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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형이상학을 해체하고 자기 고유의 미학으로 넘어서는 니체의 사상적 

여정을 추적하고자 하는 본 연구는 ‘죽음’의 문제를 이를 위한 길잡이로 

삼는다. 이는 우선 니체가 철학자로서 성장한 배경인 동시에 그의 사상

적 대결의 핵심대상인 근대철학을 논박하는 결정적 지점이 ‘죽음’에서 찾

아지기 때문이다. 주지하듯이, 근대철학은 서구 사상사에서 ‘주관성으로

의 전회’라는 엄청난 지각변동을 일으킨 현장이다. 근대의 정신은 객관적 

완전성을 대변하는 ‘신’을 잘못된 철학적 토대로서 고발하고 그 자리에 

‘자기의식의 직접적 확실성’이 보장하는 실체적 자아를 세우게 된 것이

다. 근대철학이 이러한 주관성으로의 전회를 통해 세계를 ‘보다’ 합리적

으로 설명해 낼 수 있는 패러다임을 마련하게 되었음은 틀림없는 사실이

리라. 그러나 이러한 근대철학에 대한 니체의 비판은 어떤 토대 위에 건

축된 사유의 구조물이 갖춘 합리성이 아니라 바로 그 토대를 향한다. 이

렇게 니체가 근대철학이 출발점으로 삼는 실체적 자아가 근본적으로 오

류임을 비판한다고 할 때, ‘죽음’은 이러한 니체의 비판을 규명하는 데에 

결정적 단서가 된다. 

 죽음은 살아있는 존재라면 어떤 것이든 필히 겪을 수밖에 없지만, 그것

은 자기의식의 소멸이기에 아무도 자신의 죽음 뒤를 알지 못한다. 죽음

은 실존적 측면에서나 인식적 측면 모두에서 (적어도) 인간에게는 철저

한 불확실성, 즉 절대적 한계이다. 그러하기에 죽음은 자기의식의 절대

적 믿음에 근거한 실체적 자아에 대한 결정적 이의제기이자 반박이 되는 

것이라 하겠다. 사실 죽음이라는 엄연한 절대적 한계를 그 자체로 받아

들이지 않는 것은 철학 본연의 소명인 진리추구와 그 합리성에 위배되는 

것이리라. 그래서 니체가 근대의 철학자들이 ‘신’을 기각했던 바로 그 철

학자적 입장에서 근대철학 또한 반박해 내는 과정 및 그 타당성이 죽음

에 대한 철학적 논의들 및 그 배경이 되는 종교적 죽음 사유를 들여다보

는 본 연구에서 집약적으로 다뤄진다. 

 이렇게 볼 때, 우리는 비단 근대철학뿐만 아니라 형이상학적 사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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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죽음과 결부시켜 논박할 수 있게 된다. 이와 연관하여 본 연구가 죽

음의 문제에 주목하는 두 번째 이유가 제시되는바, 그것이 근대적 사유

를 극복하고자 하는 니체의 사상적 실천이 철학적 사유방식 자체를 전복

하려는 시도로 이어지게 되는 필연성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근대에 이르

기까지 철학은 인간이 계속해서 직면하게 되는 불확실성을 포섭할 ‘보다’ 

보편적인 원리를 찾아 세계를 가능한 한 남김없이 파악할 수 있는 것으

로 만들고자 하는 사유활동이라 말해 볼 수 있겠다. 그러할 때 그 총체

적 사유체계는 항상 입증할 수도 그렇다고 논박할 수도 없는 죽음을 초

월한 실재를 전제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니체가 

근대적 사유마저도 세속화된 기독교적 형이상학으로 보는 근거를 찾게 

된다. 

 그런데 니체가 기독교적 형이상학의 이러한 총체적 사유의 허위성보다 

더 문제 삼는 것은 그것이 실제 인간 삶에 미치는 효과이다. 니체의 시

대에 이르기까지 오랜 전통의 철학은 저 인간의 죽음(을 넘어선 절대적 

실재)에 즉해 삶을, 총체성에 즉해 개별성을 억압하는 실천을 위한 원형

을 제공, 설득해왔다. 니체는 ‘스스로를 부정하는 도착적 삶’, 혹은 ‘죽음

을 추구하는 삶’을 ‘데카당스(décadence)’라는 이름으로 자기 시대를 위기

로 몰아넣은 병으로 규정하지만, 그 오랜 뿌리는 저 기독교적 형이상학

의 역사와 맞닿아있다. 하여 니체가 철학자로서의 자신의 핵심과업을 ‘데

카당스의 당대성 극복’이라 천명한다고 할 때, 그 철학적 실천은 기존의 

철학하기 자체의 극복일 수밖에 없는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니체의 사상적 실천은 그야말로 ‘스스로를 그 자체로 긍정하는 

삶’을 회복하는, 달리 말하면 그 어떤 보편을 조회함 없이 개별적 삶의 

자율성을 성취하는 길을 열어 보이는 것이 된다. 이는 니체 사상 자체의 

근본적 성격을 미학으로 규정짓게 한다. 우리는 니체가 형이상학적 사유

에서 절대적 실재의 영역과 연관되어있는 것으로 의미 부여된 죽음을 개

별적 삶에 속하는 겪음으로 되돌려놓는 과정을 추적하는 가운데 미학으

로서의 니체 사상을 정치하게 살펴볼 수 있게 될 것이다. 이것이 본 연

구가 니체의 죽음론에 주목하는 마지막 이유이다. 니체에게 있어 삶과 

분리되어 사유될 수 있는 삶의 계기란 없으며, 죽음 또한 사유가 아니라 

삶의 체험이자 실천으로서 다뤄진다. 니체에게 있어 자기의식의 소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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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죽음은 행위하는 가운데 실천하는 적극적 망각으로 체험되는 것이

다. 이러한 니체적 죽음은 우리에게 무의식의 차원이 열리는 삶의 순간

체험으로 고찰되는바, 이것이 곧 ‘근대적 주체의 죽음’이 지시하는 바이

기도 하다. 이러한 죽음은 또한 근대적 주체를 넘어서 ‘창조적 주체-되

기’의 실천으로 실현되는 미적 체험이라 하겠다. 

 주지하는 바이지만, 니체 이전 18세기 중엽에 미학이라는 학문은 근대

철학의 한 분과로서 출현하여 ‘주관성으로의 전회’를 향한 사상적 조류를 

대변하는 동시에 주도해 왔다. 니체에게 있어 근대미학은 신으로부터의 

분리이자 인간의 자율성을 성취하기 위한 주목할 만한 사상적 시도이다. 

까닭인즉, 그것은 니체에게 저 죽음의 체험, 즉 의식 저변에서 약동하는 

힘의 느낌을 탐구하기 위한 단초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다만 그것은 그

러한 미적 체험을 의식의 차원의 것으로 다루며, 이로써 초월성이 내재

한 주관성을 확립하는 데로 귀결된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니체의 사상적 실천은 철학 자체를 극복하는 데

로 나아간다. 그래서 니체는 그에게 ‘스스로를 그 자체로 긍정하는 삶’의 

가능성을 열어준 근대미학의 핵심개념을 창조적으로 계승하는 가운데, 

더 이상 철학을 보완하는 하위 분과로서가 아니라 철학 자체를 대체하는 

‘미학’을 시도한다. 이로써 ‘미적인 것(das Ästhetische)’은 예술을 넘어서 

삶 자체로 그 영역이 확장된다. 니체적 미학에서 숭고는 삶의 절대적 한

계의 인식 앞에서, 그럼에도 그것을 넘어서고자 하는, 상승하는 힘의 느

낌이며, 이는 행위함으로써 아름다움 속에서 발산된다. 즉 무관심적 반

성이 아니라 관심적 행위를 통한 니체적 미적 경험은 숭고로부터 아름다

움으로 이르는 죽음의 체험이다. 행위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넘어서고자 

하는 욕망을 현실화하는 것이 삶이며, 행위하는 가운데, 한계를 자각하

는 기존의 자기를 망각하는 것이 삶을 위한 죽음이다. 이러한 죽음의 실

천으로써 새로이 출발하는 자기는 한계를 모르는 그 충만함으로부터 고

유의 삶을, 예술로서의 삶을 창조한다. 

 이렇게 니체 사상에서 ‘죽음’이 의미하는 바를 미학적으로 규명하는 본 

연구는 궁극적으로 죽음이 철학사적 맥락에서 니체의 사상을 전통형이상

학이 끝을 맺고 미학이 시작하는 지점으로 자리매김하게 하는 부정의 실

천임을, 더 나아가 니체 사상 자체 내에서 창조적 삶을 촉발하는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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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하는 긍정의 실천임을 드러낼 것이다.

주요어 : 죽음, 망각, 창조, 숭고, 아름다움, 예술

학  번 : 2014-3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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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왜 ‘죽음’인가?

본 연구의 목표는 니체 사상에서 ‘죽음’이 의미하는 바를 미학적으로 규명하는 

데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죽음은 1) 철학사적 맥락에서 니체의 사상을 전통형이

상학이 끝을 맺고 미학이 시작하는 지점으로 자리매김하게 하는 부정의 실천이자, 
2) 니체 사상 자체 내에서 창조적 삶을 촉발하는 동시에 완성하는 긍정의 실천임

이 드러날 것이다.

‘죽음’의 미학적 의미를 탐구하는 본 연구의 현재적 의미는 무엇일 수 있을까? 

철학사 내에서의 니체 사유의 위치를 조명하는 일, 그리고 거기에서 니체 사유의 

본성을 미학으로 규명해 내는 일이 어떻게 죽음의 문제와 결부되며, 또한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떠한 의의를 가질 수 있을까? 우선 후자의 물음에 답하는 데

서 시작해보자. 현재 철학적 영역 안팎 모두에서 통일성 및 동일성을 원리로 하는 

형이상학적 사유방식의 허위와 폭력성을 고발하고 경계하는 것은 고리타분하기까

지 한 일이 되어버렸다. 분명 우리는 차이, 다양성, 혁신과 변화, 생성에 높은 가

치를 부여하는 일이 낯설지 않은 정신문화적 지평 위에 살고 있다. 그러한 만큼 

우리가 끊임없이 직면하는 문제는 ‘어떻게 이러한 정신문화가 무분별한 상대주의

로 흐르지 않을 수 있는가’, ‘어떻게 그것은 끝이 없는 회의들만으로 넘쳐나는 허

무주의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가’와 같은 것들이다. 차이를 긍정한다는 것, 개별성

과 독창성을 찬미한다는 것이 극단적 상대주의나 회의주의와 같은 것일 수 없으

며 그래서는 안 된다. 니체의 말마따나 모든 것에 ‘네’로 답하는 것은 건강한 긍

정이 아니라 병들어 무력한 체념일 뿐이며, 이러한 다원주의의 미명하에 방치된 

혼돈 속에 사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바가 아닐 것이다.

다양성의 세계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던지는 물음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해보

자면 이렇다. 오늘날의 바로 이 정신문화적 지형은 근대에 사상적 정점에 이르렀

던 형이상학적 주체가 해체된 자리에서 시작되어 형성된 것이다. 이제 우리는 스

스로를 무의식에 무한히 열려있는 존재로 안다. 동시에 우리의 개별적, 공동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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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에서 자유 및 이에 상응하는 책임의 요구는 계속되는 것이니, 근대적 주체를 넘

어서 이와는 다른 방식의 자기정립의 문제는 여전히 우리가 풀어야 할 핵심적 과

제로 주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자유의지와 자기제어, 양심과 죄책이

라는 형이상학적 도덕으로 귀결되는 주체의 환영에 반발하여 단순히 무의식의 지

배하에 반복되는 비동일성과 분열만을, 차이와 다양성만을 강조하고 주목하게 된

다면, 우리는 ─ 형이상학적 사유로의 복귀가 아닌 방식으로 ─ ‘자기’라는 토대

를 마련하고자 하는, 그리고 이로부터 개인과 공동체간의 건강한 관계를 세우고자 

하는 요구에 점점 더 답을 찾기 어려워질 것이다. 

그래서 이 지점에서 우리의 현재적 과제가 막 던져지기 시작한 사상사적 자리, 

그러니까 사상사에서 형이상학적 주체가 최초로 해체되는 현장을 조회하여 해체 

이후에 대한 혜안을 찾아내는 일은 시도해볼 만한 일이라 여겨진다. 본 연구는 바

로 니체의 사유가 (근대적 의미의) 인간이 죽음에 이름으로써 전통형이상학의 긴 

역사가 끝을 맺은 현장임을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을 입증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

는 우선 근대적 주체에 종언을 고해야만 했던 사상적 필연성을 엄밀하게 재검토

할 수 있을 것이다. 보다 자세히 말하자면, 우리는 니체의 안내에 따라 근대의 주

관성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귀결되어 응축된, 고대에서 기독교 시대를 거쳐 근대에 

이르기까지의 형이상학적 사유의 한계와 문제, 즉 방금 언급한 바의 그 총체성 및 

동일성 원리의 허위와 폭력성이 근본적으로 어디에서 기인하며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되짚는 기회를 가질 것이다. 이렇게 오늘날 우리가 당면한 과

제의 배후를 구체적으로 점검하는 것 자체가 그 해결의 향방을 모색하기 위한 필

수적인 준비단계라 할 수 있겠다. 

더 나아가 우리는 오늘날의 포스트모던 계열의 사상가들이 니체를 자신의 조회

처로 삼으면서도 차이와 분열의 테제에만 경도되어 대체로 간과하고 있는 분열 

이후의 ─ 혹은 분열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 니체의 사상적 실천을 면밀히 살펴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니체에게 있어 새로운 자기를 창조적으로 재구축하는 행위 

자체가 곧 고정불변하는 실체적 주체를 부정하는 실천이다. 주체의 죽음 이면에는 

새로운 ─　즉 자기동일성과 더불어 보편성을 전제로 하지 않는 ─ 주체의 창조

적 탄생이 결부되어 있다. 이러한 창조적 주체-되기에 대한 고찰은 그야말로 창조

하는 자의 행위나 태도에 물음을 던지고 답을 찾아가는 사유활동이라는 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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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학(Ästhetik)’의 영역으로 넘어선다.1) 그러하기에 니체가 전통형이상학의 역사를 

성공적으로 종결시켰다고 한다면, 그것은 동시에 그가 그 자리에서 미학을 시작함

을 의미한다는 사상사적 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미학으로서의 니체

의 사유를 들여다보는 본 연구에서 오늘날의 우리의 과제를 해소하기 위한 보다 

확실한 이정표가 되어줄 단초 ─ 물론 미학적인, 즉 철학적 지침이나 종교적 교

설이 아니라 예술적 견본 내지 범례와 같은 방식으로 주어질 ─ 를 발견하리라는 

것도 기대해봄 직하다.

형이상학을 해체하고 자기 고유의 미학으로 넘어서는 니체의 사상적 여정을 추

적하고자 하는 본 연구는 ‘죽음’의 문제를 이를 위한 길잡이로 삼는다. 이는 우선 

니체가 철학자로서 성장한 배경인 동시에 그의 사상적 대결의 핵심대상인 근대철

학 ─ 특히 독일관념론 ─ 을 논박하는 결정적 지점이 ‘죽음’에서 찾아지기 때문

이다. 주지하듯이, 근대철학은 서구 사상사에서 ‘주관성으로의 전회’라는 엄청난 

지각변동을 일으킨 현장이다. 근대의 정신은 객관적 완전성을 대변하는 ‘신’을 잘

못된 철학적 토대로서 고발하고 그 자리에 ‘자기의식의 직접적 확실성’이 보장하

는 실체적 자아를 세우게 된 것이다. 근대철학이 이러한 주관성으로의 전회를 통

해 세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설명해 낼 수 있는 패러다임을 마련하게 되었음은 

1) 미학이라는 학문을 정의하는 것 자체가 여러 갈래의 학술적 논구 및 토론을 낳는 것이 

사실이지만, 미학이 미적 경험 ─ 가령 예술의 창작이나 감상과 결부된 특수한 행위나 

정조 ─ 의 원리나 전개과정에 대한 탐구라는 이해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물론 바움

가르텐에 의해 ‘미학(에스테티카)’이라는 학명이 출현한 근대 이전에 이루어진 아름다움

에 대한 사유가 단순한 미학의 전사(前史)에 불과한 것만이 아니라는 주장과 이를 뒷받

침하기 위해 미학이라는 근대적 분과개념의 출현 여부와 무관하게 보다 넓은 맥락에서 

미학을 규정하려는 노력도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애초에 그 학명이 내세

워지게 된 철학적 기획 의도, 즉 주관성의 본질 탐구라는 의미에 한해서 미학이라는 용

어를 사용한다. 하여 본 연구가 후에 본격적인 논의를 진행할 때에도 근대 이전에 이루

어진 아름다움에 대한 철학적 논의는 ‘고대미학’ 혹은 ‘중세미학’ 대신 ‘객관주의적 미론’

이라는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미학과 구분할 것이다. 하르트만은 『미학』의 서두에서 

미학이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자나 감상하는 자의 행위와 태도에 대해 묻고 사유하는 

자의 것”이라 말하는데, 여기에서 언급한 미학에 대한 정의는 이를 참조하였다. 

(Hartmann, Nicolai (1953), Ästhetik, Berlin: Walter de Gruyter, 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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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림없는 사실이리라. 그러나 이러한 근대철학에 대한 니체의 비판은 어떤 토대 

위에 건축된 사유의 구조물이 갖춘 합리성이 아니라 바로 그 토대를 향한다. 이렇

게 니체가 근대철학이 출발점으로 삼는 실체적 자아가 근본적으로 오류임을 비판

한다고 할 때, ‘죽음’은 이러한 니체의 비판을 규명하는 데에 결정적 단서가 될 

것이다. 

죽음은 살아있는 존재라면 어떤 것이든 필히 겪을 수밖에 없지만, 그것은 자기

의식의 소멸이기에 아무도 자신의 죽음 뒤를 알지 못한다. 죽음은 실존적 측면에

서나 인식적 측면 모두에서 (적어도) 인간에게는 철저한 불확실성, 즉 절대적 한

계이다. 그러하기에 죽음은 자기의식의 절대적 믿음에 근거한 실체적 자아에 대한 

결정적 이의제기이자 반박이 되는 것이라 하겠다. 사실 죽음이라는 엄연한 절대적 

한계를 그 자체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철학 본연의 소명인 진리추구와 그 합리

성에 위배되는 것이리라. 그래서 니체가 근대의 철학자들이 ‘신’을 기각했던 바로 

그 철학자적 입장에서 근대철학 또한 반박해 내는 과정 및 그 타당성이 죽음에 

대한 철학적 논의들 ─ 또한 그 배경이 되는 종교적 죽음 사유와 함께 ─ 을 들

여다보는 본 연구에서 집약적으로 다뤄질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이렇게 볼 때, 우리는 비단 근대철학뿐만 아니라 형이상학적 사유 전체를 죽음

과 결부시켜 논박할 수 있게 된다. 이와 연관하여 본 연구가 죽음의 문제에 주목

하는 두 번째 이유가 제시되는바, 그것이 근대적 사유를 극복하고자 하는 니체의 

사상적 실천이 철학적 사유방식 자체를 전복하려는 시도로 이어지게 되는 필연성

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근대에 이르기까지 철학은 인간이 계속해서 직면하게 되는 

불확실성을 포섭할 ‘보다’ 보편적인 원리를 찾아 세계를 가능한 한 남김없이 파악

할 수 있는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사유활동이라 말해 볼 수 있겠다.2) 그러할 때 

2) 이러한 철학의 규정은 철학의 시원(始元)으로서의 경이 및 그 전개과정에 대한 아리스

토텔레스의 언급을 소개하는 김율의 글을 참고하였다. (김율, (2010), 『서양고대미학사

강의: 철학사로서의 미학사 이해를 위하여』, 한길사, pp. 41-62.) 아리스토텔레스의 언

급에 따라, 철학은 세계의 예외성이 불러일으키는 경이(to thaumazein)의 감정에서 시작

하여 그 예외성을 보편적 원리에 환원시키고 이로써 저 파토스를 근본적으로 해소하려

는 사유활동이라 규정해 볼 수 있다. 이러한 규정은 물론 고대뿐만 아니라 근대에 이르

기까지의 철학을 아우르는 것이라 하겠다. 근대 이전 전통형이상학의 역사는 ‘신’이라는 

유일무이의 객관적 원리로 예외성을, 그리고 이로 인해 자각하는 존재론적, 인식론적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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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총체적 사유체계는 항상 입증할 수도 그렇다고 논박할 수도 없는 죽음을 초월

한 실재 ─ 그것이 기독교적 신이든 근대적 정신이든 간에 ─ 를 전제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니체가 근대적 사유마저도 세속화된 기독교적 

형이상학으로 보는 근거를 찾게 된다. 

그런데 니체가 기독교적 형이상학의 이러한 총체적 사유의 허위성보다 더 문제 

삼는 것은 그것이 실제 인간 삶에 미치는 효과이다. 니체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오

랜 전통의 철학은 저 인간의 죽음(을 넘어선 절대적 실재)에 즉해 삶을, 총체성에 

즉해 개별성을 억압하는 실천을 위한 원형을 제공, 설득해왔다. 니체는 ‘스스로를 

부정하는 도착적 삶’, 혹은 ‘죽음을 추구하는 삶’을 ‘데카당스(décadence)’3)라는 이

계를 지양시킴으로써 세계를 남김없이 이해 가능한 것으로 만들려는 사상적 노력의 여

정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예외성, 차이를 지배하는 보편법칙에 대한 사유활동이 점차 세

련되어져 왔음은 물론이요, 이와 더불어 인간의 경이에 대한 감수성, 달리 말하면 회의

와 의문의 감수성 또한 점차 예민해져 왔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경이의 대상이 주변적인 

것에서부터 점차 거시적 영역으로 확장된다고 말하는데, 김율에 따르면 이러한 “예외성 

관찰의 공간 확장이 사실 예외성을 지배하는 법칙 인식의 질적 확장”임을 함축한다. 즉 

경이의 대상이 예외성의 영역에서 더 넓은 비예외성의 영역으로 옮겨간다는 의미도 담

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경이의 감수성이 예민해진다는 것은 이전에는 당연시하고 무

심히 지나쳤을 “일반적인 현상들 역시 예사롭지 않게 경험할 수 있는 인간의 ‘의문의 

감수성’이 발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cf. 김율 (2010), pp. 46-47.) 이로써 근대를 향해 

가는 세계의 역사와 자연은 역설적이게도 계속해서 객관적 형이상학이 포섭할 수 없는 

차이들을 축적하게 되면서 끊임없이 ‘신’을 논박해왔다. 결국 인간정신이 ‘신’을 잘못된 

철학적 토대로서 고발하고 축출할 만큼 충분히 성숙하게 된 시대가 바로 근대인 것이

다. 그리고 근대정신이 세계를 보다 총체적이고 합리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신’을 대체

할 주춧돌로서 주목하기에 이른 것이 ‘의지하고 인식하는 개인의 정신’, 즉 ‘실체로서의 

자아’를 요체로 하는 인간이라 하겠다.
3) 이는 쇠퇴 혹은 퇴폐로 번역되며, 주로 성장의 정점을 찍은 사회가 기울어지기 시작할 

때 그 문화가 지니는 불건전한 양상 및 성격을 가리켜 데카당스라고 부른다. 이 용어는 

일반적으로 보들레르를 위시한 모더니즘의 한 예술사조로서 널리 사용되고 있으나, 니

체는 이 용어를 이와는 결을 달리하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 즉 니체는 당대 허무주

의적 문화현상을 포함하여 그것의 오랜 역사적 뿌리로 지목하는 기독교적 도덕 형이상

학을 데카당스로 규정한다. 이를 우리의 관심사에 맞춰 말해보자면, 이는 죽음이라는 겪



- 6 -

름으로 자기 시대를 위기로 몰아넣은 병으로 규정하지만, 그 오랜 뿌리는 저 기독

교적 형이상학의 역사와 맞닿아있다. 하여 니체가 철학자로서의 자신의 핵심과업

을 ‘데카당스의 당대성 극복’이라 천명한다고 할 때, 그 철학적 실천은 기존의 철

학하기 자체의 극복일 수밖에 없는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니체의 사상적 실천은 그야말로 ‘스스로를 그 자체로 긍정하는 삶’을 회

복하는, 달리 말하면 그 어떤 보편을 조회함 없이 개별적 삶의 자율성을 성취하는 

길을 열어 보이는 것이 된다. 이는 니체 사상 자체의 근본적 성격을 미학으로 규

정짓게 한다. 우리는 니체가 형이상학적 사유에서 절대적 실재 ─ 그것이 객관적

이든 주관적이든 간에 ─ 의 영역과 연관되어있는 것으로 의미 부여된 죽음을 개

별적 삶에 속하는 겪음으로 되돌려놓는 과정을 추적하는 가운데 미학으로서의 니

체 사상을 정치하게 살펴볼 수 있게 될 것이다. 이것이 본 연구가 니체의 죽음론

에 주목하는 마지막 이유이다. 니체에게 있어 삶과 분리되어 사유될 수 있는 삶의 

계기란 없으며, 죽음 또한 사유가 아니라 삶의 체험이자 실천으로서 다뤄진다. 자

기의식의 소멸로서의 죽음은 우리에게 무의식의 차원이 열리는 삶의 순간체험으

로 고찰되는바, 이것이 곧 ‘근대적 주체의 죽음’이 지시하는 바이기도 하다. 이러

한 죽음은 또한 앞서 언급했듯이, ‘창조적 주체-되기’의 실천으로 실현되는 미적 

체험이라 하겠다. 

주지하는 바이지만, 니체 이전 18세기 중엽에 미학이라는 학문은 근대철학의 

한 분과로서 출현하여 ‘주관성으로의 전회’를 향한 사상적 조류를 대변하는 동시

에 주도해 왔다. 뤽 페리의 말대로 신적 질서를 파기한 근대철학의 관심은 “어떻

게 오로지 자기 자신으로부터 출발해서 타인에게도 마찬가지로 유효한 가치를 정

초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물음으로 집중되었으며,4) 근대미학은 아름다움 ─ 상

당히 개인적이고 내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보편적 합의 내지는 다수의 의견일치

를 목격하게 되는 특수한 경험인 ─ 을 핵심대상으로 하여 개인과 공동체, 주관

과 객관 사이의 최고조로 심화된 긴장을 해소하는 길을 탐구함으로써 저 물음에 

응대했던 것이다. 이는 분명 신으로부터의 분리이자 인간의 자율성을 성취하기 위

음에서 극에 달하는 삶의 무의미와 불확실성을 그 자체로 긍정하며 살아내기에 힘이 부

치는 무기력한 상태, 즉 저지되고 위축된 의지가 드러내는 징후를 의미한다. 
4) 뤽 페리 (방미경 역, 1994), 『미학적 인간』, 고려원, p.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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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목할 만한 사상적 시도이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은 초월성이 내재한 주관성

을 확립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으며, 이것이 ‘신’으로부터의 온전한 자유일 수 없

음은 앞서 죽음을 초월한 실체적 자아에 대한 비판에서 이미 언급했던 바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는바, 니체의 사상적 실천은 철학 자체를 극복하는 데로 나아

간다. 니체는 더 이상 철학을 보완하는 하위 분과로서가 아니라 철학 자체를 대체

하는 ‘미학’을 시도하며, 이로써 ‘미적인 것(das Ästhetische)’은 예술을 넘어서 삶 

자체로 그 영역이 확장된다. 그렇다고 할 때, 본 연구자가 보기에 ‘죽음’은 니체적 

미학의 기획에 딱 맞아떨어지는 고찰대상이라 하겠다. 죽음은, 앞서 말했듯이 누

구에게나 일어나는 ‘보편적’ 현상이되 결코 사후(事後)적 반성의 대상이 될 수 없

는, 개념화되어 공유될 수 없는 ‘지금 그리고 여기에서의 나’의 겪음이다. 그러한 

점에서 그것은 나와 타자, 개인과 공동체의 건강한 관계를 찾아 나가고자 하는, 

이로써 미학 본연의 기획을 온전히 실현하고자 하는 니체에게 ─ 또한 주체의 분

열 이후에 대한 니체적 해법을 추적하는 우리에게 ─ 적합한 탐구 대상이 될 것

이다. 이를 달리 표현해 보자면, ‘신의 죽음’ 이후 인간이 자신의 절대적 한계인 

죽음을 스스로 어떻게 소화하는지가 인간의 자율성을 온전히 성취하는 데에 관건

이라 할 수 있는바, 죽음은 니체의 미학적 실천을 구체적으로 규명하고 검증하기

에 더할 나위 없는 척도가 될 것이다. 

그래서 니체적 죽음에 대한 고찰과 맞물려 진행되는, 니체 고유의 미학에 대한 

본 연구는 니체 사상의 전용(全容)을 그 근본 성격에서부터 구체적 실천에 이르기

까지 치밀하게 구명하고 또 검토하게 될 것이다. 그러한 가운데 본 연구는 한편으

로는 서두에서 언급한 대로 니체의 미학적 사유를 단편적으로 수용하는 데 그친 

포스트모던 계열 연구의 한계를 해소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여전히 니체 학계에 

유통되고 있는 형이상학적 니체읽기가 갖는 오해와 왜곡을 불식시킬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주지하다시피, 니체 ─ 그 특유의 파편적 글쓰기로 인해 철학의 영역에

서는 사후(死後) 30년이 지나도록 방치되었던 ─ 를 철학자로서 주목하고 그의 사

유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시도한, 철학적 니체의 초기 연구자들은 니체 자신의 

사상적 기획에 반하여 형이상학적 니체해석의 전형을 마련한다.5) 본 연구는 죽음

5) 니체 연구사 내에서 니체 사유의 파편들을 상호 연관성을 지닌 철학으로 주목하기 시

작한 것은 1930년대 전후이다. 하이데거(M. Heidegger)는 ‘니힐리즘’, ‘기존의 모든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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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의 추이를 좇아 철학사적 맥락에서의 니체의 자리를 조명함으로써 니체를 철

학적 지평 위에 정당하게 올려놓은 이들 입장을 공유하는 한편, 니체적 죽음을 형

이상학적 주체의 해체이자 새로운 주체 ─ 더 이상 실체의 영속성을 말할 수 없

는 ─ 의 미적 재구성의 실천으로 읽어냄으로써 저 형이상학적 니체해석을 분명

하게 반박하게 될 것이다. 

물론 형이상학자로서의 니체 이해의 반대편에서 니체 사유의 미학적 성격에 주

목하는 연구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미학적 니체연구는 1960년대 이후 프랑스 학

계가 주도했던바, 그 대표적인 경우가 푸코(M. Foucault)와 데리다(J. Derrida)이다. 

그러나 이들은 니체의 미학적 관점을 발판삼아 자신들 고유의 사상을 축조해 내

는 데 주력했을 뿐, 니체 사유 자체에 대한 해석의 정확성은 그들의 관심사가 아

니었다 하겠다.6) 니체 철학 자체를 ‘미학’으로 읽어내고 이를 보다 객관적으로 규

명하고자 하는 연구자는 먼저 앨런 메길(Allen Megill)과 뤽 페리(Luc Ferry)를 꼽

을 수 있다.7) 이들 연구는 니체 철학의 미학적 성격을 그 핵심만 주목함으로써 

규명한 것이라고 한다면, 니체의 텍스트 전체를 분석함으로써 니체 사상 자체가 

‘미학’임을 보다 분명하게 드러내는 작업은 전예완에게서 찾아볼 수 있다. 그는 니

체가 초기저작에서 선언한 “세계와 실존은 오직 미적 현상으로서만 영원히 정당

화된다”는 테제를 중심으로 니체 전체 사상의 일관된 흐름을 엮어내고, 이로써 니

체가 성취한 ‘철학의 미적 전회’를 증명해 낸다.8) 이들 연구 외에도 ‘미학’으로서

가치의 가치전환’, ‘영원회귀’, ‘위버멘쉬’ 사이에 내재하는 연관성을 밝힌 바가 있으며, 

야스퍼스(K. Jaspers)는 니체 사유의 파편들의 건축 가능성을 발견하고 실존철학적 입장

에서 전체의 체계적 연관성을 그려낸다. 뢰비트(K. Löwith) 역시 아포리즘들로 구성된 

하나의 체계를, 울머(K. Ulmer)는 니체 전작에서 내적으로 추진되는 위대한 인간 및 문

화의 형식에, 핑크(E. Fink)는 니체 사상 내의 근본 모티브의 구성에 초점을 둠으로써 

체계적 철학으로서의 니체 사상이라는 이해를 도출해낸다. 이러한 니체의 수용사는 다

음을 참고하였다. (백승영 (2004), 「니체 읽기의 방법과 역사」, 『니체가 뒤흔든 철학 

100년』 (김상환 외 편), 민음사, pp. 46-63.; 김정현 (1996), 「니체의 사회철학: 근대성 

극복의 문제와 관련하여」, 『헤겔에서 리오타르까지』(표재명 외 편), 지성의 샘, pp. 

35-74.)
6) 앨런 메길 (1996), 『극단의 예언자들: 니체, 하이데거, 푸코, 데리다』, 새물결, p. 83.
7) 이들의 니체연구는 다음의 책을 참고하라. (앨런 메길 (1996), 『극단의 예언자들: 니체, 

하이데거, 푸코, 데리다』, 새물결; 뤽 페리 (방미경 역, 1994), 『미학적 인간』, 고려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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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니체 철학의 근본성격을 주제로 다루고 있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이를 전제로 

하여 니체에 접근하는 여러 최근 논구들을 찾아볼 수 있다. 가령 크리스토프 멘케

(Christoph Menke)는 ‘예술 및 예술가’에 대한 니체의 언급들에 주목하여 그의 미

학을 주체개념이 포섭할 수 없는 ‘어둡고 무의식적인 힘’의 미학으로 규정하고 여

기에서 종래의 미학적 범주를 넘어서는 윤리학적 의미를 읽어 낸다.9)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니체 사유에 대한 잘못된 형이상학적 접근이 여

전히 통용되고 있는 실정은 무엇보다 ‘형이상학의 완성자’라는 니체상을 만든 하

이데거의 니체해석만큼 그 ‘형식적인 면에서’ 완결성 및 정합성을 갖춘 연구가 많

지 않다는 평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10) 하이데거는 최초로 ─ 그것도 

니체의 사상적 본거지인 독일대륙철학 전통 위에서 ─ 니체를 철학자로서 발굴하

여 선점했다는 점, 그리고 그 나름의 철학자로서의 영향력을 가지는 동시에 니체

의 전작을 섭렵하여 자신의 연구성과를 집대성했다는 점을 감안하자면,11) 그를 필

두로 한 일군의 형이상학적 니체 연구가들이 남긴 일정 부분의 오해를 불식하고 

또 니체 사상의 현재적 의미와 의의를 정당하게 살려내기 위해서는 아직 질적으

로든 양적으로든 보다 심화된 연구가 계속 진행되어야 한다 하겠다. 

8) ‘실존의 미적 정당화’라 요약되는 저 문장은 니체가 초기작 『비극의 탄생』에서 표현

상의 약간의 변화를 주면서 본문에서 두 차례, 1886년에 추가된 “자기비판의 시도”라는 

제목의 서문에 한 차례 제시된다. (Nietzsche, Die Geburt der Tragödie, §5, p. 43. (이하 

GT); GT §24, p. 148.; GT “Versuch einer Selbstskritik”, p.11.) 전예완의 연구는 다음을 

참고하라. (전예완 (2010), 「철학의 미적 전회로서의 니체 사상에 대한 연구: 실존의 미

적 정당화 테제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철학박사학위논문) 
9) cf. 크리스토프 멘케, (김동규 역, 2013)『미학적 힘: 미학적 인간학의 근본개념』, 그린

비, pp. 140-168.; 멘케 이외에도 알렌카 주판지치가 행하는 니체의 ‘신의 죽음’에 대한 

라캉-정신분석학적 접근(cf. Zupančič, Alenka (2003), The Shortest Shadow: Nietzsche’s 

Philosophy of the Two, The MIT press.), 그리고 질 들뢰즈가 행하는 헤겔의 변증법적 사

유의 극복으로서의 니체해석(cf. Deleuze, Gilles (Hugh Tomlinson, trans., 1986), 

Nietzsche and Philosophy, London: Athlone Press.) 등은 미학으로서의 니체 사상을 연구하

는 입장과 맥이 닿아 있다 하겠다. 
10) 백승영 (2004), p.55.
11) 하이데거의 니체연구는 다음의 방대한 저서에 집대성되어 있다 (Heidegger, Martin 

(1989), Nietzsche Ⅰ&Ⅱ, Pfullingen: Nes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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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부응하여 본 연구는 지금까지 미학으로서의 니체 사상을 논구하는 연구들

에서 아직 본격적으로는 다뤄지지 않았던 니체의 주요개념들에 주목한다. 이는 

‘권력에의 의지(Der Wille zur Macht)’, ‘영원회귀(Die ewige Wiederkehr)’, ‘위버멘

쉬(Übermensch)’ 등을 미학이라는 전체 조망 아래에서 일관성을 갖는 실천적 개

념들로 꿰뚫어 낸 기존 미학적 니체 연구들의 성과를 바탕으로 하되, 여기에서 더 

나아가 각 개념의 그 미학적 양상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는 작업이 될 것이다. 이

로써 이들 주요개념과 관련하여 선점된 형이상학적 해석, 그리고 이로 인해 남아 

있는 니체 사상을 둘러싼 수많은 착종과 논란에 대한 나름의 답변이 마련될 것이

다. 

이러한 주요개념들은 그 주목도가 높은 만큼의 많은 오해 또한 있을 수 있었다 

하겠는데, 본 연구는 이를 바로잡는 작업에 이어,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 

그러나 저 개념들의 근간이 되는 ─, 니체가 창조적으로 계승한 미학의 핵심개념

들을 세부적 고찰을 통해 전면에 드러내게 될 것이다. 니체의 사상 자체가 철학을 

대체하는 ‘미학’이라고 할 때, 이는 니체가 단순히 자신의 사상적 기획과 궤를 같

이 하는 기존 분과의 이름만 차용한 것일 수 없다. 니체는 미적 경험, 즉 주관의 

개별적이고도 내밀한 경험에 주목하는 근대미학에서 전통철학을 그 내부에서 뛰

어넘게 할 기폭제로서의 가능성을 분명하게 간파하였으며, 이로부터 그가 그 가능

성을 최대한으로 실현한 것이 바로 철학적 미학을 넘어선 미학적 철학, 아니 ‘미

학’ 그 자체인 것이다. 하여 니체가 창조적으로 수립하는 근대미학과의 관계를 꼼

꼼히 살피는 본 작업은 니체 미학의 그 정통성과 혁신성을 동시에 확인하는 결실

을 거두리라 기대하는 바이다.

  

지금까지 개략적으로 미리 살펴본 본 연구의 내용은 다음의 구성에 따라 진행

될 것이다. ‘죽음’을 열쇳말 삼아 니체가 기독교 및 전통형이상학을 비판하는 데서

부터, 이를 넘어 니체 고유의 미학을 실천해 보이는 데까지 이르는 과정을 추적하

는 본 연구는 세 개의 장으로 제시된다: 제Ⅰ장에서는 죽음에 대한 기독교적 사

유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여기서 마련된 분석틀을 척도 삼아 근대철학적 죽음개

념을 진단한다. 이로써 기독교적 사유를 당대 정신의 위기를 초래한 원인(遠因)으

로 지목하는 니체의 주장이 검증되는 동시에, 니체가 근대적 사유를 그 이전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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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교적 전통형이상학과 하나의 유형으로 간주하는 근거가 마련될 것이다. 제Ⅱ장

에서는 기독교적 전통형이상학에서의 죽음개념에 은폐되어있는 시대적 위기의 진

앙지를 조명하고, 바로 그 지점에서 시대극복을 위해 시도되는 니체의 고유한 부

정의 실천을 고찰한다. 그 진앙지가 바로 ‘실체적 자아’에 즉한 부정적 자기의식으

로 드러나며, 그래서 저 부정의 실천은 이러한 자기의식의 죽음, 즉 근대적 주관

성의 해체로 이어진다. 이를 위해 니체는 전통적 죽음개념을 실천적 의미로 전유

하는데, 이러한 부정의 실천으로서의 죽음을 니체 사상의 핵심개념들 ─ 권력의

지, 영원회귀, 그리고 위버멘쉬 ─ 을 중심으로 규명할 것이다. 이로부터 부정의 

실천은 그 자체가 긍정의 실천임이, 즉 ‘창조적 주체-되기’의 실천임이 드러나는바, 

마지막 제Ⅲ장에서는 니체 사상 자체가 긍정의 실천으로서의 죽음을 통해 미학이 

시작하는 현장임을 조명해 보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니체에게서 근대미학의 주요

개념들 ─ 취미, 숭고, 그리고 아름다움 ─ 이 죽음의 실천과 맞물려 창조적으로 

전유되는 과정을 추적할 것이며, 이를 통해 니체 사상 전체를 집약하는 ‘예술로서

의 삶’의 전모가 살펴질 것이다. 이로써 니체에게서 죽음은 전통형이상학을 넘어 

미학을 시작하는 동시에 삶을 그 자체로 긍정하는 유일한 실천임이 분명하게 드

러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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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전통적 죽음 사유에 대한 니체의 비판적 고찰

1. 시대진단의 척도로서의 죽음

죽음 ― 죽음에 대한 확실한 전망을 통해 모든 삶에 맛있고 향기로운 한 

방울의 경솔함이 섞일 수 있으리라. ― 허나 그대 기이한 영혼의 약사들은 

그것으로부터 역한 맛이 나는 독 한 방울을 만들었으니, 그것으로 전체 삶

이 메스껍게 되어버린 것이다!12)

죽음은 유사 이래, 아니 그 이전부터 인간에게 있어 삶이 던지는 가장 크고 무

거운 물음일 터이다. 죽음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숙명이지만 또한 누구도 그 이

후를 알 수 없기에, 그 물음에 대한 대답은 항상 믿음과 상상의 영역으로 넘겨진

다. 그러한 만큼 한 인간의 죽음에 대한 생각은 그 무엇보다 삶에 대해 그가 가

지는 태도를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추정이 가능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소크라테스의 경우를 예로 들어 얘기해보자. 플라톤은 파이돈에서 소크라테스가 

곧 이르게 될 죽음의 순간을 기다리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다. 여기서 자신이 죽는 

것은 병든 삶으로부터의 쾌유라 여기는 소크라테스는 아스클레피오스에게 닭 한 

마리를 빚졌다고 말하면서 독배를 담담히 기다린다.13) 니체는 이 에피소드를 언급

12) Nietzsche, Menschliches Allzumenschliches Ⅱ 2 §322, p. 333. (이하 MA)
13) 아스클레피오스는 의술의 신이며, 고대 그리스에서 닭은 흔히 병에서 회복되었을 때 

감사의 의미로 바치는 제물이라고 알려져 있다. 니체는 소크라테스가 죽음을 기다리며 

했던 다음의 말을 인용한다: “삶 ― 그것은 오랜 병듦을 이르네. 내가 구원자 아스클레

피오스에게 닭 한 마리를 빚졌구려.”(Nietzsche, Götzen Dammerung “Das Problem des 

Socrates” 1, p. 61 (이하 GD); 인용의 출처는 Platon, Phaidon, 118a (플라톤 (박종현 역, 

2003), ｢파이돈｣, 플라톤의 네 대화편, 서광사, p. 460.)) 또한 이는 즐거운 학문에서

도 언급되고 있다. (Nietzsche, Die Fröliche Wissenschaft §340, pp. 249-250. (이하 F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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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 소크라테스가 전하는 죽음은 삶 자체가 아니라 그 자신이 병들어 있음을, 

그리고 이로 인한 그의 이른바 ‘죽음에의 의지’를 누설하고 있다고 주장한다.14) 니

체에게 있어, 소크라테스의 죽음관이 응축하고 있는, 소크라테스와 그로 분(扮)한 

플라톤의 철학은 이러한 죽음에의 의지의 발현으로서 ‘전체 삶을 메스껍게 만드는 

독 한 방울’과 같다. 소크라테스 자신도 “철학은 죽음을 수련하는 것”15)이라 천명

했던바, 이들 철학은 죽음을 추구함으로써 삶을 부정하는 사유의 원조로서 니체의 

대척점에 놓여있다. 소크라테스적 죽음에 맞서 니체는 인간에게 확실한 미래로 주

어져 있다고 하는 죽음에 대한 전망은 모든 삶에 맛과 향기를 돋을, 즉 삶을 긍

정하고 상승시키는 촉매제와 같은 것일 수 있으며, 또한 그러해야 한다고 주장한

다. ‘이러한 니체적 죽음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또한 어떻게 가능한가’를 규명하

는 것이 본 연구가 목표하는 바이다. 이를 위해 우선 니체를 따라 그가 대척점에 

세운 전통적 죽음개념을 비판적으로 고찰하는 데서 시작해보자. 

니체는 ‘신은 죽었다’라는 말로 극단적 니힐리즘으로 치닫는 시대정신의 위기를 

알리는데, 이러한 위기는 단순히 시대적인 것만이 아니다. 그것은 예의 죽음을 수

련하는 플라톤 철학 이래로 진행된 삶을 부정하는 유럽 정신사의 필연적 말로다. 

그 시작은 소크라테스-플라톤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하지만 니체에 따르면 이

천 년에 이르도록 대중의 삶 속으로 파고들어 저 ‘죽음의 수련’을 설파하고 훈육

하며 내면화시킨 주범은 기독교이다. 기독교는 “대중을 위한 ‘플라톤주의’”16)인 것

이다. 그러니 기독교의 신을 더 이상 믿지 않는 시대가 도래한다 하더라도 오랜 

역사에 걸쳐 인간에게 내면화된 ‘죽음을 추구하는 삶’이 저절로 사라질 리는 만무

하다. 

나는 너무 일찍 세상에 왔다. 나의 시간은 아직 오지 않았다. 이 엄청난 

14) 니체는 죽음에 임하는 소크라테스의 “죽음을 향한 용기라는 지혜”가 은밀히 품고 있

는 것은 “소크라테스는 죽기 원했다: ― 아테네가 아니라 그가 스스로에게 독배를 주었

으며 그가 아테네로 하여금 자신에게 독배를 주도록 몰아세웠다”는 사실이라 말한다. 

결국 “죽음만이 여기서 의사이고… 소크라테스 자신은 오랫동안 병들어 있었을 뿐이

다…”(GD “Das Problem des Socrates” 12, p. 67.)
15) 플라톤 (박종현 역, 2003), ｢파이돈｣, 플라톤의 네 대화편, 서광사, p. 301. 
16) Nietzsche, Jenseits von Gut und Böse, Vorrede, p. 4. (이하 JG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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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은 아직도 진행 중이며 방황 중이다. 이 사건은 아직 사람들의 귀에 들

어가지 못했다. 천둥과 번개는 시간이 필요하다. 별빛은 시간이 필요하다. 

행위는 행해진 후에도 보고 듣게 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 사람들에게 이 

행위는 아직까지는 그 어떤 별보다도 더 아득히 먼 곳에 있다. 하지만 이것

은 바로 그들이 저지른 것이니!17)

니체는 1882년 저작 즐거운 학문(Die Fröliche Wissenschaft)에서 ‘신의 죽음’

을 광인의 입을 통해 이렇게 고지한다. 여기에서 한 광인은 정오로 향하는 환한 

오전 나절에 등불을 들고나와 신의 죽음을 알리며 신의 살해자는 다름 아닌 우리 

인간임을 고발한다. 그러나 광인의 이러한 폭로는 사람들에게 꽤나 때늦은 것으로 

여겨진다. 계몽된 근대 유럽인들은 더 이상 신이 인간 삶의 모든 것을 관할하는 

근원이 아님을 알기 때문이다. 이렇게 뒤늦은 ‘신의 죽음’을 고지하면서 니체는 오

히려 그들이 아직 ‘신의 죽음’이라는 사건을 “들을 귀가 없다”18)는 말로, 자신이 

너무 ‘일찍’ 세상에 나왔음을 한탄한다. 니체가 진단하기를, 근대 유럽인들은 ‘신의 

죽음’이 불러일으킨 사태가 무엇인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따라서 ‘신 

없이 사는 삶’ 또한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 

신이 죽기 전에, 그러니까 기독교 시대에 신과 신이 아닌 존재를 가르는 계기

는 죽음이었다. 신은 죽지 않기에 신이다. 인간을 포함한 신이 아닌 존재는 죽음

이라는 절대적 한계를 가지며, 인간은 그 한계 너머를 결코 알 수 없기에 죽음을 

두려워하고 불안해한다. 불멸하는 신은 바로 그러한 죽음이라는 인간의 절대적 불

확실성과 그에 대한 공포를 해소해주는 위안이 되어주었다. 신은 인간이 죽음 이

후 진입하게 될 영혼불멸의 세계를 보장해왔던 것이다. 그렇다고 할 때 그러한 신

이 죽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는 인간에게 죽음이 다시 절대적으로 불

확실한 심연으로 되돌려졌음을 의미한다. 이것이 ‘신의 죽음’이 초래한 근대적 위

기이다. 근대 유럽인은 이제 자기 앞에 숙명으로 놓인 저 ‘죽음에 대한 확실한 전

망’을 삶 자체를 증진하고 긍정하기 위한 동력으로 삼을 것인지, 아니면 지금까지

와 같이 전체 삶을 하강시키고 부정하는 역한 독으로 삼을 것인지를 결단해야 하

는 기로에 서 있다. 물론 니체가 위의 인용문에서 표명하고 있는 바의 시대 고발

17) FW §125, pp. 159-160.  
18) FW §125, p.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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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후자로 향해 있는 당대의 상황을 가리키고 있다. 근대 유럽정신은 더 이상 기

독교의 신을 믿지 않지만 여전히 기독교적으로 살고 있다.

그래서 광인이 ‘신의 죽음’을 새삼스럽게 알릴 수밖에 없었던 시대정신의 문제

는 근대인의 신앙의 여부로 진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대신 당대 정신이 품고 

있는 죽음관이 그 진단을 위한 척도가 되어줄 수 있을 것이다. 즉 소크라테스의 

경우에서 그러했듯이, 죽음에 대한 생각은 니체의 시대진단을 추적하는 데 핵심적 

실마리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우선 기독교적 죽음개념에 대한 니체의 심

리적 분석을 따라 소크라테스적 죽음, 즉 병들고 삶에 지친 자의 징후로서의 죽음 

사유의 원형을 분명하게 드러내고자 한다. 이어서 이러한 죽음개념의 원형을 척도

로 하여 니체가 ‘신의 죽음’ 사건이 아직 완결되지 못했다는 말로 알리는 시대의 

위기를 구체적으로 점검해 볼 것이다. 이러한 시대진단은 헤겔과 쇼펜하우어를 대

상으로 이루어진다. 까닭인즉 니체에 따르면 헤겔 철학이야말로 근대 유럽정신의 

사유방식을 집대성하는 동시에 주도하고 있기 때문이며, 또한 헤겔 당대에 그의 

대항마임을 자처했던 쇼펜하우어의 사유는, 니체에게 있어 근대 유럽인들에게 체

화되어있는 기독교적인 사유를 극복할 단초를 제공하는 동시에 그것의 실현을 위

해 마지막 넘어야 할 한계를 보여주는 귀중한 사례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죽음에 대한 기독교적 사유 분석

2.1. 궁극목적으로서의 죽음 

기독교에서 인간의 죽음은 ‘구원’을 의미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위에서 

죽은 뒤 사흘째 되던 날 이 땅에 ‘부활’하여 죽음 뒤 있을 인간의 영생을 몸소 증

명해 보인다.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믿음은 

허황한 것”19)이라는 사도 바울의 말마따나 ‘예수의 부활’과 이로써 약속되는 죽음

19) 니체가 <고린도전서> 15장 14절의 구절을 인용한 것을 번역하여 재인용한 것이며, 

강조표시는 니체의 것이다. (Nietzsche, Antichrist §41, p. 213. (이하 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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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세계는 기독교의 중추를 이룬다. 죽음은 한 인간의 완전한 소멸이 아니다. 그

것은 육신의 죽음일 뿐 그 영혼에게는 다른 세계가 준비되어 있으니, 신의 뜻을 

따르는 자에게는 ‘신의 왕국’에서 영원의 행복한 삶이,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지옥

에서의 영원한 불의 형벌이 마련되어 있다. 죽음의 세계가 보상과 보복으로서 주

어져 있는 것이다. 기독교에서는 ‘진리 그 자체이신 신’이 약속한, 죽음 뒤 영원불

멸하는 완전한 삶이 ‘이 삶’의 목적이요, 이를 추구함으로써 사는 삶이 유일한 삶

의 방식, 도덕이 된다. 

우선 ‘구원’이라는 기독교적 죽음개념부터 주목해 보자. 기독교적 사유에서는 

죽음은 곧 ‘삶으로부터의 구원’을 의미한다고 할 때, 당연한 얘기지만, 그것은 삶

이 구원받아야 하는 무엇임을 가리킨다. 삶이 무수한 겪음들의 연속이라 할 때, 

우리는 삶에서 겪는 것들이 항상 우리가 목표하고 의지한 대로 일어나는 것이 아

님을 안다. 이 모든 것을 배후세계에서 주재하고 있는 신을 배제하고 삶 자체만 

두고 말해보자면, 그것은 끊임없는 우연, 변화, 생성과 소멸로 점철된 카오스, 즉 

‘무의미한 겪음’의 연속일 뿐이다. 이러한 겪음들에는 어떠한 식으로든 의미가 부

여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그러한 삶은 그야말로 허무하며, 결국 그 어떤 행

위도 의욕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를 수 있기 때문이다. 니체의 말대로 인간 일

반이 진정 견디지 못하는 것은 “겪음(das Leiden) 그 자체가 아니라, 겪음의 무의

미(die Sinnlosigkeit des Leidens)”인 것이다.20) 하여 무수히 밀려드는 겪음들에 스

20) Nietzsche, Zur Genealogie der Moral Ⅲ §28, p. 429. (이하 GM); ‘견디다, 참다, 겪다’ 

등의 의미를 지닌 독일어 동사 leiden이 명사화된 Leiden은 보통 ‘고통, 수난, 병’ 등의 

의미로 쓰인다. 여기에서 본 연구자는 Leiden을 가치평가가 가능한 한 배제된 의미를 

골라 ‘겪음’이라 번역하였다. 까닭인즉, 니체의 말대로 겪음은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무의

미로 인해 인간에게 견딜 수 없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겪음은 그 자체로는 

무구하지만, 그것의 무의미를 스스로 견디지 못하는 나약한 인간들에게는 고통이 된다. 

그래서 Leiden 자체의 무구함을 부각시키기 위해 ‘고통’이라는 부정성이 덧씌워지기 이

전의 ‘겪음’이라는 번역어를 사용하였다. 이러한 번역어 사용은 전예완의 글을 참고하였

다. 그는 『비극의 탄생』에서 근원적 일자인 디오니소스가 ‘영원히 고통받는 자(das 

ewige Leidende)’로 제시되어 있음에 주목하여, 그것은 곧 디오니소스가 근원인 동시에 

개체화를 ‘겪는(leiden)’ 자, 즉 모순적 근원, ‘근원 아닌 근원’임을 지시하고 있다고 설명

한다. 그래서 니체가 사용하는 Leiden은 일반적 의미의 고통이라기보다는 ‘겪음’을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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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로 의미를 창출하며 삶을 의욕하는 것이 인간의 숙명인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기독교적 삶에서는 이러한 숙명을 하나의 신이 대신한다. 신은 인간이 

미처 헤아리지 못하는 이 삶의 의미를 부여한다. 무의미한 겪음의 연속인 삶은 고

통(Leiden)이지만, 죽음으로 이 삶이 끝나는 언젠가 그러한 고통은 신에 의해 치

유될 것이다. 이러한 구원에의 믿음이 삶을 견딜 수 있게 하는 난간이자 지팡이가 

되어준다. 이로부터 우리는 자신의 숙명을 스스로 짊어지기에 지친 자들이 이 삶

의 끝으로서 죽음을 추구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이 나약한 자들은 삶의 정반대

되는 속성을, 즉 영원불멸의 완전성을 죽음의 세계에 부여하고, 이를 척도로 ‘이 

삶’을 그 자체가 불완전한 것이라 해명한다. 이로써 삶이 그들에게 주는 고통은 

나름대로 정당화되니, 이제 삶은 ‘필연적으로’ 고통이며 인간이 삶의 고통에서 구

원되는 길은 ‘신의 왕국’, 달리 말하면 죽음을 지향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삶은 그 자체가 고통이라기보다는 삶을 영위하기에 충분한 힘을 가지지 못

한 자들이 고통으로 여기는 것이요, 따라서 삶이 신에 의해, 죽음으로써 구원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21) 삶에 지친 자들이 삶에 대한 위안, 휴식, 보상으로서 죽음

을 원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구원으로서의 죽음개념은 더 이상 이 삶을 스스로 견

뎌낼 힘이 모자란 자가 가지는 “죽음에의 의지”의 표명이다.22) 

2.2. 삶의 부정으로서의 죽음

여기서 구원을 향한 기독교적 욕구를 ‘이 삶’에서 정신적으로나마 해소하기 위

해서 우선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영생으로서의 죽음과 그 증거

인 ‘예수의 부활’에 대한 무조건적 믿음이다. 죽음 뒤에 ‘신’에 의해 구원받을 것이

하는 단어라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cf. 전예완 (2010), pp. 28-29.)
21) 이와 같이 원인과 결과가 전도되어 내려진 삶에 대한 평가를 니체는 차라투스트라의 

입을 빌어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들은 […] ‘삶은 부정되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오직 

그들 자신이 부정되었을 뿐이며, 실존의 일면밖에 보지 못하는 그들의 눈이 부정되었을 

뿐이다.”(Nietzsche, Also sprach Zarathustra Ⅰ “Von den Predigern des Todes,” p. 51. 

(이하 Z))
22) FW §344, p. 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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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데서 오는 마음의 평화를 갖기 위해서는 알 수 없는 것, 불합리한 것에 대

해서조차 무조건적인 믿음이 필요하다. 기독교에서 요구되는 이러한 무조건적 믿

음은 앞에서 살펴보았던 바와 마찬가지로 나약함의 징후이거니와, 더 나아가 이에 

대한 심리적 분석은 그 나약함을 심화, 확산시키는 기독교적 도덕의 실체를 드러

낸다.

니체에 따르면 인간이 자신의 삶을 보존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믿음”과 “확고

함”을 필요로 하는가는 그가 지닌 힘의, 보다 정확하게는 “그의 나약함의 척도”이

다.23) 확고한 믿음은 달리 표현하자면 미지의 것이나 불확실한 것, 불합리한 것조

차 더 이상 묻거나 알려고 하지 않는, “지적 성실성”의 포기이다.24) 사실 우리는 

― 기독교적 해석 이전의 ― ‘죽음’이라는 현상 뒤에 무엇이 있는지 알지 못한다. 

기껏해야 우리는 타자의 ‘죽음’으로부터 그것이 그 사람이 더 이상 현전하지 않는 

상태임을 알 뿐이다. 그런데 그러한 죽음이라는 불확실성의 영역을 기독교는 불멸

의 세계, 지옥과 천국, 최후의 심판에서 있을 부활 등의 교리로 채우고 또 이에 

대한 증거로서 인간 예수의 부활을 이야기한다. 니체의 심리적 분석에 따라 말해

보자면, 이러한 불확실과 불합리 앞에서 ‘무조건적 믿음’을 갖는 것은 ‘죽음’으로 

정점에 이르는 삶의 불확실성에 대한 무기력과 두려움에서 “버팀대, 기둥, 의지할 

것”을 찾는 나약한 본능에서 나온 것이라 하겠다.25) 

이러한 나약함으로 추구되는 기독교적 신, 그리고 신의 명령의 총체로서의 기

독교적 도덕은 신에 대립하는 인간적인 것, 자연적 본능 일체를 죽이는 삶, 즉 삶

을 부정하는 병적인 삶을 명령하고 가르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삶’의 대립

으로서의 죽음을 지향하는 의지는 그럼으로써 삶을 향해서는 그것을 부정하는 의

지인 것이다. 이로써 기독교적 죽음개념에는 궁극목적이라는 의미 이면에 ‘부정한

다’는 의미가 중첩되어 있음이 드러난다. ‘죽음에의 의지’는 삶 너머의 세계를 추

구하는 의지이자 삶을 부정하는 의지이다.

이러한 ‘삶을 부정하는 삶’의 명령으로서의 기독교적 도덕을 두고 니체는 “노예

도덕”이라는 이름으로 비판한다.26) ‘죽음에의 의지’, 즉 부정하는 의지의 실천으로

23) FW §347, p. 263.
24) AC §12, pp. 381-383. 
25) FW §347, p. 264.
26) 노예도덕과 관련해서는 다음을 참고하시오. (GM Ⅰ §10, §11 pp. 284-291; JGB §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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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노예도덕은 그야말로 ‘부정’의 원리를 따른다. 나약한 자들은 스스로를 규정하

기 위해 먼저 “밖에 있는 것, 다른 것, 자기가 아닌 것”, 즉 타자를 필요로 한

다.27) 삶을 그 자체로 직시하고 살아내기에 힘이 궁핍한 자들은 그들과 반대로 

힘이 넘치는 자들, 즉 강인한 자들을 ‘악(Böse)’ ― 부정성 ― 으로 규정하고, 이

것의 대립 ― 부정 ― 으로서의 자신들을 ‘선(Gut)’으로 정립한다. 마찬가지로, 앞

서 살펴보았던바, 이들이 견뎌내지 못하는 삶이 고통이요 결핍이며, 이러한 부정

성의 부정이 구원, 평화, 안식이요 완전성으로서의 죽음이다. 

 이렇게 ‘부정’의 원리에 따라 삶에 대립하는 죽음의 세계를 만들어내고는 이를 

척도로 삶을 규정하고 이끌어갈 절대적 가치규범들을 추론해낸 것이 노예도덕이

다. 니체는 이러한 사태를 두고 “삶의 중심을 삶에 두지 않고, 오히려 ‘피안’으로 

― 무로 ― 옮겨버린다면, 그야말로 삶에서 중심을 빼앗아버리는 것”이라 말한다. 

왜냐하면 이들 가치목록은 필연적으로 삶의 본성 ─ 생성 및 소멸, 변화, 차이 등

과 이를 스스로 감당하는 강인함, 공격성, 용기 등 ─ 에 대립되는, 따라서 삶을 

가치절하하는 명령들 ─ 변화와 차이를 기피하고 시도하지 않는 순응적임, 온순

한, 비겁함 등 ─ 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28) 이제 노예도덕을 통해 “본능에 

있는 유익한 모든 것, 삶을 증진하는 모든 것, 미래를 보장해주는 모든 것”은 악

이자 부정성으로서 억압되며, 이와 대립되는, 삶을 하강시키는 나약함의 모든 것

이 선으로 정당화되고 덕으로 권장된다. 

 더불어 ‘불멸’이라는 기독교적 죽음개념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노예도덕을 설득하

고 전파하는 데에 필수적이고도 효과적인 도구라 할 수 있다. 니체에 따르면, 기

독교에서는 피정복자와 억압받는 자의 본능이 전면에 드러난다. 이들은 정복자와 

압제자에 대한 “실제적 반응, 행위에 의한 반응”29)을 포기하면서도 그들에 대한, 

그리고 비루한 자신의 삶에 대해 가지는 원한감정(Ressentiment)을 해소하기 위해

서 “죽음을 넘어서 오래 살 필요”가 있었다.30) 불멸로서의 죽음 세계에 대한 믿

pp. 218-222.) 
27) 니체에 따르면 노예도덕이 발생하기 위해 언제나 대립자, 타자가 필요한데, 그것은 스

스로 작용할 수 없는 궁핍함으로 인해 이들의 활동이 “근본적으로 반작용”일 수밖에 없

기 때문이다(GM Ⅰ §10, p. 285).
28) AC §43, p. 215.
29) GM Ⅰ §10, p. 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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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이 마련됨으로써, 나약한 자들은 ‘선한 자’로서 천국에서 영원한 축복을, 압제자

와 정복자, 즉 ‘악한 자’들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으리라는 “상상적 복수”를 

가할 수 있게 된 것이다.31) 

그러니 불멸의 교설은 결코 지상적 행복을 누릴 수 없는 약자들, “온갖 실패자, 

반동적인 자, 나쁜 취급을 받는 자, 인간 찌꺼기와 쓰레기 전부”를 유혹하는 데는 

둘도 없는 미끼인 것이다.32) 이런 식으로 기독교에서는 “대지에서의 행복에 맞서

는” 불멸의 죽음 세계라는 “주 무기를 대중의 원한에서” 주조해냈던 것이며, 그러

한 만큼 다종다양한 나약한 유형들을 더 큰 대중으로, 무리로 형성시킬 수 있었

다.33) 게다가 불멸로서의 죽음개념은 니체가 그 무엇보다 강인한 민족으로 추켜세

웠던 로마인들까지도 설득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었다. 저 “지옥” 개념, “죄인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마찬가지로 죽지 못한다는 새로운 교설, 영원히 저주받은 

자에 대한 교설”34)이 그들 안에 암약하고 있던, 죽음이라는 지하세계에 대한 공포

를 부추겨 그들마저 굴복시켰던 것이다. 

이러한 식으로 ‘예수의 부활’과 ‘불멸의 죽음 세계’라는 거짓부렁은, 한낱 유대

교의 소규모 종파에 지나지 않았던 예수공동체를 기독교라는 독립된 종교로 성장, 

전파시킨 강력한 수단이 되었던 것이다. 니체는 이를 고안하고 또 효과적으로 사

용한 자로 사도 바울을 지목한다.35) 바울은 “불멸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사

실”을 파악했으며, 더 나아가 “‘지옥’개념이라면 로마를 지배할 수 있으리라는 사

실” 또한 파악했던 것이다. 요컨대 “‘피안’이 삶을 죽인다는 사실을.”36) 이로부터 

‘죽음에의 의지’의 실천으로서의 기독교는 수천 년의 역사에 걸쳐 세계적 종교로 

확장될 수 있었다. 그러는 동안 그것은 “삶의 가장 깊고도 높은 욕구들을 향해 

아니오를 말하면서 신을 삶의 적으로 만들어버린다…. 신이 흡족해하는 성인은 이

상적 거세자이다… ‘신의 왕국’이 시작될 때 삶은 끝나 버린다….”37) 

30) GM Ⅰ §15, p. 297.
31) GM Ⅰ §10, p. 284.
32) AC §43, p. 215.
33) AC §43, p. 216.
34) Nietzsche, Morgenröthe §72, p. 67. (이하 M) 
35) AC §42, pp. 213-215.
36) AC §58, p. 245. 
37) GD “Moral als Widernatur” 4, p.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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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생존수단으로서의 죽음

기독교적 죽음개념에 대한 지금까지의 논의로부터 다음과 같은 물음이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죽음으로써 구원을 얻는다고 한다면 기독교는 왜 빠른 죽음, 자

발적인 죽음을 설교하지 않는가? 주지하는 바이지만, 기독교에서 자발적인 죽음은 

오히려 신의 섭리에 대한 불복종에 해당한다.38) 이로써 기독교는 삶에 지친 자들

에게 “자살의 요구 앞에서 빠져나갈 구실”을 풍부하게 제공한다.39) 이 점에서 볼 

때 ‘신’과 ‘신의 왕국’은 나약한 “삶의 방어본능과 구원본능에서 생겨난 것”으로 

“삶을 보존하기 위한 기교”임이 틀림없다.40) 이렇게 죽음을 통한 삶으로부터의 구

원을 추구하면서도 동시에 육신이 허락할 때까지 죽음을 회피하는 기독교적 삶은 

분명 표리부동하며 모순적이다.41) 

그런데 여기에서 드러나는 죽음에 대한 모순적 태도는 무기력한 인간에게는 필

연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앞서 언급했던바, ‘이 삶’의 대립자로서 ‘신’과 ― 신에 

의해 마련되었다고 하는 ― 영혼불멸의 죽음세계는, 삶을 더 이상 스스로 의욕할 

수 없는 무기력한 유형의 인간이 “단번의 도약으로, 단번의 죽음의 도약으로 궁극

에 올라서려는 피로감, 이미 더 이상 아무것도 욕구하지 못하는 저 가련하고 무지

한 피로감”에서 주조해낸 목적이자 근원이다.42) 이는 곧 죽음에서 도달할 영광을 

예비하는 과정이라는 의미를 ‘이 삶’에 부여하는 토대가 되어준다. 물론 그 의미라

는 것이 기실, 앞서 살펴보았던 대로, 삶의 중심을 죽음의 세계로 옮겨놓음으로써 

“사는 것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식으로 그렇게 사는 것”일 뿐인지라,43) 기독

38) MA Ⅱ §185, pp. 96-97; GD “Streifzüge eines Unzeitgemüssen” 36, pp. 128-130.
39) MA Ⅰ §80, p. 83.
40) GM Ⅲ §13, p. 384.
41) 니체는 기독교적 삶의 방식을 영위하는 궁핍한 자들을 두고 ‘죽음의 설교자들’이라 칭

하며 이들의 이러한 모순을 다음과 같은 말로 조롱한다: “[…] 그들은 과자를 탐내면서 

동시에 자신의 유치함을 비웃는다. 그들은 그들의 지푸라기 같은 삶에 집착하면서 그들

이 아직도 지푸라기에 매달려 있는 것을 비웃는다.” (Also sprach Zarathustra Ⅰ “Von 

den Predigern des Todes,” p. 52. (이하 Z))
42) Z Ⅰ “Von den Hinterweltern,” p. 32.
43) AC §43, p.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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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적 죽음개념은 결국은 삶을 부정하는 도구임이 드러난다. 그럴지언정, 이로써 

그것은 나약한 유형의 인간에게 있어 고통스러운 삶을 견뎌낼 근거가 되며, “삶의 

권태와의, 피로와의, ‘종말’을 바라는 소망과의 싸움”을 위한, 즉 지금 당장의 자발

적 죽음을 실행하지 않도록 하는 그 생존수단인 것이다.44) 이와 같이 기독교적 

사유에서 표명되는 ‘죽음에의 의지’는 기실 나약한 유형에게서 우위를 점하고 있

는, 그 어떤 것을 희생해서라도 생존하고자 하는 욕구를 누설하고 있다.

그래서 ‘삶을 거스르는 삶’을 대변하고 조장하는 기독교가 보이는 “자기모순”은 

외견상 그러할 뿐이다. 삶 자체의 본성은 끊임없는 우연, 변화, 생성과 소멸로 이

루어진 카오스라 할 때, ‘죽음’은 삶 자체의 본성이 극에 달하는 겪음이라 할 수 

있다. ‘죽음’은 그것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완전히 우연에 내맡겨진

다. 또한 죽음은 인식의 차원에 한정하여 보자면 그저 한 인간에게서 있을 수 있

는 그 어떤 변화보다 급격한 변화, 즉 완전한 소멸일 뿐이다. 그래서 인간에게 

‘죽음’은 분명 공통적으로 겪게 되는 것이지만, 그것이 사후(事後) 타인과 결코 공

유할 수 없는, 지극히 개별적인, 그야말로 ‘체험(Erlebnis)’이다. 다시 말해 ‘죽음’은 

그 어떤 체험보다도 불확실성의 심연으로 주어진다.45) 이렇게 본다면 우리는 ‘죽

음’이라는 체험 자체는 철저히 미지의 것이되, 그 속성은 여타 삶의 속성들과 ‘대

립’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삶은 그 어떤 다른 겪음들보다도 더 예기치 못하는 

‘죽음’에서 그 무의미함과 이로 인한 허무함이 극점에 이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럴진대 기독교에서 인간의 의식이 미치지 않는 불확실성의 영역인 ‘죽음’을 

삶으로부터 분리하여 그것을 삶의 대립자이자 구원으로서 의지한다고 할 때, 이는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삶에 대한, ‘죽음’에서 극점에 이르는 삶 자체에 대한 무기

력과 두려움에서, 삶을 그 자체로 살아내기에 힘이 부치는 나약함에서 기인한 것

일 뿐임이 명료해진다. 그렇거니와 이와 동시에 인간에게, 게다가 자신의 힘의 감

소를 감지한 자에게조차, “서서히 진행되는 소진과 해체를 기다리는 것”이, 달리 

44) GM Ⅲ §13, p. 384.
45) 니체는 즐거운 학문의 ‘죽음에 대한 생각’이라는 제목의 절에서 인간의 죽음에 대해 

다음과 같이 쓴다: “죽음과 죽음의 정적만이 이 미래에서 유일하게 확실하고, 모두에게 

공통된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죽음의 확실성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죽는다는 사실, 그

리고 죽음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는 미지의 것이라는 사실에 관한 것이다. 

(FW §278, p.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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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면 자발적인 죽음에의 금지가 신의 섭리이자 명령으로 주어지는 것,46) 이 또

한 마찬가지로 기독교적으로 정당화되기 이전의 ‘죽음’, ‘죽음’이라는 불확실성의 

심연이 주는 극단적 허무감과 공포감을 스스로 벗어날 길 없는 나약한 유형이 필

연적으로 요청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앞서 살펴보았던바, 불멸의 죽음개념이 기

독교의 성립과 확장에 핵심적인 도구역할을 했던 것은 바로 ‘죽음’이 그 불확실성

에 더하여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인 까닭이다.47) 결국, 이 절에서 검토해본 기독

교적 죽음은 철두철미 ‘죽음’에서 극대화되는 삶의 불확실성, ‘죽음’이 주는 무력감

으로부터 만들어진 개념이며, 동시에 나약한 삶을 심화, 확산시키는 핵심도구인 

것이다. 이렇게 나약한 유형의 인간은 “죽음으로부터 역한 맛이 나는 독 한 방울

을 만들었으며, 그것으로 전체 삶이 메스껍게 되었다!”48)

3. 기독교적 죽음개념의 근대적 사례 진단

3.1. 헤겔의 경우

헤겔은 니체와 마찬가지로 계몽주의 이후 근대적 상황, 즉 인간이성이 신으로

부터 해방되는 동시에 신이라는 토대가 무너짐으로써 모든 실체적 가치를 상실하

46) MA Ⅰ §80, p. 83.
47) 그래서 니체는 죽음에 대한 인간의 공포와 무기력함으로 인해 순교자의 죽음이, 즉 

죽음으로써 진리를 입증하는 것이 대중을 유혹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되어왔음을 지

적한다. (cf. AC §53, pp. 232-233.) 나약한 자들에 대한 죽음의 효력에 대해서 차라투

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서도 다음과 같이 언급된다: “그들이 지나간 길 위에 그들은 

핏자국을 남겼다. 그리고 그들의 어리석음은 진리를 피로 입증해야 한다고 가르쳤다./하

지만 피는 진리에 대한 최악의 증인이다; 피는 더없이 순수한 가르침조차 마음의 망상

과 증오라는 독을 타버리기 때문이다./그리고 누군가가 자신의 가르침을 위해 불길 속

을 걸어간다고 할 때 ― 이것이 무엇을 증명해준단 말인가! 자기 자신의 불길에서 가르

침이 나온다는 것이 더 참이리라.” (Z Ⅱ “Von den Priestern,” p. 115.) 
48) MAⅡ 2 §322, p. 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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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된 허무주의적 상황을 ‘신의 죽음’이라는 말로 규정한다. 그런데 헤겔은 인간정

신이 바로 그 “신 자체는 죽었다”는 허무의 느낌을 최고 이념의 계기로 삼아 그 

자체 내에서 신과 인간의 통일을 이뤄내야 하고 또 이뤄낼 수 있음을 말하면서 

이러한 시대 상황을 극복하고자 한다.49) 이러한 헤겔에게 있어 인간정신이야말로 

삶의 토대이자 목적이며, 이로써 그에게서 차안과 피안, 현실과 실재의 구분은 사

라진다. 이와 더불어 인간의 죽음이라는 것도 양자를 가르는 경계가 아니며, 이로

써 신적인 세계로서의 피안이라는 기독교적 죽음개념과 궤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

인다.50)

당대 독일인의 사유방식을 헤겔주의라 규정하는 니체 자신의 언급에만 따르더

라도,51) 헤겔철학은 ― 적어도 니체가 생각하기에 ― 당대 정신문화의 중심으로 

자리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겠다. 그렇다고 한다면 헤겔철학은 니체의 시대진단을 

반박할 수 있게 하는 것, 그래서 니체의 ‘신은 죽었다’는 고지를 시대착오적인 것

으로 만드는 것이지 않은가? 이러한 물음과 더불어 이제 우리는 헤겔에게서 ‘신의 

죽음’이 의미하는 바를 살펴보고, 이로부터 ‘(인간의) 죽음’에 대한 헤겔의 사유를 

도출해보고자 한다. 이를 저 기독교적 죽음개념과 대조해본다면, 니체의 저 고지

49) 헤겔 (황설중 역, 2003), 믿음과 지식 아카넷, p. 368; 또한 헤겔은『정신현상학』의 

서문에서도 ‘신과 일체가 되는 삶’이 과거의 것이 되어버린 근대정신의 혼란스러운 상황

에 대해 비판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자신의 학문적 기획을 밝히고 있다. (Hegel, G. 

W. F. (1986), Phänomenologie des Geistes, Werke in zwanzig Bänden Bd.3, Frankfurt am 

Main: Suhrkamp, pp. 14-22.); 한편 전예완은 이러한 헤겔의 철학적 입장으로 인해 헤겔

이 니체의 ‘신은 죽었다’는 선언으로 가장 공박하기 힘든 경우임을 언급하면서, 그럼에

도 니체의 후기 글 바그너의 경우에서 우회적으로 드러나는 헤겔적 사유에 대한 니

체의 비판적 입장을 선명하게 길어내고 양자 사이의 대결구도를 분석한다. (cf. 전예완 

(2013), ｢‘바그너의 경우’를 통해서 본 니체 대(對) 헤겔｣, 헤겔연구, 33호, pp. 

215-250.)
50) 헤겔은 정신을 삶의 주체로 간주하면서 죽음과 삶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재정립한다: 

“그러나 죽음을 두려워하여 황폐화로부터 스스로를 철저히 지키는 삶이 아니라, 죽음을 

견디며 그 속에서 스스로를 유지하는 삶이 곧 정신의 삶이다. 정신은 오직 절대적 찢김 

속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할 때라야만 자신의 진리를 획득한다.” (Hegel, G. W. F. 

(1986), p. 36.)
51) FW §357, pp. 279-284.; JGB §244, pp. 192-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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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당대에 과연 유효한 것인지 검증해 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헤겔에게 있어 ‘신의 죽음’은 우선은 유한성을 내포한 무한성, 곧 ‘자기 안에 부

정성을 내포하는 정신’을 의미한다. 정신은 이러한 모순(부정성)을 대자적으로 의

식하되 더 나아가 그 부정성을 부정함으로써 스스로를 지양해 가는데, 이로써 ‘신

의 죽음’은 이러한 정신의 변증법적 자기회귀운동 전체를 함축하는 말이라 할 수 

있다.52) 헤겔에게는 이렇게 정신이 “대자화와 자기회귀라는 부정의 과정을 되풀이

하며 자신의 현실성을 풍부히 해가는 과정”이 역사인데53), 그러한 만큼 ‘신의 죽

음’이 함축하는 정신의 회귀운동의 반복되는 출발지점, 즉 ‘신 자체는 죽었다’는 

불행한 의식은 비단 근대적 상황만을 지시하는 말일 수 없다.

근대의 인간들이 모든 실체적인 것의 상실 앞에서 그러한 것처럼, 십자가 위에

서의 예수의 죽음을 목도했던 그의 제자들은 스스로가 비극적 상황에 있음을 발

견한다.54) 스승의 상실과 더불어 그들은 메시아의 도래에 대한 오랜 자신의 믿음

52) 헤겔은 정신현상학의 “계시종교” 장에서 ‘신의 죽음’이라는 말에 함축되어있는 변증

법적 운동으로서의 정신의 역사적 범례를 십자가에서의 그리스도의 죽음 및 이에 대한 

십자가 신학에서 찾으며, 이로부터 드러나는 정신의 운동을 체계화하는바(Hegel (1986), 

pp. 545-574.), 이 지점에 주목하여 헤겔적 ‘신의 죽음’의 의미를 규명하는 논문으로 부

비오와 윌리암스의 것이 있다. (Bubbio, Paolo Diego (2015), “Hegel: Death of God 

and Recognition of the Self,” International Journal of Philosophical Studies, Vol 23, No. 5, 

pp. 689-706.; Williams, Robert R. (2012), Tragedy, recognition, and the death of God: studies 

in Hegel and Nietzsch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pp. 290-302.)
53) 전예완 (2013), p. 239.
54) 더 나아가 불행한 의식은 비단 그리스도의 죽음과 근대적 주체의 사유와 존재의 분리

에 대한 것만은 아니다. 그것은 정신현상학 전반에 걸쳐서 다양한 형식으로 드러나고 

있다. 불행한 의식은 정신의 변증법적 자기회귀 운동을 통해 반복해서 돌아오게 되는 

출발점으로, 이뽈리뜨는 그것을 “본질적으로 주관성을 표현한다”고 정리한다. (이뽈리뜨 

(이종철, 김상환 역, 2013), 헤겔의 정신현상학 Ⅰ, 문예출판사, p. 238.; p. 253.) 본 

논문의 불행한 의식에 대한 논의는 불행한 의식의 변증법이 본격적으로 개진되기 시작

하는 역사적 배경인 그리스도의 죽음과 관련하는 데에 한정되어 있으며, 다양한 형식의 

불행한 의식을 두루 고찰하는 것은 본 논문의 범위를 벗어나는 일이 될 것이다. 다양한 

형식의 불행한 의식 및 이에 대한 현대적 해석은 다음의 논문을 참고하라. (김상환 

(2010), ｢헤겔의 ‘불행한 의식’과 인문적 주체의 역설｣, 철학사상, 제36권, pp. 33-84.)



- 26 -

도, 예수에 대한 믿음도 잃어버렸으니, 신은 이제 더 이상 자신 곁에 없으며, 그

런 한에서 이 세계는 부조리하고 또 무의미했으리라. 그러나 그들은 삶의 무의미

함에 대한 그 슬픔, 즉 불행한 의식으로부터 십자가 신학을 세웠다는 것이 헤겔의 

분석이다. 그 신학적 사유 안에서 예수의 죽음은 육화된 신의 죽음으로서, 단순한 

신의 상실이 아니라 신이 인간으로부터 외떨어진 추상적 실체이기를 스스로 포기

하는 동시에 그 배타적 개별성에서 벗어나 보편적 인간의 정신 안에서 성령으로 

임하는 신의 사랑의 실천이 된다.

이러한 예수의 죽음에서부터 이에 대한 해석으로서의 십자가 신학에 이르기까

지의 일련의 과정은 헤겔에게는 철학적 사변을 통해 정신의 자기전개를 읽어내고 

입증해낼 역사적 범례가 된다.55) 즉 예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사도들의 의식(意

識) 내에서 일어난 ‘신의 죽음’은 우선은 신의 상실이자 부정이지만, 이러한 신의 

부정성(신의 죽음)은 신학적 해석을 통해 부정(신의 죽음의 죽음)되었다. 그리고 

이로써 죽은 신은 신앙 공동체 안에서 정신적인 것으로 부활한다. 헤겔은 이러한 

사변적 통찰 속에서 예수의 죽음이 촉발한 기독교의 수립에서부터 근대에 이르는 

역사가 ‘실체가 주체로 되는 정신의 여정’임을 파악하기에 이른다.56) 그러니까 근

대적 주체가 도달한 존재와 사유, 유한과 무한의 분리는 그러한 정신운동의 이행

단계, 이른바 ‘신의 죽음의 전도’이다. 이제 근대의 인간은 ‘신과 인간의 화해’에 

대한 종교적 표상인 ‘그리스도의 죽음’을 주체의 측면에서 철학적 사변을 통해 현

실화해야 할 역사적 단계에 서 있는 것이다. 이것이 헤겔이 ‘신 자체는 죽었다’는 

느낌을 최고 이념의 계기로 삼아 인간정신 안에서 신과 인간, 무한과 유한의 통일

55) 이와 관련하여서는 다음을 참고하라. (Bubbio, Paolo Diego (2015), “Hegel: Death of 

God and Recognition of the Self,” International Journal of Philosophical Studies, Vol 23, 

No. 5, pp. 689-706; Williams, Robert R. (2012), Tragedy, recognition, and the death of God: 

studies in Hegel and Nietzsch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pp. 290-302..)
56) 헤겔은 “실체는 본질적으로 주체”, 그러니까 “절대자는 곧 정신”이며, 이러한 정신적

인 것이 스스로를 현실적인 것으로 실현시켜 나아가는 여정이 역사라고 말한다. (Hegel, 

G. W. F. (1986), p. 28.) 그래서 근대에 이르기까지 서구역사는 ‘신’이 스스로를 추상적 

실체가 아닌, 정신적인 것으로서 자각하는, 주체가 되는 여정이라 말할 수 있는바, 이와 

관련한 본문의 내용은 『정신현상학』의 “계시종교” 장에서 기술되어 있는 바를 주로 

참고하였다. (cf. Hegel, G. W. F. (1986), pp. 545-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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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모색하고자 하는 철학적 기획의 의미이다.

그래서 헤겔에게 있어 ‘신의 죽음’은 곧 ‘정신적인 것으로서의 신의 부활’이라는 

신과 인간의 화해의 여정이며, 이를 달리 표현하자면 정신으로서의 인간이 자신 

안의 신성을 회복해 가는 여정이다.57) 이렇게 인간 정신이 사변철학으로써 스스로 

‘완전성’으로 향하는 운동 자체라고 할 때, 여기에서 인간의 죽음은 어떻게 이해되

고 있는가? 헤겔에 따르면 ― 그리고 이견 없이 ― 개별자의 죽음은 정신이 그 

사자(死者)의 의식 자체 내에서는 더 이상 자기의식으로 화하지 못하는 상태이

다.58) 그럴지언정, 예수의 죽음의 경우에서 보았듯이, 그 죽음은 가령 신앙 공동체 

내에서 정신의 자기의식, 즉 불행한 의식을 촉발하며, 이는 보다 높은 수준의 보

편적 정신으로 지양되는 운동의 거듭되는 출발점이다. 즉 정신을 최종 근거로 하

는 삶에서 개별자의 죽음은 인간정신이 스스로의 불완전성에 대한 의식 ― 불행

한 의식 ― 을 갖게 하는, 코제브의 말대로 “부정성의 ‘현상’, 변증법적 운동의 참

된 동력”이며,59) 이로부터 시작되는 부정의 운동을 통해 그것은 개별자의 소멸인 

동시에 전체 안에서 보존되는 것이다.60) 

이 지점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기독교적 ‘죽음에의 의지’를 떠올려보자. 그것은 

‘삶-죽음’에 대한 궁핍감으로 인해 죽음을 추구하며 삶이 필연적으로 궁핍임을 정

당화하는 의지이다. 이러한 죽음에의 의지의 실천인 노예도덕은 이 삶(부정성)을 

부정함으로써 살아가는 부정의 원리를 골격으로 한다는 것이 우리가 앞에서 살펴

본 바이다. 그렇다고 할 때, 헤겔의 사유는 이러한 기독교적 사유방식 그 자체를 

철학적으로 체계화하여 정당화한다.61) 그럼으로써 정신으로서 인간이 신의 자리를 

57) cf. Hegel, G. W. F. (1986), pp. 545-574.
58) Hegel, G. W. F. (1986), p. 333.
59) Kojéve, A. (Nichols, James H., trans., 1969), Introduction to the reading of Hegel: Lectures 

on the Phenomenology of Sprit, (Bloom, Allen ed.) Cornell University press, p. 253.
60) 이렇게 개별자의 죽음이 그의 전적인 파괴이자 소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속한 

공동체의 의식 안에서 보존, 상승되는 계기임을 드러내는 헤겔의 기술은 『정신현상

학』의 “인륜” 장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cf. Hegel, G. W. F. (1986), pp. 332-335.) 
61) 이렇게 본 연구는 헤겔의 ‘신의 죽음’으로부터 도출되는 정신의 변증법적 운동, 달리 

말하면 신과 인간의 화해를 향한 운동 자체로서의 정신 안에서 작동하는 부정의 변증법

이 기독교적 부정의 사유방식이 종교적 색깔을 벗고 철학적으로 체계화된 것이라 주장

하는바, 이와 같은 입장은 다음의 연구자들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다: 돌리모어는 헤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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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한다. 기독교적 사유에서는 죽음이 피안에 마련되어 있는 불멸의 세계로서 궁

극목적으로 추구되었다고 한다면, 이제 철학적 사변 안에서 죽음은 개별적 삶에서 

보편적 삶으로 상승하는 정신의 목적-지향적 운동 자체라는 의미를 획득한다.62) 

정신현상학에서 드러나는 인간의식의 전 여정에 걸쳐 죽음이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

음을 추적하는바, 그는 “헤겔이 기독교의 역설적이고 교란하는 죽음의 이상화를 만지작

거리고 있다”는 주장과 더불어 결국 헤겔은 기독교가 시대를 걸쳐 표명해 온 바를 철

학적 용어로 재생하고 있다는 결론에 이른다(Dollimore, Jonathan (1998), “The 

Philosophical Embrace of Death: Hegel,” Death, Desire and Loss in Wester Culture, New 

York: Routledge, pp. 183-196.); 또한 들뢰즈는 헤겔의 정신의 변증법적 운동자체가 “근

본적으로 기독교적 사유방식”이며, 그것을 통해 도모되는 인간과 신의 화해 자체는 “오

래된 공모이자 친연성”이라 주장한다(Deleuze, Gilles (Hugh Tomlinson, trans., 1986), 

Nietzsche and Philosophy, London: Athlone Press, pp. 156-159.; pp. 186-189.); 이 외에도 

부비오와 윌리암스 등도 마찬가지의 입장에서 헤겔의 ‘신의 죽음’에 대한 논하고 있다

(Bubbio, Paolo Diego (2015), “Hegel: Death of God and Recognition of the Self,” 

International Journal of Philosophical Studies, Vol 23, No. 5, pp. 689-706.; Williams, Robert 

R. (2012), Tragedy, recognition, and the death of God: studies in Hegel and Nietzsch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pp. 290-302.).
62) 이와 관련하여 전예완은 헤겔에 대한 니체의 비판의 초점은 그의 변증법적 사유의 

“목적 달성에 따른 체계완결성”이 아니라 “헤겔 방법론에 내재한 목적지향성”에 있음에 

주목할 것을 강조하며, 니체의 헤겔비판이 궁극목적의 실현여부와는 무관함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헤겔 변증법에서 궁극적 목적의 최종 실현 여부는 논란의 대상이다. 모든 

차이는 종국의 절대적 화해 속에서 지양되고, 체계는 완결되는가? 이 체계 완결성-닫힘

성은 헤겔 비판자들의 주요 공격지점이 되어왔다. 그러나 니체는 궁극적 목적 달성 여

부를 헤겔 비판의 초점으로 삼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하자. [...] 니체를 선구자로 삼는 

후대의 이른바 포스트모더니즘 계열의 철학자들과 달리, 니체의 헤겔 비판 지점은 ‘목적 

달성에 따른 체계완결성’이 아니라 헤겔 방법론에 내재한 목적지향성이다. 따라서 체계

완결성을 부정함으로써 바그너-헤겔을 ‘닫힌 체계’라는 비판으로부터 구제하려는 여하한 

시도에 의해서도 [목적지향성에 준한] 니체의 바그너-헤겔 비판은 재반박될 수 없다는 

사실을 주지해야 한다.” 이렇게 하여 그는 니체를 헤겔의 변증법적 자기회귀에서 “무한

히 열려있는 매개가능성”을 읽어낸 급진적 독자로 파악하고 또한 “헤겔 철학의 최대 가

능성에 대한 이해 속에서 그것을 전복”시키고자 했음을 분명히 한다. (전예완 (2013), 

pp. 238-239.; pp. 24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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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한 가운데 개별적 삶에 있어서 완전성은 여전히 이 삶 너머에, 죽음 너머에 

있는 목적이며, 개별자의 소멸인 ‘죽음’에 대한 의식은 또다시 정신의 삶이 그 시

작점에서 삶을 부정이자 결핍으로 여기게 하는 계기로 남아 있다. 이로써 정신적 

삶의 실천이 부정으로서의 삶을 부정하는 변증법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필

연적인 것임이 헤겔에 의해 철학적으로 공고히 된다 하겠다. 이러한 까닭에 니체

는 여전히 삶 자체가 부정되는 현실에 경계를 풀지 못하고 “신의 이 모든 그림자

들이 우리를 어둠으로 덮지 않게 될 때”를 모색하고 예비해야 했던 것이다.63) 

3.2. 쇼펜하우어의 경우

그렇다고 한다면 헤겔 당대에 그의 정신에 맞서 의지, 보다 정확히는 삶에의 

의지를 내세워 철학적 대립각을 세웠던 쇼펜하우어의 경우는 어떠한가? 주지하다

시피, 쇼펜하우어 없이는 철학자 니체가 있을 수 없었다고 얘기될 정도로 그는 니

체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철학적 스승 중 하나이다. 게다가 니체는 쇼펜하우

어를 “독일인들에게 나타난 최초의 독자적이며 굽힐 줄 모르는 무신론자”64)라고 

평하고 있는 만큼 어쩌면 니체 이전에 쇼펜하우어에게서 ‘신의 죽음’ 사건이 완결

되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니체가 도모하는 바의 삶을 촉진하는 죽음에 대한 이

해를 쇼펜하우어의 죽음관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나 쇼펜하우어

가 헤겔보다 “어느 것 하나 ‘더 정직’하게 행하지는 않았다”는 니체의 평가만65) 

보더라도 그도 역시 니체의 신랄한 시대진단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추측할 수 

있겠다. 쇼펜하우어는 그 어떤 근대철학자들보다 죽음의 문제를 주제집중적으로 

63) FW §109, pp. 146-147. 
64) FW §357, p. 281. 
65) Nietzsche, Der Fall Wagner §10, p. 30. (이하 W); 물론 이러한 니체의 언급은 일차적

으로는 쇼펜하우어의 실제 삶이 금욕과 연민을 강조하는 그의 사유와는 영 딴판임을 비

꼬는 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보면, 이는 쇼펜하우어가 결국 

시대적 오류의 결정판이 되어버림을 비난하는 말이기도 하다. 앞으로 살펴볼 것이지만, 

니체에게 있어 쇼펜하우어는 세계의 근원을 의지로 파악하여 전통형이상학의 한계를 뛰

어넘을 가능성을 가지면서도 이를 실현하지 못하고 결국 스스로 그 한계 내에 좌초되고 

마는, ‘신의 죽음’에 즉해 퇴락한 시대를 대변하는 철학자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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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루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이를 검토함으로써 니체의 시대진단을 보다 구체화

해보도록 하자.

니체가 쇼펜하우어를 두고 독일에서 최초로 출현한 무신론자라고 말하는 이유

는 우선 그가 기독교의 핵심교리인 ‘개별적 영혼의 불멸성’을 명시적으로 부인했

다는 데서 찾아볼 수 있다. 쇼펜하우어에 따르면, 영혼의 불멸성에 대한 믿음은 

일차적으로는 인간이 의식의 차원에 사로잡혀 자신의 삶을 탄생에서 시작하여 죽

음으로 끝나는 유한한 것으로 인식하는 데서 기인한다. 경험적 차원에서만 보더라

도 인간은 자신이 유한함을 인식하면서도 무수한 개별적 인간이 탄생과 죽음을 

거듭하는 가운데 종적 인간은 영원하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여타의 동물들은 죽

음에 대한 온전한 인식 없이 살기 때문에 스스로를 무한한 것으로 여기며, 그래서 

개별적 동물 각자가 종의 절대적 불멸성을 자신의 것으로서 누린다.66) 하여 자기

의식을 가진 인간만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며 사는 것이다. “공포스러운 죽

음의 확실성”67)에 대한 의식은 이성을 가진 인간에게만 내려지는 비운이리라. 그

러나 이와 동시에 또한 죽음의 인식을 가져온 바로 그 반성이 인간을 형이상학적 

관점으로 이끌어 위안을 주기도 하는바, 쇼펜하우어는 “죽음의 확실성에 대한 해

독제”68)로서의 역할이 모든 종교와 철학에서 행해지고 있다고 말한다. 그런 의미

에서 영혼의 불멸성에 대한 믿음은 인간이 가지는 죽음에의 공포를 위한 나름대

로의 위안을 제공한다. 하지만 이는 인간의 근원적인 무언가가 영원할 것이라는 

그저 ‘막연한’ 예감에서 세워진,69) 그리고 인간본질이 의식과 관련한다는 잘못된 

66) Schopenhauer, A. (1986), Die Welt als Wille und Vorstellung Ⅱ, Sämtliche Werke, BD.2, 

Frankfurt am Main: Suhrkamp, pp. 590-592. (이하 SW2)
67) SW 2, p. 591.
68) SW 2, p. 591.
69) 쇼펜하우어는 인간본질의 영원성에 대한 예감 자체를 비판하는 것은 아니다. 우선 그

는 개별적 생명체의 소멸에도 불구하고 그 종의, 나아가 전체 자연의 영원성으로부터 

이러한 예감이 경험적으로 가능하다고 본다. 더 나아가 그는 죽음의 필연성이 바로 인

간을 위시한 모든 생명체가 “단순한 현상일 뿐, 물자체가 아니라는, 즉 진정한 존재자가 

아니라는 사실”에서 기인한다고 주장하는데, 그 까닭은 진정한 존재자는 사라질 리가 

없기 때문이다. 이로부터 쇼펜하우어 자신도 영원한 본질을 막연히 예감하는 데 그치지 

않고 보다 적극적으로 성찰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Schopenhauer, A., Parerga und 

Paralipomena Ⅱ, Sämtliche Werke BD. 5, Frankfurt am Main: Suhrkamp, p. 34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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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제로부터 세워진 믿음이며,70) 이로써 죽음의 인식이 이끌 수 있는 세계에 대한 

진정한 통찰의 길을 가로막는, 그 공포로부터의 단순한 도피일 뿐이다.71)

이로써 쇼펜하우어는 ‘신의 죽음’의 인식에 직면한 근대인의 처지를 직시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다. 자기의식을 가지는 인간은 그 본성상 “죽음으로 명백히 

표시되는 개체의 몰락”72)에 대해 두려움을 가지게 되는데, 더 이상 그 두려움을 

영혼불멸의 믿음으로 해소할 수 없는 그들은 그렇게 덧없이 생겨났다 사라지는 

자신의 삶에 허무감을 느낀다. 이것은 분명 ‘신의 죽음’에 직면하게 된 근대 유럽

인이 처한 위기이기는 하나, 쇼펜하우어의 관점에서 보자면 바로 이 개별자의 죽

음에 대한 공포에 찬 인식이 세계에 대한 형이상학적 성찰로 이끄는 기회이기도 

한 것이다.     

하여 쇼펜하우어를 따라 죽음의 두려움에 대한 문제로 돌아가 보자. 칸트의 최

고의 제자임을 자처하는 쇼펜하우어에게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는 이성인식이 시

간, 공간, 인과율이라는 개별화의 원리에 따라 표상하는 세계이다. 이러한 세계의 

근원인 물자체는 인식하는 주관에게 무엇보다도 시간의 원리에 즉하여 생성과 소

멸, 탄생과 죽음으로 현상하게 되는데, 이러한 물자체를 인간인식 영역을 넘어서

는 미지의 것으로 남겨둔 칸트와 달리, 쇼펜하우어는 그것을 의지, 보다 정확히는 

‘삶에의 의지’라 규정한다. 그에게는 바로 저 개별자의 몰락에 대한 두려움 자체가 

표상 세계의 근원이 의지임을 드러내는 결정적 표지가 된다. 맹목적으로 살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면 인식 자체는 생성 및 소멸, 탄생 및 죽음을 무관심적으로 의

식하는 데에 그칠 것이기 때문이다. 즉 한 인간으로 개별화된 삶에의 의지가 자신

의 소멸로 인식되는 죽음을 불쾌이자 악으로 받아들이며 공포를 느끼는 것이다.73)

시간의 속박에 묶여 있는 개별화된 존재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분명 삶의 끝이

자 소멸이다. 쇼펜하우어에게 있어 인식기능을 담당하는 의식은 인간 몸에 독립하

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더욱이 몸보다 상위의 것으로서의 영원한 영혼적 실체

SW 5))
70) SW 2, pp. 624-630.
71) SW 2, pp. 615-617.
72) Schopenhauer, A. (1986), Die Welt als Wille und Vorstellung Ⅰ, Sämtliche Werke, BD.1, 

Frankfurt am Main: Suhrkamp, p. 391. (이하 SW 1)
73) SW 2, p. 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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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연관되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단지 몸의 일부인 두뇌의 작용이다.74) 몸이 의

지의 공간적 표상인 것과 같이 몸의 일부인 의식은 의지의 현상에 불과하며, 하여 

죽음으로 몸이 소멸되는 순간, 아니 그것이 완전히 사라지기도 전에 의식이 먼저 

소멸된다. 

그러나 근원으로서의 삶의 의지는 비록 개별적 인간 안에서는 죽음에 대한 두

려움으로 자신을 드러낼지언정, 그 자체로는 영원하다. 앞서 잠시 언급했듯이 우

리는 경험적인 차원에서 의지의 “가장 직접적 객관화”인 종의 영원성으로부터 그

것을 확인할 수 있다.75) 쇼펜하우어에 따르면, 종의 차원에서 삶에 의지는 종족의 

보존을 위한 욕구, 가령 성욕과 열정적으로 새끼를 돌보는 본능으로 발현되며, 개

별적 존재의 생성과 소멸은 철저히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이다.76) 개별적 인

간의 죽음은 종적 인간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으며, 게다가 무수한 개별

자의 탄생은 물론 죽음까지도 인간종의 유지를 위해, 종으로 객관화된 의지의 영

원한 삶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다. 요컨대 유일한 근원인 삶에의 의지의 현상으로

서 개별적 인간의 실존은 필연적으로 전체 인간의, 나아가 전체 자연의 ‘삶에의 

의지’를 충족하기 위함이며, 이로부터 개별적 인간 안에서는 죽음의 공포로 발현

되는 삶에의 의지는 궁극적으로는 무한한 수의 인간[을 포함한 모든 개체]의 생성

과 소멸, 삶과 죽음을 통해 자신의 욕구를, 그 영원한 삶을 실현하고 있다는 형이

상학적 성찰도 가능하게 된다.

쇼펜하우어에 따르면, 이러한 형이상학적 통찰 속에서 죽음은 이제 인간을 참

된 도덕으로 이끄는 안내자이자 충고자가 된다.77) 개별화된 삶에의 의지인 인간은 

그 본성상 끊임없이 이기적으로 욕구하며 그 충족을 위해 서로 반목하고 투쟁하

며 고통 겪는다. 이러한 의지작용은 살아있는 동안 끊임없는 고통을 낳을 수밖에 

없는데,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보자면 욕구함 자체가 항상 결핍감에서 시작하며 

또 그것이 충족되었을 때도 이 상태는 의지의 본성에 반하는 것이기에 또 다른 

결핍감, 권태가 따르기 때문이다. 그런데 예의 죽음의 문제에서 비롯된 형이상학

적 통찰에 이른 자는 이제 자신이 타자와 다르지 않은 삶에의 의지의 현상일 뿐

74) SW 5, p. 323.; SW 2, pp. 639-639.
75) SW 2, p. 619.
76) SW 2, p. 619.
77) SW 2, pp. 648-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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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을, 더 나아가 삶이 고통인 이유가 개별화의 속박 속에서 이기적으로 발현되는 

삶에의 의지에 있음을 안다. 이로부터 인간이 자신 안의 삶에의 의지를 부정하는 

것만이 그 개별화의 속박으로부터, 삶의 고통으로부터 스스로를 구제하는 유일한 

길임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쇼펜하우어에게 이러한 삶에의 의지를 부정하는 삶은 금욕과 연민으로 실천되

는데, 이렇게 볼 때 자신의 이기적 욕망을 억제하고 타자와의 구분을 지우며 오히

려 타자를 위해 나를 지우는 것, 이것은 결국 죽음에 이르러서야 완전히 실현되는 

것이다. 죽음은 개별화의 속박을 벗어난 삶에의 의지로 회귀하는 순간인 것이다. 

이로써 개별적 인간에게 자신의 죽음은 더 이상 악이자 두려운 것이 아니게 되는

데, 여기에 덧붙여 쇼펜하우어는 죽음은 내가 ‘나’임을 끝내게 되는, 그래서 기꺼

이 맞이할 “위대한 기회”라 말한다.78) 아무리 의지를 부정함으로써 사는 삶이라 

할지라도 ― 그리고 쇼펜하우어에 의하면 인간의 성격은 사는 동안 결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행해진 ― 나의 행위들과 고통을 내가 기억하는 한 나

는 삶의 고통으로부터 구제될 수 없다. 하여 몸과 더불어 이루어지는 의식의 소멸

로서의 죽음은 개별성과 기억을 지우는 “레테(Lethe)”, 즉 망각의 강이니,79) 의지

의 부정을 실천하는 삶에게는 평화롭고 조용한 죽음이, 기꺼워하며 맞이하는 죽음

이 특권으로 주어진다.80) 이로써 죽음은 이기적으로 발현되는 삶에의 의지와 그로 

인한 고통의 기억으로부터의 완전한 해방이며, 그래서 삶에의 의지를 부정함로써 

추구되는 “니르바나(Nirwana)”81)로의 온전한 진입이 된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쇼펜하우어에게서는 자살이 그 금기의 멍에를 벗었는지, 

오히려 권할 만한 것이 된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쇼펜하우어는 

단호하게 자살은 삶에의 의지의 부정과 다르다고 말한다. 자살은 오히려 의지를 

강하게 긍정하는 현상일 뿐이다.82) 자살하는 자는 삶을 원하되 고통 ― 필연적 

78) SW 2, p. 643.
79) SW 2, p. 641.
80) SW 2, p. 650.
81) SW 2, p. 651.
82) 이와 관련하여 쇼펜하우어는 삶의 고통을 끝내고자 자살하는 것과 금욕주의의 실천 

중에 일어나는 자살을 구분한다. 본문에서 언급되는바, 그는 전자가 삶의 고통을 단순히 

회피하는 것, 삶에의 의지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지금 살고 있는 삶을 부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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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존조건인 ― 은 없는 삶을 원하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파괴하는 것에 불과하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세계에 대한 진정한 인식만이 인간에게 죽음의 두려움과 

삶의 고통으로부터의 해방에 이르는 길을 열며 이로써 인간은 자신의 의지를 부

정하면서 평화롭게 생존하게 되고 또 자신의 수명이 다함을 기꺼이 맞이하게 된

다. 자살은, ‘공포스러운 죽음의 확실성’과 마찬가지로 의지의 부정을 가르치며 우

리를 ‘니르바나’로 이끄는 바로 그 고통을 회피하는 행위일 뿐이며, 진정한 고통으

로부터의 구제 없이 자기의 현상을 파기하는 어리석은 행위일 뿐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또다른 외관 아래에서 ‘죽음에의 의지’가 작동하는 죽음관

을 살펴보게 되었다 할 수 있다. 쇼펜하우어에게서 죽음은 근원으로서의 삶에의 

의지가 개별화의 속박에서 해방되는 순간이며, 이를 개별자의 측면에서 말하자면 

죽음은 개별자 자신의 완전한 소멸이지만 동시에 자신의 근원으로 회귀하는 순간

이다. 죽음은 이 삶에서는 다다를 수 없는 완전성으로 진입하는 문턱으로서 추구

되며, 그러는 동안 이 삶은 죽음을 예비하는 과정으로서 부정함으로써 사는 것이 

최고의 도덕이 된다. 죽음을 완전성으로의 회귀로서 추구하는 동시에 자살을 부정

하는 그의 교설에서도 단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바이지만, 쇼펜하우어의 죽음개념

은 단순히 생존만을 위한 죽음의 공포로부터 도피일 뿐이라는 영혼불멸설에 대해 

내린 그 자신의 판결에서 그 역시도 자유로울 수 없음을 누설하고 있는 것이다.83) 

는 것, 이보다 더 나은 삶을 의지하는 것인데 반해, 후자는 개별화된 삶에의 의지를 부

정함으로써 근원적 의지로 돌아가는 것, 의지의 진정한 자유를 실현하는 것이라 말한다. 

(SW 1, pp. 541-546.) 
83) 널리 알려진 바대로 쇼펜하우어의 사유가 불교적 색채를 강하게 내비치고 있음은 분

명하다. 이는 죽음을 ‘니르바나’로 이르는 진입로로 통찰한 데서 단적으로 확인할 수 있

는 바이다. 그러나 그의 이러한 불교적 통찰은 지금까지 살펴본바, 니체적 시선에서 보

자면, 진화한 기독교적 사유로 볼 수 있게 된다. 니체도 분명 쇼펜하우어가 “기독교적 

해석의 상속자에 불과하다”고 밝히는 바이다. (GD “Streifzüge eines Unzeitgemässen” 

§21, p. 119.) 이는 또한 니체가 『안티크리스트』에서 불교적 사유 자체가 기독교적 사

유보다 훨씬 철학적이고 세련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삶을 부정하는 그 실천에서 기독교

와 마찬가지로 데카당스임을 비판하는 데서 확인할 수 있다. (cf. AC §20, pp. 185-186.) 

또한 누스바움은 쇼펜하우어가 보이는 ‘의지에 대한 혐오’가 기독교적, 카톨릭적 기원을 

지니고 있음을 언급하며, 더 나아가 쇼펜하우어의 비극관에서 기독교성이 단적으로 드



- 35 -

이로써 다시 ‘신의 죽음’ 문제로 돌아와 보자. 신은 죽었다. 이는 우선 기독교적 

신의 지배력에서 벗어난 근대 유럽의 시대 상황을 이르는 말이다. 그러나 이미 살

펴보았듯이, 신은 애당초 죽어있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신은 ‘삶-죽음’ 그 자체에 

대해 무기력한 자들에 의해 창조된 가상이자 무(無)이다. 그러니 니체 당대는 이 

삶을 주재하는 신, 죽음 뒤에 영원한 삶을 보장해주는 신은 가상임이 드러난 시

대, ‘신의 죽음’을 인식하게 된 시대이다. 근대정신이 직면한 ‘신의 죽음’의 인식, 

그것은 ‘삶-죽음’이 그 자체로 드러난다는 것을 의미한다.84) 그런데 이렇게 불확실

성의 심연을 감지한 근대정신은 또다시 그 불확실성에 대한 무기력함으로 인해 

“몰래 신의 무덤으로 기어들어가” 버리는 길을 택하였으니, 이로써 ‘신의 죽음’ 사

건은 유예되어 버린다.85) 

지금까지 우리는 기독교의 시대에서 니체 당대에 이르기까지 이어져 온 죽음에 

대한 사유를 고찰하는 가운데, 그것이 그 외관을 달리할지언정 ‘죽음에의 의지’의 

발현으로서 하나의 유형을 이루고 있음을 짚어볼 수 있었다. 하여 ‘신의 죽음’이 

러남을 분석한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다음을 참고하라. (Nussbaum, Martha C, 

(1998), “The Transfiguration of Intoxication: Nietzsche, Schopenhauer, and Dionysus”, 

Nietzsche: critical assessments Ⅰ (ed. Daniel, W. Conway), Routledge, pp. 331-359.) 
84) 니체는 광인의 입을 빌려 ‘신의 죽음’의 제대로 된 인식이 몰고 올 상황을 다음과 같

이 토로한다: “우리가 신을 죽였다―너희들과 내가! […] 이제 지구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것일까?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것일까? 모든 태양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지금? 우리는 끊임없이 추락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아직도 위와 아래가 있는 것일까? 

무한한 허무를 통과하고 있는 것처럼 헤매고 있는 것이 아닐까? 허공이 우리에게 한숨

을 내쉬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한파가 몰아닥치고 있는 것이 아닐까? 밤과 밤이 연이어

서 다가오고 있는 것이 아닐까? 대낮에도 등불을 켜야 하는 것이 아닐까? 신을 매장하

는 자들의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신의 시체가 부패하는 냄새가 나지 않는가? 

신들도 부패한다!” (FW §125, p. 159.) 
85) Z Ⅰ “Von den Hinterweltern” p. 33.; 니체는 즐거운 학문에서도 ‘신의 죽음’ 사건

이 지연되는 사태를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종교적 사상의 지배하에서 사람들은 

‘다른(배후에 있는, 밑에 있는, 위에 있는) 세계’에 대한 생각에 익숙해져, 종교적 망상이 

파괴되면 불안한 공허감과 결핍감을 느낀다. 그리하여 이 느낌으로부터 다시금 ‘다른 세

계’가 자라나는데, 이제 그것은 더 이상 종교적 세계가 아니라 형이상학적 세계일 뿐이

다.” (FW §151, p. 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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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진행 중이고 방황 중인 상황이라는 것은 죽음이라는 신의 자리에 또다른 

외형의 절대적 근원이 들어서는 것이요, 그러는 가운데 니체 당대에 이르러서도 

삶의 부정성을 극복하는 삶은 체념되고 오히려 삶을 부정하는 도착적 삶이 신보

다 더 오래 존속하고 있다는 것이다. 

니체는 이러한 도착적 삶의 실천을 보다 구체적으로, “자기에게 불리한 것을 

선택하고 선호”하는 병을 앓는 유형의 삶이라 말하며, 이를 퇴행이자 타락을 의미

하는 ‘데카당스(décadence)’라 칭한다.86) 이 용어는 니체가 ‘신의 죽음’을 고지함으

로써 전하는 시대 진단의 의미를 보다 섬세하게 표현하고 있다. 즉 신의 이름을 

지운 니체의 시대는 삶의 부정을 실천하는 노예도덕이 단순히 존속되는 것이 아

니라 그것이 심화, 확산되어, 삶은 점점 더 부정할 만한 것이 되는, 니힐리즘이 

극단으로 치닫는 퇴행의 일로를 걷고 있는 위기이다. 이 또한 지금까지 고찰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바, 기독교의 시대에 도덕은 불멸의 죽음세계에서 이루어질 보상

과 처벌을 대비한 ‘죄에 대한 싸움’이었으며 이로써 삶에 나름대로 의미가 부여되

었다고 한다면, 그리고 신성을 인간 정신으로 옮겨온 헤겔에게서는 삶의 부정성

(죽음)이 그 부정으로서의 죽음(죽음의 죽음)을 통해 역사에서 실현될 완전성을 향

하는 계기로서 정당화되었다고 한다면, 실존에서 신성을 완전히 벗겨내 버린 쇼펜

하우어의 사유에서는 삶의 고통은 단순히 죽음에서야 끝이 나는 것이며, 도덕은 

이제 그저 ‘고통에 대한 싸움’으로서 삶의 부정성에 대한 최종승인에 불과한 것이 

되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시대진단으로부터 ‘신은 죽었다’는 니체의 고지에 함축된 

처방적 의미에 대한 고찰로 넘어가는 국면에 서 있다. 결국 니체가 시대극복을 위

해 가장 깊이, 그리고 궁극적으로 몰두하는 것은 데카당스의 문제인데,87) 이어지

는 장에서 우리는 이를 치유해가는 니체의 시도와 노력을 추적하되, 그것을 본 장

의 비판적 분석에서 마련된 전통적 죽음개념의 문제틀, 즉 ‘궁극목적이자 근원으

로서의 죽음’(진리의 문제), 그리고 ‘삶을 부정하는 도구인 동시에 생존수단으로서

의 죽음’(도덕의 문제)을 밑그림 삼아 단계적으로 접근해 볼 것이다. 

86) AC §6, p. 170.
87) W Vorwort, 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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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니체적 죽음: 도덕 형이상학의 극복

1. 시대극복의 실마리로서의 죽음

죽음에 대한 지혜로 충만한 명령과 처분은 오늘날에는 전혀 상상할 수 없

는, 또한 비도덕적으로 들리는 미래의 도덕에 속하는데, 그 도덕의 아침놀을 

바라보는 일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행복임은 틀림없다.88)

끝 간 데 모르고 극단적 니힐리즘으로 몰락해가는 시대의 위기를 직시한 니체

의 과업은 결국 데카당스의 극복임을 이미 밝혔다. 더 나아가 니체는 철학자로서

의 자신 또한 “이 시대의 자식”, “한 사람의 데카당”임을 고백하는데, 그러한 만

큼 그의 과업은 “자기 시대를 자기 안에서 극복하는 것”이 된다.89) 그러니 니체

의 자기극복이자 시대극복의 길은 니체 자신을 ‘시대의 자식’으로 만드는 모든 것

과의 사투를 통해 도모되는 것이라 하겠다. 그래서 니체에게는 세속화된 기독교적 

사유로서의 ─ 헤겔의 정신철학과 쇼펜하우어의 의지철학을 위시한 ─ 근대철학, 

그리고 이들의 도덕적 사유가 응축되어있는 근대의 ‘인간성(Menschheit)’ 전체를 

포함한 모든 시대적인 것에 대항하는 것이 요구된다.90) 

이제 우리는 니체가 ‘철학자로서의 자기 자신’ 안에서 시대극복을 위해 집중적

으로 공략하는 지점을 조명하고 또 그 지점에서 벌이는 사상적 전투과정을 추적

하고자 한다. 이 말인즉슨, 니체는 철학자로서 기존 형이상학을 바로 그 철학적 

방식 ─ 진리성 및 합리성에 입각한 ─ 에 따라 비판적으로 해체하고 이 가운데 

자기 고유의 사상을 실천해 보이는데, 이를 통해 시도되는 니체의 시대극복을 규

명하고 검증하는 것이 본 장의 내용이 될 것이다. 고대에서 니체 당대에 이르기까

88) MA Ⅱ §185 p. 271.
89) W Vorwort, p. 3.
90) W Vorwort, pp.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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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의 기독교적 형이상학에서 죽음개념이 그 데카당스의 징후를 집약하고 있음을 

앞서 이미 살펴본바, 데카당스의 극복을 위한 니체의 처방을 쫓아갈 실마리를 저 

죽음개념에서부터 풀어내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하겠다. 니체 자신도 당대의 위기

에 대한 “명령과 처분”이 “죽음에 대한 지혜”로써 내려지는 것이라 말하는데, 우

리는 니체 안에서 드러나는 죽음개념의 추이를 따름으로써 전통적 형이상학으로

부터 니체 고유의 사유로 넘어서는 과정을 선명하게 길어낼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한 번 더 주목할 점은 이른바 기독교적 형이상학에 대한 니체의 비판적 

해체는 물론 그 허위성을 폭로함으로써 이루어지지만, 니체가 문제시하는 지점은 

그 허위성이라기보다 그것이 인간 삶에 미치는 해악에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애초에 니체의 철학적 기획은 저 ‘삶을 부정하는 도착적 삶의 실천’, 즉 ‘데카당스 

도덕’의 극복을 향한 것이다. 이를 위한 니체의 노력은 전통적 죽음개념을 창조적

으로 전유하는 가운데, 죽음을 삶의 실천의 척도로서 사유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실천 자체로 전회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진다. 하여 본 장에서 우리는 니체가 “죽

음에 대한 지혜로 충만한 명령과 처분”으로써 당대의 데카당스를 넘어 “미래의 

도덕” ─ 당대 데카당스 정신에게는 비도덕적으로 들릴 ─ 으로, 이른바 ‘삶을 그 

자체로 긍정하는 삶’의 실천으로 향하는 길을 추적하게 될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지만, 니체의 시대극복은 곧 니체가 스스로를 극복하

는 일과 맞물려 진행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작업은 니체 스스로 ‘신의 죽음’이자 

‘신 없는 삶’을 그 자체로 인식하고, 이로부터 그 실천으로 이행하는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다. 우선 니체가 삶을 그 자체로 인식하는 작업은 지금까지 데카당스

의 결정체로서 고찰된 전통적 죽음개념을 비판적으로 해체함으로써 실행될 것이

다. ‘신의 죽음’이 몰고 온 근대적 사태는 인간에게 더 이상 ‘나’의 죽음을 해명해 

줄 ‘신’이라는 토대가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앞 장에서 고찰했던바, 이 사태에 직

면한 근대정신은 기독교 시대에 신이 구가하던 권리를 인간에게로 이양했음에도 

불구하고(헤겔의 경우), 또는 아예 인간의 실존에서 신성성을 지워버렸음에도 불구

하고(쇼펜하우어의 경우), 죽음을 또다시 기독교적으로 해석하니, 결국 죽음은 절

대적 실재이자 진리의 영역에 자리함으로써 삶을 부정하는 도덕의 척도로서 사유

된다. 그러니 니체에게는 철학적 사유가 진리의 영역으로 간주하는 죽음이 오류이

자 허위임을 폭로하는 것이, 그래서 이에 즉해 삶에 내려진 가치평가를 걷어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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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신 없는 삶’에 대한 합리적 인식에 도달하는 길인 것이다. 

이러한 니체의 인식작업은 철학사적 맥락에서 보자면 그 총체적 사유체계의 토

대가 되어 온 ‘죽음을 초월한 실재’ ─ 가령 ‘신’, ‘절대정신’, ‘삶에의 의지’ 등 ─ 

자체를 무너뜨리는 일이며, 이로써 형이상학의 역사 자체에 종지부를 찍는 일이 

된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무구한 것으로 돌려진 삶의 가치를 삶 자체에 즉해 창

출하는 사상적 실천, 이른바 ‘삶을 그 자체로 긍정하는 삶’의 니체적 실천이 그가 

스스로 실현해 보이는, 저 ‘신의 죽음’의 인식으로부터 그 실천으로의 이행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고 할 때, 이 ‘신의 죽음’의 니체적 실천은 더 이상 실재의 영역으로 해

명될 수 없는 ‘나’의 죽음을 그야말로 삶에 내재해 있는 것이자 ‘나’의 것으로 온

전히 설명해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앞서 잠시 말했지만, 니체는 이를 전통적 죽

음개념을 창조적으로 전유함으로써 실행한다. 즉 니체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죽음

은 생명이 다할 때 겪게 되는 개별적 의식의 소멸로서, 이 삶과는 다른 삶의 시

작, 완전성으로의 회귀로 ‘사유’되었다고 한다면, 니체에게 있어 죽음은, 살아있는 

동안 행위하는 가운데 그 의식의 소멸을, 이로부터 바로 그 완전성으로의 회귀를 

실천한 것이 된다. 이제 우리는 죽음을 인식에서 행위로, 사유에서 실천으로 전회

시키는 니체의 사상적 시도를 쫓아, 근대에 이르러 정점에 이른 형이상학적 주체

인 ‘정신적 종적 인간’, 이른바 근대적 주체성으로부터 ─ 더 이상 죽음을 초월하

는 실체적인 것일 수 없는 ─ 창조적 주체성으로 넘어서는 여정을 밟아보도록 할 

것이다. 이로써 우리는 니체의 사유가 근대철학을 극복함으로써 형이상학 전체 역

사를 종결하는 현장과 또 바로 거기에서 새로이 전개되는 니체 고유의 사상을 집

약적으로 들여다보게 될 것이다. 

2. 도덕 형이상학적 죽음의 비판적 해체

2.1. ‘정신으로서의 인간’의 극복: 근대적 주체성의 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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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전히 가상의 원인들(‘신’, ‘영혼’, ‘나’, ‘정신’, ‘자유의지’ - 또는 ‘자

유롭지 않은 의지’도); 순전히 가상의 효력들(‘죄’, ‘구원’, ‘은총’, ‘죄의 사

함’). [...] 가상의 목적론(‘신의 나라’, ‘최후의 심판’, ‘영생’). [...] 이 순

전한 허구 세계가 현실을 위조하고 그 가치를 떨어뜨리며 거부[한다].91)

앞 장에서의 기독교 및 근대형이상학의 죽음 사유에 대한 고찰은 이 인용문으

로 요약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 전통적 사유에서 죽음은 이 삶의 목적이자 근원으

로서 ‘신’, ‘정신’, ‘의지’를 대변하는 진리의 영역이다. 그런데 니체는 이를 허구적

인 것, 그것도 이 삶을 ‘위조하고 그 가치를 떨어뜨리며 거부하는’ 가상으로 뒤집

어 놓는다. 우리는 이를 죽음에 대한 기독교적 사유에 대한 심리적 분석을 통해 

일별했던바, 영혼불멸의 신적 세계는 인간의 삶-죽음 자체에 대한 무력함에서 기

인한 가상세계, 데카당스의 징후이다. 이제 우리는 니체가 자신 안의 시대적인 것

이 된 철학을 대상으로 진리의 기원을 추적하는 작업을 따라가 보고자 하니, 이로

써 앞서 기독교적 사유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던 심리적 분석을 검증하고, 더 나아

가 진리의 기원에 다다르는 지점에서 본 절의 목적지인 데카당스의 극복을 위한 

니체의 공략지점을, 그러니까 데카당스의 근본적인 발생지점을 첨예화할 수 있을 

것이다.

니체에 따르면 모든 시대의 형이상학자들이 진리를 도출해내는 나름의 논리적 

추론 과정의 시작점에 그들이 스스로 그 어떤 의심도 품지 않는 믿음, 가치들의 

대립에 관한 그들의 근본적인 믿음이 있다. 즉 그들은 “최고의 가치를 지닌 것은 

자신의 고유한 근원을 가져야만” 하며 “그것이 덧없고 유혹적이며 기만적인 하찮

은 세계로부터, 망상과 욕망이 이렇게 뒤얽힌 혼란으로부터 이끌어낼 수 없는 것”

이라는 “‘믿음’으로부터, 그들의 ‘지식’을, 격식을 갖추어 마침내 ‘진리’라 명명되는 

그 무엇”을 이끌어내기에 이른다.92) 그들에게 있어 최고의 개념들, “존재자, 무조

건자, 선한 것, 참된 것, 완전한 것”은 도대체가 생겨나서는 안 되며, “자기원인

(causa sui)”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 또한 이 개념들은 서로 다를 수 없으며, 

서로 모순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이것들의 총괄개념으로서 ‘신’이 도출되니, 이 

91) AC §15, p. 179.
92) JGB Ⅰ §2, 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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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개념이 모든 생겨나는 것의, 즉 이 삶의 최종근원, “원인 그 자체로서 최고로 

실제적인 존재자”이다.93)

이렇게 도출된 진리는 니체가 보기에 “최후의 것과 최초의 것을 혼동”하는 데 

따른 오류이다.94) 감각은 우리에게 다양성과 변화로서의 이 세계를 제시한다. 진

리를 추구하는 자들은 이 감각증거들을 추상하여 “단일성”, “물성”, “실체나 지속”

의 개념들을 도출해내는 것이며,95) 이 “가장 일반적인, 가장 공허한 개념들, 증발

해버린 실제의 마지막 연기”가 진리라는 이름으로 시작에, 시작으로서 놓이는 것

이다.96) 주지하는 바이지만, 플라톤을 필두로 전통형이상학자들에게서 감각과 몸

은 ‘참된 세계’를 인식할 수 없게 하는 가상이자 속임수로 치부되어왔다. 이에 대

해 니체는 이성이 “바로 우리에게 감각의 증거를 변조하게 하는 원인”임을, 이성

의 편견이 감각이 증명할 수 없는 “개념이라는 미라들”97)을 만들어낸 것임을 지

목하며, 오류와 허위의 기원에 대한, 그리고 진리와 오류의 관계에 대한 사실을 

바로 잡는다. 인간이 이성의 동물인 한, 그래서 모든 감각정보를 이성을 통해 의

식하는 한, “‘가상’ 세계가 유일한 세계”이며 그들이 말하는 “‘참된 세계’란 단지 

가상세계에 덧붙여서 날조된 것일 뿐이다.”98) 감각된 세계와 사유된 세계, 가상(오

류)과 진리는 근본적으로 대립관계를 갖는 것이 아니다.

니체에 따르면, 이렇게 이성의 편견에 의해 세계로부터 “단일성, 동일성, 지속, 

93) GD “Die ‘Vernunft’ in der Philosophie” §4, p. 70.
94) GD “Die ‘Vernunft’ in der Philosophie” §4, p. 70.
95) GD “Die ‘Vernunft’ in der Philosophie” §2, p. 69.
96) GD “Die ‘Vernunft’ in der Philosophie” §4, p. 70.
97) GD “Die ‘Vernunft’ in der Philosophie” §1, p. 61.
98) GD “Die ‘Vernunft’ in der Philosophie” §2, p. 69.; 인간이 이성을 통해 감각정보를 

처리하는 한, 가상세계가 유일한 것이라는 니체의 주장은 다음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우리의 모든 행동은 근본적으로 지극히 개인적이고 유일하며 무한히 개별적이다.[...] 그

러나 이것이 우리의 의식으로 옮겨지는 즉시 그것은 더 이상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

난다.[...] 우리에게 의식되는 세계는 피상적 세계, 기호의 세계, 일반화되고 범속해진 세

계에 불과하다. 따라서 의식된 모든 것은 평범하고, 희미하고, 상대적으로 어리석고 일

반적이며, 기호, 무리의 표식이 된다. ― 의식된 모든 것에는 근본적으로 커다란 타락, 

위조, 피상화, 일반화가 결합되어 있다. 결국 의식의 증가는 위험한 것이다.” (FW §354, 

pp. 274-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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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 원인, 물성, 존재”를 도출하여 이를 근원으로 규정하는 오류는 아주 오래전

부터 이어져 온 “자아-실체(Ich-Substanz)에 대한 믿음”이 세계에 투사됨으로써 이

루어지는 것이다.99) 우리의 의식은 도처에 행위자와 행위를 보면서, 행위는 하나

의 작용이요 그 작용의 원인으로서 행위자, 행위를 일으키는 존재, ‘나’라는 실체

가 있다고 믿는다. 이러한 실체적 자아에 대한 믿음은 적어도 인간세계에 언어가 

발생한 시점까지 거슬러 올라가 생각해볼 수 있다. 니체는 자기원인을 갖는 존재

개념이라는 오류가 “우리의 언어를 한결같은 변호인으로 갖는다”고 말하는바, 주

술의 구조를 갖는 언어는 자아-실체에 대한 믿음의 반영이며, 동시에 역으로 오랜 

역사를 거친 이러한 언어사용으로 인해 저 믿음은 보다 강화되고 체화되어왔던 

것이다. 하여 인간은 그 내면에 뿌리 깊게 박혀있는 이 ‘실체-자아’에 대한 믿음을 

모든 사물에 투사함으로써 비로소 의식은 ‘사물’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낸다. 이러한 

식으로 “어디에서든 존재가 원인으로서 슬쩍 밑으로 밀어 넣어진다.”

그래서 절대적 근원에 대한 진리의 오류는 ‘신’이라는 완전성을 객관적으로 상

정하는 근대 이전의 신학적 철학에서만 일어나는 것일 수 없다. “나는 생각한다”, 

“나는 의지한다”라는 “직접적 확실성”으로부터 출발하는 근대철학도 사정은 다르

지 않다.100) 아니, 오히려 고대에서 기독교 세계에 이르기까지 ‘신’ 개념의 은폐된 

원천인 실체로서의 자아에 대한 믿음이 근대에 와서 점차 전면에 드러나게 되었

다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리라. 근대철학은 이성에 대한 “주관적 확실성”에 즉

해 “이성범주들이 경험 영역에서 발생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 경험 영역 전

체가 이성범주와는 진정 모순 관계일 것이라고” 결론짓는다.101) 이는 그야말로 

“높은 것은 낮은 것에서 생겨나서는 안 되기” 때문이며,102) 이러한 식으로 근대철

학은 이성을 근거로 인간정신에서 신성을 확신하는 헤겔적 사유에까지 이르게 된

다.

‘가치들의 대립에 관한 믿음’ 앞에서, 그러니까 “모든 것을 의심한다(de 

omnibus dubitandum)”는 것을 최고의 소명으로 하는 철학자들로 하여금 “의심하

는 것이 가장 필요했던 이 경계선” 앞에서 더 이상의 ‘지적 성실성’을 멈추게 한 

99) GD “Die ‘Vernunft’ in der Philosophie” §5, p. 71. 
100) JGB 1 §16, pp. 23-24.
101) GD “Die ‘Vernunft’ in der Philosophie” §5, p. 71. 
102) GD “Die ‘Vernunft’ in der Philosophie” §4, p.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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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무엇이었는가?103) 니체는 이 지점에서 의식적 사유를 모종의 본능의 작용으

로 간주해야함을 역설하며,104) 진리에 대한 탐구에 있어서의 물음을 다음과 같이 

새로이 설정한다:

우리 안에서 무엇이 도대체 ‘진리를 향해’ 의욕하고 있는 것일까? ─ 사

실, 우리는 이러한 의지의 원인을 찾으려는 물음 앞에서 오랫동안 멈추어 

서 있었다 ─ 그리하여 우리는 마침내 좀더 근원적인 물음에 직면하여 완전

히 발걸음을 멈추게 되었다. 우리는 이 의지가 가지는 가치에 관해 묻게 되

었다. 우리는 진리를 원한다고 가정했는데, 왜 오히려 진리가 아닌 것을 원

하지 않는가? 왜 불확실성을 원하지 않는가? 왜 심지어 무지를 원하지는 않

는가? ─ 진리의 가치문제가 우리 앞에 다가왔다.105)

‘유일무이의 존재자’, ‘확고한 원자적 실체’, ‘진리’를 원하는 자는 다양성, 변화, 

불확실성으로 드러나는 삶을 증오하는 자들이다.106) 증오하는 본능으로부터 생성

과 소멸의 삶을 ‘덧없고 유혹적이며 기만적인 하찮은 세계’라고 ‘가치평가’한 자들

이 최고의 가치를 지니는 것은 이 삶에서 생겨날 수 없다고, 그것은 ‘자기원인’을 

가져야만 한다고 믿는 것이다. 이들은 삶을 그 자체로서, 그러니까 생성과 소멸로

서 인식하고도 여전히 삶을 욕구할 수 있기에는 무력한 자들이다. 이렇게 삶에 무

력한 자들 안에 “삶을 비방하고, 왜소화하며, 중상하려는 본능”이 자기원인으로서

의 신이 거하는 세계, 확고불변의 존재의 세계를 만들었으며, 바로 이 “‘다른’ 삶, 

‘더 나은’ 삶이라는 환상을 가지고 삶에 복수하는 것이다”107). 이러한 삶을 부정하

는 본능은 달리 표현하면 무력한 자들의 무조건적인 생존본능이라 할 수 있으니, 

삶에 무능함에도 불구하고 생존하고자 하는 욕구가 삶에 대한 상상적 복수를 통

103) JGB 1 §2, p. 10.
104) JGB 1 §3, p. 11.
105) JGB 1 §1, p. 9.
106) GD “Die ‘Vernunft’ in der Philosophie” §1, p. 61.
107) GD “Die ‘Vernunft’ in der Philosophie” §6, p. 72.; 이로써 우리는 본 연구의 제Ⅰ

장에서 죽음에 대한 기독교적 사유에 대한 고찰 가운데 ‘삶의 부정으로서의 죽음’과 관

련하여 다루었던 바의 ‘삶에 대한 상상적 복수’를 진리 일반의 문제에 관련하여서 검증

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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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스스로를 관철시키고 있기 때문이다.108) 이러한 식으로 — 그것이 기독교적 방

식이든 근대정신의 사유방식이든 간에 — , ‘참된’ 세계와 ‘가상’ 세계가 분리되는 

것이니, 하여 우리는 그것이 데카당스의 암시일 뿐이라는 니체의 진단을 재차 확

인하게 된다.109) 

그렇다면 어째서 이들은 죽음을 진리의 영역으로, ‘참된 세계’로 상정하게 되었

는가? 앞서 언급했듯이, ‘자기원인’으로서의 실재에 대한 믿음은 자기의식의 직접

적 확실성, 실체로서의 ‘나’에 대한 믿음으로 소급된다. 죽음은 개별적 의식의 소

멸이며, 그러한 만큼 인간에게 죽음의 순간 이후는 자기의식이 미치지 않는 영역, 

그야말로 지극한 불확실성의 영역이다. 죽음은 인간이 자신의 삶을 유한한 것으로, 

불완전성으로, 생성과 소멸일 뿐임을 의식하게 되는 결정적 계기이다. 따라서 죽

음은 실체로서의 ‘나’에 대한 믿음에 대한 이의제기이자 반박임이 분명하다. 그런

데 절대적 진리 — 실체로서의 ‘나’ — 에 대한 ‘믿음’을 고수하는 철학자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한계는 더 이상의 회의와 탐구를 멈추는 지점이자 진리를 추구하

는 사유를 시작하는 지점이 되며, 또한 이로부터는 필연적으로 도출될 수밖에 없

는 결과인 바로 그 절대적 진리를 근원으로 놓게 되는 지점이 되는 것이다. 니체

는 인간에게 있어 진리란 허구이자 오류이되 “인간의 논박 불가능한 오류”라 말

하는바,110) 죽음은 분명 인간의 합리성이 더는 미치지 못하는 막다른 경계이며, 

그러하기에 오히려 진리를 추구하게 되는 계기이자 논박 불가능한 지점으로서 진

리의 영역이 된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절대적 진리를 도출하는 사유의 시작점으로 짚어본 생성과 

108) 이 지점에서도 또한 본 연구의 제Ⅰ장 2절의 2.3.에서 다뤄진 ‘생존수단으로서의 죽

음’(pp. 21-23.)에 관련한 논의와의 연관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니체는 진리에

의 의지 안에 “특정한 방식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생리학적인 요구”가 있다고 말하는

데, 주지하는 바이지만 다른 삶, 더 나은 삶이라는 환상에 즉해 무기력한 자에게 살 가

치가 없는 것으로 의식되는 삶을 정당화하며 살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JGB 1 §3, p. 

11.) 하여 니체는 진리, 참된 세계라는 판단의 오류는 나름대로 “종(種)을 보존하고 심지

어 육성할지도 모른다”고 말한다. 삶에 무기력한 자들에게 “잘못된 판단을 포기하는 것

은 삶을 포기하는 것”이 될 것이다. (JGB 1 §4, p. 12.)
109) GD “Die ‘Vernunft’ in der Philosophie” §6, p. 73.
110) FW §265, p. 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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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로서의 삶에 대한 증오를 보다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게 되었으니, 그것은 인

간의식이 죽음에 즉해 삶에 부여하는 부정적 가치평가로 집약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헤겔의 용어로 말하자면 바로 ‘불행한 의식’, 헤겔이 완전성으로 향하는 정신

의 변증법적 상승운동의 시작점으로 제시하는 ‘불행한 의식’이다. 니체의 시대정신

을 대변하는 사유이자 형이상학의 완성으로서 헤겔 철학은 그야말로 기독교적 전

통형이상학을 이끌어온 사유의 메커니즘이 체계화된 집대성이라 할 수 있다. 그러

한 만큼 그의 철학은 진리를 향해 정신이 현상하는 여정을 탁월하게 기술해내고 

있으니, 죽음에 즉한 ‘불행한 의식’, 즉 삶이자 죽음에 대한 태도를 달리 취할 수 

없는 의식의 절대적 출발점이 바로 니체에게는 수천 년에 걸쳐 심화되어 온 데카

당스로부터의 회복을 위해 극복해야 할 결정적 대결지점인 것이다. 

제Ⅰ장에서 살펴보았던바, 정신으로서의 삶에게 죽음 그 자체에 대한 불행한 

의식은 부정의 운동을 통해 정신 스스로를 완전성으로 향하게 하는 결정적 계기

이다. 정신으로서의 삶이 죽음을 자신의 부정성으로 의식하지 않는다면, 부정성으

로서의 삶을 부정함으로써 스스로를 지양하는 운동은 애초에 시작될 수가 없다. 

여기서 드러나는바, 부정하는 정신-인간의 핵심은 스스로를 의식하는 반성적 주체

이다.111) 앞서 말했듯이, 죽음이 극명하게 드러내 보이는 삶의 본상은 불확실성의 

심연이다. 정신의 반성적 자아가 이를 자기 안의 부정성이자 결핍으로 의식하는 

것이다. 이러한 자기의식이 전제되는 한, 죽음-삶은 부정되어야 하는, 즉 구원되어

야 하는 어떤 것으로 남는다. 

이렇게 니체는 진리의 기원에 대한 탐구를 통해 여하간에 “정신적 원인성이라

는 개념 전체가 잘못되어 있음”112)을 주장하면서, 전통적 ‘신’ 개념의 은폐된 원천

인, 또한 근대에 이르는 동안 점차 전면에 드러나게 된 ‘정신적 주체’에 대한 미

신을 타파하는 것을 시대극복의 출발점으로 주목하기에 이른다. 그런데 이 지점에

서 다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니체가 문제시하는 것은 ‘진리’ 자체가 아니라 

‘진리의 가치’라는 점이다. 다시 말해 니체에게 있어 진리판단의 오류가 그 판단에 

대한 반론인 것은 아니다.113) 니체가 진리에 대해 비판적인 이유는 진리가 무력함

111) 전예완은 후기 니체의 바그너 비판을 매개로 헤겔과 니체를 대결시키는 자신의 글에

서 양자가 결정적으로 결별하는 지점을 정신-인간의 “반성적 주관성”으로 제시하고 있

다. (전예완 (2013), p. 237)
112) AC §39, p.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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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인해 삶에 대해 내리는 부정적 가치평가에서 도출된다는 데에 그치지 않고, 

이로부터 필연적으로 요구, 설득되는 삶을 부정하는 실천, 이른바 ‘노예도덕’으로 

발휘된다는 점에, 요컨대 진리가 현실적으로 미치는 효과에 있다. 하여 니체의 시

대극복을 위한 처방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시대적인 것으로서의 데카당스 

도덕을 근대적 주체와의 연관성 속에서 비판적으로 검토해보는 작업이 선행되어

야 할 것이다.

  

2.2. ‘종(種)적 인간’의 극복: 도덕의 파괴

니체에게 있어 헤겔이 삶의 근원을 정신으로 파악하고 “실존의 신성함을 최후

로 설득시키려 했던 거창한 시도”를 통해 ‘신의 죽음’을 지연시킨 인물이라면, 쇼

펜하우어는 정신에 대해 의지를 근원으로 맞세우고 “실존의 비신성성

(Ungöttlichkeit des Daseins)”을 자명하게 주어진 것이자 논의의 여지가 없는 것으

로 표명한 그야말로 독일의 최초의 무신론자이다.114) 그럼에도 불구하고 쇼펜하우

어의 죽음 사유는 “신에 대한 믿음과 더불어 그 신앙을 철회한 채 기독교의 금욕

적 도덕관에 머물러 있기”115)를 가능하게 했던 또다른 근대적 유형의, 그야말로 

무신론적 ‘죽음에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음은 우리가 이미 확인한 바이다. 이로써 

무신론자 쇼펜하우어에게 역설적으로 남아 있는 신의 마지막 잔재는 그 금욕주의

적 도덕이라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이것은 반성적 의식을 전제하는 주체성과 더불

어, ‘신의 죽음’의 완결을 향해 니체가 넘어서고자 하는 마지막 대결지점이 된다. 

그런데 앞 절의 말미에 밝혔거니와 근대적 주체성과 기독교적 도덕은 별개의 것

이 아니다. 후자는 필연적으로 전자에서 비롯되는 것인바, 쇼펜하우어의 경우는 

이를 확인시켜줄 좋은 표본이 된다.

쇼펜하우어는 삶의 근원을 의지로 파악함으로써 데카당스 형이상학을 넘어설 

가능성을 내비쳤던 것은 사실이다. 그는 ‘죽음에의 공포’가 인간만이 가지는 자기

의식으로 인한 것이며, 자기의식의 소멸로서의 죽음은 오히려 — 전통형이상학에

113) JGB 1 §4, p. 12.
114) FW 357, pp. 281-282.
115) FW 357, p. 283.



- 47 -

서 믿어왔던 것과는 달리 — 진정한 근원인 의지의 완전성을 회복하는 체험임을 

통찰해 냈다. 말인즉슨 그는 인간본질이 의식과 관련한다는 기존의 믿음이 잘못되

었음을 비판하고 또한 인간의 의식 저변에 보다 근원적인 의지가 있음을, 그래서 

완전성의 체험 가능성이 의식의 차원을 벗어나는 데 있음을 간파했다. 그러나 그

는 이러한 통찰로부터 정신으로서의 인간을 극복하는 지점을 개별적 삶의 끝이자 

소멸에 두고 이를 해탈의 순간으로 기다리며 체념하는 삶을 살기를, 오히려 삶의 

본질인 의지를 부정하는 삶으로써 죽음을 수련하기를 권하며, 그러한 삶이 최대한

으로 실천되는 성인(聖人)의 경지에서만 살아생전에 니르바나의 체험이 가능함을 

역설한다. 

그렇다면 쇼펜하우어가 자신이 발견한 전통적 형이상학의 극복의 가능성을 끝

내 무색하게 만들어 버린 이유는 무엇인가? 삶의 진정한 근원이 의지임을 발견하

고 또한 자기의식의 소멸로서의 죽음이 의지의 완전성을 회복시키는 순간임을 간

파한 쇼펜하우어가 또다시 금욕주의적 도덕이라는 ‘신의 무덤’으로 기어들어 가버

리게 한 결정적 패착의 지점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그가 근원으로서의 의지를 

말하면서도 그 자신이 ‘나는 의지한다’는 자기의식의 ‘직접적 확실성’으로부터, 다

시 말해 실체로서의 자아에 대한 믿음 위에서 의지를 통찰함으로써 그 본성을 잘

못 파악했기 때문이다.116)

니체에 따르면 일종의 인식직관, 자기의식에 대한 직접적 확실성은 오래된 대

중적 습관에 불과하다. ‘나는 의지한다’ 혹은 ‘나는 사유한다’는 명제 안에는 사유

(혹은 의지)는 하나의 활동이나 작용이고 하나의 ‘나(ich)라는 존재’가 그 원인으로 

상정되어 있음은 앞서 언급되었거니와, 더불어 사유(혹은 의지)에 대한 ‘앎’이 이미 

주어져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저 명제는 나의 현재 상태 — 즉 의지함 혹

은 사유함 — 를 확정하기 위해 이것과 내가 이미 알고 있는 나의 다른 상태들을 

‘비교한다’는 것을 전제한다. 그래서 여하간에 이 현재의 순간적 상태는 나에게 직

접적인 확실성을 주지 못한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라 하겠다. 이 지점에서 적어도 

철학자로서 쇼펜하우어는 스스로 “사유[혹은 의지]라는 개념을 나는 어디서 얻게 

되는가? 나는 왜 원인과 결과를 믿는가? 나에 대해, 더구나 원인으로서의 나에 대

해,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사유의 원인으로서의 나에 관해 나에게 말할 권리를 주

116) JGB 1 §16, p.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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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은 무엇인가?”117) 등에 관해 물었어야만 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본래 알려진 것, 완전히 알려진 것, 가감 없이 

알려진 것”으로서의 의지, 결국 “대중의 속단”에 불과한 것으로서의 하나의 의지

를 인간의 본질로 제시하는바, 그것이 바로 ‘삶에의 의지’이다.118) 쇼펜하우어는 

인간 일반이 지니는 ‘죽음에의 공포’가 일차적으로 인간이 죽음을 자신의 피할 수 

없는 운명으로 의식하기 때문이지만, 이 ‘사멸할 존재’라는 자기의식 자체가 아니

라 그 의식 저변에 맹목적으로 살고자 하는 의지의 작용으로 인해 죽음을 두려운 

것으로 의식하는 것이라 말한다. 여기에는 적어도 두 가지 결정적 오류가 발견되

는데, 하나는 쇼펜하우어가 의지야말로 모든 개체의 근원이고 의식은 개별적 몸의 

기능 중 일부에 불과하다고 말하면서도 자기의식의 직접적 확실성으로부터 의식

이 의지로부터 독립되어 무관심적이고 투명한, 개별화의 원리에 따라 작동하는 순

수인식기관으로 상정한다는 점이다. 이로부터 두 번째 오류가 발생하는데, 그것은 

자기의식으로부터의 의지, 그러니까 ‘우리에게 알려진 것’으로서의 의지의 특징을 

더 이상의 탐구 없이 인간의 본질적 근원의 본성으로 파악했다는 점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죽음에의 공포’, 헤겔의 용어로는 ‘불행한 의식’은 죽음이라

는 실체로서의 ‘나’의 한계, 그 자체의 모순을 불쾌감으로 의식하는 것은 맞다. 그

러나 우리는 현실에서 자신이 지향하는 가치를 위해 생존조차도 희생시키는 삶의 

사례를 적지 않게 발견할 수 있을뿐더러, 생존본능, 즉 삶에의 의지라는 것은 그 

불쾌한 의식에 대한 반응이지 그것을 불러일으키는 작용, 원인일 수는 없다. 니체

의 말마따나 “존재하지 않는 것은 욕구할 수 없되, 실존하고 있는 것이 어떻게 

실존을 욕구할 수 있겠는가!”119) 그야말로 자기보존에의 의지는 자기보존이 저지

되고 위축되는 위기에 처할 때 작동하는 것이다.120) 다만 삶에의 의지는 대다수가 

믿어 의심치 않는 반성적 자기의식, 죽음에 대한 불행한 의식에서 기인하는 것이

기에 간접적이되 “가장 빈번히 나타나는 [모종의] 결과”121)라 할 수 있겠다. 

니체에게 있어 쇼펜하우어가 대중적 속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삶에의 의지’를 

117) JGB 1 §16, p. 24.; [ ]는 필자삽입
118) JGB 1 §19, pp. 25-26.
119) Z Ⅱ “Vom der Selbst-Überwindung”, p. 145. 
120) FW §349, pp. 267-268. 
121) JGB 1 §13, p. 21.; [ ]는 필자삽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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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최종근원으로 파악함으로써 “차고 넘치는 목적론적 원리”122)를 또 하나 추

가한 것은 아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는 의지를 맹목적 근원이라 하면서도 그 

본성을 생존을 목적으로 하는 것, 개별화의 원리를 통해 이 삶으로서 존재하고자 

하는 것으로 설명해내니, 이로부터 욕구함 자체는 본질적으로 결핍을 출발점으로 

하는 작용, 결핍을 채우는 작용이되 결핍을 채운 상태는 그 자체와 모순되는 것으

로 파악되는 데에 이른다. 이로써 삶은 삶에의 의지가 불충분함의 상태를 무한히 

반복하기에 필연적으로 고통인 것이다. 

이렇게 실존을 목적으로 하는 근원으로서의 “하나의 의지”, 그리고 이러한 의

지작용으로 인해 실존은 필연적으로 고통이라는 인식, “개별자의 다수성은 가상”

이라는 인식, 기실 실존하는 모든 것은 동일한 삶에의 의지가 개별화된 현상이라

는 인식은 타자의 고통이 자신의 것과 다르지 않다는 깨달음을 바탕으로 하는 

“연민(Mitleid)”의 실천으로 이끈다.123) 쇼펜하우어는 바로 이 연민이 과거는 물론

이거니와 미래에 있을 모든 도덕의 원천임을 강조하며, 이로부터 이기적으로 현상

하는 자신의 의지를 철두철미 부정하는 금욕적 실천으로의 이행이 일어난다면 죽

음, 즉 고통으로부터의 해탈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연민은 니체가 기독교를 단적으로 “연민의 종교”라 칭할 만큼 기독교 

노예도덕의 확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124) 제Ⅰ장에서 노예도덕의 선악의 가

치목록이 정립되는 데 기초하는 부정의 원리에 대해 이미 언급했거니와, 그것은 

삶을 그 자체로 살아낼 수 있는 강인함에 해당하는 속성들 ― 가령 공격성, 적극

성, 독립성 등 ― 을 악으로, 그 대립으로서 나약함의 속성들 ― 온순성, 수동성, 

순종성 등 ― 을 선으로 정립한다.125) 이로써 “몰락에 이르러 있는 것”, “삶의 상

속권을 박탈당한 것”, “삶에서 단죄되어야 할 것”을 보존하고 지지할 바탕이 마련

되는데, 그 실천으로서의 연민이 “살려두게 된 온갖 종류의 실패자들”이 넘쳐나 

삶 자체에 “음울하고 의문스러운 측면”이 조성된다.126) 타자와 “함께 고통 겪는다

122) JGB §13, pp. 21-22. 
123) FW 99, p. 130.
124) AC §7, p. 170.
125) GM Ⅰ §10, pp. 284-285.
126) AC §7, p. 171.; 또한 연민에 대한 니체의 비판적 분석은 다음을 참고하라. (M 

§§133-138, pp. 123-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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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t-leiden)”127)는 그 단어 자체에서도 알 수 있는바, “고통 자체가 연민에 의해 

전염”되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경우가 그러하듯이 연민은 “삶과 생명력의 총체

적 손실”, 즉 죽음까지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128) 연민은 그야말로 “데카당스의 

증대를 위한 핵심도구”인 것이다.129)

신 앞에서 모든 영혼이 평등하다는 기독교적 믿음으로부터 행해졌던 노예도덕

의 실천이 쇼펜하우어에게서는 ‘모두가 삶에의 의지를 근원으로 하는 하나’라는 

교설로부터 다시 최고의 영예를 부여받게 된다. 이제 연민은 “덕 그 자체로, 모든 

덕의 토대이자 근원”이 된 것이다.130) 삶의 고통은 개별화된 삶에의 의지로 인한 

것이요 그 고통에 대한 처방은 ‘내’가 의지함을 멈추는 것이다. 그래서 쇼펜하우어

의 관점에서는 타자와 함께하며 타자를 위해 나의 의지를 억제하는 연민이야말로 

고통으로부터의 해방에 이르는 길이 될 터이다. 그러나 이러한 연민은 쇼펜하우어

의 말 그대로 그것에 의해 삶[에의 의지]이 부정되는 것이고, 또 니체의 관점에서 

덧붙이자면 연민을 통해 확산, 전염되는 삶의 음울한 측면과 고통으로 인해 삶은 

“더 부정할 만한 것”이 되는 것이다.131) 이렇게 하여 쇼펜하우어는 신과 영혼불멸

에 대한 믿음에 근거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적 ‘죽음에의 의지’의 도덕을, 

달리 말하자면 “니힐리즘의 실천”을 계승한 역설적 무신론자가 된다.132)

쇼펜하우어가 시공간 및 인과율이라는 형식에 입각하여 전체로서의 의지를, 더 

작게는 종(種)으로서의 인간을 개별화시키는 것으로 보았던 ‘자기의식’은 오히려 

인간 공통의 습관, ‘실체-자아’라는 믿음을 전제로 하는 대중적 의식일 뿐이며, 이

로부터 생존본능이 인간을 포함한 유기체의 본질적인 것이라는 오해도 가능하게 

되었던 것이다. ‘실체-자아’에 대한 믿음으로부터 부정적 자기의식을 거쳐 연민의 

실천으로까지의 전개를 살펴본 우리는 니체가 “종의 수호신”이라고까지 부르는 

[자기]의식이라는 것이 오히려 개별적 인간에 “내재한 공동체 및 무리의 본성”과 

관계한다는 것을 안다. 또한 이로부터 도출되는 결론, “의식은 공동체 및 무리를 

127) M §133, p. 124.
128) AC §7, pp. 170-171.
129) AC §7, p. 171.
130) AC §7, p. 171.
131) AC §7, p. 171.
132) AC §7, pp. 170-172.; M §132, pp. 1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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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유용성을 지니는 한에서만 세련된 발전을 이룬다는 것”은 근대의 무신론적 

철학 안에서 정당화되어 존속하는 연민이라는 기독교적 도덕에 대한 지금까지의 

논의에서 입증되었다 할 수 있겠다.133)

이렇게 해서 쇼펜하우어의 경우에서 다시, 보다 분명하게 확인되는바, 니체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모든 철학자들이 믿어 의심치 않았던 ‘실체-자아’를 기반으로 

하는 자기의식이 데카당스의 발생지이다. 이 확고부동의 믿음으로부터 모순으로서

의 자기의식이 시작되며 더 나아가 스스로를 부정하는 실천으로 전개되는 것이다. 

이러한 데카당스의 실천이 ‘연민’으로 집약, 극대화되니, 연민은 단순히 개별적 실

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개별자를 무리로 결속시켜 무리로서의 인간, 무리 안에

서 데카당스를 심화시키는 종(種)적 인간을 수천 년에 걸쳐 형성, 유지시켜왔다. 

헤겔은 이를 필연적으로 전개되는 정신의 운동임을, 더 나아가 근대에 이르기까지

의 역사가 이러한 정신이 필연적으로 스스로를 실현해온 과정임을 탁월하게 입증

해냈던 것이며, 이 또한 ‘실체-자아’에 대한 절대적 믿음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라 

하겠다.

정신적 삶에게 개별적 인간의 죽음은 정신의 의식이 더 이상 이 개별자의 자기

의식으로 화하지 못하는 상태라고 할 때, 이러한 죽음에 즉해 정신이 자신의 결핍

을 의식하고 또 이를 출발점으로 하여 부정의 운동이 필연적으로 전개된다고 할 

때, 니체가 시대극복을 위해 공략해야 하는 지점은 삶-죽음을 부정성으로 의식하

는 사유의 시작점에 있음이 보다 분명해졌다. 지금까지 우리는 죽음에 대한 기독

교적 형이상학적 사유를 대상으로 데카당스의 징후를 짚어내고 또 이를 척도로 

근대정신을 진단하였으며 더 나아가 그 발생지점까지 추적해 들어갈 수 있었는데, 

이제 우리는 바로 이 지점에서 니체가 지금까지 시대진단에 대해 내리는 처방, 니

체가 자기 안의 데카당스를 극복해 내는 실천을 죽음에 대한 니체 고유의 사유에

133) FW §354, pp. 272-274.; 앞서 본문에서 언급되었거니와, 여기에서도 니체는 실체로서

의 주체 및 자기의식과 언어와의 긴밀한 연관성을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내가 보기에 

의식의 정교함과 강함은 언제나 인간의 (혹은 동물의) 전달-능력과 비례하며, 이 전달-

능력은 다시금 전달의-필요에 비례하는 것 같다.[...] 의식 일반은 오로지 전달의 필요에

서 오는 압력에 의해 발전된다. [...] 의식은 원래 인간과 인간 사이의 연결망이다.[...] 한

마디로 말해 언어의 발전과 의식의 발전은 (이성이 아니라 단지 이성이 의식된 것) 나

란히 함께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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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읽어내 보고자 한다. 왜냐하면 필자가 생각하기에 니체는 전통적으로 해석된 

죽음 — 개별자의 완전한 소멸이되, 불완전하고 개별적 삶의 끝인 동시에 완전하

고 보편적 삶의 시작으로서의 죽음 — 을 그 나름의 것으로 변용하여 창조적으로 

전유하고 있으며, 이로써 전통적 죽음 — 이에 응축되어있는 데카당스의 기독교적 

도덕 형이상학 — 을 성공적으로 넘어서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3. 죽음의 창조적 전유

3.1. 망각: 죽음의 사유에서 죽음의 실천으로

지금까지의 데카당스 정신은 “죽음에 대한 확실한 전망”에서 독약을 주조해 내

어 “삶 전체를 몹시 불쾌하게 만들어버린 것”이다.134) 하지만 인간이 언젠가 필히 

겪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죽음에 대한 바로 그 전망을 통해 “모든 삶에 맛있고 

향기로운 한 방울의 경솔함이 섞일 수”도 있다는 니체의 자신에 찬 언급에서도 

추정되는바, 니체는 데카당스의 삶의 원인이자 수단이 되어왔던 바로 그 죽음을 

가지고 삶을 데카당스로부터 회복시키는 길을 도모한다. 니체의 시대에 이르기까

지 기독교적 도덕 형이상학에서의 ‘죽음’은 ‘이 삶’이 끝나고 완전하고 영원하며 

행복한, ‘다른’ 삶이 시작되는 것으로 사유되었다. 이러한 죽음관이 품은 문제는 

이로써 ‘이 삶’의 불완전성, 유한성, 불행이 정당화된다는 점이다. 이를 달리 말하

면, ‘이 삶’의 완전성은 체념, 포기되며, 죽음 너머로 미뤄진다는 것이다. 니체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죽음개념은 데카당스의 발현인 동시에 전염수단으로서 그야말

로 데카당스 전체를 응축하고 있다. 그렇다면 삶을 부정하는 도착적 삶이라는 데

카당스로부터의 회복을 향한 길을 모색하는 니체에게 있어 죽음은 어떠한 것일 

수 있는가? 전통적으로 사유되어 온 바대로 죽음이 완전하고 영원하며 행복한 삶

의 출발이라고 한다면, 니체에게 그러한 죽음은 ‘이 삶’에서 실현되어야 할 것이며 

실현될 수 있어야 할 것이 된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근대정신이 자신의 

134) MA Ⅱ 2 §322, p. 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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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에 대한 의식, 불행한 자기의식으로부터 삶-죽음을 부정함으로써 죽음을 완전

성을 향한 필연적 계기로 사유한다고 한다면, 이에 대해 니체는 그 불행한 의식 

앞에서 죽음을 실천하기를, 이로써 완전성을 삶에서 실현하기를 요청한다.

 여기서 우리는 니체가 죽음이 주는 삶의 허무 앞에서 자살을 권하는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될 것이다. 물론 신적 토대 없이 살아가는 우리가 삶의 의미를 못 

찾고 허무감에 빠져 당장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린다면 더는 죽음-삶에 대한 두려

움과 허무함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이는 동시에 우리로부터 

현재와 현존재를 앗아가는 것, 그래서 삶이 우리와 상관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리

라. 게다가 죽음이 단지 저 두려움과 허무함으로부터의 도피로서 행해진다면 그것

은 여전히 삶이 “스스로를 부정하고 소모하고 스스로에게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살아가는 것에 불과하다”는 저 데카당스의 인식에 날인 하는 것이 된다.135)

앞서 우리가 쇼펜하우어의 사유에서 데카당스의 정신을 극복할 가능성으로 주

목했던 지점들을 떠올려보자. 니체가 보기에 그는 인간이 갖는 죽음의 공포 내지 

불쾌감이 죽음을 자신의 유한성으로 ‘의식’하는 데에서 시작된다는 것, 삶의 고통

으로부터의 해방을 의식의 소멸인 죽음에서 기대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의식 아

래 더 근원적인 의지가 있다는 것을 옳게 통찰해 냈던 것이다. 그가 스스로 헤겔

적 사유의 한계지점이기도 한 ‘실체-자아’에 대한 믿음, 자기의식의 확실성이라는 

미신에 갇혀 의식에 대한 자신의 통찰을 ‘더 정직하게’ 몰고 나아가지 못했던 것

은 이미 충분히 살펴보았거니와, 이제 우리는 니체가 쇼펜하우어에게서 발견한 데

카당스 정신의 극복 가능성을 죽음의 실천으로써 실현해 나아가는 여정을 추적해 

보고자 한다. 

우선 개별적 인간의 죽음을 그의 자기의식이 소멸하는 상태라고 한다면, 이러

한 죽음은 비단 몸이 그 모든 기관과 힘이 소진되어 실존하기를 멈출 때만 갖는 

상태는 아닐 것이다. 이러한 자기의식의 상실은 망각(Vergesslichkeit)으로 체험될 

수 있다. 니체는 어린아이나 여타 동물에게서 볼 수 있는 망각의 상태를 언급하면

서, 망각으로써 “매 순간이 죽어버려서” 그 어떤 권태나 우울을 모르고 “행복한 

맹목성”으로 사는 삶의 사례를 그들에게서 찾는다.136) 물론 인간의 경우 어린 시

135) Nietzsche, Unzeitgemässe Betrachtungen Ⅱ §1, p. 245. (이하 UB)
136) UB Ⅱ §1, p. 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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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의 수시로 망각할 수 있는 상태에서 곧 불려 나와 과잉의 자기의식으로 말미암

아 삶을 고통으로 여기게 된다면, 잠들 때나 생을 마감할 때야 비로소 망각에 수

동적으로 진입하게 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니체에게 있어 망각은 기실 단순한 

“타성(vis inertiae)”이 아니라 “일종의 능동적인, 엄밀한 의미에서의 적극적인 저지 

능력”이다.137) 그러하기에 그것은 더는 죽음-삶을 부정성으로 파악하지 않으려는 

결단의 실천을 위한 능력일 수 있다. 

다만 이러한 망각은 그야말로 “의식의 약간의 정적, 약간의 백지상태(tabula 

rasa)”138)이기 때문에 그 작용을 직접적으로 의식할 수 없다. 하여 여기에서 망각

을 인간의 자기의식과 관련하여 좀더 섬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니체에 따

르면, 의식에 떠오르는 상태들이 우리의 본모습을 온전히 드러내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하는 행위는 우리에게 생성되는 모든 것이 동기로서 상호 협력하거나 투

쟁을 벌여 이루어지는 것이라 말할 수 있지만, 그 상호작용 자체는 물론이고 어떤 

동기가 승리한 것인지도 대부분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는다.139) 의식이 포착한 상

태들로부터 세워진 “우리 자신에 대한 우리의 생각, 소위 ‘자아’”140), 그리고 몸에

서 일어나는 행위의 원인이라 ‘의식’되는 자아의 동기 및 자유의지는,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이지만, 극히 오래된 망상이요 여전히 존재하는 인간의 가장 오랜 습

관 중 하나이다.141)

그런데 저 힘들의 각축 전부가 의식에 알려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니체는 

그것을 적극적 망각작용에서 찾는다. 그러한 소동은, 우리에게 경험되고 취해진 

우연한 겪음들을 소화해 내는 “정신적 동화(Einverseelung)”로서의 적극적 망각으

로 인해 의식에 알려지지 않으며, 이는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신체적 영양공급 

내지 동화과정과 마찬가지라 하겠다.142) 니체를 따라 이러한 망각능력이 전혀 발

휘되지 않는 경우를 떠올려 망각작용이 무엇인지에 대해 접근해보자면, 그는 이러

한 극단적인 경우에 우리는 자신의 존재도, 자기 자신도 믿지 못할 것이며 생성의 

137) GM Ⅱ §1, p. 307.
138) GM Ⅱ §1, p. 307.
139) M §129, p. 116.
140) M §115, p. 106.
141) GD “Die vier grossen Irrthümer” §1, pp. 82-83; §3, pp. 84-85.
142) GM Ⅱ §1, p. 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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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름 속에서 자신을 잃어버릴 것이라 단언한다.143) 인간이 삶-죽음의 모든 우연적 

생성을 의식한다면, 가령 내가 나의 몸에서 일어나는 매 순간의 미세한 세포의 생

성 및 소멸이라든지 아니면 주변 환경에서 일어나는 순간의 차이를 모두 의식한

다면, 그러한 의식은 자기에 대한 확신을 좌절시킬 것이니, 그러니까 지금의 내가 

잠시 후의 나로 이행할 것이라는 믿음을 갖는 것이 불가능하며 나의 행위가 생성

의 흐름에 또 하나의 우연적 생성을 보탤 뿐이라는 인식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행

위란 본래 자기 확신을 전제로 하는 것이니, 이 경우 행위는 있을 수 없다. 기실 

“모든 행위에는 망각이 내재한다.”144)

이제 역으로 제때에 망각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자, 니체에 따르면 본래적이고 

건강한 자를 상정하여 망각능력에 접근해보자. 그는 자신에게 벌어진 우연적 생성

들, 겪음들을 소화하여 지금의 행위로 발현시킴으로써 자기화하는 강인한 자기-조

형력을 가진 자라고 할 수 있다. 이 행위의 순간 발휘되는 적극적 망각 덕분에 

그에게는 그가 정복하지 못하는 것, 소화하지 못하는 것은 애초에 없는 것이 되

며, 이로써 그에게는 자기 바깥이란 없는, 그래서 그의 저편에서 그 어떤 목적이

자 근원도 찾을 필요가 없는 것이다. 하여 이 망각의 순간 그는 완전성으로서의 

자기에 대한 느낌, 자기 확신으로부터 행위하는 것이다. 

그런데 나의 행위가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동기이자 힘이 몰아대는 것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그 행위가 ‘나’의 것이라 할 수 있겠는가? 더 나아가 어떻게 나는 

약속의 말을 던지고 이를 실천하는 자일 수 있겠는가? 앞서 언급한 바에 비추어 

행위하는 자로서 나를 나이게 하는 것이 저 완전성으로서의 자기느낌이라고 한다

면, 그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니체에 따르면 행위하는 자로서의 ‘나’를 구성하

는 것은 역설적인 이중적 과제인바, 행위의 모태로서의 망각작용, 즉 의식의 망각

은 곧 의식 기저에 약동하는 의욕함을 느끼는, 말하자면 ‘의욕함으로서의-나’에 대

한 본래적 기억이기도 하기 때문이다.145) 이 본래적 기억을 따로 떼어 이야기할 

것 같으면, 이 또한 “예전에 새겨진 흔적에서 다시는-벗어날 수-없음

(Nicht-wieder-los-werden-können)이라는 단순한 수동적 무능력”이 결코 아닌, 적극

적인 “다시는-벗어나지-않기를-의욕함(Nicht-wieder-los-werden-wollen), 한 번 의욕

143) UB Ⅱ §1, p. 246.
144) UB Ⅱ §1, p. 246.
145) GM Ⅱ §1, p. 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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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것을 계속해서 의욕함” 자체인 것이다.146) 이 ‘스스로를 의지하는 의지’라는 것

은 결핍으로부터 충족을 원하는 상태일 수 없다. 의욕함이라는 본래적 기억이, 달

리 말하면 ‘완전성으로서의 자기를 느낌’이, 지금까지의 ‘나’와 미래의 ‘나’를 지금

의 자기 자신으로서 긍정하는 토대, 말하자면 자기동일성을 보장하는 토대이며, 

그러하기에 망각을 모태로 하는 행위가 ‘나’의 행위일 수 있는 것이다.

니체는 망각의 체험을 “무언가 감싸는 분위기”와 유사한 것이라 말하면서 그 

예로 연인이나 위대한 사상에 대한 격렬한 열정(Leidenschaft)에 사로잡히는 경우

를 든다.147) 그 경우 우리는 그의 세계가 재편되었음을 목도할 수 있다. 그는 그 

열정 안에서 맹목적이며, 이전에 중요하게 여겼던 것조차 그의 안중에 없게 된다. 

덧붙여 말하자면, 예술가의 창작이나 혁명가의 투쟁 또한 망각이 불러일으키는 정

조에 휩싸여 바로 그 행위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의 사례일 수 있겠다. 

이로부터 우리는 니체가 “망각이라는 죽은 바다에서 생동하는 작은 소용돌이”148)

라는 말로 지시하는 체험, 자기의식의 망각이 이끄는 이중적 상태를 확인할 수 있

으니, 그것은 지금 내가 행위함에 있어 지금까지 삶을 지배하고 있던 기존의 목

적, 의미, 가치가 사라지는 맹목성의 순간체험이자 또한 오로지 나의 의욕함만을 

느끼는 완전성의 순간체험이다. 

다시 죽음의 문제로 돌아가 보자. 본 절의 논의는 죽음을 자기의식의 소멸이라 

했을 때, 니체에게서 그것이 자기의식의 적극적 망각을 통해 체험할 수 있는 것이

라는 데서 시작했다. 더 나아가 기독교에서부터 근대정신에 이르기까지 죽음이 그

저 개별적 삶의 끝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보편적 삶으로, 완전성으로 향하는 통로 

혹은 운동으로서 사유된다고 할 때, 이제 우리는 니체에게서의 죽음, 자기의식의 

망각 또한 완전성으로 회귀하는 체험임을 안다. 그러나 망각으로서의 죽음은 비단 

각 개별자의 삶의 끝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삶의 한가운데서 행위 시

에 체험하는 것이다. 이로써 니체에게 있어 죽음은 개별자의 삶 이후에 보편으로

의 상승, 완전성으로의 도달을 기약하는 것으로 사유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삶

에서 ‘나’의 완전성을 체험하는 것 자체가 된다. 니체에게서 죽음실천은 충만함의 

느낌으로부터 매 순간 삶을 재구성하는, 그럼으로써 삶을 그 자체로 긍정하기 위

146) GM Ⅱ §1, p. 308.
147) UB Ⅱ §1, pp. 248-249.
148) UB Ⅱ §1, p. 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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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적극적 실천이 되는 것이다.

3.2. 권력에의 의지: 죽음을 통한 창조적 주체-되기

지금까지 우리는 니체가 어떻게 기존의 죽음개념을 전유하는지를 살펴보았다. 

니체에게 있어 죽음은 단지 사유의 대상이 아니라 의식의 차원을 벗어나는 실천 

그 자체이며, 이러한 니체적 죽음, 적극적 망각은 그야말로 근대적 주체의 전제인 

반성적 자기의식을 망각하는 동시에 그 근저에 약동하는, 보다 깊은 근원으로서의 

의지를 느끼는 체험이다. 여기서 우리는 니체가 실체로서의 정신적 주체, 즉 데카

당스의 발생지점으로 지목된 ‘사유하는 나’를 해체하고 새로이 제시하는 ‘행위하는 

나’를 마주하게 된 것이다.

‘행위하는 나’의 토대로 드러난 욕구함, 의지는 다종다양하게 발현하는 힘(Kraft)

이라 할 수 있다. 앞서 언급된 하나의 행위가 일어나기까지 정신적 주체의 자기의

식 아래에서 상호각축을 벌이는 동기들 모두 가령 “충동(Trieb), 의지(Wille), 작용

(Wirken)” 등으로 불리는 일정량의 힘이다.149) 그런데 이는 “충동함(Trieben), 의지

함(Wollen), 작용함(Wirken)” 자체라 하는 것이 보다 정확한 표현이라 할 것이다. 

왜냐하면 힘은 힘이라는 원자적 존재가 있고 그것이 무언가를 일으키는 것이 아

니기 때문이다. 니체가 말하는 의지는 “모든 작용을 작용하는 자, 즉 ‘주체’에 의

해 제약된 것으로 이해하고 오해하는 언어의 유혹”에서 벗어나 고찰되어야 할 것

이다. 근대적 주체와 관련하여 반복하여 짚게 되는 것이지만, 실체로서의 자아개

념은 “언어 속에 화석화된 이성의 근본오류”인 것이다. 하여 번개(Blitz)는 번쩍임

(Blitzen) 자체이지 번개가 번쩍이는 작용을 하는 것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욕구

함으로서의 의지 뒤에는 어떤 ‘존재’란 없다. ‘의지하는 자’는 순전히 상상에 의해 

‘의지함’에 덧붙여진 것이다. 의지함이라는 활동이자 작용이 모든 것이다. 

이러한 힘으로서의 의지를 우리의 언어적 규약에 애써 맞춰 말해보자면, 그것

은 죽음의 체험, 의식의 망각상태가 드러내는 ‘스스로를 의지하는 의지’인 것이며, 

니체의 표현으로는 ‘권력에의 의지(die Wille zur Macht)’이다. 힘으로서의 의지는 

그 본성상 발산하고자 함이요 작용하고자 함이요 지배하고자 함이다. 그러니 권력

149) GM Ⅰ §13, p. 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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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의 의지는 그 자체 본성을,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의지라는 돌고 도는 동어반복

적 표현인 것이지, 또다시 언어의 유혹에 빠져 ‘권력’이라는 목적을 추구하는 ‘의

지’라는 능력 및 그 담지자로서의 주체를 떠올려서는 안 될 것이며, 이런 식으로 

삶의 근원을 결핍을 채우는 의지로 파악함으로써 형이상학적 실재의 덫에 걸려버

린 쇼펜하우어의 경우와 혼동해서는 안 될 것이다. 권력에의 의지는 “궁핍(Not)”

의 충족이 아니라 그저 “넘침(Überfluss)” 자체, “낭비(Verschwindung)”, 즉 목적 

없는 작용이다.150) 이로써 니체는 이제 정신적 주체에 맞세워 권력의지라는 새로

운 주체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우리는 먼저 기독교 세계가 가장 잘 그리고 오랫동안 가르쳐왔던 저 또다

른 운명론적 원자론, 즉 영혼의 원자론에게 최후의 일격을 가해야만 한다. 

이러한 말로 영혼을 없애버릴 수 없는 그 무엇, 영원한 것, 불가분할자, 하

나의 단자, 하나의 원자로 여기는 그러한 믿음을 표현할 수 있다. 이러한 믿

음을 우리는 학문에서 추방해야만 한다! [...] 영혼의 가설을 새롭게 파악하

고 세련되게 만드는 길은 열려있다. ‘죽는 영혼’, ‘다수성의 주체

(Subjekts-Vielheit)로서 영혼’, ‘충동과 정념의 사회구성체

(Gesellschaftsbau)로서 영혼’ 같은 개념들은 앞으로 학문에서 시민권을 

갖고자 할 것이다.151)

‘죽는 영혼’으로서 권력의지, 이것은 항구적으로 단일한 기체일 수 없다. 이미 

앞서 살펴보았던바, 그것은 행위 시 자기의식을 적극적으로 망각하는 ‘죽음체험’ 

속에서 새로이 재구성되는 주체이다. 행위의 순간 정복하거나 소화하지 못하는 겪

음들이 망각된 완전한 지평으로서 권력의지는 그야말로 그 바깥이란 있을 수 없

는 전체이며, 그 어떤 보편도 조회할 필요가 없고 또 조회할 수도 없는 하나의 

완전한 개체이다. 이때 구성되는 권력의지는, 앞서 연인이나 학문에 몰두하거나 

예술가가 창작할 때 등의 사례에서 언급했던 사태, “저 긴장된 주의집중, 오직 하

나의 대상에만 고정되어있는 저 시선의 응시, ‘지금은 이것만이 필요하며, 다른 것

은 필요하지 않다’는 저 절대적인 가치평가”152)만을 가지는 열정으로 그 모습을 

150) FW §349, p.267.
151) JGB §12, p.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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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낸다. 다시 말해 ‘행위하는 나’는 이러한 권력의지라는 지평으로부터 설정되는 

시선과 시야, 그러니까 자기 고유의 관점을 가질 뿐이며, 이러한 관점을 초월한 

공통의 지평이란 있을 수 없다. ‘행위하는 나’에게 있어 관점주의적인 것은 “모든 

삶의 근본조건”이며,153) 그러니 “오직 관점주의적으로 보는 것만이, 오직 관점주

의적인 ‘인식’만이 존재한다.”154) “순수 이성”, “절대정신”, “인식 자체”는 증명 불

가한 믿음에서 비롯된 모순된 개념임을 앞서 살펴보았거니와, 순수한 인식으로써 

도달한다고 하는 객관성, 순수개념이란 없다. 한 사태에 관련한 ‘개념’이나 ‘객관성’

이라 하는 것은 그것에 대해 “좀더 많은 정념”으로부터, “좀더 많은 눈이나 다양

한 눈”으로부터 인식하고 사유하는 만큼 더 확보되는 것일 뿐이다. 

이렇게 권력의지는 전체로서의 하나이되, 그 행위의 순간에 이르기까지 의식 

여부를 떠나 행위자가 겪은 무수한 것들이 다수의 힘들로서, 즉 다양한 정념, 충

동, 느낌, 감정 등의 권력의지들로서 서로 크고 작은 투쟁들을 거쳐 잠정적으로 

위계화된 통일체, 하나의 ‘다수성의 주체’이다. 다만 우리에게는 ‘행위하는 나’가 

구성되기까지 벌어지는 권력의지들의 상호작용의 배후는 물론이거니와 그 각축과 

관련한 구체적인 상황 또한 알 길이 없는 심연이다. 하나의 행위와 관련하여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결국 무엇을 행하는지”이다.155) 물론 나는 어떤 행위에 앞서 

미리 그 행위를 하게 되는 ‘하나의 동기’를 갖는다고 여길 수 있으나, 그것은 단

지 생각 가능한 행위의 결과들을 나열, 비교 검토하여 예측해낸, 행위가 초래할 

“결과들에 대한 상(Bild)”일 뿐이다. 실제 행위에서는 그것과는 다른 종류들의 동

기들, 가령 나의 힘을 사용하는 습관적 방식, 내 주변 인물로부터의 모종의 감정

적 자극, 그 날의 날씨나 특정 사건들, 몸의 컨디션, 갑작스레 떠오르는 기억, 상

상 등 예측할 수 없는 무수한 동기들이 내가 예측하여 투입한 하나의 동기와 함

께 의식의 차원 아래에서 행위를 몰아댈 하나의 힘을, 권력의지를 구성한다. 이러

한 무의식적 과정을 거쳐 나는 비로소 ‘이’ 행위로 이끌리게 되지만, 사실 이 행

위의 근원, 권력의지라는 새로운 주체는 “미지의 세계”이다.156)

152) JGB §19, p. 26.
153) JGB Vorrede, p. 4. 
154) GM Ⅲ §12, p. 383.
155) M §129, p. 117.
156) M §116, p.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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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우리는 — 특정한 경우에만 목격되거나 경험되는 것으로 여길지라도 — 
도취감과 같은 정념으로서 권력의지를 체험한다. ‘충동과 정념의 사회구성체’로서

의 권력의지라는 것, 그러니까 바로 그 잠정적 통일체를 이룬다는 것은 힘이라는 

것의 본성상 권력의지들 사이의 작용과 반작용, 명령과 복종의 긴장관계를 형성한 

상태일 터인데, 니체는 바로 이 명령하는 의지와 복종하는 의지 사이의 긴장관계 

속에서 상호 상승하는 쾌감이 바로 ‘행위하는 나’를 성립시킨다고 말한다.157) 행위

의 순간 권력의지는 “무엇보다도 하나의 정념(Affekt)”158)으로 자신을 드러내는데, 

그것이 바로 ‘스스로를 의지하는 의지’라는 넘침의 느낌, 완전성의 체험, 우리가 

흔히 ‘열정(Leidenschaft)’이라 부르는 쾌감이다. 

우리는 일상적으로 의식되는 한에서 의지를 우리 안에서 내려지는 명령에 대해 

복종하는 능력이나 작용, 행위에 이를 때 동반되는 여러 저항의 느낌들, 가령 강

제, 강요, 억압, 충돌, 움직임 등의 감정이나 느낌을 극복하여 주어진 명령을 수행

하고 성취하는 작용으로 안다. 그런데 어떤 명령에 복종하는 이러한 의지가 저항

을 극복하여 누리는 승리감, 성취감과 같은 쾌감을 ‘의지의 자유’라 할 때 이 자

유를 보장하는 것은 가령 실천이성과 같은 것일 수 없다.159) 물론 니체는 “모든 

의지의 행위 속에는 하나의 명령하는 사유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160) 그러나 

이러한 사유 역시 이른바 ‘사회구성체’로서의 권력의지의 구성요소일 뿐 근본적으

로 행위를 몰아대는 “명령의 정념”으로서의 권력의지의 방향을 지시하는 것일 뿐

이다. 저 ‘나는 원한다, 그러니 해야 한다’고 명령하는 의식적 사유라는 것은 극단

적인 경우를 들어 말하자면 어떤 이가 태양이 솟을 때 “나는 태양이 뜨기를 원한

다”고 말하는 것이나 멈추게 할 수 없는 바퀴를 보고 “나는 바퀴가 구르기를 원

한다”고 말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161) 

157) JGB §19, p. 27.
158) JGB §19, p. 26.
159) 자기원인에 대한 믿음, 이로부터 도출되는 신, 절대정신, 순수이성 등등에 대한 비판

은 앞절에서 충분히 살펴보았거니와, 이에 대한 니체의 비판은 또한 『선악의 저편』제

1장 “철학자들의 편견에 관하여”의 곳곳에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JGB §§1-23, 

pp. 9-33.)
160) JGB §19, p. 26. 
161) M §124, p.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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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지의 자유’라는 것은 “나는 자유이다. ‘그’는 복종해야만 한다”는 말에 내포

된 정념, “본질적으로 명령에 순종해야만 하는 자에 대한 우월의 정념”인바,162) 

저 저항을 극복하며 자기 안의 명령에 복종하는 의지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애

초에 스스로를 그리하도록 몰아대는 명령하는 의지이다.163) 이것이 예의 죽음을 

실천하는 가운데 드러나는 ‘다시는-벗어나지-않기를-의욕함, 한 번 의욕된 것은 계

속해서 의욕함’이라는 의지의 본래적 기억, ‘스스로를 의지하는 의지’가 지시하는 

바이다. ‘의지의 자유’는 ‘하나의 정념’, 즉 저 명령하는 쾌감에 명령을 수행하여 

성취하는 쾌감이 덧붙여져 상승하는 힘의 느낌이며, 이로부터의 결과가 ‘행위하는 

나’인 것이다. 

하여 우리가 행위 시 의식하는 목적과 의지라는 것은 행위를 일으키는 근본 동

력이 아니다. 게다가 목적 — 기대하는 행위의 결과의 상 — , 의지 및 행위, 그

162) JGB §19, p. 26.
163) 니체는 이러한 복종하는 동시에 명령하는 권력의지에 대해 『차라투스트라』의 “자

기 극복에 대하여”에서 다음과 같이 우화적으로 말하고 있다: “그러나 살아있는 자들이 

발견될 때마다 나는 복종에 대해 말하는 것을 들었다. 모든 살아있는 자는 복종하는 자

다. / 그리고 이것이 내가 들은 두 번째다: 자기 자신에게 복종할 수 없는 자에게는 명

령이 내려진다. 이것이 살아있는 자의 특징이다. / 그러나 이것이 내가 들은 세 번째이

니: 명령을 내리는 것은 복종보다 더 어렵다. 그런데 명령하는 자가 모든 복종하는 자

의 무거운 짐을 지고, 이 짐이 명령하는 자를 짓누르기 일쑤이기 때문만은 아니다: — 

/ 내가 보기에 모든 명령에는 시도와 모험이 따르며; 살아있는 자는 명령할 때 항상 자

기 자신을 건다. / 그렇다, 살아있는 자는 자기 자신에게 명령할 때에도 자신의 명령에 

대해 보상해야 한다. 살아있는 자는 자기 자신의 율법의 심판자, 복수자, 희생양이 되어

야 한다. / 도대체 어째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나는 이렇게 자문한다. 무엇이 살아있

는 자를 복종하고 명령하고 명령하면서도 복종을 수행하도록 설득하는가? / [...] / 나는 

살아있는 자를 발견할 때 권력에의 의지도 발견했다; 그리고 봉사하는 자의 의지에서도 

나는 주인이고자 하는 의지를 발견했다. / 더 약한 자가 더 강한 자를 섬기도록, 살아

있는 자는 더 약한 자의 주인이 되려는 자기의 의지를 설득한다: 이 쾌감만은 없이 지

낼 수 없으니. / 그리고 더 작은 자는 가장 작은 자에게서 쾌감과 권력을 갖기 위해 

더 큰 자에게 헌신하는 것처럼 가장 큰 자도 권력을 위해 헌신하고 — 목숨을 건다. / 

모험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죽음을 걸고 주사위 놀이를 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자의 

헌신이다.” (Z Ⅱ “Von der Selbst-Überwindung”, pp. 143-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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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행위의 결과 사이에는 그 어떤 필연적 연쇄, 인과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

러나 우리는 “목적 및 의지의 영역과 우연의 영역”164)이 따로 존재한다고 여기는 

데에 익숙해져 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목적을 의지하면서 필연적인 행위의 결

과를 기대하지만, 그러한 행위의 결과를 얻지 못하게 되면, 그러니까 시시때때로 

삶의 우연성을 ‘의식’하게 되면, 그 우연의 장난에 괴로워하고 좌절한다. 이러한 

의식이 과잉에 이르면, 분명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을 잃어가고 삶에 무기력해진

다. 기독교 시대에는 이러한 삶의 우연성을 우리는 미처 깨닫지 못하는 신의 의지

로 해명되었다고 한다면, 스스로를 최종근원으로 파악하게 된 근대정신, 다시 말

해 근대적 의미의 자유의지는 행위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점점 더 자기 자신에게, 

자신의 의지와 판단에 전가하는 데에 이르게 되었다. 니체의 말대로 이 자기원인

이고자 하는 것, 즉 “스스로 자신의 행위에 대해 궁극적으로 완전히 책임지고, 신, 

세계, 조상, 우연, 사회를 그 책임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열망”은 “무모함으로 자기 

스스로 머리채를 휘어잡고 허무의 수렁에서 끌어내려” 하는 것에 불과하리라.165) 

‘신의 죽음’ 이후 죽음이라는 우연마저도 스스로 떠안으려는, 즉 그 필연성을 

보장하려는 근대의 정신적 삶에게 그것은 자신의 절대적 부정성으로 의식될 수밖

에 없다. 삶의 자기부정, 삶이 스스로에게 내리는 부정적 가치평가, 도덕적 표현을 

사용하자면 정신적 삶의 ‘양심의 가책(schlechtes Gewissen)’이 바로 ‘신의 죽음’에 

즉한, 이로써 죽음 자체에 즉한 불행한 의식이다.166) 그것이 죽음을 실천하지 않

는 한,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원인이고자 하는 한, 목적과 의지의 영역에 대한 믿

164) M §130, p. 118.
165) JGB §21, p. 29.
166) 들뢰즈는 니체가 “‘양심의 가책’ 혹은 고통의 내면화”라 부르는 것이 “기독교가 삶을 

부정하는 방식”, 그러니까 죄를 만들어내고 이로써 고통을 증식시키는 방식이라는 점

(Deleuze, Gilles (1986), p. 15.), 그리고 ‘불행한 의식’은 저 “양심의 가책의 헤겔적 버

전”이라는 점(Deleuze, Gilles (1986), p. 18.)을 옳게 읽어낸다. 기독교 시대에서 근대에 

이르기까지 실존의 의미는 실존이 “잘못되거나 비난받을 만한 어떤 것으로, 정당화되어

야 하는 부당한 것으로 정립”함으로써 구해져 왔다. 그러니까 삶은 우선 비방되어야 했

던 것이며, 기독교에서는 그것이 ‘양심의 가책’의 관점에서 그리되었다고 한다면, 이러한 

기독교적 영감을 받은 근대철학은 이제 ‘불행한 의식’으로부터 그리한다는 것이 들뢰즈

의 분석이다. (Deleuze, Gilles (1986), pp.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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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을 고수하는 한, 이로써 아무리 개별자의 죽음이 단순한 삶의 소멸이 아니라 보

편적 삶을 출발시키는, 완전성으로서의 절대정신을 향하는 동력임이 정당하게 설

득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개별적 삶에게 죽음은 어쩔 수 없는 종말일 뿐이라는 허

망함의 정서를, 기실 완전성으로서의 삶이 개별적 삶에서는 불가능하다는 체념의 

정조를 함께 전하는 것이다. 

이것이 정신이 다다를 수 있는 사유의 최정점이자 한계인바, 이 한계지점에서 

니체는 죽음에 즉해 스스로를 부정성으로 반성하는 자아를 망각함으로써 이 삶 

가운데서 죽음을 실천하기를 촉구한다. 나에게 분명히 있을 죽음이 나의 절대적 

한계, 나의 불완전성이자 결핍으로 의식된다고 할 때, 이 불행한 의식은 행위를 

불러일으킬 의지가 위축되고 저지되는 느낌, 이로써 계속 욕구하기 위해서는 스스

로를 정당화할 필요가 있음을 느끼는 궁핍감의 표명이다. 그러나 부정의 사유를 

통한 정당화는 궁극적으로 개별적 삶에 불완전성의 자기의식을 벗어나는 길, 하강

하는 의지를 회복시키는 길이 아님은 이미 살펴보았거니와, 이 지점에서 니체가 

요구하는 죽음의 실천이란 절대적 한계로서의 죽음을 ‘망각하는 것’, 죽음마저 떠

안고 정당화하기보다는 ‘버리고 떠나는 것’이다. 

우리가 신을 죽였다 – 그대들과 내가! 우리 모두가 신을 죽인 살인자다! 

하지만 어떻게 우리가 이런 일을 저질렀을까? 어떻게 우리가 대양을 마셔 

말라버리게 할 수 있었을까? 누가 우리에게 지평선 전체를 지워버릴 수 있

는 지우개를 주었을까? 지구를 태양으로부터 풀어놓았을 때 우리는 무슨 짓

을 한 것일까? 이제 지구는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 것일까? 모든 태양으로

부터 떨어져 나온 지금? 우리는 끊임없이 추락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뒤로 

옆으로 앞으로 모든 방향으로 추락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아직도 위와 아

래가 있는 것일까? 허공이 우리에게 한숨을 내쉬고 있는 것이 아닐까? 밤과 

밤이 연이어서 다가오고 있는 것이 아닐까? 대낮에 등불을 켜야 하는 것이 

아닐까? 신을 매장하는 자들의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신의 시체

가 부패하는 냄새가 나지 않는가? 신들도 부패한다! 신은 죽었다! 신은 죽

어버렸다! 우리가 신을 죽인 것이다! [...] 이보다 더 위대한 행위는 없었다. 

우리 이후에 태어난 자는 이 행위 때문에 지금까지의 어떤 역사보다도 더 

높은 역사에 속하게 될 것이다!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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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와 자연은 신의 존재를 반박할 무수한 증거를 제시해왔다. 인간은 신을 토

대로 정당화되어 오던 세계의 부조리와 모순에 대해 회의를 품고 진리를 모색하

면서 스스로 계몽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우리가 신을 죽였다.’ 그렇다고 인간이, 

인간정신이 신이기를 자처한다면, 그것은 사는 동안 모든 변화, 생성, 우연, 죽음, 

요컨대 ‘신의 죽음’에 대한 불행한 의식으로 무한히 되돌아오기를 거듭하는 일일 

뿐이다. 그러나 신을 죽인 행위는 니체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수천 년 동안 심화, 

확산되어 오던 데카당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마련한 것임은 분명

하다. 이 행위가 ‘위대한 행위’였음을 입증할 유일한 방법은, 아무리 ‘신의 죽음’이 

우리를 심연의 나락으로 떨어뜨린다고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시 행위하

는 것, 행위 가운데 ‘신의 죽음’과 죽음을 잊고 떠나는 것, ‘신의 죽음’에 대한 불

행한 의식이 아니라 그것을 불러일으킨 넘치는 권력의지로부터 행위하며 ‘신 없는 

삶’을 거듭 새로이 출발하는 것이다. 

이것이 ‘신의 죽음’ 사건의 완결이요, 사는 동안 무한히 반복되어야 할 ‘신의 죽

음’의 실천이다. 이렇게 매 순간 ‘신의 죽음’을 완성하는 새로운 주체, ‘신의 죽음’

의 인식 앞에서 죽음으로써 파괴와 창조를 영원히 반복하는 창조적 주체는 매 순

간 정신적-종적 인간으로부터 개별적 ‘나’로 넘어서는 자, 선악의 저편에서 ‘나’의 

도덕을 창조하는 자, 죽음의 체험 가운데 사유하는 자를 넘어서 행위하는 자이

다.168) 그러하기에 니체에게 있어 죽음에 대한 저 확실한 전망마저도 그 자체 체

험으로 전화(轉化)됨으로써 매 순간 삶을 출발시키는, 바로 ‘삶에 맛과 향기를 북

돋게 할 죽음’이 되는 것이다.

167) FW §125, p. 159.
168) 니체의 ‘신의 죽음’에 대한 뤽 페리의 언급은 그것이 ─ 헤겔철학에서 그 정점을 이

루는 근대적 주체로서의 ─ 인간의 죽음이자 이에 맞서 출현하는 새로운 주체의 탄생이

라는 본 연구자의 주장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뤽 페리는 ‘신의 죽음’이 

헤겔적 의미의 “절대적 주체의 죽음”을 의미하는 동시에 “분열된 주체의 등장”를 의미

한다고 쓰고 있기 때문이다. 그가 이 ‘분열된 주체’를 “무의식의 이타성”에 근본적으로 

열려있으며, 따라서 “투명한 자기인식의 환상 속에서 자기 내면으로만 침잠하는 것이 

영원히 불가능한” 주체라 상술하는 데서 우리는 그것이 바로 본 장에서 살펴본 ‘권력에

의 의지’를 지시하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뤽 페리 (1994), p.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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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영원회귀: 영원성의 순간체험으로서의 죽음

이제 우리는 죽음의 실천으로써 도달하게 된 — 그러나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무수히 반복해야 하는 — ‘신의 죽음’, 즉 ‘신 없이 사는 삶’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데카당스적 삶을 극복한, 그야말로 ‘삶을 그 자체로 

긍정하는 삶’이 될 것인바, 그래서 우선 이 절에서는 니체가 “이제까지 아무도 도

달하지 못한 최고의 긍정형식”이라 소개하는 ‘영원회귀사상’에 주목해 보고자 한

다.169) 무엇보다도 이 사상을 고찰하면서 우리는 지금까지 니체적 죽음에 대한 논

의에서 미처 짚어내지 못한 다음의 두 가지 물음에 답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그 하나는 니체적 죽음과 관련한 시간성에 대한 물음이다. 앞서 실천으로서의 

죽음은 개별자의 생명이 끝나는 데서만이 아니라 그 생애 가운데 무한히 반복하

는 겪음일 수 있으며, 그러하기에 죽음으로써 체험하는 완전성 또한 그러함을 살

펴보았다. 그런데 이러한 죽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니고 있는 시간관, 즉 개별

적 생명체에게 있어 그 탄생에서 시작하여 죽음으로 끝난다고 여겨지는 선형적 

시간성 안에서는 온전히 그 자리를 찾기가 어렵다. ‘영원회귀사상’은 영원성과 관

련하여 니체의 독특한 시간체험을 드러내는데, 여기서 실천적 죽음에 상응하는 니

체 고유의 시간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로써 우리는 지금까지 니

체적 죽음의 현실성을 검증할 수 있는 동시에 니체 사유 내에서 그 죽음이라는 

계기가 일관적으로 요청되고 있음을 확인하게 할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죽음에 대한 니체의 사유에서 중첩되어 논의되고 있는 여러 차

원의 죽음, 즉 (1) 실증적 죽음, (2) 죽음의 인식, (3) (적극적 망각이라는) 실천으

로서의 죽음 사이의 관계에 대한 물음이다. 니체 사유에서 곧잘 발견하게 되는 어

려움 중 하나는 니체가 하나의 사태나 개념을 두고 여러 관점 및 차원에서 접근

해 들어간다는 데 있다. 우리의 관심사인 죽음도 마찬가지의 경우로, ‘영원회귀사

상’에 대한 우리의 고찰과정에서 여러 차원이 중첩되어 있는 죽음을 보다 정연하

게 살펴볼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진다.

이러한 작업을 위해 무엇보다 1883년 저작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이하 『차라투스트라』)에서 시간과 권력의지의 관계를 풀어가 볼 수 있는 몇몇 

169) EH, “Also sprach Zarathustra” §1, p. 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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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이 주목될 것이다. 본격적 논의를 진행하기 전에 먼저 니체가 영원회귀사상을 

근본개념으로 하는 저서로 소개하는『차라투스트라』의 독특성에 대해 잠시만 언

급해보도록 하겠다. 다시 말하는 바이지만, 니체에게 있어 시대극복은 곧 자기극

복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니체는 스스로가 데카당스인 동시에 데

카당스의 시대를 치유하는 의사를 자처한다. 그렇다고 할 때, 니체는 “의사여, 그

대들 자신을 도우라. 자기 자신을 치유하는 자를 목격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그대

의 환자에게는 최상의 도움이다”170)라는 차라투스트라의 말을 무엇보다도 이 저

서를 통해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다시 말해『차라투스트라』는 니체 자신의 

분신인 차라투스트라가 데카당스라는 치유하기 힘든 병으로부터 스스로 쾌유하는 

과정을 그려낸 것이다. 그러니 여기서 우리는 본 절의 관심사에 한정하여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험하는 선형적 시간성으로부터 출발하여 니체의 고유한 시간성으로

까지 이르는 차라투스트라의 궤적을 좇아가는 방식으로 논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

자. 

차라투스트라는 ‘구제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절에서 의지조차 좌절시키는 가장 

큰 실존적 한계로 시간을 언급한다. 인간의 실존은 비가역적 시간성 속에 놓여 있

다. 시간 속에서 우리가 의식하는 ‘현재’라는 순간은 항상 과거의 것이다. 아무리 

‘현재’라는 순간을 붙잡아보려 한들 이것은 순식간에 과거로 미끄러져 빠져나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겪은 것, 행위한 것 일체는 과거의 것들, 즉 ‘그러했다’는 술어로 

일컬어지는 것들이다. 우리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자기 의지대로 행할 수 없다. 

그러니 이미 행위 된 것, 그리고 인과의 고리만으로 다 엮어낼 수 없는 잇따르는 

현상들은 무의미한 ‘그러했다’로 남겨진다. 이러한 무의미로 점철된 삶에 대해 인

간이 가지게 되는 허무함과 무력함, 그리고 그로 인한 고통, 차라투스트라는 그것

을 ‘그러했다’에 대한 “의지의 절치(切齒)와 외로운 우수”라 말한다.

‘그러했다.’ 의지의 절치와 외로운 우수는 이렇게 불린다.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는 무력한 채로 ― 의지는 모든 과거의 것에 대해 악의를 품은 방관

자다. / 의지는 되돌아가서 의욕할 수는 없다. 의지가 시간과 시간의 욕망을 

부수지 못한다는 것 ― 이것이 의지의 가장 외로운 우수다. / [...] / 일체

170) Z Ⅰ “Von der schenkenden Tugend” 2, p.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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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그러했다”는 조각이고 수수께끼이고 무시무시한 우연이다.171)

그런데 우리가 시간의 흐름 속에 있다 하더라도 만약 ‘내’가 방금 전의 ‘나’를 

기억하지 않는 한, ‘나’는 시간의 지속을 의식할 수 없고 ‘나’의 시간성의 유일한 

양태는 현재뿐일 것이다. 인간의 반성적 자기의식이 시간의 흐름을 깨닫는 것이다. 

더 나아가 그것은 시간을 사유한다. 하여 인간은 시간에 완전히 매몰되어 있는 것

이 아니라, 어느 정도는 시간의 생성에서 벗어나 그 우연적 생성을 지배할 수 있

다. 그 말인즉슨, 인간은 비가역적 시간의 사슬에 매여 있지만, 그럼에도 ‘그러했

다’에 대해 어떤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그 의미로부터 현재와 미래를 다시 의욕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여 인간이 살아가고자 하는 한, ‘그러했다’에 끊임없이 의미

를 부여함으로써 그것에 대한 ‘의지의 절치와 우수’, 즉 시간이 주는 무력감을 극

복하는 것이 인간의 숙명일 터이다. 

그러니 삶에 대한 모든 종교적, 철학적 사유는 시간의 문제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서 시간을 반성하는 자아는 그 기저에 있

는 권력의지의 발현임을 안다. 이와 관련한 니체의 심리적 분석을 요약하여 환기

해 보자면, 이 세계의 근원으로서 영원불변의 실재를 추구하는 사고방식은 원인

(이 세계)과 결과(이 세계의 근원)를 전도하여 사유하는 도착적 방식이며, 그 자체

가 위축된 권력의지의 징후이다.172) 즉 시간의 흐름 속에서 생성, 소멸로서 드러

나는 삶에 지친 자들의 의지가 그러한 삶과 정반대의 속성을 지닌 영원불변의 실

재를 원했다. 이러한 소망에서 창조한 실재를 그들의 반성적 자아가 사유의 척도

로, 더 나아가 이 삶의 유일한 완전무결의 근원이자 목적으로 상정한 것이다. 이

로써 그들에게 있어서 이 삶은 완전성의 결핍으로, 그러므로 그것은 지양됨으로써 

완전성에 도달될 것으로 파악된다.173) 

이러한 세계관이 집약되어 있는 것이 바로 그 목적지향적인 발전적 시간관이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기독교의 종말론적 시간관이다. 신에 의해 인간에게 주어졌다

고 하는 시간은 시작과 끝을 가지되 ― 한 인간의 차원에서는 그것은 탄생과 죽

음이요 인류의 차원에서는 역사의 시작(천지창조)과 종말(최후의 심판)이다 ―, 그 

171) Z Ⅱ “Von der Erlösung”, pp. 175-176.
172) cf. GD “Die “Vernunft” in der Philosophie“ 4, p. 70.
173) cf. JGB Ⅰ pp. 1-23.; pp. 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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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에 있을 영원불변의 초시간적 세계를 향해 진행한다. 주지하다시피, 이러한 기

독교적 시간관 속에서는 인간의 삶과 역사는 타락에 대한 벌로서 부정되는 동시

에 그 끝에 있을 구속(救贖)을 위한 과정으로 정당화된다. 이미 살펴본 바이지만, 

니체에게서는 근대형이상학도 기독교의 철학화에 불과하다. 칸트는 우선은 연속적 

흐름으로 인식되는 시간이 인간주관에 자리하는 것으로 파악한다. 그러면서도 그

는 이러한 인식의 영역과 분리된 믿음의 영역을 마련하여 거기에서 인간의 죽음 

뒤에 있을 영혼의 불멸성을 요청하고, 이로써 또다시 인간의 시간은 신적인 목적

을 향해 상승하도록 방향이 설정된다. 칸트가 갈라놓은 두 영역을 사유를 통해 통

일시키고자 했던 헤겔의 경우, 시간은 인간정신이 자신의 유한성을 지양함으로써 

무한성으로 향하는 운동이 감성화된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시간성은 인간정신 

자체의 자기 지양적 운동이지만, 이 또한 인간정신의 외관을 가진 신적인 완전성

을 전제해야지만 촉발되는 운동이다. 이 경우 시간은 나선형을 그릴지언정 무한성

을 향한 상승곡선을 그린다. 이렇듯 이들 시간관에서는 공통적으로 한 시점은 다

음 시점의 결핍이자 그것을 위한 과정으로 사유되며, 이를 확장해 보자면 인간에

게 늘 과거로 포착되는 현재는 미래의 결핍으로 부정되는 동시에 미래를 위한 과

정으로 정당화된다. 이렇게 우리는 전통적 시간관에서 다시 부정의 원리에 따라 

작동하는 정신의 운동을 확인하게 된다.

니체는 이 모든 전통적 사유체계 및 이와 궤를 같이하는 시간이해를 두고 ‘그

러했다’에 대해 의욕하기를 단념하게 하는, 궁핍한 의지가 정신을 통해 행하는 ‘복

수’라 말하는데, 여기서도 우리는 다시 제Ⅰ장의 기독교적 죽음개념에서 논의되었

던 ‘상상적 복수’를 마주하게 된다.

의지는 원한과 불만으로 말미암아 [...] 마찬가지로 원한과 불만을 느끼

지 않고 있는 것에 복수한다./ [...] 그리고 고뇌할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해 

의지는 되돌아갈 수 없는 데 대한 복수를 한다. / 시간과 ‘그러했다’에 대한 

의지의 적의, 이것이, 그렇다, 이것만이 복수 그 자체다./ 정녕 우리의 의지 

속에는 커다란 어리석음이 살고 있다. 그리고 이 어리석음이 정신을 배운 

것이 모든 인간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저주가 되었다./ 복수의 정신, 나의 벗

들이여, 이것이 지금까지 인간의 최선의 성찰이었다. 그리고 고뇌가 있는 곳

에는 또한 언제나 형벌이 있게 마련이었다./ [...] 의욕하는 자는 되돌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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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의욕할 수 없기 때문에 의욕 자체와 모든 삶은 형벌인 것이다!174)

우리는 흔히 복수를 어떤 악한 행위에 대해 가하는 응당한 되갚음이라 이해한

다. 그러나 행위와 행위의 가치는 정량화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하기에 과

거의 행위된 것에 대한 그러한 의미의 복수는 사실 불가능하다. 하여 니체는 ‘복

수’를 가리켜 나약한 자들이 실제적 행위를 포기하고 자신의 대립자를 척도로 자

기 자신을 정당화함으로써 “원한감정(Ressentiment)”을 해소하는 ‘정신적인 것’이라 

말한다.175) 따라서 여기서 ‘복수정신’은 시간에 대한 절치와 우수, 즉 원한감정으

로 인해 시간적 삶을 그것과 대립되는 척도 — 초시간적 삶으로서의 죽음 이후 

— 로 하여 부정하는 정신, ‘위축되고 저지된 의지의 반성적 자아’로 이해해 볼 수 

있겠다. 

이러한 정신의 사유에 있어서는 시간은 영원성을 목적으로 점진적으로 발전하

는 흐름으로 이해되는바, 매 순간 과거의 부정성(결핍)은 현재시점에서 부정됨(채

워짐)으로써 미래로 향하는 필연적 계기로서 정당화된다.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

는 바이지만, 정신의 이러한 시간이해는 시간적 삶에 대한 의지의 무력함을 그 자

체로 승인하고 시간으로부터의 극복을 미래에 있을 어떤 것, 죽음 뒤에 있을 어떤 

것으로 예감케 하는 것이며, 이로써 정신적 위로만을 주는, 기실은 더 이상 의지

가 스스로를 의욕하는 대신 자기 바깥의 가상이자 무를 의욕하는 체념적 정조를 

전한다. 

결국 기독교적 도덕 형이상학의 복수정신이 ‘그러했다’에 부여했던 의미는 현재

와 미래의 새로운 행위를 위한 동력이 아니다. 그것은 “모든 것은 사라진다. 따라

서 모든 것은 사라질 가치가 있다!”는 체념에 불과하며, 더 나아가 “시간은 자기 

자식을 먹어 치워야 한다는 시간의 법칙이 정의다”라고 자위하며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까지도 가하는 과거에 대한 원한의 해소이자 (상상적) 보복이다.176) 이 말인

174) Z Ⅱ “Von der Erlösung”, p. 176.
175) 우리는 이미 이러한 복수정신의 실천으로서 ‘노예도덕’을 앞서 몇 차례 살펴보았다. 

이는 본 연구의 제Ⅰ장. 2절의 2.2. 삶의 부정으로서의 죽음(pp. 17-20.)과 제Ⅱ장 2절의 

2.2. ‘종적 인간’의 극복: 도덕의 파괴(pp. 46-52.)를 참고하라. 또한 이러한 사유방식에 

대한 분석은『도덕의 계보』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cf. GM Ⅰ §10, pp. 284-285.)
176) Z Ⅱ “Von der Erlösung”, p. 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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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슨, 현재의 이 순간은 사유에 의해 사후적으로 정당화되기는 할지언정 그 자체

로 파악될 수도, 경험될 수도 없으며, 과거는 여전히 그 자체 우리가 어찌할 도리

가 없는 것으로, 그리고 미래는 영원히 도달하지 못할 피안과 같은 것으로 남는다

는 것이다. 하여 니체는 현재가 없는 목적지향적인 발전적 시간관으로 압축되어 

있는 전통적 사유들을 두고 다양한 외관을 가지는 ‘하나의’ 가르침으로 파악하고, 

긴 역사를 걸쳐 심화된 이러한 “하나의 가르침”이 “모든 것은 공허하고, 모든 것

은 동일하며, 모든 것은 이미 있던 것이다!”라는 한탄의 정조만을 전하는 니힐리

즘일 뿐이라고 진단하는 것이다.177)

목적지향적 시간관은 분명 과거, ‘그러했다’에 대한 나름의 정당화이다. 허나 이

는 결국 무수한 ‘그러했다’라는 겪음에 대해 부정의 방식으로써 사후적으로 이루

어지는 지적 정당화에 그칠 뿐이다. 권력의지로서의 삶에 있어 그야말로 ‘무한히 

의욕함’이 그 본성이기에, 더 이상의 의욕과 행위를 고무시키지 않는, 아니 오히려 

더 이상 의욕하기를 단념케 하는 이러한 지적 정당화는 삶-의지를 무겁게 내리누

르는 삶 자체의 “무덤”일 뿐이다.178) 

이를 인식한 자가 차라투스트라이다. 이러한 인식과 더불어 데카당스로부터의 

회복의 여정을 막 시작한 그는 삶을 짓눌러온 자신의 무덤을 파괴하고자 하는 자

다. 그렇다면 과연 ‘무덤의 파괴’가 삶의 완전한 해방이자 자유일 수 있는가? 그것

은 삶의 절대적 근원이자 목적이, 그리고 이를 토대로 삶을 규정하는 도덕이 사라

짐을 의미한다. 인간에게 세계가 왜 그러한지 설명해줄 토대(Grund)도 없으며, 무

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어떻게 행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도덕적 지침도 없다. 

이 말인즉슨, 나의 행위는 곧 행위된 것, 또 하나의 무의미한 ‘그러했다’로서 “조

각이자 수수께끼이자 무시무시한 우연”이 일정한 방향 없이 떠다니는 심연

(Abgrund) 속에 던져진다는 것이다.179) 차라투스트라가 이를 인식한다는 것은 곧 

삶을 그 자체로 긍정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인식이 주는 허무감에 아무것

도 의욕할 수 없는, 그래서 행위할 수 없는 그는 아직 시간의 법칙에 종속되어 

177) Z Ⅱ “Der Wahrsager”, p. 168.; cf. Z Ⅰ “Von den Hinterweltlern”, p. 32.: “그러

나 그들에게 몸은 병든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견디지 못한다. 그러므로 죽음을 설교하

는 자들에게 귀를 기울이고 스스로 배후세계를 설교한다.”
178) Z Ⅱ “Das Grablied”, p. 138.
179) Z Ⅱ “Von der Erlösung”, p.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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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수인(囚人)”이다.180)

우리는 앞에서 데카당스의 진원지가 복수정신으로 일컬어지는 반성적 자기의식

에 있음을 충분히 살펴보았거니와, 여기에서 그 목적지향적 시간관을 통해 다시 

한번 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하여 지금 차라투스트라의 회복의 길은 “복수로부터

의 구제”, 그러니까 복수정신을 망각하는 데에서 찾아진다.181) ‘복수정신’이 원한감

정으로 인해 시간적 삶을 그것과 대립되는 척도로 부정하는 정신이라고 한다면, 

그 복수정신을 망각하고자 하는 것은 ‘그러했다’에 대한 원한감정을 망각한다는 

것이요, 이를 위해 삶에 대립하는 사유의 척도, 즉 시간의 흐름이 도달하게 될 유

일무이의 끝이자 목적을 망각한다는 것이 될 터이다. 이러한 망각을 통해 차라투

스트라에게 시간적 삶의 시작이자 근원 그리고 끝이자 목적이 사라진다면, 그리고 

시간 그 자체는 역행하지 않고 계속해서 흐르는 것임이 자명하다면, 그렇다고 한

다면 그는 어떠한 시간관에 도달할 수밖에 없겠는가? 그러한 시간의 흐름은 원환

과 같은 폐곡선을 그릴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182) 즉 차라투스트라가 목적 없는 

180) Z Ⅱ “Von der Erlösung”, p. 175.; 차라투스트라는 ‘무덤의 노래’라는 제목의 절에

서 여기서 비가역적 시간이 주는 허무의 중압감에 짓눌려 있는 자기 자신을 노래하고 

있다. 그는 더 이상 되돌아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러했다’로 남겨져 있는 과거의 자신을 

“죽은 자들”로, 이들을 회상하는 자신의 상태를 “무덤의 섬”이라 이르면서, 이렇게 자신

의 청춘(과거의 자신)의 죽음이 의지를 위축, 저지시키는 이 상태가 지금의 자신이 죽음

으로 치닫는 상태임을 한탄한다. 그러나 이 노래는 결국 “무덤이 있는 곳에만 부활이 

있다”는 말로 비가역적 시간이 이르게 하는 죽음이 진정한 삶의 창출과 긴밀한 관련이 

있음을 예고하며 끝을 맺는다. (Z Ⅱ “Das Grablied”, pp. 138-141.)
181) Z Ⅱ “Von den Tarateln”, p. 124: “인간이 복수로부터 구제된다는 것 ― 그것은 나

에게는 최고의 희망에 이르는 다리이며 오랜 폭풍우 뒤의 무지개이기 때문이다.”
182) 차라투스트라는 시작과 끝이 없는 영원성에 대한 사유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우화적

으로 전한다: “보라 이 순간을! 이 순간이라는 출입구로부터 하나의 기나긴 영원의 오솔

길이 뒤로 뻗쳐 있다. 우리들 뒤에는 하나의 영원이 있다. / 모든 사물 가운데서 일어

날 수 있었던 일은 이미 언젠가 일어났고 이루어졌고 달려가 버렸음에 틀림이 없지 않

은가? / 그리고 모든 것이 이미 있었다면 [...] 이 출입구도 이미 있었음이 틀림이 없지 

않은가? / 그리고 이 순간의 모든 미래의 사물을 야기시키는 방식에 따라 모든 사물은 

굳게 결합되어 있지 않은가? 따라서 – 자기 자신도? / 왜냐하면 모든 사물 가운데서 

달릴 줄 아는 것은 이 밖으로 나가는 기나긴 오솔길을 – 언젠가는 반드시 달릴 것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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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을 끝까지 사유할 때 그 극단에서 마주하는 것은 시간은 영원히 회귀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차라투스트라가 이 삶을 그 자체로 인식하는 데서, 그러니까 이 

삶 바깥에는 절대적 근원이자 목적은 없다는 인식으로부터 도달한 시간에 대한 

사유의 극한이다. 니체는 극도의 허무감을 주는 이러한 깨달음의 순간을 『즐거운 

학문』의 “최대의 무게”라는 제목의 절에서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네가 지금 살고 있고, 살아왔던 이 삶을 너는 다시 한번 살아야만 하고, 

또 셀 수 없이 반복해서 살아야만 할 것이다; 거기에 새로운 것이란 없으며, 

모든 고통, 모든 쾌락, 모든 사상과 탄식, 네 삶에서 이루 말할 수 없이 크

고 작은 모든 것들이 네게 다시 찾아올 것이다[...]“너는 이 삶을 다시 한

번, 그리고 무수히 반복해서 다시 살기를 원하는가?”라는 물음은 너의 행위

에 최대의 무게로 놓일 것이다!”183)

지금 순간의 행위가 영원히 반복되는 순간들의 하나일 뿐이라는 데서 오는 무

력감, 그리고 지금 순간의 행위가 행위하는 자의 현재뿐 아니라 미래와 과거까지

도 결정하리라는 중압감은 그야말로 무시무시한 최대의 무게로 다가온다. 모든 것

이 영원히 동일하게 되돌아온다는 사유, 이것이 니체가 ‘최고의 긍정형식’으로서 

제시한 영원회귀사상이다. 그러나 이렇게 허무감이 최대의 무게로 삶을 짓누르는 

영원회귀사상이 어떻게 삶을 최고로 긍정하는 형식이 될 수 있는가? 차라투스트

라가 시간에 대한 사유의 극한에서 마주하게 되는 영원회귀사상은 우리의 ‘사유’

로써는 ‘그러했다’에 대한 의지의 절치와 우수를 끝내 떨쳐내지 못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하여 시간이 영원히 회귀하리라는 사유 앞에서 ‘그래도 그러한 삶을 

의욕하는가’라는 물음은 사유와 의지 사이에서 결단을 내리기를 촉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만약 이러한 물음에 최종적으로 긍정하고자 한다면, 거기에는 의지의 궁핍

때문이다! / 그리고 달빛 속에 기어다니는 이 느린 거미, 그리고 달빛 자체, 그리고 함

께 속삭이면서, 영원한 사물들에 대해 속삭이면서 출입구에 있는 나와 그대 – 우리는 

모두 이미 있었음이 틀림이 없지 않은가? / 그리고 회귀하고 밖으로 나가는 우리 앞에 

있는 저 다른 길을, 이 기난긴 소름끼치는 오솔길을 달리고 – 우리는 영원히 회귀함이 

틀림이 없지 않은가?” (Z Ⅲ “Vom Gesicht und Räthsel” 2, p. 196.)
183) FW §341, p.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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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부터 넘침으로의 전회, 의지의 상승과 고양만이 있을 뿐이다. 차라투스트라는 

이러한 최종적인 긍정의 순간을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일체의 ‘그러했다’는 조각이고 수수께끼이고 무시무시한 우연이다./ 창조

적 의지가 덧붙여서 “그러나 그렇게 되기를 내가 의지했다”고 말할 때까지

는. / 창조적 의지가 덧붙여서 “그러나 그렇게 되기를 내가 바라고 있다! 

그렇게 되기를 나는 바랄 것이다!”라고 말할 때까지는.184)

니체에 따르면, 영원회귀의 사유가 그로 인해 저지되고 위축되는 의지에게는 

저주이지만, 그마저도 의욕하고자 상승하는 의지에게는 축복이다. 전자는 이 삶을 

정당화해줄 그 어떤 근원도 없음에 대한 허무로 인해 “구역질(Ekel)”과 “두려움

(Grauen)”을 느낄 것이나185), 후자는 그럼에도 행위함으로써 이 삶의 유일한 명령

자이자 지배자가 자기 자신임에 쾌감을 느낄 것이기 때문이다. 행위, 즉 상승하는 

의지함 자체는 일체의 ‘그러했다’에 대해 “내가 그렇게 되기를 의지했다”는 것을 

표명하는 것이며, 이 삶의 근원이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을 긍정하는 것이요 그러

한 사실에 대한 쾌감의 표현이다. 달리 말하면, 이는 과거의 어느 순간에 행위를 

의욕하여 실천케 했던 자신의 의지에 대한 찬미이자, 이와 더불어 현재를 행하고 

미래를 행할 자신의 의지 자체에 대한 긍지의 표현이다. 하여 영원회귀사유 앞에

서도 삶을 의욕하고자 긍정하는 순간은 영원히 회귀하는 시간을 사유하는 순간이 

더 이상 아니다. 그것은 과거로부터 현재를 거쳐 미래로 향하는 흐름으로 사유되

는 영원성이 ‘지금’이라는 한 점으로 소급하는 시간을 체험하게 되는 순간이다. 다

시 말해, 이러한 영원성의 체험은 현재를 사유의 차원에서처럼 과거로서만 포착하

는 것도, 미래의 결핍으로서 정당화하는 것도 아닌, 의욕하고 있는 ‘현재’로서 오

롯이 체험하는 것이다.186) 따라서 사유의 차원에서 영원히 회귀하는 것은 항상 과

184) Z Ⅱ “Von der Erlösung”, p. 177.
185) Z Ⅲ “Vom Gesicht und Räthsel” 2, p. 197.
186) 영원회귀사상에 관련하여 이루어진 기존의 논의들, 가령 이 사유의 학적-이론적 증명

가능성에 대한 논쟁이나 이 사유가 미치는 어떤 심리적 영향의 가능성만을 논하는 것은 

그 핵심을 비껴가 있는 것임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영원회귀사상에 대한 연구자들의 해

석은 일반적으로 다음의 두 가지 진영으로 나뉘어 이루어져 왔다: 하나는 우주론적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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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이고 다른 하나는 그것이 우리들에게 미치는 심리적 효과에 역점을 두는 해석이다. 

전자의 경우에 해당하는 연구자들로는 아서 단토(Danto, Arthus (1965), Nietzsche as 

Philosopher, New York: Macmillan.), 발터 카우프만(Kaufmann, Walter (1968), 

Nietzsche: Philosopher Psychologist Antichrist, New York Vintage.), 조 크루거(Krueger, 

Joe (1978), “Nietzschean Recurrence as a Cosmological Hypothesis”, Journal of the 

History of Philosophy, 16.), 번 마그누스(Magnus, Bernd (1973), “Nietzsche’s Eternalistic 

Countermyth”, Review of Metaphysics, 26.), 아이반 솔(Soll, Ivan (1998) “Reflections on 

Recurrence: A Re-examination of Nietzsche’s Doctrine, Die Ewige Wiederkehr des 

Gleichen”, in: (ed.) Daniel, W. Conway, Nietzsche: critical assessments Ⅱ, New York..) 

등이 있다. 이들은 영원회귀사상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 니체가 유한한 세계를 무한한 

시간 속에서 무한 반복하여 생성되는 원환운동의 세계로 파악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은 대부분 니체가 한스 마이어의 에너지보존법칙을 가지고 영원회귀사유의 입증을 

시도하려 했던 유고의 기록을 토대로 한다. 그러나 니체의 유고에는 그가 출간을 의도

하여 쓴 저서에서의 사유와 맥락을 달리하는 기록들이 허다하며, 이러한 기록들은 니체 

자신에 의해 기각된 사고실험들이라 보는 것이 정당하다. 영원회귀를 과학적으로 입증

해보고자 했던 니체의 기록 또한 사고실험시도의 일환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를 자

신의 저서에 옮기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가 그가 영원회귀사유를 통해 드러내 보이고자 

하는 자신의 시간-체험이자 실존적 체험이 과학적, 지적 노력으로 대체 불가능함을 입

증하는 것이라 볼 수도 있겠다. 이와 관련하여 박찬국은 영원회귀사상이 “우리의 실존

적 변화를 촉구하는 사상이며 또한 이렇게 실존적으로 변화된 인간만이 이해할 수 있는 

사상”이라 쓰고 있다. 그의 말대로 과학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생각은 인간지성에 호소

할 뿐 인간존재 전체에 호소하지 않는바, 영원회귀사상과 관련하여 “실존적 체험에 해

당하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것은 “무리한 시도”일 뿐만 아니라, 그 과학적 증명

가능성을 전제로 영원회귀를 이해하고자 하는 것은 그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터

무니없는 시도이기도 하다. (cf. 박찬국 (2015), 『니체를 읽는다: 막스 셸러에서 들뢰즈

까지』, 아카넷, pp. 42-45.) 그러니 이러한 해석이 토대로 한 자료들의 적절성 유무를 

떠나서라도 그리고 영원회귀사상이 우주론적으로도 그 타당성이 입증된다 하더라도, 본 

논의에서 분명히 한바, 영원회귀사상이 사유의 차원에만 머물러 고찰된다면 ‘시간에 대

한 사유로부터 체험으로의 전회’라는 그 본 면모로 접근하는 길이 요원해진다. 

 다른 한편에 있는 심리적 영향에 주목하는 후자의 경우가 보다 일반적인데, 이는 영원

회귀사상을 실존적 체험의 문제와 관련시킨다는 점에서 전자의 경우보다는 그 사상의 

본질에 가까이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가령 네하마스는 니체가 영원회귀사상의 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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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이지만, 체험의 차원에서 그것은 ‘현재’이다. 

여기서 조금 더 짚어보아야 할 점은 니체가 영원회귀의 순간이라는 시간체험을 

이끄는 상승하는 의지를 ‘적극적 망각능력’으로 설명한다는 것이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영원회귀사상에서 길어낸 니체 고유의 시간성과 니체의 실천적 죽음과의 

접점을 발견한다. 이와 관련한 논의를 우선 니체의 사유를 포함한 철학적, 종교적 

죽음 이해를 떠나 유기체가 급격히 무기화되는 현상, 우리의 실증적 죽음을 잠시 

들여다보는 데서 시작해보자. 우리가 경험하는 죽음은 순전히 타자의 죽음이다. 

나의 죽음체험은 나의 의식에 알려지지 않는다. 다시 말해, 타자의 죽음은 과거에 

벌어진 것, ‘그러했다’이지만, 나의 죽음은 항상 미래에 있을 것, 그래서 결코 사후 

나의 반성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미지의 것이다.187) 

우리는 타자의 죽음에 대해 상실감, 회한, 측은함, 혹은 공포와 같은 고통을 느

보다는 그것이 주는 심리적 충격에 역점을 두고 있다고 본다. 영원회귀사상은 세계가 

어떤 의미나 목적 없이 무한히 지속된다는 삶의 인식을 제시하는 것이며, 이것이 주는 

절망적 충격은 결국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삶 전체를 조망함으로써 자기 나름대로의 

삶의 양식을 구축하여 그 의미를 찾도록 촉구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cf. Nehamas, 

Alexander (1988), “The Eternal Recurrence”, in: (ed.) Daniel, W. Conway, Nietzsche: 

critical assessments Ⅱ, New York, pp. 248-269.) 그러나 이러한 심리적 효과의 실현가능성 

여부를 논외로 하더라도, 본고에서 논의한 바를 생각한다면 이 또한 불완전한 이해이다. 

영원회귀사상이 심리적 충격을 노리는 것이라고 할 때, 그 심리적 효과는 여전히 우리

의 인식의 차원에서 전하는 자극으로부터 일어나는 것일 뿐이다. 그러나 니체가 영원회

귀사유로써 전하는 것은 자신의 시간체험으로서, 그것은 삶에 대한 인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로부터 스스로가 끌어올린 삶에 대한 정조(Ton)까지 담아낸 삶의 실천 자체이

다.
187) 죽음에 대한 보다 세밀한 의학적 규정을 차치하고서라도 우리는 우선 실증적 죽음을 

유기체가 본격적으로 무기화되는 현상이며, 뇌의 의식작용과 육체를 구분해서 얘기하자

면 생물학적 죽음에서 의식작용의 중단이 먼저 있고 이후 육체가 오랜 시간에 걸쳐 무

기질화되는 과정이 진행된다고 이견 없이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뇌사상태와 같은 

경우 보다 긴 논의가 필요할 것이지만, 이는 다소 우리 논의를 벗어난 문제로 여기서 

다루지는 않는다. 본 연구에서는 실증적 죽음을 의식작용이 먼저 중단된다는 의미에서 

‘자기의식의 소멸’로 다루고 있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규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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낀다. 아마도 그 죽음이 가까운 존재의 것일 경우라면 더욱 극심하게 느낄 상실의 

고통은 궁극적으로, 죽음 이전에 그와의 관계에서 내가 행한 것에 대해서든, 그의 

죽음 자체에 대해서든,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내가 어찌할 수 없음’에 있다. 타자

의 죽음, 더군다나 소중한 이와의 영원한 단절은 비가역적 시간에 대한 나의 철저

한 무능, 나의 절대적 한계로 인해 고통을 준다. 또한 상실의 아픔을 주지 않는 

경우라 해도 타자 일반의 죽음은 분명 나의 미래에 대한 (유일하게) 확실한 전망, 

즉 나 또한 반드시 죽을 것임을 자각하게 한다. 그러면서도 나의 죽음은 나의 의

식 밖에 있는 절대적 불확실성이기에 그것은 공포와 불안의 고통을 준다. 이러한 

공포는 죽음이 임박한 경우는 물론이거니와 그 외 일상에서도 의식 저변에서 우

리의 삶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우리가 반복적으로 하는 생리적 욕구를 충족하는 

것 — 가령 허기를 채우는 일이라거나 잠을 자는 일, 심지어는 배변활동까지 우리

의 생활 속속들이 따져보면 발견되는 많은 생리적 활동 — 이나 안전과 안위를 

꾀하는 것 — 가령 교통수칙을 준수하며 운전하는 것이나 꾸준히 건강을 관리하

려는 노력 — 등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죽음에 의해 지배당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죽음으로 향하는 시간은 결국 거스를 수 없는 것이며, 다시 한번 죽음의 

고통은 비가역적 시간에 대한 나의 한계로 인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그런데 우리가 죽는 존재가 아니라고 한다면, 개별적 인간에게 영원한 시간이 

주어져 무한한 가능성을 실현하기를 시도할 수 있다면, 시간의 비가역성은 극복될 

필요가 없는 것으로 그의 절대적 한계로 의식되지 않을 것이다. 즉 유한한 시간 

속에서 가지게 되는 실현 불가능한 욕망, 그 시간을 거스르고자 하는 욕망은 얼마

든지 다른 방향으로 돌려져, 만회하고자 하는 겪음, 행위된 것에 관련하여 새로운 

행위로써 해소하려는 욕망도 가능해질 것이며, 미래의 불확실성도 지금의 행위함

을 저지하지 못할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차라투스트라』의 ‘구제에 대하여’에

서 차라투스트라는 의지의 절대적 한계로 시간을 말하지만, 결국 이도 죽음이 개

별적 삶의 끝으로 가로놓여 있지 않다면 의식되지 않는 것이다. 의지의 결정적 한

계는 시간의 비가역성과 죽음이 맞물려 세워지는 것이며, 여기서 보다 결정적인 

것은 죽음이다. 

우리에게는 결코 피할 수 없는 실존조건으로 시간과 죽음이 주어져 있다. 그래

서 ‘그러했다’의 연속인 삶은 ‘조각이고 수수께끼이고 무시무시한 우연’이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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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반응으로 전통적 사유에서는 입증할 수 없지만 또한 논박할 수도 없는 죽음

이라는 불확실성의 자리에 초시간적 세계를 세웠던 것이다. 차라투스트라가 이 근

원이자 목적세계가 가상임을 아는 것은 삶을 그 자체로 인식하는 것이며, 전통적 

사유에서 영원한 삶의 시작으로 파악되는 죽음이 가상임을 아는 것이요, 죽음을 

그 자체로 인식하는 것, 즉 죽음이 이 삶의 끝이자 심연임을 긍정하는 것이다. 요

컨대 죽음을 그 자체로 인식하는 것은 곧 삶을 그 자체로 인식하는 것이다. 

차라투스트라의 영원회귀사유가 보여주듯이, 이러한 죽음 그 자체의 인식 앞에

서 그것이 주는 ‘구역질’과 ‘두려움’은 사유로써는 끝내 끊어낼 수 없다. 적극적 망

각으로써 ‘사유하는 나’를 버리고 ‘행위하는 나’로서 출발하는 것만이,188) 죽음을 

영원한 삶의 시작으로 사유하는 것에서 그러한 죽음을 그 자체로 실천하는 것으

로 전회하는 것만이 시간에 대한 무력감을, 데카당스의 삶을, 니힐리즘의 긴 역사

를 극복하는 길이다. 실천적 죽음으로써 우리는 생의 한가운데서 순간으로서의 영

원성을 체험하게 된다. 차라투스트라는 이 적극적 망각, 죽음을 실천하여 이르는 

영원성의 순간체험을 이렇게 말하고 있다;

방금 나의 세계는 완성되었다, 한밤은 또한 정오이니, ─ / 괴로움은 또

한 쾌락이며, 저주는 또한 축복이며, 밤은 또한 하나의 태양이니, ─ 떠나 

188) 이와 관련하여 주판지치는 니체에게 있어서 “망각은 무엇보다도 고통을 키우지 않는 

능력”을 지시하며 또한 “고통을 우리의 행동들과 선택들의 결정적 토대로 만들지 않는 

능력”을 의미한다고 쓰고 있다. (Zupančič, Alenka (2003), The Shortest Shadow: Nietzsche’s 

Philosophy of the Two, The MIT press, p. 57.) 여기서 ‘고통’이 지칭하는 바는 ‘원한감정’

이자 죽음의 불행한 의식이며, 이를 우리의 행동 및 선택의 결정적 토대로 만드는 경우

는 앞서 언급한 반성적 자아의 사유를 선택하는 경우가 된다. 이러한 사유의 연장은 사

유의 한계가 주는 허무감으로 인한 ‘구역질’과 ‘두려움’을 끊어내지 못한 채, 그럼에도 

죽음에의 공포로 인해 유일무이의 피안, 절대적 근원이자 목적을 또다시 소환하여 무

(Nichts)를 의지하는 지적 정당화로 이어질 뿐이며, 이로써 시간은 궁극적으로는 하나의 

목적을 향해 진보하는 흐름으로 파악될 뿐이다. 사유의 한계에서 가지는 허무감을 끊어

내는 것, 그러니까 죽음의 불행한 의식을 망각하는 것은, 바로 그 고통이자 불행을 쾌

감이자 행복으로 전화하는 능력, 이로부터 행위를 발하는 능력, 주판지치의 표현대로 하

자면, 죽음의 불행한 의식을 우리의 행위 및 선택의 결정적 토대로 삼지 않으려는 ‘적

극적인’ 능력의 발휘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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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려라, 아니면 그대들은 배워라, 현인은 바보이기도 하다는 것을. / 그대들

은 언젠가 어떤 쾌락에 대해 네(Ja)라 말한 적이 있는가? 오, 나의 벗들이

여, 그렇다면 그대들은 모든 고통에 대해서도 네라 말한 것이다. 모든 사물

은 사슬로, 실로, 사랑으로 꿰어져 있으니, ─ / ─ 그대들이 일찍이 한순

간이 다시 오기를 원했다면, 그대들이 일찍이 “그대는 나의 마음에 든다, 행

복이여! 찰나여! 순간이여!”라고 말한 적이 있다면, 그대들은 모든 것이 되

돌아오기를 바랐던 것이다! / ─ 모든 것이 새로이 오고, 모든 것이 영원하

고, 모든 것이 사슬과 실과 사랑으로 꿰어있는, 오, 이렇게 그대들은 세계를 

사랑하는 것이니, ─ / ─ 그대들 영원한 자들이여, 이러한 세계를 영원히 

언제까지나 사랑하라, 그리고 그대들은 고통에게도 말하라, “가 버려라, 허

나 되돌아오라!”. 모든 쾌락은 원하기 때문이니 ─ 영원을!189)

이러한 영원성의 순간체험은 자각되지 못할지언정 우리 삶 속에서 종종 일어나

는 것일 수도 있다. 우리가 일상에서 예기치 않게 흥분하고 기쁠 때(예컨대 언젠

가 누군가와 사랑에 빠지는 순간)를 떠올려보면, 그 순간에는 과거에 대한 기억에 

동반되는 고통이나 원한을 완전히 잊어버린다. 이러한 일상적 경험에서 어느 한순

간을 긍정하고 그러한 가운데 기쁨으로 넘치는 것은 동시에 과거에 대한 원한감

정을 망각하는 것이요, 바로 이러한 망각이 그 순간을 야기한 ― 의식적인 것은 

물론이요 무의식적인 것까지 포함한 ― 모든 과거의 순간을 단번에 긍정하는 적

극적인 것이다. 영원회귀사유 앞에서 행위함으로써 맞이하는 긍정의 순간은 죽음

의 불행한 의식에 대한 망각 속에서 크로노스적 시간관이 소멸되어 버리는 순간

이며, 이 순간의 상승하는 의지(의욕함)로 인해 과거와 미래 모두가 현재의 ‘의욕

하는 나’로 소급되는 카이로스적 시간체험인 것이다. 죽음의 실천 가운데 도달하

는 영원성의 순간체험은 삶 자체를 긍정한다.

죽음으로써 사는 삶, 즉 영원성의 순간체험으로부터 매 순간 버리고 떠나는 삶

에 있어서는 그 어떤 발전적 역사성을 말할 수 없다. 데카당스의 시대정신이 ‘부

정의 부정’을 통해 발전하는 목적지향적 시간에 대한 사유를 보여주었다면, 그것

에 맞서 니체는 ‘긍정의 긍정’을 통해 동일한 것이 반복될 뿐인 순간의 체험을 전

189) Z Ⅳ “Das Nachtwandler-Lied” 10, p. 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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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190) 이러한 니체의 긍정은 부정의 대립일 수 없는데, 그러할 경우 결코 기존

의 ─ 부정의 변증법적 ─ 사고방식의 틀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데카당으로부터

의 회복 또한 불가능하다.191) 니체의 긍정은 죽음의 실천을 통한 부정이다. 차라

190) 영원히 회귀하는 ‘동일한 것’은 ‘긍정’이자, 앞서 밝혔듯이, 현재라는 이 순간의 체험

이다. 이러한 의미의 ‘동일한 것’을 문자 그대로의 의미로 받아들여 영원회귀사상을 어

떤 우주론적 진리로 받아들이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다. 니체 스스로 영원회귀사상은 ‘시

간과 생성에 대한 최선의 비유’이자 ‘온갖 무상함에 대한 찬양’이라 말한다. 이러한 영원

회귀사상에서 ‘동일한 것’이라는 말 하나에도 수많은 층위가 중첩되어 있으며, 따라서 

이것은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다양한 해석이 이루어지고 있다. 가령 들뢰즈는 동일한 

것이란 “회귀하는 어떤 하나의 것이 아니라 회귀함 그 자체”를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한

다. (Deleuze, Gilles (1986), p. 48.) 그에 따르면, 니체는 영원회귀사유를 통해 “모든 형

식의 일반화”에 도전하고자 하는 기획에서 일반화가 따르는 법칙의 질서에 포섭될 수 

없는 “단칭자의 반복(repetition of the singular)”을 말한다. 즉 단칭자는 대체불가능하고 

교환불가능한 것으로서 오직 반복만이 가능하다. 보통 특수자(the particular)들은 “교환 

및 대체”의 방식으로 일반화됨으로써 유기체(body with organs)를 이루는 반면, 단칭자

는 반복을 통해 차이를 낳는 자기 자신으로 거듭난다. 이때의 반복 자체가 일반화 법칙

으로부터 이탈한 “기관 없는 몸(body without organs)”인바, 그것은 영원회귀를 통해 유

기체를 해체하고 또 다른 단칭적 몸들을 산출한다. 하여 들뢰즈에게 있어서 회귀되는(혹

은 회귀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그 결과로서의 동일한 것이 아니라 과정, 즉 반복 그 자

체로서의 동일한 것이다. (cf. 김정현 (2013), “Beyond Life and Death: Nietzsche’s 

Thanatology”, 『종교와 문화』 제24호, 서울대학교 종교문화연구소, pp. 186-193.; 

Deleuze, Gilles(Patton, Paul trans., 1995l), Difference and Repetition,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pp. 1-90.) 들뢰즈에게 있어 유기체는 중추로서의 뇌와 그로부터 규정

되어 화석화된 기관들의 조직체이다. 반면 기관 없는 몸은 보이지 않는 힘들이 관계를 

맺음으로써 차이가 발생하는 ‘장소’ 혹은 ‘터’로서 기실 무수한 생성과 우연과 차이로서

의 삶 자체이다. 우리는 여기서 유기체를 ‘작은 이성’ 중심의 근대적 주체개념으로, 기관 

없는 몸을 ‘큰 이성’ 혹은 ‘몸’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렇다면 들뢰즈의 반복으로서

의 동일한 것은 ‘의지함’ 자체를 가리키는 것일 수 있다. 들뢰즈의 경우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결국 니체에게 있어 ‘동일한 것’은, 결과로서의 그것만을 의식하는 사유의 한

계를 넘어서 반복되는 본연의 몸성, 즉 ‘본연의 삶을 의지함이라는 체험’ 자체라 이해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달리 표현하면, 영원히 회귀하는 것은 현재라는 이 순간의 체험

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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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스트라가 죽음의 불행한 의식을 망각하는 가운데, 죽음을 포함한 삶을 그 자체

로 인식하는 것이 일차긍정이요 그러한 삶-죽음을 의욕하고 행위하는 것이 이차긍

정이다. 이러한 이중긍정을 순간으로 응축하고 있는 영원성의 순간체험은 영원회

귀사유라는 극한점에서 진보적 역사성을 단념하고 매 순간의 새로운 행위의 출발

이자 창조를 선택한, 시대극복을 위한 니체의 결단의 실천이 이루어 낸 것이다. 

그 결단의 실천이 바로 니체적 의미의 죽음이니, 이를 통해 성취하는 것이 지금까

191) 본문에서 밝힌바, 부정-부정-긍정의 사유방식은 기존 기독교적 도덕형이상학을 관통

한다. 이에 맞서 니체가 제시한 이중긍정은 사유로부터 실천으로 넘어섬으로써 실현되

는 긍정의 방식이다. 그래서 니체는 일차긍정을 인식적 긍정을 표현하는 ‘예(Ya)’로, 이

차긍정을 행위 시의 감탄의 정조를 전하는 ‘아멘(Amen)’으로 지시하기도 한다. 따라서 

니체의 이중긍정은 변증법적 사유방식을 대체할 새로운 사유방식이 아니다. 니체는 ‘부

정의 부정’이라는 사유의 방법론 자체를 궁핍한 의지의 발현임을 피력하는바, 이러한 방

법론의 차원에서 헤겔의 일원론적 변증법적 사유가 기실 기독교적 도덕형이상학의 유형 

하에 포섭되는 것임은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이다. 헤겔철학은 기존의 사유방식을 보다 

세련화, 세속화시킴으로써 니체에게는 가장 어려운 동시에 필수적인 대결 대상이었던바, 

이와 같은 입장에서 헤겔의 변증법적 사변의 ‘부정의 부정’을 니체의 ‘긍정의 긍정’과 대

결시키는 들뢰즈의 논의는 다음을 참고하라. (Deleuze, Gilles (1986), p. 196.) 리오타르 

또한 이러한 입장에 서있는바, 1975/6년 뱅센대학교에서 개최되었던 강연에서 니체의 

영원회귀사유에 주목하여 소위 니체적 논리를 헤겔의 변증법적 논리와 대결시킨다. 그

는 많은 니체 연구자들이 영원회귀사유 안에서 일어나는 허무주의로부터의 전회를 변증

법적으로 해명하려는 우를 범하고 있음을, 그리고 이러한 경우에는 니체의 사유가 헤겔

적 역사철학으로 되돌아가는 길밖에 남지 않음을 지적한다. 리오타르는 영원회귀사유가 

헤겔적 변증법에 대항하는 (소피스트의 방식을 수용, 발전시킨) 니체 고유의 논리를 담

지하고 있다고 여긴다. 그는 동일한 것의 반복 속에서 기존 논리의 “전복(Retorsion)”이 

일어나고 있음을 분석하고 이러한 새로운 전복의 논리로부터 유일무이의 진리가 아닌 

다양한 해석의 놀이의 차원이 열린다고 본다. 이러한 리오타르의 논의는 영원회귀사유

를 필자와 완전히 다른 방향에서 주목하고 있고 또 다소 다른 이해에 도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긍정을 위한 헤겔의 ‘부정의 부정’과 니체의 ‘긍정의 긍정’ 사이

에 있어 온 혼동을 비판하고 그것을 해소하려는 노력은 주목할 만한 것이라 할 수 있

다. (cf. Lyotard, Jean-François (이상엽 역, 2015), 『니체와 소피스트: 우리에게 필요한 

논리』, 지식을 만드는 지식, pp. 47-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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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의 ‘자기(Selbst)’를 버리는 순간체험이며, 이로써 ‘자기’의 영원성을, 완전성을, 행

복을 성취하는 순간체험이요, 이로부터 새로운 ‘자기’로서 출발하는 순간체험인 것

이다. 

그렇다면 실천적 죽음은 지금까지 실증적 죽음이라는 말로 구분해온 것과 어떠

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죽음은 전통적 죽음개념의 모종의 패러디, 혹은 적극적 

망각을 통한 이 의식 바깥의 체험을 지시하는 비유적 표현에 불과한 것인가? 이

에 대해서는 차라투스트라가 ‘죽음’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절을 중심으로 죽음을 

실천하는 자, 위버멘쉬(Übermensch)를 고찰하는 이어지는 절에서 그 해답을 찾아

보도록 하겠다.

3.4. 위버멘쉬: 죽음을 실천하는 자 
‘이것이 – 삶이었던가?’ 나는 죽음을 향해 말하고자 한다. ‘자아! 그럼 다

시 한번!’192)

니체의 영원회귀사상은 죽음-삶을 인식하는 일차긍정, 그리고 이로부터 죽음을 

실천함으로써 다시 행위하는 이차긍정이 한 점으로 압축되어있는 것이다. 다시 말

해 그것은 죽음을 향해 ‘예’를 말하고 ‘아멘’이라는 기쁨의 외침과 더불어 다시 한

번 삶을 출발하는 이중긍정의 찰나에 일어나는 기나긴 심리적 여정을 그려낸 것

이다. 그런데 사실 저 인식에서 행위로 이르는 방법에 대한 니체의 구체적 언급은 

그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다. 다만 차라투스트라는 이 인식에서 행위로 넘어서는 

순간을 어린 양치기의 우화로 전한다. 한 마리의 검고 묵직한 뱀이 목 안으로 들

어가 극도의 혐오감과 공포에 몸부림치던 양치기는 결국 단번에 목의 대가리를 

물어뜯어 뱉어 버리고는 차라투스트라가 그때까지 볼 수 없었던 웃음을 지어 보

인다.193) 이 우화는 그 이야기가 진행되는 동안, 삶이 주는 무기력과 중압감에 짓

눌린 인간의 어둡고 무거운 정조만을, 그리고 이것이 초래한 최대의 위기를 솟구

쳐오르는 의지로 끊어내고는 전대미문의 웃음을 짓는 “이미 양치기도 아니고 이

192) Z Ⅳ “Das Nachtwandler-Lied” 1, p. 392.  
193) Z Ⅲ “Vom Gesicht und Räthsel” 2, pp. 197-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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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인간도 아닌 – 변화한 자”의 가벼워지고 상승하는 정조만을 전한다. 사실 이러

한 죽음의 실천으로 갖는 체험은 각자 나름의 비유와 우화로만 전할 수 있는 것

이니, 왜냐하면 그 죽음체험이라는 것은 의식이 미치지 않는 도취적 쾌감이기 때

문이다. 정신을 최종근원으로 하는 종적 인간(Menschheit)를 버리고 개별자로, 의

지로서의 인간으로, ‘행위하는 나’로 넘어서는 체험은 우리의 의식의 언어로는 직

접적으로 지시할 수 없는 그야말로 체험이다.194) 

이제 망각으로써 죽음의 인식으로부터 자유롭게 된 차라투스트라에게는 사실, 

이 죽음체험에 이르는 방법은 물론이거니와 그것이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인가’를 

묻는 것조차도 별 의미가 없다. 죽음으로써 지금까지의 자기를 버리고 떠나는 차

라투스트라에게 이러한 물음에 대한 대답은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인가!”일 수밖

에 없다. 죽음의 실천에 있어서 관건은 “무엇을 위한 자유인가”이다.195) 죽음은 

건강을 회복한 의지를 위한, 그 바깥이란 있을 수 없는 전체 세계이자 스스로가 

근원인 세계로서의 권력의지를 위한, ‘행위하는 나’를 위한 자유이다. 이렇게 거듭 

새로이 태어나는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말이 ‘위버멘쉬’이다. 이는 ‘신’을 대신하여 

무리를 휘어잡는 강인하고 독재적인 인간이나 홀로 인류를 구원하는 슈퍼맨과 같

은 인간, 아니면 무리와 신에 의존하던 자신을 극복해내고 독야청청하는 은둔자, 

194) 니체에 따르면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고 의욕하고 기억하고 또한 ‘행동’하는 것 모두

는 사실 우리의 의식에 들어오지 않은 채 행해질 수 있는 것들이며, 다만 그것이 전달

되고 소통될 필요가 있을 때 비로소 의식되는 것이다. 사실 “우리의 모든 ‘행동

(Handlung)’은 근본적으로 지극히 개인적이고 유일하며 무한히 개별적이다. [...]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의식으로 옮겨지는 즉시 그것은 더 이상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 우리에게 의식되는 세계는 피상적 세계, 기호의 세계, 일반화되고 범속해진 세계에 

불과하다. 따라서 의식된 모든 것은 평범하고 희미하고 상대적으로 어리석고 일반적이

며 기호, 무리의 표식이 된다. ─ 의식된 모든 것에는 근본적으로 커다란 타락, 위조, 피

상화, 일반화가 결합되어 있다.” 여기서 행동이란 우리의 행위뿐만 아니라 몸짓, 태도 

등 스스로를 표현하는 모든 것을 포괄하는 것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이러한 것들도 의

식과 언어를 통한 직접적 지시라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것이다. 하물며 그 행동을 이

끌어내는 내적인 느낌이자 체험은 더더욱 그러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기실 내적 체험

뿐만 아니라 모든 개별적 겪음은 의식의 언어로는 근사치만을 담을 수 있을 뿐이다. 

(FW §354, pp. 272-275.)   
195) Z Ⅰ “Vom Wege des Schaffenden”, p.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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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면 자기 자신을 더 나은 자신으로 진화시키는 자로 오해받는 일이 종종 있는 

문제적인 명칭이 된 것도 사실이다.196) 그러나 지금까지 니체적 의미의 죽음을 고

찰해온 우리에게는 이러한 위버멘쉬를 둘러싼 오해는 충분히 불식될 수 있는 것

이라 하겠다. 

우선 죽음의 실천과 관련하여 위버멘쉬와 대척점에 있는 유형에 대한 차라투스

트라의 비판을 먼저 살펴보자. 기독교적-형이상학적 정신이 죽음(부정)의 불행한 

의식으로부터 전개하는 부정(죽음의 죽음)의 사유운동은 죽음이자 허무(Nichts)에 

대한 공포를 뛰어넘지 못하고 저지당한 의지의 발현이다. 그래서 데카당스 정신에 

있어서 “죽음은 지배자로서 다가”온다 할 것이다.197) 그 궁핍한 의지는 죽음을 

‘완전성으로 향한 정신의 운동’이라 사유하지만, 이러한 사유로써 오히려 완전성에

의 그 의지를 적극적으로 실천하기를 단념하고 수동적 소멸인, 소위 ‘자연사’만을 

기다린다. 그러니 이러한 (자연적) 죽음은 그에게 “도둑처럼 살금살금 다가오는” 

것이다. 

이러한 정신적 삶의 실천은 결국 삶의 부정일 뿐임을 우리는 충분히 살펴보았

거니와 차라투스트라가 ‘삶의 지배자로서의 죽음’의 설교라 칭하는 이 데카당스의 

도덕을 간략하게 환기해 보면 이렇다:198) 그것은 육욕은 죄이며 육욕으로부터의 

“분만은 노고”라 말하면서, 행위를 일으키는 의지를 억압하고 새로운 자기를 낳는 

‘분만’을 저지한다; 또한 “연민”을 설득하며 자기임을 포기하고 무리이자 종(種)으

196) 니체는 『이 사람을 보라』에서 ‘위버멘쉬’를 둘러싼 이와 같은 오해를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위버멘쉬’라는 말은 최고로 잘 되어 있는 인간 유형에 대한 명칭이며, ‘현대’

인, ‘선한’ 자, 그리스도교인과 다른 허무주의자들과는 반대되는 말이다 – 도덕의 파괴자

인 차라투스트라의 입에서 이 말이 나오면 아주 많이 숙고할 만한 말이 된다. 그런데 

거의 모든 곳에서 그 말의 가치가 차라투스트라의 형상에서 드러나는 것과는 정반대의 

의미로 순진하게 이해되고 있다. 말하자면 반은 ‘성자’고 반은 ‘천재’인, 좀더 고급한 인

간의 ‘이상적’ 유형으로서 말이다...또 다른 어떤 멍청이 학자는 나를 다윈주의자가 아닌

가 의심하기도 했다; [...] 내가 ‘영웅숭배’를 그토록 악의에 차서 거부했었는데도, 이것을 

심지어 『차라투스트라』에서 다시 발견하기까지 했다.” (EH “Warum ich so gute 

Bücher schreibe” 1, p. 297.)
197) Z Ⅰ “Vom freien Tode”, p. 89. 
198) Z Ⅰ “Von den Predigern des Todes”, pp. 5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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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의 인간으로 존재하게 한다. 더 나아가 그것의 가장 근대적인 버전은 “심한 

노동”이나 “빠른 것, 새로운 것, 이국적인 것”으로 부지런히 쌓는 교양이나 오락

을 권하는 것이다.199) 그러나 이 모든 죽음의 설교는 허무이자 죽음-삶으로부터의 

도피이며, “자기 자신을 망각하려는 의지”일 뿐이다. 즉 이들에게 있어 ‘죽음의 설

교’의 실천이 고통으로부터의 모종의 구원이자 자유라고 여겨지지만, 그것은 고통

으로부터의 회복이 아니라 단순히 마취상태에 이르는 것이라 말할 수 있다. 삶-죽

음을 그에 대한 불행한 의식으로부터, 복수심과 분노로부터 죽이는(부정하는) 자들

에게는 ‘자기(Selbst)’가 없다. 

차라투스트라는 이러한 ‘죽음의 설교’를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재빠른 죽음”을 

요청하는데,200) 지금까지 니체적 의미의 죽음을 고찰해온 우리는 이러한 요청이 

그저 어서 죽어버리라는 매몰찬 비난이 아님을 안다. 이들이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자연사뿐만 아니라 삶에 대한 원한감정으로 자살하는 것까지 차라투스트라에게는 

그러한 죽음은 “인간과 대지에 대한 비방”, 삶의 가치절하일 뿐이다. 그가 요청하

는 재빠른 죽음은, 죽음의 공포를 넘어서 죽음을 행하는 용기로 버리고 떠나는 것

이니, 이러한 죽음만이 ‘위버멘쉬를 위한 자유’, 다시 말해 위버멘쉬를 가능케 하

는 원천이다. 차라투스트라는 이를 위한 “가장 아름다운 축제”로서의 죽음에 대해 

199) 이는 차라투스트라가 “최후의 인간”이란 이름으로 부르는 가장 근대적 유형의 대중

들의 정치사회문화적 양상이다. 이들은 데카당스 도덕의 가장 심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데, 그것은 더 이상 신도 위대한 이상도 추구함 없이, 그 어떤 충돌도 없이 안전과 안

위만을 추구하는 것이다: “‘우리는 행복을 발명해 냈다.’ 최후의 인간은 이렇게 말하고 

눈을 깜빡거린다. / 그들은 살기 어려운 지방을 버렸다. 온기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게

다가 아직도 이웃을 사랑하며 이웃 사람에게 몸을 비비고 있다. 온기가 필요하기 때문

이다. / 병에 걸리는 것과 의심을 품는 것은 그들에게는 죄다. 그들은 걸음걸이도 조심

한다. 돌에 걸려서, 또는 인간에게 부딪쳐서 비틀거리는 자는 바보다. / [...] / 그들은 

아직도 일하고 있다. 일은 일종의 오락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이 이 오락이 몸을 

해치지 않도록 조심한다. / 그들은 이제 가난해지지도 못하고 부자가 되지도 못한다. 

어느 것이나 너무 귀찮기 때문이다. [...] / 목자는 없고 짐승 때가 있을 뿐! 만인은 평

등을 원하고 만인은 평등하다.[...] / 그들은 영리하고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 

알고 있다. 따라서 그들의 조소에는 끝이 없다. 그들도 다투기는 하지만 곧 화해한다. 

그렇지 않으면 위장이 상하기 때문이다.” (Z Vorrede 5, pp. 13-14.)
200) Z Ⅰ “Vom freien Tode”, p.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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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말한다: 

모든 사람이 죽음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러나 아직 죽음은 축제가 아니

다. 인간은 아직도 가장 아름다운 축제를 올리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 / 완

전한 죽음을 나는 그대들에게 보여주리라. 산 자에게 자극과 약속이 될 완

전한 죽음을. / 완성된 자는 희망을 가진 자, 약속하는 자들에게 둘러싸여 

승리를 구가하며 죽는다. / 이렇게 죽는 자들이 산 자들의 약속을 넘겨주지 

못하는 곳에서는 축제는 있을 수 없다! / 이렇게 죽는 것이 최선이다. [...] 

/ [...] 히죽히죽 웃으며 도둑처럼 살금살금 다가오는 그대들의 죽음은 가증

스럽다. 그대들의 죽음은 사실 지배자로서 다가오는 것이다. / 나의 죽음을 

나는 그대들에게 찬양하게 한다. 내가 원하기 때문에 나를 찾아오는 자유로

운 죽음을.201) 

죽음은 본래적 의지를 회복하기 위한 실천이다. 즉 죽음은 앞서 ‘열정

(Leidenschaft)’으로 지시된 상태, 즉 이성, 감각, 충동 등의 권력의지들로부터 구축

된 하나의 완전한 전체가 행위를 ‘희망’하고 ‘자극’하는 정념으로서 자기 자신을 

느끼는 체험을 위한 실천인 것이다. 이러한 열정 속에서 세워지는 하나의 관점으

로부터, 즉 “저 긴장된 주의집중, 오직 하나의 대상에만 고정되어있는 저 시선의 

응시, ‘지금은 이것만이 필요하며 다른 것은 필요하지 않다’는 저 절대적인 가치평

가”202)로부터 ‘약속’의 말을 던지고 이에 대한 충의(Treue)로 실천하는 것이 행위

요, 삶이요, 자기-창조인 것이다. 이렇게 새로이 자기를 구축하는, ‘행위하는 나’를 

낳을 “자극과 약속이 될 완전한 죽음”이 바로 차라투스트라가 말하는 “가장 아름

다운 축제”인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행위를 위한 자극이자 희망이자 약속, 그리고 이로부터 이루어

진 행위는 사후(事後) 의식의 차원에서 보자면 어떠한가? 행위된 것이 나의 희망

과 약속이 좌절된 것으로 드러났을 때 그것은 또 하나의 우연적 겪음이 되어버리

며, 행위 시의 자기 확신은 착각이자 가상이자 거짓이 되어버리지 않겠는가? 이것

이 영원회귀사상이 지시하는 바이니, 삶은 곧 죽음(의 인식)의 영원회귀인 것이다. 

201) Z Ⅰ “Vom freien Tode”, pp. 89-90. 
202) JGB §19, p. 26. 



- 86 -

여기서 우리는 앞에서 언급한 죽음의 이중성을 다시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203) 

죽음의 실천은 의식을 망각하는 것인 동시에 본래적 의지를 기억하는 것이다. 죽

음의 순간, 의식의 저변에 약동하는 의욕함을 느끼는, ‘의욕함으로서의-나’에 대한 

본래적 기억은 삶의 근원이자 주인으로서의 ‘자기’에 대한 확신이며 이에 대한 충

의로 ‘행위하는 자기’가 출발할 수 있지만, 이는 분명 기존의 ‘자기’, 행위된 것으

로서의 자기에 대한, 그리고 스스로가 더 이상의 배후세계가 없는 ‘조각이고 수수

께끼이며 무시무시한 우연’임을 의식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불충(Untreue)”, 망각, 

버리고 떠남이 없이는 가능하지 않다.204) 니체의 말마따나 우리는 열정에 휩싸여 

던졌던 약속에 대해 “배신자가 되어야 하며, 불충을 행해야 하며, 우리의 이상을 

되풀이해서 포기해야만 한다. [...]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삶의 한 시기에서 다른 

시기로 옮겨갈 수 없다.”205)  

이것이 ‘위버멘쉬를 위한 자유’로서의 죽음이다. 위버멘쉬는 일회적 도약으로 

달성할 하나의 ‘목표’일 수 없으니, 위버멘쉬를 위한 죽음을 이끈 것 자체가 동일

한 것이 영원히 되돌아올 것이라는 죽음의 인식임을 우리는 안다. 하여 차라투스

트라가 목표로 하는 위버멘쉬는 자기를 넘어서 자기로 회귀하는 운동이되, 자기를 

기억함으로써 한층 고양된 자기로 돌아오는 운동이 아니라 자기를 망각함으로써 

순전한 출발점, 원점에 서 있는 자기로 돌아오는 운동이다. 위버멘쉬는 죽음으로

써 진보적 역사성을 버리고 원점으로 무한히 되돌아와 새로이 자기를 창조하는 

203) 본 연구의 제Ⅱ장 3절 3.1. 망각: 죽음의 사유에서 죽음의 실천으로(pp. 55-56.)를 참

고하라. 
204)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 차라투스트라는 “무덤의 노래”를 통해 전하고 있으니, 불행한 

자기의식이라는 ‘무덤’에 묻혀있는 ‘그러했다’, 행위된 것, 기존의 자기를 “나의 가장 사

랑하는 죽은 자들”이자 그대들로 지시하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저기, 무덤의 섬이 있

다, 침묵의 섬이. 저곳에는 나의 청춘의 무덤들도 있다. 나는 삶의 상록의 잎으로 만든 

화환을 들고 저쪽으로 가리라. /[...] / 나의 가장 사랑하는 죽은 자들이여, [...] 그대들은 

나와 마찬가지로 충의를 위해서, 그리고 다정한 영원을 위해서 만들어졌다. 그런데 나는 

지금 그대들을 불충한 자라고 부르지 않을 수 없으니, 그대들 거룩한 시선과 순간이여. 

[...] / 정녕 그대들은 너무 일찍 죽었으니, 그대들 도망자들이여. 그러나 그대들이 나에

게서 달아난 것도 아니고 내가 그대들에게서 달아난 것도 아니었다. 우리는 서로 불충

하지만 무구하다.” (Z Ⅱ “Das Grablied”, pp. 138-139.)  
205) MA Ⅰ §629, p. 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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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으로서의 주체이다. 죽음은 무한히 재구성됨으로써 회복되는 자기를 위한 자

유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니체로부터, 죽음에 대한 사유의 한계지점까지 집요하게 

파고 들어가, 바로 그 지점에서 죽음의 사유를 실천으로 전회시키고, 이로써 그 

한계를 넘어서는 지난한 여정을 모두 길어내게 되었다. 이러한 여정 속에서 근대

적 주체는 ‘창조적 주체-되기’라 말할 수 있는 새로운 니체적 주체, 즉 위버멘쉬에 

의해 해체된다. 특히 ‘창조적 주체-되기’의 실천을 규명하는 우리의 작업은 『차라

투스트라』를 주목함으로써 이루어졌는데, 니체는 이 저서를 두고 시대극복이자 

자기극복을 위한 사투와도 같은 자기 사상이 최고로 실천된 저서, 아니 그 자체가 

“최고의 행위(höchste That)”206)라 말한다. 까닭인즉 이 저서 자체가, 앞서 소개했

듯이, 그가 자신의 분신인 차라투스트라를 통해 근대적 주체를 넘어서는 자기-창

조를 실현해 보이는 장이며, 이로써 니체 자신은 철학자로서 오랜 형이상학의 역

사를 종결시키는 지점이 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니체가 가장 주력했던 문제는 

결국 “지금까지 사람들이 긍정(Ja)을 말해왔던 모든 것에 대해 전대미문의 부정

(Nein)을 말하고 부정을 행”하면서 “그럼에도 부정을 말하는 정신의 반대일 수 있

느냐는 것”이다.207) 이러한 물음의 해결, 즉 부정이 곧 긍정(혹은 긍정이 곧 부정)

이기도 한 실천이 바로 창조로써 해체하는 실천인 ‘죽음’인 것이다. 

더 나아가 우리는 이러한 죽음의 실천적 의미에서 우리가 이른바 실증적 죽음

을 바라보는 태도의 변화에 대한 요청도 함께 읽어내 볼 수 있다. 실천적 죽음이 

죽음의 인식 앞에서 맞닥뜨리는 최대의 무게를 떨쳐버리고 떠나는 것이라고 할 

때, 이는 단순히 필멸자(必滅者)로서의 우리의 운명을 잊고 오늘을 즐기며 살자는 

것일 수 없다. 이러한 태도를 견지한 근대의 교양인이나 노동에 심취한 자마저도 

죽음의 공포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자들이라는 차라투스트라의 비판에서 이들의 

삶의 방식이 니체적 죽음의 실천을 통한 삶과 결을 달리함은 이미 살펴보았던 바

다.208) 니체적 죽음은 생성과 소멸로서의 삶에 대한 부정적 가치평가 ─ 원한감정

206) EH Z 6, p. 341.
207) EH Z 6, p. 343.
208) 이와 관련해서 근대 유럽의 교양인과 그들이 향유하는 문화에 대한 니체의 비판은 

『바그너의 경우』(Der fall Wagner)에서 집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근대인의 

‘기계적 활동’이 “노동의 축복”이라는 미명하에 얼마나 강력하게 삶의 고통을 위한 치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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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복수정신에 의한 ─ 를 정화하여(reinigen) 바로 그 삶에 대해 스스로 가치를 

창조할 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결단의 실천이다. 그래서 니체의 ‘버리고 떠나는 죽

음’은 새로운 자기에게, ‘산 자에게 자극과 서약이 될 완전한 죽음’, 생의 끝에 있

을 죽음의 공포와 무력감에서 자유로운 삶을 반복해서 출발시키는 죽음이다. 이렇

게 하여 죽음의 실천을 무한히 반복하며 사는 삶의 무게중심은 역설적이게도 죽

음이 아니라 탄생에, 끝이 아니라 시작에 있게 된다.209) 

제가 아닌 최면제로 이용되고 있는지는 다음을 참고하라. (cf. GM Ⅲ §18, pp. 

400-402.); 다른 곳에서도 니체는 사람들이 “지금까지의 일들은 아무것도 아니거나 극히 

사소한 것이며, 가까운 미래가 전부”라고 말하며 “죽음에 대한 생각을 전혀 하지 않으

려” 하는 근대의 세태를 자조적으로 전한다. 이들이 죽음을 외면하는 것은 삶을 충돌질

하는 니체적 의미의 죽음의 망각이 아님을 니체는 근대인들에 대해 “우울한 행복”을 느

낀다는 반어적 냉소와 함께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FW 278, p. 203.)
209) 이러한 니체의 역설적 죽음관은 한나 아렌트의 “탄생성의 존재”로서의 인간규정을 

선취한 것이라 하겠다. (Arendt, Hannah (1998), The Human Conditio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p. 9.) 아렌트의 이러한 인간규정은 그의 ‘행위이론’의 전제

로서 제시된 것으로, 이로써 그는 하이데거의 “죽음을 향하는 존재”로서의 인간관에 맞

서 있다. (Heidegger, Martin (1979), Sein und Zeit, Tübingen: Niemeyer, p. 252.) 하이데

거에 따르면, 우리는 죽음을 스스로 경험할 수 없지만 타인의 죽음이라는 강렬한 경험

을 통해 죽음에 지배되는 존재이다. 그런 만큼 하이데거는 실존의 가장 본질적인 경험

이 죽음이며, 죽음의 순간에야 비로소 현존재의 본래적 자신이 드러난다고 여긴다. 하여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우리 자신의 존재 양식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다. 죽음의 불안은 그 자체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며, 이로써 실존은 죽음을 향하는 

가운데 자신의 본질, 현상으로 드러나지 않는 본질이 될 가능성을 직면해야 한다는 것

이 하이데거의 주장이다. (Heidegger, Martin (1979), pp. 252-255.) 이에 대해 아렌트는 

인간의 탄생에서 그 진정한 본질을 찾는바, 새로이 오는 자만이 어떤 것을 새로이 시작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며, 그 능력이 바로 탄생에 내재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인간본질에서 아렌트는 행위하는 자가 감수해야 하는 불확실성을 덜어줄 길을 찾는다. 

행위된 것이 행위하는 자의 통제권 밖에 있음을 그 자체로 받아들이면서도 행위할 용기

가 가능한 것은 바로 인간이란 새로이 시작하는 능력을 지닌 존재이기 때문이다. 하여 

현상 자체에 즉해 삶에 의미부여하는 방식으로서의 (정치)행위이론을 구축하고자 하는 

아렌트에게 있어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인간의 ‘사멸성이 아닌 탄생성’인 것이다. 

이와 관련한 하이데거의 죽음 및 인간규정에 대한 아렌트의 비판은 다음을 참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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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여러 곳에 흩어져 언급되는 죽음에 대한 니체의 단상은 서로 충돌하는 것

으로 보이기에 십상인데, 이제 우리는 아무런 모순 없이 그것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한편으로 니체는 물론 죽음 자체를 교양생활이나 노동으로 잊고 살려는 근

대의 세태에 대해 비판적이다. 그러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그는 죽음이 “엄청난 일

이며 일종의 가장 전율할 다리를 건너게 되는” 것 인양 여기는 것은 시간이 다한 

존재의 쇠진이 가져오는 미신적 인상이나 공포에 불과하다고 말한다.210) 그런데 

니체가 이 냉혹한 말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위한 관건은 우리가 

“충만한 삶과 솟아나는 힘을 가지고 있는 동안” 가지는 죽음에 대한 생각과 태도

라는 것이다. 즉 사람들이 죽음에 사로잡혀 이를 엄숙한 태도로 ‘진지하게’ 여기는 

것 ─ 이러한 태도는 사후세계에 대한 종교적, 철학적 가상으로써 삶-죽음을 정당

화하는 유형에 공통된 것이기도 하다 ─ 은 “삶에 대한 생각이 수백 배 더 생각

할 가치가 있도록” 만드는 죽음의 인식이 아니며, 또한 근대의 대중처럼 죽음을 

외면해 버리는 것은 저 죽음의 인식과 동시적으로 작용하는 망각(죽음의 실천)이 

아니다.211) 

(Arendt, Hannah (Kimber, Rita & Robert trans., 1998), “What is Existential 

Philosophy?”, Arendt; Essays in Understanding, New York: Harcourt, Brace & co., pp. 

163-187.) 주지하는바, 하이데거는 문학의 영역에 한정되어 주목받던 니체의 사유를 철

학의 영역으로 이끌어낸 철학적 니체의 초기 연구가이다. 그는 예의 저서 『존재와 시

간』을 위시한 여러 저서에서 니체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표명할 뿐만 아니라 니체 사

상을 체계화하여 『니체』를 출간하기도 한다. 하이데거가 자신의 사상을 위한 토양으

로 니체 사유를 흡수하였음은 분명하다 할 것이며, 아렌트는 그러한 하이데거의 직속 

제자인 동시에 동료학자로서 니체 사유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았다 할 수 있을 것이

다. 그러한 만큼 죽음 및 삶, 인간존재와 관련한 두 철학자의 대립적 이해는 니체적 죽

음에 대한 상이한 입장에서 기인한 것으로 추정해볼 수도 있으리라 보여진다. 물론 어

디까지나 추정에 불과한 것이지만, 여하간에 본 연구에서 고찰한 바의 니체적 죽음은 

역설적으로 죽음이 아니라 삶에 무게중심을 두는 실천이며, 이는 한나 아렌트의 ‘탄생성

의 존재’로서의 인간규정을 예고함으로써 아렌트의 손을 미리 들어주는 것이라 여겨봄 

직하다.
210) MA Ⅱ §88, p. 47.
211) FW 278, p. 203.; 니체는 ‘신의 죽음’에 직면한 근대의 학문이 지니는 (실증적) 죽음

에 대한 태도와 그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선 학문이 영원한 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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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죽음을 실천하는 삶에서 가지게 되는 죽음에 대한 태도는 어떠한 것

일 수 있는가? 위버멘쉬에 있어 생의 끝에 있는 죽음은 실천적 죽음과 마찬가지

로 불확실성의 심연으로 몸을 던지는 것이다. 즉 죽음이라는 심연 너머는 죽는 자

에게는 미지의 영역이다. 다만 지금의 자기가 죽음의 실천으로 새로이 구성되는 

자기를 출발시키듯이, 이러한 창조적 삶에 있어서 삶은 그 끝에 있을 죽음을 그 

너머에서 새로운 삶이 재구성되어 부활하기 위한 것으로 바라보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예술작품이 예술가의 손을 떠나 다른 이들의 창조적 전유를 통해 새로운 

탄생을 거듭하듯이 말이다. 

이는 이중의 의미에서 그러한데, 하나는 니체적 죽음이 가령 롤랑 바르트의 ‘저

자의 죽음’을 선취한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방향에서의 의미이다.212) ‘저자의 죽

음’은 작품이 저자의 통제권 밖에 놓이는 사태인 동시에 그 독자의 자유로운 창조

음(der endgültige Tod)이라는 사상을 다시 탈환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러한 탈환은 

학문이 죽음에 관한 다른 모든 생각과 모든 피안적 삶을 동시에 거부하는 방식으로 이

루어져야 했다. 우리의 관심이 하나 줄어들었다. 죽음 이후는 우리에게 더 이상 관심거

리가 되지 못한다. 이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일이지만, 이것이 그렇게 좋

은 일로서 널리 느껴지기에는 아직 너무 이르다.” 앞서 헤겔과 쇼펜하우어의 죽음관에

서 살펴보았듯이, 이들은 더 이상 기독교에서의 개별적 삶의 영생이나 부활을 말하지 

않는다. 즉 그들은 죽음 이후의 ‘나’의 삶에 대한 약속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 

그것이 정신이든 아니면 의지이든 간에 – 보다 보편적이고 완전한 반열로 회귀하는 계

기로 설명함으로써 지금의 개별적 삶을 정당화하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살펴본 ‘신의 

죽음’이되 그것이 온전히 알려지지도 실현되지도 않은 근대의 상황인 것이다. 그래서 니

체는 ‘나’의 죽음 이후가 관심거리가 아닌 태도를 우선은 환영하면서도, 그것이 환영할 

만한 것이 되기에는 그러한 죽음에 대한 태도가 아직 충분하지 못함을 말하는 것이다. 

(M §72, p.67.) 
212) 롤랑 바르트의 ‘저자의 죽음’에 관련하여서는 틸레의 다음의 글을 참고하였다. 

(Thiele, Leslie Paul (2009), 「The Ontology of Action: Arendt and the Role of 

Narrative」, Theory & Event Vol. 12,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이 논문에서 틸

레는 롤랑 바르트의 ‘저자의 죽음’을 한나 아렌트의 행위이론이 그 개념을 선취하고 있

음을 논하기 위해 언급하고 있다. 본 연구자는 니체의 실천적 죽음이 한나 아렌트의 행

위이론의 전제가 되는 ‘탄생성으로서의 인간본질’을 예비한다는 입장에서 ‘저자의 죽음’ 

또한 그 단초가 한나 아렌트를 거쳐 니체에까지 거슬러 발견될 수 있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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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수용의 원천이 되는 사태이며, 이로써 그 작품의 텍스트가 갖는 의미는 독자 

나름의 독창적 해석에 따라, 혹은 다른 텍스트와의 관계 속에서 새로이 재구성됨

에 따라 드러나게 된다.213) 이와 마찬가지로 죽음의 실천을 통한 삶에서는 매 순

간의 행위된 것은 불확실성의 영역으로 던져진 것이지만 이 우연의 조각은 또다

시 새로운 ‘나’가 재구성되는 원천이다. 여기서 새로운 ‘나’는 기존의 ‘나’에게는 항

상 타자라 할 수 있으니, 이런 견지에서 실천적 죽음은 실증적 죽음과 다른 것이 

아니게 된다. 다른 하나는, 이것이 보다 핵심적인 것으로 여겨지며 또한 전자와 

불가분의 것이지만, 예술작품에 발현되어 있는 예술가의 정조 ─ 우리의 표현으로 

말하자면 죽음의 실천으로써 발하는 그 삶의 정조, 넘치는 힘의 느낌 ─ 가 감상

자의 삶을 위한 자극이자 동력이 된다는 의미이다.214) 

213) 이와 관련한 니체의 입장은 다음의 글에서도 분명하게 표명되는 바이다: “어떤 예술

가를 가능한 한 그의 작품에서 분리하고, 예술가 자체를 그의 작품처럼 진지하게 생각

하지 않는 것이 분명 가장 좋은 자세이다. 예술가는 결국 그의 작품의 선행 조건이나 

모태나 토양에 불과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그 위에서 또 거기에서 작품이 성장하는 비

료나 거름인 것이다. ─ 그러므로 대부분의 경우, 예술가는 그의 작품을 즐기고자 한다

면 잊어버려야만 하는 무엇이다. 어떤 작품의 기원을 통찰하는 것은 정신의 생리학자나 

해부학자와 연관되는 일이지, 결코 미적 인간이나 예술가와 연관되는 일이 아니다!” 

(GM Ⅲ §4, p. 361.)
214) 이렇게 니체적 죽음으로써 창출되는 ‘나’와 ‘타자’와의 관계는 분명 현대의 예술이해

를 선취하고 있다. 본 연구자는 위에서 니체적 죽음이 롤랑 바르트의 ‘저자의 죽음’을 

예비한다고 언급했던바, ‘저자의 죽음’이 지시하는 창작자와 감상자의 관계 및 예술창조

의 의미는 현대예술의 지적 분위기를 니체 사유와의 유사성에 주목하여 묘사하는 뤽 페

리의 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그는 ‘신의 죽음’이라는 니체의 말이 지시하는 “세계의 

무가치성”, 즉 “세계가 없는 상태(Weltlosigkeit)”가 오늘날의 문화 속에서 점차 그 영역

을 넓혀 가고 있으며, 그 경향을 예술의 영역에서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다고 말한

다: “예술의 영역에서 보면 우리는 적어도 니체에 의해 묘사된 관점주의(perspectivisme)

와 묘하게 닮은 어떤 지적 분위기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 더욱 뚜렷해져 가고 있다. 

[...] 예술작품은 보는 이의 관점만큼 많은 여러 개의 ‘관점주의적 작은 세계들’이라고 할 

수 있고, 이 세계들은 이제 더 이상 유일한 세계 자체를 표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창조

자의 생동력의 기조를 표상하는 것이다.” (뤽 페리 (1994), p. 19., 본 연구자의 번역 부

분적 수정 및 강조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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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이중적 의미에서 니체는 삶은 예술이어야 하며, 예술이라고 말한다. 그

러나 니체에게 있어서 예술은 단순히 삶의 견본으로서만 제시된 것이 아니라 삶 

자체라는 확장적 의미를 갖는다. 이로써 우리는 니체의 사상적 성격 전체를 집약

하고 있는 지점에 도달하게 되었다. 니체는 기독교적 도덕 형이상학의 오랜 역사

가 끝을 맺는 자리를 자신의 사상 내에서 마련하고 바로 그 지점에서 예술로서 

자신의 삶이자 철학을 세우는바, 이것 자체가 니체가 스스로 죽음의 실천으로써 

성취한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다. 이를 통해 그의 사상은 전통적 철학을 대체하

는 미학으로서 서구 철학사 내에 위치 짓게 된다. 이제 이러한 니체의 사상적 위

치를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미학으로서의 니체 사상의 전모를 살피는 것이 이어지

는 마지막 장에서의 우리의 과업이 될 것이다. 이러한 과정 끝에 죽음의 실천을 

통해 성취하는 삶이 곧 예의 ‘예술로서의 삶’임을 보다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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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죽음의 실천으로서의 니체 미학

1. 근대미학의 가능성과 그 실현으로서의 니체 사상 

앞서 니체의 대척점에 서 있는 기독교 및 근대적 사유 안에서의 죽음개념을 고

찰하면서 검증한 바이지만, 고대에서 기독교 시대를 거쳐 근대에 이르기까지의 정

신사는 ‘이데아’ 혹은 ‘신’ 개념에 투사된 절대적 실체로서의 자아에 대한 믿음이 

전경에 그 모습을 드러내는 여정이었다. 이는 헤겔이 자신의 시대까지의 역사를 

‘실체가 주체로 되는 여정’으로 파악한 것과 다르지 않다. 다만 헤겔에게 있어 이

는 인간정신이 그 본래적 신성을 되찾아가는 과정 중에 있는 것으로서만 가치를 

갖는 것이라 하겠다. 여하간에 근대의 ‘주관성’을 향한 이러한 정신사적 조류 속에

서 미학이라는 철학의 한 하위 분과가 출현한 것은 필연적 움직임이라 할 수 있

을지 모르겠다. 그것은 바움가르텐에 의해 ‘에스테티카(Aesthetica)’라는 그 학명이 

만들어짐과 더불어 인간의 개별성과 관계하는 능력인 감성이 학적으로 주목받는 

최초의 시도이며, 이로써 인간의 주관성이 그 자율성을 성취할 가능성이 마련되었

던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미학사를 “주관성의 역사”로 제시한 뤽 페리의 입장

은 타당하다 할 것이다.215) 

그 결정적 표지라 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근대미학에서 이루어진 전통적 미 

개념의 주관화에서 짚어낼 수 있다. 전통적으로 ‘아름다움’은 대상의 객관적 속성

을 이르는 말이었다. 이러한 전통적 객관주의적 미론216)은 저 기독교적 형이상학

215) 뤽 페리 (1994), p. 38.; 브리기테 셰어도 “개체성을 인식하려는 모든 시도는 결국 미

학의 탄생을 가능케 한 일련의 노력”으로 보는 보임러의 입장을 참고하면서 “인간의 감

성 및 감정, 취미와 비판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려는 시도”에 도달한 “18세기는 단연코 

‘미학적인’ 시대라 불릴 만하다”고 밝히고 있다. (브리기테 셰어 (박정훈 역, 2015), 『미

와 예술(Einführung in die philosophische Ästhetik)』, 미술문화., p. 102.; 또한 보임러

의 입장은 Alfred Baeumler (1967), Das Irrationalitätsproblem in der Ästhetik und Logik des 

18. Jahrhunderts bis zur Kritik der Urteilskraft, Repr. Nachdr., Darmstadt, p. 1.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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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역사와 정확히 궤를 같이하는바, 그 오랜 기간의 논의들이 타타르키비츠에 의

해 ‘대이론’(The Great Theory)이라는 말로 통칭될 만큼 모종의 보완과 확충만을 

거듭하며 일관되게 고수되어왔다.217) 그 미를 결정짓는 속성은 ‘비례(혹은 조화)와 

명료함’으로 요약될 수 있으며 이는 완전성의 이념의 가시화라 여겨져 왔다. 그러

한 만큼 아름다움을 파악하는 일은 이성의 사안이었으며 쾌의 감정이라는 것은 

이성의 파악에 수반되는 어떤 것에 불과했던 것이다. 

이에 대해 근대미학은 ‘아름다움’을 어떤 대상이 촉발한 주관이 갖는 특수한 쾌

의 감정을 지칭하는 말로 사용하며, 그래서 그것은 이성능력이 아니라 쾌의 감정

이자 감성능력이 주관하는 경험임을 논구한다. 근대미학은 한편으로는 예의 바움

가르텐이 합리주의적 전통에서 소위 ‘감성적 인식’을 학적 논제로 편입시키고, 다

른 한편으로는 영국 경험론자들이 아름다움의 경험을 담당하는 내적 감관인 ‘취미

(taste)’를 발견함으로써 예비되었다. 주관철학적 전환으로서 근대미학이 제 모습을 

온전히 갖춘 것은 칸트에 의해서인데, 그는 양자를 종합하여 “아름다움을 판정하

는 능력”으로서의 “취미(Geschmack)”를218) 이성인식 및 사유에서 독립적인, 나름

의 독자적 원리를 지닌 주관적 기관으로 논구한다. 이로써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더 이상 객관적 속성이 아니라 취미가 주관하는 ‘미적(ästhetisch) 경험’임이 학적

으로 규명되기에 이르게 된 것이다.219) 이렇게 근대미학은 아름다움에 대해 기본

216) 앞서 서론 각주 1)에서 밝힌 바이지만(서론: 왜 ‘죽음’인가, p. 2.), ‘미학’이라는 용어

사용에 대한 본 연구의 입장을 다시 한번 언급하자면 이렇다. 본 연구는 애초에 그 학

명이 세워지게 된 철학적 기획 의도, 즉 주관성의 본질 탐구라는 의미에 한해서 미학이

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하여 본 장에서 근대 이전에 이루어진 아름다움에 대한 철학적 

논의는 ‘고대미학’ 혹은 ‘중세미학’ 대신 ‘객관주의적 미론’이라는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미학과 구분할 것이다. 
217) ‘대이론’에 관련하여 다음을 참고하라. (W. 타타르키비츠 (손효주 역, 2008), 『미학의 

기본 개념사』, 미술문화, pp. 160-164.)
218) 임마누엘 칸트 (백종현 역, 2010), 『판단력 비판』, 아카넷, p. 191 [B3-4]
219) 형용사 ‘미적인(ästhetisch)’은 고대 그리스에서 그 유래를 찾을 수 있다. 그리스인들은 

“사고를 뜻하는 노에시스(νόηϭις)”의 쌍개념으로 “감각적 인상을 뜻하는 아이스테시스(ἀί
ϭθηϭις)”라는 단어를 사용했으며, 후자에 해당하는 중세 라틴어가 ‘sensatio’, ‘sensitivus’, 

혹은 ‘aestheticus’이다. 이를 이어받아 바움가르텐은 아름다움의 인식과 동일시하는 감성

적 인식에 대한 연구를 ‘conitio aesthetic’ 혹은 ‘aesthetica’라 명명했으며, 근대미학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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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는 개별적 사물에 대한 개별적 주관의 특수한 경험으로서 접근하게 됨으로

써 주관의 자율성의 문제에 대한 탐구를 주도하는 학문의 길을 열어놓았음은 분

명해 보인다.

그러나 니체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주관성의 역사’에서 미학이 담당한 

문제의식은 “어떻게 주관성에 근거하여 객관성을, 내재성에 근거하여 초월성을 확

립시킬 수 있는가”였다.220) 달리 말하면, 근대미학의 관건은 새로이 주목받게 된 

감성능력, 보다 구체적으로는 “주관성의 본질”로서의 “취미”를 어떻게 전통적 형

이상학의 체계 아래에 포섭시키는가에 있었던 것이다.221) 급기야는 헤겔에 이르러 

미학이 “감성 영역 속의 한 이념의 표현”으로 이해됨으로써222) 어느 정도 그 자

율적 지위를 획득해 가던 감성 및 취미의 영역은 다시 정신의 사변적 운동을 통

해 지양되어야 하는 것이 되어버린다. 뤽 페리의 말대로 분명 미학의 탄생은 “신

적인 것의 퇴거현상과 절대 떼어놓을 수 없는 것”223)이거니와, 이 지점에서 우리

는 헤겔이 대변하는 시대정신에서 다시 한번 ‘신의 죽음’ 사건이 유예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는 앞서 ‘신의 죽음’ 사건의 완결을 위한 니체의 노력이 형이상학적 사유에

서는 완전성을 향하는, 보다 보편적인 삶을 향하는 계기로서 의미 부여된 죽음을 

개별적 삶에 속하는 것으로 되돌려 놓는 데서, 그러니까 죽음의 사유를 그 실천으

로 전회시키는 데서 이루어졌음을 확인했다. 이러한 니체의 노력은 곧 형이상학의 

역사 속으로 편입되어버린 미학이 애초에 내비쳤던 가능성을 실현하는 것, 즉 개

별적 삶의 자율성을 온전히 성취하기 위한 시도라 말할 수 있다.224) 보다 적극적

서 아름다움을 감성적 혹은 미적 경험으로 규명하기에 이른다. 칸트 또한 『판단력 비

판』에서 아름다움이나 숭고에 관한 취미판단의 술어로서 ‘미적’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 이는 다음의 글을 참고하였다. (W. 타타르키비츠 (2008), pp. 376-379.) 
220) 뤽 페리(방미경 역, 1994), p. 37.
221) 뤽 페리(방미경 역, 1994), p. 28.
222) 뤽 페리(방미경 역, 1994), p. 43.
223) 뤽 페리(방미경 역, 1994), p. 42.
224) 이창환은 18세기 중엽에 출발한 미학사가 철학의 기본 교과들 중 하나로서 위치를 

굳건히 지켜왔으며 급기야 오늘날에는 가령 알랜 메길의 경우 니체의 철학 체계 자체를 

미학주의로 규정하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이창환 (2007), 「독일 근대미학의 전반적 

성격」, 『미학대계 Ⅰ: 미학의 역사』, (김한결, 박낙규 편) 서울대학교 출판부, p. 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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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말하자면, 니체는 형이상학의 역사, 미학이 그 하위 분과로 귀속되어 본연의 

실현이 불가능했던 역사와 단절하고 철학으로부터 독립된, 아니 그것을 대체하는 

학문으로서의 미학을 자기 사유 내에서 시작하고자 하며, 적극적 망각으로서의 죽

음은 이를 위한 결정적 도약인 것이다. 니체에게 있어 온전한 의미의 미학은 개별

적 삶을 그 어떤 보편을 조회함 없이 그 자체로 긍정하는 길을 내어 보이는 학문

이며, 죽음은 오랜 형이상학의 역사에서 이러한 미학을 위한 새로운 공간을 마련

하는 것, 이로써 미학을 통해 모색될 창조적 삶을 출발시키는 전제이다. 

우리는 앞서 죽음의 실천으로써 근대적 주체를 넘어서는 새로운 주체인 권력의

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달리 표현해보자면, 근대적 주체의 죽음은 곧 미적 주체의 

탄생이다. 이 주체가 ‘미적’ 주체일 수 있는 것은 우연, 생성, 변화로서의 삶이 무

구한(unschuldig) 것으로 되돌려졌기 때문이다. 즉 이 새로운 주체에게는 삶에 대

한 기존의 부정적 가치평가가 정화되어(rein) 있다. 이러한 사태를 두고 주판지치

는 “기존의 관행 내부를 폭파해 일종의 진공상태”가 마련되었으며, 이 진공상태가 

바로 창조를 가능하게 하는 장소가 된다고 보고하고 있다.225) 죽음으로써 삶은 그 

창조의 공간이자 주체가 된다. 

이러한 ‘죽음의 실천을 통한 삶’은 어떤 철학적 교설로 정당화되거나 교육되는 

것이 아니다. 니체는 이를 위해 이제 철학자는 “명령하는 자이자 입법자”, 즉 가

치의 창조자이자 예술가가 되어야 한다고 선언한다.226) 지금까지 철학자는 기존의 

가치평가의 사실, 즉 명령적인 것이 되어 오랫동안 ‘진리’라 불렸던 사실들을 논리, 

도덕, 예술의 영역에서 체계화하고 전파하는 의무를 수행하는 자였으니, 이를 위

해 지금까지의 역사와 이를 통해 고착되어 전수된 가치들 모두를 개관하고 숙고

하고 이해하고 다루기 쉽게 하는 그들의 과업은 어렵고도 경탄할 만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과거 전체를 편력하는 일은 미래의 실천이자 창조를 위한 준비작

메길의 글은 Megill, Allan (1987), Prophets of Extremit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p. 

2.를 참고하라) 여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뤽 페리, 그리고 전예완도 메길과 마찬가지로 

니체의 철학 자체를 미학으로 규정하고 있음은 본 연구의 서론에서 이미 밝힌 바 있다. 

(서론: 왜 죽음인가, p. ) 
225) Alenka Zupančič, The Shortest Shadow: Nietzsche’s Philosophy of the Two, The MIT press 

(2003), p. 8.
226) JGB §211, p.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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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일 뿐이다. 이제 철학자의 ‘인식’은 ‘창조’여야만 한다. “그들의 창조는 하나의 

입법”이며, “그들의 진리를 향한 의지는 - 권력에의 의지”, 그러니까 오랜 시간에 

걸쳐 화석화된 ‘진리’를 둘러싼 삶에 대한 가치평가 일체로서의 도덕을 복종하는 

의지가 아니라 삶에 새로이 가치를 부여하는, 새로운 도덕을 창조하고 명령하는 

의지이다.227) 

물론 이러한 니체의 선언은 철학자로서의 자신의 과업을 공표하는 것이기도 하

다. 이러한 과업의 단초를 철학적 미학에서 발견하고, 그래서 철학의 흐름 내에 

진공의 자리를 마련하여 미학적 철학, 아니 미학을 시작하는 니체의 이러한 사상

적 위치를 뤽 페리는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니체는 감성적 세계, 즉 인간 고유의 세계를 유일한 단 하나의 세계의 지

위로 끌어올린다(게다가 그 세계는 무한히 다양한 관점들로 파열된 세계다). 

“진리-세계”(플라톤의 이지적인 것, 기독교의 피안)를 일소함과 함께 니체

는 감성적 세계란 하나의 가상일 뿐이라는 형이상학의 주장도 역시 일소해 

버린다. 이제 진리는 우화가 되어버리므로 철학자는 예술가에게 자리를 내주

어야 한다. 미학이 시작되다(Incipit aesthetica)!228)  

227) 이러한 니체의 주장은 『차라투스트라』의 “자기 극복에 대하여”라는 절에도 다음과 

같이 표명되고 있다: “‘[...] 그리고 인식하는 자여, 그대도 나의 의지의 오솔길이며 발자

국이다. 정녕 나의 권력에의 의지는 그대의 진리에의 의지조차도 발로 삼고 걸어간다. / 

[...] / 오직 삶이 있는 곳, 거기에 의지도 있다. 그러나 삶에의 의지가 아니라 ─ 나는 

그대에게 이렇게 가르친다 ─ 권력에의 의지다! / 살아있는 자에게 삶 자체보다도 그 

외의 많은 것이 더 높이 평가된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를 통해서 말하는 것은 ─ 권력

에의 의지다!’ / [...] /그대들 평가하는 자들이여, 선과 악에 대한 그대들의 평가와 말로

써 그대들은 폭력을 행사한다: 그리고 이것이 그대들의 은폐된 사랑이며 그대들의 영혼

의 광휘, 전율, 범람이다. / 그러나 그대들의 가치로부터 보다 강한 폭력, 새로운 초극

이 자라난다: 이것에 의해 알과 그 껍질이 부서진다. / 그리고 선과 악의 창조자가 되

어야 하는 자는 정녕 우선 파괴자가 되어 여러 가치를 부숴 버려야 한다. / 이렇게 최

고의 악은 최고의 선에 속해 있다: 그런데 최고의 선은 창조적인 선이다.” (Z Ⅱ “Von 

der Selbst-Überwindung”, pp. 144-145.)
228) 뤽 페리(1994), p. 32. [강조표시는 연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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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체가 보기에 바움가르텐에서 시작한 미학은 칸트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뤘으

나 끝내 개별성을 보편성과의 관계 하에서 정당화하려는 그들의 형이상학적 노력 

속에서 그 본연의 기획이 무산될 위기에 처해있는 것이다.229) 뤽 페리의 평가대로 

니체에게서 비로소 온전한 의미의 미학이 시작된다. 그리고 이러한 시작은 바로 

니체의 자기 안에서 실천하는 죽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세워진 니체의 미학은 더 이상 좁은 의미의 예술과 관련한 특정 경험이

라든지 이성능력과 엄격히 분리된 감성능력에 대한 탐구가 아니다. 미학의 중심문

제는 삶이 된다.230) 니체에게는 삶이 예술이요 예술이 삶이다. 본 장은 니체에게

229) 미학사적 시선에서 바움가르텐에 대한 정당한 평가는 아직까지도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한편에서는 바움가르텐을 단순히 미학이라는 학명을 창시

한 자이며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주관의 자율성 문제와 관련한 근대적 학문으로서의 

미학의 발전과는 무관한 형이상학자로 여기는 시선도 상당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창

환은 이러한 저간의 해석 태도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에서 바움가르텐의 저서 『미학』
(Aesthetica)이 기존 사유에서 고집되어 온 “사유와 감성 및 감정 사이의 인식론적 위계”

를 타파할 가능성을 암시함으로써 “근대적 주관성의 부상을 확실히 예고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는 “초기 근대철학의 유일무이한 중심 개념인 이성이 무소불위의 전성기를 

구가하던 바로 그 시대”에 감성적 권리를 불완전하게나마 주창, 탐구한 바움가르텐의 

『미학』에서 분명 그 맹아가 싹트고 있으며, “칸트의 『판단력 비판』(Kritik der 

Urteilskraft)과 더불어 비로소 완전한 제 모습을 갖추었다”고 단언한다. 보다 자세한 내

용은 다음의 글을 참고하라. (이창환 (2007), 「바움가르텐 『미학』의 성립 배경과 영

향」, 『미학』, (김진엽, 하선규 편), pp. 113-156.)
230) 이는 이어지는 논의에서 보다 분명하게 밝혀지거니와, 크리스토프 멘케 또한 니체가 

미적인 것과 관련하여 제기한 문제를 소개하며 니체의 미학은 삶 자체와 관계함을 다음

과 같이 주장한다: “미적인 것의 ‘윤리-정치적 의미’는 어디에 있는가? ‘문제: 우리의 음

악을 위한 문화 찾기’를 위한 해법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의 문화가 어떻게 창조되어야

만 하는지의 문제에 대한 해법, ‘우리 음악에’, 우리의 미학적 실천과 예술이론에 맞는 

해법은 어디에 있는가? 미적 예술에서 발원하는 하나의 문화, 곧 미적 문화는 어떻게 

창조되어야만 하는가? 니체에게 미적인 것을 철학적으로 사유한다는 것은 이런 물음, 

이런 문제를 제기한다는 뜻이다. 왜냐하면 예술을 미적으로 촉진시키고 고찰하는 것이 

예술의 영역에 한정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미적인 것은 오직 예술에만 관계하는 

것일 수도 없으며, 그래서도 안 된다. 미적 실천과 예술이론은 문화, 곧 개별자의 (‘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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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이러한 등식이 어떻게 가능해지는지를 본격적으로 추적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이어지는 절에서는 기존 근대미학에서 주요하게 다뤄지는 개념들인 취

미, 그리고 숭고 및 아름다움의 미적 경험이 니체에게서 어떻게 소화되어 전유되

는지를 살핀다. 그런 후 이러한 미적 경험이 끊임없이 성취되어야 하고 또 성취되

는 현장인 삶, 즉 예술로서의 삶, 그리고 이를 위해 죽음을 실천하는 미적 주체로

서의 예술가를 논해보도록 할 것이다. 

2. 근대미학의 주요쟁점의 니체적 전유

2.1. 몸으로서의 취미

우선 미학에 대한 니체의 규정을 살피는 데서 시작해보자. 미학이란 것은 “응

용 생리학”이다.231) 말인즉슨 니체에게 있어 미적 판단의 근거는 몸(Leib)에서 일

어나는 생리적 반응이라는 것이다. 가령 그는 당대 예술가 바그너의 음악을 비판

하는 자리에서 그 근거로 힘이 쇠진하고 생명력이 저하되는 몸의 느낌을 제시한

다. 이에 반해 그는 자신이 음악에서 바라는 바는 몸 전체가 가벼워지는 것, 즉 

“모든 동물적 기능들이 가볍고 대담하며 거칠 것 없으며 자기 확신적 리듬에 의

해 촉진”되며 “청동 같은 삶, 납 같은 삶이 황금빛 부드러운 기름처럼 매끄러운 

멜로디에 의해 자기의 무게를 잃어버리는” 것이라 주장한다.232) 여기서 기존의 미

학적 연구에서는 다소 생소해 보이는 ‘몸’이 미적 판단의 논거로서 제시되는데, 바

로 이 ‘몸’은 우리가 앞에서 고찰한 권력의지이자 자기이자 미적 주체의 또 다른 

이름이다. 

적’) 삶의 수행과 (‘정치적’) 공동존재의 삶의 수행을 변화시킨다.” (크리스토프 멘케, (김

동규 역, 2013)『미학적 힘: 미학적 인간학의 근본개념』, 그린비, pp. 104-141., 연구자

가 부분적으로 번역어 수정)
231) NW “Wo ich Einwände mache”, p. 416.
232) NW “Wo ich Einwände mache”, p. 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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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깨우친 자, 제대로 인식한 자는 말한다. “나는 전적으로 몸이며 

몸 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영혼은 몸에 속하는 어떤 것을 표현하는 

말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 몸은 하나의 거대한 이성이며, 하나의 의미를 

가진 다양성이고 전쟁이며 평화이고 짐승의 무리이며 목자다. / 나의 형제

여, 그대가 ‘정신’이라고 부르는 그대의 작은 이성도 그대의 몸의 도구이며 

그대의 커다란 이성의 작은 도구이자 장난감이다. / 그대는 ‘나(Ich)’라고 

말하고 이 말을 자랑한다. 그러나 보다 위대한 것은 [...] 그대의 몸이며 그

대의 몸이라는 커다란 이성이다. 이 거대한 이성은 나를 말하지 않고 나를 

행한다. / [...] / 감각과 정신은 도구이며 장난감이다. 감각과 정신의 배후

에는 자기(das Selbst)가 있다. 자기도 감각의 눈으로 찾고 정신의 귀로 듣

는다. / 자기는 항상 듣고 찾는다. 그것은 비교하고 강요하고 정복하고 파괴

한다. 그것은 지배하며 또한 나의 지배자이다. / 그대의 사유와 감정의 배후

에는, 나의 형제여, 강력한 명령자, 알려지지 않은 현인이 있다. 그것이 자

기다. 그것은 그대의 몸속에 살고 있고 그것은 그대의 몸이다.233)   

여기서 제시되는 “하나의 거대한 이성”으로서 ‘몸’이 바로 그 바깥이란 있을 수 

없는, 삶의 근원으로서 전체인 ‘권력의지’이다. 그러니까 권력의지는 매 행위마다 

의식 여부와 무관하게 작동하는 권력의지들이 새로운 위계를 세우는 “하나의 의

미를 지닌 다양성, 전쟁이자 평화, 짐승의 무리이자 목자”로서의 ‘몸’이다. 이러한 

권력의지로부터 구축되는 새로운 주체는 ‘행위하는 나’이니, 이 거대한 이성은 ‘나’

를 의식하지 않고 “나를 행한다.” 권력의지야말로 “나의 지배자”, 의식 저변에서 

작동하는 “강력한 명령자”이니, “감각과 정신의 배후에는 자기”이자 ‘몸’이자 의지

가 있다. 다시 말해, 모든 사유와 감각은 권력의지의 발현이요 ‘몸’의 징후이다.234) 

앞에서 전통적 죽음개념과 그 대척점을 이루는 니체적 죽음을 고찰하면서 이미 

유형화할 수 있게 된 바이지만, 니체에게 있어 행위된 것 일체, 즉 (좁은 의미의) 

예술을 위시한 모든 종교와 철학은 촉진, 상승하는 몸의 발현인가 아니면 저지되

233) Z Ⅰ “Von den Verächtern des Leibes” , p. 35. 
234) 본 단락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앞서 이루어진 ‘권력에의 의지’에 대한 고찰을 참고

하라. (제Ⅱ장 3절 3.2. 권력의지: 죽음을 통한 창조적 주체-되기, pp. 57-64.)



- 101 -

고 하강하는 몸의 발현인가에 따른 두 유형만이 있다.235) 기독교적 도덕 형이상학

의 경우, 그 죽음개념은 죽음-삶의 인식 앞에서 위축되고 저지되는 몸의 반응이라 

할 수 있으며 또한 나약한 의지의 몸을 위한 위안이자 그 병약함을 심화시키는 

것임을 우리는 이미 살펴보았던 것이다. 그래서 몸을 미적 판단의 척도로 삼는 저 

‘응용 생리학’으로서의 미학은 기실 우리에게는 그리 생소한 것이 아니다. 니체에

게 있어서는 ─ 종교적으로, 철학적으로, 정치사회적으로, 예술적으로 해석된 ─ 

삶 자체가 ‘몸’의 발현으로서의 창조물, 예술이 되며, 동시에 이러한 예술의 가치

를 판단하는 기관 또한 ‘몸’이다. 이렇게 하여 니체의 미학적 탐구는 (좁은 의미의) 

예술 등의 특정 영역을 넘어서 삶 전체 영역으로 확장되어 이루어지며, 또한 근대

미학에서 아름다움을 판정하는 인간주관의 특수기관으로 제시되는 ‘취미’를 니체 

미학에서는 ‘몸’이 대체한다. 즉 니체에게서는 몸이 곧 취미이며, 이러한 니체적 

취미는 ─ 이는 앞으로의 논의에서 보다 분명하게 밝혀질 바이지만 ─ 가치 판단

의 기관이라기보다는 가치 창조의 기관이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삶 전체 영역으로 넘어선 니체의 미학에서 ‘아름다움’이 어

떻게 규명되고 있는지를 본격적으로 추적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은 우선 근

대미학에서 다뤄지는 주요 미적 경험들이 니체에게서 어떻게 변용되어 쓰이는지

에 주목하면서 진행될 것이다. 니체에게 있어 근대미학은 데카당스 철학을 넘어서

게 하는 실마리를 제공하는 것임은 이미 밝혔거니와, 니체는 이처럼 자신에게 영

235) 니체는 『즐거운 학문』의 “낭만주의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의 절에서 창조의 양대 

근원을 ‘넘침 대 궁핍’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는 근대화된 기독교-도덕적 사고방식 일체

를 ‘낭만주의’라 규정하고 이를 자신의 사유의 대척점에 세우는바, 전자를 궁핍의 산물

로, 그리고 후자를 넘침의 산물로 규정한다: “예술과 철학은 항상 고통과 고통 겪는 자

를 전제로 한다. 하지만 고통 겪는 자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 그 하나의 삶의 넘침

으로 인해 고통 겪는 자들로, 이들은 디오니소스적 예술과 삶에 대한 비극적 조망과 통

찰을 원한다 ― 다른 하나는 삶의 궁핍으로 인해 고통 겪는 자들로, 그들은 휴식, 고요, 

잠잠한 바다, 예술과 인식을 통한 자신으로부터의 구원을 추구하거나, 도취, 경련, 마취, 

광기를 추구한다. 후자의 이중적 요구에 상응하는 것이 모든 예술과 인식에 있어서의 

낭만주의다.” (FW §370, p. 302.) 니체는 이 절의 내용을 후에 약간의 수정을 거쳐 

『니체 대 바그너』에 “우리 대척자들”이라는 제목으로 수록하였다. (Nietzsche, 

Nietzsche contra Wagner, “Wir Antipode”, p. 423. (이하 N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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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준 선배 철학자들을 『차라투스트라』에서 ‘보다 높은 자’라 부르며 그 가능

성과 한계를 논한다. 그래서 우리는 ‘보다 높은 자들’을 집중적으로, 그러나 상당

히 압축적이고도 비유적으로 언급하는 “숭고한 자들에 대하여(Von den 

Erhabenen)”라는 절에 주목해 보도록 할 것이다. 

이 제목에 비추어볼 때, 차라투스트라는 근대미학의 성과를 ‘숭고’라는 미적

(ästhetisch) 경험과 연관지어 노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주지하는 바이지만, 근

대미학을 대표하는 사상가, 칸트는 『판단력 비판』(Kritik der Urteilskraft)에서 

두 가지 주요 미적 경험으로서 숭고(das Erhabene)와 아름다움(das Schöne)을 각

각 분석, 규명한다.236) 그러나 니체에게 미적 경험은 양자가 따로 체험되는 것이 

아니니, 아름다움은 숭고로부터 촉발되며 숭고는 아름다움으로 완성된다.237) 즉 

236) 칸트에게서 숭고와 아름다움은 엄밀하게 말하자면 미적 경험이라기보다는 미적 ‘판

단’이다. 이는 그가 숭고 및 아름다움이라는 감정을 어떤 대상에 대해 가지는 특수한 

판정의 결과로서 규명하고 또 그 특수한 판정 자체가 그의 논의에서 중요하기 때문이

다. 다시 말하면 칸트에게서 미적인 것은 인식과의 유비 내지 연관을 통해서 규명되는 

것이기에 미적 판단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하다. 그렇지만 결국 미적 경험과 미적 판단

은 별개의 활동 내지 감정과 관련된 것은 아니기에 여기서는 미적 경험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237) 임성훈은 ‘니체 미학에 나타난 숭고의 계기’를 고찰하면서 이 점을 다음과 같이 짚어

내고 있다: “[...] 니체 미학에서 미와 숭고의 관계는 상호 중첩되고 얽혀있기에 하나의 

형식적 특성으로 규정하기 어렵[다]. 니체의 숭고는 이중적으로 작동하는 개념이어서, 디

오니소스적 숭고는 아폴로적인 미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니체의 숭

고 개념을 근대미학에서 논의된 미와 숭고의 범주로만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임성훈 (2009), 「“예술은 긍정한다”: 니체 미학에 나타난 숭고의 계기」, 『미학』, 제

59집, pp. 114-115.) 또한 마이클 하도 니체의 숭고를 고찰하는 글에서 쇼펜하우어, 셀

링, 릴케와 더불어 니체에게서 아름다움과 숭고가 구분되는 미적 경험이 아님을 주장한

다. (cf. Haar, Michel (Birmingham, Peg trans., 1995), “The Joyous Struggle of the 

Sublime and the Musical Essence of Joy”, Research in Phenomenology, Vol. 25., Atlantic 

Highlands., p. 68.) 이렇게 볼 때, 니체 고유의 미적 경험을 그 내포만 분명히 한다면 

숭고나 아름다움 둘 중 어떤 명칭을 사용하든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며, 이는 미

적 경험에 중첩되어 있는 이중성 중 어디에 강조점을 두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아름다움을 숭고의 계기를 품고 있는 확장적 의미의 니체 고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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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체에게 있어 미적 경험은 항상 아름다움으로 귀결되되, 여기에 기존 미학에서의 

숭고가 변용, 흡수되어 있다. 하여 우리가 주목할 저 절은 기존 미학에서의 ‘숭고’ 

개념을 비판하는 것인 동시에 그러한 숭고 경험에 필적하는 근대미학 자체를 비

판하는 것으로 읽어낼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어지는 절에서 근대미학에서 주

요하게 다뤄지는 쟁점인 아름다움과 숭고를 우선 살펴본 후, 이에 대한 니체의 비

판적 계승을 ‘숭고한 자’에 대한 그의 논의에서 규명해보도록 할 것이다. 이를 통

해 니체 고유의 미적 경험인 ‘(숭고이자) 아름다움’을 구체화할 수 있을 것이다. 

2.2. 숭고에서 아름다움으로

2.2.1. 아름다움과 숭고: 근대미학의 핵심개념

우리는 앞서 근대미학에서 아름다움이 대상의 속성이 아니라 미적 경험으로 고

찰되고 있음에 주목하면서, 근대미학이 서구 유럽 정신사의 주관성으로 향한 조류

를 따름과 동시에 주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제 여기서는 이러한 미 

개념의 주관화를 집대성한 칸트의 논의를 중심으로 근대미학에서 말하는 ‘아름다

움’을 조금만 더 들여다보도록 하자. 칸트는 아름다운 것을 판정하는 능력이자 그 

작용 과정이라 할 수 있는 마음의 능력을 ‘취미’라 부르고 있다. 어떤 대상이 우

미적 경험을 지시하는 술어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우선 도덕적 색채가 짙은 기존의 

숭고 개념과 차별화하려는 의도에서 쓰여진 니체의 글에 주목하고 있기 때문이며, 보다 

중요하게는 아름다움이 실천적 죽음, 망각을 주목하는 본 연구의 관심사를 보다 분명하

게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특히 니체의 후기 글에서 분명해지는 바이지만, 아름

다움과 숭고는 서로 분리 불가능한 개념일 뿐만 아니라, 전자의 내포가 확장되어 후자

를 계기로 품는 보다 넓은 개념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물론 초기 글『비극의 탄생』에

서는 이러한 관계가 불분명하며, 오히려 핵심개념인 디오니소스가 숭고와 보다 밀접하

게 연관되어 서술되어 있기도 하다. 초기에서 후기까지의 니체의 미적 경험에 대한 변

화 내지 일관성에 대한 고찰은 간단하게 이루어질 수 없는 작업일 터, 본 연구에서는 

『비극의 탄생』 이후, 특히 니체 사유의 정점으로 일컬어지는 『차라투스트라』 및 

그 이후 글들에 한정하여 숭고 및 아름다움의 문제를 다룰 것이며, 초기와의 연관 관계

는 추후의 과제로 남겨 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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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의 취미를 촉발하여 작동시킬 때 느끼는 쾌감에 근거하여 우리는 그 대상을 아

름답다고 판단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에게 쾌감을 주는 모든 대상이 아름다운 

것이 아님은 분명할 터, 칸트는 취미가 제대로 작동할 때의 그 심적 상태를 ‘무관

심적’이라고 규정한다. 이 무관심적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취미판단은 지성개념에 

따르는 과학적 인식판단이 아닐뿐더러, 경향성 ― 즉 우리의 감각적 쾌락에의 욕

구 – 으로부터도, 또한 도덕법칙으로부터도 자유로운 판단이 되는 것이다. 

이때 칸트에게서 취미는 더 이상 기존 경험론자의 경우에서처럼 구체적으로 특

정되지 않은 채 막연히 아름다움을 감지하는 내적 기관으로 논의되지 않는다. 또

한 그것은 바움가르텐의 경우에서처럼 이성 인식 하위에 있는 저급한 인식으로서

의 감성능력으로 이야기되지도 않는다. 이들 논의에서 더 나아간 칸트의 취미판단

은 지성적 인식활동과 유사하게 지성과 상상력이 유희하며 조화에 도달하는 활동

이되, 그 무관심성으로 인해 그것들이 ‘자유롭게’ 유희하는 활동이다. 이 말인즉슨, 

아름다움이라는 미적 경험은 우리의 사리사욕에서 기인한 것이든 완전성의 실천

적 이성이념을 향한 욕구에서 기인한 것이든 간에 여하한 어떤 목적추구를 의도

하지도 않았음에도 대상에서 합목적성을 저 취미가 판정해 내면서 가지는 쾌의 

감정이라는 것이다. 이 합목적성이라는 것은 자유로운 상태에서 지성과 상상력이, 

이성적인 것과 감성적인 것이 어느 한쪽으로 쏠림 없이 균형과 조화를 생동적으

로 유지하는 느낌으로 감지된다. 이는 이성적인 동시에 감성적인 인간 일반에게 

가능한 상태이며 또한 보편타당한 객관적 인식과 유사한 상태라 할 수 있다. 따라

서 아름다움이라는 미적 경험은 주관적 필연성 및 보편성만큼은 보장된다는 것이 

칸트의 분석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근대미학에서 말하는 아름다움이란 대상을 

무관심적 관조 상태에서 마주했을 때 가지는 인식능력들의 균형과 조화가 주는 

‘평정과 고요’의 쾌감이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쾌의 감정에 근거하여 우리는 대

상을 아름답다고 말하는 것이라 정리해 볼 수 있겠다.

여기서 다시 한번 주목할 점은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미적 경험이며, 이 미적 

경험이라는 것은 우리의 특정한 심적 상태, 즉 무관심적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경

험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근대미학에서 미적 경험을 여타의 경험과 구분시켜 주는 

조건이 그 ‘무관심적 관조’에 있다고 할 때, 이 조화롭고 평온한 쾌감의 ‘아름다움’

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또다른 미적 경험이 별도로 고찰된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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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쾌와 쾌가 역동적으로 공존하는 감정인 ‘숭고’이다. 물론 숭고는 고대의 수사학, 

문체론, 시학 등에서 자주 거론되었던 개념이긴 하다. 그러나 그것은 근대에 이르

기까지 꾸준히 논의되었다기보다는 18세기 미 개념이 주관화되는 과정에서 아름

다움이 미처 포섭할 수 없는 미적 경험에 대한 물음과 더불어 재조명되었던 것이

다. 이 점에 비추어보자면, 숭고는 근대미학이 주도한 저 주관성으로의 전회 속에

서 새로이 주목된 근대적 개념이라 말할 수 있겠다. 

영국 경험론자 사이에서 시작된 숭고에 대한 논의의 자양분이 된 고대의 논문

은 위롱기누스(Pseudo-Longinus)의 「숭고에 관하여」이다.238) 애초에 이 논문이 

담고 있는 숭고론은 이 현실을 초월하여 고양된 차원으로 독자를 인도할 수 있는 

문체의 양식과 관련된 수사학적 고찰이었다. 이것이 영국과 프랑스에서 번역된 한 

세기 후인 18세기에 주목되어 본격적으로 숭고에 대한 미학적 논의가 다양한 관

점에서 이루어졌으며, 그 가운데 에드먼드 버크(Edmund Burke)의 논의가 당대에 

큰 영향력을 끼쳤다.239) 버크에게 있어 숭고는 가령 거친 풍랑의 바다나 깎아지른 

듯한 절벽산 등 공포의 고통을 주는 대상을 우리가 안위를 확보하는 거리에서 관

조할 때 가지는 쾌감이다. 이때 숭고한 것이 단순히 공포스러운 것과 구분되는 지

점은 바로 그 공포가 우리에게 실제적인 해를 미치지 않는 안전한 거리, 즉 무관

심성의 확보에 있다.240) 이로부터 영향을 받은 칸트 또한 숭고를 아름다움과 구분

되는 미적 경험으로 고찰함으로써 주관철학적 전회의 정점에 이르는 또하나의 핵

238) 이 논문의 그리스어 필사본은 16세기에 발견된 후, 17세기에 비로소 브왈로에 의해 

『숭고와 경이에 대한 소론』이라는 제목과 함께 근대언어로 번역되었다고 한다. (cf. 

W. 타타르키비츠 (2008), pp. 212-213) 여기에서는 본 연구자가 참고한 천병희 역의 아

리스토텔레스『시학』에 첨부되어있는 국역본의 제목, “숭고에 관하여”을 사용한다. (cf. 

롱기누스 (천병희 역, 2006), 「숭고에 관하여」, 『시학』, 서울문예, pp. 255-405.) 
239) 버크는 1757년 『숭고와 미에 대한 우리 관념의 기원에 관한 철학적 고찰』(A 

Philosophical Enquiry into the Origin of Our Ideas of the Sublime and Beautiful)에서 

숭고를 아름다움과 함께 가장 주요한 미적 범주로서 다루며, 이는 후일 칸트의 숭고론

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 이에 대해서 칸트 자신도 『판단력 비판』에서 표명하고 있는 

바이다. (cf. 임마누엘 칸트 (2010), pp. 293-295. [B128-130])
240) 본 숭고론에 대한 개괄은 다음의 두 논문을 참고하였다. ((cf. 임성훈 (2009), pp. 

103-104.; Stolnitz, Jerome (1961), “On the Origins of ‘Aesthetic Disinterestedness’", The 

Journal of Aesthetics and Art Criticism, Vol. 20, No. 2, pp. 135-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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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계기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칸트의 숭고론은 이어지는 절에서 보다 자세히 다

룰 것이지만, 이렇게 하여 우리는 근대미학에서 대상에 대해 직접적으로 갖는 쾌

감으로서의 아름다움과 불쾌감으로부터 이행된 쾌감으로서의 숭고를 무관심적 관

조 속에서 이루어지는 주요 미적 경험으로 나란히 다루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었

다.

이제 본 절에서 다뤄진 근대미학의 핵심개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니체가 

이를 어떻게 자신의 미학으로 끌고 들어와 전유하고 있는지를 본격적으로 살펴보

려고 한다.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이지만, 근대미학에서 미적 경험은 무관심성을 

그 핵심조건으로 삼는다. 이것은 미적 경험이라는 것이 삶에서 실제적으로 겪는 

경험 일반에서 물러나 갖는 반성활동을 통한 것임을 분명하게 지시하고 있는바, 

이 경우 아름다움과 더불어, 그것과 구분되는 것으로 고찰될 수밖에 없는 숭고가 

근대미학의 양대 핵심개념으로 주목되고 있다. 반면 니체에게서는 미적 경험이 무

관심적 관조가 아니라 ‘관심적 행위’의 차원에서 다뤄지며, 이 경우 아름다움은 더 

이상 숭고와 분리되어 체험될 수 있는 것이 아니게 된다. 기존 미학에서 아름다움

은 자유로움 속에서 가지는 평온과 고요의 쾌감이며 숭고는 역동적 열정의 쾌감

이라 한다면, 앞서도 잠시 언급했던바, 니체에게서 아름다움은 열정적 숭고로부터 

촉발되며 숭고는 평온한 아름다움으로 발산되는 것이다. 요컨대 니체의 미적 경험

은 관심적으로 행위하는 가운데 숭고로부터 아름다움으로의 이행을 통해 체험하

는 쾌감인 것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추적해 보고자 먼저 우리는 숭고에 대한 니체

의 논의를 살펴보는 데서 이어지는 절을 시작해보도록 하자.

2.2.2. 숭고: 근대적 사유에서 니체적 실천으로

니체는 세상이 ‘목적과 의지의 세계’와 ‘우연의 세계’로 이루어져 있다는 일반적 

믿음을 언급하면서 우연이 불현듯 개입하여 저 목적의 거미줄을 찢어버릴 때 사

람들이 어떤 “숭고한 기분전환(eine erhabene Diversion)”을 경험한다고 쓰고 있

다.241) 기독교적 세계에서는 저 우연의 세계마저도 기실 신이 인간의 지성으로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하게 목적의 그물들을 엮어 놓은 것이라 믿어왔지만, 

241) M §130, p.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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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죽음’을 감지한 근대정신은 ‘우연의 세계가 신에게서만큼은 합목적적으로 운

행된다’는 저 생각을 단념하게 된다. 그러면서 이제 삶에서 우연의 폭력, 가령 엄

청난 자연재해나 치명적 전염병의 급습 등을 겪는 중에, 혹은 그 후에 신으로 향

했던 경외의 감정은 인간 자신에게로 그 방향이 돌려지게 되기 시작한다.

이렇게 외부로 향해져 왔던 숭고함의 감정이 기실 인간 자신에 대한 긍지이자 

자기 존경심임을 학적으로 논구하는 대표적인 경우를 우리는 칸트의 숭고론에서 

찾아볼 수 있다. 물론 칸트가 순수한 미적 경험으로서 주목하는 숭고는 사실 현실

적으로 신변에 위협을 가하는 대상에 의해 겪는 체험이 아니다. 그것은 물리적 안

전이 보장된 상황에서 몰형식적이고 반목적적인, 그야말로 카오스로 다가오는 대

상을 ‘관조’하는 동안 갖는 경험인 것이다. 즉 숭고는 우리의 인식능력이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크기나 극심한 두려움을 주는 위력242)을 갖는 것으로 보이는 대

상을 바라보면서 갖게 되는 불쾌감이 오히려 쾌감으로 역전되면서 갖는 미적 경

험이다. 이러한 감정의 전회는 대상이 촉발한 우리의 인식능력 및 저항능력에 대

한 한계의 자각이, 우리 안에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어떤 위대함이나 힘에 대

한 암묵적 준거”가 없다면 저 한계에 대한 판단도 있을 수 없다는 자각을 이끌기 

때문이다.243) 즉 우리가 숭고를 경험하게 되는 것은 저 대상 자체가 아니라 그것

이 유발한 “마음의 동요”가 우리 자신 안에서 절대적이고 무한한 크기와 힘을 향

하고 있기 때문이다.244) 그래서 이 긴장관계 — 인간능력의 한계라는 부정성과 그 

242) 칸트는 전자의 예로 이집트의 피라미드, 로마의 성 베드로 성당, 혹은 산과 같은 천

연의 자연물 등을, 그리고 후자의 예로 높이 솟은 암석, 번개와 천둥소리를 동반한 먹

구름, 화산, 태풍, 파도치는 대양, 폭포 등을 들고 있다. (임마누엘 칸트 (2010), pp. 

258-259. [B87-B89]; pp. 270-270. [B104])
243) 마르크 지므네즈 (김웅권 역, 2003), 『미학이란 무엇인가』, 동문선, p. 131.
244) 칸트는 숭고가 아름다움과 구분되는 특성으로서 이 “마음의 동요”를 제시한다. “무릇 

아름다운 것에 대한 취미는 평정한 관조 속에 있는 마음을 전제하고 유지하는 반면, 숭

고한 것의 감정은 대상의 판정과 결합되어 있는 마음의 동요를 그 특성으로 지닌다.” 

숭고는 크기에 관련한 수학적 숭고와 위력에 관련한 역학적 숭고로 구분되는데, 이러한 

마음의 동요는 전자의 경우 “상상력에 의해 인식능력”과, 후자의 경우 “욕구능력”과 관

계를 맺으면서 우리의 지성을 뛰어넘는 ‘전체성’이자 무한한 크기, 그리고 우리의 경향

성을 뛰어넘는 무한한 도덕적 힘을 향한다. (임마누엘 칸트 (2010), p. 252. [B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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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복이라는 긍정성 사이의 — 속의 쾌감은 자연 일반의 한계를 넘어서도록 이끄

는 이념이 우리 안에 있음을 예감하는 데서 기인한다. 그러니까 숭고는 우리가 감

각하고 인식하는 대상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초감성적인 것을 그 원천으로 하

며, 따라서 숭고의 쾌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에 대한 경탄이자 존경이다. 

다만 우리는 이러한 자신에 대한 경외를 그때 마주한 대상에 투사하여 그것이 숭

고하다고 판단하는 것이다.245)

주지하다시피, 이러한 숭고는 ‘순수한’ 미적 경험이다. 다시 말해, 칸트에게 있

어 (아름다움을 포함한) 숭고의 미적 경험은 무관심성을 그 조건으로 하는바, 그

것은 그 어떤 도덕법칙이나 우리의 경향성에 휘둘리지 않는 순수한 관조의 상태

에서 가지는 특수한 경험이다. 달리 말하면, 칸트의 미학은 특정한 감회를 주는 

자연경관이나 예술과 관련한 감상경험에 대한 것이다. 반면 니체에게 있어서 이러

한 미적 경험은 우리 삶 자체의 체험으로 확장되어 전유된다. 그러니까 숭고와 아

름다움은 본능, 충동, 욕망, 강제되는 도덕법칙 등이 모두 결부되어있는 살아감 자

체의 경험이다. 앞서 말한 ‘숭고한 기분전환’에 대한 니체의 언급으로 다시 돌아가 

말해보자면, 니체에게 저 숭고는 의지와 목적의 거미줄이 “우리 자신에 의해 찢어

지는 것”임을 인식하는 순간의 쾌감이라 말할 수 있다.246) 즉 삶은 우연적 겪음의 

연속이며 나의 행위는 또 하나의 우연을 보태는 일일 뿐이라는, 내가 지금 행위함

이 ‘의지와 목적의 거미줄’을 찢고 심연으로 몰락하는 것일 뿐이라는, 삶을 그 자

체로 인식하는 순간에 체험되는 것이 숭고의 감정이다.247) 요컨대 니체에게 있어 

245) 이와 관련하여 칸트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그러므로 자연에서의 숭고한 것에 

대한 감정은 우리 자신의 사명에 대한 존경으로서, 우리는 이 존경을 일종의 절취(즉 

존경을 우리의 주관 안에 있는 인간성의 이념에 대한 것 대신에 객관에 대한 것으로 

뒤바꿈)에 의해 자연의 객관에 대해 표명한다.” (임마누엘 칸트 (2010), p. 266. [B97])
246) M §130, p. 120.
247) 임성훈은 니체의 숭고를 “인간 존재의 가장 의문스럽고, 공포스럽고, 끔찍하고 경악

스러운 것 등을 그 자체 그대로 ‘긍정하는’ 비극적-디오니소스적 인식의 상태”라 쓰고 

있다. (임성훈 (2009), p. 106.) 여기서 ‘비극적-디오니소스적 인식’은 바로 저 삶의 이중

긍정에서의 첫 번째 계기, 즉 인식의 차원에서의 일차긍정을 지시하는 말이다. 이는 초

기 『비극의 탄생』에서는 그리스 비극에서 간접적으로 체험하는 삶의 계기로 보여졌

다면 그 이후에는 특히 영원회귀사유를 통해 삶 그 자체의 계기임이 분명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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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고는 개별적 삶이 스스로의 한계에 즉해 그 한계 자체가 자기 자신에서 기인하

는 것임을 아는 데서 오는 자기에 대한 긍지이자 존경이되, 칸트와 달리 단순히 

관조가 아니라 행위함에 결부된 경험이다. 

이렇게 미적 경험을 행위의 차원이 것으로 다루는 니체의 숭고 ─ 이어지는 

절에서 보다 상세히 다룰 예정이지만, 보다 정확히 말하면 아름다움의 계기로서의 

숭고 ─ 는 관조의 경험인 근대미학적 숭고와 결을 달리하게 된다. 이를 보다 분

명히 하기 위해 이제 숭고한 자들에 대한 차라투스트라의 언급을 본격적으로 들

여다보고자 한다. 여기서 니체는 칸트를 위시한, ‘신의 죽음’의 실현 가능성을 내

비친 근대정신을 관조 속에서 ‘숭고한 자들’, 보다 정확히는 ‘숭고에 머무는 자들’

이라 칭한다. 이때 니체가 ‘숭고한 자들’이라는 명칭으로 지시하는 바는, 그들이 

‘신의 죽음’을, 그래서 삶의 본상을 감지하였으나, 그것이 주는 중압감을 결국 끊

어내지 못하고 “몰래 신의 무덤으로 기어들어가”248) 버린 자들이라는 것이다. 

아직도 그는 웃음과 아름다움을 배우지 못했다. 이 사냥꾼은 인식의 숲에

서 어두운 얼굴로 돌아온 것이다. / [...] 그의 엄숙함에는 아직도 한 마리

의 야수가 내다보고 있다. 한 마리의 초극되지 않은 야수가! / [...] / 그의 

얼굴은 아직도 어둡다. 그의 손의 그림자가 얼굴 위에서 춤추고 있다. 그의 

눈은 아직도 그늘져 있다. / 그의 행위 자체가 아직은 그를 가리는 그림자

다. 손이 행위하는 자를 어둡게 만든다. 아직도 그는 그의 행위를 초극하지 

못했다. / [...] / 그는 그의 영웅적 의지도 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바라

건대 단지 숭고한 자에 그치지 않을 그는 고양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하늘의 영기 자체가 그를, 의지 없는 자를 고양시켜 주기를! / 그는 괴수를 

정복하고 수수께끼를 풀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자신의 괴수와 수수께끼도 

구제하고 이 괴수와 수수께끼를 그는 하늘의 어린애로 변화시켜야 한다. / 

아직 그의 인식은 질투 없이 웃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 아직 그의 흘러넘치

는 열정은 아름다움 속에서 고요해지지 않았다! / [...] / 그런데 영웅에게

는 아름다움이 무엇보다도 가장 어려운 것이다.249) 

248) Z Ⅰ “Von den Hinterweltlern ”, p. 33.
249) Z Ⅱ “Von den Erhabenen”, pp. 146-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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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적 경험이라는 것은 ‘미적(혹은 미감적)’이라는 말이 지시하는 바 그대로 주

관적이고 개별적인 것이지만, 칸트는 숭고한 쾌감의 원천을 이성이념에서 찾음으

로써 이 쾌감에 대해 ‘주관적 보편성’을 적어도 요청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말인

즉슨 칸트는 주관적 능력이 그 한계에 봉착하여 좌절감이나 두려움이 느껴지는 

상황에서도 끊임없이 그 한계를 넘어서려고 역동하는 데서 그것이 지향하고 있는 

궁극목적, 무한하고 완전한 이념을 주관 안에서 예감한다. 이렇게 인간에 내재한

다고 여겨지는 이성이념을 근거로 우리는 숭고와 관련해서 객관적 보편성, 즉 숭

고한 대상에 대해 보편성을 주장하지는 못할지라도, 종적 인간에게 주관적으로 숭

고를 경험할 가능성이 보편적으로 잠재해 있음을 말할 수는, 그러니까 주관적 보

편성을 요구주장할 수는 있다는 것이다. 

니체가 보기에도 인간정신이 자신의 한계를 넘어 스스로를 확장하려는 운동은 

인간의 기질적인 어떤 것이다. 그러나 니체는 이러한 정신적 운동이 엄숙한 이성

이념의 인도를 받고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 그에게 있어 저 정신적 역동 속에서 

가지는 인간의 자기에 대한 긍지는 스스로를 보존하고 증대하려는 본능에서 기인

한 “종적 허영심(Gattungs-Eitelkeit)”의 발로이다.250) 다시 말해 숭고는 인간이 자

신의 목적과 의지 사이의 필연적 관계라는 것이 허상임을 인식할 때 겪는 고통에 

대해 “그 고통을 통해 그 어떤 세계보다 ‘더욱 깊은 진리의 세계’가 있음을 말할 

수 있게 되었다”고 느끼는 지극히 독특한 자기 ‘위로’라는 것이다.251) 인간은 그 

250) GD “Streifzüge eines Unzeitgemässen” §19, p. 117.; 또한 니체는 『아침놀』에서도 

의지와 목적 세계에 대한 일반적 믿음, 달리 말하면 우리의 행위의 결과가 우리의 의도 

바깥의 것임을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강한 허영심 때문임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연의 주사위 통을 흔드는 필연성의 저 철로 된 손이 무한한 시간에 걸쳐 주사위 놀

이를 한다. 이때 주사위는 그 패가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합목적적이고 합리적으로 보

이게끔 던져질 것임에 틀림없다. 아마 우리 의지작용, 우리 목적은 바로 이러한 주사위 

던지기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너무 제한되어 있고 너무 허영심이 강하

기 때문에 우리의 극도의 제한성, 즉 우리 자신이 필연성의 철로 된 손으로 주사위 통

을 흔들고, 우리의 가장 의도적인 행위를 통해 필연성 놀이를 하고 있는 존재에 불과하

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없다.” 본문에서 논의하고 있는바, 자신의 한계에 직면하여, 그

럼에도 그것을 넘어서고자 하는 인간의 허영심이 ‘보다 깊은 진리의 세계’를 상정하는 

데로 표출되는 것은 또다시 삶의 인식을 왜곡하고 가리우는 것이다. (M §130, p.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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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질상 “오히려 고통 겪기를, (이로써 저 ‘보다 깊은 진리의 세계’에 가까이 다가

가게 되었다는 의식을 통해) 자신이 현실을 넘어서 숭고하다고 느끼기를 의지한

다.” 그래서 니체에게 있어 숭고한 정신의 확장운동을 인도한다고 여겨지는 인간 

안의 저 초감성적 세계는 오히려 인간의 허영심이 만들어낸 “상상된 세계”일 뿐

이다.252) 

니체는 숭고한 자에 머무는 것은 삶의 고통에 대한 자기 위로에 그치는 것에 

불과하다 말하며, 이 숭고함 자체가 오히려 그 삶의 고통을 현실적으로 해소하는 

데에 모종의 ‘제동기(Der Hemmschuh)’가 될 수도 있음에 주의를 기울인다.253) 우

리는 이미 제Ⅱ장에서 기독교적 형이상학적 사유의 목적지향성에 대한 니체의 비

판을 충분히 살펴보았던바, 그것은 개별성, 차이, 그리고 우연성의 감성적인 것 자

체에 대한 부정적 가치평가를 전제해야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차라투스트라는 숭

고한 자의 목적 지향적 행위, 궁극목적을 가리키는 ‘그의 손’이 그의 눈에 ‘그림자’

를 드리우고 있다고 말한다. 즉 숭고한 자는 자신을 무한하고 완전한 상상적 세계

에 결부시켜 쾌감을 느끼면서, 이로써 자신의 현실을 경멸하는 눈으로 바라본다. 

하여 숭고한 자에게는 삶 자체에 내려진 부정적 가치평가, 즉 ‘도덕’에 대한 “새로

운 이해에 저항하는 것이 긍지”가 되며 숭고함을 경험하는 것이 “이러한 긍지를 

충족하는 습관적 방식”이기도 한 것이다.254) 숭고한 자의 자기긍정은 아직 삶 자

체를 부정하는 도덕적 자기라는 ‘한 마리의 초극되지 않은 야수’와의 긴장관계에

서 갖는 변증법적 사유가 주는 위안일 뿐이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니체에게 있어서 숭고는 ‘신이 없는 삶’을 인식하는 순간

의 감정이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에서 행위로 이르기까지 그 심연을 넘어서는 일

은 심리적으로는 굉장히 멀고 험난한 순간의 문제이며, 이는 저 삶의 인식이 주는 

허무감과 공포가 삶에 내리는 부정적 가치평결을 끝내 떨쳐내기 어렵게 하기 때

문임도 이미 충분히 살펴보았던 바다. 그래서 니체의 생리학적 미학의 측면에서 

말하자면, ‘숭고한 자’인 칸트의 미학적 노력은 삶의 본상을 감당하지 못하여 위축

되고 저지된 몸의 반응이며, 동시에 그러한 몸의 나약함을 방치, 심화시키는 위안

251) M §32, p. 37.
252) M §33, p. 38.
253) M §32, p. 37.
254) M §32, p. 37.



- 112 -

이라 말할 수 있다. 인간주관의 자율성을 확립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미적 경험

의 내재적 원리를 탐구한 칸트는 (아름다움과 함께 숭고의) 미적 경험을 결국은 

주관에 내재한 ‘보편성’을 규명함으로써 정당화하는 길을 모색했다는 점이 바로 

저 개별성을 그 자체로 긍정해낼 수 없는 궁핍한 몸의 징후인 것이다.

니체에게 있어 미적 경험은 그 자체로 온전히 그 자율성을 가질 수 있고 또 

갖는 것이어야 하는바, 그것은 ‘숭고한 자’가 그 삶-죽음의 인식 앞에서, 그 인식

에도 불구하고 상승하여 넘치는 몸의 느낌으로부터 행위함으로써 성취하는 것이

다. 행위하는 순간에 ‘숭고한 자’는 완전성을 추구하는 것을 넘어서 완전성으로부

터 출발해야 했던 것이며, 이로써 이 순간의 경험은 더 이상 정당화가 필요치 않

은 것이 되었어야 했다. 그래서 차라투스트라는 숭고한 자가 자기 자신의 한계의 

인식 앞에서, 그럼에도 스스로를 넘어서고자 하는 “그의 영웅적 의지”마저 “망각”

해야 하며, 이로써 “단지 숭고한 자(ein Erhabener)에 그치지 않을 그는 고양된 자

(ein Gehobener)가 되어야 하는 것”이라 말하는 것이다.255) 즉 숭고한 자는 자기 

내적으로 — 칸트의 용어로 말하자면, 감성계와 초감성계로 — 이원화되어 형성된 

긴장관계를 해소해야 하며, 그것은 곧 행위로써, 그러한 가운데서 발휘되는 적극

적 ‘망각’으로써 도달하게 되는 영원성이자 완전성의 순간체험인 것이다. 이렇게 

하여 인식한 자이자 숭고한 자가 도달하는 상태, 삶-죽음을 그 자체로 긍정하는 

순간의 체험, 즉 행위하는 자의 쾌감을 차라투스트라는 ‘아름다움’이라 말한다. 이

제 우리는 아름다움에 대한 문제로 옮겨가 미적 경험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 보도

록 하겠다. 

2.2.3. 아름다움: 니체적 숭고의 발현

255) 독일어에서 형용사 ‘erhaben’과 ‘gehoben’은 모두 ‘고상한’, ‘숭고한’, ‘높은’의 뜻을 갖

지만, 후자는 ‘올리다’라는 뜻의 동사 ‘heben’의 과거분사형(수동형)이 형용사로 쓰이는 

경우로 ‘ein Erhabener’와 대비하여 ‘ein Gehobenener’는 수동의 의미가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즉 전자는 ‘올라간 자’라고 한다면, 후자는 ‘올려진 자’인 것이다. 이로써 니체가 

의미하는 바는 스스로를 한층 높은 자로 끌어올린 ‘주체’를, 보다 구체적으로는 주체가 

지향하는 이념을 망각하여 그 높이에서 자기를 ‘올려진 자’로서 향유하는 자, 애초에 정

점에서 출발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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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앞 절의 내용을 간략히 환기하는 데서 논의를 시작해보자. 니체에게 있어 

숭고 ─ 보다 정확히는, 아름다움의 계기로서의 숭고 ─ 는 삶-죽음 그 자체의 

인식이 주는 무력감이자 불쾌감이 쾌감으로 역전되는, 역동적 열정으로 느껴지는 

미적 경험이라 할 때, 이러한 역전은 그 불쾌감의 근원이 그러한 인식으로 몰아간 

행위에, ‘행위하는 나’이자 ‘권력의지로서의 나’에 있음을 느끼는 데서 일어난다. 

반면 칸트는 무관심적 관조를 통한 역동적 미적 경험인 숭고를 말하면서, 이러한 

쾌감으로의 전회의 원천을 주관에 내재하는 초감성적 세계에서 찾는다. 이러한 칸

트적 숭고분석에 대해, 니체는 한층 더 들어가 칸트적 숭고의 ‘진짜’ 원천을 스스

로의 한계에 대한 인식 앞에서 위축된 권력의지, 즉 궁핍한 몸이라 말한다. 그러

니까 자신의 한계에 직면하여 갖게 되는 불쾌감을 스스로 해소하지 못하는 자가, 

그럼에도 스스로를 넘어서고자 하는 인간의 기질적 허영심에서 저 초감성적 세계

를 상상해낸 것이다. 그래서 숭고의 경험 속에서 팽팽하게 고조되는 감성적인 것

과 초감성적인 것 사이의 저 긴장관계는 기실 의식의 차원에서 분열되어 드러나

는 복종하는 의지와 명령하는 의지 사이의 것이라 말할 수 있다.256) 따라서 니체

에게 있어서 숭고라는 쾌감은 궁극적으로, 행위하는 순간 자기의식을 망각함으로

써 드러나는 하나의 권력의지이자 몸의 완전성의 느낌으로 이어질 때에만 가능해

256) 명령하는 의지와 복종하는 의지 사이의 긴장 및 해소에 관련하여서는 본 연구의 제

Ⅱ장 3절 3.2. 권력의지: 죽음실천을 통한 창조적 주체-되기(특히 pp. 50-52.)를 참고하

라. 또한 니체가 이러한 의지의 이원성을 신적인 것 내지 이념에 근거하여 해소하려는 

것 자체를 의식 저변의 권력의지의 작용으로 보고 있음은 다음의 한나 아렌트의 언급에

서도 확인할 수 있다: “우리는 니체가 의지의 이원성을 치료하는 힘으로 신적인 은총을 

믿고 있다고 여기지는 않을 것이다. [...] 그가 [의지 간의] 투쟁의 의식에서 ‘자아(I)’의 

모종의 술책, 즉 그것이 스스로를 명령하는 부분과 일치시킴으로써 충돌을 피할 수 있

게 하고 또 그 자체로는 강제되고 있는 정념, 그래서 항상 저항하는 지점에 있다고 느

끼는 정념을 마비시킴으로써 불쾌한 것을 간과하게 만드는 술책을 탐지했다.” 그것이 

주체가 불쾌와 쾌감 사이의 동요 중에 내적 이념에 근거하여 자기에 대한 긍지를 느끼

는 방식인바, 근대미학적 숭고는 분명 “환영으로서의 이러한 우월감”이며 거기에 머무

르게 된다면 그것이 아무리 “건강한 환영일지라도” 니체는 비판적이게 되는 것이다. 

(Arendt, Hannah (1998), “Nietzsche’s Repudiation of the Will”, Nietzsche: Critical 

Assessments Ⅱ, Routledge p.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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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다. 삶을 그 자체로 인식함으로써 고조된 긴장감이, 삶의 인식에도 불구하고 삶

을 행함으로써 해소되는 쾌감을 가리키는 말이 바로 ‘아름다움’인 것이다. 그러나 

아직 아름다움에 이르지 못한, 달리 말하면 삶의 인식이 주는 최대의 무게를 떨쳐

내지 못하여 행위로 넘어서지 못한, 숭고에 머무는 자들에게 차라투스트라는 이렇

게 말한다. 

아직 그의 인식은 질투 없이 웃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 아직 그의 흘러넘

치는 열정은 아름다움 속에서 고요해지지 않았다! / 정녕 그의 동경은 포만

감이 아니라 아름다움 속에서 침묵하고 침잠하기를! / [...] / 그러나 영웅

에게는 아름다움이 무엇보다 가장 어려운 것이다. 아름다움은 격렬한 의지로

는 획득할 수 없다. / [...] / 근육을 느슨하게 하고 의지의 마구를 풀고 서 

있는 것, 이것이 그대들 모두에게 가장 어려운 일이니, 그대 숭고한 자들이

여! / 권력이 관대해지고 가시적인 것으로 하강해 올 때 나는 이러한 하강

을 아름다움이라 부른다. / 그리고 나는 그 어떤 누구도 아닌 그대에게 바

로 아름다움을 요구하니, 그대 폭군이여: 그대의 선은 그대의 마지막 자기정

복이기를.257)

이는 분명 우리가 앞서 고찰한 칸트의 아름다움에 대한 논의를 떠올리게 하는 

구절이다. 칸트에게 있어 아름다움은 우리가 어떤 대상을 무관심적으로 관조할 때 

도달하게 되는 ‘고요와 평온’의 쾌감이다. 그것은 어떠한 관심, 즉 욕구나 어떤 

“격렬한 의지”로써 추구하는 목적이 충족되었을 때 가지는 “포만감”일 수 없다. 

즉 그것은 무관심적 상태에서, 그러니까 그 어떤 목적을 추구함 없이 자유롭게 도

달하는 합목적성의 쾌감인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니체는 분명 칸트의 취미론을 적

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니체는 바로 그 아름다움의 체험이 숭고한 자의 “마지막 자기정복”이기

를 요청한다는 데서 그것이 칸트의 것과 결을 달리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니체에

게 있어 숭고는 인간의 허영심의 발로인바, 숭고한 자는 자신의 한계 너머의 것에 

“질투”를 보내는 자이며, 이로써 자신의 현실을 경멸하면서 아직 삶 자체를 긍정

하는 법을, 그러니까 “웃는 법”을 알지 못한 자이다. 그렇지만 니체가 말하는 아

257) Z Ⅱ “Von den Erhabenen”, pp. 147-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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름다움은 분명 “그 어떤 누구도 아닌” 숭고한 자가 “질투 없이 웃는 법”을 배움

으로써 스스로를 정복할 때 갖는 것이라고 말하는 지점에서 우리는 미리 예고한 

대로 니체적 아름다움이 숭고와 분리되어 가지는 체험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 지점이 보다 분명하게 드러나는 니체의 다음의 글을 좀더 들여다보자.

 아름다움이라는 우리의 느낌보다 더 제약받는, 말하자면 더 제한되는 것

은 없다. 인간이 아름다움을 인간 자신에 대해 느끼는 쾌감에서 분리시켜 

생각해보려는 자는 즉시 자기 발밑의 토대와 지반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아름다움 그 자체’는 단지 말에 불과하며 개념도 되지 못한다. 아름다움 안

에서 인간은 자기 자신을 완전성에 대한 척도로 설정해놓으며; 특별한 경우 

자신을 숭배하기도 한다. 인간이라는 종은 이런 식으로만 자기 자신을 긍정

할 수 있다. 이 종의 가장 심층적인 본능인 자기보존과 자기증대본능은 그

런 숭고함 안에서 빛을 발한다. 인간은 세계 자체가 아름다움으로 가득 차 

있다고 믿는다 – 그는 자기가 원인이라는 점을 망각해버린다. 인간이 홀로 

세계에 아름다움을 선물했던 것이니, 아아! 아주 인간적인—너무나 인간적인 

아름다움을... 근본적으로 인간은 사물에 자기 자신만을 비추어보며, 그에게 

자신의 모습을 되비추어주는 것 전부를 아름답다고 여긴다: ‘아름답다’는 판

단은 인간의 종적 허영심(Gattungs-Eitelkeit)인 것이다. [...] 인간은 세계

를 인간화시킨 것이고: 이것이 전부이다. 그런데 인간이 바로 아름다움의 원

형(Modell)을 제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장해주는 것은 아무것도, 전혀 아

무것도 없다.258)

여기서 니체는 ‘아름다움’은 인간이 “인간 자신에 대해 느끼는 쾌감”, 즉 숭고

에서 분리시킬 수 없다고 말한다. 니체가 보기에 분명 그것은 아름다움의 체험을 

위한 “토대이자 지반”인 것이다. 다시 말해 아름다움은 숭고의 체험 속에서 가지

는 자기존경심이자 긍지가 발산되었을 때 가지는 체험이다. 니체에게 있어 숭고는 

인간이 자신의 한계에 직면해서도 그 너머를 욕구하는 의지로 인해 현실과 이상

으로 분열된 자기 자신에 대한 느낌, 불쾌와 쾌가 공존하여 역동하는 스스로에 대

한 체험이다. 이렇게 인간이라는 종의 “가장 심층적인 본능인 자기보존과 자기증

258) GD “Streifzüge eines Unzeitgemässen” §19, p.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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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본능”에서 기인한 “종적 허영심”은 “숭고함 안에서 빛을 발한다.” 그러한 가운

데 이 모든 겪음의 근원에 권력의지이자 몸으로서의 자기 자신이 있음을 느끼는 

쾌감, 즉 자기존경이 세계에 투사됨으로써 인간은 “세계 자체가 아름다움으로 가

득 차 있다”고 믿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세계에의 자긍심의 투사, 즉 칸트의 경우 숭고의 경험이라 규

정되었던 것이 어떻게 니체에게서는 ‘아름다움’으로의 이행으로 설명될 수 있는가? 

그것은 칸트의 미적 경험은 관조 ― 속에서의 반성 ― 를 통한 것인데 반해, 니

체의 그것은 행위로써 체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니체는 세계에서 아름다

움을 느끼는 자는 “자기가 원인이라는 점을 망각해버린다”고 말한다. 행위의 순간

은 의식의 수면 아래에서 약동하는 ‘몸’으로 하강하는 순간이며, 피아(彼我)의 구분 

― 나와 세계 사이의 구분뿐만 아니라 감성의 세계와 이념의 세계, 그리고 복종

하는 나와 명령하는 나 사이의 구분까지도 ― 을 모르는 완전성의 지평에서 스스

로를 지금의 행위로 몰아가는 몸의 넘쳐흐름만을 느끼는 순간이다. 행위함으로써 

숭고 속에서 고조된 긴장이 해소되어 “이완된 근육으로 의지의 마구를 풀고 서 

있는” 쾌감, ‘평온과 고요’의 쾌감이 바로 ‘아름다움’이다. 그러하기에 니체는 아름

다움도 “인간의 종적 허영심”의 발현이라 말하는 것이니, 다만 아름다움의 체험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자각할 수 없을 뿐이다. 

그런데 이러한 미적 경험이 기질적인 것이라 하여 우리가 인간 안의 그 어떤 

것으로 그 보편성을 보장할 수는 없는 것이며, 또한 보장할 필요도 없다. 칸트는 

무관심적 관조 속에서 반성작용을 하는 인식능력들이 모종의 조화를 이루는 상태

가 인간 일반에 공통적으로 잠재되어 있을 것임을 기대하며 아름다움의 주관적 

보편성 및 필연성을 입증하고자 했다.259) 이에 반해 니체는 아름다움이 인간의 종

적인 것에서 기인한 것이고 더욱이 인간 자신의 투사라 하여도 “인간이 아름다움

의 원형을 제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장해주는 것은 아무것도, 결코 아무것도 없

다”고 주장한다. 까닭인즉 니체의 미적 경험은 개별적 결단에, 삶의 인식으로부터 

259) 이와 관련하여 니체는 칸트가 전통적으로 객관적 인식에 그 영예를 부여했던 그 특

성, 즉 “비개인성과 보편타당성”을 “미의 술어 가운데서 찾아내어 우대하고 전경에 세

우는 것”을 미적 경험을 정당화하는 것이라 여겼음을 비판적으로 언급한다. (GM Ⅲ 
§6, p. 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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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삶의 인식에도 불구하고 삶을 행하느냐에 달린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숭고에서 아름다움으로 이르는 미적 경험’은 전적으로 개별적 체험이며, 적극적 

망각 속에서 가지는 완전성의 체험이다. 즉 아름다움은 그 자체 충만함 속에서 아

무런 정당화가 필요 없는, ‘지금 그리고 여기에서 행위하는 자’의 쾌감이다. 니체

에게는 이러한 아름다움의 체험만이 인간이 “자기 자신을 긍정할 수 있는”, 달리 

말하면 삶 자체를 긍정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이다. 

2.3. 죽음체험으로서의 미적 경험

고전적 미론에서는 아름다움은 객관의 속성으로서 완전성을 인식하는 것이나 

그 통로였다고 한다면, 근대미학에서 아름다움은 ‘미적 경험’을 이르는 말로 주관

화되었고 또한 완전성은 그것과 무관하게 작동하는 주관적 인식능력들의 유희를 

통해서이지만 그 미적 경험 안에서 적어도 예감할 수 있는 것 내지 상징화될 수 

있는 어떤 것이 된다. 그리고 니체의 미학에서 미적 경험은 반성적 관조의 차원이 

아니라 행위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되며, 완전성은 행위로써 삶 자체에서 

실현되는 것, 그 자체 미적 경험이 되기에 이른다. 이렇게 니체에게서 전통적으로 

이루어진 아름다움에 대한 통찰은 무작정 폐기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그

것이 오류인지 참인지가 니체의 주된 관심사라 할 수도 없다. 그것에 대한 니체의 

평가는 ‘니체적 취미, 즉 몸을 위축시키고 저지하는가 아니면 촉진하고 상승시키

는가’에 달려 있다.260) 니체를 따라 이러한 몸-취미에 즉해 판정해보자면, 고대에

서 근대에 이르기까지 아름다움과 관련한 사유는 병든 몸의 징후이다.261) 재차 말

260) 이러한 ‘몸으로서의 취미’에 대한 니체의 규정에서도 다시 한번 확인하는바, 니체에게 

취미는 그 보편타당성을 입증해야 할 무엇이 아니다. 그것은 전체이자 하나로서의 몸의 

징후이자 반응의 문제로서 그것을 정당화하기 위해 기대야 할 보편적 지평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닌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차라투스트라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리고 벗들이

여, 그대들은 취미나 기호를 두고 다퉈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가? 그러나 모든 삶은 취

미와 기호를 둘러싼 싸움이다. / 취미: 그것은 저울추이고 저울판이며 저울질하는 자이

다; 비통하도다. 저울추와 저울판과 저울-자를 둘러싼 싸움 없이 살고자 하는 모든 살아

있는 자들이여!” (Z Ⅱ “Von der Erlösung”, p.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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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근대미학은 물론 건강한 몸을 회복할 가능성을 보여주기는 했지만 말이다. 

니체에게 있어서 아름다움은 그 자체 넘쳐흐르는 몸의 느낌인바, 그래서 니체의 

미학적 실천은 기존의 아름다움을 창조적으로 전유하는 가운데 그 개념이 누설하

고 있는 몸의 하강하는 정조를 상승하는 정조로 전회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니체 이전까지의 아름다움에 대한 통찰에는 개별적이고 우연적인 삶에 대한 부

정적 가치평가가 그 시작점에 있다. 이것이 곧 삶의 본상 앞에서 위축, 저지된 몸

의 상태임은 앞서도 짚어본 바이다. 이는 고전적 미 개념에서는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나는 바이거니와, 여기에서는 근대미학이 다소 은밀하게 품고 있는 그 징후를 

캐내어 보자면 이렇다. 우리는 우선 큰 틀에서, 근대미학이 개별적이고 주관적인 

경험 안에서 그것이 담지한 보편성의 가능성을 추적해 들어간다는 점, 또는 미적 

경험이 결국 도덕과의 연관성 속에서, 가령 그것이 도덕성의 상징(아름다움의 경

우)이거나262) 도덕적 이념을 주관 안에서 예감하는 것(숭고의 경우)으로서 그 가

261) 그래서 이들 아름다움에 대한 사유는 생리적 미학의 시선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판정

해보자면 그 자체가 ‘아름답지 않은 것’, ‘추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니체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생리적으로 고찰해보면 추한 모든 것(alles Hässliche)은 인간을 약화시키

고 슬프게 한다. 그것은 인간에게 쇠퇴, 위험, 무기력을 상기시킨다; 이러면서 인간은 실

제로 힘을 상실한다. [...] 권력에 대한 그의 느낌, 그의 권력에의 의지, 그의 용기, 그의 

긍지 ― 이런 것은 추한 것과 더불어 사라지며, 아름다움과 더불어 상승한다. [...] 추함

은 퇴화에 대한 암시이자 징후로 이해된다.” (GD “Streifzüge eines Unzeitgemässen” 

§20, p. 118.)
262) 이와 관련한 사항은 본문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지지 않고 있지만, 칸트는 ‘도덕성의 

상징으로서 미에 대하여’라는 제하에서 한 절을 할애하여 이에 대해 상술하고 있다. 그

는 아름다움의 판단은 이성이념과 관계하는 도덕판단과 “내용의 면에서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 “반성의 형식 면에서 일치하는 것”으로서 그 자체에는 “적합한 어떤 감성적 직

관도 있을 수 없는 개념의 근저에” 도덕적 판단의 형식, 즉 이성이념을 가지고 “판단력

이 도식화에서 준수하는 방식”에 “한낱 유비적으로 수행하는 직관”이 놓인다고 쓴다. 

이 반성형식의 유비관계를 상징이라는 말로 지시하는바, 칸트는 “아름다운 것은 도덕적

으로-좋은 것의 상징이며, 그리고 또한 [...] 이러한 관점에서만 아름다운 것은 다른 모든 

사람들의 동의를 요구함과 함께 적의한 것”이라 주장한다. (임마누엘 칸트 (2010), pp. 

399-401. [B254-258]) 이러한 칸트의 주장을 둘러싸고 여러 해석과 논쟁이 있어왔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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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를 부여받는다는 점을 들어, 개별적 우연적 삶을 그 자체로는 버거워하는 몸의 

나약함을 진단할 수 있을 터이다. 

그런데 니체는 여기에서 더 깊게 들어가서 이러한 징후들의 요체를 미적 경험

의 ‘무관심성’에서 찾는다. 무관심성은 미적 경험 안에서 저 보편성 및 이념을 추

적해 올라가는 데 전제가 되는 핵심조건이기도 하거니와, 그것이 몸의 일부인 욕

구들 일반을 부정함으로써 확보되는 공평무사한 심적 상태라는 점에서 궁핍의 징

후로 지목되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263) 그런데 이 무관심성이 보장하는 미적 경

이에 대해 논하는 것은 본 연구의 범위를 넘어서는 일일 것이다. 하여 여기에서는 본 

연구자의 이해만을 간략하게 소개하자면 이렇다. 아름다움의 판단은 내용에 있어서는 

도덕성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다만 아름다움의 판단은 도덕적 이념과 관련한 반성형

식과 유사하게 (목적은 애초에 전제하지 않지만 판단의 원리가 되고 있는) 그 ‘목적지향

성’을 가짐으로써 아름다움은 도덕성과 상징관계에 놓여지게 된다. 아름다움의 판단은 

취미가 이루는 ‘목적 없는 합목적성’의 형식 자체가 합법칙적 자연 혹은 감성계의 한계

를 넘어서 (그러하고자 하는 의도함 없이) 자유롭게 목적세계를 향해 확장해나가는 원

리이다. 이러한 미적 경험의 자기지양적 확장성이 칸트가 가장 주목하는 것인바, 이 지

점에서 제3비판서의 근본기획, 즉 ‘자연과 자유 사이의 매개’, ‘감성계로부터 초감성계에 

이르는 다리’로서의 미적 정신을 규명해 내고자 하는 칸트의 철학적 기획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이로부터 우리는 칸트에게 있어 미적 경험은 감성적인 것을 넘어서는 세계와

의 연결통로로서 그 가치를 부여받고 있다는 점에서, ‘도덕성의 상징으로서의 미’ 개념

을 궁핍한 몸의 징후로 읽어낸 것이다.
263) 니체는 ‘무관심성’에 은폐되어 있는 도덕적 잔재, 즉 스스로를 부정하는 병든 삶이자 

몸의 징후를 다음과 같이 고발한다: “다른 도리가 없다: 우리는 이웃을 위한 헌신과 희

생의 감정, 자기 환멸의 도덕 전체를 가차 없이 해명하고 법정에 세워야 한다: ‘무관심

적 관조’의 미학도 이와 마찬가지인데, 이러한 미학 아래 예술을 거세하는 것은 오늘날

에도 충분히 매혹적인 힘으로 어떤 선한 양심을 만들고자 한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라

든가, ‘나를 위해서가 아니다’라든가 하는 감정에는 너무나 많은 매력과 감미로움이 있

어, 우리는 여기에서 이중의 의혹을 품게 되고 “그것은 아마도 유혹 ― 그들 마음에 드

는 것 ― 은 아닌가?”라는 물음을 던질 수밖에 없게 된다. ―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

에게, 그 열매를 즐기는 사람에게, 또한 단순한 방관자에게도, ― 이는 아직 이 감정을 

위한 논거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특별히 조심할 것을 요구한다. 자, 우리도 

조심하도록 하자!” (JGB §33, p.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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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의 ‘자유로움’, 즉 자연적인 것에서 도덕적인 것에 이르기까지 자기 자신을 제한

하고 억압하는 모든 것에서 떠나있음의 느낌은 니체적 미적 경험이 공유하는 그 

핵심적 본성이라 하겠다. 그러나 다시 강조하는바, 니체에게 있어 미적 경험은 삶

이자 행위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하기에 그 무관심적 상태는 스스로

를 부정하는 몸의 위축된 상태라 판정하기 이전에 행위에 있어서는 애초에 불가

능한 상태이다. 

이렇게 볼 때 니체가 칸트의 무관심적 아름다움이 “좀더 섬세한 자기 경험의 

결여”로부터 도출된 정의라 말하는 것은264) 단순히 예술에 관한 한 거의 문외한

으로 알려진 칸트를 두고 하는 비아냥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하겠다. 무관심성은 

미적 경험이 도덕과 관능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임을 설명할 수는 있으나, 실제로 

그 상태가 언제 어떻게 실현되는 것인지는 도대체가 묘연할 따름이다. 아름다움 

속에서의 자유는 ‘무관심적 반성’이 아니라, 온갖 욕망들이 상호투쟁하면서 형성하

는 긴장 ― 즉 자기 경멸과 경외가 공존하는 숭고 ― 속에서 축적, 고조되는 힘

이 발산되는 행위, ‘관심적 행위’에 의해 성취되는 것이다. 행위 시 적극적으로 발

휘되는 망각, 그 도취(Rausch)가 바로 자유의 체험이되, 그것은 삶에 내려진 부정

적 가치를 걷어내고 무구해진 미적 주체의 상태로서의 자유, 더 이상 ‘자기 자신

으로부터의 자유’가 아닌 ‘자기 자신을 위한 자유’이다. 다시 말해, 그것은 ‘아름다

운 축제로서의 죽음’을 통해 삶이 거듭할 수 있고 또 해야 하는 ‘위버멘쉬를 위한 

자유’이다.265) 결국 숭고로부터 아름다움으로 이르는 미적 경험은 삶 그 자체의 

인식(일차긍정)으로부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을 그 자체로 행위(이차긍정)하는 

데로 넘어서는, ‘죽음의 체험’인 것이다. 

아름다움은 어디에 있는가? 내가 모든 의지를 갖고 의욕하지 않을 수 없

는 곳에, 하나의 상(Bild)이 단지 상으로 그치지 않도록 내가 사랑하고 몰락

하고자 하는 곳에. / 사랑하는 것(lieben)과 몰락하는 것(untergehen), 그

것은 영원한 옛날부터 일치한다. 사랑에의 의지, 그것은 죽음조차도 서슴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나는 그대들 비겁한 자들에게 말한다! / 그런데 이제 

264) GM Ⅲ §6, p. 365.
265) 본 연구의 제Ⅱ장 3절의 3.4. 죽음을 실천하는 자로서의 위버멘쉬(pp. 81-92.)를 참고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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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들의 거세된 곁눈질을 ‘관조’라고 불리길 바란다! 그리고 비겁한 눈으로 

더듬는 것을 ‘아름다움’이라고 불러야 한다고 말한다! 오, 그대들 고귀한 이

름을 모독하는 자들이여! / 그러나 그대들 깨끗한 자들이여, 그대들 순수한 

인식을 하는 자들이여, 그대들에 대한 저주는 그대들이 결코 분만하지 못하

리라는 것이다.266)

이는 우리가 추적해온 미적 경험에 대한 니체의 사유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차라투스트라의 말이다. 근대미학에서의 무관심적 관조는 몸에서 약동하는 일체의 

욕구가 “거세된 곁눈질”이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의지를 갖고 의욕하지 않을 수 

없는” 삶 자체에서 실현되는 것이다. 삶은 내가 의지하여 행하는 것 일체이지만, 

그 배후에 필연적 합목적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즉 삶은 우연적 겪음

의 연속일 뿐이다. 이를 인식한 자는 지금 자신의 행위가 또다시 우연의 심연으로 

“몰락하는 것”임을 아는 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지가 목적하는 “하나의 상

이 단지 상에 그치지 않도록” 행위함으로 스스로를 발산하는 그 순간체험이 바로 

행위하는 자만이 겪는 아름다움이라는 죽음의 체험이다. 이렇게 죽음을 실천함으

로써 겪는 미적 경험이 내가 스스로를, 삶 자체를 긍정하는 것, 이른바 “운명애

(amor fati)”의 유일한 실천이다.267) 그래서 차라투스트라는 “사랑에의 의지, 그것

266) Z Ⅱ “Von der unbefleckten Erkenntniss”, pp. 153-154. 
267) 니체는 삶은 “견뎌야 할 뿐 아니라 사랑해야 하는 것”이며, 시대의 자식으로서 데카

당의 병을 앓고 있는 자신이 그것으로부터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자신의 가장 

내적인 본성인 “운명애”때문이라 말한다. (NW Epilog 1, p. 434.) 주지하다시피, 우연으

로서의 삶은 그 배후에 그것을 지적으로 정당화할 그 어떤 근원세계를 가지는 것이 아

니다. 삶은 우리의 행위된 것 일체로서 우리의 행위함 자체가 그 필연성을 창출한다. 

이러한 의미에서의 필연적인 것 외에 다른 것은 “앞으로도, 뒤로도, 영원하도록 갖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 “필연적인 것을 단순히 감당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은폐는 더

더욱 하지” 않는 것이 ‘운명애’이다. (EH “Warum Ich so klug bin” §10, p. 295.) 이러

한 운명애는 죽음을 실천함으로써 삶에 부정적 가치를 부여하는 ‘시선’에서 벗어나는 데

서 시작한다. 이것이야말로 필연적인 것, 즉 행위하는 내가 그 근원인 삶을 긍정하는 

길이요, 그 속에서 아름다움을 체험하는 유일한 길인 것이다. 이에 대해 니체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앞으로의 삶에서 내게 근거와 보증과 달콤함이 될 생각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나는 사물에 있어 필연적인 것을 아름다운 것으로 보는 법을 더 배우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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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죽음조차도 서슴지 않는 것”이라 말하는 것이다. 

고전적 사유에서 ‘신의 선물’로 여겨져 왔던 아름다움은 그것의 주관성으로의 

전회를 이뤄낸 근대미학에서는 단순히 불현듯 주어진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다. 이

는 칸트가 아름다움을 세계에 대한 우리의 “호의(Gunst)”라 표현하는 데서도 확인

되는 바이다.268) 그럼에도 그 호의를 불러일으키는 무관심적 반성작용은 어떻게 

실현되는 것인지, 그것이 과연 실현 가능한 것인지도 근대미학에서는 답을 구할 

수가 없다. 니체는 그 이유를 칸트가 “예술가(창작자)의 경험에서 미학적 문제를 

바라보는 대신, 오직 ‘관람자’의 관점에서 예술과 아름다움을 반성”했다는 점에서 

찾는다.269) 우리가 이를 반박하고자 예술을 창작하는 능력인 ‘천재(Genie)’에 대한 

칸트의 논의를 제시한다고 해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을 것이다. 칸트는 미적 대상

을 창조해내는 천재를 “자연의 총아(Günstling)”라 칭하며, 그것은 설명할 수도 배

울 수도 없는 것이라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270) 이렇게 볼 때 근대미학이 말하는 

미적 경험은 여전히 미적 주체가 전적으로 주관하는 것이 아닌, ‘호의이자 선물인 

양 경험되는 것’271)이라고도 할 수 있는 모순적인 것이라 하겠다.272) 

― 그렇게 하여 사물을 아름답게 만드는 사람 중 하나가 될 것이다. 운명을 사랑하라

(Amor fati): 이것이 지금부터 나의 사랑이 될 것이다! 나는 추한 것과 전쟁을 벌이지 

않으련다. 나는 비난하지 않으련다. 나를 비난하는 자도 비난하지 않으련다. 시선을 돌

리는 것이 나의 유일한 부정이 될 것이다! 무엇보다 나는 언젠가 긍정하는 자가 될 것

이다!” (FW §276, p. 201.)     
268) 임마누엘 칸트 (2010), p. 201. [B15]
269) GM Ⅲ §6, p. 364.
270) 임마누엘 칸트 (2010), p. 340-344. [B183-187] 
271) 이와 관련하여서는 칸트 자신이 미학의 부문에서는 “우리는 아름다운 자연을 호의를 

가지고 바라본다”고 서술하지만, 『판단력 비판』의 제2편을 이루는 목적론의 부문에서

는 아름다움을 “자연의 호의로 간주할 수 있다”고 쓴다. 취미판단의 경우와 달리 목적

론적 판단에서는 자연미들이 어떤 목적으로 실존하는지가 주목되기 때문에 그것이 자연

의 호의인 양 여겨진다는 것이 칸트의 설명이다. (임마누엘 칸트 (2010), p. 437 [B 

303]) 
272) 이 지점에서 우리는 니체가 근대미학을 통해 몸의 회복을 위한 가능성을 마련한 ‘보

다 높은 자’를 ‘숭고한 자’, ‘숭고에 머무르는 자’라 칭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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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아가 니체의 저 비판은 그것이 미적 경험을 창작자의 영역과 수용자의 영

역을 별개의 것으로 상정한 입장에서 가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좀

더 분명해질 것이다. 미적 경험을 순수한 반성이라는 인식능력들의 특수한 사유방

식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양자는 분명 구분되는 것이다. 하지만 죽음의 

실천으로써 행위하는 자가 ‘무언가가 아름답다’고 말하는 것은 상승하여 흘러넘치

는 몸의 느낌, 완전성의 쾌감을 세계에 투사한 것이기에 아름다움은 오직 그러한 

가치를 창조한 자가 누리는 미적 경험이다. 이렇게 니체에게서는 수용자와 창작자 

사이의 경계는 지워져 버린다. 그래서 아름다움은 신이 세상에 내린 은총도, 인간

이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마치 은총처럼 맞닥뜨리게 되는 경험도 아니다. “순수

한 인식을 하는 자들”은 결코 이 세계에 아름다움을 “분만하지 못할 것”이니, 그

것은 행위하는 자의 몫이다. 행위하는 “인간이 홀로 세계에 아름다움을 선물했던 

것”이다.273) 

이렇게 하여 우리는 니체의 미학에서야 비로소 ‘미적’ 경험이라는 것이 그 자체

의 자율성을 갖게 됨을 확인하게 되었다. 또한 이와 더불어 생리학적 미학으로서

의 니체 사유에 있어서는 ‘참됨’도, ‘좋음’도 아닌, 상승하여 충만한 몸을 지칭하는 

‘아름다움’이 최고의 가치를 표현하는 술어로 쓰이게 되었음도 분명해졌다. 전통적

으로 통용되고 고착화된 사유방식, 그리고 그것이 전제하는 가치의 가치를 캐물으

며 몸이라는 새로운 척도에 즉해 새로운 가치목록을 세우는 니체의 사상적 실천 

자체가 형이상학적 미학을 넘어서는 본연의 미학을 출발시키는 것이며, 니체 스스

로 죽음의 체험으로서의 미적 경험 속에서 해 보이는 창조적 삶의 실천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죽음으로써 실현되는 창조적 삶, 그것을 니체는 예술, 보다 구체

적으로는 ‘예술가를 위한 예술’이라 이르는바, 이어지는 절에서 이를 다루면서 삶

이자 죽음에 대한 우리의 고찰의 끝을 향하도록 하겠다. 

3. 죽음의 미학: 예술가를 위한 예술

273) GD “Streifzüge eines Unzeitgemässen” §19, p.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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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니체의 대척점에 있는 예술

다시 강조하는바, 니체의 미적 경험에 있어서는 창작자와 수용자의 구분이 없

다. 미적 경험은 순전히 창조하는 자의 쾌감이며, 이는 삶을 행하는 가운데 이루

어진다. 이렇게 니체에게는 미적 경험의 영역은 삶 전체로 확장되어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논의를 종합해서 말해보자면, 미적 경험은 죽음의 실천으로써 무구해진 

삶에 아름다움의 가치를 부여하는 창조행위이다. 이로부터 이제 우리는 미적 경험

을 창조행위, 즉 예술로까지 확장시켜 논의할 수 있게 된다. 결국 니체에게 있어 

데카당스로부터 회복하는 삶, 건강한 삶은 도덕적 실천이 아니라 예술적 실천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 하겠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니체가 말하는 ‘삶으로서의 예술’을 

구체적으로 구명할 것인데, 우선 일반적 의미의 예술에 대한 니체의 논의를 검토

하는 데서 논의의 실마리를 풀어가 보도록 하겠다. 

니체가 원하고 요청하는 (좁은 의미의) 예술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니체가 데

카당스의 회복이라는 기치 아래 도덕과의 사투를 벌이며 예술에서 승리를 구가하

고자 한다 하여, 그것이 곧 그가 ‘예술을 위한 예술(L’art pour l’art)’를 표방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될 것이다. ‘예술을 위한 예술’은 예술이 도덕에 종속되어 그

것을 위한 수단이 되어버리는 것에 대한 반발이다. 다시 말해, 그것은 삶에 관련

한 가치평가 및 실천의 문제인 도덕을 예술에서 배제하고자 함이요 예술을 그 우

위에 세우고자 함이다. 그러나 ‘가상’ 세계와 ‘참된’ 세계로 이원화된 세계관 안에

서 후자를 지향하는 도덕에 반대하는 입장에서 보더라도 “예술가가 가상을 실재

보다 더 높이 평가한다는 사실”이 예술을 데카당스의 혐의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은 아니다.274) 까닭인즉 그 경우 예술가는 여전히 이원화된 세계관에 사로잡혀 

있을 따름인바, “예술가의 ‘가상’이 다시 실재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아무리 예술에서 도덕적 목적을 제거하고 또 예술 바깥에 그 어떤 목

적도 두지 않고자 하더라도, 그러한 노력은 도덕과 결부되어 있으며 그 자체 무목

적적일 수 없다. 즉 ‘예술을 위한 예술’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니체는 다음의 

물음을 던짐으로써 이를 지적하고 있는바, “예술은 칭찬하지 않는단 말인가? 예술

은 찬미하지 않는단 말인가? 예술은 골라내[고,...] 강조하지 않는단 말인가? 예술

274) GD “Die ‘Vernunft’ in der Philsophie” §6, p.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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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사실 이 모든 일을 하면서 특정한 가치평가들을 강화하거나 약화하거나 하는 

것인데 [말이다].”275) 그래서 니체는 예술가의 가장 깊은 본능은 예술이 아니라 

“오히려 예술의 의미인 삶을 향하고” 있으며, “삶이 소망할 만한 것으로 향하고” 

있다고 단언한다. 예술은 “삶의 위대한 자극제”이며, 또한 그러해야만 한다. ‘예술

을 위한 예술’은 자가당착에 빠진 말에 불과한 것이며, 또한 삶과 결부된 모든 것

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 시도는 자기부정적 삶, 병든 몸의 징후를 드러내는 또하

나의 사례일 뿐이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예술을 위한 예술’의 반대편에서 니체 당대의 음악가인 

바그너의 예술을 찾아내어 니체적인 것의 사례로 제시할 수도 없을 것 같다. 물론 

바그너는 예술을 통해 그 자신의 ‘삶이 소망할 만한 것’을 구현하고자 했다. 그러

나 앞서 니체가 바그너의 예술을 쇠진하는 몸의 징후로서 비판하고 있음이 잠시 

언급되었거니와, 니체가 보기에 바그너는 데카당스로 병든 자기 자신을 작품화했

던 것이다. 자타가 공인하는바, 바그너의 음악극(Musikdrama)은 이 삶이 지향해야 

할 무한성의 이념을 구현하고 있다.276) 즉 그는 무한성으로의 구원을 내용으로 하

는 드라마와 그것이 품는 정조를 극대화하는 음악을 결합시켜 총체적 예술을 창

작해내고자 했다.277) 바그너는 자신의 예술 안에서 유한한 이 삶을 넘어 무한성으

275) GD “Streifzüge eines Unzeitgemässen” §24, p. 121.
276) 니체는 후기 글『바그너의 경우』에서 바그너 음악극의 드라마가 어떻게 “구원의 문

제”를 다루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cf. W §§3-4, pp. 10-15.) 니체에 따르면, 결국 바그너 

예술에서 드라마가 표명하는 것은 무한성의 이념이며, 음악은 그것을 효과적으로 강조

하고 전달하는 수단일 뿐이다. (cf. W §10, pp. 29-31.) 바그너도 자신의 글 『오페라와 

드라마』에서 이념을 담고 있는 드라마는 목적이며 음악은 드라마를 위한 수단일 뿐임

을 표명한 바가 있다. (cf. Dahlhaus, Carl (Whittall, Mary trans., 1980), “The Twofold 

Truth in Wagner’s Aesthetics: Nietzsche’s Fragment ‘On Music and Words’, Between 

Romanticism and Modernism – Four Studies in the Music of the Later Nineteenth Century, 

Berkeley: Univ. of California Press, pp. 27-32.) 본 연구자는 석사학위논문에서 니체의 

음악론을 고찰하였는바, 바그너 예술의 이념지향성에 대한 보다 상세한 논의는 다음을 

참고하라. (cf. 오윤정 (2013), 『모든 창조의 원천으로서의 음악: 니체의 음악론을 중심

으로』, 서울대학교 문학석사학위논문, pp. 55-63.)
277) 드라마의 이념지향성에 대한 니체의 분석은 (W §§3-4, pp. 29-31.)을, 드라마를 효과

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음악 양식에 대한 분석은 (W §6, pp. 17-20.; §8, pp. 23-26.)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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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향하는 ─ 관조적 경험에 불과한 ─ 숭고함을 경험시키고자 했던 것이며, 또

한 그것은 그를 추종하여 ‘바그네리안(Wagnerianer)’이라 불리는 무리가 생길 정도

로 성공적이기까지 했다.278) 

이러한 바그너의 경우 또한 ‘예술을 위한 예술’과 마찬가지로 예술이 (혹은 바

그너 자신이) 실재를 대신할 뿐이라는 비판이 가능하다. 더 나아가 니체는 ― 우

리는 이미 니체 당대의 데카당스 정신을 주도한 헤겔적 사유를 고찰했던 바이거

니와279) ― 바그너가 헤겔적 취미를 “음악에 적용시켰을 따름”이라 비판한다.280) 

다시 말해, 바그너는 ‘근대성(Modernität)의 집약체’라 불릴 만큼 철저히 “이 시대

의 아들”이며, 그의 예술은 자신의 시대를, 자신의 병증을 한치도 벗어나지 못함

을 보여준다.281) 게다가 바그너는 그 탁월한 음악적 재능으로 데카당스의 사유를 

감각적, 정서적으로 설득함으로써 시대의 위기를 가중시켰던 것이다. 그러하기에 

니체에게 바그너 예술은 위험 중의 위험이요 그 어떤 예술보다 니체의 대척점에 

있는 병듦의 표본일 뿐이다.282) 

참고하라. 
278) 니체는 바그너 예술의 대중지향성을 그 “극장주의(Theatrokratie)”를 지목하여 비판하

는바, 연극이 우위에 있는 바그너 오페라는 “대중을 위해 잘 처리되고 잘 위장된 것”으

로서 바그너식 연극은 “대중 숭배의 한 형식이고, 일종의 대중 봉기이며, 좋은 취미에 

대적하는 국민투표”일 뿐이다. (W Nachschrift, p. 36.) 또한 바그너 예술의 대중적 성공

은 그의 작품을 상연하는 연례행사인 바이로이트 축제가 입증하는 바이다. (NW “Wo 

Ich Einwände mache”, p. 418.) 
279) 본 연구의 제Ⅰ장 3절의 3.1. 헤겔의 경우(pp. 23-29.)와 제Ⅱ장 2절의 2.1. ‘정신으로

서의 인간’의 극복: 근대적 주체성의 해체(pp. 39-46.)를 참고하라.
280) W §10, p. 30. 
281) W Vorwort, pp. 3-4. 
282) 사실 바그너에 대한 니체의 태도는 상당히 복잡미묘하다. 주지하다시피, 니체는 그의 

초기작 『비극의 탄생』에서 시대극복을 위한 단초를 고대 그리스의 음악정신 및 그 

구현으로서의 비극에서 찾았으며, 그러한 음악정신의 부활을 바그너에게서 기대했다. 그

러나 이 초기작 이후로 니체는 이러한 입장에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으며, 급기야 후기

에는 바그너의 예술만을 집중적으로 비판하는 글을 쓰기에 이른다. 이러한 니체의 입장

변화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으나, 본 연구자의 이해만 간략히 소개하자면 

이렇다. 니체의 예술관, 특히 음악에 대한 그의 의미는 초기에서 후기에 이르기까지 일

관되게 유지되고 있는바, 니체에게 음악은 초지일관 디오니소스적 도취, 즉 ‘충만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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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니체의 전 저작을 뒤져봐도 니체가 원하는 예술에 대한 구체적 예시를 보

여주는 글은 찾아보기 힘들다.283) 니체는 구체적인 사안에 관련해서는 자신이 반

대하는 예술에 대한 비판에 주력하는바, 그는 특히 ‘바그너’로 대변되는 당대의 문

넘치는 힘의 느낌’을 의미하며 이것이 가시화된 드라마가 음악과 종합되어 비극이 완성

된 것이다. 자신의 사상적 일관성에 대해서는 후기의 니체도 스스로 밝히는 바이며, 다

만 초기에 자신의 사상을 바그너 예술에 잘못 적용했을 뿐이라 밝히고 있다. (cf. GT 

“Versuch einer Selbstskritik”, §§5-6, pp. 38-48.) 여기에 덧붙여 본 연구자는 초기의 음

악론을 토대로 사상적 발전을 이루게 된 후기의 니체가 본인이 추구하는 예술과 대척하

는 예술을 구분하기에 보다 적확한 기준을 찾았기 때문이라 보고 있다. 초기의 니체는 

예술이 낙관주의적 (허위의) 인식을 전하는가 아니면 비극적 인식을 전하는가를, 그래서 

그 창조의 원인이 “고정과 영원을 향한 열망, 존재를 향한 열망”인가 아니면 “파괴, 변

화, 새로운 것, 미래, 생성을 향한 열망”인가를 평가의 척도로 삼았다. 그러나 후기의 

니체는 두 종류의 열망을 구분하는 것이 애매모호함을 인정하는데, 초기 니체는 이 척

도에 즉해 바그너의 경우에서 실수를 저지르게 되었으리라 여겨진다. 그래서 니체가 최

종적으로 제시하는 척도가 바로 ‘몸’인바, 그래서 바그너 예술은 “여기서 창조적 작용을 

하는 것이 궁핍인가 아니면 넘침인가?”라는 기준에 즉해 궁핍의 징후로 판정받게 되는 

것이다. (FW §370, p. 303.) 니체 사상 전체에 걸친 음악론의 일관성 및 진화의 과정은 

본 연구자의 석사학위논문에서 연구된 바 있다. 또한 바그너에 대한 니체의 입장변화와 

관련한 다양한 논의는 다음을 참고하라. (브라이언 매기 (김병화 역, 2005), 『트리스탄 

코드: 바그너와 철학』, 심산; 뤼디거 자프란스키 (오윤희 역, 2000), 『니체』, 문예출판

사; Dahlhaus, Carl (1980), pp. 19-26.; Young, Julian (1992), Nietzsche’s Philosophy of Art,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35-36.; Pothen, Philip (2002), Nietzsche and the Fate of 

Art, Ashgate, p. 5.)   
283) 물론 니체가 가령 회화에 관련해서는 라파엘을(GD “Streifzüge eines 

Unzeitgemässen” §9, p. 111.), 음악에 관련해서는 비제의 오페라 <카르멘>(W Vorwort, 

§§1-2, pp. 4-9.)이나 모차르트와 로시니(JGB §245, p. 195.), 혹은 쇼팽(MA Ⅱ 
§§159-160, pp. 256-257.) 등을 칭찬해 마지않는 구절들을 아주 드물게 찾아낼 수는 있

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언급은 매우 단편적인 글에 그치며, 또한 이들의 예술이 니체

가 진정으로 추구하는 예술에 해당하는지를 입증할 그의 언급은 전무하다 하겠다. 니체

가 자신이 원하는 예술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는 데에는 그 자체가 예술에 

대한 니체적 정의와 모순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는바, 이와 관련된 논의는 본문에서 계

속 이어가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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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현상 일체, “숭고한 것과 고양된 것과 비정상적인 것에 대한 [대중의] 열망 모

두”가 자신의 취미에 낯선 것임을 통탄해 마지않을 뿐이다.284) 그럼에도 데카당스

의 시대극복을 위한 자신의 사상적 과업을 철학이 아니라 미학을 통해, 그리고 철

학자가 아니라 예술가로서 수행하려는 니체에게 예술은 분명 필수불가결한 것일 

터이다. 다만 그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예술을 원할 뿐이다. 그래서 우리는 니체에

게 있어 그 ‘다른 예술’이 무엇인지를 추적하며 논의를 이어가 보도록 하자. 

3.2. 니체적 예술: ‘삶의 자극제이자 삶’으로서의 예술

니체에게 있어 (현상적 의미의) 예술 경험을 포함한 미적 경험은 죽음의 실천

으로써 무구해진 겪음의 가치를 창조하는 자의 쾌감이라고 할 때, 그리고 니체 자

신이 기존의 사유 ― 무엇보다 근대미학적 사유 ― 를 창조적으로 전유함으로써 

데카당스 시대의 극복을 실행해 나가고 있다고 할 때, 예술가 바그너와 바그너 예

술을 넘어서는 것은 또하나의 중요한 미학의 실천 과제임이 분명해 보인다. 그 이

유는 니체에게 있어 바그너는 데카당스 시대의 표본인 데다가 그 시대의 병증을 

예술의 영역으로까지 옮겨와 구현함으로써 양적 ― 그 대중성으로 인해 ― 으로

나 질적 ― 그 감각적, 감성적 호소력으로 인해 ― 으로 확산, 심화시켰기 때문

이다. 

이를 두고 니체는 바그너가 ‘음악까지도 병들게 했다’며 맹비난을 퍼붓지만,285) 

사실 그것은 역설적으로 니체에게 전에 없던 예술가와 예술의 저력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했을 터이다. 이로부터 미학사적 시선에서 두 번째 이유를 짚어낼 수 있

게 되는데, 그것은 바그너가 근대미학이 획기적으로 격상시킨 예술 및 예술가의 

지위를 몸소 실현해 보인 경우라는 점이다. 가령 칸트는 예술을 특별한 개인의 창

조능력, 천부의 소질인 천재의 소산이라 규정한다. 이러한 천재개념은 창조하는 

힘을 신으로부터 인간주관으로 옮겨와 근대미학의 주관철학적 전회를 보여주는 

또하나의 징표라 할 수 있다.286) 또한 이로부터 예술 경험이라는 것이 예술가라는 

284) NW Epilog §2, p. 436. (괄호는 본 연구자 삽입)
285) W §5, p. 15.
286) 예술창작자의 천부적 능력으로서의 천재는 근대의 소산이다. 물론 단순히 모방적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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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개인의 역량으로 제공되고 또 인도되는 것이라는 생각도 가능해졌다 할 것

이다. 앞서 언급한 ‘바그네리안’이 대변하는 바그너의 예술가로서의 성공은 니체에

게 바그너가 근대미학적 예술가 개념의 실증적 사례가 되기에 충분함을 말해주는 

것이다.        

세 번째 이유는 니체의 개인적 사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 널리 알려져 있는바, 

니체는 초기저작 『비극의 탄생』에서 시대극복을 위한 예술의 가능성을 고대 그

리스 비극에서 읽어내고 그 실현이 바그너 예술에서 이루어졌다고 주장했던 바가 

있다. 이후에 저 저작에 추가된 “자기비판의 시도”라는 제목의 서문에서 니체는 

자신의 예술관에는 변함이 없으며 다만 자신의 사상을 그릇되게 적용했을 뿐이라 

밝힌다.287) 그래서 바그너 예술과 니체 자신이 추구하는 예술을 분명하게 차별화

하는 작업은 니체 자신의 학문적 실수를 바로잡는 피할 수 없는 과업임이 틀림없

다. 그럼에도 당시 니체가 바그너 예술에 큰 기대를 걸고 심취해 있었음은 변함없

는 사실이다. 니체가 자신도 바그너만큼이나 데카당스이며, 그래서 시대극복은 곧 

자기극복이라 밝히고 있음은 앞에서도 언급되었거니와, 하여 개인으로서의 니체가 

바그너 예술을 넘어서는 것 자체가 그의 미학적 실천과 직결된 것이라 하겠다.

바그너 예술에 대해 니체가 가하는 비판의 핵심은 그것에 의도되고 실현된 미

적 경험이 ‘숭고함’이라는 데 있다. 근대미학적 의미의 숭고에 대한 니체의 비판은 

앞서 살펴보았거니와, 니체가 보기에 바그너라는 인물 자체가 ‘숭고한 자’, 즉 자

신의 한계에 직면하여 그것을 넘어서기를 열망하는 자이며 또한 바그너 음악극은 

작자라거나 영감 속에서 신에게 봉사하는 자로부터 아름다운 사물을 창조하는 자로의 

예술가의 획기적 지위 변화는 그 기원을 르네상스 시대로까지 거슬러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르네상스 시대에는 여전히 인간적인 것과 신적인 것, 창의력과 영감 사이에 팽

팽한 긴장이 존재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창조하는 힘을 오롯이 인간 안에서 찾으려는 

움직임은 근대미학의 출현과 더불어 ‘상상력’이 주목됨으로써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하

겠다. 르네상스 시대에서 발견되는 근대적 예술가 개념의 단초와 관련하여서는 (Gilbert, 

Katharine & Kuhn, Helmut (1965), A History of Esthetics,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p. 186.)을, 천재개념의 형성과정 및 근대적 의의와 관련하여서는 (이순

예 (2005), 「예술과 천재」, 인문논총 제54집, pp. 105-130.)을 참고하라. 
287) GT “Versuch einer Selbstskritik”, §§5-6, pp. 38-48. 또한 이러한 니체의 입장변화에 

대한 본 연구자의 이해는 각주 282)를 참고하라(pp. 12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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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한 열망을 그대로 투영한 것이다. 근대미학적 숭고에 대한 니체의 비판에 따

르자면, 바그너의 대가적 기량으로 구현된 ‘숭고함’은288) 바그너 자신이 스스로를 

그 자체로 긍정하는 데로 도약하지 못하고 가상적인 것 ― 무한성의 이념 ― 에 

기대어 가지게 되는 쾌감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니체가 경계하는 것은 그것이 단순히 예술가의 궁핍함을 누설한다는 사

실이라기보다는 그것의 영향력, 그 대중적 호소력이다. 니체의 경험에 따르면, 바

그너 예술이 경험케 하는 ‘숭고’, ‘깊이’, 그리고 ‘압도되는 느낌’은 모두 드라마가 

지시하는 무한한 것으로 향하고 있다는 예감으로, 음악에 의해 이 남루하고 고단

한 삶으로부터 구원받았다는 위안으로, 예술 안에서 모두가 자기 자신을 잊고 하

나가 되었다는 도취감으로 구체화된다. 이러한 숭고의 경험은 “천재를 향한 신앙”

으로, 즉 바그너 예술에 열광하고 예술가 바그너를 숭배하는 종교적 감정으로 이

어지기에 이른다.289) 바이로이트 축제290)에서 이러한 현상을 목도한 니체는 그곳

에서는 사람들이 “자신의 발언권과 선택권”을, “신과 세계에 대한 용기를 내는 권

한”을, “자기의 취미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다고 보고한다.291) 그곳에는 오직 예

술가 바그너의 취미에 의해 정복당한 하나의 무리이자 이웃이자 대중이 있을 뿐

이다. 

결국 바그너의 숭고한 예술은 사람들에게 찰나적 구원의 느낌을 경험케 하는 

위로의 예술이요, 예술이 끝나고 돌아가는 일상은 어쩔 수 없는 고통일 뿐이라는 

288) 바그너가 극작과 작곡은 물론이고 오케스트라 구성에서 악기의 고안, 심지어 무대 

연출과 조명에 이르기까지 직접 관여했던 사실은 널리 알려진 바다. 이렇게 그는 그 탁

월한 예술적 기량으로 자신의 예술이 “더 영향력 있고, 더 설득력 있고, 더 열광케 하

며, 더 믿음을 주는 것”이 되도록 총력을 다한다. (W §6, p. 17.) 이러한 바그너 예술은 

‘극장주의’ 운동을 불러일으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음은 물론이거니와, 그의 음악

극, 특히 음악이 숭고함의 정서를 불러일으킨다는 것은 거의 이견이 없다고 보아도 무

방하다. 
289) W Nachschrift, p. 36.
290) 바이로이트 축제는 1876년을 시작으로 연례적으로 바그너 음악극을 상연하는 행사이

다. 이 축제는 바그너의 사망으로 더 이상 열리지 않게 될 위기에 처했으나, 아내 코지

마의 노력으로 1886년에 재개되어 아직까지도 매년 여름 한 달가량 바이로이트에서 열

리는 최고의 음악축제로 각광 받고 있다. 
291) NW “Wo Ich Einwände mache”, p. 418.



- 131 -

체념의 예술이다. 그야말로 바그너 예술은 삶을 경멸한다. 그래서 니체는 이러한 

예술 경험에 대해 생리학적으로 엄청난 무게에 짓눌리고 질질 끌려다니며 부유하

는 느낌, 하강하는 몸의 느낌을 근거로 하여 비평하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바그

너 예술은 삶을 행하여 스스로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생리학적 전제인 넘쳐흐르

는 몸이자 취미를 무력하게 한다. 그러하기에 그것은 병든 몸의 징후일 뿐 아니라 

병든 몸을 전염시키고 심화시키는 예술인 것이다.

이러한 데카당스 예술에 맞서 니체가 원하고 요청하는 예술이 바로 ‘예술가를 

위한 예술’이다: 

우리 회복하는 자들이 여전히 예술을 필요로 한다면, 그것은 다른 예술이

다 ― 조롱하는, 가벼운, 찰나적인, 신처럼 방해받지 않는, 신처럼 기교적인 

예술, 구름 한 점 없는 하늘로 정화된 불꽃이 타오르는 것과 같은 예술! 무

엇보다: 예술가를 위한 예술, 오직 예술가만을 위한! 뒤이어 우리는 이를 위

해 최우선으로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해, 명랑성(Heiterkeit)에 대해 더 잘 알

게 되니, 모든 명랑성에 대해서 말이다, 나의 벗이여!.....우리는 이제 몇몇 

것들을 너무 잘 알고 있으니, 우리 인식한 자들은: 오, 우리는 이제부터 예

술가로서 망각하는 법을, 알지 못하는 법을 어떻게 잘 배우려는가!292)

여기에서 니체는 자신이 필요로 하는 예술을 ‘웃음’, ‘가벼움’, ‘신적인 자유로움’, 

‘신적인 창조성’, ‘무구한 가운데서의 상승’, 요컨대 “명랑성”을 체험할 수 있는 예

술로 기술한다. 이는 병듦에서 “회복하는 자들”이 필요로 하는 쾌감으로, 니체는 

바그너적 무거움, 압도됨, 하강하는 몸의 느낌으로부터 가볍고 자유로우며 상승하

는 몸의 느낌으로의 전회를 가능케 하는 예술을 요청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니체가 예술에서 원하는 것은 ‘아름다움’의 미적 체험이라 하겠다. 바그너의 숭고

한 예술은 군중들에게 예술가 자신의 취미를 관철시킨다고 한다면, 아름다운 예술

은 바그너의 경우와는 달리 각자의 취미를 자유로이 발현하도록 하는 예술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니체가 원하는 아름다운 예술은 각자가 창조하는 자이자 예술가

가 되는 예술, ‘예술가를 위한 예술’이라 말해 볼 수 있겠다. 

그렇다면 ‘아름다움’을 경험케 하는 예술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창작되는 것인

292) NW Epilog §2, p. 436.; FW Vorwort §4, p.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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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우리는 앞서 니체적 아름다움에 대해 충분히 고찰했거니와, 거듭 강조하자면 

그것은 더 이상 창작자와 수용자의 구분을 모르는 미적 경험이다. 어떠한 예술이 

아름다운 예술이 되기 위한 관건은 ― 예술가의 측면에서나 감상자의 측면에서나 

마찬가지로 ― “예술가로서 망각하는 법, 알지 못하는 법”을 배웠는가에 있는 것

이다. 즉 죽음의 실천은 니체가 요청하는 예술에 있어 핵심적 계기인 것이다. 이

렇게 해서 우리는 니체적 ‘죽음’에 다시 주목하게 된다. 다시 환기해 보자면, 죽음

의 실천은 자기에 대한 경멸과 긍지라는 모순적 자기의식을 망각함이며, 그럼으로

써 죽음은 완전한 자기를 체험하는 순간이 된다. 이러한 미적 경험 속에서 우리는 

대상에 아름다움의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본 연구는 이러한 순간체험

의 예로 예술가의 창작행위를 몇 차례 제시했던바, 이제 이러한 완전성을 발현하

는 예술 행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는 니체의 글을 들여다보자. 니체는 

“예술가에게서 배워야 할 것”이라는 제하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사물들은 그 자체로서는 결코 아름답지도, 매력적이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 [...] 사물들에서 많은 것을 보지 않게 될 때까지, 그러면서도 그것들

을 계속 보기 위하여 많은 것을 덧붙여 보아야만 하는 것에 이를 때까지, 

사물들로부터 거리를 취하는 것 ― 또는 사물들을 가장자리에서 그리고 틈새

로 들여다보는 것처럼 보는 것 ― 또는 사물들이 부분적으로 위장되도록, 관

점적인 조망만이 가능하도록 세워놓는 것 ― 또는 색을 입힌 유리를 통해서

나 석양빛 속에서 바라보는 것 ― 또는 사물들에 완전히 투명하지는 않은 

표면이나 피부를 입히는 것: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예술가들에게서 배워야 

하며, 그 외의 것에서는 그들보다 더 현명해야 한다. 왜냐하면 예술이 끝나

고 삶이 시작되는 곳에서 대개 그들의 섬세한 능력도 끝나기 때문이다; 그

러나 우리는 삶의 시인이고자 하며, 그것도 가장 사소하고 가장 일상적인 

것에서부터 먼저 그리하고자 한다.293)

세계는 그 자체로는 선과 악, 미와 추의 저편에 있는 무구한 것이다. 예술가는 

이러한 세계의 사물들을 자신의 관점에서 강조하고, 두드러지게 하며, 변형함으로

써 ‘사물들로부터 적당한 거리를 취한 자신’이 체험하는 세계를 작품화한다. 이러

293) FW §299, p.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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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식으로 예술가는 사물들을 이상화하는 것이다. 니체가 말하는 ‘이상화’는 전통

적 사유에서 이루어져 왔던 추상화 과정과는 다르다. 즉 그것은 예외적인 것, 사

소한 것, 부차적인 것들은 제하거나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관점적 조망, 즉 “나머

지는 그동안 사라져버리도록 주요 특징들을 터무니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내몰아

대는 것”이다.294) 이것이 예술가들이 자신의 충만하고 완전한 느낌을 사물에 반영

하는 방식이다. 사물이 예술가가 체험한 완전성의 자기느낌을 되비추어낼 때까지 

그것을 “이렇게 완전한 것으로 변용해야 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술인 것이

다.295) 분명 삶 그 자체는 예술가의 통제 바깥의 것이다. ‘세계의 중심에 서 있는 

예술가’는 그의 원래의 모습일 수 없다. 그럼에도 “그의 원래 모습이 아닌 것 전

부가 그에게는 기쁨이 된다.” 즉 “예술에서 인간은 자신을 완전성으로 즐기는 것

이다.”

그런데 니체에게 있어 이러한 예술 행위는 비단 예술가에게 한정된 것도 아니

요, 또한 예술가만이 지니는 천부적 능력으로 행해지는 것도 아니다. 니체의 말대

로, 어쩌면 대개의 예술가는 창작행위가 끝난 후 일상으로 돌아와서는 오히려 예

술가로서의 소명을 위한 능력을 멈추는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니체는 우리가 “예

술가에게 배워야 할 것” 외에는 “그들보다 더 현명해야 한다”고 말하는바, 우리는 

그것이 단순히 예술창작의 방식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삶을 그 자체로 긍정하

는 유일한 방식임을 알아야 한다. 우리가 삶을 그 자체로 인식한 자라면, 그럼에

도 또다시 삶을 행함으로써 긍정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곧 우리가 “삶의 시인”, 

삶의 예술가이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니 니체가 위에서 언급한 (좁은 의미의) 예

술을 위한 창조과정은, 오로지 창조하는 자만이 가지는 니체적 미적 경험, 그리고 

그 미적 경험을 통해 구현되는 예술로서의 삶을 들여다보기 위한 모종의 확대경

으로 사용되었을 뿐이다. 

니체에게 있어 예술은 행위된 것 일체, 바로 삶이다. 행위의 결과로서 예술작품

을 그 자체로 즐기고자 한다면, “예술가란 [...] 잊어버려야만 하는 무엇”이다.296) 

왜냐하면 예술가라는 ‘주체’는 “작품의 선행조건이나 모태나 토양”, 혹은 “비료나 

거름에 불과한 것”이며, 작품은 예술가의 통제 바깥으로 성장해버린 것이기 때문

294) GD “Streifzüge eines Unzeitgemässen” §8, p. 110.
295) GD “Streifzüge eines Unzeitgemässen” §9, p. 11.
296) GM Ⅲ §4, p. 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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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예술가는 ‘다시’ 죽음을 감행하여 자기 자신과 자신의 예술로부터 거리를 둘 

수 있어야 하며, 그 거리에서 새로이 취하게 된 자기의 관점으로부터 그것들을 내

려다볼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죽음의 체험 가운데 형성되는 완전성의 취미가 예

의 이상화를 실천하는 순간 비로소 예술은 아름다운 예술이, 새로이 태어나는 예

술가를 위한 예술이 된다. 이러한 식으로 예술은 ‘삶의 위대한 자극제’가 되며, 그 

미적 경험 속에서 고무된 취미를 행하는 자인 예술가의 삶은 아름다운 예술이 되

는 것이다.

그러하기에 니체가 숭고한 예술을 넘어서는 아름다운 예술을 원한다고 할 때, 

그것은 가령 바그너를 대체할 위대한 예술가를 기대하는 것일 수도, 또다른 특정 

양식의 예술을 찾는 것일 수도 없다. 아름다운 예술은 그 누구와도 공유할 수 없

는 죽음이라는 미적 체험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여 니체는 ‘예술가를 위한 

예술’을 자기 자신에게, 그리고 건강한 삶을 회복하고자 하는 이에게 각자 스스로 

실천하기를 촉구하는 것이다.297) 니체가 바그너와 그 예술에서 끝내 아쉬워하는 

지점 또한 바로 여기에 있다. 바그너는 인간 바그너와 예술가 바그너 사이의, 삶

과 예술 사이의 심연을 끝내 넘어서지 못했으니, 다시 말해 그는 살아생전에 모순

으로서의 자기의식에서 오는 고통을 버리고 새로이 떠나지 못했다. 물론 이러한 

고통은 죽음을 실천하게 할 충분조건은 아니더라도 필요조건임이 분명하다. 그러

니까 그것은 산모가 겪어야 하는 ‘출산의 고통’과 같은 것이다. 다만 그것은 새로

운 자기 자신이자 예술가, “아이의 탄생을 기뻐하기 위해서는 잊어버려야만 하는 

것”이며 그 탄생으로써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 된다.298) 그러나 바그너는 숭

고한 예술을 통해 끊임없이 ‘보다 높은 자신’을 갈망하는, 궁핍한 예술가로 남았던 

것이다.

근대미학적 사유가 예술에서 감성적 세계와 초감성적 세계 사이에 벌어진 틈을 

잇는 다리를 찾을 수 있기를 희망했다고 한다면, 또는 바그너가 예술이 삶을 구원

297) 그래서 니체는 중기 저서 『즐거운 학문』에서 바그너 예술에 대해 신랄한 비판을 

가한 글 말미에 니체 자신이 바그너 음악을 들을 만큼 “충분히 건강하지 못하다”는 고

백을 남기기도 했다. (FW §369, p. 301.) 이 글은 후기 글 『니체 대 바그너』에 수정

되어 다시 수록되는데, 여기에는 저 자기진단이 삭제되어 있다. (cf. NW “Wo ich 

Einwände mache”, pp. 416-418.)  
298) GM Ⅲ §4, p. 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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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리라 설득하고 기대했다고 한다면, 니체 또한 예술이 삶을 구원하는 가상의 다

리이길 원한다. 다만 니체에게는 그러한 삶의 구원이 각자의 삶에 의해서만, 그러

니까 그 자체가 삶인 예술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다. 그 본성상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넘어서고자 하는 인간에게 사는 동안 스스로를 완성하고 마무리 짓는 일

은 금지된 것처럼 보인다. 즉 인간에게 삶 자체는 “생성의 강을 건너 짊어지고 

가야 하는 영원한 불완전성”으로 인식된다.299) 니체의 말대로 인간은 이렇게 삶을 

그 자체로 인식하는 그 “정직성(Redlichkeit)으로 말미암아 아마도 구토와 자살로”, 

끝 간 데 없는 니힐리즘의 나락으로 치달을지도 모를 일이다. 이러한 지적 정직성

에 대항하는 가상창조의 힘을 니체는 예술가에게서 찾았던 것이니, “실존은 미적 

현상으로 나타날 때 우리에게 견딜만한 것이”, 아니 찬미하고 즐길만한 것이 되는 

것이다. 인간은 예술가로서 “자기 자신을 위로 또 아래로 바라다보고, 예술적 관

점에서 거리를 두고 자기 자신에 대해 울고 또 웃음으로써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극복하고자 하는 인간이 그 숭고함 가운

데 죽음을 실천하여 “자기 자신과 자신의 예술을 자신의 아래로 내려다볼 수 있

을 때”, 그때야 비로소 인간은 삶의 중심이자 정상에, “자신의 위대함의 마지막 

절정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300) 끊임없이 한계에 부딪히는, 영원히 불완전한 자

기 자신을 조롱하기라도 하듯 무모하게 삶을 행함으로써, 새로이 자신의 삶을 창

조함으로써, 예술가로서의 인간은 자신의 삶을 구원한다. 

이것이 바로 예술로서의 삶이다. 삶을 완성하고 마무리 짓는 일은 비단 목숨이 

끊기는 마지막 순간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예술가에게 죽음은 새로이 태어나는 

예술가로 넘어서는 ‘레테의 강’이자 ‘가상의 다리’인바,301) 죽음은 삶을 행함이자 

299) FW §107, p. 140.
300) GM Ⅲ §3, p. 360.
301) 니체는 차라투스트라의 입을 빌려 ‘가상의 다리’가 되는 죽음의 체험을 다음과 같이 

노래한다: “말과 음조가 있다는 것은 얼마나 즐거운 일인가. 말과 음조는 영원히 분리되

어있는 것 사이에 걸쳐진 무지개이고 가상의 다리가 아닌가? / 각 영혼에게는 각기 다

른 세계가 속해 있다. 각 영혼에 대해서는 다른 영혼은 각기 배후세계다. / 가장 비슷

한 것 사이에서 가상은 가장 아름다운 거짓말을 한다. 가장 작은 틈이야말로 가장 다리

를 놓기 어렵기 때문이다. / 나에게 어떻게 나의 밖이 있을 것인가? 밖은 존재하지 않

는다! 그러나 우리는 온갖 음조를 들을 때 이 점을 잊는다. 우리가 잊는다는 것은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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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창조이며, 지금까지 삶을 일단락지음이요 그 완전함으로부터 새로이 삶을 출

발함이다. 이것이 신으로 대변되는 ‘나 아닌 바깥의 무언가’에 나를 내맡기지 않고 

나 자체로 사는 유일한 길이며, 삶을 그 자체로 긍정하는 유일한 길인 것이다. 이

렇게 하여 마지막으로 ‘예술가가 죽음으로써 맞이하는 영원의 순간’을 기술하는 

니체의 글과 더불어 끝을 맺기로 하자. 

모든 예술가이자 “작품”인 인간, 모성적 인간은 이렇게 느끼고 있다: 그

들은 언제나 자기 삶의 각 장(章)들 ― 그때마다 하나의 작품을 이루는 ― 

에서, 이미 목적지에 서 있다고 믿으며, 언제나 “우리는 그럴 만큼 충분히 

성숙했다”고 느끼면서 관대하게 죽음을 맞아들인다. 이것은 피로의 표현이 

아니라, ― 오히려 어느 가을날의 쾌활함과 자비로움의 표현인바, 이것은 매

번 작품 자체를, 작품의 성숙을 그 창조자에게 유산으로 남겨준다. 이때 삶

은 그 속도가 완만해지고 충만해지며 꿀로 넘쳐 흐른다 ― 긴 늘임표

(Fermate)에, 그 긴 늘임표에 대한 믿음에 이르기까지...302)

나 즐거운 일인가! / 인간이 사물로부터 기운을 얻기 위해 사물에 이름과 음조를 선사

한 것이 아닌가? 말한다는 것은 아름다운 바보짓이다. 말을 함으로써 인간은 모든 사물

을 넘어 춤추며 간다. / 무릇 말한다는 것은, 그리고 음조의 온갖 거짓말은 얼마나 즐

거운 일인가! 음조에 의해 우리의 사랑은 알록달록한 무지개 위에서 춤춘다.” (Z Ⅲ 
“Der Genesende” 2, p. 268.) 차라투스트라는 여기서 행위된 것이 미적으로 가시화된 

것, 즉 의식의 차원으로 옮겨져 나름의 관점에서 해석되는 것을 가상이자 예술, 즉 ‘말

과 음조’라 말하며, 이것이 ‘죽음을 맞이한 자기’와 ‘죽음으로써 새로이 태어난 자기’ 사

이의, 즉 나와 타자 사이의 ‘무지개이자 가상의 다리’라고 말한다. 앞서 고찰했거니와 행

위의 순간 구축되는 ‘몸’이자 ‘권력의지’이자 ‘자기’는 지금 그리고 여기의 순간적으로 구

축되는, 그 어떤 타자도 모르는 전체이다. 각 미적 주체가 세계에 대해 던지는 ‘말과 음

조’는 기실 자기 자신의 투사이지만, 죽음으로써 자기를 버리고 떠난 그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하여 말한다는 것은 ‘아름다운 바보짓’이지만, 인간은 말함으로써 

새로운 자기를 포함한 타자에게로 넘어가며 예술로서의 삶을 향유한다.      
302) FW §376, p. 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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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삶을 위한 죽음

사실 철두철미 ‘삶을 그 자체로 긍정’하는 문제에 천착하는 니체의 사상을 흔히 

그 저편의 것으로 여겨지는 죽음이라는 테제로 접근하는 본 연구가 처음에는 사

뭇 의아해 보였을지도 모르겠다. 더군다나 지금까지 니체 사유에서 죽음이 가지는 

의미를 주제집중적으로 다루는 연구는 물론이거니와, 니체 자신이 죽음을 직접적

으로 논하는 글도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니 말이다. 그도 그럴 것이 니체에게서는 

죽음이라는 계기가 삶 자체에 내재해 있는 것으로서 삶과 별개의 것으로 다루어

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니체의 사유는 죽음이 아니라 죽음으로써 드러나는 삶의 

실천들을 전면에서 다루고 있되 그 이면에는 항상 죽음이 놓여있는 것이다. 

그러나, 아니 그래서 더욱 본 연구가 철학적 사유를 극복하고 미학적 실천을 

펼쳐 보이는 니체의 사상적 여정을 추적하고 또 이를 통해 시도된 니체의 사상적 

기획의 성공여부를 판가름하기 위해서는 죽음이라는 문제가 수면 위에 올려져 다

뤄질 필요가 분명 있었다 할 것이다. 니체의 저 지난한 사상적 분투를 집약해서 

말해보자면, 그것은 죽음을 기점으로 신적인 것과 인간적인 것으로 이원화되어 있

던 전통적 세계를 일원화하기 위한 것, “감성적 세계, 즉 인간 고유의 세계를 유

일한 단 하나의 세계의 지위로 끌어 올리”기303) 위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이제 

이 삶이 전체인 우리에게 죽음은 전통적 사유에서처럼 삶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

할 수 없다. ‘죽음이 어떻게 삶에 내재한 것일 수 있으며 삶의 이면으로서의 그 

죽음은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가 니체로부터 분명히 답해질 수 있어야 하며, 본 

연구 전체는 이를 길어 낸 과정이었다고도 말할 수 있다. 우리는 이제 이를 토대

로 니체에게서 죽음은 ‘삶으로부터의 자유’가 아니라 ‘삶을 위한 자유’라는 결론으

로 향한다. 

죽음은 인간이 완전성으로 진입하는 통로이다. 이는 만고불변의 믿음이다. 적어

도 본 연구에서 다뤄진 역사적 기간만큼은 ─ 소크라테스 시대에서부터 기독교 

시대를 거쳐 니체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 그러하다. 다만 니체를 그 이전까지의 

303) 뤽 페리 (1994), p.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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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 조류와 구분 짓게 하는 것은, 니체는 그러한 믿음을 믿음으로 남겨 놓기를 

거부했다는 데에 있다. 그러니까 죽음이 완전성으로의 진입로라면, 니체에게 있어

서 그것은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무엇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실천해야 하는 삶 

자체가 된다. 

이렇게 해서 니체에게서 전통적으로 고수되어 온 삶과 죽음의 관계가 전도된다. 

인간이 쉼 없이 스스로를 초월하기를 갈구하는 삶, 스스로를 계속해서 결핍된 것

으로 의식하는 데로 돌아오는 삶, 그래서 완전한 무언가에 즉해 자기부정을 그 실

천으로 하는 삶은, 니체에게는 죽음과 같은 삶, 아니 ‘죽음’이다. 오히려 전통적으

로 죽음이라 이르는 것, 저 불행한 자기의식에서 벗어나 버리는 것이야말로 니체

에게는 무한히 거듭되어야 할 ‘삶’의 실천인바, 그럼으로써 삶은 스스로를 완전하

고 영원한 것으로 느끼는 ‘삶’, 이로부터 스스로를 새로이 창조하는 예술로서의 

‘삶’이 된다. 

물론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넘어서고자 하는 욕망은 인간의 본질을 이루는 것

이며, 이렇게 모순으로 점철된 인간의 삶은 그 자체가 고통이다. 삶이 끊임없이 

요구하는 자기극복이 인간을 지치고 병들게 하여 결국 그가 ‘신’으로 대변되는 ─ 

그것이 절대정신이 되었든, 예술이나 예술가가 되었든, 심지어 국가나 어떤 지도

자가 되었든 간에 ─ ‘자기가 아닌 것’에, ‘자기 초월적인 것’에 기대어 거듭되는 

삶의 요구를 실천하기를 멈춘다면, 그래서 인간이 자신의 본성을 잠재운다면, 그

것이 곧 ‘죽음’인 것이다. 

이에 대해 니체는 삶의 고통으로 인한 “병듦이 삶을 위한, 더 풍부한 삶을 위

한 강력한 자극제”가 되기를 촉구한다.304) 인간이 자신을 압도하는 저 삶의 고통

스러운 요구가 기실 인간 자신에게서 기인한 것이라는 숭고함 속에서 또다시 자

신의 욕망을 행한다면, 그러한 가운데 결핍된 자기를 망각하고 충만한 자기로서 

출발한다면, 그것은 인간이 저 완전성을 기약하는 죽음을 지금 여기에서 실현하는 

것이며, 이로써 그는 쾌유하는 쾌감을 아름다움 속에서 누리게 된다. 이렇게 인간

이 자기 자신임을 멈추지 않는 것, 그것이 ‘삶’이다. 

그야말로 삶의 고통이 인간을 ‘죽음’에 이르게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를 더

욱 강하게 만들며 ‘삶’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인간을] 죽이지 못하는 것은 그를 

304) EH “Warum ich so weise bin” §2, p. 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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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강하게 만든다”305)는 니체의 유명한 말은 항상 본래의 맥락과 무관하게 사

용됨으로써 널리 알려진 만큼이나 그 진의가 훼손되거나 왜곡되어 쓰이는 경구들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이 말을 액면 그대로 읽자면, 그것은 살아있는 동안 겪는 

모든 것이 삶의 자극제가 될 수 있다는 말이라 하겠다. 그러나 니체가 이로써 단

순히 용기와 희망을 북돋는 위로의 말을 던진 것이라 보아서는 안 될 것이다. 사

후세계에 대한 사유 자체를 거부하는 니체에게는 지금 여기에서 생명이 약동하는 

이 세계만이 있으니, 여기에 ‘죽음’과 ‘삶’이 공존할 뿐이며, 그래서 저 말은 인간

은 매 순간 ‘죽음’이냐 ‘삶’이냐를 결단하고 실천하는 존재임을 이르는 것이라 하

겠다.

이렇게 니체는 기존 사유에서의 삶과 죽음을 전도함으로써 인간의 자기규정 또

한 뒤집는다. 즉 니체적 ‘삶’을 사는 인간은 더 이상 ‘사멸하는 존재’가 아니라 ‘탄

생하는 존재’인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이지만, ‘죽느냐, 아니면 사느냐’의 

물음 앞에서 선택된 ‘삶’에 있어서 죽음은 저 선택의 기로에서 ‘삶’을 재창출하기 

위한 실천이 된다. 영원히 회귀하는 삶의 요구에 응하는 것이자, 행위함으로써 자

기 자신을 넘어서고자 하는 욕망을 현실화하는 것이 ‘삶’이라 할 때, 행위하는 가

운데, 한계를 자각하는 기존의 자기를 망각하는 것이 바로 ‘삶’을 위한 죽음이다. 

이러한 죽음의 실천으로써 새로이 탄생하는 자기는 한계를 모르는 그 충만한 자

유로움으로부터 고유의 삶을 창조한다. 인간이 살아가는 동안에 저 선택의 기로는 

끊임없이 직면하게 되는 것이니, 그때마다 인간이 계속 자기 자신이고자 한다면, 

그러니까 ‘삶’을 살고자 한다면, 그는 인생의 단계마다 죽음을 실천함으로써 새로

이 탄생하는 존재인 것이다. 

그래서 탄생하는 존재로서의 인간에게는 죽음은 삶과 분리된 저편으로 이르는 

출구가 아니다. 죽음은 다시 ‘삶’으로 회귀하기 위한 적극적 실천으로서 ‘삶’ 자체

가 된다. ‘삶’을 사는 인간에게는 그 생명을 다하여 맞게 되는 (생물학적) 죽음 또

한 다르지 않을 것이다. 죽음으로써 새로이 탄생하는 자기는 기존의 자기에게는 

항상 타자이기 때문이다. 삶을 그 자체로 인식한 ‘나’는 지금 나의 행위가 또다시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불확실성의 심연을 맞닥뜨리게 할 것임을 아는 자다. 그럼에

도 내가 ‘삶’을 택하고자 한다면, 내가 나를 넘어서고자 하는 본성을 행하고자 한

305) EH “Warum ich so weise bin” §2, p. 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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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면, 이는 내가 무모하게 행위함으로써 스스로 저 심연으로 몰락하고자 함이요, 

이로써 지금의 나는 숭고하게 죽음을 맞이하고자 함이다. 죽음이라는 심연 너머는 

지금 여기에서의 나에게는 미지의 영역이지만, 나는 완전성 속에서 새로이 탄생할 

나를 실현하기 위해 기꺼이 지금 죽음을 행한다. 이렇게 거듭 탄생하는 존재인 인

간에게는 오직 새로운 ‘나’만이 있을 뿐이니, 기존의 나는 지금 여기서 취한 관점

에서 새로이 구축됨으로써 소멸한다. 그러한 가운데 새로운 나는 그 완전한 자유

의 쾌감을 삶에 선사하여 그 아름다움 속에서 ‘삶’을 사는 것이다. 탄생하는 존재

로서의 인간에게는 ‘삶’만이 있을 뿐이요, 죽음은 언제나 ‘삶’을 위한 것이다.

삶의 무게중심을 죽음에서 탄생으로 옮겨놓음으로써, 죽음을 온전히 ‘나이자 삶’

의 실천이게 함으로써 니체가 궁극적으로 열어 보이고자 한 것은 ‘스스로를 근거 

짓는 개별적 인간’, ‘삶의 중심이자 정점에서 전체로서의 자기를 작품화하는 예술

가로서의 인간’, 이른바 ‘미적 인간’으로 이르는 길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획은 그 자체 성격상 보편적으로 따라야 할 어떤 지침을 마련하는 식으로 실행

될 수는 없는 것이다. 이것이 니체가 철학이 아니라 미학을 통해, 철학자가 아니

라 예술가로서 저 사상적 기획을 실천했던 까닭이다. 죽음에 대한 전통적 사유를 

그 실천으로 전회함으로써, 예술가 니체는 기독교적 도덕 형이상학을 넘어 미학을 

실천해 보인다. 무엇보다 ‘미적 인간’을 위한 맹아를 품은 형이상학적 근대미학의 

유산을 창조적으로 계승함으로써 니체는 더 이상 철학적 미학이 아닌, 철학을 대

체하는 ‘미학’을, ‘미적 인간’의 실천을, 그리고 이를 위한 죽음의 실천을 우리 앞

에 ‘범례(Muster)’306)로서 제시했던 것이다. 

306) 본 연구자는 이 ‘범례’라는 말을 칸트의 표현에서 빌려다 쓴 것이되, 이것이 담지한 

칸트적 의미를 모두 수용하여 사용한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하자면, 본 연구자는 칸트의 

이 용어를 나름대로 전유하여 사용하였다. 칸트는 “예술에 규칙을 부여하는 재능”인 천

재에 대해 논하면서, 그것이 “어떠한 특정한 규칙도 주어지지 않는 것을 만들어내는 재

능”으로 그 “원본성(Originalität)”을 가지는 동시에 “범례(Muster)”로서 “본보기적

(exemplarisch)”인 것이라고 설명한다. 즉 그 독창적 산물은 어떻게 성립되는지 기술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지만, 다른 사람들이 그 산물을 모범으로 삼아 판정의 표준으

로 삼을 수 있는 것이 된다. (임마누엘 칸트 (백종현 역, 2010), p. 339. [B182]) 여기서 

천부적 자질로 여겨지는 천재라는 능력은 니체의 경우에는 삶 자체의 특정 상태, 즉 스

스로를 그 자체로 긍정할 수 있는 삶의 ‘건강함’이라는 생리학적 상태로 대체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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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차라투스트라는 이러한 니체의 사상적 성격을 이렇게 전한다: “수많은 

길과 방법으로 나는 나의 진리에 이르렀다. 나의 눈이 내 멀리까지 조망하는 이 

높이에 이르기까지 나는 단 하나의 사다리로 오른 것이 아니다. [...] 시도와 물음

은 모두 나의 걸음이었다. [...] 나는 나에게 ‘길’을 묻는 자들에게 이렇게 답하니, 

‘이것이 ─ 지금 나의 길이다. 그대들의 길은 어디 있는가?’”307) 이렇게 해서 니체

가 자신의 ‘삶’을 위한 죽음을 실천함으로써 자신의 시대를 넘어 새로운 시대를 

예비하고 창출하는 지난한 길을 쫓아온 끝에, 우리는 이제 각자의 출발점에 서기

를 요청받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에 부응하고자 한다면, 계속해서 우리

는 ‘지금 그리고 여기에서의 나는 죽음을 어떻게 마주하고 있는가?’, ‘나는 온전히 

타자의 삶이 될 나의 죽음에게 무엇을 희망하는가’, ‘과연 나의 죽음은 삶을 위한 

것인가’를 다시, 새로이 물어야 할 것이며, 물음이 던져질 때마다 행해지는 새로운 

시도와 실천들이 바로 각자의 대답이자 길이 될 것이다.

요, 또한 그것은 각자의 창조행위를 통해 발현되는 것이다. 천재의 독창적 산물이 그 

성립과정을 기술할 수 없는 만큼 그 고유의 창조된 규칙은 다른 사람이 따를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 분명하다. 하여 니체의 저술이 ‘범례’가 될 수 있다는 연구자의 주장은 

그것이 품는 건강한 정조가 다른 사람들의 건강한 정조를 고무하여 각자 나름의 규칙을 

창조하는 힘에 자극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더 나아가 그것은 각자의 창조행위로만 입증

될 수 있는 것임을 의미한다.
307) Z Ⅲ “Vom Geist der Schwere” 2, p. 241. 연구자 강조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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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ain objective of this thesis is to trace Nietzsche’s philosophical

journey where he destructs Metaphysics and constructs his own

Aesthetics at the very place by taking ‘Death’ as a kind of

pathfinder. First of all, ‘Death’ is a crucial point at which Nietzsche

argues against modern philosophy, which is his philosophical

background as well as antipode. As is generally known, modern

philosophy is a field where the great diastrophism of ‘turn to the

subject’ occurs. The modern mind accuses ‘God’ for wrong

philosophical foundation and substitutes it with the substantial ‘I’

which is guaranteed with ‘immediate certainty of self-consciousness’.

It is sure that the modern philosophy begins to have a paradigm for

explaining the world ‘more’ rationally by turning to the sub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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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etzsche criticizes rationality of the very foundation, not of the

thinking structure constructed on its foundation. When Nietzsche

refutes the substantial ‘I’ which is a starting point of modern

philosophy as the basic error, ‘Death’ is a critical clue to elucidate his

refutation.

Every living thing must die, but nobody knows what will happen

after death. It is obviously extinction of self-consciousness. Death is

absolutely uncertain for (at least) human beings in terms of existence

and cognition. Therefore, death must be a definitive appeal and

refutation to the substantial ‘I’ based on the belief of

self-consciousness. In fact, it conflicts with truthfulness and

rationality of philosophy, if it denies recognition of obviously absolute

limit of death. Nietzsche criticizes the modern philosophy with the

very calmness of modern philosophers who dismiss ‘God’; I focus on

showing this process and its validity with consideration of

philosophical and religious arguments about death.

From this, I also look into Nietzsche’s argument against the whole

metaphysical thoughts including modern philosophy in terms of death.

It provides necessity with which Nietzsche tries to overcome modern

thoughts by subverting philosophical way of thinking. Metaphysics is

a human thinking that makes the world exhaustively intelligible by

finding ‘more’ universal principle to embrace uncertainty and

exceptionality. For that, the total system of thoughts must premise

the Real which transcends death that we can neither prove nor

refute. Here is a reason why Nietzsche sees modern thoughts as

secularized Christian metaphysics.

However, what Nietzsche considers more problematic than the

falsehood of this total thoughts is the effect on the actual human life.

The traditional philosophy has provided and persuaded the prototype

for applying it into practice to suppress individuality under totality,

life under (the absolute Real beyond) death until Nietzsche’s 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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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etzsche defines this ‘perversive life to negate itself’ or ‘life to

pursue death’ as a disease under ‘décadence’, driving his era into the

crisis. However, in fact, it has rooted into the long history of

Christian Metaphysics. Thus, when Nietzsche declares ‘to overcome

décadence of modernity’ is his core philosophical task, the practice of

it must be to overcome the existing philosophizing itself.

This practice opens the way for an individual life to attain its

autonomy without referring to the universal, that is, to recover ‘life to

affirm itself immediately’. From this, we can define the essence of

Nietzschean thoughts as Aesthetics. We look into Nietzschean

thoughts as Aesthetics closely while tracing the process where he

returns death from what is related with the absolute Real in

metaphysical thoughts into what is a part of the individual life. For

Nietzsche, there is no moment of life that is considered as something

separated from life; even death is not a notion but experience and

practice of life. Death, which is extinction of self-consciousness, is an

experience of active forgetting in the midst of acting. This

Nietzschean death is considered as the moment-experience of life

where a dimension of unconsciousness is opened to us; it is also

what ‘death of the modern subject’ means. This death is also an

aesthetic experience which one can have by practice of ‘creative

subject-becoming’ beyond the modern subject.

As we all know, in the mid-18th century, ‘Aesthetics’ initiated as a

branch of modern philosophy, and both represented and led the

philosophical stream towards the ‘turn to the subject’. Nietzsche pays

attention to the modern aesthetics, because it tries to achieve human

autonomy or independence from the God. It gives Nietzsche a clue

for exploring the experience of death; that is the feeling of power

which is stirring under the conscious. Though, it considers the

aesthetic experience as something on the level of consciousness. Thus

it results in establishing subjectivity inherent of transcen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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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emphasize it again, Nietzsche practices his thoughts with

overcoming the philosophizing itself. Therefore, he attempts to

practice ‘Aesthetics’ which substitutes for philosophy itself, not

supplies to it as a branch any more, while inheriting the core

concepts of modern aesthetics which open up possibilities for the ‘life

affirming itself immediately’ in a creative way. In Nietzschean

aesthetics, the sublime is feeling of increasing power which wills to

go beyond the absolute limit of life even while recognizing it; it

releases itself by acting in the beauty. In other words, Nietzschean

aesthetic experience, through not uninterested reflection, but interested

action, is the experience of death in which one feels from the sublime

into the beauty. Life is to realize its will to go beyond itself by

acting; it is death for life which forgets the existing Self being

conscious of its own limit while acting. With it, newly beginning Self

creates its own life, life as art in its own fullness without knowing

its limit.

In this way, this thesis investigates the aesthetic meaning of ‘death’

in Nietzsche’s philosophy; ultimately, it clarifies that his thoughts

about death is the practice of negation by which he closes the

traditional metaphysics and opens aesthetics in the context of

philosophical history, and the practice of affirmation by which he

initiates and completes the creative life in his own thou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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