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 시-비 리- 경 지 2.0 한민  

는 아래  조건  르는 경 에 한하여 게 

l  저 물  복제, 포, 전송, 전시, 공연  송할 수 습니다.  

다 과 같  조건  라야 합니다: 

l 하는,  저 물  나 포  경 ,  저 물에 적 된 허락조건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l 저 터  허가를 면 러한 조건들  적 되지 않습니다.  

저 에 른  리는  내 에 하여 향  지 않습니다. 

것  허락규약(Legal Code)  해하  쉽게 약한 것 니다.  

Disclaimer  

  

  

저 시. 하는 원저 를 시하여야 합니다. 

비 리. 하는  저 물  리 목적  할 수 없습니다. 

경 지. 하는  저 물  개 , 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legalcod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문학석사 학위논문

존재론적 시원 탐구를 통한 

상호주체성의 가능성 고찰

- 뤼스 이리가레를 중심으로 -

2022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철학과 서양철학 전공

용 아 영



존재론적 시원 탐구를 통한 

상호주체성의 가능성 고찰

- 뤼스 이리가레를 중심으로 -

지도교수  김 상 환

이 논문을 문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2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철학과 서양철학 전공

용  아  영 

용아영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2년   8월

위 원 장     박찬국             (인)

부위원장     김상환             (인)

위    원     이남인             (인)



- i -

국문 초록

성차는 이리가레 철학의 핵심 개념어로 이것은 우리의 존재론적 시원인 어머니 또는 

자연이다. 본고의 목표는 두 가지이다. 첫 째, 이 성차를 발굴해가는 과정을 명확하게 

밝힌다. 둘째, 이리가레는 성차에 기반한 상호주체성이 전통적인 주체성의 문제를 해결

한다고 주장하는데. 과연 이리가레가 상호주체성이 전통적 주체성의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지도 비판적으로 고찰해볼 것이다. 

이리가레는 전통적 주체성의 문제를 다음과 같이 진단한다. 전통 철학은 존재론적 시

원을 이중적으로 망각한다. 더불어 남성 주체는 유아론적 초월을 통해서 전통 철학 담

론 내에서 유일한 주체로서 자리 잡는다. 전통적 주체성의 문제는 시원의 이중적 망각

에 기인한다. 이리가레는 단순히 여성 또는 자연/어머니가 철학 텍스트 내에서 열등한 

것으로 그려졌다는 것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리가레는 철학 텍스트가 자

기 자신의 논리를 구축하는 시작점인 시원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지를 추적함으로써 이

것이 내부적 모순을 가지고 있음을 비판한다. 

첫째로, 성차의 발굴의 첫 단추는 성차인 시원의 이중적 망각을 추적하는 것이다. 철

학 담론은 시원인 자연/어머니의 배제와 배제의 사실의 은폐를 통해 담론 그 자신을 

구축 가능하다. 따라서, 철학 담론이 자기 자신의 시원이라 내세우는 것은, 자연/어머니

인 원래의 시원을 배제하고 난 ‘이후의’ 시원이다. 이러한 2차적 시원은 남성 주체가 

탄생하는 장소이자, 남성 주체가 세계를 향해 초월하게 되는 한계이며, 죽음 이후 다시 

되돌아오게 되는 곳이다. 그 결과, 자연은 문화의 발전을 위한 원재료일 뿐이며, 여성은 

남성의 어머니로 축소되어서 남성 주체의 재생산의 역할만 맡게 된다. 달리 말하면 2차

적 시원은 철학 담론 내에서 남성의 어머니 또는 자연으로 자주 표상되며 남성 주체의 

시원을 담당하지만, 자기 자신의 시원은 갖지 못한다. 2차적 시원은 남성 주체의 유아

론적 초월의 한계를 담당한다. 그러나, 2차적 시원인 어머니와 자연은 자기 자신의 한

계를 가질 수 없다. 이는 자연과 어머니가  자기 자신의 기원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언

제나 남성 주체를 위한 한계로서만 남아있음을 의미한다. 달리 말하면 2차적 시원은 자

기 자신을 초월할 수 있는 힘을 가지지 못한다. 헤겔은 시원인 자연/어머니를 망각했기 

때문에 그의 목표인 ‘전체성’을 이루지 못할 것이다. 하이데거는 존재와 사유의 공속을 

통해 존재와 사유 모두 서로가 서로를 향해 초월할 수 있는 힘을 가졌음을 주장했다. 

하지만, 하이데거는 자연을 배제하고 언어를 시원으로 삼음으로써 자연인 존재로부터 

매개할 수 있는 힘을 탈취했고, 그 결과 헤겔과 유사한 ‘유아론적 초월’의 모습을 보인

다.

둘째로, 전통적 주체성의 문제를 해결하고 성차에 기반한 상호 주체성을 형성하기 위

해서 이리가레는 두 가지 전략을 세운다. 첫 번째 전략은 자연/어머니의 시원성 회복이



- ii -

다. 이리가레는 자연/어머니인 시원이 우리보다 시간적 그리고 인과적으로 앞선다는 것

을 강조한다. 달리 말하면, 자연/어머니는 존재자들의 존재 근거가 되면서, 자기 자신의 

존재 근거는 자기 자신 안에서 찾음을 의미한다. 즉, 자연/어머니의 시원성 회복은 이

것이 모든 것을 창조하면서, 그 자체로 생성함을 의미한다. 망각한 자연-어머니를 회복

함에 따라, 2차적 시원은 더 이상 남성 주체를 위한 한계로서만 존재하지 않게 된다. 

두 번째 전략은 다음과 같다. 두 주체인 여성과 남성이 서로의 초월을 위한 한계로만 

존재하지 않게 하는 것이 이리가레의 상호 주체성의 요지이다. 이것은 성적 타자를 

‘나’의 세계로 환원하겠다는 욕망을 멈추고 우리의 시원이 둘의 결합으로 이루어졌음을 

인정함으로써 가능하다. 이와 같은 관계 맺음을 이리가레는 촉각으로 구체화한다. 촉각

은 만지면서도 만져지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상대방을 만지면서 자기 자신은 만져지

고, 동시에 상대방은 ‘나’를 만지면서 나에 의해 만져진다. 어느 한쪽은 만지는 것이고 

다른 한쪽은 만져지는 것으로 고정될 수 없다. 더불어 촉각은 우리가 어머니의 배 속에 

있을 때 가장 먼저 생성되는 감각이자 어머니와의 관계 맺음을 가능하게 하는 시원성

을 갖고 있다. 

주요어: 시원, 2차적 시원, 이중 배제, 유아론적 초월, 상호주체성, 촉각

학번: 2020-23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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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1.1 연구 배경

뤼스 이리가레는 성차(la différence sexuelle)의 복원과 상호 주체성을 주장하는 페미니스트 

철학자로 페미니즘과 철학 모두에서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리가레의 철학적 

목표는 성차에 기반한 상호 주체성을 길러내는 것이다. 본고는 이리가레의 존재론적 시원인 

성차를 발굴해가는 과정을 명확하게 밝히고, 이것에 기반한 상호 주체성이 전통적 주체성의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지를 비판적으로 고찰할 것이다. 

이리가레는 성차가 철학 담론의 시원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실이 망각되어 왔음을 비판한다. 

철학 담론의 시원은 철학 담론이 ‘담론’으로서 자기 논리를 갖추기 시작하는 지점이다. 

이리가레는 자연/어머니가 철학 담론의 시작점에서 담론의 외부로 배제되었고, 남성 

철학자들은 그 배제 된 사실을 은폐하면서 자연/어머니가 아닌 다른 시원을 시원으로 삼는 

‘이중적 망각’을 언제나 해오고 있었다고 비판한다. 이것은 단순히 철학 담론에 

자연/어머니가 포함되지 않음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철학 담론의 작동 조건이 

자연/어머니의 이중 망각임을 보여준다. 달리 말하면, 철학 담론은 자연/어머니의 배제가 

없으면 자기 자신의 논리를 전개하지 못한다. 철학 담론이 담론의 ‘외부’에 의존하기에 그 

자체가 내부적으로 완벽한 체계가 아니라, 언제나 그것의 외부에 의존하면서도 그것을 

지워내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리가레는 단순히 철학 담론 ‘내’에서 자연/어머니가 

열등한 위치임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시원인 자연/어머니가 어떤 과정을 거쳐 

‘열등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는지 밝혀내고, 이러한 과정이 철학 담론의 가능조건이고, 이 

가능 조건 자체가 근본적으로 모순을 가짐1을 보인다. 

1 뤼스 이리가레, 「역자 후기」, 『반사경: 타자인 여성에 대하여』, 심하은•황주영 역, 꿈꾼문고, 2021, 

pp. 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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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사에서 묘사되어 왔던 자연/어머니는 철학 담론의 시작점에서 배제된 ‘이후’의 것으로 

그 자체의 자기-운동성을 빼앗겨 왔다. 철학 담론의 시작은 자연/어머니의 운동성을 빼앗고 

외부로 추방한 뒤에, 자연/문화, 여성/남성, 신체/정신이라는 이분법을 구성한다. 이 때 

오른쪽 항은 운동성을 가지고 있기에 시간과 공간성을 가지나, 왼쪽 항은 운동성이 없기에 

정적이고 변화가 없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달리 말하면 자연/어머니라는 시원의 추방 

이전에는 자연/문화, 여성/남성 그리고 신체/정신이라는 이분법이 아니라 연속성이 

존재했다는 것이다. 철학 담론 내에서 오른쪽 항은 각자의 왼쪽 항에서 태어난 후 이것과 

‘단절’하는 초월을 겪은 후, 자기 자신의 생명이 다하면 다시 왼쪽 항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의미에서 왼쪽 항은 오른쪽 항이 태어나고 이것들이 죽음을 맞을 때 

돌아오는 ‘장소’이다. 반면에 오른 쪽 항에 해당하는 것들은 자기 자신이 태어나고 죽을 

자기 자신만의 장소를 갖지 못하고 언제나 왼쪽 항의 ‘장소’로만 존재해왔다. 이리가레의 

목표는 두 번에 걸쳐 망각된 시원인 자연/어머니를 발굴하고 이것에게 운동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자연/어머니는 여성과 남성이라는 두 유(genre) 또는 두 ‘존재하-기(to be)’를 낳는 생성적 

힘이다. 즉, 자연/어머니의 생성적 힘은 이리가레가 복구하려는 시원의 운동성이다. 시원인 

자연/어머니는 언제나 이원화된 리듬으로 자기 자신을 나타내며,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방식 

중, 인간을 통하는 것은 바로 여성과 남성이라는 두 가지 ‘존재하기(to-be)’2이다. 그리고 

자연/어머니에서 태어나 성차화 된 ‘존재하-기(to be)’로서의 여성과 남성이 함께 만나서 

문화라는 영역을 일궈낸다. 따라서 자연/문화, 여성/남성이라는 단절된 영역이 존재하는 것이 

2 자연/어머니가 하이데거의 존재(Being)에 대응된다면, 여성과 남성은 하이데거의 시선에서 존재자

(being)일 것이다. 그러나 이리가레는 여성과 남성을 존재자가 아닌 ‘존재하-기(to be)’로 이해할 것을 

부탁한다. 여성과 남성은 존재인 자연/어머니로부터 태어나서, 자신의 성차화 된 신체를 자연적인 것

에 머물도록 하지 않고 변화를 일궈낸다. 변화의 가능성은 여성과 남성의 만남에서 가능하다. 이 두 

주체는 함께 공속하는 곳에서 관계 맺음을 통해, 자신의 성차화 된 신체에 끊임없이 변화를 주기 때

문에, ‘존재자’보다는 존재하-기가 적합하다. 하이데거의 존재자의 운동성은 존재에 의해 일어난다면, 

두 주체의 운동은 자신의 성적 타자로부터 비롯하기에 ‘존재자’라는 용어에 적합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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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왼쪽 항과 오른 쪽 항의 연속성이 존재한다. 자연/어머니가 이중 망각된 결과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 첫 째로는 자연을 문화/정신의 발전의 재료로 삼게 된다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변화와 차이를 낳는 것은 문화/정신일 뿐이며, 자연은 이들을 위한 

원재료로서만 문화/정신을 위해 사용된다. 따라서 자연 그 자체는 변화 차이를 낳지 

못하기에 어떤 운동성도 갖지 못한다. 둘째로 어머니를 단순히 부계 혈통의 재생산의 

장소로만 이해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담론 내의 여성 정체성은 ‘남성의 어머니’일 뿐이지, 

그 어떤 정체성도 가질 수 없다. 여성은 재생산 담당자로 축소되어 가정이 아닌 영역인 

문화나 정치 공동체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이리가레가 다른 철학자와 가장 크게 차이 나는 지점은 여성과 남성이라는 상호 주체성을 

강하게 주장한다는 것이다. 이리가레는 여성과 남성이 서로 서로 관계 맺으면서도 이 관계에 

의해서‘만’ 존재할 수 있게 되어서는 안 되고3(SF,25), 그 관계에 대해 환원불가능한 자기 

자신의 독립적 영역이 존재해야만 함을 주장한다. 이것은 헤겔의 상호인정적 관계의 

문제의식과도 같다. 두 개의 자기의식은 타자와 관계하는 의존성을 가지면서도 각각 

자립성을 가져야 하는 모순적 상황에 처해있었다. 두 자기의식의 상호인정적 관계는 타자가 

‘나’와 동등하게 자립적이며 ‘나’는 이러한 ‘타자’와의 관계에 의해서 존재할 수 있고, 이 

타자와의 관계는 사실 ‘나’-자기 자신과의 관계이다. 동시에 ‘나’의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타자에게도 타자와 타자 자기 자신과의 관계임을 깨달을 때 성립한다. 그런데, 이리가레는 

헤겔의 관계 맺음의 방식이 ‘환원 가능한’ 부정성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헤겔의 방식을 

따를 수 없다고 말한다. 이를 이리가레는 ‘나’와 타자와의 거리가 삭제된 것이라 본다. 

자기의식의 상호 인정적 관계는 자기의식이 자신 ‘외부’에 어떤 타자도 갖지 않는 것, 즉 

자기 자신의 유한성을 모두 극복해 낸 유일한 무한자가 되는 것이다. 이것이 가능한 까닭은 

관계 맺는 항이 스스로 관계 맺을 수 있는 힘을 생산해서 관계 맺어지는 항이 되기 

3 Irigaray,Luce. Sharing the Fire, Palgrave Macmillan, 2019, pp.25. 다음부터는 텍스트의 약어인 SF와 

쪽수를 괄호 안에 넣어 본문 안에 표기하는 것으로 각주 표기를 대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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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고, 이 때 관계 맺을 수 있는 힘은 ‘부정성’이다. 따라서, ‘환원 가능한 부정성’은 

하다고 했을 때에는 매개하는 항과 매개되는 항을 꼭 같은 것으로 환원해 주는 힘이다. 

하이데거는 헤겔의 사유가 매개하는 항으로서 매개되는 항인 대상과 동일해질 수 있도록 

하는 근거인 부정성을 산출할 수 있음에 의문을 던졌다. 하이데거가 보기에, 사유와 존재의 

관계 맺음의 가능성, 즉 매개하는 힘은 사유만 가진 것이 아니라, 존재와 사유 모두에게 

있다. 매개하는 힘은 바로 무(無)로 존재와 사유는 자기 자신을 무로 비워내어 서로에게로 

초월한다. 헤겔의 사유가 스스로를 대상과 ‘구분’하는 방식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매개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상대 항과 관계 맺기 위해서는 상대 항이 반드시 필요하다. 

달리 말해서 각 항의 매개하는 힘이 촉발되기 위해서는 상대 항이 그 힘을 깨워줘야 한다. 

하이데거의 존재의 부름과 현존재의 응답이 상호 의존적이기에 서로가 서로를 향해 초월할 

수 있는 것과 같다. 전통적으로 두 개의 항이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어느 한 항이 다른 항을 

종속시킴을 의미했다. 주체-객체의 관계와 같이, 매개할 수 있는 힘이 어느 한 쪽의 항에만 

할당된다면 대등한 관계가 아닌 비대칭적 관계가 형성될 것이다. 따라서, 하이데거는 각 

항의 매개 발동의 상호 의존성에 근거하여, 두 항이 함께 관계를 형성, 즉 공속의 장소를 

만들어서 존재와 사유의 비대칭적 관계를 조정하고자 했다. 

그러나, 하이데거는 존재와 사유의 공통의 한계이자 매개인 언어를 그 무엇보다 먼저 

존재하는 것으로 놓음으로써, 매개 또는 한계의 생성성을 놓치고 있다. 즉 언어는 

생성되어야 하는 것이지 선재(先在)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사실 언어가 하이데거의 

시원이 아니라, 시원은 자연/어머니라는 공기이고, 공기를 배제하고 이것을 하이데거의 

철학에 동질적으로 변화시킨 것이 ‘언어’이다. 언어는 존재의 개방성이기에 다른 

존재자들보다 ‘절대적’이고 그에 따라 시간적으로 앞선다. 반면에 이리가레는 시간적으로 

그리고 인과적으로 앞서는 것은 언어가 아니라 자연임을 강조하며, 자연의 생성적 힘을 

되살린다. 자연이 이원론적 리듬으로 이분화 되어있음을 이야기 하며, 이것은 자연/문화의 



- 5 -

이분법적 구조에서 자연이 정적-순환적 시간이라는 이해방식에서 벗어난다. 달리 말하면 

자연은 이원적 리듬으로 순환하지만 동일한 것의 ‘순환’이 아니라, 다른 존재자들의 절대적 

시원으로 모든 존재자들을 낳는 힘, 즉 변화를 생산한다.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와 다른 ‘나는 네가 아니다.’는 타자에 대한 그리고 타자

와 함께하는 관계를 가능하게 해주는 상대성(relativity)을 보장하고, 이 관계가 무

한성으로의 초월(drift) 또는 상대성으로의 용해되는 것을 방지한다. (SF,32)

우리는 자연/어머니로부터 태어나지만 우리가 자연/어머니를 낳을 수 없다. 이것은 

비가역적이다. 반면에, 이리가레의 여성과 남성이라는 두 주체는 양방향적 관계를 맺으며 

시간과 공간을 공유하기에, 어느 것 하나가 어느 것이 ‘앞서’ 존재하지 않는다. ‘양방향적’ 

관계는 상대방과의 관계에 자기 자신이 ‘용해’되지 않으면서도 자기 자신만이 유일한 

무한자가 되지 않아야 한다. 이리가레의 성적 타자는 ‘나’의 세계 ‘외부’에서 ‘나’에게로 

도래하여 ‘나’의 세계를 뒤흔든다. 그런데 이러한 성적 타자와의 상호 대등한 관계 맺기가 

어떻게 가능한가? 달리 말해서 성적 타자와 관계 맺으면서 성적 타자의 자립성을 인정하고 

성적 타자도 ‘나’에게 그리 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이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로 

보이는데, 만약 ‘나’의 세계 외부의 성적 타자를 맞이하게 된다면 성적 타자와의 관계는 

가능하겠지만 ‘나’의 자립성은 지킬 수 없게 될 것이다. 반대로 성적 타자와의 관계를 맺지 

않는다면 ‘나’의 세계를 지킬 수는 있겠지만 어떠한 관계 맺음도 없을 것이다. 자연/어머니는 

‘절대적’이기에, 우리보다 시간적으로 앞서고 우리에게 ‘존재’를 주는 방향은 일방향적이다. 

반면에, 여성과 남성이라는 상호주체는 ‘양방향적’이기에 서로가 서로에게 존재를 ‘수여’한다. 

이것은 존재의 주고 받음이 양방향적이라는 의미이고 각 주체가 주고 받는 역할 중 하나에 

고정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성적 타자가 ‘나’에게로 초월하여 존재를 줄 때, ‘나’는 성적 

타자를 향해 ‘나’를 개방한다. 동시에 ‘나’는 성적 타자를 향해 초월하여, ‘나’의 존재를 

주면서 성적 타자를 ‘개방’한다. 즉 두 주체의 각자의 세계의 열고 닫음이 동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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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어나기에 어느 한 쪽이 자신의 집 안에서 문을 열지 않고 닫혀 있거나, 반대로 자신의 

문을 개방하고 있는 것에 멈춰 있는 것을 방지한다. 

이리가레는 정적인 세계관에 갇혀 있는 자연/어머니의 생성적 힘을 되살리고, 이것에 의해 

우리가 성적으로 이원화 됨을 강조한다. 인간은 다른 존재자들과 다르게 자연 뿐만 아니라, 

문화에도 거주하는 존재자로 자신의 성적 타자를 만남으로써 자연적 성적 이원성에 문화적 

의미를 준다. 우선, 철학 담론에 파묻혀 있던 시원인 자연/어머니를 발굴하여 우리가 

이로부터 태어난 성차화 된 신체로 존재함을 깨달아야 한다. 성차는 우리가 성적 타자로 

향할 수 있게 하는 욕망의 뿌리이다. 즉, 성차화 된 신체는 우리가 우리의 성적 타자와 

조우할 수 있게 해주는 구조(SF,18) 이기에 성적 타자와 함께 문화를 기를 수 있도록 돕는다. 

따라서 시원의 복구는 주체가 자신만의 세계에서 벗어나 초월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게 

하고, 성적 타자와 함께할 수 있게 하는 작업이다. 

1.2 논문 개요

이리가레가 비판하는 남성 철학자는 많으나, 이리가레의 철학에 지대한 영향을 준 철학자는 

헤겔과 하이데거로 보인다. 따라서, 본고는 헤겔과 하이데거의 철학 담론 내에서 시원을 

담당하면서도 배제되는 시점을 추적하는 이리가레의 논의를 정리하고 이들의 철학을 

경유하여 이리가레만의 상호 주체성이 무엇인지 보일 것이다. 2장은 헤겔이 상호 인정적 

관계라고 말하는 형제 자매의 관계가 사실 상호 인정적이지 않음을 보이는 이리가레의 논증 

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헤겔 철학 안에서 어떻게 남성 주체만이 ‘무한자’가 되는 

것이 드러난다. 따라서 헤겔이 상호 대등하다고 설정한 국가-남성, 가정-여성의 두 쌍은 

결코 대등한 것이 아님이 드러날 것이다. 이리가레의 시원 추적 작업은 헤겔의 목표인 

전체성이 완수 불가능함을 보여준다. 그리고, 자연/문화, 여성/남성, 신체/정신의 이분법이 

성립하는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시원인 자연/어머니가 망각되는 과정이 드러날 것이다. 

성차가 철학 담론의 조건으로 기능하면서도 그것이 배제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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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장에서, 바로 그 원인이 헤겔의 관계 맺음의 방식인 부정성임을 보인다. 달리 말하면, 

헤겔은 부정성으로 사유에 존재를 환원하는 관계 맺음의 양상을 보이는데, 성차는 환원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헤겔의 철학의 외부에 존재해야만 한다. 하이데거는 헤겔의 존재와 

사유의 관계 맺음의 양상은 사유를 무전제적으로 도입하는 것이라 비판하면서, 존재와 

사유의 새로운 관계 양상을 제안한다. 헤겔처럼 사유만 관계 맺을 수 있는 힘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존재도 그 힘을 가진다. 존재와 사유의 관계 맺을 수 있는 힘이 촉발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존재가 필수적이다. 달리 말하면 존재의 건너옴과 사유의 뒤로 물러섬이 상호 

의존적일 때, 이 둘의 초월이 시작된다. 존재의 건너옴과 사유의 뒤로 물러섬은 각각이 

자신의 한계를 마련하고 스스로를 뛰어넘는 방식이다. 이 둘은 자기 자신을 뛰어넘어 서로를 

만난다. 따라서, 존재와 사유 각각이 스스로 한계를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이데거의 

건너옴과 뒤로 물러섬과 같이, 상대방의 응함이 있어야 한계 생성의 운동이 시작될 수 있다. 

그리고 그 한계를 넘어서서 만나는 것은 존재는 사유를, 사유는 존재를 만난다. 한계는 

적극적으로 ‘생성’되어야 하고 이것의 목표는 관계 맺음이다. 그러나, 이리가레가 보기에 

하이데거는 존재의 관계 맺을 수 있는 힘을 복구하고 있지 못하다. 그 원인은 존재와 사유의 

한계가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선재하는 것으로 설정했기 때문이다. 4장에서, 하이데거의 

선재하는 한계인 언어는 사실 이리가레가 말하는 하이데거의 공기의 망각, 즉 물질로서의 

자연의 망각의 결과임을 드러낼 것이다. 이를 통해 오로지 남성주체만이 죽음을 통해 무의 

운동을 관장한다는 하이데거와 헤겔의 유사성이 드러날 것이다. 더불어, 4장에서 상호 

주체성이 어떻게 가능한지 밝힐 것이다. 여성과 남성은 자기 자신 안에 자신의 타자가 

자리할 수 있는 공백(SF,11)을 마련한다. 공백 마련의 운동은 자신의 성적 타자를 ‘소유’하여 

환원하겠다는 욕망에서 한 발짝 물러나 자신의 타자를 맞이하기 위한 공간을 마련하는 이중 

철회(withdrawal)이다. 철회는 각자의 타자를 향한 존재의 수여의 움직임이기도 하다. ‘나’가 

나의 성적 타자를 향해 존재를 수여함과 동시에 ‘나’자신을 성적 타자를 향해 개방하여 성적 

타자가 수여하는 존재를 받는다. 따라서, ‘나’와 나의 성적 타자가 동시에 자기 자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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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하면서, 자기 자신을 수여하기 때문에 철회는 이중적이다. 이것의 구체적 방식이 촉각의 

복원과 동사의 창조로 나타난다.

2. 헤겔의 망각된 시원 

『안티고네』는 그리스 비극 작가 소포클레스의 작품 중 하나로, 지금까지도 철학 텍스트의 

영감의 원천이 되고 있다. 헤겔은 『안티고네』를 자신의 철학 내로 가져가는 시도를 최초로 

감행했다. 그가 제시하는 『안티고네』는 『정신현상학』의 「정신」의 장에서 고대 

인륜성의 세계를 잘 묘사하는 텍스트로 등장한다. 이 때의 헤겔의 관심사는 비극 작품 

내에서 보여주는 신의 법과 인간의 법의 사이의 갈등과 각각의 법에 대응하는 가족과 

국가라는 두 공동체 간의 갈등, 마지막으로 이 갈등으로 말미암은 고대 폴리스의 몰락이다. 

왜냐하면 「정신」의 장의 목표는 정신이 "역사의 전개를 통해 각 계기들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면서 세계로 현현"4하는 것, 즉, 정신이 객관정신을 경험하는 여정을 서술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여정 중 첫번째 단계가 바로 고대 그리스의 시대이고, 그 중심에 비극 

『안티고네』가 있다. 

국가와 가족의 구분과 그에 대응하는 성별 구분은 이리가레의 관심을 끌었는데, 헤겔이 

남성과 여성의 구분과 그에 대응하는 정치적 실체인 국가와 가족의 구분을 

‘생래적’5(정신현상학2, 36)인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인륜의 세계를 받쳐주는 두 개의 보편적인 질서가 저마다 타고난 개체성에 따른 

성별상의 남녀로 구분되는 이유는 인륜적인 정신이 실제와 자기의식의 직접적인 

4 장 이뽈리트, 『헤겔의 정신현상학Ⅱ』, 이종철•김상환 역, 문예출판사, 1989, pp.8

5 G.W.F.헤겔,『정신현상학2』, 임석진 역, 한길사, 2005, pp.36. 이후 『정신현상학2』가 인용될 경우, 

택스트 약어와 쪽수를 괄호 안에 넣어 본문 안에 표기하는 것으로 각주를 대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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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즉 현실상의 구별이라는 면에서 생래적인 차이에 근거한 직접성을 바탕으로 

하여 성립되는 것이기 때문이다.(정신현상학2, 36)

『정신』의 장에 이르면 정신은 더 이상 자신 밖의 것을 대상으로 갖지 않는다. 『정신』의 

장 이전에는 의식의 한 형태로서 의식은 자신 밖의 것을 대상으로 가졌지만, 『정신』의 

장에 이르러서는 정신의 대상은 자기 자신이 자신을 부정하여 다다른 것, 즉 외화(外化)한 

것이다. 정신의 대상은 자기 자신을 외화한 세계 즉 ‘실제’이다.『정신』의 장의 바로 이전 

장인 『이성』에서는 드디어 자기 의식이 보편적 의식의 도달한다. 즉 이성은 자기 자신이 

전체라는 확신을 갖지만 이것은 주관적인 차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넘어서서 

현실의 객관적 진리, 즉 정신의 자기 지(知)를 얻어야 한다.                                                                                                                                                                                                                                                                                  

보편적 자기의식이 역사가 되는 과정을 그린 것이 바로 『정신』의 장이고, 이 과정의 

시작점으로 ‘실제와 자기의식의 직접적 통일’로 남성과 여성의 구분이 주어져 있다는 것이다. 

남성과 여성의 성별 구분이 ‘생래적’이라는 것은 본디 그러함, 즉 어떤 정신의 행위도 

개입되지 않음이다. 따라서, 헤겔은 정신이 자기 지를 획득해 나가는 여정의 시작점인 

국가-남성, 가족-여성이라는 대응쌍에 대해 어떠한 해명도 하고 있지 않고 있다. 성별 

구분이 ‘생래적’이라는 헤겔의 주장은 그 시대를 고려하면 놀라운 것은 아니지만, 헤겔은 더 

나아가 남성에는 국가를 그리고 여성에게는 가정을 할당하고 그것을 일종의 인륜적 모델로 

제시한다는 점에 이리가레는 주목한다. 헤겔이 말하는 것처럼 자연적이고 생래적 구분에 

의해, 여성은 무의식적인 신적 법과 가정의 대표자로, 남성은 의식적인 인간의 법칙, 국가의 

대표자로 구분된다. 이리가레가 의문시하는 것은 생래적인 것이라 말하는 성별 구분이 

어떠한 해명도 필요하지 않은 ‘소여’인지를 의문시하는 것이다. 오히려 성별 구분에 따른 

국가와 가정의 대응쌍은 헤겔의 자의적 구분 결과임을 밝히는 것이 이리가레의 목표이다. 

이때, 이리가레는 헤겔이 여성을 무의식의 영역, 가정의 영역에 놓음으로써 여성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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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등함'을 할당하고 있음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다. 여성이 담당하는 인륜적 공동체인 가족이 

남성이 담당하는 국가에 비해 인륜적 가치를 덜 가지고 있는 것으로 헤겔이 설정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입장이 있다. 물론 헤겔이 여성을 ‘공동체의 영원한 아이러니’라고 칭하면서 

사적 목적을 위해 보편성을 해친다고 서술하고 있다. 하지만, 안티고네 스스로 국가의 법을 

어겼음을 인정한다는 측면에서 헤겔이 안티고네를 칭찬하는 것을 본다면, 헤겔이 여성적 

가치를 남성적인 것보다 열등하게 설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즉, 헤겔이 여성을 가정에 

할당한다는 점만으로 헤겔이 여성에 대해 부당하게 평가하고 있다고 말하기에는 섣부르며, 

더 중요한 점은 이리가레도 이러한 의미로 헤겔을 비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헤겔의 

안티고네 해석에 대한 이리가레의 비판은 헤겔의 성별 구별에 따른 성역할의 구분을 

이리가레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평가되어 왔다. 달리 말하면, 헤겔이 그리는 가정의 

수호자 여성의 모습을 이리가레가 여성적 가치라고 받아들인다는 해석이다. 이러한 이해는 

앨리슨 스톤(Alison stone)이 대표적이다. 예를 들어, 앨리슨 스톤은 이리가레가 “두 성의 

‘성격과 능력의 차이’로 인해 고대 그리스의 제도가 성적으로 분할된다는 헤겔의 주장을 

기각하지 않는다.”6고 평가한다. 헤겔의 기본 전제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앨리스 스톤은 

이리가레가 이성애적 가족 구성을 인정하고 있다고 해석한다. 이에 대해 황주영7은 

이리가레가 헤겔의 전제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여, 안티고네가 가정을 수호하는 여전사로 

그리는 것은 “중대한 왜곡”8이라 평한다. 오히려, 이리가레는 어째서 국가-남성, 

가족-여성이라는 대응쌍이 만들어졌는지를 헤겔의 철학 내에서 추적하고 있다. 그가 보기에, 

안티고네는 국가에 대등한 실체인 가정의 수호자로 남성적 영역에 대항하여 '여성성'의 

영역을 지키는 '여성적 주체'가 아니다. 그의 논지는 안티고네가 '양가적' 위치에 있다는 

6 앨리슨 스톤, 『헤겔과 성적차이의 페미니즘』, 윤소영 역, 공감, 2007, pp.105. 

7 황주영, 「이리가레의 안티고네: 양가적 위치에 선 여성」,『도시인문학연구』, 5권, 제 2호, 2013, 

pp.130.

8 황주영, 「이리가레의 안티고네: 양가적 위치에 선 여성」, 『도시인문학연구』, 5권, 제 2호, 2013, 

pp.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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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왜냐하면, 안티고네가 한편으로는 남성의 영역에 대항하는 가부장제 외부의 “여성의 

이상적 모델”9인 것처럼 보임과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가부장제 내부에서 부계혈통을 잇는 

자로 가부장제 내부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2.1 자연/어머니: 철학 담론의 히스테릭(hysterico)10-초월론적(transcendental)11

시원

나는 황주영의 해석에 동의하나, 어째서 안티고네가 '양가적' 위치에 서게 되었는 지가 그의 

9 황주영, 「이리가레의 안티고네: 양가적 위치에 선 여성」,『도시인문학연구』, 5권, 제 2호, 2013, 

pp.145.

10 이리가레가 『Speculum de l'autre femme』에서 제안한 것으로 historico(역사의)가 올 자리에 그것과 

발음이 유사한 hysterico(히스테릭의)을 집어넣은 언어유희이다. 프로이트가 죽음 본능을 승화시켜서 

문화의 영역에 자리잡는 한 개인이 주체로 탄생하는 순간을 역사적-초월론적 순간이라 비유했고 이

를 이리가레가 비판하기 위해 제안된 용어이다. 여성적 질병이라 여겨졌던 '히스테리'는 사실상 가부

장적 담론의 산물임을 꼬집기 위해서도 쓰인다. 정신 분석이 아닌 철학 담론도 이와 동일한 모습을 

가진다는 점에서 히스테릭-초월론적 순간이라는 용어를 선택했다. (Irigaray, Luce, Speculum de l'autre 

femme, Minuit, 1974, pp.173.)

11 이리가레가 ‘transcendental’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이유는 무엇인가? 칸트의 transcendental은 “경

험이 발생하는 과정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보편적이고 필연적인 원리이다.”(김상환, 『왜 칸트인가』, 

21세기북스, 2020, pp.87.) 따라서 초월론은 경험의 영역에 참여하지 않는 ‘초월적’ 원리와는 다르다. 

하지만, 칸트가 제시하는 초월론적 원리 자체는 불변한다는 점에서 ‘초월적’ 원리와는 맥을 같이 한다. 

더불어 초월론적 원리는 경험세계를 규정짓는 것이지 경험세계에 의해 규정되지 않는다. 물론 본 연

구에서 다루는 헤겔이 칸트와 같이 경험세계와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초월론적 영역을 분명하게 나누

지 않았고, 오히려 칸트의 이러한 구분을 비판하면서 헤겔의 철학을 시작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2장의 제목으로 히스테릭-초월론적 시원으로 설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헤겔이 「정신」의 장에

서 시원으로 설정한 국가-남성, 가족-여정 대응쌍이 사실상 ‘자연적’이지 않은 시원이며 원래 시원인 

여성적인 것이 ‘역사’적으로 배제되어 왔음을 강조하기 위해 ‘히스테릭’을 사용했다. 더불어 ‘초월론적’

이라는 말을 유지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정신의 발전 과정과 경험세계의 발전 과정의 원리인 변증

법은 초월론적 원리와 같이 일종의 최고의 원리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변증법이 제대로 작동하

지 않음을 드러내는 것이 본 연구의 목표이기 때문에 ‘초월론적’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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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에서는 정작 잘 드러나지 않았다고 본다. 본 연구는 헤겔 철학 담론 내에서 여성의 

양가성은 그것이 담론 내에서 철학 담론의 시원을 담당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이리가레의 

논지라고 보고 이를 입증해 나가는 데에 있다. 이것은 국가-남성, 가족-여성이라는 대응쌍이 

어떻게 정신에 의해 결정되게 되었는지를 추적하는 작업과도 관련 있다. 헤겔이 「정신」의 

장의 서술의 출발점, 즉 시원(Anfang)으로 제시되는 대응쌍은 사실상 최초의 것이 아니며, 

이것 ‘이전’에 정신의 활동에 의해 생산된 것이라면 시원은 시작점 혹은 최초의 것이라는 

지위를 잃게 된다. 물론 헤겔은 시원을 절대적이고 완전무결한 것으로 이해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정신이 새로운 경험을 함에 따라 점점 더 완전하고 충만한 정신으로 발전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신의 발전의 시작점인 시원은 그 자체로 완전한 것일 수가 없고 

불완전하고 공허한 것이다. 물론, 이리가레도 헤겔의 시원이 그 자체로 충만하지 않다고 

비판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이리가레의 작업이 헤겔 비판에 있어서 어떤 의의를 갖는가? 

「정신」의 장의 출발점인 국가-남성, 가족-여성의 대응쌍은 직접적으로 통합되어 있기에 그 

자체로는 불완전한 것이지만, 이후에 이어지는 정신의 여정을 통해 정신은 자기 자신이 

불완전한 것임을 깨닫고 새로운 형태의 세계를 대상으로 가질 것이다. 즉, 정신은 이러한 

여정을 통해 새로운 것을 생산해야 한다. 이러한 대응쌍은 “시원적 자연[이지]12, 즉 자아가 

창출한 것이 아니며 또한 최초에 성적 구별이라는 단순한 소여로서 나타나는 그 

자연(본성)은 엄밀히 말해 그와 같은 소여성 덕택으로 정신적인 의미를 획득한다.”13

국가-남성, 가족-여성이라는 대응쌍이 소여가 아니라 정신의 활동에 의한 것이라면, 

「정신」의 장에서 국가-남성, 가족-여성이라는 자연적 구별에 정신적 의미를 부여하는 

여정은 이전에 완수했던 것을 다시 한 번 반복하는 것이 되어버린다. 즉, 정신은 시원에 

정신적 의미를 부여하여 새로운 것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게 된다. 시원적 자연에 정신적 

의미를 부여하여 새로운 것을 생산한다는 것은 다음과 같다. 자신의 지와 구별되는 대상을 

12 [ ] 표기는 나의 것이다. 

13 장 이뽈리트, 『헤겔의 정신현상학Ⅱ』, 이종철•김상환 역, 문예출판사, 1989, pp.29.



- 13 -

발견하고 그것을 포함해가는 활동을 통해 “진리는 곧 전체”14(정신현상학1, 10)일 수 있다. 

국가-남성, 가족-여성의 대응쌍이 정신의 활동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라면, 어째서 헤겔은 이 

과정을 서술하지 않고 시원적 자연으로 이해하는지가 의문으로 남는다. 달리 말하면, 

「정신」의 장 ‘이전’에, 이미 정신은 자신의 지와 구별되는 것을 발견하고서 그것을 포함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이리가레가 보기에 정신은 자신과 구별되는 것 혹은 자신과 이질적인 것을 

발견하는데 그것이 바로 여성적인 것이다. 정신은 자신과 구별되는 여성적인 것을 포함하지 

않고 그것을 배제하면서 정신에 유사한 것으로 동화시킨다. 따라서 정신은 자신이 새롭게 

발견한 것을 포함하지 않았기에 진리는 전체일 수가 없다. 달리 말하면, 이전 단계에서 

부정된 것이 그 다음 단계에서 계기로서 들어와야 한다. 만약 부정된 것이 그 다음 단계에 

계기로서 들어오지 않고 의도적으로 배제된다면, 헤겔이 말하는 변증법의 작동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더 중요한 점은 바로 이 순간이 철학적 담론의 히스테릭-초월론적 순간이자 

시원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 배제된 것은 시원이고, 배제된 시원이 「정신」의 장에서 

시원으로 설정되었던 남성-국가, 가족-여성 대응쌍보다 이전에 존재하며, 시원이라고 불렸던 

이 대응쌍이 헤겔의 담론 외부에 배제된 원래 시원에 의존해야만 성립 가능하다는 것이다. 

조작된 시원이 배제된 시원에 의존함의 뜻은 다음과 같다. 조작된 시원은 언제나 배제된 

시원에 후속하는 것이며, 배제된 시원을 배제하고 배제 과정을 은폐해야만 원래 시원으로서 

자리잡을 수 있다. 따라서 헤겔이 말하는 ‘시원’은 최초의 것이라는 지위를 잃을 뿐만 

아니라 『정신현상학』의 방법론인 정신의 도정을 그저 “순수히 방관”(정신현상학1, 125)만 

하는 것에도 위배하게 된다. 의식이 스스로 만든 내재적 기준에 따라 개념과 대상의 일치 

여부를 검사하고 이러한 과정을 수동적으로 지켜보며 서술하는 것이 『정신현상학』의 

방법론인데, 의식의 지와 대상의 불일치 여부를 발견하고도 의식의 지를 변경하여 대상에 

합치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배제하고 있다면, 헤겔이 ‘의도적’으로 여성적인 것을 

14 G.W.F.헤겔, 『정신현상학1』, 임석진 역, 한길사, 2005, pp. 10. 이후 『정신현상학1』이 인용될 경우, 

해당 텍스트 약어와 쪽수를 괄호 안에 넣어 본문에 표기하는 것으로 각주를 대신한다. 



- 14 -

배제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철학적 담론의 시작은 자신에게 이질적인 것을 외부에 놓고 그 

나머지를 전체라고 말하면서 전개된다. 정신의 활동은 항상 의도적으로 자신과 이질적인 

것을 외부에 두고 이 과정을 은폐해야만, 전체가 되려는 그 자신의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이리가레는 담론의 내부에 존재하면서도 동시에 담론을 초과하여 외부에 있는 여성을 

『반사경』15에서 보이고자 했다. 이리가레는 헤겔이 성별 구분에 따른 공동체의 대응쌍을 

자연적인 것으로 보고 객관정신의 첫 번째 계기로 이해하는 것은 시원을 망각하는 것이라 

평가한다. 즉, 헤겔은 생래적으로 주어진 성차가 역사의 첫 번째 계기인 시원이라고 보고 

있지만, 이미 성차는 자연적인 것으로 조작된 것이며 조작의 과정은 여성적인 것을 남성적인 

것에 동화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헤겔의 변증법에 따라, 이 날조된 시원에서 시작하여 다시 

날조된 시원으로 돌아오는 것을 반복하면서, 원래 시원이었던 어머니/여성은 망각된다. 

헤겔의 시원은 '최초의' 것이 아니라 이차적인 것으로 '이미' ‘동화’된 결과에 불과한 것이다. 

이처럼, 여성적인 것이 남성적인 것에 의해 '동화'되었다고 하면, 국가-남성적인 것과 

'구분되는' 어머니/여성적인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하여 정신이 세계로 나타나고 세계를 

인식하며 그 세계가 자기 자신임을 아는 역사의 전개의 첫 단계가 작동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리가레의 헤겔 비판이 성공적이기 위해서는, 첫째로, 자연적 차이라는 성별 

구분이 사실은 정신에 의해 분화 되는 순간, 즉 역사의 히스테릭-초월론적 순간을 포착해야 

한다. 이 순간은 「정신」의 장에서 보여주는 여성-가족, 남성-국가의 대응 쌍이 

이루어지기보다 '이전'이어야 할 것이다. 이리가레는 이 대응쌍들이 어떻게 대응되게 

되는지를 보여줌으로써, 자연적 성구분이 '생래'이지 않음을 증명해야 한다. 둘째로, 헤겔의 

담론이 자기의식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히스테릭-초월론적 순간을 은폐하면서 여성적인 

것을 남성적인 것으로 '동화'시킨다면, 그 동화의 징후들을 헤겔의 텍스트 내에서 제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리가레는 헤겔이 히스테릭-초월론적 순간으로 복귀하는 것을 헤겔의 

15 각주 표기 이외에, 본문에서 『Speculum: de l’autre femme』 언급할 경우 한국어로는『반사경』으

로 약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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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내에서 찾아내야 한다. 따라서 이후의 논의는 앞에서 제기된 세가지 기준을 

이리가레가 충족시키고 있는지를 밝히는 데에 할애될 것이다. 

2.2 헤겔의 보편적 피(universal bloodstream)16: 무한한 생

다른 한편으로, 수컷의 자궁은 단지 분비샘으로 축소될 뿐이고, 반면에 암컷의 수

컷 고환은 난소 안에 싸여 있기에, 반대쪽으로 나오는데 실패하여 독립적이고 활

동적인 대뇌가 되지 못한다. 클리토리스는 더욱이, 일반적으로 활동적이지 않은 감

각이다; 반면에 수컷의 경우, 활동적인 감수성(sensibility), 팽창하는 활력, 음경 해

면체로의 혈액 분출, 그리고 요도의 소피 조직의 그물망들 속에 그 자신의 대응물

을 가지고 있다. 수컷의 이러한 혈액 분출에 대한 암컷의 대응물은 생리로 구성된

다. 그러므로, 자궁 속 수정(受精)의 단순한 유지는 수컷의 생산적 대뇌와 외부적 

활력으로 분화된 것이다. 이러한 차이 때문에 그러므로, 수컷은 활동적 원리이다; 

암컷은 그것의 발달되지 않은 통일체 속에 남아있고, 수정의 원리를 구성한

다.(PN,175)17

‘눈의 경우에’, 죔머링이 말하기를, ‘동맥은 좀 더 세밀한 지류로 이어지고 그것은 

더 이상 붉은 피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다. 이와 같은 지류들은 처음에는 비슷

한 정맥으로 흐르지만 최종적으로 붉은 피를 나르는 소정맥으로 흐르게 된

다.(PN,123)

16 G.W.F. Hegel, The Phenomenology of Sprit, Translated by. Terry Pinkard,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8, pp.98.

17 G.W.F.Hegel, Philosophy of Nature Vol.Ⅲ, Translated by. M.J.Petty, Geroge Allen and Urwin 

Humanities Press, 1970, pp.175. 이후 Philosophy of Nature Vol.Ⅲ가 인용될 경우, 텍스트 약어와 

쪽수를 괄호에 넣어 본문에 표기하는 것으로 각주 표기를 대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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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인용문은 헤겔의 『자연철학Ⅲ』에서의 「동물 유기체」에서 등장하는 것으로, 이리가레가 

헤겔의 안티고네 독해를 비판하는 글의 첫머리이다. 헤겔의 『자연철학』은 이리가레의 

『반사경』이 쓰여졌을 당시에 철학사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던 글이 아니었는데, 특히 「동물 

유기체」가 포함된 『자연철학Ⅲ』은 더욱 그러하다. 그렇다면, 이리가레는 헤겔을 단독적으로 

다루는 글에서 헤겔의 안티고네 독해가 등장한 『정신현상학』이 아니라 『자연철학Ⅲ』을 

선택했는지 질문해야 한다. 그 이유는 「동물 유기체」의 마지막 단계인 C절은 동물 개체가 

하나의 유(類)로 거듭나는 유(類)적 생성단계를 다루고 있는데 이것은 『정신현상학』의 

「자기의식」의 장에서 인간의 자기의식이 유(類)로서의 생(生)으로 거듭나는 것과 중첩되기 

때문이다. 「자기의식」의 장은 개별적 자기 의식이 상호 인정을 통해 보편적 자기 의식으로 

변모하는 과정에 중점을 두고 있다면, 「동물 유기체」의 장에서는 「자기의식」의 장의 

서론에서 설명된 생과 무한성의 측면을 동물의 발달 측면에서 풀어내고 있다. 이리가레는 

「동물 유기체」에서 설명하는 성관계(sex-relationship)이나 성충동(sex-drive)와 같은 것들이 

『정신현상학』에서 소개하는 가족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 

특히, 오누이 관계가 ‘동일한 피를 나눈 사이’라고 할 때의 ‘동일한 피’가 무엇을 의미하는 

지를 「동물 유기체」의 피의 순환과 성 기관의 분화를 통해 설명한다. 오누이 관계가 

평형적인 상호인정적 관계로 ‘동일한 피’를 나눈 사이’라면 이 ‘피’는 어떤 피를 말하는지 

이리가레는 질문한다. 이리가레가 말하는 ‘표백된 흰 색 피’는 배제된 모계혈통을 의미한다. 

이미 ‘동화’의 과정에서 모계혈통이 부계혈통에 의해 동화 되었고, 그 이후 일어나는 

성기관의 분화에서 재생산이 일어나는 것이라면, 피를 나눈 오누이 관계는 부계혈통의 

관계이다. 

「동물 유기체」는 A절 형성(formation), B절 동화(assimilation) 그리고 C절 유(類)적 

생성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동물 유기체」의 첫 번 째 단계인 A절 형성은, 동물 개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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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한 모양, 즉 외부성(externality)를 갖춤으로써 주관성, 즉 영혼을 획득하는 것이다. 두 

번 째 단계인 동화는, 영혼을 갖춘 동물 개체는 다른 것을 섭취하여 자신의 형태를 유지하고 

나머지 것들은 외부로 내보내는 과정이다. 이는 동물 개체가 자기 자신의 외부성인 육체라는 

형태를 갖추는 것은 식물과 구별되는 운동성을 갖는 것과도 연관된다. 운동하는 생명체는 

자연과의 유기적 관계를 떨쳐낸 그 자체로 구별된 생명체이다. 

첫번째 계기로는 지속적으로 존립하는 형태가 있다; 그 자체에 대해 존재하는 것

으로서 또는 그것의 규정성 안의 무한한 실체로서, 이것은 보편적 실체와 대립하

면서 등장한다. 이것은 저[보편적]실체 안의 유동성과 연속성을 부정하고 자기 자

신을 이러한 보편성 안에서 용해되지 않는 것으로 확언(affirm)하면서 오히려 그것

의 비 유기적 자연으로부터의 분리와 이러한 비 유기적 자연을 소비함을 통해 자

기 자신을 보존한다.18(PhG,105) 

동물 개체가 다른 개체를 섭취하는 것은 “자신의 비 유기적(inorganic) 자연(nature)에서 

이탈”(정신현상학1, 215)하여 “그것의 조건이 되는 물질과 대립”(PN,136)하는 것이다. 동물 

개체는 비 유기적 자연에서 이탈함을 통해 그 자신이 무한함을 주장하는데, 비 유기적 

자연은 생명체에 유한성을 주는 것(PN,136) 이기 때문이다. 동물 개체는 “영양소를 

흡수함으로써 자기 보존을 꾀한다.”(정신현상학1, 215) 그 후 동물 개체가 비유기적 실재성을 

지양하고 자기 자신 안에서 양분을 취해 스스로를 유기화 하는 죽음을 맞는 과정이 C절의 

유(類)적 생성단계이다. 하지만 동물 개체가 죽음을 맞이한다고 해서 그것이 유한한 것은 

아닌데, 왜냐하면 동물 개체는 재생산에 가담함으로써 자손의 생성을 보기 때문이다. 마지막 

단계인 C절 유(類)적 생성의 단계에서 무한한 생이 완성된다. 비 유기적 자연은 무엇을 

18 G.W.F.Hegel, The Phenomenology of Sprit, Translated by. Terry Pinkard,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8, pp. 105. 이후 The Phenomenology of Sprit가 인용될 경우, 텍스트 약어와 쪽수를 괄호 

안에 넣어 본문에 표기하는 것으로 각주를 대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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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하는가? 비 유기적 자연은 절대적 유동성인 생명을 가지지 않는 것으로 “공기, 물, 흙, 

지대, 기후”(정신현상학1, 292)와 같은 것을 의미한다. 비 유기적 자연은 생명을 가지지 

않았으므로 운동하지 않고, 따라서 자체 내 복귀도 할 수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유기체인 

동물 개체와 다르게, 비 유기적 자연은 “타자와 구별되는 성질을 본질”(정신현상학1, 291) 로 

가지기 때문이다. 달리 말하면 타자와의 외적 구별을 자기 자신 안으로 복귀 시키지 못하는 

것이 비 유기적 자연이다. 

자연 속의 동물 개체가 무기적 자연에 함몰되어 있다가 그것으로부터 떨어져 나오는 

순간이 보편적 자연과의 “유동성과 연속성의 부정”(PhG,105)의 순간이다. 동물 개체 또는 

자기 의식은 보편적 실체인 자연과 관계를 끊음으로써 종별화되거나 영혼을 얻는다. 이 

과정에서 개체는 자기 자신의 비 유기적 자연으로부터의 분리와 비유기적 성질의 소모를 

통해 스스로를 보존하고자 한다.(PhG,105) 자연으로부터 분리된 개체는 “그 자체만으로는 

하나의 비 유기적 자연이다.”19 보편적 유동성의 매개는 의식의 형태들의 운동이다. 보편적 

유동성을 대립시킨 자기 의식은 그것을 지양하여 유동성을 섭취한다. 보편적 유동성의 

섭취는 동물 개체의 죽음과도 같다. 즉 자기 자신 안에서 타자인 유동성을 발견한 개체는 

그것을 자양분으로 삼고 스스로를 유기화한다. 이 때, 유동성은 무한한 생의 운동이 될 수 

있고 이런 한에서 생명은 자립적이다. 마지막 『자연철학』의 「동물 유기체」 중 C절에서 

유적 생성, 즉 재생산에 참여함으로써 개체는 소멸하나, 그 개체의 자손이 생성하는 것을 

바라보는 것과 같다. 즉 보편성의 피는 이렇게 무한하게 순환한다. 

헤겔은 “단순한 무한성 혹은 절대적 개념은 생의 궁극적 본질, 세계의 영혼 그리고 만사 

형통하는 보편적 피”(PhG,98) 이며 이것은 힘이자 유동성이라고 『정신현상학』의 

「의식」의 장을 마무리 짓는다. 헤겔은 유동성을 자기의식이 타자의 자립성을 부정하고 

그로부터 자기 자신도 부정하게 되어 자기의식이 자체-내-복귀하는 구별의 과정에 

19 장 이뽈리트, 『헤겔의 정신현상학Ⅰ』, 이종철•김상환 역, 문예출판사, 1986, pp.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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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유한다.「의식」의 장 이후 이어지는「자기의식」의 장에서 자기의식은 다른 자기의식과 

대립한다. 이 때, 생과 대립하는 자기의식의 운동의 목표는 무한성을 얻는 것, 즉 상호 

인정을 통해 보편적 피가 흐르도록 하는 것이다. 자연적 자기의식의 욕구의 주체는 자립적 

생명체로서 타자를 자기 자신으로 환원하고 더불어 이 타자 속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한다. 

욕구의 주체가 자체-내-복귀 속에서 발견하는 것은 생명이다. 즉 자체-내-복귀 운동을 

통해 자연과 분리된 자립적 생명체로서 욕구의 주체는 보편적 피, 즉 생명을 얻는다. 헤겔의 

자기의식은 주로 거울에 비유가 된다. 자기의식이 다른 자기의식과 대치하고 있을 때, 

자기의식은 자기 자신 밖을 벗어나 있다. 자기의식이 자기 자신 밖에 있다는 것은 

자기의식이 타자를 자기 자신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잃어버렸으며, 타자를 타자 

그 자체로 보는 게 아니라 타자 속에서 자기 자신을 보기 때문에 타자를 지양한다는 것이다. 

타자의 지양을 통해 자기가 아닌 다른 자립적 존재를 지양하고 자기 자신이 참다운 

존재라는 것을 확신하는데, 타자는 자기 자신이므로 결국 타자의 지양은 자기 자신의 

지양이다. 이러한 지양을 통해 자기의식은 자체-내-복귀를 할 수 있는데, 자기의식은 자기 

자신을 상실한 상태를 극복하며, 타자도 자체-내-복귀를 할 수 있게 되는데 타자 속의 자기 

자신을 지양하여 타자를 “자유롭게 하기 때문이다.”20 이것을 다시 욕망과 엮어서 설명을 

한다면, 자기의식은 타자를 그저 종속적인 것으로 보고 타자를 부정하고 제거하고자 한다. 

이 단계가 바로 동화 단계라 할 수 있다. 하지만 타자를 파괴하는 과정에서 타자의 존재는 

자기의식의 자립성을 위한 필수적 조건임을 깨닫는다. 달리 말하면, 자기의식은 “타자성을 

욕망에 의해 환원불가능한 것”21을 자각하는 것이다. 자기의식은 자신의 자립성을 획득해야 

하면서도 그러한 자신의 욕망에 환원불가능한 타자와의 관계에 의해서만 자립성을 얻을 수 

있는 모순적 상황에 놓여있다. 이러한 모순적 상황을 타개할 방법은 자기의식의 대상이 

“본원적으로 부정성을 띤 것”(정신현상학1, 218)이어야 하고 이것과 관계하는 것이다. 대상이 

20 G.W.F. Hegel, The phenomenology of spirit, Translated by. Terry Pinkard,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8, pp.109, [ ] 표기는 나의 것이다. 

21 스티븐 홀게이트, 『헤겔의 정신현상학 입문』, 이종철 역, 서광사, 2019, pp.142.



- 20 -

스스로 부정활동을 수행하고 그러면서도 자기 자신의 자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의식이며 유한한 삶을 초탈한 ‘유 자체’일 것이다. 즉 개별적 자기의식이 보편적 

자기의식으로 탄생하는 과정은 단순한 동물 개체였던 것이 재생산을 통해 유적 생성단계에 

참여하는 것으로 두 개의 자기의식이 유 자체로 변모하는 것과 같다.

이리가레는 무한한 유동성의 생인 보편적 피를 이미 표백 된 흰 색 피로 읽는다. 표백 된 

피는 망각된 어머니의 육체, 잊혀진 자연의 힘, 그리고 모계혈통이다. 어째서, 

‘공기,물,흙,지대,기후’는 운동성을 가지지 않는가? 이때의 운동성은 유기체의 내적 계기인 

‘감수성, 반응력, 재생산능력’을 가리킨다. 이리가레는 비 유기성과 자연/어머니가 동일시 

되는 과정을 추적하고자 한다. 이리가레가 보기에 자연/어머니는 운동성을 가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헤겔에 의해 박탈당한 것이다. 어머니는 철학 담론 내에서 적어도 이중의 배제를 

겪는다. 자연/어머니가 철학적 담론의 시원이면서도 담론에서 배제되는 것이 첫 번째 

배제이고 두 번째 배제는 자연/어머니가 재생산의 장소로 재탄생하는 것이다. 즉 남성적 

자기의식의 탄생을 위한 장소로 여성적인 것은 단순히 모성적인 것만으로 축소되는 것이 두 

번째 삭제이다. 이를 이리가레는 여성/어머니가 남성적 자기의식의 자체-내-복귀를 위한 

“살아 있는 거울”22(S,275)을 담당하는 것이라고도 말한다. 이리가레가 ‘남성적’ 

자기의식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이러한 자기의식의 복귀 과정이 여성에게는 주어져 있지 

않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이며, 여성은 언제나 남성적 자기의식의 거울에 비친 

이미지로서만 존재함을 드러내기 위해서이다. 달리 말하면 여성은 ‘살아있는 거울’으로 

남성적 자기의식을 비춰주는 타자이지만, 남성적 자기의식은 여성에 대한 거울이 아니다. 두 

개의 자기의식은 자기가 행하는 것을 다른 쪽도 행하고 있음을 발견, 즉 욕망은 두 개의 

자기의식 모두 “자기가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것을 스스로 행하고 상대방이 그와 동일한 

것을 행하는 것을 한해서만 자기도 동일한 것을 행”(정신현상학1, 222) 하는 것이다. 그런데 

22 Irigaray, Luce. Speculum de l'autre femme, Minuit, 1974, pp.275. 이후, Speculum de l'autre femme

가 인용될 경우 텍스트 약어와 쪽수를 괄호 안에 넣어 본문에 표기하는 것으로 각주를 대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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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적 자기의식이 여성의 거울로서 존재하지 않는다면, 남성적 자기의식의 요구의 행위만 

살아있는 거울로서의 여성에 비춰질 뿐 그 반대의 상황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이리가레는 헤겔의 『안티고네』 독해에서 나타나는 인정관계가 전혀 상호적이지 않다고 

본다. 

2.3 헤겔의 『안티고네』: 영원한 공동체의 아이러니

2.3.1 「정신」 장의 첫 머리: 참다운 정신, 인륜성

「이성」의 장에서 이성은 그 자신이 곧 전체를 포괄하는 실재라는 주관적 확신을 갖고, 

「정신」장에서는 현실의 객관적 진리로 고양된다. 따라서 자기 자신을 바로 자기의 세계로, 

그리고 다시 이 세계를 자신의 세계로 의식하는 가운데 스스로 정신이 된다. 이렇게 생성된 

정신은 이성을 소유하는데, 이성이 자신 속에 현실적으로 있다는 것과 이성이 자신의 

세계라는 것을 직관적으로 의식한다.23 다시 말해서 정신은 이제 의식의 형태가 아니라 

세계의 형태이다. 이 때 직접적 진리로 나타나는 정신은 현실적이며 인륜적 본질이다. 

직접적 진리는 단순성을 지양하면서 여러 형태를 거쳐 자기 자신에 대한 앎의 단계까지 

이르러야 한다. 헤겔이 참다운 정신이라 부르는 고대 인륜성은 직접성과 무매개성이 

지배하는 반성 이전의 소박하고 행복한 정신이다. 

정신이 세계의 형태로 등장할 때 이것의 분화원리는 자기의식이다. 즉 자기의식인 특수자의 

행위는 정신을 실체와 실체에 대한 의식으로 분리시키고, 또한 실체와 의식을 분리시킨다. 

이에 따라 보편적 본질이며 목적인 실체는 개별화된 현실인 자기와 대립하는 입장을 취한다. 

이 때 자기의식은 무한자적 매개 역할을 하면서 인륜적 행위를 통해 스스로 대자적 자기 

23 G.W.F. Hegel, The phenomenology of spirit, Translated by. Terry Pinkard,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8, pp.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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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자가 되는가 하면 다시 보편적 실재와 개별화된 행위를 통합하는 가운데 인륜적 행위를 

한다. 의식이 이와 같이 분화됨에 따라, 실체도 서로 구별되는 인륜적 실재인 인간적 법칙과 

신적인 법칙으로 양분된다. 실체와 대립하던 자기의식도 자신의 본성에 맞추어서 두 법칙 중 

하나에 속하게 된다. 

2.3.2 인륜의 세계: 인간적 법칙과 신적 법칙 

보편과 특수, 공동체와 개인이 무매개적이고 직접적으로 통일되어 있던 고대 그리스의 

세계는 매개된 의식으로 드러나면서 추상적이고 감각적 단계에서 지각의 단계로 이행한다. 

국가를 대표하는 자는 남성, 『안티고네』에서는 크레온이며, 가족의 경우, 여성이 대표자로, 

이것을 수호하는 자는 비극 상에서 안티고네로 형상화 된다. 두 공동체, 두 인물 모두가 

보편성(universality)과 개별성(singularity)으로 직접적으로 통일되어 있는 추상적 보편성을 

가진다. 다시 말해 각각의 실체 안에서 개별성과 보편성이 표면적으로만 대립하고 있다. 

가족은 개별자에 대한 긍정적 인륜적 행위를 통해 그 개별자를 보편적 개체성으로 고양하고, 

국가는 가족에 속하는 개별자에 대한 부정적 행위를 통해 공동체적 보편 자체를 정부 

형태인 한 개체로 고양한다. 즉, 가족은 개별자로부터 정치 공동체적 보편으로 나아가려고 

하고 정부는 정치 공동체적 보편에서 개별자를 포섭하려고 한다. 비극은 이 둘 모두는 그 

어느 한쪽도 홀로 그 자신만으로써 완성된 상태를 이룰 수 있지 않다는 점에서 일어난다. 

인륜적 행위는 오직 실체적 성격을 지녀야만 하며 또한 전체적이면서도 보편적인 것이어야 

한다. 죽음 자체는 한낱 자연적인 것이며, 죽은 자가 자기 자신의 죽음을 의식할 수 

없으므로, 그 자체가 인륜적 행위일 수 없다. 죽음을 자연적 부정성 속에 머무는 것을 막고, 

죽음을 자체 내로 복귀하도록 하는 것이 매장이다. 따라서 죽음은 개인 그 자체가 공동체를 

완성하고 공동체를 위해 걸머져야만 하는 가장 엄숙한 노동이다. 가족 내에서 

에테오클레스와 폴뤼네이케스의 매장을 담당하는 자는 이들의 누나이자 동생인 안티고네이다. 

헤겔은 가족 내에서 오누이 관계를 티 없이 맑은 관계이자 상호인정이 가능한 유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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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로 보고 있다. 왜냐하면 부부 관계, 자식관계는 상호인정의 관계가 아니기 때문이다. 

부부관계는 타자 속에서 자기 자신을 직관하고 있지만 성적 욕망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인륜적 관계가 아니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일방적이고 반성적으로 복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인륜적 관계가 아니다. 

반면에 오누이 관계에서 어떤 성적 욕망도 존재하지 않고 상호 간에 인정을 하거나 인정을 

받는 개별자로서의 자기라는 계기가 존재한다. 따라서 여자 형제에게 남자 형제의 죽음은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것이며, 따라서 남자 형제의 매장을 안티고네는 의무로서 

받아들인다. 더불어 오누이 관계는 “내적으로 결집된 가족이 해체되는 것과 더불어 밖으로 

나가게 되는 경계선 상에 있다”(정신현상학2, 35). 가족에서 성장한 형제는 정치적 공동체로 

나아가는 신의 법칙에서 인간의 법칙으로의 이행이라면, 자매는 가족을 주재하는 가신이 

되고, 남자 형제는 죽으면 원래 자신의 시원이었던 지하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2.3.3 인륜적 행동: 인간적 지와 신적인 지  

크레온과 안티고네는 두 법칙을 자기의식적으로 알고, 인륜적 행위를 통해 자기의식이 대상 

자체 내에만 가지고 있던 것을 진정한 현실로 만들고자 한다. 고대 그리스 세계 인물들의 

행위의 특징은 어떤 추호의 동요도 없고 자신이 무엇을 행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는 것이다. 

이제 남은 것은 두 인물 간에 추호의 양보도 없는 대립뿐이며, 이 둘은 자신이 속한 법칙이 

유일한 인륜적 법칙임을 주장한다. 두 법칙은 의식 주체로서의 자기 속에서만 구체적일 수 

있는 까닭에, 두 인물은 서로 배타적이며 대립적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각각의 법칙은 자신에 대해 현실적인 것이지만 단지 자신에 있어서만 현실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크레온과 안티고네의 대립은 결국 서로가 서로를 굴복시키려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 대립의 관계 속에서 인간적 법칙과 신적 법칙은 각각 서로를 부정하는 

형태로, 그래서 각자에게 존재해서는 안 되는 타자로 존재하는 한에서 존재한다. 이 때, 

서로가 서로에게 맞서는 행위만이 인륜적 본질을 현실화 하며, 분열된 실체 간의 상호이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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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이러한 타자 관련 속의 자기 관련이 정립될 때 모순 관계가 되는데, 

두 법칙은 각자가 절대적 동일성과 전체성을 주장하면서 타자를 전면적으로 부정한다. 

크레온과 안티고네는 각자의 행위를 통해 인륜적 법칙이 유일한 절대적 권리를 주장하는 

단계에서, 단순한 직접성의 단계를 벗어나 하나의 양분된 상태를 스스로 마련하게 되는데, 

자신과 대립하는 법을 즉 그 자신에게 대립되는 부정적 현실로서 정립하게 된다. 이를 통해 

각각의 인물은 다른 쪽의 법칙을 위반하게 됨으로써 죄를 짓게 된다. 크레온과 안티고네는 

자신과 반대되는 법칙을 위반함으로써 죄책을 가지게 되는데, 이러한 죄책은 상대방의 

법칙에서 보면 범죄이다. 크레온과 안티고네는 자신의 행위로 인해 상대방의 법칙을 훼손할 

것을 알고 있으며 이는 죄책(guilty)을 불러일으킨다. 그러나 이 두 인물은 자신의 행위를 

그만두지 않는다. 죄책을 느끼는 것은 자신의 행위로 인해 그 자신에게 반대되는 것을 다름 

아닌 자기 자신의 현실로 인정하는 것이며, 이것은 인륜적 목적과 현실성 사이의 분열이 

이미 지양되었음을 의미한다. 

크레온과 안티고네에게 남은 것은 파멸뿐이다. 이 둘은 자신의 특성과 특수자로서의 자기의 

현실성을 포기한다. 이 둘의 존재는 오직 자기 실체로서의 자기의 인륜적 법칙에 구속되어야 

하는데, 자기에 반대되는 법칙을 인정함으로써 이 둘은 자기의 실체를 자신의 법칙 속에서 

발견하지 않게 되었다. 공적 효력을 가진 정신, 즉 크레온은 안티고네를 가두어서 자신의 

현실적 본질을 먹어 치운 셈이 되는데 그 이유는 자신의 시원이 저승, 즉 신적 법칙에 있기 

때문이다. 안티고네는 신적 법칙을 수호하는 행위가 인간적 법칙을 위반하는 범죄가 될 것은 

잘 알고 있지만, 자신의 행위가 자신의 현존과 신적 법칙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은 깨닫지 

못하고 있다. 크레온은 마지막에 가서야 자신의 승리가 자신의 파멸을 뜻함을 알아차리게 

된다.

앎의 경우에도 두 인물이 의식된 것과 의식되지 않은 것으로 양분되어 있다. 즉 의식된 

앎은 자신의 행위가 상대방의 법칙을 위반함이고 의식되지 못하는 앎(무지)은 자신의 행위가 

자신과 자신의 법칙의 파멸을 야기함이다. 따라서, 어느 한 쪽의 법칙에 따라 인륜적 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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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겠다는 ‘결단’은 “그 자체에서 부정적인 것으로, 이것은 바로 이 결단과 서로 다른 것, 

앎이 뒷받침되는 생소한 것을 대치시키게 마련이다”(정신현상학2, 47). 두 법칙들의 상호 

간의 운동은 이 두 법칙이 모두 파멸되는 결과를 낳는데, 두 법칙 중 어느 쪽도 다른 쪽보다 

우월한 본질적 실체의 계기라고는 할 수 없고 두 법칙들끼리 상호 병존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두 법칙의 몰락을 헤겔은 절대적 정의와 권리의 성취로 보고 있으며, 정의로운 

운명이라 명명한다. 

2.4. 이리가레의 『안티고네』

2.4.1 동화: 유사성의 경제

보편성과 특수성, 공동체와 개인이 직접적으로 통일되어 있는 ‘행복한 상태’의 고대 

그리스가 두 개의 인륜적 세계로 분열되어 두 개의 세계 모두 파멸을 맞는다.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가족이 동등하고 대칭적이며 서로 다른 인륜적 본질을 현실화 

하려는 구분되는 실체여야만 한다. 바로 이리가레는 이 점을 의심한다. 헤겔이 제시한 

여성이 가족이라는 혈통의 주재자라는 것이 진정으로 ‘여성적’인 것, 즉 ‘남성적’인 것과 

구별되는 것인가? 이리가레가 보기에 여성적인 것은 이미 동화(assimilation)되었다. 다시 

말해서, 남성적인 것과 구별되는 여성적인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여성적인 것이 

'동화'되었음은 결국 헤겔이 제시하는 ‘서로 구별되는 두 인륜적 실재’인 국가와 가족이 

사실상 서로 구분되지도 않고 ‘대등’한 실체도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고대 그리스의 

국가와 가족 간의 대립은 일어날 수가 없고, 대립이 없다면 두 세계의 상호 인정 이후 

몰락도 가능하지 않다. 따라서 정신이 세계로 나타나고 그 자신이 세계임을 아는 「정신」의 

장의 목표는 성취 불가능하다. 

『자연철학』의 「동화」의 첫 머리는 "그러나 개별성의 감성은 즉각적으로 배타적이며, 

개별성의 감성은 외부 조건과 물질에 반대되는 비유기적 성질로 긴장 상태를 유지"24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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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동화라고 말한다. 무한한 생을 위해서는 어떤 물질적인 것도 자기 내에 존재해서는 안 

된다. 동화 이후에 이어지는 단계는 유(類)적 생성의 단계, 즉 재생산의 단계이다. “임신에 

있어서 여성은 단지 물질적 요소(material element)만을 담당하는 반면에 남성은 주체성을 

담지한다.”(PN,175) 임신한 여성, 즉 어머니가 담당하는 물질적 요소는 무엇일까? 바로 

남성의 정자를 담는 자궁(PN,175) 일 뿐이다.  

다른 한편으로, 수컷의 자궁은 단지 분비샘으로 축소될 뿐이고, 반면에 암컷의 수

컷 고환은 난소 안에 싸여 있기에, 반대쪽으로 나오는데 실패하여 독립적이고 활

동적인 대뇌가 되지 못한다. 클리토리스는 더욱이, 일반적으로 활동적이지 않은 감

각이다; 반면에 수컷의 경우, 활동적인 감수성(sensibility), 팽창하는 활력, 음경 해

면체로의 혈액 분출, 그리고 요도의 소피 조직의 그물망들 속에 그 자신의 대응물

을 가지고 있다. 수컷의 이러한 혈액 분출에 대한 암컷의 대응물은 생리로 구성된

다. 그러므로, 자궁 속 수정(受精)의 단순한 유지는 수컷의 생산적 대뇌와 외부적 

활력으로 분화된 것이다. 이러한 차이 때문에 그러므로, 수컷은 활동적 원리이다; 

암컷은 그것의 발달되지 않은 통일체 속에 남아있고, 수동적의 원리를 구성한

다.(PN,175)

헤겔은 여성의 신체와 남성의 신체의 분화 기준을 수정으로 본다. 이 때, 이리가레는 

헤겔의 여성과 남성 신체 분화에 대한 이해가 과학적 사실과 어긋남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러한 분화 기준이 어떠한 설명도 없이 도입됨을 비판한다. 헤겔은 남성의 

신체가 ‘활동적인 감수성, 팽창하는 활력’ 등을 가지고 있기에, 주체성을 담지 할 수 있다고 

본다. 그렇다면, 여성의 신체 중 특히 클리토리스는 ‘활동적인 감수성, 팽창하는 활력’을 

가지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까닭은 눈으로 보기에 클리토리스가 팽창하지도 않고 

24 G.W.F.Hegel, Philosophy of Nature Vol.Ⅲ, Translated by. M.J.Petty, Geroge Allen and Urwin 

Humanities Press, 1970, pp.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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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을 분출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즉 남성의 것처럼 발기하지 않다고 헤겔이 보았기 

때문이다. 현대 과학은 여성의 클리토리스도 발기한다는 사실을 밝혀냈지만, 이리가레가 

비판하는 지점은 이것이 아니다. 이리가레는 여성과 남성의 신체의 구분 기준을 시각에 

두었다는 것을 지적한다. 헤겔은 시각이 기준이 되는 이유를 제시하고 있지 않다. 논증을 

거치지 않고 도입한 시각이라는 기준에 따라, 남성은 여성으로부터 태어나면서도, 여성의 

육체의 활동성 또는 능동성을 제거한 후, 여성의 육체를 단지 물질적 요소를 담당하는 

수용적 용기로 한정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후, 남성은 인간의 표준으로서, 

인간의 원형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헤겔도 밟고 있음을 위의 인용문을 통해 알 수 

있다. 더불어, 헤겔의 두 개의 자기의식은 대립하지만 대등한 지위를 가지는 반면 여성의 

신체와 남성의 신체는 대립하지만 대등한 지위를 갖지는 못한다. 헤겔은 역시 이에 대한 

설명도 하고 있지 않다. 

여성의 육체는 단순히 재생산 기능 중 수용적 용기에 불과하고 그 이외의 기능은 배제되고 

표백 되어 수용적인 기능으로 축소된다. 그 후 자연/어머니는 「자기의식」에서 등장하는 

보편적 피가 된다. 달리 말하면, 어머니는 남성에게 생명을 주는 ‘보편적 피’가 되면서도 

자기 자신의 육체의 활동성과 능동성을 인정받고 있지 못하다. 이리가레는 이 단계를 

오누이의 유년시절로 본다. 오누이관계는 “의심의 여지없이 성별구분은 되어있지만 성적 

욕망의 현실화에 의한 헤겔의 변증법을 거칠 필요는 없다.”(S, 274) 헤겔이 제시한 어떤 

‘성적 충동’도 없는 티 없이 맑은 관계인 오누이 관계는 소위 상호인정적 관계로 이러한 

비폭력적이며 평화로운 순간 유년시절까지 유지된다. 이렇게 에덴 시절과 같은 유년 시절은 

사춘기가 시작되면서 끝나게 된다. 유년시절은 “서로 다른 성이 미분적 상태에서 

성적-충동(sex-drive)를 구성 하는 시기”(PN,174) 로, 성적 충동의 미분적 상태인 

‘형성’(formantion) 단계이다. 이 때, 자신의 직접적 성적 정체성을 예감하고 있다. 이 

즉자적 상태를 넘어서 비유기적 성질을 자기 자신과 분리시키는 단계를 이리가레는 남아가 

자연/어머니와 자기 자신을 절단 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그 후에 자기 자신 안에 비유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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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질을 지양하며 자기 자신 안에서 양분을 취하고 소멸하는 죽음을 맞는다. 이를 통해 

단순한 동물성의 수준에 머물렀던 인간이 보편적이고 무한한 인간종으로 발돋움 한다.

여성적인 것이 ‘이미’ 동화된 상태를 이리가레는 붉은 피가 표백 된 하얀 피로 비유한다. 

어째서 하얀 피인가? 하얀 피는 프랑스어로 'sang blanc'으로 유사성을 말하는 'semblant'의 

발음과 비슷하다. 이는 여성적인 것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철학 담론은 자기 

자신-남성적인 것과 유사한 것만 생산하는 경제라는 것을 꼬집는 이리가레의 언어유희이다. 

하지만, 언어유희 이상의 의미도 있다. 헤겔의 『안티고네』 독해를 비판하는 이리가레의 

『반사경』의 서두에는 헤겔이 『자연철학Ⅲ』에서 유기체의 성 기관 발달이 이루어지는 순간과 

그것의 이전 단계인 「동화」에서 피의 순환25을 설명하는 구절이 인용되어 있다. 피의 순환은 

붉은 피에서 흰 색 피로 변환되면서 가능한데, 이 단계를 거친 후 유기체의 성기관 

발달이라는 『자연철학Ⅲ』의 C절 유(類)적 생성에서 성관계가 설명된다. 동화의 마지막 

단계에서 성충동-개별성의 감성은 직접적으로 배제(exclusive)되면서 동시에 비 유기적 

성질과 대립하고 있는데. 비유기적 성질은 성충동-개별성의 감성에 대립하는 외부적 

조건이자 물질성이다. 이 과정에서 성 기관이 분화 되는데 서로 다른 성들이 즉자적 상태로 

성-충동을 통합하고 있다가 그것을 분열 시킨다. 헤겔이 말하는 여성의 성 기관 발달 

과정은 남성적인 것의 퇴화나 그것의 복제물이다.                                                                              

2.4.2 동화 이전: 최초의 인륜적 순간

성별 구분에 따른 인륜적 실체의 구분이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면, 이것이 정신에 의해 

결정된 최초의 순간은 언제인가? 최초의 결정적26 인륜적 순간은 크레온과 안티고네에 의해 

25 G.W.F.Hegel, Philosophy of Nature Vol.Ⅲ, Translated by. M.J.Petty, Geroge Allen and Urwin 

Humanities Press, 1970, pp.123.

26 ‘결정적’을 의미하는 ‘decisive’는 『반사경』의 영어 번역판(Translated by. Gillian Gill, 1985, pp.222.)

에 있으나, 프랑스어판(pp. 226)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전체 문단 맥락이 최초의 성적 분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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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된 것이 아니라 안티고네의 아버지인 오이디푸스에 의해 수행되었다. 즉, 

『안티고네』의 시기가 아니라 『오이디푸스』의 시기에서 결정적 순간이 등장하며, 이것에 

의한 국가와 가정의 성별화를 "어떠한 담론도 간단하게 봉합하지 않고 있다."(S,276) 

『오이디푸스』에서 최초로 남성-국가 여성-가정이라는 이분법이 등장하며, 이러한 

이분법의 등장에는 오이디푸스가 근친상간의 죄를 어머니의 죄로 동일시 하는 순간과 

일치한다. 

비극 『오이디푸스』는 남성 주체가 어머니와 최초로 결별하는 순간이며 이 순간이 역사의 

시원이다. 다시 말해, 자연/어머니으로부터 등을 돌리는 순간이 바로 담론의 역사가 시작 

되는 시원이지 프로이트가 설명하는 것처럼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를 극복하는 순간이 아니다. 

남성이 자아정체성을 확립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자연/어머니에게 등을 돌리고 다시 

어머니/여성이라는 재생산의 장소로 회귀하여 유(類)적 존재로 태어나는, 「정신」의 장에서는 

부모는 소멸하고 자녀의 생산을 지켜보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야기는 

『오이디푸스 왕』에서 잘 그려지고 있다. 우선, 자아와 타자가 미분적으로 통합되어 있는 

상태로 오이디푸스와 그의 어머니는 통합되어 있다. 오이디푸스는 국가의 왕으로서 나라를 

통치하고 역병이 창궐하자 테바이의 선대 왕을 죽인 자를 찾으라는 명령을 내린다. 

오이디푸스는 실수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유죄도 아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의 운명, 즉 

보편적 자기를 대신하여 행위하는 비 현실적(ineffective)그림자이기 때문이다. 오이디푸스는 

그의 운명을 예감하고는 있지만 아직 그것이 의식에 드러나지 않은 상태이다. 즉 자신의 

아내가 어머니이며, 자신이 아버지를 죽였음을 그것이 밝혀지기 전에 내내 느끼고 있다. 

그는 선대 왕을 죽인 자를 찾으라는 명령을 내리며, 오이디푸스 안에 즉자적으로 통합되어 

있던 여성적인 것-혈통의 질서를 자신에 맞서는 것으로 즉 부정적 현실로 정립하게 된다. 

다시 말해서, 자아와 소외되어 있지만, 오이디푸스의 결단에 주요한 역할을 하는 무의식을 

대립을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결정적'이 들어간 영어판이 의미를 좀 더 잘 설명하고 있기에 '결정

적'을 본문에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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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속에서 발견하게 된다. 

여성성의 죄가 왜 근친상간, 부친 살해와 동일시되는가? 『오이디푸스』는 혈통의 질서가 

여성성의 것으로 변해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극 전반부에서는 예언자 테이레시아스가 

“지하와 지상에 있는 그대[오이디푸스]의 혈족에게는 원수”27(416행), 즉 혈족을 어지럽힌 

죄라고 이야기 하고 있다. “그의 아버지의 침대를 이어받은 자이자 그의 아버지의 

살해자”(459-460행)로 오이디푸스를 칭한다. 극이 진행되면서, 오이디푸스는 “‘어머니’의 

침대’를 두려워 하지 않을 수 없”(976행)게 된다고 말하며, 근친상간의 죄는 아버지의 

침대에서 어머니의 침대로 변화한다. 일의 전모를 깨달은 이오카스테가 울며 궁전으로 

달려가고 오이디푸스는 [재앙이] “터질 테면 터지라지. 설사 내 혈통이 미천하다 하더라도 … 

저 여인은, 여인들이 그러하듯, 자존심이 강하니까 아마도 내 비천한 출생을 창피하게 

여기겠지요.”(1075~1080행)라고 하며 혈통의 문제는 자신의 것이 아닌 '여인'의 문제라고 

본다. 자신은 “행운의 여신의 아들”(1081행)이기 때문에 혈통의 문제로 “창피 당하는 일은 

없을 것이오.”(1081행) 라고 보며 혈통-여성성에 해당되는 문제와 자기 자신을 

‘절단’한다.(S,277)

… 그러나 이것은 절대로 특정한 존재가 유죄이거나 잘못의 책임이 귀속되지 않는

다는 게 명백하다. 그는 보편적 자아의 검은 환영과 같은 대리자가 아니다. 그리

고 사실은 그의 범죄, 즉 그의 개인적 무책임이 무엇이든지 간에, 범죄를 자기 자

신으로부터 절단한 이후에 그러한 자기 자신을 발견함으로써 범죄의 책임을 질 것

이다.28 어떤 경우이든, 의식은 이러한 절단을 알아차리고, 그의 타자는 의식의 반

대편과 적개심 속에서 의식에게 정립된다.(S,276-7)

27 소포클레스•아이스킬로스•에우리피데스, 『그리스 비극 걸작선: 오이디푸스 왕』, 천병희 역, 도서출

판 숲, 2010, 이후 인용은 본문에서 괄호 안에 행수를 표기하는 것으로 대신한다. 

28 굵은 글씨는 나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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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서, 혈통을 어지럽힌 죄는 여성성의 문제이고 오이디푸스 자기 자신을 그것에 

대립시키고 부정한다. 「자기의식」의 장의 설명과 겹쳐 읽어본다면, 자기의식이 자신을 

상실한 상태로 자신의 외부에서 타자를 자신으로 여기는 상황은 아직 오이디푸스가 혈통을 

어지럽힌 죄를 여성성과 구분하지 않고, 자신이 근친상간을 범했으며 아버지를 죽였다는 

사실을 ‘예감’하고 있는 것이다. 그 후 자기의식은 타자가 자신을 ‘위해’ 단순히 존재하는 

현상으로 치부하고 타자를 소비하고 파괴하고자 한다. 이 단계가 바로 오이디푸스가 혈통을 

어지럽힌 죄와 자기 자신을 ‘절단’하는 상황이다. 그는 가족의 혈통을 어지럽힌 죄가 

자신에게는 해당되지 않을 것이라 장담한다. 이러한 오이디푸스의 결단은 자신에 부정적 

현실을 정립한다. 동시에, 앎의 경우에도 오이디푸스에게 의식된 것과 의식되지 않은 것으로 

양분되어 있다. 즉 의식된 앎은 자신의 행위가 상대편의 법칙을 위반함이고 의식되지 못하는 

앎(무지)은 자신의 행위가 자신과 자신의 법칙-왕의 명령의 파멸을 야기함이다. 즉 무지는 

의식에 드러나지 않는 전모로 “검은 환영 (l'ombre ineffective)”(S,276) 으로 “몸을 숨기고 

있는”(정신현상학2, 47)힘이다. “아들 오이디푸스는 모역을 당하여 자기가 타살한 상대가 

자기 친부라는 것을 모르고 또한 아내로 맞이한 여왕이 자기 생모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정신현상학2, 47) 마지막으로 오이디푸스 스스로 자신의 잘못임을 인정할 때, 

“행위가 치러지는 바로 그 순간”(정신현상학2, 47) 검은 가능성은 오이디푸스를 덮친다. 그는 

혈통의 질서를 어긋나게 했다는 죄책을 느끼게 된다. 이후 오이디푸스에게 남은 것은 파멸 

뿐인데, 죄책을 느끼는 것은 자신의 행위로 인해 그 자신에게 반대되는 것을 다름 아닌 자기 

자신의 현실로 인정하는 것이며, 이것은 자신과 자신이 부정적으로 정립한 현실성 사이의 

분열이 이미 지양되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오이디푸스: 아아 모든 것이 이루어졌고, 모든 것이 사실이었구나! 

오오, 햇빛이여, 내가 너를 보는 것도 지금이 마지막이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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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야말로 태어나서는 안 될 사람에게서 태어나, 결혼해서는 안 될 사람과 결혼하

여, 죽여서는 안 될 사람을 죽였구나! (오이디푸스 왕, 1182~5행)

오이디푸스가 자신의 눈을 찌르는 행위는, 더 이상 밝은 빛에서 살아갈 수 없다는 의미이며, 

혈통의 질서를 어지럽힌 죄의 대가로 그는 스스로 자신의 눈을 멀게 한다. 더불어 

오이디푸스는 자신이 통치했던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 테바이 공동체에서 추방된 채 

방랑하며 살아가게 된다. 오이디푸스가 눈을 찌르며 더 이상 밝은 빛 아래 살아가지 

않겠다는 선언은 그가 저지른 여성성의 죄가 자신의 죄이며, 이리가레가 보기에 바로 이 

순간에 최초로 여성성과 가족, 무의식, 지하가 유착되고 남성성, 지상, 국가와 유착 되어 

남성성은 밝은 빛에 노출 된다. 지하로 몰락한 여성성은 “그것의 죄책감의 측정 방법으로 

인정 될 것임에 틀림없다.”(S,277) 

즉 국가와 가족의 성별화는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남성이 자기의식으로 복귀하는 

오디세이의 결과일 뿐이다. 이리가레는 비극 오이디푸스를 『자연철학』의 

형성-동화-유적생성의 과정과 중첩하여 읽는다. 비극 오이디푸스에서 남성적인 것만이 자기 

동일성을 획득해 나가는 과정인데, 오이디푸스가 여성적인 것을 자신의 타자로 정립한 

여성성을 자기 자신의 죄로 인정하는 그 순간에 여성적인 것은 남성적인 것으로의 동화가 

끝마쳐졌다는 것이다. 이것을 다시 『자연철학』과 「자기의식」의 장의 설명과 중첩하여 

읽어보자. 특수한 생명체가 자연에서 이탈한 상태는 오이디푸스가 혈통의 질서를 자신과 

대립되는 것으로 이해하는 단계이다. “비유기적 자연으로부터 영양소를 흡수함으로써 자기 

보존을 꾀하다가 비유기적 성질을 지양하고 그것을 자기 자신 내에서 영양분을 취하여 자체 

내에서 받아들이는”(PhG,105)데, 이때의 개체는 스스로를 유지할 수 없게 되어 와해 된다. 

비극 오이디푸스에서 오이디푸스가 자신의 타자로 여성성을 정립한 다음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인정하며 스스로 눈을 찌르고 어둠의 세계로 돌아가는 것과 평행성을 보여준다. 

이렇게 바로 여성성이 밝은 빛에서 내쫓겨지는 배제되는 바로 이 순간이 헤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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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스테릭-초월론적 시원이다. 

따라서 국가와 가족의 성별화는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남성적 자기의식의 동일성 획득 

과정의 산물에 불과하다. 오이디푸스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 잘못이 여성성에 의해 

저질러졌으며, 스스로 어둠으로 떨어지는 바로 이 순간을 바로 이리가레는 역사의 영점이자 

시원으로 보고 있다. 역사의 시원은 바로 여성성이 어둠, 무의식, 그리고 지하에 갇히는 

순간이다. 이리가레는 어째서 단 한 번도 국가와 남성, 가정과 여성의 자연적 유착을 의문시 

하지 않았는지를 묻는다.(S,278) 다시 말하면, 여성성의 추락과 유폐는 철학의 역사를 

가능하게 하면서도 헤겔의 세계로서의 역사 내에서 서술되지 않고 있다. 왜냐하면 그것이 

서술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어야만 자연적 성차라는 2차적 ‘시원’이 시원으로서 자리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남성 그리고 가족-여성 대응쌍들은 절대로 자연적이지도 생래적이지도 

않다. 이와 비슷하게 남성적 자기의식은 여성적인 것을 남성적인 것으로 표백하는 감금을 

통해서 자신의 역사를 전개할 수 있다. 여성성이 이미 표백되어 감금된 상태의 역사가 

진행되는 과정이 바로 헤겔이 「정신」의 장에서 서술하는 객관정신의 역사이다. 

2.4.3 반복되는 시원: 모성과 여성성의 구별 불가능성

붉은 피 표백의 징후는 여성적인 것이 모성으로 축소되고, 개별자 여성은 자기 자신을 

어머니와 혼동하는 것이다. 헤겔은 신적 법칙을 자의식을 갖추지 못한 정신, 허약한 “핏기 

없는 그림자(bloodless shade)”29일 뿐으로 본다. 이리가레가 보기에 이러한 헤겔의 설명은 

여성이 자기 자신을 어머니와 혼동함을 즉 자신의 시원인 어머니와 분리되지 못함을 

보여준다고 본다. 따라서, 여성에게는 자신의 현실성을 얻을 계기가 없다. 여성이 주재하는 

신적 법칙은 ‘자의식을 갖추지 못한 정신’으로 자신이 어디서 비롯했는지 모르는 정신이다. 

안티고네도 신적 법칙이 어디에서 언제 비롯했는지 알 수 없다고 인정한다. 

29 G.W.F. Hegel, The Phenomenology of Spirit, Translated by. Terry Pinkard, 2018, pp.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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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티고네: 그 불문율은 어제오늘에 생긴 게 아니라

영원히 살아 있고, 어디서 왔는지 모르니까요.(456-7행)

즉, 여성은 “자각적인 위치에 있는 정신(conscious of itself)으로서는 의식을 지니지 않는 

것(unconscious)”(PhG,274)이라고 말하며, 오로지 남성만이 자각적 자의식을 가질 수 있음을 

헤겔은 암시한다. 더불어, 여성이 주재하는 신적 법칙이 “아무 핏기도 서려 있지 않은 

그림자”으로 보는 관점을 헤겔이 무의식적으로도 여성적인 것이 이미 표백 되었음을 인정한 

것이라 본다. 

시원이 시원이 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반복해서 서술되어야 한다. 시원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야만 유사한 것이 끊임없이 생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헤겔이 시원의 반복을 통해 

생산하는 것은 부계혈통인 아버지-아들의 계보이다. 이리가레가 보기에 헤겔은 평화로운 

오누이 관계에 대한 후회와 그 상태로 돌아가고 싶은 멜랑꼴리함을 표현한다.(S,273) 즉, 

헤겔 철학에서 반복되는 시원은 상호인정적 관계이자 대칭적 관계인 유년시절의 오누이 

관계이다. 피가 섞이지 여자 형제와 함께 있던 순간으로 되돌아 가는 노스텔지아를 보인다. 

헤겔은 왜 ‘피가 섞이지 않은’ 상태 중 ‘오누이 상태’를 시원으로 꿈꾸는가? 그것은 같은 

부계혈통 내에서 가족과 국가의 경계선에 있는 관계로 ‘인륜성’을 오누이 각각은 예감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동일한 피로 어떠한 상호 의간 전쟁도 없는 오누이 관계를 

이리가레는 헤겔의 꿈일 뿐이라고 일갈한다. 다시 말해 헤겔의 시원이 되는 오누이 관계는 

이미 여성성이 담론에 의해 배제된 것을 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오누이 관계를 시원으로 

꼽는 것뿐이다. 

헤겔이 가족 관계 중 오누이 관계가 유일한 상호인정적인 이유는 그들이 ‘동일한 핏줄’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이리가레는 헤겔이 말하는 ‘동일한 핏줄’은 이미 부계혈통이며, 

여성성이 표백 된 흰색 피의 혈통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동일한 핏줄’의 기준이 무엇인지 

이리가레는 묻는다. 그것은 결국 동일한 자궁과 동일한 정자에서 태어났다는 것 



- 35 -

아닌가?(S,268) 우리는 『안티고네』가 자연/어머니를 배제한 『오이디푸스 왕』 이후의 

이야기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이미, 여성의 성기관은 남성적인 것에 의해 표백된 

상태에서, 자연철학의 C절 유적 생성 이후의 이야기기 때문에, ‘동일한 핏줄’이 

모계혈통일리는 없다. 게다가 안티고네의 가정은 이미 삼촌 크레온에 의해 관장되는 

가부장의 권력 안에 굴러 떨어졌다. 안티고네가 수호하는 신적 법칙, 혈통의 질서는 사실 

‘부계’혈통의 질서이다. 부계 혈통의 질서 내에서 여성은 자신의 어머니와 자기 자신을 

구분하지 못한다. “여자형제가 아내나 어머니일 때는 상호 인정의 가능성을 박탈”(S,270) 

당한 결과는 여성이 자기 스스로 어머니-아내의 정체성을 혼동한다는 것이다. 안티고네는 

“내 어머니의 아들이 묻히지 못한 시신으로 밖에 누워 있도록 내버려 두었다면 내게 고통이 

되었을 것”(466-8행)이라고 말한다. 즉 안티고네는 자신이 오누이로서 남자형제를 매장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아들’을 매장한다고 생각한다. 안티고네는 자신과 자신의 어머니인 

이오카스테를 스스로 구분하고 있지 못하고 안티고네의 어머니의 아들을 위해 죽는다. 

더불어 안티고네가 느끼는 죄책은 자신과 대립되는 인간의 법칙을 위반함으로써 오는 것이 

아니라 근친상간이라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실수에서이다. 

코로스: 그대는 앞 뒤 가리지 않고 너무 담대하다가

정의의 여신이 우뚝한 왕좌에 세차게

부딪친 것이오, 내 딸이여. 그대는 아마도

아버지의 죗값을 치르고 있는 것일 게요. (853-6행)

…

안티고네: 그대는 내 가장 아픈 곳을 찌르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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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의 악명 높은 파멸을,

이름난 랍다코스가(家)출신인

우리 모두의 운명을!

아아, 어머니의 침상에서 비롯된 재앙이여

친자식인 내 아버지와

불행하신 어머니의 동침이여!

그분들에게서 가련한 나는 전에 태어났고

그분들에게로 나는 지금

저주받고 결혼도 하지 못한 채

내려가고 있어요, 함께 살기 위해

아아, 불행한 혼인을 하신 오라버니,

당신은 당신의 죽음으로

아직 살아 있는 나를 죽이셨어요! (857-871행)

헤겔이 상호 대칭적이라 인정하는 오누이 관계는 이미 대칭적이지 않다. 헤겔은 이미 

이것을 인정하고 있는데, “남자 형제는 그들의 여자 형제를 상호 인정의 가능성으로 보지만, 

그들이 어머니나 아내일 때는 그 인식의 가능성을 박탈당하기 때문이다.”(S,270)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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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인정적 관계가 성립하려면 서로가 서로를 상호 인정의 가능성으로 봐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 문제이다. 왜냐하면, 남성이 남편이거나 남편일 때는 여성이 아내이거나 

어머니일 때의 상황과 대칭적이지 않다. 여성이 남성의 아내일 때는 “남성적 쾌락의 자연적 

대상”30인데, 남성은 자신의 어머니와 아내를 구분하지 못한다. 오이디푸스가 그 예이다. 한 

여인으로서 어머니인 경우와 아내인 경우와의 관계는 개별성을 바탕으로 두고 한편으로 

쾌락과 관계되는 자연적인 면을 지니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 한편으로는 한낱 스러져 가는 

부정적인 면을 지니기도 하는데, 이런 점에서 그것은 다른 개인에 의해서도 대체할 수 있는 

우연한 관계이다.(정신현상학2, 34-5) 

다시 말해 여성은 아내와 어머니일 때 ‘쾌락과 관련되는 자연적 면’을 가진다. 그러므로, 

담론 내에서 어머니 됨과 아내 됨이 구분되지 않는다. 남성은 여성으로부터 아내이든 

어머니이든 그들을 쾌락과 관련되는 자연적 대상으로 취한다. 따라서, 여성이 관계하는 

남편과 아이는 개별적 존재가 아니라 남편 일반 아이 일반이다. 따라서 안티고네는 자신의 

남자 형제를 대체 할 수 있는 자가 없기에, 그녀에게 남은 정체성은 아내와 어머니임인데 

이것은 우연성에 불과하기에, 남자형제를 위해 죽음을 무릅쓴다.

안티고네: 남편이 죽으면 다른 남편을 구할 수 있을 것이며,

아이가 죽으면 다른 남자에게서 또 태어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어머니도 아버지도 모두 하데스에 가 계시니,

내게 오라비는 다시는 태어나지 않겠지요.(909-912행)

30 남기호, 「법철학적 관점에서 본 헤겔의 「안티고네」 해석」, 『한국철학사상 연구회』, 29권, 제 3호, 

2018, pp.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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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헤겔의 철학 담론 내에서는 여성이 자신의 “개별적 독특성을 보편화”31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헤겔이 개별성을 유지하는 상호 동등한 관계인 오누이관계에서 안티고네는 이미 

자기 자신을 어머니로 혼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남성의 여자 형제 이외에 남은 여성의 

정체성은 어머니 또는 아내인데, 둘은 남성에게서 구분되지 않는다. 즉, 여성은 자신의 

본질과 실존이 통일되지 않은 비 현실적인 것, 핏기 없는 환영에 불과하다. 여성은 

가신으로서 부계혈통을 수호하면서 아내 또는 어머니로서 남성에게 자연적 시원이 되어주고 

이들을 키워 남성들이 그들의 개별성을 지양하고 보편성을 얻을 수 있도록 해준다. 그리고 

이들이 죽었을 때, 다시 가정 내로 돌아와 자연의 품 안에 안겨주는 매장을 한다. 반면에 

남자형제는 자신의 여자 형제를 위해 매장을 하지 않는다. 남성은 자신의 시원인 

자연/어머니으로부터 태어나서, 자신의 시원으로부터 벗어나 국가에서 자신의 개별성을 

보편성으로 고양하고 동시에 아내로부터 자신의 어머니에서 얻었던 자연적 쾌락을 얻고, 

아내에게서 자신의 자녀를 얻어서 자식의 생성을 바라보며, 자기 자신은 죽어서 자신이 

태어났던 대지의 품에 안긴다. 물론 그의 죽음을 정신적으로 고양해주는 것도 여성이다. 즉, 

남성은 시원인 자연/어머니로부터 태어나 다시 시원인 지하로 돌아가는 자체-내-복귀 

운동이 가능한데 반해 여성은 그것이 불가능하다. 

안티고네가 크레온에 대항하는 행위는 여성적 질서를 지키기 위함이 아니다. 이미 

안티고네의 가문은 삼촌인 크레온이 가장이기에 인간적 법칙과 신적 법칙이 서로 구분되는 

대등한 질서가 아니다. 안티고네의 행위는 여성적인 것과는 무관하다. 크레온은 안티고네의 

말을 들어준다면 자기는 더 이상 남성이 아닐 것이라고 말한다. 바로 이것이 안티고네의 

욕망, 남자형제를 매장하겠다는 것과 크레온에 대항하는 것이 ‘남성적’인 것임을 의미한다. 

안티고네의 욕망은 자신의 어머니의 욕망이며, 앞서 말했듯이 안티고네는 자신과 자신의 

어머니를 구분하고 있지 못하다. 이오카스테가 자신의 아들이자 남편을 위해 자살했듯이 

안티고네도 어머니의 아들을 위해 죽는다. 안티고네가 죽은 남자형제의 어머니가 되어서 

31 황주영, 「이리가레의 안티고네」, 『도시인문학연구』, 5권, 제 2호, 2013, pp.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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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을 위해 대신 죽고 그들을 다시 자연의 품으로 돌려주는 행위를 담당하는 

자연/어머니의 역할은 헤겔의 변증법이 파괴되지 않는 한 계속해서 유지될 것이다.  

2.5 자연/어머니의 망각 

이상의 논의는 이전 이리가레 연구에서 잘 연구되지 않았던 시원의 이중 망각을 

이리가레의 헤겔 비판을 통해 추적하려는 시도였다. 헤겔의 자연은 정신과 다르게 

자체-내-복귀를 이뤄낼 수 없는데 그 까닭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타자와 관계하고 그 관계 속에서 소멸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정신은 자연을 외화하고 자신 

외부에 있는 자연과 관계하여 무한한 것으로 발돋움한다. 이것은 자연이 유한한 것의 

총체이기 때문에 가능하고 달리 말하면 정신은 자기로의 복귀를 위한 하나의 계기로 삼음을 

의미한다. 이리가레가 보기에, 이것은 자연과 문화의 단절이자 자연의 운동성의 망각이다. 

헤겔의 자연적 자기의식이 자연과의 관계를 끊고, 자기 자신과 비 유기적 자연을 대립 

그리고 비 유기적 자연을 흡수함으로써 무한자로 거듭날 수 있다. 다시 말해, 헤겔이 자연을 

어머니로 비유할 때, 어머니로부터 태어나지만 어머니로부터 등을 돌리고, 다시 죽어서 

어머니의 품에 안길 때, 어머니는 변하지 않는 장소 그 무엇으로 사유되고 있다. 

자연/어머니는 즉자성과 대자성 사이의 장소도 대자 존재도 성취 불가능하다. 다만, 

이리가레의 논증 과정에서 여전히 남는 문제가 있다. 첫 째로, 이리가레의 전제인 

자연철학과 정신현상학의 중첩성이다. 자연철학의 신체 분화와 정신현상학의 가족-여성, 

국가-남성의 분화를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는가? 이리가레가 이 둘의 중첩성을 입증하기를 

원한다면, 헤겔의 텍스트 내에서 직접적으로 이러한 중첩성을 언급한 부분을 찾아서 

인용해야만 했다. 두 번째 문제는 헤겔의 정신 현상학 내에서 등장하는 수사적 표현인 ‘핏기 

없는’ ‘보편적 피’와 같은 것을 자연철학과 정신현상학의 중첩성의 논거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꽤나 중대한 문제인데, 이리가레가 이중적으로 망각된 시원으로 짚는 것이 

모계혈통이며, 이 모계혈통이 이중적으로 지워졌음을 헤겔의 철학 내에서 보여주는 징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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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핏기 없는’ ‘보편적 피’와 같은 것이라고 이리가레가 논증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문점보다는 이리가레의 논의의 의의에 집중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 즉, 기존의 

헤겔 비판과는 다른 이리가레만의 물질의 강조이다. 이리가레는 헤겔의 「자기의식」과 그리스 

비극 『오이디푸스』가 일치함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다. 땅,물,흙과 같은 자연, 

감수성(sensibility)이 없는 여성의 자궁은 헤겔이 ‘비 유기적’이라고 말하는 것들이지만, 

사실상 유기성과 비 유기성의 구분이 헤겔의 자의적 구분임을 보여주고자 한다. 이러한 

자의적 구분에 의해 자연/어머니의 운동성은 잊혀지게 되는 것이 1차적 망각이며, 

자연/어머니를 운동성이 없는 비 유기적 자연으로 명명하는 것이 2차적 망각이다. 따라서 

헤겔의 세계로서의 객관정신으로의 도야의 시작점은 생래적 성차가 아니다. 성차는 이미 

남성적인 것에 의해 표백 되었고 동화된 상태이다. 국가-남성, 가정-여성의 대응쌍은 

오이디푸스가 자신의 눈을 찌를 때에, 즉 자신의 죄가 어머니의 죄이자 여성성의 죄임을 

인정하고 어둠으로 스스로 몰락할 때에 이미 결정되었다. 이 순간이 바로 역사의 

히스테릭-초월론적 순간이다. 이 순간은 역사에 서술되지는 않고 항상 표백 된 형태로 역사 

내에서 순환하고 있다. 표백되고 생산된 2차적 시원은 재생산의 시원인 어머니이다. 즉 

지워진 형태가 바로 표백 된 피, 남성이 계속해서 회귀하는 시원인 어머니이다. 헤겔의 

시원인 자연/어머니는 그 어떠한 현실성도 가지고 있지 않는 것, 즉 현실성이 없는 

현실성으로만 헤겔의 담론 내에서 존재한다. 여성에게 남아 있는 정체성이 남성의 어머니 

또는 아내인 상황에서, 안티고네의 비극은 피할 수 없는 것이 된다. 여성적인 것은 남성적인 

것으로 환원되었기에, 여성은 남성에 의해서만 정의 될 수 있지 그 역은 불가능하며, 자기 

자신을 남성적인 것이 아닌 것으로 정의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이리가레는 여성이 

여성으로서의 주체성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성이 대자 존재를 

성취하고, 즉자성과 대자성 사이의 장소를 건설”32(E,107) 해야 할 것이라고 말한다. 

32 Irigaray, Luce. An Ethics of Sexual Difference, Translated by Carolyn Burke• Gillian Gill, Cornell 

University Press, 1993, pp. 107. 이후 An Ethics of Sexual Difference을 인용할 경우, 텍스트 약어와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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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와 딸이 구분되지 않은 채로 무차별 적으로 존재함은, 여성이 단순히 장소로서 

존재함을 의미한다. 어머니-딸 모계 계보는 여성이 더 이상 남성 재생산의 장소가 되지 

않고 스스로의 장소를 가짐을 의미하며, 어머니-딸끼리 구분이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여성 

간의 관계 설정은 이들이 더 이상 남성의 어머니라는 장소를 놓고 경쟁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여성 자기 자신과의 관계는 여성이 자기의식을 형성함을 말한다.

이리가레는 자연/어머니가 모든 것을 낳는 최종 근거로서 ‘무한’하지만 결코 정적인 것이 

아님을 강조한다. 달리 말하면 헤겔의 무한성은 최종근거로 이것에 도달하게 되면 운동이 

멈추게 되어 영원한 현재에 머문다. 이리가레의 자연/어머니는 모든 것의 근거이면서 자신의 

근거를 다른 것에서 찾지 않음의 무한성의 정의를 만족하는 것이 자연/어머니이다. 그러나 

이리가레의 자연의 운동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를 달성할 때 멈추는 것이 아니라, 

무한히 계속되는 것이다. 이 때, 이리가레의 자연의 운동성은 이원적 리듬으로 나타난다. 

자연의 이원적 리듬은 상호의존적이며, 주기적으로 서로서로를 대체(supplant)한다.33 대체의 

방식은 어떤 하나의 리듬이 나머지 하나의 리듬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호흡처럼 

서로 서로 관여(engage)하는 것이다.34 예를 들어, 공기는 생명체들의 호흡에 관여하면서 

수축과 팽창을 반복한다. 헤겔이 ‘비유기적’이라고 명명했던 기후도 이원적 리듬, 즉 

운동성을 갖는다. 기후는 건기와 우기로 나뉘어 순환한다. 이 때, 자연의 이원적 리듬은 

존재자의 세세한 내용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자를 성적으로 이원화 한다. 달리 말하면 

존재자의 육체의 기능을 규정하기 보다는 육체가 “성장하고 변화하는 과정의 패턴들”35을 

규정한다. 달리 말하면, 성차는 생물학적 성을 가르키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두 리듬으로 

수를 괄호 안에 넣어 본문에 표기하는 것으로 각주를 대신한다. 

33 Stone, Alison, Luce Irigaray and the Philosophy of Sexual Differenc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6, pp.90.

34 Stone, Alison, Luce Irigaray and the Philosophy of Sexual Differenc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6, pp.90.

35 황주영,『뤼스 이리가레』, 커뮤니케이션북스, 2017, pp.46



- 42 -

여성과 남성의 성장의 시간성을 규제한다.36 이리가레는 우리의 삶이 자연/어머니에 빚지고 

있음을 회상할 것을 촉구한다. 자연/어머니는 다른 존재자들을 모두 낳으면서 자기 자신의 

근거는 다른 것에 의존하지 않고 자기 자신에 의존하는 절대적 위치를 차지한다.

자연/어머니의 절대성 복구는 철학 담론에서 나타나는 이분법을 해체하려는 의도도 있다. 

철학 담론에서 자연/문화, 가정/국가 그리고 여성/남성의 이분법에서, 오른 쪽 항에서 태어난 

남성 주체가 오른쪽 항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절단하고 왼쪽 항으로 나아가는 운동을 

‘초월’로 설명하는 공통점이 있다. 이 때, 오른쪽 항은 어떤 운동성을 가지지 못하고, 그 

자리에 계속 남아있는 것으로 묘사된다. 이리가레가 하고자 하는 이분법의 해체는 어느 한 

쪽 항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두 항의 연속성을 살리는 것이다. 우리는 자연/어머니로부터 

태어나 성적으로 이원화 된 육체로 살아간다. 특히, 인간은 다른 존재자와 달리 자연 뿐만 

아니라 문화와 사회에 모두 참여하는 존재자이다. 성적으로 이원화 된 두 존재자, 즉 여성과 

남성은 서로 만나서 함께 공동으로 거주할 사회 문화를 창조 한다. 즉, 헤겔에서 자연적 

직접성에 버려졌던 자연성을 문화적 단계로 고양시키고자 한다. 이것의 첫 단추는 우리가 

자연/어머니의 절대성을 다시 떠올리는 데 있다. 

헤겔이 남성의 육체를 인간의 육체의 원형으로 제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달리 말하면 

시원이 되는 육체는 남성의 것이고 여기서 여성의 육체가 갈라져 나오는 것으로 이해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이리가레가 보기에, 이것은 헤겔이 여성에게서 여성이 자기 자신과 자신의 

성적 타자를 매개하는 힘을 빼앗았기 때문이라고 본다. 그것의 징후가 바로 여성이 남성의 

어머니 이외에는 어떤 정체성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다. 즉 남성과 여성의 ‘구분’을 의문시 

하기 위해서는 헤겔의 구분의 작동 방식을 점검해야 할 것이다. 정신은 자기 자신과 대상을 

매개하는 힘을 자기 자신과의 구분으로 삼는다. ‘구분’으로서의 부정성을 비판하는 철학자가 

바로 하이데거이다. 하이데거는 매개되는 항과 매개되는 항 둘 사이의 매개의 힘은 한 쪽 

36 Stone, Alison, Luce Irigaray and the Philosophy of Sexual Differenc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6, pp.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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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에서 비롯하는 것이 아니라 양 쪽 항에서 비롯해야 한다. 달리 말하면, 매개하는 힘은 

관계 맺을 수 있는 힘을 가짐이다. 각각의 두 항은 공통의 한계를 생성하고 그 한계를 

초월하여 관계 맺는다. 공통의 한계 마련이 바로 존재의 무화이자 사유의 한 걸음 

물러서기로 하이데거에게서 구체화 된다. 

3. 하이데거의 존재와 사유의 공속 

이리가레가 헤겔 다음으로 또는 헤겔과 비슷한 정도로 언급하는 철학자는 하이데거이다. 이

리가레는 헤겔을 겨냥하여 단독 저서를 낸 적은 없으나 하이데거만을 단독으로 다룬 『공기

의 망각: 하이데거 철학에서』37와 『사랑의 길』38라는 두 권의 책을 출간했고, 이 두 저작 이

외에도 하이데거를 언급하는 부분은 상당량 존재한다. 이것은 이리가레의 연구 저작물 중 이

례적인 편에 속하며 이리가레가 하이데거로부터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았음을 시사한다. 거

칠게 표현하면, 하이데거의 존재론적 차이를 이리가레는 성적 차이 즉 성차로 전유하고 있다. 

즉, 이리가레가 일관되게 주장하는 성차의 복원은 존재론적 차원의 작업이라는 것이며, 성차

가 흔히 통상적으로 이해되는 것과 같이 염색체의 차이나 성기의 차이가 아님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이리가레가 하이데거로부터 계승하는 부분은 무엇이며 하이데거로부터 결별하는 

지점은 무엇인가? 이것을 밝혀내는 작업이 이리가레의 존재론적 성차를 이해하는 핵심이 될 

것이다. 『공기의 망각: 하이데거 철학에서』라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이리가레는 하이데거

가 ‘공기’를 망각했다고 비판한다. 하이데거가 “사유의 주관성을 절대적 주체로 격상시켰던 

근대적 기획에서 벗어나기 위해”39 ‘무’를 존재와 사유가 서로 만나는 곳으로 새롭게 사유했

지만, 이리가레가 보기에 여전히 근대적 기획을 포기하고 있지 않다. 이리가레의 주장의 근

37 Irigaray, Luce, L’oubli de l’air chez Martin Heidegger, Minuit, 1983

38 Irigaray, Luce, The Way of Love, Continuum, 2002

39 박현정,「하이데거 사유에서 존재의 유한성」,『현대유럽철학연구』, 제 42집, 2016, pp.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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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는 하이데거의 무가 물질성, 특히 공기를 탈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리가레의 비

판 내용은 4장에서 다뤄질 것이다. 3.1에서는 하이데거의 헤겔 비판을 통해 드러나는 하이데

거의 무의 의의를 살펴볼 것이다. 하이데거가 헤겔을 비판하는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헤

겔은 무를 부정성 또는 무엇이 아님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이것은 여전히 무를 사유의 대상

으로 포섭하는 철학사의 오류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오류’인 이유는 무

는 사유와 존재의 근거이기 때문에 부정성보다 무가 우선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3.2에서는 

하이데거가 헤겔 비판을 통해 무가 사유와 존재가 모여드는 공속의 공간으로 어떻게 그려내

는지를 추적해본다. 달리 말하면, 무를 사유와 존재 모두가 모여드는 장소라면, 사유로 대변

되는 주관의 존재방식과, 대상과 구별되면서도 그것과 관계하는 주관의 신비를 무를 통해 규

명하는 것이 하이데거의 목표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헤겔이 최고의 진리인 절대정신으로 

두면서 그것의 무한성과 영속성을 긍정한다면, 하이데거의 진리는 사유와 존재가 무에게로 

모여드는 순간에  드러난다. 더불어 무 속에서 인간 현존재 이외의 사물들, 사방세계로 이야

기되는 하늘, 땅, 신이 모여들기 때문에 전통 철학사의 고질적 문제였던 유아론을 극복하는 

의의도 있다. 

3.1 무(無)와 부정성

3.1.1 존재와 사유의 동일성 

무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전통 철학사에서 무는 논의될 수 없는 것으로 여겨져 왔다.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무언가’에 대해, 즉 있는 것에 대해서만 사유할 수 있지 없는 것인 

무에 대해서는 사유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이데거는 주관과 객관의 관계가 비로소 무 

속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으로 무에 대한 사유를 새롭게 쓴다. 하이데거의 무는 있음의 

반대항이 아니라 존재와 사유가 함께-속하는 공속의 장소이다. 존재와 사유가 속하는 

장소로서의 무라는 하이데거의 주장이 매우 생소하게 들리지만, 이러한 주장은 동일률이라는 

오래된 철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이데거의 시도다. ‘A=A, 즉 A는 A이다’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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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률의 명제는 “<…이다.>[라는 낱말]에서”40 “각각의 존재자가 어떻게-있음을, 즉 <그것 

자체가 자기 자신과 함께 동일한 것임>을 말하고 있다.”(동일률, 14) A=A라고 말하는 

동일률의 명제는 우변의 A와 좌변의 A가 동일하다고 말하는 것 이외에 우변의 A 그 자체가 

자기 자신과 동일하고 좌변의 A가 자기 자신과 동일함을 표현한다. 즉, ‘…이다.”라는 

동일률의 문제는 존재의 의미에 대한 물음으로,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에서는 ““존재”의 

의미에 대한 물음을 구체적으로 정리작업 하는 일”(동일률,13)이 수행된다. 존재의 의미가 

동일률의 문제라면, 동일률의 문제는 존재자가 어떻게-있음, 즉 존재방식의 해명 문제도 

함께 걸려 있다. 『존재와 시간』에서 우선적으로 해명되는 존재방식은 현존재의 존재 

방식인데 존재하는 존재자 중 현존재만이 존재의 의미를 이해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동일률의 명제의 근본적 의미를 통찰한 것이 헤겔이며, 동일률의 명제가 “존재의 

법칙인 한에서만, 다시 말해 모든 존재자로서의 존재자에는 동일성이-즉 자기 자신과의 

통일성[하나됨]이-속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그런 존재의 법칙인 한에서만, 그 명제는 

사유의 법칙으로서 통용된다.”(동일률,14)임을 헤겔은 통찰했다고 하이데거는 평가한다. 

따라서, 존재의 법칙이 동시에 사유의 법칙임을 설명하는 헤겔의 『논리학』의 접근은 

하이데거가 보기에 타당하다. 왜냐하면 하이데거가 말하는 자기 자신에 속함은 존재자가 

존재자로서 ‘고유하게’ 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하이데거가 헤겔을 비판하는 지점은 ‘자기 

자신과의 통일성’을 설명하는 헤겔의 방식이다. 하이데거에 따르면 ‘자기 자신과의 통일성’은 

존재자의 어떻게-있음으로 존재자의 존재방식을 보여주는 것이다. 헤겔은 『정신현상학』에서 

각각의 의식의 형태가 전개되는 양상을 서술했다. 이것을 하이데거 식으로 본다면, 존재자의 

존재 방식을 역사적으로 해명한 것과 같다. 하이데거가 보는 헤겔의 문제점은 자기 자신과의 

40 마르틴 하이데거, 「동일률」, 『동일성과 차이』, 신상희 역, 민음사, 2018, pp.14. [ ] 표기는 역자의 

것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표기는 하이데거의 것이다. 이후 「동일률」이 인용될 경우, 해당 텍스트의 

약어와 쪽수를 괄호 안에 넣어 본문에 표기하는 것으로 각주를 대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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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성을 가지는 것이 사유의 최고 형태인 절대정신 밖에 없다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각각의 의식의 형태가 최종적이고 절대적인 일자에 통합된다는 것, 이러한 일자가 어떠한 

한계도 가지지 않는 무한한 것이라는 점을 하이데거는 문제시한다. 왜냐하면 헤겔이 

동일률의 문제가 함께-속함이라는 것을 통찰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유의 존재방식을 제대로 

밝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사유가 사유로서 고유해지는 것, 진정한 사유의 존재방식을 

하이데거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기에 헤겔을 비판하는가?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철학사 

내에서의 진리의 기준의 변화를 훑어볼 필요가 있다.

철학의 작업이 진리를 밝혀내는 것이라면, 진리는 판단과 대상의 일치이다. 이 때, 무엇을 

기준으로 ‘일치’를 알 수 있을 것인가를 가지고 논쟁이 이어진 역사가 전통철학사라고 할 수 

있다. 서로 다른 것으로 보이는 주관의 판단 기능과 객관의 영역에 있는 대상이 어떻게 

일치할 수 있는가? 하이데거는 대상을 표상으로 주관 안에 제시하는 인식작용은 대상을 ‘눈 

앞의 대상’으로 간주하여 영구화 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한다. 진리를 규명하는 전통 

철학의 방법은 이러한 인식 작용을 검사하는 데에 있다. 즉 대상이 표상으로 이해되어 눈 

앞의 대상으로 영구화 되는 것이 문제인 이유는 주관의 인식 작용을 검토하는 데에만 

천착하여 주관과 객관의 관계를 놓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이데거는 말한다. 이러한 방식이 

왜 철학의 위기를 야기했는가? 그 이유는 주관과 객관의 관계를 해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헤겔은 이전 철학자와 달리, 특히 칸트와 대결하여, 사유의 인식 능력을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사유된 것의 사유되어 있음”41, “사유 된 것의 사유된 존재”(존재신론,15) 인 

사유의 사태를 적극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주관과 객관의 관계방식의 해명을 시도했다. 

하이데거의 관점으로 보면 존재의 의미를 이해하는 유일한 존재자인 현존재의 본질인 

‘사유’의 사태에 대해 설명했다는 점에서 헤겔은 의미가 있다. 헤겔은 의식은 대상과 

41 마르틴 하이데거,「형이상학의 존재-신-론적 구성틀」,『동일성과 차이』, 신상희 역, 민음사, 2018, 

pp.15, 이후 「형이상학의 존재-신-론적 구성틀」이 인용될 경우, 해당 텍스트의 약어와 쪽수를 괄호 

안에 넣어 본문 안에 표기하는 것으로 각주를 대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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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하면서도 자기 자신과 관계하고 있는 바로 그 대상을 자기 자신과 구별되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한다. 이러한 의식의 신비인 사유의 존재방식은 어디서 비롯하는가? 헤겔은 

철학의 진정한 문제를 짚어 냈음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사유가 각각의 존재자들이 현상하는 

근거가 되는지는 설명하지 않고, 각각의 존재자들인 의식의 형태가 발전하여 의식의 최고 

형태인 절대정신에 도달하는 과정만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달리 말해서, 헤겔에게서 

진리는 의식이며 그것의 최고 단계인 절대정신이기에 의식은 존재자에 속하면서도 다른 

존재자를 사유하기 위해 ‘전제’된다. 그러나, 진정한 문제는 이러한 의식이 어떤 과정을 거쳐 

전제로서의 지위를 갖게 되는 지다. 헤겔의 설명 방식은 의식이 대상과 관계하면서도 

관계하는 바로 그 대상을 자기자신과 구별함은 결국 주관과 객관의 관계 즉 차이가 주관에 

의해서 정의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주관은 주관과 객관의 일치인 진리의 근거, 즉 동일성의 

근거이며 비 진리는 주관과의 구별이다. 

3.1.2 헤겔의 의식의 내재적 기준

판단과 대상의 일치 기준을 칸트는 주관의 형식 속에서 찾는다. 칸트는 주관의 형식이 

‘순수한’ 것이라고 하는데 이 때의 ‘순수’는 그것의 기원과 사용 원리에서 어떠한 경험적인 

것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다. 칸트의 순수한 주관의 형식은 시간 공관 직관과 범주로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헤겔이 문제시하는 것은 범주이다. 칸트의 범주는 직관과 다르게 

직접적으로 경험과 관계 맺지 않기에 이것의 객관적 실재성이 문제가 된다. 즉 순수한 지성 

개념이 어떻게 경험적인 것과 관계 맺을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범주의 객관적 실재성의 

문제이다. 칸트는 자신 이전의 철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험과 선험의 영역을 명확하게 

나누어 놓았고, 선험의 영역에 속하는 직관과 범주의 영역도 명확히 갈라 놓았다. 직관은 

잡다를 수용하는 것이고 범주는 사고하는 것이다. 따라서, 직관과 범주의 관계 맺음의 

문제를 해명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범주는 직접적으로 직관을 규정할 수 없는데 그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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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는 사고하는 것이지 직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직관이 범주에 주어져 

있더라도 직관을 결합하기 위해 곧바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직관과 범주가 관계 맺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떤 대상을 하나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게 불가능하다. 이러한 문제를 

칸트도 인지하고 있었고 이것을 집중적으로 다룬 부분이 『순수이성비판1』의 A84=B117의 

「순수 지성 개념들의 연역에 대하여」42라는 장이다. 칸트가 제시하는 해결 방법은 ‘통각’의 

근원적 종합작용이다. 즉, 통각 덕분에 범주가, 경험과 직접적으로 관계 맺지는 않더라도, 

직관에 주어진 잡다를 하나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통각, 즉 ‘나는 

생각한다.’라는 것 아래에 직관의 잡다가 모여든다는 것이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바로 

상상력의 매개 작용 즉 직관과 범주를 상상력이 매개 해주기 때문에 가능하다. 칸트의 

통각인 자아는 선험적인 것으로 경험 불가능하나 경험을 가능하게 하면서도 우리의 

감각기관을 통해 들어오는 인상들을 ‘나의’ 것으로 부르는 것을 가능하게 해준다. 헤겔이 

칸트의 자아를 비판하는 지점은 ‘나’를 인식의 대상으로 삼는 순간에 우리가 밝혀내고자 

했던 주어인 ‘나’가 아니라 인식의 ‘대상’인 ‘나’ 즉 목적어로서의 ‘나’가 되어버린다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사유의 대상인 ‘나’와 사유의 주체인 ‘나’는 동일하지 않다. 그런데 

칸트는 이 점을 간과하고 있다는 것이 헤겔의 비판이다. 

헤겔은 칸트가 사고의 형식인 범주의 타당성을 고찰한 것은 올바른 문제 설정이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았다고 비판한다. 헤겔은 칸트의 범주를 “허용할 수 없”43(논리학,199) 

다고 말하는데 그 까닭은 칸트의 범주와 객관이 “서로 하등의 일치점도 없는 것이 

사실이라면, 우선 양 자 중 그 어느 하나를 불완전한 것으로 볼 수도 있”(논리학,115)기 

때문이다. 칸트는 직관과 범주라는 주관의 형식을 진리를 얻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면서, 

이러한 도구들이 불충분할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는 것이 헤겔의 비판이다. 

42 임마누엘 칸트,『순수이성비판 1』, 백종현 역, 아카넷, 2016, pp.306.

43 헤겔, 『헤겔의 논리학』, 전원배 역, 제3판, 서문당, 2018, pp. 199. 이후 『헤겔의 논리학』가 인

용될 경우, 텍스트 약어와 쪽수를 괄호 안에 넣어 본문에 표기하는 것으로 각주를 대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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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칸트는 진리의 기준인 판단과 대상의 일치 기준에 의식의 지(知)를, 즉 의식이 

자신의 앎을 검토하는 것, 포함하고 있지 않고, 무비판적으로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식의 지를 무전제적으로 도입함은 결국 범주의 내용인 개념을 문제삼지 않는다는 것과 

같다. 

헤겔은 칸트가 그어 놓은 사유와 존재의 넘을 수 없는 강을 범주는 사유의 원리일 뿐만 

아니라 존재의 원리이기도 한다는 것으로 이 넘을 수 없는 강을 넘어가고자 한다. 

칸트에게서 물(物)자체의 영역이 존재하는 이유는 칸트가 주관과 객관의 구분을 오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유형식인 범주는 주관적인 것이 아니라 즉자인 동시에 대자적이다. 달리 

말하면, 사유형식은 사유의 대상인 동시에 대상 그 자체의 활동이다. 사유 형식이 자기 

자신을 점검함을 통해 발견하는 것은 ‘모순’이며 이러한 모순을 해결하는 방식이 바로 

변증법이다.(논리학,115) 인식의 도구인 사유 속에서 경험 가능한 것만이 존재가 아니라, 

사유와 존재가 직접적으로 동일한 것이다. 헤겔은 이것을 의식이 자기 자신을 검사하는 

의식의 여정 속에서 보여주고자 한다. 따라서 철학자는 의식의 발전 속에서 드러나는 

현상들을 서술하는 것이지 칸트처럼 현상이 현상이게끔 하는 것이 의식임을 전제하고 있지 

않다. 헤겔이 제시하는 판단과 대상의 일치 기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것이 의식의 

‘내재적’ 검사라는 것이다. 의식은 스스로 자신이 아는 바를 점검할 수 있다. 달리 말하면 

사유 자신이 자기 자신을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내재적 모순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인 

사유 대상의 내재적 발전을 철학자는 단순히 관찰하고 기록하는 것이다. 사유 대상은 자기 

자신의 내재적 발전을 통해 범주는 칸트처럼 전제되는 것이 아니라 변증법의 진행에 따라 

‘도출’된다. 이를 통해 사유와 사유 대상의 일치가 가능해진다. 사유가 자기 자신을 대상으로 

삼아서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는 원환적 운동을 헤겔은 “최고의 내면성”(논리학,115)이자 

“순수무구한 자기성”(논리학,115)으로 정신의 원리라고 명명한다. 



- 50 -

3.1.3 헤겔의 사유의 무제약성

이러한 원환적 운동이 헤겔의 칸트 비판에 어떤 의미를 갖는가? 달리 말하면, 정신이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는 원환적 운동이 ‘최고의 내면성’이자 ‘순수무구한 자기성’이라는 말의 뜻은 

무엇인가? 이는 헤겔이 정신의 원환적 회귀 운동을 통해 ‘전체’로서의 세계를 인식할 수 

있다고 본 것과 관련이 있다. 칸트는 네가지 이율배반을 제시하면서 이성은 전체로서의 

세계를 논의할 권리가 없음을 보였으나, 반면에 헤겔은 전체에 대한 인식, 즉 무한성이 

가능하다고 보았던 것이다. 칸트는 이성이 무한한 것을 인식하려 할 때, 즉 이성이 자신의 

경험의 한계를 초월할 때마다 이성은 필연적으로 자기 자신과 모순에 빠지게 된다. 이 때 

‘모순’이란 동시에 성립할 수 없는 두 가지 명제, 정립과 반정립을 의미한다. 정립은 이성이 

자기 자신이 경험한 세계를 넘어서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 즉 이성은 무제약자44이다. 반 

정립은 우리의 이성은 자기 자신의 경험한 세계에 의해 제약되기에 이성은 무제약자가 

아니라 제약자이다. 정립은 이 세계의 절대적 원인이 있고 이것은 그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다. 만약 절대적 원인이 없다면 무한퇴행이 있을 것이고 그 어떤 것도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것에 의존하지 않으면서 모든 것의 원인이 되는 것이 있어야만 

한다. 반면에 반정립은 선행원인이 없는 사건이나 사물이 없음을 말한다. 즉 모든 것은 

제약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따라서, 세계의 무한 퇴행을 막기 위해 그 어디에도 의존하지 

않는 절대적 원인이 있어야만 하면서도, 절대적 원인이 존재할 경우 이것은 이것의 원인을 

갖지 않기에 반정립에 위배되는 것이다. 이성이 자기 자신의 경험에서 모든 것들의 무제약적 

원인을 찾고자 하는 시도를 통해 자신의 경험을 넘어서려고 한다. 하지만, 이것은 이성의 

착각에 불과하다는 것을 서로 모순되는 정립과 반정립이 동시에 성립하는 상태인 4개의 

이율배반을 통해 보여주는 것이 『순수이성비판2』의 「초월적 변증론」의 내용이다.  

44 임마누엘 칸트,『순수이성비판2』, 백종현 역, 아카넷, 2017, pp.546, A323에서는 무조건자(das 

unbedingte)로 번역되어 있으나 후에 이어질 논의의 통일성을 위해 무제약자로 통칭한다. 헤겔은 무

제약적 사유에서의 무제약적을 unbedingten으로, 하이데거도 무제약/조건적을 unbedingten으로 쓰고 

있다. 하이데거는 헤겔을 비판하기 위해 unbedingten을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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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칸트는 이성만으로 전체로서의 세계에 대해 이야기할 권리가 없다고 본다. 이에 

대해 헤겔은 칸트가 “이율배반이라는 것을 더 깊게 고찰하여 보지 못”(논리학,201-2)했기 

때문이라고 헤겔은 지적한다. 이성은 자기 자신의 경험에서 모순을 발견하고 멈춰서는 

유한적인 것이 아니라, 모순을 해결하면서 유한성을 초월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초월의 

방법은 이성이 자기 자신을 사유 대상으로 삼는 것이다. 이를 통해 사유는 자기 자신으로 

복귀하여 최고의 내면성을 갖는 정신이 된다. 최고의 내면성이란 결국 자기 자신 밖에 

아무것도 없는 무한한 것, 앞서 말한 정신이 전체로서의 세계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앞서 언급한 정립과 반정립의 사태를 정신의 자기관계로 봄으로써 가능하다. 다시 

이율배반의 사태인 정립과 반정립이 동시에 성립하는 상황을 살펴보자. 정립은 그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는 자족적이며 절대적인 것이 있다 말한다. 반정립은 의존적이거나 

제약적이지 않은 것은 없음을 말한다. 이러한 역설적 사태는 무제약적 원인이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이 의존하는 모든 것들의 전체, 즉 부분들을 이루는 전체45임을 보여줌으로써 해소 

가능하다고 헤겔은 말한다. 달리 말해서 정신은 세계의 원인으로 정립을 만족하고 동시에 

자기 자신에 의존함으로써 반정립을 만족한다. 절대적인 것은 그 어느 것에도 의존하지 않는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의존하는 부분들의 전체인 자신에 의존한다. 하지만 

자기 자신이 원인이 되는 부분에는 의존하지 않으므로 정립도 만족한다. 즉 헤겔의 원환적 

자기복귀는 의식이 자기 자신을 검사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자기 안의 모순인 유한성을 

극복해내어 최종적으로는 무한성을 얻는 것이다. 원환적 회귀 운동은 정신이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맺게 하는데 이것은 부분들이 서로 서로 외면적으로 관계를 갖는 것과 달리 

내면적인 것으로 자기 자신 외부의 어떤 것을 설정하지 않는 최고의 내면성이다. 헤겔의 

범주는 전체로서의 세계를 인식하기 위해서 가장 낮은 단계에서부터 높은 단계로 스스로 

상승해 나간다. 이런 범주의 내재적 발전의 모습을 그린 헤겔의 논리학은 가장 무매개적이고 

무규정적인 ‘순수 존재’로부터 시작하여 점점 상위의 단계로 나아가는 형태를 보인다. 달리 

45 프레드릭 바이저,『헤겔: 그의 철학적 주제들』, 이신철 역, 도서출판 b, 2014, pp.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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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해 의식은 자기 자신의 경험 속에서 모순을 해소해 나가면서 더 큰 전체의 단계로 

나아가며, 최종적으로 자기 자신이 곧 세계가 되어 더 이상 넘어설 세계가 없는 절대적 

정신이 된다. 

3.2 부정성의 시원은 무

헤겔과 하이데거를 비교한 국내 선행 연구와 다르게,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이광모46가 제시한 대로, 주관은 객관과 동등하게 관계항이면서도, 이 둘 간의 관계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객관과 동등하지 않은 주관의 신비47인 하이데거의 문제의식을 

해명한다. 본고는 하이데거가 얼마나 헤겔을 잘 독해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기보다는 헤겔 

비판을 통해 드러나는 하이데거의 문제의식과 그에 따른 해결방안을 파헤친다. 하이데거의 

문제의식은 주관과 객관의 관계 맺음의 신비를 헤겔은 부정성으로 환원하여 차이로서의 

차이를 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부정성을 중심으로 헤겔과 하이데거 비교 연구를 진행한 

논문은 김재철48의 것이 있으나, 김재철의 헤겔의 주된 분석 텍스트는 『정신현상학1,2』인데 

반해, 본고는 『논리학』 위주로 논의를 전개할 것이다. 

어째서 『논리학』인가? 헤겔의 시원은 바로 순수한 무이며, 『논리학』에서는 순수한 무를 

순수 존재와 동일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하이데거는 자신의 저작 곳곳에서 무와 

존재가 동일하다는 헤겔의 주장과 대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이데거 

자기 자신이 인간의 본질인 사유의 본성을 깊게 탐구하고 있기 때문에 사유의 형식과 

46 이광모, 「부정성(Negativität)과 차이(Differenz)-하이데거의 헤겔 철학 비판에 대한 고찰」,『헤겔

연구』, 40권, 2016, pp.233.

47 이광모, 「부정성(Negativität)과 차이(Differenz)-하이데거의 헤겔 철학 비판에 대한 고찰」,『헤겔

연구』, 40권, 2016, pp.229-253.

48 김재철, 「헤겔의 부정성 개념에 대한 하이데거의 해석」,『하이데거 연구』, 14권, 2006, 

pp.227-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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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의 내용의 관계를 새롭게 쓰는 헤겔의 『논리학』을 의식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존재와 시간』에서는 헤겔의 시간에 대한 논의를 비판했지만, 1934년의 전회 이후로 

하이데거는 헤겔의 부정성 논의로 비판의 초점을 변경한다. 이광모는 하이데거의 문제의식에 

따라서, 연구를 진행했다는 장점이 있으나, 아쉽게도 하이데거의 무에 대한 논의는 전기 

하이데거의 ‘불안’을 설명하는 데에 그치고 있다. 본고는 이광모와 달리 후기 하이데거의 

무를 집중적으로 분석할 것이다. 왜냐하면, 후기 하이데거의 무가 존재자의 생성의 근거가 

되는 측면이 더욱 부각되는데, 하이데거가 대결 텍스트로 삼는 헤겔의 『논리학』에서도 무와 

생성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헤겔과 하이데거 비교 국내 연구 현황을 정리한 박찬국의 「헤겔과 하이데거의 

비교연구」49가 있다. 박찬국은 10년간의 국내 연구를 평가하며 하이데거가 헤겔과의 구조적 

유사성을 갖기50는 하지만, 서양 역사를 보는 근본적 관점이 상당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51이 

지점을 유의하여 비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헤겔과 하이데거가 갖는 구조적 

유사성은 절대적 역사적 주체가 구체적 역사과정 속에서 자기 자신을 펼쳐 나가는 

것이다.52이 때 ‘절대적’이라는 용어의 의미는, 헤겔의 절대 정신이고 하이데거의 존재로, 한 

명의 이성 또는 넓은 의미의 주관이 아닌 모든 존재자의 근거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많은 

연구자들을 혼동에 빠지게 한 구조적 유사성이 존재하지만, 하이데거와 헤겔이 결별하는 

지점은 서양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이다. 절대적 역사의 주체가 자기 자신을 개현 하는 과정이 

구체적 역사라면 헤겔은 이러한 역사의 전개의 과정을 진보의 과정, 부분들을 전체로 

합치해가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역사의 시작점이 되는 시원은 공허하고 추상적인 것으로 

역사가 발전함에 따라 그 내용이 충만해지는 것이다. 반면에 하이데거는 서양의 역사는 

49 박찬국, 「헤겔과 하이데거의 비교연구」,『존재론 연구』, 제 34호, 2014, pp.92-119.

50 박찬국, 「헤겔과 하이데거의 비교연구」,『존재론 연구』, 제 34호, 2014, pp.112-3.

51 박찬국, 「헤겔과 하이데거의 비교연구」,『존재론 연구』, 제 34호, 2014, pp.114. 

52 박찬국, 「헤겔과 하이데거의 비교연구」,『존재론 연구』, 제 34호, 2014, pp.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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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가 아니라 퇴락의 과정이다. 따라서 하이데거의 시원은 헤겔의 것과 다르게 충만하고 

회복해야 하는 것이기에, 현 시점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지금 상태에서 벗어나서 시원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고유하게 사는 방식이다. 

본고는 하이데거가 헤겔과의 구조적 유사성을 보일 뿐만 아니라 내용적 유사성까지 

보인다는 이리가레의 주장을 평가할 것이다. 이리가레가 보는 하이데거와 헤겔과의 구조적 

유사성은 ‘절대적 역사의 주체’가 자기 내로 복귀하는 원환적 운동이며, 이러한 원환적 

운동의 동력의 근원은 바로 시원인 물질의 배제이다. 따라서, 하이데거가 헤겔 부정성 

비판을 통해 회복하려 했던 기원인 무에서의 진리의 피어남은 불가하다는 것이 이리가레의 

평가이다. 물론, 헤겔의 절대정신은 전체가 될 때 운동을 끝마치게 되지만 하이데거의 

사유와 존재의 무 속으로의 공속은 무한한 운동으로 끝이 없다. 무 안에서 존재자 ‘전체’가 

모여들지만 결코 이 존재자들이 영원한 현재에 머물러 있지 않으므로, 헤겔의 무한자처럼 

영구적이지 않다. 따라서, 하이데거의 철학은 존재의 유한성을 되살려내서, 인간 주체만이 

유일한 존재자이자 영원한 현재 속에 있는 무한자일 수 없게 한다. 이리가레가 하이데거를 

비판하는 지점은 생-기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무 안에서의 존재자 ‘전체’라고 

하는 것이 ‘전체’가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존재자 전체를 모으기 위해서 물질로 대변되는 

여성적인 것을 가장 최초에 배제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더 나아가서, 이리가레는 후기 

하이데거의 표상 작용의 ‘포기’가 사실상 ‘포기’가 아님을 하이데거가 ‘언어’를 통해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한다. 달리 말해서, 하이데거가 근대 철학의 근대 주관성을 포기하고 

인간 현존재가 존재가 드러나는 ‘장소’일 뿐이기에, 존재가 인간 표상활동의 결과가 아니라고 

말하면서, 존재와 현존재의 유한성을 강조한다 하더라도, 현존재와 존재의 관계를 언어로 

설정한다면 이러한 하이데거의 목표는 성취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리가레의 주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이데거의 헤겔 해석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하이데거는 『형이상학이란 무엇인가?』53에서 “무가 있기에 부정과 아님이 있는 건 

53 마르틴 하이데거,『형이상학이란 무엇인가?』, 이기상 역, 서광사, 1995, pp.71. 이후 『형이상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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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닐까?”(형이상학,71)라는 물음이 철학사상 단 한 번도 던져지지 않았던 물음이라 정의한다. 

여태껏 무는 지성에 의해서 부정과 아님으로 규정되어 왔지만, 하이데거는 사실 부정과 

아님의 근거가 무라고 말한다. 부정과 아님의 근거가 어째서 무인지를 검토하기 전에, 우선 

무가 지성에 의해 부정과 아님으로 ‘전제’ 되어온 까닭은 무엇일까? 왜냐하면, 사유는 

존재하는 것만 파악할 수 있으므로 존재하지 않는 무는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무를 부정과 아님이 아닌 다른 의미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무가 

“존재하는 것의 일체의 부정”(형이상학,75)이라면, 존재자의 총체, 즉 존재하는 것의 일체가 

부정될 수 있기 위해서, 하이데거는 이를 “부정 속에서 무 자체가 스스로를 알려올 수 있기 

위해서”(형이상학,75) 무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달리 말하면 존재자의 총체성을 

‘경험’할 수 있는 이유는 무 덕분이다. 사유로 존재자의 총체성을 파악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불가능 하지만, 존재자의 전체 속에서 우리가 처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매일 경험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우리가 무를 사유의 형태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무 그 자체를 

‘경험’하는 것이며 이를 하이데거는 ‘무의 근본 경험’인 불안이라고 말한다. 『형이상학이란 

무엇인가?』는 1929년에 하이데거가 했던 강의로 통상 전회라고 부르는 하이데거 사유의 

변화의 지점이 되는 작품으로, 아직까지는 무를 현존재 중심으로 설명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광모54의 논문은 하이데거의 형이상학적 관심에 초점을 두고 하이데거의 해겔 이해를 

고찰했지만, 하이데거의 형이상학적 관심을 전기 하이데거의 주제인 불안을 위주로 논의를 

전개한다. 본고는 무를 전기 하이데거의 죽음으로의 선구 또는 불안으로 보는 관점보다는 

후기 하이데거의 관점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형이상학의 존재-신-론적 구성틀」에서 하이데거는 “이 세미나는 헤겔과의 대화를 

란 무엇인가?』가 인용될 경우, 해당 텍스트의 약어와 쪽수를 괄호 안에 넣어 본문에 표기하는 것으

로 각주를 대신한다. 

54 이광모,「부정성(Negativität)과 차이(Differenz)-하이데거의 헤겔 철학 비판에 대한 고찰」,『헤겔

연구』, 40권, 2016, pp. 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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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기 위한 시도”(존재신론,15)라고 말머리를 열면서 헤겔의 ‘사유의 사태’를 논의 

대상으로 삼는다. 사유의 사태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헤겔이 사유의 사태를 하이데거의 

평생의 관심사였던 ‘존재’로 칭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사태가 헤겔의 말처럼 존재라면, 

사유는 존재의 품어-줌(Austrag) 속으로 들어가 존재와 사유는 관계 맺어야 

한다(존재신론,38)고 하이데거는 말한다. 달리 말하면 사유의 사태를 존재라고 보는 헤겔은 

존재와 사유의 관계를 제대로 통찰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존재와 사유의 관계는 

전통적으로 주관과 객관의 관계로 이해되었는데, 하이데거의 관심사는 객관인 존재와 관계 

맺으면서도, 그 관계를 가능하게 하는 주관, 즉 사유의 활동이다. 헤겔은 관계항 자체이면서 

관계를 가능하게 하는 사유의 활동을 의식의 ‘내재적 검사’를 통해 자기 자신의 모순을 

해소해 나가는 것으로 설정한 것을 하이데거가 높이 평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겔은 

차이를 망각하고 있다. 그렇다면 하이데거가 말하고자 하는 ‘차이’는 무엇이며, 하이데거가 

새롭게 도입하는 ‘차이’는 어떻게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사유와 존재의 관계 또는 주관과 

객관의 관계를 설정하는가?

하이데거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해결하기 위해 세 가지 물음을 설정한다. 첫째로, “헤겔과 

우리에게서 사유의 사태는 어떤 것인가?”(존재신론,38) 둘째로, “헤겔과 우리에게서 사유의 

역사와 대화하기 위한 표준은 어떤 것인가?”(존재신론,39) 마지막으로, “헤겔과 우리에게서 

이 대화의 성격은 어떤 것인가?”(존재신론,39) 첫번째 물음, 헤겔의 사유의 사태가 절대정신 

즉 사유된 것의 사유되어 있음으로 존재자라면, 하이데거의 사유의 사태는 차이로서의 

차이이다. 두번째 물음, 헤겔이 사유의 역사와 대화하는 표준은 각 시기마다의 의식의 

형태임에 반해서, 하이데거는 이미 사유된 것이 아닌 아직 사유되지 않은 어떤 것 속에서 

사유의 힘을 찾아야 한다(존재신론,40) 고 말한다. 마지막 물음, 헤겔의 사유의 역사와의 

대화, 즉 의식의 발전 방식의 기본적 전제는 ‘지양’으로 점점 상승해 나가는 형태를 가진다. 

반면에 하이데거는 지양이 아니라 ‘뒤로 물러섬’의 방식으로 사유의 역사와 대화해야 한다고 

말한다. 



- 57 -

정리하면, 사유의 사태는 모든 규정을 지양한 무한자와 같은 존재자가 아니라 존재, 또는 

차이로서의 차이이며 우리가 존재와 대화하는 방식은 지양이 아니라 뒤로 물러섬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헤겔이 차이를 망각했음은 결국 존재를 망각했다는 것이며, 존재를 사유의 

형태인 존재자로 표상하고 그것을 지양했기 때문에 차이는 더욱 더 어둠 속에 빠져버렸다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존재를 무한하고 영구적이며 유일한 존재자로 이해했기 때문에 

존재자와 존재의 차이가 삭제 되어버렸다. 어째서 헤겔의 철학이 존재를 망각하게 되었는가? 

이는 헤겔의 『논리학』에서 순수 존재와 순수 무를 동일한 것으로 설정한 것에서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헤겔에 따르면 순수 존재와 순수 무는 동일한 것이다. 순수 존재는 어떠한 

규정도 없는 단초로서 “가장 제1차적인 것으로서의 무규정성”(논리학,285) 이다. 왜냐하면, 

규정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 이외의 다른 것이 있어야 하는데, 순수 존재 이외에는 그 

어느 것도 없기에, 순수 존재는 시원으로서의 무규정성이다. 그런데 순수 존재와 순수 무는 

동일하다. 그 이유는 양자가 ‘아무 것도 아닌 것’으로 동등하게 “절대 부정적인 것, 순수 

추상”(논리학,268)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수 존재와 순수 무는 동일한 

것이면서도 구별되는데, 따라서 존재와 무의 구별은 “추상적인 구별인 동시에 하등 구별이 

아닌 구별”(논리학,270) 이다. 구별되면서도 진정으로 구별이 되어있지 않는 상태가 가능한 

이유는 이 둘이 통일되어 있기 때문이다. 존재와 무의 통일은 이 둘의 구별이 아직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직접적이며 분리할 수 없다. 존재와 무의 통일은 각자의 반대 

속으로 사라져 들어간 운동을 통해 가능한데, 바로 이 운동이 생성55이다. 존재는 무로 무는 

존재로 서로 이행되어서 사라지는 생성의 운동은 존재와 무가 구별되긴 하지만 직접적으로 

통일되어 있기에 이 구별이 해소 되어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존재와 무의 차이는 차이가 

아니지만 차이라고도 할 수 있다. 

하이데거는 차이를 철저하게 부정성으로 사유하고 있기 때문에 존재자와 존재의 차이를 

55 헤겔,『헤겔의 논리학』, 전원배 역, 서문당, 2018, pp.271. 『헤겔의 논리학』에서는 성(成)으로 표

기되어 있으나 헤겔 연구에서 널리 사용되는 생성이란 용어로 본문에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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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겔이 망각하고 있다고 본다. 헤겔이 칸트의 이율배반에서 영감을 얻어 사유가 자신 안의 

모순을 해결해 나가는 사유의 활동을 제안하고, 그 활동은 부정성을 근간으로 한다. 이 때 

무엇에 대한 부정인가? 바로 의식과의 ‘구별’됨, 즉 ‘아님’이 부정으로서 취해지고 있다. 

사유는 존재를 자신과 구별하면서도 자신과 관계를 형성하는데, 종국에는 사유가 이 사실을 

자각하게 되면서 사유 안의 모순이 해소되게 된다. 달리 말하면, 의식은 자신과 구별되는 

대상을 의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식하고 있으며, 의식에 의해 대상과 의식이 관계 맺음을 

알며, 이 대상이 자신 ‘밖에’ 있음을 안다. 의식은 자신이 대상을 사유한 바대로 대상이 

존재하지 않음을 발견, 즉 모순을 발견하고 자신이 사유한 바를 수정하면서, 의식도 자신의 

모습을 변형한다. 즉, 의식은 대상과 관계 맺는, 대상에 대한 의식이면서 그러한 상태를 

인식하고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의식인데 양자 모두가 동일한 의식에 대해 있는 것이다. 즉 

헤겔이 “사유규정을 즉자적 및 대자적으로”(논리학,187)봐야 한다는 것은 사유규정이 대상과 

자신을 구별하면서도 그 상태를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칸트가 사유규정인 

범주를 주관에 속하는 것으로 정의함으로써, 대상을 우리 주관 밖에 있는 것이 되어, 이 

둘의 관계가 해명하기 힘들어지는 칸트의 문제는 헤겔의 이러한 아이디어로 해소된다. 

어쨌든, 의식이 자신이 사유한 바인 개념과 대상이 ‘구별’, 사유한 바가 ‘아님’을 발견하는 

것이 부정성이며 이것이 하이데거가 말하는 헤겔의 ‘사유의 힘’이다. 문제는 이러한 사유의 

힘이 어디서 비롯하는지 해명하기 위해서 사유를 해명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사유를 

전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 그리고 추상적 부정성은 반드시 무전제적 부정성으로부터 거꾸로 “일어나야 

한다.” 그러나, 후자[무전제적 부정성]은 어디로부터 일어나는가? ……. 그러나, 의

식과 차이가 동근원적이라고 추론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우리는 이것들이 어떤 방

식으로 동근원적이고 어떻게 부정이 기원적으로 붙잡히게 되는지를 질문해야 한

다.56(HL,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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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을 하이데거는 “무전제적 사유”(unconditioned thinking)(HL,15)라고 일컫는다. 즉, 

헤겔이 목표로 하는 세계 전체의 인식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무제약적(unconditioned) 

이성이었다면, 하이데거는 이 ‘무제약적’ 이성이 해명되지 않고 ‘무전제적’으로 도입되고 

있다고 헤겔을 비판한다. 달리 말하면 주관은 객관과의 관계를 가능하게 한다는 것에서 

객관과 다른 지위에 있지만 동등한 관계항이라는 점에서 양가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헤겔은 주관과 객관의 차이를 의식의 구별로 삼음으로써 해명해야 할 것을 전제로 

다시 도입하고 있다는 것이 하이데거의 주장이다. 이러한 헤겔의 문제 설정은 하이데거는 

의식과 차이가 동근원적인(co-originary)(HL,17)이게 되는 사태를 초래한다고 본다. 달리 

말하면, ‘나는 무언가를 사유한다.’로 대변되는 표상 활동에 ‘무언가’를 의식의 구별인 차이로 

설정함으로써, 물음의 대상이 되는 차이는 이미 표상활동과 함께 전제되고 있다.57 즉 차이는 

우리의 표상활동을 통해서 부가된 것인데, 이 때의 차이는 어디에서 부가되었는지를 질문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는 존재자에 차이가 부착된다고 이해되어 왔다. 이에 대해 하이데거는 

‘차이가 부가된 존재자’라고 할 때의 ‘존재자’는 무슨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질문한다. 

오랫동안 사람들은 ‘존재자’를 “존재하는 그런 것”(존재신론,54)으로만 생각해 왔기에 

“<차이에 대한 표상>”(존재신론,54) 을 존재에 속하는 것이라 이해한다. 하지만 하이데거는 

‘존재자’와 ‘존재’는 ‘차이’가 있으며 ‘존재’는 있는 것으로서의 존재자가 아니라, “그 자체가 

존재하는 것 Seinedes”(존재신론,54)이다. 존재와 존재자를 혼동한 결과는 사유의 수많은 

존재방식 중 단 하나에 불과한 표상활동에 차이를 부착하여, 존재자와 존재의 차이를 암흑 

속에 남겨두게 된다. 그러나, 부착된 것인 차이가 속해야만 하는 장소인 존재, 즉 무 속에서, 

56 Heidegger, Martin, Hegel, Josepph Arel and Niels Feuerhahn, Indiana University Press, 2015, pp.15. 

[ ] 안의 표기는 나의 것이다. 이후 Hegel이 인용될 경우, 해당 텍스트의 약어와 쪽수를 괄호 안에 넣

어 표기하는 것으로 각주를 대신한다. 

57 이광모,「부정성(Negativität)과 차이(Differenz)-하이데거의 헤겔 철학 비판에 대한 고찰」,『헤겔

연구』, 40권, 2016, pp.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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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언제나 이미 존재자와 존재를 이 둘의 차이 속에서 만나고 있다.”(존재신론,54)

헤겔도 역시 존재자와 존재의 차이를 망각했기 때문에, 의식과 구별되는 이 차이는 

부정되어 의식에 귀속 되어야만(존재신론,54)한다. 결국 이러한 의식의 무전제성은 결국 

‘나’인 사유를 실체인 존재자로 설정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헤겔의 관점이 절대적 

관념론(HL,11) 이라면, 헤겔의 목표는 “사유가 자기 자신을 사유하는 그런 

사유”(존재신론,39)로 ‘실체의 관점’을 갖는 것이다. 실체의 관점을 갖기 위한 의식의 첫 

여정에서 존재와 무가 시원으로서 주어진다. 이 때, 생성은 반드시 사유의 대상이 되어야 

하기에 존재와 무가 서로의 부정으로 서로의 안으로 이행된 통일을 이루고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다시 말해서 존재는 무로 끊임없이 이행하고, 무는 존재로 끊임없이 이행하여 

서로에게로 도달한다. 이러한 운동이 바로 생성인데, 생성의 결과는 존재와 무의 통일인 

고요한 단순성이다. 존재와 무가 동일하다면, “어떠한 이유로, 어느 범위까지”(HL,12) 존재와 

무가 동일한 것인지 묻는다. 오직 사유할 수 있는 것인 ‘한에서만’ 규정되지 않고 매개되지 

않은 것으로서 존재와 무는 헤겔에게 있어서 ‘존재자’가 아닌데 그 이유는 의식에 의해 

매개되고 규정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이다.(HL,15) 

정리하면, 대상과 자기 자신을 구별하면서도 그것과 관계를 형성하고, 자신이 대상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자각하는 사유의 힘을 헤겔은 부정성으로 설정하고 있다. 헤겔에게 

차이란 부정성인 것이다. 이러한 헤겔의 차이에 대한 이해는 사유의 힘을 해명할 수 없게 

되는 결과를 낳는다. 왜냐하면 해명해야 할 차이를 사유 활동에 집어넣음으로써, 해명해야 

될 대상을 증명과정의 전제로 쓰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헤겔의 이를 통해 ‘절대적 

관념론’의 관점, 즉 존재자 전체를 포괄하여 유일하게 존재성을 가진 주체이자 실체의 

자리에 앉을 수 있다. 오히려 헤겔이 사유활동에 차이를 부착한 것은 헤겔의 실수이기보다 

‘절대적 관념론’을 향한 헤겔의 목표였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여전히 사유와 존재의 관계는 

헤겔에게서 밝혀지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하이데거는 헤겔이 사유의 힘으로 보는 부정성이 

정말로 사유의 ‘힘’인지 달리 말해 사유의 ‘근거’가 될 수 있는지를 질문한다. 존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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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로서 “[이미] 앞서-각인되어”(존재신론,49)있다면, “사유는 이러한 근거를 캐내면서 그 

근거를 정초하는 [자기 자신과 관계하면서] 이러한 근거로서의 존재 속으로 스스로 집결하고 

있으며, 또 이러는 사이에 사유는 존재와 공속하게 되는 것”(존재신론,49)이다. 

따라서 하이데거가 헤겔 비판을 통해 제시해야 할 것은 다음과 같다. 부정성이 아닌 사유의 

힘을 제시하고 이것이 사유와 존재의 관계 맺음이라는 문제를 헤겔이 아닌 방식으로 

설명하는 것이다. 사유가 존재 속에서 “스스로를 집결”(존재신론,49)한다면 이것은 어떻게 

가능한가? 하이데거는 무 속에서 사유가 스스로를 집결한다고 본다. 존재와 무가 동일한 것, 

즉 함께-속함은 맞지만 이 둘이 “… -헤겔의 사유에 대한 관점에서 볼 때-무규정성과 

직접성에 있어서 일치하기 때문은 아니다.”(존재신론,49) 헤겔이 사유의 근거를 부정성으로 

사유했을 때, 존재는 존재자로 혼동되어, 헤겔의 절대정신과 같은 유일한 것으로 이해되기 

때문에, 결국 신학으로 귀결되고 만다.(존재신론,49) 사유되지 않은 사유의 힘을 새롭게 

사유함으로써 하이데거가 밝혀내고자 하는 것은 “존재 자체가 그 본질 상 

유한”(존재신론,49)하다는 것이다. 즉, 하이데거에게 남은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주•객관의 관계로 이해되었던 사유와 존재의 관계를 새롭게 해명한다. 둘째로, 이 둘의 

관계를 해명할 때 무를 통해서 해명되어야 한다. 사유의 형식을 다루는 헤겔의 『논리학』의 

시작에서 순수존재와 순수 무의 동일성을 다루며 시작했던 것과 같이 말이다. 마지막으로, 

이를 통해 하이데거는 존재의 본질이 ‘유한성’임을 밝혀야 한다. 하이데거는 헤겔이 ‘절대적 

관념론’의 관점을 고수함으로써, 형이상학을 신학과 동일하게 만들었다고 비판하는데 이는 

존재를 ‘실체화’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실체화 되지 않는 동시에 존재자가 아닌 유한한 

존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이데거는 우리에게 보여줘야 한다. 

3.3 존재와 사유의 공속

사유와 존재가 무 안에서 공속함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것은 사유가 존재로 존재가 사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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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춰져 꼭 같아진다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함께’ 존재하면서 서로 차이나는 채로 

존재하고 있음이다. 이것이 하이데거가 「동일성과 차이」에서 ‘동일성’의 어근을 파헤쳐 

나가며 통찰한 바이다. 헤겔의 존재와 무가 맺는 관계는 사유의 힘인 부정성에 매개되어 

또다른 사유의 형태인 ‘현존재’로 이행하는 것이었다. 달리 말해서 존재와 무는 ‘동일’한데 

그 이유는 부정성에 의해 서로로 이행하여 ‘꼭 같아지기’ 때문이다. 우리는 3.2를 마무리하며 

하이데거에게 주어진 과제 세 가지를 확인했다. 3.3에서는 하이데거가 이 과제를 풀어내는 

과정에서 ‘존재의 유한성’을 해명하는 데 성공하는지 살펴 볼 것이다. 

3.3.1 사유와 존재의 관계

하이데거가 제안하는 사유와 존재의 새로운 관계는 어떤 모습을 띄는가? 우선, 하이데거는 

역사와의 대화 방식이 헤겔의 지양이 아니라, 뒤로 물러섬(der Schritt 

zurück)(존재신론,41)이라고 말한다. 역사와의 대화 방식은 결국 사유와 존재의 관계를 

새롭게 정초하기 위해서 취해야할 사유의 태도를 의미한다. 헤겔의 방식인 지양은 자신의 

앎을 상승시켜 앞으로 나아가는 형태를 보였다면, 하이데거는 오히려 뒤로 물러설 것을 

우리에게 요구한다. 이를 통해 비로소 사유가 체류하며 진리가 피어날 수 있는 

구역(Berzirk)(존재신론,42) 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철학사상 사유 된 적이 

없었던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차이로서의 차이이다. 사유의 ‘뒤로 

물러섬’은 사유활동을 아예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존재 앞에서 물러섬으로써 

사유된 것을 자기 맞은 편으로 가져”(존재신론,42)오는 것이다. 사유되지 않았던 것을 

사유하는 까닭은 그 속에서 헤겔이 잊어버린 사유의 힘인 차이로서의 차이를 퍼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차이로서의 차이가 무엇인지 탐구하는 것은 2)의 주제가 될 것이고, 우선 

사유의 방식을 ‘뒤로 물러섬’으로 정의하는 의의를 따져보아야 한다. 

하이데거는 지속적으로 전통 형이상학과 대결해야 할 것을 요구하는데, 대결 상대가 되는 

헤겔에 한정해서 본다면 헤겔은 주관으로 대변되는 사유의 지위가 가장 비대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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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라고도 볼 수 있다. 헤겔의 이성은 ‘무제약’적인 것으로 세상이 모두 자기 자신 즉, 자신 

밖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주관적 ’확신을 얻은 다음 이것에 대한 객관적 확신을 얻어가는 

정신의 여정이 바로 『정신현상학』의 「이성」의 장 이후의 ‘정신’의 이야기이다. ‘객관적’ 

확신을 얻는다 함은 사유가 ‘나’가 아닌 ‘우리’로서 모든 유한자를 포함한 무한자인 

‘절대정신’으로서 발돋움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사유가 점점 비대해지는 데에 반해 존재는 

가장 공허한 것이 된다. 존재의 궁핍함이 가장 잘 드러나는 대목을 하이데거는 헤겔의 

『논리학』에서 순수 존재와 무가 같다는 근거를 순수 존재와 무가 무매개적이고 

무규정적임으로 들 때 잘 나타난다고 본다. 하지만 무규정성과 무매개성으로 존재를 

이해하는 것은 “부적절한 방식”(존재신론,58)이다. 

즉, 하이데거의 ‘뒤로 물러섬’의 작업은 무한성을 갖는 유일한 주체와 인간의 사유를 동등한 

것으로 만들려는 전통 형이상학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헤겔 철학에서 

보여준 사유의 비대화와 존재의 궁핍함을 극복하고 사유와 존재의 관계를 다시 쓰는 것이다. 

이 때, 하이데거가 취하는 전략은 사유의 표상활동을 “<의욕하지-않음>”58으로 칸트의 

‘사유의 자발성’으로 대변되었던 의욕으로서의 사유를 포기하는 것이다. 표상활동으로 

대표되었던 사유의 역할을 포기한다면, 사유의 역할에는 무엇이 남는가? 표상활동에 대한 

“의지에서 완전히 벗어난 채 그대로 머물러 있는 그런 상태”(내맡김,140)가 사유의 진정한 

역할이자 본질이라고 할 수 있다. 표상활동이 우선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의욕하지-않음이 

표상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포기’와 ‘단념’이라는 용어만 보면 하이데거는 일종의 

허무주의적 모습을 보이는 것 같기도 하다. 그러나 하이데거는 허무주의를 주장하기 위해 

표상활동을 단념할 것을 말하는 게 아니다. 오히려 ‘의욕하지-않음’은 존재의 부름에 자기 

자신을 ‘초연히 내맡기’는 것이다. 하이데거 이전의 철학자들이 그리는 사유의 자발적이고 

58 마르틴 하이데거,「초연한 내맡김의 해명」,『동일성과 차이』, 신상희 역, 민음사, 2018, pp.140. 

이후 「초연한 내맡김의 해명」이 인용될 경우, 해당 텍스트의 약어와 쪽수를 본문 안에 표기하는 것

으로 각주를 대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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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동적인 모습과는 매우 다르며, 오히려 ‘초연한 내맡김’은 능동성과 수동성 구분 

밖(내맡김,144) 에 있는 것으로, 능동성과 수동성을 발생하게 하는 시원으로 머뭄이다.  

사유가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고 ‘뒤로 물러선’다면 사유와 존재의 관계에서 사유는 어떤 

지위를 갖는가? 하이데거는 사유의 지위를 너무 약화시킨 것은 아닌가? 이 때 우리는 

존재가 사유를 ‘부르고’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존재는 사유를 표상활동이 아닌 방식으로 

‘필요로’ 한다. 존재와 사유가 관계 맺지 않는다면 존재도 본질적으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유와 존재는 서로 서로 관계 맺음으로써 고유해질 수 있는 것이다. 사유는 

언제나 존재로부터 오라고 부름 받고 있으며, 사유는 뒤로 물러서면서 존재의 

건너옴(Überkommnis)을 맞이한다. 존재의 건너옴은 존재자를 탈은폐하며 존재자를 

품어-주는 사건이다. 그리고 이러한 존재의 건너옴은 언제나 사유가 존재의 부름에 응답할 

때에만 가능하기에 하이데거가 사유를 완전히 포기하고 존재에 절대적 우위를 주는 

허무주의적 전략을 취하는 것도 아니다. 

3장에서 제기되었던 주•객관의 관계 문제로 다시 돌아가보자. 여기서 문제가 되었던 것은 

주관의 지위 설정 문제였다. 계속 반복하지만 주관은 객관과 자기 자신을 구별하면서도 

객관과 관계 맺을 뿐만 아니라 주관 이러한 사유 활동에 대해서 자기 관계를 갖는다. 이러한 

주관은 사유 활동의 자발성으로 이해되어왔다. 사유 스스로 객관과 자기 자신을 구별하고 

객관과 관계 맺으면서도 그 사실을 인식할 수 있는 까닭은 사유의 고유한 힘 덕분이라는 

것이다. 반면에, 하이데거는 사유의 자발성을 단념하고 포기할 것을 주장한다. 오히려 사유는 

한 발 물러서서 존재와 존재자가 머무를 구역을 마련한다. 구역을 마련한다는 것은 사유가 

객관으로 대변되어 왔던 존재와 존재자가 관계 맺는 양상이자 이것들과 자기 자신을 

구별하는 하이데거만의 방법이다. 구역에서 존재는 존재자를 품어주는 동시에 탈은폐하면서 

사유 쪽으로 건너온다. 존재자가 탈은폐하는 것은 진리가 일어남을 말하는데, 이러한 진리의 

일어남이 사유가 마련한 공간에서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주관으로 대변되었던 사유 속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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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자가 표상으로 앞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다. 사유가 마련한 공간에서 존재의 ‘줌’을 ‘받은’ 

존재자는 자기 자신으로서 고유하게 되며 이것이 바로 진리라고 하이데거는 말한다. 달리 

말하면, 사유는 객관으로 이해되어왔던 존재를 맞이하기 위해 뒤로 물러섬 또는 초연히 

내맡김과 같은 방식으로 존재와 관계 맺는다. 더 이상 존재는 사유 활동의 산물인 표상이 

아니다. 전통적으로 이해되어왔던 진리의 표준은 사유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유가 아닌 

존재가 진리를 일어나게 한다. 진리를 일어나게 하는 방식은 존재가 사유가 마련한 구역으로 

건너오면서 존재자를 품으며 존재를 현존(anwesen)하게 하는 것이다. 존재는 존재자에게 

존재를 ‘주고’ 존재자는 존재를 ‘받는’ 것으로 비대칭적인 관계를 맺는다. 

그렇다면 현존재는 존재와 사유가 이루는 둥근 원환 속에서 어떤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가? 

달리 말하면, 진리가 탈은폐로서 드러날 때, 하이데거에게서 설명되는 현존재의 지위는 

어떠한가? 현존재는 세계 속에서 유일하게 ‘죽을 자’이기 때문에 무의 자리지기(Platzhalter 

des Nichts)라는 독특한 역할을 맡는다. 죽음이 현존재에게 불안이라는 근본 기분으로 

설명되었던 것과 조금 결이 다르게 이제 현존재는 죽을 자로서 죽음을 인수하는 자이다. 

물론, 『존재와 시간』에서 죽음이 본질적으로 피해야 할 것으로 묘사되었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죽음을 불안과 관계 지어 설명하는 측면이 전회 이후로 줄어든다고 말하는 것이 더 

올바를 것이다. 어쨌든 현존재는 존재자들 중 유일하게 죽을 수 있는 존재자로서 “죽음을 

흔쾌히 맞이할 능력이 있다.”(건축함,243) 죽음을 죽음으로서 받아들일 수 있다는 뜻은 

무엇일까? 그것은 사물들을 건립함, 달리 말해서, 존재가 사물 존재자에게 본질을 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현존재의 이러한 역할은 「“… …인간은 시적으로 거주한다… 

…”」(건축함,243) 에서 시 지음으로 적극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인간이 시적으로 거주하는 

것이 인간이 고유하게 사는 방식이라면 ‘시적으로’ 거주한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결론부터 

말하면 존재의 말 건넴에 응답하는 것이 바로 시적으로 거주하는 것이다. 

널리 알려져 있듯이 “언어는 존재의 집”59이다. 인간이 다른 존재자와 구별되는 지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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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말을 한다는 것으로 인간의 본질은 언어이다. 하지만 인간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본래적으로 언어가 말하는 것이다. 발화와 말함은 다르다. 언어의 말함이 사물을 건립하고 

그 덕분에 현존재는 발화할 수 있다. 우리가 존재의 말 건넴에 응답하는 것, 달리 말하면 

초연히 내맡기는 기다림을 명명한다면 그것은 바로 ‘응답’(내맡김,167)이다. 존재의 말 

건넴에 응답한다는 것은 척도를 획득한다는 것, 진리의 척도를 건네 받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사유의 본질인 시 지음은 초연히 내맡기는 방식으로 존재와 관계 맺으며 진리의 

척도를 획득한다. 진리의 척도는 존재가 ‘주는’ 것이지 인간의 사유의 범주가 진리의 척도가 

아니다. “죽음은 무의 관으로서 [존재를 감싸 간직하고 있는] 존재의 

집수처(Gebirg[산맥])”(건축함,230-1) 이다. 달리 말해 죽을 자로서의 인간은 자신이 진리의 

척도가 아님을 체념하고, 초연히 존재의 부름에 자기 자신을 내맡길 때, 진리가 드러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다. 달리 말하면 하이데거의 언어는 존재와 사유가 함께 머무를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는 방식으로 존재와 사유의 공속을 가능하게 한다. 존재의 말 건넴과 현존재의 

응답 덕분에 무는 열린 장소로서 열어 밝혀질 수 있다. 

3.3.2 공속의 장소: 무

동일성의 진정한 의미는 ‘꼭 같음’보다는 ‘함께-속함’이다. 존재와 사유가 함께-속할 때, 즉 

공속 할 때, ‘함께’보다 중요한 것은 ‘속해 있음’의 의미를 밝혀내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 

속해 있는 공간이 바로 무이기 때문이다. 3.3.1에서 우리는 사유가 초연히 자기 자신을 

내맡기며 구역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함을 살펴보았다. 바로 이 구역이 존재와 사유가 속해 

있는 공간이자 진리가 탈은폐 하는 곳이다. 그렇다면 이 공간이 무엇인지 규명하는 것이 

59 Heidegger, Martin, “The Way to Language”, Basic Writings, edited by David Farrell Frell, 

Translated by David Farrell Frell, Happer SanFransico,1993, pp.424. 이후 “The Way to Language”가 

인용될 경우, 해당 텍스트의 약어와 쪽수를 괄호 안에 넣어 본문 안에 표기하는 것으로 각주를 대신

한다. 



- 67 -

하이데거의 작업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 이 구역은 바로 무이다. 헤겔의 

부정성의 근원, 즉 사유의 힘은 의식에서 비롯하는 것이 아니라 무에서 비롯한다. 3.2에서 

하이데거는 헤겔이 무를 사유의 한 형태인 부정성으로 사유하는 것을 비판하고 오히려 

부정성의 근원이 무라고 주장하는 바를 알아보았다. 1929년작인 『형이상학이란 

무엇인가?』에서는 아직 무를 현존재의 근본적 기분 상태(Gestimmtsein)인 불안을 통해 

현존재가 무를 ‘경험’한다고 말한다. 어떤 것에 대한 사유라는 사유의 근본 규정에 

근본적으로 어긋나는 것이 무였기 때문에, 하이데거는 사유 이외에 무를 설명하는 방식을 

실존론적인 것으로 택했다. 불안은 단순히 심리적인 것이 아니라 존재자 전체가 빠져나가는 

무의 무화(無化)를 보여주는 사건이다. 

이렇게 무를 불안과 연결 지어 설명하는 방식은 『존재와 시간』의 것과 크게 다를 바가 

없어 보인다. 불안은 존재자 전체가 빠져나가면서 현존재에게 닥쳐오는 것이며, 자기 자신이 

‘아무 것도 아닐’ 수 있는 실존의 불가능성인 죽음을 직면하게 한다. 이 죽음을 제대로 

직면할 때에만 비로소 현존재는 본질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 왜냐하면 죽음은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나‘만’의 고유한 것이기 때문이다. 자기와 함께 존재하던 존재자가 쑥 

빠져나가면서 현존재는 죽음을 자신의 가장 “고유한, 무연관적 가능성”60으로 마주하게 된다. 

달리 말하면 현존재는 불안을 통해 자기 자신이 세계 안에 ‘처해 있는’ 존재자이자, 죽음은 

자신을 향해 ‘열어 밝혀져’있다는 것을 경험한다. 이를 통해 현존재는 자기 자신이 세계에 

내던져져 있음을 근본 기분으로서 경험하게 되고 자기 자신의 존재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해 

자기 자신을 앞으로 내던진다. 중요한 점은 현존재의 존재 구조가 ‘시간적’으로 해명되고 

있으며 이 해명의 중심에는 무에 대한 하이데거의 새로운 이해방식이 자리잡고 있다는 

것이다. 현존재의 존재구조가 시간적으로 해명되고 있다는 말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하이데거가 『존재와 시간』에서 밝히는 현존재의 존재 구조는 ‘염려’이다. 즉 염려가 

60 마르틴 하이데거,『존재와 시간』, 이기상 역, 까치글방, 2020, pp.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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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존재의 존재에 통일성을 준다. 현존재는 죽음으로의 선구, 즉 죽음을 회피하지 않고 

마주하면서 자신의 가능성을 앞으로 던져, 앞질러 달려 나가는 ‘도래’의 시간성을 가진다. 

동시에 현존재는 세계 내에 ‘이미’ 존재해왔던 것으로 도래를 통해 앞질러 나감으로써 자기 

자신으로 돌아온다. 마지막으로 현존재는 ‘현재’의 시간성을 갖는데, 주위세계의 존재자에 

‘빠져 있다.’ 더 이상 인간 현존재는 세계 전체를 다 알 수 있는 무제약적 사유를 가진 

무한자가 아니라 자신의 끝을 가지는 유한한 존재자로서 죽음을 자기 자신의 존재 근거로 

갖는다. 

하이데거가 현존재의 존재 구조를 밝힌 이유는 철학사상 밝혀지지 않은 존재를 밝게 

비추기 위해서였다. 그러기 위해 유일하게 존재 이해를 하고 있는 존재자인 현존재에 대한 

이해부터 논의를 시작한 것이고 이것을 통해 현존재의 존재를 규정하는 존재 구조가 

드러났다. 현존재의 존재구조는 시간성, 즉 유한성으로 전적으로 무에 의해 설명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현존재의 실존이 유한적임을 아무리 강조한다 하더라도 현존재의 실존을 

규정할 수 있는 무는 어떻게 유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남는다. 달리 말하면, 무가 

철저히 현존재 중심으로 설명되고 있기 때문에, 무가 ‘무화’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존재의 관점에서 설명이 부족하다는 의문을 주는 것이다. 무와 존재의 관계는 아직 밝게 

비춰지지 않은 것 같다. 무화(無化)는 무가 무로서 생성된다는 것, 즉 유한하다는 것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달리 말하면 현존재의 실존이 유한적이라도 현존재의 존재구조는 

선험적이기에61 존재구조를 가능하게 하는 무와 영구성의 연결고리가 아직 끊어지지 않은 것 

같다는 의심을 품어볼 수 있다. 달리 말하면, 현존재의 존재구조인 시간, 즉 무의 무‘화’되는 

발생의 측면보다는 시간이 존재이해의 지평으로서 제시되는데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제시되었다. 

하이데거도 역시 이 점을 인식했는지 『존재와 시간』 이후의 저작에서 무를 현존재 중심이 

61 박현정,「하이데거 사유에서 존재의 유한성」,『현대유럽철학연구』, 제42집, 2016, pp.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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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닌 존재와의 관계에서 조명하려고 노력한다. 전회 이후로, 존재는 

훤한-밝힘(Lichtung)으로 표현되고 무는 존재의 열린 장으로 이 안에서 진리가 피어나는 

공간이자 존재자가 존재자로서 고유하게 되는 장소이다. 다시 말해서, 사유가 뒤로 물러나서 

마련하는 공간에서 무와 존재는 공속하여, 존재는 마치 빛처럼 다른 존재자들을 비춰서 

존재자가 탈은폐 되도록 한다. 이를 하이데거는 일종의 ‘물질적 관계’(End,441)의 유사성을 

통해 설명한다. 철학의 화두였던 ‘진리’는 “그것 그 자체로”(End,441), 즉 ‘그것이 그것이게 

하는 바’를 탐구하는 것이며, 이에 대해 헤겔과 후설이 각자의 방식으로 탐구를 진행했으나, 

하이데거는 이 두 철학자에게서도 사유되지 못한 ‘사태/문제(matter)’가 있다고 본다. 즉 

사유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는 것은 “문제 그 자체로의 부름”(End,441)이다. 여기서 

공통적으로 다뤄지고 있는 것은 ‘그 자체’이다. 헤겔의 현상이 ‘그 자체’로 드러나는 

것이라면, 그 드러남은 어떻게, 즉 무엇 덕분에 가능한가? 이를 하이데거는 ‘물질적 관계’ 

속에서 보여준다. 즉 현상의 드러남이 있으려면 필연적으로 빛이 현상을 비춰주어야 한다. 

그러나 ‘빛’도 무언가에 의존해야만 밝게 빛날 수 있다. 그것은 바로 훤한-터, 열려 있는 

장이 마련되어 있어야만 빛도 밝게 빛나면서 존재자를 비춰줄 수 있다. 빛이 열린 장에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열린 장이 빛에 우선함(End,432)을 하이데거는 여러 번 강조한다. 즉 

진리는 존재와 무의 공속인 열린 장을 만들어 내지 못한다. “열린 장은 진리의 가능성을 

가장 최초로 보장한다.”(End,446) 사유가 뒤로 물러서서 마련한 열린 장인 무에 존재가 

자리할 때 비로소 빛이 존재자를 비춰줄 수 있는 것이다. 열린 장에서 존재자가 빛에 의해 

훤히 밝혀지는 사건이 바로 ‘탈은폐’로서의 진리이며 진리의 탈은폐는 존재와 사유가 만드는 

둥근 원(well-rounded)인 원의 순수한 구 모양 안에서 일어난다.(End,444) 달리 말해서, 

존재와 사유가 동일하다는 것은 이 둘이 둥근 원처럼 공속하여 존재자의 규정이자 한계인 

무를 만든다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무가 무화한다는 뜻이다. 

열린 장, 훤한-밝힘는 「초연한 내맡김」에서 영역 중의 영역인 

사역(Gegnet)(내맡김,152)으로 표현된다. 사역은 모든 존재자들이 그곳으로 귀환하여 편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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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무는 장소이다. 그리고 사유의 본질로서 초연한 내맡김은 사역의 부름에 응답하는 것이다. 

사역은 자신을 펼치며 자신을 모든 존재자에게 열어놓고 모든 존재자들이 고유하게 

존재하게 하는 그러한 공간이다. 모든 존재자들이 그것 그 자체로 고유하게 되는 공간은 

「초연한 내맡김」 이외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하이데거의 저작에서 드러나고 있다. 

「사물」62에서는 단지로(사물,217), 「건축함, 거주함, 사유함」에서는 다리로 

표현(건축함,196)되고 있는데, 주목할 점은 이것들이 사물 존재자와 사방을 모으고 

집결시키는 공간으로 사유되고 있다는 것이다. 존재자들은 어떻게 다리나 단지 안으로 

모아지게 되는가? 그 까닭은 존재가 부음을 선사하고, 단지는 텅 비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즉 존재가 존재자를 탈은폐하며 건너오는 것을 부음을 선사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면, 

단지의 텅 빔은 이런 존재자들을 “담아 잡는 힘”(사물,217) 인 무이다. 존재의 부음의 

선사와 무의 담아 잡음 덕분에 사물은 사물로서 즉 사물화 된다. 그런데 이 단지의 단지임, 

즉 무의 무성(無性)은 어디서 비롯하는가? 달리 말해서 존재가 건너오면서 존재자를 

탈은폐하고 존재자가 존재로 도래하는 것이 부음의 선사라면, “들이부어짐을 받아들임과 

부어진 것을 간직함은 함께”(사물,221) 속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존재자를 ‘담아 

잡는’ 것이 무의 무성이라면, ‘담고’ ‘잡다’의 이중적인 성질의 통일성은 어디서 비롯하는가? 

바로 존재의 부어 줌 덕분에 무의 텅 빔은 존재자를 집결시키고 모을 수 있다. 물론 이러한 

무는 존재의 부어 줌, 즉 선사함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즉 진리는 탈은폐 되는 동시에 

은폐된다. 존재는 자기 자신을 빼내며 거절하는데 그것이 바로 ‘선사를 허용하지 않음’의 

사태이다. 존재는 자기 자신을 완전히 보여주기를 거절하며 은폐하기 때문에 무이기도 하다. 

「건축함, 거주함, 사유함」에서는 건축함의 의미를 다시 사유하며, 건축함의 진정한 의미는 

거주함임을 말한다. 거주한다는 건 단순히 어느 지점에 산다는 것이 아니라 “소중히 

62 마르틴 하이데거,「사물」,『강연과 논문』, 이기상•신상희•박찬국 역, 이학사, 2008, pp.217. 이후 

「사물」이 인용될 경우, 해당 텍스트의 약어와 쪽수를 괄호 안에 넣어 본문에 표기하는 걸로 각주를 

대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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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살핌”(건축함,194)이다. 즉, 사물들을 본래 그 자체로 사물화 할 수 있도록 소중히 

보살피는 것이 건축함인데 사물을 건립한다는 의미에서 그렇다. 하이데거는 이에 대한 예로 

‘다리’를 든다. 다리는 자신의 양 쪽에 있는 둑을 이으며 양 쪽의 둑이 서로에 대해 있게 

해준다. 더불어 양 쪽의 풍경을 강으로 가져와 주는 것도 다리이다. 즉 다리는 단지와 같이 

존재자들을 모으며 결집시키는 역할을 한다. 부음을 선사하는 방식으로 즉 존재가 자기 

자신을 베풀어‘주는’ 방식으로 존재자들을 모으며 결집시킨다. 존재의 줌 덕분에 존재자가 

모여들 터전(Stätte)(건축함,197) 이 마련된다. 이러한 터전은 공간으로 존재자들이 자기 

자신의 본질을 펼쳐 나가기 시작하는 ‘한계’이자 ‘경계’이다.(건축함,198) 

정리하면 무는 진리가 피어날 수 있는 열린 공간, 또는 사역(Gegnet)이다. 무는 무이지만 

존재자들의 경계이자 한계로서 존재자들의 본질이 자리잡는 공간이다. 존재자들의 본질은 

존재의 선사로부터 가능한데 물론 존재는 자신의 전부를 주지는 않고 언제나 거절하는 

형식으로 자신을 숨긴다. 달리 말하면 존재는 훤한-밝힘(Lichtung)을 열면서 단지를 

단지로서 다리를 다리로서 존재하게 하지만 동시에 존재자의 한계를 마련하며 자기 자신을 

숨긴다. 존재가 자기 자신을 숨기기 때문에 진리는 탈은폐되면서 동시에 은폐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헤겔의 순수 존재와 무가 무규정성과 무매개성에서 동일한 것과 같은 

방식으로 하이데거의 존재와 무는 동일하지 않다. 존재와 무가 동일하다면 그것은 사유에 

의해 동일한 것이기 보다는 인간 현존재가 죽음을 죽음으로서 받아들이면서 존재에 자기 

자신을 내맡길 때에나 공속 한다. 인간 현존재가 무의 자리지기의 역할을 맡을 때 존재와 

사유는 공속할 수 있다. 무의 자리지기가 된다는 것은 존재의 말에 귀 기울이고 응답함이다. 

무라는 사역, 환히 트인 터(freie Weite)(내맡김,152)에서 존재자가 도래함은 존재가 무로서 

존재자를 한계 지음을 의미한다. 존재는 존재자에게 ‘있음’을 베풀어주기 때문에 존재자는 

존재의 빛을 받아 환히 드러나게 되는 것이며, 동시에 존재는 자신의 전부를 베풀어 주는 

것을 거절 하면서 존재자를 한계짓는 무이다. 따라서, 헤겔의 『논리학』을 1편을 여는 무와 

같이 부정성으로서 존재로 이행하여 사라지는 것과 같은 무가 아니다. 무가 만들어준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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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에서 존재자들은 자신의 본질을 펼칠 수 있고 존재자들은 헤겔의 지양처럼 그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한계 속에서 고요히 존재할 때 존재자는 존재자로서 고유하다. 

3.4 존재와 사유의 상호 의존성

전회 이후의 이러한 하이데거의 사유 방식은 존재의 유한성을 성공적으로 보여주고 있는가? 

전기 하이데거는 인간 현존재의 존재 구조를 시간성으로 파악하며 시간의 본질은 

유한성임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3.3.2에서도 말했듯이, 유한성을 인간과 연관 지어 설명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존재와 무가 맺는 관계는 무엇인지가 의문으로 남았다. 달리 

말하면 시간성을 존재의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제기이다. 존재가 부음을 

선사할 때 사물은 사-물화, 즉 사물로서 도래(Ankunft)한다. 즉 존재자가 도래하는 동시에 

현재가 일어난다. 동시에, 부음을 담아 잡는 단지는 선사를 허용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면 존재의 거절 또는 존재가 존재자에게 터전을 마련하면서 한계를 

그어준다. 따라서 현존재 중심으로 설명되었던 시간성은 어떻게 존재가 존재자를 가능하게 

하는지를 밝히는 과정에서 존재 중심으로 밝혀진다. 존재가 무를 열어 밝히면서 존재자가 

자리할 공간을 마련한다. 동시에 사유는 존재의 건너옴에 응답하며 한 발 물러선다. 

하이데거만의 고유한 ‘언어’에 대한 입장은 그 동안 소통을 위한 언어가 아니라는 점에서 

많은 주목을 받았다. 하이데거가 도구로서의 언어가 본질적이지 않다고 강조하는 까닭은 

그의 선험적 언어관 또는 엘리트주의 때문이기보다 존재와 사유가 관계 맺을 수 방식을 

인간 중심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표현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하이데거의 언어는 존재와 

사유가 무로 향할 수 있는 공통된 통로다. 존재의 말과 그에 대한 현존재의 응답은 무를 

여는 계기로 존재한다. 하이데거의 무는 헤겔의 부정성이 아니고 오히려 부정성의 

근원이라는 말의 의미를 다시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헤겔의 무는 부정성으로 변환되어 

최종적으로는 모든 부정성-헤겔의 무는 극복되어 무한자에 이르는 하나의 계기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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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 존재와 순수 무는 부정성에 의해 서로의 안으로 이행하는 생성, 그리고 그 생성은 다시 

부정되기 위해서 사유의 대상이 되어야만 한다. 따라서 부정성은 절대적 긍정성에 완벽하게 

용해된다.(HL,11) 달리 말해서 헤겔의 무는 사유에 의해 부정성으로 사유되어 유일하게 

현존하는 무제약적/무전제적 사유를 위해 용해되어버린다. 헤겔이 목표로 하는 무한자는 

결국 영원한 현재, 영원성으로 여기서 어떠한 생성도 찾아볼 수 없다. 물론 헤겔의 목표가 

생성을 우선에 두는 것이 아니므로 하이데거의 헤겔에 대한 비판이 정당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무가 부정성의 근원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다. 부정성이 사유의 힘이라면 이 

사유의 힘은 어디서 비롯하는가? 바로 무에서부터이다.

존재의 유한성은 헤겔의 절대적 긍정성 속으로 용해되어 버린 무를 존재자의 도래의 

공간으로 되살리면서도 사유를 존재자의 드러남의 장으로 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존재의 유한성이란 존재의 무성이다. 무, 즉 없음의 공간에서 존재자가 드러나며, 존재는 

자기 자신을 그 공간으로 건너오면서도 자기 자신을 숨긴다. 헤겔의 각각의 계기는 최종 

목적지인 무한자를 향한 위계적 단계였으나, 하이데거에서 각각의 존재자가 드러나는 순간은 

유일한 것으로, 무한한 사유에 통합되는 것이 아니다. 사유 즉 인간 현존재는 열어 밝혀진 

터 또는 죽을 자로서 자기 자신을 비워내고 존재자가 그 속에서 현상하는 것을 감내한다. 

존재자가 현상하는 방식을 사유가 결정할 권리가 없다. 존재자는 존재의 줌 덕분에 드러나고, 

존재는 존재자를 위한 공간을 무로 개시하면서도 동시에 자기자신을 숨긴다. 

헤겔의 무한성을 향한 기획은 결국 의식이 전체가 되는 것이다. 의식이 전체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에 ‘대한’ 부정을 자기 자신에 ‘의한’ 부정으로 바꾸어 내어 나를 타자화 하는 

자기복귀의 여정을 감내해야 한다. 자기복귀의 끝은 모든 유한자들이 포함된 전체일 것이다. 

반면에, 하이데거의 시원인 무는 모든 유한자들이 포함된 절대 긍정의 사태가 아니다. 

헤겔의 무가 시원으로서 궁핍하고 빈곤한 것으로 규정이 더해져야 할 것이었다면, 

하이데거의 자기복귀 지점인 무는 모든 존재자를 포함한 절대 긍정의 사태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궁핍하고 빈곤한 것으로 부정되어야 할 것도 아니다. 오히려 무 속에서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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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자들이 탄생한다.   

3.3.1과 3.3.2에서는 무 안에서의 존재자의 드러남에 중점을 두어 설명했다면, 존재의 

은닉이라는 측면에서 무를 조망할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존재가 갖는 존재자에 대한 

한계적 측면이 헤겔의 규정과 명백히 대비되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하이데거가 말하는 

존재의 유한성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설명했듯이 존재는 존재자에게로 

건너오고 존재자는 존재로 도래하면서, 진리가 탈은폐되는 사건이 일어난다. 존재의 

관점에서 이 사건을 다시 보면, 존재는 존재자에게 존재를 주는, 즉 품어 주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존재는 완전히 존재자와 꼭 같은 것이 되지 않는데 그 이유는 존재가 자기 

자신을 숨기기 때문이다. 이것은 존재가 현성(wesen)함과 동시에 탈현성(abwesen)함이다. 

단지가 담아 잡음을 거절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존재의 은닉 또는 거절은 존재자에게 

어떠한 규정과 한계를 주는 것이다. 이러한 존재의 거절을 하이데거는 “스스로를 인간에게서 

보류하고 있음으로써 인간에게서 자신을 숨기고 있는 것”(사유,169-170)63이라고 말한다. 

존재의 거절은 헤겔의 ‘무’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존재 사건(사유,170), 

즉 생-기(Ereignis)이다. 달리 말하면 존재와 무는 생-기(Ereignis)의 양면으로 공속함으로써 

진리의 근거가 된다. 

헤겔의 규정성은 무엇이 ‘아님’으로 부정성으로 사유된다. 무엇이 아닌 것으로 규정됨을 

통해 다음 단계의 의식의 형태로 이행함이 가능하다. 반면에 하이데거의 존재가 존재자에게 

한계와 규정을 주고 거절하는 것은 이 안에서 존재자가 고유해지는 기회를 수여하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헤겔의 규정성 즉 부정성은 다수의 존재자가 등장하는 기회가 아니라 단 

하나의 더 진화된 형태의 의식이 등장하는 계기일 뿐이다. 하이데거의 존재자에 대한 규정은 

존재자가 그 자신 그 자체로 고유해지는 계기이다. 물론 각각의 존재자들은 존재의 ‘줌’을 

63 마르틴 하이데거,「사유란 무엇을 말하는가」,『강연과 논문』, 이기상•신상희•박찬국 역, 이학사, 

2008, pp.169-170. 이후 「사유란 무엇을 말하는가」가 인용될 경우, 해당 텍스트의 약어와 쪽수를 

괄호 안에 넣어 본문 안에 삽입하는 것으로 각주를 대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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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고 고유해지나, 부정성을 통로로 존재와 관계 맺는 것은 아니다. 언어를 통해 사유와 

존재가 공속하며 마련한 자리에서 존재자가 도래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즉 존재와 존재자가 

맺는 관계의 방식은 부정성이 아니라, 존재의 품어-줌 즉 존재가 무로서 존재자를 감싸 

안는 것이다.

그렇다면 하이데거의 존재는 지나치게 절대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지 않은가? 존재가 

사유를 ‘필요로’하는 측면이 있긴 하지만 진리의 척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 즉 존재하는 

존재자들을 현존하게 한다는 점에서 강력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지 않은가? 이와 같은 

질문은 헤겔의 사유가 ‘주체이자 실체’가 되는 것을 비판한 하이데거가 헤겔의 사유의 

자리에 존재를 가져다 놓은 것 아니냐는 의문 제기이다. 물론, 사유와 존재가 맺는 관계 

양상이 헤겔과 매우 상이하지만, 여전히 양 쪽 중 어느 하나가 진리의 척도를 가진다는 점, 

그리고 다른 하나가 그것을 침범할 수 없다는 점에서 유사성이 보인다는 것이다. 그러나 

존재가 진리의 장소를 열며 존재자에게 존재를 ‘줄’ 수 있는 동시에 존재가 자기 자신을 

숨기는 은닉의 순간이 있다. 존재의 거절 또는 은닉은 존재가 탈현성(ab-wesen)하는 무의 

방식으로만 자신을 드러냄, 즉 현성(wesen)함을 의미한다. 달리 표현하면 존재는 자기가 

거절하는 방식으로만 드러난다. 이것이 바로 존재의 무성 바로 유한성이며, 존재가 영원한 

현재와 같은 지위를 차지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왜냐하면 존재는 헤겔의 무제약적 이성과 

같이 존재‘자’도 아닐 뿐더러, 자신을 은닉하면서 스스로를 지우는 활동인 무화(無化)하기 

때문이다. 존재의 무성은 존재가 존재자들을 품어줄 열린 터를 만들면서도 자기 자신이 

완전히 고갈되지 않도록 자신을 숨기는 은닉이라는 이중적 측면을 말한다. 존재의 무성 

덕분에 존재자는 현존하게 됨, 즉 자기 자신으로 고유하게 존재하게 된다. 

따라서 존재는 우리 인간에게 망각되기 쉬운데 그 자체로 사유에 의해 파악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무로서 자기 자신을 내보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간 현존재가 취해야 

할 태도는 무엇인가? 현존재의 ‘현’(Da)는 장소, 터를 말하는 독일어로 존재가 건너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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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이자 존재자가 도래하는 곳임을 의미한다. 인간 현존재는 그렇게 ‘터’로서 존재할 때만 

고유하게 사는 것이고 이를 하이데거는 시 지음 또는 응답이라고 표현한 바가 있다. 

그렇다면 인간이 다름아닌 현존재로서 존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방식은 

일종의 초월으로 하이데거에 따르면 탈존(Eksistenz)이다. 인간 현존재는 자신의 본질을 

회복하는 고유한 삶을 위해 어디에서 벗어나야, 즉 ‘탈’(脫)해야 하는가? 바로 일상적 

존재자에게 매몰되어 있는 삶, 자연 과학 기술이 제공한 삶으로 현존재 자신의 근원인 

존재가 잊힌 시대이다. 이곳에서 떠나 인간 현존재는 어디에서 존재, 즉 ‘존’(存)해야 하는가? 

그곳은 무이며 현존재는 무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 철학사에서 초월은 자기 자신을 벗어나 

좀 더 높은 차원의 존재자가 되는 것이었으나, 하이데거의 탈존은 오히려 인간의 시원은 

무로 돌아가는 것을 말한다. 존재의 열린 터로 다시 돌아감, 이것이 바로 죽음을 죽음으로서 

받아들이는 유일한 존재자로서의 면모이다. 그러한 존재자로서 인간 현존재는 존재의 열린 

터에서 다른 존재자들을 보살피는 것이 고유하게 사는 것이다. 

4. 이리가레의 상호 주체성의 근거: 시원 

하이데거가 존재와 사유의 공속을 강조한 까닭은 한계를 생성하는 것과 그 한계를 

초월하는 것이 동일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달리 말하면, 헤겔에게서 매개되는 것과 

매개하는 것은 동일하고 이 둘을 동일하게 해주는 것은 계사인 ‘is’로 하이데거에서 존재에 

해당된다. 매개되는 것과 매개하는 것의 동일성은 하이데거의 표현으로 “의식이 

무전제적으로”(HL,15) 도입되게 되는 사태이다. 매개하는 것은 의식이고 매개되는 것이 

차이라면, 하이데거는 이 둘이 ‘동일’한 것이 아니고 함께 ‘속해’ 있어야 함을 강조한다. 

하이데거의 해결책은 존재와 사유가 서로가 서로를 향해 초월하여 무 속에서 공속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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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었다. 이는 사유‘만’ 한계를 생성하여 존재를 사유에 종속시키는 사태를 해결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리가레는 하이데거가 헤겔을 완전히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그 까닭은 하이데거의 언어가 다른 것보다 이전에 있다는 점에서, 하이데거의 독창성인 

존재와 사유의 공속성을 훼손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사유의 자발성을 

포기하겠다는 ‘결단’에 의해 언어가 시원이 된다. 이는 사유가 시원의 존재 근거가 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 그러나, 시원은 사유로부터 만들어질 수 없다. 시원은 모든 것을 태어나게 

하는 근거이기 때문이다. 존재와 사유가 함께 머무는 장소인 무가 존재와 사유의 조우의 

순간에 생성된다는 것과, 공속의 장소로서의 언어가 무엇보다도 ‘이전에’ 있다는 것이 

충돌한다. 이리가레에 따르면, 주체와 성적 타자의 한계는 공유되어야 하고 공유 되는 

공간은 바로 공속의 장소이다. 이리가레가 보기에, 하이데거에서 언어가 선재(先在)하게 되는 

원인은 하이데거가 존재에서 물질성 특히 공기를 배제했기 때문이며, 그 결과 언어라는 

한계를 넘을 수 있는 유일한 존재자가 현존재에 한정되고 말았다. 한계를 생산하는 것과 

그것을 뛰어 넘는 것이 동일한 형국을 이리가레는 ‘유아론적’ 초월이라고 하고 이것이 

하이데거와 헤겔의 유사성이라 주장한다. 4.1에서는 공기의 배제의 과정과 공기가 언어로 

변환되는 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하이데거의 주장대로 언어는 모든 것에 선재하는 것이기에 

존재와 사유의 시원이다. 이리가레는 언어가 만들어진 기원이기 때문에 2차적 시원임을 

밝혀낸다. 따라서 언어는 선재하는 것이 아니다. 존재의 우위성과 절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선재하는 것은 언어가 아니라 자연이어야 하며, 하이데거가 공기를 망각했다는 

것은 모든 것에 선재하는 자연을 잊었다는 의미이다. 자연의 망각으로 발생한 결과는 헤겔과 

유사한 유아론적 초월이며, 하이데거에 대한 주된 비판 중 하나인 타자와의 관계 부재는 

유아론적 초월의 징후이다. 

그렇다면 유아론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이리가레가 제안하는 상호 주체성의 

근거로서의 성차는 어떻게 가능한가? 이 질문은 이리가레가 어떻게 두 주체가 함께 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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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를 함께 만드는 방법과도 관련 있다. 이리가레의 해결책은 자기 자신이 머물 한계를 

타자와 함께 만들고, 그 한계를 넘어서는 초월은 성적 타자의 부름에 응답함으로써 

가능하다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초월의 운동의 촉발은 성적 타자의 존재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그리고 이러한 해결책은 하이데거의 존재와 사유의 공속에서 큰 영향을 받았다. 

존재와 사유가 ‘함께’ 무라는 한계를 생성하듯이 이리가레의 두 주체는 서로를 향해 

초월하며 함께 머물 한계를 생성한다. 이것이 바로 이리가레가 말하는 이중 철회(double 

withdrawal)이다. 두 주체는 타자를 맞이하기 위한 공백을 마련할 것이며 이 공백은 

‘공유’될 것이다. 이 공백은 바로 한계이자 두 주체의 공속의 장소이며 하이데거의 ‘다리’와 

같다. 함께 만든 공백을 향해 초월하여 타자와의 만남을 통해서 ‘나’는 초월 이전의 ‘나’와는 

다를 것이다. 타자와의 만남은 변화의 순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시원으로 돌아가 ‘나’의 

본질을 회복하는 고유화의 순간이다. 타자와의 만남이 시원으로의 회귀인 까닭은 우리의 

존재가 타자와의 결합(union)에서부터 탄생하기 때문이다. 한계, 다리 또는 공백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이리가레는 두 주체의 만남의 가능성을 언어의 창조와 

촉각을 통해 구체화 한다. 이에 대한 내용은 4.2에서 이어진다. 

4.1 유아론적 초월

철학사에서 주체의 초월은 자기가 머무는 자기 동일성의 세계 밖으로 외출하여 기존의 

자신보다 상위의 존재자로 발돋움하는 것이다. 이 때, 초월해야 할 대상 즉 한계는 물질성, 

신체, 또는 유한성으로 자주 표현되었다. 즉, 초월은 주체가 자기 자신을 유한하게 하는 

물질성과 같은 것을 벗고 영원성에 도달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왔다. 반면에, 하이데거의 

존재는 다른 존재자들의 최종 근거이자 자기 자신에게서 근거를 찾는 것으로 전통적 의미의 

‘무한성’을 가지면서도, 존재는 무화하는 것이기에 영원성의 의미와는 결별했다. 더불어 인간 

존재자인 현존재는 죽음을 인수함으로써 자기 자신이 끝이 있는 존재자임을 직시하고 

존재를 향해 초월함으로써 유한한 존재자가 될 수 있었다. 그런데 이리가레는 하이데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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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를 최종근거이자 선재하는 것으로 설정했기 때문에, 하이데거의 유한성으로의 노력이 

좌절된다고 주장한다. 그 결과가 유아론적 초월이다. 한계를 생성하고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유일한 자는 현존재뿐이며, 다른 존재자와 달리 현존재에게만 한계로서의 ‘언어’가 

허락되어 있다는 것은 유아론적 면모이자, 시원에서 공기를 배제한 결과이다. 

하이데거의 언어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소통의 수단과 도구가 아니다. 오히려 

수단과 도구로서의 언어를 가능하게 해주는 것으로 존재가 자기 자신을 개방하는 방식이다. 

하이데거의 언어는 모든 존재자들보다 이전에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는 

점에서 선험적이다. 이러한 선험적 언어는 다른 존재자들의 실재성보다 우위를 점하고 

존재자들 간의 소통을 위한 언어가 아니라는 점에서 비판 받았다.64 언어가 실재적으로 다른 

존재자들보다 우위에 있는 까닭은 그것이 존재의 개방성으로서 다른 존재자들에게 존재를 

수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언어의 실재적 지위는 하이데거에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이데거에서 문제가 될 부분은 언어의 선험성이다. 이 때의 이리가레가 비판하는 선험성은 

가장 최초에 존재하는 것, 즉 선재성이다. 언어의 선재성은 존재와 사유의 공속성과 

충돌하기에 문제가 생긴다. 그 결과 언어는 타자와의 소통을 위한 것이 아닌 단 하나의 

존재자인 현존재와의 언어로 축소되었다. 존재와 사유의 공속은 서로의 한계가 공유되어야 

함을 함의한다. 한계를 공유함에 따라 존재와 사유는 관계 맺을 수 있다. Emma Reed 

Jones는 이리가레의 한계가 주체 간의 관계 맺기를 위한 것이어야65 함을 보였다. 

하이데거의 언어는 인간의 ‘한계’로 자기-폐쇄적-체계(self-enclosed-system)가 아니며, 

인간과 관계 맺어야 할 것이다.66 닫힌 체계는 체계 안에 있는 것과 ‘다른’ 것이 침투할 

64 황주영, 「상호주체성의 가능성: 이리가레의 수평적 초월과 말의 창조」, 『시대와 철학』, 제26권, 1호, 

2015, pp.480.

65 Emma Reed Jones, “Speaking at the Limit: The Ontology of Luce Irigaray’s Ethics, in Dialogue with 

Lacan and Heidegger”, 2011, University of Oregon, Dissertation, pp.127.

66 Emma Reed Jones, “Speaking at the Limit: The Ontology of Luce Irigaray’s Ethics, in Dialogue with 

Lacan and Heidegger”, 2011, University of Oregon, Dissertation, pp.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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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이 없어서 변화를 막는다는 것이 문제다. 하이데거의 언어는 변화를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닫히지 않은 체계이다. 그리고 그것이 변화를 발생시키기 위해서 ‘자기’ 자신만이 

아닌 자기와 다른 인간과 관계 맺어야 한다. 그러나, 엠마 존스 리드도 하이데거의 언어의 

선재성을 시원의 성립 과정에서 다루고 있지 않다. 

4.1.1 공기의 망각

하이데거는 존재와 사유의 관계라는 주제로 헤겔과 대결을 한다. 하이데거가 주목했던 

주제는 존재와 사유의 동일성인데, 그는 ‘동일성’을 존재와 사유의 공속으로 전유해 낸다. 

존재와 사유의 공속성은 존재의 개방성이 베풀어 주는 것으로 존재의 ‘장소성’이기도 하다. 

이리가레는 존재의 장소성을 물질성의 측면에서 접근한다. 이리가레는 자유로운 공기의 

성질이 하이데거의 철학이 시작되기 위해 배제 되고 철학 담론에 동질적인 형태로 변환 될 

때, 존재의 장소성은 정주(定住)적으로 변한다고 본다. 공기는 자유롭게 모든 곳을 넘나드나 

하이데거가 존재의 장소성으로 비유되는 것들은 그렇지 않다. 예를 들어, 존재의 장소성은 

다리, 집, 그리고 단지로 나타나는데, 이들 모두 스스로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한다는 특성이 

있다. 단순히 비유 상으로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하이데거가 존재의 자기 운동성을 

탈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리가레는 이에 대해 시원으로서의 자연의 물질적 힘을 되살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이리가레는 훤히-열린-터는 무엇으로(en 

quoi)으로 이루어졌는지67(OA,11)를 질문한다. 3.3.2에서 보았듯이, 하이데거는 「철학의 

종말과 사유의 과제」에서 존재자가 도래하는 장소인 열린 터, 사역 또는 

훤히-열린-터(Lichtung)를 ‘물질적 관계’(End,442) 에 비유하여 설명하고 있기에, 

이리가레는 이러한 하이데거의 주장에 대해 훤히 트인 터는 무엇으로(en quoi) 이루어져 

67 Irigaray, Luce. L’oubli de l’air chez Martin Heidegger, Minuit, 1983, pp. 11. 이후 L’oubli de l’air 

chez Martin Heidegger 을 인용할 경우, 해당 텍스트의 약어와 쪽수를 괄호 안에 넣어 본문에 표기하

는 것으로 각주를 대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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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지 다시 질문한다. 이리가레는『공기의 망각: 하이데거에서의』의 1장을 여는 

글로「철학의 종말과 사유의 과제」을 직접적으로 인용하고 있으며 이리가레가 인용하는 

글은 하이데거가 존재와 사유가 공속하며 둥근 원을 만든다(End,444)고 하는 대목이다.

그러나 철학의 방법 내에서 말고도 철학의 사태(matter) 속에서 사유되지 않고 남

아있는 것은 무엇인가? 사변적 변증법은 철학의 사태가 즉자적으로 그리고 대자적

으로 나타나게 되는 양식(mode)이고 따라서, 철학의 사태는 현전하게 된

다.[Gegenwart] 이러한 현상은 필연적으로 광휘 속에서 일어난다. 오직 몇 몇의 

밝음을 통해서만 빛나는 것이 자기 자신을 보일 수 있는데, 즉 빛날 수 있다. 그

러나 밝음은 그것의 차례 속에서 무언가 열린 것, 무언가 자유로운(free) 것에 의

존하는데, 이것들은 밝음을 여기와 저기서, 때때로, 빛이 나게 한다. 밝음은 열림 

속에서 활동하고 거기에서 어둠과 대결한다.(End,441)

즉, 존재자가 존재자로서 ‘드러나기’ 위해서, 또는 ‘밝게’ 빛나기 위해서는 무언가 그것들을 

비춰 주어야만 한다. 그것이 밝음이고, 밝음이 자기 자신을 보이기 위해서는 일종의 ‘열림’에 

의존해야 한다. 훤히-열린-터를 물질적 관계에 따라 형상화함은 바로 이 인용문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철학이 ‘진정으로 사유해야 할 ‘사태’는 존재가 자기 자신을 빛으로서 보이는 

동시에, 존재가 무화되며 ‘열림’으로서 자기 자신을 숨기는 것이다. 이를 통해서 존재자가 

존재자로서 빛나면서 진리가 피어나고 동시에 어둠으로서의 비(非)진리도 가능하다. 이에 

대해 이리가레는 존재가 열림으로 자기 자신을 숨기며 존재자를 위한 영역이자 존재의 빛을 

가능하게 할 때, 이 ‘영역’은 어떠한 물질로 이루어져 있는지 묻는 것이다.

자유롭다/비어있다(libre)? 이 존재-공기가 훤히-열린-터 속에서 있다. 열림, 자유

로움/비어있음은, 여전히 원 속에 있다. 또는 유사-원 속에(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열려 있기 때문이다.(OA,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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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연한 기다림의 해명」에서 설명되는 영역 중의 영역인 사역이 자유롭고 비어있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사역이 자유롭고 비어 있기 위해서, 사역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어야 

하는가? 바로 공기이다. 이리가레는 사태를 뜻하는 프랑스어와 물질을 뜻하는 프랑스어가 

matière로 동일한 것에서 착안하여 하이데거 비판을 전개한다. 하이데거의 ‘물질적 관계’의 

비유를 통해 자신의 사유를 전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이데거가 존재의 무성에서 

공기를 망각하고 있는 것을 꼬집는 것이다. 

자유롭고 열려 있다는 의미에서의 밝은 것(what is light)은 “밝은”(bright)를 의미

하는 형용사로서의 “빛”과 언어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아무 공통점이 없다. 그러

나 훤한-밝힘과 빛 사이에 어떤 차이가 관찰된다. 여전히, 이 둘 사이에 존재하는 

물질적 관계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다. 빛은 훤한-밝힘, 그것의 열림 속으로 흘러 

들어가고, 열림 속에서 밝음이 어둠과 함께 유희할 수 있게 한다. 그러나 빛(light)

은 훤히-열린-터/열림을 최초로 창조 하지 않는다. 오히려 빛(light)이 훤히-열린

-터/열림을 전제로 갖는다. 그러나, 훤한-밝힘/열림 또는 열린 영역은 밝음과 어

둠에 자유로울 뿐만 아니라, 소리의 울림과 반향(echo)에 대해서, 소리와 소리의 

사라짐에 대해서도 자유롭다.(End,442)

하이데거는 존재와 사유의 관계가 밝혀지지 않은 채로 남아있다고 철학사에 의문을 

제기한다. 진리로서의 빛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훤히-열린-터가 필요하고, 훤히-열린-터는 

사유에 귀속되어있지 않다. 훤히-열린-터는 무로서 사유가 사유할 수 없는 한계이다. 이에 

대해 이리가레는 오히려 존재가 무엇으로 이루어졌는지는 단 한 번도 의문에 부쳐지지 않은 

문제(OA,11)라고 응답한다. 존재와 사유가 하이데거가 제시하는 대로 ‘공속’한다면, 이 둘의 

공속은 둘이 같은 물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 아닐까?(OA,11) 물론 하이데거는 

존재와 사유의 공속이 가능한 까닭을 언어 덕분이라고 하고 있다. 하지만, 존재의 부름과 

응답이 가능하기 위해서, 즉 ‘소리’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기’가 있어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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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리가레는 말한다. 그러나, 소리의 근거가 공기라는 점은 하이데거에게서 사유되지 않고 

있다. 빛이 있기 위해서는 항상 공기가 동반되어야 하며, 생명체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공기가 전제되어야 한다. 

나무를 베어낸 숲은 하늘과 땅의 분리를 보증하는 기둥 역할을 해야 하며, 하늘과 

땅 사이에 중재 공간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런데 … [하늘과 땅] 그 사이에 중재 

공간을 차지하여 하늘에서 땅으로 빛을 전달하는 공기를 망각한다는 것은 놀랍습

니다. 두 경우 모두 나중에 바람에 대해 말하고 있긴 하지만 공기 그 자체에 대해

서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생명을 지닌 존재가 살고 성장하려면 반드시 먹어야 

한다는 점은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만, 숨쉬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

는 언급하지 않습니다.(식물,58)68

하이데거의 훤히-열린-터는 숲 속의 빈 터에 빛이 내리 쬐는 비유로 자주 등장한다. 위의 

인용문의 훤히-열린-터 사이의 하늘과 대지는 사방 세계 중 하나로 하이데거에서 자주 언급 

되고 있다. 그러나 하늘과 대지 사이에 있는 공기 그리고 우리를 감싸고 있는 공기를 

하이데거가 언급하고 있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이리가레는 의문을 표한다. 

… 그 한 숨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같은] 그런 말함 일반을 가르키

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한 숨은 모종의 다른 숨결, 즉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다른 [방식의] 말함이기 때문이다.69

존재의 바람은 모든 존재자들이게 ‘숨’을 불어넣는 것으로 생명을 선사한다. 하이데거는 

68 루스 이리가레•마이클 마더, 『식물의 사유』, 이명호•김지은 역, 알렙, 2020, pp.58. 이후 『식물의 사

유』가 인용될 경우, 해당 텍스트의 약어와 쪽수를 괄호 안에 넣어 본문에 표기하는 것으로 각주를 대

신한다. 

69 마르틴 하이데거,「무엇을 위한 시인인가?」, 『숲길』, 신상희 역, pp.4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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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를 생명을 선사하는 자연으로 자주 표현한다. 하이데거의 자연은 고대 그리스의 “성장과 

주재함”70의 의미를 갖고 있는 자연 퓌시스(φύσις)이다. 성장과 주재함의 퓌시스는 “또한 

우리가 생명[Leben]이라고 번역하는 조에(ζωή)와도 같은 것이다.”71 하이데거의 텍스트에서 

바람은 자주 등장하고 있는데, 바람이 있기 위해서는 공기가 있어야 하지 않은가? 그리고, 

이 존재의 바람이 존재자에게 불어넣는 생명과 같은 것이라면 더더욱 호흡하기 위한 공기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이리가레는 되묻는다. 이리가레의 공기는 하이데거가 되살리고자 

했던 생명으로서의 자연이다. 생명체가 생명체로서 존재하기 위해서는 공기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하이데거는 존재가 하나라는 파르메니데스의 말을 퓌시스와 로고스가 하나라는 

의미로 되살릴 것을72 촉구하면서도, 공기로서의 퓌시스를 놓치고 있다. 

오히려 공기가 생명으로서의 존재에 더 적합하지 않은가? 존재-공기는 인간을 비롯한 

존재자에게 삶, 즉 존재를 ‘주면서도’ 존재자로부터의 되갚음을 받지 않고 있다. 더불어, 

존재-공기는 무와 같이 자유롭고 열려 있기도 하다. 존재-공기가 철학사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자주 사유 된 까닭은, 모든 존재자에게 보편적인 것이면서도, 감각을 통해 명징하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유되지 않은 것 아닌가 하는 물음을 던진다. 존재-공기를 

사유하기 힘든 까닭은 공기가 존재자를 통해 자신의 모습을 보이면서도 그 자체의 모습을 

숨기기 때문이다. 

4.2 언어의 선재(先在)성의 취임

빛과 소리에 대해서 우선성을 갖는 공기는 하이데거에 의해 배제되었다. 즉, 존재-공기는 

70 마르틴 하이데거, 「학문과 숙고」,『강연과 논문』, 이기상•신상희•박찬국 역, 이학사, 2008, pp.57.

71 마르틴 하이데거,「무엇을 위한 시인인가?」,『숲길』, 신상희 역, pp.409.

72 마르틴 하이데거, 「모이라」,『강연과 논문』, 이기상•신상희•박찬국 역, 이학사, 2008, pp.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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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원으로서 존재하면서 존재자에게 존재를 주면서도, 달리 말하면 하이데거가 말하는 

‘존재’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서도, 하이데거는 공기를 존재로 사유하고 있지 않다. 

존재-공기는 인간 현존재에 의해 배제되었으며 그 ‘이후’의 순간을 인간이 시원으로서 

사유하는 것이다. 즉, 하이데거가 시원을 회념(andenken) 또는 회상함으로써 시원으로의 

회복이 가능하다고 말하지만, 훤히-열린-터로서의 시원은 공기 ‘이후의’ 시원이기 때문에 

최초의 것이 아니다. 더불어, 회념을 통해서도 공기는 하이데거에서 사유되지 않고 있다. 

언어가 시원이 아닌데도, 하이데거는 언어가 선재하는 것으로 말함으로써, 공기 배제의 

사실을 다시 한 번 배제 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공기의 이중 망각이다. 

언어는 … 존재자를 하나의 존재자로서 비로소 처음으로 [존재의] 열린 장안으로 

데려온다. 돌, 식물, 그리고 동물의 존재에서처럼, 언어가 현성하지 않는 곳에서는 

존재자의 열려 있음도 없으며, 따라서 비존재자와 비어 있는 것의 열려 있음도 없

다.73언어가 처음으로 존재자를 부름으로써, 이러한 부름(Nennen)이 존재자를 비

로소 낱말로 가져오면서 나타나게 한다.74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모든 것들 보다 이전에(prior) 있는 언어에, 언어라는 집 속

에서, 있다.(TW,398)

하이데거는 어째서 언어가 다른 모든 것들보다 이전에 있다고 이야기할까? 그것은 언어가 

존재의 개방성이기에 존재자들을 위해 존재를 주고, 다른 존재자들보다 우위에 있기 

때문이다. 즉, 존재와 존재자는 수직적 관계를 갖는다. 존재의 절대성과 우위성은 하이데거 

철학의 특징인데 이것이 언어로 나타날 때, 어떤 점에서 하이데거 철학 내에서 문제를 

만드는가? 존재의 개방성인 언어가 개방될 수 있는 까닭은 존재의 부름에 현존재가 

응답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는 존재와 사유의 공속이 존재의 부름과 현존재의 응답의 일치 

73 마르틴 하이데거,「예술작품의 근원」, 『숲길』, 신상희 역, pp.106. 굵은 글씨는 나의 것이다. 

74 마르틴 하이데거, 「예술작품의 근원」, 『숲길』, 신상희 역, pp.107. 굵은 글씨는 나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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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말한다. 하이데거가 존재의 부름과 현존재의 응답의 일치의 

시점에서 존재와 사유가 공속 할 수 있다고 했던 까닭은 헤겔의 의식의 무전제성을 

비판하기 위함이었다. 달리 말하면 의식은 자기 자신의 한계를 생성하는 힘인 부정성을 

가지고 있고 그 한계를 생성할 때, 현존재의 응답과 같은 것 없이도 스스로 한계를 생성할 

수 있었다. 즉, 헤겔의 의식이 무전제적이라는 말은 그것의 한계 생성의 운동의 촉발점이 

자기 자신이라는 것이다. 존재와 사유는 무라는 한계를 스스로 생성할 힘을 가지고 있지만 

한계 생성의 운동이 일어나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했으며, 이것은 하이데거가 

표현하는 존재와 사유의 구별의 신비75다. 존재와 사유가 서로를 향해 초월하면서 무라는 

구별 또는 한계를 만들어 내면서도 서로가 없으면 그러한 구별을 만들어 낼 수가 없다. 

그런데, 존재의 개방성으로 언어가 선재하고 있다면 이러한 존재와 사유의 한계의 ‘생성’의 

측면을 살려 낼 수가 없으며, 이는 헤겔이 의식을 무전제적으로 도입하는 것처럼 하이데거도 

언어를 무전제적으로 도입하는 것 아닌가? 이와 같은 의미에서 이리가레는 언어의 선재성을 

비판하고 있다. 

이리가레가 언어의 선재성을 비판하는 다른 이유는 언어가 공기 특히 물질성을 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언어는 존재의 개방성으로 다른 존재자들의 존재 근거인 시원으로서의 

역할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이데거는 언어를 물질성의 측면보다 로고스의 측면에서 

탐구하고 있다. 물론 하이데거의 언어는 전통 철학적 의미의 로고스가 아니기에 표상작용의 

힘을 가진 것이 아니고 하이데거도 이러한 전통적 의미를 벗어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76

그리고 후기 하이데거는 사방세계의 강조와 과학기술에 대한 비판을 통해 자연은 인간이 

지배하는 대상이 아니라 인간을 포함한 다른 존재자들을 낳고 기르는 시원77임을 강조한다. 

75 마르틴 하이데거, 「형이상학의 극복」, 『강연과 논문』, 이기상•신상희•박찬국 역, 이학사, 2008, 

pp.99. 

76 마르틴 하이데거, 「로고스: 헤라클레이토스 단편 제50」,『강연과 논문』, 이기상•신상희•박찬국 역, 

이학사, 2008, pp. 271.

77 박찬국, 『삶은 왜 짐이 되었는가』, 21세기북스, 2017, pp. 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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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의 힘을 되살리려는 하이데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하이데거는 언어를 시원으로 

설정함으로써, 자연의 물질성을 잊고 있다. 자연의 물질성의 망각이 잘 보이는 면모가 바로 

훤히-열린-터로서의 언어를 설명할 때, 주로 시각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존재의 

부름과 현존재의 응답이라는 측면에서 청각적 측면이 두드러지기는 하나 이것을 하이데거는 

진리의 드러남 또는 보임이라는 시각을 이용한 비유를 자주 사용한다. 더 나아가 존재의 

목소리는 “소리 없는 목소리(voiceless voice)”(TW,411)이기까지 하다. 존재의 부름이 소리 

없는 목소리가 된 까닭은 바로 공기가 박탈당했기 때문이다. 

자연이 스스로 생성하고 소멸하는 힘을 되살리려는 하이데거의 노력을 잘 반영하려면, 

존재의 훤히-열린-터를 언어로 비유할 것이 아니라, 시각 이외의 감각으로 만날 수 있는 

자연으로 사유하는 것이 필요하다. 어째서 언어보다 자연인가? 그 까닭은 존재자에 대한 

존재의 절대성과 우위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모든 존재자들 보다 선재하고 있는 자연을 

회상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이데거는 인간을 무의 자리지기 또는 존재의 

파수꾼이라 말한다. 즉 존재와 인간은 서로 서로가 의존하는 관계이다. 반면에 이리가레는 

자연인 존재가 절대적이라면, 인간이 존재의 파수꾼이어서도 안 되고, 자연으로서의 존재와 

인간이 상호 대등한 관계를 맺을 수 없다고 본다. 따라서, 이리가레는 자연이 존재자들보다 

시간적으로 그리고 인과적으로 우선시 됨78을 강조함으로써 자연으로서의 존재의 절대성을 

유지하고자 한다. 자연은 모든 존재자들을 낳는 시원이며 자연을 생성하는 것은 자연 그 

자신으로 최종 근거이다. 자연의 변화는 현존재의 응답에 의존하지 않는다. 오히려 자연은 

이원화되고, 이원화된 그것들끼리의 만남을 통해 변화를 갖는다. 이리가레는 자연이 성차화 

되어있음을 강조하는데 이는 유기체들이 성적 이원성을 갖는다는 것도 포함할 뿐만 아니라 

비유기적인 것이 이원적인 리듬79(WL,167) 을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공기는 

78 Stone, Alison, “Irigaray’s Ecological Phenomenology: Towards an Elemental Materialism”, The 

Journal of the British Society for Phenomenology, 2015, Vol.46, No.2, pp.123. 

79 Irigaray, Luce. The Way of Love, Continuum, 2002, pp.167. 이후 The Way of Love가 인용될 경우, 

해당 텍스트의 약어와 쪽수를 괄호 안에 넣어 본문에 표기하는 것으로 각주를 대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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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하는 존재자들 덕분에 들숨과 날숨이라는 이원성을 갖는다. 하루는 낮과 밤으로 우주는 

팽창과 수축이라는 이원적인 양 극으로 구성되어 있다.80 즉 자연이 성차화 되어 있다는 

것은 자연적 존재자들이 하나의 성별을 갖는 것도 맞지만 도저히 성별화 할 수 없어 보이는 

것도 그것들의 움직임이 이원화 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자연의 이원적 움직임은 한 

쪽이 다른 한 쪽으로 환원되는 일 없이, 서로가 서로를 지탱하는 상호 의존적 관계이다. 

따라서, 자연이 존재로서 생성적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생명체의 “탄생, 죽음 그리고 

존재자들 사이의 관계를 규제한다.”81 하이데거는 파르메니데스의 잠언에서 나타난 존재와 

사유의 동일성을 “사유의 비감성적 성격을 통해 존재가 특징지어”82지며, 이는 고대 

그리스의 초기 사유의 통찰에서 멀어지는 것이라 비판한다. 이리가레가 말하는 자연의 

‘물질적 힘’의 복구는 사유에 의해 비감성적으로 정의된 자연에게 감각성을 되돌려 주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하이데거가 우려하는 사유가 존재에 대해 우위를 갖는 과정은 이러한 

감각성을 존재에게서 탈각하는 것도 포함하지 않냐고 하이데거에게 되묻는 것이다. 

이리가레가 하이데거가 공기를 망각했으며 자연의 물질적 힘을 되 살려야 한다고 말할 

때에는, 시각 이외의 다른 감각을 통한 자연의 지각 방식을 복구하고 자연의 이원적 리듬을 

다시 사유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것이다. 

하이데거의 자연의 망각은 헤겔의 『안티고네』해석에서 보이는 자연과의 단절과 유사하다. 

오이디푸스는 자신의 죄로부터 자연/어머니를 분리해냈고 이것이 헤겔이 말하는 

가정-여성과 국가-남성이라는 쌍이 이루어지는 시작점이다. 그리고 헤겔이 말하듯이 그리스 

공동체가 최초의 인륜적 공동체인 것을 감안하면, 공동체라는 사회 문화의 시작은 

자연/어머니와의 단절로부터 시작함을 함의한다. 이리가레는 하이데거와 헤겔의 철학 담론의 

80 Stone, Alison. Luce Irigaray and the Philosophy of Sexual Differenc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6, pp.90.

81 황주영, 『뤼스 이리가레』, 컴북스 이론총서, 2017, pp.46.

82 마르틴 하이데거, 「모이라」,『강연과 논문』, 이기상•신상희•박찬국 역, 이학사, 2008, pp.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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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원이 자연으로부터의 단절임을 보임으로써, 우리의 문화가 우리의 뿌리인 자연을 

상실로부터 시작되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리가레는 자연과의 단절을 극복하고 자연과 

문화의 연속성을 살리려 한다. 자연의 생성적 힘을 되살리는 것이 중요한 까닭은 이것이 

시간•공간에 대한 철학 담론과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전통적 철학 담론 내에서는 

선형적-목적론적 시간과 자연적-순환적(cyclical)시간이 양분되어 있었다. 전자는 정신적이고 

역동적인 문화로 변화를 가지지만 후자는 정적인 자연이다.83 순환적 자연은 동일한 것을 

반복하기에 어떠한 변화도 생성하지 못한다는 의미에서 정적으로 간주되었다. 인간은 

자연에서 태어나지만 정적이고 비 정신적인 자연의 세계에 머물지 않고 이 곳을 

초월해야한다. 정신적 공간인 사회 문화 세계로 나아가는 것이 인간의 진정한 성장으로 

여겨졌다. 따라서 ‘초월’은 자연과의 단절이자 더 고차원적인 세계로의 진입이다. 이 때 

여성성은 자연적 시간과 유착되어 어떠한 변화도 갖지 못하는데, 이 결과 여성의 정체성은 

언제나 자연의 세계에서 ‘남성의 어머니’를 담당한다. 물론 하이데거에서 자연이 남성의 

어머니로 이해되지는 않는다.84 그러나, 하이데거에게서 조에(ζωή)로서의 자연보다는 언어가 

강조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리가레가 자연의 생성적 힘을 되살린다고 했을 때에는 

자연은 이원적 리듬을 가진 순환성을 보이지만, 자기 스스로 이러한 이원적 힘을 관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적이지 않음을 보이고자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의문이 남는다. 어째서 ‘공기’의 망각인가? 자연에 존재하는 

83 Söderbäck, Fanny, “Time for Change: On Time and Difference in the Work of Kristeva and 

Irigaray”, 2010, New school for Social Research of the New School, Dissertation, pp.30. 

84 가끔 이리가레는 하이데거의 존재의 개방성을 나타나는 표현들을 ‘그녀’라고 지칭하는데, 이것은 

이리가레의 자의적 표현이 아니라, 하이데거가 존재의 개방성을 여성명사로 나타내는 것을 염두에 둔 

것이다. 예를 들어, 하이데거는 자신의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 여성명사가 아닌 것을 여성명사로 바꾸

기도 한다. “독일어로 기억은 das Gedächtnis[중성명사]이다… 그리스 말 므네모쥐네(Mνημοσύνη)를, 

그것이 그리스 말의 여성명사인 것을 고려하여, “기억(die Gedächtnis)”[여성명사]로 번역해도 억지[무

리]는 아닌 듯싶다.” (마르틴 하이데거,「사유란 무엇을 말하는가」,『강연과 논문』, 이기상•신상희•박

찬국 역, 이학사, 2008, pp.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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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힘 중에서도 이리가레는 공기를 특별히 짚으며 하이데거에서 잊혀졌다고 말한다. 물론 

공기가 하이데거 철학 텍스트에서 등장하는 ‘무’와 가장 가까운 비유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의문은 해소되지 않는다. 이리가레가 자신의 자연을 실재적 자연과 동일시 할 때, 그의 

말처럼 시원으로서의 자연에서 가장 최초에 존재하는 것은 공기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공기보다 물이 우선일 수 있지 않은가? 이에 대해 이리가레는 자신이 공기를 

이야기 할 때는 “육생(陸生)의 존재를 가리키는 것이지 배아나 씨앗으로부터 생명의 존재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식물,58)85라고 분명하게 말한다. 땅에 사는 존재자는 호흡을 통해 관계 

맺기를 시작함으로써 땅에서 거주하기 시작한다. 이리가레가 공기를 꼽는 이유는 생명을 

가진 존재자가 살기 위해서는 ‘호흡’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즉, 존재의 수여가 생명의 

줌이라면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호흡이 필수적임을 주장하기 위해 공기를 강조한다. 

우리가 내쉬는 첫 번째 숨은 삶의 시작을 알리며, 마지막으로 내뱉는 숨은 삶의 끝이다. 

이리가레는 하이데거의 생명을 성장시키고 이것을 주재하는 의미의 퓌시스를 복구하기 

위해서는 공기를 재 사유 하는 것이 필수적이라 본다. 

4.2.1 관계의 부재 

하이데거가 시원인 공기를 망각하고 언어를 선재하는 것으로 내세움에 따라, 존재자들의 

시원인 자연과의 관계가 끊어졌다. 우리는 우리의 시원인 자연과 관계 맺을 수 없다. 시원은 

공기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은폐한 후, 언어가 ‘언제나 이미’ 있는 시원이라고 말함으로써, 

시원인 공기는 하이데거의 철학 ‘밖’으로 배제된다. 하이데거 철학 내에서 공기에 대한 

언급은 찾아볼 수 없다. 하이데거의 언어는 자기-폐쇄적-체계로 그 외부의 공기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그[하이데거/현존재]가 그의 모든 의지를 포기하는 방식, 모든 판단을 피하고 우회

85 베다는 힌두교의 경전이며, [ ] 표기는 나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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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방식이, 최초로-그리고 [방식을 결정하기] 전에-언어만이 있다는: 그에게만 

고유한, 이러한 단언-결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훼손하지 않는다.(OA,37)

즉 ‘언어만이 있다’는 하이데거의 단언은 하이데거의 철학이 시작되는 시작점이자 공기와 

존재자들이 단절되는 순간이다. 더 이상 공기가 대변하는 자유로운 물질성과 존재자들은 

서로 관계 맺을 수 없다. 공기 배제 이후에, 무로서의 공기는 정주적 장소성을 비유하는 

것으로 대체되어 사유와 사물 존재자의 한계의 역할을 담당한다. 

‘공간’이라는 낱말이 무엇을 명명하는지는 그 낱말의 옛 의미가 말해준다. 공간

(Raum, Rum)이란 취락과 숙박을 위해 비워진 자리를 의미한다. 공간이란 [무언가

를 위해] 마련된 어떤 곳, 즉 하나의 경계, 그리스어로는 페라스(πέρας)속으로 자

유롭게 주어진 곳이다. … 마련된 곳은 하나의 장소를 통해, 즉 다리라는 양식으

로 존재하는 하나의 사물을 통해 그때그때마다 마련되고, 즉 집합, 결집된다.(건축

함,198)

위의 인용문은 하이데거가 존재의 장소성을 다리로 비유하는 대목인데, 이 다리 덕분에 

여러 존재자들이 그것‘으로서’ 본질을 얻으며 고유화 할 수 있다. 즉 존재의 장소성은 

존재자들을 자기 안으로 모으는 것이고 그것은 존재자들의 본질을 한계 지어주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존재가 자기 자신을 존재자들을 위한 한계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사유의 

‘자발성의 포기’가 필요하다. 달리 말하면 존재가 한계로서의 무로 변신하려면 존재가 ‘아닌’ 

사유와의 상호 관계 맺기를 통해서 무로의 변화의 운동이 시작된다. 따라서 존재의 자기 

변화 운동은 언제나 자기와 다른 것과의 관계 맺음을 통해서 가능하고, 이 관계 맺음이 

있어야만 장소로서의 존재가 개방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하이데거에 의해 공기가 배제 된 

이후에 공기를 정주적 장소성으로 변환했다는 의미는 다음과 같다. 아무리 하이데거가 

사유와 존재의 공속을 통해 존재에 대한 사유의 우위를 조정하고자 했다 하더라도 진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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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의 자발성의 포기’가 아니다. 왜냐하면, 한계로서의 존재의 장소성은 ‘언제나 이미’ 있는 

것이 아니라 공기를 배제하겠다는 자발적 선택에 의해 언제나 이미 있는 것처럼 ‘가공된’ 

한계이기 때문이다. 즉 2차적 시원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시원으로 지정하는 하이데거의 

선택 덕분에 하이데거의 철학은 전개될 수 있다. 따라서 한계로서의 장소성은 사유와 존재의 

합작에 의해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최초에 언어만이 있다는 하이데거의 단언에 의해 

만들어진다. 하이데거의 사유에 의해 생성된 2차적 시원인 언어를 향해 사유는 그곳으로 

초월하고, 자기 자신의 본질을 얻을 수 있다. 현존재의 측면에서 보면, 현존재는 존재의 

집으로 들어감으로써 ‘고유하게’ 살 수 있다. 

하이데거가 헤겔의 부정성의 근원이 무임을 증명하려고 했던 까닭은 매개되는 항과 

매개하는 항이 같게 하도록 하는 힘이 매개하는 항에서 나오지 않음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 

헤겔에게서 매개하는 항인 의식과 매개되는 항인 대상은 계사에 의해 동일해지게 되는데 이 

때 계사는 부정성이고 이 부정성은 의식으로부터 비롯한다. 따라서, 하이데거는 의식이 전혀 

사유할 수 없는 무를 부정성의 근원이라고 증명함으로써, 매개하는 항과 매개되는 항이 

동일하게 해주는 힘이 매개하는 항인 의식으로부터 분리하려고 했다. 이리가레가 계속해서 

언어가 2차적 시원이며 공기가 시원임을 보이려고 하는 까닭은 이러한 하이데거의 시도가 

실패하고 있음을 보이기 위해서다. 달리 말하면, 매개의 힘으로서의 ‘무’, 한계 그리고 

존재의 장소성으로서의 언어가 매개하는 항인 사유로부터 비롯하고 있기에 사유의 자발성을 

포기하려는 시도는 완수될 수 없다. 매개의 힘이 매개하는 항인 사유로부터 나온다는 것은 

매개의 힘의 근원인 존재의 자기운동성이 없다는 것이다. 

초월을 위한 한계 또는 매개의 생성은 어느 한 쪽의 항만이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개의 

항 모두가 참여해야 한다. 그러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결과가 ‘유아론적 초월’이다. 유아론적 

초월은 자기 자신이 자신의 한계를 생성하고, 그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존재자가 단 하나일 

때 쓰는 용어이다. 유아론적 초월의 양상이 헤겔과 하이데거 모두에서 나타난다(OA,52)고 

이리가레는 평가한다. 초월의 측면에서, 존재는 존재자에로 건너가고 존재자는 존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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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래하며 현존재는 탈존한다. 이리가레는 하이데거의 현존재의 초월인 ‘탈존’과 헤겔의 

자기의식의 상호인정적 관계를 비교해서 이 둘이 유아론적 초월이라는 유사성을 보임을 

증명한다. 물론 하이데거 철학 내에서 타인의 존재가 언급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현존재는 

세계-내-존재로서 자신이 사용하는 도구의 의미를 이해하고 같은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공동 존재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존재의 탈존은 어떤 존재자와의 

관계 맺음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탈존은 다른 존재자들과의 관계는 물론 자신이 

속해 있던 세계와의 관계를 끊고 존재의 부름에 홀로 응답한다. 그리고 존재의 초월이 

일어나기 위한 방식인 언어가 현존재에게만 할당되어 있다는 것도 유아론적 면모이다. 

존재의 부름에 응답하여 존재로 초월하기 위한 방식은 언어 또는 죽음을 죽음으로서 

인수하는 것으로 오직 현존재만이 가능하다. 하이데거는 인간의 본질은 ‘말하는 동물’이었고 

동물은 단지 끝날 뿐이지 죽음을 모른다(사물,230)고 말한다. 현존재를 제외한 다른 

존재자들이 고유해지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 스스로 존재로 초월할 수 없고 현존재의 

‘응답’이나 죽음으로의 인수에 의존해야한다. 다른 존재자들은 자기 자신의 본질을 스스로 

고유화 할 수 없다. 

그[현존재]는 그의 성별화 된 운명 속으로, 죽음에 대한 그의 관계를 포함하여, 전

체를 접는다. 그는 그의 죽음 속에서 전체를 인수한다. 그는 그의 기투 안으로 전

체를 감싸 안고, 또한 전체에게서 그것[전체]의 “고유한” 운동을 박탈한다.(OA,86)

위의 인용문의 ‘성별화’는 이리가레가 말하는 성차(la différence sexuelle)가 아니라 

정주(定住)화된 무로 하이데거가 주로 ‘여성’명사86로 표현하는 사역이자 시원이다. 현존재가 

죽음을 기꺼이 받아들임은 바로 시원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시원으로의 회귀, 즉 

현존재가 존재의 집에서 거주할 때 ‘전체를 접’는 것은 현존재의 응답에 의해 다른 

86 존재의 ‘말함’은 독일어로 die Sage로 여성명사이다. 하이데거의 시원으로서의 존재는 자주 여성명

사로 표현되고 있으나, 하이데거에서 ‘성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지 않는 점을 이리가레는 의문시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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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자들이 존재의 집 속으로 모여듦을 의미한다. 따라서 다른 존재자들인 전체는 ‘운동을 

박탈’ 당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의 운동성이 없고 오로지 현존재의 응답 속에서만 운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현존재가 헤겔의 무한자처럼 영원성을 지향하는 것이 아닐뿐더러, 현존재의 탈존의 

순간은 현존재의 유한성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아론적 초월’의 모습이 헤겔과 

유사하다고 말하는 이리가레의 비판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헤겔과 하이데거가 

유아론적 초월이라는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는 이리가레의 비판의 정당성을 따져 보기 위해, 

헤겔의 초월을 살펴보자. 헤겔의 초월은 자기의식이 자신 안의 한계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며 이를 통해 무한성을 획득하는 것이 초월의 목표이다. 하이데거의 초월의 방법이 

‘죽음’으로 나타났다면, 헤겔의 초월에서는 죽음이 어떻게 등장하는가? 본고의 2장에서, 

헤겔의 「정신」의 장의 설명에 따르면, 남성의 자연적 죽음이 가정-여성의 도움으로 

무한성을 얻지만, 그 역은 성립하지 않음을 봤다. 달리 말하면 남성의 ‘자연적’ 죽음이라는 

유한적 한계는 자연/여성에 의해 정신적인 것으로 고양됨으로써, 남성은 한낱 생물학적 

소멸에 멈추지 않고 유(類)적 존재로 발돋움 할 수 있었다. 중요한 점은 하이데거에서 

죽음이 초월의 방법이며 이 방법이 단 하나의 존재자에게만 허락되어 있듯이, 헤겔에도 

그러하다는 것이다. 

헤겔은 「정신」의 장에서 오누이 관계가 상호인정적 관계라고 말한다. 「정신」의 장이 두 

개의 자기의식과 그에 상응하는 두 개의 공동체 간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으므로, 자기의식의 

상호 인정의 관계 맺기의 방식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헤겔의 현존재는 규정성과 있음이 

통일된 것이다. 이 때의 규정성은 부정성이다. 현존재는 바로 유한자로 자기 자신 너머로 

추동 되는 힘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자기 자신 안의 한계를 넘어섬을 뜻한다. 

유한자가 유한자인 까닭은 자신 ‘외부’에 다른 무엇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외부적으로 

한계가 정해지는 것으로 무한자는 자기 자신 외부의 유한자에 의해 무한하게 된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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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의 대립쌍으로 유한이 무한의 외부에 존재할 때 무한은 비로소 무한이 될 수 있다. 

무한은 유한 없이는 무한이 될 수 없다. 헤겔은 바로 이 사태가 악(惡)무한이라고 본다. 

이러한 외면적 규정을 넘어서 진(眞)무한이 되기 위해서는 외면적 규정을 내면적 규정으로 

전환해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부정적으로 맺는 대상을 찾는 것이다.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부정적인 것은 바로 생명이다. 오로지 생명만이 자기 자신 안에 

자신의 소멸의 씨앗을 가지고 있다. 생명은 자기 자신의 존재의 끝인 ‘죽음’에 다다라서 

자기 자신을 넘어 ‘초월’한다. 죽음 끝에 맞이하는 것은 생의 끝이지만 자기 자신이 

무한자로 탈바꿈하게 되는 사건이다. 따라서 현존재에서 대자존재로 탈바꿈되는 순간이 바로 

자기의식이 자기 자신 내로 복귀 하는 순간이기도 하다. 무한자와 유한자가 구분되는 지점은 

외부의 타자 존재 여부이다. 진무한은 자기 자신의 외부에 어떠한 타자도 없는데 그 까닭은 

자기 자신 안에서 이미 타자를 지양했으므로 타자와의 관계가 없고 이것을 통해 무한한 

규정을 얻을 수 있다. 무한성이 왜 자기의식의 자체-내-복귀에 있어서 중요한 화두인가? 

자기의식은 자기 자신과 대상이 동일한데, 자기의식은 무한성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자기 

자신과 대상이 동일하다는 것은 결국 어떠한 차이가 없는 구별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무한성은 모든 차이가 발생했다가 통일 속으로 지양되어 소멸하는 운동이다. 처음에 

자기의식은 자기 자신이 무한성임을 인식하게 되고 더불어 대상도 무한성임을 알게 된다. 

따라서 자기 자신과 대상이 ‘아무런 차이도 없음’을 알게 될 때 차이는 소멸하게 된다. 

죽음은 삶의 끝으로 유한성의 한계이다. 즉 죽음은 무한성으로 가는 문턱으로 자주 사유된다. 

그런데, 이러한 문턱으로서의 한계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이 한계는 성차를 배제함으로써 

생성가능하다. 성차를 배제하고 한계를 한계로 명명하는 주체는 누구인가? 이리가레는 성차 

배제의 주체와 한계 지정의 주체가 헤겔과 하이데거에서 동일하다고 말한다. 그 결과 초월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존재자는 남성이다 이리가레가 언어의 선재성을 비판하는 까닭은 

이것이 자연을 배제하는 결과를 낳기 때문도 있지만, 언어가 사유의 결단으로 한계화 되기 

때문이다. 



- 96 -

하이데거와 헤겔의 유아론적 초월의 결과는 타자와의 관계 부재이다. 타자와의 관계 부재의 

양상은 두 가지로 나타난다. 하나는 타자와의 거리 부재, 다른 하나는 타자와의 관계가 거리 

두기만 있는 경우이다. 전자는 헤겔, 후자는 하이데거이다. 초월을 통해 타자와의 관계가 

어떻게 맺어지는지를 살펴보자. 하이데거의 현존재의 탈존은 현존재가 홀연히 다른 

존재자들과 관계를 끊고 존재 안으로 진입하는 사건이다. 헤겔의 자기의식의 초월은 ‘나’의 

무한성을 제한하는 유한성인 타자를 자기 자신 안으로 흡수하는 것이다. 즉 무한성의 성취는 

자신의 ‘외부’에 있는 타자를 자신의 ‘내부’로 초대하고 타자도 자기에게 그렇게 함을 알고 

있을 때 절대적 내면성을 얻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리가레는 타자와의 관계 맺기는 

타자와의 거리 유지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헤겔의 상호인정적 관계에서 타자와의 거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즉, “경험된 것의 직접성을 인식을 통해 부정함으로써”(식물,56) 타자와의 

거리를 지양해서는 안 된다. 타자와의 거리는 지양되어 삭제되어야 할 것이 아니라 타자와 

나의 세계가 동일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지켜져야 한다. 타자와의 거리를 유지해야만 하는 

이유는 타자와의 만남의 목표가 유일한 현전자로 남기 위함 아니라 타자와의 만남을 위한 

운동을 무한히 가능하게 하기 위함이다. 반면에, 이리가레가 보기에, 하이데거는 타자와의 

거리가 삭제되지 않지만, 단지 “면 대 면(face-à-face)의 양상을 유지할 뿐 그 어떤 섞임과 

침투도 없”(OA,40)다. 자기 자신의 세계를 떠나서 타자와 만날 때, 자기 자신이 완전히 

타자의 세계로 흡수되는 것이 아니면서도 동시에 타자의 세계와 관계해야만 한다. 이것은 

내부와 외부의 문제와도 같다. 달리 말하면 ‘나’의 세계의 내부로 타자를 초대한다면 타자의 

자립성을 지키지 못할 것이고, 아니면 타자의 세계의 ‘내부’에 ‘나’가 초대되어 들어간다면 

나의 자립성을 지키지 못할 것이다. 반대로, 타자와의 거리를 유지하여 타자의 세계로 

들어가지 않는다면 어떠한 관계 맺음도 불가능할 것이고 ‘나’의 세계의 변화도 없을 것이다. 

4.3 존재자(being)가 아닌 존재하-기(to be)87

87 Irigaray,Luce. Sharirng the Fire, Palgrave Macmillan, 2019, pp.7.『식물의 사유』(pp.127)에서는 ‘존

재하기’로 제안하고 있지만, 이리가레의 의도대로 ‘to be’가진 운동성을 살리기 위해서 ‘존재하-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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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리가레는 하이데거가 시원인 공기를 망각했기에 두 종류의 관계가 부재하고 있다고 본다. 

첫째로는 우리에게 삶을 시작할 수 있는 호흡으로서의 공기 박탈, 즉 자연과의 관계 

망각이다. 인간이 다른 존재자들과 차이 나는 점은 자연으로부터 생명을 수여 받는 동시에 

문화에 참여한다는 것이다. 하이데거가 인간을 현존재라고 부를 때 그는 주관과 객관 사이의 

존재자임을 말하려는 의도였다면, 이리가레는 자연과 문화 사이의 존재자가 인간이라고 본다. 

자연과의 단절을 극복하고 자연과 문화의 연결을 통해, 우리 문화의 관계 부재를 해결하려 

한다. 또 다른 관계의 망각은 성적 타자와의 관계이다. 시원으로서의 자연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으로 존재자에 대해 절대적 우위성을 갖는다면, 두 주체 사이의 관계는 

수평적이다. 어머니로부터의 태어남, 자연에서의 탄생은 비가역적인 것이다. 즉, 시원인 

자연/어머니의 삶의 수여는 우리와 수직적 관계를 맺는다. 우리는 어머니로부터 태어나지만, 

어머니를 낳을 수 없는 것과 같다. 그러나, 여성과 남성이라는 두 주체의 관계는 수평적이고 

양방향적이다. 이리가레의 두 주체는 서로가 서로에게 존재를 수여하지만 이들은 

존재(Being)은 아니다. 그렇지만, 존재자(being)도 아닌데, 그 까닭은 인간은 자신의 성적 

타자에게 자신의 존재를 주고, 성적 타자로부터 타자의 존재를 받는 양방향적이고 수평적 

관계이기 때문이다. 자연으로부터 태어난 인간은 성적으로 이원화 된 신체를 갖는데, 이 

점은 다른 존재자들과 같다. 다만, 인간은 자연 세계에서만 머물지 않고 자신의 성적 타자와 

만나 자연으로부터 받은 성적 특수성을 문화적으로 길러낸다는 점에서 다른 존재자들과 

다르다. 달리 말하면, 인간은 자연/어머니로부터 태어나 성차화 된 신체이며, 자기 자신과 

다른 성을 가진 타자와의 만남을 통해 문화를 이룬다. 이리가레는 이러한 두 주체를 

‘존재하-기(to be)’로 부를 것을 요청한다. 그 까닭은 존재(Being)처럼 존재를 수여하나 

존재와 같이 수직적 지위를 갖지는 않으면서도, 존재자(being)와 같이 단순히 존재로부터 

존재를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식물,127) 두 주체는 자기 자신을 자신의 성적 

는 용어를 선택했다. ‘존재하기’라고 표현한다면 명사형으로 간주될 위험이 있어서, ‘-‘을 첨가하여 ‘존

재하’라는 어간을 살리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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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자와 자연을 향해 열어 놓음으로써 끊임없이 변신하는 존재-사건(Ereignis)으로서의 

‘존재하-기(to be)’이다. 

4.3.1 이중철회(double withdrawal)88: 한계의 공유

존재자들이 자연이라는 시원과 수직적 관계를 맺는다면, 그 존재자들 중 인간은 자신의 

성적 타자와 수평적 관계를 맺는다. 즉, 자연은 시간적/인과적으로도 앞선다는 의미에서 

인간에게 ‘절대적’이다. 반면에 여성과 남성이라는 두 주체는 수평적 관계를 맺으나, 각 

주체는 서로에게 성적 특수성을 수여한다는 점에서 ‘절대적’이기도 하다. 달리 말하면, 각 

주체는 서로에게 존재를 ‘받아야만’ 한다는 점에서 각각의 성적 타자는 ‘절대적’이나, 이러한 

수여의 방향이 양방향적이기에 상호 대등하다. 이 때, 자신의 성적 타자를 맞이하면서도 

자기 자신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것이 관건이다. 각 주체는 하이데거의 존재가 존재자를 통해 

자신의 모습을 현전의 형식으로 보임과 동시에 자기 자신을 철회함으로써 현전의 형식에서 

벗어나는 것과 같은 이중적 운동을 가진다. 각 주체가 타자를 향해 자기 자신을 열어 둠과 

동시에 타자의 세계에 흡수되지 않고 자신의 세계를 지키는 방법과도 연관된다. 타자는 나의 

세계에 없던 미지의 존재로, 이를 향해 ‘나’의 세계를 열어 둔다는 것은 ‘나’의 세계가 파괴 

될 위험을 감수함을 의미한다. 타자를 향한 나의 세계의 개방은 데리다와 지적한 바와 같이 

“언제나 불안한, 낯설게 불안한, 낯선 것으로서 불안한unheimlich 위험을 감내”89해야 하는 

위험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이미 헤겔이 상호인정의 관계가 타자와 관계 맺으면서도 

타자에 환원불가능한 ‘나’의 독립성을 유지 가능하다고 함으로써 해결 방법을 제시한 바가 

있다. 

그러나, 헤겔의 상호인정적 관계는 그것의 작동 방식이 지양을 통해 타자와의 거리를 삭제 

하는 것이기, 이리가레는 에헤겔의 방식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리가레는 각 주체가 자기의 

88 Irigaray, Luce, Sharing the Fire, Palgrave Macmillan, 2019, pp.11.

89 자크 데리다,『아듀 레비나스』, 문성원 역, 문학과 지성사, 2016, pp.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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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를 유지함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공백(void)을 지양하지 않고 그것을 떠맡아야 

한다(WL,167)고 주장한다. 공백은 타자와 유지하는 거리이자 무다. 공백은 형이상학 담론의 

무를 이리가레가 재 전유하는 방식으로 타자와의 거리를 나타낼 때 자주 쓰인다. 무는 쉽게 

지양되고 잊히나 사실 타자와의 관계를 위해 적극적으로 우리는 그것을 떠맡아야 한다. 

더불어, 공백은 타자 또는 미래를 향한 열림의 비유이다. 공백은 타자와 함께 마련하는 

것으로 이중 철회(double withdrawal)을 통해 가능하다고 이리가레는 본다. 이중 철회는 각 

주체가 자신의 모습을 자신의 성적 타자로부터 숨기는 ‘동시에’ 나의 성적 타자도 그렇게 

함을 의미한다. 달리 말하면 각 주체는 자신의 모습을 자신의 성적 타자를 통해 드러낼 뿐, 

자신의 성적 타자 없이는 그 자체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음을 말한다. 동시성이 중요한 

까닭은, 헤겔의 자기의식이 대상과 관계를 맺고 다시 자기 자신으로 복귀하는 과정은 

‘순차적’이기 때문이고, 이는 타자의 세계의 삭제 즉 타자와의 거리 삭제를 야기하기 

때문이다. 달리 말해서, 관계를 맺는 방식인 ‘부정’은 지양되어 절대적 긍정성 안으로 

포함된다. 이러한 거리 삭제의 과정이 정신의 역사이다. 즉, 헤겔의 방식을 단순히 하면 

동일성-차이-동일성이라는 순차적 순서를 가지는데 반해서, (탈)은폐의 동시성은 차이와 

동일성이 순차적이지 않고 동시적임을 의미한다. 

이 때의 부정성의 실행은 절대적 주관성 또는 절대적 객관성으로 환원불가능하다. 

차이의 고유화 불가능한 장소를 보호하는 것은 타자가 절대로 나(I)가 아니고, 대

상인 나(me)도 아닐 것이며, 나의 것도 아니라는 사실이다. … 부정성의 사용은 

두 주체간의 환원불가능한 장소를 유지하는 것을 돕는다. … 서로 다른 그리고 가

능한 그와의 또는 그녀와의 관계로의 접근으로 이끄는 것은 부정적 길(negative 

path)이다.(WL,168)

하이데거는 동일성과 차이의 생성이 동시적이기 위해서, 존재의 무성이 현존재의 한계가 

되듯이, 현존재는 존재의 무성의 한계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 즉, 존재와 사유 사이의 한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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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되어야 한다.90 이리가레의 이중 철회는 두 주체가 서로 만나는 순간에 서로에게 자기 

자신을 보이면서도, 서로에 대해 자기 자신을 숨김으로써 자신의 타자의 세계에 완전히 

흡수되지 않도록 하는 방식이 공백을 생성하는 것과 같다. 이리가레는 이러한 공백을 헤겔의 

부정성과 비교하며, 환원불가능한 부정성(insurmountable negativity)이라고 부른다. ‘나’와 

성적 타자의 거리는 그 누구의 세계로 환원되는 것 없이 둘이 함께 거주하는 곳이다. ‘나’는 

성적 타자를 향해 ‘나’ 자신을 열어두는 공백을 생성해서 그곳으로 넘어가고 동시에 ‘나’의 

성적 타자도 나를 향해 넘어온다. 존재와 사유의 한계가 ‘무’로서 공유되듯이, 이리가레의 두 

주체의 한계는 공백이고, 이 공백은 공유될 것이다. 

왜 공백이 공유되어야 할까? 철학 담론에서 언제나 자연-여성은 언제나 문화-남성을 위한 

시간적 공간적 시원이었지만, 그 자신 스스로는 시간과 공간의 시원을 갖지 못했다. 따라서, 

공백을 부여함은 자연-여성에게 시간과 공간을 부여함과 함께, 자연-여성 문화-남성이라는 

두 쌍으로 단절되었던 두 주체를 연결하는 의의를 갖는다. 공백의 공유는 이리가레가 말하는 

제 3의 항이다. 상호 주체가 각각 자신의 항인 세계를 유지한다면 이 두 세계 이외에도 함께 

사는 세계인 제3항의 필요함을 의미한다. 『The Way of Love』는 한국어로 번역하면 『사랑의 

길』로 이 책을 열면서, ‘철학’의 의미를 되묻는다. 철학은 널리 알려져 있듯이 지혜에 대한 

사랑인데, ‘지혜’의 측면만 부각된 나머지 지혜로 향하는 방법인 ‘사랑’의 측면이 망각에 빠진 

것 아니냐(WL,1)고 이리가레는 말한다. 사랑은 성애적 의미이기보다 서로로 향하는 

양방향적 끌림을 의미하고 이 양방향적 끌림 덕분에 우리는 우리의 성적 타자와 함께 

시간과 공간을 공유할 수 있다. 양방향적 주고 받음의 가능성은 동사의 창조와 촉각을 통해 

구체화 된다. 

4.3.2 동사의 창조 

90 Jones, Emma, Reed, “Speaking at the Limit: The Ontology of Luce Irigaray’s Ethics, in Dialogue 

with Lacan and Heidegger”, 2011, University of Oregon, Dissertation, pp.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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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데거의 언어는 훤히-열린-터이며 ‘언제나 이미’ 열어 밝혀져 있고, 현존재는 세계 내에 

거주하며 존재의미를 ‘이미’ 이해하고 있다. 이리가레가 보기에 자연은 선재할 수 있지만 

언어라는 세계는 문화의 영역으로, 자연에서 태어나 성차화 된 두 주체가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한다. 즉 문화라는 공속의 세계는 함께 만들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성적 

타자와의 언어의 나눔이 가능해야 한다는 것이다. 언어의 나눔이 가능 하려면, 일방향적인 

언어에서 벗어나 양방향적인 언어, 즉 주고받음이 양방향적이어야 한다. 이리가레는 

타자와의 관계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언어의 창조, 특히 동사를 변화시켜야 함을 강조한다. 

어째서 동사인가? 동사의 변형을 통해 시간을 새롭게 짤 수 있기 때문이다.(WL,59) 시간의 

창조가 동사와 연관되는 이유는 전통적으로 계사가 ‘있음’으로 이해되어 영원성을 의미했기 

때문이다. 달리 말하면 동사인 계사는 어떤 변화를 갖지 않아서 시간성이 없다. 이 때 철학 

텍스트 내에서 매개항, 한계로서의 계사 역할에 여성적인 것이 할당되었다는 것이 

이리가레의 지적이다. 하이데거에서는 존재의 정주적 장소성일 것이며, 헤겔에서는 

자연/어머니이다. 하이데거가 계사를 새롭게 사유하는 방식인 ‘그것은 준다.(Es Gibt)’에서 

주는 것은 스스로를 다른 것에게 줄 수 있을 뿐이지 받을 수 있지는 않다. 헤겔에게서 

계사는 두 항을 이어주는 제3의 항이 아니다. 주어-매개하는 항이 스스로를 부정, 즉 타자화 

하여 매개되는 항이 되고 자신의 타자를 다시 부정하여 자기 자신으로 복귀한다. 이리가레는 

이것을 주어와 목적어의 구분의 불가능성(OA,86)이라고 읽는다. 수여동사인 ‘주다’는 

목적어를 두 개 가지는 동사로, ‘~에게’에 해당하는 목적어와 ‘~을’에 해당하는 동사 두 

개를 가진다. 그런데 ‘주다’라는 것을 타동사처럼 사유할 경우 타동사의 목적어가 되는 

부분과 주어의 구분이 사라진다. 하이데거에게는 주어인 주는 것/선물으로서의 Es와 술어인 

‘주다’의 Gibt 사이의 차이가 없는데 달리 말해서 “선물은 그 자체를 

준다.”(OA,86)하이데거의 ‘주다’라는 동사는 주어와 목적어를 구분해주면서 공속의 장소를 

마련해주지 않고, 오로지 주어와 목적어의 구분만 존재한다. 존재와 사유의 공속성의 의의는 

존재와 사유가 ‘함께’ 머물면서 차이 날 수 있게 하는 것이었다. 문제는 하이데거가 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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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의 본질인 ‘그것은 준다(Es Gibt)’에서 이러한 공속성의 의의가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주는 것과 받는 것의 명확한 구분 아래에서 하이데거가 진정으로 

사유하고자 했던 ‘모아들임’의 사태가 잘 드러나지 않고 있다.91

사르트르가 존재가 있다(il y a l'Etre)고 표현하는 것을,『존재와 시간』(212쪽)에서

는 일부러 그리고 신중하게 “있다/그것은 준다.”[“Es Gibt”]라고 말한다. 있다(il y 

a)는 “그것은 준다.”를 부정확하게 번역한 것이다. 여기서 “주다(Gibt)”의 역할을 

하는 “그것(Es)”은 존재 그 자체이다. “주다”는 수여하는 존재의 본질을 명명하며, 

존재의 진리를 보장한다. 열린 지역과 마찬가지인 열린 터로 진입하는 자기-수여

(self-giving)는 존재 그 자체이다.92

언어는, 어떠한 선물의 대상이 건립되지 않고도, 주는 것이자 받는 것이 될 것이

다. … 선물은 스스로를 주고받는다.(OA,86)

존재의 수여를 하이데거는 ‘열림으로 진입하는 자기-수여’라고 이야기 하고 있다. 

하이데거는 존재의 자기 운동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자기-수여’를 말하는 것이겠지만, 

이리가레가 보기에 이것은 이미 하이데거 철학에서 이질적인 존재-공기를 배제하고 난 뒤의 

일이다. 즉 하이데거는 존재의 ‘자기-수여’로서의 자기 운동을 밝힘으로써 존재의 철회 

덕분에 존재가 현존재에 흡수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려는 의도였겠지만, 이리가레가 

보기에는 존재의 ‘자기-수여’로서의 무의 운동성은 단 방향적 운동이다. 하이데거가 

제안하는 존재 그 자체인 ‘그것은 준다’는 ‘그것은 준다’의 목적어가 현존재로 현존재는 

존재로부터 그 자신의 본질을 받는다. 그러나, 현존재로부터 존재는 아무것도 받지 못한다. 

91 Krzysztof, Ziarek, “Proximities: Irigaray and Heidegger on difference”, Continental Philosophy 

Review, Vol.33, 2000, pp.138. 

92 Martin Heidegger, “Letter on Humanism”, Basic Writings, edited by David Farrell Frell, Translated 

by. David Farrell Frell, Haper SanFransico, 1993, pp.238. ( )표기는 나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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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 말하면, 매개하는 항인 존재는 자기 자신을 주고 이것은 매개되는 항인 현존재의 

측면에서 줌을 받는 것이다. 존재가 무화하여 자기 자신을 매개할 때, 현존재도 죽음을 

인수하여 자기 자신을 매개하기에 서로의 ‘줌’은 양방향적이기에 존재와 현존재는 자기 

자신이 매개하면서 매개 될 수 있다. 반면에, 존재를 ‘그것은 준다.’라고 이해할 때에 받는 

항은 ‘그것’을 받을 뿐이지 주지 않는다. 따라서 ‘그것은 준다’라는 표현을 고수하게 되면, 

존재와 사유의 관계는 양방향적이지 않다. 따라서, 존재 그 자체인 ‘그것’(Es)와 

‘준다’(Gibt)의 차이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Es)과 목적어에 해당하는 현존재만 남게 되고 

그것과 목적어를 이어주는 다리, 즉 타자와의 다리 역할을 하는 서술어는 부재하게 된다. 

이리가레가 보기에, 서술어는 문장의 주어와 목적어를 잇는 다리로서 존재해야만 한다. 

하이데거처럼 언어가 한계로 선재하여 결국 주어와 서술어가 동일 해지는 사태를 피해야 

한다. ‘있다’에 해당하는 프랑스어는 ‘il y a’로 영어의 ‘there is’ , 그리고 독일어의 ‘Es Gibt’로 

번역된다. ‘il y a’의 동사인 ‘a’는 ‘가지다’라는 뜻을 가진 ‘avoir’의 3인칭 단수 현재형의 

동사 변화형이다. 이리가레는 ‘있다’가 ‘가지다’의 차이를 두기 위해 그의 두 주체를 나타낼 

때 ‘il y a’ 보다 ‘être’를 제안한다. 영어의 be 동사는 ‘가지다’와 ‘있다’의 뜻이 구분되지 

않지만, 프랑스어의 ‘être’는 be동사의 ‘있다’의 뜻만 나타내기 때문이다. 이것을 영어로 

표현할 때, 가장 가까운 뜻이 ‘to-be’이기 때문에 이리가레는 두 주체를 나타날 때, 

‘to-be’를 제안했다. 따라서, 동사의 창조의 관건은 ‘가지다’라는 뜻을 피하는 것이다.

어느 한 쪽이 소유하는 사태를 피하기 위해서, 서술어는 주어와 목적어가 만나면서 이 둘을 

구분지어 주어야 한다. 이리가레가 제안하는 동사의 창조에 대한 몇 가지 예시는 다음과 

같다. “Je te lave”는 프랑스어로 ‘나는 너를 씻긴다.’라는 말이다. ‘씻기다’라는 동사의 원형은 

‘laver’로 ‘너를’인 ‘te’를 목적어로 가지며, 일인칭 단수인 ‘나’를 주어로 만났을 때, ‘lave’로 

변화한다. ‘나는 씻는다.’라는 문장은 한국어로 목적어를 갖지 않지만, 프랑스어로는 ‘je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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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ve’로 직역하면 ‘나는 나를 씻긴다.’이다. 즉, 씻는 사람이 동일한데도 문장의 주어인 ‘je’와 

목적어인 ‘me’로 양분되는 것이다. 이리가레는 ‘~을’로 해석되는 직접 목적어를 가지는 

타동사를 변화시킨다. 이리가레는 “je te lave”에서 “je te donne de quoi de laver”93를 

제안한다. 한국어로 번역하면 ‘나는 너에게 씻을 것을 준다.’로 동사인 ‘donner’는 ‘너’를 

직접 목적어로 취하지 않고, 너‘에게’인 간접 목적어로 취하면서, ‘나’와 ‘너’의 관계를 잇는다.

4.3.3 가까운 너와 나: 촉각

자연이 이원적 리듬으로 이루어져 있듯이, 우리는 어머니에게서 태어나 여성과 남성으로 

이원화 된다. 여성과 남성은 자연/어머니로부터 태어나서 각자의 세계의 세계에 거주하지만 

자신의 자연적 세계에만 머물지는 않는다. 인간은 정신의 세계에도 거주하는 존재자이기 

때문이다. 두 주체가 정신의 세계로 초월할 때는 자신의 자연적 세계와 단절하는 게 아니라 

자연/어머니가 자신에게 준 성차화 된 신체의 감각을 이용하여 문화의 세계로 나아간다. 이 

초월의 대표적 예가 촉각이고 이리가레는 신체와 정신의 연속성을 복구해줄 “감각적 

초월(sensible transcendence)”(식물,97)이라고 명명한다. 달리 말하면 두 주체가 함께 만나는 

장소가 정신적 세계이며, 정신적 세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인간의 신체성과 이별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성과 함께 초월해야 한다. 감각적 초월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촉각이다.  

이리가레의 촉각에 대한 강조는 그의 철학적 여정의 초창기부터 계속 나타났는데, 그에게 

촉각이 중요한 까닭은 촉각이 다른 감각과 다르게 상호적 감각이기 때문(식물,97)이다. 

촉각은 타자와의 관계의 아포리아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다. 타자와의 관계의 아포리아는 

타자와 관계를 맺으면서도 나의 자립성을 유지하고 나도 타자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었다. 이를 하이데거는 가까움(proximity)를 통해 구체화 했고, 이에 

비슷하게 이리가레는 가까움을 촉각으로 구체화 했다.94 이리가레가 보기에 하이데거의 

93 Irigaray, Luce, La voie de l’amour, Mimésis, 2017, pp.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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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움은 지나치게 시각에 치중되어 있다. 따라서 이리가레는 하이데거의 가까움의 관계가 

면 대 면의 관계에 그치고 있다(OA,40) 고 말한다. 이리가레가 보는 하이데거의 거리 

유지적 관계는 사방의 거울-놀이와 같은 것이다. 존재의 선사를 통해 사방세계는 존재의 

개방된 장소인 단지 안으로 모여든다. 존재의 선사 덕분에 각 사방세계는 자신의 본질을 

얻을 수 있는 ‘고유화’의 기회를 얻게 된다. 

땅과 하늘, 신적인 것들과 죽을 자들은 그자체에서부터 서로서로 합일되어, 합일된 

사방의 하나로 포개짐에서 함께 속한다. 넷의 각각은 각기 나름의 방식으로 다른 

셋의 본질을 다시 비춘다.…자유로움에로 결속하는 비춤은 넷의 각각이 펼쳐주는 

합일의 받침대에 입각[의존]해서 각각을 신뢰하게 해주는 놀이다. 넷 중 어느 것도 

자신의 구별된 특수성을 강력하게 주장하지 않는다. 오히려 넷의 각각은 그들의 

고유화 안에서 하나의 고유함에로 탈고유화된다. 이러한 탈 고유화는 고유화가 사

방의 거울-놀이이다. 이 거울-놀이에 입각[의존]해서 넷의 하나로 포개짐이 신뢰받

고 있는 것이다.(사물,231-2)95

물론, 하이데거는 이러한 가까움의 관계를 ‘포개짐’을 통해 나타내고 있지만, 서로의 본질이 

포개지는 방식을 ‘거울-놀이’라고 비유함으로써 시각적 비유에 그친다. 이리가레는 

하이데거의 포개짐을 촉각으로 사유했다.96

94 Krzysztof, Ziarek, “Proximities: Irigaray and Heidegger on difference”, Continental Philosophy 

Review, Vol.33, 2000, pp.135. 

95 마르틴 하이데거, 「사물」,『강연과 논문』, 이기상•신상희•박찬국 역, 이학사, 2008, pp.231-232, 

[ ] 표기는 본문의 표기를 따른 것이다. 

96 Carter, Jennifer, Lyons, “Touch and Caress in the Work of Luce Irigaray”, 2018, Stony Brook 

University, Dissertation, pp.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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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모든 것[남성의 자가 성애]는 그녀의 쥬이상스에게 생소한 것으로 나타

나는데, 만약 그녀가 팔루스 중심적 경제97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말이다. 또한, 예

를 들어서, 여성의 자기-성애(auto-érotisme)98은 남성의 것과 매우 다르다. 남성

의 자기-성애는 스스로를 만지기 위해서 도구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그의 손, 여

성의 성기, 혀…. 그리고 이 자기-성애는 최소한의 움직임이 필요하다. 여성은, 그

녀는, 그녀 자신을 그리고 그녀 자신 안에서 매개의 필요성 없이 그리고, 능동성

과 수동성 사이의 가능한 구분 이전에 스스로를 만진다. 여성은 항상, 게다가 그

녀를 그에게 게다가 중개해줄 수 없는데, 왜냐하면 그녀의 성은 끊임없이 서로를 

포개어 안는 두 개의 음순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그녀 안에서, 서

로가 서로에게 속하는, 그녀는 이미 둘이다- 그러나 하나(들)로 나눌 수 있지 않

다.(C,24)99

위의 인용문은 『하나이지 않은 성』에 실린 것으로 출간된 후 여러 오해를 샀던, 특히 

여성의 신체를 본질화하는 것으로100으로 읽혔던, ‘두 입술의 비유’이다. 하지만, 이리가레가 

두 입술의 비유를 통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주체의 주체 됨은 타자와의 포개짐을 통해 

97 팔루스 중심적 경제는 팔루스를 기준으로 사회 문화 경제적 가치가 분배∙순환∙투여되는 구조를 

의미한다. 

98 자기-성애(auto-érotisme)는 자기-촉발(auto-affection)의 방식이 성애적임을 이야기하는 용어이다. 

자기-촉발은 자기 자신에 의해 자기 자신과 관계를 맺고 이를 통해 주체의 동일성을 확보함을 뜻하

는 용어이다. 

99 Irigaray, Luce. Ce sexe qui n’en est pas un, Minuit, 1977 pp.24. 이후 Ce sexe qui n’en est pas un이 

인용될 경우, 해당 텍스트의 약어와 쪽수를 괄호 안에 넣어 본문에 표기하는 것으로 각주를 대신한다. 

굵은 글씨는 나의 것이다. 

100 남성중심적 문화 속에서 여성은 정신적인 것이 없는 신체와 유착되어 표현되어 왔기 때문에, 페미

니즘 운동 속에서 여성과 신체의 연결 고리를 끊고자 하는 움직임이 두드러진 바가 있다. 이러한 맥

락 속에서 이리가레의 ‘두 입술의 비유’는 여성의 신체를 여성의 속성으로 ‘본질화’한다는 비판을 받

았다. 이리가레를 둘러싼 본질주의 논쟁에 관련해서는 Stone, Alison, Luce Irigaray and the Philosophy 

of Sexual Differenc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6을 참고하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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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다는 것이다. 즉, 두 명의 주체가 서로를 포개어 안기에 서로가 서로에게 속할 수 

있다. 1장에서 보았듯이 이리가레는 헤겔의 『안티고네』 해석에서 여성성이 이중 봉투(double 

envelope)처럼 표현됨을 비판했다. 자연/여성성은 헤겔 철학 담론의 시원으로서 담론을 

열면서, 그것의 외부로 추방당하고, 담론 내에서 남성 주체를 위한 부정성으로 남성 주체를 

감싸 안는다. 반면에, 여성성은 그 무엇으로도 감싸 안아지지 않는데, 즉 여성은 자신의 

시원을 가지지 못한다. 각 주체는 자신의 성적 타자와 ‘포개짐’으로써 하나됨으로써 가능한데, 

이것은 각 주체의 고유성이란 다른 존재자들과의 만남에 의해 가능하다. 서로 서로 포개지며 

“각기 나름의 방식으로” 자기 자신이 아닌 성적 타자의 본질을 포개 주며 자신의 성적 

타자를 고유하게 해준다. 각각의 손은 만지는 주체인 동시에 만져지는 대상으로 이미 

‘둘’이나 ‘하나들’로 나눌 수 없이, 즉 수동성과 능동성의 구분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서로 

서로를 만지고 있다. 

“그녀가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올 때, 이것은 다시 떠나기 위함이다.”(C,28) 즉 주체가 자기 

자신을 ‘떠날 때’, 동시에 이는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기’ 위함, 즉 자체-내-복귀의 사건이다. 

존재의 숨김과 드러냄이 동시적이듯이 이리가레의 두 주체는 자기 자신을 떠남과 동시에 자

기 자신으로 돌아온다. 성적 타자를 향해 가는 움직임은 ‘무한’할 것이지만, 만남을 통해 각

각의 주체가 깨닫는 것은 자신의 무한함이 아니라 자신의 ‘유한성’으로 자신이 거주하던 세

계가 전체가 아니라는 것이다. 부정은 결국 타자와의 관계 맺는 방식을 말하는데, 헤겔의 자

기의식으로서의 대자 존재는 부정을 그 자신에게서 한계로 가지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타자

와의 관계도 없음을 의미한다. 반면에 이리가레의 각각의 주체는 성적 타자에 의해 자신이 

한계 지어져 있음을 깨닫는다. 자체-내-복귀의 사건은 헤겔처럼 자기의식이 자신의 무한성 

즉 영구성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유한’하고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어야 한다. 성적 타자는 ‘나’의 고유화의 장소로서 ‘나’를 고유하게 해주는 계기로 나의 

존재론적 근거이다. 동시에 ‘나’의 성적 타자는 ‘나’의 세계를 외출함을 통해 만날 수 있기에 

‘나’의 세계의 한계이기도 하다. ‘나’도 역시 성적 타자의 고유화의 장소이자 성적 타자의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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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의 한계이다. 덕분에, ‘나’와 성적 타자의 관계는 상호적이고 이것은 촉각 덕분에 가능하다. 

상호 주체성은 촉각 위에서 형성되어야 하는데 그 까닭은 타자와 관계 맺으면서도 그 관계 

맺음이 자기 자신과의 관계 맺음, 즉 자기 자신으로의 복귀 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가

능한 까닭은 촉각이 주는 것과 받는 것의 구분을 영구히 하지 않기 때문이다. 자체-내-복귀

는 ‘나’ 이외의 아무것도 없음이 아니라 우리의 시원이 둘의 결합으로 이루어졌음을 깨닫는 

것이다. 동시에 자체-내-복귀는 헤겔처럼 영원한 현재에 머무는 일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적 타자가 거주할 공백의 마련을 위해 자신을 열어두고 성적 타자와의 결합을 통해 하나

가 됨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결합 또는 하나는 그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두 주체가 자

신의 세계로 돌아감으로써 완결되지 않고 무한하게 계속 될 것이다. 즉 이 둘의 만남을 통해 

이루는 결합 또는 하나는 결코 세계의 ‘전체’를 이루지는 않는다. 만남을 이루는 순간 두 주

체는 각자의 세계로 철회하기 때문이다. 성적 타자와의 만남은 멈출 수 없는 것이며 만남을 

통해 일어나는 주체의 발생은 일회적인 것으로 ‘사건’으로 남을 것이다.(SF,9)

봄을 포함해, 비가시적인 모든 것 속에 놓여있는 촉각(touch) … 친밀한 빛

(intimate light)의 거주 속에서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도록 해주는 촉각. 뿐만 아니

라 타자를 만나기 위해 향해 가고, 비춰진-비추는, 또다른 밝음을 맛보기 위해 자

기 자신의 세계를 넘어서 피어 오르는 촉각.(WL,174) 

우리가 어머니의 배 속에 있을 때, 가장 먼저 생성되는 감각은 시각이 아니라 촉각이다. 

촉각은 우리의 최초의 감각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시원으로서 하이데거에서 사유되고 있지 

못하다. 서로의 본질을 서로가 비추어주는 하이데거의 포개짐의 사태를 이리가레는 촉각으

로 사유한다. 왜냐하면 시각적인 거울-놀이의 포개짐의 사태는 ‘비춰주는 것과 비추는’ 것

의 구분을 낳기 때문이다. 구분이 문제되는 까닭은 구분이 두 항의 만남을 중개하지 않기 

때문이다. 포개짐은 하이데거의 사방세계가 “넷의 각각은 각기 나름의 방식으로 다른 셋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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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질을 다시 비”(사물,230)추어 주는 것과 같이, 각 주체가 자신의 성적 특수성을 자신의 

성적 타자에게 포개 주고, 성적 타자도 ‘나’의 성적 특수성을 포개주는 것이다. 포개짐은 존

재의 수여와 존재자의 받음이 형성하는 구분과 다르게, 주고받음의 구분을 허문다. 달리 말

해서, 포개지는 것끼리는 주는 것과 받는 항의 뚜렷한 구분이 없다. 구분이 없다는 것은 포

개지는 두 개의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주는 항은 동시에 받는 항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고받음의 구분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주는 자와 받는 자가 서로의 세계로 

초월하도록 하지 못하고 각자의 세계에 남아있게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고받음의 관계는 

양방향적이어야 한다. 이 양방향성 덕분에 두 주체는 자신의 세계를 지키면서도 자기 세계 

밖으로 외출할 수 있다. 

준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초월으로 자신 ‘밖’으로 나감을 전제한다면, 받음은 ‘나’의 세계 

‘안’에서 거주함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리가레는 “내부와 외부의 이분법은 서로 다른 두 내

면성을 통해 해체”(SF,86)될 수 있다고 말한다. 자기 자신 세계 ‘안’에만 있다면 자기 자신의 

세계는 지킬 수 있겠지만 어떠한 변화도 없을 것이다. 반면에, 자기 세계 ‘밖’으로 외출한다

면 변화는 가능하겠지만 자기 자신의 세계를 지킬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주체는 자기 세계 

외부의 타자를 받아들이는 것을 포기할 수 없다. 레비나스의 주인과 손님의 예는 환대, 달리 

말하면 ‘나’의 외부에 있는 타자로의 열림이 주체성의 근거임을 보여준다. 주인이 주인일 수 

있는 까닭은 자신의 집으로 손님을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더불어 손님이 손님일 수 있는 까

닭은 주인의 집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나 자신] 그 너머로 나아가려면 나는 나 자신에게 돌아와 나 자신 안에 있어야 

했으며, 나의 인간적 개별화를 취하고 [성적 타자의] 별개의 신체로서 나의 한계를 

존중해야 했습니다. (식물,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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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이리가레는 한 사람이 주인인 동시에 손님일 수 있어야 한다고 보고 이것이 바로 

“서로 다른 두 내면성”(SF,86) 이라고 본다. 달리 말하면 ‘나’가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나’의 집이 필요한데, 레비나스는 이 ‘집’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설명하지 않는다. ‘나’의 집으

로 들어온 손님은 더 이상 ‘밖’에 있는 자가 아니기에 레비나스의 절대적 외재성을 잃는다. 

동시에, ‘나’는 ‘나’의 집의 대문을 열기에 더 이상 ‘나’의 집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리

가레는 ‘나’의 ‘너머로 나아가려면’ ‘나’의 집을 나서면서도, ‘나 자신에게 돌아와’ ‘나’의 집에 

머물러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것은 한 사람이 주인인 동시에 손님인 것, 또는 포개짐을 통해 

주는 역할을 하면서도 받는 역할을 할 수 있기에 가능하다. 촉각을 통한 ‘포개짐’이 중요한 

까닭은 끊임없이 시간과 공간을 창조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이다. 촉각을 통한 두 주체의 

만남이 시간과 공간의 창조인 바, 이러한 시간과 공간이 계속해서 생성됨은 두 주체도 계속

해서 변함을 의미한다. 뿐만 아니라, 두 주체의 공속의 장소인 한계도 끊임없이 생성됨, 즉 

한계도 자기 자신과 차이 남을 계속해서 행할 수 있다. 달리 말하면 두 주체의 공속의 장소, 

포개짐이 계속되기 위해서는 ‘나는 나 자신에게로 돌아와야 한다.’ 그러나 돌아온 ‘나 자신’

은 ‘나’ 너머로 ‘나’의 성적 타자를 만났기 때문에 외출 이전과 달라졌을 것이며, 이 ‘나’ 자

신과의 달라짐이 다시 외출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4.4 근원적 이자(二者) 관계 

이리가레는 자신의 성차를 환원불가능한 부정성이라고 부른다. 우리는 환원불가능한 부정성 

덕분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잃지 않을 수 있다.101(TB,15) 타자는 ‘나’가 ‘아니’지만 ‘나’로 

환원할 수 없는 차이를 가진 존재이다. 그 동안 부정성은 관계 맺기의 방식으로 ‘나’가 타자

를 소유하는 방식으로 즉 환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101 Irigaray, Luce. To be Born, Palgrave Macmillan, 2017, pp. 15. 이후 To be Born이 인용될 경우, 해

당 텍스트의 약어와 쪽수를 괄호 안에 넣어 본문에 표기하는 것으로 각주를 대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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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사유의 기본적 등식은 더 이상 지금껏 그래왔던 A=A가 아니라 오히려 

A+B=하나가 될 수 있다. A+(~A)=전체라고도 쓸 수 있지만, 이것은 여성성이 비

-남성적인 것이거나 남성적인 것의 반대항과 같음을 의미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

제 남성성과 여성성은 어떤 경우에도 서로의 역이거나 반대가 아니다. 그들은 다

르다. 서로 서로를 붙들고 있는 이 차이는 아마 가장 사유하기 힘든 차이인 차이 

그 자체이다.(WL,106)

부정성이 환원 가능해질 경우, 헤겔의 상호 인정적 관계처럼 이중적 상실을 겪게 될 것이다. 

‘나’는 ‘나’를 타자로 발견 하기에 ‘나’ 자신을 잃을 것이며, 동시에 ‘나’는 타자를 상실하는

데, 타자 속에서 바라보는 것은 오로지 ‘나’ 자신일 것이기 때문이다. 자기의식이 자체-내-

복귀함은 ‘A는 A이다.’라는 명제를 확립하기 위해 자기 자신을 부정하고 타자가 자기 자신

과 동등한 전체임을 인정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이 때, ‘부정’은 A항이 가진 매개하는 힘이다. 

매개하는 힘은 바로 계사에 해당하는 ‘이다’다.  부정성이 환원가능해질 때, A는 자기 자신을 

잃을 뿐만 아니라, 언제나 계사가 되는 것이 여성적인 것이 되었다. 매개하는 힘은 언제나 

매개하는 항과 매개되는 항102의 만남의 장소가 될 것이나 그 자신은 자기 자신을 매개하지 

못할 것이다. 매개하는 힘의 박탈은 시원으로 향할 운동성의 박탈이다. 각 주체는 자신의 성

적 타자와 자신을 매개하는 힘을 가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더 이상 여성성과 남성성이 서

로의 역이거나 반대항이 아니어야 한다. 

나는 동일성을 다수성으로 대체한다고 해서 그런 전환[형이상학의 극복이나 초월]

102 매개하는 항과 매개되는 항이 동등한 관계를 맺는 것 아니냐는 질문이 가능하다. 이와 같은 질문

에 응답하기 위해 2장에서 헤겔의 철학 속에서 자연-여성은 최초에 배제되었으며 이것이 헤겔 철학

의 담론의 시원임을 밝혔다. 그리고 자연-여성은 헤겔 철학 속에서 ‘남성의 어머니’로 축소되어 이해

되는 것을 보여주어서, 즉 매개 되는 항인 자연-여성은 매개하는 항인 국가-남성과 전혀 대등한 관

계가 아님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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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일어날 것이라고 더 이상 믿지 않습니다. ‘여럿’과 ‘하나’는 종종 동일한 논리에 

가담합니다. ‘하나(the one)’ 혹은 ‘일자(the One)’가 사유와 주체성의 구성에서 제

거 된다면, 그것은 얼굴을 가린 채 독재자를 가장하고 다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식물,17) 

두 항의 결합이 ‘전체’가 아니라 ‘하나’라는 것이 중요하다. 각 항은 자신의 상대 항을 

매개하는 힘, 즉 상대 항으로 초월하는 할 수 있는 자기-운동성을 가질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힘이 발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대 항의 존재가 있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매개하는 항이 스스로 매개를 생산해서 매개되는 항으로 변신하는데 이것이 바로 ‘전체’의 

완수이다. 전체의 완수 후에는 어떠한 운동도 없고 달리 말하면 차이의 발생이 없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각 항은 그 자체로 자기-운동성을 가지되 그 힘은 상대 항에 의해서 발동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리가레의 ‘양방향성’이다. 서로의 상대 항을 향해 움직이는 각 

항은 자신의 한계인 상대 항에서 멈춘다. 이 때 매개되는 것은 각각의 항 자기 자신일 

것이다. 두 항은 자기-운동성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상대방에게 매개한다. 두 항이 있을 때, 

하나의 항의 수여는 다른 하나의 항의 입장에서는 받음이고, 후자의 항의 수여는 전자의 

항의 입장에서 받음이기 때문이다. 달리 말하면 각각의 항은 줌과 동시에 받는다. 따라서 

전자의 항은 후자의 항과 같아지지 않으며, 그 역도 성립하지 않는다. 어느 항도 주는 

역할과 받는 역할 각각에 할당 되어 고정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남은 질문, 왜 다수성이 아니고 이자(二者)관계인가? 촉각에 근거한 다자 관계

는 있을 수 없는가? 이리가레가 영감을 얻은 사방세계의 포개짐만 해도 넷의 관계 맺음이다. 

이리가레는 다자 관계가 가능은 하지만 이것이 주체성의 근원은 아니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둘 이상의 존재자들이 관계를 맺게 되면 최소한 하나는 다른 것들에서 자기 자신을 돌려받

음 없이, 즉 자신을 위해 마련된 공백을 가지지 못하고 나머지 둘을 위한 공백만이 될 것이

기 때문이다. 달리 말하면, 다자의 관계 맺기가 이루어질 때, 이상의 어느 것이 나머지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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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들을 위한 장소가 될 뿐 그것이 다른 것들에서 자신의 장소를 찾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

서, 이리가레가 보기에 시원을 가지지 못한 존재자는 주체일 수 없고 다른 주체와 평등하게 

관계 맺을 수 없다. 따라서, 근원적 관계 양식은 다자 관계가 아닌 이자 관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기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첫 째로는 이리가레가 성차가 

아닌 다른 차이들을 도외시 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인종적 차이, 경제적 차이는 

이리가레에게 성차와 같은 ‘근원적’ 차이로서의 지위를 갖지 못한다. 이리가레가 보기에, 

인종적 차이, 경제적 차이는 ‘문화적’ 차이로 만들어지는 차이이지, 성차와 같이 자연에서 

태어난 차이가 아니다. 이러한 문화적 차이는 인간을 존재론적으로 분화하게 하지는 않지만, 

우리의 문화에서 나타나는 차이이기 때문에, 문화를 함께 일구어 나가는 인간 주체로서, 

반드시 다루어야 할 차이이다. 두 번 째로는 이리가레가 여성 주체의 필요성을 주장함으로써, 

여성성에 대한 고정된 범주를 생산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버틀러는 이리가레가 여성성이 

역사상 ‘단 한번도’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근거로, 유토피아적 피안(beyond)을 그리려는 

사례103라고 비판한다. 버틀러는 이리가레의 여성의 몸(sex)이 여성 주체성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하는 이리가레의 방식이 여성의 신체적 특징을 고정화 하고 영구화 하는 위험이 

있기에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버틀러가 보는 몸(sex)은 이성애(문화) 규범에 의해 

역사적으로 실천되고 실행되는 것으로, 몸(sex)이 고정불변하는 자연처럼 이해되는 것이다. 

우선 이리가레가 말하는 자연으로서의 몸(sex)가 버틀러가 이해하는 자연과 동일한 지를 

물을 수 있지만 이 반박을 제외하고도 다른 반박의 가능성이 남아있다. 버틀러가 보기에, 

철학 담론의 2차적 시원은 이성애 규범성이며, 이성애가 아닌 다른 섹슈얼리티(sexuality), 

특히 여성 동성애가 시원으로서 배제되어 강제적 이성애라는 젠더(gender)/문화를 

만들어낸다. 정신분석학에서 원초적 상실로 제시하는 어머니와의 단절을 버틀러는 아이의 

동성애 대상의 상실로 읽고 이것이 원래의 시원임을 주장한다. 그러나, 정신분석학계에서 

여러 번 지적했듯이, 이것은 정신분석에 대한 오독인데104, 상징계 진입 이전의 어머니와의 

103 주디스 버틀러, 『젠더 트러블』, 조현준 역, 문학동네, 2008, pp.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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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정관계는 성별의 분리가 일어나지 않은 단계이기 때문에 이것을 ‘동성애’라고 읽을 수 

없다는 것이다. 게다가, 아이와 “어머니와의 분리, 강제적 이성애의 현실화, 그리고 동성애의 

구성적 상실의 순간들은 정신분석학에서 일치하지 않는다.”105 따라서, 그가 말하는 동성애의 

이중적 상실이라는 동성애의 폐제는 성립 불가능하고 이것에 따른 강제적 이성애라는 

문화적 규범 즉 담론의 취임도 불가능하다. 이리가레의 글이 처음에 세상에 등장했을 때에는 

‘두 입술의 비유’와 같이 여성 신체에 대한 직접적 언급으로 여성의 신체를 본질화 하는 

것이라는 비판을 많이 받았다. 이런 본질주의 논쟁에 대해 한참 소모된 이후, 이리가레의 

철학이 받아들여지는 방식은 주디스 버틀러의 것이었다. 버틀러는 이리가레가 여성성이 

남성중심적 담론의 재현불가능한 지점으로 담론의 안팎 모두에 참여하고 있음은 타당하게 

짚어냈으나, 이리가레가 말하고자 하는 신체가 자신이 말하는 이성애 규범의 자연과 동일한 

것으로 둠으로써, 이리가레를 오독하고 있다.

오히려 이리가레의 문제적 주장은 자연의 이원화이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살아있는 

생명체 중에서 성적으로 이원화 되지 않는 존재자들을 꽤 많이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다.106

동물 중에서도 암/수로 나눠지지 않는 경우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양성구유인 

동물, 해마와 같이 스스로 성별을 바꾸는 동물이 존재한다. 하이데거는 그의 자연을 고대 

그리스의 피지스(physis)와 동일시 하고 자연의 힘을 존재의 피어오름과 숨김에 견주었지만, 

이것이 ‘실재적’ 자연과 같은지 아닌지를 언급하지 않았다. 반면에, 이리가레는 자신의 

자연이 실재적 자연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논의의 범위를 수정하여 이원화 되어 

있는 존재자를 인간에 한정하더라도 여전히 문제가 발생한다. 인간 존재자 중에서는 인터 

섹스(intersex)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리가레의 성차는 다른 차이보다 근본적 차이이기에 

104 박선영, 「라캉과 버틀러, 위반과 전복의 담론」,『현대정신분석학회』, Vol.14, no.1, Summer, 2012, 

pp.21.

105 로지 브라이도티, 『뤼스 이리가레』, 김은주 역, 꿈꾼문고, 2020, pp.101. 

106 황주영, 『뤼스 이리가레』, 커뮤니케이션북스, 2017, pp.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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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되지 않는 자연적 존재자의 사례는 그의 주장에 타격을 주는 것 같다. 정리하면 

이리가레가 말하는 자연이 ‘실재적’ 자연이기에, 자연과학적 사실을 만족해야만 한다는 것이 

문제이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앨리슨 스톤 등이 논의하고 있지만, 본고의 목표를 

벗어나기에 다루지는 않았다. 

5. 나가며 

정신/문화의 발전은 자연과의 단절에서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의 연속성을 

복구할 때 가능하다. 이리가레의 헤겔과 하이데거의 비판에서 나타났던 ‘유아론적 초월’은 

남성주체가 초월을 하기 위해서 시원인 자연/어머니로부터 자기 자신을 절단하고 자신의 

본질을 획득하는 과정이다. 이리가레는 자연/어머니가 이들의 철학 ‘내’에서 열등한 위치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다. 헤겔에서 자연의 위치에 해당하는 가정-여성은 국가-남성에 

비해 열등한 것이 아니며, 하이데거는 과학 기술의 발전으로 훼손되어가는 자연을 다시 

회복하려 했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리가레는 헤겔과 하이데거의 철학 담론이 자연/어머니를 

철학 담론의 외부로 내보내고, 헤겔은 어머니를 부계혈통의 재생산자로, 하이데거에서는 

언어로 변환되어, 이것들이 시원이라고 ‘지정’되는 과정을 드러내려 한다. 시원인 

자연/어머니가 있음을 지우고, 철학 담론에서 자기 자신이 스스로 시원인 담론의 한계를 

생산해냈음을 지워낸다. 그 이후로, 헤겔에서 자연/문화, 여성/남성 그리고 신체/정신이라는 

구획 지어진 두 영역이 마치 ‘대등한’ 것처럼 제시된다. 이리가레는 이 두 항을 ‘대등하다고 

보’는 것이 “대칭이라는 오래된 꿈의 맹점”(S,7)107이라고 비판한다. 

하이데거는 헤겔에게서 사유와 존재의 ‘관계’가 망각되었고 이것을 되살려야 한다고 말한다. 

107 ‘대칭이라는 오래된 꿈의 맹점’은 총 3부로 이루어져 있는 『반사경』의 1부의 제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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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와 존재는 서로 다르지만 모두 ‘무’에 공속하고 사유와 존재가 서로 공속하는 ‘무’라는 

장소는 사유와 존재를 낳는 ‘시원’이다. 이리가레는 이분법에 의해 구분되는 두 항의 연속성 

즉 관계를 되살리는 하이데거의 아이디어에 동의하나, 하이데거의 시원인 ‘무’가 자연의 

생성적 힘을 망각했음을 ‘공기의 망각’을 통해 보여준다. 현존재의 초월의 양상은 탈존으로 

공동 존재나 다른 존재자들 간의 관계를 끊고 초연히 존재의 집 안으로 들어서는 것이다. 

존재의 집인 ‘언어’는 존재와 현존재에게만 가능한 것이지 현존재와 다른 존재자들 

사이에서는 가능하지 않다. 사유의 자발성의 포기인 ‘한 걸음 물러서기’는, 언어가 

시원이라는 단언을 통해 언어를 시원으로 지정함으로써 가능하다. 즉, 사유에 의해 언어라는 

시원이 생성되고, 시원이 가공된 사실을 지운 후에 사유는 다시 그 한계를 넘어선다. 언어가 

시원으로 지정됨에 따라 망각되는 건 공기-자연의 생성적 힘이다. 언어가 절대적 시원이 

아니라 자연이 절대적 시원이며, 하이데거의 존재가 (탈)은폐라는 이중적 운동을 동시에 

일으키듯이, 이리가레의 자연은 이중적 리듬으로 이루어져 있다. 자연은 절대적 시원으로 

모든 존재자들을 낳는 최종 근거이다. 

이리가레가 자연/문화, 신체/정신 그리고 여성/남성의 이분법을 해체하는 방식은 어느 

하나의 항을 없애거나, 어떤 항이 다른 항에 포함되는 형식이 아니다. 이 두 항의 

연결고리를 찾는 방식으로 철학의 오래된 문제였던 이분법을 해결한다. 자연/문화의 

이분법을 해소하는 방식은 자연이 그 자체로 운동하는 이중적 리듬을 갖고 있다는 것, 이에 

따라 여성과 남성이라는 두 갈래의 ‘존재하-기’가 탄생한다는 것이다. 여성과 남성은 자신이 

자연으로부터 받은 각각의 성차화 된 신체로 서로를 만남으로써 자신의 자연적 소여인 

성차를 문화적인 것으로 일구어 내는 게 가능하다. 그 방식은 우리의 문화의 영역에 있는 

동사를 창조함으로써 가능하다. 또 다른 방식은 촉각을 ‘나’의 성적 타자와의 만남의 

방식으로 사유하는 것이다. 자기 자신이 아닌 타자와의 만남은 ‘나’의 세계로부터 초월하는 

것을 의미한다. 초월함은 자기 자신의 세계가 유지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나’의 세계의 

안정성을 뒤흔드는 타자의 도래는 이미 현대 유럽 철학에서 많이 제시된 바가 있다. 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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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 사르트르는 나를 넘어서는 타자의 도래를 ‘구토’를 통해 ‘나’가 예감함을 보여주었고, 

레비나스는 타자의 ‘얼굴’을 통해 그 가능성을 열어젖혔다. 그러나, 이리가레가 보기에 

이것은 모두 ‘나’와 나의 성적 타자의 일방향적 관계일 뿐이다. 즉 , ‘타자’의 초월은 ‘나’의 

세계를 뒤흔들 수는 있지만, ‘나’가 타자의 세계를 뒤흔들 수는 없다. 그 까닭은 ‘나’가 

타자로 초월하지 않기 때문이다. 성적 타자와 ‘나’의 운동 방향은 양방향적이어야 한다. 성적 

타자가 ‘나’를 향해 건너오면 ‘나’도 성적 타자를 향해 건너온다. 달리 말하면 성적 타자가 

‘나’의 세계를 향해, 성적 타자의 세계의 ‘밖’으로 외출한다. 동시에 ‘나’도 성적 타자를 향해 

‘나’의 세계 ‘밖’으로 외출한다. 각각의 타자가 자신의 세계 ‘밖’으로 외출하는 까닭은 자신의 

타자에게 존재를 수여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수여가 양방향적임은 ‘나’가 나의 성적 타자에게 

존재를 수여할 때 나도 나의 성적 타자의 존재를 받음을 의미한다. 주고 받음의 상호성과 

동시성을 잘 나타낸 감각이 바로 촉각이다. 우리가 어머니의 배 속에서 자라날 때 가장 먼저 

자라나는 시원적 감각도 촉각이다. 더불어, ‘나’의 세계를 깨고 초월하는 방식을 촉각으로 

드는 까닭은 ‘나’의 자기-동일성을 깨고 변화하는 방식이 신체에 근거함을 의미하기에 

신체/정신의 구획을 깨뜨리기 위함이다. 

이리가레의 철학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살펴보는 것으로 마무리 짓고자 한다. 첫 

번째 제기되는 문제는 철학 담론의 시원을 발굴하려는 이리가레의 목표가 불가능해 

보인다는 것이다. 우리는 철학 담론 내부에 존재하고 이것의 논리를 사용하는 자로서, 철학 

담론의 외부를 어떻게 알 수 있을 것인지가 문제로 제기된다. 우리는 담론의 내부에 

존재하면서도 그 ‘밖’으로 나갈 수 있을까? 특히 여성과 남성이라는 상호 주체성을 

이리가레는 주장하는데, 이것은 여성이 주체로서 담론 내부에 존재해야 함을 의미한다. 

그런데, 여성성이 남성 중심적 철학 담론의 ‘외부’에 있으면서도 이것을 재현해야 한다는 

이리가레의 철학적 목표는 딜레마를 생산하는 것 같다. 발생하는 딜레마는 다음과 같다. 

여성성이 남성 중심적 철학 담론의 의미 체계와 이질적인 것 즉 전혀 다른 것이라면 이러한 

여성성은 기존 철학 담론의 언어로 재현 불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이리가레가 목표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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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주체는 주체로서 기능하지 못할 것이다. 또는 여성 주체의 재현을 위해서 남성 중심적 

철학 담론의 언어로 기술한다면, 여성성은 더 이상 남성 중심적 철학 담론과 이질적인 것, 

즉 타자가 아닐 것이다. 기존의 담론 내부에서 그것을 초과하는 외부로 나아가려는 시도의 

위험성은 이미 데리다가 경고한 바가 있다. 이러한 시도는 언제나 실패할 수 밖에 없는데, 

그 까닭은 담론의 내부와 외부는 서로 대체보충적(supplément)이기 때문이다. 다르게 

표현한다면, 담론의 외부와 내부는 어느 것 하나만을 선택하여 취할 수 없는데, 언제나 함께 

따라다니는 짝패이기 때문이다. 담론의 내부에 존재하면서 이것을 떠나서 초월하려는 시도는 

철학 담론을 해체하기보다 오히려 강화하는 시도가 될 뿐108이다. 왜냐하면 철학 담론은 

자신의 ‘외부’는 존재하지 않으며 자기 자신이 ‘전체’임을 말하는데, 이러한 담론의 전체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자연/어머니를 그것의 ‘외부’로 추방해야 하기 때문이다. 즉 철학 

담론의 역사성은 자연/어머니의 외부로의 추방과 이 추방의 역사를 다시 한 번 삭제하는 

데에 기인한다. 달리 말하면, 철학 담론의 외부도 내부에 의존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철학 

담론 내부에 존재하면서 이것을 아예 ‘벗어나서’ 외부로 나아가려는 시도는 불가능하다. 

담론의 논리에 물들지 않은 순수한 외부를 찾으려는 시도는 해방으로 가는 길이기보다는 

오히려 담론의 외부와 내부의 대체보충적 역사를 지운다.109

외부와 내부의 아포리아 속에서 이리가레는 어떤 길을 선택하는가? 우리는 철학 담론 

안에서 그것을 해체하고 외부로 나아갈 수 없다. 철학 담론 내부에 있는 여성은 담론 외부와 

관계를 맺고 있음에서 이리가레는 해결책을 찾는다. 즉, 이리가레는 철학 담론 내에서 

108 Derrida, Jacques, “Violence and Metaphysics: An Essay on the Thought of Emmanuel Levinas”, 

Writing and Difference, Translated by Alan Bass, Routledge, 2001, pp137-8.

109 데리다는 푸코의 『광기의 역사』의 작업을 같은 맥락에서 비판한 적이 있다. 푸코는 역사 내에서 

이성과 광기의 분리의 순간을 찾으려고 한다. 그러나 데리다가 보기에, 역사 ‘내’에서 이성과 광기의 

분리의 순간을 찾으려는 시도는 역사성의 조건이 이성과 광기의 분리에 있다는 것을 망각하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역사 ‘내’에서 이성과 광기의 분리 이전을 찾을 수 없는데, 역사는 이성과 광기의 분리를 

전제해야만 서술 가능하기 때문이다. 자세한 내용은 Derrida, Jacques, “Cogito and History of 

Madness”, Writing and Difference, Translated by Alan Bass, Routledge, 2001를 참고하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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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로의 외출이 아니라, 여성이 남성과 다르게 외부와 내부 모두에 관계하고 있다는 것에서 

출발한다. 

만약 내가 스펙쿨룸에서, ‘남성적’ 상상계, 즉 우리의 문화적 상상계를 다시 횡단하

려 했다면, 그것은 여성에게 강요 되었던 것이기 때문이고, 가능한 ‘외부’를 표시

하기 위해서, 그리고 여성으로서의 나를 외부와의 관계 맺기에 놓기 위해서이다: 

거기[문화적 상상계]에 포함되면서 동시에 문화적 상상계를 초과하기.(C,157)110

어떻게 외부와의 관계 맺기에 자기 자신을 놓을 수 있을까? 철학 담론의 가능 조건인 

여성성이 배제될 때 그것은 깨끗이 지워지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은 징후(symptom)적 

방식으로 자기 자신의 존재를 알린다. 그 징후는 담론 내의 존재자의 의식 속에 존재하지 

않고 오히려 무의식 속에 침전되어 있다고 데리다가 말하듯이, 이리가레는 이 무의식 속에서 

가능성을 찾고자 한다. 담론을 벗어나는 외부로부터 시작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은 이리가레가 

담론 ‘내부’의 여성‘으로서’ 존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담론 내부에서 여성으로 

재현되면 재현될수록 외부로 배제된 여성성의 역사도 켜켜이 쌓이고 있음을 의미한다. 담론 

외부에 있는 여성성은 담론 자체의 가능 조건이기 때문에, 담론의 역사가 길어질수록, 

타자인 여성의 무의식 속에서 그러한 배제의 역사가 더욱 두껍게 침전되어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이리가레의 전략을 브라이도티는 “무의식을 통과해 지나가는 것”111이라 말하기도 

하며 이리가레가 표현하듯이 상상계를 다시 횡단하는 것이다. 이러한 무의식의 구조는 

담론을 흔들고 불안정하게 할 가능성이 충만하다.112 이리가레는 자신이 대결하는 남성 

110 [ ]의 표기는 나의 것이다. 

111 로지 브라이도티, 『유목적 주체』, 박미선 역, 도서출판 여이연, 2004, pp.71.

112 로지 브라이도티, 『변신: 되기의 유물론을 통해』, 김은주 역, 꿈꾼문고, 2020, pp.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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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자의 철학 텍스트 내에서 지워진 여성성의 징후를 추적한다. 헤겔의 경우 자기 자신을 

자기 자신의 어머니와 구분하지 못하는 안티고네이고, 하이데거의 경우 공기이다. 

이리가레의 난해한 글쓰기 스타일은 단순히 ‘스타일’만으로 받아들여졌지만, 사실 이러한 

철학적 맥락 안에서 탄생한 것이다. 

하지만, 그[현존재]에게, 이 되갚아질 수 없음은 무엇을 주는가? 어떤 하나의 망각

을? 어떤 하나의 공백을? 이후의 부름 또는 회상 속에서의 어떤 하나의 혼동? 충

만함과 공백 사이에서[의 어떤 하나의 혼동]? 그는 그것들의 절단된 구별과-처음

에는, 그렇지 않았던-, 동일한 장소에서의 그것들의 혼동을 시행하는가? 어떻게 

이 둘 사이를 헷갈리지 않을 수 있을까? 예와 아니오를 유보해서?

다시 인수해서? 아니오? 되돌아와서? 예? 되돌아와서? 아니오? 다시 인수해서? 

예?(OA,31)113

시원의 이중 배제가 중요한 까닭은 이것이 ‘여성 주체’를 말해야 하는 필요성과 정당성을 

설명해 주기 때문이다. ‘여성 주체’는 단순히 역사상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단 하나의 남성 주체만 허용하는 내부적 모순을 가진 철학 담론을 해체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담론의 ‘내부’에서 ‘여성’이었던 자들이 담론의 ‘외부’와 관계 맺음으로써. 철학 

담론은 해체될 수 있으며, 이것은 여성의 정체성을 영구적인 것으로 범주화 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철학사가 철학자들의 물음과 답변의 긴 대화록이라면, 나는 이리가레를 한 명의 철학자로서 

헤겔과 하이데거의 물음에 답변하는 자로 철학사 안에 위치 짓고자 했다. 실제로 이리가레의 

글쓰기 방식은 자신이 대결하는 남성 철학자의 텍스트 사이사이에 자신의 말을 삽입한다. 

113 [ ]의 표기는 나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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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언어유희를 즐기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 대신에, 그[현존재]가 거기

[언어]를 구성하기 위해 나를 추방하고-가둔 모든 장소를 다시 횡단하는 걸 시도

한다.(OA,31-2)

위의 인용문은 이리가레의 난해한 글쓰기 스타일의 대표적 예로, 하이데거의 철학이 

존재로서의 공기를 망각했음을 비판하는 대목이다. 단순한 언어유희처럼 들리지만 

이리가레는 그렇게만 읽지 말 것을 독자들에게 부탁한다. 이러한 난해한 글쓰기 스타일에 

가려져 이리가레는 페미니즘 연구 내에서도 많은 오해를 샀고, 철학적 연구 지형에도 

중요하게 포함되지 못했다. 철학사 내에서 작업 함은 이전 철학자가 던진 물음을 검토하고 

답변하는 것이다. 이 때, 비판은 비판 대상이 되는 철학자의 물음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물음의 맥락을 파악하여 적절한 대답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고는 헤겔과 하이데거의 

문제의식에 이리가레가 어떻게 답변하고 있는지를 보이려 했다. 

페미니즘 철학이라는 말을 들을 때, 이 용어는 보통 사회적 실천 운동과 관련하여 논의하는 

것이라고 이해된다. 그러나, 이리가레의 글을 읽어보면 무척이나 난해해서 이것을 통해 어떤 

실천적인 규준이나 규범을 끌어내기에 매우 힘들어 보인다. 실제로, 그의 철학은 정치 

철학적 테제보다는 형이상학적 그리고 존재론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실천적 윤리학을 다룰 

때에도 사회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구체적인 예시를 자주 드는 편은 아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그의 철학은 여성의 삶의 변화를 목표로 하는 페미니즘 철학으로서 의의가 있는가?  나는 

이리가레의 철학을 연구하는 것이 실천적으로 의의가 있다고 말하고 싶다. 이리가레는 그의 

박사논문 스펙쿨룸을 출간한 이후로 파리8대학의 교수직에서 파면 당했으며, 그가 참여하고 

있던 파리프로이트정신분석학회에서 거절당했다. 오히려 이론에 대해서 성실하지 않은 

독해가 그의 삶을 어렵게 만든 것이다. 이리가레 말대로 성차가 이 시대의 구원이 될 수 

있을지 확언할 수 없어도, 그의 철학에 대한 성실한 독해는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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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possibility of inter-subjectivity 

through unearthing the ontological origin

-in Lucy Irigaray’s philosophy- 

Yong, Ahyoung

Department of Philosophy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Sexual difference is a main concept of Irigaray’s philosophy and an our ontological origin: 

mother or nature. This paper has two aims. First of all, elucidating the way Irigaray unearths 

sexual difference. Irigaray insists that inter-subjectivity based on sexual difference solves the 

problem of traditional subjectivity. Thus, in this paper, I would also examine whether 

inter-subjectivity settles the problem of traditional subjectivity or not: The second aim.

According to Irigaray, the problem of traditional subjectivity is as follows. Traditional 

philosophy has forgotten, twice, the ontological origin. Moreover, a male subject becomes the 

only subject in the traditional philosophy’s discourse through solipsistic transcendence. In 

short, the problem of traditional philosophy stems from the double forgetting of origin. 

Irigaray does not simply criticize that a woman or nature has been described somet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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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erior within philosophy. Rather, she criticizes that the texts of philosophy has its internal 

contradiction. To prove this, she investigates how the origin, philosophy’s starting point of its 

logic, has been made. 

To begin with, the first step of sexual difference’s excavation is tracing the double exclusion 

of–sexual difference-origin. Philosophy can form its discourse through the double exclusion: 

one for origin, another for this activity. Consequently, the origin claimed to be its origin by 

philosophy can be the origin only after philosophy excluded its actual origin; mother or 

nature. This secondary origin is the place where a male subject is born, the limit of which he 

transcends the world, and the place where he returns after his death as well. As a result, 

nature is raw materials for developing culture, and women, reduced to men’s mother, play a 

role in reproduction. In other words, the secondary origin has been often described as men’s 

mother or nature as raw materials, even if it gives birth to a male subject, it cannot have its 

originality. The secondary origin plays a role in the limit of a male subject’s solipsistic 

transcendence, although the secondary origin cannot have its limit. This means that mother or 

nature remains as the limit for a male subject, but it cannot return its origin. To put it 

differently, the secondary origin has been deprived of the power that transfers itself. Hegel 

cannot satisfy his aim to ‘totality’ since he forgets his philosophical origin: mother or nature. 

Heidegger asserts co-belonging of Being and Thinking makes it possible that both of them 

have the power of transcending towards one another. However, Irigaray thinks that 

Heidegger exploits the power of Being-Nature by eliminating nature and taking language as 

an origin. As a result, his philosophy ends up with being similar to Hegel’s one. 

On top of that, Irigaray works out two strategies so as to settle the problem of traditional 

subjectivity and form inter-subjectivity based on sexual difference. The first strategy is the 

recovery of–mother or nature-origin. Irigaray emphasizes that-mother or nature-origin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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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ways ahead of us temporally and causally. In other words, mother or nature becomes the 

ground of other beings and finds its ground in itself. To sum up, the recovery of–mother or 

nature-origin means that the origin creates everything and it creates itself. If the origin 

recovers its power, the secondary origin will not have played a role only in the limit for a 

male subject. Furthermore, the second strategy as follows. That is, no longer do two subjects, 

a woman and a man, remain as the limit for each other's solipsistic transcendence. It is 

possible only by stop traditional subject’s desire from reducing sexual-other to its world, and 

recognizing that our origin is formed by two subjects’ union. Irigaray embodies this reciprocal 

relationship in touching. Touching is to touch and is to be touched as well. In other words, 

one touches other, also the other is touched by one and vice versa. It is not fixable that one 

side is to be touched and the other side is to touch. Also, touching is created in the first place 

when we are in a mother’s womb, and it has originality that enables us to build a relationship 

with our mother. 

Keywords: origin, the secondary origin, double exclusion, solipsistic transcendence, 

inter-subjectivity, touc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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