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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본 연구서는 니체의 후기 ꡔ유고ꡕ 3권(1885년 가을～1889년 1
월초)을 연구대상서로 삼아, 이 텍스트들의 근간을 형성하는 주
요 개념들과 그것들 사이의 연관성을 분석하여, 철학 지식 지도
(Philosophy Knowledge Map) 구축을 시도했다.
후기 ꡔ유고ꡕ 3권은 니체 철학, 특히 니체의 후기 철학에 대한
공정한 이해를 위해서 필요 불가결한 자료다. 그 이유는 첫째,
니체의 후기 철학은 ‘인간과 세계에 대한 철학적 긍정 가능성 확
보’라는 과제를 설정하고, 이 과제를 ‘힘에의 의지’라는 방법론적
원리를 사용하여 수행한다. 후기 ꡔ유고ꡕ 3권은 이런 사상적 특징
을 가장 잘 대변해 주는 글들로 이루어져 있다. 둘째, 후기 ꡔ유
고ꡕ 3권은『힘에의 의지』(Der Wille zur Macht)라는 책이 소위
말하는 니체의 ‘주저’가 아니라, ‘위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려
주는 증거다. 니체가 ꡔ힘에의 의지ꡕ라는 제목 하에 앞서 제시한
과제를 수행하는 철학서를 기획한 것은 사실에 어긋나지 않는다.
니체는 이 기획의 실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며, 후기 ꡔ유
고ꡕ 3권은 그 노력의 과정들을 알려 주는 글들의 모음집이다. ꡔ
힘에의 의지ꡕ는 이 글들이 편집자의 ‘고의적 훼손’과 ‘자의적 삭
감’을 통해 편집된 책에 불과하며, 이 사실은 오늘날 다행스럽게
도 인정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체의 후기 ꡔ유고ꡕ 3권이라고 하면 낯설
어하고, ꡔ힘에의 의지ꡕ라고 하면 그제서야 아하!하고 ‘유감스럽게
도’ 고개를 끄덕이며, 혹은 이 시기의『유고』와 ꡔ힘에의 의지ꡕ를
같이 언급하는 갑작스러움에 당황해 하는 독자도 있는 것이 우
리의 현실이다. ꡔ유고ꡕ 3권에 대한 공정한 이해 지평이 마련되어
i

있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 철학사상연구소가 주관하고 학술 진흥
재단이 지원하는 연구 프로젝트 ‘철학 텍스트들의 내용분석에 의
거한 디지털 지식자원 구축을 위한 기초적 연구’가 ꡔ유고ꡕ 3권을
대상서로 선정한 것은 매우 반갑고도 의미 있는 일이다.
‘철학 텍스트들의 내용분석에 의거한 디지털 지식자원 구축을
위한 기초적 연구’는 철학텍스트들의 내용을 정보화하여, 독자가
원하는 수준의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서도 이 취지와 방식에 맞게 구성되었
다. 여러 가지로 미흡한 이 작은 연구서가 철학의 정보화와 대중
화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본 연구 프로젝트에 함께 참여하신 연구원 선생님들의 협조와,
연구 책임자이신 백종현 교수님의 배려와 독려가 없었더라면 이 연
구서는 완성되지 못했을 것이다. 이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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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 1 - Ⅷ 3 = Nachgelassene Fragmente Herbst 1885
- Anfang Januar 1889
3. 이 책에서 『유고』3권의 내용을 인용할 경우, 독일어 판본
이 있는 KGW VIII 2에만 한국어 판본의 쪽수를 함께 표기한다.
예) (KGW VIII 2 9[65], 33쪽; 한글판 4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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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부『유고』의 저자 및 작품 해제
Ⅰ. 철학자 니체의 삶과 작품
프리드리히 빌헬름 니체(Friedrich Wilhelm Nietzsche)는
1884년 10월 15일 독일 뢰켄(Röcken)에서 전통적인 목사 집안
의 첫 아들로 태어난다. 1851년, 칸디다텐 베버(Kandidaten
Weber)라는 사설 교육 기관에 들어가, 종교, 라틴어, 그리스를
배운다. 1858년, 추어 포르테(Zur Pforte)라는 학교에 입학하여
철저한 인문계 중등 교육을 받는다. 소년 니체의 고전어에 대한
탁월한 재능, 문학적 능력, 음악에 대한 자질들이 표출되기 시작
한다.
1864년, 본(Bonn) 대학에서 신학과 고전 문헌학, 예술사 공부
를 시작한다. 한 학기 후에는 신학 공부를 포기하고 문헌학자 리
츨(F. W. Ritschl)의 문헌학 강의에 전념한다. 1865년 겨울 학기
에 리츨 교수를 따라 라이프치히 대학으로 학교를 옮긴다. 라이프
치히에서 니체는 리츨의 지도를 받은 문헌학 공부와 쇼펜하우어
의 발견에 힘입어 학자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된다. 늦가을에 고서
점에서 우연히 발견한 쇼펜하우어의 ꡔ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ꡕ
는 니체를 철학적 사유로 입문하게 한다. 쇼펜하우어의 염세주의
철학에 그는 한동안 매료되었으며, ꡔ비극의 탄생』은 그 자극 하에
서 쓰인다. 또한 쇼펜하우어의 의지와 표상에 의거한 세계 해석은
니체에게 물자체와 현상을 구분하는 칸트 철학에 관심 갖게 한다.
1866년, 테오그니데아(Theognidea)와 고대 철학사가인 디오게네
스 라에르티우스(Diogenes Laertius)의 자료들에 대한 문헌학적
작업을 시작한다. 디오게네스 논문은 1867년 ｢문헌학 라인 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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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Rhei- nisches Museum für Philologie)이라는 잡지(이하
RM)에 게재된다. 이 논문과 스승 리츨 교수의 니체에 대한 높은
평가는 문헌학자 니체의 이름을 세상에 알리는 계기가 된다. 활발
한 문헌학적 활동을 하면서도 니체는 철학으로의 학적 전회를 꿈
꾼다. 피셔(K.Fischer)의 책을 통해 친숙해진 칸트에 관계되는 철
학 박사 논문을 기획한다. 1868년 11월 8일 동양학자인 브로크하
우스(H. Blockhaus)의 집에서 바그너를 처음 만난다. 그와 함께
쇼펜하우어와 독일 철학 그리고 오페라의 미래에 대한 의견을 나
눈 니체에게 바그너라는 인물은 깊이 각인된다. 이 시기에 니체는
첫 번째 철학적 글인 ｢목적론에 대하여｣(Zur Teleologie)를 쓴다.
1869년 4월, 스물 네 살의 니체는 바젤 대학에 고전어와 고전
문헌학의 촉탁 교수(außerordentlicher Professor)로 위촉된다.
라이프치히 대학은 RM에 발표된 논문과 디오게네스 라에르티우
스의 자료들에 대한 연구를 인정하여 니체에게 박사 학위를 수여
한다. 1869년 이후에 니체는 본격적으로 철학적인 글들을 쓰기
시작한다. ｢언어의 근원에 대하여｣(1869/70), ｢디오니소스적 세
계관｣(1870), ｢수사학｣(1974) 등이 대표적인 글들이다. 1870년
4월에 정교수가 된다. 7월, 독일-프랑스 전쟁에 자원 의무병으로
참가하기 위해 대학에 휴가를 낸다. 그렇지만 이질과 디프테리아
에 걸려 9월에 의가사 제대를 한다.
1872년, 니체의 첫 철학적 저술인 ꡔ비극의 탄생ꡕ 이 출판된다.
이 책은 니체의 독창적이고도 철학적인 초기 사유를 제시하고 있
으며, 니체의 후기 철학적 사유들로 향하는 통로 역할을 한다. 예
술가 형이상학, 신화의 포기 불가능성 제기, 디오니소스적 예술
충동과 아폴로적 예술 충동의 관계, 소크라테스적 주지주의에 의
한 그리스 비극의 몰락 등 이 책이 포함하고 있는 사유는 문헌학
적이라기보다는 철학적인 성격의 것이다. 그 결과 ꡔ비극의 탄생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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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비문헌학자들로부터는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지만, 동
료 문헌학자들로부터는 극도로 모욕적인 평가와 공개적인 반박들
을 받게 된다. 이로써 문헌학자 니체의 이름은 실추되어 버린다.
ꡔ비극의 탄생ꡕ이 남긴 여파로 상처를 받은 니체는 바그너의 문화
프로그램을 위한 전위대 역할을 자처하기 시작한다. 5월에 행한
‘우리 교육의 미래에 대하여’에 대한 5개의 강연에는, 문헌학자가
아니라 독일의 정치적 교육자가 되기를 원하는 니체의 소망이 놓
여있다. 그 이후 니체는 철학적 방식으로 새로운 문화의 조건들
에 대해 물으며, 이 조건을 찾기 위해 그리스 문화로 항상 되돌아
간다. 초기 그리스를 그는 문화적 자기 창조의 전형으로, 독일의
모범으로 제시한다. 이 의도에 의해 1873년까지 ｢씌어지지 않은
다섯 권의 책을 위한 다섯 서론｣, ｢그리스 비극 시대의 철학｣, ｢
독일인에 대한 경고｣ 등이 작성된다. 이외에도 니체의 초기 철학
적 사유를 아주 명료하게 결집한 텍스트인 ｢도덕외적 의미에서의
진리와 허위｣가 작성된다.
1873년, 다비드 슈트라우스에 대한 글인 ꡔ반시대적 고찰ꡕ의 첫
권이 발간된다. 여기서 니체는 자신을 정치 저술가 혹은 정치 교
육자로 이해하고 있으며, 지배적인 시대 정신을 타파하고 새로운
문화의 지반을 준비하고자 한다. 니체는 ꡔ반시대적 고찰ꡕ을 원래
10～13개의 논문들로 구성할 계획이었지만, 4개의 주제들로 대
체한다. 1권은 다비드 슈트라우스를 교양 있는 속물의 전형으로
보고 있으며(｢다비드 슈트라우스. 고백자와 문필가｣), 2권은 역사
적 존재인 인간의 삶에 대한 역사의 공과를 다룬다.(｢삶에 대한
역사의 효용과 불이익｣) ｢교육자로서의 쇼펜하우어｣라는 제목의
3권은 원래의 의도인 독일인들에 대한 경고에 충실하다. 바그너
와의 문제를 다룬 4권(｢바이로이트의 리하르트 바그너｣)에서는
바그너에 대한 표면적인 긍정적 평가 밑에 가시 돋힌 비판를 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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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있다. 2권과 3권과 4권은 1874년에 출간된다. ｢바이로이트
의 리하르트 바그너｣가 출판된 직후, 첫 번째 바이로이트 축제의
마지막 리허설의 준비가 한창일 때, 니체는 바이로이트를 떠난다.
이것은 바그너로부터 니체의 결별을 의미한다.
1876년, ꡔ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ꡕ 을 집필하기 시작하면서,
니체는 바그너라는 인물에 집중되었던 낭만적-국가적인 문화이
념으로부터 완전히 떨어져 나간다. 그는 이제 자신을 바그너 숭
배자 겸 새로운 독일 문화에 대한 예언가로서가 아니라, 계몽가
와 심리학자로서 이해하기 시작한다. 3월에는 제네바에 있는 볼
테르의 집을 방문하고 그의 정신을 ꡔ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ꡕ
의 잠언에 수록하고자 한다. 이때 니체의 육체적 고통이 점점 심
각해진다. 심한 편두통, 만성적 위장 장애, 정상적인 빛마저도 견
뎌 내지 못하는 그의 눈은 니체에게 일상인의 삶을 영위하지 못
하게 한다. 그는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는 신선한 공기
와 온화한 기후를 찾아다니는 방랑 생활을 시작한다. 그의 사회
적 삶은 꼭 필요한 사교와 편지 왕래로만 제한된다. 9월에 요양
생활에서 돌아온 니체는 다시 바젤 대학에서 강의를 시작한다.
하지만 ꡔ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ꡕ 의 내용을 페더 가스트에게
받아 적게 할 정도로 그의 몸은 여전히 불편했다. 결국 니체는
1879년 3월에 강의를 중단하고 제네바로 휴양을 떠나게 된다. 5
월에는 건강상의 이유로 교수직을 그만둔다.
자유 정신으로의 이행을 시도하는 ꡔ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ꡕ
의 I, II 권에서 니체의 사유는 파괴의 시기로 들어선다. 심리학자
로서 그리고 계몽가로서 그는 새로운 가치와 더 높은 삶의 조건
들을 제시하고 싶어한다. 이 과제를 위해서 전승된 가치와 덕목들
에 대한 비판적 파괴와 해체 작업은 불가피한 것이었다. 9월에는
ꡔ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ꡕ II부의 ｢혼합된 의견 및 격언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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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0년에는 ｢방랑자와 그의 그림자｣가 발간된다. 1881년 7월에
는 니체의 구술 내용을 페터 가스트가 옮겨 적은 ꡔ아침놀ꡕ이 발간
된다. 며칠 후 실스 마리아로 간다. 여기서의 한 소풍길에서 영원
회귀에 대한 구상이 떠올랐다는 이야기는 유명하다. 11월에는 처
음으로 비제의 카르멘을 보고 감격한다. 후에 니체는 이 작품을
바그너의 음악과 맞서는 음악의 이상적 전형으로 제시한다.(ꡔ바그
너의 경우ꡕ 1, 2) ꡔ아침놀ꡕ은 신의 황혼 후에 따르는 인간의 아침
놀이다. 인간의 아침놀은 기존의 도덕에 대한 비판을 통해, 그리
고 자기 자신에게로 향하는 인간의 힘을 의식하면서 준비된다.
1882년 초에 니체는 ꡔ아침놀ꡕ 의 뒤를 이을 것들을 쓰기 시작하
여, 8월에 ꡔ즐거운 학문ꡕ이라는 제목으로 출판한다. 4월에는 로마
의 모이센부르크의 집에서 살로메(Lou-Andreas Salome)를 소개
받고, 5월에는 누이동생과 살로메와 함께 타우텐부르그에서 정신
적 긴장이 감도는 생활을 하게 된다. ꡔ즐거운 학문ꡕ 에서 니체는
실험적 철학함의 분위기와 방법론을 보여 준다. 인식자와 실험자
는 모든 것에 대해 웃을 수 있는 일종의 형이상학적 명랑성을 갖
추어야 한다. 이 명랑성은 모든 것의 무토대성에 대한 인지와 모
든 것으로부터의 자유로움에 근거하며, 특히 ꡔ즐거운 학문ꡕ 에서
처음 선포되는 신의 죽음에 대한 확실성을 그 배경으로 한다. 이
작품에는 니체 후기 철학의 거의 모든 주제들이 이미 제시되어
있다. 진리 비판이 격렬해지고, 비도덕주의가 명료하게 드러나며,
힘에의 의지나 가치의 전도 그리고 영원회귀 사유가 예비되고 있
다.
1883년 여름의 “완전히 청명한 날들의 연속”에 힘입어 ꡔ차라
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ꡕ 의 1부가 쓰인 이후, 아주 빠른 속도
로 3부까지 집필된다. 1884년 1월에 4부를 완성하면서 니체는
자신의 최고의 책을 썼다고 믿었다. 그의 건강은 비교적 좋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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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인 고조를 경험하면서 그의 사유는 정점에 올라 있었다.
그는 이 책과 함께 자신의 철학적 과제가 수행되었다고 생각한
다. 차라투스트라라는 페르시아 현자의 문학적 부활을 통해 니체
는 자기 극복의 고통과 기쁨을 갖는, 자유 정신과 육체와의 통일
이 마련하는 건강한 미래의 인간을 제시한다. 이 인간은 상승하
는 삶을 영위할 수 있으며, 자신 안에 있는 모순적인 면들을 창조
적으로 연결하는 이상적인 삶의 비전을 제시한다. 한편 이 시기
에 여동생 및 어머니와의 다툼과 화해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특
히 여동생이 반유태주의자이고 바그너 숭배자이며, 종족주의적
원칙에 따라 파라과이에 독일 식민지를 세우려는 계획을 갖고 있
었던 푀르스터(B. Förster)와 약혼을 결정하면서 잠시 회복되었
던 여동생과의 불화는 다시 심화된다.
1885년 니체는 ꡔ힘에의 의지ꡕ라는, 그의 주저가 될 책에 대한
저술을 구상하기 시작한다. 저술 제목으로서 ‘힘에의 의지’는
1885년 8월의 노트에 처음 등장한다. 그 사이 1886년에 ꡔ선악의
저편ꡕ이 출판된다. 늙은 페르시아 현자의 입을 통한 문학적 형식
을 띤 예언은 이 책과 함께 끝을 맺고, 니체는 다시 개념적 사유
방식으로 되돌아온다. 아포리즘 양식을 다시 사용한 이 책에서
니체는 자신을 자유 정신으로 재등장시킨다. 자유 정신이 제시하
는 주제들은 니체 후기 사유를 이해하는 열쇠 역할을 한다. 이런
와중에 니체는 자신의 과거를 다시 불러와 확대된 사유 지평을
통해 구제하는 데에 관심을 보인다. 그래서 이전에 출판된 작품
들을 위한 새로운 서문을 작성한다. ꡔ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ꡕ
의 새로운 서문, ꡔ비극의 탄생ꡕ 을 위한 ｢자기비판의 시도｣라는
서문, ꡔ아침놀ꡕ과 ꡔ즐거운 학문ꡕ의 서문 등이 작성된다. 그가 불
러온 과거는 새로운 창조적 분위기를 형성한다. 이 창조적 분위
기에서 쓰여진 유고들에는 니체 후기 철학의 거의 모든 중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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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들이 산발적인 형태로 담겨있다.
1887년 11월, 도덕에 대한 논쟁서인 ꡔ도덕의 계보ꡕ 가 출판된
다. 1887년 초부터 악화되기 시작한 그의 건강 상태는, 6월에 살
로메의 결혼 소식을 접해 우울증이 겹치면서 더욱 심각해진다. 이
런 상태에도 불구하고 인간과 세계에 대한 정합적이고도 체계적
인 해석을 내놓고 싶어하는 그의 의지는 점점 강해진다. 이런 사
유가적 의지는 1885년부터 구상되기 시작한 ‘힘에의 의지’라는
제목을 갖게 될 책을 계속 준비하게 한다. 하지만 사유의 아나키
즘이 그를 엄습하면서, 이 저술 계획은 1888년 8월에 포기되어
버린다. 그 대신에 ‘가치의 전도’라는 새로운 제목으로 다른 식으
로 책을 구상한다. 1888년 9월 3일에는 이 책을 위한 서문까지도
작성하지만, 이 책도 결국은 포기하고 만다. 이 결단이 엄청난 체
계적인 작업을 위한 그 자신의 힘의 부족을 인식해서든, 아니면
자신의 기획이 원칙적으로 수행 불가능했음을 인식해서든, 니체
는 이제 그 기획 대신 다른 작품들을 통해 현대 세계에 비판을 가
하기 시작한다. 그 좌절된 저술 기획의 일환으로 이미 작성되어
있던 소묘들의 일부가 ꡔ우상의 황혼ꡕ과 이것의 쌍둥이 작품이라
고도 할 수 있는 ꡔ안티크리스트ꡕ라는 제목으로 등장한다. 여기서
특히 그리스도교는 데카당스적 현대의 전형이자, 데카당스 현대
를 만든 주범으로 니체의 분노를 산다. 이보다 먼저 1888년 7월
에는 ꡔ바그너의 경우ꡕ가 완성된다. 여기서는 바그너의 예술을 전
형으로 하는 현대에 대한 공격이 감행된다. ꡔ우상의 황혼ꡕ과 ꡔ안
티크리스트ꡕ가 완성되는 동안 ꡔ바그너의 경우ꡕ에 대한 아주 격렬
한 비판과 더불어 아주 긍정적인 반향들이 일었고, 이에 고무된
니체는 몇 주 안 가서 ꡔ니체 대 바그너ꡕ로 응답한다. 1888년 크
리스마스에 완성된 이 책은 니체와 바그너의 대척자 관계를 명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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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그너에 대한 니체의 혹독한 판단은 니체 자신의 폭발적인 기
분을 계속 유지하게 한다. 이런 기분은 이해 가을에 완성된 니체
의 작품들에 대해 세간의 주목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는 사실
에 더욱 고무된다. 특히 코펜하겐 대학의 브란데스(G. Brandes)
교수가 니체에 대한 강의를 했다는 소식은 니체를 흥분시켰다. 당
시 유럽에서 이미 저술가로 유명해져 있던 브란데스가 그를 높이
평가하자 니체는 처음으로 자신이 공정하게 평가되고 있다는 생
각을 하게 된다. 독일 내에서도 니체의 작품에 대한 공공연한 반
향들이 점차로 늘어 가자, 니체는 갑자기 자신의 영향이 백 년 아
니 심지어는 이 백년에 이를 것이라는 느낌을 받게 된다. 이런 느
낌을 가지고 그는 철학적 자서전인 ꡔ이 사람을 보라ꡕ를 쓰게 된
다. 니체처럼 아주 오랫동안 세간의 외면과 오해를 받은 사람이
스스로에 대해 해명하는 기회를 갖고 싶어하는 것은 아마도 당연
한 일이었을지도 모른다.
1888년 말부터는 불행의 징조가 조금씩 눈에 띠기 시작한다.
그는 거의 매일 친구들이나 여러 지기에게 편지를 써서 아주 위
대한 사건이 일어날 것임을 고지하기 시작한다. 심지어는 인류의
운명이 결정되는 일이 닥쳐오고 있으며, 그 일은 바로 그리스도교
에 대한 전쟁이라는 경고성 편지를 독일 황제에게 보내려 하기도
한다. 또한 그의 현실적인 자기 평가 능력이 사라지는 징후도 보
이기 시작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작업을 수행하려는 그
의 의지와 정열은 그를 아직은 쓰러지게 놔 두지 않는다. 그는 ꡔ
이 사람을 보라ꡕ나 ꡔ디오니소스 송가ꡕ의 교정을 꼼꼼히 할 정도로
의식이 명료했으며, 출판사에 대한 요구나 반응도 지나치리만큼
정확했다. 하지만 ꡔ디오니소스 송가ꡕ 의 교정을 마친 직후, 1889
년 1월 3일(혹은 1월 7일), 카를로 알베르토 광장에서 니체는 결
국 쓰러지고 만다. 이후 그는 정신 이상 징후를 보이기 시작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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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젤 정신병원에 입원한다. 그 사이 ꡔ우상의 황혼ꡕ, ꡔ니체 대 바
그너ꡕ, ꡔ이 사람을 보라ꡕ, ꡔ디오니소스 송가ꡕ가 출판된다. 그의 상
태는 1891년부터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해서, 1893년부터는 사람
을 식별하지 못할 정도가 되며, 집안에서도 휠체어에 의존할 정도
로 육체적 기능도 약화된다. 1894년에는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
게 된다. 1900년 8월 25일 정오 경에 니체는 더 이상 고뇌하지
않아도 되는 긴 어둠의 길로 들어서고 만다.

Ⅱ.『유고』개관
2.1. 1885년 가을～1889년 초 사이의『유고』3
권의 니체 철학에서의 위치
니체의 후기 철학은 ‘생성의 철학’(Philosophie des Werdens) 혹
은 ‘디오니소스적 긍정의 철학’(Philosophie der dionysischen
Bejahung)으로 명명할 수 있다. 물론 이 명칭은 ‘생성에 대한 긍정
의

철학’이나

‘형이상학과

허무주의

이후의

철

학’(Nachmetaphysische und po- stnihilistische Philosophie)
이라는 규정과 그 대표성에서 아무런 차이가 없다. 이 규정들은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갖고 있고, 하나의 규정은 다른 규정들이 갖는 내용
을 필연적으로 포함한다. 따라서 이중 어떤 것을 선택하여 니체 후기
철학을 규정하든 다른 규정들은 필연적으로 병렬하게 된다. ‘생성의
철학’과 ‘생성에 대한 긍정의 철학’이라는 규정은 실재에 대한 니체
의 경험에서 출발한 문제의식에 중점을 두는 규정이며, ‘형이상학과
허무주의 이후의 철학’은 이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니체 철학의 기능
에 착안한 규정이다. ‘디오니소스적 긍정의 철학’이라는 규정은 니체
철학의 귀결점에 중점을 둔 규정이다. 따라서 이 규정 중에서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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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선택하든 그 내용은 동일할 수밖에 없다. 1885년 가을～1889
년 초까지의 ꡔ유고ꡕ 3권에는 니체 철학의 귀결점, 즉 생성적 실재에
대한 근본적인(디오니소스적) 긍정을 가능하게 하는 작업들이 그 양
과 내용면에서 거의 전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니
체의 후기 사유는 이 작업을 토대로 진행된다. 그러므로 ꡔ유고ꡕ는 니
체의 후기 사유 즉 디오니소스적 긍정의 철학을 표현하고 있으며, 니
체라는 철학자의 최후의 지적 실존을 엿볼 수 있는 좋은 자료이다.
따라서 ꡔ유고ꡕ 3권은 니체 철학, 특히 니체의 성숙해진 후기 철학에
대한 정당한 이해를 위해서는 필요 불가결한 자료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점에도 불구하고 니체의 1885～1888년 사이의 ꡔ유고ꡕ 세
권이라고 하면 낯설어 하고, ꡔ힘에의 의지ꡕ(Der Wille zur Macht)라고
하면 그제서야 “아하!”하고 ‘유감스럽게도’ 고개를 끄덕일 독자가
아직 있을지도 모른다. 혹은 이 시기의 유고와 ꡔ힘에의 의지ꡕ를 같
이 언급하는 갑작스러움에 당황해하는 독자도 있을지 모른다. 도대
체 이 둘은 어떤 관계이며, ꡔ힘에의 의지ꡕ에 대한 인지도에 대해 왜
유감스러워해야 하는가? 그 이유를 간단히 말하자면 다음과 같다: ꡔ
힘에의 의지ꡕ란 1885～1889년 사이에 니체가 남긴 유고단편들을
자료로 하지만, ‘고의적 훼손’과 ‘자의적 삭감’을 통해 하인리히 쾨
셀리츠(Heinrich Köselitz[예명:Peter Gast])와 니체의 여동생인
엘리자베스 푀르스터-니체(Elizabeth Förster-Nietzsche)가 편집
한 책(1906)이다. 그러나 이 편집본이 소위 말하는 니체의 ‘주저’,
혹은 ‘필생의 사업’이라고 오랫동안 이해되어 왔으며, 이 편집본의
탄생과 사용이 니체 철학에 대한 오랜 동안에 걸친 오해의 외적 조
건을 형성했다. 이 편집본을 니체의 철학적 주저라고 보는 것이 학
적으로 유지될 수 없다는 사실은 오늘날 다행스럽게도 인정되고 있
다. 물론 니체가 ꡔ힘에의 의지ꡕ라는 책을 기획했던 것은 사실에 어
긋나지 않는다. 그는 이 책에서 개념적-이론적 서술 방식을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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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인간과 세계에 대한 거대한 정합적 체계를 구성하고자 했다. 이
체계는 그의 성숙한 철학의 내용을 모두 담아내는 거대 담론의 성
격을 띠게 될 것이었다. 하지만 니체 자신이 이 기획을 결국 포기해
버리며, 그가 준비했던 자료들은 부분적으로는 다른 출판작을 위해
사용되고, 부분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다. ꡔ유고ꡕ 세
권은 이 시기에 니체가 남겨놓은 모든 자료들을 시대 순으로만 정
리하여 모아놓은 책이다. 그러므로 이 ꡔ유고ꡕ 세 권은 니체의 정합
적이고 체계적인 성숙한 철학의 내용을 알 수 있게 하는 귀중한 자
료라 할 수 있다. (→ III부 1.2. 저술 기획의 역사)

2.2. 유고의 중요성. 그리고 유고를 어떻게 읽어
야 할 것인지에 대해
니체의 유고는 일종의 사유 일기 같은 것이다. 니체는 거의 매
일같이 (특히 산책길에서) 그에게 떠오르는 사유 단편들을 수첩
에 기록하고, 나중에 이것을 더 큰 공책에 옮겨 적는 습관이 있었
다. 물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그 계획 하에 여러 기록들을 정
리․분류하거나 대략적인 형태를 띠게 하는 작업은 하지 않았지만,
그가 구상했던 거의 모든 것이 그의 유고에 적혀 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따라서 유고는 니체의 자기 자신만을 위한 사유 일기
요, 그의 출판작은 이 사유 일기에 독자를 위한 저술적-예술적
치장을 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유고는 출판작의 발생 과정 및
때로는 숨겨 있는 의도와 내용을 알 수 있는 자료인 반면, 출판작
은 정돈되지 않은 유고의 소속을 해명해 주고, 친절하게 설명되
어 있지 않은 유고의 이해를 돕는다. 따라서 유고와 출판작은 서
로 보완해 주고 해명해 주는 관계를 형성한다고 할 수 있다. 이
사실은 니체 철학을 이해하기 위해서 니체의 출판작이나 유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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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것이 더 중요한 지에 대한 물음을 진부한 물음으로 만든다.
유고와 출판작의 불가분적 관계에 대한 몇 예를 들어 보자.
1882년 가을부터 1884/85년 겨울까지의 유고들은 ꡔ차라투스트
라는 이렇게 말했다ꡕ 4부의 이해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배경이자,
그 내용을 보완한다. 이 시기의 유고들은 ꡔ차라투스트라는 이렇
게 말했다ꡕ에 대한 어떤 주석서나 해명서보다도 니체가 계획했던
ꡔ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ꡕ의 내용과 이야기들을 더 잘 해
명해준다. 물론 니체는 그의 자서전적 글인 ꡔ이 사람을 보라ꡕ 에
서 ꡔ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ꡕ를 10일 간의 창조에 의한 것
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는 그가 ꡔ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
다ꡕ에 나오는 여러 우화들, 비유들, 단명들, 착상들을 10일 동안
에 모두 생각해 내어 썼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니체는 앞
서 말했듯이 사유 일기의 작성에 게으르지 않았고, 이 작업들이
있었기에 니체는 ꡔ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ꡕ를 그렇게 빨리
완성할 수 있었다. 그리고 니체 사유의 중심 개념인 힘에의 의지
에 대한 이론적, 자연과학적 설명은 거의 유고에 실려 있다. 이
유고들이 숙지되지 않는다면 아리스토텔레스와 라이프니치의 디
나미스(dynamis) 개념, 힘과 질료(Kraft/Matter)에 대한 논쟁 및
보스코비치(R. Boskovisch)의 힘을 통한 질료 개념의 극복 시도
등에 의해 고무․발전되는 힘에의 의지 개념은 단지 추상적이고 사
변적인 논의로만 이해될 뿐이다. 또한 니체 철학을 대표하는 개
념 중의 하나인 허무주의에 대한 올바르고 체계 정합적인 이해의
가능성도 유고 안에 제시되어 있다. 허무주의의 도래와 극복은
영원회귀 사유 및 영원 회귀 사유를 긍정하는 위버멘쉬
(Übermensch)라는 존재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구도를 보여 주
는 유고를 하이데거가 읽었다면, 허무주의와 형이상학 극복에 실
패한다는 하이데거의 니체상은 변경되었을지도 모른다. 마지막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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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니체의 ꡔ우상의 황혼ꡕ과 ꡔ안티크리스트ꡕ를 1887/88년도의 유
고를 배경으로 같이 읽으면 ꡔ힘에의 의지ꡕ에 대한 오늘날 벌어졌
던 유고 논쟁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상과 같은 사실은 니체의 유고를 읽는 독자에게 유고를 대하
는 방법을 알려 준다. 독자는 유고를 그의 생전시의 출판작이나
완결시켜 남겨 둔 출판작들과 연관지어 읽어야 한다. 니체의 단
편적인 소묘들로 남겨진 유고들을 개별적으로가 아니라, 그 자체
로 생성되어 가는, 어느 정도로는 통일적인 니체의 사유로서 읽
어야 한다. 니체의 저자적인 의도, 즉 그의 발간계획을 그것이 실
현된 한에서 부각시키면서 그가 유고 단편 중 무엇을 그의 작품
에 삽입시키고, 무엇을 버리며, 무엇을 나중의 사유를 위해서 남
겨 놓는지, 궁극적으로 무엇이 이용되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를
이해하면서 읽어야 한다. 이 독서 방법은 니체에 대한 총체적 이
해를 위해 필요 불가결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2.3『유고』3권 (1885년 가을 ～ 1889년 초) :
해체와 건설
“나는 독자를 더 이상 고려하지 않는다: 어떻게 내가 독자를
위해서 쓸 수 있단 말인가 ... 그렇지만 나는 나를 기록한다. 나
를 위해서.”(KGW VIII 2, 9[188], 114쪽; 한글판 138쪽) 이 시기의
유고에 수록되어 있는 니체의 언명이다. 이 말의 의미는 니체
가 독자를 위해 저술적-예술적 치장을 한 출판작을 선보이지
않겠다는 것은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이 시기에 ꡔ우상의 황혼
ꡕ이나 ꡔ이 사람을 보라ꡕ 혹은 ꡔ안티크리스트ꡕ 등의 출판작이 출
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니체의 말은 오히려 이 시기의 사유 일
기인 유고에서 치장하지 않은 자신의 얼굴을 보이고 있다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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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것이다. 그의 성숙한 철학을 선보이는 이 시기의 유고에
서 보여 주는 그의 치장하지 않은 얼굴은 어떤 모습인가? 이
얼굴의 한 면은 기존의 것에 대한 비판가와 새로운 이론을 정
립하는 이론가의 모습이며, 다른 한 면은 결국 비극적 종말을
맞게 되는 한 철학자가 보여주는 마지막 지적 실존의 모습, 창
조의 노력과 창조의 고통이 깃든 모습이다.

2.3.1. ꡔ유고 (1885년 가을～1887년 가을)ꡕ(KGW VIII 1)
ꡔ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ꡕ를 완성하면서 니체는 자신이 사
유의 정점에 올라 있으며, 그의 철학적 과제가 수행되었다고 생각한
다. 이 시점에서 그는 자기 자신에로 되돌아가 자신의 사유를 다시
반추하는 사색 경향을 보인다. 그의 전 관심은 이전의 작품들을 다
시 발간하는 데에 모아지고, 이전의 작품들에 새로운 서문을 쓰기
시작한다. 이 작업을 통해 그는 자신의 과거를 다시 불러와 확대된
사유 지평을 통해 구제하고 싶어 한다. 그가 불러온 과거는 새로운
창조적 분위기를 형성한다. 이 창조적 분위기는 세계에 대한 정합적
이고 체계적인 설명을 시도하게 한다. 이 과정에서 유럽 허무주의의
도래를 가능케 하는 가치 전도의 과정, 허무주의의 극복 수단으로서
의 영원 회귀 사유와 도덕 비판, 기존의 인식론에 대한 비판 및 그
대안으로서 관점주의적 인식 이론(Perspektivismus), 실체 및 이성
형이상학의 발생 근원에 대한 심리학적 분석과 비판 및 그 대안으
로서 생기 존재론(Geschehensontologie)의 내용들이 단편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한다. 더불어 ꡔ비극의 탄생ꡕ의 주제들이 청년기의 염
세적 경향을 넘어서서 이제 새롭게 해석(Interpretation)이라는 양
태를 띤 형이상학적 색채를 띠기 시작한다.
이 작업들은 무엇보다도 ‘생성에 존재의 성격을 각인’하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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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철학적 야심이 표현된 것이며, 이 야심은 힘에의 의지 개념
에 대한 새로운 해명적 이해에 의해 가능하게 된다. 힘에의 의지
개념은 ꡔ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ꡕ를 완성할 당시에는 가치
의 전도, 위버멘쉬, 디오니소스적 지혜와 같이 영원 회귀 사유를
감당할 하나의 조건으로 등장했었을 뿐이었다. 그렇지만 이제 힘
에의 의지가 그에게 핵심 주제로 부각된다. 니체는 이제 힘에의
의지를 저술적 관점에서 바라보기 시작한다. 그에게 힘에의 의지
개념에 대한 해명은 가장 중요한 과제로 등장한다. 기존의 알쏭
달쏭한 제시와는 다른 새로운 해명적 설명의 필요성은 힘에의 의
지에 쇼펜하우어적 치장을 입히기도 한다. 그렇지만 그는 곧 쇼
펜하우어를 넘어서서 자연 철학과 자연과학의 힘 개념을 빌어 힘
에의 의지를 해명하려는 시도를 한다. 이 시도는 ‘힘에의 의지가
해석한다’(Wille zur Macht interpretiert)라는 유명한 존재론적
명제를 도출시킨다. 이 명제는 모든 것은 하나의 생기 현상이며,
이 생기 현상은 곧 힘에의 의지의 해석 작용이라는 의미를 갖는
다. 힘에의 의지는 이로써 모든 영역에 적용되는 보편 존재론적
성격을 획득한다. 위버멘쉬적 인간도 이 사실에서 예외일 수 없
는 힘에의 의지가 작용하는 한 장소로서 등장한다.

2.3.2. ꡔ유고 (1887 가을～1888 3월)ꡕ (KGW VIII 2)
니체는 이 시기의 유고 전체를 ꡔ힘에의 의지ꡕ를 위한 자료들로
고찰하여, 그 중에서 374개의 글에 번호를 매기면서 대략 정돈하
지만, 다른 출판작들에서 보이는 저술적-예술적 노력은 기울이지
않는다. 저술적 - 예술적 작업은 니체 사후 이 자료들을 분해하고
은폐하며 체계화하는 편집자들에 의해 대신 이행된다.
이 시기에 세계에 대한 어느 정도로는 잘 조직되고 정합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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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해석을 내놓고 싶어 하는 니체의 의지가 강화된다. 이것
은 주체 개념 비판 및 생성에 대한 철학적 정당화 작업을 통해
준비된다. 인식 주체는 귀향 가고 해석 주체가 등장한다. 생성은
초월적 목적을 갖지 않고, 가상도 아니며, 모든 순간에 가치가 동
일한 것으로 제시된다. 이 작업들은 힘에의 의지의 자기 목적적
인 작용 방식과 보편성 확보를 통해 가능해지며, 이것은 목적론
및 결정론과의 대결을 가능하게 한다. 여기에 덧붙여 ꡔ선악의 저
편ꡕ 에서 선보인 고통의 철학이 힘에의 의지로서의 삶과 혼합된
다. 삶은 행복을 추구하지 않고 힘을 추구하며, 의지의 더욱 많은
힘의 추구는 기쁨을 불러일으킨다. 고통은 억제되어야 할 것이
아니라, 힘의 추구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과정이며, 그런
한에서 강화되어야 한다. 고통과 기쁨은 힘에의 의지의 자기 발
전의 필연적 계기로서 그 자체로 의미가 충만하다. 이 점에서 인
간 삶의 부정적인 현상이나 우연적이라고 여겨지던 계기들을 포
함하여, 삶의 모든 면을 있는 그대로, 아무런 삭감 없이, 아무런
예외를 허용치 않고 긍정하고 싶어하는 니체의 의도가 엿보인다.
이것은 생성으로서의 세계와 인간 삶에 대한 무조건적인 긍정을
요청하는 디오니소스적 긍정(Die dionysische Bejahung)의 한
면이며, 생성에 대한 철학적 정당화를 통해 가능하게 된다. 이 시
기에 나타나는 도덕, 그리스도교, 논리학, 전통 형이상학, 현대성
에 대한 회의적 태도로 일관된 파괴 과정은 디오니소스적 긍정이
라는 시각에서 행해지며, 인간의 삶을 부정하게 만드는 모든 것
은 넌센스 해석(Die Wahnwitzinterpretation)으로 규정된다.
이렇듯 이 시기의 유고에서 부정과 파괴가 아니라, 긍정과 건
설을 궁극 목적으로 하는 한 철학자의 초상을 읽을 수 있다. 이
철학자는 변화하는 인간 삶과 세계의 모든 면을 유의미한 것으
로, 필연적인 것으로 만들어서 무조건적으로 긍정하기를 원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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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이 소망이 그로 하여금 생성에 대한 철학적 정당화를 위해 그
토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하였으리라.

2.3.3. ꡔ유고 (1888년 초～1889년 1월 초)ꡕ (KGW VIII 3)
이 시기의 유고들에는 니체의 마지막 출판물들을 위한 광범위한
자료들이 들어 있다. 혼란스럽지만 대단한 부지런함으로 지속된 작
업의 이면에는 자신을 실현시키고자 하는 니체의 저술가적 의지가
숨어 있다. 그렇지만 그는 파괴와 건설 작업에서 그가 사용했던 모
든 도구들이 더 이상 쓸모없다는 생각을 한다. 그는 개념이나 말 등
에 지쳐 버려 사유가의 추상성을 벗어 버리고 싶어 한다. 하지만 그
는 새로운 도구, 새로운 착상을 얻는 데 실패하며, 사유의 아나키즘
에 빠져 버린다. 그는 자신이 이미 정식화해놓았던 여러 서술, 비판,
도식, 계획들을 다시 꺼내어 들여다보고 반복하며 점차로 지쳐간다.
창조력의 결핍 및 사유의 아나키즘이 지배하는 이 시기에 니
체를 계속 집필하게 했던 힘은 그의 저술가적-사유가적 의지였
다. 그는 힘에의 의지에 대한 고찰을 여전히 행하며, 힘에의 의
지를 가상과 거짓을 생산해 내는 원동력으로 이해한다. 이외에
도 ꡔ비극의 탄생ꡕ 에 대한 재 고찰이 행해지고, ꡔ이 사람을 보라
ꡕ 에 편입될 내용들도 쓰인다. 그리스도교와 허무주의 및 데카당
스 비판들, 인과율에 대한 비판, 이성 비판에 근거한 현대성비판
은 기존의 것과 유사하게 행해진다. 학문과 철학이 대립되며, ꡔ
우상의 황혼ꡕ 에 포함되는 참된 세계와 가상세계에 대한 소묘가
많이 등장한다. 이 시기에 니체는 ꡔ힘에의 의지ꡕ 의 출판계획을
완전히 포기한다. 물론 유고들은 여전히 ꡔ힘에의 의지ꡕ (그리고
그 후의 ꡔ가치의 전도ꡕ)를 위한 자료로서 준비되지만, 그의 지쳐
버림과, 그의 작업을 가능하게 했던 기본 개념들의 포기,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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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상과 대체 수단의 결여 등은 니체가 의도했던 체계적 작업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그렇지만 그를 비극적 종말로 끌어가는 정
신 착란을 느끼게 하는 병리적인 텍스트는 다행스럽게도 그의
글에는 몇 예를 제외하고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니체의 모든
글에서 이미 정신 착란 증세를 감지해낼 수 있다는 뫼비우스
(Möbius)라는 의사의 소견과는 달리, 그를 평생 동안 철학하게
했던 사유가적 의지가 육체적․정신적인 절망 상태에서도 여전히
그를 쓰러지게 놔두지 않고 있음을 독자는 감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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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지식 지도
Ⅰ. 철학 문헌, 철학자, 철학 용어 지식 지도
○ 철학 문헌:『유고 (1885년 가을～1887년 가
을)』
『유고 (1887년 가을～1888년 3월)』
『유고 (1888년 초～1889년 1월 초)』
원전의 전체 내용 요약 : 1-2-3
원전의 세부 내용 목차 : 없음
원전의 중요성 해설 : 1-2-1
원전의 중요한 철학 용어 : 힘에의 의지, 허무주의, 철학, 인식,
도덕, 예술
한국어 표준 번역본 제목 : ꡔ유고 (1887년 가을 ～ 1888년 3월)
ꡕ
한국어 사용 번역본 번역자 : 백승영
한국어 사용 번역본 출판 도시 : 서울
한국어 사용 번역본 출판사 : 책세상
한국어 사용 번역본 출판 연도 : 2000
한국어 디지털 텍스트 : 없음
원어 표준 판본 제목 :

Nachgelassene Fragmente. Herbst 1885～Herbst 1887(KGW VIII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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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chgelassene Fragmente Herbst 1887～März 1888(KGW VIII 2)
Nachgelassene Fragmente Anfang 1888～Anfang Januar 1889(KGW VIII
3)
원어 표준 판본 편집자 : Giorgio Colli & Mazzino Montinari
원어 표준 판본 출판 도시 : Berlin/New York
원어 표준 판본 출판사 : Walter de Gruyter
원어 표준 판본 출판 연도 : VIII 1 (1974), VIII 2 (1970),
VIII 3 (1972)
원어 표준 판본 초판 출판 연도 : VIII 1 (1974), VIII 2 (1970),
VIII 3 (1972)
원어 디지털 텍스트 : http://www.nietzsche-gesellschaft.de
/deutsch/deutsch.htm

○ 철학자 : 니체
생애 해설 : 1-1-1
한국어 이름 : 프리드리히 빌헬름 니체
영어 이름 : Friedrich Wilhelm Nietzsche
원어 이름 : Friedrich Wilhelm Nietzsche
인물 사진 : http://shatter.nalove.org/yell
출생 국가 : 독일
출생 도시 : 뢰켄
출생 연도 : 1844년 10월 15일
사망 연도 : 1900년 8월 25일
한국어 웹사이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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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conanoc.hihome.com/Nietzsche/index.html
http://armdown.net/main.html
http://user.chol.com/%7Ehephziba/nietz.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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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웹사이트 :
http://plato.stanford.edu/entries/nietzsche
http://www.fns.org.uk
http://www.pitt.edu/~wbcurry/nietzsche.html
http://www.luminary.us/nz/zarathustra.html
http://www.geocities.com/thenietzschechannel/zara.htm
원어 웹사이트 :
http://www.nietzsche-gesellschaft.de/deutsch/deutsch.htm
http://www.friedrich-nietzsche.org
http://gutenberg.spiegel.de/nietzsch/zara/also.htm
주요 저작2 한국어 제목 :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주요 저작2 한국어 제목 : 도덕의 계보
주요 저작3 한국어 제목 : 우상의 황혼
활동 시기 : 19세기 서양 철학
활동 분야 : 형이상학, 인식론, 윤리학, 미학, 종교 철학,
문화 철학
대표 사상 : 생철학, 실존 철학
대표 이론 : 형이상학, 문화 철학, 예술 철학, 종교 철학
스승 : 리츨 F. W. Ritschl
지지자 : 부르크하르트, 야스퍼스
반대자 : 하이데거
영향을 준 철학자 : 헤라클레이토스, 플라톤, 퓌론, 쇼펜하우어,
칸트, 라이프니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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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받은 철학자 : 독일 실존 철학(하이데거, 야스퍼스), 프
랑스 실존 철학(마르셀, 사르트르, 카뮈),
들뢰즈, 포스트모던 철학(데리다, 푸꼬),
관점주의(카울바흐), 해석 철학(아벨, 렝
크), 해석학(바티모) 등

○ 철학 용어 : 힘에의 의지 (1)
한국어 용어 : 힘에의 의지
한국어 용어 출처 : 『유고』(백승영 해설 1.5.1)
한국어 용어 정의 : 주인이 되고자 하고, 그 이상이 되고자 하
며, 더욱 강해지고자 하는 의지 작용
한국어 반대 용어 : 죽음에의 의지
한국어 유사 용어 : 삶에의 의지
한국어 관련 용어 : 의지
원어 용어 : Wille zur Macht
원어 용어 출처 : KGW VIII 3 14[81], 53쪽
원어 용어 정의 : Herr-werden-, Mehr-werden-, Stärkerwerden-wollen
사용한 철학 분야 : 형이상학
사용한 철학사 : 19세기 서양 철학
사용한 철학 학파 : 생철학
사용한 철학자 : 니체
사용한 철학 문헌 : 유고
다른 철학 용어와의 상하 관계 : 상위 개념 -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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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학 용어 : 허무주의 (2)
한국어 용어 : 허무주의
한자어 표기 : 虛無主義
한국어 용어 출처 : 『유고』(백승영 해설 2.1)
한국어 용어 정의 : 최고가치의 탈가치에 의한 의미 상실에 대
한 경험 상황
한국어 반대 용어 : 낙관주의
한국어 유사 용어 : 염세주의
한국어 관련 용어 : 정신적 아나키즘
원어 용어 : Nihilismus
원어 용어 출처 : KGW VIII 2 9[35], 14쪽
원어 용어 정의 : Die obersten Werte sich entwerten
사용한 철학 분야 : 문화 철학
사용한 철학사 : 19세기 서양 철학
사용한 철학 학파 : 생철학
사용한 철학자 : 니체
사용한 철학 문헌 : 유고
다른 철학 용어와의 상하 관계 : 하위 개념 - 염세주의

○ 철학 용어 : 철학(3)
한국어 용어 : 철학
한자어 표기 : 哲學

니체『유고』

25

25

한국어 용어 출처 :『유고』(백승영 해설 3.1)
한국어 용어 정의 : 해석적 - 예술적 활동, 삶의 기술
한국어 반대 용어 : 비철학
한국어 유사 용어 : 기초학, 본질학
한국어 관련 용어 : 인문학
원어 용어 : Philosophie
원어 용어 출처 : KGW VIII 2 9[48], 23쪽, KGW VIII 2
9[64], 33쪽
원어 용어 정의 : Schöpferisches Setzen, bilden, Gestalten,
Überwältigen, Wollen. (=interpretierende
Kunst)
사용한 철학 분야 : 형이상학 인식론
사용한 철학사 : 19세기 서양 철학
사용한 철학 학파 : 생철학
사용한 철학자 : 니체
사용한 철학 문헌 : 유고
다른 철학 용어와의 상하 관계 : 상위 개념 - 학문

○ 철학 용어 : 인식 (4)
한국어 용어 : 인식
한자어 표기 : 認識
한국어 용어 출처 :『유고』(백승영 해설 4.1)
한국어 용어 정의 : 가치 각인적 해석, 삶의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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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반대 용어 : 무지
한국어 유사 용어 : 생각
한국어 관련 용어 : 해석
원어 용어 : Erkenntnis, Erkennen
원어 용어 출처 : KGW VIII 1 2[108], 112쪽
원어 용어 정의 :
Daß die bisherigen Interpretationen perspektivische
Schä- tzungen sind, vermöge deren wir uns im Leben,
das heißt im Willen zur Macht, zum Wachstum der
Macht erhalten.
사용한 철학 분야 : 인식론
사용한 철학사 : 19세기 서양 철학
사용한 철학 학파 : 생철학
사용한 철학자 : 니체
사용한 철학 문헌 : 유고
다른 철학 용어와의 상하 관계 : 상위 개념 - 해석

○ 철학 용어 : 도덕 (5)
한국어 용어 : 도덕
한자어 표기 : 道德
한국어 용어 출처 : 『유고』(백승영 해설 5.1)
한국어 용어 정의 : 인간에게 체화된 가치 평가의 체계
한국어 반대 용어 : 무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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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유사 용어 : 윤리
한국어 관련 용어 : 가치
원어 용어 : Moral
원어 용어 출처 : KGW VII 4/2 34[264], 71쪽
원어 용어 정의 : Das wertschätzungssystem
사용한 철학 분야 : 윤리학
사용한 철학사 : 19세기 서양 철학
사용한 철학 학파 : 실존 철학
사용한 철학자 : 니체
사용한 철학 문헌 : 유고
다른 철학 용어와의 상하 관계 : 상위 개념 - 해석

○ 철학 용어 : 예술 (6)
한국어 용어 : 예술
한자어 표기 : 藝術
한국어 용어 출처 : 『유고』(백승영 해설 6.1)
한국어 용어 정의 : 힘에의 의지에 의한 해석
한국어 반대 용어 : 실증적 태도
한국어 유사 용어 : 창조
한국어 관련 용어 : 미
원어 용어 : Kunst
원어 용어 출처 : KGW VIII 3 14[61], 38～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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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어 용어 정의 : Wille zur Macht als Kunst
사용한 철학 분야 : 미학
사용한 철학사 : 19세기 서양 철학
사용한 철학 학파 : 생철학
사용한 철학자 : 니체
사용한 철학 문헌 : 유고
다른 철학 용어와의 상하 관계 : 상위 개념 - 해석

Ⅱ. 『유고』의 지식 지도
1.의지
1.1. 힘에의 의지
1.1.1. 힘에의 의지 개념의 기능 (1-1-1)/
1.1.2. 저술 기획으로서의 ꡔ힘에의 의지ꡕ (1-2-1)/
1.1.2.1. 첫 구상 (1-2-1-1)/(1-2-1-1-1)
1.1.2.2. 4부로 구성된 ꡔ힘에의 의지ꡕ (1-2-2-1)/(1-2-2-1-1)
1.1.2.3. 집중적 작업 (1-2-3-1)/(1-2-3-1-1)
1.1.2.4.

ꡔ힘에의

의지ꡕ

저술

기획의

포기

1

의지ꡕ

저술

기획의

포기

2

(1-2-4-1)/(1-2-4-1-1)
1.1.2.5.

ꡔ힘에의

(1-2-5-1)/(1-2-5-1-1)
1.1.2.6. 위작으로서의 ꡔ힘에의 의지ꡕ
1.1.2.6.1.

ꡔ힘에의

의지ꡕ 를

위한

374개

단편의

(1-2-6-1-1)/
1.1.2.6.2. 위작의 역사와 위작의 파기 (1-2-6-2-1)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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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방법적 원리로서의 힘에의 의지(1-3-1)/(1-3-1-1)
1.1.4.

‘힘에의

의지에

의한

세계

해명’의

해석적

성격

(1-4-1)/(1-4-1-1)
1.1.5. 힘에의 의지 개념 해명
1.1.5.1. 정의 (1-5-1-1)/(1-5-1-1-1)
1.1.5.2. 명칭적 함의 (1-5-2-1)/
1.1.5.2.1.

존재의

가장

내적인

본성

(1-5-2-1-1)/(1-5-2-1-1-1)
1.1.5.2.2. 생기 (1-5-2-2-1)/(1-5-2-2-1-1)
1.1.5.2.3. 관점을 설정하는 힘 (1-5-2-3-1)/(1-5-2-3-1-1)
1.1.5.2.4. 해석 (1-5-2-4-1)/(1-5-2-4-1-1)
1.1.5.2.5. 파토스 (1-5-2-5-1)/(1-5-2-5-1-1)
1.1.5.2.6. 추동력 (1-5-2-6-1)/(1-5-2-6-1-1)
1.1.5.2.7. 힘 양자 (1-5-2-7-1)/(1-5-2-7-1-1)
1.1.5.3. 힘에의 의지의 성격 (1-5-3-1)/
1.1.5.3.1. 복수성 (1-5-3-1-1)/(1-5-3-1-1-1)
1.1.5.3.2. 과정성 (1-5-3-2-1)/(1-5-3-2-1-1)
1.1.5.3.3. 힘 싸움의 형식 (1-5-3-3-1)/(1-5-3-3-1-1)
1.1.5.3.4. 지향성 (1-5-3-4-1)/(1-5-3-4-1-1)
1.1.5.3.5. 역동성 (1-5-3-5-1)/(1-5-3-5-1-1)
1.1.5.3.6. 힘의 상승 (1-5-3-6-1)/(1-5-3-6-1-1)
1.1.5.3.7. 필연성 (1-5-3-7-1)/(1-5-3-7-1-1)
1.1.5.3.7.1.

힘소비의

극대

경제

(1-5-3-7-1-1)/(1-5-3-7-1-1-1)
1.1.5.3.7.2. 영원 회귀 (1-5-3-7-2-1)/(1-5-3-7-2-1-1)
1.1.6. 힘에의 의지의 형태론
1.1.6.1. 생기 원리로서의 힘에의 의지 (1-6-1-1)/(1-6-1-1-1)
1.1.6.1.1. 목적 (1-6-1-1-1)/(1-6-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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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1.2. 생성으로서의 존재
1.1.6.1.2.1.

존재와

생성의

일치

(1-6-1-2-1-1)/(1-6-1-2-1-1-1)
1.1.6.1.2.2. 힘에의 의지의 생기로서의 존재 (1-6-1-2-2-1)/
(1-6-1-2-2-1-1)
1.1.6.2. 삶으로서의 힘에의 의지 (1-6-2-1)/(1-6-2-1-1)
1.1.6.2.1. 유기체 삶의 과정 (1-6-2-1-1)/(1-6-2-1-1-1)
1.1.6.2.2.

부산

현상으로서의

쾌감

(1-6-2-2-1)/(1-6-2-2-1-1)
1.1.6.3. 인간 안에서의 힘에의 의지 (1-6-3-1)/(1-6-3-1-1)
1.1.6.3.1. 신체로서의 인간 (1-6-3-1-1)/(1-6-3-1-1-1)
1.1.6.3.1.1. 신체의 통일성 (1-6-3-1-1-1)/(1-6-3-1-1-1-1)
1.1.6.3.1.2. 신체의 통일성의 상대적 지속(1-6-3-1-2-1)/
(1-6-3-1-2-1-1)
1.1.6.3.2. 신체적 주체
1.1.6.3.2.1.

허구로서의

주체

해석주체로서의

신체

(1-6-3-2-1-1)/(1-6-3-2-1-1-1)
1.1.6.3.2.2.
(1-6-3-2-2-1)/(1-6-3-2-2-1)
1.1.6.3.2.3. 의식의 조건으로서의 힘에의 의지(1-6-3-2-3-1)/
(1-6-3-2-3-1-1)
1.1.6.3.2.3.1.

선의식적

생기

(1-6-3-2-3-1-1)/(1-6-3-2-3-1-1-1)
1.1.6.3.2.3.2. 의식적 해석의 피상성 (1-6-3-2-3-2-1)/
(1-6-3-2-3-2-1-1)
1.1.6.3.2.4. 신체적 주체의 인식 (1-6-3-2-4-1)/
1.1.6.4. 자연 안에서의 힘에의 의지 (1-6-4-1)/
1.1.6.4.1. 인과적 세계 해석 (1-6-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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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4.1.1. 은폐된 목적론으로서의 인과율1(1-6-4-1-1-1)/
(1-6-4-1-1-1-1)
1.1.6.4.1.2. 은폐된 목적론으로서의 인과율2(1-6-4-1-2-1)/
(1-6-4-1-2-1-1)
1.1.6.4.1.3. 은폐된 목적론으로서의 인과율3 (1-6-4-1-3-1)/
(1-6-4-1-3-1-1)
1.1.6.4.1.4. 인과율의 심리적-실용적 필요성 (1-6-4-1-4-1)/
(1-6-4-1-4-1-1)
1.1.6.4.1.5. 생기의 원인성 (1-6-4-1-5-1)/(1-6-4-1-5-1)
1.1.6.4.2. 기계적 세계 해석 (1-6-4-2-1)/ (1-6-4-2-1)
1.1.6.4.2.1.

전제

1 : 단일성

(1-6-4-2-1-1)/(1-6-4-2-1-1-1)
1.1.6.4.2.2.

전제

2 : 운동

(1-6-4-2-2-1)/(1-6-4-2-2-1-1)
1.1.6.4.2.3. 기계론적 법칙의 근거: 생기 법칙 (1-6-4-2-3-1)/
(1-6-4-2-3-1-1)
1.1.6.4.3. 진화론적 세계 해석 (1-6-4-3-1)/(1-6-4-3-1-1)
1.1.6.4.3.1.

속(Gattung)으로서의

인간의

진보

(1-6-4-3-1-1)/
(1-6-4-3-1-1-1)
1.1.6.4.3.2. 자연도태 (1-6-4-3-2-1)/(1-6-4-3-2-1-1)
1.1.6.4.3.3. 길들임 (1-6-4-3-3-1)/(1-6-4-3-3-1-1)
1.1.6.4.3.4.

생존을

위한

싸움

(1-6-4-3-4-1)/(1-6-4-3-4-1-1)
1.1.6.5. 개인 안에서의 힘에의 의지 (1-6-5-1)/
1.1.6.5.1. 주권적 개인 (1-6-5-1-1)/ (1-6-5-1-1-1)
1.1.6.5.2. 집단적 개인 (1-6-5-2-1)/(1-6-5-2-1-1)
1.1.6.6. 사회 안에서의 힘에의 의지 (1-6-6-1)/(1-6-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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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6.1. 사회 계층론 (1-6-6-1-1)/(1-6-6-1-1-1)
1.1.6.6.2.

현대의

정치

이데올로기

(1-6-6-2-1)/(1-6-6-2-1-1)
1.1.6.6.2.1.

평등

이념의

계보

(1-6-6-2-1-1)/(1-6-6-2-1-1-1)
1.1.6.6.2.2. 민주주의 (1-6-6-2-2-1)/(1-6-6-2-2-1-1)
1.1.6.6.2.3. 사회주의 (1-6-6-2-3-1)/(1-6-6-2-3-1-1)

2. 허무주의
2.1. 정의 (2-1-1)/
2.2. 철학적 주제로서의 허무주의
2.2.1. 개념의 도입 (2-2-1-1)/
2.2.2. 주제의 도입 (2-2-2-1)/
2.2.3. 주제의 포기 (2-2-3-1)/(2-2-3-1-1)
2.2.4. 주제의 범위 (2-2-4-1)/
2.3. 유럽 허무주의 (2-3-1)/
2.3.1. 허무주의의 도래 (2-3-1-1)/(2-3-1-1-1)
2.3.2. 허무주의의 원인
2.3.2.1. 기존 가치의 탈가치 (2-3-2-1-1)/(2-3-2-1-1-1)
2.3.2.2. 최고 가치의 탈가치
2.3.2.2.1. 최고 가치의 유효성 상실 (2-3-2-2-1-1)/
(2-3-2-2-1-1-1)
2.3.2.2.2.

절대성

요구의

결과

(2-3-2-2-2-1)/(2-3-2-2-2-1-1)
2.3.2.3. 인간의 ‘과도한 순진함’ (2-3-2-3-1)/(2-3-2-3-1-1)
2.3.2.4. 도덕적 세계 해석의 몰락 (2-3-2-3-1)/(2-3-2-3-1-1)
2.3.2.4.1.

최고

가치로서의

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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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4-1-1)/(2-3-2-4-1-1-1)
2.3.2.4.2. 도덕의 기능 (2-3-2-4-2-1)/(2-3-2-4-2-1-1)
2.3.2.4.3. 도덕의 몰락 (2-3-2-4-3-1)/(2-3-2-4-3-1-1)
2.3.2.4.4. 허무적 상황 (2-3-2-4-4-1)/(2-3-2-4-4-1-1)
2.3.2.5. 그리스도교적 해석의 몰락(2-3-2-5-1)/(2-3-2-5-1-1)
2.3.2.6. 대중적 인간 (2-3-2-6-1)/(2-3-2-6-1-1)
2.4. 영역별 허무주의 현상 (2-4-1)/
2.4.1. 종교 (2-4-1-1)/(2-4-1-1-1)
2.4.1.1. 그리스도교 (2-4-1-1-1)/(2-4-1-1-1-1)
2.4.1.2. 불교 (2-4-1-2-1)/(2-4-1-2-1-1)
2.4.2. 도덕 (2-4-2-1)/(2-4-2-1-1)
2.4.3. 철학 (2-4-3-1)/(2-4-3-1-1)
2.4.4. 자연과학 (2-4-4-1)/(2-4-4-1-1)
2.4.5. 정치 (2-4-5-1)/(2-4-5-1-1)
2.4.6. 경제 (2-4-6-1)/(2-4-6-1-1)
2.4.7. 역사학 (2-4-7-1)/(2-4-7-1-1)
2.4.8. 예술 (2-4-8-1)/(2-4-8-1-1)
2.5. 허무주의의 현상형식 (2-5-1)/
2.5.1. 허무주의의 선형식: 염세주의 (2-5-1-1)/(2-5-1-1-1)
2.5.2. 불완전한 허무주의
2.5.2.1. 정의 (2-5-2-1-1)/(2-5-2-1-1-1)
2.5.2.2. 현상: 최고 가치의 탈가치 (2-5-2-2-1)/(2-5-2-2-1-1)
2.5.2.2.1. 능동적 허무주의 (2-5-2-2-1-1)/(2-5-2-2-1-1-1)
2.5.2.2.2. 수동적 허무주의 (2-5-2-2-2-1)/(2-5-2-2-2-1-1)
2.5.3. 완전한 허무주의
2.5.3.1. 정의 (2-5-3-1-1)/(2-5-3-1-1-1)
2.5.3.2. 현상 (2-5-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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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2.1. 극단적 허무주의 (2-5-3-2-1-1)/(2-5-3-2-1-1-1)
2.5.3.2.2.

가장

극도의

허무주의

(2-5-3-2-2-1)/(2-5-3-2-2-1-1)
2.5.3.3. 기능 (2-5-3-3-1)/(2-5-2-3-1-1)
2.6. 허무주의의 극복 (2-6-1)/
2.6.1. 극도의 허무주의 형식으로서의 영원 회귀 (2-6-1-1)/
(2-6-1-1-1)
2.6.2. 영원 회귀 사유의 기능 (2-6-2-1)/(2-6-2-1-1)
2.6.3. 위버멘쉬로의 결단 (2-6-3-1)/(2-6-3-1-1)
2.7. 모든 가치의 전도 (2-7-1)/
2.7.1.

가치

설정자로서의

인간:

위버멘쉬

(2-7-1-1)/(2-7-1-1-1)
2.7.2.

새로운

가치

설정

원리

:

힘에의

의지

(2-7-2-1)/(2-7-2-1-1)

3. 철학
3.1. 정의 (3-1-1)
3.1.1. 해석-예술로서의 철학 (3-1-1-1)/(3-1-1-1-1)
3.1.2. 삶의 기술로서의 철학 (3-1-2-1)/(3-1-2-1-1)
3.2. 니체 철학
3.2.1. 과제 : 디오니소스적 긍정의 철학 (3-2-1-1)/(3-2-1-1-1)
3.2.2. 방법론 (3-2-2-1)/
3.3. 서양 전통 철학 비판
3.3.1. 일반적 특성 (3-3-1)/(3-3-1-1)
3.3.1.1.

철학의

(3-3-1-1-1)/(3-3-1-1-1-1)

키르케로서의

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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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2. 의식에 대한 믿음 (3-3-1-2-1)/(3-3-1-2-1-1)
3.3.1.2.1.

정신적

실체로서의

의식

(3-3-1-2-1-1)/(3-3-1-2-1-1-1)
3.3.1.2.2.

수단과

목적의

혼동

(3-3-1-2-2-1)/(3-3-1-2-2-1-1)
3.3.1.2.3.

이성

범주에

대한

신뢰

(3-3-1-2-3-1)/(3-3-1-2-3-1-1)
3.3.1.3. 감각에 대한 불신 (3-3-1-3-1)/(3-3-1-3-1-1)
3.3.1.4. 역사적 감각의 결여 (3-3-1-4-1)/(3-3-1-4-1-1)
3.3.1.5. 객관성 추구 (3-3-1-5-1)/(3-3-1-5-1-1)
3.3.2. 철학사 비판 (3-3-2-1)/(3-3-2-1-1)
3.3.2.1.

그리스

철학

I:

소크라테스

이전

(3-3-2-1-1)/(3-3-2-1-1-1)
3.3.2.1.1. 아낙시만드로스 (3-3-2-1-1-1)/(3-3-2-1-1-1-1)
3.3.2.1.2. 헤라클레이토스 (3-3-2-1-2-1)/(3-3-2-1-2-1-1)
3.3.2.1.3. 파르메니데스 (3-3-2-1-3-1)/(3-3-2-1-3-1-1)
3.3.2.2. 그리스 철학 II: 소크라테스 이후 (3-3-2-2-1)/
(3-3-2-2-1-1)
3.3.2.2.1. 소크라테스 (3-3-2-2-1-1)/(3-3-2-2-1-1-1)
3.3.2.2.2. 플라톤
3.3.2.2.2.1. 이데아론 (3-3-2-2-2-1-1)/(3-3-2-2-2-1-1-1)
3.3.2.2.2.2.

도덕과의

(3-3-2-2-2-2-1)/(3-3-2-2-2-2-1-1)
3.3.2.2.3. 소피스트 (3-3-2-2-3-1)/(3-3-2-2-3-1-1)
3.3.2.2.4. 퓌론 (3-3-2-2-4-1)/(3-3-2-2-4-1-1)
3.3.2.2.5. 에피쿠로스 (3-3-2-2-5-1)/(3-3-2-2-5-1-1)
3.3.2.3. 근대 이성주의 (3-3-2-3-1)/
3.3.2.3.1. 데카르트 (3-3-2-3-1-1)/(3-3-2-3-1-1-1)

결합

36 36

ꡔ철학사상ꡕ 별책 제3권 제20호

3.3.2.3.1.1.

도덕적

해석

(3-3-2-3-1-1-1)/(3-3-2-3-1-1-1-1)
3.3.2.3.1.2.

코기토

명제

(3-3-2-3-1-2-1)/(3-3-2-3-1-2-1-1)
3.3.2.3.2. 라이프니츠 (3-3-2-3-2-1)/(3-3-2-3-2-1-1
3.3.2.3.3. 칸트
3.3.2.3.3.1.

선험성의

문제

(3-3-2-3-3-1-1)/(3-3-2-3-3-1-1-1)
3.3.2.3.3.2.

현상과

물자체

(3-3-2-3-3-2-1)/(3-3-2-3-3-2-1-1)
3.3.2.3.3.3. 도덕 가치의 왕국(3-3-2-3-3-3-1)/
(3-3-2-3-3-3-1-1)
3.3.2.3.4. 헤겔 (3-3-2-3-4-1)/(3-3-2-3-4-1-1)
3.3.2.4. 쇼펜하우어 (3-3-2-3-5-1)/(3-3-2-3-5-1-1)

4. 인식
4.1. 정의 (4-1-1)/
4.2. 계획으로서의 인식론 (4-2-1)/
4.2.1. 아펙트들의 관점론 (4-2-1-1)/(4-2-1-1-1)
4.2.2. 인식의 규제 원리: 힘에의 의지 (4-2-2-1)/(4-2-2-1-1)
4.3. 관점주의
4.3.1. 힘에의 의지의 보편성
4.3.1.1. 필연적 관점주의 (4-3-1-1-1)/(4-3-1-1-1-1)
4.3.1.2. 해석 행위의 보편성 (4-3-1-2-1)/(4-3-1-2-1-1)
4.3.2. 인식적 관점주의 (4-3-2-1)/(4-3-2-1-1)
4.3.2.1. 인식의 해석 각인적 성격 (4-3-2-1-1)/(4-3-2-1-1-1)
4.3.2.1.1. 인식 의지로서의 힘에의 의지
4.3.2.1.1.1. 인식 가능하게 만드는 의지 (4-3-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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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1-1-1-1-1)
4.3.2.1.1.1.1.

인식

가능하게

만듦

1 : 동일화

(4-3-2-1-1-1-1-1)/
(4-3-2-1-1-1-1-1-1)
4.3.2.1.1.1.2.

인식

가능하게

만듦

2:

형식화

(4-3-2-1-1-1-2-1)/
(4-3-2-1-1-1-2-1-1)
4.3.2.1.1.1.3. 감각지각의 동일화 작업 (4-3-2-1-1-1-3-1)/
(4-3-2-1-1-1-3-1-1)
4.3.2.1.1.1.4. 지성의 동일화 작업 (4-3-2-1-1-1-4-1)/
(4-3-2-1-1-1-4-1-1)
4.3.2.1.1.1.5.

인식

가능하게

만듦의

목적

(4-3-2-1-1-1-5-1)/
(4-3-2-1-1-1-5-1-1)
4.3.2.1.1.1.6. 인식 의지의 결과 : 해석 (4-3-2-1-1-1-6-1)/
(4-3-2-1-1-1-6-1-1)
4.3.2.1.1.2. 충동 제약적 인식
4.3.2.1.1.2.1. 충동의 활동 (4-3-2-1-1-2-1-1)/
(4-3-2-1-1-2-1-1-1)
4.3.2.1.1.2.2. 충동들의 힘 싸움 (4-3-2-1-1-2-2-1)/
(4-3-2-1-1-2-2-1-1)
4.3.2.1.1.2.3. 힘에의 의지로서의 충동 (4-3-2-1-1-2-3)/
(4-3-2-1-1-2-3-1)
4.3.2.1.1.2.4. 충동의 해석 (4-3-2-1-1-2-4-1)/
(4-3-2-1-1-2-4-1-1)
4.3.2.2. 관점적 가치 평가로서의 해석
4.3.2.2.1.

해석의

가치

각인적

(4-3-2-2-1-1)/(4-3-2-2-1-1-1)
4.3.2.2.1.1. 인간의 가치 평가 행위 (4-3-2-2-1-1-1)/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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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2-1-1-1-1)
4.3.2.2.1.2. 가치 평가의 질적 속성 (4-3-2-2-1-2-1)/
(4-3-2-2-1-2-1-1)
4.3.2.2.1.3. 의미 인식으로서의 해석 (4-3-2-2-1-3-1)/
(4-3-2-2-1-3-1-1)
4.3.2.2.1.4.

의미

창조

과정

해석의

한계

(4-3-2-2-1-4-1)/(4-3-2-2-1-4-1-1)
4.3.2.2.1.5.

의미

(4-3-2-2-1-5-1)/(4-3-2-2-1-5-1-1)
4.3.2.2.2. 해석의 오류성 (4-3-2-2-2-1)/(4-3-2-2-2-1-1)
4.3.2.2.3. 해석의 유용성 (4-3-2-2-3-1)/(4-3-2-2-3-1-1)
4.3.2.2.3.1. 척도: 삶 (4-3-2-2-3-1-1)/(4-3-2-2-3-1-1-1)
4.3.2.2.3.2.

삶의

내용

(4-3-2-2-3-2-1)/(4-3-2-2-3-2-1-1)
4.3.2.2.4. 해석의 역사성 (4-3-2-2-4-1)/(4-3-2-2-4-1-1)
4.3.2.2.5.

해석과

대상과의

관계

해석적

성격

(4-3-2-2-5-1)/(4-3-2-2-5-1-1)
4.3.2.2.5.1.

생기의

(4-3-2-2-5-1-1)/(4-3-2-2-5-1-1-1)
4.3.2.2.5.2. ‘그 자체는 없다’의 의미 (4-3-2-2-5-2-1)/
(4-3-2-2-5-2-1-1)
4.3.2.2.5.3.

주체-객체

관계

(4-3-2-2-5-3-1-1)/(4-3-2-2-5-3-1-1)
4.3.2.2.6. 해석의 인식적 위계
4.3.2.2.6.1.

가상으로서의

해석

(4-3-2-2-6-1-1)/(4-3-2-2-6-1-1)
4.3.2.2.6.2. 실재와 현상 (4-3-2-2-6-2-1)/
4.3.2.2.6.2.1.

현상과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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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2-6-2-1-1)/(4-3-2-2-6-2-1-1)
4.3.2.2.6.2.2. 참-가상의 이분법 극복(4-3-2-2-6-2-2-1)/
(4-3-2-2-6-2-2-1-1)
4.3.2.3. 인식 범주의 해석적 성격(4-3-2-3-1)/
4.3.2.3.1. 동일성 (4-3-2-3-1-1)/(4-3-2-3-1-1-1)
4.3.2.3.2. 주체 (4-3-2-3-2-1)/(4-3-2-3-2-1-1)
4.3.2.3.3. 인과 관계 (4-3-2-3-3-1)/(4-3-2-3-3-1-1)
4.3.2.3.4. 객체 (4-3-2-3-4-1)/(4-3-2-3-4-1-1)
4.3.2.3.5. 실체 (4-3-2-3-5-1)/(4-3-2-2-5-1-1)
4.3.2.3.6. 논리학 (4-3-2-3-6-1)/(4-3-2-3-6-1-1)
4.3.2.3.7. 참된 세계-가상 세계의 이분법 (4-3-2-3-7-1)/
(4-3-2-3-7-1-1)
4.3.2.3.8. 언어 (4-3-2-3-8-1)/
4.3.2.3.8.1. 언어 계보 (4-3-2-3-8-1-1)/(4-3-2-3-8-1-1)
4.3.2.3.8.2. 해석 수단으로서의 언어 (4-3-2-3-8-2-1)/
(4-3-2-3-8-2-1-1)
4.3.2.3.8.3. 소통 수단으로서의 언어 (4-3-2-3-8-3-1)/
(4-3-2-3-8-3-1-1)
4.3.2.3.8.4.

언어의

유용성

(4-3-2-3-8-4-1)/(4-3-2-3-8-4-1-1)
4.3.2.3.8.5. 언어 한계에 대한 인식 (4-3-2-3-8-5-1)/
(4-3-2-3-8-5-1-1)
4.3.3. 해석적 진리 (4-3-3-1)/
4.3.3.1. 진리 대응설의 거부 (4-3-3-1-1)/(4-3-3-1-1-1)
4.3.3.2.

진리-비진리의

이분법

(4-3-3-2-1)/(4-3-3-2-1-1)
4.3.3.3. 실용적 진리 (4-3-3-3-1)/(4-3-3-3-1-1)
4.3.3.4. 진리의 시간성 (4-3-3-4-1)/(4-3-3-4-1)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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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5. 인간의 자기 긍정의 표현 (4-3-3-5-1)/

5. 도덕
5.1. 정의 (5-1-1)/(5-1-1-1)
5.2. 문제로서의 도덕 (5-2-1)/(5-2-1-1)
5.2.1. 도덕의 가치에 대한 물음 (5-2-1-1)/(5-2-1-1-1)
5.2.2. 최고 가치로서의 도덕 (5-2-2-1)/(5-2-2-1-1)
5.3. 도덕 비판 (5-3-1)/
5.3.1. 방법론
5.3.1.1. 전통 도덕 철학의 방법론 (5-3-1-1-1)/(5-3-1-1-1-1)
5.3.1.2. 니체 철학의 방법론 (5-3-1-2-1)/(5-3-1-2-1-1)
5.3.2. 전통 도덕 비판: 철학의 키르케 (5-3-2-1)/(5-3-2-1-1)
5.3.2.1. 형이상학의 토대 (5-3-2-1-1)/(5-3-2-1-1-1)
5.3.2.1.1. 동기 : 행복 추구 논변 (5-3-2-1-1)/(5-3-2-1-1-1)
5.3.2.1.2. 과정: 도덕과의 결합 (5-3-2-1-2-1)/
(5-3-2-1-2-1-1)
5.3.2.1.3. 선 악의 이분법 (5-3-2-1-3-1)/(5-3-2-1-3-1-1)
5.3.2.1.4. 형이상학의 반도덕적 결과 (5-3-2-1-4-1)/
(5-3-2-1-4-1-1)
5.3.2.2. 인식론의 토대 (5-3-2-2-1)/(5-3-2-2-1-1)
5.3.2.2.1. 기만하지 않으려는 의지 논거(5-3-2-2-1-1)/
(5-3-2-2-1-1-1)
5.3.2.2.2. 개선 논거 (5-3-2-2-2-1)/(5-3-2-2-2-1-1)
5.3.3. 도덕 유형 비판
5.3.3.1. 형식: 절대적 도덕
5.3.3.1.1. 의미 (5-3-3-1-1-1)/(5-3-3-1-1-1-1)
5.3.3.1.2.

절대적

도덕의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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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3-1-2-1)/(5-3-3-1-2-1-1)
5.3.3.2. 내용: 반자연적 도덕 (5-3-3-2-1)/(5-3-3-2-1-1)
5.3.3.3. 계보: 무리 본능 (5-3-3-3-1)/(5-3-3-3-1-1)
5.3.3.4. 반자연적 도덕의 권력 (5-3-3-4-1)/(5-3-3-4-1-1)
5.3.3.5. 기능 (5-3-3-5-1)/(5-3-3-5-1-1)
5.3.3.6. 반자연적 ‘개선’의 문제 (5-3-3-6-1)/(5-3-3-6-1-1)
5.3.3.7.

반자연적

도덕의

본질적

특징

(5-3-3-7-1)/(5-3-3-7-1-1)
5.3.3.8. 반자연적 도덕의 예 (5-3-3-8-1)/(5-3-3-8-1-1)
5.3.3.8.1. 소크라테스의 공식 (5-3-3-8-1-1)/(5-3-3-8-1-1)
5.3.3.8.2.

플라톤의

반자연성

(5-3-3-8-2-1)/(5-3-3-8-2-1-1)
5.3.3.8.3. 그리스도교 도덕 (5-3-3-8-3-1)/(5-3-3-8-3-1-1)
5.3.3.8.4.

칸트의

도덕적

존재론

(5-3-3-8-4-1)/(5-3-3-8-4-1-1)
5.3.3.8.5.

헤겔의

플라톤주의

(5-3-3-8-5-1)/(5-3-3-8-5-1-1)
5.3.3.8.6. 쇼펜하우어의 염세주의 도덕 (5-3-3-8-6-1)/
(5-3-3-8-6-1-1)
5.4. 비도덕주의 (5-4-1)/(5-4-1-1)
5.4.1. 도덕적 자연주의 (5-4-1-1)/(5-4-1-1-1)
5.4.1.1. 해석으로서의 도덕 (5-4-1-1-1)/(5-4-1-1-1-1)
5.4.1.2. 삶으로서의 힘에의 의지 (5-4-1-2-1)/(5-4-1-2-1-1)
5.4.1.3. 도덕의 자연적 유용성 (5-4-1-3-1)/(5-4-1-3-1-1)
5.4.2. 선악의 이분법 해제 (5-4-2-1)/
5.4.3. 강자의 힘에의 의지 (5-4-3-1)/(5-4-3-1-1)
5.4.4. 주인 도덕의 선악의 저편 (5-4-4-1)/(5-4-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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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예술
6.1. 정의 (6-1-1)/
6.1.1. 힘에의 의지로서의 예술 (6-1-1-1)/(6-1-1-1-1)
6.1.2. 인간의 해석으로서의 예술 (6-1-2-1)/(6-1-2-1-1)
6.2. 미판단과 추판단 (6-2-1)/(6-2-1-1)
6.2.1. 심리적-생리적 전제: 도취 (6-2-1-1)/(6-2-1-1-1)
6.2.2. 미적 판단의 척도: 힘 (6-2-2-1)/(6-2-2-1-1)
6.2.3. 미적 판단의 유용성 (6-2-3-1)/(6-2-3-1-1)
6.2.4. 함축 (6-2-4-1)/(6-2-4-1-1)
6.3. 예술론 고찰 (6-3-1)/(6-3-1-1)
6.3.1. 예술가-형이상학 (6-3-1-1)/(6-3-1-1-1)
6.3.1.1. 과제 (6-3-1-1-1)/(6-3-1-1-1-1)
6.3.1.2. 과제 수행
6.3.1.2.1. 디오니소스적-아폴로적 예술충동(6-3-1-2-1-1)/
(6-3-1-2-1-1-1)
6.3.1.2.2. 형이상학적 활동으로서의 예술 (6-3-1-2-2-1)/
(6-3-1-2-2-1-1)
6.3.1.3. 문제 (6-3-1-3-1)/(6-3-1-3-1-1)
6.3.1.4. 극복 (6-3-1-4-1)/(6-3-1-4-1-1)
6.3.2. 순수 예술 (6-3-2-1)/(6-3-2-1-1)
6.3.3. 사실주의 (6-3-3-1)/(6-3-3-1-1)
6.3.4. 미학적 염세주의: 쇼펜하우어 (6-3-4-1)/(6-3-4-1-1)
6.4. 예술의 분류 (6-4-1)/(6-4-1-1)
6.4.1. 데카당스 예술
6.4.1.1. 정의 (6-4-1-1-1)/(6-4-1-1-1-1)
6.4.1.2. 유형: 바그너 음악 (6-4-1-2-1)/(6-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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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2. 디오니소스 예술
6.4.2.1. 정의 (6-4-2-1-1)/(6-4-2-1-1-1)
6.4.2.2. 비극적 예술 (6-4-2-2-1)/(6-4-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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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부『유고』의 주요 주제어 분석
1. 힘에의 의지
(독: Der Wille zur Macht / 영: The Will to Power)

1.1. ‘힘에의 의지’ 개념의 기능
후기 ꡔ유고』3권에서 ‘힘에의 의지’ 개념은 ‘개념’과 ‘저술 제
목’이라는 두 가지 형태로 제시되어 있다. ‘힘에의 의지’ 개념은
1) 니체 후기 철학의 중심 개념이자 방법적 원리다. 개념으로서
의 힘에의 의지는 존재자의 본질 및 존재에 대한 명칭이지만, 형
이상학적 이분법에서의 생성과 대립되는 존재가 아니라, 생성하
는 존재 및 생성하는 존재자에 대한 명칭이다. 이런 힘에의 의지
개념은 니체에 의해 인간의 인식 및 행위 일반, 사회 현상, 자연
현상 등 모든 것을 설명하는 유일한 설명 원리로 사용된다. 또한
2) 니체가 1885년 늦은 여름부터 기획하기 시작한 저술의 제목
이기도 하다. ‘힘에의 의지’라는 제목을 갖게 될 저술기획은
1888년에 니체 자신에 의해 결국 포기되고 만다. ꡔ유고ꡕ 3권 (ꡔ
유고 (1885년 가을～1887년 가을)ꡕ[KGW VIII 1], ꡔ유고(1887년
가을～1888년 3월)ꡕ [KGW VIII 2], ꡔ유고(1888년 초-1889년 1
월 초)ꡕ[KGW VIII 3])에는 이 책의 저술 의도와 제목들, 목차, 내
용, 이것들의 변경 과정 및 이 책의 포기 과정에 이르기까지, 이
책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 주는 자료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다. 그
양과 기능은 ꡔ유고』3권 전체를 ‘힘에의 의지’라는 제목의 책과
동일시 할 수 있을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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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저술 기획으로서의『힘에의 의지』
ꡔ유고』3권에 포함된 ꡔ힘에의 의지』(Der Wille zur Macht) 저
술기획의 출발과 이 기획의 변경과정 그리고 포기 과정에 대한 글
들은 우리의 주목을 필요로 한다. 그 이유는 첫째, 이 글들이 ꡔ유
고』3권의 내용뿐만 아니라, 니체 후기 철학 전체의 내용을 이해하
게 하며, 그 내용들이 정합적 구도를 띠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지시적 기능을 하기 때문이다. 둘째, 니체 철학에 대한 오랜 오해
를 불식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시인의 글쓰기를 선보였던 ꡔ차라투
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ꡕ를 완성한 직후, 니체는 자신의 성숙한 사
유에 형식적 체계를 부여하고, 개념적-논증적-이론적 글쓰기를 사
용하여 종합하고 싶어한다. 이런 의도에서 니체는 ‘힘에의 의지’라
는 제목의 책을 1885～1888년 동안의 시기를 거쳐 준비한다. 하
지만 그는 이 책을 끝내 완성시킬 수는 없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ꡔ힘에의 의지ꡕ라는 책은 이 시기에 니체가 남긴 유고들을 자료로
하지만, 고의적 훼손과 자의적 삭감을 통해 니체의 여동생 엘리자
베스 푀르스터-니체(Elizabeth Förster-Nietzsche)와 하인리히
쾨셀리츠(Heinrich Köselitz: 일명 페터 가스트[Peter Gast])가 편
집한 책이다.(1906) 그러나 이 편집본이 소위 말하는 니체의 ‘주
저’ 혹은 ‘필생의 사업’으로서 오랫동안 알려져 왔으며, 이 편집본
의 탄생과 사용이 니체 철학에 대한 오랫동안에 걸친 오해의 외적
조건을 형성했다. 이 편집본을 니체의 철학적 주저라고 보는 것이
학적으로 유지될 수 없다는 사실은 오늘날 고증판 니체 전집
(Kritische Gesam -tausgabe[=KGW])의 발간과 함께 다행스럽
게도 인정되고 있다.

1.2.1. 첫 구상 (1885년)
힘에의 의지
새로운 세계-해석의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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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W VIII 1 2[73], 92쪽)

‘힘에의 의지’가 위의 인용문에서처럼 책제목으로 구상된 최초
의 시기는 1885년 8월이다. 이후에 따르는 니체의 노트와 유고
에는 힘에의 의지라는 제목으로 체계적이고 일반적인 철학적 내
용을 서술하겠다는 계획들이 많이 등장한다. 그러나 이런 계획들
은 다른 여러 중요한 제목들 예를 들어 ‘정오와 영원성’, ‘미래 철
학의 서곡’ 등과 병존하고 있으며, 니체가 미래 철학의 서곡에 대
해 가장 자주 언급하는 제목인 ꡔ선악의 저편ꡕ을 1885/1886년에
완성하는 것을 볼 때, ‘힘에의 의지’라는 제목의 저술 계획은 다
른 많은 저술 계획 중의 하나일 뿐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힘에의 의지’라는 제목의 저술 기획은 ‘모든 생기에 대한 새로운
해석의 시도’뿐 아니라, ‘모든 가치의 전도에 대한 시도’ 등의 다
른 부제를 가지기도 하고, 때로는 제목 없이 목차들만으로 등장
하기도 한다. 이 제목 하에서 주로 역사적 감각, 삶을 가능하게
하는 위조로서의 인식, 현대의 도덕적 위선, 현대의 새로운 가능
성을 시도하는 ‘위대한 정치학’, 그리고 이것을 시도하는 자로서
의 철학자 등이 다루어질 계획이었다.

1.2.2. 4부로 구성된『힘에의 의지』(1886년)
힘에의 의지
모든 가치의 전도에 대한 시도
4권
제 1 권 : 위험들 중의 위험 (허무주의의 서술) (기존의 가치 평가
들의 필연적 귀결로서)
제 2 권 : 가치에 대한 비판 (논리학 등)
제 3 권 : 법칙 제정자의 문제 (그 안에 고독의 문제) 가치 평가를
거꾸로 하기 위해서 인간은 어떤 성질을 가져야 하는
가? 현대 영혼의 모든 속성을 갖고 있지만, 그것을 온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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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성으로만 변경시킬 수 있을 정도로 강한 인간.
제 4 권: 망치
그들의 과제를 위한 그들의 수단
실스-마리아 1886년 여름

(KGW VIII 1 2[100], 107

쪽)

1886년 여름 실스-마리아에서 작성된 이 유고에서부터 비로소
힘에의 의지라는 제목의 저술을 4 요소로 구성하겠다는 새로운
기획이 등장한다. 인용문의 4 요소는 다양한 변용을 거치지만 ‘허
무주의’, ‘가치에 대한 비판’, ‘힘에의 의지’를 원리로 하는 ‘가치
의 전도’ 그리고 ‘영원 회귀’는 부동의 핵심 내용으로 남는다. 이
때부터 ‘4부’로 구성되고, ‘모든 가치의 전도에 대한 시도’를 부제
를 갖는 ‘힘에의 의지’라는 책에 대해 이야기되기 시작한다.

1.2.3. 집중적 작업 (1887년～1888년 초)
[+++] 모든 가치의
제1 권
유럽허무주의
제2 권
최고가치들에 대한 비판
제3 권
새로운 가치설정 원리
제4 권
훈육과 사육
(KGW VIII 1 7[64], 326쪽)

1887년 3월 17일이라는 날짜가 적힌 이 계획에서 4부로 기획
된 ‘힘에의 의지’라는 책은 ‘유럽 허무주의’ ‘최고 가치들에 대한
비판’ ‘새로운 가치 설정 원리’, ‘훈육과 사육’으로 제목이 바뀐다.
ꡔ도덕의 계보ꡕ를 그 사이 출판시킨 니체는 1887년 가을부터 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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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의지 집필에 집중하며, 이 작업은 1888년 2월 중순 경 절정에
이른다. 이때의 작업들 중 374개의 소묘에 372개의 번호가 매겨
졌다.(374개의 소묘지만, 번호가 이중으로 매겨진 것이 두 개 있
다.) 그 옆에는 그 내용에 의거해 로마자 I, II, III, IV가 표기되어
있다. 이 로마자 표기는 니체가 구상한 4 부분을 염두에 둔 것이
다. 여기서도 허무주의, 가치의 비판, 모든 가치의 전도, 영원 회귀
라는 내용상의 핵심 요소가 그대로 남아 있다. 니체의 여동생과 페
터 가스트는 이 1887년의 계획을, 아무런 설득력 있는 논거나 정
당성 없이, 그들의 편집책에 가장 적합한 계획으로 삼아 우리에게
알려진 ꡔ힘에의 의지ꡕ의 내용을 구성한다. 물론 니체 자신의 로마
자 표기와 편집책의 네 부분은 상응한다. 이 사실은 비록 그의 여
동생과 가스트가 번호들을 모두 없애기는 했지만, 적어도 니체의
(일시적) 의도를 따르고 있다는 것을 부인하지는 못하게 한다.

1.2.4.『힘에의 의지』저술 기획의 포기1 (1888년 여름)
ꡔ힘에의 의지ꡕ를 위한 자신의 기존 작업에 만족하지 못하는 니
체는 저술 계획을 여러 차례 변경하며, 그 변경 과정을 유고 형태
로 남겨 놓고 있다. 실제로 그는 1887년 가을부터 1888년 여름
까지 ꡔ힘에의 의지ꡕ 외의 다른 저술 계획을 갖고 있지 않았으며,
그 어느 때보다도 ꡔ힘에의 의지ꡕ에 주력한다. 그 사이에 나오는 ꡔ
힘에의 의지ꡕ 관련 계획들은 기존에 구상되었던 4부분의 기획을
포기하고, 8～12개의 장으로 구성되는 새로운 형식을 보인다.
‘진리와 가상의 세계’, ‘데카당스의 전형으로서의 철학자’ 등 8～
12개 정도의 소제목을 염두에 두고 니체는 자신의 자료를 분류
하지만, 그는 이 작업도 곧 포기한다. ꡔ힘에의 의지ꡕ에 대한 마지
막 기획은 ‘1888년 8월의 마지막 일요일’이라는 날짜가 적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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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4부분으로 된 구성이 다시 등장한다. 1부에는 진리란 무엇
인가, 2부에는 가치들의 연원, 3부에는 가치들의 투쟁, 4부에는
위대한 정오라는 제목이 부여되고, 이 기획의 특징은 진리문제가
전면으로 부각된다는 점이다. 2부는 이전의 기획들처럼 가치의
문제가 다시 등장하고 가치비판을 포함하지만 그것들의 담지자인
형이상학자, 종교적 인간, 선한 인간, 그리고 인간을 개선한다는
자들에 대한 비판이 주요 내용이 된다. 3부는 그리스교에 대한
비판, 예술가의 생리학, 유럽허무주의의 역사라는 내용을 다루며,
4부는 영원 회귀 주제가 다시 중심이 된다. 1888년 8월의 마지
막 일요일이라는 날짜는 니체가 자신이 허비해버린 여름날들에
대해 탄식한 후 4일이 지난 날이다. 이날의 일은 그에게 만족스
러웠고, 이 기획 하에 쓰여진 것들을 출판할 의도를 갖는다. 하지
만 이 계획은 실행되지 않으며, ꡔ힘에의 의지ꡕ 라는 제목을 갖게
될 책에 대한 구상도 이것으로 종결된다. 그는 이 사실을 페터 가
스트에게 보낸 편지에서 자신의 글들은 모두 자기 자신만을 위해
쓰여졌으며, 그는 이 글들을 출판할 의도가 없다고 밝히면서 알
리고 있다.
힘에의 의지 기획을 위한 소묘
모든 가치의 전도
―실스 마리아. 1888년 마지막 일요일
우리 히페로보레오스인 ― 문제의 초석 놓기
제 1 권: “진리란 무엇인가?”
1 장. 오류의 심리학
2 장. 진리와 오류의 가치
3 장. 진리의지 (삶을 긍정하는 가치로만 비로소 정당화된다)
제 2 권: 가치들의 연원
1 장. 형이상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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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 종교적 인간
3 장. 선자와 개선자
제 3 권: 가치들의 투쟁
1 장. 그리스도교에 대한 고찰
2 장. 예술의 생리학
3 장. 유럽 허무주의의 역사
심리학자의 기분 전환
제 4 권: 위대한 정오
1 장. 삶의 원칙 “위계”
2 장. 두 가지 길
3 장. 영원 회귀

(KGW VIII 3 18[17], 337～338쪽)

1.2.5.『힘에의 의지』저술기획의 포기2 :
『모든 가치의 전도』로의 변화 (1888년 9월)
1.2.4에서 제시한 인용문인 ‘1888년 8월의 마지막 일요일’의
구상은 ‘힘에의 의지’라는 제목이 마지막으로 등장한 저술계획이
다. 니체는 이날의 구상을 ꡔ힘에의 의지ꡕ 라는 제목 대신 ꡔ모든
가치의 전도ꡕ 라는 제목으로 다시 정리하기 시작한다. 이제부터
그의 ‘주저’가 될 책의 제목은 ꡔ모든 가치의 전도ꡕ가 된다. 이 책
을 위해 니체는 6개의 계획들을 유고 형태로 남겨 놓는다. 1888
년 9월 3일에 이 책의 서문이 작성된다. 그 1부를 별다른 고민
없이 출판하려고 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니체가 쓴 후, 이것은 ꡔ
안티크리스트ꡕ라는 제목으로 완성된다. 그리고 곧 ꡔ우상의 황혼ꡕ
의 원고도 완성된다. ꡔ가치의 전도ꡕ는 끝내 세상의 빛을 보지 못
한다. 이것이 ꡔ힘에의 의지ꡕ라는 책의 기획 및 포기의 역사다. 이
사실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ꡔ힘에의 의지ꡕ라는 소위 말하는
니체의 ‘주저’도, ꡔ가치의 전도ꡕ라는 새로운 ‘주저’도 존재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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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니체의 성숙한 철학은 1885년～1888년 사이의 출판작과
유고 전체에 퍼져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성숙한 철학의 내용
은 서양 전통 철학 비판과 새로운 철학 유형 구축이라는 과제를
동시에 이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모든 가치의 전도
제1 권
안티크리스트. 그리스도교 비판 시도
제2 권
자유정신. 허무주의 운동으로서의 철학에 대한 비판
제3 권
비도덕주의. 숙명적 유형의 무지 및 도덕에 대한 비판
제4 권
디오니소스. 영원 회귀의 철학
(KGW VIII 3 19[8], 347쪽)

1.2.6. 위작으로서의『힘에의 의지』
1.2.6.1.『힘에의 의지』를 위한 374개 단편의 훼손
니체가 1887년～1888년 초에 남겨 놓은, ꡔ힘에의 의지ꡕ를 위한
374개의 유고들은 편집자들에 의해 자의적 삭감과 고의적 훼손이
라는 편집상의 횡포를 당한다. 이 유고들 중에서 104개의 단편은
엘리자베스 푀르스터-니체와 페터 가스트의 편집본에 수록되지
않는다. 그 중에서 84개의 단편은 아예 출간되지 않고, 20개 단편
은 다른 여러 니체 전집의 범형으로 되는 그로스옥타브판
(Großok- tavausgabe[1894～1926])의 XIII과 XIV에 수록된다.
나머지 270개의 단편들 중 137개의 단편에는 불완전하게 혹은 자
의적인 변경이 가해진다.(종종 소제목이 빠지고, 문장 전체가 빠지
기도 하며, 텍스트의 연관에서 빼내어져 다른 텍스트로 통합되거

ꡔ철학사상ꡕ 별책 제3권 제20호

52

나 파편화된다) 이것들 중에서 49개의 단편은 그로스 옥타브판의
편집자인 오토 바이스(Otto Weiss)에 의해 교정되고, 바이스 자신
이 이 점을 명시하고 있다. 36개의 단편은 손색이 가게 교정되고
종종 독해에서 실수가 빚어지기도 한다. 52개의 단편은 아무런 참
조 지시 없이 그냥 교정되어 게재된다. 이 점들은 ꡔ힘에의 의지｣라
는 편집본의 출생 과정에서 진행된 편집자들의 임의적 작업을 부
분적으로 알게 한다. 심지어 니체의 여동생, 엘리자베스 푀르스터
-니체는 ‘1888.3.25. Nizza’라는 시간과 장소가 명기되어 있는 진
리와 가상의 세계에 대한 중요한 글을 훼손해 버리기까지 한다.

1.2.6.2. 위작의 역사와 위작의 파기
ꡔ힘에의 의지ꡕ 를 니체의 철학적 주저라고 보는 것이 학적으로
유지될 수 없다는 사실은 1906/1907년에 이미 에른스트와 아우구
스트 호르네퍼(Ernst Horneffer, August Horneffer)에 의해, 그리
고 1950년대에 칼 슐레흐타(Karl Schlechta)에 의해 니체의 저술
계획의 변동 사항과 포기 과정이 지적되면서 주장되었다. 이 지적
에도 불구하고 다른 여러 니체 전집의 범형으로 된 그로스 옥타브
전집(1894～1926)은 ꡔ힘에의 의지』라는 편집본을 포함하고 있으
며, 이후에 출판된 무사리온 전집(Musarionausgabe[1922])은 그
로스 옥타브 전집에 수록되지 않았던 1858～1868년에 쓰여진 니
체의 글들을 수록하지만, 그 나머지는 그로스옥타브 전집에 사용
된 자료들을 검증없이 그대로 사용한다. 60년대에 출간된 슐레흐
타

전집(Schlechtaausgabe)도

‘80년대의

유고’(Aus

dem

Nachlaß der achtziger Jahre)라는 제목의 III 권에서 ꡔ힘에의 의
지ꡕ 출간으로 유명해진 유고들을 시대순으로만 재배열할 뿐 그대
로 사용한다. 따라서 이 전집들은 완전하지도 신뢰할 수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판본들에 근거하여 60년대까지의 니체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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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가 진행되었고, 그 권위를 자랑하던 하이데거의 니체 해석도 ꡔ
힘에의 의지ꡕ가 니체 철학의 주저라는 견해에 근거하여 수행될 정
도였다. 따라서 ꡔ힘에의 의지ꡕ의 탄생과 사용은 니체 철학에 대한
오랜 기간에 걸친 적절치 못한 이해의 외적 조건을 형성한다고 할
수 있다. 이 외적 조건은 1967년부터 순차적으로 출판된 고증판
니체 전집(Kri- tische Gesamtausgabe[=KGW])에 의해 개선된
다. KGW는 괴테-실러 문서 보관소(Goethe-Schiller Archiv)에
잘 보관되어 있는 니체의 글들을 엄밀한 문헌학적 작업을 통해 내
용상의 첨삭 없이, 연도순으로만 정리하는 작업을 거쳐 출판된 신
뢰할 만한 전집으로서, 니체 철학에 대한 새로운 학적 연구의 견인
차 역할을 한다. KGW에 수록된 여러 유고 중에서 ꡔ힘에의 의지ꡕ
에 해당되는 유고집이 바로 VIII 1, VIII 2, VIII 3이다.

1.3. 방법적 원리로서의 힘에의 의지
힘에의 의지
형태론
힘에의 의지
“자연”으로서
삶으로서
진리의지로서
종교로서
예술로서
도덕으로서
인류로서
반동
무에의 의지
극복된 것. 쓰레기. 퇴화된 것
(KGW VIII 3 14[72], 46쪽)

힘에의 의지 개념은 니체 후기 철학의 방법적 원리다. 니체의
후기

철학은

허무주의와

형이상학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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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chmetaphysisch-post- nihilistisch)의 철학이며, 이 철학은
인간과 세계에 대한 긍정 가능성을 철학적으로 확보하는 것을 과
제로 한다. 힘에의 의지 개념은 이 과제 수행을 위해 니체가 선택
한 방법적 원리다. 이 원리를 가지고 니체는 모든 것을, 인간에
대한 존재적 해명에서부터 시작해서, 인간의 인식 일반 및 행위
일반을 거쳐 물리적 세계의 운동 및 현상 일반에 이르기까지 해
명하려 한다. 이렇듯 모든 것을 힘에의 의지의 작용으로 해명해
보려는 니체의 의도를

위 인용문은 “힘에의 의지의 형태

론”(Morphologie)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렇듯 니체는 힘에의 의
지에 특정 영역에만 한정되지 않는 구속력을 허용하며, 이런 힘
에의 의지는 보편 존재론적 의미(Die universalontologische
Bedeutung)를 획득하게 된다. 존재와 존재자 일반을 힘에의 의
지에 의거해서만 설명하고자 하는 자신의 의도를 니체는 “모든
생기에 작용하는 힘-의지에 관한 이론”(Die Theorie eines in
allem Geschehen sich abspielenden Macht- Willens)(GM II
12; KGW VI 2, 331쪽)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니체의 이런 철학적

노력은 방법론적 일원론(Der methodologische Monismus)으로
서, 결과적으로는 총체적 환원주의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1.4. ‘힘에의 의지에 의한 세계 해명’의 해석적 성격
힘에의 의지를 방법적 원리로 하는 세계 해명을 니체는 해석
(Interpretation)이라고 부른다. 니체에게서 해석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인식의 유일한 모델로 제시되며, 모든 유형의 세계 해명
방식은 해석이다. 니체 자신의 세계 해명 방식도 여기서 예외일
수 없다. 하지만 니체는 힘에의 의지에 의한 세계 해석을 다른 철
학적 사유방식(특히 그가 비판하는 서양 전통 철학)과 차별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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킨다. 자신의 해석은 생성으로서의 존재(생기 존재론)를 제시하
고, 위버멘쉬라는 새로운 인간 유형을 제시하고(인간학), 관점적
세계 경험 상황(인식론)을 알려 주면서, 궁극적으로는 생성으로서
의 세계와 인간의 삶을 긍정하는(디오니소스적 긍정의 철학) 기
능을 하기 때문이다. 니체는 이런 자신의 해석을 “새롭고도 감행
적인 사유방식”(KGW VIII 3 16[63], 303쪽)이자 “창조적인 사유
방식”(KGW VII 3 37[14], 315쪽; KGW VIII 1 2[35], 79쪽)이라고
부른다. 그런 한에서 힘에의 의지에 의거한 해석은 여타의 다른
해석들과는 차이가 있지만, 이것 역시 해석인 한에서, 해석의 역
사성으로부터 예외일 수는 없다.
힘에의 의지
모든 생기에 대한 새로운 해석의 시도
(KGW VIII 1 1[35], 15쪽)

1.5. 힘에의 의지 개념 해명
1.5.1. 정의
힘에의 의지 개념에 대해 니체는 그의 저술 어느 곳에서도 정
의적 설명이나 결론적 해명을 하지 않는다. 물론 이 개념의 역사
적 연원과 의미를 밝히려는 노력도 하지 않는다. 하지만 후기 ꡔ
유고ꡕ 3권에는 니체의 다른 글보다는 힘에의 의지 개념에 대한
풍부한 자료들이 포함되어 있다. 비록 여기서도 파편적 형태라는
한계는 극복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힘에의 의지 개념에 대한 비
교적 분석적인 작업이 진행되고, 자연과학적 함의와 철학사적인
연관을 밝혀낼 수 있는 글들이 제시되어 있다. 이 글들을 토대로
힘에의 의지를 “주인이 되고자 하고, 그 이상이 되고자 하며, 더
욱

강해지고자

하는

의지

작용”(Herr-wer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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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hr-werden-, Stärker-werden-wollen)으로 잠정적으로 정의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정의만으로는 힘에의 의지가 갖고 있는 철
학적 함축을 비롯하여, 그것의 내적 구조와 작용 논리 및 법칙은
해명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것들을 알아 보기 위해서는 니체가
힘에의 의지를 설명하기 위해 시도한 여러 경우들을 분석하고 종
합하여 재구성해보는 일이 필요하다. 이 작업은 니체의 저술에서
비통일적이고 비체계적이며 복잡하게 얽혀있는 힘에의 의지 개념
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다.
그래서 모든 힘 중심들로부터 더욱 강해지려는 의지 작용이 유일한
실재인 것이다.― 자기 보존이 아니다. 오히려 동화이고, 주인이 되기를
원하고, 그 이상이 되기를 원하며, 더욱 강해지기를 원한다.
(KGW VIII 3 14[81], 53쪽)

1.5.2. 명칭적 함의
니체는 힘에의 의지를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부른다. 이 명칭들
은 힘에의 의지가 갖고 있는 철학적-자연과학적 의미를 추측하게
해 주는 기능을 한다.

1.5.2.1. 힘에의 의지에 대한 명칭 1 : 존재의 가장 내적
인 본성
니체는 힘에의 의지를 ‘존재의 가장 내적 본성’(Das innerste
Wesen des Seins)이라고 부른다. ꡔ선악의 저편ꡕ에서 힘에의 의
지를 세계의 ‘본질’(essence)로 명명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
다.(JGB 86 ; KGW VI 2, 109쪽) ‘본질’ 혹은 ‘본성’이라는 철학용
어는 전통 형이상학을 극복하고자 하는 니체에게 기피되는 용어
중의 하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체는 여전히 전통 형이상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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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 안에 머물러 있다는 오해를 유발시킬 수 있는 이 용어를 힘에
의 의지에 대해 사용한다. 힘에의 의지의 보편성을 강조하고 싶
어 하기 때문이다. 힘에의 의지의 보편성으로부터 예외일 수 있
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하지만 이런 보편적 성격을 갖는 힘에의
의지는 그 자체로 자존하거나 고정된 실체적 존재 혹은 형이상학
적 유(ens metaphysicum)는 아니다. 오히려 힘에의 의지는 관계
를 맺으면서만 존립할 수 있으며, 실제로 작용하고 활동하는 의
지 작용이다. 이런 식의 본질로서의 힘에의 의지는 추상성이나
물성도 담지하지 않는다.

존재의 가장 내적 본성이 힘에의 의지라면, […] 그런데 누가 힘을
원하는가? .......불합리한 질문이다: 존재하는 것 자체가 힘에의 의지라
면 말이다.
(KGW VIII 3 14[80], 52쪽)

1.5.2.2. 힘에의 의지에 대한 명칭 2 : 생기(Geschehen)
생기는 힘에의 의지의 작용 일반에 대한 명칭이다. 힘에의 의
지가 생기인 한, 모든 존재자와 자연현상, 인간의 제반 행위들 역
시 생기라고 부를 수 있다. 힘에의 의지는 이 모든 것들의 본성이
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힘에의 의지는 존재하는 모든 것에 생기
라는 이름을 부여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에 내재하는 “내적 생
기”라고도 이해할 수 있다.(KGW VII 3 36[31], 287쪽)

모든 생기, 모든 운동, 모든 생성. 단계와 힘 관계를 확정하는 것으
로서, 싸움으로서....
(KGW VIII 2 9[91], 49쪽; 한글판 63쪽)

1.5.2.3. 힘에의 의지에 대한 명칭 3 : 관점을 설정하는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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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spektiven-setzende Kraft)
힘에의 의지는 ‘관점을 설정하는 힘’이다. 니체가 ‘삶의 기본조
건’이라고 정의하는 관점성은 힘에의 의지의 속성이자, 힘에의 의
지 작용의 가능 조건이기도 하다. 힘에의 의지는 이 조건에 의존
하며, 힘에의 의지 작용은 필연적으로 관점적이다. 힘에의 의지들
이 자신의 관점성에 의해 자신의 외부의 것들을 측정하고, 자신
에 맞게 구성하며 힘을 행사한다. 이 작용이 단지 인간뿐 아니라,
의지의 힘을 갖고 있는 모든 존재의 영역에서 행해진다는 점을
니체는 ‘필연적 관점주의’라고 부른다.

물리학자들은 자신들의 방식으로 “참된 세계”를 믿는다 : […] 결국
그들은 잊어버리고 있다 : 즉 모든 힘 중심들이― 단지 인간만이 아니라
― 자신으로부터 나머지 세계 전부를 구성해내게 해주는, 즉 자신의 힘
에 따라 측정하고, 살피고, 형태화하게 해주는 필연적 관점주의를.....
그들은 관점을 설정하는 힘을 “참된 존재”로 고려하는 것을 잊어버린
것이다...... […] 내 주장은 이렇다. 모든 개별자는 공간 전체의 지배자
가 되려고 하고 자신의 힘을 뻗으려 추구한다는 것(―자신의 힘에의 의
지:).
(KGW VIII 3 14[186], 165쪽)

1.5.2.4. 힘에의 의지에 대한 명칭 4 : 해석(Interpretieren)
힘에의 의지의 관점적 활동에 대한 또 다른 명칭은 ‘해석’
(행위)이다. 힘에의 의지의 여러 작용 중의 하나가 해석 행위
가 아니라, 힘에의 의지 작용 자체가 바로 해석 행위인 것이
다. 따라서 힘에의 의지 작용, 생기 그리고 해석 행위는 서로
호환될 수 있는 개념들이고, 힘에의 의지 작용이 보편성을 띠
듯 생기 및 해석 작용 역시 보편성을 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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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해석하는가? 라고 물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해석 자체가 힘에
의 의지의 형식으로서 삶을 갖는다 (하지만 ‘존재’로서가 아니다. 과정
으로서이고, 생성으로서이며) 아펙트로서이다.
(KGW VIII 1 2[151], 138쪽)

1.5.2.5. 힘에의 의지에 대한 명칭 5 : 파토스(Pathos)
힘에의 의지는 니체가 극복하려는 형이상학적 이분법에서의 존
재도 아니고 생성도 아니다. 생기로서의 힘에의 의지는 오히려 모
든 것 안에서 활동하는 기초적 사실이며, 그 구체적 활동으로서
자신을 드러낸다. 그것은 관념적으로 가능하리라고 예상되는 환
상의 세계도 아니고, 도덕적으로 그래야만 하는 것으로 요청되는
당위의 세계도 아니다. 힘에의 의지의 수행은 실제적이고 사실적
인 생기 세계 전체다. 이 생기 세계만이 유일하게 존재하는 것이
고, 이것만이 유일하게 생성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며, 이것만
이 유일하게 존재라고 명명할 수 있는 것이다. 존재는 생성하는
존재인 것이다. 생성적 존재, 그것은 바로 힘에의 의지다. 이런 힘
에의 의지에 대해 니체는 ‘파토스’라는 명칭을 부여한다. 존재나
생성을 설명하기에는 너무 비철학적인 용어다. 하지만 이 용어에
는 니체의 고민이 들어있다. 힘에의 의지가 의지 작용이자 충동
작용이며 아펙트라는 것, 그리고 힘에의 의지의 활동은 경험적 사
실이라는 것을 기존의 철학적 용어는 적합하게 설명해 내지 못한
다는 사실은 니체로 하여금 파토스라는 용어를 선택하게 한다.

힘에의 의지는 존재도 아니고 생성도 아니다. 오히려 파토스가 가장
원초적 사실이며, 이것으로부터 비로소 생성과 작용이 발생한다.
(KGW VIII 3 14[79], 5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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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6. 힘에의 의지에 대한 명칭 6 :
추동력 (Die treibende Kraft)
니체는 힘에의 의지의 실제 활동 영역을 무기물에서부터 인간
의 행위 일반을 거쳐 물리적 세계에 이르기까지 전 존재영역을
포괄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자연과학적-물리적 힘, 인간의 심적
힘 느낌과 권력느낌 등은 모두 힘에의 의지를 ‘내적 세계’로 갖는
다.(KGW VII 3 36[31], 287쪽) 그런 한에서 니체는 힘에의 의지를
유일하게 인정할 수 있는 추동력으로 상정한다.

추동력은 전부 힘에의 의지다. 그 외에 어떤 심리적이거나 역동적이
거나 심리적인 힘은 없다.

(KGW VIII 3 14[121], 92쪽)

1.5.2.7. 힘에의 의지에 대한 명칭 7 :
힘 양자(Machtquantum)
니체는 힘에의 의지를 ‘힘 양자’라고도 표현한다. 힘에의 의지는
성장을 원하는 ‘어떤 것’이고, 상대와의 힘 싸움에서 자신의 힘을 행
사하려는 ‘어떤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힘 양자는 확정적이고 고
정된 존재 방식을 갖고 있는 실체적 존재는 아니다. 라이프니츠의 모
나드 같은 것도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변화하면서 존재하는 것이며,
그것도 언제나 다른 힘 양자들과의 관계를 맺으면서만 존재하는 것
이다. 따라서 하나의 힘 양자, 실체적 힘 양자가 아니라, 변화하면서
상호 관계를 맺는 힘 양자들(Machtquanta)이 존재한다. 힘에의 의지
는 다수로만 존재할 수 있다.

힘 양자는 행사되고 저항 받는 작용에 의해 표시된다. […] 힘 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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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본질적으로 폭력에의 의지이자 폭력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의지
인 것이다. […] 그래서 나는 그것을 “힘에의 의지” 양자라고 부르는
것이다. […] 오히려 다른 모든 역동적 양자들과 긴장 관계를 형성하
는 역동적 양자만이 남는다: 이 양자의 본성은 다른 모든 양자들과의
관계에 근거하며, 다른 모든 양자들에 대한 “작용”에 근거한다.
(KGW VIII 3 14[79], 50～51쪽)

1.5.3. 힘에의 의지의 성격
힘에의 의지의 성격에 대해서도 니체는 결코 친절한 설명을 해
주지 않는다. 하지만 그의 산발적이면서도 파편적인 유고들을 종
합해 보면, 힘에의 의지의 복수성, 역동적 역사성, 지향성, 자기
원인성 및 자기 구성적 필연성 등을 도출해낼 수 있다.

1.5.3.1. 복수성
이기고자 하고, 그 이상을 원하며, 더 강해지고자 하는 의지 작
용으로서의 힘에의 의지는 자신의 힘을 행사하고, 힘의 느낌을
얻게 해 주는 적수와, 이 적수들과의 힘 경쟁의 관계를 필요로 한
다. 경쟁이 없는 곳에서는 힘을 위한 싸움은 일어날 수 없다. 그
래서 힘에의 의지는 항상 다수로 존재한다. 힘에의 의지의 복수
적 성격은 힘과 지배를 목표로 하는 과정에서 필수 조건인 것이
다. 그래서 니체는 “힘에의 의지는 단지 저항에 당면해서만 표현
될 수 있다.”고 단적으로 말한다. 그러므로 하나의 힘에의 의지가
아니라, 언제나 힘에의 의지들간의 유희가, 역동적으로 통합된 다
수성이 있을 뿐이다.
힘에의 의지는 단지 저항에 당면해서만 자신을 표현할 수 있다 ; 이
의지는 자신에게 저항하는 어떤 것을 찾는다.
(KGW VIII 2 9[51], 88쪽; 한글판 10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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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2. 과정성
역동적으로 통합된 다수의 유희, 즉 힘에의 의지들의 힘 경쟁
관계는 그것들 사이의 특정한 힘 서열을 형성한다. 하지만 한번
결정된 힘 서열은 고정되지 않는다. 힘에의 의지의 본성은 항상
더 많은 힘을 추구하는 것이기에, 힘에의 의지들 간의 새로운 경
쟁은 이미 시작되고 있기 때문이다. 의지들의 힘 싸움에는 정지상
태란 있을 수 없다. 절대적인 힘의 균형점도 있을 수 없다. 그런
한에서 힘에의 의지들의 경쟁과 싸움은 지속되고, 의지들의 힘 서
열도 계속 변화한다. 이것에 대한 증거가 바로 생기의 변화와 운
동이다. 생기 즉 무엇인가가 발생한다는 것은 특정한 힘 관계가
결정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생기의 변화는 힘 관계의 변화를 의
미한다. 이런 생기 과정은 결코 종결될 수 없다. 다수로 존재하고,
상호

경쟁하는

힘에의

의지들간의

싸움이,

힘

양자들

(Machtquan- ta)간의 싸움이 결코 종결되지 않기 때문이다.
모든 생기, 모든 운동, 모든 생성을 정도와 힘 관계를 확정하는 것
으로서, 싸움으로서......
(KGW VIII 2 9[91], 49쪽)

1.5.3.3. 힘 싸움의 형식 : 복종과 명령
힘에의 의지들 간의 싸움은 ‘저항하는 복종-명령’의 형식을 갖
는다. “어느 정도로 복종에 또한 저항이 놓여있는지; 자신의 고유
한 힘은 전혀 포기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명령에는 상대자의
절대적 힘이 꺾이거나 동화되거나 용해되거나 하지 않는다는 점
에 대한 인정이 놓여있다. “복종”과 “명령”은 싸움의 형식들이
다.”(KGW VII 3 36[22], 284～285쪽) 의지들의 힘겨루기 관계는
서열과 질서를 정립하는 관계다. 여기서 명령은 명령하는 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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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립하는 상대적 약자인 힘에로 향한다. 그런데 명령을 받는 힘
에의 의지는 그 명령에 저항력을 상실한 채로 무기력하게 복종하
지 않는다. 이때 억눌려진 힘은 완전히 패배한다거나 와해되어
버린다거나 승리한 의지의 힘으로 흡수되어 버린다거나 하지 않
는다. 오히려 그 명령에 복종하지만, 자신의 힘은 여전히 보존하
며 명령적 힘에 다시 저항한다. 억눌려진 의지의 이런 저항은 이
미 정립된 힘 관계를 넘어서는 그 다음의 관계를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명령은 최종적 우위나 승리를 의미하지 않는다. 힘에의
의지의 저항력으로 인해 의지들 사이의 힘겨루기 과정은 결코 일
회로 종결되지 않는다. 따라서 힘에의 의지들 간의 싸움은 계속
이어지고, 힘에의 의지들간의 힘 서열과 질서는 계속 변화한다.
힘 양자는 행사되고 저항 받는 작용에 의해 표시된다. […] 힘 양자는
본질적으로 폭력에의 의지이자 폭력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의지인
것이다. […] 그래서 나는 그것을 “힘에의 의지” 양자라고 부르는 것이
다.
(KGW KGW VIII 3 14[79], 50쪽)

1.5.3.4. 힘에의 의지의 지향성
힘에의 의지는 목적 지향적이다. 의지의 힘 추구 활동이나 지
배 추구 활동은 의지의 지향성에 대한 표현이다. 목표 없는 의지
는 공허한 개념에 불과하며, 목적 추구 성격이나 지향성은 오히
려 의지의 기능으로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무엇을-원한다’는
것은 니체의 말처럼 한 단어로 이해해야 하며, 어떤 특정한 것으
로 방향을 설정하는 것은 의지 개념의 분석적 함의이다. 의지가
있는 곳에는 필연적으로 목표 또한 있다. 그런데 ‘무엇을-원한다’
는 곧 ‘힘을-원한다’와 다른 것이 아니다. 모든 의지는 힘에의 의
지이고, 힘에의 의지는 합목적적인 작용을 한다. 그러나 더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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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에 대한 추구는 힘에의 의지 작용을 통해 최종적으로 도달하
는, 그리고 이 과정을 종결짓게 하는, 힘에의 의지 작용 외부에
있는 초월적 목적은 아니다. 힘에의 의지의 목적은 내재적 목적
이며, 힘에의 의지는 이런 한에서 전적으로 합목적적 작용을 한
다고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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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한다”는 “갈망한다”, “추구한다”, 요구한다가 아니다: 이것들로
부터 의지는 명령하는 아펙트(Affekt des Commando's)에 의해 구분
된다.

“원한다”란

존재하지

않으며,

단지

무엇을-원한다

(Etwas-wollen)만이 존재한다: 목표는 인식론자들이 그렇게 하듯이
상태로부터 분리되어서는 안 되는 법이다: 인식론자들이 생각하는 “원
한다”는 “생각한다”만큼이나 나타나는 일이 없다: 즉 순전히 허구이
다.
(KGW VIII 2 11[114], 296쪽)

1.5.3.5. 역동성
힘에의 의지는 형이상학적 실체도 아니요, 형이상학적 이분법
에서의 생성과 대립되는 존재도 아니다. 오로지 힘만을 추구하는
힘에의 의지는 역동적 운동을 하는 복수로만 존재하는 의지들이
며, 이 의지들의 힘 싸움을 통해 세계의 ‘무엇과 어떻게?’가 결정
된다. 하지만 힘에의 의지의 동인은 외부로부터 오지 않는다. 오
히려 힘에의 의지는 자기 내부에서 나오는, 내생적(endogen)인
역동성을 보여 준다. 따라서 자신의 운동을 위해 제3의 다른 것
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나는 출발점이 필요하다. 운동의 원천으로서의 ‘힘에의 의지’. 따라
서 운동은 외부에 의해 조건 지어진다거나―촉발되어서는 안 된다.
[…] 의지가 손을 뻗는 운동의 단초와 중심들이 필요하다.
(KGW VIII 3 14[98], 66쪽)

1.5.3.6. 힘의 상승
힘에의 의지는 힘의 ‘상승’(Steigerung)과 기존의 힘 ‘이
상’(Mehr )을 원한다. 이것은 의지의 속성 때문이다. 의지라는 것
은 무엇인가를 목표를 하는 합목적적인 것이다. 그리고 그 무엇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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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은 주어져 있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그 무엇이 이미 주어져
있는 것이라면 그것을 원할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의지는
필연적으로 주어진 상황이 포함하고 있는 것 ‘이상’을 지향한다.
그렇다면 의지는 실제로 무엇인가가 결여되어 있다는 점에 대한
표현이고, 그 결여를 보충할 가능성으로 돌진하는, 변화를 함의하
는 개념이다. 의지는 항상 의지 작용 안에서 주어져 있는 상태를
넘어서려는 성향을 갖는다. 의지는 상승과 ‘그 이상’을 원하는 것
이다. 그러므로 힘에의 의지는 이미 도달된 힘의 보존을, 자기의
보존을 추구하지 않는다. 자기 보존(Selbst-erhaltung)은 생기 과
정에 내재하는 목적일 수 없다. 생기 과정의 결과일 수는 있다.
자기확장의 결과로서의 자기 보존.
(KGW VIII 1 2[68], 90쪽)
자기 보존 명제는 틀렸다. 그 반대가 참이다. 바로 살아있는 것들 전
부가 가장 명료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것들은 자신을 보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이상이 되기 위해서 행위한다. (KGW VIII 3 14[121], 93쪽)

1.5.3.7. 필연성
힘에의 의지는 자기 구성적 필연성을 갖는다. 이 필연성은 힘에
의 의지의 법칙성 및 규칙성(힘 소비의 극대 경제, 힘에의 의지의
본성으로의 영원 회귀)에서 확보된다. 이것은 곧 생기 작용 전체
의 필연성 확보를 의미하기도 한다. 이 필연성이 생기를 계산 가
능하게 해 주고, 정식화하게 만들어 주며, 규칙과 법칙을 구성하게
할 가능성을 제공하는 것이다. 즉 생기의 형식화 가능성은 생기를
지배하는 ‘내적 생기’의 필연성의 결과인 것이다. 이렇듯 니체는
고전적인 목적론적-형이상학적 가정들의 도움을 빌리지 않고서,
오로지 힘에의 의지의 필연성에 의해서만 세계생기의 필연성을
확보한다. 힘에의 의지의 세계에서 최종적 목적이나 외재적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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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해 확보되는 필연성은 없다. 여기서는 우연도 있을 수 없다.
세계의 운행 및 그 밖의 모든 것에서도 영원한, 동일한 생기의 절대
적 필연성은 생기에 대한 결정론을 말해주지 않는다. 그것은 단지 불
가능한 것은 결코 가능할 수 없다는 점을 표현할 뿐이다 […] 그리고
특정한 힘은 바로 그 특정한 힘 외의 다른 것일 수 없다는 점을 표현
할 뿐이다; 그 힘은 저항하는 어떤 양의 힘에, 자신의 힘에 합당하지
않은 방식으로는 힘을 방출하지 않는다는 점을 표현할 뿐이다 ― 생기
와 필연적 생기는 동어반복이다.

(KGW VIII 2 10[138], 201쪽)

1.5.3.7.1. 힘 소비의 극대경제(Die Maximal-Ökonomie des
Kraftverbrauchs)
힘에의 의지는 합법칙적 운동을 한다. 의지는 항상 더 많은
힘을 얻기 위해, 의지들 간의 긴장 관계에서 승자가 되기 위
해 자신의 힘을 최대한 발휘한다. 즉 의지는 매순간 자신의
힘을 최대한 발휘하고, 또 실제로 힘의 극대 상태에 도달한
다. 여기서 적당히는 있을 수 없다. 힘에의 의지의 이런 작용
방식을 니체는 ‘[힘] 소비의 극대-경제’라고 부른다. 항상 더
많은 힘을 원하는 의지는 자신의 본성상 이런 작용을 멈출
수 없다. 이러할 뿐이고 다르지는 않은 작용 방식은 힘의 본
성에서 연유하는 것이며, 다른 의도나 다른 목적 혹은 다른
법칙에 따르지 않는다. 이 작용방식은 힘의 본성상 당위이며,
그것은 임의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의지
는 본성상 모든 순간에 자신의 최대 상태에 도달하지 않을
수 없다. 의지는 그런 본성을 갖고 있으며, 그런 본성에 맞게
작용하는 것 외에는 달리는 할 수 없다.
한갓 에너지의 지속이 아니다: 오히려 소비의 극대-경제다: 그래서
모든 힘중심들로부터 나오는 좀더 강해지려는 의욕이 유일한 실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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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KGW VIII 3 14[81], 53쪽)

1.5.3.7.2. 영원 회귀
본성상 항상 더 많은 힘을 원하는 힘에의 의지는 매순간 자신의
힘의 극대에 도달하고, 그 도달된 힘의 극대 상태에서 다시 더 많
은 힘을 원하는 자신의 본성으로 되돌아온다. 그 즉시 힘의 본성에
의거한 힘의 극대 상태로의 추구와 도달은 다시 이루어지고, 다시
자신의 ‘더 많은 힘을 원하는’ 본성으로 되돌아온다. 결국 힘에의
의지는 ‘매 순간’ 모든 힘 관계에서 더 강해지려고 하고 더 많은
힘을 얻고자 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은 원하지 않으며, ‘매 순간’ 자
신의 마지막까지 이르러 힘의 정점을 경험하는 것 외에 달리는 할
수 없다. ‘매 순간’ 힘의 최고 상태가 구현된다. 그리고 이 과정은
영원히 계속된다. ‘매 순간’ 힘에의 의지의 자신의 본성으로의 영
원 회귀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생성의 전 과정에서 하나
의 힘의 극대점은 있을 수 없다. 오히려 생성의 전 과정이 매 순간
힘의 극대화를 경험하는 것이다. 또 힘의 균형 상태도 있을 수 없
다. 힘의 균형 상태라는 것은 힘들간의 싸움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일종의 정지 상태를 의미하지만, 이것은 매순간 힘의 극대화
를 꾀하고 실현시키는 힘에의 의지의 본성에 어긋난다.
기계적으로 고찰하면 생성의 총체가 갖는 에너지는 불변한다; 경제
적으로 고찰하면 그 에너지는 영원한 회귀 과정 안에서 정점에 도달하
며 그 정점에서 다시 하락한다; 이 ‘힘에의 의지’는 해석 안에서, 힘 소
비의 양식에서 자신을 드러낸다.
(KGW VIII 2 10[138], 201쪽)

1.6. 힘에의 의지의 형태론
1.6.1. 생기 원리로서의 힘에의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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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에의 의지는 자신 안에 운동 원인과 목적을 가지며, 합법칙
적 운동을 하는 의지 작용이다. 이것을 니체는 ‘유일 실재’(KGW
VII 3 40[56], 386쪽)로 이해하며, 이 유일 실재의 작용에 대한 다

른 명칭이 바로 생기(Geschehen)다. 이런 힘에의 의지를 니체는
모든 생기현상의 원리로, ‘내적 생기’로 이해한다. 니체 자신은 비
록 구체화시키지는 못하지만 ‘모든 생기에 작용하는 힘-의지에
관한 이론’(Die Theorie eines in allem Geschehn sich
abspielenden Macht-Willens)(GM II 12; KGW VI 2, 331쪽)은 그
의 이런 의도를 표현하고 있다. 니체의 이런 의도는 생기 존재론
(Geschehensont- ologie)으로 결집되며, 이것은 존재와 생성,
존재해야 함(Sein- sollen)과 존재(Sein), 세계와 인간과의 긴장
관계를 해소하며, 생성에 대한 절대적 긍정을 가능하게 한다.
생성에 존재의 성격을 각인한다 ― 이것이 최고의 힘에의 의지다.
(KGW VIII 1 7[54], 320쪽)

1.6.1.1. 목적
모든 것은 생성의 법칙에서 예외일 수 없다는 것은 니체 철학
의 대전제이고, 변화와 생성을 기존의 형이상학적 도식을 탈피하
면서도 철학적으로 규명하고 정당화하려는 니체의 노력은 ‘생성
의 무죄’(Unschuld des Werdens, KGW VII 1 7[7], 245쪽)를
입증하려는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생성의 죄 없음에 대한 선언은
니체가 전통 형이상학의 특징으로 제시하는 존재와 생성의 이분
법적 사유에 대한 도전이다. 이분법적 사유에서 존재는 생성에
비해 존재적․인식적․가치적 우위를 점하여, 생성은 한갓 가상
(Schein)의 이름만을 가질 수 있는 것으로 폄하된다. 이런 이분
법으로부터의 탈출 및 생성에 잃어버렸던 의미와 가치를 되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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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 이 작업이 ‘생성의 무죄를 입증’하려는 니체의 생성에 대
한 철학적 정당화 프로그램이다. 예술가 형이상학, 실체적 의지
개념 거부에 의한 죄 개념 극복, 인과율의 목적론적 의미 해명 등
자신이 모색하던 여러 방법들에 만족하지 못하던 니체는 생성을
힘에의 의지에 의해 설명하면서(생기 존재론) 자신의 과제를 수
행하게 된다.

나는 […] 하나의 세계 구상을 찾아내려 한다 […] 1) 생성은 아무
런 목표상태를 갖지 않으며, ‘존재’로 귀착되지 않는다. 2) 생성은 아무
런 가상 상태가 아니고; 존재자의 세계가 아마도 가상일 것이다 3) 생
성의 가치는 모든 순간에 동일하다 : 생성의 가치의 총계는 동일하게
유지 된다 : 달리 표현하면: 생성은 전혀 가치를 갖지 않는다. 왜냐하
면 생성을 측정하고, ‘가치’라는 말이 그것과의 연관 하에서만 의미를
획득하게 되는 그런 것은 없기 때문이다. 세계의 총체적 가치는 낮게
평가될 수 없으며, 그래서 철학적 염세주의는 우스꽝스러운 것에 속한
다.
(KGW VIII 2 11[72], 276～278쪽; 한글판 328～329)
생성의 의미는 모든 순간에 충족되고 도달되며 완성되어야만 한다.
(KGW VIII 2 11[82], 281쪽; 한글판 334쪽)

1.6.1.2. 생성으로서의 존재
전통 형이상학의 이분법, 즉 존재와 생성의 이분법을 니체는 존
재와 생성의 일치를 말하는 일원론으로 대체한다. 그에게 존재는
생성적 존재이며, 이런 존재 개념을 충족시키는 것이 바로 힘에의
의지다.

1.6.1.2.1. 존재와 생성의 일치
‘존재’ 생(숨을 쉼)이라는 개념의 일반화로서 ‘영혼이 깃들어 있음’,
‘의욕작용, 작용’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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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반대는: ‘영혼이 없음’, ‘생성하지 않는’; ‘의욕 하지 않는’
(KGW VIII 2 9[63], 33쪽; 한글판 44쪽)

니체는 사유 초기부터 esse의 어원에 착안하여 존재를 숨을 쉬
는 것으로, 따라서 살아있는 것으로 이해한다. 이 사유는 생기 존
재론을 형성시키는 시기에 더욱 발전하여, 존재는 삶의 근본 특징
들을, 즉 의욕 작용, 활동이라는 성격을 얻게 된다. 이런 것으로서
의 존재에 대립하는 것은 생성이 아니라, ‘생성하지 않고’ ‘의욕하
지 않는’ 것이다. 즉 살아 있지 않은 것이다. 이런 기본 입장으로
부터 니체는 “살아 있는 것이 존재다. 더 이상의 존재란 없
다.(KGW VIII 1 1[24], 12쪽)고 단언한다. 즉 존재는 활동하는 것
이고, 그런 한에서 살아있는 것이며, 생성의 과정에 있다. 이는 니
체가 이해하는 전통 형이상학의 도식, “존재하는 것은 되어 가는
것이 아니고, 되어 가는 것은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GD Die
“Ver- nunft” in der Philosophie 1: KGW VI 3, 68쪽)를 “되어 가는

것은 존재하는 것이고, 존재하는 것은 되어 가는 것이다.”라는 새
로운 공식으로 대체하는 것이며, 존재하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생
성의 과정 중에 있을 수 있는지는 힘에의 의지 작용에 의해 설명
된다.

1.6.1.2.2. 힘에의 의지의 생기로서의 존재
‘존재는 생성이다’라는 니체의 공식은 존재하는 것이 도대체 어
떻게 생성의 과정에 있을 수 있는지를 해명해야 한다. 이 과제를
위해 니체는 힘에의 의지 개념을 사용한다. 항상 더 많은 힘을 원
하고, 자기 원인적이고 자기 목적적인 운동을 하는 힘에의 의지
를 니체는 ‘세계의 본질’(JGB 186; KGW VI 2, 109쪽), ‘존재의 가
장 내적 본성’(KGW VIII 3 14[180], 52쪽) 더 나아가 ‘유일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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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KGW VII 3 40[56], 386쪽)로 이해한다. 더구나 ‘생성의 전 과
정에서 유일하게 기능하는 힘’(KGW VIII 3 14[121], 92쪽)이다.
힘에의 의지가 이런 것인 한에서, 힘에의 의지는 살아 있는 것의
운동성 및 활동성을 가능하게 해 준다. 따라서 ‘존재는 생성이다’
라는 명제는 ‘존재는 그것이 힘에의 의지의 생기인 한에서 생성
이다’로 구체화될 수 있다. 힘에의 의지는 존재와 생성을 엮어 주
는, 존재와 생성의 일치를 말하게 해주는 개념인 것이다. 모든 것
은 힘에의 의지라는 생기의 실현이며, 그런 한에서 생성이다. 따
라서 힘에의 의지라는 원리는 생성으로서의 존재를 말해 주는 보
편성을 띠는 존재론적 원리다.
힘 양자. 그 안에 “존재”라는 특성을 갖지 않는 한, 생성이다.
(KGW VIII 2 11[73], 278쪽; 한글판 330쪽)

1.6.2. 삶으로서의 힘에의 의지
그 자체가 생기이자 생성인 힘에의 의지는, 모든 것을 생기이
자 생성인 것으로 만들어 준다. 따라서 모든 것은 힘 증대를 위해
활동하고 운동하며 그런 한에서 살아있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니체는 “삶은 힘의 증대 형식일 뿐이다.”(KGW VIII 3 16[12], 282
쪽)라고 단언한다. 따라서 니체에게서는 힘에의 의지 = 생기 = 생

성 = 삶이라는 공식이 성립한다.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진 존재의 형식인 삶은 전형적인 힘의 축적
에의 의지다. […] 한 가지 구체적 경우로서의 삶: 이것의 성격을 생존
하는 것의 총체적 성격이라고 하는 가설.
: 힘의 극대적 느낌을 추구한다
: 본질적으로 좀더 많은 힘을 추구한다
: 추구는 힘에 대한 추구일 뿐 다른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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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W VIII 3 14[82], 54쪽)

1.6.2.1. 유기체 삶의 과정
유기체 삶의 전 과정은 힘에의 의지 작용으로 환원될 수 있다.
즉 유기체 자신의 힘의 보존과 성장을 원하는 의지 작용에 의한
것이다. 작용․반작용 등의 단순한 움직임에서부터 영양섭취나 생
식 작용에 이르기까지 예외일 수 있는 것은 없다.
“수동적”이란 무엇인가? 저항과 반작용. 앞으로 나가 움켜쥐려는 운
동에서 저지당하는 것: 그러므로 저항과 반작용의 행위.
“능동적”이란 무엇인가? 힘을 향해 나아가는 것
“영양 섭취”는 파생적인 것에 불과하다. 더 근원적인 것은: 모든 것
을 자기 안에 보관하기를 원하는 것이다.
“생식” 파생적인 것에 불과하다; 근원적으로는 자기가 탈취한 것 전
체를 조직하는데 하나의 의지로 충분하지 않을 때, 분열을 꾀하는 대립
의지가 힘을 얻어 근원적 의지와 싸운 후에 새로운 조직 중심으로 나타
나는 것이다.
(KGW VIII 1 5[64], 213쪽)

1.6.2.2. 부산 현상으로서의 쾌감
쾌와 불쾌는 단순히 결과이며, 단순히 부산 현상이다. ― 인간이 원하
는 것, 살아있는 유기체의 모든 최소 부분들이 원하는 것, 그것은 힘의
증대인 것이다. 힘의 증대에 대한 추구에서 쾌도 따르고 불쾌도 따른다.
(KGW VIII 3 14[173], 152쪽)

유기체의 삶에서, 그리고 인간의 삶에서 쾌감(혹은 행복감)은
삶의 운동을 일으키는 원인일 수는 없다. 오히려 힘을 위한 싸움,
더 많은 힘을 얻기 위한 싸움에서 쾌감과 불쾌감이 발생한다. 따
라서 쾌감과 불쾌감은 단지 부산 현상이나 결과일 뿐이다. 그런
데 힘 싸움에서 느끼는 의지의 쾌감은 의지의 만족에서 발생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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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다. 오히려 도달된 힘의 상태에 대한 불만족에서 생긴다. 그
래서 언제나 의지는 ‘그 이상’을 원하는 것이다. 의지가 더 나아
가기를 원하고 자신을 방해하는 것 전부의 지배자가 되기를 원하
지만, 저항들이 없어서 아직은 만족하고 있지 못하다는 데에 쾌
감은 놓여 있는 것이다. 복종하는 의지의 불쾌감도 일상적 의미
에서의 지쳐 버려 느끼는 불쾌감과는 다르다. 이것은 저항에의
무능력 외에 다른 것이 아닐 것이다. 힘 싸움에서 느끼는 의지의
불쾌감에는 오히려 저항하는 것의 도발이 속한다. 불쾌감은 ‘힘을
강화시키는 자극제’(KGW VIII 3 14[174], 153쪽)로 작용한다. 이
렇듯 불만족과 불쾌는 힘 싸움에서는 그 과정의 필수 요소로서
창조적이고 긍정적 역할을 한다.

1.6.3. 인간 안에서의 힘에의 의지
힘에의 의지 개념은 인간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제공한다. 니
체는 인간을 힘에의 의지가 구현되는 장소로 이해하며, 이런 인
간을 신체(Leib)로 명명한다. 신체 개념은 인간에 대한 정신과 육
체의 이원적 해석을 극복하며, 총체적 존재 및 자기 극복적 존재
로서의 인간이라는 인간학적 함의를 갖는다.
‘힘에의 의지들’의 잡다(Vielheit)로서의 인간.
(KGW VIII 1 1[58], 21쪽)

1.6.3.1. 신체(Leib)로서의 인간
“나는 전적으로 신체일 뿐 그 외의 것은 아니다.”(Za I Von den
Verächtern des Leibes 35쪽; 한글판 52쪽)라는 차라투스트라의 말

처럼 인간은 신체다. 인간을 신체로 규정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갖는다. 첫째, 인간을 힘에의 의지가 수행되는 장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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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신체로서의 인간에게서도 모든 존재 영
역에서 작용하는 힘 상승의 과정과, 또한 힘이 상승하면서 수행
되는 자기 극복의 역학이 작용한다. 이런 면에서 니체는 인간을
‘때로는 서로 싸우면서, 때로는 서로 상하로 관계가 설정되는’ 살
아있는 것들의 장, 혹은 ‘많은 죽을 수 있는 존재들’ 혹은 ‘성장하
는 것이고 싸우는 것이며, 스스로를 증대시키고 다시 사멸하는
것’으로 표현하기도 한다.(Za I Von den Verächtern des Leibes;
KGW VI 1, 35쪽, VM 17; KGW IV 3, 22쪽, KGW VII 3 37[4], 303
쪽) 이러한 인간은 둘째, 고정될 수 없는 되어가는 존재이다. 이

인간의 되어감은 언제나 자기 극복과 자기 초월의 과정으로 나타
난다. 이런 과정을 니체는 삶이라고 부르며, 이런 생물학적 생 개
념을 넘어서는 삶은 신체의 존재 방식이다. 셋째, 인간은 정신과
육체 및 힘에의 의지가 유기적 결합을 하며, 그것도 힘에의 의지
가 언제나 규제적 기능을 하는 관계를 형성한다. 따라서 인간은
육체와 영혼의 이원적 해석으로는 규명될 수 없는 존재다. 이성
중심의 인간관이나 육체 중심의 인간관은 인간의 신체적 특징을
간과하고 있다. 즉 넷째, 인간을 신체로 이해하는 것은 인간을 그
의 ‘총체성’에서 파악하는 것이다. 이런 총체적 존재로서의 인간
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나 ‘자신’(das Selbst)일 수 있다.(KGW
VII 2 27[27], 282쪽, Za I Von des Verächtern des Leibes; KGW
VI 1, 35쪽)
인간은 다양한 내용을 갖는 작은 존재에 의해서(혹은 다수의 작은
존재로 집중되는 지속적인 싸움에 의해서) 엄청난 힘이 움직여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증명서다.
(KGW VIII 1 1[124], 36쪽)

1.6.3.1.1. 신체의 통일성
신체를 단초로 삼아서 우리는 인간을 다양성으로서 살아가는 존재로
이해한다. 부분적으로는 서로 싸우고, 부분적으로는 위 아래로 질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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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지며, 그것의 개개의 단위에 대한 긍정 안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전체가 긍정되는 존재로. 이런 살아있는 존재들 밑에는 고도로 지배하
고 복종하는 자들이 있으며, 이자들 사이에서는 다시 싸움과 승리가 있
다. 인간의 전체는 우리에게 부분적으로는 의식되지 않고, 부분적으로
는 충동의 형태로 의식되는 유기체들의 속성을 갖는다.
(KGW VII 2 27[27], 282쪽)

신체를 니체는 ‘다수의 살아있는 존재’의 통일체로 이해한다.
다수의 살아있는 존재는 니체가 ‘힘 양자들’(Machtquanta)이라고
명명했던 것으로, 힘에의 의지 외에 다른 것이 아니다. 이런 좀더
많은 힘을 추구하는 의지들이 한데 어우러지는 공간인 신체는 분
열상태를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하나의 거대한 통일체를 형성한
다. 니체에게 이것은 문젯거리다. 그는 이 통일성이 어디에서 확
보될 수 있는지를 해명해야 한다. 니체는 이 통일성이 인간의 지
성이나 의식영역에서 가능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는 신체의 통일성은 ‘다수의 살아있는 존재’ 자체의 합법칙적 작
용과 ‘다수의 살아있는 존재들’ 사이의 합법칙적 관계 맺음에서
확보된다고 생각한다. 즉 좀더 많은 힘을 추구하는 힘에의 의지들
은 본성상 힘 서열이라는 질서를 형성한다. 그러므로 신체의 통일
성은 의식 이전적 현상이다. 니체는 이런 현상에 대해 ‘기적 중의
기적’이며 “아무리 감탄해도 끝이 없다”(KGW VII 3 37[4], 303쪽)
라고, 그리고 이런 통일성을 구현해 내는 힘에의 의지의 능력에
대해 우리의 의식이나 지성을 “1 + 1 = 2를 대수학이 능가하듯”
능가하는 지성적인 것이라고 말한다.(KGW VII 1 24[16], 696쪽)

1.6.3.1.2. 신체의 통일성의 상대적 지속
신체의 통일성은 상대적 지속을 경험한다. 신체가 지속적인 힘
의 성장과 감소를 경험하는 ‘살아 있는 존재들’의 구성체이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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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다. 살아있는 존재들, 즉 힘 양자들의 운동은 결코 멈추지 않
는다. 따라서 신체의 통일성은 이것들의 힘 관계가 변화하면 깨
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것은 신체의 종말은 아니다. 오히려 새
로운 통일성의 등장을 의미한다. 만일 힘 양자들 사이의 힘 싸움
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것이야말로 신체적 존재 방식의
종결을 의미한다. 힘 양자들의 합법칙적인 운동과 합법칙적 싸움
이 진행되는 한, 인간은 상대적 지속을 경험하는 존재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인간의 자기 극복적인 삶을 가능하게
한다.
주체의 영역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거나 감소하면서―체계의 중심점은
지속적으로 움직이면서―; 주체가 적절한 정도를 조정할 수 없는 경우
에 주체는 둘로 나뉜다. 다른 한편 주체는 더 약한 주체를 파괴하지
않고 자신의 기능원으로 개조할 수 있으며 어느 정도까지는 그와 함께
새로운 통일체를 형성할 수 있다. ‘실체’가 아니라 오히려 그 자체로
강화를 추구하는 어떤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보존을 단지 간접적으로
만 원하는(그것은 자신을 능가하고 싶어한다―) 어떤 것이다.
(KGW VIII 2 9[98], 55쪽; 한글판 70쪽)

1.6.3.2. 신체적 주체
상대적 지속을 하는 통일체로서의 인간. 이런 신체적 존재방식
을 갖는 인간은 해석 주체다. 해석 주체는 힘에의 의지라는 선의
식적 활동에 의해 규제받는 존재이며, 그의 인식과 행위 일반 역
시 마찬가지다. 이런 해석 주체와 실체-주체 및 행위자-주체는
구별될 수 있다.

1.6.3.2.1. 허구로서의 주체
‘주체’는 주어진 것은 아니다. 오히려 덧붙여 꾸며내진 것이며,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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꽂혀있는 것이다― 해석 행위 뒤에 여전히 해석자를 상정하는 것이 필
요한가?

(KGW VIII 1 7[60], 323쪽)

주체: 이것은 최고의 실재성 느낌을 주는 다양한 계기 중에서 단일
성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는 용어다. […] ‘주체’란 우리에게

있는 많은 동일한 상태들이 마치 하나의 유일한 기체의 결과라는 듯
말하는 허구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상태들의 동일성(Gleiheit)을 먼저
만들어냈다.
(KGW VIII 2 10[19], 131쪽)

위 인용문에서 니체는 주체를 ‘허구’라고 단정짓는다. 그렇다면
니체는 해석 행위의 주체가 없다고, 주체 없는 해석 행위가 가능
하다고 말하고 있는 셈이 된다. 하지만 니체가 주체를 부정하는
의도는 주체 없는 해석 행위가 가능하다는 궤변을 늘어놓기 위해
서는 아니다. 니체의 주체 부정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믿고 있는
주체 개념의 허구성을 지적하고 다른 의미의 주체 개념을 제시하
는 데에 있다. 니체가 부정하는 주체는 특정 행위를 유발시키는
원인의 역할을 하고(행위자-주체), 다른 의지들과의 긴장 및 경
쟁 관계에서 자유로운, 자기 동일적인 존재로서 이해되는 주체
(실체-주체)다. 니체는 행위자-주체 즉, 특정 행위를 유발시키고,
그 행위로부터 독립해서 존재할 수 있는 행위의 담지자 역할을
하는 주체에 대한 상정을 우리의 문법적 습관에서, 우리의 주어술어 문법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한다. 이 주어-술어 문법은
‘나’에 대한 우리의 오래된 표상(Ich-Vorstellung)에서 연유한다.
우리는 팔을 들어올릴 때, 팔을 들어올리는 것이 바로 ‘나’라고
생각한다. 이 ‘나’야말로 행위와 소유와 인식의 주체이자 원인이
라고 생각한다. 이 나에 대한 표상은 발생하는 모든 것은 어떤 주
체에 서술격으로서 관계한다는 표상을 자연스럽게 도출시킨다.
즉 ‘나’를 주체로 상정하고, 이 나에 ‘대응하는’ 어떤 것으로서의
행위자를 모든 현상에서 찾으려 한다. 니체는 이런 주체 개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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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말로 허구에 불과하며, 이런 행위자에 대한 상정은 오류 추론
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원인으로서의 나’, ‘행위로부터 분리될
수 행위자’, ‘실체적 존재’, ‘행위의 외적 원인’ 등은 힘에의 의지
의 생기현상을 잊어버리는 데서 연유하는 상정들이다.(KGW VIII
1 2[84], 102쪽; VIII 3 14[81], 53쪽) 행위자-주체, 실체-주체 표

상은 그것들이 갖는 유용성으로 인해 우리 스스로 만들어 낸 허
구이며, 바로 그 유용성 때문에 포기할 수는 이성 범주일 뿐이다.
행위자-주체, 실체-주체 표상은 우리의 관점적 해석인 것이다.

1.6.3.2.2. 해석 주체로서의 신체
신체적 주체는 자존적 실체가 아니다. 오히려 역동적인 힘들이
상호

작용하는

장소이자,

상대적

지속을

경험하는

‘잡

다’(Vielheit)로서의 통일체다. 이런 주체는 ‘설정하고 만들어 내
고 사유하는 힘을’, 즉 원인 내재적이고 상호 작용을 하며 비실체
적 존재인 생기 행위의 장소인 것이다.(KGW VIII 1 2[152], 139
쪽) 즉 힘-주체이자 해석-주체인 것이다. 힘/해석 주체가 이제 실

체/행위자-주체의 자리에 들어서고, 이런 주체만이 유일하게 증
명될 수 있는 주체다.

도대체 누가 해석하는가? 라고 물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해석행위 스
스로가 힘에의 의지의 한 형식으로서 살아 간다.(존재로서가 아니라, 과
정으로서, 생성으로서) 충동으로서.
(KGW VIII 1 2[151], 138쪽)

1.6.3.2.3. 의식의 조건으로서의 힘에의 의지
신체적 인간의 의식은 선의식적인 힘에의 의지의 활동에 의해
규제된다. 따라서 전체적으로는 우리의 의식으로 들어오지(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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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ußt-werden) 않는다. 우리에게 의식되는 부분은 힘에의 의지
활동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며, 따라서 우리의 의식은 피상적인
면만을 파악할 뿐이다.

의식에 등장하는 모든 것은 연쇄과정의 마지막 부분이며, 종결이다.
(KGW VIII 1 1[61], 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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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2.3.1. 선의식적 생기(Das vorbewußte Geschehen)
힘에의 의지의 활동의 장인 인간을 니체는 다양한 충동들의 활
동의 장이라고도 부른다.(KGW VII 2 27[27], 282쪽, VII 2 27[59],
289쪽 등) 사실 니체는 충동(Trieb)과 아펙트(Affekt) 그리고 힘

에의 의지 사이에 엄격한 구별을 두지 않고 있다. 다양한 충동이
나 아펙트는 불변의 단위가 아니며, 힘을 추구하고 힘의 증대를
통한 지배를 원한다. 따라서 일종의 ‘지배욕’(Herrschsucht)인 것
이다. 따라서 니체에게 이것들과 힘을 추구하는 의지를 차별화할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인간이 힘에의 의지다.”라는 니체의 단언
은 곧 인간은 충동 제약적이고, 아펙트 제약적이지만, 단순한 충
동이나 아펙트가 아니라 “힘을 추구하는 충동 및 힘을 추구하는
아펙트 제약적이다.”라는 말과 동의어로 이해할 수 있다. 실제로
니체는 힘에의 의지를 ‘원초적 형식의 아펙트’, 혹은 ‘승화된 충
동’ 등으로도 명명한다. 이런 내적 생기의 활동은 우리의 의식 활
동 이전에 이미 이루어지고, 우리에게는 부분적으로는 의식되지
않는다. 인간은 살아가면서 자신의 다양한 충동들에 대한 내적
체험으로부터 영향 받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충동의 다양성은
곧 우리의 세계 경험의 다양성을 가능하게 한다. 우리의 경험은
이렇듯 선의식적인 충동에 의해 제약된다.
우리의 개개의 근본 충동으로부터 모든 생기와 체험에 대한 다양한
관점적 평가가 있는 것이다. 이 충동 각각은 다른 충동들과의 관계에
서 저지되었다고 느끼거나, 촉진되었다고 느끼거나, 좋은 기분을 느낀
다. 각각의 충동은 고유한 전개 법칙을 갖는다.(자신의 상승과 하강,
자신의 속도 등) ―하나가 말라가면 다른 것이 상승한다. “힘에의 의지
들”의 잡다로서의 인간: 그것들 각각은 아주 많은 표현 수단과 형식을
갖고 있다.

(KGW VIII 1 1[58], 21쪽)

82

ꡔ철학사상ꡕ 별책 제3권 제20호

1.6.3.2.3.2. 의식적 해석의 피상성
의식되는 것은 우리에게는 전혀 드러나지 않는 인과관계 아래에 있
으며 ―의식 안에서 사유와 느낌과 이념들이 연속한다는 점이, 이런 연
속이 인과적 연속이라는 점을 표현하는 것은 아니지만 : 겉으로는 그
렇게 보인다.

(KGW VIII 1 1[61], 22쪽)

충동은 지배욕의 일종이다. 즉 충동은 힘을 추구하며, 힘의 강
화를 통한 지배를 원한다. 따라서 다양한 충동들이 공존하는 인
간 안에서 그때그때 힘을 목적으로 하는 충동들 간의 싸움이 발
생한다. 그 싸움은 힘 관계에 의거한 충동들의 서열을 결정한다.
하지만 한 번 결정된 충동들의 힘 서열은 결코 고정적일 수는 없
다. 매 순간 힘을 위한 싸움은 계속된다. 이런 내적 생기의 활동
이 바로 해석 행위며, 우리의 의식적 차원의 해석은 이것의 종결
부분일 뿐이다. 그러므로 첫째, 의식적 해석은 하나의 충동에서
발생한다고 볼 수 는 없다. 오히려 충동들 간의 지배를 원하는 힘
싸움과 그 싸움에서의 지배자가 의식적 해석의 내용을 규정하게
된다. 충동들의 힘 싸움의 지속은 곧 해석의 변화를 의미한다. 그
렇다면 의식적 해석의 다양성과 변화는 충동들의 힘 싸움의 지속
에서 확보되는 것이지, 결코 다른 의식적 해석이 직접적 원인일
수는 없다. 둘째, 의식적 해석은 선의식적 충동 활동을 의식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신체로서의 해석 주체는 해석의 역사 전체를
의식할 수는 없다. 의식된 영역은 단지 그 역사의 끝부분에 해당
되는 것이며, 그런 한에서 해석 주체는 의식 안에서 단지 그 역사
의 겉모습만을 볼 수 있을 뿐이다. 같은 맥락에서 셋째, 의식적
해석은 외적 대상의 생기 작용도 전체적으로 의식하지 못한다.
우리에게 의식되는 부분은 생기 세계의 ‘우리에게 의식될 수 있
는’ 영역에 한정되기 때문이다. 의식은 피상적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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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2.4. 신체적 주체의 인식
힘에의 의지는 인간의 인식 영역의 규제적 원리로 작용한다.
이것의 작용은 인간 인식을 해석으로 규정하게 한다. 인식은 해
석이며, 그것도 가치 각인적인 의미 해석이다.(→ 4. 인식)

1.6.4. 자연 안에서의 힘에의 의지
‘힘에의 의지의 형태학’은 자연 안에서도 예외 없이 힘에의 의
지의 활동을 인정한다. 이 활동에 대한 인정은 자연에 대한 기존
의 학적 세계 해명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게 한다. 니체는 기계론
과 인과율 그리고 진화론에 입각한 세계 해명 방식을 세계에 대
한 부적절한 해명의 대표적 예로 제시한다.

1.6.4.1. 인과적 세계 해석
니체의 인과율에 대한 분석은 현대의 과학철학이나 여타의 자
연과학에서처럼 다루어지지 않는다. 오히려 심리적-의미론적-존
재론적 접근에 의존한다. 이런 접근법은 ‘인과율은 은폐된 목적론
이다’ 혹은 ‘목적론 없는 인과의미는 불가능하다’는 명제를 도출
시킨다. 이 명제는 다시 인과적 세계 해석은 입증될 수 없는 가설
에 기초한 허구이며, 그것이 갖는 유용성으로 인해 우리가 사용
하지 않을 수 없는 관점적 해석이라는 결론적 통찰을 가능하게
한다. “선험적인 인과율의 법칙― 그것이 믿어진다는 것은 우리
같은 종[인간]의 생존조건일 수 있다. 그렇다고 그것이 증명되는
것은 아니다.”(KGW VII 2 26[74], 166쪽)

1.6.4.1.1. 은폐된 목적론으로서의 인과율 1
‘원인’과 ‘결과’: 심리적으로 다시 검토해 보면 이것은 능동과 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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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와 고통이라는 말에서 스스로를 표현하는 우리의 믿음인 것이다.
즉 생기를 행위와 고통으로 나누고, 여기에 행위자라는 가정은 이미 나
와 있다. 행위자에 대한 믿음이 그 뒤에 숨겨져 있다: 마치 모든 행위를
행위자로부터 제거해도 그 행위자가 여전히 남아 있을 것처럼 말이다.
여기서 항상 ‘나-표상’이 마치 연극 배우에게 대사를 불러주는 그 누군
가의 역할을 한다: 모든 생기현상은 행위로서 해석된다; ‘나’에 대응하
는 어떤 것이라는 신화를 가지고서… (KGW VIII 1 7[1], 257쪽)

인과율을 취급하는 니체의 방법론은 인과율을 의미론적이고 존
재론적 문제로 다루면서, 원인과 결과라는 개념쌍이 갖고 있는
심리적 요소를 폭로하는 것이다. 이 과정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된다. 원인-결과라는 개념쌍은 정신적 실체를 인정하는 정신
-형이상학적 전제로부터 출발한다. 그런데 이 정신-형이상학적
전제들은 사실 경험적 증거가 전혀 없는, 단지 일상 언어의 ‘행위
자-행위’, ‘주어-술어’ 문법 습관에서 기인한다. 이 문법적 습관
은 다시 ‘주체’에 대한 우리의 근본 믿음에서 연유한다. 이를테면
우리는 팔을 들어올리는 행위로부터 분리되고, 이 행위의 원인이
되는 주체적 행위자로서 ‘나’를 상정한다. ‘번개’를 ‘번쩍이는 현
상’과 분리하여, 번쩍이는 행위의 주체라고 여기는 것과 마찬가지
다. (KGW VIII 1 2[84], 102쪽) 그렇다면 행위자-주체에 대한 믿
음은 우리의 ‘나-주체’라는 근본 믿음에서 연유하고, ‘나-주체’란
단적으로 하나의 허구일 뿐이다. 왜냐하면 생기 현상에 이 “생기
현상과는 같지 않은, 즉 생성되지 않고 유지되는 자존적인 존재
가 전제되기 때문”(KGW VIII 1 2[84], 102쪽)이며, 행위를 이중화
시켜 표현하는 “이중적 오류”(KGW VIII 3 14[81], 53쪽) 일 뿐이
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사용하는 원인 개념에 대
해 단지 심리적 느낌 외에 아무런 논리적이거나 경험적인 근거를
제시할 수 없다. 자신을 주체로 이해하지 않을 수 없는 존재인 인
간이 자신의 주체로서의 느낌을 모든 사물과 생기에 확대시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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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할 뿐인 것이 바로 원인 개념인 것이다. 이로부터 니체는 전통
형이상학에서의 작용인(causa efficiens)를 거부한다. 외부에서
작용을 가하고, 외부로부터 작용되는 것이란 단지 우리의 주관적
확신일 뿐이다. 따라서 전통형이상학의 작용인, 즉 ‘우연적인 존
재자는 원인 지어지고, 우연적 존재는 원인의 작용을 통해 존재
한다’는 형이상학적 형식에 의해 요청되는 작용인이란 니체에게
서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작용인은 더 이상 인과율의 원칙일
수 없다. 오히려 그것은 목적인(causa finalis)로 소급될 수 있다.

1.6.4.1.2. 은폐된 목적론으로서의 인과율 2
작용인과 목적인은 그 근본 구상으로는 한 가지 것이다. 결과가 이
미 내재하고 있는 상태가 지적되면 우리는 그 결과가 해명된 것이라고
믿었다. 실제로 우리는 모든 원인들을 결과 도식에 따라 구상한다 : 결
과 도식이 우리에게 알려져 있다. […] 우리는 그 반대로 어떤 것에
대해서, 무엇이 그것을 결과하는지 미리 말할 수 있는 입장에 있지 않
다.
(KGW VIII 3 14[98], 67쪽)

작용인이 아니라 오히려 목적인이 사건의 마지막 근거로 남는
다. 왜냐하면 우리는 행위에 대한 설명에서 항상 어떤 의도, 어떤
목적, 어떤 목표를 요청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예를 들어 우리의
팔을 아무런 의도나 목적이나 목표 없이 들어올리는 것을 상상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의 일상적인 물음인 “왜?”(Warum)에 대한
물음은 “무엇을 위해서?”(Wozu)에 대한 물음인 것이다.(KGW
VIII 1 2[83], 100쪽) 이 “왜?”에 대한 일상 언어적 반작용인 “왜

냐하면”(Weil)으로 시작하는 답변은 따라서 “그것을 위해서”(Um
-zu), 혹은 “그것을 가지고 ～을 하기 위해서”(Damit)로 시작되
는 문장으로 완전히 소급된다. 그렇다면 작용인은 사실상 목적인
과 다른 것일 수는 없다.

86

ꡔ철학사상ꡕ 별책 제3권 제20호

1.6.4.1.3 은폐된 목적론으로서의 인과율 3
심리적으로 인과율은 전부 의도들에 대한 믿음으로 환원된다 : 바로 의
도의 작용이야말로 입증불가능한 것이다. (작용인이란 것은 목적인과 동
어반복이다) 심리적으로 보자면…

(KGW VIII 1 5[9], 191쪽)

인과율에 의미를 부여하는 단 하나의 원리로 남아 있던 목적인
역시 니체에게는 단지 파생적 위치를 가질 뿐인 것으로 이해된
다. 왜냐하면 목적인도 작용인처럼 인간의 심적 습관으로 소급되
는 것이기 때문이다. 목적인은 ‘의지’ 등의 내적 사실에 관한 표
상을 일반화시키고, ‘행위자-행위’ 도식에 근거하는 인간의 잘못
된 자기 관찰에서 비롯되는 잘못된 귀납 추리의 결과다. 생기현
상을 의도나 목적에 의해 해석하는 우리의 습관은 니체의 관점에
서 보면 생기 현상을 의도나 목적에 의거하지 않고는 설명할 수
없는 우리의 무능력을 증명하는 것에 불과하다. 결국 인과율에서
의 원인 표상은 단지 우리에게 깊게 뿌리박은 심리적 요청인 목
적론적 사유 형식을 표시하는 것 이외의 다른 것이 아니다. 이로
부터 니체는 “원인에 대한 믿음은 목적에 대한 믿음과 더불어 소
멸된다.”(KGW VIII 1 2[83], 101쪽)라고 결론짓는다. 은폐된 목적
론으로서의 인과율은 아무런 설명력을 갖지 못하는 것으로, 이것
은 “표현수단일 뿐 그 이상은 아닌 것이다.”(KGW VII 3 36[28],
286쪽)

1.6.4.1.4. 인과율의 심리적-실용적 필연성
결과를 일으키는 능력인 원인은 생기에 덧붙여 날조된 것이다. […]
사람들은 놀라 불안해하며 자신을 유지시킬 수 있는 알려진 무엇인가
를 원한다...... 새로운 것 안에서 기존의 어떤 것이 우리에게 제시되는
즉시 우리는 안심한다. 소위 말하는 인과-본능은 단지 낯선 것 앞에서
의 공포에 지나지 않으며, 그 안에서 무언가 알려져 있는 것을 발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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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는 시도인 것이다. 원인에 대한 탐구가 아니라 알려진 것에 대한 탐
구.
(KGW VIII 14[98], 66쪽)

인과율의 필연성은 칸트에게서처럼 선험적으로 보증받지도 못
하고, 여타의 논리적-경험적 도구에 의해서 보증 받지도 못한다.
오히려 인과율의 필연성은 심리적-실용적 이유에서 확보되는 것
으로 니체는 단정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인간은 낯선 것과
새로운 것에 직면하면 불안과 공포를 경험하며, 이런 심적 경험으
로부터 인간 스스로를 방어하고 싶어한다. 그래서 낯선 것을 더
이상은 낯설지 않은 것으로, 미지의 것을 기지의 것으로 정돈하는
작업은 인간 안에서 본능적으로 발생한다.(니체는 이 과정을 ‘같지
않은 것을 같게 만드는 과정’이라고 부른다) 이 작업에 의해 새로
운 사건은 기지의 사건 범주를 척도로 배열되고 정돈되며, 새 사
건의 원인 역시 기지의 원인 범주를 척도로 찾아진다. 이러면서
인간은 심적 안정감을 찾는다. 더구나 이 과정에서 우리가 선택하
는 기지의 원인 범주는 여타의 원인 범주들보다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지고 친숙한 원인 범주다. 새로운 원인은 늘 우리에게 친숙한
원인 범주를 척도로 찾아진다. 그렇다면 인과율은 낯선 것과 습관
화되지 않은 것들로부터 인간을 지켜주는 ‘해석’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인과율이라는 설명 방식은 다양
한 해석들 중의 하나로, 인간의 생존 조건 외에 다른 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 해석의 생존 조건임, 즉 그것의 삶에 대한 유용성이 곧
그 해석의 절대적 진리성을 함의하지는 않는다. 인과율은 논리적
이거나 경험적인 근거가 전혀 없는 단순한 심리적-실용적 필연성
만을 지닐 뿐이다.

1.6.4.1.5. 생기의 원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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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 개념을 우리에게 알려진 유일한 영역, 우리가 그 개념을 가져
왔던 영역으로 되돌리면: 힘에의 의지가 존재하지 않는 변화를 우리는 생
각할 수 없다. 다른 힘들에 대한 힘의 침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변화를 도출해낼 수 없다. […] 원인과 결과에 대한 믿음은 핵심사항을
언제나 망각한다: 생기 자체를.
(KGW VIII 14[81], 52쪽)

인과율의 논리적-경험적-선험적 필연성을 의심하고 심리적실용적 필연성을 도출해내는 니체는 흄의 심리적 인과분석을 자
신의 선구자로 생각한다.(KGW VIII 1 2[83], 100쪽) 하지만 그는
인과율의 목적론적 의미를 지적해 내고, 생기 자체의 인과성을
확보하면서 흄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간다. 생기 현상에는 작용을
가하는 어떤 것도, 작용을 당하는 어떤 것도 없다. 오로지 힘에의
의지의 역동적인 흐름만이 있으며, 이 흐름은 기존의 원인-결과
도식, 행위자-행위 도식을 토대로 하는 인과율로는 특징지울 수
없다. 그는 이 흐름을 힘에의 의지들의 작용 법칙에 의해서 설명
하려 한다. 지속적인 생기의 연속을 가져오는 힘의지들의 작용
법칙에 의해서 설명하려 한다.(→ 1.5.3. 힘에의 의지의 성격) 바
로 이것이 니체가 일상적 인과율보다는 ‘말할 수 없을 만큼 복잡
하고’ ‘우리에게는 숨겨져 있는’ 진정한 원인의 세계라고 부르는
것이다. 기존 인과율로부터 힘에의 의지의 인과율로의 이런 전환
을

니체는

‘원인과

결과

대신에

[힘들의]

병렬

(Koorination)’(KGW VII 2 26[46], 157쪽)로 간단하게 표현한다.
이런 류의 설명을 우리가 하지 못하고, 기존의 인과율 도식에 의
거해서 생기를 설명하려는 것은 ‘생기를 의도들에 의한 생기로서
외에는 달리 해석할 수 없는 우리의 무능력’에 불과한 것이
다.(KGW VIII 1 2[83], 100쪽) 생기 세계의 내적 구조는 니체의
지적처럼 ‘말할 수 없을 만큼 복잡하여’ 우리에게는 감추어져 있
다. 하지만 그것은 힘에의 의지의 원인성 및 합법칙적 운동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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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필연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바로 이 필연성이 우리에게 기존
의 인과율적 방식의 해석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니체는 생각한
다.

1.6.4.2. 기계적 세계 해석
세계에 대한 기계적 해석을 니체는 불완전한 임시적 가설로 이
해한다.(KGW VIII 3 14[188], 168쪽) 때로는 극단적 비난도 서슴
지 않는다. “기계론은 모든 가능한 해석들 중에서 가장 멍청한,
즉 가장 의미 없는 해석이다.”(FW 373; KGW V 2, 308쪽) 기계론
에 니체가 이런 비난을 가하는 이유는 생기로서의 세계를 해명하
는 설명력도 갖추지 못하고, 그 자체로 입증되지 않은 전제들을
토대로 구성된 해석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계에 대한 기계론을 이론적으로 견지하기 위해
서, 어느 정도로 우리가 두 가지 허구의 힘을 빌어 세계를 안내하고
있는지 라는 유보 조건을 언제나 달아두어야 한다: 즉 운동(우리의 감
관 언어에서 얻은)이라는 개념과 원자=단일성(우리의 심적 “경험”에서
유래한) 개념의 힘을 빌어: 세계에 대한 기계론은 감관의 편견과 심적
편견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다.
(KGW VIII 3 14[79], 51쪽)

1.6.4.2.1. 전제 1 : 단일성
계산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단일성을 필요로 한다 : 그렇다고 그
런 단일성이 존재한다고 가정할 필요는 없는 일이다. 단일성 개념을 우
리는 우리의 ‘나’ 개념으로부터― 우리의 가장 오래된 신조로부터 빌어
왔다. 우리 자신을 단일하다고 여기지 않았다면, 우리는 결코 “사물”이
란 개념도 형성해내지 못했을 것이다. 이제 정말 아주 늦게서야 우리
는, 나-개념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실제적 단일성을 보증하지 못한다
는 점에 대해 충분히 확신한다.
(KGW VIII 3 14[79], 5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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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론의 첫 전제는 연장하고(extensio), 압력과 충돌을 가할
수 있는 단일적 존재다. 이런 단일적 실체를 니체는 ‘원자’적 실
체로 이해한다. 이런 것으로서의 원자 개념을 니체는 질료적 원
자론(Die materialistische Atomostik)을 극복하는 보스코비치의
입장을 받아들이면서 이미 거부하고 있다. 질료적 원자 개념은
실체적 주체, 행위자-주체로서의 ‘나’에 대한 믿음을 세계에 투사
시켜 만들어 낸 인간의 산출품에 불과하다. 생기의 세계에서는
오로지 힘에의 의지로서의 힘 양자들(Machtquanta)의 상호 충돌
만이 있을 뿐이다. 그런 한에서 기계론의 첫 전제는 심적 편견에
기초한 심리학의 소산이다.

1.6.4.2.2. 전제 2 : 운동
이런 작용의 세계를 가시적인 세계로― 우리 눈에 대한 세계로― 옮
겨 주는 것이 “운동”이라는 개념이다. 여기서는 무언가가 움직이게 한
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의 밑에 언제나 깔려있다.― 그것이 작은 덩어리
-원자라는 허구이건 아니면 이 허구에 대한 추상인 역동적 원자라 할
지라도, 거기서는 언제나 작용을 하고 있는 어떤 것이 여전히 생각되
고 있는 것이다.― 즉 감관과 언어가 오도한 그 습관으로부터 우리는
빠져나와 있지 않은 것이다. 주체, 객체, 행위를 하는 행위자, 행위와
행위하는 어떤 것이 구별되어 있다: 하지만 잊지 말자. 그것은 한갓 기
호론이며 실제의 것을 표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운동에 대한 이론으
로서의 기계론은 이미 인간의 감관 언어로 번역해 놓은 것이다.
(KGW VIII 3 14[79], 50쪽)

단일성에 대한 포기는 운동에 대한 기계적 표상을 버리게 한다.
기계적 운동은 ‘압력과 충돌’을, 그리고 원자적 물체와 외적 원인
(움직이고-움직여진다)을 상정한다. 하지만 원자적 단일체 개념의
허구성과, 외적 원인을 상정한 인과율의 허구성에 대한 폭로는 이
런 것들을 전제로 하는 기계론적 운동 개념을 더 이상 유효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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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는다. 기계론은 단지 생기의 역동적 지속을, 즉 “원래의 운
동을 눈과 촉각에 의한 기호언어로 번역해 놓은 것에 불과하
다.”(KGW VIII 3 14[122], 94쪽) 즉 감관의 편견에 기초하고 있다.

1.6.4.2.3. 기계론적 법칙의 근거: 생기 법칙
기계론적 필연성이나 기계론적 법칙은 그렇다면 생기의 역동적
지속에 대한 설명일 수는 없다. 생기의 역동적 지속은 ‘차례차
례’(Nacheinander)가 아니라, ‘뒤의 것과 앞의 것이 서로 원인과
결과로 조건지지 않은’(KGW VIII 1 2[139], 133～134쪽) ‘연접
(Inein- ander)’이고, ‘연속’(Aufeinanderfolge)인 힘들의 활동이
기 때문이다. 기계론은 단지 생기의 세계를 형식화하고 정식화하
여 우리에게 이해 가능하게 알려 주는 기능을 하는 것이다. 그렇
다면 기계론의 법칙은 어디서 유래하는가? 전적으로 인간의 상상
력의 소산이나 공상인가? 니체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왜냐하
면 기계론의 법칙은 생기의 정식화 가능성(Formulierbarkeit)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생기의 합법칙적 운동과 필연성이
‘말할 수 없이 복잡한’ 생기의 세계를 우리로 하여금 정식화해 낼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다. 그렇다면 생기의 법칙성과 필연성이 기계
론이라는 ‘기호 언어’의 형성을 가능하게 한 셈이 된다. 이 기호
언어는 그러나 오류에 불과하다. 우리에게 의식되는 부분
(bewußt-werden)에 대한 기호 언어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생기의 정식화 가능성을 생기를 지배하는 필연성의 결과로
해석해내었다.
(KGW VIII 2 9[91], 47쪽)

1.6.4.3. 진화론적 세계 해석
니체는 진화론적 세계 해석도 세계에 대한 피상적 이해로,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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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의 ‘기호 언어’의 하나로 상정한다. 물론 진화론에 대한 니체의
이해는 초기 단계의 진화론에 국한되어 있으며, 그것도 생물학적
인 접근이나 실증 과학적 접근이라기보다는 철학적-사변적 접근
에 의존한다. 따라서 그의 논의는 진화론에 대한 적절한 비판이
아닐 수 있다. 하지만 진화론에 대한 철학적 비판은 세계를 생기
세계로 고찰하는 니체에게 넘어야 할 산으로 간주된다. 니체는
진화론에 대해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이해를 하고 있다. 진화론
은 첫째, 생명체의 진화를 설명할 때 기계론에 입각하고 있다. 둘
째, 라마르크 등의 일부 진화론자는 환경 이론을 지나치게 신뢰
한다. 셋째, 종의 변화에 대한 지나친 공리주의적 입장인 용불용
설을 신뢰한다. 그렇다면 니체의 진화론에 대한 이해는 진화론의
기본 입장을 받아들이면서도 다윈보다는 라마르크에 더 의존하고
있는 셈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체는 주로 다윈에 대한 선
전 포고를 하며, 진화론을 다윈의 입장과 동일시한다.
인간의 위대한 운명을 개관하면서 나를 가장 경악시킨 것은 오늘날
다윈이 자신의 학파와 함께 바라보고 바라보려고 하는 것과는 정반대되
는 것이 눈에 들어온다는 사실이다.
(KGW VIII 14[123], 93쪽)

1.6.4.3.1. 속(Gattung)으로서의 인간의 진보
내 총체적 견해. ― 첫 명제 : 속으로서의 인간은 진보하지 않는다.
좀더 높은 유형이 도달될 수도 있지만, 지속되지는 않는다. 속의 수준
은 높아지지 않는다. 두 번째 명제 : 속으로서의 인간은 여타의 다른 동
물과 비교해서 어떤 진보도 보여주지 않는다. 동물과 식물체계 전체는
저급에서 상급으로의 발달을 하지 않는다. […] 오히려 모든 것이 동
시에 있고, 겹쳐있고 뒤섞여 있으며 대립적으로 있다. 가장 풍요롭고도
가장 복잡한 형태들은― “좀더 높은 유형”이라는 말은 이것 이상을 의
미하지 않는다.― 좀더 쉽사리 몰락한다: 가장 저급의 것이 겉으로는
불멸성을 고수하는 것처럼 보인다. 전자는 거의 드물게 도달되고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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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W VIII 3 14[133], 108～109쪽)

인간의 진보는 가능하다. 하지만 진보는 속으로서의 인간 전체
의 진보는 아니다. 단지 개인의 진보만이 가능하다. 고귀하며 귀
족적인 소수의 개별자, 즉 위버멘쉬적 존재가 되는 것, 이것만이
진보이며, 이것은 전적으로 개인적 차원의 진보인 것이다. 따라서
진보에 대한 진화론의 주장은 신뢰할 수 없다. 니체의 이런 입장
은 현대 인간에 대한 니체 자신의 경험에서 확보된다. 현대 인간
은 니체에게는 무리 인간이고, 대중이며 전형적인 데카당들이다.
이들은 위버멘쉬(좀더 높은 유형, 좀더 고급한 유형)들의 출현을
방해하는 좀더 낮은 유형의 인간들이다. 인류 역사에서 좀더 높
은 유형들이 좀더 낮은 유형들의 무리 앞에서 실패를 경험한다거
나, 후자가 우위를 차지하는 일은 자주 발생한다, 좀더 높은 유형
과 좀더 낮은 유형과의 싸움에서 ‘혈통 좋은’ 좀더 높은 유형이
승리하는 경우가 차라리 예외적 경우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또
한 인류 역사에서는 현대인보다 좀더 나은 유형은 실제로 존재했
었다. ‘르네상스 시대의 인간’은 현대의 인간보다는 더 나은 유형
이며, ‘고전시대의 인간’은 르네상스 시대의 인간보다는 더 나은
유형이다. 이런 증거는 니체에게 ‘속으로서의 인간의 진보’에 대
한 강력한 경험적 반증 사례가 될 수 있다. 속으로서의 인간은 진
보가 아니라, 오히려 퇴보하고 있는 셈인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니체는 위버멘쉬적 소수자의 출현을 강력하게 희망하며, 이런 개
인적 차원의 진보만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니체의 이런 결론은
생물학적 진화를 말하는 진화론과는 다른 맥락으로 이해해야 한
다. 니체는 진화론에서 말하는 생물학적 진화에는 별 관심이 없
다. 오히려 인간 정신의 진보가 문제가 된다. 따라서 니체의 이
입장을 생물학적 진화론에 대한 생물학적 논박이라고 이해할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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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는 없다. 그는 단지 진화론을 수단으로 자신의 고유한 입장을
강화시키고 있을 뿐이다. 니체가 진화론에서의 진화(Evolution)라
는 개념을 의식적으로 회피하며, 진보(Fortschritt), 발전(Entwicklung), 상승(Erhöhung)이라는 말을 대신 사용하는 것은 아마도
진화론의 입장과 자신의 입장의 출발점이 다르다는 것을 의식했
기 때문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1.6.4.3.2. 자연도태(Die natürliche Selektion)
동시에 우리는 자연도태를 천천히 이루어지고 끝없이 이루어지는
변형에 맡긴다 : 모든 장점은 유전되고 후속 세대에서 항상 더 강력하
게 표현된다고 믿고 싶어하는 것이다(유전성이 그렇게도 변덕스러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특별한 생존조건에 특정한 존재가 순응에
성공한 것을 보면, 그것이 환경의 영향에 의해 달성된 것이라고 설명
한다. […] 모든 것이 자신의 유형을 유지하고자 경쟁을 하고 있다; 특
정한 위험으로부터 자기를 지켜줄 외피를 갖고 있는 존재들은 위험 없
이 살 수 있는 경우가 와도 그 외피를 상실하지 않는다. […] 외피의
숨김이 그만두는 장소에서 살게 되어도, 그것들은 결코 환경에 순응하
지 않는다.
(KGW VIII 3 14[133], 107쪽)

진화 과정을 자연도태(그리고 그 후의 인위 도태)에 의해
설명한 것은 다윈의 업적이다. 니체는 자연 상태에서의 도태
에 의한 진화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다. 그 이유는 첫째, 자연
도태는 너무나 긴 시간을 전제하기에, 그 사이에 우연이 개입
될 여지는 너무도 크며, 그런 한에서 자연도태설이 인간에게
적용될 경우 아주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1.6.4.3.1.에서 지적한 것과 같이 인간 퇴보를 초래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니체가 제시하는 인간 개인
의 진보는 위버멘쉬로의 진보이며, 이것은 개인의 진보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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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 일은 우연을 배제할 수 없는 자연도태에 의해서나, 순화에
의한 길들임으로는 가능하지 않다. 둘째, 자연도태는 환경 요
인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다. 다윈은 환경에의 적응을 자연도
태의 결과로, 적응을 잘 한다는 것은 후손의 번식을 위해 유
리한 변이를 하는 것으로 말하고 있다. 그리고 라마르크는 외
적 환경 요인이 생명체의 유전적 변화를 초래하며, 후천적인
획득 형질은 유전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한다. 진화론이 환경
이론에 지나친 신뢰를 보낸다는 니체의 주장은 따라서 다윈
보다는 라마르크의 입장을 겨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체의 다위니즘에 대한 비판은 일관되게 유지된다. 즉 환경
은 새로운 속의 형성에 대한 설명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생
명체는 환경에 순응하는 존재라기보다는, 환경을 지배하고 환
경을 이용하는 속성을 갖기 때문이다.

1.6.4.3.3. 길들임(Domestikation)
인간의 길들임 : […] 부정될 만한 이유가 있다. 다윈 학파는 우리에
게 그 반대를 설득시키기 위해 굉장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말이
다: 그들은 길들임의 효과가 매우 크기를, 정말이지 근본적이기를 원
한다 […] 지금까지 입증되어 온 것은 길들임이 완전히 피상적 효과를
― 아니면 퇴화를― 가져온다는 것 외의 다른 것이 아니다. 인간의 손에
들어오거나 인간에 의해 사육되고 있는 모든 것은 거의 곧 자신의 원
상태로 되돌아간다. 유형은 어디까지나 항구적이다: 자연을 변질시키
는 일은 있을 수 없다.
(KGW VIII 3 14[133], 107쪽)

다윈은 생명체의 진화에 대한 설명에서 길들임이 동․식물의 형
질의 변화를 유도한다고 설명한다. 니체는 동․식물의 길들임에 의
한 순화(Zähmung)뿐 아니라, 인간의 순화 역시 원칙적으로 반대
한다. 이런 일은 길들여지는 대상의 야성이나 자연 본성을 왜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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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탈자연현상이며, 그 대상을 퇴화시키는 일이다. 이런 일이
효과를 보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피상적이고도 임시
적인 효과에 불과하다. 니체는 순화의 예를 현대의 문화에서 찾
는다. 그에게 현대의 문화는 그리스도교인이라는 데카당스 유형
으로의 인간의 퇴화를 초래하는 것으로 진단된다.(KGW VIII 3
14[133], 109쪽) 이런 맥락에서 니체는 문화 대신에 ‘자연으로의

회귀’를 선언한다. 여기서의 자연으로의 회귀는 루소의 선언과는
달리, ‘상승과 강화를 꾀하는 힘에의 의지의 상태’로의 돌아감이
며, 이 목적을 위해 니체는 순화 대신에 사육(Züchtung)의 역할
을 강조한다. 사육은 자연 상태를 훼손하는 일 없이 사육 대상의
욕구나 능력을 증대시키는 일이다. 따라서 인간에게서 사육은 곧
특정 개인을 위버멘쉬적 존재로 고양시키는 일이 될 수 있다. 달
리 말하면 상승과 강화를 꾀하는 인간의 자연본성으로의 회귀를
촉진시키는 일이 된다. 이런 이유로 니체는 영원 회귀 사유를 교
육하는 일에 관심 갖는다. 이 사유가 인간에게 위버멘쉬적 존재
로 살아가기를 의식적으로 결단하는 계기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1.6.4.3.4. 생존을 위한 싸움(Kampf um's Dasein)
생존 경쟁과 약자의 죽음 그리고 가장 힘세고 가장 천부적으로 혜
택받은 것의 살아남음이 신뢰받고 있다; 따라서 존재하는 것의 완전성
이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다고 상상된다. 우리는 정반대로 확신한다.
즉 삶에 대한 싸움에서 우연은 강자에게서와 마찬가지로 약자에게도
좋게 작용한다는 것, 책략이 힘을 종종 유리하게 보강한다는 것, 속의
풍요로움은 파괴의 기회와 진기한 교감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
(KGW VIII 3 14[133], 107쪽)

다윈은 생존을 위한 싸움이 자연과 생명체의 발전에 중요한 메
커니즘이라고 지적한다. 그러면서도 그는 동일 속 사이의 생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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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의 확대가 가져올 파괴에 대해서도 신중한 경고를 한다. 니
체는 생명체의 싸움이 단순히 자기 보존을 위한 것이 아니라, 힘
의 상승을 통한 자기 상승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이해한다.
자기 보존은 힘에의 의지의 작용법칙에서 보여진 것처럼 단지 자
기 상승의 부산 현상이나 결과일 뿐이다. 이것 외에도 니체는 생
존 경쟁에 대해 아주 독특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생존에 대한 싸
움에서 늘 강자가 이기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약자의 책략이
나 우연은 강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니체의 이런 입
장은 인간 역사를 그 증거로 하고 있다.

1.6.5. 개인 안에서의 힘에의 의지
힘에의 의지는 인간을 신체적 존재로 가능하게 한다. 인간은
주권적 개인과 집단적 개인이라는 형태로 자신을 구성해 나갈 수
있는 존재다.

1.6.5.1. 주권적 개인
주권적 개인은 첫째, 적극적 힘으로서의 힘에의 의지를 가지고
삶의 의미와 삶의 가치를 스스로 창출해 내는 창조적 존재이자
자율적 존재다. 둘째, 자신의 사회 및 환경을 자신의 자기 극복
및 자기 발전 과정에 수단으로 사용하는 명령적 존재이며, 외적
환경으로부터 거리를 둘 수 있는 인간이다. 셋째,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는 책임의 주체다. 니체는 이런 주권적 개인을 인
간의 삶이 구현해 내야 하는 삶의 모습으로 이해한다. 삶 속에서
자율적 주권을 행사하는 존재에 대한 요구는 철저한 개인주의적
요소를 갖는다. 하지만 이것은 배타적 이기주의라고는 볼 수 없
다. 주권적 개인은 철저하게 정신력의 상승이라는 척도에 의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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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사회의 위계 질서를 정립하려 한다. 하지만 그의 마지막 목표
는 모든 사람의 삶의 힘을 향상시켜, 위버멘쉬적 존재로의 노력
을 강화시키는 것이며, 이것이야말로 그의 인간애인 것이다. 이런
주권적 개인을 니체는 ‘귀족적 인간’이라고 부른다
힘에의 의지가 나타난다.
c) 가장 강한 자, 가장 풍요로운 자, 가장 독립적인 자, 가장 용기있
는 자들에게서는 ‘인류에 대한 사랑’, ‘민중’과 복음과 진리와 신 등에
대한 사랑으로서 : 동정으로서 : ‘자기 희생’ 따위를 압도나 제압, 자신
을 봉사시킴 등으로서 ; 사람들에게서 방향을 그 쪽으로 설정할 수 있
게 하는 큰 양의 권력과 자신을 본능적으로 같게 산정하는 것으로서 :
즉 영웅, 예언가, 카이사르, 구세주, 목자 등 […] 이것은 근본적으로
단지 자신의 ‘도구’ ‘말’....등에 대한 사랑일 뿐이며, 이러저러한 것을
사용할 수 있는 자인 그에게, 사용되는 그것이 속한다는 그 스스로의
확신이다.
(KGW VIII 2 9[145], 83쪽; 한글판 102～103쪽)

1.6.5.2. 집단적 개인
주권적 개인과는 달리 집단적 개인은 정신적 천민이자 대중인
이다. 즉 이들은 자기 극복을 통한 자기 상승, 삶의 자율적 창조,
타인의 힘에의 의지를 강화시키는 일 등에는 관심이 없다. 이들
은 단지 다수로서의 무위험적 안락, 자기 보존, 평균성에의 안주
등을 추구할 뿐이다. 이런 인간을 니체는 무리 본능의 소유자, 약
자,

천한

자,

실패자,

힘겹게

살아남는

자

(Schlechtweggekomme- ne) 등의 명칭으로 부른다. 이들에게는
자기 보존이 목적이며, 이 목적을 위해 무리를 형성하여 자기 방
어적 삶을 살아간다. 이런 집단적 개인에게 최대의 위험은 주권
적 개인이기에, 이들은 주권적 개인을 자신들의 집단으로 끌어들
이려는 노력을 계속 하지 않을 수 없다. 주권적 개인은 이들의 삶
의 모습을 주권적 개인의 형태로 상승시키려는 노력을 한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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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주권적 개인과 집단적 개인 사이의 싸움은 계속 유지된다.

무리 본능은 중간과 중위의 것을 최상의 것이자 최고의 가치로 평
가한다: 이것은 다수가 살아가는 장소이며 ; 다수가 최상의 것이자 최
고의 것으로 살아가는 방식이다. […] 무리는 예외자를 자신에게 적대
적이고 해를 입히는 것으로 느낀다. 위로 향하는 예외자들, 즉 더 강하
고 힘있고 현명하고 풍요로운 자들에 대한 무리의 술책은 이들을 보호
자, 목자, 파수꾼의 역할을 하도록― 무리의 첫째가는 봉사자가 되도록
설득하는 것이다.
(KGW VIII 2 10[39], 140쪽; 한글판 165쪽)

1.6.6. 사회 안에서의 힘에의 의지
니체는 사회의 조직과 구성 역시 힘에의 의지 원리에 의해 해
명한다. ‘힘에의 의지’라는 제목의 책을 위한 계획에서 니체는 인
식론을 관점주의로, 도덕철학을 비도덕주의로, 형이상학과 종교
를 영원 회귀론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자신의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이 계획은 힘에의 의지라는 방법론적 일원론을 적용한 것
으로, 여기서 사회학은 사회를 개인의 주권적 존재로의 형성을
위해 존재하고, 개인은 (정신적 의미에서의) 귀족적 사회를 형성
하기 위한 존재이자 그 자신의 주권적 존재 방식을 위한 존재로
이해한다. 사회와 개인은 상호적이고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한다.
여기서 개인은 사회 비판적 개인이며, 니체의 입장은 사회 비판
적 개인주의라고 명명할 수 있다.
사회학 대신에 지배 형태론(Herrschaftgebilde)
(KGW VIII 2 9[8], 6쪽; 한글판 13쪽)

1.6.6.1. 사회 계층론
힘의 마키아벨리즘(의식되지 않은 마키아벨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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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에의 의지가 나타난다.
a) 억압된 자나 모든 유형의 노예들에게서는 ‘자유’를 원하는 의지
로서 : 단순히 벗어나는 것이 그들에게는 목표처럼 보인다.(도덕적-종
교적으로는 : ‘자신의 양심에 대해 책임을 지는’, ‘복음적 자유’등)
b) 더 강한 자나 권력을 향해 성장하는 종류에게서는 우세를 원하는
의지로서 : 이것이 일단 실패하면, 자신을 ‘정의’를 원하는 의지로 제
한한다. 즉 지배하고 있는 다른 유형이 지닌 권리와 동등한 정도의 권
리를 추구하는 의지로서.(권리를 위한 싸움......)
c) 가장 강한 자, 가장 풍요로운 자, 가장 독립적인 자, 가장 용기있
는 자들에게서는 ‘인류에 대한 사랑’, ‘민중’과 복음과 진리와 신 등에
대한 사랑으로서 : 동정으로서 : ‘자기 희생’ 따위를 압도나 제압, 자신
을 봉사시킴 등으로서 ; 사람들에게서 방향을 그 쪽으로 설정할 수 있
게 하는 큰 양의 권력과 자신을 본능적으로 같게 산정하는 것으로서 :
즉 영웅, 예언가, 카이사르, 구세주, 목자 등 […] 이것은 근본적으로
단지 자신의 ‘도구’ ‘말’....등에 대한 사랑일 뿐이며, 이러저러한 것을
사용할 수 있는 자인 그에게, 사용되는 그것이 속한다는 그 스스로의
확신이다.
(KGW VIII 2 9[145], 83쪽; 한글판 102～103쪽)

사회는 개인을 제한하거나 통제하는 단순한 유기체가 아니라,
개인의 주권적 존재로서의 삶을 가능하게 하는 유기체다. 사회는
이 목적을 위해 사회의 규범이나 체계를 발달시킨다. 사회의 역
동적 힘이 발휘되지 않을 때 사회는 정체하며, 이것은 곧 개인의
주권적 존재로의 형성을 방해하게 된다. 역동적 힘을 가진 사회
는 철저히 힘 서열에만 의거한 계층화가 이루어지는 곳이다. 경
제적이거나 정치적인 원리는 부수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뿐이거
나 혹은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도 있다. 오로지 힘 관계에
의거한 계층 형성은 곧 정신적인 측면에서의 계층 형성을 의미한
다. 그런데 이런 계층은 결코 고정적이거나 확정적일 수는 없다.
만일 사회가 자신의 목적을 상실하게 되면, 이런 사회는 각 계층
을 고정시키고 내적 변화를 방해하거나, 모든 계층의 하나의(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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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적) 계층으로의 획일화를 초래할 수 있다. 주권적 개인은 사회
가 정체 현상을 보일지라도, 그 사회에 자신의 힘에의 의지에 의
거한 질서와 정신적 가치를 부여한다. 따라서 사회는 주권적 존
재, 예외적 존재, 정신력의 강화를 꾀하는 존재를 그 외의 다른
존재들보다 높이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위의 인용문은 세 가지
계층으로 구성된 사회를 보여 준다. 먼저, ‘억압된 자’(실패자나
힘겹게 살아남는 자들)들은 이미 약화된 힘에의 의지의 소유자
다. 이런 인간은 자신의 힘에의 의지를 억압으로부터의 자유를
원하고 쟁취하는 데 사용한다. 이들 보다 ‘좀더 강한 자’들은 지
배 권력의 쟁취를 원하는 것으로, 그것이 실패했을 경우에는 정
의를 원하는 것으로 자신의 힘에의 의지를 행사한다. 여기서의
정의는 지배 계층과의 권리의 평등을 의미한다. 가장 상위의 계
층인 ‘가장 강한 자’들은 힘에의 의지가 최대로 강화되어 있는 상
태에 있으며, 이들은 자신들을 입법자요 명령자이자 권력의 출처
로 이해한다. 이들의 힘에의 의지는 타 계층의 인간을 압도하고
지배하고 명령하고자 한다. 계속되는 힘의 행사를 원한다. 휴머니
즘이나 동정 혹은 자기희생 등은 힘의 행사를 은폐하기 위한 수
단일 뿐이다. 이들의 힘에의 의지는 자신의 힘에의 의지에 대한
사랑, 자신의 권력에 대한 사랑을 추구한다. 사회는 이렇듯 힘 관
계에 의거한 지배와 피지배 관계가 형성되는 곳이다. 건강한 사
회는 특정 계층의 의미를 무화시키려 하지 않는다. 오히려 각 계
층간의 권리 추구와 그로 인한 긴장 관계가 역동적 사회를 만들
어가는 원인이 된다. 이런 사회를 니체는 ‘귀족적 사회’라고 부른
다. “그 구성원들 사이에서 높은 수준의 자유를 획득하기 위해
귀족적 사회가 자신 안에서 갖는 전제는 극단적 긴장이다. 이는
모든 구성원들에게서 대립적 충동이 있음으로써, 즉 지배에의 의
지가 있음으로써 나온다.”(KGW VIII 2 11[140], 307쪽; 한글판 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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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

1.6.6.2. 현대의 정치 이데올로기
사회 계층론을 토대로 니체는 현대의 정치 이데올로기의 대표
적 유형인 사회주의와 민주주의를 고찰해 본다. 이 두 이데올로
기를 니체는 그리스도교에 뿌리를 둔 근대성의 문제와 연결시켜
이해한다. 그것들이 갖는 독특성에도 불구하고 니체는 공통된 이
의 제기를 한다. 첫째, 그것들은 그리스도교적 도덕 이상의 잔재
이자 현대적 형태이다. 둘째, 그것들은 평등권 주장에 기초하며,
평등권에 대한 주장은 인간의 무리 본능의 소산으로, ‘귀족적 사
회’의 형성을 방해한다.
자유와 평등사회의 사실상의 심리:
무엇이 감퇴하는가? 자기책임을 원하는 의지가 ― 자율성이 하강하는
징후
유능한 방어와 유능한 무기사용능력이, 가장 정
신적인 것에서도 마찬가지로 ― 명령하는 힘이
경외, 복종, 침묵할 수 있음의 의미가
위대한 열정, 위대한 과제, 비극, 명랑성이
(KGW VIII 3 11[142], 308쪽; 한글판 365쪽)

1.6.6.2.1. 평등 이념의 계보: 무리 본능
군서 동물-이상들 ―이제 ‘사회’의 최고 가치 평가로서 설정되어 정
상에 위치한다 : 사회에 우주론적인, 정말이지 형이상학적인 가치를 부
여하는 시도. 나는 이것에 반하여 귀족주의를 변호한다.― 내가 권리를
양도하여 스스로를 평등하게 하면 할수록, 가장 평균적인 것의 지배 밑
으로, 마침내는 최다수의 지배 밑으로 떨어져 버린다.
(KGW VIII 2 11[140], 307쪽; 한글판 36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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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의 동등과 욕구의 동등을 의도한다는 것은 교역과 참정권의 가
치가 동등하다고 하는 우리 문명의 거의 불가피한 결과로서, 더 높고
더 위험하며 더 빼어난 인간, 요약하면 더 새로운 인간의 배제와 점차
적인 멸절을 동반한다. (KGW VIII 2 11[157], 317쪽; 한글판 376쪽)

평등 이념은 대중(Volk)이나 무리(Herde)나 군서 동물(Herdentier)적 인간들의 요청이다. 이런 존재들은 지배 계층과의 권력 다
툼을 벌인다. 이 싸움에서의 실패는 이들에게 평등을 정의로서 요
구하게 한다. 평등 사회는 곧 정의로운 사회로 간주되고 이런 사회
의 실현을 꾀한다. 하지만 이런 요구는 니체에 의하면 다수(무리)
가 생존하기 위한 방책에 불과하다. 이들은 힘의 상승을 꾀하는 주
권적 존재들을 자신들에게 적대적인 세력으로 간주하여, 그들을 자
신들의 무리 안으로 끌어들이려 한다. 그래서 예외자나 강한 자들
을 무리의 첫째가는 봉사자나 보호자의 역할을 하는 무리의 일부
로 만들려고 한다. 그러므로 주권적 개인에게 이것은 자신의 명령
적 힘을 약화시키고 권리를 포기하는 평균적인 존재로의 하락을
의미할 뿐이다.(KGW VIII 2 10[39], 140쪽; 한글판 165～166쪽) 그
러므로 평등이념은 귀족적 사회의 성립을 방해하는 요소가 된다.

1.6.6.2.2. 민주주의
민주주의 이데올로기는 근대 정신 아래서 형성된 그리스도교적
본능의 사회 역사적 운동이다. 그리스도교 본능이 개인적 사회적
정치적 약자들의 강자들에 대한 원한이고, 무리 본능이라면, 민주
주의 이데올로기 역시 마찬가지다. 신 앞의 평등을 단지 욕구와
권리의 동등으로 대체할 뿐이다. 또한 민주주의 이데올로기는 인
간 의지를 약화시키고, 책임 의식이나 책임 의지 없는 생활 방식
을 ‘자유’라는 이름으로 조장한다. 니체는 민주주의가 인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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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발전에서 제어하기 어려운 측면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그는 비판적 태도를 취하면서도 민주주의가 주권적 개인
의 형성에 일조를 하기를 조심스럽게 희망한다.
민주주의는 자연화된 그리스도교다 : 극도의 반자연성을 통해서만
대립적 가치 평가를 극복할 수 있었던 이후의 ‘자연으로 돌아감’의 일
종 ― 결과: 귀족적 이상이 이제야말로 자신을 탈자연화했다.
(KGW VIII 2 10[77], 166쪽 ; 한글판 195쪽)

1.6.6.2.3. 사회주의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는 탈그리스도교화 되어 있는 사회에서 그
리스도교적인 피안적 구원을 현세적 구원으로 대체한다. 권리의 동
등에 대한 요구는 현세적 구원의 수단이며, 이것은 위계질서의 제
거를 통해서 집단적 행복을 가능케 한다는 계급없는 사회의 현실화
를 의미한다. 그러나 니체는 이런 이데올로기를 신봉하는 자를 선
한 인간에 대한 맹목적이고 단순한 낙관주의를 가진 데카당들이며,
창조력 없는 대중에 대한 제황적 폭력 국가의 지배를 원하는 국가
우상 숭배자들이라고 부른다.(KGW VII 3 26[360], 34[177])
사회주자는 그리스도교 본능에 호소하며, 이것이 그들의 정교한 술
책이다.
(KGW VIII 3 15[30] 2, 218쪽)

2. 허무주의
(독: Nihilismus / 영: Nihilism)

2.1. 정의
허무주의 개념은 철학적으로는 예니쉬(D.Jenisch)가『형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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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도덕과 미학에서 칸트 교수의 발견 근거와 가치에 대하여』
(1796)에서 선험적 관념론을 가리켜 사용하고, 야코비(Fr.
Heinr.Jacobi)가『피히테에게 보내는 글』(1799)에서 피히테의 관
념론을 지칭했던 개념으로, 러시아 소설가 뚜르게네프의 소설
『“아버지와 아들』(1862)을 통해 대중화되었다. 일반적으로 이론
적 허무주의는 진리의 인식 가능성에 대한 부정을, 윤리적 허무
주의는 행위의 가치와 규범에 대한 부정을 의미한다. 니체는 뚜
르게네프에게서 사용된 허무주의 개념을 빌어와, ‘최고 가치의 탈
가치’에 의해 초래되는 의미 상실(Sinnverlust)의 경험 상황, 절
대적 무의미함을 경험하는 상황을 허무주의 현상으로 규정한다.

2.2. 철학적 주제로서의 허무주의
2.2.1. 개념의 도입
니체가 최초로 허무주의 개념을 사용한 것은 1856/66년 겨울에
쓰여진 유고에서다. 여기서 허무주의 개념은 염세주의(Pessimismus)와 니르바나(Nirvana), 무(Nichts), 비존재(Nichtsein) 등의
개념과 병행하여 등장한다. 그 이후 허무주의 개념은 러시아 야당
의 태도와 행위에 대한 명칭으로 1880년경에 다시 유고에 등장한
다. 이것은 허무주의 개념이 러시아의 정치적 상황, 특히 정적 암
살 행위들이 신문지상이나 사실 문학에 등장하면서 테러리즘과
동의어로 인식되어, 그 원 의미의 탈의미화와 의미의 축소화 과정
을 밟게 되는 시대적 상황과 그 맥을 같이 한다. 니체는 1882년
가을부터는 허무주의 개념을 유럽의 문화 현상에 대한 총체적 명
칭으로 사용하기 시작하며, 이런 개념 사용은 그의 후기 철학의
전개 과정에서 더 이상 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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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주제의 도입
허무주의 주제가 니체에게서 ‘철학적 주제’로서 등장하는 시기
는 1880년 여름부터다. 이때 쓰여진 유고 두 편, 즉 러시아 허무
주의자에 대한 유고(KGW V 1 4[108], 457쪽)와 허무주의자는 쇼
펜하우어의 철학에서 그 이론적 근거를 찾는다는 주장이 들어있
는 유고(KGW V 1 4[103], 455쪽)에서 알 수 있듯이, 니체는 이
시기에는 허무주의 주제를 러시아의 정치적 상황과 집중적으로
연관시키고 있다. 1882년 가을부터 니체는 허무주의 주제를 철
학적 주제 중의 하나로 등장시키며, 1886년 여름부터 시작된 ꡔ힘
에의 의지. 모든 가치의 전도에 대한 시도』에 대한 기획 하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한다. 이때부터 니체는 자신의 철학을
유럽 허무주의에 대한 철학으로 간주하기 시작한다. 즉 니체의
후기 철학은 유럽 정신과 문화의 운명을 허무주의로 귀결될 수밖
에 없는 것으로 진단하고, 그 허무적 현상들을 폭로하고 분석하
며, 대안을 모색하는 철학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니체의 후기 철
학의 주제인 ‘유럽 허무주의’는 기존 가치의 탈가치, 유럽 허무주
의의 역사, 새로운 가치의 설정이라는 주제들을 포함하게 된다.

2.2.3. 주제의 포기
니체가 자신의 철학적 주저로 기획했던 ꡔ힘에의 의지ꡕ에 ‘모든
가치의 전도에 대한 시도’라는 부제를 단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
다. 니체는 ꡔ힘에의 의지ꡕ 의 핵심 주제를 허무주의로 삼고 싶어
했던 것이다. 하지만 ꡔ힘에의 의지ꡕ 저술 기획은 여러 차례의 수
정을 거치면서 결국 좌절되고 만다. 물론 그 과정에서 니체는 ꡔ
안티크리스트ꡕ 를 대신 완성시키며(1888년 11월 20일), 이 책에
‘모든 가치의 전도’라는 부제를 달아 주면서, 허무주의 주제가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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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되고 있음을 강조하고 싶어 한다. 하지만 결국 이 부제도 ‘그리
스도교에 대한 저주’로 대체되어 버린다. 그리고 ꡔ안티크리스트ꡕ
외에도 ꡔ우상의 황혼ꡕ, ꡔ이 사람을 보라ꡕ, ꡔ디오니소스 송가ꡕ, ꡔ니
체 대 바그너ꡕ가 같은 시기에 출간되지만 이 책들에서 허무주의
는 단지 배경으로서만 등장할 뿐이다. 이렇게 해서 유럽 허무주
의를 철학적 주제로 부각시켜 체계적인 저술을 하려는 니체의 기
획은 사실상 포기된다. 허무주의 주제는 그 결과 오로지 유고의
형태로만 남겨져 있으며, 여전히 완결되지 않은 가설적 체계로만
존재할 뿐이다.

제1
제2
제3

제4

힘에의 의지
모든 가치의 전도에 대한 시도
총 4권
권 : 위험들 중의 위험 (허무주의의 서술) (기존의 가치 평가
들의 필연적 귀결로서)
권 : 가치에 대한 비판 (논리학 등)
권 : 법칙제정자의 문제 (그 안에 고독의 문제) 가치 평가를
거꾸로 하기 위해서 인간은 어떤 성질을 가져야 하는가?
현대 영혼의 모든 속성을 갖고 있지만, 그것을 온통 건
강성으로만 변경시킬 수 있을 정도로 강한 인간.
권: 망치
그들의 과제를 위한 그들의 수단
실스-마리아. 1886년 여름
(KGW VIII 1 2[100], 107쪽)

2.2.4. 주제의 범위
니체의 ‘유럽 허무주의에 대한 철학’에서 허무주의 주제는 ‘기
존 가치의 탈가치’, ‘유럽 허무주의의 역사’, ‘새로운 가치의 설정’
이라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기존 가치의 탈가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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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 이론, 형이상학, 미학을 비롯한 학문 일반과 도덕, 정치, 경
제 영역에서의 진리 상실과 신의 상실의 결과로서 등장한다. ‘유
럽 허무주의의 역사’에서는 유럽의 역사가 플라톤적-그리스도교
적 가치의 몰락 과정, 신 개념의 의미 상실 과정, 그리스도교 도
덕의 무력화 과정으로 그려진다. 즉 유럽 역사가 허무주의 과정으
로 재조명된다. 이 허무주의 과정은 힘에의 의지라는 새로운 세계
해명 원칙과 위버멘쉬의 등장, 그리고 위버멘쉬에 의한 ‘새로운
가치 설정’으로 극복되어 새로운 유럽의 미래가 예견된다. 이렇듯
허무주의 주제의 세 부분은 서로 불가분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이런 것으로서의 허무주의 주제는 니체의 가장 중요한 철학 내용
인 힘에의 의지와 영원 회귀 그리고 위버멘쉬 개념군 안에서 움
직인다.

2.3. 유럽 허무주의
니체는 유럽의 현대 상황을 허무주의 상황으로 진단한다. 이
진단은 ‘힘에의 의지’를 방법적 원리로 사용한 니체 자신의 세계
경험을 척도로 이루어진다. 이런 유럽의 허무주의에 대해 니체는
1886년 여름부터 1888년 10월까지 상당히 많은 양의 유고를 남
기고 있다.

2.3.1. 허무주의의 도래
니체는 유럽의 기존 자명성의 토대, 즉 철학적-도덕적-형이상
학적 해석의 몰락 안에서 허무주의의 원천을 본다. 하지만 이 해
석은 현대에 비로소 구성된 것은 아니다. 서양 이천 년의 역사를
통해서 서양 문명의 불변의 기초로 작용해 왔던 것이다. 그러므로
그 해석 안에 이미 허무주의를 도래시킬 수밖에 없는 요소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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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다고 보아야 정당하다. 물론 허무주의를 실제 상황으로 만
든 것은 철학적-도덕적-형이상학적 해석의 진리성을 의심하여,
그것의 비진리성을 폭로한 사건에 의해서다. 하지만 서양 이천 년
의 역사는 허무주의가 한 단계 한 단계 진행되어 온 역사라고도
볼 수 있다. 자체 안에 허무주의의 도래를 필연적으로 만드는 서
양 자명성에 대한 폭로와, 이 폭로를 통한 의미 상실의 상태. 이
상태가 허무주의 상태인 것이다. 따라서 허무주의는 결코 우연적
사건이나, 역사의 변덕일 수는 없다. 그것은 오히려 유럽의 문화
전반을 지배하던 자명성의 진실이 폭로되어 발생하는 필연적 사
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니체는 허무주의를 ‘정상적
상태’라고 한다.(KGW VIII 2 9[35], 14쪽) 현대의 구성영역 중 어느
것도 이 상태에서 예외일 수 없다. 그런데 니체는 허무주의의 도
래를 현실 상황이 아니라, ‘다음 두 세기’의 역사로 규정하기도 한
다. 이것은 니체가 허무주의의 진행 과정을 시대 순으로 분류해
보았던 것과 연관이 있다. 그는 허무주의의 역사를 불명료한 시기
(1850～1888), 위대한 아펙트들의 시기(1888～1988), 혼란의 시
기(1988～2088)로 규정한 적이 있다. 이 시기들에는 니체가 허무
주의 현상 형식으로 규정해 놓은 각 단계가 대응한다. 염세주의
상황, 불완전한 허무주의 상황, 완전한 허무주의 상황.(→ 2.5. 허
무주의의 현상형식) 이런 분류에 의하면 완전한 허무주의 상황에
해당되는 시기가 바로 ‘다음 두 세기’에 해당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내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다음 두 세기의 역사다. 나는 다가오고 있
으며, 더 이상 다르게 올 수 없는 것을 기술한다 : 허무주의의 도래. 이
역사는 지금 이미 말할 수 있다 : 왜냐하면 필연성 자체가 이미 여기서
일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미래는 이미 백여 가지 징후 안에서 말해
지고 있으며, 이 운명은 도처에서 자신을 고지한다 ; 미래의 이런 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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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모두가 귀를 이미 쫑긋 세웠다. 우리의 유럽 문화 전체는 이미
오래 전부터 한 세기 한 세기 자라났던 긴장의 고문을 받으며 마치 대
혼란으로 내닫듯 움직이고 있다.
(KGW VIII 2 11[411]2, 431쪽; 한글판 518쪽)

2.3.2. 허무주의의 원인
2.3.2.1. 기존 가치의 탈가치
(“Entwerthung der bisherigen Werthe”)
유럽허무주의. 그것의 원인: 기존 가치의 탈가치
(KGW VIII 1 2[131], 129쪽)

니체는 힘에의 의지를 방법적 원리로 삼아 모든 인간현상과 자
연현상을 설명하려 한다. 이런 과정은 기존의 서양 자명성들, 즉
오랫동안 참으로 간주되어 왔던 것들을 한갓 착각에 불과한 것으
로 판단하게 하며 이 판단은 기존 가치 체계의 몰락을 초래한다.
그리고 기존 가치체계의 몰락은 허무적 상황을 초래한다. 이런
상황은 힘에의 의지라는 방법적 원리를 사용하여, 인간과 세계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시도하는 니체에 의해 마련된 상황이라고도
할 수 있다. ‘정상적 상태’로서의 허무주의 상황은 곧 ‘기존의 가
치 평가의 필연적 귀결’ 것이다.(KGW VIII 1 2[100], 107쪽; VIII 2
9[35], 14쪽)

2.3.2.2. 최고 가치의 탈가치
(“Die obersten Werthe sich entwerthen”)
2.3.2.2.1. 최고 가치의 유효성 상실
허무주의: 목표가 결여되어 있으며: ‘왜’라는 물음에 대한 대답이 결
여되어 있다. 허무주의는 무엇을 의미하는가?―최고 가치들이 탈가치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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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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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W VIII 2 9[35], 14쪽; 한글판 22쪽)

‘최고 가치의 탈가치’에서 최고 가치는 기존의 자명성에서의 최
고 가치를 의미한다. 니체는 서양의 기존 자명성의 토대를 도덕과
형이상학과의 기묘한 결합, 즉 도덕적으로 근거 지워진 형이상학
으로 이해한다. 이 형이상학은 세계를 존재의 세계와 생성의 세계
로 이분화하고, 전자에 후자에 대한 존재적․인식적․가치적 우위를
부여하는 형이상학적 이분법을 전제한다. 여기에 전자가 실재해야
한다는 도덕적 요청은 결국은 후자를 부정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이것은 다시 생성 법칙의 지배를 받는 인간과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세계를 부정하게 한다. 즉 존재의 세계를 있어야만 하는 것으
로, 생성의 세계는 있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상정하게 되는 것이
다. 이런 사유방식은 따라서 생성 부정적이고, 이 세계 부정적이
며, 인간을 부정하는 해석인 것이다. 이 사유방식에서 진리와 의미
와 가치는 모두 세계 부정적, 인간 적대적, 생성 부정적 원칙 하에
서 결정되기에, 기존의 자명성에서 최고 가치를 갖고 있는 것은
모두 이런 속성을 갖게 된다. 그러므로 ‘최고 가치의 탈가치’는 바
로 이런 것들이 유효성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2.3.2.2.2. 절대성 요구의 결과
허무적 상황은 단지 최고 가치의 탈가치, 기존 자명성의 유효
성 상실에 의해서만 초래되는 것은 아니다. 인간의 절대성 요구
또한 허무적 상황을 초래하게 한다. 즉 기존의 자명성을 유일한
가치 체계로, 절대적 진리로 간주하여 다른 대안을 갖고 있지 않
던 인간은 기존 자명성의 유효성 상실로 인해 심리적 공황 상태
를 경험하게 된다. 절대성 요구를 하는 인간에게 옛 가치체계의
권위에 대한 부정은 곧 전체에 대한 부정이 된다. 이런 맥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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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체는 다음처럼 말한다.

하나의 해석이 몰락했다; 하지만 그 해석이 유일한 하나의 해석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우리 삶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양, 모든 것이
헛수고인 양 여겨지는 것이다.

(KGW VIII 1 5[71]4, 217쪽)

2.3.2.3. 인간의 과도한 순진함
이성 범주들에 대한 믿음이 허무주의의 원인이며,― 우리는 세계의
가치를 순전히 날조된 세계와 관계하는 범주들에 의해 측정했다. […]
지금까지 우리가 세계를 우리에게 먼저 평가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 찾
았으며, 그것들의 부적절함이 마침내 입증되었을 때 세계의 가치를 박
탈해버린 그 모든 가치― 이것들은 심리학적으로 고찰해보면 인간의
지배 형태를 유지하고 향상시키는 데 유용하다는 특정한 관점에서 나
오며 : 사물의 본질로 잘못 투사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자기 자신을
사물의 의미와 가치척도로 설정하는 것은 인간의 과도한 순진함일 뿐
이다.
(KGW VIII 2 11[99], 291쪽; 한글판 345쪽)

니체는 인간의 과도한 순진함(Die hyperbolische Navität)을
허무주의의 원인으로 제시하기도 한다. 과도한 순진함은 이성에
대한 낙관적 신뢰를 보내는 이성주의 철학 전통에 대한 니체의
비판 도구이며, 그런 한에서 니체는 허무주의의 원인을 이성주의
전통에서 찾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과도한 순진함은 수단에 불과
한 이성을 실재의 척도로, 즉 도구를 실재성의 규준으로 혼동하
는 오류를 말하며, 인용문에서는 이성 범주들을(‘목적’, ‘통일성’,
‘존재’)을 예로 들어 이 오류를 설명하고 있다. 서양 사유의 공통
점은 세계의 운행을 특정한 초월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으로, 특
정 존재나 이념에 의한 총체적 지배가 가능한 것으로 설명하려는
것이었다. 그 결과는 이런 것이 불가능한 세계와 가능한 세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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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별로 등장한다, 즉 생성 세계와 존재 세계의 구별로. 하지만 존
재세계에 대한 상정마저 단지 인간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허구
라는 점을 인간이 깨닫게 되면, 허무적 상황은 등장한다. 달리 말
하면 생성 세계에서 목적 통일성 존재를 찾지 못하고, 인간이 세
계에 의미를 부여했던 목적 통일성 존재라는 범주가 인간의 구상
물에 불과하다는 통찰은 인간에게 허무적 경험을 유발시키는 것
이다.

2.3.2.4. 도덕적 세계 해석의 몰락
허무주의의 또 다른 원인은 도덕적 세계 해석의 몰락이다. 니
체는 서양의 전통적 자명성이 예외 없이 도덕적 해석의 진리성을
토대로 하고 있다고 이해하며, 그런 한에서 도덕은 여타의 가치
체계의 성립과 존립을 가능하게 한 ‘최고 가치’인 것이다. 여기서
의 도덕은 형식적으로는 선 그 자체를 인정하고, 초시간적인 도
덕을 말하는 도덕적 절대주의를 의미한다. 내용상으로는 반자연
적 성격 및 금욕적 성격을 갖는 것이다. 그것의 진리성이 의심되
고 허구라는 것이 밝혀지게 되면, 그것을 토대로 하는 다른 해석
들의 진리성 역시 허구가 된다.
도덕에 대한 회의가 결정적이다. 도덕<적> 세계 해석의 몰락. 그 해
석이 스스로 피안성으로 도망치려는 시도를 한 이후에 그것은 더 이상
어떤 인가도 받지 못하며: 허무주의로 종결된다. “어느 것도 의미를 갖
지 않는다.” (엄청난 힘이 소요된 한 가지 세계 해석의 실행불가능성
은― 모든 세계 해석들이 거짓이지 않은가라는 불신을 일깨운다―)
(KGW VIII 1 2[127]3, 124쪽)

2.3.2.4.1. 최고 가치로서의 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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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이 최고 가치인 이유는 기존 자명성의 생성 부정적-인간
부정적-세계 부정적 성격을 조장하고 강화하는 수단 중에서 도덕
이 가장 강력한 것이기 때문이다.
최고 가치로서의 도덕 (철학의 모든 국면의 지배자. 회의주의자마저
도): 결과: 이 세상은 쓸모없다. 이 세상은 ‘참된 세계’가 아니다.
(KGW VIII 3 14[135], 111～112쪽)

2.3.2.4.2. 도덕의 기능
니체는 도덕을 해석으로 이해한다. 해석인 한에서 도덕은 인간
의 생존 조건이다. 기존 자명성의 토대를 이루던 도덕 역시 이런
해석적 성격으로부터 예외일 수 없다. 도덕의 인간 생존 조건으
로서의 기능은 교육 기능과 허무주의로부터의 보호에서 찾을 수
있다.
도덕은 인간이 자기 자신을 인간으로서 경멸하지 않도록, 삶에 부정
하는 편을 들지 않도록, 인간이 인식하면서 절망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었다: 도덕은 하나의 보존 수단이었던 것이다; ―요컨대: 도덕은 실
천적 허무주의와 이론적 허무주의에 맞서는 위대한 치료제였던 것이
다.
(KGW VIII 1 5[71]1, 215쪽)

2.3.2.4.3. 도덕의 몰락
도덕을 성장시킨 진실성은 이제 도덕이 목적론적 성격을 가지
고 있음을, 도덕이 삶에 적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밝힌다,
도덕이 전혀 우리의 삶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도덕을 믿는 한, 삶에 유죄판결을 내린다는 것은 이율배반이
다.
(KGW VIII 2, 10[192], 237쪽; 한글판 28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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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도덕을 성장시킨 힘들 가운데에는 진실성이 있었다: 이것이
결국에는 도덕에 반항하여, 도덕의 목적론을, 도덕의 사심있는 고찰을
발견해 내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자신들로부터 떼내지 못하고 절
망했던, 장기간에 걸쳐 우리 몸에 배어버린 그 허위에 대한 통찰이 바
로 자극제로 작용하는 것이다. 허무주의로의. 우리는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욕구들을 확인한다. 오랫동안의 도덕-해석에 의해 심어지고, 이제
서야 우리가 비진리에 대한 욕구라고 보는 그 욕구들을: 그 욕구들은
다른 한편으로는 가치가 거기에 매달려 있다고 생각되고, 그것 덕택에
우리가 여전히 살아갈 수 있는 바로 그것들이다. 우리가 인식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우리를 기만하고 싶어 하는 것을 더 이상 대수
롭지 않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 이 갈등: ― 해체의 과정을 생기게
한다.

(KGW VIII 1 5[71]2, 215～216쪽)

2.3.2.4.4. 허무적 상황
당위에서 출발한 도덕적 해석이 유효성을 상실한다. 모든 것의 절대
적 척도로서 간주되고, 그런 의미에서 유일한 절대적 해석으로 간주되
었기에 의미의 다른 가능성을 갖고 있지 못한 인간에게 이제 거대한
위험이 닥쳐 온다. 즉 모든 해석들이 거짓이 아닌가라고 의심하는 위
험이. 모든 해석들이 헛수고가 아닌가하고 의심하는 위험이. 인간은 이
제 삶의 방향과 목적에 대한 물음에 아무런 답변도 들을 수가 없게 된
다. 부정의 말을 하면서 머물게 되는 위험에 처하게 된다. 따라서 도덕
적 해석의 몰락은 인간을 절대적 무의미함의 상태로 빠뜨리게 되는 가
장 큰 위험이 된다.
위험들 중의 위험: 아무 것도 의미가 없다.
(KGW VIII 1 2[100], 108쪽)

해석은 가치 평가이며, 가치 평가는 우리의 삶의 실천이다.
우리는 가치 평가하지 않는 삶을 살 수는 없다. 그런데 모든
가치 평가가 거짓이라면 우리는 끝없는 무의미함에 빠져들지
않을 수 없다. 즉 삶의 무의미함 자체로. 이런 측면에서 허무
주의는 거대한 위험이자 부정적 현상이다. 정신력의 퇴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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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락일 수 있다. 하지만 허무주의는 인간에게 새로운 시작을
가능하게 하는 긍정적인 기능을 행사할 수 도 있다. 새로운
가치 설정과 가치 전환의 계기로. 이런 것으로서의 허무주의
는 정신력의 상승에 대한 징후일 수도 있다. 따라서 허무주의
는 야누스의 얼굴을 갖고 있다. 어떤 얼굴로 등장하는 지는
옛 자명성을, 옛 가치 평가를 부정하는 방식에 달려 있다.

2.3.2.5. 그리스도교 해석의 몰락
허무주의의 원인은 그리스도교적 세계 해석의 몰락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니체는 그리스도교를 ‘대중을 위한 플라톤주
의’(JGB 서문: KGW VI 2, 4쪽)라고 부른다. 그 이유는 그리스
도교가 철학적-형이상학적 이분법의 완벽한 종교적 형태이
고, 이런 그리스도교의 성립과 전파를 통해 철학적-형이상학
적 사유가 서양인의 삶과 문화 전체에 걸쳐 직접적이고도 광
범위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니체의
신의 죽음에 대한 선언은 철학적-종교적 형태로 전개된 형이
상학적 초월 세계, 더 나아가 형이상학적 이분법을 총체적으
로 무효화시키는 선언이 된다. 그리스도교 신 개념이 갖고 있
는 모순 및 인간 부정적 함의, 그리스도교 교리의 종말론적
역사관, 그리스도교의 도덕의 반자연성 및 데카당스적 성격
등에 대한 자각은 그리스도교 가치 체계를 더 이상 신뢰할
수 없게 한다. 그리스도교 가치 체계에 대한 회의는 곧 그리
스도교 세계관에 기초해 있는 서양의 다른 가치 체계의 유효
성에 대한 회의로 이어진다. 허무적 상황이 전개된다.
허무주의가 눈 앞에 서 있다. 어디서 이런 온갖 손님들 가운데서 가
장 불유쾌한 이 손님이 오는 것일까? […] 1. 출발점: 허무주의의 원인

니체『유고』

117

으로 “사회적 위급 상태” 혹은 “생리적 퇴화” 혹은 나아가 부패를 가
리키는 것은 오류다. 그 원인은 여전히 완전히 상이한 해석들을 허락
한다. 허무주의는 오히려 완전히 특정한 해석 안에, 그리스도교적-도
덕<적> 해석 안에 들어있다. […] 2. 그리스도교의 몰락 ― 그리스도교
신에 대적하는 그 도덕(그리스도교와 분리될 수 없는―)에서의 몰락
(그리스도교에 의해 고도로 발전된 진실성 감각이 모든 그리스도교 세
계 해석과 역사 해석의 허위와 기만 앞에서 구역질한다). “신이 진리
다”로부터 “모든 것이 거짓이다”라는 광신으로의 반전.
(KGW VIII 1 2[127], 123～124쪽)

2.3.2.6. 대중적 인간
허무주의의 또 다른 원인은 인간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다. 도
덕적-형이상학적-그리스도교적 세계 해석은 대중에 의해 형성되
고, 인간의 대중화를 공고히 한다. 대중 혹은 무리 인간은 첫째,
약화된 정신력과 생명력의 소유자다. 이들은 자신의 삶의 의미
나 목적을 스스로 설정하지 못하는 자들이다. 따라서 주체적 존
재나 자유 정신일 수 없다. 둘째, 현실적인 삶의 어려움을 정당
화하기 위해서 철학적-종교적 초월 세계를 구상해 내고, 그 안
에서 위안을 찾으며, 그 세계의 진리성을 믿는다. 셋째, 기존의
가치 목록을 따르는 것을 의무로 받아들인다. 기존의 가치 목록
에 의해 순화되고 길들여져, 새로운 가치 체계를 창조할 능력이
없다. 이들은 자유 정신일 수 없다. 넷째, 데카당스 도덕을 덕목
으로 간주한다. 사람들의 자기 극복 의지를 약화시키는 연민이
나 동정 혹은 형제애 등을 인류애로 여긴다. 다섯째, 자신의 현
재의 모습을 포기하려 하지 않는다. 자신의 작은 행복의 보존에
위협적인 일은 하지 않는다. 자기 극복에의 의지적 노력은 발견
되지 않는다. 여섯째, 평등을 추구한다. 정치적이고 경제적이며
사회적인 평등을 덕목으로 여긴다. 니체는 평등에 대한 추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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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자나 힘을 갖고 있지 못한 자들이, 강자나 힘을 갖고 있는 자
들에 대해 복수하는 방식으로 간주한다. 이런 특징을 갖는 대중
은 가치의 전도를 감행할 동기도 능력도 없으며, 가치의 전도를
감행할 강자나 예외자의 발생을 오히려 방해한다. 니체에게 이
들은 인류의 미래에 대해 가장 큰 위험이다. 인간의 퇴화가 발
생하고, 이런 상황은 가치를 전도하는 시도를 불가능하게 한다.

허무주의의 원인들:
1) 더욱 높은 종, 즉 그들의 고갈되지 않는 풍요로움과 힘 덕택에
인간에 대한 믿음이 유지되는 종이 결여되어 있다.
2) ‘무리’, ‘대중’, ‘사회’라는 좀더 낮은 종이 겸손을 잊어버려, 그들
의 욕구를 우주적이고 형이상학적인 가치들로 부풀린다. 이렇게 해서
인간 삶 전체가 천박해진다: 말하자면 대중이 지배하는 한 이들은 예
외적인 존재들을 압제하고, 이 예외적 존재들은 자신에 대한 믿음을
상실한 채 허무주의자가 된다.
좀더 높은 유형을 창안하려는 모든 시도들이 망쳐진다 (‘낭만주의’,
예술가, 철학자, 이들에게 최고의 도덕적 가치를 부여하려는 칼라일의
시도에 반하여)
그 결과로 좀더 높은 유형에 대한 저항.
좀더 높은 유형 모두의 몰락과 불안정: 천재에 대한 투쟁 (‘민중 문
학’ 따위). 낮은 자와 괴로워하는 자에 대한 동정이 영혼의 높이를 측
정하는 척도로 된다.
철학자가 없다. 행위를 개작할 뿐인 자가 아닌, 행위를 해석하는
자가 없다.

(KGW VIII 2 9[44], 21～22쪽; 한글판 30～31쪽)

2.4. 영역별 허무주의 현상
기존의 자명성, 참으로 간주되어 왔던 것들이 한갓 착각에 불
과하다는 사실의 폭로는 기존 가치들의 몰락을 고지한다. 이런
허무적 상황은 철학을 비롯한 학문 영역에서뿐만 아니라, 도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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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경제적, 예술 영역에서도 확인된다. 이 모든 영역이 기존
자명성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2.4.1. 종교
니체는 그리스도교와 불교를 허무주의-데카당스 종교로 이해
한다.(KGW VIII 2 11[373], 409쪽; 한글판 490쪽) 그 이유는 첫째,
이 두 종교의 목표가 현실의 삶에 대한 긍정과 사랑이 아니기 때
문이다. 둘째, 이 두 종교는 인간의 자연 본성을 억압하는 금욕적
종교이기 때문이다.(KGW VIII 3 14[3], 10쪽) 이런 공통의 특징에
도 불구하고, 이 두 종교는 다시 구별될 수 있다.: “허무적 운동의
내부에서도 여전히 그리스도교와 불교는 예리하게 구별될 수 있
다.”(KGW VIII 3 14[91], 59쪽)

이 종교들은 전부 삶에 대립되는 관념인 무를 목표로서, 최고선으로
서, “신”으로서 찬미하기 때문이다.

(KGW VIII 3 14[25], 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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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 그리스도교
그리스도교는 허무적 종교다 ― 그것의 신 개념 때문에
(KGW VIII 3 7[4], 323쪽)
:그리스도교 운동은 온갖 종류의 쓰레기와 불량품으로 이루어진 퇴
화운동이다: 그것은 한 종의 하강을 표현하지 않는다. 처음부터 그것은
서로 억누르고 서로 탐색하는 병적 형성물로부터 나온 집합체다 […]
그래서 그것은 민족적이지도 않고 종적 제약을 받지도 않는다 : […]
그것은 근본적으로 모든 잘 성장한 자와 지배자들에 대해 원한을 가지
며, 이들에 대한 저주를 표현할 상징을 필요로 한다. […] 그것은 또한
모든 정신적 운동에, 모든 철학에 대립적이다 : 그것은 바보들의 편을
들고 정신에 대해 저주를 퍼붓는다. 천부적인 자, 학식 있는 자, 정신이
독립적인 자들에 대한 원한 : 그것은 이들 속에서 잘 성장한 자들과 지
배자들을 알아차리는 것이다.

(KGW VIII 3 14[91], 59～60쪽)

그리스도교가 허무적 종교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그리
스도교의 신 개념은 삶에 대립적인 개념이며, 삶에 대한 비방과
초월 세계에 관한 온갖 거짓의 총괄 개념이다. 둘째, 그리스도교
는 약화되고 퇴화된 인간 유형인 데카당스 인간을 조장하고, 이
들에 의해 유지되는 종교다. 즉 개인적․사회적․정치적 약자와 실
패자들, 그리스도교 초월 세계 상정에 의해 권력을 유지하려는
자들(KGW VIII 2 11[371], 408～409쪽 ; 한글판 489～490쪽)이 그
리스도교인이 되었고, 그리스도교 신을 믿게 되었다. 그리스도교
는 이런 자들을 토대로 세계적 종교가 된다. 하지만 이런 보편 종
교로의 변화는 강자와 지배자들에 대한 약자와 실패자들의 복수
본능의 세계화에 다름 아닌 것이다. 따라서 그리스도교는 인간의
복수 본능과 원한 본능의 소산이다. 셋째, 그리스도교는 서양의
절대적 도덕과 숙명적인 연결을 통해 인간에게 정언적으로 작용
하는 그리스도교-도덕을 탄생시킨다. 그리스도교-도덕은 신의
계명을 토대로 하는 선과 악 개념, 죄 개념, 신앙에 의한 구원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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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 등으로 구성된 도덕으로, 자연적-인간적 가치 대신에 신적 가
치를 가치의 원천으로 삼는다. 이것으로 종교적-도덕적인 세계
질서를 구성해 낸다. 따라서 그리스도교는 실증적 종교일 수 없
으며, 바로 그런 한에서 실증적이고도 비판적인 사유를 허용하지
않는다. 그리스도교는 그 자체로 인간의 자기 극복 의지를 약화
시키고, 가치를 설정하려는 의지를 무력화시키며, 인간의 건강성
이 아니라 생리적-사회적 퇴화를 조장하는 종교다. 자신의 자기
극복적 삶을 척도로 하는, 가치의 설정자가 될 수 없는 인간은 허
무주의자이며, 이것을 조장하는 종교인 그리스도교는 그 자체로
허무적 종교인 것이다. 그리스도교가 갖고 있는 허무적 성격에
대한 폭로는 그리스도교를 현실적 삶의 토대로 삼고 있던 인간들
에게 삶의 무의미함을 경험하게 한다.

2.4.1.2. 불교
불교는 허무적 종교이기는 하지만, 그리스도교와는 구별되며, 그
리스도교보다 높이 평가할 만한 점들을 갖고 있다고 니체는 이해한
다. 불교는 첫째, 그리스도교가 전제하는 신 개념이 없다. 그런 한
에서 그리스도교와는 달리 실증적 종교다. 둘째, ‘죄’에 대한 싸움
을 말하기보다는 현실에서의 고통에 대한 싸움을 말한다. 셋째, 도
덕적 정언 명령을 의무로 삼기보다는 복수 감정이나 혐오 감정이나
원한 감정에 대한 경계를 권고한다. 이런 권고는 넷째, 철저한 개인
이기주의를 전제한다. 즉 자신의 고통으로부터의 해방을, 평정함과
무욕과 정신적 명랑을 최고의 목표로 삼는다. 따라서 불교는 정신
적 사랑에 대한 표현이지, 결코 완전성을 열망하여 완전성에의 도
달을 목표로 삼는 그리스도교와는 다르다. 또한 불교는 이 세상에
서의 행복을 가능하게 하는 사실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을 찾는다.
그리스도교가 초월 세계에서의 행복을 약속하는 반면에 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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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는 약속하지 않지만 지키며, 그리스도교는 모든 것을 약속하
지만 아무 것도 지키지 않는다.”(AC 42; KGW VI 3, 213쪽; 한글판
272쪽) 이런 특징에도 불구하고 불교는 허무적 종교다. 불교의 개

인 이기주의나 현실적 특징때문이 아니라, 불교가 권장하는 고통으
로부터의 해방과 정신적 평정 및 무욕에 대한 추구가 의지의 약화
및 육체의 폄하를 동반하는 금욕주의의 동양적 형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리스도교와 마찬가지로 건강한 종교일 수는 없다.
불교는 아름다운 저녁을, 완결된 감미로움과 온화함을 표현한다.― 그
것은 배후에 놓여진 것 전부에 대한 감사이며, 노여움과 실망과 원한이
없다는 것도 포함시켜서 : 궁극적으로는 고도의 정신적 사랑이고, 생리
적 대립을 정제하는 것은 배후로 넘겨버린 것이며, 그 때문에 시달리는
일이 없다: 하지만 자신의 정신적 광영과 일몰의 작열을 역시 거기서 얻
었다. (―최고 계층의 혈통.―)

(KGW VIII 3 14[91], 59쪽)

2.4.2. 도덕
도덕 영역에서의 허무적 성격은 그리스도교-도덕을 통해서 양
성된 ‘진실성’이 그리스도교-도덕 자체를 의문시하면서 가시화된
다.(→ 2.3.2.4. 도덕적 세계 해석의 몰락)
도덕은 얼뜨기들을 허무주의로부터 보호했다. 각자에게 어떤 무한한
가치를, 어떤 형이상학적 가치를 부여하고 이 세상의 힘이나 위계 질
서와 어울리지 않는 어떤 질서로 편입시키면서 말이다: 도덕은 헌신,
겸허 등을 가르쳤다. 이런 도덕에 대한 믿음이 몰락한다고 상정하면,
얼뜨기들은 그들의 위로를 더 이상은 갖지 못하며― 몰락하게 된다.
(KGW VIII 1 5[71]10, 219쪽)

2.4.3. 철학
유럽 철학은 허무주의로 종결된다. 이것은 철학에 의해서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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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진리 의지’가 자신의 진리성을 의심하면서, 그리고 철학 자체
의 진리성을 의심하면서 이행된다.(KGW VIII 2 9[1], 3쪽; 한글판
9쪽) 철학을 형성시키고 철학의 발전을 초래한 요소가 도덕적-형

이상학적 편견에 기초해 있었고, 따라서 철학의 진리의지란 도덕
-형이상학에의 의지 외에는 다른 것이 아니었다는 것, 그 결과
철학 자체의 진리성은 도덕적-형이상학적 진리 외의 다른 곳에서
확보될 수 없다는 것이 폭로된다. 그렇다면 이천 년 동안의 철학
의 역사는 허무주의 도덕의 지배를 받은 셈이 된다. 달리 말하면
유럽의 철학은 생성의 법칙의 지배를 받는 이 세계와 이 세계에
서의 삶에 대한 은밀한 분노였으며, 삶에 적대적인 개념을 최고
의 가치로, 최고 선으로 간주한다. 그런 한에서 고대 철학부터 현
대에 이르는 철학의 발전은 위의 경향이 단계적으로 발전한 것에
불과하며, 모두 허무적인 철학인 것이다. 그 자체로 허무적인 그
리스 고대 철학은 플라토니즘 안에서 현대의 유럽 철학을 철학적
허무주의로 만들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철학적 허무주의
자는 모든 생기가 무의미하고 헛된 것이며; 무의미하고 헛된 존
재란 있어서는 안 된다고 확신한다.”(KGW VIII 2 11[99], 287쪽;
한글판 3341쪽) 유럽 철학의 허무화 현상은 이성주의 철학 전통뿐

만 아니라, 쇼펜하우어로 대표되는 비이성주의 철학에서도 상연
된다. 이 철학들은 그 상이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형이상
학적 입장으로부터 도덕적 진리를 옹호하고, 선을 최고의 희망사
항으로 간주하며, 이 세계에 대한 논리적 부정과 이 세계의 허무
화를 초래한다.(KGW VIII 2 9[62], 32쪽) 하지만 그것들의 도덕적
진리가 반도덕적이라는 사실의 폭로로 유럽 철학의 전 내용이 유
효성을 상실한다. 철학에서의 허무주의 현상이 가시화된다.
철학의 역사는 삶의 전제들에 대한, 삶의 가치감에 대한, 삶을 편드는
것에 대한 은밀한 분노다. 철학자는 어떤 세계에 대한 긍정을 결코 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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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았다. 그 세계가 이 세상과 대립된다는 전제, 그 세계가 이 세상
에 대해 나쁘게 말할 근거를 제공한다는 전제 하에. 이것은 지금까지 비
방의 위대한 학교였다: 그리고 그것은 지극한 감탄을 야기시켜, 삶을 대
변하는 것으로서 주어진 우리의 학문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비방이라는
근본 입장을 받아들이며, 이 세상을 가상적인 것으로, 이 세상의 인과
사슬을 한갓 현상적인 것으로 다루고 있다. 거기서 증오하고 있는 것은
대체 무엇인가?[…]
(KGW VIII 3 14[134], 110～111쪽)

2.4.4. 자연과학
자연과학 역시 그 자체로 허무적 특성을 가지고 있었으며,
허무적 효과를 발휘한 학문 영역이다. 이런 사실이 가시화되고,
자연과학적 세계 해명의 절대성 요구가 무효화되면서 자연과학
은 현대의 허무주의를 촉진하는 한 축이 된다. 니체는 자연과
학의 길이 이중으로 차단당하고 있었다고 말한다, 한편으로는
과학적 인식을 하나의 참된 세계를 믿는 독단론과 혼동하는 것
에 의해서,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상-독단론을 반대하는
사람들에 의해 과학 자체가 기피당하는 것에 의해서.(KGW VIII
3 14[153], 129쪽) 그렇다면 결국 도덕-형이상학이 자연과학의

학적 가능성을 방해하고 있었던 셈이 된다. 허무주의 도덕-형
이상학이 자연과학의 발목을 잡고 있는 한, 자연과학은 허무적
특성을 띠지 않을 수 없다. 니체는 자연과학의 이런 특성에 대
한 예로 인과율과 기계론을 들고 있다. 인과율은 객관 세계에
대한 설명일 수 없다. 단지 하나의 해석에 불과하며, 그것도 실
체적 존재와 초월목적이라는 도덕-형이상학적 믿음을 전제한
은폐된 목적론에 불과하다. 기계론 역시 입증되지 않은 실체적
단일성이나 운동 개념들을 전제로 하는 허구에 불과하다.(→
1.6.4. 자연 안에서의 힘에의 의지) 그러므로 자연과학의 결실
은 객관적 인식이라는 요구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 자연과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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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의 유효성 상실은 우리가 경험하는 실제 세계에 대한 학적
해명의 유효성에 대한 회의로 이어진다. 자연과학 영역에서의
허무적 상태가 초래된다.

자연과학의 허무적 성격. (“무의미함”―) 인과율, 기계론. “합법칙성”
막간극 잔재

(KGW VIII 1 2[131], 128쪽)

현대 자연과학의 허무적 귀결(피안으로 도망치려는 시도 외에도).
자연과학적 수행으로부터 결국에는 자기해체, 자기에 대한 반항, 반과
학성이 뒤따른다.
(KGW VIII 1 2[127], 124쪽)

2.4.5. 정치
현대에는 정치 영역에서도 허무주의 현상이 가시화된다. 유럽
의 옛 국가들의 통치는 종교나 도덕 원칙을 토대로 이루어졌지
만, 이런 토대의 허구적 성격에 대한 인식은 다른 토대를 요구하
게 된다. 하지만 그 대안으로 등장한 새로운 정치 원리의 토대는
거대한 우매함의 표현일 뿐이다. 즉 민주주의나 사회주의라는 정
치 원리는 전적으로 인간의 평등 이론에 기초하지만, 이것은 인
간을 평준화시키고 대중화시켜 강자의 출현을 원칙적으로 봉쇄하
려는 정치 형태일 뿐이다.(KGW VIII 1 2[13], 70쪽, VIII 3 14[6],
34[177]) 아나키즘은 진과 선과 미가 구현되고 평등이 실현되는

유토피아 사회를 꿈꾸며, 그런 한에서 사회주의 이상과 다를 바
가 없다.(KGW VIII 3 14[182], 159쪽) 이런 상황은 평균적인 인간
들이, 즉 무리나 대중에 속하는 인간들이 자신들의 욕구를 형이
상학적 가치들로 부풀린 것 외에 다른 것이 아니다. 이런 인간들
의 존립을 가능하게 하는 정치 형태는 허무주의의 원인이 된다.
(→ 1.6.6. 사회 안에서의 힘에의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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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원리”들이 다름 아닌 연기짓거리에 속하는 곳에서, 정치적 사
유 방식과 경제적 사유 방식의 허무적 귀결: 평균성, 비열함, 부정직
등의 악취. 국가주의, 아나키즘 등. 처벌. 구원하는 계급이나 인간이
결여되어 있다. 정당화하는 자가.

(KGW VIII 1 2[127], 125쪽)

정치에서도 마찬가지다: 자기의 권리에 대한 믿음이, 죄없음이 결여
되어있다. 거짓과 찰나적-봉사 짓거리들이 지배한다.
(KGW VIII 1 2[131], 128쪽)

2.4.6. 경제
경제 영역에서의 허무주의는 경제 원칙과 경제 활동이 도덕이
나 종교로부터 해방되어, 새로운 토대를 찾으면서 시작된다. 즉
기존의 경제 원칙들이 시장을 평가하는 잣대로 더 이상 기능하
지 못한다는 사실이 입증되면서, 경제 체제의 재편은 불가피하게
된다. 하지만 새롭게 찾아진 경제 체제는 여전히 허무적인 것이
다. 이를테면 산업화의 결과로 등장하는 천민 자본주의(PöbelKapitalismus)는 사회의 자본화와 물신주의, 기계화를 초래한
다.(KGW VIII 2 10[11], 125쪽; 한글판 148쪽) ‘소비 욕구’라는 잣
대를 경제적 상행위나 경제 활동 일반에, 그리고 경제 영역을 넘
어서 문화 일반에 적용시켜, 문화를 소비 문화로 전락시켜 버린
다.(M 175; KGW V 1, 155～156쪽) 이런 체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인간의 노동은 소비될 수 있는 비개
성적 노동이 되고, 이런 노동과 돈이 사회의 매개 개념이 된다.
돈의 물신화 현상이 필연적이 되며, 돈이 세속적 힘을 행사하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인간의 경제적 행위는 돈과 소비에 의해 규
정되며, 다른 가치들의 경제적 가치에의 종속이 발생한다. 인간
삶 전체가 돈과 소비의 지배를 받게 된다. 이런 상황은 경제 영
역 안에서도 소비 욕구의 왜곡이나, 시장의 왜곡으로 반영된다.
소비 욕구가 증식을 목적으로 하는 자본에 의해 종속당하고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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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 소비 욕구들이 형성된다. 소비 욕구의 진실성이 깨진다. 허무
적 현상이 가시화된다.
모든 ‘원리’들이 다름 아닌 연기 짓거리에 속하는 곳에서, 정치적 사
유방식과 경제적 사유방식의 허무적 귀결: 평균성, 비열함, 부정직 등
의 악취. 국가주의, 아나키즘 등. 처벌. 구원하는 계급이나 인간이 결
여되어 있다. 정당화하는 자가.

(KGW VIII 1 2[127], 125쪽)

2.4.7. 역사학
역사학 분야에서도 허무주의 상황은 발생한다. 이것은 삶을 바라
보는 역사학적 관점의 총체성 요구가 상실되면서 시작된다. 역사
현상을 총체적으로 해명하려는 시도는 참된 세계에 대한 믿음, 그
리스도교 신이나 그리스도교 규범과의 관계에 의거해 설명하는 시
도였다. 즉 초월적 목적을 상정한 역사관이었다. 이런 방식의 역사
관에 대한 포기는 새로운 형태의 역사학을 요구한다. 역사학은 이
제 모든 형태의 초월적 목적론을 포기하고 역사를 객관적으로 ‘서
술’한다는 데에서, ‘역사의 거울’일 수 있다는 데에서 자신의 가치
를 찾는다. 하지만 목적론적 역사관을 포기하면서 역사학은 좀더
진보한 것 같지만, 사실은 허무주의로의 길로 다시 접어들고 있다.
이때 대두되는 숙명론적 역사주의는 초월적 목적을 상정한 역사관
을 여전히 탈피하지 못하며, 역사에 내재하는 정신을 상정하는 입
장 역시 초인간적 권위와 그것의 자율성을 믿는 한에서 숙명론과
같은 범주다. 다위니즘적 역사주의는 역사를 좀더 나은 것으로의
성장이나 진화 과정으로 이해한다. 그렇다면 새로운 내용의 역사학
은 비록 신의 현현으로 역사를 설명하는 유혹은 벗어나지만, 여전
히 그 잔재들이라고 할 수 있다. 서술로서의 역사는 역사의 거울일
수 없다. 객관적 사건이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역사학은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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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그것도 해석자의 관점에 의거해 평가되고 이해되며 축약되고
편집되는 해석인 것이다. 이에 대한 통찰은 역사학의 허무적 상황
을 발생하게 한다.

역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숙명론, 다위니즘, 이성과 신성을 집
어넣어 해석하려는 최후의 시도는 실패한다. 과거 앞에서의 감상; 연
대기를 견뎌내지 못한다! (현상론이 여기에도 있다: 특성이 가면으로
서, 사실이 없다.)

(KGW VIII 1 2[131], 128쪽)

2.4.8. 예술
예술의 허무적 현상은 예술과 세계 내부와의 일치가 깨지면서
시작된다.(KGW VIII1 2[119], 119쪽) 인간이 종교나 도덕이나 철
학이나 예술을 통해서는 세계의 심장을 건드릴 수 없다는 통찰,
게다가 예술이 종교나 도덕(여기서는 그리스도교적-플라톤적 의
미의 종교와 도덕)의 하인이 아니라는 통찰, 예술은 단지 현상성
을 모방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통찰은 예술의 새로운 위치를 설
정하게 한다. 미학은 비로소 신학적-도덕적-형이상학적 관점에
서 자유로울 수 있다. 이런 분리와 탈피는 예술을 좀더 투명한
것으로 만들 수 있지만, 예술은 ‘허무하게도’ 허무주의로 빠져버
리게 된다. 고전적 감수성과는 다른 낭만적 감수성(낭만주의)이
종교에 근거한 도덕-형이상학으로 되돌아가버리기 때문이다. 그
완결 형태는 바그너에게서 나타난다. 바그너의 <니벨룽엔>은 불
교적 세계부정을, <파르지팔>은 카톨릭적 세계 적대감을 보이면
서 허무주의 종교의 입장을 다시 받아들이고 있다. 후기 낭만주
의에 대한 반동으로 등장한 프랑스 미학주의와 프랑스 자연주의
는 낭만적 종교성이나 도덕 형이상학을 탈피하지만, 미학적 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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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주의나 순수예술 운동으로 귀착되면서 허무주의로부터 자신을
방어하지 못한다.(→ 6.3. 예술론 고찰)

예술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낭만주의와 이것의 반대(낭만적 이상
과 거짓에 대한 반감). 후자는 순수한 예술가이며(내용에는 무심하다),
더 큰 진실성이라는 의미로서는 도덕적이지만, 염세적이다.
(KGW VIII 1 2[131], 128쪽)
예술과 허무주의의 만연. 낭만주의(바그너의 <니벨룽엔>의 결말)
(KGW VIII 1 2[127], 125쪽)

2.5. 허무주의의 현상형식
니체는 허무주의가 현상하는 형식을 여섯 단계로 나누어 설명
한다. 이것들은 시기적으로나 내용면에서 서로 연결되어 허무주
의의 진행 단계로 고찰된다.

2.5.1. 허무주의 선형식(Vorform) : 염세주의
유럽 허무주의의 도래를 알리는 첫 신호탄으로 니체는 염세
주의를 지적하며, 이것을 허무주의의 선형식이라고 규정한다.(K
GW VIII 2 10[58], 157쪽; 한글판 185쪽) 염세주의는 니체에 의

하면 ‘비존재가 존재보다 더 나은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을 던
지는 성향으로, 바로 이 때문에 퇴락의 징후인 것이다. 이런 염
세주의는 낭만적 염세주의(Der romantische Pessimismus)에
서 그 전형을 찾아볼 수 있다. 낭만적 염세주의는 쇼펜하우어의
염세주의를 전형으로 하는 ‘약자의 염세주의’다. 도스토예프스
키, 레오파르디, 파스칼의 염세주의 그리고 바그너의 염세주의
는 모두 이 염세주의 형식들이다. 이와는 달리 고전적 염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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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r klassische Pessimismus)는 강자의 염세주의 혹은 디오
니소스적 염세주의로서, 인간의 능동적 창조적 힘을 재인식하
고, 삶의 문제를 비도덕주의자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염세주의
다. 고전적 염세주의는 니체 자신의 완전한 허무주의와 동일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염세주의는 문제가 아니라 징후일 뿐이라는 것, ―비존재가 존재
보다 더 나은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 자체가 이미 병증이고, 몰락
이며, 특이성질이라는 것..... 염세적 운동은 단지 생리적 데카당스
의 표현일 뿐이다.

(KGW VIII 3 17[8], 327쪽)

2.5.2. 불완전한 허무주의
(Der unvollständige Nihilismus)
2.5.2.1. 정의
불완전한 허무주의는 유럽 허무주의의 존속과정 중에 나타나
는, 가치의 전환 없이, 옛 가치 체계만 탈가치화되어 발생하는 현
상을 말한다. 이 허무주의의 특징은 가치전환의 힘이 부재한다는
데에 있다. 이 형식의 허무주의는 완전한 허무주의로의 이행을
위한 과도기적 단계일 뿐이다.
― 불완전한 허무주의 […] ― 가치의 전환 없이 허무주의로부터 벗
어나려는 시도 : 그 반대의 것을 산출하고 문제를 첨예화시킨다.
(KGW VIII 2 10[42], 142쪽 ; 한글판 167쪽)

2.5.2.2. 현상: 최고 가치의 탈가치
허무주의 : 목표가 결여되어 있으며 : ‘왜?’라는 물음에 대한 답이 결
여되어 있다. 허무주의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 최고 가치들이 탈가치
화.

(KGW VIII 2 9[35], 15쪽; 한글판 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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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완전한 허무주의 상태의 인간은 여전히 무의미함의 느낌으로
부터 벗어날 수 없다. 더 나아가 무의미에 대한 느낌을 일반화시
켜 ‘모든 것의 무의미함’을 선언한다. 그래서 니체는 이 상태를
‘병리적 상태’라고 이해한다. 하지만 이런 상태는 니체의 표현대
로 단지 ‘중간 단계’일 뿐이다.(KGW VIII 2 9[35], 15쪽; 한글판 23
쪽) 즉 인간이 가치를 전도하고, 현실 세계를 유일한 세계로 시인

할 힘을 갖기 이전의 과도기적 단계일 뿐이다. 니체는 불완전한
허무주의를 다시 능동적 허무주의와 수동적 허무주의의 두 형식
으로 분리한다.

2.5.2.2.1. 능동적 허무주의(Der aktive Nihilismus)
상승된 정신력의 징후로서의 허무주의 : 능동적 허무주의로서.
이것은 강함의 징후일 수 있다: 정신력은 기존 목표들(‘확신들’과 신조
들)이 그에게 더 이상은 적합하지 않게 될 정도로 증대할 수 있다.― 믿음
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생존 조건들의 강제를 표현한다. 다시 말해 한
존재가 번성하고 성장하며 힘을 얻게 되는......관계들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힘이 특정한 목표나 특정한 이유, 특정한 믿음을 다
시 생산적으로 설정할 정도로는 강하지 않다는 것에 대한 징후다.
이것은 상대적 힘의 극대점에 파괴하는 폭력적인 힘으로서 도달한다 :
능동적 허무주의로서. 이러한 허무주의의 반대는 더 이상 공격하지 않는
지친 허무주의일 것이다. (KGW VIII 2 9[35], 14쪽 ; 한글판 22～23쪽)

능동적 허무주의는 상승된 정신력의 징후다. 가치를 창조하려는
인간의 힘이 상승되어, 기존의 가치 체계를 더 이상은 필요로 하지
않는다. 정신력의 상승은 기존의 확신들과 믿음들을 포기하게 하기
때문이다. 생성 및 세계에 대한 폄하적인 평가 방식이 드디어 그
힘을 상실하게 된다. 하지만 옛 믿음을 포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아
직도 새로운 가치를 설정하고 자기 자신을 가치 설정자요 의미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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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자로 인식하기에는 인간의 힘이 아직 미약하다. 이런 상태의 인
간의 정신력은 파괴하는 데서 최대한 발휘될 뿐이다. 그래서 능동
적 허무주의는 여전히 불완전하다.

2.5.2.2.2. 수동적 허무주의(Der passive Nihilismus)
정신력의 하강과 퇴행으로서의 허무주의: 수동적 허무주의:
약함의 징후로서 : 정신력이 지칠대로 지쳐버리고 고갈되어 버릴 수
있다. 그래서 기존 목표나 가치들이 이것에 적합하지 않게 되며, 더 이
상 신뢰받지 않는다.
(모든 강한 문화가 근거하는) 가치와 목표들의 종합이 용해되어 버
려 개별적인 가치들이 서로 싸운다: 해체
원기를 붇돋우고, 치료하고, 안정시키고, 마취시키는 모든 것이 종
교적, 도덕적, 정치적, 미적 등으로 다양하게 위장하고서 전면에 부각
된다.

(KGW VIII 2 9[35], 15쪽; 한글판 23쪽)

수동적 허무주의는 능동적 허무주의와는 달리 정신력이 하강하
는 징후다. 기존의 확신과 믿음에 대처하는 인간의 태도는 능동
적 허무주의자와는 반대다. 자신의 힘을 의식하는 능동적 인간은
기존 확신들의 무효를 선언한다. 즉 무효화는 강화된 힘 의식의
결과인 것이다. 하지만 수동적 인간은 기존 확신들에 대해서도
여전히 힘을 갖지 못한다. 파괴를 위한 힘도 스스로를 방어할 힘
도 없다. 단지 그들은 기존의 지배적인 확신들에 대해 실망하고,
절대적 무의미함의 느낌 속에서 머물 뿐이다. 그래서 수동적 허
무주의는 ‘하나의 의미를 믿을 수 없는 무능력’을 주요 특징으로
한다.(KGW VIII 2 9[60], 31쪽; 한글판 42쪽) 이런 수동적 허무주
의는 치쳐 버린 자들의 허무주의이며, 이런 자들은 자율적인 의
지력을 아직 갖지 못하고 있다. 이들의 힘이 더욱 약화되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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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도덕적 세계를 현존하는 세계로 다시 받아들이게 된다. 그들
의 진리 의지는 ‘창조의지의 무기력’만을 의미할 뿐이다.(KGW
VIII 2 9[60], 31쪽; 한글판 42쪽)

2.5.3. 완전한 허무주의
(Der vollkommene Nihilismus)
2.5.3.1. 정의
불완전한 허무주의는 허무주의에서 탈출하려는 수동적이면서
도 불완전한 시도였고, 완전한 허무주의로의 이행을 위한 중간
단계에 불과했다. 반면 완전한 허무주의는 허무주의에 대적하고
허무주의를 극복하려는 운동, 즉 ‘미래의 복음’의 탄생을 위한 논
리적이고도 심리적인 전제이다. 완전한 허무주의를 미리 경험하
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길에 대한 모색은 곧 허무주의를 극복
하기 위한 길에 대한 모색이기도 하다. 이런 맥락에서 니체는 자
기 자신을 ‘최초의 완전한 허무주의자’라고 명명하기도 한다. ‘허
무주의를 그 끝에 이르기까지 생각해보고, 그것을 극복’했기 때문
이다.(KGW VIII 2 11[411], 432쪽; 한글판 519쪽) 완전한 허무주의
는 허무주의의 극단적 형태이자, 동시에 허무주의를 그 반대의
방향으로 역전시키는 허무주의인 것이다.

<힘에의 의지. 모든 가치의 전도에 대한 시도>의 의미가 결코 잘못
짚어지지 않기를― 이 표현에 의해 하나의 대립적 운동이 표명되었다. 미
래의 언젠가 저 완전한 허무주의를 떼어 내 버리는 운동의 원칙과 과제
를 염두에 두고서 ; 그러나 이 운동은 완전한 허무주의를 논리적으로 그
리고 심리적으로 전제하며, 완전히 그것 다음에 그리고 그것으로부터만
다가올 수 있다.

(KGW VIII 2 11[411], 432쪽; 한글판 5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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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2. 현상
완전한 허무주의는 허무주의를 그 역에 이르기까지 몰고가는 허
무주의의 이행 형식이다. 그래서 완전한 허무주의는 과거의 것과
작별을 고하고 새로운 시작을 감행하게 하는 허무주의로서, 허무주
의의 자기 극복 형식이기도 하다. 하지만 동시에 인간의 절대적 퇴
락을 가져올 수도 있는 허무주의 형식이다. 이런 허무주의 형식을
니체는 극단적 허무주의와 극도의 허무주의 형식으로 분리하여 제
시하지만, 내용상의 단절이나 구분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

2.5.3.2.1. 극단적 허무주의(Der radikale Nihilismus)
극단적 허무주의는 도덕적-형이상학적으로 생각된 세계, 참으
로 믿어진 세계가 ‘그 자체’로도 참이 아니요, ‘우리에게 참인 세
계’라고도 간주될 수 없다는 통찰이다. 즉 그 세계가 절대적 진리
도 아니고, 우리의 관점적 진리도 아니라는 통찰이다. 도덕-형이
상학적 해석이 절대적 진리가 아니라면, 적어도 그것이 해석인
한에서 우리의 삶을 위한, 삶에 유용한 관점적 해석이었어야 한
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삶에 해로운, 우리의 삶에 유죄판결을
내리는 해석일 뿐이었으며, 이런 사실에 대한 통찰이 바로 극단
적 허무주의를 발생하게 한다. 도덕과 삶과의 숙명적 이율배반에
대한 통찰은 도덕 자체를 부정하여, 삶의 절대적 유지불가에 대
한 경험을 하게 할 수 있다.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최고로 위험
한 상황이다.
극단적 허무주의는 사람들이 승인하는 최고의 가치들이 문제시될
때는, 인간의 삶이 절대로 유지될 수 없다는 확신이다. 더불어 피안이
나 사물 그 자체가 ‘신적’이라거나 신체(Leib)적인 도덕이라고 설정할
권리를 우리가 전혀 갖고 있지 않다는 통찰이다.
(KGW VIII 2 10[192], 237쪽 ; 한글판 28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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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2.2. 극도의 허무주의(Der extremste Nihilismus) 형식
극도의 허무주의는 이성의 한계에 근거한 관점적 인식 상황이
다. 인간의 인식과 사유가 실재에 대응하지 않고, 단지 인간의 관
점적 인식일 뿐이라는 사실에 대한 인정은 인식 허무적 상태를
유발할 수 있다. 이런 상태는 인간의 인식 일반과 행위 일반의 무
의미를 선언하게 할 수 있다. 즉 탈출구 없는 총체적 허무주의 상
황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이다.
진리란 없다는 것 ; 사물의 절대적 성질이란 없다는 것, ‘사물 자체’란
없다는 것
―이것 자체가 허무주의이며 그것도 가장 극도의 허무주의다. 이 허
무주의는 사물의 가치를, 어떤 실재도 그 가치에 대응하지 않고 대응했
던 적도 없었으며, 오히려 가치 설정자가 지닌 힘의 증후이자 그의 삶
의 목적을 위한 단순화에 지나지 않는 것, 바로 거기에 부여한다.
(KGW VIII 2 9[35], 15～16쪽 ; 한글판 24쪽)

2.5.3.3. 기능 : 허무주의 극복 가능성 제시
완전한 허무주의가 제시하는 두 상황은 인간에게 이 상황에 어
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실존적 결단을 요구한다. 여기서 인
간은 삶의 방향을 상실하고 “무엇을 위해서?”나 혹은 “어디로?”
라는 물음에 대한 해답을 찾지 못할 수 있다. 인간은 절대적 부정
의 상태에, 절대적 퇴락의 가능성에 머무를 수 있다. 하지만 바로
이 상황은 인간에게 절대적 긍정의 상태로, 허무주의 극복을 가
능하게 할 수 도 있다. 여기서 “얼마나 우리가 가상성을, 거짓말
의 필연성을 몰락하지 않고 견뎌낼 수 있는가?”(KGW VIII 2
9[41], 18쪽; 한글판 26쪽)가 바로 이 두 가지 가능성 중의 하나가

현실화되는 척도가 된다. 니체의 의도는 분명하다. 그는 이런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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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한 허무주의의 두 형식을 제시해서 허무주의를 넘어서려 한다.
그리고 니체는 그 성공 가능성을 오로지 인간 의식의 전환 여부
에서 찾는다. 인간이 스스로를 가치의 설정자이며 창조자로, 해석
주체로 긍정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관점적 인식 상황이 단순한
허무적 위험으로서 데카당스인지, 아니면 그 반대로 적극적 기회
의 역할을 하는지가 결정된다. 쇼펜하우어에 의해 최초로 제기되
고, 이 허무적 상황에 맞는 질문인 “현존재가 도대체 의미를 갖
는가?”에 대해 니체는 더 이상 삶을 소외시키지 않는 답을 얻고
자 한다. 그런 한에서 니체는 극단적 허무주의를 ‘신적인 사유 방
식’이라고 부른다.
허무주의의 가장 극단적 형식은: 모든 믿음이, 모든 참으로-간주함
이 필연적으로 거짓이라고 하는 것이리라 : 왜냐하면 하나의 참된 세계
란 전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출처가 우리 안에 있는 관
점적 가상(Der perspektivische Schein)이다. (우리가 한층 더 협소하
고 단축되며 단순화된 세계를 지속적으로 필요로 하는 한에서)
― 얼마만큼 우리가 가상성과 거짓의 필연성을 몰락하지 않고도 시
인할 수 있는지가 힘의 척도라는 것.
하나의 참된 세계를 부정하는 한 허무주의는 신적인 사유방식일
수 있다:― ― ―

(KGW VIII 2 9[41], 18쪽; 한글판 26쪽)

2.6. 허무주의의 극복
완전한 허무주의 상황을 니체가 제시하는 이유는 인간에게 근본
적 긍정과 근본적 부정 사이에서, 절대적 퇴락의 가능성과 허무주
의 극복 가능성 사이에서 결단을 내리게 하기 위해서였다. 그것도
허무주의를 극복하고 새로운 시작을 감행하게 하는 적극적 기회로
삼는 결단으로 인간을 촉구하게 하기 위해서다. 이 일은 인간이 자
기 자신을 가치의 설정자이자 창조자로, 해석 주체로 긍정해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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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다. 이런 긍정은 자신의 해석이 자신의 힘과 삶을 위한 전략
에 의해 수행되는 관점적 평가임에 대한 긍정이다. 이는 곧 자신의
해석이 필연적으로 오류이고 일면적일 수밖에 없음에 대한 긍정이
다. 더불어 해석의 오류성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절대적으로 의
미 있고 필연적이며 정당한 해석임에 대한 긍정이다. 동시에 이 의
미 필연성이 실재 자체와 일치되거나 실재 자체의 진리를 보증하
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대한 긍정이다. 이렇게 인간이 자기 자신을
해석 주체로 인정하면 궁극적으로 존재 그 자체는 인간에게 여전
히 비밀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음을 긍정하게 된다. 이는 곧 자신의
한계에 대한 적극적 긍정을 의미하며 자신의 이성 사용에 결코 절
대적 요구를 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절대성의 포기와 상대적 진리
의 유의미성 확보, 바로 여기서 니체는 궁극적인 허무주의 극복 가
능성을 본다. 그리고 이 극복의 출발점은 인간의 자의식의 변화,
즉 자신을 해석 주체로 긍정하는 것이다. 이 해석 주체는 니체에게
서 위버멘쉬라는 명칭으로 불린다. 결국 인간이 자신을 위버멘쉬
로 긍정하는 데서 허무주의 극복 과정이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전략과 구도를 실현시키기 위해 니체는 영원 회귀 사유와 허
무주의 상황을 연결시킨다.

2.6.1. 극도의 허무주의 형식으로서의 영원 회귀
이런 사유를 가장 끔찍한 형식으로 생각해보자: 의미도 없고 목표도
없지만 불가피하게 회귀하는, 무로의 종결도 없는 그대로의 생존: ‘영
원 회귀’.
이것이 허무주의의 극단적 형식이다: 무(‘무의미’)가 영원하다!
(KGW VIII 1 5[71]6, 217쪽)

절대적 진리는 없고, 관점적 해석들은 필연적으로 가상이라는
통찰은 허무적 통찰일 수 있다.(극도의 허무주의) 또한 도덕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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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불신은, 도덕이 우리의 생존조건이기에 우리를 삶에 대한 불
신과 삶의 무의미함에 대한 경험으로 이끌 수 있다.(극단적 허무
주의) 이런 상황을 니체는 위의 인용문에서 더욱 첨예화시킨다.:
무의 영원한 지속. 이것은 존재자의 완전한 부재나 공허를 의미
하지 않는다. 오히려 존재자는 있으나, 그것이 아무런 의미도 없
다는 것, 그리고 이런 무의미함의 영원한 지속을 의미한다. 이런
상태에서 도망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무의미함의 영원한 회귀
는 그러므로 허무적 상황의 영원한 지속을 의미하게 된다. 영원
한 무의미 상황은 인간을 절대적 퇴락의 기분과 절망에 이르게
할 수도 있고, 그 반대로 최고의 긍정으로 이끌 수도 있다. 그래
서 이 상황은 인간에게 실존적 결단을 요구한다. 니체가 ꡔ즐거운
학문ꡕ의 ｢최대의 무게｣라는 제목으로 시작되는 글에서 묘사하는
상황이 바로 이런 상황이다.(FW 341: KGW V 2, 250쪽)

2.6.2. 영원 회귀 사유의 기능 : 결단의 촉구
영원 회귀 사유의 결정적인 기능은 이 사유가 자신의 이론적
적절성을 증명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지 않다. 오히려 이 사유의
비이론적인 면, 즉 이 사유가 어떻게 기능하는지에 달려 있다. 무
의미함의 영원한 회귀는 인간을 기습하여 인간이 이 사유에 어떻
게 대응할지를 결단토록 한다. 이 기능을 니체는 ‘인간을 걸러내
고, 약자와 강자를 결의로 몰아세우는 것’(KGW VIII 2 11[150],
313쪽)으로 말한다. 즉 실존적 결단에 선 인간은 절대적 무의미함

을 경험하여 삶에 적대적인 결정을 내리며 몰락의 길을 선택할
수도 있다. 혹은 그 반대로 이 상황에서 절대적인 유의미성을 확
보할 수도 있다. 즉 자신의 경험 상황과 자신의 삶에 최대의 의미
를 부여하고 삶 자체에 대해 최대의 긍정을 할 수 있다. 전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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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 회귀 사유는 그를 몰락케 하는 ‘위기’로 작용하며, 무의미함
이 영원하다고 말하는 일종의 ‘저주’다. 이 인간의 좌우명은 ‘모든
것이 똑같다. 아무 보람도 없다. 앎이 나를 숨 막히게 한다’일 수
있다. 그러나 영원 회귀 사유가, 자신의 극단적 형식을 약한 인간
이 경험하게 하여, 그에게 종말의 가능성까지도 보여주는 이유는
인간을 약자로 만들어 희망없는 총체적 허무 상태로 전락하게 하
는 데에 있지 않다. 오히려 이 사유는 인간에게 그 반대의 가능성
을 원하도록 힘 의식을 상승시킬 것을 요구한다. 그래서 약한 자
를 강한 자로 만들고자 한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니체는 “저러
한 위기의 가치는 저 위기가 깨끗하게 만드는 데에 있다.”(KGW
VIII 1 5[71]14, 221쪽)고 말하며, 영원 회귀 사유가 이렇게 이해

되어야만, 니체가 이 사유를 ‘구별해 내는 원칙’(KGW VII 1
24[7], 688쪽)이라고 명명한 숨겨진 이유가 드러난다. 약자와 강

자를 구별하는 목적이 약자의 제거에 있지 않고, 오히려 약자일
가능성을 가진 인간을 강자로 만드는 데에 있다는 것. 바로 여기
서 영원 회귀 사유의 목표인 허무 상황의 극복 가능성이 주어진
다.
나는 여기서 허무주의가 다가오는 것에 찬사를 보내지, 그것을 탓하
지 않는다 : 나는 가장 큰 위기들 중의 하나, 즉 인간이 가장 깊은 자기
반성을 하는 순간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 : 인간이 과연 이 위기에서 회
복되는지, 인간이 과연 이런 위기를 지배하는지가 바로 그의 힘에 관
한 문제이며 : 위기의 지배는 가능한 일이다.
(KGW VIII 11[119], 298쪽; 한글판 354쪽)

2.6.3. 위버멘쉬로의 결단
자신의 힘에 확신을 가지고, 인간의 도달된 힘을 의식적 긍지를 가
지고 대표하는 자 […] 이런 인간은 영원 회귀를 어떻게 생각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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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W VIII 1 5[71]15～16, 221쪽)

자신을 강자로 원하는 의지 작용인 인간의 실존적 결단은 자
의식의 변화를 초래하는 실존적 결단이다. 이 결단과 인간의 변
화의 어려움을 니체는 ꡔ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의 ｢환영
과 수수께끼에 대하여｣와 ｢건강을 되찾고 있는 자｣에서 신비로
운 드라마 형식을 통해 제시한다. 영원 회귀 사유가 초래할 수
있는 허무적 상황으로 인해 더 이상 고통스러워하지 않고, 그
반대의 가능성으로의 자의식의 변화. 이런 변화된 자의식은 곧
위버멘쉬로서의 자의식이다. 인간은 이제 자신을 위버멘쉬로 인
식한다. 이런 방식으로 도달된 자의식에 의해 비로소 인간은 자
신의 몰락 가능성을 배제하고 영원 회귀 사유를 견딜 수 있으며,
영원회기 사유는 이 인간에게 긍정적인 기능을 한다. 위버멘쉬
는 자신의 힘에의 의지에 대응하여 자신을 부단히 극복하고 초
월하는 인간 유형이다. 그의 삶은 자기 목적적이다. 그는 자신의
위버멘쉬적 삶을 위해 관점적 경험 상황을 스스로 구성한다. 그
자신이 이런 경험 상황의 창조자이며 이 상황에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는 자다. 그래서 관점적 경험 상황의 개개의 순간은 그에
게 더 이상 의미가 없거나 헛되지 않다. 오히려 그에게 전적으
로 의미있고 필연적이다. 이런 위버멘쉬적 삶을 이행하는 인간
은 영원 회귀를 어떻게 생각할까? 의미와 가치가 충만한 관점적
경험 상황의 각 계기들이 영원히 다시 반복될 수 있고, 결코 종
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그에게는 더 이상 ‘저주’가 아니다. 오
히려 그에게 그런 영원 회귀는 바랄 만한 것이고, 최고의 축복
이다. 가치와 의미의 척도로서의 그 자신의 삶의 영원회귀 역시
마찬가지다. 이렇듯 영원 회귀를 적극적으로 긍정할 수 있는 인
간의 모습은 위버멘쉬적이다. 그리고 위버멘쉬로서의 인간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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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삶은 긍정의 대상이 된다. 허무주의가 극복된다.

2.7. 모든 가치의 전도(Die Umwertung aller Werte)
허무주의 극복은 완전한 허무주의 상태 안에서 새로운 가치정
립의 힘과 새로운 가치정립의 원칙을 획득한 상태에서야 비로소
가능하다. ‘모든 가치의 탈가치’에서 시작한 유럽 허무주의 운동
은 ‘모든 가치의 전도’에서 비로소 완성된다. 이런 한에서 ‘모든
가치의 전도’는 허무주의 운동을 완성시키는 작업이자, 허무주의
를 극복하는 작업이다.

2.7.1. 가치 설정자로서의 인간 : 위버멘쉬
허무주의 운동은 인간의 자의식의 변화를 초래하는 운동이
었다. 인간은 이제 자신을 위버멘쉬적 존재로 자각하고, 이런
존재 방식을 의식적-의지적으로 실행하는 존재가 된다. 위버
멘쉬를 니체는 자유정신이자 상승된 의지력의 소유자로 이해
한다. 이런 인간의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위버
멘쉬는 자신의 힘에의 의지에 의해 자기 극복을 시도하는 인
간이다. 이때 자신에 대한 지배력과 자유를 자기 극복의 계기
로 삼는다. 둘째, 위버멘쉬는 삶에 적대적인 형이상학적 이분
법과 절대적 도덕으로부터 자유로운 인간이기도 하다. 셋째,
위버멘쉬는 전통적인 의미에서는 비도덕적이라고 불리는, 이기
적이고 개인적인 존재다. 자기 극복이라는 목표만을 위해 가치
평가와 의미 부여 작업을 하기 때문이다. 넷째, 위버멘쉬는 자
기 입법적인 존재이자 자기 명령적 존재다. 그는 주인도덕의
담지자다. 다섯째, 자기 자신에 대해 디오니소스적 긍정을 하
는 힘의 느낌을 자신의 행복으로 삼는 인간이다. 위버멘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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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일반적인 특징 중에서 니체는 허무주의 상황과 관련해서
는 가치의 새로운 설정자 역할을 강조한다. 니체가 유럽 허무
주의 및 허무주의 주제를 천착하고 있는 시기에 위버멘쉬는
‘좀더 고급한 유형’, ‘좀더 강한 종류의 인간’, ‘인간보다 좀더
높은 유형’, ‘위대하고도 가장 최고의 인간’, ‘좀더 강한 종류의
인간’ 등으로 묘사된다. 이것은 위버멘쉬를 포기하고 다른 대
안을 찾아서라기보다는 위버멘쉬에게서 힘에의 의지에 대한
긍정보다는 유럽 허무주의라는 역사적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자유로운 가치 설정자 측면을 부각시키려는 의도 때문으로 이
해할 수 있다. 니체는 이런 위버멘쉬로의 인간의 고양을 허무
주의 극복의 유일한 방법으로 생각한다.
나의 문제는 무엇이 인간을 분리하는 가가 아니다: 오히려 어떤 종
류의 인간이 좀더 고급한 자로서 선택되고 원해지며 사육되어야 하는
지이다.
(KGW VIII 2 11[413], 433쪽; 한글판 520쪽)

2.7.2. 새로운 가치 설정 원리: 힘에의 의지
위버멘쉬의 새로운 가치 설정 원칙은 힘에의 의지다. 따라서
이 인간은 세계를 생기의 세계로, 자신의 인식을 해석으로, 자신
의 도덕을 주인의 도덕으로, 사회의 질서를 힘 관계에 의거한 지
배와 피지배 관계로 이해한다.(→ 1. 힘에의 의지)
선이란 무엇인가? ― 힘의 느낌, 힘에의 의지, 힘 자체를 인간 안에서
증대시키는 모든 것.
나쁜 것은 무엇인가? ― 약함에서 유래하는 모든 것
행복이란 무엇인가? ― 힘이 증가한다는 느낌 ― 저항이 극복되었다는
느낌
만족이 아니라 더 많은 힘 ; 결코 평화가 아니라 싸움 ; 덕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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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함(르네상스 양식의 덕, 덕, 허위 도덕으로부터 자유로운 덕)
(KGW VIII 2 11[414], 434쪽; 한글판 521쪽)

3. 철학
(독: Philosophie/ 영: Philosophy)

3.1. 철학의 정의
철학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은 철학의 자기 자신에 대한 반성
적 사유를 촉구하는 질문이다. 이 질문에 대해 니체는 하나의 완
결된 정의를 제시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후기 사유에 등장하는
철학에 대한 그의 비판이나, 그 자신의 철학하는 방식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정의를 도출할 수 있다. 철학은 해석적-예술적 활동
이다. 철학은 진리의 발견이 아니라, 삶의 실천이다.

3.1.1. 해석-예술으로서의 철학
‘참과 거짓’을 확정하고feststellen, 사실들을 확정하는 일 일반은 철
학의 본질에 놓여있는 창조적인 정립Das schöpferische Setzen, 형성
하고 형태화하며, 정복하며 의욕하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KGW VIII 2 9[48], 23쪽 ; 한글판 32～33쪽)

철학은 해석 활동이다. 해석은 니체에게서 인간의 관점적-가치
평가적-의미 해석이며, 이것은 해석자가 세계와 관계 맺는 방식
에 대한 표현이다. 따라서 해석은 해석자의 인식 의지가 세계와
상호 작용을 하면서, 자신의 의미 세계를 구성해내고 창조해 내
는 작업이다. 위 인용문에서는 이런 작업을 “창조적인 정립, 형성
하고 정복하며 의욕하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해석자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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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의지는 생기로서의 세계에 형식을 제공하고, 범주화하고, 변경
하고, 논리화하여, 자신에게 인식 가능하게 만들고 이해 가능하게
만든다. 인간의 모든 인지적 활동은 예외 없이 이런 특징을 갖는
다. 해석인 것이다.(→ 4. 인식) 철학적 활동 역시 의미 세계를 창
조하는 해석 활동이다. 철학이 해석인 한, 철학은 수학 이론처럼
객관적으로 타당한 개념들의 체계를 구성해낼 수 없다. 또 참과
거짓을 객관적으로 확정해내는 작업도 할 수 없다. 니체는 의미형식-형태를 창조하고 조직하는 활동 일반, 즉 해석 활동 일반을
예술(Kunst)이라고 부른다. 이런 예술 개념은 예술가의 활동이나
이것에 의한 예술 작품의 산출이라는 협의적 제한을 넘어서서,
미적-논리적-영역으로 그 범위를 넓히는 것으로, 예술을 인지적
(kognitiv) 활동으로 이해하는 고차적 예술 개념이라고 할 수 있
다. 철학도 그것이 해석인 한에서 이런 인지적 예술 활동의 일환
이며, 철학자는 ‘예술가-철학자’(Künstler-Philosoph)(KGW VIII
1 2 [66], 87쪽)인 것이다.

3.1.2. 삶의 기술로서의 철학
자신의 삶으로부터가 아니라 특정한 논제들에 대한 증거들의 모음으
로부터 철학을 건축하려는 속류 철학자들. 보기 위해 보는 것은 결코
원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심리학자로서 살며 기다려야 한다. ― 그 자신
이 많은 체험들을 체로 거른 결과들을 통해 그의 결론을 이끌어낼 때
까지. […] ― 개별적인 경우들을 비자발적으로 망각하는 일이 철학적
이지, 망각하기를 원하거나 의도적인 도외시가 철학적인 것은 아니다:
후자는 오히려 비철학적인 본성을 특징짓는다.
(KGW VIII 2 9[64], 33～34쪽; 한글판 44～45쪽)

해석은 해석자의 실천적 목적에 봉사한다. 이것은 해석 개념의
분석적 함의다. 해석은 해석자의 힘 상승과 삶의 고양을 추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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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인식 의지에 의해, 힘 상승과 삶의 고양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다. 인식 의지로 자신을 표현하는 힘에의 의지가 해석 작용의 규
제 원리로 기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외의 다른 목적들은 부차
적 목적이거나 부산 현상일 뿐이다. 철학이 해석인 한에서 철학
또한 삶에 봉사하는 삶의 기술이다. 위 인용문에서는 해석의 이
런 특징에 대해 ‘비자발적 망각’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이것은
힘에의 의지라는 규제적 원리에 따르는 망각이며, 그런 한에서
해석은 가치 중립적-중성적-객관적 인식일 수 없다. 철학적 해석
역시 마찬가지다. 철학적 해석 작용의 결과는 삶이라는 목적을
위한 의미 인식일 뿐이다. 삶의 기술로서의 철학 개념은 ‘진리를
발견하는(entdecken) 기술’이라는 철학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
의 정의를 재검토하게 한다. 이 정의가 불충분한 이유는, 첫째 그
것이 진리를 삶보다 우선시하기 때문이고, 둘째 진리는 발견이
아니라, 해석자의 삶과 힘에의 의지에 의해 창조(schaffen)되는
과정에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KGW VIII 2 9[57], 27쪽; 한글판 37
쪽) 삶은 모든 합리성의 비합리성인 것이지만, 삶에 대한 니체의

중시는 비합리주의로 흐르지만은 않는다. 오히려 철학의 합리성
을 삶의 특징으로부터 이해해 보면서 그는 철학의 가치에 대한
합리적 질문을 던지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철학이 삶의 실
천이 되지 않을 때, 어디에 그것의 가치가 근거하겠는가?

3.2. 니체 철학
3.2.1. 과제 : 디오니소스적 긍정의 철학
내가 지금까지 이해했고 체험했던 철학은 자발적으로 생존의 저주
받고 의심스런 측면들을 찾아내는 일이었다. 나에게 얼음과 사막을 가
로지르는 방랑을 하게 했던 오랫동안의 경험으로부터 나는 기존의 철
학함 전체를 다른 식으로 바라보는 것을 배웠다. […] 내가 체험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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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 실험 철학(Experimentalphilosophie)은 그 스스로 시험적으로 근
본적인 허무주의 가능성을 선취한다: 하지만 이 철학이 부정의 말과,
부정과, 부정에의 의지에 머무른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 철학은 그 반대의 것을 관통하기를 원한다. ― 세계에 대한 디오니
소스적 긍정에 이르기까지. 즉 세계를 있는 그대로, 아무런 제한이나
예외나 선택 없이― 영원한 순환을― 동일한 사물을, 그리고 매듭의 동
일한 논리와 비논리를 원한다. 철학자가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상태:
생존에 디오니소스적으로 마주 섬―: 이것에 대한 내 정식은 운명애다.
(KGW VIII 3 16[42], 288쪽)

니체 철학의 과제는 ‘디오니소스적 긍정의 철학’을 수립하는 일
이다. 디오니스소적 긍정의 대상이 되는 것은 생성의 법칙이 지
배하는 이 세상, 그 안에서 살아가는 인간 및 인간의 삶이다. 이
과제는 1881년 이후 니체에 의해 자신의 철학의 과제로 설정된
이후 니체 사유의 마지막까지 일관되게 유지된다. 생성에 대한
철학적 정당화인 생기 존재론(→ 1. 힘에의 의지), 관점주의 인식
론(→ 4. 인식), 비도덕주의 윤리학(→ 5. 도덕), 신체로서의 인간
관(→ 4. 인식) 등은 니체가 이 과제 수행을 위해 내놓은 답변들
이다. 이 답변들은 각각 서양의 기존 자명성 및 철학을, 니체 자
신의 과제와는 대립되는 과제를 갖고 있는 것으로 비판하고 그
한계를 지적하면서 주어진다. 더불어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최
고로 극단적 상황(인식허무적 상황; →2. 허무주의)을 스스로 구
성해 본다. 이런 방식의 철학함을 니체는 ‘실험 철학’이라고 부른
다. 따라서 실험철학은 기존의 자명성을 절대적인 것으로 받아들
였거나 아직도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허무적 상태를 초
래할 수 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을 창조자이자 해석자로, 의미와
가치 설정의 주체로 인정하고 자신의 힘을 행사하는 인간에게는
허무적 상황을 극복하게 한다. 이런 인간만이 유일하게 ‘디오니소
스적 긍정의 철학’의 주체가 될 수 있기에, 디오니소스적 긍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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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은 곧 인간의 (위버멘쉬로의) 자의식의 변화를 전제하는 철
학이며, 허무주의를 극복하는 철학이다. 이 철학적 프로그램이 사
유의 완성도 측면에서나, 프로그램을 진행시키는 집약도 측면에
서 절정에 이르는 시기가 바로 1885～1889년 사이의 시기이며,
이 시기의 글들이 ꡔ유고ꡕ의 형태로 남아 있다.

3.2.2. 방법론
니체 철학의 방법론은 심리-계보적(psychologisch-genetisch)
방법론이다. 이 방법론은 탐구 대상의 출처와 기원을 밝혀 내면서
탐구 대상을 해명하는 계보적 방법과, 개인적이고 집합적인 존재인
인간의 심리를 분석하는 심리 분석 방법과의 결합이다. 니체의 전
통 철학에 대한 비판은 거의 예외 없이 이 방법론에 의거하며, 힘
에의 의지를 유일한 설명원리로 사용하는 자신의 철학 내용을 구성
할 할 때에도 이 방법은 일관되게 유지된다. 니체 스스로 자신을
‘철학적 심리학자’라고도 부르고 있다.

3.3. 서양 전통 철학 비판
3.3.1. 일반적 특징
그리스 철학부터 니체 시대까지의 서양 철학이 보여준 다양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니체는 서양 철학을 지배하는 일반적 경향이
있음을 상정하고, 그 실체를 밝혀보려고 한다. 이 경향에 니체는
철학의 ‘특이 성질’(Idiosynkrasie)이라는 이름을 붙이며, 현실세
계와 삶을 폄하하는 서양 철학의 성격이 바로 여기서 비롯된다고
이해한다. 서양 철학은 그 특성상 허무적 철학이며, 데카당스 철
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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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의 역사는 삶의 전제들에 대한, 삶의 가치감에 대한, 삶을 편드
는 것에 대한 은밀한 분노다. 철학자는 어떤 세계에 대한 긍정을 결코
주저하지 않았다. 그 세계가 이 세상과 대립된다는 전제, 그 세계가 이
세상에 대해 나쁘게 말할 근거를 제공한다는 전제 하에. 이것은 지금까
지 비방의 위대한 학교였다.

(KGW VIII 3 14[134], 110～111쪽)

3.3.1.1. 철학의 키르케로서의 도덕
플라톤 이래로 철학은 도덕의 지배 하에 있다: 플라톤의 선행자들에게
도 도덕적 해석은 결정적으로 잠입해 있다.
(KGW VIII 1 7[4], 265쪽)
어느 시대에서나 비방자이지 않을 수 없도록 철학자들에게 고약한 장
난을 치는 것이 늘 철학자들의 키르케인 도덕일지 모르겠다...... 그들은
도덕적 “진리”를 믿었다. 그들은 거기서 최고 가치를 찾았다. ― 삶을 더
많이 파악하면 할수록, 삶에 대한 부정의 말을 더 많이 하 는 것 외에 그
들에게 무엇이 남겠는가? ...... 이 삶이 반도덕적이라기에...... 그리고 이
삶은 반도덕적 전제들에 기초하고 있다기에: 그리고 모든 도덕은 삶을
부정한다.―

(KGW VIII 3 14[134], 111쪽)

철학의 첫 번째 특이성질은 도덕적 해석의 지배를 받는다는
점이다. 도덕 혹은 도덕적 해석을 니체는 서양의 철학적 자명성
을 구성한 여러 요소들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라고 이해한
다. 도덕이 인간에게 체화된 가치 평가 방식에 대한 총괄 개념
인 한에서(→ 5.1. 도덕의 정의), 도덕은 삶의 조건이어야 했다.
즉 도덕은 절대적 진리가 아니라, 인간의 삶을 가능하게 해주고
고양시키는 관점적 진리여야 했다. 하지만 기존의 도덕은 전혀
관점적 진리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 그것이 왜곡된 인간관과 왜
곡된 세계관을 전제하고, 또 이런 인간관과 세계관을 공고히 하
기 때문이다. 이런 일은 도덕적 해석이 가치와 진리에 대한 이
원론과 연합하여, 이원론적 형이상학을 형성시키는 데에서 가장

니체『유고』

149

명백히 드러난다. 진리와 선이 대응하는 당위의 세계에 대한 구
상과, 여기에 현실 세계보다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것, 그리고
‘더 나은’ ‘구상된’ ‘당위’의 세계를 현실 세계와 대립시켜, 결국
후자를 부정하게 하는 것은 도덕과 결합된 전통 형이상학의 특
징이다. 이런 결합을 니체는 ‘도덕적 존재론’이라고 부른다. 이런
도덕적 존재론은 서양의 철학 전통에서 다양한 변경을 통해 계
속 이어지고 있으며, 인식에 대한 서양적 논의에서도 토대로 작
용한다. 인간의 인식 추구는 도덕적 당위와 도덕적으로 요청된
‘진리 = 선’이라는 공식을 벗어나지 못한다. 니체는 도덕과 형이
상학 그리고 인식론과의 이런 결합을 ‘행복 추구 논변’과 ‘진리
의지에 대한 분석’, 그리고 ‘개선 논거’를 통해 폭로한다.(→
5.3.2. 전통 도덕 비판) 그 과정을 통해 그 결합체가 생성 부정
적이고, 이 세계 적대적이며, 인간 삶을 폄하하는 내용을 밝혀
내고, 이런 내용을 갖는 철학적 자명성의 전도를 꾀한다.

3.3.1.2. 의식(Bewußtsein)에 대한 믿음
3.3.1.2.1. 정신적 실체로서의 의식
엄청난 실책:
1) 의식에 대한 불합리한 과대평가. 의식에서 통일성을 만들어내
고, 느끼고 생각하고 의욕하는 어떤 것, ‘정신’, ‘영혼’이라는 어
떤 존재를 만들어 내었다.―
2) 원인으로서의 정신. 말하자면 합목적성, 체계, 병존이 등장하는
곳이라면 어디에서나.
3) 최고의 도달 가능한 형태로서, 최고 존재유형으로서, ‘신’으로서의
의식
4) 작용이 일어나는 곳이라면 어디든 의지가 기재된다
5) 정신적 세계로서, 의식의-사실을 통해서 접근 가능한 것으로서
의 ‘참된 세계’
6) 일반적으로 인식이 있는 곳에서, 절대적으로 의식의 능력으로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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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

(KGW VIII 3 14[146], 1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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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의 두 번째 특이 성질은 의식에 정신적 실체의 위계를 부
여하는 것이다. 의식은 의식되는 과정(Bewußt-werden), 즉 의
식하고 의식되는 행위와 작용의 집합에 불과한 것이지만, 서양의
사고에서 의식은 이런 행위의 연속으로 이해되지 않는다. 오히려
의식은 일종의 실체적 존재로, 느끼고 생각하고 의욕하는 주체로
간주된다. 즉 의식 작용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의식 작용
과 분리되어 존재할 수 있으며, 변화 속에서도 동일성을 유지하
는 어떤 것이 바로 ‘의식’이라고 상정된다. 이런 의식은 정신성과
이성성의 담지자로, 때로는 ‘정신’으로 때로는 ‘영혼’으로 때로는
‘이성’으로 불린다. 이렇듯 정신적 실체로 간주된 의식은 참된 인
식(episteme)의 담지자이기도 하다. 니체는 정신적 실체에 대한
상정은 ‘나’에 대한 표상에서, 이 ‘나’에 대한 표상은 ‘의지’에 대
한 표상에서 연유하는 허구라고 밝히고 있다. 즉 ‘팔을 들어올리
는 행위’를 설명할 때 인간은 그 행위를 발생시키는 원인을 찾으
며, 그것을 ‘의지’라고 생각한다. ‘내 의지가 팔을 들어올리게 했
다’고 생각한다. 이런 의지에 대한 표상은 의지 작용과 사유 작용
의 총체적 담지자인 ‘나’를 상정하게 하고, 이 실체적-주체적인
‘나’에 대한 상정은 여러 종류의 정신적 실체에 대한 믿음을 유발
시킨다는 것이다. 이런 추론의 불합리함을 니체는 힘에의 의지
작용으로서의 의지 개념, 힘에의 의지의 작용 법칙, 우리의 언어
적-문법적 습관을 제시하면서 밝힌 바 있다. 정신적 실체에 대한
믿음은 내적 사실에 대한 우리의 초보 심리학적 관찰 방식에서
발생하고, 우리의 주어-술어 문법/행위자-행위 문법에서 공고히
되는, 행위를 이중화시켜서 이해하는 허구일 뿐이다. 그것이 갖는
유용성으로 인해 우리가 사용하는 해석적 도구일 뿐이다.(→
1.6.4.1. 인과율) 정신적 실체의 허구성에 대한 지적은 정신적 실
체에 대한 믿음을 ‘수단과 목적의 혼동’이라고 부르는 니체의 또
다른 지적을 등장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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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2.2. 수단과 목적의 혼동
의식됨이란 삶의 전개와 힘의 확대에서 한 가지 수단에 불과하다는
것은 명백하다. 그래서 쾌나 정신성, 도덕심이나 또는 의식영역의 어느
개별 부분을 최고 가치로 설정하고 : ‘세계’조차도 그것에 의해 정당화
하는 것은 유치한 일이다.― 이것이 우주와 신에 관련된 철학적이고 도
덕적인 우주와 신에 관련된 온갖 변호론에 대한, 말하자면 기존의 철
학과 기존의 종교 철학의 모든 ‘무엇 때문에?’와 모든 최고의 가치에
대한 나의 근본적인 이의 제기다. 수단의 한 종류가 목적으로 오해되
어 버렸다 : 삶과 삶의 힘 상승이 반대로 수단으로 격하되어 버렸다.
[…] 근본적 오류는 우리가 의식을 도구라고, 총체적 삶의 한 단위라
고 설정하는 대신, 척도로 그리고 삶의 최고 척도로 설정하는 데에 있
다: 요약하면 부분으로부터 전체로의 그릇된 관점이 근본적 오류인 것
이다. 이것이 바로 모든 철<학자들>이 의식의 총체, 발생하는 모든 것
들이 원하는 것을 의식적으로 같이 원하며 그것들의 삶을 공유하려고
의식적으로 원하는 일, ‘정신’, ‘신’을 본능적으로 날조해 내는 이유다.
그러나 이 철학자들에게 말하지 않으면 안 된다. 바로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인간 삶이 괴물로 되어버린다는 점을; 그리고 ‘신’과 총체적 감
각 중추가 삶이 유죄 판결을 받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바로 그것이리
라는 점을...... 우리가 목적과 수단을 설정하는 의식의 총체를 제거해
버린다는 것 : 바로 이 일로 인해 우리는 아주 무거운 짐을 벗어버린
다...... 우리가 삶에 던지는 최대의 비난은 신의 존재였다......
(KGW VIII 2 10[137], 199～201쪽; 한글판 236～238쪽)

정신적 실체에 대한 상정은 수단과 목적을 혼동하는 오류를 범
하고 있다. 니체에게서 의식적인 부분, 정신적 능력이나 이성적
능력은 총체적 존재로서의 인간의 한 부분으로서, 그것도 힘에의
의지에 의해 규제되는 부분으로 제시된다. 따라서 의식적인 부분
은 결코 자립적인 도구일 수도 없고, 마지막 원인의 자리를 차지
할 수도 없다. 이런 의식은 힘에의 의지의 규제를 받는, 인간의 힘
상승을 통한 자기 극복적인 삶을 고양시키는 수단이자 도구일 뿐
이다.(KGW VIII 1 7[9], 305쪽) 의식적 삶과 총체적 존재로서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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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사이의 이런 관계를 니체는 ‘작은 이성’과 ‘큰 이성’이라는 용어
를 사용하여 표현하기도 한다.(Za I Von den Verächtern des
Leibes, KGW VI 1, 35쪽; 한글판 52～53쪽) 작은 이성이면서 인간
의 자기 극복적 삶을 위한 수단일 뿐인 의식을 삶의 최고의 목적
으로 상정하는 것, 이것은 수단을 목적으로 혼동하는 오류다. 니
체는 이런 오류가 서양의 이성주의 전통에 근절하기 어려울 정도
로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것을 이성주의 철학 비
판의 핵심으로 삼는다. 이성에 의한 진리 파악 가능성, 확실성의
토대로서의 이성, 신적 이성, 철학적 신 개념 등, 이성주의 철학전
통의 산물들은 모두 수단과 목적의 혼동이 나은 결과인 것이다.

3.3.1.2.3. 이성 범주에 대한 신뢰
존재자를 가정하는 것은 사유하고 추론할 수 있기 위해서 필요하다
; 논리학은 동일하게 유지하는 것에 대한 공식만을 취급한다. 따라서
존재자라는 가정은 실재에 대한 증명력을 여전히 갖지 않으리라 : ‘존
재자’란 우리의 광학에 속한다. […] 주체, 실체, ‘이성’ 등의 날조된 세
계는 필요하다 ― : 조정하고 단순화하고 위조하고 인위적으로 분리하
는 힘이 우리 안에 있다.
(KGW VIII 2 9[89], 46쪽; 한글판 59～60쪽)

의식에 대한 신뢰는 이성범주에 대한 신뢰로 이어진다. 이성 범
주는 생각하고 판단하기 위해 이성이 만들어낸 창조물이며, 도구
다. 동일성, 주체, 객체, 실체, 논리학 등은 그 대표적 예이며, 우
리는 이 도구들에 의존하지 않고는 생각할 수 없다. 니체는 이런
이성 범주들이 그 자체로는 허구요 오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갖는 유용성으로 인해 포기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어한다.(→ 4.3.2.3. 인식 범주의 해석적 성격) 니체의 서양 철
학에 대한 불만은 바로 이 유용성을 망각한다는 데에 있다. 즉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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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범주의 필연성을 유용성에서 찾기보다는, 그것의 절대적 진리
성에서 찾는다는 데에 있다. 그 결과 이성 범주가 마치 세계의 본
질을 반영하고 있다는 듯이 믿는 이성 범주에 대한 낙관적 신뢰
가, 이 이성 범주에 의해 세계의 참된 모습을 발견해낼 수 있다는
낙관주의가 형성된 것이다. 이런 낙관주의를 니체는 “과도한 순진
함” (Die hyperbolische Naivität)(KGW VIII 2 11[99], 291쪽)이
라고 부르며, 이성주의 철학을 비판하는 주요 수단으로 삼는다.

3.3.1.3. 감각에 대한 불신
왜 철학자들은 비방자인가?
철학자들의 감각에 대한 음험하고도 맹목적인 적의
감각은 속이는 것이 아니다! ―
― 내가 알고 있는 한, 어떤 철학자도 경외를 표현하지 않았던 우리의
코는 그 사이 존재하는 것 중에서 가장 섬세한 생리적 도구가 되었다: 그
것은 어떤 망원분광기도 확인하지 못하는 미세한 움직임마저도 확인할
수 있다.
그 모든 증오에는 얼마나 많은 천민과 속물들이 있는 것인지!
(KGW VIII 3 14[134], 109～110
쪽)

철학의 세 번째 특이 성질은 감각에 대한 불신이다. 감각에 대
한 불신은 이성과 이성 범주에 대한 믿음의 필연적 결과며, 육체
를 불신하는 원인이기도 하다. 감각이 우리를 속이는 것이라는
엘레아 학파의 진단은 감각에 의거한 지식은 참된 인식일 수 없
다는 플라톤의 입장을 거쳐 공고히 되면서, 이성주의 철학 전통
의 흔들리지 않는 토대가 된다. 니체는 우리에게 생성과 소멸과
변화를 보여 주는 한에서 감각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며, 오히려
이성이 감각의 증거를 단일성이나 불변성으로 변조시키는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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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하며 감각을 옹호하기도 한다. 심지어는 감각의 증거만이 우
리가 경험할 수 있는 대상이기에, 이것에 대한 학문만을 인정하
는 18세기의 실증주의 전통에 오로지 감각에 대한 위의 판단만
을 토대로 손을 들어주기도 한다.(GD Die “Vernunft” in der
Philoso- phie 2～3; KGW VI 3, 69～70쪽; 한글판 97～98쪽) 하지

만 니체의 이런 주장은 이성과 감각에 대한 니체의 기본 입장에
서 벗어난 것으로 이성 중심주의를 비판하려는 전략적 발언이라
고 이해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니체는 감각 작용(육체)이나 이성
작용에 가치의 등급을 매기고 있지 않다. 양자는 신체로서의 인
간, 총체적 존재로서의 인간에게서 그 우선 순위를 따질 수 없는
요소들이기 때문이다. 감각 작용이나 이성 작용은 예외 없이 해
석의 도구들일 따름이다. 즉 인간에 내재하는 힘에의 의지의 규
제를 받는 도구들이다. 따라서 그 기능상 원칙적 위조 작용을 필
연적으로 포함한다. 감각도 이성도 실제의 세계를 있는 그대로
반영할 수 없다. 세계의 참된 모습을 알려줄 수 없다. 아마도 서
양 철학이 감각의 이성에 대한 우위를 사유 전통으로 형성했었더
라면, 니체는 이성 비판이 아니라 감각 비판을 행했을 것이다.

3.3.1.4. 역사적 감각의 결여
철학자라면 늘 그랬듯이 그에게는 과거에 무엇이었으며, 미래에는 무
엇이 될 것인지를 바라보는 눈이 없다 : ― 그는 단지 존재하는 것만을 바
라볼 뿐이다. 그렇지만 존재하는 것은 없기에, 철학자에게는 공상물만이
축적되어 있을 뿐이다. 그의 ‘세계’로서.
(KGW VIII 2 11[5], 252쪽; 298쪽)

철학의 네 번째 특이 성질은 역사적 감각(Der historische
Sinn)의 결여다. 역사적 감각이란 ‘형이상학적 욕구’를 개입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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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고, 존재하는 것들을 생성하고 변화하는 것으로, 따라서 역
사성을 띠는 것으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다. 단적으로 말하자
면 생성을 생성의 성격을 갖지 않는 존재에 의해 설명하거나 정
당화하거나 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다. 따라서 생성의 의미와
필연성을 생성 안에서 찾을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니체
는 역사적 감각을 인간의 ‘여섯 번째 감각’, 혹은 사유의 ‘덕’이라
고 할 정도로 중요하게 생각한다.(JGB 224; KGW VI 2, 164쪽, FW
337; KGW V 2, 244쪽) 니체의 서양 철학에 대한 불만은 서양 전

통이 역사적 감각을 형이상학적 욕구로 대체해 버렸다는 데에 있
다. 차이와 다양성 안에서 일자를 찾고, 그 일자에 단일성․동일성․
불변성․자존성의 성격을 부여하는 경향이 그 증거인 것이다. 생성
하는 것에 대한 의심과, 생성하는 것의 정당화를 생성하지 않은
어떤 것에 의해 해명해야 한다는 강박 관념이 형이상학적 세계를
구상해내는 이유가 되기 때문이다. 니체는 서양 철학의 형이상학
적 내용을 역사적으로 철학할 수 없는 무능력의 소산으로 이해한
다. 니체는 이런 서양 철학의 주류와 자신의 철학을 차별화시키
고 싶어 한다. 형이상학적 이분법의 도움없이 생성을 그 자체로
정당화하고 의미와 필연성을 보증하고 싶어 한다. 이런 과제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니체의 생성 철학이며, 생성에 대한 정당화
프로그램은 이런 맥락에서 구동된다. 이 과제와 프로그램을 위한
방법론에 대한 니체의 명칭은 ‘역사적 방법론’이다.(GM II 12;
KGW VI 2, 331쪽)

3.3.1.5. 객관성에 대한 추구
사람들이 어디까지 의미 없이 사물들 안에서 지낼 수 있는지, 사람
들이 어디까지 의미 없는 세계에서 살아나갈 수 있는지가 의지의 힘을
측정하는 척도다 : 사람들이 이 세계의 작은 한 부분을 스스로 조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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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이다. 그래서 철학적인 객관적 주시는 의지의 힘의 부족에 대
한 징후일 수 있다. 이런 힘은 가까운 것과 가장 가까운 것만을 조직
할 따름이기 때문이다 ; 있는 것을 단지 확인하기만을 원하는 ‘인식자
들’은 그것이 어떻게 있어야 하는지를 설정할 수 없는 자들이다.
(KGW VIII 2 9[60], 30～31쪽; 한글판 41쪽)

철학의 다섯 번째 특이 성질은 객관성에 대한 추구다. 객관성
에 대한 추구는 객관적 진리에 대한 추구이기도 하다. 이것은 진
리가 있고, 인간은 그 진리에 도달하기 위한 수단을 찾는다는 입
장을 함의하며, 그 과정에서 주관성과 자의성을 최대한 배제할
것을 요구한다. 그래서 인식의 가치는 객관성의 정도에 비례하게
된다. 이런 입장은 이성에 의한 참된 인식의 추구, 이성의 관조
능력의 향상, 아펙트나 욕구나 충동들로부터의 독립, 이해 관계
없는 인식 등을 권장하게 된다. 그러나 니체에게 객관성이라는
개념은 무의미한 개념에 불과하다. 이것은 해석자로서의 인간의
존재적 특성에서 연유한다. 인간은 힘에의 의지의 규제를 받는
관점적 존재이고, 그런 한에서 주관적-일면적-가치 평가적인 해
석을 할 수 밖에 없는 존재다. 그러므로 이런 해석에 가치 중립적
이라고 요구하는 것, 주관적 제한을 버리고 중성적이 되라고 요
구하는 것, 즉 객관적이라고 요구하는 것은 해석을 하지 말라는
요구이며, 이것은 삶을 위한 평가적 인식을 하지 말라는 요구이
며, 이것은 곧 해석자의 본질을 부정하라는 요구인 것이다. 객관
적 해석이란 개념은 자기모순이다.

3.3.2. 철학사 비판
서양 철학을 비판하는 니체의 전략은 서양 철학의 허무적 성격
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 전략은 서양 철학이 ‘도덕적 존재론’이라
는 점을 밝히고, 이것의 토대가 되는 도덕 가치가 절대적 진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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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고 관점적 진리도 아니라는 점을 폭로하면서 수행된다. 니체
의 서양 철학사 비판은 철저하게 이 전략 하에서 진행되며, 이런
상황에서 주로 이성주의 전통이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ꡔ유고ꡕ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지는 철학자는
아낙시만드로스, 헤라클레이토스, 파르메니데스, 소크라테스-플
라톤, 소피스트, 피론, 에피쿠로스, 데카르트, 라이프니츠, 칸트,
헤겔, 쇼펜하우어다.
모든 철학자와 역사가 그리고 심리학자들의 본능-원칙: 인간과 예
술, 역사, 학문, 종교, 기술에서 가치가 큰 모든 것은, 목적과 수단 그
리고 결과에서 도덕적으로 가치가 크고, 도덕적으로 조건 지워진 것으
로 증명되어야만 한다는 것. 모든 것을 최고 가치와의 관계에서 이해
한다.

(KGW VIII 2 10[118], 191쪽; 한글판 226쪽)

3.3.2.1. 그리스 철학 I : 소크라테스 이전
진정한 그리스 철학자들은 소크라테스 이전 철학자들이다: 소크라
테스와 더불어 무언가가 변했다. 그들은 모두 고귀한 인물이고, 대중과
습관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고, 여행을 하며, 음울하리 만큼 진지하
고, 느긋한 눈을 하고서 국사와 외교에도 소원하지 않다. 이들은 현자
들보다 먼저 사물에 대한 온갖 위대한 구상을 선취한다 : 이들은 이 구
상들을 스스로 표현하고, 체계로 도입한다. 그리스 정신에 대해서 전형
적 철학자들의 급작스런 풍요로움 보다 더, 철학적 이상의 위대한 가
능성들이 이처럼 의욕 되지 않고서도 완전하게 수립된 것보다 더 고급
한 개념은 없다.

(KGW VIII 3 14[100], 70쪽)

니체는 서양 철학이 도덕적 해석의 지배 하에 있었다며 비판하
면서도, 소크라테스-플라톤 이전의 그리스 철학자들을 소크라테
스-플라톤 이후의 철학자들과는 달리 평가한다. 그들이 도덕적
해석으로부터 자유로워서가 아니라, 그들의 독창성 때문이다.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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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다시피 이오니아 철학자들은 신화에서 자연법칙으로, 형상에
서 개념으로, 종교에서 과학으로의 선회를 이룩한 최초의 사유가
들이다. 이들 철학의 창시자들은 이 세계의 근원적 요소에 대해
묻고, 그것이 차이와 다양성을 가능하게 해주는 일자라는 생각을
토대로, 생성의 문제, 자연 안의 합목적성의 문제, 인식의 가치
문제를 해명하고 싶어 한다. 이 해명 과정에서 그들은 과학적 방
법과 형이상학적 사유를 동시에 사용하고, 아리스토텔레스의 판
단과는 달리 당대의 신화적-종교적 세계관으로부터 비교적 벗어
나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들 사유의 독창성은 바로 여기에 근거
한다. 반면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적, 피타고라스적, 헤라클레이토
스적 요소들을 이데아론으로 통합한 사람으로, 독창적 사유가라
고는 볼 수 없다. 그리고 플라톤 이후의 철학의 역사는 플라토니
즘의 발전 역사에 불과한 것으로 니체는 이해한다. 그리스 철학
자들에 대한 니체의 이해는 주로 디오게네스 라에르티우스와 심
플리키오스의 저술들에 의존한다.(KGW II 4, 216쪽)

3.3.2.1.1. 아낙시만드로스
플라톤 이래로 철학은 도덕의 지배 하에 있다 : 플라톤의 선행자들에
게서도 도덕적 해석은 결정적으로 잠입해 있다.(아낙시만드로스에게서
만물의 몰락은 그것이 순수 존재로부터의 이탈한 것에 대한 벌이다,
헤라클레이토스에게서 현상들의 규칙성은 총체적 생성이 윤리적이고올바르다는 증거다)

(KGW VIII 1 7[4], 265쪽)

사유의 독창성에도 불구하고, 아낙시만드로스는 도덕의 영향을
받은 철학자라고 니체는 이해하고 있다. 그 이유는 아낙시만드로
스가 생성적 세계를 불의라고 주장하는 데서 찾을 수 있다. 니체
의 문헌학 강의 노트에는 그 이유가 상세히 적혀있다: 아낙시만
드로스는 만물의 근원적 요소(혹은 근원)는 정해질 수 없다는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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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에서 ‘무한정자’(Die Unbestimmtheit)라고 부른다. 무한정자는
영원하고 다함이 없으며 부패하지 않는 생성의 모태다. 그것은
시간의 외부에 위치한다. 반면 다른 모든 것은 시간의 흐름에 따
라 생성과 소멸을 경험한다. 생성은 무한정한 영원한 존재로부터
떨어져 나오는 것이다. 그러므로 생성하는 것은 불의이며, 그래서
몰락의 벌이 부과되어 있다. 무한정한 존재로부터 스스로 떨어져
나온 개체는 결국에는 시간의 질서에 따라 다시 그것으로 되돌아
가야 한다. 그럼으로써 자신들이 저지른 불의에 대한 죄가를 치
른다. “존재하는 것은 순리에 따라 자신들이 생성된 그 곳으로
소멸되어 회귀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시간의 질서에 따라 서로에
게 행한 불의에 대한 처벌과 보상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심플
리키오스, 아리스토텔레스의 Physica에 대한 주석, 6,a에 대해,
KG W II 4, 241쪽) 불의라는 개념은 법적 개념이지만, 니체는 이

것을 도덕적 개념으로 해석하면서, 아낙시만드로스 철학과 도덕
과의 연계를 주장한다, 서양의 철학 전통을 도덕과의 연합으로
이해하려는 자신의 의도 때문에.

3.3.2.1.2. 헤라클레이토스
플라톤 이래로 철학은 도덕의 지배하에 있다: 플라톤의 선행자들에
게서도 도덕적 해석은 결정적으로 잠입해 있다.(아낙시만드로스에게서
는 만물의 몰락은 그것이 순수존재로부터의 이탈한 것에 대한 벌이다,
헤라클레이토스에게서는 현상들의 규칙성은 총체적 생성이 윤리적이
고-정의롭다는 증거다)
(KGW VIII 1 7[4], 265쪽)

“존재라는 것이 공허한 허구 중 하나라고 하는 한에서 헤라클
레이토스는 영원히 옳다.”(GD Die “Vernunft” in der Philosophie
2; KGW VI 3, 69쪽; 한글판 98쪽) 헤라클레이토스에 대한 니체의

긍정적 판단이다. 실제로 니체는 서양 철학의 전통에서 헤라클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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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토스를 예외적 존재로 이해한다. 그의 철학이 존재가 아니라
생성을 바라보는 유일한 그리스 철학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이런
입장에도 불구하고 그 역시 도덕과의 연합이라는 측면에서는 비
판의 대상이 된다. 아낙시만드로스의 철학이 생성적 세계의 불의
를 주장해서 도덕적인 반면, 헤라클레이토스의 철학은 세계정의
론(Kosmodicee)를 제시하면서 도덕적 성격을 획득한다. 니체의
문헌학 강의에 수록되어 있는 헤라클레이토스에 대한 설명은 철
학과 도덕과의 연합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첫째, 일자가 존재
한다. 그러나 이 일자는 영원한 변전 속에 있는 것이다.(생성) 둘
째, 영원한 변전의 법칙, 사물들 안의 로고스는 곧 (이성적) 불이
다. 생성과 생성의 방식은 불인 로고스의 업적이다. 따라서 일자
만이 존재하고, 사물들의 모든 성질, 모든 법칙, 모든 생성과 소
멸은 일자의 존재가 지속적으로 개시되는 방식이다. 따라서 다자
는 파르메니데스에게서처럼 감각의 착각이 아니라, 일자가 모습
을 드러내는 형상이다.(정의) 셋째, 전체 세계의 법칙은 상반되는
운동 즉 싸움으로부터 존재하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로고스다. 즉
세계의 대립 지향적 조화인 것이다. 넷째, 일자는 보편이성이자
보편 법칙이다. 만물에 내재하면서 질서지우는 원리로서의 신 개
념은 사건들을 신적 법칙의 표현으로 받아들이는 일종의 도덕적
태도를 발생시킨다.(범신론)(KGW II 4, 271쪽)

3.3.2.1.3. 파르메니데스
파르메니데스는 말했다: “존재하지 않는 것은 생각되지 않는다.” ―
우리들은 그 반대편에 서서 말한다 “생각될 수 있는 것은 확실히 허구
임에 틀림없다.” 사유는 실재를 파악하지 않는다. 단지 ― ― ― 만을 파
악할 뿐이다.
(KGW VIII 3 14[148], 1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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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재는 존재하면서 존재하지 않을 수 없다. 존재는 말해질 수
있고, 내 사유의 대상일 수 있다. 내가 생각할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존재할 수 있다. 무는 말이나 사유의 대상일 수 없다.
우리는 비존재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념도 가질 수 없다. 그러므
로 관념을 갖는다는 것과 존재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은 일치한
다.’ 이것은 파르메니데스의 기본 주장이다. 니체는 이 주장이 우
리의 지성을 사물의 척도라고 가정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즉 이
성만이 사물의 참된 본질을 인식하는 기관이라는 것이 전제되어
야 한다. 사실 파르메니데스는 이런 전제를 토대로 생성의 과정
은 착각들의 영역에 속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니체는 이
런 전제가 플라톤의 윤리적 귀결, 즉 정신과 육체를 분리하는 입
장으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비난한다. 그래서 서양의 철학, 즉 ‘도
덕적 존재론’은 파르메니데스에게서 전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
다고 말할 수 있다. 실제로 니체는 도덕적 존재론의 형성에서 아
낙시만드로스나 헤라클레이토스가 직접적인 영향을 행사했다고
는 생각하지 않는다. 도덕적 존재론이 이성에 대한 믿음과 직접
적으로 관계하고 있기 때문이다.(KGW II 4, 293～294쪽)

3.3.2.2. 그리스 철학 II : 소크라테스 이후
그리스 철학에 대한 비판
소크라테스 이래로 그리스 철학자들의 출현은 데카당스의 징후다;
반헬레니즘적 본능들이 상위에 오른다......
(KGW VIII 2 11[375], 409쪽; 한글판 491쪽)

소크라테스-플라톤 이전의 철학을 진정한 그리스 철학이라고
이해하는 니체는 소크라테스 이후의 그리스 철학에 대해서는 단
적으로 ‘데카당스 철학’이라는 혹독한 비판을 한다. 그 이유는 도
덕적 존재론의 고착화에서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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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2.1. 소크라테스
소크라테스의 문제. […] 나는 어떤 편파적인 상태와 어떤 특이체질
적 상태가 소크라테스의 문제를 도출시킬 수 있는지를 파악해보려 한
다: 즉 이성=덕=행복이라는 소크라테스의 공식을. 이런 불합리한 동일
성 이론을 수단으로 소크라테스는 매혹시켰다: 고대 철학은 다시는 이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었다. […] 소크라테스의 문제 : 충동의 야수
성에 맞서는 무기로서의 현명함, 명료함, 엄정함, 논리. 충동의 야수성
이야말로 위험한 것이고 몰락을 위협하는 것이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렇지 않으면 현명함을 그 정도의 폭군으로 형성시키는 것이 아무런 의
미를 가질 수 없게 된다. 현명함을 폭군으로 만든다: 그런데 충동도 폭
군이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이 문제인 것이다. ― 이것은 그 당시의
시대에 아주 잘 어울렸다. 이성이=덕=행복으로 되었다.
(KGW VIII 3 14[92], 60～61쪽)

니체는 소크라테스를 그리스 문화를 파괴시킨 첫 인물로 이해
한다. 그 이유는 소크라테스가 사용하는 대화술인 변증론, 소크라
테스의 주지주의, 그리고 소크라테스의 윤리학(윤리적 주지주의)
에 있다. 먼저, 소크라테스의 주지주의는 논리적이고도 이성적 사
유를 참된 지식과 참된 삶을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방법으로 상
정한다. 이성의 역할에 대한 이런 강조는 니체에 의하면 그리스
비극 시대, 진정한 헬레니즘 문화를 종결짓는 운동의 시작이었으
며, 동시에 이성외적인 인간의 삶, 충동이나 욕구 등을 최대한 억
제하는 금욕 운동의 시작이기도 했다. 이것은 곧 인간을 정신으
로 용해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소크라테스는 변증법을 진리
에 대한 분명한 지식을 알기 위한 수단으로, 덕에 이르는 길로 사
용한다. 그리고 진리에 대한 인식은 삶을 바르게 통제하기 위한
필수적 전제이기에 변증론을 실천적 목적에서 사용한다. 그런데
니체는 이 변증법을 천민들이나 사용하는 방식으로, 상대자의 지
성을 피로하게 만들어 상대를 파괴하려는 복수심에서 연유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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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이해한다. 귀족들이나 동류인들 사이에서는 설득당하거나
설득해야 할 필요는 없는 것이며, 단지 명령과 상호간의 승인 및
이해가 이미 있기 때문이다.(GD Das Problem des Sokrates 9; 한
글판 92～93쪽) 셋째, 소크라테스의 윤리학은 지식과 덕 사이의

일치 관계를 말한다. 즉 누구도 알고서는 의도적으로 악을 행하
지 않는다. 더불어 그는 옳은 행위를 인간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행위라고 이해한다. 그렇다면 그의 윤리적 주지주의는 “윤리적으
로 옳은 행위는 이성이 알려 준다. 이 행위에 의해 인간은 행복에
도달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 니체는 이것을 이성 = 덕 = 행복이
라는 간단한 공식으로 표명한다.

3.3.2.2.2. 플라톤
3.3.2.2.2.1. 이데아론
덜 실제적일수록, 가치는 더 있다.(Je weniger real, um so mehr
Werth) 이것이 플라톤주의다: 하지만 플라톤은 뒤집기를 더 대담하게
한다: ― 그는 실재성의 정도를 가치의 정도에 따라서 측정하고 말하기
를: 더 많은 ‘이데아’, 더 많은 존재.(Je mehr Idee, desto mehr Sein)
그는 “현실성Wirklichkeit”이라는 개념을 한바퀴 돌려서는 말하기를:
“그대들이 현실적이라고 진정 믿는 것은 오류다. 그리고 ‘이데아’에 다
가갈수록, 우리는 진리에 다가간다.” ― 이것을 이해하겠는가? 가장 대
단한 계명이다.
쪽)

(KGW VIII 1 7[2], 261

인용문은 이데아론의 존재론적․인식론적 함축에 대한 비판이다.
플라톤의 이데아론의 기본 입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식은 오류
가능성을 갖지 않아야 하고, 반드시 실재하는 것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둘째, 참된 지식의 대상은 지성의 대상이며, 불변하고 항구
적이어야 한다. 따라서 참된 지식은 감각 기능에서는 확보될 수 없

165

니체『유고』

165

으며, 감각 기능의 대상은 참된 지식의 대상도 아니다. 셋째, 불변
하고 항구적인 참된 지식의 대상은 보편자다. 참된 지식의 판단은
보편자에 대한 판단이다. 넷째, 보편자에 대한 참된 지식은 ‘지적
직관’을 수단으로 한다. 다섯째, 보편자들의 객관적 본질이 이데아
며, 이데아에 대한 인식이 참된 인식이다. 이런 기본적인 입장에서
니체는 먼저, 이데아의 세계와 존재와의 일치에 주목한다. 참된 진
리(episteme)의 대상=이데아=최고의 실재성은 불변성과 보편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에 대한 다른 명칭이 곧 ‘존재’ (Sein)
다. 반면 감각의 대상 = 억견(doxa)의 대상 = 변화를 경험하는 것=
특수성이며, 이것에 대한 다른 명칭이 곧 ‘생성’(Werden)이다. 이
렇게 해서 도덕적 존재론의 전제인 형이상학적 이분법이 가시화되
며, 세계의 이원화는 이제 플라톤 철학의 특징이 된다. 세계의 이
원화는 가치상의 대립으로 표명된다. 이데아는 진리의 세계이고,
현실은 가상의 세계이기에, 전자는 후자에 대한 가치적 우위를 점
한다. 이 가치적 우위는 전자의 실재를 요청하게 된다. 존재의 세
계는 실제로 있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므로 존재의 세계는 도덕적
당위의 세계인 것이다. 플라톤의 이데아론은 이렇듯 형이상학적
이분법과 도덕과의 결합체인 것이다. 플라톤 철학은 단적으로 말
하면, ‘‘존재’는 보편적이고 불변하는 것이기에 참이고, 그래서 추
구할 만한 가치가 있고, 따라서 실제로도 있지 않으면 안 된다. 반
면 생성적 현실(Wirklichkeit)은 오류와 가상의 대상이자 원천이기
에, 현실로부터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나 다름없으며,
이데아론은 이 주장을 사변적 형태로 표명한 것에 불과하다.
3.3.2.2.2.2. 반자연적 도덕
증명가능성이 덕에 있어서의 개인적 탁월함의 전제로서 앞에 놓였
을 때, 이것은 정확히 그리스적 본능의 와해를 의미했다. […]“선”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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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라는 위대한 개념들은 그것들이 속하는 전제들로부터 해방되었고:
자유로워진 “이데아들”로서 변증법의 대상이 되어 버렸다. […] 이데
아들이 거주하고, 이데아들이 유래하는 세계 하나가 고안되었던 것이
다......
요약하면: 플라톤에게서 이미 넌센스는 그 절정에 도달해 있다 ......
그리고 이제 추상적이고-완전한 인간을 거기에 덧붙여 고안해내는
일이 필요했다
선하고, 정의롭고, 지혜로운 변증론자― 요컨대 고대철학자들의 허수
아비를
모든 토양에서 풀려난 식물; 통제하는 본능 일체를 갖고 있지 않은
인간성; 근거를 가지고 스스로를 “입증”하는 덕.
완전히 부조리한 “개인” 그 자체! 최고 서열의 반자연 ......
요약하면, 도덕가치의 탈자연화의 결과로 퇴화된 인간유형이 만들어
졌다.― “선한 자”, “행복한 자”, “지혜로운 자”가
(KGW VIII 3 14[111], 80～81쪽)

니체가 플라톤 철학을 비판하는 또 다른 이유는 플라톤 철학의
반자연적 도덕 때문이다. 플라톤에게서 반자연적 도덕의 모든 속
성이 원초적-원형적 형태로 발견될 수 있다고 니체는 평가한다.
인용문에서는 그 중에서 행복론과 관련된 부분만을 다루고 있다.
니체에 의하면 플라톤의 철학은 소크라테스의 근본공식, 이성 =
덕 = 행복을 토대로, 철학자 = 지혜로운 자 = 변증법을 사용하여
이성을 연마한 자 = 선한 자라는 공식을 도출해 내는 철학이다.
이 공식은 소크라테스의 기본 입장과 이데아론과의 기묘한 결합,
그리고 도덕을 지식이라고 이해하는 것과의 추가적 결합을 통해
이루어진다 . 인간의 참된 행복은 최고 선의 소유에 있고, 최고선
은 이성적이고 도덕적 존재로서의 인간의 참다운 발전이며 인간
영혼의 올바른 수양이라는 것, 인간 영혼의 올바른 수양은 참된
유형의 지식과 무시간적인 대상들에 대한 정확한 앎을 통해서라
는 것, 이 세계는 최상의 세계가 아니라 이데아의 세계에 대한 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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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한 복사물이라는 것, 인간의 최고선 혹은 행복은 신에 대한 앎
을 포함한다는 것, 인간의 관조는 인간 행복의 필수적 조건이라
는 것이 플라톤 철학의 한 축을 형성한다. 여기에 플라톤은, 덕은
지식이며 절대적이고 불변인 어떤 것이기에, 가르침도 가능하다
고 한다. 영혼의 이성적 부분의 덕인 지혜, 영혼의 기개부분의 덕
인 용기, 이성의 지배를 받는 기개 부분과 욕구 부분과의 합일인
절제의 덕, 영혼의 모든 부분이 각자 자신의 당연한 과제를 적당
한 조화 속에서 수행하는 것 안에 있는 덕인 정의라는, ꡔ국가ꡕ에
서 제시된 기본적인 덕목들은 모두 절대적이고 불변인 어떤 것들
이며, 지식의 대상인 것이다. 이런 두 입장은 위에서 언급한 공식
을 귀결시킨다. 니체는 플라톤 철학이 도덕적 절대주의를 표방하
고, 덕이 증명 가능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으며, 그 결과 변증법에
대한 과대 평가와, 선인이 곧 현인이며 현인이 곧 철학자라는 기
묘한 결론을 도출시킨다고 항변한다. 니체에게 플라톤의 선인은
반자연성의 최고 서열이며, 절대적 지식으로서의 덕에 대한 상정
은 덕의 해석적 성격을 망각하고 있는 것이다.

3.3.2.2.3. 소피스트
소피스트들은 도덕에 대한 최초의 비판을, 도덕에 대한 최초의 성찰
을 피상적으로나마 시작한다....
― 그들은 병존하는 도덕적 가치 평가들의 다수성(지역적 제약성)을
제시한다.
― 그들은 도덕은 모두 변증법적으로 정당화<된다>는 것을 이해시
킨다.― 아무런 차이도 없다는 것을 : 즉 그들은 도덕에 대한 온갖 근
거지움이 어떻게 해서 필연적으로 소피스트적일 수 밖에 없는지를 알
아차렸던 것이다.―
― 플라톤부터의 고대 철학자들이 (칸트에 이르는) 가장 위대한 스
타일로 입증했던 명제
― 이들은 제일 진리를 제시한다 “도덕 그 자체”, “선 그 자체”는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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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하지 않는다는 것, 이 영역에서 진리를 논하는 일은 사기라는 것을.
(KGW VIII 3 14[116], 84쪽)

소피스트들에 대한 니체의 판단은 매우 우호적이다. 소피스트
철학은 철학적 대상과 방법론 그리고 철학의 목적을 그 이전의
그리스 철학과는 달리 설정한다. 차이와 변화의 세계를 가능하게
하는 만물의 근원적 요소에 대한 탐구가 아니라, 인간과 인간의
문명 및 관습이 탐구의 대상이 된다. 또한 방법론에 있어서도 연
역적 탐구가 그리스 철학의 주된 방법이었다면, 소피스트 철학은
경험적-귀납적 방법을 사용한다. 인간과 인간의 삶의 터전이 그
대상이었기에, 다양한 유형의 문화와 관습에 대한 경험적 탐구는
필요 불가결한 것이었다. 또 객관적 진리에 대한 추구라는 철학
의 목적이 이제는 더 이상 추구되지 않는다. 철학의 목적을 그들
은 실질적이고 사실적인 지식, 삶을 통제하고 삶을 풍부하게 하
는 지식의 연마와 그 지식을 가르치는 데에 두었다. 그런 한에서
그들은 ‘현실론자들’이었다.(KGW VIII 3 14[147], 123쪽) 소피스
트 철학은 철학의 관심을 인간 자체로 돌리는 역할을 했고, 현실
적인 삶을 살아가는 인간을 교육하고 훈련하는 실천적 철학이었
다. 소크라테스-플라톤이 이성적 덕과 변증법에 대해 말할 때,
소피스트들은 정치적 덕과 그것을 위한 논쟁술을 가르쳤다. 소피
스트 철학의 상대주의적 경향과 논쟁술에 대한 강조, 고정적 규
범들의 결여라는 특징은 이 철학의 목적과 대상과 방법론의 필연
적 귀결이라고 할 수 있다. 니체는 이런 소피스트 철학이 인간을
철학의 중심에 놓는다는, 현실 관련적이라는, 지적관조가 아니라
현실적(정치적) 유용성을 목적으로 하는 인간의 비도덕적 속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이유로 높게 평가한다. 그리고 소피스트들이 철
학에서 확고히 자리 잡은 도덕 가치의 절대적 진리성에 대해 회
의하고, 도덕 가치의 제약성 및 상대성을 제시한 점은 니체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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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소피스트의 편으로 만든다. 니체는 바람직한 철학의 방향
은 소피스트의 정신을 긍정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으로 이해한다.
“그리고 결국 그들이 옳았음이 인정되었다: 인식론적인 인식과
도덕적 인식의 모든 진보가 소피스트들을 복권시켰다. […] 우리
의 현대적 사유 방식은 […] 프로타고라스적이라는 말로 충분하
다.” (KGW VIII 3 14[116], 85쪽)

3.3.2.2.4. 퓌론(Pyrrhon)
그의 삶은 위대한 동일성 이론(행복=덕=인식)에 대한 하나의 항의
였다. […] 올바른 삶은 학문을 통해서는 찾아지지 않는다: 지혜는 “현
명하게” 만들지 않는다. […] 올바른 삶은 행복을 원하지 않는다. 행복
을 도외시한다.

(KGW VIII 3 14[99], 68～70쪽)

나는 나중에 등장한 자들 중에서는 오직 하나의 독창적 인물만을
알 뿐이다: 늦었지만, 필연적으로 최후에 나타날 수 밖에 없는 자.......
허무주의자 피론....... 그는 그 사이 상위에 있던 것 모두에, 소크라테
스 학파와 플라톤에 맞서는 본능을 갖고 있다.
(KGW VIII 3 14[100], 70쪽)

니체는 회의주의자 퓌론을 플라톤주의가 만연하던 시기에 등장
한 독창적인 그리스 철학자로 이해한다. 그가 플라톤주의의 동일
성 주장(이성 = 덕 = 행복)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서 플라톤주의
로부터 빠져나왔기 때문이다. 감각적 성질에 대한 데모크리토스의
이론과 퀴레네 학파, 그리고 소피스트들의 인식론적 상대주의의
영향을 받은 퓌론은 인식적 판단 유보를 수단으로 실천적 영역에
서의 판단 유보를 주장한다. 인식적 판단 유보란 우리는 어떠한 것
도 확신할 수 없기에, ‘이것은 이렇다’는 말 대신에 ‘그것은 내게
이렇게 보인다’ 혹은 ‘그것은 그러할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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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은 실천 영역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그에 의하면 개인
의 행복, 즉 영혼의 평온은 가치들에 대한 엄밀한 중립적 입장을
취함으로서 달성될 수 있다. 하지만 인간은 쾌와 불쾌라는 정동을
갖고 있는 존재이며, 그런 한에서 모든 것에 대한 중립적 입장은
사실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지속적인 아타락시아는 수행될 수 없
으며, 행복 역시 도달될 수 없고, 따라서 추구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행복은 여전히 최고 가치이기에 간단히 버릴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
라는 것이다. 이것은 퓌론에게 딜레마 상황이다. 이 딜레마 상황을
퓌론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제시한다. 모든 것이 불확실하면, 어
디에 행복이 있는지도 역시 불확실하다. 그러면 인간은 어디서 행
복을 찾아야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행복을 찾는 노력을 할 수
없다. 동시에 쾌와 불쾌의 임의적인 가치 평가 역시 그것의 진정한
행복과의 관계가 알려지지 않은 채로 있기 때문에 상대화될 수 있
다. 그러므로 퓌론은 이성의 믿음에 근거한 가치들에 대해서는 이
성적 도그마로 받아들여 판단을 유보하고, 육체의 이성 무관적인
아펙트들의 활동은 최대한 억제하는 것을 삶의 목표로 이해한다.
이런 삶은 모든 이성적 판결을 유보하고, 이론적 주장을 하지 않
고, 아펙트들을 억제하는 삶이며, 영혼의 평정은 이런 삶에 의해
도달할 수 있다. 현실의 삶에서 이성적 판단을 요구하는 문제에 부
딪히게 되면, 단지 그럴듯한 관습이나 의견을 따르면 된다. 퓌론의
(사실은 퓌로니스트들이라고 말해야 더 정확하다. 퓌론은 소크라
테스와 마찬가지로 저술활동을 일체하지 않았다.) 이런 입장은 결
국은 회의적 방법을 수단으로, 외부세계에 대한 무관심과 육체의
아펙트들에 대한 금욕을 주장하는 셈이다. 니체가 퓌론을 행복과
이성과의 결합을 회의적 방법을 통해 해체하는 자라고 평가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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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동시에 허무적 특징을 갖는 자라는 상반된 입장을 갖는 것은
바로 퓌론의 이런 점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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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2.5. 에피쿠로스
피론과 에피쿠로스는 그리스 데카당스의 두 형태다: 변증법과 모든
배우적인 덕들을 증오한다는 점에서 서로 닮았다.― 당시에는 이 두 가
지를 뭉쳐 철학이라고 불렀다.―; 이들은 자신들이 사랑하는 것을 고의
로 천하게; 일상적인, 심지어는 경멸스런 이름을 대신 선택하면서; 병
들지도 건강하지도 살아있지도 죽은 것도 아닌 상태를 표시한다......
에피쿠로스. 좀더 더 단순하고, 좀더 목가적이며, 좀더 감사할 줄 안
다; 피론. 좀더 편력적이고 좀더 방탕했고 좀더 허무적이다......
(KGW VIII 3 14[99], 69쪽)

플라톤주의에 대한 이의 제기로서 니체의 주목을 끄는 또 다른
인물은 에피쿠로스다. 특히 그의 쾌락주의 윤리학은 소크라테스플라톤류의 윤리학과는 다른 명제를 제시한다. 쾌락은 인생의 목
표이고, 그것은 전 일생을 통해 지속되는 쾌락이며, 고통의 부재
에서 온다. 이런 쾌락은 영혼의 평정에서 발견된다. 지속적 쾌락
의 극대화는 육체의 건강과 영혼의 평정을 이룩해야 가능하다.
그렇다면 에피쿠로스의 쾌락주의는 고요하고 평정한 삶에 대한
추구로 귀결된다. 그런데 이 삶은 쾌락의 극대화 전략에 의해 구
현되지 않고, 오히려 고통의 극소화 전략에 의해 가능하다. 고통
의 극소화는 고통을 유발시키는 욕구의 극소화에 의해 가능하다.
따라서 에피쿠로스의 쾌락주의는 금욕주의다. 고통을 유발하는
욕구의 긍정적 기능을 이해하는 니체에게 금욕은 삶을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인간의 다양한 욕구와 충동들은 모두 지배욕의
일종(즉 힘에의 의지)이며, 욕구가 이런 것이기에 인간 삶을 고양
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고통은 인간 삶의 필연적 구성요소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욕구의 포기나 억제를 권유하는 에피쿠로스
의 금욕주의는, 삶을 포기하라는 권유와 다름없다. 삶은 욕구와
충동들의 힘을 위한 투쟁의 장이며, 힘상승을 통한 자기 극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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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학이 이루어지는 장소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니체는 에피쿠로
스의 쾌락주의를 병들지도 건강하지도 살아 있지도 죽어 있지도
아닌 상태를 권유하는 것으로, 데카당스의 징후로 이해한다.

3.3.2.3. 근대 이성주의
고대 그리스 철학의 플라톤주의에 대한 고찰과 더불어 니체는
근대 철학에서의 플라톤주의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한다. 니체
가 플라톤주의라고 이해하는 철학이 이성 중심주의와 도덕적 존
재론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에, 근대 철학 중에서도
주로 이성주의 전통이 공격 대상이 된다. 니체의 불만은 르네상
스를 거치면서도 근대 철학 일반이 그리스도교의 영향을 벗어나
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플라톤주의를 더욱 강화시키고, 그것을
그리스도교적 세계관과 종합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는 데에 있다.
이 입장을 보증하는 증거로 니체는 근대 이성주의 철학자 데카르
트, 라이프니츠, 그리고 독일 이상주의 철학자 칸트와 헤겔을 제
시한다.

이들

철학자는

말

그대로

“절반의

성직

자”(Halb-Priester) (KGW VIII 3 15[71], 246쪽)들이다.

3.3.2.3.1. 데카르트
3.3.2.3.1.1. 도덕적 해석
데카르트 역시 선한 신을 사물의 창조주로 믿는 그리스도교적-도덕
적 근본 사유방식 속에서, 신의 진실성이 우리에게 우리의 감각 판단
을 보증한다고 생각했다. 우리의 감각과 이성에 대한 종교적 인가와
보증을 떠나서― 우리는 어디서 생존을 신뢰할 권리를 가질 수 있단 말
인가! 사유가 실재성의 척도라는 것!― 생각될 수 없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이런 것은 도덕적 맹신의 극치다.
(KGW VIII 1 2[93], 10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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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데카르트가 ꡔ성찰ꡕ에서 제시한 명석 판명한 관념들의
보증자로서의 신의 현존을 증명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데카르
트는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라는 의심할 수 없는
진리를 발견한 후, 생각하는 실체(res cogitans)의 판단이 참임을
보증하기 위해서, 신이 사악한 악령(genius malignus)이 아니며
관념으로서가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그렇
다면 확실성의 토대를 찾고자 하고 모든 학문을 확실한 토대위에
올려놓고자 했던 데카르트에게 신의 존재야말로 그 토대가 되고
있는 셈이다. 중세로부터 해방된 인간의 정신은 아이로니컬하게
도 데카르트의 ‘방법적 회의’를 통해 다시 신으로 회귀한다. 니체
는 데카르트의 입장을 플라톤의 도덕적 존재론과 그리스도교 신
앙의 결합체로 이해한다. 신이 선하고 완전한 존재이기에, 속이는
악령일 수 없다는 것, 완전한 존재이기에 실제로도 존재해야 한
다는 것, 이런 신은 플라톤의 도덕적 존재론에서 표명된 이데아
를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 것에 불과하다. 코기토 명제에 대한 니
체의 분석도 이 입장과 연관되어 진행된다.
3.3.2.3.1.2. 코기토 명제
“생각된다 ; 따라서 생각하는 어떤 것이 있다” : 데카르트의 논변은
이렇게 귀결된다. 하지만 이것은 실체 개념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미
리 ‘선험적 참’이라고 설정하는 것이다 : ― 그렇지만 생각된다면 ‘생각
하는’ 무엇인가가 있어야만 한다는 것은, 어떤 행위에 행위자를 덧붙이
는 우리의 문법적 습관을 공식화한 것에 불과하다. 요약하면 여기서는
이미 논리적-형이상학적 요청이 행해지고 있다.― 그리고 이런 요청은
확인되고 있을 뿐만이 아니다...... 데카르트가 취한 방식으로는 절대적
으로 확실한 어떤 것에 이르지 않고, 아주 강한 어떤 믿음의 사실에만
이를 뿐이다. 저 문장을 “생각된다. 그러므로 생각된 것이 있다”는 명
제로 환원시켜 보면, 단순한 동어 반복만을 우리는 얻을 뿐이다 : 그리
고 문제가 되었던 바로 그것, 즉 ‘생각된 것의 실재성’은 건드려지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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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다.― 말하자면 이런 형식으로는 생각된 것의 ‘가상성’은 물리칠 수
없는 것이다. 그렇지만 데카르트가 원했던 것은 생각된 것이 단지 가
상적 실재성뿐 아니라, 실재성 그 자체를 갖는다는 것이었다.
(KGW VIII 2 10[158], 215쪽; 한글판 255쪽)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는 명제를 데카르트는 추
론이 아니라, 직관의 형태라고 이해한다. 즉 나는 내가 현존하지
않고는 생각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현존과 사고 사이의
필연적 연결을 직관한다는 것이다. 모든 것을 회의한다는 데카르
트도, 회의하고 있는 데카르트 자신의 현존만큼은 더 이상 회의
할 수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그에게 코기토 명제는 확실성의 토
대가 될 수 있다. 니체는 데카르트의 코기토 명제에 대해 두 가지
이의를 제기한다. 첫째, 데카르트의 명제는 실체 개념을 무비판적
으로 ‘선험적 참’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이 실체 개념은 행위자
-실체에 대한 믿음을 전제하고 있다. 즉 그는 생각 작용과 회의
작용의 담지자를 실체적 존재로 이해한다. 그는 ‘나’를 행위로부
터 독립해서도 존재할 수 있는 자존적 존재자로 상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생각을 일으키는 원인인 ‘나’는 생각 작용이 없
이도 존재해야 한다. 하지만 이런 ‘실체’ 개념은, 니체에 의해 우
리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해석 도구일 뿐이라는 진단을 받는
다. 행위로부터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실체라는
것은 없다. 따라서 행위자-실체인 ‘나’도 있을 수 없다. 행위와
행위자-실체의 분리는 ‘번개가 번쩍인다’에서 ‘번개’를 ‘번쩍임’과
분리시키는 것처럼 행위를 이중화시키는 것과 다름없다. 따라서
‘생각된다. 그러므로 생각하는 어떤 것이 있다.’는 명제는 ‘생각된
다. 그러므로 생각된 것(생각)이 있다.’로 환원될 수 있으며, 이것
은 ‘동어 반복’에 불과하다. 생각 작용과 생각된 내용의 분리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둘째, 코기토 명제는 생각된 것(생각)의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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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을 전혀 보증하고 있지 못하다. 이 두 번째 이의는 3.3.2.3.1.1.
에서의 비판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데카르트의 명제
가 ‘생각된다, 따라서 생각하는 어떤 것이 있다.’를 의미하며, 생
각하는 ‘어떤 것’의 허구성 때문에, ‘생각된다. 그러므로 생각된
것(생각)이 있다.’로 환원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면, 생각된 것(생
각)이 가상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 데카르트의 코
기토 명제는 생각된 것의 실재성을 보증하려 했지만, 코기토 명
제의 구조상 그 목적은 성취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데카르트가
신을 요청하지 않을 수 없었던 이유는 ‘동어 반복’에 불과한 코기
토 명제를 확실성의 토대로 삼고자 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데카
르트의 철학이 이성의 확실성에서 출발하지만, 사실은 신의 확실
성을 전제하는 철학이며, 그런 한에서 신의 존재에 대한 도덕적
요청을 전제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코기토 명제의 내적
구조 때문인 것이다.

3.3.2.3.2. 라이프니츠
우리의 세계는 신의 작품, 신의 표현(양태)이거나 : 이 경우에 세계
는 최고로 완전해야만 한다.(라이프니츠의 결론......) ― 그리고 사람들
은 완전성에 무엇이 속하는지 알고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렇
다면 악이란 한갓 가상일 수 있을 뿐이거나(스피노자에게서 선과 악이
란 개념은 더 급진적이다), 또는 신이란 최고목적으로부터 끌어내져야
만 한다.

(KGW VIII 2 10[150], 205쪽; 한글판 243쪽)

니체는 라이프니치의 형이상학적 예정 조화설을 도덕적 존재론
의 근대적 형태 중의 하나로 이해한다. 그에 의하면 모나드(Monad)들은 다른 것들과 차별적이면서 각자 내부로부터의 활력에
의해 변화를 경험하며 존재한다. 그런데 모나드들은 ‘창이 없다.’
즉 상호간의 인과적 관계를 맺을 수 없다. 세계는 창 없는 수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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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모나드들로 가득 차 있다. 그렇지만 모나드들의 세계가 카
오스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각자 분리되어 있는 모나
드들은 신이 부여한 어떤 법칙, 즉 예정 조화의 원리에 따라 다른
모나드들의 변화에 조화롭게 대처하며 그 스스로 변화한다. 세계
는 질서 잡힌 체계인 것이다. 그리고 이 체계는 신이 완전성의 원
리에 따라서 예정해 놓은 가장 아름답고도 가장 완전한 체계인
것이다. 니체는 이런 입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그것은 첫째, 초
월적 목적론을 표방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의 목적에 의해 세계
의 운행이 발생하고, 신의 목적이 세계 안에서 구현된다는 것과
같은 의미이기 때문이다. 둘째, 모나드의 내생적 운동은 라이프니
츠가 밝히고 있듯이 모나드가 활력(vis activa)을 갖기에 가능하
다. 즉 내생적인 운동성을 가지고 있기에 가능하다. 하지만 다른
모나드들과의 자발적 관계 맺음을 배제하고, 내재적 목적이 없는
‘내생성’(Endogenität)을 니체는 무의미한 개념으로 이해한다. 물
론 라이프니츠는 이 어려움을 신의 목적에 의한 예정 조화라는
형이상학적 설명으로 모면하려 한다.

3.3.2.3.3. 칸트
3.3.2.3.3.1. 선험성의 문제
여기서 도덕적 존재론이 지배적 편견이 되고 있다. 칸트는 추론한
다. 1) 어떤 조건들 아래에서만 타당한 주장들이 있다 2) 이 조건은 경
험으로부터가 아니라, 순수 이성으로부터 유래한다. 그러므로: 문제는
이렇다. 그러한 주장들의 진리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서 그 근
거를 가져온단 말인가? […] 어떤 믿음의 발생, 강한 확신의 발생은
심리적 문제다: […] 그 믿음은 “후험적 데이터 data aposteriori” 뿐
만 아니라, “경험 이전”의 선험적 데이터data apriori 역시 있다는 것
을 전제한다. 필연성과 보편성은 결코 경험으로부터는 주어지지 않는
다: 그렇다면 도대체가 이것들이 경험 없이 있다는 것은 무엇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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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백하단 말인가? […] 그것은 결코 인식이 아니다! 규제적 신조인 것
이다! […] 선천적 종합판단이라는 것이 있다면, 순수이성에 의한 사
물 인식인 형이상학도 어쩌면 있을지도 모른다.
(KGW VIII 1 7[4], 273～274쪽)

니체는 칸트의 인식론이 도덕적 존재론의 지배를 받고 있다고
평가한다. 인식의 선험성에 대한 칸트의 입장이 이성의 가치에 대
한 맹목적 믿음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칸트가 인식의 보편성
과 필연성을 주장할 수 있으려면, 인식이 ‘보편적이고도 필연적이
다’는 믿음을 정당화해야 하고, 이 믿음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선
험성을 해명해야 한다. 인식의 선험성에 대한 해명은 선험성의 출
처에 대한 해명을 필요로 한다. 선험성은 경험 이전의 것이기에,
경험에 의해서는 경험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선험성은 경험 외적인
것인 일종의 본유 관념이거나, 아니면 단순한 확신이나 믿음의 결
과인 것이다. 니체의 판단은 이렇다. 만일 선험성이 본유 관념의
일종이라면, 그것은 다시 해명되지 않은 어떤 것에 대한 믿음을 전
제하고 있다. 선험성이 단순한 믿음 차원의 것이라면, 그것은 우리
의 일상적인 심적 확신과 다를 바가 없다. 선험성이 이런 것이라면
그것은 인식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 하지만 칸트는 인식의 필연성
과 보편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험성을 필요로 했고, 그가 실제로 했
던 것은 ‘선험성에 대한 믿음의 적법성’(Rechtmäßigkeit)을 무조건
적으로 전제하는 일이었다. 그렇다면 인식의 보편성과 필연성에 대
한 칸트의 믿음은 ‘인식에 대한 믿음, 인식의 선험성에 대한 믿음’
이 ‘적법’하다는 전제에 근거하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이 전제는
또 하나의 믿음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칸트는 순수 이성의 사실에
서 인식의 보편성과 필연성을 확보하려 했지만, 사실은 규제적 신
조(regulativer Glaubensartikel)에서 확보했을 뿐이었다. 칸트의
이런 실수는 이성에 대한 강한 믿음에서, 이성에서 인식의 보편성

니체『유고』

179

과 필연성을 확보하고 싶어 하는 욕구에서 발생한다.
3.3.2.3.3.2. 현상과 물자체
칸트의 비판주의의 게으른 오점이 조야한 눈에도 점차 가시화되었다:
칸트는 ‘현상’과 ‘물자체’를 자기처럼 구분할 권리를 전혀 갖고 있지 않
았다. ― 그가 현상으로부터 현상의 원인으로의 추론을 허락하기 어려운
일로 거부했었던 한에서, 그런 낡고도 흔한 방식에 의해 앞으로도 여전
히 구별할 권리를 손수 포기하고 있었던 것이다. ― 인과율과 이 개념의
순수한 현상 내에서의 유효성이라는 그의 이해에 적합한 것이다: 반면
이런 이해는 ‘물 자체’가 추론된 것이 아니라 주어진 것이기라도 하듯 저
구별을 선취하고 있다.

(KGW VIII 1 5[4], 189～190쪽)

물자체와 현상의 구별 역시 도덕적 존재론의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니체는 판단한다. 칸트는 인간 인식의 영역을 현상으
로 제한하고, 물자체의 존재는 거부하지 못하면서도 그것에 대한
오성적 인식(Erkennen)은 부정한다. 물자체는 사유(Denken)의
대상인 것이다. 칸트는 현상과 물자체 사이의 관계를 인과율로는
설명할 수 없다. 그가 인과율을 현상 영역에만 한정해 놓았기 때
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자체의 존재는 칸트에게서 이미 전
제되어 있다. 현상과 물자체를 이렇게 구별하는 것은 니체에게
두 가지 경우 중 하나로 간주된다. 칸트는 로크에게 유혹당해 물
자체를 현상의 원인으로 상정하여 자가당착에 빠져 있거나, 아니
면 도덕적 존재론의 토대인 형이상학적 이분법의 마력에서 벗어
나지 못하고 있다.
3.3.2.3.3.3. 도덕 가치의 왕국
칸트: 우리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으며, 우리에게 보이지는 않지만,
사실적인 도덕 가치의 왕국
(KGW VIII 1 2[195], 16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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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트의 도덕철학은 니체에게 도덕적 존재론의 완결판으로 보인
다. 보편성과 정언성과 자발성 그리고 목적적 인간의 상정이라는
조건을 충족시키는 도덕 규칙은 우리의 선의지가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의무감을 갖는 도덕 규칙이라는 것, 최고선은 도덕적 선
이 행복과 결합하는 것이기에, 최고선에 대한 열망으로 인해 완
전한 선의 주체인 신을 상정하게 된다는 것, 이성적 종교는 선에
대한 갈망에서 나온다는 것, 신은 그러므로 이성의 요청이라는
것. 칸트의 이런 주장들에 대해 니체는 회의적이다. 도덕규칙의
보편성은 도덕의 해석적 성격과 상대적 성격을 부정하기 때문이
다. 그리고 신의 영역을 도덕 영역으로 다시 끌어들이기 때문이
다. 칸트는 ‘이성의 한계 내에서의 신’과 ‘이성의 한계 내에서의
종교’라는 이름을 사용하지만, 니체에게 그것은 그리스도교 교리
로부터의 ‘교묘한 지성주의적 탈출구’에 불과하다. 인간이 입증할
수 없는 신을 이성의 요청으로 제기하면서 “가장 교묘한 탈출구:
칸트의 비판주의. 지성은 저런[그리스도교적인] 뜻으로의 해석
권리도, 저런 뜻으로의 해석을 거부할 권리도 스스로 부인한다.
사람들은 좀더 더한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믿음의 온갖
입증가능성을 포기하면서, 공백을 보충하는 불가해하고 탁월한
이상(‘신’)을 가지고 자족한다.”(KGW VIII 1 2[165], 145쪽)

3.3.2.3.4. 헤겔
도덕의 마력에서 헤어나 도덕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도. […] 헤겔의
탈출구는 플라톤과 연결되어 있다. 그것은 한 조각 낭만주의이고 반동
이며, 동시에 역사적 감각과 새로운 힘의 징후이기도 하다: ‘정신’ 자
신은 스스로를 드러내고 실현하는 이상이다. ‘과정’ 안에서, ‘생성’ 안
에서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이상은 더욱더 스스로를 계시한다― 따라서
이상은 스스로를 실현하고, 믿음은 미래를 겨냥하며, 이 미래 속에서
그 믿음은 스스로의 고상한 욕구에 따라 숭배할 수 있다. 요약하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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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은 우리에게는 인식되지도 입증되지도 않는다. ―인식 이론적
운동의 감춰진 의미.
2) 신은 입증 가능하다. 하지만 생성되는 어떤 것으로서―, 그리고
우리는 이상에 우리의 갈망을 가지고서 거기에 속한다― 역사화
하는 운동의 숨겨진 의미. […]
알 수 있는 점: 비판은 한 번도 이상 자체로 향한 적이 없다. 오히려
어디서 이상에 대한 대립이 생기는 것인지, 왜 이상은 아직도 도달되지
않는지 혹은 왜 이상은 일의 대소를 불문하고 입증되지 않는지라는 문
제로만 향할 뿐이다. 현자의 이상이 이제껏 어느 정도로 근본적으로 도
덕적이었는지.

(KGW VIII 1 2[165], 146쪽)

헤겔의 ‘절대 정신’에 대한 니체의 평가다. 헤겔의 절대정신에
대한 상정은, 실재가 이미 완성된 것으로서 존재하고, 이런 실재
에 대한 인간 인식도 완전할 수 있다는 서양 철학의 전통에 대한
이의 제기다. 또한 실재가 개인의 정신과 독립하여 존재하고 있다
는 서양 철학의 전통에서 출발하지만, 인간 이성의 구성적 능력을
현상 세계에만 국한시킨 칸트의 이성주의 철학에 대한 이의 제기
이기도 하다. 헤겔의 이런 두 이의 제기를 니체는 긍정적으로 수
용한다. 그래서 니체는 실재의 과정성과 역사성, 인식의 과정성과
역사성, 인식과 실재가 형성하는 ‘부분과 전체의 관계’를 해명하
려는 의도 자체를 유감없이 받아들인다. 하지만 헤겔이 자신의 의
도를 위해 사용한 도구, 즉 ‘절대 정신’과 ‘절대 정신의 현현’에 대
해 니체는 실망한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첫째, 헤겔의 절대 정신
은 생성의 발전 안에서 자신을 보여 주고, 인식의 발전 역시 가능
하게 하는 것이지만, 여전히 생성적 역사와 생성적 인식의 의미
근거이고 필연성의 근거다. 둘째, 헤겔은 절대 정신이 형이상학적
이분법에서의 신, 즉 제일 원인이나 궁극적 목적, 세계와 대립하
는 것으로서의 신은 아니라고 하지만, 여전히 그의 절대 정신은
완전성을 담보하고 있는 신이다. 따라서 이 세계의 모든 생성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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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생기 사건은 그 자체 안에 정당화의 근거를 확보하지 못한
다. 오히려 절대 정신으로서의 신이 정당화의 근거다. 절대정신은
완전성의 담지자, 의미와 필연성의 근거, 참된 인식의 근거인 것
이다. 이런 헤겔의 사유는 여전히 생성적 세계를 불완전한 것으
로, 따라서 정당화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그 정당화의 도구를 불
완전한 성격을 갖지 않는 완전한 어떤 것으로 상정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그런 한에서 세계의 불완전성을 곤궁과 고통의 원인으
로 상정하고, 고통의 의미를 철학적-신학적 초월 세계에서 찾으
려는 도덕적 존재론의 전통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셋째, 헤겔의
사유는 생성적 세계에서 발생하는 것을 절대 정신의 자기 전개
과정으로 이해하기에, 생성 세계에서의 악이나 오류나 고통 등은
절대 정신 혹은 신에 대한 이의 제기일 수 없다. 오히려 그것은
신의 의지로서의 발전과정으로서 정당화된다. 이런 사유는 현실
적 권력을 옹호하는 논변이 될 수 있다.(KGW VIII 1 2[106], 111
쪽)

3.3.2.4. 쇼펜하우어
쇼펜하우어는 높은 지성 상태를 의지로부터의 벗어남이라고 해석했
다; 그는 위대한 정신이 속박에서 풀려날 때에 도덕적 편견들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것을, 천재의 이러한 전형적인 비도덕성을 보려고 하
지 않았다 ; 그가 유일하게 경외했던 것, 즉 탈아의 도덕적 가치를 그
는 가장 정신적인 활동인 객관적 주시의 조건이라고 인위적으로 설정
했다. ‘진리’는 예술에서도 의지가 철수한 후에야 나타난다고 […] 나
는 의지의 부정을 가르치는 철학을 영락과 비방을 가르치는 것으로 간
주한다....... […] 쇼펜하우어가 공상했던 정신의 절정은 모든 것이 아
무런 의미도 없다는 인식에 이르는 데에 있었다.
(KGW VIII 2 10[118], 224～225쪽)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이성주의 철학 전통은 아니지만, 도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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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론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의지를 부정하는 쇼펜하우어의
도덕철학은 기묘하게도 의지의 형이상학에서 출발한다. 그에 의하
면 세계는 맹목적인 의지들의 활동의 장이다. 인간도 여기서 예외
일 수 없다. 인간의 실천적 삶에서 쇼펜하우어는 칸트와는 달리
지성을 도덕적 행위의 보증자로 인정하지 않는다. 오히려 지성은
의지의 비도덕적 수행을 조장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의지는 항상
무엇인가에 대한 의지이며, 따라서 항상 결여 상태에 있다. 이것은
니체가 지적했듯이 의지 개념의 분석적 함의다. 따라서 의지는 고
통을 초래한다. 고통은 결여 상태에 있는 의지의 절망이며, 의지의
본성이다. 의지 작용이 일어나는 장소인 인간의 삶은 그렇다면 고
통의 연속이다. 삶에 대한 이런 염세적 통찰 후에 쇼펜하우어는
이런 삶으로부터의 탈출 방법을 제시한다. 그것은 의지로부터 벗
어나는 것이며,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예술적 명상과 삶에의
의지의 적극적 부정이다. 하지만 예술적 명상은 일시적인 수단일
뿐이며, 최종적 해결책은 고통 받는 동류 인간들에 대한 공감, 공
감에 기초하는 인류에 대한 동정이다. 공감적 동정의 소유자들은
의지의 욕구에 의해 고통 받는 개별성으로부터 탈피한다. 현실세
계의 여러 요소들에 대해 무관심하게 된다. 그는 자신의 개별적인
삶에의 의지를 부정할 수 있다. 이렇듯 쇼펜하우어는 도덕에서 인
간의 본성인 삶에의 의지를 부정하는 수단을 구했던 것이다. 니체
는 쇼펜하우어에 대해 다음과 같은 평가를 내린다. 첫째, 그는 의
지의 본래적 속성(힘에의 의지)을 잘못 판단하고 있다. 둘째, 의지
의 부정 및 탈아가 삶의 고통에서 해방되는 순수한 정신적 고요를
가능하게 한다는 입장은 인간의 삶을 부정하는 것이며, 그가 추구
하는 정신은 삶의 무의미를 인식하는 염세적 정신이다. 셋째, 쇼펜
하우어의 이런 염세적 결론은 서양의 도덕적 존재론적 전통을 표
현하고 있다. “쇼펜하우어는 완고한 도덕적 인간으로 등장한다.
자신의 도덕적 평가를 가지고 옳음을 인정받기 위해 결국엔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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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자가 된다.”(KGW VIII 1 2[106], 111쪽)

4. 인식
(독: Erkennen; Erkenntnis/ 영: Knowledge; Knowing)

4.1. 정의
인식과 사유에 대한 니체의 고찰은 관점주의(Perspektivismus)
로 규정될 수 있다. 니체 관점주의의 핵심적 주장은 다음과 같다 1.
인식은

가치

각인적인

해석이다(Die

wertimprägnierte

Interpretation), 2. 인식 활동은 삶의 실천(Lebenspraxis)이다. 이
두 입장을 토대로 하는 니체의 관점주의는 인식에서의 사실
(Faktum)과 가치(Wert)의 이분법의 해소를 동반하며, 인식과 진리
에 대한 다원론, 실용적 주장 및 약화된 실재론과 입장을 공유한다.

4.2. 계획으로서의 인식론
존재와 의식, 실재와 인식에 대한 니체의 철학적 관심은 완결된
인식론의 제시에 있지 않다. 오히려 그는 철학의 이런 근본 문제
에 새로운 도구를 적용시켜 논의 지평을 변화시키려 한다. 새로운
도구는 바로 인식에 대한 새로운 정의이며, 바로 이 토대 위에서
인간의 삶을 척도로 하는 인식과 진리에 대한 실용적 논의가 진
행된다. 하지만 그는 인간 인식의 문제에 대해 체계적인 철학적
분석 작업이나 이론화 작업을 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철학 분류상
의 ‘인식론’(erkenntnistheorie)이라는 명칭을 그의 철학 내용에
적용하는 것은 낯설게 느껴진다. 니체 자신도 인식과 사유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인식론이라고 부르고 있지는 않다. 존재에 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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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사유에 ‘존재론’이라는 명칭을 부여하지 않고, 도덕에 대한
자신의 사유에 ‘윤리학’이라는 명칭을 붙이지 않듯이. 이것은 니
체 자신의 철학하는 방식에서, 체계가 갖는 모순과 불합리함을 인
식하고 그 모순에 빠지지 않기 위해 체계를 거부하는 방식에서
연유하는 것이다. 하지만 존재에 관한 그의 사유를 생기 존재론
(Geschehensontologie)의 형태로 구체화시킬 수 있고, 도덕에 대
한 그의 사유를 비도덕주의(Immoralismus) 윤리학으로 구체화시
킬 수 있듯이, 인식에 대한 그의 사유 역시 인식론 모델로 구체화
시킬 수 있다. 니체의 저술 전반에 산발적 형태로 퍼져 있는 인식
관련 논의들은 이런 작업을 가능하게 할 정도로 풍부한 자료들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구조적 측면이나 형식적 측면에서도 이런 작
업을 가능하게 한다. 그 자료들은 상호 보완적 형태나 발전적 형
태를 형성하면서 인식에 대한 하나의 정합적인 논의를, 니체적 논
의를 구성해 내게 한다.

4.2.1. 아펙트들의 관점론
계획.
도덕가치 대신에 순전히 자연적 가치. 도덕의 자연화.
‘사회학’대신에 지배 형태론
“인식론” 대신에 아펙트들의 관점-론 (아펙트들의 위계 질서가 어
디에 속하는지)
변형된 아펙트들: 이것들의 좀더 차원 높은 질서, 이것들의 ‘정신성’
형이상학과 종교 대신에 영원 회귀에 대한 가르침(이것을 사육과 선
택의 수단으로서)
(KGW VIII 2 9[8], 6～7쪽; 한글판 13쪽)

인용된 유고는 니체가 ‘힘에의 의지’라는 제목을 주려고 했던
저술 기획의 일종이다. 이 저술은 형식적으로는 체계성을, 내용적
으로는 인간과 세계에 대한 정합적인 철학을 그려 내려는 의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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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되었던 것이었다. 따라서 그 내용에는 존재론과 인식론 그리
고 도덕적 사유뿐만 아니라, 사회․정치철학적인 사유들이 포함되
도록 기획되었다. 인용문에서는 ‘아펙트들의 관점-론’(Perspektiven-Lehre der Affekte)이라는, 인식론과 관련해서, 아주 복
잡한 명칭 하나가 소개된다. 이 명칭은 다른 명칭들, 즉 ‘지배 형
태론’이나 ‘영원 회귀’가 그러하듯 공허하고도 내용 없는 말장난
은 아니다. 순간적인 착상일 수도 없다. ‘힘에의 의지’라는 제목의
책을 위해 쓰인 여러 소묘들이나 목차들 그리고 계획들은 니체의
후기 사유를 이해하는 키워드 역할을 할 정도로, 진지한 성찰의
소산이라는 것은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실제로 영원 회귀 사
유는 힘에의 의지 개념과 연합하여 기존의 형이상학을 대체하는
생기 존재론을 완성시키는 사유이며, 지배 형태론 역시 새로운
사회 정치 이론으로 이해할 수 있다. ‘아펙트들의 관점-론’ 역시
숙고된 제목 선택으로 간주할 수 있다. 그렇다면 왜 니체는 ‘아펙
트들의 관점-론’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가? 또 그 밑에 적힌 ‘변
형된 아펙트들’, ‘좀더 차원 높은 질서’, 아펙트들의 ‘정신성’이라
는 명칭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들은 인식 문제를 다루는 니
체의 주안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 주는 이정표 역할을 해준
다. 이 이정표에 대한 좀더 구체적인 설명은 다른 유고, “인식론
으로 : 순전히 경험적으로만”이라는 표제를 갖고 있는 4.2.2의 인
용글에서 찾아볼 수 있다.

4.2.2. 인식의 규제원리 : 힘에의 의지
인식이론: 오로지 경험적으로만:
[…] 인식은 힘의 도구로 일한다. 그래서 인식이 힘의 증대와 더불
어 성장한다는 것은 자명하다.......
“인식” 의미: 이 개념은 여기서 “선”이나 “미”에서처럼 엄밀하고도
좁게 인간중심적이고도 생물적으로 받아들여진다. 특정한 종이 자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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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하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힘 안에서 성장하기 위해― 그 종은 실
재에 대한 자신의 생각 안에서, 자신의 태도의 도식을 구성하는 토대
가 될 수 있을 만큼의 계산 가능한 것과 동일하게 유지하는 것을 파악
해내야 한다. 기만당하지 않겠다는 추상적-이론적인 욕구가 아니라,
보존의 유용성이 인식 기관 발전의 배후에 동기로서 놓여 있다...... 인
식기관은 그것의 관찰이 우리의 보존에 충분할 만큼 발전한다. 다른
말로 하자면: 인식의지의 정도는 그 종의 힘에의 의지의 성장 정도에
달려있다: 한 종은 실재를 지배하기 위한 만큼만, 실재를 자신에게 봉
사하게 하기 위한 만큼만 실재를 포착한다.
(KGW VIII 3 14[122], 94쪽)

이 유고는 4.2.1.에서 소개된 ‘변형된 아펙트’라는 이해하기 어
려운 명칭이 다름 아닌 힘에의 의지를 지칭한다는 것, 인식의 의
미는 힘에의 의지 및 힘에의 의지와 결합되어 있는 개인적-집합
적 주체의 삶의 관심에 놓여 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니체가 의
도한 인식론의 기본 명제를 보여 준다. “인식의지의 정도는 그 종
의 힘에의 의지의 성장 정도에 달려 있다.” 이런 지적을 통해 ‘아
펙트들의 관점-론’, ‘경험적’으로 의도된 인식론의 핵심내용이 결
정된다. 즉 새로운 인식론에서는 인식의 규제적 원리를 힘에의 의
지로 상정한다. 니체 철학에서 존재론적 원리로 사용되는 힘에의
의지 개념은 이렇듯 인간 인식에서도 규제 원리로 사용된다. 힘에
의 의지는 인간에 내재하는 선이성적 선험성이라는 성격을 갖는
다. 이것은 더 이상의 소급이나 분석을 허용치 않고, 자신의 선험
성에 대한 논증 의무를 갖지 않는다. 또한 힘에의 의지의 활동은
경험적 사실이다. 힘에의 의지는 행위의 순서상으로 항상 제일 먼
저, 인간 인식 과정 전반과 행위 일반에 이르기까지 예외 없이 작
용한다. 힘에의 의지의 작용은 단적으로 말해 명백하게 주어진
‘경험적’ 사실이다. 이런 힘에의 의지를 니체는 ‘관점을 설정하는
힘’ (Perspektiven-setzende Kraft)(KGW VIII 3 14[186], 165쪽)

188 188

ꡔ철학사상ꡕ 별책 제3권 제20호

이라고도 부른다. 힘에의 의지 혹은 관점을 설정하는 힘이 인식의
규제적 원리로 기능하는 한, 인식은 철저히 인간 중심적-실용적
인 측면을 가질 수밖에 없다. ‘경험적으로’ 의도된 인식 이론, ‘아
펙트의 관점-론’은 바로 이런 면들을 중심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니체의 수많은 인식 관련 언급들은 이 내용을 토대로 제시된다.

4.3. 관점주의
4.3.1. 힘에의 의지의 보편성
4.3.1.1. 필연적 관점주의
(Der notwendige Perspektivismus)
물리학자들은 자신들의 방식으로 “참된 세계”를 믿는다: 결국 그들은 잊
어버리고 있다: 즉 모든 힘 중심들이― 단지 인간만이 아니라― 자신으로부터
나머지 세계 전부를 구성해내게 해주는, 즉 자신의 힘에 따라 측정하고, 살피
고, 형태화하게 해주는 필연적 관점주의를..... 그들은 관점을 설정하는 힘을
“참된 존재”로 고려하는 것을 잊어버린 것이다...... […] 내 주장은 이렇다.
모든 개별자는 공간 전체의 지배자가 되려고 하고 자신의 힘을 뻗고자 한다.
(―자신의 힘에의 의지:)
(KGW VIII 3 14[186], 165쪽)

니체는 관점성(Die Perspektivität; Das Perspektivische)을 생/삶
의 기본 조건으로 제시한다.(JGB Vorrede, KGW VII 2 27[41, 285쪽)
이것은 곧 더 많은 힘을 얻기 위한, 즉 자기 극복을 통한 자기 상승을
목적으로 하는 의지 작용의 조건을 의미한다. 생이란 니체에게서 힘
에의 의지 작용에 의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생의 기본조건으로서
의 관점성은 생명 있는, 달리 말해 생성하는 모든 것이 가지고 있으
며, 따라서 임의적으로 만들어 내거나 변화시킬 수 없다. 이것을 부정
하면 니체가 의미하는 생이란 불가능하다. 관점성의 부정은 곧 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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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기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듯 관점성은 힘에의 의지, 즉 니체가 특
별히 ‘관점을 설정하는 힘’이라고 표현했던 것에 내재하는 속성이며,
힘에의 의지 작용의 가능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힘에의 의지 작용
은 이 조건에 의존하며, 힘에의 의지 작용은 필연적으로 관점적이다.
이런 힘에의 의지 작용은 인간뿐 아니라, 의지의 힘을 갖는 모든 존
재의 영역에서 행해진다. 이런 힘에의 의지 작용의 보편성을 니체는
‘필연적 관점주의’라고 부른다. 니체가 힘에의 의지 작용을 생기
(Geschehen)와 동의어로 사용하기에, 필연적 관점주의는 곧 생기의
보편성을 의미한다.

4.3.1.2. 해석 행위의 보편성
누가 해석하는가?라고 물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해석 자체가 힘에
의 의지의 형식으로서 삶을 갖는다. (하지만 ‘존재’로서가 아니다. 과정
으로서이고, 생성으로서이며) 아펙트로서이다.
(KGW VIII 1 2[151], 138쪽)

힘에의 의지의 필연적 관점주의는 해석의 보편성에 대한 다른
식의 해명이기도 하다. 니체는 힘에의 의지의 작용을 해석 행위
(Interpretieren)라는 명칭으로 부른다. 존재자 내부의 유기적 과
정은 힘을 얻어, 성장을 원하는 의지에 의해 수행된다. 이런 수행
방식이 곧 해석 작용인 것이다. 따라서 관점을 설정하는 힘의 보
편성은 곧 해석의 보편성을 의미하게 된다. 이런 맥락에서 니체
의 “아마도 한갓 인간적인 해석 외에도 다른 해석들이 어디에선
가 가능할 수도 있다.”(KGW VIII 1 2[108], 112쪽)라는 가설은 의
미가 있다. 인간적이지 않은 해석 행위의 가능성을 말해주는 이
문장은 우리에게는 낯설게 다가오며, 유치한 사고라는 생각을 하
게 한다. 하지만 관점주의의 보편성을 이미 확보해 놓은 니체에
게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해석 행위가 없다면 존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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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유기적 삶, 지속적인 변화와 생성으로서의 삶은 불가능할 것
이다. 이런 상황은 존재의 전 영역에 적용된다. 그러므로 인간과
는 다른 종류의 해석 가능성, 인간과는 다른 종류의 세계 경험도
원칙적으로 부정될 수 없다. 물론 인간의 인식 기관을 사용한 인
간적 해석과는 다를 것이다. 하지만 그것 역시 니체의 철학 안에
서는 해석이라고 정당하게 불리울 수 있다. 이렇듯 힘에의 의지
의 수행 = 생기 = 해석 행위라는 등식이 성립하며, 해석 개념의 이
런 보편적 사용은 니체 철학의 독특한 점이다.

4.3.2. 인식적 관점주의
니체의 인간 인식에 대한 사유는 해석의 생기적 성격이라는 전
제에서 출발한다. 해석의 생기적 성격은 해석으로서의 인식의 독
특한 점을 드러낸다. 니체가 해석 작용을 힘에의 의지 작용 일반
을 지칭하는, 다시 말해 생기를 지칭하는 넓은 의미로 사용했다
는 것은 필연적 관점주의나 해석의 보편성에 대한 설명에서 지적
되었다. 그러나 해석 행위는 인간의 인식에 대한 명칭이기도 하
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인식 주체로서의 인간, 즉 니체에게서
신체(Leib)로 제시되는 인간의 존재적 특성 때문이다. 인간은 힘
에의 의지를 본질로 하는 존재다. 신체-주체의 힘에의 의지는 신
체-주체를 단순한 인식-주체가 아닌 해석-주체로 만든다. 해석
주체의 인식 과정은 곧 생기 현상으로서의 해석 작용이다. 구체
적으로 말하면 해석 주체의 해석 과정에서의 특정한 관점을 규정
하는 절대적 요소가 힘에의 의지이고, 이 점은 니체가 힘에의 의
지를 ‘관점을 설정하는 힘’으로 명명하는 이유 중의 하나다.
관점적 영역과 오류는 어떻게 생기는가? 어떤 유기적 존재, 존재라기보
다는 싸움 자체가 유지되고 성장하며 스스로를 의식하기를 원하는 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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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의식”과 “정신”이라고 부르는 것은 한갓 수단이요 도구일 뿐
이다. 이것에 의해서 어떤 싸움이 유지되기를 원한다. 주체가 아니라.
인간은 거대한 힘들의 움직임에 대한 증명서다.
(KGW VIII 1 1[124], 36쪽)

4.3.2.1. 인식의 해석각인적 성격
모든 생기의 해석적 성격. 사건 그 자체란 없다. 생기는 해석자에 의해
현상들의 그룹으로 읽혀지고 요약된다.

(KGW VIII 1 1[115], 34쪽)

인간 인식은 해석이다. 이것은 인식 주체가 신체로서의 인간이
기 때문이며, 바로 그런 한에서 해석 행위는 힘과 삶의 전략 하에
서 수행된다. 인간의 인식 과정은 힘과 삶에의 의지에서 발생하
고, 그 의지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수행된다. 따라서 인식 행위는
이미 해석 행위이며, 해석이 아닌 인식은 없고, 더 나아가 우리는
삶이라는 대전제 하에서는 해석하지 않을 수 없다. 단적으로 표
현하면 인식이란 해석 각인적이다. 이는 대상 세계에 대한 가치
중립적 인식이 니체에게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지는
이유이다. 또한 해석자는 세계에 대한 이러저러한 인식은 객관적
으로 옳고 이러저러한 인식은 객관적으로 옳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는, 주관성이 배제된 신의 관점은 가질 수 없다. 이 가능성은
인간의 존재적 구조에서 배제된다.

4.3.2.1.1. 인식의지로서의 힘에의 의지
4.3.2.1.1.1. 인식 가능하게 만드는 의지
(Der Wille zum Erkennbarmachen)
인식과 생성은 배타적이다. 따라서 “인식”은 다른 어떤 것이어야만
한다: 인식가능하게 만드는 의지가 선행되어야 하고, 일종의 생성이 존
재자에 대한 허구를 만들어 내지 않으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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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W VIII 2 9[89], 46쪽)

니체에 의하면 인식 대상은 계속해서 변화와 생성을 경험하는
생기(Geschehen)적 성격에서 예외일 수 없다. 이것은 존재하는
모든 것은 생성의 법칙에서 예외일 수 없다는 니체의 생기 존재론
의 필연적 귀결이다. 따라서 엄밀한 의미에서 인식 대상은 인식
주체에게 파악될 수도 인식될 수도 없다. 인식 그 자체는 생성에
서는 불가능하다. 생성에 대해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인식이 가능
하기 위해서는 인식 주체의 의지가, 즉 인식 가능하게 만드는 의
지가 미리 앞서서 기능해야 한다. 이 의지는 이미 지적했듯이, ‘관
점을 설정하는 힘’을 갖는 의지, 항상 변화하고 운동하는 ‘생성의
일종’인 힘에의 의지이며, 이것이 인식 주체를 인식 가능하게 만
드는 행위를 하게 한다. 이 작업이 바로 인식의 첫 단계이다. 인식
의 첫 단계는 바로 힘에의 의지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지
만 이 행위의 성공은 오류를 만들어 내는 것에 불과하다. 여기서
의 오류란 절대적인 생성의 흐름과 반대되는, 인식에의 의지가 구
성해 낸 허구로, 바로 이 허구들 위에서만 인식이 가능하다.
4.3.2.1.1.1.1. 인식 가능하게 만듦 1 : 동일화
인식 주체 안에서 작용하는 인식 가능하게 하는 의지는 인식 과
정의 첫 단계에서 작용한다. 이 의지는 먼저 새로운 재료들을 인식
주체에게 친숙한 옛 도식들로 정리하는, 즉 같지 않은 것들을 같게
만드는 작업(Gleichmachen des Ungleichen)을 한다. 비교하고
도식화하고 예속시키고 범주화시키는 과정들은 모두 이런 행위들
이며, 이 과정들은 모두 허구들을 만들어 내는 행위다. 하지만 인
식과정의 필연적 요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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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이란 무엇인가? 낯선 어떤 것을 알려진 어떤 것으로, 친밀한
어떤 것으로 환원한다: 우리가 습관화시킨 것은 우리에게는 더 이상은
수수께끼나 문제로 간주되지 않는다. 새로운 것과 낯선 것에 대한 느낌
을 무디게 한다: 규칙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모두 우리에게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인식자의 최초의 본능은 규칙을 찾는 일
이다: 규칙을 설정하는 일로는 물론 그 어느 것도 “인식”되지 않는 반
면에 말이다!
(KGW VIII 1 5[10], 191쪽)

4.3.2.1.1.1.2. 인식 가능하게 만듦 2 : 형식화
니체는 인간을 형식을 만드는 존재로 규정한다.(KGW VII 3
38[10], 336쪽) 생성하는 세계, 생기로서의 세계는 본래 형식화될

수 없으며, 우리에게 그 자체로는 인식 불가능하다. 인식자의 작
업, 즉 형식과 형태를 만들고 규칙을 부여하는 작업에 의해서 비
로소 인식 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형식과 형태이나 규칙은 전적
으로 인간의 산출물이며, 이것을 토대로 존재에 대한 인간의 믿
음과 사물에 대한 믿음이 형성된다.
“인식”이 아니다. 오히려 도식화하는 일이며, 우리의 실천적 욕구를
충족시킬 정도만큼의 규칙성과 형식들을 카오스에 부과하는 것이다.
(KGW VIII 3 14[152], 125쪽)

4.3.2.1.1.1.3. 감각 지각의 동일화 작업
니체는 감각 경험과 판단들, 기억 행위 및 지성의 기능 모두
같지 않은 것을 같게 만드는 동일화 작업을 토대로 가능하다고
한다. 예를 들어 지각이라는 행위(wahrnehmen), 즉 어떤 것을
실제로 받아들이는(etwas-als-wahr-nehmen) 행위는 어떤 특정
한 것을 취사선택해서 받아들이고 이 과정에서 다른 것들을 필연
적으로 밀어내게 되기에, 어떤 특정한 것에 대한 긍정(Jasa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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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u etwas)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작용 방식과 양태를 규정하는
것이 바로, 니체에 의하면, 이성에 앞서서 기능하는 의지의 힘이
다. 따라서 지각이라는 것은 더 이상 외부 세계에 대한, 감각 기
관을 통한 단순히 수용적이고 수동적인 작용이 아니다. 지각의
신경-생리적 과정들은 의지의 힘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고, 이
의지의 작용은 기능하는 순서상으로 항상 첫 번째이다. 만일에
지각 경험이 니체가 말하듯 이러한 것이라면 지각 경험은 우리의
내부세계에 의해 규제된다. 물론 지각 경험이 제공하는 상당 부
분은 허구나 환상을 만들어 내는 것에 불과하다.
우리의 감각지각들은 우리 안에 이미 있는 모든 과거들과 유사하게
만들고 동일하게 설정하는 일의 결과다; 그것은 “인상”의 뒤를 곧장
따르지 않는다.
(KGW VIII 1 2[92], 105쪽)

4.3.2.1.1.1.4. 지성의 동일화 작업
지성 역시 니체에 의하면 그 기능상 지각 경험과 같은 과정을
갖는다. 지성이 만들어 내는 허구와 오류들은 같지 않은 것을 같
게 만드는, 정확히 말하면 같은 것으로 ‘가정’하는 과정의 결과다.
그 자체로 동일성을 유지하는 어떤 것은 증명할 수 없는 가정일
뿐이나, 이 가정은 새로운 것들을 오래되고 우리에게 익숙한 범
주들 아래로 조정, 정리하기 위해서는 필요 불가결하다. 이 가정
은 다른 인식 도구들, 예를 들어 실체, 자기 동일적인 주체 및 객
체, 개념, 본질 등의 개념들의 성립 근거이다.
비교로서의 사유와 판단과 지각은 전부 동일하게 설정하는 일을, 그
보다 더 먼저는 동일하게 만드는 일을 전제로 한다.
(KGW VIII 1 5[65], 2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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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1.1.1.5. 인식가능하게 만듦의 목적
인식 주체의 힘에의 의지의 작용, 인식가능하게 만드는 작용의
목적은 일차적으로는 생기의 현상을 기술하고 정리하여 우리들이
생각하고 추론하고 판단할 수 있기 위해서이고, 궁극적 목적은
인간의 삶의 유지를 위해서다. 따라서 인식 의지의 산물들은 인
식의 도구들로 필요 불가결하며, 따라서 그것의 필연성은 단지
관점적-실용적 필연성일 뿐이다.
개념 종 형식 목적 법칙들― ‘동일한 경우들의 세계’― 을 만들고자 하
는 강제는 마치 우리가 이것에 의해 참된 세계를 정할 수 있다는 것처럼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 ; 오히려 우리의 생존이 거기서 가능하게 되는 특
정 세계를 우리에게 마련하라는 강제로 이해해야 한다― 우리는 이렇게
해서 산정할 수 있고 단순화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특정 세계를 창
조하는 것이다. 동일한 강제가 오성을 받치고 있는 감각 작용에도 있다―
즉 단순화, 조야하게 만듦, 강조 및 날조 위에 모든 ‘재인식’, 자신을-이
해시킬-수 있음이 근거한다― 우리의 욕구들은 우리의 감관을 정밀하게
만들어서, ‘동일한 현상세계’를 항상 다시 반복하게 만들고, 그리고 이것
을 통해서 실제성의 외관을 얻을 수 있게 했다.
(KGW VIII 2 9[144], 81쪽; 한글판 101쪽)

4.3.2.1.1.1.6. 인식 의지의 결과 : 해석
니체는 인식 가능하게 만드는 의지가 활동하는 인식을 해석이라
고 부른다. 그에게서 인식은 곧 해석이며, 인간이 해석 아닌 인식
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은 없다. 인간에게서 힘에의 의지를 제거하
거나 임의적으로 변경하거나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니체의 해석
개념은 딜타이류의 철학적 해석학에서 자연과학적 설명과 대립시
키는 이해(Verstehen)로서의 해석 개념과는 다르다. 니체는 아주
원초적인 개개인의 습관에 관한 진술이나, 자연과학적 설명, 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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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지식, 논리학, 철학적 명제 등 모든 종류의 인식을 해석이라고
부른다. 이는 곧 모든 종류의 인간 인식의 본질이 원칙적으로 같다
는 점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방향과 단계의 차이가 명백한 다양한
인식유형들에 대한 차별적 고려를 니체는 하고 있지 않다.
무엇만이 인식일 수 있는가? ―“설명”이 아니라 “해석”
(KGW VIII 1 2[86], 102쪽)

4.3.2.1.1.2. 인식의 충동 제약성
4.3.2.1.1.2.1. 충동의 활동
니체는 인간 존재를 충동들의 활동과 불가분적 관계에 있는 것
으로 이해한다. 신체로서의 인간은 다양한 종류의 충동들이 활동
하는 장이고, 충동들의 활동은 계보적으로나 기능상으로 인간 존
재의 특성을 형성한다. 인간 인식 역시 인간의 이런 존재적 특성
에서 예외일 수 없다. 지각 작용이나 지성의 작용은 결코 자율적
인 활동이 아니다. 오히려 전적으로 인간 내부의 충동적 삶에 의
존한다. 이런 의존성은 관점의 형성이 충동들 사이의 힘을 얻기
위한 싸움 및 대립 관계에, 그리고 그 관계에서 형성된 충동들의
위계에 기인한다는 점에서 확인된다. 이렇듯 충동들의 다수성은
다양한 인식의 가능성을 제공하며, 그것도 결정적인 계기로 작용
한다. 그래서 니체는 ꡔ선악의 저편ꡕ에서 “사유란 충동들 상호 간의
관계에 지나지 않는다.”고 단적으로 말한다.(JGB 36; KGW VI 2,
50쪽)
우리의 모든 근본 충동들로부터 모든 생기와 체험에 대한 다양한 관
점적 평가가 나온다. 이 충동들 각각은 다른 모든 충동들과의 관계에서
저지된다고 느끼거나 혹은 촉진된다고 느끼거나 혹은 기분이 좋아지거
나 한다. 모든 충동은 자신의 고유한 전개 법칙을 갖고 있다(자신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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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과 하강, 자신의 템포 등등)― 그리고 한 충동이 상승하면, 다른 충동
은 말라간다.

(KGW VIII 1 1[58], 21쪽)

4.3.2.1.1.2.2. 충동들의 힘 싸움
충동들의 상호 관계가 인식의 양태를 결정한다는 것은 오직 하
나의 충동이 독자적으로 사유를 결정짓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때그때 성립되는 충동들 사이의 힘 관계가 인
식의 내용을 결정한다. 즉 특정 인식은 오로지 하나의 충동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한 충동과 여타의 다른 충동들이 맺는 힘
관계에서 기인한다. 여타의 충동들과의 싸움에서 지배적인 위치
를 점하는 충동이 특정 인식 내용을 결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충
동들의 힘 싸움은 중단 없이 다시 재개되며, 그 결과 지배적 충동
은 새로이 결정되고 인식의 내용도 새로이 형성된다. 그렇다면
특정 사유는 결코 다른 새로운 사유의 직접적 발생 원인일 수는
없다. 오히려 충동이 직접적인 발생 원인이 된다.
의식에 등장하는 모든 것은 모두 연쇄의 마지막 몸체이며, 결말이
다. 어떤 사유가 다른 사유의 직접적 원인이라는 것은 단지 그렇게 보
이는 것일 뿐이다.[…] ― 모든 사유의 배후에는 아펙트가 있다. 모든
사유, 모든 느낌, 모든 의지는 하나의 특정한 충동에서 나오는 것은 아
니다. 오히려 그것은 총체적 상태이고 의식 전체의 전 표면이자 우리
를 구성하는 충동들의 순간적인 힘-설정으로부터 귀결된다. ― 그러므
로 지배충동의, 그 충동에 복종하거나 저항하는 충동의. 그 다음의 사
유는 그 사이에 전체 힘-상황이 변경되었다는 것에 대한 징후다.
(KGW VIII 1 1[61], 22쪽)

4.3.2.1.1.2.3. 힘에의 의지로서의 충동
충동들의 상호 관계에 인식이 근거한다는 것은 충동을 힘에의
의지로 간주하는 니체의 사유에 힘입고 있다. 충동은 고정적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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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불변적인 자연적 요소일 수 없다. 오히려 ‘충동’이란 단어는 추
구하고 작용하는 활동성에 대한 명칭일 뿐이며, 이런 활동성의 근
저에 놓여있는 것은 지배를 원하는 힘이다. 모든 충동은 서로 경쟁
하고 싸우며, 이런 싸움은 다른 충동들과의 힘 싸움에서 이기고자
하고 더 많은 힘을 얻고자 하는 유희적 싸움인 것이다. 달리 말하
면 모든 충동은 일종의 ‘지배욕’(Herrschsucht)이며, 이 말은 곧
모든 충동이 힘에의 의지 외에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사유는 충동들의 유희에 대한 기호에 불과하다. 즉 힘에
의 의지들의 유희에 대한 기호인 것이다.
세계를 해석하려는 것은 우리의 욕구다: 우리의 충동들과 이것들의
찬성과 반대. 모든 충동은 일종의 지배욕이며, 모든 충동은 여타의 충
동들 전부에 규범으로서 강요하고자 하는 자신의 관점을 갖는다.
(KGW VIII 1 7[60], 323쪽)

4.3.2.1.1.2.4 충동의 해석
특정 충동의 지배적 위치는 전적으로 인간 삶에 대한 유용성
정도에 의존한다. 그리고 이런 의존 관계를 니체는 필연적인 것
으로 이해한다. 즉 충동들은 계보적으로 보면 생존 조건에 의존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인간의 모든 충동은 생존 조건이
라는 특정 상황으로부터 형성되었고 전면에 부각되었다.”(KGW
VII 2 25[460], 131쪽) 그래서 충동의 다양성 및 힘 관계의 다양

성은 생존조건의 다양성에 의존한다. 달리 말해 힘에의 의지의
활동은 곧 인간의 생존 조건에 의존한다는 것이 된다. 인간 인식
은 이런 힘에의 의지, 충동들에 의해 규제되기에 언제나 삶을 고
려하는 인식일 수밖에 없다. 그런 인식이 곧 해석이며, 모든 유형
의 인간 인식은 곧 해석에 다름 아니다. 예술적 인식이든 학적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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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이든 종교적 인식이든 도덕적 인식이든 이 성격에서 예외일 수
없다. 이런 설명 전략에 의해 니체는 “누가 해석하는가?”라는 자
신의 물음에 간단하게 ‘우리의 아펙트’(KGW VIII 1 2[190], 159
쪽)라고, 더 간단히는 “힘에의 의지가 해석한다.”(KGW VIII 1
2[148], 137쪽)고 답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내용을 니체는 ꡔ힘에

의 의지ꡕ라는 제목으로 기획된 책의 ｢진리 의지｣ 편에 넣을 것으
로 적어 놓은 유고에서 다음처럼 표명하고 있다.
해석.

진리에의 의지

어느 만큼 세계-해석이 하나의 지배적인 충동의 징후인지.
예술적 세계-해석 […] 학적 세계-해석 […]
종교적 세계-해석 […] 도덕적 세계-해석 […]
공통점: 지배적 충동이 최고의 가치-법정도 되고자 원한다. 진정 창조
적이고도 지배적인 힘으로 고찰되기를 원한다.
(KGW VIII 1 7[3], 264～265쪽)

4.3.2.2. 관점적 가치 평가로서의 해석
4.3.2.2.1. 해석의 가치 각인적 성격
해석은 관점적 평가다. 관점성은 니체에게서 모든 삶의 근본조
건이었으며, 인간 인식의 근본 조건이기도 하다. 인식은 관점성에
의존하며, 인식은 단적으로 관점적이다. 관점적 인식은 필연적으
로 가치를 평가하는 활동에 의존한다. 그렇다면 해석은 주체의
능동적인 가치 평가 행위며, 가치 각인적 성격을 갖는다. 이 점은
해석의 특징을 결정하는 데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 해석으로서의
인식은 주체의 주관적인 가치 판단 행위인 것이다. 대상인식에서
규준이 되는 물음은 이제 “이것이 무엇인가?”가 아니라 “이것이
나에게 무엇인가?”이며(KGW VIII 1 2[149], 138쪽), 인식 행위의
결과는 따라서 주체가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질적인 의미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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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n-Interpretation)이다. 의미-해석은 이미 주어져 있는 의미
에 대한 획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주체가 자신에 대해서만
말 그대로 ‘의미가 있는’ 의미를 만들어 내는 의미 창조 작용의
결과다. 하지만 이 행위는 언제나 특정한 목적 하에서 이루어진
다. 그 목적은 삶의 유지다. 그것도 항상 성장하는 형태의 삶의
유지다. 따라서 인식에 대한 반영 이론 및 객관적 인식이라는 이
상은 단지 인식론적 신화에 불과하다. 인간은 사실상 객관적 인
식에 대한 증거를 제시할 능력을 갖고 있지 않다.
‘참과 거짓’을 확정하고, 사실들을 확정하는 일 일반은 철학의 본질
에 놓여 있는 창조적인 정립, 형성하고 형태화하고, 정복하며 원하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한 의미를 집어 넣는다(hineinlegen)― 이
런 과제는 어떤 의미도 그 안에 놓여 있지 않을 경우 절대적인 과제로
여전히 남아 있다. 이런 식으로 말해지고 있으며 대중의 운명 역시 이
런 식이다: 즉 대중들은 다양한 목표를 향하여 가장 다양하게 해석하
고 방향을 설정할 능력이 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욱 높은 단계는 하
나의 목표를 정립하고, 그것에 입각해서 사실적인 것에 형식을 제공하
는 것으로, 행위에 대한 해석인 것이지 단순한 개념적 개작이 아니다.
(KGW VIII 2 9[48], 23쪽; 한글판 32～33쪽)

4.3.2.2.1.1. 인간의 가치 평가 행위
니체는 인간을 가치를 평가하는(wertschätzen) 존재, 가치를
창조하는(wertschaffen) 존재로 이해한다.(Za I Von den tausend
und einem Ziele; KGW VI 1, 71쪽) 인간은 존재하는 세계 그 자체

를 인식할 수 없다. 존재하는 세계 그 자체와 무관심적으로 관계
맺을 수 없는 존재다. 이것은 힘에의 의지가 수행되는 장소라는
인간의 존재적 특징에서 연유한다. 관점을 설정하는 힘은 인간을
관점적 존재로 만든다. 그리고 이런 인간이 세계와 관계 맺는 방
식이 바로 가치 평가 행위다: “모든 가치 평가는 하나의 의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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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하는 좀더 좁은 관점들의 결과다: 가치 평가 자체가 이런 힘
에의 의지에 불과한 것이다.”(KGW VIII 2 11[96], 287쪽; 한글판
340～341쪽) 가치 평가 행위는 세계를 자신의 삶에 대한 가치에

의거해 평가하는 행위다. 그러므로 인간이 이 활동 없이 살아간
다는 것은 가능할 수 없다. 인간은 특정한 평가 작용의 외부에서
는 살 수 있지만, 모든 평가 작용의 외부에서는 살 수 없다. 또
자신이 평가하는 것을 평가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있지만, 평
가 작용 자체를 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다. 하지만 가치 평가는
기존의 평가를 수동적으로 답습하거나 발견해 내거나 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가치 평가의 주체 즉 인간의 힘에의 의지가 당사
자의 삶의 조건을 고려해 평가한다. 가치 평가 행위는 가치의 발
견이 아니라 가치를 창조하는 행위인 것이다. 이런 가치 창조 행
위는 계속 진행된다. 인간의 삶의 상황이 가변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가치 평가 행위는 전적으로 주체 의존적이고 개별적이
며 실용적인 특성을 갖게 된다. 인간 인식은 이런 가치 평가 행
위, 가치 창조 행위인 것이다.
삶의 가치는 가치 평가들에 놓여 있다: 가치 평가들은 창조된 것이
지, 받아들여지거나 교육받거나 경험된 것은 아니다. 창조된 것은 새로
운 창조물에 자리를 내주기 위해서 파괴되지 않으면 안 된다: 가치 평
가들의 생존가능성은 파괴될 수 있는 그것의 능력에 속한다. 창조자는
언제나 파괴자이어야만 한다. 하지만 가치 평가 작용 자체는 파괴될 수
는 없다: 하지만 이것이 삶인 것을.

(KGW VII 1 5[1]234, 218쪽)

4.3.2.2.1.2. 가치 평가의 질적 속성
가치 평가는 질(Qualität)에 대한 인식이다. 즉 어떤 것의 평가
주체에 대한 가치는 수적으로 비교하거나 양적으로 측정하거나
할 수 있는 차원의 것은 아니다. 가치는 양의 범위로 포섭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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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 질적인 가치 평가는 개별적이고도 차이 있는 인식내용을
구성할 수밖에 없다. 이런 특성상 관점적-가치 평가적-질적 해석
이 일면적이라는 특징을 갖는 것은 불가피하다. 이런 불가피성은
바로 삶의 필연성에서 연유한다. 인식의 불가피한 일면성은 유아
론적 함축을 갖지만, 니체는 이 점에 대해 전혀 유감이 없다. 해
석적 인식의 일면성을 긍정하게 될 때의 장점이 더 크다는 이유
때문이다. 즉 해석의 일면성에 대한 긍정이 개별적 인식의 한계
에 대한 긍정으로 이어지고, 개별적 인식 한계에 대한 긍정은 다
른 인식에 대한 개방적 태도를 가능하게 하며, 독단적인 진리 주
장을 방지하는 유익한 기능을 하기 때문이다.
질은 우리가 넘기 어려운 한계다; 우리가 양의 차이를 양과는 근본
적으로 다른 어떤 것으로서, 말하자면 서로 더 이상 환원은 될 수 없
는 것인 질로서 느끼는 것을 방해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하
지만 “인식”이라는 말이 의미를 갖게 하는 모든 것은 계산되고 계량되
며 측정될 수 있는 영역, 즉 양의 영역과 관계한다―; 반면 우리의 모
든 가치 감각은(바로 우리의 감각들은) 다름 아닌 질에 밀착되어 있다.
즉 우리에게, 오로지 우리에게만 속하는, 그래서 단적으로 말해 “인식”
될 수는 없는 관점적 “진리들”인 것이다. 우리와 다른 존재들이 다른
질을 느끼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와는 다른 세계에서 살아간다는 것
은 자명한 일이다. 질은 우리들 본래의 인간적 특이 성질이다: 이런 우
리의 인간적 해석들과 가치들이 일반적이고도 구성적인 가치임을 요망
하는 일은 인간 긍지의 유전적 착란에, 종교에 확고한 자리를 잡고 있
는 착란에 속한다. 이와는 반대로 내가 덧붙이지 않을 수 없는 점은
양 “그 자체”란 경험에서는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 우리의 경험세계는
오로지 질적 세계라는 것, 그래서 논리학과 응용 논리학(수학 같은)은
질서지우고 폭압하고 단순화하고 단축하는 힘의 기교에 속한다는 것이
다. 이 힘은 곧 삶을 의미하며, 실천적이고도 유용한 어떤 것, 즉 삶을
유지하는 것이다. 하지만 바로 이 때문에 “참된” 어떤 것과는 가장 먼
것이 아닐까?
(KGW VIII 1 6[14], 24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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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2.1.3. 의미 인식으로서의 해석
관점적이고-가치 평가적이며-질적인 인식은 의미를 창조(Sinnschaffen)해 내는 인식이다. 인식자의 힘에의 의지에 의해 인식
자의 삶을 위해 구성되는 의미를. 따라서 인식은 단적으로 의미인식(Sinn-Erkenntniß)이며, 의미-인식은 곧 해석이다. 이런 인
식은 철저히 주관적이고 상대적인 성격을 띠게 된다. 그런데 의
미는 해석자가 만들어내는 것이지, 기존의 의미를 답습하거나 발
견하는 것은 아니다. 해석자는 자신이 창조한 의미를 세계에 집
어넣어 자신의 의미 세계를 구성해 낸다. 따라서 세계의 의미 자
체, 혹은 세계의 원래 의미라는 말은 무의미하다. 인간은 자신의
관점성이라는 한계로 인해 의미 자체나 원래 의미를 알 수 없다.
이것은 해석자로서의 인간의 넘어설 수 없는 한계다. 해석자의
이런 의미 세계는 또한 상대적 성격을 갖는다. 이것 역시 넘어설
수 없는 한계다. 인간의 해석 상황은 이렇듯 인식 허무적 상황을
연출해 낸다. 하지만 해석자는 이런 상황을 비극적 상황으로 여
기지 않는다. 그는 다양한 인식들 사이에 가치 위계에 근거한 인
식 질서를 성립시키면서 인식 상대주의로부터 벗어나며, 세계에
대한 객관적 인식 요구를 포기하면서 인식의 발전을 가능하게 하
고 다른 인식들에 대한 개방적 태도를 갖게 되기 때문이다.
우리의 가치가 사물 안으로 넣어져 해석된다.
그렇다면 사물 그 자체의 의미가 존재하는 것인가??
그것은 필연적으로 관계-의미이고 관점적인 것 아닌가?
모든 의미는 힘에의 의지다 (모든 관계의미는 힘에의 의지로 용해될
수 있다)

(KGW VIII 1 2[77], 95쪽)

4.3.2.2.1.4. 의미 창조 과정
의미의 창조는 그렇다면 어떤 과정으로 진행되는가? 니체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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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인식 주체, 즉 해석 주체의 가치 평가 행위의 결과로 의미가 창
조되며, 이 의미는 기존의 것의 답습이 아니라 언제나 적극적인
창조 행위라는 점을 계속 주장한다. 그런데 의미 창조 과정은 의
미를

‘집어넣는

일’(hineinlegen)과

의미를

‘끄집어내는

일’(heraus- legen)의 순환 관계에 기초하며, 이 중에서도 순서상
으로는 의미를 집어넣는 일이 먼저 진행된다. 즉 우리는 우리의
필요에 의해 우리가 사물 안에 미리 집어넣었던 것만을 다시 끄집
어낸다. 철학적 해석학에서 말하는 의미를 끄집어내는 일은 단지
이차적 기능일 뿐이다. ‘의미를 집어넣는 일’의 순서상의 우위는
우리 인식의 근본적인 주체 의존성이나 주관성을 다시 한번 보증
해 준다.
우리가 사물에 특정한 가치를 집어넣는다고 하면, 우리가 그 가치
부여자라는 사실이 잊혀진 다음에 우리에게 영향을 다시 영향을 미치
는 것은 다름 아닌 바로 그 가치들이다. (KGW VIII 1 5[19], 196쪽)
인간은 결국 자기 스스로 사물 안에 꽂아넣은 것만을 사물 안에서
재발견한다.

(KGW VIII 1 2[174], 152쪽)

4.3.2.2.1.5. 의미-해석의 한계
“사물 자체”는 “의미(Sinn) 자체”나 “의미(Bedeutung) 자체”와 마
찬가지로 왜곡된 것이다. “사실 자체”란 존재하지 않으며, 오히려 사실
이 존재할 수 있으려면 늘 어떤 의미가 먼저 집어넣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은 무엇인가?”는 그것과는 다른 어떤 것으로부터 보여진 의미
-정립이다. “본질” “본성”은 관점적인 것이며, 이미 다양성을 전제한
다. 언제나 근저에 놓여있는 것은 “그것은 나에게 무엇인가?”(우리에
게, 존재하는 모든 것에게 등..)이다.
하나의 사물이 표시(bezeichnen)된다는 것은 모든 존재자가 그것에
대해 자신들의 “이것이 무엇인가?”를 물어보고 대답해 두었을 때일 것이
다. 모든 사물에 대한 자신의 고유한 관계와 관점을 가지고 있는 존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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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하나라도 빠져 있다고 해 보자: 그 사물은 여전히 “정의”되고 있지
않은 것이다.

(KGW VIII 1 2[149], 138쪽)

의미-해석이라는 개념은 인간 경험과 인식의 넘어설 수 없는
한계를 설정하고 있다. 우리가 해석 안에서 사물의 본질이나 본
성을 파악할 수 없는 이유는 해석 활동이 주관적 제한성을 결코
탈피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만일 우리의 주관적 한계를 잊어버린
다면, 우리는 우리의 의미 창조 활동으로 본질이나 본성을 파악
하고 정의 내릴 수 있다고 여기게 된다. 그렇다면 우리가 창조자
인 우리의 해석이 세계의 생기 사건 자체를 반영하고 있다고 여
기게 된다. 이런 생각은 한갓 오해에 불과하거나 기껏해야 ‘무익
한 가설’에 불과하다. “어떤 것들이 해석과 주관성을 배제하는 그
자체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완전히 무익한 가설이다: 그
것은 해석 행위와 주관적-임(Subjektiv-sein)이 본질적이지 않다
는 점, 어떤 것이 모든 관계에서 풀려나도 여전히 그것이라는 점
을 전제로 하는 것이리라.”(KGW VIII 2 9[40], 17쪽; 한글판 25～
26쪽) 의미 해석의 한계에 대한 설정은 객관적 인식의 불가능함

에 대한 니체의 또 다른 지적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상 생기로서
의 대상 세계의 실제성은 해석으로는 결코 파악될 수 없다. 이런
사실은 해석으로서의 인식 개념에 이미 함의되어 있다. 인식이
해석이라는 변경된 논의의 장에서는 ‘모든 것을 파악한다’는 것은
무의미하다. 모든 것을 파악한다는 것은 ‘모든 관점적 관계를 지
양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것은 곧 해석적 상황에서는 ‘아무 것
도 파악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모든 것
을 파악한다는 것은 인식자의 본성이나 인식의 본성을 잘못 파악
하고 있음을 의미할 따름이다.(KGW VIII 1 1[114], 33쪽) 이것은
해석적 인식이라는 니체 인식론의 기본명제를 파괴하는 것이다.
여기서는 의미 창조 행위로서의 해석은 더 이상 주어질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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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2.2. 해석의 오류성
해석은 오류 산출 행위다. 해석의 이런 특징은 인식의 첫 단계
인 ‘같지 않은 것을 같게 만드는 작용’에서부터 이미 드러나 있
다. 단순화, 축약화, 일반화, 범주화는 개별적 특성들의 배제과정
을 필연적으로 포함한다. 그리고 가치 평가 작용과 의미 창조 작
용은 해석의 주관성과 일면성을 이미 전제하고 있다. 이런 해석
작용의 결과는 단지 오류일 뿐이다. 우리가 구성해 내는 해석세
계, 즉 우리가 의미를 부여해서 만드는, 우리와 상관하는 세계는
오류다. 이 오류 산출 과정은 인간 인식에서 불가피한 요소다. 니
체는 해석의 오류적 성격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다. 이 특징이야
말로 우리에게 비로소 ‘해석으로서의 인식’을 가능하게 해 주기
때문이다. 또 이 특징으로 인해 인식의, 즉 해석의 유용성이 확보
되기 때문이다. 니체는 진정한 의미의 오류, 우리가 경고해야 하
는 오류는 다른 곳에 있다고 한다. 즉 우리가 해석하려는 의지를
더 이상 갖지 못하는 경우, 따라서 우리의 의미 세계를 더 이상
창조하지 못하는 경우, 따라서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을 열어 두
지 못하는 경우,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을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
가 바로 진정한 의미의 오류인 것이다. 한마디로 ‘비겁함’(Die
Feig- heit)(KGW VIII 3 16[32], 288쪽)이야말로 오류인 것이다.
우리와 상관하는 세계는 거짓이다. 사실이 아니라는 말이다. 오히려
여러 관찰의 빈약한 총계 위에서 창작되고 다듬어진 것이다; 그 세계
는 “흐름 속에 있다.” 생성하는 어떤 것으로서, 늘 새로이 변하고 결코
진리에 다가가지 않은 허위로서 말이다: 왜냐하면 -진리란 없기 때문
이다.

4.3.2.2.3. 해석의 유용성

(KGW VIII 1 2[108], 1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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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에의 의지가 해석한다. […] 해석한다는 것은 참으로 무언가에
대해 주인이 되려는 수단 그 자체다. (KGW VIII 1 2[148], 138쪽)

해석은 삶의 수단이다. 해석 행위의 일차적 목적은 생기현상을
기술하고 정리하여, 우리들이 생각하고 추론하고 판단할 수 있기
위해서이고, 인식 대상 및 외부 세계에 지배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이며, 궁극적으로는 자기 극복적 삶의 유지를 위해서다.
4.3.2.2.3.1. 척도 : 삶
결국 삶에 대한 가치가 결정한다.

(KGW VII 3 34[253], 226쪽)

기존의 해석들은 관점적 평가라는 것. 이것에 의해 우리가 우리를
삶 안에서, 즉 힘에의 의지 안에서 힘의 성장에의 의지 안에서 유지할
수 있다는 것
(KGW VIII 1 2[108], 112쪽)

해석은 삶에 봉사한다. 해석은 그 구조상 해석 주체의 삶을 목
적으로 삼지 않을 수 없다. 삶은 니체에게서 최고의 중요성을 갖
는다. 인간의 삶 자체가 갖는 가치에 대해서 그는 어떤 이의제기
나 의문제기도 허용하지 않는다. 또한 삶은 그 무엇을 위한 수단
일 수도 없다. 오히려 삶은 모든 정당화 작업의 외부에 위치하며,
오히려 삶이 다른 것들을 정당화하는 척도로 간주된다. “가치에
관해 논할 때 우리는 영감 아래, 삶의 광학 아래에서 논한다: 삶
자체가 우리에게 가치를 설정하라고 강요하며, 우리가 가치를 설
정할 때 우리를 통해 삶 자체가 가치 평가한다.”(GD Moral als
Widernatur 5; KGW VI 3, 80쪽) 이는 해석으로서의 인식에 대한

니체의 논의의 주요 측면을 드러낸다. 첫째, 인식의 문제가 삶을
건드릴 때, 즉 해석이 삶의 실천에 속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임의
성을 말할 수 없다. 인간은 그가 살기를 원할 때 해석하고, 또 그
해석을 통해 살아간다. 여기서 우리는 해석의 정당화의 한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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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달한다. 인간은 해석하지 않을 수 없는 존재이고, 바로 이 해석
행위와 다른 것을 할 수 없음(Nicht-anders-Können)은 해석의
삶에 대한 의존성만이 정당화해 준다. 인간의 삶, 이것은 니체 철
학에서 더 이상의 정당화를 필요로 하지 않는 마지막 척도인 것
이다. 둘째, 어떤 이론적인 욕구, 절대 불변하는 진리에의 추구
혹은 도덕적 당위가 인식 작용의 출발이 아니라, 실용적 관심이
인식 의지를 촉발시키고 끌어간다. 그러나 이 유용성 전략은 인
식과정을 주관성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제시하게 하며, 위조하게
만들 뿐이다. 그리고 바로 이 점으로 인해 해석의 오류성과 실용
성은 순환 관계를 형성한다.
4.3.2.2.3.2. 삶의 내용
삶 자체는 무엇을 위한 수단이 아니다 ; 삶이란 힘의 증대형식들에
대한 표현이다.
(KGW VIII 2 9[13], 9쪽; 한글판 15쪽)

인간의 삶은 니체 철학에서 고정적인 점이 아니라, 자기 극복
적이고 자기 상승적인 생존 형식으로 나타난다. 이런 생존형식은
따라서 역사성을 띠게 된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인간 안에 내
재하는 힘에의 의지 때문이다. 그 자체로 작용하고 활동하는, 항
상 더 많은 힘을 원하는 의지는 인간의 삶에 자기 극복적이고 자
기 상승적이며 역사적인 과정적 생존 형식을 부여한다. 이런 생
존형식이야말로 니체가 신체(Leib)적 존재 방식으로 이해하는 것
이다. 그리고 이것은 곧 위버멘쉬적 존재 방식이기도 하다. 결국
삶에 유용한 것으로서의 해석은 곧 신체적 존재 방식에, 위버멘
쉬적 존재방식에 유용한 것이 된다. 그렇다면 자기 극복적/신체
적/ 위버멘쉬적 삶이 해석의 목적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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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2.4. 해석의 역사성
기존의 해석들은 관점적 평가라는 것. 이것에 의해 우리가 우리를
삶 안에서, 즉 힘에의 의지 안에서, 힘의 성장에의 의지 안에서 유지할
수 있다는 것. 인간의 온갖 향상은 좀더 좁은 해석들에 대한 극복을
동반한다는 것. 강화와 힘 확대의 달성은 모두 새로운 관점을 열고 새
로운 지평을 믿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 이 점들이 내 저술에 일관되
어 있다.

(KGW VIII 1 2[208], 112쪽)

해석은 인간의 부인할 수 없는 생존 조건이다. 해석 행위는 인식
대상 및 외부 세계에 해석자의 힘을 지배적 형태로 행사하게 한다.
더불어 해석자의 자기 극복 과정에 원동력이 된다. 즉 위버멘쉬적
삶을 유지하게 한다. 그러나 이것이 가능하려면 해석자는 이미 획
득된 해석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고, 기존 해석에 안주하려
는 자신의 성향을 이겨내어 자기 스스로에 대해 비판적인 거리를
둠으로써만 가능하다. 해석자는 스스로에 대해 거리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자신을 통제하는 주인의 역할을 한다. 이 내용을 니체는
“해석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떤 것에 대해서 주인이 되기 위해 행
하는 수단 그 자체다.”(KGW VIII 1 2[148], 138쪽)라고 짤막하게
말한다.

해석

(Uminterpreieren)

행위는
새로운

한

해석에
해석을

변경을
산출해

가하거나
내는

과정

(Neu-interpretieren)으로 나타난다. 한 해석을 통해서 고양된 해
석자의 자기 상승의 의지는, 더욱 커진 삶의 요구로 인해 다른 필
요를 느끼게 되기에 기존의 해석은 이 상승된 의지의 힘을 기준으
로 하면 더 이상은 충분한 해석일 수 없다. 그렇기에 해석자는 다
른 해석행위를 하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전개되는 해석 과정은 해
석자에게 더 이상은 충분하지 않게 되는 해석에 대한 극복 과정이
다. 이렇듯 ‘계속 이어지는 기호사슬’(GM II 12; KGW VI 2, 330쪽)
로서의 해석은 해석자의 자기 극복과 자기 상승의 의지가 존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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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한 끝없이 이어지는 열려 있는 과정이고, 해석자는 실재에 대해
새로운 해석을 가질 가능성이 있으며, 따라서 인식의 지평은 해석
자에게 열려 있다.

4.3.2.2.5. 해석과 대상과의 관계
사실 자체란 없다. 오히려 사실이 있기 위해서는 어떤 의미가 항상
먼저 넣어져야만 한다.

(KGW VIII 1 7[60], 323쪽)

인식 활동에서 인간은 해석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인간은
주관적 관점을 배제한 외재적 관점을 가질 수 없다. 또한 해석된
세계는 주체가 경험하는 세계이고, 주체가 의미를 부여하는, 주체
가 의미를 만들어 내는 그런 세계다. 이 세계야말로 바로 주체에게
‘상관이 있는’ 세계다. 그러나 이 세계의 상정이 곧 대상으로서의
세계의 사라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또 해석된 세계의 범위는
단지 주체가 경험하는 세계의 범위일 뿐, 대상으로서의 세계 자체
의 범위와 같은 것은 아니다. 내 해석의 한계는 나에 의해 경험된
세계의 한계일 뿐이다. 이렇듯 니체는 세계에 대한 관점적 관계 맺
음의 불가피함, 그리고 경험 가능한 해석 세계가 인간 경험 자체의
한계이며, 경험의 한계가 바로 인간 자체의 한계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

니체의

이런

입장은

현대

분석

철학자

쿠체라

(F.v.Kutschera)와 해석주의 철학자 렝크(H. Lenk)가 말하는 인식
론적으로 약화된 실재론과 공동의 부분을 갖는다. 물론 니체가 인
식 과정 전반에 걸친 인식의 관점성 및 의지 작용, 그리고 인식 활
동에 있어서 예외 없이 적용되는 의지의 일차적 기능을 강조하는
점에서 쿠체라나 렝크와는 다른 면을 갖기는 하지만, 인식의 대상
관계적 차원에서는 이 입장을 공유하고 있다. 이런 입장은 ‘그 자
체’나 ‘사실’ 등에 대한 니체의 부정적 언급이 갖고 있는 의미에 의
해 밝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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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2.5.1. 생기의 해석적 성격
모든 생기하는 것들의 해석적 성격. 사건 그 자체라는 것은 없다.
생기하는 것은 해석자에 의해 현상들의 그룹으로 읽혀지고 요약된다.
(KGW VIII 1 1[115], 34쪽)

해석 주체와 대상과의 관계를 밝히고 있는 이 글은 생기 세계
를 해석 작용의 대상으로 상정하고, 해석자가 생기 세계와 관점
적으로 관계 맺는(Bezug) 방식을 제시한다. 생기적 세계는 해석
에 의하지 않고서는 파악되거나 인식될 수 없다. 그렇다면 생기
의 세계는 해석자에 의해 ‘읽혀지고’, ‘요약되며’, 그런 한에서 인
식은 해석 각인적이다. 해석자는 자신의 관점성을 포기하지 않는
한, 자신의 경험에서 생기 세계를 해석하지 않을 수 없다. 해석은
따라서 가치 각인적이며, 해석된 세계는 니체가 ‘우리와 상관하는
세계’(die Welt, die uns (irgendwie) geht)라고 명명하는 바로
그 세계다.(KGW VIII 1 2[108], 112쪽) 그런데 ‘사건 그 자체라는
것은 없기 때문에’라는 말 때문에 해석하는 인간의 경험 세계와
생기 세계와는 다른 것이 아니라고 한다거나, 모든 것이 인간의
해석 작용에 의해서만 생겨난다고 한다거나, 생기세계는 인간의
경험이후에야 비로소 존재한다고 말하는 것은, 곧 외부의 생기세
계는 ‘해석’이라는 마술 개념에 의해 사라져 버리는 결과를 갖게
된다는 말이 된다. 니체의 입장을 반실재론자로 이해하려는 이런
주장들은 생기의 해석적 성격에 대한 니체 자신의 입장과는 어긋
난다. 니체는 해석 대상으로서의 세계를 상정하고, 이 해석 대상
과의 관계 맺는 방식을 해석이라고 부르고 있을 따름이다.
4.3.2.2.5.2. ‘그 자체는 없다’ 의 의미
“그 자체”란 심지어는 불합리한 개념이다: “성질 그 자체”란 무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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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우리는 “존재” “사물”이란 개념을 항상 관계개념으로서만 가질
뿐이다......

(KGW VIII 3 14[103], 72쪽)

니체는 ‘사실 그 자체’나 ‘성질 그 자체’, ‘사건 그 자체’를 부정
한다. 여기서 그 자체라는 개념은 한편으로는 생기와는 반대되는
자존적인, 지속성(Beständigkeit)을 갖는 것, 다른 한편으로는 해
석자의 관점에 비의존적(Perspektiven-unabhängigkeit)인 것을
의미한다. 즉 니체는 어떤 것도 해석자의 관점에서 독립하여 자체
의미를 가질 수 없고, 생성의 법칙에서 예외일 수 없다는 것을 ‘그
자체’에 대한 부정을 통해 말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들은 존재하
지 않고 해석들만이 있을 뿐이다.”(KGW VIII 1 7[60], 323쪽)라는
니체의 주장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이 글은 니체
가 실증주의에 대한 비판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서, 특히 에른
스트 마흐의 입장, 감각 지각과 그것의 복합체를 실재의 근거라고
하는 입장에 대한 비판이다. 니체는 마흐의 감각 지각을 실증적
의미로서의 ‘주어진 사실’, ‘순수 원재료’ 등으로 이해하면서, 그것
의 부당성에 대해 비판한다. 감각의 작용에는 이미 힘에의 의지라
는 규제 원리가 미리 기능하고 있기 때문이다. 바로 그런 이유에
서 우리는 사실들과 충돌할 수 없으며, 힘에의 의지 작용이야말로
원초적 사실인 것이다. 그러므로 ‘그 자체’가 없다는 주장을 외부
세계의 부재와 동일시하는 것은 니체에 대한 공정한 이해가 될 수
없다. 따라서 니체의 ‘사실’과 ‘～ 자체’에 대한 거부를 반실재론
적 입장으로 읽을 필요는 없다. 오히려 한편으로는 생기와는 반대
되는 자존적인, 미이라화된 그 자체, 다른 한편으로는 순수 원재
료나 직접적 소여 그리고 반영이라는 표상에 대한 거부라고 이해
할 수 있다. 이것으로 니체는 자신의 견해를 실증주의자뿐 아니
라, 본질 형이상학, 소박한 반영 이론, 객관성 이념 등에 대립시킨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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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2.5.3. 주체-객체 관계
개개의 힘 중심은 나머지 부분 전체에 대해 자신의 관점을 갖는다.
즉 자신의 특정한 가치 평가를, 자신의 행위-양식을, 자신의 저항 양식
을.

(KGW VIII 3 14[184], 163쪽)

해석 작용에서 주체와 객체는 해석 주체의 관점을 설정하는 힘
때문에 더 이상 모사설적 관계를 갖지 않는다. 오히려 주체와 대상
은 서로 ‘작용하고-반작용하는’(aktivieren-reaktiviren) 관계를 맺
는다.(KGW VII 2, 27[64] , 290쪽) 여기서 주체와 객체는 서로 ‘구별’
은 되지만, 인식 활동상 서로 ‘분리’될 수는 없는,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를 맺는다. 이 관계에서는 물론 주체의 관점적 활동이 우선적
으로 객체에 작용한다. 따라서 인식 결과는 항상 주관적이고, 개별
적이고 가변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 관계는 인식 주체의 외부
세계를 인식 주체의 영역으로 남김없이 환원할 수 있다거나, 외부
세계가 해석하는 주체 없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관점과는 다르다.
물론 인식 주체가 경험하는 외부 세계(인용문의 ‘나머지 부분 전
체’)의 범위와 내용은 가변적이다. 같은 시점과 다른 시점을 막론하
고 어떤 인식 대상이 인식될 수도 있고, 인식되지 않을 수도 있으
며, 또 한 대상에 대한 다른 식의 인식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 외부 세계의 존재와 대상의 의존 관계를 니체는 떠나지
않는다. 따라서 니체가 실재론의 기본 주장을 유효하지 않게 한다
는 주장은 적절하지 않다.

4.3.2.2.6. 해석의 인식적 위계
4.3.2.2.6.1 가상으로서의 해석
해석의 다음 특징은 그것이 비록 필연적으로 오류인 가상
(Schein)이지만, 니체가 인정하는 유일한 실재 즉 힘에의 의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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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요구되고 만들어진 허구이기에, 진정한 의미의 인식이란
점이다. 가상을 만들어 내는 것은 실재의 기능이며, 가상은 실재
에 의해 의욕되고 만들어진 가상이다. 가상으로서의 해석은 이
제 이분법적 도식에서처럼 하나의 절대적인 진리에 비추어서 단
지 가상일 뿐인 것으로, 인식적 위계가 낮은 것으로 폄하될 수
없다. 오히려 니체가 말하는 가상으로서의 해석은 실재의 보증
자다. 따라서 가치 각인적-질적-의미해석은 신체적 주체에 대해
정당한, 오류임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인식이다.

‘가상성’은 정돈되고 단순화된 어떤 세계이며, 우리의 실천적 본능이
손을 댄 세계다: 그 세계는 우리에게 전적으로 참이다: 즉 우리는 살아가
며, 우리는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 우리에 대한 그것의 진리 증명
......
: 우리가 그 안에서 살아간다는 우리의 조건이 제외된 세계,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논리와 우리의 심리적 편견들로 우리가 환원시키지 않는
세계
“그 자체”로서의 세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세계는 본질적으로 관계-세계다: 경우에 따라서 세계는 각각의 시점
에 따른 다양한 모습을 갖고 있다: 세계의 존재는 본질적으로 각각의 시
점에 따라 다르다: 세계는 각각의 시점을 압박하며, 각각의 시점들에 저
항한다―그리고 이것들의 총체는 모든 경우에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
(KGW VIII 3 14[93], 63쪽)

4.3.2.2.6.2. 실재와 현상
가상으로서의 해석의 인식적 위계는 현상(Phänomenale)과 실재
(Realität)의 일치에 의해서도 보증된다. 이것은 인식에 대한 논의
에서 ‘현상(Erscheinung)과 실재(Wirklichkeit)’ 도식을 버리고, ‘가
상(Schein)과 현상성(Phenomenalität)’을 사용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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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2.6.2.1. 현상과 해석
현상(Phänomen)세계는 우리가 실제라고(real) 받아들이는 정돈된
세계다. “실재성”은 동일하고 알려져 있고 유사한 사물의 지속적인 회
귀에, 그것들의 논리화된 성격에, 우리가 계산할 수 있고 산정할 수 있
다는 믿음에 놓여 있다. […] 우리의 감관의 수용성과 오성의 자발성을
완전히 배제하는 ‘사물 자체’가 어떻게 가능하지에 대한 물음은 다음의
질문에 의해 거부되어야만 한다 : 사물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
게 알 수 있단 말인가? ‘사물성’이란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다. 문제는
이런 가상적 세계를 만들어내는 또 다른 종류<들이> 많이 있을 수 없
는가 하는 것이다 ― 그리고 이러한 창조, 논리화, 정돈, 위조 행위가 최
고로 보증된 실재 자체가 아닌가 하는 것이다 ; 그리고 ‘우리에게 가해
진 외부세계의 작용’ 또한 저렇게 원하는 주체들의 결과일 뿐은 아닌가
하는 것이다.
(KGW VIII 2 9[106], 59쪽; 한글판 75쪽)

현상(Phänomenale)은 니체에게 우리가 산출해 낸 가상(produzierter Schein)인 해석을 지칭하는 말이다. 하지만 이런 인식
은 사이비 인식일 수는 없다. 오히려 그것이 니체가 인정하는
유일 실재인 힘에의 의지에 의해 구성되는 것이기에 오히려 실
재의 보증자 역할을 한다. 이 구도를 위의 인용문은 ‘실재성이
논리적’ 성격에 놓여 있다는 것으로 표현한다. 여기서의 논리는
형식 논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힘에의
의지의 논리, 생기 논리라는 넓은 의미로 이해해야 한다. 그렇다
면 실재성은 이 논리에 의해 만들어진 해석에 놓여 있다는 말이
다. 현상이 정돈되고 논리화된 세계를 의미한다면, 현상은 곧 해
석이요, 우리는 이 현상을 실제(real)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단지
받아들일 뿐만이 아니라, 실재가 곧 현상의 성립 근거인 셈이다.
우리에게 ‘어떻게든 상관하는 세계’인 해석 세계는 우리의 관점
적 활동이 산출해 낸 가상이며 현상 세계다. 우리는 이 현상 세
계를 탈출할 수 없다. 소위 말하는 관점에서 자유롭고, 해석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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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 객관적인 그 자체의 세계에, 즉 그것이 갖는 가치에 의거
해 현상적 가상을 폄하하게 되는 그런 세계에 우리는 도달할 수
없다.
4.3.2.2.6.2.2. 참-가상의 이분법 극복
현상-세계(Phänomenal-Welt)의 반대는 ‘참된 세계’가 아니다. 오히
려 혼돈 상태에 있는 감각의 형식 없고-형식화 불가능한 세계다(formlos-unformulierte Welt des Sensationen-Chaos). 그러므로 다른
종류의 현상 세계, 즉 우리가 ‘인식할 수 없는’ 현상 세계가 현상세계
의 반대인 것이다.
(KGW VIII 2 9[106], 60쪽; 한글판 75쪽)

현상과 산출된 가상을 내용으로 하는 해석은 기존의 참-거짓
의 구분을, 기존의 ‘참-가상’의 이분법적 구분을 넘어서 있다. 해
석은 비록 가상적 현상이지만, 이것은 우리의 인식 세계이며, 힘
에의 의지라는 실재의 산출물이다. 이런 해석과 대립되는 것은
우리의 인식 세계로 들어오지 않는 것, 우리가 인식할 수 없는 것
이며, 니체는 이것을 기존의 분류 도식을 벗어나서 ‘다른 종류의
현상세계’라고 부른다. 비록 지금은 우리의 인식 세계로 들어오지
는 않지만, 우리에 의해 형식화되고 해석될 가능성이 배제되어
있지 않은 세계다. “한 종은 실재성을 지배하기 위한 만큼만, 실
재성을 자신에게 봉사하게 하기 위한 만큼만 실재성을 포착한
다.”(KGW VIII 3 14[122], 94쪽)라는 니체의 단언이 말해 주고 있
듯이, 우리의 해석적 현상 세계의 범위는 유동적이다. 물론 다른
종류의 현상세계, 아직 우리의 해석 세계가 아닌 현상세계의 범
위도 유동적이다. 그 이유는 해석 주체의 힘 의지 및 관점성이 단
절 없이 활동하기 때문이다. 다른 말로 하면 실재가 중단 없는 활
동을 하기 때문이다. 현상 세계의 열려 있음의 궁극적 토대는, 그
렇다면 실재의 불완결성(Unabgeschlossenheit)이라고 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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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실재의 불완결성은 해석 주체의 개방성을 함의한다. 우리는
해석하고 또 해석한다. 우리가 살기로 결심하고 또 이 세계와 관
계 맺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말이다.

4.3.2.3. 인식 범주의 해석적 성격
우리는 인식 행위에서 인식 범주들을 사용한다. 하지만 니체는
이런 인식 범주들을 그 자체로 참인 것으로 이해하지 않는다. 오
히려 인식 범주들은 우리들의 관점적-실용적 필요성에 의해서 우
리가 만들어 낸 허구이며 해석 범주다.

4.3.2.3.1. 동일성
개념 종 형식 목적 법칙들― ‘동일한 경우들의 세계’― 을 만들고자
하는 강제는 마치 우리가 이것에 의해 참된 세계를 정할 수 있다는 것
처럼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 ; 오히려 우리의 생존이 거기서 가능하게
되는 특정 세계를 우리에게 마련하라는 강제로 이해해야 한다― 우리
는 이렇게 해서 산정할 수 있고 단순화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특
정 세계를 창조하는 것이다. 동일한 강제가 오성을 받치고 있는 감각
작용에도 있다― 즉 단순화, 조야하게 만듦, 강조 및 날조 위에 모든
‘재인식’, 자신을-이해시킬 수-있음이 근거한다― 우리의 욕구들은 우
리의 감관을 정밀하게 만들어서, ‘동일한 현상세계’를 항상 다시 반복
하게 만들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실재성의 외관을 얻을 수 있게 했
다.
(KGW VIII 2 9[144], 82쪽; 한글판 101쪽)

절대적 생성의 세계는 차별의 공간이며, 변화의 지속이다. 여기
서는 동일한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여기서 차이와 다수
성과 특수성을 버리고, 동일성과 일반성 및 보편성을 찾아내는
작업은 우리의 인식을 위해서는 필요 불가결한 일이다. 이 일은
‘같지 않은 것을 같은 것으로 만드는’ 과정의 일환이며, 이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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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야만 세계는 우리에게 이해 가능한 것이 된다. 이런 세계
는 단적으로 말하자면 단순화된 세계이며, 우리가 우리의 실천적
필요에 의해 조작하는 세계인 것이다. 동일성에 대한 구상은 주
체 실체 객체 등의 인식 범주의 토대가 된다.

4.3.2.3.2. 주체
주체-원자들이 아니다. 주체의 영역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거나감소하면서 ―체계의 중심점은 지속적으로 움직이면서― ; 주체가
적절한 정도를 조정할 수 없는 경우에 주체는 둘로 나뉜다. 다른
한편 주체는 더 약한 주체를 파괴하지 않고 자신의 기능원으로 개
조할 수 있으며 어느 정도까지는 그와 함께 새로운 통일체를 형성
할 수 있다. ‘실체’가 아니라 오히려 그 자체로 강화를 추구하는
어떤 것이다 ; 그리고 자신의 ‘보존’을 단지 간접적으로만 원하는
(그것은 자신을 능가하고 싶어한다―) 어떤 것이다.
(KGW VIII 2 9[98], 55쪽; 한글판 70～71쪽)

주체(Subjekt)의 존재적 특징은 자기 동일성을 유지하고, 자신
의 행위와 분리되어도 여전히 스스로 존재하며, 그 행위를 야기시
키는 실체적 행위자다. 예를 들어 ‘번개가 번쩍인다’에서, 우리는
번개라는 행위자를 번쩍임으로부터 분리되어 번쩍임이 사라진 후
에도 여전히 남아 있는 어떤 것으로, 번쩍이는 행위의 담지자/주
체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그러나 이런 설명은 니체에
의하면 언어 문법의 ‘행위자-행위’, 더 근본적으로는 ‘주어-술어’
형식에 습관적으로 따른 것일 뿐이며, ‘주어-술어’ 문법은 다시
동일한 원자적 존재로서의 ‘나’에 대한 우리의 믿음에서 연유하는
허구에 불과하다. 그것이 허구인 이유는 첫째, 행위자-행위 도식
은 행위를 이중화시켜 표현하는 것에 불과하다. 번개의 예에서처
럼 번쩍이는 현상을 어떤 원인에 의한 것으로, 그리고 이 원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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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쩍이는 현상과는 분리되어 존재하는 어떤 것인 ‘번개’라는 행위
자에 의한 것으로 설명한다. 실제로는 번쩍임만이 즉 행위만이 있
을 뿐이다. 둘째, 행위자-주체에 대한 상정은 니체의 데카르트 비
판에서도 드러나듯이 시간의 역행에서 기인한 착오다. 예를 들어
우리는 ‘나는 생각한다’에서 ‘나’가 조건을 짓는 것으로, ‘생각한
다’는 조건지어진 것으로, ‘나’에 대한 서술격으로 이해한다. 그러
나 니체에 의하면 ‘생각한다’가 조건이고, ‘나’는 조건지어진 것이
옳은 과정이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생각
한다는 것이 발생했다는 것 외에 아무 것도 없고, 만일 ‘생각’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생각하는 ‘어떤 것’을 필요로 하지 않
았을 것이며, 이 ‘어떤 것’에 대응하는 것으로서의 ‘나’도 만들어
내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데카르트는 비록 생각하는 자와 생
각 행위를 구분하여 전제로 삼지만, 생각하는 자로서 데카르트가
믿었던 ‘나’는 단지 “생각 행위를 통해서 비로소 만들어진 종합일
뿐이다.”(JGB 17; KGW VI 2, 17쪽) ‘내’가 바로 생각하는 ‘그것’이
라는 믿음은 단지 하나의 규제적 허구로서,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생성세계에 지속성을 부여하여 인식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 사용
하는 이성 범주일 뿐이다. 그렇다면 행위자/실체-주체는 실제로
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체에 대한 적절한 설명은 힘에의 의지의
장, 즉 상승과 강화를 원하는 비실체적 존재, 힘에의 의지로서의
존재이다. 주체 개념의 허구성에 대한 인식은 객체, 실체, 인과성,
사물성 등 여러 개념의 허구성에 대한 인식의 토대가 된다.

4.3.2.3.3. 인과 관계
“원인”과 “결과” : 심리적으로 검토해 보면 이것은 능동과 수동, 행
위 작용과 고통이라는 말들에서 스스로를 표현하는 우리의 믿음인 것
이다. 즉 생기를 행위 작용, 고통으로 나누고, 여기에 행위자라는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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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이미 나와 있다. 행위자에 대한 믿음이 그 뒤에 숨겨져 있다: 마치
모든 행위를 행위자로부터 제거해도 그 행위자가 여전히 남아있을 것
처럼 말이다. 여기서 항상 ‘나-표상’이 마치 연극배우에게 대사를 불러
주는 그 누군가의 역할을 한다: 모든 생기현상은 행위로 해석된다;
‘나’에 대응하는 어떤 것이라는 신화를 가지고― ― ―
(KGW VIII 1 7[1], 257쪽)

‘나’를 주체로 표상하는 것은 ‘발생하는 모든 것은 특정 주체
에 술어적으로 관여한다’는 표상을 불러일으킨다. 이런 주체에
우리는 원인성을 부과한다. 따라서 ‘나’는 행위자이고, 행위를 일
으키는 원인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상정한다. 하지만 이 주체로
서의 ‘나’, 그리고 원자-주체 일반의 허구적 성격이 드러나면,
원인과 결과의 관계도 새롭게 정의되게 된다. 힘에의 의지들의
병렬(Koordination)로서.(→ 1.6.4.1. 인과적 세계 해석)

4.3.2.3.4. 객체
작용을 가하는 주체를 포기하면, 우리는 작용을 받는 객체도 마찬가
지로 포기하게 된다. 지속, 자기동일성, 존재는 주체라고 불리우는 것
이나 객체라고 불리는 것에도 내재하지 않는다 : 그것들은 다른 복합
체에 견주어서 지속되는 듯이 보이는 생기의 복합체다.
(KGW VIII 2 9[91], 48쪽; 한글판 61쪽)

기존의 주체 개념의 포기는 곧 행위자-주체의 포기와 원자-주
체의 포기를 의미한다. 그렇다면 당연히 행위를 받는 원자-객체
의 포기가 뒤따르게 된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생기의 과정이고,
생기는 곧 힘에의 의지의 활동 과정이기에, 계속되는 변화를 경
험하는 것이다. 객체라고 하는 인식 대상도 여기서 예외일 수 없
다. 자기 동일적인 존재인 ‘객체’란 개념은 인식론적 신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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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3.5. 실체
우리가 ‘주체’와 ‘객체’라는 개념을 포기하면, ‘실체’라는 개념 또한
포기하게 된다.

(KGW VIII 2 9[91], 48쪽; 한글판 61쪽)

실체 개념은 주체 개념의 결과다: 그 반대가 아니다! 우리가 영혼과
‘주체’를 포기하면 ‘실체’ 일반의 전제는 사라진다. 존재자의 단계는 얻
어지지만 존재자 바로 그것은 없어진다.
(KGW VIII 2 10[19], 131쪽; 한글판 154쪽)

니체는 실체를 “자기 동일성을 유지하고, 스스로 존재하며 근본
적으로는 끊임없이 동일하게 유지하고 변화하지 않는” 것으로 규
정한다.(MA 18; KGW IV 2, 34쪽) 그러나 이러한 유지되는 자존적
인 실체는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것이 힘에의 의지의 생기현상인
한에서, 따라서 관계적으로만 존재하는 한에서, 자존적으로 존재
할 수 있는 것은 없기 때문이다. 실체라는 개념은 우리가 주체에
대한 표상을 근거로 만들어 내고, 그것이 갖는 유용성으로 인해
사용하는 이성 범주다. 니체는 실체라는 개념이 주체보다 발생적
으로 우선하는 개념임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KGW V 2,
11[268], 442쪽), 그 역사적 진행을 역전시켜 실체 개념은 주체 개

념의 결과라고 강력하게 주장한다. 그 이유는 우리의 나-주체에
대한 심리적 믿음을 이성이나 신 등 정신적 주체를 만들어낸 장본
인으로 간주하고, 이를 통해 이성 중심주의 철학 일반을 단지 심
리적 믿음을 토대로 하는 것으로 폄하려는 전략 때문이다.

4.3.2.3.6. 논리학
논리학을 믿으라는 우리의 주관적인 강제가 표현하는 것은, 우리에
게 논리학 자체가 의식되기 훨씬 이전부터 우리는 논리적 요청을 생기
에 집어넣는 것 외에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제 우리는
그 요청을 생기 안에서 발견하며― 우리는 더 이상 다르게는 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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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강제가 ‘진리’에 관한 어떤 것을 보증한다고 잘못 생각했다.
‘사물’ ‘동일한 사물’ 주체 술어 행위 객체 실체 형식을 만든 자는 바로
우리들이다. 우리가 아주 오랫동안 동일하게 만들고 조야하고 단순하
게 만드는 것을 시행한 후에 말이다. 세계는 우리에게 논리적으로 보
인다. 우리가 먼저 세계를 논리화해두었기 때문이다.
(KGW VIII 2 9[144], 82쪽; 한글판 101～102쪽)

논리학은 우리를 세계와 관계 맺게 해주는 인식 범주이고 인식
의 조건이다. 논리적 판단의 전제인 동일성은 ‘같지 않은 것을 같
게 만드는’ 해석 작용의 결과다. 사물, 동일한 사물, 주체, 술어, 객
체, 실체, 형식 등 논리적 판단이 사용하는 모든 도구들은 동일한
어떤 것이라는 것을 전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존재자를 가정하
는 것은 사유하고 추론할 수 있기 위해서 필요하다: 논리학은 동
일하게 유지하는 것(Das Gleichbleibende)에 대한 공식만을 취급
한다.”(KGW VIII 2 9[89], 46쪽; 한글판 59쪽) 그러므로 논리적 판
단의 도구들이나 전제는 관점적-해석적 성격을 지니며, 그것의 유
용성으로 인해 사용하는 해석 범주인 것이다. 그렇다면 논리학은
우리가 창조해 낸 ‘날조된 진리들’에 의해서만 유효하다.(KGW VIII
2 9[97], 55쪽; 한글판 69쪽) 세계의 논리적 성격은 세계 자체의 성

격이라기보다는, 우리가 만들어서 세계에 부여한 것일 따름이다.

4.3.2.3.7. 참된 세계-가상 세계의 이분법
오늘날 학문이 가상 세계에 의존하기를 단념한다는 사실을 나는 놀
란 눈으로 바라본다: 하나의 참된 세계― 이 세계는 자신이 바라는 대
로일지도 모른다. 분명한 것은 우리는 이 세계에 대한 어떤 인식 기관
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이제 물어볼 수 있다: 어떤 인식 기관에 의해 또한 참
된 세계와 가상 세계라는 대립이 설정되는 것인가?...... 우리 기관에 접
근할 수 있는 세계는 이 기관에 의존적이라고 이해된다는 것, 우리가 세

니체『유고』

223

계를 주관적으로 제약된 것으로 <이해한다>는 것. 이런 것들로는 하나
의 객관적 세계가 도대체가 가능하다는 사실은 표현되고 있지 않다. 주
관성이 실제적인 것이고, 본질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우리에게 저항하
는 자 누구인가? “그 자체”란 심지어는 불합리한 개념이다: “성질 그 자
체”란 무의미하다: 우리는 “존재” “사물”이란 개념을 항상 관계 개념으
로서만 가질 뿐이다......

(KGW VIII 3 14[103], 72～73쪽)

참된 세계와 가상 세계의 이분법은 존재-생성이라는 형이상학
적 이분법의 다른 명칭이다. 이 이분법은 전자(존재, 참된 세계)
에 후자(생성, 가상 세계)에 대한 존재적․인식적․가치적 우위를 인
정한다. 니체는 이런 존재 및 참된 세계라는 구상 자체 그리고 이
분법 자체가 실제로 존재하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만
들어 낸 허구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인간은 해석주체이고, 인간
의 인식 범주들은 다 해석 범주들이며, 해석의 대상들은 모두 해
석주체와 작용하고-반작용하는 관계를 맺는다. 즉 우리의 해석
작용에 의존적이지 않은 세계 그 자체를 우리는 경험할 수 없다.
그 세계는 우리의 실천적 필요에 의해 우리가 고안해 낸 해석 세
계일 뿐이다.

4.3.2.3.8. 언어
언어는 관점적 연원과 기능을 갖는 우리의 인식 도구이기에,
실재에 대한 적합한 표현 수단도 될 수 없고 보편적인 이해의 도
구도 될 수는 없다. 그러나 그 한계 때문에 언어의 관점성을 억제
한다거나, 관점적 한계를 전혀 갖지 않는 이상 언어를 요청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언어의 한계는 바로 우리의 실천적 욕구의 소
산이기 때문이다. 언어는 해석 범주인 것이다.
4.3.2.3.8.1. 언어 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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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는 모든 사실을 적합하게 표현해 내는가? ..... 말이란 무엇인
가? ...... 특정한 신경자극이 먼저 어떤 상(Bild)으로 전달된다! 첫 번
째 메타포. 그 상을 다시 어떤 소리가 본뜬다! 두 번째 메타포. 그리고
매번 각 영역 사이에는 완전한 비약이 일어나며, 그 비약은 완전히 다
르고도 완전히 새로운 영역으로의 비약이다.
(WL 1; KGW III 2, 373쪽)

언어 계보는 언어의 관점적 성격이 불가피한 것이라는 점을 알
려 준다. 인간은 자연 안에서 미약한 존재로, 외부로부터 자신들
을 방어하기 위한 수단으로 다른 인간들과 연합하는데, 이 과정
에서 언어를 만들어 낸다. 그런데 언어 계보상 첫 번째 단계에서
부터 메타포를 만드는 과정이 시작된다. 먼저 신경 자극이 특정
한 상으로 그리고 그 상이 다시 소리로 전해지는데, 그 전달 과정
은 그 각 단계들이 서로 일치하거나 혹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대신, ‘완전한 비약’과 자의적으로 경계를 짓는 과정이다. 따라서
각 단계들은 다른 단계들에 비추어 보면 ‘완전히 새로운 영역’일
수밖에 없다. 또한 신경 자극이라는 단계도, 감각 지각에 대한 니
체의 분석에서도 드러나듯이, 그 감각 지각의 담지자의 힘과 삶
의 의지가 규제적 역할을 하기에, 각 메타포들이 대상의 본질에
대응할 수 있는 가능성은 처음부터 근절된다. 개념을 포함한 우
리 언어 전체는 이런 특징을 공유한다. 언어는 이렇듯 그 발생 과
정에서부터 그 언어가 관계 맺는 대상과 절대로 일치할 수 있다.
언어가 표현하는 것은 단지 언어 사용자와 대상과의 관계일 뿐이
고, 이 관계를 표현하는 것이 언어의 본질이다.
4.3.2.3.8.2. 해석 수단으로서의 언어
언어적 강제를 받지 않고 행위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사유를 멈추게
된다. 우리는 여기서 한계를 한계로서 보아야 하지 않는가라는 의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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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품게 된다. 이성적인 사유는 우리가 던져 버릴 수 없는 도식에 의
한 해석인 것이다.

(KGW VIII 1 5[22], 197쪽)

언어는 그 형성에서부터 이미 불완전한 표현 수단이다. 하지만
언어의 이런 특성이 언어를 포기해야만 하는 이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첫째, 우리는 언어 도식에 의해서만 사유하고
경험할 수 있다. 둘째, 우리가 도대체 ‘이성적’이라고 부를 수 있
는 유일한 사유와 경험은 관점적 언어 구조를 갖고 있는 해석일
뿐이다. 해석만이 유일하게 이성적인 작업이고, 해석 아닌 다른
방식의 사유는 이성적이지 않다. 해석은 우리에게서 배제할 수도
없고 거부할 수도 없는 힘과 삶의 의지에 의해 가능하기 때문이
다. 해석만이 유일하게 삶의 이해를 반영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의 해석적 경험을 지
양하거나 배제할 수 없다. 그 예를 니체는 언어의 문법에서 찾는
다. 우리 언어에서의 행위자-행위 문법은 주어-술어 문법의 한
경우다. 행위자-행위 문법은 ‘번개가 번쩍이다’는 예에서처럼,
‘번쩍이다’는 행위의 원인이 되고 행위와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존
재할 수 있는 ‘번개’라는 행위자를 상정한다. 이 문법은 오래된
인간의 언어적 습관이지만, 그것은 번개 행위를 이중화시키고, 행
위의 외적 원인을 상정하며, 우리의 오래된 ‘나’-주체에 대한 믿
음을 표현하고 있는 오류에 불과하다. 이런 오류가 바로 철학의
역사에서 실체 형이상학을 만들어 낸 토대가 된다. 하지만 문법
의 오류가 문법을 포기해야 하는 이유는 될 수 없다. 우리는 이런
문법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문법은 우리의 실
천적 필요에 의해 우리 스스로 구성해 낸 오류이며, 이성적 사유
는 오류로서의 문법을 사용하는 해석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문
법을 여전히 믿고 있기에 신을 놓아버릴 수 없는 게 아닌가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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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려가 든다.”(GD Die "Vernunft" in der Philosophie; KGW VI 3,
72쪽)

4.3.2.3.8.3. 소통 수단으로서의 언어
언어를 만드는 것은 인간이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는 한 인
간에게서 분리할 수 없는 행위다. 그리고 이미 만들어진 언어들을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은 인간 사회가 개별
인간에게 요구하는 도덕적 강제성을 띤다. 물론 이 과정에서 언어
사용자들은 그들의 의사 소통이나 이해되고자 하는 욕구로 인해
경험의 개별성을 거부하고 일반성을 추구한다. 왜냐하면 일반적
합의에 도달하고 이를 따르는 것은 서로 가급적이면 ‘빨리 그리고
쉽게’ 소통하고 이해하려는 목적 하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언어의 역사는 단축 과정의 역사다. 이와 같은 빠른 이해에 의해 사
람들은 긴밀하게, 점점 더 긴밀하게 결합하게 된다. 위험이 크면 클수
록, 긴급한 문제에 대해 신속하고 용이하게 의견 일치할 필요성도 더
욱 커지게 된다.

(JGB 268; KGW VI 2, 231쪽)

4.3.2.3.8.4. 언어의 유용성
적합한 표현수단을 요구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단지 관계만을 표현
한다는 것이 언어의 본질에 놓여있으며 표현 수단의 본질에 놓여 있
다.
(KGW VIII 3 14[122], 95쪽)

언어 계보와 언어의 관점성 및 도구성은 언어의 필연적 한계를
함의하고 있다. 우리는 언어를 통해 대상 세계와 타인을 파악하
고 기술한다고 여기지만, 사실은 대상 세계를 우리에게 알리기
위해 피상화시키는 것에 불과하다. 언어는 또한 의사 소통을 위
한 보편적으로 타당한 수단일 수도 없다. 언어는 언어 사용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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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대상과 맺는 관계일 뿐이며, 이 관계를 표현하는 것이 언
어의 본질인 것이다. 그렇지만 그것이 갖는 유용성으로 인해 우
리는 그것을 스스로 만들고 또 사용할 수밖에 없다. 인간은 어떤
오류없는 이상 언어를 만들어 낼 필요도 없고, 또 만들 수도 없
다. 왜냐하면 일상 언어의 오류성은 인간의 필요에 의해 요청되
고, 인간은 자신의 필연적 관점성으로 인해 실제적 관심을 배제
한 이상언어를 만들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상 언어는 단지 개념
의 박물관에나 들어가야 하는 것일 뿐이다.
4.3.2.3.8.5. 언어 한계에 대한 인식
우리의 표현 수단을 변경하는 것은 우리 임의대로 되는 것은 아니
다: 어느 정도로 그것이 기호론에 불과한 것인지를 파악하는 것은 가
능하다.
(KGW VIII 3 14[122], 94쪽)

세계와 존재에 대한 우리의 불가피한 해석적 경험은 우리의 해
석의 한계를 필연적으로 내포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에게 가능한
유일한 세계 경험과 존재 경험이 바로 언어에 의한 해석적 경험인
한에서, 우리는 이런 경험 방식을 포기할 수는 없다. 그런 한에서
언어를 도구로 하는 해석 상황은 비극적 상황일 수 밖에 없다. 하
지만 니체는 이런 비극적 상황에 대한 지적에 머무르지 않는다.
그는 언어에 의한 해석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동시에 이런 한계 상
황에 대한 인식과 통찰을 호소한다. 그리고 이런 통찰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런 통찰이야말로 우리에게 더욱 섬세한 해석을 하려
는 노력을 하게 하기 때문이다.

4.3.3. 해석적 진리
관점적 인식 상황은 ‘하나의 절대적 진리란 없고, 인간 인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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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적 가상이다’는 명제로 표현된다. 이 상황은 인간의 진리 추
구 노력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인식 허무주의 상태를 초래할
수 도 있다. 하지만 니체는 “인식의 근본적인 비진리성에도 불구
하는 진리의 한 양식은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가?”(Wie ist eine
Art Wahrheit trotz der fundamentalen Unwahrheit im
Erkennen überhaupt möglich?, KGW V 2, 11[325], 466쪽)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인식 허무주의 상태를 극복하려 한다. 객관적
진리 대신에 해석적 진리가 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해석적 진리
의 추구가 삶의 실천이라는 것을 제시하면서.

4.3.3.1. 진리 대응설의 거부
주체와 객체사이에 대응관계가 발생한다는 것은 […], 내 생각으로
는 좋게 의도된 날조이고, 이것이 한 시대를 풍미했다.
(KGW VIII 2 11[120], 299쪽; 한글판 355쪽)

인식이 해석으로 규정됨에 의해 기존의 인식론적 설명도구로서
기능하던 몇 가지 기본 개념들은 그 유효성을 상실한다. 예를 들
어 사유와 표상의 담지자로서의 인식 주체, 형이상학적 존재, 직
접적 소여와 객관적 진술, 주체와 객체의 모사설적 표상 관계 등
은 더 이상 인식을 설명하는 도구들로서 기능하지 못한다. 진리
라는 것이 니체에게 ‘무의미한’(unsinnig, KGW VIII 3 14[122],
95쪽)것으로 여겨지는 경우는, 진리가 위의 설명도구들을 사용해

서 논의될 때이다. 위의 설명 도구들을 거부하면서 니체는 아리
스토텔레스-스콜라적인 사유 전통에서 출발하는 일치 혹은 대응
(Adäquation)으로서의 진리 개념을 벗어난다. 대응 관계를 전제
로 하는 “진리 개념은 불합리(widersinnig)하다.”(KGW VIII 3 14
[122], 95쪽) 다양한 방식과 다양한 단계로 규정된 일치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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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즉 사유와 존재, 주체와 객체, 의식과 세계, 언어와 세계, 판
단과 존재 등의 일치는 해석의 정의에 의해 이미 배제되어 있기
때문이다. 니체는 이렇듯 대응설적 의미의 진리 개념과 작별을
고하면서 새로운 진리 개념을 도출시킨다.

4.3.3.2. 진리-비진리의 이분법 해소
니체는 진리와 비진리의 본질적-가치적 대립관계를 진리와 비
진리의 가치 및 기능의 정도 차이(Wert-und Funktionsunterschied)로 대체한다. 진리-비진리의 이분법은 니체에 의하면 형이
상학자의 근본 믿음에 불과하다. 즉 가치가 더 큰 것인 진리는 가
치가 덜한 것인 오류로부터는 발생할 수 없고, 자신 안에 고유의
발생 원인을 가져야 한다는 믿음에. 진리와 비진리는 곧 본질적으
로 다른 것으로 이해되고, 이 본질적 반대관계는 가치적 반대 관
계를 함의한다.(JGB 2; KGW VI 2, 12쪽) 니체는 이 이분법의 정당
성을 관점적-실용적 관점을 적용하여 검증한다. 이 관점에 의하면
모든 판단은 관점적 판단이기에 모든 판단은 동일한 발생 원인을
갖는다. 또한 특정한 삶의 상황에서의 유용성이 특정 판단을 진리
로 간주하게(für-wahr-halten) 하는 규준이 된다. 따라서 한 판단
의 진리성과 비진리성은 어떤 이론적 정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판단의 실제적 기능과 성공 여부에 의해 결정된다. 이 상황에서
‘어떤 것이 절대적으로 항상 참이거나 거짓이다’, 혹은 ‘진리는 거
짓과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만
일에 실제 성공 여부가 유일한 규준이 된다면, 관점성이라는 동일
한 발생 원인을 갖는 판단들 사이에는 본질적 대립 관계가 아니라,
단지 기능과 가치의 차이만이 있을 뿐이다. 따라서 진리와 비진리
라는 이분법은 니체에게는 ‘이 세계에서 가장 증명이 불충분한 가
정’(JGB 34; KGW VI 2, 49쪽)일 뿐이다. 니체가 이를 통해 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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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하는 바는 명백하다. 즉 진리와 비진리라는 것이 본질적 대립
관계를 형성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진리와 비진리를 구별하는 것
은 단지 가치의 차이지만, 이것 역시 불변하는 대립 관계를 의미
하지 않는다. 가치의 차이는 삶에 대한 유용성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렇듯 진리와 비진리의 가치는 파생적 가치일 뿐이다.
또한 가변적이다. 삶의 구체적 맥락이 가변적이기 때문이다.

4.3.3.3. 실용적 진리개념
진리의 방법론은 진리라는 동기로부터가 아니라, 힘이라는 동기, 우
세에 대한 의욕이라는 동기로부터 발견된다.
진리는 무엇에 의해 입증되는가? 고양된 힘의 느낌에 의해― 유용성
에 의해― 불가결성에 의해― 요약하면 장점들에 의해
(KGW VIII 3 15[58], 240쪽)

진리는 인간의 생존 조건으로 기능하는 해석이다. 여기서 해석
이란 주지하다시피 필연적으로 오류다. 이것을 니체는 다음과 같
은 문장으로 표현한다. “진리란 그것이 없이는 특정한 종의 살아
있는 존재들이 더 이상 살지 못할 오류의 한 양식이다.”(KGW VII
3 34[253], 226쪽) 그렇다면 진리는 더 이상 최고의 가치를 갖지

않는다. 진리는 파생적 가치만을 가질 뿐이며, 이것은 바로 인간
삶에의 유용성에 의해 측정된다. 니체는 이 점을 “궁극적으로는
삶에 대한 가치가 결정한다.”라고 위의 인용문에 부가하여 짤막하
게 말한다. 그렇다면 한 해석은 그것이 사태의 본성을 발견했을
때에 진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힘과 삶의 전략에 의해 관
점적으로 유용한 방식으로 기능할 때에 진리가 된다. 달리 말하면
발견과 반영이 아니라, 의미를 창조하고-가상을 산출해 내는 것
이 해석과 진리의 기능이다. 그렇다면 진리 자체란 없고, 다른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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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해석들 중에서 힘과 삶의 관심에 가장 많이 대응하는 해석이
취해지고, 불가피한 것으로 여겨지고, 따라서 진리로 간주되는
(für-wahr-halten) 것이다. 그러나 진리와 유용성과의 관계는 철
학적 실용주의의 입장과는 다르다. 왜냐하면 니체의 유용성에 대
한 논의는 진리와 비진리라는 이분법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는
해석 구조 내에서 말해지기 때문이다. 해석적 진리는 사실상의 수
행력에, 그때그때의 구체적 삶의 세계에서의 사실적인 성공 여부
에 근거한다. 니체의 ‘경험적’으로 의도된 인식 이론은 이렇듯 진
리문제 역시 오직 실제 삶의 맥락으로부터만 다루어져야 함을 일
관되게 주장한다. 이런 실천적 정당화는 이미 참-거짓의 반대 정
립이라는 도식을 넘어서 있다. “진리의 규준은 힘느낌의 상승에
있다.”(Das Kriterium der Wahrheit liegt in der Steigerung
des Machtgefühls)(KGW VII 4/2 34[264], 71쪽)

4.3.3.4. 진리의 시간성
진리란 어딘가에 있어서, 찾아지거나 발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
오히려 창조될 수 있는 것이며, 특정한 과정에 대해 이름을, 아니 그 이
상으로, “그 자체”로는 종결되지 않는 정복의지에 이름을 부여하는 것
이다: ‘그 자체’로 확실하고 규정되어 있으리라는 어떤 것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무한한 과정에 있는, 능동적인 규정으로서 진리를 집어넣
는 일. 이것은 ‘힘에의 의지’를 말함이다.
(KGW VIII 2 9[91], 49쪽; 한글판 62～63쪽)

해석의 구조에 대한 분석에서 이미 드러나듯이 과정으로서의
해석은 어떤 하나의 결정된, 넘어설 수 없는 종착점을 갖지 않는
다. 해석의 이러한 특징은 진리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해
석의 진리성은 역사적이고 시간 의존적이다. 진리는 가장 굳게
믿어진, 삶에 필요한 조건이 된 하나의 오류(로서의 해석)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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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그때그때 삶에 필요하고, 가장 굳게 믿어진 오류(로서의 해
석)들이다. 달리 말하면 관점을 설정하는 힘과 삶의 요구에 근접
하면 할수록 오류의 유용성은 더욱 커지고, 더욱 삶에 필요한 것
으로 믿어진다. 구체적인 삶의 상황에서 가장 큰 유용성을 보이
는 해석, 따라서 진리인 것으로 간주되는 해석은 다른 삶의 상황
에서는 유효성을 상실하고 또 다른 해석이 참으로 간주된다. 이
과정은 해석자의 억제되지 않는 힘의 상승과 삶의 의지를 전제한
다. 이렇듯 해석 지평의 확장과 자유로운 해석자의 자기 발전 및
진리의 시간 제약성은 순환 관계를 형성한다. 따라서 해석으로
이해된 인간의 인식에서는 하나의 마지막 진리라는 것은 없고,
‘가상성들의 단계’(JGB 34; KGW VI 2, 49쪽)로서의 진리들이 있을
뿐이다. 해석이 끝없이 전개되는 과정(Prozeß)이듯이, 진리 역시
추구되고 또 추구되는 과정 안에 있는 것이다.

4.3.3.5. 인간의 자기 긍정의 표현
진리는 삶의 실천이라는 차원에서 실용적 성공 여부에 의해서
만 규정되어야 한다. 여기서 진리는 초시간적으로 타당한 절대성
을 갖지 않으며, 항상 시간 제약적일 수밖에 없다. 이런 인식 상
황은 인간에게 자기 긍정을 요청하게 한다. 해석이 인간의 삶의
실천이라는 것은 해석자의 삶을 위한 해석과 삶을 위한 진리를
추구한다는 것이다. 이때 해석은 해석자의 자신의 힘에의 의지를
긍정한다는 것에 대한 표현이다. 그렇다면 해석은 인간의 자기
긍정의 발현 현상인 것이다. 해석하고 또 해석하면서 인간은 진
리의 담지자일 수 있고, 그는 진리를 가질 수 있다. 인간의 자기
긍정은 곧 삶에의 긍정이다. 관점적 인식과 해석 작용 그리고 인
간의 자기긍정과의 이러한 관계는 니체가 표방하는 반절대주의를
보증한다. 왜냐하면 자신을 긍정하는 자는 관점적 인식 상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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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피함을 긍정하고, 후자에 대한 긍정은 곧 관점적 인식으로서
의 해석의 한계에 대한 긍정을 가능케 하기 때문이다. 이는 다시
해석에 절대성을 요구하는 것을 포기함을 의미한다. 즉 해석 주
체는 자신의 해석을 하나의 궁극적인 진리로 말하지 않는다. 이
절대성의 포기는 곧 해석주체로서의 인간의 유한성에 대한 긍정
이다. 즉 인간은 항상 오류로서의 해석만을 할 수 있다는 점에 대
한 긍정이다. 단지 진리 문제뿐 아니라, 자신의 철학의 기본 내용
을 표현하는 완전한 허무주의자로서의 니체의 질문인 “인식의 근
본적인 비진리성에도 불구하는 진리의 한 양식은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가?”는 여기서 궁극적인 답을 구할 수 있다. 즉 인간의 진
리는 인간의 무조건적인 자기 긍정에서, 그리고 자신의 유한성에
대한 긍정이 비로소 가능하게 만드는 절대적 진리의 포기에서 가
능하다.

5. 도덕
(독: Die Moral/ 영: Morals)

5.1. 정의
도덕 개념은 니체에게서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된다. 그 사용법을
정리해 보면 다음처럼 최소한 세 가지로 사용됨을 알 수 있다. 먼저
다양한 도덕의 유형을 포섭하는 유개념으로서 사용된다. 그리고 구
체적으로 서양의 ‘소크라테스적-그리스도교 도덕’만을 염두에 두기
도 한다. 마지막으로 ‘가치 평가의 체계’ 혹은 ‘우리에게 체화된 가
치 평가의 총괄 개념’을 지칭하는 형식 개념(Formalbegriffe)으로
사용된다. 이 마지막 형식개념으로서의 도덕 개념을 니체는 도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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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자신의 정의로 삼는다. 도덕은 인간의 실천적 관점에서 형성
되어 삶의 조건이 되는 가치 평가의 체계(Wertschätzungssystem)
즉 관점적 해석(Interpretation)인 것이다.
나는 도덕을 어떤 존재의 삶의 조건이 건드려지는 가치 평가의 체
계로 이해한다.

(KGW VII 4/2 34[264], 71쪽)

5.2. 문제로서의 도덕
니체는 도덕을 새로운 방식으로 학적 탐구의 대상으로 삼으려
한다. 새로운 방식이란 첫째, 도덕 문제를 도덕의 ‘가치’에 대한 물
음의 형식으로 제기하고, 도덕을 이런 의미에서 문제시하는 방식을
말한다. 둘째, 도덕 가치가 단순히 도덕적 영역에만 머무르지 않고,
최고 가치로 평가되면서 서양의 자명성 일반의 토대를 형성해 왔
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방식을 말한다. 도덕 문제를 이런 방식으로
제기하면서 니체는 기존 도덕 유형을 반도덕적(unmorali- sch)반자연적 성격을 가진 것으로 규명한 후, 이런 도덕유형의 탈가치
를 꾀한다. 이런 작업의 결과 비도덕적(immoralisch)-자연적인 도
덕 유형을 구현하는 비도덕주의(Immoralismus)을 도출한다.
도덕적 가치 평가가 최고 가치라는 것은, 도덕적 가치 평가가 반도
덕적(unmoralisch) 가치 평가의 결과라는 점이 입증될 수 있다면 반박
당할 것이다.
(KGW VIII 3 14[103], 74쪽)
우리가 덕을 비도덕성(Immoralität)의 한 형식으로 제시한 후에야
비로소 덕은 다시 정당화된다― 덕들은 덕의 근본적인 의미를 고려해
서 분류되거나 같은 서열로 평가되거나 하며, 모든 인간 생존의 근본
적인 비도덕성에 관여한다. (KGW VIII 2 10[110], 185쪽; 한글판
2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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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 도덕의 가치에 대한 물음
도덕 문제를 ‘도덕의 가치에 대한 물음’ 형식으로 제기하는 것
에 의해 니체는 도덕 문제를 다루는 기존 철학적 전통과 자신의
입장을 구별짓는다. 즉 플라톤이 소피스트들에게 보여 준 이래로
철학자들은 도덕을 인간이 사유하고 행위 하는 존재인 한에서 포
기할 수 없는 것이라는 데에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도덕은 자의
성을 제한하고 통제하며 인식과 행위를 정당화한다. 이것은 도덕
의 유익한 점이다. 하지만 도덕이 인식과 행위를 정당화할 때, 그
정당화를 위해 불가피한 선이 진짜 선인지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의심해 보지 않았다는 것이 니체의 불만이다. 달리 말하면 도덕
자체가 갖는 가치에 대해서는 묻지 않은 채로, 도덕 자체가 이미
최고의 가치를 갖는 것으로 인정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도덕의 권위가 근거했었다. 그래서 니체는 이런 의심되지 않았던
도덕 가치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서 자신의 도덕 철학을 출발시킨
다. “마침내 새로운 요구가 들리게 된다. 이 새로운 요구, 그것을
우리는 다음과 같이 말해 보자 : 우리에게는 도덕적 가치들을 비
판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러한 가치들의 가치는 우선 그 자체로
문제시되어야만 한다. […] 사람들은 이러한 가치들의 가치를 주
어진 것으로, 사실로, 모든 문제 제기를 넘어서 있는 것으로 받아
들였다.”(GM Vorrede 6; KGW Ⅵ 2, 265쪽)
모든 사람들이 “도덕이 있다. 도덕은 주어져 있다”라며 핵심적인 면
에서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그들은 그들이 도덕이라고 부르는 것의
가치에 대해서 성실하고도 무의식적으로 그리고 흔들리지 않고 믿었던
것이다. 즉 그들은 도덕의 권위 밑에 있었던 것이다. 그랬다! 도덕의
가치! 바로 여기에 대고 입을 열고, 바로 그 가치를 의심하는 자를 사
람들이 허락할 것인가?
(KGW VIII 1 2[203], 16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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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 최고 가치로서의 도덕
니체는 도덕 가치라는 문제를 모든 철학적 문제 중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Die Frage des ersten Rnages)로 간주한다.(EH-M;
KGW VI 3, 328쪽) 그 이유는 도덕 가치가 단순히 도덕적 영역에

만 머무르지 않고, 최고 가치로 평가되며 서양의 자명성 일반의
토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도덕 가치는 서양의 가치 체
계 전반의 기초가 되었던 것이다. 이런 상황은 철학에서도 예외
는 아니다. “소크라테스 이후 유럽 역사의 공통점은 도덕적 가치
에 모든 다른 가치들에 대한 지배권을 주려는 시도다: 그렇게 해
서 도덕은 삶의 지도자나 판관이어야 할 뿐 아니라, 1. 인식의 2.
예술의 3. 국가적이고 사회적인 노력의 지도자나 판관이어야 했
다.”(KGW VIII 2 9[159], 93쪽; 한글판 113～114쪽) 따라서 도덕문
제는 다른 문제들 중에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로 부각되며, 도덕
가치를 변화시키는 것은 서양 자명성의 토대를 전복시키는 것이
고, 그 결과 서양적 가치 체계 전체의 변화를 초래한다.
도덕적 가치가 지금까지는 최고 가치였다: 누가 이것을 의심하려 하
겠는가? ......이 가치들을 최고 가치라는 위상에서 분리시키면, 우리는
모든 가치들을 변화시킨다; 모든 가치의 서열에 대한 기존 원칙이 이것
과 함께 전도된다.
(KGW VIII 2 10[89], 173쪽; 한글판 204쪽)

5.3. 도덕 비판
니체는 서양 전통 도덕을 그릇된 인간관과 세계관에 기초하고 있
는 허무적 해석으로 판단한다. 전통 도덕이 철저히 반도덕적
(unmoralisch) 연원을 갖고 반도덕적 기능을 하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은 니체의 두 가지 프로그램, 즉 절대적 도덕에 대한 비판 프
로그램과 절대적 도덕과 형이상학과의 결합을 폭로하는 프로그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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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도출된다.

5.3.1. 방법론
5.3.1.1. 전통 도덕 철학의 방법론
니체는 기존의 철학 전통이 도덕 문제를 다루는 방식을 다음처
럼 평가한다. 첫째, 기존 철학은 비록 도덕을 ‘정초’(begründen)
하기를 원했고, 모든 철학자는 도덕을 정초했다고 믿어 왔지만,
도덕 자체는 ‘주어진’(gegeben) 것으로 여겼다. 달리 말하면 선
한 사람이 악한 사람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다는 도덕적 가치 평
가 자체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무엇을 위한 선이
고 무엇을 위한 악인지를 묻지 않았다. 그런 채로 무엇이 선하고
어떤 사람이 선하며, 무엇이 악이고 어떤 사람이 악한 사람인지
만을 규명하려 애써 왔다는 것이다. 심지어는 도덕 역사학자
(Mo- ral-historiker)들마저도 특정한 민족이나 종족 국가 등의
특수한 도덕유형들을 다루면서(KGW VIII 1 2[161], 142쪽; VIII
2[163], 143쪽), 도덕의 가치 자체는 질문의 피안에 두었다. 둘째,

기존의 철학 전통은 도덕적 절대주의를 추구한다. 도덕적 절대주
의란 도덕의 구속성과 정당성을 선 그 자체에 두고 있는 절대적
도덕을 상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절대적 도덕은 개인의 평가와는
독립적이며, 초시간적으로 모든 인간에게 구속력을 행사하고, 그
것에 대한 이의 제기가 필요 없는 도덕이다. 이런 도덕은 자신의
가치를 터부시한다. 이런 상황에서 도덕에 대한 철학적 탐구의
과제는 도덕의 구속력을 해명하는 것이 된다.

5.3.1.2. 니체 철학의 방법론 : 심리-계보적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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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체는 도덕 가치를 탐구하는 방법론으로 심리-계보적(psychologisch-genetisch) 방법론을 사용한다. 전통적인 도덕 철학
이 도덕의 정당화를 꾀했다면, 니체의 방법은 도덕 판단의 기원
(Ur- sprung)과 연원(Herkunft)에 대해 묻는다. 이 물음 방식은
도덕 판단을 탄생시키는 개인적․사회적 심리를 탐구한다. 도덕 가
치의 기원 및 근거 지움의 전략을 파악해 내는 것 역시 전적으로
이 방법론에 의존한다. 이 방법론을 통해 니체는 먼저 기존 도덕
의 숨겨진 반도덕성을 드러내고, 도덕의 비도덕성을 파악해 낸다.

5.3.2. 전통 도덕 비판 : 철학의 키르케
니체는 서양 철학의 역사와 도덕과의 숙명적 결합을 지적한다.
플라톤 이래의 서양 철학이 추구해 온 진리는 바로 도덕적 진리들
이며(KGW VIII 3 15[25], 215쪽), 그것도 편견으로서의 도덕적 진
리들이다. 이것들은 인간의 현실적 자연적 삶을 부정하는, 즉 삶의
본능을 부정하는 반자연적 성격을 띤다. 이런 특징은 형이상학의
성립과 전개에서 그리고 인간의 인식 노력에서 가장 잘 나타난다.

철학의 역사는 삶의 전제들에 대한, 삶의 가치감에 대한, 삶을 편드
는 것에 대한 은밀한 분노다. 철학자는 어떤 세계에 대한 긍정을 결코
주저하지 않았다. 그 세계가 이 세상과 대립된다는 전제, 그 세계가 이
세상에 대해 나쁘게 말할 근거를 제공한다는 전제 하에. 이것은 지금
까지 비방의 위대한 학교였다: 그리고 그것은 지극한 감탄을 야기 시
켜, 삶을 대변하는 것으로서 주어진 우리의 학문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비방이라는 근본 입장을 받아들이며, 이 세상을 가상적인 것으로, 이
세상의 인과 사슬을 한갓 현상적인 것으로 다루고 있다. 거기서 증오
하고 있는 것은 대체 무엇인가?...... 어느 시대에서나 비방자이지 않을
수 없도록 철학자들에게 고약한 장난을 치는 것이 늘 철학자들의 키르
케인 도덕일지 모르겠다...... 그들은 도덕적 “진리”를 믿었다. 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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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서 최고 가치를 찾았다 ― 삶을 더 많이 파악하면 할수록, 삶에 대
한 부정의 말을 더 많이 하는 것 외에 그들에게 무엇이 남겠는가? ......
이 삶이 비도덕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삶은 비도덕적 전제들에
기초하고 있다: 그리고 모든 도덕은 삶을 부정한다―
(KGW VIII 3 14[134], 109～111쪽)

5.3.2.1. 형이상학의 토대
전통 철학이 형성해 온 형이상학은 니체에 의하면 ‘도덕적 존재
론’(KGW VIII 1 7[4], 273쪽)이다. 이 명칭 자체가 형이상학과 도
덕의 불가분적 결합을 암시해 준다. 형이상학의 이분법은 존재(의
세계)와 생성(의 세계)를 이분화하고, 전자에 후자에 비한 존재적․
인식적․가치적 우위를 부여하는 사유방식이다. 플라톤의 이데아와
현상 세계의 구별에서부터 시작하여, 중세의 신의 나라와 인간의
나라의 구별을 거치고, 칸트의 물자체와 현상의 구별에서 정점에
이르며, 쇼펜하우어의 의지와 표상 세계의 구별로 이어지는 서양
철학의 역사를 니체는 형이상학적 이분법이 단계적으로 발전한
것으로 이해한다. 이 이분법은 생성세계로서의 현실 세계, 생성으
로서의 인간의 삶 자체에 대한 가치 폄하를 동반한다. 이런 이분
법적 도식의 형성에서 니체는 인간의 도덕적 요청을 본다. 그렇다
면 어떻게 도덕과 형이상학의 결합이 가능했었는가?

5.3.2.1.1. 동기 : 행복 추구 논거
존재와 생성으로서 세계를 이중화하고, 그것의 본질적-가치적
대립 관계를 말하며, 존재에 절대적인 우위를 부여하는 형이상학
적 이분법은 인간의 행복 추구 심리에서 연유한다. 행복에 대한
추구는 ‘심리적 엉터리 발상’(KGW VIII 1 8[2], 338쪽)을 촉발시킨
다. 그 엉터리 발상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된다. 인간은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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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하고 모순적이며 인간을 속이는 생성 세계를 자신에게 불확
실성과 불안함 그리고 고통을 주는 원인으로 간주하여, “변화와
행복은 배타적이다.”(KGW VIII 2 9[60], 29쪽; 한글판 39쪽)라고 상
정한다. 행복은 생성과는 반대되는 세계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것으
로 여긴다. 더 나아가 인간은 고통을 피해야만 하는 것으로 여긴
다. 인간이 고통을 감내해야 할 이유를 갖게 되는 때는, 고통의
의미나 고통의 이유가 제시되어 있을 때다. 인간외적인 어떤 것에
의해 촉발된다든가, 혹은 시험의 과정으로 혹은 인간의 더 나은
상태를 위한 교육적 차원 등으로 설명될 경우에 인간은 이 고통
을 받아들일 수 있다. 즉 인간은 왜 인간이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지에 대한 이유와 그 고통의 의미를 필요로 한다. 이 고통의 이유
와 고통의 의미에 대한 물음에 답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형이상학적 이분법에서의 존재라고 이해되는 것이다. 바로 이것
이 ‘형이상학의 심리학’이라고 니체가 부르며, 형이상학적 이분법
의 발생원인으로 제시하는 논변이다. 이를 니체는 ‘최고의 행복에
이르는 기묘하고도 우스운 방법’(KGW VIII 2 9[60], 29쪽)이라고
말한다. 존재 세계에 대한 요청은 이 방법의 귀결이다.

이 세계는 가상적이다 ― 따라서 참된 세계가 있다
이 세계는 조건지어져 있다 ― 따라서 무조건적인 세계가 있다
이 세계는 모순으로 가득 차 있다 ― 따라서 모순 없는 세계가 있다
이 세계는 변화한다 ― 따라서 존재하는 세계가 있다 […]
고통이라는 것이 이런 추론들을 촉발시킨다: 근본적으로 말하자면
그런 세계의 존재를 희망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고통을 유발시키는
세계에 대한 원한이 또 다른, 가치가 충만한 세계를 상상해서 만들어
내는 과정에서 드러난다: 형이상학자의 실재에 대한 원한이 여기서 창
조적으로 발휘된다.
(KGW VIII 1 8[2], 3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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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1.2. 과정 : 도덕과의 결합
존재에 대한 요청은 인간의 행복 추구에서 발생한다. 그런데
여기서 도덕과 형이상학과의 묘한 결합이 발생한다. 요청된 존재
에 인간은 도덕적 당위를 부여하여, 그것을 있어야만 하는 것으
로 절대화시킨다. 존재가 생성보다 더 가치가 있다고, 더 나아가
생성과는 본질적으로 대립되는 가치를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따
라서 가치 있고 우리를 속이지 않는 성질을 갖는, 즉 진리의 세계
로서의 존재는 이제 실제로 있어야만 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만
들어진, 참된 것으로 믿어진 세계는 도덕적으로 파악되어 이제
생성과 만들어진 세계 중에서 어떤 세계가 존재해야 하고 어떤
세계가 존재해서는 안 되는지가 결정된다. 참된, 모순 없는, 변하
지 않는 것으로 믿어지고 요청되는 존재의 있음은 이렇듯 가치관
계에 의거한 도덕적 당위에 근거한다. 반면 생성 세계는 이제 존
재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런 방식으로 형이상학의
변화하는 실제 세계에 대한 원한이 창조적으로 발휘되어 “무엇을
위해 고통이?”란 형식의 질문에 대해 “이것을 위해 고통이.”라는
답으로서 존재와 존재의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좋지 않은 일은― “가상적” “참된” 이라는 낡은 대립을 가지고 상관
적 가치 판단이 유포되었다는 것이다: 가치가 적은 그리고 절대적으
로 “가치가 큰”이라는.
가상 세계는 우리에게 “가치가 큰” 세계로 간주되지 않는다; 가상은
최고 가치성에 역행하는 하나의 기관일 뿐이다. 그 자체로 가치가 큰
것은 오로지 “참된” 세계만 가능하다......
첫째: 그 세계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둘째: 그 세계에 대한 전적으로 독특한 가치표상을 갖는다
편견 중의 편견! […] 가치의 정도와 실재성의 정도 사이에는 상관
관계가 있다는 것. 그래서 최고 가치는 또한 최고의 실재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것: 이것은 형이상학적 요청이며, 우리가 가치의 서열을 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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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즉 이 서열이 도덕적 서열이라는 전제에서
...... 오로지 이런 전제 안에서만 진리는 최고 가치를 갖는 것 전부를
정의하는데 필요하게 된다. “가상”은 가치 일반에 대한 이의 제기가
될 것이다.

(KGW VIII 3 14[103], 72～73쪽)

5.3.2.1.3. 선 악의 이분법
최고의 가치를 지닌 것은 독자적 기원을 가져야만 한다. 그것은 덧없
고 유혹적이며 기만적인 하찮은 세계로부터, 망상과 욕정이 이렇게 뒤얽
힌 혼란으로부터 이끌어낼 수 없는 것이다! 오히려 존재의 모태 속에,
불변하는 것 속에, 숨어있는 신 안에, 물자체 속에― 바로 그곳에 그 근
원이 있어야만 하지, 그 외의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다! […] 형이상
학자들의 근본믿음은 가치들의 대립에 관한 믿음이다.
(JGB 2; KGW VI 2, 10쪽)

서양의 도덕이 형이상학과 숙명적으로 결합하고 있는 또 하나
의 예는 선과 악의 이분법에 있다. 도덕과 형이상학의 결합은 다
음처럼 이루어진다. 도덕은 선/악의 이분법을 전제한다. 선/악의
이분법은 선과 악을 모순 관계로 규정하고, 이것의 가치적․존재적
분리를 말한다. 즉 이 이분법에 의하면 선은 악보다 가치 있다.
따라서 추구할 만한 것이다. 그런데 선의 근원은 결코 악에 있을
수 없다. 오히려 선은 자체의 발생 원인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해서 선과 악, 선의 세계와 악의 세계는 존재적으로나 가치적으
로 분리되고, 본질적 대립 관계를 형성한다. 그리고 선의 세계만
이 존재해야만 하는 당위의 세계로 인정된다. 이런 과정은 서양
의 절대적 도덕에서 명시적으로 드러난다. 이 도덕은 도덕성을
종교적 초월이나 철학적 초월을 통해 존재 세계/저편의 세계에
근거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플라톤의 선 그 자체와 순수 정신, 대
중을 위한 플라톤주의인 그리스도교 교리는 그 예다. 이 도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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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세상 저편에서 찾은 도덕성의 토대를 인간에게 본질적인 것
으로 만들어 버린다.

5.3.2.1.4. 형이상학의 반도덕적 결과
도덕과 형이상학의 결합은 생성 세계에 대한 부정이라는 결과
를 가져온다. 형이상학적 이분법에서의 존재(의 세계)는 인간의,
그것도 변화와 모순과 가상과 싸움을 가치없다고 여기는 인간의
요청이었다. 따라서 존재는 가치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그 결과
‘있어야만 하는’ 당위의 세계로 간주된다. 반면 생성의 세계와 그
안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삶은 가치 없는 것으로 평가되며, 부정
의 대상이 된다.
요약하면: 존재해야만 하는 세계는 존재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는 단지 오류일 뿐이다― 우리의 이러한 세계는 있어서는 안 된다.
(KGW VIII 2 9[60], 29쪽)

5.3.2.2. 인식론의 토대
도덕은 형이상학적 이분법의 토대일 뿐만 아니라, 인간의 인식
추구 및 진리 추구의 토대 역할을 한다. 도덕은 ‘기만하지 않으려
는 의지’를 형성시키며, 인간의 개선이라는 교육적 기능을 하는
진리를 고안해 낸다.
모든 철학자들의 이른바 순수 인식충동은 그들의 도덕-“진리들”에
의해 명령받는다 ―겉으로는 독립적이라고 보이지만......
(KGW VIII 3 14[143], 120쪽)

5.3.2.2.1. 기만하지 않으려는 의지 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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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아 이럴수가! 도덕 범주가 끼어들었다: 자기 자신을 속이고자 하
는 존재는 없다. 어떤 존재도 속여서는 안 된다― 따라서 진리 의지만
이 있을 뿐이다.

(KGW VIII 3 14[153], 128쪽)

도대체 진리 의지는 왜 존재하는가? 니체의 대답: 진리가 비진
리보다 더 가치가 있기에. 참이 거짓보다 더 중요하기에. 그렇다
면 인간은 왜 그렇게 생각할까? 니체의 대답: “진실을 말하지 않
으면 해롭다는 믿음을 인간이 갖기에.”(KGW VII 2 25[470], 134
쪽) 바로 이런 생각에서 ‘거짓말하지 말라’는 도덕적 명령이 진리

의지의 토대가 된다. 니체가 ‘도덕이라는 개구리-관점’(KGW VII
3 40[44], 384쪽)에서 비롯된 것으로 평가하는 이 관점으로부터

진리가 가상보다 더 가치가 있다는 도덕적 편견이 생겨난 것이
다. 이런 편견은 인간에게 “나는 속이고 싶지 않다. 나 자신도 역
시” (FW 344; KGW V 2, 258쪽)라고 말하는 무조건적 진리 의지
를 갖게 한다. 이렇듯 진리 의지는 도덕적 명령에 근거하는 것이
다. 인간의 진리의지는 우리를 속이지 않고 거짓이 아닌 참된 세
계를 찾는다. 그리고 그 참된 세계를 형이상학적 이분법에서의
존재와 일치시킨다. 그 자체로 확실한 세계, 그 자체로 변화하지
않는 세계, 모순적이지 않은 세계, 바로 이 세계에서 진리를 확보
할 수 있다고 믿는다. “참된 세계는 우리를 속이지 않는 진실된
것이지 않으면 안 된다.”(KGW VIII 3 14[168], 143쪽) 그러므로
우리의 진리의지는 ‘지속하는 것’에 대한 의지일 뿐이다.(KGW
VIII 3 9[60], 29쪽; 한글판 39쪽) 지속하는 것의 세계는 도덕적 당

위의 세계다.

5.3.2.2.2. 개선 논거
성직자 그리고 절반쯤은 성직자인 철학자 ― 이들은 전 시대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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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의 교육적 기능에 유익하거나 유익하게 보이는 가르침들을 진리라
고 불렀다― “개선시켰던” 것들을. 그들은 독을 치료제로 사용하였기에
그것이 독이라는 것을 부정하는 유치한 의술인이나 마술사와 비교될
수 있다.

(KGW VIII 3 15[71], 246쪽)

“선하게 만드는 것은 선하지 않으면 안 된다; 선한 것은 거짓
을 말할 수 없다.” ―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은 참이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 외에 진리의 다른 규준은 없다”.(KGW VIII 3 15[71],
246쪽, VIII 3 15[46], 234쪽) 이것은 물론 도덕적 입장이 그 극에

달한 성직자 부류의 추론이다. 이런 추론은 진리를 그것의 열매
에 의해, 즉 그것의 효과에 의해 판단해야 한다는 진리에 대한 이
해를 토대로 한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진리를 효과에 의해,
즉 유용성에 의해 판단한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 효과를 무
엇에 의해 측정하는지가 문제가 된다. 서양의 전통은 여기서 인
간의 개선이라는 잘못된 척도를 제시한다. 인간은 개선을 필요로
하는 존재이고, 개선의 효과에 의해 어떤 것의 진리성이 결정된
다는 것이다. 여기서 인간의 개선은 곧 인간의 선한 존재로의 고
양을 의미한다.

5.3.3. 도덕 유형 비판
5.3.3.1. 형식: 절대적 도덕
5.3.3.1.1. 의미
도덕의 정의에서 알 수 있듯이 니체는 도덕을 인간의 실천적
관심에서 형성되어 삶의 조건이 되는 해석이라는 입장을 취한다.
이런 입장에서 그는 서양의 도덕을 그릇된 인간관과 세계관에 기
초하고 있는 허무적 해석으로 판단한다. 이런 관점은 절대적 도
덕에 대한 비판에 의해서도 도출된다. 절대적 도덕은 자신의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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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성을 선 그 자체에 두고 있는 도덕을 말한다. 따라서 개인의 평
가와는 독립적이며, 초시간적으로 모든 인간에게 구속력을 행사
하고, 그것에 대한 이의제기가 필요 없는 도덕이다. 이런 도덕은
그 자신의 가치를 터부시한다. 이런 절대적 도덕에 대한 믿음은
서양의 자명성이다. 하지만 니체는 선 그 자체라는 것을 토대로
하여 선 그 자체와의 관계를 통해 구속력을 갖는 도덕이란 가능
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한다. 도덕은 인간의 삶과 직접적인 관계
를 맺으면서 형성되기 때문이다. 도덕은 삶의 조건에 의해 규제
되고 변화하고 상대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런 도덕을 절
대적 도덕으로, 선 그 자체라는 이름 아래서 무조건적이고 보편
적인 도덕으로 승격시켜,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불합리하
다. 그래서 니체는 “절대적인 도덕은 존재하지 않는다.”(M 139;
KGW VI 1, 129쪽), “도덕적 사실이란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GD
인류를 개선하는 하는 자들 1: KGW VI 3, 92쪽)라고 단언한다. 그렇

다면 사실이 아니라, 현상으로서의 도덕은 존재할 수 있지 않은
가? 니체는 이에 대해서도 일관성을 잃지 않는다. 현상으로서의
도덕이 아니라, 현상에 대한 도덕적 해석만이 있을 뿐이다. 따라
서 어떤 도덕도 해석적 성격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도덕적 현상이란 존재하지 않고, 단지 현상들에 대한 도덕적 해석만
이 있을 뿐이다.
(KGW VIII 1 1[165], 147쪽)

5.3.3.1.2. 절대적 도덕의 위험
도덕적 절대주의를 니체가 비판하는 이유는 첫째, 도덕의 해석
적 성격이 망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삶의 조건이 상대적이기에,
도덕이 삶의 실천인 한에서 도덕은 가변적이고 상대적일 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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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 둘째, 도덕이 형이상학과 숙명적 결합을 하고 있기 때문이
다. 그 결과 현실의 세계와 당위의 세계에 대한 구별, 그리고 현
실 세계에 대한 부정을 초래한다. 셋째, 서양의 절대적 도덕의 내
용(금욕적-그리스도교적)이 인간의 자연 본성을 왜곡하기 때문이
다. 이런 이유들 외에도 니체는 절대적 도덕의 위험성을 지적하
고 있다. 한 사회에서나 여러 사회에 하나의 도덕을 주장하는 것
은, 그 도덕을 삶의 조건으로 하는 유형에 타 계층과 다른 사회
구성원들을 동화시키는 것에 불과하다. 즉 타인이나 타 계층인들
에게 특정한 유형의 계층이나 사람의 도덕을 강요하여, 그들의
독자성을 훼손시키는 일이다. 그들의 고유한 삶의 실천인 그들의
도덕을 무화시키는 일이다. 이런 일은 그들의 힘에의 의지를 무
력화하는 일이며, 궁극적으로는 그들 고유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일이다. 그 결과 비판적이고 자율적인 개인이나 계층이 존
재할 수 없게 된다.
그들에게 ‘덕 있게’ 되라고 요구하는 것은 : 그들이 자신의 성격을
변화시키고 자신의 성격에서 벗어나며 자신의 과거를 지워버리는 것을
의미한다.
: 그들이 자신을 구별 짓기를 그만두어야 함을 의미한다.
: 그들이 욕구와 요구에 있어서 서로 닮게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더 명료하게는: 그들이 몰락해야 함을......
하나의 도덕을 추구하는 의지는 이 하나의 도덕에 정확하게 맞는 종
이 다른 종<들>을 압제하는 것으로서 자신을 드러낸다 : 이것은 지배
종에 유리하게 다른 종을 절멸하고 획일화하는 일이다. […] (인간적인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공식을 소유하고 있다고 전적으로 순진하게 믿
는) ‘인간화’에 대한 요구는 그 아래에서 정말 특정 종류의 인간이: 더
정확히는 전적으로 특정한 본능, 즉 무리 본능이 : 지배권을 가지려 노
력하고 있는 하나의 위선이다. […] 통속도덕의 강요. 이 도덕에 의해
이익을 얻기에. 성직자 국가 등등. 자기보존본능에 따라서.
(KGW Ⅷ 2 9[173], 101～102쪽; 한글판 123～1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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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3.2. 내용: 반자연적 도덕
형이상학적 사유가 침투해 있는 서양의 지배적인 도덕을 니체
는 “반자연적 도덕”으로 규정한다. 반자연적 도덕은 인간의 자연
적 본성을 배제하며, 금욕적 특성을 나타낸다. 감성에 대한 적개
심 특히 감각적 쾌락에 대한 추구는 서양의 도덕에서는 세속적인
것으로, 억제되어야 할 것으로 금지 목록에 올라 있었다. 그 이유
는 기존의 도덕이 세계와 인간에 대한 형이상학적 이분법을 토대
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간을 육체와 정신으로 이원화하여, 육
체를 정신의 감옥으로 상정하는 것, 육체의 자연성을 억제해야
영혼의 행복인 관조의 상태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 이 상태야 말
로 인간의 진정한 행복에 이르는 길이라는 것. 이런 사유는 이성
과 덕과 행복의 일치를 명백히 말하는 아리스토텔레스 뿐 아니
라, 플라톤부터 시작되는 서양의 전통적 자명성의 일부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이런 자명성 하에서 도덕이 감각적 쾌락과 육체적
행복을 금기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 결과 도덕에는 금욕
적 성격이 부가된다. 도덕의 이런 특징은 곧 자연적인 것에 대한
폭압과 독재로 이어지며, 이것은 곧 자연적 삶의 토대를 거부하
는 것이다. 그래서 니체는 탈자연화된 도덕을 다시 자연화시키고
자 한다. 자연화된 도덕. 이것에 대한 니체의 명칭은 도덕적 자연
주의다.

5.3.3.3 계보 : 무리 본능
니체는 도덕을 가치 평가의 총체라고 정의한다.(5.1) 즉 해석자
의 힘에의 의지에 의한 관점적 해석인 것이다. 서양의 반자연적
도덕 역시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이런 반자연적 도덕이라는 해석
을 탄생시키고 유지시키는 해석자는 어떤 유형인가? 니체는 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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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적 도덕의 해석 주체를 무리 본능의 소유자로 단정한다. 무리
본능의 소유자가 바로 반자연적 도덕을 자신의 생존 조건으로서
탄생시킨 것이다. 즉 강한 인간과 주권적 개인, 자신의 자연 본성
을 긍정하고 이 세계에서의 삶을 긍정하는 존재, 스스로 가치의
정립자요 설정자이기를 원하면서 자기 극복적 삶을 구성해 가는
존재, 예외자이며 독립자, 사회에서 실질적 권력을 행사할 수 있
고 행사할 수 있는 존재에 대한 원한에서 반자연적 도덕은 탄생
한다. 반자연적 도덕은 이런 인간유형의 긍정적-창조적 힘을 무
력화시킨다. 그 대신 반자연적이고 평균적이며 고귀하지 않은 것
을 고급한 것이며, 가치 있는 것으로 말하면서, 삶을 긍정하는 대
신 삶을 부정하라고 교육시킨다.
누구의 힘에의 의지가 도덕인가? 소크라테스 이후 유럽 역사의 공통
점은 도덕적 가치에 모든 다른 가치들에 대한 지배권을 주려는 시도다
[…] ‘개선’이 유일한 과제이며 이외의 모든 것은 이 과제를 위한 수단
이다. […] ― 힘에의 의지의 배후에 세 가지의 권력이 숨어있다. 1) 강
자와 독립자에 맞서는 무리 본능 2) 행복한 자에 맞서는 괴로워하는 자
와 얼뜨기의 본능 3) 예외에 맞서는 평균적인 자의 본능. ― 이 운동의
엄청난 이점. 얼마나 많은 잔인함과 오류 그리고 편협함이 이 운동에
또한 도움을 주었던가 : (삶의 근본본능과 도덕 간의 싸움 역사는 그것
자체가 지금까지 지상에 있어왔던 것들 중 가장 큰 비도덕성이기 때문
이다.......)
(KGW VIII 1 9[159], 93쪽; 한글판 113～114쪽)

5.3.3.4. 반자연적 도덕의 권력
반자연적 도덕의 지배권은 어떻게 확보되는가? 니체는 반자연
적 도덕이 서양의 지배적 도덕이 된 것을 무리 본능이 반도덕적
수단을 가지고 성공한 사례로 이해한다. 반도덕적 수단의 예는
다음과 같다. 반자연적 도덕은 첫째, 마치 선 그 자체에 토대를
두고 있다는 듯이 위조된 성립 기원을 제시한다. 즉 꾸며내고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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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된 거짓을 도덕성의 근원으로 제시한다. 둘째, 그것이 행복이나
영혼의 평화나 혹은 강력한 신의 도움 등의 이익을 가져온다는
거짓 가르침을 편다. 셋째, 유사한 기존의 덕들과의 전략적 제휴
를 통해 기존 덕들을 동화시키고 변질시켜 흡수하거나, 유사한
기존 덕이 힘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그것과의 근친 관계를 말하
며 보호자로 삼아 버린다. 넷째, 적대적 관계에 있는 덕들에 대해
서는 비방과 폭력을 행사한다. 이런 수단은 전적으로 도덕적이지
않은 수단이다.(KGW VIII 1 7[6], 281～282쪽)
반도덕성의 작품으로서의 도덕. A. 도덕적 가치가 지배하기 위해서
는 오로지 반도덕적 힘들과 아펙트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 B.
도덕적 가치의 생성 자체가 반도덕적 아펙트와 고려의 작품이다.
(KGW VIII 1 7[6], 284쪽)

5.3.3.5. 기능
도덕은 교육적 기능을 행사한다.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고, 문
화적이고도 사회적인 존재로서의 삶을 가능하게 한다. 특정 도덕
의 교육적 기능은 언제나 그 도덕을 만들고 그 도덕을 삶의 조건
으로 하는 소유자 측에서, 그 외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행해진다.
그렇다면 다른 유형의 사람들을 자신들 유형에 동화시키는 것이
교육의 내용인 것이다. 이런 의미의 교육은 길들임과 사육 외에
다른 것일 수 없다. 지배도덕의 소유자들은 이것을 인간의 ‘개선’
이라고 부른다. 도덕은 길들임과 사육의 수단인 것이다. 반자연적
도덕의 교육적 기능은 강자와 주권적 개인의 힘을 약화시켜 그들
의 자연 본성에 역행하도록 하는 데에 있다. 그 결과 반자연적 소
유자들의 유형으로 만든다. 이성적-합리적-비판적 사유의 힘을
망각하게 한다. 반자연적 도덕의 설교자들이 이 무리 인간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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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붙이는 명칭은 다름 아닌 선한 인간이다.
지배적인 도덕은 전부 언제나 특정한 유형의 인간의 길들임과 사육이
었다. 오로지 그 유형에 달려 있다는 전제하 에서: 요약하자면 항상 특
정 유형의 전제하 에서만. 모든 도덕은 의도와 강제를 가지고서 인간에
게서 많은 것을 변화(‘개선’)시킬 수 있다고 믿는다: ―도덕은 척도를 제
공하는 유형에 비슷하게 되는 것을 ‘개선’이라고 가정한다(이외의 어떤
다른 개념도 갖지 않는다―)

(KGW VIII 1 1[239], 59쪽)

모든 자연적 과정을 부정하는 것으로서의 도덕을, 모든 생기를 도덕
적으로-제한된 생기로 환원하는 것으로서의 도덕을 날조해냈다. 세계
를 관통하는 것으로서, 유일한 권력으로서, 모든 변화의 창조자로서의
도덕작용(즉 벌과 보상에 대한 관념)을. 요약하면: 도덕적 개선은 어떤
대가를 지불하는가? 이성을 떼내는 것 […] : 요약하면, 인간의 생각할
수 있는 가장 고약한 불구화, 이른바 “선인”으로서
(KGW VIII 3 15[42], 227～230쪽)

5.3.3.6. 반자연적 ‘개선’의 문제
반자연적 도덕은 도덕적 절대주의와 형이상학적 이분법의 결합
을 토대로 하고 있다. 따라서 금욕주의 도덕 내용과 그리스도교
도덕 내용의 역사적 등장은 필연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반자연적
도덕은 육체의 자연성(감각적 쾌락과 육체적 행복)의 추구를 세속
적인 것으로 판단하여 금지 목록에 올려 놓는다. 이는 이성의 관
조적 능력의 극대화를 통한 이성적 행복을 추구하게 한다. 또한
지배욕이나 이기심 같은 개인의 주권적이고 자율적 존재로의 고
양을 가능하게 해 주는 덕목들을 무사의 도덕과 인간의 평등론에
입각한 덕으로 대체해 버린다. 인간에 대한 사랑을 이웃 사랑이나
연민으로 이해한다. 하지만 이런 것은 인간의 자기 극복 의지를
약화시키는 일에 불과하다. 인간을 자율적이고도 자기 입법적인
위버멘쉬적 삶을 살도록 인간의 힘을 강화시키는 인간에 대한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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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 사랑과는 다르다. 이런 도덕 내용을 갖는 반자연적 도덕이
교육적 기능을 행사하고 있다는 데에 니체는 다음과 같은 결론적
입장을 제시한다. 첫째, 반자연적 도덕은 인간의 신체적-위버멘쉬
적 삶의 내용과 목적을 이해하지 못할 뿐 아니라 왜곡한다. 둘째,
반자연적 도덕의 개선은 금발의 야수(Die blonde Bestie)인 인간,
즉 힘에의 의지의 구현체로서의 인간에게서 야수성과 자연성과
생명성을 없애 버리는 일이다. 이것은 곧 인간의 자연성을 왜곡하
는 일이다. 셋째, 반자연적 개선의 도덕은 공격하지 못하는 무기
력과 비공격성과 비겁을 선과 인내와 겸허의 덕목으로 평가하면
서, 생명력의 퇴화를 조장한다. 넷째, 반자연적 도덕이 교육적 기
능을 행사하는 위치에 있을 수 있게 된 것은 무리 본능의 원한 덕
택이다. 말하자면 ‘도덕에서의 노예 반란’의 덕택이다. 따라서 반
자연적 도덕의 형성과 기능은 전혀 도덕적이지 않은 것에 의해 이
루어진다. 반자연적 도덕은 반도덕적(unmoralisch)이다.
도덕의 역사에는 어떤 힘에의 의지가 자신을 표현하고 있다. 때로는
노예와 억압받는 자가, 때로는 실패자와 자기 자신에게 고통을 느끼는
자가, 때로는 평균적인 자가 자신들에게 가장 이로운 가치 판단을 관
철시키려는 시도를 하게 하는 힘에의 의지가 말이다. 그런 한에서 도
덕 현상을 생물학적 관점에서 보는 것은 아주 생각해 볼 만한 일이다.
도덕은 이제껏 다음과 같은 것들을 지불하면서 그 위에서 발전했다:
지배자와 이들의 특수한 본능, 잘 성장한 인간과 아름다운 본성, 어떤
의미로는 독립적인 자와 특권층이라는 지불을 통해서. 그러므로 도덕
은 좀더 고급유형으로 만들려는 자연의 노력에 대한 반동인 것이다.
그것의 작용은: 삶 일반에 대한 불신(삶의 경향이 ‘비도덕적’이라고 느
껴지는 한에서), 최고 가치들이 최고 본능과 적대하는 것으로서 느껴
지는 한에서, 무의미성 ― 불합리. ‘좀더 높은 본성’의 퇴화와 자기파괴.
도덕에서의 노예반란: 원한감정이 창조적이다.
(KGW VIII 1 8[4], 343～344쪽)
결론들: 단지 반도덕적인 의도와 행위가 있을 뿐이다. 소위 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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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 것들은 반도덕적이라는 점이 입증될 수 있다.
(KGW VIII 2 10[57], 156쪽; 183쪽)

5.3.3.7. 반자연적 도덕의 본질적 특징
도덕은 지금까지 삶을 가장 심하게 비방하는 것이었고, 삶에 독을
섞는 것이었다.

(KGW VIII 2 10[166], 219쪽; 한글판 260쪽)

반자연적 도덕의 본질적 특징은 삶에 대한 비방에 있다. 반자
연적 도덕은 따라서 특정 인간 유형의 삶을 위해 구상된 해석이
고, 그것이 지배력을 행사하면서 강한 인간의 생존 조건으로 기
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강한 인간 유형의 생존 자체를 위협한
다. 그것이 특정 인간 유형들의 무리 본능, 즉 인간 삶의 내용과
목적을 부정하고 왜곡하는 데카당스 본능에서 도출되었기 때문이
다. 반도덕적이고 도덕외적인 본능에서 도출된 이런 도덕은 인간
의 자연적 생존 조건이 더 이상은 될 수 없다. 그것은 “더 이상은
한 민족의 삶과 성장의 조건을 표현해 주지 못하며, 더 이상은 삶
의 가장 심층적 본능도 아니다. 그것은 추상적으로 되어 버렸으
며 삶의 반대자가 되어 버렸다.”(AC 25; KGW VI 3, 192쪽) 그러
므로 해석으로서의 반자연적 도덕은 절대적 진리도 아니고 관점
적 진리도 아니다. 단지 허황된 해석에 불과하다. 인간의 도덕은
인간의 자연적 생존을 가능하게 하고, 신체적-위버멘쉬적 삶을
고무시키는 도덕이어야 한다. 인간이 자신을 부정하지 않고 긍정
하게 하는 도덕이어야 한다. 그래서 니체는 건강한 새로운 도덕
을 제시하고 싶어 한다. “나의 통찰: 삶과 성장을 가능하게 한 모
든 힘과 충동들은 도덕에 속박되어 있다는 것: 도덕은 삶을 부정
하는 본능이라는 것. 삶을 해방시키기 위해서는 도덕을 파괴해야
한다는 것.”(KGW VIII 1 7[6], 28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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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3.8. 반자연적 도덕의 예
‘도덕의 탈자연화’ 단계 (소위 말하는 ‘이상화’)
개인의 행복에 이르는 길로
인식의 결과로
정<언>명법으로[…]
신성화에 이르는 길로
삶에의 의지에 대한 부정으로
도덕의 단계적인 삶에 대한 적의
(KGW VIII 2 9[86], 44쪽; 한글판 57쪽)

니체는 서양의 지배적 도덕 유형이었던 반자연적 도덕의 구체
적 예를, 소크라테스-플라톤의 행복론, 그리스도교 도덕, 칸트의
의무주의, 헤겔의 은폐된 도덕주의 및 쇼펜하우어의 염세적 도덕
등에서 찾으며, 탈자연화가 단계적으로 이행되어 온 것으로 이해
한다.

5.3.3.8.1. 소크라테스의 공식
그들은 대답할 필요가 있었다: 첫째, 인간이 의욕하는 것은 무엇인
가? 에 대해 대답할 필요가 있었다.
대답: 행복 (― “권력”이라고 말해서는 안 되었다: 비도덕적일 수 있
었으니까) ― 따라서 인간의 모든 행위에는 그 행위와 더불어 행복을
달성해야 하는 의도가 들어있는 것이다 ―
둘째, 인간이 실제로 행복에 이르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에 대해서. 수단에 실책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행복에 이르는 틀림없는 수단인가? 대답: 덕
어째서 덕인가? 덕이 최고의 이성성<이기>에, 이성성은 수단을 잘
못 짚는 오류를 불가능하게 만들기에
이성으로서 덕은 행복에 이르는 길이다......
변증법은 덕의 끊임없는 작업이다. 그것은 지성의 온갖 혼미를, 모
든 아펙트들을 배제해 버린다. (KGW VIII 3 14[129], 102～10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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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체는 소크라테스에게서 도덕적 행복론의 시작을 본다. 인간의
최고 선의 획득에 인간의 참된 행복이 있으며, 그 최고선의 획득
을 인간은 지향한다는 의미에서의 행복론을. 그의 행복론은 윤리
적 주지주의에서 표명되며, 그 기본 명제를 니체는 바로 이성=행
복=덕으로 공식화시키고 있다. 소크라테스의 주지주의는 논리적
이고도 이성적 사유를 참된 지식과 참된 삶을 가능하게 하는 유일
한 방법으로 상정한다. 이성의 역할에 대한 이런 강조는 이성 외
적인 인간의 삶, 충동이나 욕구 등을 최대한 억제하는 금욕운동의
시작이기도 했다. 이것은 곧 인간을 정신으로 용해시키는 것을 의
미한다. 소크라테스는 이런 기본 경향을 윤리적인 문제에도 그대
로 적용한다. 그는 지식과 덕 사이의 일치 관계를 말한다. 즉 누구
도 알고서는 의도적으로 악을 행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더불어 그
는 옳은 행위를 인간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행위라고 이해한다. 그
렇다면 그의 윤리적 주지주의는 ‘윤리적으로 옳은 행위는 이성이
알려 준다. 이 행위에 의해 인간은 행복에 도달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이성의 올바른 사용을 위해, 무엇이 덕인지를 제대
로 파악하도록 하기 위해 변증법이 사용된다. 니체는 소크라테스
의 이성 = 덕 = 행복이라는 공식에 대해 그 전제부터 의심한다.
인간이 행복을 원한다는 것 자체를. 그에 의하면 인간은 행복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힘과 힘의 상승을 원한다. 인간에 내재하는
의지는 힘을 원한다. 행복이나 불쾌감은 그것의 귀결일 뿐이다.
(→ 3.3.3.3.1. 소크라테스)

5.3.3.8.2. 플라톤의 반자연성
니체는 플라톤에게서 반자연적 도덕의 전형을 본다. 철학자=지
혜로운 자=변증법을 수단으로 이성을 연마한 자=선한 자라는 공
식의 도출은 그 증거다.(→ 3.3.2.2.2.2. 도덕적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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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3.8.3. 그리스도교 도덕
‘네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말은 자연을 도덕으로부터 쫓아내는 것이다
: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너는 너의 이웃을 사랑하고 너의 원수를 미워
해야 한다”는 자연 본성은 법칙(본능)내에서 무의미해지기 때문이다 ;
이제 이웃사랑도 (신에 대한 사랑의 한 종류로서) 새롭게 자신의 토대를
구축하지 않으면 안 된다. 도처에 신이 넣어지고 ‘유용성’은 빠져버린다
: 모든 도덕이 본래 유래하는 곳은 부인된다 : 자연도덕에 대한 인정에
놓여 있는 자연적 가치가 철저히 파괴된다.
(KGW VIII 2 10[157], 212쪽; 한글판 251)

그리스도교는 니체에게 종교적 데카당스의 전형이다. 그리스도
교는 인간에게 죄 개념을 부여하고, 신에 의한 죄의 심판과 최종
적인 심판의 장소인 삶의 피안을 고안해 내며, 그 목적을 위해 영
혼의 불멸을 상정하고, 선과 악이 확정되어 있다는 것에 대한 의
식으로서 양심을 날조해 낸다. 이것을 토대로 그리스도교는 종교
적 신을 도덕적 신으로 확대시켜, 그에 의한 도덕적 세계 질서를
확립한다. 신은 이 세계의 유일한 도덕적 권력이자 심급으로 등
장한다. 신의 말씀과 뜻이 곧 도덕적 진리이며, 성직자를 통해 인
간에게 계시된다. 이것은 철학적-도덕적 절대주의가 종교화된 형
태인 것이다. 또한 이웃 사랑이나 동정의 도덕, 무사의 도덕, 금
욕주의적 내용을 갖는 그리스도교 도덕은 인간의 자연적 속성을
왜곡하고 억압하는 반자연적 도덕이다.

5.3.3.8.4. 칸트의 도덕적 존재론
칸트의 도덕 철학은 니체에게 도덕적 존재론의 완결판으로 간
주된다. 도덕 규칙의 보편성과 신적 영역의 도입 때문이다. (→
3.3.2.3.3.3. 도덕 가치의 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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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3.8.5. 헤겔의 플라톤주의
헤겔의 도덕 철학은 플라톤적 입장과 칸트적 입장의 교묘한 결
합이다. 칸트에게서 신은 인간이 입증할 수는 없는 도덕적 요청인
반면, 헤겔의 신은 역사 발전 안에서 자신을 드러낸다. 현상을 자
신의 모사로 여기는 플라톤의 이데아처럼.(→ 3.3.2.3.4. 헤겔)

5.3.3.8.6. 쇼펜하우어의 염세주의 도덕
쇼펜하우어의 동정의 도덕은 도덕적 존재론의 한 유형이다.
(→ 3.3.2.3.5. 쇼펜하우어)

5.4. 비도덕주의(Immoralismus)
비도덕주의는 서양의 전통 도덕의 반도덕성을 폭로한 니체가
새로운 도덕 유형으로 제시하는 도덕론에 대한 명칭이다. 새로운
도덕을 준비하는 작업을 니체는『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에
서부터 시작한다. 하지만 이때 진행되는 작업은 기존 도덕을 비
판적으로 고찰하여, 자신의 도덕 철학의 조건들을 형성시키는 과
정이라고 볼 수 있다. 본격적인 도덕 유형 창출 작업은 비도덕주
의를 제시하는 후기 철학에서 구체화된다. 서양의 전통적 도덕에
반자연적이면서 반도덕적인 특징을 부여하는 니체는, 자신의 새
로운 도덕 유형에 대해, 자연적이면서 비도덕적인 특징을 부여한
다. 이것은 도덕의 비도덕적 근원, 도덕외적(außermoralisch) 기
원을 밝혀 내는 일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갖는
비도덕주의는 무도덕주의(Amoralimus)는 아니다. 만일 무도덕주
의라면, 이것은 도덕적 가치 평가 자체를 포기해 버리는 수동적
허무적 상태를 야기할 것이다. 니체는 이와는 달리 기존 도덕과
는 다른 새로운 도덕 유형을, 도덕 판단의 전도를 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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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덕을 비도덕성의 한 형식으로 제시한 후에야 비로소 덕은
다시 정당화된다― 덕들은 덕의 근본적인 의미를 고려해서 분류되거나
같은 서열로 평가되거나 하며, 모든 인간 생존의 근본적인 비도덕성에
관여한다.

(KGW VIII 2 10[110], 185쪽; 한글판 218쪽)

5.4.1. 도덕적 자연주의
“자연이 퇴화된 자들을 동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자연이 반도덕
적인 것은 아니다: 인류에게 있어서 생리적이고 도덕적인 악의 증
대는 거꾸로 병들었고 반자연적인 도덕의 결과인 것이다.”(KGW
VIII 3 15[41], 227쪽)라는 니체의 단언처럼, 반자연성으로부터의

도덕의 구제는 니체에게 시급한 과제다. 니체의 프로그램은, 도덕
이 갖고 있는 반자연적 성격을 없애고 도덕의 자연적 유용성을 다
시 밝혀 내고 부여하여, 도덕을 자연화시키고자 한다. 이것을 니체
는 ‘도덕적 자연주의’라고 부른다. 도덕의 자연화 선언은 도덕의
자연적인 발생 과정을 추적하는 작업에 의해 이루어진다. 도덕과
자연은 전통적인 윤리 의식에서는 대립적인 것으로 이해된다. 도
덕의 자연사를 쓰겠다는 것은 따라서 도덕을 바로 도덕이라면 그
래서는 안 되는 것으로, 자연적인 것으로 고찰한다는 것과 마찬가
지다. 도덕에 대한 모욕일 수도 있는 작업을 니체는 기획하고 있
다. 즉 도덕적 덕을 자연적인 의도와 자연적 유용성에 의한 것으로
설명하고자 한다.(KGW VIII 2 10[80], 168쪽; 한글판 198쪽) 이것이
서양의 도덕에 의해 탈자연화되었던 도덕을 다시 자연화시키는 작
업이다. 하지만 그는 구체적인 도덕 목록을 제공하는 데에는 별다
른 관심이 없다. 니체는 단지 도덕의 근원이 도덕외적 = 비도덕적
인 = 자연적 유용성이라는 것, 도덕 가치도 오로지 이것에 의해서
만 평가되어야 한다는 정언적 명제를 세우고 싶어 한다.
우리의 목표들로 향하는 의지와, 이에 따라 목표를 위한 수단들로

니체『유고』

259

향하는 의지로 도덕을 대체한다. 자연 명법으로 정언 명법을 대체 한
다.

(KGW VIII 2 9[27], 12쪽; 한글판20쪽)

도덕적 자연주의 : 표면상으로만 해방된 가치로 보이는 초자연적 도
덕가치를 그것의 ‘자연 본성’으로 환원한다 : 즉 자신의 자연적 비도덕
성으로, 자연적 유용성 등으로. 이런 고찰 경향을 나는 도덕<적> 자
<연주의>라고 명명하려 한다: 나의 과제는 겉보기에 해방된 것처럼 보
이지만 사실은 자연 본성을 상실해버린 도덕 가치를 자신의 자연 본성
으로

다시

옮기는

(Immoralität)’으로.

것이다―

즉

도덕가치의

자연적

‘비도덕성

(KGW VIII 2 9[86], 44쪽; 한글판 57쪽)

5.4.1.1. 해석으로서의 도덕
나의 주명제: 도덕적 현상은 없다. 그 현상에 대한 도덕적 해석만이
있을 뿐이다. 이런 해석들 자체가 도덕외적 기원을 갖는다.
(KGW VIII 1 2[165], 147쪽)

도덕은 인간이 세계와 관계 맺는 방식, 즉 해석이다. 도덕이 해
석인 한에서 여타의 다른 해석들과 마찬가지로 관점적 가치 평가
다. 그렇다면 인간의 힘에의 의지의 소산이다. 그런 한에서 도덕
은 인간이 자신의 삶을 위해 구성해 내는 것이며, 또 삶이라는 목
적을 위한 수단이다. 도덕은 인간의 생존 조건인 것이다. 삶은 니
체에게서 도덕적 해석을 정당화하는 척도이자, 그 자체로 정당화
의 한계로 제시된다. 즉 더 이상의 다른 정당화를 필요로 하지 않
는 마지막 척도인 것이다. 인간은 그가 살기를 원할 때 도덕적 해
석을 필요로 하고, 또 이 해석을 통해 살아간다. 그렇다면 도덕의
발생 기원은 삶에의 의지다. 도덕은 이런 도덕 외적인 기원을 가
지며, 또 도덕 외적 유용성을 갖는다.

5.4.1.2. 삶으로서의 힘에의 의지
우리의 가치 평가나 도덕적 선의 목록은 그 자체로 어떤 가치를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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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가? 이것이 지배할 때 무엇이 거기서 생기는가? 누구를 위해? 무엇
과 관계해서?― 답변: 삶을 위해서. 그런데 삶이란 무엇인가? 여기서
‘삶’ 개념에 대한 새롭고도 좀더 명확한 파악이 필요하다: 삶에 대한
나의 정식: 삶은 힘에의 의지다. […] 가치 평가 자체는 무엇을 의미하
는가? 요약하면: 어디서 그것이 ‘발생했는가?’ 혹은 그것은 ‘발생’한 것
이 아닌가? 대답: 도덕적 가치 평가는 해석이다. 하나의 해석방식이다.
해석 자체는 특정한 생리적 상태에 대한 징후다. 마찬가지로 지배적인
판단의 특정한 정신적 수준에 대한 징후다. 누가 해석하는가? ―우리의
아펙트.

(KGW VIII 1 2[190], 159쪽)

도덕을 해석으로 규정하면서 니체는 삶을 도덕의 기원과 유용
성의 척도로 제시했었다. 하지만 삶은 니체에게서 힘에의 의지로
환원된다. 즉 삶은 힘에의 의지, 항상 자기 극복과 자기 상승을
원하는 의지 작용의 소산이다. 인간은 힘에의 의지에 의해 자기
극복의 삶을 살아가며, 이런 삶은 총체적 존재로서의 신체적 삶
이다. 여기서 이성의 자기 극복을 위한 육체에 대한 금욕적 억압
은 있을 수 없다. 또 그 반대도 마찬가지다. 인간의 총체적인 자
기 극복적 삶. 이것이 바로 자연적 삶이다. 이런 자연적 삶의 전
개에 인간은 해석으로서의 도덕을 도구로 사용한다. 따라서 도덕
의 기원은 힘에의 의지이며, 도덕의 가치 역시 힘에의 의지에 의
해 평가될 수 있다. 도덕의 도덕외적 기원은 곧 자연적 기원이며,
비도덕적 기원이다. 도덕의 도덕외적 유용성 역시 자연적 유용성
이며, 비도덕적 유용성인 것이다.

5.4.1.3. 도덕의 자연적 유용성
좋은 것은 무엇인가? ―힘의 느낌, 힘에의 의지, 힘 자체를 인간 안
에서 증대시키는 모든 것.
나쁜 것은 무엇인가? ― 약함에서 유래하는 모든 것.
행복이란 무엇인가? ― 힘이 증가한다는 느낌 ― 저항이 극복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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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느낌.
만족이 아니라 더 많은 힘 ; 결코 평화가 아니라 싸움 ; 덕이 아니
라 유능함 (르네상스 양식의 덕, 덕, 허위 도덕으로부터 자유로운 덕)
(KGW VIII 2 11[414], 434쪽; 한글판 521쪽)

도덕의 자연적 유용성은 힘에의 의지를 척도로 평가되는 유용
성이다. 이렇게 해서 선함, 악, 나쁨, 삶의 행복 같은 윤리적 개념
들이 완전히 힘 관계에 의해서만 재정의된다. ‘좋음’은 힘의 느낌,
힘에의 의지, 즉 인간 안에서 힘을 고양시키는 모든 것으로, ‘나
쁨’은 나약함에서 나오는 것으로, ‘행복’은 힘이 성장하고 저항이
극복되는 것에 대한 느낌으로 이해된다. 도덕의 가치 역시 오로
지 이런 유용성 척도에 의해서만 평가된다. 힘은 단순히 물리적
폭력이나 정치적 권력이 아니다. 니체에게서의 힘 혹은 힘의 느
낌은 자기 지배 및 자기 극복에서 확보되는 것으로, 존재론적 의
미를 갖는 실천 철학의 근본 개념이다. 도덕은 더 이상 형이상학
적 초월 세계에서 도덕성의 토대를 찾지 않는다. 또 인간의 힘에
의 의지에 의한 자연적 삶을 부정하는 도덕일 수도 없다. 반자연
적-반도덕적 성격으로부터 해방된 도덕, 오로지 자연적-힘에의
의지라는 자연적 성격을 갖는 도덕을 니체는 ‘허위 도덕으로부터
자유로운’(moralinfreie) 도덕, 이런 도덕에서 제기된 새로운 덕
의 내용을 ‘허위 도덕으로부터 자유로운 덕’(Die moralinfreie
Tu- gend)이라고 부른다.

5.4.2. 선․악의 본질적 대립 관계 지양
도덕에 대한 이런 새로운 이해는 도덕적 이분법을 극복한다.
서양의 전통 도덕은 선과 악의 본질적 대립 관계를 말하는 도덕
적 이분법이다. 니체는 도덕 가치들 사이의 본질적 대립관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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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양 철학의 이분법적 사고의 한 부분이며, 플라톤이 고안해 낸
순수 정신과 선 그 자체에 출발점을 갖는 편견일 뿐이라는 입장
을 취한다. 무사와 사욕, 비이기적임과 이기적임은 본질적이고도
가치적인 대립 관계로 설정할 수는 없다. 오히려 가치와 정도의
차이만을 가지고 있다. 오로지 힘 관계에 의거해서만 결정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선과 악은 가치와 정도의 차이만을 가질 뿐
이다. 또한 선과 악은 가변적이다. 인간의 삶의 조건이 가변적이
기 때문이다. 선과 악의 ‘본질적 가치적 이분법’은 이제 선과 악
의 ‘가치와 정도의 차이’로 대체된다.

5.4.3. 강자의 힘에의 의지
‘자연’의 회복: 행위 그 자체란 가치 면에서는 완전히 공허하다: 누
가 그 행위를 하느냐에 모든 것이 달려 있다. 동일한 ‘범죄’가 어떤 경
우에는 최고의 특권이지만, 다른 경우에는 낙인일 수 있다.
(KGW VIII 2 10[47], 143쪽; 한글판 169쪽)

해석으로서의 도덕론, 힘 관계에 의거한 도덕론은 전적으로 강
한 자, 극복의 힘을 갖고 있는 주권적 존재를 전제하는 도덕론이
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도덕이 삶의 실천이라면, 반자연적 도
덕도 마찬가지다. 반자연적 도덕도 이 도덕을 창출해 낸 해석자들
의 힘에의 의지의 소산인 것이다. 하지만 니체는 반자연적 도덕을
데카당스 도덕이라고 하면서 극복의 대상으로 삼는다. 이 도덕은
자기 극복과 자기 지배의 역학에 도움을 주지 않는 것이라는 말
이다. 따라서 니체는 도덕을 창출해 내는 해석 주체를 문제시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지적했던 것처럼 반자연적 도덕은 무리 본능
의 소유자들의 힘에의 의지가 만들어 낸 도덕이다. 그래서 생명력
의 퇴화를 가져오고 삶을 부정하는 데카당스 도덕인 것이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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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힘 관계에 의거한 새로운 도덕은 다른 종류의 해석주체를
상정해야만 한다. 즉 스스로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가치 평가자,
자기 극복과 자기 지배를 할 수 있는 자, 이런 삶을 영위하고자
의식적-의지적으로 노력하는 자, 즉 강한 자다. 이런 강한 자를
니체는 반자연적 도덕을 삶의 조건으로 하는 노예와 대립시켜 ‘귀
족적 인간’, 혹은 ‘주인’이라고 부른다. 니체가『선악의 저편』에서
제시하는 주인 도덕과 노예 도덕은 이런 사유를 토대로 하고 있
다. 주인 도덕은 삶을 자기 극복을 통해 조형하려는 강한 의지,
많은 욕구들의 긴장적 대립을 제어하는 능력, 자기 긍정과 자기
가치의 느낌을 새로운 선의 내용으로 제시할 수 있는 자들의 도
덕이다. 따라서 여기서 선한 인간은 자기 자신에 대한 지배 의식
속에서, 자기 극복의 덕을 갖는 자가 된다. 선한 인간은 고귀한
인간, 귀족적 인간, 귀족적 가치 평가를 할 수 있는 인간이다.

5.4.4. 주인 도덕과 선․악의 저편
도덕성의 영역은 한 걸음 한 걸음 좁혀지고 제한되어야 한다 ; 거기
서 원래 작용하는 본능의 이름이 가장 오랫동안 거짓된 덕의 이름 밑
에 은폐되어 버렸기에, 밝은 곳으로 이끌어 내지고 외경되어야 한다 ;
더욱 더 명령적인 ‘성실성’ 앞에서의 수치심에 의해 자연본능들을 부정
하고 속이고 싶어하는 수치심은 잊혀져야 한다. 덕에서 어느 만큼 벗
어날 수 있는지가 힘을 재는 척도다 ; 그리고 ‘덕’이란 개념이 르네상
스-덕, 허위 도덕으로부터 자유로운 덕, 덕처럼 울린다고 할 만큼 그
렇게 다르게 느끼는 높이가 생각될 수 있으리라.
(KGW VIII 2 10[45], 143쪽; 한글판 168～169쪽)

니체가 희망하는, ‘덕을 다르게 느낄 수 있을 정도의 높이’는
힘 관계에 의거한 주인 도덕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도달될 수
없다. 주인 도덕의 도덕적 사회적 함축이 입증될 때에야 도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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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니체가 선과 악의 저편에 서기를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바
로 이런 맥락에서다. 주인 도덕이 제공하는 선의 내용은 개인적
이다. 모든 도덕은 그 도덕의 주체와만 관계를 맺는다. 그렇다면
자신의 힘을 상승시키려는 주인 의식을 갖는 개인의 노력이 다른
사람들의 노력과 충돌할 경우, 그것들은 어떤 관계를 맺는가? 주
인 의식을 갖는 개인들 사이의 사회적 승인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가? 이 문제는 주인 도덕과 타자에 대한 승인과의 관계를 살펴보
게 한다. 노예 의식을 갖는 개인들 사이에서 타자에 대한 승인은
여론이나 평판 혹은 대중들의 판단에 의해 규정된다. 반면 주인
의식을 갖는 자들의 서로에 대한 승인은 자신에 대한 긍정에서
출발하는, 타자에 대한 긍정에서 성립한다. 자기 자신을 긍정한다
는 것은 자신이 선과 악의 판단 주체라는 점에 대한 긍정이다. 이
긍정은 자신의 판단과 그거의 행사가 필연적으로 개인적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 대한 긍정이다. 이런 반성적 자기 제한
은 주인 의식을 갖고 있는 강자의 힘이다. 강자의 반성적 자기 제
한은 타자의 판단의 개별성과 차이를 인정하게 한다. 그것에게
자신의 판단에 동의하라거나 합의하라고 강요하거나 강제력을 행
사하지 않는다. 오히려 타자들이 자신과는 다른 삶의 조건을 갖
고 있다는 점을, 거기서 도출된 타자의 판단을 인정하고 승인한
다. 그러나 이런 인정과 승인은 타자를 자유로운 존재로 인정해
야 완전해진다. 타자 역시 자신처럼 가치 판단의 주체이며, 자신
의 창조 의지를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주체로 인정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강자의 자기 제한력도 소극적 형태로만
머물게 된다. 그러므로 타자에 대한 인정은 정언적 당위나 형이
상학적 전략에 그 토대를 두지 않는다. 오히려 인정이라는 명령
의 현실화를 위한 주체적 근거는 타인을 자유로운 존재로 상정하
는 것이다. 그리고 각자가 서로를 승인하고 서로의 차이와 고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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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타자성과 모순성을 인정하며, 각자의 것을 자신의 것으로 종
속시키지 않으면 그들은 서로에게 자유로운 존재인 것이다.
그러므로 니체의 주인 도덕은 타자를 자유로운 존재로 인정하
고 인정해야 한다는 실천적 함축을 갖게 된다. 이것은 공동체적
존재인 인간이 실천적인 장에서 수행해야 할 덕목이다. 물론 이
런 가능성은 모든 구성원이 주인 의식과 주인 도덕을 갖추고 있
는 이상적인 공동체에서만 구현된다. 이런 공동체에서는 선과 악
에 대한 옛 자명성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오히려 자연적 도
덕, 힘 관계에 의거한 도덕, 주인의식을 고취시키는 도덕, 타자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는 도덕만이 유효하다. 니체는 이런 이상적
공동체를 희망한다. 그리고 그 수단을 개인의 위버멘쉬화에서 개
인의 주인화에서 찾는다.

6. 예술
(독: Kunst/ 영: Art)

6.1. 예술의 정의
『유고』에서 표명되는 니체의 후기 예술관은 그의 관점주의와
해석 이론의 틀 안에서 구성된다. 그는 예술을 예술가의 활동이
나 이것에 의한 예술 작품이라는 협의적 제한을 넘어서서, 세계의미-형식-형태를 창조하고 조직하는 힘에의 의지의 활동 일반
으로, 즉 해석 행위 일반으로 이해한다. 그렇다면 예술은 미적
(ästhetisch)-논리적(logisch) 영역으로 그 범위를 넓히는 것이
며, 이런 것으로서의 예술적 활동은 인간의 삶을 위한 수단 역할
을 한다. 니체는 이런 예술 개념을 ‘고차적 예술 개념’으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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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KGW VIII 1 2[66], 87쪽) 협의의 예술, 즉 예술가의 예술 활
동 역시 광의의 예술적 활동의 한 종류이기에, 그 특징을 공유한
다.

6.1.1. 힘에의 의지로서의 예술
예술로서의 힘에의 의지. 예술가의 위대함은 그가 야기하는 “아름다
운 감정들”에 의해 측정되지 않는다: 여자들이나 그렇게 믿을 일이다:
예술가의 위대함은 그가 위대한 양식에 근접하는 정도, 위대한 양식에
대한 그의 능력 정도에 따라 측정되는 것이다. 이 양식은 마음에 드는
것을 물리친다는 것, 설득하는 것을 망각한다는 것; 명령한다는 것; 의
욕한다는 것....등에서 위대한 열정과 공통점을 갖는다. 카오스를 지배한
다는 것; 즉 자신의 카오스에게 형식이 되라고 강요하는 것: 형식 안에
서 필연적으로 되라는 것: 논리적으로, 간단하게, 명료하게, 수학이 되라
는 것; 법칙이 되라는 것― : 이것이 여기서의 큰 야심인 것이다.
(KGW VIII 3 14[61], 38～39쪽)

예술은 힘에의 의지의 활동이다. 힘에의 의지는 인간 안에서
대상 세계를 형식화하고 형태화하고 규칙을 부여하고 조직하며
(organisieren) 창조하는(schaffen) 힘으로 작용한다. 생기로서의
세계는 그 자체로는 형태화되지 않고 형식화되지 않은 영원한 생
성의 세계다. 이런 세계를 인간은 힘에의 의지의 논리에 합당한
방식으로 형태화하고 형식화시킨다. 힘에의 의지의 이런 활동은
창조 과정이며, 이런 활동이야말로 진정한 예술적 활동인 것이다.
그런데 힘에의 의지의 활동을 니체는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서 예
외 없이 발생하는 것으로, 세계의 본질로 이해한다. 그렇다면 존
재하는 것들의 활동은 모두 예술적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인간
의 힘에의 의지에 의거한 활동, 인식 활동을 포함한 행위 일반 역
시 예술적 활동이 된다. 세계는 거대한 예술 활동의 장이며 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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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예술 작품이다. 힘에의 의지의 작용에 대한 다른 명칭이 ‘해석
작용’(Interpretieren)인 한에서(→ 4.인식), 세계는 거대한 해석
작용의 장이며, 거대한 해석 작품이다.

6.1.2. 인간의 해석으로서의 예술
해석. 세계-해석들이 어느 정도로 하나의 지배적 충동의 징후인지.
예술적 세계-고찰: 자신을 삶에 앞세운다. 하지만 여기에는 미적 직관
에 대한 분석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다. 이 직관이 잔인성, 안전감, 판관
의 느낌, 외부적 존재라는 느낌 등으로 환원된다는 것이. […] 학적 세계
-고찰 […] 종교적 세계-고찰 […] 도덕적 세계-고찰 […] 공통점: 지
배하는 충동들은 또한 최고의 가치-심급 자체이기를 원한다. 진정 창조
적이고도 지배하는 권력으로 고찰되기를 원한다.
(KGW VIII 1 7[3], 264～265쪽)

인간의 해석 작용 역시 힘에의 의지의 소산이며, 그런 한에서
예술 활동이다. 그러므로 인간이 세계와 관계 맺는 방식, 종교적,
철학적, 도덕적, 과학적 방식 등 모든 방식이 동일한 토대를 갖는
해석이자 예술 활동이다. 그런데 인간의 해석은 관점적-가치 평
가적-의미 해석일 수밖에 없으며, 이런 해석은 인간의 힘과 삶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고, 이 관심에 대응한다. 따라서 해석은 삶의
실천이며, 삶의 실천으로서의 예술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것으로서의 예술은 인식적 해석이나 자연과학적 해석과 마찬가지
로 실재를 탐구하며 실재를 표현하는 인지적 과정에 속한다. 협
의의 예술적 해석, 도덕적 해석이나 과학적 해석 등과 대비되는
예술적 해석도 해석의 이런 특징을 공유한다. 그것 역시 인지적
과정이며, 삶의 실천이다. 이런 맥락에서 위 인용문에서처럼 니체
는 ‘삶에 앞세우는’ 예술, 즉 예술의 가치를 삶보다 우위에 놓는
경향에 대해 회의적이다. 예술 활동을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해

268 268

ꡔ철학사상ꡕ 별책 제3권 제20호

석이라는 예술의 정의를 왜곡하고 있고, 예술적 창조력의 근원인,
힘에의 의지의 활동을 무화시키는 것이기에, 미적 직관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므로 여타의 다른 해석들과 협
의의 예술적 해석과의 본질적 차이는 있을 수 없다. 그렇다면 협
의의 예술 역시 광의의 예술과 마찬가지로 정서적 차원의 것으로
나 감성적 차원의 것으로 환원될 수는 없다. 물론 협의의 예술적
해석과 여타의 다른 해석들 사이에는 단계의 차이나 정도의 차이
는 존재한다. 하지만 이 차이가 예술의 해석적 성격을 무화시키
지는 않는다.

6.2. 미 판단과 추 판단
해석으로서의 예술 개념을 전제하고 있는 니체는 인간의 미적
경험을 파악하면서도 이 개념에 의존한다. 즉 미적 경험은 전적으
로 그 경험의 주체, 즉 해석 주체의 관점적 평가 작용이다. 따라
서 그 주체의 관점성에 의존하며, 그의 생존 조건을 표현한다. 미
적 경험의 이런 해석적 성격을 니체는 미판단과 추판단을 형성시
키는 인간의 심리적-생리적 전제, 힘에의 의지라는 미판단의 척
도, 유용성 전략을 분석하면서 밝히고 있다. 이 과정은 미 판단의
객관성 주장 및 모방적 예술론의 유효성을 의심하게 한다.
우리의 아름다움에 대한 느낌보다 더 제한되고, 뭐랄까 편협한 것은
없다.
(KGW VIII 3 16[40], 294쪽)
선 그 자체나 진리 그 자체가 없는 것처럼 미 그 자체라는 것도 없
다. 개개의 경우에서는 다시 특정한 인간 종의 보존조건<들>이 관건이
되는 것이다.
(KGW VIII 2 10[167], 220쪽; 한글판 261쪽)

6.2.1. 심리적-생리적 전제 : 도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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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s Rauschgefühl)
도취감, 사실상 힘의 증대에 대응한다: […] “미화”는 증대된 힘의
결과다.
힘-증대의 필연적 결과로서의 미화.
승리를 구가하는 의지의 표현으로서, 증대된 병존의 표현으로서, 모
든 강한 욕망의 조화로서, 틀림없는 수직적 중력의 표현으로서의 미화.
논리적이고 기하학적 단순화는 힘고양의 한 결과다: 거꾸로 그런 단
순화에 대한 지각이 다시 힘느낌을 고양시킨다 ......[…]
도취라고 명명되는 쾌의 상태는 정확히 고도의 힘 느낌인 것이다.
공간 및 시간 지각이 변화한다: 엄청나게 먼 곳이 조망된다. 말하자
면 비로소 지각 가능한 것이 되는 것이다.
좀더 많은 양과 넓이로의 시야의 확대.
다양한 최고로 미소한 것들과 최고로 날아가버리 쉬운 것들을 지각
하기 위한 기관의 섬세화.
가장 은근한 실마리에 대한, 모든 암시에 대한 예견, 이해력, “지적”
육감(Sinnlichkeit)......
근육의 지배 감정으로서의, 운동에서의 유연성과 쾌감으로서의, 춤으
로서의, 경쾌함과 프레스토로서의 강함.
강함에 대한 입증에서 느끼는 쾌감으로서의, 걸작과 모험과 대담함
과 무관심한 존재로서의 감함 ......
[…] 예술가는 어느 것도 있는 그대로 보아서는 안 된다. 오히려 더
충만하게, 오히려 더 간단하게, 오히려 더 강력하게 보아야 한다: 그러
기 위해서 그들에게는 일종의 영원한 젊음과 영원한 봄이, 몸 속에 습
관적 도취가 있어야만 한다.
(KGW VIII 3 14[117], 86쪽)

아름다움을 느끼는 인간의 심리적-생리적 전제는 도취다. ꡔ비
극의 탄생ꡕ 시기에서 디오니소스적 예술충동에 대한 유비로 사용
되었던 ‘도취’ 개념이, 후기의 사유에서 좀더 구체적인 내용을 얻
는다. 여기서 독특한 점은 도취가 심리적인 현상으로만 고려되지
않고, 생리적인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것으로서
의 도취는 첫째, 개별화의 원리를 파기시키는 상태다. 즉 구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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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 윤곽과 형체를 파괴하고 모든 것과 하나라는 일체감을 느
끼는 심적-생리적 상태다. 둘째, 무엇을 만들고자 하지 않고, 자
신을 구별하려 하지도 않지만, 자신의 전체를 표출해 내는 상태
다. 이런 도취의 느낌은 차별이전의 총체성에 대한 느낌으로 일
종의 심리적-생리적 엑스터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기본적
인 특징 외에도, 인용문에서 제시된 도취의 세 번째 특징은 변용
력(Tranfigurationskraft)을 갖는다는 것이다. 도취 상태에서 신
체의 각 기관은 좀더 섬세해지고 좀더 예민해지며 좀더 경쾌해진
다. ‘공간 및 시간 지각의 변화’, ‘기관의 섬세화’, ‘암시에 대한
예견’ 등은 도취 상태의 변용력에 대한 증거다. 그 결과 도취는
넷째, 일종의 쾌감이다. 그것도 힘 상승에서 느끼는 쾌감인 것이
다. 지각된 내용의 충만함에서 느끼는 쾌감, 일체감에서 느끼는
쾌감은 힘이 상승되었다는 느낌에 상응한다. 그러므로 도취는 고
도의 힘에 대한 느낌 외에 다른 것이 아니다. 니체는 이렇듯 도취
를 단순히 심리적 상태가 아니라, 심리적이면서도 동시에 생리적
인 힘의 느낌으로 이해한다. 인간의 미적 경험의 상태는 바로 이
런 심리적-생리적 도취 상태를 전제한다. 달리 말하면 힘의 상승
에 대한 의식적-의식 이전적 느낌을.

6.2.2. 미적 판단의 척도 : 힘
“미화”는 증대된 힘의 결과다.
힘-증대의 필연적 결과로서의 미화.
승리를 구가하는 의지의 표현으로서, 증대된 병존의 표현으로서, 모
든 강한 욕망의 조화로서, 틀림없는 수직적 중력의 표현으로서의 미화
논리적이고 기하학적 단순화는 힘고양의 한 결과다: 거꾸로 그런 단
순화에 대한 지각이 다시 힘느낌을 고양시킨다 ......
발전의 정상: 위대한 양식.
추함은 어떤 유형의 데카당스를, 내적 욕망들의 모순과 병존의 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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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의미한다.
생리적으로 말하자면 조직하는 힘의 하강을, “의지”의 하강을 의미
한다 .....

(KGW VIII 3 14[117], 85쪽)

힘의 고양에 대한 쾌감인 심리적-생리적 도취를 미적 경험의
전제로 이해하는 니체는 미적 경험의 척도로 힘의 고양을 제시한
다. 어떤 대상을 아름답다고 판단하는 것은 그 대상이 아름다운
속성을 갖고 있어서가 아니다. 오히려 주체(니체에게서는 해석자)
의 주관적 판단인 것이다. 그것도 아름답다고 판단내릴 수 있는
조건을 충족시키고 있는 주체의. 즉 주체는 몸 전체가 도취상태에
있어야 한다. 도취상태로부터 발생하는 힘의 상승을 경험해야 한
다. 그것도 자신의 내부에 있는 여러 욕구들과 충동들을 힘 위계
에 의거해서 질서지울 정도로 강해야 한다. 그것들 사이에 임시적
질서를 성립시켜 힘 관계에 의거한 ‘조화’를 실현시킬 정도의 ‘조
직하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이런 힘의 상승은 대상을
‘미화’(verschönerung)시키는 ‘필연적 조건’이다. 상승적 힘, 강한
힘은 대상을 아름다운 것으로 만든다. 즉 그 대상에 대해 아름답
다는 판단을 한다. 미 판단이 성립한다. 반면 하강적 힘에는 이런
변용력이 없다. 그 힘은 동일한 대상에 대해서 아름답지 않다고
판단한다. 추판단이 성립한다. 그러므로 미판단과 추판단은 전적
으로 주관적이며, 아름다움은 대상의 속성일 수 없다. 미 그 자체
도 있을 수 없다. “과연 그리고 어디에 ‘아름답다’는 판단이 내려
지는 지는 (개인이나 민족의) 힘의 문제다. 충만하다는 느낌, 둑으
로 막혀 쌓여있는 힘에 대한 느낌 ―무기력한 본능이 단지 증오할
만하다거나 ‘추하다’고 평가할 사물과 상태에 대해서, 힘 느낌은
‘아름답다’고 판단한다.”(KGW VIII 2 10[168], 221쪽; 한글판 263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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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 미판단의 유용성
미와 추함의 발생에 대해. 우리에게 본능적으로 미적 혐오감을 일으
키는 것은 가장 긴 시간의 경험을 통해 인간에게 해롭고 위험하며 불
신 받아 마땅한 것으로 입증된 것이다 : 미적 본능의 돌연한 표출은
하나의 판단을 내포하고 있다. 그런 한에서 미는 유용한 것, 유익한
것, 삶을 상승시키는 것이라는 생물학적 가치의 일반적 범주에 포함된
다 : 그것도 아주 멀리 떨어져서도 유용한 것과 유용한 상태를 상기시
키고, 이것들과 연결시키는 엄청난 매력은 우리에게 아름다움이란 느
낌을, 즉 힘 느낌의 상승이라는 느낌을 줄 정도로 그러하다 […] 개개
의 경우에서는 다시 특정한 인간 종의 보존 조건들이 관건이 되는 것
이다 : 그래서 무리 인간은 예외적 인간이나 위버멘쉬에게서와는 다른
사물에서 아름다움이라는 가치감을 얻는다.
(KGW VIII 2 10[167], 220～221쪽; 한글판 261～262쪽)

미와 추에 대한 판단은 주체의 삶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진다. 즉
특정 개인은 자신의 삶의 상승에 유용한 것에 대해 아름답다고 판
단하며, 삶의 약화에 유용한 것은 아름답지 않다고 판단한다. 니체
의 이런 주장은 해석 행위로서의 예술 개념의 분석적 함의인 것이
다. 삶의 상승은 니체에게서는 힘 상승을 통한 자기 극복의 역학
이 이루어진다는 의미다. 반면 삶의 하강은 이 역학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그렇다면 삶의 상승은 곧 힘에의 의지의
활동이 강화되었다는 표시고, 삶의 하강은 힘에의 의지의 활동이
약화되거나 퇴행을 하고 있다는 표시인 것이다. 그러므로 미판단
에는 가장 심층적인 인간의 욕구, 즉 힘에의 의지의 강화가 반영
되어 있는 셈이다. 달리 말하면 힘의 상승을 통한 자기 극복 및 자
기 고양적 삶에의 욕구가, 위버멘쉬적 존재로 살고자 하는 욕구가
반영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위버멘쉬적 생존에 대한 유용성
이 미적 경험, 미판단과 추판단의 마지막 척도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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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4. 함축
이것으로 미와 추함이 제약된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말하자면
우리의 가장 심층적인 보존가치가 고려되는 것이다. 이것을 도외시하
면서 아름다운 것과 추한 것을 설정하려고 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선
그 자체나 진리 그 자체가 없는 것처럼 미 그 자체라는 것도 없다
[…] 객관적으로 머무는 것, 말하자면 해석하고 부가하고 채우며 지어
내는 힘을 떼어 낸다는 것. 이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1): 미 판단
은 근시안적이다. 그것은 가장 가까운 결과들만을 볼 뿐이다. 2) 미 판
단은 그것을 불러일으키는 대상에게, 다양한 미판단들의 연합이 야기
시킨 마력을 산더미처럼 많이 준다― 그렇지만 이 마력은 대상의 본질
과는 완전히 무관하다. 미판단은, 어떤 것을 아름답다고 느끼는 것은 :
그것을 필연적으로 잘못 느낀다는 것을 의미한다.
(KGW VIII 2 10[167], 220～221쪽; 한글판 261～262쪽)

인간의 미적 경험에 대한 니체의 분석은, 미판단과 추판단이
필연적으로 주체 제약적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다. 미적 경험이
해석적 경험이기 때문이다. 이런 결론은 다음과 같은 함축을 갖
는다: 첫째, 플라톤이 상정했던 절대 미는 존재하지 않는다. 플
라톤은 절대 미의 존재와 이것을 모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상정
한다. 그리고 이런 재현적 모방은 협의의 예술가들이 아니라, 지
적 직관 능력을 소유한 자들에 의해 가능하다. 협의의 예술가들,
즉 시인이나 음악인, 화가 등은 절대 미를 직접적으로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 미의 현상만을 모방하는 이차적 모방을 할
뿐이다. 플라톤의 이런 입장은 아름다움에 대한 우리의 판단이
절대 미와의 관계에서만 가능하다는 입장을 함의하고 있다. 하
지만 우리의 미판단과 추판단의 해석적 성격을 인정하면, 미 그
자체에 대한 상정은 유효성을 상실한다. 둘째, 미 판단과 추판단
이 해석인 한에서, 이 판단은 주체 의존적이지 결코 대상 의존
적이지 않다. 그것도 주체의 힘에의 의지에 의한 해석이다. 그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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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면 ‘아름다움’, ‘추함’이라는 속성은 대상에 주체가 부여하는
속성인 것이지, 대상 그 자체의 속성은 아니다. 주체가 도취와
힘느낌과 유용성 전략을 가지고 구성해 낸 속성을 대상에 부여
한다. 그러므로 이런 과정은 대상을 ‘필연적으로 잘못 느끼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6.3. 예술론 비판
니체는 해석으로서의 예술관 및 미 판단의 구조를 밝히면서 다
른 예술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시작한다. 그의 비판 대상이 되
는 예술론은 미적-고전적 염세주의(니체 자신의 예술가-형이상
학), 낭만적 염세주의(낭만주의, 쇼펜하우어), 반낭만적 염세주의
(사실주의) 등이다.
반예술가적 상태: 객관성의 상태, 반영의 상태, 풀어진 의지의 상
태......
예술을 삶을 부정하기 위한 다리로 받아들였던 쇼펜하우어의 스캔
들적 오해......
반예술가적 상태: 빈곤하게 하는 자, 퇴거하는 자? 면죄하는 자? 삶
이 그들의 주시 하에서 고통당한다...... 그리스도교인......
(KGW VIII 3 14[119], 90쪽)

6.3.1. 예술가-형이상학(Artisten-Metaphysik)
예술가 형이상학은 인간의 삶과 세계에 대한 니체의 예술적 정
당화 프로그램에 대한 명칭이다. 이 프로그램은 니체가 ꡔ비극의
탄생』(1872)에서 수행했던 것으로, 그는 이 프로그램을 ꡔ비극의
탄생』이후 곧 포기하며, 1881년 이후 일관되게 유지되는 후기
사유에서는 이 입장에 대한 분석 및 비판이 시도된다. 예술가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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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학의 포기는 삶과 세계에 대한 니체의 인식 변화 때문이다.
초기에 니체는 인간의 삶과 세계가 정당화 작업을 필요로 하는
것이고, 이 작업을 거치지 않고는 긍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
장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1881년 이후 니체는 인간의 삶과 세
계가 정당화 작업이 없어도 그 자체로 긍정할 수 있는 대상이라
고 생각하며, 이 긍정 가능성을 철학적으로 모색해 보려고 한다.
이 과제 및 과제 해명 방식은 기존의 예술적 정당화 프로그램을
포기하게 한다.
리하르트 바그너에게 부치는 서문에서 예술은 이미 인간의 고유한
형이상학적 행위라고 제시되었다; 그 책 자체에서 오직 미적 현상으로
서만 세계의 존재가 정당화된다는 내용이 여러번 반복된다. 실제로 이
책 전체는 발생하고 있는 모든 일의 배후에서 오로지 예술가적 의미와
예술가적 배후 의도만을 알아차리고 있다. 사람들이 원한다면 그것을
신이라고 불러도 좋지만, 그 신은 완전히 무모하고 반도덕적인 예술가
신이다. […] 단지 가상 속에서만 구원할 수 있고, 가장 고통 받는 자,
가장 분열된 자, 가장 모순에 가득 차 있는 자들 앞에 있는 영원히 변
하고 영원히 새로워지는 환영으로서의 세계는 매순간 신의 구원이 실
현된 상태인 것이다. 이 모든 예술가 형이상학을 사람들은 자의적이고
무의미하며 환상이라고 간주할지 모르겠다.
(GT-Versuch einer Selbstkritik 5; KGW III 1, 11쪽)

6.3.1.1. 예술가-형이상학의 과제
생성에서 고통 받는 자들이 만들어낸 것으로서의 “존재”. 미적 쾌감
및 불쾌감의 상태에 대한 체험들로만 건축된 책. 그 배경에 예술가-형
이상학을 가지고 있다. 낭만주의자의 고백이자, 궁극적으로는 젊은이
의 기분 및 젊은이의 멜랑꼬리로 가득 차 있는 청년기 작품. 가장 고
통 받는 자는 마음 깊숙이 아름다움을 요구하며― 그가 그것을 만들어
낸다.

(KGW VIII 1 2[110], 1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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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인용문은『비극의 탄생』에 대한 니체의 자기 비판적 글로
서, ‘자기비판의 시도’라는 제목을 가진『비극의 탄생』의 새로운
서문(1886)의 습작이다. 이 글과 ‘자기 비판의 시도’를 위한 여러
습작 유고에서 니체는 매우 강력한 어조로『비극의 탄생』에서 제
시된 예술가-형이상학의 내용을 비판적으로 고찰한다. 예술가 형
이상학의 과제는 인간과 삶의 세계를 예술적으로 정당화하는 것이
다. 이런 과제가 설정된 이유는 인간의 삶과 세계가 정당화를 필요
로 하는 것이라고 고찰되기 때문이다. 예술가 형이상학을 등장시
키는 시기에 이미 니체는 전통 형이상학적 세계관을 벗어나고 싶
어 한다. 즉 인간 삶과 세계를 형이상학적 초월세계(존재)를 상정
하여 정당화하는 일의 허구성을 인식하면서, 다른 대안을 찾고 싶
어 한다. 그에 의해 선택된 대안이 바로 예술이다. 예술가 형이상
학은 예술을 ‘삶의 본래적인 형이상학적 행위’로 이해하고자 하며,
이것은 가상(환상)으로서의 예술 개념 정립과 아폴로적-디오니소
스적 예술 충동의 형이상학적 기능을 밝혀내면서 수행된다.

6.3.1.2. 예술가-형이상학의 과제 수행
6.3.1.2.1. 가상으로서의 예술
생성을 극복하려는 의지로서의 예술, “영원화”로서의 예술.
(KGW VIII 1 7[54], 321쪽)

예술가 형이상학의 수행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는 생성적 세계다. 변화하는 세계는
모순과 부조리의 세계이며, 그 안에서 살아가는 인간은 삶의 위안
을 찾기 위해 형이상학적 이분법을 수단으로 탈출을 시도한다. 그
러나 이런 탈출은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이며, 이런 방법의 포기
후에 남는 유일한 길은 예술이다. 여기서 인간의 예술가적 능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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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을 주는 세계에 형식과 질서를 부여하여 ‘아름답게’ 만든다.
인간의 삶은 바로 이런 인간의 예술가적 능력 덕분에 감당할 수
있게 된다. 예술가적 능력은 인간을 삶의 부정적인 면으로부터 눈
을 돌리게 하고, 절망에서 야기되는 죽음의 가능성으로부터 구출
하며, 더불어 인간에게 삶의 기쁨을 느끼게 한다. 그래서 인간 삶
과 세계는 단지 예술적 현상으로서만 정당화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 예술은 아름다운 환상인 가상을 만드는 기술, 즉 삶의 추
한 면과 고통스런 면을 가려주는 베일을 만드는 기술이다. 예술은
가상(환상)이며, 예술 활동은 환상(가상) 만들기가 된다. 이 아름
다운 환상(가상)에 의해 인간의 삶과 세계는 견뎌 낼 수 있게 된
다. 그렇다면 가상(환상) 만들기 작업은 경험적 현실에 의미를 부
여하고 정당화하는 작업이며, 그런 한에서 인간의 형이상학적 행
위인 것이다. 이렇듯 예술가-형이상학은 실천적 염세주의로부터
인간을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 여기서 예술은 삶의 본래적 행위가
된다. “예술 안에 구현되어 있는 삶의 진지함은 예술을 삶의 최고
의 과제이자 삶의 본래적인 형이상학적 행위라고 확신하는 내 가
르침을 나오게 한다.”(GT-Vorwort an Wagner 1871)

6.3.1.2.2. 디오니소스적-아폴로적 예술 충동
예술을 삶의 본래적인 형이상학적 행위로 이해했던 니체는 세
계 전체를 예술을 단초로 삼아 해석하고자 한다. 즉 예술에서 존
재 자체의 대립적인 힘들이, 즉 디오니소스적 충동과 아폴로적
충동이 표출된다고 생각한다. 이 충동들은 세계의 ‘근원자’(Urgrund) 혹은 “근원 일자”(Ureine)라고 명명되는 것이 갖고 있는
힘이다. 그렇다면 세계는 이 근원자 스스로가 유희하면서 만들어
낸 예술 작품인 것이다. 세계의 생성적 삶은 바로 이런 세계의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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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학적 행위에 의해 구성된다. 니체의 이런 입장은 인간의 아
폴로적-디오니소스적 예술 충동에 대한 심리적 고찰로부터 획득
된다. 아폴로적 충동은 형상과 형태를 만들고 제공하는 충동이자,
척도를 설정하고 틀을 규정하고 인식하는 충동이다. 이 충동은
‘개별화의 원리’를 사용하여, 인간의 조형 세계 및 구분 가능하며
산정 가능하고 인식 가능한 세계를 만들어 낸다. 반면 디오니소
스적 충동은 인간 안에서 무매개적으로 솟구치는 예술 충동으로
서, 울타리나 제한이나 형태를 만들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파괴
하여, 모든 것과 하나가 되는 일체감을 지향한다. 이 두 예술 충
동은 대립적이지만 서로를 요청하는 관계에 있으며, 언제나 같이
작용한다. ꡔ비극의 탄생ꡕ 에서 니체는 이 두 충동의 최고의 합일
상태를 그리스 비극이라고 이해한다. 이렇듯 인간의 두 예술 충
동에 대한 심리적 고찰로부터 니체는 형이상학적 세계 원칙을 획
득하는 것이다. 심리학이 형이상학으로 된다.
근본적인 심적 경험들: 꾸며내고 꿈꾸어진 세계를, 아름다운 가상의
세계를 생성으로부터의 구제라고 하며 황홀해 하면서 고수하는 일이
“아폴로적”이라는 이름으로 표시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파괴자가
갖는 통분도 잘 알고 있는 창조자의 분노에 찬 열락으로서, 생성을 능
동적으로 파악하고 주관적으로 느끼는 일이 디오니소스라는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 전자는 인간을 조용하게 하고 다른 욕구를 갖지
않게 하고 바다처럼 매끄럽게 하고 구원받으며 자기 자신과 모든 생존
을 양해하게 하는 현상이 영원하기를 원한다: 두 번째 갈망은 생성으
로, 생성을 만드는, 즉 창조와 파괴 행위에 대한 열락으로 행한다.
[…] 가상 안에 신적인 비전과 구원의 연속으로서의 세계 […]
(KGW VIII 1 2[110], 113쪽)
이 두 가지 예술적-자연적 힘: 이것들은 니체가 디오니소스적인 것
과 아폴론적인 것으로서 서로 대립시켰다: 니체는 ― ― ―라고 주장한
다. “디오니소스적”이라는 말로 표현된 것: 통일에의 갈망, 개인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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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이나 사회나 실재를 넘어섬, 망각이라는 심연으로서, 더 어둡고 더
충만하며 더 유동적인 상태로 격정적이고도 고통스럽게 고양되는 것으
로서; 모든 변화 안에서도 동일한 것, 동일한 힘을 갖는 것, 동일하게
신성한 것인 삶의 총체적 성격에 대한 황홀감 어린 긍정; 생산과 풍요
와 회귀에 대한 영원한 의지로부터 나와서, 삶의 가장 공포스럽고도
가장 의문스러운 속성들 역시 시인하고 신성시하여, 함께 즐거워 하고
함께 고통 받는 위대한 범신적 힘: 창조와 파괴의 필연성에 대한 일체
감으로서...... 아폴론적 이라는 말로 표현된 것: 완전한 고립으로, 전형
적인 ‘개체’로, 단순화하고 강조하고 강화하고 명료하게 하고 명확하게
하며 전형적으로 만드는 모든 것으로 향하는 갈망: 법칙 밑에서의 자
유

(KGW VIII 3 14[14], 16～17쪽)

6.3.1.3. 예술가-형이상학의 문제
이 책의 배후에서 마주치는 세계 구상은 괴이할 정도로 암울하고 불편
하다: 지금까지 알려진 염세주의의 유형들 중 어느 것도 이런 정도의 음
험에 도달한 것은 없는 것 같다. 여기에는 참된 세계와 가상 세계라는 대
립이 결여되어 있다: 단지 하나의 세계만이 존재하며, 이 하나의 세계는
그릇되어 있고 견딜 수 없으며 모순적이고 유혹적이며 아무런 의미를 갖
지 않는다...... 그리고 이러한 세계가 바로 세계의 참모습이다.... 이런 사
실, 이런 진리를 이겨내기 위해서, 즉 살기 위해서 우리는 거짓을 필요로
한다.....[…] “삶은 신뢰를 불러일으켜야 한다”: 이렇게 제기된 과제는
끔찍한 것이다. 이 과제를 풀기 위해 인간은 본성상 이미 거짓말쟁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는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예술가이어야만 한다. […] 인
간이 갖는 예술로 향하는 의지, 거짓을 원하는 의지, 진리 앞에서 도망치
려는 의지, 진리를 부정하려는 의지의 소산들이다. 인간에게 실재를 거짓
에 의해 능욕하게 하는 이 능력 자체는 한 마디로 인간의 예술가적 능력
바로 그것이다. (KGW VIII 2 11[415], 435쪽; 한글판 522～523)

니체는 예술가-형이상학 프로그램이 성공한 프로그램일 수 없
다고 진단한다. 왜냐하면 첫째, 인간 삶과 세계가 정당화를 필요로
하는 것이라는 과제 자체가 잘못 설정된 것이기 때문이다. 인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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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과 세계에는 추한 면과 외면하고 싶은 면, 고통스런 측면과 그
반대의 측면이 필연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이런 필연성을 외면하
고 극복의 대상으로 삼아, 이를테면 추한 것을 아름답게 만들어 감
내하게 하는 것은 삶의 전체적인 면을 외면하는 것과 같다. 즉 ‘실
재를 거짓에 의해 능욕하는 것’과 같다. 따라서 둘째, 잘못된 과제
설정이 잘못된 과제 수행 방식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아름답고 그
럴듯한 환상 만들기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인간이 예술적 능력을
가지고 누리는 성공은 단지 ‘예술가적 승리’이고, 그것을 통한 구
제는 진정한 의미의 구제가 아니라, 단지 ‘가상적 구제’일 뿐이기
때문이다. 물론 위의 인용문에서처럼 예술가-형이상학은 형이상학
적 이분법을 포기한 후 그 대안으로 니체가 제시한 것으로, 과거
형이상학이 행했던 오류는 범하지 않는다. 즉 예술을 가상 아닌 것
으로 간주하지는 않는다. 예술에 도덕적 가치를 부여하여, 참이어
야하고 선 그 자체여야 한다는 도덕적 요구는 하지 않는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서양 형이상학의 기본사유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가상으로서의 예술에 의해 삶이 정당화된다는 구도가 바로 그 증
거다.

6.3.1.4. 예술가-형이상학 프로그램의 극복
니체는 예술가-형이상학 대신에 1881년 이후 새로운 철학적
과제를 설정한다. 인간의 삶과 세계는 정당화 작업을 통해서만
긍정 가능한 대상이 아니다. 인간의 삶과 세계는 서로 대립되는
측면들을 필연적으로 갖고 있으며, 그 여러 측면들에는 없어도
좋은 것이나 불필요한 것은 없다. 그래서 니체는 인간과 세계에
대한 무조건적 긍정 가능성을 철학적으로 확보해 보려고 한다.
즉 디오니소스적 긍정의 철학을 구성해 보고자 한다. 이 철학은
이제 현실의 여러 면들을 잊게 해주거나 눈속임을 하는 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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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예술은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제 필요한 것은 현실을 직시
하고, 그 자체로 긍정하게 하는 새로운 도구다. 니체는 이 새로운
도구에 다시 예술이라는 명칭을 부여한다. 하지만 여기서의 예술
은 해석(Interpretation)으로서의 예술이다. 해석으로서의 예술은
인간의 삶을 위한 관점적 해석의 일종이며, 그런 한에서 역시 가
상이다. 하지만 이 가상은 아름다운 환상으로서의 가상과는 차이
가 있다. 해석적 예술은 인간의 힘과 삶의지로부터 나오며, 인간
의 힘과 삶에 봉사한다. 또한 인간 삶의 각 계기들과 세계는 이
활동에 의해 유의미하게 되고, 그런 한에서 긍정의 대상이 된다.
인간은 해석적 예술 활동을 통해 자신의 삶과 세계를 무조건적으
로 긍정하는 디오니소스적 행복을 느낄 수 있다.
오로지 미적으로만 세계가 정당화된다. […] 생존에 대한 기쁨은 가
상에서 느끼는 행복으로서만 가능하다. 생성에 대한 기쁨은 “생존”의
실제성을, 생존의 겉모습을 파괴하는 데서만, 환상의 염세적 파괴에서
만 가능하다. 가장 아름다운 가상의 파괴에서 디오니소스적 행복이 절
정에 이르게 된다.

(KGW VIII 1 2[110], 114쪽)

6.3.2. 순수 예술
예술 안에서의 ‘목적’에 맞서는 싸움은 항상 예술을 도덕화하는 경
향에 맞서는 싸움이며, 예술이 도덕의 하위에 놓이는 것에 맞서는 싸
움이다 : 예술을 위한 예술이란 : ‘도덕 같은 것은 꺼져버려라!’를 뜻한
다― 그러나 이런 적대감마저도 여전히 편견의 우세한 힘을 누설하고
있다 ; 도덕을 설교하려는 정동 및 ‘인간을 개선’하려는 정동이 예술로
부터 배제되어도, 이것으로부터 예술이 도대체가 ‘정동’ 없이, ‘목적’
없이, 미적인 것의 외부에 있는 욕구 없이 가능하다는 결론은 여전히
나오지 않는다. ‘반영’, ‘모방’ : 좋다. 하지만 어떻게? 모든 예술은 찬
양하고 찬미하며 추출해 내어 미화시킨다― 예술은 여느 가치 평가들
을 강화시킨다 : 이것을 단순히 부수적인 것으로나 우연의 작용이라고

282

ꡔ철학사상ꡕ 별책 제3권 제20호

만 받아들여도 좋단 말인가?
(KGW VIII 2 9[119], 68～69쪽; 한글판 86쪽)

니체는 ‘예술을 위한 예술’ 운동을 예술을 도덕으로부터 탈피시
키려는 노력으로, 즉 예술을 도덕적 목적을 위한 수단적 가치로
부터 해방시키는 것으로 이해한다. 19세기에 시작된 순수 예술
기치는 칸트의 체계를 토대로 하여, 다른 가치들과는 완전히 무
관한 미적 경험의 내재적 가치를 확보하기 위한 예술의 자율성
선언 및 예술가의 미적 독립 선언이었다. 중세 종교적 논리나 자
본으로부터의 예술의 해방, 사회 참여적인 사실주의적 경향으로
부터의 예술의 독립성 확보 노력은 이런 노력의 일환이다. 보들
레르를 위시한 낭만주의 예술가가 중심이 되었던 이런 순수예술
경향에 대해 니체는 회의적이다. 비록 도덕으로부터의 예술의 해
방은 바람직한 현상일지라도 또 다른 한계에 봉착하기 때문이다.
즉 그것은 여전히 ‘편견의 우세한 힘을 누설’하고 있기 때문이다.
순수 예술론은 예술 활동의 목적을 예술적 가치 외부에서는 찾지
않는다. 하지만 니체에게 예술의 가치는 자기 목적적일 수 없다.
예술은 근본적으로 해석이며, 해석인 한에서 언제나 인간의 힘과
삶에의 의지가 규제적 원리로 작용한다. 또 그런 한에서 언제나
인간의 삶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6.3.3. 사실주의
있는 대로 본다 ― 이것은 특별히 다른 종류의 정신들, 즉 사실적이
며 확정하는 정신에 속한다 : 누군가가 이 의미를 최대한 강하게 발전
시킨다면, 그는 반예술가 그 자체다. 기술적 음악 : 현실에 작용을 위
임하는..... 이런 종류의 예술은 전부 더 가볍고, 더 쉽게 모방할 수 있
다 ; 재능 없는 자들이 이것을 한다.
(KGW VIII 2 9[110], 63쪽; 한글판 7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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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기 예술의 한 축은 사실주의다. 한편으로는 낭만주의 내부
에서, 다른 한편으로는 낭만주의에 대한 반발에서 시작되는 이 사
조를 니체는 텐(H. Taine)과 공쿠르 형제 그리고 졸라(E. Zola)의
글을 통해 접한다. 실제로 졸라는 사실주의 미학에 대한 열성적인
옹호론자이고, 그의 이론은 텐의 사회학적 이론과 플로베르와 공
쿠르의 영향을 받고 있다. 따라서 사실주의에 대한 니체의 비판
역시 대부분 이들에게 집중되며, 위의 인용문은 특히 공쿠르 형제
에 대한 비판 의도로 작성되었다. 사실주의 예술은 실증적․경험적
학문과 마찬가지로 객관적인 관찰을 토대로 하고, 사실을 있는 그
대로 최대한 객관적으로 기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예술가는
이런 목적을 위해 금욕적 노력을 해야 한다. 하지만 니체는 예술
의 이런 경향에 혹독한 비판을 가한다. 그 이유는 첫째, 그런 예
술은 정신 활동에 대한 오해에 토대를 두기 때문이다. 사실적 예
술은 정신의 ‘있는 대로 보는 능력’을 전제로 하지만, 인간 정신의
활동은 원칙적으로 관점적인 활동만을 한다는 것은 니체의 관점
주의 철학의 첫 명제다. 둘째, 사실적 예술은 ‘반예술적’이다. 예
술은 해석의 일종이며, 해석인 한에서 언제나 인간의 삶의 관심을
반영하지 않을 수 없으며, 심리적-생리적 엑스터시 상태인 ‘도취’
상태를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실주의 예술은 인간의 내
적 체험 및 정신의 기능을 잘못 이해하는 속류 심리학에 기초하
고 있을 뿐이다. “있는 대로 본다는 것― 이것은 다른 유의 정신
에 속한다. 이것은 반예술가적이고 사실적인 정신에 속한다. 우리
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알지 않으면 안 된다.”(GD-Streifzüge
eines Unzeitgemäßen 7; KGW VI 3, 109쪽; 한글판 146쪽)

6.3.4. 쇼펜하우어의 미적 염세주의
도덕 가치의 교활한 오용 하에서의 엄청난 허무적 위조들 […]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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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와 위대한 인간들은 위대하다. 그들이 자기 자신이나 자신의 사항
들을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인간의 가치는 자신을 부정하는 것에 비
례해서 성장한다(쇼펜하우어 II 440) d) 예술이 ‘의지로부터 자유로운
순수 주관’의 작품으로. […] 쇼펜하우어의 삶에 대한 염세적 판결은
무리의 척도들을 형이상학적인 것으로 도덕적 전용을 한 것이다.
(KGW VIII 2 9[84], 42쪽; 한글판 55쪽)

니체는 미에 대한 쇼펜하우어의 고찰을 미적 염세주의라고 부
르기를 서슴지 않는다. 그 이유는 첫째, 예술은 의지의 폭정과 삶
의 참담함으로부터 도피하는 수단이고, 여기에 예술의 정당성이
있다고 선언하는 쇼펜하우어의 입장 때문이다. 형이상학과 도덕
철학을 통해 그는 금욕을 통한 욕망의 포기 및 자아의 불교적 포
기를 권고하면서, 예술을 의지의 가차없는 갈망을 잠재우며 잠시
동안 삶의 고통을 죽여 이 세상의 삶을 참고 살아갈 만하게 만들
어 주는 것으로 이해한다. 둘째, 쇼펜하우어는 예술을 그 자체의
특수한 인식 대상, 즉 이념을 갖는 것에 대한 인식적 시도로 이해
한다. 이 인식은 의지로부터는 완전히 벗어나 있는 것으로, 그것
의 가치는 관조적 수용의 체험에, 우리가 ‘순수하고 무의지적인
인식 주체’가 되는 희열의 체험에 있다고 한다. 셋째, 예술적 천
재에 대한 쇼펜하우어의 분석 때문이다. 그는 천재를 이념 자체
를 인식하는 능력, 미적 경험을 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한다.
쇼펜하우어의 이런 입장들은 니체에게 불만스럽다. 예술은 순수
하고 무의지적인 인식 주체를 전제할 수 없고, 예술은 삶의 의지
를 강화시키며, 우리에게 생존의 기쁨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어야
하기 때문이다.(KGW VIII 2 9[169], 99쪽)

6.4. 예술의 분류
: 디오니소스 예술과 데카당스 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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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예술, 모든 철학은 성장하거나 하강하는 삶의 치유 수단이자
보조수단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것들은 언제나 고통과 고통 받는 자
를 전제한다. 그런데 고통 받는 자는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삶의 충
일에서 고통받는 자다. 그는 디오니소스적 예술을 원하고, 삶에 대한
비극적 통찰과 비극적 개관 또한 원한다.― 또 다른 하나는 삶의 빈곤
으로 인해 고통받는 자다. 그는 안식과 고요, 잔잔한 바다 또는 도취와
경련과 마비를 예술과 철학에 요구한다. 삶 자체에 대한 보복― 이것은
그런 빈곤한 자에게는 가장 자극적인 도취인 것이다! […] 모든 종류
의 예술가에 대해 나는 이제 다음과 같은 핵심적 구별을 한다: 거기서
삶에 대한 증오가 창조적이 되었는가? 아니면 삶의 충일이 창조적이
되었는가?
(NW Wir Antipoden; KGW VI 3 423쪽; 한글판 529～531쪽)

니체는 후기 철학에서 예술 활동의 주체를 기준으로 예술의 두
유형을 구분한다. ‘삶의 충일에서’ 창조력을 얻는 예술 주체는 디
오니소스적 예술 활동을 하고, ‘삶에 대한 증오에서’ 창조력을 얻
는 예술 주체는 데카당스 예술 활동을 한다. 즉 삶 자체에 대한
예술 주체의 태도가 예술 활동의 성격을 규정짓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니체는『비극의 탄생』에서 제시했던 예술가-형이상학
적 입장에 대한 자기 비판적 글을 이 시기에 많이 작성해 놓고
있다. 이 글들은 ‘자기 비판의 시도’라는 제목으로 종합되어『비
극의 탄생』의 새로운 서문으로 포함되며, 여기서 니체는 자신의
예술가-형이상학을 데카당스 예술유형으로 단정한다.

6.4.1. 데카당스 예술
6.4.1.1. 정의
예술가-염세주의는 […] 괴로워하는 자, 절망하는 자, 자신을 불신
하는 자, 한마디로 병든 자는 어느 시기에나 자신을 유지하기 위해 매
혹적인 환영을 필요로 했다 ― 이와 유사한 경우는 : 삶에 근본적으로
허무적 태도를 취하는 데카당스 예술가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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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W VIII 2 10[168], 223쪽; 한글판 264～265쪽)

데카당스 예술을 니체는 쇼펜하우어의 예술가 염세주의와 비슷
한 유형으로 제시한다. 쇼펜하우어는 예술을 자연적-의지적 삶을
부정하는 수단으로 간주해 버린다. 데카당스 예술이 ‘삶에 대한
증오’에서 출발하는 한, 예술가 염세주의와 다를 바가 없다. 데카
당스 예술은 삶의 총체적인 면을 긍정하지 못하는 예술주체의 산
물이다. 이런 예술 주체는 삶이 추한 면이나 모순적인 면도 필연
적으로 갖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긍정하지 못한다. 그에게
삶의 실제 모습은 피하고 싶은 대상이다. 삶에서 의미를 찾지 못
한다. 이런 예술주체는 자신을 삶으로 유혹하는 자극제를 필요로
한다. 그에게 예술 활동은 자극제를 만드는 활동일 뿐이다. 삶은
그에게 이런 자극제에 의해서만 감내할 수 있는 것이 된다. 데카
당스 예술가의 이런 상태에 대해 니체는 자신의 초기 입장을 예
로 들어 다음처럼 말한다. ““삶은 신뢰를 불러일으켜야 한다”: 이
렇게 제기된 과제는 끔찍스러운 것이다. 이 과제를 풀기 위해 인
간은 본성상 이미 거짓말쟁이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는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예술가여야만 하고 […] 인간에게 실재를 거짓에 의
해 능욕하게 하는 이 능력 자체는 한 마디로 인간의 예술가적 능
력 바로 그것이다. […] 인간 삶의 성격을 오인한다는 것― 학문
과 순수한 신앙, 예술가의 가장 깊고도 최고로 비밀스런 의도다.
예술이고 예술일 뿐이다. 예술은 삶을 가능하게 하는 대단한 자,
삶의 대단한 유혹자이며, 삶의 대단한 자극제다.“(KGW VIII 2
11[415], 435쪽; 한글판 522～524쪽)

6.4.1.2. 유형: 바그너 음악
바그너의 악극은 퇴보이며, 더 나쁘게는 데카당스-형식이다.
(KGW VIII 2 11[322], 377쪽; 한글판 45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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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체는 자신의 예술가-형이상학 외에도 바그너 예술을 데카당
스 예술의 전형으로 이해한다. 그의 음악(악극)은 약자와 삶에 지
쳐있는 자들을 위한 자극제 역할을 한다. 그의 악극은 그리스도
교적 구원 개념을 전제하고, 반계몽적 이상을 추구하며, 이것들을
음악이 구현해야 하는 정신으로 이해한다. 또한 음악을 연극화시
켜 음악을 배우 본능과 연기자의 동작에 의존하게 한다. 그의 ‘무
한선율’은 자연적 리듬 감각을 퇴화시킨다. 이런 것이 건강한 삶
의 창조력이 만들어 내고, 삶의 자연성과 활력을 강화시키는 예
술일 수는 없다고 니체는 평가한다. 단지 기교와 효과를 가지고
찰나적 유혹을 하는 대중 예술일 뿐이다.

6.4.2. 디오니소스 예술
6.4.2.1. 정의
―: 예술작품은 예술창조의 상태를, 도취의 상태를 자극하는 작용을
한다......
―: 예술의 본질적인 면은 삶을 완성시키고, 완전성과 충만을 발생시
키는 것이다.
예술은 본질적으로 삶에 대한 긍정이고 축복이며 삶을 신격화하
는 것이다......
―: 염세적 예술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 그것은 하나의 모순 아
닌가? ― 그렇다.
특정한 예술작품이 염세주의에 봉사한다고 하는 것은 쇼펜하우어의
잘못된 생각이다. 비극은 “체념”을 가르치지 않는다......
― 끔찍하고도 의문스러운 것들을 표현해낸다는 것은 그 자체로 이미
예술가의 힘과 훌륭함이다: 그는 그것들을 무서워하지 않는다......
염세적 예술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예술은 긍정한다.
(KGW VIII 3 14[47], 33쪽)

디오니소스 예술을 니체는 예술의 본래적 기능을 이행하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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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이라고 평가한다. 즉 니체가 제시했던 예술의 정의를 충족시키
는 예술이다. 해석적 성격을 지니며 삶을 고양시키는 예술인 것
이다. 이런 예술의 전제는 예술주체의 삶에 대한 긍정적 태도다.
그는 삶을 총체적으로, 추한 면과 고통스러운 면 까지도 포함하
여 그 자체로 긍정할 수 있는 존재다. 그는 삶의 제약 없는 생존
욕과 생존의 기쁨을 공감한다. 이런 예술가는 그 자체로 디오니
소스적이다. 즉 존재하는 모든 것의 생명력과 생존의 의미를 긍
정한다. 그는 아름다운 환상이나 삶에의 자극제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의 예술 활동 역시 디오니소스적이다. 이런 예술을 니
체는 ‘비극적 예술’이라고도 부른다.

6.4.2.2. 비극적 예술(Die tragische Kunst)
비극적 예술가의 깊이는 그의 예술적 본능이 먼 결과를 내다본다는
데, 그가 바로 옆의 것에 단기적으로 머무르지 않는다는 데, 그가 크게
보는 경제를 긍정한다는 데 있다. 이런 경제는 끔찍한 것, 악한 것, 의
심스러운 것을 정당화하고자 하고 단지..... 정당화 이상의 것을 원한
다.
(KGW VIII 2 10[168], 223쪽; 한글판 265쪽)
― 끔찍하고도 의문스러운 것들을 표현해낸다는 것은 그 자체로 이
미 예술가의 힘과 훌륭함이다: 그는 그것들을 무서워하지 않는다......
염세적 예술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예술은 긍정한다.
(KGW VIII 3 14[47], 33쪽)

디오니소스 예술은 삶을 긍정하는 자의 예술이다. 그런데 삶은
힘에의 의지의 근원적 활동에 의해 구성되는 투쟁과 모순의 장이
다. 약자가 이런 삶에서 고통의 근원만을 보는 반면, 디오니소스
적 인간은 의지의 근원적 활동력과 생산성을, 삶의 끔찍하고도
의문스러운 면을 긍정한다. 그는 이런 의지의 근원적 활동과 일
체가 되고, 거기에 도취하며, 그 자신도 이런 활동을 하고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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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의 창조력은 자신의 고유한 힘을 척도로 하는 미적 세계를
창조해 낸다. 이 미적 세계는 그의 창조력을 고양시키고 삶을 상
승시키는 수단이 된다. 이런 과정이 바로 디오니소스적 예술 행
위이며, 해석적 예술 행위다. 하지만 바로 이 ‘해석적’ 성격이 예
술의 한계를 설정한다. 즉 이 예술은 디오니소스적 예술주체의
주관적 의미 세계다. 그러므로 이 작업을 통해서는 절대 미에 도
달할 수 없다. 정확히 말하면 절대 미라는 것은 없으며, 디오니소
스적 예술 활동에 의해서는 단지 주관적으로 제약된 미가 체험될
뿐이다. 하지만 예술이 바로 이런 것이기에 디오니소스적 예술
주체의 자연성과 삶을 고양시킬 수 있는 것이다. 디오니소스적
예술 활동은 오로지 주관적 미의 세계만을 구성할 수밖에 없으
며, 디오니소스적 예술 주체는 이런 사실을 인정한다. 즉 자기 한
계를 인정한다. 이것은 비극적 통찰이다. 그래서 니체는 디오니소
스적 예술을 ‘비극적 예술’이라고, 디오니소스적 예술 주체를 ‘비
극적 예술가’라고 부른다. 하지만 니체는 이런 비극적 예술상황에
대해 전혀 유감이 없다. 비극적 예술 상황의 긍정적 효과 때문이
다. 즉 자기 한계에 대한 비극적 통찰은 자신의 예술 활동의 해석
적 성격을 긍정하게 하기 때문이다. 자신이 창조해 낸 미적 세계
의 자신을 위한 유의미함과 필연성을 긍정하게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극적 예술가는 삶의 영원한 파괴와 창조의 필연성, 해
석적 존재로서의 자기 한계, 자신이 구성해 낸 미적 세계의 필연
성과 유의미성을 긍정하는 존재다. 이런 예술가는 염세적이지 않
다. 이런 예술가의 파토스는 긍정의 파토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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