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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헤겔의 정신현상학에서 ｢자기의식｣장(4장)에 등장하는 노예와
불행한 의식은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형태의 자기의식에 대하여 발생적 원
형이자 역사적 뿌리에 해당한다. 특히 정신적 실재(공동체 정신)를 예감하
는 자기의식이라는 점에서 불행한 의식은 ｢이성｣장(5장)에 등장하는 성실
한 의식뿐만 아니라 ｢정신｣장(6장)에 등장하는 아름다운 영혼과도 어떤 반
복관계에 있다. 이 세 주체가 서로 다른 시대를 사는 동일한 영혼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하여 불행한 의식의 변증법을 현대적인 감각에서 다시 읽는
것이 이 논문의 목표이다. 성실한 의식과 아름다운 영혼은 근대 인문주의
자(낭만주의시대의 지식인)를 구현하는 위치에 있으므로, 불행한 의식을 인
문적 주체의 원시 형태로 간주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찾고, 그런 가능성 안
에서 인문적 주체의 본질적인 역설을 설명하는 데 이런 재해석의 주안점이
놓일 것이다. 인문적 주체의 역설은 철저히 개인주의적이고 비－사회적인
가운데 이상적인 사회의 이념을 잉태하고, 최고 선을 의지하면서 최고 악
을 범하며, 도착적 공격성의 주체이면서 건강한 공동체 정신의 수호자라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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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헤겔의 현상학과 인문적 주체의 문제: 성실한
의식에서 불행한 의식으로
철학적 교양소설이라 불리는 헤겔의 정신현상학1)은 서양 철학사
에서 인문주의의 핵심을 이루는 교양(도야)의 이념2)을 가장 밀도 있
게 표현한 작품으로 평가된다. “의식의 경험의 학문”(74)을 표방하면
서 처음 구상된 이 작품은 가장 소박한 믿음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앎에 이르기까지 의식이 겪어나가는 단계적 변화상을 그려가고 있다.
그 형태변화는 자연적 의식의 굳건한 확신이 거듭 무너지는 “회의”와
“절망의 길”(67) 속에서 일어나지만, 그 자기상실의 길은 동시에 “의
식이 거쳐 가는 폭넓은 교양의 역사”(67)를 이룬다. “스스로 자신을
완성해가는 회의주의”(67)라 불리기도 하는 이 성숙의 길은 협소한
인식론적 경험의 영역을 넘어 정치, 경제, 종교, 예술 등 다양한 체험
의 영역으로 이어진다.
수많은 유형의 주체가 나타났다 사라지는 이 작품에서 우리는 좁
은 의미의 인문학자(학자, 문인, 예술가, 비평가 등)가 주인공으로 등
장하는 대목도 찾을 수 있다. 그것은 ｢이성｣ 장 마지막의 “정신적 동
물의 왕국과 기만 또는 사태 자체”(285-301)라는 부분이다. 여기서
정신적 동물의 왕국은 근대적 의미의 인문주의의 세계를 암시하는
데,3) 헤겔은 이 세계의 주인공을 “성실한(ehrlich) 의식”(296)이라 부
1) G.W.F. Hegel, Phänomenologie des Geistes (Hamburg: F. Meiner,
1952), 이 저작의 인용은 본문 내 면수 표기로 대신함.
2) 낭만주의 시대의 인문학에서 교양(Bildung) 개념이 갖는 중요성과 다양한
의미, 그리고 그것과 구별되는 헤겔의 교양 개념의 독특한 특성에 대해서
는 졸고, ｢인문적 상상력과 사회적 상상력: 낭만주의 시대의 인문주의 재
고｣, 동방학지제149집(2010년 3월), pp. 83-131 참조.
3) 이폴리트는 여기에 등장하는 성실한 의식의 역사적 원형을 몽테뉴에서
라 브뤼에르(La Bruyère)에 이르는 프랑스 모럴리스트들의 인간상에서
찾는다. 장 이폴리트, 헤겔의 정신현상학 I, 김상환 이종철 옮김(문예출
판사, 1986), p. 389. 하지만 루드비히 지프에 따르면 “역사적으로 볼 때
이 대목에서는 (파우스트가 아니라 여기서는 빌헬름 마이스터의 저
자인) 괴테에서 흄볼트 형제까지 사이의 예술가와 학술연구자들의 이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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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다. 왜냐하면 인문적 주체는 타인이나 외적 현실에 충실하기보다
철저히 자기 자신에게 충실한 인간이고, 그런 의미에서 정직한 인간
이기 때문이다. 인문주의자는 외적 상황이 어떠하든 자신에게 주어진
재능과 소질을 완전히 실현하고 자신의 생각을 완벽하게 표현하는 데
인생의 모든 의미를 건다.
헤겔은 이런 성실한 의식을 서술하면서 두 가지 중요한 논점을 제
기한다.4) 먼저 완벽한 작품을 추구하는 성실한 주체들 사이의 상호교
류 속에 이상적인 사회적 공공성의 관념이 탄생한다는 것이 첫 번째
논점이다. 헤겔은 그것을 “사물(Ding)”과 구별하여 “사태 자체(Sache
selbst)”라 부르는데(295), 이는 어떤 구조화된 사회적 공간을 낳는 의
제(議題)나 대의(大義)를 의미한다. 두 번째 논점은 성실한 주체들이
지나치게 자기관계에 충실한 나머지 상호교류에 있어 자신도 모르게
어떤 기만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는 데 있다. 이들은 태생적으로 타자
관계에서 불구를 겪는 나르키소스적인 주체들이다. 따라서 이들 사이
의 상호주관적인 관계는 원천적으로 불완전할 수밖에 없고, 이들 사
이에서 예감되는 이상적인 공공성은 아직 이상으로만 남게 된다. 즉
사태는 아직 현실적으로 실현된 정신(Geist)이 아니다.
정신현상학에서 어떤 상호주관적인 질서의 구조에 해당하는 정
신이 최종적으로 실현되는 것은 성실한 의식이 (｢정신｣장에 등장할)
“양심”으로, 그리고 양심이 낭만주의자의 도덕적 순수성을 대변하는
“아름다운 영혼”으로 다시 태어난 이후의 일이다. 아름다운 영혼들
사이의 상호용서와 인정, 혹은 “화해의 말은 현존하는 정신이다. 그것
은 자신의 대립자 속에서 (...) 보편적인 본질로서의 자기 자신에 대
한 순수한 앎을 직관하는 정신이다. 그것은 대립자 상호간의 어떤 인
정으로서, 이것이 절대적인 정신이다”(471). 정신현상학에서 성실한
문제라 할 수 있다.” L. Siep, Der Weg der Phänomenologie des
Geistes (Frankfurt am Main: Suhrkamp, 2000), p. 161.
4) 이에 대한 좀더 상세한 논의는 졸고, ｢인문학과 정신적 동물의 왕국｣, 오
생근ㆍ정과리 편, 정명환 깊이 읽기(문학과지성사, 2009), pp. 303-360,
특히 pp. 343-35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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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이 양심의 변증법에 등장하는 아름다운 영혼과 어떤 반복관계에
있다면, 이는 이들이 “정신적 실재”(451)를 자각하는 주체이기 때문
이다. “그러나 이런 개념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던 형태는 추상적인 사
태 자체와 씨름하는 성실한 의식이었다. 이 사태 자체는 여기서 술어
였다. 하지만 양심 속에서 비로소 그것은 주어가 된다. (...) 성실한
의식은 언제나 단지 공허한 사태 자체만을 파악하는 반면, 양심은 그
것을 충만함 속에서 획득한다.”(451)
반복관계는 이것으로 그치지 않는다. 성실한 의식이 아름다운 영혼
속에서 완성된다면, 아름다운 영혼은 다시 ｢자기의식｣ 장의 “불행한
의식”을 반복한다. “의식은 자신을 구성하는 계기들의 투명한 순수성
안에서 이른바 아름다운 영혼, 어떤 불행한 영혼이 된다. 의식의 불
빛은 자신 안에서 점차 꺼져가고 의식은 대기 속으로 해체되는 무형
의 증기처럼 사라진다.”(463) 이 구절이 암시하는 것처럼 절대정신의
출현을 목전에 둔 아름다운 영혼은 불행한 의식의 후예이다. 아름다
운 영혼은 불행한 의식으로 처음 태어났고, 그것이 경험하게 될 정신
적 실재(객관정신)는 불행한 의식과 성실한 의식이 각각 도달한 “정
신적 자기” 다음에 온다는 의미에서 “세 번째 형태의 정신적 자
기”(445)이다. 거꾸로 성실한 의식과 아름다운 영혼으로 진화해 갈
불행한 의식은 정신적 자기를 예감하는 첫 번째 형태의 자기의식에
해당한다.5) ｢자기의식｣장(4장)의 불행한 의식과 ｢이성｣장(5장)의 성실
한 의식, 그리고 ｢정신｣장(6장)의 아름다운 영혼은 서로 다른 시대를
살고 있는 동일한 영혼이다.
이 점이 우리의 출발점이다. 세 영혼 사이의 반복관계를 전제하면
서 우리는 앞으로 ｢자기의식｣ 장에서 불행한 의식이 등장하는 과정
전체를 검토할 것이다. 이런 작업을 유도하는 물음은 이곳에서 등장
하는 불행한 의식을 인문적 주체의 원형으로 간주할 가능성에 있다.
왜 불행한 의식의 변증법은 인문적 주체의 탄생 드라마로 읽을 수
5) 이런 평행관계에 대한 자세한 분석으로는 P.-J. Labarrière, Structure et
mouvement dialectique dans la phénoménologie de l'esprit de Hegel
(Paris: Aubier, 1968), p. 128과 pp. 138-14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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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가?
사실 ｢자기의식｣장에 등장하는 노예와 불행한 의식은 정신현상학
에 등장하는 다양한 인물들 전체의 뿌리이다. 그런 만큼 이들은 모든
유형의 자기의식 안에 숨어 있는 원시적 충동과 본능적 성격을 표현
하고 있다. 우리가 헤겔의 저작 전체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는 무엇보다 이런 표현관계를 정확히 인식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런 표현관계는 단지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것으로 내려가는
하향적 검토만으로 충분히 서술될 수 없다. 오히려 진화의 귀결점에
서 그 출발점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상향적 회귀 속에서만 의식의 형
태 각각의 의미가 온전하게 드러날 수 있다. 노예와 불행한 의식의
위상은 의식이 거쳐 간 그 모든 “교양의 역사”(67) 안에서 회상될 때
만 완전히 설명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성실한 의식과 아름다운 영혼이라는 전형적
인 인문적 주체에서 출발하여 이 두 주체의 원형인 노예와 불행한
의식으로 소급해 갈 것이다. 이런 소급적 이행 속에서 우리가 던지는
물음은 정확히 이런 것이다. 성실한 의식이나 아름다운 영혼 등과 같
은 근대 세계의 인문적 주체가 원래 노예로 처음 태어났고 그것이
불행한 의식으로서 성장할 때 최초의 골격을 얻었다면, 과연 어떤 점
에서 이 두 형태의 의식은 인문적 주체라 할 수 있는가? 그 두 형태
의 의식이 주체 일반의 탄생 내력을 담고 있는 어떤 원점과도 같다
면, 그 원점에서 찾아야 할 인문적 주체의 초보적 성격은 무엇인가?
이는 특히 불행한 의식의 변증법이 거쳐 가는 대단히 복잡한 절차를
생각할 때 불가피해지는 물음이다. 불행한 의식이 보여주는 그 다양
한 형태변화의 과정에서 과연 어떤 국면이 성실한 의식이나 아름다운
영혼이 보여주는 독특한 특성의 뿌리에 해당하는가?

38

특집 / 욕망과 행복

Ⅱ. 헤겔 정신 개념의 두 계기: 코기토와
코기타무스
헤겔은 정신현상학에서 ｢자기의식｣장이 차지하는 의미를 “진리의
고향”(134), “전환점”(140) 등과 같은 말로 표현했다. 이 대목이 전환
점인 것은 바로 여기서 정신의 개념이 처음 등장하기 때문이다. 그렇
다면 정신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아마 두 계기나 리듬 속에서 이해되
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역사에 있어서 정신의 일반적인 관심은
주관의 무한한 내면성(Insichsein)에 도달하는 것, 절대적인 대립을 거
쳐 화해에 이르는 것에 있기 때문이다.”6) 정신은 주체의 대자적 내면
성이 무한히 깊어지고 넓어지는 어떤 도야의 길속에서 진화하지만,
이 여정은 필연적으로 자신의 내면에 갇혀있는 고립적 주체들 사이의
갈등과 대립으로 이어진다. 정신은 그런 대립의 끝에서 성립하는 어
떤 화해의 질서, 어떤 구조화되고 제도화되는 사회적 질서이다. 정신
은 주체의 내면적 회귀와 상호주관적인 소통, 코기토(cogito)의 길과
코기타무스(cogitamus)7)의 길이 동시에 펼쳐지는 가운데 탄생, 진화
한다.
먼저 코기타무스의 측면에 주목하면, 헤겔적 의미의 정신은 “한 민
족의 인륜적 삶”(315)이라는 정의가 말하는 것처럼 개인들을 하나의
역사적 공동체로 묶는 끈이다. 이런 정신 개념의 역사적 기원에는 루
소의 일반의지와 기독교의 성령이 있다. 여기서 성령은 교회를 조직,
인도하는 원리이다.8) 그런 성령처럼 헤겔의 정신은 개인적인 “의식의
6) G.W.F. Hegel, Vorlesungen über die Geschichte der Philosophie
(Frankfurt am Main: Suhrkamp, 1971), p. 216; 권기철 옮김, 역사철학
강의(동서문화사, 2008), p. 173.
7) 헤겔적 의미의 정신을 코기토와 코기타무스의 상호관계로서 풀이한 것은
장 이폴리트이다. 헤겔의 정신현상학 II, 이종철 옮김(문예출판사,
1988), pp. 7-11 참조.
8) G.W.F. Hegel, Vorlesungen über die Geschichte der Philosophie, p.
393(권기철 옮김, pp. 317-318): “예수가 말하길 ‘내가 너희들 곁에서 떠나
고 없을 때 성령이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이끌어줄 것이다’라고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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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가 아니라 그 의식의 판단과 행위를 유사 선험적으로 규정하는
“세계의 형태”(315)와 같다.
세계의 형태인 한에서 정신이라는 말의 최소 의미는 상호주관적인
관계에 있다. 데카르트나 칸트에게서 의식의 수준에서 일어나는 주
체－객체의 관계는 자기의식에 의해 결정된다. 이는 자기의식이 의미
하는 주체의 자기관계가 어떻게 조율되느냐에 따라 의식의 대상관계
가 달라진다는 것을 말한다. 가령 내가 나 자신을 믿을 때와 믿지 못
할 때, 기쁠 때와 슬플 때 세상은 다르게 나타난다. 그런 의미에서
자기의식은 대상의식의 가능조건이자 지평이다. 하지만 헤겔의 정신
철학은 자기의식보다 더 높은 심급이 있다는 확신 속에서 태어났다.
주체의 자기관계가 발생할 가능성 여부를 결정하고 그것이 서로 다르
게 형태화되는 이유를 설명할 상위 심급. 헤겔은 그것을 자기의식적
인 주체들 사이의 상호관계에서 찾는다.
데카르트나 칸트가 주장하는 것처럼 주체의 대상관계를 비로소 가
능케 해주는 조건이 자기의식에 있다면, 헤겔의 정신철학에서 주체의
자기관계는 선험적으로 정립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주관적인 관계의
구조 속에서 처음 부화된다. 그러므로 “나 = 나”라는 형식의 자기의
식적인 주체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주체들 사이의 상호주관적인 질
서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 거꾸로 특정한 구조의 상호주관적인 질
서가 미리 확립되어야 비로소 특정한 형태의 자기의식이 성립할 수
있다. 주체인 내가 나 자신에 대해 갖는 대자적 관계방식, 내가 내
자신에 대해 갖는 이미지나 표상은 내가 타인과 맺는 관계, 타인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나 취급방식 등에 의해 좌우된다. 나는 오로지
타인이 나를 의식하거나 인정하는 만큼만 나 자신을 의식할 수 있다.
자기의식의 발생 가능성과 구체적인 형태를 결정하는 원리가 상호
주관적인 질서에 있다면, 헤겔은 그런 사회적 관계를 조직하는 원리
를 정신이라 부른다. 헤겔적 의미의 정신은 스스로 상호주관적인 질
사도들에게 살아있는 육신을 가진 예수는 교단의 영(Geist)에 해당하는
나중의 예수가 아니며, 교단의 영이 되었을 때 예수는 비로소 진정한 정
신적인 존재로서 의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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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를 생산하고 구조화하는 계사, 움직이는 끈과 같다. 이 계사의 운
동에 따라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묶이고,
이 상호주관적인 관계가 엮이는 양식에 따라 개인의 내면에서 자아와
자아(나 = 나)가 결합하는 양태가 결정된다. 그리고 개인적 주체가
취하는 이 자기관계의 끈이 어떠냐에 따라 이론, 실천, 창작의 모든
현장에서 주관－객관의 관계가 서로 다른 모양으로 매듭지어진다.9)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헤겔의 정신철학에서 코기토(개인)
와 코기타무스(정신)는 상호 맞물림 관계에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상
호부정의 관계, 혹은 데리다적 의미의 차연적 관계이기도 하다. 즉
코기타무스는 역설적으로 자신을 부정하는 코기토의 내면적 깊이 속
에서 (다시) 열린다. 그리고 그렇게 열린 코기타무스 안에서 코기토의
가능성이 정초되지만, 그렇게 정초된 코기토는 코기타무스를 부정하
던 처음의 코기토가 아니다. 그것은 코기타무스에 의해서 부정된 코
기토, 혹은 교정된 코기토이다. 정신은 자신을 위반하는 개인적 자기
의식 속에 새로운 발생의 원천을 두는 집단적 자기의식이고, 개인은
자신을 징벌하거나 훈육하는 정신 속에 다시 태어나는 자기의식이다.
헤겔의 주체는 대타자인 정신과 폭력을 주고받는 관계, 데리다적 의
미의 “폭력의 경제” 속에 존재한다. 이 점은 적어도 우리가 성실한
의식과 아름다운 영혼이라는 인문적 주체로부터 불행한 의식으로 거
슬러 올라갈 때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다.10)
9) 헤겔의 정신은 개체들을 묶는 끈을 생산하는 동시에 자신과는 다른 원리
가 생산한 끈을 파괴한다: “우리는 이것을 복음서에서 볼 수가 있다. 여
기서 정신의 무한성이 정신적인 세계로 실현된다는 유일한 진리가 근본
주제이되, 그런 실현은 세상의 모든 끈들을 풀어놓는 작업과 더불어(mit
Zurücksetzung aller Bande der Welt) 일어난다.” 같은 책, p. 394(권기철
옮김, p. 319. 번역수정). 헤겔의 정신현상학에서 정신 개념과 관련하여
끈의 은유가 갖는 의미와 중요성에 대하여 L. M de la Maza, Knoten
und Bund: Zum Verlätnis von Logik, Geschichte und Religion in
Hegels Pänomenologie des Geistes (Bonn: Bouvier, 1988), pp. 8-16 참
조. 그밖에 앞에서 인용된 졸고, ｢인문적 상상력과 사회적 상상력: 낭만주
의 시대의 인문주의 재고｣, p. 39 각주 참조.
10) 지젝은 라캉적 영감 속에서 헤겔의 ‘부정의 부정’을 주체에 대한 정신(실
체, 대타자)의 복수로 풀이한다. 슬라보예 지젝, 까다로운 주체: 정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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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의식｣ 장이 정신현상학의 “전환점”(140)인 것은 코기타무스
로서의 정신의 가능성이 여기서 등장한 개인적 자기의식의 내면적 진
화 속에서 처음 경험되기 때문이다. 이런 진화의 출발점에 있는 것이
욕망으로서의 자기의식이고 도달점에 있는 것은 자신의 주관적 확신
이 모든 사람에게도 타당한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확신일 가능성을 경
험하는 자기의식이다. 정신은 그렇게 자기의식이 “자신이 모든 실재
라는 확신”(171)에 도달하는 사건, 이성(Vernunft)으로 탈바꿈되는 사
건 속에서 현상한다. 헤겔의 정신철학에서 이성은 개인적이면서 초개
인적인 자기의식이며, 정신은 그런 이성적 차원에 도달한 자기의식에
의해서만 비로소 경험될 수 있다.
이런 자기의식의 탄생과 진화는 자연적 삶의 주기가 정신적 삶의
주기로 반전되는 운동과 같다. 물론 그 반전의 드라마는 자기의식이
자신의 충분성과 불충분성, 자립성과 비자립성, 자유와 예속, 자기긍
정과 부정 등을 다양한 계기를 통해 체험하는 과정 속에서 펼쳐진다.
원숙한 정신적 삶을 예감하는 단계로 나아가는 이런 성숙의 과정은
불완전한 사회적 삶을 통과해간다. 정신현상학에서 인문적 삶의 위
치나 의미는 그것이 통과해가는 불완전한 사회적 삶(객관정신)과 끊
임없이 충돌을 반복하면서 완전한 사회적 삶(절대정신)의 가능성을
불러들인다는 데 있을 것이다. 인문적 삶이 추구하는 내면적 성숙은
사회적 구조를 이완시키는 일탈적인 힘을 낳는다. 그 위반적인 일탈
성은 어떤 차연(혹은 이중부정)의 논리에 따라 다시 사회적 구조 속
으로 통제, 흡수된다. 여기서 인문적 주체는 어떤 비극적인 보복의

존재론의 부재하는 중심, 이성민 옮김(도서출판 b, 2005), pp. 128-129:
“이런 이유 때문에 헤겔의 ‘부정의 부정’은 분열과 소외의 고통스러운 경
험 뒤에 오는 동일성에로의 마술적 회귀가 아니다. 그것은 탈중심화된 대
타자가 주체의 무례함에 대해 가하는 바로 그 앙갚음이다. 첫 번째 부정
은 사회적 실체에 반하는 주체의 조치(실체적 균형을 교란하는 주체의
‘범죄적’ 행위)에 있다. 뒤이은 ‘부정의 부정’은 실체의 앙갚음 이외에 어
떤 것도 아니다.”(번역 수정) 이는 정확성이 떨어지는 발언이라 해도 적
어도 우리가 인문적 주체라 부르는 자기의식(성실한 의식이나 아름다운
영혼)을 근거로 할 때는 대단히 통찰력 있는 해석이다.

42

특집 / 욕망과 행복

대상으로 전락하기도 하지만, 그런 흡수의 과정 속에 사회적 구조 자
체도 변형을 겪어가게 된다. 이것이 인문적 사유에 의해 사회적 삶의
질서가 반복적으로 바뀌어 가는 절차에 해당한다.
정신현상학에서 불행한 의식, 성실한 의식, 아름다운 영혼이 각
각 ｢자기의식｣장(4장), ｢이성｣장(5장), ｢정신｣장(6장)의 클라이맥스에
서 등장하는 이유는 이런 관점에서부터 설명되어야 할 것이다. 즉 인
문적 주체는 사회적 통합의 끈이 이완과 수축의 운동을 거듭하는 중
심에 서 있다. 그런 끈 운동이 격렬할수록 사회가 활력을 띠는 반면,
그 운동을 초래한 인문적 주체는 커다란 외상을 입을 것이다. 따라서
그것은 사회의 건강과 행복이 인문적 주체의 병리적 증상이나 불행에
기초한다는 것을 말한다. 이는 인문적 주체가 건강하고 행복하면 사
회적 삶이 병을 앓거나 불행해진다는 것과 같다. 우리는 앞으로 객관
정신의 탄생과 진화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대목에 등장
하는 이 세 주체를 비교하면서 이런 역설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Ⅲ. 자연적 욕구와 인정의 욕망:
사회적 주체의 탄생
｢자기의식｣ 장은 긴 서론과 A와 B로 구분되는 두 절로 이루어졌
다. 노예는 “자기의식의 자립성”을 주제로 하는 A절에서, 불행한 의
식은 “자기의식의 자유”라는 제목의 B절에서 등장한다. 반면 서론에
서는 자기의식과 생(生), 그리고 욕구의 개념 등이 개진되고 있는데,
이곳의 주요 논점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자기의식과 생
명은 “타재(Anderssein: 타자화, 객체화, 분화)로부터의 복귀”(134)라
는 동일한 논리적 구조 속에 존재한다. 여기서 우리는 정신현상학
전체의 ｢서문｣에서 정신의 구조 자체가 이미 “절대적 타재 속의 순수
한 자기인식”(24)으로 정의되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자연
적 삶의 과정에서 처음 등장하는 자기의식은 욕구의 형태를 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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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139). 하지만 이 최초의 자기의식은 아직 자연적 생 속에 함몰
되어 있는 원시적인 자기의식에 불과하다. 욕구의 주체는 아직 인문
적 주체에 도달하지 못한 자연적 주체이다.
A절은 이 욕구의 주체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생사를 건 인정투
쟁”(144)과 거기서 귀결되는 주인－노예의 변증법을 서술한다. 이는
자연 상태에서 최초의 사회적 질서가 탄생하는 장면에 해당한다. 이
점에서 그것은 홉스의 사회계약론에서 연출됐던 드라마, 늑대 인간들
의 싸움과 거기서 귀결되는 왕권의 탄생을 대체하는 위치에 있다.11)
하지만 이 인정투쟁과 주인－노예의 변증법을 개진하기에 앞서 헤겔
은 “상호인정의 순수개념”(143)을 제시한다. 그것은 이상적인 상호주
관적인 관계에 대한 서술과 같다.
헤겔의 현상학에서 주체의 자기관계(자기의식)가 주체들 간의 상호
주관적인 관계(정신)에 의해 조건화되어 있다면, 이 상호주관적인 관
계가

이상적이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141-142). 먼저 그것은 자율적인 동시에 평등한 주체들 간의 관계여
야 한다. 주체는 자신과 동등한 대자적 내면성의 타자 앞에서만, 그
타자의 인정에 기대서만 자신의 대자적 초월성을 확신할 수 있다. 다
른 한편 그것은 전적인 대칭관계여야 한다. 주체는 타자와의 관계 속
에서만 비로소 자기와 관계할 수 있듯이, 타자도 똑같이 주체의 자기
관계를 통해서만 그 자신을 만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이상적인 상호인정 개념에 비추어 볼 때 최초의 사회적 관계
인 주인－노예의 관계는 미완의 상호인정 관계이며, 여기서 출현하는
것은 초보적인 형태의 정신이다. 욕구의 주체가 전적으로 생(生)에 사
로잡혀 있는 원시적인 자기의식이라면, 주인－노예의 관계는 아직 불
완전한 세계 형태 혹은 미완의 제도적 질서이다. 헤겔의 정신현상학
에서 이상적인 상호인정 개념은 아름다운 영혼들 사이의 상호화해와 용
서 속에서 실현되고, 여기서 드디어 완성된 세계의 형태가 등장한다.12)
11) L. Siep, “Der Kampf um Anerkennung. Zu Hegels Auseinandersetzung
mit Hobbes in den Jenaer Schriften,” in Hegel-Studien 9권(1974), pp.
155-20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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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반대 극에 놓여있는 욕구의 주체가 대면하고 있는 것은 다른
자기의식이 아니라 유기적 자연으로서의 생(生)이다. 욕구의 주체는
단일한 유적 총체성을 이루는 자연 일반과 맞서 있다(138). 이는 자
연이 욕구의 주체 앞에서야 비로소 단일한 유적 총체성으로 현상한다
는 것과 같다. 자연은 자기 속에 함몰되어 있는 욕구의 주체를 통해
자기를 의식한다. 다양한 종과 개체로 끊임없이 분화되는 가운데 단
순한 통일성 안으로 복귀하는 생명의 원환적인 복귀운동을 헤겔은
“유동성,” “무한성,” “자립성”(136)이라는 서로 연관된 세 가지 개념
에 따라 부연한다.
먼저 생명은 끊임없는 유기적 조직화와 분절화 속에서 자신의 잠
재력을 실현해가지만 동시에 그 분절화 속에 산출된 새로운 구별(차
이)이나 형태들을 다시 거두어 간다. 이런 이중의 운동 속에서는 어
떠한 규정이나 구별도 오래 지속할 수 없다. 지속하는 것은 구별의
부단한 생성소멸을 가져오는 어떤 유동성(Flüßigkeit)뿐이다. 다른 한
편 이 유동성의 원인은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안에 있다. 생명은
스피노자의 자기원인적인 실체처럼 자신을 스스로 부정하면서 규정을
낳고, 다시 자신의 부정을 부정하면서 고착된 규정을 무화한다. “스스
로 자기 자신과 관계하는 부정(die

sich

auf

sich

beziehende

Negation)”(99). 이 내생적 발생의 리듬인 자기 반복적 부정 안에서
파악할 때 유동적인 생명은 무한성을 띠고 나타난다.13)
12) 헤겔의 정신현상학에서 나타나는 상호인정 개념의 유래, 역할, 그리고
실현과정 일반에 대해서는 L. Siep, “Die Bewegung des Anerkennung in
der Pänomenologie des Geistes,” in D. Köhler & O. Pöggeler (ed.),
G.W.F. Hegel, Pänomenologie des Geistes (Berlin: Akademie Verlag,
1998), pp. 107-127; Ch. Iber, “Selbstbewußtsein und Anerkennung in
Hegels Pänomenologie des Geistes,” in A. Arndt & E. Müller (ed.),
Hegels Pänomenologie des Geistes heute (Berlin: Akademie Verlag,
2004), pp. 98-117 등 참조.
13) 무한성의 발견이 ｢의식｣ 장 전체의 결론이자 ｢자기의식｣ 장으로 이행하
는 첫 디딤돌이다. ｢의식｣ 장에서 무한성은 “힘들의 유희” 속에서, 그것의
논리적 리듬인 자기관계적인 부정 혹은 차이로서 발견된다. 이런 차이는
“내적인 차이(Unterschied als innerer) 혹은 즉자적 차이 자체 혹은 무한
성”이라 명명되고, “이런 단순한 무한성 혹은 절대적 개념은 생의 단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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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무한하고 유동적인 한에서 생명은 자립성(Selbständigkeit)
을 지닌다. 자립적이라는 것은 어떤 자기(Selbst)로서 존재한다는 것
을, 따라서 내면성을 지니는 자족적 주체임을 말한다. 자연적 생은
실체인 동시에 주체이다. 자기의식은 이런 생과 동일한 논리적 구조
속에 존재한다. 하지만 자기의식만이 아니라 정신도 또한 생과 동일
한 논리적 구조를 띠고 있다. “타재 속에서 스스로 자신을 회복하는
동일성 혹은 자기 내적 반성”(20)이 정신의 전개절차, 무한하고 자립
적인 정신이 자기 자신을 체계적으로 인식해가는 절차, 체계 자체의
구성절차이다.
의식은 충동과 본능에서 비롯되는 욕구 속에서 살아 있는 자연과
대면하고, 그런 총체적 대면 속에 자신을 구체적으로 자각한다. 이런
욕구의 주체에게 자연 일반은 자신의 자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부단히
소비, 소멸되어야 할 어떤 것, 부정의 대상으로 현상한다. 이 점에서
욕구의 주체는 자연적 삶의 주체이되 아직 사회적 삶의 주체가 아니
다. 반면 주인과 노예의 관계는 최초의 사회적 관계이되 아직 불평등
하고 비대칭적인 상호인정 관계라는 점에서 불완전한 사회적 관계이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과 노예는 자연 상태에서 자신을 의식하
는 욕구의 주체에 비할 때 어떤 되돌아 갈 수 없는 경계선을 넘어섰
다. 그들은 이미 자연의 영역에서 벗어나 정신의 영역으로 진입했다.
이런 진입 혹은 도약을 설명하는 것이 “생사를 건 인정투쟁”(144)
이다. 데카르트는 꿈의 가설이나 악령의 가설을 끌어들이는 과장법적
회의 속에서 순수한 자기의식에 도달했다. 생사를 건 인정투쟁은 그
본질, 세계의 영혼, 보편성의 피(allgemeine Blut)라 불려야 한다.” G.W.F.
Hegel, Phänomenologie des Geistes, p. 124와 p. 125. 보편성의 피인 무
한성이 자기의식 안에 흐르게 되는 것은 그것이 이중화(분열)되는 동시에
순수 인정관계 속에 다시 통일될 때이다. “자기의식은 어떤 다른 즉자대
자적인 자기의식에 대하여 존재하는 한에서 즉자적이고 대자적으로 존재
한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오로지 어떤 인정된 자기의식인 한에서 즉자대
자적인 자기의식이다. 자신의 이중화 속에서 획득되는 이런 자신의 통일
성에 대한 개념, 이것이 자기의식 속에서 실현되는 무한성으로서 (...).”
같은 책, p. 141. 여기서 정신적 무한성은 자기의식적인 주체들을 한없이
묶고 풀기를 반복하는 끈 운동을 암시한다.

46

특집 / 욕망과 행복

런 데카르트의 과장법적 회의처럼 주체가 객체적 존재방식 일체를
부정하고 순수한 대자적 내면성을 발견하는 “절대적 추상화의 운
동”(143), “자기의식의 순수 추상화”(144)에 해당한다. 이 절차를 통
해 주체는 자연적 사물의 존재방식과 구별되는 새로운 존재방식을
자각하게 된다. 욕구의 주체가 자연 속에 함몰해 있는 주체라면, 인
정투쟁에 돌입한 주체는 자연에 대한 의존성을 모두 부정하는 주체
이다.
인정투쟁에 처음 돌입한 주체는 각기 자신을 대자적 자기의식으로
파악하되 자신 이외의 모든 타자는 단지 개별적 생명체로만 간주한
다. 이들 각각에 대하여 자신의 눈에 나타나는 자신의 모습과 타자의
눈에 나타나는 자신의 모습은 완전히 어긋난다. 욕구의 주체들 사이
에 인정의 욕망이 발생하는 것은 이런 불일치에서 시작된다. 각각의
주체는 자신이 자신의 눈에 비치는 모습 그대로 타자의 눈에 나타나
기를 원한다. 자신이 스스로 경험하는 자신의 진면목을 타자에게 인
정받아 처음의 불일치를 교정하고 싶은 욕망이 인정의 욕망이다.
주체가 인정받고 싶어 하는 모습은 순수한 대자적 내면성에 있다.
대자적 내면성을 지녔다는 것은 외부의 대상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
는다는 것, 자연적 대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존재한다는 것과 같다.
그것은 자연적 조건을 초월하는 자립적 존재방식이다. 하지만 자연적
조건을 초월한다는 것의 실질적 의미는 죽는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인정의 욕망에 눈 뜬 주체들은 서로 타자를 죽음에 몰아 놓는 동시
에 스스로 죽음을 무릅써야 하는 상황에 이른다. 이런 상황에서 발생
하는 죽음의 공포는 자연적 사물의 존재방식에 전적으로 무관심한 의
식만이 통과할 수 있다. 생명에 대한 하등의 관심과 애착을 지닌 의
식은 초월적 주체가 될 수 없다. 죽음의 문턱을 무릅쓸 때만 의식은
다른 의식에 대하여 대상적 존재방식에서 자유로운 주체로서 인정받
을 수 있다.
의식이 인정의 욕망에 눈을 뜨기 위해서는 먼저 객관적이고 보편
적인 차원에 대한 자각이나 의지가 있어야 한다. 의식이 자신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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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는 인식은 주관적이고 특수한 확신에 불과할 수 있다. 그런 기만의
가능성에서 벗어나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확신에 이르고자 할 때 의식
은 인정의 욕망을 품게 된다. 그리고 이런 인정의 욕망이 실현되는
과정은 필연적으로 자연적 질서와 구별되는 사회적 질서의 탄생을 예
상한다. 인정의 욕망은 상호주관적인 질서를 정초하고 구조화하는 욕
망이고, 궁극적으로는 갈등을 핵으로 하는 사회적 관계의 문법에 해
당한다.14)

Ⅳ.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 교양 이념의 출현
사회적 주체의 핵심에 인정의 욕망이 있다면, 코제브는 이 인정의
욕망을 동물적 욕구와 구별되는 순수 인간적 욕망으로, 생물학적 욕
구와 전적으로 다른 비－생물학적 욕망으로 간주한다. 인정의 욕망은
타인의 욕망에 대한 욕망이다. 타인에게 욕망되기를 바라는 욕망, 욕
망으로서 인정되기를 바라는 욕망. 욕망의 욕망인 인정의 욕망은 자
연에 없는 실재, 비－존재를 대상으로 하는 욕망이라는 점에서 생물
학적인 삶의 주기에서 벗어나 있다.15) 따라서 생물학적 욕구와 인정
의 욕망 사이에는 어떤 심연이 자리한다. 그것은 자연의 세계와 정신
의 세계를 가르는 심연이다. 인간은 인정의 욕망과 더불어 동물에게
는 나타나지 않는 순수 인간적인 가치(상징)의 세계로 진입한다.16)
14) A. Honneth, Der Kampf um Anerkennung. Zur moralische Grammatik
soziale Konflikte (Frankfurt am Main: Suhrkamp, 1992) 참조.
15) A. Kojève, Introduction à la lecture de Hegel (Paris: Gallimard, 1947),
특히 pp. 13-14, pp. 166-171 등 참조.
16) 우리가 여기서 헤겔이 말하는 Begierde를 문맥에 따라 “욕구”와 “욕망”으
로 나누어 옮기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코제브의 헤겔 해석에 영향을 받
은 라캉은 욕구(besoin), 요구(demande), 욕망(désir)을 서로 구별한다. 욕
구는 생물학적 차원의 결핍이나 필요성을 말하고, 요구는 욕구의 표명이
면서 동시에 대타자(엄마)의 사랑에 대한 갈망이라는 상징적 차원을 지닌
다. 이 사랑의 요구는 욕구가 해결되더라도 결코 채워질 수 없다. 라캉은
욕망을 생물학적 욕구가 채워진 다음에 남는 순수 심리적인 요구의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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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의 욕망이 충족되기 위해서 생사를 건 투쟁을 통과해야 하는
필연적인 이유도 이런 관점에서 보면 자연스럽게 이해될 수 있다. 인
정의 욕망은 초－자연적이고 초－생물학적 가치를 지향하므로 본성상
생사의 문제에 초연하다. 그렇기 때문에 인정의 욕망을 충족하는 과
정에서 생기는 갈등은 곧바로 죽음의 문턱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 그
러나 죽음으로 끝나는 투쟁은 인정의 개념과 양립할 수 없다. 왜냐하
면 시체들 사이의 인정은 인정이 아니기 때문이다. 죽은 자들 사이에
서는 어떠한 관계도 성립할 수 없다. 시체가 누리는 자유는 자연적
사물이 누리는 “무관심의 자유”(145)에 불과하다. 죽음이 개재된다면,
욕망의 욕망이라는 인간적 욕망의 구조가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인
정투쟁 속에서 주체는 실질적으로 죽음의 경계에 이르되 죽음 자체는
끊임없이 지연, 보류되어야 한다.
인정투쟁의 결과 주인과 노예라는 불평등한 주체가 성립하는 것은
인정의 욕망이 지닌 이런 역설적 성격에서 비롯된다. 인정의 욕망은
생물학적 차원을 초과하는 욕망인 한에서 죽음에 초연하지만, 욕망의

으로 정의한다. J. Lacan, Ecrits (Paris: Seuil, 1966), p. 691: “욕망은 [본
능] 충족을 위한 식욕도, 사랑의 요구도 아니다. 그것은 다만 후자에서 전
자를 빼고 남는 차이이자 양자 사이의 균열(Spaltung) 현상 자체이다.”
라캉은 구조주의 언어학을 도입하여 인간의 욕망은 타인의 욕망에 대한
욕망인 “인정의 욕망”이라는 헤겔－코제브의 생각을 더욱 정교하게 다듬
어 “욕망은 대타자(Autre)의 욕망”이라는 공식으로 압축한다. 이런 욕망
이론은 다시 발전하여 라캉의 독창적인 주체화 이론의 바탕이 되는 “욕
망의 그래프”로 귀결된다. 이에 대해서는 라캉의 Ecrits, pp. 793-827에
실린 “Subversion du sujet et dialectique du désir dans l’inconscient
freudien” 참조. 이 글에 실린 라캉의 욕망 개념과 주체화 이론에 대한 상
세한 설명의 예로는 졸저, 니체, 프로이트, 맑스 이후(창비, 2002), 1부
2-3장 참조. 헤겔－코제브와 라캉의 관계를 논하는 탁월한 글로서는 E.
S. Casey & J. M. Woody, “Hegel and Lacan. The Dialectic of Desire,”
in J. O'Neill (ed.), Hegel’s Dialectic of Desire and Recognition. Text
and Commentary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1996),
pp. 223-232 참조. 그 외 W. Bergand, “Dialektik und Subjektivität. Zu
Jaques Lacans post-hegelianischer Theorie der Psyche,” in A. Arndt &
E. Müller (ed.), Hegels Pänomenologie des Geistes heute, pp. 83-97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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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망인 한에서 생을 본질적 조건으로 한다. 순수 자기의식은 생과는
다른 차원에 자리하되 생과 분리될 수 없다. 대자존재의 이런 상호
모순적인 두 계기는 주인과 노예에 의해 각각 구현된다. 즉 주인은
생에 대한 초월성을, 노예는 생의 환원 불가능성을 대신한다. 주인은
죽음의 문턱 앞에서 자신의 대자적 자립성을 증명한 의식인 반면, 노
예는 자연적 사물에 종속되어 있기를 선택한 의식이다.
헤겔은 이 두 의식의 관계를 다음과 같은 “삼단논법”(146)으로 재
구성한다. 주인은 자연적 사물을 지배한다(전제1). 자연적 사물은 노
예를 지배한다(전제2). 따라서 주인은 사물을 지배한다(결론). 이런 삼
단논법에서 강조되는 것은 주인이 사물을 매개로 노예를 지배한다는
점이다. 노예는 사물에 예속되므로 그것을 초월하는 주인에게 예속된
다. 이런 예속의 결과 노예는 주인을 위해 노동하고 봉사하는 위치에
놓인다. 노동과 봉사는 자립적 사물에 대한 부정이다. 반면 주인은
자신과 사물 사이에 노예를 끼어놓는다. 주인은 사물을 통해 노예를
지배하듯 노예를 통해 사물을 부정한다. 노예의 노동이 사물의 불완
전한 부정이라면, 그 불완전한 부정을 매개로 한 주인의 부정은 완전
한 부정이다. 노동하는 노예가 사물을 가공하고 형성한다면, 주인은
그렇게 형성된 사물을 소비하고 향유한다.
순수 인정 개념에 따른다면, 주체는 오로지 자신과 동등한 타자의
인정 속에서만 자신의 대자적 초월성을 확신할 수 있다. 이런 순수
인정 개념에 비추어 볼 때, 인정투쟁의 승자는 주인이 아니라 오히려
노예일 수 있다. 왜냐하면 주인은 대자적 초월성을 포기한 노예 앞에
서만 자신의 인정 욕망을 충족할 수 있고, 따라서 자신의 욕망을 전
적으로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노예의 봉사를 받는 주인은 순수
인정관계로 진입할 기회를 원천적으로 잃어버린 셈이다. 반면 주인은
인정의 욕망을 전적으로 만족시킬 수 있는 자립적인 타자에 해당하므
로 노예는 스스로 포기했던 대자적 초월성을 다시 회복한다면 주인으
로서는 결코 기대할 수 없는 순수 인정관계로 진입할 수 있다.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은 실제로 그런 방향으로 진행된다. 주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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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대자적 의식의 조건을 비자립적 의식(노예)의 비본질적 행위
에 두고 있으므로 점차 자신의 대자적 자립성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
린다. 반면 노예는 주인을 위해 사물과 관계하면서 자신과 관계하고,
사물을 부정하면서 자신을 부정한다. 노예는 사물을 변형, 형성하면서
자기 자신을 변형, 형성한다. 이로써 노예는 처음에 상실했던 대자적
자립성을 점차 회복하고 주인을 능가하는 자유를 획득한다. 주인은
노예의 노예가, 노예는 주인의 주인이 된다.
이런 전도를 가져올 노예의 잠재적 역량은 죽음의 공포와 노동이
라는 두 가지 요소에서 온다. 죽음의 공포, 그것은 노예를 지배하는
“절대적 주인”(148)이다. 노예는 자신 안에 자리 잡은 그 주인으로
인해 끊임없이 전율하고 “어떤 절대적 유동화(Fließigwerden)”17)(148)
에 빠져든다. 노예가 가졌던 고정 관념, 노예의 의식 안에서 실체적
항구성을 고집하던 모든 내용이 뒤흔들리고 해체된다. 이런 “보편적이
고 일반적인 해체”(148)는 의식의 형식을 와해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
는다. 죽음의 공포가 가져오는 절대적 부정성은 노예의 노동과 봉사를
통해 현실 세계 속에서 실현된다. 노동은 노예 안에서 일어나는 주관
적 형태변화를 객체적 대상의 형태변화로 번역, 반복하는 과정이다.
이런 노예의 노동은 “억제된 욕망”(149)이다. 주인의 욕망이 “대상
의 순수 부정”이라면, 노예의 노동은 “지연된 부정”(149)이다.18) 주인
17) 여기서 생명의 본질적 특성인 유동성이 의식의 본질적 속성으로 내면화
된다. 정신현상학 서문에서 헤겔은 “유동화(in Flüssigkeit zu bringen)”
(30)를 철학이 과거 사상을 재전유하는 방법적 전략과 의도 자체로서 설
명한다. 말라부는 이 유동성을 조형성(plasticité)으로 옮기고, 이를 기초로
헤겔의 변증법적 역사존재론에서 하이데거의 철학사 파괴 작업과 데리다
의 철학사 헤체론으로 이어지는 길을 개척한다. C. Malabou, L’avenir de
Hegel: plasticité, temporalité, dialectique (Paris: Vrin, 1996); La
plasticité au soir de l'écriture: dialectique, destruction, déconstruction
(Paris: Léo Scheer, 2005) 등 참조.
18) 노예의 노동을 특징짓는 이 “지연된 부정”은 데리다의 차연(différance)
개념을 구성하는 중요한 의미론적 요소이다. 이는 노예의 “제한 경제”에
서 주인의 “일반 경제”로 돌아가려는 바타유의 계획에 대한 논평에서 잘
나타난다. J. Derrida, “De l’économie restreinte à l’économie générale:
un hegelianisme sans réserve,” Ecriture et différence (Paris: Seu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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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순수 부정 속에서 대상은 완전히 소멸한다. 이런 소비적인 부정과
더불어 주인은 “티 없는 자기감정”(148-149)을 누리지만, 이런 소비
적인 향유 속에서 모든 대상은 일시적인 것, 사라져야 할 어떤 것이
된다. 반면 노예의 노동 속에서 대상의 소멸은 계속 늦추어지고, 그
런 지연된 부정 속에서 대상은 새로운 형식을 얻는다. 노동이란 어떤
형성하는 행위, 짓기의 활동이다. 노예는 사물을 형성하고 세상을 지
으면서 서서히 자기감정을 얻어간다. 자신의 대자적 내면성을 자각하
게 되는 것이다.
이때 중요한 것은 그런 자각이 의식의 안쪽이 아니라 그 바깥에서
일어난다는 점이다. 헤겔의 정신철학에서 의식은 언제나 자신의 외부
에 있는 거울 속에서 비로소 객관적인 자신의 모습과 만날 수 있다.
노예의 경우 그런 거울은 노동에 의해 형식화된 대상에 있다. 노예에
의해 가공된 대상의 형식, 그것은 외부에 현존하는 대자적 내면성이
다. 항구적인 대상에 자리하는 객체적 형식은 노예가 자신의 “고유한
의미(Eigener Sinn)”를 발견하는 “직관”(149)의 장소이다. 자기직관의
장소로 변모한 대상은 의식과 대립하지 않는다. 가공된 대상은 의식
에게 더 이상 낯설지 않은 것, 더 이상 죽음의 공포를 불러일으키지
않는 무력한 사물이다. 노동은 그런 의미에서 어떤 자유의 길이다.
노예는 노동 속에서 자신을 예속하던 죽음의 공포로부터 해방된다.
하지만 노동이 죽음의 공포와 완전히 동떨어질 때 예기치 못한 일
이 벌어진다. 죽음의 공포와 그것이 불러일으키는 보편적 동요는 노
동과 결합하지 않는다면 외면적 현실에 아무런 변화를 가져오지 못한
다. 반면 죽음의 공포와 분리된 노동은 대상 속에 자기의식의 내면적
1967), pp. 369-407, 특히 p. 375 참조: “바타유가 끊임없이 성찰한 것은
이러한 비대칭, 이러한 노예의 절대적 특권이다. 주인의 진리는 노예에
있고, 주인이 된 노예는 어떤 ‘억압된’ 노예로 남는다. 이런 것이 의미, 역
사, 담론, 철학 등등의 조건이다. (...) 생명을 보존한다는 것, 연명한다는
것, 노동한다는 것, 쾌락을 미룬다는 것(différer), 유희의 범위를 한정한
다는 것, 죽음과 대면하는 순간조차 [어떤 거리를 두고] 그것을 경외한다
는 것, 이런 것이 지배의 조건이자 그것이 가능케 하는 모든 역사의 조
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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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질을 옮겨놓지 못한다. 사물 속에 영혼을 심지 못하는 노동은 “아
집(Eigensinn)”(150)에 불과하다. 노동은 죽음의 공포를 수반할 때야
비로소 대상의 “보편적 형성”(150)에 이를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보편적 가치를 지닌 대상의 형식 속에서만 노예는 자신의 자유를 경
험할 수 있다.
헤겔 철학에서 자유는 정신의 본질적 속성으로서 한편으로는 자기
의식과,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실현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차라리 이
세 개념은 동일한 것이라 해야 할 것이다.19) 먼저 자기의식으로서의
자유는 자기인식과 같고, 자기인식은 자기 대상화나 자기 객체화를
전제한다. 그런데 자신을 대상화한다는 것은 자신을 부정한다는 것과
같다. 기존의 정체성을 깨뜨리는 부정의 상황, 부정의 시련, 혹독한
절망 속에서만 자신의 한계가 객관화될 수 있다. 자기인식은 주체의
마지막 한계와 조건이 가차 없이 발가벗겨지는 소외나 외화의 과정이
자 그런 외화로부터의 복귀이다. “타재로부터의 복귀”(134)라는 자기
의식의 정의는 이런 복잡한 의미를 담고 있다. 다른 한편 자유는 자
기실현의 정도를 가리킨다. 처음에 있는 것은 어떤 잠재력, 가능성이
다. 가능성은 씨앗처럼 단순한 형태를 띠지만, 그것이 실현되는 과정
속에서 단순한 형태는 끊임없이 분화, 복잡화된다. 자유란 처음에 “씨
앗”처럼 주어진 가능성을 실현하는 자기분화 속에 단순함을 보존하는
능력이다.20) “타재 속에서 자신을 회복하는 동일성”(20) 혹은 “절대
적 타재 속의 순수한 자기인식”(24)이란 정신의 정의는 이런 직관에
서 온다.
19) 이런 등식이 가장 명료하게 드러나는 것은 아마 헤겔의 역사철학강의
｢서론｣, 특히 “정신의 본성에 대한 추상적 정의”라는 대목일 것이다.
G.W.F. Hegel, Vorlesungen über die Geschichte der Philosophie, pp.
30-33(권기철 옮김, pp. 27-29): “(...) 정신의 모든 속성은 자유에 의해서
만 존재한다. (...) ‘정신은 자유’라는 추상적 정의에 따른다면, 세계의 역
사란 정신이 자기를 차츰 정확하게 알아가는 과정을 서술하는 것이다.
(...) 자유의 자기의식이라는 그리스도교적 원리 (...) 동시에 자유란 자기
를 의식하고 -- 왜냐하면 자유란 그 개념으로 볼 때 자기를 아는 것이므
로 -- 그것에 의해 자기를 실현한다는 무한한 필연성을 지닌다.”
20) 같은 책, pp. 75-76(권기철 옮김, p. 8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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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겔의 정신철학에서 자유의 진보는 이런 복잡한 의미의 자기인식
과 자기실현이 심화되는 과정이다. 이런 이중의 심화과정은 다시 교
양의 과정으로 정의된다. 주체는 자신을 부정, 소외, 객체화, 분화하
면서 끊임없이 고정된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분열된다. 이런 측면에서
주체는 언제나 보편적인 유동성 속에 놓이며 절대적인 동요와 불안을
겪는다. 하지만 이런 분화의 절차 속에서 주체는 자신의 잠재력을 실
현할 뿐만 아니라 비로소 자신의 내면을 객관적으로 인식한다. 그런
객관적인 인식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주체는 자유로워지는 동시에 그
만큼 성숙한다. 교양의 길은 “절망의 길”이자 “스스로 자신을 완성해
가는 회의주의”(67)의 길이다.
헤겔의 현상학에서 노예가 지니는 독특한 지위는 이 철학 전체의
핵심에 있는 이런 자유의 개념이 처음 발아하는 장소라는 데 있다.
죽음의 공포 속에서 실행되는 노예의 노동은 교양=자기인식=자기실
현에 해당하는 자유의 뿌리이다. 역사적 세계 속에 등장하는 모든 형
태의 의식, 특히 성실한 의식이나 아름다운 영혼 같은 인문적 주체의
혈관에는 죽음의 공포와 노동이 교차하는 가운데 생성된 노예의 뜨거
운 피가 흐르고 있다.21)

Ⅴ. 스토아주의와 회의주의: 순수 사유의 두 형식
노동의 주체가 아니라 소비와 향유의 주체인 주인은 점점 더 사물
의 객체적 본질과 멀어지고, 따라서 현실의 변화와 유리된 추상적 자
21) 정신현상학 이후 엔치클로페디나 법철학원리 등에서 노동과 교양
의 밀접한 관계는 더욱 강조된다. 헤겔의 정신철학에서 가장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인간은 객관정신(제도적 사회질서) 속에 살아가는 인간이되 가
족 공동체 속의 인간도 국가 속의 개인도 아니다. 그것은 욕구와 노동의
상관적 질서인 시민사회 속의 인간이다. 이는 노동 혹은 직업의 세계가
교양과 도야의 현장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B. Bourgeois, Etudes
hégéliennes. Raison et décision (Paris: P.U.F., 1992), 3부 1장(“L’homme
hégélien”)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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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로 전락한다. 반면 노예는 노동을 통해 사물에 형식을 부여한다.
사물 속에 각인된 그 형식은 의식의 대자적 내면성을 표현한다. 노예
는 처음에 그런 표현관계를 자각하지 못한다. 노예에게 대자존재는
오로지 주인에게서 관찰되고 사물은 여전히 자신의 대자존재와 무관
한 객체일 뿐이다. 하지만 철학자의 관점에서 노동에 의해 형식화된
사물은 이미 즉자적 대상이면서 대자적인 존재이다. 노동 속에서 즉
자존재와 대자존재는 하나로 수렴된다.
이런 수렴과 통일이 심화되어 대상적 본질과 주관적 형식이 하나
의 평면을 이룰 때 노동은 개념의 운동이 된다. 개념이란 대상이면서
동시에 의식과 다른 어떤 것이 아니다. 노동은 개념의 원시 형태이고,
개념의 운동은 사유의 노동에 해당한다. 의식은 사유의 노동 속에서
자유를 얻는다. “사유 속에서 나는 자유롭다. 왜냐하면 나는 타자 속
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고, 다만 전적으로 나와 더불어 있기 때
문이다. (...) 개념들 속에서 일어나는 나의 운동은 나 자신 속에서의
운동이다.”(152) 이런 자유로운 사유를 자신의 본질로서 자각할 때
노예는 새로운 형태의 의식으로 다시 태어난다. 서양 사상사 안에서
사유를 통한 자기해방의 길은 스토아주의라 불려왔다. 스토아주의는
오로지 사유 속에서만 자신의 본질을 의식할 뿐만 아니라 오로지 사
유에 의거하여 대상과 관계하는 태도이다. 이런 태도 앞에서 사물은
사유되는 한에서 비로소 어떤 의미나 가치를 띠면서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스토아주의는 “보편적 공포와 예속의 시대”(153)를 배경으로
한다. 주체로 하여금 자신의 내면으로 후퇴하도록 강요하는 시대, 내
향적 복귀 이외의 다른 선택을 남겨두지 않는 시대. 스토아주의는 그
런 공포의 시대가 낳은 역사적 산물이다. 일반적인 공포에 쫓겨 자기
자신 안으로 도피한 의식은 외부적 조건에 초연한 내면성의 차원을
발견한다. 사물의 형성과 도야가 의식의 자기도야로, 개념적 노동인
사유로 탈바꿈되는 것은 그런 새로운 모색의 길 끝에서이다. 보편적
공포와 예속의 시대는 “보편적 교양의 시대”(153)로 심화된다.22)
22) 이는 로마시대를 염두에 둔 표현이다. “로마의 내면성과 주관성은 자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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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보편적인 도야와 형성 속에서 자기의식은 대상의식과, 대상의
식은 자기의식과 분리되지 않는다. 대상의식과 자기의식은 하나의 평
면을 이룬다. 그 일치의 평면은 의식의 내부를 외적 상황의 변화와
폭력으로부터 지켜내는 어떤 보호막과 같다. 그러나 그 보호막 때문
에 의식은 무엇인가를 잃어야 한다. 욕구와 노동이 순수 사유의 운동
으로 전환되자마자 생의 다양한 색깔과 형태는 사유의 규정(구별)들
로 획일화된다. 객관적 구별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나타나기 위해 주
관적 구별로 번역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런 번역을 통과할 때 객관적
구별이 지녔던 구체적 자연성은 왜곡되거나 상실된다. 사유가 순수해
지고 보편화될수록 거기서 나타나는 생의 세계는 본래의 생동하는 활
력을 잃어버린다.
이것이 스토아주의의 한계이다. 스토아주의에서 의식은 자신의 내
면으로 복귀하기 위해 객체적 사물을 자유롭게 방치한다. 방치된 사
물은 자기 자신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스토아적인 자유는 “이중의
자기복귀”(153) 속에서 일어나는 절반의 자유, 자연의 활력과 동떨어
진 창백한 자유이다. 창백한 자유를 구가하는 사유는 점점 더 객체적
본질과 다양성에 무관심한 사유로 전락한다. 그것은 자립적 사물과
분리된 사유, 내용 없는 사유이다. 외적 상황의 폭력에 초연한 자기
균형을 추구하면서 스토아주의는 결국 현실과 유리된 형식주의로 전
락한다.
여기서 스토아주의의 도피적이고 방어적인 태도를 지적할 수 있다.
스토아주의가 자신의 자유를 펼치기 위해 이룩한 평면은 내부와 외부
를 갈라놓는 분리의 벽이 된다. 이 분리의 벽 안쪽에서는 사유가 아
단단한 껍질 속에 틀어박힌 정신과 무관한 추상적인 인격에 지나지 않았
는데, 그것이 스토아주의와 회의주의 철학에 의해서 순화되어 일반원리의
형식을 취한다.” G.W.F. Hegel, Vorlesungen über die Geschichte der
Philosophie, p. 398(권기철 옮김, p. 322). 헤겔은 로마세계의 비참과 불행
을 개인이 법률적 인격으로 인정되는 동시에 황제의 절대적 권력 아래
완전히 부정된다는 모순에서 찾았다. 로마시대는 이 모순 속에서 인간이
총체적으로 새롭게 “훈육” 혹은 “단련”되는 시대, “세계 훈육(Zucht der
Welt)”의 시대이다. 같은 책, p. 388(권기철 옮김, p. 31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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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 확장되더라도 “아무런 내용의 확장”(154)이 일어나지 않는다.
타재의 부정은 개념상의 부정으로 그칠 뿐 실질적인 부정으로 이어지
지 않는다. 웅장하고 정교한 사유의 건축술을 과시할 때 스토아주의
는 한없는 감동을 자아낸다. 하지만 그 자유의 궁전을 아무리 뒤진다
해도 현실에 부합하는 “진리의 기준”(154)은 결코 찾을 수 없다. 꿈
틀거리는 생명이 모두 사라진 그 위대한 건물 속에서 방문자는 심심
해질 수밖에 없다. 스토아주의의 업적은 하품을 불러오는 “권태”(154)
의 거대 형식이다.
형식주의로 전락한 스토아주의는 객체적 본질과 분리된다는 점에서
주인과 공통점을 지닌다. 스토아주의와 주인은 모두 구체적 현실의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추상적 자유의 주체이다. 스토아주의는 내
면으로 자리를 옮긴 주인, 노예 안에서 태어난 주인과 같다. 그러나
의식의 진화는 계속되어 다시 반전이 일어난다. 그것은 사유가 자신
의 보호막을 깨고나가 현실의 세부로 침투해 들어갈 때, 그래서 방치
되었던 자립적 사물의 본질에 사유의 부정성이 미칠 때 시작된다. 이
런 반전 속에 태어나는 새로운 형태의 의식은 회의주의이다.
스토아주의가 불완전하게 밖에 부정하지 못하던 타재는 회의주의에
의해서는 완전히 부정된다. 회의주의적 부정 앞에서 객체적 본질은
비본질적이고 비자립적인 것으로 논파된다. 회의주의는 대상 세계를
무화하는 가운데 사유 자체의 실재성과 보편적 자기동일성을 증명한
다. 다종다양한 빛깔의 현실적인 내용과 거기에 결부된 고정 관념을
하나하나 뒤집어버리는 회의주의에 이르러 사유는 “완전한 자유,”
“생동하는 자유”(155)를 맛본다. 회의주의 형태의 의식은 “불변적이고
본래적인 자기 확신”(156)에 이르는 행복한 주체이다. “스스로 자기
자신을 사유하는 사유의 아타락시아”(156), 자신의 파괴력에 스스로
취하는 사유. 그것이 회의주의이다.
그런 자기도취적인 사유의 힘은 변증의 논리를 구사하는 데 있다.
회의주의에서 “변증법은 자기의식을 구성하는 계기”(156)가 된다. 정
교하고 완벽한 변증의 논리를 구사하면서 이론과 실천의 세부적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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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침투하는 회의주의는 사물의 배후와 그 비밀을 꿰뚫어본다. 변증
한다는 것은 우선 폭로한다는 것이다. 회의주의적 시선 앞에서는 의
식단계(감성적 확신, 지각, 오성)의 모든 변증법적 우여곡절이 밝혀지
고, 주인－노예 관계(주인의 명령)에서 비롯되는 모든 윤리법칙의 본
성이 드러난다. 그리고 마침내 스토아주의의 추상적 형식주의에 기반
을 둔 과학적 개념의 빈곤성이 고발된다. 그 개념이 오로지 외재적인
방식으로만 자립적 실재와 결합되어 있음이 노출되는 것이다. 변증한
다는 것은 또한 해체한다는 것이다. 온갖 현상이 부단히 변화한다면,
회의주의가 모르는 방식으로 생성 소멸하는 것은 이 세상에 있을 수
없다. 회의주의가 생성 소멸의 굴레 속으로 빠뜨릴 수 없는 사물은
이 세상에 없다. 변증법의 화신인 회의주의자 앞에서 모든 사물은 존
재론적 중량을 잃어버리고 “소멸하는 크기”(155)로 전락한다. 어디로
소멸하는가? 온갖 타자들과 맺고 있던 차이의 그물망, 연기(緣起)의
그물망으로 사라진다.
소멸하는 것, 그것은 규정된 것, 또는 (...) 견고하고 불변적인 것으
로서 버티고 서있는 구별이다. 그런 구별은 그 자체 안에 항구적인 어
떤 것도 지니지 못하며, 사유 앞에서 필연적으로 소멸해야만 한다. 왜
냐하면 [다른 것과] 구별되는 것은 정확히 자신의 존재를 자기 자신
속에 지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본질을 단지 어떤 타자 안에
두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유는 이런 구별의 본성 안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운동이다.(156)

특정한 규정성을 띠고 현상하는 모든 것은 실체적인 자기동일성을
지니는 것이 아니다. 모든 규정성은 서로 다른 항들 사이의 대조, 대
립, 차이의 관계가 만드는 어떤 파생적 효과에 불과하다. 규정성을
띤 모든 것에 대해 나타남의 비밀은 그런 연기의 그물망에 있다. 이
연기의 그물망에 놓일 때 모든 사물의 정체성은 타자 환원을 거쳐
공(空)으로 귀착된다. 그러나 이런 연기의 실상을 자유롭게 파악하고
논증하는 회의주의자는 아직 최후의 깨달음에 도달한 사자(獅子)가
아니다. 그는 아직 번뇌에 시달리는 여우에 해당한다.23) 왜 그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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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주의자는 연기의 그물망 속에서 사물이 거품을 일으키며 소멸
하는 장면을 바라보며 희열을 느낀다. 하지만 벅찬 자기감정에 빠진
회의주의자는 자기 자신마저 연기의 그물망 안에 놓여있음을 알지 못
한다. 헤겔의 언어로 돌아가면, 이는 동일성과 비동일성 대립에 머물
러 있다는 것과 같다. 회의주의자는 최고의 지혜가 “동일성과 비동일
성의 동일성”24)에 있음을 깨닫지 못하는 논리학자이다. 그는 연기의
그물망에는 바깥이 없음을 모르고, 따라서 자기도 모르게 “절대적인
변증법적 불안”(156)의 희생자로 전락한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회의주의자는 자신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두
극단을 끊임없이 오고가는 방랑자처럼 나타난다. 한쪽에는 동일성과
보편적 일치의 극단이 있고, 다른 한쪽은 우연하고 개별적인 경험의
극단이 있다. 회의주의자는 자신의 동일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경험적
의식의 불일치를 입증하지만, 한 쪽의 증명은 언제나 다른 한 쪽의
증명에 의존하는 한에서만 성립할 수 있다. 따라서 증명이 반복될수
록 두 극단은 “접촉”을 거듭하고, 급기야 회의주의자는 “현기증 나는
무질서”(157)에 빠져든다. 이런 의존관계의 양편을 오고가는 회의주
의자의 말은 자기도 모르게 “횡설수설”(157)의 양상을 띠게 되고, 대
립하던 두 질서는 그 속에서 서로 뒤섞여 뒤죽박죽이 되어버린다.
23) 효봉 스님의 선시 ｢상당법어(上堂法語)｣의 마지막 단락은 이렇게 끝난다.
“그 누가 나에게 사자좌를 맡겼건만(有誰任我獅子座)/ 부끄럽다, 나는 오
늘 여우 울음을 우네(自愧今日野于鳴)./ 그러나 나에게는 변신술이 있나
니(雖然我有變身術)/ 여우가 사자로 변해 또 한 생을 지내리라(飜狐化獅
又一生).” 김달진 편역, 現代韓國禪詩(열화당, 1987), p. 187. 선(禪) 불교
의 화두집 無門關에는 “위대한 수행자도 인과에 떨어집니까?”라는 물
음에 “인과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대답하여 5백년을 여우로 살아야 했던
노인이 등장한다. 한형조, 무문관, 혹은 “너는 누구냐”(여시아문, 1999),
pp. 32-36 참조. 이 여우의 화두에 대한 상세한 논의의 예로서 S. Heine,
Shifting Shape, Shaping Text: Philosophy and Folklore in the Fox
Koan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1999) 참조.
24) 헤겔 초기 철학에서 “동일성과 비동일성의 동일성”이라는 절대자 개념에
이르기까지 모순 개념이 진화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Soon-Jeon Kang,
Reflexion und Widerspruch. Eine Entwicklungsgeschichtliche und
systematische Untersuchung des Hegelschen Begriff des Widerspruch
(Bonn: Bouvier, 199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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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혼동은 회의주의의 논리가 아직 불완전하기 때문에 빚어지는
결과이다. 회의주의적 변증법은 대립하는 두 극단을 화해시킬 상위의
필연성을 포괄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불완전한 변증법이다. 회의주의
자는 “보고 듣기의 무상함”(157)을 언명하지만, 그 스스로는 보고 듣
는다. 윤리적 규범의 무상함을 선언하면서 그 스스로는 그 규범에 따
라 행동한다. 말과 행위가 어긋나는 자기모순에 빠지는 것이다. 이런
모순은 논쟁의 차원에서도 계속 된다. 상대가 A라 하면 회의주의자
는 그것이 B임을 입증한다. 그러나 다시 B라는 주장이 나오면 그것
이 A임을 밝힌다. “고집 센 아이들의 말다툼”(158) 같은 양상을 띠기
까지 하는 회의주의적 언어는 자기모순에 개의치 않는 것처럼 보인
다. 회의주의자는 반대를 위한 반대를 즐기는 말 싸움꾼과 같이 상대
와 더불어 “모순관계에 머물러 있는 기쁨”(158)을 추구한다.
회의주의자가 이런 만족감에서 벗어나 스스로 범하는 모순을 자각
할 때 새로운 형태의 의식이 태어난다. 그것이 불행한 의식이다. 회
의주의자는 서로 대립하는 두 항을 분리된 상태에서 견지하면서 양자
사이를 끊임없이 오고가는 주체이되, 이 모든 것을 스스로 의식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불행한 의식은 모순된 두 항을 자신의 단일한 내
면성을 구성하는 두 계기로서 받아들인다. 하나이면서 둘이고 둘이면
서 하나인 자기의식, 내적으로 이중화되어 있는 자기의식이 불행한
의식이다. 헤겔의 현상학에서 이런 “의식의 이중화는 정신 개념에 본
질적”(158)이다. 왜냐하면 정신이란 “우리인 나이자 나인 우리”(140)
이기 때문이다. 공동체의 자기의식, 코기타무스에 해당하는 정신은 불
행한 개별적 코기토 안에서, 거기서 일어나는 내적 분열의 끝(재통일)
에서 잉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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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불행한 의식의 변증법: 이성적 주체의 탄생
자기의식의 최초 형태가 주인과 노예라면, 이 두 주체가 하나의 단
일한 의식 속으로 자리를 옮긴 국면이 불행한 의식이다(158). 불행한
의식은 주인과 노예라는 두 가지 형태로 나뉜 의식, “하나의 자기의
식이 다른 하나의 자기의식 속에서 자신을 바라는 이중화된 시
선”(159)과 같다. 불행한 의식을 구성하는 두 시선이 대립과 분열을
벗어나 화해에 이를 때 “정신의 개념이 생동하게 되고 현존의 차원으
로 들어선다”(159).
헤겔은 정신의 탄생 드라마를 엮어갈 최초의 역사적 문맥을 기독
교의 역사에서 찾는다.25) 정확히 그것은 교회의 성립과 더불어 성령
의 개념이 구현되는 대목과 겹친다. 하지만 서양 중세의 교회가 성령
의 개념에 기초한다면, 성령은 성자를, 그리고 성자는 성부를 대신하
는 위치에 있다. 이런 교체의 역사를 헤겔은 무한자와 유한자의 관계
방식이 변화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거기서 불행한 의식의 두 계기
(불변적 의식과 가변적 의식)가 서로 관계하는 세 가지 모델을 구한
다. 불행한 의식의 변증법이 성령의 시대로 바로 진입하지 않고 유대
교와 십자가 사건으로 우회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성부의 체제26)인 유대교에서 유한한 의식과 무한한 의식, 가변적
의식과 불변적 의식은 분리와 대립의 관계에 있다. 무한자의 육화와
더불어 성립하는 성자의 체제에서는 불변자의 개별적 형태가 다른 개
별적 현존재와 대립한다. 중세 교회와 더불어 시작되는 성령의 체제
25) 불행한 의식의 변증법을 기독교의 역사와 헤겔의 종교철학 일반의 문맥
에서 서술하는 고전적인 사례로는 J. Wahl, Le malheur de la conscience
dans la philosophie de Hegel (Paris: P.U.F., 1951) 참조. 불행한 의식의
변증법에 대한 정밀한 텍스트 내재적 분석과 논리적 재구성의 사례로는
G. Jarczik & P.-J. Labarrière, Hegel: le malheur de la conscience ou
l'accès à la raison. Texte et commentaire (Paris: Aubier, 1989) 참조.
26) 헤겔은 역사철학강의에서 게르만세계의 3시기를 각각 “성부의 왕국,”
“성자의 왕국,” “성령의 왕국”으로 표현한다. G.W.F. Hegel, Vorlesungen
über die Geschichte der Philosophie, p. 417(권기철 옮김, p. 33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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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개별적 현존재가 불변적 본질 속에 존재한다. 여기서 무한자
와 유한자, 보편자와 개별자가 최종적으로 화해한다. 헤겔은 이 세
체제 안에서 자기의식이 거쳐 가는 도야의 경험을 각각 “가변적 의
식,” “불변자의 형태,” “현실과 자기의식의 통일”이라는 표제 아래 서
술한다.
1) 가변적 의식. 유대교에서 무한자는 모든 유한한 표상과 이미지
의 저편에 자리한다. 유대인의 신은 불러도 대답 없는 신, 이해 불가
능한 사막 저편에 숨은 신이다. 유대적인 의식은 자신의 본질을 의사
소통이 불가능한 초월적 피안에서 찾는 반면, 자기 자신의 위치를 가
변성의 세계에 둔다. 따라서 의식의 운동은 비본질적인 자기 자신으
로부터 해방되어 불변자를 향해 상승하는 노력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개념의 손으로 결코 닿을 수 없는 높이의 불변자에서 자신의 본질을
찾을수록 의식 안에서는 “자신의 고유한 무에 대한 의식”(160)이 자
라난다. 강렬한 빛일수록 짙은 그림자를 거느리는 것처럼, 의식이 무
한자를 향해 비상할수록 개별적 현존의 세계는 끝없이 비참해진다.
풍요한 신성을 잃어버리고 사막화되는 이 세계에서 삶의 의식은 점점
더 “고통”(160)의 무게에 짓눌린다. 비극적인 삶의 의식으로 귀결되
는 유대적인 초월은 “패배 속에서만 승리할 수 있는 적과의 싸
움”(159)과 같다. 왜냐하면 한 항을 붙들려 하자마자 그것이 다른 한
항을 향해 달아나 버리기 때문이다.
2) 불변자의 형태. 육화는 불변자가 “감성적인 형태” 혹은 “개별적
현존의 형태”(161)를 띠는 사건이다. 그러나 “형태화된 불변자”(162)
인 예수의 제자들에게 육화는 어떤 개념적 필연성 안에서 이해되지
않는다. 그것은 단지 “자연” 안의 “사건”(161), 우연한 사건으로 경험
된다. 신은 자신을 계시하기 위해 개별성의 옷을 입고 나타났다. 그
러나 그 옷은 오히려 사물의 견고한 각질처럼 침투 불가능한 애매성
의 두께로 비친다. 불변자는 만질 수 있는 육체의 형상을 취하고 개
별적 의식에게 가까이 다가왔다. 그러나 그 형상은 “절대적인 우연성
혹은 움직일 수 없는 무관심”(161)의 장막과 같다. 감성적인 형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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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변자는 가시적인 동시에 비가시적이고, 친근하면서 소원하며, 희망
의 근거이자 절망의 원천이다. 신은 무한이 다가오는 가운데 다시 멀
어지고 손을 내미는가 하면 이미 멀리 “달아나고”(164) 있다.
이런 예수의 역설은 두 가지 관점에서 설명될 수 있다. 먼저 그것
은 예수와 그의 제자들이 서로 다른 차원, 서로 다른 나라에 속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역설이다. 감성적 형태는 그 두 세계를 가르는 분리
의 장막과 같다. 다른 한편 그것은 불변자의 감성적 형태가 모든 개
별적 형태처럼 시간 속에서 소멸해야 하고 공간적으로는 소원한 거리
를 낳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역설이다. 예수는 이편에 있으
면서 저편에 있는 신, 다른 곳으로 사라져버리는 신이다. 그러므로
육화와 더불어 의식의 내적 분열은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피
안의 계기가 더욱 확고해졌다”(161). 그러나 형태화된 불변자의 출현
이후 개별적 의식에게 현실 세계 일반은 새로운 의미를 지니게 된다.
세계 자체는 이제 불변자의 육화된 형태로, 따라서 신성한 어떤 것으
로 이해되기 시작한다.
3) 현실과 자기의식의 통일. 성자의 체제 이후 성령의 체제가 확립
되는 과정은 불행한 의식의 변증법이 본격적으로 개진되는 역사적 배
경이다.27) 여기서 문제는 개별적 자기의식들이 정신의 실재성을 마침
내 깨닫게 되는 사건을 극적으로 연출하는 데 있다. 이 드라마는 다
시 3막의 형식을 띤다. 1막의 주인공은 예수를 떠나보낸 제자들과 십
자군 기사들이고, 2막의 주인공은 세상에 나가 적극적으로 일하고 성
찬식을 즐기는 신앙인이며, 3막의 주인공은 금식과 고행 그리고 고해
성사를 하는 기독교인이다. 헤겔은 이들을 각각 “순수 의식,” “활동하
27) 불행한 의식의 변증법의 실질적인 출발점은 “현실과 자기의식의 통일”(중
세 기독교)에 대한 서술에 있으며, 선행하는 “가변적 의식”(유대주의)과
“불변자의 형태”(예수)에 대한 서술은 이 부분을 위한 예비작업에 해당한
다. 다시 말해서 스토아주의와 회의주의는 십자가 사건 이후에 등장하는
의식의 형태로 이어진다. 이 이행은 이론에서 실천으로의 이행과 같다.
이에 대해서는 H.S, Harris, Hegel’s Ladder I: The Pilgrimage of
Reason (Indianapolis/Cambridge: Hackett Publishing Company, Inc.,
1997), p. 400과 p. 40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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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의식,” “이성에 이르는 의식”이라 부른다.
a. 순수 의식. 불행한 의식의 변증법이 본격화되는 첫 단계의 위상
을 가늠하기 위해서는 스토아주의와 회의주의를 다시 상기할 필요가
있다. 개별자를 저버리는 스토아주의는 내용과 분리된 추상적 형식주
의에 빠져버린다. 회의주의는 내용과 형식, 개별성과 보편성이라는 두
극단 사이에서 “동요하는 사유”(163)일 뿐 양자를 화해, 결합하지 못
한다. 이런 순수 사유의 두 형식에 비할 때 기독교적 의식은 이미 새
로운 높이에 도달했다. 육화를 통해 형태화된 불변자를 참된 대상으
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이제 진리는 순수 사유가 추구하던 보편자
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개별자 속에 구현된 보편자, 보편적 개별자에
있다.
순수 의식이라는 첫 번째 형태의 기독교적 주체는 철저히 개별자
의 입장에서, 구체적인 개별자의 형태로 세상에 왔다간 불변자를 다
시 만나고자 한다. 그러나 이런 뜨거운 “접촉”의 추구 속에서 “의식
은 단지 사유(Denken)를 향해 갈 뿐이고, 그래서 사모(Andacht)에 불
과하다. 사모로서의 사유는 시끄럽게 울려대는 종소리, 혹은 뜨겁게
솟아오르는 증기, 개념에 이르지 못하는 어떤 음악적 사유로 남아 있
다”(163). 순수 의식은 자신의 대상을 개념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아
니라 감성적 접촉의 대상으로 파악한다. 형태화된 불변자, 예수를 어
떤 “충만한 심정(Gemüt)” 속에서 만나고자 하는 열망은 “어떤 끝없
는 동경의 운동”(163)을 낳지만, 신은 이미 죽음의 문을 통과해서 저
편으로 사라졌다.
사라진 예수, 죽은 신에 대한 그리움은 그가 남긴 무덤으로 향한
다. 그 무덤은 사모의 정념을 가라앉힐 수 있는 어떤 대체물이다. 그
러나 그 무덤을 둘러싼 투쟁은 “반드시 실패로 끝날 노력의 싸
움”(164)으로 밝혀진다. 왜냐하면 그것은 보편적 개별자가 아니라 보
편성 없는 개별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어떤 물신에 지나지
않는다. 순수 의식은 그토록 커다란 희생을 치룬 끝에 대상을 얻자마
자 환멸을 느낀다. 이는 진리가 어떤 감각적 대상 속에서 찾을 수 있

64

특집 / 욕망과 행복

다는 모든 물신주의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된다. 그런 환멸과 해방은
마침내 “심정의 자기복귀”(164)로 이어진다. 있는 그대로의 자기 자
신을 긍정하는 복귀, 자신에게 숨어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발견하는
복귀. 이런 복귀와 더불어 의식은 자신의 개별적 현존을 참되고 보편
적인 것으로 자각한다. 이제 보편적 개별자는 자기 바깥의 어딘가에
숨어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체 자신에게 있다.
b. 활동하는 의식. 이런 깨달음 속에서 새로운 형태의 주체가 태어
난다. 그것은 자신의 자립성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바탕으로 현실에
능동적으로 관계하는 주체이다.28) 주체는 노동을 통해 자립적인 사물
을 능동적으로 변형하고 노동의 산물을 즐겁게 향유한다. 이런 노동
과 향유는 다시 충만한 자기감정을 촉발한다. 하지만 곧이어 의식의
내면에 균열이 생긴다. 세상 한가운데 자신을 긍정하던 의식은 결국
자신을 “쪼개져 있는 확신”(165), “쪼개져 있는 의식”(165, 166)으로
경험한다. 이런 반전은 현실 자체가 이미 두 조각으로 깨져 있다는
사실에서 시작된다.
노동과 향유의 대상인 한에서 현실은 주체가 마음대로 가공, 소비
할 수 있는 어떤 것이다. 노동과 향유의 주체로서 의식은 대상의 자
립성을 파괴하면서 자신의 자립성에 대한 내적인 확신을 얻는다. 반
면 십자가 사건 이후 현실 세계 일반은 불변자의 형태로 이해됨에
따라 신성한 의미를 지니게 된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주체의 노동
과 향유는 신이 스스로 자신의 일부를 “포기”하고 그것을 의식에게
28) 헤겔의 역사철학에서 십자군 원정은 서양인이 “주체의 무한한 자유”를 현
실적으로 자각하는 결정적인 전환점으로 기술된다. G.W.F. Hegel,
Vorlesungen über die Geschichte der Philosophie, pp. 471-472(권기철
옮김, pp. 380-381): “그러나 무덤이야말로 역전이 발생하는 본래의 장소
이다. (...) 즉 세속과 영원을 결합한 ‘이것(Dies)’이 정신적으로 자립한 인
격을 말하는 것임을 알게 된다. 이렇게 해서 기독교 세계에서 인간은 신
과 같은 ‘이것’을 자기 자신 속에서 추구해야한다는 의식이 태어나고, 그
에 따라 인간의 주체성이 절대적으로 가치 있는 것이 된다. (...) 이것이
십자군 원정의 절대적인 결론이고 거기에서 자아를 신뢰하는 시대, 자주
적으로 활동하는 시대가 시작된다. 서양은 동양의 그리스도 무덤에 영원
한 이별을 고하고 주체의 무한한 자유라는 서양의 원리를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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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166)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의식은 노동과 향유 속에서
세상에 대해 주인인 것처럼 보인다. 세상의 일은 의식이 자발적으로
의지, 계획, 실행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런
모든 능력과 재능도 역시 신이 의식에게 부여한 “낯선 선물”(166)에
불과할 수 있다. 주체가 하는 모든 일은 신의 일을 대신하는 절차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것은
주체가 아니라 신적인 본질을 구현하는 사물이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어떤 “무한한 역량(166)”의 유희로 나타나고, 주체는 그저
그 신적인 유희의 수동적 관찰자나 도구로 전락한다. 주체가 대상과
맺는 모든 관계는 이제 어떤 “피상적인 관계”(166)에 불과한 것처럼
보인다.29)
이때 주체는 “자립성의 의식이 주는 만족감”을 스스로 거부하고
“자기감정에서 드러나는 만족감”을 “가상”(167)으로 치부한다. 반면
자신이 이룩한 모든 성취와 권리를 신의 은혜로 돌린다. 이것이 성찬
식에서 올리는 감사기도이다. 감사기도는 신이 준 선물에 응답하는
주체의 선물이다. 이 “상호 증여”(167) 속에서 주체는 신과 교통하며
하나가 된다. 하지만 이런 행복한 통일은 다시 깨져버린다. 왜냐하면
감사기도에 의해 실제로 변한 것은 없기 때문이다. 주체는 이미 욕구,
향유했으며 여전히 무언가를 소유하고 있다. 게다가 자신을 무한하게
낮추는 감사기도는 의식이 다시 자신으로 돌아가는 생생한 복귀의 절
차로 바뀐다. 원래는 버려야 할 자기감정이 감사기도 속에서 다시 살
아난다. 주체는 스스로 자신을 부정하는 자신의 모습에 은밀한 만족
감을 느낀다. 자기포기라는 외양의 감사기도는 자발성의 형식을 취할
29) 능동과 수동의 혼동, 증여와 선물의 역설을 핵심으로 하는 이 부분의 서
술은 하이데거의 니체 해석에 대한 데리다의 반론에 중요한 영감의 원천
인지 모른다. 남성과 여성 사이의 주기와 받기를 주제로 하는 데리다의
반론은 하이데거의 존재사유가 도달하는 “es gibt Sein”에 대한 문제제기
로 이어지고, 이 존재론적 증여의 역설에서 서양적 사유의 마지막 한계가
드러나고 있음을 역설한다. J. Derrida, Eperon: les styles de Nietzsche
(Paris: Flammarion, 1978) 참조. 이 저작에 대한 상세한 논의로는 졸저,
니체, 프로이트, 맑스 이후, 2부 3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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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 충만한 자기긍정이 된다.
c. 이성에 이르는 의식. “이런 거짓된 자기포기의 가상에 더 이상
기만당하지 않는”(167) 의식은 다시 새로운 주체로 태어난다. 그것이
금욕주의자이다. 금욕주의자에게 만족감의 원천이던 자신의 자립성은
비실재화, 무화된다. 행위는 모든 보편적인 내용과 가치를 잃어버리고
향유는 “불행한 감정”(168)으로 전도된다. 주체에 속하는 모든 것은
개별적이고 우연한 의미밖에 가지지 못하고, 따라서 제거의 대상이
된다. 하지만 어떠한 환원의 노력으로도 제거되지 않는 것이 남게 되
는데, 그것이 “동물적 기능들”(168)이다.
이 기능들은 “적이 가장 본래적인 모습을 띠고 출현하는 장
소”(168)이므로 반드시 척결해야 할 대상이다. 하지만 제거되는가 싶
던 “이 적은 패망 속에 다시 살아난다”(168). 소멸되는가 하면 다시
고개를 쳐드는 끔찍한 괴물. 이 괴물로부터 도망치는 주체는 그것에
서 해방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과 “접촉”해 있고 따라서 그것
에 의해 “더렵혀져 있는 자기 자신”(168)을 발견한다. 그럴수록 전혀
무의미하던 생리적 현상, 다시 말해서 “가장 비천한 것”이 “심각한
주목의 대상”이자 “가장 중요한 몰두의 대상”(168)이 되어버린다. 강
박 신경증의 원인이 되는 것이고, 이런 증상이 심해지면 주체는 병리
적 증상에 짓눌려 자기 자신 안에 갇혀 버리고, 급기야 도착적 자기
학대로까지 나아간다. 가혹한 자기학대와 자기파괴. 이것이 이 “가련
하면서도 불행하기 짝이 없는 인물”(169)이 신과 접촉, 교통하는 방
식, 신을 숭배하는 방식이 된다.
헤겔 철학에서 이런 병리적인 행태의 굴레는 논리적인 현상이기도
하다. 즉 개별자와 보편자의 직접적 관계는 언제나 비극이나 희극을
낳는다. 개별자로서의 의식은 어떤 특수자를 매개로 보편자와 관계할
때만 증상에서 벗어날 수 있다.30) 불행한 의식이 거쳐 가는 다양한
경험은 언제나 개별－보편의 이항관계에 기초해 있고, 따라서 그 관
30) 헤겔의 정신현상학 전체를 통해 이 점을 반복적으로 부연하는 사례로
서 J.-F. Marquet, Leçon sur la Phénoménologie de l’esprit de Hegel
(Paris: Ellipses, 200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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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아무리 변이시켜도 기다리는 것은 언제나 비정상의 귀결이다.
불행한 의식이 이런 비참한 결과에서 벗어나는 것은 자신과 불변자
사이에 제3의 항으로서 신부와 교회를 받아들일 때이다.
불행한 의식은 먼저 신부에게 고해성사를 하고 신부의 조언과 충
고에 따라 행동한다. 이는 자신에게 속하는 “판단의 특수성과 자
유”(169)를 포기한다는 것과 같다. 이렇게 타율적 판단에 복종함으로
써 주체는 자율적 의지사용에 수반되는 책임감이나 “죄책감”(169)에
서 면죄된다. 다른 한편 불행한 의식은 교회에 자신의 주체성만이 아
니라 향유의 대상인 재물이나 소유물까지 맡긴다. 헌납과 기부를 통
해 자신의 “외적 고유성”(170)까지 환원하는 것이 감사기도의 기만에
서 벗어나는 길이다. 마지막으로 불행한 의식은 교회가 주관하는 의
례에 참여하여 “의식의 내용”을 “자신으로서는 무얼 뜻하는지 모르는
어떤 낯선 내용과 교환한다”(170). 제사에 참여하는 의식은 “전혀 의
미 없는 말”에 따라 표상하고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행하면
서 “자신의 자아를 박탈당하는”(170) 경험에 이른다.31) 제사에 참여
한다는 것은 주체에게 스스로 자신을 “어떤 사물, 어떤 대상적인 존
재”(170)로 만든다는 것과 같다.32)
의식은 이런 3중의 자기 포기와 양도를 통해 마침내 불행의 굴레
에서 해방된다. 반면 의식의 개별적 의지와 권리를 모두 위임받은 교
회는 “보편적 의지”(171)의 실현자가 된다. 자신의 권리를 대신하여

31) 헤겔이 종교의례에 등장하는 “이해할 수 없는 낯선 말,” “의미 없는 말”
에서 개별자와 보편자의 일치를 가져오는 마술적인 힘을 보았다면, 이런
주제를 되살리는 현대적 사례는 루이스 캐럴에 대한 들뢰즈의 해석에서
찾을 수 있다. 들뢰즈는 캐럴의 작품에 등장하는 “Snark” 같은 “비의적인
단어”나 “신조어”가 서로 이질적인 계열들 사이에 “이접적 종합”을 가져
오는 어떤 “분화소”(우발점)임을 증명한다. G. Deuleuze, Logique du
sens (Paris: Minuit, 1969), pp. 57-62 참조.
32) 지젝은 헤겔이 주는 영감 속에서 라캉의 정신분석의 개념들(특히 환상
개념)을 이용하여 기독교의 도착적 요소를 분석하고, 그것이 현대에 대해
갖는 긍정적 의미를 옹호한다. S. Zizek, The Puppet and the Dwarf:
The Perverse Core of Christianity (Cambridge MA: MIT Press, 200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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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람에게 타당한 방식으로 의지하고 판단하는 교회를 보면서 의
식은 이성적 판단이 무엇인지 자각한다. 거기서 “자신의 개별성 안에
서 절대성을 띤 즉자존재라는 확신 혹은 모든 실재라는 확신”(171)의
가능성을 경험하는 것이다. 개별적인 동시에 보편적인 자기의식의 가
능성, 이성적인 자기의식, 다시 말해서 정신의 가능성을 자각하는 것
이다. 헤겔의 정신철학에서 교회는 근대적 의미의 국가를, 교회를 인
도하는 성령은 근대적 민족정신의 역사적 뿌리이다.
하지만 이 단계에서 정신의 가능성에 대한 자각은 개념적인 파악
이 아니라 외재적인 표상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의식의 불행이 행복
으로 전도되는 모든 절차가 의식의 내면적 자유 속에서 일어나는 것
이 아니기 때문이다. 의식은 자신의 힘이 아니라 “제3의 조언
자”(171)에 의존하여 자신의 개별적 행위를 행복한 향유로, 나아가
그것을 보편적인 행위나 초월적인 행위로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을 기
다린다. “그러나 의식 자신이 볼 때 그의 현실적인 행위는 어떤 비루
한 행위로, 그의 향유는 고통으로 남아 있으며, 이런 불행과 행위가
긍정적인 의미 속에 지양된 상태는 어떤 피안으로 남아있다.”(171)
정신의 가능성을 예감하되 자신의 바깥에서 경험하는 한에서 의식은
여전히 쪼개져 있는 확신, 불행한 의식으로 머물러 있다.

Ⅶ. 인문적 주체의 불행과 역설: 아름다운 영혼에서
불행한 의식으로
불행한 의식이 “이성의 표상”(171)에서 벗어나 이성의 개념을 구현
하는 과정이 ｢자기의식｣장(4장) 다음에 이어지는 ｢이성｣장(5장)의 서
술 과제이다. 그것은 의식이 자신의 내적 균열을 극복할 잠재력을 스
스로 획득해가는 과정에 해당한다.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이성의
개념에 최종적으로 도달하는 막바지 단계에서 불행한 의식은 성실한
의식으로 변신한다. 그리고 이 성실한 의식은 세계(객관정신)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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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형태를 서술하는 ｢정신｣장(6장) 막바지에서 아름다운 영혼으로 다
시 태어나 근대성을 완성하는 절대정신의 출현을 유도한다.
아름다운 영혼은 칸트의 도덕적 세계관을 넘어서고자 하는 낭만주
의 시대의 실천적 지식인을 상징하는 양심의 내적 분열 속에서 태어
난다. 칸트의 실천이성은 추상적인 순수의무에 집착하여 인간의 자연
적 본성뿐만 아니라 인륜적 현실과도 유리된다. 반면 양심은 이런 모
순을 구체적인 역사적 상황이 요구하는 창조적 행동 속에 해소한
다.33) 여기서는 칸트의 도덕주의를 곤경에 빠뜨리던 자연적 본성과
의무는 조화로운 통일을 이룬다. 성실한 의식에게 단지 술어에 불과
했던 “사태 자체”(인륜적 세계 일반의 진리)는 주체의 자기 확신 속
으로 내재화되어 있다. 한 시대의 역사적 현실 전체를 자체 내에 흡
수하고 있는 양심은 기존의 법칙이나 의무에 따라 행동하는 규칙 수
행적인 주체가 아니다. 그는 자신의 본성과 내적 충동에 따라 그때그
때의 위급한 상황 속에서 결단을 내리는 규칙 창조적인 주체, 위대한
행동의 주체이다. “양심은 법칙으로서 타당해야 하는 일체의 특정한
의무로부터 자신을 스스로 방면한다. 양심은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
의 힘 속에서 마음대로 묶고 풀 수 있는 절대적 자주성의 위엄
(Majestät der absoluten Autarkie, zu binden und zu lösen)을 지닌
다.”(456)
불행한 의식은 어떤 외적인 조력자에 의지해서만 자신의 개별적
33) 그러므로 이폴리트는 헤겔의 양심을 앎과 존재의 불일치를 역사 속에서
해소하는 야스퍼스의 실존적 주체와 비교한다. 헤겔의 정신현상학 II,
pp. 218-226 참조. 하지만 이 양심적 주체는 1790년대에서 일어난 역사적
단절, 다시 말해서 계몽주의와 낭만주의를 가르는 패러다임 변동 안에서
이해되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 푸코는 이 시기의 사상사적 지각변동을
고전주의(계몽주의)의 에피스테메가 파괴되고 근대(현대)의 에피스테메가
등장하는 거대한 이행의 사건으로 서술한다. 푸코의 고고학에 따르면 이
시기에 등장하는 근대적 에피스테메의 주요 특징은 존재자 일반의 근거
로서 역사가, 표상의 근거로서 인간이 등장하는 데 있다. 하지만 여기서
출현하는 인간은 사유와 존재, cogito와 sum이 일치하지 않는 인간이고,
따라서 실존적 주체처럼 사유와 존재의 일관성을 역사 속에서 증명해야
하는 인간이다. M. Foucault, Les mots et les choses: une archéologie
des sciences humaines (Paris: Gallimard, 1966), 7장과 9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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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을 보편적 타당성을 지닌 행동으로 전환시킬 수 있었다. 반면 양
심은 자신의 고유한 힘으로 그런 전환을 가져올 능력을 이미 획득한
주체, 유한한 판단 속에 보편적 진리를 살아 숨쉬게 만드는 주체이다.
이 점에서 양심은 자기의식이 통과하는 마지막 이행의 단계에 해당한
다. ｢자기의식｣장에 제시된 순수 상호인정의 개념은 양심이라는 이런
자주적인 역량의 주체들 사이에서 비로소 실현될 수 있다. “현실적으
로 실재하는 양심의 존재는 (...) 상호인정의 정신적 지반인 것이
다.”(450) 거꾸로 한 시대의 정신은 최고 수준의 지성과 의지를 겸비
한 양심적 주체들 사이의 언어 속에서 객체적 실존의 형식을 얻는다.
양심의 언어는 “정신의 현존에 해당하는 언어”(458)가 된다. 하지만
정신적 실재를 객체화하는 자신의 언어 속에서 양심은 다시 개별성과
보편성의 두 극단으로 분열된다. 의식과 판단하는 의식으로 쪼개지는
것이다.
이런 내적 분열은 행동하는 지성의 본성상 피할 수 없는 결과이다.
양심은 자신의 내면에서 들리는 소리를 “신적인 음성”으로 알아듣고,
그것에서 “신적인 창조력”을 끌어내는 “도덕적 천재”(460)이다. 그러
나 개별적이고 유한한 주체의 자격에서 특수한 상황이 요구하는 보편
적 법칙을 새롭게 창조하는 주체이므로 양심은 언제든지 과오를 범할
수도 있다. 따라서 양심은 자신의 독특한 판단과 행동이 편파적일 수
있는 가능성을 스스로 성찰해야 한다. 이런 성찰의 계기는 양심의 행
동과 분리되어 새로운 의식의 형태로 발전한다. 그것이 판단하는 의
식이자 이 의식의 최종 형태인 아름다운 영혼이다. 아름다운 영혼은
이제 행동의 계기에서 탄생한 행동하는 의식과 맞서있다. 이렇게 양
심이 자신의 내면적 목소리에 따라 단지 행동하거나 단지 심판하는
두 개의 의식으로 쪼개질 때, 이들은 각각 서로 다른 기만과 위선에
빠져든다.34)
34) 아름다운 영혼(Schöne Seele)은 실러와 괴테의 작품에 등장하고 슐라이허
마하의 종교적 공동체 개념과도 이어지지만, 헤겔의 변증법적 서술은 주
로 야코비의 소설 볼데마르를 바탕으로 펼쳐지는 것으로 평가된다. 양
심의 변증법에 대한 연구현황과 헤겔 철학 내 양심 개념의 변천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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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행동하는 의식은 불변자와 분리된 불행한 의식(가변적 의식)
처럼 자신의 존재론적 유한성, 편협성, 제약성을 뼈저리게 자각하게
되고 마침내 자신의 자유 자체를 어떤 죄악으로 경험하게 된다. 양심
의 이름으로 행해진 자신의 모든 행동과 결정이 특수한 이해를 감추
고 있는 어떤 “위선”(464)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반면 관조, 판단,
심판하는 아름다운 영혼은 자신의 내면적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행동
을 포기한다. 모든 행동은 유한하고 제약된 타당성만을 지니고, 따라
서 오류와 죄를 범할 가능성에 놓임을 알기 때문이다. 이런 아름다운
영혼은 “판단이 현실적인 행위로 취급되기를 바라는 위선,” 다시 말
해서 “행동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 대신 오로지 그 자신의 흠잡을 데
없이 깨끗한 심성만을 토로함으로써 자신의 공정성을 입증하는 위
선”(466)에 빠진다.
문제는 이제 위선에서 벗어나는 길에 있다. 행동하는 의식은 자신
의 위선을 자각할 때, 그것이 “폭로”(464)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
고 고백을 실천한다. 바깥으로 열린 의식이므로 자신의 죄를 스스로
인정하여 자신과 타자의 화해 가능성을 열어놓는다. 여기서 처음에
사악했던 주체는 선한 의식으로 전환된다. 반면 처음에 선하게 보이
는 아름다운 영혼은 다른 양심을 왜곡하는 사악한 주체로 뒤바뀐다.
게다가 자신 안으로 잠수하는 의식이므로 타자와 화해하기까지 훨씬
어려운 길을 걷는다. 자신의 내면적 기준에 집착할수록 그의 시선은
도도해지고 냉혹해진다. 비판적 공격성을 더해가는 차가운 시선 앞에
그의 내면에서 꿈틀거리던 창조적 실천의 능력이 메말라버릴 뿐만 아
니라 타인의 작은 흠이 커다란 죄악처럼 부풀어나 대화의 통로를 가
로막는다. 그러나 순수 상호인정 개념에 부합하는 화해는 그렇게 철
저한 고립의 의지처럼 보이는 아름다운 영혼의 날 선 언어가 깨질
때 실현된다. 가차 없이 비판하고 단죄하던 공격적인 언어가 따뜻한
대해서는 D. Köhler, “Hegels Gewissensdialektik,” in D. Köhler & O.
Pöggeler (ed.), G.W.F. Hegel, Pänomenologie des Geistes, pp. 209-225
참조. 헤겔과 야코비의 관계에 대한 국내 연구로는 최신한, ｢헤겔, 야코
비, 양심의 변증법｣, 헤겔연구 제23호(2008년 6월), pp. 35-5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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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서의 말로 바뀌는 순간, 가장 이상적인 상호주관적인 질서의 가능
성이 모습을 드러낸다. “그 화해의 ‘예’(das versöhnende Ja)는 자신
을 순수 지(知)로 아는 자아들의 한가운데로 현상하는 신이다.”(472)
불행한 의식이 정신적 실재(객관정신)의 가능성을 겨우 예감하는
최초의 자기의식이라면, 죄의 용서로 나아가는 아름다운 영혼은 그것
을 가장 완전한 형태에서 스스로 실현하는 자기의식이다. 이 시작과
완성의 중간단계에는 성실한 의식이라는 인문적 주체가 있다. 어떤
반복관계에 있는 이 세 형태의 자기의식을 서로 비교해보면, 우리는
몇 가지 뚜렷한 공통점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것은 내향
성, 기만이나 위선, 도착적 공격성이라는 세 가지 특성이다.
1) 먼저 내향성을 보자. 아름다운 영혼은 자신의 내면적 순수성을
고수하기 위해서 상황에 뛰어들기를 포기한다. 더러운 현실에 손을
더럽히려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아름다운 영혼은 ｢이성｣장의 “덕성과
세계의 행정”(266-274)에 등장하는 주인공을 반복하는 것처럼 보인다.
반면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에 따라 과감하게 행동하는 양심은 “마음
의 법칙과 자만의 망상”(274-282)에 등장하는 주인공을 닮았다. 그러
나 이 두 주인공은 아직 정신적 실재를 의식하지 못하는 극단적인
개인주의자라는 점에서 양심이나 아름다운 영혼과 결정적으로 구별된
다. 헤겔의 현상학에서 인문적 코기토는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코기타무스의 형식을 띤다. 공동체에 대한 관심, 역사적 현실에 대한
관여로 이어지지 않는 것은 아직 인문적 사유가 아니다. 그러나 이보
다 더 중요한 것은 인문적 코기토가 언제나 내향적 회귀나 고립의
의지를 통해서만 코기타무스에 도달한다는 역설이다.
아름다운 영혼의 내향적 성격은 성실한 의식의 변증법에서 훨씬
과격한 형태를 띤다. 성실한 의식은 자신의 고유한 환경을 떠나자마
자 죽는 동물처럼 자신의 문제 이외의 다른 영역에 눈을 돌리는 것
조차 상상하지 못한다. 그가 “정신적 동물”이라 불리는 이유는 여기
에 있다. 성실한 의식은 자신 안에서 움트는 이상적인 작품의 가능성
을 실현하기 위해 끝없이 자기 자신과 싸우고, 그런 내면적인 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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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초점을 잃어버린다. 인문적 주체는 어떤 공
동체에 속하면서 동시에 비－사회적인 역설적인 존재이다. 인문적
세계인 정신적 동물의 왕국은 사회성을 결여한 주체들의 사회, 자폐
적 영혼들의 공동체이다. 그러나 한 사회가 해결해야 할 문제, 추구
해야 할 최후의 가치와 이상 등은 자신 안으로 잠수하여 극단적인
사고를 추구하는 이런 특이체질의 주체들 사이에서 비로소 예감될
수 있다.35)
이런 관점에서 불행한 의식의 변증법으로 돌아가면, 우리의 시선이
가야 할 곳은 순수 의식(십자군)이 형태화된 불변자(예수)의 흔적(무
덤)을 쫓는 물신주의에서 벗어나 자신으로 복귀하는 대목, 그런 복귀
속에서 어떤 충만한 자기감정을 갖게 되는 대목이다. 여기서 의식은
노동과 향유의 주체인 활동적인 의식으로 다시 태어난다. 이때 의식
자신은 노동과 향유를 통해 비로소 자신이 자기감정을 갖게 된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의식의 바탕에 놓인 자기감정이야말로 노동과 향유
가 비로소 적극적으로 펼쳐질 수 있는 바탕이다. “본질에 대한 감정
이 곧 자기감정인”(165) 불행한 의식은 진리를 자신의 바깥이 아니라
자신의 안에서 찾는다는 점에서 인문적 주체의 원형이다. 자기긍정과
자기존중은 인문적 사유의 씻기 어려운 속성에 해당한다. “자기 자신
에 대한 확신의 힘 속에서 마음대로 묶고 풀 수 있는 절대적 자족성
의 위엄”(456)이라는 양심의 성격은 이런 데서 비롯된다.
2) 이런 긍정적 자기감정은 엘리트주의나 영웅주의 혹은 나르시시
즘으로 흐르기도 하며, 여기서 인문적 주체의 기만이나 위선이 노출
35) 블랑쇼의 “공동체 없는 공동체(communauté sans communauté),” “밝힐
수 없는 공동체(communauté inavouable),” 그리고 낭시의 “무위의 공동
체(commumauté désoeuvrée)” 등과 같은 개념은 이런 인문적 공동체의
역설을 현대적으로 옮기고 표현하는 사례들일 것이다. 모리스 블랑쇼/
장－뤽 낭시, 밝힐 수 없는 공동체/마주한 공동체, 박준상 옮김(문학과
지성사, 2005); J.-L. Nancy, La communauté désoeuvrée, 재판 (Paris:
Christian Bourgois, 1990) 등 참조. 데리다의 “메시아주의 없는 메시아성
(le messianique sans messianisme)”도 이런 역설적 공동체 개념의 연장
선상에서 설명되어야 할 것이다. 자크 데리다, 마르크스의 유령들, 진태
원 옮김(문학과지성사, 2007), 특히 pp. 140-15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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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아름다운 영혼의 위선은 타인의 행동을 심판하고 비난하는 일
로 실천적 행위를 대신하려는 데 있다. 자신의 공정성을 행동이 아니
라 말로만 입증하려는 이런 기만은 성실한 의식에게서도 다양하게 나
타난다. 이상적인 작품을 구상하거나 그것에 대한 주변적인 이야기를
늘어놓으면서 그것이 작품의 생산 자체와 같은 것으로 인정되기를 바
란다든지, 타인에 대한 비판이나 찬양을 빙자하여 자신의 생각을 과
시하는 것으로 그친다든지, 너무나 이상적이어서 실현 불가능한 대의
를 아무데나 끌고 들어오다가 결국 파당적인 사안을 미화한다든지 하
는 따위가 그것이다. 인문적 주체는 특히 타인과 소통할 때 독백을
대화와 구별하지 못하는 기만에 빠진다. 그에게 대화는 자기호소나
자기과시를 내용으로 하는 독백의 연장에 불과하다.
이런 기만의 주제는 불행한 의식의 변증법에서 감사기도의 함정으
로 서술된다. 활동하는 의식은 감사기도 속에서 자신의 자기감정을
부정하고 자신이 창조적으로 이룩한 모든 업적을 신의 은총과 선물로
돌린다. 그러나 이 절차 속에서 사라져야 할 자기감정은 오히려 강화
되고 신에게로 돌아가야 할 의지와 재물은 그대로 의식의 소유로 남
는다. 양심의 변증법에 등장하는 용어를 빌리면, 이는 선하고 양심적
인 행위 속에서 죄악을 범하는 위선적인 행위이다. 기도하는 영혼은
선과 악으로 분열된다. 자신의 대타자인 신을 기만하고 있기 때문이
다. 불행한 의식의 변증법이 지닌 전체 의미는 의식이 대타자의 기만
에 빠졌다가 벗어나는 과정을 연출하는 데 있다. 헤겔의 현상학에서
정신은 언제나 의식이 그런 기만의 함정에서 벗어나는 극적인 장면
속에서 비로소 모습을 드러낸다.36).
36) 라캉은 자기기만이 주체의 본성을 구성하는 핵심적 요소라는 것을 강조
할 때 다시 한번 헤겔주의자로서의 면모를 드러낸다. 라캉의 “전이의 현
상학”에서 전이의 대가로 주체(피분석자)는 대타자(분석자, “모든 것을 안
다고 가정된 주체”)에 대한 기만적 사랑에 빠진다. 여기서 대타자는 (데
카르트의 악령 같은 “속이는 대타자”가 아니라) “속는 대타자”로 현상한
다. 분석은 이 주체가 이 기만적 사랑에서 벗어날 때 종료되고, 그것이
라캉이 말하는 “환상의 통과”이다. J. Lacan, Le séminaire XI (Paris:
Seuil, 1973), pp. 228-229 등 여기저기 참조. 그러나 이 환상의 통과는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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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행한 의식은 자신에게 정직해지려 할 때 기만에 빠져들고 순수
를 추구할수록 위선적이 된다는 점에서 인문적 주체의 원시형태로 간
주될 수 있다. 극단적인 가능성과 씨름하는 인문적 사유는 최고의 선
과 최고의 악이 겹치는 지점, 선과 악을 비롯한 모든 이항대립의 짝
들이 서로 혼동되는 지점을 피해갈 수 없다. 말과 행동, 실재와 허구,
내면과 외면, 과거와 미래 등이 중복되고 서로 자리를 바꾸는 지점에
이르지 않는 사유는 아직 인문적 사유가 아니다. 인문적 사유가 자기
모순적인 기만에 빠지는 것은 이항대립의 질서 자체가 재설정되어야
하는 영점(零點)에 다가갈 때이다. 그 기만은 최후의 문제, 마지막 결
단, 궁극의 미래에 이르기 위해 치러야 하는 어떤 건강의 상실과 같
다. 어떤 병리적 증상을 통과하지 않는 사유는 인문적 사유가 아니다.
인문적 사유는 어떤 치유된 증상, 어떤 정상화된 광기이다.37)
3) 여기서 우리는 마지막의 주제, 공격성의 주제와 만난다. 자신의
순결한 내면을 방어하려는 아름다운 영혼의 노력은 타인에 대한 공격
다른 환상으로의 진입이다. 이런 라캉의 환상 이론에 기초해서 지젝은 이
렇게 말한다: “고유하게 헤겔적인 대답은 ‘절대적 주체’ 같은 것은 단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헤겔적 주체는 일방적 자기기만의 바로 그 운
동, 자신을 자신의 배타적 특수성 속에 정립하는 오만(hybris)의 바로 그
운동 이외의 어떤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슬라보예 지젝, 까다로운 주
체, p. 128. 문제가 많은 해석이지만 적어도 우리가 인문적 주체라 부르
는 의식에 대해서는 정곡을 찌르는 데가 있다.
37) 데리다는 데카르트의 방법적 회의에서 등장하자마자 사라지는 것처럼 보
이는 광인이 사실은 성찰의 주체 안으로 점차 내면화되고 마침내 이성적
사유 자체를 선천적으로 구성하는 내재적 광기로 변형된다는 것을 증명
하고자 했다. J. Derrida, “Cogito et histoire de la folie,” Ecriture et
différence, pp. 51-97 참조. 데리다는 데카르트의 과장법적 회의에서 철
학 일반에 공통된 계획, 즉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것 일반의 총체성, 세
계의 총체성을 초과하는 계획”(같은 책, p. 93)을 보았다. 이는 광기를 통
과하는 데카르트적 과장성이 철학적 글쓰기의 환원 불가능한 요소라는
것과 같다, “그것은 (…) 철학이 스스로를 배반한다는 것, 철학이 어떤
위기와 자기망각에 빠진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며, 이 위기와 자기망각
은 철학의 운동에 대하여 어떤 본질적이자 필연적인 주기를 이룬다. (…)
그 자백은 광기의 공포 앞에서 그 공포의 망각인 동시에 폭로이고 그에
대한 자기보호인 동시에 노출이며, 다시 말해서 어떤 경제이다.”(같은 책,
p.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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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타난다. 천사의 공동체를 꿈꾸던 따뜻한 영혼은 타인의 흠과
오류를 조금도 용서하지 않는 차가운 영혼으로 변하고, 마침내 남의
죄를 비판하는 데에서 쾌감을 얻는 어떤 가학증에 빠진다. 이것은 성
실한 의식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성실한 의식은 유대교의 신처럼 어
떠한 이미지나 형태로도 표상할 수 없는 무한한 이상과 관계하므로
모든 현실적인 작품을 부정한다. 심지어 자신의 행위나 목적 혹은 자
신의 정체성 자체마저 파괴하기에 이르고, 마침내 파괴 자체에서 위
안과 쾌감의 원천을 찾는다. 그것은 “뺨을 맞으면서 원인을 자신에게
돌려 맞기를 재촉하고 그렇게 맞는 자신을 스스로 즐기는 못된 어린
아이”(296)의 피학증적 쾌감이다.
불행한 의식의 변증법에서 이런 자학적 공격성은 의식이 “동물적
기능들”(168)과 씨름할 때 연출된다. 여기서 감사기도 속에 숨어있는
기만적 자기감정을 깨뜨리려던 의식은 신경증에 빠진다. 그리고 이런
증세가 악화되어 마침내 자신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자기학대가 신
을 모시는 의례가 된다. 이런 도착적인 증세에 감돌던 죽음충동(파괴
충동)의 피는 진화된 형태의 인문적 주체로 유전되어 마조히즘이나
사디즘의 증상을 일으킨다. 헤겔의 논리학으로 풀이하면, 이런 증상들
은 모두 개별자와 보편자의 직접적 통일이 필연적으로 유발하는 비정
상이다. 인문적 주체의 도착적 증세는 그런 직접적 통일이나 접촉을
혼자 견뎌내려는 거만한 용기의 대가로 치러야 하는 수난에 해당한
다. 인문적 주체는 오만(hybris)의 주체이자 데리다적 의미의 글쓰기
의 주체이다. 인문적 주체는 어떤 폭력의 경제 속에 절대적 타자의
침입을 방어, 지연하는 노동의 주체이고, 이 점에서 노예의 후손이다.
하지만 노예의 노동과 달리 인문적 글쓰기는 다시 초월적 대타자와의
어떤 투쟁, 생사를 건 인정투쟁 속에서 죽음충동에 휩싸이는 단계를
지난다.
인문적 사유는 철저히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지고한 주체성 안에
서 자신의 능력을 초과하는 보편자를 직접 만나고자 한다. 보통 사람
은 생각하지 않는 것, 무한히 이상적인 것, 무제약적인 이념을 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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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표현하고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 인문적 사유이다. 이 점에서 인
문적 주체는 다 지지 못할 것을 어께에 메고 부들부들 떨어야 하는
죄수와 같다.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줄도 모르고 덤벼들었던 과제와
씨름하므로 목표에 가까이 도달할수록 안락한 기존의 질서, 거기서
보장되는 평균치의 균형과 행복, 거기서 얻었던 자신의 정체성마저
모두 버리거나 부정해야 한다. 따라서 어떤 병리적 증상이 인문적 사
유의 정상을 구성하는 한 계기라 할 수 있다.38)
정신현상학에서 “의식이 거쳐 가는 폭넓은 교양의 길”은 헤겔
자신이 말하는 것처럼 어떤 “절망의 길”(67)이다. 이 절망의 길은 때
로 어떤 광기나 도착적 증상을 겪지 않고서는 통과할 수 없는 것처
럼 보인다. 그러나 참을 수 없이 무거운 과제를 들어올리려다 실패
를 반복하고 도착적 공격성의 주체가 되기까지 하는 인문적 사유는
공동체의 건강을 구성하는 필수적인 계기에 해당한다. 마치 죽음의
공포에 의해 노예의식의 내면이 무한한 유동성에 빠지듯, 인문적 주
체가 대리하는 죽음충동은 공동체의 경직된 이데올로기적 질서를 그
중심에서부터 뒤흔들고 새로운 시작의 가능성을 열어놓는다. 불완전
한 사회(객관정신)가 완전한 사회(절대정신)로 이행하는 것은 자연적
생의 본질적 속성인 유동성과 무한성을 역사적 공동체 안으로 내면
38) 그러므로 내적 분열을 특징으로 하는 헤겔의 불행한 의식을 들뢰즈의 분
열증적 주체(schizo-cogito)와 비교할 수 있을까? 그러나 여기서는 한 가
지만 지적하기로 하겠다. 하이데거의 니체강의에서 데카르트의 코기토를
서양 사상사 안에서 완성하는 인물이 니체의 초인이라면, 헤겔의 정신현
상학에서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은 정확히 아름다운 영혼이다. 들뢰즈도
자신의 초월론적 경험론으로 가기 위해 넘어서야 할 마지막 인간, 현대
철학사가 극복해야할 마지막 함정을 근대적 주체의 완성 형태인 바로 이
아름다운 영혼에서 찾고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질 들뢰즈, 차이와 반
복, 김상환 옮김(민음사, 2002), pp. 19-20, pp. 136-138, p. 424 등 참조.
그러므로 들뢰즈의 반－헤겔주의 속에 태어나는 분열증적 주체는 불행한
의식의 피가 흐르고 있는 아름다운 영혼과 달라질 수밖에 없지만 또한
유사하지 않을 수도 없다. 보통 싸움은 이해관계가 클수록 양쪽에 서로
비슷한 성격이나 겹치는 목표가 있을 때에만 일어나기 때문이다. 하여간
중요한 것은 오늘날까지도 아름다운 영혼은 어떤 최후의 경계나 전환점
에 서 있는 인간으로 남아있다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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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시키는 인문적 사유의 수난에 의존한다. 인문적 주체는 자신의 분
수를 파악하지 못하고 얼떨결에 떠맡은 짐 때문에 필연적으로 불행
을 겪을 수밖에 없지만, 헤겔은 그런 주제 넘는 짓을 하는 주체들,
그런 우둔하고 가련한 주체들이 초래하는 어떤 불균형 속에서만 해
맑은 공동체 정신이 살아 움직일 수 있다고 보았다.39)

김상환
서울대학교

39) 동아시아의 인문주의를 대표하는 공자가 자신의 이상적인 벗으로 언급했
던 광자(狂子)는 이와 유사한 문맥에서 설명해야하지 않을까? 논어 13
장 21절: “중용의 도를 지키는 사람을 찾아내어 사귀지 못한다면 나는 반
드시 열광적인 사람(狂子)과 고지식한 사람(狷子)을 택할 것이다. 열광적
인 사람은 앞으로 나아가 무언가를 취득하고 고지식한 사람은 절대로 안
하는 일이 있다.” 유종목 옮김, 논어의 문법적 이해(문학과지성사,
2000), p. 437. 공자가 선호하는 광자와 견자를 각각 들뢰즈적 의미의 분
열증적 주체와 편집증적 주체로, 그러나 먼저 헤겔의 양심의 변증법에 등
장하는 행동하는 의식과 판단하는 의식으로 옮길 가능성은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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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Hegelian Unhappy Consciousness and Paradoxes of
Humanistic Subject
Kim, Sang-Hwan

Reading Hegel’s Phenomenology of the Spirit, repetition or the
existence of a parallelism can be found between three figures of the
subject: Unhappy Consciousness who appears in Chapter IV; Honest
Consciousness who is described in Chapter V; and Beautiful Soul
who is exposed in Chapter VI. Parallel with one another in their
common role of calling Spirit into existence, they are the same
subject but live in three different ages. Under this presupposition, I
will reread the dialectic of Unhappy Consciousness in a retrospective
manner starting from the dialectics of Honest Consciousness and
Beautiful Soul, dialectics which reflect the world of the intellectuals
before and after German Romanticism. In this reading of Hegelian
text, I will try to justify the possibility of regarding Unhappy
Consciousness as a primitive type of modern humanistic subject, and
to explain in this possibility certain paradoxes that are proper to
humanistic thinking: as an extremely egoistic and non-social being,
this arrives at inventing the idea of perfect society; intending the
highest good, it falls into evil ways; suffering a symptom of
perverse aggression, it becomes a guardian of a healthy communal
spir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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