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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rkegaard에 있어서으I If購間』과 『反復』

李 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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口口

一般的인 思辯的 形而上學의 時間觀念의 立樓에서 본다면 時間과 永遠 사이에는 質的인

斷總。1 있어서， 兩者 사이의 對立은 어떠한 媒介를 通하여서도 顧和될 수 없는 것 처럼 보

인다. 永遠은 이를테면 時間의 全的인 否定으로서의 無時間性이며， 時間 그것으로부터의

超越뾰이다. 이 와 같이 時間과 永遠을 質的으로 分離하는 思想의한 典型을 우리는 Platon

哲學에서 發見할 수가 있는 것이다.

Platon에 의하면 時間 (Kronos)은 永遠(Aionion)의 映像으로서 Demiourgos의 神的 歡知

에 의하여 만드러진 것이다. 이것에 關하여 Timaios가 말하는 바에 의하면， Demiourgos

가 生成의 世界를 構成하였을 때， 그것의 範型인 形相에 ~層 더 類似한 것으로서 完成하

려고 計劃하였다(Timaios， 37c). 形相은 그 本性에 있어서 永遠한 것이다. 그러나 그 永

遠性을 生成의 世界에 完全히 爾與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는 이 永遠한 것의

어떤 움직이는 模像을 만들려고 計劃하였다. 그는 天體를 整鎭함에 있어서 하냐에 멈A르

는 永遠으로부터 數에 있어서 進行하는 永遠한 模像을 만드러냈다. 이것이 우리가 時間이

라고 부르는 것이다(ibid. 37d). 時間의 構成에 의하여 永遠은 비로소 永遠으로서의 存在가

現實化되었다. 永遠한 存在는 다만 「있다」가 있을 뿐이지 「있었다」든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은 時間에 있어서 進行하는生成에 關하여서만 말하여질 수가 있는 것이다(ibid. 37e-38a).

이처럼 Platon에 있어서 永運이란 生成界블 超總하여 있는 不變不滅의 桓久的 世界로서 無

時間的안 世界이며， 時間은 다만 이러한 無時間的인 永遠의 運動을 하는 模像에 不過한 것

이다.

그런데 Kierkegaard에 의하면 以上과 같은 Platon的인 無時間性으로셔의 永遠은 時間을

超越하여 一切의 時間的 훌機를 自己 속에 隱置하고 吸收하는 自體的 存tE者인 것이다

(P.B.ll). 이러한 永遠은 그러나 時閒이 그것을 向하여 自딛를 超越하는 目標는 될 수가

있어도， 이 超越的인 永遠이 時間 속에 內在하여 이것을 媒介하는 훨機는 喪失되고 만다r

이와 같이 時間과 媒介되지 않고 獨自的으로 自存하는 永遠， 다만 自體的으로만 存在하고

時間 속으로 들어오지 않는 無時間的언 永遠은 非巨 抽象的일뿐만 아니라 自己의 總對的超

越性 그것조착도 嚴格한 意味에서 維持할 수 없는것이 아닌가. 同時에 이것은또한 時間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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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itlichkeit) 그것의 否定을 招來하는 것이 아난가. 그러한 永遠은 時間과 遊離되어 Kier

kegaard이 발하는 所謂 「永遠的인 첫의 純*후ff在J(reines SeindesEwigert, NIl, 289)속을

헤메이게 되며， 그러한 無媒介性 때문에 오히려 이 超越的인 永遠은 時間과의 內在的인 親

近{生을 갖게 되는 內在主義로 빠지 게 될 것이 다. Kierkegaard이 이 러한 Platan的인 , 또는

휘 랍的인 無時間的 永遠을 宗敎性 A에 歸屬시 키고 그것을 特히 「內左性의 宗敎性J (Religia

sitat der lmmanenz) 이 라고 規定한 것은 이 해문인 것이다(ibid . 286). 이려한 內tE主義를

벗어날 수 있는 걸은 永遠이 스스로를 否定的오로 媒介함오로써 時間속ξζ로 內在歸還하지

않ξ면 안 된다. RP 時間에 있어서의 永遠의 媒介性이 時間을 確立시킴과 同時에 永遠스스

로를 現威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Kierkegaard 에 의하면 基督數的 時間論의 核

心을 이루는 것이다. 우리는 以下에서 l懶間과 反復의 擺念을 中心εL로한 Kier，kegaard의 時

‘閒論을 解明하여보기로 한다.

R

우리는 日常的으로 時間을 不斷한 流動으로서의 「無限한 繼起J (unendliChe Aufeina:nder

faIgen)로 規定하고， 그허한 繼起를 「前」과 「後」로 區分하는 「過去的J r現在的J f未來的」

인 세가지 時間樣態를 아주 自明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런데 Kierkegaa:rd는 다음과

같은 물음을 提起함으로써 이러한 自明性을 破壞하고 만따. r萬一 우리가 時間의 無限한

繼起의 한복판을 分劃할 수 었는 確固한 支點으로서의 現在的인것 (einGegenwartiges)을

찾아 낼 수만 있다면， 그 區分은 正當한 것이다J (B.A. ' 87) .

事寶 앞저 말한 無限한 繼起로서의 時間이 세가지 時閒樣魔를 갖는다는 것은 결코 時間

，그것의 1內部로부려 J現체하는 親定은 될 수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時間에 內在하는時間樣

r態의 各쫓짖機:는 現tE的인← 것을 包含해서 그것들의 좋g擬의 鍵合과 꼭 마찬가지로 ‘하나의 過똘

.61 벼 …經、過하는 것에 不過하37.1 해문이다. 따라셔 時間樣態의 ‘어떼한훨擬도 참다운意妹에

척 ‘廳聞을 왔劃화눈 確固한‘支點εL로서:의 現옆E的인 것、~1 될수는 없는 것이다. 에처럼 j時間

樣慮의 區分을 基魔지우며， 時間性의 擺念을 構成하는 발판이 되는 現웰가 하나의 停止왼

、騎f聞廳이 Of;냐라 經過하고 있는 狀鍵벼 通過하고 있는 點에 不過하다면 嚴密한 意味에서

-現在도 따라서 過去나 未來도 存뿔할 수 없게‘ 될 것이다. KiEitkegaatd에 依하면， 通常入。1

앞써 발한 :J1，.러한 J時聞樣態의 處別을 1固執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의 剩那('1l10lI1ent)(1 ) 를 延

長하여 f훔ll:펀 :親tE흘 만들어 냉요호쩌 :時聞을 表象的으로 把握하지 해문이다. 여기에써는

時聞의 無限한l繼起는 停止되고轉間핵 쩔間化되고 마는 것이다. 그것은 表J훌황이나 抽象的

{I) Kierke'gaaid는 momen:tl:im이 連動購間을 나다내며， 그것용 move라는 動詞에서 由來하고 한갓

펀 網減좋 表짧한다고 본다. 'Cf‘ Jaspers: [Psy2hold힘e<:!erWelf a:llschauungen ， S . 1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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思堆에 있어서는 時間의 繼起(Nacheinander)와 空間의 효存(Nebeneinander)은 全的우로同

-하기 때문이다(B.A. 87) . 그렇다면 時間{生의 ;斷念을 構成하는 참다운支點으로서의 本來

的인 現효的인 것은 存tE하지1 않는 것인가? Kierkegaard은 그것이 있다는 것이며， 그것이

야말로 永遠이라는 것이다.

밟 그에 依하면， 時間이 無\&한 繼起로 規定된다면， 永遠은 本質的으로 「止揚된 繼起」

(aufgehobene Aufeinanderfolgen)로서 ’ 特徵지울 수 있는 것이 다(B.A. 87). 다시 말하면

現在가 前과 後의 복판을 갈라놓음으로써 過去와 未來와의 分짧이 생기는 것이 時間의 本

質이라면， 이러한 前後짧分的 關係를 넘어서 있는 것이 永遠인 것이다. 時間.01 繼起的이라

면 永遠은 直常的이며， 一切가 同時的 全體的으로 存在하는 것이다. 이 「存在한다」는 存在

形式이야말로 永遠의 固有한 fftE論的 範購인데， 이것을 時間i로 還元하면 「現在」가 되는

것이다. Kierkegaard이 「現在」는 本質的i로 永遠에만 쭉當하는 時間範購라고 한 것은 바

로 이러한 뜻이며， 永遠이란 本質的으로 現在的인 것임을 指網하려 한 것이다. r現在的인

것은 永遠的인 것이다. 或은 보다 適切하게는 永遠的인 것은 現在的인 것이다J (B.A. 88).

또한 이 永遠한 現在는 저 流動生滅 속에 있는 「無限히 無內容한 現在的안 것J (das unend

lich inhaltleere Gegenwartige) (B.A. 87)과는 相異한 것 이 며 , 總對的인 意味에서 過去와

未來를 함께 包括하고 超越하는 것， 따라서 分짧도 빼壞도 모르는 이를테면 「無限히 內容

充實한J (unendlich inhaltvoll) (B.A. 88)不變의 現在인 것이다. 그리고 Kierkegaard에 의

하면， 時問樣態를 區別하여 時間性의 觀念을 基體지우는 根據가 되는 것이 바로 이 現在的

인 永速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時間의 根底에는 어마까지나 現在的인것이 있지 않으

면 안되고 時間은 이러한 「現在的인것」으로서의 永遠에 媒介됨우로써만時成할수가있는것

이 다. Kierkegaard의 「時間의 永遠에의 關係됨과， 永遠의 時間 內部에의 反映(Widerscheih) J

(B.A. 86ff)이 라는 表現은 時間과 永遠의 相텅n媒介의 關係를 指續한 것인 同時에 兩者의 超

越E1P內在의 實相을 또한 指網한 것이다. 結局 時間性의 觀念의 成立은， 時間의 無限繼起

속에 그러한 繼起를 本質的오로 超越하고 있는 「現在的인 것」을， 永遠 스스로가 擔定함오

로써， 그리하여 세가지 時間樣態를 區別지을 수 있는 確固한 발판이 마련됨으로써 비로소

可能해지는 것이다.

그러 나 저 Platon의 意味에서의 無時間的 永遠과 같이 , 永遠°1 萬一 時間과 全然 媒介됨

이 없이 한갓 獨立的i로만 홈在하며 , 時間 속 o로 內在하여 오지 않는 것 이 라면 위 의 意

味에서의 時間은 생길 수가 없을 것이다. Kierkegaard에 의하면 그러기에 時間性의 問題가

解決되는 것은 基督敎의 立場에서만 可能한 것이다. r基督敎와 더불어 J바로소 時間性 .. ,

...은 理解될 수 있게 된다. 왜냐하면 基督敎와 함께 비로소 永遠이 本質的ι로 되기 해푼

이 다J (B.A . 85).

Kierkegaard는 基督敎의 根本特徵을， r永遠이 時間 속에 現成했다」는 背理 郞 紹對的 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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說(das absolute Paradox)에 바탕을 둔 률理에서 보려고 ;한다(NI 201， 208). 郞 基督數는

저 歷史的 事實J(jene geschichtIiche J'atsache) (P.B. 84)--永遠的인 神이 歷史的 A間오로

서의 그리스도로 現身하여 時間속에서 生成했다는 總對的 進說--에 對한 信째이며， 基督

數가 歷史에 對해서 擔別한 關係를 갖는 것도 바로 여기에서 t理解될 수가 있는 것이다.

Kierkegaard에 의하면， r單純한 歷史的 事實J (schlichte geschichtliche Tatsache)과 「永遠

한 事實J (ewige Tatsache)과의 予居統-인 總對的 事實(absolute Tatsache)(P.B. 96) 이 時

間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J 根源的이고 決定的인 世界史的 時點으로서의 「充實된 時間J (FliIIe

der Zeit) 郞 願間에서 時間性의 問題도 밝혀잘 수가 있는 것이다. r基督敎에 있어서 一切

가 그것을 中心으로하여 轉回하는 擺念， FIP 一切를 새롭게 한 觀念은 充實된 時間이다. 그

런데 充實된 時間은 觀間인 것이다J (B.A. 92).

「이 와 같은， 時間과 永遠의 違說的 緣合點O.로서의 、基督數的 購間論에 對하여 큰 示浚를

준 것은 Kierkegaard에 의하면 바로 Platon의 購間論이었 다. Platon은 購間의 놀라운 進說

· 的本質을 밝혀 주고 있다. 郞 購間은 一로부터 多로의 移行， 運動부로부터 靜止에로의 移

行이며， 그 反對는 決코 表象해 낼 수가 없다. 이 移行이란 그 속에서 어떤 것이 運動하는

것도 靜止하는 것도 아닌 그러한 어떤 時間이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時間은 確實

히 仔표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그러한 移行이 購間인 것이다. r왜 냐하면 ， 購間的인 것

이란 거기로부터 兩者(靜止와 運動)의 一方에로이 移行이 이루어지는 것과 같은 것을 意味

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되기 해운이다. 그러나 靜止하고 있는 동안에는 靜止로부터 아무것

도 얼어나지 않ξ며， 또 運動하고 있는 동안에는 運動으로부터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데 01 運動과 靜止와의 사이에 이 不可思議한 存在로서의 購間이 存在하는 것이다」

(Parmenides, 156, D) 이 移行 (Ubergang)의 範購에 屬하는 縣間은 運動이 靜止로 轉化되 ‘

고 靜止가 運動ξ) ，로 轉化되는 中間狀態로서 , 時閒에 屬하지 않우며 또 同時에 時間에 關與

한다는 予眉을 그것 自體의 觀念 속에 가지고 있는 實로 「奇異한 것 J (atopon) (2) r突發的인

것」이다. 이와 같이 Platon은 「購間」 속에 숨어 있는 遊說的 本質을 밝혀 냈음에도 不렘하

고 아직까지도 다만 「突發的인 것」 따라서 「不可視的인 것J (das Unsiditbare)으로만 理解하

는 抽象的 把握에 멈우로고 있었다. 그는 騎間을 純縣하게 抽象的우로 把握함오로써 騎間

을 이를테면 「時間의 規定에 있어서의 非存在(Nichtseiendes) J (B.A . 83)로 보고 있지만 이

것은 아직도 「原子論的 抽象J (B.A . 85)에 不過한 것이었다. Platono1 이처럼 購間을 永遠

과의 關係에 서 辯證法으로 把握하지 못한 理由는， Kierkegaard에 의 하면 -般的으로 희 란

人들이 時間속에 內在한 永遠性을 理解하지 옷한데 歸因하는 것이 다(B.A. 90). 結局 Platon

은 時間과 永遠의 相郞媒介的 關係를 理解하지 못하고 끝내 無時間的 永遠 따라서 靜的 抽

(2) 희랍어의 atopon은 奇異한 것이라는 意味 外에도 場所블 갖지 않는다는 뜻이 있어 購間이 時間

의 規定속에시 場所를 갖지 못하는 非存在 (N ichtseiendes) 의 性格을 드러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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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象的 永遠에만 머물게 되었다. 따라서 時間과 永遠， 超越과 內在를 相郞媒介시키고予眉的

인 兩훨機를 辦證法的오로縣合시키기 薦하여서는 저 充實된 時間으로서의 基督敎的 騎間

의 意味가 登場하지 않오면 안되 었던 것이 다.

m…u

充實한 時間으로서의 基督敎的 購間은 Platon的인 「時間의 規定에 있어서의 非存在」로서

의 「原子論的 抽象」과는 다른 것이다. 基督敎的 購間이 갖는 特異↑生은 Kierkegaard에 의하

면 時間과 永遠이 相互接觸하는 바 저 二義的인 것 (B.A . 90) , 時間的이며 同時에 超時間的

이라는 予眉的性格에 있다. 껏論 이러한 基督數的 購間도 時間이라고 말할 수 있는 限， a홈

2間의 →·分鼓로서 /流動하는 時間에 屬하는 것은 事實이 다. 購間이 購息、間에 흘러 가버 리는

것도 事實이다. 그러나 充實한 時間오로서의 購間은 한갓 사라져버리는 生滅的 時間의 原

子가 아니라 時間 그것을 突破하는 어떤 桓常的인 것을 그 속에 包藏하는 時間 以上의 것，

永遠的인 것이기도 한 것이다. 이처럼 時間속에서 購間을 通하여 形成하는 基督敎的 永遠

-은 하나의 組對的 遊說이었다. I購間이 錯定되었을 해 행說이 거기에 있게 된다. 왜냐하면

그것의 가장 g뭘하게 短縮된 形態로， 進說을 購間이라고 부룰 수가 있기 때문이다j (P.B . 48)

·이렇게 端的오로 遊說과 同一視되는 「永遠으로서의 聯間j (B.A. 92)은 이를테면 「運命을 쭈

R읍한 훌顧 속에 있는j (B.A. 89)것이 며 ， 時間의 原子가 아니라 차라리 「永遠의 原子j (Atom

der Ewigkeit) (B. A. 90)인 것이 다.

그러면 이 러한 永遠의 原子로의 基督敎的 購間이 저 Platon的 購間에 對해서 優位를 白

하게 되는 根源的인 意義는 무엇인가? 그것은 永遠의 原子로의 縣間만이 時間性의 觀念을

좌홉立시 켜주기 때문이 다. 時間性의 觀念은 바로 이 購間을 媒介로해서만 現存한다. 왜 냐하

면 이 購間은 바로 「永遠」의 原子라는 것으로 해서， I어 떠한 過去的인 것도 未來的인 것도

갖지 않는 現在的인 것j (B.A. 88) 이 라는 이블테면 「永遠的인 것의 完全性(die Vollkomm

'enheit des Ewigen) (B.A. 88)에 關與하기 해문이며， 또한 이 聯間은 한갓 時間의 原子에

不過한 無限히 無內容한 現，tE:的인 것과는 달리 時間性의 찌끊念을 成立시키는 根據가 되는바

훨機를 止揚하여 참으로 充實한 內容을 갖게하는 現在的인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意味에

서 「隨間은 時間에 있어서의 永遠의 最初의 反映이며， 이를테면 時間을멈추게 하려는永遠

한 最初의 試圖(B.A . 90)j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永遠의 現成으로서

첼解間마다 現在的인 것이 時間속에서 確立되고， 그 現在的인 時間과의 關係에 있어서 過

去 未來라는 時間樣態， 時間性의 區別이 基魔놓이게 된다. r時間性에 있어서， 時間은 不斷

히 永遠을 隔總하고(abriegeln) 永遠은 不斷히 時間 속 o로 홉透한다(durchdringen) . 이 제

야 비로서 上述한 現在的 時間， 過去的 時間， 未來的 時間이라는 區別은 그 意義를 獲得

하는 것이 다j (B.A . 90.)



- 22'-

以上에서 우리는 時間性의 擺念의 成立을둘러싼 時間과 永遠의 本質的 連擊關係를 觀簡i

의 觀;웅을 中心으로 關係τ지어보았다. 이제 우리는 다셔 時間性의 擺念構造와 聯關해서 時

間과 永遠의 이러한 關係의 根據로 되고 또한 購間購間 마다에서 時間의 時成슬 媒介하는→

反復(Wiederholung)의 擺念을 밝히지 않A면 안 된다.

Kierkegaard에 의하면， 永遠의 原子로셔의 購間의 觀念을 가지고 時間을 規定지으려할

때， 그 「購間」을， 過去的인 것과 未來的인 것이 抽象的으로 排除된 것으로서의J 現在的인

것 i로 理解한다면 그 購間은 륨正한 現在的인 것으로 될 수 없다는 것에다. 왜냐하면 이

미 指橋했던 바와 같이 過去的인 것과 未來的인 것 사에를 갈라 놓는 純뺑히 抽象的인 中

間陣(Zwischenglied) (B.A. 88)라는 것은 一般으로 흠在하지 않기 해운이다. 오히려 永遠의

原子로서의 購間은 本質的부로 止揚된 繼起로서 어떼한 過去的인 것도 未來的언 것도 갖지

않은 現在的인 것 그것인 것이다. 購間을 繼起的 時間A로부터 區別지어주는 것이 바로 이 ‘

現在性이며 購間은 에렇게 非連續性을固有한 性格으로 갖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不斷히 繼

起한다는 時間의 連續性의 觀;念은 消失되 어 지 며 , 現在的 購間과 過去 및 未來를 結合하는

어떠한 사슬도 時間의 繼起 속에는 存在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버록 永遠의 原子로서의 現.it:的 購間이 過去와 未來에의 連續性을 租否한 完結

的이 며 斷細的안 現tE로서 , 時間과 永遠의 進說的인 相텅n媒介를 一時的으로 完成하었다 하

여도， 時間의 繼起的 面에서 보면 그것은 다시 破壞되고 만다. 따라서 이경우에 있어서의

二鼓分짧의 克服은 同時에 完結과 未完結이라는 二義性 속에 있는 것이되며 「우리가 最高

의 것에 到達한 때 조차도 여기에서는 依然히 完結性은 멀리 떨어지게 되며 내쫓기게 된

다J (NIJJ 14) 따라서 萬一이 完結的 • 斷組的인 聯間을 持續的 o로 保存하려 한다면 實참하

는T者는 이 購間을 繼續的언 努力을 通하여 反復的으로 되찾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여

기에셔 繼續的 努力 (fortgesetztes Streben)의 意味를 갖는 反復의 問題가 생기게 된다.

「問題는 實홉하는 者가 實存하는 限 무엇에 의하여 滿足되는가 라는 것이다. 61 일을 考

慮할때 繼續的 努力이야말로 歡購이 따르지 않지 唯-한 것이리라. 우리가 最高의 것 (das .

Hochste) 에 到達한 그혜에 있어서 조차도 우리들의 實存이 무것에 의하여 充實하게 되지

않으면 안되는 反復은， 萬- 우리가 띤行하고 싶지 않다면 (或은 空想、的 存在者가 되지 않

으려면)再次의 繼續的 努力。1려라) (NI1l4) 結局 反復을 通해서만 完結的 • 斷總的 關間은

持續性을 되찾으며， 反復 다시 反復됨A로써 騎間에 있어서의 時間과 永遠의 轉換的 綠合

은 不斷한 未濟性을 안은채 進展하게되는 것이다. 한편 購間은， 그것이 反復되어 持續↑生을

獲得하게 됨으로써 時間의 繼起와 聯關을 갖게 된다. 永遠의 原子로서의 騎間은 反復될 때

마다 륨正한 現在的인 것부로서 時間의 繼起를 斷切하면셔， 同時에 繼起하는 時間과 서로

어울려 無限한 進展을’繼續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非連續的 斷總的 購間은 連續的 持續的

언 反復과 어울려 時間의 動的 過程이 되며 進展하는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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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Kierkegaa:rd에 의 하면 이 러한 觀間과 反復의 相郞을 通해서 時成하논 時間응 하“

나의 確固한 方向을 갖게된다는데 決定的인 意義가 있다는 것이다. 한갖된 繼起로셔의 縣

間은 無限한 連續뾰에 있어서만 把握되는 無內容한 時間이며， 嚴格한 意味에서의 時間性은

成立하지 못한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現左 過去 未來라는 時間의 樣態가 區分될 根據가 없

었다. 이에 反하여 購間과 反復을 媒介로하여 時成하는時間은 「未來에로」라는 確固한 方

向을 갖게 되는 것이 다. 反復을 通해서 우리는 前進的으로(vorIings)永遠A로 들어 간다」

(B:A. 91) 우리는 購間의 反復얘 있어서 永遠을 向하여 前進的으로， ~P 未來的으로 前進하

는 것이다. 그런데 未來란 尙今도 現實的으로 時間의 繼起 속에 存在하고 있는 것이 아니

며 오히 려 現훈 實現되 어 야할 可能的인 것 (das Mogliche)으로서 ， 또는 現實 속에서 解決되

어야 할 課題로서 課하여진 것이다. 다시 말하면 未來란 實現되어야할 可能뾰이 實存의 自

發的인 決斷(Entscheidung)앞에 서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무릇 決斷은 未來에 關係한다

따라서 決斷 속에서만 그 本質이· 있을 수 있는 可能的인 것은 모든 購間에 있어셔 未來에

關係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Kierkegaard의 말에 의하면 「可能的인 것은 全的무로 未

來的언 것에 對應하고 있다. 可能的인 것은 自由에 對해서는 未來的인 것이고， 未來的인

것은 時間에 對해서는 可能的인 것이다. J (B.A. 93) 이 와 같은 觀點에셔 볼 때 「未來的인 것

은 어떤 意味에서는 現在的인 것이나 過去的인 것 보다도 보다 많은 것을 意味하고 있다」

(B.A. 91)는 點에 注意、할 必훨가 있다. 過去的인 것은 可能性이 이미 寶現된 것， 課하여진

課題가 이마 解決되어 決斷의 自由마저 完全히 喪失되어짐으로써 現實性과 必然性에 의하

여 支配되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이미 生成을 完了하여 不變的언 것으로 固定化된 이 過去

的인 것은 可能性의 次元에서 展뿔하여 보면 全體 可能뾰의 一環에 不過한 것이다. 이렇게

볼 때 , 可能性에 相應하는 未來는 本質的흐로는 無限한 可能性의 領域i로서 過去的인 것

냐아가서는 現在的언 것 그것까지도 그것의 一部로 갖는 全體 그것인 것이다. 反復되는 永

遠은 Kierkegaard의 表現을 벌란다면 無限한 質的 差異→ 해문에 時間하고는 通約不可能

(inkommensurabel)한 것이면서도 그러나 時間과의 關係를 保有하펴고 未來的인 것의 假裝

(Inkognito)속에 나타나는 것이다(W.90) . 그가 「永遠的인 것은 實存하는 者에게 있어서는

永遠的인 것이 아니라， 未來的인 것이 아닌가? J(NIl 6)라고 물었을 해 ， 또는 「未來的인 것

은 可能的인 것이다. 永遠的인 것은 어디까지나 永遠的인 것이지만， 時間속에서는 永遠的

인 것은 可能的인 것， 未來的인 것이다」라고 말했을 해 그는 바로 위에서 말한 그러한 意

妹를 指續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W

우리는 前章에서 永遠이 騎間속에서 現在的언 것요로 現前할뿐만 아니라 同時에 未來的

인 것으로 나다남을 보았다. 오히려 永遠은 末=來로셔 時成하는 것이 本來的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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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에 서 Kierkegaard는 永遠郞未來라는또는 前進的 未來的 反復이라는 所謂 基督敎的 時

(間思想에 對해서 永遠을 想起(Erinnerung)에서， 背進的으로(riicklings) 過去에서 찾으려는

휘 랍的iPlaton的 時間思想을 對立시킨다.

Kierkegaard에 의하면 「지 나가 버 림 J(Voriibergehen)이 無限한 繼起로서의 時間의 本質

規定이다(B.A; 88) . 時間이 永遠과의 關係에서가 아니라 孤立的으로 그것 自體로서 보아진

다면 그것은 우선 過去的 時間이 된다. 다시 말하면， 지나가 버리는 繼起的 時間의 한 훨

機로서 볼 때， 現在 이마 存在하는 것을 完了한 지나가 버린 過去的인 것은 現在的인 것이

나 未來的인 것과 比較하에보면 가장 時間的인 것이 다. gierkegaard이 「萬一 휘 랍A의 生

活01 -般으로 어 떠 한 時間規定을提示하고 있는 것이 라면， 그것은 過去的인 것이 다， j(B.A .

'91) 라고 할 때， 그것은 郞 그들에게 있어서 永遠은 過去的인 것으로서 背後떼어ahinten)

存在하고 있음을 意味하는 것이다. r휘 랍A의 永遠은 過去的인 것으로 背後에 存在하고 있

다. 그들은 다만 背進的오로만 그곳에 到達한다j (B.A. 91).

이 처 럼 펙 랍的 時間思想의 特f生은 永遠E!P過去라는 것인데 , 이 러 한 特性이 두드러지게 나

타나는 것이 바로 Platan的인 想、起인 것이 다. 永遠이 過去的이 라함은， 永遠이 未來的인 것

과 같이 決斷을 {足求하며 可能的인 것 課題로서 가 아니 라， 오히 려 이 미 時閒 속에 現實的인

것 事實 (Tatsache)로서 存在함을 말한다. 따라서 여기에는 員理도 이것을 배우는 者의 靈

塊속에 이미 永행의 過去·로부터 事實的으로 存在하고 있는 것이며， 그러한 限에 있어서 휩

理는 非決斷的안 想起의 對象이 되는 것이 다. 그러 나 Kierkegaard는 「想起 或은 反復의 範

購를 所有하고 있지 않는다면 全A生은 究虛하고 無內容的언 맏율믿옳로 돌아간다j (W.22)하여

想起와 反復을 對等하게 놓고 있A면서도， 다른 한펀에 있어서는 反復이 超越化의 原理임에

對하여 想起가 內在化(Er-innerung)의 原理임을 指觸하여 兩者플 嚴格히 區分하였다. r永

遠的인 것이 過去的이라고 하는 것은 永遠的인 것의 아주 抽象的인 織念이다j (B.A. 91)

따라서 Kierkegaard는 「휘 랍A은 보다 갚은 意味에서는 永遠的인 것의 觀念을 가지 지 않았

다j (Ibid . )고까지 생각하는 것이다.

以上에서 본 바와 같이， 背進的 過去的 想起를 固有한 範購로서 갖는 희랍的 時間論과

前進的 未來的 反復을 바탕오로하는 基督敎的 時間論을 對立시 키는 Kierkegaard의 時間思

想에서 우리는 더욱 다음과 같은 몇가지 事項을 指觸할수가 있다. 첫째는 휘랍的 時間論에

서는 購間의 意義가 喪失된다는 點이다. 우리는 이미 Platon에 있어서 聯間이 移行이라는

範購로서 把握되고 永遠과의 關係속에서 把握되 지 못하였기 때문에 아직도 「原子論的 抽象」

에 멈오르고 있음을 보았다. 購間이란 本質的으로， 無限한 質的 差異때문에 通約不可能한

時閒과 永遠이 거기에서 相互 內時間的A로 相接하는 二義的 時點인 것이다. 그러나 휘람

A에게 있어서는 時間과 永遠이 相互斷線的 非連續的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內在的親近1生

을 가지고 있으며， 永遠은 過去的인 時間 속에 이미 現實的 事實로서 주어져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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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基督敎的 立場에서 처럼 「時間에 있어서의 永遠의 最初의 反映」

우로서， 時間과 永遠이 背理的으로 轉換統一된 時間이 도러나지 옷하게 된다. 課題는 이미

」파前에 解決되어져 있고 現在에 있어서는 이미 課題로서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購間도

實存하는 者의 自由로운 決斷 앞에 선 時點이 아니라 過去에 이미 解決된 課題의 想起가

存在하는 場에 不過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는 「時間的인 出發點은 無意味한 것이

다. 왜냐하면 나는 그것을 모르고 있지만， 永遠으로부터 륨理를 알고 있었다는 것을 發見

-하는 같은 購間에 바로 같은 刺那에 저 購間은 永遠的인 것속에 隱慶되고 吸收되기 때문이

다J (P~B. l1) . Kierkegaard에 있어서 휘 랍λ、의 永遠은 結局 時間의 根據에 있는 隱慶된 內

在↑生에 不過하며， 어디에도 있고 아우데도 없는(ubique et nusquam)보이 지 않는 神性의 遍

在를 意、味함에 不過한 것이다. 여기에서는 모든 購間은永遠한相아래吸收되어버리고永遠

한 員理를 想起하는 購間도 필경 「그 自體가偶然的인 것 消滅하는 것， 機緣(Verranlassung)

(P.E. 9) 에 不過하게 되는 것이다.

둘째로 휘 랍的 時間論에서는 前進的 未來的 反復의 擺念을 缺하기 때문에 未來的오로 前

進하는 時間의 方向을 갖지 못하게 된다. 過去니 未來니하는 觀念을 決定하는 것은 -般으

로 騎間을 어떻게 把握하느냐 하는 問題에 달려 있다. 購間을 時間內在的인 永遠과 關係지

어 把握하는 경우에는 최랍A에 있어서와 같이 永遠은 뒤로 놓이게 되며 過去的인 것으로

理解된다. 그러나 時間속에 永遠이 現成하는 時點으로서 購間이 把握되며는 永遠은 未來로

서 時成하게 된다. 그것 自體로서는 何等의 確固한 方向을 갖지 않은 無限繼起로서의 時間

이 反復에 의하여 媒介됨오로써 過去로부터 未來에로의 前進的 方向을 獲得하게 되는 것이

다. Kierkegaard이 이미 指網하였던것 처럼 휘랍λ、들이 모든 認識을 想、起를 가지고 說明하

려 하였을 때 그들은 現在 있는 現存在의 全體가 많仔의 것이었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生의 說明을 反復을 가지고 할 때 그들은 觀存하였던 現存在가

이제야 現J仔在에로 들어옴을 王張하려고 하였던 것이다. 이처럼 反復은 先行하는 것과의

꾀在的 連續性을 租否하고 하나의 超越 또는 飛題을 成就하는 辦證法的 性格을 지 니는 것

이다.

都大體 「反復의 짧證法(Dialektik .der Wiederholung)은 簡單하다. 反復되는 것은 이마

存左하였던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反復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反復되는 것

어 짧存하였다는 것 바로 이것이 反復을 새로운 어떤 것으로 만드는 것이다J (W .22) . 이것

이 反復의 一般的 構造이다. blP 反復되는 內容은 이미 經驗된 것이 아니면 얀된다. 그렇지

않오면 反復이라고 할 수가 없다. 그러나 그 內容이 한갓 現在에 內在하는 것으로서는 想

起이지 아직 反復은 아니다. 그것이 새롭게 再次되돌아옴A로써 비로소 反復이 되는 것이

다. 그렇다고 全然 새로운 어떤 것이 몇번이고 돌아 온다는 意味는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이며 同-한 것이 再次 새롭게 되돌아 옴을 말하는 것이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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復은 한쪽에서는 많存을 鍵想함과 同時에 다른 한쪽에서는 그것이‘ 自己同-性올 維持하맨

서 새효운 지금에 되돌아 옴을 意味하는 것이다r 郞 反復은 過去와 未來가 現在에 있어서

轉換統一되는 속에셔 成立하는 것이다.

우리가 實存하는 者를 觀念的암 立場에셔가 아니라 實錢的인 立場에서 把握할 해 時間은

未來로부터 時成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여기에서 反復과 購間의 未來와 나아가서는 永遠

과의 必然的인 關係가 생기는 것이 다. 未來란 Kierkegaard에 의하면 時間을 가지고서는 通

約할 수 없는 永遠이.， 그럼에도 不抱하고 거기에서 時間과의 關係를 確保할려고 하는 處名

이며 보다 簡單하게는 「永遠의 處名J (B.A.92)인 것이다. 그리하여 「購間과 未來가 다시 過

去를 定立한다J (B.A .9l) . 郞 反復하는 것이다. 購間이 不安을 안고 있다는 것은 實은 未

來에 對한 不安이다. 過去에 對하여서는 梅恨은 생길지 모르지만 不잦’은 생기지 않는다.

萬一 過去에 對하여 不安하다 한다변 그것은 將來에 있어서의 反復을 據想하여서인 것이다

이처럼 購間은 自己自身의 否定을 안고 自己自身을 넘어서 無限히 只今에서 只今에로 反復

한다. ElP 觸間은 不斷히 自己를 否定하면서도 언제나 將來的으로 反復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서 永遠한 現在로서의 購間이 未來的。]면서 同時에 참으로 反復하는 것은 永遠이 아니

면 안훤다고 생각할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反復의 問題는 時間과 永遠과의 轉換綠

合問題로 發展하는 것이다.

이 것은 다음과 같은 觀點에서 도 理解될 수가 있을 것 이 다. RP 反復은 時間의 全連續流

를 總뚫-하는 可能性， 時間의 不斷한 流動性 속에 있음에도 不빽하고 自己同-性을 維持하

는 것을 據想하여서만 可能하게 된다. 그러나 그것은←時間의 極限觀念으로서 時間流를 無

限히 더듬어감으로써 얻어지는 것은 아니고 時間流를 넘어 야것과 ~眉對立됨으로써 오히

려 이것을 媒介하는 바 永遠에 의하여서만 獲得될 수 있는 것이다. 反復에 있어서 反復되

는 勝義의 것이 永遠을 놓고 딴데서 求할 수 없는 所以가 여기에 있다. 그러나 永遠이 한

갓된 永遠， 時閒의 他者로 멈드L르는 곳에서도 反復은 생각할 수 없다. 反復은 時間流를 超

越하여 있는 永遠。1 그럼에도 不抱하고 時間 속에 現成하는데서만 可能하기 해문이다. 이

렇게.하여 反復에서 다시 말하면 聯間에서 한갓 過去와 未來뿐만 아니라 時間과 永遠。1 轉

換統~一되게 되는 것이다.

結局 Kierkegaard 에 있어서의 「反復의 辯證농」에 따라 理解한다면， 反復이란 이미 現‘寶的

인 時間t內部에 셔 現tE的인 것으로 存tE完了한 永遠을， 未來的 可能性의 領;域으로부터 , 그

리고 各自的언 購間마다에서 同一的이면서도 언제나 새롭게， 現前의 現寶 속에서 現在的인

것으로 되찾음융 意味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反復의 辦證法의 運動은 再生이라고 볼

수가 있으며 낡은 自己가 죽고 새로운 自己가 復活避生함을 意味한다. 反復은 따라서 本來

的으로는 日常性에서 類落하여 組뿔 속에서 分짧된 自己自身을 다시 (Wieder) 永遠한톨理

에로 데려옴에olen)을 試圖하는 「現홉在의 員擊!性J (Ernst desDaseins). (W.5)음 意味하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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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하는 것이다.

(師範大學 -般社會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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