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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열암의 니체론은 30년 에는 힘의 철학이자 의지의 철학의 형태

로, 50년 에는 향내  계의 철학이자 실존  성실의 철학으로 제공된

다. 이런 니체론은 첫째, ‘ 실  힘을 지닌 실천철학 모색’이라는 열암의 

철학  심을 반 하고 있으며, 둘째, 실존철학에 한 그의 평가작업의 

일환이기도 하다. 열암의 진단에 의하면 니체철학은 여타의 실존철학과 마

찬가지로 실  힘을 지닌 실천철학일 수 없다. 그것이 향외성과 향내성

의 성공 인 통일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열암의 니체론은 니체

철학에 한 단편  이해라는 한계를 갖는다. 하지만 야스퍼스의 니체론이 

갖고 있는 연구사  의의를 공유하는 부분, 니체철학에 한 ‘정합 ’ 해

석에 한 모색, 향내성 개념을 매개로 니체  실존을 해명하려는 시도 등

은 한국의 니체 수용사에서 의미 있는 작업으로 평가될 수 있다. 

* 이 은 제21회 열암철학 학술발표회(2007. 12. 10)에서 발표된 것

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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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는 말

열암 박종홍의 니체철학에 한 평가와 수용은 어떤 모습이고, 열

암 자신의 철학  과제  그 과제의 수행과 어떤 계에 있으며, 국

내․외 니체 연구사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가? 이 에 한 해명을 

본 은 심과제로 삼으며, 이런 과제설정의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열암 철학의 키워드 역할을 하는 것이 ‘ 실’과 ‘창조’라면,1) 

이 두 키워드를 연결시키는 열암 철학에서의 매개 개념은 다름 아닌 

‘힘’과 ‘실천’이라고 할 수 있다. 열암의 창조의 철학은 힘의 철학이

자 실천의 철학이기도 한 것이다. 실제로 열암에게서 힘과 실천의 철

학에 한 지향은 해방 이 과 이후를 막론하고 일 이며,2) 이것

은 열암이 니체철학을 수용하는데도 토 로 작용한다. 니체철학이 갖

는 여러 면 에서, 열암은 ‘힘’과 ‘의지’의 측면에 먼  주목하여, 
이 측면이 갖는 실천력에 심을 가졌던 것이다. 그리고 열암이 창조

의 철학을 형성시켜가는 ‘과정’에서 새롭게 두되는 에 따라, 
열암의 니체 이해의 외연 역시 확 된다. 그 과정에서 니체철학은 열

암에 의해 그 실천력을 서서히 의심받게 되어, 결국 힘있는 실  

실천철학일 수 없다는 부정 인 진단을 받게 된다. 이런 맥락은 열암

의 니체론에 한 이해 작업이 창조의 철학을 형성시켜가는 열암의 

사유궤 을 이해하는데에 도움이 된다는 단을 내리게 한다. 
둘째, 열암의 니체론은 실존철학이라는 큰 범주 속에서 움직인다. 

1) 박종 , ｢열암 박종홍 선생의 열망과 그의 철학｣, 박종홍 철학의 

재조명 , 천지, 2003, 39. “그의 철학사상을 다룰 경우에는 그 열

쇠 역할을 할 수 있는 두 가지 것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는데, 

그건 ‘ 실’에 한 철학  심과 ‘창조’의 이론이다.” 

2) 이 심은 30년 의 을 통해서는 힘의 철학에 한 모색으로, 

50년 의 을 통해서는 창조  실천에 한 모색의 형태로 표

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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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실존철학을 본격 으로 연구한 최 의 인물로서 열암은 실

존철학에 한 을 상당수 남겨놓고 있으며, 실존철학은 그의 철학 

형성에서 비  있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 열암 철학에 한 연구가 

상당부분 진행되어 있는 재, 열암의 실존철학 이해에 한 연구는 

주로 키에르 고르, 하이데거, 사르트르, 야스퍼스에 련되어 있다.3) 
반면 열암의 니체론은 아직 소개조차 되고 있지 않다. 열암 자신이 

다른 실존철학자들에 해서는 그들을 독립 으로 상화시키거나 

혹은 그 지 않더라도 문 인 연구의 흔 을 남겼지만, 니체와 

계해서는 상 으로 빈약하고도 소박한 형태를 띤 자료  성격의 

만을 제공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연구 상황을 고려해볼 때 열암

의 니체론에 한 소개 작업은 열암의 실존철학 수용의 한 부분을 

이해하는 측면에서도 필요할 것이다. 
셋째, 열암의 니체론은 상당부분 야스퍼스의 니체론에 의존한다. 

야스퍼스는 ‘탈로고스 심주의로서의 니체철학’이라는 니체 연구사

에서 큰 획을 는 니체론을 제공했으며, 그의 니체론은 하이데거의 

니체론과 립하면서 의 니체연구를 여러 면에서 선취한다. 야스

퍼스의 입장을 수용하는 열암의 니체론이－비록 분석  논구의 형태

는 아닐지라도－, 야스퍼스에 한 연구사  평가를 상당부분 공유하

게 되리라는 것은 상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의 서양철학 유입사에 

한 평가 작업의 일환으로서도 열암의 체론에 한 고찰은 필요하

다고 할 수 있다.
열암의 니체론에 한 고찰은 열암이 ‘명시 으로’ 니체를 상화

시킨 을 상으로, 그 각각의 경우를 악하는 형식으로 진행될 것

3) 표재명, ｢키에르 고어 연구를 통해 본 열암 선생｣, 박종홍 철학

의 재조명 , 천지, 2003, pp.333-350. 백종 , ｢독일철학의 유입과 

그 평가｣, 철학사상  6, 서울 학교 철학사상연구소, 1996, pp.29-78, 

김석수, ｢실존주의를 통해 본 ‘철학과 실’｣ 실과 창조  (천지 

2001), pp.209-233, 김형효, ｢20세기 한국의 실과 능 의 사회철

학  사유｣, pp.211-244, 김석수, 실속의 철학, 철학 속의 실 , 

(책세상 2001), pp.100-122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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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이 진행과정에서 열암의 니체론이 갖는 구조  특징과 내용  

특징이 당 의 국내․외 니체 연구 상황을 고려하여 평가될 것이다.

Ⅱ. 힘과 의지의 철학으로서의 위버멘쉬 사유 

(<현대철학의 동향>)

니체에 한 열암의 심이 명시  형태로 처음 표명된 것은 1930
년  반, 매일신보에 연재한 < 철학의 동향>이라는 짧은 을 

통해서다. 여기서 열암은 니체철학을 실존론  ‘ 인주의’로, 그리고 

인주의로서의 니체철학을 헤겔부흥 운동, 상학과 하르트만에 의

한 존재론  경향, 데보린 류의 유물론과 함께 당 를 지배하는 사상

으로 거명한다. 그리고 인주의가 갖는 철학  지명도는 그것이 

철학에 끼친 향력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팟쇼 운동”과
의 연계가 주효했다고 본다. 열암에게 ‘ 인주의’는 힘의 철학이자 

의지의 철학이고, 그런 한에서 실천철학이며, 바로 그 때문에 시즘

과 나치즘의 사상  “원유(原由)”로 이해된다. 즉 “권력에의 의지”에 

의한 “타산  평화주의”에 한 도 과 “근 인 온미한 평범주의”
에 한 도 , 그리고 “평등  개인주의에 한 배격”이 인주의의 

특징이며, 힘에 한 이런 주의(主意)주의  사유가 한 시 를 앞서 

“행동주의”, “반주지주의”, “ 웅주의”의 성격을 갖는 시즘과 나치

즘 사상의 모태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4) 
인주의에 한 열암의 이런 평가는 다음과 같은 시 ․정신  

배경과의 연 을 통해서 이해될 수 있다. 먼  열암의 평가는 1930년 

당 의 시 정세  국내정세를 반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태리․독

일․스페인에서의 시즘과 나치즘의 승리, 독일 제국주의로 인한 2차 

4) 박종홍, ｢ 철학의 동향｣, 매일신보(1934. 1. 1～1. 6), 집 Ⅰ, 증

보 , 민음사, 1998, pp.356-365. 이 에서 니체에 한 내용은 

pp.362-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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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발발, 일본의 제국주의화와 그에 이은 일 쟁이라는 외  

상황, 그리고 일본 제국주의의 폭압이라는 내  상황은, 당  지식인

들에게 제국주의와 체주의와 쟁이라는 시  실을 고민하게 했

으며,5) 열암 역시 외일 수 없었을 것이다. 20년 에 이미 철학은 

실에 지반을 두어야 한다는 명제를 다음처럼 자신의 철학함의 단 로 

천명한 열암이었기에 더욱 그러했을 것이다. “나의 결론은 이러하다. 
우리의 <철학하는 것>의 출발 은 이 시 의, 이 사회의, 이 땅의, 이 

실  존재 자체에 있지나 않는가 하는 것이다. 이 실  지반을 떠

나 그의 출발 을 찾는 철학은 결국 그 시  그 사회에 하여 하등의 

실  의미를 가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철학 자체에 있어서도 새로

운 경지를 개척하기가 곤란하지나 않을까 하는 것이다.”6) 따라서 니체

에 한 열암의 심은 시  실에 한 심이 곧 그 시  실

의 ‘소 ’ 사상  원류에 한 심으로 자연스럽게 이동한 것이며, 그 

사상  원류에 한 평가 역시 시  고민을 반 하여 이루어졌을 것

이다. 
둘째, 비록 열암 자신은 밝히고 있지 않지만, 일제하의 국내 니체 

수용도 토 로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러셀과 듀이의 베이징 강연

과 도쿄 강연을 계기로 서양철학에 한 심이 높아지던 1920년 , 
니체철학은 식민지 시 의 고민을 해소해주는 힘의 철학이자 의지의 

철학으로 이해되었다. 달리 말하면 당  지식인들의 지  열망이 반

된, 민족주의  시각과 실  심에 의해 포착된 일종의 실천철

학이었던 것이다. 이것은 20년 에 발표된 니체에 한 들을 통해

서 확인해 볼 수 있다.7) 1920년 소춘 김기 의 <역(力)만능주의의 

5) 조희 , ｢한국의 사상에 미친 서양철학의 향－한국에 있어

서의 서양철학연구의 제방향(1931-1968)｣, 철학연구  19, 한국철

학연구회, 1974, p.112. 

6) 박종홍, ｢<철학하는 것>의 출발 에 한 일(一)의문｣, 집  Ⅰ, 

1926. 3,  p.331.

7) 1920년  니체 소개의 물고를 튼 것은 계몽을 통한 사회개조 성

향이 강했던 개벽 지 다. 20년  니체철학 수용사에 한 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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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 푸리드리히 니체 선생을 소개함>이나 묘향산인이라는 필명8)

의 <신－인생표의 수립자－푸리드리히 니체 선생을 소개함>에서부터 

1922년 춘  박달성의 <동서문화에 (現)하는 고 의 사상을 일별

하고>를 거쳐, 1929년 배상하의 <짜라투스트라>에 이르기까지 이 경

향은 일 이다.9) 특히 <신－인생표의 수립자－푸리드리히 니체 선

생을 소개함>은 니체철학을 원회귀(“ 원윤회”)와 버멘쉬(“ 인”) 
사유 그리고 도덕론에 이르기까지 힘의 철학이라는 이 용되어 

있는 것으로 소개하고 있다. 니체철학을 원 에 입각해서 ‘체계 ’인 

연구를 통해 소개하려는 첫 노력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배상하의 은, 
마르크스와 니체를 에 여 히 살아 움직이는 철학을 제시한 두 

인 설명은 김정 , ｢니체 사상의 한국  수용－1920년 를 

심으로｣, 니체연구  12, 한국니체학회, 2007, pp.33-68. 

8) 김정 은 묘향산인과 소춘 김기 이 동일인물일 가능성을 제시

한 바 있다(김정 , 같은 , 44, 주26).

9) 김기 , ｢역만능주의의 선 , 푸리드리히 니체 선생을 소개함｣, 개벽  
창간호(1920. 6. 25), 묘향산인(혹은 김기 ), ｢신－인생표의 수립자－푸

리드리히 니체 선생을 소개함｣, 개벽 , 2호(1920. 7. 25), 박달성, ｢동서

문화사상에 (現)하는 고 의 사상을 일별하고｣, 개벽 , 9호(1921. 03. 

01), 배상하, ｢짜라투스트라｣, 신흥 , 1호(1929). 물론 니체와 톨스토이

를 립시켜 당 의 시  실과 도덕을 진단하기 한 시 석으로 

삼는 들도 있다. 춘  박달성의 ｢동서문화사상에 (現)하는 고 의 

사상을 일별하고｣에서는 니체의 “역만능주의”와 “ 인사상”을 톨스토이

의 인도주의를 립시켜, 자의 실 ․역사  우 를 주장한다. 안서 

김억은 근 문 사조에서 니체의 역할을 밝히는 <근 문  2>, <근

문  3>, <근 문  5> ( 개벽 , 15(1921. 06. 30), 개벽 , 16 (1921. 10. 

18), 개벽 , 18(1921. 11. 30))에서 톨스토이와 니체의 도덕 을 각각 이

타주의와 박애주의로, 이기주의와 개인주의로 규정하여 립시킨다. <

윤리사상의 개 > ( 개벽  16(1921. 10. 18))을 발표한 야뢰/백두산인 

이돈화 역시 톨스토이와 니체와의 립을 기본틀로 한다. 여기서 니체는 

자아발 주의자이자 개성만능주의자로서 개인을 시하는 인물로, 톨스

토이는 애타주의에 입각한 사회주의를 표 하는 인물로 제시된다. 그리

고 이 둘의 조화를 이상 인 도덕의 모형으로 본다. 하지만 이런 경향에

서도 힘의 철학으로서의 니체철학이라는 이 용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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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설명한다. 여기서 마르크스의 철학은 주의로 니체철학은 개

인주의로 설명되어 있지만, “힘, 정열, 용기, 싸움, 반역 등의 명  

기상에서 양자는 매우 가까우며 […] 싸우려는 의지, 의지의 불여의

(不如意)에서 생기는 모순의 괴로움, 이 모순을 다시 정하려는 

용기”를 갖고 있다고 평가된다.10) 니체철학은 마르크스 철학과 더불

어 힘의 철학이자 의지의 철학으로 평가된 것이다. 
배상하의  이후 체계 인 니체철학 소개는 1936년 김형 의 <니

체와 문화－그의 탄생일을 기념하야－>11)를 통해 문명에 끼

친 니체의 향을 다루면서 진행된다. 여기서 김형 은 니체의 심

사상을 “ 인주의”로, 인주의는 “권력에의 의지”라는 “생산 이고도 

창조  의지”를 토 로 한 것으로, 바로 그래서 “나날의 데카단  기

분에 쏠려들어가는 우리의 실”에 자극제가 되는 것으로 이해한다. 
그런 후에 그는 니체  인주의를 실에서 계승하는 길은 “ 인의 

생산  창조  의지”를 니체처럼 “귀족  개인”이 아니라, 이미 창조

 생산의 주체로 되어 있는 “ ”의 입장에서 계승하는 것이라고 

평가한다. 배상하의 이런 평가 역시 힘의 철학이자 의지의 철학이라

10) 배상하는 이 에서 차라투스트라는 이 게 말했다 를 직  독

일어로 읽고, 그것을 부분 으로 발췌번역해서 수록한 것임을 밝

히고 있다. 배상하, 같은 , p.95. 배상하 이 에도 차라투스트

라는 이 게 말했다 를 원 으로 읽고, 부분 으로 ‘번역’했던 경

우는 있었다. 김보섭, <차라투스트라의 노래> ( 해외문학  창간

호, 1927). 이후 30년 에는 서항석이 <짜라투스트라의 노래>를 

번역하여 조선문학 , 1권 2호(1933. 9. 1)에 발표했다. 번역을 통

한 수용에 한 구체  설명은 이유 , 한독문학비교연구3 , 서

강 학교 출 부, 1983, p.116 참조. 

11) 김형 , ｢니체와 문화－그의 탄생일을 기념하야－｣, 조선일보 

(1936. 10. 18～1936. 10. 25.) 김형 의 이 은 기존의 국내 니체 

련 에서는 고려되지 않았던 비극의 탄생 의 술론, 역사성

에 한 니체의 심, 니체 사유의 변화과정마  조명하고 있다. 

이 은 당 의 국내 니체 연구에서 단연 독보 이었을 뿐만 아

니라, 30년 의 서양의 니체 읽기와 비교해도 정치  성향에 치

우치지 않은 비교  객 인 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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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20년  니체읽기의 기본 을 유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12) 
열암이 이런 니체 수용 상황을 도외시하지 않았을 개연성은 큰 것 

같다. 이것은 열암 자신이 표명한 그의 30년  철학  심을 통해

서도 확인될 수 있다. 

“종래의 철학이 마치 비속하다고 내버렸던 우리의 실  생활에 새

로운 애착을 가지고 육박하여 고들어 다시 피 끓는 힘의 철학을 찾아

내려는 것이 철학의 지향하는바 심  과제라고 나는 생각한다.”13)

“과연 우리의 실  생활에 새로운 애착을 가지고 육박하여 고

들어 다시 피끓는 힘의 이론, 실천의 이론을 찾아내려고 애쓰는 것이 

인, 더욱 우리들의 지향하는 바 심과제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론만이 다시  우리들의 요구, 갈망하여 마지아니하

12) 이외에도 30년  니체 수용에서 문학  니체 수용을 간과할 수 없

다. 사실 한국 근 문학에서 니체의 수용은 철학  연구보다 더 

활발해 보인다. 먼  근  한국문학에서 니체는 표 주의의 모태

로 수용되고 있었다. 앞서 지 한 묘향산인도 표 주의를 배경으

로 하고 있었으며, <짜라투스트라의 노래>를 번역했던 김보섭은 

해외문학  창간호 같은 곳에서 Il ja Ehrenburg의 을 ｢표 주

의 문학론 －새 술은 발서 술됨을 치리라｣는 표제로 번역했

다. 이 은 슈티르 (M. Stirner)와 니체를 표 주의 술의 모태

로 지목하고 있다. 한 30년  반 생명  시인 서정주를 심

으로 하는 극 인 니체 수용도 보인다. 미당은 “우리 문학사에

서 니체의 사상을 수용하여 자신의 문학  역을 확보한 시인”

(박노균)이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32년부터 43년까지 10년간 니

체의 향을 받았으며, 그 결과가 화사집 (1941)이다. 미당의 니

체 수용은 그 자신의 고백을 통해서도 잘 알려져 있다(서정주, ｢나

의 문학인생 7장｣, 시와 시학  23호, 가을, 1996, pp.43-44; 서정

주문학 집 5 , 일지사, 1972, p.273; 미당 서정주 시선집 2 , 민음

사, 1991, p.911; ｢내 인생공부와 문학표 의 공부｣, 서정주 문학

앨범 , 웅진출 , 1993, pp.163-165; 미당 자서  2 , 민음사 1994, 

p.10 등). 니체철학은 서정주 외에도 김동리의 제3휴머니즘, 이육

사의 인의지에도 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박노균, ｢니체와 

한국문학｣, 니체연구  3, 한국니체학회, 1998, p.175 참조).

13) 박종홍, ｢모순과 실천｣, 집 Ⅰ, 1933. 10, p.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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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지도원리가 될 수 있으리라고 나는 생각합니다.”14)

열암이 에서 요구하는 힘의 철학은 곧 실  실천력을 지닌 철

학이었으며, 이런 철학이야말로 의 “감성 ․사회  실천”을 가

능하게 하는 철학이라고 열암은 생각한다.15) 열암의 이런 심과 니

체철학의 당  국내 수용 상황은 서로 부합되거나 공유할 만한 사항

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할 것이다. 열암이 독일 실존주의에 

해, 구체  실천을 문제시하지 않고 비의지  주체를 제시한다는 실

망에 찬 평가를 하고 구체 으로 하이데거나 야스퍼스나 키에르 고

르를 언 하면서도, 니체에 해서만큼은 일체 실망어린 언 을 하지 

않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가 아닐까?16) 
어 든 니체철학이 30년  열암에게 독일 실존주의 에서도 외

인 실존주의, 힘의 철학이자 의지의 철학이며, 그런 한에서 실천의 

철학으로 받아들여졌던 것은 명백해 보인다. 물론 열암이 베르그손이

나 딜타이의 생철학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니체를 실존철학의 

범주로만 이해했다는 것, 생철학을 실의 모순성과 역사성과는 무

한 것으로 악했다는 것, 니체철학이 단편 으로 “국민주의이자 계

부정 ”으로 진단되었다는 것, 니체의 ‘ 인주의’에서 “정신 ”인 측면

이 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즘과 나치즘의 사

상  원류라는 평가를 견지한다는 것17) 등은 보완이나 정정을 필요로 

하는 견해이며, 버멘쉬 사유에 한 그의 평가 역시 분석  탐구의 

결과는 아니다. 하지만 버멘쉬 사유가 갖고 있는 한 측면, 즉 개인

14) 박종홍, ｢우리가 요구하는 이론과 실천｣, 집 Ⅰ, pp.409-410.

15) 박종홍, ｢철학하는 것의 실천  지반｣, 집 Ⅰ, p.335, p.342, p.343 등. 

16) 박종홍, ｢우리가 요구하는 이론과 실천｣(1945년 이 ), 집  
Ⅰ, pp.407-408.

17) 박종홍, ｢모순과 실천｣, 집  Ⅰ, p.352; < 철학의 동향> 

집 Ⅰ, p.363, p.364. p.365. ‘ 시즘과 나치즘의 사상  원류로서의 

니체의 주의주의 철학’이라는 기 견해는 50년  후반에는 원류

로서의 기능은 인정하되, ‘왜곡된 형태의 수용’이라는 견해로 완화

된다. 박종홍, ｢인간의 재발견｣, 집 Ⅵ, p.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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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노력주의, 실천주의, 지도자주의 등의 면모를 단편 으로나마 드

러내고 있다. 여기서 야스퍼스의 흔 을 엿볼 수 있는 것은 우연이 아

니다.18) 당시 열암은 야스퍼스 철학을 이미 알고 있었고, 야스퍼스의 

니체에 한 입장이나, 야스퍼스의 니체 연구의 최근 동향마 도 악

하고 있었던 것 같다.19) 하지만 니체철학과 시즘 사상과의 연계 부

분은 야스퍼스의 니체상과는 무 하다. 독일과 이태리를 심으로 국

가사회주의자 니체상이 두되고 그것이 확 되었던 30년  세계상을 

고려해보면, 시 인 상식이 수용되었던 니체읽기라고 할 수 있다. 

Ⅲ. 향내적 실존사상으로서의 니체철학 

( 철학개론강의 ․ 철학개설 )

30년  열암의 니체 읽기가 열암의 시  고민을 반 하고, ‘힘과 

실천의 철학’에 한 심이 용되어, 버멘쉬의 의지 －실천  

18) 박종홍, ｢모순과 실천｣, 집 Ⅰ, p.364.

19) “야스퍼스는 최근에 니이체에 한 새로운 한 연구를 발표하 다.” 

박종홍, < 철학의 동향>, 집 Ⅰ, p.364. 이 최근 연구가 무엇

을 지칭하는 것인지는 확실치 않다. 시기상으로 보면 1931년에 출간

된 의 정신  상황Die geistige Situation der Zeit 이나 1932년

에 발간된 그의 주  철학Philosophie  3권 의 하나일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내용상․맥락상으로 보면 이성과 실존Vernunft und 

Existenz (1935, Groningen)이나 니체Nietzsche. Einführung in das 

Verständnis seines Philosophierens (Heidelberg 1935)에 더 가깝다. 

이성과 실존 의 1강에서 시 의 한 사상가로서 니체와 키에르

고르를 들어, 이 두 실존철학 사유의 유사 을 설명하고, 5강에서

는 키에르 고르와 니체를 따르는 철학의 길을 제시한다. 특히 

1강에서는 열암이 50년 에 수용하는 ‘성실성’ 측면이 처음으로 제기

되어 있다. 니체 는 야스퍼스의 니체론의 집 성이며, 여기서 야스

퍼스는 이성과 실존 의 내용을 포함시켜, 니체철학 체에 한 정

합 이면서도 인 해석을 시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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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과 그것의 시즘  나치즘 연계에 주목했다면, 50년  열암의 

니체 읽기는 다른 양상으로 진행된다. 물론 이때에도 힘과 실천의 철

학에 한 그의 심은 일 되게 유지된다. 하지만 열암은 50년 에

는 실천이 갖는 실 인 창조  건설의 측면에 주목하며, 그것에 

한 철학  모색을 본격 으로 하고 있다. 그 모색의 일환이 바로 향

내성과 향외성의 종합으로서의 창조의 길에 한 제안이다.20) 

“우리의 활로, 우리 자신의 힘으로 우리 스스로가 개척하며 걸어가

야 할 길, 그것은 향내 인 자각을 통하여 무에 부딛쳐 다시 향외 으

로 돌아오는 창조의 길일 수 밖에 없다 […] 우리는 모름지기 막힌 길

을 트고, 우리의 창조, 우리의 건설에 의하여 우리의 정의를 선양(宣
揚)하는 천하의 공로(公路)를 밝 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실

인 힘을 요구한다 […] 다할  모르는 실 인 힘은 향내 향외가, 
양심과 기술이 하나의 인 행동에 있어서 지양되는 데서만 찾을 

수 있다. 여기에 창조가 가능하고 건설이 이룩된다.”21) 

향내성과 향외성이라는 개념틀과, 향내성과 향외성의 성공  통일

을 제하는 실  창조력이라는 사유의 틀. 이것이 바로 50년  

열암이 힘과 실천의 철학을 모색하는 방법  도구가 된다. 그리고 실

존철학의 의미와 한계에 한 평가 작업도 그 개념틀과 사유틀을 가

지고 진행된다. 이런 맥락에서 실존철학은 향내  철학의  유

형이지만, 향외  실천을－부족하지만－모색하는 계의 철학으로 이

해된다. 니체철학에 한 평가 역시 이런 실존철학의 특징을 공유한

다. 하지만 성실(誠實)의 철학이라는 면( 철학개론강의 )과 힘의 철학

( 철학개설 )이라는 면에서, 여타의 실존철학과는 일정부분 차별화된 

면모를 보여주기도 한다. 이런 내용들은 철학개론강의 (1953)와 철

20) 열암 철학에서 향내성과 향외성 개념이 핵심 개념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며, 그 개념들에 한 해명작업 역시 이미 다각

으로 이루어져 있기에, 반복 인 해명작업은 생략한다. 본 에서 

제시된 열암철학 련 문헌은 모두 이 개념에 한 직․간

인 논의를 포함하고 있다. 

21) 박종홍, ｢철학개설｣, 집 Ⅱ, p.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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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개설 (1954/1961)에서 특징 으로 나타난다.22) 
그런데 니체철학에 한 열암의 기본 입장이 두 책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아니다. 단지 철학개론강의 의 특징상, 니체철학을 진

단할 때에도 주로 개인의 내면  자각의 측면이 강조되고, 철학개설

에서는 개인의 사회  연 이 강조된다. 하지만 자로부터 후자로 

이행하는 의 변화가, 실  창조력을 지닌 힘의 철학에 한 열

암의 모색과정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기에, 두 책의 내용을 분리해서 

그 특징  면모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향내  자각의 철학으로서의 니체철학

먼  철학개론강의 의 내용은 다음처럼 구성가능하다. 첫째, 니체

철학은 사르트르의 구분처럼 무신론  실존주의로 범주화할 수는 있

지만, 이런 범주화 작업 자체는 단지 유보 인 성격의 것이어야 한

다. 신의 죽음 명제가 종교  진단이라기보다는, 유럽 당 의 시 상

에 한 비  표 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단의 이유를 열암

은 다음처럼 제시한다. “니체 자신이 신을 믿지 않는다는 것도 아니

다 […] 짜라투스트라는 인을 설(說)하지만은 스스로 신이라는 것

도 아니다. 그러면 신은 왜 죽었는가? <신은 죽었다. 인간동정병으로 

신은 죽었다>. 사람은 신을 왜 죽 는가. <신은 인간의 속과 을, 
인간의 모든 숨겨진 오욕과 추악을 보았다. 인간은 이런 증인이 살아

22) 50년  사유는 아니지만, 니체철학에 한 열암의  다른 근

방식은 유작인 변증법  논리 (1977)에서 진행된다. 여기서 열

암은 니체의 사유를 “reale Dialektik”으로 명명하고, 서양의 변증

법  논리의 일환으로 설명하지만, 이것은 야스퍼스의 입장을 그

로 수용한 것임을 열암 자신이 밝히고 있으며, 원 의 발췌자

료형식으로만 남아있다. 한 하이데거의 입장도 소개하고 있는

데, 야스퍼스의 경우에서와 같은 형식을 띠고 있다. 따라서 이것

에 한 연구는 열암이 아닌 야스퍼스나 하이데거의 니체론에 

한 평가작업의 일환이라 사료되기에 본 에서는 제외한다(박

종홍, ｢변증법  논리｣, 집 Ⅲ, pp.562-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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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것을 그냥 둘 수 없었다.”23) 인용문에 등장하는 내용은 차라

투스트라는 이 게 말했다  Ⅳ부 <가장 추악한 자에 하여>의 한 

부분이다. 여기서 니체는 신의 죽음의 원인을 ‘가장 추악한 자’인 병

리  인간의 내면에서 찾고 있다. 병리  인간은 자기 자신을 수치스

러워하며, 숨기고 싶어한다. 그에게 자기 자신은 부정의 상일 뿐이

다. 정할 수도 사랑할 수도 없다. 그런데 신은 수치스러운 그의 모

든 면을 연민의 으로 바라본다. 이런 연민은 그에게는 자신의 약함

과 무기력을 더욱 감하게 한다. 연민을 보내는 신이 그에게는 잔인

한 존재로 받아들여진다. 따라서 가장 추악한 자의 측면에서 보면 수

치심 때문에, 신의 측면에서 보면 가장 추악한 자에 한 자신의 연

민 때문에, 가장 추악한 자에 의해 신은 부정된다.24) 여기서 제시된 

신의 죽음은 니체가 신의 죽음에 해 제시했던 여러 이유들 에

서,25) 근 인의 병리  인간화  그로 인한 허무  인간화가 그 원

인이 되는 신의 죽음이다. 이것은 병리  신의 죽임이고, 결코 성공

할 수 없는 신의 죽임일 뿐이다. 
열암의 이런 이유 제시는 물론 열암 자신이 밝히고 있듯이 야스퍼

스의 니체론을 따른 것이다.26) 인용문에 등장하는 내용도 야스퍼스가 

자신의 주장을 해 사용했던 논거 의 하나다.27) 하지만 니체철학

이 오랫동안 무신론으로 이해되었고, 그 의문스러운 해석이 당 를 

23) 박종홍, ｢철학개론강의｣, 집 Ⅱ, p.97.

24) F. Nietzsche, Also sprach Zarathustra  : KGW Ⅵ 1, p.327. 

25) 백승 , 니체, 디오니소스  정의 철학 , 책세상, 2005, pp.265 

-283, ｢인간을 한 신, 인간학으로서의 신학｣, 해석학연구 20, 한

국해석학회, 2007, pp.35-57. 

26) 박종홍, ｢철학개론강의｣, 집 Ⅱ, p.97.

27) K. Jaspers, Nietzsche. Einführung in das Verständnis seines Philosophierens, 
(Heidelberg 1935, Berlin 1950), pp.247-248. 50년  열암은 야스퍼

스의 이 책과 이성과 실존 에 의존한다. 특히 철학개설 과 철

학개론강의 에 쓰여져 있는 니체에 한 은 상당부분 야스퍼

스의 니체철학입문 을 인용부호 없이, 특정 부분을 직  발췌하

거나 여러 부분들을 연결시켜 작성해 놓은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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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했었을 뿐만 아니라, 아직도 명맥을 이어가는 상황28)을 고려해보

면, 열암이 야스퍼스의 논의를 빌어 표명한 입장은 야스퍼스와 더불

어 시 를 앞서 있는 것이라는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니체의 실존철학은 인간 내면에 한 반성과 주체  각성을 

말하는 향내  실존철학이다. 니체철학이 “몰락하는 시 ”라는, 당

에 한 “근본경험”29)에서 출발하고, 인간의 “가능  실존에 호소하

여 이를 일깨우고”, “ 인의 출 을 열망”하기 때문이다.30) 한 그 

수단이 “인간 자체의 본질을 향내 으로 추궁(追窮)하면서 허무 앞에 

망하며 다시 이를 극복하는 것”31)이기 때문이다.32) 주지하다시피 

니체는 시 를 고찰할 때 인간의 정신  상황에 을 둔다. 당  

유럽이 겪고 있던 허무  상황은 인간이 병들어 있었기 때문이고, 인

간의 병리  모습은 인간 정신의 허무  상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니체에게 허무  시 를 극복하는 유일한 길은 허무  인간의 

병리  상태로부터의 회복이었다. 그리고 회복을 가능하게 하는 유일

한 길이 바로 인간의 버멘쉬로서의 자각과 그것의 실화에 한 

의지  노력이었다. 버멘쉬로서의 자각과 버멘쉬로의 결단은 니체

에게는 인간 삶의 이상이자 과제로 제시된다. 물론 버멘쉬는 삶의 

이상이지만, 매순간 구 될 수도 구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가능성이

다. 열암이 ‘인간의 가능  실존에 호소하고 일깨워서, 허무주의를 극

28) 그 단 인 는 W. Weichschdel, Der Gott der Philosophen, (Darmstadt 

1994), p.434. 

29) 박종홍, ｢철학개론강의｣, 집  Ⅱ, p.97. 

30) 박종홍, 같은 책, p.99.

31) 박종홍, 같은 책, Ⅱ, p.97.

32) 이 입장은 다른 실존철학에 한 열암의 에서와는 달리 니체 

자신의 을 상당부분 직  인용하는 형태로 제시되어 있으며, 거

기에 덧붙여 그는 다음처럼 말한다. “가능  실존에 호소하여 이

를 일깨우려는 니체의 실존철학  방법의 냄새를 풍기게 할 수 

있을까 하여 될 수 있는 로 니체 자신의 말을 에 인용하

다.” 집  Ⅱ, p.99. 여기서도 야스퍼스의 직  흔 을 찾을 

수 있다. Jaspers, Nietzsche, pp.167-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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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하는’ 것으로 묘사하고, 거기서 향내  자각의 한 를 찾은 것은 

버멘쉬가 갖는 이런 특징에 의해 정당화된다고 할 수 있다.
셋째, 니체의 진리 은 실존  성실(誠實)에 한 요구를 명시화한

다. 왜냐하면 니체의 ‘  진리의 포기  창조  과정으로서의 

진리의 제시’는 인간의 성실성을 제해서만 가능하다고 열암은 생각

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니체철학에 용된 성실 개념은 열암이 염두

에 두는 성실의 두 측면을 모두 만족시키는 것처럼 보인다. 즉 성실

은 한편으로는 “자기에게 참되려는 소이”33)이자, 동시에 “ 심 령

으로 진지(眞知)를 사랑하야 마지않음”34)이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본성에 충실하고, 진리를 사랑하는 조건을 갖춘 자 만이 성실한 자이

고, 성실한 자만이 비로소 진리를 얻게 된다는 것이다. 열암이 명시

으로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이런 성실의 는 니체에게서 ‘창조

자’나 ‘ 버멘쉬’에서 찾을 수 있다. 자기 자신에 한 성실은 곧 창

조자로서나 버멘쉬로서의 자기 자각과 창조자와 버멘쉬에 한 

부단한 의지  노력이고, 이런 자각과 노력이 제되어야, 열암이 지

하는 바, “상주  진리의 괴”를 통한 “산 실존 그 자체의 근원과 

과정 속에서 본래 인 진리에 도달”35)하는 것도 비로소 가능해진다. 
여기서 열암이 니체의 주의 진리 의 핵심을 성실의 문제와 

련시켜 해석해낸다는 것, 그리고 실존철학을 성실의 철학으로 규정하

려는 그의 시도가 니체의 진리 을 통해 처음으로 개되고 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이처럼 일정한 형태를 가진 모든 진리가 소실

(消失)된 것처럼 보일 때 최후의 근거로서 남는 것은 성실이다. 성실

은 언제나 나 자신에 한 성실이다. 그것은 실존의 제인 것이요, 
그에 의하여 우리의 자기 존재의 생성이 비로소 가능하게 된다 […] 
성실이 있는 한, 인식이 난 할 때 언제나 새로운 가능의 단 가 되

는 것으로, 국으로 끝마치는 법이 없다. 니체는 이 성실에 한 신

33) 박종홍, ｢본다는 것과 듣는다는 것｣, 집 Ⅵ, p.407. 

34) 박종홍, ｢철학개설｣, 집 Ⅱ, p.156.

35) 박종홍, ｢철학개론강의｣, 집 Ⅱ, p.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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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信奉)을 고백한다.”36)

물론 성실 개념을 진리문제와 련시키는 부분은 야스퍼스의 입장

을 부분 으로 수용한 것이다. 야스퍼스는 진리 문제를 고찰하는 니체

의 여러 개념  장치들 에서 성실(Redlichkeit)을 함께 거론한다.37) 
그리고 이것에 해 니체의 인용 과 자신의 입장을 혼합하여, “실존

의 제(Voraussetzung der Existenz)”,38) “성실은 언제나 우선 으로 

우리 자신에 한 성실이다(Redlichkeit ist immer zuerst ‘Redlichkeit 
gegen uns selber’)”, “그것[성실]에 의해 우리의 자기존재의 생성

(durch sie wird erst das Werden unseres Selbstseins möglich)이 비로

소 가능하게 된다”39) 등으로 말하고 있다. 이 부분들을 열암은 별다른 

이의 없이 수용하고, 열암이 책 속에서 길게 인용하는 니체의  역시 

야스퍼스가 인용해 놓은 부분들을 그 로 따르고 있다. 하지만 야스퍼

스의 니체 련 진리 논의들을 모조리 수용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니체 진리 을 설명해내는 야스퍼스의 다른 장치들은(학문성, 가상성, 
삶, 실존, 진리의지 등) 물론이고, 성실 개념의 의미를 온 하게 해 주

는 개념으로서의 지  공정성(Gerechtigkeit) 등은 무시된다.40) 이런 부

분  수용은 열암이 실존철학을 성실의 철학이라는 형태로 재구성해

서, 자신의 철학을 모색하는 방법  차로 사용하려는 의도 때문이라

고 할 수 있다. 성실의 철학의 구성작업은 철학개설 을 거치면서야 

비로소 니체를 넘어 실존철학 체로 확 된다. 이때 진리 개념을 넘

어서 니체의  철학이 성실의 철학으로 재조명된다.
이상의 철학개론강의 에서 제시된 니체론에서 열암이 니체철학을 

철 히 향내성 측면에서만 악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기 열암의 사유에서 강조되었던 힘과 실천의 철학이라는 면모는 퇴

36) 박종홍, 같은 책, pp.99-100.

37) K. Jaspers, Nietzsche, pp.202-205, Vernunft und Existenz, 14.
38) K. Jaspers, Nietzsche, p.202.
39) K. Jaspers, 같은 책, p.203. 

40) K. Jaspers, 같은 책, pp.205-211.



창조의 철학과 힘의 철학 113

색되어 버린다. 심지어 진리 문제를 다루면서도  진리의 창조

성  실용성 등의 향외  측면은 언 조차 되어있지 않다. 단지 “자
신에게 참된”이라는 성실의 향내  측면으로만 국한시켜버린다. ‘열
암이 향외  측면없는 니체철학이라는 단을 하고 있다’는 편견이 

생길 정도로, 향외  측면은 완 히 외면당한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

은 열암이 이 책에서 여타의 실존철학을 다루면서는 ‘의식 으로’ 향

내성과 향외성의 두 측면을 동시에 보여 다는 것이다. 물론 실존철

학을 향외 인 철학으로 규정하고 싶어서는 아니다. 그 반 로 향내

 실존도 향외  자각을 비록 요청하기는 하지만, 향내성의 향외성

에 한 우 로 인해 향내와 향외의 성공  통일은 실존철학에서는 

어렵다는 것이 열암의 진단이다. 이런 맥락에서 열암은 실존철학자들

을 일일이 살펴본다. 그래서 키에르 고르의 ‘개체  개인의 인류성

’,41) 야스퍼스의 ‘실존의 교류, 연 가능성, 그리고 사회성’,42) 하이데

거의 ‘본래  상호존재’43)를 들어 그것이 비록 주체의 자각의 향외  

측면을 보여주고 있기는 하지만, 구체 인 향외  건설의 내용이 없

고 문제제기 정도에 머물러 있음을 비 한다.44) 심지어는 “ 극 으

로 실 인 인간사회에 기여할 길을 트려 고심하고 있다”는 호의

인 평가를 하는 사르트르의 ‘인류에 한 책임  인류와의 연 성을 
지닌 행동  참여’45) 와 마르셀의 ‘주체와 주체, 주체와 타자, 주체와 

신과의 교류  공동  참여’46)에 해서마 도, “분명히 불란서의 

실존철학이 독일의 그것에 비해 한 걸음 앞선 것”47) 이지만, 여 히 

사르트르의 행동  참여처럼 “다방 속의 그것”48)에 불과할 뿐일 가

41) 박종홍, ｢철학개론강의｣, 집 Ⅱ, p.88.

42) 박종홍, 같은 책, pp.91-92.

43) 박종홍, 같은 책, pp.103-104.

44) 박종홍, 같은 책, pp.103-104, p.117.

45) 박종홍, 같은 책, p.107.

46) 박종홍, 같은 책, p.95.

47) 박종홍, 같은 책, p.117.

48) 박종홍, 같은 책, p.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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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성을 지목하기도 한다. 이런 과정과 진단을 통해 열암이 얻는 결론은 
실존철학은 실에 한 힘 있는 실천철학일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유독 니체철학에 해서는 단 한마디도 향외  자각에 

한 언 이 없다. 정 인 언 은 차치하고, 심지어는 다른 실존철학

들에 해 했듯이 그 한계에 한 비 인 언 도 찾아볼 수 없다. 
실존철학이 허무의 고독을 벗어나－성공했든 실패했든－“궁극 으로 

실 인 인간사회에 기여할 길을 트려고 고심”49)이라도 했던 철학

이라면, 니체의 ‘힘과 의지’의 철학은 이미 그 고심을－충분하든 불

충분하든－최소한 반 이라고 한다고 단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

았을까? 니체의 힘과 의지의 철학이 구체 인 실에서, 비록 바람직

한 형태는 아닐지라도 실천  구속력을 지니게 되는 상황을 이미 

악하고 있던 열암이었기에 이런 의문은 더욱 증폭된다. 하지만 이런 

의문은 철학개론강의 를 통해서는 풀리지 않는다. 모든 실존철학을 

계의 철학으로 재조명하는 철학개설 에서 비로소 기 를 갖게 되

지만, 아쉽게도 한 해명은 주어지지 않는다. 거기서 표명되는 

‘니체 ’ 계와 그 증거 역시, 다른 실존철학의 그것과 비교해보면 

그리 분명하지도 않을뿐더러, 체 인 모습이 그려지지 않은 채로 

제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2. 향내  계의 철학으로서의 니체철학

철학개설 에서는 철학개론강의 와는 달리 실 악의 방식과 

련하여 향내성과 향외성을 설명하고, 철학개론강의 에서 분석된 실

존철학의 내용을 재조명한다. 논거의 재료 측면으로 보면 큰 차이는 

없지만, 실존의 특징을 향내성 보다는 향외  측면에서 찾으려는 노

력이 보인다. 그것도 철학개론강의 에서는 비 으로만 평가하던, 
실존철학의 향외성 측면에 해, 이제는 그 의미를 살리려는 태도

환을 꾀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실존의 계  측면이 부각된다. 

49) 박종홍, 같은 책, p.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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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체철학에 한 평가 작업 역시 이런 이 용되지만, 그리 만족

스럽지는 않다. 하지만 철학개론강의 에서 제시된 성실이라는 측면

이 외연을 확 하여, 니체철학의 정수인 운명애  원회귀 사유로

까지 발 되고 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게 해서 니체철학은 향내  계의 철학으로 조명되며, 그 구체 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니체철학은 ‘ 계  실존’의 철학이다. 열암에 따르면 실존은 

계에서 성립한다. 그런 한에서 실존철학은 계의 철학이며, 그런 

한에서 계의 철학을 지향하는 철학의 특징을 공유한다. 열암의 

말을 들어보자. 

“분명히 의 실존철학은 다시  고독을 넘어 계에 치 하게 

되었고, 더욱 구체 인 실사회에 있어서의 계를 요시하면서 새

로운 환을 하고 있음이 사실이라고 하겠다.”50) 

실존철학이 계의 철학으로 평가될 수 있는 근거로 철학개론강

의 에서 향외성의 로 들은 것들이 다시 사용된다. 그래서 키에르

고르의 실존은 자와의 단 이라는 독특한 계맺음에서 성립한

다는 것, 하이데거의 존재는 세계내존재이자 존재의 부름에 답하는 

인간이기에, 실존의 존재와의 계를 제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 
야스퍼스의 소통은 연 를 의미하기에, 이미 야스퍼스는 실존의 근원

 사회성을 말하고 있다는 것, 사회에 한 행동  참여를 구체 으

로 지시하는 사르트르는 말할 것도 없고, 마르셀이 제시한 ‘ ’로서

의 타자와의 교제 계는 교제에 한 성실한 공동  참여야말로 진

정한 실존을 논하고 있다는 것 등이 열거된다.51) 
그 다면 니체철학의 경우는 어떠한가? 열암은 차라투스트라는 이

게 말했다 의 단 한 부분만을 ‘니체 ’ 계의 증거로 삼아, 향내  

고독의 길이 타자와의 진정한 만남을 가능하게 한다는 정도의 설명만

50) 박종홍, ｢철학개설｣, 집 Ⅱ, pp.321-324.

51) 박종홍, 같은 책, pp.32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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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하고 있을 뿐이다. “니체의 차라투스트라는 <이제 나는 그 들에게 

명령하노니, 나를 버리고 그 들 자신을 찾아라>고 외치면서도, <그

들이 모두 나를 배반하 을 때, 비로소 나는 그 들에게로 돌아올 것

이다>라고 하고야 만다. 진정한 실존의 고독한 길을 걸을 때, 그것은 

하나의 배반 같으면서도 오히려 거기서 새로운 면모에 있어서 서로 만

나게 됨을 주의하여야 한다.”52) 진정한 고독, 자기 자신으로의 철 한 

향내  진입은 타자와의 계에서는 일시 으로는 단 이지만, 단 이 

있어야 고독한 향내  자각이 있고, 그 이후 자각된 모습으로 새로운 

만남이 비로소 가능해진다는 의미인 것 같다. 열암이 인용한 차라투

스트라는 이 게 말했다  구 의 맥락  내용은 인간의 자유정신으로

의 환에 한 권유이자, 맹목  믿음과 추종을 버리고, 자신이 창조

자라는 을 자각하고 실행하라는 권유다. 따라서 ‘니체 ’ 계에 

한 증거로 사용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 맥락

 내용을 매개로 열암의 문장을 달리 표 해보면, ‘자유정신  창조

 존재로서의 자각과 실행은 타자와의 계를 일시 으로 단 하는 

것이며, 그 단 이야말로 타인의 창조  존재로서의 자각과 실행을 권

유하고 가능하게 해 주는 유일한 길이다.’가 된다. 
이 게 이해해도 열암의 해석은 니체의 계론을 해명하기에는 부

족해 보인다. 니체가 제시하는 ‘ 계 ’ 실존에서는 소  ‘고독한’ 결

단은 있을 수 없다. 계  실존이 힘상승을 추구하는 ‘힘 계’를 

토 로 하기 때문이다. 힘 계는 련된 힘에의 의지들 사이의 긴장

과 자극이 상호성과 동시성을 띠면서 성립된다. 한 하나의 힘에의 

의지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힘상승 운동과 외부로 향하는 힘상승 운

동 사이에도 시간  선․후 계나 한 방향으로의 인과  계는 성

립하지 않는다. 이것도 동시에 일어나는 상호 인 운동이다. 이런 힘

계를 인간에 용하게 되면, 한 개인의 버멘쉬나 창조  존재로

의 결단과 노력은 늘 타인의 버멘쉬로나 창조  존재로의 결단과 

노력, 그리고 바로 그런 개인들 사이의 계맺음이 제되어야만 비

52) 박종홍, 같은 책, p.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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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소 가능하다. 인간 역시－상호성과 동시성이라는 성격을 갖는－

계  존재인 것이다. 따라서 결단은 늘 계 이고, 단 도 늘 계

이며, 만남 역시 늘 계 이다. 심지어는 고독도 계  고독이다. 
이 듯 니체의 계론은 상호 ․동시  계맺음 없는 힘에의 의지

가 있을 수 없듯이, 그런 개인도 있을 수 없다고 말한다. 이것은 한 

개인과 세계 체와의 계에도 마찬가지로 용된다. 세계 체가 

계  세계인 것이다. 따라서 열암이 제시한 ‘니체 ’ 계론은 ‘니
체의’ 계론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하지만 열암이 ‘니체의’ 계를 에서처럼 이해하기에 둘째, 니체

의 실존철학은 향외성을 수용하지만 여 히 향내성의 우 를 말하는 

향내  실천철학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열암이 향외  

측면을 언 하는 정도는 철학개론강의 의 근본 입장을 견지하면서

도 향외성 측면을 ‘고려’해보는 정도의 수 이며, 이것은 니체  실

존의 근본경험을 설명하면서 소개된다. 철학개론강의 에서 실존의 

근본경험을 열암은 시 의 근본  퇴락에 한 경험이며, 인간의 병

리화  허무화에 한 구토로 이해했었다. 하지만 거기서 인간의 병

리화에 한 이유는 제시하지 않았다. 아마도 열암이 향내  자각이

라는 측면에, 버멘쉬로의 고독한 결단에 을 두었기 때문인 것 

같다. 철학개설 에서는 제시되지 않았던 그 이유가 비로소 향외 인 

측면에서 제시된다. 즉 인간의 병리화는 기계화되고 과학화된 문명에

서 기인했다는 것이다.53) 이 문명이 인간을 화시키고 평균화시켰

으며, 창조자로서의 인간의 본질을 왜곡시킨다. 이 게 되면, 버멘

쉬라는 향내  자각은 기계문명이라는 향외  실을 향외 으로 

악하면서 이루어지게 된다. 하지만 열암은 향외  실을 바꾸는 힘

은 여 히 향내  자각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이해한다. 그래서 그는 

인간의 “내 인 힘은 외계 환경의 힘을 한없이 극한다. 밖으로부터

의 향처럼 보이는 것도 내 인 힘이 안으로부터 능동 으로 응

53) 여기서도 열암은 야스퍼스의 입장을 따른다. K. Jaspers, Nietzsche, 
pp.246-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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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에 불과하다”54)고 하는 것이다. 이것이 니체의 실존철학이 여

히 향내성의 원  우 를 말하는 향내  실존철학일 수 밖에 없

다는 에 한 이유가 된다.
반면 철학개론강의 에서는 볼 수 없었던 힘의 철학의 면모가 다

시 등장한다. 그래서 셋째, 니체철학은 힘의 철학이며, 그런 한에서 

창조의 철학이 된다. 이것은 열암이 “생의 흐름”, “창조”, “진리에의 

의지”, “권력에의 의지” 등의 개념  장치를 사용하여 니체철학을 해

명하는 과정을 보면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창조와 인식과 진리 개념

은 ‘성실’을 설명해내는 보조  역할만을 담당했던 철학개론강의 에

서와는 달리, 창조의 ‘과정’ 자체와 그것의 실  활동으로서의 면

모를 주목하는 개념으로 활용된다. 그래서 인간이 창조  존재일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의식 변에 흐르는 “본래  동력”55)인 힘에의 의

지 때문이고,56) 창조의 단 는 바로 힘에의 의지이며, 창조의 실  

실천 역시 힘에의 의지 때문이다. 인간의 인식이나 진리도 마찬가지

다. “그리하여 진리에의 의지는 니체에 있어서 권력에의 의지인 것이

다.”57) 이런 이해는 열암 기의 , 즉 힘의 철학이자 실천의 철

학으로서의 니체철학이라는 을 보유한 채, 그것을 창조의 철학으

로까지 확 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것은 창조의 철학에 

한 열암 자신의 철학  심이 본격 으로 명시화되고 있음을 입

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어 든 열암에게 니체철학의 한 면은 여 히 

힘의 철학이요, 바로 그런 한에서 창조의 철학이자, 창조행 를 실

해내는 실천철학인 것이다. 
넷째, 니체의 실존철학은 성실의 철학이며, 성실 개념은 이제 니체

철학 체를 아우르는 키워드 역할을 한다. 철학개론강의 에서 제시

54) 박종홍, ｢철학개설｣, 집 Ⅱ, p.284.

55) 박종홍, 같은 책, p.283.

56) 열암은 여기서 인간 의식 변의 ‘생의 흐름’이라는 개념을 사용

하지만, 그것을 ‘내 인 힘’으로 이해하는 한에서, 힘에의 의지와 

동일시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57) 박종홍, 같은 책, p.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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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성실 개념이 니체철학의 운명애 개념  원회귀 개념과 연결되

어 다시 두된다. 성실은 자기 자신에 한 성실이라는 것과 허무  

상태의 극복은 실존  성실을 요구한다는 것을 서술한 후, 열암은 성

실을 자기 앞에 주어진 것으로서의 숙명에 한 복종이 아니라 그 

숙명에 해 싸우는 도구로 생각한다. 

“성실을 가지고 싸우지 않고 운명에 그  인종(忍從)만 하는 자는 

오히려 운명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참으로 싸우는 자만이 진정한 

나의 운명에 부딪힌다. 운명과 싸우는 곳에 다름아닌 나의 운명이 드

러난다. 그리하여 ‘이것이 인생이었더냐. 오냐. 그러면  한 번’ 하고 

덤벼드는  정의 꺾을 수 없는 투지, 여기에 니체의 이른바 운명

애의 사상, 허무주의의 극을 보게 된다. 그것은 겁의 회귀로서 벅

찬 이 순간에 있어서 실 된다. 이 순간은 역사 인 시간과 시간

인 원이 부딪히는 이요, 인은 이 순간에 있어서 그의 창조

인 비약을 실 으로 감행하는 것이다.”58) 

자기 자신에 한 성실은 곧 주어진 상황과의 힘있는 투쟁이며, 그 

투쟁을 통해서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만들어간다는 것이다. 이 게 

창조자로서 만들어내는 자신의 삶의 모습이 바로 자신의 운명이며, 
그 운명  삶의 각 계기 계기는 그것의 원회귀를 바랄정도로 의미 

있다. 그래서 정의 상이 된다. 이런 창조  삶의 주체는 바로 

버멘쉬요, 이런 버멘쉬는 허무주의의 극복자인 것이다. 이 게 해

서 열암은 운명애와 원회귀 사유의 종합이 구 해내는, 자기 자신

에 한 정  자신의 삶에 한 정이라는 니체철학의 핵심에 

‘독특하게도’ 성실 개념을 매개로 도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철학개설 에서 제시된 니체론에서는 비록 힘의 철학과 창

조의 철학의 면모가 다시 등장하지만, 향내성과 향외성의 통일을 모색

하는 열암은 아직도 니체에게서 그 통일의 가능성을 보지 못한다. 이

것은 이미 지 했듯이, 버멘쉬의 계  실존에 한 해명이 여 히 

부족한데서 연유하며, 이것은 다시 힘에의 의지의 계  성격을 열암

58) 박종홍, 같은 책, p.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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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목하지 않아서라고 할 수 있다. 이 게 해서 니체철학은 여타의 

실존철학과 마찬가지로 열암이 구상하는 진정한 힘의 철학일 가능성

을, 향외와 향내의 성공  통일의 가능성을 완 히 상실해버린다.

Ⅳ. 성실의 철학으로서의 실존철학과 니체철학 

(<실존철학과 동양사상: 특히 유학사상과의 비교>)

열암의 50년  니체 연구를 마무리 짓는 것은 니체철학 체를 성

실의 철학으로 다시 한 번 명시화하려는 작업이다. 이것은 <실존철학

과 동양사상: 특히 유학사상과의 비교>(1958)에서 철학개론강의 와 

철학개설 의 련 내용을 종합하는 형태로 반복된다. 그래서 허무  

인간에 한 니체의 구토는 곧 성실성 결여에 한 구토라는 것, 성

실이 있어야 인간은  진리의 부정에서 난 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운명애 역시 이 성실을 “ 제해야만 가능”59)하다는 것 등이 

말해진다. 결국 열암에게 니체철학은 그 시작부터 그 종결 에 이르

기까지 ‘성실’이라는 개념을 매개로 하는 ‘정합 ’인 철학으로 이해되

었던 것이다. 그런데 열암의 이런 이해는 설득력이 부족해 보인다. 니

체철학에서 성실 개념이 갖고 있는 기능과 요도 때문이다. 니체가 

성실 개념을 공정(Gerechtigkeit) 개념과 더불어 인간 지성의 덕

(Tugend)으로 제공했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60) 하지만 공정 개념에 

59) 박종홍, ｢실존철학과 동양사상: 특히 유학사상과의 비교｣, 집  Ⅱ, 

pp.498-499.

60) 이런 내용은 M 370, 456, 536, FW 107, 110, 114, Za I Von den 

Hinterweltlern, KGW V 1 6[67], 6[127], 6[130], 6[234], 6[236], 

7[53], V 2, 11[63], 11[68], Ⅶ 1 1[35], 1[42], 3[1]46, 5[1]254 등에

서 등장한다. 연구사에서도 성실 개념을 진리의지로 고찰하여 니

체철학에서의 치를 강조하는 경우도 있다. 를 들어 T. Borsche, 

Was Etwas Ist, (München 1992), p.290. 하지만 니체 텍스트를 보

면 성실 개념이 공정 개념과 같이 등장하는 경우가 더 많고,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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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부여했던 힘에의 의지로서의 “삶 자체에 한 최고 변자”61) 
역할을 성실 개념에는 결코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인식 상

황의 정당성 확보 측면 뿐만 아니라, 인간과 세계에 한  

정가능성 확보 측면에서도 니체는 성실 개념이 아니라 공정 개념을 

등장시킨다. 더 나아가 공정 개념은 정의 철학으로서의 니체철학에

서 힘에의 의지, 원회귀, 버멘쉬, 삶 등 여러 개념들과 정합  구

도를 형성해내고 있다. 하지만 성실 개념은 이런 역할을 하지 않는다. 
따라서 정합 인 니체철학의 모습을 구성해내는 요소로서는 성실 보

다는 오히려 공정 개념이 더 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열암이 니체철학을 성실의 철학으로 재차 정리하는 이유는 

니체철학에 한 공정한 이해를 목 으로 한다기보다는, 실존철학이 

갖고 있는 장 은 살리되 한계는 극복하여, 힘 있는 실 인 실천철

학을 건설해보려는 것과 계가 있다. 그리고 이것은 다시 철학

이 나가야 할 길에 한 열암 자신의 숙고를 반 하고 있다. 향내성

과 향외성의 성공  통일, 구체  사회  계에서 주체의 실천력의 

확보가 실존철학에서 미진한 문제로 남아있다고 보는 열암이기에, 이 

문제를 극복하는 것이 곧 자신의 과제를 풀어가는 방식일 수 있었

다.62) 이런 맥락에서 열암은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한다. 하나는 실

이라는 개념을 “산 실”이자 “국가  실”과 동일시하는 실천철학

을 모색하는 것이고,63) 다른 하나는 실존철학을 성실의 철학으로 재

조명하여 동양의 성(誠) 개념과 연계시켜, 더 발 된 형태의 성실 개

기 사유로 이행할수록 공정 개념은 성실 개념을 압도하며 차

로 풍부한 함의를 얻게 된다. 공정 개념의 구체 인 텍스트들과 

그 함의에 해서는 백승 , ｢인식방법론으로서의 공정함｣, 디오

니소스  정의 철학 , pp.501-517. 

61) KGW Ⅶ 25[484], p.137.

62) 박종홍, ｢실존철학과 철학의 과제｣, 집  Ⅱ, p.440, p.441, 

p.444. 

63) 박종홍, ｢철학개설｣, 집  Ⅱ 158, <실존철학과 동양사상> 

집  Ⅱ, pp.498-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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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을 획득하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 실존  성실을 넘어서는 ‘실천  

성실’의 철학을 구 해내는 것이다. 이것은 힘 있는 실천  실 철

학으로서의 “세계철학”64)의 가능성을 타진하는 것이기도 하다. 
실존철학 체를 성실 개념으로 재조명하는 작업에서 기존의 유신

론 ․무신론 이라는 범주는 더 이상 아무런 의미를 찾을 수 없다. 
그래서 열암은 그 범주를 무시한 채로 성실을 실존철학 체를 아우

르는 기본사상으로 이해한다. 

“실존은 무엇보다도 자기의 내면생활에 충실하려는 것, 참되려는 

것을 의미한다. 성실성 없는 곳에 실존은 로 있을 수 없다. 실존

의 실(實)은 성실(誠實)의 실(實)로 보아 좋을 것이다 […] 성실이야말

로 실존철학 체를 일 하고 있는 근본사상인 것이다.”65) 

그런데 실존철학에서 성실의 문제가 과연 그토록 인 것인지

는 열암 스스로도 해명을 필요로 한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그래서 그

는 키에르 고르의 신 앞의 단독자 개념과 키에르 고르 개인의 사

유에서, 하이데거의 탈존으로서의 실존이나 양심의 호소에 응답하는 

결단성에서 성실성의 역할에 주목하고,66) 야스퍼스가 제시한 한계상

황에 한 직시  실존  결단에서 성실성이 필요하다는 것 뿐만 

아니라, 야스퍼스 사상 자체를 성실성의 철학  사색으로 이해한

다.67) 마르셀에 해서는 더욱 단호하여, “마르셀의 사상에서 성실 

하나를 빼면 과연 무엇이 남을 것인가. 그의 실존철학도 성실의 철학

임이 틀림없다”68)라고 단언할 정도다. 무엇보다도 사르트르에게서 열

암은 “성실 자체를 가장 성실하게 철 히 규명”69)하는 모습을 본다. 

64) 박종홍, ｢실존철학과 동양사상: 특히 유학사상과의 비교｣, 집  
Ⅱ, p.506.

65) 박종홍, 같은 책, p.498. 

66) 박종홍, 같은 책, pp.499-500.

67) 박종홍, 같은 책, p.499.

68) 박종홍, 같은 책, p.500.

69) 박종홍, 같은 책, p.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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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가 성실을 인간에게 주어진 자연  소여가 아니라, 요청해야 하는 

것으로, 결코 도달할 수는 없고 단지 그것을 해 노력하지 않을 수 

없는 것으로 보여주기 때문이다.70) 이 게 해서 열암은 실존철학 

체를 성실 개념을 매개로 재구성하고 있고, 니체철학에 한 작업 역

시 그의 이런 노력의 일환일 뿐이다. 
하지만 실존  성실의 철학은 여 히 향내성의 원  우  때문

에, 향내성과 향외성의 우선 순  없는 통일을 보장할 수 없다고 열

암은 단한다. 달리 말하면 실천력을 지닌 힘있는 실의 철학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니체철학도 여기서 외일 수 없다. 열암이 실존

주의와 향외  특징을 보이는 실용주의나 과학주의와의 통일을 구상

하고, 동양 사유의 성(誠) 개념의 실존  성실 개념에 한 우 를 

고찰하여 실존주의의 안을 우리 사상에서 찾아보는 것 등은 바로 

이런 맥락에서라고 할 수 있다.71) 

“다할  모르는 실  힘은 향내 향외가, 양심과 기술이, 정(情)
과 지(知)가 하나의 인 행동에 있어서 지양되는 데서만 찾을 수 

있다. 여기에 창조가 가능하고, 건설이 이룩된다.”72) 

70) 박종홍, 같은 책, p.501.

71) 박종홍, 집  Ⅱ, pp.156-157, pp.501-507, Ⅵ, 407 등. 그 내용에 

해서는 주목할 만한 연구들이 제공되어 있기에 상세논구는 생략한다. 

특히 이동 , ｢열암의 실천유학｣, 박종홍 철학의 재조명 , 천지 

2003, pp.51-172; 한자경, ｢실존철학과 상학의 수용과 개｣, 철학

연구 50년 , 혜안, 2003, pp.141-190; 강 안, 우리에게 철학은 무엇

인가 , 궁리, 2002, pp.57-67, 그리고 앞서 제시된 김형효, 김석수의 

 등 참조.

72) 박종홍, ｢철학개론강의｣, 집 Ⅱ, p.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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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적 고찰

열암에게 니체철학은 이 듯 ‘힘과 실천의 철학’이기는 하지만, 
‘향내  자각의 철학, 향내  계의 철학’이다. 그래서 ‘실존  성실

의 철학’일 뿐, ‘실천  성실의 철학’은 될 수 없다. 그래서 ‘힘 있는 

실천  실철학’일 수도 없다. 이런 결론은 열암의 니체 읽기를 통

해서는 당연한 결과겠지만, 매우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그

것은 첫째, 실천철학으로서의 니체철학에 한 평가와 계가 있다. 
열암이 힘 있는 실천  실 철학을 단계 으로 모색했고, 그것을 50
년 에 이르러 향내성과 향외성의 통일에서, 달리 말하면 개인의 향

내 이면서도－향외 인 자각과 향내 이면서도－향외 인 실  

계성에서 찾으려 했다면, 그 가능 모델을 힘에의 의지의 철학에서 발

견해 낼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열암이 50년 에 니체철학에서 힘과 

창조에 련된 부분을 니체철학의 여러 내용들 의 하나로 취 하

고, 그것을 향내성이라는 범주에 압도당하게 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

서 아쉬움의 상이다. 둘째, 니체철학을－그것이 실존 이든 실천

이든－성실의 철학으로 규정하게 되면, 무나 많은 설명의 부담을 

안게 된다. 컨  신체  주체의 선의식  역들과 활동들 반을 

지성  덕으로서의 성실 개념을 용해 설명해내려면 여러 단계의 

무리수를 두어야 할 것 같다.
이런 아쉬운 부분에도 불구하고 열암의 니체론은 한국의 니체철학 

수용사에서 의미 있는 작업으로 평가될 만한 부분을 갖추고 있다. 한

국의 니체 수용에서는 1920․30년 에도 주목할 만한 들이 제공되

어 있다. 일본 지성계의 향 하에 이차 인 소개의 형태로 니체철학

에 한 이 쓰여졌던 20년 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묘향산인의 

은 하이데거의 니체해석을 “15년”이나 앞서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이 의 은 “1930년 의 루카치의 당  니체 해석”을 시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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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앞선 것으로 평가될 정도의 면모를 보이고 있다.73) 한 30년

의 니체 연구를 표하는 김형 의 은 당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니체철학의 기 사유부터 시작해서, 니체철학의 발 단계를 통찰력 

있게 악하고 있으며, 30년  니체읽기의 시  유행이었던 정치

이거나 당 인 읽기가 아닌, 객 인 니체 읽기를 시도한 좋은 

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성과에 열암의 니체론이 같이 언 될 수 있는 

면모는 분명히 확인된다. 컨  신의 죽음 명제에 한  해

석, 주의 인식과 진리에 한 통찰, 운명애와 원회귀와의 상

계에 한 주목  정의 철학으로의 연계 등은 야스퍼스의 연구

사  의의를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다. 한 성실 개념을 매개로 한

다는 문제 에도 불구하고, 니체철학에 한 ‘정합 ’인 해석을 시도

한 것이나, 향내성 개념을 토 로 니체  실존을 해명하려는 시도에

서는 열암 사유의 독창 인 면모를 엿볼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백승  / 서울 학교 BK21 철학교육연구사업단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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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김정 , ｢1920년 의 니체 사상의 한국  수용｣, 니체연구 12,  

한국니체학회, 2007, p.51, p.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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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hilosophy of Creation and Philosophy of Power
–Yeol-Am’s View of Nietzsche’s Philosophy– 

Baek, Sung-Young 

Yeol-Am viewed Nietzsche’s philosophy as a philosophy of 
power and of will in the 1930s, and a philosophy of introverted 
relationsand existential integrity in the 1950s. His interest in 
Nietzsche reflected, first of all, his philosophical quest “for a 
practical philosophy with actual power.” Second, it was linked to 
hisevaluation of existential philosophy. According to Yeol-Am’s 
diagnosis, Nietzsche’s philosophy cannot be a practical one with 
actual power like other existential philosophies as it does not 
successfully integrateintroversion and extroversion. In this respect, 
his view of Nietzsche’s philosophy is incomplete. However, we can 
appraise his view as significant in accommodating Nietzsche’s 
philosophy in Korea, in that it shares aspects of Jasper’s view of 
Nietzsche, searches for a ‘coherent’ interpretation, and attempts to 
explain Nietzschean ‘existence’ through the notion of introversion. 

Keywords: Power, Practice, Existence, Nietzsche, Yeol-Am, 
Integrity, Rel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