(scheinbare Welt)를 구분하는 이원론에 근거한다. 여기서 영원불변

의 초월적 실재, 이데아는 참된 세계이며, 인간이 감각하고 지각할 수 있

47) NF Ⅷ-3, 14[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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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생성적 세계, 즉 인간의 역사적 현실 전체는 실재가 아닌 가상, 복제

물, 비존재이다.

철학자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이 성질이 전부 무엇이냐고 내게 묻는

가?… 그들의 역사적 감각의 결여, 생성이라는 표상 자체에 대한

그들의 증오, 그들의 이집트주의가 그 예이다. 어떤 것을 영원이라

는 관점에서 탈역사화할 때, 그것을 미라로 만들 때, 그들은 그것을

영예롭게 만들고 있다고 믿는다. 철학자들이 지금까지 수천 년 동

안 사용해왔던 모든 것은 개념의 미라들이었다. 현실적인 것

(Wirkliches)은 어느 것도 그들의 손아귀에서 살아서 빠져나오지 못

했다.48)

여기서 니체가 말하는 철학자들은 전통적인 서구 형이상학자들을 지칭

하는 한정적 표현이다. 이들에게 참된 세계와 가상 세계의 대립은 존재

와 생성의 대립이다. 역사적이고 현실적인 세계, 육체적이고 감각적인 세

계, 다수성과 차이의 세계, 이성적인 동시에 충동적인 힘에의 의지의 세

계, 심리-생리학적 세계, 자연적 삶으로서의 이 세계의 모든 것은 그들

에게는 일종의 가상이자 오류에 불과하다. 그들에게 참된 세계, 진리의

세계는 고정불변의 존재, 초월적인 물 자체(Ding an Sich)뿐이고, 이것만

이 ‘실재’이다. 니체에 의하면 이들은 박제화된 죽은 개념들을 숭배하면

서 동시에 삶을 부정한 것이다. 이러한 파르메니데스-플라톤주의의 정식

을 니체는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존재하는 것은 생성하지 않으며, 생

성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Was ist, wird nicht; was wird, ist

nicht)”49)

여기에는 감각(Sinn)에 대한 부정이 내포되어 있다. 전통 철학자들에

게 감각은 생성․변화하는 세계를 증거하는 의심스러운 것이기 때문이

다. 이에 대해 니체의 실재론은 바로 그러한 이유로 감각을 지지한다.

48) GD, Die “Vernunft” in der Philosophie 1.

49) 같은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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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과 소멸과 변화를 보여주는 한, 감각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50)

“오늘날의 우리의 학문이라는 것은 우리가 감각의 증거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하는 정도와 정확히 일치한다.”51) 니체는 진정한 인식과 학문이란

실재에 대한 감각의 구체적 증거를 부정하는 초월적 이성이 아닌, 바로

그러한 감각의 관찰 증거를 토대로 성립하는 것임을 역설하고 있다. 니

체에게 있어 ‘학문(Wissenschaft)’의 가능 조건은 ‘초월성(Transzendenz)’

이 아닌, ‘실재성(Realität)’, ‘현실성(Wirklichkeit)’이다.

파르메니데스-플라톤적 전통의 형이상학자들은 소위 ‘최고의 개념들

(höchste Begriffe)’, 가장 일반적인 개념들을 출발점, 최초의 것, 자기원

인(causa sui)으로 설정한다. 니체에 따르면 그것들은 실재성(Realität)이

증발된 가장 공허한 개념들이며, 이것이 바로 ‘신(Gott)’이라는 그들의 최

상의 개념의 본질이다. 실재의 대립물인 이러한 개념들을 그들은 ‘가장

실재적인 것(ens realissimum)’, 최초의 것, 원인 그 자체, 제일 원인이라

고 규정하였으나, 이 개념들은 사실은 최초의 것이 아니라 최후의 것이

다. 즉 인간이 만들어낸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52) 사제-형이상학자들

은 끊임없이 생성하는 실재의 다양성으로부터 구체성을 사상(捨象)하고

형해화(形骸化)하여 가장 추상적이고 공허하고 허구적이며 내용에 있어

서 가장 빈약한 것, 미라와 같은 것들을 만들어냈으며, 그것을 신, 절대

자, 존재(das Sein), 선(das Gute), 참된 것(das Wahre), 완전한 것(das

Vollkommen) 등 최상의 모든 이름들로 불러왔다는 것이다.

이러한 전통 형이상학적 사유와는 달리 니체에게서 실재는 고정불변의

초월자가 아니라 생성적 자연, 즉 힘에의 의지의 세계이다. 니체에게 이

성은 욕망과 대립적인 개념이 아니고, 초실재적 영역에 있는 것도 아니

며, 힘에의 의지의 실재성 안에서 작동하는 것이다. 니체의 힘에의 의지

개념에는 의식과 무의식, 이성과 감성, 정신과 육체의 계기들이 불가분적

으로 얽혀 있고 긴밀히 상호 연관, 결합되어 있다.53)

50) GD, Die “Vernunft” in der Philosophie 2.

51) GD, Die “Vernunft” in der Philosophie 3.

52) GD, Die “Vernunft” in der Philosophi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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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힘에의 의지의 실재 자체가 니체에게는 바로 참된 것, 진리이

다. 니체에게서는 전통 형이상학이 실재계, 참된 세계라고 부르는 초월자

는 이 세상을 부정하기 위한 권력의지에 의해 고안된 이념적 가상이자

허위에 불과하다. 오히려 그것이 가상, 복제물, 비존재라고 경시하던 현

실세계, 자연만이 실재, 진리이다. 전통 형이상학은 실재에 베일을 씌우

고 그것을 진리라고 했지만 니체는 반대로 베일을 벗기고 실재 그 자체

를 드러낸다.

한편으로 근대 철학은 넓은 의미에서 파르메니데스-플라톤주의의 연

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근대에는 인식론적 차원에서 인식 대상 및 내용

의 문제와 관련하여 관념론(Idealismus, idealism)과 실재론(Realismus,

realism)이 이론적으로 대립하였다. “존재는 지각된 것이다(esse is

percipi).”라는 버클리의 유명한 테제에서 나타나듯이 관념론에서는 인식

내용이 곧 인식 대상이다. 즉 관념론에서는 인식의 주체와 그의 인식 내

용만이 문제될 뿐, 사물의 실재는 제거된다. 관념론은 모든 인식은 명증

적으로 확실한 것, 생각하는 나, Cogito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데카르트

의 통찰을 존중한다. 그렇게 명증적으로 확실한 코기토로부터 의식된 내

용 역시 의심할 여지 없이 확실하다는 것이다. 반대로 실재론에서는 인

식 대상이 인식 주체의 인식작용에 독립해서 실재한다. 사물 그 자체, 사

물의 실재는 우리의 인식과 상관없이 그 자체로 독립해서 존재한다. 이

러한 실재론은 관념론의 입장에서 볼 때는 명증적이지 못한 가정 위에

서 있는 것으로서 비판받는다.54)

53) 니체는 의지(의지작용)를 복합적인 구성요소들을 갖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의지 안에는 감정(Gefühl), 사고, 사유(Denken), 정서, 열정(Affekt) 등의 다양

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존재한다.(JGB 19.) 이는 데카르트가 ‘사유하는 나’, 코

기토의 양태를 의심, 긍정, 부정, 이해, 의지, 상상, 감각 작용으로 설명한 것

(René Descartes, “Meditations on First Philosophy”, Discourse on Method
and Meditations on F irst Philosophy, translated by Donald A. Cress,
Indianapolis, Cambridge : Hackett Pub. Co., 1998, p. 70.)과 대별된다. 데카

르트에게는 의지 작용이 사유에 속하는 것이지만, 니체에게는 사유가 의지작

용에 속하는 것으로서, 힘에의 의지의 양태이자 구성요소이다. 이는 ‘사유’를

중심으로 인간을 설명하는 서구의 합리주의 철학의 전통과 ‘의지’를 중심으로

인간을 설명하는 니체 철학 구도의 근본적 차이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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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념론이 주관에서 출발한다면, 실재론은 객관에서 출발한다. 이렇게

외부세계의 실재성을 인정하는 근대 인식론적 실재론은 얼핏 보면 니체

의 실재론과 유사해 보이지만, 니체의 실재론, 생성적 실재론은 이와는

전혀 다른 함의를 지닌다. 근본적으로 근대 관념론이나 실재론 모두 정

신과 육체, 이성과 욕망, 관념과 물질의 이항대립에 근거하고 있고, 영원

불변의 존재를 가정(관념론에서는 코기토의 관념, 실재론에서는 외적 객

관)한다는 점에서 파르메니데스-플라톤주의의 구도를 벗어나지 않는다.

니체는 정신과 물질의 이항대립에 근거한 전통적인 실재론과 관념론을

모두 지양하면서, 생성 일원론의 입장에서 정신-물질 통일체로서의 실재

개념을 제시한다. 따라서 니체의 실재론, 생성적 실재론은 근대 인식론적

실재론과도 전혀 다른 의미들을 함축한다.

헤겔의 변증법은 사유와 존재의 일치, 철학과 현실의 일치를 표명한다.

“철학이 현실이나 경험과 일치되는 것이야말로 적어도 철학의 진리를 증

명하는 외적인 시금석으로 볼 수 있고, 또 이 일치의 인식에 의하여 자

기의식적 이성(selbstbewußte Vernunft)과 현존하는 이성(seiende

Vernunft), 즉 현실(Wirklichkeit)과의 화해를 실현하는 것이 곧 학문의

궁극 목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다.”55) 헤겔의 이러한 종합과 합

일의 관점은 “이성적인 것은 현실적이고, 현실적인 것은 이성적이다.”56)

라는 명제에서 응축적으로 나타난다. 이는 니체의 실재론의 일원론적 성

격과 유사해 보이지만 헤겔의 변증법적 종합은 정신의 자기 내(內) 복귀,

이성의 자기 전개와 자기와의 합일, 즉 이성 중심의 종합이다. 정신은 정

신의 순수한 자기 자신인 사유를 통해서 자기 자신에 도달한다.57) 이 점

에서 헤겔의 종합은 니체의 생성 실재론의 일원론과는 본질적으로 상이

한 성격을 지닌다. 그리고 헤겔의 이러한 이성 중심의 합일의 사유는 이

미 정신, 이성과 물질적·경험적 현실이라는 이항 대립에 기초한 합일이

54) 백종현, 『존재와 진리』, 철학과현실사, 2008, pp. 27-29 참조.

55) G. W. F. Hegel, Enzyklopädie der Philosophischen Wissenschaften im
Grundrisse(1830), Felix Meiner, 1959, Einleitung §6.
56) 같은 곳.

57) 같은 책,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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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점에서 니체의 구도와 상이하다. 헤겔에게 있어 “‘정신’이란 뉴턴이

규정한 ‘물체’와 정확하게 대비되는 개념이다. 뉴턴의 제1운동법칙에 따

르면, ‘외부의 힘이 작용하지 않는 한, 정지해 있는 물체는 여전히 정지

해 있고, 운동하는 물체는 여전히 등속도 직선운동을 한다.’ 이것은 ‘물

체’는 오로지 외부의 원인에 의해서만 변화한다, 그러니까 물체는 기계적

[역학적] 운동만을 한다는 것을 말한다. 이것이 물체의 본질 규정이라면,

그런데 외부적 힘의 영향과 무관하게 스스로 운동하는 자, 곧 자유 운동

하는 자가 있다면, 그것은 물체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어떤 것이고, 그래

서 그것을 헤겔은 ‘정신’이라고 부른다. ‘물질의 실체가 중력’이라면, ‘정

신의 실체, 본질은 자유이다.’ 그러므로 자기운동하는 것, 그것은 다름 아

닌 정신이며, 그런 의미에서 정신만이 자유롭다. 그러니까 정신만이 변증

법적 운동을 한다. 변증법적 운동은 정신의 자기 전개 운동이다.”58)

헤겔에게 있어 이성, 정신, 이념은 곧 신이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신,

이성, 정신, 주관성과 당위로서의 대자적 영역이 현실, 역사, 실재, 경험

세계, 공동체, 객관성으로서의 대타적 영역과 합치한다. 그러나 이러한

합일 운동의 주체는 언제나 정신, 이성, 곧 신이다. “신은 가장 현실적이

며 오직 신만이 참으로 현실적이다.”59) 니체는 이러한 헤겔을 라이프니

츠, 칸트, 피히테, 셸링, 쇼펜하우어, 슐라이어마허 등의 독일 철학자들과

함께 ‘베일을 만드는 자(Schleiermacher)’라고 명명한다.60) 여기서 베일이

란 실재의 진실을 은폐하는 그리스도교적·형이상학적인 이념의 베일이

다. 니체에게 있어 물체와 대비되는 개념으로서의 독립적인 정신 및 이

성, 신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 니체의 다음 구절이 이를 잘 보여준다.

사제처럼 이상주의자도 거시적인 개념들을 전부 손아귀에 쥐고 있

다(―단지 손아귀에 쥐는 것만으로 그치지 않는다!). 그는 호의적인

58) 백종현, 『칸트와 헤겔의 철학』, 아카넷, 2010, p. 409.

59) G. W. F. Hegel, Enzyklopädie der Philosophischen Wissenschaften im
Grundrisse(1830), Felix Meiner, 1959, Einleitung §6.
60) EH, Der Fall Wagner. 3.



37

듯한 경멸감을 가지고 ‘지성’, ‘감각’, ‘명예’, ‘삶의 행복’, ‘학문’ 등을

그 개념들에 대립시킨다. 그는 이것들을 자기 아래에 있는 것, 해롭

고 유혹적인 힘이라고 여기며, 그 위에 ‘정신’이 순수한 대자성

(Für-sich-heit) 속에서 둥실둥실 떠다닌다고 여긴다. 마치 굴종, 정

절, 빈곤, 즉 한 단어로 말해서 신성함이라는 것이 지금까지 삶에

그 어떤 공포나 악덕 이상으로, 말할 수 없이 많은 해악을 끼쳐오지

않았었다는 듯이… 순수정신(reiner Geist)이란 전적인 허위(reine

Lüge)이다.61)

니체는 신, 정신과 같은 신학적․형이상학적인 거시적인 신성한 개념

들이 지성, 감각, 명예, 삶의 행복, 학문, 즉 실재를 유혹적이고 해악적인

힘으로 간주하면서 그러한 실재 위에 군림하고 실재를 장악하려 한다고

보고 있다. 실재를 부정하는 순수 정신이라는 개념은 전적인 허구이며,

영혼의 빈곤과 굴종과 결핍의 증거일 뿐이라고 보는 것이다. 이처럼 니

체에게 물질과 분리된 독립적인 정신이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 반

대로 정신이나 영혼과 대비되는 개념으로서의 물체라는 개념도 존재하지

않는다. 니체는 유물론에도 역시 동의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니체의

일원론적 실재론은 정신과 물질의 이항 대립을 전제하지 않으며, 이것이

바로 파르메니데스-플라톤주의적 전통에 따른 서구의 이성 중심주의와

는 전적으로 상이한 구도를 보이는 이유이다.

3. 유물론과 생성적 실재론

그렇다면 형이상학적 관념론을 비판하는 니체의 철학적 입장은 유물론

인가? 라는 의문이 가능할 것이다. 유물론(materialism) 역시 관념론

(idealism)에 대한 안티테제이기 때문이다. 철학의 근본문제 중 하나는

“이 세계에서 정신과 물질 중 어느 것이 더 우선적이고 근본적인 것인

61) AC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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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라는 문제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 유물론자들은 물질이 우선이고 정

신은 물질적인 것에 의해 파생된 것이라고 주장할 것이고, 관념론자들은

정신이 우선이고, 시원적이고 근본적인 것이라고 할 것이다. 니체의 실재

론은 바로 이러한 이분법 너머에 존재한다. ‘힘에의 의지’ 개념에 기초한

생성적 실재론은 이러한 이분법적 사고에 대한 극복이다. 그것은 ‘심리-

생리학’적 관점이다. 니체의 실재론에서 물질과 정신, 육체와 영혼은 각

기 독립적으로 분리된 실체가 아니다. 니체가 의미하는 실재는 자연 그

자체일 뿐, 물질과 정신 중 어느 한 측면을 궁극적이거나 근원적인 것으

로 전제하는 형이상학이 아니다. 이항 대립을 전제하는 한, 유물론적 형

이상학도 관념론적 형이상학과 마찬가지로 진정한 실재, 자연 그 자체에

서 멀어지는 것이다. 니체는 이러한 이원론에 반대한다. 니체의 실재는

관념론적 실재도, 유물론적 실재도 아니다.

유물론적 형이상학의 모태는 레우키포스와 데모크리토스의 원자론에서

찾아볼 수 있다. 심플리키오스는 이들의 원자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들[레우키포스, 데모크리토스, 에피쿠로스]은 근원들(archai)은 그

수가 무한하다고 말했으며, 그것들은 자를 수도 없고(atomoi) 분할

할 수도 없으며(adiairetoi), 꽉 차 있기 때문에 영향을 받지도 않으

며(apatheis) 허공(kenon)을 갖지도 않는다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분

할은 물체들 속에 있는 허공 때문에 일어난다고 그들은 말했기 때

문이다.(『아리스토텔레스의 「천체에 관하여」주석』242. 18)62)

레우키포스와 데모크리토스는 파르메니데스적인 관념론에 대항하여 만

물의 가장 궁극적인 근원으로서 원자(Atom)라는 ‘더 이상 분할할 수 없

는 불변의 물질’을 제시했고, 만물은 이 원자의 운동에 의해 구성된다고

보았다. 원자들의 수는 무한하며, 각각의 원자들은 타자에 의해 영향을

62) 『소크라테스 이전 철학자들의 단편 선집』, 김인곤, 강철웅 외 옮김, 아카

넷, 2005, p. 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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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거나 변화를 겪지 않는다. 원자들은 꽉 차 있으며 내부에 빈 공간을

갖지 않으나, 원자들의 외부에는 원자들의 운동을 위한 허공(kenon)이

존재한다. 이처럼 이들은 운동과 변화, 그리고 허공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점에서 파르메니데스와 엘레아 학파의 입장에 대립한다. 레우키포스와

데모크리토스의 이러한 유물론적 형이상학에 의하면 인간의 정신이나 영

혼도 역시 원자의 구성물에 불과하다. 이는 이후의 에피쿠로스의 유물론

에 영향을 주었으며, 더 나아가 19세기의 맑스의 변증법적 유물론의 이

론적 기초가 된다. 맑스가 「데모크리토스와 에피쿠로스의 자연철학의

차이」라는 논문으로 1841년에 예나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것은 맑스

의 변증법적 유물론, 역사적 유물론의 이론적 뿌리가 데모크리토스의 유

물론적 형이상학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시사해준다. 또한 이처럼 물질

을 세계의 근원으로 간주하는 유물론적 형이상학의 관점은 현대의 뇌과

학, 진화생물학 등의 수많은 유물론적 사조의 원류라고 볼 수 있다.

니체는 관념론의 문제점을 비판하지만, 이러한 유물론에도 동의하지

않는다. 니체가 볼 때 최후의 불변의 동일성으로서의 원자라는 물질을

세계의 근원으로 간주하는 유물론적 원자론은 자연의 실재성에 위배되는

것이다. 니체는 이러한 궁극적인 물질, 원자의 존재에 대한 통념적 믿음

에 대항한 보스코비치(18세기 폴란드의 사상가)를 언급한다.

유물론적 원자론에 관해서 말한다면, 이것은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것 가운데 논박이 가장 잘 된 것 중 하나다. (…) 코페르니쿠스가

모든 감각에 거슬려도 지구는 정지해 있지 않다고 우리를 설득하여

믿게 했다면, 보스코비치는 지상에서 ‘정지하고 있는’ 최후의 것에

대한 믿음, 즉 ‘질료’, ‘물질’, 지상의 잔여물이며 작은 덩어리인 원자

에 대한 믿음을 단호하게 버릴 것을 가르쳐주었다. (…) 우리는 또

한 한 걸음 더 나아가 저 유명한 ‘형이상학적 욕구’와 마찬가지로

아무도 예감하지 못하는 영역에서 여전히 위험하게 그 여명을 유지

하고 있는 ‘원자론적 욕구’에 대해서도 선전포고를 하고, 가차없이

대결해야 한다. 우리는 먼저 그리스도교 세계가 가장 잘 그리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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랫동안 가르쳐왔던 저 또 다른 숙명적인 원자론, 즉 영혼의 원자론

(Seelen-Atomistik)에게도 최후의 일격을 가해야만 한다. ‘영혼의

원자론’이라는 말로 영혼을 없애버릴 수 없는 그 무엇, 영원한 것,

불가분할자, 하나의 단자(單子), 하나의 원자로 여기는 그러한 믿음

을 표현할 수 있다. 이러한 믿음을 우리는 학문에서 추방해야만 한

다!63)

니체는 보스코비치가 유물론적 원자론에 대항하여 원자라는 근원적 물

질에 대한 통념적 믿음을 폐기할 것을 시사한 점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유물론적 원자론은 원자 형이상학일 뿐, 자연적 실재를 설명하는 장치가

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다. 또한 그리스도교 세계의 교설인 영원불변의

영혼에 대한 믿음 또한 일종의 ‘영혼의 원자론’으로서 거부해야 하는 것

으로 보고 있다.

“순수한 정신(reiner Geist)”이란 것은 하나의 순수한 무지몽매(reine

Dummheit)이다. 신경계와 감관을, ‘사멸하는 외피’를 빼버린다면,

우리는 우리에 대해 오산하고 있는 것이며, 그 이상은 아니다!64)

관념론적 형이상학에서 신성한 것으로 여기는 순수정신이란 신경계,

감관(감각), 즉 그들 이상주의자들이 소위 ‘사멸하는 외피’에 불과한 것으

로 여기는 육체의 모든 특성을 제거한 것이다. 이러한 ‘순수정신’에 대한

관념론적 표상을 니체는 신성하거나 순수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의

순수한 어리석음의 단계, 반(反)계몽적 주술의 단계를 징표하는 것에 불

과하다고 본다. 그러나 니체는 이처럼 영원불변자로서의 영혼, 순수정신

을 부정함으로써 ‘영혼’ 자체를 제거하거나 영혼과 분리된 육체적 요소만

을 본질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유물론적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니체는 영혼의 존재성 자체를 제거하려는 “자연주의자들의 미숙

63) JGB, Erstes, 12.

64) AC,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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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을 지적하면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귀한 가설 가운데 하나”인 “영혼

의 가설”을 단념할 필요는 전혀 없으며, 다만 그것을 보다 새롭게 파악

하고 섬세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한다.65) 여기서 니체가 말하는 자연주

의자들, 자연주의 사조란 19세기의 유물론적 자연주의, 자연주의적 결정

론을 의미한다. 이러한 유물론적 자연주의, 결정론은 문예 사조에도 하나

의 흐름으로 작용할 정도로 영향력을 발휘했다. 이처럼 니체는 영혼의

영원불변성을 주장하는 형이상학적 관념론에도, 영혼을 배제하고 모든

것을 유물론적 인과의 문제로 환원시키는 자연주의적 결정론에도 동의하

지 않는 것이다. 니체는 새로운 영혼의 관념들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사멸하는 영혼’, ‘주체-다수성(Subjekts-Vielheit)으로서의 영혼’과

‘욕망과 열정의 복합체로서의 영혼’ 같은 개념들은 앞으로 학문에서

정당한 권리를 지니게 될 것이다.66)

이러한 영혼의 관념들은 그리스도교적․형이상학적인 이성 중심주의에

대한 해체인 동시에 유물론적 사유에 대한 극복이다. 이러한 영혼의 관

념은 니체의 실재 개념에 근거한다. 피안을 가정하며 현세를 부정하는

영혼불멸의 관념 대신에 육체와 더불어 사멸하는 영혼(sterbliche Seele)

이라는 관념은 초월적 이상의 신성함에 대한 해체이다. 주체-다수성으로

서의 영혼이라는 관념은 단일한 주체로서의 영혼의 관념, 코기토에 대한

대립자로서 힘에의 의지의 세계, 실재의 다양성을 시사한다. 욕망과 열정

의 복합체로서의 영혼이라는 관념은 순수정신도 순수물질도 아닌 영혼의

실재를 시사한다. 니체의 생성적 실재론은 인간을 영혼과 육체, 정신과

물질의 불가분적 통일체로 간주한다. 힘에의 의지라는 일원론적 실재는

정신이나 이성적 사유와 분리된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의지의 양태로서

포괄하며 그것들과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이다.

65) JGB, Erstes, 12.

66) 같은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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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탈근대 철학에서 시뮬라크르와 실재 개념

니체 이후 20세기 탈근대 철학에서 실재에 대한 사유는 시뮬라크르 개

념과 관련하여 또다시 중요한 철학적 개념으로서의 위상을 차지하게 되

었다. 탈근대 철학에서 실재는 시뮬라크르(허상, 과실재l’hyperréel)라는

거울을 매개해야만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것이 되었다. 따라서 시뮬라크

르에 대한 현대 철학의 주요한 두 연구, 보드리야르와 들뢰즈의 연구67)

를 고찰함으로써 이들이 현대에 니체의 실재 사유를 각각 어떻게 이해하

고 계승했는지, 그러한 현대적 이해와 계승의 유의미성은 무엇이며, 니체

의 실재 사유와의 차이들은 어떤 점들이 있는지 검토해 보고자 한다.

1) 보드리야르의 시뮬라크르론에서의 실재

보드리야르는 『소비의 사회』에서 현대 소비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범주가 상품의 사용가치나 교환가치보다 상품의 기호학적 가치, 상징적

가치라고 말한다. 실질적인 가치가 아니라 그러한 기호학적, 상징적 가치

가 다른 상품들과 그 상품을 차별화하는 변별적 가치를 갖게 해주는 것

이다. 따라서 이러한 현대 소비 사회의 특징을 보드리야르는 기호의 자

율성의 사회, 기호의 지배로 인하여 바깥을 향한 출구가 봉쇄되어버린

사회로 보았다. 이러한 ‘기호의 제국’에서 기호는 더 이상 대상, 실재, 사

물을 지시하거나 재현하지 않고 대상을 구성, 창조, 형성한다. 보드리야

르는 이러한 기호의 기능을 단순히 실재의 상위에 군림하거나 지배하는

차원을 넘어서 실재를 ‘쫓아버리는 것(conjurer)’으로 규정한다.

주술적 사고는 자신의 신화 속에서 변화와 역사를 쫓아버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미지, 사실, 정보에 의해 일반화된

67) 시뮬라크르 개념에 대한 보드리야르와 들뢰즈의 연구에 대해서는 이들의

저작들 외에 김상환의 「시뮬라크르와 탈근대의 두 양상」(『철학과 인문적

상상력 : 헤겔 만가』 문학과지성사, 2012, pp. 194-21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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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도 실재를 실재의 기호 속으로, 역사를 변화의 기호 속으로 쫓

아버리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말할 수 있다.68)

현대 소비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기호(signe)’라는 가상의 유혹을 보드

리야르는 주술적 사고의 탈역사화 기능에 비유하고 있다. 현대 소비 사

회, 매스커뮤니케이션 사회도 실재, 변화, 생성, 역사, 사건을 ‘기호’ 안으

로 쫓아버리며, 기호라는 환상(fantasme)으로 환원시키는 특징을 지닌다

는 점에서 계몽 이전의 신화적 주술의 시대와 동형성을 지니는 것이다.

이러한 반(反)실재적인 기호의 질서, 현대 소비 사회에서 “개별적인 존재

는 기호의 조합과 계산 속에서 소멸한다.”69) 소비 사회는 현상적으로는

다양성과 차이, 개별성이 존중받는 사회로 보이지만, 본질적으로 그 안에

서 고유한 욕망, 능동적이며 창조적인 의지, 즉 생성적 실재 자체는 기호

체계에 흡수되고 환원된 채 소멸해버리며, 오직 욕망의 환영만이 존재한

다. 모두 다 동일한 기호와 이미지의 환영만을 좇는다. 개성과 다양성으

로서의 실재가 소멸한 이러한 현대 소비 사회에서 소비의 주체는 더 이

상 개인이 아니다. “소비의 주체, 그것은 기호의 질서이다.”70)

보드리야르는 이러한 기호, 기표의 자율성의 사회에서 기표의 권력을

발견한다. 여기에는 니체적 계보학이 존재한다. 반면에 과거의 재현 이

론, 기호가 실재를 지시하고 재현한다는 이론에는 힘에의 의지, 권력의

지, 기호권력에 대한 계보학적 사유가 부재하다. 따라서 니체적 관점에서

재현 이론의 관점, 추상적 기호가 실재를 그대로 재현, 모사, 복제한다고

보는 관점은 이상주의적인 환상일 뿐이다. 과거에도 현대와 마찬가지로

언제나 기호, 이상, 이념, 이데아는 자연적․생성적 실재의 상위의 지배

자였다. 따라서 기호의 영역은 언제나 계보학이 적용될 수 있는 자리이

다.

68) Jean Baudrillard, La société de consommation : ses mythes, ses struc-
tures, Paris : Denoël, 1970, p. 30.
69) 같은 책, p. 309.

70) 같은 책, p. 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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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드리야르의 후기작 『시뮬라시옹』은 시뮬라크르(사뮬라크라)와 시

뮬라시옹(시뮬레이션)을 주제화한다. 시뮬라크르는 “시뮬라시옹의 결과”

이다. “시뮬라시옹은 재현과 정반대다. 재현은 기호와 실재 사이의 등가

관계라는 원칙으로부터 출발한다. 시뮬라크르는 등가원칙의 유토피아를

거꾸로 뒤집어서 가치로서의 기호에 대한 근본적 부정으로부터 출발한

다. 모든 지시관계의 사형집행에 해당하는 기호로부터, 지시관계가 죽은

후 지시의 권리를 획득한 기호로부터 출발한다.”71) 즉 시뮬라크르는 “가

치로서의 기호”, “모든 지시관계”, 실재를 재현하는 기호, 실재 재현적

관계를 소멸시키며, 그로써 기호의 자율성을 획득하게 된다.

기호가 실재를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실재를 흡수하며 소멸시킨다고

보는 점에서 보드리야르의 ‘기호’ 개념은 니체의 ‘이상(Ideal)’ 개념과 동

일한 위상을 갖는다. 니체는 실재에 근거하지 않은 이상의 본질을 ‘허위’

로 본다. 보드리야르의 시뮬라크르는 현대 매스미디어 사회, 소비 사회에

서의 반(反)실재적인 이미지들(사진, 영상 이미지, 상품 광고 이미지 등)

을 통칭한다. 이것이 ‘과실재’, ‘실재가 아니면서도 실재보다 더 실재 같

은 것’인 이유는 거기에 모종의 기만이 내재해 있기 때문이다. 그 이미지

들은 반자연적인 이미지, 근본적으로 위장된 이미지들이다. 그런데 이러

한 시뮬라크르가 경험적 현실을 존재하게 하는 “선험적 형식”의 자리로

올라섰다. “[시뮬라크르는] 모사적 사물인 동시에 원천적 사물, 다시 말

해서 자신을 있게 한 조건과 생산 주체를 뛰어넘는 사물, 그래서 새로운

시뮬레이션을 가능하게 하는 사물이다.”72) 즉 시뮬라크르는 자연적 실재

의 원형, 모델, 이데아, 근원이다. 따라서 현대인은 이러한 시뮬라크르라

는 허위(虛僞)를 매개해서만 실재, 자연, 생성, 참된 것, 진리, 디오니소스

적 힘에의 의지의 세계를 파악하고 표상하는 것이다.

따라서 현대는 실재성 자체가 증발되어 버린 시대다. 보드리야르는 바

71) 장 보드리야르, 『시뮬라시옹』, 하태환 역, 민음사, 2012, pp. 26-27.(김상환,

「시뮬라크르와 탈근대의 두 양상」, 『철학과 인문적 상상력 : 헤겔 만가』,

문학과지성사, 2012, p. 198에서 재인용.)

72) 김상환, 「시뮬라크르와 탈근대의 두 양상」, 『철학과 인문적 상상력 : 헤

겔 만가』, 문학과지성사, 2012, p. 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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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여기서 실재의 부정, 허무주의, 삶의 동일화를 본다. 이는 바로 니체

가 반실재적인 이상주의에 대항하면서 지녔던 문제의식과 동일하다. 보

드리야르의 시뮬라크르 개념에 따른 현대 사회 분석은 서구 형이상학의

반실재성과 그것의 허위성에 대한 니체의 비판의 연장이다. 니체는 그러

한 반실재, 반자연을 모든 데카당스의 근원으로 간주하였다.

그러나 시뮬라크르 자체가 부정적인 것으로 간주되어선 안된다. 부정

적인 것은 그것의 성격과 기능과 효과의 측면과 관련될 뿐이다. 니체에

게 ‘이상’이나 ‘이념’ 자체가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실재성에 근거하지

않은 이상들이 부정적인 것과 같다. 그것이 니체에 의해 부정적으로 평

가받는 이유는 삶에 대해 부정적인 기능과 효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뮬라크르에도 긍정성을 지닌 시뮬라크르가 있고, 부정성을 지

닌 시뮬라크르가 있다.

시뮬라크르의 긍정성은 실재의 긍정, 삶의 긍정의 가치의 실현에서 찾

을 수 있다. 즉 가상(시뮬라크르)으로서의 진리, 가면을 쓴 진리도 존재

한다. 그것은 아폴론적인 가상, 예술적 가상, 예술적 시뮬라크르 아래에

디오니소스적 실재, 디오니소스적 진리라는 심연이 존재하는 것, 즉 아폴

론적인 것과 디오니소스적인 것의 균형과 조화의 상태이다. 기만적 전략

을 수행하기 위하여, 즉 삶을 부정하고 말살하기 위하여 가상, 위장, 가

면을 필요로 하기도 하지만, 반면에 진리를 표현하기 위하여, 즉 삶을 구

원하고 긍정하고 고양시키기 위해 불가피하게 가상과 가면의 전략, 시뮬

라시옹을 필요로 하기도 한다. 이는 니체적 가면, 니체적 시뮬라크르, ‘가

면의 철학’, ‘가면을 쓴 진리’이다.73) 문학적 상징, 비유, 역설, 풍자로 가

득한 니체의 무질서하고 비유기적인 듯 보이는 아포리즘들은 이런 의미

에서 시뮬라크르적 가면이다. 그러한 가상의 저변에는 니체의 진리, 본

질, 체계, 통일적 전체성, 일자(一者)가 숨겨져 있다.

반면에 시뮬라크르의 부정성은 반실재적인 허위로서의 시뮬라크르의

73) “깊이 있는 모든 사람은 가면을 사랑한다. (…) 가면 뒤에 언제나 교활함만

이 있는 것은 아니다. (…) 모든 심오한 정신은 가면을 필요로 한다.”(JGB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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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이 수행하는 기만성 자체라 하겠다. 그것은 실재의 부정, 삶의 부정,

더 나아가 실재의 철저한 파괴와 소멸을 목적으로 기능한다. 이것이 보

드리야르가 본 시뮬라크르이다.

들뢰즈는 시뮬라크르의 긍정성에 주목했고, 보드리야르는 시뮬라크르

의 부정성에 주목했다. 그러나 이 경우 니체적 사유 도식에 더 충실한

것은 들뢰즈보다는 보드리야르라 하겠다. 시뮬라크르와 실재의 관계를

통한 보드리야르의 현대 소비 사회 분석은 다분히 맑스적이지만, 동시에

니체의 반실재적 이상들에 대한 비판의 도식을 따르고 있다. 그러나 니

체가 비판을 넘어 어떤 적극적․긍정적인 사유로 고양되는 창조적 단계

와 관련해서는 보드리야르는 더 이상 니체적이기를 그친다.(그렇다고 들

뢰즈가 근본적으로 니체적인 것은 아니다. 이에 관해서는 곧 살펴볼 것

이다.) 이것이 보드리야르의 허무주의적 한계라고 평가되는 지점이기도

하다.

보드리야르는 탈근대 사회를 지배하는 기호체계와 시뮬라크르는 오

로지 자기증식의 마지막 단계에서만, 그 자기증식의 무게 자체에 의

해서만 파괴될 수 있다고 본다. 그것 이외에는 시뮬라크르의 파괴

를 가져올 어떠한 수단도 없다는 것이다. 데리다에게 텍스트의 바

깥이 없는 것처럼, 보드리야르에게 코드의 바깥은 없다. 코드에 저

항하고 그것을 상대화할 근거는 코드 자체밖에 없다. 기호는 무한

히 불어나서 다른 기호에 대한 변별적 의미를 상실하기 전까지, 다

시 말해서 유사한 기호가 너무 많아져서 기호로서의 기능과 가치를

잃어버리기 전까지는 그 어떤 방법으로도 저항할 수 없는 무시무시

한 힘을 지닌다. 기대할 수 있는 것은 그 지배력의 극치에서 오는

자기붕괴, 내파뿐이다.74)

보드리야르에게 코드의 바깥이 없고, 데리다에게 텍스트의 바깥이 없

74) 김상환, 「시뮬라크르와 탈근대의 두 양상」, 『철학과 인문적 상상력 : 헤

겔 만가』, 문학과지성사, 2012, p.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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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니체의 위버멘쉬적 천재는 ‘바깥’의 존재자이다. 바깥의 존재들은

시대적․공간적으로 극소수이지만, 순간적으로 빛났다가 사라지는 별처

럼 역사의 국면에 계속해서 고귀한 운명처럼 등장했다가 사라진다. 니체

에게 위대함, 고귀함이란 실재의 긍정의 토대에서 진정한 삶의 고양을

이룩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그러나 보드리야르에게는 이러한 바깥의 가

능성, 출구가 봉쇄되어 있으므로, 이미지 포화와 과잉으로서의 탈근대의

끝은 모든 의미의 상실, 니힐리즘으로 귀착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현대

소비 사회의 허무주의의 위기를 보드리야르는 니체가 말한 ‘신의 죽음’의

문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역설로 표현한다. “신은 죽지 않고, 파생실

재가 되었다.”75)

이처럼 보드리야르의 시뮬라크르론은 니체가 비판의 대상으로 삼은

‘신’이라는 초월자, 초월적 이상, 관념, 즉 모든 종류의 반실재적 신비주

의와 형이상학의 문제의 연장이다. 보드리야르에 따르면 오늘날의 신은

바로 이 시뮬라크르, 즉 소비 사회의 상징적 기호들과 가상적 이미지들

이다. 같은 맥락에서 보드리야르는 현대 사회의 ‘소비’를 이렇게 평한다.

“소비는 하나의 신화”이며, “소비에 관한 유일한 객관적 실재는 소비라

는 관념(idée)뿐이다.” 그리고 “광고는 이 소비의 관념의 승전가”이다.76)

보드리야르가 선언한 허무주의, 니힐리즘의 위험을 100년 앞서서 예견

하고 경고한 것이 니체이다. 니체는 신의 죽음 이후 서구 문명이 실재성

에 토대하여 새로운 가치들을 정립하거나 조직하지 못하고 온갖 반실재

적, 이상주의적인 근대 이념들의 잡다한 포화 속에 매몰되는 한, 인류 앞

에 니힐리즘의 도래는 필연이라고 보았다. 그러한 니힐리즘을 100년 뒤

에 보드리야르는 탈근대의 실상으로 보았다.

시뮬라크르 사회에 대한 보드리야르의 결론(코드의 자기모순에 의한

자기붕괴, 내파implosion)에 이르면, 그것은 더 이상 니체적이지 않고 맑

스적이다. 맑스의 자본의 자기증식 체계는 보드리야르의 시뮬라시옹(시

75) 장 보드리야르, 『시뮬라시옹』, 하태환 역, 민음사, 2014, p. 245.

76) Jean Baudrillard, La société de consommation : ses mythes, ses struc-
tures, Paris : Denoël, 1970, pp. 31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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뮬레이션)의 체계이다. 이 체계는 삶을 부정하는 영원한 악순환, 영원한

기만의 체계이다. 이것을 실재의 긍정, 삶의 긍정이라는 방향으로 바퀴의

순환 형태를 전환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보드리야르의 관점에서는 시뮬

라크르의 자기모순으로 인한 내파, 자기붕괴의 길밖에 없다. 그러나 그러

한 내파는 전면적이지 않고 부분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자본이 일련

의 세계 공황으로 인해 자신의 모순을 스스로 교정해가면서 자기증식을

계속해나가듯이, 시뮬라크르의 질서 역시 부분적인 내파로 인해 자신의

위험과 질병을 스스로 방어하고 치유해 나가면서 자기증식과 자기보존을

계속할 것이다. 따라서 시뮬라시옹의 악순환은 사라지지 않으며, 허무주

의는 극복될 수 없다. 반면에 니체의 궁극적 사유는 바로 그러한 허무주

의의 극복의 가능성으로 정향된다. 그것은 실재의 구원과 긍정에 대한

의지, 창조적 힘에의 의지에 근거한다. 따라서 니체는 궁극적으로 위버멘

쉬와 가치 창조의 문제를 제기한다. 창조는 결코 이상주의적 실천이 아

니다. 니체에게 새로운 가치의 창조란 철저히 실재성에 그 토대를 두고

있다.

이와 같은 허무주의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보드리야르의 실재와 시뮬라

크르의 관계 분석은 탈근대의 징후에 대한 분석 이론으로서는 큰 가치가

있다. 과거에는 도덕과 종교에 의해 인간이 코드화되었다면, 현대의 미디

어 지배 체제에서는 미디어 상징, 시뮬라크르들에 의한 코드화가 일어난

다. 기만적 힘에 의해 코드화되고 표준화된 습속과 문화, 도덕을 니체는

군축(群畜) 도덕, 가축떼의 도덕이라고 명명했다. 코드화의 본질은 단순

히 동일화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가축으로 길들이고 노예로 만들

어간다는 데 있다. 현대 사회에서는 코드의 극단화된 지배 속에서 실재

의 존재론적 지위는 추락을 맞았다. 이처럼 “시뮬라크르들의 가속화와

극단화”의 상태를 보드리야르는 “사막화”로 보았다.77) 즉 그것은 자연적

실재가 사막화, 무화(無化)되는 것으로, 반자연, 반실재의 종착역인 허무

주의이다. 미디어, 코드, 시뮬라크르의 바깥, 즉 실재가 사막화되어, 그곳

77) 김상환, 「시뮬라크르와 탈근대의 두 양상」, 『철학과 인문적 상상력 : 헤

겔 만가』, 문학과지성사, 2012, pp. 203-20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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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향한 출구마저 봉쇄되기에 이른 것이다.

2) 들뢰즈의 시뮬라크르론에서의 실재

이러한 보드리야르의 시뮬라크르에 대한 부정적 관점과는 달리 들뢰즈

는 시뮬라크르의 역량을 긍정적으로 보았다. 따라서 동일한 시뮬라크르

라는 개념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들뢰즈와 보드리야르가 그 개념 속

에 담고 있는 의미는 전혀 다르고, 그것을 통해 제기하고자 하는 사유

또한 전혀 다른 국면을 노정한다. 들뢰즈는 『차이와 반복』의 머리말에

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어떻게 파악하든 동일성의 우위가 재현의 세계를 정의한다. 그러나

현대적 사유는 재현의 파산과 더불어 태어났다. 동일성의 소멸과

더불어, 동일자의 재현 아래에서 꿈틀거리는 모든 힘의 발견과 더불

어 태어난 것이다. 현대는 시뮬라크르, 곧 허상의 세계다.78)

여기서 들뢰즈가 말하는 재현의 세계, 재현적 사유 체계는 동일성의

사유 체계이다. 즉 동일자, 이데아를 재현, 모방, 복제하는 시스템, 재현

의 이상이 지배하는 세계, 일대일 대응 관계와 지시관계가 지배하는 세

계이다. 그것은 다시 말해 동일성을 재현할 것을, 자기 자신의 고유하고

내밀한 힘과 자유를 상실한 가축이 될 것을 명령하는 힘의 질서이다. 그

러한 동일성의 소멸과 더불어 태어난 것, 그것을 들뢰즈는 시뮬라크르

(허상)라고 명명한다.

여기서 우리는 앞에서 고찰했던 보드리야르의 시뮬라크르(허상) 개념

과 들뢰즈의 이 개념은 동일한 용어이지만 전혀 다른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보드리야르의 시뮬라크르는 생성으로서의 실재

78) 질 들뢰즈, 『차이와 반복』, 김상환 역, 민음사, 2004, pp. 17-18.(김상환,

「시뮬라크르와 탈근대의 두 양상」, 『철학과 인문적 상상력 : 헤겔 만가』,

문학과지성사, 2012, p. 206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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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립하는 개념이었다. 그러한 실재는 니체적 의미의 실재, 진리로서,

자연, 삶, 역사, 사건, 힘에의 의지의 세계 등을 의미하는 개념이다. 그러

나 반대로 들뢰즈의 시뮬라크르는 니체적 의미의 실재가 아닌 플라톤주

의적 의미의 실재(이데아, 동일자)에 대한 대립 개념이다. 보드리야르에

게 ‘중심’은 바로 니체적 의미의 생성적 실재, 삶에 있다. 그리고 이러한

중심은 긍정적 가치 평가의 대상이다. 따라서 그러한 실재를 조종하고

무력화시키고 종국에는 사막화시키고 무화시키는 시뮬라크르는 부정적이

고 위험한 것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들뢰즈에게 기준이 되는 ‘중심’은

플라톤적 의미의 고정불변의 모범으로서의 실재이며, 이것은 부정적 가

치 평가의 대상이다. 따라서 시뮬라크르는 그러한 부정성으로서의 실재

의 대척점에 위치해야 할 터이다. 그런데 ‘기준이 되는 중심’이 바로 그

부정적 실재(동일자의 체제)이니 시뮬라크르는 그 ‘중심’이라는 부정적

체제로부터 ‘배제되거나 추방된 존재’가 된다. 들뢰즈는 이처럼 동일자에

의한 ‘추방됨’과 ‘배제됨’을 시뮬라크르의 존재론적인 기본 조건으로 보고

있다.

들뢰즈는 「플라톤과 시뮬라크르」79)라는 논문에서 플라톤의 이데아

론의 체계 전체를 대변하는 것을 분할(division)의 방법이라고 말한다.

들뢰즈는 플라톤에게서 분할의 진정한 목적은 단순히 하나의 유를 종들

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경쟁자들 또는 지원자들 중에서 순수혈통을 선

별해서 추려내는 것, 순수혈통과 순수하지 못한 혈통을 구분하는 것, 참

된 지원자를 그릇된 지원자들로부터 골라내는 것, 즉 자격없는 지원자들

인 ‘시뮬라크르’를 배제하는 것에 있다고 본다. 이 분할의 방법을 통해

모든 종류의 등급들과 위계들이 구분된다. 들뢰즈는 복사물은 원본을 모

방함으로써 형상과의 유사성을 인준받은 존재들이지만, 시뮬라크르들은

원본을 모방하는 것 자체를 거부하는 존재들이라고 말한다. 이들은 동일

성의 체제에 문제를 제기하는 자들이며, 끊임없는 탈중심화를 통해 체제

를 능동적으로 빠져나오는 존재들이라는 것이다. 들뢰즈는 이 시뮬라크

79) G. Deleuze, “Platon et le Simulacre”, Logique du sens, Éditions de
Minuit, 1997, pp. 292-307.



51

르들이야말로 동일자의 체제를 전복하는 사건을 시도할 만한 긍정적 잠

재력을 숨기고 있다고 보고 있다. 즉 예술적 가상, 허상, 환상으로서의

시뮬라크르, 그것의 능동적 힘과 창조적 잠재력에 주목한 것이다.

그러나 예술적 창조 자체만으로는 긍정적 의미 부여의 대상이 되기에

부족하다. 그것이 무조건 삶의 긍정의 가치를 실현한다고 볼 근거도 없

다. 니체는 예술적 창조 자체를 긍정적인 것으로 보지 않았다. 예술적 창

조성은 그 자체로 긍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궁극적으로 삶을

긍정하는 것으로 기능하는지, 삶을 부정하는 것으로 기능하는지의 문제

가 그것의 가치평가의 척도가 된다. 니체에게는 언제나 실재성, 삶이 척

도이며, 예술적 가상이 실재와 분리되어 독립적인 척도로 기능하지 않는

다.

그러나 이처럼 시뮬라크르의 힘과 효과를 동일자에 대항하는 탈주, 탈

코드화, 탈중심화의 측면에서 긍정적으로만 보는 들뢰즈의 낙관주의는

어떤 한계를 노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들뢰즈는 전제군주적 기표작

용적 체제의 기만성에 대해 비판하면서 기표 권력에 대해 충분히 사유하

고 있으면서도, 현대 사회의 영상 기호, 영상 이미지, 시뮬라크르의 ‘권

력’에 대해서는 충분히 사유하고 있는 것 같지 않다. 들뢰즈가 비판하는

국가 장치나 자본 기계 외에도 현대의 미디어 정보 사회에서 막강한 힘

과 지배력을 행사하는 것은 이러한 시뮬라크르, 영상 매체의 기호들과

이미지들인데도 불구하고 들뢰즈는 이러한 시뮬라크르의 문제와 관련하

여서는 창조적 잠재력과 차이 생성의 계기로서만 낙관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동일자를 탈주하는 시뮬라크르, 허상의 존재들은 다

양성과 차이와 특이성의 존재로 보이지만 오히려 또 다른 중심에 의해

포섭되고 획일화된 다양체에 불과하다는 역설을 숨기고 있는 것이 아닐

까?

시뮬라크르는 플라톤에게서 절취해낸 개념이다. 플라톤은 사물의

존재론적 원형인 이데아를 형상eidos이라 했고, 그것을 모방하는 현

상계의 사물을 영상eidolon 혹은 이미지라 했다. 들뢰즈는 플라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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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아론을 부추기는 근본 의도가 형상과 영상의 구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상을 다시 구별하는 데 있음을 강조한다. 그것이 바로 모

상eikon과 허상simulacrum의 구별이다. 이때 모상은 형상을 닮았거

나 닮으려고 노력하는 좋은 이미지인 반면, 허상은 형상과 아무런

유사성도 없는 나쁜 이미지다. 플라톤의 이데아론은 이런 나쁜 영

상을 몰아내려는 어떤 도덕적 의지 안에서 펼쳐지는 것이 아닌가?

시뮬라크르를 추방하고자 했던 그 도덕적 결단이 서양 철학사의 출

발 아닌가? 동일성의 사유, 다시 말해서 재현적인 사유의 세계는

그런 편협한 도덕적 세계관을 모태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것

이 들뢰즈가 전통 철학 일반에 던지는 계보학적 물음이다. 이 물음

은 플라톤이 추방하려고 했던 시뮬라크르에 어떤 적극적인 의미를

부여하면서 사물에 대한 새로운 존재론적 이해의 문턱에 도달한

다.80)

들뢰즈는 이러한 시뮬라크르, 기호, 허상의 세계를 현상계의 배후에 있

는 본체계(本體界)로 간주하며, 그것을 니체적인 힘에의 의지의 세계로

보고 있다. 그것은 창조적 잠재력을 숨기고 있는 강도(intensité)의 세계,

강렬함의 세계, 강도적 에너지의 세계이다.

사물은 허상 자체이고, 허상은 우월한 형상이다. 모든 사물에 어려

운 일이 있다면, 그것은 자신의 고유한 허상에 도달하는 것, 영원회

귀의 일관성 안에서 기호의 상태에 도달하는 것이다.81)

현상계의 배후에 있는 진정한 실재로서 ‘우월한 형상’의 지위를 차지하

는 것, 즉 힘에의 의지의 세계, 디오니소스적 실재계, 위버멘쉬의 창조적

80) 김상환, 「시뮬라크르와 탈근대의 두 양상」, 『철학과 인문적 상상력 : 헤

겔 만가』, 문학과지성사, 2012, pp. 206-207.

81) 질 들뢰즈, 『차이와 반복』, 김상환 역, 민음사, 2004, p. 164.(김상환, 「시

뮬라크르와 탈근대의 두 양상」, 『철학과 인문적 상상력 : 헤겔 만가』, 문학

과지성사, 2012, p. 208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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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의 의지의 내부성, 은폐된 실재, 무의식과 생의지, 강도적 변이, 강렬함

의 세계, 이런 것들을 들뢰즈는 허상 자체, 환상, 시뮬라크르, 기호의 상

태라고 부른다. 니체의 ‘자기 자신-되기’의 테제는 들뢰즈에 따르면 자신

의 고유한 허상, 환상, 가상, 일종의 기호 상태에 도달한다는 의미로 변

형된다. 그리고 그 허상 자체, 기호 상태는 코기토가 아닌 분열적 코기토

의 세계이다.

이처럼 들뢰즈의 사유 도식에서는 니체의 디오니소스적 실재(삶의 심

연의 생명력, 힘에의 의지의 세계)와 아폴론적 가상(표상, 환상, 이념, 상

징, 환영, 기호의 세계) 사이의 구별마저 궁극적으로 흐려지고 섞이고 혼

합되고 모호해진다. 이러한 간극과 애매함은 들뢰즈가 니체의 개념들을

취하여 자신의 사유 도식에 맞게 그 의미들을 변형하거나 왜곡하여 활용

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니체는 힘에의 의지의 세계, 디오니소스적 세계를

실재이며 진리라고 말하지만, 들뢰즈는 그러한 힘에의 의지의 세계, 디오

니소스적 세계, 강도적 변이의 세계를 반대로 시뮬라크르, 가상, 허상, 기

호라고 부르는 것이다.

따라서 들뢰즈의 시뮬라크르는 보드리야르의 시뮬라크르와도 전혀 다

른 의미를 지니게 된다. 들뢰즈의 도식에서는 시뮬라크르가 이데아의 대

립자로 설정되어 있지만, 보드리야르의 사유 도식에서는 시뮬라크르가

곧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이데아이며 ‘신’이다. 들뢰즈는 시뮬라크르의

창조적 잠재력에 관해 말하지만, 보드리야르는 시뮬라크르의 지배력과

그 효과에 대해 비판적 접근을 한다. 보드리야르가 니체의 위버멘쉬나

창조 사유의 적극적 차원에까지 이르지 못하고 시뮬라크르가 지배하는

현대 사회의 폐쇄성에 대해 다소 허무주의적 결론을 내린 것은 니체적이

라고 볼 수 없지만, 보드리야르의 현대 자본주의 사회 분석의 틀은 니체

의 실재와 가상(허위, 반자연)의 개념틀을 충실히 따르고 있다. 반면에

들뢰즈는 니체의 개념틀을 변형한 채 니체의 위버멘쉬나 힘에의 의지,

창조 사유를 자신의 사유 도식에 맞추어 계승하고 있다. 따라서 니체의

실재론을 보다 왜곡 없이 이해하고 수용하여 자신의 시대에 맞는 변형된

문제의식에 의거하여 창조적으로 계승하고 있는 사람은 들뢰즈보다는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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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리야르라고 하겠다. 들뢰즈는 탈근대 철학자들 중 표면적으로는 가장

니체와 유사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상당한 차이를 노정하고 있으며, 보드

리야르는 표면적으로는 니체보다는 맑스와 유사해 보이지만 실재와 가상

의 문제에 있어서 니체와 맑스의 문제의식을 유연하게 종합함으로써 현

대 소비 자본주의 사회, 대중 미디어 지배 체제의 본질을 탁월하게 분석

해내고 있다.82)

그렇다면 들뢰즈의 니체와의 이러한 차이의 근원은 무엇인가? 니체의

개념적 의미들을 변형하고 모호하게 뒤섞고 혼합하여 진의를 왜곡할 수

밖에 없는 들뢰즈의 사유의 근저에는 어떤 필연성이 있는가? 들뢰즈가

니체와 보드리야르에게는 반(反)실재에 불과한 허상, 가상, 환상, 기호,

시뮬라크르를 존재론적 근원으로 설정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들뢰즈의

확고한 반(反)플라톤주의에도 불구하고, 또한 그 외의 수많은 니체와의

외적인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그가 니체와의 본질적인 차이를 숨기고 있

다고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물음들에 대한 답은 들뢰즈가 시

뮬라크르를 ‘플라톤의 동일성의 체제로부터 배제당한 존재’로 가정하는

지점에서부터 찾아질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또 다른 물음을 던

져야 한다. 플라톤주의가 배제했다고 해서 무조건 창조적 힘에의 의지를

지닌 존재들인가?

플라톤의 『국가』에서 통치자, 수호자, 생산자(노동자)라는 사회의 세

계급에 속하지 않으며 사회의 전체적인 유기적 조화를 해치는 존재들인

시인들이나 예술가들은 ‘정의로운 이상국가’에서는 반드시 추방 대상, 배

제당해야 할 시뮬라크르적 존재자이다. “훌륭히 다스려지는(훌륭한 법질

서를 갖는) 나라”에서는 국가적 교육을 위한 목적에 적합한 시가 아닌

오로지 즐거움만을 위한 시는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83)

82) 보드리야르는 실재성이 소멸된 상품 사회의 구조, 소비의 이데올로기를 맑

스가 말한 ‘물신 숭배’적 논리와 관련시키면서, 현대 소비 사회에서의 가상적

이미지들과 기호들의 범람의 사태를 상품의 물신화를 통한 상품 논리의 보편

적 지배 과정으로 보고 있다.(Jean Baudrillard, La société de consommation
: ses mythes, ses structures, Paris : Denoël, 1970.)
83) Plato, The Republic(P lato complete works), G.M.A. Grube, rev. C.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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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이러한 플라톤의 이데아, 동일성 체제의 미학적 편협성과 경직성,

예술에 대한 배타주의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플라톤

주의에 의해 배척당했다고 해서 예술가들과 예술 작품이 모두 창조적 힘

에의 의지를 지닌 시뮬라크르적 존재자들인가? 들뢰즈는 플라톤의 동일

성의 체제에 의해 추방당한 예술적 가상, 허상 자체, 기호, 시뮬라크르가

지니는 능동적이고 창조적인 힘, 탈중심화의 힘에 주목하였고, 이를 창조

적 존재로 본 것이다. 시뮬라크르적 존재들이야말로 코드화된 세계의 허

무주의에 대한 극복의 열쇠가 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들뢰즈의

이러한 사유 도식은 니체의 사유와 표면적으로는 매우 유사해 보이지만

근본적으로는 큰 차이를 지니고 있다.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그 차이점

을 살펴보도록 하자.

첫째, 니체는 예술이나 예술가 그 자체를 긍정하거나 찬미하지 않는다.

예술(Kunst)은 니체적 의미의 가치 창조와 언제나 등가성을 이루는 것

이 아니다. 니체에게는 예술적 영역 역시 실재와 삶의 관점에서 조명되

어야 하는 영역이며, 결코 독자적인 가치를 지니는 영역이 아니다. 예술

의 유의미한 창조성을 판가름하는 척도는 실재성이며 예술 자체, 예술

보편이 아니다. 니체는 때로 예술(Kunst) 개념을 자연(Natur) 개념에 대

립시켜 예술의 허위성을 비판하기도 한다.

이 시대에 개인은 거의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거의 모든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누구나가 자기 자신을 가지고 실험하고, 즉

석에서 실험하고, 새롭게 실험하고, 기꺼이 실험한다. 거기에서는 모

든 자연은 그치고 예술이 생겨난다.84)

독일어 Kunst는 ‘예술, 예술 작품, 미술, 문예’라는 의미와 함께 ‘기교,

기술, 기예, 교묘함, 술책, 속임수, 연기, 위장, 인위, 인공’이라는 의미를

Reeve, Hackett Publishing Company, Indianapolis․Cambridge, 1997, Book

Ⅹ, 595a-608c.

84) FW, Ⅴ. 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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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니고 있다. 따라서 실재, 자연, 즉 진리에 토대하는 예술은 전자의 이

름으로 불릴 명예와 자격을 얻지만, 실재의 진실성에 토대하고 있지 않

은 예술은 아무리 기교적으로 아름답게 포장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본

질은 후자이다. 그것은 요란한 기교 아래 감추어진 연극적 위장과 허위

이며, 예술이라는 이름의 ‘삶의 부정’, ‘허무주의’에 다름 아니다. ‘예술’이

라는 보편적 이름에는 이처럼 아름다움과 추함, 좋음과 나쁨, 진리와 비

진리, 참과 거짓, 긍정과 부정, 건강과 질병, 상승과 하강, 자연과 반(反)

자연(허위), 참된 실재와 허무주의적 이상이 동시에 내포되어 있는 것이

다. 따라서 예술이라는 기표에는 삶을 부정하고 하강시키는 질병, 데카당

스의 위험이 항상 동시에 존재한다. 따라서 실재와 유리된 예술 보편에

대한 긍정, 예술 자체에 대한 도취적․탐미주의적 접근법은 니체에 의해

단호히 거부된다. 니체에게 진정한 예술이란 오직 디오니소스적 실재에

기반하는 것이다.

니체가 이처럼 실재 중심의 관점에서 예술을 바라본다면, 들뢰즈는 상

대적으로 예술적 가상 중심의 관점에서 실재를 바라보고 있다. 들뢰즈의

시뮬라크르론은 그러한 관점을 토대로 입론되어 있다. 결국 그러한 예술

적 가상, 시뮬라크르, 허상, 환상, 이미지들에 대한 긍정85)은 일종의 예술

적 이상주의, 반실재적 미학주의로서 플라톤적 이상주의와는 또 다른 의

미에서의 허무주의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영화나 그 밖의 다

양한 현대의 대중매체가 시뮬라크르, 허상, 환상, 이미지의 창조적 잠재

력 등의 들뢰즈적 사유 도식을 근거로 그 자체로 미학적으로 긍정되거나

찬미됨으로써 그 가공할 코드권력에 대한 비판적 접근을 무력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면 그것은 어떤 반자연, 반실재적 이상주의, 아폴론적 가

상의 유혹적인 광휘에 도취된 허무주의의 징후를 드러낼 뿐이다. 이러한

85) “체계들은 불균등하고 공명하는 계열들, 어두운 전조와 강요된 운동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런 차이 생산적 체계들은 허상이나 환상들이라 불린다. 영

원회귀가 관계하고 또 돌아오게 하는 것은 오로지 그런 의미의 허상, 환상들

뿐이다.”(질 들뢰즈, 『차이와 반복』, 김상환 역, 민음사, 2004, p. 283. ; 김상

환, 「시뮬라크르와 탈근대의 두 양상」, 『철학과 인문적 상상력 : 헤겔 만

가』, 문학과지성사, 2012, p. 210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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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은 물론 들뢰즈의 시뮬라크르론에 대한 오용의 결과일 것이지만 대

중매체의 가상현실의 지위를 ‘사건’의 지위로 승격시킨 들뢰즈의 낙관주

의적 시뮬라크르론이 그러한 경향에 전혀 책임이 없다고 할 수도 없다.

보드리야르의 관점에 따르면 그러한 열광은 현대 미디어 지배 체제에서

의 시뮬라크르의 권력, 즉 실재를 압도하고 장악하는 시뮬라크르의 권력

을 재확인시켜주는 징후에 불과할 것이다. 니체에게 아폴론적 가상이 진

정으로 고귀하고 아름다운 예술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디오니소스적 실

재, 즉 자연, 삶의 진실한 내부성, 영혼의 고귀함에 토대해야만 한다. 디

오니소스적인 진실성과 분리된 현대 사회의 아폴론적 가상들은 아무리

눈부시게 찬란할지언정 실재의 부정, 삶의 말살이다.

둘째, 니체에게 있어 가치 창조자이며 창조적 힘에의 의지의 주체는

들뢰즈의 도식과는 달리 결코 ‘동일자로부터 배제되거나 추방되거나 소

외된 자’라는 소극적․수동적 의미를 갖지 않는다. 니체에게 있어 기준이

되는 ‘중심’은 외부의 동일성(이데아)이 아니라 위버멘쉬-철학자 자신의

중력이다. 그것은 자기 자신이 되고자 하는 의지이며, 자기 책임에의 의

지, 어떤 운명적인 고귀한 목표를 실현하고자 하는 고유하고 희소한 의

지이다. 니체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가, 즉 우리 자유정신이 이해하는 의미에서의 철학자란 인류의

총체적 발전을 위한 양심을 지닌 인간이자, 가장 포괄적인 책임감을

지니는 인간이다.86)

위버멘쉬-철학자는 자기긍정의 감정과 격차의 파토스, 주인의 도덕(자

기-도덕), 자기규율과 자기책임의 원리, 인류에 대한 책임에의 의지, 새

로운 가치 창조에의 의지를 지닌다. 이러한 특성은 그의 인류애, 민중에

대한 사랑에서 비롯된다. 이것이 니체의 ‘강자(der Starke)’ 개념이 뜻하

는 진정한 의미이다.87) 니체에게 ‘강자’란 결코 현실적으로 우월한 권력

86) JGB 61.

87) “가장 강한 자들, 가장 풍요로운 자들, 가장 독립적인 자들, 가장 용기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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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획득하려 하며 그 자체가 목적인 자, 권력의지를 통해 세상에 지배적

으로 군림하면서 권력을 행사하려는 자가 아니다. 니체가 그의 전(全)철

학에서 일관되게 강조하는 것은 ‘목적에 있어서의 고귀함’이다. 니체의

강자는 인간애와 인류에 대한 책임의지를 지니며, 목적의 고귀함을 지닌

자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고귀한 목적과 과제로 인해 그는 운명애

(amor fati)와 단독성(Einsamkeit)의 자유를 자연스럽게 혹은 숙명적으로

향유할 뿐, 자신의 정체성을 ‘배제’되거나 ‘추방’당한 고립의 존재로, 동일

성에 대한 차이 혹은 특이성의 존재로 자각하지 않는다. 위버멘쉬의 본

질은 ‘중심(동일자, 이데아)’으로부터 배제된 자가 아니라 ‘중심(자기긍정,

자기 자신이 되고자 하는 힘-의지)’으로부터 새로운 가치들을 창조하고

정립하고 형식화하는 자다. 위버멘쉬의 힘의 중심은 자기 자신에게 있을

뿐, 동일자에 있지 않다. 위버멘쉬의 단독성, 고독의 의미는 ‘소외당함’이

아니라 창조적 힘과 열정과 잠재력이다. 들뢰즈는 시뮬라크르를 니체적

의미의 ‘창조적 힘에의 의지’로 보고 있으면서도, 한편으로 그것의 실존

적 의미를 ‘동일성으로부터 배제당한 존재’로 규정함으로써 니체의 사유

행로와는 다른 길을 노정하게 된다.

셋째, 들뢰즈의 시뮬라크르론을 위시한 그의 사유들의 근원을 반플라

톤주의, 비-형식주의, 탈중심주의라고 명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니

체는 이 점에서 들뢰즈와 뚜렷한 차이를 드러낸다. 반플라톤주의, 비-형

식주의, 탈중심주의는 니체 사유의 한 속성, 일부일 뿐이며, 결코 니체

사유의 근원도 궁극적 관점도 아니다. 들뢰즈와 니체의 상술한 두 가지

측면의 차이점의 근본적인 원인은 여기에 있다. 이러한 비-형식주의, 질

료주의적 관점에 입각해 있기 때문에 들뢰즈에게 “형식은 질료의 자기분

화와 창조적 전개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파생적 효과다. 처음에

있는 것은 원래 끊임없이 지속되는 강도적 변이뿐이고, 형식은 그런 강

도적 변이 안에서 잉태되는 잠정적 결과다.”88) 그러나 니체의 관점에서

자들에게서는 ‘인류애(Liebe zur Menschheit)’로서 힘에의 의지가 나타난

다.”(NF Ⅷ-2, 9[145].)

88) 김상환, 「시뮬라크르와 탈근대의 두 양상」, 『철학과 인문적 상상력 : 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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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은 단지 잠정적으로 생성되는, 질료의 파생 효과라는 의미에만 국한

되지 않는다. 니체의 창조 사유에서 형식이란 위버멘쉬의 의지(창조에의

힘-의지), 책임과 사명감(다수에 대한 책임 의식, 자기 책임에의 의지,

자기 극복, 운명애)이라는 강력한 자기긍정과 자기 중력의 원리로부터

산출되는 고귀한 어떤 것이다.89)

“모든 의미에서 모든 잘못은 본능의 퇴화와 의지의 분산의 결과이다.

이로써 나쁜 것에 대한 정의가 거의 내려진 셈이다.”90) 니체는 이처럼

삶에 있어서 인간이 저지르는 모든 의미의 잘못, 오류, 과오, 실수, 결함

들, 즉 모든 해악적이고 나쁜 일들(das Schlechte)의 근본 원인을 본능의

퇴화에서, 즉 ‘중심’이 결여된 아나키즘적 의지, 의지의 분산에서 찾는다.

의지의 분열은 약함의 징후이며, 능동적인 가치생성적 힘의 부재의 징후

이다. 반대로 모든 의미의 고귀하고 올바른 결정들을 가능하게 하는 것

은 본능의 확실성(Instinkt-Sicherheit), 즉 본능의 안정성, 자기 확신성,

그리고 ‘의지의 통일성’이라고 본다. 이러한 자기 중력을 지닐 수 있다는

것은 강함의 징후이며, 따라서 가치 창조자인 강자의 특성이다.

기존과는 전혀 다른 하나의 고귀한 형식, 삶을 긍정하고 고양시키는

힘으로서의 새로운 형태와 질서를 능동적으로 생성하고 조직하고 명령하

는 것, 그것이 위버멘쉬의 새로운 입법이며 창조이다. 창조는 그저 질료

들의 연결접속과 배치에 기반한 잠정적이거나 우연한 파생 효과, 파생

작용이 아니다. 창조는 위버멘쉬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힘에의 의지에

의한 가치 정립과 조직화이다. 그러나 형식을 단지 질료의 잠정적인 파

생 효과로 간주하는 들뢰즈의 사유에서 ‘창조’의 궁극적 이미지는 ‘도주’,

‘도주선-그리기’이다. 어디로부터 도주하는가? 물론 플라톤주의적 동일

성, 보편자, 이데아, 중심, 국가 장치나 국가주의적 제도라는 규정성, 포

겔 만가』, 문학과지성사, 2012, p. 213.

89) 그들[명령할 수 있는 자들]이 하는 일은 본능적으로 형식을 창조하는 일

(Formen-schaffen)이며, 형식을 새겨 넣는 일(Formen-aufdrücken)이다. 그들

은 가장 본의 아니게, 존재하는 예술가들 중 가장 무의식적인 예술가들이

다.(GM Ⅱ. 17.)

90) GD, Die vier grossen Irrthümer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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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 장치로부터다. 들뢰즈의 창조 사유에서 니체가 역설한 능동적인 가치

정립, 조직화, 통일화, 형식화의 원리는 상대적으로 강조점을 상실한다.

들뢰즈의 창조적 사건의 존재, 시뮬라크르의 존재 양식은 ‘추방당함’이거

나 ‘도주’이며, 그것의 파생효과가 그의 창조이다. 시뮬라크르는 중심으로

부터 추방당한 자, 배제당한 자, 소외된 자 혹은 도주하는 자일 뿐이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니체의 ‘새로운 가치의 창조’란 동일자로부

터 탈주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파생효과가 아니다.

Ⅱ. 실재의 본질과 형식

니체의 실재 개념의 의미를 규명하는 데 있어서 힘에의 의지 사유와

영원회귀 사유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하이데거는 니체의

힘에의 의지를 존재자 전체의 근본 성격으로, 영원회귀를 존재자 전체의

존재 방식으로 의미규정한 바 있다.91)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힘에의

의지를 실재의 본질(Wesen)로서, 영원회귀를 실재의 형식(Form)으로서

규정한다. 여기서 ‘영원회귀’에 대응하는 ‘실재의 형식’이란 ‘힘에의 의지’

에 대응하는 ‘실재의 본질, 본성, 근원, 근본 성격’과는 다른 의미를 지니

는 것으로서, 실재의 구조와 형태, 즉 실재의 운행 형식, 운행 형태, 운행

의 구조, 운행 방식을 의미하는 표현이다.

1. 실재의 본질로서의 힘에의 의지

1) 힘에의 의지의 두 방향

91) 마르틴 하이데거, 『니체 I』, 박찬국 역, 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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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체에게 실재의 본질, 생의 근본 본질은 힘에의 의지(Wille zur

Macht)이다. 즉 “존재의 가장 깊숙한 내적인 곳의 본질은 힘에의 의지이

다.”92) 니체의 다음과 같은 정식은 이를 보여준다.

이 세계는 힘에의 의지이다. 그리고 그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니

다! 그리고 너희들 자신 또한 이 힘에의 의지이다. 그리고 그것 이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다!93)

뮐러 라우터는 니체의 이러한 힘에의 의지를 일종의 형이상학적 원리

로 간주한다. 니체의 힘에의 의지가 쇼펜하우어적 의미의 ‘명백한’ 형이

상학적 의지, 즉 실체적이며 초월적인 원리와는 구분된다고 하더라도 그

것은 실재 전체를 규정하는 통일적 원리임은 분명하다는 것이다.94) 그러

나 이러한 힘에의 의지는 단지 통일적 원리인 일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

라 동시에 다수이다.95) 이 세계, 실재가 하나이면서 다수성이듯이 힘에

의 의지 역시 단수이면서 복수인 것이다. 들뢰즈는 “힘의 존재는 복수이

다. 힘을 단수로 생각하는 것은 분명 부조리할 것이다.”96)라고 말했지만,

니체는 “이 세계는 힘에의 의지이다”라는 정식에서 보여지듯이 단수, 일

자, 통일성, 보편성으로서의 힘을 원리적으로 가정하고 있으며, “그리고

너희들 자신 또한 이 힘에의 의지이다”라고 연결되는 정식에서 보여지듯

이 개별성, 특수성, 복수성, 다양성으로서의 힘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다.

즉 실재의 본질로서의 힘에의 의지는 통일성, 보편성, 전체로서의 일자인

92) NF Ⅷ-3, 14[80].

93) WM, 1067.

94) 니체의 힘에의 의지를 ‘실재’로 간주하며, 이러한 힘에의 의지, 실재를 세계

의 통일적 원리로 해석하는 또다른 견해로는 Ciano Aydin, “Nietzsche on

Reality as Will to Power: Toward an ‘Organization-Struggle’

Model”(Journal of N ietzsche Studies, Issue 33, 2007, pp. 25-48.) 참조.
95) W. Müller-Lauter, “Nietzsche’s Teaching of Will to Power”, N ietzsche :
Critical Assessments, VolumeⅡ, edited by Daniel W. Conway with Peter
S. Groff, London ; New York : Routledge, 1998, pp. 206-209.

96) G. Deleuze, N ietzsche et la philosophie, Paris: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1962, p.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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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복수성, 개별성, 특수성, 다양성이다.

모든 ‘목적’, ‘목표’, ‘의미’가 하나의 의지, 즉 모든 생기에 내재하는

힘에의 의지의 표현방식이며 변형일 뿐이라는 것. 목적과 목표와

의도들을 지닌다는 것, 원한다는 것 일반은 더욱 강해지고자 원하

고, 성장하고자 원하며, 그리고 이것을 위한 수단을 원하는 일과

같은 정도의 것이라는 것.

모든 행위와 의지 작용 안에 있는 가장 일반적이고도 가장 심층적

인 본능은, 실제로는 우리가 항상 그의 명령을 따르며 우리 자신이

이 명령이라는 바로 이 이유 때문에 가장 알려지지 않고 가장 깊숙

이 감추어진 채로 있다.97)

이처럼 힘에의 의지는 가장 알 수 없고 가장 깊숙한 곳에 은폐된 하나

의 보편자, 통일체, 일자로서 니체에 의해 가정된다. 힘에의 의지는 존재

자의 “가장 일반적이고도 가장 심층적인 본능”이다. 우리의 모든 개별적

이고 다양한 행위와 의지작용들은 이 힘에의 의지의 명령과 규정과 요구

에 따르고 있으며, 우리 자신의 실존이 바로 이러한 힘에의 의지의 명령

자체이다. 힘에의 의지란 인간이 적극적으로 무엇인가를 원하고 추구한

다는 것을 의미하며, 원하고 추구한다는 것은 곧 특정한 목표, 목적, 의

도를 지닌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힘에의 의지는 욕망과 정열과 정념과 충동의 현실적 세계, 유

기적 기능과 결합된 충동의 생이다. 힘에의 의지는 생명의 원형(Vorform

des Lebens)이며, 우리의 충동의 생 전체는 하나의 힘에의 의지(의지의

근본 형태로서의 일자)의 전개와 분화이다.98) 즉 생명의 원형, 의지의 근

본 형태로서의 힘에의 의지는 일자(一者)인 동시에 그것의 전개와 분화

를 통한 차이, 다수성이다. 따라서 실재는 단수이면서 복수이다.

니체는 생명의 원형을 순수물질도 순수정신도 아닌 힘, 힘-의지로 보

97) NF Ⅷ-2, 11[96].

98) JGB, 3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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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여기서 ‘힘’이란 일종의 에너지, 생충동이지만, 이러한 충동으로

서의 힘은 순수물질이 아닌 영혼-물질의 복합체이다. 니체에게 정신, 이

성, 지성은 힘에의 의지, 생충동과 독립적으로 분리된 기제가 아니다. 앞

에서 살펴보았듯 니체는 물질적 하부구조가 정신적 상부구조를 결정한다

는 유물론을 지지하지 않으며, 영혼의 가설을 제거하지도 않는다. 들뢰즈

는 니체가 이러한 힘에의 의지를 기본적으로 파토스나 정서, 원초적 감

정 상태로 간주하고 있음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영향받을 수 있는 능력은 필연적으로 수동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

라 감수성, 감성, 감각이다. 그런 의미에서, 니체는 힘에의 의지란

개념을 완성하고 그것에 그 모든 의미를 부여하기 바로 직전에 이

미 힘의 감정에 관해 말했다. 힘이란 니체에 의해서 의지의 문제로

다루어지기 전에 감정과 감성의 문제로 다루어졌다. 그가 힘에의

의지라는 완전한 개념을 구상하게 되었을 때 그 최초의 특징은 사

라지지 않고 힘에의 의지의 표명이 되었다. 바로 그 때문에 니체는

힘에의 의지가 ‘원시적 정서 상태’, 모든 다른 감정들이 파생하는 것

으로 끊임없이 말한다. 혹은 게다가 ‘힘에의 의지는 존재도 생성도

아니고 파토스이다’라고도 말한다. 즉 힘에의 의지는 힘의 감성으로

표명된다.99)

이러한 힘의 감정, 힘의 원초적 정서로서의 힘에의 의지는 생명의 힘

의 증대를 원하는 것이다. 니체는 생명은 단지 쾌감이나 행복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근원적으로 힘의 증대, 생명력의 고양을 원하는 존재이며,

쾌감이나 행복은 그러한 생명력의 추구의 수반 현상이자 결과에 불과하

다고 본다. 힘에의 의지는 실재의 본질이며, 삶이다. 니체는 이러한 힘에

의 의지를 곧 삶 자체라고 말한다.

99) G. Deleuze, N ietzsche et la philosophie, Paris: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1962, pp. 7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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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으로서의 힘에의 의지

인간은 쾌를 추구하지도 않고 고통을 회피하지도 않는다. 이로써

내가 어떤 유명한 편견에 맞서고 있는지 사람들은 알 것이다. 쾌와

불쾌는 한갓 결과이며, 한갓 수반 현상이다. 인간이 원하는 것, 살아

있는 유기체의 모든 최소 부분들이 원하는 것, 그것은 힘의 증대이

다. 힘의 증대에 대한 추구에 쾌도 따르고 불쾌도 따른다.100)

실재는 이러한 힘에의 의지의 인과의 세계이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작용과 그 작용으로 인한 사건들, 모든 메커니즘적인 현상들의 근저에는

의지(힘에의 의지)들이 존재하며, 그것들의 상호작용, 인과적 작용으로

인해 특정한 결과가 발생한다. 실재적 세계의 본질, 근원은 힘에의 의지

이며, 이것이 곧 총체적 실재이다.

‘작용’이 인정되는 곳에서는 어디에서나 의지가 의지에 대해 작용하

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모든 메커니즘적인 사건은 그 안에서

어떤 힘이 작용하는 한, 바로 의지의 힘, 의지의 작용이 아닌가 라

는 가설을 세워야만 한다. 그리하여 마침내 우리의 충동의 생 전체

를 의지의 한 가지 근본 형태―즉 나의 명제에 따르면, 힘에의 의

지―의 전개와 분화로 설명하게 된다면, 또 우리가 유기적 기능을

모두 이러한 힘에의 의지로 환원할 수 있고, 그 힘에의 의지 안에서

생식과 영양 섭취 문제―이것은 하나의 문제이다―의 해결점도 찾

아낸다면, 작용하는 모든 힘을 명백하게 힘에의 의지로 규정할 수

있는 정당성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내면으로부터 보여진 세계, 그

내면의 ‘예지적 성격’을 향해 규정되고 명명된 세계―이는 바로 ‘힘

에의 의지’이며, 그 밖의 아무것도 아니다.―101)

이처럼 실재의 본질로서의 힘에의 의지는 보편성과 개별성, 통일성과

100) NF Ⅷ-3, 14[174].

101) JGB,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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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힘에의 의지란 생명 각자의 자기 전개, 표

현, 발산, 확장, 성장에의 의지이며, 그러한 충동, 본능, 즉 생본능 자체이

다. 니체가 볼 때 이러한 확장과 성장에의 생본능으로서의 힘에의 의지

의 실재성의 본성(자연, Natur)은 자기 쪽으로 동화시키는 것, 일종의 침

해, 정복, 착취에 가깝다.

여기에서 우리는 철저하게 그 근거를 생각해서 감상적인 허약함을

배격해야만 한다. 생명 그 자체는 본질적으로 이질적인 것과 좀 더

약한 것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며, 침해하고 압도하고 억압하

는 것이며 냉혹한 것이고, 자기 자신의 형식을 강제하며 동화시키는

것이며, 가장 온건하게 말한다 해도 착취하는 것이다. (…) ‘착취’란

부패한 사회나 불완전한 원시적 사회에 속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

은 유기체의 근본 기능으로서 살아 있는 것의 본질에 속한다. 이것

은 생명의 의지이기도 한 본래의 힘에의 의지의 결과이다. ―이것

이 이론으로서는 혁신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실재로서는 모든 역

사의 근원적 사실이다. 이것을 인정할 정도로 우리는 자신에게 정

직해야 할 것이다!102)

여기서 니체가 사용하는 침해, 착취 등의 단어는 단순히 일상언어적

의미로 이해되어선 안 된다. 그것은 유기체, 생명의 근원적․존재론적․

자연적 실재의 성격을 표현하는 말이다. 인간이 생존과 영양을 위해 음

식물을 섭취하는 것, 더 나아가 자연의 먹이사슬 구조 전체의 성격 역시

일종의 착취적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 이것이 자연의 실재, 유기체, 생명

의 객관적 실재이다. 또한 인간 사회로 범위를 좁힌다면, 역사 속에서 발

견할 수 있는 수많은 폭력과 정복과 착취적 권력의 역사 또한 이러한 유

기체의 힘에의 의지의 가시화된 표현이다. 모든 문화, 더욱이 고급문화의

근저에도 이러한 야수성이 내재해 있으며 다만 그것이 은폐되어 있을 뿐

102) JGB, 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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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실재를 덮고 있는 베일을 벗기고 실재, 즉 인간의 삶과 문화의 근

저에 있는 냉혹하고 섬뜩한 본질을 정직하게 직시하는 것이 진리의 출발

점이며, 새로운 가치 창조의 토대임을 니체는 말하고 있는 것이다. 실재

를 직시해야만 비로소 그것이 야기하는 부조리와 모순 역시도 회의하고

비판하고 부정하고 극복할 수 있다. 니체에 따르면 이러한 실재의 두려

운 진리 앞에서 이상으로 도피함으로써 실재를 직시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야말로 약함과 비겁함의 징후이며 비진리의 토대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정복, 착취, 침해, 명령, 지배욕, 자기 쪽으로 동화시

키는 것 등의 생명의 에고이즘(Egoismus)을 근원적 의미에서 실재, 자

연, 삶, 즉 힘에의 의지의 세계의 본질이라고 보는 니체의 이러한 관점은

역설적으로 새로운 사유의 방향성을 시사해주고 있다. 즉 그러한 유기체

의 에고이즘이 실재의 근원적 사실이라고 할 때 고귀한 인간은 그러한

조건을 자기긍정과 인격의 성숙의 방향으로, 더 나아가 실재를 긍정할

수 있는 강화된 힘을 바탕으로 인류를 보다 고귀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방향, 이타주의의 방향으로 가도록 해야 함을 암시하는 것이다. 반대의

경우는 그러한 생명의 근원적 에고이즘을 자기긍정과 자기강화의 방향으

로 향하게 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이러한 노예적 유형의 병들고 무력한

힘에의 의지는 근원적인 자기부정, 실재의 부정에 태도에 기반하여 외부,

타자에 대한 르상티망과 증오로 인류를 쇠퇴, 하강, 몰락시키며, 인간의

동일화, 표준화, 가축화를 야기하는 해악적인 방향으로 나아간다.

니체는 문명 속의 야만, 즉 계몽과 이성 아래의 야만과 폭력, 권력의

지, 착취와 수탈, 침해, 정복욕, 들끓는 야수성을 인간적 실재의 근원적인

성격으로 환기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니체는 이러한 무시무시한 실재 앞

에서 도피할 것이 아니라, 은폐된 디오니소스적 의지, 힘에의 의지를 고

귀한 목표를 위해 창조적으로 발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면서 그러한

긍정적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니체의 이러한 관점에 의하면, 이타주의

는 그 자체로는 생명의 근원적 본성이 아니며, 단지 개개의 생명체의 에

고이즘(자기동화와 확장에의 의지, 생본능)의 부수적․파생적 효과일 뿐

이다. 이타주의는 하나의 결과일 뿐, 생명의 근본 원인이 아니라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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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즉 현실의 이타주의는 건강한 에고이즘, 생명의 자기긍정을 기반으로

나타나는 결과일 뿐이라고 니체는 보고 있는 것이다. 니체가 말하는 건

강한 에고이즘이란 자기긍정, 영혼의 성장에의 의지이며, 건강한 에고이

즘에서 비롯된 이타주의는 단순한 동정심이 아니라 삶의 긍정의 에너지

에서 발원하는 진정한 관대함으로서의 사랑이다. 니체에게 있어서 고귀

한 자의 창조는 인류의 삶을 고양시킬 수 있는 가치를 선사하는 것으로

서 최고의 이타주의인데, 새로운 가치의 창조는 반드시 이러한 삶의 긍

정의 에고이즘으로부터만 성장하는 것이다. 니체는 창조하는 자, 강자의

에고이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다. “창조하는 자들이여, 그대들의 에고이

즘 속에는 잉태한 자 특유의 신중함과 섭리(Vorsehung)라는 것이 있다!

그 누구도 일찍이 본 적이 없는 그런 열매를 그대들은 온 사랑으로써 감

싸 보호하며 키우고 있는 것이다.”103)

창조하는 자, 강자의 에고이즘은 자신의 고유성, 자신의 충만한 내면

세계를 보호하고 성장시키고자 하는 의지이다. 자신의 고유한 세계에 대

한 사랑이 없다면 ‘창조’라는 최고의 이타주의적 행위는 불가능하다. 따

라서 강자의 에고이즘은 동시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한 방울의 정신

도 남겨두지 않고 전적으로 자신의 덕의 정신이 되고자 하는”104)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니체가 말하는 강자의 에고이즘은 자신의 현실적 안위

에만 관심있는 약자, 소인들의 이기심과는 전혀 다른 의미를 지니는 것

이다. 니체의 관점에 따르면 공동체의 정의 또한 자기부정과 자기상실로

부터가 아니라 인간의 자기긍정, 자신의 삶에 대한 사랑이라는 건강한

에고이즘으로부터만 성립될 수 있다. 니체에 따르면 생명의 건강한 에고

이즘, 자기긍정이 결여된 그 자체의 독립적인 이타주의는 이미 반(反)자

연이며, 생명의 부정, 자기부정, 자기상실, 자기포기, 하강에의 의지, 염세

적이고 허무주의적인 의지에 다름 아니다. 그리고 그것을 니체는 ‘동정의

도덕’의 본질로 보고 있다.

103) Za, Ⅳ. Vom höheren Menschen 11.

104) Za, Zarathustra's Vorred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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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체가 볼 때 진정한 사랑은 근원적인 자기부정과 자기포기의 데카당

스로부터 야기되는 것이 아니라, 삶을 긍정하는 건강성으로부터 흘러넘

치는 것이다. 니체의 짜라투스트라는 말한다. “나는 사랑한다. 아낌없이

자신을 선사하는 그런 영혼을 지니고 있는 자를. (…) 그는 항시 베풀며

자신을 보존하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105) 위대한 자기희생과 사랑, 이타

주의, 정의에의 의지와 용기조차 자기긍정의 에고이즘, 건강한 에고이즘

으로부터만 발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자기긍정의 지반 위에 있지 않은

이타주의는 본질적으로 외부, 타자에 대한 원한 본능과 복수의 심리를

은밀히 숨기고 있다는 것을, 따라서 엄밀히 말해 그것은 이타적이고 도

덕적인 외관을 취하고 있을 뿐 결코 도덕적인 것도 정의로운 것도 될 수

없다는 역설을 니체는 말하고 있다.

힘에의 의지에는 이처럼 두 가지 방향이 있다. 하나는 상승하는 의지,

삶을 긍정하고 상승시키는 의지이며, 다른 하나는 하강하는 의지, 삶을

부정하고 하강하게 만드는 의지이다. 전자는 생의 위대한 건강과 고귀한

가치를 지향하며, 조직하고 통일하는 힘으로서 관대함과 정의에의 의지

와 연결되는 반면, 후자는 데카당스, 허무주의를 지향하며, 분열과 해체

와 무질서의 방향으로 흐르며 결국 부패로 종식된다. 전자는 생성․변화

하는 실재로부터 도피하지 않고 그것을 전적으로 긍정하는 의지이며, 후

자는 실재로부터 도피하여 보편적이고 안전한 허상을 추구하려는 의지이

다. 들뢰즈는 이러한 힘에의 의지를 힘의 계보학적 요소, 즉 힘의 미분적

이고 생성적인 요소이자 힘들의 종합을 위한 원리로 정의한다.

힘의 본질은 다른 힘들과의 양적 차이이고, 그 차이는 힘의 성질에

의해서 표현된다는 점을 상기하도록 하자. 그런데 그렇게 이해된

양적 차이는 관계 속에 있는 힘들의 성질의 발생적 요소이기도 한,

그 힘들의 미분적 요소를 필연적으로 가리킨다. 바로 힘에의 의지

는 미분적인 동시에 발생적인 힘의 계보학적 요소이다. 그것은 관

105) 같은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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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속에 놓여 있는 힘들의 양적 차이와 동시에 그 관계 속에서 각

각의 힘에 귀결되는 성질이 유래하는 요소이다. 여기서 힘에의 의

지는 자신의 본성을 드러낸다. 왜냐하면 그것은 힘들의 종합을 위

한 원리이기 때문이다. 바로 시간과 관계맺고 있는 그 종합 속에서,

힘들은 동일한 차이들 곁을 다시 지나가거나 다른 것을 재생산한

다. 종합은 힘들의 종합, 그것들의 차이의 종합, 그것들의 재생산의

종합이다.106)

들뢰즈는 힘에의 의지를 힘과 힘의 관계를 규정하고 힘의 성질을 생산

하는 미분적 요소, 계보학적 요소로 규정함과 동시에 힘에의 의지의 성

격을 끊임없이 조형적이고 변화하고 생성하는 것으로 본다.

사실상 힘에의 의지는 그러저러한 결정된 힘들, 그것들의 양들, 그

것들의 질들, 그것들의 방향들과 분리될 수 없다. 그래서 항상 조형

적이고 변모하는 중인 힘에의 의지는 그것이 힘들의 어떤 관계 속

에서 작동시키는 결정들보다 결코 우월하지 않다.107)

이처럼 들뢰즈는 계보학적 요소로서의 힘에의 의지로부터 관계 속에

있는 힘들의 양적 차이와 동시에 그 힘들 각각의 성질이 파생한다고 설

명한다. 힘들의 양적 차이로 인해 지배적인 힘과 지배받는 힘이 구별된

다. 또한 힘들의 성질에 의해서 적극적․능동적 힘과 반응적인 힘이 구

별된다.

적극적임과 반응적임은 힘의 원초적 성질들을 가리키지만, 긍정적임

과 부정적임은 힘에의 의지의 원초적 성질들을 가리킨다. 행동하기,

반응하기가 힘을 표현하듯이, 긍정하기, 부정하기, 극찬하기, 비하하

106) G. Deleuze, N ietzsche et la philosophie, Paris: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1962, p. 56.

107) 같은 책, p.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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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는 힘에의 의지를 표현한다. (그리고 반응적 힘들이 그래도 역시

힘들인 것과 마찬가지로, 부정하는 의지, 즉 허무주의도 힘에의 의

지에 속한다.) (…) 한편, 모든 작용 속에 긍정이, 모든 반작용 속에

부정이 존재함은 분명하다. 그러나 또 한편, 작용과 반작용은 오히

려 수단들, 긍정하고 부정하는 힘에의 의지의 수단들이나 도구들과

같다. 즉 반작용적 힘들은 허무주의의 도구들이다. (…) 바로 긍정

은 우리에게 디오니소스의 영예로운 세계, 생성의 존재 속으로 들어

가도록 하고 바로 부정은 우리를 반응적 힘들이 그로부터 나오는

염려스러운 토대 속으로 떨어뜨린다.108)

들뢰즈의 설명에서처럼 힘에의 의지에는 긍정과 부정이라는 가치가 포

함된다. 따라서 긍정하는 의지뿐만 아니라 부정하는 의지, 허무주의적이

고 데카당적인 방향의 의지도 힘에의 의지에 속하는 것이다. 긍정은 바

로 생성적 실재의 긍정이며, 부정은 생성적 실재의 부정이다. 작용적 힘

들은 이러한 실재를 긍정하는 힘에의 의지의 도구들이며, 반응적 힘들은

실재를 부정하는 힘에의 의지의 도구들이다.

이러한 힘에의 의지 사유에 따르면, 소인(小人)109)적인 이기적 욕망은

결코 상승하는 의지가 아니라 하강하는 의지, 하강시키고 부정하는 의지,

퇴락하는 의지, 부패, 데카당스를 향한 의지인 것이다. 상승하는 힘에의

의지는 고귀함의 특권이다. 상승하는 힘에의 의지가 강자의 의지, 삶을

긍정하는 인간의 의지라면, 하강하는 힘에의 의지는 약자의 의지, 원한을

지니며 무리 짓는 본성의 인간의 의지이다. 강함은 곧 고귀함, 창조성이

고, 약함은 곧 저속함, 범용함, 획일주의이다. 들뢰즈는 이에 대해 이렇게

108) 같은 책, pp. 60-61.

109) 니체는 ‘소인들, 소인배, 비소한 사람들(kleine Leute)’이라는 용어를 종종

사용하는데, 여기서 ‘비소함(Klein)’은 ‘위대함(Größe)’의 대립 개념이다. 니체

의 ‘위대한 자’와 ‘소인’의 대립 구도는 동양 사상에서의 군자 혹은 대인과 소

인의 대립 구도와 구조적 유사성을 지닌다. 물론 유학에서의 대인, 소인과 니

체 철학에서의 대인, 소인 사이에 내용상의 세부적인 차이들이 존재함은 물론

이지만, 니체 철학에서의 강자의 ‘자기극복’과 ‘인격의 자기도야’에 관한 사유

들은 흥미롭게도 동양적 사유와의 유사성을 보여주는 측면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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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한다. “니체가 우아함, 고귀함, 주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때로는 적극

적 힘이고 때로는 긍정적 의지이다. 그가 저속함, 비루함, 노예라고 부르

는 것은 때로는 반응적 힘이고, 때로는 부정적 의지이다.”110)

니체는 이처럼 힘에의 의지의 두 방향을 구별하고 있으며, 힘에의 의

지를 자기 보존 의지, 맹목적인 생존 의지, 삶에의 의지(Wille zum

Leben)와 동일시하지 않는다. “오직 삶이 있는 곳에만 의지도 있는 것이

다. 그러나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치노니, 그것은 생존에의 의지가 아니라

힘에의 의지이다!”111) 자기 보존 의지나 맹목적인 생존 의지는 생명의

자기 방어와 보존을 위한 가장 최소한의 의지에 불과하고, 힘에의 의지

의 일부일 뿐이며, 결코 생명의 본질이라 할 수 없다. 때문에 자기 보존

의지나 생존 의지에 집착하는 것은 두 방향 중 하강하는 힘에의 의지의

징후이다. 니체가 중시하는 것은 단지 자기 보존 의지가 아니라 상승하

는 힘에의 의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삶에의 의지, 창조에의 의지이다.

상승하는 의지, 강자의 창조적 힘에의 의지가 온전한 자기 자신이 되

기 위한 의지, 고귀함과 위대함을 실현하고자 하는 욕망이라면, 하강하는

의지, 약자의 힘에의 의지는 저속함에의 의지이며, 군축(群畜) 본능, 인정

욕구이다. 즉 외부 세계의 척도와 요구와 역할 기대에 맞추어 자신의 삶

을 배우로서 연기하고 그로써 현실권력을 얻어 자신의 안위와 이기심을

충족시키려는 저속한 욕망에 다름 아니다. 따라서 위대한 정치와 문화를

실현하려는 고귀한 책임에의 의지가 없는 현실 지배권력은 삶을 하강시

키는 의지, 인간의 군축화에의 의지, 소인주의(小人主義)일 뿐이다.

2) 힘에의 의지와 이성

힘에의 의지 사상을 통해 니체는 서구 형이상학의 이성 중심주의에 대

항한다. 세계는 힘, 의지가 이끌어가는 것이지 절대적 이성이 이끌어가는

110) G. Deleuze, N ietzsche et la philosophie, Paris: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1962, p. 62.

111) Za, Ⅱ. Von der Selbst-Überwind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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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아니다. 실재, 역사, 삶에서 가장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것은 힘에의

의지이다. 좋은 방향이든 나쁜 방향이든 실재 세계는 이 힘에의 의지의

추동력에 의한 인과의 작용이다. 세계를 이끌어가는 힘-의지를 니체는

인간 삶의 근원적 실재성으로 본다. 그 힘은 실재, 역사, 현실을 변화시

키고 재구성하는 영향력, 형성력, 조직력, 구조 변환의 힘, 즉 세계를 이

끌어가고 조형하는 힘이다.

니체는 이성 중심주의에 대항하여 힘에의 의지를 유일한 근원적 실재

로 전환한다. 그러나 현대철학의 일각에서 오해되는 것과는 달리 니체는

인간의 욕망을 이성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긍정하는 것이 아니다. 니체는

이성을 거부하지도, 욕망을 찬미하지도 않는다. 니체의 힘에의 의지 사유

는 인간의 욕망과 감각이라는 육체의 차원을 부정하거나 경시한 서구 형

이상학의 이성 중심주의의 독단성에 대한 반박일 뿐이며, 인간의 본능과

욕망들에 대한 무조건적 긍정이 아니다. 니체는 이성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독단론적․초월적 형이상학의 이성을 거부하는 것이다.

칸트와 더불어 개선으로의 전환이 시작되었다는, 오늘날까지도 여

전히 그 메아리를 찾을 수 있는 독일적 확신은 어디서 온 것인가?

독일 학자에게 있는 신학자-본능이 무엇이 다시 가능해졌는지를 알

아차린 것이다… 옛 이상으로 향하는 샛길이 열렸고, ‘참된 세계’라

는 개념과 세계의 요체로서의 도덕 개념이(―오류들 중 가장 사악

한 이 두 가지 오류들이―) 영리하고도 교묘한 회의 덕분에 증명은

불가능하더라도 더 이상은 논박할 수 없는 것이 다시 되어버렸다…

이성과 이성의 권리는 그렇게까지는 멀리 미칠 수 없다.112)

신, 초월적 세계, 영혼불멸 등의 형이상학적 문제들을 니체는 이성의

정당성이 미칠 수 없는 영역으로 간주하면서 이성의 한계를 설정한다.

이는 이성에 대한 해체가 아니라, 반대로 오히려 이성의 정당성을 재정

112) AC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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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하기 위한 철학적 작업이다. 니체가 비판하는 이성은 서양의 전통 형

이상학의 반(反)실재적 이성, 생성적 실재를 부정하는 관념론적 베일(허

상, 시뮬라크르)로서의 이성이다. 즉 이성 중심주의 철학에서의 이성, 반

실재적 이성이 이성 본연의 성격을 망각하고 있음을 비판하는 것이다.

따라서 실재성에 토대하고 있지 않은 서구 이성은 본질적으로 비이성이

며 오류를 향한 길이로 간주된다.

이전에 사람들은 변화와 변동과 생성 일반을 가상성에 대한 증거로

서, 우리를 오도하는 어떤 것이 있어야만 한다는 표시로서 받아들였

다. 오늘날 우리는 그 반대로 본다. 단일성, 동일성, 지속, 실체, 원

인, 물성, 존재를 만들라고 이성의 선입견이 우리를 강요하는 꼭 그

정도만큼 이성의 선입견이 우리를 오류에 빠지게 하고, 필연적으로

오류로 향하게 한다고 본다.113)

여기서 “우리를 오도하는 어떤 것”, 즉 오류로 향하게 하는 것으로서

이전 철학자들이 믿었던 것은 바로 ‘감각’이다. 감각을 불신하는 초월적

형이상학, 이성 중심주의에 대하여 니체는 감각을 배제한 초월적 이성과

반실재적 개념들이 바로 오류이며, 필연적으로 오류로 향하게 하는 길임

을 말하고 있다. 오류의 근원은 감각이 아니라 실재를 부정하는 초월적

이성일 뿐이다. 이러한 독단론적 이성과 종교가 야기하는 오류들과 실재

를 부정하는 온갖 명령들과 권력의지를 니체는 “이성의 본래적인 타

락”114), “이성의 중대한 원죄, 불멸하는 비이성”115), “원죄(그리스도교)에

의한 이성의 부패”116) 등으로 표현한다.

즉 니체는 이성 자체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성의 정당한 위

상을 재정립하고자 한 것이다. 니체는 실재성에 토대하지 않은 이성을

113) GD, Die “Vernunft” in der Philosophie 5.

114) GD, Die vier grossen Irrthümer 1.

115) GD, Die vier grossen Irrthümer 2.

116) GD, Streifzüge eines Unzeitgemässen 2.



74

비이성, 불합리로서 거부할 뿐이다. 전통 철학에서는 생성(비동일성, 차

이)이 비이성이지만, 니체에게는 반실재적인 것, ‘베일을 제조하는 것’,

허구적 이상을 생산하는 것이 비이성, 비합리성이다. 니체는 반실재적․

반자연적 이상들을 생산하는 것을 ‘베일 제조’, ‘위조화폐’ 등에 비유하곤

한다. 베일 제조란 실재성을 은폐하는 가상세계에 대한 은유이며, 위조화

폐, 화폐 위조 역시 반실재적 이상들의 허위성에 대한 은유적 표현이다.

이러한 니체의 서구 형이상학적 이성 비판은 무엇보다도 이성을 올바

른 위치에 재정립하고, 왜곡된 이성의 성격을 바로잡는 작업이며, 이는

다름 아닌 이성의 명예회복을 위한 것이다. 힘에의 의지와 실재 사유에

기반한 이성 비판의 의의는 바로 여기에 있으며, 따라서 그것은 모종의

적극적인 의미를 획득한다. 즉 그것은 이성을 위한 이성 비판인 것이다.

참된 이성이란 실재를 긍정할 수 있는, 실재에 토대를 둔 이성이기 때문

이다.

니체는 신앙과 이성의 문제와 관련하여 그리스도교에 대해 다음과 같

이 비판한다. “만사에 앞서서 신앙이 필요하기에, 이성과 인식과 탐구는

그 명예가 훼손되지 않으면 안 된다. 진리로 향하는 길은 금지된 길이

다.”117) 이처럼 니체는 인간의 이성과 인식과 탐구와 진리추구를 훼손하

고 저해한다는 이유로 그리스도교와 서구의 형이상학적․초월적 이성을

비판한다.(“그리스도교는 모든 종류의 병든 이성의 무의미함을 마셔버렸

다.”118)) 니체가 볼 때 이렇게 인간 이성을 훼손하는 그리스도교와 초월

적 형이상학은 인간의 정신적 성숙을 저해한다. 그리스도교는 “정신과

건강한 정신의 드높음에 대해 저주를 퍼붓는다.”119)

그렇다면 이성의 올바른 위치는 어디인가? 니체는 이성을 초실재적인

영역에서 실재적 영역으로 가져온다. 이성은 실재 안에서 작동하는 것이

며, 이런 의미에서 본능, 육체적 감각, 감정, 의지, 충동, 욕망 등은 이성

과 결코 독립적으로 분리된 기제가 아니다.

117) AC, 23.

118) AC, 37.

119) AC,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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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중심을 삶에 두지 않고, 오히려 ‘피안’으로―무로―옮겨버린다

면, 진정 삶에서 중심을 빼앗아버리는 것이 된다. 개인의 불멸에 대

한 엄청난 거짓말은 모든 이성을, 본능 속의 모든 자연성을 파괴한

다.120)

니체의 실재, 힘에의 의지 사유는 이처럼 이성을 배제하거나 이성의

가치를 폄하하지 않으며, 다만 이성의 독립적인 권위를 부인할 뿐이다.

플라톤 이래의 모든 신학자와 철학자는 같은 길을 걸었다. 말하자

면, 도덕의 문제에서는 지금까지 본능이나 그리스도교인들이 부르는

것처럼 ‘신앙’, 또는 내가 부르는 것처럼 ‘무리’가 승리를 거두었다.

그런데 이성에만 권위를 인정했던 합리주의의 아버지(따라서 혁명

의 할아버지)인 데카르트는 예외로 해야만 할 것이다. 그러나 이성

은 단지 도구에 불과한 것이며, 따라서 데카르트는 피상적이었

다.121)

여기서 니체가 목적론적 형이상학, 플라톤주의, 그리스도교 도덕과 신

앙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데카르트적 이성 중심주의를 높이 평가하고 있

다는 것을 우리는 간취할 수 있다. 그것은 신으로부터 인간이 주체성을

회복하는 출발점이었기 때문이다. 니체는 이런 데카르트적 합리주의를

프랑스 혁명의 사상적 기반이었던 계몽주의의 모태로 보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니체의 언설들은 니체의 작업이 단순히 ‘이성 해체’가 아님을 보

여준다. 그러나 니체는 이러한 데카르트적 이성 중심주의의 피상성과 한

계 역시 극복되어야 하는 것임을 시사한다. 실재에 있어서 이성은 결코

독립적인 권위를 지니지 못하며, 다만 힘에의 의지의 도구(Werkzeug)에

불과한 것이다. 즉 그 힘에의 의지가 삶, 자연, 실재를 긍정하는 의지인

120) AC 43.

121) JGB 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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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그것을 부정하는 의지인가에 따라서 힘에의 의지는 이성이라는 도구

를 자신과 타자, 더 나아가 인류의 삶을 고양시키는 올바르며 고귀한 목

적을 위해서도 사용할 수 있고, 반대로 삶을 몰락시키는 부정한 목적을

위해서도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실재에 있어서 이성은 힘에의 의지라

는 무의식적 근원의 도구이지만, 현상적인 양태로서의 힘은 반대로 이성

의 도구여야만 한다.

여전히 사람들은 과거의 노예의 습관에 따라 힘 앞에 무릎꿇고 있

다. 그러나 존경할 만하다는 것의 등급이 확정되어야 한다면, 힘

속의 이성의 등급만이 결정적이다. 힘이 더욱 높은 것에 의하여 어

느 정도까지 극복되고, 앞으로 어느 정도 이성의 도구 내지 수단으

로서 봉사하는가 하는 것이 측정되어야만 한다!122)

존경받을 만한 가치를 지닌 드물고 고귀한 인간은 힘을 위대한 이성과

높고 고귀한 목표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자이다. 그는 인류를 위한

목표와 과제에 따라 자신의 힘을 스스로의 높은 이성의 척도에 의해 규

제적으로 섬세하게 다룰 수 있는 자이며, 이런 점에서 군축적 존재들과

구별된다.

니체는 상승하는 삶, 상승하는 힘에의 의지로서의 본능과 욕망, 위대함

과 고귀함을 향한 욕망, 고귀한 가치를 지향하는 위버멘쉬의 창조적 욕

망을 긍정하며, 반대로 하강하고 쇠퇴하는 삶, 하강하는 힘으로서의 본능

과 욕망은 데카당스, 즉 부패와 퇴락으로 간주한다.(“삶이 상승하는 한,

행복은 본능과 같은 것이다.”123)) 니체에 대한 탈근대적 해석들은 니체의

힘에의 의지 사유와 형이상학적 이성 비판을 ‘욕망 일원론’이라거나 ‘이

성에 대한 해체’로 오해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보았듯이 니체는 인간의

이성이라는 기제를 실재의 인식과 진리탐구를 위한 도구로서 그 어떤 철

학자보다도 중시하며, 이성의 가치를 적극 긍정한다. 니체가 비판하는 것

122) M 548.

123) GD, Das Problem des Sokrates.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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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이성 자체가 아니라, 실재를 부정하는 독단적이고 협소한 이성, 이성

자신의 내적 규칙에 갇힌 폐쇄적 이성이다. 즉 본능과 욕망이라는 실재

성을 배제하는 초월적 이성을 비판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처럼 실재를

부정하는 그리스도교적 형이상학을 니체는 반계몽주의적․신비주의적 경

향으로, 합리성에 반(反)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비판한다. 니체에게 있어

반실재적인 것, 실재를 부정하는 것이란 곧 부조리한 것, 비합리적인 것

이다.

반(反)계몽주의자들―반계몽주의의 검은 마술의 본질은 인간의 머

리를 우둔하게 만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의 상을 검게 칠하

여 우리의 삶에 대한 표상을 어둡게 만들고자 하는 데 있다. 그것

을 위해서 반계몽주의는 흔히 정신의 계몽을 방해할 수단을 사용한

다.124)

니체는 반계몽주의, 신비주의, 비합리주의의 감성적인 선동의 어둡고

음험한 저의와 혹세무민과 우민화의 효과를 경계한 것이다. 초월적 형이

상학의 신비주의에는 무엇보다도 실재성에 대한, 진리에 대한 적대감이

내재해 있기 때문이다. 니체는 논리학을 비판하면서도, 변증법과 논리,

이성을 제거하려는 일체의 신비주의적, 비합리주의적 시도에 대해서는

단호히 반대한다. 니체가 논리주의를 비판하는 것도 그것이 진정한 실재

성에 반(反)하기 때문이며, 신비주의를 비판하는 것도 마찬가지의 이유이

다. 니체는 극단적인 이성 중심주의이든, 극단적인 비이성의 옹호이든,

삶에 반하는, 삶의 진리에 적대적인 것을 거부한다. 니체의 관점에서,

“실재성을 부정”하는 것은 이성에 대한 부정, “이성에 대한 폭행이자 잔

인성”이다.125)

니체가 비판하고 극복하고자 하는 것은 이성 자체가 아니라, 독단론적

이성이며, 그것은 자연지배적 이성, 도구적 이성으로 기능한다. 니체가

124) MA Ⅱ. 27.

125) GM Ⅲ. 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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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때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며 자연의 목적이라는 사고는 유아론적인 사

고에 불과하며, 단지 인간에게 이익과 위로를 주는 것을 구하며 자연을

도구화하는 것은 진리, 즉 실재의 이치, 우주만물의 이치와는 관계없는

것이다.126) 다시 말해 자연지배적 이성은 전체성으로서의 실재, 진리를

발견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자연지배적 이성의 목적은

‘이익’, ‘유용성’일 뿐, 진리가 아닌 것이다. 이처럼 니체는 실재를 부정하

는 초월적 이성이나 인간의 유용성만을 위한 자연지배적․착취적 이성을

비판하는 것이며, 이성 자체가 자연에 대해 착취적이고 부정적인 기능만

을 한다고 보거나 이성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다. 니체는 존재에 있

어 이성적, 지성적 인식의 절대적 우위를 인정하지 않지만, 인간에게 필

요한 것으로서, 도구로서 그 중요성을 인정한다. 그것은 첫째로, 생존을

위해 필요한 것이고, 둘째로, 생존의 목적 이상의 위대한 가치를 창출하

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니체에게 힘에의 의지로서의 실재 개념은 일자이면서 다수적인 것, 무

규정적이면서 규정적인 것, 전체적이면서 개별적인 것, 비가시적이면서

가시적인 세계 전체이며, 대립되는 양자를 동시에 지칭하고 포괄하는 통

일적 개념이다. 또한 힘에의 의지는 이성(Vernunft)과 분리되지 않는 총

체적 개념이다.127) 니체의 힘에의 의지의 일원론은 정신과 육체, 이성과

욕망의 긴밀한 결합과 통일일 뿐 정신이나 이성을 격하시키지 않는다.

니체는 서구의 이성 중심주의와 논리주의의 문제점을 반박했을 뿐 이성

과 정신(Geist)의 가치를 경시하지 않았다.(“모든 글 가운데서 나는 피로

쓴 것만을 사랑한다. 피로 써라. 그러면 너는 피가 곧 정신(Geist)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128)) 오히려 니체의 실재 사유는 모든 신비주

의적 믿음과 이상주의적 허구의 기만성에 대항하여 과학과 이성과 계몽

126) M 424 참조.

127) 니체에게 이성, 감성(Sinnlichkeit), 감정(Gefühl), 의지는 각각 독립적이거

나 분리된 영역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니체적 실재의 총체성

(Totalität)과 전체성(Ganzheit)이다.(GD, Streifzüge eines Unzeitgemässen 49

참조.)

128) Za, Ⅰ. Vom Lesen und Schreib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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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중요성과 가치를 (물론 그것의 한계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 적극적으

로 인정했다.

『니체와 철학』에서 들뢰즈는 니체의 유고 편집본 『힘에의 의지』의

다음 구절을 인용한다. “의식은 어떤 전체가 어떤 우월한 전체에 종속되

길 원할 때만 습관적으로 나타난다. (…) 의식은 우리가 의존할 수 있는

어떤 존재와 관련해서 탄생한다.” 이 구절을 해석하면서 들뢰즈는 ‘의식

의 노예성’과 ‘우월한 신체의 형성’이라는 결론을 도출해낸다.129) 그러나

여기서 니체가 말하는 ‘어떤 우월한 전체’는 단순히 ‘신체’가 아니라 ‘힘

에의 의지’이며, 이 ‘힘에의 의지’, ‘실재 자체’는 정신성과 분리된 신체나

욕망 일원론의 근거가 아니다. 그것은 욕망과 본능과 이성과 지성과 감

정과 의지의 불가분적 결합체이다. 힘에의 의지는 이미 항상 이성을 수

단으로 사용하면서 이성과 연결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들뢰즈는 니체의 실재론을 마치 유물론처럼 보고 있으며, 이로

써 니체에게서 정신과 이성의 중요성을 축소해석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우리는 앞에서 니체가 관념론에도 동의하지 않지만 유물론에 대해서도

역시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니체의 힘에의 의지 사유는

결코 정신, 영혼, 이성, 지성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하지 않으며, 니체의 실

재 개념 자체가 정신과 신체, 이성과 욕망의 긴밀한 결합과 통일을 내포

하는 일원론적 개념이다. 클로소프스키(Pierre Klossowski) 역시 이러한

들뢰즈적 니체 해석과 유사한 관점을 취한다. 그는 힘에의 의지를 생리

학적 측면에서 이해하며 니체의 ‘자유의지에 대한 거부’도 오로지 이러한

생리학적 차원에서 해석한다.130) 이러한 해석 경향은 니체의 실재론의

‘심리-생리학적’ 관점에 대한 오해이자, 힘에의 의지와 이성의 관계에 대

한 오해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129) G. Deleuze, N ietzsche et la philosophie, Paris: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1962, pp. 44-45 참조.

130) P. Klossowski, “Nietzsche’s Experience of the Eternal Return”,

N ietzsche : Critical Assessments, VolumeⅡ, edited by Daniel W. Conway
with Peter S. Groff, London ; New York : Routledge, 1998, p. 14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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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체-자유의지와 힘에의 의지

니체가 서구 형이상학의 이성 중심주의와 자유의지론을 비판했다고 해

서 니체가 유물론적 결정론의 옹호자인 것은 아니다. 니체는 인간의 자

유를 부정하지도, 인간의 의지를 부정하지도 않았다. 그렇다면 자유의지

개념은 왜 문제가 되는가? 전통 형이상학의 자유의지론에서의 자유의지,

의지의 자유 개념은 이성적 주체와 쌍을 이루는 개념이다. 여기서 어떤

행위의 원인은 주체 개인의 이성과 자유로운 의지이다. 그러나 니체의

힘에의 의지 사유에서의 실재성은 이처럼 전체로부터 분리된 개체 환원

적인 것이 아니다. 현실의 사건들, 현상들, 행위의 결과들은 전체성으로

서의 실재 안에서의 복잡다단한 인과에 의한 것이지 독립적인 개체인 주

체의 이성과 의지에만 기인하는 것이 아니다. 힘에의 의지로서의 실재는

그 행위의 주체로 보이는 개인조차도 알 수 없는 수많은 원인들, 비가시

적인 원인들, 자연적․사회적․역사적․문화적인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가세하여 그 수많은 힘들에 의해 어떤 필연이 성립되는 세계이다. 따라

서 행위의 원인을 단순히 그 행위의 개별적 주체에 귀속시키는 것은 하

나의 환상이다. 니체에게 힘에의 의지의 주체는 모든 것이 사슬로 연결

되어 있는 전체성(Ganzheit) 속에서만 개체일 수 있기 때문이다.

니체는 전통 형이상학의 주체 개념, 자유의지 개념을 해체한다. 이는

전통 형이상학에서의 주체-자유의지 이론의 모순을 비판하는 것이며, 주

체나 자유로운 의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전통 형이상

학에서의 주체는 인식론적 주체이면서 동시에 행위의 실천적 주체로, 자

유로운 의지를 지닌 이성적 주체로 가정된다. 따라서 그러한 이성적 주

체는 곧 책임의 주체이기도 하다. 이성과 자유의지를 통해 행위하고 그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주체. 이것은 형법상 인과적 책임론으로 발

전한다. 즉 형이상학적 자유의지론은 종교재판이나 형법상의 유의미성만

을 갖는 존재론적 허구이다. 그것은 힘에의 의지의 세계로서의 실재를

부정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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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체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죄’ 개념은 그에 따르는 ‘자유의지’ 개념

이라는 고문 기구와 함께 본능을 혼란시키기 위해, 본능에 대한 불신을

제2의 본성으로 만들기 위해 고안되었다!”131) 인간의 본능은 자연적 본

성이다. 그러나 형이상학적 자유의지론은 주체를 이성적 주체로 가정하

는 이원론에 토대하며, 따라서 감각과 본능, 충동, 힘에의 의지의 실재를

부정한다. 그것은 결국 인간에게 죄와 책임을 묻고 고문하고 벌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고안된 것이다. 니체는 여기서 바로 그러한 고문 기구를

고안해낸 ‘권력’, ‘권력의지’의 존재를 암시하고 있다.

니체는 주체, 자유의지, 책임의 문제에 있어서 존재론적 차원의 근본적

인 질문을 던진다. 어떤 현상에 있어서 전통 형이상학은 ‘이성적 주체’라

는 작용과 결과의 원인을 찾고, 그에게 자유의지와 책임을 귀속시킨다.

그러나 실재에는 ‘이성적 주체의 행위’가 아닌 하나의 ‘사건’만이 존재할

뿐이며, 이러한 사건의 원인은 복합적인 인과 작용으로서 실재라는 ‘전체

성’ 속에서 상호작용하고 있다. 이것이 니체가 말하는 실재의 전체성

(Ganzheit)과 총체성(Totalität)이다. 자연은 전체이다. 따라서 전체로부터

독립된 개체는 인과의 주체가 될 수 없다. 힘에의 의지의 개체는 오로지

힘에의 의지로서의 실재의 전체성 속에서만 의미를 지닌다. 니체는 이러

한 전체성의 실재를 간과하고 소위 이성적인 개별적 주체에게 모든 결과

의 책임(죄)을 환원하는 자유의지론의 본질은 개인을 통제하고 삶을 단

죄하려는 권력의지의 작동에 불과하다고 본다.

인간이 존재한다는 것, 그가 이러저러한 성질을 갖고 있다는 것, 그

가 바로 그런 상황과 바로 그런 환경에 처해 있다는 것에 대해 누

구도 책임이 없다. 그의 존재의 숙명은 이미 존재했었고 또 앞으로

도 존재할 모든 것의 숙명에서 분리될 수 없다. 그는 특정 의도나

특정 의지나 특정 목적의 결과가 아니다.132)

131) EH, Warum ich ein Schicksal bin. 8.

132) GD, Die vier grossen Irrthümer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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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직 개별적인 것만이 부정되어야 하며, 전체 속에서는 모든 것이

구원받고 긍정될 수 있다.133)

전체성으로서의 세계, 자연, 실재 자체는 근원적으로 개별적 주체의 책

임의 문제로 환원될 수 없다. 힘에의 의지의 개별자는 전체 속에서 상호

적으로 관계맺는 존재이다. 그러한 전체성 안에서만 각각의 실재는 정당

화된다. 니체에게 개별자는 전체성을 지시하고, 전체 안에서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전체로부터 분리된 개체는 무의미하며, 그것은 이미

실재가 아니다. 실재는 전체성이며, “전체의 외부에 존재하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134) 여기서 ‘전체’는 힘에의 의지로서의 실재, 세계, 자연이다.

따라서 전체의 외부란 이러한 실재 위에 군림하며 실재를 부정하고 배제

하거나 코드화하려는 초실재적 세계, 초월적 이상들의 영역, 목적론적 세

계를 말한다.

니체는 ‘실재는 전체이며, 전체의 외부에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말을

통해 실재의 긍정을 다시 한번 언명하고 있다. 실재는 힘에의 의지이고,

실재의 변화하는 양상들은 힘의 발현이다. 이러한 전체로서의 실재는 다

수성인 동시에 통일성이고, 개별성인 동시에 전체성이며, 유한성인 동시

에 무한성이다. 즉 니체에게 우주는 카오스적 코스모스로서의 전체이다.

우주는 전체이면서 다수적이고, 질서와 혼돈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 이

러한 실재의 긍정에 기반해서 니체는 자유의지론을 비판한다. 그것은 ‘이

성적 주체의 의식 안에 있는 자유로운 의지’라는 관념에 은밀히 내재해

있는 형이상학적-파시즘적 권력에 대한 비판이다.

자유의지라는 오류.―― 오늘날 우리는 ‘자유의지’라는 개념을 더

이상 공감하지 않는다.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

다. 그것은 신학자들의 가장 악명 높은 작품으로서, 인류를 신학자

들이 말하는 의미에서 ‘책임 있게’ 만드는 데에, 즉 인류를 신학자

133) GD, Streifzüge eines Unzeitgemässen 49.

134) GD, Die vier grossen Irrtümer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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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게 의존적으로 만드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이 대목에서 나

는 책임 있게 만드는 것 일반의 심리학을 제시해본다. 책임이 찾아

지는 곳 그 어디서든 그 책임을 찾는 것은 벌을 원하고 판결을 원

하는 본능이게 마련이다. 이러저러한 상태에 있는 것이 의지나 의

도나 책임 있는 행위로 환원된다면, 생성에게서 죄 없음이 박탈되어

버린다. 의지에 대한 학설은 본질적으로 벌을 목적으로 고안되었

다.(…) 판결되고 처벌될 수 있기 위해, 즉 죄인이 될 수 있기 위해,

인간은 ‘자유롭다’고 생각되었다. 따라서 개개의 행위는 원해진 것

이어야만 했고, 개개의 행위의 기원은 의식 안에 있다고 생각되어

야만 했다.(…) 그리스도교는 사형 집행인의 형이상학이다.135)

니체의 관점에서, 진정한 주체는 외부로부터 책임(죄)을 전가받은 주체

가 아니라, 자기 책임에의 의지를 갖는 주체이다. 독일어에서 Schuld는

‘책임’이라는 뜻과 ‘죄’라는 뜻을 동시에 갖는다. 또한 그것은 ‘채무’, ‘부

채’를 의미하기도 한다. 니체는 이렇게 외부로부터 강제된 ‘죄’와 ‘책임’이

라는 의미의 Schuld 개념을 버리고, Verantwortlichkeit(책임, 책임의식)

개념을 제시한다. Schuld가 기존 도덕에 대한 순종과 자기부정적인 죄의

식으로 향하는 개념이라면, Verantwortlichkeit는 자기긍정에서 기인하는

자율적 책임감과 사명의식, 고귀한 목표를 암시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니

체는 말한다. “자유는 무엇일까? 자기 책임에의 의지를 갖는다는 것.”136)

진정한 자유는 외부로부터 장착되고 주입된 그릇된 죄의식과 양심의

가책, 즉 노예의 도덕에서의 자유와는 다르다. 자유의지론의 목표는 바로

이러한 노예 도덕을 지닌 ‘책임 있는 주체’를 생산하는 것이다. 여기서

권력의 명령에 ‘복종’하는 ‘자유로운 의지’의 주체라는 역설이 발생한다.

이러한 모순을 숨기고 있는 것이 자유의지론이며, 니체는 그 모순을 밝

혀내고 거기에 숨어있는 형이상학적 권력의지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다. 즉 모든 현상을 ‘구조’가 아닌 ‘개체’의 책임으로 전가하여 인간을 길

135) GD, Die vier grossen Irrtümer 7.

136) GD, Streifzüge eines Unzeitgemässen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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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고 가축화하려는 권력의지를 폭로하고자 하는 것이다. 니체는 지배

계급이나 권력이 주입한 죄의식에 대해서 철저히 재점검, 재검토해야 하

며, 이 세계를 지배하고 조종하는 힘의 실체, 기만적인 힘에의 의지에 대

해서 이해해야만 함을 역설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니체가 양심의 가책과 죄의식의 도덕에 대해 비판할 때 그것은

자신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 성찰도 반성도 없고 책임도 지지 않으려는

인간 유형에 대한 기괴한 변호의 시도가 아니다. 니체는 죄의식과 양심

의 가책이라는 자기 단죄의 감정에 함정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

다. 강한 인간, 주인 도덕을 지닌 인간은 외부로부터 주입된 죄의식으로

고통받기보다 자신의 오류를 스스로 성찰하고 교정함으로써 새로운 인식

을 얻어 더 높은 차원으로 성장하고 고양된다. 강한 인간, 주인으로서의

인간은 자기극복의 의지, 자기 책임에의 의지를 지닌다.

노예 도덕은 단지 종래의 보편적인 도덕 규범, 정언명법적 강제에 어

긋나는 자신의 욕망과 행위에 대해 두려워하는 것이고 단지 사회적 명예

관념과 두려움 때문에 양심의 가책과 죄의식이 행위에 부수적으로 뒤따

라오는 것에 불과하다. 그것은 외부의 강제에 굴종적으로 따르는 것이므

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덕’이라 할 수 없다. 니체는 진정한 도덕은 오로

지 주인 도덕, 자기-도덕뿐이라고 본다. 노예 도덕에서의 양심의 가책과

죄의식에는 진정한 자유가 결여되어 있다. 이것이 자유의지론이 인류의

정신 안에 주입하고자 한 ‘노예 본능’이다. “그리스도교적 신앙은 처음부

터 희생이다. 모든 자유와 긍지, 모든 정신의 자기 확실성을 바치는 희생

이다. 동시에 이는 노예가 되는 것이며 자기 조소이자 자기 훼손이다

.”137)

따라서 니체는 인간은 노예도덕의 굴종적 태도에서 벗어나 자기-도덕,

주인도덕을 가능케 하는 자기 규율과 자기 책임 의식으로 고양되어야 함

을 역설한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덕(Tugend)이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들에게 덕은 아레테(aretē), 즉 탁월함, 훌륭함, 고귀함을 의미했다. 그것

137) JGB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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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니체가 의미하는 주인도덕과 통한다. 노예도덕과 달리 주인도덕의 고

귀한 인간은 도덕을 억지로, 인위적으로 보유하려고 집착할 필요가 없다.

도덕은 외부가 아닌 자신의 내재성 안에 있기 때문이다. 그는 자기 긍정

의 인간이며, 자기 규율과 자기 책임 의식을 지닌 자율적 주체이다. 그는

외부의 보편성의 강제에 그저 순종하는 동일성으로서의 주체가 아니라,

실재의 전체성 안에서 자기 자신으로서의 고유성을 갖는 주체, 자기자신

이고자 하는 의지의 주체, 힘에의 의지로서의 자유로운 주체이다. 따라서

자유는 주인도덕에만 존재할 수 있다. 창조의 가능성도 바로 이러한 자

율적 주체로부터 열리게 된다. 전통 형이상학의 자유의지의 주체는 원죄

의 주체, 양심의 가책(schlechtes Gewissen)과 죄의식의 주체, 타의(보편

성)에 의해 짐지워진 낙타와 같은 존재인 반면, 힘에의 의지의 주체, 자

기 책임에의 의지를 갖는 주체는 부도덕한 주체가 아니라 초도덕적 주

체, 주인도덕(자기-도덕)의 주체, 새로운 가치를 정립할 수 있는 창조적

잠재력을 지닌 주체이다. 힘에의 의지의 주체는 실재의 전체성과 그 인

과 작용 안의 하나의 개체로서만 자유로울 뿐이며, 결코 전체적 인과로

부터 독립적인 주체로서 ‘자유의지’라는 원인성을 지니는 것이 아니다.

이처럼 니체가 그리스도교에서의 죄의식, 양심의 가책, 동정의 도덕 등

에 대해 문제제기하는 것의 본질은 ‘권력’에 대한 비판에 있다. 즉 그러

한 도덕 비판을 통해 권력의 명령의 본질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다. 낙타

가 등에 짊어지고 있는 짐은 죄의식, 책임(Schuld), 즉 채무, 부채, 빚이

다. 이것은 권력이 등에 지워준 것이다. 그러나 인간이 낙타적 존재 유형

에 머무르는 한 인간은 지배권력에 의해 채무가 장착되었음을 깨닫지 못

하고, 그 무거운 채무의 짐, 체제의 명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인

간은 의지에 있어서 자유로우므로, 오로지 자신이 그 채무, 책임의 주체

이며 원인이라고 여긴다. 그러나 낙타적 주체의 양심의 가책은 현실적인

죄책감이 아니라 상상된 죄책감(eingebildete Sündhaftigkeit)138)이다.

이것이 니체가 보는 주체-자유의지론의 본질이다. 자유의지론에는 사

138) MA Ⅰ,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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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상 자유가 없다. 이와 관련하여 알튀세르를 포함한 20세기의 구조주의

자들은 사회적 개인들이 주체로 구성된다는 점, 주체로 불러세워지고 호

명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기존의 주체-자유의지론을 해체했다. 주체는

없고, 주체화만 존재한다. 개인들은 주체로 호명되고 규정된다.

들뢰즈와 가타리는 이러한 주체화의 원리를 장기 게임의 사례로 설명

하면서, 바둑 게임의 원리를 주체화의 원리에 대비시킨다. 그들은 장기를

국가 장치에, 바둑을 전쟁 기계에 대입시킨다. 장기는 국가 또는 궁정의

놀이이며, 특히 중국 황제가 즐기던 것이라는 점을 들뢰즈와 가타리는

강조한다. 장기에서 말들은 코드화되어 있으며, 각각의 내적 특성을 부여

받고 있다. 반면에 바둑에서 바둑알은 단순한 산술 단위에 지나지 않으

며, 익명 또는 집합적인 또는 3인칭적인 기능밖에 하지 못한다. “그것”은

오로지 이리저리 움직일 뿐이다. 바둑알들은 주체화되어 있지 않은 기계

적 배치물의 요소들로서 장기의 말들이 지니고 있는 내적 특성을 전혀

지니고 있지 않으며 오직 상황적 특성만을 지닌다. 따라서 말끼리의 관

계도 장기와 바둑은 사뭇 다르다. 장기의 말들은 내부성의 환경 속에서

말들끼리 일대일 대응 관계를 맺으며, 구조적으로 기능한다. 이와 달리

바둑알은 오직 외부성의 환경만을, 즉 일종의 성운이나 성좌를 가진 외

부적인 관계만을 구성하며, 이들 관계들에 따라 집을 짓거나 포위하고

깨어 버리는 등 투입 또는 배치의 기능을 수행한다. 장기는 전쟁이기는

하나 제도화되고 규칙화되고 코드화되어 있는 전쟁으로서 일종의 기호론

이다. 이에 비해 바둑의 본질은 전선 없는 전쟁이며, 순수한 전략이다.

공간과 관련해서도 장기에서는 닫힌 공간을 분배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한 점에서 다른 점으로 이동해 최소한의 말로 최대한의 장소를 차지해야

한다. 이와 달리 바둑에서는 열린 공간에 바둑알이 분배되어 공간을 확

보하고 어떠한 지점에서도 출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유지하는 것이 문제

가 된다. 바둑알은 한 점에서 다른 점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출발점

도 목적도 없는 끝없는 생성이다. 바둑의 공간이 매끈한 공간이라면, 장

기의 공간은 홈이 패인 공간이다. 장기는 공간을 코드화하고 탈코드화하

지만, 바둑은 공간을 영토화하고 탈영토화한다.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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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장기의 원리는 주체화의 원리로서, 장기의 말들은 장기의 코드

화의 원리에 의해 각각의 주체로 호명되고 규정된다. 주체-자유의지론에

는 진정한 자유나 주체가 없고 노예 도덕의 원리와 그러한 노예 도덕을

형성하는 권력만 존재할 뿐이라는 니체의 사유에 따를 때, 서양 형이상

학의 주체-자유의지론의 본질은 장기 게임, 즉 국가 장치의 내부성과 폐

쇄성의 원리, 주체화의 원리에 상응한다. 그러나 니체의 힘에의 의지 사

상은 자유의지론을 해체하는 구조주의적 관점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간다.

니체는 단순히 주체화되고 코드화된 개체들의 수동성을 밝혀내는 데서

끝나지 않고, 진정한 자유에 관해서 물음을 던진다. 니체는 주체-자유의

지론이 내포하는 노예 도덕에 대항하여 진정한 자유란 자기 책임에의 의

지일 뿐이라는 것, 주인 도덕일 뿐이라는 것을 역설한다. 서구 형이상학

에서의 자유의지론은 권력의 명령과 노예도덕을 함축한다. 도덕이란 곧

명령이며, 권력이다. 이러한 니체의 도덕 비판은 통념적인 가치에 대한

비판이며, 동시대에 대한 ‘반(反)시대적’ 고찰이다. 니체는 한 체제의 가

치체계와 도덕적 명령에 대한 회의와 부정이 창조의 시작이라고 본다.

자유의지론에 은폐된 노예 도덕을 비판했다고 해서 니체가 욕망의 해방

을 주장하는 것도, 반대로 금욕주의를 주장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니

체는 개인이 주인도덕, 자기도덕을 통해서 욕망을 스스로 관리할 것과,

타자(보편자)의 욕망이 아닌 자신의 고유한 욕망에 따라 자기 자신이 될

것을 역설하는 것이다.

장기의 비유, 국가 장치의 원리가 자유의지론에 내재한 주체화의 본질

을 드러낸다면, 바둑의 비유, 전쟁 기계는 니체의 힘에의 의지 사상, 창

조적 생성의 원리에 표면적으로 상응하는 것처럼 보인다. 들뢰즈와 가타

리의 설명에서 바둑알들은 각각의 주체로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바둑이

라는 하나의 전쟁 기계의 요소들이다. 들뢰즈와 가타리는 장기의 본질을

내부성, 규정성, 국가 장치로, 바둑의 본질을 외부성, 무규정성, 전쟁 기

계로 설명한다. 즉 장기에서 국가 장치의 내부성의 원리에 의해 코드화

139) G. Deleuze, F. Guattari, Mille P lateaux: capitalisme et schizophrénie2,
les Éditions de Minuit, 1980, pp. 436-43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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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주체화된 말들이 오직 구조적으로만 기능한다면, 바둑에서는 이러

한 국가 장치의 내부성이 없고(n-1, 탈중심), 오직 전쟁 기계의 외부성만

존재한다. 장기의 공간은 홈이 패여 있어서, 각각의 장기의 말들은 패인

홈에 의해 코드화되고 규정성을 지니게 된다. 그러나 바둑의 공간은 매

끈한 공간, 유목민의 공간이며, 더 이상 국가의 포획 장치, 패인 홈이 없

다. 따라서 바둑의 외부성의 법칙은 더 이상 코드화와 탈코드화가 아니

라 영토화와 탈영토화이다. 즉 외부를 자신의 영토로 만들거나, 적의 내

부 영토를 붕괴시켜서 탈영토화시키거나 기존의 자기 영토를 포기하고

다른 영토를 향해 스스로를 탈영토화시킨다. 바둑알의 운동 방식은 출발

점도 목적도 없는 끊임없는 생성이라는 점에서 목적론적 체제가 아닌 고

원(plateau)의 체제이다. 그리고 이러한 생성은 유목적 삶(nomadisme)의

운동 방식이다.

이처럼 들뢰즈와 가타리가 말하는 바둑의 원리, 전쟁 기계, 노마디즘은

주체-자유의지론에 대한 해체라는 점에서 니체의 힘에의 의지의 실재론

과 유사해 보이지만, 양자는 차이가 있다.

첫째, 바둑이나 전쟁 기계, 노마디즘에서 들뢰즈와 가타리는 연결․접

속의 원리, 기계적 배치의 원리를 중시한다. 그러나 니체의 힘에의 의지

의 실재론에서 연결․접속의 원리와 ‘기능하고 작용하는 힘’으로서의 기

계적 배치의 원리는 자연적인 것이며, 자연의 원리, 실재의 원리일 뿐,

실천적 규범이 되지 않는다. 즉 니체에 따르면 각 개별자는 독립적인 개

체가 아니라 전체성과 총체성으로서의 실재 안에서 상호 연결, 결합되어

있고, 힘에의 의지의 실재의 전체성 속에서 각각의 힘에의 의지의 개체

로서 존재하고 기능한다. 따라서 실재의 전체성과 연결접속의 원리, 힘에

의 의지로서의 기계적 배치의 원리는 자연(Natur)이며, 자연 존재론이다.

그러나 들뢰즈와 가타리는 이러한 연결접속의 원리와 기계적 배치의 원

리를 노마디즘이나 전쟁 기계의 실천 규범으로 간주하고 있다. 즉 연결

접속에 의한 배치는 전쟁 기계의 힘들이 생성되기 위한 조건이다. 니체

에게 연결접속과 배치의 원리는 그저 자연적이고 실재적이고 우주론적인

것일 뿐, 인위적인 실천 규범이 될 수 없다. 니체에게 위버멘쉬의 창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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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의 조건은 오히려 온전한 자기 자신이 되고자 하는 힘-의지와 단독

성(Einsamkeit)의 자유, 격차의 열정(Pathos der Distanz), 고귀한 목표일

뿐이다.

둘째, 바둑이나 전쟁 기계, 노마디즘의 창조적 생성의 방식은 고원의

이미지를 지닌다. 즉 이는 목적론적 운동 방식(헤겔 변증법과 같은)에 반

대하는 것으로서, 목적도 출발점도 도착점도 없는 영원한 생성의 운동

이미지이다. 그러나 니체는 실재의 외부에 어떤 목적도, 이데올로기도 없

다고 보면서 목적론적 형이상학을 비판하고 있지만, 니체의 위버멘쉬의

창조적 생성은 그저 아무런 목적이 없는, 끝없는 탈중심화, 탈영토화의

유출적 생성 운동이 아니다. 그것은 내부의 운명애, 자기긍정으로부터 미

래의 인류에 대한 책임의식에 의거한 새로운 가치의 창조라는 고귀한 목

표로 정향해 가는 생성 운동이다. 니체의 ‘힘에의 의지’란 곧 ‘특정한 목

표를 지닌다는 것’이다. 니체의 힘에의 의지 사유에서 ‘목표’, ‘목적’, ‘과

제’라는 개념은 분리될 수 없이 연관, 결합되어 있다. 그 목표는 목적론

적 형이상학에서 말하는 보편적이고 이상적인 목표가 아니라 개별적인

위버멘쉬 내부의 힘에의 의지에서 비롯된 유일무이하고 독자적이며 실재

적인 목표이다. 들뢰즈와 가타리 역시 니체의 힘에의 의지 사유처럼 목

적론에 반대하면서 목적 개념을 지워버렸지만, 이들의 사유에서는 가치

창조자의 고유한 목표, 목적, 과제 자체도 흐려져 버렸다. 들뢰즈와 가타

리는 연결접속과 배치를 통해 이루어지는 저항과 전쟁 상태를 창조와 동

일시한다. 그러나 니체는 창조를 위해서는 위버멘쉬적 존재의 고귀한, 보

다 높은, 그러기에 희소한 목표와 과제가 있어야 하며, 새로운 가치를 정

립할 수 있을 만큼 강하고 능동적인 힘에의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세계에 자신의 의지를 투사하고 새로운 가치들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특

정한 목표를 향한 조직화와 통일화의 힘이 요구된다는 점을 니체는 강조

한다. 목표 없는 파괴와 창조는 위험하고, 무의미하다. 그것은 니체의 시

각에서 볼 때 니힐리즘에 불과하다. 이처럼 니체의 힘에의 의지 사유는

장기의 원리(주체화와 코드화의 원리)와도 다르지만, 바둑의 원리(전쟁

기계, 노마디즘의 원리)와도 같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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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재의 형식으로서의 영원회귀

영원회귀(ewige Wiederkunft) 사유를 니체는 “나의 진정한 심연적

(abgründlich) 사유”140)라고 말했다. 들뢰즈는 니체의 영원회귀 사유를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한다. 첫 번째는 우주론, 물리 이론으로서의 측면

이고, 두 번째는 윤리적이고 선택적인 사유로서의 측면이다.141) 본 논문

은 니체의 “진정한 심연적 사유”이자 “절대적이고도 영원히 반복되는 만

물의 순환에 대한 이론”142)인 영원회귀 사유를 실재의 형식으로 규정한

다. 그것은 그리스도교적, 초월적 형이상학의 선형적 시간관에 대항하는

새로운 시간관으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그리고 이러한 영원회귀 사유로

부터 비로소 ‘삶의 긍정’이라는 가치가 보증된다는 점을 니체는 역설하고

있는데, 이는 영원회귀가 함축하고 있는 실존적, 윤리학적 측면과 관련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크게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영원회귀 사유를 조

명하고자 한다.

1) 초월적 형이상학의 선형적 시간관과 목적론적 세계관

에 대항하여

모든 직선은 거짓을 말한다. 모든 진리는 굽어 있으며 시간 자체가

하나의 원이다.143)

영원회귀 사유는 직선이 아닌 원의 이미지를 차용한다. 원의 이미지가

의미하는 것은 ‘시작도 끝도 없다’는 것이다. 반대로 직선의 이미지는 시

140) EH, Warum ich so weise bin. 3.

141) G. Deleuze, N ietzsche et la philosophie, Paris: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1962, pp. 53-55, pp. 77-80.

142) EH, Die Geburt der Tragödie 3.

143) Za Ⅲ, Vom Gesicht und Räthsel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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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이 있고, 언젠가 끝이 있다. 니체 이전의 서양 형이상학의 시간관, 수

천 년의 그리스도교적 시간관은 직선적․선형적 시간관이다. 시작, 출발

지점은 신의 창조이고, 끝은 최후의 심판이며, 영혼이 불멸하는 내세, 피

안이다. 선형적 시간관에서 이러한 끝은 목적이다. 따라서 인간은 시작,

탄생과 함께 이러한 목적, 끝, 최후, 종말, 죽음을 향해 있는 선형적 시간

의 존재로 상정된다.

반면에 니체의 영원회귀 사상은 이러한 시작과 종말의 목적론적 세계

관, 그리스도교적-형이상학적 세계관을 해체한다. 시작과 종점의 선형적

시간관, 목적론적 세계를 해체한 결과, 존재하는 것은 대지, 삶, 자연, 이

세계, 즉 실재의 영원한 생성, 영원한 생성의 회귀밖에 없다. 시작과 종

점이 사라짐으로써 기존의 절대적인 가치 척도였던 신과 피안의 세계 또

한 사라진 것이다. 절대적인 가치 척도는 신이 아닌 인간 개개인,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오며, 비로소 인간이 자신의 삶의 왕국에서 주인이 된다.

따라서 영원회귀 사유를 니체는 인간이 “도달 가능한 최고의 긍정 형

식”144)이라고 규정한다.

모든 것은 가며, 모든 것은 되돌아온다. 존재의 수레바퀴는 영원히

회전한다. 모든 것은 시들어가며, 모든 것은 다시 피어난다. 존재의

해(年)는 영원히 계속된다.

모든 것은 부러지며, 모든 것은 다시 이어진다. 똑같은 존재의 집이

영원히 지어진다. 모든 것은 헤어지며, 모든 것은 다시 만나 인사를

나눈다. 존재의 둥근 고리는 이렇듯 영원히 자신에게 충실하다.

매순간 존재는 시작된다. 모든 여기를 중심으로 저기라는 공이 굴

러간다. 중심은 도처에 있다. 영원이라는 오솔길은 굽어 있다.145)

사실상 인간이 시간을 수학적으로 수치화, 분절화하여 측정할 수 있는

어떤 것으로 만들었을 뿐, 시간 자체는 양적인 것, 가분적인 것이 아니

144) EH, Also sprach Zarathustra. 1.

145) Za Ⅲ, Der Genesend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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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시작과 끝이 있는 선형적인 것도 아니다. 본래적인 시간은 삶이다.

그것은 불가분적인 흐름, 세월의 강물일 뿐이며, 영원한 생성과 반복, 회

귀, 다시 돌아오는 것, 존재의 수레바퀴일 뿐이다. 이것이 실재이며, 실재

는 영원회귀이다. 존재의 수레바퀴는 대지에 궤적을 남기면서 계속해서

움직인다. 끊임없이 새로운 길이 펼쳐진다. 생성한다. 그러나 운동, 전진

하는 수레바퀴는 동일한 수레바퀴이며, 영원히 순환하면서 회귀하는 바

퀴이다. 이처럼 시간에 따라 실재의 내용은 변하지만, 실재의 형식은 영

원히 순환, 회귀, 반복한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영원히 반복되듯이.

세월이라는 강물의 흐름에 따라 기상천외한 우발성, 차이들이 생성되지

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재의 형식은 동일한 반복이다. 이것이 니체의

영원회귀이다.

그러나 심연의 사유로서 영원회귀 사유는 짜라투스트라를 이레동안 앓

아눕게 만든 병의 원인이었다. 최고의 긍정 형식으로서의 영원회귀 사유

는 우선적으로 고통과 권태를 유발한다. 실재의 영원회귀는 곧 인간의

역사, 무리의 역사, 소인들(小人)의 역사가 영원히 반복된다는 사실을 함

축하기 때문이다.

인간에 대한 커다란 권태, 그것이 나를 숨막히게 하며 내 목구멍

속으로 기어 들어왔다. (…)

‘네가 지겨워하고 있는 저 소인(小人)은 영원히 회귀한다.’ 나의 비

애는 이렇듯 하품을 해가며 발을 질질 끌고 걸어가면서, 잠 못 이루

었다. (…)

‘아, 인간이 영원히 회귀하다니! 소인(小人)이 영원히 되돌아오도록

되어 있다니!’

최대의 인간과 최소의 인간, 그들의 벌거벗은 모습을 나는 보았었

다. 서로 너무도 흡사했고, 최대의 인간조차도 너무도 인간적이었

다!

최대의 인간도 너무나 작았다! 이것이 인간에 대한 나의 권태였다.

그리고 최소의 인간 역시 회귀한다는 것! 그것이 모든 현존재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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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나의 권태였다!146)

전통 형이상학의 선형적 시간관과 목적론적 우주론에 대항하는 사유로

서의 영원회귀 사유는 이처럼 실재에 대한 최고의 긍정이기 위한 부정,

실천적 염세주의의 과정을 겪도록 만든다. 초월적․목적론적 세계, 영혼

불멸의 지복(至福)의 세계라는 아름다운 베일이 걷히고, 적나라한 실재와

오로지 그러한 실재만이 영원히 순환, 반복, 회귀하는 세계상이 비로소

드러난다. 그 새로운 진리 앞에서 인식자는 극심한 고통을 동반하는 염

세주의적 부정을 거치게 되며, 이것은 실재, 세계, 삶에 대한 절대적 긍

정이라는 보다 높은 단계로 정신이 성숙해가기 위한 예비 과정, 통과의

례의 성격을 지닌다. 그리고 영원회귀의 인식자는 이 두렵고 섬뜩한 실

재의 진리를 인류에게 가르쳐야 할 운명적 과제를 부여받았음을 자각하

게 된다.

노래하라, 그리고 거세게 흘러넘쳐라, 오, 짜라투스트라여, 새로운

노래로 그대의 영혼을 치유하라. 일찍이 그 어느 누구에게도 주어

진 바 없는 운명을, 그대의 막중한 운명을 견뎌낼 수 있도록!

오, 짜라투스트라여, 그대의 짐승들은 그대가 누구이며 누구여야 하

는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보라, 그대는 영원회귀를 가르치는

자이다. 이제는 그것이 그대의 운명인 것이다!147)

영원회귀를 인류에게 가르쳐야 할 짜라투스트라의 운명, 그것의 의의

는 무엇인가? 그것은 인류가 더 이상 베일의 세계의 망상에서 벗어나 영

원회귀의 실재를 그 자체로 긍정함으로써, 마취된 노예의 허구적 행복이

아닌 삶에 대한 사랑을 통해 진정한 주인의 행복을 구가하도록 하기 위

함이다. 실재에 대한 절대적 긍정이야말로 새로운 가치 창조의 토대이다.

영원회귀, 즉 실재에 대한 최고의 긍정을 가르칠 운명을 자각한 인식

146) 같은 곳.

147) 같은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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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비로소 염세주의적 통증에서 벗어난다. 그는 ‘영혼의 불멸’이라는

허상을 파괴하지만, 그러한 파괴는 단순히 존재(Sein)로부터 무(Nichts)

로의 복귀라는 소극적 차원만이 아니라, 존재(Sein)가 아닌 생성

(Werden)의 긍정으로의 도약이라는 적극적 차원을 함축한다.

‘이제 나는 죽어 사라진다. 한순간에 나는 무(無)가 될 것이다. 영혼

은 육체와 마찬가지로 죽는 것이다.’ 그대는 이렇게 말하리라.

그러나 나를 얽어매고 있는 여러 원인들의 매듭은 다시 돌아온다.

그 매듭이 다시 나를 창조하리라! 나 자신이 영원회귀의 그러한 원

인들에 속해 있으니.148)

이로써 더 이상 ‘존재’에 대한 애처로운 에로스적 열망이 아닌 ‘생성’으

로서의 실재에 대한 절대적인 긍정이 노래된다. 그것은 영원회귀로서의

실재이다. 들뢰즈는 존재와 대립되는 이러한 순수 생성의 사유를 영원회

귀의 기초로서 의미규정한다. 들뢰즈는 니체의 영원회귀를 동일자, 동일

한 것의 회귀로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회귀하는 것은

존재, 동일자, 하나가 아니며, 다만 회귀 그 자체가 자신을 생성, 이행,

차별자, 다수성으로 긍정하는 한에서 존재, 동일자, 하나를 구성한다. 즉

영원회귀 속의 동일성은 회귀하는 것의 속성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차이들을 위해 되돌아오는 상태이다. 그래서 영원회귀는 하나의 이중적

긍정의 종합으로 간주되어야만 한다. 그것은 시간과 그것의 차원들의 종

합, 다른 것과 그것의 재생산과의 종합, 생성과 자신을 생성으로 긍정하

는 존재의 종합이다. 즉 들뢰즈에 의하면 영원회귀는 차별자와 그것의

재생산의 근거인 어떤 원리, 차이와 그것의 반복의 근거인 어떤 원리의

표현으로서만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149) 이렇게 동일자의 반복으로서의

영원회귀라는 해석에 반대하는 경향은 클로소프스키에게서도 나타난다.

148) 같은 곳.

149) G. Deleuze, N ietzsche et la philosophie, Paris: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1962, pp. 53-5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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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영원회귀의 사유에서 강조되어야 할 점은 오히려 ‘동일성의 상실’이

라고 하며, 회귀하고 반복하는 것은 오로지 ‘생성’일 뿐 동일성이 아니라

는 해석을 견지한다.150)

네하마스(Alexander Nehamas)는 영원회귀를 우주론적 가설로 이해하

는 입장에 반대하는데, 이때 네하마스가 말하는 우주론적 가설이란 물리

적으로 이 우주에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일들이 동일한 순서와 주기

로 일어났고, 일어날 것이며, 이것이 계속 순환적으로 반복되는 것이라고

보는 입장을 말한다.151) 그러나 니체의 영원회귀가 이러한 동일자의 회

귀로서의 우주론이 아니므로 니체의 우주론적 관점을 동일자의 영원회귀

로 전제한 후 그것에 대해 반대하는 논증은 부조리하다 할 것이다. 니체

의 영원회귀는 생성적 실재의 영원한 순환으로서의 세계 해석 및 우주론

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개체는 장구한 역사에서 한순간에 무가 되어 사라진다 하더라도 그 개

체를 얽어매고 둘러싸면서 작용하고 있는 인과의 세계는 영원히 회귀한

다. 개체는 결코 그 자체의 독립적인 의미를 지닐 수 없으며, 전체성으로

서의 실재 안에서의 수많은 인과 작용에 의해서만 의미를 지닐 수 있다.

그러나 시공간은 끊임없이 생성하고 변화하기 때문에 영원회귀는 동일자

의 반복이라고 할 수 없다. 들뢰즈나 클로소프스키의 견해처럼 동일한

것은 회귀의 형식일 뿐, 내용이나 속성이 아니다. 영원회귀의 세계 속에

서 만물과 모든 사건들은 질적 차이를 지니며 끊임없이 반복, 순환한다.

이로써 동일자, 무리, 다수의 소인들의 영원회귀뿐 아니라, 차이, 고귀함,

소수자, 창조의 영원회귀 또한 보증된다.

150) P. Klossowski, “Nietzsche’s Experience of the Eternal Return”,

N ietzsche : Critical Assessments, VolumeⅡ, edited by Daniel W. Conway
with Peter S. Groff, London ; New York : Routledge, 1998, pp. 136-148 참

조.

151) A. Nehamas, “The Eternal Recurrence”, N ietzsche : Critical
Assessments, VolumeⅡ, edited by Daniel W. Conway with Peter S. Groff,
London ; New York : Routledge, 1998, pp. 248-24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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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랑으로 연결된 실재, 영원회귀와 실재의 긍정

니체에게서 영원회귀는 왜 ‘실재의 긍정’이라는 테제와 필연적으로 연

결될 수밖에 없는가? 그리스도교적 심판과 목적과 피안의 관념에서 벗어

나 영원히 모든 순간이 되돌아온다는 순환적 우주관을 전제하는 순간,

인간은 자신의 삶을 온전히 자신이 책임질 수밖에 없게 된다. 자신의 삶

의 주인은 더 이상 신이 아니고, 오로지 자기 자신이어야 하는 것이다.

초월적 피안, 사후세계, 천국과 지옥의 관념이 사라짐과 동시에, ‘신의 죽

음’이 도래하며, 이로써 인간의 삶은 더 이상 신에게 복종하는 노예적 삶

이 될 필요가 없고, 오로지 자신을 지배하는 자기 삶의 주인으로서 살아

야 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영원회귀는 ‘도달 가능한 최고의 긍정 형

식’인 것이다.

그대들은 언젠가 기쁨을 향해 긍정을 말한 적이 있는가? 오, 나의

벗들이여, 그랬다면 그대들은 그로써 모든 고통에 대해서도 긍정을

말한 것이 된다. 모든 것들은 서로 사슬로 연결되어 있고 실로 묶여

있으며 사랑으로 이어져 있으니.

그대들이 일찍이 어떤 한 순간이 다시 오기를 소망한 일이 있다면,

“너, 내 마음에 든다. 행복이여! 찰나여! 순간이여!”라고 말한 일이

있다면, 그대들은 그로써 모든 것이 회귀하기를 원했던 것이다!

모든 것이 새롭고, 모든 것이 영원한, 모든 것이 사슬로 연결되고,

실로 묶여 있고 사랑으로 이어져 있는, 오, 그대들은 이런 세계를

사랑한 것이 된다.

그대 영원한 존재들이여, 이러한 세계를 영원히, 그리고 항상 사랑

하라. 그리고 고통을 향해서도 “사라져라, 하지만 다시 돌아오라!”고

말하라. 모든 기쁨은 영원을 원하기 때문이다!152)

152) Za Ⅳ, Das Nachtwandler-Lied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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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니체가 말하는 ‘사랑’은 모든 것을 연결시키고 서로 끌어당김으

로써 하나의 전체적인 필연성의 세계를 만들어내는 근원적인 결합의 원

리이다. 이는 엠페도클레스적인 필로테스의 원리이다. 엠페도클레스는 세

계의 근원적인 힘을 사랑(philotēs)과 불화(neikos)라는 두 개의 힘으로

보았다. 심플리키오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학」주석』에서 엠페

도클레스의 사랑과 불화의 원리에 대해서 이렇게 전한다.

어느 때에는 사랑(Philotēs)에 의해 그것들 전부가 하나로 합쳐지나,

다른 때에는 불화(Neikos)의 미움에 의해 제각각 따로 떨어지기 때

문이네.(157. 25 이하)153)

증오(Kotos) 속에서는 저마다 다른 모양들이고 모두 뿔뿔이 흩어지

지만, 사랑(Philotēs) 속에서는 함께 모여들고 서로를 간절히 바라

네.(159. 13)154)

어느 때에는 사랑에 의해 하나의 질서(hen kosmos)로 합쳐지다, 다

른 때에는 다시 불화의 미움에 의해 제각각 따로 분리되다 하면서

(…) (33. 18)155)

엠페도클레스는 이 세계, 자연의 근본적인 원질, 아르케(Archē)를 물,

불, 공기, 흙이라는 네 원소(stoicheia)로 보았고, ‘사랑’과 ‘불화’라는 두

힘을 이 원소들의 원인(aitia)이자 세계 전개 과정의 근본 원인으로 보았

다. 엠페도클레스가 말하는 ‘사랑’은 모든 것의 결합의 원리로서 만물을

서로 끌어당기고 연결시키며, 조화와 통일과 질서를 만들어내는 원리이

다. 반대로 불화는 분리의 원리로서 모든 것을 각각 떨어지게 하고 서로

153) 『소크라테스 이전 철학자들의 단편 선집』, 김인곤, 강철웅 외 옮김, 아카

넷, 2005, p. 357.

154) 같은 책, p. 362.

155) 같은 책, p. 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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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발하게 하며 분열과 다양성을 만들어내는 원리이다.

니체가 말하는 영원회귀의 실재는 이러한 만물의 결합과 조화의 원리

인 사랑의 힘이 주재하는 세계이다. 영원회귀의 실재는 모든 것, 모든 사

건들이 서로 연결되고 얽혀 있는 세계, 근원적으로 사랑에 빠져 있는 세

계, 사랑으로 서로 연결된 전체성으로서의 실재이다. 현상계로서의 실재

는 각각의 사물들이 상호 분리되고 개별화되어 있는 다수성의 세계로 존

재하지만, 현상 이면의 근원적인 디오니소스적 실재는 이처럼 모든 것이

상호연관된 전체적 필연성으로서의 세계, 사랑의 원리가 지배하는 세계

이다. 힘에의 의지와 영원회귀 사유에 나타나는 니체의 근원적인 통찰은

바로 이러한 ‘사랑으로 연결된 실재’에 관한 것이다. 이러한 실재를 사랑

하는 것이 곧 삶을 그 자체로 긍정한다는 것의 의미이다. 삶을 그 자체

로 긍정한다는 것은 곧 영원회귀를 원한다는 것이며, 영원회귀의 실재를

사랑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초월적․목적론적 형이상학에 대한 반대를 함축하고 있다. 목

적론적 형이상학이 가르치는 것은 초월적 이상의 세계에 대한 끝없는 동

경과 이 세계, 삶, 실재에 대한 끝없는 가치폄하이기 때문이다. 실재에

대한 사랑은 고통의 긍정을 내포한다. 즉 그것은 고통의 존재를 근거로

삶을 부정하지 않으며, 아무런 고통도 없는, 실재성이 제거된 초월적 세

계를 열망하지 않는 태도이다. 실재에는 기쁨과 고통의 양면이 항상 존

재하며, 고통조차 긍정할 수 있는 것이 삶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태도이

다.

왜냐하면 모든 기쁨은 자기 자신을 원하며, 그 때문에 가슴이 미어

질 듯한 고통까지도 원하기 때문이다! (…) 그대들, 보다 높은 인간

들이여, 기쁨은 영원을 원한다는 것을 터득하도록 하라. 기쁨은 모

든 것들의 영원을, 깊디깊은 영원을 원한다는 것을!156)

156) Za Ⅳ, Das Nachtwandler-Lied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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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영원회귀의 실재를 긍정하고, 이 세계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자는 보다 높은, 고귀한 인간들이다. 이들은 초월적․목적론적 이념

들의 노예가 아니기에, 다수, 소인들, 무리, 동일자가 아니다. 이들은 실

재를 긍정하고 사랑할 수 있을 만큼 강하고 고귀한 영혼의 소유자들, 새

로운 가치 창조의 주체들이다. 영원회귀의 실재를 긍정하는 이러한 사랑

의 창조자들로 인하여 동일성의 권태로운 반복은 극복된다. 들뢰즈 역시

영원회귀 사유가 의지를 전적인(entier) 것으로 만들며, ‘의지=창조’라는

등식을 성립시킨다고 말함으로써 영원회귀 사유를 니체의 창조 개념과

연결시키고 있다.157)

한편으로 아렌트(Hannah Arendt)는 니체의 영원회귀 사유가 ‘생성의

무죄’와 ‘의지에 대한 거부’를 설명하는 데 기여한다고 보면서, 이것을 어

떤 내적 목적이나 목표도 없고 책임이나 죄로부터 자유로운 존재를 정당

화하는 사유라고 해석한다. 따라서 아렌트는 니체의 영원회귀 사유와 자

유의지론 부정을 근대적 진보의 관념, 낙관주의에 대해 반대하는 니힐리

즘으로 규정한다. 아렌트는 영원회귀를 직선적 시간 구조에 대립하는 동

일자의 반복으로, 따라서 아무런 발전도, 진보도 가능할 수 없는 니힐리

즘으로 이해하고 있다.158)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목적론적 형이상학에 대한 니체의 비판의 의미

를 오해한 데서 비롯된다. 니체의 목적론 비판은 개체의 내부에 아무런

목적이나 목표가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세계를 근거짓거나 방향짓는

초월적 목적에 대한 거부이다. 즉 그것은 신학적 세계관과 서양 근대의

선형적 목적론에 공통적인 ‘목적’ 개념에 대한 총체적 부정으로서의 니힐

리즘일 뿐이며, 인간 내부에 아무런 목표가 없다거나 발전을 거부한다는

의미의 니힐리즘의 선언이 아니다. 니체가 서양의 근대적 진보 개념에

대해서 비판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니체는 그러한 그리스도교적 세계

157) G. Deleuze, N ietzsche et la philosophie, Paris: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1962, p. 78 참조.

158) H. Arendt, “Nietzsche’s Repudiation of the Will”, N ietzsche : Critical
Assessments, VolumeⅡ, edited by Daniel W. Conway with Peter S. Groff,
London ; New York : Routledge, 1998, pp. 7-1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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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목적론적․이상주의적 진보에 대한 서구인의 믿음에 대해서 회의하는

것이지, 세상의 더 나은 발전의 가능성과 당위성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

이 아니다. 니체의 위버멘쉬는 무엇보다도 인류를 고양시키고 인류의 정

신과 문화를 발전과 성숙으로 이끄는 창조의 주체이기 때문이다. 앞에서

인용한 니체의 구절에서 보듯이 니체는 영원회귀 사유, 실재의 긍정의

사유를 보다 높은, 고귀한 인간의 사유로 보고 있다. 니체가 의미하는 고

귀한 인간이란 자기 내부에 인류의 미래를 위한 목표와 책임의지와 사명

감을 지니고 있는 인간이다. 따라서 아렌트의 해석은 니체의 목적론적

형이상학 비판을 그릇되게 확대해석함으로써 니체의 영원회귀 사유를 개

체의 내면에 어떤 목표도 없고, 변화나 발전이나 진보의 세계상도 기대

할 수 없는 동일성의 무한반복으로서의 니힐리즘으로 판단한 것이다. 그

러나 니체의 영원회귀가 내포하고 있는 핵심적 의미는 동일성이 아닌 생

성적 실재의 긍정이며, 따라서 니힐리즘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니힐리즘

의 극복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실재의 긍정과 사랑의 사유로서의 영원회귀는 인간에 대해 “최대의 무

게(grösstes Schwergewicht)”로 작용하는 중대한 명령이기도 하다. 니체

는 다음과 같은 하나의 극단적인 가정을 통해 인간의 삶에 대한 이 최대

의 중력의 사상에 대해 말하고 있다.

최대의 무게.― 어느 낮 혹은 어느 밤에 한 악령(Dämon)이 가장

깊은 고독 속에 잠겨 있는 네 뒤로 살며시 다가와 다음과 같이 말

한다면 너는 어떻게 할 것인가. “네가 현재 살고 있고 지금까지 살

아온 삶을 다시 한번, 나아가 수없이 반복해서 살아야만 한다. 거기

에는 무엇 하나 새로운 것은 없을 것이다. 모든 고통과 기쁨, 모든

사상과 탄식, 그리고 너의 삶의 일일이 말할 수 없이 크고 작은 일

들이 다시금 되풀이될 것이다. 모든 것이 같은 순서로 되돌아올 것

이다. 나무들 사이의 이 거미와 달빛도, 지금 이 순간과 나 자신도.

존재의 영원한 모래시계는 거듭 다시 뒤집혀 세워지고 티끌 중의

티끌에 불과한 너 역시도 모래시계와 함께 그렇게 될 것이다.” 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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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에 몸을 내던지며 그렇게 말한 악령에게 이를 갈며 저주를 퍼붓

지 않겠는가? 아니면 너는 그 악령에게 “너는 신이다. 나는 이보다

더 신성한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했노라!”라고 대답할 엄청난 순간

을 체험한 적이 있는가? 이러한 사상이 너를 지배한다면 그것은 현

재의 너를 변화시킬 것이며 아마도 분쇄해 버릴 것이다. 그리고 “너

는 이것이 다시 한 번, 또는 수없이 반복되기를 원하는가?”라는 물

음이 모든 경우에 최대의 중력으로 너의 행위 위에 놓일 것이다!

이 최종적이고 영원한 확인과 봉인 그 이상의 어떤 것도 원하지

않기 위해서 너는 얼마만큼 너 자신과 삶을 긍정해야 할 것인

가?159)

자신의 삶이 동일한 순서와 차례로 영원히 똑같이 반복한다는 니체의

이 말은 물론 과학적 사실에 대한 언명이 아니며, 하나의 가정, 가설로서

제시된 것이다. 이러한 극단적 회귀의 가설을 통해 니체는 하나의 존재

론적-윤리학적 문제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가정 앞에서 인간은 더 이

상 노예도덕(Sklavenmoral)에 따라 삶을 부정하며 살 수 없고, 새로운

도덕, 주인도덕(Herrenmoral), 자기긍정의 도덕에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

이다. 신에 의한 심판이나 보상이 아니라, 삶의 영원한 동일한 회귀라는

가정 앞에서, 인간은 자신이 진실로 원하는 바에 따라 스스로에게 후회

없는 삶을 살아야 하며, 자신의 삶을 자신의 의지에 따라 적극적이고 능

동적으로 선택하고 개척하며 창조해야 한다. 자신의 삶을 규율하는 모든

규준은 자신의 내부에 있어야 한다. 영원회귀 사유를 통해 노예도덕은

사라지고, 자기-도덕, 주인도덕이라는 새로운 윤리가 요청된다. 자신이

자신의 삶의 신이 된다.

그러나 니체가 말하는 이러한 긍정의 윤리는 단순히 신으로부터의 해

방, 굴종적인 노예도덕으로부터의 해방이 아니다. 이러한 긍정의 본질은

해방의 가벼움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명령의 무거움이며, 그 명령은

159) FW, Ⅳ.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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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 최대의 중력으로 삶 위에 놓이게 된다.

들뢰즈는 영원회귀 사유는 의지에게 실천적 규칙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우주론적 측면 외에 선택적이고 윤리적인 사유로서의 측면을 갖는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 규칙은 칸트의 규칙만큼이나 엄격한 것이며, 윤리적

사유로서의 영원회귀는 실천적 종합의 새로운 진술이라고 말한다.160) 칸

트의 정언명법이 보편적 법칙에의 복종과 의무에 대한 명령이라면, 니체

의 정언명법은 자신의 고유한 내적 법칙에 대한 존경과 복종이며, 자신

을 스스로 지배하고 규율하는 자기-창조, 자기긍정의 삶을 살아가라는

명령이다. 그리고 이것을 니체는 결코 절대자나 법칙으로부터의 ‘해방’이

아닌, 인간 자신에 대한 가장 무겁고 절대적인 ‘명령’으로 보고 있는 것

이다. 이런 의미에서 니체의 영원회귀 사유는 ‘긍정의 정언명법’이다. 초

월적 이념의 세계가 사라지고 인류의 실재성만이 영원히 반복될 뿐이라

는 이러한 관념 하에서는 인간 자신이 자기 삶의 주인이 되며, 역사의

주인이 된다. 신의 죽음과 영원회귀, 삶의 긍정, 주인도덕, 창조의 사유는

니체의 실재 개념이라는 전체성 안에서 모두 긴밀한 의미연관을 갖게 된

다. 이러한 의미연관 속에서 영원회귀 사유는 필연적으로 ‘운명애(amor

fati)’ 개념을 도출한다.

3) 생성의 무죄, 부정과 긍정, 르상티망과 운명애

니체의 ‘운명애(amor fati)’는 삶의 긍정의 최고의 고귀한 형식이다. 그

것은 운명에 대한 수동적 체념주의가 아니다. 운명을 체념하거나 자신의

삶의 방관자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고유한 삶의 바다에 깊이 뛰

어들라는 것이다. 이처럼 니체에게는 존재론적-윤리학적인 두 개의 큰

축이 있다. 하나는 ‘삶에 대한 부정’의 축이고, 다른 하나는 ‘삶에 대한

긍정’의 축이다.

삶의 부정이란 종래의 가치체계에 순응하는 데 불과한 삶, 자기 부정

160) G. Deleuze, N ietzsche et la philosophie, Paris: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1962, p. 7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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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삶이다. 이것은 이데아에 대한 모방자, 가치에 대해 노예적인 본성의

인간, 약자, 군축(群畜), 짐을 가득 실은 낙타, 역할을 연기하는 배우

(Schauspieler)의 삶이다. 자기를 긍정하지 못하는 자들은 자신을 방기하

고 이데아를 모방하고 연기하고 추종한다. 이들에게 유일한 실재는 이데

아일 뿐, 자기 자신이라는 자연, 삶은 그저 이데아를 모방해야 할 불완전

한 것으로 치부한다. 이것은 결국 본래적 자기에 대한 부정이며, 염세주

의이다.

반면에 삶의 긍정이란 스스로 가치를 창조하는 삶, 자기 자신이고자

하는 힘에의 의지의 삶이다. 이것은 자기긍정의 윤리이다. 자기긍정의 덕

을 지닌 자들에게는 유일하고 완전하며 가장 매혹적인 실재는 힘에의 의

지의 이 세계, 자연이다. 이들은 강자이며, 운명애를 지니고 있다. 이들은

이데아를 모방하지 않는다. 이들은 배우나 모방자가 될 수 없다. 이들의

원본은 동일한 ‘이상’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실재성’ 자체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자기-도덕, 주인도덕, 자기 책임에의 의지를 지니며, 니체에게는

이것이 진정한 덕(Tugend)이다.

니체에게 고통은 행복의 대립 개념이 아니다. 고통과 행복은 공존하며,

부정과 긍정은 공존한다.(“행복과 불행은 자매이며 쌍둥이이다.”161)) 삶

을 사랑하는 자는 고통 앞에서 도피하지 않으며, 고통을 극복하면서 행

복을 발견할 수 있고, 새로운 고도로 성장할 수 있다. 이것은 고대 그리

스 비극의 정신이다. 삶의 고통에도 불구하고 고통마저도 긍정하는 비극

정신을 니체는 ‘강함의 염세주의(Pessimismus der Stärke)’라고 부른

다.162) 약함의 염세주의는 힘의 하강, 삶의 부정, 데카당스, 허무주의를

의미하지만, 강함의 염세주의는 긍정을 위한 부정, 무(無), 회의이다. 그

것은 긍정으로 도약하기 위한 위대한 허무주의와 자기극복을 의미한다.

이처럼 니체에게 긍정은 부정을 통해서만 완수된다. 니체의 긍정 개념은

부정 개념을 요구한다. 니체에게는 부정 없는 긍정은 긍정이 아니며, 부

정을 통한 긍정만이 온전한 의미를 지니는 긍정이다. 따라서 니체의 ‘긍

161) FW, Ⅳ. 338.

162) GT, Selbstkritik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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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윤리’란 자신의 현재 상태를 숙명론적, 체념적으로 긍정하거나 쾌락

주의적으로 살라는 명령이 결코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의 ‘최대의 중력’

을 지닌 정언명법, 자기극복이라는 하나의 부정을 통한 긍정, 운명애에

대한 준엄한 명법이다.

이러한 운명애에서 중요한 것은 르상티망(ressentiment)을 갖지 않는

것이다. 니체는 르상티망, 즉 원한 감정을 노예도덕의 특징으로 간주한

다.

도덕 속에서의 노예반란은 르상티망 자체가 창조적이 되고 가치를

낳게 되는 것과 함께 시작된다. 이 르상티망은 고유의 반응, 행위의

반응을 하지 못하고 오로지 상상의 복수를 통해서만 자신이 해롭지

않다고 여기는 존재들의 르상티망이다. 고귀한 모든 도덕이 자기

자신을 의기양양하게 긍정하는 것에서 자라나는 반면에, 노예 도덕

은 처음부터 ‘밖에 있는 것’, ‘다른 것’, ‘자기가 아닌 것’을 부정한다.

그리고 이러한 부정이 노예의 창조적인 행위이다.163)

여기서 르상티망, 원한을 품는다는 것은 타자에 대한 부정의 감정, 복

수욕, 증오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행동으로는 복수하지 못함으로써 마음

속의 복수욕이 더욱 증폭되는 심리와 감정을 의미한다. 이러한 르상티망

의 본능을 비판한다고 해서 니체가 복수 행위를 장려하는 것으로 보아선

안 된다. 원시적인 복수욕에 의해 가시적인 행동으로 복수하는 것 역시

도 해로운 것임은 마찬가지다. 그러나 행동으로 복수하지 못하고 타자에

대한 상상의 복수, 원한을 품는 것은 더욱 해로울 수 있다. 왜인가? 마음

속의 르상티망은 비가시적이기에 더 오래 지속되는 경향을 지닐 뿐만 아

니라 비가시적인 간교한 책략으로 더욱 무시무시하고 악한 결과를 초래

하게 된다. 따라서 르상티망의 도덕, 노예의 도덕은 인류의 삶을 점차적

으로 왜곡시키고 몰락의 길로 인도한다. 르상티망을 품은 자들이 인류

163) GMⅠ.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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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에 해롭다고 평가될 수 있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

르상티망의 도덕, 노예 도덕에서 타자 부정은 자기 긍정의 지반 위에

서의 부정이 아니다. 노예 도덕은 자기 부정과 타자 부정의 도덕이며, 그

의 창조적 행위는 오로지 이러한 부정이다. 반면에 주인 도덕에서의 타

자(외부의 동일성) 부정은 근원적으로 자기 긍정의 지반 위에서 생성되

며, 그 부정은 또다시 긍정에 의해 지양된다. 이러한 긍정이 주인 도덕에

서의 창조이다. 르상티망을 갖지 않는다는 것은 이러한 주인 도덕의 특

성이며, 그것은 강자의 덕이다. 그것은 자신의 과거의 시간을 후회하거나

외부의 대상, 타자에 대한 증오와 복수욕을 품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것

이 바로 위대한 건강, 즉 자기를 긍정한다는 것의 의미이다.

네하마스는 니체의 영원회귀의 핵심을 이러한 ‘삶의 긍정’과 ‘르상티망

으로부터의 해방’이라는 윤리학적 테제에서 찾는다. 그는 니체의 『짜라

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서 다음 구절을 인용한다. “과거를 구제하

고 모든 ‘그랬었다’를 ‘나는 그렇게 되기를 원했다’로 전환하는 것, 내게

는 비로소 그것이 구제다!”164) 이에 대해 네하마스는 현재를 긍정한다는

것은 현재에 이르도록 했던 모든 과거를 긍정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과

거의 의미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미래와의 관계 속에 있는 것이고, 미래

가 아직 오지 않은 시점에서 과거의 의미는 항상 열려있다. 네하마스가

말하는 니체의 긍정의 의미는 과거를 현재의 내가 되기 위한 필요충분조

건으로 받아들이고, 그러한 지반 위에서 자신의 전체적인 삶을 긍정하는

것이다.165)

모든 “그랬었다.”를 “나는 그렇게 되기를 원했다.”로 변형시키는 것. 그

모든 역경과 시련과 외부의 방해와 훼방과 삶의 좌절, 굴절, 왜곡, 그 무

섭고도 끔찍했던 시간들이 모두 지금의 나를 있게 한 숙명적 자산이었음

을 긍정하는 것,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어떤 존재가 되기도 바라지 않

164) Za Ⅱ, Von der Erlösung.

165) A. Nehamas, “The Eternal Recurrence”, N ietzsche : Critical
Assessments, VolumeⅡ, edited by Daniel W. Conway with Peter S. Groff,
London ; New York : Routledge, 1998, pp. 260-26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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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 이데아를 갈망하지 않는 것, 자신을 결코 ‘결여의 존재’로 간주하

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니체가 말하는 긍정이며, 운명애이다.

인간에게 있는 위대함에 대한 나의 정식은 운명애다. 앞으로도, 뒤

로도, 영원히 다른 것은 갖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 필연적인 것을

단순히 인내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은폐는 더더욱 하지 않으며―

모든 이상주의는 필연적인 것 앞에서는 허위다―, 오히려 그것을

사랑하는 것이다…166)

이처럼 운명애란 운명, 필연성에 대한 인식과 긍정이다. 이러한 운명애

의 인간은 “수수께끼를 푸는 자, 우연을 구제하는 자”167)이다. 수수께끼

를 푼다는 것은 이 영원회귀로서의 세계, 무수한 원인들이 상호연관된

필연성의 실재를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로써 모든 우연은 필연성으

로 전환되며, 모든 과거는 구제된다. 개별자의 힘에의 의지는 영원회귀하

는 실재, 전체성으로서의 생성적 실재 안에서 수많은 사건들의 인과와

필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168) 개체는 영원히 회귀하는 전체성으로서의

실재 안에서만 의미를 갖는다. “실재에 있어서 목적이라는 것은 없다…

인간들은 필연이며, 한 조각 숙명이다.”169) 따라서 운명애란 목적론적인

초월적 세계가 아닌 영원회귀의 실재 자체를 긍정하는 것이며, 그 전체

로서의 실재 안에서의 자신의 삶의 필연성을 전적으로 긍정하고 사랑할

166) EH, Warum ich so klug bin. 10.

167) Za, Ⅲ. Von alten und neuen Tafeln 3.

168) 스탬보(Joan Stambaugh)는 니체가 목적론을 거부하면서 동시에 기계론도

거부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는 오히려 니체에게서 나타나는 ‘필연성’은 기계

론적 결정론에 따른 필연성이 아니라 스피노자와 유사한 필연성이라고 본다.

스피노자에게는 필연성과 자유가 동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스탬보는 니체의

필연성은 내적 필연성으로서 어떠한 외부적 힘에 강제되는 것에 반대되는 것

이며, 목적이 없는 이러한 내적 필연성이 니체의 생성 개념이라고 말한

다.(Joan Stambaugh, “Thoughts on the Innocence of Becoming”, N ietzsche
: Critical Assessments, VolumeⅡ, edited by Daniel W. Conway with Peter
S. Groff, London ; New York : Routledge, 1998, pp. 388-401 참조.)

169) GD, Die vier grossen Irrthümer. 8.



107

수 있는 힘이다. 운명애는 고귀한 인간, 강자만이 지니는 본성이다. 이러

한 운명애를 니체는 자신의 가장 내적인 본성, 자연이라고 말한다.

나의 가장 내적인 본성이 가르쳐주듯이, 높은 곳에서 바라보면 모든

것은 다 필연적이며, 거시경제적 의미에서는 모든 것은 다 그 자체

로 유용한 것이기도 하다. 그것들을 사람들은 견뎌야 할 뿐 아니라

사랑해야 한다… 운명애: 이것이 나의 가장 내적인 본성이다.170)

자신의 운명을 전적으로 사랑할 수 있음은 곧 창조적 삶의 기반이다.

삶을 창조한다는 것은 지속적인 자기극복이다. 그것은 자신의 운명의 모

든 실재성과 가혹한 진리에 대한 절대적 긍정이다. 따라서 이것은 가치

를 생성하는 강자의 본성, 강자의 윤리이다.

르상티망을 갖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은 ‘위대한 건강’의 징표이다. 위대

한 건강, 실재의 긍정, 주인도덕, 창조적인 생성의 윤리란 자신의 존재를

극복하면서 긍정하고, 긍정하면서 극복하는 것이다. 과거의 역경과 고통

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보다 높은 새로운 진리를 얻고 자신의 영혼을 성

장시켰다고 생각한다면, 과거의 자신과 타자에 대한 르상티망에 삶을 낭

비할 이유가 없다. 그는 고통의 극복으로부터 획득한 자신의 고귀한 인

식으로부터 새로운 법칙을 정립하고 가치를 창조한다. 강자는 고통을 통

해서 자신을 극복하면서 성장한다.

다음의 니체의 문장은 이를 잘 보여준다. “삶의 사관학교

(Kriegsschule des Lebens)로부터. ―나를 죽게 하지 않은 것은 나를

더욱 강하게 만든다.”171) 여기서 니체는 삶을 사관학교, 군사학교에 비유

하고 있다. 삶은 한편으로 군사학교 같은 엄혹한 훈련과 고난의 장소이

다. 고귀한 인간에게 고통과 자기극복은 위대한 목표, 다수에 대한 책임

의식, 새로운 가치 창조에의 강한 열망과 의지에 기인한다. 고귀한 인간,

강한 인간은 삶이 달콤한 행복의 연속이기를 바라지 않는다. 그것은 진

170) NW, Epilog 1.

171) GD, Sprüche und Pfeile.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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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 삶이 아니며, 실재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교적․플라톤주의적

전통의 서양 형이상학은 이 세계, 실재를 고통으로 간주하며 그러한 고

통이 없는 반(反)실재적․초월적 세계로 도피한다. 그러나 니체는 삶에

서 마주치는 고통을 부정하지 말 것과 고통을 극복함으로써 실재를 긍정

하고 자신의 존재를 강화하고 성숙시킬 것을 역설한다. 고통조차 긍정할

수 있는 것은 강자의 미덕이다. 그는 이러한 자기극복을 통해서 삶에 대

한 절대적 긍정의 윤리로 나아간다.

반면에 고통으로부터 아무것도 배운 것이 없는 자들은 그 고통의 원인

을 찾아내어 르상티망을 품게 된다. 상술했듯이 이러한 원한 감정, 복수

욕에 포박되는 것을 니체는 약자와 노예적 인간의 전형적인 양상으로,

삶을 끝없이 하강시키는 부정적․반동적인 감정의 형태로, 데카당스로

본다. 이러한 자기부정은 인간의 능동적 생성과 전진을 가로막고, 끝없는

원한 감정과 복수심의 연쇄라는 질병에 자신을 내맡기게 된다. 이러한

약자들은 자신의 삶에 대한 부정, 뿌리깊은 불만족, 결여의 감정, 타자에

대한 원한 감정으로 인해서 자신의 삶을 긍정하고 성장하고 창조하기보

다 타자에게, 강자에게 복수심을 갖는 데 골몰한다. 여기서 강자는 물론

현실적인 지배권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삶에 대한 절대적 긍정, 자

기 신뢰의 덕을 지닌 자, 작용적이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인간을 뜻한다. 반면, 여기서 약자는 원한과 질투와 시기와 증오와 복수

심의 인간, 수동적이고 반동적이고 부정적인 인간, 무리도덕의 인간, 동

일자를 의미한다.

니체는 르상티망이라는 염세주의적 질병에서 벗어나 위대한 건강을 찾

을 수 있는 해법, 새로운 삶의 윤리를 제시해준다. 과거의 모든 고통, 고

난을 자신이 자기 자신의 성장을 위해 선택했고, 의욕했고, 원했다고 생

각하는 것. 삶을 ‘전체성’의 관점에서 보는 것. 영원히 변화하고 순환하고

회귀하는 생성의 원리, 영원회귀의 원리를 이해하며 긍정하는 것. 이러한

실재에 대한 긍정과 사랑의 토대에서는 르상티망이라는 나약한 감정, 정

신의 감옥에 속박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 모든 고통은 삶의 전체성의

관점에서 자신의 가장 깊은 곳의 힘-의지가 원한 것이고, 결국 자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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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했던 것이었다고 여기는 최고의 긍정, 운명애, 이것이 ‘인간의 자기

극복’이며, 강자의 도덕이다. 이것은 위버멘쉬 사유로 연결된다. 위버멘쉬

의 토대는 바로 이러한 ‘위대한 긍정’이다. 그것은 원한과 복수로 가득한

부정의 악순환이 아니라 사랑과 창조의 여정으로서의 긍정의 영원회귀이

다.

니체는 인간은 그 실재(Realität)에 있어서는 그지없이 경탄스럽고 경

외받을 만한(verehrungswürdig) 존재라고 말한다.172) 이는 생성의 무죄,

즉 영원회귀하는 실재의 무죄에 대한 언급이다. 그리고 생성을 단죄하는

초월적 이상들(Idealen)의 배후에는 “무(Nichts)”가 있을 뿐이며, 더 나아

가 “무가치한 것, 온갖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것, 병든 것, 비겁한 것, 피

로한 것, 자신의 삶을 다 마셔버린 잔에 남아있는 온갖 종류의 쓰레기”

를 발견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한다.173) 인간은 그 실재성에 있어서 왜 그

토록 경외받고 존경받을 만한가? 인간이라는 존재는 고통의 미궁을 헤쳐

나가면서 자신을 극복하고 자신을 초월하여 변화해나갈 수 있는 생성적

존재이기 때문이다.

이렇듯 니체의 영원회귀와 실재의 긍정에 대한 사유는 “생성의 무죄

(Unschuld des Werdens)”라는 관념과 연결된다. 삶은 영원한 생성이며,

생성의 영원회귀이고, 이것이 자연의 원리라면, 생성을 죄(책임, Schuld)

로 간주하는 전통 형이상학과 그것의 자유의지론은 삶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이다. 이로써 니체의 실재론, 자연 존재론, 영원회

귀 사유는 그리스도교적 원죄 관념을 부정한다. 니체의 관점에서 그리스

도교적 형이상학은 자연 자체, 인간의 존재 자체, 곧 생성을 단죄하는 것

에 다름 아니다. 이것은 인류의 노예도덕을 야기한다. 이에 대해 니체는

자연, 생성, 삶은 본래적으로 무죄라는 것을 역설한다.

전통 형이상학이 존재(파르메니데스적 존재, 고정불변의 초월적 실재)

의 무죄, 순수를 주장한 동일성의 철학이었다면, 니체는 생성의 무죄, 순

수를 주장한 차이의 긍정의 철학, 삶의 긍정의 철학이다. 전자의 ‘순수’는

172) GD, Streifzüge eines Unzeitgemässen 32.

173) 같은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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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세와 르네상스 시기의 종교재판소와 같은 순수이다. 이는 차이와 다름

을 허용하지 못하는 폭력적이고 독단론적인 순수함이다. 전통 형이상학

적 순수는 생성․변화하는 실재가 아닌 이념의 세계에만 존재한다. 이

세계, 자연, 삶, 실재는 그 자체로 불순하고 불결하고 ‘죄 있는’ 어떤 것

일 뿐이다. 이러한 서구 전통 형이상학의 태도를 니체는 허무주의라고

명명한다.

Ⅲ. 실재와 진리

니체에게 있어 진리가 정당성을 지니는 근거는 오로지 생성적 세계라

는 실재성이다. 진리란 곧 실재이다. 니체 역시 전통 형이상학에서처럼

‘실재’ 개념을 ‘진리’ 개념과 등치시킨다. 그러나 이 경우의 니체의 실재

개념과 전통 형이상학에서의 실재 개념은 전혀 상이한 사태를 지시함을

앞에서 살펴보았다. 한편 니체의 관점주의 사유는 전통적인 초월적 형이

상학에서의 독단론적 진리에 대항하는 것으로서의 의의를 지니며, 개별

적 힘에의 의지들의 다양한 해석으로서의 세계상을 설명하는 것일 뿐,

진리의 상대성을 궁극적인 철학적 사유로서 주장하기 위한 이론이 아니

다. 니체 철학의 궁극적인 지향점이 담긴 개념은 ‘창조’이기 때문이고, 창

조적 힘에 대한 긍정을 통해 다양성 또한 보증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

다. 본 논문에서는 니체의 진리 개념을 힘에의 의지와 영원회귀로서의

실재, 즉 그 안에서 모든 사건들이 상호연관을 맺고 있는 전체로서의 실

재, 통일성인 동시에 다양성으로서의 실재에 대한 인식과 관련하여 논하

고자 한다. 그로써 니체의 관점주의가 인식론적 허무주의가 아닌 보다

적극적인 함의를 지니고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니체에게서 실재는 곧

창조의 토대이며, 따라서 진리는 궁극적으로 가치 창조의 문제와 연결된

다. 니체 철학에서 진리에의 의지는 곧 창조에의 의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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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점주의와 실재

진리는 힘에의 의지들로서, 다수의 관점적 해석의 양상들로서 존재한

다. 니체의 사유를 해석학적, 인식론적 측면에서 바라볼 때 니체의 관점

주의(Perspektivismus)의 문제와 마주치게 된다. “관점주의적인 것이란

모든 생명의 근본조건”174)이다. 그것은 모든 생명 각자의 힘에의 의지이

다. 관점적 세계 해석의 다수성은 모든 생명의 힘에의 의지들의 개별성

과 차이에 근거한다. 즉 니체의 관점주의가 니체 철학 안에서 갖는 의의

는 실재의 본질로서의 힘에의 의지를 해석학적, 인식론적 측면에서 다시

한번 환기시켰다는 데 있다.

앞에서 본 논문은 실재의 본질로서의 힘에의 의지가 통일성과 다수성,

전체성과 개별성으로서의 의미를 동시에 지니는 포괄적인 개념임을 살펴

본 바 있다. 이에 따라 관점주의는 일차적으로, 현상적인 세계에 다수의

힘에의 의지들이 존재한다는 것, 사물을 보는 시각과 이해와 해석의 다

양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의 설명은 아직은

‘철학적 설명’이 아니며, 단지 관점주의에 대한 피상적 이해에 불과하다.

단순히 해석의 다양성을 주장하는 것은 니체의 관점주의의 궁극적인 철

학적 의미가 아니기 때문이다.

니체는 칸트의 선험적 종합판단의 능력에 대한 이론에 문제를 제기한

다. 칸트는 “어떻게 선험적 종합판단이 가능한가?”라고 묻고 “하나의 능

력에 의해서(Vermöge eines Vermögens)”라는 ‘물음의 반복’으로서의 대

답을 한 것에 불과하므로, 칸트의 저 물음 자체를 변경해야 한다는 것이

다. 니체가 제시하는 변경된 다른 물음은 “왜 그러한 판단에 대한 믿음

이 필요한가?”라는 물음이다. 이처럼 니체는 기존의 물음, 문제제기의 형

태를 바꾼다. 니체에게는 항상 “왜”(근원적 동기와 원인, 본질적 근거)라

는 물음이 핵심적이다. 니체는 저 변경된 물음의 답을 “우리 같은 종(種)

174) JGB, Vorre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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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존재를 보존하기 위해 그러한 판단(선험적 종합 판단과 같은)은 참이

라고 믿어져야만 한다.”라고 말한다. 즉 그 판단은 잘못된 판단이며, 단

순한 믿음, 신념에 불과하다는 것, 근본적으로 선험적 종합 판단은 “가능

한 것”이 될 수 없으며, 우리에게는 그러한 판단을 주장할 권리가 없다

는 것을 니체는 말하고 있다. 단지 삶의 관점주의적 시각

(Perspektiven-Optik)에 속하는 하나의 표면적인 믿음이나 외관으로서

그 판단의 진리에 대한 믿음이 필요할 뿐이라는 것이다. 즉 그 삶의 관

점주의적 시각에 속하는 하나의 믿음으로서의 판단이 진리라고 믿고 싶

어할 뿐이라는 것이다.175)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니체가 관점주의라는 개념을 통해 철학적 독

단론과 그것의 초월적․보편적 진리에 적극적으로 대항하고 있다는 점이

다. 즉 모든 판단은 해석이며, 그것은 자신의 힘에의 의지의 투영이라는

니체의 말은 일차적으로 독단론적 철학에 대항하기 위한 테제인 것이다.

독단론적 철학은 절대적이고 객관적이고 보편타당한 확실한 진리에 대해

서 말하지만, 그것을 절대적 객관성을 지닌 보편타당한 진리라고 믿고

싶어하는 개별자의 특정한 힘-의지가 존재할 뿐이라고 니체는 역설하는

것이다. 따라서 목적론적, 초월적인 이념들과 관련하여 전통 철학자들,

형이상학자들이 ‘진리’의 문제로 간주했던 것을 니체는 ‘가치 평가’와 ‘믿

음’의 문제로 전환한다.

형이상학자들의 모든 논리적인 추론 과정의 배후에는 이러한 방식

의 가치평가가 있다. 그들은 이러한 자신들의 ‘믿음’에서 그들의 ‘지

식’을, 격식을 갖추어 마침내 ‘진리’라고 명명하게 되는 그 무엇을

얻으려고 노력한다. (…) 형이상학자들이 보증했던 저 일반적인 가

치평가와 가치 대립은 아마 단지 표면적인 평가가 아닌지, 단지 잠

정적인 관점이 아닌지, 아마도 아래에서 위를 보는 하나의 시각, 화

가들에게 통용되는 표현을 빌리자면 개구리의 관점 같은 것은 아닌

175) JGB 1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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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176)

지금까지 ‘진리’라고 명명되어왔던 것의 배후에는, 그것을 ‘진리’라고

가치 평가하고 싶어하고 ‘진리’로서 믿고 싶어하고 다수로 하여금 ‘진리’

라고 믿도록 만들고 싶어하는 형이상학자들의 강력한 욕망, 권력에의 의

지가 존재할 뿐이라고 니체는 보는 것이다. 형이상학적인 초월적 진리는

우물 안에서 개구리가 아래에서 위를 보는 것처럼 하나의 협소한 시각,

관점, 믿음에 불과할 뿐, 전체성으로서의 진리, 실재적 진리가 아니다. 따

라서 관점주의로써 니체는 초월적 진리, 반(反)실재적이고 반(反)자연적

인 진리가 주장하는 절대적 보편성과 객관적 확실성을 부정한다.

우리는 인식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전혀 기관(Organ)을 갖고 있

지 못하다. 우리는 인간 무리의, 인간이라는 종의 이해관심에 유용

한 바로 그 만큼만 ‘안다’.(혹은 믿는다. 혹은 상상한다.)177)

이러한 니체의 말에 담긴 의미는 인식과 진리의 문제 앞에서 겸허한

자세로 물러나고자 하는 것이 아니며, 인식론적 허무주의의 선언도 아니

다. 반대로 절대적으로 확실한 초월적 진리를 믿는 전통적인 인식론, 독

단론적 신앙에 대한 비판이며, 그 비판에는 진리는 초월적인 것이 아닌

실재적인 것이라는 하나의 적극적인 주장이 이미 내포되어 있다. 절대적

으로 확실한 객관적 진리에 대한 믿음은 인간의 생존의 필요성에 기인한

믿음이며, 하나의 관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객관적 진리가 아닌 객관적

진리에 대한 믿음, 관점이 있을 뿐이다. 여기서 관점이란 자신의 시각으

로 세계-사태를 인식하는 주체들의 특정한 삶의 근본조건(실재, 현실, 역

사적 지반, 물적-심리학적 토대), 즉 힘에의 의지를 의미한다.

니체의 이러한 관점주의 사상은 수많은 해석가들에 의해 인간 인식의

한계들에 관한 니체의 중요한 통찰로 다루어져왔고, 이것은 주로 니체의

176) JGB 2.

177) FW, Ⅴ. 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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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원주의나 가치 상대주의 정도로 해석되어 왔다.178) 그러나 니체의 관

점주의에 대한 이해에서 중요한 것은 단지 다양한 관점들, 다양한 세계-

해석들, 즉 다양한 힘에의 의지들이 존재한다는 피상적 언명이 아니라,

그 언명에 내포된 니체의 진정한 의도와 목적 및 어떤 ‘적극적인 주장’을

파악하는 것이다. 관점주의에 대해서, 그것이 단순히 다원주의나 가치 상

대주의적 의미에 한정될 수 없는 보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주장을 함축

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해야만 한다. 물론 관점주의는 다양한 해석 가능

성에 대한 긍정, 다원주의적 요소를 강하게 지니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관점주의에 담긴 가장 낮은 단계의 일차적인 의미일 뿐이며 궁극적이거

나 본질적인 의미가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관점주의에 대한 이해의 범위를 보다 넓고 깊게 함으

로써 니체의 철학적 진의에 접근해야 한다. 관점주의를 오로지 다원주의

에 한정해서만 이해하는 것은 위험하다. 왜냐하면 진리 다원주의는 아무

리 부인하려 해도 결국 진리 허무주의의 선언(‘진리는 없고 각자의 해석

만이 존재한다’)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으며, 그러한 허무주의적 다원주

의, 무정부주의적 다양성은 니체가 가장 경계하던 사태이며, 진리에서 가

장 멀어지는 비진리의 사태이자, 니체 철학의 전체 맥락에서 볼 때 가장

일관성 없는 결론이기 때문이다. 니체가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했던 것은

‘진리’, ‘실재’이며, 그것에 토대한 가치 창조,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창조

적 힘일 뿐, 단지 가치 상대주의나 진리 허무주의가 아니다. 따라서 니체

의 관점주의를 니체 철학의 전체 맥락에 의거하여 그 의미를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

관점주의가 다양한 힘에의 의지와 다양한 해석 가능성을 인정함으로써

178) 이러한 방식의 해석으로서 본 논문에서 참조한 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Rex Welshon, “Saying Yes to Reality: Skepticism, Antirealism, and

Perspectivism in Nietzsche's Epistemology”, Journal of N ietzsche Studies,
Issue 37, 2009, pp. 23-43.; Brian Lightbody, “Nietzsche, Perspectivism,

Anti-realism: An Inconsistent Triad.”, European Legacy, Vol. 15 Issue 4,
2010, pp. 425-438.; R. Lanier Anderson, “Truth and Objectivity in

Perspectivism”, Synthese Vol. 115, 1998, pp.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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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의 한계를 설정한다는 것은, 바로 독단론적 철학, 초월적․목적론적

철학에서 말하는 초월적이고 반실재적인 진리에 대해서 인식의 한계를

설정해준다는 의미일 뿐이다. 즉 니체의 관점주의는 일차적으로 철학적

독단론을 비판하고 그것에 대항한다는 ‘대항적’ 의미를 지니지만, 관점주

의의 의의는 이러한 소극적 의의에 그치는 것은 아니다. 니체가 표명하

고자 하는 적극적 사유, 관점주의의 적극적 의의는 단순히 대항적 의미

나 진리 상대주의, 진리 허무주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통적인 진리,

독단론적․초월적 진리에 대한 비판을 통해 실재의 진리를 향한 적극적

인 탐구의 가능성을 개시해준다는 데 있다. 그리고 이것은 니체의 궁극

적인 테제인 창조 테제로 정향된다.

결국 관점주의를 통해 니체가 지향하고 있는 것은 진리의 부정이나 회

의가 아니라, 지금까지 금지되어온 실재로서의 진리에 대한 가장 적극적

인 옹호와 추구이다. “우리는 금단의 것을 찾으려 애쓴다.(Nitimur in

vetitum) : 이러한 표지 하에서 나의 철학은 언젠가는 승리할 것이다. 왜

냐하면 지금까지는 오로지 진리만이 철저하게 금지되어왔기 때문이다

.”179) 이러한 니체의 진리론은 단순히 인식론적 측면에 국한되지 않는다.

니체의 진리론은 인식론적, 존재론적, 윤리학적 함의를 모두 가지며, 따

라서 그 전체적인 사유 맥락에서 니체의 진리론을 해명해야만 한다.

니체에게 진리는 무수한 힘에의 의지들의 관점적 투영으로서 복수적인

것으로 나타나는 동시에 무규정적 일자이다. 그 일자로서의 진리, 상호연

관된 전체성으로서의 진리는 현상의 이면으로서 은폐된 것, 베일에 가리

워진 것이다. 니체에게는 그 은폐된 실재의 베일을 벗기는 것이 바로 진

리를 인식하는 것이다. 실재가 통일성인 동시에 다수성이고, 전체성인 동

시에 개별성이듯이 진리 역시 현상적으로는 다양한 해석들의 양상으로,

복수의 진리로 나타나지만, 근원적으로 진리는 상호연관된 전체적인 것

으로서의 일자이다.

179) EH, Vorwort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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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적 세계의 전체는 존재자들이 상호 연관되어 있는 전체이며, 조

작된 허구의 작은 세계들이 그 존재자들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것

이다. 이 경우 각 존재자들은 자신들의 힘, 욕망들, 경험들 속의 습

관들을 자신들의 외부에 투사하는 것이다.180)

니체에게 실재는 영원히 회귀하는 전체로서의 생성적 세계이며, 따라

서 진리는 근원적으로 전체성이다. 다수의 작은 세계들, 다양한 관점들,

수많은 개별적인 해석들은 진리처럼 보일지라도 본질적으로 각자의 힘-

의지에 의해 조작된 허상들이다. 뮐러 라우터는 이러한 “조작된 허구의

작은 세계들”을 인간 각자가 가지고 있는 관점적인 세계들, 각자의 힘에

의 의지가 구성하는 세계들로서 설명한다. 세계는 힘들의 세계이며, 모든

힘은 각자 자신의 영역을 설정하고 작은 세계들을 만들어낸다. 이 개별

적인 세계들은 다른 힘들의 세계에 대항해 독립적인 것이 아니며, 그들

은 다른 힘들, 다른 작은 세계들과 연결되어 있다.181)

따라서 관점주의라는 개념을 통해 니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종래의

보편적․초월적 진리라는 허상에서 벗어나 실재, 자연, 현실을 해석하는

인간 각자의 관점적 고유성과 의지이다. “모든 힘에의 의지들은 해석한

다.”182) 그러한 해석은 필연적으로 복수적인 것, 다양한 것일 수밖에 없

다. 니체는 이러한 해석으로서의 힘에의 의지의 성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모든 것의 해석적 성격.

사건 자체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일어난 것은 한 무리의 현상들

이 해석하는 존재에 의해 해석되고 종합된 것이다.183)

180) NF Ⅶ-3, 34[247].

181) W. Müller-Lauter, “Nietzsche’s Teaching of Will to Power”, N ietzsche :
Critical Assessments, VolumeⅡ, edited by Daniel W. Conway with Peter
S. Groff, London ; New York : Routledge, 1998, pp. 215-218 참조.

182) 같은 글, p. 226.

183) NF Ⅷ-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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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텍스트가 무한히 많은 해석들을 허용한다. 하나의 “올바른”

해석은 존재하지 않는다.184)

뮐러 라우터는 이러한 해석의 다양성에 직면하여 어떤 해석이 더 참된

해석인가의 기준을 니체는 ‘보다 포괄적인 관점’에서 찾는다고 말한다.

즉 다양한 해석들이 각자 관점주의적 성격을 가질지라도 어떤 해석이 보

다 더 포괄적이면 그 해석은 보다 더 참된 것이 된다는 것이다. 즉 ‘보다

포괄적인 관점’이 서열의 높은 위치를 차지하게 되고 이와 함께 ‘힘과 권

리’를 지니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니체는 항상 우리가 다양한 관점에서

세계를 보고 가장 포괄적인 관점을 획득해야 한다고 말한다.185) 여기서

포괄적인 관점이란 상호연결된 전체로서의 생성적 실재의 필연성에 대한

인식을 통해 개개의 사물과 사건의 참된 의미를 이해할 수 있음을 시사

하는 표현이다. 즉 니체에게는 실재를 긍정할 수 있는 관점이 진리의 위

상을 획득한다. 니체에게 있어서 어떤 개체를 전체적인 것으로서의 실재

로부터 분리하여 그 자체로 독립적인 존재로 보려는 관점적 태도는 진리

가 아닌 가상, 허상, 비진리의 지위로 전락하는 해석일 뿐이다.

니체 사유에서 궁극적인 것은 단순히 다양성의 긍정이 아니라 고귀한

가치의 창조이다. 니체의 이러한 창조 사유와 창조적 힘에의 의지에 대

한 강조점 없이 다양성만 강조하게 되면, 그것은 필시 니힐리즘의 상태

로 퇴락하게 된다. 창조적 조직화의 긍정적 힘으로 고양되지 못한 상태

의 무정부주의적 다원주의나 상대주의는 동일성의 권력에 의해 포섭되기

에 가장 좋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창조적 힘들의 긍정으로부터만 오직

진정한 다양성과 차이로서의 실재는 구제되고 긍정될 수 있다.

184) 같은 책, 1[120].

185) W. Müller-Lauter, “Nietzsche’s Teaching of Will to Power”, N ietzsche :
Critical Assessments, VolumeⅡ, edited by Daniel W. Conway with Peter
S. Groff, London ; New York : Routledge, 1998, p. 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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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체성으로서의 진리

1) 실재의 전체성, 위안으로서의 진리와 삶의 고양으로서

의 진리

인간들은 전체에 속하며, 전체 안에 있다. (…) 전체의 외부에 존재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186)

여기서 전체란 곧 실재이며, 전체로서의 실재란 힘에의 의지와 영원회

귀의 실재이다. 니체에게 진리는 단지 인식론적 대상으로서의 의미가 아

니라, 근원적으로 존재론적, 우주론적 개념이다. 전체로서의 실재, 모든

사물들과 사건들의 상호연결의 실재의 근원적 본질이 진리인 것이다.

진리 인식이란 “실재에 대한 자유로운 시선, 신중한 손, 아주 사소한

것들에 대한 인내와 진지함, 인식의 정직성 전체”187)이다. 즉 진리는 초

월성이 아닌 실재성에 대한 인식이다. 진리 인식이란 “실재에 대한 긍

정”이며, “강자의 필연성”이다.188)

실재는 전체성(Ganzheit)이고, 진리는 이러한 전체로서의 실재에 대한

통찰이다. 이러한 진리는 인간에게 위안의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다. 니

체는 오히려 오류(Irrtum)가 위안을 주는 힘을 갖는다고 본다.189) 진리는

위안의 기능과는 반대의 기능을 한다. 편안한 위로를 주기보다 진리는

인간에게 충격을 주고 섬뜩한 공포에 빠뜨리고 지금까지의 평온했던 정

상성의 삶을 교란시킨다. 진리는 결코 병자를 위안하는 약이나 따뜻한

위로가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차갑고 건조하고 심지어 비인간적이고 냉

혹한 것으로 엄습한다. 그래서 니체는 이렇게 말한다. “아무리 용감하다

는 사람도 자신이 진정으로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용기를 갖고 있는 경

186) GD, Die vier grossen Irrthümer. 8.

187) AC 59.

188) EH, Die Geburt der Tragödie 2.

189) M 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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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는 드물다.”190) 진정으로 알고 있는 것, 그것은 곧 실재의 진리를 뜻한

다. 아무리 용감하다는 사람도 진정한 진리를 볼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드러내고 행할 수 있는 용기만큼은 갖기 어렵다는 것은, 진리가 그만큼

엄청난 용기와 정신의 강인함을 요하는 것이라는 의미이다. 진리를 위해

서는 실재를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그러나 그러한

진리의 고통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진리를 용기있게 구하려고 할 때, 고

통 속에서 인간은 진실로 구원받으며 비로소 삶을, 위대한 건강을 얻게

된다.

이로써 니체는 ‘인간을 위안(trösten)하는 데 그치는 진리’와 ‘삶을 고

양시키며 근원적으로 치유하는 진리’를 구별한다. 전자는 전통적인 형이

상학적 이상주의에서 구하는 진리이다. 더불어 그것은 무리짓는 인간, 만

물의 영장이라고 불리는 인간, 자연의 목적이라고 자칭하는 인간에게 공

리주의적인 이익이나 편안함을 혹은 마취된 행복을 주는 진리이기도 하

다.191) 이것은 보편적 진리, 휴머니티라고 말해지는 모든 것이다. 니체는

이러한 진리는 진정한 진리가 아니며 오히려 가상이라고 본다. 니체에

따르면 진정한 진리란 인류에게 위대한 건강을 가져다주고 보다 높은,

고귀한 인격을 형성하고, 인류를 성장시키고 삶을 증진하는 진리이다. 진

리, 참된 것이란 자연의 한 부분일 뿐인 인간에게 이익이나 위로를 주는

것과는 관계가 없다. 그러한 것이 진리라고 믿는 것은 그야말로 인간이

라는 종(種)의 종적 신앙에 불과하다고 니체는 말한다. 진리는 실재이며,

우주, 자연의 이치, 즉 상호연결된 전체적인 것(das Ganze)이다. 이러한

진리만이 삶을 구원하고 고양시킨다.

전체적인 것,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서의 진리는 강하고 악의

없고 기쁨과 평안에 가득 차 있는 영혼(아리스토텔레스의 영혼이

그러했듯이)에게만 존재한다. 이러한 영혼만이 진리를 구할 수 있

다.192)

190) GD, Sprüche und Pfeile. 2.

191) M 42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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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고 천진난만하고 기쁨과 평안으로 가득한 영혼, 이러한 영혼은 ‘작

은 자아’의 욕망에 속박되어 있지 않은 큰 영혼, 위대한 영혼(große

Seele)이다. 니체는 인간이 자기 자신이 되고자 하는 힘에의 의지만이 인

간을 고귀하게 만든다고 말하는데, 이 때 인간이 자기 자신이 된다는 것

은 전체성의 실재로부터 유리되어 자신의 독립적인 자아 안에 유폐된다

는 의미가 아니다. 니체는 말한다. “인간은 필연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낯

설다. 인간은 자기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다. 인간은 자기 자신을 혼동하

고 오해할 수밖에 없다.”193) 니체는 진리를 위해서 인간이 자신의 외부

보다 내부로 눈을 돌릴 것을, 자신의 고유한 내면에 대해 성실하고 정직

해질 것을 요청한다. 그러나 니체는 한편으로 “전반적으로(überhaupt) 보

기 위해서는”, 즉 전체성(Ganzheit)으로서의 실재의 진리를 위해서는 “자

기 자신에게서, 자신만의 어두운 그림자에서 눈을 떼어야 한다”고도 말

한다.194)

즉 진리를 위해서는 자기 자신이 되어야 함과 동시에 자기 자신으로부

터, 자신의 불안한 욕망과 어두운 무의식의 징후들로부터 벗어나서 공정

성과 객관성을 확보해야 한다. 전자는 진리에 대한 고유한 의지, 힘에의

의지를 의미하며, 후자는 진리를 구할 수 있는 이성적이고 학문적인 태

도를 의미한다. 양자는 상충하거나 모순되지 않는다. 참된 인식을 위해서

는 항상 이 양자가 조화되어야만 한다. 인간이 자기 자신의 작고 불안한

그림자에 사로잡혀 동요하게 되면, 전체적인 것으로서의 실재를 더 넓고

더 깊게 조망할 수 없게 된다. 진리를 위해서는 자기 폐쇄적인 나르시스

트가 되어선 안 된다. 자기를 극복할 수 있는 자만이 진정으로 자기 자

신이 된다. 강자만이 전체적인 것, 서로 연결되고 연관되어 있는 필연성

으로서의 실재의 진리를 구할 수 있고, “학문과 인식에 대한 진정한 기

쁨(echte Freude an der Wissenschaft)”195)을 느끼고, 또한 누릴 수 있

192) 같은 곳.

193) GM, Vorrede 1.

194) GD, Sprüche und Pfeile. 3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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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강자들이 삶을 고양하는 진리, 전체성으로서의 진리를 구한다면, 약자

들, 삶을 부정하고 하강시키는 병든 영혼들은 그들이 아무리 지성적이라

하더라도 자기에 대한 약, 치료제, 즉 형이상학적 위안과 공리주의적 이

익을 구하고 있을 뿐 전체성으로서의 진리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고 니체

는 보고 있다.196) 위안으로서의 진리를 구하는 자들이 추구하는 것은 결

국 진리가 아니라 협소한 관점주의적 인식, 자신의 이해관심과 관련한

힘에의 의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들은 학문에 대한 참된 기쁨을 느끼는 일이 극히 적고, 학문의 차

가움, 건조함, 비인간성을 비난하곤 하는데, 이것이 건강한 자들의

유희에 관한 병자의 판정이다.197)

니체에게 진정한 학문은 전체성으로서의 진리 추구이며, 전체성으로서

의 실재에 대한 인식이다. 이것은 건강한 자들의 즐거움, 놀이이다. 이러

한 자들의 창조적인 학문적 유희를 니체는 놀이에 빠져 있는 즐거운 어

린아이에 비유하기도 한다. 니체의 창조 개념과 진리 개념, 그리고 실재

개념은 하나의 의미연관 속에 있고, 이 전체적인 의미 연관 속에서만 니

체의 실재, 진리, 창조에 대한 사유가 규명 가능하다. 니체에게 진리와

창조는 분리된 것이 아니다. 창조란 실재로부터 진리를 발견함으로써 새

로운 가치를 조직화하고 정립하는 힘이다.198)

진리의 의의를 ‘위안’의 기능에 국한시키는 사유는 실재에 대한 인식으

로서의 참된 학문을 차갑고 메마르고 무미건조하고 냉혹하고 비인간적인

195) M 424.

196) 같은 곳 참조.

197) 같은 곳.

198) “그들[진정한 철학자들]은 창조적인 손으로 미래를 붙잡는다. 이때 존재하

는 것, 존재했던 것, 이 모든 것은 그들에게는 수단이 되고 도구가 되며 망치

가 된다. 그들의 ‘인식’은 창조이며, 그들의 창조는 하나의 입법이며, 그들의

진리를 향한 의지는 힘에의 의지이다.”(JGB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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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간주한다. 많은 사람들에게 진리란 인간들에게 위안을 주는 휴머

니즘적인 것이어야 한다. 니체가 볼 때 이것의 본질은 근원적 치유가 불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것은 진정한 위안이 아닌 위약 효과, 도피 효과,

고통에 대한 마취 효과에 그친다. 때문에 니체는 지금까지의 진리, 초월

적․목적론적 진리를 병자들의 진리라고 본다. 니체에게 진리가 권리와

정당성을 지니는 토대, 진리를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오직 실재성이다. 그

리고 이러한 실재의 진리는 인간에게 단지 위안의 환상을 주는 것이 아

니라, 오히려 인간을 디오니소스적 심연의 혼돈과 고통으로 인도하고 삶

을 교란시키며 그로써 삶을 근본적으로 치유하고 새로운 차원으로 고양

시킨다. 그것은 인간의 영혼을 성장시키고 삶을 증진하는 진리이다.

2) 은폐된 실재, 진리, 디오니소스적 로고스

실재의 근원, 진리는 지성(Verstand)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 불가해

한 것(Unverständlich)이다. 니체에 따르면, 진리는 “탐구할 수 있고 이

성에 가까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의 주위에 안개로 어렴풋한 늪지대가,

즉 꿰뚫어볼 수 없고, 영원히 유동적이고, 규정할 수 없는 띠가 둘러싸고

있는 것”199)이다. 여기서 니체는 진리의 비밀스럽고 부조리하고 심오한

무규정성, 불확실성에 대해, 진리의 은폐성에 대해 말하고 있다. 이런 의

미에서 니체는 “진리는 여성이다.”200)라고 말한다.

자연을 수수께끼와 다채로운 불확실성 뒤에 숨게 하는 그 부끄러워

함이란 것을 좀 더 존중해야 할 것이다. 아마도 진리는 자신의 심오

한 근원을 보여주지 않을 근거들을 갖고 있는 여성이 아닐까?201)

진리가 여성이라고 가정한다면, 어떠한가? 모든 철학자가 독단주의

199) MAⅡ, Zweite, 16.

200) JGB 220.

201) NW, Epilog 2.



123

자였을 경우, 그들이 여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혐의는 근거

있는 것은 아닐까?202)

니체의 이러한 진리에 대한 관점과 태도는 진리의 비존재를 주장하는

인식론적 허무주의가 아니다. 오히려 절대적으로 확실한 진리가 존재한

다고 믿는 이성의 오만함과 독단이 진정으로 진리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

이다. 니체는 진리는 곧 생성으로서의 실재 자체라고 보고 있으며, 진리

의 비존재를 주장하지 않는다. 진리는 존재하지만 그것은 전통 형이상학

에서의 이데아나 코기토가 아니며, 이성적으로 증명 가능한 객관적 확실

성도 아니다. 즉 객관적으로 확실한 진리, 초월적 진리는 이상주의적 허

구이며, 진리는 실재적인 것으로서 존중받아야 할 불확실하고 비밀스럽

고 심오한 은폐성의 영역일 따름이다. 여기서 진리에 있어서도 가치 전

도가 일어난다. 니체가 진리의 존재를 부정할 때의 진리는 전자의 진리,

전통적 진리 개념이며, 진리의 존재를 긍정하면서 진리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을 취할 때의 진리는 바로 후자의 진리, 실재적 진리이다. 따라서 진

리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처럼 보이는 니체의 일부 텍스트는 니체가 진리

의 비존재를 주장했다는 근거로 이해되어서는 안 되며, 전통적 진리 개

념에 대한 비판적 의미로 받아들여져야 할 것이다.

니체에 따르면 진리는 오직 실재이며, 그러한 실재적 진리는 객관적으

로 확실한 수학적 진리가 아니라 은폐된 디오니소스적 심연의 무규정성

이며, 근원적으로 상호 연관된 전체성으로서의 실재이다. 따라서 그것은

근대 과학이나 유물론적, 기계론적 사고의 피상성을 통해 접근할 수 있

는 영역이 아니다. 그러한 여성적인 동시에 디오니소스적인 진리는 곧

예술적 숭고의 차원과 연결된다.203) 이런 점에서 니체에게 예술, 특히 음

악의 정신은 진리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니체에게 음악은 근본적으로

디오니소스적인 것이다. 그것은 언어 이전의, 언어 너머의, 언어 초월적

인 세계이다. 이러한 음악은 진리를 표현할 수 있는 최선의 미디움이다.

202) JGB, Vorrede.

203) UB, Nutzen und Nachteil der Historie für das Leben 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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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정신과 실재의 진리의 관계는 니체의 초기작 『비극의 탄생』에서

부터의 하나의 화두였다. 그리스 비극의 아폴론적인 아름다운 드라마는

음악 정신, 곧 디오니소스적인 힘에의 의지의 세계로부터 탄생했다는 것

이다. 진리의 구현으로서의 “음악은 세계를 명료하게, 청명하게 정화하고

(weltverklärend) 긍정하는”204) 특성을 지니고 있다.

사람들은 정신적인 문제에 냉혹할 정도로 정직하지 않으면 안 된

다. (…) 사람들은 진리가 과연 이익이 되는지, 진리가 어떤 사람에

게 불운이 될 것인지… 등의 문제에 대해 무관심해지지 않으면 안

되며, 그런 질문을 결코 던져서도 안 된다. 오늘날 어느 누구도 제

기할 용기가 없는 문제들을 선호하는 강인함, 금지된 것에 대한 용

기, 미궁으로 향하는 예정된 운명, 일곱 가지 고독에 의한 한 가지

경험. 새로운 음악을 위한 새로운 귀. 가장 멀리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새로운 눈. 이제껏 침묵하고 있던 진리들에 대한 새로운 양심.

그리고 위대한 양식의 경제학을 추구하려는 의지. 즉 자신의 힘과

열의를 흩어지지 않게 한 데 모으려는 의지… 자신에 대한 존경,

자신에 대한 사랑, 자기 극복의 무조건적 자유.205)

니체는 피상적인 유용성이나 이익에 대한 관심은 진리 추구의 본질이

아니라고 말한다. 진리는 지금까지 금지되어 온 것, 실재 자체이고, 따라

서 은폐되어 있는 심연이다. 이것을 니체는 디오니소스적인 것이라고 부

른다. 그러한 은폐된 진리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정신적인 문제에 대한

냉정할 정도의 정직성과 양심, 정신적 힘과 용기, 영혼의 높이, 새로운

관점과 통찰력, 자기신뢰와 자기존중, 자기극복의 자유라는 덕이 필요하

다. 즉 진리는 강자, 고귀한 자만이 추구할 수 있는 것이다.

어떤 정신이 얼마나 많은 진리를 견뎌내는가? 얼마나 많은 진리를

204) EH, Der Fall Wagner 1.

205) AC, Vorw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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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행하는가? 이것이 나에게는 점점 진정한 가치 기준이 되었다. 오

류(―이상에 대한 믿음―)는 맹목이 아니다. 오류는 비겁이다… 인

식의 모든 성과와 발전은 용기에서, 자신에 대한 엄격성과 순수함에

서 나온다.206)

니체는 계보학적, 문헌학적 연구와 같은 과학적 인식을 중시했지만 니

체에게 진리인식은 단지 실증주의적 성격을 갖는 것이 아니다. 은폐된

비가시적 진리, 실재 자체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정신의 강인함과 용기,

자기 자신에 대한 정직성과 엄격성, 순수함 외에 모든 것이 연결된 전체

적인 것으로서의 실재에 대한 ‘철학자-심리학자-예술가’의 예민한 감각

과 섬세한 지적 통찰이 필요하다. 진리로서의 실재 자체란 현상의 이면

과 배후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또한 실재 자체가 심리학적이고 생리학적

이며, 정신적인 동시에 물질적이고, 상징적이고 추상적이면서 동시에 역

사적이고 구체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실재, 진리는 종교적 신앙으

로도 과학적 인식으로도 접근할 수 없는 무엇, 영원히 여성적인 것, 규정

불가능한 영원한 흐름과 생성의 영역, 디오니소스적인 힘-의지의 세계이

다. 『도덕경』1장의 ‘도가도, 비상도(道可道, 非常道, 도를 도라고 말할

수 있으면 그것은 도가 아니다.)’라는 노자의 통찰처럼 니체에게도 진리

란 본질적으로 언표 가능자가 아니며, 언어 너머에 존재하는 태초의 혼

돈과 심연이다.

언어란 이러한 디오니소스적 혼돈과 심연으로서의 진리의 세계를 아폴

론적 개별화의 원리에 따라 분절적이고 표피적으로 전달함으로써 가상의

빛이 주는 안정성을 획득하고자 하는 인간의 관습적 코드이며 의사소통

의 규약이다. 니체는 이러한 언어의 한계를 이성의 오류를 지지해주고

변호하는 언어의 기능에서 찾으며, 생성으로서의 실재를 부정하는 이성

을 ‘언어-형이상학(Sprach-Metaphysik)’이라고 표현한다. 그러한 이성의

오류의 전형적인 사례로서 니체는 엘레아 학파의 ‘존재(Sein)’라는 오류

206) EH, Vorwort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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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들고 있다. 생성과 반대되는 고정불변의 존재라는 오류는 그 반(反)실

재성에도 불구하고 언어에 의해 변호되며, 그 때문에 엘레아 학파의 반

대자들마저도 그들의 존재 개념의 유혹에 굴복하게 된다는 것이다.207)

니체는 이처럼 생성적 실재를 부정하는 이성의 오류를 지지하는 언어나

문법의 기만성에 대해서 언급한다. “언어 속의 ‘이성’, 오 그것은 속임수

를 쓰는 노파 같은 존재이다. 우리가 문법을 여전히 믿고 있기 때문에

신에게서 해방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염려스럽다.”208) 따라서 니체는

본래적인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의 이러한 언어의 한계에 대해 다음과 같

이 언급한다.

우리의 본래적인 삶의 체험들은 결코 말이 많지 않은 법이다. 그 본

래적인 삶의 체험들은 전달하고 싶어도 스스로를 전달할 수 없을

것이다. 그것들에는 말이 결여되어 있다. 우리가 말로써 표현하려는

것을 우리는 이미 넘어서 있다. 모든 말에는 일말의 모멸이 놓여 있

다. 언어는 단지 평균적인 것, 중간의 것, 전달 가능한 것을 위해서

만 고안된 것으로 보인다. 말을 하는 자는 언어를 통해서 자신을 이

미 통속화시키는 것이다.209)

자신의 삶의 고유하고 본래적인 체험들, 가장 내적인 체험들, 그것은

디오니소스적 실재, 은폐된 실재이다. 그러한 심연의 실재에 관해 언표하

는 행위는 전달 불가능한 것을 인위적으로 전달 가능한 것으로 만드는

행위로서, 그것은 이미 자신을 통속화시키고 보편화시킴으로써 자기 자

신을 근원적으로 모멸하는 행위이다. 이처럼 니체에게 진리는 은폐된 실

재이며, 그것은 본질적으로 언어 너머의 영역이다. 그것은 복수성이자 통

일성이고, 단지 인식론적 범주가 아니라 존재론적 범주로서 실재 자체이

다. 이러한 생성으로서의 실재는 헤라클레이토스가 말한 세계의 근원, 로

207) GD, Die “Vernunft” in der Philosophie 5.

208) 같은 곳.

209) GD, Streifzüge eines Unzeitgemässen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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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스(logos)이다. 니체는 말한다. “존재(das Sein)가 공허한 허구라고 하

는 점에서 헤라클레이토스는 영원히 옳다.”210) 히폴뤼토스의 『모든 이

교적 학설들에 대한 논박』에 따르면, 헤라클레이토스는 로고스에 대해

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나에게 귀를 기울이지 말고 로고스에 귀를 기울여, ‘만물은 하나이

다(hen panta einai)’라는 데 동의하는 것이 지혜롭다.(Ⅸ. 9)211)

그것이 어떻게 자신과 불화하면서도(diapheromenon) 그 자신과 일

치하는지를(homologeei)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한다. 그것은 마치 활

과 뤼라의 경우처럼, 반대로 당기는 조화(palintropos harmoniē)이

다.(Ⅸ. 9)212)

보이지 않는 조화가 보이는 것보다 더 강하다.(Ⅸ. 9)213)

모든 것의 생성과 소멸, 대립과 모순과 차이의 계기들을 내포하고 있

으며 다양성의 산출 근거로서의 일자, 세계 조화의 비가시적 근원으로서

의 일자, 이러한 우주론적 원리가 헤라클레이토스의 로고스이며, 니체의

실재이다. 반면에 서양 형이상학적 이상주의에서 로고스는 생성이 정지

된 초실재적인 것이다. 그리스도교적 형이상학이 생성과 모순으로 가득

한 실재를 부정한다면, 헤라클레이토스와 니체는 모순이 존재하는 생성

적 실재 그 자체를 수용하고 긍정한다. 니체의 실재는 디오니소스적 혼

돈인 동시에 로고스적 질서이다. 실재는 디오니소스적 로고스이다. 김상

환은 서양 문명에 대한 비판과 동서양 사유의 접속의 가능성과 기대를

표현하면서 다음과 같은 문장들을 남기고 있는데, 이는 디오니소스적 로

210) GD, Die “Vernunft” in der Philosophie 2.

211) 『소크라테스 이전 철학자들의 단편 선집』, 김인곤, 강철웅 외 옮김, 아카

넷, 2005, p. 236.

212) 같은 책, p. 237.

213) 같은 책, p. 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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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스에 대한 하나의 개념적인 소묘라고 볼 수 있다.

서양인은 스스로를 합리적 동물로 이해해왔다. 이 이해의 울타리

안에서 오늘의 서양 문명이 형성되어왔다. 이성이 인간성의 본질인

한에서, 철학자와 과학자는 인간의 본성을 탁월하게 실현하는 최상

의 인간이었다. 해체론은 서양 철학자의 탄생 내력을 회상하기 위

해서 동양적 사유와 서양적 사유가 아직 미분화되어 있는 시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시원의 시간은 서양인이 의식하는 현재와 이

어지지 않고, 그런 의미에서 순수한 과거이다. 이 기억되지 않는 시

간에서 억압되었던 것이 오늘의 서양 문명의 무의식을 이루고 있

다. 해체론적으로 도식화된 한에서 서양 철학사는 이 무의식을 이

루는 최초의 억압이 전이와 대체 혹은 변형을 통하여 되돌아오는

과정에 불과하다. 이 기억되지 않는 무의식의 시간은 표상의 거울

배후를 이루는 검은 반점이다. 이 반점의 잠재력과 활력은 서양 문

명의 표상적 조형력으로 소모되어 갈수록 그 문명의 현장에서 존재

론적 지위를 잃어버리게 되었다. 자율성을 획득한 표상이 그 지위

를 박탈하게 되었다. 이제 반점은 없고 자신을 확대 재생산하는 표

상만이, 멈출 줄 모르는 시뮬레이션만이 있다. 보드리야르가 말하는

투명성의 범람, 이 혼란이 서양 문명의 정점에서 닥치는 대재난이

다. 해체론은 서양이 시작되던 여명기의 어둠을 미래 시제의 자격

으로 오늘에 되살리고 있다. 서양 문명의 황혼을 촉진하고 밤을 알

리는 역사철학이 해체론이다. 존재의 근원적 친화력과 미결정성으

로 되돌아가는 밤, 이곳에서 동양인과 서양인은 다시 하나일 수 있

고 연인일 수 있다. 시대는 더듬는 모색과 교미를 기다리고 있

다.214)

“동양적 사유와 서양적 사유가 아직 미분화되어 있는 시간”은 곧 “시

214) 김상환, 『해체론 시대의 철학』, 문학과지성사, 2011, 책머리에ⅶ-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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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의 시간”이며 “순수한 과거”, “기억되지 않는 무의식의 시간”이다. 그

것은 “존재의 근원적 친화력과 미결정성”의 지대이고, 그것이 “서양 문

명의 무의식”을 이루고 있다. 그 무의식의 시간은 “잠재력과 활력”을 지

닌 채 오랫동안 억압되고 은폐되어왔다. 이 무의식의 시간의 잠재력과

활력이 바로 니체가 말하는 디오니소스적인 것이며, 디오니소스적 로고

스, 실재 자체이다. 진정한 실재는 “서양 문명의 표상적 조형력” 즉 아폴

론적인 것의 저편에, 표상과 의식과 언어의 저편에, 심연에 은폐되어 있

는 것이다. 그것은 은폐되어 있음으로 해서 가장 충만하고 생기 넘치는

세계, 창조적 잠재력을 품고 있는 세계, 약동하는 생명의 힘에의 의지의

세계이다.

이 디오니소스적인 것이 서양 문명의 역사에서 갈수록 그 “존재론적

지위”를 상실해왔다는 것, 이것이 초기부터 후기까지의 니체의 일관된

문제의식이었다. 디오니소스적인 것의 잠재력과 활력의 존재론적 지위를

박탈한 주범을 보드리야르의 관점을 빌려 “자율성을 획득한 표상”, “자

신을 확대 재생산하는 표상”, “멈출 줄 모르는 시뮬레이션”의 범람, “투

명성의 범람”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니체가 말한 ‘실재

의 부정’, 반실재성에 다름 아니다. 현대 소비 사회의 초실재적 기호의

전제적 지배는 파르메니데스-플라톤주의의 연장이다.

이러한 현대 소비 자본주의 사회의 사태를 또다시 보드리야르적으로

말하자면, 이는 추상적이고 상징적인 기호들, 진실보다 더 진실 같은 이

미지의 범람, “정열과 사건”으로서의 실재에 대한 “비유적인 기호들”의

범람, 즉 “기하학적 핵심”으로서의 세계이다. 보드리야르는 이러한 기호

의 기하학적 세계, 매스커뮤니케이션의 기능을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장소”인 가상의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실재로부터 비롯되는 위험과 불안

을 제거해주고 현대인에게 안전과 위로를 주는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

다.215) 초실재적 기호의 환영, 시뮬라크르의 세계가 다수의 인간에게 기

적적인 평온과 안전을 선사해준다는 것은 그만큼 세계의 실재, 인간 삶

215) Jean Baudrillard, La société de consommation : ses mythes, ses struc-
tures, Paris : Denoël, 1970, pp. 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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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진정한 실재이며 진리인 디오니소스적 로고스는 인간에게 불안과 당

혹감을 주는 불가해하고 위협적인 것이라는 의미이다.

따라서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개인들은 매스 미디어를 통해 탈역사화

한 초월적 가상, 시뮬라시옹의 질서로 도피하는 것이다. 그것은 초시간적

인 기하학적, 추상적 코드의 세계이다. 실재와 시간이 소멸하면, 역사, 서

사, 삶, 이야기, 진리도 동시에 소멸한다. 따라서 능동적인 창조적 힘을

가진 ‘보다 높은’ 사유도, 고귀한 정신도, 다양성과 개별성과 차이의 자유

도 상실의 위기에 처한다. 이것이 현대의 ‘실재(Realität)’의 위기이며, 니

체가 예견하고 우려한 서구 문명의 필연적 니힐리즘이다. 그것은 표준화

되고 정형화되고 동일화되어 버린 기호들과 가상의 이미지들의 주술적이

고 신화적인 왕국이다. 그것은 모종의 기만적 기계를 작동하는 체제이다.

니체의 관점에 따르면, ‘실재의 부정’, ‘초실재적 이상들이라는 신비로운

환영의 지배’라는 사태 안에는 필연적으로 기만과 현혹, 위선과 허위가

내재해 있다.

니체는 바로 이러한 실재의 위기에 직면하여 실재와 진리를 구제하고

자 하였다. 그로써 삶을, 삶의 진정한 다양성과 자유를 구원하고자 한 것

이다. 따라서 실재, 진리, 디오니소스적 로고스에 접근하고 그 미궁을 헤

쳐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용기’와 ‘정신의 강인함’이라는 아레테가 필요

함을 니체는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니체의 실재 사유, 힘에의 의지 사유

가 진리에 대한 사유로 정향되고, 그것이 다시 위버멘쉬와 창조에 대한

사유로 정향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

3. 실재, 진리, 계보학

니체에게 있어 진리는 초월자가 아닌 오직 생성적 실재에만 토대하며,

실재성에 한정된다. 실재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은 이미 반(反)실재적 초

월자, 가상, 시뮬라크르, 허상, 즉 비진리이다. 따라서 니체의 짜라투스트

라는 진리를 향한 의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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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 하나의 억측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들의 억측이 사유가능성

(Denkbarkeit) 안에 한정되기를 바란다.

너희들은 신을 사유할 수 있는가? 그러나 너희들의 진리에의 의지

는 이런 것을 의미한다. 모든 것을 인간이 사유할 수 있는 것, 인간

이 볼 수 있는 것,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것으로 변화시키는 것! 너

희들은 너희들의 고유한 감각을 그 끝까지 사유해야 한다.

너희들이 세계라고 불러온 것, 그것은 너희들에 의해 비로소 창조되

어야 한다. 너희들의 이성, 너희들의 형상, 너희들의 의지, 너희들의

사랑이 세계 그 자체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진실로, 너희들의 행복

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너희, 인식하는 자들이여!

이러한 희망이 없다면, 너희, 인식하는 자들이여, 어떻게 삶을 견뎌

내겠는가? 너희들은 납득할 수 없는 것(Unbegreifliche)이나 비이성

적인 것(Unvernünftige)에 뿌리를 두고 있으면 안 된다.216)

인간의 사유가능성과 이성의 한계 안에 있는 것, 인간의 의지와 이성

에 의해서 비로소 인식되고 창조되는 세계, 그것은 곧 실재이다. 니체 철

학에서 진리와 가치창조는 오직 이러한 실재에만 토대한다. 실재의 한계

를 벗어나는 초월자, 절대자, 신은 억측되고 추측되고 가정될 수는 있어

도 이성에 의해 사유될 수는 없다. 칸트처럼 니체는 인간 이성이 파악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것에 대해 한계를 설정한다. 그러나 칸트가 실

천이성의 요청에 의해 다시 신을 불러들이는 것과 달리 니체 철학에서

인간 이성은 신존재, 초월적 예지계, 물 자체(Ding an Sich)를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다. “진리에의 의지(Wille zur Wahrheit)”란 “존재하는

모든 것을 사유 가능한 것으로 만들려는 의지”217)이다. 따라서 진리에의

의지는 초월자를 향하지 않으며, 오직 실재만을 향한다. 니체의 계보학은

이러한 실재의 진리를 탐구하기 위한 방법론이다.

216) Za, Ⅱ. Auf den glückseligen Inseln.

217) Za, Ⅱ. Von der Selbst-Überwind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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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체가 중시하는 계보학적․과학적․문헌학적 탐구는 특정한 현상 배

후의 힘을, 즉 이념이 아닌 실재의 진리를 추적하는 도구들이다. 니체가

계보학적 탐구를 통해 추적하는 것은 은폐된 실재, 은폐된 진리, 은폐된

권력이다. 니체의 도덕 비판의 요체도 도덕 안에 숨어있는 권력에 대한

비판이다. 체제의 지배적인 도덕에 숨은 권력을 읽지 못하면 인간은 노

예적 삶을 지속하게 된다. “인류가 가장 잘 속고 잘 기만당하는 것은 바

로 도덕에 의해서”218)라는 것을 니체는 강조한다. 인류를 기만함으로써

지배하는 최고의 수단이 바로 도덕이라는 것이다.

니체는 『도덕의 계보학』의 제1논문의 도입부를 영국의 심리학자들의

도덕의 발생사에 대한 이론에 대한 서술로 시작한다. 니체는 이들, 영국

의 심리학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다.

유감스럽게도 이들에게는 역사적 정신 자체가 결여되어 있으며, 그

들이 바로 역사의 모든 선한 정령 자체에게서 방치되어버렸다는 것

은 확실하다! 그들 모두는 낡은 철학자들의 관습이 그러하듯이, 본

질적으로 비역사적으로 생각한다. (…) 그들이 다루는 도덕 계보학

의 미숙함은 ‘좋음’이라는 개념과 판단의 유래를 탐구하는 것이 문

제될 때, 처음부터 바로 드러난다.219)

영국의 심리학자들은 ‘좋음’이라는 개념과 판단의 유래와 관련하여 도

덕의 기원을 ‘유용성’으로 보는 데 대해서 니체는 도덕의 기원을 ‘권력’에

서 찾는다. 계보학이란 이처럼 어떤 현상의 역사적 계보를 추적함으로써

실재, 진리를 발견하는 방법론이다. 초월적이거나 목적론적인 진리가 아

닌 실재적인 진리를 위해서는 이처럼 실재적인 방법론이 필요하며, 역사

적 정신이 요구된다. 니체는 영국의 심리학자들, 공리주의자들에게 바로

이러한 철저한 역사적 정신, 계보학적 탐구 정신이 결여되어 있음을 지

적하는 것이다. 이처럼 니체의 계보학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역사적 정

218) AC 44.

219) GM 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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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역사적 감각이다. 그것은 통념적 가치에 의문을 품은 인식자를 역사

적 계보를 따라서 깊은 곳으로, 아무도 내려가보지 않은 심연의 깊은 곳

까지 내려가게 만든다.

당시에 나는 아무도 할 수 없는 어떤 일을 기도했다. 나는 깊은 곳

으로 내려갔고 바닥에 구멍을 뚫었고, 우리 철학자들이 수천 년 동

안 신봉해온 오랜 신념을 조사하고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들은 그

신념이 마치 가장 확실한 지반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 위에 세워진

모든 건축물들이 언제나 다시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에 늘

습관처럼 건축물을 세우곤 했다. 나는 도덕에 대한 우리의 신뢰를

전복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대들은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가?220)

지금까지 금지되어왔고 누구도 접근해보지 않은 은폐된 진리에 접근하

기 위해서 인식자는 문제의 근원으로, 지하 갱도의 어두컴컴한 밑바닥까

지 파고들어가야 한다. 그러한 진리를 금지해온 주체를 니체는 특정한

‘권력’, ‘권력의지’에서 찾는다. 니체는 이처럼 권력에 의해 통념적 가치가

되어온 도덕 가치들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 지금껏 누구도 비판하지도

의문시하지도 않았던 도덕, 지금까지 인간의 삶을 획일적으로 구속해왔

던 도덕이라는 아름다운 성소에서 부패한 냄새, 즉 그 목적과 의도에 있

어서의 불결함을 감지하고 그것의 실재, 진상을 그 근원에 이르기까지

파헤치는 것, 이것이 니체의 계보학적인 진리 탐구이다.

사람들은 철학자들에 대한 나의 요구를 알고 있다. 선악의 너머에

서고 도덕 판단이라는 환상을 경계해야 한다는 요구를. (…) 도덕

판단은 종교적 판단처럼 실재라는 개념도 갖고 있지 않고, 실재와

가상을 구별조차 하지 못하는 무지(Unwissenheit)의 단계에 속한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의 ‘진리’란 것은 오늘날 ‘상상들(Einbildungen)’

220) M, Vorred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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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불리는 것을 나타낼 뿐이다. 이런 한에서 도덕 판단이 결코 문

자 그대로 받아들여질 수는 없다. 이런 도덕 판단은 언제나 비상식

(부조리, Widersinn)만을 포함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도덕 판단

은 기호학(Semiotik)으로서는 대단히 가치 있다. 그것은 적어도 식

자(識者)들에게는, 스스로를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알고 있

지 못했던 여러 문화나 내면 세계의 가장 귀중한 실상을 알게 해준

다. 도덕은 단지 기호언어에 불과하며, 징후학(Symptomatologie)일

뿐이다.221)

니체는 그리스도교적 형이상학의 ‘선과 악(Gut und Böse)’의 원리를

‘좋음(고귀함)과 나쁨(저속함)(Gut und Schlecht)’의 원리로 전환한다. 그

리스도교적 선악의 가치체계에 대한 니체의 비판의 근거는 그것이 ‘실재’

와 ‘지성’에, 즉 참된 인식과 학문과 진리에 반(反)한다는 것이다. “사제

에게 학문이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그는 그 위에 존재하는데 말이다!

더욱이 지금까지는 사제가 지배해왔다! 그가 ‘진리’와 ‘비진리’의 개념을

결정했던 것이다!”222)

이러한 그리스도교적 가치체계에서 ‘악’으로 규정하는 많은 것들이 인

간의 삶, 자연, 곧 실재 자체이다. 예컨대 성본능은 인간을 포함한 유기

체 전체의 생성의 근원이지만, 금욕주의 도덕은 성본능을 죄악시함으로

써 실재 자체를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즉 그러한 도덕은 삶을

부정하고, 자연과 인간의 본성조차도 부정하는 것이다. 그와 동시에 그러

한 도덕은 현세의 삶을 부정하고 피안을 열망하는 염세주의 문화를 낳으

며, 그로써 인류를 병들게 한다. 생성을 죄악시하고 인류에게 죄의식을

주입하여 인류를 정신적 노예로 길들인 결과는 사제권력의 강화, 도덕적

지배질서의 강화이다. 이것은 이러한 도덕의 결과이자 최초의 동기이기

도 하다.

니체는 계보학을 통해 이처럼 도덕 안에 숨어 있는 권력의 논리, 지배

221) GD, Die “Verbesserer” der Menschheit, 1.

222) AC,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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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리를 드러낸다. 인류를 기만해온 비이성의 역사, 신비주의, 신앙, 절대

자, ‘신’으로 대표되는 모든 불합리와 무지에 종언을 고하면서, 그것의 기

만적 전략을 폭로하는 것이다. 신비주의를 비판한다고 해서 니체가 자연

의 경이에 눈감은 것은 아니며, 오히려 그 반대이다. 니체는 실재를 부정

하는 기만적인 이상주의와 신비주의를 지양하면서, 디오니소스적인 실재

의 참된 경이와 숭고의 영역으로, 진정한 삶으로 인도하는 것이다.

도덕적 권력의 기만의 전략에 대해 니체는 또 이렇게 말한다. “도덕의

안전성은 일종의 매혹의 기술에 있다. 도덕은 이 매혹의 기술에 숙달되

어 있다. 그것은 ‘열광시키는’ 법을 알고 있다.”223) 권위가 된 도덕, 반실

재적인 도덕은 일종의 매혹의 기술, 마법, 마술이다. 그것은 인간의 건전

한 지성과 “비판적인 의지를 마비시킨다.”224) 그것은 권력이다. 니체는

도덕의 반(反)실재성과 “도덕적인 광신(moralischer Fanatismus)”을 야기

하는 도덕 권력을 경계하는 것이다.

니체가 계보학적 비판의 대상으로 삼는 도덕은 삶, 생성, 자연, 실재를

부정하는 도덕, 궁극적으로 인간의 존재 자체를 단죄하는 도덕, 원한 감

정에서 비롯된 도덕, 노예도덕이다. 이러한 도덕은 자유롭고 강한 인간을

군축(群畜)으로 길들일 뿐 아니라, 특정한 인간 유형을 사육해낸다. 그것

은 인간의 본연의 힘과 자유를 퇴화시키는 것이지만, 이러한 도덕은 그

러한 사육(Züchtung)을 ‘인류를 개선하는(verbessern) 것’이라 부른다.225)

이렇게 해서 인간은 무리짓는 동물, 군서동물이 된다. 자유로운 인간은

지배적인 도덕에 의해 이렇게 약화되고 병들고 길들여진다. 인간을 가축

으로 길들이는 시스템과 도덕은 그 자체로 폭력을 내포하고 있다. 군축

(群畜) 도덕에는 권력의지와 폭력이 내재해 있다. 군축 도덕은 거시 파시

즘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미시 파시즘을 포함한다. 즉 니체의 군축 도

덕 비판은 권력과 파시즘에 대한 비판이다.

이렇게 인간들을 노예로, 군서동물로 사육하는 가치의 체제를 들뢰즈

223) M, Vorrede 3.

224) 같은 곳.

225) GD, Die “Verbesserer” der Menschheit. 2 참조.



136

와 가타리는 전제군주적 기표작용적 체제라는 언어학적 개념으로 표현한

다. “세계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사람들이 알기도 전에 세계는 기표

작용하기 시작했고, 기의는 알려지지 않은 채로 이미 주어졌다.”226) 이러

한 기표작용적 체제는 전제군주적인 막강한 권력이다. 사람들은 삶 속에

서 마주치는 모든 기호들을 일정한 기표(signifiant)로 받아들이게 된다.

그 기표는 일정한 기의(signifié)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동일자

의 코드로 조치, 반응, 처신할 수 있는 안전함을 제공해주기 때문이다.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기표의 헤게모니에 순종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것을 니체는 군축(群畜) 도덕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니체의 도덕 비판은 궁극적으로 고귀한 인간을 위한 것이다. 절대적인

도덕은 없다. 가장 정당성이 있는 도덕은 자기도덕일 뿐이다. 그렇다면

도덕에 대한 이러한 니체의 관점에 대해서 즉각 의문이 생길 것이다. 범

죄, 즉 공동체에 대한 가해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도덕과 법은 사회 질

서 유지를 위해서 필요하지 않은가? 물론이다. 그것은 법과 사회규범의

영역이다. 니체의 도덕 비판은 법규범의 영역과 상충하지 않는다.(물론

모든 법규범이 정당한 것은 아니므로 근본적으로는 법규범도 철학적인

숙고의 대상이다.) 예컨대 살인죄나 사기죄, 절도죄 등의 많은 반사회적

범죄들이 법적 처벌의 대상인 것은 당연하다. 니체의 도덕 비판은 반사

회적 범죄를 옹호하거나 무법, 무질서 상태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도

덕의 근원적 본질에 대한 철학적인 비판이다. 그것은 삶에 대한 도덕의

절대적 지배와 삶의 부정에 대한 문제제기이다. 어떤 도덕도 삶의 상부

에 군림할 수 없으며, 도덕이 보편적인 정언명법의 자격으로 삶을 압살

할 수 없다. 즉 종래의 도덕적 강제들에 대한 니체의 철학적 비판 작업

은 삶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에서 기인한다.

그러나 니체의 도덕 비판에서 전제하는 독자는 주인도덕을 지닐 수 있

226) Lévi-Strauss, “Introduction à l'œuvre de Marcel Mauss", Sociologie et

anthropologie, P.U.F., pp. 48-49.(Deleuze, G., Guattari, F., Mille P lateaux:
capitalisme et schizophrénie 2, les Éditions de Minuit, 1980, p. 141에서 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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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만한 자유롭고 고귀한 영혼의 소유자이다. 자신의 작은 자아에 사로

잡혀 끊임없이 이익을 계산하는 소인들, 자유정신이 결여된 노예의 영혼

들은 니체가 전제하고 있는 독자가 아니다. 이런 유형들에게는 절대적이

고 보편적인 도덕, 정언명법만큼 좋은 처방이 없다. 이들은 자기도덕을

가질 만한 영혼의 높이와 깊이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보편적 정언

명법은 사회질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윤리적 강제라는 점에서 효용성

을 지닐 뿐, 인간을 보다 고귀하게 만드는 윤리가 아니다.

니체는 종래의 도덕의 문제를 넘어서는 ‘초도덕’을 지향하며 새로운 선

악의 가치를 창조할 것을 역설한다. 이러한 가치 평가와 창조를 할 수

있는 자격은 기본적인 도덕적 양심과 정직성을 가진 고귀한 인간, 위버

멘쉬에게만 주어진다. 즉 니체의 도덕 비판 사상은 기본적인 도덕적 양

심이 결여된 인간들의 부도덕에 대한 변명을 위한 사상이 아니다. 오히

려 가장 도덕적인 인간의 초도덕적 사유이며, 도덕에 내재한 권력에 대

한 비판이며, 기존 도덕의 기만성과 허위성에 대한 삶의 관점에서의 철

학적 비판이며, 새로운 도덕으로 나아가는 사유이다.

이념과 실재는 항상 다르다. 니체의 실재론은 실재가 아닌 이데올로기,

이념, 이상들에 입각한 많은 이상주의 사조들과는 항상 관점의 차이를

지닐 수밖에 없다. 어떤 역사적 사건에 관한 가치 평가에 있어서 니체의

계보학은 보편적 가치 평가에서 벗어나 역사적 진실, 실재의 진리는 과

연 어떠했는가를 근원까지 파헤친다.(“진리는 가혹하다.”227))

내가 지금까지 이해하고 있는 철학, 내가 지금까지 실행하고 있는

철학은 얼음과 높은 산에서 자발적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삶의 낯

설고 의문스러운 모든 것을, 이제껏 도덕에 의해 추방당해왔던 모든

것을 찾아내는 것이다. 금지된 것들 사이에서 그렇게 방랑했던 내

오랜 경험에 의해, 나는 지금까지 도덕화와 이상화를 행했던 원인들

을 그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르게 보는 법을

227) JGB 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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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웠다. 철학의 숨겨진 역사, 철학이라는 위대한 이름의 심리가 내

게 분명해졌다.228)

진리는 실재이며, 이러한 실재적 진리는 초월적 진리와는 달리 반드시

인식자의 방법론적 엄격성과 정직성, 희생적 접근을 요구한다. 니체는 말

한다. “진리는 한 걸음씩 애써서 쟁취되어야만 한다. 반면에 삶에 대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신뢰가 의존하고 있는 그 밖의 모

든 것은 거의 포기되어야만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영혼의 크기가 필요

하다. 진리에 대한 봉사는 가장 어려운 봉사인 것이다.”229)

진리의 방법론으로서 계보학은 역사적 사건들이나 가치들에 대한 보편

적 평가를 역전시키고, 그로써 기존의 이데올로기의 허위성을 드러내고,

사건과 가치들의 의미를 철학적으로 재규정하는 작업이다. 즉 계보학은

이데올로기와 실재 사이의 괴리를 극복하고, 실재의 진리를 추구하기 위

한 방법론이다. 이처럼 니체는 계보학을 통해 인식론에 역사를 도입했다

는 점에서 몰역사적인 주체-대상 이분법에 근거한 근대 과학적 인식론

과 차이가 있다.

진리를 위한 계보학적 인식을 통해 니체가 주는 교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모든 것의 배후에 있는 권력의 작동을 읽어야 한다는 교훈이다. 그

것이 삶을 피상적으로 살지 않고, 실재의 진리를 통찰하는 길이다. 둘째,

모든 실재의 저변에 있는 권력을 인식함으로써 더 이상 기만당하지 않고

노예도덕에서 벗어나 자신의 삶을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조형해나가는

주인으로서의 삶으로 향해 갈 수 있다. 셋째, 관념적 사유에서 벗어나 역

사적으로 사유할 것을 가르친다. 모든 것의 계보, 역사를 탐구하여 역사

적 근원을 발견하라는 것. 그 심연에 실재의 진리가 은폐되어 있기 때문

이다.

228) EH, Vorwort 3.

229) AC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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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실재와 정의 : 근대성 비판

니체의 근대성 비판은 능동적․창조적 힘을 상실한 근대인의 데카당스

를 극복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근대

산업 자본주의로 초래된 이기주의, 쾌락주의에 대한 니체의 비판, 그리고

자유주의와 사회주의 양자를 동시에 비판적으로 넘어서고자 했던 니체의

관점을 전제해야만 한다. 니체는 근대적 이념들에 내재한 허구성과 위선

을 비판하는데, 이는 니체가 모든 문제를 이념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그

토대에서부터 철저히 실재론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이다. 훗날 푸코(M.

Foucault) 역시 판옵티콘으로 상징되는 근대성 분석에서 근대적 휴머니

즘의 이면에는 감시와 규율을 통해서 기계적으로 훈육된 노동자를 생산

해내려는 자본주의의 착취적 권력의 메커니즘이 숨어있음을 밝힌 바 있

다.230) 모든 가치의 배후에 숨겨진 권력에 대한 니체의 계보학적 탐구와

가치전도의 시도에는 ‘정의’에의 지향성이 내재해 있다.

Ⅳ부에서는 니체의 근대성 비판, 근대 정치적 이념들과 근대 문화에

대한 니체의 해석과 비판을 통해 실재 개념이 ‘정의’와 어떤 관련을 맺는

지 고찰하고자 한다. 근대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행복주의와 자유주의 그

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니체의 비판의 근거와 의의를 살펴본 후, 니체의

정의 개념에 대해서 고찰한다. 마지막으로 19세기 서구 제국주의, 식민주

의, 국가주의에 대한 니체의 비판을 살펴보면서, 니체의 ‘위대한 정치’ 개

념의 함의들을 실재론적 토대에서 고찰한다.

1. 행복주의와 자유주의

니체는 19세기 영국을 중심으로 나타난 공리주의(Utilitarismus) 사상

230) Michel Foucault, Surveiller et punir : naissance de la prison, Paris :
Gallimard,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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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행복주의, 쾌락주의로 간주하며, 동시에 염세주의로 평가하고 있다.

공리주의는 곧 자유주의 사상과 연결되므로 이는 자유주의의 한계에 대

한 니체의 평가이기도 하다. 행복주의를 염세주의로 보는 특이한 역설은

니체의 텍스트에서 자주 나타나는 관점이다.

쾌락주의이든 염세주의이든 공리주의이든 행복주의이든 쾌락과 고

통, 즉 수반되는 상태나 부차적인 것에 따라 사물의 가치를 측정하

는 이러한 모든 사유 방식은 피상적인 사유 방식이자 단순함이며,

스스로의 조형하는 힘이나 예술가적 양심을 의식하고 있는 사람이

면 누구나 조소와 동정 없이는 이것들을 내려다보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 우리들은 인간이 어떻게 스스로 작아졌으며, 그대들이

어떻게 인간을 작게 만들고 있는지 바라본다! (…) 그대들이 이해하

고 있는 안락함, 그것은 목표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종말이라는 생

각이 든다. 이는 인간을 조소하고 경멸하게 만드는 상태이고, 인간

의 타락을 원하게 만드는 상태이다!231)

니체는 자본주의 사회의 현대인의 삶의 목표가 된 행복과 안락함에 대

해서 문제제기를 한다. 니체에게 그것은 무리들, 노예적 인간의 목표일

뿐이며, 고귀한 인간들에게는 그것은 삶 자체의 종말이자 파국이다. 고통

으로부터 도피하고 행복과 안락함을 추구하는 삶이란 바로 삶이 생기와

힘을 상실하고 몰락하는 지점이다. 고귀하고 강한 인간에게 고통이란 자

신의 삶을 자신의 고귀한 목표와 힘-의지에 의해 이끌고 나감으로써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는 역경과 질곡을 의미한다. 인간의

삶에 고통은 필연이지만, 고귀한 인간에게 고통은 더욱 필연이다. 고통을

통해서 영혼의 힘이 성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고통을 부정하고 오로지

행복을 추구한다는 것은 인간이 자기 자신이 되고자 하는 의지를 상실할

때, 군서동물, 표준화된 인간이 될 때에만 가능한 상태이다.

231) JGB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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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체의 1888년 유고에는 이러한 행복주의(Eudämonismus)를 허무주의

의 역사와 연결시키는 짧은 메모가 등장한다. “허무주의의 역사(―전체

의 의미 상실의 느낌의 한 형식인 행복주의)”232) 니체에게 실재, 진리는

전체(das Ganze)이다. 행복주의, 즉 행복을 삶의 목표로 여기며 고통을

회피하는 태도는 이러한 전체로서의 실재, 생성으로서의 실재, 디오니소

스적 로고스가 의미를 상실하고, 삶을 전체로부터 분리된 원자화된 영역

으로 여기면서 끝없는 무의미의 상태로 퇴락하는 느낌의 한 형식이다.

근대의 행복주의는 자유주의, 공리주의 사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결국 그들 모두가 바라는 것은 영국식 도덕이 정당하다는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인류나 ‘일반적인 공익’에, ‘최대다수의 공익’

에, 아니! 영국의 행복에 가장 잘 기여하게 되는 것이다. 그들은 온

힘을 다해 영국적 행복을 얻고자 하는 노력이, 내가 생각하기에는

편안함과 유행을 얻고자 하는 (그리고 최고의 지위로 의회에서의

의석을 갖고자 하는) 노력이 동시에 덕의 올바른 길임을 그리고 지

금까지 이 세상에 존재했던 많은 덕은 바로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만 이루어졌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한다.233)

니체는 “공리주의적인 영국인들”234)을 자주 시대 비판의 대상으로 삼

는다. 19세기의 영국은 애덤 스미스의 고전 경제학의 자유주의 사상의

영향으로 자유시장 경제, 자유방임주의가 주도하는 자본주의, 민주주의

사회였고, 이러한 체제를 뒷받침하는 이론이 공리주의였다. 니체는 이러

한 영국적인 것, 공리주의, 쾌락주의, 행복주의 등을 유럽의 타락의 징후

로 간주한다. ‘일반적인 공익’이나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등의 용어는

자본주의적 ‘소인들’의 이기적 욕망, 더 나아가 제국주의적 착취, 인간의

획일화와 표준화 등의 실재를 은폐하기 위한 레토릭에 지나지 않는 것으

232) NF Ⅷ-3, 13[2].

233) JGB 228.

234) 같은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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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본 것이다. 더욱이 영국은 19세기의 서구 열강의 제국주의와 식민주

의의 선봉이었다.(19세기의 서양 제국주의에 대한 니체의 비판은 뒤에서

더 살펴볼 것이다.)

“인간은 행복(Glück)을 추구하지 않는다. 단지 영국인만이 그럴 뿐

.”235) 이것은 ‘보이지 않는 손’으로 상징되는 영국적 근대성에 대한 비판

을 담은 함축적 표현이다. 영국은 산업혁명이 가장 먼저 발생했고, 그로

인해 자본주의 발달 또한 가장 급속하였으며, 자유주의, 민주주의, 공리

주의, 행복주의 등의 근대적 사조 또한 가장 먼저 발달하였다. 이러한 영

국을 니체는 모더니즘의 상징적 메카로 간주하며 비판하는 것이다.

니체는 존재와 인식과 실천에 있어서 자유의 가치를 무엇보다도 중시

하면서도 근대의 자유주의(Liberalismus)에는 진정한 자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한다. “우리[고향 상실자들]는 결코 ‘자유주의적

(liberal)’이지 않다. 우리는 ‘진보(Fortschritt)’를 위하여 일하지는 않는

다.”236) 니체는 근대 시민사회의 소위 진보적인 사상인 자유주의에 내재

한 행복주의와 향락주의, 소아적 이기주의를 삶의 고귀함이 사라진 일종

의 데카당스로 간주한다. “근대인은 향락하며 돌아다니는 방관자가 되어

버렸다.”237) 니체의 실재론과 창조 사유는 인류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위버멘쉬-철학자의 책임 의식과 사명과 목표의 존재를 기본적으로 전제

한다. 개인의 이기적 욕구의 추구, 상공업의 자유를 옹호하고 장려하며

보장하는 자유주의 체제 속에서 사람들은 세대와 세대를 연결하는 역사

의식, ‘전체’에 대한 감각과 미래에 대한 책임 의식을 상실한다. 니체는

근대적 ‘자유’의 본질을 이러한 ‘무책임성(Unverantwortlichkeit)’과 연관

짓는다. “사람들은 오늘을 위해 살고, 아주 즉각적으로 살아간다. 다시

말해, 아주 무책임하게 살아간다. 바로 이것을 사람들은 ‘자유’라 부른

다.”238)

235) GD, Sprüche und Pfeile. 12.

236) FW, Ⅴ. 377.

237) UB, Nutzen und Nachteil der Historie für das Leben 5.

238) GD, Streifzüge eines Unzeitgemässen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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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니체는 이처럼 근대적 자유주의를 비판했지만, 사회주의라는

유토피아를 지향하지도 않았다. 니체는 사회주의를 인간의 표준화와 획

일화, 군축화(群畜化)로서 비판했고, 그러한 시대적 흐름에 대해 강력히

우려했다. 니체의 사상은 자유주의나 사회주의, 그 어느 한 쪽으로 분류

될 수 없다. 이것을 단순한 양비론으로 볼 필요는 없다. 니체는 근대의

정치 이념들 중의 어떤 것에도 편승하지 않고, 그것들을 객관적으로 조

망하고 재검토하면서 철학적 해체를 시도한 것이다. 따라서 니체의 독자

적인 시대 비판을 통해 니체가 적극적으로 제기하고자 했던 정치철학적

메시지를 읽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루카치 같은 마르크스주의자는 니체가 오로지 당시 부르주아의 기득권

을 편협하게 옹호한 철학자라고 혹평239)하였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니체가 ‘자본주의(Kapitalismus)’라는 정치․경제학적 용어를 굳이 사용

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소상인과 민주주의자들”이 꿈꾸는 “경멸스러

운 방식의 안락함”240)을 거부하고, 그들의 행복주의를 비판함으로써 근

대 자본주의와 부르주아 사회의 가치관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하고

반대하였다.

니체는 삶의 의미는 단지 무사안일과 안정으로서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 그러나 근대인은 삶을 그저 행복과 안락

함에 대한 추구로 만들어버렸다. 그들에게 삶은 더 이상 불확실한 미지

의 세계를 향한 영혼의 모험과 생성이 아니다. 그러기에 더 이상 창조적

힘도 존재할 수 없다. 오로지 군서동물의 행복주의와 표면적으로는 다양

하고 개성 넘치는 것들로 보이지만 본질적으로 동일화되고 표준화된 가

치들만이 존재할 뿐이다.

니체에게 행복이란 자신의 현재의 삶에 대한 무한한 긍정에서 비롯되

는 것이며, 행복의 이데아가 저 너머에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현재

239) Georg Lukács, Werke, Band 9, Die Zerstörung der Vernunft,
Luchterhand, 1961, pp. 270-350.(김진석, 『니체는 왜 민주주의에 반대했는

가』(개마고원, 2009), p. 28에서 재인용.)

240) GD, Streifzüge eines Unzeitgemässen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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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긍정이란 현재 상태에 정주하거나 체념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자신의 현재를 비롯하여 자신의 실재의 전체성에 대한 절대적 긍정의 운

명애만이 끊임없는 변화와 생성, 창조의 조건이다.

근대적 행복주의에 대한 니체의 비판에서 알 수 있듯이 니체는 상인

계급, 부르주아 계급이 성장하여 지배권력이 된 산업혁명과 시민혁명 이

후의 근대 부르주아 사회의 물적․사회적 조건, 즉 자유주의를 비소한

정치의 신호탄으로 보았다. 상업적 이익의 추구에만 관심 있는 계급인

소인배(kleine Leute), 즉 부르주아지가 권력을 획득하는 세상이 되면, 세

상은 저급한 향락주의, 행복주의로 오염되게 되고, 그것을 자유주의 혹은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위장하고 미화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세계의

정치경제학적 현실은 니체의 우려대로 실제로 그렇게 진행되어 왔다. 니

체는 그것을 니힐리즘이라고 예견했으며, 그러기에 니힐리즘의 징후들을

비판했던 것이다. 니체에게 자유는 인간이 지니고 있으면서도 끊임없이

갈망하고 쟁취해야 할 대상이며, 그러한 자유는 자유주의적 제도들에 존

재하는 것이 아니다.241)

니체의 근대성 비판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니체가 근대 부르주

아 사회를 ‘향락주의, 이기주의, 쾌락주의, 물질주의 혹은 감각주의, 행복

주의, 공리주의’ 등으로 표현하고 평가하고 있다는 점, 즉 서구 근대사회

의 부패한 권력의지와 욕망에 대해서 우려하고 비판했다는 점을 기본적

으로 전제해야만 한다. 이러한 니체의 기본적인 전제를 고려해야만 그의

정치철학의 종합적이고 통일적인 관점이 온전히 이해 가능해진다. 그리

고 이러한 기본 전제에 집중할 때 니체는 더 이상 파시즘의 전도사, 지

배적인 강자의 힘에 대한 찬양자 등으로 엉뚱하게 오도될 수 없을 것이

다.

자유주의적 제도들은 이룩되는 동시에 곧 자유주의적이기를 그친

다. 결국 자유주의적 제도들보다 더 철두철미하게 자유(Freiheit)에

241) GD, Streifzüge eines Unzeitgemässen 3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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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를 가하는 것은 없게 된다. 그 제도가 가져오는 결과가 무엇인지

는 누구나 다 알고 있다. 그것은 힘에의 의지를 허물어버린다. 그것

은 도덕으로 끌어올려진 산과 골짜기의 수평화 작업이다. 그것은

작게 만들고, 비겁하게 만들며, 향락적인 인간으로 만든다. 그때마다

번번히 개가를 올리는 것은 군서동물(Heerdentier)이다. 자유주의,

이것은 쉽게 말하면 군서동물로 만드는 것이다.242)

여기서 ‘자유주의에는 자유가 없다’는 역설이 등장한다. 니체가 생각하

는 근대 자유주의 제도들과 자유주의 이념에는 자유가 없으며, 오히려

자유를 가장 철저히 손상시킨다. 왜냐하면 그것은 힘에의 의지, 고귀함의

의지, 자기 자신이고자 하는 의지를 허물어버리는 것, 모든 것을 수평화,

표준화, 획일화하는 것, 모든 것을 평균치로 만들어버리는 것으로서 ‘정

신의 고귀함’에 대립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자유주의는 인간에게서 건강

한 야생성과 실재성, 자연적 본성의 위대함과 생의 고귀함을 박탈하고

순종적으로, 인위적으로 길들여진 가축으로, 무리짓는 군서동물로 만든

다. 즉 인간을 작고 비겁하고 나약하고 향락적 욕망에 길들여진 무리로

만든다. 이것이 산업혁명 이후 물질문명 발달로 이룩된 근대인의 쾌락주

의, 행복주의이며 근대적 자유주의는 이러한 향락을 기반으로 하며, 결코

자유정신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 않다. 자유주의의 토대에는 고귀하고 창

조적인 힘에의 의지가 존재하지 않는다.

『반시대적 고찰』의 「삶에 대한 역사의 유익과 해악」에서 니체는

19세기의 유럽을 자유, 정의, 진보, 혁명 등의 거대한 구호가 넘치는 ‘역

사 과잉’의 시대로, 그러한 과잉 상태의 이념들이 민족의 고유한 본능,

삶의 본능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약화시키는 시대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한 이념들은 향락주의, 이기주의, 인격성의 약화, 정의

(Gerechtigkeit)에 대한 망상 등을 초래하며, 따라서 삶에 해악적이라는

것이다. 니체는 정의나 사랑이라는 덕은 극히 희귀한 덕(seltenste

242) 같은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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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gend)이므로 함부로 남용되어서는 안 되는 단어라고 보지만, 19세기

의 행복 지상주의의 시대, 퇴락한 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정의와 사랑,

선을 자처한다는 것이다.243)

이 정의를 자처하는 퇴락한 시대는 견유주의(犬儒主義, Cynismus)라는

위험한 기분을 초래한다고 니체는 말한다.244) 견유주의, 시니시즘이란 고

대의 키니코스 학파(견유학파)에서 유래된 것으로, 사회의 관습, 전통, 도

덕, 제도 등을 모두 부정하고 인간의 자연적 본성에 따라 자유롭게 생활

할 것을 주장하는 태도나 사상을 일컫는 말로서, 니체는 이러한 견유주

의를 일종의 허무주의로 보고 있다. 니체가 모든 형식이나 제도화, 조직

화에 반대하는 견유주의적 철학자로 이해되어선 안 되는 이유는 바로 여

기에 있다. 견유학파처럼 기성 질서나 관습을 무조건적으로 부정하는 냉

소적인 소극적 태도는 니체가 의미하는 ‘창조를 위한 부정’의 태도가 아

니다.

니체는 근대 사회를 한편으로 역사 과잉의 시대이며, 한편으로 이러한

시니시즘이라는 위험한 기분이 만연한 사회라고 보고 있다. 근대 사회의

총체적인 위기들에 대해서 시니시즘의 냉소주의는 긍정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고 오히려 분열과 해체만을 초래할 것이기에 니체는 그러한 태도를

허무주의로 보면서 경계한다. 왜냐하면 “그러한 시니시즘적인 냉소주의

적인 기분 속에서 시대는 더욱더 영악한 이기주의적 실천(egoistische

Praxis)245)을 향하여 진화해 가기”246) 때문이다. 따라서 근대인의 생명력

243) UB, Nutzen und Nachteil der Historie für das Leben 5.

244) 같은 곳.

245) 여기서 니체는 ‘이기주의적’, ‘이기주의’라는 단어를 근대 자유주의 사회의

부정적인 면을 표현하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니체의 텍스트에서

‘이기주의(egoismus)’라는 단어는 ‘자기긍정’을 의미하는 긍정적 표현으로도

자주 사용된다. 동일한 기표이지만 문맥상의 의미가 다르기 때문이다. 여하튼

여기서 니체는 일상적 의미에서의 ‘이기주의’라는 말이 갖는 함의, 자신의 욕

망과 이익만을 탐하며 이전투구하는 소인적 태도를 배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것은 근대 산업 자본주의, 자유주의적 경쟁 사회에서 신봉되는 이

기주의, 애덤 스미스가 말한 개인의 이기심의 무한한 추구를 장려하는 근대성

에 대한 문제제기와 비판이다. 따라서 ‘이기주의’라는 니체의 용어는 문맥에

따른 섬세한 이해가 필요하다. 사실상 니체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용어들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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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마비되어 가고, 인격성은 그에 따라 약화되어 간다고 니체는 보고 있

다. 견유학파와 같은 냉소주의를 데카당스, 힘의 퇴화, 삶의 타락으로 간

주하고 경계하고 있는 것이다.

니체는 쾌락주의, 행복 지상주의를 “전적으로 병든, 음울하고 부패한

토대 위에서 세워진 것”247)으로 보고 있다. 행복주의의 저변에는 어떤

문화적인 병리 현상, 사상적인 염세주의, 병들고 부패한 삶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니체는 고대 그리스의 대표적인 쾌락주의 사상가

에피쿠로스를 “전형적인 데카당”이라고 보고 있다. 에피쿠로스주의에 내

재한 것은 “고통에 대한 과도한 공포”라는 것이다.248) 즉 실재 앞에서의

용기가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에피쿠로스는 데카당이

며, 안티 리얼리스트인 것이다. 실재에 대한 부정과 고통에 대한 회피로

서의 염세주의는 에피쿠로스주의, 쾌락주의의 특징이라는 역설적인 주장

은 이렇게 해서 도출된 것이다. 니체가 에피쿠로스주의의 근대적 연장으

로서의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의 공리주의, 행복주의를 데카당스로 간

주하고 비판하는 것은 그러한 데카당스(부패와 퇴락)는 새로운 가치 정

립의 힘과 대립하기 때문이다. 니체는 행복은 삶의 목표가 될 수 없다고

본다. 행복은 삶의 긍정, 실재의 전적인 긍정 자체 안에 존재하는 것이

지, 어떤 목표나 종점이 아니다. 행복이라는 목표를 위해 생성을 도구화

하는 것은 결국 삶을 부정하는 것이다.

니체가 행복주의와 쾌락주의를 비판한다고 해서, 욕망을 부정하는 금

욕주의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니체는 욕망의 생산성과 창조성을 긍정

하면서도, 공리주의적인 행복의 담론을 경계하고 비판하는 것인데, 이는

모순이 아니다. 니체는 창조적 욕망, 삶을 상승시키는 욕망을 ‘고귀한 것’

으로서 긍정한 것이며, 이기주의와 향락주의와 같은 근대 부르주아 사회

의 소인적 욕망을 삶을 소모하고 하강시키는 욕망으로서 부정한 것이다.

러하다.

246) UB, Nutzen und Nachteil der Historie für das Leben 5.

247) AC 30.

248) 같은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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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니체의 공리주의나 행복주의 비판은 근대가 이룩한 물질문명이나

과학기술의 진보에 대한 단순한 부정이 아니다. 니체는 근대 과학이 인

류의 삶에 미친 긍정적 성과를 일정 부분 인정하고 있다. 니체의 서구

이성 비판이 이성에 대한 절대적 부정이나 폐기가 아니듯이, 공리주의와

행복주의 비판 역시 물질문명의 진보와 유용성의 증진이라는 근대적 합

리성에 대한 절대적 부정이 아니다. 다만 니체는 그러한 근대 이념들의

전면적 지배가 인류의 정신을 약화시키고 실재의 진리에 대해서 눈을 돌

리게 만듦으로써 영혼을 빈곤하게 만들 것을 우려한 것이다. 그리고 인

간을 강화시키고 고귀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단지 행복이나 안락함의 토

대만이 아니라 모험과 위험, 고통의 차원 역시 조건적으로 필요함을 역

설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삶의 실재성, 삶의 진리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니체는 고통의 긍정을 역설한다. 안전하고 아름다운 표면의 질서

가 결코 삶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 고통에 직면하여 그것을 극복함으로

써 인간의 영혼은 더 높은, 고귀한 차원을 향해 성숙해간다는 것을 니체

는 근대 자유주의 사회의 행복주의에 대한 비판을 통해 말하고자 했던

것이다.

2. 민주주의와 실재의 문제

니체는 근대 민주주의 이념과 관련하여 그것의 역사적인 긍정적 의의

와 부정적 측면을 모두 논하고 있다. 따라서 니체의 민주주의 비판은 민

주주의에 대한 전면적 거부나 부정으로 이해되어선 안 되며, 민주주의가

숙명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한계들과 근원적인 위험의 요소들에 대한 철

학적 비판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니체에 의하면 민주주의는 실재성,

현실에 토대해 있지 않은 이상주의이다. 그것은 결코 진정한 다양성과

차이의 긍정으로의(즉 실재의 긍정으로의) 진보가 아니다. 그것의 본질

은 사실상 다원주의가 아닌 획일주의, 무리 도덕에 불과하다고 니체는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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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리다(Jacques Derrida)나 해텁(Lawrence J. Hatab)과 같은 탈근대적

해석가들은 니체를 민주주의적 개방성을 옹호하고 보장해주는 사유로 해

석249)하였지만, 이러한 해석 경향은 니체가 민주주의를 비판했다는 불편

한 사실을 애써 보지 않으려 하는 태도이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결코 절

대선이 아니며, 어떤 비판도 허용치 않는 신앙의 대상이 아니다. 민주주

의는 그것의 긍정성과 함께 그것이 배태하고 있는 근원적인 위험의 요소

들, 인류의 삶을 퇴락시키는 부정적 요소들에 대한 철학적 비판이 수반

되어야만 하는 중요한 철학적 문제로 마땅히 다루어져야 한다. 민주주의

가 한계를 지닐 수 있다는 인식을 가져야만 오늘날의 민주주의가 지니고

있는 문제들을 더 건강한 방향으로 교정하고 개선할 수 있는 것이다. 그

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근원적 비판과 점검은 오직 진정한 의미의 철학만

이 할 수 있다.

1) 민주주의에 대한 긍정적 평가

니체는 특히 초기에 민주주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아포리즘들을 많

이 남기고 있다. 그러던 니체가 왜 후기에는 민주주의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의 태도로 돌아섰을까? 여기에는 사유의 연속성이 아니라 분명한 어

떤 단절 혹은 사유의 간극이 존재하는 것이 확실하지 않은가? 아마도 이

런 물음들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니체가 초기에 민주주의에 대한 긍정적 견해를 보이다가 후기

에 부정적 견해를 많이 보인다고 해서 그러한 변화를 굳이 단절로 볼 필

요는 없다. 그것은 니체 사유의 전체성과 연속성의 맥락에서 수용될 여

지가 충분하기 때문이다. 니체는 서구 이성을 비판한다고 해서 결코 이

성을 절대적으로 부정하지 않았고, 서구 이성주의의 긍정적 성과들을 수

249) Jacques Derrida, Spurs: N ietzsche's Styles, trans. Barbara Harlow,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8. ; Jacques Derrida, The Politics
of Friendship, trans. George Collins, London ; New York : Verso, 1997. ;
Lawrence J. Hatab, A N ietzschean defense of democracy : an experiment
in postmodern politics, Chicago: Open Court,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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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근대 과학을 비판한다고 해서 결코 그것을 절

대적으로 부정하는 반(反)과학적․반(反)문명적 이상주의나 예술 지상주

의적, 초월주의적 태도를 보이지 않으며, 근대 과학의 성과 또한 적극적

으로 인정하고 있다. 니체는 표면적으로 극단적인 주장들을 하는 것 같

이 보일 때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니체 사유에는 항상 균형 감각이 내재

함을 알 수 있다. 또한 니체의 비판은 대체로 대상에 대한 전면적 부정

이나 거부라기보다 일반적으로 간과되어온 한계에 대한 근원적 비판이

며, 따라서 더 나은 사태로 고양되기 위한 부정이다.

민주주의에 관해서도 니체는 절대적인 부정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

니라, 그것의 긍정성과 시대적 유의미성을 충분히 차분하게 검토한 후에

그 한계와 모순들, 미래의 인류에 끼칠 위험성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주의에 대한 이러한 초기의 긍정적 태도와 후기의 비판적

태도 사이에는 분명 어떤 변화의 양상이 존재한다. 그러나 후기에 니체

가 민주주의의 한계와 모순에 대해 보다 집중적으로 비판한다고 해서 초

기에 지녔던 긍정적 평가를 폐기처분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민주주의에

대한 니체의 평가에 어떤 모순이나 단절, 간극이 존재하는 것으로 볼 필

요는 없다. 그것은 오히려 한 대상의 긍정성과 부정성을 모두 조망하는

균형감각으로서의 비평적 태도로 간주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의 니체의

문장들을 보자.

유럽의 민주화는 멈추기 힘들다. 그것에 반대하는 사람도 민주주의

사상이 최초로 모든 사람에게 제공했던 바로 그 수단을 사용하고

있으며 그 수단을 스스로 더 편리하고 효과적인 것으로 만들고 있

기 때문이다. (…) 유럽의 민주화는 바로 근대의 사상이며 그것으로

우리가 중세와 구별되는 저 엄청난 예방학적 조처들의 사슬의 한

부분인 듯하다.250)

250) MAⅡ, 2. Der Wanderer und sein Schatten 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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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체는 근대 민주주의의 의의를 중세로부터, 신의 지배로부터, 사제가

유포하는 신비주의적 이상주의와 그리스도교적 세계관으로부터의 해방과

인간의 주체성과 이성을 향한 발돋움에서 찾고 있다. 따라서 근대 민주

주의는 중세와의 차별성과 예방학적 조처들로서의 의의를 갖는 것이다.

또 다른 단편에서 그는 이렇게 말한다.

백 년 동안의 예방 기간― 민주주의적 제도들은 전제주의적 충동

이라는 오래된 페스트에 대한 검역소들이다. 이러한 것으로서의 민

주주의적 제도들은 매우 유익하며 또 매우 지루한 것이다.251)

니체는 전제정치와 전제주의적 충동과 욕망을 페스트라는 질병으로 표

현하고 있다. 따라서 니체의 민주주의 비판과 위대한 정치에 대한 사유

는 전제정치, 폭군 정치를 주장하는 조야한 사유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

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니체는 민주주의가 인간을 신의 노예로 길들여온

중세적 사고로부터의 해방뿐 아니라 전제주의적 정치로부터의 해방이라

는 의의를 지니며 그것들에 대한 예방과 검역의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그 유익성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니체는 한편으로 민주주의의 한계도

동시에 냉정하게 지적하고 있다. 민주주의적 제도와 절차들은 전제주의

적 욕망에 대한 예방 기제로서 훌륭한 역할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은 전

제정치를 막기 위한 소극적 조치로서의 의의를 지닐 뿐, 고귀한 문화를

이룩하기 위한 적극적인 장치는 될 수 없다는 한계를 이미 내포하고 있

는 것이다. 또한 그것은 검역과 예방 기제라는 소극적․방어적 조치의

특성상, 정치적 행위에 있어서의 절차의 한없는 지연과 연장이라는 단점

을 필연적으로 내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체가 민주주의적 흐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결정적인 요인은 다시 다음과 같은 측면 때문이다.

실제로 이제, 사물의 민주주의적 질서(그리고 그것의 원인이 되는

251) 같은 책, 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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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과 노예의 피의 섞임)의 점차적인 도래에 상응하여 자기 자신

으로부터 출발하여 자신에게 가치를 부여하고 자신을 ‘긍정하는’ 원

천적으로 고귀하고 희귀한 충동은 점점 더 고무되고 확산될 것이

다.252)

근대 민주주의의 일차적인 의의는 봉건적 신분제의 폐지에서 찾을 수

있고, 니체는 이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근대성에 의해 정립된

새로운 주체성, 신으로부터 벗어난 인간의 주체성을 니체는 중세 그리스

도교 세계에 의해 압살된 자기긍정의 충동, 즉 원천적으로 고귀하고 진

귀한 충동이 회복되는 하나의 형태로서 보고 있다. 니체는 민주주의가

확산시킨 근대적 주체성이 중세와는 다른 새로운 의미의 근대적 노예도

덕, 동일성의 도덕으로 포섭될 것을 우려하면서도 한편으로 민주주의가

근대인의 주체성과 주인 도덕의 탄생의 밑거름으로서의 의의를 지닐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그런데 니체는 이러한 민주주의를 단순히 여러 다양한 정치체제 중 하

나로서의 의미에만 국한시키지 않는다. 니체는 민주주의라는 단어를 통

해 근대 문명, 근대적 인간주의, 이성의 발전과 진보의 사관, 즉 근대성

자체를 함축적으로 지시하기도 한다.

오늘날 유럽인의 장점으로 찾아지는 것을 이제 ‘문명’, ‘인간화’ 또는

‘진보’라고 불러보자. 칭찬하거나 비난하지 말고 정치적 문구를 빌려

이를 간단하게 유럽의 민주주의적 운동이라고 말해보자. (…) 그러

므로 생리학적으로 말해, 최대의 적응술과 적응력을 그들의 특징적

인 장점으로 갖는 본질적으로 초국가적이고 유목적인 유형의 인간

이 서서히 도래하고 있는 것이다. (…) 따라서 유럽의 민주화가 가

장 교묘한 의미에서의 예속에 대해 준비가 된 유형을 산출해내는

결과를 가져오는 동안, 개별적이고 예외적인 경우에 강한 인간은

252) JGB 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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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가 아마 지금까지 그랬던 것보다 더 강하고 풍부해지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은 그가 받는 교육이 선입견 없이 이루어지기 때

문이며, 훈련, 기술, 가면의 엄청난 다양성 덕분이다.253)

니체는 유럽의 민주주의적 운동이 지역화를 탈피하여 유목적 세계화를

향해 나아갈 것임을 냉정하게 예측하고 있다. 이는 니체가 이후의 세계

사적 동향을 19세기의 입장에서 19세기의 징후들을 통해서 정확히 예견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니체는 유럽의 민주주의는 산업적 진보와 과학

기술의 발달과 함께 보편주의, 초국가적 노마디즘을 초래할 것이라고 보

고 있다. 그동안 봉건적 신분제의 구시대의 조건 위에서 민족국가적 특

수화의 단계에 머물러 있던 정착생활형 유럽인이 근대 민주주의와 휴머

니즘, 자본주의, 과학기술문명의 진보와 더불어 보편화의 단계로 진입하

면서 초국가적 노마드적 유럽인으로 변모할 것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니체는 이러한 초국가적 노마디즘의 유동성은 이전까지와는 다

른 새로운 종류의 예속, 가장 교묘한 의미에서의 예속, 즉 현대적 노예제

에 대해 준비가 된 무리짓는 가축과 같은 인간 유형을 산출해낼 것이라

고 말한다. 그러한 예속적인 유형의 인간들은 동시대의 기준에 무비판적

으로 발빠르게 맞추어 사는 최대의 적응 기술과 적응력을 보유하게 될

것이라는 점 또한 근대 문명이 초래할 미래상으로서 예견하고 있다.

그러나 니체는 한편으로 바로 그러한 조건 위에서 강한 인간은 더 풍

부함을 얻게 된다는 긍정적 미래상을 전개한다. 여기서 강한 인간은 정

신적인 의미에서의 강자를 뜻한다. 강자란 어떤 경우에도 무리짓는 가축

이나 노예적 인간이 될 수 없는 정신적․실존적 형식을 지닌 자이며, 그

러기에 새로운 가치 창조의 잠재력을 지닌 주체이기도 하다. 봉건적 신

분질서의 폐지 이후의 민주주의 사회는 강자가 많은 것을 실습하고 체험

하고 편력할 수 있는 다양성의 조건과 선입견 없고 공정한 교육의 기회

를 제공한다. 즉 산업 자본주의와 민주화의 진전은 ‘예외적인 강자’의 감

253) JGB 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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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의 촉수를 더욱 강하게 더욱 다면적으로 자극하고 그에 따라 더욱 강

한 인간으로 만들어줄 수 있다.

이처럼 니체는 신분제 폐지와 신으로부터의 인간 주체성의 회복과 다

양성의 조건의 산출로서의 민주주의 운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따

라서 니체가 말하는 ‘위계’나 ‘격차’가 봉건적 신분의 위계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즉 니체가 민주주의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한다 하더라도 그

것은 봉건적 신분제로 회귀하자는 조야한 주장으로 이해되어선 안 되는

것이다. 또한 니체는 근대 부르주아 사회의 이데올로기에 대해서 수많은

비판을 가하므로 니체가 주장하는 위계는 단지 경제적 계급의 위계도 아

니다. 데트윌러(Bruce Detwiler) 같은 니체 연구가는 니체의 민주주의

비판을 근거로 그의 정치철학을 극단적인 귀족주의, 극단적으로 불평등

한 정치 질서를 주장하는 사상으로 해석하였다.254) 그러나 니체는 정신

적인 위계, 정신적인 고귀함과 위대함의 실현으로서의 새로운 정치와 이

전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문화의 가능성을 역설할 뿐, 신분이나 계급, 인

종에 근거한 차별을 옹호하는 것이 아님을 이러한 니체의 민주주의에 대

한 사유들을 통해서 잘 알 수 있다.

2) 민주주의의 한계에 대한 철학적 비판

어떤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이런 우리에게는 민주주의

운동이란 정치 조직의 타락 형식일 뿐만 아니라, 인간의 타락 형식,

즉 인간을 비소하게 만드는 형식(Verkleinerungs-Form)으로, 인간

의 표준화와 가치 하락으로 생각된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희

망을 어디에서 붙잡아야만 할까? 그것은 새로운 철학자들에게서이

며,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다.255)

254) Bruce Detwiler, N ietzsche and the Politics of Aristocratic Radicalism,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0.

255) JGB 203.



155

니체는 민주주의의 본질을 근본적으로 인간의 표준화, 동일화, 평균화

라고 보았고, 인간을 비소한 군서동물로 만드는 정치 운동으로 보았다.

민주주의는 진정한 자유의 구현을 촉발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현재 유럽의 모든 나라와 미국에서도 지금 [‘자유정신’이라는] 이 명

칭을 잘못 사용하는 어떤 것이 있다. 그것은 매우 편협하고 속박되

어 있으며 사슬에 묶인 그러한 유형의 정신들이며, 대략 우리의 의

도와 본능에 놓여 있는 것과는 반대되는 것을 원하고 있다. 그들이

도래할 새로운 철학자들에게 한층 굳게 닫힌 창문과 폐쇄된 문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다. 이 잘못 명명된 ‘자유정신들’

은 간단히 말하면 나쁜 일인데, 표준화시키는 자들에 속한다. 즉

그들은 민주주의적 취향과 그 ‘현대적 이념들’을 가진, 능변과 글쓰

는 손가락을 지닌 노예들일 뿐이다.256)

자유주의, 민주주의에는 속박된 정신들만이 존재할 뿐 ‘자유로운 정신’

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니체 당대, 19세기의 유럽과 미국의 자유

주의와 민주주의적 운동, 그것의 본질을 니체는 인간을 평균인들, 가축

존재로 만드는 표준화 작업으로 본다. 따라서 그것은 도래할 새로운 철

학자들, 위버멘쉬, 보다 높은 영혼의 인간, 새로운 가치의 창조자들의 가

능성의 싹을 잘라버린다. 니체는 그러한 현대적 이념들을 전파하는 능변

과 달필의 소위 진보적 지식인들을 인간의 자유를 구현하는 선봉이 아니

라 인간을 표준화, 획일화, 정형화, 동일화시키려는 권력의 전략에 이상

적 명분을 제공하는 자들, 따라서 인간의 가축화에 협조하는 자들로 간

주하는 것이다.

또한 니체는 이들을 진정한 사랑과 연대의 도덕이 아닌, 동정과 연민

의 도덕을 전파하는 자들로 간주하였다. “민주주의적 운동은 그리스도교

적 운동의 유산을 상속한 것이다.”257) 이처럼 니체는 민주주의와 자유주

256) JGB 44.

257) JGB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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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라는 서구의 현대 이념들에 다름 아닌 그리스도교적 동정의 도덕, 초

월적 이상주의가 내재해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그러한 현대 이념들을

인간의 쇠약화, 진정한 개별성과 고유성으로서의 실재에 대한 부정, 영혼

의 고귀함의 소멸로 간주한 것이다. 민주주의가 진정한 다양성과 자유를

보장할 수 있는 체제가 아니라 동일성의 체제에 불과하다고 본 니체의

사유와 관련하여 김진석의 민주주의 사회의 ‘집단적 다원주의’에 대한 다

음과 같은 설명을 보자.

개인의 주체성은 오늘날 무엇보다도 문화적 정체성에 의해 확보되

고 구성되는데, 이 정체성도 그저 민주적 다원성의 추구만으로는 이

루어지지 않는다. 우선 개인과 집단 사이의 긴장만 짚어보자. 정체

성을 추구하는 문화적 집단들 사이에서는 끊임없이 권리와 권력의

배분을 놓고 줄다리기가 벌어지는데, 권리와 권력은 그 집단들 사이

에서 정치적으로 배분되기 십상이다. 이 경우 개인의 정체성은 오

히려 바로 그 집단적 다원주의에 의해 억압되거나 부당하게 대표될

것이다. 실제로 지금도 대다수 인간의 정체성과 권리는 특정 종족

과 국가의 귀속성에 의해 불균등하게 대표되고 배분되고 있다.258)

오늘날의 민주주의적 다원주의는 집단적 다원주의이며, 개인의 정체성

은 이러한 집단적 다원주의에 의해 억압되거나 부당하게 대표된다는 것,

따라서 그러한 다원주의가 개인의 주체성과 권리를 오히려 방해하고 제

약하는 측면이 있다는 것. 민주주의에 대한 이러한 분석은 오늘날 ‘다원

주의’라는 기표가 유포하는 환상(개인의 자유를 옹호하고 ‘차이의 긍정’

이라는 가치를 생산한다는 환상)을 벗어나서 실재에 있어서 민주적 다원

주의가 어떻게 기능하고 어떤 효과를 산출하는지에 주목하게 한다.

니체는 이러한 민주주의가 자유주의의 기초 위에서 성립된다는 것을

고려하면서도 한편으로 민주주의를 평등주의와 등치되는 것으로 간주하

258) 김진석, 『니체는 왜 민주주의에 반대했는가』, 개마고원, 2009, pp.

272-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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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니체는 때로 자유민주주의와 사회주의를 모두 평등 사상이라는

동일한 이념적 프레임에서 바라본다. 이때 니체가 비판하는 근대적 평등

사상이 ‘기회의 평등’이라는 현실적이거나 합리적인 의미로 전제된 것이

아니라 이상주의적 평등을 의미한다는 점이 주목되어야 한다. 니체는 그

러한 이상주의적 평등 이념을 본질적으로 인간의 정신적, 인격적, 현실

적, 문화적 동일화의 이념으로서 인류에게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으로 간주한 것이다. 실제로 20세기에 사회주의 실험이 권력의 부패와

파시즘으로 귀착되었던 점을 볼 때 니체의 이러한 비판은 공허한 평등주

의적 이상주의의 비가시적 본질을 철학적으로 미리 통찰하고, 실재성, 현

실성에 토대하지 않은 ‘평등의 이상’이 필연적으로 초래할 인간 동일화,

파시즘적 미래를 예견하고 경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니체가 민주주의와 사회주의, 자유주의를 하나로 묶어서 비판

한 것과 관련하여 김진석은 이렇게 말한다. “1990년대 초 현실사회주의

가 몰락할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은 그 몰락의 이유를 무엇보다도 사회

주의가 맹목적으로 혹은 허구적으로 ‘만인의 동등한 권리’를 내걸었던 데

에서 찾았다. 또 자유주의는 개개인의 자유를 추상적이고 형식적으로 동

일시하는 경향이 있다. 이 점은 니체가 살았던 때나 지금이나 근본적으

로는 변하지 않았다.”259) 또한 김진석은 ‘만인의 동등한 권리’란 현실에

서 달성되기 어려우며, “오늘의 시점에서도 자유와 평등은 여전히 문제

적”이라는 점, “기껏해야 형식적으로 기회의 동등함이 보장되는데, 사실

그 보장은 형식적이고 추상적이며 심지어 기만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으

며, “그 추상성과 기만성은 한편에서 자유와 평등의 구호를 외친다고 줄

어들거나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다.260) 니체가 이러한

민주주의, 사회주의, 자유주의 등의 근대적 이념들을 모두 비판의 대상으

로 삼은 주된 이유는 그것이 실재, 현실에 철저히 토대하고 있지 않은

이상주의, 근본주의에 불과하며, 따라서 그 형해화(形骸化)된 이념들이

내포하는 자유와 평등이라는 가치들 또한 허구적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

259) 같은 책, p. 228.

260) 같은 책, pp. 291-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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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하여 김진석은 “파시즘이나 맹목적인 폭력에는 마땅히 반대해야 하지

만, 무조건적이며 유토피아적인 근본주의도 적지 않은 점에서 권력적이

고 폭력적”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근본주의적 이상주의는 “무엇보다도

세상에 실제로 존재하는 권력과 폭력의 존재방식에 대해 맹목적이기 때

문이다.”261)

니체는 이러한 이상주의적인 서구 민주주의가 인간에게 진정한 자유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인간을 수동적인 동일화의 양상으로

내몬다고 보며, 이렇게 동일화된 근대인을 군축(群畜), 군서동물

(Herdentier)이라는 말에 빗대어 표현한다. 그리고 그러한 동일성으로서

의 문화적 생태 근저에는 동일화시키는 힘, 특정한 권력의 작동이 존재

한다.

어떤 사람이 꾸미지 않고 비유도 사용하지 않고 인간을 동물로 간

주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모욕적으로 들릴 것인지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다. 특히 우리가 ‘현대적 이념’의 인간과 관련하여 끊임없이

‘무리’, ‘무리본능’ 등의 표현을 사용한다는 것은 거의 우리의 죄라고

여겨질 것이다. 그것이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우리는 달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왜냐하면 바로 여기에 우리의 새로운 통찰이 놓

여 있기 때문이다. (…) 오늘날 유럽에서의 도덕은 군서동물-도덕

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물을 이해하듯이, 그것은 그 옆에, 그 앞

에, 그 뒤에 다른 많은, 무엇보다도 더 높은 도덕들이 가능하거나

혹은 가능해야 할 인간적인 도덕의 한 방식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

런 ‘가능성’이나 ‘당위성’을 이 도덕은 모든 힘을 다해 저지한다. 이

도덕은 고집스럽고도 가차 없이 말한다. “나는 도덕 자체이고, 그

외의 어떤 다른 것도 도덕이 아니다!”라고.262)

군서동물-도덕의 근저에는 삶을 부정하고 획일화시키는 힘, 실재를 부

261) 같은 책, p. 265.

262) JGB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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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는 권력이 숨어있다. 자유주의, 사회주의 모두 현상적으로는 인간의

자유, 자유로운 사회를 표방하지만, 본질적으로 그것은 인간의 차이와 개

성, ‘자기 자신으로서 살 수 있는 자유’를 존중하지 않는 군축(群畜)도덕

이다. 반면에 가능성으로서의 도덕, 더 높은 도덕들, 고귀한 도덕들은 이

러한 군서동물-도덕, 동일성의 도덕과는 다른 도덕들, 그것을 극복하고

넘어선 도덕들이다. 그것은 실재의 긍정에 토대하며, 따라서 차이와 개성

이 기만적으로가 아닌, 실질적으로 존중받을 수 있는 도덕이다. 니체는

이러한 고귀함의 도덕에 있어서만 인간의 삶은 파시즘적 동일성의 권력

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니체는 실재성에 토대하지

않은 공허한 이상주의적 평등이 인간의 존엄성, 자유, 권리를 신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해치는 것으로 간주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동

등하다고 한다면 어떤 사람도 더 이상 ‘권리’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이

다.”263)

하나의 권리는 하나의 특권이다. 각자의 존재 방식에서 각자는 나

름의 특권을 갖는다. 평균적인 유형의 특권도 폄하해선 안 된다. 삶

은 높이를 더해갈수록 점점 더 어려워지며 추위도 심해지고 책임도

커진다.264)

인간이 모두 평등하다고 한다면, 다수에 대한 책임과 사명을 지닐 만

한 고귀한 운명을 지닌 위버멘쉬의 실존적 가능성 역시 부정된다. 인류

에 대한 책임의지와 엄격한 자기규제의 원리, 정의와 창조에의 의지를

지닌 인간, 결코 동등하지 않은 인간, 순응적인 가축떼의 양식을 벗어나

는 고귀한 인간의 가능성과 가치가 부정된다는 것은 곧 자유와 평등을

가장한 부패와 기만과 무책임과 비이성의 정치를 예고하는 것이나 다름

없는 것이다. 니체가 군축도덕에 대항하여 지지하는 것은 바로 인간 영

혼의 고귀함이다.

263) 같은 곳.

264) AC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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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민주주의는 자유주의와 평등주의를 핵심으로 한

다. 그러나 앞에서 고찰했듯이 니체는 근대 자유주의를 향락주의와 이기

주의, 쾌락주의 등으로 규정하면서 그것이 결국 허무주의로 귀결될 것을

우려했다. 이러한 성격의 민주주의에는 시장의 자유, 상인들의 이익추구

의 자유만 존재할 뿐 진정한 인간의 실존적 자유와 존엄성은 실현될 수

없다. 니체는 민주주의, 군축 도덕에 의해 인간의 고귀한 생명력, 능동적

인 힘에의 의지, 창조적 가치 정립의 의지가 퇴화된다고 본 것이다. 그것

은 모두를 유사하게, 평범하게, 범속하고 용속하게 만들며, 무리로 만든

다. 고귀한 인간을, 인간 정신의 고귀함, 독창성, 창조성을 질식시킨다.

이것이 과연 행복한 사회이며 우리가 추구해야 할 정의롭고 자유로운 사

회인가? 라고 니체는 묻고 있는 것이다.

무리 본능(Heerden-Instinkt)은 점진적으로 그 결론을 이끌어내게

된다. 어떤 의견 속에, 어떤 상태와 감정 속에, 어떤 의지 속에, 어

떤 재능 속에 공공에 위험한 것, 동등성을 위험하게 하는 것이 얼마

나 많고 적게 있는가 하는 것, 이제 이것이 도덕적 관점이다. 공포

는 여기에서도 다시 도덕의 모체가 된다. 만일 최고의 강력한 추동

력이 정열적으로 터져나와, 개인이 무리적 양심의 평균과 낮은 곳을

뛰어넘어 더 높은 곳으로 나아가게 한다면, 이러한 추동력으로 인해

공동체의 자신감은 땅에 떨어지게 되고, 그 척추와 같은 공동체의

자신에 대한 믿음은 깨지게 된다. 따라서 바로 이러한 추동력은 가

장 잘 낙인 찍혀 비난받게 된다. 높은 독립적인 정신, 홀로 서려는

의지, 위대한 이성을 이미 위험한 것으로 느끼는 것이다. (…) 높고

준엄한 고귀함(Vornehmheit)과 자기 책임감

(Selbst-Verantwortlichkeit)은 거의 사람들의 감정을 상하게 하며

불신을 일깨우고, ‘순종적인 인간’이, 더 나아가 ‘우둔한 인간’이 존

경을 받게 된다.265)

265) JGB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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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주의적인 평등 이념으로 자신을 위장한 시스템은 지배권력과 체제

에 대해 회의하거나 비판하지 않는 순종적인 가축들을 양산한다. 이러한

파시즘적 사회에서는 무리의 관습을 넘어서고자 하는 고귀한 자는 위험

인물로 낙인찍히거나 희생된다. 그것은 공포에 기인한다. 그 공포는 공동

체의 동일성과 안정을 위협하는 타자들(강자들)에 대한 공포, 실재의 문

제를 직시하고 극복하고자 하는 고귀한 정신을 지닌 자들에 대한 공포,

노예 도덕이 아닌 주인 도덕을 지니며 자신을 스스로 규제하는 자기 책

임감과 창조적 의지를 지닌 자에 대한 무리들의 공포이다. 니체의 민주

주의 비판은 결국 중우정치, 욕망의 정치(자유주의에 기인한), 그리고 그

로 인한 허무주의에 대한 경고이다. 따라서 니체는 이러한 근대성의 허

무주의적 전개에 대항하여 정의의 실현을 위해서 ‘위대한 정치’의 필요성

을 역설하는 것이다.

민주주의에 내재한 ‘책임의식(공적 사명감)의 실종’과 중우정치의 위험

에 대한 니체의 비판과 관련해서는 플라톤도 유사한 사유를 보여주고 있

다.266) 물론 플라톤의 이상주의와 니체의 실재론 사이의 간극만큼이나

정치철학의 궁극적인 주장에 있어서도 양자는 큰 차이를 지니지만, 민주

주의를 비판한 점에 있어서는 일단 양자는 표면적인 유사성을 지니는 것

처럼 보인다. 플라톤은 지배자의 덕목과 피지배자의 덕목을 구분했다. 피

지배자, 즉 생산자 계급, 민중 계급의 덕목은 ‘절제’이다. 생산자 계급의

노동은 공적 목적이라기보다 사적 목적으로 수행되며, 이들은 사적 세계

에 존재한다. 따라서 이 계급은 사적인 욕망에 지배당하기 쉬운 계급이

다. 하지만 국가가 조화롭게 운영되고 정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생산자

계급의 사리사욕의 과잉은 자제되어야만 하기에 플라톤은 ‘절제’의 미덕

을 요구하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수의 생산자 계급, 민중 계급

이란 ‘절제’라는 덕이 가장 큰 덕으로 요구될 만큼 ‘욕망’을 본질로 하는

계급으로 전제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플라톤에게 있어 이러한 생산

266) Plato, The Republic(plato complete works), G.M.A. Grube, rev. C.D.C.
Reeve, Hackett Publishing Company, Indianapolis․Cambridge,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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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민중 계급은 국가의 지배계급, 통치계급으로서 적합하지 않다. 국가

를 조화롭고 정의롭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공적 책무 의식을 가진 철학자

리더의 통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플라톤의 생각이었다. 플라톤이 생각한

이상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통치자가 지혜로써, 즉 이성과 지성적

사고를 통하여 분별있게 다스리는 것이다. 그리고 수호자 계급은 공적

의식과 ‘용기’의 미덕으로 국가의 방위를 담당해야 한다. 지혜, 용기, 절

제의 덕이 각 계급, 통치자 계급, 수호자 계급, 생산자 계급에서 잘 발현

될 때 그 국가는 정의로운 국가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플라톤적

사유에서 우선순위는 통치자의 지혜이지, 민중의 절제가 아니다. 철학자

군주가 배의 선장이라면, 생산자 민중은 배의 선원들이다. 선장, 리더에

게 배를 운영하는 기본적인 철학과 지혜, 공적 의식이 부재하다면, 혹은

그가 부도덕한 목적으로 선원들의 공익에 반하는 행동을 한다면, 선원들

이 아무리 절제된 마음가짐으로 각자의 업무에 충실하고자 하더라도 배

는 표류하기 쉽다. 플라톤에게 있어 리더, 지도자, 통치자는 국가와 전체

조직을 통일적으로 리드하는 역할을 지닌다. 정의롭고 조화로운 청사진

을 가지고 전체성의 감각과 통일적 조직화의 힘을 발휘하는 것은 ‘지혜’

의 덕을 지닌 통치자의 영역이지, 민중이라는 욕망의 집단의 영역이 아

니다. 따라서 민중이 권력을 갖는 민주주의는 필시 중우정치로 흐르게

된다고 플라톤은 본 것이다.

이러한 플라톤의 국가 철학은 외형적으로 볼 때 니체의 민주주의 비판

과 통하는 면이 있어 보인다. 물론 니체의 ‘위대한 정치를 이끌고 갈 위

버멘쉬적 철학자-정치가’는 플라톤의 이상국가에서의 ‘철학자 군주’와는

상이한 의미와 위상을 갖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중에게 권력을 맡긴

다는 것은 무정부주의이며 무책임한 정치라고 보는 점에서 니체는 플라

톤의 관점과 통하는 일면이 있어 보인다. 다수의 민중은 사적 차원의 실

재성이며, 이러한 집단으로서의 민중이 공적인 목표를 위하여 공적 책임

의 과제를 수행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니체가 민중이 정치의 담

당자가 되는 것에 회의적인 것은 단지 플라톤과 유사한 정치철학적 판단

에서만 기인하는 것이 아니다. 거기에는 플라톤주의와는 또 다른 맥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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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한다. 플라톤은 민중을 단순히 ‘욕망’의 집단으로 간주하지만, 니체는

그러한 표면적 사실 자체보다는 민중에게 특정한 욕망과 열광과 도취의

환상을 주입하는 기만적 주체, ‘권력’에 더 주의를 기울인다. 니체의 민주

주의 비판은 니체의 도덕 비판과 마찬가지로 본질적으로 권력에 대한 비

판이다. 즉 다수의 삶을 하강시키고자 하는 어떤 음험한 권력을 폭로하

는 것이다.

도취와 양육―― 민중은 너무나 자주 기만당한다. 그들은 기만하는

자들, 즉 그들의 감각을 흥분시키는 술을 언제나 구하기 때문이다.

(…) 그러나 양육보다 도취를 더 중시하는 이 천민적인 취향은 결

코 천민의 가슴 깊은 곳에서 생겨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가

슴 깊은 곳으로 운반되어 그곳에 심어지고 그곳에서 무성하게 자라

난 것이다. 그것은 사실 최고 지성의 소유자들에 기원을 두고 수천

년 동안 그들 사이에서 번성했던 것이다. 민중은 이 빛나는 잡초가

아직 무성하게 자랄 수 있는 최후의 미개척지다. 뭐라고! 그러면

민중에게 정치를 맡겨야 한다고? 민중이 정치를 통해 매일 도취할

수 있도록?267)

여기에는 복합적인 관점이 존재한다. 첫째, 기만당하기 쉽고 도취와 열

광을 특징으로 하는 집단이 정치의 담당자가 되어선 안 된다는 것, 둘째,

인류의 역사에는 항상 민중의 도취와 열광을 유도하고 그것을 이용하여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려는 기만적 주체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니체에

의하면 이러한 도취의 주술은 민중으로부터 자발적으로 생성된 것이 아

니다. 그것은 어떤 권력에 의해 민중에게 주입되고 이식된 것이다. 이것

을 니체는 신으로부터 벗어나 인간 이성과 주체성의 회복이 시작된 근대

이후 과거의 주술, 신비주의, 비이성의 집단(사제-형이상학자)이 최후의

미개척지인 민중에게 자신들의 비이성(신에 대한 도취와 환상)을 이식한

267) M 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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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이처럼 니체는 단지 민중에 대한 불신보다는 근본적으로 민중을 은밀

하게 조종하고 구성하는 기만적 권력에 대한 경계와 불신에 근거하여 민

주주의를 비판한다. 즉 민주주의에서 민중이 정치의 주체가 된다는 것은

표면적 가상에 불과하며, 실재에 있어서는 민중에게 은밀하게 도취와 열

광을 불러일으켜 지배하고자 하는 배후의 교묘한 권력이 정치의 주체가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 체제의 그 기만자들은 민중이 정치의

주체라는 환상을 지속적으로 이용함으로써 자신들의 권력의지를 은폐하

는 것이다.

즉 니체가 민주주의를 비판하는 것은 그것이 현실에 존재하는 ‘권력’과

그것의 작동에 대해 눈감은 채 허구적이고 반(反)실재적인 자유와 평등

을 가치로 내세우는 공허한 이상주의에 불과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니

체의 이러한 관점에는 민주주의는 결코 자유와 평등이 실현될 수 있는

체제가 아닌, 고도의 기만과 위장의 체제일 수 있다는 성찰이 담겨 있다.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는 기만과 위선이 더욱 활개를 치고 번성할 수 있는

체제이기도 하다는 것, 바로 여기에 민주주의의 위험성이 존재한다. 기만

적인 자들은 대중의 인기와 열광, 도취를 이용하며, 민주주의라는 도덕적

인 외관과 정의로운 가상을 이용하여 자신의 부패한 권력의지와 욕망을

더 쉽게 세상에 투사할 수 있다.

니체는 도취와 양육을 대비시키고 있다. 여기서 도취(Rausch)는 기만

과 관련되며, 기만하는 자들은 사람의 감각을 마비시키거나 흥분시키는

술에 비유되고 있다. 이러한 사유에 따르면, 민중이 집단적으로 무엇인가

에 도취되고 환상을 지니고 열광한다는 것은 이미 그들을 도취하고 열광

하도록 기만하고 속이는 주체가 존재하는 것이다. 즉 환상과 주술을 생

산하는 권력, 힘이 존재하는 것이다. 반면에 양육은 기만이나 환상과 관

련을 맺지 않는다. 그것은 가상이나 환상이 아닌 실재에 토대하고 있다.

왜냐하면 양육(Ernährung)은 자연이 말없이 만물을 길러내듯이 영양과

양분을 주어 실재적으로 생명을 육성하고 성장시키는 것을 의미하기 때

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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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취와 기만이 민주주의와 자유주의, 사회주의 등의 근대의 이상주의

적 이념들의 속성이라면, 양육은 니체가 역설하는 ‘위대한 정치’의 속성

이다. 니체의 ‘위대한 정치’는 도취적 열광과 환상이 아닌 실재적인 양육

과 영양 공급을 본질적 속성으로 하는 정치를 의미한다. 그것은 민중을

기만하는 것이 아니라 민생을 고양시키고 생명의 활력과 자유를 증진시

키는 정치이다.

도취와 양육의 대비에서 알 수 있듯이 근대 민주주의 이념은 근본적으

로 ‘실재’에 반하는 허구적 이념이라는 것이 니체의 주된 비판 이유이다.

민주주의에는 궁극적으로 대중의 삶을 위한 책임 있는 정치가 존재하기

어려우며, 따라서 무책임한 정치, 중우정치, 포퓰리즘적 연극, 아나키즘으

로 흐르게 될 위험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로 인해 가장 이익을

보는 것은 바로 민중이 아닌 기만적 권력이다. 인간의 문화, 더욱이 고도

의 문화 속에 은폐되어 있는 이러한 권력의 잔인함과 야수성에 대해서

니체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가 ‘더 높은 문화’라고 부르는 거의 모든 것은 잔인함의 정신화

와 심화에 바탕을 둔 것이다. 이것이 나의 명제다. 저 ‘사나운 짐승’

은 죽어 없어진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살아있고 번성하며, 단지 신

성하게 되었을 뿐이다.268)

니체에 따르면 인간의 문화가 증대하고 고차원이 될수록 인간의 끔찍

함, 잔혹한 야수성도 그에 따라 증대하지만, 그것은 고도의 문화 속에서

정신화되고 신성화됨으로써 은폐된다. 이에 대해 김진석은 이렇게 말한

다. “문화가 상승하는 단계마다 인간은 기존의 잔인함이나 폭력을 승화

시킨다고 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승화’란 그것을 초월적으로 극복한

다는 의미가 아니다. 오히려 세련되게 만들고 가공한다는 의미에 가깝

다.”269) 즉 고도의 문화일수록 그러한 잔인함이나 폭력은 휴머니즘, 자유

268) JGB, 229.

269) 김진석, 『니체는 왜 민주주의에 반대했는가』, 개마고원, 2009, p. 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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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평등, 민주주의 등의 외피를 쓰고 신성화됨으로써 더욱 교묘하고 비

가시적으로 진화하는 것이다.

니체의 이러한 민주주의 비판은 ‘위계(Rangordnung)’에 대한 니체의

실재론적 사유와 연결된다. 이 위계는 근본적으로 영혼의 위계이다. 니체

가 근대적 평등의 이상주의를 비판하는 것은 인간의 동일화에 대한 경계

일 뿐, 인간을 인종, 신분, 계급, 직업, 학력 등에 따라 현실적으로 차별

해도 된다는 주장이 아니다. 니체는 불합리한 차별을 옹호하는 것이 아

니다. 또한 니체는 당대의 지배계급이었던 부르주아 계급의 이익을 옹호

한 적이 없고, 오히려 그들의 물질주의, 향락주의, 이기주의, 쾌락주의를

비판했다. 니체가 당대 유럽의 반유대주의의 야만성을 비판한 것 또한

유사한 맥락이다. 그러나 현실에서 ‘고귀함과 비소함’이라는 영혼의 위계

와 구별은 필연적으로 존재하므로 인간은 결코 인위적으로 동질화, 균질

화되어선 안 된다는 것이다. 중국 유학에서 군자 혹은 대인과 소인의 구

별이 존재하는 것처럼 니체도 유사한 자연적․본성적․정신적․실재적

위계를 인정하는 것이다. 그것은 고귀함과 비소함, 곧 위버멘쉬

(Übermensch)와 멘쉬(Mensch) 사이의 간극과 위계이다.

따라서 니체는 실재, 자연, 본성에 반(反)해서 영혼의 위계를 무시하고

인위적인 평등 사회를 구현하려는 동일화의 시도는 인류에게 재난이 될

것을 예언한 것이다. 그러한 인위적 평준화를 구현하려는 시도는 근본적

으로 고귀함을 비소함의 영역으로 하강시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즉 창

조적 소수자를 부르주아 사회의 동일성의 영역으로 하강시켜 군축으로

길들이는 체제가 바로 근대적 평등 이념의 근본 본질이라고 본 것이다.

실재성에 기초하지 않은 체제는 근본적으로 허구적이고 위선적인 체제이

며, 따라서 그러한 인위적인 동등성의 시도가 인류에 대한 가공할 부정

의와 폭력적 파시즘의 양상으로 진화할 것은 필연적이었다.

니체의 이러한 영혼의 위계 사상은 경쟁 체제에 대한 옹호가 아니다.

니체는 무한 경쟁, 경쟁을 위한 경쟁을 옹호한 것이 아니라, 위대한 정치

와 위대한 교육의 필요성을 주장한 것이다. 니체가 말하는 고귀함, 보다

높은 정신성이란 ‘경쟁’이라는 상대주의적 우열과 비교우위를 측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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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으로 보증되는 것이 아니다. ‘격차의 열정(Pathos der Distanz)’이

라는 개념은 영혼의 위계와 고귀함을 표현하는 다른 이름이다. 이는 경

쟁이나 인정투쟁에서의 승리를 추구하는 것과는 상이한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 경쟁은 상대적인 우열을 다투는 것이라면, 격차의 열정은 상대적

우열이 아니라 ‘절대적인 다름(차이)’, ‘절대적인 거리’를 자각하는 파토스

를 의미한다. 즉 동일성의 세계로부터 큰 정신의 간격을 지니고 있음을

자각하는 감정을 뜻한다. 경쟁은 시스템 안에서 인정받기를 갈망하는 ‘인

정욕구’이므로 근본적으로 동일성의 세계 안에 머무르는 것이지만, 격차

의 열정은 동일성의 시스템을 벗어나서 시스템을 관조하고 회의하고, 시

스템을 뒤흔들고 재창조하려는 열정이다. 경쟁은 트랙을 달리는 경주마

로서 선두를 달림으로써 인정받고 칭찬받기를 욕망하는 것이지만, 격차

의 열정은 트랙에서 달리지 않으며 트랙의 부조리를 인식하고 새로운 시

스템과 에피스테메를 창안하기를 원하는 열정이다. 경쟁은 근원적으로

타자에 대한 증오와 배제의 에고이즘, 즉 애덤 스미스의 고전경제학이

낙관적으로 바라보았던 개인의 이기적 욕구의 추구에 기인한다. 그러나

격차의 파토스, 영혼의 고귀함은 다수에 대한 사명감에만 오로지 기인하

며, 그것은 운명애와 자기긍정의 에고이즘, 즉 진정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토대가 되는 에고이즘이다. 즉 니체의 ‘격차의 열정’은 동시대의 이

상(Ideal)과 코드들에 대해서 격차와 간극을 느끼는 파토스로서, 정신의

고도와 규모, 고귀함과 위대함을 의미한다.

니체의 민주주의 비판은 이처럼 ‘영혼의 고귀함’, ‘다수에 대한 책임의

지’와 관련된다. 즉 민주주의에는 이러한 요소의 가치가 간과되고 약화된

다는 것이다. 자유주의와 결합한 민주주의 이념 자체가 이미 홉스가 말

한 전쟁상태,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 무한 경쟁 시스템, 욕망과

이기심만이 삶을 리드하는 체제, 욕망의 아나키즘의 씨앗을 배태하고 있

다. 여기에는 미래에 대한 책임 의식이 존재하지 않는다. 민주주의는 대

중의 도취와 열광을 유도하기 위한 권력 집단의 온갖 연극적 위장술, 포

퓰리즘을 일상적인 것으로 만들며, 따라서 최고의 부정의라 할 수 있는

기만과 위선의 체제로 흐를 수 있는 가능성을 이미 내포하고 있다. 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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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 경제적 자유주의와 결합한 민주주의에서 말해지는 ‘정의’와 ‘평등’과

‘자유’와 ‘휴머니티’란 실재가 아닌 말 속에만 존재하는 이상, 가상, 환영

일 뿐임을 니체는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로크(J. Locke)나 밀(J. S. Mill)과 같은 자유주의 사상가가 영

국의 동인도 회사에 관여하거나 인도 식민지 지배를 옹호한 제국주의적

면모를 보인 것은 이미 서구의 민주주의와 자유주의 이념 자체에 근본적

모순과 위선이 내재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즉 서구의 자유주의와 민주주

의는 진정한 자유 정신이 아니라 탐욕과 부패한 권력의지의 소산일 뿐이

라는 것을 말이다. 니체 당대의 서구의 소위 진보적인 자유주의, 민주주

의 사상가들은 그리스도교적 휴머니즘의 가면을 쓰고 제국주의와 식민주

의를 버젓이 옹호하였다. 니체는 민주주의를 비판하면서 그 새로운 대안

으로서 ‘위대한 정치’를 역설했지만, 그것은 인류의 정신적․문화적 위대

함과 고귀함의 구현에 관한 주장일 뿐, 결코 제국주의적인 착취적 현실

에 대한 옹호가 아니다. 니체는 초기에 특히 서양 근대의 제국주의와 식

민주의에 대해서 누차 강력히 비판한 바 있고, 후기까지 지속적으로 독

일정신(독일의 군국주의와 민족주의, 인종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위험하

고도 편협한 제국주의적 야망)을 강도 높게 비판하였기 때문이다.270)

그러나 니체의 민주주의 비판에 담긴 수많은 철학적인 함의들에도 불

구하고, 니체의 민주주의 비판은 역시 냉정한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

270) 리차드 로티(Richard Rorty)는 니체를 “자유민주주의의 적”으로 간주하면

서 “포스트모더니스트 부르주아 자유주의(Postmodernist bourgeois lib-

eralism)”를 옹호하고 그것이 시민의 민주적인 의사결정과 참여로 이루어진다

는 입장을 취한다.(Richard Rorty, “The Priority of Democracy to

Philosophy”, Objectivity, Relativism and Truth: Philosophical Papers, vol-
ume 1, Cambridge Press, 1991.; 위의 책에서 참조, 재인용.) 이러한 로티의

입장에 대해 김진석은 다음과 같이 이의를 제기한다. “강대국의 국내적 자유

민주주의는 그 자체로 국제적이고 세계적인 폭력과 무관하지 않다. 과거 영국

의 민주주의 발전이 보여주듯이, 선진국의 민주주의는 대부분 대외적 자본주

의와 식민주의를 통해서 얻어진 경제적 축적의 도움을 받았다. 이 상황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유일하게 바람직한 공적인 정치 영역으로 옹호하는 일은, 마

치 그것이 자발적 시민들이 참여하고 완성한 정치 영역의 완성인 것처럼 왜

곡하는 일에 가깝다.”(김진석, 위의 책, p. 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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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결코 이 시대에 무비판적인 계승이나 추종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민주주의는 물론 폐단이 많고, 완벽한 체제는 결코 될 수 없으

며, 니체가 지적한 무리 도덕과 획일화, 동일화의 위험이 항상 내재하는

체제이며, 다수의 이름으로 소수에게 가해지는 폭력과 중우정치의 위험,

진정한 자유의 상실의 위험, 책임정치의 실종의 위험 또한 상존하는 체

제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는 인류 정치사에서 최선의 정치

체제는 아니더라도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한 차선의 정치 체제는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민주주의는 최선의 시스템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

이전의 군주정이나 귀족정에 비해서는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는 체제이

다.(물론 역사적으로 볼 때 군주정이나 귀족정 또한 절대악이라고 볼 필

요는 없다.) 민주주의가 개인들을 원자화시키면서 동시에 군서동물로 획

일화시키는 위험은 있지만, 개인의 자유가 상대적으로 보장되므로 창조

적 가능성의 출구는(아무리 좁다 하더라도) 언제나 존재한다. 그러므로

민주주의의 수많은 폐단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가 인류의 쇠약화만을 초

래하는 것은 아니며, 한편으로 인류의 강화의 계기일 수도 있다.

물론 니체는 민주주의의 긍정성에 대해서도 인정한 바 있으므로, 니체

가 민주주의를 절대적으로 부정했다거나 긍정적 성과들을 완전히 간과했

다고 비난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 그렇다 하더라도 니체는 민주주의

의 한계를 지적하는 데 치중하느라 민주주의의 긍정성과 가능성을 축소

한 측면이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니체가 아무리 민주주의 이념의

모순과 위험성을 근본적인 철학적 시각에서 지적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

러한 니체의 비판은 현대 민주주의의 한계에 대한 섬세한 철학적 인식과

실천적 지양과 교정의 관점에서만 계승되어야 할 것이며, 그저 민주주의

에 대한 무책임한 전면적 비판으로 수용되거나 계승되어선 안 될 것이

다. 그렇다면 그 또한 위험한 일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니체가 제

시하는 ‘위대한 정치’는 미래 세대에 대한 공적 책임의 정치와 정의를 실

현하는 훌륭한 정치 체제가 될 수도 있지만, 민주적인 견제 장치가 약한

상태에서는 언제라도 폭군 정치로 변모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위대한

정치의 실현에 있어서도 민주적인 제도에 대한 존중과 민주적 실천은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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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적이라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니체의 민주주의 비판은 현대에도 충분히 되새길 만한 가치가

있다. 경제적 자유주의와 결합한 민주주의란 그 자체로 필연적인 모순과

위선을 내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니체가 이러한 민주주의

체제 하에서의 유명무실의 ‘정의’에 대해 환기시키고 민주주의의 이념적

인 허구성에 대해서 비판한 것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타당성을 지니며,

오늘날의 민주주의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성찰의 기회를 제공한다.

3. 정의와 부정의

세상에 ‘정의’에 대한 담론은 넘쳐나고, 역사상 모든 현자들, 철학자들

은 ‘선’과 ‘도덕’과 ‘정의’에 대해서 말했는데, 왜 세계에는 그토록 불의가

많을까? 라는 의문을 가져볼 수 있을 것이다. 니체는 바로 이러한 의문

을 가지고 있었다. 니체는 가시적으로 표현되는 덕보다는 세계를 실질적

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실천을 중시했다. “나는 호의적인 덕을 과소평가

하고 싶지는 않다. 하지만 영혼의 위대함은 그런 덕과는 어울리지 않는

다.”271) 때문에 니체는 ‘위대한 정치’를 말했고, ‘고귀함’에 관해 말했고,

‘창조’에 관해 말했다. 그러나 니체의 ‘힘에의 의지’의 궁극적 형태는 ‘정

의를 실현하는 힘’이다. 니체의 ‘위대한 정치’와 ‘정신의 고귀함’과 ‘창조’

는 바로 이 ‘정의를 실현하는 힘에의 의지’와 관련하여 이해되어야만 한

다.

니체는 고대 그리스인과 로마인으로부터 근대인이 계승해야 할 점, 온

고지신의 덕목으로서 다음을 강조한다. “본능과 취향의 고귀함, 방법론적

탐구, 조직과 관리의 천재성, 인간의 미래에 대한 신념과 의지, 모든 것

에 대한 위대한 긍정”.272) 이처럼 니체는 진리를 향한 실재적 탐구를 주

문했다. 진리를 은폐하고 있는 베일을 걷어내고 시대의 도덕과 관습과

271) NF Ⅷ-3, 18[1].

272) AC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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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반 가치들 아래 있는 권력의지를 예민한 철학적-심리학적-예술적 후

각으로 통찰할 것을 주문하는 것이다. 그리고 “인간의 미래에 대한 신념

과 의지”, 즉 미래의 인류에 대한 책임의식의 토대로부터 반(反)시대적

회의와 새로운 가치의 창조, 정의를 향한 실천을 주문한다. 위대한 긍정

은 위대한 부정으로부터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니체는 근대성을 비판한

점에서 반동적인 사상가가 아니라 오히려 근대성의 저변에 내재한 위험

성의 징후들을 포착하고 미래를 위해 새로운 가치 창조를 역설한 가장

선구적인 사상가였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니체에게 정의, 올바름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궁극적으로 인

류의 삶을 상승시키고 고양시키고 성숙하게 만드는 것, 삶을 긍정하는

것이다. 즉 정의로운 길, 옳은 길(rechter Weg)이란 “위로 향하는

(aufwärts) 길”이며, 그 길은 “[인류가 달성해야 할] 문화의 희망들

(Hoffnungen)과 과제들(Aufgaben)과 예정된 길”이다.273) 반대로 부정의

한 길, 옳지 않은 길, “비뚤어진 궤도”274)란 인류를 하강시키고 쇠퇴시키

고 약화시키고 몰락시키는 길, 인류를 병들게 하는 길, 실재를 부정하는

길이다. 어떤 길이 인류를 상승시키고 건강하게 만드는 길인지, 어떤 길

이 인류를 허무주의와 부패 상태로 전락시키는 퇴화의 길인지를 우리가

구별해야 함을 니체는 시사하고 있다. 니체의 실재 개념은 궁극적으로

‘창조’ 개념으로, 그리고 ‘정의’ 개념으로 연결된다. 니체의 텍스트에 자주

나타나는 부패(Verderbnis)와 위선과 사기술, 반(反)실재성에 대한 민감

성은 바로 ‘정의’의 관념과 관련되는 것이다.

내 과제는 인류 최고의 자기 성찰의 순간인 위대한 정오를 준비하

는 것이다. 이때 인류는 과거를 회고하고 미래를 내다보면서, 우연

과 사제들의 지배에서 벗어나 왜?, 무엇을 위해? 라는 질문을 최초

로 전체(Ganze)로서 제기할 것이다. 이 과제는 인류가 그 스스로

정의로운 길을 향해 가지 않는다는 통찰로부터, 즉 인류는 신에 의

273) EH, Götzen-Dämmerung 2.

274) 같은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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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전혀 훌륭하게 관리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가장 신성한 가치

개념들 밑에는 부정 본능과 부패 본능과 데카당스 본능이 유혹적으

로 지배하고 있다는 통찰로부터 필연적으로 나온다.275)

‘우연의 지배’의 상태는 실재를 특정 방향, 부정의한 방향으로 조종하

는 어떤 권력의지에 대해서 인류가 아직 무지한 상태, 즉 전체로서의 실

재의 진리를 성찰하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모든 것은 전체로서의

실재 안에서 인과의 사슬로 연결되어 있으며, 따라서 실재에는 우연이란

없고 모든 것이 필연적이다. 모든 것에는 원인이 있으며, 특정한 현상,

구조, 시스템에는 그것의 원인으로서의 특정한 권력이 존재한다. 니체가

의미하는 자신의 과제는 인류의 정신을 노예화시켜왔던 신학적․도덕적

권력 저변에 실재에 대한 부정 본능, 반자연의 본능, 부패 본능, 타락 본

능, 불의의 본능, 허위와 위선의 본능 등 온갖 음습하고 불결한 본능이

내재한다는 것에 대한 통찰로부터 시작한다. 따라서 니체의 과제는 바로

‘정의’를 위한 과제로 요약된다. 니체는 이어서 말한다. “도덕적 가치가

인류의 미래를 결정하기 때문에 도덕적 가치의 기원이라는 문제는 내게

는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276) 니체의 계보학의 의의는 ‘은폐된 진리에

대한 추구’임과 동시에 궁극적으로 ‘정의에 대한 추구’에 있다.

니체는 『도덕의 계보학』 제2논문에서 정의의 기원을 르상티망의 감

정, 증오, 질투, 시기, 불신, 숙원(宿怨), 복수욕과 같은 부정적․반동적

(reaktiv) 감정의 지반 위에서 찾고자 하는 일반적인 시도들을 반박한다.

이러한 반동적 감정을 정의의 근원으로 보는 오이겐 뒤링(E. K.

Dühring)과 같은 사상가들의 정의론에 대해서 반박하면서, 니체는 정의

와 정의로운 존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정의로운 인간이 자신의 가해자에 대해서까지도 정의로운 태도를

지니며(단순히 냉담하거나 중도적인 태도를 취하거나 멀리 떨어져

275) EH, Morgenröthe 2.

276) 같은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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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거나 무관심한 것이 아니다. 정의로운 태도를 지닌다는 것은 언

제나 하나의 적극적인positiv 태도인 것이다), 그리고 개인적인 훼

손, 모욕, 비방을 당하면서도 올바른 눈, 즉 심판하는(richtend) 눈

이 가진 드높고 맑으며, 깊고도 부드럽게 응시하는 객관성이 흐려지

지 않는 것이 현실적으로 존재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지상에 있어서

의 하나의 완성이며 최고의 원숙함이다.277)

니체는 정의가 수동적․반동적․부정적 감정, 르상티망과 복수욕에 근

거한다는 기존의 인식을 전복하며 정의가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감정에

근거한다고 말한다. 또한 반동적인 감정, 원한의 감정을 정복하는 것이야

말로 정의라고 말한다. 이는 단지 자신들의 피해 의식에 불과한 것을 정

의의 이름으로 신성시하려는 왜곡된 시도들에 대한 반박이며, 정의에 대

한 새로운 철학적 규정이다.

그렇다면 니체가 말하는 정의의 정신, 즉 원한이라는 반동적인 감정에

반대되는 정의로운 태도란 무엇인가? 그것은 옳지 않은 행동, 지극히 부

패하고 불결하고 부당한 어떤 행위에 직면했을 때 단지 그러한 행위에

거리를 두면서 중도적으로 적당히 냉정하고 무관심하게 혹은 냉담하지만

평화주의적인 우아함으로 대응하는 소극적 태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

다. 정의란 이러한 태도가 아닌,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능동적인 태도인

동시에, 객관성과 공정성을 잃지 않는 태도이다. 즉 타인에 의해 비방,

모욕, 모함, 중상모략, 탈취, 폭력, 위협 등의 부당한 행위를 당하고 그

때문에 개인적으로 큰 손실과 피해를 입더라도 자신이 입은 피해에 대해

원한이나 복수의 감정, 부정적 감정에 매몰되지 않고, 공정한 객관성과

고귀한 판관의 눈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긍정적인 정신, 그것이 정의의

정신이다. 즉 정의는 강함과 고귀함, 위대함의 속성이다.

정의란 사태에 올바른 상태를 부여하는 것, 정돈된 위치를 향해 방향

을 설정하고 인도하는 것, 드높고 맑은 눈으로 공정하게 심판하고 판결

277) GM Ⅱ.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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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 즉 작용적이고 긍정적이고 능동적인 방향지움이다. 니체는 원한

의 감정과 복수욕이라는 노예적 감정을 비판하지만, 결코 불의에 대해

투쟁하지 않고 무조건적인 관용과 용서의 태도로서 평화주의적으로 방임

하고 타협하는 것이 정의라고 말하지 않는다. 고귀한 눈, 그것은 드높고

고귀하고 맑고 깊고 부드럽게 응시하는 공정한 객관성의 시선이다. 그것

이야말로 ‘정의로운(gerecht) 눈, 심판하는(richtend) 눈’이다. 그러나 자신

이 큰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가해자에게 르상티망을 품지 않고 공정한

객관성의 시선을 유지하면서 올바르게 심판할 수 있는 자는 드물고 희귀

하다. 니체는 그런 존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런 존재는

“지상에 있어서의 하나의 완성이며 최고의 원숙함이다.” 그런 만큼 그런

존재는 드물다. 따라서 니체는 그만큼 고귀하고 성숙한 정신을 쉽게 찾

을 수 있다는 기대는 하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고 부언한다.278) 고귀한

인간은 언제나 희소하기 때문이다.

니체는 원한과 복수심, 시기와 질투와 증오에 가득한 반동적인 인간보

다는 능동적이고 작용적이고 지배적인 적극적 인간이 훨씬 정의에 가깝

다고 말한다. 반동적이고 부정적인 인간, 즉 원한의 인간은 대상을 편견

에 치우친 곁눈질하는 눈으로, 편파적으로 볼 수밖에 없지만, 능동적이고

긍정적이며 작용적인 인간은 편견 없이 보다 공정하고 자유롭고 분명한

눈과 훌륭한 양심으로 대상을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후자가 보다 고귀

하고 정의로운 인간이다. 그리고 인간은 끊임없는 자기극복을 통해 스스

로 영혼의 고귀함과 정의의 정신에 이르러야 한다.

니체가 말하는 강자의 작용적이고 공격적인 힘은 단지 타자를 향한 공

격적 복수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니체가 볼 때 그러한 복수욕, 르상

티망은 작용적이거나 능동적, 긍정적 에너지가 아니라 내부로 독을 퍼뜨

리는 방어적․수동적․자기부정적․자기파멸적 에너지이다. 강자의 공격

적․작용적 힘이란 냉혹한 실재로부터 도피해 숨거나 비겁하게 방어적

자세로 원한이나 복수욕을 갖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내부로부터 가치를 생

278) 같은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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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하고 그것을 외부 세계에 당당하게 전개하고 발산하는 적극적이고 능

동적인 힘, 창조적 가치실현의 힘이다.

이러한 니체의 관점에 따르면 원한과 복수의 본능에서 비롯된 부정,

파괴 행위는 근본적으로 정의가 아니다. 정의의 기반은 오로지 공정함과

올바름을 지향하는 높고 고귀한 정신, 인류의 건강과 삶의 긍정을 지향

하는 적극적인 감정과 태도이다. 이러한 긍정의 감정에서 비롯된 부정만

이 가치 있고 정의로운 것이다. 여기서 정의와 부정의는 공정하게 심판

하는 작용적․긍정적 인간과 원한과 복수심을 지니는 반동적․반응적 인

간이라는 도식으로 구분된다. 전자는 강함과 고귀함이며, 후자는 약함과

저열함이다.

니체는 개인적인 원한과 복수심, 시기와 질투, 증오심을 품는 것을 약

자, 노예적 인간의 도덕 감정의 특징으로 보며, 그러한 감정에서 비롯된

행위를 불의와 부패로 간주한다. 왜 그러한가? 르상티망을 품는 자들은

표면적으로는 아무리 선해보일지라도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는 자들, 공정한 평가를 할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므

로 이들의 응징은 무척 위험하다. 반면에 강자, 주인 도덕의 인간, 작용

적인 인간의 심판은 표면적으로는 가혹해보이더라도 사실은 이들이 훨씬

정의롭고 고귀한 유형의 인간임을 니체는 말하고 있다. 그들의 심판은

원한 감정이라는 사적이고 편파적인 감정에 치우쳐서 대상에 대해 복수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여기서 바로 불의와 위선의 관계가 수면 위로 떠오른다. 현실 속에서

르상티망을 마음 속에 품은 부정의한 인간은 아이러니하게도 외적으로는

선해 보이기 쉽고, 르상티망에 의존하지 않고 공정하게 심판하는 정의로

운 인간은 냉혹해 보이기 쉽다. 왜냐하면 전자의 유형의 인간, 약자는 자

신이 반응적이고 부정적이고 수동적인 행위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신

의 마음 속의 악을 적극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숨기며, 선함을 위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르상티망의 인간, 복수심을 품은 노예 본능의 인간은

필연적인 위선자다. 그러나 작용적이고 능동적이고 자기 자신을 신뢰하

는 고귀한 인간은 객관성과 공정성의 눈을 지니고 있고, 스스로를 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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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므로 선함을 위장할 필요가 없다. 그는 그 자체로 정의롭다. 그는 편파

적이고 불공정한 인간이 아니기에 위선을 행할 필요 없이 당당하게 자신

의 능동적 의지를 사물에 투사할 수 있다.

본질적으로 위선은 위악보다도 더 악하다. 위선의 본질은 악을 은폐한

다는 것이며, 위악의 본질은 악을 드러낸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자신의

악을 감추고 선함을 위장하는 존재는 가장 악하며 가장 위험하며 궁극적

으로 외부 세계에 최악의 결과를 초래한다. 위악은 악이 겉으로 명백히

드러나므로 그 악에 대해서 쉽게 대처하고 비난할 수 있게 만들기에 위

선만큼 위험하지 않다. 이 때문에 니체는 르상티망의 도덕, 노예 도덕을

삶을 하강시키고 몰락으로 인도하는 부정의로 간주하는 것이다.

이러한 개인적인 원한이나 피해 의식을 기준으로 타자의 행위를 판단

하고 응징하려 하는 반동적․반응적 감정을 정복하기 위하여 최고 권력

이 제정하는 것이 바로 ‘법’이다. “법률의 제정 이후에 사람들의 눈은 행

위를 더욱 더 비개인적인 것unpersönlicher으로 평가하도록 훈련되며,

피해자의 눈마저 그렇게 훈련된다. (…) 따라서 법률이 제정된 후부터 비

로소 ‘옳음, 합법(Recht)’과 ‘옳지 않음, 불법(Unrecht)’이 있게 된다.”279)

그러나 니체는 이러한 법의 본질적 기능과 의의에 대해서 한계를 설정

한다. 그것은 법이 결코 삶의 상부에서 전제적인 척도로서 삶을 제약하

는 것으로 기능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즉 법은 단지 삶에의 의지, 힘

에의 의지를 “부분적으로 제약하는” 것이자 “더 거대한 힘의 단위를 창

조하는 수단”에 불과하며, 이런 의미에서 법은 삶, 생성의 다양성으로서

의 실재에 대하여 늘 “예외적인 상태(Ausnahme-Zustände)”로 존재할

뿐이라는 것이다. 법은 결코 실재에 존재하는 “모든 투쟁 일반”, 즉 모든

힘에의 의지들 일반을 방지하는 전제적인 척도가 될 수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 만약 법에 그러한 전제적인 기능을 부여한다면, 그것은 “각각의

모든 의지는 각각의 모든 의지를 동일한 것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뒤링의

공산주의적 모형”과 다름없는 것으로서, “이는 삶에 적대적인 원리가

279) 같은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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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것이며 인간을 파괴하고 해체하는 것이 될 것이고, 인간의 미래에 대

한 암살, 피로와 권태의 징후, 허무에 이르는 뒷길이 될 것이다.”280)

니체는 이처럼 힘에의 의지로서의 실재에 존재하는 비동일성, 위계와

격차와 차이들, 즉 의지의 다양성의 가치를 역설하며, 이것을 부정하는

것은 곧 삶을 부정하는 것과 같다고 본다. 이로써 니체는 모든 의지들을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고자 하는 공산주의적 파시즘을 비롯한

모든 형태의 파시즘적 시도에 대항하며, “인류의 미래”에 미칠 그 파괴

적이고 허무주의적인 위험성을 적극적으로 경고하고 있다.

니체는 법이나 법적 강제는 수단에 불과하며, 결코 그 자체로 목적이

될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 즉 법은 본래적인 삶의 의지, 힘에의 의지,

‘실재’라는 목적에 복무하는 수단에 불과한 것이다. 니체는 실재 세계에

위계(Rangordnung)의 존재를 인식해야 함을 역설하는데, 이는 위계에

의한 불합리한 폭력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다. 앞의 2장에서 보았듯, 니체

는 민주정치를 전제정치나 폭군정치의 욕망에 대한 예방 기제, 검역 수

단으로서 유의미하다고 논한 바 있다. 물론 실재 세계에서 폭력, 강제력

(Gewalt)이 정의 실현을 위한 수단으로서 요구된다는 사실조차 부인한다

면, 그것은 초월적 이상주의일 뿐 현실에 대한 정직한 이해가 아닐 것이

다. 정의란 적절한 법적 강제력의 수단 없이 가능하지 않다. 그러나 그러

한 법적 강제력은 어디까지나 훌륭하고 위대한 정치를 위한 필요악으로

서, 정당한 법적 수단으로서 인정될 뿐,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선 안 된

다.

법과 정의에 대한 이러한 니체의 관점에 따르면, 법이란 긍정적․작용

적․적극적인 인간에게 있어서 투쟁의 수단, 즉 힘을 획득하고 더 나아

가 더 거대한 새로운 힘의 단위를 창조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

이다. 따라서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창조적 의지, ‘정의에의 의지’의 본

질은 원한 감정에 의해서 복수를 행하는 반동적 의지가 아니라 공정하고

객관적인 시선으로 새로운 입법을 하고 가치를 제정하는 긍정적이고 능

280) 같은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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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적인 의지이다. 정의란 곧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가치 정립의 태도와

관련된다. 그리고 니체의 창조 개념은 이처럼 정의를 실현하는 새로운

가치 정립의 의지와 연동되어 있는 것이다.

4. 위대한 정치와 실재의 문제

니체가 주장하는 위대한 정치(große Politik)란 니체가 비판한 근대성

의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 정치이다. 앞에서 고찰했듯이 니체는 자유

주의에도 비판적이었지만, 사회주의에도 동의하지 않았다. 니체가 의미하

는 위대한 정치, 훌륭한 정치란 자유주의와 사회주의, 민주주의 이념에

내포된 근원적 문제들과 한계들을 지양함으로써 현대인과 미래의 인류를

긍정적 방향, 인류의 삶을 상승시키는 방향으로 인도할 수 있는 정치이

다.

1) 서구 제국주의, 식민주의, 국가주의에 대한 니체의 비

판

그러나 니체는 초기의 『인간적인, 너무도 인간적인』의 ‘위대한 정치

(große Politik)와 그것의 손실’이라는 제목의 단편에서는 위대한 정치를

유럽 각국의 제국주의적 침략주의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하면서, 전쟁

준비에 여념이 없는 유럽 각국의 군국주의와 제국주의적 폭력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다. 여기서 니체가 사용한 ‘groß’라는 단어는 그저 ‘크다’, ‘거

대하다’라는 뜻으로서 서구 열강의 군국주의적인 거시 정치, 즉 제국주의

와 식민주의를 지칭하는 부정적 의미로 쓰였을 뿐, 후기와 같이 고귀한

문화의 실현과 관련된 긍정적 의미로 사용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러

한 문맥에서는 groß를 ‘위대한’보다는 ‘거대한’, ‘대(大)’ 등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적합하겠다.281)

281) 물론 제국주의적 침략주의도 ‘위대함’을 지향한다고 스스로를 정당화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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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찬가지로 대(大)정치를 실행하려 하고 가장 강력한 국가들 사이

에서 결정적인 목소리를 확보하려는 민족은 흔히 사람들이 발견하

지 못하는 곳에서 최대의 손실을 입는다. 이 시점 후부터 가장 탁월

한 재능들의 한 무리가 끊임없이 ‘조국의 제단’ 혹은 국가적 명예욕

의 제단 위에서 희생되는 것이 사실이다. (…) 지금까지 그 땅에 그

렇게 풍요롭게 나 있었던 더 고결하고 더 부드럽고 더 정신적인 식

물들과 농작물이 이러한 거칠고 알록달록한 색으로 반짝이는 민족

의 꽃을 위해 희생으로 바쳐져야 하는 것이라면, 전체의 이 모든 개

화와 찬란함(이 전체라는 것은 실로 새로운 거인적 존재에 대한 다

른 국가들의 공포로 그리고 국민의 상업과 교역의 번창을 위해서

외국에서 빼앗은 특혜로 나타나는 데 불과하다)은 도대체 가치가

있는 것일까?282)

이 구절에서 볼 수 있듯이 니체는 서양의 군국주의, 침략주의, 식민주

의, 제국주의적 착취와 수탈적 자본주의에 대해서 분명하게 비판적 관점

을 취하고 있다. 이는 로크나 밀과 같은 수많은 근대의 자유주의적 민주

주의자, 소위 진보적 휴머니즘을 자처하는 사상가들이 서구의 제국주의

적 수탈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옹호하는 모순적 태도를 보였던 것과는

대조된다. 니체는 전쟁과 식민지 착취를 향한 서구 그리스도교 문화의

독단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대정치의 충동, 제국적 욕망을 개별적 실존의

무력화, 고귀하고 민감하고 자유로운 정신들에 대한 ‘대정치’의 폭력, 국

가 권력에 제물로 바쳐지는 삶의 쇠약화, 실재의 부정으로 간주하고 있

다. 니체가 이러한 서구 열강의 제국주의에 대해 강력한 비판 의식을 가

졌다는 사실은 『서광』의 다음 구절에서도 나타난다.

‘위대한 정치’로 번역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니체가 서구 제국주의 열강의

정치를 지칭하는 ‘große Politik’은 후기와 같이 긍정적 의미로 쓰인 것이 아

니라 명백히 부정적 의미로 쓰였으므로 구분을 위해 ‘대(大)정치’라고 번역하

도록 하겠다.

282) MAⅠ, 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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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大)정치에 관하여― 민족뿐 아니라 개인의 이익과 허영심이 아

무리 많이 대정치 안에서 함께 작용할지라도 그것을 전진시키는 가

장 강력한 흐름은 권력감정의 욕구이다. 이 욕구는 제후나 권력자

의 영혼에서뿐만 아니라 상당한 정도로 바로 민족의 낮은 층들에서

도 고갈되지 않는 수원으로부터 때때로 용솟음쳐 나온다. 대중이

그들의 저 최고의 쾌감을 스스로 만들고, 승리를 거두려 하고 폭군

적이고 제멋대로인 국민들로서 다른 국민들에 대해 독단적으로 개

입하기 (혹은 스스로 개입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위하여 자신들의

생명, 능력, 양심, 덕 등을 걸 준비가 되어 있는 때가 언제나 다시

온다.283)

이처럼 서양의 제국주의에 대한 니체의 초․중기의 이러한 비판적 관

점은 후기까지도 지속된다. 다만 니체는 1872년의 저작 『비극의 탄생』

에서만큼은 독일제국과 민족주의와 바그너주의에 경도된 모습을 보였고,

이에 대해 그는 1886년에 그 책에 「자기 비판의 시도」라는 서문을 다

시 씀으로써 1872년 당시의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스스로 비판하고 적극

적으로 수정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니체의 관점과 태도를 종합적으로 고

려할 때 니체가 특히 후기에 적극적으로 주장한 ‘위대한 정치’에 대한 사

유가 이러한 착취적․수탈적 제국주의와 관련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명확하다. 니체가 ‘독일정신’을 지속적으로 비판하면서 동시에 ‘위대한 정

치’를 주장했다는 사실에서도 니체의 ‘위대한 정치’가 제국주의나 군국주

의, 민족주의, 파시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은 명확해진다.

니체가 19세기 유럽의 반(反)유대주의, 특히 독일에서 가장 극심했던

반유대주의와 민족주의(Nationalismus)의 편협성에 대해 강도높게 비판

한 것은, 민주주의적이고 휴머니즘적인 가면을 쓴 ‘이상주의적’ 유럽이

행하는 가장 ‘실재적인’ 야만과 부덕함을 고발하는 것이다. 니체의 반유

283) M 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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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의 비판은 오랫동안 유럽에 상존해 왔던 유대인에 대한 비인도적 차

별에 내포된 르상티망에 대한 전면적인 철학적 비판일 뿐, 유대인에 대

한 니체의 특별한 애착에 기인한 것은 아니다. 니체가 바그너주의를 비

판한 것도 바그너주의가 함축하고 있는 독일 민족주의와 반유대주의, 그

리고 그것이 야기할 ‘증오의 정치’에 대한 우려에 기인한다. 비판 대상은

바그너 자체가 아니다. 니체의 바그너 비판은 더 큰 과제를 위한 수단적

성격을 지닌다. 니체는 증오의 정치의 점진적인 진행에 의한 유럽의 위

험한 미래를 예견했던 것이며, 이러한 위험을 미리 방지하고자 했던 것

이다. 그리고 증오의 정치를 통합의 정치로 전환시킬 방안을 고심했던

것이다. ‘유럽 통합’, ‘하나의 유럽’에 대한 니체의 주장은 당시의 유럽 각

국의 민족주의, 군국주의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것이다.

2) 위대한 정치와 실재

니체의 ‘위대한 정치’란 서구의 근대 정치 이념들의 제반 문제들과 한

계들, 위험성들을 지양하는 정치, 이상이 아닌 실재, 초월성이 아닌 실재

성에 토대함으로써 현실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고 변화와 성숙을

도모할 수 있는 정치, 따라서 실재를 진정으로 긍정할 수 있는 정치로서,

니체가 생각하는 바람직하고 훌륭한 대안적인 정치에 대한 ‘상(像)’을 말

한다. 따라서 앞의 1장과 2장에서 논한 근대 자유주의와 행복주의, 민주

주의에 대한 니체의 비판은 처음부터 ‘위대한 정치’에 관한 사유와 연결

되어 있는 것이다. 이상엽은 니체가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를 자신의 정치

적 이상으로 삼지 않았고 이에 대해 매우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

는 점은 사실이지만, 니체가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를 전면 부정했다거나

파시즘과 전체주의를 옹호했다고 말할 수는 없으므로, 니체가 파시스트

나 반민주주의자나 전체주의자나 반동보수주의자 등으로 매도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그는 니체는 오히려 자유민주주의 정치시스템이 역사

적으로 승리할 것을 예견하고 이것이 지니고 있는 문제점을 드러내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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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극복할 대안을 미리 모색하려 했던 것이라고 보고 있다.284)

지금까지의 논의에서 필자는 니체의 철학적 비판과 주장의 많은 부분

들이 미래의 인류와 세계사에 대한 일종의 예언적인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예견과 앞선 통찰들이 현실적, 역사적으로 상당히 적중

했음을 여러 번 언급했다. 이러한 니체 철학 특유의 예언적인 성격은 그

가 현실의 가시적인 사건과 현상들 속에서 동시대인이 보지 못하는 근원

적인 비가시적 본질을 보기 때문에 가능하다. 니체에 따르면 진리는 항

상 숨겨진 것, 은폐된 실재성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실재는 모든 것이 서

로 필연적으로 연결된 전체성이며, 그것은 근원적으로 과거와 현재와 미

래의 불가분적인 상호연관을 내포한다. 따라서 동시대인(멘쉬Mensch)을

넘어서는 위버멘쉬(Übermensch)-철학자의 눈을 지닌 자는 현실의 징후

들을 통해서 미래의 위험들을 정확히 예견할 수 있는 것이고, 바로 그

때문에 그러한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조처를 마련하기 위하여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니체의 정치철학적 비판과 주장의 상당 부분이 지

금까지 수많은 오해와 비난을 초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니체는 대부

분의 사람들이 정의롭고 이상적인 체제라고 생각하는 자유주의, 민주주

의, 사회주의 등의 이념들 속에서 그것들의 비가시적인 근원적 본질에

대한 통찰을 통해 미래 인류에게 미칠 재앙과 위기의 징후들을 포착하고

그것에 근거하여 이러한 이념들을 앞서서 비판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항

상 동시대적 가치평가와는 다른, 철저히 ‘반(反)시대적’ 가치평가를 수행

한 니체의 철학이 오랫동안 부당한 오해와 비난의 대상이었던 것은 어쩌

면 그의 철학이 지닌 숙명이자 필연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니체의 정치적 사유의 진의를 보다 섬세하고 공

정하게 이해함으로써 우리 시대의 근본적 문제들을 성찰할 필요가 있다.

자유주의나 민주주의가 내포한 근원적 한계와 위험성들에 대한 니체의

철학적 비판과 관련하여 무조건 니체를 반(反)민주주의자, 파시스트 등으

로 매도하는 태도는 니체의 전체적인 논의 맥락에 비추어보더라도 근거

284) 이상엽, 「니체와 ‘위대한 정치’」, 『니체연구』Vol.14, 한국니체학회, 2008,

pp. 219-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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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빈약할 뿐더러, 그러한 태도는 민주주의나 자유주의라는 현대 이념들

을 맹목적인 신앙의 대상으로 여기며 이에 대한 어떠한 비판도 불허하겠

다는 가공할 독단론적 태도일 뿐 진정한 학문적 태도라고 볼 수도 없을

것이다. 오늘날의 민주주의와 자유주의의 문제점들에 대한 성찰과 인류

의 진정한 정치적 발전과 성숙은 바로 이처럼 민주주의나 자유주의를 성

역으로 여기는 맹신적 태도를 극복함으로써만 가능하다.

니체의 ‘위대한 정치’에 관한 사유는 얼핏 보면, 철학자 군주의 지혜,

이성이 다스리는 정치를 이상적인 정치 체제로 간주한 플라톤의 정치 사

상과 유사해 보인다.285) 그러나 니체의 위대한 정치에서의 정의 개념은

플라톤의 이상국가 체제에서의 정의 개념과 사뭇 다르다. 플라톤은 국가

의 세 계급의 조화와 질서가 이루어지는 이상적이고 완전한 이데아의 국

가를 정의로운 국가라고 보았지만, 니체에게 정의란 인류의 삶을 증진시

키고 상승시키는 실재적인 것이다. 그것은 삶의 부정을 가르치던 지금까

지의 도덕과 형이상학적 이상주의, 이데아론에서 탈주하여 삶의 긍정의

토대 위에서 이루어지는 정치이다. 위대한 정치가 실재성에 기초해 있다

면, 플라톤의 정의로운 국가는 근본적으로 반(反)실재성, 기하학적 이상

주의에 기초해 있다. 위대한 정치 역시 플라톤의 국가처럼 전체성과 조

화와 정의의 원리를 지향하지만, 그것은 관념적인 이데아 세계의 수학적

완전성이 아니라 힘에의 의지로서의 이 세계, 자연, 생성적 실재의 조화

로움이다. 플라톤의 정의는 육체적인 것, 감각적인 것, 욕망을 부정하고

이데아의 완전성으로 초월함으로써 성립하지만, 니체의 정의는 육체성,

감각, 욕망을 실재로서 긍정하는 데서 출발한다. 즉 실재, 삶을 보다 고

귀하고 위대하게 만드는 것, 실재에 대한 긍정을 통한 삶의 고양, 그것이

정의이며, 위대한 정치이다.

니체의 위대한 정치의 주체, 철학자-위버멘쉬는 자기긍정의 에고이즘,

운명애에 근거한 위대한 이타주의와 인류에 대한 사랑의 존재이다. 그는

격차의 열정을 지니고 있으며, 욕망의 노예이자 동일성의 도덕의 노예인

285) Plato, The Republic(plato complete works), G.M.A. Grube, rev. C.D.C.
Reeve, Hackett Publishing Company, Indianapolis․Cambridge,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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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인들(kleine Leute)의 자유주의 사회가 추구하는 행복은 그의 고유한

행복과는 거리가 멀다. 인간은 결코 표준적이지도 평균적이지도 동일하

지도 않다. 자기긍정과 자기신뢰, 운명애라는 강자의 에고이즘으로부터만

위대한 정치를 위한 책임에의 의지가 가능하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우르는 역사의식과 미래의 인류에 대한 책임의식과 운명애를 지닌 이

러한 위대한 정치의 담당자가 독재자나 폭군을 지칭하는 것이 아님은 자

명하다.

니체는 힘에의 의지, 권력의지가 나타나는 양상을 다음과 같이 세 유

형의 인간으로 분류하여 설명한다. 첫째, “억압된 자들이나 모든 유형의

노예들에게서는 ‘자유’를 향한 의지로서 힘에의 의지가 나타난다. 단지

벗어나는 것만이 그들의 목표인 것으로 보인다.” 둘째, “더 강한 자나

권력을 향해 성장하는 유형에게서는 우세와 우월을 향한 의지로서 힘에

의 의지가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유형, “가장 강한 자들, 가장

풍요로운 자들, 가장 독립적인 자들, 가장 용기 있는 자들에게서는 ‘인류

애(Liebe zur Menschheit)’로서 힘에의 의지가 나타난다. 즉 ‘민중’에

대한 사랑, 복음(기쁜 소식)에 대한, 진리, 신에 대한 사랑으로서, 민중과

고통을 함께 하는 마음으로서 힘에의 의지가 나타난다.”286)

첫 번째 단계의 유형을 통해서 니체는 단순히 압제나 지배로부터의 해

방으로서의 자유에 그치는 소극적 자유, 근대 자유주의의 한계를 말하고

있다. 즉 국가의 규제로부터의 자유, 시장의 자유, 사유재산권의 자유 등

의 자유들은 단지 오랫동안 억압되고 구속되어온 노예적 유형의 인간들,

제약된 정신의 인간들이 원할 법한 자유와 본질적으로 유사하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다. 그러한 단순한 해방으로서의 자유는 적극적 의미에서

아직 진정한 자유의 성취가 아니다. 단지 해방을 원하는 이러한 노예적

영혼의 인간이 아닌 보다 더 강한 두 번째 유형의 인간들은 보다 적극적

으로 힘을 추구하지만, 그것은 아직 개인의 이기심의 한계에 갇힌 권력

의지일 뿐이다. 그것은 현실적인 권력을 획득하여 우월해지고 싶은 욕망,

286) NF Ⅷ-2, 9[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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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급한 단계의 지배욕망일 뿐이다. 여기에는 ‘목적의 고귀함’의 문제가

배제되어 있다. 이러한 유형의 사람들에게 목적은 현실적인 권력 자체이

기 때문이다. 니체는 이러한 두 유형의 한계에 대한 극복으로서 가장 정

신적으로 강하고 풍요롭고 고귀한 세 번째 유형, 개인의 이기심의 한계

를 넘어 인간애, 민중에 대한 사랑, 진리, 신에 대한 사랑으로 고양된 영

혼을 제시한다. 여기서 니체가 말하는 ‘신’은 초월적 신이 아니라 진리의

또 다른 이름으로 사용된 것이다. 진리는 초월적인 것이 아니라 실재적

인 것이며 그러한 진리를 사랑한다는 것은 곧 신을 사랑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의미의 신을 사랑하는 철학자-위버멘쉬만이 진정으로 인

류와 민중을 사랑할 수 있다.

니체가 말하는 ‘강자’란 이처럼 가장 풍요로운 정신의 소유자들, 가장

독립적인 자들, 가장 용기 있는 자들, 인류애, 민중에 대한 사랑, 민중과

고통을 함께 하는 마음을 지닌 자들을 의미하며, 단순히 현실적 지배권

력, 착취적인 지배계급을 의미하는 표현이 아니다. 이는 니체에게 ‘약자’

라는 개념이 현실의 피지배계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이

다. 이러한 니체적 의미에서의 정신적 강자만이 민중의 삶을 위한 위대

한 정치를 구현할 수 있다. 위대한 정치에는 이러한 강자, 창조자의 조직

력, 즉 조직하고 통일하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힘이 필수적이다. 창조에

의 의지란 어떤 가치들의 조직화, 형식화를 향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의지이다. 이런 관점에서 니체는 다음과 같이 현대성을 비판한다.

현대성 비판. ― 우리의 제도들은 더 이상은 쓸모없다. 이 점에 대

해서는 의견이 일치되어 있다. 그러나 그것은 그 제도들 탓이 아니

라 우리 탓이다. 제도들을 성장하게 하는 모든 본능들을 모두 상실

한 후에 우리는 제도 일반을 상실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제도들

에게 더 이상은 쓸모가 없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는 모든 시대에 있

어서 조직하는 힘의 몰락-형태였다. (…) 제도들이 존재하기 위해서

는 적의에 이를 정도로 반(反)자유주의적인 일종의 의지, 본능, 명

령법이 존재해야 한다.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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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들을 성장하게 하는 본능이란 강함의 본능, 가치 창조적 본능, 조

직하는 힘이다. 하나의 새로운 제도, 새로운 형식은 어떤 통일적인 힘의

반영이다. 이러한 제도를 형성하는 본능을 상실함으로써 자유주의적 현

대인이 제도 일반을 상실한다는 사태는 약함, 쇠퇴, 몰락의 징후이다. 니

체에게 근대의 민주주의, 자유주의 형식은 진정한 자유의 구현이 아니라

조직하는 힘(organisierende Kraft), 질서를 창안하는 힘의 쇠퇴와 몰락의

형식으로서 일종의 분열하는 힘, 아나키즘이다. 그것은 참된 자유정신이

아니라 훈육된 군서동물의 도덕을 구현한다. 따라서 하나의 새로운 제도

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가축의 도덕에 반하는 의지, 즉 창조에의 의지가

필요하다.

창조는 하나의 명령법, 하나의 적극적인 힘이다. 들뢰즈와 가타리는 니

체의 힘에의 의지 사상에 근거하여 언어의 본질을 객관적인 언표가 아닌

‘명령어’라고 말한다.288) 즉 하나의 언표는 의지의 반영, 하나의 관점적인

힘-의지의 투영이다. 창조의 본질은 명령이다. 여기서 니체가 말하는 명

령이란 대상에 대한 억압적인 군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세

계에 힘-의지를 투사하는 것이며, 새로운 입법을 행하는 적극적인 힘이

다. 창조적 힘에의 의지란 실재의 긍정적 변혁을 구현하기 위한 특정한

제도들, 형식들, 법칙들, 양식들을 창안, 생성, 조직하는 의지를 일컫는다.

가치의 창조는 통일적 조직화의 원리를 필요로 한다. 니체는 이처럼 가

치들을 조직하는 위대한 책임의 정치 하에서만 민주주의적 이념이 함축

하는 제반 문제들, 즉 대중의 도취와 열광을 이용하는 포퓰리즘과 위선

의 정치, 무책임한 정치, 인간의 범속화와 획일화, 인격성의 퇴화, 무정부

주의와 허무주의의 위험 등의 많은 문제들이 극복될 수 있다고 본다.

사실상 ‘위계’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위대한 정치와 민주주의는 다르지

않다. 그러나 차이가 있다면, 자유민주주의는 정치적, 경제적, 계급적인

287) GD, Streifzüge eines Unzeitgemässen 39.

288) G. Deleuze, F. Guattari, Mille P lateaux: capitalisme et schizophrénie 2,
les Éditions de Minuit,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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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와 불평등이 현실에 존재함에도 이념적 평등으로 그 실재를 은폐하

는 것이고, 위대한 정치는 그 부조리한 위계를 합당한 위계 즉 정신의

위계로 변형시키는 것이다. 위대한 정치에서 이러한 정신의 위계는 사

회․문화적 위계로 연결된다. 그러나 위계의 상부인 고귀한 인간은 결코

전제주의적이거나 착취적․수탈적인 주체가 아니라 대중에 대한 공적 책

임의 주체이다. 이것이 니체의 ‘위대한 정치’의 주요한 핵심이다.

니체의 민주주의 비판과 ‘위대한 정치’ 사상은 단순히 과거의 군주정이

나 귀족정으로 회귀하자는 조야한 주장이 아니다. 또한 니체는 자유주의

의 폐단들을 비판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회주의를 옹호하지도 않

는다. 니체의 위대한 정치에 담긴 사유는 고대와 르네상스 시기의 정치

사상가들이 가장 정의로운 체제로 구상했던 공화주의(republicanism)에

내포된 정신과 가깝다. 개인의 이기적 욕망의 추구를 예찬하고 고무하는

근대 자유주의 모델에 대한 극복으로서 니체는 개인의 공적 관련성과 자

유가 병존할 수 있는 정치 체제를 구상한 것이다. 니체가 후기에 특히

마키아벨리(Niccolò Machiavelli) 같은 공화주의적 정치 사상가를 높이

평가한 것 또한 이와 연관된다. 마키아벨리는 평생토록 일관된 공화주의

자였다. 그의 공화주의 사상이 담긴 대표작 『로마사 논고Discorsi

sopra la prima deca di Tito Livio』와 마찬가지로 『군주론I l Princip

e』에서도 핵심적인 사유는 귀족들, 관리들의 전횡과 부정부패를 근절하

고 공동체 전체의 안전과 평화, 인민의 자유의 증진을 이룩하는 정치를

실현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법론과 전략들에 대한 고민에 있다.289) 니체

289) 마키아벨리의 『군주론I l P rincipe』은 당시 외침과 전쟁이 끊이지 않던

분열된 이탈리아의 혼란한 상황에서 군주가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관리들

의 전횡과 부패를 막고 인민의 자유를 보호하는 위대한 정치를 성공적으로

이끌도록 하기 위해서 군주가 취해야 할 현실적 조치들과 전략적 지혜들을

알려주는 ‘방법론’의 책이다. 『군주론』은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독해되어야

한다. 그가 말하는 군주의 현실적 방법론은 오로지 공익, 국민 전체의 이익이

라는 목적을 위해 복무하는 수단들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니체가 항상

강조하듯이 일차적으로 주목해야 할 것은 ‘목적’의 고귀함, 목적의 정당성 여

부이다.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에 외적으로 나타나는 권모술수적 측면들에

대한 도덕적 평가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그러한 교묘한 심리학적 방법

론이 공동체 전체의 이익이라는 위대한 목표를 위한 정치적 수단이라는 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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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바로 마키아벨리의 이러한 공동체 전체에 대한 의지와 현실주의적 측

면의 정직성을 높이 평가하는 것이다. 그래서 니체는 이렇게 말한다. “아

무것도 속이지 않으며 이성을 실재(현실) 안에서 보려고 하는 절대적

의지에 의해서 투키디데스와 아마도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은 나 자신

과 가장 유사할 것이다.”290)

『선악의 너머에서』에서 니체는 그리스도교의 유산으로서 서양 근대

민주주의 정신에 스며 있는 ‘동정의 도덕’에 대립되는 것으로서 공화주

의, 즉 “공적인 일(res publica), 즉 전체(Ganze)를 촉진시키는 데 기여하

는 행위”291)를 언급한다. 니체는 ‘보이지 않는 손’을 신봉하는 자유주의

적 근대의 ‘자유’, 즉 개인의 공적 관련성이 없는 자유는 말뿐인 가상의

자유일 뿐, 현실적인 자유가 아님을 역설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니체는

개인의 이기적 욕망의 추구를 장려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아닌 공동

체 전체의 조화를 중시함과 동시에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고 증진하는 사

회, 감성적 욕망이 아닌 ‘위대한 이성(große Vernunft)’이 이끄는 사회,

근대적 자유주의 정부와 시장의 무책임성의 폐단을 시정할 수 있는 보다

전체적이고 포괄적인 역할과 책임을 담당할 정부를 구상한 것이다. 이는

고전적 공화주의 정신을 위대한 정치 사유를 통해 현대에 새로운 방식으

로 모색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결코 이념적 전체주의가 아니다. 전체

주의는 개인을 국가라는 전체에 예속된 수동적 존재로 취급하는 것이며,

전체를 위한 개인들의 희생을 당연시하는 것이지만, 니체의 위대한 정치

는 전체성(공동체 전체에 대한 정치적 책임, 개인의 공적 관련성)과 개별

성(개인의 자유)의 조화를 역설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초점을 맞추는 실재론적 해석이 필요하다. 니체가 마키아벨리를 높이 평가하

는 이유도 바로 이러한 실재론적 관점에서 마키아벨리를 편견 없이 독해한

데서 비롯된다. 마키아벨리의 『군주론』과 『로마사 논고』는 결코 한 저자

의 모순된 두 입장의 반영이 아니며, 이 두 저작의 근원에는 마키아벨리의 동

일한 하나의 정신, 즉 인민의 자유를 옹호하는 공화주의 정신이 흐르고 있

다.(Niccolo Machiavelli, 『로마사 논고』, 강정인, 안선재 공역, 한길사, 2003.

; 『군주론』, 강정인, 김경희 공역, 까치글방, 2008 참조.)

290) GD, Was ich den Alten verdanke. 2.

291) JGB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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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니체의 위대한 정치 모델은 야경국가, 자유방임 형태의 근대적 모

델이 아니라, 개인의 공적 관련성과 정치가의 공적 책임을 강조하는 공

화주의 모델에 가장 가까운 것이다. 전자가 진정한 자유의 보장이 아닌

시장의 자유, 개인의 이기적 욕망에 대한 옹호, 따라서 다원주의적 외관

을 취하고 있는 본질적인 획일주의를 특징으로 한다면, 후자는 개인이

공동체라는 전체와 분리될 수 없으며 전체와의 연관성 하에서만 자유로

울 수 있다는 사고, 공동선과 개인의 자유의 병존으로서의 정의의 지향

을 특징으로 한다. 전자가 오늘날의 신자유주의로 진화했다면, 후자는 오

늘날의 신자유주의가 초래한 문제들을 지양할 수 있는 관점이다.

니체는 근대 자유민주주의에서의 자유가 가상의 자유일 뿐임을 역설하

면서 인간의 진정한 자유를 보장하고 증진할 수 있는 위대한 정치를 모

색한 것이다. 니체의 근대성 비판의 핵심은 바로 자유주의와 사회주의의

문제들을 동시에 지양함으로써 ‘위대한 이성’의 정치, 공동선과 정의와

자유의 실현을 지향했다는 점에 있다. 니체가 극복하고자 했던 부정의의

문제, 곧 부정부패의 문제는 자유주의 모델 하에서의 이기적 욕망의 남

용과 비이성의 정치의 또 다른 이름인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자유주의적 흐름을 지양하는 위대한 정치 사유는 국가

주의 모델에 대한 옹호도 아니다. 니체는 로크적인 자유주의적 국가 모

델에도 반대하지만, 헤겔적인 국가주의 모델에도 반대한다. 니체의 ‘위대

한 정치’ 사유는 자유주의적 정치의 무책임함과 국가주의의 편협함을 모

두 넘어선다.

독일 통일 이전의 헤겔의 시대, 19세기 초반의 분열된 독일은 헤겔의

시각에서 볼 때, 프로이센 중심의 보다 강력하고 통일적인 국가가 요구

되는 상황이었으며 국가의 절대권력의 지양이 요구되는 상황이 아니었

다. 로크의 중심이 시민사회에 있었다면, 헤겔의 중심은 국가에 있었다.

때문에 헤겔은 자연법 사상에 기초한 사회계약설을 통해 국가의 성립을

설명하지 않는다. 헤겔은 자연법 사상을 비판한다. 국가는 계약에 의해

형성된 민주적 구성체가 아니라 가족과 시민사회를 통합하는 윤리적 실

체로서, 그 자체로 절대정신의 현실화이다. 헤겔은 국가의 본질을 “스스



190

로를 인식하고 활동하는 것으로서의 주체성”292)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이러한 절대정신으로서의 주체인 국가는 개인들의 계약에 의해 위임받은

제한된 의지를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실체적 의지를 행사한다.

로크가 절대군주권에 대항하여 개인의 자유를 역설한다면, 헤겔은 반대

로 국가에 대한 개인의 의무를 강조한다. “인격은 선택적 반성 없이 자

신의 의무를 자신의 것으로 완수하고, 존재하는 것으로서 완수한다. 그리

고 인격은 이러한 필연성 속에서 자기자신과 자신의 현실적 자유를 가지

고 있다.”293) 헤겔에게 있어서 개인은 국가 속에서 국가에 대해 자신의

의무를 완수함을 통하여 자유롭다.

이러한 헤겔의 국가 철학은 독일 통일 전후로 독일 민족주의(국가주

의)의 사상적 토대가 된다. 니체는 바그너주의 비판을 통해 독일 민족주

의와 반유대주의라는 시대적 질병을 강도 높게 비판한 바 있다. 19세기

의 바그너주의, 바그너의 민족주의적인 음악을 추종했던 집단은 곧 독일

민족주의와 반유대주의라는 위험한 사상을 공유하는 자들이었다. 그것은

니체가 보기에는 증오의 정치의 신호탄과도 같았다.(그리고 20세기에 그

것은 실제로 끔찍한 결과를 낳았다.) 때문에 니체는 독일 민족주의와 반

유대주의를 비판하면서 증오의 정치가 아닌 사랑과 통합과 화해의 정치

로서 유럽 통합을 촉구했다. 서구의 착취적 제국주의, 특히 독일 정신,

즉 민족주의, 군국주의, 반유대주의 등에 근거한 독일의 제국주의적 욕망

에 대해 지속적으로 비판했던 니체의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찰할 때 범유

럽주의적 통합과 위대한 정치의 주장이 파시즘적인 부정적 의미로 해석

될 여지는 거의 없다.

물론 이러한 유럽 통합의 지향에는 니체 당대의 거대한 제국 러시아의

군국주의적 위협에 유럽이 대항해야 한다는 보다 현실적이고 정치적인

이유가 담겨 있다.294) 그렇다 하더라도 니체의 당시의 이러한 유럽 통합

292) G. W. F. Hegel, Enzyklopädie der Philosophischen Wissenschaften im
Grundrisse(1830), Felix Meiner, 1959, §537.
293) 같은 책, §514.

294) JGB 20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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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주장 안에는 단지 시대에 국한된 현실적인 판단을 넘어서 정치철학으

로 고양될 수 있는 사유들이 존재한다. 니체의 위대한 정치와 관련한 정

치철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니체의 사유 속에 배타적 민족주의와 인종

주의에 대한 반대, 군국주의와 소모적 전쟁의 반대, 제국주의적 침략주의

와 식민주의적 착취에 대한 비판이 담겨 있다는 점을 전제해야만 한

다.295) 이러한 비판에는 서구의 ‘증오의 정치’에 대한 극복과 문화적 고

귀함의 실현의 추구라는 적극적 함의가 내포되어 있다. 이러한 증오의

정치에 대한 극복과 동시에 ‘동정이 아닌 사랑의 정치’, ‘도취가 아닌 양

육의 정치’의 실현, 실재의 고양과 긍정의 정치의 실현은 바로 위대한 정

치의 목표이다.

우리는 오랫동안 세상에서 ‘독일적’이란 말이 쓰여져 왔던 바와 같

은 의미에서의 ‘독일적’이지는 않았다. 즉 민족주의와 인종적 증오를

옹호할 만큼, 또 국수주의의 패혁증을 약으로 삼을 만큼이러한
병색 때문에 오늘날 유럽에 있어서 민족과 민족이 마치 검역제도에

서와 같이 저지되고 차단되어 있는 것이지만독일적이지는 않다.

그럴 수 있기에는 우리는 너무나 구애되지 않고, 너무나 순진하지

않으며, 너무나 세정에 밝다. 또한 너무나 훌륭한 가르침들을 얻었

으며, 많은 여행을 했다. 우리는 산 위에서 사는 것, 세상을 떠나

‘반시대적으로’ 지나간 혹은 앞으로 올 시대 속에서 사는 것을 훨씬

좋아한다. 단지 어떤 정치독일 정신을 허영적으로 만드는 것에

의해 그것을 황량하게 만드는, 그러한 비소한 정치(kleine Politik).

이런 정치를 목격하는 것에서부터 치밀어 오르는 말 못할 분노로부

295) 물론 니체는 전쟁 자체를 부정하는 이상주의적 태도를 취하지는 않는다.

니체는 인류 역사에 끊임없이 전쟁이 존재했다는 것, 그것이 지구적 현실의

불가피한 한 속성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단지 그 전쟁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

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비판할 뿐이다. 그러나 때로 니체가 전쟁을 긍정하는

듯이 보이는 말들은 사실은 물리적인 전쟁을 의미한다기보다 삶에 있어서의

갈등, 모순, 부정, 적대, 대립이라는 헤라클레이토스적 관념의 필연성을 의미

하는 철학적인 표현인 경우가 더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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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멀리 있기 위해서도 우리는 우리의 사는 방식을 좋아한다. 이러

한 정치는 그 자신의 창조물이 곧 붕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두

개의 극단적인 증오 사이에 고정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게 아닐

까?… 그것은 유럽의 소국 분립주의의 영속화를 바라지 않을 수 없

는 게 아닐까? 우리들 고향상실자들(Heimatlosen)은 ‘근대인’이기에

는 종족과 혈통상 너무도 다양하며 혼합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날 독일에 있어 독일적 신념의 표지로서 과시되고 있으며, 이

‘역사적 감각’의 민족에게 있어서는 이중으로 오류이고 무례한 것으

로 생각되는 저 그릇된 인종적 자기예찬과 방탕에 참여할 필요를

거의 느끼지 않는다. 우리는 한마디로 말해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명예를 건 한마디여야 한다!선한 유럽인이며, 유럽의 상

속자이다. 풍부하고 엄청나게 축적된, 그러나 굉장한 의무를 짊어진,

수천 년에 걸쳐 내려온 유럽정신의 상속자인 것이다.296)

니체는 ‘독일적’이라는 말을 “국가주의(민족주의)와 인종적 증오”를 내

포하고 있는 말로 보고 있다. 즉 니체는 19세기에 이미 ‘독일적’이라는

말에서 독일의 군국주의, 민족주의, 인종주의(반유대주의, 게르만족 우월

주의)적 증오가 함축되어 있음을 통찰함으로써 그것이 초래할 위험한 미

래상(세계 양차 대전과 홀로코스트)을 강하게 예견했던 것이다. 이러한

‘위험한 현재’를 조망하고 미래를 내다보기 위해서는 “산 위에서” 살아야

하며, “반시대적으로” 살아야 한다. 이것이 니체가 말하는 진정한 의미의

철학자, 고귀한 자, 위버멘쉬이다. ‘산 위에서 산다’는 것은 철학자-위버

멘쉬의 ‘격차의 파토스’와 ‘정신의 고도(高度)’, ‘고귀함’을 표현하며, 그러

한 영혼의 높이에 도달해서야 비로소 인간은 보다 넓은 시각으로 전체를

조감할 수 있다. ‘반시대적으로 사는 것’은 “지나간 혹은 앞으로 올 시대

속에서 사는 것”이다. 그것은 현재의 세계로부터 거리를 둘 줄 아는 것,

동시대의 코드들에 대해 격차의 파토스를 갖는 것, 동시대에 매몰되는

296) FW, Ⅴ. 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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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시안적 태도를 지양하는 것이다. 그것은 동시대를 초월하여 피안으로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와 미래 속에서 사는 것이다. 즉 동시대의 문

제의 원인을 진단하고 치유하기 위하여 과거의 역사를 참고하는 온고지

신의 정신과 미래에 대한 책임의식과 예지, 미래를 내다보는 장기적인

안목을 지니는 것이다. ‘위대한 정치’는 바로 이러한 반시대적 정신 속에

서, 동시대를 낯설게 보고 과거와 미래 속에 거주하는, 즉 현재에 함몰되

지 않는 ‘전체성’의 정신 속에서 이루어진다.

니체는 ‘비소한 정치’를 ‘위대한 정치’에 대립시키고 있다. ‘비소한 정

치’란 유럽의 소국 분립주의, 배타주의, 민족주의(국가주의), 인종주의적

증오에 기초한 정치이다. 이 ‘비소한 정치’는 니체 사후 20세기의 전쟁과

대량학살의 참상을 초래했다. 반대로 ‘위대한 정치’란 이러한 민족주의적,

인종주의적 배타성과 편협성, 증오의 정치에 반대되는 정치로서 사랑과

포용과 통합의 정치이다.

이러한 가장 반문화적인 병증과 비이성(Unvernunft), 유럽이 앓고

있는 국민적 노이로제인 민족주의, 유럽적 소국 분립주의의 영구

화, 비소한 정치의 영구화, 오늘날의 이 모든 것에 대해 독일인은

양심의 가책을 느껴야 한다. 독일인은 유럽에게서 유럽의 의미

(Sinn)와 유럽의 이성(Vernunft)을 박탈하였다.297)

민족주의의 배타성과 증오의 정치는 니체에 의해 국가적․민족적 노이

로제, 시대적 질병, 반문화적 병증, 비이성으로 간주된다. 독일 민족주의

와 비이성, 이것은 필연적인 상호 관계 속에 있다. 이때의 비이성은 단순

히 이성의 대립자가 아니라, 특정한 정치적 목적, 고도의 계산적인 이성,

“베일을 만드는 자(Schleiermacher)”의 강력한 권력의지를 은폐하고 있

는 비이성이다. 이때 베일은 실재를 은폐하고 부정하는 가상, 시뮬라크

르, 이념, 이상, 환상, 허위와 기만의 기호들이다.

297) EH, Der Fall Wagner.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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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니체의 위대한 정치에 대한 사유는 19세기 유럽의 민족주의,

인종주의, 인종적 우월주의라는 비이성, 실재의 부정에 대한 극복의 시도

이다. 또한 위대한 정치에 대한 사유는 비이성과 증오의 정치로 인해 초

래될 유럽의 허무주의적 미래에 대한 예지와 그 위험한 미래가 도래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필요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위대한 정치

는 유럽의 증오와 적대, 비이성의 정치의 극복으로서의 사랑의 정치, ‘위

대한 이성’의 정치, 화합의 정치이다.

따라서 ‘비소한 정치’에 대한 극복이자 대립자로서의 ‘위대한 정치’의

의의에 관해서 앞의 1, 2, 3장의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위

대한 정치는 자유주의와 행복주의, 쾌락주의, 이기적 욕구의 추구와 욕망

의 과잉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정당화하는 도착적인 근대성에 대한 극

복이다. 둘째, 위대한 정치는 인간의 가축화, 표준화, 획일화, 정형화, 동

일화, 코드화에 대한 반테제로서 고귀한 문화를 지향한다. 따라서 위대한

정치 하에서 존재의 진정한 다양성과 개별성, 고유성이 그 자체로 존중

받을 수 있게 된다. 그것은 근대적 자유주의에서 말하는 가상의 자유가

아닌 진정한 의미의 자유의 실현을 가능하게 하는 정치를 추구한다. 셋

째, 위대한 정치는 실재의 긍정에 토대한다. 따라서 그것은 삶을 상승시

키고 고양시키는 새로운 가치들과 법칙들의 창조, 곧 정의를 실현하는

정치이다. 넷째, 니체의 ‘위대한 정치’ 사유의 핵심은 인류와 미래에 대한

책임에의 의지, 공동체에 대한 정치적 책임이다. 다섯째, 니체의 위대한

정치는 19세기 유럽의 민족주의와 인종주의, 비이성, 원한과 적대의 정치

에 대한 극복으로서의 유럽 통합, “유럽의 정치적․경제적(재정적) 통일

(politische und wirtschaftliche Einheit)”298)을 지향한다. 즉 19세기 유럽

의 증오와 배척의 정치의 극복을 위해 범유럽주의적 통합을 대안으로 제

시한 것이다.

물론 이것은 니체가 당대 19세기 서구의 자유주의와 민족주의, 제국주

의적 침략주의의 해결책으로 제시한 것이며, 오늘날 우리는 니체와는 다

298) EH, Der Fall Wagner. 2.



195

른 시대적 지평에서 우리 시대의 고귀하고 위대한 정치의 가능성에 대해

서 고민해보아야 할 새로운 과제를 지니고 있다. 니체의 민주주의 비판

과 위대한 정치의 구상은 오늘날의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한계를 성찰

하고 교정하는 데 유용한 철학적 사유의 지침을 제공해주는 측면이 있지

만, 앞서 2장 2절에서 언급했듯이 니체의 정치적 비판 자체를 비판적으

로 평가하는 태도 또한 중요하다. 니체의 정치철학은 여성에 대한 불평

등을 당연시하는 등의 크나큰 시대적 편견과 한계들도 많이 지니고 있으

므로, 니체의 정치철학적 사유를 오늘날 그대로 모방할 것이 아니라 비

판적 수용을 통해 오늘날의 자유주의가 초래한 제반 문제들을 숙고하고

지양하기 위한 근본적 성찰로서 참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Ⅴ. 실재와 창조

‘실재’가 니체 철학의 가장 근본적인 개념이라면, ‘창조’는 니체 철학의

가장 궁극적인 지향성이 담긴 개념이다. 니체 철학에서 새로운 가치의

창조란 허상적 관념들에 토대하는 것이 아니라, 실재에 토대한다. 기존의

낡은 가치를 극복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한다는 것은 실재, 현실에 대

한 명확한 인식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된다. 새로운 가치의 창조

란 기존의 구조, 체제, 가치들을 극복하고 지양하는 새로운 형식을 산출

한다는 것이다. 창조는 ‘긍정’을 위하여 먼저 반드시 ‘부정’의 차원을 요

청한다.

1. 창조를 위한 부정

1) 고향 상실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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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체 철학에서 새로운 가치의 창조는 이전까지 당연시되던 모든 통념

들, 가치, 규범, 구조, 체계, 관습, 진리, 제도를 의문시하고 그것의 근원

을 회의하는 ‘부정’을 통해 시작된다. 부정은 기존의 통념적 가치들에 대

한 회의이다. 여기서 ‘기존의 통념적 가치’라는 것의 본질은 누구도 쉽게

의심하지도 비판하지도 못하는 ‘권위’가 된 가치들을 말한다. “세계가 존

속한 이래, 자기를 비판의 대상으로 만드는 권위는 일찍이 존재하지 않

았다.”299) 따라서 이러한 권위적 가치들을 부정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가상으로서의 안전하고 익숙한 가치체계를 벗어나 실재의

비밀에 접근하고자 하는 모험적 의지와 용기 없이는 부정도 창조도 불가

능하다.

부정은 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생성과 긍정을 위한 것이다. 모든 ‘고향

상실’은 새로운 영토의 개척을 위한 것이다. 가치를 창조하는 자는 근원

적으로 “고향 상실자들(Heimatlosen)”300)이다. 고향을 상실했으므로 새로

운 영토를 정복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동시에 “정복자들”이다.

‘고향 상실’은 우연한 상실이 아니며, 허무주의의 근거도 아니다. 지금까

지 익숙했던 세계가 붕괴되고 상실되는 경험을 통해, 그 모든 외관의 세

계가 허위와 가상이었다는 자각을 통해 인간은 비로소 실재에 접근하게

되며 자기 자신을 발견하기 시작한다. 고향 상실은 새로운 미지의 영토

의 정복을 위한 것이므로 이들의 삶의 필연이고 운명이다. 따라서 니체

는 상실한 고향을 미화하거나 고향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키려고 하지

않으며, 고향으로 회귀하라고 말하지도 않는다.

우리는 아무것도 ‘보수(保守)’하지 않는다. 우리는 어떤 과거에도 되

돌아가기를(zurück) 원하지 않는다.301)

299) M, Vorrede 3.

300) FW, Ⅴ. 377.

301) 같은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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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체가 종종 고대 그리스, 로마 정신과 근대적, 그리스도교적 정신을

대비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단지 그리스, 로마 정신에 대한 회귀를 주장

하는 것이 아니다. 새로운 가치의 창조는 온고지신을 밑바탕으로 하여

가능한 것이며, 회귀나 퇴행을 통해 가능한 것이 결코 아니다. 니체는 고

대 그리스, 로마 정신의 창조적 계승을 통해 근대성의 문제들을 극복할

것을 역설하는 것이다. 또한 니체가 민주주의와 자유주의, 사회주의를 비

롯한 근대의 소위 진보적 이념들을 비판할 때 그것은 근대성의 위험들을

지양하고 극복해야 한다는 의미일 뿐, 단지 과거의 군주제나 귀족정 시

대로 회귀하자는 의미가 아니다. 니체에게 고향 상실자, 위버멘쉬는 떠나

온 고향을 그리워하기보다 새로운 영토를 개척해야 하는 사명을 지닌 존

재이다. 고향 상실은 새로운 영토의 정복을 위한 전제조건이고, 고향 상

실자는 허무주의자가 아니라 능동적인 탈주자이며, 새로운 가치의 창조

자이다.

이러한 고향 상실과 새로운 영토의 정복이라는 창조의 본질을 들뢰즈

는 탈영토화와 재영토화 개념을 통해 중심주의와 국가 장치에 저항하여

국가 장치, 국가 제도의 외부의 삶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으로 재구성

했다.302) 이는 니체의 포스트모던적 정치철학적인 변형이다. 그러나 니체

의 고향 상실(부정)과 새로운 영토의 정복(긍정)은 단지 국가 장치나 중

심, 뿌리, 권위에 대한 도전과 해체에 국한되는 의미를 지니는 것은 아니

다. 고향 상실은 모든 사람들의 안온함의 근원인 지반, 토대, 즉 모든 사

람들이 당연하게 여겨왔던 모든 통념적 가치들에 대한 회의, 가치 전도,

부정을 의미한다. 이것은 존재하는 모든 것을 철학자, 위버멘쉬의 눈으로

전적으로 새롭게 보는 것이다. 따라서 니체의 이러한 부정 개념에 따르

면, 국가 장치에 대한 저항과 혁명이라는 가치 자체도 근원적으로 회의

와 재검토의 대상이다. 들뢰즈에게 ‘영토’는 국가 장치이지만, 니체에게

‘고향’은 단지 국가 장치라는 틀에 국한되는 의미가 아니며, 지금까지의

인류가 당연시해왔던 모든 통념들을 지칭한다.

302) G. Deleuze, F. Guattari, Mille P lateaux: capitalisme et schizophrénie2,
les Éditions de Minuit,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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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창조를 위해서 니체는 이전의 모든 가치들에 대한 회의를 시도

한다. 모두가 당연시하고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기존의 모든 가치들을 당

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냉정한 의심의 대상으로 삼고 물음을 제기

하는 자를 니체는 “회의주의자(Skeptiker)”라고 칭하며, 이들이야말로

“지적 성실성(intellektuelle Rechtschaffenheit)”을 지닌 자들이라고 말한

다.303) 회의와 부정의 대상은 전통 형이상학, 종래의 도덕, 정치, 문화,

예술 등 존재하는 모든 영역들과 그것에 귀속된 가치들이다. 모든 가치

들의 가장 근본적인 것으로서 니체는 도덕 문제를 다룬다. 니체는 지금

까지의 도덕을 노예도덕, 르상티망의 도덕, 허무주의라고 규정하면서, 인

류가 새로운 도덕, 주인도덕을 지닐 것을 역설한다.

실재 세계와는 다른 영혼불멸의 초월적 세계를 고안하여 대지의 삶을

부정해온 도덕의 베일 아래에서 니체는 인간의 생명력을 약화시켜 범속

한 가축 존재로 훈육하고 규율화하려는 권력의 메커니즘을 발견한다. 니

체는 금욕주의와 아나키즘적 자유주의, 양자를 동일한 노예도덕의 양면

으로 간주한다. 전자가 규율과 이상의 노예라면, 후자는 해방된 욕망의

노예이다. 니체는 이러한 노예도덕에 대항하여 주인도덕, 삶의 긍정의 윤

리학을 제시한다. 니체의 노예도덕 비판은 그 배후의 권력에 대한 비판

이다. 그 권력은 보편성과 개체성의 강제적 종합을 수행하여 결국 보편

성을 위해 개별자의 자유를 희생시킨다. 그것은 이미 ‘종합’이 아니라 중

심권력에 의한 ‘포섭’이며, 이질성의 동화 과정일 뿐이다. 이에 반해 주인

도덕은 보편자의 정당성을 회의하고 보편성이라는 이름 아래 은폐되어

있는 권력과 지배논리를 밝혀냄으로써 기존 질서를 지양한다. 체제의 명

령에 대한 무조건적 복종이 아닌 자기지배와 자기극복의 원리에 의거하

여 자신의 욕망을 이성적으로 조정하고 미학적으로 관리한다. 주인도덕

에서는 욕망이 더 이상 타자로서 금지와 배제의 대상이 아니며 새로운

303) AC 12. 그러나 니체는 ‘회의주의’라는 표현을 항상 이러한 긍정적 의미로

만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회의주의’는 문맥에 따라서는 지적 허무주의를 지

칭하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JGB 208 참조.) 이처럼 니체의 모

든 용어들의 의미는 특정 문맥에 따른 이해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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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 창조의 지평이다.

2) 동정(Mitleid)과 사랑의 문제들

니체는 그리스도교적 도덕, 동정(Mitleid)의 도덕을 회의의 대상으로

삼는다. ‘동정(Mitleid)’이란 고통을 함께 나눈다는 뜻이다. 우리는 타자의

고통을 과연 함께 나눌 수 있을까? 과연 타자의 삶의 고통을 쉽게 이해

할 수 있을까? 고통을 함께 나눈다는 것이 과연 최고의 도덕적 가치일

까? 하는 회의가 그것이다. 그러나 니체는 피상적인 동정심을 거부할 뿐,

동정심 자체를 부정적으로 간주하는 것은 아니다. 타자의 삶을 이롭게

하고 삶을 고양시키는 한에서 동정심은 긍정된다. 니체는 이렇게 말한다.

“프로메테우스는 인간들에게 동정을 느끼며 그들을 위해 그 자신을 희생

하는 한 행복하며 위대하다.”304)

이처럼 니체는 타인의 고통을 함께 하는 동정심 자체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긍정으로 고양되지 못하고 피상적인 고통의 공유에 매몰되

는 동정심을 비판하는 것이며, 동정심을 최고의 도덕 감정으로 설정하는

그리스도교 도덕과 그것에 내재한 권력의 전략, 권력의지에 대해서 비판

적으로 문제제기하는 것이다. 그것은 ‘도덕적 행위의 특성은 자기상실,

자기부정, 자기희생, 연민, 혹은 동정이다.’라는 그리스도교적 유럽의 대

중적 미신305)에 대한 문제제기이다. 고통을 함께 나누는 동정심, 즉 자기

상실, 자기부정, 자기희생의 도덕은 서구인들이 생각하듯이 결코 도덕 감

정의 궁극이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니체의 동정의 도덕 비판에는 동

정심을 넘어선 보다 고귀하고 정의로운 도덕 감정이 요청된다는 적극적

인 의미가 내재해 있다. 동정의 도덕에 대한 비판은 창조를 위한 부정인

것이다. 니체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러한 새로운 태양들이 창조된다면 얼마나 기쁠 것인가! 악인도,

304) FW, Ⅲ. 251.

305) FW, Ⅴ. 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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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행한 자도, 예외적 인간도 모두 자신의 철학, 자신의 정당한 권리,

자신의 태양을 가져야만 한다! 필요한 것은 그들에 대한 동정이 아

니다! 인류가 지금까지 배우고 실행해온 그러한 교만한 생각을 우

리는 잊어야 한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고해 신부도, 마법사도, 또

한 죄를 용서해주는 자도 아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정

의이다! 새로운 표어이다! 새로운 철학자들이다!306)

니체는 동정심을 정의(Gerechtigkeit)와 구별하며, 동정의 도덕이 아닌

새로운 정의, 새로운 철학이 필요함을 역설한다. 동정은 약함에서, 정의

는 강함과 고귀함에서 비롯된다. 기존 시스템에 대한 회의와 새로운 정

의 실현과 새로운 가치의 창조라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지 않는 동정심과

이웃사랑은 감상주의에 불과하며, 군축(群畜) 도덕이며, 허무주의적 감정

에 불과하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다. 인간을 동정심에 머무르게 만드는

것은 인간을 약화시키기 위한 전략이라고 보면서, 니체는 기존의 도덕적

통념을 완전히 해체한다. 동정의 도덕은 인류를 약화시키고 노예화시키

고 복종시키고 길들이기 위한 권력의 전략이라는 것이다. 동정의 도덕에

는 위선과 허위, 기만의 책략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며, 이러한 동정의

도덕은 기존의 가치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와 변혁의 동력이 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다. 또한 니체는 동정심에는 ‘삶’, ‘실재’에 대한 깊고

섬세한 존중이 없다고 본다.

우리의 가장 깊고 가장 개인적인 고뇌는 대부분의 타인들은 이해할

수 없으며 접근할 수도 없다. 비록 한솥밥을 먹는다 해도, 우리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조차 숨겨진 존재이다. 그러나 우리가 고뇌

하고 있다는 것이 인지될 경우, 그것은 언제나 천박한 해석을 당하

게 된다. 타인의 고뇌로부터 본래의 개인적인 것을 박탈해 버리는

것이 동정이라는 감정의 본질이다. (…) 동정자는 나 또는 너의 불

306) FW, Ⅵ. 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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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의 전체적인 내적 연쇄와 얽혀있는 내막을 전혀 알지 못한다. 내

영혼의 거시경제학과 ‘불행’을 통한 조화, 새로운 원천과 요구의 분

출, 오랜 상처의 치유, 모든 과거의 거부―불행과 연관될 수 있는

이 모든 것을 동정을 베푸는 자는 신경 쓰지 않는다.307)

니체는 타자의 고통과 불행을 피상적으로 쉽게 동정하는 마음을 ‘삶의

부정’의 원리로 간주한다. 인간 각자의 삶의 내면적 고통의 디오니소스적

원천은 누구도 쉽게 알 수 없고, 그 때문에 경외받고 존중받아야만 할

비밀스러운 숙명적 고유성의 영역이다. 그리스도교적 동정의 도덕은 이

점을 망각한다. 따라서 니체는 동정의 본질을 “타인의 고뇌로부터 본래

의 개인적인 것을 박탈해 버리는 것”이라고 규정한다. 이러한 동정의 도

덕에 대항하여 니체는 타자에 대한 진정한 이해와 사랑의 미덕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나는 그들을 보다 용기 있고, 보다 인내심이 강하고, 보다 순수하고,

보다 즐겁게 만들어주기를 원한다! 나는 오늘날 소수의 사람들만이

알고 있는 것, 그리고 저 동정의 설교자들은 거의 알고 있지 못하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싶다. 함께 나누는 기쁨(Mitfreude)을!308)

니체는 고통을 함께 나누려 하는 동정(Mitleid)의 도덕에 대해 기쁨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덕(Mitfreude)을 대립시킨다. 이는 고통을 함께 나누

는 감정은 기쁨을 함께 나누는 긍정의 감정으로 고양되어야 함을 역설하

는 것이다. 동정심에 머무르는 것이 자신과 타자의 삶을 동시에 하강시

킨다면, 기쁨을 함께 나누는 덕은 자신과 타자의 삶을 동시에 상승시킨

다. 전자가 삶의 부정의 원리라면, 후자는 삶의 긍정과 고양의 원리이다.

니체는 바로 후자가 타자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자 진정한 구원이며 근본

적인 삶의 치유라고 본다. 고통을 함께 나누는 동정심은 궁극적으로 타

307) FW, Ⅳ. 338.

308) 같은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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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와 기쁨을 함께 하려는 긍정의 감정으로 고양될 때 비로소 정당성을

지니는 것이다. 타자의 삶에 대한 깊은 이해 없이, 타자의 삶을 고양시키

고자 하는 마음 없이, 단순히 고통을 함께 하는 동정심에 매몰되는 것은

수치심을 모르는 자기만족의 감정일 뿐 타자의 삶에 대한 존중감이 없는

행위이다. 따라서 니체는 말한다. “나는 동정이란 것을 베풂으로써 행복

을 느끼는, 저 소위 자비롭다는 자들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들은 너무나

도 수치심을 모른다.”309)

니체는 자기긍정과 운명애의 에고이즘, 자신의 자연에 따르는 것이 진

정한 이타주의와 사랑의 토대라고 보는 반면, 동정의 도덕은 자기긍정의

감정을 악으로 규정함으로써 인간 실존의 자부심과 긍지를 박탈한다. 이

것이 니체가 동정의 도덕을 자기부정과 허무주의, 반(反)자연의 도덕으로

보는 이유이다.

니체는 인간에게는 ‘고통에 대한 위안’보다는 ‘고통에 대한 극복’이 필

요함을 역설한다. 동정에 호소하기보다, 삶의 위기 앞에서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극복하고 변화시키고 재건하는 주인도덕, 삶의 긍정의 도덕

을 가질 것을 주문하는 것이다. 니체에게 고통은 회피와 부정의 대상이

아니라 긍정과 극복의 대상이다. 니체는 고통마저도 삶의 일부로서 긍정

할 것과, 그것을 극복함으로써 더욱 강해질 것을, 그로써 실재의 진리에

더욱 가까워질 것을 명하는 것이다. 그러나 동정심과 위안의 도덕은 인

간의 힘을 약화시키고 자기극복의 의지를 무력화시킨다. 이런 의미에서

동정의 도덕은 데카당일 뿐 진정한 사랑이 아니다. 동정의 도덕은 병든

자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치유하는 약이 아니라 오히려 독이고, 위안의

환상과 최면이며, 고통의 마취제이다.

니체는 동정의 도덕은 무리의 도덕이며, 창조적인 고귀한 자들에게는

다른 도덕이 필요함을 역설한다. 타인과 고통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동

정심이 아닌 타인과 기쁨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마음(Mitfreude), 삶을

궁극적으로 상승시키고 고양시키고자 하는 마음이 그것이다. 그것이 삶

309) Za, Ⅱ. Von den Mitleidi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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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긍정이며, 삶에 대한 진정한 이해와 사랑, 그리고 ‘정의’의 길인 것이

다.

만약 고통받고 있는 친구가 있다면, 너는 그의 고통을 위한 휴식처

가 되어 주어라. 그러나 딱딱한 침대, 야전침대 같은 휴식처가 되어

주어라. 그렇게 함으로써 너는 그에게 최상의 유익을 주게 될 것이

다.310)

니체는 ‘삶’을 위하여 동정의 도덕을 비판하는 것이다. 동정의 도덕은

삶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타자를 진정 사랑하고 위하는 것은 고

통에 빠진 그가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것, 열악한 상황을 스스

로 극복할 수 있도록 조건을 조성해주는 것이며, 이것이 그를 근원적으

로 치유해주는 것이다. 반면에 동정심을 베푸는 것은 타자의 자생능력을

빼앗아버리는 것이며, 따라서 그것은 치유도 사랑도 아니다. 단지 고통을

함께 하는 데 그치는 동정은 자기만족일 뿐이며, 타자를 수동적인 상태

로 유도하는 것이며, 삶을 빼앗는 것이다. 때문에 니체는 삶의 진정한 구

원을 위해서 동정의 도덕을 비판하는 것이다. 니체의 짜라투스트라는 동

정의 도덕을 비판하면서, 창조하는 자의 진정한 사랑에 대해 다음과 같

이 말한다.

그러나 나는 선사하는 자다. 나는 벗이 벗에게 베풀듯 즐겨 베푼다.

낯선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은 내 나무에 달려 있는 열매를 직접

따 가도 좋다. 손수 따 간다면 덜 부끄러울 것이다.311)

이것은 삶을 긍정하는 강자, 창조자의 덕, 기쁨을 함께 나누는 관대함

이다. 강자는 창조하는 자이다. 창조자는 자신의 삶의 건강으로부터 자연

스럽게 흘러넘치는 관대함을 가지고 있다. 니체에게 창조는 곧 사랑이다.

310) 같은 곳.

311) 같은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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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라투스트라는 말한다. “정신은 창조하는 자, 가치평가하는 자, 사랑하

는 자, 그리고 모든 사물에 선행을 베푸는 자이다.”312) 고통을 함께 나누

는 동정이 자신과 타자의 삶을 동시에 약화시키는 반면, 기쁨을 함께 나

누는 관대함의 사랑은 자신과 타자의 삶을 동시에 강화시키고 고양시키

는 방식의 사랑이다. 동정심에 비소함에의 의지가 내재되어 있다면, 관대

함으로서의 사랑에는 고귀함에의 의지, 창조에의 의지가 내재되어 있다.

동정심이 무리의 감상적인 집단주의, 획일주의와 관계된다면, 관대함으로

서의 사랑은 인간의 진정한 자유를 향한 모색을 담고 있다. 니체에 따르

면, 그러한 사랑은 ‘정의(Gerechtigkeit)’와 관계된다. 강자의 사랑은 자신

을 방기하고 이타주의를 실현한다는 관념적 명분에 사로잡히는 것을 의

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긍정과 운명애의 실재적 토대로부터 타자의 문

제를 진정으로 깊이 이해하고 고뇌하며 타자에게 삶의 고양과 기쁨과 아

름다운 열매를 선사해주고 싶은 창조에의 의지, 영혼의 위대함을 의미하

는 것이다. 새로운 가치의 창조자, 고귀한 자는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덕을 창조한다. 그것은 감상적인 동정심이나 이웃사랑이 아닌, 인류의 삶

을 고양시키고 성숙시킬 수 있는 사랑, 정의이다. 니체는 말한다. “모든

위대한 사랑은 동정 이상의 것이다.”313)

니체는 인간의 자기 긍정과 자기 신뢰, 삶에 대한 긍정과 운명애의 강

렬한 에고이즘의 토대 없는 동정심은 무의미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인류를 병들게 하고 인간의 자부심을 무력화시킴으로써 인간을 노예로

길들이는 도덕이라고 본다. 그런 의미에서 동정심을 최고의 숭고한 도덕

감정으로 간주하는 서구 그리스도교적 전통의 도덕은 인류의 미래에 해

악적이라고 보는 것이다. 가치를 창조하는 강자의 삶의 긍정에서 비롯된

건강한 이타주의, 정의를 지향하는 정신만이 타자의 삶, 인류의 삶을 증

진시킬 수 있다. 즉 니체가 동정의 도덕을 비판하는 것은 그것이 진정한

인간애와 정의를 구현하는 수단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니체는 동정의

도덕의 본질을 군축(群畜) 도덕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지금까지와는 다

312) Za, Ⅰ. Von der schenkenden Tugend 1.

313) Za, Ⅱ. Von den Mitleidi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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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위대한 정치와 고귀한 문화의 창조를 위해서는 무리짓는 붕당과 집단

의 본능으로서의 동정심에 매몰되어선 안 되며, 삶을 고양시키는 진정한

관대함과 기쁨으로서의 사랑, 정의의 감각으로 한 단계 성숙되어야 함을

역설하는 것이다.

2. 창조 개념의 의의와 실재와의 관계

니체에게 있어 창조(Schöpfung) 개념은 인간의 힘에의 의지가 고귀한

목표에 따라 자기 자신을 초극함으로써 기존의 가치를 넘어 새로운 가치

를 산출하는 것이다. “의지는 하나의 창조하는 자이다.”314) 여기서 의지

는 힘에의 의지, 창조에의 의지이다. 창조의 주체이면서 창조의 근원, 창

조의 원천은 바로 세계의 유일한 실재인 힘에의 의지이다. 힘에의 의지

는 단지 생명의 자기보존 의지나 생존 의지가 아니라 생명 고유의 자기

전개와 발산과 확장과 표현과 실현에의 의지이다.

고귀한 자는 새로운 것을 그리고 새로운 덕(neue Tugend)을 창조

하려 한다.315)

니체의 ‘창조’ 개념에서 항상 전제되는 것은 ‘정신의 고귀함’이다. 따라

서 니체가 의미하는 창조란 단지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새롭고 참신

하고 독특하고 기발한 것을 생산해낸다는 의미가 아니며, 그러한 것을

생산해내는 능력으로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윤창출을 위해서 요구되고

장려되는 창의력, 창의적 정신과도 전혀 관계가 없다. 자본의 이윤창출을

위한 획기적인 신제품의 개발과 같은 가치창조는 인류의 삶을 증진시키

는 새로운 덕을 창출하기보다 인류의 쾌락과 기껏해야 가시적인 공리성

만을 증진시킨다. 자본 중심적 가치창조, 자본에 복무하는 가치창조는 삶

314) Za, Ⅱ. Von der Erlösung.

315) Za, Ⅰ. Vom Baum am Ber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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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긍정하기보다 오히려 인류의 삶을 본질적으로 퇴락시킨다. 또한 니체

의 창조 개념은 단순히 예술가의 창작 활동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니

체가 의미하는 ‘정신의 고귀함’을 보증하는 핵심적인 것은 가치 창조자의

‘목표(Ziel)’와 ‘과제(Aufgabe)’의 고귀함이다. 니체는 창조자에게는 반드

시 자신의 고유한 목표와 과제가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창조하는 자,

수확하는 자, 축제를 벌이는 자와 나는 함께 가리라. (…) 나는 나의 목

표를 향해 나아갈 것이며, 나의 길을 간다.”316)

가치 창조자의 목표는 인류의 삶을 정신적, 문화적으로 고양시키고 성

숙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창조하는 자는 곧 수확하고 결실을 거두어들이

는 자이다. 창조자는 그러한 결실을 거두어들이기 위해 목표를 세우고

씨를 뿌리는 선구자이다. 그것은 이제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가치,

새로운 덕, 새로운 형식, 곧 실재를 고양, 상승, 변화시킬 수 있는 가치를

창조하기 위한 것이다. 지금까지의 철학자들은 모두 이상들을 척도로 실

재를 부정하는 자들이었으며, 따라서 근원적으로 염세주의자들이었고 모

방자들, 숭배자들이었다. 그러나 창조하는 자는 더 이상 염세주의자도 모

방자도 우상 숭배자도 아니며, 실재의 필연성을 긍정하고 디오니소스적

인 환희의 축제를 벌이는 자이다. “가치평가, 그것이 곧 창조이다.”317) 새

로운 가치를 창조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새로운 가치를 고안해낸다는 것

이 아니라, 기존의 통념적 가치들에 새로운 평가를 부여한다는 것이다.

창조하는 자는 가치들에 수동적으로 순응하거나 복종하는 자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가치들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평가하는 자이다. 그로써

기존의 통념들은 더 이상 보편성으로서의 힘을 상실하고 인류의 삶을 고

양시키는 새로운 가치가 힘을 지니게 된다.

이러한 가치 창조자의 목표는 결코 개인적인 안위에 관계된 것이 아니

다. 자기보존과 개인적인 안위 외에는 관심이 없는 소인들(kleine Leute)

은 아무리 숭고한 가면을 쓰고 있더라도 이미 가치 창조자가 아니며, 단

지 모방자들, 배우들일 뿐이다. 그들은 자신의 부정한 권력의지를 은폐하

316) Za, Zarathustra's Vorrede 9.

317) Za, Ⅰ. Von tausend und Einem Zie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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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마치 대중을 위하는 양 시뮬라시옹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니체

는 고귀한 목표를 추구하는 창조자를 이러한 연극배우, 연기자 유형의

인간과 대립시킨다.

군중은 위대한 것, 이를테면 창조에 대해서는 거의 이해하지 못한

다. 그러나 군중은 대사건의 모든 연기자들과 연극배우들에 대해서

는 잘 인지한다.

세계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보이지 않게 돌아

간다. 그러나 군중과 명성은 연극배우를 중심으로 돌아간다. 따라서

이것이 세계의 운행인 것이다.318)

현상계에서 더 영향력을 행사하며 현실권력에 더 밀접한 부류는 언제

나 연극배우, 연기자 유형의 인간이다. 연극배우, 연기자 유형은 실재론

자가 아니라 이상주의자들이다. 그들은 실재에 토대하지 않기에 가치 생

성 능력이 없으며, 가치를 창조하고자 하는 의지도 없다. 그들의 목적은

만인에게 찬란한 빛을 발하는 가상의 이데아를 그럴듯하게 모방하고 연

기하고 흉내내는 것이다. 이들이 모방하는 이데아는 정의의 이데아, 선의

이데아, 아름다움의 이데아, 진리의 이데아 등이다. 이들은 군중에게 해

야 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군중이 듣고 싶은 말을 하며, 군중에게 위

안의 마취제를 투여하여 가상의 행복을 선사한다. 즉 이들은 진리를 말

하지 않는다. 현상 세계, 가시적 세계는 이들, 가치 생성 능력과 가치 창

조의 의지가 없는 모방자들, 연극배우들을 중심으로 돌아간다. 이것이 동

일성의 영원회귀이다. 이러한 모방자들과 군중-무리의 역사, 소인들의

역사는 영원히 회귀한다. 모방자들, 연극배우들은 반(反)실재적이므로 공

허한 가상들, 이상들만을 시뮬레이션하기에 역설적으로 군중에게 추앙받

고 현실권력을 획득한다. 군중은 실재, 진리보다는 가상, 허상 세계의 아

름다운 유혹의 시뮬레이션에 도취되고 열광하기 때문이다.

318) Za, Ⅰ. Von den Fliegen des Mark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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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근원적인 세계, 비가시적인 은폐된 실재는 바로 가치 창조자들,

고귀한 정신의 소수자들을 중심으로 운행한다. 즉 세계는 가시적, 현상적

으로는 모방자, 배우적 유형에 의해 운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비가시

적, 근원적으로는 고귀한 소수자들의 창조적 힘에 의해 운행한다. 이것이

창조의 영원회귀이다. 고귀한 정신을 지닌 자들이 군중에게 찬미받거나

이해받기 어려운 이유는 이들의 본성이 연극배우가 아니기 때문이다. 고

귀한 정신의 인간은 시뮬라시옹을 수행하는 자가 아니라 실재에 토대하

여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를 말하는 자이며, 인류의 삶을 근본적으로 혁

신하고 고양시키는 새로운 가치와 새로운 덕, 새로운 형식을 창조하는

자이다.

창조란 이러한 고귀한 정신, 위버멘쉬가 지금까지 당연하게 받아들여

져왔던 모든 가치들을 지양하고 새로운 가치를 산출하는 것, 인류의 삶

을 고양시키고 보다 건강하게 만드는 방식의 변화를 생성하는 것, 새로

운 형식화, 구조화, 체계화, 조직화의 원리이다. 사상적, 정치․경제적, 문

화적, 사회적, 예술적인 모든 영역에서 새로운 법칙과 규범들, 더 나아가

새로운 구조를 정립할 수 있는 힘, 이것이 창조를 향한 힘, 창조적 힘에

의 의지이다.

창조는 반드시 실재적인 것이어야 하며, 실재성의 토대에 기초해야 한

다. 다시 말해 진정한 가치 창조는 이상주의적일 수 없다. 이상주의적 모

델을 추종하는 실천은 표면적으로는 아무리 혁신적으로 보이더라도 창조

적 실천이 아니라 모방과 허위에 불과하다. 니체는 실재성에 근거하지

않은 이상주의적 실천가들의 필연적 허위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비판하

며, 창조적 실천이 실재성의 토대에 기초해야 함을 역설한다.

이상주의적인 이론들은 무엇을 추측하게 하는가.―― 이상주의적

인 이론들에 가장 확실하게 마주치는 것은, 망설이지 않는 실천가들

의 경우에서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이론들의 광채를 자기의 평

판을 위해서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본능으로써 그것을 붙

잡으며, 게다가 그것이 위선이란 느낌을 전혀 갖지 않는다. 어느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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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인이 자신이 기독교도이며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을 통해 위선자

라는 느낌을 갖지 않는 것과 같다. 이와는 반대로 모든 환상들에 대

항하여 스스로를 규율하고, 사람들을 열광시킨다는 평판조차도 꺼리

는 관상적인(beschaulich) 본성의 사람들은 엄격한 실재론적 이론들

에만 만족한다. 그들 또한 이 이론들을 본능적인 필연성으로써 붙

잡는데, 그때 그들의 정직성(Ehrlichkeit)을 잃지는 않는다.319)

창조는 창조자의 고유한 내부의 힘의 지대로부터 발원하고 생성되는

어떤 것, 정직한 실존의 산출이다. 또한 가치 창조자의 정직성은 실재에

반하는 허상적인 관념적 세계로 초월하지 않고 영원회귀하는 힘에의 의

지의 세계로서의 실재를 긍정하는 태도이다. 이러한 ‘정직성(Redlichkeit,

Ehrlichkeit)’이라는 것에 대한 이상주의자들의 적대감에 대해 니체는 이

렇게 말한다. “무언가를 꾸며내는, 그리고 신을 찾는 자들 가운데는 언제

나 병든 자들이 많았다. 그런 자들은 인식하는 자와, 덕 가운데서 가장

젊은 덕인 ‘정직성’이라는 것을 몹시도 미워한다.”320) 니체에게 ‘참된 인

식’과 ‘창조’란 실재를 그 자체로 긍정하는 ‘정직성’과 ‘진실성’의 덕을 통

해서만 가능한 것이다. 반(反)실재적인 허상, 가상, 시뮬라크르를 고안해

냄으로써 실재를 부정하는 태도는 참된 인식, 학문과 진리에 반(反)한다.

실재에 대한 참된 인식으로서의 정직성의 덕은 곧 가치 창조자, 위버멘

쉬의 덕이다.

니체는 모든 담론적 실천을 긍정하는 것이 아니다. 니체는 이상주의적

열정에 의거한 실천, 따라서 실재에 대한 인식과 엄밀한 비판 정신이 결

여된 실천을 부정한다. 이상주의적 실천은 실재성에 토대한 것이 아니며,

따라서 자기-정직성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반실재론자들은 자신들이 의존할 그러한 이상주의적 이론들을 자

신의 평판과 공명심(功名心)을 위해 본능적으로 고수한다. 그러한 이상

주의적 이론들은 휴머니즘적이고 만인에게 편안하게 받아들여지고 추앙

319) M, 328.

320) Za, Ⅰ. Von den Hinterweltl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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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기 쉬운 이론들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진리가 아니고 아름다운 가상에

불과하기에, 안온한 삶의 지반을 흔들 만큼 충격을 주지도 위험하지도

않다.

그러나 니체에게 진리와 가치 창조란 단지 그러한 손쉬운 이상주의적

이념들로 도피하거나 이데아를 추종함으로써 달성되는 것이 아니다. 실

재성에 토대를 두고 있지 않은 공허한 이상주의적 환상들은 표면적으로

는 훌륭하고 고귀한 창조적 실천처럼 보일지라도 결국 인류의 미래에 순

기능을 하지 않으며, 오히려 가공할 재앙을 초래한다. 어느 시대에나 찬

양받는 이상주의적 실천들은 그저 동시대인들을 마취시킬 뿐 현실을 실

재적으로 변화시키지 못한다. 즉 이상주의적 이론들과 실천들에는 기만

적인 미학이 숨어 있다는 것이다. 이상주의적 실천은 실재의 부조리와

모순을 은폐하고 위장하기 위한 미학적 휘장으로 이용된다. 이상과 실재

의 모순과 낙차, 그 안에는 필연적으로 위선과 추악한 본능들, 의지들이

은폐되어 있다. 자신의 삶의 내부로부터, 자기 정직성의 근거로부터, 실

재로부터 생성되지 않은 어떤 가치들도 니체는 거부한다. 니체는 이러한

이상주의에서 실재성이 증발되어 버린 수증기(Dampf)와 환영들

(Phantomen)321), 즉 실재가 아닌 ‘이념화된 가상’만을 감지한다.

니체가 이에 대립시키는 것은 실재론자들이다. 가치 창조자는 이상주

의자가 아니라 실재론자이다. 실재론자는 이상주의적 이론들에 의거하지

않으며, 엄격한 실재론적 이론들에만 만족한다. 이상주의적 환상에 의존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은 강함의 징후이다. 따라서 철저한 실재론자는

본질적으로 강자이다. 실재론자일 수 있다는 것은 보다 높은 지적 양심,

자기 신뢰, 자기 규율의 원리를 지닌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들은 주인 도

덕을 지녔기에 자신의 힘에의 의지의 고귀함의 원리에 따라 이상주의적

허영과 위선을 감지할 수 있고 배격할 수 있다. 이들은 자기 정직성, 자

신에 대한 진실성이라는 덕에 의하여 본능적으로 실재론을 필요로 한다.

이들은 가장 평온하고 자족적이고 진지하며 관상적인 본성의 사람들이

321) M, 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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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니체에 따르면 이들, 실재론자들만이 새로운 가치 창조라는 고귀한

과제를 수행할 힘을 지닌다. 실재, 실재성이란 이상주의자들에게는 두려

움과 회피의 대상이다. 안전하고 확실한 가상들에 익숙한 이상주의자들

이 보기에 실재(Realität)란 “바닥을 알 수 없는 현실성(Wirklichkeit)이라

는 깊고 짙은 안개”322)처럼 보일 뿐이다.

이처럼 실재에 토대한 창조는 위버멘쉬의 운명애와 인류의 미래를 위

한 높은 목표와 과제에서 비롯되는 발산적이고 명령적인 힘의 투여이며,

위버멘쉬 자신의 고유한 힘에의 의지를 세계에 투사하는 것이다. 니체에

게는 예술적 창조 또한 삶을 위한 창조이며, 단지 예술을 위한 예술, 예

술을 위한 창조가 아니다. 삶을 위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한다는 것은 실

재의 긍정의 토대 위에서 새로운 법칙을 창출함으로써 삶을 구원하고 새

로운 차원으로 고양시킨다는 것이다.

창조의 과정을 니체는 낙타가 사자로, 사자가 어린아이의 정신으로 변

화하는 정신의 세 단계의 변화 과정으로 설명한다.323) 창조하는 자가 존

재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련과 변화의 과정이 필연적으로 요구된다.

창조. 그것은 고통으로부터의 위대한 구원이며 삶을 경쾌하게 하는

어떤 것이다. 그러나 창조하는 자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고통이 요

구되며 많은 변화가 요구된다.

그렇다, 창조하는 자들이여, 너희의 삶에는 수많은 쓰디쓴 죽음이

있어야 한다! 그럼으로써 너희들은 무상(無常)한 모든 것들을 변호

하고 정당화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창조하는 자 자신이 새로 태어날 어린아이가 되기 위해서는 또한

산모가 되어 산고(産苦)를 마다하지 않아야 한다.324)

니체의 사유에서 삶의 단계들과 단계들에 따른 변화와 생성의 코드는

322) 같은 곳.

323) Za Ⅰ, Von den drei Verwandlungen.

324) Za, Ⅱ. Auf den glückseligen Insel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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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적이다. 삶이란 정주하는 것이 아닌 끝없는 모험과 새로운 도약이며,

그것은 인간 자신의 욕망과 힘에의 의지, 고유한 생명력에 따른 것이다.

가치를 창조하는 고귀한 인간도 기존의 가치들을 근본적으로 회의하고

부정하는 정신의 성숙의 단계에 이르기 전까지는 시스템에 순응하는 군

축-노예적 인간의 단계를 거칠 수밖에 없다. 이것을 니체는 낙타에 비유

한다.

무거운 짐을 가득 싣고 사막을 종주하는 낙타는 체제에 무비판적으로

순응하도록 훈육된 인간에 대한 비유이다. 이는 기존의 가치들에 무저항

적으로 불가피하게 순응하는 사람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타 같이

성실하고 인내심 강한 수많은 사람들, 민초들, 민중에 대한 상징이기도

하다. 즉 자율이 아닌 타율에 의해, 어떤 기만적 권력에 의해 무거운 책

임과 의무(Schuld, 죄의식, 채무, 부채)를 잔뜩 짊어진 자들인 것이다. 체

제의 명령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책임의 무게를 잔뜩 짊어진, 낙타 같이

성실하고 인내력 강한 사람들, 낙타의 비유에는 이러한 다수의 인류에

대한 니체의 연민이 담겨 있다. 또한 이 정신의 세 단계 변화에는 니체

자신의 정신적 성장의 과정에 대한 내밀하고 은밀한 고백이 담겨 있다.

그래서 니체는 낙타와 같은 존재들에게 사자가 될 것을 요구한다. 그

기만의 시스템을 형성한 주체, 권력, 힘에 대해서 인식할 것과, 더 이상

무비판적으로 순응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 사자는 회의와 부정의 정신으

로서 자유정신이다. “자유로운 인간은 전사이다(Der freie Mensch ist

Krieger).”325) 그는 기존의 기만적 가치들에 대항하여 전쟁을 수행한다.

니체는 이러한 사자-전사의 정신은 창조의 정신을 위한 필연적 단계임

을 말하고 있다. “형제들이여, 너희들의 정신과 덕이 대지의 의미에 공헌

하도록 하라. 그리고 모든 사물의 가치를 새롭게 정립하도록 하라! 그러

기 위해서 너희들은 전사가 되어야 한다! 창조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326)

전쟁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의 생성적 진화 과정 속의 계기,

325) GD, Streifzüge eines Unzeitgemässen 38.

326) Za, Ⅰ. Von der schenkenden Tugend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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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목표를 위한 수단이다. 그 목표는 창조이다. 창조는 새로운 가치평

가이며, 모든 사물의 가치를 새롭게 정립하는 것이다. 창조의 의의는 대

지의 의미에 공헌하는 것에 있다. 즉 더 이상 초월적 가상이 아닌 실재

를 긍정하는 가치를 생산하는 데 있는 것이다. 전쟁은 언제나 새로운 창

조를 위한 것이며, 부정은 언제나 긍정을 위한 것이며, 고향 상실은 언제

나 새로운 영토의 정복을 위한 것이다. 사자가 상징하는 ‘자유를 향한 열

망’과 ‘부정’의 단계는 새로운 가치의 창조를 위한 필연적 단계이다. 긍정

과 창조의 단계로 고양되지 못하는 부정 운동은 힘의 하강과 데카당스,

분열과 퇴락과 허무주의로 향해 갈 뿐이다.

김상환은 정신이 낙타의 형태에서 사자의 형태로 변화할 때 사자 유형

의 특성과 ‘사자의 자유의 한계’(그래서 다시 최종적인 변화의 단계가 요

청될 수밖에 없는)에 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이때 새로운 형태 변화란 홀로서기를 위한 분리의 사건과 같다. 그

것은 외적인 조건에서 분리되고 주인의 명령에서 해방되는 사건이

다. 이를 위해 정신은 자신을 구속하던 외적인 의무와 주인의 명령

을, 그 명령에 힘을 싣는 권위를 자신의 힘으로 파괴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무차별한 파괴와 부정을 계기로 정신은 자신의 자유를 확

인할 수 있다. 그때마다 정신은 날카로운 발톱과 우렁찬 목소리의

사자를 닮아간다. 그러나 사자의 자유는 대상 의존적이다. 대립과

파괴의 대상 앞에서만 자신의 힘을 긍정할 수 있는 사자의 자유는

여전히 외적인 조건에 구속되어 있는 불완전한 자유에 불과하다.

완전한 자유는 사자가 어린아이로 다시 태어날 때 기대할 수 있

다.327)

따라서 정신은 ‘아니오’만 외치는 사자의 단계, 부정과 전쟁의 “불완전

한 자유”의 단계에서 “완전한 자유”의 단계로 진화해야만 한다. 즉 자신

327) 김상환, 『철학과 인문적 상상력 : 헤겔 만가』, 문학과지성사, 2012, p.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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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의 즐거운 놀이에 몰두하고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긍정의 정

신, 창조적 힘에의 의지로 진화해야만 한다.

그러나 말해보라, 나의 형제들이여. 사자조차 할 수 없는 일을 어떻

게 어린아이는 해낼 수 있는가? 왜 약탈하는 사자는 이제 어린아이

가 되어야 하는가?

어린아이는 순진무구(Unschuld)요 망각이며, 하나의 새로운 시작,

하나의 놀이, 스스로의 힘에 의해 굴러가는 바퀴이며, 하나의 최초

의 운동, 거룩한 긍정이다.

그렇다. 나의 형제들이여, 창조의 놀이를 위해서는 거룩한 긍정이

필요하다. 정신은 이제 자기 자신의 의지를 원하며, 세계를 상실한

자는 자신의 세계를 획득하게 된다.328)

창조의 놀이는 인간이 주인의 도덕을 통해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될 때,

자신의 세계를 갖게 될 때 비로소 가능해진다. 어린아이의 웃음은 신성

한 긍정이다. 어린아이는 끊임없이 미지의 세계로의 창조적 모험을 욕망

할 뿐 안정과 행복을 욕망하지 않는다. 니체는 창조를 어린아이의 놀이

에 비유하고 있는데, 창조의 놀이가 상징하는 명랑성은 결코 삶을 무비

판적으로 즐기라는 쾌락주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경이롭지

만 동시에 그만큼 가혹한 실재를 긍정할 수 있을 만큼 강하고 흘러넘치

는 힘에의 의지로서의 명랑성을 의미한다. 니체의 창조 개념, 어린아이의

놀이와 같은 창조는 인위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스스로 풍요로워 자신

의 내면의 충만한 힘으로부터 자연스럽게 흘러넘치는 것이다. 어린아이

는 순진무구의, 무죄(Unschuld)의 존재이다. 어린아이는 자신의 자연, 자

신의 실재성에 대해, 즉 자기 자신에 대해 죄의식을 갖지 않는 결백과

긍정의 존재이다. 어린아이의 놀이, 창조의 놀이는 이러한 자기 긍정의

힘으로부터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는 것, 새로운 시작, 새로운 조직화, 형

328) Za Ⅰ, Von den drei Verwandlun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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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화이다. 창조해야 할 새로운 가치들, 그것은 실재를 고양, 상승, 변화시

킬 수 있는 가치, 따라서 삶을 진정으로 긍정할 수 있는 가치들이다. 그

것은 반실재적 기호들의 기만적인 세계, 동일한 욕망의 환영의 세계로부

터 개인의 고유한 욕망과 힘, 실재성을 회복하는 것, 실재와 진리를 구제

하는 것이다. 그러한 가치들만이 공동체 전체의 삶의 고양과 진정한 자

유의 증진을 가능케 한다.

3. 위버멘쉬(Übermensch)와 창조

1) 니힐리즘의 극복과 창조

위버멘쉬는 앞에서 살펴본 근대성의 니힐리즘을 극복하고 새로운 가치

를 창조하는 존재이다.329) 니체는 위버멘쉬가 요청되는 상황을 니힐리즘

의 상황으로 규정하고, 그것을 ‘신의 죽음’과 연관시킨다. ‘신의 죽음’이라

는 니체의 용어는 물론 문학적 역설이다. 신은 생성변화하지 않는 존재,

사멸하지 않는 존재, 죽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신의 죽음’이란

인간을 지금까지 절대적으로 규율해왔던 신학적․도덕적 에피스테메의

붕괴를 의미한다. 근대인은 신의 죽음이라는 근대적 상황을 맞이해야 한

다. 그런데 그것이 왜 허무주의의 위험인가? 니체는 신의 죽음을 새로운

329) 이에 대해 김주휘는 위버멘쉬를 니체의 근대 비판과 연관해서 의미 규정

해야 함을 잘 보여준다. 니체의 근대 비판은 근대인이 커다란 재앙을 향해 가

고 있다는 것, 즉 근대인의 위기에 대한 니체의 주목에서 비롯된 모든 근대

성, 근대적 사조들에 대한 비판이며, 이런 위기 국면에서 위버멘쉬는 일종의

구원적 인간들로서 요청된다는 것, 그것을 니체가 열망하고 있는 것이라는 점

이다.(김주휘, 「니체와 야누스적 근대」, 『니체연구』, Vol.20, 한국니체학회,

2011, pp. 99-125.) 또한 버치(Ruth Burch)는 “책임에의 의지”를 니체 철학의

주요한 특징 중 하나로 보면서, 그의 책임 중 하나는 유럽 니힐리즘의 매개적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가치와 개념을 창조하는 것과 관련된다고 봄으

로써 니체의 ‘책임에의 의지’를 유럽의 니힐리즘의 상황, 그리고 창조 개념과

연관시킨다.(Ruth Burch, “On Nietzsche’s Concept of ‘European Nihilism’”,

European Review Vol. 22, 2014, pp. 196-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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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 창조의 조건으로서 희구하지 않았던가? 위버멘쉬는 신의 죽음 이후

에 등장하는 존재가 아닌가? 그렇다. 신은 죽어야 한다. 그리고 신은 죽

었다. 실재를, 생성을, 자연을, 삶을 단죄하던 절대적 가치가 사라졌다.

니체는 근대인이 신을 살해했다고 말한다.330)

그러나 신의 죽음이라는 엄청난 사건에 대비하여 아무것도, 아무런 새

로운 가치도 마련해놓지 않은 상황은 위험 중의 위험이다. 신이라는 절

대적 가치가 붕괴된 상황에서 나타난 근대적 이념들, 민주주의, 공리주

의, 쾌락주의, 행복 지상주의, 자유주의, 사회주의, 무정부주의, 그리고 증

오의 정치를 초래하게 될 민족주의와 반(反)유대주의 등의 19세기 유럽

의 온갖 이념들은 모종의 기만의 전략을 숨기고 있는 반(反)실재적, 반

(反)자연적 이상주의일 뿐이다. 그것들은 새로운 가치 창조의 원동력이

되지 못하고 소인들(kleine Leute)의 세상, 가치 상대주의, 데카당스, 허

무주의를 초래할 수 있다고 니체는 보았다. 가치의 창조는 없고 “신을

매장하는 자들의 소란”331)만이 존재하는 것이다.

신은 사람들의 행동을 규율하던 절대적 지표였고, 사람들은 피안의 영

원한 행복, 영혼불멸의 세계에 대한 희망으로 신적 세계가 강제하던 도

덕적 행위를 실천하면서 자신을 규율해왔다. 그러나 신의 죽음이 도래한

근대에는 그러한 절대적 규율 체계가 사라졌기 때문에 근대인은 방향과

목적을 상실하고, 허무주의, 데카당스, 아나키즘의 위험에 놓이게 되었다

는 것이다.(“지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332))

신의 죽음 이후에 ‘실재의 부활’이 뒤따라야 하지만, 신을 살해한 근대

인은 실재성조차 살해해버렸다. 그러한 전적인 허무의 바탕 위에 근대적

이상주의가 사라진 실재성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게 되었다. 가상의 이념

들이 실재와 진리를 대신하게 되었다. 실재는 종말을 맞았고, 삶은 출구

도 목적도 미래도 희망도 없이 해체되고 분해되어 버렸다. 이것이 니체

가 본 근대성이다. 물질문명의 진보가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던 19세기,

330) FW, Ⅲ. 125 참조.

331) 같은 곳.

332) 같은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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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 비례하여 인간들의 표준화와 군축화, 정형화, 획일화도 더욱 빠르게

진행되고 있던 19세기를 니체는 근대인의 생명력과 정신력의 쇠퇴, 힘에

의 의지의 퇴화, 더욱 더 가축떼로 진화해가는 인류의 반(反)실재성, 반

(反)자연, 영혼의 고귀한 힘을 상실한 인류의 데카당스와 허무주의로 본

것이다. 니체는 이러한 근대인의 방향 상실, 즉 중심과 목적과 미래의 상

실로 야기된 허무주의를 극복해야 할 것으로 보았다. 신이라는 절대적

가치의 상실로 야기된 근대인의 허무주의에 대한 극복은 어떻게 가능한

가? 그것은 우리들 자신이 스스로 ‘신들’이 되는 것이다. 인간 각자가 신

들이 되기 위해서는 가축떼의 도덕, 기존의 동일성의 도덕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와 같은 행위[신을 살해한 행위]의 위대성은 우리에게는 너무 지

나친 위대성이었을까? 우리는 단지 그 행위를 가치있는 것으로 만

들기 위해서만이라도 우리들 자신이 신들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보다 더 위대한 행위는 결코 없었다. 그리고 우리 뒤에 탄생하게

될 자는 누구든지 이러한 행위 덕에 지금까지 존재했던 어떤 역사

보다도 더 고귀한 역사에 속할 것이다!333)

신의 죽음 이후의 두 가지 상황을 생각해볼 수 있다. 근대인은 신을

죽였지만, 신을 죽이고 매장한 자들 스스로가 신들이 되지 않는다면 허

무주의의 도래는 필연이다. 이것은 하나의 위험이다. 왜냐하면 신을 죽일

만한 자격도 없는 자들이 그런 행위를 저질러버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을 죽인 후, 신이라는 하나의 절대적인 가치 대신에 사람들 각자가 스

스로 신들이 되고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면 그 행위(신의 살해)의 위대

성은 비로소 가치를 발하게 되며, 지금껏 존재하지 않았던 위대하고 고

귀한 역사를 창출하게 되는 것이다.(“모든 신들은 죽었다. 이제 위버멘쉬

가 살아가기를 우리는 소망한다.”334)) 신에서 벗어나 각자가 신들이 되자

333) 같은 곳.

334) Za, Ⅰ. Von der schenkenden Tugend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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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은 지금껏 부정되었던 실재에 대한 긍정의 역사를 열자는 것이다.

인간 각자가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서, 자기 자신으로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낙타의 삶, 노예의 도덕에서 벗어나 주인도덕을 지니는 것, 자신

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는 기만적 권력의 실체, 음험한 권력의지를 명

확히 인식하고 그것의 부당한 속박을 벗어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것. “신은 죽었다(Gott ist tot)”라는 말로 니체가 전하는 메시지는 이런

것이다.

근대적 허무주의의 극복은 이처럼 인간들 스스로가 자기긍정과 주인도

덕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조직하고, 새로운 방향을 정립하는 적극적인

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신의 죽음 이후의 세계에 새로운 가치를 창조

해야 하는 것이다. 위버멘쉬란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의해 필연적으로

등장하는 존재이다. 위버멘쉬는 시뮬라크르의 전제적 지배체제로부터 비

로소 실재를 구원하며 실재의 절대적 긍정을 가능케 하는 가치의 창조자

다.

2) 창조에 있어서 고귀한 목표와 과제

니체의 위버멘쉬(Übermensch)란 인간(Mensch)을 넘어서는 것, 인간을

초극하는 것, 인간의 자기극복을 의미하며, 동시에 그러한 본성과 덕을

자기 안에 구현한 존재자를 지칭하는 표현이기도 하다. 위버멘쉬라는 개

념 속에서의 ‘인간(Mensch)’이란 군축도덕을 지닌 동일자로서의 인간을

의미한다. 위버멘쉬는 이러한 동일자의 인간을 넘어섬과 동시에 자기 자

신도 끊임없이 초극하며 재창조하는 생성의 존재이다. 그러나 니체는 위

버멘쉬라는 개념을 단순히 존재자를 지칭하는 표현이 아니라 창조적 강

자의 힘에의 의지 자체를 지칭하는 표현으로 다음과 같이 사용하기도 한

다. “너는 너의 근원으로서의 위버멘쉬를 너의 친구 안에서 사랑해야 한

다.”335) 즉 위버멘쉬란 동일자를 넘어선 존재자를 지칭하는 개념이면서

335) Za, Ⅰ. Von der Nächstenlie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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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고귀한 자, 창조적 강자의 근원적 힘에의 의지, 창조에의 의지,

자기극복에의 의지를 총체적으로 지칭하는 개념이다. 그러한 자기극복은

자기긍정에 기인한다.

나는 너희에게 위버멘쉬를 가르친다. 인간은 초극되어야만 할 그

무엇이다. (…) 위버멘쉬는 대지의 의미(der Sinn der Erde)이다.336)

위버멘쉬는 실재의 긍정의 존재이다. 위버멘쉬로부터 비로소 이 세상,

대지, 실재, 삶의 필연성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새로운 가치들이 창

조된다. 위버멘쉬는 인간을 넘어서 있는(über) 존재이면서, 동시에 ‘인간

이 아닌 존재’이다. 위버멘쉬는 동시에 일종의 “운멘쉬(Unmensch)”337)이

다. 즉 위버멘쉬는 동일자 멘쉬의 입장에서 보기에는 기이하고 불가해한

존재, 격차의 열정을 지니는 존재, 가장 높은 의미의 자기극복과 정의의

정신을 갖고 있는 존재이다. 그러나 위버멘쉬는 철학자이며, 철학자인 한

에서 그는 국가나 공동체라는 동일성의 관념의 외부에 존재한다. 아리스

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한다.

공동체 안에서 살 수 없거나, 자급자족하여 그럴 필요를 느끼지 못

하는 자는 국가의 부분이 아니며, 들짐승이거나 신(神)일 것이

다.(Aristoteles, Politika, 1253a25)338)

정치학적 관점에서 이것은 타당한 설명이다. 그러나 바로 그런 이유로

철학자는 인간은 아니며, 짐승(Tier)이면서 동시에 신(Gott)인 존재이

다.339) 물론 위버멘쉬-철학자도 정치학적 관점에 국한해서 볼 때에는 ‘정

치적 동물’이다. 그러나 철학자의 근원적인 존재론적 위상은 ‘짐승이면서

336) Za, Zarathustra's Vorrede 3.

337) AC 44.

338) 아리스토텔레스, 『정치학』, 천병희 역, 숲, 2009, pp. 21-22.

339) GD, Sprüche und Pfeile. 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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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이다. 여기서 ‘짐승’은 휴머니티 이전의 자연, 즉 국가와 문명 사회의

인위성에 의해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의 자유 상태, 인간 이성과 의식 저

변의 깊고 광대한 무의식, 동물성, 본능과 충동과 의지의 디오니소스적

생 전체, 힘에의 의지를 상징하는 은유이다. 또한 ‘신’은 인간을 넘어선

존재, 위버멘쉬, 즉 노예도덕이 아닌 자기-도덕과 자기-책임의지를 갖는

주인으로서의 존재에 대한 은유이다. 철학자-위버멘쉬가 짐승인 동시에

신이라는 것은 그는 군서동물, 가축적 존재로서의 인간이 아니며, 그러한

동일성 너머의 존재, ‘인간의 자기 초극’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창조를 위해서는 강자의 미덕이 요구된다. 니체의 강함과 약함은 기성

질서 안에서의 상대주의적 개념이 아니다. 니체의 강자는 구조 안에서의

지배권력이 아니라 인간을 가축화하는 부조리한 구조를 회의하고 변화시

키는 능동적인 힘에의 의지, 창조적 역능을 지닌 자, 인간애의 인간, 고

귀한 정신이다. 그렇다면 고귀함이란 무엇인가? 니체는 고귀한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한다.

그[고귀한 인간]를 증명하는 것은 행위가 아니다. 행위는 언제나 다

의적이며, 언제나 헤아릴 수 없는 것이다. 또한 그를 증명하는 것은

‘작품’도 아니다. 오늘날 예술가들이나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얼마나

자신이 고귀함을 향한 깊은 갈망에 추동되고 있는지를 자신의 작품

으로 드러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그러나 바로

고귀함을 향한 이러한 욕망은 고귀한 영혼 자체에 대한 욕망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며, 이는 바로 고귀함이 결여되었음을 웅변적으로

말해주는 위험한 징표이다. 여기서 고귀한 인간임을 결정해주고 등

급을 확정해주는 것은 ――낡은 종교적 표현을 새롭고 보다 깊이

있는 이해 안에서 다시 도입한다면―― 작품이 아니라 신앙이다.

그것은 고귀한 영혼이 자기 자신에 대해 가지는 어떤 근본적인 확

신이며, 구할 수도 없고 발견할 수도 없으며 아마 잃어버릴 수도 없

을 그 무엇이다. 고귀한 영혼은 자기 자신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

고 있다.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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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 인간, 고귀함을 증명하는 것은 행위도 작품도 아니다. 또한 고

귀함을 향한 깊은 욕망이 그의 고귀함을 증명해주는 것도 아니며, 그것

은 오히려 고귀함의 결여를 입증해준다고 니체는 보고 있다. 고귀함은

외부의 이데아가 아니기 때문이다. 고귀함이라는 이상을 갈망하는 예술

가들이나 지식인들은 이데아에 대한 욕망, 모방자의 욕망을 반복하는 것

이다. 반면에 고귀한 인간은 영혼의 고귀함을 지니며, 그는 고귀함이라는

이상이 아닌 자신의 영혼의 고귀함 자체를 갈망한다. 즉 다른 누구도 아

닌 고유한 자기 자신이 되기를 갈망한다. 고귀한 영혼은 신, 절대자, 초

월자, 보편자, 이데아가 아닌 자기 자신에 대한 신앙(Glaube)을 지닌다.

그것은 자기 스스로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확신이다. 반면에 시대적․문

화적 동일성, 즉 군서동물의 도덕과 가치를 곁눈질함으로써만 삶을 영위

하는 자들은 자기 자신을 신뢰할 수도 경외할 수도 없다. 무리가 아닌

자기 자신이 되고자 하는 인간, 군축(群畜)이 되지 않을 자유와 능동성을

지닌 인간만이 스스로를 진정으로 긍정할 수 있고 가치생성적일 수 있

다. 그리고 이러한 자를 니체는 영혼의 고귀함을 지닌 자, 고귀한 인간이

라고 부른다.

고귀한 영혼이 스스로에 대해 갖는 경외심이란 편협하고 소아적인 이

기주의나 독단적인 유아론 혹은 자기 안에 유폐된 나르시시즘을 의미하

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인간이 자신의 삶을 노예가 아닌 주인으로서 살

수 있는, 자기 긍정, 자기 신뢰, 실재의 경이로운 필연성에 대한 절대적

긍정, 운명애를 의미한다. 자신의 삶을 부정하지 않고 자신의 운명과 실

존에 대한 진정한 경외심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바로 고귀함과 자유정

신의 징표이다.

영혼의 고귀함은 창조의 근원적 조건이다. 오직 이러한 영혼의 고귀함

을 지닌 자만이 새로운 가치 창조의 주체, 위버멘쉬이다. 그는 실재 앞에

서 공허한 이상으로 도피하지 않고 변화무쌍한 삶을 정면으로 마주하여

340) JGB 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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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을 극복하는 용기를 지닌다. 그것이 그의 운명애이다. 위버멘쉬는 고

유한 자기 자신이고자 하는 자율적인 정신이며, 그러기에 모험적인 정신

의 소유자다. 니체에게 있어 위버멘쉬와 군축적 인간의 구별은 고귀함과

비소함, 고귀한 자와 소인의 격차에 대한 것이며, 이것은 주인과 노예의

구별, 주인 도덕과 노예 도덕의 도식으로 연결된다.

오, 나의 형제들이여, 오늘날의 주인들을 극복하라. 이 소인(小人)들

을. 이들이 위버멘쉬에게는 최대의 위험이다!

보다 고귀한 인간들이여, 그 작은 덕들을, 그 작은 영리함들을, 그

모래알 같이 작고 자잘한 고려와 계산들을, 개미떼 같이 기어다니는

잡다함을, 그 가련한 안락함을, 그 “최대 다수의 행복”이라는 것을

극복하라!341)

니체는 ‘오늘날의 주인들(Herrn von Heute)’을 동시에 ‘소인들(kleine

Leute)’이라고 말한다. 니체의 당대, 19세기 자유주의, 민주주의 시대에는

자기보존과 상업적 이윤 추구에만 관심이 있는 소인들, 욕망의 노예들이

주도권을 지니고 지배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니체에 의하면 그 소인들은

영국적 공리주의 사상을 신봉하는 자들이다. 물질적 행복과 안락함을 최

고의 가치로 숭배하는 유럽의 근대성, 자유주의적 가치에 대해서 니체는

그것을 소인적 가치, 소인의 도덕으로 간주한다. 그것은 잡다하고 다양해

보이지만 본질적으로 개미떼 같이 획일화된 무리의 도덕이다. 현대의 주

인들이 된 이러한 소인들, 노예들이 위버멘쉬에게는 최대의 위험이다. 따

라서 위버멘쉬의 과제는 소인적 가치를 극복하고 새로운 고귀한 가치들

을 창조하는 것이다. 진정한 주인도덕을 지닌 주인 존재는 현실의 지배

권력인 소인들이 아니라 위버멘쉬이다.

니체의 주인-노예 도식을 헤겔의 『정신현상학』에서의 주인-노예 도

식과 비교해서 고찰해본다면, 니체의 주인-노예 개념, 더 나아가 고귀함

341) Za, Ⅳ. Vom höheren Menschen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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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비소함, 위버멘쉬와 군축적 인간의 고유한 의미가 더 명료해질 수 있

을 것이다.

헤겔에게서 주인-노예 관계는 생명을 건 인정 투쟁을 통해서 생겨난

승자와 패자, 지배와 예속의 관계이다. 인정 투쟁은 자기가 독자적인 존

재라고 하는 자기확신을 쌍방 모두가 진리로까지 고양시켜야만 하기 때

문에 일어난다. 자신의 순수한 독자성(reines Fürsichsein)과 자유를 확보

하고 인격(Person)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오직 생명을 건 투쟁밖에 방

법이 없다. 인정 투쟁에서의 타자 지양은 실제로 타자를 죽음으로 모는

자연적 부정이 아니다. 그것은 타자에 의한 인정의 의의를 담보해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생겨난 관계 속에서 주인은 “독자성을 본질

로 하는 자립적인 의식”이고 노예는 “대타적인 존재를 본질로 하는 비자

립적인 의식”이다. 주인-노예 관계에서 주인은 사물을 통해 간접적으로

노예와 관계하고, 노예를 매개로 사물과 관계한다. 주인은 사물에 대한

지배력을 지니는 반면, 노예는 사물에 속박되어 있어, 물성을 띠지 않고

는 자립할 수 없는 종속적인 존재이다. 노예도 자기의식을 지니고 있으

므로 사물에 부정적인 힘을 가하지만 사물은 노예에 대해 자립적인 존재

이므로 사물을 폐기할 수 없고 가공하고 변형하는 데 그친다. 반면에 주

인은 노예의 노동을 통해 사물을 전적으로 부정하고 소비할 수 있으므로

사물을 마음껏 향유함으로써 만족을 누린다. 그러나 주인은 독립적인 자

기의식이지만 노예한테 인정받는 자에 불과하며 노예의 노동에 의존해

있으므로 비자립적인 존재로 전락한다. 반면에 노예는 노동을 통해 지혜

를 갖게 됨으로써 자립성을 획득한다. 노예는 주인에 대한 공포 속에서,

그리고 사물을 형성하는 가운데 스스로가 독자적 존재라는 것을 의식하

게 된다. 이로써 지배 예속 관계에는 전도가 일어난다.342) 이러한 헤겔의

인정 개념에 기반한 주인-노예 도식은 니체의 주인-노예 도식과는 차이

가 있는데, 그것을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측면에서 분석해볼 수 있다.

첫째, 니체의 위버멘쉬, 주인 존재는 정신의 변화 단계에서의 고귀함,

342) G. W. F. 헤겔, 『정신현상학 1』, 임석진 역, 한길사, 2005, pp. 220-23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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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창조적 생성이라는 의미에서의 고귀함과 위대함을 지칭한다. 다시 말

해 니체의 주인과 노예 도식은 본성적․자연적․생성적 차원의 일종의

상징적 구별, 근원적인 힘에의 의지의 차원에서의 절대적인 격차에 대한

상징이며, 사회학적 권력이나 지배예속 관계에 기초한 상대적 우열이나

비교 개념이 아니다. 즉 니체의 주인, 강자, 고귀한 정신의 인간은 현실

의 지배 권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반면, 헤겔의 주인-노예 도식은

사회학적 상대성의 맥락, 자립성과 비자립성의 대립이라는 사회학적 측

면에서 성립한다. 그것은 생사를 건 인정 투쟁을 통해서 생겨난 승자와

패자, 지배와 예속의 관계라는 점에서 니체의 주인-노예 도식과 전혀 다

르다. 헤겔의 주인은 노예의 노동을 향유하는 욕망의 주체, 현실의 지배

권력을 의미하며, 노예는 현실적 예속 상태에 있는 하인, 노동자, 머슴,

일꾼이라는 의미, 즉 주인을 위한 노동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니

체에게서는 주인-노예 도식은 사회학적 권력이나 계급과는 본질적으로

관계없으며, ‘주인=욕망의 존재, 노예=노동의 존재’라는 등식 역시 성립

하지 않는다. 주인-노예는 사회학적인 행위상의 척도로 분류되는 것이

아니다. 니체에게서는 현실적으로 피지배 계급이라 하더라도 고귀한 인

간, 주인일 수 있으며, 가치의 창조자일 수 있다. 니체의 주인-노예 관계

에 내재하는 위계는 본성적 상징의 위계라면, 헤겔의 주인-노예 관계에

내재하는 위계는 사회적 위계, 즉 현실적인 지배와 예속, 명령과 복종의

관계를 의미한다. 헤겔에게서는 노예가 궁극적으로 권력을 획득하면 자

립적인 의식으로 전도되지만, 니체에게 노예는 계급적 함의를 갖는 것이

아니므로 노예가 현실적 권력과 부와 지위를 획득했다 하더라도 노예는

노예일 뿐 주인도덕을 지닌 위버멘쉬적 존재일 수 없다.

둘째, 헤겔에게서는 주인, 노예가 상대적 개념으로서 서로 타자를 필요

로 하며, 타자의 인정에 기반하여 존재하는, 인정 관계 속에 위치해 있

다. 헤겔에 따르면 하나의 자기의식은 자기확신을 위해서는 꼭 타자가

필요하다. 즉 타자의 인정이 인간의 자기확신과 안정의 필수 조건이다.

여기서 타자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타자를 부정하고 지양해야 한다는

인정 투쟁의 역설이 발생한다. 이러한 투쟁의 승자인 주인은 노예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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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 의해서만 오로지 주인일 수 있고, 투쟁의 패자인 노예도 주인의 인

정에 의해서만 노예로 머물면서 생명을 부지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양자는 변증법적 대립 관계에 놓인다. 그러나 니체의 위버멘쉬와 멘쉬,

주인과 노예는 필연적으로 타자의 인정을 필요로 하는 개념이 아니며,

따라서 변증법적 대립 관계가 아니다. 물론 헤겔에게서 대자적 관계란

대타적 관계가 있어야만 가능한 것처럼, 니체에게서도 대타적 관계를 무

시한 대자적 초월성은 부정된다. 대자적 관계와 대타적 관계는 실재라는

전체성 속에서 공존하는 것이다. 그러나 니체에게서는 이러한 존재론적

사실이 인정욕구나 상호 인정의 필요성이라는 조건에 기반해 있지 않다.

니체의 주인과 노예 개념은 헤겔과는 달리 사회학적 역학 관계를 표현하

는 개념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적 유형에 대한 상징적 구별이다. 따라서

헤겔에게서 주인이 주인이기 위해서는 노예의 인정이 필요하지만, 니체

에게서 주인이 주인으로서 자기확신을 지니기 위해서는 타자인 노예의

인정이 필요하지 않다. 따라서 헤겔의 주인-노예 변증법에서의 인정 욕

구나 인정 투쟁, 상호 인정의 도식은 니체에게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헤

겔의 주인은 타자 필요적 주체이기 때문에 인정욕구를 필연적으로 지니

게 된다. 그러나 니체의 위버멘쉬는 무리들의 인정을 욕구하지 않는다.

오히려 위버멘쉬는 물병에 물이 충만하게 가득 차서 자연스럽게 흘러넘

치듯 사랑을 베풀기를 원할 뿐이다. 이것은 인위적인 사랑이 아니라 그

의 ‘자연’이고 그의 방식의 휴머니티이다. 창조하는 자의 사랑에는 인위

성이 없으며, 자연의 사랑을 닮아 있다.

셋째, 이처럼 역사를 변증법적 투쟁, 권력 투쟁, 인정 투쟁으로 설명한

헤겔의 이론은 맑스의 혁명 사상, 부르주아지와 프롤레타리아트의 이원

적 갈등과 투쟁에 입각한 프롤레타리아트 혁명 사상에 영향을 주었다.

그러나 니체의 위대한 정치에서는 권력을 놓고 위버멘쉬와 멘쉬, 주인과

노예가 끊임없이 인정 투쟁을 벌이는 방식이 아니라, 주인 도덕(자기-도

덕)을 지닌 위버멘쉬가 기성 체제와 가치들에 대항하여 투쟁하고 새로운

법칙을 제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위버멘쉬의 창조에 있어서는 고귀한 목표와 과제가 정초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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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니체는 철학의 근본적인 문제설정을 ‘무엇인가?’라는 본질에 대한

형이상학적 물음에서 ‘무엇을 위해?’라는 동기, 목표, 과제에 대한 실재론

적 물음으로 대치한다. 니체에게는 어떤 현상의 정당성은 언제나 그것이

지향하고 의도하는 목표와 과제에 따라, 정향적 가치에 따라서 평가된다.

니체는 “하나의 긍정(ein Ja), 하나의 부정(ein Nein), 하나의 직선(eine

gerade Linie), 하나의 목표(ein Ziel)”가 자신의 “행복의 공식”이라는 단

편을 남기고 있다.343) 긍정과 부정은 언제나 한 쌍이어야 한다. 긍정만

존재한다면 이상주의적 낙관론일 것이고, 부정만 존재한다면 염세주의일

것이지만, 극단적인 대립자는 결국 공통의 접점에서 마주친다. 이상주의

적 낙관론이나 염세주의나 ‘실재에 대한 부정’이라는 점에서 허무주의인

것이다. 니체는 초기작 『비극의 탄생』에서는 소크라테스로부터 시작된

서구 이성의 낙관주의를 비판한다. 거기서 니체가 말하는 낙관주의란 이

성의 진보에 대한 무한한 신앙, 근대적 합리성의 승리에 대한 서구인들

의 믿음을 의미한다. 즉 태양처럼 찬란한 아폴론적 가상만 보려 하고, 그

이면의 훨씬 풍부한 삶의 세계인 디오니소스적 실재에 대해 눈감는 이성

주의적 낙관론의 피상성과 반(反)실재성에 대한 비판이다. 따라서 『비

극의 탄생』 이후 줄기차게 비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쇼펜하우어적 염세

주의와 소크라테스적 낙관주의는 대립적으로 보이거나 니체의 사유에 어

떤 단절의 증거처럼 보이지만, 본질적으로 그것은 반실재성에 대한 비판

이라는 점에서 연속성을 보여준다. 즉 니체의 서구 형이상학의 낙관주의

에 대한 비판이나 염세주의에 대한 비판이나 모두 그 기저에 있는 반실

재성, 삶의 부정의 메커니즘에 대한 공격이며, 삶을 구원하려는 기획이었

다는 점에서 사유의 연속성을 지니는 것이다. 이런 실재론적 관점에서

보면 낙관주의적 긍정은 염세주의적 부정과 결코 대립자가 아니며, 근저

에서 긴밀히 연관되어 있는 관점인 것이다. 실재에 대한 긍정을 위해서

는 반드시 부정의 단계가 필요하며, 창조를 위해서는 파괴의 단계가 필

요하다. 니체는 위대함의 실현, 더 높은 가치, 정의의 실현을 하나의 목

343) GD, Sprüche und Pfeile.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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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를 향한 직선 운동으로 이미지화한다. 그 목표는 모든 사람이 추구하

는 동일한 이데아가 아니라, 자신의 고유한 길을 홀로 가는 위버멘쉬가

자기 스스로에게 부여한 목표이다. 그것은 인류에 대한 책임 의식의 소

산이다. 그러한 목표를 향해 갈 수 있는 곧은 직선의 힘은 그의 자기 긍

정, 운명애, 실재에 대한 절대적 긍정에 근거한다.

암울하고 대중에 대해 책임 있는(über die Massen verantwor-

tlichen) 일을 하면서조차 명랑성을 유지한다는 것은 실로 놀라운

일이다. 그런데 그 어떤 것이 명랑성보다 더 필요할 수 있단 말인

가? 정신의 활기가 동반되지 않고서는 어떤 일도 잘되지 못하는 법

이다. 힘의 과잉만이 힘에 대한 증거이다.344)

이처럼 위버멘쉬의 목표와 과제는 대중에 대한 책임, 더 나아가 미래

의 세대에 대한 책임, 자신이 스스로에게 부여한 공적인 책임의식과 관

련된다. 너무나 무거워서 때로 암담하기까지 한 그 과제가 바로 위버멘

쉬의 운명이고, 그것을 긍정하는 것이 그의 운명애이다. 그러나 그러한

막중한 과제에 관여하면서도 창조하는 자는 명랑성, 정신의 활기, 가벼

움, 흘러넘치는 힘을 유지할 수 있다. 그것이 창조하는 자, 위버멘쉬의

자연, 본성(Natur)이다. 그는 “자신의 힘 전체를 요청하는 위대한 과제를

풀어야 하는 자”345)이다. 가치창조자의 목표는 기존의 동일자의 가치, 관

습적 이데아가 아닌 그 자신의 고유한 열정, 창조를 향한 열정, 힘에의

의지의 토대로부터 세워진다. “너는 열정의 심장부에 너의 최고 목표를

세웠다. 그러자 열정은 네게 덕이 되고 환희가 되었던 것이다.”346) 창조

자의 고귀한 목표와 과제, 그리고 그것에 따른 가치 창조는 그의 흘러넘

치는 생명력, 상승하는 힘에의 의지와 열정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다. 가

치를 창조하는 의지는 강자의 의지, 명령에의 의지이다. 다시 말해 그것

344) GD, Vorwort.

345) EH, Warum ich so klug bin. 2.

346) Za, Ⅰ. Von den Freuden- und Leidenschaf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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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새로운 법칙을 명령하려는 의지, 자신의 의지를 세계에 투사하려는

의지의 능동성이다. 이런 의미에서 창조는 하나의 명령법이다.

진정한 철학자는 명령하는 자이자 입법자이다. 그들은 “이렇게 되

어야만 한다!”라고 말한다. 그들이 비로소 인간이 어디로 가야 하는

가와 어떤 목표를 가져야 하는가를 규정하며, 이때 모든 철학적 노

동자와 과거를 극복한 모든 자의 선행 작업을 자유롭게 다룬다.347)

니체의 창조자-위버멘쉬는 자신의 작은 자아를 넘어서 인류애, 전체적

세계에 대한 조감, 민중에 대한 사랑이라는 덕에 따라 보다 높은 과제와

목표로 자신의 영혼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자이다. 따라서 창조자는

고독(Einsamkeit)을 즐거움으로 향유할 수 있는 존재, 자신의 목표, ‘다수

에 대한 책임 있는 과제’를 향해 홀로 갈 수 있을 만큼 강한 존재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새로운 가치를 창조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주

체인 것이다. 창조자-위버멘쉬의 목표는 국가나 자본이나 규정성의 체제

에 의해 심어진 목표가 아니라 다수에 대한 책임의지에 따른 그 자신의

내부의 힘의 중력으로부터 설정된 목표이다.

창조하는 자는 인간의 목표를 창조하며, 대지에 그 의미와 미래를

부여하는 자이다. 창조하는 자가 비로소 어떤 것이 선이고 어떤 것

이 악인지에 관한 가치척도를 창조한다.348)

이러한 목표에 따른 창조란 철저히 실재에 토대하며, 실재의 문제들에

서 출발하여 종래의 통념적 가치들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덕, 새로운 가

치, ‘새로운 선악의 원리’, 즉 진정한 자유와 정의의 원리를 지상에 창조

하는 명령법이다. 그리고 이것은 니체적 의미의 창조적 강자, 고귀한 정

신, 위버멘쉬만이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의 명령법으로서 가장

347) JGB 211.

348) Za, Ⅲ. Von alten und neuen Tafeln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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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적인 가치의 창조에는 “명령을 위한 사자의 우렁찬 소리”가 필요 없

다.349) 세상에 폭풍을 일으키는 가치의 창조는 가장 잔잔하고 조용한 사

유의 힘, 진리에 근거한다. 세상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창조적

실천, 그것은 외적으로 표출되는 강력한 힘이 아니라 바로 실재에 토대

한 사유, 철학의 힘, 창조자 내부의 깊은 곳의 힘에의 의지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폭풍을 일으키는 것, 그것은 가장 고요한 말들이다. 비둘기처럼 조

용히 찾아오는 사상, 그것이 세계를 이끌어간다.350)

니체는 이러한 창조자-위버멘쉬를 “미래의 자손들(Kinder der

Zukunft)”351)이라고 지칭한다. 창조자는 미래를 위한 사람들, 시기상조의

존재들이라는 것이다. 창조자들은 “사후의(postum) 인간들”352)이며, 비시

대적(unzeitgemäß) 존재이다. 그들의 창조의 목표는 동시대에 추앙받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책임과 사명을 다 하는 것이다.

그러한 창조자-위버멘쉬의 인류에 대한 책임 의지와 고귀한 정신은 다

음 세대의 창조자들에게 계승된다.

진실로, 짜라투스트라에게는 한 가지 목표가 있었다. 그는 자신의

공을 던졌다. 이제 그대들, 친구들이 나의 목표의 상속자가 되도록

하라. 나는 그대들에게 황금빛 공을 던진다.353)

이처럼 ‘미래의 자손’ 창조자-위버멘쉬는 미래의 세대를 위한 목표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또한 인류의 미래를 예견하는 눈과 예민한 후각을

지닌 철학자-심리학자-예술가, 선지자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349) Za, Ⅱ. Die stillste Stunde.

350) 같은 곳.

351) FW, Ⅴ. 377.

352) GD, Sprüche und Pfeile. 15.

353) Za, Ⅰ. Vom freien T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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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드물고 고귀한 과제를 추구할 수밖에 없다. 위버멘쉬의 자유 정신은

근대적 자유주의 정신과는 관계가 없다. 그것은 “자기 책임에의 의지를

갖는 것”이며, “우리를 분리시키는 거리를 고수하는 것”이다.354) 자기 규

율과 자기 극복의 의지는 가치 창조자의 운명애에 기인한다. “우리를 분

리시키는 거리를 고수하는 것”이란 창조적 의지의 인간이 자연적으로 지

니게 되는 격차의 열정을 의미한다. 창조하는 자는 본성적, 필연적으로

동일성의 세계와 거리를 고수하게 된다. 그것은 의도적인 행위가 아니라

그들의 자연이고 운명이다. 창조자는 동시대의 동일자의 가치에 매몰되

지 않고, 높은 고도와 거리에서 그것들을 조감할 수 있는 자이다. ‘창조’

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바로 이 ‘거리’와 ‘고도’인 것이다. 니체에게 있어

‘정신의 고귀함’과 ‘거리(격차)의 파토스’, ‘고독(Einsamkeit)’이 창조자의

자연적 조건인 것은 이 때문이다.

군축 본능과 동일성의 원리와는 반대로 창조자는 고독을 향유할 힘을

갖게 된다. 독일어 Einsamkeit의 기본적인 의미는 단지 ‘외롭다’는 것이

아니라, ‘홀로 있음’, ‘고독을 즐김’, ‘고요함’, ‘단독성’, ‘유일성’ 등이다. 따

라서 이러한 의미들을 총체적으로 내포하는 고독이란 수동적인 고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자 내부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힘에의 의지,

창조에의 의지, 자기 자신이 되고자 하는 의지를 의미한다. 니체가 말하

는 ‘고귀함’이란 동일자가 되지 않고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는, 격차의 파

토스를 지닐 수 있는 ‘영혼의 힘’을 뜻한다. 따라서 그것은 삶의 건강과

절대적 긍정의 국면을 나타내는 것이다. 동일자의 가치에 휩쓸리지 않고

자기 자신이 되고자 하는 의지야말로 정신적 고귀함(Vornehmheit)과 자

유에 대한 증명이며, 창조적 생성의 근원이다.

3) ‘대항-철학’으로서의 니체 해석을 넘어서

들뢰즈는 니체 철학을 코드화할 수 없는 어떤 것을 표현하고 모든 코

354) GD, Streifzüge eines Unzeitgemässen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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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들을 혼동에 빠뜨리는 것, 즉 탈코드화의 철학, 대항-철학, 유목적인

철학으로 해석한다. 즉 니체 철학은 “이성적이고 행정적인 기계”, “전제

군주의 행정 기계”에 대항하는 전쟁 기계로서의 성격을 지닌다는 것이

다. 이런 관점에서 들뢰즈는 니체가 ‘대항-문화’의 여명을 밝혔다고 해석

한다.355) 들뢰즈는 탈중심화(décentrement), 탈코드화(décodage), 탈영토

화(déterritorialisation) 운동을 강조하면서 ‘보편’이라는 ‘중심’에 대한 부

정으로서의 전쟁 기계를 적극적인 창조적 생성과 동일시한다.356)

그러나 들뢰즈의 이러한 해석과 달리 니체의 사유는 단지 대항-철학

이 아니다. 니체의 사유는 탈코드화만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며 코드화,

형식화, 기호화할 수 있는 어떤 차원으로 나아간다. 즉 니체는 기존의 코

드화된 통념을 비판하면서 새로운 코드화로 나아가는 것이다. 따라서 이

것은 기존의 코드, 국가장치, 기존의 내부성과 규정성으로의 회귀가 아니

다. 니체에게 창조란 새로운 입법이며,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가치 정립이

다. 니체에게 창조 개념은 들뢰즈의 사유에 나타나는 보편에 대한 부정

이나 도주로 비롯된 발산과 분열과 유출 상태, 다변적이고 잡다하게 존

재하는 리좀(rhizome) 체계, 분열증, 전쟁 등의 부정적, 탈중심적 차원만

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니체의 창조 개념은 그것을 넘어, 위버멘쉬의

자기중력에 근거하여 새로운 가치를 ‘조직화하고 통일하는 능동적 힘’이

라는 보다 적극적․긍정적 함의를 갖는다.

물론 들뢰즈는 “노마드의 목적은 새로 정복된 제국을 위한 행정조직을

발명해내는 일”이며, “노마드와 전제군주는 끝없이 서로 대립하지만 어

느 지점에 이르면 그들은 서로 섞이게 된다”고 말하고 있다.357) 따라서

들뢰즈가 항상 탈코드화만을 강조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들뢰즈의 니체

355) G. Deleuze, “Nomad Thought”, in The New N ietzsche: Contemporary
Styles of Interpretation, ed. & intro. by David B. Allison, MIT Press,

1985.

356) G. Deleuze, F. Guattari, Mille P lateaux: capitalisme et schizophrénie2,
les Éditions de Minuit, 1980.

357) G. Deleuze, “Nomad Thought”, in The New N ietzsche: Contemporary
Styles of Interpretation, ed. & intro. by David B. Allison, MIT Press,

1985, p.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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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에 있어서는 이러한 ‘코드화하는 힘’에 대한 강조점이 상당히 약화되

어 있고, 노마디즘과 전쟁기계, 분열증이라는 대항-철학, 탈코드화의 측

면만을 부각시키는 경향이 강한 것이 사실이다.

들뢰즈는 전쟁 기계를 국가 장치 외부에 존재하며 국가를 불가능하게

하는 힘으로 간주하면서, 전쟁 기계를 중심주의, 국가주의의 통합하는 힘

에 대립시킨다.358) 그들은 클라스트르의 말을 인용하며 홉스의 명제를

전도한다. 즉 홉스의 “국가는 전쟁에 반대한다”라는 명제를 “전쟁은 국

가에 반대한다. 그리고 국가를 불가능하게 만든다.”라는 명제로.359) 홉스

는 전쟁상태를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이라고 보았지만, 이들은 전쟁

상태를 ‘국가에 대한 투쟁’으로 대치한다. 따라서 홉스는 전쟁 상태를 부

정적으로 보았지만, 이들은 전쟁 상태를 국가 장치(appareil d’Etat)에 저

항하고 국가 장치를 무력화시키는 것으로서 창조적이고 긍정적인 작용이

라고 보고 있다. 이처럼 들뢰즈는 국가 장치라는 통합하는 힘의 대립자

인 전쟁 기계의 이미지를 가치 창조의 이미지와 동일시했다. 그러나 니

체에게 창조의 필수적 요소는 창조자-위버멘쉬의 조직력(조직하는 힘)과

‘목적의 고귀함’이다. 창조자가 고귀한 목표와 미래에 대한 책임의식에

따라 자신의 힘에의 의지를 세계에 투사하며, 그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

가 가치들을 조직하는 힘에까지 이르지 못한다면 진정한 창조는 불가능

하다. 들뢰즈의 니체 해석은 니체의 이러한 창조의 조건들을 간과한 결

과라고 볼 수 있다.

니체는 저항과 부정에의 의지를 자유정신으로 보면서도, 창조적 생성

을 위해서는 그 단계를 넘어서야 하는 것으로 본다. 전쟁 상태를 지양하

고 또 다른 의미의 통합으로 이끌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저 분열과 무질

서(Anarchie) 상태에 머무르는 것뿐이며, 이것을 니체는 힘의 약화와 하

강의 징후, 데카당스로 간주하였다. 니체에게 국가 장치, 국가란 절대선

도 아니지만, 절대악도 아니다. 따라서 국가 장치나 제도의 통합의 힘에

358) G. Deleuze, F. Guattari, Mille P lateaux: capitalisme et schizophrénie2,
les Éditions de Minuit, 1980, p. 434 이하.

359) 같은 책, p. 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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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항하는 것만으로 창조에 관해 논하기 어렵다. 창조는 단지 저항과 동

의어가 아니다.

들뢰즈나 푸코와 같은 탈근대 철학자들은 파시즘에 대항하는 것을 철

학의 주된 목적으로 전제하다 보니, 이들의 철학은 현실적 파시즘에 대

한 부정이 아니라 추상적 파시즘, 즉 보편자, 동일자, 주체에 대한 추상

적 부정으로 전개된 측면이 있다. 따라서 이들의 니체 해석은 니체의 창

조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인 창조자의 고귀한 목표와 과제, 가치들의 통

일화, 조직화의 힘 등을 의도적으로 간과할 수밖에 없었다. 창조적 힘에

의 의지의 주체, 창조의 주체 위버멘쉬라는 중심의 설정조차 이들의 대

항-철학적 관점에서는 파시즘으로 보였을 터였다.

그러나 군축(群畜) 도덕이나 노예 도덕에 대한 니체의 비판은 무엇보

다도 파시즘 비판이다. 인간을 무리 짓는 가축으로, 동일자로 길들이는

파시즘적 권력과 폭력에 대한 비판이기 때문이다. 파시즘적 권력, 동일성

의 폭력이란 자유를 박탈하고 삶을 동일화시킴으로써 몰락과 하강의 길

로 향하게 하는 부정적 힘이다. 니체 철학의 중요한 주제 중 하나는 바

로 이러한 파시즘적 권력, 동일성의 폭력과의 대결이다. 그러나 파시즘에

대항한다는 이유로 새로운 가치들의 조직화의 힘조차 포기한다면 그것은

안티 파시즘이 아니라, 역설적으로 정치 파시즘, 자본 파시즘에 다시금

포섭되고 함몰되기 쉬운 상태로 스스로를 방치하는 것이다. 창조적 가치

정립의 통일적 힘으로 고양되지 못하는 분열증적 생성은 급진적으로 보

이지만, 궁극적인 실상은 힘의 쇠퇴와 몰락 형국이다. 니체에게는 분열증

적 생성은 그 자체로 창조가 될 수 없다.

사실 현대 자본주의가 가장 원하는 것은 이러한 욕망의 해방 상태, 욕

망의 아나키즘, 분열증적 욕망이다. 김진석은 들뢰즈의 정신분열증적 ‘혁

명’에 대해 이렇게 지적한다. “다른 한편으로 그런 분열증적 ‘혁명’은 낙

관적이라고 여겨질 수 있다. 그런 ‘혁명적’ 순간이 전혀 불가능하진 않을

지도 모른다. 그러나 사회적 차원에서 분열증은 장렬하게 혁명에 이르는

대신, 일상 속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곧 개인적이고도 사적인 방식으로

생산되거나 소비되곤 한다.”360) 현실 속에 존재하는 파시즘에 대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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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보다 적극적인 가치들의 조직화와 통일화의 힘으로 고양되지 못

한다면, 분열증적 전쟁 기계가 생성하는 욕망의 아나키즘은 정치 파시즘

보다 더 교묘하고 은밀한 자본 파시즘의 동일화 전략에 다시금 흡수되고

포획될 수 있다. ‘분열증적 욕망’의 담론은 현대적 의미의 파시즘을 무의

식적으로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로 전락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니체는 다수에 대한 책임의지와 고귀한 목표에 따른 창조적인

힘-의지가 그러한 아나키즘을 지양하고 새로운 가치체계와 지평의 조직

화로 이끌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이때 비로소 ‘가상(Schein)’의 베일은

걷히고, ‘실재’는 구제되고, 온전히 긍정될 수 있다. 이것이 비소한 정치,

소인들의 정치에 반대되는, 위대한 정치(große Politik)이다. 그리고 이것

은 근대적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이념의 허구성과 그 한계, 즉 행복주의

와 인간의 표준화에 대한 니체의 비판으로 이어진다. 더불어 이러한 논

의는 정의에 대한 그의 관점을 드러낸다. 니체의 창조 개념은 위대한 정

치나 정의(Gerechtigkeit), 진정한 실재의 구제에 대한 니체의 사유와 분

리된 독립적인 추상개념이 아니다.

니체에 따르면 창조를 위해서는 고귀한, 보다 높은, 그러기에 희소하고

위대한 목표와 과제, 그리고 인류에 대한 책임에의 의지가 요구된다. 그

리고 이 목표와 과제와 책임의식은 위버멘쉬의 운명애(amor fati), 즉 자

기신뢰와 삶의 긍정과 연결된다. 그것은 목적론이 아니다. 즉 실재에 앞

서 실재를 근거 짓는 이상적인 목적이 있다는 사상이 아니다. 실재에 앞

서는 이념, 목적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존재

하는 것은 오직 실재뿐이다. 즉 힘에의 의지의 세계뿐이다. 창조하는 자

위버멘쉬의 목표는 동일성의 가치에 의해 주어진 목표나 정점이 아니라

자신의 내부의 힘에의 의지와 열정으로부터 생성된 고유한 운명적 과제,

목표이다. 그것은 위버멘쉬 자신의 자연이며, 힘에의 의지의 실재성이다.

이처럼 니체의 창조 사유에서 ‘중심’은 체제의 동일성 혹은 국가 장치

가 아니라 오직 창조하는 자 위버멘쉬 자신의 고유성과 내부성이며, 유

360) 김진석, 『니체는 왜 민주주의에 반대했는가』, 개마고원, 2009, p. 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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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 명령자는 자신의 내부의 힘-의지, 고귀한 가치를 향한 의지이며,

창조의 동력은 인류에 대한 책임의지와 그에 따른 자신만의 목표와 과제

이다. 니체에게 창조는 곧 고귀함, 강함에서 근거한다. 강함은 가치들을

조직화하고 통합함으로써 삶을 상승시키는 힘이며, 약함은 가치들을 분

열시키고 해체하고 산포(散布)함으로써 삶을 하강시키는 힘이다.

반면에 들뢰즈에게는 ‘중심’이 국가 장치와 자본이라는 포획 장치

(appareil de capture), 전제군주적이고 기표작용적인(signifiant) 체제, 나

무 체계, 통제하고 포획하는 외적 힘 일체를 의미하므로 끊임없는 탈중

심, 중심의 제거(n-1), 탈영토화, 노마디즘, 리좀, 유출적 생성, 분열증,

‘내부성(intériorité)에 대항하는 외부성(extériorité)’이 창조의 조건이 된

다. 니체는 위버멘쉬의 정신의 고도와 거리를 창조의 조건으로 보았으나

들뢰즈에게는 욕망하는 기계의 끊임없는 분열증적 발산과 탈중심화 운동

이 있을 뿐, 니체가 강조했던 위버멘쉬라는 힘의 중심과 고귀한 목표와

가치들의 조직화의 중요성은 간과되었다.

들뢰즈는 니체와 달리 창조를 사유하는 개념들을 ‘대항 이미지’로 설정

하고 있다.(전쟁 기계, 무규정성, 탈중심, 탈영토화, 탈코드화, 혁명적 정

신분열증, 기관들 없는 신체corps sans organes, 특이성singularité, 차이

différence, 다양체multiplicité 등.) 또한 들뢰즈는 니체의 철학 역시 이러

한 사유 프레임을 통해 인식하였다. 들뢰즈가 이렇게 ‘대항 문화’라는 프

레임을 통해 니체를 해석하는 이유는 그들에게 ‘중심’은 창조하는 자 자

신이 아니라 뿌리-나무 체계라는 통일적 구조, 국가 장치, 보편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개념 구도에서 창조는 대항, 부정과 동일시될

수밖에 없다.

위에 열거한 바와 같은 대항 이미지를 지니는 개념들은 국가 장치나

제도의 보편성과 규정성을 탈주하면서 그것에 저항한다는 의미를 지닌

다. 들뢰즈에게는 ‘차이’의 존재 역시 ‘보편적 중심에 대한 타자’라는 의

미에서의 ‘차이’, ‘다름’이다. 중심은 언제나 보편자이다. 이에 대해 김진

석은 니체에 대한 데리다, 들뢰즈 등의 포스트모던적 해석이 새로운 정

치를 모색하기 위해 지나치게 ‘탈코드적’ 측면을 강조했다는 점을 문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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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하고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러한 탈현대적 해석이 니체의 민주주

의 비판이나 위대한 정치에 대한 사유와 같은 주요한 논점들을 간과하는

오류를 범했다는 것이다.361) 김진석은 니체에 대한 해체론적 독해의 한

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다른 한편으로 “문법적 주어를 믿는 한 우리는 여전히 신을 믿는

것이다”라는 말은, 그러므로 주어를 없애기 위해 우리는 끝없이 미

시적인 해체 작업에 몰두해야 한다는 말일까? 해체론적 관점은 알

게 모르게 이 점을 전제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거꾸로 보면 주어

와 신을 남김없이 깨끗이 청산하려는 시도야말로 형이상학의 길고

긴 그림자에 사로잡혀 있는 일일 듯하다. 살아 있는 대다수 주체의

취향과 힘은 많건 적건 이미 그 자체로 일정한 중심을 전제하고, 그

점에서 그 주체들은 지울 수 없는 ‘문법적 주어’이자 ‘작은 신들’이

니까. 생명에의 충동이나 무의식적 의지도 그것들을 남김없이 지울

수 없다는 점에서, 그런 뿌리 깊은 주어의 다른 표현이다. 이 점에

서 형이상학의 완벽한 청산 혹은 완전한 배제를 목적으로 삼는 해

체 작업은 자신도 모르는 새, 다시 목적론의 함정에 빠지는 것일 터

이다.362)

이처럼 니체에 대한 기존의 탈근대적 해석, 해체론적 독법은 일정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탈근대적 해석과는 달리, 니체에게 중심과 기준은

361) 김진석, 「니체에 대한 탈현대적 해석을 넘어가기」, 『니체연구』, Vol.9,

한국니체학회, 2006, pp. 7-35, 「니체는 왜 민주주의를 비판했을까?」, 『니체

연구』, Vol.13, 한국니체학회, 2008, pp. 7-35, 「니체철학의 해석들 : “위대한

정치”는 아직도 가능한가?」, 『니체연구』, Vol.11, 한국니체학회, 2007, pp.

59-87 참조. 김진석은 니체의 이러한 정치철학은 가치의 위계질서를 강조하는

등의 보수적 측면 또한 지니고 있고, 민주주의에 대해 일정 부분 오판한 측면

이 있으므로 그것을 오늘날의 현실에 그대로 기계적으로 적용하려 하는 것은

위험하지만, 오늘날의 민주주의의 문제와 한계를 철학적으로 성찰할 수 있는

중요한 논점을 제공한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김진석의 『니체는 왜

민주주의에 반대했는가』(개마고원, 2009) 참조.

362) 김진석, 같은 책, pp. 133-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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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자가 아니라 창조하는 의지의 주체, 위버멘쉬 ‘자기 자신’, 그 자신의

힘에의 의지이다. 따라서 니체의 중요 개념들은 대항 이미지라기보다 자

기중력의 이미지, 상승의 이미지(über, hoch)이다.(자기극복, 고귀함, 격차

의 열정, 능동적 힘에의 의지, 강함, 긍정, 운명애, 고귀한 목표와 과제,

조직화, 인류의 미래에 대한 책임에의 의지, 위버멘쉬.) 진정한 다양성과

차이의 구제, 즉 진정한 실재의 구제도 바로 이러한 중심의 설정으로부

터 발생한다. 니체에게 부정이나 회의는 긍정을 위해 필연적이지만, 부

정, 분열 상태가 초래하는 삶에 대한 적대성을 지양하여 삶의 긍정으로

정향하는 건강한 힘은 창조에 있어서 핵심적이다.

들뢰즈를 비롯한 탈근대적 니체 해석은 니체를 파시즘적으로 이해하려

했던 기존의 단순하고 거칠고 불공정한 해석들에 대한 비판과 교정의 함

의를 지닌다는 점에서 해석학적 유의미성은 크다. 또한 들뢰즈와 푸코를

비롯한 탈근대 철학자들이 68혁명의 여파가 컸던 당시의 유럽의 시대적

지평 위에서 니체를 정치철학적으로 활용한 것 또한 그들에게는 유의미

한 작업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21세기의 변화된 이 시대, 우리의 정치․문화적 공간

속에서 이러한 탈근대적 방식의 니체 수용을 더 이상 무비판적으로 받아

들여선 안 될 것이다. 대항-철학, 탈코드화, 노마디즘, 미시 파시즘론363)

은 유럽의 68 혁명의 가치들을 철학적으로 이념화하거나 그들의 정치적

급진주의를 표현하는 데는 유효했으나, 그것은 동시에 현대 소비 자본주

의 사회의 가상적 다원주의, 자본주의적 욕망을 단순히 긍정하고 정당화

하는 역기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탈코드화와 노마디즘은 탈

파시즘을 표방하지만, 이 시대에 또다른 파시즘, 자본의 파시즘에 함몰되

고 포섭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니체 철학에서 더 이상 안티테제

(Antithese)만이 아닌 진테제(Synthese)를 읽어야 한다는 것, 이 시대의

자본주의의 제반 문제들을 실재적으로 진단하고 현실을 긍정적인 방향으

로 선순환시킬 수 있는 새로운 가치들을 창조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363) Deleuze, G., Guattari, F., Mille P lateaux: capitalisme et schizophrénie 2,
les Éditions de Minuit,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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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적 테제들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 그것이 니체 철학에 대한 지금부

터의 해석학적 과제일 것이다.



239

결론

지금까지 니체의 사유의 전체적 구도를 니체 철학의 근본문제인 ‘실재’

의 문제를 중심으로 재해석함으로써, 니체 철학에서의 실재의 문제가 니

체의 존재론, 진리론, 정의론, 창조 사유를 관통하는 니체 고유의 문제의

식이라는 점을 규명하였다. 본 논문은 총 5부로 구성되어 있다. Ⅰ부에서

는 니체의 실재 개념의 의의를 고찰한 후, 그것을 다시 고대 철학부터

탈근대 철학까지의 서양 철학의 역사적 흐름 속에서 살펴봄으로써 니체

의 실재의 문제가 철학사적 관련 속에서 지니는 의미와 위상을 조명하였

다. 즉 파르메니데스-플라톤주의적인 전통 형이상학적 이상주의에서의

실재 개념과 니체의 실재 개념의 관계, 유물론과 니체의 생성적 실재론

과의 관계, 마지막으로 탈근대 철학에서의 시뮬라크르 개념과 실재 개념

의 관계를 보드리야르와 들뢰즈의 시뮬라크르론을 중심으로 고찰함으로

써 니체의 실재 개념이 니체 이후의 탈근대철학에 미친 영향과 의의를

고찰하였다. Ⅱ부 ‘실재의 본질과 형식’에서는 ‘힘에의 의지’를 실재의 본

질, 근원, 근본성격으로, ‘영원회귀’를 실재의 형식과 구조, 즉 실재의 운

행 형식, 운행 형태, 운행의 구조, 운행 방식으로 의미규정하고, ‘힘에의

의지’와 ‘영원회귀’ 사유를 니체의 실재론적 입장에서 해명하였고, 이로써

니체 철학의 근본문제인 ‘실재’의 문제의 존재론적 기초를 규명하였다.

Ⅲ부 ‘실재와 진리’에서는 니체에게 있어 진리가 정당성을 지니는 근거는

오로지 생성적 세계로서의 실재성이며, 니체에게서 진리의 문제가 궁극

적으로 가치 창조의 문제와 연결된다는 기본 전제 하에서 니체의 관점주

의 사유의 보다 적극적인 의의를 실재론적 측면에서 조명하였고, 니체의

진리 개념을 힘에의 의지와 영원회귀로서의 실재, 즉 그 안에서 모든 사

건들이 상호연관을 맺고 있는 전체로서의 실재, 통일성인 동시에 다양성

으로서의 실재에 대한 인식과 관련하여 논구하였다. Ⅳ부 ‘실재와 정의 :

근대성 비판’에서는 니체의 모든 정치철학적 가치 전도 작업의 고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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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은 니체의 철저한 실재론적 입장에서 비롯되며, 여기에는 ‘정의’에의

지향성이 강하게 내재되어 있다는 해석적 통찰을 전제로, 근대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행복주의와 자유주의, 민주주의의 한계에 대한 니체의 비판,

그리고 19세기 서구 제국주의, 식민주의, 국가주의에 대한 니체의 비판들

을 통해서 니체에게서 ‘정의’의 문제와 ‘위대한 정치’의 함의들을 실재성

과의 관계에서 규명하였다. Ⅴ부 ‘실재와 창조’에서는 기존의 통념적 가

치들을 극복하고 새로운 가치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이념적 가상, 이상들

이 아닌 실재, 현실에 대한 인식과 통찰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는 니체의 실재론적 입장을 토대로, 니체 철학의 가장 궁극적인 지향성

이 담긴 ‘창조’ 개념을 니체의 가장 근본적인 개념인 ‘실재’의 문제와 관

련하여 규명하였다. 이러한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창조는 ‘긍정’을 위

하여 반드시 ‘부정’의 차원을 요청한다는 점과 관련하여 서구 문화의 ‘동

정의 도덕’에 내재한 권력의 전략에 대한 니체의 비판과 니체 철학이 제

시하는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창조’와 ‘정의’와의 관련성 속에서 고찰하

였고, 마지막에 들뢰즈의 창조 사유를 니체의 창조 사유와 비교 고찰함

으로써 니체 철학을 단지 ‘대항 철학’으로 의미규정하는 들뢰즈를 비롯한

탈근대적 니체 해석 방식의 한계들을 짚어보고, 오늘날의 시대적 지평에

서 니체의 창조 사유의 보다 적극적 함의들에 대한 재조명이 필요하다는

논의를 제시하였다.

니체에게 실재의 본질, 생의 근본 본질은 힘에의 의지(Wille zur

Macht)이다. 힘에의 의지는 생명의 원형(Vorform des Lebens)이며, 우

리의 생 전체는 하나의 힘에의 의지(의지의 근본 형태로서의 일자)의 전

개와 분화이다. 즉 생명의 원형, 의지의 근본 형태로서의 힘에의 의지는

일자(一者)인 동시에 그것의 전개와 분화를 통한 다수성이다. 따라서 실

재는 단수이면서 복수이다. 니체의 실재 개념은 전체성과 개별성, 통일성

과 다수성을 포괄한다. 힘에의 의지에는 두 가지 방향이 있다. 하나는 상

승하는 의지, 삶을 상승시키는 의지이며, 다른 하나는 하강하는 의지, 삶

을 하강하게 만드는 의지이다. 전자는 생의 위대한 건강과 고귀한 가치

를 지향하며, 조직하고 통일하는 힘으로서 관대함과 정의에의 의지, 창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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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의 의지와 연결되는 반면, 후자는 약자의 의지, 자기부정과 타자에 대

한 원한의 감정과 군축(群畜) 본능, 즉 무리 짓는 본성을 가진 동일자의

의지로서 데카당스, 허무주의를 지향하며, 분열과 해체, 부패와 퇴락의

방향으로 흐른다.

니체는 서구의 이성 중심주의에 대항하여 힘에의 의지를 유일한 근원

적 실재로 전환한다. 그러나 니체는 이성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초월

적 형이상학에서의 이성, 실재를 부정하는 독단적이고 협소한 이성, 이성

자신의 내적 규칙에 갇힌 폐쇄적 이성을 거부하는 것이다. 니체는 논리

주의이든, 반(反)계몽주의나 신비주의이든, 즉 극단적 이성 중심주의이든

극단적인 비이성의 옹호이든, 삶에 반하는 것, 실재에 적대적인 것을 거

부한다. 니체의 철학적 작업은 이성에 대한 해체가 아니라, 반대로 오히

려 이성의 정당한 위상을 재정립하기 위한 것이다. 니체에게 참된 이성

이란 실재를 부정하는 이성이 아니라 실재를 긍정할 수 있는 이성이다.

니체의 이성 비판의 의의는 바로 여기에 있으며, 따라서 그것은 모종의

적극적인 의미를 획득한다. 니체는 이성을 초실재적인 영역에서 실재적

영역으로 가져온다. 이성은 실재 안에서 작동하는 것이며, 이런 의미에서

본능, 육체적 감각, 감정, 의지, 충동, 욕망 등은 이성과 결코 독립적으로

분리된 기제가 아니다. 실재에 있어서 이성은 결코 독립적인 권위를 지

니지 못하며, 다만 힘에의 의지의 도구(Werkzeug)에 불과한 것이다. 즉

그 힘에의 의지가 실재를 긍정하는 의지인가, 실재를 부정하는 의지인가

에 따라서 힘에의 의지는 이성이라는 도구를 자신과 타자, 더 나아가 인

류의 삶을 고양시키는 고귀한 목적을 위해서도 사용할 수 있고, 반대로

삶을 몰락시키는 부정한 목적을 위해서도 사용할 수 있다.

실재의 형식으로서 영원회귀 사유는 그리스도교적, 초월적 형이상학의

선형적 시간관과 목적론적 세계관에 대항하는 새로운 시간관과 세계관으

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니체의 영원회귀는 생성적 실재의 영원한 순환으

로서의 세계 해석 및 우주론이다. 영원회귀의 세계 속에서 만물과 모든

사건들은 질적 차이를 지니며 끊임없이 반복, 순환한다. 이로써 동일자의

영원회귀뿐 아니라, 차이, 고귀함, 소수자, 창조의 영원회귀 또한 보증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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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목적론적 세계관을 해체한 결과, 존재하는 것은 대지, 삶, 자연, 이

세계, 즉 실재의 영원한 생성, 영원한 생성의 회귀밖에 없다. 시작과 종

점이 사라짐으로써 기존의 절대적인 가치 척도였던 신과 피안의 세계 또

한 사라진다. 절대적인 가치 척도는 신이 아닌 인간 개개인에게로 돌아

오며, 비로소 인간이 자신의 삶의 왕국에서 주인이 된다. 따라서 이러한

영원회귀 사유로부터 비로소 ‘삶의 긍정’이라는 가치가 보증된다. 이는

영원회귀가 함축하고 있는 실존적, 윤리학적 측면이다. 영원회귀의 실재

는 모든 것, 모든 사건들이 서로 연결되고 얽혀 있는 세계, 전체성으로서

의 실재이다. 개별자의 삶, 개별적 힘에의 의지는 영원회귀하는 실재 안

에서 수많은 사건들의 인과와 필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운명애(amor

fati)란 목적론적인 초월적 세계가 아닌 영원회귀의 실재 자체를 긍정하

는 것이며, 그 안에서의 자신의 삶의 필연성을 전적으로 긍정하고 사랑

할 수 있는 힘이다.

니체의 실재 개념은 모든 반(反)실재적인 형이상학과 이상주의에 대항

하며, 진리를 구원한다. 철학은 더 이상 심오함의 가면을 쓴 이상주의여

서는 안 되고 실재, 현실, 삶의 문제에 기반해야 하며, 세계는 이러한 실

재에 기반하여 이해되고 해석되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니체의 실

재론은 단순히 사태에 대한 실증적 접근을 의미하지 않는다. 본문에서

살펴보았듯이 니체의 실재는 가시적인 경험 세계로서의 실재와 비가시적

인 은폐된 실재를 모두 함의하는 것으로서, 허상적 초월자에 대립하는

이 세계, 자연, 삶을 지시한다. 니체는 초월적 이상주의에 허위와 기만이

내포되어 있다고 본다. 그것은 실재로부터, 따라서 진리로부터 눈멀게 만

드는 권력의 전략이며, 동시에 모종의 부정한 권력의지를 초월적 가상의

기호들, 보편적 이념들을 통해 은폐하려는 전략이다. 실재에 근거하지 않

은 모든 초월적이고 근본주의적인 이상주의는 허무주의로 귀착된다. 니

체에게 진리는 이념적 가상이 아니라 오직 생성적 실재이다.

그러한 실재적인 것으로서 진리란 지금까지 금지되어 온 것, 은폐되어

있는 심연이다. 니체는 진리의 비밀스럽고 불가해하고 심오한 무규정성,

불확실성에 대해, 진리의 은폐성에 대해 말하며, 이런 의미에서 진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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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질적으로 ‘여성적인 것’이라고 말한다. 이처럼 니체는 진리를 곧 생성

으로서의 실재 자체라고 보고 있다. 따라서 니체의 이러한 진리에 대한

입장은 진리의 비존재를 주장하는 인식론적 허무주의가 아니다. 오히려

절대적으로 확실한 진리가 존재한다고 믿는 이성의 오만함과 독단이 진

정으로 진리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다. 진리는 존재하지만 그것은 전통

형이상학에서의 이데아나 코기토가 아니며, 이성적으로 증명 가능한 객

관적 확실성도 아니다. 즉 객관적으로 확실한 진리, 초월적 진리는 이상

주의적 허구이며, 진리는 실재적인 것으로서 존중받아야 할 불확실하고

비밀스럽고 심오한 은폐성의 영역일 따름이다. 그러한 은폐된 실재, 진리

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정신적인 문제에 대한 정직성과 양심, 정신적 힘

과 용기, 영혼의 높이, 새로운 관점과 통찰력, 자기신뢰와 자기존중, 자기

극복의 자유라는 덕이 필요하다. 또한 진리로서의 실재 자체란 현상의

이면과 배후에 존재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진리를 탐사하기 위해서는 ‘철

학자-심리학자-예술가’의 예민한 감각과 섬세한 지적 통찰이 요구된다.

그러한 실재의 진리는 인간에게 단지 위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을 디오니소스적 심연의 혼돈과 고통으로 인도하고 삶을 교란시키며

그로써 삶을 근본적으로 치유하고 새로운 차원으로 고양시킨다. 그것은

인류를 성장시키고 삶을 증진하는 진리이다. 니체는 아름다운 가상보다

가혹한 진리를 직시할 수 있는 인식자의 용기야말로 우연과 수수께끼로

가득한 삶으로부터 근원적인 실재의 필연성의 비밀을 풀 수 있는 해결책

이며, 보다 풍요롭고 고귀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해주는 수단이라고 보

았다. 또한 다수가 듣기 원하는 피상적이고 아름다운 말을 시뮬레이션하

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안온한 삶을 뒤흔들고 충격을 줄 수 있더라도

진리를 말할 수 있는 용기야말로 참된 철학자의 태도라고 보았다. 현대

인의 존재론적 문제들과 질병의 근원적인 치유는 오로지 실재, 진리를

통해 가능하며, 시뮬라크르라는 마취적 위안제를 통해 가능한 것이 아니

다.

니체는 근대 이념들에 내재한 허구성과 위선을 비판하는데, 이는 니체

가 모든 문제를 이념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그 토대에서부터 철저히 실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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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이다. 니체의 근대성 비판을 구체적으로 이해하

기 위해서는 근대 산업 자본주의로 초래된 이기주의, 쾌락주의에 대한

니체의 비판, 그리고 자유주의와 사회주의 양자를 동시에 비판적으로 넘

어서고자 했던 니체의 관점을 전제해야만 한다. 모든 가치의 배후에 숨

겨진 권력에 대한 니체의 계보학적 탐구와 가치전도의 시도에는 ‘정의’에

의 지향성이 내재해 있다. 실재는 끊임없이 생성 변화하며 회귀한다. 따

라서 원리와 형식의 동일성을 지니지만 내용에 있어서는 시대마다, 공간

마다 특수성과 차이를 지닌다. 따라서 정신, 사유, 철학은 이러한 실재의

고유성과 특수성을 존중해야 하며, 실재에 토대해야 한다. 철학의 실재와

의 참된 관계를 통해서만, 즉 실현가능성에 대한 숙고, 적절한 제도화를

위한 방법론에 대한 사유를 통해서만 세상은 보다 건강하고 긍정적인 방

향으로 변화될 수 있다. 니체의 실재 개념은 코드화하는 권력에 대항하

여 고유성으로서의 삶을 구원하며 진정한 다양성과 자유의 길을 열어주

는 토대이다. 현대 자본주의의 미디어 지배 체제에서 실재를 대체하는

시뮬라크르들의 범람은 현상적으로 다원주의이지만, 근원적으로는 인간

의 표준화와 동일화의 수행이다. 인간을 무리짓는 가축으로 길들이고 규

율하는 권력의 문제는 니체의 계보학의 중요한 주제이다. 니체는 근대성

의 본질을 창조적 고유성과 생의 능동적 힘으로서의 실재성이 동일성의

권력에 의해 끊임없이 포섭되고 잠식당하는 시스템에서 찾으며, 이러한

근대의 자유주의에는 진정한 자유정신이 실종되었다고 보았다.

‘실재’가 니체 철학의 가장 근본적인 개념이라면, ‘창조’는 니체 철학의

가장 궁극적인 지향성이 담긴 개념이다. 기존의 가치를 극복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기 위해서는 실재에 대한 참된 인식으로부터 시작하지 않

으면 안 된다. 가치 창조자는 이상주의자가 아니라 실재론자이다. 니체에

따르면 실재론자들만이 새로운 가치 창조라는 고귀한 과제를 수행할 힘

을 지닌다. 새로운 가치의 창조는 오직 실재의 토대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가치 창조란 기존의 구조, 체제, 가치들을 극복하고 지

양함으로써 새로운 형식을 산출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것은 이전까지

당연시되던 모든 통념들, 가치, 규범, 구조, 체계, 관습, 진리, 제도를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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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시하고 그것의 근원을 회의하는 ‘부정’을 통해 시작된다. 니체의 ‘창조’

개념에서 항상 전제되는 것은 ‘정신의 고귀함’이다. ‘정신의 고귀함’이란

가치 창조자의 ‘목표(Ziel)’와 ‘과제(Aufgabe)’의 고귀함이다. 그것은 이제

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가치, 새로운 덕, 새로운 형식을 창조하기

위한 것이다. 니체에 따르면, 가장 강하고 고귀하고 독립적이며 풍요로운

정신의 소유자들의 힘에의 의지는 ‘인류애(Liebe zur Menschheit)’, ‘민중

에 대한 사랑’으로서 나타난다. 그리고 이러한 자들만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할 수 있다. 즉 창조를 위해서는 인간애에 기반한 고귀한 목표와 과

제, 그리고 창조에의 의지, 인간의 미래에 대한 책임에의 의지, 실재적인

‘방법론’이 요구되며, 이것은 공허한 보편적 이상들이 아니라 철저히 실

재, 현실에 토대할 때 가능하다. 니체가 실재 개념을 주요 개념으로 부각

시키는 데에는 이미 새로운 가치 창조에 대한 강조점이 내재해 있다. 니

체는 결코 실재의 니힐리즘―짜라투스트라를 이레 동안 앓아눕게 했던,

소인들, 무리, 동일자의 역사의 영원회귀― 앞에서 그러한 실재로부터 도

피하여 자연으로 돌아가라거나 존재의 근원으로, 고향으로 귀환하라고

말하지 않는다. 오히려 니체는 그러한 실재를 변화시킬 창조적 소수자,

위버멘쉬에 대해서 역설하며, 이러한 창조적 소수자들의 창조의 역사 또

한 영원히 회귀할 것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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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etzsche’s ontology, epistemology, ethics, political philosophy and

theory of art are all based on reality, not on transcendental ideal. The

occasions meant by Nietzsche’s concept of reality encompass all the

moving and changing things in the universe including the life of

organisms, the world of eternal recurrence, the world of

mental-physical experiences, the interior and exterior of existence as

a will to power, nature, time and space, the world of consciousness

and unconsciousness, history, and political and cultural reality. From

Nietzsche’s own perspective, reality refers to the world of becoming

and event, that is to say, ‘life’ against an illusory transcendental

being of the eternal immutability. It is the reality that constitutes

constantly becoming and changing world and the power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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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s source. The Western metaphysics after Parmenides and Plato

is defined as ‘retreat to ideal’ and ‘denial of reality’ according to

Nietzsche. Nietzsche reads the real history, power, and will to

domination from the transcendental idealism which denies life of

becoming by supposing the world of eternal immutability. Nietzsche

tried to save the reality as life on earth and recover the true

meaning of reality against all the anti-realistic and anti-natural

transcendences. The reason why the reality was an important theme

to Nietzsche is that spirit should be based on reality, nature, and life,

neither on transcendental ideal nor the universals for the creation of

new value which has not existed so far and is able to enhance and

sublimate the life of humankind.

The will to power as the essence of reality is singular as well as

plural. Nietzsche’s concept of reality encompasses entirety and

individuality, unity and diversity. Nietzsche transfers the will to

power to only original reality against Western rationalism. However,

Nietzsche does not reject reason but criticizes the reason in

transcendental metaphysics, the dogmatic and confined reason denying

reality, the exclusive reason locked in his own inner rules. Whatever

it may be logicism, anti-enlightenment or mysticism, i.e. extreme

rationalism or extreme advocacy of irrationality, Nietzsche rejects

what is contrary to life and hostile to reality. Nietzsche’s

philosophical work has nothing to do with the deconstruction of

reason; on the contrary, it reestablishes the rightful status of reason.

For Nietzsche, true reason is the reason to affirm the reality, rather

deny it. Therein lies the significance of Nietzsche’s criticism of

reason, which accordingly acquires a certain kind of active meaning.

Nietzsche brings reason into the real realm from the surreal realm.

Reason works in the reality, and in this sense, instinct, phys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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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ses, feelings, will, impulse, desire and etc. are not the mechanism

which is independently separated from reason. According to whether

the will to power is to affirm reality or deny it, the will to power

can use the tool called reason either for the noble purpose to uplift

the life of oneself and others, and further humankind or contrarily for

the unjust purpose to ruin the life.

The eternal recurrence as the movement form of reality is

characterized by the new view of time and worldview which resists a

linear view of time and a teleological worldview in transcendental

metaphysics. All things in the world of eternal recurrence are

constantly repeating and circulating with qualitative differences. With

this, the eternal recurrence of difference, nobility, minorities, and

creation is assured as well as the eternal recurrence of the same. For

Nietzsche, the reality of eternal recurrence refers to the reality as the

entirety, the world in which everything and every event is connected

and intertwined with each other. The individual’s life and the will to

power of the individual are necessarily connected with cause and

effect of numerous events in the reality of eternal recurrence. Amor

fati affirms the reality itself of eternal recurrence, and it is the power

which can completely affirm and love the necessity of one’s life in it.

The truth to Nietzsche means what has been banned so far, and

accordingly it is a concealed abyss. In order to approach such

concealed reality, truth, it requires the virtues including honesty and

conscience on the spiritual matters, spiritual strength and courage, the

height of the soul, new perspectives and insights, self-trust and

self-respect, and the freedom of self-overcoming. Such a truth of

reality is not just to give comfort to human beings but rather to lead

human beings into the chaos and suffering of Dionysian abyss and

disarranges the life, which leads to heal the life fundamentally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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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hance it into a new dimension. It is the truth that leads human

beings to grow further and improves the life. For Nietzsche, the truth

is only the reality of becoming. Nietzsche considered the courage of a

recognizer who can face a harsh truth rather than a beautiful

appearance as the solution to unravel the mystery of the necessity in

fundamental reality from the life filled with chances and riddles, and

as the means to lead a more abundant and nobler life. It is possible

to heal the ontological problems and disease of modern people

fundamentally, not through anesthetic comforter called simulacra but

only through the reality.

Nietzsche criticizes the fictiveness and the hypocrisy inherent in

modern ideologies because he thoroughly employs realistic approaches

to all the matters from the foundation without approaching them

ideologically. The directivity to ‘justice’ is inherent in Nietzsche’s

genealogical exploration on the power hidden behind all values and

transvaluation of all values. In order to understand Nietzsche’s

criticism of modernity clearly, it should be premised on Nietzsche’s

criticism of selfishness and hedonism caused by the modern industrial

capitalism, and on Nietzsche’s viewpoint which tried to surpass

critically both liberalism and socialism at the same time. Reality is

constantly changing and becoming. Thus, the reality takes concrete

shape, showing differences and the specificity in accordance with

each time and space. Spirit, thought and philosophy should respect

the specificity of such a reality and be based on the reality. The

world can move forward in a more positive, healthier direction only

through a true relationship with the reality of philosophy, in other

words, through deliberation about the feasibility and thought of

methodology for a proper institutionalization. Nietzsche’s concept of

reality saves the life as the uniqueness against encoding power,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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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is the foundation to open the door for real diversity and freedom.

Although the flooding of simulacra which replaces the reality in

modern capitalist society can be seen as pluralism superficially, it

performs humans’ standardization and uniformization fundamentally.

The problem of the power to tame and discipline humans into

gregarious livestock is an important theme in Nietzsche’s genealogy.

Nietzsche discovered the essence of modernity in the system in

which the reality as creative uniqueness and active power of life is

constantly captured and encroached by the power of identity, and

considered that a truly free mind was missing in such a modern

liberalism.

While ‘reality’ is the most fundamental concept of Nietzsche,

‘creation’ is the concept which conveys the most ultimate orientation

of his philosophy. In order to overcome conventional values and

create new values, it should start from a true understanding about

reality. A value creator is not an idealist but a realist. According to

Nietzsche, only the realists have the power to perform a noble task,

that is, new value creation. The value creation is to yield a new

form by overcoming and sublating the pre-existing conventional

structure, system and values. Thus, it begins through ‘the negation’

to question all common ideas, values, standard norms, structures,

systems, customs, truth and institutions which were taken for granted

previously and to suspect its ground. The premise in Nietzsche’s

concept of ‘creation’ is ‘nobility of spirit’. ‘The nobility of spirit’ is the

nobility of creator’s ‘purpose’ and ‘task’. It is for the creation of new

values, virtues, and forms which have not existed until now. For the

creation, such a noble aim and will to power for achieving it, will to

creation and will to responsibility for the future of humankind are

required according to Nietzsche. In addition, the realistic ‘method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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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needed. Nietzsche’s emphasis on reality implies a strong aspiration

and request for the creation.

keywords : reality, creation, life, the nobility of purpose, task,

amor fa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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