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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니체의 도덕 비판론 연구

황 성 욱

본 연구는 니체의 도덕에 대한 비판을 분석하고 이로부터 도덕교육에 참고할

만한 시사점을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니체의 도덕에 대한 비판을 분

석하기에 앞서 먼저 니체 철학의 핵심 사유들을 검토하였다. 주저『차라투스트

라는 이렇게 말했다』에서 니체는 ‘차라투스트라’라는 인물을 등장시켜 ‘신의

죽음’, ‘위버멘쉬’, ‘힘에의 의지’, ‘영원회귀’ 등을 핵심사유로 삼아 미래를 살아

갈 건강한 인간상을 제시하고 있다.

‘신의 죽음’은 서양철학의 전통적인 형이상학적 이분법의 파괴를 의미하며,

‘위버멘쉬’는 이러한 신이 죽은 시대를 살아갈 수 있기 위해 니체가 제시한 새

로운 인간상이다. 한편 ‘영원회귀’는 ‘너의 삶을 영원히 반복해서 살기를 원할

수 있도록 지금 살고 있는 이 순간에 충실하라’는 윤리적인 의미를 지닌다.

니체에 따르면 살아있는 모든 생명은 ‘힘에의 의지’인데, ‘힘에의 의지’는 지금

까지 보유하고 있는 힘에 만족하지 않고 더 많은 힘을 추구하기 때문에 모든

생명체는 늘 현상유지를 넘어서 자기상승을 추구한다. 니체는 도덕을 해석으로

정의하였고, 해석으로서의 도덕 역시 ‘힘에의 의지’가 삶과의 연관성 속에서 활

동한 결과이다.

그런데 기존의 도덕은 약하고 무력하며 자신을 긍정할 수 없는 노예적 인간

들이 강하고 탁월하며 자신을 긍정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갖는 복수심과 원한

감정에서 비롯된 병든 해석이었다. 이러한 해석은 ‘악’을 먼저 상정하고 이러한

‘악’의 부정을 통해 ‘선’을 정립한 후, 그 ‘선’의 근거를 ‘신’에 둠으로써 ‘선’에

절대성을 부여하였다. 또한 ‘노예도덕’은 인간의 자연적 욕망들을 모두 금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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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으로 삼고 욕망을 억압하는 삶을 이상적인 삶이라고 간주하였다. 금욕주의

는 욕망의 추구를 신에 대한 죄로 고쳐서 해석하였고, 금욕주의 하에서 인간은

자신의 자연스러운 욕망을 따라 행해진 행동에 대해 자학하며 스스로에게 책

임을 추궁하는 양심의 가책에 시달리게 되었다.

여기서부터 니체의 새로운 도덕론은 시작된다. 니체에 따르면 원래 도덕적 가

치 평가란 자신에 대한 긍정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이처럼 우월한 자신의

모습이 바로 ‘좋음’이다. 반면 ‘나쁨’은 자신의 모습과 대비되는 것에 대한 가치

평가이다. 이렇게 ‘좋음’과 ‘나쁨’의 가치 평가 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주

인’이다. 이처럼 ‘주인도덕’에서 볼 수 있는 능동성에 대한 강조는 행위보다 행

위자를 중요시하는 니체 철학의 특징을 잘 드러낸다. ‘주인’은 ‘주권적 개인’이

라고 표현되기도 하는데, ‘주권적 개인’으로서의 ‘주인’은 초월세계가 아닌 현실

세계에서 자신의 삶을 공고히 하기 위한 가치들을 만들어내고 이에 따라야 한

다는 목표를 가진다.

니체의 이성중심주의에 대한 비판은 인간을 총체적 존재인 ‘신체’로서 이해하

는데 도움을 주었고 또한 그의 생리학적 접근 방식은 인간의 행동에 대한 분

석에 있어서 선천적이고 기질적인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상기시

켜주었다.

한편 니체의 주인도덕은 윤리학을 미학으로 환원하고, 위버멘쉬보다 상위의

윤리적 기준을 설정하지 않음으로써 도덕적 시비의 불확정성을 초래할 수 있

다. 또한 니체의 논의들은 교육적 관점에서 중시되는 후천적이고 환경적인 측

면보다 생리학적 접근을 통하여 인간의 선천적이고 타고난 성격 또는 기질에

집중하였다는 한계를 가진다.

그러나 니체의 도덕 비판의 목적이 건강한 인간을 만드는 것에 있었다는 사

실을 염두에 두고 니체의 주장들을 다시 고찰했을 때, 인간의 진정한 건강성이

란 오히려 미적인 것과 윤리적인 것의 균형 속에서 이룩된다고 볼 수 있다. 또

한 니체가 인간을 단순히 확정적인 존재가 아니라 과정적 존재로 보았다는 해

석도 가능하다. 특히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 등장하는 ‘어린아이’

단계가 ‘낙타’ 단계와 ‘사자’ 단계를 포섭한다는 해석을 통해서 니체의 논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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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도 도덕교육에 시사하는 함의점들을 발견할 수 있다.

먼저 ‘낙타-사자-어린아이’라는 정신 변화의 일련의 단계는 도덕교육의 본질

과 관련하여 도덕과 교육과정을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근거

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그의 이성중심주의와 금욕주의에 대한 비판은 도덕교

과의 교육목표와 관련하여 정의적인 영역에서 도덕적 정서 함양의 이면에 존

재하는 욕망이 가지는 의미를 성찰하게 한다. 마지막으로 건강한 인간에 대한

강조를 비롯한 니체의 논의들은 도덕교육의 내용적 영역에 있어서 도덕적 행

위의 정당화모델 중의 하나인 덕 윤리적 접근법의 설명 방식을 보완해줄 수

있다.

주요어 : 도덕 비판, 도덕교육, 노예도덕, 주인도덕, 윤리학, 낙타-사자-어린아이

학 번 : 2009-2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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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목적

개념이나 논증이 아닌 상징과 비유를 통한 문학적 문체로 철학책을 집필하였

으며 때로는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독설적인 언어를 구사했던 니체(Nietzsche,

Friedrich Wilhelm, 1844-1900)의 철학은 이러한 독특함으로 인해 주목받기 쉬

운 일면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보편성의 윤리에 대해 회의적 태도를 취하고,

가치 상대주의로 귀결되는듯한 니체의 주장은 교과로서의 도덕이 가지고 있는

정당성과 정체성을 훼손1)할 수도 있기 때문에 도덕교육에 종사하고 있는 연구

자에게 그의 철학은 좀처럼 풀기 어려운 질곡이었다.

매킨타이어(MacIntyre, Alasdair)에 따르면 니체는 공리주의적이든 칸트적이

든 규칙의 현대적 도덕성을 거부한다고 한다. 또한 니체가 상정하는 이상적 인

간인 위버멘쉬(Übermensch)는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사회세계의 어느 곳에서

도 객관적 선을 발견하지 못하고, 오직 그 자신의 새로운 법과 덕목록을 명령

하는 자기 자신 속의 세계에만 매몰되어있을 뿐, 공동의 기준 또는 선들에 대

한 호소를 통해 매개되는 어떤 관계에도 들어갈 수 없다고 한다. 이런 점에서

그는 니체의 위버멘쉬가 도덕적 유아론(唯我論)의 선고를 자기 자신에게 내리

는 것이라고 비판한다.2) 하버마스(Habermas, Jürgen) 역시 니체의 사유(특히

계보학)는 행위의 규범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인간의 행위에 대한

1) “철학자들에게 내가 바라는 것은 주지하다시피, 선악의 너머에 서라-도덕적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환상은 짓밟아 버리라는 것이다. 이러한 요구는 나에 의하여 최초로

정식화된 하나의 통찰에서 비롯한다. 즉 도덕적 사실이란 아무것도 없다는 그 통찰 말

이다”(GD, 15권, 125쪽). “도덕교사들의 허영심.-전체적으로 볼 때 도덕교사들이 성공하

는 일이 적었다는 사실은 그들이 너무 많은 것을 동시에 원했다는 것, 즉 그들이 지나

치게 야심이 많았다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즉 그들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규범을 제

공하고자 했다”(M, 10권, 208쪽). 여기서 도덕교사는 그리스도교 성직자를 말함.

2) MacIntyre, Alasdair, 1997, 『덕의 상실』, 이진우 역(서울: 문예출판사), 377-37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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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선과 악의 구별의 잣대도 보장하지 않으며, 도덕적 선과 실천적 유용성

을 중성화하고 규범적인 모든 것에 대해서 저항한다고 비판하였다.3) 매킨타이

어나 하버마스의 해석처럼 니체는 도덕에 관한 담론에서 전적으로 배제되어야

마땅할까? 나아가 그렇다면 과연 그는 “무엇이든 해도 좋다”는 식의 철저한 개

인주의자로서 몰가치한 야수적 인간을 지향했는가? 만약 이러한 질문에 전적

으로 그렇다고 답한다면 적어도 도덕교육의 담론 안에서 더 이상 니체를 논할

필요성은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니체에게도 나름대로의 도덕이 있다고 주장4)하는 학자들의 해석은 그

에게서도 도덕교육을 위한 유의미한 단초를 얻을 수도 있지 않을까하는 기대

감을 갖게 만든다. 대표적으로 카우프만(Kaufmann, Walter)은 니체가 『아침

놀』에서 쓴 “자제와 절제, 그리고 그것들의 궁극적 동기”라는 제목하의 긴 아

포리즘에 주목5)하여 니체가 동물적 본능의 무분별한 발산을 주장한 것은 아니

며 따라서 니체를 자기극복(self-overcoming)을 통한 승화(sublimation)라는 개

인적 가치를 지향한 도덕주의자로 해석할 수 있다고 하였다.6) 핑크-아이텔

(Fink-Eitel, Hinrich)도 니체의 도덕 비판의 결과를 삶의 자유로운 자기창조로

특징짓고 그것을 “개인주의적 덕”, “도덕학적 자유성”이라고 하면서, 니체의 논

3) Habermas, Jürgen , 1994, 『현대성의 철학적 담론』, 이진우 역(서울: 문예출판사),

111-116, 149-158쪽. 김선희, 2007, “하버마스의 니체 비판에 대한 니체의 가상적 답변

-니체 철학의 규범성에 대한 고찰-,”『니체연구』제11집(한국니체학회), 238-239쪽.

4) 니체가 비록 도덕을 신랄하게 비판했지만 그가 가치 평가 자체를 포기한 것은 아니

며 그가 옹호한 가치를 도덕적 가치로 간주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물론 이러한 주장

은 앞서 언급한 매킨타이어나 하버마스의 견해와는 ‘도덕’을 바라보는 상이한 전제 위

에 출발한다. 매킨타이어나 하버마스는 어떤 가치를 옹호하고 있더라도 그 가치가 “도

덕적”으로 해석될 수 있으려면 보편성과 규범성을 띄어야 한다고 보는 입장이다.

5) “자제와 절제, 그리고 그것들의 궁극적 동기.-나는 격렬한 충동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 방법 이외에 어떤 방법도 발견할 수 없다…”(M, 10

권, 118쪽). 또한 『아침놀』에서는 다음과 같은 표현도 볼 수 있다. “그가 법을 위반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는 자발적으로 자신을 처벌함으로써 자신의 범행을 극복한

다…”(M. 10권, 199쪽).

6) Kaufmann, Walter, 1974, Nietzsche:Philosopher,Psychologist,Antichrist(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p.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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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를 “형식 윤리학의 엄밀한 개인주의적 변형”이라고 결론짓는다.7) 이러한 해

석들은 니체를 야수적 인간을 지향한 무도덕주의자(Amoralismus)로 환원하려

는 시도에서 구해내고자 하며 니체가 선악의 도덕을 넘어서려고 했지 결코 가

치 평가 자체를 도외시 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8)

그런데 여기서 니체의 철학은 어느 철학보다도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이 존재

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내적 상태를 정말로 전달하는 문체, 기호와 속도와 제스처를 잘못 파악하지 않는 문

체는 좋은 문체다. 내 본능은 여기서 실수하지 않는다.… 문체가 언제나 전제하는 것은

문체를 들을 귀가 있다는 것-그와 동일한 파토스를 가질 수 있고 또 그 파토스에 적

합한 자들이 있다는 것, 자기를 전달할 만한 자들이 있다는 것이다.-예를 들어 내 차라

투스트라도 우선 그런 자들을 찾는다-아아, 그는 더 오랫동안 찾아야 할 것이다! 사람

들이 우선 그의 말을 들을 자격을 갖추어야만 하기에…”9)

“패러디를 통해 정신의 새로운 이상과 진지함이 시작될 것이다”10)

문체를 개선함으로써 사유를 개선하고자 했던 니체는 『도덕의 계보』등 몇

편을 제외하고는 문장 하나하나를 독립적 성격을 지닌 아포리즘의 형식으로

저술하였다. 또 상징과 비유와 패러디를 구사함으로써 추상적 이론의 연역적

서술방식에서 탈피하여 그의 작품은 흡사 문학 작품을 읽는듯한 느낌을 준다.

7) Fink-Eitel, Hinrich. 1993, "Nietzsches MoralistiK." Deutsche Zeitschrift für

Philosophie 41. Jahrgang, Heft 5, p.865-879. 서영조, 2000, “니체의 도덕비판: ‘악한’ 도

덕인가 ‘나쁜’ 도덕인가?,”『한국정치학회보』제33집 4호(한국정치학회), 36쪽에서 재인용.

8) 니체 자신도 “내가 원하는 것이 이미 충분할 정도로 명백하게 되었다면, 끝마칠 이

유가 나에게는 충분하다. 나의 마지막 책의 성격에 부합되는 위험한 제목을 내가 원한

다면, 그것은 ‘선과 악을 넘어서’일 것이다… 이것은 적어도 ‘좋음과 나쁨을 넘어서’를

뜻하지는 않는다”(GM, 14권, 389쪽)라고 말하였다. 이런 의미에서 니체의 도덕철학을

무도덕주의(Amoralismus)가 아니라 비도덕주의(Immoralismus)라고 평가하기도 한다

(백승영, 2011a, 『니체, 디오니소스적 긍정의 철학』(서울: 책세상), 21-22쪽).

9) EH, 15권, 383쪽.

10) EH, 15권, 4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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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으로써 결과적으로 독자나 연구자들에게는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는 셈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니체 텍스트의 해석의 다양성을 염두에 두고 니체의 철학

을 도덕교육의 담론 안으로 끌어들여 그의 도덕에 대한 비판을 분석하고 이로

부터 도덕교육에 참고할 만한 시사점을 모색해보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를 위해 본 연구는 니체의 도덕에 대한 비판을 그가 비판한 도덕의 내용을 분

석하는 차원과 이러한 도덕 비판을 통해서 니체가 의도했던 목적을 분석하는

차원으로 나누어서 진행하고자 한다.

니체의 도덕에 대한 비판은 먼저 도덕의 절대성과 보편성을 향했다. 이것은

니체가 비판하고자 했던 기존의 도덕이 무엇이고 그가 새롭게 제시하고자 했

던 도덕은 어떤 것인지를 분석함으로써 알 수 있다.11) 그러나 니체의 도덕 비

판의 핵심은 보다 메타적인 차원에 존재한다. 그는 도덕의 가치, 즉 가치의 가

치를 묻고 있기 때문이다.12)

“인간은 어떤 상황에서 선과 악이라는 가치판단을 생각해냈던 것일까? 그리고 그 가

치판단 자체는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삶의 위기, 삶의 빈곤, 삶의

퇴화의 징조인가? 아니면 그 반대로 거기에는 삶의 충만함과 삶의 힘과 삶의 의지가,

삶의 용기와 확신이, 그리고 삶의 미래가 나타나 있는가?”13)

“우리는 도덕적 가치들을 비판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가치들의 가치 자체가 이

제 비로소 문제시되어야만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이러한 가치들이 성장하고 발전하고

변화해온 조건과 상황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결과로의, 증후로서의, 가면으로서의,

위선으로서의, 질병으로서의, 오해로서의 도덕. 그리고 또한 원인으로서의, 치료제로서

의, 자극제로서의, 억제제로서의, 독으로서의 도덕). 이와 같은 지식은 지금까지 가치를

사실로 주어진 것으로, 확실한 것으로,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받아들였다.”14)

11) 니체가 비판했던 기존의 도덕과 새롭게 건설하고자 했던 도덕의 내용(contents)을

분석하는 차원이 이에 해당한다.

12) 니체가 도덕을 비판했던 실제적인 목적을 분석하는 차원이 여기에 해당한다.

13) GM, 14권, 340-341쪽.

14) GM, 14권, 344-34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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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니체가 보기에 기존의 도덕은 절대성과 보편성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있었

던 것도 문제이지만 기존의 도덕 하에서 인간은 인간이 가진 능력을 모두 발

휘하지 못하고 문명의 퇴화를 경험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더 큰 문제였다.

도덕의 가치는 인간을 건강하게 만드는 데 있는데 한 마디로 기존의 도덕은

인간을 타율적이고 나약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니체의 도덕 비판의

핵심은 ‘어떻게 건강한 인간을 만들 수 있는가’라는 점으로 모아진다.

본 연구는 니체가 도덕 비판의 목적을 두었던 건강한 인간의 모습과 그러한

인간이 이룩되는 과정을 재해석하고 여기서부터 도덕교육에 참고할만한 유의

미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Ⅱ. 니체 철학의 핵심사유’와

‘Ⅲ. 니체의 도덕 비판의 내용’은 도덕 비판의 내용 분석 차원에 해당하며, ‘Ⅳ.

니체의 도덕 비판의 목적’과 ‘Ⅴ. 니체의 도덕 비판이 갖는 도덕교육적 함의’는

도덕 비판의 목적을 분석하는 차원에 해당된다. 그러나 앞서 말했듯이 니체의

도덕 비판의 핵심이 후자에 있었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그의 도덕 비판이 가지

는 도덕교육적 함의가 상대적으로 부각되는 효과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한다.

2. 연구내용과 연구방법

서구사회에서는 이미 1961년에 하이데거(Heidegger, Martin)의 『니체Ⅰ·

Ⅱ』(NietzscheⅠ, 1936-39, NietzscheⅡ, 1939-46)가 출간되고, 바로 1년

뒤에 들뢰즈(Deleuze, Gilles)의 『니체와 철학』(Nietzsche et la

Philosophie)이 출간된 것을 계기로 니체에 대한 관심과 다양한 해석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탈근대철학의 흐름을 형성하였다. 국내에서도 비록

니체 사후 100년이 훌쩍 지난 2005년에야 비로소 우리글로 된 니체전집15)

이 출판되었지만, 1989년 출범된 한국니체학회의 학회지 『니체연구』16)를

15)『니체전집』전22권, 도서출판 책세상 펴냄.

16) 1995년 창간, 2013년 현재 24집까지 출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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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으로 각종 단행본들을 비롯하여 비교적 축적된 연구 성과들이 다수 존

재한다.

그러나 니체의 사상은 인문, 종교, 정치, 사회, 예술 심지어 건강론에 이르

기까지 거의 모든 영역에 걸쳐 있기 때문에 연구자들마다 관심 있는 주제

를 바탕으로 다양한 연구물들을 내놓고 있다. 본 연구의 주제는 도덕 비판

이므로 주로 니체의 철학, 그 중에서도 도덕에 관한 논의들을 분석할 것이

다. 그러나 니체의 도덕 비판을 제대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니체 철학의 핵

심 사상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Ⅱ. 니체 철학

의 핵심 사유’에서는 니체의 핵심 사상들을 다루어 볼 것이다. 니체의 도덕

에 관한 논의들은 단행본으로는 『도덕의 계보』,『선악의 저편』에 주로

나타나며 그 밖에도 『아침놀』과 각종 『유고』글에도 산재해 있다. 그러

나 본 연구는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가 니체의 도덕 비판을 연

구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저서라고 보았다.

연구 목적에서 언급한 두 가지 분석 틀 중 니체의 도덕 비판의 실제적 목

적에 따르면 그가 도덕을 비판했던 이유는 가치의 가치 즉, 당시까지 유럽

을 지배했던 노예도덕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묻기 위해서였다.

노예도덕은 결과적으로 인간을 병들게 하였고 인류 문화의 퇴보를 가져왔

다는 것이 니체의 지적이다. 따라서 건강한 인간을 만드는 것이 니체의 대

안이었고 바로 이 대목에서 도덕교육을 위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

라고 하였다. 이러한 니체의 의도가 정합적으로 드러나는 저서가 바로『차

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이기 때문이다.17) 따라서 본 연구는 『차라

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를 중심으로 하여 분석을 진행해 나가되 ‘Ⅲ.

니체의 도덕 비판의 내용’ 부분에서는 『도덕의 계보』등 앞에서 언급한

니체의 다른 저서들도 참고할 것이다.

17)『차라투스트라』는 ‘힘에의 의지’, ‘영원회귀’, ‘위버멘쉬’, ‘신의 죽음’ 등을 핵심 사

유들로 하여, 건강한 미래의 인간상을 제시한다(백승영, 2003, 『니체「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서울: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철학사상』별책 제2권 제10호),

7쪽). 또한 니체 자신도 『차라투스트라』를 “독보적인 최고의 책”으로 표현하였다

(EH, 15권, 3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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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근간이 되는 일차적 자료는 무엇보다도 니

체의 원전이었다. 연구에 참조한 단행본들은 거의 니체의 원전들이 주가

된다. 도서출판 책세상의 한국어판 『니체전집』22권과 청하출판사의 『니

체전집』10권, 독일어판 니체전집인 KGW18)와 KSA19)를 비교하며 조금

더 정확한 번역을 참고하고자 하였다. 여기서 니체의 원전을 해석하는 데

는 상당한 어려움과 위험성이 뒤따른다는 점을 밝혀두고 싶다. 니체의 사

상은 난해하기도 하거니와 보는 시각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가능20)하기 때

문이다. 그러나 단일한 관점이 아닌 다양한 관점들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니체 자신의 관점주의적 인식 방법론21)에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

는 해석을 시도하는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해나갈 것이다.

다음으로 연구의 세부 방향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참고한 문헌은 니체의

원전을 해석한 다수의 논문들과 일부 단행본들이며 이들이 본 연구의 선행

연구들이 된다. 그런데 이러한 이차적 문헌들은 크게 네 부류로 나눌 수

18) Giorgio Colli․Mazzino Montinari(Hg.), Nietzsche Werke: Kritische

Gesamtausgabe, (Berlin : W. de Gruyter, 1958-).

19) Giorgio Colli․Mazzino Montinari(Hg.), Friedrich Nietzsche Sämtliche Werke:

Kritische Studienausgabe in 15 Bänden, (Müchen : Deutscher Taschenbuch Verlag,

1999).

20) 야스퍼스는 니체 텍스트는 서로 모순되는 표현들을 항상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자의적 해석의 위험성이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Jaspers, Karl ; translated by Charles

F. Wallraff and Frederick J. Schmitz, 1985, Nietzsche : an introduction to the

understanding of his philosophical activity, Lanham, MD : University Press of

America, p.10. "Self-contradiction is the fundamental ingredient in Nietzsche`s

thought. For nearly every single one of Nietzsche`s judgement, one can also find

an opposite. He gives the impression of having two opinions about everything.

Consequently it is to possible to quote Nietzsche at will in support of anything one

happens to have in mind.").

21) 관점주의는 인식의 다양성을 허용하지만 상대주의로 귀결되는 것은 아니다. “관점

적 인식 상황이 우리의 존재적 한계이기에 우리는 절대적 진리를 가질 수는 없지만 그

렇다고 모든 진리를 포기할 필요는 없다. 우리에게는 해석적 진리가 있다. 우리의 삶에

가장 큰 유용성을 갖는 해석을 우리는 진리로 간주한다(für-wahr-halten). 진리로 간주

된 것이 바로 우리의 진리다”(백승영, 2011b,『니체- 건강한 삶을 위한 긍정의 철학을

기획하다』(서울: 한길사), 16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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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먼저 니체의 철학 일반에 관한 연구들이다. 대표적인 외국 학자의 단행본

으로는 하이데거와 들뢰즈 저서 등이22) 있으며, 이 책들은 어느 특정한 주

제가 아닌 니체철학 일반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살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

다.

둘째, 니체의 도덕 비판에 관한 일반적 연구들이다. 니체의 도덕 비판을 다룬

국내의 단행본은 없으나 연구 논문들은 비교적 많이 있었다.23)

셋째, 니체의 (도덕 비판을 포함하여) 철학을 교육과 연결시켜 행한 연구들이

다. 니체의 철학을 교육적 관점에서 연구한 국내의 단행본은 없으나, 논문은

여러 편 있었다.24)

넷째, 니체의 도덕 비판을 (교과로서의) 도덕교육의 담론에서 논의한 연구물

들이다. 이와 관련한 국내의 단행본으로는 『다문화시대의 도덕교육의 프리즘

과 스펙트럼』25)이 있으나, 아쉽게도 이 책에서 니체를 다룬 부분은 일부분이

며, 플라톤․아리스토텔레스, 칸트의 미적 도덕성과 비교하는 차원에서 니체의

22) Heidegger, Martin, 2010, 『니체Ι』, 박찬국역(서울:도서출판길); Heidegger,

Martin, 2012, 『니체Ⅱ』, 박찬국역(서울:도서출판 길); Deleuze, Gilles, 『니체와 철

학』, 이경신 역(서울: 민음사); Fink, Eugen, 1984, 『니이체 철학』, 하기락 역(서울:형설

출판사); Pieper, Annemarie, 1994, 『니이체의「짜라투스트라」에대한철학적해석』, 정영

도 역(서울:이문출판사); Nehamas, Alexander, 2013, 『니체-문학으로서의 삶』, 김종갑

역(고양:연암서가).

23)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논문들이 있다. 서영조, 2000, “니체의 도덕비판: ‘악한’ 도덕인

가 ‘나쁜’ 도덕인가?,”『한국정치학회보』제33집 4호(한국정치학회), 25-42쪽; 임건태, 2010,

“니체의 도덕심리학적 도덕비판,”『니체연구』제21집(한국니체학회), 37-66쪽; 이경희,

2006, “니체 도덕철학의 토대,”『니체연구』제9집(한국니체학회), 57-89쪽; 이상엽, 2009,

“니체의 도덕비판,”『한국철학논집』제19집(한국철학회), 73-102쪽; 임건태, 2006, “니체

의 도덕적 세계해석비판,”『니체연구』제9집(한국니체학회), 89-120쪽.

24) 정성관, 2006, “니체와 청년교육,”『니체연구』제9집(한국니체학회), 153-174쪽; 구분옥,

2007, “니체의 자기극복 교육-위버멘쉬의 교육적 의미-,”『초등교육연구』제20집(한국초등

교육학회), 95-118쪽; 정윤경, 2010, “니체의 관점주의와 교육,”『교육철학』제50집(한국교육

철학학회), 207-234쪽; 최순영, 2012, “니체의인간관과교육철학,”『니체연구』제21집(한

국니체학회), 85-112쪽.

25) 윤영돈, 2010, 『다문화시대의 도덕교육의 프리즘과 스펙트럼』, 파주: 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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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에 관한 논의를 다루고 있다. 한편 『도덕교육의 파시즘-노예도덕을 넘어

서-』26)는 우리의 도덕교육에 대해서 가장 신랄한 비판을 가하고 있는 책인데,

물론 이 책의 이론적 토대가 니체의 도덕 비판에 근거한 것인지는 분명치 않

으나 니체가 도덕 비판에서 사용한 용어 즉, 노예도덕과 주인도덕을 가지고 우

리의 도덕교육을 비판하고 있다. 관련 논문으로는 두 편의 논문이 유일하다.27)

이상의 선행 연구들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아쉬운 점과 긍정적인 면이

발견되어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를 진행하고자 하였다.

먼저, 니체의 철학 일반에 관한 외국의 대표적인 철학자들의 저서들은 니체의

도덕에 관한 논의들을 이해하는데 일면 도움이 되는 사상들, 예컨대 영원회귀,

힘에의 의지 등을 다루고 있었지만28) 도덕에 관한 니체의 논의만을 따로 떼어

내서 집중적으로 분석하지는 않았다.

둘째, 니체의 도덕 비판에 관한 일반적 연구들은 니체의 도덕 비판을 체계적

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나 연구자의 관심이었던 도덕교육의 차원에서

니체의 도덕에 관한 논의들이 어떤 시사점이 있는지는 밝히고 있지 않았다.

셋째, 니체의 철학을 교육과 연결시켜 행한 연구들은 니체의 사상이 현재 우

리의 교육에 주는 시사점들을 유의미하게 분석하고 있었으나 이러한 시사점들

은 교육 일반이 아닌 교과로서의 도덕교육과는 거리감이 있었다.

넷째, 니체의 도덕 비판을 도덕교육의 차원에서 분석한 연구들은 본 연구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는 데 가장 큰 참고가 되었다. 윤영돈 및 박병기의 연구는

26) 김상봉, 2005, 『도덕교육의 파시즘-노예도덕을 넘어서-』, 서울: 길.

27) 윤영돈, 2009, “정신건강의 관점에서 본 니체의 미학적 세계관과 주인도덕의 문제,”

『윤리연구』제69호(한국윤리학회), 1-30쪽; 박병기, 2009, “니체 ‘초인’ 개념의 도덕교육

론적 성찰,”『윤리철학교육』제15집(한국철학윤리교육연구회), 1-14쪽.

28) 특히 하이데거나 들뢰즈 모두 영원회귀, 힘에의 의지 등을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하이데거에 따르면 이 양자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힘에의 의지는 존재자 전체의

근본 성격을 가리키고 영원회귀는 존재자 전체의 존재방식을 가리킨다고 한다

(Heidegger, Martin, 2010, 『니체Ι』, 박찬국 역(서울: 도서출판 길), 632-634, 641-645

쪽). 들뢰즈도 영원회귀 사유를 깊이 있게 분석하면서 그 핵심을 윤리적인 것으로 파

악하였고, ‘힘에의 의지’ 역시 ‘힘’과 구별하여 자세히 논하고 있다(Deleuze, Gilles, 『니

체와 철학』, 이경신 역(서울: 민음사), 88-94, 132-1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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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교육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인 관례적 도덕과 반성적 도덕의 관계 설정에

있어 니체의 ‘낙타-사자-어린아이’라는 정신의 변화 과정을 구도로 하여 이 두

도덕의 조화를 모색하고 있다. 본 연구도 이러한 아이디어에 동의하면서29) 니

체의 도덕 비판에 있어 첨예하게 대립해왔던 노예도덕과 주인도덕의 이분법적

대립 구도는 정신의 변화 과정으로 통해서 해소될 수 있으며 건강한 도덕적

행위자 육성이라는 도덕교육의 목표에 니체의 철학도 이론적 근거로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음을 밝히고자 하였다.

29) 본 연구는 이러한 ‘낙타-사자-어린아이’의 과정을 정신의 단계적 변화로 볼 수 있

는 근거들을 니체 자신의 텍스트 안에서 찾고자 하였다(여기서 단계적이라함은 ‘낙타’

와 ‘사자’를 거쳐서 비로소 ‘어린아이’가 이룩된다는 의미). 구체적인 근거들은 후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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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니체 철학의 핵심 사유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서 니체는 자신의 분신인 차라투스트라를

통하여 자신의 사상을 전개해나간다. 이 책에서 그는 ‘신의 죽음’, ‘위버멘쉬’,

‘힘에의 의지’, ‘영원회귀’ 등을 핵심 사유로 하여 미래를 살아갈 건강한 인간상

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니체의 도덕 비판을 분석하기에 앞서 네 가지 핵심 사

유들을 먼저 검토하는 이유는 이 사유들이 그의 도덕 비판의 명제를 보다 명

료하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의 구성순서를 보면 1부에 ‘신의 죽음’과 ‘위버멘쉬’ 사상이 담겨있고, 2부에는

‘힘에의 의지’, 3부에는 ‘영원회귀’ 사상이 포함되어 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책

의 구성순서에 따라 네 가지 핵심 사유들을 검토하도록 하겠다.

1. 신의 죽음

‘신의 죽음’을 논하기에 앞서 먼저『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책

제목이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부터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차라투스트라는

기원전 2000-1000년경의 인물로서 조로아스터교의 창시자로 알려져 있다. 조로

아스터교에 따르면 ‘Ahura Mazda’라는 신이 창조한 이 세계는 선과 악이 투쟁

하는 공간이며 후에는 결국 선이 악을 이긴다고 한다. 기독교적 세계관과 유사

한 듯 보이지만 여기서 선과 악은 근원적으로 대립하나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양극관계를 형성한다. 선과 악의 이러한 관계 속에서 선과 악은 기독교적

세계관과 같은 절대적 모순관계를 형성하지 않는다. 니체는 이러한 선과 악의

근원성과 양극성에 대한 차라투스트라의 인식이 선과 악에 대한 형이상학적

이분법과 그리스도교 비판에 유용하다고 생각한 것 같다. 즉 ‘신의 죽음’ 선언

을 통해 형이상학적 이분법을 거부했던 니체에게 있어서 차라투스트라 유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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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립적인 유형이 될 수 있는 출발점을 형성하고 있었던 것이다.30) 니체는 더

나아가 선악의 저편에 서서 선과 악이라는 이분법적 대립과 구별 자체를 극복

하는 것을 이상으로 삼았다.31) 따라서 니체가 재해석한 니체의 차라투스트라는

이제까지 이 세계를 지배했던 선악의 신을 모독하여 기존의 가치를 파괴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자로 말할 수 있겠다.

“나는 당신을 알기를 원합니다. 알 수 없는 신이여, 나의 영혼 깊숙이 파고드는 당

신을, 폭풍처럼 나의 삶을 파헤치는 당신을, 파악할 수 없는 당신은 나의 동족입니다.

나는 당신을 알고, 당신을 내안에 모시고 싶습니다.”32)

어린 시절 이와 같은 에세이를 쓸 정도로 기독교에 심취하여 있었고, 기독교

적 배경에서 자란 니체는 후에 역설적이게도 ‘신은 죽었다’라는 전복적 사유를

전개하게 된다.

‘신의 죽음’이라는 명제는 단순한 그리스도교 신 개념과 초월세계를 거부한다

는 종교적 의미를 넘어 철학적이고 도덕적인 면에서 서양의 온갖 자명성들의

죽음을 의미한다. 온갖 자명성들의 죽음이란 철학적으로는 형이상학적 이분법

의 파괴를 의미하며 도덕적으로는 그리스도교 도덕에 대한 비판을 뜻한다. 형

이상학적 이분법은 세계를 존재와 생성으로 이원화하고, 생성에 비해서 존재에

대해 존재적․인식적․가치적 우위를 부여하는 사유방식이다. 니체에 따르면

30) 백승영, 앞의 책(2003), 16쪽.

31) “바로 내 입에서 나온, 최초의 비도덕주의자의 입에서 나온 차라투스트라라는 이름

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내게 질문이 던져졌어야 했지만, 아무도 묻지 않았다: 왜

냐하면 그 페르시아인의 역사상의 엄청난 독특성을 이루고 있는 것과 비도덕주의자인

나와는 정반대이기 때문이다… 차라투스트라는 가장 숙명적 액운인 도덕이라는 오류를

창조해냈으며, 따라서 그 오류를 인식한 최초의 사람이지 않으면 안된다… 진실성에서

나오는 도덕의 자기극복, 도덕주의자들의 자기의 대립물로의 자기극복, 내 안으로의 자

기극복-. 이것이 내 입에서 나온 차라투스트라라는 이름이 의미하는 바다”(EH, 15권,

458-459쪽).

32) Nietzsche, Friedrich, 2006, Aus meinem Leben(Bucha bei Jena :

quartus-Verlag), p.31. 이진우, 2010,『니체의 차라투스트라를 찾아서』(서울: 책세상),

100쪽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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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 플라톤의 이데아론에서 시작하여 중세의 그리스도교를 거쳐 근대에 대표

적으로 칸트에 이르기까지 이와 같은 이분법이 서양철학 2000여년간의 역사를

지배해왔다고 한다.

플라톤에 따르면 이데아(존재)는 현상(생성)의 근거가 되며, 존재에 대한 지식

인 에피스테메(episteme)는 참된 지식으로서 허상에 불과한 현상세계에 대한

지식인 억견(doxa)에 대해 인식적 우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마땅히

존재 세계에 대한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니체는 그리스도

교를 플라톤주의의 재판(再版)으로 보는데, 이데아는 신의 세계로 현상은 인간

의 세계로 치환된 것에 다름 아니다.33) 서양 형이상학의 역사는 이제 칸트에게

로 이어진다. 칸트 역시 세계를 물자체의 세계와 현상세계로 이원화한다. 『실

천이성비판』에서 우리가 왜 도덕적으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 고민한 칸트는

도덕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실제로 행복하지 않은 경우가 허다한 현실에서 도

덕적 실천이 의미를 갖기 위한 조건을 탐구한다. 그래서 그는 우리가 비록 지

금은 도덕적인 실천과 행복 사이에 비례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경험을 하기도

하지만 언젠가는 모든 것을 주관하는 신에 해당되는 존재가 있어서 그 신에

의해서 우리의 도덕적 실천과 행복 사이의 간극이 좁혀질 것이라고 믿지 않으

면 안된다고 한다. 그래야만 계속해서 불행과 고통을 경험하면서도 도덕법칙을

의무로 받아들이며 살아야 하는 의미가 확보되기 때문이다. 물론 여기서 칸트

가 상정하는 신은 종교적 신이 아니라 도덕적 실천을 하고자 하는 우리의 이

성이 요청하는 이성 신앙의 대상으로서의 신이다. 이처럼 칸트에 있어서도 여

전히 플라톤이 제시하는 형이상학적 이분법의 틀 속에서 존재에 해당하는 예

지계와 신(종교적 의미가 아님)은 잔존하고 있었다.

그런데 ‘신의 죽음’은 플라톤-그리스도교-칸트로 이어지는 형이상학의 역사가

이제 끝났다는 니체의 선언이다.

“신이란 올곧은 것 모두를 왜곡하고, 서 있는 것 모두를 비틀거리게 만드는 하나의

이념일 뿐이다. 무슨 이야기냐고?… 유일자 완전자 부동적 충족자 그리고 불멸자에

33) “그리스도교는 대중을 위한 플라톤주의다”(JGB, 14권, 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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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이러한 가르침 모두를 나는 악이라고 부르며 인간적대적이라고 부른다! 불멸의

존재. 그것도 한낱 비유에 불과하다! 시인들은 너무도 많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그런

데 최상의 비유라고 한다면 마땅히 불멸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과 생성에 대해 이야기

해주어야 한다. 그리고 그런 비유는 일체의 덧없는 것들에 대한 찬미가 되어야하며 정

당화가 되어야 한다.”34)

이원론적 형이상학으로는 더 이상 우리는 삶을 긍정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

런 식의 사유방식은 우리로 하여금 피안의 세계를 중시하게 만들고 반면에 우

리가 실제로 살아가는 현상세계를 긍정의 대상이 아니라 부정의 대상으로 전

락시키기 때문이다. 니체가 보기에 엄연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현상세계

이므로 이 세계가 무한한 긍정의 대상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 정상인데, 이원론

적 형이상학이 초래하는 결과는 이 세계를 부정하며 그 속에서 살고 있는 우

리 자신마저도 허무적 경험을 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인간의 자기부

정마저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생각이므로 폐기되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니체가 보기에 이러한 형이상학적 이분법이 등장한 이면에는 고통과 자기부

정의 심리학이 있다. 즉 형이상학적 이원론은 병든 사람들의 왜곡된 해석이라

는 것이다.

“배후 세계라는 것을 꾸며낸 것은 고뇌와 무능력, 그리고 더없이 극심하게 고뇌하는

자만이 경험하는 그 덧없는 행복의 망상이었다. 단 한 번의 도약, 죽음의 도약으로 끝

을 내려는 피로감, 그 어떤 것도 더 이상 바라지 못하는 저 가련하고 무지한 피로감.

그것이 온갖 신을 그리고 저편의 또 다른 세계라는 것을 꾸며낸 것이다.”35)

생성의 세계는 불확실하다. 덧없고 계속 변화하며 소멸한다. 인간은 이 불확

실함 속에서 행복할 수 없다. 즉 모든 것이 불확실하다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불안과 고통이다. 그런데 인간은 고통을 그저 담담히 받아들이고는 살지 못하

기 때문에 그 고통을 의미 있게 정당화시켜야 한다. 그런데 고통에 의미를 부

34) Za, 13권, 141-142쪽.

35) Za, 13권, 4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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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하기 위한 정당화 기제로서 병든 인간은 생성 아닌 어떤 것 즉 존재가 있기

때문에 고통이 의미 있다는 해석을 만들어낸다. 병든 인간은 자기를 부정하고

타인에 대해서는 복수심에 가득 차있는 원한(Ressentiment)을 가지고 있는 사

람들이다. 니체는『도덕의 계보』에서 이들을 ‘노예’라고 부른다. 반면 자기 자

신을 긍정하고 자신의 고통받는 삶 자체를 긍정하는 사람들은 이원론적 사유

를 해석으로 요청하지 않을 것이다.

니체는 서양 형이상학의 역사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며 차라투스트라의 등장

을 통해 이와 같은 역사의 전복의 시작을 알린다.

“<어떻게 참된 세계가 결국 꾸며낸 이야기가 되어버렸는지>

-어떤 오류의 역사-

1. 참된 세계에 지혜로운 자, 경건한 자, 덕있는 자는 이를 수 있다.

-그는 그 세계 안에 살고 있으며, 그가 그 세계다.

(가장 오래된 형식의 관념. 비교적 똑똑하고 단순하며 설득력 있다. ‘나 플

라톤이 진리다’라는 문장을 바꿔 쓴 것)

2. 참된 세계에 지금은 이를 수가 없다. 그렇지만 지혜로운 자, 경건한 자, 덕 있는 자

에게는(“회개하는 죄인에게는”) 약속되어 있다.

(관념의 발전: 그 관념이 더욱 정교해지고 더욱 위험해지며 더욱 이해할

수 없게 된다. 관념이 그리스도교적이 된다.)

3. 참된 세계는 이를 수 없고 증명할 수 없으며 약속도 할 수 없다. 그렇지만 이미 위

안으로서, 의무로서, 명령으로서 생각되고 있다.

(근본적으로는 옛 태양과 같은 것이지만, 이제 안개와 회의를 통과한다; 관념이 숭

고해지고 창백해지며, 북방적이고 쾨니히스베르크적 이 되었다)

4. 참된 세계 - 이를 수 없다? 어쨌든 이르지 않았다. 이르지 않았기에 알려지지도 않

았다. 그러므로 위로하지도 구원하지도 의무적이지도 않다;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알려

지지 않은 것에 대한 의무를 갖는다는 말인가?...

(잿빛 아침. 이성의 첫 하품. 실증주의라는 닭울음 소리)

5. ‘참된 세계’ - 더 이상 아무 쓸모없는 관념. 더 이상은 의무적이지도 않다.- 불필요

하고 쓸데없어진 관념. 그래서 반박된 관념: 이것을 없애버리자!

(밝은 날; 아침식사; 양식과 명랑성의 복귀 ‘무안해서 붉어진 플라톤의 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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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자유정신들의 야단법석)

6. 우리는 참된 세계를 없애버렸다: 어떤 세계가 남는가? 아마도 가상세계?...

천만에! 참된 세계와 함께 우리는 가상 세계도 없애버린 것이다!

(정오; 그림자가 가장 짧은 시간; 가장 길었던 오류의 끝; 인류의 정점; 차

라투스트라의 등장)”36)

위의 인용문에서 보는바와 같이 니체는 플라톤-그리스도교-칸트(쾨니히스베

르크는 칸트의 대유법)로 이어지는 존재관념의 계보를 없애고 실증주의를 시작

으로 이원론적 사유방식의 토대를 반박한 후 차라투스트라의 등장을 통해 새

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참된 세계가 더 이상 참된 것이 아니므로 가상도

없는 것이 되며 이제 가상이 진짜로 존재하는 것이 된다. 즉 생성=존재라는 등

식이 성립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누가 신을 죽였는가? ‘신은 죽었다’의 핵심적인 의미는 이 질

문에 답함으로써 보다 분명해질 수 있다고 본다. 서양철학에서 신에 대한 이해

는 이 세계의 창조주, 결함이 없는 완전한 존재,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 중 최

고의 가치, 거짓일 수 없는 절대 진리로 대변되어 왔다. 그러나 니체는 이러한

신이 죽었음을 선언한 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미친사람- 그대들은 밝은 대낮에 등불을 켜고 시장을 달려가며 끊임없이 ‘나는 신을

찾고 있노라!’ ‘나는 신을 찾고 있노라!’라고 외치는 광인에 대해 들어본 일이 있는

가?… ‘신이 어디로 갔는가?’ 너희에게 그것을 말해주겠노라! 우리가 신을 죽였다- 너

희들과 내가! 우리 모두가 신을 죽인 살인자다”37)

형이상학적 이원론의 계보에서 보듯 신을 창조한 것도 인간이지만 그 신을

죽인 것도 인간이다. 신의 죽음은 절대 진리를 부정하는 가치의 전도현상을 초

래하였고 이제 인간은 세속화된 세상 속에서 허무주의를 경험하게 되었다.

그러나 니체는 인간이 가진 가치 창조 능력을 통하여 허무적 경험을 극복하는

36) GD, 15권, 103-104쪽.

37) FW, 12권, 199-20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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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을 제시한다.

“그렇다. 자아, 그리고 자아의 모순과 혼란이 그 자신의 존재에 대하여 가장 정직하게

말한다. 사물의 척도이자 가치인, 창조하며 의욕하고 평가하는 자아가 말이다.… 나

의 자아가 내게 새로운 긍지를 가르쳤다. 나 지금 그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노니, 더

이상 머리를 천상적인 사물의 모래에 파묻지 말고 당당히 들라는 것이다. 이 대지에

의미를 부여하는 , 지상의 머리를 말이다!… 차라투스트라는 병들어 신음하는 자들에게

너그럽다. 진정, 그는 저들 나름의 위로와 배은망덕을 두고 노여워하지 않는다. 다만

저들이 병으로부터 건강을 되찾는 자, 자신을 극복하는 자가 되어 보다 높은 신체를

창조하기를 바랄 뿐이다!”38)

절대가치가 존재하지 않는 시대정신을 어떻게 견뎌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니체는 신을 죽인 것도 또한 창조한 것도 인간임을 상기하면서 인간은 이 시

대를 이겨나갈 수 있는 새로운 가치도 창조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인간이 파괴를 넘어 창조의 힘을 갖지 못할 때, 허무의 경험은 극복될 수 없

다. 니체는 ‘줄타는 광대’와 ‘익살꾼’의 비유를 통해 새로운 의미부여의 근거와

대안을 마련해놓지 않고 기존의 것을 부정만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허무적

상황을 묘사하면서 허무주의를 극복하려면 인간에게 있는 가치의 새로운 척도

와 근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창조의 능력을 일깨우면 된다고 말하고 있다.39)

이렇듯 니체의 ‘신의 죽음’이 내포하는 핵심은 논리적이고 실증적인 근거를

통해 무신론을 말하고자 했던 데 있다기보다는 현대처럼 다양한 가치관이 존

38) Za, 13권, 48-49쪽.

39) ‘줄타는 광대(Seiltaenzer)’란 기존의 자명성에 대한 회의를 시도하는 사람을 말한

다. 즉 자유정신으로의 시도(“위험을 천직으로 삼아왔다”)를 하는 존재이지만 그가 뛰

어넘고자 했던 서양을 지배해왔던 모든 자명성들을 상징하는 ‘익살꾼(Possenreisser)’에

때문에 추락하고 만다. 즉 ‘줄타는 광대’는 이천년 동안의 무게와 그에게 의미 있던 것

과 대결하였지만 새로운 것을 창조할 능력이 없어서 추락한 불완전한 자유정신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에 대해 차라투스트라는 ‘줄타는 광대’의 시도를 비록 실패했지만 그

자체로 의미 있다고 평가한다(“조금도 경멸할 일이 아니지.… 그래서 나 너를 손수 묻

어줄 생각이다.” -Za, 13권, 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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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하는 세상에서 신이 없다면 그 빈자리를 무엇을 채워야할 지 고민하는 것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신을 믿지 못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허전함을 느끼는 현대

인들에게 니체는 ‘신의 죽음’이라는 명제를 통하여 새롭고 유일무이하고, 비교

불가능하고, 자기 스스로가 입법자이고, 자기 스스로를 창조하는 인간이 될 것

을 요구하고 있다. 본 연구와 관련해서도 ‘신의 죽음’ 명제는 후술하는 ‘Ⅲ. 니

체의 도덕 비판의 내용’과 관련하여 기존 도덕이 가지고 있던 절대성을 근거를

해체하는 시작점인 동시에 주인도덕에 이르는 계기로 작용하게 된다.

2. 위버멘쉬(Übermensch)

니체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행위의 지침이 될 수 있는 의미있는

가치를 만들어내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신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신이 죽

은 시대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는 전혀 다른 종류의 인간 유형이 필

요하다고 역설한다. 그러면서 니체가 제시한 새로운 인간상이 바로 ‘위버멘

쉬’40)이다.

니체 철학에 있어 ‘위버멘쉬’ 개념이 등장한 시기는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서 그 절정을 이룬다. 이 시기 이후41)에는 ‘좀 더 고급한 유형’, ‘고

귀한 유형’, ‘위대한 인간’, ‘좀 더 강한 인간’ 등의 표현으로 거의 대체된다.

그렇다면 위버멘쉬란 누구인가?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를 통해

본 위버멘쉬의 의미는 대략 다음과 같은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먼저, 위버멘쉬는 인간 존재의 의미를 사유하는 사람이다. 위버멘쉬는 나의

40) 니체철학에 있어 위버멘쉬는 허무주의 극복의 주체이자, 건강한 인간에 대한 대표

명사이다. ‘위버멘쉬’의 독일어 표현은 ‘Übermensch’이다. 이 단어는 자기 자신을 넘어

서고(übersich-hinaus-gehen), 자기 극복적(sich überwinden)인 삶을 영위하는 인간을

뜻하는 것으로서(백승영, 앞의 책(2011a), 228쪽), 초능력과 같은 특출한 능력을 가진

사람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에 ‘초인’이라는 번역어 대신 독일어 원어 발음 그대로 ‘위

버멘쉬’로 표기하겠다.

41) 『도덕의 계보』, 『선악의 저편』, 『이 사람을 보라』, 『우상의 황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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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에 대해 끊임없이 묻는다.

“나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존재가 지니고 있는 의미를 터득시키고자 한다. 그것은

위버멘쉬요, 사람이라는 먹구름을 뚫고 내리는 번갯불이다.”42)

둘째, 위버멘쉬는 본래의 자아를 찾아가기 위해 부단한 자기 극복을 추구하는

사람이다. 자기 자신의 의미를 찾아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극복

해야하기 때문이다. 인간은 현재의 상태를 넘어서서 보다 높은 단계로 극복되

어가는 과정에 처해 있다.

“나 너희에게 가르치노라. 사람은 극복되어야 할 그 무엇이다. 너희는 사람을 극복

하기 위해 무엇을 했는가? 지금까지 존재해온 모든 것들은 그들 이상의 것을 창조해왔

다. 그런데도 너희는 이 거대한 밀물을 맞이하여 썰물이 되기를 원하며 사람을 극복하

기보다는 오히려 짐승으로 되돌아가려 하는가?… 너희는 벌레에서 사람에 이르는 길을

걸어왔다. 그러나 너희는 아직도 많은 점에서 벌레다. 너희는 한때 원숭이였다. 그리고

사람은 여전히 그 어떤 원숭이보다도 원숭이다운 원숭이다.”43)

니체는 인간이 벌레(정신력의 부재를 의미함)와 원숭이(벌레보다는 낫지만 무

리지어 살기 때문에 저급한 정신력을 의미함)의 요소를 갖고 있으면 경멸될 수

밖에 없다고 하면서 비유를 통해 인간의 자기극복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인간이 자기 자신을 극복하는 것이 가능한 이유는 힘에의 의지를 갖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힘에의 의지는 그 본성상 부단한 상승 운동을 하는

데44) 인간 역시 힘에의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도 부단한 자기 극복

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니체의 생각이다.

셋째, 위버멘쉬는 자유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인간이 자기

극복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특정한 편견이나 선입견, 가치에 얽매이지 않고 기

42) Za, 13권, 29쪽.

43) Za, 13권, 16-17쪽.

44) ‘힘에의 의지’에 대해서는 후에 절을 달리하여 상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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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의 관습과 틀로부터 벗어나서 자유정신을 추구해야 하기 때문이다.

“너희가 할 수 있는 체험 가운데 더없이 위대한 것은 무엇이지? 그것은 저 위대한

경멸의 시간이렷다. 너희가 누리고 있는 행복이, 그와 마찬가지로 너희의 이성과 덕이

역겹게 느껴질 때 말이다.”45)

마지막으로 위버멘쉬는 이제까지의 단계를 뛰어넘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내는 창조자이다.

“일찍이 사람들은 먼 바다를 바라보고는 신 운운했지. 그러나 나 너희를 가르쳐 위버

멘쉬를 이야기하도록 했다.… 너희는 신을 창조할 수 있는가? 그러니 일체의 신들에

대해 침묵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위버멘쉬는 창조해낼 수 있을 것이다 .”46)

이와 같은 위버멘쉬는 지상에서 구현되어야 할 이상적 인간 유형이자 삶의

목적이다. 위버멘쉬는 매순간 실현되는 모습이기에 한번 도달했다고 해서 거기

서 끝나면 더 이상 위버멘쉬가 아니다. 즉 매순간 도달 가능하지만 또 매순간

도달 가능하지도 않은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다. 따라서 위버멘쉬를 일상적이고

구체적인 삶과 분리시켜서 미래에 언젠가 도달하게 될 모습이라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보라, 나는 너희에게 위버멘쉬를 가르치노라! 위버멘쉬가 이 대지의 의미다. 너희 의

지로 하여금 말하도록 하라. 위버멘쉬가 대지의 의미가 되어야 한다고!”47)

여기서 니체의 ‘위버멘쉬’를 보다 더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가 ‘위버멘

쉬’와 대립시키고 있는 인간 유형인 ‘종말인’48)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니

45) Za, 13권, 19쪽.

46) Za, 13권, 140쪽.

47) Za, 13권, 17-18쪽.

48) 독일어로는 Der letzte Mensch이며 인간말종, 최후인, 비천하기 짝이 없는 인간 등

으로도 번역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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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는 허무주의적 경향의 현대인(니체가 살았던 당시라는 의미)의 모습을 통해

종말인의 특징들을 발견한다.

“나 저들에게 더없이 경멸스러운 것에 대해 말하려는 것이다. 종말인이 바로 그것이

다.… 슬픈 일이다! 자기 자신을 더 이상 경멸할 줄 모르는 , 그리하여 경멸스럽기 짝

이 없는 사람의 시대가 올 것이니.… 대지는 작아졌으며 그 위에서 모든 것을 작게

만드는 저 종말인이 날뛰고 있다. 이 종족은 벼룩과도 같아서 근절되지 않는다. 종말

인이 누구보다도 오래 산다.”49)

인용문에서 보듯 니체는 종말인의 특징을 두 가지로 제시한다. 하나는 자기

자신을 경멸하지 못하는 인간이다. 즉 종말인은 자기비판력의 부재로 인해서

자신의 현 모습을 개선할 수 없고 자기극복도 불가능하다. 또 다른 특징은 모

든 것을 작게 만들어버리는 인간이다. 모든 것의 의미를 축소시키며 위대한 것

도 왜소하게 만드는 것50)이 종말인의 특징이다.

“슬픈 일이다! 사람이 더 이상 별을 탄생시킬 수 없게 될 때가 올 것이니.… 사랑이

무엇이지? 창조가 무엇이지? 동경이 무엇이지? 별은 무엇이고? 종말인은 이렇게 묻고

는 눈을 깜박인다.… ‘우리는 행복을 찾아냈다.’ 종말인들은 이렇게 말하고는 눈을 깜박

인다.”51)

종말인들은 사랑도 모르고 창조도 모르고 어떤 것들을 동경해본 적도 없다.

49) Za, 13권, 24쪽.

50) 모든 것의 의미를 축소시키는 예로 니체는 고통을 싫어하는 것(고통의 창조력을

부정함)과 회의(懷疑)정신의 부재(不在)를 든다. 원래 회의와 비판은 자유정신의 특징

으로서 창조의 힘이다. 또한 정상과 비정상의 범주는 권력의 기제라고 했던 푸코의 말

처럼 비정상과 정상은 차이는 미미하므로 정상의 범주(예:건강)에서 벗어난 비정상(예:

병)이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내는 창조의 핵심이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런데 종말인들은

현실에 안주하면서 변화를 싫어한다(“병에 걸려 신음하는 것과 의심을 품는 것이 저

들에게는 죄스러운 것이 된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아주 조심조심 걷는다.” -Za, 13권,

25쪽).

51) Za, 13권, 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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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이라는 이상을 꿈에서조차 생각하지 못한다. 그들에게는 행복이 있기 때문에

사랑, 창조, 동경, 별이라는 말에 더 이상 가슴이 뛰지 않는다.

우리의 주변에 퍼져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이런 종말인의 모습을 갖고 있지는

않은가. 적어도 니체가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를 집필할 당시의 현

대인들은 이러한 종말인의 모습을 갖고 있었다. 삶의 최고 가치와 목표였던 신

이 죽은 다음에는 지구상의 어느 것도 그들에게는 중요하지 않게 되었다. 행복

이 신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믿는 유일한 신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들은 사랑을 말하지만 정작 사랑을 할 줄 모른다. 일을 하지만 일의 보람을

알지 못한다.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로써 버는 돈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건강을 생각하지만 정작 무엇 때문에 건강이 필요한지를 모른다. 그저 행복하

기만 하면 되기 때문이다. 돈이 있으면 행복하고, 건강하면 행복하고, 재미있으

면 행복하고, 일이 있으면 행복하다. 현대인들은 행복 종교를 믿는 종말인들이

다. 종말인은 몸으로 깨닫지도, 머리로 사유하지도 않는다. 그들은 그저 행복하

게 살아갈 뿐이다.52)

이렇듯 종말인이란 세속적인 욕구만을 추구하는 나머지 자신을 극복하여 새

로운 자아를 얻으려는 욕망이 없는 사람이다. 물질적 부를 쌓아가면서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권력과 명예를 추구하면서 그것이 우리가 추구할

수 있는 마지막 가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말인에 해당하는 예라고 볼 수

있다. 이와 대립해서 니체가 신이 죽은 시대에 새로운 인간 유형으로 제시하고

자 하는 것이 위버멘쉬이다.

한편 위버멘쉬 개념은 니체철학에 있어서 ‘신체’, ‘주권적 개인’ 등의 개념과

연계되어 있다. ‘신체’는 위버멘쉬의 인식론적 및 존재론적 의미 파악에 있어

중요한 개념이며, ‘주권적 개인’은 위버멘쉬의 도덕론적 의미를 설명함에 있어

서 중요하다. 따라서 먼저 ‘신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위버멘쉬는 총체적 인간(신체, Leib)을 전제한 개념이자 신체로서의 인간의

목적이다. 즉 위버멘쉬가 될 수 있으려면 인간이 먼저 신체적 존재이어야 하고

신체적 존재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위버멘쉬 개념에 반영되어 있다. 신체

52) 이진우, 앞의 책, 235-2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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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ib)는 ‘이성’과 ‘육체’와 ‘의지’의 불가분적 총체로서, 이 세 가지 단위들이 서

로 영향을 주고받지만, 여기서 힘을 추구하는 상승의지가 이성활동과 육체활동

의 규제적 원리로 작용하는 장소다.53) 위버멘쉬의 존재론적 의미는 바로 이러

한 불가분적 통일체로서의 인간 이해에 근거한다. 니체는 기존의 인간에 대한

형이상학적 이분법을 다음과 같이 비판한다.

“너희 가운데 더없이 지혜로운 자라 할지라도 역시 식물과 유령의 불협화음이자 잡

종에 불과하다. 그렇다고 나 너희에게 유령이나 식물이 되라고 분부하고 있는 것인

가?”54)

식물(물질)은 육체를, 유령(비물질)은 정신을 상징한다. 즉 지금까지의 형이상

학적 이분법은 인간을 식물과 유령의 잡종, 서로 합해질 수 없는 것들의 합이

라고 파악해왔다는 것이다. 육체는 금욕의 대상이었고 육체가 지향하는 바들은

최대한 절제를 해야 했다. 인간의 욕구와 욕망들은 모두 절제의 대상이다. 반

면 이성의 무한한 팽창은 희망할만 한 것이었다. 니체는 이와 같은 전통적인

영-육 문제를 비난하면서 동시에 그것의 분리불가능성을 말한다. 즉 인간은 이

원론적 사유에 의해서 평가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이성적인 부분과, 육체적

인 부분, 의지적인 부분이 모두 유기적으로 결합해서 서로 떼어낼 수 없을 정

도로 얽혀있는 신체(Leib)로 새롭게 재규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불협화음이

아닌 인간 전체, 즉 신체로서의 인간만이 위버멘쉬가 될 수 있는 조건이다.55)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는 이성중심의 이분법에서 말하는 인간과

신체로서의 인간을 다음과 같이 비교하고 있다.

“신체를 경멸하는 자들에게 나 나의 말을 하련다. 저들로서는 이제와서 새로운 것을

53) 백승영, 앞의 책(2011b), 140쪽. 신체는 ‘몸’, ‘나 자신’이라고도 번역되며, 여기서 ‘의

지’란 당연히 ‘힘에의 의지’를 말한다.

54) Za, 13권, 17쪽.

55) 이성과 육체와 힘에의 의지의 결합체로서의 신체에 관련해서 니체는 ‘인간은 생리

학적 고찰의 대상이다’라는 표현까지 사용한다. 특히 니체의 후기 철학에는 생리학

(Physiologie)이라는 용어가 매우 많이 등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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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거나 전과 다른 가르침을 펼 필요가 없다. 그 대신에 자신들의 신체에게 작별을

고하고 입을 다물면 된다. 나는 신체이자 영혼이다. 어린아이는 이렇게 말한다. 어찌하

여 사람들은 어린아이처럼 이야기하지 못하는가? 그러나 깨어난 자, 깨달은 자는 말

한다. 나는 전적으로 신체일 뿐, 그 밖의 아무것도 아니며, 영혼이란 것도 신체 속에

있는 그 어떤 것에 붙인 말에 불과하다고.”56)

여기서 신체경멸자의 인간관은 이성중심적 이분법의 인간관이며 깨달은 자는

니체의 새로운 인간관(신체로서의 인간)을 말한다. 어린아이의 인간관이란 이

분법의 지속을 말하는데, 종래의 이성에 우위를 부여하는 사유방식으로부터는

탈피했지만 여전히 신체와 영혼을 분리하고 있다. 차라투스트라는 이러한 이성

중심의 인간관의 성격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신체를 경멸하는 자들이여, 너희는 너희가 저지르는 어리석음과 너희가 하는 경멸에

서조차 이렇듯 너희의 자기를 모시고 있는 것이다. 내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들의 자

기, 그가 스스로 죽기를 원하여 생에 등을 돌리고 있는 것이다. 그가 그토록 소망해

온 것, 곧 자기 자신을 뛰어넘어 창조하는 것, 그것을 더 이상 해낼 수 없기 때문이

다. 그것이 그가 가장 바라는 것이며 그의 전 열망인데도 말이다.”57)

이성중심 인간관의 발생원인은 삶에 대한 부정의식인 ‘죽기를 원하는 의지’가

발동하여 신체가 병들었기 때문이며 그 결과 자기 자신을 뛰어넘어 창조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된다.

또한 니체는 기존의 순수한 사유를 기능으로 하는 이성을 ‘작은 이성’(Die

kleine Vernunft)이라고 부르고 이와 대비시켜서 ‘이성’과 ‘육체’와 ‘의지’의 불

가분적 통일체로서의 존재방식을 갖는 신체를 ‘큰 이성’(Die große Vernunft)이

라고 부른다.58) 큰 이성은 작은 이성을 능가하는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56) Za, 13권, 51쪽.

57) Za, 13권, 53쪽.

58) “신체는 커다란 이성이며, 하나의 의미를 지닌 다양성이고, 전쟁이자 평화, 가축 떼

이자 목자이다. 형제여, 네가 “정신”이라고 부르는 너의 작은 이성, 그것 또한 너의 신

체의 도구, 이를테면 너의 커다란 이성의 작은 도구이자 놀잇감에 불과하다”(Za, 1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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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두 가지 특징은 위버멘쉬의 인식론적 의미를 구성한다. 먼저 큰 이성은 가

치의 창조자이자 해석자이며 가치 평가자59)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기존의

작은 이성 중심적인 사유방식은 작은 이성이 만들어낸 인식을 절대화시켰다.

마치 그것이 절대적인 진리인 것처럼 인간은 진리를 수호하고 진리를 위해 봉

사하는 역할에 불과하였다. 반면 큰 이성은 늘 자기 자신을 극복하는 위버멘쉬

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인식 자체도 자신의 상승적인 삶에 대한 유용성을

척도로 하여 만들어낸 것일 뿐이다. 따라서 큰 이성은 인식 그 자체를 절대화

하지 않는다. 이러한 인식적 절대주의의 극복이 큰 이성이 갖는 또 다른 특징

이다. 큰 이성은 자기가 만든 모든 것이 다 해석이며, 유용성 전략에 따라 그

때그때 만든 수단이라는 사실을 인정한다. 따라서 자신의 해석을 절대화하지

않고 독단성을 탈피한다. 자신의 한계에 대한 이와 같은 긍정은 타인의 해석에

대한 겸허한 긍정을 낳으며 거리의 파토스(Pathos der Distantz)60)를 소유할

수 있게 한다.

위버멘쉬의 도덕론적 의미는 ‘주권적 개인’61)과의 연계 속에서 파악할 수 있

다. 위버멘쉬는『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이후의 저술 특히 『도덕의

계보』나 『선악의 저편』에서는 ‘주권적 개인’이라는 표현으로 거의 대체되어

나타난다. ‘주권적 개인’은 주권성을 지닌 주인도덕의 소유자이다.

주권성은 자기입법성에서 나오는데, 자기입법성은 스스로 자신에게 명령할 수

있는 존재이기에 성립 가능한 것이다. 주권적 개인은 자기입법성의 귀결로서

자기가 만든 법칙에 스스로 복종하는 존재이기도 하다. 즉 이미 만들어진 도덕

률을 무조건적으로 추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스스로 어떻게 살 것인지를

결정하고 그 목적에 따라서 추구해야 할 도덕적인 명령과 법칙들을 스스로 만

51쪽).

59) “너희들이 세계라고 불러온 것, 그것도 너희들에 의해 먼저 창조되어야 한다. 이

세계가 너희들의 이성, 너희들의 이미지, 너희들의 의지, 너희들의 사랑 안에서 형성되

어야 한다는 말이다! 진정 너희들이 지복을 누리도록…”(Za, 13권, 141쪽).

60) ‘거리의 파토스’란 자유정신(Der freie Geist)을 의미하며, 자기 자신을 비롯해 모든

것으로부터 거리를 두게 하는 힘이고, 비판의 힘이자 자기극복의 힘이기도 하다.

61) ‘주권적 개인’에 대해서는 후에 ‘Ⅲ. 2. 3) 주권적 개인’에서 상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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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고 그것들에 스스로 복종한다. 그는 자기 자신의 상승적인 삶을 위해서 무엇

이 좋은지 나쁜지, 즉 유용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존재

이기도 하다. 따라서 주권적 개인에게 기존의 선과 악이라는 이분법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선과 악이라는 이분법은 선과 악의 본질적인 대립관계를 설정

하여 선은 악에 비해서 가치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하기 때문이다. 주

권적 개인은 새로이 무엇이 자기를 위하여 좋은 것인지, 무엇이 자기를 위해서

나쁜 것인지를 스스로 결정하는데 이것이 곧 도덕의 내용을 구성하게 된다.

“오늘날 소심하기 짝이 없는 자들은 묻는다.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러

나 차라투스트라는 유일한 자이자 첫 번째 사람으로서 묻는 바이다. 어떻게 하면 사

람은 극복될 수 있을까? 내가 마음에 두고 있는 것은 위버멘쉬다 . 내게는 그가 으

뜸가는 관심사이자 하나밖에 없는 관심사다. 내가 마음에 두고 있는 것, 그것은 여느

사람이 아니다. 이웃 사람도, 더없이 가난한 자도, 더없이 고통받고 있는 자도, 최상의

자도 아니다.”62)

위와 같은 니체의 지적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속화되고 물질주의에 경도되

어 있는 현대 사회에 요청되는 새로운 인간은 오늘은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라는 질문 대신에 자신이 누구이며, 무엇을 하고 있는지 또 어떻게 자신의 가

치를 창조할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을 극복하여 보다 높은 인간 즉

위버멘쉬를 동경하는 사람일 것이다.

인간의 이상적 삶의 모습으로서 위버멘쉬의 일차적인 의미는 ‘항상 자기 자신

을 극복하는 인간’이지만, 그 외의 의미는 이하에서 상술하는 ‘주인도덕’에서의

‘주인’, ‘주권적 개인’ 등의 의미를 차용해서 구성된다. 또한 위버멘쉬는 니체철

학의 구도상으로 데카당스와 허무주의 극복의 주체이자 건강한 인간에 대한

대표명사로 사용되는데,63) 본 연구는 ‘낙타’와 ‘사자’를 거쳐서 이룩되는 ‘어린

아이’에서 건강한 인간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고 볼 것이므로 후술하는 ‘어

62) Za, 13권, 470-471쪽.

63) 백승영, 앞의 책(2011b), 365쪽.



- 27 -

린아이’ 역시 위버멘쉬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3. 힘에의 의지

“나는 도덕을 어떤 존재의 삶의 조건이 건드려지는 가치평가의 체계로 이해한다.”64)

“우리의 가치평가나 도덕적 선의 목록은 그 자체로 어떤 가치를 갖는가? 이것이 지배

할 때 무엇이 거기서 생기는가? 누구를 위해? 무엇과 관계해서? -답변: 삶을 위해서.

그런데 삶이란 무엇인가? 여기서 ‘삶’ 개념에 대한 새롭고도 좀더 명확한 파악이 필요

하다: 삶에 대한 나의 정식: 삶은 힘에의 의지다... 도덕적 가치평가는 해석이다. 하나

의 해석방식이다. 해석 자체는 특정한 정신적 수준에 대한 징후다.”65)

“도덕적 현상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단지 이 현상들에 대한 도덕적 해석만이 있을

뿐이다. 이 해석조차 도덕 바깥에 근원을 갖고 있다.”66)

위 인용문에서 보듯이 니체는 도덕을 해석으로 정의한다. 해석은 가치평가 행

위로서, 해석으로서의 도덕은 힘에의 의지가 삶과의 연관성 속에서 활동한 결

과다. 그러므로 후술하는 ‘Ⅲ. 1. 기존 도덕에 대한 비판’과 ‘Ⅲ. 2. 니체의 새로

운 도덕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힘에의 의지라는 개념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

어야 한다. 니체에게 있어 기존 도덕은 힘에의 의지를 제대로 구현해내지 못했

기 때문에 비판의 대상이 되었고 이에 따라 힘에의 의지를 올바르게 반영하는

새로운 도덕 이론을 구성하려 하였다고 볼 수 있다.

힘에의 의지(Der Wille zur Macht)는 니체철학이 유일하게 사용하고 있는 설

명원리이며 이 개념 하나를 가지고 니체는 모든 것을 설명하고자 한다.67) 그러

64) KGW, Ⅶ 4(2), p.71.

65) N, 19권, 196-197쪽.

66) N, 19권, 182쪽.

67) “너희들은 내게 이 세계가 무엇인지 아는가?... 이 세계는 힘에의 의지다 -그 외의

다른 것이 아니다! 너희들 자체도 이 힘에의 의지다 -그 외의 다른 것이 아니다”(N,



- 28 -

나 이러한 힘에의 의지에 의한 방법적 일원론 때문에 니체 철학은 총체적 환

원주의라라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니체는 인간 내부에서 발생하는 모든 현상뿐만 아니라 인간의 모든 외적인

행위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 발생하는 정치적․사회적인 행위 더 나아가

자연세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물리적인 현상까지도 힘에의 의지로 설명한다. 그

러나 유감스럽게도 니체는 힘에의 의지에 대한 정의를 제시하지는 않는다. 대

신에 자신의 저서 곳곳에서 힘에의 의지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68)

“힘에의 의지는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마지막 사실이다”69)

“힘에의 의지. 즉 힘을 표시하려는 만족할 줄 모르는 요구 ; 혹은 창조적 충동으로

서의 힘의 사용과 행사 등등.”70)

“아펙트의 좀더 원초적인 형식… 유기체 기능 전부가 종합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일

종의 충동적 삶… 이것이 생명의 초기 형태가 아닌가?”71)

“힘에의 의지는 존재도 아니고 생성도 아니다. 오히려 파토스이며, 생성과 작용이 그

안에서 비로소 생겨나는 가장 원초적인 사실이다…”72)

이렇듯 니체는 모든 현상들을 힘에의 의지로부터 설명하려고 한다. 살아있는

모든 생명은 힘에의 의지이다.73) 힘에의 의지는 정신적이건 물질적이건 자신이

18권, 435-436쪽).

68) 정의를 내리지 않는 것이 니체의 무능력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니체 철학의 수미

일관성에 속하는 태도이다. 니체는 정의내리기, 개념만들기 등을 거부한다. 왜냐하면

어떤 것에 대한 정의를 내리게 되면 구체적인 것들이 가지고 있는 개별성과 특수성은

무시되고 공통적인 특징들만 남기 때문이다.

69) N, 18권, 504쪽.

70) N, 18권, 375쪽.

71) JGB, 14권, 66쪽.

72) N, 21권, 69쪽.

73) “생명에 의지? 나는 그것에서 항상 힘에의 의지를 발견하였다”(Za, 13권, 19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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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할 수 있는 영역을 최대한 확대하려는 충동이다.74)

이러한 힘에의 의지는 다음과 같은 본성을 지닌다.

“에너지의 단순한 불변이나 지속이 아니다. 오히려 에너지 사용의 경제적인 극대화다:

그래서 모든 힘 중심에서 나오는 강해지고자 하는 의지가 유일한 실재인 것이다 -자

기보존이 아니다. 오히려 동화이고, 주인이 되고자 하고, 더 많아지고자 하며, 더 강

해지기를 원한다.”75)

“생리학자들은 자기보존의 충동을 유기적 존재의 근본충동으로 정립하려 숙고한다.

무엇보다도 어떤 살아있는 것이 자신의 힘을 행사한다 -삶 자체는 힘에의 의지다-: 자

기보존은 단지 그것의 간접적이고도 가장 흔한 결과일 뿐이다.… 불필요한 목적론적

원리를 조심하라!”76)

주인이 되려는(Herr-werden), 좀 더 많은 것이 되려는 또는 좀 더 많은 힘을

얻고자하는(Mehr-werden), 그리고 더 강해지고자하는(Stärker-werden) 의지작

용(wollen)이 힘에의 의지가 작동하는 방식이다. 간단히 말해서 힘에의 의지는

힘을 추구하는 의지인데, 그 힘은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힘을 추구하는 의지작용이며, 만족을

모르며, 늘 현상유지를 넘어서 자기상승을 추구한다.

그런데 이러한 힘에의 의지가 인간에게 있어서는 욕망으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니체는 우리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욕망이 힘을 갖기를 바라고 자신이

힘을 가지고 있음을 느끼고 싶어 하는 욕망이라고 보고 있다.77)

주목할 것은 스스로를 ‘최초의 심리학자’78)로 규정하는 니체가 힘에의 의지를

이미 명시적으로 인간 정신의 무의식을 탐구하는 심리학, 심층심리학, 생리-심

74) 박찬국, 2008, “금욕주의와 쾌락주의를 넘어서,” 김종욱(편저),『욕망- 삶의 동력인

가 괴로움의 뿌리인가』(서울: 운주사), 195쪽.

75) N, 21권, 70-71쪽.

76) JGB, 14쪽, 31쪽.

77) 박찬국, 앞의 글, 195쪽.

78) “내 이전에 도대체 어떤 철학자가 심리학자였던가?”(EC, 15권, 46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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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학 등의 관념에 연관시켜 사유하고 있다는 점이다.79)

“심리학 전체가 지금까지 도덕적인 편견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다: 즉, 심리학은

감히 심층까지 들어가지 못했다. 내가 파악한 것처럼 심리학을 힘에의 의지의 형태론

과 발달이론으로 파악하는 것-이 점에 관해서는 그 누구도 아직 자신의 사상을 통해

언급하지 못했다.… 진정한 생리 심리학은 연구자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무의식적인 저

항과 싸워야만 한다.… 그러나 만일 누군가가 증오, 질투, 소유욕, 지배욕이라는 정서를

삶을 조건 짓는 정서라고 보고, 생명의 전체 운영에서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것으로 존

재해야만 하고, 따라서 더욱 고양되어야 하는 어떤 것으로 간주한다면,… 대담한 여행

자, 모험가에게도 더욱 심층적인 통찰의 세계가 아직 한 번도 열린 적이 없었다.”80)

따라서 인간에게 있어서 힘에의 의지는 인간 내면의 생리학적 기질이나 요소,

가령 욕망, 충동, 본능 등이라고 할 수 있으며,81) 늘 자기상승을 추구하는 힘에

의 의지의 본성상 인간은 살아있는 한 욕망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이렇게 힘에의 의지에 있어서 욕망, 충동과 같은 내면적 요소에 주목

한다면 힘에의 의지에 대한 일반적인 오해를 불식시키는 계기가 마련된다. 힘

에의 의지를 힘을 추구하는 의지로 정의할 경우 그 ‘힘’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서 상이한 해석이 존재한다.

먼저 ‘힘’을 물리적 ‘힘’이나 정치적 ‘힘’에 한정시켜 이해하는 것이다. 즉 ‘힘’

의 외면적 요소82)에만 주목하는 해석이다. 이러한 해석에 따르면 ‘힘에의 의지’

를 ‘힘을 향한 의지’로 보며, ‘의지’를 ‘무엇에 대한 의지(Wille von etwas)’로

해석하고, 그 ‘의지’를 대상(etwas)의 결핍에서 오는 것으로 이해한다. 그러나

79) 허경, 2010, “프로이트와 니체, 욕망의 ‘억압’과 ‘긍정’,”『철학연구』제41집(고려대학

교 철학연구소), 12쪽.

80) JGB, 14권, 44-45쪽.

81) 임건태, 2010, “니체의 도덕심리학적 도덕비판,”『니체연구』제21집(한국니체학회),

15쪽.

82) 통상 ‘힘’의 외면적 요소에 주목한다는 것은 ‘힘’을 작용에 대한 반작용으로 보는

것이며, 이때 그 ‘힘’의 크기는 반작용으로써 측정된다. 예컨대 내가 어떤 특정한 명령

을 내렸을 때 다른 사람들이 그대로 움직이고 행동을 한다면 나는 그들에게 ‘힘’을 행

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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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핍’된 대상을 얻는 수단으로 ‘힘’이 정의되고, 그것을 ‘의지(will)’하게 될 경

우, 결과로 나타나는 것은 그러한 대상들이나 가치에 대한 종속이다. 예컨대

한 사회에서 ‘돈’이 높이 평가되고,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결핍된 ‘돈’을 강하게

의욕한다면 대부분은 돈의 노예가 될 것이다.83)

그러나 ‘힘’의 내면적 요소에 주목한다면 ‘힘’을 가치를 만들고자 하는 의지와

욕망, 충동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니체도 ‘힘’을 이해할 때 어떤 가치를 만들고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와 욕망, 충동이라는 내면적 요소를 염두에 두고 있다.84)

여기서 ‘의지’와 ‘힘’의 관계는 마치 ‘예술가’와 ‘작품’의 관계라고 보면 된다. 예

술가는 끊임없이 작품을 만들고자 하는 운동성과 지향성을 가지고 있다. 거꾸

로 작품 속에는 예술가의 의지와 충동이 숨겨져 있다. 이 경우의 ‘힘’은 결핍된

대상을 얻는 수단으로서의 ‘힘’이 아니다. 오히려 자신을 극복하고 현재의 단계

를 넘어 새로운 단계에 이르고자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형성하는 ‘힘’이다.85)

이렇게 ‘힘’의 내면적이고 창조적인 면에 주목한다면 ‘힘에의 의지’를 단순히

정치권력을 획득하고자 하는 의지가 아니라 무엇인가를 창조할 때 필요한 것

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힘에의 의지’가 제대로 작동하는 사람은 이제까지 자

신을 속박하였던 굴레로부터 벗어나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그 가치를 통

해서 자신의 삶이 한 단계 상승될 수 있을 것이다.

도덕은 인간이 힘에의 의지를 통해 자신의 상승적 삶을 위해서 스스로 만들

어 낸 해석이고 인간은 그렇게 만들어진 해석으로서의 도덕을 바탕으로 상승

적인 삶을 계속 추구하게 된다. 그런데 니체가 보기에 플라톤 이래로 이원론이

지배한 서양의 기존 도덕은 힘에의 의지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서 나타난 해

석이라는 것이다. 즉 니체는 후에 상술하는 기존의 ‘노예도덕’을 병든 사람들이

83) 고병권, 2001,『니체-천개의 눈, 천개의 길』(서울: 소명출판), 172쪽.

84) Bernhard A, Grimm, 2002,『권력과 책임』,박규호 역(서울: 도서출판 청년정신),

254-256쪽.

85) 이렇게 ‘힘에의 의지’를 창작예술가적 기원에서 바라본다고 해석될 수 있는 니체의

표현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나 너희에게 ‘의지는 창조하는 자’라고 가르쳤다.

그렇게 함으로써 나 너희로 하여금 이 터무니없는 노래에서 벗어나도록 했다”(Za, 13

권, 237-2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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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든 해석이자 힘에의 의지를 충족시키는 병적인 형태였다고 비판하고 반면에

건강하면서도 세련되고 우아한 형태로 힘에의 의지를 실현하는 길로서 ‘주인도

덕’을 제시하였다.86)

4. 영원회귀

‘영원회귀’는 같은 것이 영원히 되돌아온다(Die ewige Wiederkehr des

Gleichen)는 뜻인데, 니체 철학에서 매우 난해한 개념 중의 하나이면서 그 적

용범위와 기능에 대한 해석들의 차이를 둘러싸고 가장 격렬한 논쟁의 대상이

되어왔다. 그러나 영원회귀 사상은 가치들이 의미를 상실하고 여러 가치들이

서로 투쟁하고 있는 시대에 어떻게 자기 자신의 가치를 창조할 수 있을 것인

가 하는 문제에 답하고자 니체가 내세운 사상 중의 하나라고 평가할 수 있다.

니체 스스로도 이 사상을 “사유 중의 사유”87)라고 말하고 있으며 『차라투스

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의 핵심 사상도 영원회귀에 있다고 보여진다.88)

니체철학에서 영원회귀 사유가 갖는 기능은 이 세계를 생성 그 자체로 설명

할 수 있다는 것과 인간에 대한 절대적 긍정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으로 말할

수 있다.89) 세계를 생성으로 설명함은 이론적인 측면에서의 기능으로 볼 수 있

고 인간에 대한 절대적 긍정은 영원회귀 사유의 실천적인 기능으로 볼 수 있

다. 영원회귀 사유의 기능을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한 이유는 니체 스스로도

영원회귀 사유를 통해서 ‘생성의 문제’와 ‘인간 존재의 가치문제’라는 두 가지

86) 박찬국, 앞의 글, 193-200쪽.

87) "Wenn du dir den Gedanken der Gedanken einverleibst, so wird er dich

verwandeln"(KGW, Ⅴ 2, p.394).

88) “오, 차라투스트라여, 그대의 짐승들은 그대가 누구이며 누구여야 하는지를 잘 알

고 있다. 보라, 그대는 영원회귀를 가르치는 스승이시다. 이제는 그것이 그대의 숙명인

것이다”(Za, 13권, 365쪽).

89) 니체철학에서의 영원회귀 사유는 허무주의 극복가능성 제시, 생기존재론의 완성,

생기의 모든 순간의 필연성과 유의미성 보장이라는 세 가지 기능을 하는 것으로 설명

되기도 한다(백승영, 앞의 책(2003), 1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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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철학적 문제에 대한 답을 동시에 구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

다.

“두 가지의 위대한(독일인에 의해 발견된) 철학적 관점들

생성과 발전의 관점

인간 삶의 가치라는 관점(독일 염세주의의 불쌍한 형식은 극복된다)

나에 의해 결정적인 방식으로 한데 모아진다

모든 것은 되어가고 영원히 다시 회귀한다

탈출은 불가능하다.”90)

먼저 영원회귀 사유의 이론적 내용을 살펴보자.

“모든 것은 가고, 모든 것은 되돌아온다. 존재의 수레바퀴는 영원히 돌고 돈다. 모든

것은 죽고, 모든 것은 다시 소생한다. 존재의 해[年]는 영원히 흐른다. 모든 것은 꺾이

고, 모든 것은 다시 이어진다. 똑같은 존재의 집이 영원히 지어진다. 모든 것은 헤어지

고, 모든 것은 다시 만나 인사를 나눈다. 존재의 수레바퀴는 이렇듯 영원히 자신에게

신실하다. 매순간 존재는 시작된다. 모든 여기를 중심으로 저기라는 공이 굴러간다. 중

심은 어디에나 있다. 영원이라는 오솔길은 굽어있다.”91)

위 인용문은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의 <건강을 되찾고 있는자>

절에서 차라투스트라의 동물들에 의해 개진된 영원회귀 사유의 이론적 내용이

다. 언뜻 보면 동일한 사물이나 동일한 사건의 영원한 회귀를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용은 그처럼 단순하지 않다. “존재의 수레바퀴”나 “존재의 해”,

“존재의 집” 등에서의 존재는 형이상학적 이분법에서의 존재가 아니라, 니체의

생기존재론92)에서의 존재로서, 생성 그 자체다. 그런데 이러한 존재의 바퀴, 존

90) N, 16권, 871쪽.

91) Za, 13권, 361쪽.

92) 생기존재론(生起存在論)이란 세계를 존재와 생성으로 이원화하였던 형이상학적 이

분법을 파괴했기 때문에 이제 ‘생성=존재’라는 등식이 성립한다는 말이다. “생성에 존

재의 성격을 각인한다-이것이 가장 최고의 힘에의 의지다. …모든 것이 회귀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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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의 해, 존재의 집이 “영원히 돌고”, “영원히 흐르며”, “영원히 지어진다”라고

차라투스트라의 짐승들은 말한다.93) 생기존재론은 니체의 반플라톤주의를 반영

한다. 플라톤에 따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그 근본을 이루고 원형

을 이루는 불변의 이데아가 있으며 존재하는 그 자체는 이데아뿐이라고 한다.

또한 플라톤의 철학은 목적론이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어떤 목적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니체는 플라톤에 반기를 든다. 이 세상은 끊임없이

형성되고 끊임없이 반복되고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이루어가는 과정이다. 또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목

적은 우리가 힘에의 의지를 통해서 창조하는 것이고 위버멘쉬의 자기극복을

통해서 끊임없이 만들어가는 것이다. 따라서 주어진 어떤 목적이란 존재하지

않는다.94) 이렇듯 영원회귀 사유는 생성만이 끊임없이 반복된다는 생기존재론

에 대한 이론적 설명을 제공한다.

차라투스트라의 동물들이 말하는 이와 같은 영원회귀의 이론적 내용에 대해

차라투스트라는 일단 긍정을 하지만95) 여기에는 영원회귀 사유가 가지고 있는

실천적 함축이 담겨 있지 못하기 때문에 ‘가상’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96)

이제 주목할 것은 영원회귀 사유가 이론적 적실성을 떠나 허무주의 극복의

가능성을 제공하는 실천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실천적 기능

으로 인해 영원회귀 사유는 ‘지금 살고 있는 이 순간에 충실하라’는 윤리적 의

은 생성의 세계가 존재의 세계에 극도로 접근하는 것이다: 고찰의 정점”(N, 19권, 380

쪽).

93) 백승영, 앞의 책(2003), 145쪽.

94) 플라톤의 철학이 존재를 추구한다는 뜻에서 'being'에 대한 탐구라면 니체는 형

성․소멸․생명을 추구한다는 뜻에서 'becoming'에 대한 탐구라고 할 수 있다.

95) “오, 어릿광대들이여, 오르골들이여! 차라투스트라는 대답하고는 빙그레 미소를 지

었다. 이레 동안에 이루어야 했던 것들인데 어찌도 그리 잘들 아는가”(Za, 13권, 361

쪽).

96) “그런데 너희는, 너희는 벌써 그 일을 리라에 맞춰 부를 노래로 만들었는가? 나 아

직도 물어뜯어 뱉은 그 일에 지치고, 내 자신을 구하는 일로 병들어 여기 누워 있거늘.

이 모든 것을 그저 보고만 있었는가? 오, 나의 짐승들이여, 잔인하기는 너희도 마찬

가지인가? 사람들이 그리하듯 너희 또한 나의 크나큰 고통을 그저 구경만 하려 했다는

말인가? 사람 이상의 잔인한 짐승은 없거늘”(Za, 13권, 36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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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영원회귀 사유의 실천적 기능이란 이 사유가 허무

주의의 극단적 상황에 대한 사유실험의 형태로 제시되었다는 것에서 비롯된

다.97)

“어느 낮이나 어느 밤에 한 악마가 가장 고독한 고독감에 잠겨 있는 네게 살며시 다

가와 다음처럼 말한다면 너는 어떻게 하겠는가: ‘네가 지금 살고 있고 과거에 살았던

이 삶을 너는 다시 한번 그리고 셀 수 없이 여러 번 살아야만 한다: 거기에는 아무 것

도 새로운 것이 없을 것이다...’ 저 사유가 너를 엄습한다면, 그것은 현재 있는 너를 변

화시킬 것이며 그리고 아마도 분쇄해버릴 것이다; 그리고 모든 일 하나하나에 대해 던

져지는 ‘너는 이것이 다시 한 번 그리고 수없이 반복되기를 원하는가?’라는 물음은 너

의 행위에 최대의 무게로 놓일 것이다.”98)

‘현재의 삶이 영원히 반복된다면 이 삶을 살아가고 싶은가’라는 니체의 영원

회귀 질문에 대해서 삶에 만족하고, 삶에서 의미를 찾고,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은 긍정적인 대답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론적으로 영원회귀는 매우 난해한 내용을 함축하고 있지만 니체가

영원회귀 사상을 통해서 추구하는 목표는 어쩌면 이와 같이 단순할지도 모른

다. 즉 이 삶에 최선을 다했다면 죽음의 순간 이 삶을 다시 살기를 원할 것이

라는 뜻이다.

사실 영원회귀 사유 그 자체는 두 가지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다. 먼저 인간을

허무적 상태에 빠뜨릴 수도 있다.

“의미도 없고 목표도 없지만 불가피하게 회귀하는, 무(無)로의 종결도 없는 그대로의

97) Alexander Nehamas도 이러한 해석에 동의한다. “내 생각에 영원회귀는 사람들이

믿고 있는 것과 달리 우주의 본질과 전혀 관계가 없는 사상이다.… 영원회귀는 세계에

대한 이론이 아니라 이상적인 삶에 대한 니체의 견해이다.… 영원회귀의 핵심은, 우리

의 삶을 다시 그대로 반복하기를 바랄만큼 현재의 삶을 긍정하면서 충실하게 살아갈

때 삶이 정당성을 가진다는 생각에 있다”(Nehamas, Alexander, 2013,『니체-문학으로

서의 삶』, 김종갑 역(고양: 연암서가), 32-33쪽).

98) FW, 12권, 314-3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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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 ‘영원회귀’. 이것이 허무주의의 극단적 형식이다: 무(‘무의미’)가 영원하다.”99)

그러나 자기긍정을 하는 인간은 영원회귀 사유를 저주가 아니라 축복으로 받

아들일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의 자신의 삶을 긍정해야만 가능하다. 영

원회귀 사유가 가지고 있는 허무주의라는 현실적 위험을 없애고 인간과 삶을

긍정하게 만드는 실천적 기능을 발휘하기 위한 조건은 바로 위버멘쉬이다.100)

인간이 위버멘쉬가 되면 즉 스스로가 자신의 삶의 창조자이고 자신의 삶에 의

미부여를 하는 사람으로 스스로를 인식하고 그렇게 살기로 실존적으로 결단하

면 허무적인 상황에서 빠져나와서 자신의 삶을 긍정하면서 살 수 있게 될 것

이다. 이렇듯 영원회귀 사유는 그 이론적 증명가능성과는 무관하게101) 위버멘

쉬로 자신을 자각하는 자의식의 변화 및 실존적 결단을 촉구하는 기능을 가지

고 있다.

어쩌면 영원회귀 사유의 결정적인 기능은 이 사유가 자신의 이론적 적절성을

증명할 수 있는지에 달려있지 않을지 모른다. 오히려 이 사유의 비이론적인

면, 즉 어떻게 이 사유가 실질적으로 기능하는지에 달려있다. 모든 것이 되돌

아온다는 사유는 인간을 기습하여 인간에게 이 사유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결

단하도록 만든다. 실존적 결단의 순간에 선 인간은 절대적인 무의미함을 경험

하여 삶에 적대적인 결정을 내리며 몰락의 길을 선택할 수 있다. 혹은 그 반대

99) N, 19권, 265-266쪽.

100) “더 이상 말하지 말라. 그대 건강을 되찾고 있는 자여, 우선 리라를, 새로운 리라

하나를 준비하라! 오, 차라투스트라여, 보라! 그대의 새로운 노래를 위해서는 새 리라

가 필요하겠기 때문이다”(Za, 13권, 364-365쪽). 여기서 ‘리라’는 악기의 일종으로서 위

버멘쉬를 상징한다. 즉 영원회귀 사유는 새로운 ‘리라’(위버멘쉬)에 의해서만 긍정적으

로 견뎌질 수 있다는 것이다.

101) 니체는 차라투스트라를 통하여 영원회귀 사유를 이론적인 내용으로 받아들이기보

다는 그것이 갖고 있는 실천적인 기능에 초점을 맞춰야한다고 말하고 있다고 해석될

수 있다(“겁먹은 손을 하고는 실 한 오라기 더듬어 찾아보려 하지 않고, 추측할 수 있

는 곳에서 추론하기를 몹시 싫어하는 것이 너희이기에, 너희에게만 내가 본 수수께끼

를, 더없이 고독한 자의 환영을 이야기하리라”-Za, 13권, 259쪽. 여기서 니체는 추측과

추론을 비유적으로 대비함으로써 차라투스트라의 환영이라는 수수께끼는 논리적 사유

가 아님을 암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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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 상황에서 절대적인 유의미성을 확보할 수도 있다. 즉 자신의 경험상황과

자신의 삶에 최대의 의미를 부여하고 삶 자체에 대해 최대의 긍정을 행할 수

있다.102) 위버멘쉬인 인간이라면 후자쪽으로 실존적 결단을 내릴 것이다.

“영원회귀라는 사유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힘-의식이 가장 극도로 상승해야

한다. 위버멘쉬를 창조하는 것으로서”103)

“자신의 힘에 확신을 가지고, 인간의 도달된 힘을 의식적 긍지를 가지고 대표하는

자... 이런 인간은 영원회귀를 어떻게 생각할까?”104)

“용기는 더없이 뛰어난 살해자다. 공격적인 용기는, “그것이 생이었던가? 좋다! 그렇

다면 다시 한번!” 이렇게 말함으로써 용기는 죽음까지 죽인다.”105)

영원회귀 사유는 세계는 생성 그 자체이고 생성만이 지속된다는 생기존재론

을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기능을 갖는다. 그러나 그것이 갖는 실천적인 기능에

도 주목해야 한다. 즉 영원회귀 사유는 순간의 필연성과 유의미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유실험으로서의 ‘너의 삶을 영원히 반복해서 살기를 원할 수 있도록 지

금 살고 있는 이 순간에 충실하라’는 윤리적인 의미를 지닌다.106) 인간이 위버

102) 백승영, 앞의 책(2003), 144-145쪽.

103) N, 17권, 296쪽.

104) N, 19권, 270쪽.

105) Za, 13권, 261쪽. 여기서 ‘용기’는 영원회귀를 축복과 긍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음

을 의미한다.

106) 영원회귀 사유의 핵심이 윤리적인데 있다고 주장한 또 다른 대표적인 학자는 들

뢰즈이다. 그에 따르면 니체의 영원회귀 사상은 하나의 우주론이기도 하지만 윤리적인

사유이기도 하다고 한다. ‘영원회귀’는 우리에게 모든 도덕으로부터 해방된 의지가 자

율에 이르기 위한 법칙을 부여한다. 즉 윤리적 사유로서 영원회귀는 의지에게 실천적

규칙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한 실천적 규칙이란 “네가 의욕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

을 그것이 영원히 회귀할 것을 의욕하는 방식으로 의욕하라”는 것이다. 이러한 규칙에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게으름, 탐욕, 비겁함, 악덕과 미덕을 의욕하더라도 그것이 영원

히 회귀하는 것도 또한 의욕하는 방식으로 그것을 의욕‘해야만 한다’. ‘반쯤 의욕함’의

세계는 제거되며, ‘한 번만’이라는 조건으로 우리들이 의욕하는 모든 것은 제거된다(박

찬국, 2012,『들뢰즈의「니체와 철학」읽기』(서울: 세창미디어), 9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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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쉬가 되면 삶의 매순간에 충실하고, 자신의 삶의 운명을 사랑하며(Amor

fati), 자신의 삶의 의미를 창조해낼 수 있기에 그런 사람은 자신의 삶이 무한

반복되어도 좋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영원회귀 사유를 동일한 사물의 영원회귀라고 오

해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영원회귀란 모든 것들이 변하지 않고 그 모습 그대

로 다시 돌아온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다.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

보면 차라투스트라의 짐승들이 영원회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는 장면이

나온다.

“보라, 그대가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 우리 알고 있으니. 만물이, 그와 더불어 우리

자신도 영원히 되돌아온다는 것이지. 우리가, 우리와 더불어 만물이 이미 무한한 횟수

에 걸쳐 존재해왔다는 것이지.”107)

영원회귀를 구체적인 사물의 영원회귀라는 의미로 말하고 있는 짐승들에 대

해 차라투스트라는 아래와 같이 판단을 보류하는데, 이는 곧 짐승들의 이러한

오해에 대한 차라투스트라의 부정적인 생각을 의미한다.

“말을 마친 짐승들은 차라투스트라가 저들에게 무슨 말을 하리라는 생각에서 조용히

기다렸다. 그러나 차라투스트라는 그들의 침묵을 듣지 않고 있었다.… 그가 그토록 조

용히 있는 것을 보자 뱀과 독수리는 그 위대한 적막을 기리고는 조심스레 물러났다

.”108)

특히 영원회귀 사유가 갖는 실천적인 기능은 후술하는 ‘낙타-사자-어린아이’

라는 정신의 변화과정에 있어 ‘사자’ 단계에서 필요하다. 본 연구는 ‘사자’ 단계

에서 윤리적인 의미로서의 영원회귀 사유가 동반되어야만 실패한 자유정신이

아닌 진정한 자유정신을 가진 ‘어린아이’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고 볼 것이다.

107) Za, 13권, 365쪽.

108) Za, 13권, 366-36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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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니체의 도덕 비판의 내용

이제 앞서 검토한 핵심 사유들을 바탕으로 니체의 도덕 비판의 내용을 본격

적으로 분석해보도록 하겠다. 그는 선과 악이라는 근본개념 대신에 좋음과 나

쁨이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해서 기존 도덕(노예도덕)과는 다른 유형의

도덕(주인도덕)을 통하여 새롭게 도덕체계를 구성해나가고자 하였다. 이하에서

는 니체가 비판하는 기존 도덕의 문제점과 그가 새롭게 제안하는 도덕론의 내

용이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본 후에 이러한 도덕 비판이 가지는 의의를 검토하

도록 하겠다.

1. 기존 도덕에 대한 비판

니체가 비판하는 기존 도덕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기에 앞서 그가 기존

의 도덕을 비판하는 방법에 대해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

니체가 도덕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사용하는 방법은 계보학(Genealogie)인데,

원래 계보학 개념은 17세기부터 이미 사용되었던 것으로, 이때 사용되었던 계

보학은 한 가족의 가계 족보를 작성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었다. 니체는 이런

계보학을 철학적 방법론으로 채택하여 족보 탐구와 유사한 방식으로 도덕 가

치의 여러 연원들과 발생(Entstehung) 조건들을 추적한다.109)

“이 도덕의 역사학자들 가운데 위세를 부리고 싶어 하는 선한 정령에게 경의를 표하

자!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들에게는 역사적 정신 자체가 결여되어 있으며, 그들이 바

로 역사의 모든 선한 정령 자체에게서 방치되어버렸다는 것은 확실하다! 그들 모두는

109) 백승영, 2005,『니체「도덕의 계보」』(서울: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철학사

상』별책 제5권 제9호), 13-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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낡은 철학자들의 관습이 그러하듯이, 본질적으로 비역사적으로 생각한다.”110)

“근면한 사람들을 위한 일언 -오늘날 도덕적인 문제를 연구하려는 자는, 넓은 영역을

개척해야 할 것이다. 여러 가지 정열들이 하나하나 고찰되고, 시대, 민족, 크고 작은 개

인을 통하여 각각 연구되지 않으면 안 된다.…… 과거, 존재에 색칠을 해왔던 모든 것

은 여전히 역사를 결하고 있다. 즉, 어디에 사랑의 역사가, 식욕과 질투와 양심과 존경

과 잔혹의 역사가 쓰여져 있는가? 법의 비교사, 형벌의 비교사조차도 아직은 부족하

다.……”111)

위 인용문에서 보듯 니체는 기존 도덕의 몰역사성을 비판하면서 도덕적 가치

자체가 생성되어 왔음을 계보학을 통해 밝히고자 하였다. 나아가 그는 이러한

계보학에 심리분석을 덧붙인다. 계보추적을 통해 도덕적 가치의 유래 및 출처

(Herkunft)를 형이상학적 상상력에 기초한 기원(Ursprung)이 아닌 그것을 만들

어낸 사람들의 심리에서 찾아내려 했기 때문이다. 후술하는 ‘복수심’, ‘원한감정’

은 이러한 심리분석에 해당한다.112)

1) 노예도덕, 선과 악

“심리학적 문제 일반에 관한 타고난 감식력을 갖춘데다가 역사적, 문헌학적으로 수련

하자 곧장 내 문제는 다른 문제로 옮겨갔다 : 인간은 어떤 조건아래 선과 악이라는 가

치 판단을 생각해냈던 것일까?”113)

110) GM, 14권, 352-353쪽.

111) FW, 12권, 76쪽.

112) 니체의 분석 방법은 심리-계보적 방법론(Die psychologisch-genelogische

Method)이라고도 불린다. 이러한 심리-계보적 방법론에 의해 니체는 서양 사유의 자

명성을 형성했던 토대가 형이상학적-도덕적-목적론적 해석의 결합체라는 것을 밝혀낸

다(백승영, 앞의 책(2011a), 120쪽).

113) GM, 14권, 3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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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체는 앞서 언급한 심리-계보적 방법론을 가지고 기존의 아무런 의구심 없

이 받아들여져 왔던 도덕 가치들의 발생 방식, 생존 방식, 존재 방식을 탐구해

나간 결과 시대와 문화마다 도덕들과 이에 따른 가치판단의 내용들이 달라지

지만114) 가치판단을 하는 양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고 있음을 발견한다.

“지금까지 지상을 지배해왔고 또 여전히 지배하고 있는 좀더 세련되지만 거친 많은

도덕을 편력하면서, 나는 어떤 특질이 규칙적으로 서로 반복되거나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다 : 결국 나는 두 가지 기본 유형이 드러났고, 하나의 근본적인 차이가 나

타났음을 알았다. 즉 주인도덕과 노예도덕이 있다.”115)

니체는 좋은 것(혹은 선한 것)의 구체적 항목들(what)이 아니라 좋은 것(혹은

선한 것)이 어떻게 규정되는가(how)에 대해서 물을 때, 노예도덕과 주인도덕이

라는 두 가지 유형의 도덕이 대비된다고 말하고 있다. 주인도덕에 대해서는 니

체의 새로운 도덕론에서 언급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노예도덕에 대해서 살펴보

기로 하겠다.

노예도덕에서 ‘노예’는 고대 신분 사회의 노예들에게서 비롯된 용어이기는 하

지만 계급적인 의미의 ‘노예’이기보다는 정신적․심리적 측면에서 노예성을 갖

고 있는 사람들, 즉 비겁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말한다. 이들은 현실적인 힘도

부족하고 정신력도 약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만들어낸 수단이 노

예도덕이라는 것이다. 직접 니체의 말을 통해 노예성을 지닌 사람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14) “모험심, 만용, 복수욕, 교활함, 약탈욕, 지배욕 같은 어떤 강력하고 위험한 충동들

은, 그것이 지금까지는 공공에 유용하다는 의미에서 존중되었을 뿐만 아니라, 크게 육

성되고 배양되어야만 했는데, 이제 그 위험성은 두배로 강하다고 느끼게 되고 점차 부

도덕한 것으로 낙인 찍혀 비난의 대상이 된다. 이제 대립적인 충동들과 경향이 도덕적

인 영예를 얻게 된다”(JGB, 14권, 158쪽). “여기 이 민족에게 선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

는 것 가운데 낳은 것이 다른 민족에게는 웃음거리와 모욕으로 폄훼되고 있는 것을 나

는 보았다. 이곳에서는 악한 것으로 불리는 많은 것들이 저곳에서는 존귀한 영예로 장

식되는 경우도 나 발견했고”(Za, 13권, 96쪽).

115) JGB, 14권, 27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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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의 두 번째 유형인 노예도덕은 사정이 다르다. 만일 박해받은자, 억압받은 자,

고통받는 자, 자유롭지 못한 자, 스스로에 대해 확신이 없는 자, 피로에 지친 자들

이 도덕을 말한다고 가정한다면, 그들의 도덕적 가치 평가의 공통점은 무엇이 될 것인

가? 아마 인간의 전체 상황에 대한 염세주의적 의혹이 표출될 것이며 인간과 그의 상

황에 유죄가 선고될 것이다. 노예의 시선은 강한 자의 덕에 증오를 품는다 : 그는 회

의하고 불신하며 , 거기서 존중되는 모든 ‘선’을 정교하게 불신한다.… 왜냐하면 노예의

사유 방식에서 선인이란 어느 경우에도 위험하지 않은 인간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

그 사람은 착하고 속기 쉽고 아마 약간은 어리석을 것이고 좋은 사람un bonhomme

이다.”116)

이러한 노예들은 아래의 인용문에서처럼 어떤 가치들을 칭송하여 ‘선(gut)’하

다고 하며, 반면 이에 대비되는 다른 가치들은 ‘악(böse)'하다고 비난한다.

“그(노예)는 강자들의 행복은 진정한 행복이 아니라고 믿고 싶어 한다. 반면에 고통받

는 자들의 괴로움을 조금이라도 덜어 주는 것들이 각광을 받고 찬양을 받게 된다. 따

라서 여기서 존중되는 것은 연민, 도움을 주는 호의적인 손, 따뜻한 마음, 인내, 근

면, 겸손 , 친밀 등이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괴로운 삶을 견뎌 나가는 데 도움이 되

며 또한 그 유일한 수단이 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노예도덕은 본질적으로 유용성에 입

각한 도덕이다. 저 유명한 ‘선’과 ‘악’의 대립 개념의 기원이 바로 여기에 있다. 노예의

느낌 속에서 권력 , 위협적인 것, 공포를 느끼게 하는 것, 세련된 것, 무시할 수 없는

강력한 힘 등은 모두 악한 것으로 비친다. 그러므로 노예 도덕에 따르면 ‘악한’ 인간이

란 공포감을 불러일으키는 인간이다.”117)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선과 악의 구체적 항목이 아니라 노예들이 선과 악

이라는 가치들을 만들어 내는 방식에 관한 것이다. 선과 악에 해당하는 구체적

인 항목들은 노예적 가치 판단 방식을 적용한 결과로써 나타난 자연스런 귀결

로 볼 수 있다.

노예들은 연약하기 때문에 강한 자들에 맞설 힘이 없으며, 싸우고자하는 의지

116) JGB, 14권, 278-279쪽

117) JGB, 14권, 27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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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무력하기까지 하다. 그런데 이들은 자신들의 무력함과 비겁함을 솔직하게

시인하려 하지 않는다. 오히려 스스로를 기만하여 자신들이 강한 자들에게 지

배당하는 것은 자신들은 평화를 사랑하는 선한 사람이지만 강한 자들이 싸움

을 좋아하는 악한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노예도덕은 ‘밖에 있는 것’, ‘다른 것’, ‘자기 자신이 아닌 것’을 부정하면서 출

발한다. 이런 부정을 통해서 선과 악에 바탕을 둔 도덕을 창조한다. 이런 창조

적인 행위는 가치를 평가하는 시선을 전도시켜서 자기 자신에게 되돌리는 대

신 반드시 밖을 향하게 한다. 노예도덕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먼저 대립

적인 토양을 필요로 한다. 노예들은 먼저 악인을 마음속에서 구상하고, 그것에

대립되는 선한 자신들을 창조한다. 따라서 노예도덕의 활동은 근본적으로 반작

용적(reactive)이다.118)

귀족적 태도는 ‘좋은(gut)’이라는 기본 개념을 먼저 자발적으로 생각해내고,

거기에서 비로소 스스로를 위하여 ‘나쁜(schlecht)’119)을 만든다. 이와 달리 노

예적 태도는 증오의 산물인 ‘악한(böse)’에서 시작하여 ‘선한(gut)’을 만들어낸

다. 귀족(주인)에게서 ‘나쁜(schlecht)’은 ‘좋은(gut)’에 따라 나오는 파생적인 것

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기이하게도 ‘악한(böse)’은 원형(das Original), 시원

(Anfang)이며, 노예도덕의 구상에 있어서 특징적인 것(die eigentlische Tat)으

로서 이것을 바탕으로 ‘선한(gut)’이 고안된다.120)

연약한 인간들은 어떻게 ‘선(gut)’을 고안하는가? 여기서 니체는 맹금(猛禽,

118) GM, 14권, 367쪽

119) GM, 14권, 367-368쪽. ‘나쁜(schlecht)’이란 ‘좋은(gut)’으로 정의한 것 말고 나머지

것, 부산물, 지엽적인 것으로서, 일종의 보색(補色)대비를 떠올리면 된다. 따라서 ‘나쁜

(schlecht)’에는 가령 그리스 귀족이 자신을 하층민과 구별하는 데 사용하는 단어였던

‘불행한’, ‘불쌍한’이라는 뜻이 담겨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비난의 의미가 없고 연민, 배

려, 관용이 혼합되어 있다.

120) 니체는 귀족적 기원을 지닌 schlecht와 증오의 산물인 böse를 대비시키면서

schlecht가 gut에 대해서 파생적인 것인 것과는 달리 böse가 gut보다 앞선 것으로 여

기는 태도에 주목한다. 그에 따르면 도덕적 세계 해석은 böse로부터 gut을 창조하는

기이한 방식에 연결된다. 따라서 귀족적 태도에서 gut이 고귀함, 강함, 지배함(좋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지만, 노예들의 전도된 기이한 방식에 의해 동일한 gut이 선량함, 겸손

함, 지배하지 않음(선함)으로 그 의미가 달라졌다는 것이다(GM, 14권, 371-37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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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ubvogeln)과 어린 양의 우화로 빗대어 설명한다.121)

맹금이 어린 양을 잡아먹는 것이 비난할 일은 아니다. 그러나 양들은 그들을

잡아먹는 맹금에게 원한을 품고 이렇게 말한다. “맹금은 사악하다. 가능한 한

맹금답지 않은 자, 아니 오히려 그 반대인 어린 양이 선한 것이 아닌가?” 그러

나 맹금은 답한다. “우리는 그들, 이 선한 어린 양들을 전혀 싫어하지 않는다.

우리는 오히려 그들을 사랑한다. 연한 양보다 맛있는 것은 없다.” 이런 사고는

맹금이 자신의 힘을 행사하는 것을 악한 것으로 보고, 이렇게 보기 위해서 양

처럼 자신의 힘을 행사하지 않는(실제로는 못하는) 것을 선한 것으로 본다. 여

기서 주체와 힘, 주체와 활동을 분리하는 양의 오류추리122)가 발동된다. 곧 맹

금은 자신이 원한다면 그 힘을 행사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추론하며, 양들 자

신은 선하기 때문에 맹금처럼 힘을 행사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해석을 고안한

다.123) 니체는 강한 것에게 강한 것으로 나타나지 않기를 요구하고, 그것이 압

박욕, 제압욕, 지배욕, 적대욕, 저항욕, 승리욕이 아니기를 요구하는 것은 마치

약한 것에게 강한 힘을 표현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모순임과 마찬가지이다. 일

정량의 힘이란 그와 같은 양의 충동, 의지, 작용이기 때문이다.124) 니체는 우리

의 언어적 습관에는 모든 작용을 작용하는 자, 즉 ‘주체’에 의해 제약된 것으로

보는 언어의 유혹이 있다고 지적한다. 예를 들어 번개를 섬광과 분리시켜 ‘번

개가 치는 것’(섬광)을 ‘번개’라는 주체의 활동이라고 보는 것이다. 니체는 이런

사고방식에 반대한다. 활동, 작용, 생성, 배후에 별개의 독립된 ‘존재’란 없다.

121) GM, 14권, 377쪽.

122) 들뢰즈는 이런 노예적 추론이 오류추리에 빠진다고 지적한다. 양은 다음과 같이

추리한다. ‘맹금은 악하다(대전제)-나는 맹금과 반대이다(소전제)-그러므로 나는 선하

다(결론)’ 여기에 어떤 오류가 있는가? 소전제에서 맹금은 자신의 힘을 행사하는 자로

여겨진다. 이때 맹금의 힘은 그 힘의 표현으로부터 분리되지 않는다. 그런데 대전제에

서는 맹금이 자신의 힘을 표현해서는 안 된다고 상정한다. 맹금은 그 힘의 효과로부터

물러서고, ‘그가 할 수 있는 것’과 분리되어 있다. 곧 그는 자신의 힘을 억제하지 않기

때문에 악하다. 이는 강한 자가 (선하기 위하여) 자신이 행위하지 않고 스스로 억제할

수 있다는 듯이 여긴다-물론 이것은 불가능하다(Deleuze, Gilles, 앞의 책, 220-222쪽).

123) 노예적 추론은 맹금의 행동에 대해 맹금이라는 주체에게 책임을 묻고자 하며, 대

신 양들 자신의 행위하지 않음을 하나의 능력으로 생각한다.

124) GM, 14권, 37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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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섬광’이라는 것, 즉 행위가 전부이고 그 밖에 다른 것을 덧붙일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노예도덕의 자기기만은 이러한 ‘약하게 되는 것이 강자의 자유

이고, 어린 양이 되는 것이 맹금의 자유’라는 사고방식에서 기인한다.

이렇듯 노예는 약함과 열등함을 탓하고 스스로 자신의 힘을 키우려고 하기보

다는 강자들이 강함을 표현하지 않고 자비와 동정을 베풀기를 바란다. 이때 자

비와 동정은 자신들의 약함을 감추고 강자들을 비난할 수 있는 훌륭한 근거가

된다.125)

2) 복수심, 원한감정

“도덕의 역사에는 어떤 힘에의 의지가 자신을 표현하고 있다. 때로는 노예와 억압받

는 자, 때로는 실패한 자와 원래 고통받는 자, 때로는 평범한 자로 하여금 자신들에게

가장 유리한 가치판단을 관철하려는 시도를 하게 하는 힘에의 의지가 말이다.… 그러

므로 (지금까지의) 도덕은 보다 높은 유형으로 만들려는 자연의 노력에 대한 반동인

것이다.… 도덕에서의 노예반란: 원한감정이 창조적이다.”126)

니체는 기존의 도덕을 계보적 방법론을 통해 추적한 결과 거기에는 복수(와

원한)의 심리가 담겨있음을 발견한다. 앞서 분석한 노예도덕이 만들어진 배경

에는 노예성을 가진 사람들의 심리가 들어있다. 노예적 심리를 가진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긍정하고 사랑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며 따라서 자신외의 다른 강

한 사람들에게 복수의 화살을 쏘아댔던 것이다. 니체는 이러한 복수심을 원한

125) “보복하지 않는 무력감은 ‘선’으로 바뀝니다. 불안한 천박함은 ‘겸허’로 바뀝니다.

증오하는 사람들에게 복종하는 것은 ‘순종’으로 바뀝니다. 약자의 비공격성, 약자가 풍

부하게 지니고 있는 비겁함 자체, 그가 문 앞에 서서 어쩔 수 없이 기다려야만 하는

것은 여기에서 ‘인내’라는 미명이 되고, 또한 저 미덕으로 불립니다. 복수할 수 없는 것

이 복수하고자 하지 않는 것으로 불리고, 심지어는 용서라고 불리기까지 할 것입니

다”(GM, 14권, 380쪽).

126) N, 19권, 406-40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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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Ressentiment)이라고 부른다. 앞서 언급한 양의 오류추리 역시 일종의 원

한(Ressentiment)의 추론이다.

연약한 자들은 강한 자들에게 맞설 만한 힘과 의지가 없다. 그런데 이들은 자

신들의 무력함을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를 기만하기 시작한다. 자신들을 괴롭힌

강자는 나쁜 자이고 잔인한 자, 음란한 자, 탐욕스러운 자, 죄 많은 자라고 공

격하고 자신들은 선하고 경건하고 축복 받을 자라고 생각하면서 자존감과 우

월 의식을 만들어낸다. 이들은 실력으로는 복수할 수 없기 때문에 상상 속에서

정신적인 복수(geistige Rache)를 함으로써 현실의 무력감을 보상받고자 한다.

이렇듯 니체는 선악을 가치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노예도덕은 약하고 무력하

고 비겁하며 자신을 긍정할 수 없는 사람들이 강하고 탁월하며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긍정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갖는 시기, 증오, 원한에서 비롯된 것이라

고 보았다.

“도덕상의 노예 반란은 원한 그 자체가 창조적이 되고, 가치를 산출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시작된다. 여기서 원한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인 반응, 즉 행위상의 반응은 거

부되어 있기 때문에 오로지 상상의 복수를 통해서만 자위하고 마는 자들의 원한이다

.”127)

노예들은 자신의 연약함과 비겁함을 솔직히 인정하는 진실성을 갖지 못하고

오히려 그러한 무력감을 선량함으로 미화하고 합리화함으로써 스스로의 부족

함을 고치고 보다 강한 인간으로 도약할 여지를 잃고 있는 것이다.

3) 절대도덕, 금욕주의적 이상

복수심과 원한 감정이 기존 도덕(노예도덕)을 발생시킨 원인적 측면에 대한

비판이라면 절대도덕은 형식적 측면에서의 비판이며 금욕주의는 기존 도덕의

127) GM, 14권, 36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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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상의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

니체에 따르면 도덕은 해석이다.128) 해석인 한에서 인간의 삶의 조건이 반영

되는 것인데, 인간의 삶은 굉장히 유동적이다. 따라서 삶의 조건 자체도 바뀔

것이며, 그렇다면 해석도 늘 상대적이고 가변적이어야 한다. 따라서 그는 도덕

에 절대성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기존 도덕을 다음과 같이 비판하였

다.

“절대적 도덕은 존재하지 않는다.”129)

“출발점은 완전히 이데올로기적이다. ‘선’과 ‘악’이 대립관계로 설정되고, 선이 악의 마

지막 뿌리까지 거부하며 저항한다는 것이 이제 논리에 맞는 것으로 간주된다.”130)

노예도덕에서의 ‘선(gut)’은 ‘왜 우리가 선한가 하면 저 악한 강한 자가 아니

기 때문이다’라는 기이한 사고방식을 통해서 얻은 것이었다. 따라서 ‘선(gut)’에

해당하는 것들은 모호하고 추상적이고 일반적이다. 왜냐하면 ‘선(gut)’의 정립

이 그 정립을 한 인간 자신에게 구체적으로 있지 않고 부정을 통해서 정립하

였기 때문이다. 노예들은 자기 자신을 긍정하지 못하기에 자신들의 상승적 삶

을 위한 가치들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형이상학적 신이나 모호한 내면의 양심

으로부터 오는 도덕적 규범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을 선이라고 생각한다. 무

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정하는 도덕규범은 신과 양심과 마찬가지로 영

원불변하며 무조건적이며 절대적인 형식을 띄었던 것이다.131)

한편 기존의 도덕은 또한 그 내용에 있어 반자연적 또는 금욕주의적이라는

문제도 안고 있었다.

128) 특히 기존의 도덕은 노예적 의식을 갖고 있던 사람들의 생존 조건으로 기능했던

해석이었다.

129) M, 10권, 161쪽.

130) N, 20권, 437쪽.

131) 아울러 니체는 선악 관념이 절대성을 가지게 된 배경에는 절대적인 선악의 도덕

규범을 이용하여 권력을 장악하려는 특정한 세력(기독교 사제들)의 음험한 동기가 작

용하고 있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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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자연적 도덕, 즉 지금까지 가르쳐지고 경외되고 설교되어온 거의 모든 도덕은 다

름아닌 삶의 본능들에 적대적이다 -그것은 삶의 본능들에 대한 때로는 은밀한, 때로

는 공공연하고도 뻔뻔스러운 매도적 유죄판결인 것이다.”132)

기존의 도덕은 인간의 자연적인 경향성(자연적 욕망)들을 모두 금욕의 대상으

로 삼았다.133) 금욕주의는 단순히 욕망들을 억압하는 것을 넘어서 욕망을 억압

하는 삶을 이상적인 삶으로 보고 욕망을 추구하면서 사는 삶은 천박하고 타락

한 삶이라고 비난한다. 니체는 이러한 금욕주의가 순수한 영혼과 천상의 삶을

영원하고 선한 것으로 보는 서양의 형이상학과 그리스도교의 이원론에 입각해

있다고 본다. 이것들은 노예적 사고방식으로서 지상의 삶과 육체적인 욕망을

무시하고 폄하하면서 지상에서의 삶을 천상으로 나아가는 과도적인 삶으로 봄

으로써 자신들의 고통과 비참한 삶에 의미를 부여하려고 한다. 이러한 자기 학

대적인 삶의 태도를 니체는 금욕주의적 이상으로 부른다.134)

“금욕주의적 삶의 경우에 있어서는, 삶이란 것은 다른 양식의 생존으로 이어지는

하나의 다리로 간주된다. 금욕주의자들은 삶을 마침내 출발점으로 다시 되돌아오게

되는 잘못된 길로써 취급하며, 행동으로써 바로잡아야 될- 우리가 반드시 바로잡아야

될 실책으로 취급한다.… 멀리 떨어진 별에서 읽어보라. 그러면 아마도… 다음과 같은

결론을 가져오리라. 즉 지구는 분명히 금욕주의적인 혹성이며, 그들 자신에 대하여, 지

구에 대하여, 모든 삶에 대하여 지극한 메스꺼움으로 가득 찬, 고통을 끼치는 것을 즐

거움으로 알면서- 아마도 이것이 그들의 유일한 즐거움이리라 -가능한 한 그들 자신

에게 많은 고통을 끼치는 , 불만에 차고 거만하고 화를 잘 내는 동물들의 피난처일 것

이라는 결론을 가져 오리라.”135)

132) GD, 15권, 109쪽.

133) 자연적 욕망들(식욕, 성욕, 명예욕 등)을 금욕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소크라테스

가 제시했고 플라톤이 명시화한 행복주의 윤리학의 기본 패턴이다. 행복주의 윤리학은

<행복=덕 있는 사람에 의해 획득될 수 있는 어떤 것, 덕 있는 사람=이성의 능력이 최

고로 발휘되어 무엇이 이성에 합치하는지 그렇지 않은 지를 잘 아는 사람>의 등식을

제시하면서 이성의 능력을 최고로 발휘하려면 그것을 막는 육체적이고 감각적인 욕망

과 욕구를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고 본다.

134) 박찬국, 앞의 글, 19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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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욕주의적 이상은 인간에게 삶에 의미를 부여하고 삶을 견디어 나갈 힘을

주었지만, 삶의 즐거움과 아름다움을 만끽하지 못하는 고통과 이보다 더 깊은,

더 유독한, 더 삶을 갉아먹는 고통을 가져왔다. 왜냐하면 금욕주의적 이상은

사람들이 삶에서 느끼는 모든 고통을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벌이라고 해석하

기 때문이다.136) 이러한 죄책감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자신의 고통을 당연한 것

으로 받아들이면서 자신을 더욱 괴롭히고 고통을 갈구하는 자학적 인간이 된

다.

“인간은 자기 생존의 의미 문제로 괴로워했다.… 인간, 이 가장 용감하고 괴로움에 익

숙한 동물은 괴로움 자체를 거부하지는 않는다. 아니 괴로움의 의미, 괴로움의 목적이

제시된다면, 인간은 괴로움을 바라고 괴로움을 찾기까지 한다.… 그런데 금욕주의적 이

상은 인간에게 하나의 의미를 주었던 것이다!… 이 금욕주의적 이상은 죄라는 관점

에서 모든 괴로움을 해석했다.… 인간적인 것에 대한 증오, 동물적인 것에 대해서는

더 한층의 증오, 물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더 한층의 증오,… 모든 가상, 변화, 생성, 죽

음, 소망, 욕망 자체에서 도망치려는 이러한 욕망, 이 모든 것이 의미하는 바는 허무에

의 의지이며 , 삶에 대한 혐오이며, 삶의 가장 근본적인 전제들에 대한 반역이다.… 인

간은 아무것도 의욕하지 않는 것보다는 오히려 허무를 의욕하고자 한다 .…”137)

금욕주의적 이상을 통해서 인간은 삶의 고통에 대한 의미를 찾았다. 이 모든

고통이 죄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삶에 대한 혐오가 시작된다. 삶에

대한 혐오는 이 세계의 무의미함 곧 허무에 대한 열망과도 같다.

4) 양심의 가책, 죄의식

니체는 노예적 도덕을 하나의 질병으로 이해한다. 질병은 건강을 어떻게 이길

135) GM, 14권, 480쪽.

136) 박찬국, 앞의 글, 195-196쪽.

137) GM, 14권, 540-5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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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을까? 그것은 질병의 어떤 적극성 때문이 아니라 건강한 자를 더 이상

건강하지 못하게 만드는 부정성 때문이다. 질병은 사람을 약하게 만들어 지배

한다.138) 니체는 금욕주의 역시 전염성을 가진 질병으로 보면서 금욕주의자는

영혼과 육체가 행복하고 건강한 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행복과 건강을 수치

스럽게 만듦으로써 삶에 대한 혐오를 고취시킨다고 한다.139) 따라서 강한 자들

에게 위험을 초래하는 것은 노예적 태도를 지닌 병든 자들이다. 이들은 죄의식

과 양심의 가책이라는 병으로 괴로워하는 인간이었다.

니체는 『도덕의 계보』제2논문에서 죄라는 개념과 양심의 가책이라는 것이

어떻게 해서 나타났는가를 추적하여, 죄(Schuld) 개념의 계보를 경제적 관계에

서 찾고 있다. 즉 죄를 의미하는 ‘Schuld’가 부채을 의미하는 ‘Schulden’에서 비

롯되었다고 보면서 ‘죄’라는 도덕개념이 지극히 물질적이고 경제적 개념으로부

터 형식상의 변형(특히 그리스도교에 있어서는 병적인 변형)을 일으킨 것이라

고 추측한다.140)

신이라는 관념의 기원을 역사적으로 고찰한 니체는 신과 인간 사이에 채권자

와 채무자의 관계가 성립한다는 것을 본다. 원래 태곳적의 종족 공동체는 자신

들이 조상의 희생과 업적으로 존재한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조상에게 제사를

지냄으로써 이러한 은혜를 보상하려고 하였다. 여기서 인간이 갖고 있는 부채

감은 아직은 도덕적 성격을 띠지 않는다. 그런데 그것이 도덕화되어 신에 대한

죄의식으로 변질되는 경우가 등장한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교다. 그리스도교

의 병든 해석은 먼저 (선악과를 따 먹은 원죄를 지은) 자신을 대속하러온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부채를 종국적으로 상환하지 못하게 된 ‘채무자-인간’을 도

덕적인 ‘죄인-인간’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도덕적인 채권자 신을 상정한 다음

138) 고병권, 앞의 책, 83쪽.

139) “그러나 영혼이나 육체에 있어서 행복하고 건전하고 강인한 자들이, 이런 식으로

그들의 행복에 대한 권리를 의심하기 시작하는 것보다 더 커다란 더 재난적인 오해는

없으리라.… 병든 자들이 건강한 자들을 병들게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틀림없이 지구

상에서 우리의 최상의 관심사이어야 할 것이다.… 건강한 자들이 병자와 바뀌지 않도

록 해야 한다는 이 모든 일이 필요하다”(GM, 14권, 490쪽).

140) 백승영, 앞의 책(2005), 7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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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반자연적이고도 금욕적인 해석 하나를 추가한다. 즉 인간의 자연성 일체

와 육체성 일체를 신적인 것에 대한 대립으로, 신의 벌로, 신에게 죄를 짓게

하는 기제로 해석해낸 것이다. 그래서 인간의 자연적 본성이 없어지지 않는

한, 인간은 구제될 수 없는 영원한 죄인으로 남게 된다.141)

“신에 대한 죄책감 : 이 사상은 인간에게는 고문의 도구가 된다. 인간은 신에게서 벗

어나기 어려운 자신의 동물적 본능으로 찾아낼 수 있는 것 중 최후의 반대의 것을 보

게 된다. 그는 이러한 동물적 본능 자체를 신에 대한 죄로 고쳐 해석한다.”142)

한편 니체에 의하면 양심의 가책(Das schlechte Gewissen)143)은 인간의 자연

적 욕구들이 내부로 방향을 돌리는 내면화(Die Verinnerlichung) 과정 때문에

발생한다고 한다.144) 양심의 가책은 동물적 충동의 내면화에 불과한 것이다.145)

주권적 개인이 양심을 통해 자기 스스로 입법하며 자기 자신이 되며 최고의

존재 가능성을 실현할 수 있는 반면에, 병든 인간들은 무리를 지어서 자기를

부정하고 죄책감을 느끼며 자신을 괴롭히는 양심의 가책에 시달린다.146) 강한

인간들과는 달리 연약한 인간들은 공격적인 충동을 외부로 발산할 용기가 없

다. 문명화에 따라 사회의 평화가 강요되었기 때문이다. 연약한 인간들은 문명

을 이룩한 외적 평화의 대가로 자신의 자연적 욕구들의 방향을 내부로 돌린다.

돌린다. 즉 약한 자들은 자기 자신을 감시하고 처벌하는 양심을 만들어 내어

141) 백승영, 앞의 책(2011b), 87쪽.

142) GM, 14권, 442쪽.

143) 니체에게 있어 ‘양심의 가책(Das schlechte Gewissen)’과 ‘양심(Gewissen)’은 다르

다. 양심은 건강한 주권적 개인의 자유의식이자 책임의식이다. 반면 양심의 가책으로서

의 양심은 심층적인 ‘병’일 뿐이다(GM, 14권, 430쪽). 주권적 개인에 대해서는 후술하

는 ‘Ⅲ. 2. 니체의 새로운 도덕론’을 참조할 것.

144) 양심의 가책의 발생에 대해서 니체는 『도덕의 계보』제2논문에서 1)부채 이론

2)내면화 이론의 형식으로 설명한다(백승영, 앞의 책(2005), 73-102쪽). 여기서는 내면

화 이론에 의한 설명만 살펴보기로 한다.

145) 백승영, 앞의 책(2005), 88쪽.

146) 김정현, 2012, “니체의 양심,” 진교훈(편저),『양심』(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192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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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공격하고 학대하기 시작하는데 이것이 양심의 가책의 탄생이었던 것이

다. 나아가 오히려 이러한 양심의 본능과 욕망에 대한 공격과 학대에서 쾌감을

느낀다.

“나는 양심의 가책을 인간이 일반적으로 경험했던 모든 변화 중에서도 가장 근본적

인 저 변화의 압력 때문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던 심각한 병이라고 간주한다.- 저 변

화란, 인간이 결국 사회와 평화의 구속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의 변화를 말

한다.… 밖으로 발산되지 않는 모든 본능은 안으로 향하게 된다.- 이것이 내면화라고

부르는 것이다.… 거칠고 자유롭게 방황하는 인간의 저 본능을 모두 거꾸로 돌려 인

간 자신을 향하게 하는 일을 해냈다. 적의, 잔인함과 박해, 습격이나 변혁이나 파괴에

대한 쾌감- 그러한 본능을 소유한 자에게서 이 모든 것이 스스로에게 방향을 돌리는

것, 이것이 ‘양심의 가책’의 기원이다.… 길들여지고자 하는 인간 자신이 양심의 가책

을 발명한다.”147)

이러한 죄의식과 양심의 가책은 모두 노예적 사고방식의 소산이다. 하지만 노

예들은 이것들을 전염병처럼 강자들에게 확산시켰다. 이것이 바로 약자인 노예

가 승리한 방식이다.148) 약자가 강해짐으로써 강자를 이겼던 것이 아니다. 약자

는 강자를 약자로 되게 함으로써(병들게 함으로써) 승리하였던 것이다. 들뢰즈

147) GM, 14권, 430쪽.

148) 이런 의미에서 노예적 사고방식의 소산인 기존의 도덕의 기능을 니체는 반자연적

‘개선’이라 부른다. “어느 시대든 사람들은 인간을 ‘개선시키기’를 원했다: 무엇보다도

이것이 바로 도덕이 의미하는 바다. 그런데 같은 단어 밑에 더없이 서로 다른 경향들

이 숨어있다. 짐승같은 인간을 길들이는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인간 종류의 사육도 개

선이라고 불리어왔다.… 성직자가 ‘개선시켜’ 길들여진 인간의 경우에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예를 들어 고귀한 게르만인을 개선시켰다. 그런데 그렇게 ‘개선’되고 수도원으

로 유혹되었던 게르만인의 나중 모습은 어떠했는가?… 그는 거기서 병들고, 움츠린 모

습으로 자기 자신에게도 악의를 품은 채 누워있었다: 삶을 향한 충동에 대한 증오에

가득차서… 그리스도교인이 되어버렸던 것이다… 생리학적으로 말하자면: 야수와 싸울

때 야수를 가장 약하게 만드는 유일한 수단은 야수를 병들게 만들어버리는 것일 수 있

다. 이점을 교회는 알고 있었던 것이다: 교회는 인간을 망쳐버리고, 약화시켰다. -하지

만 교회는 인간을 ‘개선’시켰다고 주장했다”(GD, 15권, 126-1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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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니체와 철학』에서 이렇게 약자가 승리한 역사를 다른 방식으로 해석하

고 있다. 그에 따르면 니체는 강하지 못한 자가 약자 혹은 노예가 아니라, 그

의 힘이 어떻건 그가 할 수 있는 것에서 분리된 자를 약자 혹은 노예로 부른

다고 한다. 니체에게 있어 강자와 약자는 힘과 능력의 분리 여부가 중요하다는

것이다.149)

먼저 들뢰즈는 니체가 ‘힘’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과 ‘힘에의 의지’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서로 구별하고 있다. 우선 ‘힘’ 자체도 능동적(적극적, actives)인 힘

과 반동적(반응적, réactives)인 힘으로 나눈다. 능동적인 힘과 반동적인 힘은

다음과 같은 것을 의미한다.150)

첫째로, 능동적인 힘은 정복하고 제압하며 탈취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힘이다. 반면 반동적인 힘은 기존의 가치에 순응하고 적응하는 힘이다.

둘째로, 능동적인 힘은 자신의 힘을 자발적으로 표현하려고 한다. 반면 반동

적인 힘은 능동적인 힘과 그것의 자발적인 표현을 악으로 간주하면서 그것에

대항하는 자신을 선으로 간주한다.

셋째로, 능동적인 힘은 정복하고 제압하는 자신의 성향을 당연히 옳고 정당한

것으로 보면서 자신에 대해 긍지를 갖는다. 여기서 문제되는 가치기준은 고귀

함과 비천함이다. 반면 반동적인 힘은 정복과 제압을 악으로 간주하면서 그렇

게 정복하지 않고 제압하지 않는 자신을 선으로 간주한다. 여기서 문제되는 가

치기준은 도덕적인 선과 악이다.

니체는 능동적인 힘과 반동적인 힘이 사람들의 모든 행동과 사고를 궁극적으

로 규정하고 있다고 본다.

한편 능동적인 힘은 생의 고통과 즐거움 그리고 다양성을 긍정하는 힘에의

의지에서 비롯되는 반면에, 반동적인 힘은 생의 고통과 즐거움 그리고 다양성

을 부정하는 힘에의 의지에서 비롯된 것이다.151)

그런데 그동안의 역사에서는 반동적인 힘들이 승리를 거두고 힘에의 의지에

149) Deleuze, Gilles, 앞의 책, 115-118쪽.

150) 박찬국, 앞의 책, 12-13쪽.

151) 박찬국, 앞의 책, 14쪽. 들뢰즈에 따르면 니체에게 있어서 힘에의 의지는 힘을 발

생시키는 요소이기 때문에 힘보다도 힘에의 의지가 더 근원적인 것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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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서는 부정이 승리를 거두었다. 니체는 이것을 노예들의 승리라고 부른다.

이들 연약한 자들(노예들)은 자신들의 힘을 증대시킴으로써 승리하는 것이 아

니라 강한 자들의 힘을 뺌으로써 승리한다. 다시 말해서 약한 자들은 능동적이

고 우월한 힘을 획득함으로써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강한 자들을 자신들의 허

위적인 이데올로기(예컨대 죄의식, 양심의 가책 등)에 의해서 설복하고 오염시

킴으로써 승리한다. 『도덕의 계보』에서 니체는 반동적 승리의 모습들(원한감

정, 양심의 가책, 금욕주의적 이상)을 분석하며, 반동적인 힘이 우월한 힘을 구

성함으로써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능동적인 힘을 그것이 할 수 있는

것으로부터 분리시킴으로써 승리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152)

선악의 가치판단, 원한감정, 금욕주의적 이상, 양심의 가책 등 기존 도덕의 제

모습들은 모두 삶을 부정하는 힘에의 의지에서 비롯된 반동적 힘이 승리한 것

들이다.

2. 니체의 새로운 도덕론

“도덕은 지금까지 삶을 가장 심하게 비방하는 것이었고, 삶에 독을 섞는 것이었

다.”153)

“인류를 개선한다는 신성한 구실이 삶 자체의 피를 빨아 삶을 빈혈증을 앓게 만드는

책략임을 깨닫는 것, 흡혈귀로서의 도덕... 도덕을 알아차린 자는, 신뢰받고 있고 또 신

뢰받았던 모든 가치가 무가치하다는 것도 더불어 알아차린다.”154)

“인류를 ‘개선’한다는 따위는 나는 결코 약속하지 않을 것이다.”155)

152) 박찬국, 앞의 책, 18-21쪽.

153) N, 20권, 260쪽.

154) EH, 15권, 466쪽.

155) EH, 15권, 324쪽.



- 55 -

니체는 인간을 개선시킨다는 명분하에 오히려 거꾸로 인간을 길들이고 순화

시키기에 급급했던 기존의 도덕을 비판하는 동시에 그러한 도덕을 생존 조건

으로 하여 삶을 영위했던 사람들(예컨대 그리스도교 성직자들)을 동시에 비난

한다. 기존의 도덕은 이러한 개선의 과정 속에서 인간의 자연성을 억압이나 금

욕의 대상으로 삼았던 것이다. 여기서부터 니체의 새로운 도덕론은 시작된다.

도덕의 중심에 다시 삶을 위치시키는 것, 이것을 그는 도덕적 자연주의(또는

도덕 가치의 자연적 비도덕성)라 부른다.

“원리 하나를 정식으로 만들어보겠다. 도덕에서의 모든 자연주의, 말하자면 모든 건강

한 도덕은 특정한 삶의 본능이 지배한다.”156)

“도덕적 자연주의: 표면상으로만 해방된 가치로 보이는 초자연적 도덕 가치를 그것의

‘자연본성’으로 환원한다: 즉 자신의 자연적 비도덕성으로, 자연적 유용성 등으로. 이런

고찰경향을 나는 도덕적 자연주의라고 명명하려 한다: 나의 과제는 겉보기에 해방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연 본성을 상실해버린 도덕 가치를 자신의 자연 본성으로

다시 옮기는 것이다 -즉 도덕 가치의 자연적 비도덕성으로.”157)

니체에게 비도덕성이란 도덕이라는 것이 도덕 외적인 근원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다. 도덕 외적인 근원이란 자연적 유용성을 기준으로 -힘에의 의지가 구현

해내는 상승적 삶을 위해서 무엇이 유용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기준으로- 모든

것들을 평가한다는 의미이다. 힘에의 의지가 삶의 자연적인 욕망의 다른 명칭

인 한에서 결국은 힘에의 의지에 입각한 새로운 도덕론을 만들어보겠다는 뜻

이다. 그의 새로운 도덕론에서 주인도덕은 노예도덕과 대비되는 새로운 도덕유

형론이고, 행위에서 행위자로의 전환은 심리-계보적 방법론과 더불어 도덕을

바라보는 새로운 방법이며, 주권적 개인은 주인도덕의 소유자로서 복수심을 가

진 원한인간의 대립 개념이다.

156) GD, 15권, 109쪽.

157) N, 20권, 5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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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인도덕, 좋음과 나쁨

주인도덕은 노예도덕과는 달리 좋음과 나쁨을 평가 기준으로 하는 가치관을

말한다. 주인도덕에서의 ‘주인’이 역시 신분상의 용어는 아니지만 고대 신분 사

회의 지배 계급인 군주나 귀족의 생각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158) 대

체적으로 좋음은 위대함, 강함, 용감함 등을 의미하고 나쁨은 열등함, 약함, 비

겁함 등을 뜻한다고 볼 수 있다. 주인도덕에 따르면 사람들 중에는 고귀하고

위대하며 죽음 앞에서도 명예를 지키는 좋은(gut) 자가 있는 반면에, 저속하고

비열하며 눈앞의 안락에 급급하는 나쁜(schlecht)자가 있다고 본다.159) 이러한

좋음과 나쁨에 대해 니체는 먼저 어원학적 관점에서 접근한다.

“어느 언어에서나 신분을 나타내는 의미에서의 ‘고귀한’, ‘귀족적인’이 기본 개념이며,

여기에서 필연적으로 ‘정신적으로 고귀한’, ‘귀족적인’, ‘정신적으로 고귀한 기질의’, ‘정

신적으로 특권을 지닌’ 등의 의미로서의 ‘좋음(優)’의 개념이 필연적으로 발전해 온 것

이다. 이러한 의미발전과 항상 평행하여 이루어지는 또 하나의 발전에서는 ‘비속한’,

‘천민의’, ‘저급한’이라는 개념이 결국엔 ‘나쁨(劣)’이란 개념으로 이행하도록 만든다. 후

자에 대한 가장 믿을 만한 예로서 독일어 'schlecht'를 들 수 있다.”160)

그런데 이때의 ‘나쁨’에는 아무런 비난의 의미도 들어 있지 않았으며, 단지 귀

족적인 것과 대비하여 소박한 것, 평민적인 것을 지칭했을 따름이다. ‘좋음’이

라는 규정에는 귀족적 인간들의 자기 자신에 대한 긍지가 들어 있다. 이들은

‘좋음’을 우월한 자, 명령하는 자, 지배하는 자인 자신들에게 부여했다. ‘우리’와

158) 니체가 말하는 귀족의 모델은 아가멤논, 아킬레우스, 오디세우스 등 고대 바실레

우스(basileus; 유력자, 호족)들이다.

159) “고귀한 인간들은 겁 많은 인간, 전전긍긍하는 인간, 소심한 인간, 눈앞의 이익에

만 급급한 인간, 편협하고 의심 많은 인간, 비굴한 인간, 학대를 감수하는 개 같은 인

간, 거지같은 아첨꾼, 그리고 특히 거짓말쟁이 들을 경멸한다. 평민들은 거짓말쟁이라

는 것이 모든 귀족들의 근본 신조이다. 고대 그리스 귀족들은 자신들을 지칭할 때, ‘우

리 진실한 인간들’이라는 식의 말투를 사용했다”(JGB, 14권, 275-276쪽).

160) GM, 14권, 35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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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에 대한 그리스인들의 구별은 ‘우리’161)를 좋은 인간, 예의 바른, 고상한,

잘 생긴, 올바른 정신을 가진 사람들로, ‘그들’162)을 악당, 겁쟁이, 쓸모없는 인

간들로 나누는 것이다. 그리스에서 ‘좋음’을 표현하는 단어인 ‘아가토스

(agathos)’는 좋은, 태생이 훌륭한, 온화한, 용감한, 능력 있는 등의 의미를 갖

는 것으로, 귀족 혹은 강자의 특성을 나타낸다.163)

그런데 노예도덕에서와 마찬가지로 주인도덕에서도 좋음과 나쁨의 구체적 항

목들이 무엇인가 보다는 강자가(주인이) 좋음과 나쁨으로 가치를 평가하는 방

식이 더 중요하다. 주인도덕에서의 ‘도덕’ 역시 강자의 삶의 조건이 반영된 해

석이기 때문이다. 강자의 평가방식(주인도덕)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특징을

가진다.

첫째, 강자는 ‘좋음’이란 근본 개념을 먼저 자발적으로 생각해내고 거기서 비

로소 ‘나쁨’이라는 관념을 만든다. 그래서 강자의 평가방식 속에는 부당한 왜곡

이나 복수심은 담겨있지 않다. 오히려 동정과 배려와 관용이 혼합되어 있다.164)

주인도덕에서의 좋음(gut)이란 자기 긍정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좋은 것은

현재 여기에 존재해야 하고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힘

이 강자의 능력인 것이다. 또한 좋음은 척도가 자신에게 있기 때문에 부정을

통해서 얻은 노예도덕의 선(gut)이 모호하고 추상적인 데 비해서 구체적이고

분명하다.

161) 그리스 귀족이 스스로를 지칭하는 말. estlos(진실한 자, 성실한 자).

162) 그리스 귀족이 천민들을 지칭하는 말. kakos, deilos(거짓말하는, 비겁한 자).

163) 고병권, 앞의 책, 77쪽.

164) “귀족적 평가양식의 경우에는, 사정은 그 반대이다. 그것은 자발적으로 행동하고

성장한다. 그것은 단지 자신을 보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보다 의기양양하게 긍정하기

위해서, 스스로의 대립물을 찾을 뿐이다. 귀족적 평가양식에 있어서 부정적 개념인 ‘비

천’, ‘범속’, ‘열등’은 ‘우리 고귀한 자들, 우리 월등하고 아름다우며 행복한 자들’처럼 철

두철미하게 생명과 정열로 가득 찬 그 긍정적인 기본개념에 비하면, 차후에 고안된 창

백하고 대조적인 이미지에 불과하다.… 그러나 설령 이렇게 월등한 높이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듯한 태도, 경멸하는듯한 태도가 경멸당하는 상대방의 이미지를 그릇되게

만드는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그것은 무력한 자의 복수심, 억눌린 증오심이 그

적에 대해서 가하는 위조(僞造)에 비하면 별로 심각하게 여길 만한 것이 못 된다는 점

을 알아야 한다”(GM, 14권, 367-36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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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좋음’은 ‘좋은 것’을 받는 자가 아니라 ‘좋은’ 인간들 자신에게 있다. 따

라서 강자는 끊임없이 거리두기를 시도한다(거리의 파토스, Pathos der

Distanz).165) 귀족들의 ‘거리의 파토스’는 마치 한나 아렌트(Arendt, Hannah)가

『인간의 조건』에서 고대 폴리스에서 공적 업무를 맡는다는 것의 의미를 설

명할 때와 같다. 폴리스에서 공적 업무에 종사함은 남다른 자신의 능력을 발휘

할 중요한 기회였다. 근대 정치가 될 수 있으면 합의(consensus)를 추구하려는

것과는 달리 폴리스야말로 엄청난 차이의 영역이었다.166)

셋째, 강자의 평가방식은 행위의 능동성을 강조한다. 우리는 보통 어떤 것을

안다는 것과 행위한다는 것을 나누어서 생각한다. 즉 ‘좋음’이라는 것이 따로

있고 그런 ‘좋음’을 행할 수 있느냐를 별도로 제시한다. 그러나 강자의 평가방

식 하에서 우리는 어떤 행위를 통해서만 좋음과 나쁨을 알 수 있다. 즉 ‘좋음’

이란 강자의 행위 속에서 바로 드러나는 것이다.167)

니체는 이러한 강자의 평가방식에 따라 도덕규범을 새롭게 구성하고자 하였

다. 기존의 선악의 도덕 아래에서 인간은 초월의 신이나 내면의 양심의 명령에

근거한 절대적인 도덕규범에 맹종하였다. 반면 니체의 선악의 피안(彼岸)에 서

는 도덕은 모든 것을 ‘힘에의 의지’의 관점에서 좋음과 나쁨으로 평가한다.

165) “‘좋음’이라는 판단은 ‘좋은 것’을 받았다고 표명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나오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좋은 인간들’ 자신에게 있었던 것이다. 즉 저급한 모든 사

람, 저급한 뜻을 지니고 있는 사람, 비속한 사람, 천민적인 사람들에 대비해서, 자기 자

신과 자신의 행위를 좋다고 느끼고 평가하는 고귀한 사람, 강한 사람, 드높은 사람, 높

은 뜻을 지닌 사람들에 있었던 것이다. 그들은 이러한 거리의 파토스에서 가치를 창조

하고 가치의 이름을 새기는 권리를 비로소 가지게 되었던 것이다”(GM, 14권, 353-354

쪽).

166) Arendt, Hannah, 1996,『인간의 조건』,이진우·태정호 역(서울: 한길사), 90-102쪽.

167) “‘태생이 좋은 사람’은 스스로를 ‘행복한 자’라고 느꼈다. 그들은 적의 상태를 살펴

봄으로써 인위적으로 자신들의 행복을 꾸미거나, 혹은 자신들이 행복하다고 스스로를

설득하거나 기만할(원한을 지닌 모든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그러하듯이) 필요가 없었다.

그들은 또한 원만하고 원기가 넘쳐흐르는, 따라서 필연적으로 능동적인 인간으로서 행

복이 행동과 분리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행동적인 것이 그들에게는 필연적으

로 행복의 일부였다”(GM, 14권, 36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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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것은 무엇인가? - 힘의 느낌, 힘에의 의지, 인간 안에서 힘 그 자체를

증대시키는 모든 것.

나쁜 것은 무엇인가? - 약함에서 비롯되는 모든 것.

행복이란 무엇인가? - 힘이 증대된다는 느낌, 저항이 극복되었다는 느낌.”168)

즉 니체는 끊임없이 자신을 극복하여 위대한 존재가 되고자 하는 의지를 강

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새로운 도덕규범을 창조해 나갈 것을 요구한다. 이제

도덕규범은 더 이상 절대불변의 무조건적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상승적 삶을

향한 수단에 불과하다. 이렇게 스스로 도덕규범을 창조해 나가고 자신이 창조

한 도덕규범에 책임을 지는 강자(주인, 귀족)가 니체가 말하는 위버멘쉬인 것

이다.

2) 행위에서 행위자로의 방법적 전환

서양의 전통 도덕은 선과 악의 본질적 대립 관계를 설정하는 이분법적 도덕

이었다. 도덕은 ‘힘에의 의지’의 관점에서 각 개인의 삶의 조건을 반영하여 창

조하는 것이라는 도덕에 대한 새로운 이해는 이러한 도덕적 이분법을 극복한

다. 선과 악도 단지 가치와 정도의 차이만 가질 뿐이다. 그렇다면 특정 행위의

도덕적 가치는 그 행위 자체에 있을 수 없다.169) 행위든 성향이든 모든 것은

그 자체 사실도 아니거니와, 가치 면에서는 완전히 중립적이며 공허한 것이다.

이것은 사실이라는 것은 없고, 있는 것은 현상들에 대한 해석들뿐이라는 관점

주의의 수미일관성의 표현이다.170) 따라서 행위의 상대적인 도덕적 가치는 이

제 행위 주체를 척도로 평가된다.171) 여기서 니체는 행위에서 행위자로의 방법

적 전환을 시도한다. 아래와 같은 니체의 표현에서 이러한 시도를 읽어낼 수

168) N, 20권, 521쪽.

169) 백승영, 앞의 책(2011a), 588쪽.

170) 백승영, 앞의 책(2011b), 208쪽.

171) 백승영, 앞의 책(2011a), 58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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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도덕적 사실이란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172)

“높은 자가 아래로 내려와 권력을 열망할 때, 누가 그것을 두고 병적 탐욕이라고 부

르겠는가? 참으로 그 같은 열망과 하강에는 병적인 것도 탐욕적인 것도 없거늘!”173)

“천성적으로 주인인 인간 -그런 인간이 동정을 가지고 있다면, 정말이다! 이러한 동

정은 가치가 있다.”174)

“‘자연’의 회복: 행위 그 자체란 가치 면에서는 완전히 공허하다: 누가 그 행위를 하느

냐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 동일한 ‘범죄’가 어떤 경우에는 최고의 특권이지만, 다른 경

우에는 낙인일 수 있다.”175)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그가 어떤 사람이며 다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이

다. 예컨대 명령하도록 정해져 있고 그렇게 만들어진 사람에게는 자기부정이나 겸손한

후퇴는 덕이 아니라 오히려 덕을 낭비하는 것이다.”176)

행위로부터 행위자로 초점을 변경하는 것은 도덕 문제를 다루는 니체의 고유

한 방식이며, 이것은 니체가 도덕의 구체적인 행위 목록들을 제시하는 데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던 이유이기도 하다. 그 무엇이든, 그 어떤 성향이든, 그 어떤

행위든 건강한 인간이라면, 결코 금지될 만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

다. 따라서 ‘어떤 종류의 인간이 되고자 하는가’라는 존재방식의 문제가 니체에

게는 핵심이 된다. 인간을 건강한 행위자로 고양시키는 것이 니체에게 교육적

과제가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177)

172) GD, 15권, 125쪽.

173) Za, 13권, 313쪽.

174) JGB, 14권, 309쪽.

175) N, 20권, 169쪽.

176) JGB, 14권, 20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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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권적 개인

주인도덕의 소유자는 가치의 창조자로서 스스로 자유롭게 자신의 행위를 구

성해낸다. 그런데 한편으로 우리의 도덕적 삶이 진정으로 의미 있기 위해서는

자유롭게 선택한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책임’의 문제

를 설명하기 위해 니체는 『도덕의 계보』 제2논문 2절에서 주권적 개인(das

souveraine Individuum)이라는 개념을 처음 등장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니체에 의하면 주권적 개인은 ‘자기 자신과 동일한 개체’이며, 관습의 도덕과

사회적 강제에서 다시 벗어난 개체이고, 자율적이고 초윤리적인 개체, 즉 간단

히 말해 약속할 수 있는 자기 자신의 독립적인 오래된 의지를 지닌 존재이

다.178) 이런 개인은 『도덕의 계보』 제1논문에서 제시했던 주인의식의 소유자,

강자, 귀족적 존재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으며,179) 복수심과 원한감정을 가

진 기존 도덕의 ‘노예’와는 대립적인 개념이다.

이와 같은 주권적 개인은 ‘약속 가능한 존재’라는 특성을 지닌다. 일반적인 의

미에서 약속은 강제적 행위가 아니다. 약속하는 사람이 스스로 원해서 약속하

는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약속에는 이미 ‘자유’가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니체

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고 보

지 않는다.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약속할 수 있을 것

이라고 생각하지만 니체의 생각은 다르다. 약속할 수 있음은 하나의 책임을(의

무를) 수반하는 권리이다. 약속할 수 있는 특권을 갖고 있는 존재는 실제로 약

속을 지키는 사람뿐이다. 만일 자신이 했던 약속을 실제로 지키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약속할 권리가 없는 존재이다.180) 니체는 이러한 주권적 개인의 ‘약속할

177) 백승영, 앞의 책(2011b), 209쪽.

178) GM, 14권, 397쪽.

179) 백승영, 앞의 책(2005), 71쪽.

180) 여기서 말하는 ‘약속’은 일상적 의미의 약속(예: 약속을 정하다)이 아니라 사회적

행위로서 어떤 교환 행위를 할 때 가치의 등가원칙을 지키는 것이다. 인간은 기본적으

로 가치평가를 내리는 존재이다.(해석적 존재) 그런데 해석적 존재인 인간은 늘 타자와

관계 맺는 공동체적 존재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개인들 사이의 관계는 스스로 평가

한 가치들을 서로 교환하는 경제적 행위일 것이다. 즉 힘에의 의지로부터 가치를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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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음’이라는 자유 의식 및 책임 의식을 양심이라고 부른다. 이러한 양심은

노예도덕을 탄생시켰던 ‘양심의 가책’에서 말하는 ‘양심’과는 전혀 다른 의미이

다.

“‘자유로운’ 인간, 지속적이고 좌절되지 않는 의지의 소유자는 또한 자신의 가치척도

를 지니고 있다. 자신을 기준으로 하여 타인을 바라보면서 그는 존경하기도 하고 경멸

하기도 한다. 그는 필연적으로 자신과 동등한 자들을, 강자와 신뢰할 수 있는 자들(약

속할 수 있는 자들)을 존경한다.… 또한 필연적으로 그는 지키지도 못하면서 약속하는

여윈 허풍장이들을 걷어찰 것이며, 입술에 침이 마르기도 전에 그 약속을 저버리는 거

짓말쟁이들을 회초리로 응징할 것이다. 책임이라는 이상한 특권에 대한 자랑스러운 인

식, 이 희한한 자유에 대한 의식, 자기 자신과 운명을 지배하는 이 힘에 대한 의식은,

그의 마음의 가장 깊은 밑바닥까지 침투해서 본능, 지배적인 본능이 되어 버렸다. 만일

그가 그 본능에 이름을 붙일 필요를 느낀다면, 그것을 무엇이라고 부를까? 의심할 여

지도 없이 이 주권적 개인은 그것을 그의 양심이라고 부른다.”181)

교육적 관점에서 주목할 것은 이런 주권적 개인의 형성에는 오랫동안의 엄

격한 훈육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인간은 관습의 도덕과 사회적 강제라는 의복에 힘입어 실제로 예측할 수 있게 만들

어졌다. 만일 우리가 이 거대한 과정의 종점에 서서 본다면, 즉 나무가 마침내 그 열매

를 맺고, 사회의 그 관습의 도덕이 무엇에 이르는 수단에 불과하였다는 것이 마침내

드러나는 지점에 서서 본다면, 그때 우리는 그 나무의 가장 잘 익은 열매로서 주권적

개인을 발견할 것이다. 주권적 개인은 관습의 도덕에서 다시금 해방된 개체이며, 자율

적이고 초윤리적인 개체이다.”182)

하고 등가물을 생각해내어 교환한다. 이때 주권적 개인들을 서로가 가치의 등가원칙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지킨다. 그들은 자기지배의 힘을 늘 유지하기 때문이다. 반면 병든

노예적 인간은 자기지배력이 없기 때문에 약속을 깨는 존재이다(“값을 정하고 가치를

측정하고 등가물을 생각해내며 교환하는 것-이것은 인간의 가장 오래된 사유를 이미

지배하고 있었다.… 인간이란 가치를 재고 평가하고 측정하는 존재, ‘평가하는 동물 자

체’로 묘사된다.”-GM, 14권, 412쪽 및 백승영, 앞의 책(2011b), 188쪽 참조).

181) GM, 14권, 398-39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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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적 개인 역시 관습의 도덕이라는 사회적 강제를 받고 성장한다. 그래서

니체는 사회성과 관습의 도덕이 이런 일정정도 예측(Berechnen)할 수 있는 존

재를 형성시키는 수단이라고 한다. 그러나 주권적 개인은 여기서 머무르지 않

고 더 나아가 예측 가능성을 능가하고, 예측 가능성을 반추할 수 있으며, 관습

의 도덕을 깰 수 있는 존재이기도 하다.183)

4) 새로운 도덕의 성격과 목표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의 <선사하는 덕(schenkende Tugend)에

대하여>절에서 니체는 기존의 선악의 도덕을 넘어서는 자신의 새로운 도덕이

갖는 성격을 금에 대한 비유로써 설명하고 있다.

“말해보아라. 어떻게 하여 금이 최고의 가치를 지니게 되었는가? 그것은 금이 흔하지

않기 때문이고, 용도를 따로 갖고 있지 않은데다, 빛을 내는가 하면 광채 속에서도

은은하기 때문이다. 금은 이렇듯 언제나 몸을 바쳐 베풀기만 하는 것이다. 금은 최고

의 덕의 상징으로서만 최고의 가치를 갖는다.”184)

최고의 덕으로서의 금은 먼저 용도를 따로 갖지 않는다. 정해진 절대적인 용

도가 없다. 새로운 도덕은 창조적 자기극복을 위한 수단으로 작용할 뿐이다.

새로운 도덕은 신체를 위한 것이며, 자기상승적 삶을 위한 도구이다.185) 새로운

도덕의 이와 같은 도구적 성격은 선과 악도 절대적인 고정 불변의 가치가 아

님을 암시한다.

또한 금은 늘 은은한 광채를 내며 빛을 선사한다. 새로운 도덕은 기존의 도덕

182) GM, 14권, 397쪽.

183) 백승영, 앞의 책(2005), 72쪽.

184) Za, 13권, 124쪽.

185) “그것은 우리 신체에 대한 비유요, 상승에 대한 비유다. 덕목들은 이같은 상승에

대한 비유다”(Za, 13권, 1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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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파괴하지만 힘에의 의지의 도덕186)이라는 새로운 선물을 다시금 베풀어주

었다. 이러한 기존 가치의 파괴 및 새로운 가치의 설정은 주인의식을 가진 건

전한 이기심에서 나온 행위이다. 반면에 병든 이기심은 노예의식의 발로로서

‘모든 것은 나를 위해(alles für mich)!’라고 외치며 강탈만 할 뿐 새로운 것을

베풀지 않는다.187)

이러한 최고의 덕으로서의 새로운 도덕은 “대지의 뜻에 충실하라!”는 목표를

가진다. 기존의 도덕은 초월적인 어떤 것에 철저히 연관되어 있었다. 예를 들

어 플라톤에게는 이데아가, 그리스도교 도덕 같은 경우에는 신의 계명이 곧 인

간의 도덕의 근거가 되었다. 따라서 인간의 삶이 가진 생명력과 힘에의 의지의

원천은 이 지상에서 비롯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도덕은 이 지상 것들

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너희의 덕으로 하여금 이 세상을 등지고 날아오르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며,… 내가

그리하고 있듯 날아가버린 덕으로 하여금 다시 이 대지로 돌아오도록 하라. 그렇다, 이

신체와 이 생으로 돌아오도록 하라. 돌아와 이 대지에 의미를, 하나의 인간적인(주인적

인) 의미를 부여하도록 하라!… 우리는 아직도 우연이라고 하는 저 거인에 대항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싸워나가고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난센스, 즉 무의미라는 것이 인

류를 지배해왔다. 형제들이여, 너희의 정신과 덕으로 하여금 이 대지의 뜻에 이바지하

도록 하라. 그리고 모든 사물의 가치를 새롭게 정립하도록 하라! 그러기 위해서 너희

는 투쟁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창조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188)

186) 새로운 도덕은 모든 도덕규범을 ‘힘에의 의지’의 관점에서 평가하고 ‘힘에의 의지’

를 강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모든 도덕규범들을 창조한다.

187) “진정, 이처럼 베푸는 사랑은 모든 가치를 강탈해내는 자가 되어야 한다. 나 이런

이기심을 건전하며 거룩한 것으로 기리는 바이다. 또다른 유형의 이기심이 있으니 단

지 훔치려고만 덤벼드는, 너무나도 가난하여 굶주린, 곧 병든 자들의 이기심이 바로 그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이기심 속에 도사리고 있는 도둑 같은 탐욕은 신체가 병들어

있음을 말해준다.… 그러나 퇴화하고 있는, 그리하여 고작 ‘모든 것은 나를 위해!’라고

말하는 그런 구차한 소견은 우리에게 하나의 혐오의 대상이다”(Za, 13권, 125-126쪽).

188) Za, 13권, 127-1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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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우연, 무의미, 난센스는 모두 지금까지 도덕의 근거 역할을 해왔던 초

월세계를 비꼬는 말이다. 니체는 이 세상을 등지고 초월적인 목표를 추구하지

말라고 충고한다. 우리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초월세계가 아닌 이 대지의 삶에

서 자신의 삶을 공고히 하기 위한 도덕규범을 만들어내고 그 도덕규범에 순응

하라는 것이다. 여기서의 순응은 단순히 주어진 것에 체념하듯이 따라간다는

의미가 아니다. 자신이 만들어낸 것에 대한 운명적인 사랑(Amor fati)을 가지

고 자신과 이 세계를 있는 그대로 긍정하는 것을 뜻한다.

3. 니체의 도덕 비판의 의의

니체의 기존 도덕에 대한 비판과 새로운 도덕에 대한 구상이 갖고 있는 의의

는 여러 가지 관점에서 분석할 수 있겠지만 본 연구에서는 크게 철학사 내부

에서 갖는 의의와 교육적 차원에서의 갖는 의의로 대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니체의 도덕 비판이 철학사 내부에서 갖는 의의는 이성중심주의에

대한 비판에서 찾을 것이며, 교육적 차원에서의 의의는 행위의 동기에 대한 생

리학적 접근방법으로부터 도출할 것이다.

1) 이성중심주의에 대한 비판

플라톤 대화편의『파이드로스』에는189)이성이 육체에 대해서 우위를 점하는

인간에 대한 이원론적 설명이 나타나 있다. 인간은 천상의 세계에서 신들과 함

께 살았었다. 이때의 인간은 (육체를 갖지 않은)영혼으로만 존재했으며 영혼은

189) 플라톤, 2008,『파이드로스』, 조대호 역(서울: 문예출판사), 53-89쪽.



- 66 -

이성적인 부분, 의지적인 부분, 욕구적인 부분으로 나뉜다. 이성은 의지와 욕구

라는 두 마리 말을 끄는 마부역할을 했는데, 이성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해서 마

차는 전복이 되고 천상의 세계에서 지상의 세계로 떨어졌다. 이때 레테(Lethe)

라는 망각의 강을 건너면서 인간은 육체를 가진 존재로 다시 태어나고 영혼은

이전의 천상의 세계에서의 모든 기억을 잃어버린다. 따라서 인간은 영혼이 원

래 가지고 있던 기억을 상기하면서 살아가야 한다. 그런데 이때 방해가 되는

것이 육체이다. 육체가 가지고 있는 욕망이 영혼을 훼손하면 할수록 상기는 요

원해진다. 그래서 자연스러운 육체의 욕망을 억누를수록 영혼의 이성적인 부분

들은 더 자유로워질 것이고 원래 갖고 있던 지식을 더 많이 상기할 것이다. 영

혼이 육체를 억압하는 역사가 여기서부터 시작된 것이다. 즉 인간이 인간으로

서 완전하게 되려면 육체가 영혼의 말을 들어야 한다는 이러한 사고방식은 인

간에 대한 이원론의 시작인 것이다.

그러나 니체는 앞서 위버멘쉬 개념에서 살펴보았듯이 인간을 신체(Leib)로서

파악하고자 하였다. 신체는 이성적인 부분과 육체적인 부분과 의지적인 부분의

상호 교합(交合)에 의해 만들어지는 총체적인 존재이다. 신체 개념에서는 이성

이 육체에 대해 우위를 점하거나 육체가 이성에 대한 우위를 점하는 것은 더

이상 없기 때문에 인간에 대한 이원론이 완전히 파괴되었다.190)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의 <때묻지 않은 앎에 대하여>절에서는

이성중심주의를 ‘때묻지 않은(순수한)’ 사유라고 표현하고 있다. 여기서 순수하

다는 말은 세계를 오로지 이성적-이론적 질서의 대상으로만 간주하고 정신적

인 것들 이외의 다른 것들로부터의 영향을 일체 배제한다는 의미이다. 여기서

다른 것들은 경험(에 의해 인식할 수 있는 것들), 육체의 욕망, 지상성(우리가

190) 물론 인간이 비록 이 세 가지가 얽혀있는 불가분적 존재라고는 하지만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의지라고 보는 것이 니체의 사고틀에서는 합당하다고 본다. 그것도

힘을 추구하는 힘에의 의지이다. 의지가 육체와 이성의 기능을 조절하는 것이다. 이렇

게 인간에 대한 이원론을 폐기하면서 의지 중심의 새로운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이 신체 개념이다. 왜냐하면 신체가 원하는 것도 결국은 끊임없이 자신을 극복하는 자

기 상승적인 삶이기 때문이다(의지의 규제적 역할에 대해서는 백승영, 앞의 책(2011b),

140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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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고 있는 이 세계의 것들)을 말한다. 즉 순수한 사유를 추구하는 이성중심주

의자들은 육체의 욕망, 지상성 및 경험에 대해 건강하지 않은 관계 맺음을 하

고 있다는 것이다. 니체는 이들을 수도사로서의 달로 비유한다. 달은 창조력도

없고(여성성이 없음, 낳을 수 없음), 남성성(정직성, 용기와 고귀함)도 없는 존

재다.191)

그런데 이성중심주의자는 위선자이다. 그들도 이 지상에 살고 있고, 육체를

지닌 존재이기에 사실은 지상의 것을 사랑하고 있다. 그래서 자연스러운 욕망

을 부정하기 위해 이들이 택한 방법은 금욕이며 이성을 지배수단으로 내세운

감성의 거세전략이었다. 이러한 금욕의 이면에는 수치심과 양심의 가책이라는

계보가 존재한다. 마치 수도사들이 감각적인 것, 육체의 온갖 열망들을 금욕의

대상으로 하면서도 여전히 열망하고 있기에 자신이 그것을 탐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수치스러워하고 가책을 느끼는 것처럼 말이다.

이런 종류의 사람들을 니체는 병든 원한 인간이라고 부른다. 자신 안에 있는

다양한 유형의 감각적인 쾌락, 육체적인 욕망들을 잘 제어하는 종류의 사람이

라면 그것들을 통제하고 질서를 부여해서 그것들이 자신을 해하게 못하게 할

것이다. 그렇다면 쾌락과 욕망들을 부끄러워하거나 배척하고 금욕의 대상으로

삼을 필요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자신의 욕망들을 제어하지 못하는 종류의 사

람이라면 욕망들을 멀리해야 된다고 자신을 설득할 것이며 욕망들을 통제하는

다른 수단을 찾게 될 것이다. 즉, 욕망과 충동보다 더 강력한 대적자인 이성을

요청해서 육체성을 제어하게 만든다.

“이전에 사람들은 열정에 내재된 우매 때문에 열정 자체와 투쟁했었다: 그들은 열정

의 멸절을 맹세했으며 - 옛 도덕-괴물들이 모두 열정을 죽여야 한다는 점에서 의견일

치를 보았다.… 자기 자신 안에 스스로 척도를 세우기에는 너무나 의지가 약하고 너무

나 퇴락한 자들이 욕구와 싸울 때, 그들은 거세와 멸절이라는 수단을 본능적으로 선택

191) “어젯밤, 떠오르는 달은 보면서 나는 그가 태양을 낳으려나 보다 하고 생각했었

다.… 그러나 그게 아니었다. 달이 나를 속인 것이다. 나는 달이 여인이 아니라 사내일

것이라고 믿고 싶다. 물론, 몹시 수줍어서 밤에만 돌아다니는 이 몽상가는 그다지 사내

답지가 않다”(Za, 13권, 20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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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감성에 대한 적개심, 불구대천의 적개심은 생각해볼만한 증후다.… 감각에 대

해 가장 심한 독을 품고 있는 것은 무능력자(감각적 욕구를 가지고 있지 않은 자)에

의해 말해지지 않는다. 금욕주의자들에 의해 말해지지도 않는다. 오히려 금욕주의자라

기에는 희한한 자들, 금욕주의자가 될 필요가 있던 자들이 말하는 것이다.”192)

“‘충동들이 폭군 노릇을 하려 한다: 그러니 그것보다 더 강력한, 그것에 대적적인 폭

군을 하나 고안해내지 않으면 안된다.’… 소크라테스가 했던 것처럼 이성을 폭군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면, 다른 어떤 것이 폭군이 되는 위험도 분명 결코 적지는 않을 것이

다. 그 당시에 이성성은 구조자로 여겨졌었다. 소크라테스를 모방해야만 한다. 그래서

어둠의 욕구들에 대항하여 영원한 햇빛을 창출해내지 않으면 안된다-이성의 햇빛을

…”193)

이렇듯 이성중심주의에 대한 니체의 비판은 자기 자신 안에 스스로의 척도를

가지고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신의 욕망과 감

성에 대한 불구대천의 적개심을 가지지 않으며, 따라서 그것들을 금욕의 대상

으로 상정하지도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니체의 반이성중심주의는 이성에 대한 비판에서 더 나아

가 선악의 구별 자체를 넘어서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이성중심주의에

대한 다른 비판적 입장과는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흄(Hume, David)은

이성이 단독으로 선악을 판별할 수 있는 보편적인 기능이라는 합리론적 견해

를 공격하며 이성에 대립시켜 도덕감(moral sentiment)을 선악의 근원으로 내

세웠다. 그는 선악의 구별은 도덕감이라는 감정(feeling) 또는 정서(sentiment)

에 의해 가능하며 도덕감은 보편성을 지닌 감정이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보

편타당한 도덕적 가치의 척도를 확립할 수 있다고 보았다.194) 즉 흄은 도덕감

으로써 이성을 비판하였지만 보편적인 선악의 구별 자체를 넘어선 것은 아니

었다. 도리어 도덕감이라는 경험적 원리를 발판으로 삼고 보편타당한 윤리학을

192) GD, 15권, 105-107쪽.

193) GD, 15권, 93-94쪽.

194) 김태길, 1998,『윤리학』(서울: 박영사), 58-5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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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우고자 의도하였다.

반면 니체는 기존의 도덕이 선과 악이 보완적인 가치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양자를 서로 상반된 실재로 믿고 선의 편에 서서 악한 것에 철저히 저항하도

록 요구한다고 비판한다.

“철학자에 대한 나의 요구는 다 알고 있다. 철학자는 선악을 넘어선 곳에 입장을 정

하고서 도덕적 판단이라는 환상을 짓밟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요청은 내가 처음

으로 공식화한 통찰의 소산이다. 도덕적 사실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러한

통찰의 소산이다.”195)

“나의 목표: 모든 사건들이 절대적으로 같다는 것을 증명하고, 또 도덕적 구별이라는

것도 이해당사자의 관점에 의해 만들어진 결과로서 파악할 것, 그리고 도덕적으로 칭

찬되는 것들은 본질적으로 비도덕적인 것과 같다는 것을 증명할 것.”196)

이처럼 니체는 선과 악은 보통 별개의 것으로 분류되는 경향이 있지만 양자

는 본질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이성에 의한 선악의 구별 자체가 불가능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악으로 간주된 특징도 관점이 달라지면 선이 된다고 주장하

고 있다는 점에서 이성에 대한 다른 비판적 입장과는 구별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197)

2) 도덕적 행위의 동기에 대한 생리학적 접근

공자(孔子)는 그의 어록집에서 인간이 천부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자연본성

보다는 후천적 요인이 인간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하면서 성습론(性習

論)을 제시하였다. 즉 그는 논어(論語) 양화(陽貨)편에서 “사람이 타고난 천성

195) GD, 15권, 125쪽.

196) 프리드리히 니체, 1988,『권력에의 의지』,강수남 역(서울: 청하), 183-184쪽.

197) Nehamas, Alexander, 앞의 책, 340-34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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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비슷하나 성장함에 따라 획득하게 되는 습관에 의해 많은 차이가 생긴다(性

相近也, 習相遠也)”고 하는 성습론을 내어놓았는데, 이것은 곧 사람이 생득적으

로 가지고 태어나는 천부적인 기질은 비슷하나, 사람의 성취와 습성은 다르다

는 것을 나타내는 말이다.198)

아리스토텔레스 역시 인간의 도덕적 행위의 주요한 동기를 후천적이고 환경

적인 측면에서 찾는다. 주지하다시피 그는 행복을 완전한 덕을 따른 정신의 활

동으로 보고 그러한 덕이 인간 안에 어떻게 생겨나는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덕(arete)에는 두 종류가 있다. 즉 지적인 덕과 도덕적인 덕이 있다. 지적인 덕은 대

체로 교육에 의하여 생기며, 도덕적인 덕은 습관의 결과로 생긴다. 이런 까닭에 <에티

케 ethike>(도덕적․윤리적)라는 말은 <에토스 ethos>(습관)라는 말을 조금 고쳐서 만

들어진 것이다. 이것으로 미루어 보더라도, 도덕적인 덕은 그 어느 것이나 본성적으로

우리에게 생기는 것이 아님이 분명하다. 본성적으로 존재하는 것치고 그 본성에 반대

되는 습관을 형성할 수 있는 것이란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도덕적인 덕은 먼저 실천

함으로써 비로소 덕을 얻게 되는 것이다. 옳은 행위를 함으로써 옳게 되고, 절제 있는

행위를 함으로써 절제 있게 된다. 따라서 우리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어떠한 습관을

가지는가 하는 것은 결코 사소한 차이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아주 큰 차이를 가져

오게 된다.”199)

결국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의미에서 도덕적인 행동은 후천적이며 환경적인 특

성에 해당하는 습관 내지 교육의 산물이었다.200) 그러나 니체는 인간의 도덕적

행동의 동기를 교육의 결과나 습관의 형성이 아닌 선천적이고 기질적인 부분

에서 찾는다는 점에서 공자나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점과 대비된다.201)

198) 구자억․박인숙, 1999,『중국 전통교육사상의 이해』(서울: 문음사), 13-14, 32-33

쪽.

199) 아리스토텔레스, 2008,『니코마코스 윤리학』,최명관 역(서울: 도서출판 창), 68-70

쪽.

200) 임건태, 앞의 글, 43쪽.

201) 임건태, 앞의 글, 4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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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체는 스스로를 심층심리학자로 규정하면서202) 금욕주의를 삶에 대한 불쾌

한 감정에서 비롯된다고 파악하고 금욕주의자들이 가지는 불쾌한 감정의 진정

한 원인은 생리적인데 있다고 말하고 있다.

“심리학 전체가 지금까지 도덕적인 편견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다: 즉, 심리학은

감히 심층까지 들어가지 못했다. 내가 파악한 것처럼 심리학을 힘에의 의지의 형태론

과 발달이론으로 파악하는 것-이 점에 관해서는 그 누구도 아직 자신의 사상을 통해

언급하지 못했다.… 진정한 생리 심리학Physio-Psychology은 연구자의 마음속에 존재

하는 무의식적인 저항과 싸워야만 한다.”203)

“그(금욕주의) 원인은 아마도 ‘교감신경’의 병에 있을지도 모르며, 혹은 지나친 담즙의

분비라든가, 혹은 혈액 속에서 유산이나 인산의 결핍에 있을지도 모르며, 혹은 혈액순

환을 방해하는 복부의 장애라든가, 난소의 퇴화, 그리고 기타의 것에 있는지도 모른

다.”204)

여기서 먼저 생리학(生理學, Physiologie)이란 무엇인지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

다.205) 생리학은 정신의 운동이나 감각적 자극을 인간의 몸에 내재하는 조건들

202) 무의식의 심리학으로 서술되는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이 니체의 저서에서 발견되

고 예견되고 있는 직관적 인식들을 과학적으로 전개하고 있다는 점에서 니체의 정신분

석학을 선취하고 있다고 보기도 한다(이진우, 2004, “욕망의 계보학-니체와 들뢰즈를

중심으로-,”『니체연구』제6집(한국니체학회), 122쪽).

203) JGB, 14권, 44쪽.

204) GM, 14권, 494쪽.

205) 니체의 생리학에 관한 논의는 예술적 영역과도 관련이 깊다(예술생리학

Physiologie der Kunst). “예술이 있으려면, 어떤 미적 행위와 미적 인식이 있으려면

특정한 생리적 선결조건이 필수불가결하다 : 즉 도취라는 것이. 도취는 우선 기관 전체

의 흥분을 고조시켜야만 한다 : 그러기 전에는 예술이 발생하지 않는다. 다양한 기원을

갖는 온갖 종류의 도취는 모두 예술을 발생시키는 힘을 갖추고 있다.… 도취에서 본질

적인 것은 힘이 상승하는 느낌과 충만의 느낌이다”(GD, 15권, 147쪽). 여기서 도취는

단순한 심리적 상태가 아닌 신체 전체가 느끼는 ‘쾌감’의 상태이다. 미(美)에 관한 이러

한 논의는 칸트의 미에 관한 논의(취미판단)와는 매우 다르다. 칸트는 미적인 것은 쾌

적한 것과는 구별된다고 한다. 쾌적한 것은 신체적인 감관에 만족을 주는 것이다. 마치

맛있는 음식물을 먹을 때 입과 코가 만족할 때 이는 쾌적한 것이 되는 것처럼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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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신체기관의 활동에 의한 징후로 고찰하는 것을 말한다. 니체는 도덕적 행

위의 동기 역시 단순히 감정의 상태206)나 이성적 판단207)이라는 심리적 상태뿐

만 아니라, 인간의 육체적-생리적 상태와도 관계 지으려 한다.208)

니체에게 있어서 도덕적 행위란 힘에의 의지가 유용성 전략에 입각하여 활동

한 결과물이며 따라서 도덕적 행위의 동기는 힘에의 의지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힘에의 의지는 인간에게 있어서는 욕망으로 나타나며 이러한 욕망은

감정 또는 정서보다 더 근원적인 일종의 무의식의 차원에 해당하는 충동, 본능

에 가깝다. 또한 이러한 욕망, 충동, 본능들은 신체기관의 활동과 관련이 깊으

며 선천적인 경향이 강하다. 따라서 니체가 힘에의 의지에 주목한다 함은 도덕

적 행위의 동기를 생리학적으로 고찰한다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겠다.

“우리의 도덕적인 판단들과 가치 판단들조차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생리학적

과정에 대한 영상과 상상 또는 어떤 신경의 자극을 특징짓는 일종의 습관적인 언어에

불과하다.”209)

“증대되는 신경의 힘에 근거한 도덕은 유쾌하며 소란스럽다. 이에 비해 저녁 무렵 혹

은 병자나 노인에게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감퇴되는 신경의 힘에 근거한 도덕은 수동적

그러나 미적인 것은 이와 다르다. 꽃을 보고서 그 향기에 취하여 꽃을 찬양하는 것과

그 아름다움을 보고서 찬양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 칸트에 따르면 쾌적한 것은 신체

에 관련된 관심을 갖는 가운데 성립되는 것이라고 한다(이마누엘 칸트, 2005,『판단력

비판』,김상현 역(서울: 책세상), 129-133쪽).

206) 대표적으로 흄에 따르면 선악의 구별은 이성에 유래하는 것이 아니라 도덕감

(moral sentiment)이라고 하는 일종의 감정에 유래하며, 인간은 동정심(sympathy)이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유리한 것에까지도 기쁨을 느낀다고 한다(김태길, 앞의 책,

51-71쪽).

207) 대표적으로 칸트에 따르면 도덕적 행위의 동기는 순수 이성의 사실(ein Faktum

der reinen Vernunft)로서 주어져 있는 도덕법칙에 따르려는 선의지에서 비롯되며, 선

의지에 따르는 일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자연적 경향성을 극복해야

하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따라야 하는 의무로 다가온다고 한다(박찬구, 2006,『개념과

주제로 본 우리들의 윤리학』(서울: 서광사), 117-130쪽).

208) 백승영, 앞의 책(2011a), 623쪽.

209) N, 10권, 1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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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조용하고 방관적이며 슬프고 더 나아가 음울한 경우도 드물지 않다.”210)

“육체에 대한 기독교적 해석자들.- 단지 위, 내장, 심장의 고동, 신경, 담즙, 정액에서

비롯되는 모든 것들,-즉 저 모든 불쾌감, 무기력, 과도한 긴장,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기계(육체)의 우연성 전체!-파스칼과 같은 기독교인은 이 모든 것에 대해 이 속

에 깃들어 있는 것이 신인가 악마인가, 선인가 악인가, 구원인가 저주인가 하는 질문과

함께 이 모든 것을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하나의 현상으로 받아들여야 했다!”211)

“나쁜 기질의 유래.- 많은 인간들의 기질에 포함된 올바른 판단력과 일관성의 결여

및 그들의 칠칠치 못함과 무절제함은 그의 선조들이 범해온 수많은 논리적인 부정확,

불철저, 성급한 추론의 궁극적인 결과다. 이에 반해 좋은 기질을 가진 인간들은 이성을

존중해온 신중하고 철저한 종족들의 후손들이다.”212)

위의 인용문들에서 볼 수 있듯이 니체는 이러한 생리학적인 접근을 통해 행

위의 주요한 동기라고 간주될 수 있는 것들은 생리학적 고찰의 대상으로서 선

천적이고 유전적, 기질적인 요인들 속에서 더 많이 찾을 수 있다는 가설을 제

시하고 있다.213) 앞에서도 니체는 어원학적인 관점에서 ‘선(좋음)’이란 개념은

어느 언어에서나 공통적으로 ‘정신적으로 고귀한’, ‘정신적으로 고귀한 기질의’,

‘정신적으로 특권을 지닌’이라는 의미에서 파생하였고 반면 ‘나쁨’은 ‘비속한’,

‘천한’, ‘저급한’ 등의 표현에서 파생한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니체에게 있어서

‘좋음’과 ‘나쁨’이라는 도덕적 가치와 ‘좋은’ 행동과 ‘나쁜’ 행동은 타고난 성격을

지칭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214)

인간이 도덕적으로 행동하는 과정에 대한 분석은 어느 한 측면에서만 일의적

으로 설명될 수 없다. 니체의 관점은 인간의 도덕적 행동은 선천적이고 기질적

인 동기에서 비롯되는 것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도덕적 행위의 분석에 있

210) N, 10권, 310쪽.

211) N, 10권, 96쪽.

212) N, 10권, 257쪽.

213) 임건태, 앞의 글, 43쪽.

214) GM, 14권, 35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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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교육의 결과 및 습관의 형성이라는 후천적이며 환경적인 측면만 고려한 분

석은 일정한 한계를 가질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맥락에서 도덕적 행동

에 대한 분석에서 니체적인 해석과 공자나 아리스토텔레스적인 해석은 상보적

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본다.215)

215) 임건태, 앞의 글, 43-4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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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니체의 도덕 비판의 목적

이상의 논의에서는 니체의 도덕 비판의 내용적 차원에 대한 분석이라는 틀을

가지고 그의 기존 도덕에 대한 비판과 새로운 도덕의 구상, 그리고 이러한 비

판이 갖는 의의를 살펴보았다. 이 장에서는 먼저 니체의 도덕 비판이 갖는 한

계점을 특히 도덕교육적 차원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여기서는 니체의 관점을

도덕교육의 담론으로 전적으로 수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지적할 것이다. 따

라서 니체의 도덕 비판이 도덕교육에 유용한 함의를 가질 수 있으려면 일정부

분 니체의 논의들을 재해석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러한 재해석은 니체가 도

덕을 비판한 목적을 분석함으로써 가능하다.

1. 니체의 도덕 비판이 갖는 한계

앞에서 니체의 새로운 도덕론은 행위에서 행위자로의 방법적 전환을 시도했

다고 하였다. 니체는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 무엇이 도덕적이고 도덕적이지 않

은지에 주목하지 않았다. 대신 도덕적 사실이란 없다고 하면서 도덕적인 것을

평가하는 유일한 기준은 행위자라고 하였다. 예를 들어 보통 이기적 사랑은 도

덕적이지 않고 이타적 사랑이야말로 도덕적이라고 생각하지만 니체가 보기에

는 이기적 사랑이든 이타적 사랑이든 그 자체는 도덕적인 것도 아니고 비도덕

적인 것도 아니다. 도덕이라는 것이 사실(fact)이라면 평가도 동일하게 주어져

야 하지만 도덕적 사실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특정 행위에 대한 도덕적 평가만

이 있을 뿐인데 그 평가마저도 누가 그것을 행위하는가에 따라서 달리 평가되

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A가 이타적 사랑을 하는 경우와 B가 이타적 사랑을

하는 경우가 달리 평가될 수 있다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누가’ 이타적 사랑을

하는가이다. 물론 니체의 입장에서 그 ‘누구’는 강자, 주인도덕의 소유자 또는

‘위버멘쉬’일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위버멘쉬’가 행한 행위라면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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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의 정의감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부당한 행위마저도 긍정할 수밖

에 없는 문제점을 낳을 수 있다. ‘위버멘쉬’는 어떤 상위의 법정도 가지고 있지

않은 자기 자신의 재판관이기 때문이다.216) 따라서 ‘위버멘쉬’의 행위가 항상

옳다고 보장할 수 있는 윤리적 기준이 니체철학 내에는 부재한다. 이것은 선악

의 도덕을 넘어서 사유하고 행동할 것을 요청한 니체에게는 당연한 귀결이며

이 점에서 니체는 분명히 윤리학을 미학으로 환원하고 있다.217) 즉 니체는 도

덕적 가치평가 방식 대신 다른 유형의 가치평가 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

는 것이다.

“우리는 절대적 진리를 거부하는 즉시 모든 절대적 요구를 포기해야하고 미적 판단에

머물러야 한다. 이것이 미적으로 동등한 권리를 갖는 가치평가들을 다양하게 만들어내

는 것, 이것이 과제이다. 각각의 가치평가는 각각의 개인에게 최종의 사실이고 사물의

척도가 된다.”218)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미적인 세계해명방식에 불과하다. 미학적 가치평가

방식이 기존의 도덕의 자리를 전적으로 대신할 수는 없을 것이다. 비록 어떤

사람이 ‘위버멘쉬’라 하더라도 그가 타인에 대해서 도덕적으로 우월적인 지위

를 갖는다고는 인정할 수 있을까. 예컨대 타인의 물건을 부당하게 빼앗는 착취

혹은 갈취로서의 범죄마저도 그가 ‘위버멘쉬’라는 이유로 긍정할 수 있을까. 따

라서 니체의 입장은 윤리적으로는 정당화하기 어려운 주장이며, 이에 대해서는

가령 ‘최소한 남에게 피해가 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와 같은 일정한 윤리적 제

한을 설정할 필요성이 느껴진다.219)

특히 도덕교육의 측면에서 볼 때 도덕적 가치평가 방식을 넘어 미적인 가치

평가 방식을 창조해야 한다는 니체의 입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곤란한 점

216) 프리드리히 니체, 앞의 책(『권력에의 의지』), 560쪽.

217) “도덕을 미학으로 환원하기!!!”(N, 12권, 459쪽). "Reduktion der Moral auf

Aesthetik!!!"(KSA, 9, p.471).

218) N, 12권, 459쪽.

219) 허경, 앞의 글, 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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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많다. 윤리적 기준의 부재는 ‘해야 할 바가 무엇인가?’, ‘도덕적 모범인의 구

체적인 모습은?’ 등 학교 현장에서의 실제 도덕적 물음들에 답하기 어렵게 만

든다. 비록 니체의 입장이 가치 평가 방식들의 다원성 속에서 자신만의 가치위

계질서를 정립해야만 한다는 것이기는 하지만, 이에 전적으로 의존할 경우 교

사는 학생들에게 구체적인 행위 지침을 제공할 수 없으며 학생들은 교사로부

터 도덕 문제에 대한 특정한 충고나 조언을 기대하기 힘들게 된다. 도덕적 가

치판단을 결여한 미적 가치판단은 도덕적 시비의 불확정성을 초래할 수 있으

며 특히 윤리적 기준의 부재는 구체적 의사결정을 위한 생명, 정보, 환경윤리

등 응용윤리의 영역에서 그 취약성을 드러낼 것이다.

또한 앞서 ‘Ⅲ. 3. 2) 도덕적 행위의 동기에 대한 생리학적 접근’에서 이미 분

석했듯이 니체의 입장은 인간의 행동의 동기에 있어 후천적이고 환경적인 특

성보다는 선천적이고 태생적인 측면을 강조한다. 이는 교육의 가능성을 열어놓

기보다 제한하는 논의로 흐를 수 있다. 물론 선천적이고 타고난 기질도 교육을

통해 변화될 수 있지만 이러한 변화가능성에 대한 언급이 니체의 텍스트에는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천성적으로 주인인 인간-그런 인간이 동정을 가지고 있다면, 정말이다! 이러한

동정은 가치가 있다.”220)

“‘태생이 좋은 사람 ’은 스스로를 ‘행복한 자’라고 느꼈다. …그들은 또한 원만하고 원

기가 넘쳐흐르는, 따라서 필연적으로 능동적인 인간으로서…”221)

“철학자들을 오랫동안 충분히 면밀하게 문제시하며 관찰해온 결과, 나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 우리는 의식적인 사유의 대부분도 본능의 활동으로 간주해야만 한다. 심지어

철학적인 사유의 경우조차도 그렇게 간주해야만 한다. 유전이나 ‘선천적인 것’에 대해

다시 배워왔듯이, 우리는 이 점도 다시 배워야만 한다 .… 한 철학자의 의식적인 사유

대부분은 그 자신의 본능에 의해 은밀하게 인도되며 특정한 궤도에서 움직이도록 강요

된다.”222)

220) JGB, 14권, 309쪽.

221) GM, 14권, 36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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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위의 인용문에서 보듯 니체는 천성과 본능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지나친 강조는 후천적이고 환경적인 요인을 고려한 교육적 경험의 제공

이나 습관의 형성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2. 도덕의 유익함과 해로움

위에서 윤리학을 미학으로 대체하였으며, 후천적인 교육의 가능성을 제약하는

니체의 논의들은 도덕교육의 차원에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한계를

지닌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점들을 완화하지 않은 이상 그의 논의들

을 도덕교육의 영역에서 수용하여 유의미한 시사점을 도출하기란 요원하다고

생각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과연 니체가 도덕을 비판한 목적은 어디

에 있는지의 문제로 돌아가 보자.

“마침내 새로운 요구가 들리게 된다. 이 새로운 요구, 그것을 우리는 다음처럼 말해보

자: 우리에게는 도덕 가치들을 비판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러한 가치들의 가치는 우선

그 자체로 문제시되어야만 한다...... 사람들은 이러한 가치들의 가치를 주어진 것으로,

사실로, 모든 문제제기를 넘어서 있는 것으로 받아들였다.”223)

“심리학적 문제 일반에 관한 타고난 감식력을 갖춘데다가 역사적, 문헌학적으로 수련

하자 곧장 내 문제는 다른 문제로 옮겨갔다 : 인간은 어떤 조건아래 선과 악이라는 가

치 판단을 생각해냈던 것일까? 그리고 그 가치 판단들 자체는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이제까지 인간의 성장을 저지했던 것일까 아니면 촉진했던 것일

까? 그것은 삶의 위기와 빈곤, 퇴화의 징조인가? 아니면 반대로 거기에는 삶의 충만함,

힘, 의지가, 그 용기와 확신이, 그 미래가 나타나 있는가?”224)

222) JGB, 14권, 18쪽.

223) GM, 14권, 344-345쪽.

224) GM, 14권, 340-3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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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뢰즈가 『니체와 철학』에서 니체의 위대함이 철학에 가치를 도입한데 있

다고 지적했듯이225) 니체는 도덕문제를 도덕의 ‘가치’에 대한 문제로 전환시켜

서 도덕 가치들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묻는다. 즉 무엇이 선이고 악

인지를 직접적으로 다루기보다 선과 악이라고 불리는 것들이 어떤 의미와 가

치를 갖느냐(가치의 가치)를 다룬다. 즉 기존에 도덕이라고 불렸던 것들이 과

연 삶에 대해 어떤 가치를 갖고 있었는가에 집중한다. 그 결과 기존의 도덕은

인간의 삶에 해로움을 가져왔다고 평가한다. 도덕의 해로움이란 특별하고 위대

한 인간이 되려는 의지를 부정하고 모든 사람들을 획일화, 평균화, 대중화한

것에 기인한다. 즉 니체는 선악의 도덕이 그동안 인간의 사회성을 함양하는 데

많은 기여를 했으나 새로운 시도나 실험 정신, 상상력, 창조적인 자세, 차이에

대한 존중, 다원적인 시각을 억압하고 순응주의, 평균화, 획일화, 전체화를 조

장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니체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써 윤리학을 미학으로 환원하는 방법을 택했다. 즉 선악의 구분, 의무

와 규칙의 준수라는 도덕이 인간의 삶에 적합한 가치 판단방식인지를 물으며

도덕을 넘어서 사유하고 행동할 것을 주장하였다. 미적 가치판단 방식에서 중

요한 것은 새로운 가치의 창조, 과감성, 도전정신, 창의력,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 자신에 대한 자부심, 끊임없는 자기극복 등이며 이러한 미적 가치판단

방식이 인간의 삶에 유익하다는 것이다.226)

그러나 윤리학을 미학으로 대체하는 니체의 새로운 도덕은 어떤 가치를 갖는

가? 미적 가치판단 방식은 인간의 삶에 전적으로 유익할까? 니체는 스스로

“과잉이 원인인가 결핍이 원인인가?”라고 묻고 있다. 걱정해야 할 것은 도덕적

삶의 과잉이 아니라 미적인 삶의 결핍이다.227) 도덕적 삶을 미적인 삶으로 대

체하고자 할 경우 이는 미적인 삶의 또 다른 과잉을 가져올 것이다. 니체는 스

스로 병과 건강을 정상적 현상의 균형이나 조화의 문제로 설명한다.228)

225) “니체의 가장 일반적인 기획은 철학에 의미sens와 가치의 개념을 도입하는 데 있

다”(Deleuze, Gilles, 앞의 책, 15쪽).

226) 이상엽, 2009, “니체의 도덕비판,”『한국철학논집』제19집(한국철학회), 95-98쪽.

227) 고병권, 앞의 책, 6쪽.

228) 김정현, 2006,『니체, 생명과 치유의 철학』(서울: 책세상), 38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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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과 병은, 옛날의 의사나 오늘날의 일부 임상의가 믿듯이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

아니다.… 사실 건강과 병이라는 삶의 두 양식 사이에는 단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이다 : 정상적인 현상들의 과장, 불균형, 부조화가 병적 상태를 구성하는 것이다. 베

르나르Claud Bernard”229)

이에 따르면 미적인 삶의 과잉은 병적 상태를 초래하고 이는 오히려 인간의

삶에 해로울 것이다. 따라서 삶에 유익한 가치평가 방식은 미적인 논의에서 윤

리적인 논의를 전적으로 배제하는 맥락으로 이해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현재의

탈근대적 삶의 현실에서 서로 다른 욕구와 가치들이 병존하고 사람들은 저마

다의 도덕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날 경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공통분모로써 가치판단의 척도를 찾아내기 힘들다고 하여 선

악의 도덕이 인간의 삶에 적합한 가치판단의 방식이 아니라고230)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니체는 도덕 비판의 목적을 기존 도덕이 인간의 삶에 해로운 결과를 초래하

였기 때문에 도덕을 미학으로 환원함으로써 삶에 유익한 가치평가 방식을 찾

고자 하는데 두었다. 그러나 그의 병과 건강에 관한 통찰을 고려할 때 미적 가

치평가 방식과 윤리적 가치평가 방식이 균형을 이루는 것이 오히려 인간의 건

강한 삶에 유익하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이제 니체의 관점이 윤리학적 측면

을 완전히 제외하려는 의도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해석이 가능해지고 따라서

니체의 도덕 비판이 갖는 도덕교육적 한계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한계가 완화된다면 이제 니체의 도덕 비판으로부터 도덕교육적 함의를 도출하

는 일도 가능해질 것으로 본다.

229) N, 21권, 57쪽.

230) 이상엽, 앞의 글, 98-9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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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강한 인간에 대한 재해석 : ‘낙타-사자-어린아이 ’

앞에서 건강한 인간이란 윤리적 가치판단 방식과 미적 가치판단 방식이 조화

를 이루는 사람이며 이러한 조화가 오히려 삶에 유익할 것이라고 하였다. 그렇

다면 니체의 관점이 윤리학을 미학으로 대체하였기 때문에 도덕교육의 차원에

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비판은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니체

의 텍스트 안에서 윤리학과 미학, 선악의 가치평가 방식과 미적 가치평가 방식

의 조화라는 맥락으로 읽을 수 있는 대목을 찾아보는 일이 남았다. 그전에 또

다른 한계점을 완화하는 일이 필요하다.

니체의 생리학은 인간의 몸에 연관되는 담론으로서 욕구나 욕망, 본능을 강조

하고 있는데, 이는 학습되기 보다는 타고나는 측면이 강하다. 또한 ‘주인’은 ‘정

신적인 특권을 지닌’ 존재로서 주인이 갖고 있는 ‘좋음’은 타고난 성격을 지칭

하는 표현이었다. 이러한 사실은 후천적이고 환경적 특성을 고려한 교육 기회

의 제공이나 습관의 형성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런데 도덕교육에

있어 보다 중요한 점은 인간에게 이미 주어진 천성과 본능에 대한 고려보다는

공자나 아리스토텔레스의 지적처럼 인간의 도덕적 행동은 교육과 습관의 형성

을 통해 길러지는 과정적 성격의 것이라는 사실이다.

그러나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 등장하는 아래와 같은 표현들은

니체가 인간을 단지 타고난 존재가 아니라 과정적 존재로 이해하고 있음을 비

유적으로 보여준다.231) 즉 선천적인 특성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변화 가능하며

‘차라투스트라’는 위버멘쉬로의 변화를 이끌 수 있는 교육자이며 조력자이다.

“인간은 짐승과 위버멘쉬 사이에 놓인 밧줄이다.”232)

231) 후술하는 ‘낙타-사자-어린아이의 정신 변화의 세 단계’ 자체를 통해서도 -니체철

학에서 어린아이는 니체의 이상적 인간형인 위버멘쉬라고 볼 수 있으므로- 니체가 인

간을 후천적이고 과정적인 존재로 보았음을 알 수 있다.

232) Za, 13권, 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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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위대함은 그 다리일 뿐 목적이 아니라는 데 있다. 인간이 사랑스러울 수 있

는 것은 그가 건너가는 존재이며 몰락하는 존재라는 데 있다.”233)

“인간은 하나의 시도였다. 아, 그 많은 무지와 오류가 우리의 몸이 되었다.”234)

따라서 니체의 생리학적 접근방법이 교육의 가능성과 중요성 모두를 제한한

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도덕적 행동에 대한 분석에 있어서 공자나 아리스토텔

레스적인 접근방법을 배제하는 것이 아님을 암시한다.

이제 윤리학과 미학, 선악의 가치평가 방식과 미적 가치평가 방식의 조화라는

맥락으로 읽을 수 있는 대목을 니체 텍스트 안에서 찾아보아야 하는데 이 역

시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서 그 단초를 발견할 수 있다.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는 <세 변화에 대하여>라는 절로 시작하

는데 이 절은 일종의 인간 정신의 성장 드라마라고 볼 수 있다.

먼저 정신의 세 가지 변화의 구체적인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지닌 억센 정신, 짐깨나 지는 정신에게는 무거운 짐이

허다하다. 정신의 강인함, 그것은 무거운 짐을, 그것도 더없이 무거운 짐을 지고자 한

다. 무엇이 무겁단 말인가? 짐깨나 지는 정신은 그렇게 묻고는 낙타처럼 무릎을 꿇고

짐이 가득 실리기를 바란다.”235)

낙타란 ‘너는 해야만 한다(Du sollst)’라는 타율적 복종의 정신을 대변한다. 낙

타는 주인이 말에 복종하여 무거운 짐을 진다. 여기서의 짐은 신이나 양심 그

리고 전통이나 관습의 형태로 주어져 있는 기존의 가치들을 말한다. 낙타의 정

신은 자신이 실현해야 할 가치들이 인간 자신이 창조한 것이 아니라 이미 주

어져 있다고 여기며, 그렇게 주입된 가치들은 절대로 변경이 불가능한 신성한

것으로 생각한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정신은 두 번째 변화를 맞는다.

233) Za, 13권, 20쪽.

234) Za, 13권, 128쪽.

235) Za, 13권, 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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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외롭기 짝이 없는 저 사막에서 두 번째 변화가 일어난다. 여기에서 정신이

사자로 변하는 것이다. 정신은 이제 자유를 쟁취하여 그 자신이 사막의 주인이 되고자

한다.… 새로운 가치의 창조, 사자라도 아직은 그것을 해내지 못한다. 그러나 새로운

창조를 위한 자유의 쟁취, 그것을 사자의 힘은 해낸다. 형제들이여, 자유를 쟁취하고

의무에 대해서조차도 경건하게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기 위해서는 사자가 필요하다

.”236)

사자는 ‘나는 원한다(Ich will)’이라는 자유정신을 대변한다. 사자의 정신은 사

회가 주입한 가치들, 기존의 관습과 전통에 대해서 회의하고 저항하는 부정의

힘을 가지고 있다. 사자의 정신에게 기존의 주어진 가치들은 더 이상 신성하지

도 영원불변하지도 않다. 그러나 사자는 전통적인 명령과 의무, 기존의 관습과

체제는 전복시켰지만 그를 대체할 어떠한 새로운 가치도 창조하지 못한다. 이

러한 허무감에서 벗어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 낼 수 있는 정신이 어린아이다.

그런데 사자의 정신이 어린아이로 나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영원회귀 사

유이다. 물론 여기서 영원회귀 사유는 실천적 기능으로서의 영원회귀 사유 즉

윤리적 의미의 영원회귀 사유를 말한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영원회귀 사유의

윤리적 의미는 ‘너의 삶을 영원히 반복해서 살기를 원할 수 있도록 지금 살고

있는 이 순간에 충실하라’이다. 어린아이 정신에서 말하는 새로운 가치의 창조

란 내 멋대로 하는 ‘방종’이나 타인에 대한 고려 없이 나의 가치창조만 강조하

는 ‘독재’를 의미하지 않는다. 방종이나 독재가 영원히 반복되기를 원하는 삶이

결코 충실한 삶이라고는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영원회귀 사유는 사자

의 정신이 어린아이의 정신으로 나아가게 하는 조력자이다. 영원회귀 사유를

동반하지 않는 사자의 정신은 실패한 자유정신으로 이르게 될 것이기 때문이

다.

“어린아이는 순진무구(무죄)요 망각이며, 새로운 시작, 놀이, 제 힘으로 돌아가는 바퀴

이며 최초의 운동이자 거룩한 긍정이다. 그렇다. 형제들이여, 창조의 놀이를 위해서는

거룩한 긍정이 필요하다. 정신은 이제 자기 자신의 의지를 의욕하며, 세계를 상실한 자

236) Za, 13권, 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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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자신의 세계를 획득한다.”237)

어린아이는 기존의 자명한 가치들을 잊었다. 또한 사자처럼 거부와 회의, 파

괴 상태에 머무르지 않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한다. 어린아이에게 있어서 삶은

마치 놀이와도 같다. 놀이(das Spiel)가 성립하려면 다음의 세 가지를 필요로

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세 가지 특성을 통해 어린아이의 정신이 상징하는 바

를 짐작해 볼 수 있다.

첫째, 놀이는 놀이하는 사람의 자발성이 전제되어 있다. 놀이하는 사람은 스

스로 원해서 놀이에 참여하지 강제로 참여하지 않는다.

둘째, 놀이에는 정해진 규칙이 없다. 어린아이는 장난감을 주면 미리 정해진

규칙이 없이 놀면서 스스로 규칙을 만들어나간다.

셋째, 놀이는 놀이하는 사람들의 기쁨과 즐거움 외의 다른 목적을 가져서는

안된다. 놀이가 다른 제3의 목적을 위해 행해진다면 그것은 더 이상 놀이가 아

니다.

즉 어린아이의 정신은 자기 스스로, 기존의 가치에 얽매이지 않는 실험정신을

토대로, 자신의 삶을 마치 하나의 예술작품처럼 만들어가는 기쁨을 누리는 것

을 의미한다.

그런데 여기서 어린아이의 정신은 낙타의 정신과 사자의 정신을 거쳐서 마침

내 이룩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나 이제 너희에게 정신의 세 변화에 대해 이야기하련다. 정신이 어떻게 낙타가

되고, 낙타가 사자가 되고, 사자가 마침내 어린아이가 되는가를.”238)

따라서 각 정신의 단계는 단절되어 있지 않고 연속성을 이룬다고 해석할 수

있다. 어린아이의 정신은 그 안에 낙타의 인내와 사자의 용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낙타가 외부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노예도덕의 소유자라면, 어린아이는

자신의 규범과 가치를 스스로 창조해내는 주인도덕의 소유자이다. 낙타의 정신

237) Za, 13권, 40-41쪽.

238) Za, 13권, 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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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중시되는 것이 선악의 윤리적 가치평가 방식이라면, 어린아이의 정신은

선악을 넘어서 미적 가치평가 방식을 중시한다. 사자는 노예도덕이 주인도덕으

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힘에의 의지’이다. 어린아이의 모습에 낙타와 사자의

모습이 잔존한다면, 주인도덕이 노예도덕을 그리고 미적 가치평가 방식이 윤리

적 가치평가 방식을 전적으로 배제하지 않는다고 해석될 수 있다. 오히려 노예

도덕이라는 음식을 ‘힘에의 의지’라는 소화효소로 창조적으로 섭취한 것이 주

인도덕의 모습으로 보여진다.239)

“나 너희에게 정신의 세 변화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노라. 어떻게 정신이 낙타가 되고,

낙타가 사자가 되며, 사자가 마침내 어린아이가 되는가를.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

다. 그때 그는 “얼룩소 ”라고 불리는 도시에 머물고 있었다.”240)

“인간은 관습의 도덕과 사회적 강제라는 의복에 힘입어 실제로 예측할 수 있게 만들

어졌다. 만일 우리가 이 거대한 과정의 종점에 서서 본다면, 즉 나무가 마침내 그

열매를 맺고, 사회의 그 관습의 도덕이 무엇에 이르는 수단에 불과하였다는 것이

마침내 드러나는 지점에 서서 본다면 , 그때 우리는 그 나무의 가장 잘 익은 열매로서

주권적 개인을 발견할 것이다. 주권적 개인은 관습의 도덕에서 다시금 해방된 개체이

며, 자율적이고 초윤리적인 개체이다.”241)

239) 윤영돈, 2009, “정신건강의 과점에서 본 니체의 미학적 세계관과 주인도덕의 문제,”

『윤리연구』제69호(한국윤리학회), 22쪽.

240) Za, 13권, 41쪽. 차라투스트라는 인간에게 어린아이와 같은 정신을 가져야 한다고

이야기했는데 차라투스트라가 이와 같은 설교한 곳은 ‘얼룩소’라는 도시였다. 즉 한 인

간 안에는 낙타의 정신, 사자의 정신, 어린아이의 정신 등 다양한 종류의 얼룩이 병존

한다는 뜻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니체는 다른 저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였다.

“지금까지 지상을 지배해왔고 또 여전히 지배하고 있는 좀더 세련되지만 거친 많은 도

덕을 편력하면서, 나는 어떤 특질들이 규칙적으로 서로 반복되거나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다 : 결국 나는 두 가지 기본 유형이 드러났고, 하나의 근본적인 차이가 나타

났음을 알았다. 즉 주인도덕과 노예도덕이 있다. -내가 여기에 바로 덧붙이려는 것은,

고도로 혼합된 모든 문화에서는 모두 이 두 가지 도덕을 조정하려는 시도도 나타나고

있으며, 또 종종 그 두 가지가 뒤섞이거나 서로 오해하는 것도 보이며, 때로는 -심지어

는 같은 인간 안에서나 하나의 영혼 안에서조차 -그것들(두 가지 도덕)이 굳게 병존

한다는 사실이다”(JGB, 14권, 275쪽 및 윤영돈, 위의 글, 21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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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이들이 현명하고 충분히 교양교육을 받았던 행복한 시대에는 스스로를 아기의

걸음마 연습용 끈(Gängelbande)에 의해 인도되는 것이 가능했다. 다른 시대에는 의존

성(Abhängigkeit), 훈육(Zucht), 예속(Unterordnung), 복종(Gehorgsam)을 심어주고 모

든 자립성(Selbstständigkeit)을 배격했는데 자립성을 심어주는 오늘날의 김나지움은

얼마나 훌륭한가!”242)

“위대한 지도자와 거장들의 자취를 따라가고자 하는 자연스럽고 귀중한 욕구들을 심

어주어야 할 나이에 자립성을 자극한 자들은 누구인가... 모든 교양은 오늘날 자립성

이라 칭찬하는 것과 반대되는 복종, 예속 , 훈육, 순종(Dienstbarkeit)과 함께 시작

된다. 위대한 지도자들에게 추종자들이 필요하듯이, 지도받아야 할 사람들 역시 지도

자를 필요로 한다.”243)

이상과 같은 니체의 표현들은 주인도덕이 전적으로 노예도덕을, ‘어린아이’의

단계가 전적으로 ‘낙타’의 단계를 배제하지 않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특

히 교육에 관한 니체의 유일한 저서(『우리 교양기구들의 미래에 대하여』)에

서 발견되는 표현들은 낙타의 단계에서 사자의 단계를 거쳐 비로소 어린아이

의 단계로 성장한다는 해석에 힘을 실어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니체는

위의 저서에서 오늘날의 교육이 자립성을 근거로 엄격한 규율과 인도자가 필

요함을 놓치고 있다고 신랄하게 비판하는데244) 이것은 어린아이 단계를 낙타

단계를 배제한 채 자율성, 새로운 창조와 실험정신이라는 미적 맥락만을 강조

한 것으로 해석했을 경우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고 볼 수 있다.

니체의 새로운 도덕론은 윤리학을 미학으로 환원하고245) 후천적인 습관의 형

241) 여기서 이러한 과정이란 ‘낙타-사자-어린아이’의 과정과 같은 맥락으로 읽을 수

있으며, 주권적 개인(어린아이)이라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관습의 도덕(낙타)이라는

나무가 먼저 심어져야 한다고 해석해 볼 수 있다(GM, 14권, 397쪽).

242) UB, 3권, 277-278쪽.

243) UB, 3권, 284-289쪽.

244) 최순영, 2012, “니체의 인간관과 교육철학,”『니체연구』제21집(한국니체학회), 99

쪽.

245) 주인도덕은 선악을 넘어서는 것을 지향하므로 엄밀히 말하면 미적 가치평가 방식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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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라는 교육의 역할보다 선천적이고 기질적인 요인에 집중함으로써 도덕교

육의 담론에서 논의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니체가 기존의 도덕을 비

판한 목적이 삶의 유익함과 건강함의 추구에 있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니체

의 텍스트를 새롭게 분석하는 과정이 필요했다. 그 결과 인간은 선천적으로 확

정된 존재가 아니라 되어가는 과정적 존재이고, 주인도덕이 노예도덕을 전적으

로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는 해석을 통해 도덕교육에서 갖는 한계를 완화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니체에게 있어 인간은 짐승과 위버멘쉬 사이를 잇는 밧줄이며 인간의 위대함

은 그가 다리일 뿐 목적이 아니라는 데 있고, 인간이 사랑스러울 수 있는 것은

그가 건너가는 존재이며 몰락하는 존재라는 데 있다. 각각의 단계를 밟으면서

위버멘쉬로 나아가는 과정 자체가 인간 존재인 것이다. 또한 ‘어린아이’가 니체

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정신의 단계라 하더라도 ‘낙타’ 단계와 ‘사자’ 단계의

중요성이 감소되지는 않는다. 주인도덕을 지향하지만 노예도덕을 배제하지 않

고, 윤리적 가치평가 방식을 전적으로 미적 기치평가 방식으로 대체하지도 않

는다. 그렇다면 이제 니체의 도덕 비판도 도덕교육의 담론으로 수용하여 이로

부터 유의미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도 가능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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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니체의 도덕 비판이 갖는 도덕교육적 함의

이하에서는 니체의 도덕 비판에 대한 논의들이 도덕교육246)에 줄 수 있는 시

사점들을 도덕교육의 본질과 목표 그리고 내용의 관점으로 나누어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어린아이’에 이르는 정신 변화의 세 단계는 자율적이고 통합적인

인격 형성이라는 도덕교육의 본질 혹은 성격과 관련하여 도덕과 교육과정을

단계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니체의 이성중심주의

와 금욕주의에 대한 비판은 도덕교과의 교육목표와 관련하여 정의적인 영역에

서 도덕적 정서 함양의 근저에 있는 욕망이 가지는 의미를 성찰하게 한다. 마

지막으로 니체의 논의들은 도덕교육의 내용적 영역에 있어서 도덕적 행위의

정당화모델 중의 하나인 덕 윤리적 접근법의 설명 방식을 보완해 줄 수 있다.

1. 정신 변화의 세 단계와 도덕과 교육과정의 단계적 구성

최근 국가․사회적 차원에서 인성교육이 강조됨에 따라 인성교육과 도덕과

교육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그런데 ‘실천

위주의 인성교육’의 관점을 견지한 나머지 도덕교과의 본질을 학생들의 도덕적

행동 변화 위주의 도덕적 실천 및 습관화로 환원하려는 시도는 도덕과의 성격

에 대한 일면적 이해에서 비롯된 발상이다.247) 도덕과의 성격은 ‘관례적 도덕’

246) ‘도덕’과 ‘윤리’는 구분되어 사용하기도 한다. 김태길에 따르면 ‘도덕’은 그 사회에

기존하는 도덕사상을 그대로 받아들여 이것을 피교육자에게 침투시킴으로써 그 본래의

사명으로 삼는 반면, ‘윤리’는 스스로 행위의 규범을 발견 내지 창조함을 그 사명으로

삼는다고 한다. 따라서 ‘도덕’에 있어서 환영되지 않는 회의적 태도가 ‘윤리’에 있어서

는 불가결한 출발점이 되며, 전자에 있어서 간혹 방해물이 될 수도 있는 비판적 정신

이 후자에 있어서는 이를 이끌어가는 필수의 원동력이라고 한다(김태길, 앞의 책, 6-7

쪽). 여기서 도덕교육은 ‘어린아이’가 ‘낙타’와 ‘사자’ 단계를 배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러한 ‘도덕’과 ‘윤리’ 교육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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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반성적 도덕’의 조화를 추구하는 교과이기에 도덕적 탐구와 성찰도 인성교

육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248)

여기서 관례적 도덕(타율적 도덕성)과 반성적 도덕(자율적 도덕성)은 전통적

으로 대립되어 왔던 도덕교육에 관한 두 가지 관점으로서 전자에 있어 도덕은

그 사회에서 이미 통용되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으로서 마치 모국어를 배

우듯 자연스럽게 때로는 모방과 훈계, 벌 그리고 반복적 실행을 통해 습득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에 비해 후자에 있어 도덕은 올바른 삶에 관한 성찰, 반성

과 숙고를 통해 얻어지는 것으로서 이성적 탐구와 도덕적 지성의 연마를 통해

얻어진다. 그러나 이 두 관점은 도덕적 인간형성이라는 동일한 과정의 두 측면

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균형과 조화의 원리에 의해 규율되어야 하며,249) 또한

그것들 사이의 방향은 관례적 도덕에서 반성적 도덕으로 강조점을 옮기는 쪽

으로 설정될 필요가 있다. 즉 관례적 도덕교육은 초등학교 저학년 단계로 갈

수록 강조된다. ‘실천 위주의 인성교육’ 혹은 콜버그의 인습 수준의 도덕이

나 최소 도덕 지향적 도덕교육이 여기에 해당한다. 반면 학년이 올라갈수

록 반성적 도덕교육이 강조된다. 콜버그의 인습 이후 수준을 지향하는 도

덕교육이 이에 해당하며, 합리적 판단과 비판적 반성을 통해 일관되게 숙

고한 결과를 자발적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 이러한 점진

적·단계적 설정은 다른 형태의 도덕교육 방식과는 구분되는 우리 도덕과

교육의 특징으로 볼 수 있다.250)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 등장하는 정신 변화의 세 단계가 이러

한 도덕교육의 성격 혹은 본질과 관련하여 주목할 것은 ‘어린아이’에 이르는

과정 역시 단계적으로 설정되었다는 점이다. 즉 낙타-사자-어린아이로의 변화

247) 정창우, 2013,『도덕과 교육의 이론과 쟁점』(서울: 울력), 50쪽.

248)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도덕과 교육과정’은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여 관습

적 도덕성 함양과 반성적 도덕성 발달이 모두 도덕과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도덕

과가 인성교육의 중핵 교과로서의 위상을 갖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정창우, 위의

책, 100-101쪽).

249) 류병렬, 1992, “도덕과 교육의 정당화와 과제,”『한국교육논총』제5집(서울교육대

학교 초등국어교육연구소), 55-56쪽.

250) 정창우, 앞의 책, 55-5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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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도덕과의 성격 혹은 본질-관례적 도덕과 반성적 도덕의 조화를 추구하되,

관례적 도덕에서 출발하여 차츰 반성적 도덕으로 이행함-과 관련하여 도덕과

교육과정을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도덕교육은 먼저 자신이 속한 사회의 규범과 가치들을 습득하고 준수하는 사

회화의 과정으로서의 관례적 도덕교육을 포함한다. 도덕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태어나서 살아가는 공동체의 규범들을 내면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마치 어린아이가 되기 위해서는 낙타의 인내가 필요하듯이

말이다.

한편 도덕교육은 자신에게 관습과 전통의 형태로 주어진 모든 규범과 가치들

을 비판적으로 성찰해보는 반사회화 과정도 포함한다. 기존의 가치를 경멸할

수 있는 사자의 용기는 사회화된 도덕규범과 가치에 대한 반성적인 성찰을 가

능하게 만들며 궁극적으로는 자율적인 인격체를 지향함을 목표로 나아갈 수

있게 한다.

그런데 도덕교육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기존의 가치를 단순히 따르거나 부정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숙고와 통찰을 통해 ‘자기화’할 수

있는 ‘어린아이’ 같은 인간251)에 이르는데 있으므로 관례적 도덕에서 출발하더

라도 차츰 도덕교육의 강조점은 비판적 반성과 성찰이라는 반성적 도덕 쪽으

로 이행해야 한다. 종국적으로 도덕적 자기성찰을 통해 획득한 믿음이 학생들

의 ‘도덕적 삶’의 바탕이 되고, 학생들로 하여금 도덕적 문제, 도덕적 이슈, 그

리고 도덕적 주제에 대해 그들 스스로 생각하여 나름대로 의미 있고 책임감

있는 결정을 내리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 도덕교육의 본질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252)

‘낙타’에서 출발하여 ‘사자’를 거쳐서 마침내 ‘어린아이’가 이룩되는 세 단계의

251) 박병기, 2009, “니체 ‘초인’ 개념의 도덕교육론적 성찰,”『윤리철학교육』제15집(한국

철학윤리교육연구회), 9쪽. 그러나 니체의 ‘어린아이’는 어디까지나 미적 가치판단의 주

체이며 인식론적으로는 급진적 구성주의에 가깝기 때문에 ‘어린아이’를 도덕교육의 이

상적 인간상으로 설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어린아이’

개념을 자율적 도덕성의 형성이라는 측면에 한정하여 바라보고자 한다.

252) 정창우 외, 2013,『중학교 도덕1 교사용 지도서』(서울: 미래앤), 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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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는 바람직한 가치․태도를 내면화하는 사회화 과정을 거쳐 그렇게 사회화

된 도덕규범에 대해서 비판적인 성찰이 가능한 반사회화를 넘어 궁극적으로

자율적인 인격체가 되는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관례적 도덕교육에서 반성적 도

덕교육을 지향하는 도덕과 교육과정 구성 방향에 이론적 근거를 마련해 줄 수

있을 것이다.

흔히 ‘도덕교육은 기존 가치의 주입이나 교화의 위험성이 있다’는 주장이 있

지만 무릇 모든 인문학은 전통문화의 토양 속에서 축적되어 온 가치를 담고

있기 때문에 도덕교과가 가르치는 가치 역시 전통문화와 유리된 것일 수 없다.

문제는 그 전통적 가치를 ‘오늘날 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가’의 관점에서 늘 새롭게 해석하며, 이렇게 재해석된 가치 속에서 어

떤 보편적 메시지를 발견함으로써 오늘날의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도덕적 힘

을 되찾는 데 있다.253) 이처럼 낙타의 단계에서 받아들인 전통적 가치는 어린

아이의 단계에서 늘 새롭게 재해석되면서 탐구되어야 할 재료에 해당하는 것

이다. 따라서 반성적 도덕교육은 관례적 도덕교육으로부터 출발하고 관례적 도

덕교육은 반성적 도덕교육을 지향해야 하며, 학교 도덕과 교육과정을 통해서

양자는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254)는 맥락으로도 풀이해볼 수 있겠다.

2. 도덕적 정서 함양의 토대로서의 욕망

도덕교과의 교육목표는 인지적인 영역에서 도덕적인 사고력을 신장시키고, 정

의적인 영역에서 도덕적인 감정이나 정서를 함양하게 하고, 행동적인 영역에서

253) 박찬구, 앞의 책, 306-307쪽. 이 때의 보편적 메시지는 교화의 형태로 주입된 것

이 아니라 반성적 사고의 결과물이므로 엄연히 사고한 그 개인의 것으로 볼 수 있다.

254) <Ⅳ. 니체의 도덕 비판의 목적 3. 건강한 인간에 대한 재해석 : ‘낙타-사자-어린

아이’>에서 본 연구는 ‘어린아이’ 단계가 ‘낙타’ 단계를 전혀 배제한다는 맥락으로 이해

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낙타’ 단계가 관례적 도덕교육에, ‘어린아이’ 단계가 반성적 도

덕교육과 대응되므로 여기서도 반성적 도덕교육 역시 관례적 도덕교육과의 조화의 맥

락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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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 판단과 정서에 근거한 의지의 실현 즉 행동실천을 가능하게 하는 것

이다.255) 따라서 도덕교육에 있어서 이성에 근거한 비판적 사고교육에 못지않

게 중요한 것이 감정 내지는 정서교육이지만 이에 대해서는 정당한 관심이 주

어지지 못했다. 학교 현장에서 교과차원에서의 평가와 측정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겉으로 드러나는 감정 이면에 존재하는 더 심층적이고 근원적

인 본능, 욕망, 충동에 대한 도덕교육적 차원의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

다. 왜냐하면 욕망은 단순한 감정과 정서보다 더 심층적인 무의식의 차원에 해

당하며 생리학적 논의와 관련이 깊고, 또한 ‘욕망=세속적 욕망=고상하지 않은=

도덕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이라는 인식이 은연중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

다.

그러나 인간은 무엇인가를 욕망하는 존재이고 자신의 욕망을 부정하는 것과

맞서 싸우는 존재임을 부인하기는 어렵다는 스피노자의 말을 굳이 떠올리지

않더라도 인간의 삶에서 욕망이 가지는 영향력을 무시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

다.256) 특히 현대사회에서 욕망은 강력한 추동력을 발휘하고 있다. 자본주의는

인간의 욕망을 물질 생산에 결합시켜서 욕망이 물질을 생산하고 물질은 욕망

을 확대 재생산하는 구조를 만들어내고 있다.257)

이렇듯 삶은 욕망의 터전임이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욕망에 과도하게 치중하

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 욕망이 가지는 파괴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

이다. 이를테면 생태계의 위기는 욕망의 산물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그러므로 욕망의 부정적 측면을 고려하면서도 욕망을 삶의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258)

255) 변순용, 2012, “도덕교육의 서양윤리학적 접근,”『도덕윤리과교육』제37호(한국도

덕윤리과교육학회), 100쪽.

256) “욕망이란 인간의 본질이 주어진 감정에 따라 어떤 것을 행할 수 있도록 결정된

다고 파악되는 한 인간의 본질 자체다.… 욕망은 자신의 의식을 동반하는 충동이고, 충

동은 인간의 본질이 자신이 유지에 이익이 되는 것을 행할 수 있도록 결정되는 한에서

인간의 본질 자체다”(B.스피노자, 2007,『에티카』강영계 역(서울: 서광사), 219쪽).

257) 김은수, 2010, “도덕적 행위의 감정적 토대로서 욕망의 윤리적 준거에 관한 연구-도덕

교육을 위한 시론(試論)-,”『도덕윤리과교육』제31호(한국도덕윤리과교육학회), 293-295쪽.

258) 조홍길, 2010,『욕망의 블랙홀』(파주: 한국학술정보), 19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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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체에게 있어 욕망은 삶의 동력이다. 물론 니체는 욕망이라는 단어를 명시적

으로 사용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앞에서 ‘힘에의 의지’개념을 분석하면서 살펴

보았듯이 힘에의 의지는 인간에게 있어서는 욕망으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으

며, 늘 자기상승을 추구하는 힘에의 의지의 본성상 인간은 살아있는 한 욕망하

지 않을 수 없다. ‘힘에의 의지’는 단순히 정치권력을 획득하고자 하는 의지가

아니라 무엇인가를 창조하는 의지이므로 욕망은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내고 그

가치를 통해서 자신의 삶이 한 단계 상승될 수 있도록 하는 힘이다.259)

들뢰즈와 가타리는 『앙띠 오이디푸스』에서260) 정신분석학이 이와 같은 욕

망의 생산적인 힘을 보지 못하고 욕망을 부정적으로 또 억압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비판한다. 왜냐하면 정신분석학은 욕망을 ‘획득’과 관련시켜 보기 때문

이다. 즉 무언가를 획득하려고 하는 노력이 욕망이라는 것이다. 우리에게는 무

언가가 결여되어 있고, 우리는 그 결여되어 있는 것을 획득하려고 노력하는데

이 노력이 욕망이라는 것이다.261) 반면 들뢰즈와 가타리는 니체를 좇아서 욕망

을 긍정적이고 생산적이라고 본다. 이때 욕망은 일종의 ‘결핍’이나 억압되어야

할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넘침’이다. 이들에 따르면 욕망은 능동적으로 무언

가를 만들어 내는 즐거움과 관계된다는 것이다.262)

그러나 도덕교육의 입장에서는 욕망이 가지는 부정적 측면도 반드시 함께 고

려할 필요가 있다. 학생들에게 욕망이 가진 창조적이고 긍정적인 측면뿐만 아

니라 욕망의 부정적인 측면도 아울러 가르쳐서 욕망을 추구하되 절도 있게 지

배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도덕교육의 몫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욕망의 윤리적

조건을 탐구하는 일이 필요한데263), 니체 자신은 이에 대해서 분명한 말을 하

지 않는다. 그런데 앞에서 언급한 ‘낙타-사자-어린아이’의 단계적 변화 과정에

서 ‘어린아이’ 단계가 ‘낙타’와 ‘사자’ 단계를 전적으로 배제하지 않는다는 해석

259) 조홍길, 위의 책, 171쪽.

260) Deleuze, Gilles·Guattari, Pierre-Felix, 1994,『앙띠 오이디푸스』, 최명관 역(서울:

민음사), 46-51쪽.

261) 고병권, 앞의 책, 172쪽.

262) 고병권, 앞의 책, 173쪽.

263) 김은수, 위의 글, 303-310쪽.



- 94 -

은 아래에 제시할 욕망의 윤리적 조건과 관련이 깊다. 그렇다면 니체의 관점

역시 욕망이 가진 동력을 긍정하는 동시에 욕망이 가지는 한계점도 인정한다

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제 구체적으로 욕망의 윤리적 조건을 두 가지를 제시

해본다면 다음과 같다.

먼저, 욕망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서로 소통 가능해야 한다. 즉 타인의

욕망과 소통할 수 있는 지혜를 갖추어야 한다. 그러기위해서는 타인의 욕망이

무엇인지를 알아야하고 욕망의 추구에 있어서 타자와의 관계를 고려하여야 한

다. ‘낙타’ 단계는 외부의 전통이나 관습과 마주하면서 나아닌 타인과 사회를

접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다른 사람이나 사회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 사회의 욕망(사회가 원하는 가치와 규범)은 나의 욕망이 아니지만 일단

그것을 받아들이는 단계이다.

사실 욕망의 형성에 있어서 타자를 전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아

보인다. 우리의 일상적인 경험을 보더라도 욕망은 그다지 자율적이고 창조적인

것 같지 않다. 값비싼 명품 소비가 대부분 모방 심리에서 비롯되는 것처럼 인

간이 가진 욕망은 질투와 선망에서 나오는 것은 아닐까. 특히 청소년들이 가지

고 있는 욕망의 대부분은 이러한 모방 심리를 좇아서 생긴 것이다. 르네 지라

르(Girard, René)는 『낭만적 거짓과 소설적 진실』에서 이러한 점을 지적한

다.264) 그에 따르면 욕망이 자율적이라고 보는 것은 낭만적 환상에 불과하며

욕망은 타자와의 관계에서 나온다고 한다. 그는 욕망을 ‘욕망의 주체-욕망매개

자-대상’으로 형성되는 욕망의 삼각형에서 사유하였다. 주체가 선망하는 욕망

매개자를 주체가 모방함으로써 주체와 욕망매개자가 같은 대상을 차지하려는

욕망이 생긴다는 것이다. 내가 욕망하는 대상이 사실은 진짜 나의 욕망은 아니

라는 것이다. 따라서 욕망은 자율적이지도 않고 생산적이거나 창조적이지도 않

다.265)

또한 욕망은 자신과의 관계에 있어서 스스로 통제 가능해야 한다. 욕망(힘에

264) Girard, René, 2001,『낭만적 거짓과 소설적 진실』, 김치수․송의경역(서울:한길

사), 39-43쪽.

265) 조홍길, 앞의 책, 17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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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의지)은 자기 자신의 상승적 삶을 위한 도구이기 때문에 결코 그 자체가 목

적이 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사자’ 단계에서의 영원회귀 사유는 욕망이 내

멋대로 하는 통제 불가능한 방종으로 흐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계기로 작

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니체가 욕망과 본능을 마음대로 분출하는 방종을 주장하

는 것은 아니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실제로 니체가 욕망과 본능을 죄악시하는 금욕주의를 비판한 것은 욕망과 본

능의 근절이 가져오는 문제점을 지적266)하고자 했기 때문이지 욕망과 본능의

무분별한 추구를 주장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경험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관능적인 욕정을 제거하고자 할 경우 그것은 더욱 음란해질 뿐

이다. 관능적인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머릿속은 온갖 음탕한 생각으로 가득 차

게 된다. 욕망을 완전히 제거하려고 할 경우 오히려 그것은 사라지지 않고 다

른 탈출구를 찾을 뿐이다.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심리이

기 때문이다. 방종과 방탕 역시 금욕주의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극단이기 때문

에 니체는 욕망들을 절도 있게 지배하고 승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267)

니체는 지나친 이성중심주의를 비판하면서 욕망에 정당한 관심을 기울일 것

을 주장하였다. 이를 고려해 볼 때 학생들의 건전한 인격 함양과 도덕성 발달

을 목적으로 하는 도덕교육은 건전한 인격과 도덕성에 합당한 올바른 욕망관

을 교육할 필요가 있다. 즉 도덕교육은 욕망이 우리 행동의 이면에 자리잡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학생들이 욕망과 잘 사귀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길

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겠다. 다만 그 욕망은 방종으로 흐를 수 있기 때문에

소통가능성과 통제가능성을 조건으로 해야 한다.

266) “그들(금욕주의자들)은 열정의 멸절을 맹세했었으며 - 옛 도덕-괴물들이 모두 열정을

죽여야 한다는 점에서 의견일치를 보았다.… 자기 자신 안에 스스로 척도를 세우기에는 너

무나 의지가 약하고 너무나 퇴락한 자들이 욕구와 싸울 때, 그들은 거세와 멸절이라는 수단

을 본능적으로 선택한다”(GD, 15권, 105-106쪽).

267) 박찬국, 앞의 글, 198쪽.



- 96 -

3. 행위의 도덕적 정당화를 위한 덕 윤리적 접근법 보완

도덕교과의 내용영역에 해당하는 윤리학은 우리가 행하는 행동의 근거와 결

과에 대한 숙고를 추구하기 때문에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중요한 삶의

지침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현대윤리학의 여러 가지 이론들 즉 의무론, 공리주

의, 덕 윤리 등은 실제적인 삶에서 그리고 도덕교육의 현장에서 행위의 도덕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268)

이 중에서 덕 윤리는 근대 윤리학이 도덕을 논의해 온 방식에 대한 불만의

결과로 새로이 관심을 끌었다. 덕 윤리의 입장에서 보기에 근대 윤리학은 인간

내면의 도덕성의 근원과 개인이 인성을 무시한 채 도덕적 의무와 도덕법칙만

을 강조했다. 이에 비해 덕 윤리가 지니는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

다.269)

먼저 덕 윤리는 도덕법칙, 규칙, 원리 대신 유덕한 개인들, 특히 그들을 유덕

하다고 규정짓게 하는 내적 특성, 성향, 동기에 주목한다. 다시 말하면, ‘행위’에

주목(act-focused)하기보다 ‘행위자’에 주목(agent-focused)한다.

또 하나의 특징은, 기존의 규칙 윤리학이 기본적으로 행위가 타당한 규칙들에

일치하는지 여부를 통해 무엇이 의무이고(obligatory) 무엇이 허용될 수 있고

(permissible) 무엇이 옳고 그른지(right or wrong)의 관점에서 생각한다면, 덕

윤리는 무엇이 훌륭하고(noble) 무엇이 칭찬할 만하고(admirable) 무엇이 좋고

나쁜지(good or bad)의 관점에서 생각한다는 점이다.

덕 윤리의 원조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떤 행

위를 하여야 하는가’, ‘어떤 행위가 옳은 행위인가’가 아니라 ‘어떤 종류의 인간

이 되어야 하는가’, ‘어떤 종류의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주목한다. 행위의 규칙

은 현실의 미묘한 측면을 다 포괄할 수 없기에 그는 행위의 규칙 체계를 제시

하는 대신 도덕규칙이 제시하는 방식으로 행위하는 성향 또는 성품을 강조한

다. 이러한 성향 또는 성품이 도덕적 덕이며, 우리는 유덕한 자를 모방해서 유

268) 변순용, 앞의 글, 99-101쪽.

269) 박찬구, 앞의 책, 14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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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하게 되어야 한다고 한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윤리학』제9권 <우애> 제8장 <참된 자애의

본성>을 보면, ‘사람이 자기 자신을 먼저 사랑해야 하는가 아니면 타인을 먼저

사랑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아리스토텔레스가 답변하는 내용이 나온다.270) 아

리스토텔레스는 실천적 지혜(프로네시스, phronesis)를 가지고 중용적 삶을 살

수 있는 정도의 덕이 있는 사람이라면 자기 자신을 먼저 사랑해도 된다고 답

한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방식대로 타인도 사랑할 것이

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니체도 이기심에 대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설명 방법과

유사한 방법으로 평가를 내린다.271) 즉 어떤 사람이 주인적 유형의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이기심은 긍정할 만하다고 한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이라면 자신과

의 관계에서 자신을 긍정하는 관계 맺음을 할 것이고 동시에 그 사람과 관계

맺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대로 긍정적인 관계 맺음을 할 것이기 때문이

라는 것이다. 따라서 니체에 따르면 이러한 유형의 사람의 이기심은 건전한 이

기심이다.

이처럼 니체는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덕 윤리학자들(virtue ethicists)처럼 행

위 자체보다 행위자에 주목하였다. 또한 어떤 유형의 인간이 훌륭한가 혹은 고

상한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서 타고난 성격특성들에 주목하였는데272) 그는

어떤 정서적, 동기적 경향성 혹은 기질들을 우수한 성격특성들(exellences of

character) 혹은 덕(virtues)으로 간주하고 있다. 니체가 제시하는 덕들을 열거

하자면 진실함, 용기, 관대함, 자기배려(self-care), 자부심 등이며 그에 따르면

270) 아리스토텔레스, 앞의 책, 349-353쪽.

271) “그리고 그때 이런 일도 일어났으니 그가 말로써 이기심을, 힘찬 영혼에서 솟아오

르는 건전하며 건강한 이기심을 복된 것으로 찬양한 것이다. 진정, 처음으로! 고상한

신체, 아름답고 강력하며 생기 있는 신체가 속해 있는, 그리고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사

물이 거울이 되어 되비추어주고 있는, 그 힘찬 영혼에서 솟아오르는”(Za, 13권, 314쪽).

272) “적지 않게 흥미로운 일은 ‘좋음’이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저 단어들과 어근에는

고귀한 인간이 자기 자신이야말로 좀 더 고급의 인간이라고 느끼는 주된 뉘앙스가 아

직도 다채롭게 비춰지고 있음을 확인하는 것이다.… 그들은 또한 전형적인 성격의 특

징에 따라 자신을 부르기도 한다 :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문제시하는 것이 바로 이

러한 경우이다”(GM, 14권, 357-35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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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성격특성들은 고상한 것들인 동시에 우리들에게 좋은 것들이다.273) 이

렇게 본다면 니체의 논의가 덕 윤리학(virtue ethics)의 관점과 상당 부분 흡사

한 면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니체가 이처럼 덕을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주장은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고전적인 덕 윤리학자들과 중요한 측면에

서 구별된다. 니체는 덕들을 단지 ‘도구적인’ 가치들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즉

니체에게 덕들은 창조적인 삶이라는 궁극적 가치를 위한 수단으로서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 자체로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다. 반면 아리스토텔레스를 위

시한 고전적 덕 윤리학자들에게 덕들은 행복한 삶(잘사는 것; 에우데모니아,

eudaemonia)이라는 궁극적 목적의 본질을 이루는 구성적인 가치들이다. 즉 그

들에게 행복은 덕에 일치한 활동(activity in accordance with virtues)이다.274)

그런데 니체의 논의들은 덕 윤리의 가장 큰 결함으로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

을 일정 부분 해명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본다. 덕 윤리에 대한 핵심적

인 비판 중 하나는 유덕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유덕한 사람을 어떻

게 알 수 있는지 명확하게 말해주지 못한다는 것이다.275) 즉 유덕해지고자 하

는 초보자는 어떻게 해야 유덕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덕 윤리의

입장에서 그럴듯한 해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 물음에 대한 나름대

로의 답변을 시도하는 여러 가지 설명방식 중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유덕자에

대한 주장과 비교적 합치하는 ‘발전 모델’에 의한 설명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276)

273) 김효섭, 2010, “니체 윤리학에 있어서의 가치의 소재(locus of value)-니체의 ‘창조

성’에 대한 윤리학적 관점,”『니체연구』제17집(한국니체학회), 51-54쪽.

274) 김효섭, 위의 글, 55쪽. 이 글에서는 이 같은 점을 들어 니체를 넓은 의미의 덕

윤리학자로 분류하고 있으나 본 연구는 이러한 분류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니체의 덕은 타고난 성격 특성일 뿐 덕 윤리학에서 강조하는 덕의 함양을 위한 내적

수양과 성찰, 반복적 실행을 통한 습관의 형성 등을 니체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기 때

문이다. 다만, 니체와 덕 윤리학 사이에는 비교적 많은 유사성을 발견할 수 있다고 본

다. 특히, 후술하는 바와 같이 니체의 정신 변화의 세 단계가 덕 윤리학의 ‘어떻게 유

덕자가 될 수 있는가?’의 문제에 답하는 데 있어서 또 하나의 이론적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고 본다.

275) 장동익, 2013, “덕 윤리와 유덕한 행위자 모델,”『인문논총』제69집(서울대학교 인

문학연구원), 16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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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스토텔레스는 윤리적 초보자가 유덕한 사람이 되어 가는 과정을 설명하

면서 초보 건축가가 훌륭한 건축가의 활동을 배움으로써 점진적으로 훌륭한

건축가가 될 수 있다는 비유를 사용하고 있다. 애너스(Annas, Julia)의 발전 모

델 역시 우리 모두가 단지 배우는 과정 속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전제로 한

다. 즉 초보자는 완벽한 유덕자는 아니지만 자신보다는 좀 더 나은 사람을 모

범으로 삼고 점진적인 배움의 과정을 통해 마침내 자신만의 이해를 축적하여

최종적으로는 완벽하게 유덕한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발전 모델

은 완벽한 유덕자를 상정하여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현실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니체의 정신 변화의 세 단계는 이러한 발전 모델의 설명방식과

유사함을 알 수 있다. 예컨대 정직의 덕을 배우고자 하는 초보자는 처음에 (완

벽하지는 않더라도 실제적으로 가르침을 주는) 부모, 스승, 이웃의 어른 등을

모델로 삼고서 그들을 닮고자 노력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낙타’ 단계는 이와

같이 사회 안에서 관습에 의해 유덕한 사람이 행하는 것이라고 인정되고 있는

것과 같은 종류의 행위를 모방하는 단계이다. 그 초보자는 이제 배운 바대로

정직의 덕을 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난관에 부딪힌다. 가르침을 주었던 모델이

완벽하지는 않기 때문에 때로는 정직의 덕이라고 모방했던 것에 대해 반성적

성찰, 비판과 숙고의 과정을 통해서 되짚어보게 된다. 그러면서 차츰 자신만의

정직에 대한 이해를 체득해 나간다. ‘사자’ 단계의 비판과 회의의 정신은 초보

자가 겪는 이러한 과정을 잘 설명해준다. 마침내 그는 진정으로 정직한 사람이

올바른 경향성에 따라서 행하듯이 실천하여 진정으로 정직한 사람이 된다. 마

치 어떤 훌륭한 예술가도 처음엔 모방의 과정을 거치지만 이러한 모방을 이어

받아 꾸준히 노력함으로써 이어 받은 전통의 능력 범위를 넘어서게 되고 결국

엔 자신만의 확고한 자취를 남기는 것처럼277) 정직의 덕을 행하고자 하는 초보

자도 정직의 덕에 관한 독자적인 창조자 되는 것이다. 이제 그는 청출어람의

경지에 올라 자신이 처음에 닮고자 겨냥했던 모범자보다 발전하여 그를 넘어

276) ‘발전 모델’에 대해서는 Annas, Julia, 2004, "Being Virtuous and Doing the

Right Thing," Proceedings and Addresses of the American Philosophical

Association, vol. 78, no. 2. 장동익, 위의 글, 180-184쪽에서 재인용.

277) 장동익, 위의 글, 18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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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더 유덕한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이다. ‘어린아이’는 비판과 회의를 넘어 새

로운 가치를 창조해내며 자기 자신의 의지로 의욕하여 자신의 세계를 획득하

는 단계이며, 그 초보자가 마침내 도달한 성숙의 경지이다.

따라서 ‘낙타-사자-어린아이’의 세 단계 정신의 변화는 유덕해지고자 하는 사

람이 덕에 대한 관습적인 이해와 모방으로부터 출발하여 지속적인 이행 및 성

찰과 반성의 과정을 거치면서 마침내 자신이 설정한 모델을 뛰어넘어 보다 더

유덕한 사람으로 성장한다는 발전 모델의 설명을 뒷받침해주는 모티브로 적용

될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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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본 연구는 니체 철학의 핵심 사유에 대한 검토에서부터 시작하여 그의 도덕

에 대한 비판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후 이러한 도덕에 대한 비판이 교과로서의

도덕교육에 어떠한 시사점을 줄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본 연구는 니체의 도덕에 대한 비판을 크게 두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서 분석

하고자 하였다. 먼저 니체는 기존의 도덕이 어떠한 내용을 가졌기에 비판의 대

상으로 삼았으며 그가 새롭게 제시한 도덕의 모습은 어떤 것이었을까? 그가

보기에 기존의 도덕이 가진 가장 큰 문제점은 가치의 평가에 있어서 그것이

평가하는 사람 자신에게서 나오지 않았다는 점이다. 원한감정(Ressentiment)에

서 비롯된 ‘악’을 먼저 상정하고 이러한 ‘악’의 부정(否定)을 통해 ‘선’을 정립한

후 그 ‘선’의 근거를 ‘신’에 둠으로써, ‘선’은 보편성을 획득하고 인간은 그 ‘선’

을 절대적으로 따라야 한다는 것이 기존의 도덕이었던 것이다. 인간은 타율적

이고 수동적으로 어떠한 의심 없이 (누군가가 만든) 도덕규범을 따르는 존재였

던 것이며, 니체는 이러한 도덕의 모습을 노예도덕이라고 비판하였다. 그러나

니체는 계보학적 방법을 통하여 이러한 도덕의 역사는 특정한 시기에 발명된

하나의 오류에 지나지 않음을 밝힌다. 원래 도덕적 가치평가란 자신에 대한 긍

정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이며, 이러한 긍정적인 자신의 모습이 바로 ‘좋음’이다.

반면 ‘나쁨’은 자신의 모습과 대비되는 것에 대한 가치평가이나 여기서 ‘나쁨’

은 차이일 뿐, ‘악’에서와 같은 비난은 담겨 있지 않았다. 인간은 자신에 대한

긍정으로부터 자율적으로 도덕규범을 만드는 ‘주인’적 존재였던 것이다. 이렇듯

니체가 비판한 기존 도덕의 문제점은 가치를 평가하는 방향이 전도되었다는

데 기인한다.

그러나 니체가 절대성과 보편성을 특징으로 하는 기존의 도덕을 비판한 궁극

적인 목적은 어디에 있을까? 니체는 가치(도덕)의 가치를 물으며 기존의 도덕

은 인간을 타율적이며 수동적이고 의존적인 존재로 만듦으로써 -니체는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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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든 인간으로 표현함- 결과적으로 문명의 퇴보를 초래하였다고 비판한다. 따

라서 이제 니체의 도덕 비판의 핵심은 건강한 도덕적 행위자를 만드는 것으로

모아진다. 본 논문은 이러한 건강한 도덕적 행위자의 모습과 건강한 도덕적 행

위자가 이룩되는 과정에서 도덕교육에 시사하는 함의점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건강한 도덕적 행위자의 전제가 되는 신체(Leib)는 ‘이성’, ‘육체’, ‘힘에의 의지’

의 불가분적 통일체로 이해되어야 하며 여기서 ‘이성’의 역할은 제한적일 수

밖에 없으며 오히려 정서 이면의 욕망에 해당하는 ‘힘에의 의지’에 주목할 필

요가 있다. 이것은 전통적인 인지 발달 이론을 넘어서 통합적 도덕성 형성을

추구하는 도덕교육에 이론적 기초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건강한 도덕

적 행위자는 ‘낙타-사자-어린아이’라는 정신의 변화과정을 통해서 이룩된다.

‘낙타’는 기존에 존재하는 도덕규범을 습득하고 수용하는 ‘노예도덕’을 대변한

다면 ‘사자’는 그러한 도덕규범에 대해 회의적 태도를 가지는 자유정신을 의미

하며, ‘어린아이’는 스스로 자신의 행위 규범을 창조하고 여기에 따르는 ‘주인

도덕’을 상징한다. 이것은 학교급 및 학년이 낮은 단계에서는 관례적 도덕교육

에 중점을 두다가 학교급 및 학년이 올라가면서 점차 반성적 도덕교육을 강조

해 나가는 우리의 학교 도덕과(道德科)교육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어린아이’ 단계는 ‘낙타’ 단계에서부터 시작하여 ‘사자’ 단계를 거

쳐서 비로소 이룩되었다는 점이다. 즉 ‘어린아이’가 ‘낙타’와 ‘사자’를 배제하지

않는다는 것은 반성적 도덕교육은 관례적 도덕교육과 조화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과 맥락을 같이한다. ‘어린아이’는 니체의 이상적인 인간상인 ‘위버멘

쉬’이다. 니체의 ‘위버멘쉬’는 ‘거리의 파토스(Pathos der Distanz)’의 소유자로

서 자신의 충동으로부터 늘 거리를 두기 때문에 자신의 가치 기준인 ‘좋음과

나쁨(good and bad)’만을 배타적으로 주장하지 않는다. 타인에 대한 고려가 없

다면 니체의 ‘위버멘쉬’는 독재를 상징할 뿐이다. 이렇게 ‘위버멘쉬’가 야수적

모습과는 거리가 먼 이유는 바로 ‘어린아이’가 ‘낙타’와 ‘사자’ 단계를 거쳐서 성

장하였기 때문으로 생각할 수 있다. 즉 일종의 사회화 단계인 ‘낙타’ 단계에서

는 타인의 가치와 사회의 규범을 접하게 되고, ‘사자’ 단계에서는 ‘영원회귀’ 사

유(의 실천적 기능)를 통하여 자신의 충동으로부터도 자유로울 수 있는 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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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득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주인도덕’과 ‘노예도덕’의 대립에만 주목할 때 이 둘 사이에는 커다란 간극이

존재하였다. 그러나 교육적 관점에서 ‘주인도덕’의 ‘주인’은 어떻게 (교육을 통

하여) 이룩될 수 있을까에 주목한다면 ‘주인도덕’과 ‘노예도덕’이 화해할 수 있

는 길이 열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어린아이’는 ‘낙타’와 ‘사자’ 단계를 통

하여 이룩되는데 ‘어린아이’ 단계는 ‘주인도덕’을 ‘낙타’ 단계는 ‘노예도덕’을 상

징하므로 ‘어린아이’가 ‘낙타’를 배제하지 않는다고 본다면 ‘주인도덕’ 역시 ‘노

예도덕’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이러한 교육을

통한 성장의 과정을 인정함이 없이 ‘주인도덕’의 ‘주인’은 태어날 때부터 정해

져 있다고 해석한다면 니체의 도덕 비판은 철저한 우생학적 논의로 축소되어

도 좋을 것이다. 따라서 ‘주인도덕’의 ‘주인’이 정신에 있어서의 특권을 가지고

태어나는 존재가 아니라 교육적 성장을 통하여 이룩될 수 있는 과정적 존재임

을 고려한다면 ‘주인도덕’은 ‘노예도덕’으로부터 출발해야 하고 ‘노예도덕’은 ‘주

인도덕’을 지향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본다.

니체의 관점주의(Perspektivismus) 인식론에 따르면 모든 인식은 힘에의 의지

에 의해서 우리의 상승적 삶을 목적으로 우리 스스로가 해내는 가치평가행위

이며 그 인식의 의미와 가치는 우리의 상승적 삶을 위한 유용성 전략에 따라

서 비로소 결정된다. 따라서 그 어떤 해석에도 -심지어 니체 자신의 도덕 또는

세계 해명방식에 조차도- 절대적 위계를 부여해서는 안된다. 우리의 삶의 현실

은 ‘도덕적으로 옳다 또는 그르다’라는 하나의 관점으로 모두 포착되기에는 너

무나 복잡 다양하며 현실의 미묘한 측면을 선․악의 규칙 체계로 모두 재단하

기에는 우리의 삶은 너무나 풍부하기까지 하다. 니체의 ‘어린아이’는 선․악을

넘어 자유롭게 스스로 가치평가를 하는 행위자이다. 따라서 ‘어린아이’는 세계

를 도덕적 선․악으로만 판단하는 것을 뛰어넘는 도덕적 창조성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니체는 도덕 비판을 통해서 삶을 하나의 문학 작품 또는 예술 작

품으로 볼 것을 권한다. 작가나 예술가의 눈에 비춰진 삶은 도덕적인 당위의

세계와는 사뭇 다를 것이다. 물론 도덕에 대한 니체의 이러한 해명 방식은 도

덕적 불확정성을 초래하고 윤리학을 미학으로 환원하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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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 하지만 니체 자신의 관점주의 인식론에 따라 이러한 세계 해명 방식도

도덕을 보는 하나의 관점으로서 이러한 관점으로 인해 우리의 삶에 대한 해석

은 보다 풍요로워지며 그 안에서 우리도 보다 도덕적으로 성숙해질 수 있다고

본다. 본 연구의 제목도 관점주의적 시각을 견지한다는 의미에서 ‘도덕 비판’이

아닌 ‘도덕 비판론’으로 하였다.

본 연구는 서론에서 밝혔듯이 니체 텍스트의 다양한 해석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시작되었다. 즉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를 통하여 정신의 변화

과정에서 ‘어린아이’ 단계가 ‘낙타’ 단계와 ‘사자’ 단계를 배제하지 않으며, 따라

서 주인도덕이 노예도덕을 전적으로 배제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으며 아울러

‘인간은 밧줄이다’라는 표현에서 니체가 인간을 확정적인 존재라기보다 과정적

존재로 인식하였다고 해석하였다. 그러나 서론에서 언급했던 대로 야스퍼스가

이미 경고했듯이 이러한 해석을 가능케 한 니체의 텍스트를 임의로 선별하였

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는 한계를 지닌다. 따라서 니체의 사유가 도

덕교육의 담론으로 보다 많이 수용되기 위해서는 규범성의 결여라는 비판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그의 철학 내에서 미적인 것과 윤리적인 것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심도 있는 후속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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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about Nietzsche’s

perspective of the criticism on mor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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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ims to analyze Nietzsche`s criticism on morals to seek of the

reference on moral education. Core ideas of his philosophy on the moral

criticism should be reviewed before analyzing his criticism on morality. He

brought up 'Zarathustra' in Also sprach Zarathustra and suggested the role

model of human character which will be fit able in the future by pointing

out the key words of 'death of God', 'Übermensch', 'will to power',

'eternal recurrence'.

'Death of God' means the erosion of traditional metaphysical dichotomy in

the history of western philosophy. And 'Übermensch' stands for a new

human character to overcome the dark age of 'death of God'. Meanwhile,

'eternal recurrence' involves ethical intention which means being faithful to

the present so that you could want to live permanently.

According to Nietzsche, all living things have 'will to power' in the

pursuit of increased activity for its own aside from maintaining the st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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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o. He defines morality as a sort of interpretation which results from the

activities of 'will to power' in relation to the existence of the living things.

However, the conventional morals stem from the slaves` wrong idea. They

are so weak, helpless and lacking in self-confidence that bear a grudge

against masters who are strong, excellent and supremely confident. They

devise evil before establishing good in the negation of the evil to base the

good on the God absolutely. Slave-morality remains abstinent from natural

desires and stress emphasis on the ideal of asceticism. Asceticism translates

the chase of desires as sinning against the God. Therefore, slaves have no

choice but to torture themselves suffering from the guilty conscience that

they were to blame.

Nietzsche`s new perspective on morals starts against the slave-morality.

According to him, moral values derive from self-affirmation which means

good. In contrast, self-negation result in bad. Masters have established their

own methods for valuation of good and bad. The distinct feature of

Nietzsche`s philosophy is putting more stress on actor than action, which is

due to the activity of master-morality. Put another way, master is

synonymously known as sovereign individual. It aims at creating moral

norms which is of service to his own life in the real world, not the

transcendental world and holding by the norms.

Nietzsche`s attack on rationalism helps recognize humans as the whole

existence, namely, body. And his physiological approach let us know that

we should not overlook an innate and congenital part in the analysis of

human behavior.

However, he has replaced ethics with esthetics and his argument could

lead to disputes over moral indeterminacy because it does not set moral

guidelines for 'Übermensch'`s behaviors. In addition, Nietzsche has focused

on the innate part of human nature at the expense of belittling the lear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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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abiotic factors which are important in education.

Considering the fact that Nietzsche`s criticism on morals is aimed at

increasing human health, some implications for moral education have been

found in appearance of the healthy moral man and the course to becoming

that man. First, a step-by-step transformation of 'a camel into a lion and

finally into a child' has important implications for ideal man in the essence

of moral education. Second, with regard to the purpose of moral education,

Nietzsche`s criticism on rationalism and asceticism introspect the meaning

of desires behind the affective domain. Finally, in accordance with the

content of moral education, his emphasis on the healthy man can

complement virtue ethics.

Key words : criticism on morals, moral education, slave-morality,

master-morality, ethics, step-by-step transformation of a

camel into a lion and finally into a child

Student Number : 2009-2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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