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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이 책에서 나는 현대 일본의 일본주의와 자유주의를 여러 시각
으로부터,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유물론의 관점으로부터, 검토하
려 시도하였다. 이 책에 『일본이데올로기론(日本イデオロギー
論)』이라는 제목을 붙인 것은, 스스로 진리라 주장하며 사회 곤
란을 해결할 수 있다고 자칭하던 독일의 여러 사상을 마르크스
가 비판할 때, 이를 『독일이데올로기(ドイツ・イデオロギー)』라
고 불렀던 것을 본뜬 것인데, 이것만 들어도 내가 이 책에서 말
하려는 것이 무엇인지 한눈에 알아챌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물론 나는 스스로의 능력이 부족함을 충분히 알고 있으며, 감히 
마르크스의 글 제목을 참칭할 뜻은 없다.

(「현대 일본의 사상 상의 제 문제(現代日本の思想上の諸問題)」와 
「자유주의 철학과 유물론(自由主義哲学と唯物論)」의 두 장은 새
로 쓴 것이다. 다른 논문은 『유물론연구(唯物論研究)』, 『역사과
학(歴史科学)』, 『사회평론(社会評論)』, 『진보(進歩)』, 『독서(読
書)』, 『지식(知識)』이나 『개조(改造)』, 『경제왕래(経済往来)』, 『행
동(行動)』, 『문예(文芸)』에 일단 실렸던 것이지만, 이를 정리하여 
일관된 질서를 부여한 것이다.)

그리고 내가 마음속으로 상정하고 있는 사고 상의 복선에 대해 
주의를 기울일 독자가 혹시 있다면, 이하의 글들을 참조하기 바
란다. 특히 두 번째 이하가 직접적으로 쓸모가 있으리라고 생각
한다.
1. 과학방법론(科学方法論) (1925) (이와나미쇼텐(岩波書店))
2. 이데올로기의 논리학(イデオロギーの論理学) (1930) (뎃토쇼인

(鉄塔書院))
3. 이데올로기 개론(イデオロギー概論) (1932) (리소샤(理想社) 

출판부)
4. 기술의 철학(技術の哲学) (1933) (지초샤(時潮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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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현대철학강화(現代哲学講話) (1934) (하쿠요샤(白揚社))
 (『현대를 위한 철학(現代のための哲学)』―오하타쇼텐(大畑書店)
―의 개정판)

이상

1935·6·30
도쿄
도사카 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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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보판 서문

재판에 맞추어 부록으로 세 개의 문장을 덧붙이기로 했다. 시국
의 진전에 따라 필요하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참고
로, 초판 서문에 꼽은 것 외에 『사상으로서의 문학(思想としての
文学)』 (1936·미카사쇼보(三笠書房))과 『과학론(科学論)』 (1935·
유물론전서(唯物論全書)·미카사쇼보(三笠書房))의 졸저 두 권을 
추가한다.

1936·5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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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보판 중판 서문

증보판도 수차례 새로이 판을 찍었다. 이제 와서 딱히 덧붙일 말
은 없으나, 다만 증보판 서문을 쓴 후 이 책과 관련된 나의 저작 
네 권이 출판되었다는 것을 독자에게 보고해 두고자 한다.
권말의 저서표[거기에는 『도덕론(道徳論)』 (1936·유물론전서(唯物
論全書)·미카사쇼보(三笠書房)), 『사상과 풍속(思想と風俗)』 
(1936·미카사쇼보(三笠書房)), 『현대일본의 사상 대립(現代日本の
思想対立)』 (1936·곤니치노몬다이샤(今日の問題社)), 『현대유물론
강화(現代唯物論講話)』 (1936·하쿠요샤(白揚社)) 네 권의 저서가 
추가되어 있다]를 참조하기 바란다.

1937·1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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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1. 현대 일본의 사상 상의 제 문제
―일본주의·자유주의·유물론

현대 일본에는 온갖 사상들이 난무하고 있다. 일본, 동양, 구미
의, 과거로부터 현재까지의 이러저러한 인물에 기초한 사상을 나
열한다면 끝이 없을 것이다. 예를 들면 니노미야 다카노리(二宮
尊徳)2), 야마가 소코(山鹿素行)3), 다른 예를 들면 공자, 또 다른 
예를 들면 니체, 도스토예프스키, 다시 또 다른 예를 들면 하이
데거, 야스퍼스 등. 이렇게 예를 들어보면 이른바 「사상」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의미하게 나열될 수 있는지 놀라울 지경이다. 그
러나 이들 이러저러한 사상은 그 어느 것도 실은 개개의 「견해」
라고 하는 것에 불과할 뿐이요, 아직 그것만으로는 사회에 있어
서 일관된 흐름으로 뿌리를 내린 「사상」이라고는 할 수 없다. ―
사상이란 이러저러한 사상가의 두뇌 속에만 놓여있는 단순한 관
념이 아니다. 그것이 하나의 사회적 세력으로서 사회적, 객관적 
존재를 가지고, 그리고 사회의 실제문제 해결에 참여하려 할 때
에야 비로소 사상으로서 성립되는 것이다.
그런 의미의 사상으로서 현대 일본에서 우선 열거할 수 있는 것
은 자유주의̇ ̇ ̇ ̇ 이다. 혹자는 자유주의가 최근 들어 몰락했다고 말한
다. 그러나 그렇다면 도대체 최근에 몰락할 만큼 자유주의가 그 
전성기에 도달한 적이 있었는지 반문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적어도 최근 자유주의는 일반인의 의식 속에서 조금도 적극적으
로 고양된 적이 없었다. 대전 이후, 자유주의 사상이 세력을 얻
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는 요시노 사쿠조(吉野作造)씨4) 등의 
데모크라시 운동 정도이고, 그나마 그것도 마르크스주의의 태두 
이전에는 완전히 쇠퇴해 버린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 이후 
의식적으로 자유주의 사상이 고양된 사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없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주의가 메이지(明治) 이래 
사회상식̇ ̇ ̇ ̇ 의 기조를 구성해 왔다는 또 다른 하나의 사실을 잊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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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안 될 것이다.
말할 것도 없이 일본의 민주주의는 결코 완전한 부르주아 데모
크라시의 형태와 실질(実質)을 갖춘 것이 아니었다. 일본의 민주
주의는 봉건성으로부터 유래된 관료적·군벌적 세력과의 혼효(混
淆)·타협 때문에 극단적으로 왜곡된 민주주의였다. 그러나 이 역
시 나름대로 하나의 민주주의를 그 기조로 하였기 때문에 비로
소 민주주의의 왜곡이 가능했다는 점이 중요하다. 일본의 자유주
의 의식은, 그것이 아직 철저하지 못한 형태를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사회상식의 기조를 이루며 오늘날에 이르고 있
다. 그러나 그것이 너무나도 상식화되었기 때문에, 또 그것이 결
단코 상식 이상의 단계로는 빠져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특별히 
「자유주의」라고 의식적으로 자각되고 강조되는 경우가 극히 예
외적이고 우연한 것으로 나타날 뿐이다. 일본주의가 대두하면서 
바로 그 제1의 주적으로 삼아야만 했던 것은 바로 이렇게 보급
된 사회상식으로서의 자유주의 사상이었던 것이지, 이때까지 자
유주의 사상이 특별히 의식적으로 전성기에 도달했었기 때문은 
아니다. 어쨌든 자유주의는 무의식적으로라도 근대 일본 사상의 
숨겨진 기조를 이루고 있다.
자유주의 사상과 자유주의 의식은, 그 본래의 연원(淵源)을 이른
바 경제적 자유주의̇ ̇ ̇ ̇ ̇ ̇ ̇  내에 가짐에도 불구하고, 그 사상으로서의 
직접적 원천을 정치적 데모크라시̇ ̇ ̇ ̇ ̇ ̇ ̇ ̇  속에 가지고 있다. 그러나 자
유주의 사상은 결코 데모크라시라고 하는 유일한 관념내용으로
만 시종일관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그것은 훨씬 더 광범위한 관
념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 사실로부터 여러 가지 다양한 내
용이 자유주의 사상에 도입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실은, 이 자유주의가 참으로 독립된 하나의 사상으로 성립하는지 
아닌지가 애당초 의심스럽다. 말하자면, 일정한 발전 및 전개의 
메커니즘을 가지고, 자기 자신과 그 자신에 대립하는 것을 선별
함으로써 스스로를 수미일관(首尾一貫)하게 만들어 가는, 살아있
는 이론 조직을 도대체 자유주의가 독자적으로 가지는지 아닌지
가 바로 의심스럽다는 것이다. 그러나 설령 그러한 자유주의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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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체계̇ ̇ ̇ 가 성립한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자유주의」 철학은 필연
적으로 자유주의 사상 전반의 충실한 조직이라고는 말할 수 없
게 된다. 왜냐하면, 자유주의적 사상에는 여러 가지 관념내용이 
도입될 수 있으므로, 설사 그 관념내용을 이론적인 철학체계로 
조직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그 체계가 「자유주의」라는 명칭
에 의연히 적합한 것이 될 것이라고 보증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그만큼 자유주의 사상의 관념내용은 잡다하고 자유롭다.
자유주의 사상에 속하는 내용에는 사회적, 정치적 관념으로부터̇ ̇ ̇ ̇

의̇ 자유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여기서는 순전히 
문화적 자유̇ ̇ ̇ ̇ ̇ 만이 문제가 된다. 이는 오늘날 많은 자유주의자들의 
자유 관념 속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인데, 한 예로 그 문화적 자유
의 관념이 종교적 의식에까지 고양되고 심화되는 현상을 주목하
지 않으면 안 된다. 기독교적(주로 프로테스탄트적) 신학이나 불
교적 철학을 통해서 자유주의자의 철학이 종교의식으로 이행하
는 것을 독자는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 교양 
있는 인텔리겐치아가 종교 관념에 도달하는 길은 주로 이러한 
통로를 통하게 되며, 이러한 종류의 종교의식은 이 단계에 머무
르는 한(이 단계로부터 더 나아가면 이야기가 달라지지만) 자유
주의 의식의 특별한 하나의 산물인 것이다.
이 종교적 자유는 말할 것도 없이 정치적 자유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한다. 현실로부터의 도피를 의미하고 있다. 여기에 실은 종
교의 제일의적(第一義的) 진리와 가장 중요한 용도가 놓여 있음
은 이미 잘 알려진 바이다. 사회의 현실적 모순을 더 이상 자유
주의 사상의 메커니즘으로 해결할 수 없게 된 오늘날의 경우, 그 
퇴로 중 하나가(단 유일한 퇴로는 아니지만) 바로 이것으로, 모
순의 현실적̇ ̇ ̇  해결 대신에 모순의 관념적̇ ̇ ̇  해결 또는 모순의 관념
적 무시·해소가 그 퇴로가 되는 것이다. 현대는, 원래부터 국가
적 또는 사회적으로 인정된 「기성종교」나 비교적 교육 수준이 
낮은 대중에 기생하는 이른바 사이비 종교 외에, 인텔리겐치아를 
표적으로 삼는 다소 철학적인 신흥종교기업의 시대라고 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러한 기업들의 수지타산은 자유주의에 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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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를 둔 인텔리겐치아의 동요가 없다면 결코 성립될 수 없다.
한편 이러한 이른바 종교적인 자유주의는 단 한 순간에 변모하
여 이른바 종교적인̇ ̇ ̇ ̇  [절대주의̇ ̇ ̇ ̇ ]로 전환된다. 자유주의는 종교의
식을 매개함으로써 간단히 일종의 [절대주의]로, 그것도 일종의 
정치적 [절대주의]로 이행할 수 있다. 종교는 이제 정치적 [절대
주의에 협력]하기 시작한다. 예를 들면 불교는 일본정신의 일부
를 드러내는 것으로 해석되기 시작한다. 가톨릭주의마저도 교황
의 종교적 권위와 일본의 [절대군주를 조화]시키자고 주장하기 
시작한다. 일본의 [절대군주]가 일종의 종교적 [대상]을 의미한다
는 점 따위는 더 이상 조금도 문제가 안 되는 것처럼. ―자유주
의의 울타리를 단 한 발자국이라도 넘은 종교의식은 이윽고 일̇
본주의̇ ̇ ̇ 의 울타리 안에 속하게 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종교적 사상이 종교부흥을 통해 최근 일본을 지배하기 시작했다
고들 한다. 이것이 진정한 「종교」적 진리운동을 의미하는지에 대
한 논란은 일단 차치하고, 그러한 특별한 종교사상이 오늘날 현
저한 현상이라는 것은 의심할 수 없다. 하지만 이는 결코 종교적 
사상이 독자적인 사상 분야를 구성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종교의식은, 그것이 자유주의 사상에 기반하는 것이 아
니라면, 일본주의 사상에 귀착되기 때문이다. ―사상은 사회인의 
정치적 활동과 일정한 연관을 가짐으로써 비로소 사상의 자격을 
얻는다. 만약 진정 단순한 종교로서의 종교라는 것이 있다면, 그
것은 어떠한 사상일 수 없으며 완전히 개인적인 것에 불과할 것
이다. 물론 현실에서는 단순한 종교로서의 종교 따위는 결단코 
존재하지 않는다.

자유주의 사상이 하나의 독자적인 논리를 획득하여 철학체계로 
조직될 때, 이를 넓게는 자유주의 철학̇ ̇ ̇ ̇ ̇ ̇ 이라고 부를 수 있겠으나
(물론 애초에 그 대부분이 그러한 명명법에 적합하지 않다는 점
은 이미 알고 있다), 이 철학체계의 근본적 특색은, 정도의 차이
는 있으나 그 방법이 세련된 「해석의 철학」이라는 점에 있다. 사
물의 현실적 질서̇ ̇ ̇ ̇ ̇ 에 대해서 해명하는 대신, 그것에 대응하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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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의 질서̇ ̇ ̇ ̇ 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이 철학법의 공통된 특
기인 것이다. 예를 들자면, 현실의 세계에서 이 우주는 물리적 
시간의 질서에 따라 현재 순간에까지 이른 것이다. 즉, 흔히 말
하듯, 의식의 소유자인 인간이(다른 생물조차도) 존재하지 않았
을 때에도 이미 지구가 존재했다는 것은 지질학과 천문학이 증
명하고 있다. 그러나 자유주의적 논리에 입각한 해석의 철학은 
우주의 이러한 현실적 질서(물리적 시간)를 문제로 삼지 않는다. 
그 대신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를, 인간의 심리적 시간의 질서 속
에서 문제로 삼는다든지, 또는 초인간적이고 초우주적인, 따라서 
또한 초시간적인 질서(그러한 질서는 의미의 세계에서 밖에 있을 
수 없다) 속에서 문제로 삼을 뿐이다. 마치 현실의 세계에 대해 
말하는 것처럼 포장은 하지만, 그것이 실제로 들려주는 말은 결
국 단순한 해석일 뿐이다.
관념론이 가장 근대적이며 자유주의적인 형태를 획득하여 만들
어지는 것이 바로 이렇듯 정교하게 짜인 해석철학이다. 노골적 
관념론이라는 해골이 이 자유주의로 위장(偽装)함으로써 온화하
고 리버럴한 살점을 얻게 된다. 그러나 이로써 결국 자유주의는 
관념론이 근대문화화한 껍데기라는 점이 증명되고 만다.
이 해석철학이라는 철학의 메커니즘은 굉장히 넓은(차라리 철학
적 관념론 전반에 걸친) 적용 범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것
이 결코 자유주의 철학만의 모태가 아니라는 점은 이후 살펴보
게 될 터인데, 어쨌든 이로부터 도출되는 가장 자유주의 철학다
운 결론 중 하나는 문학적 자유주의̇ ̇ ̇ ̇ ̇ ̇ ̇  내지 문학주의̇ ̇ ̇ ̇ 라는 논리이
다. 이는 해석철학이라는 방법의 특수한 일례이며, 이 해석방법
을 문화적으로 그럴듯하게 또 진보적으로 원활하게까지 보이도
록 만드는 메커니즘일 뿐이다. 현실에 대한 판타스틱한 표상에 
불과한 문학적 표현 및 이미지를 이용하여, 이 문학적 표현 및 
이미지를 그대로 철학적이고 논리적인 개념으로까지 날조해내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현실의 질서에 기반을 둔 현실적 범주조직
(=논리) 대신에, 이미지와 이미지를 잇는 데에 적합한 해석용 범
주조직(=논리)을 얻어내는 데에 딱 들어맞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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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실제 문제로서, 이 문학주의는 문학적 자유주의자인 현재의 
다수의 일본 인텔리겐치아의 사회의식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마
음에 쏙 드는 앳홈{at home}한 로직{logic}이다. 때문에 현재 인
텔리겐치아가 스스로 인텔리겐치아를 논할 때에 무의식적으로 
채용하는 입장은 바로 이 문학적 자유주의 내지 문학주의일 수
밖에 없다. 사실 현재 인텔리겐치아론̇ ̇ ̇ ̇ ̇ ̇ ̇ 은 주로 넓은 의미에서의 
문학자들의 일신상 문제로 제기되기 때문에, 그로부터 이러한 종
류의 인텔리겐치아론이 인텔리지상주의에 귀착하지 않을지 의심
되는 점도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최소한 이것이 문학주의라는 
일종의 자유주의 철학에 입각하고 있는 것이 요즈음 특징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인텔리겐치아 문제는 원래 인텔리젠스
{inteligence} 문제에 집중된다. 인텔리젠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에 자유주의 철학은 더 이상 쓸모가 없다. 다시 말해서, 인텔리
젠스 문제에 대해서 자유주의적으로 과학적 해결을 추구한다는 
것 자체가 도대체 뭔가 의미가 있는 말일까. ―여기서 눈치 챌 
수 있지만, 자유주의 철학을 철저한 과학적 이론체계로 정립한다
는 말은 이미 무언가 착오를 범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다.
자유주의 철학의 최고로 프라퍼{proper}한 예는 자유 그 자체의 
관념적 해석에 입각한 이론체계이다. 여기서는 경제적·정치적·윤
리적 자유가, 그 자체만으로 문제시되기 때문에, 결국 자유 그 
자체가 되고, 따라서 또 자유일반̇ ̇ 이 되며, 따라서 철학은 자유의 
일반적̇ ̇ ̇  이론이 되어야 한다. 이로부터 귀결되는 것은 결국 자유
일반에 관한 형식주의적̇ ̇ ̇ ̇ ̇  이론일 수밖에 없다. ―형식주의는 해석
철학의 필연적인 귀결 중 하나이며, 원래 형식주의와 해석철학이
란 형이상학=관념론적 논리의 두 가지 현저한 특색이라고 인정
되고 있다.

그런데, 자유주의가 종교적 의식을 낳음으로써 급기야 [절대주
의]로서의 일본주의에 통하게 된다는 것은 이미 앞에서 살펴본 
바이나, 이번에는 이 현상과 마찬가지로 자유주의의 해석철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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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방법이 일본주의를 낳는 과정을 살펴보자. 이것을 보면, 일
본주의 철학이 실은 어떠한 의미에서는 자유주의 철학의 산물이
자, 적어도 일본주의 철학 탄생의 여지를 부여한 것이 바로 자유
주의 철학의 관대한 방법이었다는 것을 눈치 채게 될 것이다.
이미 자유주의 철학의 방법상 특징인 해석철학이 자유주의에 고
유한 문학주의를 낳는 과정을 살펴보았으나, 이번에는 이와 마찬
가지로 해석철학이 문헌학주의̇ ̇ ̇ ̇ ̇ 를 낳는다. 문학주의가 현실에 기
초한 철학적 범주 대신에 문학적 이미지에 기초하여 문학적 범
주를 채용하는 해석방법이라고 한다면, 문헌학주의는 현실의 사
물 대신에 문서 내지 문헌의 어원학적 내지 문의적(文義的) 해석
에만 입각한다. 가장 극단적인 경우에는 국어로부터 이러저러한 
낱말5)을 멋대로 뽑아내어 그것을 철학적 개념으로까지 정립해낸
다. 문학주의는 표상을 개념으로 정립시켰으나, 문헌학주의는 낱
말을 개념으로 정립시킨다. 물론 그것뿐이라면 누구나 이러한 
「철학방법」(?)의 극단적인 천박함을 눈치 챌 것이나, 그러나 이
러한 방법을 고전적̇ ̇ ̇ 인 문헌에 적용하면 그 시대의 현실에 대해
서 사람들이 충분한 역사과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는 한, 상
당한 수준의 신뢰를 끌어낼 수도 있다. 이러한 고전에 대한 문헌
학주의적 「해석」(또는 차라리 억지)에 의해, 역사̇ ̇ 에 대한 문헌학
주의적인 「해석」을 끌어내는 것도 가능하다. 오늘날의 일본주의
자들에 의한 「국사(国史)에 대한 인식」은 거의 모두 이런 식의 
방법에 기초하고 있다.
그리고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고전의 문헌학주의적 해석을 
통해 현재의 현실문제̇ ̇ ̇ ̇ 의 실제적 해결을 대체하려는 의도이다. 불
경의 독해를 통해서 현재의 노동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식의 
시도가 바로 이러한 것이다. 고전이 성립된 시대에만 통용될 수 
있는 범주를 가져 와서 그것을 현대에 적용하게 되면, 현재의 실
제적 현실계가 가지고 있는 현실은 어디론가 사라져 버리고, 그 
대신에 고전적으로 해석된 의미의 세계가 전개된다. 현실의 질서 
대신에 의미의 질서를 가져 오기 위해 아마 이보다 더 그럴듯한 
트릭은 없으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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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학주의는 본래 꼭 일본주의로 진행하여야할 필연성을 가지
는 것은 아니다. 본래 일본주의라는 것 그 자체가 무언가 일반적
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지만, 어쨌든 적어도 문헌
학주의로부터 그리스주의나 헤브라이주의로 진행할 수도 있고, 
고대중국주의(유교주의)나 고대인도주의(불교주의)로 진행할 수도 
있다. 아카데미의 철학자나 기독교신학자, 왕도주의자나 불교신
학자들은 모두 이러저러한 문헌학주의의 메커니즘을 이용해서 
현대의 사태에 대해서 궤변을 늘어놓는 것이다. 고전의 연구는 
고전의 연구일 뿐이며, 현대의 실제문제의 해결일 수 없다. 그런
데 이 고전연구를 이용해서 현재의 실제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는 듯이 보여주는 잔재주가 바로 문헌학주의이다. ―이는 현대 
자본주의 내부로부터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각종 반동주의̇ ̇ ̇ ̇ 의 국
제적 원칙을 이룬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으로 상상할 수 있듯, 문헌학주의는 용이하
게 복고주의̇ ̇ ̇ ̇ 로 진행할 수 있다. 현실의 역사가 앞으로 전개해 나
아가는 데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관념적으로 역전시킬 수 있는 
것처럼 해석하는 방법의 특수한 일례가 바로 복고주의이며, 이는 
고대적 범주̇ ̇ ̇ ̇ ̇ 의 사용을 통해 현대사회의 현실상을 왜곡해서 해석
해 보이는 수단이다. 그리고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바로 이야
말로 결과적으로 사회 발전을 충실히 반영한 것이라고 스스로 
사칭하는 경우가 보통이라는 점이다.
문헌학주의가 드디어 일본주의의 완전한 도구가 되는 것은 이것
이 국사̇ ̇ (国史̇ ̇ )에 적용될 때이다. 원래 그냥 일본주의라고 불리우
는 것에는 무수히 많은 종류가 있다. 일반적으로 무솔리니식 파
시즘이나 나치스식 파시즘, 사회파시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까
지도, 오늘날에는 일본주의와 어떤 공통의 이해(利害)관계에 있
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 단순히 일반적인 복고주의, 정신주의나 
신비주의, 또 단순한 반동주의에 불과한 것도 일본주의적 색채에 
물들어 있다. 아시아주의나 왕도주의도 실은 일종의 일본주의이
다. 그러나 프라퍼한 의미에서의 일본주의는 「국사」의 일본주의̇ ̇ ̇ ̇

적̇ 「인식」에 입각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정신주의, 일본농본(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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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주의, 또 일본아시아주의(일본은 아시아의 맹주라고 하는 주
의)에 이르기까지 모두 「국사적」 일본주의의 내용이 된다. 따라
서 결국 모든 일본주의는 도태(淘汰)되고 통일되어 [절대̇ ̇ ]주의̇ ̇ 에
까지 귀착하지 않으면 안 되고, 또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어 가고 
있다. [천황] 그 자체에 대해서는 여기서 논의할 내용이 아니지
만, 어쨌든 절대주의는 완전한 문헌학주의인 해석철학방법을 국
사에 적용시킨 것일 뿐이다. 이 주의야말로 적극적 관념론이 일
본에서 첨예화된 그 극한인 것이다. 이에 비하면 자유주의는 소
극적 관념론의 단순한 안정상태의 표현일 뿐이다.
약간의 논쟁거리가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일본주의는 일종의 
일본형 파시즘이다. 그렇게 보지 않는 한 이를 국제적 현상의 일
환으로 통일적으로 이해할 수 없으며, 또 일본주의에 어째서 이
리도 많은 유럽의 파시즘철학이 이용되고 있는가라는 특수한 사
실도 설명할 수 없게 된다. 이러저러한 뉘앙스를 가진 전체주의
적 사회이론(게마인샤프트, 전체국가 등)은 일본주의자가 애용하
는 파시즘철학의 메커니즘이다. 그러나 일본주의는 이러한 외래
사상의 메커니즘만 가지고는 결코 앞뒤가 맞는 합리화를 획득할 
수 없을 것이다.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것은 스스로 처음부터 
일본주의적인 「인식」(?)인 국사뿐이다(결론을 미리 가정해 두는 
것이야말로 가장 편리한 논법이다). 그런데 이를 위해 필요한 철
학방법은, 유럽적 전체주의 범주론이나 또 다른 어떤 것이 아니
라, 바로 앞에서 설명한 문헌학주의였던 것이다. ―그러나 실은 
이 문헌학주의 그 자체가 결코 일본에만 고유한 것이 아니며, 차
라리 최근 독일의 대표적 철학은 노골적인 문헌학주의라고 할 
수 있는데(M. 하이데거처럼), 따라서 일본주의에서 일본주의 고
유의 것으로 남는 것은 결국 일본주의적 국사̇ ̇ 뿐이며, 이는 애당
초 철학̇ ̇ 이라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예를 들어, 자유주의 내지 자유주의 철학을 통해서 국사를 검토
한다는 말은 거의 의미가 없다. 일본주의적 역사관에 대립하는 
것은, 유물론̇ ̇ ̇ 에 의한, 즉 유물사관에 의한, 과학적 연구와 기술
(記述) 밖에 없다. 따라서 이 점으로부터 알 수 있듯이, 일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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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진정으로 대립하는 것은 자유주의가 아니라 바로 유물론인 
것이다. 그 증거로 일본주의의 거의 유일한 「과학적」(?) 방법인 
문헌학주의의 여지를 제공한 것이 바로 다름 아닌 자유주의 해
석철학이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때문에 자유주의 철학 내지 사
상이라는 것은 그대로 쉽게 일본주의 철학으로 이행할 수 있다. 
일본주의 철학은 소위 우익반동단체적 철학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며, 가장 리버럴한 외모를 가진 모던 철학이더라도 그것이 
바로 모던하고 자유주의적이기 때문에 급기야 전형적인 일본주
의 철학이 될 수 있다. 와쓰지 데쓰로(和辻哲郎) 교수6)의 『인간
의 학으로서의 윤리학(人間の学としての倫理学)』 같은 것이 바로 
가장 좋은 예인데, 원래 「인간의 학」 내지 인간학이라는 것은 오
늘날 (상당히 악질적인) 자유주의 철학의 대표이며, 앞서 언급한 
문학주의의 한 체계에 속하는 것이지만, 이것이 동시에 참으로 
노골적인 일본주의의 대표로까지 전환될 수 있는 것이다. ―바로 
여기에 자유주의적 철학과 일본주의적 철학의 본질적 유사관계
가 놓여있다.
다카하시 사토미(高橋里美) 교수7)의 전체̇ ̇ 주의의 윤리는 그 자체
만 볼 때에는 완전히 자유주의 철학체계로 분류되어야만 하겠지
만, 그러나 이 전체라는 범주가 나치스식 사회이론의 불가결한 
기초개념을 이룬다는 점은 다시 말할 필요도 없으리라. 니시다 
기타로(西田幾多郎) 박사8)의 「무(無)」의 논리 역시, 겉으로 보이
듯 종교적이고 신비적인 경지라고만 취급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객관적 운명으로부터 판단하자면, 앞서 언
급한 인텔리 취향의 종교의식에 대응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종교의식이 약간이라도 사회적 적극성을 띠
게 되면 곧바로 일본주의가 되는 현실적 조건에 대해서는 이미 
서술한 바이다. ―자유주의는 그 자유주의다움에서 기인하는 논
리상의 당파적 절조(節操) 결여 때문에 스스로가 일본주의로 넘
어가는 것에 맞설 어떠한 논리적 저항력도 지니지 못하는 것처
럼 보인다. 자유주의자 내지 자유주의적 철학자가 일본주의로 넘
어가지 않는 것은 논리적인 근거 때문이 아니라 거의 순전히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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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적 또는 성격적인 근거 덕일 뿐이다. 다른 한편 그들이 유물론
으로 넘어갈 수 없는 것은 단순히 정서적 또는 성격적인 근거 
때문일 뿐 아니라 논리적인 근거 때문이기도 하다.
자유주의가 일본주의보다는 차라리 유물론에 가깝다는 정치적 
판단이 통념상 내려져 있다. 그러나 자유주의가 자유주의 철학의 
체계에 연관되어 있는 한, 이는 원칙적으로 유물론의 반대물이
며, 차라리 일본주의로 가는 사전 준비물일 뿐이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자유주의가 유물론의 동반자 역할을 분담하는 것이 가능
하다고 한다면, 그것은 오로지 자유주의가 자유주의로서의 입장
만을 고집하지 않고 거꾸로 그 반대 입장에까지 스스로의 입장
을 철저하게 만드는 자유̇ ̇ 로운 입장을 지니게 될 때뿐이다. 자유
주의가 일본주의로 이행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자유주의의 입장
을 고집하더라도 가능하다. 그러나 자유주의가 유물론으로 이행
하기 위해서는, 자유주의는 참으로̇ ̇ ̇  자유주의로서, 아니, 급기야 
자유주의가 아닌̇ ̇  것으로까지 스스로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자유주의는 결코 보통 생각되듯이 
일본주의와 유물론 사이의 공평한 중간지대일 수 없다.

앞에서 나는 자유주의가 근대 일본의 숨겨진 사회상식이라고 말
했다. 이는 일본이 불완전하기는 하지만 나름 고도로 발전된 자
본주의국이기 때문에 당연히 얻어지는 결론이다. 오늘날의 자유
주의 즉 부르주아 리버럴리즘은 말할 것도 없이 자본주의에 기
반을 둔 이데올로기이지만, 이는 또한 자본주의 사회의 근본상식
이 아니면 안 되는 것이다. 따라서 자유주의는, 그것이 발달된 
자본주의의 사회적 소산을 현재의 소여(所与)로 가정하는 한, 최
소한 그러한 소여를 무시하는 여타 사상에 비해서는 진보적̇ ̇ ̇ 이라
고 할 수 있다. 중세적 봉건제를 스스로의 사상사의 지반으로 가
지는 각종 복고사상의 반동성과 비교한다면, 어쨌든 그렇다. 어
떤 가톨릭학자는 도대체 왜 자유주의가 일단 오늘날의 사회상식
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지만, 이 상식의 옳고 그름에 대한 논
란은 일단 차치하더라도, 자유주의 내지 프로테스탄티즘이 중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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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가톨리시즘 등에 비해서 부르주아의 상식에 더 잘 일치한
다는 것을 여기서 다시 논증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일본주의(이것이 오늘날 하나의 복고사상이자 반동사상이
라는 점에 주의를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는 이 자유주의적 부르
주아 사회상식에 비추어 볼 때, 지극히 비상식̇ ̇ ̇ 적인 특색을 가지
고 있다. 이 비상식스러움은 자유주의자들이 일본주의적 우익 반
동사상을 정서적 또는 취미 상으로 반발하도록 만드는 데에 충
분한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이런 비상식적 
일본주의 사조가 오늘날 일본의 그다지 교양 없는 대중의 일부 
계층을 움직이고 있다는 현실을 부인할 수 없다. 그렇게 본다면 
이 또한 하나의 상식̇ ̇ 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 보인다. 사회에서 대̇
중̇이나 그 여론̇ ̇ (?)이라는 것이 어디에 있는가에 대한 문제에도 
이는 직접 연관된다. ―따라서 상식이라는 것이 가지는 이러한 
난점을 해결하지 못하면, 오늘날 일본주의에 대한 비판은 충분히 
유효할 수 없다.
실제로 일본주의는 스스로가 가지는 이 일종의 상식성(?)을 이미 
자각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제는 도리어 이를 강조하려는 방침
을 내세우는 듯하다. 일본주의는 대중을 계몽(!)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까지 외치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대중을 상대로 하는 
계몽이라는 것은 오늘날 고상한 리버랄렌{Liberalen}들이 그리 
탐탁히 여기지 않는 일이다. 대부분의 해석철학자나 문학주의자 
나리들께서는 온통 의미의 형이상학 건설이나 자기의식(자의식―
자기반성)의 연마를 수행하느라 바쁘신 탓에 사회나 대중 같은 
것은 한 잔의 홍차 값만도 못하다고 생각하신다. 이야말로 바로, 
자유주의자들이 일본주의적 계몽 운동(?)에 얼마나 유력한 원조
를 제공하고 있는지 명백히 드러내는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자유주의자들의 일본주의적 계몽 운동에 대한 원조는, 말
하자면 일본주의의 전초전이라고 할 수 있을 문화파시즘인 문화
통제운동에 있어서는, 일본주의자 측으로부터 도리어 감사의 손
길을 받는 상황이다. 오늘날 많은 자유주의자들이 최근 각종 문
화통제운동에 대해 거의 어떠한 본질적인 반발조차 느끼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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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이야말로 그들의 관계가 실은 원조와 그에 대한 감사라
는 공범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일본주의와 자유주의에 대립하는 제3의 사상은 말할 것도 없이 
유물론̇ ̇ ̇ 이다. 일본주의와 자유주의 각각에 대해서 또 그 상호 관
계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비판할 수 있는 것은 일본주의나 자유
주의일 수 없으며 참으로 유물론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점에 주
목할 때, 유물론의 사상̇ ̇ 으로서의 우월성은 자연히 간접적으로 증
명된다. ―여기에서 사상이라는 것은, 결국 다름 아닌 실제 문제
에 대한 실질적 해결을 위해서, 그 논리를 수미일관하게 전개하
는 포괄적이고도 통일적인 관념의 메커니즘이라고 할 것이다.
나는 이상과 같은 관점에서 일본주의와 자유주의에 대한 약간의 
비판 또는 적어도 그러한 비판의 원칙을 지적하려 시도하였다. 
내 생각에, 현재 유물론에게 주어진 사명의 대략 반 정도는 바로 
여기에 놓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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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일본주의의 비판과 그 원칙

2. 「문헌학」적 철학의 비판
―1. 문헌학의 철학으로의 발달
―2. 문헌학주의에 대한 비판의 제 원칙

우선 문제의 의미를 설명하도록 한다.
현대에 있어서 유물론의 하나의 과제는 세계와 정신(문화)에 대
한 과학적 비판이다. 여기에서 하나̇ ̇ 의 과제라고 말한 이유는 이
것이 현대 유물론의 과제 전체는 아니라는 것이며, 또 여기에서 
비판̇ ̇ 이라는 것은 비판될 대상의 현실적 극복에 대응하는 이론적 
극복을 의미하는 것이다. 사물은 결코 이론적 극복만으로는 현실
적으로 극복되지 않는다는 점은 명백하지만, 역으로 이론적 극복 
없이 실제적 극복을 완성하는 것 또한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 
보통 이른바 비판이라는 것을 실증̇ ̇ 에 대립시켜서 소극적인 노력
으로 밖에 보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실증주의의 안이한 인
식으로부터 기인하는 것이다. 말할 것도 없이, 역량도 없는 주제
에 눈만 높은 방관자의 비판 취미나 그로부터 기인하는 소위 비
판주의 같은 것은 우리가 여기에서 필요로 하는 비판과 아무 관
계가 없다.
이 비판이 과학적̇ ̇ ̇  비판이라는 의미는 통일적이고 가장 광범위한 
과학적 범주(다시 말하면 철학적 범주)를 통해 사물을 분석하는 
비판이라는 뜻이다. 통일적이고 포괄적인 과학적 제 범주·철학적 
제 범주의 조직은 물론 엄밀히 말해서 단 하나 밖에 있을 수 없
다. 하나 밖에 없다는 것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것의 하나의 특
징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유일성을 가진 철학적 범주조직을 우리
는 오늘날 유물론(내지 좀 더 설명한다면 변증법적 유물론)이라
고 부른다. 유물론은 이렇게 유일한 과학적 논리̇ ̇ 인 것이다. ―이 
논리가 사용하는 여러 근본개념은 실제로 어떠한 외모를 가진 
구체적 표상이라도 그 외피로 덮어 쓸 수 있다. 사실상 우리는 
표상을 아날로지나 유머, 판타지, 서제스쳔{suggestion}에 엮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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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문학적으로 이용할 수밖에 없으며, 그렇지 않으면 도대체 
실제적 문장이나 사상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차라리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떠도는 문학적 표
상과 일상적 관념의 열쇠가 되는 것은 바로 유물론의 범주와 범
주조직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유물론에 의한 이러한 과학적 비판의 일반적인 기본적 
방법은 이미 널리 알려진 것이지만, 문제는 이 일반적 방법을 현
재의 여러 사정에 맞추어 쓸모가 있도록 구체화하는 것이다. 즉, 
과학적 비판에 있어서 현재에 필요한 여러 근본명제̇ ̇ ̇ ̇ =제 원칙을 
이 일반방법으로부터 도출하여 새롭게 개선해서 다시 끼워 넣는 
것이다. ―내 당면의 과제는 특히 최근의 철학적 관념론과 그것
의 다양한 사회적·문화적 적용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과학적 비판
을 행하는 데에 실질적으로 유용한 제 원칙을 추구하는 것이었
다. 이러한 인식에 따라 나는 이제껏 한편으로는 저널리즘, 일상
성, 상식 등을 문제로 다루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해석철학 내
지 그 한 종류인 문학주의에 대해서 어떻게 공격해 들어갈 것인
가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테마로 다루어 왔다(3, 4, 11, 14장 등
을 볼 것). 물론 이 두 계통의 문제는 사실 같은 뿌리를 가진다. 
그리고 아직 다루지 못한 테마 역시 많이 남아있다.
문헌학̇ ̇ ̇ (필로로기)은 문학주의의 문제 등과 함께 해석철학̇ ̇ ̇ ̇ (세계를 
순전히 해석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철학) 문제의 특수한 한 경우
로 제출된다. 즉 문헌학주의̇ ̇ ̇ ̇ ̇ 가 바로 여기서 문제가 된다. 어떤 
이는 문헌학(Philologie)을 문학이라고 부를 것을 제안하며 소위 
문학을 문예라고 불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제안은 나
름대로의 이유를 가지고 있다. 적어도 이를 보아 알 수 있듯이 
문헌학주의의 문제가 문학주의̇ ̇ ̇ ̇ 의 문제와 매우 가까운 관계에 있
다는 점을 우선 기억해두는 것이 편리할 것이다(문학주의에 대해
서는 11장 「위장된 근대적 관념론(偽装した近代的観念論)」을 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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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hilologie(문헌학)는 보통 통속적으로 언어학̇ ̇ ̇ 이라고도 번역되는 
낱말이다. 그러나 언어학이 모두 필로로기는 아니라는 점에 주의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예를 들어, 소쉬르9)(Fer. de Saussure, 
Cours de Linguistique Générale)에 따르면, 언어의 연구는 우
선 그리스에서 문법학으로 시작되었고, 그것이 주로 F. A. 볼
프10) 학파(18세기 후반)에 의해 처음으로 소위 필로로기̇ ̇ ̇ ̇ 라고 불
리게 된 것일 뿐이다. 게다가 이 필로로기는 주로 고전어와 고전
어의 해석법에 한정되어 아직 살아있는 언어의 연구는 아니었으
며, 진정한 언어학은 이 볼프적 「필로로기」를 넘어 비교문법학에
까지 발달하여(F. Bopp11)), 이윽고 본래적 의미의 과학적 언어
학(이는 더 이상 필로로기가 아니라 Linguistique라고 불린다)의 
단계에 돌입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필로로기는 언어학과 
일치하는 것이 아니며, 실은 언어학이 그 곁에서 접하거나 지나
쳐 교차하는 하나의 지대를 의미할 뿐이다. 필로로기(문헌학)는 
나름대로 이후 언어학과는 비교적 별개의 코스를 걸으며 전개하
고 있는 듯 보인다. 즉 예의 볼프적 「필로로기」는 단순히 언어학
과 문헌학이 교차했던 한 지점일 뿐이며, 바로 이것이 필로로기
를 특히 문헌학, 또는 차라리 「문학」이라고까지 번역하는 이유이
다. 볼프의 이 필로로기는 일반적인 문예이론 내지 예술이론과도 
교차하고 있다(예를 들어 보산퀘트12)의 미술사를 볼 것―B. 
Bosanquet, A History of Aesthetic, Chap. IX). 단순한 언어
학이 아닌 이유다.
우리가 문헌학의 문제를 다룰 때, 소위 언어학의 문제는 일단 등
한시해도 될 것이나(사실 언어학은 지금의 사상̇ ̇  동향에 직접적 
영향을 끼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문헌학이 언어학적인 것으로
부터 완전히 독립된 것이 아니며 반드시 어딘가에서 이와 교차
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이유가 있다. 즉, 문헌학의 문제는, 
그 이후 아무리 고전이나 역사, 또는 철학 자체의 문제로까지 성
장한다 하더라도, 말̇의 문제를 떠나서는 도저히 정립될 수 없으
며, 대략 말하자면, 말·언어와 사상·논리의 사이에 나타나는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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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이 바로 문헌학 내지 문헌학주의의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이다. 
―사실, 문헌학적 연구와 언어학적 연구가 거의 하나로 엮이는 
경우도 결코 적지 않다. 이미 앞서 말한 볼프가 그 선구적인 일
례이고, 19세기에는 W. v. 훔볼트13)가 대표적인 예일 것이다. 
그에게는 언어의 비교 연구가 고전예술의 이해나 역사기술의 문
제와 연관되는 것인데, 이는 그의 비교언어학이 동시에 문헌학적 
의의를 가지기 때문에 비로소 가능했던 것이다.
그런데 훔볼트가 보여주듯이, 문헌학과 언어학의 관계는 보통 언̇
어철학̇ ̇ ̇ 이라고 불리는 것을 통해 가장 잘 특징지어진다고 생각될 
수 있다. 그리고 언어철학은 한편으로는 철학적인 문헌학, 다른 
한편으로는 실증적인 언어학과 교차하면서, 그 자신의 고유한 발
전 코스를 걷게 된다. ―따라서 볼프적 필로로기는 언어학과 언
어철학이 문헌학에서 교차된 지점이라 해도 타당하나, 문헌학 자
체는 이 언어철학과는 상당히 독립적으로 발전한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여기서도 역시 중요한 것은 문헌학이 말̇의 문제로부터 
결코 해방될 수 없다는 점이다.
문헌학으로서의 필로로기는 고전̇ ̇ , 특히 고전적 문서̇ ̇ ̇ ̇ ̇ 의 해독을 그 
최초의 과제로 한다. 그러나 사실 이는 한편으로는 고전적인 조̇
형예술̇ ̇ ̇  등의 감상에까지, 다른 한편으로는 동시대적̇ ̇ ̇ ̇  문서 및 그 
외의 일반 문화적 표현의 이해에까지 그 과제 범위를 확장한다. 
문헌학이 그 목적을 단순히 문헌의 독해에만 한정하지 않고 즉
시 일반적 고전학이나 동시대적인 문화표현의 해석이론으로까지 
확장된다는 점이야말로 이 필로로기의 지극히 중요한 특징이며, 
바로 여기에서 문헌학이 소위 언어학이나 언어철학으로부터 결
별하는 지점이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대강 보면 마치 문헌학이 
말의 문제라는 제약으로부터 해방되어 스스로 무언가 독자적으
로 철학적̇ ̇ ̇ 인―보편적이고 현재에 있어 실제적 의미를 가지는―방
법이라도 되는 것처럼 생각되어지게 된다. 문헌학이 언어학적인 
필로로기로부터 밖으로 향해 확대되는 프로세스는 대개 이하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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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할 것도 없이, 문서를 독해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 말이나 문장
을 이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담겨 있는 사상이나 관념을 
이해̇ ̇ 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무엇이든 그리 간단히 아무런 도움 
없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여기에 이해의 도구를 제공하
는 것이 실은 말이나 문장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것 역시 
고전이라든지, 외국의 글이라든지, 또는 너무 전문적인 술어에 
기초한 것이라면 그 이해의 도구 사용법 그 자체를 다시 이해하
기 위한 도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이해의 도구·기법이 바로 해석̇ ̇

이며, 이해는 언제나 이 해석을 통해서 행해진다. 필로로기는 이
러한 말이나 문장이 담고 있는 사상에 대한 해석의 기법을 전승
하여 이를 학문으로 구축해낸 것으로, 좁은 의미에서의 「해석학」
(Interpretationswissenschaft―Hermeneutik)을 그 철학적 핵
심으로 한다. ―좁은 의미라고 한정한 이유는 이 해석학은 아직 
말(내지 문장)의 설명이라는 직접 목적을 떠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좁은 의미에서 해석학이라는 말을 쓴다면, 말
이나 문장의 문법학̇ ̇ ̇ 적 설명이 해석이라고 일컬어진다). 말의 설
명이라는 직접적 목적으로부터 아직 이탈하지 않은 이 협의의 
필로로기=해석학의 입장은 A. 베크14) 등에 의해 가장 충실히 대
표된다. (A. Boeckh, Enzyklopädie und Methodologie der 
philologischen Wissenschaften―여기서는 말의 설명̇ ̇ ̇ ̇ ―해석의 
방법이 네 가지로 구별되어 있다).

그런데 필로로기의 철학적 핵심이 해석학에 있다는 점, 이해라는 
독자의 인간적 인식 작용에 있다는 점은, 이 이해 대상이나 해석
학의 적용 범위가 더 이상 문서에만 한정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더욱이 고전문서에만 한정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때문에 문헌
학을 그 철학적 핵심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급기야 문헌학을 단
순히 말의 세계에 한정되지 않는 일반적인 해석학̇ ̇ ̇ ̇ ̇ ̇ ̇ 으로서 또 일̇
반적인 이해론̇ ̇ ̇ ̇ ̇ ̇ 으로서(Hermeneutische Theorie, Theorie des 
Verstehens) 받아들이는 것이 된다. ―이를 극단적으로 추구하
면, 이윽고 문헌학은 외견만 볼 때 거의 완전히 철학적인(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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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관념론적인) 과학 자체와 일치하게 되며, 결국 같은 말이지
만, 철학 쪽이 거의 완전히 문헌학화되어 버리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 이러한 철학적 문헌학̇ ̇ ̇ ̇ ̇ ̇ (?)으로의 전향의 대표자는 우선 슈
라이에르마하15)라고 할 수 있다.
슈라이에르마하는 물론 베크보다 선배이다. 때문에 시간상으로 
보면, 슈라이에르마하의 철학적 해석̇ ̇ ̇ ̇ ̇ 이 베크에 의해 다시 언어학̇ ̇ ̇

적̇ 해석으로까지 위축되었다고도 생각될 수 있다. 따라서 문헌학
이라는 과학의 무절제한 성장은 슈라이에르마하에 이르러 그 최
고봉이나 분수령에 도달했었다고 할 수 있겠다(단, 현재 진행 중
인 철학적 인식에서의 문헌학의 전면적 적용에 대해서는 아직 
논외로 한다). ―해석철학 내지 필로로기는 사실 그리스 이래 존
재하여 왔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필로소포스{philosophos}(철학자
―지혜를 사랑하는 자)는 필로로고스{philologos}(문헌학자―말을 
사랑하는 자)라고 했으며, 알렉산드리아에서는 이미 문헌학파라
고 불리는 것이 존재했다. 중세에도(아베로에스16)나 성 토마스 
등) 성서와 그리스 철학 고전에 대한 해석학은 유명하다. 그러나 
근대 해석학의 특징은 그것이 조직적이고 과학적이며 따라서 성
서라든지 그리스 철학 고전이라는 특정 고전만을 그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는 일반성에 있다. 성서해석학을 과학적̇ ̇ ̇ 으로 만든 것
은 Semler17)이며, 이것을 일반적̇ ̇ ̇ 인 해석 기법으로까지 다듬은 
것이 Meier18)라고 할 수 있고(Dilthey, Die Entstehung der 
Hermeneutik), 따라서 근대문헌학̇ ̇ ̇ ̇ ̇ 의 시작은 종교개혁 이후라고 
볼 수 있다(루터가 모대학도서관에서 바이블을 찾았을 때 먼지투
성이의 라틴어 번역본이 단 한 권 나왔으며, 이것이 그가 처음으
로 성서를 손에 넣게 된 계기라고 한다. 당시에는 바이블을 읽지 
않고도 신학교수가 될 수도 있었다고 전해진다). 그리고 문헌학
과 철학을 가장 밀접하게 엮은 것이 프로테스탄트인 슈라이에르
마하였다(슈라이에르마하의 서물―Akademiereden über 
Hermeneutik. 그 선구자로서는 아스트―Fr. Ast19), 
Grundlinien der Grammatik, Hermeneutik und Kritik 
1808; Der Grundriss der Philologie 1808. 또는 앞에서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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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볼프―Fr. A. Wolf, Museum der Altertumswissenschaft. 
Leitaufsatz) (J. Wach20), Das Verstehen 1 참조).
그러나 슈라이에르마하의 필로로기가 철학적 깊이를 가진다는 
것은 동시에 이것이 신학적 깊이̇ ̇ ̇ ̇ ̇ 를 가진다는 것이다(사실 그는 
철학자보다는 신학자나 종교적 계몽가로서 우수했다). 그의 신학 
내지 철학은 무한한 것에 대한 사모(思慕)에 근거하고 있다. 이 
무한한 것에 대한 사모, 즉, 딱히 중세만이라고 할 수 없고 또 
그리스 고전만이라고도 할 수 없는 무릇 사라진 세계에의 회원̇ ̇

적̇(回顧的)인 사모에까지 나아가는 것이야말로 바로 독일 낭만주
의로 빠지는 지름길이다. 여기서는 세계의 심미적 관상과 인간적 
정서에 의한 해석이 유일하게 「과학적」인 것이 된다. 한 때 셸링
은 그의 철학을 통해 현실을 소거하고 자유로운 판타지 세계를 
도입했으나, 이 자유로운 판타지 대신에 과거의 역사̇ ̇ ̇ ̇ ̇ 를 도입하는 
것이야말로 슈라이에르마하 해석학의 동기라고 말해도 좋을 것
이다. ―문헌학 내지 해석학이 철학과 묶이고 또 철학적이 될 
때, 그 철학은 이 낭만주의적, 심미적, 회원적, 관념적인 일종의 ̇ ̇ ̇

해석철학̇ ̇ ̇ ̇ 이 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그러나 슈라이에르마하의 문헌학(내지 해석학)은 아무리 그것이 
철학적이고 또 철학화된다고 하더라도, 엄연히 문헌학(내지 해석
학) 프라퍼의 영역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물론 그에 의해 문헌학 내지 해석학은 매우 일반적인 방법에까
지, 또 상당히 심원하게 보이는 세계관에까지 확장되었다. 하지
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문헌학 내지 해석학 프라퍼로 확장된 것
이지, 문헌학 내지 해석학이 문헌학 내지 해석학 프라퍼 이상̇ ̇  또
는 이외̇ ̇ 의 것으로 확장된 것은 아니다. ―진정으로 문헌학이 철
학화되어, 또는 같은 말이지만, 철학이 문헌학화되기 위해서는, 
이미 W. v. 훔볼트에서 볼 수 있듯이 그 전단계로서 역사 문제̇ ̇ ̇ ̇

가 이 필로로기 프라퍼 영역으로부터 독립하지 않으면 안 된다. 
문학이 역사기술̇ ̇ ̇ ̇  또는 역사철학̇ ̇ ̇ ̇ 의 문제로 테마를 바꾸어 등장할 
때, 문헌학은 철학을 향한 결정적 비약을 준비하게 된다. 이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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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로소 이해 ̇ ̇ 일반이라는 것이 문헌학 프라퍼나 고전학에서의 
「이해」로부터 독립하여 드디어 모든 인간적 인식̇ ̇ ̇ ̇ ̇ 의 본질이라고 
선포되기 시작하는 것이다.
이 비약의 첫 준비 과정을 드로이젠21)(J. G. Droysen, Historik)
으로부터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에 따르면, 이해는 역사학적̇ ̇ ̇ ̇  
방법의 본질이다. 그런데 G. 짐멜22)의 『역사철학의 제문제(歴史
哲学の諸問題)』까지 오게 되면, 이해라고 하는 이 역사적 인식 
그 자체가 더 이상 단순히 역사학̇ ̇ ̇ 의 방법에 머무르지 않고, 급기
야 일반적인 철학적̇ ̇ ̇  태도 그 자체를 결정하게 된다. 이를 가장 
대규모로 전개한 자는 말할 것도 없이 딜타이였고, 그는 그의 정̇
신과학̇ ̇ ̇  기술방법을 예의 해석학에서 획득하는 한편, 다른 한편으
로 이해야말로 이러한 정신과학의 기술을 통해서 표현되는 이른
바 「생(生)의 철학」 인식이론의 주축을 이룬다고 보았다. 우리 
생활은 역사를 통해 객관화되어 표현되고, 이 표현이야말로 진정
한 정신이며, 거꾸로 이 정신의 파악을 통해서야 비로소 우리는 
자기 자신의 생활을 알 수 있게 된다. ―표현의 해석이야말로 생
(生)의 이해인 것이다. 철학은 생(生)이 역사 속에서 표현된 것의 
해석을 통해서 생(生) 스스로를 자기해석하고 또 자기이해하는 
것이라고 딜타이는 주장한다. ―이렇게 역사에서의 이해라는 개
념을 발판 삼아, 문헌학 내지 해석학은 역사철학에까지, 또한 철
학 그 자체의 방법으로까지 고양된다. 이 때, 이 문헌학 내지 해
석학이 지탱하는 「역사학」이나 「생(生)의 철학」이 어떠한 성격을 
가지는지에 대해서 다시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문헌학이 해석학=이해론으로서 그 본래의 문헌학적 지반인 말의 
문제로부터 비약해서 철학̇ ̇ 과 일체화되는 현상은 딜타이를 통해 
대표되기는 하지만, 그러나 딜타이의 문헌학적 철학̇ ̇ ̇ ̇ ̇ ̇ 은 실질적으
로는 정신(문화 및 사회)의 가장 풍부한 역사적 기술̇ ̇ ̇ ̇ ̇ 일 뿐이기
에, 그리고 역사적 기술 측면에서 보면 어쨌든 문서의 문헌학적 
해석이 중심적인 방법이었기 때문에(비록 문헌학 내지 해석학이 
역사과학의 방법̇ ̇ 이 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 점만 본다면 
사실상 딜타이의 철학은 문헌학적·해석학적 본질의 정당한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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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어느 한계 내에서는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만약 이 철학을 역
사의 원칙적 기술일 뿐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필로로기적이
라는 점은 전혀 미심쩍은 것이 아니리라. 딜타이 철학의 무의미
함은, 이것이 단순히 필로로기쉬(philologisch)하다는 점보다는, 
차라리 일단 당연히 문헌학적이어도 무방할 이 철학이 결국에는 
해석철학̇ ̇ ̇ ̇ 에 도달한다는 점에 있다. 이 점을 제외하면, 딜타이의 
철학은 실로 현실적이고 건전한 것이며, 도리어 이 건전성은 그 
문헌학적 방법의 덕택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
러나 문헌학적̇ ̇ ̇ ̇ ·해석학적 철학̇ ̇ ̇ ̇ ̇ ̇ 은, 제 분수에 맞지 않게 역사기술̇ ̇ ̇ ̇

이라는 그 고유 형태를 떠나는 순간, 그것에 대응하는 지반을 상
실하고 단번에 승천해 버릴 수밖에 없다. M. 하이데거23)의 해석̇ ̇

학적 현상학̇ ̇ ̇ ̇ ̇ 이야말로 바로 이에 해당한다.
하이데거가 후설로부터 물려받은 현상학이라는 것은 원래 문헌
학적인 것과 아무 관계가 없을 뿐 아니라 차라리 그 반대물이었
다. 후설이 주로 딜타이의 생(生)의 철학에 대항하여 엄밀한 학
문으로서의 철학을 주장했다는 것은 잘 알려진 바이고, 현상학의 
현상이라는 관념을 직접 후설에게 전파한 F. 브렌타노의 『경험
적 심리학(経験的心理学)』 그 자체도 문헌학과 거의 어떤 관계도 
가지지 않는다. 또 브렌타노가 현상이라는 개념을 끌어낸 A. 콩
트의 실증주의야말로 비판이나 해석이라는 것을 분쇄하는 것을 
그 표면상 목표로 삼았던 것이다. 근대문헌학이 주로 프로테스탄
트적인 것으로서 인간적 정의(情意)의 총체나 그 오르가니즘을 
존중했던 것에 반해, 가톨릭적인 페노메놀로기
(Phänomenologie)는 그런 휴머니즘과 인연이 닿을만한 것이 아
니었다. 그런데 하이데거는 딜타이의 해석학과 후설의 현상학을 
결합시켜 버린 것이다. ―사실 만년의 딜타이는 후설의 현상학적 
분석에 상당한 감명을 느꼈을 뿐 아니라, F. 브렌타노는 원래 유
력한 아리스토텔레스 문헌학자이기도 했기 때문에, 제반사정을 
볼 때 이 결합 자체가 황당무계하다고는 할 수 없다. 문제는 조
금 더 근본적인 측면에 숨어 있다.
우선 어떤 페노메놀로기도 모두 비역사적이라는 점에 우선 주목



- 32 -

해야 한다. 헤겔의 『정신현상학(精神現象学)』조차도 의식발달의 
단계̇ ̇ 에 대한 서술이기는 하지만, 결코 그 내용이 의식의 역사나 
세계의 역사인 것은 아니다. 이러한 경향은 현대의 소위 페노메
놀로기로 넘어 오면서 더욱더 확실히 드러나는데, 여기서 현상이
란 현상이 나타나는 일정한 숨겨진 무대이며, 그 무대의 전면이 
의식이라든지 존재라든지 기타 등등으로 명명되는 것이다. 때문
에 이미 이를 볼 때, 현상에 해석학이나 문헌학을 결합한다는 것
은, 그 해석학이나 문헌학이라는 것이 그 정당한 기원을 역사의 
문제로부터 얻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본래 무의미한 짓일 수밖
에 없다. 게다가 현상이라는 것의 의미에는 그것이 항상 그 표면̇ ̇

에서만 문제시될 수 있다는 점이 또 놓여있다. 말하자면, 현상의 
배후나 뒷면을 그 정면에서 문제로 삼는 것이 여기서는 일단 무
의미하다. 표면화하는 것이야말로 현상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 사물의 배후나 안쪽에서 생활의 표현을 찾
거나 사물의 뒤에 숨겨진 의미를 캐내려는 해석학이나 문헌학은 
현상이라는 것과 처음부터 상성이 맞지 않는 방법일 수밖에 없
다. 표면이라는 것의 두께를 재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이데거는 해석학적 현상학을 구축하려 한
다. 즉, 이 의도를 객관적으로 살펴본다면, 해석학 내지 문헌학
으로부터 그 역사̇ ̇ 용 용도를 제거하고, 역사적 인식을 대신하는 
체계적̇ ̇ ̇ 인, 그런 의미에서 또 형이상적̇ ̇ ̇ ̇ 인(꼭 소위 형이상학이라는 
것은 아니다) 철학 상의 학적 구축을 도출하려는 것이다. 문헌학 
내지 해석학을 역사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므로 무언가 현상적
으로라도 이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 독일 이데알리스무스
{Idealismus} 세계관이(사람들은 이를 호의적으로 형이상학이라
고 부른다) 역사적으로 직면한 막다른 골목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이런 비역사적 철학 체계가 다른 무엇보다 시의적절한 것임에 
분명하다. 나치스의 강령이 독일의 소시민을 매료했던 것처럼 독
일의 소위 교양 있는(?) 인텔리겐치아를 매료했던 것이 바로 이 
철학 「체계」였다.
그런데 역사적 용도로부터 해방된 이 해석학 내지 문헌학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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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도 없이 완전히 「철학」적 용도를 위한 것으로 승화한다. 이
제 하이데거에 이르러, 문헌학 내지 해석학은 그 프라퍼한 언어
학적 또는 역사학적 속박에서 벗어나 완전히 철학 그 자체의 방
법으로까지 우화등선(羽化登仙)하였다. 문헌학에게 있어서 이 이
상의 명예는 없으리라. 동시에, 문헌학에게 있어서 이리 불편한 
상황 역시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문헌학이 그 본래의 
역사학적, 언어학적인 실체성(実体性)을 잃어버리고 극단적으로 
희화화(戯画化)되어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하
이데거에 따르면, 거리(Entfernung)란 멀리 떨어져 있는(fern) 
곳에 손을 뻗친다든지 발을 옮긴다든지 하여 그 멀리 있음을 제
거하는(Ent) 것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런 설명은 겉보기에는 그
럴듯하지만 실상 의외로 어처구니가 없는 짓이며, 거의 모든 단
어를 같은 방식으로 설명할 수 없는 한 어원학적̇ ̇ ̇ ̇  의미조차 가질 
수 없고, 결국 어떠한 언어학적 설명̇ ̇ 도 될 수 없다. 말(로고스)이 
현상에의 통로라지만, 이런 상태로는 결국 이 통로 역시 단지 상
당한 고민 끝에 짜낸 기발한 착상을 자랑스레 보여주는 수단에 
불과하다. 해석학의 실질적 내용이 이러한 필로로기의 캐리커처
로까지 위축된 것은 순전히 해석학이나 문헌학이 스스로의 고유
한 역사학적 내지 언어학적 엘레멘트로부터 이탈했기 때문이며, 
만약 그 외에 아직도 이 해석학에 어떠한 실질적 내용이 남아있
다면, 그것은 해석학적 현상학이라는 과학적 방법이 아니라 그 
방법이 키워낸 하나의 경건주의적 「이데올로기」일 뿐이라는 점
에 주목해야 한다(죽음, 불안 등).
따라서 문헌학은 이렇게 철학화하는 것을 통해 도리어 희화화된
다. 반면에 철학은 문헌학화하는 것에 의해 비(非)과학화된다. 문
헌학은 물론 문헌학 그 자체로서 조금도 틀린 것은 아니다. 그러
나 세계의 현재의 액츄얼리티̇ ̇ ̇ ̇ ̇ (actuality)는 결단코 문헌학의 대상
이 아닌 것이다. 때문에 문헌학을 무언가 특별한 주빈(主賓)으로 
대우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철학은, 꼭 무언가 이 현실=액츄얼
리티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안 될 이유를 지닌 철학임에 틀림없
다. ―그리고 액츄얼리티가 문제시되지 않을 때에는 어떠한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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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 무의미한 것이다.
그런데 하이데거의 해석학적 현상학은 존재̇ ̇ 의 문제를 끄집어내
며, 이것이 바로 「존재론」이라고 불리는 이유이지만, 그 존재
(Sein)는 다시 인간존재로부터 시작함으로써 취급된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현실존재(Existenz)이다. 그런 의미에서 존재
론은 「인간학」으로부터 시작된다. 이는 존재의 자기해석이었다.
인간학(안트로폴로기{Anthropologie})의 역사는 지극히 다양하
며, 그 단어의 의미조차 여러 가지로 해석된다. 멀리는 인간지̇ ̇ ̇

(人間知)로부터 시작해서 인성론̇ ̇ ̇ , 인류학̇ ̇ ̇ , 철학적 인류학̇ ̇ ̇ ̇ ̇ ̇ 에까지 
이른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인간학은 그런 것으로부터는 구별
된 인간학이며, 이를 다른 인간학으로부터 구별시키는 것은 바로 
해석학의 유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인간학은 말하자면 해
석학적 인간학과 다름 없다(인간학에 대한 계통적 비판은 다른 
기회를 얻어 시도하려 한다). ―때문에 예를 들어, 적어도 이를 
L. 포이에르바하가 펼친 종교비판을 위한 인간론 등과 같은 수
준에 두는 것은 불가능하다. 여기서 해석적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이미 언급한 듯이 바로 역사인식으로부터 발을 씻는다는 점에 
있기 때문에, 결국 남는 것은 형이상적인 따라서 또 완전히 신학
적인 건축 재료뿐이기 때문이다. 그나마 이에 직접 비교될만한 
것은 S. 키에르케고르의 저작 정도이리라. ―왜 굳이 이를 지적
하느냐면, 일본에서는 이전에 인간학 일반이 포이에르바하에 결
부되면서 마치 무언가 마르크스주의 철학과 관계있는 것처럼 수
입되었기 때문이다. 말할 것도 없이 일본에 수입된 이 인간학은 
예의 해석학적 인간학이며, 완전히 유물론과는 원칙적 대립물이
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간학은 애매한 일반성이라는 그 
속성 덕에 우리나라의 진보적(?)인 자유주의자들 사이에서 상당
한 인기를 누리고 있는 듯하다. 이는 현재 문예 등에 있어서 각
종 휴머니즘의 바탕이 되기까지 하고 있다. 심지어 인간학은 오
늘날 그리 소질 없는 인텔리들 사이에서 하나의 표어가 된 형편
이다. 무엇이라도 꼭 인간학이라는 말을 못 붙일 것은 없겠으나, 
일단 그렇게 이름을 붙여두면 굉장히 그럴듯하고 진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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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리게 된다. 불교도 인간학으로서(다카가미 가쿠쇼(高神覚昇)24), 
마스타니 후미오(益谷文雄)25) 등), 윤리학도 「인간의 학」으로서
(와쓰지 데쓰로(和辻哲郎)) 현대물답게 다소간 「진보적」이 되는 
것이다.
문헌학을 가장 모범적으로 인간학에 적용한 것은 와쓰지(和辻)씨
의 『인간의 학으로서의 윤리학』이다(7장을 볼 것). 아니, 단순한 
적용이라기보다는, 차라리 문헌학으로부터 인간학을 연역했다고 
해도 좋을 터이다. 문헌학의 용액에 존재라는 미립자를 떨어뜨리
면 홀연히 인간학=윤리학의 결정이 눈에 띄게 성장한다. 그 정도
로 여기서의 문헌학 적용은 완벽하다. 게다가 더욱 완벽한 점은 
이 인간의 학̇ ̇ ̇ ̇ 이라는 것이 하이데거의 인간학̇ ̇ ̇ 으로부터 현상학적 
잔재를 완전히 제거하여 그 해석학(=문헌학)을 정제해냈다는 점
이다. ―즉, 이는 더욱 순수̇ ̇ 한 하이데거와 다름이 없다.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이데거의 문헌학주의에 대해 언급했던 
것들을 더욱 순수하게 반복하면 충분할 것이다.

2.
지금껏 과학으로서 발달한 문헌학을 상정한 상태에서 이를 해석
학이라는 일반적인 조직적 절차̇ ̇ ̇ ̇ ̇ 로 바꾸어 철학에 적용한 경우를 
해명하여 왔다. 그런 조직적 절차로서의 문헌학 대신, 이제 좀 
더 단편적이고 따라서 또 어떤 의미에서는 상식적으로 문헌학적̇ ̇ ̇ ̇

인 것을 통해 사물을 생각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회현상에 대
한 해명을 목표로 하려 한다. 그런 의미에서 다음 주제는 문헌학̇ ̇ ̇

의 무조직적 적용̇ ̇ ̇ ̇ ̇ ̇ ̇ 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
서는 특히 이 문제가 시사적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 현상을 하나의 사회현상으로 본다면, 여기에는 일견 
지극히 난센스한 것으로부터 일견 지극히 권위 있어 보이는 것
까지 다양한 것이 포함된다. 이 현상은 항간의 언론가(위정자나 
재야의 명사도 포함해서)의 익살스러운 헛소리로부터 부르주아 
아카데미 신사들(교수로부터 조교, 학생까지 포함해서)의 고상한 
연구에까지 퍼져 있다. 그리고 이 사회현상의 철학적 의의를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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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면, 항간의 희극적 헛소리라고 해서 그것이 결코 아카데미의 
비극적 몸부림에 비해 그 중요도가 떨어진다고 할 수 없는 것이
다. 도리어 말도 안 되는 헛소리일수록 그것을 과학적으로 비판
하기 위한 원칙은 복잡해지고 곤란해진다. 사실 상대가 비과학적
일 때 이를 과학적으로 비판하는 것만큼 어려운 일도 없다. 실은 
이러한 곤란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는 문헌학의 문제가 필요하
다고 통감한다.
원래 이 현상에도 그 죄질이 중범죄인 것과 경범죄인 것 사이의 
구별이 존재한다. 앞서 이야기한 헛소리 같은 희극과 비극의 구
별과는 별도로 이러한 죄질의 구별이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와
쓰지(和辻)씨의 윤리학은 그 추리과정을 거의 전부 사전적̇ ̇ ̇  근거
에 두고 있는데, 그것이 비록 「순수」 해석학의 중대한 증상이더
라도, 그것만 보자면 비교적 죄질은 가벼운 편이라고 할 수 있으
리라. 사람들이 그로부터 쉽사리 필로로기의 캐리커처̇ ̇ ̇ ̇ 를 눈치 챌 
것이기 때문이다. 기히라 다다요시(紀平正美)씨26)의 수법도, 문
의적 논거를 보자면 그 착상이 어색하기는 해도, 별로 심각한 문
제를 야기하는 것은 아니다(예를 들어 「리(理)」=도리 또는 거절
(コトワリ)27)=단(断)=분할―헤겔의 Ur-Teilen). 한 단계 더 나아
가서 이 캐리커처 자체에 대한 캐리커처의 예를 들자면, 기무라 
다카타로(木村鷹太郎)씨28)의 일본=그리스설 같은 것이 되겠으나, 
이는 사실 저런 교수들의 난센스를 단순히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에 불과하다. 이 필로로기 현상과 정신병리 현상 간에는 그다
지 본질적인 거리가 있는 것이 아니다.
차라리 중대한 죄는 현재의 액츄얼리티에 대해 고전̇ ̇ 을 무비판적̇ ̇ ̇ ̇

으로 적용하는 것이다. 아니, 더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문헌학적 
의의 밖에 가질 수 없는 고전을 가져와서 이것에 기초해서 내린 
제멋대로의 결론을 통해 현실̇ ̇ 의 실제문제̇ ̇ ̇ ̇ 를 해결할 수 있다는 
고의적 또는 무의식적 가정인 것이다. 이것도 역시 항간에서부터 
부르주아 아카데미의 전당에까지 널리 퍼져 있는 현상이다. ―예
를 들자면, 곤도씨(権藤翁)29)의 미나부치서(南淵書)나 신도(神道) 
가문의 국학고전 등이 그 좋은 예인데, 이런 고전들의 고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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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진위 여부를 떠나서, 이 고전들을 시사적으로 현재에 적용
한다는 것 자체가 무의미할 수밖에 없다. 기히라(紀平), 가노코기
(鹿子木)30), 히라이즈미(平泉)31) 등의 인사나 그 외의 국수주의
적 파쇼 언론가 다수가 이 일본물̇ ̇ ̇ 의 부류에 속한다. 동양물̇ ̇ ̇  내지 
중국물̇ ̇ ̇ 에는 니시 신이치로(西晋一郎)32)의 「동양윤리(東洋倫理)」
나 한학자·아시아주의자의 언론, 인도물̇ ̇ ̇ 로서는 불교 승려의 시국
설법, 또 구미물̇ ̇ ̇ 로는 부르주아 아카데미 철학자들의 반(半)필로
로기적 철학 문제의 선택―문헌학적으로 논하다 보면 그 덕에 어
느새 문제가 실질적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듯한 독일어 
필로로그나 그리스고전 인용가들의 철학적 작문 등등, 이러한 현
상에는 끝이 없다.
이런 것을 일일이 꼬치꼬치 비판하는 것 역시 물론 결코 불가능
하지 않다. 일일이 현실계의 상태나 운동에 빗대어 그 난센스를 
실증해도 되고, 각각의 통일되지 못한 주장을 앱서디티
{absurdity}에까지 몰아 세워도 된다. 그러나 곤란한 점은 이따
위 사기적 필로로기 현상이 한없이 존재하고 또 끝없이 반복된
다는 사실이다. 우리가 백억이라는 수에 들어가는 0을 하나하나 
적는 번거로움을 견딜 수 없기 때문에 10n이라고 하는 포뮬러(공
식)를 필요로 하는 것처럼, 이와 같은 필요에 따라 문헌학의 이
런 조직적 적용에 대한 비판의 제 공식̇ ̇ 을 근본명제, 원칙의 형태
로 이제 네 가지 정도 열거하려 한다.
첫째, 일반적으로 말̇의 설명은 사물̇ ̇ 의 설명이 될 수 없다. ―이 
당연한 명제야말로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의 처음이자 끝이기도 
하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각국 내지 각각의 민족의 말은 당연히 
나름대로의 현실 사물에 대응하는 관념을 나타낸다. 그러나 그럼
에도 불구하고 말과 논리 사이의 갭{gap}은 항상 문제로 남게 
된다. 여기서 논리라는 것은 실재에 대한 개념의 대응 관계를 말
하는 것인데, 이 논리가 인류의 역사를 통해 발달하면 할수록, 
즉 실재에 대한 개념의 대응이 구체적이 되고 정교해질수록, 말
이 항상 논리에 의해 이끌리게 되기 때문에, 말과 논리 사이의 
갭이 발생할 가능성이 점차 증가하게 된다. 논리는 사상을 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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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관하게 관철하는 살아있는 메커니즘인데, 한편 말 역시 사회적
으로 소장(消長)하는 살아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말은 말 나름대
로의 자체적 발육과 대사(代謝) 기능을 가지고 있다. 말의 설명, 
말에 의한 설명은 보통 이러저러한 낱말의 어원으로부터의 변모
를 거슬러 올라가며 진행되나(만약 그게 아니라면 사회적 통계라
도 써서 「통념」을 산출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렇게 원류
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발견된 낱말의 어원적 의미를 취해서 그
것을 통해 사물을 설명함으로써 현재의 낱말을 통한 사물의 설
명을 대체한다면, 말과 논리 사이의 갭의 가능성은 이중으로 증
가하게 된다.
고대 사상의 메커니즘 내에서 언어와 논리(고대논리)는 매우 친
밀한 관계에 있었다. 예를 들어, E. 호프만33)의 논문(E. 
Hoffmann, Sprache und die archaische Logik)에 따르면, 
비의(뮤스테리온{Mysterion}·말함이 허락되지 않음)―신비(뮤스틱
{Mystik}·말할 수 없음)―신화(뮤토스{Mythos}·말하려 함)=뮤토스
(이야기)―에포스{Epos}(말)―로고스{Logos}(사유)라는 식으로 언
어와 논리 사이의 근친관계를 엮을 수 있다. 즉, 말함을 문제로 
하는 앞쪽 계열과 생각함을 문제로 하는 뒤쪽 계열이 뮤토스를 
통해 직접 연결되는 것이다. 그러나 근대 논리는 차라리 이런 말̇
로부터의 독립을 스스로의 사명으로 여긴다.
때문에 말에 의한 설명은, 그 설명의 대상인 사물이 발전된 사회
의 소산이면 일수록, 이를 역사의 흐름을 역행하여 어떻게든 고
대적인 것에까지 거슬러 올라가지 않는 한, 사물의 설명이 될 수 
없다. 문헌학주의자는 어떻게든 그 논거를 고전에까지 거슬러 올
라 찾으려는 고의적 또는 무의식적인 책략을 가지고 있다. 그러
나―
둘째, 고전̇ ̇ 은 실제문제̇ ̇ ̇ ̇  해결의 논거̇ ̇ 가 될 수 없다. 도대체 고전
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고전이라고 해서 고전주의나 그리스 고
전과 꼭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다). 자연과학에서의 고전주의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나, 적어도 문학·철학·사
회과학 영역에서의 고전은 대체로 세 가지 의의와 과학적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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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가진다고 생각해도 좋을 것이다. (1) 어떤 생각하는 방법이나 
경험(실험까지 포함해도 좋다)의 유용한 선례 또는 문헌으로, (2) 
역사적 추적을 위한 사실 또는 자료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3) 
훈련을 위한 도구 또는 모범으로. (1)의 경우라면, 그 고전이 선
례 또는 문헌으로 현재 유용한지는, 고전 스스로 결정할 것이 아
니라, 현재의 사실적 사정이 결정할 것이다. 따라서 문헌을 선례
로 인용하는 것만으로 스스로의 주장의 논거를 얻을 수는 없다. 
문헌은, 그것을 논거로 이해하는 한, 곧 구닥다리가 될 뿐이다. 
(2)의 경우라면, 자료의 용도를 결정할 근거는, 자료 자신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실제적 인식 목적에 완전히 기초해야만 할 
것이다. 따라서 자료 그 자신은 논거가 될 수 없는데, 오류의 역
사로부터 얻어진 자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3)의 경우라면, 
모범은 모범일 뿐 조금도 논거가 될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앞서 언급한 어느 경우에도, 고전은 어디까지나 참고물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으며, 현재의 실제문제 해결을 위한 논거를 제출할 
사명을 가지지 않고 가져서도 안 된다.
다만 고전의 중요 조건 중 하나로서, 그것이 역사적으로 전승되
어 오늘날 현재에 이른 것이라는 점은 기억해야 한다. 그렇지 않
다면 그것은 고전이 아니라 단지 과거의 일개 역사적 소산일 뿐
이다. 그런데 이 고전이 이끄는 전통이라는 끈은, 철학이라면 철
학사의, 사회과학이라면 사회과학사의, 그 흐름을 꿰뚫으며 항상 
끊임없이 각 시대에 그 영향을 끼친다. 따라서 고전은 논거가 될 
수는 없으나, 그러나 반면에 반드시 참조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이기도 하다. 즉 고전이란 실제문제의 필요에 대응되어 비판되고 
도태·도야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이러한 비판과 도태·도야를 준비하지 않고, 그런 의미에서 무조
건적으로, 고전을 어떠한 용도로 사용하려는 것이 말 그대로 문
헌학주의의 근본특색 중 하나이다. 고전의 인용̇ ̇ 에 있어서도 이 
테제는 그대로 들어맞는다. 자신의 주장에 단순히 권위를 부여하
기 위해서 고전적 문장을 인용하는 것은 단지 어리석고 쓸모없
는 짓일 뿐 아니라, 차라리 현재의 문제를 그 고전 시대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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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까지 억지로 바꾸려는 반동을 의미하는 것이다.
보통 이런 식의 수법을 한마디로 공식주의(公式主義)라고 부르기
는 하지만, 이렇게 부르는 것이 꼭 정확한 것은 아니다. 공식주
의의 특징은 이미 알려진 공식을 사용한다는 점이 아니라(공식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미 과학적이지 않다), 차라리 이미 
알려진 공식을 사용하는 대신에 쓸데없이 일부러 그것을 다시 
도출하여 내고서는 그 도출 자체가 어떤 해결점이라도 되듯이 
문제를 바로 거기서 종료시켜 버리는 점에 놓여 있다. ―그러나 
모든 공식은 결국 고전으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닌가, 즉, 
고전적이라는 것은 보통 균형 잡힌 전형적인 것이며 이것이 과
학에서의 공식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생길지도 모
르겠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전형적이라는 말의 의미는 (3)의 모
범성일 뿐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를 교육상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는 있어도 논증 상이나 제작 상의 목적을 위해 이를 기술적으
로 실제 사용할 수 없다. 만약 그렇게 사용할 수 있다면, 미켈란
젤로의 데생 위에 색깔만 입히는 것도 완전한 회화의 창작으로 
취급되어야 할 것이나, 이는 물론 문학에서 표절에 해당될 짓일 
뿐이다. 반면 공식은 단순히 훈련 상의 목적 뿐 아니라 논증 상
의 목적, 또 더 광범위하게는 제작 상의 목적을 위해서 실질적으
로 기술적인 쓸모를 가지기 때문에, 고전처럼 과거의 어느 시점
에만 위치하는 사물이 아니고, 차라리 현재 내 손 닿는 곳에 일
상적으로 준비되어 있는 관념적 생산도구라고 하겠다.
고전을 실제적으로 유용한 공식인 듯 생각하는 것은 고전을 사
용해서 제작함과 고전을 이상으로 삼아 제작함을 혼동하여 야기
되는 사태이다. 이 구별은 유물론적으로는 중대한 의미가 있으
나, 이는 관조적 해석가이자 심미적 이해자인 고전학주의자(그런 
식의 특수한 문헌학주의자)에게는 아무래도 상관없는 것인 듯하
다. 말할 나위 없이 그들도 고전을 기술적인 도구로서 실제 사용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애당초 그렇게 사용하려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것이다. 원래 고전이란 그런 것인데, 반면에 공식의 경우에
는 그것이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이야말로 용납될 수 없으리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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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경제적인 일이 된다. ―고전의 권위에 대한 부당한 존중은 문
헌학주의의 숙명 중 하나이다.
셋째, 고전적 범주̇ ̇ ̇ ̇ ̇ 는 그대로는 논리̇ ̇ 를 이룰 수 없다. ―고전으로
부터 논거̇ ̇ 를 추구하는 오류는, 요약하자면, 고전적 범주 내지 범
주조직이 현재에도 논리적으로 통용된다고 인정하는 것일 뿐이
다. 그리스 고전, 인도의 고전, 중국·일본·중세유럽·아라비아 및 
기타 고전적 문물은 나름대로의 고유한 범주와 범주조직=논리를 
가지고 있다. 고전적이 아니더라도 미개인은 미개인 고유의 범주
논리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들 논리가 오늘날 우리들의, 즉 
현대의 여러 문명국의, 국제적̇ ̇ ̇ 으로 통용되는 논리와 동일한 것은 
아니다. 극단적인 예는 레비·브륄34) 등의 일련의 연구에 의해 드
러나고 있으나(미개인에게 고유한 집단표상·분유(分有)=파티시페
이션{participation}의 논리·선(先)논리), 고대인도인의 사고 메커
니즘 역시 오늘날 국제적 논리와의 사이에서 상당히 결정적인 
갭을 드러낸다. 그 좋은 예가 인명(因明)35)논리의 논증 방법 등
이리라(예를 들면 Betty Heimann 여사36)는 고대인도적 사고의 
연구를 Kant-Studien에 간간이 발표하고 있는데, 그 중 한 연
구에서 유럽과 고대 인도는 그 사이에 아날로지를 세우는 것조
차 불가능할 정도로 완전히 다른 사고의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
다는 결론을 내린다).
대강 말하자면, 범주조직=논리는 이러저러한 각 시대에서 사회의 
역사적 조건에 의해 현실계에 대응되도록 짜인 사고의 발판이고, 
따라서 이 현실계가 발전하면 당연히 이 발판 역시 발전할 수밖
에 없다. 발판이 발전하기 때문에, 이 범주조직이라는 발판의 재
료가 되는 각 범주가 모디파이{modify}되어 지양됨을 통해서, 끊
임없이 발판이 재구축되어야만 한다. 고전적 범주라도 그것을 멋
대로 가져와서 현실의 실제문제를 처리하는 오르가논{organon}
으로 삼는 것은 따라서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짓이다. 각 시대
는 그 시대의 범주조직=논리를 가지고 있다. 반면, 문헌학주의는 
고전의 권위에 대한 지나친 신뢰 때문에 시대의 범주조직=논리
를 이해하지 못한다든지, 또는 억지로 인정하지 않으려고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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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고전적 범주를 어느 정도 이해̇ ̇ 는 할 수 있어도 현실
적으로 쓰는̇ ̇  것은 불가능하다.
넷째, 고전적 범주는 번역̇ ̇ 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번역̇ ̇ 은 
언제나 번역일 뿐이다̇ ̇ ̇ ̇ ̇ ̇ . ―좁은 의미에서의 번역은 한 국어의 문
장을 다른 국어의 문장으로 바꾸는 것이나, 넓은 의미에서의 번
역은 일반적으로 문화의 소개̇ ̇ ̇ ̇ ̇ 라는 의미를 가진다. 그 어느 쪽도 
문헌적 노력의 작품이라는 점에서는 같다. 슐레겔37)의 셰익스피
어 번역이나 칼라일38)의 괴테 소개 등은 이런 두 가지 의미를 
모두 가지고 있는 예이다. 이러한 번역이야말로 필로로기의 진정
한 사명이자, 현재의 실제문제 해결을 위해서 필로로기가 기여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이다. ―그러나 번역은 번역일 뿐 원본이 아
니다. 미개·고대적·고전적 문서나 말이라도, 동시대적 동일문화수
준의 외국어라도, 말로서 어느 정도까지의 번역은 가능할 것이다
(이 문학상의 번역 문제에 대해서는 노가미 도요이치로(野上豊一
郎)씨39)의 「번역론(飜訳論)」―이와나미(岩波)강좌 『세계문학(世界
文学)』을 볼 것. 또 페노메놀로기쉬한 시론으로는 L. F. Claus
s40), Das Verstehen des sprachlichen Kunstwerks, 1929―
Husserls Jahrbuch, Ergänzungsband 등이 있다. 사실 이게 
그리 대단한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으나). 그러나 넓은 의미의 
번역은 문화의 소개이기 때문에, 문제는 이런 종류의 문학상의 
번역에 그칠 수 없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범주̇ ̇  내지 범주조̇ ̇ ̇

직의 번역̇ ̇ ̇ ̇ 의 문제가 된다.
오늘날 동시대의 여러 국가 간 논리의 번역̇ ̇ ̇ ̇ ̇ 은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세계의 생산력이 어느 정도까지 발달된 
결과, 생산기술과 생산기구는 거의 완전히 국제적 공통부분을 가
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공통부분이 각국에서 생산
관계의 첨단을 이루기 때문에, 이 첨단은 국제적으로 이미 동일
선 상에 섰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당연히 이 생산의 첨단으로부
터 유도될 수밖에 없는 이러저러한 각국의 논리기구 역시 그 첨
단은 이미 동일선 상에 서 있는 것이며, 이에 덧붙여 교통 및 운
송기관의 놀라운 발달이 이 논리의 국제성을 하루가 다르게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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욱 현실적인 것으로 만들어 가고 있다. 같은 것을 같은 것으로 
번역하는 것은 번역이 아니라 단순한 교환이나 증여에 불과하다. 
유럽 문명이 일본에서는 완전히 소화될 수 없다든지 외국인은 
일본정신을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논리의 번역이라는 
것의 의의를 모르는 자의 데마고기이며, 그런 인간이면 일수록 
더욱더 고대 인도나 고대 중국의 논리를 현대 일본에 적용하려
는 버릇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사실 문제는 고대적·고전적 제 논리를 현대적 논리로 번역하려는 
경우에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인도 원시불교의 문헌적 내용은 
단순히 그 텍스트가 국역된 것만으로는 우리가 이해하는 데에 
불충분하기 때문에, 이것을 현대적 범주와 범주조직을 통해 해석
해 주지 않으면 그 원시불교의 문화내용은 오늘날의 문화내용과 
접속하지 못하고 끊어져 버린다. 단순히 고전적 흥미의 대상은 
될 수 있어도 문화적 관심의 범위에는 들어올 수 없으리라. 반면 
예를 들어 이것을 기무라 다이켄(木村泰賢)씨41)처럼 칸트철학식
으로 해석해서 재현하면 비로소 조금이나마 현대 문화재로서의 
의의가 살아나게 된다. 또 이를 와쓰지 데쓰로(和辻哲郎)씨처럼 
현상학적 입장으로부터 다시 해석해낸다면 우리들도 이론적으로 
충분히 읽을 만한̇ ̇ ̇ ̇  것이 될 것이다(와쓰지 데쓰로(和辻哲郎)씨 
『원시불교의 실천철학(原始仏教の実践哲学)』 참고).
그러나 범주 또는 범주조직=논리를 번역한다는 것은 A의 것을 B
의 것으로 옮겨서 A의 살아있는 생활연관을 B의 살아있는 생활
연관인 것처럼̇ ̇ ̇ ̇  작위적으로 날조하는 것일 뿐이다. A에게 있어서
는 살아있던 논리가 B에게까지 번역된 이상, 이것이 이제 B에 
있어서도 역시 살아있는 고유의 연관성을 가진다고 보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이제 이렇게 B에 옮겨 심어진 이 피(被)번
역이론은 이미 죽은 것이기 때문에, 이는 참된 논리일 수가 없
다. 여기서의 A가 고대적·고전적 논리이자, 여기서의 B가 현재의 
실제적 논리인 것이다. ―따라서 번역은 영원히 번역일 뿐, 이미 
원본이 아니라고 한 것이다. 즉, 문헌학자는 문헌학자의 자격에 
있어서, 살아있는 논리를 사용하는 사용자로서의 철학자일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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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필로로고스는 결코 필로소포스가 아니다. 이것이 필로로기·
문헌학의 권리의 한계를 이룬다. 그런데 이 문헌학의 제한을 무
의식적으로 그리고 이제 와서는 공공연하게 고의적으로 무시하
는 것이 문헌학주의=문헌학적 철학의 근본적 오류이며, 또 그 가
장 뿌리 깊은 기만의 요점이기도 하다.

필로로기 현상=문헌학주의는 해석철학(세계를 단순히 해석하는 
것에만 의존하는 관념론)의 특수한 한 경우였다. 물론 문헌학주
의 형태를 띠지 않는 해석철학은 이 외에도 많이 있다. 해석̇ ̇ 철학
이 반드시 해석학적̇ ̇ ̇ ̇  철학일 필요는 없다는 점에도 주의해야 하
지만, 문헌학적·해석학적 철학의 조직적이고 단편적인 형태가 오
늘날 우리나라의 곳곳에서 현저하게 눈에 띈다는 점에 착안하는 
것은 각종 일본주의에 대한 비판을 수행함에 있어서 지극히 중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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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식」의 분석
―두 가지 사회상식의 모순대립의 해결을 위해서

문예의 영역에서는 최근 일상성이라는 문제가 상당한 화제인 듯
하다. 일부 지식인에 따르자면, 현재의 일부 문예가들이 존중하
는 불안이라는 것도 사회생활의 경제적, 정치적, 관념적 불안이
라기보다는 우선 일상생활의식에 대한 회의와 공격으로서의 불
안일 수밖에 없다고 한다. 그러한 불안에야말로 인텔리겐치아의 
특색과 인텔리겐치아의 적극적 자각이 깃들어있다는 것이다. 이
들 일부 문예가의 관념 속에서, 일상적인 것은 이러한 불안한 것
과 대비되는 것으로 끼워 맞추어져있다.
문학적 수사를 보자면, 일상적인 것은 속물적인 것일 수밖에 없
다. 따라서 일상성은 속물주의에 반대하기 위해서도 역시 취급되
지 않으면 안 되며, 또한 청산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확실
히 이런 사고방식에는 상식적으로 어느 정도 그럴듯한 부분이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면, 일상성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
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불안을 깨닫지 못하는 속물스러움에 대응
하는 것이라고 밖에 답할 수 없을 것이며, 사람들은 그 이상의 
번거로운 검토와 고찰을 감수할 생각 자체가 없는듯하다. 이렇게 
일상성이 불안을 모르는 속물스러움의 대응물이라는 현재의 상
식은, 그 속내를 살펴보자면, 일상성은 결국 경건주의적 생활로 
개심(이 비밀스러운 종교적 체험은 오늘날 각종 전향̇ ̇ 이라는 세속
적 기적으로 실현되고 있으나)하지 않고 그냥 허무하게 타락해버
린 인간생활이라는 말이다. 이런 관점은 어떤 특정 신학 또는 철
학으로부터 도래한 민간상식이긴 하지만, 이 상식 수준에서는 그 
외 그 이상의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관심도 가질 수 없다. 이들
에게 필요한 것은 차라리 속물적인 정열을 가지고 일상성을 속
물스러움으로 대치하는 것이리라.
사실 이렇게 상식적으로 일상성을 속물적이라고만 보는 태도 자
체가 도리어 매우 일상적인 것일 뿐이며, 따라서 또 그 자체 지
극히 속물적 상식일 뿐인데, 남들을 속물이라고 지적하는 이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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렬한 속물들에게는 속물스러움 자체가 가지는 이러한 아이러니
나 패러독스는 고민거리조차 되지 않는다. 이 상식 수준에서는 
어떤 애교나 유머도 없이 일상성을 단지 속물이라고 불러댈 뿐
이다. 일상성이라는 것에 어떤 디알렉티쉬{dialektisch}한 이면의 
이면이 있을지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런데 일상성에는 엄연히 
일상성의 원리라고 할 만한 것이 있어서, 그것이, 한 예로, 진짜 
철학을 속되고 고약하며 무의미한 형이상학으로부터 구별해내는 
것이다. 이전에 나는 이를 거듭하여 여러 차례 설명했으나, 일상
성을 속물이라고 부르고 싶어 안달이 난 듯한 이 상식론은 이러
한 일상성의 의의에 대해 완전히 무감각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
로 비상식적인 상태에 놓여있다.
일상성이라든지 속물주의라든지(이들 사이를 「불안」이 거머쥐고 
있는데)에 대한 오늘날의 상식이 얼마나 비상식적인지 이 사실을 
놓고 본다면, 일반적으로 상식이라는 것이 한줄기 포승줄로 간단
히 처리될 수 없다는 점을 깨닫게 된다. 그런데 일상성이나 속물
주의의 경우는 단순히 이 상식의 아이러니(여기서 이른바 로만틱 
아이러니를 떠올리게 되면 곤란하지만)의 일례일 뿐 아니라, 그 
자체가 이미 상식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제 관념일 수밖에 없다. 
소위 일상성―소위 속물주의―소위 상식이라고 하는, 말하자면, 
일련의 메피스토펠레스적 또는 사탄적 계열이 바로 문제가 된다. 
그래서 이런 종류의 문제는 결국 완전히 상식̇ ̇ 에 대한 문제로 집
중되는 것이다. ―사실 상식은, 예를 들면, 학문, 과학, 진리, 천
재, 독창 등을 시험하고 비판하는̇ ̇ ̇ ̇ ̇ ̇ ̇ ̇  기능을 가진다. 사탄은 시험하
는 자이며, 메피스토펠레스는 유혹하는 자이다.
상식 역시 문예의 세계에서 다소간 화제에 오르고 있다. 상식적
인 문예비평이 상식 이상으로 뛰어날 수 없지 않느냐고 말하면, 
그렇게 말하는 측이 비상식적인 것이 아니냐고 맞받아친다. 이런 
관계에 일종의 모순이 놓여있는 것이 분명하나, 아직 누구도 그
리 주목하지 않는듯하다. 즉 상식은 단순히 그리고 완전히 상식
적으로 밖에 파악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상식에 대해 단순히 상
식적 관념 밖에 발견하지 못하는 것은 오늘날 문예의 세계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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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된 사태가 아니며, 현재의 일반 이론이나 철학의 세계에서까
지도 여전히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필요한 것은 상식의 (더 이상 
상식적이지 않은) 분석이다.

1.
상식은 상식적으로 보아 이러한 두 가지 서로 모순된 측면을 가
진다고 할 수 있다. 한편으로 이는 비(非)(또는 반(反))과학적, 비
(非)(또는 반(反))철학적, 비(非)(또는 반(反))문학적 등 소극적 또
는 부정적 지식을 의미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에 반해, 
도리어 한 사람 몫의 어엿한, 노멀{normal}한, 사회에 통용되는, 
실제적이며 건전하고 정상적인 지식을 의미한다. 앞의 의미에서
는 상식적이라는 말이 부끄러운 것이 되며, 뒤의 의미에서는 상
식적이라는 말이 자랑스러운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게다가 이렇
게 두 가지 서로 모순된 의미가, 같은 상식이라는 관념 속에서, 
도대체 어떻게 짜 맞추어질 수 있는지 묻는다면, 상식 자체는 일
단 그런 것에 관심조차 가지지 않는다. 상식은 이렇게 두 가지 
모순된 것의 상식적 대립에 만족하는 것이며, 이 단계에 머무르
는 것이야말로 바로 상식의 상식적 개념이다. 확실히 상식적인 
태도는 두 가지 서로 상반되는 테제를 천연덕스럽게 늘어놓고도 
아무 고민도 하지 않는 것을 그 하나의 특징으로 한다. 상식은 
상식 자기 자신에 대해서조차 그러하다.
어떤 의미에서 문학적 과학이라고도 할 수 있는 철학은 언제나 
그 시대에 주어진 상식으로부터 출발한다. 때문에 상식 자체에 
대한 철학적 반성 역시 통상적으로 지금껏 이야기한 이런 상식
적 단계로부터 출발하게 된다. 그리스 고전에 있어서 「독사
{doxa}」는 바로 이런 상식에 대한 첫 번째 철학적 개념으로, 진
짜 지식=학문의 관점에서 보자면 그것은 결론적으로 완전히 진
리의 반대물일 뿐이다(플라톤의 단계). 그러나 철학이 이런 상식·
독사가 가지는 아나키스틱한 본질에 주목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이 견해가 하나의 상식적 개념을 벗어나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독사의 본질은 그 안에 서로 엄청나게 모순된 테제들이 거리낌 



- 48 -

없이 함께 늘어 놓여 있다는 점이다. 이 서로 모순된 여러 테제
를 정돈하고 처리해서 비로소 과학적 지식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디알렉틱을 이런 종류의 독
사에 있어서만 인정했던 것도 바로 이 단계의 상식 개념에 해당
한다. 그러나 여기서도 상식은, 비록 진짜 지식으로 향하는 일종
의 발판이 될 수는 있으나, 말할 것도 없이 진짜 지식의 단순한 
반대물일 뿐이다. 독사는 한편으로는 종래 자연학자의 다소 우연
한 견해나 지식적 전설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데모크라틱한 민중
의 자연발생적 통념일 뿐이다. 따라서 이것이 그리스의 귀족주의
적 지식의 근거가 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리라.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있어서, 상식이라는 낱말(Common 
sense, Gemeinsinn) 자체가 독사와는 완전히 계통을 달리 하는 
관념으로 제창되었다는 점은 널리 알려진 바이다. 그의 De 
Anima에 따르면, 일정 종류의 지각에 대응해서 그것을 받아들
이는 이러저러한 감관이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따라
서 눈은 색이나 빛이나 모양을, 귀는 소리를 지각한다. 그러나 
인간은 색이나 빛이나 모양―그렇게 시각적으로 나타나는 지각
과, 소리라는 청각으로 나타나는 지각과의 차이 자체 역시 알고 
있다. 단순히 빨강이 파랑이 아니라는 점을 알 뿐 아니라(이것은 
시각만으로도 알 수 있다), 빨강이나 파랑이 소리의 고저와는 완
전히 다른 계열에 속한다는 것 역시 우리는 알고 있다. 그러나 
이 차이는 어쨌든 지각적으로 알려지는 것이지, 특별히 지각 이
외 또는 지각 이상의 심적 능력에 의해 알려지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오관(五官), 즉, 다섯 가지 감관이 각각 느끼는 지각을 
서로 비교할 수 있는, 따라서 다섯 가지 감관에 공통̇ ̇ 된 그러나 
또 다섯 가지 감관 밖에 있는 어떤 공통의 감관이 있어야만 한
다. 귀도, 눈도, 혀도, 코도, 피부도 아닌 감관이 상정되어야 한
다. 이 공통감관̇ ̇ ̇ ̇ 이 이후 상식이라고 번역되는 것의 어원인 것이
다. 그리고 이는 물론 단순히 어원의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이 공통감관은 물론 다섯 가지 감관(외관(外官))일 수 없다. 아리
스토텔레스는 이것을 뇌수 어딘가 위치하는 기관일 것으로 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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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어쨌든 우리는 그 기관의 위치에 대한 문제를 감각생리학
이나 해부학에게 넘기도록 하자. 철학적 테르미놀로기
{Terminologie}로서 감관은 보통 일종의 심적 성능이라는 의미
로까지 추상된다. 이렇게 생리해부학적 위치로부터 추상된 것으
로서의 이 공통감관을 보자면, 지금까지 이야기한 위치 문제와는 
상관없이 이를 외관(外官)에 대비되는 내관̇ ̇ (内官̇ ̇ )으로 고려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물론 외관(外官)이나 내관(内官)이라는 철학 상
의 상식 관념은 쉽게 한정하기에 곤란한 것이나, 적어도 상식적
으로 외관(外官)은 육체상 명백한 위치를 가지는 것에 반해, 내
관(内官)은 결코 그렇게 용이하게 육체적 기구와 일치시킬 수 없
는 것처럼 보이는 것에 그 이유가 있을 것이다. 때문에 내관(内
官)이라는 관념은 이미 철학적 추상개념으로 의도된 것이다. 말
하자면 내관(内官)에 대해서는 더 이상 감각기관을 의미하는 관̇
(官̇)이라는 규정이 부적절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를 
내감̇ ̇ (内感̇ ̇ )이라고 불러도 될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다(이 때 내관
(内官)에 대비되는 외관(外官) 역시 외감(外感)이라고 쓰이게 된
다).
이렇게 생각하면, 감관이 급기야 감각을 의미하게 되는 이유 역
시 저절로 이해할 수 있다. 감관은 원래 감각―지각심리학이 제
기한 정정 요청에도 불구하고, 철학에서 이 낱말에 어떤 특별한 
의미를 인정할 수도 있겠으나―을 얻는 기관이었으므로 감관은 
감각일 수 없으나, 지금까지의 이야기된 대로 감관과 감각을 같
은 관념으로 만들 수 있는 이유가 생긴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공통감관도 역시 공통감각̇ ̇ ̇ ̇ 에까지 그 의미를 전환하게 된다. 센스
{sense}나 진{Sinn}이나 산스{sens}라는 외국어는 사실 이 전환
을 잘 보여주는 것으로, 이들이 단순히 감각을 의미할 뿐 아니라 
의미라고 하는 낱말이나 핵심이라는 낱말로까지 쓰인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의 공통감관은 드디어 공통감각이라는 의
미를 획득하게 된다. 이로써 내감이라는 문자의 의미가 비로소 
명료해질 뿐 아니라 그 내감이 드디어 내부지각̇ ̇ ̇ ̇ 이라는 개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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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치환될 가능성이 열리게 된다. 내감 즉 내부감각은, 이를 
심리학적 내성(内省)을 통해 조금 분석해 보자면, 내부지각이라
고 하는 편이 그 내용이 한정되어 문제가 더 구체적이 되기 때
문이다.
공통감각이라는 고전적 규정을 내감 또는 내부지각이라는 주로 
근세철학적 규정으로 완전히 취급할 수 있을지 의문의 여지는 
있을 수 있으나, 그것은 내감 또는 내부지각이라는 규정 그 자체
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해될 수 있는 이상 어쩔 수 없는 일이
리라. 그러나 지금 중요한 것은 일반적으로 공통감각이 무언가 
내부적인 감각이라고 생각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며, 그렇지 않다
면 공통감각이 어째서 후세의 상식 개념의 선구가 될 수 있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게 되리라. 단지 공통된 낱말을 쓴다는 점만 
따지자면 이는 완전한 우연한 것일 뿐이며, 여기서 이렇게 문제
로 다루기에는 불충분할 것이다. 공통감각이 내부적이라는 점을 
통해서 비로소 아리스토텔레스의 공통감관(코이네 아이스테시스
{κοινή αἴσθησις})이, 예를 들면, 근세의 상식학파 철학에서의 
상식에 연결되게 된다.
고전적인 공통감관 관념과 근세적인 상식 관념 사이에서 스콜라 
철학의 일반감관̇ ̇ ̇ ̇ (이는 즉 또 내부적 감각의 문제에 귀착되지만)
이 그 중개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러나 이를 건너뛰어 단숨에 상
식학파의 경우로 나아가는 편이 우리 논의를 훨씬 더 간결하게 
해 줄 것이다.

2.
여기서 상식학파는 영국 스코틀랜드학파를 지칭하는 것이지만, 
특히 지금 문제로 삼을 것은 토머스 리드(Th. Reid―1710-96)에 
대한 것이다. 보통 그는 영국의 경험론(그 대표적인 원천은 존 
로크)에 반대하여 자신의 주장을 펼친 것이라고 생각된다. 로크
가 인간의 마음을 백지에 비유했기 때문에, 영국에서는 심리학으
로는 연상심리학이, 인식론으로는 각종 주관주의적 회의론이 전
개된다. 이 전제와 귀결에 반대하는 것이 바로 리드의 주된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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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샤프츠베리 경42)이나 허치슨43)으로부
터 나온 의심할 수 없는 심미적, 윤리적 직관의 권위를, 인간의 
마음 일반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철저히 전개하여 경험주의와 대
립했던 것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리드는 결코 대륙의 라쇼날리스
트{rationalist}가 직관주의자였던 것(예를 들면 데카르트)과 동일
한 의미에서의 반(反)경험론적 직관주의자였던 것은 아니다. 그
가 직관주의에 기운 것은 오히려 영국식 경험주의의 필연적 귀
결이었던 것으로서, 소위 경험론적인 경험(외적 경험)이 단순히 
내적 경험̇ ̇ ̇ ̇ 으로 치환된, 말하자면 내적경험론 내지 내적경험주의
일 뿐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여기서 변함없이 중요한 근원
으로 주어지는 것은 경험주의식 「사실」이며, 단지 내적인 사실만
을 진정한 사실이라고 볼 수 있다는 주장일 뿐이다.
외부적 경험은 각 개개인 사이에서 공통된 스탠다드를 가지는 
객관적 인식을 제공할 수 없다고 그는 생각하는 듯하다. 따라서 
만약 그것만이 유일한 인식의 원천이라면, 흄처럼 객관적 실재계
의 인과적 연쇄까지 의심하게 되는 사태에 처할 수밖에 없다. 이
런 수준의 경험이 가지는 권위만 가지고서는, 사실이 반드시 사
실로서의 경험이라는 그 명목에 부합되는 수준의 권위를 휘두를 
수 없다. 따라서 이런 경험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는 결국 그 
인식의 근거를 내부적 경험으로부터, 내부지각으로부터, 직관으
로부터 추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거기서 인간의 마음은 비로소 
의심할 수 없는 사실에 직면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인간 마음의 내부에서 우리가 부딪히는 내적 사실은, 
그것이 사실인 이상, 더 이상 그에 대한 합리적 근거를 필요로 
하지 않을뿐더러 또 필요로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사실은 그 
스스로의 근거이기 때문에 바로 사실이라는 명칭에 부합하기 때
문이다. 데카르트의 경우 표상(관념)이 참이라면 그것이 명석하
게 판명된다는 합리적 근거가 이 표상에 대한 유일한 직접적 근
거 즉 직관으로 주어지게 되나, 리드의 경우는 그런 합리주의적 
근거가 아니라 경험주의적 사실이 이를 대신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합리주의적이 아니라 경험주의적인 이 직관, 즉 이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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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내적 사실은, 사실이라고 하는 것에 고유한, 지극히 사실에 
어울리는 경험적 소여성(所与性)을 가진다. 말하자면, 이 직관의 
다양한 내용, 잡다한 몇 가지 내용물이 사실이라고 명명됨에 따
라 단지 경험적으로, 즉 합리론적 근거가 없이 「사실진리적」으로 
묶여서 그냥 주어지게 된다. 때문에 이 직관은 본래 결코 단일한 
직관이 아니며, 일정한 구체적 내용들로 분할될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 당연히 아티큘레이션(분절·음술(音述))을 할 수 있는 테
제·명제로 받아들여져야 하리라. 그러나 사실이라는 것의 권위를 
통해 이들 명제가 수립되는 한, 이를 더 이상 합리적으로 분석하
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명제 내부의 응결력은 절대적이
어야만 한다. 즉 이 명제는 고정된―마치 합리주의식 아프리오리
{a priori}처럼―부동의 명제, 공리̇ ̇ 의 성질을 가질 수밖에 없다. 
말하자면 이런 여러 명제는 인간이 실제생활에서 내리는 모든 
판단의 원소나 단위와 같은 것으로, 판단은 언제나 이를 그대로 
사용할 수밖에 없고, 감히 이를 분해하여 그 이상의 요소로 환원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원소적 단위는 실
은 하나가 아니라 잡다한 혼합물이기 때문에, 이는 참으로 공리
라는 명칭에 알맞은 것이다.
그런데 공리란 자명한 것을 의미한다. 이는 직관적으로 자명하지 
않으면 안 된다. 판단에 사용되는 인간적 오성=이해력은 이러한 
직관적인 명백함을 가지는 공리를 그 유일의 근거로 하는데, 말
하자면 객관적 세계의 존재나 그로부터 기인하는 인과 관계와 
같은 공리를 인간 오성은 본능적̇ ̇ ̇ 으로 승인하게 된다고 리드는 
주장한다. 리드에 따르면, 이러한 직각(直覚)의 사실로서 공리를 
본능적으로 승인하는 것이야말로 상식의 건전한 기능이며, 또 이 
공리의 내용이 이 건전한 인간 오성의, 즉, 상식의 내용이 되는 
것이다. 즉, 상식이란 심미적, 윤리적, 종교적, 또 이론적인 일정
불변의 테제를 이러저러한 공리로서, 즉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것
으로 승인하며 인식을 거기서부터 출발시키려는 태도̇ ̇ 와 의식 내̇
용̇이라고 할 수 있다.
상식(건전한 인간적 오성)의 이러한 권능은 전적으로 그것이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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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 경험에 의한 것이 아니라 내적 경험이라는 점으로부터 발
생했다 할 수 있겠다. 여기서 아리스토텔레스의 공통감관과 리드
의(일반적으로 스코틀랜드 학파의) 공통감각=상식 사이에서 단순
한 낱말로서의 일치를 넘어선 연결점이 발견되는 것이다. ―말할 
것도 없이,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있어서 공통감각의 공통은 오관
(五官) 내지 오관이 획득하는 다섯 가지 내지 그 이상의 지각(감
각) 간에 공통된 것이라는 의미에서 쓰인 것이었다. 이에 반해 
리드의 공통감각=상식에 있어서의 공통은 사회에 있어서 각각의 ̇ ̇ ̇

개인̇ ̇  간에 공통된 것이라는 의미로 쓰인다. 여기서는, 예를 들
어, 각각의 개인이라고 말하더라도 실은 어떤 의미에서의 평균인
이라고 부를만한 것이 필요하게 된다. 공통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따라서 양자 사이에서 꼭 공통된 의미를 가진 것은 아니라는 점
은 다시 말할 나위 없다.
그러나 리드주의(Inquiry into the Human Mind on the 
Principles of Common Sense)가 인간의 여러 외부적 감관의 
문제로부터 출발한다는 점에 다소 주의할 필요가 있다. 말하자
면, 실은 오관에 공통된 감관에 의해서 비로소 인간의 의식적 통
일이 성립되는 것으로, 이 인간적, 개인적 통일이 없다면 사회에
서 개인 사이의 공통된 상식이라는 통일 역시 성립될 수 없음이 
당연하며, 다른 한편 역으로 상식이라는 것이 각 개인 의식의 통
일을 가져온다는 사실 역시 놓쳐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한 명의 
개인의식의 통일을 가져오는 것은, 한편으로는 개인심리적으로 
코이네 아이스테시스일 뿐 아니라, 개인을 사회심리적으로 볼 경
우에는 그와 같은 관계가 이른바 상식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개
인의식의 통일이라는 점에서 본다면, 아리스토텔레스적 공통감관
의 개념과 리드적 상식의 개념과의 실질적 연결이 확실해진다.
리드적 상식 개념이, 실은 영국식 경험론을 그 발판으로 가지는, 
경험론의 직각주의적 변용이라고 볼 수 있는 이유는 이미 서술
한 바이다. 물론 샤프츠베리 경이나 허치슨은 캠브리지 플라토니
스트식으로 다소간 플라톤적 또는 프로티노스적이었으며, 그들의 
동기를 보자면 분명히 경험론의 반대자로서의 외모를 드러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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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나, 그것이 단순히 심미적 내지 윤리적, 종교적인 것으로부
터 리드에 의해 지적 판단에까지 일반화되고 확대되어, 급기야는 
스스로 매우 경험적이고 일상적인 상식 개념에까지 도달했던 것
이다. 대륙풍의 합리주의와 확실히 대립한다는 점에서도 이 개념
의 경험론적 본질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모든 인간이 총평균인
(総平均人)으로서, 사회의 각 개인이 그 일상의 경험을 통해, 무
엇이 아름다운 것이며 추한 것인지, 무엇이 선한 것이며 악한 것
인지, 무엇이 진리이며 허위인지 등을 아무 논리적 이유 없이 무
조건적으로 직각적, 본능적으로 판정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 
상식의 기능이다. 모든 사람이 경험적으로 객관계의 실재를 믿는 
것이 상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리드는 이 일상 경험의 근거를 
단지 인간의 마음으로부터 먼저 찾아 내적 직관에서 구했던 것
에 불과하다. 

3.
그러나 누가 생각하더라도, 이 리드적 상식 개념에는 많은 약점
이 내포되어 있다. 모두 11개 항의 테제의 형태를 띤 도그마가 
공리로서 상식의 내용을 이룬다는 설명은 지나친 억지라고 할 
수밖에 없다. 그 상식의 내용으로부터 보자면(그 전체 태도̇ ̇ 에 대
해서는 뒤에서 다시 다루기로 하고), 이는 단지 사회의 각 개인
에 평균적으로 통용되는 객관성을 가지는 것 뿐 아니라 무언가 
인간의 오성=이해력에 고유한 영구불변한 것이라고 가정되기 때
문이다. 합리주의가 인간의 오성 및 이성이라는 것의 영구불변함
을 가정하더라도, 오성이나 이성이라는 일반적인 활동 태도에 대
해 그렇게 가정하는 것일 뿐, 그러한 오성이나 이성에 의해 규정
되는 내용 자체까지 일정하게 불변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지는 않
는다. 차라리 그런 오성 내지 이성의 내용은 오성 내지 이성 자
신의 판단력에 의해 합리적으로 개정되어 진보되는 것이라고 생
각된다. 반면에 리드적 상식(즉 오성 내용―오성 공리)은 결코 진
보하는 것일 수 없으며, 말하자면 항상 불변하는 보수적인 것이 
아니면 안 된다. 즉, 리드의 상식 개념은 당시 영국적 상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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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도 어떤 일정 사회층에서 받아들여지는 일부의 상식을 고정
화, 영구화, 또 보편화한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당시 영국은 한편으로는 정치적 반동기였다고 할 수 있으며, 아
일랜드 및 그 외 지역 신교도의 신교부흥운동을 눈앞에서 목도
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 프랑스 대혁명 중의 쟈코
뱅당 활동에도 직면해 있었다. 대표적인 보수정치가였던 말년의 
에드먼드 버크44)(휘그의 거두)가 프랑스 부르주아지의 이런 신흥 
형태에 대해서 취한 계몽적인 반동적 태도는 유명한데, 리드가 
단지 버크와 같은 시대만 공유했던 것은 아니었다. 버크는 앞서 
언급한 샤프츠베리 경식의 미학사상에 입각해서 영구불변한 미
적 감정의 단위를 상정했다는 점에서 스코틀랜드학파의 투사(闘
士) 중 하나로도 볼 수 있다. 스코틀랜드학파·상식학파는 영국식 
경험론에 입각하면서도 그 경험론에 대립하는 것처럼 보이는 약
간 상고적(尚古的) 사조의 입장을 취하며, 영국 부르주아지 발달 
중 발생했던 영국적 현실을 존중하는 일종의 독특한 귀족주의적 
이데올로기에 입각한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버크는 일종의 사회계약론자로 분류되기도 한다. 말할 것도 없이 
홉스의 사회계약설은 개인주의에, 그런 의미에서는 차라리 일종
의 데모크라틱한 원리에 입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현실가이
자 역사적 전통을 중시하는 버크도 역시 어떤 형식의 정치에서
도 항상 지배자는 인민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그 역시 일종의 데
모크라트라 볼 수도 있다. 프랑스 대혁명에 대해 그가 품은 강렬
한 반감은 그의 자유주의로부터 나오는 윤리적 반발에서 유래한
다. 그러나 그는 또 구(旧)휘그당 강령의 무조건적 신봉자였으며 
민중적 형평(衡平)에 대항한 반대자였다. 따라서 굳이 말하자면, 
그는 지극히 보수적인 영국귀족풍 데모크라트였다고 해야 할지
도 모르겠다. ―그런데 리드의 상식개념 속에 이러한 이데올로기
가 상당히 선명하게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된다. 그에 따르자면, 
원래 데모크라틱한 관념이어야만 할 상식이 도리어 영국귀족풍 
고정감각을 의미하게 되며, 예로부터 변하지 않는 보수적 영구법
칙이라는 의미를 획득하게 된다. 여기서 상식으로 강조되는 것



- 56 -

은, 요약하자면, 사회적으로는 혁명적 행동(쟈코뱅당의)에 대항해
서, 관념적으로는 첨예한 회의주의(흄의―이것이 진보적이든 반
동적이든 간에)에 대항해서, 즉, 이런 실제상 또는 관념상의 파
괴적 또는 저돌적 운동에 대항하는 방어책과 보수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것일 뿐이다.
결국 일반적으로 상식이 문제가 아니라 상식을 이런 식으로 이
용하는 것만이 문제였기 때문에, 이 「상식」은 단지 당시 영국식
으로 경험론적인 그리고 영국식으로 데모크라틱한 「상식」의 반
영이었을 뿐 아니라, 그 중에도 특별히 보수적인 귀족층의 상식
에 의해 승인된 상식에 불과하다고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리드 등 스코틀랜드학파가 캠브리지 플라토니스트(쿠드워쓰45) 
등)의 후예라는 점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다. 이 상식
에 의해 상정된 평균인이란, 말하자면, 귀족을 모범으로 삼아야
만 하는 일반 민중을 의미하는 것이리라. ―리드적 「상식」이란 
단지 이러한 여러 가지 제한을 통해 한정되어 비로소 얻어지는 
상식에 불과했던 것이다.
이 상식개념은 당시 영국귀족층의 독특한 이데올로기를 그 동기
로 가지기 때문에, 상식이 가지는 적극적인 귀족적 역할만 주목
받았으며, 반면에 상식이 가지는 소극적인, 말하자면, 서민적 성
질은 거의 완전히 무시되었다는 점은 사실 크게 놀라운 일도 아
니다. 평민적 상식이 이미 상식에 그쳐 그 이상이 될 수 없다는 
제한도, 또 상식은 항상 서로 자가당착에 이른다는 성질도 여기
서는 애당초 문제가 되지 않는다. 모든 것은 이 귀족적 상식을 
통해 근본적으로, 최고의 형식으로, 통일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
고 가정된다. 따라서 이 철학적 상식개념은 상식에 대해서 오늘
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적 개념에조차 미치지 못할 정도로 
단순하고 단조로운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세 번째 결점이다. ―시
작할 때 언급한 상식의 변증적 본질은 결국 경험론적, 경험주의
적, 그리고 현상주의적인 영국식 방법을 통해 완전히 망각되고 
말았다. 그러나 상식은 오늘날의 상식으로 보더라도 조금은 더 
골치 아픈 모순을 내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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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당히 순수한 부르주아적 상식에 흥미를 가졌던 것은 차라리 
독일 출신의 「세계시민」 칸트였다고 할 수 있다. 사실 그 스스로 
뛰어난 상식가로서 유명했을 뿐 아니라, 그의 철학이 가지는 역
사적 중요성 중 하나도 그것이 「이 부르주아적 상식」의 철학이
었다는 점에 있을 것이다. 그 역시 토머스 리드의 상식설을 접하
고 다루게 되는데, 이미 그 시점에서, 실은 지극히 당연하게도, 
앞서 언급했던 자가당착에 치닫는 상식의 본성에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점은, 칸트가 인간 이성 내지 인간 오
성이라고 부르는 것이 바로 인간 상식의 능력을 계몽기 부르주
아 이데올로기를 통해서 약간 독일화시킨 관념이었다는 점이다. 
칸트의 「순수이성」 비판은 「부르주아적 상식」의 비판이었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그의 문제는 인간 오성(이성)이 어디까지 
건전하고 어느 지점부터 불건전한 모순을 폭로하게 되는지에 있
었으며, 전자의 경우(그것이 「분석론」이다)에 해당하는 건전한 
오성이야말로 바로 상식이었고, 후자의 경우는 이에 반해 「변증
법」이라고 불리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감성의 「선천적 직관」, 이성의 선험적 「범
주」, 또는 그 결합으로 간주되는 선험적 「근본명제」(공리) 같은 
것들이, 예를 들어 인과율에 대해서도 알 수 있듯이, 리드가 주
장하던 상식을 통한 직관적 긍정이라는 것을 얼마나 철저하게 
현상학적(?)으로 분석하여 얻어진 것인지 눈치 챌 수 있다. 칸트
의 소위 형식주의는, 이러한 점으로부터 본다면, 리드의 귀족주
의적인 내용 상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이를 부르주아적 상식으로
까지 일반화̇ ̇ ̇ 하려는 일관된 시도로 볼 수 있다. 그는 흄의 회의론
에 대항하는 수단으로 상식학파식의 상식의 독단̇ ̇ (공리·도그마) 
대신 상식의 비판̇ ̇ 을 제시한 것이다.
부르주아적 상식에 대한 칸트의 비판은, 바로 이성 스스로 이성
의 비판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 일종의 
(독일적인) 부르주아적 상식을 따르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밖
에 없다. 그러나 이 부르주아 상식에 의한 부르주아적 상식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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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비판은, 부르주아적 상식의 「자기비판」으로서, 급기야는 부르
주아적 상식의 극단적 한계에 이를 정도로 지극히 위험한 지경
을 향해 거침없이 육박하여 나아간다. 말하자면 칸트가 스스로 
변증법이라고 부르는 것이야말로 이런 위험성을 잘 보여주는 것
이고, 예를 들어 이율배반 같은 것은 바로 상식이 가지는 상호간
의 자가당착성을 논리학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여기서 드러나는 것은 바로 부르주아적 상식에, 좋은 의미로든 
나쁜 의미로든, 변증법적인 일종의 어긋남이 있다는 인식인 것이
다. ―헤겔에 이르러 변증법이 학적 사유의 방법으로서 적극적으
로 세워지게 되면, 더 이상 부르주아적 상식―학적 사유에 대한 
비과학적 사고로서의―은 퇴장하게 되고, 이 단계에서는 상식에 
대립하는 변증법만이 남게 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일체의 
상식이 전부 사라져 버리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오늘날 우리에
게 있어서, 변증법적 사고야말로 더 이상 부르주아적이지 않은 
일종의 상식이 되었으며 또 되어야하기 때문이다.
상식의 이율배반이나 변증성은 단순히 두 개의 상식적 명제가 
서로 모순된다는 점에서 끝나지 않는다. 칸트가 확인한 것은 그 
뿐이었으나, 실은 그 외에도, 상식 그 자체가 상식이기 때문에 
진리라고 생각되는 동시에 상식이기 때문에 진리일 수 없다고 
생각된다는 이율배반이 있으며, 이것이야말로 상식의 근본적 변
증성인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야말로 지독하게 복잡한 문제가 숨
겨져 있다.
이 모순을 푸는 실마리로 다시 한 번 리드적 상식이 가지고 있
던 하나의 성질을 떠올려 보자. 리드의 상식은 일정한 독단적 테
제로서 나타나는 근본명제(공리)였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는 
사실 각각의 상식내용을 의미하게 된다. 각각의 상식적인 주장을 
포함한 명제가 상식이라는 것의 실질이라고 생각되어진다. 그러
나 다른 한편, 이런 개개의 상식내용은 인간의 건전한 이성에 갖
추어진, 말하자면, 본능과 같은 필연성에 의해 발리디티{validity}
를 부여받는 것이므로, 개개의 상식내용과는 별도로 이런 개개의 
상식내용을 상식내용으로 만들어내는 형식이, 그런 상식적 태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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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상식의 또 하나의 계기일 수밖에 없다. 때문에 여기서 개개
의 상식내용과 이를 성립시키는 상식형식이라는 것이 구별된다. 
이 두 가지가 상식에 있어서 내용과 형식에 해당한다. 그러나 단
지 임의의 내용과 형식 사이의 관계인 것은 아니다. 실제로 우리
가 지금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상식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 
개개의 상식(테제의 형태를 가지는)이라는 내용과 상식이라는 형
식 사이에는, 대립하거나 서로 어긋나기도 하는 관계에 놓여 있
기 때문이다. 이 두 가지 사이의 구별을 전개하여 보도록 하자.
[군부]가 오늘날만큼 자부심을 가지지는 못했던 대전 직후, 내가 
아는 한 장교 왈, 군인에게 상식이 없다는 비난 때문에 상부로부
터 상식 함양을 위한 법률이나 경제 공부를 권유받고 있는데, 도
대체 그런 지식의 부족함이 군인의 비상식이라든지 몰상식을 의
미하는 것일까, 아무리 지식을 소유해도 비상식은 비상식이고 그
것만으로 상식이 함양될 수는 없으리라 생각된다고 말했던 적이 
있다. 당연히 법률이나 경제나 정치에 대한 사회과학적 지식을 
어느 정도 가지지 못하면 물론 비상식적인 인간이 될 수밖에 없
을 것이나, 어떤 의미에 있어서 그런 상식의 습득이 그렇다고 꼭 
상식 그 자체를 고양하는 것도 아니다.
만약 상식이라는 것을 개개의 지식이나 그 총합이라고 생각한다
면, 지식의 습득이 그것만으로 상식내용의 양적 증가를 의미하게 
되겠지만, 그런 축적에 의해 필연적으로 인간적 식견의 수준이 
높아진다고는 할 수 없다. 말하자면 한 인간이 상식이라는 수준
에서 질적으로 고양되고 접근한다는 것은 양적인 상식내용 증가
와는 일단 독립적인 사태이다. 지식과 식견이 동일하지 않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것으로, 지식의 단순한 총합이 식견인 것
은 아니다.
지식이 풍부하다면 자연스레 그에 따라 식견도 높아지는 것이 
사실이기는 하며, 또 지식이라는 것을 잘 생각해 보자면, 특히 
사회과학적 지식 같은 것에서 명백히 드러나듯 그 자체가 일종
의 식견에 기초하거나 그 자체가 하나의 식견의 의미를 가지는 
것도 있으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단지 지식이나 지식의 총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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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견이 될 수는 없다. 척 보기에는 지식의 총합적 평균이 인간적 
식견인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이 평균이라는 것이 
결코 간단한 것이 아니다. 내용으로서의 상식(각 중용의 지식 내
지 그 총합)과 수준으로서의 상식(지식의 총합 평균이라고 상상
되는 것)의 관계는 바로 사상(事象)의 개개의 각 경우와 그것들
의 집단적·통계적 경우의 관계와 비슷하지만, 이 두 가지 경우의 
사이에는 어떤 실질적인 관련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는 일단 서로 독립된 입장에 서 있는 것이다. 하나의 경우에 
대해 말해지는 것이 다른 경우에 그대로 옮겨져 적용될 수는 없
다. 모든 경우를 단순히 평균한다는 것은 실은 그것만으로도 이
미 개별적인 것의 입장으로부터 평균적·수준적인 것의 입장을 독
립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바로 이와 같이 개개의 지식 내용으로
서의 상식으로부터 독립되어 수준으로서의 상식이 구별되지 않
으면 안 된다.
수준으로서의 상식·상식수준̇ ̇ ̇ ̇ 으로서의 상식은 상식 속에서만 발견
될 수 있는 상식의 독자성을 드러낸다. 상식이 상식으로서 다른 
것에 환원되지 않고 문제시될 수 있는 것은 따라서 내용으로서
의 상식이 아니라 이 수준으로서의 상식̇ ̇ ̇ ̇ ̇ ̇ ̇ ̇ 에 관해서일 뿐이다. 내
용적 상식은 잘 생각해보면 실은 진정한 상식이 아니었으며, 결
국 개개의 지식이나 그 총합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를 그대로 평
균을 낸다 해도 얻어지는 것은 상식(상식수준)이 아니라 단순한 
지식수준̇ ̇ ̇ ̇ 에 불과할 것이다. 그러한 지식수준은 조직적인 지식으
로서는 학술적 수준에까지 발전할 수 있을 것이며, 이미 총합적
인 지식으로서는 문화수준에까지 발전할 수 있으리라. 그러나 이
를 상식수준이라고는 전혀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이제 일반적으로 상식이라는 것을 이런 지식수준·학술수준·문화
수준을 통해서 측정한다면, 즉 상식이라는 것을 그 자신의 척도
로 재지 않고 지식·학술·문화 등의 척도에 비추어 잰다면, 그것
은 상식이라는 것이 가지는 독자성을, 상식이라는 것을 지식·학
술·문화 등으로부터 구별하는 바로 그 독자성을, 무시하는 것이
므로, 실은 처음부터 상식이라는 개념이 부정되는 것이나 다름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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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 당연한 귀결로서, 상식이라는 것이 지식·학술·문화 등으로 
환원되어 버린 상태에서 문제시되기 때문에, 상식이라는 것이 지
식·학술·문화 이하의 것이 될 수밖에 없고, 따라서 불완전한 미
숙한 지식·학술·문화에 불과한 것이 될 수밖에 없다. 상식이 스
스로의 원리를 가지지 않는다고 가정되었기 때문에, 상식이란 일
반적으로 그 자체 가장 낮은 것을 의미할 수밖에 없게 되며, 상
식 이하의 것은 어디에도 없다는 말이 동어반복적으로 자명해질 
뿐이다.
바로 이것이 상식을 상식내용으로 치부하는 결과이지만, 이는 상
식의 지식중심주의적 내지 학술중심주의적인 아카데미션식 개념
일 뿐이다. 사실 근래 우리나라의 아카데미션들에 따르면, 상식
이란 항상 이런 네거티브한 것일 뿐으로, 예를 들어, 그들은 과
학이나 예술을 비속화하고 통속화한 것이 상식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일단 수준으로서의 상식·상식수준에 상식의 본체가 있
다는 점에 주목한다면, 이 상식의 개념은 완전히 개정되지 않으
면 안 될 것이다. 지금까지의 논의에 따라 드러난 사실은, 상식
이 그 스스로의 척도를 가진다는 점, 그리고 그 자체 하나의 수
준을 의미한다는 것이었다. 상식은 독자적인(지식수준과 그 외의 
다른 것들과 독립적인) 노름{norm}을 의미한다. 한편 이 노름에 
따르자면, 당연히 상식 그 자체가 일체의 모든 다른 것들에 비해 
그 노름에 더 정확히 일치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여기서는 상식
이 바로 최고이며, 상식 이상의 것은 있을 수 없게 된다.
한편으로는 상식이 상식이기 때문에 항상 진리일 수 없다고 생
각되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또 거꾸로 상식이기 때문에 항
상 진리라고 생각된다는, 이 모순, 이율배반, 또는 차라리 상식
의 파라로기스무스{Paralogismus}라고 할 만한 것은 이런 내용
을 가지고 있던 것이다. 즉, 상식의 독자성, 상식 고유의 원리를 
승인하면, 비로소 이 변증성이 풀리는 것이다.

5.
상식이 비난받는 이유 중 하나는 그것이 독창성을 결여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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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점, 그런 의미에서 단순히 평균적인 평범함에 머무른다는 
것이었다. 이 때, 일정한 지식이라면 지식은 사회적인 평균에 의
해 주어진 일정한 상식적 수준을 가지고 있어서(상식수준이 아니
다), 그 이하의 경우는 문제 외이고 그 수준 이상으로는 결코 나
오지 못한다는 것이 상식의 네거티브한 숙명이라며 비난받는다. 
세간에서는 거의 언제나 이런 의미로 상식 이하라든지 상식적이
라든지 상식 이상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이 상식 이상의 지식수
준에 도달했다는 것이 바로 독창성이 된다. 지식은 말할 것도 없
이, 항상 독창적이지 않으면 안 된다. 독창적이지 않은, 즉 상식
적인 지식(그것이 예의 상식내용이지만)은 항상 불완전하고 미숙
한 지식을 의미할 수밖에 없다. 사회의 평균인에 비교해서 지식
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는 물론 이 지식의 불완전함, 
미숙함의 변명이 될 수 없다.
그러나 지식이 독창적이든 아니든 간에, 그것과 일단 독립적으
로, 상식수준의 척도가, 말하자면, 상식 자체가 독창적인지 아닌
지의 문제가 존재한다. 이러한 수준으로서의 상식이라고 하더라
도, 그것이 사회인의 식견의 평균치라는 그 단초(端初)적 성질은 
물론 무시할 수 없다. 그렇게만 본다면, 지식의 평균치라는 상식
적 수준(상식내용)과 이러한 상식수준을 별개라고 할 수 없을 것
처럼 보인다. 그러나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 수 있듯이, 진정으로 
단지 평균치적이라는 점만으로는, 상식이라는 낱말에 아무리 애
착을 가진다 해도, 그것이 평균의 노름이나 척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는 없을 것이리라. 따라서 사회인의 식견의 평균치로 
보이면서도 실은 그 이상의 것일 수밖에 없다는 점이 바로 이 
상식수준 속에서 발견되는 새로운 모순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 이 모순을 풀어내기 위해서 평균치라고 하는 관념의 비밀
을 풀 필요가 있다. 말하자면, 평균치를 곧이곧대로 단지 사회에
서 각 개인의 양적, 질적인 총평균이라고만 생각해서는 이 비밀
을 풀 수 없다. 그것이 평균치이기 때문에(어떤 근거로 그렇게 
되는지는 알 수 없으나) 자연스레 표준̇ ̇ 적인 것이며 또 이상̇ ̇ 적인 
것이라고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리드적 상식의 상식적 태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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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흡사 이것을 건전이라는 표준 또는 이상을 통해서 표현하였
다(bon sens라는 상식개념도 역시 이런 표준 또는 이상을 암묵
적으로 상정한다). 말할 필요 없이 건전이란 병든 상태와 건강한 
상태의 총평균일 수가 없으며, 차라리 각 개인의 건강상태의 표
준이고 또 이상적 상태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전함은 
인간 건강의 노멀{normal}한 상태라고 생각되어진다. 최근 항간
에 건강 유지(불(不)건강피로물질의 신진대사와 건강회복)라는 말
이 회자되고 있다. 즉, 끊임없이 건강을 끌어 올려 건강함을 발
달시키는 것이, 인간의 평균적인, 따라서 노멀하고 통상적인 건
강 상태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이다.
상식도 역시 항상 상식이라고 하는 살아있는 사회인의 식견을 
끌어 올려 발달시키는 것에 의해서 비로소 스스로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며, 이 상식수준의 유지가 노멀한 상태인 것이고, 이 
노멀한 상태는 다시 사회인의 총평균치를 항상 그 자체에까지 
고양시키려 하는 동적 이니시에이션{initiation}으로 나타난다. 바
로 여기서 평균치적인 것이 자연스레 노멀(노름적, 척도적)한 것
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상식수준에서 평균치적인 것이라고 생각
되는 것은 실은 단순한 평균치가 아니라 이 평균치 자체를 항상 
고양시키려고 작용하는 솔리시테이션{solicitation}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상식수준이란 그때그때 주어진 사회인의 식견 평균치가 
아니라, 거꾸로 이 평균치를 고양시키려는 목표·이상선을 의미한
다. 이 이상선이 방안지 위에서 어느 위치에 있는지는 정해져 있
지 않으며, 그 위치를 문제 삼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평균치
라는 것은 항상 어느 정도 저하되고 소산(消散)되고 사멸하는 살
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항상 자극해서 살려내고 유지하고 
발달시키는 것이야말로 이 상식수준이라는 낱말의 의미라고 할 
수 있다. 진리가 바로 진리를 유지하고 고양하는 것을 의미하듯
이, 상식이란 상식을 유지하고 고양하는 것이다.
진정한 상식·상식수준은, 사회인의 식견의 단순한 평균이 아니
고, 하물며 사회인의 지식의 중용(中庸)도 아니기 때문에, 이른바 
여론이라고 하는 것과는 상당한 거리를 가지게 된다. 여론이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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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의 정치적 의견의 평균치(실은 다수자가 공통적으로 가지는 정
치적 식견)라고 간주되는 한 그렇다. 여론은 일반적으로 다수결
의 원리를 통해서 이해된다. 그러나 다수의 원리는 다수자의 권
리를 긍정하는 근거가 되는 동시에 이를 부정하는 근거가 되기
도 한다. 다수원리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는 한, 다수자의 권리
를 이로부터 끌어내기 위해서는, 이론적으로는 콘벤션
{convention}에, 행동으로서는 단순한 다수의 존재라는 것 이상
의 행위·폭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한때 그리스 의회에서는 목
소리가 가장 큰 자가 다수를 의미했다. 따라서 이 근대 부르주아
지의 데모크라틱{democratic}한 관념인 여론을, 이러한 철학적 
곤란으로부터 구해내기 위해서는, 여론에 있어서의 다수결 문제
를 「상식수준」에 있어서의 평균치에 준해서 재고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상식을 리드식 상식에 엮어 분석할 수 있던 것처럼 여
론―Opinion, Meinung―을, 예를 들어, 그리스의 독사에 엮을 
수 있다).
그러나 실은 상식수준 그 자체가 정치적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
는 점에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는 이미 이를 단순한 지
식으로부터(또는 학술·문화로부터까지) 구별된다는 점에서 식견이
라고 불러왔으나, 사회인의 식견이란 단지 개인의 지적 의지의 
통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각 개인이 사회 속에서 (물질적 
생산을 매개로 하여) 상호 관계에 들어감으로써 비로소 일어나
는, 사회를 통한 지적 의지의 통일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회적, 
정치적 통일의, 사회적·정치적 평균치를 끌어 올리고 발전시키는 
것이 바로 예의 상식수준이었다. 따라서 상식수준은 항상 정치적
인 근본 특색을 가지고 있다. 아마도 여론이란, 이미 그 자체로 
정치적인 상식을, 더 좁은 의미에서 정치적으로 한정시킨 경우를 
지시하는 것이리라.
여기 또 하나 상식에 관련된 것은 통속화 내지 대중화이지만, 이
들도 역시 보통 루즈하게 생각되어 지는 것과 달리, 평균치나 다
수결의 문제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것이다. 대중화라는 것은 
사물을 다수자의 평균치에 접근시키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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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이어야 하는 것을 사물에 접근시키는 통로를 제공하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사람들을 대중으로, 다중(多衆)으로 조직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대중화라는 것은 대중을 향한 조직
이라는 것을 빼놓고는 정확한 의미를 가질 수 없다. 여기서 언급
된 상식수준의 상식유지발전력이 이러한 대중조직화에 상응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통속화는 이러한 대중화 이외에는 그 정당
한 관념 내용을 가질 수 없다. 만약 가진다고 한다면 그것은 예
의 나쁜 상식(지식수준에 준해 판단되는 상식내용)을 이에 혼입
시켰기 때문에 그렇게 보일 뿐이다.
지금까지 서술한 바와 같이, 상식이 일단 그 단초에 있어서는 사
회인 다수의 식견 평균치와 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또 사실상 
겉보기 현상적으로 다수자의 평균적인 평범한 식견에 불과하더
라도, 이 다수나 평균이라는 말을 음미할 필요가 있으며, 그 결
과 참으로 드러난 상식은, 즉 상태로서의 수준인 상식은, 다수나 
평균 그 자체라기보다는, 거꾸로 이들을 끌어 올리고 밀어 올려
서 디벨로프{develop}시키는 이상선과 같은 것이었다. 때문에 상
식은 결국 다수자의 것도 평균적인 것도 아니며, 차라리 일종의 
소수자만 사실상 이 노름에 접근(?)할 수 있고, 도리어 이 평균
치를 돌파한 곳에야 비로소 탁월한 상식이 놓여있다고 생각되어
진다는 점이 비로소 설명되는 것이다.
만약 진정으로 상식이 평균치적인 것일 뿐이라면, 사회의 각 개
인의 상식을 그냥 평균하는 것 자체가 완전히 무의미할 것이나, 
그러나 사실 탁월한 상식이란 그러한 평균치적 상식을 훨씬 뛰
어넘기 때문에 비로소 탁월한 것이다. 그리고 탁월한 상식가(예
를 들어 에드먼드 버크나 칸트, 또는 헤겔이나 마르크스까지도 
여기 꼽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는 결코 다수가 아니다. ―
물론 지식내용만 따질 경우, 즉 상식적 수준을 내용적 상식으로 
한정시킨 의미에서의 「상식가」라면, 세상에 꼭 적지는 않다. 그
러나 이들조차도 결코 절대적 다수가 아니며, 따라서 실제로는 
이들이 소위 평균치적 지식인보다 훨씬 더 높은 지식수준을 소
유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게다가 티피칼{typical}하게 평균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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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이라는 것조차 그리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6.
이리하여 상식은 평균치적인 것이나 다수성으로부터 나오는 단
초적인 개념 규정으로부터, 드디어 해방된다. 이러한 과정을 거
치지 않고, 상식에 스스로의 원리를 강요하기 위해, 부르주아 민
주주의적 상식개념에서는 평균성이나 다수성을 상식의 고유원리
인 것으로 생각하나, 이는 상식의 원칙을 확립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상식의 고유원칙은 이러한 부르주아 민주주의적인(그리고 
여기서는 사회인의 추상적인 동일성·평등이 기계론적으로 설정된
다) 상식개념으로부터는 결코 도출될 수 없다.
이러한 수량적 평균성이나 다수성의 규정을 넘어서는 상식의 규
정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이는 최초에 언급한 일상성의 원리라
고 불릴 수 있는 것에 귀착되게 된다. 물론 보통 속물(俗物)이나 
초속물(超俗物)도 전부 일상성이라는 것을 평균적 다수자라는, 
세상 속물의, 원칙 없는 생활 상태라는 식으로 생각하지만, 일상
성을 그러한 수량적 규정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보는 것 자체가 
속악한 상식적 지식일 뿐이다. 일상성의 원리란 그러한 것과는 
달리 실제성̇ ̇ ̇ (Actuality)의 원리였다(이는 독일어로 현실―
Wirklichkeit―이라고 불리운다. act=wirken). 일상성의 원리의 
분석 그 자체야말로 상당히 귀찮은 문제라고 생각되나, 이에 대
해 나는 여러 차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설명해 왔다(졸저 『현대
철학강화(現代哲学講話)』 참조).
지금 가장 간단히 실제성의 원리를 떠올리기 위해서는, 신문이라
는 것의 일상적 기능을 반성해 보면 될 것이다. 도대체 누가 아
카데미의 연구실에서 행해지는 것과 같은 기능을 신문에게 요구
할 것인가. 또 단순한 연구자나 서생, 학자가 신문에 글을 쓴다
든지 잡지를 편집할 수 있으리라고는 누구도 생각하지 않는다. 
아카데믹한 기능과 대립되는 신문의 저널리스틱한 기능이야말로 
일상성의 원리를 가장 직접적으로 예증한다. 말 그대로, 저널리
즘{journalism}이란 매일의 실제 생활에 입각한 주의이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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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일상성의 원리에 입각하는 것이 된다. 말할 나위 없이, 이는 
학구적 속악함의 대표인 아카데믹 풀{fool}들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원리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크리티시즘(비판·비평)은 다름 아닌 저널리즘
의, 일상성의 원리에 입각한, 하나의 기능이라 할 수 있다. 일반
적으로 사물의 비판 내지 비평은 항상 상식수준(이 사회적, 정치
적 척도)에 의해 행해진다. 이제 다시 말하자면, 따라서 상식이
란, 사회의 단순한 공통감각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회적인(따라
서 역사적인) 일상감각̇ ̇ ̇ ̇ 이다. 이는 인간의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본능 같은 것으로, 인간생활에서의 지능의 한 형태였던 것이다.
그러나 거듭 말하지만, 이 인간의 일상감각·상식(수준으로서의 
상식)은, 결코 사회적 평균물도 아니었고 게다가 사회적 공통물
조차 아니며, 차라리 노름{norm}·수준이었다. 따라서 이는 반
(反)노름에 대립하고 있는 것이다. 상식의 메피스트가, 바로 여기
서, 이 카이저{Kaiser}와 게겐카이저{Gegenkaiser} 사이에서 활
약하지 않으면 안 된다. 상식수준은 계급적 대립̇ ̇ ̇ ̇ ̇ 에 따라 분열되
고 대립한다. 지식―과학에 계급성(계급적 대립)이 있는 것처럼, 
그리고 지식―과학의 논리가 계급적 [당파]성의 수미일관성에 불
과했던 것처럼, 상식에도 역시 계급성·계급적 대립이, 그리고 계
급적 [당파]성의 수미일관성이 존재한다. 그리고 지식―과학에 대
해서 「논리」라고 불리는 것이 여기서 「상식」수준이라고 불리는 
수준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제 여기 두 가지 상식수준이 대립하게 되는데, 이 대립(어느 
편이나 스스로 수준으로서의 노르말리티{normality}를 주장하며 
양보하지 않는다)은 도대체 어디로 이끌리어 어떻게 해결될 것인
가. 여기서 예의 상식내용과 상식수준과의 관계를 참고로 삼을 
수 있다. 이제 탁월한 상식수준에 비해 저열한 편의 상식수준이 
흔히 더 상식적이고 그럴듯한 통념으로 취급된다는 사실에 주의
를 기울여보자. 이는 저열한 편의 상식수준이 사회인의 상식적인 
지식수준̇ ̇ ̇ ̇ 에 한층 더 잘 적응했다는 증거가 된다. 그렇다면 이 수
준 낮은 편은 우리가 앞에서 상식내용이라고 부른 지식의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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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수준과 혼동된 만큼 그만큼 탁월하고 높은 상식수준보다 열
등한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모든 지식이 완전히 상식적 수
준(상식수준이 아니다)에 머무르는 한, 당연히 이에 대비되는 상
식수준 측이라고 해서 탁월함을 기대할 수는 없겠으나(역으로 지
식이 상식적 수준을 넘어서는 것만으로 상식수준이 확립되는 것
은 아니다), 저열한 상식수준은 항상 그 전제로서 상식적 수준 
또는 그 이하의 지식내용을 그 조건으로 한다. 이는 결국 지식의 
결여가 결과적으로 비상식을 야기한다고 하는 지독하게 당연한 
관계로 귀착되게 된다.
오늘날 부르주아적 상식수준과 무산자적 상식수준이라는 두 가
지 상식이 있다는 점이, 그 자체 일상경험으로서 확실할 뿐 아니
라, 저널리즘에 부르주아 저널리즘과 프롤레타리아 저널리즘과의 
대립이 있다는 것으로부터도 명백히 드러난다. 이는 대중화의 개
념이나 여론이라는 개념에 있어서도 실증된다. 그런데 예를 들어 
부르주아적 대중화가 무엇인지 살펴본다면, 그것은 비속화(卑俗
化)·속류화일 뿐이다. 부르주아적인 대중화 개념은 그 수준 이상
으로 분석될 수조차 없으며, 따라서 이를 통해 본래 대중화라는 
개념에 일반적으로 기대되던 목표에 도달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
려운 일이 된다. 오늘날 대중화라는 이데{Idee}(분석의 결과가 기
대되는 관념)는 무산자적으로 밖에 분석될 수 없다는 것이 주지
(周知)의 사실이다.
여론도 역시 이와 마찬가지로, 이 부르주아 민주주의적 관념은 
부르주아적 개념으로서는 완전히 교착 상태에 도달했다고 할 수
밖에 없다. 여론은 오늘날 부르주아적 푸블리쿰{publicum}이라
고나 할 사회의 한 구석에서 슬금슬금 기어 나오는 사어(私語)이
거나, 그게 아니라면 통제적 관아(官衙)의 석단을 통해 조용히 
강림하는 「목소리」일 뿐이다. ―상식은 더 이상 오늘날 지상의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는다. 상식은 이제 「지하실」에 유폐되었
으며, 그 숨통마저 완전히 짓밟힌 것처럼 보인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일본주의 등에서 발견되는 「상식」!인 것이다.
요약하자면, 내 분석으로 얻어진 결과는 결국 수준으로서의 상



- 69 -

식·상식수준이라는 규정이었다. 이 규정을 필요에 따라 확실히 
하는 것을 통해서, 상식이 가지는 곤란함을, 즉 그 모순·이율배
반·변증성을, 비로소 해결하고 지양할 수 있으리라. 상식에서 보
통 드러나는 상반되는 두 가지 테제의 혼재, 상식 그 자체의 부
정과 긍정, 상식에서의 평균성과 탁월함, 상식이라는 노름의 계
급적 대립 등등이 이러한 곤란함의 예였다.
하지만 지금 몇몇 독자는 분명히 의문을 품으리라고 생각된다. 
지금 상식의 분석 따위를 한다고 해서 도대체 실제문제와 무슨 
관계가 있을지. 그러나 상식 그 자체는 일단 미루어 놓더라도, 
상식의 독자적 원리 문제에 주목하는 것은 오늘날 유물론의 주
춧돌 중 하나를 놓는 일이다. 왜냐하면, 상식으로부터 드러난 일
상성의 원리·실제성의 원리야말로, 대중의 사상을, 해석철학̇ ̇ ̇ ̇ 으로
부터, 그런 의미에서 형이상학̇ ̇ ̇ ̇ 으로부터, 다시 또 그런 의미에서 
관념론̇ ̇ ̇ 으로부터, 방어할 바로 그 원리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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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계몽론
―현대에 있어서 계몽의 의의와 필요에 대해서

1.
계몽(Aufklärung)이라는 개념은 현재 두 가지로 구별된다. 하나
는 문화사에서 일컫는 계몽기의 이른바 「계몽」이고, 또 하나는 
오늘날 세간에서 보통 계몽이라는 일상어를 통해 표현되는 그것
이다. 물론 이 두 가지 사이에는 어떤 근본적 연관성이 있으나, 
역사상의 「계몽」은, 한편으로는 이 낱말이 있는 한 영구히 남을 
보편적 규정을 가짐과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그 시대에만 공
통되는 특정한 역사적 제한 역시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것은 현
재의 계몽과 결코 동일한 것일 수 없다. 이 둘 사이를 역사적으
로 그리고 이론적으로 매개하는 것이 바로 당면 목적이다.
계몽이란 관념의 정확하고 세밀한 내용 규정은 일단 차치하더라
도, 적어도 오늘날 세간의 대다수 사람들은 이 단어가 대개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이미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말하자면, 누
구나 스스로에게 필요 없는 것은 쉽게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
려운 것이며, 따라서 그로부터 쓸모없이 번잡한 현학적 분석만 
얻게 될지도 모르나, 이와 반대로 명백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
물은 가장 빨리 직관적으로 이해될 수 있다. 따라서 만약 오늘날 
계몽이라는 낱말을 일상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 그는 오늘날 계몽의 필요성을 그다지 느끼지 않을만한 특
별한 사정 하에 놓여 있는 자일 것이다. 그런 사람은 계몽을 통
해서 전혀 이익을 얻지 못하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도리어 적극
적으로 이로부터 손해를 볼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일 것이다. 
메이지 이래의 시기를 살펴 볼 때, 최근의 일본만큼이나 계몽이
라는 것이 필요한 시대는 또 없을 정도이다. 계몽의 필요를 최근 
절실히 느끼는 사람은 계몽이라는 낱말의 대개의 의미를 이미 
일상적으로 이해하고 있으리라. 결국 이 일상 관념을 토양으로 
하여, 분석의 결과 이 일상 관념의 지반에 돌아오게 된다면, 우
리는 그 목적을 달성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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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우리나라에서 계몽이라고 번역되는 독일어 아우프클래룽
은 아마 영어의 엔라이튼먼트{enlightenment}―문명(文明)―로부
터의 번역이 아닐까하고 생각한다. 그런데 엔라이튼{enlighten}
되고 아우프클래렌{aufklären}되는 것은, 예를 들어 어둠이나 요
망한 먹구름 같은 것이 아니면 안 된다. 역사상으로 이는 봉건적 
잔존기구로부터 자연발생적으로 탄생한 불합리한(아우프클래룽 
자체의 관점으로 볼 때 불합리한) 관념·이데올로기였던 것이다. 
물론 여기서 문명이나 아우프클래룽이라는 것은 사회의 경제적 
또는 기술적 기구의 발달보다는 차라리 사회에서의 문화적 관념
의 발달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독일에서는, 특히 영국 또는 프
랑스에 비교할 때, 이 문명 내지 계몽이 현저하게 늦게 전개되었
다. 일종의 계몽사조의 대표자라고 할 칸트는 프리드리히 대왕 
치하의 프로이센을 두고 계몽된 시대는 아니지만 계몽되고 있는 
시대라고 부른다. 영국·프랑스에 비해 생산양식과 문화의식이 현
저하게 뒤처진 당시의 독일이 이미 「계몽되고 있는」 시대였다는 
소리인데, 이를 잘 생각해보면, 이 계몽되어야만 하는 것은 결국 
당시 봉건적 잔존기구로부터 완전히 자연발생적으로 태어났던 
어둠이나 먹구름이었다는 점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이 
프로이센의 헌법에 기초하여 그 헌법을 제정했다고 일컬어지는 
점(오늘날 다수의 권위 있는 법학자나 역사가 사이에서 이는 과
학적 상식이 되어 있다)도 역시 일본의 극히 긴 봉건제로부터 자
연발생적으로 태어났던 관념적 잔존물에 대한 아우프클래룽으로
서 그랬던 것이리라 생각된다.
이는 대개 역사상에서 일컬어지는 소위 「계몽」의 계열에 속하는 
것이나, 그러나 오늘날 필요한 계몽, 오늘날의 의미에서의 계몽
은 적어도 어느 한 근본적 조건에서 이와 전혀 다른 종류의 것
이라는 점에 주목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오늘날의 계몽이 물리쳐
야 할 먹구름은 오늘날까지도 사실 농후하게 남아있는 일본의 
봉건적 기초조건으로부터 자연발생적̇ ̇ ̇ ̇ ̇ 으로 태어난 먹구름이 절대 
아니다. 이 어둠은 이 일본적 봉건제의 기초조건을 합목적적으로 
채용함으로써 의식적̇ ̇ ̇ 으로(「인식한다」는 것을 통해 또 국민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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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자각」을 통해) 도입되는 어둠인 것이다. 원래 어느 시대에도 
완전한 어둠은 불가능하며, 어둠이란 실은 결국 어둑한 상태인 
어스름인 것이지만, 같은 어스름이라도 역사상 소위 계몽기의 
「계몽」은 「계몽되기 시작한」 여명이었으나, 오늘날의 어스름은 
몽매(蒙昧)해지고 있는 황혼에 차라리 가깝다 할 것이다. 또는 
일식 때 햇빛을 가리는 악귀의 그림자일지도 모른다. 이것만 보
아도 오늘날의 계몽의 성능과 기능이 종래의 그것과는 다른 새
로운 것이어야만 할 이유를 자연스레 찾을 수 있다. 하물며 오늘
날의 계몽은 단지 봉건제로부터 자생적 또는 의식적으로 도출된 
관념에 빛을 비추어야 할 뿐 아니라, 역사상 소위 「계몽」을 낳은 
자본제 자체에 기반을 둔 관념들에도 역시 이 강한 빛을 비추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오늘날의 계몽의 의의는 역사상 소위 계
몽에 비해서 그 규정이 한편으로는 점차 일반화되는 동시에 다
른 한편으로는 점차 한정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내가 지금까지 서술한 바에 굳이 반대하지 않더라도, 또 
지금까지 이야기한 오늘날의 계몽의 의의를 일단 인정한다 하더
라도, 이 문제에 그리 큰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부류의 식자가 
일본의 인텔리겐치아 중에 결코 적지 않다. 우리는 이 사실을 놓
칠 수 없다. 계몽도 좋지만, 계몽보다 훨씬 소중한 것이 우리 주
변에 잔뜩 있다고. 예를 들자면 연구·반성·자기불안 같은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따라서 사람들을 계몽하는 것 따위는 뒤로 
미루면 어떨까하는 식으로, 이런 부류의 인텔리들은 우선 우리들 
자신을 「계몽」하려 시도하는 것이다. ―물론 그것도 좋겠지. 하
지만 그렇게 연구하시고 반성하시고 또 자기불안하시는 것을 통
해 여러분께서는 도대체 무슨 그리 대단한 것을 이끌어 내셨는
가. 예를 들어, 전체성·체험·게마인샤프트 같이 「철학적」으로 그
럴듯하게 강조된 여러 범주들이야말로 모두 이런 식의 겸손한 
연구가나 반성가, 불안가들 자신의 입에서 새어 나온 것이다. 이
는 현대적 신비주의·현대적 몽매주의를 위한 현학적 기초공사와 
다름없다. 추상적으로 생각하자면, 당연히 부분주의보다는 전체
주의가 좋아 보이고, 체험을 무시하는 것보다는 체험을 존중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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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타당하며, 게젤샤프트보다도 게마인샤프트 편이 인간관계 
측면에서 우수할 것이라는 점은 당연한 소리이다. 그러나 이는 
형식적인 말 뿐으로, 그 내용에 합리적이고 계몽된 것이 들어있
는가 아니면 신비적이고 몽매한 것이 들어있는지 살펴보면, 제아
무리 잘난 백일 동안의 설교도 방귀 한 방에 날아가 버릴 것이
다. 계몽 활동의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자는 결국 어떠한 자기계
몽조차 불가능하다는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앞에 놓여있는 사
태인 것이다.

그런데 역사상 계몽기적 계몽은 우선 첫째 자유주의로 나타나며 
자유주의를 그 첫째 규정으로 삼는다. 모든 역사상 계몽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문화사̇ ̇ ̇  상의 한 시기 또는 하나의 범주였고, 결
코 정치적 범주라고는 생각될 수 없었으며, 하물며 경제상의 범
주일 수는 없었다. 따라서 이 자유주의라는 것 역시 경제상의 자
유주의(자유계약·자유매매·자유경쟁)가 아니었고, 잘 따져보면 정
치상의 자유주의(의회주의·입헌주의·데모크라시)도 아니며, 참으
로 문화적 자유주의̇ ̇ ̇ ̇ ̇ ̇ ̇ 라고 불릴만한 것일 뿐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화상의 자유주의(의미는 차차 
설명하기로 한다)는 물론 경제적 내지 정치적 자유주의로부터 증
류된 것에 불과하며, 사실 존 로크를 볼 때, 정치상의 자유주의
에 기반을 둠으로써 비로소 계몽기적 계몽철학의 조직이 창시되
었다고 판단된다. 근대 부르주아 사회에서의 개인의 경제상 리버
럴리즘이 그 물질적 근거인 것은 말할 나위 없지만, 이 경제상 
리버럴리즘에 상당하는 자유의 관념이 문화적 성질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기업이나 상행위, 계약이나 노동 같은 자유의 
관념 대신에 같은 개인의 자유라고 하더라도 다소 문화적 측면
에 속하는 자유에까지 즉 개인의 오성이나 의욕, 권위의 확립에
까지 증류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때 비로소 이 자유는 정치적 
자유의 관념으로 완전히 이행하게 된다. 그런데 로크는 이 중에
서도 특히 그 문화적 모멘트를 오성 즉 인간오성(이제 와서는 차
라리 이를 이성이라고 불러도 된다) 속에서 찾으려고 한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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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이제 개인의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자유는 인간오성의 권위 
아래 한곳으로 집중된다. 인간오성의 앞에서는 인간오성 자신을 
제외하면 어떠한 다른 권위도 존재하지 않는다. 교회든 귀족이든 
국왕이든 또는 다른 어떠한 것도 이 부르주아의 살아있는 오성
을 앞에 두고 어떠한 절대성도 주장할 수 없다.
이 오성 내지 이성은 말할 것도 없이 프랑스 계몽가들의 신조가 
되었으며, 바로 이 오성 내지 이성이야말로 프랑스 시민의 자유
를 (평등이나 우애와 함께) 보증하는 문화적 권위였다. 그런데 
독일에서 칸트가 이 오성 내지 이성의 권위를 흡사 오성 내지 
이성 자신의 자유=자율 속에서 추구할 것을 창안한다. 이렇게 자
유는 단순한 경제적·정치적 자유로서 수용되지 않고, 오성 내지 
이성의 자기 자유로서, 참으로 문화적 자유에까지 증류되어 수용
된다. 자유주의는 칸트에 의해, 이 프러시아적 세계시민의 두뇌
에 의해, 문화적 자유주의로까지 「철학화」된다. 정치적 행동의 
자유 대신 철학적 사변의 자유가, 사회에 있어서의 자유 대신 관
념에 있어서의 자유가 이후 독일 고전관념론의 중심과제로 도입
된다. 계몽은 이리하여 첫째로는 문화적 자유주의에 귀착한다.
칸트 자신의 계몽 관념이 이 사실을 가장 잘 드러낸다. 그는 「'
계몽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Beantwortung der Frage: 
Was ist Aufklärung?}」이라는 유명한 글로 나름대로 계몽에 대
한 정의를 내린다. 「계몽이란 이성이 스스로의 자업자득에 의해 
빠져버린 미성년 상태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다」라고. 이성이 스스
로를 성숙시킬 수 있는 자유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미성년 상태
에 남아있는 것은 전적으로 이성 자신의 책임이라는 것이다. 절
대로 독일 자본주의의 뒤처진 발육이 이성을 미성년 상태로 남
게 만들어낸 책임자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칸트에 따르면, 이
후 시작된 독일의 계몽은 어디까지나 프리드리히 2세의 문화적 
경륜 덕이지, 독일 통일을 통한 독일의 자본제화를 위해서 독일 
제후들과 대립했던 대왕이 필요에 따라 선택한 진보정책의 결과
였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더불어 특히 주의할 점은, 칸트가 계
몽에 의한 이성의 자유 활동을 완전히 문화인의 문화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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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활동에만 한정했다는 것이다. 시민적 직업이나 지위에서 이
성을 아무리 자유롭게 사용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일단 계몽활동
으로 생각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프리드리히 치하에서는 차라리 
일개 바바리즘이라도 되는 것처럼 생각했던 모양이다. 이러한 예
를 통해 칸트의 계몽에서 자유주의의 계기가 얼마나 문화적 자
유주의에만 한정되어 있었는지를 알 수 있다.
계몽에 있어서의 자유주의의 계기를 이렇게 증류시켜 나타내어 
보였다는 점에서 칸트는 가장 대표적인 계몽사상가라고 할 수 
있겠으나, 그러나 반대로 사실 칸트는 독일에서의 계몽비판가·계
몽탈각자이기도 했다. 그가 계몽에 대해 내린 정의 그 자체가, 
독일은 말할 것도 없고, 당시 유럽, 영국 등에서 벌어진 사실상
의 계몽 현상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은 아니었다. 말하자면, 차라
리 이는 바로 계몽의 이상을, 영구히 변화하지 않는 계몽의 보편
적인 주의를, 이끌어 내려 한 것이다. 칸트의 눈앞에는 유명한 
계몽철학자 모제스 멘델스존46)이 있었고, 독일 계몽철학의 조직
자인 크리스티안 볼프47)가 칸트의 스승 중 하나였다. 그리고 세
간에서는 넘쳐나리만큼 많은 종류의 「통속철학」이 횡행하고 있
었다. 칸트는 이러한 상식적인 여러 현상의 비판을 바로 그의 사
명으로 삼았던 것이다.
영국 계몽사상의 철학적(세계관적·논리적) 근거는 말할 것도 없
이 경험론이다. 이에 대해 프랑스 측의 입장을 특징 짓는다면 그
것은 다름 아닌 유물론(부르주아적 형이상학적 유물론)이었다. 
그런데, 독일 계몽철학=볼프 학파 철학의 근거는 「오성의 철학」
이었다. 이제 여기까지 거슬러 올라와서, 우리는 독일 아우프클
래룽의 그 두 번째 규정을 이 오성의 철학에서, 즉, 그 합리주의
로부터 찾아낼 수 있다. 말하자면, 이른바 역사상의 계몽철학의 
두 번째 규정은 그 모순율중심주의로서의 철학조직(볼프에 이르
러 비로소 전통적인 독일 철학의 소위 「체계」가 만들어졌다)에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 이 두 번째 규정은, 다만 독일 아우프클래룽에서 가
장 극단적인 독일 방식의 형태로 나타나기는 했으나, 널리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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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프랑스 유물론에서도 나타나는 하나의 공통된 논리기구일 뿐
이다. 모순율, 뒤집어 말하자면 동일률인데, 이 모순율을 사고의 
최종적인 또는 거의 유일한 근거로 삼아 사상을 구축하는 것은 
결국 기계론=기계주의 논리를 채용하는 것이라는 선언이나 다름
없다. 이른바 경험론도, 소위 프랑스 유물론도, 기계론이라는 점
에서 완전히 독일 계몽적 합리주의와 동일한 것이다. 때문에 이 
세 가지에는, 그것이 경험론이든, 유물론이든, 또는 합리주의이
든 상관없이, 모두 형이상학적이라고 불릴만한 이유가 있다. 결
국 계몽의 이 두 번째 규정은 그 형이상학으로서의 특색을 콘덴
스해서 표현한 것일 뿐이다.

이렇게 두 종류의 규정을 제공한 역사상의 이른바 「계몽」과 현
재 의미를 가지는 계몽과의 연관이 이제부터 다룰 문제인데, 이
를 위해서는 전자로부터 후자로 전개되는 필연적 역사의 움직임
을 살펴보는 것으로 충분할 것이다. 그런데 계몽이라는 문화적 
범주는, 그것이 경제적 범주도, 정치적 범주도 아닌 단지 문화적 
범주였기 때문에, 당연히 자연스레 그런 범주를 실제 사용할 필
요가 없었던 독일 고전철학 속에서 주로 발육, 변모 및 탈화를 
겪어 나가게 되었다. 비판을 통해서 계몽을 탈각하려고 시도한 
최초의 사상가가 칸트였다고 이미 언급한 바 있는데, 마치 이 소
식이, 원칙적인 형태로서는, 칸트의 이성비판=변증법의 견해로 
드러나게 된다.
칸트의 변증법(이는 이성 사용법의 오류로부터 생기는 각종의 모
순에 대한 이론을 의미한다)은 그의 철학조직에서는 외견상 소극
적이고 부정적 역할만을 담당하고 있으나, 그것이 피히테·셸링을 
통해 헤겔에 이르면, 논리 그 자체의 근본적이고 적극적인 본성
에 귀속되는 것으로까지 전개된다. 이를 여기서 다시 설명할 필
요는 없으리라. 다만 지금 중요한 점은 칸트에게 있어서는 상당
히 애매했던 오성과 이성의 구별 또는 대립이 헤겔에 이르러 비
로소 확실해졌다는 것이다. 헤겔은 칸트의 이성을 아직 의연히 
오성의 단계에 머무르는 것으로 보고 이를 형이상학 내지 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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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의 대표자로 내세워서 이에 대해 진정한 이성의 디알렉틱을 
대립시켰는데, 마치 이는 칸트가 비판하고 탈각하려 애쓴 계몽주
의 특유의 합리주의·모순율중심주의에 대한 명백한 비판을 의미
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역사상의 소위 계몽의 두 번째 규정은 헤
겔에 이르러 비로소 철저하게 지양되게 된다.
논리적 기구만을 보는 한 이 결과가 가지는 구체적 의의를 이해
하기 어려우나, 실제 이 결과는 역사에 관한 인식에 있어서 소위 
아우프클래룽이 가지는 탈출 불가능한 불길한 숙명과 관계가 있
다. 적어도 독일 아우프클래룽은 그 오성을 입각점으로 하기에 
역사의 관념에 큰 주의를 기울이지 않음을 그 특징으로 한다. 칸
트는 독일식 역사철학의 선구자 중 하나였고, 또 우주진화론의 
창시자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역사관 또는 사회
관은 역사에 고유한 이른바 비(非)합리성(보통 이렇게 불리지만 
그리 신용할 수는 없는 낱말이다)의 의의를 충분히 인정하지 못
했다. 헤겔에 따르면, 이는 칸트가 오성의 형이상학에 입각했기 
때문이라고 결론지어진다. 때문에 이성의 변증법 입장에 서는 헤
겔이야말로 완전히 역사적이라는 소리가 된다.
그런데 흔히 알려진바 그대로, 헤겔의 역사관 역시 이른바 역사
의 비합리성 인식에 있어서 근본적인 치명적 결함을 가지고 있
다. 이는 후기의 셸링에 의해서 상당히 엉뚱한 논지를 통해 지적
되긴 하지만, 결국 헤겔이 말하는 이성의 변증법에 의한 역사, 
이념의 발전이 곧 현실의 역사의 필연성이라고 하는 사상은 결
국 역사의 합리주의적 관념화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제 이성 
그 자체가 또 다시 비판되어 탈각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헤겔에 있어서 이성의 특색은 무엇보다도 우선 자기 자신을 안
다고 하는 이성의 근원적인 자율·자유에 있다. 이는 칸트가 계몽
에 대해서 요구했던, 첫째 규정 그 자체를, 즉 문화적 자유의 관
념을, 단지 가장 철학적으로 잘 정돈하여 표현한 것일 뿐이다. 
따라서 헤겔의 이성의 물구나무서기를 바로잡아 이것이 물질(철
학적 범주로서의 물질)에 의해 밑받침되게 할 때에야 비로소 앞
서 말한 소위 계몽기적 계몽의 첫째 규정으로부터 오는 문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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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의 제한이 완전히 극복되게 된다. 바로 여기 유물론이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역사상의 이른바 「계몽」의 두 가지 규정으로부터 나오는 
두 가지 제한(오성의 철학과 이성의 철학, 즉 형이상학과 절대적 
관념론)을 극복하여, 참으로 자유롭고 참으로 합리적인 계몽의 
의의를 현재 역사적으로 끌어낸다면, 그 내용은 결국 변증법적 
유물론이 된다고 할 수 있다. ―혹시 독자는 내가 처음부터 계몽
이라는 명목상 외견 하에 단지 일반적인 철학사를 억지로 끼워 
넣은 것에 불과하지 않은가라고 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이는 
절대 그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함으로써 비로소 오늘날 필요한 
「계몽」이라는 것의 가장 합리적이고도 일반적인 현실의 관념을 
역사적으로 이끌어내는 것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오늘날 필요한 계몽을 막연히 표상한다면, 아마 리버
럴리즘(그것도 문화 활동에서의 리버럴리즘이기 때문에 문화적 
자유주의) 같은 것이 우선 떠오르지 않을까 생각된다. 그러나 그 
기능상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적어도 오늘날의 계몽과 계몽의 개
념 사이의 기구내용을 살필 때, 리버럴리즘의 계몽 규정은 이미 
충분치 못하다. 이것이 바로 지금까지 설명했던 점이다. 칸트가 
계몽을 설명했던 것과 같은 방식―이성의 자유로운 사용―으로는 
오늘날 우리는 우리 자신조차 계몽할 수 없는, 그러한 시대에 직
면한 것이다. 최근에는, 도대체 「이성」만큼 몽매한 것은 없으며, 
「자유」만큼 자유롭지 못한 것도 없다. 한 민족의 역사를 제대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다른 민족이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자각=이성
이 필요한 모양이며, 국민의 자유를 신장하고 방위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스스로의 자유를 극단적으로 박탈하지 않으면 안 되는 
모양이다. 소위 진보적인 프리드리히 치하의 프로이센이라면 이
성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을지도 모르나, 반동 하에 놓인 오늘
날에는 이성을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 자체가 도대체 가능하지 
않다.

이상 계몽 내지 계몽 개념의 내용기구에만 논점을 제한하여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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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였다. 계몽의 활동기능에 대해서는, 즉 계몽이 오늘날 어떤 
활동형태를 가져야 할 것인가는 또 다시 새로운 문제로 나타난
다. 사실 원래 계몽활동은 적어도 일종의 대중화·상식화·저널리
즘 활동·비판활동이기 때문에, 그 활동형태야말로 지극히 중요한 
문제일 수밖에 없다. 이는 별도의 기회에 다루기로 하자.

2.
1.을 보충하기 위해서 다시 한 번 그 내용을 반복해보자.
최근 문단에서 로만티시즘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크다. 이는 리얼
리즘에 대비해서 그리 불리는 것이리라. 그러나 이 낱말을 통해 
표현되는 내용은 과학적으로 말해서 꼭 명백한 것만은 아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독일 로만티시즘의 제 규정을 통해 그 윤곽을 
규정해보려고도 한다. 아무래도 문학 내지 문학사에서 로만티시
즘이라고 불리는 운동을 가장 잘 대표한 것이 독일 로만틱이었
고, 이 운동은 문학 뿐 아니라 나름 철학·경제학에까지 널리 그 
영향력을 행사했기 때문이리라.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오늘날 
일본의 문학자들이 생각하거나 말하고 있는 소위 로만티시즘을 
독일 로만티시즘의 제 규정을 통해 규정하는 것은 이 역사상 특
정한 운동과 현재의 어떤 특정한, 그러나 그 규정을 지금 당장 
모색하고 있는, 운동을 직접 접합시켜 혼동하는 것이며, 결코 올
바른 역사적 견해라고 볼 수는 없다. 게다가 로만티시즘이라는 
낱말이 적어도 한편으로는 어떤 특정 시기의 역사적 운동의 명
칭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경우, 같은 낱말을 현재 사용할 경우에
는 좀 더 그 사용법을 신중히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계몽(아우프클래룽)이라는 관념에 대해서도 똑 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원래 계몽이란 소위 계몽기(영국·유럽의 17-8세기)가 
가지던 특정한 정치적 또는 문화적 이상을 일컫는 명칭이며, 따
라서 그것은 특정한 역사적 정형을 가지는 낱말이다. 사실 아우
프클래룽은 클래시시즘과 로만티시즘에 대립되는 하나의 문화적 
이상이었다. 최근에는 로만티시즘을 리얼리즘이라는 창작 방법에 
대비시키는 것이 보통이나, 그렇게만 보면 역사상의 로만티시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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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무엇보다도 우선 클래시시즘의 대립물이었다는 점을 잊게 될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다. 그런데 이 역사적 로만티시즘 그리고 
역사적인 클래시시즘에 대립한다는 점이야말로 바로 역사적 「계
몽」 운동의 한 가지 특색을 이룬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계몽
이라고 언급할 경우, 말할 것도 없이 이는 꼭 그런 계몽기적 계
몽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사실 문화사에서는 아우프클래룽의 
시대가 지난 후 클래시시즘이나 로만티시즘이 곧 그 뒤를 이었
다고 생각되어진다. 그렇게 지나가버린 의미로서의 계몽이 오늘
날 우리 사회의 진보적 과제가 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
하다. 오늘날 필요한 계몽은, 당연히 앞서 언급한 역사적인 계몽
기적 「계몽」과 완전히 별개일 수는 없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구별되는 더 일반적이고 더 개별적인 계몽이 아니면 
안 된다.
역사상의 로만티시즘도 예를 들어 하나의 역사적 시기의 특색으
로만 더 이상 한정될 수 없는 무한에의 동경 또는 자아의 세계
적 확대라는 규정을 스스로로부터 도출해냈을 뿐 아니라, 마찬가
지로 클래시시즘이라도 형상적, 유형적 균등이라는 규정을 그로
부터 추출해내는 것이 가능하다. 이것이 곧 현재 필요한 계몽의 
의미를 이룬다고는 할 수 없으나, 적어도 이러한 규정을 완전히 
빼놓고는, 즉 이러한 규정을 거머쥐지 않고는 현재 필요한 계몽 
문제의 과학적 해결은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48)는 일본이 지금까지 낳은 최고의 계
몽가였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문화사적으로 규정하자면 메이지
의 전반(前半)이야말로 소위 일본의 계몽기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때는 이미 유럽에서 소위 계몽기가 한참 전에 끝난 시대였다. 
따라서 일본의 계몽기라는 관념이나 후쿠자와씨가 계몽가였다는 
말은 이미 이른바 「계몽」 이상 또는 그 이외의 무엇인가를 의미
한다.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어째서 이것 역시 의
연히 계몽이라는 명칭으로 불리는가. 적어도 계몽기적 계몽이 가
지고 있는 몇 가지의 주된 규정이 바로 여기에서도 반복되고 있
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오늘날 필요한 계몽은 어떤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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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지는가. 후쿠자와식 또는 아우프클래룽적 계몽과 어떤 부분
에서 같으며 어떤 부분에서 다른지, 또는 다르지 않으면 안 될 
것인지, 이런 문제는 세간에서 지금까지 그리 명백하게 답변되지 
못했다고 생각된다. 아니, 도대체 계몽이라는 운동 내지 관념 자
체가 어떤 의의 때문에 오늘날 필요한가에 대해서조차 세간에서
는 그리 이야기되지 않는 것 같다.
나는 이미 상식이라는 것을 문제로 삼았으나, 상식은 이미 오늘
날 문단 등에서 다소간 문제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 상
식이라는 관념 역시 한편으로는 어떤 특정한 역사적 의미를 가
지고 있는 것이며, 따라서 소위 상식학파의 「상식」을 참조하지 
않고서는 과학적으로 분석할 수 없는 것이었는데, 사실 이 상식
학파라는 것 자체가 문화사적으로 좀 더 널리 표현하자면 소위 
아우프클래룽(특히 영국 계몽기)의 철학학파 중 하나였다고 할 
수 있다. 때문에 이 관계로부터 보더라도, 상식이 문제시될 때 
필연적으로 동시에 계몽도 문제시되지 않으면 안 된다. 프랑스의 
행동주의 문학자들은 이미 이 계몽이라는 문제에 상당한 실질적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좀 더 구체적으
로 확실한 경우를 통해서, 즉 유물론의 문제를 통해서, 오늘날의 
테마로 다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미 프랑스 유물론은 아
우프클래룽의 최고로 대표적인 운동의 한 형태였다. 프랑스 유물
론을 다룰 때 그 계몽활동을 뺀다면, 그만큼 무의미하고 무미건
조한 사상은 없을지도 모른다. 이러한 점을 살피자면, 오늘날 유
물론이 문제시되는 경우, 꼭 계몽을 함께 문제시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리라. ―그러나 이러한 사상사적, 문화사적 연관을 다 살
피지 않더라도, 오늘날 유물론에 있어서 계몽만큼 중대한 과학적 
사명은 없다는 점을 무엇보다 직접 실감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
된다. 유물론은 학자들을 위한 학설이 아니다. 그것은 진리̇ ̇ 이어
야만 한다. 다시 말하면, 대중이 이를 이해하고 몸에 익히지 않
으면 안 된다. 과학 내지 문화의 대중화·보급·교육 등의 문제는 
실은 계몽 문제에 귀착하게 된다.
물론 오늘날 일본과 같이 문화적 바바리즘이 횡행하는 시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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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면, 계몽이라는 낱말 역시 그리 필요하지 않을지도 모른
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모든 문화가 그 합리성을, 그 자유를, 그 
현실성(유물론성)을 잃어버릴 위기에 처해 있다. 이후 보게 되듯
이, 이 합리성이나 자유나 유물론성이야말로 바로 계몽이라는 것
의 특징 속에 놓여 있는 것이다.

나는 계몽의 문제를 다소 상세히 고려해 보려 하나, 이는 별도의 
기회로 미루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은 단지 매우 간단하게 이 
문제를 스케치만 하도록 하자.
소위 계몽기의 계몽활동은 네덜란드와 잉글랜드로부터 일어났다
고 생각된다. 물론 그 전구적(前駆的) 단계는 르네상스와 종교개
혁 속에 놓여 있었다고 할 수 있으나, 본래적 의미의 계몽기는 
17세기, 특히 영국의 존 로크로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볼 수 있
다(사실 아우프클래룽의 이상에 포함되는 관념 중에는 프란시스 
베이컨에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것들도 있으나). 로크의 소위 정
치적 리버럴리즘, H. 라스키49) 등의 표현을 따르자면 이는 경제
적 리버럴리즘에 기반을 둔 것이지만, 즉 이 자유주의의 초점은 
말할 것도 없이 개인의 행동의 자유에 집중된다. 경제적·정치적·
도덕적 자유, 행동과 의지 사이의 개인적 자유가 로크에 의해서 
처음으로 강조되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바이다. 이는 당시 봉
건적 잔존물·절대주권·가톨릭교권의 타도를 요구했던 근대 부르
주아지의 가장 대표적인 정치적 이데올로기였다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중요한 점은 특히 이 이데올로기가 로크에 의해 개인의 지
적 자유·이성 내지 오성의 자유를 통해 밑받침되게 된다는 것이
다. 그의 『인간오성론(人間悟性論)』은, 단지 관념이 경험으로부터 
태어난다는 경험론의 주장이라기보다는, 그와 동시에 오성이야말
로 인간 즉 각 개인의 핵심을 이룬다는 가정에 입각하고 있다. 
그는 바로 이 오성=이성 속에서 개인의 정치적 자유의 근거를 
찾으려 한다. 왜냐하면 개인의 오성이야말로 자유가 아니면 안 
되기 때문이다. 그는 오성의 자유를 빼고는 다른 어떤 권위도 근
본적으로 언급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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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크에게 있어서는, 분리될 수 없는 이 오성(내지 이성)과 개인
적 자유야말로 아우프클래룽의 첫 번째 규정이 된다. 이 규정에 
따라서, 영국의 종교철학도 역시 이신론(理神論, 이성종교)의 형
태를 띠게 되고(그리고 이로부터 일종의 유물론자―톨랜드50) 등
이 등장하게 된다), 드디어 흄의 인간성론의 과제도 드러나게 된
다. 스코틀랜드의 상식학파 역시 이 오성의 건전함에서 인식의 
객관성의 근거를 추구했다. 영국의 모랄 사이언스가 이 일관된 
인간 오성의 선을 따라 전개되었다는 점은 잘 알려진 바이다. 프
랑스의 볼테르도 역시 이성의 건전함을 인식의 근거로 꼽고 있
다. 다만 그는 개인적 자유가 거꾸로 이 건전한 인간 이성에 의
해서 부정되어야만 한다고 했으나.
독일 계몽기철학에 있어서는 이 오성과 자유와의 관계가 특별한 
형태로 전면에 등장한다. 그 가장 대표적인 예는 역시 칸트의 계
몽적 부분인데, 그는 오성과 이성을 구별하는 것을 통해서, 이 
둘의 외면적 제한과 이 둘의 내면적인 자유(자율)를 최초로 체계
적으로 동시에 등장시킨다. 계몽이란 칸트에 의해서 이성의 자율
일 뿐이다. 따라서 그는 「'계몽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
{Beantwortung der Frage: Was ist Aufklärung?}」이라는 논
문에서(모제스 멘델스존 역시 이 문제를 다루었던 것으로 보이
나) 그것은 「인간이 자업자득인 미성년으로부터 졸업하는 것이
다」고 하는 유명한 정의를 내리고 있다. 자업자득이라는 말은 이
성적인 인간 스스로의 책임, 즉 그 오성의 자유로움을 전제할 때
에야 비로소 의미를 가진다. 칸트는 인간이 자기 자신의 오성을 
언론과 문장을 통해서 공적으로 자유로이 구사하려 하는 것, 그
러한 결심과 용기가 아우프클래룽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 오성 내지 이성과 그 자유 내지 자율이라는 것이 그
것만으로 아우프클래룽의 규정으로서 결코 충분하지 않다는 것
은, 일단 이성이 단순히 세계를 해석하는 정신이 되어 버린다든
지 자유가 의지의 자유̇ ̇ ̇ ̇ ̇ 나 신에 대비되는 인간의 종교적 자유̇ ̇ ̇ ̇ ̇  같
은 것이 되어가는 경과에 주의한다면, 쉽게 눈치 챌 수 있다. 일
단 아우프클래룽의 오성 내지 이성은 어디까지나 일종의 합리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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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적인 것이어야만 하며, 또 아우프클래룽의 오성 내지 이성은 
어디까지나 정치적 자유̇ ̇ ̇ ̇ ̇ 이어야만 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로부터 아우프클래룽의 두 가지 규정이 다시 도출된다. 
하나는 합리주의, 또 하나는 정치적 변혁의 이상.
계몽기적 합리주의는 독일 아우프클래룽의 특징을 이룬다. 그 대
표는 크리스티안 볼프인데, 그는 라이프니츠 사상의 일부였던 소
위 합리주의를 더욱 철저하게 만들고 이를 더욱 합리화했다. 다
시 말해서, 볼프는 한편으로는 라이프니츠의 사실진리̇ ̇ ̇ ̇ 의 문제(이
는 역사 문제의 원리로 등장한다)를 거의 무시하고 영구진리̇ ̇ ̇ ̇ 의 
문제를 철학의 중심에 위치시킴과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
한 영구진리적 철학을 조직하고 학교 강단 식으로 정비함으로써 
합리주의를 합리화시켰던 것이다. ―프랑스 계몽운동의 대표자인 
볼테르는 「역사철학」이라는 말을 만들었다 일컬어질 정도로, 헤
르더51)와 칸트에 이르는, 그리고 유물사관에까지 이어지는 일종
의 과학적 역사관의 선구자 중 하나라 할 수 있지만, 볼프는 역
사 문제로서의 역사 문제를 거의 완전히 잊어버린다. 그는 형식
논리학적 모순율(이는 동시에 동일률을 의미한다)을 유일한 오르
가논으로 하는 기계론(즉 형식논리주의적 오성주의̇ ̇ ̇ ̇ )을 철저히 구
축했다.
철저한 기계론은 결코 볼프 내지 독일 아우프클래룽만의 특색은 
아니다. 널리 보자면, 이는 계몽기 영국·유럽의 국제적 논리였으
며, 이 논리에 실제적인 지반을 제공한 대표자는 뉴턴이었다. 라
이프니츠와 마찬가지로 그의 입장은 데카르트의 기계론에 비교
하자면 다이나미즘{dynamism}이었으며 단순한 기계론은 물론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의의 메헤야니스무스
{Mechanismus}를 벗어나지는 못한다. 뉴턴은 당시의 국제적 기
술수준을 이론적으로 체현해낸 인물이었으며, 당시 주로 영국 생
산력의 학자적 표현이었다고도 할 수 있겠으나, 뉴턴에 대한 관
심은 프랑스 계몽가들 사이에서도 널리 공유되고 있었다. 퐁트
넬52), 모페르튀이53), 볼테르 등을 예로 들 수 있는데, 물론 독일 
계몽가들이라고 해서 그 예외는 아니었다. 이는 오일러, 람베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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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54), 칸트 등이 문제의식 중 얼마나 많은 부분을 뉴턴에 빚지고 
있는지만 살펴보아도 충분히 알 수 있으리라. 칸트가 제1비판에
서 문제로 삼은 과제는 뉴턴 물리학의 객관성을 철학적으로 해
명하고 또 비판하는 것이었다. 칸트는 뉴턴을 비판하는 데에 이
르기 때문에 그나마 어느 정도 기계론(=형식논리)의 비판을 포함
하게 되지만(뉴턴 비판은 괴테나 헤겔에 이르러 비로소 현저해진
다), 어쨌든 그만큼 뉴턴주의를 통해 아우프클래룽의 특색이 현
저하게 나타났다는 이야기가 된다. 이 계몽적 합리주의는 볼프의 
무모순율 원리에 의해서 전형적으로 드러난다.
그런데 볼프는 이 계몽철학̇ ̇ ̇ ̇ 을 처음으로 체계적이며 강단적인 형
태로 정비했다는 점 때문에 유명한 합리주의자이기도 했다. 그에 
의해서 또는 적어도 그의 학파에 의해서 오늘날 독일의 강단철
학의 용어와 통념의 상당 부분이 확정되었으며, 말할 것도 없이 
칸트는 볼프학파로부터 직접 그의 용어와 문제의 시사점을 얻고 
있다(예를 들어 온톨로기라는 낱말은 볼프가 결정적으로 사용한 
것이며, 페노메놀로기라는 낱말은 람베르트의 인식론에서 처음 
사용되었다고 생각된다. 람베르트는 볼프학파의 주요 인물이다).
계몽철학이 이렇게 강단철학으로 정비되었다는 것이 조금 어색
하게 느껴질 수도 있으나, 어쨌든 볼프학파는 이 과학적 엄밀함
에 있어서 아우프클래룽 철학 중 특별하고도 독특한 위치를 점
한다. 다만 그것이 예외적으로 엄밀한 과학적 사상체계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독일의 뒤처진 생산기구 덕에, 따라서 정치적 
자유나 이성 내지 오성이 정치적 실천에 활용되지 못하고 순전
히 강단화되어 버리는 덕에, 볼프의 엄밀철학은 결국 절충철학̇ ̇ ̇ ̇ 의 
수준에 머무르게 된다. 그 결과, 독일에서는 이 철학이 나쁜 의
미로 통속화되어 소위 「통속철학」을 낳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독일 계몽주의의 속악한 일면이 노출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예를 들어 프랑스 계몽주의에서는 한편으로는 이 운동의 국제적 
연대(당시 프랑스의 각종 혁명이 그랬던 것처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국어 내지 속어의 자유로운 구사를 통해 문자 그대로 계
몽적인 역할이 진행되었던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많은 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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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몽가(그 중에는 많은 유물론자와 소위 프랑스 이데올로그도 포
함된다)는 단지 철학적인 저술가가 아니라 문학적·연극적 작가이
자 비평가·평론가였다. 그들은 결코 절충가가 아니었음에도 불구
하고, 말하자면 엔사이클로페디스트였던 것이다. 당시 프랑스는 
평론잡지와 서재와 살롱의 시대였다. 프랑스의 소위 「앙시클로페
디{encyclopédie}」와 이를 개편한 모조 백과사전이 다수 만들어
진 시대이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계몽주의의 자유 규정으로부터 나오는 사회변혁의 
문제가 남는다. 말할 것도 없이 프랑스에서는 이 계몽운동의 중
심 목적은 일단 건실히 실현되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프
랑스적 계몽주의의 자유 관념은, 평등이나 우애와 함께이긴 하지
만, 프랑스 혁명 이데올로기가 차라리 계몽주의 사상체계에 짜여 
맞추어져 들어간 것에 불과했다. 즉, 프랑스의 계몽주의는 완전
한 정치적 실질을 함께 구비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독일 
아우프클래룽은 일반적으로 이성을 통해 인간을 교육하려는 이
상으로 표현되듯 단지 문화적, 문인적 이상에만 함몰되었다. 독
일의 계몽주의는 단순히 문화사 상의 한 에포크를 의미할 뿐이
다. 그것은 단순히 문화사 상의 클래시시즘이나 로만티스즘의 선
행기(先行期)에 불과했다. 칸트가 이 점을 지극히 확실히 드러낸
다. 계몽이란 오성의 공공적(公共的) 사용이며, 오성의 사적(私
的) 사용이 아니다. 사적(私的)이라고 여기서 표현한 것은, 예를 
들어, 관리가 관리로서 목숨 바쳐 행하는 부르주아 시민적인 세
속적 행동인데, 계몽은 이에 반해 「공중」 즉 「독자층」을 순전히 
그 대상으로 하여, 그런 의미에서 공공적(公共的)으로 문서를 통
하여, 학자인체 행동하는 것이었다. 바로 이를 통해서만 인성의 
진보가 가능하고, 혁명을 통해서가 아니라 「서서히」 변혁이 진행
되어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칸트는 「계몽시대(계몽된 시대가 아
니라 계몽되어가는 시대)는 프리드리히의 세기」라고 마무리한다.
계몽으로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프랑스의 계몽과 독일의 계몽인
데, 이 둘 사이에는 이렇게 큰 차이가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양자에 모두 공통된 점이 기계론(메커니즘)이라는 것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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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까지의 설명으로 충분히 드러났다고 본다. 확실히 이는 역사의 
한 시기로서의 계몽기에서의 계몽의 특색을 이룬다. 이후 세계의 
정치적, 문화적 발전은 이 계몽기적 기계론을 어떻게 탈각할 것
인지에 대해 탐구한 노력의 결과였다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이 결
국 디알렉틱(실은 유물론)에까지 전개되지 않으면 탈각될 수 없
다는 점은 이미 역사적으로도 논리적으로도 오늘날 증명되었다
고 할 수 있다. ―때문에 오늘날 필요한 계몽은 말하자면 변증법̇ ̇ ̇

적 계몽̇ ̇ ̇ 이어야만 할 것이다. 절충이나 통속철학에 빠지지 않는 
과학적 문화종합의 목적 또한 변증법에 의해서만 확실히 보증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화종합이 없는 경우에는 어떠한 계몽
이나 대중화 그리고 정치적 활동도 뿌리가 없는 풀과 같다. 그렇
게 될 때에야 비로소 새로운 시대의 엔사이클로페디스트라는 말
의 의미도 그 실질적 내용을 획득하게 될 것이다.
프랑스 계몽기에 엔사이클로페디스트와 유물론자가 서로 다른 
것이 아니었다는 바로 이 관계는 오늘날에도 역시 변함없이 유
효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그 유물론이 기계론을 탈각했다는 현
재의 논리학적 조건이 오늘날의 계몽̇ ̇ ̇ ̇ ̇ ̇ 의 새로운 내용을 결정한다. 
여기에서 비로소 진정한 합리성과 자유가 실제적̇ ̇ ̇  문제가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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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문화의 과학적 비판
―특히 국수주의 비판을 위한 플랜

구체적 현실물이 이러저러한 자신의 특수성 내지 독자성을 가지
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일본이라는 국가·민족·인류(?)가 경제상·
정치상·문화상으로 세계의 기타 여러 국가·민족·인종에 대해서 
그리고 세계의 총체에 대해서 특수성 내지 독자성을 가지는 것
은 당연하다. 편의상 이 특수성 내지 독자성을 일본적 현실̇ ̇ ̇ ̇ ̇ 이라
고 부르기로 하자. ―물론 일본적 현실이라 말하면 곧바로 아시
아적 현실이라든지 동양적 현실이라는 것이 연관되어 등장하게 
되지만 이 연관에 대해서는 다른 기회에 다루기로 한다.
예를 들어 잡지 『사상(思想)』(1934년 5월)은 「일본정신」 특집호
를 내놓았다. 아마도 지금까지 말한 「일본적 현실」을 주제로 다
룬 특집이라는 의미일 것이다. 그러나 이 일본적 현실이 어째서 
특히 일본 「정신」이 아니면 안 되는가. ―어쩌면 정신이라는 것
이 에센스 내지 본질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크게 문제는 되지 않
을지도 모른다. 그 경우에는 그 사물을 살리고 그 사물에 생명을 
부여하는 것을 무엇보다도 정신이라고 부르는 것이니, 정신이라
는 말을 생명이라는 정도의 의미로 「기독교 정신(제니{génie})」
이라든지 「그리스 정신」이라든지 「자본주의의 정신」이라고 사용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때 이미 의심스러운 것은 사물의 
에센스 내지 본질을 관습적으로 정신이라고 명명하는 것을 통해 
어느새 은근슬쩍 정신주의를 혼입시킨 것이 아닌가하는 점이다. 
단지 장식적 문구로 보자면 상관없겠으나 이 정신이라는 낱말을 
문구로부터 논리에까지 진심으로 끌어들이면 그것은 이미 정신̇ ̇

주의̇ ̇ 의 논리가 된다. 사물의 본질은 정신이라고 하는 철학적 관
념론이 되어 버리는 것이다.
소위 「기독교」로서의 기독교는 원래 정신적인 것이었으므로, 그 
본질이 정신(제니)이라 해도 별달리 문제가 안 될 수도 있겠으
나, 「그리스 정신(제니)」이라는 말만 들여다보아도 굉장히 특수
한 철학적 가정을 암시하는 꼴이 된다. 그리스의 노예 제도도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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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이러한 그리스 「정신」의 일부분에 속해야만 할 터인데, 과연 
그리 보아도 되는 것일까. 자본주의의 정신이 M. 베버처럼 칼뱅
주의라고 한다면, 자본주의는 단지 프로테스탄트 신앙으로부터 
나온 산물이 되어 버릴지도 모른다. 이렇게 볼 때, 「정신」이라는 
명명법 자체도 단순히 해소해 버릴 수 없는 문제점을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으리라.
일본적 현실을 특별히 일본정신이라고 부르는 것은, 즉 일본적 
현실을 특별히 일본정신이라는 것에까지 추상하는 것은, 일본에 
관한 문제에다가 정신주의를 슬쩍 혼입시키려다 나타난 증상이
라고 볼 수 있다. 이 잡지의 특집호는 여러 문화영역에서 「일본
적인 것」을 검출하려는 것이 그 목적인 듯하니, 해당 문제가 일
반적으로 경제적 또는 정치적인 영역의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이 일본적인 것을 특별히 일본정신이라고 부르는 것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생각될 수도 있겠다. 하지만 그렇다면 이것이 특
별히 소위 일본정신주의 입장에 입각한 것이 아니라는 근거̇ ̇ ̇ ̇ ̇ ̇ 를, 
즉 일본정신주의에 대한 확실한 비판을, 강조하지 않는 한, 우리
는 이 「일본정신」이라는 명명 자체의 저의를 의심할 수밖에 없
을 것이다. 그런데 일본적인 것 내지 일본정신을 검출하거나 단
순히 일본의 특수 사정을 다루는 내용의 논문은 많이 실려 있음
에도 불구하고, 일본정신주의 내지 이에 관련된 일본주의의 비판
을 다룬 논문은 히라노 요시타로(平野義太郎)씨55)의 「메이지 중
기의 국수주의 대두, 그 사회적 의의(明治中期における国粋主義
の台頭、その社会的意義)」 단 한 편뿐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
니다. ―일본적인 것이나 일본정신을 문제로 삼으면서도, 일본정
신주의에 대해서는 그리 문제 삼지 않는 이 태도 자체가 바로 
여기에 일본정신주의가 알게 모르게 혼입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유력한 증상이다. ―일본의 대표적 사상 잡지 중 하나가 보여주
는 이 일례는 상당히 의미심장하다.
원래 일본적인 것의 검출, 일본의 특수사정의 강조라고 해도 완
전히 서로 상반된 두 가지 동기 또는 흥미로부터 문제시될 수 
있다. 따라서 일본적인 것에 특별히 흥미를 표시하는 것만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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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코 보수적이거나 반동적인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그것이 
차라리 구체적이고 진보적인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는 점은 이
미 잘 알려진 바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동기도 식별하지 
않고 단순히 일본적인 것에 특별히 역점을 두는 행위를, 보수적
이거나 반동적인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자하리히{sachlich}하고 
충실한 연구태도 또는 인식태도인 것처럼 말할 수는 없다.
「일본적인 것」이 다른 것들에 대한 설명원리̇ ̇ ̇ ̇ 로 부각되는 경우와 
그것이 다른 여러 원리로부터 설명되어야만 할 구체적 과제̇ ̇ ̇ ̇ ̇ 로 
제출되는 경우, 이 둘은 완전히 상반된 조건이다. 각종 「아시아
적 현실」주의자나 일국사회주의자로부터 시작해서 미터법강제반
대파의 논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경우에서, 이 일본적인 것이 
설명되어야만 할 구체적 사실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설명이 
시작되어야 할 추상적 원리로 의식되고 있다. 국제적인 것의 구
체적 일환으로서의 일본적인 것이 아니라, 국제적인 것에 선행하
는 추상적인 대립물로서의 일본적인 것이 여기서 원리로 등장하
는 것이다. ―일본적인 것을 강조하는 것이 보수적 내지 반동적
인 것인지 아니면 구체적이고 진보적인 것인지는 그것이 국제적
인 것과 어떤 관계에 놓여 있는지를 살피는 것을 통해 일반적으
로 판별할 수 있다. 이것이 중요한 점이다.

일본적 현실을 국제적 현실로부터 고립되고 독립된 하나의 소여
(所与)로 간주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이를 하나의 원리̇ ̇ 로까지 추
상하고 승화시키는 것이 오늘날의 사회파시스트 내지 전향파시
스트의 가장 대표적인 논리적 트릭이라면, 이 일본현실의 실체를 
일본정신에까지 추상해서 보이는 것은 국수파시스트의 공통된 
수법이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일본 국수파시스트 철학은 우선 
제일 먼저 「일본정신주의」에 귀착하게 된다. 때문에 나는 앞서 
언급한 『사상(思想)』 특집호의 내용과 표제를 사회파시스트와 국
수파시스트 사이의 연관선 상에서 주목했던 것이다.
그런데 일본의 소위 파시즘이 소위 그 원리라고 칭하는 「일본적 
현실」 내지 「일본정신」은 아직 체계적으로 비판된 적이 없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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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이는 오늘날 이론가의 가장 절실한 과제 중 대표적인 것이
라 할 것이다. 나는 그 일부만이라도 조금 시간을 들여 다룰 생
각이지만(6장 참조), 지금은 그 계획의 일환으로서 일반적으로 
이러한 이데올로기 현상의 비판 방법의 요점만을 간단히 정식화
해 두려고 한다.
소위 내재적 또는 내부적 비판은 비판이라 할 수 없다는 점은 
당연한 말이다. 예술작품을 예로 들면, 작가의 주관적인(이는 종
종 주체적이라는 낱말로 적당히 얼버무려지지만) 내부적 이데
{Idee}를 천착하는 수준에 머무르는 것은 아마도 공감이나 반감, 
이해나 주문이라 할 수는 있어도 비판이라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게다가 그 이데를 표현하는 기법의 설명 같은 것은 「작가」가 대
기하는 무대 뒤 준비실에 속하는 문제일 뿐 무대 전면에서 일반 
관객을 향해 부각시킬만한 것은 아니다. 이런 의미에서 객관적이
고 과학적이기 위해서 차라리 원래부터 비평은 외부적인 것이라
고 보아야만 한다.
그런데 객관적 비평이나 과학적 비평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곧장 
사회적 비평을 떠올린다. 미류{milieu} 이론적 비평이 사회학적 
비판으로도 불충분하다는 점은 오늘날 이미 누구나 철저히 이해
하고 있으나, 사회적 비판(실은 사회학̇ ̇ ̇ 적 비판)이라고 하면 아직 
그런대로 신용할만한 것으로 보게 된다. 프리체56)의 예술사회학
이나 카버튼57)의 사회학적 비평 등이 이러한 예로서, 이들이 오
늘날까지 의미하는 바가 많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없는 사실이다. 
게다가 사회는 물론 역사사회이기 때문에, 사회로부터 역사를 사
상시켜버리는 특이한 입장에 서지 않는 한, 사회적(사회학적) 비
판은 어떤 의미에 있어서는 일단 역사적 내지 역사학적 비판을 
동시에 포함한다고 생각해도 될 것이다. 이 역사적 관점이 독특
한 형태로 발달된 일례가 딜타이의 해석학적 비평 방법이리라. 
그러나 이러한 「사회학」적 비판이나 「해석학」적 비판은 그것이 
이데올로기 이론과 어느 정도 공통된 부분 또는 접근하는 부분
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결국 이데올로기 이론―사회과학적 문화이
론―이 될 수 없다. 우리는 이데올로기 관념에 입각해서, 즉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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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를 이데올로기로서 사회과학적으로 비판하는 입장에 서서, 지
금까지 이야기한 내부적 비평과 외부적 비평을 다시금 대치시켜
볼 필요가 있다.
여기서 하나 명백한 것은 내부적이라는 형용사가 본질적이라는 
의미를 표현하는 한, 비평 역시 내부적 비평일 수밖에 없다는 점
이다. 따라서 소위 외부적(외면적·피상적) 비평도 이 내부적 비평
과 어떤 방식으로든 필연적으로 결합하고 통일되어야만 비로소 
비평이 될 수 있다. 때문에 결국에는 내부적인 것과 외부적인 것
이 통일되는 위치에 바로 사회과학적 비판의 기능이 있다고 말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관계를 구체적으로 분석할 경우, 이것은 
그리 뻔히 간단한 것은 아니다.
사회과학은 이데올로기 내용을 역사적, 사회적으로 분석한다. 
즉, 현재 존재하고 있는 이데올로기 현상이 현재 어떠한 생산관
계에 의해 제약되고 대응되어 있는지, 또 그것이 현재의 어떠한 
법제적, 정치적 여건을 통해 제약되어 있는지가 우선 첫째로 분
석된다. 제국주의화한 독점자본의 사회[지배]가 [계급적] 필요 때
문에 탄생한 [절대주의]를 매개함으로써, 또는 봉건적 잔재를 기
반으로 급속히 싹튼 자본주의 내지 그것의 [고도화]된 [단계를] 
표현하는 각종 입법·행정·사법을 통하여, 오늘날 일본의 국수파
시즘과 그것에 상응하는 사회파시즘이 성립된다는 것이 바로 그 
결론이다.
그런데 둘째로, 말할 것도 없이 현재의 어떤 생산관계 사정이나 
법제관계, 정치사정은, 각각에 있어 또는 상호 연관을 통해, 과
거로부터의 역사적 계기와 발전의 연쇄를 끌어낸다. 현재의 이러
한 경제적, 정치적 조건은 과거의 역사적인 것의 결론을 총괄하
여야만 진정으로 기능적이 된다. 따라서 이를 파시즘에 대해 적
용하면, 그 파시즘이라는 이데올로기가 이렇게 물질적 또는 사회
적 객관 사정에 의해 제약되거나 대응된다는 점 자체가 이런 객
관적 정세의 역사적 운동기구에 의해 발전되었다는 인과적̇ ̇ ̇  「제
약」이나 「대응」을 설명̇ ̇ 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때에야 이 객관적 정세의 운동기구에 의해 이데올로기의 역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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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 ̇ 과 역사적 추이̇ ̇ 가 설명되는 것이다. 이데올로기 이론의 기능
은 이렇게 그 발생과 추이의 설명에 놓여 있다. ―이 설명을 통
해서 비로소 이데올로기가 그 특징을 부여받는 것이며, 특정 이
데올로기가 현재에 있어서 또는 다른 어떤 시대에 있어서 얼마
나 유력한지, 또는 오늘날 그 이데올로기가 과거의 어느 시기의 
이데올로기에 대응하여 어떻게 스스로를 대비하고 구별시켜 나
갈 것인지 등의 특징이 이를 통해서 비로소 획득된다. ―그리고 
이러한 규정을 통해서 현재 이데올로기의 내용과 현재의 세력 
수준이 한눈에 거의 최종적으로 설명되는 것이다(예를 들어 히라
노 요시타로(平野義太郎)씨의 자유주의와 국수주의에 대한 설명
―『일본자본주의 사회의 기구(日本資本主義社会の機構)』 등이 이
러한 「설명」의 좋은 모범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이데올로기의 발생과 발전에 대한 설명이나 그러한 규정
은 결국 사물의 설명̇ ̇ 일 뿐 아직 사물의 비판̇ ̇ 은 아니다. 물론 「설
명」을 수행하는 사이 자연히 비판 또는 비판적 관점이 도입되거
나 상정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나, 이러한 「설명」 속에서 의식화
된 「비판」의 본보기를 발견할 수 있다고는 말할 수 없다. 요약하
자면, 설명의 단계에서는 이데올로기의 내부적 내용―비판의 대
상은 바로 여기 있다―이 외부적인 역사적 사회의 객관정세에 대
응될 뿐, 이 외부적인 것과 이데올로기의 내부적 내용이 이데올
로기적 구체성을 통해 결합되는 데에까지는 이르지 못한다. 즉 
이는 아직 단순한 외부적 비판에 불과한 것이다.
어떤 임의의 이데올로기(일정한 사상·이론·주장)가, 특정 사회적 
기구분자와 특정 역사적 필연관계에 의해 탄생하고 제약되며 대
응된다 하더라도, 그 이데올로기 내용이 널리 승인되는지 아닌
지, 유행하는지 그렇지 못한지, 어느 정도나 진실성·진리를 가지
는지, 참인지 거짓인지라는 문제에까지 이르게 되면, 즉 그러한 
이데올로기 내용의 통용성·신용도·설득력·납득가능성이 문제가 되
면, 이는 앞서 언급한 발생 설명의 단계에 머물러서는 해결될 수
가 없다. 문제가 현실 내지 진실의 객관적 구조를 얼마나―왜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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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또는 상당히 정확하게―반영하는가 하는 논리학적 내지 인
식론적인 내부적 설명에 이르면, 이상과 같이 단순한 역사적, 사
회적 발생에 대한 「외부적」 설명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 역사적, 사회적 발생(제약과 대응의 인과관계)의 설명에 머무
르거나, 앞서 언급한 논리학적 내지 인식론적 설명에까지 이를 
의식적, 계획적으로 결합시키지 않는 한, 이것은 아직 어떠한 유
물사관이나 사회과학이 될 수 없으며, 지식사회학이나 문화사회
학이라는 부르주아 「사회학」의 원칙 속에 머무르는 것일 뿐이다. 
그것이 아무리 「계급적」 관념을 강조한다고 하더라도 원칙상의 
결함을 덮을 수는 없다. ―이데올로기 비판 문제는 이 내부적인 
것을 외부적인 것의 귀결로 얼마나 잘 취급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 이 문제가 풀리지 않는 한 이데올로기 비판은 고사하고 그 
충분한 설명조차 불가능하다. 다른 한편, 비판의 입장에서도 왜
곡이나 오류의 지적만으로는 불충분하고, 그러한 왜곡이나 오류
의 발생을 설명해내지 못할 경우 진정한 비판이 될 수도 없다는 
점 역시 중요하다. 설명(외부적)과 비판(내부적)이란 각각의 요구
로부터 볼 때 양자의 상호관계 속에서만 비로소 스스로를 만족
시킬 수 있다.
이 상호관계를 구체적으로 의식하지 않으면, 어떻게 존재의 필연
성으로부터 가치의 통용성이 나올 수 있는가 같은 칸트주의적인 
어리석은 질문이 마치 심각한 문제인양 제출되게 된다. 때문에 
철학의 레닌적 단계로 알려진 이론과 역사 간의 원칙적 교섭은 
당연히 이데올로기―이는 어느 것이든 일단 「논리」를 가지는 것
이다―의 「비판」에도 그대로 적용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데보린주의식 방법론주의의 결함은 당연히 인정해야 하지만, 그
런 방법론주의식 오류가 발생했던 것은 결국 이데올로기의 논리
학적 「비판」이라는 당면 과제에 지나치게 조급히 임했기 때문이
며, 따라서 데보린주의를 부정한다고 해서 데보린주의식 방법론
주의로 길을 잘못 찾아 들어간 「비판」이라는 과제 자체의 의의
를 내어 던져서는 안 될 것이다. 논리학이나 인식론은 현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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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앞에 펼쳐진 이데올로기에 대한 과학적 비판 무기로서의 쓸모
를 통해 비로소 그 실천적 의의를 획득한다. 이러한 「비판」과 
「논리학」의 떨어질 수 없는 직접적 관계는 레닌의 『유물론과 경
험비판론』에서 모범적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소위 당파성의 문제
도 결국 여기에 무게중심을 두지 않는다면 포복하여 기어가듯 
간신히 파악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오해를 피하기 위해 지적하
지만, 여기서 말하는 「논리」를 과학에만 한정된 것이라고 생각해
서는 안 된다. 예술적이든 윤리적이든, 무릇 문화가치적인 것은 
일반적으로 논리적인 것이다.)
객관적 여건에 의해 발생하는 이데올로기의 제약·대응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진행하여 나가면, 자연스레 그 이데올로기의 논
리적 진위 문제에 대한 「비판」 역시 도입되게 되는 것이다.
일단 이데올로기는 그것이 이데올로기이기 때문에, 해당 이데올
로기의 진리대허위(真理対虚偽) 관계는 시대적, 계급적, 섹트적, 
또는 개인적인 생활상의 이해(利害)관계에 의해 편성된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인간이 가지는 일정한 공통생활상의 이해(利害)
관계를 대표하는 것으로 보통 역사적, 사회적인 여러 구조분자
(계급·신분·국가·지방성 등)가 분석되는데, 역사적 사회 전체나 객
관적 자연의 「객관적 현실」은 이러한 역사사회적 구조분자 개개
의 입각점으로부터 주체적으로(주체의 능동적 실천을 매개로 해
서) 또 주관적으로 부분적으로 반영·모사된다. 이렇게 반영·모사
된 측에 나타나는 제한과 왜곡성(거울에 비유하면 면적 또는 대
물거리와 그 굴곡률)이 바로 이데올로기의 「비판」되어야만 할 이
데올로기성이라고 할 것이다.
사실 이는 역사적 사회 전체나 객관적 자연에 대해 역사적, 사회
적 구성분자의 각 부분이 점유하는 객관적인 존재상의 구조관계
가 그대로 논리학적인 「이데올로기성」에 반영되는 것으로, 특정 
이데올로기의 역사사회적인 발생·제약·대응의 관계가 그대로 그 
이데올로기의 논리적 이데올로기성, 즉 진리대허위의 편성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설명」이 이윽고 
「비판」으로 이행하게 된다. 아마 이 단계에서는 오류가 발생̇ ̇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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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과 그것이 오류인 이유̇ ̇ 가 설명될 수 있다. 단순히 인과적̇ ̇ ̇  
설명이 아니라 이는 이미 논리적̇ ̇ ̇ 인 설명인 것이다. ―그러나 아
직 논리적인 논증̇ ̇ 은 아니다.
이데올로기가 객관적 현실에 의한 피제약자·대응물·인과적 소산
일 뿐 아니라 도리어 그렇기 때문에 그 반영물·모사물이기도 하
다는 점을 지금 강조했는데, 이 피제약물이자 반영물인 이데올로
기는 지금 이야기한 객관적 현실과는 일단 독립적인 자신만의 
발전법칙을 가지고 있다. 이 독자적 발전법칙에 의해 이데올로기 
현상 자체와 그 논리적 기능 자체가 다시 일부분 객관적 현실의 
내용이 되어, 이른바 객관적 현실의 객관적 운동법칙에 참여하게 
된다. 따라서 이데올로기가 이데올로기로서의 이 독자적 운동법
칙을 표현하는 논리적인 역사사회적 필연성(정확하게 표현하기에
는 약간 불충분하긴 하지만 보통 계보라고 불린다)이 이제 문제
가 된다. 여기서는 이데올로기의 이데올로기성(오류관계)의 발생
과 그 근거에 대한 설명 뿐 아니라, 그 이데올로기의 이데올로기
적 제 특징을 계보적으로 그 원천까지 거슬러 올라 교착시키는 
것을 통해, 이 설명을 논리학적으로 요약하여 콘덴스시킬 수 있
다. 이렇게 논리학적으로 콘덴스되고 요약시킨 것의 극치가 바로 
논증인데(논리란 사물을 요약하고 콘덴스하여 결국 절약하는 기
능이며, 논리의 일반성·보편성은 바로 이것을 위해 필요하다), 여
기서는 이 논증이 순수한 논증의 형태를 띠는 대신 역사적, 사회
적(계보학적)인 설명의 형태를 띠게 된다. 현대의 여러 이데올로
기에 대한 오류 내지 진실 문제는, 결국 고전적인 오류 내지 진
실에까지 거슬러 올라, 이러한 계보적 설명에 의해서 간접적으로 
그것이 바로 오류 내지 진실인 이유, 즉 그 이데올로기성을 논증
하게 된다. 「고전」은 이데올로기 문제에서 이러한 역할을 담당한
다. 예를 들어, 마르크스, 엥겔스, 레닌 등을 인용하는 것조차 모
두 이러한 의미에서만 고전으로서 용납되는 것이다(2장 참조).
「외부적」 비판으로부터 출발해서 도달한 가장 「내부적」인 비판
은 이데올로기의 내용 논증에 개입하게 된다. 이는 어떤 일정한 
이데올로기의 논리적 근거에 대한 반추나 논거의 제출을 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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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지만, 이 때 지금까지 서술한 비판의 세 가지 단계에 해당하
는 세 개의 상(相)이 구별되어 나타난다. 즉, 첫째로는 현실의 사
실과 주장된 사실 간의 대질(객관적 현실과 이데올로기 간의 대
응·제약의 관계에 해당한다), 둘째로는 현실과 이에 대응하는 논
리적 체계 간의 대비를 통한 체계 비판(이는 객관적 현실의 반영
물·모사물로서의 이데올로기성의 설명에 해당한다), 셋째로는 범
주사용방법의 비판(이는 계보적 설명의 형태로 주어진 간접논증
에 해당한다). 이리하여 일정한 이데올로기의 이데올로기성, 즉 
진위관계가, 제3자(사회의 대중, 동조자 또는 중립자)와 논적에 
대해서, 그 논리적 설득력을 부여받는 것이다. 이것이 논증으로
서의 내부적 비판이다.
그러나 앞서 말했듯이, 단지 논증으로서의 논증이라 할 수 있는 
순수하게 「내부적」인 비판은 사실상 결코 충분한 논리적 논증력
과 설득력을 가질 수 없다. 꼭 필요한 점은 바로 이 내부적인 비
판이 외부적인 비판(이데올로기 발생의 설명·이데올로기성 발생
의 설명·이데올로기성의 계보적 논증)의 총결산으로서 비로소 등
장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사실 오류를 지적하고 오류인 이유를 
논증한다 하더라도, 그 오류가 어째서 생겨나지 않으면 안 되었̇ ̇ ̇ ̇ ̇ ̇ ̇ ̇ ̇ ̇ ̇ ̇ ̇

는지̇ ̇ 에 대한 「설명」을 추가하지 않는 한, 이는 설명력도 납득력
도 없다. 공감을 받지 못하는 비판은 결코 뼈아픈 비판이 될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가장 구체적인 비판이야말로 가장 실제적
인 효과를 가지며, 이리하여 비로소 비판되어야만 할 것이 사실
상 스스로를 비판하고 꺼지게 되는 것이다. 비판의 과제는 언제
나 왜 오류로 가득한 것이 널리 통용되는가라는 형식으로 등장
한다. 이 모순을 실제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설명」이
나 단순한 「비판」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설명을 비판으로까지 전
개하고, 다시 비판을 설명으로까지 집요하게 파고 들지 않으면, 
결국 이는 비판도 설명도 아니게 된다.
이 사회과학적(역사적―사회적―논리적) 비판 공작에 있어서, 상
당한 수준의 인간에 대한 지식 또는 심리학이 필요하다는 점을 
놓칠 수 없다. 원래 비판에는 객관적 현실로부터 유래하는 유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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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아이러니가 어쩔 수 없이 필요하게 된다. 말하자면 이들은 변
증법이 문학적으로 파악된 것이기 때문이다. 마르크스의 특유한 
표현기술은 비판의 방법 측면에서 보아도 큰 의미를 가진다. 게
다가, 조금 냉소적으로 말하자면, 내부적으로는 비판을 도저히 
버틸 수 없는 논리적 난센스와 외부적으로는 명백한 비판 대상
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상 넘쳐나는 것이 현 상황이리라. 
의미가 있기 때문에 비판되어야 하는 것 뿐 아니라, 차라리 의미
가 없기 때문에 비판되어야만 할 것이 너무나도 많다. 현대의 각
종 파시즘 이데올로기 내지 반동 이데올로기가 그 좋은 예인데, 
여기서도 내부와 외부를 관통하는 비판이 지금 더욱 필요한 이
유가 명백하게 드러난다고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특히 국수주의 이데올로기 비판에 있어서 주의할 점
을 하나 추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미 범주사용방법을 마지막 
단계로서 제시하였으나, 일본주의적 이데올로기의 비판에서는 특
히 이 마지막 단계가 중대한 역할과 의의를 가진다. 왜냐하면 일
본주의적 이데올로기만큼 범주론적으로 볼 때 빈약한 관념체계
는 없기 때문이다. 가장 빈약한 점은 일본주의가 즐겨 쓰는 제 
범주(일본, 국민, 민족정신, 농업, [신으로서(神ながら)]의 길58), 
[신], [천황] 및 그 외의 자기 좋을 대로 긁어모은 모든 것의 잡
탕)가, 마치 겉보기에는 일본대중의 일상생활에 직접 결부된 것
처럼 보이나, 실은 일상의 실제 생활과 아무런 친화·유사관계도 
가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농산물이나 양봉용 꿀벌, 가축은 인위
적 도태를 적용한 농업기술을 빼고서는 아예 존재 자체가 불가
능하며, 또한 공업기술을 배제하고서는 농촌생활을 영위할 수도 
없다. 산업기술을 배제하고 산업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은 당연
한 소리이다. 그런데, 예를 들어, 일본형 농본주의자는 거의 모
두 이런 식의 농본주의적 반기술주의 이데올로그이다. 일본정신
주의나 아시아주의의 사도들 역시 반기술주의라는 측면에서는 
완전히 일치한다. 실제행동 중 연대하는지는 별도의 문제로 하고 
일단 순전히 이데올로기 측면에서만 볼 경우, 반기술주의는 반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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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의 깃발 아래에 뭉친 전세계 파쇼적 반동의 공동 작업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 반기술주의야말로, 즉 무릇 실제 기술적 생활과 완전히 동떨
어진 반기술주의적 범주를 선택하여 이용하는 것이야말로, 파시
즘 철학이 영원히 단순한 관념론으로서의 이데올로기를 벗어날 
수 없는 이유이고, 또 일본주의적 이데올로기가 단지 문학적 프
라제올로기{Phraseologie}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원인이기도 하
다.
그러나 이 반기술주의는 특별히 국수주의 내지 광의의 파시즘 
이데올로기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이는 차라리 오늘날 그 정도가 
심하든 덜하든 어쨌든 파쇼화된 자본주의적 내지 반봉건적(半封
建的) 부르주아 철학이 공유하는 마지막 비장의 수단인 것이다. 
―일본의 국수주의 이데올로기가 가지는 범주사용법의 약점은 차
라리 고대주의̇ ̇ ̇ ̇ (Archaismus)라고나 부를만한 것 속에 놓여있다. 
국수적인 체계를 건설하기 위해서 현대의 국제적인(보통 외래구
미사상이라고 불린다) 범주를 사용하는 것은 곤란하므로, 일부러 
고대적 범주를 끌어들일 수밖에 없다. 국학적 범주나 [절대주의]
적 범주가 바로 이런 것들이다. 그러나 이 고대주의는 종종 탈선
해서 도리어 일본의 국수주의와는 무관한 국수적 외래사상에 복
귀하는 경우를 다시 야기한다. 한학적(漢学的), 중국불교적, 원시
불교―바라몬적 범주까지 끌어들이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범주상 고대주의의 특징은 그들이 사랑해 마지않는 고대
적 범주가 오늘날 실제생활에서 사용되는 범주와 어떠한 논리적 
공액(共軛) 관계·번역가능 관계도 가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미 
[늙어 죽어] 버려서 단순히 문헌학적̇ ̇ ̇ ̇ 으로만 의미를 가지는 범주
를 어떻게든 써 보려고 눈에 잘 띄는 큰 길 한복판에서 어설픈 
[속임수]를 쓰는 것이며, 세계사적으로도 국제적으로도 이미 환
전이 불가능한 화폐를 가지고 어떻게든 억지로 거래를 성사시키
려 안간힘을 쓰는 꼴이다. ―이러한 약점이야말로 범주론적으로 
비판될 수 있고 또 비판되어야만 할 부분이라 하겠다.
예를 들어, 실제로 오늘날 많은 문헌적 연구가 종종 이런 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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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의 고대주의에 결부된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물론 
불교나 유교나 국학은 문헌학적으로 활발히 연구되어야 할 필요
가 있으리라. 이는 마치 문예가 일반적으로 문예부흥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식의 말과 같이 당연하다. 그러나 불교적 철학개론이
나 유교적 윤리학이나 국학적 법률학이 이것으로부터 등장한다
면, 이는 이미 문헌학의 본래 경계를 넘어선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어차피 소위 해석학(이는 문헌학을 야심차게 다시 명명
한 것에 불과하다)에 이르러서는, 문헌학적 범주와 현실적 범주
와의 논리학상의 구별 같은 것은 깨끗이 해석되어 어디론가 사
라져 버리게 되겠지만.
문화의 과학적 비판은 대체로 앞서 언급한 플랜에 따라 수행되
어야 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조직적 비판이 결코 용이하게 실행
될 수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기 때문에, 그 일부분만이라도 수행
하는 것 역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일부분만이라도 과학적이 
된다면, 의외로 나머지는 상식이, 비록 불완전하긴 하지만, 어쩌
면 상당히 순조롭게 완성시켜줄지도 모르는 일이다. 이런 면에서 
보아도 이것은 우리의 매우 실제적̇ ̇ ̇ 인 플랜{plan}이라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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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닛폰이데올로기
―일본정신주의·일본농본주의·일본아시아주의

1.
일본주의·동양주의 내지 아시아주의 등으로 불리는 두서없는 감
정이 현재 일본 생활을 지배하는 듯 보인다. 그리고 이 감정에 
의해 뒷받침된 사회행동이 어디든 가는 곳마다 넘쳐나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세간에서는 그런 종류의 사회행동들이 크
든 작든 마치 뭔가 지극히 중대한 의미라도 가지는 것처럼 보도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감정에 어느 정도나 근거가 있는지 또는 차라리 이 감정이 
얼마나 근거 없는 것인지가 이제부터 살펴보려는 당면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이러한 감정이 범람하고 있거나 또는 최소
한 범람한다고 믿어지는 것은 하나의 현저한 사실이고, 이 사실
은 그 정치적 의의로만 보자면, 즉 이 사실이 정치적으로 고려되
거나 이용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본다면, 지극히 중대한 문제라
는 것을 굳이 이제 와서 부정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원래 감정이나 감정에 기반을 둔 사회행동은 감정의 자
격과 기능을 가질 뿐 그 이상은 아니며, 이러한 감정이나 행동의 
범람이 제아무리 사실이더라도 그 스스로 풍부한 이성적 가치를 
가진다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실은 그 논리적 의의에서 
보자면, 중요성이 지극히 결여된다고 할 것이다.
우리가 좋은 비평가가 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인물을 비평한
다면, 앞날이 기대되는 인물만 비평의 대상으로 취급해야 할 것
이며, 조직폭력배 같은 인물은 일부러 의식적으로라도 네글렉트
{neglect}하는 도리를 지키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러나 여기
에도 일정한 한도라는 것이 있는 법으로, 아무리 보잘 것 없는 
인간이라도, 그가 우연히 또는 외부로부터의 필연성에 의해 일시
적으로나마 어쨌든 상당한 사회적 영향력을 가질 위험성이 있을 
경우에는, 아무리 어리석고 열등한 자라도 때로는 유감스럽지만 
어쩔 수 없이 상대해 줄 수밖에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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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일본주의, 동양주의 내지 아시아주의 같은 것들 거의 모
두가, 그리 내키지는 않으나, 우리 비평의 대상으로 취급되게 된
다. 이들이 아무리 그럴듯하게 의미가 있는 듯 포즈를 취해도, 
그 내용으로 들어가서 보면 사실 그냥 전부 쓰레기더미일 뿐이
다. 일본 뿐 아니라 현대 사회 일반에서 벌어지는 이 절실하고도 
어리석으며 열등한 희비의 거대한 사기극을 폭로하는 것은, 우리
에게 있어서 지독하게 하찮으면서도 지극히 중대한 의무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일본에서 이런 국수주의(또는 좀 더 정확히 설명하자면 
국수확장주의) 세력이 최근에야 비로소 번성하기 시작한 것만은 
아니다. 막부 말기의 국학운동으로부터 그 계통을 이어온 이 이
데올로기는 우선 첫째로 메이지 원년부터 1920년대까지 「구화주
의(欧化主義)」에 대한 반대운동의 형태로 현저히 등장한다. 그 
다음으로 이는 청일전쟁, 러일전쟁을 주요 계기로 대두되던 초기 
무산자 운동에 대한 반동 이데올로기로 눈부시게 성장하게 되며, 
셋째로 그 후 세계대전을 경계로 해서 일어난 데모크라시 운동
에 대한 반감을 통해 상당히 뿌리 깊게 조용히 발육해 온 것이
다. 그것이 세계위기의 일환인 일본자본주의의 [위기]와 만나, 
[만주사변]과 [상해사변] 발발을 알리는 나팔 소리와 함께, 이제
야 그 위용을 방방곡곡 구석구석까지 울려 퍼트리고 있는 것뿐
이다. 이렇게 잘 살펴보면 국수주의의 횡행은 도리어 「국수」의 
「위기」를 드러내는 인덱스{index}일 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
며, 이렇듯 국수주의는 본질적으로 곧 스스로를 배반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이것이 반동 이데올로기의 「숙명」이
다.*
그러나 일본주의, 동양주의 내지 아시아주의 같은 「닛폰(ニッポ
ン)」 이데올로기가(니혼(ニホン)이라고 읽는 것은 위험사상인 모
양이다) 대량으로 생산되어, 언론계나 문학, 과학의 세계에까지 

* 이에 대해서는 사카모토 미요시(坂本三善, 1905-)씨가 간략히 스케치
한 바가 있다(「일본주의사상의 탄생(日本主義思想の露漲)」 『유물론연
구(唯物論研究)』 1934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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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투하기 시작한 것은 확실히 최근 2-3년 사이의 일이다. 독일
에서의 히틀러 독재 확립, 오스트리아에서의 국수주의 운동, 오
스트리아에 대해 무솔리니가 취한 군사적 행동, 아메리카의 루즈
벨트가 독자적으로 취한 산업에 대한 국가통제, 만주국 건국과 
황제의 등극, 그리고 우리 사랑해 마지않는 대일본제국의 끊임없
는 국수강력(国粋強力) 제 운동. 이러한 국제적 일반정세 하에 
어깨를 나란히 함으로써 비로소 최근의 일본은 특히나 국수적으
로 선정적이 되었다. 물론 우리의 권위 있는 국수주의 운동을 이
렇게 인터내셔널과 나란히 두는 것은 일부 국수주의자의 마음에 
흡족하지 않겠지만(「일본주의는 서양 것들과는 달리 파시즘이 아
니다」고들 한다), 그렇다고 일부 인간들 마음에 드는 것만으로 
사실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2.
현재 일본은 더 갈 곳 없는 막다른 길에 빠졌다고들 한다. 실업
가나 일부 자유주의자들은 이런 항간의 소문에 동의하지 않을지 
모르나, 어딘가 꽉 막혔으니 각종 애국강력(愛国強力) 운동도 발
생하는 것일 터이요, 또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각종 애국
강력 운동이 발생하는 것 자체가 더 갈 곳 없는 일본의 막다른 
길 자체라고 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
가. 저 비상시(非常時)라는 낱말이 이제 주문으로서 효력을 상실
했다는 점은 일단 차치하더라도, 이는 지금 처한 막다른 길을 해
석하기에도 심히 부적절한 단어이다. 왜냐하면, 대체 무엇 때문
에 그리 비상시인지 물으면, 다름 아니라 바로 비상시라고 외쳐
대는 절규 자체가 비상시를 만들어내는 원인이라는 점이 드러나
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본의 일본주의자들은 사물의 객관적 원인을 이론적으
로 천착하는 것 따위에는 관심이 없다. 항상 설명이란 귀가 얇은 
사람들이 쉬이 넘어갈 만큼만 딱 그럴듯하면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일본정신의 본질을 확실히 파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
이 이렇게 꽉 막힌 막다른 길에 이르렀다고 주장한다(다카스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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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지로(高須芳次郎)씨59)의 「일본정신의 구성요소(日本精神の構成
要素)」―『경제왕래(経済往来)』 1934년 3월호). 총리조차 의회에
서 이따위 소리를 지껄이고 있으니, 이런 사고방식이 사람들에게 
잘 먹힌다는 것 자체를 의심하기는 어려울지 모르겠으나, 일단 
귀족원(貴族院)에서는 이 헛소리의 의미를 한번 설명해보도록 수
상에게 요구한 바가 있다. 그러나 어쨌든 막무가내로, 일본의 위
기는 일본정신의 본질을 확실히 파악하지 못한 것에 그 원인이 
있다고만 한다. ―중국정신의 본질을 확실히 파악하는 것의 중요
성을 눈치 챈 자가 중국에는 없었기 때문에 [중공] 문제나 [상해
폭동]이 일어났다는 식이다.
그렇다면 이 일본정신의 본질이란 무엇인가. 다카스(高須)씨에 
따르자면, 일본정신의 「구성요소」는 「생명창조주의적」인 것이나 
「중정불편(中正不偏)」한 것, 「주합조화(輳合調和)에 뛰어난」 것, 
「적극적으로 진취팽창(進取膨脹)함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명랑」한 것, 「원리의 실행과 실천에 중점을 두는」 것 등등 무릇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좋은 것을 다 망라하고 있다. 어쨌든 좋은 
것은 좋은 것이라 해도, 여기에는 조금도 특별할 것이 없지 않는
가. 생명창조주의적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규정되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철학을 예로 들자면, 아마 베르그송의 형이상학
이야말로 분명히 이 명칭에 잘 부합할 것이며, 중정불편은 영국 
정신으로서의 정치상식이고, 주합조화 정신이라면 독일 학술서 
같은 것이 가장 모범적인 예인데다가, 적극적으로 진취팽창함과 
명랑함은 바로 아메리카의 함정 건조 계획이나 양키걸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말이다. 게다가 원리의 실행과 실천에 중점을 두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소비에트 러시아의 정신이 아닌가. 일본정
신이 이런 외국정신으로부터 「구성」되다니 참으로 유감이라 하
지 않을 수 없다.
다카스(高須)씨는 「화룡점정(画竜点睛)」으로 여기에 덧붙여 「일
본 국체(国体)에 대한 자각」을 꼽는다. 왜 그가 이것을 제일 먼
저 들지 않았는지 안타까울 따름이다. 그러나 대상이 국체든 뭐
든 간에 자각이라는 것은 강제로 승인시킨다든지 사기극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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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여서 믿게 하는 것일 수 없다. 일본 국체의 자각은 일본의 진
정한 역사를 과학적으로 인식함으로써 밖에 얻을 수 없는 것이
다. 그런데 다카스(高須)씨 등 일본주의자들은 도대체 어떤 「일
본주의적」인 특별한 역사방법론을 가지고 있는가. 이 점을 좀 더 
세간에 또는 세계에 명백히 드러내어 보일 의무가 있지 않겠는
가.
한편 「무아애(無我愛)」의 맹신자인 이토 쇼신(伊藤証信)씨60)는, 
도대체 동기가 무엇인지 알 수 없으나, 「일본정신의 진수(日本精
神の真髄)」라는 논문을 썼다(잡지 『웅변(雄弁)』). 모든 일본정신
은 아마 일본이라는 일개의 「아(我)」에 속하는 것일진데, 무아애
와 이 일본의 아애(我愛)가 어찌 결부되는지 살펴보자면, 「일본
정신」이란 「참으로 일본이라는 나라를 사랑하고, 국민주의와 국
제주의를 일치시키는 길을 통해 개인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일
본을 진정으로 좋은 나라로 더욱 생장발전(生長発展)시키기 위해
서 목숨을 걸고 노력하는 살아있는 정신이다」61)라고 한다. 이는 
그 스스로 논문에서 밝히듯, 일본인만 행할 도리가 아니라, 아메
리카인은 아메리카인 나름대로 러시아인은 러시아인 나름대로 
행해야만 할 「보편적 도리」임이 분명하다. 그래, 「무아애」의 입
장에서 보자면 당연히 그렇지 않으면 안 되리라. 그런데 도대체 
무아애의 입장으로부터 무슨 필요가 있어서 이를 굳이 일본정신 
같은 테마로 취급할 생각이 들었는지,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바로 이 점이다. 일본이 세계를 정복해 버리는 그 날
에는 일본정신=즉=무아애가 될 것이니, 그렇게 될 조짐이라도 
보인다는 소리인지.
그러나 일본이 세계를 정복하는 것은 또 절대 아닌 모양이다. 현 
학습원교수 기히라 다다요시(紀平正美) 박사에 따르면, 일본정신
이란 「타인과 합동조화」하는 정신으로부터 유출되는 것이라 한
다(「일본정신에 관한 한 고찰(日本精神に関する一考察)」). 오늘날
에는 한 때 열강이라 불리던 부르주아 국가들이 중국 분할을 꿈
꾸던 시절 같은 식민정책은 더 이상 실행불가능하기 때문에, 타
인을 「합동」하는 것으로는 결코 「조화」를 얻을 수 없음이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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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 외교상식이 되었다. 때문에 이 말은 결코 일본의 세계정
복을 의미하는 것일 수 없다. 덧붙여 박사는 「화평」을 사랑하는 
국민이야말로 일본국민이라고도 적고 있다. 게다가 서양인이 타
인을 대하는 태도는 take and give(받고 줌)이지만, 일본인의 
태도는 「주고받음」이라는 모양이다. 즉, 이토 쇼신(伊藤証信)씨 
식으로 말하자면, 일본국민이 얼마나 무아애적인지 이 점에서도 
역시 엿볼 수 있다 하겠다. 일본민족의 이웃 사랑 즉 이웃나라 
사랑의 정신은 중국 만주제국에 대한 우의를 보아도, 참으로 의
심할 바 없지 않은가.
그렇다면 박사는 이런 일본인의 「일본정신」을 어떻게 규정하는
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앞서 언급한 바 있는 「일본국민으로서의 
자각」―나는 일본인이다!!―이란다(박사 저 『일본정신(日本精神
)』). 「일본국민정신」은 「정의하여 이를 정할 수는 없다」―「삼천년
의 역사를 그 내용으로 가지는 것을 그리 간단히 정할 수는 없
을 것이다」 (「한 고찰(一考察)」). 참으로 지당한 말씀이다. 그런
데 이 삼천년(?)의 역사는 어떤 식으로 연구되어야만 할 것인지
가 우선 문제였던 것이다. 모자란 우리들이 오늘날까지도 아직 
기히라(紀平)식 헤겔(?) 역사철학의 참뜻을 이해 못하는 것은 일
단 유감이긴 한데, 어쨌든 그것은 그렇다 치고, 삼천년(?)의 진정
한 역사를 과학적으로 써서 내어 보이지 않는 한, 불행히도 요즘 
세간에서는 무심코 「삼천년의 역사」를 「간단히 정」해 버릴 위험
이 있지 않겠는가.
킨케이(金鶏)학원의 야스오카 마사히로(安岡正篤)씨62)의 말은 일
본역사의 인식에 대한 일종의 암시를 주는 듯하다. 「일본민족정
신의 핵심은 삼종신기(三種の神器)63)에 상징적으로 잘 표현된 것
처럼, 맑고 밝은 거울과 같은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지혜의 빛을 
가꾸어, 용맹하게 정의의 칼을 휘두르며, 수려한 구슬 같은 덕을 
품어, 이윽고 신인합일(神人合一), 온세상을 온몸으로 받아들이려
는 노력이 아니면 안 된다」64) (『일본정신의 연구(日本精神の研
究)』). 이 심경묘사는 지극히 심미주의적이며 따라서 추상적이고, 
때문에 이런 일본주의가 국수적 신(新)관료들의 마음에 쏙 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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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것은 알 수 있으나, 어쨌든 이 수준까지 오면 이제 역사
적 리얼리티를 이렇게 예스러운 심경 묘사로 환원해 버리는 것
이야말로 참으로 일본민족의 오랜 정신이 아닌지 싶다. 요는, 이
것은 역사가 아니라 도덕적 교훈이나 심미주의 문학일 뿐이고, 
도덕적 교훈이나 심미주의 문학으로서조차 지극히 원시적 수준
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울 정도다.
사실 유치한 문학은 원래 도덕률과 그리 다르지 않으며, 신화가 
바로 그러한 것이라 하겠다. 야스오카(安岡)씨에 따르면, 삼종신
기는 지덕용(知徳勇)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며, 일본의 국토
는 단지 자연적, 지리적 토양이 아니라 [쿠니우미(国生み)65)의 
신]의 눈으로부터 태어난 「오오야시마(大八州)」이기 때문에, 국토
는 「[천황종족]」과 형제 관계라는 식의 설명이 덧붙여져 있다. 
여기까지 오게 되면, 소위 일본정신적 역사인식의 방법은 다름 
아닌 「신화적 방법」이었다고 할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일본정신
은 영구히 신화적 단계에만 머물러야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렇다면 일본정신이라는 것은 진보하거나 발달하지 않는 것이
고, 결국에는 진보나 발달의 적이라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상과 같이 도대체 「일본국민으로서의 자각」이라는 것이 현재
로서는 그 조건이라고 할 것들이 전혀 갖추어지지 않아 실제로 
쉽게 실행할 수 없는 것이라는 점은 명백해졌다. 그러나 일본정
신을 이해하는 데에는 조금 더 과학적인 지름길이 있다는 모양
이다. 가노코기 가즈노부(鹿子木員信) 교수는 이를 「신일본주의」
라고 부른다(『신일본주의와 역사철학(新日本主義と歴史哲学)』). 
교수는 우선 첫째로 일본정신의 성립이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한다. 박사는 정신의 「뜻(心ざし)」을 개성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개성=뜻이라는 것은 공간적 상위, 기후풍토, 지리적 차이 등
에 따라 정도 차이를 낳으며 특수하고 구체적 구성을 이루는 것
으로서, 이것이 결국 국토에 의거하여 부여되는 서로 다른 국민
정신의 발전 양식에 있어서의 특수성이 되는 것이다. 때문에 일
본국민정신이라는 특수성이 일본에 나타나는 것은 당연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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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이다. 참으로 지당한 말씀으로, 일본국민이 적어도 정신이
라는 것을 가지는 한 「일본국민정신」이 존재한다는 것은 증명할 
것도 없이 자명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
일본국민정신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이해했다고 치고, 사실 
문제는 그 이른바 일본국민이 도대체 무엇인지에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박사는 「신일본주의」적 역사철학을 가지고 이를 밝히려 
든다. 박사는 스스로의 연구 결과를 이하와 같이 요약하고 있다. 
자연의 세계는 「일어난 것(できごと)」의 세계이며, 역사의 세계
는 「일으킨 것(でかしごと)」의 세계이다. 이 「일으킨 것」의 세계
는 행동의, 주체의, 개성의, 마음의 세계이다. 때문에 역사는 「주
체(정신)=행동=마음에 입각하여 인식되어야만 한다」고 말한다. 
그런데 이에 따르면 「신일본주의」적 역사철학이란 서양의 「유심
사관(?)」과 그리 다르지 않은 것 같다. 아마 이렇게 서양풍인 점
이 그의 신일본주의에 새로울 「신(新)」이라는 글자가 붙는 이유
인 모양이다. 그리고 Geschehen 대신에 「일어난 것」, Tat라든
지 Tatsache 대신에 「일으킨 것」이라는 「순우리말(やまとこと
ば)」을 쓰는 점이 신일본주의가 「일본주의」인 이유이리라.
그러나 이 유심사관은 아직 그리 통일적이지도 못한 유심사관으
로, 앞서 언급한 소중한 개성 즉 일본국민정신이라는 것 자체가 
공간, 기후, 풍토, 지리 등의 물질적 조건 차이에 따라 구성된다
고 했기 때문에, 기껏 도출해낸 개념인 「일으킨 것」조차 결국에
는 「일어난 것」에 의해서 결정되게 된다. 서양에서는 이런 식의 
역사철학을 「신일본주의」라고 부르는 대신에 이미 예로부터 「지
리적 유물론」이라 부르고 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점은, 도대체 어떤 연유에서인지는 모르겠
으나, 서양의 지리적 유물론과 그리 큰 차이도 없는 이 신일본주
의에 입각한 「일본국민정신」은, 갑자기, 「대군의 곁에서 기꺼이 
죽으리라」는 의기로 고대로부터 [천황]을 [주군]으로 모셔온 생활 
원리가 되고, 게다가 「의(義)로는 곧 군신(君臣)이요, 정(情)으로
는 곧 부자(父子)라」는 식의 중국 문인들이나 좋아할 것 같은 문
구가 이 생활의 모토라는 모양이다. 이렇게 신일본주의는 더욱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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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新)」일본주의로서의 그 틀을 확립하여 나아가는 것이다.

3.
이상 「일본정신」에 매도된 자들의 견해를 둘러보았으나, 지금까
지 우리가 발견한 것은 일본정신이란 무엇인지가 아니라 일본정
신주의라는 것이 이론적 실질 측면에서 얼마나 공허하고 잡다한 
것인가라는 것뿐이었다. 결국 일본정신주의라는 형태의 것들로부
터는 일본정신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거의 어떠한 해답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하다. 문부성 휘하에 국민정신문화연구소라
는 것이 만들어져도, 『일본정신문화(日本精神文化)』라는 잡지가 
출판되어도, 또 일본정신협회라는 것이 생겨서 그 기관지 『일본
정신(日本精神)』이 간행된다고 하더라도, 그 따위 일본정신주의
를 통한 일본정신 해명을 기대하는 것은 일단 당분간 절망적이
라고 밖에 할 수 없다. 따라서 일본정신주의라는 것은 정체 없이 
목소리뿐인 Bauchredner66) 같은 것이라 하겠다.
그런데 일본정신은 조금 더 다른 방향으로부터, 정신주의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어쩌면 해명될 수도 있지 않을까. 예를 들면, 일
본농본주의가 있다.
아이쿄주쿠(愛郷塾)의 교장인 다치바나 고사부로(橘孝三郎)씨67)

의 『농촌학(農村学)』은 일본의 경제정치사회제도의 특색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일본국민사회의 나라로서의 특징(国質)」
은 「농촌 나라로서의 특징」이라고(177쪽). 말하자면, 일본은 「자
본주의국」이나 다른 무엇인가가 아니라 참으로 농촌 나라라는 
말이다. 마르크스 등은 농업과 공업이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도무지 알지 못하며, 지상의 존재물에는 생물과 무생물이 있는
데, 생물을 대상으로 하는 농업을 무생물을 그 대상으로 하는 공
업과 같은 입장에서 취급하려 하는 것이 근본적 잘못이고, 공업
은 상대가 죽은 「물질」이니 기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지만, 식물이나 가축을 상대로 하는 농업 생산 활동은 무엇
보다도 정신적인 요소가 중요하다고도 한다.
따라서 그에 따르면, 농업에서는 기계화라는 것이 혁명을 의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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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파괴를 의미한다. 밭을 가는 것은 기계로
도 할 수 있을지 모르나 모종을 심는 기계라는 것은 말도 안 된
다, 마르크스가 생각했던 자본주의적 대규모 농업주의는 농업 그 
자체에 대한 무지로부터 나오는 것이며(마르크스는 런던이나 파
리에서 살았지, 농촌에 산 적이 없다), 영국에서의 대규모 농업
의 발달도 단지 시장경쟁에 의해 소농이 밀려나 발생된 것일 뿐 
농업의 기계화 덕은 아니라고도 한다.
특히 일본인은 쌀밥을 먹지 않으면 안 되고, 그리고 벼농사는 논
에서 해야 하므로, 트랙터 같은 것을 일본의 농업에 적용하는 것
은 불가능하며, 이 점으로부터 보아도 일본 농업은 절대로 기계
화할 수 없다고 말한다. 때문에 일본에서는 「농업의 대규모 경
영」은 생길 수 없고 「도리어 소농이 세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
이 「현실」이란다(일본의 관제 국수주의 선전 영화를 보던 소비에
트 주민들이 모내기 신이 나오자 돌연 폭소를 터뜨려 일본 당국
을 심히 당황케 했다는 일화가 있다).
그리고 이로부터 「병든 자본주의 현실에 가장 결정적이고 치명
적인 파괴의 철퇴를 휘두를 것은 공업이 아니다」, 「임금 노동자
도 아니다」, 「이는 농촌이자 곧 농민인 것이다. 때문에 [자본]주
의적 파괴로부터 전(全)국민사회적 경제조직과 전(全)사회를 해방
시키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농촌사회를 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43쪽)는 농촌학 「근본주의」가 등장한다. ―도시사회는 지적 결
합인 반면 농촌사회는 영적 결합이라는 모양이고, 조상숭배의 정
이나 자연숭배, 서물(庶物)숭배가 농촌의 중요 특색이라고도 한
다. 흙과 자연을 존중하는 「흙의 철학」에 입각한 「후생주의(厚生
主義) 사회」야말로 일본의 현실이 지향하고 나아가야만 할 이상
이라는 것이다(240쪽).
이리하여 기껏 일본의 경제적, 정치적 「현실」로부터 출발했던 이 
농촌학의 농본주의도 결국에는 앞서 살핀 「정신적」인 일본정신
주의의 한 가지 변종에 불과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어째서 농
업이 하나의 원리로서 일본농본주의를 낳을 정도로 위대하냐면, 
다름 아니라, 본래적으로 「일본적」인 농업이라든지 농촌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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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본래적으로 「비(非)일본적」인 상공업이나 도시에 비해 훨씬 
더 「정신적」이었기 때문이다. 그 이후 나오는 농업이나 농촌에 
관한 설명은 단지 이를 위해 덧붙인 구실과 변명에 불과하다.
다치바나(橘)씨의 농본주의가 말 그대로 농촌학적이었던 것에 반
해, 곤도 세이쿄(権藤成卿)씨의 농본주의는 차라리 「제도학적」이
다. 그에 따르면, 일본의 특징은 우선 그것이 「사직체통(社稷躰
統)」의 나라라는 점에 있다(『자치민범(自治民範)』). 부연하자면, 
사(社)는 토지의 신을 말하며 직(稷)은 수수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런 사직숭배 즉 토곡(土穀)숭배가 일본의 가장 큰 특징이라는 
소리다. 따라서 「농자천하지대본(農は天下の大本)」이란다.
이렇게 농본적 사회인 일본에서는 농본적 제도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곤도(権藤)씨에 따르면, 원래 풍속은 관습으로, 관습은 예
의로, 예의는 제도 및 규율로 점차 진화하는 것인데, 이렇게 도
덕적으로 구성된 풍속은 자연을 그 본으로 삼지 않으면 안 된다. 
「먹고 마시고 남녀가 관계하는 것은 사람이 본디 원하는 것이요, 
죽어 없어지며 헐벗고 고통받는 것은 사람이 본디 두려워하는 
것이니, 그 본성을 이루든지 그 곤란을 떠나든지 모두 자연의 명
령에 따라서, 힘쓸 때도 이 자연의 명령에 따르며 경계할 때도 
이 자연의 명령을 다 하」68)도록 하면, 자연스레 「천하」가 굴러
갈 것이라 한다. 그런데 흡사 일본은 애초부터 이렇게 자연적으
로 구성된 풍속에 따르는 국민성을 가지고 있어, 자치주의야말로 
일본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 또한 농자천하지대본이기 때문
에, 이 자치주의는 완전히 농촌자치에 귀착할 수밖에 없는 것이
다. 최근 내각의 농촌정책에 빗대어 말하자면, 농촌은 자력갱생
해야만 할 터이다.
그나마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긴 하다. 이 농본주의적 자
치주의에 입각한 「제도학」은, 다른 일본주의 무리들과는 달리, 
꼭 [절대제]주의는 아니라는 점이다. 우다(宇多) 천황69)이 후지와
라노 모토쓰네(藤原基経)70)에게 「관리는 사직의 신하요, 황제의 
신하가 아니라」71)고 말씀하셨다던데, 이것야말로 자치주의의 진
수일 터이며, 이에 비해 국가주의 같은 것들은 공익과 사익의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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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현재의 일본에
서 가장 널리 보급된 일본주의는 치안유지법을 엄벌주의로 「개
정」하려는 관료정치적 일본주의인데, 곤도(権藤)씨에 따르면 그
런 관치주의야말로 일본의 풍속을 이루는 자치주의에 당연히 해
로운 것일 뿐이다. 그는 오늘날 일본이 더 갈 곳 없는 막다른 길
에 직면한 것은 무엇보다도 메이지 유신 이래 관료주의에 그 직
접적 원인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자치민범(自治民範)』은 
오늘날 유행하는 파쇼 세태에는 그리 딱히 어울리지 않는 서적
이 되며, 그가 일찍이 자기 사상이 탄압받을 것도 각오하고 있다 
말했던 것은 이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다는 예일 것이다.
그러나 말할 것도 없이, 그의 사상이 그렇다고 특별히 어떤 위험
사상이나 나쁜 사상으로 취급받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의 
정치적 슬로건은 「사직의 전례」로 돌아가서 「민가의 공존조직」
을 「부흥」하자는 것인데, 그렇다면 사회주의를 하자는 것인지 공
산주의를 하자는 것인지(그에 따르면 마르크스는 사회주의자였을 
뿐 공산주의자가 아니다) 아니면 또 그 외 어떤 정치방침을 취할 
것인지 같은 문제에 이르면, 그는 어느 민속도 「그 민속 및 나라
의 정서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할 뿐이다」72)(518쪽). 그래서 우
익단체의 피고인 중 하나가 곤도(権藤)는 매우 간교한 놈이라 생
각했다고 비평했던 것이다. ―위험사상이나 나쁜 사상이 아닐 뿐 
아니라, 차라리 이것야말로 실로 지극히 유익한 좋은 사상이다. 
예를 들어 그에 따르자면, 오늘날 법률제도의 개혁보다도 한층 
더 중요하고 시급히 할 일은 사람 마음의 개혁(리포메이션)이다, 
마음만 똑바로 먹으면 어떠한 악법이나 나쁜 제도라도 나름 선
하게 이끌 수 있기 때문에, 지주도 소작농도 그 점을 반성하고 
강제력을 통한 실행 수단을 배척하지 않으면 안 된다, 중요한 것
은 이루어진 풍속의 「점진적 진화」라는 것이다.
결국 곤도(権藤)씨의 제도학적 농본주의에 의해 규정된 일본의 
특징 따라서 일본정신의 특징도 전술한 바와 같이 묘사될 수 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앞서 언급했던 일본정신주의는 아
니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는 있다. 「사람 마음의 개혁」으로 풍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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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점진적으로 진화시킨다는 관념론 역시 지금까지 보아온 다른 
이들의 「일본정신」주의와 꼭 동일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큰 
틀에서 보자면 이는 조금도 더 나은 징후가 아닌 듯하다. 그래, 
곤도(権藤) 그 자는 제도학자로서 국수적 범주로 밖에는 사고하
지 못하는 자이지만, 거의 같은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만약 조
금이라도 철학적 범주를 이해하는 국수적 윤리학자나 국수적 국
사학자가 나타난다면, 그들의 손에 의해 문제는 「일본정신」주의
에까지 다시 되돌아가 버릴 것이리라.* 곤도(権藤)씨가 일본정신
주의의 특색을 전면에 내세우지 못한 것은 정신(Geist)이라고 하
는 오늘날 일본에서 가장 중시되는 독일철학의 범주를 우연히도 
그가 미처 알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4.
그리하여, 일본정신주의철학이든지 일본농본주의철학이든지, 일
본의 특징은 다른 국가 내지 민족에 비해서 훨씬 더 정신적이라
는 점에 있다는 듯하다. 모든 일본주의가 아마 이 일본정신주의
에 일단 귀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
본정신(이것이 일본의 본질이라는 소리였다)이 도대체 무엇인지
는 합리적으로도 과학적으로도 아직 설명되지 못했다. 그도 그럴 
것이, 일본주의에 있어서는 원래 일본정신이라는 것 또는 「일본」
이라는 것 자체가 설명될 대상이 아니고 도리어 이를 통해 다른 
뭔가를 제멋대로 설명해내기 위한 방법 내지 원리̇ ̇ 일 뿐이기 때
문이다.
어쨌든, 이 우주 속 어딘가의 지리적, 역사적, 사회적인 구체적 

* 도쿄제국대학 윤리학자 와쓰지 데쓰로(和辻哲郎) 박사(「서민근성(町人
根性)」, 「일본정신사(日本精神史)」, 「국민도덕(国民道徳)」, 「윤리학
(倫理学)」 등이 그 테마), 히로시마 문리과대학 교수 니시 신이치로
(西晋一郎) 박사(「국민도덕(国民道徳)」, 「충효론(忠孝論)」 등이 그 테
마), 도쿄제국대학 국사과 교수(朱光会 회원) 히라이즈미 기요시(平泉
澄) 박사(「건무중흥(建武中興)」, 「독일정신(ドイツ精神)」 등이 그 테
마) 등 국수주의 윤리도덕학자, 현대식 국학자들은 이런 측면에서 다
시금 비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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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개 존재인 「일본」이라는 것을 제멋대로 끄집어내어서 이야말
로 뭔가 철학의 원리가 되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본디 약간의 상
식만 가지고 생각해 보아도 참으로 기괴한 짓이다. 만약 이것이 
「금성주의」나 「수성주의」73)로라도 불릴만한 철학(?)이었다면 애
당초 아무도 진지하게 상대했을 리가 없으리라.
그러나 일본주의는 그 속에 아무 내용도 없다고 생각되는 동시
에 그와 반대로 어떠한 내용이라도 멋대로 그 속에 구겨 넣을 
수 있는 것으로, 미노다 무네키(蓑田胸喜)씨74) 같은 자는 최근 
사태에 대해서 참으로 적절한 설명을 내어 놓고 있다. 「신으로서
의 길75)은 고금동서의 모든 종교와 모든 학문, 즉, 불교, 유교, 
기독교, 또는 희랍철학으로부터 근대서구과학, 게다가 데모크라
시, 마르크스주의, 파시즘, 국가사회주의까지, 그 모든 것을 이미 
원리적으로 그 속에서 융합하여 해소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사
회주의에 대한 정신과학적 비판(国家社会主義に対する精神科学
的批判)」―『경제왕래(経済往来)』 1934년 3월호). 이 무시무시한 
원리 「일본」에 대해서 미노다(蓑田)씨는 결코 농담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단지 그의 일본주의가 다소 지능과 취향 면에서 델
리커시{delicacy}를 결여하고 있을 뿐.
따라서 이리도 무한히 풍부한 내용을 가질 수 있는 일본주의를 
도저히 한두 종류의 철학 원리로는 제대로 다룰 수 없기 때문에, 
일본주의라고 하더라도 원리상 무한히 많은 종류가 나올 우려가 
있다. 이 우려가 단순한 기우가 아니라는 점은 아야카와 다케지
(綾川武治)씨76)가 개탄하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우리의 마
음을 무겁게 짓누르는 것은 …… 일본을 중심으로 하는 동일한 
주의에 입각하면서도 그 중에서 너무나도 많은 분열이 어째서 
끊임없이 반복되어 왔는가라는 질문이다」 (「순정일본주의운동과 
국가사회주의(純正日本主義運動と国家社会主義)」―『경제왕래(経
済往来)』 1934년 3월호). 화폐경제에서 금본위제조차 엉망진창이 
된 세계이니, 일본 중심의 사상이라는 것만 환전될 수 있다고 믿
는 것 자체가 도리어 무리가 아닐지. 그리하여 마쓰나가 모토키
(松永材)77) 교수 같은 자는 「일본주의에 대한 학문의 내용은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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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에야 비로소 조직될만한 것이므로, 우리는 지금 여기서 서술할
만한 자격도 재료도 가지지 못 한다」 (『일본주의철학개론(日本主
義哲学概論)』)라는 회의론에 이미 봉착하였다.
그러나 일본주의는 다행스럽게도 결단코 단순한 일본주의로만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일본주의는 동양주의 또 아시아주의
에까지 발전한다. 물론 이는 단순한 아시아주의가 아니라, 일본
주의의 발전으로서의 아시아주의, 말하자면 일본아시아주의인 것
이다.
아시아주의는 아시아적 현실로부터 출발하는 것을 그 특징으로 
하는 듯하다. 아시아주의자가 아니었던 리턴 경78)은 애당초 아시
아적 현실을 인식할 수 없었다. 이에 반해, 스스로의 정당해소철
학을 구체적으로 현실에서 강요할 속내 따위 조금도 드러내지 
않던 마쓰오카 요우스케(松岡洋右) 전권대사79)는 아마도 아시아
주의자였던 덕에 아시아적 현실에 대한 인식 부족에 빠지지 않
았던 것이다.
5·15 사건 시점까지 동아경제조사국(東亜経済調査局)의 이사장이
었던 오카와 슈메이(大川周明) 박사80)는 동양과 서양을 결정적 
대립물로서 취급한다. 양자의 대립이 없었다면 인류의 역사는 성
립되지 않았을 것이라고까지 하는 모양이다. 「그 낱말의 참된 뜻
으로서의 세계사란 동양과 서양의 대립, 항쟁통일의 역사일 뿐이
다」 (「아세아·구라파·일본(亜細亜・欧羅巴・日本)」). 그런데, 종래 
「백인」의 유럽에 의해 지배되던 아시아에 유럽 대전 이후 「부흥
의 상서로운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이제 점점 아시아가 지
배하는 세계가 올 것이라 한다. 그 증거로 이집트·중국·인도·베트
남 등의 반(反)유럽적 반란을 들 수 있다고 박사는 주장한다.
게다가 이런 아시아적 반란 양식에서만 보이는 특징으로, 비록 
「그 겉에 드러나는 측면은 정치적 내지 경제적이다」만, 「그 속 
깊이 흐르는 것은 사실 철저하게 정신적이다」는 것이 무엇보다
도 중요하다(67쪽). 어째서 아시아적 반란 양식이 그리 정신적이
냐면, 그 원인은 그냥 간단히 「깨어난 아세아 혼의 요구로 일어
난 것이기 때문」인 모양이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점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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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동양과 서양의 대립이란 서양은 정치적, 경제적 활동 밖에 하
지 않는 것에 반해 동양은 정신적인 영에 의한 활동을 한다는 
측면의 대립이라는 것이다. 서양은 물질주의(유물론=우음마식(牛
飲馬食)주의)이지만 동양은 정신주의라는 소리다. 이것이 바로 
동양의 「현실」이다.
「여기서 만주 문제를 보자면, 이를 권익 문제라든지 생명선 문제
와 같이 단지 유물론만으로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크나큰 오류라
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 따라서 우리가 
만주 문제를 어찌 보아야 할 것인지 말씀드리자면, 서구 측으로
부터 수입되어 중국 민족을 타락시킨 유물론 사상이(장쉐량81)의 
아편을 말하는 것일까?―인용자 주) 급기야 일본의 민족정신, 국
민도덕을 발화점에 이르기까지 모독했던 것에 기인하는 것입니
다」82)라고 아라키 사다오(荒木貞夫) 대장83)은 혹시라도 오해가 
없도록 철저히 해명하고 있다(『전일본국민에 고함(全日本国民に
告ぐ)』). 왜냐하면, 한 때 [군부] 스스로 만주는 일본의 생명선이
라든지 위임통치령인 남양의 섬들이 일본에게 있어서 「바다의 
생명선」이라는 식의 심히 「유물론」적인 선전을 했기 때문이다. 
―말할 것도 없이 만주는 서양이 아니라 동양이니까, 만주사변은 
바로 「황도정신의 선포」, 「국덕(国徳)의 선양」, 「왕도락토(王道楽
土)의 건설」이라는 영에 의한 정신적 사변이렷다.
청년장교의 [변혁] 이론의 원천인 기타 잇키(北一輝)씨84)는 이미 
한참 전에(다이쇼(大正) 8년) 상해에서 「중국과 인도의 칠억 동포
는 우리의 인도와 옹호 없이는 자립할 수 없다. …… 이 어찌할 
수 없는 내일을 근심하고 그의 이웃의 처참한 상황을 슬퍼하는 
자, 어찌 직역(直訳) 사회주의자류의 포괄적 평화론에 안주할 수 
있으리」85)라 운운(『일본개조법안대망(日本改造法案大綱)』)하며 
갈파(喝破)하고 있다. 이 지독히 위험한 대(大)아시아주의는, 도
덕적으로 매우 의롭고 교훈적인 사명까지 띠고 있기에, 참으로 
아시아적이고 동양적이며 따라서 정신적이기까지 한 것이다. 
「…… 아세아연맹의 정의의 깃발을 높이 들고 이윽고 도래할 세
계연방의 맹주가 되어, 이로써 사해동포(四海同胞) 모두 이 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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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천도(天道)를 선포하며 동방과 서방에 그 모범을 떨쳐야 하리
라.」86)

따라서 아시아가 정신적이며 때문에 아시아주의가 정신주의적인 
것은 아시아주의가 순전히 일본정신의 확장판이었기 때문일 뿐
이다. 이것이 바로 이들 아시아주의가 일본아시아주의인 이유이
다. 그러나 말할 것도 없이 일본은 아시아 전체가 아닌데, 도대
체 어떤 방식으로 일본정신주의를 일본아시아주의까지 확대할 
것인가. 이 문제의 해결책은 실로 지극히 간단하다. 일본 자신을 
동양에까지, 아시아에까지, 확대해버리면 될 것이다. 일본이 동
양·아시아의 맹주가 되어, 그렇게 함으로써 일종̇ ̇ 의 세계정복에 
착수한다, 이것이 우리의 대아시아주의라는 전략이자 철학이다. 
이제 이 수준까지 도달하면, 정신에 그 뿌리를 두었던 아시아주
의가, 그것이 발동하는 데에 있어서 어떠한 물질적 에너지 형태
를 취하든지 더 이상 아무 문제도 되지 않는 것이다.
경제학자 노조에 시게쓰구(野副重次)씨87)의 투란 민족이라는 것
이 있는데, 이는 퉁쿠스, 몽고인, 터키-타타르, 핀, 위구르, 사모
예드를 지칭하며, 준(準)투란 민족으로는 북중국인, 부르간족을 
포함하고, 투란계 인종의 조국은 아시아, 중앙아시아, 스칸디나
비아 등을 포함하는 거의 전체 유라시아 대륙에 걸쳐 있었다고 
한다(『범투라니즘과 경제 블록(汎ツラニズムと経済ブロック)』). 
그리고 범투라니즘이라는 것은 우리 투란인을 박해하고 있는 백
인에 대항해서 투란 민족이 단결하여 그 조국을 탈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의 생각에 따르자면, 청일전쟁, 러일전쟁, 만주사변 
등은 모두 슬라브 민족에 대한 투라니즘의 선전포고에 불과한 
것인 모양이다. ―일전에 와쓰지 데쓰로(和辻哲郎) 박사는 청일
전쟁, 러일전쟁이야말로 일본민족정신 선양운동이었다고 주장했
으나, 노조에(野副)씨의 의견에 비하자면 이는 차라리 스케일이 
너무 작고 눈높이가 낮았다고 밖에 할 수 없으리라.
일본아시아주의가 일본정신주의의 침략적 확대로 등장한 아시아
정신주의라는 점은 이제 명백하다 치고, 그렇다면 이것과 일본농
본주의와의 관계는 어찌 될 것인가. 아시아주의에 따르면 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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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현실이야말로 농본주의적이라는 결론에 이르는 모양이다.
「동양주의」자 구치다 야스노부(口田康信)씨88)(『신동양건설론(新
東洋建設論)』)에 따르면, 동양에는 가족제도를 비롯해서 매우 강
력한 가부장적 사회관계가 남아있다. 예를 들어 지주와 소작89)과 
같은 시혜적 관계, 즉 F. 퇴니에스90) 식의 게마인샤프트적 사회
형태가 유력한데, 여기에 적당한 것은 사회주의가 아니라 「공동
주의」이며, 이는 경제적으로는 협동조합 또는 협력운동(합작운
동)으로서, 정치적으로는 자치로서, 문화적으로는 정신주의로서 
드러난다고 한다(35쪽).
사회주의는 개인주의의 성숙을 통하여 그 이후에야 발생하는 것
이며, 「동양은 개인주의가 아직 성숙되지 않았고, 대체로 비개인
주의적인 특징에 머물고 있다」고 하기에, 사회주의로 한 번에 건
너뛰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지만, 반면 가장 비개인주의적 특징
을 가지고 있는 동양의 미숙한 농민은 「아주 쉽게 공동주의로 
이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치바나(橘)씨의 농민해방이나 곤도
(権藤)씨의 농민자치에 병행하여, 여기서는 촌락공동체가 제창되
고 있다.
물론 동양·아시아는 소위 아시아적 생산양식을 아직 많이 가지고 
있다―그 가부장제나 반(半)봉건농제―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리
라. 이 현실을 빼놓고서는 동양의 경제, 정치, 문화, 어느 면에서
도 그 운동양식을 이해할 수 없다. 그러나 소위 아시아적 생산양
식이라는 것은 무언가 아시아에만 고유한 것이 아니며, 동양·아
시아 자신의 생산양식 그 자체였다고도 할 수 없다. 현재 아시아
에서의 생산양식이 아시아적 생산양식이라는 낱말의 뜻도 아닐 
터이며, 더욱이 현재 아시아에서의 생산양식이 언제까지나 이 아
시아적 생산양식에만 머물러 있어야 할 이유 역시 없는 것이다.
그러나 구치다(口田)씨에 따르자면, 이 아시아적 생산양식은 동
양에서의 고정적 생산양식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어째서 그렇
게 되어야만 할 필요가 있을까. 이는 단지 이 동양주의자·아시아
주의자가 다치바나(橘)씨의 『농촌학』에 나오는 「완전전체국민」이
라든지 「조화국민사회」라는 것의 외국종에 해당하는 O. 스판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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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전체」의 철학을 좋아하며, 특히 농촌에서의 「합작운동」 같은 
게마인샤프트에 무조건적 호의를 품고 있기 때문에 불과하다. ―
그런데 어째서 그가 이런 식의 유럽 파시즘철학 같은 것을 통해
서 밖에 이해될 수 없는 「합작운동」을 이리도 마음에 들어 하는
지 살펴보면, 단지 합작운동이 「자본주의를 부정하지만 동시에 
마르크스주의도 부정한다」는 「왕도(王道)」에 따르는 것이었기 때
문이란다(155쪽). ―바로 여기에 모든 아시아주의의, 모든 일본주
의의, 「혼」과 「넋(魂胆)」92)이 놓여있었던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
어떠한 정신주의 체계가 이루어지든지, 어떠한 농본주의가 조직
화되든지 간에, 이는 파쇼정치단체들의 거의 무의미한 버라이어
티쇼에 불과하며, 따라서 큰 틀에서 볼 때 우리에게는 아무래도 
상관없는 일이다. 모든 참된 사상이나 문화는 가장 광범위한 의
미에서 세계적으로 번역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면 안 된다. 말하자
면, 어느 나라의 어느 민족에게라도 범주 상 이행될 수 있는 사
상이나 문화가 아니라면, 그것은 참이 아니다. 바로 참된 문학이 
「세계문학」일 수밖에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느 특정 민족이나 
특정 국민에게만 이해될 수 있다는 식으로 이루어진 철학이나 
이론은 예외 없이 거짓인 것이다. 더욱이 그 국민, 그 민족 스스
로에게조차 납득될 수 없는 사상이나 문화라면, 그것은 사상이나 
문화가 아니라 완전한 잡동사니에 불과하다(이 점에 대해서는 2
장 및 5장을 볼 것).
(계속하여 각종 「국가사회주의」, 「일국사회주의」 등을 취급할 필
요가 있다. 그리고 전체를 경제적 지반으로부터 설명해내지 않는 
한 참된 서술이라 할 수는 없다. 여기서는 일단 수중에 있는 자
료를 한번 분류해 본 것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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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일본윤리학과 인간학
―와쓰지(和辻) 윤리학의 사회적 의의를 분석한다

동경제국대학 교수 와쓰지 데쓰로(和辻哲郎) 박사의 『인간의 학
으로서의 윤리학(人間の学としての倫理学)』이라는 책 제목은 와
쓰지(和辻) 교수의 윤리학과 윤리사상, 그리고 또 교수의 문화이
론 내지 역사이론의 단면을 매우 정확히 표현하고 있다. 나는 여
기서 이 책을 소개하거나 비평하려는 것이 아니며, 또 와쓰지(和
辻) 교수의 사상내용을 일반적으로 검토하려는 것도 아니다. 다
만 이러한 새로운 입장으로부터 「학술적」 체계로 구축되려 하는 
「윤리학」이, 그 자체로서 그리고 현재 일본의 상황과의 연관선 
상에서, 어떠한 의의를 가지는지를 그 이론 자체의 내부로부터, 
그러나 간단하게 지적해두려 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이 윤리학은 종래의 윤리학 교수나 수신도덕전문의 선
생들이 쓰거나 생각하던, 학술적인 또는 데마고기쉬한 도덕론과
는 달리, 그 학술적 수준이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하며, 따라서 그
만큼 오리지널한 사색에 기초하는 것일 뿐 아니라, 아마도 현재 
일본에서 반동세력이 요구하는 상당히 고수준의 반동문화를 세
우기 위한 하나의 기초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아마 이런 식
의 「윤리학」 찬미자나 수요자는 이래저래, 아카데믹한 연구실 또
는 속악한 반(半)「학술」잡지 속에 널려있을 것이다. 게다가 이 
윤리학의 모방자 역시 이후 아마 계속 배출될 것이리라. 이는 그
러한 정도의 취급은 받을만한 책이자 사상이긴 한 것이다. 니시 
신이치로(西晋一郎) 교수의 『동양윤리(東洋倫理)』가 있긴 하지만, 
이는 스스로 동양적인(?) 어투나 인용을 가지는데다가 그 로직조
차 동양적인 것처럼 보이는 반면, 와쓰지(和辻) 교수 쪽은 훨씬 
더 세계적이고 국제적이다. 하지만 사실 이 둘이 지향하는 객관
적 용도와 의의는 그리 서로 다르지 않다. 다만 다소 모던한 맛
이 있는 와쓰지(和辻)씨의 윤리설 쪽이 도리어 니시(西)씨 쪽보다 
일본적이고 동양적인 윤리사상의 우월성을 세계에 표방하기에는 
더 유리할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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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새로운 입장에 기반한 와쓰지(和辻)씨의 윤리학은 일종의 
모던한 철학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 방법에 대한 검토는 나중
에 하기로 하고, 가장 손쉽게 알아볼 수 있는 특징을 우선 문제
로 삼을 수밖에 없다. 간단히 말해서, 그의 윤리학에서는 윤리상
의 낱말의 문의적 또는 어의적 해석을 실마리로 하여 「학술적」 
분석을 시작한다. 윤리란 무엇인지 묻는다면, 「윤(倫)」이라는 글
자의 의미는 무엇인지 「리(理)」라는 말은 무엇인지, 이 두 개가 
합쳐 「윤리(倫理)」가 되면 어찌 되는지가 바로 그의 학술적 분석
의 실마리인 것이다. 「인간」에 대해서도 「존재」에 대해서도, 이
러한 문의적, 어의적 해석이 빼놓을 수 없는 유일한 통로가 된
다.
이 문의적 해석이라는 것을 손쉽게 신용해서는 안 될 뿐 아니라 
그렇다고 손쉽게 무시하고 도외시해버려서도 안 된다. 바로 여기
에서 이런 종류의 철학적 방법 거의 대부분이 보이는 징후가 참
으로 단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이다. 약간이라도 실증적이고 이론
적인 두뇌를 가지는 인간이라면 누구라도 낱말을 설명하는 것이 
그 낱말이 표현하는 사물 자체의 설명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모
를 리가 없다. 사실, 그런 의미에서 문의적 해석이란 경전의 문
구를 강독하여 사회문제의 해결을 대신할 수 있다는 식의 직업
적 설교가나 승려 같은 자들이나 즐길 술책이다. 이런 수준은 아
직 문의적 해석이라고도 할 수 없는 것이다.
문의적 해석의 정당한 권리는 해석학(헤르메뉴틱)으로부터 나온
다. 즉, 해석학에 따르자면, 일정한 문서는 이를 남긴 개인, 민
족, 시대 등(계급은 그리 문제로 삼지 않는 것이 관습인 모양이
다)의 관념(이데)이나 정신, 체험, 생활 같은 것을 표현하는 것이
며, 이렇게 객관적으로 기록되거나 각인·인쇄된 문자를 통해서 
이 표현의 프로세스를 거꾸로 모색함으로써 그 배후에 있는 개
인, 민족, 시대 등의 관념, 정신, 체험, 생활 등이 가지는 역사적 
의의가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해석학은 역사적 
자료의 점유 문제나 역사적 기술의 문제에 관한 역사학적 방법
의 과학적 요소 중 하나를 이루는 것이며, 이 방법을 가장 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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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경우는 고문서를 독해하는 것 같은 경우일 터이다. 
따라서 이 학문은 주로 바이블의 해석을 위해서, 이후 근대에는 
그리스 고전의 연구를 위해서, 조직적 형태로 발달한 것이다. 즉 
이들 경우에는 문제가 되는 것이 고문서의 텍스트이기 때문에 
그 해결책 역시 당연히 문의적, 문헌학적̇ ̇ ̇ ̇ 이어야만 하며 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렇게 고문서 텍스트의 문의적 해석으로부터 출
발하는 해석학이 역사학적 방법의 과학적 요소 중 하나̇ ̇ 임에 만
족하지 않고 도리어 그 지배적̇ ̇ ̇  요소가 될 때에 발생하게 되며, 
또 이렇게 스스로의 권한을 확대한 해석학이 급기야 역사기술 
일반의 과제마저 넘어서서 어느새 철학 그 자체의 해석학적 방̇
법̇으로까지 심화되어, 예를 들어 여기에서와 같이 윤리학의 학술
적 수단의 배경을 이루는 수준에 이를 때에 발생하는 것이다. 이
렇게 되었을 때, 말의 문의적 해석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권한
을 가지는지 의심스럽다.
굳이 와쓰지(和辻)씨 뿐 아니라 누구라도, 아니 우리도, 말이라는 
것이 단순히 인공적이든 자연적이든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어떤 것이 아니라는 점은 알고 있다. 말에는, 민족의, 국민의(계
급도 필요하다), 지방의, 인간사회의 역사가 나름대로 드러날 수 
있는 한에서 드러나게 된다. 때문에 말을 살피는 것은 나름대로 
그 말을 낳은 인간생활을 살피는 것이 된다. 그러나 과연 그렇다
고 해서 이것이 충분한 실마리가 될 만큼이나 그 생활을 제대로 
표현하고 있는지가 의심스러운 것이다.
그러나 와쓰지(和辻)씨에 따르면 말은 인간생활의 가장 근본적̇ ̇ ̇ 인 
특징을 이루는 것이다. 말이야말로 그리스, 인도, 중국을 통해서 
인간과 동물을 구별하는 표식이 되었고, 따라서 이것이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특징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모양이다. 이렇게 보자
면, 특정 사물이 인간사회의 일부인 한, 그 사물의 문의적 해석
이 분석에의 가장 근본적인 실마리가 된다는 것은 그리 이상한 
소리가 아닌 것이 되는 듯하다.
해석학적 방법 그 자체의 근본적인 약점 내지 트릭에 대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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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뒤에서 다시 살피기로 하자. 어쨌든 이러한 경우의 문의적 해
석에 대해 믿을 수 없는 점은 아마도 이것이 무엇인가를 증명할 
수 있는 힘, 설명할 수 있는 힘을 가지는 것처럼 주장된다든지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리라. 말할 것도 없이, 일본어나 중국어로 
「윤리」라는 낱말을 만들어 내어도, 그 윤리라는 낱말의 분석 결
과로 윤리라는 사물 관계 그 자체가 어떻다는 것을 증명할 수는 
없다. 더욱이 그러한 윤리 관계가 제일̇ ̇  「윤리적」(단지 일본어로
서가 아니라 국제적인 역어로서의)인 것일 수밖에 없다는 식의 
증거는 될 수 없다. 문의적 해석이 사물을 표현할 수 있는 범위
는, 윤리라면 바로 이 윤리라는 관계―와쓰지(和辻)씨는 이를 사
람과 사람 간의 행위적 연관이라고 본다―를 해명하는 하나의 사̇
례̇로서, 직관적 상징̇ ̇ 으로서, 윤리라는 낱말의 분석을 행하는 경
우에만 한정된다. 이는 윤리라는 관계 그 자체의 증명̇ ̇ 도 아닐뿐
더러 일정한 절차를 거친 설명̇ ̇ 도 아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이
론상 갭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이론상 갭을 직관적인 그럴
듯함을 가지고 메꾸는 것이 이른바 「해석」의 이론상 의의였던 
것이다.
결론적으로, 해석이라는 것의 권리를 과학적 이론의 모든 측면에 
있어서 승인하는 한, 해석학적 방법을 윤리학에서도 인정하는 
한, 윤리나 인간이나 존재라는 것의 문의적 해석으로부터 윤리학
을 시작한다는 것에 불만을 표시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할 것이
다. ―이 윤리학은 본래 무엇을 증명하거나 설명하는 것이 아니
라, 단지 우리 일본국민의 생활을 해석하며 차라리 저스티파이
{justify}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공감하는 자는 공감할 터이나, 
이에 반대하는 자는 반대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도덕, 풍습, 사
회기구와 그 외의 모든 인간사회에 속하는 것에 대한 윤리학적
인 즉 과학적인 비판 같은 것은 이 윤리학에서는 더 이상 문제
시되지 않는다. ―내 생각에 이 따위 윤리학은 스스로 비판을 행
할 수 있는 윤리학이 아니라, 차라리 철두철미하게 비판되어야만 
할 윤리학이리라.
그런데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점이 남아있다. 말에 의한 문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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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인 이상, 해석되는 사물은 항상 국어̇ ̇ 의 제약 하에 놓여 있
다. 「윤리」도 「인간」도 「존재」도 모두 일본어로서의 그것이기 때
문에, 이를 통해 해석되는 윤리 그 자체·인간 그 자체·존재 그 
자체는, 단순히 일본에서의 그것일 뿐 아니라, 참으로 일본에서
의 그것을 그 기준으로 삼는̇ ̇ ̇ ̇ ̇ ̇ ̇  것일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왜냐하
면 윤리나 인간이나 존재는 일단 국제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
이지만, 이 국제적인 것과 일본적인 것을 겹쳐 놓으면 이러한 문
의적 해석에서는 말할 것도 없이 일본적인 것을 그 중심적 위치
에 둘 수밖에 없다. 그 결과, 예를 들어, 「윤리」라는 국어로 밖
에 표현될 수 없는 것을 다시 「윤리」라고 하는 국어의 문의적 
해석을 통해 해석하게 되면, 윤리라는 일본어 뿐 아니라 동어반
복적으로 윤리 그 자체̇ ̇ ̇ ̇ ̇ 의 일본성을 결론 내리게 될 것이다. 이것
이 바로 이런 식의 접근에서의 노멀한 로직이리라. 이렇게 국어
적 문의해석을 실마리로 하게 되면, 어느새 「일본윤리」, 「동양윤
리」에 귀결하게 된다. 말할 것도 없이 일본윤리라는 것은 결국 
윤리는 그것이 일본적일 때에 가장 우수하다고 가정하고 동시에 
이를 그 결론으로 하는 윤리설일 터인데, 이러한 측면에서 와쓰
지(和辻)씨의 「학술」적인 모던 윤리학 역시 앞서 언급한 히로시
마대학의 인격자 니시(西) 박사의 얼빠진 「동양윤리」와 본질적으
로 다르지 않다.
어쨌든 와쓰지(和辻)씨에 따르자면, 윤리는 인륜의 도리인 모양
이다. 인륜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개인과 개인 사이의 행위적 
연관이다. 또는, 먼저 개인이 있고 이 개인이 모여서 연관을 이
루게 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개인 대신 공동체가 있고 그것
이 거꾸로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 인륜적 연관을 만들어내는 것
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본어에 이러한 윤리라는 낱말이 
있는 한, 이로부터 알 수 있듯이 일본의 사회는 원래 공동체적이
라는 소리가 된다. 일본의 사회가 어째서 공동체적이 되었는지, 
또는 어째서 공동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와 같은 설
명이나 증명은 이 「해석」의 범위 밖이다. 필요한 것은 낱말을 통
해서 생각나거나 머릿속에 떠오르는 현상의 서술뿐이다. 이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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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이 일본적 공동체 사회생활이 전(全)세계 사회의(온 인류의 
윤리의) 모범이라도 되는 듯한 애트모스피어{atmosphere}를, 흥
분을 자아낸다. 여기서 결국, 세계에서 으뜸가는, 달리 비교할 
대상 없는 국체(国体)와 같은 것이 요구되는 것이다.
따라서 윤리란 인륜의 도리, 즉 「인간(人間)」93)의 도리이다. 그
런데 와쓰지(和辻)씨에 따르자면, 이 인간이라는 일본어야말로 
매우 적절히도 딱 들어맞는 낱말로서, 사전적으로 본래 人과 人
의 「間」을, 「사이(中)」를, 관계를, 연관을, 함께 함(働き合い)을, 
걸맞은 행동거지(ふるまい)를 표현하는 것이었으나, 후대에 잘못 
인식되어(?) 개인을 지칭하는 것처럼 되었다는 것이다. 서양의 
사회학자들은 사회와 개인을 나누어 대립시키고, 그런 상태로부
터 이 둘을 어떻게 결합시킬까 고민하고 있으나, 우리말의 「인
간」이란 한편으로는 개인과 개인 사이의 연관이 이미 성립된 사
회관계를 의미하는 것이며, 그것이 후에 개인이라는 뜻으로 전환
되는 것조차 단순한 오류나 잘못이 아니고 도리어 사회적 연관 
속에서의 참된 개인의 의미를 이를 통해 드러낸 것이라 한다. 
즉, 인간이라는 관계 그 자체가, 한편으로는 사회관계를, 다른 
한편으로는 개인적 존재를, 「변증법적으로 통일」해서 동시에 표
현해내는, 고도의 철학적 결론과 일치하는 지극히 우수한 낱말이
라는 소리이다. 물론 서양에는 그런 낱말이 없는데, 그것은 그런 
생활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째서 그런 생활이 없는 것일까, 
즉 서양에서는 왜 개인주의가 지배적일까. 하지만 이런 질문은 
애당초 「윤리학」의, 「인륜」의 문제 외이며, 「해석학」이 관여할 
사안이 아니다.
따라서 인간이라는 것은 「세간」 또는 「세상 속(世の中)」이라는 
낱말을 통해 그 일면을 지극히 잘 표현해낸다. 그러나 이것도 역
시 문의적으로 해석되어야만 할 것이다. 불교 경전에서는 견고한 
진리로부터 이탈하여 윤회에 떨어졌으나 다시 이를 초월하려는 
경지를 가리켜 「世」라 한다. 이런 속세에 떨어지는 것이 「세간」, 
「세상 속」의 의미이다. 때문에 「사람들이 사회를 세간·세상 속으
로 파악할 때에는 동시에 사회의 공간적·시간적 성격, 따라서 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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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적·역사적 성격도 함께 파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
어의 세간 내지 세상 속만큼 사회의 진리를 잘 표현하는 것은 
달리 없을 것이리라. 이렇듯 모든 일본어가 표현하는 바는 불가̇ ̇

사의하게도̇ ̇ ̇ ̇ ̇  대개 최상의 진리인 것이다. 이 불가사의한 손재주의 
속임수에 대해서는 그것이 동어반복에 불과한 것이라고 이미 설
명한 바이다.
인간이란 이러한 세간성(사회성)과 인간의 개인성의 두 측면을 
통일하는 낱말 아니 사물이며, 그 속에 놓여있는 질서·도리가 바
로 소위 인륜의 도리 즉 윤리인 것이다. 이것이 인간 존재의 근
거이다. ―그런데 존재란 도대체 무엇인가. 그러나 존재는 물질
이나 정신 같은 것이 아니다. 존재는 와쓰지(和辻)씨에 따르면 
원래 인간을 의미하는 낱말인 것이다. 이를 깨닫기 위해서는 단
지 「존재」라는 낱말 자체의 의미를 살피면 된다. 존재라는 낱말
은 말할 것도 없이 「있다(ある)」는 의미를 표현한다. 하지만 「있
다」라고 하더라도 「로 있다(である)」94)와 「가 있다(がある)」의 
구별이 가능하다. 중국에서는 「有」가 「가 있다」에 해당한다. 물
론 여기서는 「로 있다」보다도 이 중국적인 「가 있다」가 「있다」
의 본래 뜻에 맞는 것으로, 이것이 바로 온톨로기(존재론)가 「유
론(有論)」이라고도 불리는 이유인 것이다. 그에 따르면 이 「있다
(有る)」는 「가지다(有つ)」로부터 나오는 것으로 이렇게 有의 근저
에는 언제나 인간관계가 숨겨져 있다는 점이 발견된다. 「있」는 
것(「有る」処のもの)은 인간의 「소유」인 것이다.
「있다(ある)」 → 「가 있다(がある)」 → 「있다(有る)」 → 「가지다
(有つ)」가 인간의 소유̇ ̇ 에 귀착된다면, 인간 자신이 있는 것은 어
떻게 가능한가. 인간이 인간 자신을 가진다는 것이 인간이 「있
다」는 것이며, 이것이 바로 「존재(存在)」라는 낱말이라고 한다. 
그런데 「存」이라는 글자는 인간 주체에 의한 시간적 파악과 관
계가 있는 반면(「알고 있습니다(存じています)」, 「존속(存続)」, 
「위급존망(危急存亡)의 가을」 등), 「在」라는 글자는 인간주체가 
공간적으로 일정한 장소를 점유하는 것을 의미한다(「재택(在宅)」, 
「재향군인(在郷軍人)」, 「부재지주(不在地主)」 등). 즉, 「存」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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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존재가 자각적이라는 것을, 「在」란 인간 존재가 사회적이라
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존재」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인간」의 
존재 그 자체일 수밖에 없다. 인간 이외의 것의 존재는 이 존재
로부터의 비유나 파생물 정도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윤리에 대한 문의적 해석을 진행하여 왔는데, 결국 
이러한 「『인간』의 학」이 바로 「윤리학」인 것이다. 애당초 인간의 
학이라고 하더라도, 이른바 안트로폴로기가 아니다. 왜냐하면, 
서양의 소위 안트로폴로기는 인간을 단순히 개인으로 추상하여 
고려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M. 하이데거의 경우처럼 설령 사람
의 자각적 존재를 논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회적, 인간적 연관을 
놓쳐 버리기 때문에, 도저히 제대로 된 「인간」의 학이 될 수 없
다. 개인의 심신 상태를 논하는 자연과학적 「인류학」이나 형이상
학적인 「철학적 인간학」(실은 「철학적 인류학」이지만)은 더욱 
「인간」의 학이 될 수 없다. 인간은 개인인 동시에 개인적 존재를 
초월한 공동체적 인간 존재이다. 따라서 개인 쪽에서 볼 때에는 
이로부터 이른바 도덕적 졸렌(sollen)이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되
어진다. ―이러한 윤리학의 플랜은 여러 가지로 구상되고 정교화
될 수 있겠으나, 어쨌든 중요한 점은 이러한 참된 윤리, 따라서 
참된 윤리학이란 일본 또는 머나먼 고대의 중국에서 밖에 발견
될 수 없고 성립될 수 없다고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일본윤리야
말로 모범적 윤리이다. 이 윤리학 책은 순전히 이 점을 밝히기 
위해 쓰인 책이다. 결코 단지 일본에 있어서의̇ ̇ ̇ ̇ ̇  윤리에 대한 해명
이 아닐뿐더러 우리 현대 일본인을 위해서 그 윤리와 도덕을 비
판하기 위해 쓰인 것도 아니다.
그런데 이 모범적인 일본윤리는 결코 진기한 것도 아니고 이상
한 것도 아니다. 실은 이것이야말로 거꾸로 서양윤리(?) 대부분
과 모든 우수한 윤리론자의 근본사상이었다는 것이다. 다만 그들
은 각자의 불충분한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확연한 「인
간의 학」으로서의 일본윤리에까지는 도달하지 못했던 것뿐이며, 
서양윤리와 대비되고 이와 접속됨으로써 일본인간학은 모범적인 
인간의 학으로, 즉 모범적 인류의 학으로, 즉 세계인류에게 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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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모범을 보여주는 학이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일본인은 모범
적인 인류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아리스토텔레스의 「폴리
티카」, 칸트의 「안트로폴로기」, 코엔95)의 「순수의지의 윤리학」, 
헤겔의 지틀리히카이트{Sittlichkeit}의 개념, 포이에르바하의 「안
트로폴로기」, 마르크스의 「인간존재」 모두가 일본윤리학의 불충
분한 선구자로 꼽힌다. ―마르크스를 환골탈태시킴으로써 마르크
스주의적인 것으로부터 일본적인 것을 향해 곧장 돌진하는 것은 
오늘날 특별히 일본윤리학이나 와쓰지 데쓰로(和辻哲郎) 교수의 
사상 태도에만 한정되는 사회현상이 아니다.
거듭 말하지만, 와쓰지(和辻)씨의 다른 모든 업적에서처럼(풍토사
관·일본정신사·원시불교·국사 등의 연구) 그의 윤리학은 그 대상
의 민족적 특수성을 강조하며 특히 일본적 또는 동양적 특수성
을 강조하여 해설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연구 방법 또는 고찰 태도는 언제나 서구철학의 지배적 조류에 
기반하고 있다. 『원시불교의 실천철학(原始仏教の実践哲学)』에서
는, 당시의 일본의 대다수 불교학자가 유럽식 방법이라고는 기껏
해야 칸트의 비판주의 수준에 머무르던 것에 반해, 「현상학」적 
입장을 도입하여 불교에 대한 독자적인 철학적, 현대문화적 해설
을 끌어내는 데에 상당히 성공했던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당시 
평범한 직업적 승려였던 다른 교수들은 이런 수준의 연구를 생
각할 수조차 없었던 모양이다(단 우이 하쿠주(宇井伯寿) 교수96)

는 예외였으나). 마찬가지로, 이 윤리학의 대상은 앞서 말한 대
로 일본의 윤리, 또는 차라리 일본주의윤리이지만, 그 방법은 일
면 일본에서는 모던해 보이는 유럽적 「해석학」에 기초하고 있다. 
이것이 곧 이 윤리학이 다른 교육가나 유학자 식의 윤리학에 비
해 현저한 현대적 문화성을 보이는 이유이다. 그리고 동시에 바
로 여기 우리가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될 함정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와쓰지(和辻)씨의 모든 일반적 철학 방법은, 일견 지극히 천재적
이고 기발한 것처럼 보이지만, 또 다른 한편 기회주의적으로 그
때그때 적당히 짜 맞춘 억지 착상으로 가득하다는 점 역시 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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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치 챌 수 있다. 따라서 그의 독자적인 철학적 분석법으로 보이
는 것도, 상당히 잡다한 협잡물(挾雑物)로부터 양조(醸造)된 것으
로, 반드시 참으로 독자적이고 유니크한 순수성을 가진다고 할 
수는 없다. 사실 그의 윤리학에는 니시다(西田) 철학을 끌어다가 
이용한 부분이 상당히 많고, 게다가 그런 부분이 니시다(西田) 
철학의 본질을 심화시키거나 철저하게 구체화해낸 것도 아닌 듯 
보인다. 따라서 이는 그냥 니시다(西田) 철학으로부터 편의상 빌
려온 부분이라고 밖에 생각되지 않는 것이다. 그 스스로 명백히 
밝히고 있지는 않으나, 그의 윤리학의 방법은 후배인 미키 기요
시(三木清)97) 등의 「인간학(人間学)」을 직접적으로 따르는 부분
도 적지 않은듯하다. 그러나 더욱 오리지널하게는, 이는 M. 하이
데거에 빚진 부분에서 더할 나위 없이 가장 잘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그는 하이데거의 해석학적 현상학에 빚진 바가 가장 많다고 분
명히 고백하고 있다. 특히 「인간」이나 「세상 속」, 「존재」와 같은 
낱말의 분석과 문제 취급 방법은 완전히 하이데거의 방식을 재
고한 것이고 그 아나로지칼{analogical}한 확장에 불과하다는 점
이 명백하다. 하이데거가 독일어나 그리스어나 라틴어를 가지고 
한 짓을 와쓰지(和辻)씨는 일본어나 한문이나 팔리어에 확장해서 
써먹은 것일 뿐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결과가 꼭 하이데거의 소위 해석학적 현상학의 근본 테제를 충
실히 따르는 것이 될 수는 없다. 사실 그래서는 절대로 안 될 이
유가 있는데, 만약 그렇게 충실히 따르게 된다면, 결국 이 윤리
학은 뭔가 가톨릭주의적인, 또는 게르만적인, 또는 히틀러적인 
윤리학이 될 뿐, 결코 이 비상시 일본의 일본윤리학이 될 수 없
을 것이다. 일본윤리학을 제공해야만 한다는 사회적 수요를 고려
한다면, 당연히 하이데거의 근본 테제 중 일부는 일본형으로 비
판되고 개조되어야만 할 이유가 있는 것이다.
하이데거의 해석학적 현상학의 근본적 특징 중 하나는, 와쓰지
(和辻)씨에 따르자면, 그가 문제를 존재(Sein)로부터 시작했다는 
점에 있는 것 같다. 말하자면, 하이데거는 이 존재를 파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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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통로로서 인간존재를, 자각적 존재를, Dasein을 비로소 문
제로 삼았던 것이다. 때문에 하이데거가 말하는 「인간학」, 「인간
의 존재학」은 존재론(온톨로기)의 단순한 방법 내지 수단으로서
의 의미만을 가지며, 그의 철학의 주제는 아닌 것이다. 이것이 
첫째로 와쓰지(和辻) 윤리학과 다른 점이다.
문제 설정이 다를 뿐이라면 이를 가지고 불평하기는 어렵겠지만, 
중요한 점은 그 결과 존재가 본래 인간적인 것이라는 점을 충분
히 상정해내지 못한다는 근본적 결함을 드러낸다는 점이다. 와쓰
지(和辻)씨에 따르면, 「존재」라는 일본어는 실로 인간의 행위적 
연관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었으므로, 이것이야말로 「존재」의 
세계에서 으뜸가는 개념이 아니면 안 될 터이다. 그렇다면, 설령 
똑같이 존재의 문제로부터 출발하여 그 통로로서 인간의 문제에 
도달했다고 하더라도, 그 존재라는 개념과 마찬가지로 그 인간이
라는 개념 역시 하이데거의 개념과 같아서는 안 된다. 존재를 충
분히 인간과 연관시키지 못한 하이데거는 인간이라는 사회적, 역
사적(풍토적!)인 인간 공동체 대신 단순한 「人」, 개인을 존재에의 
통로로서 들게 된다. 때문에 하이데거의 「人」의 존재에서 발견된 
시간성도 사실 인간의 역사성일 수 없으며, 게다가 하이데거의 
「人」은 어떠한 사회성(풍토성!)도 가질 수 없다. 하이데거가 「세
상 속에 있다」(In-der-Welt-Sein, Mit-Sein 등)라고 하는 것이
나 「사람들(人々)」98)이라는 것도 결국 개인 존재에 관한 것이며, 
따라서 참된 인간존재의 규정이 될 수 없다. 이것이 첫째 결함이
라는 것이다.
인간(실은 「人」)의 존재를 이렇게 개인적 존재(?)로 생각하는 것
은 하이데거의 해석학적 현상학이 의식(자각)을 그 학문적 분석
의 발판으로 삼고 있는 것에 기인한다. 사실, 의식·자각을 통로
로 삼았기 때문에, 하이데거의 철학법이 일종의 (해석학적) 현상
학이라는 명칭에 부합하게 되며, 볼프학파(람베르트) 이래 칸트
나 헤겔, 후설에게 있어서도 역시 현상학(페노메놀로기)이란 언
제나 개인적 의식의 측면에 관한 것이었다. 그러나 하이데거의 
현상학은 단순히 「순수」한 현상학이 아니다. 해석학을 도입한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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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해석학적으로 모디파이{modify}된 현상학인 것이다. W. 딜타
이는 역사를 해석하고 기술하는 방법으로 표현의 해석이라는 길
을 선택했으나, 딜타이에게 있어서 이 표현이란 것은 생(生)의, 
체험의, 그리고 그러한 의미에서 일종의 의식의 표현을 의미했
다. 여기서 딜타이는 심리학적 제약으로부터 그리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 이 생(生)의 철학 방식의 딜타이식 해석이 학적 엄밀성
을 자랑하는 후설의 현상학과 결합하여, 소위 하이데거의 해석학
적 현상학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이 방법은 현상학적, 의식론적, 
또는 어떤 의미에서 심리학적이라고까지 할 만한 특징을 결정적
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와쓰지(和辻)씨의 비평에 따르자면, 해석학과 현상학이 
이러한 형태로 결합하는 것은 완전히 불가능하다. 해석이라는 것
은 표현을 통해 그 배후에 있는 개인이나 민족, 시대의 인간생활
을 거슬러 올라 다시 경험하는 것이 아니면 안 되는데, 이러한 
표현의 배후에 있는 것과 현상학에서의 현상이라는 것은 도저히 
서로 일치될 수 없는 배타적 조건을 요구하고 있다. 왜냐하면 현
상학의 현상이란 본체나 본질이 현상된 현상이 아니라(현상학은 
현상의 배후에 그런 것을 가정하는 것을 과학적으로 거부한다), 
사물을 그 현상만 가지고 분석하기 위한 장면(場面)이며, 여기에 
사물 그 자체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나타낸다(현상한다)는 것
이다. 때문에 정확히 말하자면, 현상에 대해서는 표현이라는 낱
말이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와쓰지(和辻)씨에 따르
면, 인간의 학으로서의 윤리학의 철학 방법은 하이데거식 해석학
의 현상학적인 현상주의를 청산하고 순수한 해석학̇ ̇ ̇ ̇ ̇ ̇ 에까지 나아
가지 않으면 안 된다.
여기서 우리 입장을 말하자면, 꼭 이 비평에 동의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애초에 페노메놀로기(현상학)의 현상이라는 낱말은 직접
적으로는 F. 브렌타노의 「실험적 입장에서의 심리학
{Psychologie vom empirischen Standpunkt}」으로부터 나오
는 것인데, 브렌타노의 철학적 입장은 바로 일종의 실증주의였
다. 그는 A. 콩트의 「현상」이라는 낱말을 심리학 용어로 채용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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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것이다. 때문에 현상학 그 자체가 현상주의이고 경험주의이
며, 현상의 표면에만 엎드려 기어가는 현실주의의 이른바 가톨릭
적 형태일 뿐이다. 이런 식으로는, 그 대상이 윤리든 인간이든 
존재든 간에, 사물의 진상이나 의의(의미) 같은 것을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보아도 당연하다. 이렇게 현상면을 엎드
려 기어감으로써 사물을 해석하겠다는 것은 애당초 불가능한 기
획이었다고도 할 수 있으리라.
하이데거의 방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자면 끝이 없겠으나, 어
쨌든 지금은 그러고 있을 상황이 아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와쓰
지(和辻)씨의 해석학은 과연 현상학 내지 해석학적 현상학에 비
해 뭔가 근본적 우월성을 지니는 것일까. 아니, 차라리 해석학적 
방법 그 자체는 더 복잡하긴 하지만 더욱더 내부로부터 분열된 
일종의 현상주의이자 반(反)본질주의라고 할 수 있다.
인륜이나 인간, 존재라는 낱말은 이미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하
나의 표현이다. 게다가 이 윤리학에서는, 이들이 인간을 동물계
로부터 구별하는 근본적 표현이며 또 이를 통해 사물의 분석이 
시작된다는 의미에서는 로고스적 통로로서의 근본 표현이라고 
본다. 그러나 도대체 표현이라는 것의 이론적 가치부터가 의심스
러운 것이다. 표현은 생활의 표현이긴 하지만, 생활이 어떤 식의 
현실적인 물질적 프로세스를 통해서 이 표현물로 생산되어 그 
결과로 나타났는지, 그러한 역사적 사회의 물질적 근거에 관한 
인과의 설명̇ ̇ ̇ ̇ ̇ 은 이 경우 조금도 문제시되지 않는다. 표현은 단순
히 일정한 생활배경에 대응한다(이 대응은 물리적인 인과나 상호
작용이 아니라 단지 수학적인 짜 맞춤(つき合わせ)―Zuordnung
―일 뿐이다)는 의미̇ ̇ 만 가지면 된다. 이 의미를 해석하는 것이 
표현이라는 개념을 철학의 시스템에 끌어들이는 목적이었던 것
이다. 사물의 레알{real}한 물적 관계가 아니라, 사물의 「의미」만
을 관념적으로 짜 맞추는 것이 「표현」에 허용된 유일한 문제이
다.
그래, 현상학적인 현상주의에서는 사물이 가지는 의의, 의미조차 
해석할 수 없었다. 그러나 와쓰지(和辻)씨가 주장하는 해석학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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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도 사물의 물질적인 현실의 레알한 의미̇ ̇ ̇ ̇ ̇ 는 결코 해석될 수 없
다. 해석되는 것은, 말하자면, 수학적이라고도 할만한, 심미적, 
시적, 상징적이라고까지 할 수 있을, 표현의 의미일 뿐이다. 표
현이란, 극단적으로 거칠게 말하자면, 요는 그냥 사물관계 그 자
체를 대행하는 비현실적 심볼{symbol}이다. 따라서 그러한 점에
서 볼 때 해석학 역시 엄연한 현상주의 또는 현상학이라고까지 
할 수 있으며, 소위 현상학 쪽은 그나마 「사물 그 자체에 육박한
다」는 것을 모토로 하는 반면, 해석학 쪽은 사물 그 자체 대신에 
사물의 비현실적 심볼을 추구하는 것이므로 그만큼 소위 현상학
보다도 훨씬 더 현상학적이고 현상주의적일 뿐이다.
물론 해석학적 윤리학은 역사적 사회의 물질적 생산관계를 결코 
무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말할 나위 없이 이를 무시한다면 
인간의 해석이라는 간판부터 전부 거짓말이라는 소리가 될 것이
다. 그러나 그렇게 고려했다는 생산관계가 도대체 어떤 의미에서 
윤리학에서 취급되는지 보자면, 어디까지나 인간존재의 표현̇ ̇ 으로
만 취급될 뿐이다. 물질적 생산관계를 통해 인간존재가 인과하고 
상호작용한 결과물이 윤리인 것이 아니라, 그러한 물적 기초의 
구조 연관 대신 관념적인 의미의 구조 연관을 끄집어내어, 그러
한 일종의 사회적 현상̇ ̇ ̇ ̇ ̇ 으로서 역사사회의 물질적 기저가 취급되
는 것에 불과하다. 우리가 화폐를 통해 사회의 인간관계가 표현
된다고 말하는 것은 화폐가 표현하는 현실적인 물적 과정 그 자
체가 이 화폐라는 일종의 독특한 상품을 산출해내었다는 인과관
계를 지적하는 것일 터인데, 이를 해석학적 표현으로서 분석한다
면, 아마도 계급대립이 필연적으로 점차 첨예화되는 자본주의 사
회를 발견하는 대신, 흡사 와쓰지(和辻) 윤리학이 발견했던 「인
간존재」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바로 여기 해석학적 방법
의 현실적̇ ̇ ̇  난센스가 놓여있다.
자본주의적 계급사회 대신에 지극히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인간
존재」를 두는 이 해석학적 방법은 역사사회의 현상의 표면을 심
미적으로 훑어가는 방법인데, 그 결과 필연적으로 이는 어떤 의
미에서 「윤리주의」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 말하자면, 기초구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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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부구조의 구별이 애초부터 불식되어 버린 똑같이 편평한 제 
사상(事象)으로 모든 역사적, 사회적 현상이 하나의 개념에 그냥 
포섭되어 내어 던져지게 되는데, 그 때 바로 「인간」이라는 개념
이 최고의 유개념(類概念)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인간이란 
것이 이미 스스로도 일반화되고 추상화되었기 때문에, 완전히 인
간적인 것이자 인륜학적인 것이기 때문에, 일체의 역사적, 사회
적 현상은 윤리현상으로 환원될 수밖에 없다. ―와쓰지(和辻) 윤
리학이 이렇게 윤리지상주의 입장을 취하는 것은 결코 애초에 
문제로 삼은 것이 윤리였기 때문이 아니다. 차라리, 이것은 역사
적 사회의 현실적, 물질적 기구의 분석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회피한 해석학이 도달할 수밖에 없는 유일한 필연적 
결과였으며, 이것이야말로 「인간의 학」의, 즉, 오늘날 일본의 자
유주의자나 전향이론가가 애용하는 넓은 의미에서의 「인간학」의 
근본적 특징인 것이다. 꼭 윤리학만 윤리주의를 취할 수 있는 것
은 아니다. 모든 경제학, 정치학, 사회학에서도 하려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그것도 「과학적」으로 그리 할 수 있는 경지
인 것이다.
이러한 일체의 인간학주의̇ ̇ ̇ ̇ ̇ ―그것은 언제나 어떤 형태로든 윤리주̇ ̇ ̇

의̇에 도달한다―가 오늘날 일본에서 가장 확실하게 결실을 맺은 
해석학이었다는 점을 명백히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와쓰지(和
辻)씨의 윤리학이리라. 해석학이 어떠한 의미에서는 형이상학이
라 할 수 있으며, 또 그러한 의미에서의 형이상학이 얼마나 적극
적인 관념론인지에 대해서는 11장에서 서술한다. ―지금 문제는 
이러한 인간학, 윤리주의적 해석학이 얼마나 일본주의적인가라는 
점이다. 독일에서는 히틀러주의로, 일본에서는 일본주의윤리학으
로, 이것이 바로 해석학에 숨겨져 있는 자유주의(?)라는 것의 본
질이다. 결론적으로, 와쓰지(和辻)씨의 윤리학은 자유주의 철학이 
얼마나 필연적으로 일본주의 철학이 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 
증명하려 한 장대한 노력의 결과일 뿐이다.
(와쓰지(和辻)씨에게는 윤리 문제에 관한 『국민도덕(国民道徳)』이
라는 또 다른 역작이 있다. 그 외, 원시불교·국사·일본정신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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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몇몇 풍토론이나 「일본정신(日本精神)」이라는 짧은 글도 
참고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여기에다가 니시(西) 교수의 『동양윤
리(東洋倫理)』를 가져 와서 상세히 비교해 본다면 재미있을 것이
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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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복고현상의 분석
―가족주의의 아날로지에 대해서

편의상 이야기를 폐창운동(廃娼運動)으로부터 시작하자. 내무성
은 1935년 4월을 기해서 전국적으로 공창(公娼)폐지를 단행하기
로 결정했다고 한다(실은 4월에는 단행되지 못했지만). 이미 지
금까지 아키타(秋田), 나가사키(長崎), 군마(群馬), 사이타마(埼玉)
를 위시한 각 현(県)에서 공창폐지 즉 유곽(遊郭)폐지가 실행되었
다. 전년도에 경시청에서는 공창제도 고유의 금족(禁足)제도를 
철폐하고 동시에 자유폐업의 실질적 자유를 약간이라도 존중하
겠다는 방침을 취했는데, 이는 내무성 정책 방향의 전조였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미 폐창의 필연성은 천하의 대세로 귀결된듯하
며, 이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리라. 전국의 공창 매춘여성 5만
3천명의 신병(身柄)의 자유(비록 형식적 의미에 머무를 것이 뻔
하다 하더라도)를 위해서, 그리고 전국 5백3십개 유곽의 불행한 
폐업을 위해서, 또한 삼백년의 국수적 전통(?)의 안타까운 최후
를 기리기 위해서, 이는 기억할만한 대세라고 하겠다.
이런 대세와 당국의 방침을 잽싸게도 눈치 챈 포주(楼主)들은 매
춘업(貸座敷業)으로부터 음식점으로의 업종 전환을 원하고 있다. 
애당초 이들 업자의 경기가 부진하지 않았다면 당국도 결코 이
런 방침을 세우지 않았을 터이지만. 한 예로, 스사키(洲崎)의 포
주 130명은 경시청에다가 탄원 운동을 벌였다고 한다. 말할 것
도 없이, 포주들 스스로 겪고 있는 영업부진이 그들의 유일한 동
기일 뿐 천하의 대세가 문제였던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대세라
는 것은 언제나 이러한 물질적 근거를 빼놓고서는 전혀 성립될 
수가 없다.
그리하여 폐창운동의 중심세력이었던 「폐창연맹(廃娼連盟)」은 
1934년 말에 해산되고 그 대신 「순유곽청회(純潔郭清会)」가 조
직되어 새로운 운동에 돌입하게 되는데, 여기서 사실 문제가 하
나 발생한다.
말할 것도 없이 원래 폐창운동은, 그 본래 입장에서 보자면,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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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公私)를 막론하고 사회의 모든 매춘제도를 철폐 내지 박멸하
는 것을 궁극적 목적으로 하는 것이나, 이는 결국 사회조직 그 
자체의 문제에까지 귀착되게 되어 단순히 매춘폐지 문제만으로 
끝날 수가 없다. 그리하여, 이제까지 폐창운동이 직접적 표적으
로 삼은 대상 범위는, 국가가 법적으로 부녀자 및 아동의 매매 
또는 인신매매 일반과 이에 당연히 동반되는 인신억류를 옹호한
다고 볼 수 있는, 소위 문명국에서는 지극히 보기 드문 공창제도
에 한정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는 마치 일본에서의 경공업여성노
동자(軽工業婦人労働者) 문제처럼 일본의 「특수사정」에 기인한 
노동조건 내지 착취조건 중 하나이며, 국제연맹에서 항상 일본적 
현실을 강조하던 일본에 고유한 것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
이다. 다만 경공업여성노동자 문제의 경우는, 일본산업의 기술적 
발달이나 일본노동자의 우수한 기능, 또 후에 다시 중요해지겠지
만, 일본노동자의 가족적, 가정적 미풍양속̇ ̇ ̇ ̇ ̇ ̇ ̇ ̇ ̇ ̇ ̇ 이라는 식으로 어찌어
찌 변명할 수 있었다. 그러나 공창의 경우는 무슨 수를 써도 국̇
치̇로 지탄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폐창운동은 이 국가적 치
욕인 공창을 폐지하는 수준에서의 성공만을 눈앞에 두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는, 반드시 국가의 치욕이라고는 할 수 없
으나 어쨌든 무산자의 치욕이라는 점에서는 변함없는, 사창(私
娼)의 문제가 아직 남아 있다.
이 사창문제가 불씨가 되어 문제가 일어난다. 바로 67회 의회가 
끝날 즈음, 중의원(衆議院)에 창기취제법안(娼妓取締法案)99)이라
는 것이 제출되었다. 이는 사실 폐창에 대한 반대와 공창제도의 
강화를 그 내용으로 담고 있는데, 중의원 과반수인 270명의 의
원들의 연서(連署)로 제출되었다는 점이 특히 주목할 만하다. 지
금까지 폐창법안이 수차례 제출되어 아직 한 번도 제대로 토론
된 적조차 없는 중의원이니, 이 존창(存娼)위원회 내에서는 존창
파가 압도적 다수라는 점은 물론 사실이다. 폐창파가 폐창이야말
로 천하의 여론이라고 주장하면, 다수파인 존창파는 중의원의 과
반수 제안 쪽이야말로 천하의 여론이 아니냐고 능청을 떨어대는 
것이다. 이 일례를 통해 중의원이 여론을 얼마나 훌륭히 대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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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지 참으로 명백히 알 수 있으나, 어쨌든 그것은 그렇다고 치
고, 이 매춘애호가들의 주된 표면적 논거는 폐창의 결과 사창이 
들끓게 되어 심각한 풍기위생상 폐해를 야기할 것이라는 주장이
다.
여기서 지금 사창론까지 논할 수는 없으나, 주목할 점은 이보다 
약간 전에 2천명의 전국 유곽업자(貸座敷業者)가 역시 같은 취지
로 존창대회를 열었다는 사실이다. 바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거기서 발표된 선언문이다.
선언문 왈 「서양문명에 심취한 위정자들과 식자들이 국법을 무
시하는 사창을 장려하고 국법에 준하여 가족제도를 존중하며 오
랜 역사를 가진 유곽업자를 압박하는 것은 미풍양속을 지닌 우
리 국가사회에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과오를 남기는 것이기에 절
대 반대한다」100)고 한다. 이는 결코 포주들이 막말로 내뱉은 헛
소리가 아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는 순수한 삶의 외침인 것이
다. 그 뿐만이 아니다. 이것이야말로 예의 매춘애호가 의원들이 
말하고 싶었으나 차마 입 밖에는 내지 못했던 주장을 매우 솔직
하고 용감히 주장해낸 것이기도 하다. 나는 의원들 대다수가 유
곽업자에게 매수되었다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다. 게다가 솔직
히 말해서, 중의원이 매춘애호가들로만 이루어졌다고 생각되지도 
않는다. 그렇다면 결국 우리 천하의 의원나리들은 공창제도야말
로 참으로 우리 일본의 「가족제도」와 「미풍양속」으로부터 떼려
야 뗄 수 없는 것이며 감히 이를 의심하는 자들은 「서양문명」인 
유물사상(?)에 빠진 자들이라고 은근히 믿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었다고 밖에 할 수 없으리라. 왜냐하면, 사창이 공창에 비
해 풍기위생상 폐해를 야기할 것이라는 주장은 순전히 가공의 
상상에 불과하고, 내무성으로부터 사무관이라도 구미에 파견해 
보지 않는 한 섣불리 결론내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공창제도의 필요성은 우리나라 삼백년의, 아니 삼천년의, 미
풍양속인 가족제도로부터 귀결된 하나의 결론이라는 소리다. 그
런데 나는 이 웃기는 철학이 의외로 일부 식자들이 흔히 가지고 
있는 상식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물론 이 따위 어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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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없는 상식(?)은 그 자체로서는 취급할 가치도 없으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느낌이 언뜻 생각하지도 못한 측면에
서 민족정신̇ ̇ ̇ ̇ 에 대한 중대한 비밀을 실토하고 있다는 점이다.
공창제도의 문제는 대략 그 본질에 있어서 무산자농민의 속박의 
문제인데, 이와 연관된 가족제도̇ ̇ ̇ ̇ 라는 것만은 원래 일본민족생활
의 본질이라고 오늘날 주장된다. 따라서 앞서 언급한 유곽업자들
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민족주의적 사회 이론의 한 단면을 본
능적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하겠다. 그 성공 여부는 일단 차치하
더라도, 존창운동이야말로 바로 현재 일본의 복고관념을 드러내
는 가장 단적이고 선정적 표현 중 하나인 것이다.
현재 일본의 가족제도만큼이나 손쉽게 현실사회에 대해 일종의 
해석표현을 제공해 주는 것은 드물다. 앞서 예로 들었던 공창제
도 지지 경우만 보아도, 결코 효과가 없었던 것이 아니다. 게다
가 단지 저임금이나 노동력의 구속을 관념적으로 지원하는 수준
에만 머무르는 것도 아니다. 넓게는 실업문제의 곤란 그 자체를 
완화하기 위해서까지 가족제도가 존재한다고 볼 수도 있으리라. 
말하자면, 일본의 실제상 실업자의 수십 퍼센트를 가정이라는 취
직 단위에 미리 흡수시켜 버림으로써 관료적으로 파악되는 실업
자 수치를 관념적으로 격감시키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렇게 생각
해볼 때, 참으로, 가족제도야말로 일본 사회의 본질이라는 견해
의 본뜻을 비로소 깨닫게 된다. 그런데 그리도 중요하다는 일본
의 가족제도는 최근 도대체 어찌 되었는가.
도쿄시 통계과의 조사에 따르면, 시내 80개의 소학교 6학년생 
아동의 가족 2만 가구의 통계를 낸 결과, 그 중 9할에 이르는 
가정이 부모와 그 자녀만으로 구성된 순전한 핵가족이며, 조부모
나 백부모(伯父母)와 동거하는 경우는 전체의 약 1할에 지나지 
않았다고 한다. 한편으로 이것은 결혼, 독립 등의 이유로 가족구
성원이 별거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드러내며, 그만큼 일본의 
예로부터의 가족제도가 붕괴되어 사실상 「개인주의」화하고 있다
는 사실을 말한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도쿄의 상당수 가정이 지
방 가족구성원이 돈을 벌기 위해서 이주한 이민(出稼ぎの移民)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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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구성된다는 점을 나타낸다. 실제로 경시청의 1935년도 호구 
조사에 따르면, 도쿄시 인구는 전년도에 비해서 약 18만5천명 
증가했는데, 그 중 3분의 2는 지방으로부터 상경한 사람이라고 
한다. 이로부터 알 수 있듯이, 이 통계로 드러난 도쿄의 가족제
도 붕괴·소위 개인주의화는 동시에 농촌과 지방의 가족제도 붕
괴·소위 개인주의화 역시 의미한다. 도쿄에서 핵가족 가구의 수
가 늘어난 만큼, 농촌과 지방에서도 남은 사람들로 이루어진 핵
가족 가구의 수가 늘어나는 것이다. 이리하여 전국적으로(이제 
도시와 농촌 간의 원칙적 구별 따위는 더 이상 필요 없다), 속도
차이는 있을지언정, 어쨌든 일본적 가족제도가 붕괴하는 것이 천
하의 대세라는 점은 사실 굳이 통계를 낼 필요조차 없는 엄연한 
사실이라 하겠다.
그러나 이 가족제도라는 것을 현실 사회의 일종의 해석표현에 
이용하려는 현재의 가족주의자̇ ̇ ̇ ̇ ̇ 들(가족주의는 오늘날 일본주의자 
대부분에게서 어떤 형태로든 일관되게 발견된다)은 이 제도의 붕
괴를 아예 인정하지 않거나 인정할 경우에도 가증스러운 개인주
의로서만 인정한다. 어느 쪽이든 간에 그들 모두 이 가족제도에, 
일본의, 그리고 그들 자신의, 마지막 기대와 희망을 걸고 있다는 
점에서는 완전히 동일하다. 이 가족제도라는 이상이 곤란한 실업
문제·빈곤문제를 관념적으로나마 완화시켜 주는 것이다. ―그러
나 현실에서는 가족제도 붕괴라는 사실에 의해 가족구성원들이 
실업자 또는 실업가능성을 지닌 자가 되어가며 그 가족과 가족
제도의 밖으로 밀려나고 있는 것이다.
사실 여성 취업(따라서 당연히 여성 실업 역시)이라는 문제가 바
로 여기 해당하는 것으로, 여성은 가족제도에 안주하는 가정생활 
대신에 그 붕괴라는 대가를 지불함으로써 비로소 독립을 획득한
다. 여기서 독립이라는 것은 결국 경제적 독립(취업)이냐 신분에 
있어서는 독립이지만 경제적으로는 비독립(실업)이냐는 것이 되
겠으나. 도쿄에서 출근, 통학 등을 위해 매일 외출하는 약 150만
명 중 거의 52만명이 여성이라고 한다. ―따라서 만약 매춘여성
의 독립이 가족제도를 파괴할 것이라 걱정한다면, 일반 여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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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은 그와는 비교도 안 되리만큼 훨씬 더 일본의 가족제도 파
괴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이 여기서 합리적으로 명백히 증명된다. 
일본의 예로부터의 가족제도로부터 현대의 여성은 이미 이탈하
기 시작했다. 이는 가족주의자들(여기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으
나)에게 있어서 결코 안심할 수 없는 불길한 징후인 것이다.
예를 들어, 여성교육 전문가로서 유명한 도쿄부립 제일고등여학
교(東京府立第一高女) 교장인 이치카와 겐조(市川源三)씨101)는 
그의 공민과(公民科)102) 교과서 『현대여성독본(現代女性読本)』에
서 새로운 현모양처주의, 즉, 아내의 신분상 독립에 입각한 현모
양처주의를 주장했다. 그런데 그것이 완성될 즈음, 아마 가족주
의적 현대 상식의 소유자들 집단이라 할만한 부의회(府会)에서 
이것이 문제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도쿄부(府)는 이 책을 학교
에서 사용하는 것을 금하고 삭제하거나 발행을 금지하려 했다. 
부의회 의원들의 상식에 따르자면, 개인주의가 그 중심을 이루는 
이치카와(市川)씨의 사상은 교육상 불온한 부분이 많다는 모양이
다.

그런데 이러한 반개인주의 가족제도를 들고 나오는 자들의 관념
이나 행동원리는 결코 단지 그들의 취향이 열등하거나 그들의 
교양이 저급한 수준에 머무르기 때문에 등장하는 것만은 아니다. 
다시 말해서, 넘쳐나는 단순한 보수적 반동분자의 의식이라고만 
취급하는 것으로 끝내버릴 수는 없다. 일반적 관계로부터 볼 때, 
이것이 현재의 적극적 복고현상̇ ̇ ̇ ̇ 에 기인하는 것이며 또 복고현상
의 전형̇ ̇ 이라고까지 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도대체 개인주
의와 가족제도(가족주의)를 대립시킨다는 것 자체가 현재 일본의 
사회상식에 있어서 주목할 만한 난센스라고 밖에 할 수 없는데, 
어쨌든 말할 것도 없이 이를 통해 그들은 자본주의와 자본주의
에 선행하는 봉건제도 간의 대립을 내어 보이려는 속셈을 가지
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실은 오늘날 일본의 자본주의는 결코 순
수한 개인주의가 아니며, 차라리 그 정반대인 각종 통제주의로 
이미 현저히 이행되어 가고 있다. 말할 것도 없이, 개인주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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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독점자본주의 이전 전기(前期)자본주의 시대의 의식에 불과
하다. 따라서 특히 이 전기자본주의적 개인주의를 가져와서 이것
과 가족제도를 대립시키는 것 자체가 이미 전기자본주의를 한층 
더 거슬러 올라 일본의 오랜 봉건제 시대로까지 적극적으로 복
고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오늘날 발달된 독점자본제가 가
지는 자본제로서의 본질을 애매하게 만들어, 거꾸로 이것이 마치 
반자본주의라도 되는 것 같은 환상을 심어내는 것이, 이러한 수
작에 의해 용이해진다는 점은 더 이상 설명할 필요도 없으리라.
원래 단지 복고현상이라고 해서, 항상 반동현상이라고는 할 수 
없다. 애당초 역사의 시간 흐름에서 정말 옛것으로 돌아가는 복
고 같은 것은 있을 수가 없다. 따라서 소위 복고현상은 꼭 뭔가 
관념적인 이즘{-ism}이나 이데올로기일 수밖에 없는 것이며, 그
런 표면적 의식이나 구실과는 상관없이, 이것이 실제적으로 합리
적 전망을 가지는 사회 전진을 이루어 내었다고 한다면 결국 그
런 의미에서는 진보적 본질을 가진다고 말해도 될 것이다. 메이
지 유신 시절 소위 「왕정복고」도 그런 의미에서는 그리 보아도 
될 것이요, 유럽의 고전부흥 역시 그렇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가족제도주의(그렇다고 만연된 의식)는, 결국 현재 매일같이 붕
괴해가는 이른바 가족제도를 눈앞에 두고서도 합리적인 사회과
학적 인식의 오소리티{authority}를 외면하고, 일종의 통제주의
의 미명 아래 자본주의를 유지 및 지속시키는 구실이 되며, 바로 
이것이야말로 이 가족제도주의의 내용이기에, 결국 더욱더 저속
한 형태로 손쉽게 변형될 수 있는 핑계거리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렇게 말하는 것만으로는 가족주의가 반동적 복고현상
이라는 것은 이해할 수 있어도 어째서 이것이 반동적 복고현상
의 전형적̇ ̇ ̇ 인 일례가 되는지는 아직 알 수 없다. 바로 도쿠가와
(徳川) 시대의 유곽제도를 유지하는 것이나 똑같이 도쿠가와 시
대에 완성된 여대학(女大学)103)식 현모양처주의가 어째서 현대 
복고주의의 대표가 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 하지
만 말할 것도 없이 가족제도는 단지 가족 내지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또는 국가 그 자체에 관한 문제인 것이다. 바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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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면, 가족제도가 사회제도나 국가조직 그 자체는 아니지만, 
가족제도에 머무르고 그러한 가족제도로 회귀하려 하는 가족주
의는 명백히 사회나 국가 그 자체의 조직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
하려는 주의인 것이다.
앞서 예로 들었던 이치카와(市川) 교장의 신(新)현모양처주의나 
그 외 개인주의를 국가의 문제에 있어서 추구한다면 이는 명백
히 예의 자유주의적̇ ̇ ̇ ̇ ̇  [국가̇ ̇ ]론̇이 될 것이라는 주장의 의미에 이제 
주목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를 통해서, 국가 내지 사회가 민족 
또는 국민의 이름으로 하나의 가족에 비유̇ ̇ ̇ ̇ ̇ 됨으로써 이 자유주의
적 [국가]론·[국가]설을 배척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조금 더 엄
밀히 말하자면, 사회가 국가로서, 그리고 국가가 민족으로서, 그
리고 민족이 다시 부족이나 씨족으로서, 그리고 이제 이 모두가 
가족으로 비유됨으로써 이 [국가]론을 배척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배척운동의 의식 속에서 사회 내지 국가의 현실이 가족에 비
유되며 다시 이 가족 비유 자체가 국가에 있어서 하나의 현실이 
되어간다는 점을 잘 관찰하지 않으면 안 된다. 가족주의가 복고
현상의 전형̇ ̇ 인 이유는 바로 이 부분에서 가장 현저히 드러난다
고 하겠다.
그러나 실은 이렇게 현대 일본의 사회의식 속에 보일 듯 말듯 
숨겨진 이 일관된 가족주의에서 복고현상의 전형으로 드러나는 
것은 단순히 복고주의라고 부르기도 어려운 수준의 것이다. 이는 
참으로 원시화주의̇ ̇ ̇ ̇ ̇ 에까지 도달하고 있다. 본래 부르주아지 문명
의식에 대응되는 사회계약설조차도, 그 중 가장 유명할 뿐 아니
라 다름 아닌 일본의 [국가]관념에 가장 결정적 영향을 끼친 루
소를 보면, 일종의 원시주의와 결합되어 있긴 하다. 그러나 복고
주의의 전형으로서의 원시화주의는 이러한 자연법이나 자연주의
의 원시주의와는 다르게 더욱더 특수한 역사적 관념내용을 그 
필수불가결한 조건으로 하고 있다. 때문에 이는 우선 복고주의였
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 이 복고주의가 그러한 역사적 성질에도 
불구하고 원시화주의라는 극단에까지 변화해가는 것이다. 어째서 
극단이냐고 묻는다면, 그 극한을 단 한 발자국이라도 벗어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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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그 곳에는 인간 문화의 역사 대신 자연인의 미개함과 야만
성만 놓여 있기 때문이다.
현대 가족주의가 원시화주의라는 특색은 첫째로 논리적 측면에
서 등장한다. 가족제도를 개인주의에 대립시키는 일본 이데올로
그들은 오늘날 해외에서 수입된 게마인샤프트와 게젤샤프트라는 
구별을 끌어들이는데, 이에 따르면 서양의 사회는 개인주의적 게
젤샤프트인 반면 일본의 사회만은 가족제적 민족주의에 따르는 
게마인샤프트라고 한다. 그렇다면 그런 가족제도 내의 사회심리
는 필연적으로 어버이의 마음̇ ̇ ̇ ̇ ̇ ̇ (親心̇ ̇ )이나 부모자식간의 정̇ ̇ ̇ ̇ ̇ ̇ ̇ (親子の̇ ̇ ̇

情̇)이라는 육체적 센티멘트{sentiment}에 의해서 무조건적으로 
지배되어야만 한다. 여기에서 센티멘탈{sentimental}한 사상이나 
센세이셔널{sensational}한 행동이 눈에 띠게 나타나는 것도 이
리 보자면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심리를 주장하는 
논리는 결국 신비주의일 뿐이다. 신비주의는 한편으로는 비합리
주의나 반이성주의이며,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탈혼(奪魂)(엑스
타시스{extasis})적이고 즉육적̇ ̇ ̇ (即肉的̇ ̇ ̇ )인 체험일 것이다(「몸통
(肚)」의 철학 같은 것을 볼 것). 이것이야말로 논리기능의 원시화
이며, 말하자면 논리적 분석력의 가족주의화라고 할 수밖에 없
다.
가족에 대해서 예를 들자면, 이심이체(二心二体)인 두 사람을 일
심동체(一心同体)라든지 일심이체(一心二体)라고 할 때, 이 기분
은 분석 또는 설명을 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직각적(直
覚的), 직접적으로 그렇다고 할 뿐이다. 서로 다른 두 가지의 것
을 직접적, 직관적으로 하나라고 생각하는 것은 순전히 상징이나 
비유의 논리에 불과한데, 이는 마치 가족주의의 논리가 사회를 
가족으로 비유하는 것과 그리 다르지 않다. 이 비유야말로 [천황
제]적 「상징」처럼 논의할 수도 없고 말로도 할 수 없는 논리의 
가장 실제적인 적용의 일례이다. 가족주의는 비유로부터 등장한 
정치적 소산이라 할 수 있는데, 이 비유는 다시 또 가족주의적 
원시화로부터 등장한 논리적 소산이기도 한 것이다.
이제 둘째로, 일반적으로 신비주의는 종교적 정서̇ ̇ ̇ ̇ ̇ 를 심리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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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동반한다. 게다가 이 가족주의적 원시화에 대응하는 신비
주의는 그 중에서도 특히 원시적̇ ̇ ̇ 인 종교적 정서에 귀결하게 된
다. 원시적인 종교정서라는 것은 씨족적 종교의 정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즉 가족적 한계 내에 머무는 민족종교의 정서를 지칭한
다. 여기서 문제는 현대 일본 가족주의의 원시화주의가 단순히 
논리적인 측면에서 뿐 아니라 사회적인 측면에서까지 드러나게 
된다는 점에 있다. 사실 가족주의적·씨족주의적·민족주의적인 경̇
신̇(敬神̇ ̇ )사상̇ ̇ 은 일본 사회에 있어서는 바로 정치적 대상̇ ̇ ̇ ̇ ̇ 과 다름
이 없다. 가족주의적 신비주의로부터 등장하는 종교정서는 더 이
상 단순한 개인의 사적 문제에만 귀착하는 정서가 아니라 사회
의 가족주의적 종교제도̇ ̇ ̇ ̇ 에 귀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이 종교적 정서와 종교제도로 등장하는 가족주의적 종교̇ ̇ ̇ ̇ ̇ ̇ ̇ 는 원시
화주의적 종교이자 일종의 원시종교이기도 한데, 이는 당연히 일
종의 토테미즘으로 나타난다. 토테미즘이 조상숭배(祖先崇拝)와 
금기신성물(禁厭神聖物)의 존재를 가정한다는 점은 많은 사회학
자들의 실증적 연구를 통해 드러난 바이다. 천지(天地)의 생성화
육(生成化育)은 초목(草木)의 생명영혼(生命霊魂)과 함께 농업중
심주의에 결합된 아니미즘{animism} 신앙에 대응된다고 볼 수 
있으리라. ―이리하여 가족주의는 가정으로부터 시작해서 국가에 
미치고 이윽고 드넓은 천지에 널리 퍼져 더 이상 거스를 수 없
는 것이 된다.
위인의 신사화̇ ̇ ̇ ̇ ̇ ̇ (偉人の神社化̇ ̇ ̇ ̇ ̇ ̇ )104)도 이러한 가족주의적 원시화 종
교의 한 가지 부수적 현상으로 볼 때 비로소 그 의미를 구체적
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일련의 현상에 비하자면, 건국
제(建国祭)에 철모를 쓴 아이들이 행진한다든지, 가마쿠라(鎌倉)
불교 부흥을 부르짖는다든지, 여학교의 영어 교육이 폐지되려 한
다든지, 가문의 문양을 새긴(紋付) 하카마(袴)105)가 유행하는 것 
같은 일들은 사실상 몸통이 아니라 맨 끝 꼬리로 드러난 사회 
현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민족주의, 정신주의, [신(神)]도주의 등으로 불리는 여러 대표적 
일본주의의 본질은 이 가족주의라는 복고주의의 대표 속에 놓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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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데, 한편 이 복고현상의 특징인 원시화라는 것은 공교롭게
도, 그것이 추구하는 원시화의 이상에도 불구하고, 첨예하게 발
달된 일본의 근대적 자본주의가 스스로를 위해 만들어낸, 하나의 
근대화였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결국 어느 경우에나 그렇긴 
하지만, 현대화의 의도가 역사적 반성·회고·「인식」의 명목 하에 
궁극적으로는 거꾸로 비역사적·반역사적 원시화의 형태를 취하며 
등장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야말로 반동적 복고현상의 특징을 이
룬다. 근대성이 곧 원시화가 되는 복고주의의 이 모순은, 한편으
로는 스스로가 역사적이라고 뽐내며 사칭함으로써 도리어 역사
를 무시한다는 모순으로 다시 드러나게 된다. 전통주의는 결국 
전통 자체의 파괴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국민 문화의 전통은 국
수화됨으로써 사실상 하나하나 파괴되어 갈 수밖에 없다. 이것이 
복고주의적 반동의 필연적 모순인 것이다.
결국 복고주의적 반동이 겪는 모순의 발생 원인은 이것이다. 바
로 자본주의라는 하나의 역사적 단계가 자본주의 자체를 초역사
적 범주로 인식시키고 이를 거꾸로 무한한 과거에까지 소급시키
기 위해서, 그 현단계적인 특수한 한 경우로서, 정치적으로 복고
주의가 필요해진 특정 역사적 단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창안된 
「예로부터(古来)」라는 반역사적 범주를 임의의(사람마다 제각각
이다) 유한한 과거에까지 소급시킨다고 하는, 이러한 술책의 부
조리로부터 이 모순이 발생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복고주의의 
문헌적 근거인 기기(記紀)106)의 성립 자체가(국사의 권위자들에 
따르면 이들은 서기 7세기에 쓰인 것이라 한다) 이런 관계를 포
함한 광의의 「복고주의」에 입각한 것이라는 점을 복고의 논리와 
복고의 방법으로서 기억해두지 않으면 안 된다. 메이지 헌법 제
정과 오늘날까지 일부가 상식으로 받아들이는 이에 결부된 국가
개념 역시 본래 이러한 광의의 「복고주의」의 산물이었으며, 오늘
날의 반동적 복고주의도 이 점에서는 결코 별반 다르지 않다.
복고주의 반동의 비밀이 사회의 현실적인 현대화를 관념적으로 
원시화하는 이 부조리한 시간 구조에 있기 때문에, 반동적 복고
현상은 항상 단순한 이데올로기(사상·감정)이나 그 발로로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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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물의 이데올로기쉬{ideologisch}한 관념적 해석으로만, 또
는 사회사물의 이데올로기쉬한 측면에만 관한 것으로만 나타날 
수 있다. 오늘날,107) 대다수의 복고적 반동가가 프라제올로그
{phraséologue}이거나 이데올로기쉬한 관념론자로 등장한다는 
현저한 특징은 결코 그 운동이 아직 미숙해서 그러하다거나 기
타 일종의 우연에 의한 것이 아니다. 현실의 영역에서는 현대적 
자본주의의 유지 강화, 관념의 영역에 속하는 것에 대해서는 원
시화주의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복고적 반동의 근본조건을 이룬
다. 철학·문예·도덕·법률·정치에서는 가족주의적 복고주의̇ ̇ ̇ ̇ ̇ ̇ ̇ ̇ ̇ 가 이미 
오늘날 일본을 풍미(風靡)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생산기
술이나 자연과학, 기술적 생산기구의 원시화̇ ̇ ̇ 는 실현된 바가 없
다.

현대 일본의 복고현상이 여러 형태의 쇼비니즘{chauvinism}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인데, 이 제국주의의 현대
적인 현실적 요구와 이 복고현상이라는 원시화적인 관념적 요구
를 떼려야 뗄 수 없이 대응시켜 내는 수법 역시 바로 다름 아닌 
가족제도주의 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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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문화통제의 본질
―현대 일본의 문화통제의 제 양상을 분석한다

오늘날 각종 「통제」라고 언급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정치적 
통제를 의미한다. 말하자면, 예를 들어 자본주의적 경영 기구는 
순수하게 경제적인 일종의 통제를 필연적으로 만들어낸다. 생산 
상품의 획일화, 표준화, 컨베이어 시스템 등을 통한 능률 증진 
같은 소위 산업합리화가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순수하게 
경제적인 통제(실은 이로부터 어마어마하게 다양한 정치적, 사회
적, 문화적 결론이 만들어지지만)는 오늘날 통제라고 불리지 않
는다. 그런 의미에서, 통제라고 불리는 것은 언제나 정치적 통제
를 뜻한다. 국가를 단위 또는 기준으로 하는 지배수단 일체가 이
른바 통제인 것이다. 그러나 국가를 단위 또는 기준으로 하는 일
종의 통제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 일본만주블록(日満ブロッ
ク)108)이나 중일협정(日支協定)109) 같은 것은 더 이상 통제라는 
관념에 끼워 넣기는 어려운 부분을 가진다. ―따라서 통제라는 
기구는 단지 정치적이거나 지배자의 지배기구에 속하는 것이라
는 의미 뿐 아니라, 그것이 특히 일국주의적̇ ̇ ̇ ̇ ̇ (一国主義的̇ ̇ ̇ ̇ ̇ )인 지배
양식의 법치적 표현이라는 점에 일단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미 정설이 되어있듯이, 일본의 자본주의는 관료적, 군대식 조
건 하에서, 말하자면 위로부터의 압력에 의해서,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육성되었으며, 따라서 시작부터 어느 정도의 통제―정보
의 간섭―에 복종하여 왔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위로부터
의 통제는 사회의 여러 측면 중 가장 독자성을 결여한 문화 영
역에서 가장 잽싸게, 게다가 효과적으로, 작용하기 시작할 수밖
에 없다는 점은 잘 알려진 바이다. 이데올로기의 통제야말로 지
배자 정부의 통제 일반의 역할을 가장 손쉽고 가장 현저하게 특
징짓는 견본과 같은 것이다.
그리하여 일본에서 최초로 선포된 것은 교육통제̇ ̇ ̇ ̇  지침이었다. 앞
서 언급한대로 통제는 항상 일국주의적 지배양식에 대응하는 것
이었기 때문에, 교육통제 역시 일본이라는 일국(一国)의 특수성, 



- 152 -

세상에 다시없을 유일무이한 역사(万古無比の歴史)라는 것의 구
성을 떠나서는 성립될 수 없다. 여기서 우리는 일본에서의 통제
(경제적 또 문화적)의 전형의 상당 부분을 읽어낼 수 있다. 알다
시피, 교육의 통제는 일본에서 지극히 엄격하게 이루어졌으며, 
특히 소학교(내지 중학교)는 모범적인 통제연습장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 교육의 권위는 논어(論語)도 아니고 불교의 경전도 아
니며 소크라테스의 이상도 아니다. 더욱이 루소나 페스탈로치일 
수는 없다. 그러한 보편인간적인 문화적 권위 대신에 일국주의적
인 법치적 권위를 띠고 있는, [폭력]적으로 구성된 하나의 이데
{Idee}가 이를 무겁게 압박하고 있다는 점을 직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이 바로 일본 교육통제의 원래 본질이며, 또한 일본의 
통제 일반에 대한 전형인 것이다. ―오늘날의 이른바 「문예통제」
의 연원(淵源)은 실은 여기에 놓여 있다.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또 하나의 특징은, 여기서 통제라고 하는 
바로 이 정치적 관념이 실제로 다른 세계에서 보통 통제라고 생
각되어지는 것과 다르다는 점이다. 원래 통제라는 관념은, 그것
이 정치적 관념이더라도, 결코 오늘날 일본에서 이야기되는 것과 
같이 적극적으로 강압하는 본성을 지닌 것이 아니다. 통제는 자
유로운 이니셔티브, 자유 활동 등과 대립하기는 하지만, 그런 자
유의 적극적 활동을 나름대로 인정하면서, 어떠한 적극적 개입 
없이, 일정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이 바로 본래 「통제」의 의미였
던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본래 통제라는 것은, 특정 자
유를 적극적으로 부정한다든지 또는 그것과 적극적으로 대립하
는 것이 아니라, 단지 같은 수준의 여러 가지 자유가 공존하고 
있을 때에 한해서 그 중 목적에 부합하는 어느 하나에만 우선권
을 부여하는 지극히 소극적 작용̇ ̇ ̇ ̇ ̇ 만 가지는 것이었다. 철학의 관
념으로서 이러한 통제는 「구성」으로부터 구별된다. 그 대표적 예
가 칸트의 「통제적 원리」이며, 한스 드리슈110)가 생명의 원리로 
생각했던 엔텔레히{Entelechie}의 통제와 같은 것이 또 다른 예
이다.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정치적 통념으로 고려해도, 통제의 
이러한 소극적 측면에는 변함이 없다. ―다만, 앞서 언급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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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의 경우에서 나타나듯이, 유독 일본에서의 통제만은 애초부
터 현저하게 적극적̇ ̇ ̇ 이고 구성적̇ ̇ ̇ 이었던 것이다. 교육통제의 선포
와 동시에 국사의 「국사」적(일국사적̇ ̇ ̇ ̇ (一国史的̇ ̇ ̇ ̇ )) 인식이 거의 완
벽히 구성되었다고 보아도 될 터인데, 바로 이것이 교육통제에 
있어서 가장 선명한 적극적 구성내용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교육통제는 초등교육으로부터 급기야 상부교육에까지 점차 그 
범위를 넓혀 나가고 있다. 중등학교의 검정교과서가 곧 국정교과
서로 대치되려 하고 있으며, 고등학교나 전문학교에서는 국정교
수세목(国定教授細目)111)이 결정되어 있다. 대학령(大学令)112)이 
개혁되어 제국대학 및 기타 각종 관립·공립·사립대학의 강의 내
용과 강의 목적도 사실상 그리고 명목상 결정되어 있는 상태이
다. 소학교가 아닌 한, 적어도 대학이나 전문학교에서는 교육통
제가 결코 적극적이거나 구성적이지는 못하며 차라리 본래의 통
제 관념에 거의 일치한다고 생각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이미 
고등학교에 시학제도(視学制度)113)가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
다. 보조독학관(補助督学官)이라고 불리는 제도인데, 이는 종래의 
독학관(督学官)의 보조라기보다는 순전히 고등교육에 대한 감시
역(高等視学)일 뿐이다. 대학은 그렇지 않다고 주장할지도 모르
나, 자유롭다고 주장하는 관립대학에서 [천황기관설(天皇機関説
)]114)을 강의한 교수 및 강사가 어김없이 그 강의의 정지나 정정
(訂正)을 당하는 상황이다. 이는 이미 협의(狭義)의 교육통제보다
는 차라리 학술통제̇ ̇ ̇ ̇ 나 언론통제̇ ̇ ̇ ̇ 에 속할 문제라고 해야 할지도 
모르겠으나, 어쨌든 대학교육의 통제라는 문제를 살필 때 놓쳐서
는 안 될 현상이다.
설령 교육자들에 대한 통제는 상급학교나 대학으로 올라갈수록 
그 의의가 감소한다고 인정하더라도, 피교육자에 대한 교육통제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통제의 목적인 것이다) 측면에서 보자면 
상황은 완전 정반대라 하겠다. 피교육자인 학생 스스로의, 대학 
내지 학교 당국의, 관료에 의한, 또 시민사회 그 자체에 의한, 
학생에 대한 교육통제는 오늘날 이미 유명한 현상이다. 학생들 
스스로가 교육 통제를 한다는 소리가 이상하다고 생각될지도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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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겠으나, 앞서 언급한대로 통제는 실은 통제라기보다는 일종의 
구성이었으므로, 국가의 암묵적 [승인 하]에 우익학생단 같은 것
이 이러한 자치적(?) 통제의 기구로서 구성되어 활용되는 것이
다.
보통의 학교·대학에서의 교육통제 뿐 아니라, 1935년 4월로부터 
시작된 청년학교를 비롯하여, 농촌의 각종 주쿠(塾)115), 청년단, 
재향재영군인단(在郷在営軍人団), 각종 종교단체 등은 모두 명백
히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교육통제 분담자이다. 사실상 넓은 의
미에서의 교육계 전체가 통제의 모범실시소에 불과하다고 하겠
다.
그러나 학술통제̇ ̇ ̇ ̇ 의 문제에 이르면, 약간 곤란한 점이 생긴다. 교
육통제에 있어서도 교육의 이상이라는 명목 하에 소위 진리라는 
것을 전면에 내세워야 하기는 했다. 하지만, 그 이상이나 진리라
는 것이 바로 통제 의도 자체에 의해서 쉽게 구성될 수 있었다. 
충성스러운 신민과 국가에서 요구하는 인재 양성이라는 것이 통
제적 교육의 이상이 될 수 있었다. 그러나 학술계에 이르러서는 
만사가 꼭 그리 간단히 진행될 수 없다. 왜냐하면 학술적 진리를 
어떠한 통제 의도를 가지고 구성하는 것은 명목상으로나 실제상
으로나 용이하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본래적 의미의, 자유의 적극성에 대한 소극적 대책으로서
의, 통제는 어떤 경우에도 실행 가능하다. 학술의 경우에 대해서
도, 말하자면, 특정한 종류의 연구에 연구자금을 교부하여 장려
한다든지, 국고를 통해 연구시설을 보조한다든지, 그 외 여러 방
법으로 우선권을 부여하거나 불평등하게 대우함으로써, 소극적 
통제는 하려고만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정도만으
로는 아직 교육 통제처럼 적극적으로 구성적인 의미에서의 학술
통제라고 할 수는 없다. 나치 독일에서처럼 설령 학자나 기술가
의 생활을 적극적으로 방해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공정한 외부 
지식인이라면 어느 누구도 그것만으로 학술상 진리가 통제적으
로 구성된다고까지는 생각하지 않는다. ―사실 가장 큰 문제는 
도대체 무엇이 참된 학술상 진리인지 한 번에 딱 결정되어 끝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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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 언급한 교육통제의 효과를 이
용하여 학술상 진리를 적극적으로 통제하는 것처럼 외견은 꾸밀 
수 있다고 하더라도, 외견과 그렇지 않은 것 사이의 구별이야말
로 중요한 것이자 바로 여기에야말로 학술상 진리의 핵심이 놓
여있다고 일반적으로 생각되므로, 곤란한 점이 여전히 남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일견 오늘날 일본에서는 학술통제조차 가능해지는 것처
럼 보인다. 그 한 예가 [천황기관설] 문제인데, 현재 살아있는 일
본의 대표적 헌법학자 대다수가 승인하고 일본의 지능분자 대부
분이 국민상식으로까지 받아들이는 이 학설의 진위 여부를, 비록 
외견뿐이지만, 국무대신이 행정판단을 통해 결정하여 내겠다는 
식으로 주장하기에 이른 것이다. 물론 국무대신은 학설의 진위를 
판정할 자격이나 기관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을 위
해서 이 사안에 임하는 것은 아니며 순전히 행정상 문제로만 이 
사건을 결재(決裁)하려는 것이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
접적으로 학술의 진위 여부를 결정하는 것과 같은 내용을 가지
는 결과가 된다는 점이 이 사안의 학술통제로서의 특징을 이룬
다.
정부당국은 [천황기관설]에 대립하는 학설을 세울 생각은 없다는 
듯하다. 정부로서는, 스스로 [군부적]이라도 되지 않는 한, 말할 
것도 없이 그렇게까지 할 수 있을 리가 없다. 그러나 일정한 구
체적 형태를 띤 학설을 부정하고 그것을 오류라고 인정하는 것
이 학술상으로는 곧 하나의 반대학설 구성을 의미한다는 점을 
놓쳐서는 안 된다. 역시 이 학술통제도 지극히 구성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학술의 구성적 통제의 예로서 「일본정신문화연구
소」가 하고 있는 활동만큼이나 딱 들어맞는 것은 없다. 그러나 
말할 것도 없이 여기서 발표된 「연구」는 학계나 언론계, 독서계
에서 그리 화제가 되지도 못하는 것처럼 보인다. 학술상 진리가 
통제적으로 구성되기 어렵다는 점은 여기서도 실증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학술통제 즉 학술의 통제적 구성이 억지로라도 외견상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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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적으로 가능한 부문은 학술 중에도 주로 사회과학, 역사과학 
내지 정신과학, 철학에 대해서이다. 그런데 이런 종류의 학술의 
특징은, 한편 그것이 학구적일 뿐 아니라, 언론적 ̇ ̇ ̇ 성질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렇게 평론적이거나 본래적 의미에서 저
널{journal}적, 비판적인 학술에 대한 통제는 그 가장 손쉬운 지
름길로서 언론통제̇ ̇ ̇ ̇ 의 형태로 드러나게 된다. [기관설] 문제도 본
래 순수학문의 학설 문제이며 또 그래야만 할 것을 (그 부르주아
적, 관료적, 군부적 지배주체 내부에 숨겨져 있는 경위는 일단 
차치하고) 이 학술 행위를 통제해야만 한다는 필요 때문에 특히 
언론통제 문제로까지 「정치화」된 것이다.
그 내용이 아카데믹하든 저널리스틱하든 언론은 모두 저널리즘
의 형식을 따른다(애당초 저널리즘이란 말이 소위 언론만 포함하
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서 언론의 통제는 곧 언론저널리즘의 통
제이며, 오래 전부터 이를 위해 합법적 언론통제기구를 준비해두
었다. 출판법, 신문지법, 세관 등에 의한 검열제도가 바로 그것
인데, 그러나 이를 법조문에 따라서만 이해하는 한, 이 통제는 
단순히 본래적 의미의 통제에 불과하므로, 아직 전술한 소위 구
성적 통제에까지는 이르지 못하는 수준에 머문다. 물론 이러한 
합법적 기구의 합법적 운용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결코 합법적
으로 결정된 언론통제만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결국 도리어 
일정한 통제 목적을 구체화한 언론 구성에 해당되게 된다(각종 
[전향]수기 같은 것이 그 현저한 예이다―일국사회주의의 이데올
로기 같은 것도 그렇게 통제적으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이보다 
훨씬 더 단순한 방식으로 적극적, 구성적 언론통제가 합법적인 
수단으로 입안되고 있다. 예를 들어, 군부나 외무성이 개입하여 
국내의 2대 통신사인 연합(連合)과 전통(電通)116)을 합병시키는 
것을 통하여(그리고 이는 사실상 정부가 전통(電通)을 사들이는 
것을 의미하는 모양이다) 뉴스의 출처, 특히 만주, 중국, 소비에
트 연방에 관한 뉴스의 출처에 대한 통제, 통일, 제작, 구성을 
기획한다든지, 또는 신문총국(新聞総局) 설립이 계획되었다든지 
하는 소문이 들려온다. 이런 측면에서 이미 라디오는 완전히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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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의 통제적 구성 하에 놓여 있으나, 신문이 어디까지 이 구성적 
통제의 먹이가 될지는 적어도 아직은 의심스럽다. 이 점은 잡지
나 팸플릿에 대해서도 비슷비슷한 상황이라 하겠다. 언론의 적극
적이고 구성적인 통제는 적어도 당분간 충분한 의미로는 불가능
에 가까울 것이며,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여기
서는, 설령 단지 명목상에 불과하더라도, 언론의 자유라는 엄연
한 관념이 사람들에게 항상 의문을 품게 하기 때문이다. ―그러
나 언론의 적극적이고 구성적인 통제에 이르지 못하는 한, 언론
통제의 최종적인 본래 목적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이 진리임에 
변함은 없다.
소위 「통제」가 사물을 단순히 통제하는 것이 아니고 차라리 사
물의 구성을 의미한다고 했는데, 일정한 사물을 이미 눈앞에 둔 
상태에서 굳이 다시 사물을 구성하려는 이상 이는 실은 반대물̇ ̇ ̇ ·
대립물̇ ̇ ̇ 의 구성을 의미할 수밖에 없다. 언론 통제를 위해 언급되
는 국론통일이라는 소리가 있으나, 말할 것도 없이 이는 국론을 
통제하여 통일시키는 것이 아닐 뿐더러 더욱이 국론을 단일화하
는 것도 아니며, 국론에서 양대 대립물의 대립을 조직화하는 것
에 불과하다. 즉 대립적인 「국론」(대립된 국론이란 소리는 콘트
라딕티오 인 아디엑토{contradictio in adiecto}이지만)의 적극
적인 구성일 뿐이다.
소위 통제가 적극적인 대립적 구성이 아니면 안 된다는 증거는 
문예통제̇ ̇ ̇ ̇ 에서 가장 잘 드러난다. 내무성 경보국(警保局)에서(단 
국장 개인의 명의로) 문단 각 파의 작가를 규합하여 「일본문예원
(日本文芸院)」을 창립하려고 계획했던, 당시에는 꽤 유명했던 사
건이 있었다. 이 계획을 본 따서, 우익작가(?)들 사이에서 제2류, 
제3류의 소(小)「문예원」 운동이 계속하여 일어났다. 그러나 이 
계획은, 비록 오늘날까지도 계속 잡음을 일으키기는 하지만, 사
실상 실현되지 못하고 끝났다. 이러한 파쇼적 문예제도 운동에 
대항해서 가장 유력하게 저항운동을 전개했어야 할 학예자유동
맹(学芸自由同盟) 같은 것도 결국 거의 어떠한 업적도 남기지 못
하고 이미 오늘날 유명무실해졌으나, 그런 면에서는 일본문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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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의 계획도 별다를 바 없었다고 하겠다. 그러나 최근 경보국은 
저작권법 실시를 준비하기 위해 저작권심사회(著作権審査会) 구
성을 기획하면서 이 기회를 틈타 이 심사회의 외곽단체인 「일본
문화위원회(日本文化委員会)」 내지 「일본문화원(日本文化院)」의 
설립을 기도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일련의 계획들이 문예통제
의 대립적이고 구성적 성질을 잘 나타내는 것이다.
경보국의 의도는 각종 문예영역에 있어서 우선 각각의 문화단체
를 조직하고 이들을 모아 한 덩어리로 하여 일본문화원이라는 
것으로 만들어내려는 것이다. 일본문화원은 문화의 최고지도기관
이 된다. 예를 들어 소설을 쓴다고 해도 작가는 작가단(作家団)
을 통해 국가의 창작최고지도기관인 이 문화원의 지시를 받게 
된다. 말할 것도 없이 문학적 진리와 국가적 현실이 항상 일치하
리라고는 할 수 없다. 여기서 이 문예통제가 허점을 드러내게 되
는데, 어쨌든 지금 중요한 것은 문예통제가 실은 문예적 대립의 
적극적 구성일 뿐이라는 점이며, 단순한 통제로서의 문예통제라
는 것은 이 때 거의 무의미하다고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만약 문예통제라는 것이 존재한다면, 또는 그런 것
이 실시된다면, 그것은 더 이상 문예의 통제가 아니라 어떤 일정
한 문예적 대립물의 산출을 의미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통제」의 여명기에 벌어지고 있는 현상은, 실은 문예
의 통일·단일화가 아니라, 차라리 국내에 있어서 두 부류의 문예 
진영의 대립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는 단지 문예에만 국한되
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일반적으로 말해지는 「통제」의 본질인 
것이다(제국미술원(帝国美術院) 개혁 문제의 본질도 사실 여기에 
놓여있다). ―앞서 언급한 메이지 원년 이래의 교육통제 같은 것
은 오늘날의 이러한 소위 통제 관념의 발달을 모범적으로 준비
하며 공작해 왔던 것에 해당된다고 보아도 무방하리라.
국내에서의 문예의 대립적 구성̇ ̇ ̇ ̇ ̇ (그것을 세간에서는 단순히 통제
라고 부른다)은 대외적으로도 역시 문예의 대립적 구성으로 등장
한다. 「국제문화진흥회(国際文化振興会)」의 의도가 바로 거기 놓
여있는 것으로, 이는 흔히 상상하듯 단지 일본문화의 소개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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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의 국제적 교환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사실은 국내 
문화의 통제 때문에 생겨난 문화적 대립을 대외적 내지 국제적 
관점에 입각함으로써 말소하고 단일화하려는, 비록 간접적이지만 
원대한, 일본의 대(対)국제적 문화통제계획에 불과하다. 사실 「국
제문화진흥회」의 당사자 스스로가 주관적으로 어떤 의도를 가지
고 있는지는 다른 문제이지만, 만주사변에 대한 리턴 보고서의 
책임자 리턴 경이 위원장을 맡아 런던에서 개최되는 「중국미술
대전람회(支那美術大展覧会)」117)에 일본의 국보를 출품할 수는 
없다고 하는 것을 볼 때, 당사자들 중 누군가는 이 국제문화진흥
회의 철학적 의의를 의외로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 같다.
본래 이른바 「통제」라는 관념만큼이나 애매하게 이해되면서도 
교묘하게 이용되는 것은 없다. 이 통제가 실은 통제의 정반대인 
「구성」일 뿐이며 또한 통일의 정반대인 「대립물」에 불과하기 때
문이다. 그리고 이 통제라는 낱말의 저급한 데마고기로서의 특색
이 문예의 통제̇ ̇ ̇ ̇ ̇ 에 이르러 그 절정에 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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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일본주의의 귀추(帰趨)
―파시즘으로부터 황도주의(皇道主義)에까지

일본주의̇ ̇ ̇ ̇ 란 어느 일정하고 특수한 경우에 발생한 파시즘의 한 
관념형태이다. 엄밀히 말하자면, 원래 이 주의는 꼭 관념물에 대
해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며, 경제기구 내지 사회의 물질적 토
양에까지 관념의 작용이 침투하는 한 물질적인 사회기구의 어느 
부분에나 그 특징을 강요하게 된다. 그러나 본래 일본주의는, 그
것이 엄연히 관념이며 따라서 말할 것도 없이 일정한 사회의 물
질적 조건으로부터 발생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물질적 
기초를 객관적으로 반영하지 못한다. 따라서 관념형태라는 의미
에서도, 또 불행한 관념이라는 의미에서도, 이는 지극히 현저하
게 이데올로기쉬̇ ̇ ̇ ̇ ̇ ̇ 한 근본성질을 최초부터 지니고 있다. 즉 이것은 
「일본이데올로기」인 것이다. 이 일본주의의 조건과 그것이 향하
는 도착 지점을 간단히 분석해보고자 한다.
독점자본주의가 제국주의화하는 경우, 대내적으로는 이 제국주의
의 모순을 강제적으로 은폐하고 동시에 대외적으로는 이를 강력
하게 해결할 수 있는 듯 보이기 위해서, 소시민층에 해당하는 광
범위한 중간층이 국내외의 특정한 정치 상황에 처함으로써 생기
는 사회의식의 동요를 이용해내는 정치기구가 바로 파시즘이다. 
이것은 바로, 무산자 독재와 부르주아지의 노골적 지배 양쪽 모
두에 대해 정서적으로 신념을 잃은 중간층이 스스로의 이해(利
害)관계에 부합된다고 정서적으로 망상하는 것들을 이용하여, 궁
극적으로는 대(大)금융자본주의를 연장시키는 데에 비교적 유리
한 수단이라 하겠다.
이러한 파시즘의 정치적, 사회적, 또 경제적인 일반적 방침은 차
치하고, 일본주의적 파시즘에서 파시즘의 제국주의적 본질로부터 
생길 수 있는 하나의 성질에 일단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는 바
로 막연히 [군(軍)]국주의 내지 [군국(軍国)]의식이라고 불리는 것
으로, 제국주의가 제국주의 전쟁을 불러 일으켜야만 하는 경우에 
상당히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일종의 사회의식이다. 원래 이것을 



- 162 -

일반적 사회의식으로 보자면, [군국]의식이 꼭 제국주의적인 것
이라고는 할 수 없으나, 역으로 제국주의의 경우, 즉 제국주의 
전쟁의 가능성이 현실성을 가지는 경우(이른바 필연성이라는 것
은 사실 이런 것이다), 항상 상당히 높은 필연성을 가지고 연관
된 제국주의적 의식이 발생한다. 지금 문제는 특히 이것이 파시
즘적인 특색도 가지게 되는 경우이다.
사실상 파쇼[군국]의식은 오늘날 흔해빠진 세계적 현상 중 하나
이지만, 일본주의에서는 이것이 특히 일본에서 특수한 [특권적 
직업]군을 이루는 [군부(軍部)]의 존재와 그들의 의식을 통해 한
정되어, 말하자면, [침략]적 [군국]의식이 되어 등장한다. 일본주
의의 특징적 규정 중 하나인 특유한 [군국]의식은 제국주의적, 
파시즘적, 그리고 또 [군부]적인 [배외]주의라고 할 수 있다. 이
것은 일본파시즘의 요약(要約)으로서의 일본주의̇ ̇ ̇ ̇ 에 있어서 그 결
정적 특색을 이루는 것이다.
널리 알려진 것처럼, [군]벌([軍]閥) 내지 [군부]단([軍部]団)은 단
순한 사회층, 사회군, 직업군이 아니라 [통수권]으로부터 유래하
는 일체의 정치적 특권을 사실상 지니고 있는 하나의 강력한 세
력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원래 여기서 [군]부단이라 불
리는 것은, 당연한 소리이긴 하지만, 경제적 자유로서의 사회신
분을 보증 받고 있다는 의미로서의 직업적인 [군인들]을 지칭하
는 것이며, 사회에서의 경제생활 측면에서 볼 때(명령계통에 따
라서가 아니라) 일체의 비직업적 [장병]이나 하급간부에 불과한 
[장교]를 소위 「[군인]」으로부터 제외한 나머지를 가리킨다. 이 
[군]부단은, [통수]관계로부터 오는 특권은 일단 논외로 하더라도, 
보통의 시민적 사회층으로 분류하자면, 여러 가지 의미에서 신분
을 보증 받은 [군]관적 관료단이며, 경제적 조건으로 볼 때에는 
그 대부분이 중간층의 최상부 이상 수준을 벗어나지 않는다. 관
리군(官吏群)을 일종의 중간층라고 한다면, 군부단 역시 그렇게 
불릴 수밖에 없다. ―일반적으로 파시즘이 중간층의 의식에 의해 
지지된다고 한다면, 일본주의가 이렇게 거의 획일적으로 양성된 
군부단의 어떤 일정한 의식에 의해서 지지되고 있다는 점은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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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적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그러나 물론 일본주의적 [군]국의식을 지지하는 주체인 이 [군]부
단은 오늘날 일본에서 결코 우연히 존재하게 된 것이 아니다. 
[군]부의 발생은, 또는 차라리 [군]부의 창립은, 국외 자본주의로
부터의 압박에 대항하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이루어진 메이지 유
신의 피할 수 없는 한 결과로서, 바로 이 사실로부터 일본주의가 
이러한 [군]부적 본질을 가지게 된 필연성 역시 이해되지 않으면 
안 된다. 뿐만 아니라, 이 [군]부단의 성립은 일본의 병제(兵制)
의 연혁으로부터 보더라도 역시 지극히 필연적인 것이며, 넓게 
보자면 현재의 거국개병(挙国皆兵)의 근거는 일본에서의 예로부
터의 병제로 왕정복고한 것에 불과하다고 하겠다. 여기 또 이 
[군]부적 [군]국주의가 일본주의의 한 본질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먼 필연성이 놓여 있다.
나는 이미 소위 [군]부단을 [군]관적 관료단이라고 지칭함으로써 
이를 일반적인 「[군]인」으로부터 구별하는 근거를 제시했는데, 
따라서 사실상 병제가 거국개병이라고 해서 거국개군부단(挙国皆
軍部団)이 될 수 없다는 점 역시 당연하다. 병제로 따지자면 모
든 국민이 군인이지만, 사회신분으로서의 직업관계로부터 보자면 
모든 국민이 「군인」인 것은 물론 아니다. 그러나 이것이 거국개
병이라는 이상(理想)을 통해서 혼동되는 것이다.
이러한 제도상의 이상과 시민사회의 현실 사이 어긋남이, 역사적
으로 보자면, [군]부단이 중세 내지 근세의 무사계급과 무슨 특
별한 관계라도 가질듯한 망상을 쉬이 불러들이며, 따라서 사실 
[군]부단이야말로 근대적인(세습적이지 않은) 신무사단(新武士団)
이라는 식으로 생각하기 쉽다. 때문에 도쿠가와 시대에 최고조에 
달했던 예로부터의 일본 무사도를 현대의 우수한 무인들의 혈육
이 이어받은 것이라는 식으로라도 생각되고 있으리라.
거국개병임에도 불구하고 [군부단]이라는 특수한 [군단] 내지 [군
인]집단이 존재하며 게다가 무사계급이나 무사도와 무슨 직접적 
관계라도 가지는 것처럼 연상시킴으로써, 관념상으로 볼 때 이미 
이 [군]부단이 주체인 예의 군국의식은 스스로 어떤 봉건적̇ ̇ ̇  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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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가지고 있다. 외국인들이 예로부터 찬미
하고(그것이 특히 일본적인 것, 즉 넓은 의미에서 일본주의의 것
이었기 때문에), 또 요즈음 일본인 스스로 특별히 애써 강조하
는, 이른바 무사도는 말할 것도 없이 일본민족(아니면 일본국
민?) 전체의 이상이어야만 할 터인데, 그러나 이런 상황은 거국
개병이라는 병제의 이상으로부터만 도출될 수 있다. 이 병제의 
이상 외의 다른 어떠한 사회적 현실이 조금이라도 섞여 들어가
는 순간, 무사도는 곧바로 봉건적인 사회층 일부의 이데올로기가 
되어 버리는 것이다.
[군]부단이 지휘할 거국개병으로서의 국민 중 압도적 다수는 물
론 농민이다. 때문에 이 [군]국의식이 현실성을 가지고 유효하게 
발동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지반을 농민층
으로부터 발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거국개병인 이상 당연히 그
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동시에 거국개병은 병제의 이상
일 뿐 사회의 경제적 배분 관계와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농민층
이라고 하더라도 역시 농민사회(이것이 보통 농촌이라고 불리는 
것이다)에서의 경제적 분류나 분화는 여기서 문제시되지 않으며, 
결국 농촌이라는 사회질서̇ ̇ ̇ ̇  하에 놓인 농민 일반̇ ̇ ̇ ̇ 을 지칭하게 된
다. 그런데 이 농촌(산촌이나 어촌도 마찬가지)이라는 사회질서
의 유지에 있어서 가장 중심적이고 모범적이며, 따라서 농촌을 
적절히 대표하는 것은 각종 중농층(中農層) 내지 농촌중간층이
다. 따라서 중농층 내지 농촌중간층이야말로 개병국민(皆兵国民)
의 대표라고 할 수 있다. 일본주의적 [군]국의식의 주체였던 [군]
부단이 기대하는 진정한 사회적 지반은 바로 여기 놓여있는 것
이다.
농촌중간층 내지 중농층이 일본주의적 군국의식의 사회적 기반
이라는 것은, 바로 군부단 자체가 일본주의적 군국의식의 주체였
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일반적으로 파시즘이 중간층 의식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특수한 한 경우에 불과하다. ―그런데 농촌중간층 
내지 중농층은, 일반적으로 오늘날 농업생산기구에서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는 분자(分子)이자 또 그런 분자야말로 농촌의 중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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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자라고 불리기에, 말할 것도 없이 그들의 생활의식은 농업주의̇ ̇ ̇ ̇

에 일단 안주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의식을 다른 종류의 의
식에 대립시킨다든지 이것에 국사적으로 특별한 권리를 부여하
면, 그 결과물은 소위 농본주의̇ ̇ ̇ ̇ 가 된다. 게다가 이 문제는 일본
민족 내지 일본국민의 역사에 연관되기 때문에 이 농본주의는 
특히 봉건적 생산양식의 근거가 되는 농업생산을 원칙으로 하는 
봉건주의를 지향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시민사회의 현실에 이르러 이 문제는 봉건주의̇ ̇ ̇ ̇ 에 귀착하
게 된다. 앞서, 일본주의적 [군]국의식은 [군]부단의 무사계급의식
을 통해서 관념적으로 봉건제 의식에 귀착되었으나, 여기서도 마
찬가지로 농촌이라는 지반의 현실의 코스(course)를 통해서 다
시 봉건제 의식에 도달한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바로 이 봉건
제 의식을 규정하는 중요한 점은 이것이 즉 병농일여̇ ̇ ̇ ̇ (兵農一如̇ ̇ ̇ ̇ )
라는 것이다.
단순히 봉건제도라고 하더라도, 일본의 봉건제도는 특히나, 그것
이 확실한 형태를 얻었다고 인지되는 시대부터만 보더라도, 굉장
히 오래, 길게, 그리고 정치적으로 매우 다양한 시대를 관통하며 
지속되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일본에서 봉건제 의식이라고 생
각되는 것은 일단 더욱더 만연된 복고주의̇ ̇ ̇ ̇ 라는 점에 주목할 필
요가 있다. 복고주의는 시대에 따라 다소간 다른 규정을 가지고 
따라서 매우 다양한 의미를 가질 수 있는데, 복고주의자들에 의
해 오늘날의 복고주의가 어떠한 종국적 한정을 부여받고 있는지
와 그로부터 우리가 어떠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인지는 뒤
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기로 하고, 어쨌든 만연된 복고의식이 우
선 문제인 것이다. 이 복고주의는 결국 의식을 봉건제로까지 연
장시킨 것이자, 이러한 연장을 지칭하는 그리 명쾌하지는 못한 
시노님{synonym}일 뿐이라 할 것이다.
실제로 오늘날의 여러 가지 복고주의 중 우리가 볼 때(복고주의
자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지 아닌지는 차치하고) 근본적이고 또 
특징적인 것은 가족주의의 강조라고 할 수 있는데, 실은 가족제
도야말로 봉건제가 가장 완벽하게 정비되었다고 생각되는 도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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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와 시대에 사회질서의 뒤흔들 수 없는 주춧돌로서 발달했던 
것이며, 따라서 이 가족주의 주장은 이렇게 가장 견고했던 도쿠
가와 시기 봉건제에서의 가족제도에 무엇보다 먼저 대응하지 않
으면 안 되는 것이다. 누구도 가족주의의 역사적 근거를 헤이안 
시대 조정(平安朝)의 가족제도 같은 것으로부터 찾아서는 안 되
리라. 이 점을 보더라도 복고주의는 봉건적 의식의 막연한 연장
을 지칭하는 시노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본래 일본주의라는 이데올로기를 낳은 고도로 발달된 현
대의 독점자본주의로부터, 자본주의 일반과도 현저하게 다른 과
거의 봉건제를 지향한다는 이 방향성만 보더라도, 이는 참으로 
대책 없이 막연한 복고주의이기 때문에, 이러한 봉건제를 지향하
는 의식, 즉 복고주의는 결국 사회의 원시화 방향을 추구할 수밖
에 없다. 애당초에 물질적 필연성 때문에 현재의 고도 자본제에
까지 발달한 사회를 실제로 현실에서 원시화하는 것은 절대 불
가능하다. 그러나 적어도 관념적인 이데올로기 영역에서 그런 원
시화주의는 제멋대로 가능한 것일 터이며, 마찬가지로 물질적인 
현실계의 사물에 대해서도 주관적, 관념적으로 그러한 것을 제멋
대로 바랄 수는 있으므로, 그런 의미에서 그리고 또 그런 의미에
서만 원시화라는 낱말이 허용될 수 있다(복고주의도 봉건제주의
도 모두 이런 관념운동으로서만 비로소 의미를 가진다). 예를 들
어, 물질적 생산기술을 원시화하거나 비(非)기술화하는 것은 현
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적어도 이것을 관념적으로 원하는 주의
(主義)는 제멋대로 가능하며, 이른바 반기술주의(反技術主義)라는 
국제적으로 유행하는 하나의 문명관(文明観)이 있는 것처럼, 이
와 직접 연관된 유물론 타도, 반유물론(反唯物論)주의도 역시 관
념적으로는 항상 가능하다.
지금까지 설명한 것은 일반적으로 생각되는 봉건제에의 의식, 막
연한 복고주의, 일반적 원시주의에 대한 이야기였으나, 앞서 언
급한 바와 같이 일본주의의 군벌적 계기가 결국 도달하는 봉건
제주의의 요점은 병농일여(거국개병과 농본주의)라는 특징에 놓
여 있었다. 그런데 병제로서 직업적 무인이 존재하지 않는 것도, 



- 167 -

또 주로 그 생활에 있어서 농업을 압도적 중심으로 삼는 것도, 
지극히 일반적으로 보자면 원시사회의 공통 특색이라는 점을 상
기할 필요가 있다. 이리 보자면, 즉 이런 식으로 봉건주의의 요
점만을 추출해내어 보자면, 복고주의 같은 것을 통하지 않더라도 
단 한 걸음에 직접적으로 가장 일반적인 원시화에까지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리하여 결국 봉건제주의는 원시화
주의에까지 귀착된다. 맨 앞에서 독점자본제·제국주의·[군]국주의·
군벌주의는 봉건제주의에 도달한다고 서술했으나, 이것이 이제 
원시화주의̇ ̇ ̇ ̇ ̇ 에 결국 도달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 중요한 점 하나가 빠져있다. 복고현상은 지금까지 
단순히 막연한 복고주의일 뿐이었다. 그런 것은 오늘날의 발달된
(?) 일본주의의 피봇{pivot}이 될 수가 없다. 따라서 원시화라는 
것의 의미를 조금 더 음미해 보지 않으면 안 된다.
말하자면, 사회의 원시화라고 말하더라도 여기서 사실상 언급되
는 것은 사회원시화를 주장하고 바라는 어떤 관념의 운동·주의에 
불과하다는 점이 또 다시 중요해진다. 이는 관념으로서의 원시화 
운동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에 동반된 현상으로 관념 자체의 원
시화에 현실적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당연히 이런 관
념의 원시화 또는 원시관념의 지배는 논리적이고 사회적인 의식
이, 자연스레 또는 인공적으로, 현저하게 뒤처진 사회층의 특징
을 이루며, 바로 그러한 사회층의 대표적 예를 오늘날 농촌민과 
[군]부단에서 찾을 수 있다. 전자는 어쩔 수 없는 교통의 불편 
때문에, 후자는 의식적인 목적교육 때문에 그리 되었다는 것이 
현재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리라. 어쨌든 지금 중요한 것은 이러
한 의식의 원시화가 다시 심각한 사회적 의식 동요를 겪고 있는 
소시민층에 해당하는 중간층 일반까지도 끌어들이지 않을 수 없
다는 점이다.
소시민적 중간층에 있어서의 의식의 원시화는 반기술주의, 반기
계주의, 반유물사상(?), 반이성주의 등의 명목 하에 정신주의로서 
등장한다. 의식의 종교적 속임수나 신비주의, 치료나 길흉화복에 
관련된 믿음, 그러한 모든 원시적 인식작용의 근대적 형태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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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날 소시민적 중간층의 의식 동요로부터 등장한다. 신비주의는 
원래, 일본주의적 파시즘에 있어서, 중간층의 그리고 사회적으로 
주로 이 중간층에 해당하는 평화적 인텔리겐치아의 사회의식인 
것이다.
보통, 정신주의는 군부단의 이데올로기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으
나(농촌 측에서의 농촌정신 진작 같은 것은 그리 유망하지 않다
고 생각하는듯하다), 본래 군부단은 순수한 정신주의를 가질 수 
없다. 왜냐하면, 기계화 부대를 고려하지 않는 전투정신 같은 것
은 애당초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차라리 정신주의는 현재 상태에
서 중간층 시민의 원시적 자연 상식이다. 그러나 이것이 특히 일
본주의로 정련되어 그러한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군부단의 강력
한 또 하나의 「상식」에 기댈 수밖에 없다. 정신주의는 이제 단지 
임의의 정신주의일 수 없으며(예를 들어 유럽식 정신주의나 불교
적, 유교적 정신주의일 수는 없다), 참으로 복고주의가 되지 않
으면 안 된다. 그러나 반면에 이것은, 이 복고주의가, 이렇게 보
편적이고 세계적인 하나의 규범인 시민상식으로서의 정신주의를 
통과함으로써, 지금까지 서술했던 막연한 복고주의를 넘어서, 명
확히 한정된 정신주의 즉 일본정신주의̇ ̇ ̇ ̇ ̇ ̇ 로서, 하나의 정치 관념에
까지 시민적 상식으로 발달한다는 것 역시 의미한다. 바로 이것
이 황도정신̇ ̇ ̇ ̇ (皇道精神̇ ̇ ̇ ̇ )이다.
정치 관념은 어떠한 경우에라도 시민상식에 기초하지 않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 따라서 군부단에만 특유한 농병일여의 복고주
의는 그것만으로는 아직 정치 관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지지 
못한다. 반면에 소시민적 중간층에 특유한 정신주의는 그것만으
로는 물리적인 지배력 장악을 기대할 수 없다. 말하자면 이 두 
가지가 군시합체(軍市合体)함으로써 비로소 복고주의로서의 일본
주의가 파시즘적 정치권력의 의지 표명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따
라서 황도주의야말로 일본주의의 궁극적 귀착점이자 도달점이다. 
이것이야말로 내가 지금까지 분석하면서 다루어 온 일체의 규정
을 최종적으로 완전히 통일하여 낸 총 결론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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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남은 과업은 이 황도주의(황도 그 자체가 아니라, 주의라는 
점에 특히 주의할 것!)라는 일본주의 이데올로기의 에센스
{essence}가 현재의 파시즘 정치 이상과 그 정치 기구를 위해 
어떻게 활용되며 또한 이러한 파시즘에 대응되는 오늘날의 자본
제기구에 어떻게 쓰이는지를 지금까지 서술해 온 것의 역방향 
코스를 따라가며 해명하는 것이겠으나, 이는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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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편 자유주의의 비판과 그 원칙

11. 위장된 근대적 관념론
―「해석의 철학」을 비판하기 위한 원리에 관하여

「관념론」이라는 낱말은 현대의 시민문화 쪽에서도 그리 사랑받
지는 못한다. 간혹 별생각 없이 저것은 관념론이라든지 이것은 
관념론적이라고 말하게 되는데, 이 말에는 어떤 일정하게 숨겨
진, 체계적으로 함축된 것이 있으며, 이 함축된 것의 일부를 끄
집어내는 것이 바로 지금 여기서 해야 할 일의 일부이다. 그러나 
꼭 이 낱말이 그렇게 비판 받은 당사자에게 콕 찌르듯 아프리라
고는 할 수 없다. 나의 또는 그의 사상은 결코 관념론이 아니다, 
관념론과 차라리 적대하는 것이야말로 바로 이 철학이 아닌가, 
그것을 하필이면 관념론이라든지 뭐라고 부르는 것은 관념론이 
무엇인지 모르고 나의 또는 그의 사상의 요점이 어디 있는지 전
혀 모른다는 증거일 뿐이라는 식으로 그들은 대답할지도 모를 
일이다.
그래, 그들에 따르자면, 관념론은 이데아{idea}주의이거나 또는 
이데알{ideal}주의(이상주의)인 것이다. 무슨 소리인가 하면, 형상
을 완비한 돋을새김 같은 사물의 모범만을 진정한 존재라고 생
각한다든지 또는 주어진 눈앞의 현실에 대해서 하늘에서 뚝 떨
어진 이상을 내세워서는 이 현실과 이상 간의 절대적인 심연(深
淵)을 당위(졸렌{sollen})로 메꾸어 보려고 고민하는 것이 바로 
관념론이라는 주장이다. 어떤 의미에서는 참으로 맞는 소리일 수 
있겠다. 그러나 문제는, 그들 스스로가 과연 그들이 적대시한다
던 관념론 그 자체의 밀정(密偵)일지도 모른다는 점이다. 관념론
이라면 곧잘 소크라테스나 플라톤, 조금 더 후대에는 칸트를 떠
올릴 터이나, 이들에 반대한다는 사실만으로 스스로가 관념론의 
반대자라는 것을 증명할 수는 없다.
모든 도덕적 권위를 타도하고 가치를 무너뜨리려 시도했다고 해
서 니체를 관념론의 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 사회주의적 진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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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을 의심하던 말년의 도스토예프스키가 관념론의 진정한 적
일 것인가(유물론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요즈음 「불안」의 철
학자로 새삼스레 다시 우리나라에 소개된 셰스토프118)에 따르면, 
관념론이야말로(유물론과 함께!) 본래의 철학의, 즉 비극·무(無)의 
철학의 숙적이라고 한다. 현대 신학의 새로운 일파는 신학을 낭
만파적 관념론으로부터 지켜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본 고유의 
사상가로서 국수적 내지 동양적 조명을 받고 있는 니시다(西田) 
철학도, 부르주아 철학(이는 부르주아지 고유의 철학이라기보다
는 현재 부르주아 사회의 일정한 필요에 대응하기 위해 등장한 
철학을 말한다)의 자기비판(?)이라는 국제적 현상에서 보자면, 그 
예외가 될 수 없다. 관념론은 단지 유̇(有̇)의 철학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무̇(無̇)의 철학이 아니라서 글렀다는 소리다. 이는 적어도 
니시다(西田) 철학 응용가의 흔한 입버릇이기도 하다. 관념론은 
멸망하지 않으면 안 된다, 물론, 유물론과 함께이기는 하지만!
이 자본주의의 국제적 동요기에 이르러, 어떤 특정한 관념론만을 
관념론 전반의 대표자로 처형하려는 발상이야말로, 말할 것도 없
이, 오늘날 곤란한 처지에 놓인 부르주아 철학(그 의미는 이미 
앞에서 서술했다)의 지극히 현명한 호신술이라 하지 않을 수 없
다. 「관념론」은 망하리라. 그러나 예를 들어, 니체는 정치가의 
손에, 도스토예프스키는 문학자의 양심에, 그리고 셰스토프(아니, 
키에르케고르로부터 마틴 하이데거에 걸쳐 있는 일당)는 철학자
의 뇌리 속에 살아남아, 아니, 뿐만 아니라 차라리 부흥되지 않
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부르주아 철학의 불리한 채무와 
거추장스런 부분은 이렇게 희생양이 되어 처리되고 청산된다. 특
히 1905년 이후 십년간의 러시아에라도 대응될 수 있을 현재 우
리나라 상황에서 보자면, 이러한 처치는 단지 부르주아 철학의 
호신술일 뿐 아니라 그 재배법이자 연명술일지도 모를 일이다. 
―따라서 바로 지금은 흡사 또 한 편의 『유물론과 경험비판론
{Lenin, Materialismus und Empiriokritizismus}』이 쓰여야만 
할 시대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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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는 전황의 진전과 함께 변경된다. 공세(攻勢) 중에도, 수세
(守勢) 중에도, 관념론은 그 부호를 변경한다. 이제 관념론의 껍
데기가 따로 관념론이라고 명명되어 내어 던져진다. 이것에 낚인 
사람들은 매미 대신 매미 껍데기를 줍고, 그 사이 매미는 이미 
다른 나무에 올라 울고 있는 것이다. 근대적 관념론은 즐겨 위장
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유물론도 이런 상황에 대응하
느라 이만저만 골치 아픈 것이 아니다.
어쨌든 이 관념론이라는 것은, 즉 이 매미와 매미의 껍데기라는 
것은(매미의 껍데기도 역시 매미의 일부다), 도대체 무엇인가. 소
크라테스와 칸트, 그리고 기타 모든 「관념론」 내지 「이상주의」라
는 큰 틀을 가지고도 측량할 길 없이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는 
이 부르주아지의 관념상 사치품은 무엇을 그 본성으로 하는가. 
―보통 물질보다도 관념 쪽이 먼저 있으며 또 우선이라는 것이 
관념론의 근본적 특색이라고 언급된다. 그러나 이 말은 그 내용
이 지극히 풍부하며 함축적으로 내포하는 것이 많아서 도리어 
빈약한 말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이를 실제로 활용하지 
않는 한, 순전히 무의미한 말잔치일지도 모른다.
적어도 일정 유형의 관념론을 눈앞에 두고서 이 말을 맞춰보지 
않는 한, 이 말에는 어떤 쓸모도 없다. 게다가 설령 버클리식 관
념론, 칸트식 관념론, 마하119)식 관념론 등 여러 유형을 나열하
고 이 말을 각각에 적용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아직 이 말의 뜻 
자체를 발전시키는 것에 이를 수 없다. 문제는 바로, 물질 대신 
관념으로부터 출발한다는 이 관념론 일반을 가장 특징적으로 대
표할 수 있는, 관념론의 어떤 적극적 규정을 여기서 파악해내는 
것이다. 이러한 규정을 쓸 때 비로소 앞서 언급된 말도 오늘날 
실제로 활용될 수 있게 될 것이다.
지금 언급한 것과 같은 의미에서, 관념론에 대한 첫 번째 적극적 
규정이 형이상학̇ ̇ ̇ ̇ 이라는 점으로부터 발견된다는 것은 이미 널리 
인정되는 지식 중 하나이다. 관념론의 약점은 그것이 형이상학이
라는 점에 있으며, 반대로 또 유물론이야말로 반(反)형이상학적
이라는 것이다. 어떤 마르크스 반대론자는 유물론인 마르크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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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철학이야말로 참으로 형이상학적이며, 그것이 바로 마르크스
주의 철학의 치명적 결함이라고 주장한다. 마르크스주의의 물질
만능주의(?)는 물질의 오랜 형이상학에 불과하며, 현상의 배후에
서 노동 가치나 역사의 필연성, 자유의 왕국 같은 것을 추구하는 
것 역시 비과학적이고 형이상학적이라는 것이다. 요약하자면, 인
식론적이거나 실증론적이지 않기 때문에 형이상학이라 하는 것
이다. 그러나 말할 것도 없이, 이러한 부르주아 철학적 범주로서
의 「형이상학」은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문제가 아니다. ―유
물론의 범주에 따르면, 형이상학이란 기계론적인 사유 방법일 뿐
이다. 말하자면, 이는 사물을 그 연관된 운동에 있어서 파악하지 
못하고, 따로따로 떨어진 것으로까지 고정시켜서 생각하는 사고
법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관념론에 대한 형이상학이라는 이 규정도, 실은 현재 우
리가 눈앞에서 목격하고 있는 여러 사정에 비춰 보자면, 아직 충
분히 실제적이지 못하다. 원래 이 규정은 헤겔이 주로 칸트를 비
판하기 위해 사용함으로써 시작된 것이며, 게다가 이 규정을 철
저히 적용한다면 헤겔 자신도 관념론이기에(그러나 이렇게 말하
면 설명하는 것과 설명되는 것의 본말(本末)이 전도(顛倒)된다는 
것에 주목!) 형이상학적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까지 한다 해도 
이 규정의 표현 방법 자체가 그리 철저했다고는 할 수 없다. 또
한 현재의 부르주아 철학에서는, 예의 「관념론」의 평판이 나쁜 
것과 마찬가지로, 이 「형이상학」 역시 꼭 애호되는 단어라고는 
할 수 없다. 메타피직{métaphysique}이 철학과 같은 뜻의 낱말
로 흔히 쓰이는 나라(예를 들어 프랑스)를 제외하면, 일본 등에
서 스스로의 철학을 형이상학이라고 불러 달라고 하는 철학자는 
결코 많지 않다. 그들의 관념론의 본질이 형이상학이라는 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형이상학」을 거부하는 데에 여념 없
는 것이다.
이렇게 숨겨진 형이상학은 당연히 자기 스스로 기계론에 기반을 
둔다고 겉으로 표방하지 않을 뿐 아니라 도리어 기계론의 단죄
자라도 되듯이 스스로를 꾸미는 것이 대부분이다. W. 제임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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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르그송에 따르면, 따로따로 떨어진 고정물이 아니라 유동이야
말로 사물의 본성이라고도 한다. 24시간 동안을 그린 장편인 제
임스의 『율리시스』는 기계론 따위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현실 
그 자체의 「리얼리즘」이라고 「문학적」 리얼리스트들이 찬미한다. 
현대의 숨겨진 형이상학 중에는 변증법을 포괄한다든지 또는 심
지어 변증법에 입각한다고까지 스스로 생각하며 나대는 것들조
차 있다. (관념론적) 변증법은 예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명
맥이 끊긴 적이 없다고까지 말할 뿐 아니라, 오늘날에 이르러 드
디어 진정한(신학적인!) 변증법에 도달했다고 일종의 복면형이상
학자들은 뻐기어 댄다.
여기서 나는, 이전에 여러 기회를 통해, 형이상학에 대한 조금은 
다른 규정이 필요하다고 서술했던 것을 떠올리게 된다. 이에 따
르면, 현대의 형이상학은 대체로―기계론적이든 변증법을 참칭하
는 것이든 간에―해석의 철학̇ ̇ ̇ ̇ ̇ 일 뿐이라는 것이다. 현대 부르주아 
철학 중 우수한 것도 열등한 것도 결국 거의 모두 해석의 철학
이라는 점 때문에 참으로 형이상학이 되며, 그러한 의미에서의 
형이상학이기 때문에 특히 적극적으로 관념론이라는 명칭에 어
울리는 것이다. 말할 것도 없이 형이상학(따라서 또 관념론)을 
이렇게 규정하는 것은 유물론의 역사에 있어서 결코 새로운 착
상이나 발상은 아니다. 널리 알려진 대로, 자본론에서 발견되는 
마르크스의 그 유명한 짧은 말 속에 이미 이는 약속되어 있던 
것이다.
따라서 관념론의 두 번째 적극적인 규정으로 우리는 해석철학̇ ̇ ̇ ̇ 을 
꼽을 수 있으리라. 만약 이 규정을 이용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오늘날 부르주아 철학이 어떤 점에서 관념론 짓거리를 적극적으
로 발휘하며 또 노출하고 있는지를 적절히 지적해내지 못할 우
려가 있다.

해석인 이상, 이는 물론 사실̇ ̇ 의 해석이다. 사실이 아닌 것에 어
떤 의미의 해석도 있을 수 없다. 동시에 해석을 동반하지 않거나 
해석이 기대되지 않는 어떠한 사실도 없다는 것 역시 참일 것이



- 176 -

다. 과거의 역사상 사실이라면 해석의 여하에 따라 사실이라든지 
사실이 아니라든지 결정되겠으나, 예를 들어 실험상 사실에 대해
서 도대체 해석의 여지가 어디 있느냐고 반문할지 모르겠다. 스
스로가 직접 부딪힌 사실에 무슨 해석이 필요하냐고 말하는 것
이리라. 그러나 그리 말한다면, 순수한 사실로서의 사실이라는 
것은 실은 어디에도 없는 것으로, 있는 것은 아마 단지 고립된 
인상 같은 것들뿐이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이라는 것은 사실이라̇ ̇ ̇ ̇

고 해석된̇ ̇ ̇ ̇  것일 뿐이다. 해석이 없는 곳에는 사실도 역시 있을 
수 없다.
따라서 하물며 문제가 철학이라면 더욱 그러할 터인데, 어떠한 
철학이라도 해석에 의거하지 않거나 해석을 통하지 않고서는 사
물을 취급하는 것이 가능할 리가 없다. 그런 의미에서 일단 모든 
철학이 해석의 철학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원래 사실
의 해석이란 사실이 가지고 있는 의미의 해석이며, 사실은 언제
나 일정한 의미를 가지는 것을 통해 비로소 사실로서의 자격을 
얻게 되는 것이므로(그렇지 않은 사실은 무의미한 사실이다), 사
물 간의 표면으로부터 바로 드러나지 않는 연관을 찾아내고 숨
겨진 통일을 파악해야만 하는 철학이 사실이 가지는 의미의 자
리를 밝혀내기 위해서 특히나 우수한 해석 능력을 가지지 않으
면 안 된다는 것은 차라리 당연한 것이리라.
그러나 실은 이 해석 자체에, 즉 사실이 가지고 있는 의미의 이 
해석 자체 속에, 문제가 놓여 있었던 것이다. 말하자면, 사실이
란 자기자신을 살려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비로소 그 의미를 
가지는 것이며, 따라서 사실이 가지는 의미란 순전히 사실 자체
의 활로와 발전 코스를 가리키는 것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경우 중요한 것은, 이들 사실이 가지고 있는 이러저러한 의미는 
어디까지나 이들 사실 자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고, 
따라서 사실은 자기가 가지는 의미를 일단 통함으로써 자기 자
신에 다시 귀착하는 것을 통해 비로소 사실로서 안정을 획득한
다는 것이다. 의미는 사실 그 자체에 돌아와야만 하며, 원래의 
사실에 대해 그 책임을 다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사실의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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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항상 사실을 실제적으로 처리하고 이를 현실적으로 변혁하기 
위해서, 그러한 목표 하에서 행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현실의 
사물에 대한 실제적 처치(処置)는 항상 사물이 가지는 의미의 가
장 탁월한 해석을 상정한다.
그런데 다름 아닌 「해석의 철학」은 이 해석의 기능 그 자체에서
부터 이미 틀려먹은 것이다. 여기서는 해석이 그 본래의 역할로
부터 탈선하여, 사실의 실제적 처치라는 해석 원래의 필요와 동
기를 잊어버리고, 순전히 해석만을 위한 해석으로 전개된다. 말
하자면 사실이 가지는 의미가 더 이상 사실의 의미가 아니라 단
지 의미일 뿐이 되며, 급기야 의미가 사실을 대행하고 현실의 사
실은 도리어 의미에 의해 창조된 사실이라고까지 생각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는, 의미의 원래 모태였던 현실 사실 자체
의 활로나 발전 코스와는 별도로, 순전히 의미 자체의 상호 연락
(連絡)에만 의거하여 의미의 세계를 건설해 내게 된다는 점에 주
의해야 한다. 어떤 「의미」와 다른 「의미」 사이의 연락은 이들의 
모태인 각각의 사실 사이의 연락에 의거하여야 할 것일 터인데, 
여기서는 의미와 의미가, 지극히 분방(奔放)하게, 천재적(?)으로 
단락(短絡)되어 버린다. 이리하여 현실 대신에 「의미의 세계」가 
출현한다. 현실계는 미약하게나마 이러한 「의미의 세계」에 짜 맞
춰질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의미의 입장에 따라서만 취급되고 해
석될 뿐이다. ―이것이 해석철학의 이른바 「해석」의 메커니즘이
다. 여기서 천재적(?) 상상력이나 기발함, 착상이나 통찰로 보이
는 것들도 결국 미쳐 날뛰는 관념, 싸구려 관념의 연합, 안이하
고 피상적인 추론 외의 아무것도 아니다.
아주 저속한 형태의 것에서라면 이러한 섬세한 약점을 누구나 
쉽게 눈치 챌 수 있을 것이다. 요즈음 일본에서도 자살자가 많이 
늘어난 모양인데, 신문기사는 그들 누구에게나 심히 괴팍한 해석
을 부여한다. 철학에 빠졌다는 핑계는 예로부터 흔히 언급되던 
것이지만, 가장 참신한 것을 보자면 아버지가 [공산당]에 참가했
기 때문에 딸이 자살했다는 식의 해석도 존재한다. 아마도 신문 
쪽에서 보자면 사실 그 자체 따위는 아무래도 좋은 것이며,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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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사로서 독립된 의미̇ ̇ 를 가지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다. ―그
러나 이 약점도 철학이라는 갑주 뒤에 숨으면 어쨌든 해석의 철
학이 되기 때문에 그리 쉽게 그 허점을 드러내지는 않게 된다. 
한편 여기에는 장중한 명사(名辞)와 엄중한 어조가 있다. 게다가, 
때때로 단편적으로 독자나 청중이 이미 가지고 있던 기존의 지
혜에 와 닿는 부분이 있어, 그것이 그들을 감동시키고 어리광을 
받아주며 달래준다. 분석이나 논증이나 질의 대신 단지 속속 와 
닿는 터치{touch}가 있고 탭{tap}이 있을 뿐이다. 이것이 해석철
학이 가지는 지극히 중대한 특징 중 하나인데, 그러나 이를 통해
서 결국 현실의 사물에 대한 실제적 처치는 황홀 속으로 그리고 
감동의 눈물 속으로 배척되어 사라지는 것이다. 세계를 「해석」하
는 것은, 팔짱 끼고 세계를 정복한다는 것은, 확실히 즐거운 작
업이 아닐 수 없으리라. 설령 그 때문에 눈물 젖은 빵을 먹고 잠
들지 못하는 밤을 지새우더라도 이 작업은 순전히 즐거운 작업
이다.
「생(生)의 철학」이라고 불리는 것들 중 상당수가 이 해석철학이
라는 점에는 이제 다시 주의를 환기할 필요도 없으리라. 생(生)
의 철학에 따르면, 해석이란 생(生)의 자기해석일 뿐인데, 생(生)
(애당초 이것의 과학적 의의가 문제인 것이다!)이 스스로를 해석
한다는 자기감응(自己感応) 덕에 의미가 사실로부터 독립하여 순
수한 의미의 세계로 그려 내어진다. 계속하여 이 생(生)의 철학
이 특히 소위 「역사철학」이나 「해석학적 현상학」과 떨어질 수 
없는 관계에 있다는 것 역시 여기서 다시 언급할 필요가 없다. 
이 두 가지가 얼마나 잘 해석학̇ ̇ ̇ 의 방법에 준하는 철학인지, 또 
이 두 가지가 얼마나 문헌학̇ ̇ ̇ (해석학은 문헌학의 방법이다)적 특
징과 느낌을 띠고 있는지가 이미 이를 충분히 설명해 준다. ―중
요한 점은 여기서 해석철학의 본질이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사물의 현실적 처치를 의연히 회피하려 한다는 점이다.
철학이라는 명목 하에 실제문제를 회피하려는 것이 바로 해석의 
철학이다. 시사적인 일상다반사에는 어떠한 철학적 의미도 없고, 
필요한 것은 실제문제와는 독립적인 원칙의 문제일 뿐이라는 소



- 179 -

리이다. 실제문제는 이 원칙문제를 그때그때 응용하면 될 뿐이고 
이 응용을 미리 준비하는 것 같은 일은 완전히 불필요한 배려라
고 생각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사회는 나와 너 사이의 윤리적 
의미 관계에 기초해서 발전될 수 있는 의미에 관한 것이며, 그 
사회가 [공산]주의이든 파시즘으로 향하든 이는 정치상의 실제문
제일 뿐 조금도 철학 상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소리이다. ―해
석의 철학이 추상적인 것은, 이것이 사물을 일반적인 스케일
{scale}에서 논하기 때문이 아니며, 이것이 어려운 낱말을 쓰기 
때문은 더더욱 아니고, 실은, 의미를 사실로부터, 원칙을 실제문
제로부터 추상해내기 때문이고 현실̇ ̇ 의 사실과 실제̇ ̇ 관계를 시계
(視界)로부터 사상(捨象)시켜 버리기 때문이다.
지금 언급한 이 추상성이야말로 참으로 오늘날 형이상학의 특색
을 이루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오늘날 형이상학이 벌이고 있
는 난센스와 유머는 이것을 통해 실제문제가 조금도 철학적으로 
결정될 수 없다는 그 한계 때문에 발생한다. 오늘날 아카데믹 또
는 페단틱{pedantic}한 철학이 학교 교사처럼 생기 없고 성의 없
이 보이는 큰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이 난센스가 원인이 되어 나
타난다. 이 형이상학이야말로 현재 가장 유력하고 가장 널리 보
급된 관념론의 형식인 것이다.

현실의 세계에서 실제문제를 계획적으로 회피하기 위해서, 이 해
석철학=형이상학=관념론은 흔히 실증과학 내지 자연과학과 연을 
끊거나 적어도 이들과 상관하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다. 「역사철학자」들은 역사적인 것, 즉 그들에 따르
자면 「철학적」인 것이 얼마나 자연과학적인 것과 다른지 강조하
는 것을 절대 잊지 않았다. 역사와 자연 사이에서 공통되지만 발
전된 본질을 보려는 시도는 역사를 모르는 자들이나 인간적 문
화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는 눈먼 자들의 짓이라고 주장하며. 계
속하여 이제 「해석학」적 철학자에 이르면, 실증과학이나 자연과
학은 철학에 있어서 아무런 의미도 가지지 않는다고까지 주장한
다. 철학의 과학성, 즉 그 객관성(이것으로부터 실증적 특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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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적(実地的) 특징이 나온다)은 해석학적 철학에서는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철학이란 이들과 완전히 별개이며 전혀 관
계없는 그 자체의 질서를 가지고 있다. 세간의 속물이라면 몰라
도, 본래적 생활자로서의 인간적 존재가, 에그지스텐츠{Existenz}
가, 일체의 실증적인 세속적 지혜와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냐고 
M. 하이데거 일파는 지껄이는 것이다.
이렇게 사제계급적인 반(反)과학주의(애당초 과학주의―르 단
텍120) 등이 대표하는―는 그리 존중할만한 것이 못 되지만)는 결
국 실제문제를 회피하려고 고상한 척 시침 떼는 해석철학이 도
달하는 필연적 결론이며, 다만 이전의 칸트나(헤겔도 실은 그렇
다) 그 후의 신칸트파 시절까지는 이렇게까지 솔직하게 속내를 
드러내지 못했으나, 부르주아 사회가 그 모순을 자연과학의 탓으
로 돌리기 시작한 최근에 이르러 비로소 전면적으로 그 정체를 
드러낸 것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들 해석의 형이상학이 과학, 특히 자연과학의 어떤 점
을 공격하는지 살펴보면, 무슨 과학의 합리주의, 과학의 선천적 
제한이나 그 비(非)인간적 냉정함이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아니
라, 과학이 실제로 입각해 있는 바로 그 물질적 생산기술̇ ̇ ̇ ̇ ̇ ̇ ̇ 에 대한 
요구가 이들 해석의 내용에까지 그 손을 뻗치지 않을까 두려워
하기 때문이다. 물질적 생산기술이 실제적으로 실행되어 실지(実
地)로 운용되어야 하는 것임은 도저히 해석학적으로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는 세계의 「해석」에 있어서 심히 성가신 물건
이 아닐 수 없다. 때문에 실은 반(反)기술주의(애당초 기술주의는 
조금도 존중할만한 주의가 아니다)야말로 해석형이상학에서의 예
의 반(反)과학주의의 진수였다. 흡사 최근 자본주의의 제 모순의 
책임이, 부르주아지에 의해, 기술이 자발적으로 도달한 막다른 
골목에 전가되는 것처럼. 해석의 철학이 소환되기에 이리도 딱 
들어맞는 때가 달리 있을 리가 없다.
그런데 주의할 점은 해석철학=형이상학도 어쨌든 하나로 짜인 
철학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범주를 조직해서 가져야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물론 이것은 세계를 순전히 해석하기 위해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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쓸모가 있을 범주이고 또 범주조직이어야만 한다. 이러한 세계해
석을 위한 논리로서 유대교·기독교적 세계창조설만큼 고전적이고 
전형적인 것은 없다. 창조설은 세계의 질서를 빈틈없이 조립해내
고 남김없이 해석해낸다. 그 시초와 그 후의 코스{course}와 그 
종말을 설명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완벽한 사물의 「해석」을 바
랄 수는 없을 것이다. 세계는 신의 선한 의지에 의해 계획적으로 
창설되고 계획적으로 역사발전하며 그리고 최후의 심판의 날이 
오면 신의 세계 계획이 실현되어 마무리된다. 이리하여 현실의 
세계가 실제 겪어 온 귀중한 시간상의 자연적 질서가 관대한 하
나님의 넘치는 은총의 질서로 치환된다. 이 회개의 새 질서 위에 
해석의 형이상학의 범주들이 별자리처럼 분포되는 것이다.
나는 이미 이런 종류의 범주를 신학적 범주̇ ̇ ̇ ̇ ̇ 라고 명명했다. 원래 
다른 세계질서에 기반을 두는 이 범주를 현실의 실제세계의 질
서 유지에 사용하려 해도 그것이 가능할 리가 없으므로, 그런 의
미에서 이 신학적 범주는 실제성·실지성(実地性)·실증성을 가질 
수 없으며 지상에서 검증될 수 없다. 물질적 생산기술에 의해 질
서 지워진 현세(現世)의 속계(俗界)에서는 테스트{test}할 수 없는 
범주인 것이다. 때문에 나는 이것을 일찍이 비̇(非̇)기술적 범주̇ ̇ ̇ ̇ ̇ 라
고 부른 적이 있다(졸저 『기술의 철학(技術の哲学)』). 여기서는 
해석의 철학이 신학적 범주에 기반을 둔다는 것만 언급하고 넘
어가기로 한다.
지금까지 설명한 것은 내가 지금까지 수없이 반복해서 몇 편에 
걸쳐 서술한 내용이다.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에서 이 해석의 형
이상학이 일종의 독특한 형태를 취하기 시작했다는 점에 이제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결과, 관념론의 세 번째 적극적 규
정을 끌어낼 필요가 등장한다. 이 세 번째 적극적 규정을 끌어냄
으로써 앞서 언급한 관념론의 두 번째 규정(해석철학으로서의)과 
그 첫 번째 규정(형이상학으로서의)도 또 다시 명확하게 정착될 
것으로 생각된다.
우선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한 현상에 주목해보자. 최근 일 
년 정도 사이에 마르크스주의 진영이 갑자기 후퇴했다고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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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도대체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반드시 잘 이해하고 있는 것
은 아니지만, 어쨌든 한때 곳곳에 널려있던 마르크스주의 팬이나 
호의를 가진 구경꾼들이 세간으로부터 최근 현저히 정리된 것만
은 사실이다. 그리고 특히 문학의 세계에서 이 현상이 눈에 띄게 
드러난다는 점이 여기서의 논의에 있어서 특히 흥미로운 일이라 
하겠다. 오늘날 마르크스주의에 바탕을 둔 문화단체는 남김없이 
해산되어 버렸는데, 그렇다고 꼭 이것이 마르크스주의적 문화운
동이 사라졌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 역시 알고는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문학의 세계에서 이 문화단체의 해산이 
심각한 파문을 일으켰음은 누구나 알고 있는 부정할 수 없는 정
황이리라. 좌익의 문학운동은 이제 몇몇 편집중추(編集中枢)에 
분산되어 때로는 좌익문학운동과는 어떠한 의식적 연결점도 가
지지 않는 문학분자들과 뒤섞여 있다. 어떤 이는 문예부흥의 명
목 하에 무엇보다 우선 문학 그 자체의 발전이 초미(焦眉)의 급
선무라고 하며, 문학의 [당파]적 수미일관성까지 희생하면서 프
롤레타리아 문학의 종래의 속박을 타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한다. 물론 문예부흥의 이름을 빌리든 아니든 상관없이, 반
(反)마르크스주의적 문학자나 순수예술파적 문학자는 자랑스레 
또는 뒤틀린 심산의 분풀이로 이 새로운 현상을 환영하고 있다.
마르크스주의적 문학자는 어떨지 모르겠으나, 그 외의 문학자들
에게 이 현상이 사실상 하나의 문학지상주의̇ ̇ ̇ ̇ ̇ ̇ 를 의미한다는 점에 
대해서 마르크스주의적 문학자들이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어쨌든 문학의 세계(애당초 그런 별도의 세
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나까지 포함한 여러 사람들의 오류
일 뿐이지만)가 일본의 다른 대부분의 현상과 발맞추어 문학 나
름대로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반동 태세에 돌입했다는 것이 바로 
여기서 발견되는 근본적 경향이며, 아마도 이 문학지상주의야말
로 오늘날 이 경향의 가장 현저한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
면, 이를 통해 종래 마르크스주의 문학이론의 근본 테제였던 문
학과 정치의 결합으로부터 자신들이 거의 완전히 해방되었다고 
대부분의 「문학자」들이 생각하는 것 같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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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한편, 문학에 있어서의 평론, 즉 문예평론이 최근 현저히 
「철학화」되었다는 사실 역시 또 하나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말
할 것도 없이 이것은, 한편으로는 내가 지금껏 서술한 여러 가지 
위장된 부르주아 관념론 철학 일반의 부흥(?)에 따른 것이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앞서 언급한 문학과 정치 사이의 관계 문제 때
문에 유물사관에 입각한 과학적 문예비평에 대해 좌익적 작가들
조차 일종의 불만을 가졌기 때문에, 이 두 계기 덕에 부르주아 
관념철학적인 문예비평이 속출하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첫째로 문학에 있어서의 이 문학지상주의와, 둘째로 
문학에 있어서의 이 철학화로부터, 셋째로 철학 그 자체의 「문
학」화가 발생한다. 말할 것도 없이 철학과 문학은 그 참된 의의
에 있어서 특히나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관계에 있는 것이므로, 
문학(문예비평)이 철학화되든 철학이 문학화되든 애당초 당연한 
것이며, 이는 신기할 것도 없거니와 더욱이 나쁜 것도 아니라 할 
수도 있으나, 이 경우의 문제점은 철학이 문학화한다는 것이 그
것이 문학지상주의화한다는 것이라는 측면에 놓여 있다.
그러나 문학에서야 비로소 문학지상주의라는 낱말의 의미가 성
립되는 것이며, 비록 그 관계는 같더라도 철학에 대해서 언급되
는 한 문학지상주의라는 낱말 자체는 아마 무의미할 것이다. 낱
말이 무의미할 뿐 아니라, 그렇게만 말하면 철학의 이러한 문학̇ ̇

화̇의 본질을 파헤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실은 이 현상은 차라
리 철학의 철학지상주의̇ ̇ ̇ ̇ ̇ ̇ 라고 부르는 편이 좋을지도 모르겠는데, 
지금은 이 철학지상주의 자체를 무언가 다른 낱말로 설명해내기 
위해 우선 문학의 문학지상주의를 끌어들였던 것이다. ―철학은 
문학이 아니므로 문학지상주의가 될 우려 따위 본래 있을 리가 
없다. 그 대신, 현재의 부르주아 관념론=형이상학=해석철학이 빠
져든 새로운 변모는 차라리 철학에서의 문학주의̇ ̇ ̇ ̇ 라고 명명할 필
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문학주의야말로 관념론의 세 번째 적극적
인 규정이다.

철학은 설령 그것이 아무리 문학주의적이라고 하더라도(애당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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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주의의 의미를 지금부터 설명해야 하긴 하지만) 어쨌든 철학
의 형식을 취하는 한, 무언가 범주조직을 사용해서 사물을 논하
는 것 외의 다른 수는 없다. 그런데 문학주의철학이란 바로 그 
범주가 특히 문학적 범주라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다. 그러나 여
기서 문학적 범주̇ ̇ ̇ ̇ ̇ 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문학이 말을 그 도구로 하는 한, 문학은 개념에 의해서 비로소 
성립된다. 원래 개념이라고 하면, 그것을 감각이 결여된 추상적
인 관념의 윤곽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 경향도 있으나, 이는 이 
낱말을 단순히 저속하게 사용한 것으로 이론적으로는 완전히 부
적절한 미신일 뿐이다. 여기서 문학에서의 이러한 제 개념 중 비
교적 중대하고 기동력(機動力)이 풍부하여 다른 여러 개념의 결
절점(結節点)에 해당되는 것이 근본개념 즉 범주이다. 그런데 문
학으로부터 나와서 문학 내에서 사용된다 해서 그 범주가 곧장 
문학적 범주라고 생각하는 것은 곤란하다.
철학, 자연과학, 그 외의 일체의 이론 속에 등장하는 범주, 말하
자면 철학적 내지 과학적, 이론적 범주와 문학에서의 범주는 결
국 서로 다른 것일 수 없다. 이는 약간만 생각해보면 절대적으로 
자명한 것이리라. 왜냐하면, 만약 범주의 성질 그 자체가 원칙적
으로 다르다면, 도대체 어떻게 문학과 철학 사이에서 일정한 밀
접한 연락이나 대응, 일치나 공통성 등이 존재할 수 있을 것인
가. 흔히 하는 소리로, 두 가지 사물 사이에 원칙적인 연락, 대
응, 일치, 공통성 등이 결여되었을 때, 두 가지 사물은 범주적으̇ ̇ ̇ ̇

로 다르다̇ ̇ ̇ ̇ 고 하는 것이다.
따라서 문학 속에 등장하는 제 범주는 특별히 신기한 범주가 아
니라, 철학이나 과학의 바탕인 동일한 세계관으로부터 함께 탄생
한 보통의 범주, 철학적 내지 과학적 범주의 시리즈{series} 중 
하나에 속하는 것이다. 대략 어떤 범주는 주로 문학의 것이고, 
다른 범주는 주로 철학에 속한다는 것은 얼마든지 말할 수 있으
리라. 또 같은 낱말로 불리는 하나의 범주도 과학의 세계와 철학
의 세계에서는 서로 다른 변용(変容)을 가지는 것도 가능하리라. 
그런 의미에서의 문학적̇ 범주라면, 그러한 의미에서의 철학적̇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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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과학적̇ 범주와 다르다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개개의 범주 하나하나가 어느 세계에는 있고 어느 세계에는 없
다는 식의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조직질서를 가
진 범주체계에 그렇게나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서는 곤란하다는 
논리적 요구에 놓여 있는 것이다.
과학이나 철학은 일종의 범주 시리즈를 가지고 있고, 문학은 이
에 대해 이 시리즈와는 다른 종류의 별도의 범주 시리즈를 가진
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또 범주의 일반론으로부터 보자면, 해서
는 안 되는 약속이다. 이를 무시하고 철학적 내지 과학적 범주질
서와는 다른, 따라서 이들과는 범주적으로도 원칙적으로도 다른, 
문학 만에 고유하다고 믿어지는 범주질서를 규정하고 또 부주의
하게 사용한다면 그것이 바로 문학적 범주̇ ̇ ̇ ̇ ̇ (문학주의적 범주)라는 
것이 된다.
문학적 범주질서의 폐해는 그것이 종종 불행히도 철학적인―보통
의―범주와 같은 명칭을 가지는 경우가 많다는 심히 헷갈리는 사
정 때문에 한층 더 악질이 된다. 리얼리티{reality}라든지 현실이
라든지, 진리라든지 성실이라는 것들, 그 어느 것이나 철학적 범
주인 동시에 또 한 무리의 문학자들에 의해서 「문학주의」적 범
주로 남용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사실이다. 만약 누군가가, 나의 
소위 문학적 범주는 실은 철학적 범주와 결국은 같은 것인데, 단
지 문학 쪽은 이를 다소 탄력 있게 플랙서블{flexible}한 것으로 
조금 더 섬세하게 파악하는 것이고, 철학 쪽은 더 엄격하고 보편
성에 따르기는 하지만 엉성하게 밖에 파악할 수 없는 것에 불과
하다고 주장한다면, 바로 그런 철학이나 문학이야말로 문학적 범
주로 사고되거나 쓰인 것의 적절한 예라 하겠으며, 바로 이런 것
을 비판하는 것이 우리의 지금 목적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어째서 문학적 범주가 종종―문학주의자에 의해―애호되
고 또 그 방법상의 폐해에 쉽게 눈치 채지 못하는가를 설명하지 
못하는 한, 문학적 범주의 의의를 제대로 파악한 것이라 할 수 
없다. 이 관계는 문학이 과학적 내지 철학적 표상을 쓰는 대신 
당연히 문학적 표상을 쓴다는 점에 놓여 있다. 제대로 된 경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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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문학이든 철학 내지 과학이든 모두 사용하는 범주, 근본개념
은 결국 동일 조직에 속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제 개념에 직관
적인 형태를 부여하는 단계에 이르면, 즉 그 개념에 대응하는 표
상―감각적 관념―을 추구하는 수법에 와서는, 문학적 표상이 더 
이상 철학적 내지 과학적 표상과 같은 것일 수 없으며 같아서도 
안 된다. 즉 철학은 철학적 범주̇ ̇ ̇ ̇ ̇ 를 철학적 표상̇ ̇ ̇ ̇ ̇ 을 빌려 사용하는 
것이고, 이에 반해 문학은 똑같은 철학적 범주를 사용하되 꼭 문̇
학적 표상̇ ̇ ̇ ̇ 을 빌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표상과 개념은, 논리적인 훈련이 부족한 보통의 통속 상
식 수준에서 보자면 완전히 동일한 것처럼 생각되는 것처럼, 대
개 문학적 표상과 문학에서의 범주가 동일시되는 것이 흔히 있
는 폐해인 것이다. 문학에는 문학에 고유한 제 표상과 감각적 제 
개념이 있다. 문학자는 일단 단지 이 감각적 제 개념, 제 표상을 
구사하는 것만으로 훌륭히 스스로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그
러나 문학을 다소라도 비평하고 평론하려 하면 문학자도 제 표
상, 제 관념을 꿰뚫어 이들을 조립해내는 보이지 않는 철근(鉄
筋)으로 된 틀을 문학 속으로부터 찾아내지 않으면 안 된다. 바
로 이 순간이 문학에서 제 개념, 범주를 추구하게 되는 시점이
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말해서, 문학지상주의로 옮겨가야만 할 
물질적 근거를 가지는 오늘날의 일종의 문학자들은 이 시점에서 
완전히 스스로의 철학적 훈련 부족을 폭로할 수밖에 없다. 말하
자면, 문학에서의 개념의 메커니즘을 문학적 표상을 통해서 파헤
치는 것 밖에는 그들에게 달리 방법이 없고, 따라서 문학에서의 
제 범주가 문학적 표상에 준해서만 연구되는 것이다. 결국 문학
자는 익숙한 문학적 표상을 실마리로 삼아 독자적으로 문학상의 
제 개념·제 범주(표상이 아니다)를 구축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망상한다. 그리하여 「문학적」 범주질서를 쌓아 올리게 되는 것이
다. 문학지상주의의 문학자가 철학자가 될 때, 그는 문학주의자
가 될 수밖에 없다.
나는 문학적 표상과 문학에서의 범주·개념(바로 문학적 범주)을 
구별하고, 문학에서의 범주 내지 개념에 주로 나의 철학적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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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초점을 맞추었으나, 물론 문학 자체의 입장에서 볼 때 문학적 
표상이 가지는 문학적 가치가 크다는 점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
다. 여기에는 곧장 문학창작방법과 문학에서의 세계관 문제가 결
부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 뿐 아니라 문학작품에 출현하는 많은 
불후(不朽)의 성격{character}의 독창성이야말로, 결코 개념이나 
범주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참으로 문학적 표상의 귀중한 산물 
중 하나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철학적으로는 범주조직이 바로 문
학의 살아있는 측면이지만, 이와 동시에, 이에 대응해서, 햄릿이
나 돈 키호테, 바자로프나 카르멘 등 성격의 창조야말로 문학적
으로 볼 때 문학적 표상의 가치다. ―나 역시 한때 개념̇ ̇ 과 성격̇ ̇

을 결합하려고 논리학적으로 시도한 적이 있으나, 지금 설명한 
이유 때문에 상당히 무리한 시도였을 뿐 아니라, 자칫 문학적 범
주의 늪에 빠질 위험마저 있었다(졸저 『이데올로기의 논리학(イ
デオロギーの論理学)』 최초의 장 참조).
문학주의적 범주는 오늘날 문학자 중 많은 문학지상주의자들이 
그 문학 활동 중 남몰래 신뢰하고 있는 논리적 근거인데, 이 숨
은 근거는 문학자의 문예비평에서 조금 더 확실히 드러난다. 매
우 탁월한 문학적 표상을 사용하는 문학자라도 그가 약간이라도 
논리적인 평론을 기획할 때에는 비웃지도 못할 수준의 형편없는 
평론가로 전락하는 경우가 결코 드물지 않은데, 이것은 아마도 
여기에 그 주된 원인이 있는 것이리라. ―그러나 지금 논점은 문
학이 아니며, 차라리 문제는 철학 스스로 이러한 문학적 범주에 
입각하는 경우가 우리나라의 부르주아 문화사회에서는 심히 현
저한 현상이라는 것이다. 여기서도 역시 이러한 점이 특히 쉽게 
발견되는 경우는 그런 부르주아 관념론 철학자들 중 누군가가 
일종의 문예비평을 시도하는 경우로서, 사실 그런 철학은 원래 
문예평론에 알맞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문학적」인 장점과 약
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종류의 문학주의철학이, 실증과
학에 대해서, 생산기술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역할에 대해서, 그
리고 일반적으로 합리적 이론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
지나 어째서 그런 태도를 취하는지의 문제는 독자에게 맡기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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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철학적 의식 또는 생활의식은 한편 문학적 의식이 되어 등장함
과 동시에 다른 한편 정치적 의식이 되어 등장한다는 점에 또 
다시 주의를 요한다. 여기서 문학주의가 문학의식이 되어 등장하
는 것이 문학지상주의였다는 것과 대응시켜, 이러한 문학주의의 
정치적 표현을 문학적 자유주의̇ ̇ ̇ ̇ ̇ ̇ ̇ 라고 불러도 좋으리라. 문학적 리
버럴리즘에 대해서는 15장에서 다룰 것이지만, 이는 최근 문단
에서도 주목 받는 테마가 된듯하다. 이는 원래 정치상의 철학적 
범주인 자유주의가 순전히 문학의식을 통한 지탱 외에는, 역사적
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그 물질적 근거를 가지지 못하게 됨으로써 
어느새 문학적 범주로 치환되어 버리는, 일본에 현저한 한 현상
을 일컫는 말이다. 따라서 오늘날 상당히 많은 일본의 문학자가 
일종의(즉 실은 「문학적」인) 자유주의자이며 오늘날 일본의 자유
주의가 정치의 세계가 아닌 좁은 의미의 문학의 세계에서만 그 
버팀목을 발견한다는 현상은 오늘날 일본의 대표적 자유주의가 
주로 문학적 범주로 밖에는 수용될 수 없다는 관계를 말해준다. 
실제로 오늘날, 자유주의를 문학적 범주로 이해하지 않는 한, 이
를 세간에서 진보라고 하는 표상과 뭔가 떨어질 수 없는 관계에 
놓여 있듯이 지껄이는 상황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으리라.

문학적 범주에 입각해서 사물을 설명한다는 것은 사실 겉으로만 
대강 볼 때에는 매우 아름다운 작업이다. 그러나 이는 결국 생활
의 한 단면을 담은 미인화(美人画)에 불과하다. 문학적 범주를 
통해 세계를 해석하는 것은 그 해석을 한층 안이하게 하여 매끄
럽게 보이게 한다. 해석철학으로서 따라서 문학주의철학만큼 그 
목적에 잘 부합하는 형태는 없다. 단지 신학적 범주만 가지고는 
도저히 이런 수준의, 말하자면 「인간학적」인, 매력을 띠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였을 것이다. 때문에 이 해석철학은 특히 신으로부
터 인간에까지 그 눈을 돌려 문학주의에까지 전진함으로써 스스
로를 유리하게 전개하려 했던 것이다. 이를 통해 현실의(이 현실
이라는 낱말이 불행히도 또 문학주의자들이 가장 마음에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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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즉 철학적 범주에 의한 진정한 현실의 실
제문제를 원리로부터 회피하며, 또한 예를 들어 실제세계의 통찰
이나 계획, 필연성이나 자유는 인간학적 「정념」에까지, 그리고 
현실계의 모순은 인간적 「불안」에까지 환원되어, 이들로 모두 치
환되어 버리는 것이다. ―아마도 이 정도로 고혹적인 형이상학은 
지금껏 없었다고까지 단언할 수 있으리라. 그러나 동시에 이 정
도로 시니컬{cynical}하고 모랄{moral}(실은 모랄리티{morality})
이 결여된 형이상학도 드물다고 하리라(문학자가 「모랄」이라고 
부르는 것은 실제계의 모랄리티와는 달리 원래부터 문학주의적 
개념에 불과하다). 모랄의 대표자로서 최근 앙드레 지드121)를 지
목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편 이 모랄리스트인 지드는 일찍이 프
랑스령 남아프리카의 노예제 속에 도사린 자본주의적 기구가 그
의 「문학적 양심」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고 말한다. 그가 이른바 
전향122)을 선언했던 것은 그의 모랄리즘이 이미 완전한 문학주
의적 형이상학에만 머무를 수 없는 실제적 모랄리티의 부름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점을 고백하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첫째로 형이상학, 둘째로 해석철학, 셋째로 문학주의철학, 이 세 
가지가 차곡차곡 겹쳐짐으로써, 적어도 현재 일본에서 적극적으
로 위장된 「근대적 관념론」의 표본이 우리 눈앞에 드러나는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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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무(無)의 논리」는 논리인가
―니시다(西田) 철학의 방법에 대하여

나는 졸저 『현대철학강화(現代哲学講話)』에서 다나베(田辺) 박
사123)의 철학에 대한 소견을 피력했는데, 그것의 주된 목표는 이
른바 「교토학파(京都学派)」의 발전 결과로서의 「다나베(田辺) 철
학」의 성립을 축복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다나베(田辺) 철학과 
니시다(西田) 철학 사이의 차이에 대한 명확한 지적은 생략했다. 
그러나 다나베(田辺) 철학이 성립했다는 것은 곧 니시다(西田) 철
학과는 다른 별개의 것이 되었다는 것이므로 당연히 두 철학의 
차이점을 문제로 다루어야만 했을 것이다. 그리하여 그런 관계로
부터 볼 때에도 내가 니시다(西田) 철학을 취급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 하겠다.
이미 『사상(思想)』의 시사평론담당자 고야마 이와오씨(高山岩
男)124)는 독자에게 상당히 친절한 니시다(西田) 철학의 부분적 
해설을 제공하고 있으며(7년 12월호), 최근에는 「니시다 철학(西
田哲学)」에 대한 조금 더 학술적 입문서까지 쓴 바 있다. 그러나 
이는 그리 비평적인 관점에서 작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래
의 의미에서 니시다(西田) 철학을 특징 짓겠다는 시각은 거의 포
기된 것처럼 생각된다. 그런데 박사의 『무의 자각적 한정(無の自
覚的限定)』이라는 최근의 논문집은, 박사 자신의 말에 따르더라
도, 박사의 연구체계를 일단락 짓는 것이라 할 만한 수준의 것인 
모양이다. 따라서 지금이야말로 니시다(西田) 철학을 규정하기에 
적당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된다(여기에는 조금 더 주관적인 동기
도 없지는 않은데, 나는 이미 모 잡지에 「교토학파의 철학(京都
学派の哲学)」이라는 제목으로 니시다(西田) 철학의 외부적 특징
을 파악하려 한 적이 있다. 간단하고 조잡한 것이었으며 잡지도 
잡지였기에 학계(?)에서는 문제도 되지 않았을 터이나, 이를 약
간 부연하려는 생각도 가지고 있다).
상당히 주관적 필요나 동기는 그렇다 치고, 우리는 어떠한 객관
적이고 현실적인 필요 없이 문제를 제기해서는 안 된다.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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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도대체 니시다(西田) 철학이 왜 지금 특히 문제가 되는가. 당
연히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될 여러 조건을 들지 않고서, 그냥 니
시다(西田) 철학이 오늘 우리나라와 전(全)세계에서 가장 눈에 띄
게 유력한 사색―그뤼벨라이{Grübelei}―의 산물이기 때문이라는 
식으로는 충분한 이유가 될 수 없다. ―요즈음 같이 다종다양한 
파시즘 이데올로기가 백주대낮의 대로를 횡행하는 시대이다. 매
일같이 방송국, 신문사, 잡지사 등이 몸소 질리지도 않고, 철학
자가 듣기에는 부끄러울, 하찮다든지 사기라는 단어의 의미를 직
접 구현해서 보여주고 있는 세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철학자가 
과감히 「진리」를 지키기 위해 일어설 것이라 생각한다면, 결코 
그렇지 않다. 그들은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파시즘 이데올로
기를 지지하거나 결과적으로 지지하는 것과 같은 상황을 만들어
내고 있다. 파시즘의 적(敵)·정반대물(正反対物)은 도대체 무엇인
지, 그리고 이 반대물에 대해서 철학자가 어떠한 견해와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이것만 보아도 알 수 있을 것이다. 요약하자면 
철학자는 부르주아 이데올로그인 것이다. ―이 부르주아 이데올
로기의 정수(精髄)로서의 부르주아 철학, 그 부르주아 철학 중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것이 바로 오늘날 다름 아닌 니시다(西田) 
철학이라는 것이 이제는 명백해졌다고 나는 생각한다. 이것이 니
시다(西田) 철학을 다루지 않으면 안 될 일반적 이유이다.
그런데 이미 여기에서 실은 의문의 첫 발자국을 내딛게 된다. 철
학에 부르주아 철학이라든지 프롤레타리아 철학이라는 계급성은 
없으며 또 있어서도 안 된다는 불평 따위는 이제 문제 외로 치
자. 그런 소리를 하는 반대자는 좌익 교과서 한두 권을 먼저 읽
고 오라 할 터이다. 그것보다 차라리 니시다(西田) 철학이 과연 
단순한 부르주아 철학 프라퍼인지 아니면 부르주아 철학으로 위
장한 다른 어떤 것(예를 들어 봉건적 이데올로기나 파시즘 이데
올로기 등)인지가 문제일 수 있다.
이런 혐의에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많은 니시다
(西田) 철학 신봉자는 이 철학을 우리나라에 독특한 독창철학이
라고 생각하고 있다. 말하자면, 니시다(西田) 철학이야말로 참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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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동양적인 것이라 한다. 어떤 이는 이것을 선(禅)과 엮어 보려 
시도하기도 한다(애당초 헤겔까지도 선에 엮이는 판국이긴 하지
만). 일반적으로 초월신(超越神)론 등에 비해 범신론이 동양적이
라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범신론적이라고 설명하는 것도 가능은 
하리라.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그 본질에 있어서 유럽적이지 않
으며, 따라서 예를 들어 소우다(左右田)125) 철학 등에 비교해 보
면 알 수 있듯이, 봉건적인 본질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는 모양
이다. 어쨌든 니시다(西田) 박사가 우리 근대인에 비해 상당히 
동양적(불교적·유교적)이고 따라서 봉건문화적인 교양을 가지고 
있다는 점 역시 사실이고, 봉건적 전통이 뿌리 깊은 지방에서 사
색의 실마리를 얻었다는 사실로부터 상상해 보더라도(단, 이 상
상은 그리 정확하지 못한 듯하지만) 그러한 색채가 한층 강하게 
느껴지리라 생각한다. 그러나 아직 그것만으로는, 단지 동양적·
봉건적인 요소가 상당히 들어있다고는 할 수 있어도, 결코 이것
이 니시다(西田) 철학의 대표적 특색으로 나타난다고까지는 할 
수 없다.
범신론은 물론이요, 니시다(西田) 철학에서 동양적으로 따라서 
봉건적으로까지 보일 신비주의나 종교사상도 결코 봉건적이라는 
의미에서 동양적인 것이 아니며, 예를 들어 프로티노스가 동방적
이고 아우구스티누스가 헤브라이적이라는 말과 같은 의미에서만 
동양적일 뿐이다. 그러한 동양적인 것은 오늘날 유럽의 부르주아 
철학에게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이다. 신비주의는 차라리 
게르만 사상이라고 할 수도 있으며, 지금 종교사상이라고 불리울 
만한 부분도 결국 이와 결합하여 비로소 니시다(西田) 철학의 내
용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게다가 무엇보다, 니시다(西田) 철
학에서 소위 신비적인 것이나 소위 종교적인 것은 사실 정당한 
의미로는 결코 소위 신비주의인 것도 아니고 또 소위 종교사상
인 것도 아니다. 니시다(西田) 철학의 방법은―그리고 방법이야말
로 특정 철학의 실제적 대표성격을 드러낸다―그러한 신비주의나 
종교사상에 입각한 것이 아니라, 차라리 그런 것을 그리고 기타 
그에 반대인 것까지(예를 들어 합리주의나 비판주의나 형이상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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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스티파이{justify}하는 방식 속에 놓여 있다. 이 방법이 앞서 
말한 「무(無)」의 입장에 입각한다고 설명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지금껏 이야기한 의미에서의 신비주의라 할 수 없으며 또 뭔가 
종교적 해결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다. 무(無)에 종교적인 의미
를 투입하려 하기 때문에 승려나 목사가 니시다(西田) 철학과 자
신들 사이에 어떤 본질적 관계가 있듯이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데, 관계가 있는 부분은 오직 니시다(西田) 철학에서의 종교적 
요소일 뿐 애당초 종교적 방법(이런 것이 물론 있을 리 없다)이 
아니다. ―니시다(西田) 철학이 동양적이며 따라서 봉건적이라는 
주장은 충분히 정당하게 성립될 수 없다.
파시즘 이데올로기와는 어떤 관계에 있는가. 최근 변증법의 문제
를 취급하려 시도한 이래, 니시다(西田) 철학은 변증법적 신학에 
가까워졌다고 한다. 그런데 한편 이 새로운 신학은 나치스 또는 
일반적 파시즘 이데올로기와 현실문제에 있어서 일치한다고 전
해진다. 그렇다면 아무래도 니시다(西田) 철학은 파시즘 이데올
로기에 속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것 역시 비교적 먼 우회
로를 경유하지 않는 한 결코 직접적으로는 성립될 수 없는 주장
이리라. 첫째로 니시다(西田) 철학이 변증법적 신학 그 자체가 
아니라는 점은 물론이요, 둘째로 설령 니시다(西田) 철학이 취급
하는 변증법이 변증법적 신학과 거의 같은 것이라 하더라도, 뒤
에서 보듯이, 니시다(西田) 철학의 방법은, 어느 한 구석을 살펴
보아도, 절대로 변증법이 아니며, 차라리 변증법을 설명하려는 
어떤 또 다른 방법일 뿐이기 때문이다. ―니시다(西田) 철학이 경
우에 따라 파시즘 이데올로기와 결부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그것이 파시즘적 효과를 가지지 않을 것이
라고도 말할 수 없다. 그것이 경우에 따라 봉건적 효과를 가지지 
않을 것이라고 딱 잘라 말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본질이 거기에 있는 것은 아니다.
비록 그렇다고 하더라도 의문이 남을지도 모르겠다. 실제문제로
서, 오늘날 진보적인 의식을 가진 인텔리겐치아는 더 이상 니시
다(西田) 철학에 예전만큼 흥미가 없다. 요즘 철학을 공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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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적 학생 중 니시다(西田) 철학을 다소라도 신경 써서 읽을 
자가 어느 정도 있을까. 그런 의미에서 이는 더 이상 근대적인 
첨단 철학이 아니다. 새로운 층에게 니시다(西田) 철학은 더 이
상 유행이 아니다. 이것이야말로 니시다(西田) 철학이 봉건적이
고 따라서 또 이에 관계된 파쇼적 이데올로기에 속한다는 증거
가 아닌가라고 주장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실은 그렇지 않다. 
이 현상은 단지 니시다(西田) 철학이 아카데미 철학이고 저널리
스틱한 철학이 아니라는 점을, 그리고 계속 그런 상태로 남아있
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에 불과하다. 한때 니시다(西田) 철학은 
어떤 의미로는 저널리스틱한 철학이었다(그러나 당시에는 이론적 
저널리즘이 아직 아카데미로부터 지극히 초보적인 수준에서만 
독립되어 있었다). 그 덕에 유행했던 것이다. 그러나 최근 부르
주아 철학은 일반적으로 저널리스틱한 진보적 어필{appeal}을 잃
어버리고 아카데미즘의 탑 속에 틀어박혀 버렸다. 이제 부르주아 
철학은 아카데미 철학으로만 또는 속류화된 아카데미 철학으로
만 생존할 수 있으며, 니시다(西田) 철학이라고 예외가 아닌 것
이다. 따라서 니시다(西田) 철학이 봉건적이고 파쇼적으로까지 
보이는 현상은 실은 이것이 아카데미의 철학에만 머무르고 있다
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며, 바로 니시다(西田) 철학이 다름 아닌 
부르주아 사회에 프라퍼한 철학이라는 점을 여기서도 역시 순수
하게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니시다(西田) 철학이 참으로 부르주아 철학이라면, 그
것이 부르주아 철학이라는 적극적 근거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
까. 그것은 니시다(西田) 철학적 방법̇ ̇ 에 있어야 할 터인데, 방법
은 결국 그것이 사용되는 인식 목적에 따라 결정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한 수법이 바로 지금 우리가 문제 삼고 있는 방법이라
는 것이다.
니시다(西田) 철학의 방법, 방법이 사용될 인식 목적으로부터 드
러나는 수법, 이것을 최근 확립된 결과로부터 보자면, 신비적, 
종교적 형이상학 등 일체의 애매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로만틱(Romantik)에 해당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무슨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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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인가 하면, 실재(実在)에 관한 제 근본개념―제 범주―을 사고
(思考) 속에서 어떻게 조직하고 질서를 잡는가에 그 인식 목적을 
두며, 그러한 세계의 해석이 바로 그 수법이라는 것이다. 이런 
수법―세계를 범주조직으로 해석하려 하는 시도―은 피히테로부
터 시작해서(그에 이르러 처음으로 실재즉철학(実在即哲学)이라
는 의미체계의 개념이 실현되었다) 셸링을 통해 헤겔에 이르러 
완성되는 것인데, 바로 이것이 독일 낭만파 철학의 발생으로부터 
종언까지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독일 관념론을 독일 로만틱 
철학이라고 보는 한, 그 최초의 대표자는 피히테이다). ―니시다
(西田) 철학은 이런 인식 목적을 가장 순수하고 가장 자각된 형
태로까지 철저하게 한 것이다. 이 「철저(徹底)」함에 니시다(西田) 
철학의 고유성이 지금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어쨌든 하나의 
철저 단계였던 헤겔에서처럼 니시다(西田) 철학으로부터 마치 일
체의 철학체계를 분해하고 재구성할 수 있는 전망을 발견할 수 
있듯 보이는 것은 바로 이 로만틱적 범주세계체계조직(範疇世界
体系組織)이라는 인식 목적으로부터 도래하는 당연한 현상인 것
이다.
따라서 말하자면 이것은 부르주아 철학의 정통적̇ ̇ ̇ (正統的̇ ̇ ̇ ) 발전이
자(이 점은 예를 들어 하이데거 같은 가톨릭주의적이라고 불리는 
부르주아 철학과 비교하면 잘 드러난다), 이것이 또 오늘 우리나
라의 아카데미 철학의 정통(正統)을 형성해가는 조건에 해당되기
도 한다. 이 때문에 우리는 니시다(西田) 철학을 문제로 삼지 않
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간단히 니시다(西田) 철학 방법의 고유한 특색을 밝혀
보도록 하자. 니시다(西田) 철학의 방법으로서 시작이자 끝이라 
할 수 있는 문제는 바로 어찌 하여̇ ̇ ̇ ̇  존재라는 것을 사고할 수 있
는가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여기서 미리 주의해야 할 것은 존재
가 무엇인지―예를 들어 물질인지 정신인지 아니면 양자의 떨어
질 수 없는 합일인지 등등―가 아니라, 어떻게 생각해야 존재라
고 하는 것을 사고할 수 있는지가 문제라는 것이다. 존재 자체가 
아니라, 존재라는 범주̇ ̇ 나 존재라는 개념이 어떻게 성립되는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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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것이 근본적으로 중요한 점이다.
근대철학의 사고 방식126)에서는 주관과 객관과의 대립으로부터 
출발해서 존재를 사고해 나가지만(그리고 다나베(田辺) 철학은 
결국 이런 출발 방법의 뒤처리를 맡으려는 것이지만), 니시다(西
田) 철학은 더욱 헤겔적 또는 더욱 아리스토텔레스적이라고 할 
수 있다. 말하자면, 존재를 판단에 있어서의 한정̇ ̇ ̇ ̇ ̇ ̇ ̇ ̇ ̇  관계로부터 파
악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존재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은 모두 일
반자의 자기한정(自己限定)일 수밖에 없다. 판단에 있어서의 한
정은 판단적 일반자̇ ̇ ̇ ̇ ̇ ̇ 의 자기한정이었던 것이다. 일반적으로 있다̇ ̇

(在る̇ ̇ )고 생각되어지는 것은 이런 종류의 일반자에게 있는 것이
며, 장소̇ ̇ 에 있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판단적 일반자가 아무리 
자기한정을 해 나가더라도 결코 개물(個物)(개체(個体))에는 도달
할 수 없다. 왜냐하면 개물은 역으로 일반자 즉 개물의 환경을 
한정할 수 없으면 안 되는(움직이다(動く)·일하다(働く)) 것이라
서. 따라서 개물이 사고되기̇ ̇ ̇ ̇  위해서는(그리고 개물은 사실 이 경
우 이후 개인적 자기라고 사고되는 것을 향해 유도하는 안내자
일 뿐이다), 이 판단적 일반자로는 부족하며, 새로운 일반자에까
지 초월하여 바로 그것을 통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
한 일반자가 자각적 일반자̇ ̇ ̇ ̇ ̇ ̇ 이며, 그것의 자기한정으로 비로소 개
물이라는 것의 의미가 사고될 수 있다. 같은 식으로 다시 행위적 ̇ ̇ ̇

일반자̇ ̇ ̇ (노에시스적) 내지 표현적 일반자̇ ̇ ̇ ̇ ̇ ̇ (노에마적)의 자기한정이 
사고̇ ̇ 된다. 그런데, 위에 있는 일반자는 아래에 있는 어느 일반자
의 자기한정으로 생각되므로, 그렇다면 도대체 맨 밑바닥에 있는 
일반자는 어떠한 일반자의 한정일 것인가. 마지막 일반자라는 것
도, 일반자로 사고될 수 있는 이상 한정된 것이며, 또한 있는 것
이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유(有)이다. 그러나 그러한 유(有)의 
일반자 역시 한정인 한 이것을 한정하는 것이 사고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이것은 마지막 유(有)보다 한층 더 저편(彼岸)에 
있는 것이므로 더 이상 유(有)일 수 없다. 바닥에는 아무것도 없
으며, 아무것도 없이 한정하지 않으면 안 되므로, 무(無)로써 한
정하는 무의 자기한정̇ ̇ ̇ ̇ ̇ ̇ (無の自己限定̇ ̇ ̇ ̇ ̇ ̇ )이 사고되지 않으면 안 된



- 198 -

다. 장소란 바로 무(無)의 장소였던 것이다.
무(無)로써 한정한다는 것이 실은 자각이라는 것의, 의식이라는 
것의, 의식이다. 여기서 문제는 주관과 객관과의 관계에 접근하
는 것인데, 자각·의식은 한편으로는 무(無)의 한정이며, 그러면서
도 다른 한편으로는 바로 그러하기 때문에 유(有)(존재)임이 가능
하므로, 동시에 두 개의 면(面)을 스스로 지니는 것이 되며, 니시
다(西田) 철학에서는 전자를 노에시스면, 후자를 노에마면이라 
부른다. 이렇게 후설의 현상학으로부터 빌려온 술어는 자각―이 
관념―을 시야의 한가운데에 두지 않는 한 완전히 무의미한 것이
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일체의 존재의 제 범주는 「무(無)의 자각적 한정」으로서 
조직되어 체계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 실질적으로 말해서 이것이
야말로 니시다(西田) 철학의 체계이며, 앞서 언급한대로 이런 제
목을 가지는 논문집이 니시다(西田) 철학의 하나의 장을 마무리
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이유였던 것이다.
종래의 철학 대부분은 뭔가 편파적이거나 무리한 짓을 해 왔는
데, 니시다(西田) 철학은 상반된 각종 철학적 요구를 순순히 받
아들여 이들 사이의 당착(撞着)·모순을, 결합할 수 없는 것을, 그
대로 폭로한다. 여기서 박사가 생각한다, 결합할 수 없는 것은 
결합할 수 없을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예를 들어 주관과 객관, 
미래와 과거, 역사와 이데아 등), 그들이 영원히 결합할 수 없는 
것이야말로 바로 이들의 본성이다, 그러나 이들은 사실로서는 엄
연히 결합되어 있는 것이기에, 이는 단지 아무리 해도 그 결합을 
우리가 사고할 수 없다는 곤란에 빠져 있을 뿐이다. 이것은 사고 ̇ ̇

방법̇ ̇ 이 틀린 것이다. 말하자면 존재를 있는 것·유(有)로부터 출발
해서 생각하기 때문이며, 유(有)의 논리를 가지고 사고하기 때문
이다. 앞서 언급한 노에마면에서만 존재를 사고하려 하기 때문이
라고 박사는 생각한다. 그리하여 저 무(無)로써 한정하는 것을 
사고하는 것이 필요해지는 것이다. 존재는 무(無)의 한정으로 무
(無)로부터 출발해서 사고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하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모든 존재하는 것을 사고할 수 없고, 구할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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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순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유(有)의 논리 대신에 필요한 것은 
「무(無)의 논리」이다. ―때문에 무(無)라는 것은 순전히 방법(기
관)상의 것이고, 이것을 뭔가 형이상학적인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형이상학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이것을 노에마적으로 생
각하는 것이며, 즉 이것을 일종의 유(有)로 사고하는 것이고(유
(有)에 대립하는 무(無) 역시 뭔가 있는 것으로서의 유(有)일 뿐
이다), 그것은 결국 무(無)가 아닌 것을 사고하는 것이 될 뿐이
다.
그러나 이 무(無)라고 하는 논리적 도구는 결코 어떤 신비주의적
인 Grund(예를 들어 Ungrund127))라고 할 만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자각·의식의 사실에 그 직접적 근거와 출처를 가진다. 무
(無)의 논리는 다름 아닌 「자각적 논리」였던 것이다.

니시다(西田) 철학 방법의 요점은 대략 그렇다 치고, 우리는 이
제 바로 이 「무(無)의 논리」, 「자각적 논리」의 본성을 조금 더 
자세히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 니시다(西田) 
철학에서 변증법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어떤 본성을 가지는지를 
살펴보자.
니시다(西田) 철학에 따르자면, 종래 철학이 생각했던 변증법은 
그 중 어느 하나 참된 변증법이라 할 수 없다. 왜냐하면 거기에
는 모순이라는 것이 충분히 파악될 수 없는 방식으로만 취급되
어 왔기 때문이다. 지금껏 모순은 무엇인가 노에마적으로 성립되
는 것처럼 가정되었으나, 노에마적으로 파악되는 것은 단순한 변
화, 대립, 반대일 수는 있어도 참된 모순일 수 없다. 왜냐하면 
모순은 언제나 내부적 모순이어야만 하며, 그러한 내부적 대립은 
노에시스 쪽에서만 성립될 수 있기 때문이다. 관념론적 변증법이
든 유물변증법이든, 무엇인가 노에마적으로, 관념이나 물질이라
는 유(有)(존재)를 두고서 거기에서 변증법이 성립한다고 보는데, 
그러한 유(有)의 논리에서는 변증법적 모순을 사고할 수 없다. 
참된 변증법은, 유(有)가 바로 무(無)에 의해 뒷받침되는, 생즉사
(生即死), 사즉생(死即生)이라는 관점에서 밖에 사고될 수 없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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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따라서 변증법은 무(無)의 논리를 통해서만 사고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다. 변증법은 자각̇ ̇ 에 의해서만 사고될 수 있다
는 소리이다.
그러나 우리에게 묻는다면, 여기서 말하는 변증법·자각의 변증법̇ ̇ ̇ ̇ ̇ ̇

이라는 것은 요약하자면 변증법의 자각̇ ̇ ̇ ̇ ̇ ̇ 일 뿐이라 하겠다. 우리에
게 있어서는, 변증법을, 우선 첫째, 존재의 근본법칙으로 생각해
야만 할 이유가 있고, 그리고 존재와 존재의 의식을 어디까지나 
구별할 필요가 있으므로, 따라서 어디까지나 변증법 그 자체와 
변증법의 의식(자각)을 구별하는 것이 필요한데, 니시다(西田) 철
학에서 문제로 삼는 것은 변증법의 자각·의식일 뿐이고 변증법 
그 자체가 아니라는 것이다. 즉 변증법이라는 것이 어떻게 의식
될 수 있는가―사고될 수 있는가―라는 변증법의 의미(이것은 물
론 의식·관념으로 화한 것이다)만을 문제 삼는 것이며, 변증법 
그 자체를 문제 삼지 않는다. 변증법이라는 것의 의미가 성립하
는 장소는 분명히 의식·자각―그리고 요약하자면 이는 무에 의해 
뒷받침된다―일 터이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변증법 그 자체가 성
립되는 장소가 의식이나 자각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 아닌가.
무(無)의 논리를 통해서야 (자각의) 변증법이 비로소 이해될 수 
있으므로, 이 논리가 변증법적 논리일 수밖에 없다고 보일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사실 여기서는 변증법이라는 것의 의미·의식이 
해명될 뿐이며, 결코 변증법이 사용되고̇ ̇ ̇ ̇  있는 것이 아니다. 무
(無)의 논리에서 취급했던 결과로 변증법이라는 것의 의미·의식
이 제공될 뿐이며, 변증법적 논리̇ ̇ ̇ ̇ ̇ ̇ 를 통해 변증법적으로 무엇인가
가 취급되는 것이 아니다. 무(無)의 논리는 변증법적으로 사고하
는 논리가 아니라, 변증법이라는 것의 의미가 어떻게 사고될 수 
있는지를 해석하는 논리인 것이다. 때문에 실제로 불연속의 연속
이라든지 비합리의 합리성이라는 것들조차 이들이 변증법적으로 
생각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도리어 이들이 초(超)변
증법적인 일종의 신비적 방법에 의거한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에 
불과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무(無)라는 논리적 도구의 사용 방법
에 있어서만 이것은 이른바 신비주의와 다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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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증법을 노에시스적으로 생각한다고 주장하며 무(無)의 논리를 
채용하는 이상, 즉 말하자면 무(無)의 변증법을 채용하는 이상, 
당연히 유(有)·존재의 변증법은 거부될 수밖에 없다. 존재를 취급
하기 위해서도 변증법적 논리(유(有)의 변증법)는 쓸모가 없을 뿐
이므로, 어쨌든 「무(無)의 논리」(무(無)의 변증법) 밖에 남을 수 
없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나. 결국 「무(無)의 논리」(방법)는, 변증
법 운운하기에 열심이라 마치 스스로 변증법적 논리 방법이라도 
되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나, 실은 다름 아닌 변증법적 논리(방
법)의 배척 그 자체일 뿐이다. ―이것이 바로 니시다(西田) 철학
의 무(無)의 논리라는 것이 만들어낸 「변증법」에 대한 왜곡된 해
석인 것이다.
이미 무(無)의 논리가 스스로 숙명적 관계를 가지는 변증법에 대
해 그 고유한 방식으로 잘 보여 주었듯이, 일반적으로 무(無)의 
논리는 사물 그 자체를 처리하는 대신 사실이 가지는 의미̇ ̇ ̇ ̇ ̇ ̇ ̇ ̇ 만을 
처리해낸다. 실은 사물 그 자체를 처리하지 않는 한 사물이 가지
는 의미의 충분한 처리 역시 가능할 리가 없으나, 여기서는 사실 
그 자체로부터 독립적으로 사물의 의미만을 문제로 삼는다. 여기
서 문제는 언제나 사물이 어찌 하면 「사고될 수 있는가」이다. 사
물이 실제로 어떠한가가 아니라, 어떤 「의미」를 가진 것이 그 사
물의 이름에 적합한가̇ ̇ ̇ ̇ ̇ ̇ ̇ 이다. 사회나 역사나 자연이 어떠한지가 아
니라, 사회나 역사나 자연이라는 개념이 어떤 의의를 가진 것인
지, 의미의 범주체계에서 어떤 위치̇ ̇ 를 점하는지가 문제인 것이
다. 예를 들어 사회는 나와 너의 관계라는 의미 밖에 가지지 않
는다. 한번 『무(無)의 자각적 한정』 속에서, 뭐라고 「생각된다(考
えられる)」든지, 뭔가의 「의의를 가진다(意義を有する)」든지, 뭐
라고 「할 수 있는 것(いう如きもの)」이라는 낱말만 꼽아 본다면, 
독자는 그 어마어마한 수에 경악할 수밖에 없으리라. 무의 논리
는 사물의 「논리적 의의」만을 문제로 삼는 것이다(이런 「의미」적 
방법의 캐리커처를 독자는 니시다(西田) 학파식 미학 속에서 발
견할 수 있을 것이다―우에다 주조(植田寿蔵)씨128)).
이러한 의미 해석을 위한 논리로서 무(無)의 논리만큼이나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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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방법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 유(有)의 논리는 아무리 관념론
적이라 하더라도 어쨌든 관념이라는 유(有)·존재 그 자체를 취급
하지 않을 수 없다. 순전히 의미만을, 의의만을 취급하는 데에 
있어서 무(無)의 논리를 능가할 것은 달리 있을 수 없다. ―이렇
게 엄밀히 세계의 해석에만 머무르려는 무(無)의 논리야말로 가
장 철저한 순정(純正)형이상학·관념론인 것이다. 다나베(田辺) 철
학은 스스로 주장하듯 관념론 내지 즉물주의(即物主義)이며, 따
라서 또 스스로 주장하듯 형이상학이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그것이 「관념론적」이고 「형이상학」인 측면에서의 철저함
을 결여한다. 이는 유(有)의 논리에 입각하기 때문이다. 이를 무
(無)의 논리에까지 철저히 한 것이 니시다(西田) 철학이었다. ―
그러나 우리는 생각한다. 논리는 본래 존재의 논리가 아니면 안 
된다고. 말하자면 변증법적 논리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이다. 헤
겔 철학이나 다나베(田辺) 철학은 이것이 비(非)유물론적 논리여
야만 한다고 생각했고, 이제 니시다(西田) 철학은 이를 작정하고 
뒤집어서 무적(無的) 논리로 만든다. 그러나 유물변증법적 논리
야말로 참으로 유일한 존재의 논리이며 따라서 참된 논리인 것
이다. ―따라서 무(無)의 논리는 논리가 아니다. 왜냐하면, 그것
은 존재 그 자체를 사고할 수 없으며, 단지 존재의 「논리적 의
의」만 사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마지막으로, 존재를 무(無)의 장소에서의 일반자의 자기한
정으로 사고하는 이 「무(無)의 논리」로부터 보자면, 사변적·종교
적·도덕적인 심각함 속에 파묻혀 서글피 울고 있을 듯 한 이 니
시다(西田) 철학이, 실은 의외로, 지극히 밝고 명랑하며 예술적일 
뿐 아니라 인본적(人本的)이고 헤도니쉬{hedonisch}까지 한 특
징을 지닌다는 점에 눈치 채지 않으면 안 된다. 원래 니시다(西
田) 박사가 세계에 대해서 품은 이미지는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니
었을까. 사실 말하자면, 아마도 이런 특징이 니시다(西田) 철학을 
그리도 유명하게 만들고 그렇게나 인기를 끌게 한 것이라고 생
각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다면 이리도 난해한 철학이 그리도 
많은 수의 일반인 팬을 가질 수 있을 리 없기 때문이다. 니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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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西田) 박사라는 시인이 그려낸 의미의 영상이, 결국 그 각 요점
에 있어서 어느 시대인가의 세상 사람들의 일상적 감성과 합치
됨으로써, 그러한 독자들을 그 감동의 물결 속에서 완전히 승천
시켜 버린 것이다. 그런 독자란 도대체 누구인가. 얼마 전까지 
우리나라를 풍미하던 낭만적 독자이다. 이런 종류의 독자들에게
는, 의미의 뜻깊음이야말로 찬탄을 금치 못할 것이지만, 객관적 
현실사물의 물질적 필연성 따위는 조금도 고려할 가치조차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독자를 대상으로 하는 니시다(西田) 철학은 
결국 로만틱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최근의 니시다(西田) 철학
이 외면적으로는 낭만파적, 미학적인 색채를 잃은 듯 보이지만, 
그것은 차라리 어디까지나 낭만파적, 미학적인 방법―의미영상의 
세계를 조직하여 세우는 방법―이 이미 확립되었기 때문이었으
며, 그것이 바로 소우다(左右田) 박사에 의해 「니시다(西田) 철
학」이라 불리기 시작했던 것뿐이다. ―일전에 다나베(田辺) 박사
는 니시다(西田) 철학을 고딕{Gothic}풍의 가람(伽藍)에 비유했으
나, 로만틱의 끝자락이 중세의 어둠 속으로 퇴조하여 버렸다는 
식으로라도 생각하지 않는 한, 이 비유에는 동의할 수 없다. 니
시다(西田) 철학은 절대 그런 봉건적 풍미를 가진 것이 아니다. 
그것은 더 이상 첨단은 아닐지라도, 말하자면, 모던한 철학인 것
이다.
니시다(西田) 철학이 부르주아 철학일 수밖에 없는 특징적인 이
유, 그리고 그로부터, 따라서 그것이 가지는 약점이라고 생각되
어지는 점을 대강 서술했다. 이는 본질적으로 낭만파적 철학이었
다. ―그러나 이 낭만파적 방법을 따르는 니시다(西田) 철학도, 
다른 일체 형태의 부르주아 철학들과 다름없이, 그 신비주의적·
종교적·형이상학적 요소̇ ̇  덕에 형이상학적·종교적·신비주의적 효과
를 나타낼 수 있으며, 따라서 이로부터 다시 한 번 「형이상학적」
이고 「관념론적」인 세계상을 위해 봉사할 수 있다는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된다. 니시다(西田) 철학의 무릇 여
러 부분은 「형이상학서설(形而上学序説)」로서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이와나미(岩波)강좌 『철학(哲学)』 제14회 배포본 참조).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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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부르주아에게 있어서 니시다(西田) 철학은 고맙기 그지없는 
정신적 공물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니시다(西田) 철학은 결코 봉건적인 고
딕적 방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다. 차라리 근대적이고 낭만적인 
본질을 가지는 것이다. 현대문화인의 문화적 의식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보다 더 적절한 것은 찾기 어렵다. 현대인의 근대자본주
의적 교양은 이 철학 속에서 스스로의 문화적 자유의식̇ ̇ ̇ ̇ 의 대변
자를 발견한다. 그리하여 바로 이것은 문화적 자유주의(경제적·
정치적 자유주의에 대비되는) 철학의 대표자가 되는 것이다. 여
기에야말로 니시다(西田) 철학 인기의 밑바탕이 놓여 있다. 물론 
이로부터 반동적인 「종교부흥」 같은 것의 근거를 끌어내는 것 
역시 니시다(西田) 박사 스스로의, 그리고 사람들의, 자유에 속하
는 것이겠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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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전체」의 마술
―다카하시 사토미(高橋里美) 교수의 철학법

나는 「『무의 논리』는 논리인가(『無の論理』は論理であるか)」를 통
해 니시다(西田) 철학의 특징을 파악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니시
다(西田) 철학이 아카데미컬한지 저널리스틱한지와 같은 문제에 
대해 열심히 토론하는 자도 있으나, 중요한 문제는 그런 곳에 있
는 것이 아니다. 아마도 박사의 「무(無)」의 입장으로부터 철학적
인 제 문제·제 관계의 의의의 해석은 가능할지도 모르나, 철학적
이든 아니든 현실의 문제는, 즉 실제문제는, 그런 형이상학적 해
석의 입장과 방법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요점
이었다.
니시다 기타로(西田幾多郎) 박사의 「무(無)」의 입장 내지 방법과 
대조해 볼 수 있는 것은 소위 유(有)의 입장 내지 방법이며, 오
늘날 우리나라에서 이를 대표하는 것은 다나베(田辺) 박사이다. 
다나베(田辺) 박사는 그의 「절대변증법」(즉 Real – Ideal - 

Dialektik)을 통해서 소위 관념론적 변증법(헤겔)과 유물변증법
(마르크스주의)의 종합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다나베
(田辺) 철학의 특징 역시 일단 이전에 쓴 나의 졸저 『현대철학강
화(現代哲学講話)』에서 규정한 바가 있다.
그런데 변증법이라고 하면, 관념론적이든, 유물론적이든, 아니 
또 절대적이든지 간에, 어쨌든 운동·과정의 입장에 서게 된다. 
사물이나 세계나 의식을 그것이 움직이는 상태에서 파악하려 들
기 때문에, 바로 일반적으로 변증법이라는 방법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말해서, 어째서 존재(유(有))를 운
동·과정으로 꼭 파악할 필요가 있는지가 사실 매우 중요하고도 
결정적인 점이라 하겠다. 사실상, 존재를 현실적으로 그리고 실
제문제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꼭 이러한 방식을 택해야만 할 필
요가 있다. 단지 입장으로서 가장 완전하기 때문이라든지, 방법
으로서 가장 편리하기 때문이라든지, 이런 식의 주관적이고 관념
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존재를 실제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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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말하자면, 물질적으로 필요해지는 것이다.
그런데 책상 위나 연구실 속에서는 실제문제와 「원리적」인 문제
를 별다른 고민도 없이 그냥 분리시키는 것이 일종의 존중할만
한 관습이 되어 버렸다. 실제문제는 말하자면 「응용철학」에 위임
하면 되는 것이며, 응용철학이란 순수철학이 준비해 둔 원리를 
단지 응용하기만 하는 철학일 뿐이니까, 우선 첫째로 원리 연구
만 잘 해 두면, 그것을 실제문제에 응용하는 것은 필요하다면 언
제든지 가능하다고 「철학자」들은 생각한다. 물론 이런 주장이나 
일종의 자기변호에 충실한 철학자들은 영구히 그런 실제문제·「응
용문제」를 성실히 다루어야 할 날 따위 오지 않으리라는 것을 
스스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가능하다고 하는 소리는 현
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소리일 뿐이지만. 그리하여 이런 원리
철학(원리를 검토하지 않는 철학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원리 밖
에 연구할 수 없는 철학을 지칭한다)에게는 실제문제는 실은 실
제문제가 아니라 단순히 원리문제의 일종, 그 응용일 뿐이다. 그
들 말로는 실은 실제문제와 원리문제 사이의 구별이라는 것은 
없다고까지 하며, 따라서 원리문제만 잘 처리하면 그것을 통해서 
실제문제에 대한 처방 역시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근거 없는 옵
티미즘{optimism}을 밑바탕에 깔고 있다. 이리하여 이렇게 원리
적인 철학은 진정한 실제문제를 영구히 문제의 범위 밖으로 추
방해 버리는 것이다.
여기서는 가능의 문제와 현실의 문제가 혼동되어 버리고, 그 결
과 실제문제에 대해서는 가능의 문제와 현실의 문제가 영구히 
절단되어 떨어져 버리게 된다. 따라서 존재 파악의 방식을 고찰
할 때 현실상의 필요를 표준으로 삼는 대신에 가능한 제 가능성 
중 그 입장이나 방법의 선택이 임의로 행하여진다. 가능성만 따
지자면, 존재(유(有))를 꼭 무엇인가 운동 또는 과정의 입장으로
부터만 취급해야 할 필요성은 어디에도 없지 않겠는가(그래, 바
로 그 말대로, 이것은 어디까지나 현실의 문제였기 때문에 필요
했던 것이며, 가능적 문제로서는 아마 그럴 필요조차 없으리라). 
그보다 차라리 운동이나 과정까지 포함한 수준의, 게다가 전(全)



- 207 -

운동이나 전(全)과정을 넘어선 수준의, 정지된 전체가 적어도 가
능성만으로는 가능하고 또 이것이 가능적인 입장에 따라서 또는 
가능적 방법에 따라서 가장 완전하고 편리한 것이 아닌가. 적어
도 그리 생각하는 것은 가능성 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지 않을
까. ―만약 이런 식의 가능성을 주장하는 철학의 대표를 오늘날 
우리나라의 부르주아 철학계에서 찾는다면 도호쿠제국대학의 다
카하시 사토미(高橋里美) 교수를 바로 만나게 될 것이다.
다카하시(高橋) 교수의 철학은 일반인 사이에서 거의 유행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다카하시(高橋) 교수의 이름은 꼭 잘 알려
져 있는 것도 아니다. 인쇄된 원고의 매수만 따지자면 니시다(西
田) 박사나 다나베(田辺) 박사에 비하자면 비교도 안될 만큼 적
다(그렇다고 다른 철학 교수들에 비해 적다는 것은 아니다. 사실 
거의 아무런 아르바이트{Arbeit}도 하지 않는 철학자들도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멀쩡히 잘만 살고 있다). 그러나 교수는 확실히 
니시다(西田)·다나베(田辺) 양자에 비교될만한 철학자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교수의 가장 뛰어난 점은 그 분석
의 집요함과 상당한 예리함, 현상학자에게 흔히 보이는 자하
{Sache}에의 충실함, 타협을 모르는 결벽증과 철저함 등이며, 따
라서 그는 적당히 얼버무리지 않는다는 면에서 형식적으로는 상
당히 신뢰할만한 과학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한 근거로부터 볼 
때에도 우리는 교수의 철학을 비평할만한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는 교수의 철학을 비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까지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다카하시(高橋)씨의 
철학의 특색은 그 논문집 『전체의 입장(全体の立場)』에서 대체로 
파악될 수 있는데, 그 서문에 따르자면, 이 논문집에 등장하는 
체계적 전체라는 입장은 이미 그의 현재 입장이 아니라고 하며, 
「체계 그 자체를 포함한 순수하게 하나 된 전체성으로서의 전체
성」129)이라고 설명되는 절대무(絶対無)의 입장이야말로 현재 스
스로의 입장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기껏해야 보통의 유한자
의 입장과 이 절대무의 입장 사이 중간 정도에 있는 입장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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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의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만으로는 절대무의 입장을 확
실히 파악할 수 없게 된다. 교수는 현재 스스로가 서 있다는 그 
입장을 어디에서도 자세히 설명하지 않으며, 또한 그러한 입장을 
가지고 특별히 어떤 문제를 해결한 적도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논문집 외에 교수가 쓴 것은 「인식론(認識論)」, 「시간론(時間
論)」(모두 이와나미(岩波)강좌 『철학(哲学)』 중) 및 「후설의 현상
학(フッセルルの現象学)」이 있을 뿐으로, 그 어느 것도 이 최후
의 입장을 파악하는 데에는 그리 적절하지 못하다.
따라서 우리는 『전체의 입장(全体の立場)』(이와나미쇼텐(岩波書
店)·쇼와(昭和) 7년)에 나오는 그의 사고방식을 비평할 수밖에 없
으며, 이를 통해서 추측할 수 있는 현재의 그의 사고방식을 다룰 
수밖에 없다.

이 책의 제목이 드러내듯이, 가장 중대하게 취급되며 가장 신뢰
하는 것은 결국 이 「전체」라는 개념이다(「전체성의 원리(全体性
の原理)」)(7쪽). 어떤 철학에서 개념이 원리의 위치에까지 고양되
는 경우는 그 원리가 논리의 성질을 가질 때이며, 비슷한 예로 
니시다(西田) 철학의 무(無)가 「무(無)의 논리」로까지 전개되었던 
것인데, 여기서는 전체가 「전체-부분」의 논리를 전개한다고 보아
도 무방하다. 즉, 가능-현실이라든지, 모순-종합이라든지, 무
(無)-유(有)라든지 이러저러한 논리·사고의 메커니즘을 써서 사물
이 철학적으로 처리되어 왔는데, 그는 이것들 대신 전체대부분
(全体対部分)이라는 근본적 연관을 사고의 메커니즘으로 선택한 
것이다. 그에 따르자면, 이것이야말로 바로 「구체적 전체적 방
법」(11쪽)이라고 한다.
그래, 사물을 사고할 때에 굳이 부분적으로 생각하려는 자는 없
을 것이며, 생각한다면서 「전체의 입장」에 입각하여 생각하지 않
으려는 자는 아마 단 한 명도 없으리라. 그것은 마치 누구든지 
추상적으로 생각한다든지 불순하게 생각한다든지 하려고 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라서, 당연히 그냥 구체(具体)의 입장이나 순
수의 입장이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아무 것도 의미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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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마찬가지로 단지 「전체의 입장」이라고만 한다고 해서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이 될 수 없다. 그러나 그가 말하는 「전체의 입
장」이라는 것은, 결코 이렇게 당연하지만 불가결하기도 한 일반
적 요청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며, 이것이 특수한 형태로 전체-
부분이라는 논리에까지 정제된 경우를 지칭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전체의 입장」에 전체라는 낱말이 끼어 있다고 해서 정말로 
그것이 전체적인지 아닌지는 아직 보증할 도리가 없다. 미리 말
해두지만, 인간주의를 결코 인간적이라고만은 할 수 없는 것처
럼, 이 전체라는 낱말에 독자나 다카하시(高橋)씨 자신 역시 결
코 현혹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미 여기서 전체-부분의 논리가 논리로서 사용될 수 있을지에 
대한 근본 문제가 있는데, 다카하시(高橋)씨 스스로의 고백에 따
르자면, 아무래도 이 근본부터 의문스러운 점이 없지 않은 듯하
다. 물론 전체는 부분을 포함하는데, 그렇다면 왜 부분은 굳이 
전체로부터 구별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일까. 진정으로 부분을 
포함해 버렸다면 전체만으로 충분하며 이로부터 구별된 부분이
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조금 이상하지 않은가. 그에 따르자면, 이 
질문은 결코 괴팍한 동기로부터 제기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근본적인 「무시무시한 질문」인데, 아직 해결되지 못한 듯하다.
예를 들어 집이라는 전체 속에 방이라는 부분이 포함된다는 것
은 공간적으로 볼 때 아무 문제가 없으나, 공간적으로만 통용성
을 보증 받을 수 있을 이 전체-부분의 연관을 논리로까지 일반
화한 것이므로, 의문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지 않을까. 여기서 
Nebeneinander(Nacheinander에 대비되는)라는 범주를 끌어 
오더라도 상황은 그리 호전되지 않는다. 그는 「무시무시한 질문」
이나 「무시무시한 의문」이라고 말하면서, 마치 철학 청년이나 메
이지 시대의 인생철학자들 같이 흥분에 사로잡힌 모습을 종종 
보여주는데, 교수는 이 「전체」라는 낱말에서, 마치 「헨 카이 판
{hen kai pan}」130)이라는 낱말로부터 연상되는 독일문학적 흥분
처럼, 이 전체-부분 논리가 제공하는 흥분의 근거를 얻고 있다고 
한다면, 과연 이는 부당한 상상일 뿐일까. ―참으로 전체이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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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는 그 무엇이든지 간에 모두 한꺼번에 도입하려 하지 않으
면 안 된다. 그런데 사물의 관계에 모순이 있고 배제가 있다는 
것이 적어도 사실이라면, 서로 모순된 것이나 서로 배제하는 것
조차 한꺼번에 사이좋게 이 속에 도입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예를 
들어, 전체주의 그 자체가 부분주의라는 것을 포함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다카하시(高橋) 철학은 반다카하시(反高橋) 철학을 포함
하지 않고서는 다카하시(高橋) 철학이 될 수 없게 된다. 그렇다
면 소위 「전체의 입장」이라는 하나의 입장은 실은 다카하시(高
橋) 철학이 될 수 없게 되어 버리는 것이다.
현실에서 사람들이 취하는 입장·입각점은 항상 상대적 전체에 머
물러 있는 것이므로, 「전체의 입장」도 역시 절대적으로 전체적인 
입장은 아니어도 될 것이라고 할지 모르나, 진정으로 전체적인 
입장이란, 요약하자면, 결국 상대적인 입장의 진보나 발전이라는 
과정 끝에 비로소 나오는 것이며, 이 과정성을 빼놓고서 진정한 
전체성을 말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전체성이라는 범주나 원
리가 그 자체로 변증법적인 것일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변증법
적 논리에서야 비로소 사용가능한 것이 될 터인데, 그것 자체만 
떼어내어, 부분이나 무엇인가를 상대로 삼아, 독립적으로 논리를 
구성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로써 알 수 있다. 이 점을 
놓쳤기 때문에 전체와 부분과의 관계가 전체-부분-논리에서 「무
시무시한 질문」으로 등장하는 것일 뿐이며, 실은 전체와 부분의 
관계는 단지 변증법적 논리 사용의 일례에 불과한 것이다.
다카하시(高橋)씨의 사고는 H. 코엔의 사고방식을 통해서 탁마
(琢磨)되고 이를 비판하는 것을 통해 결국 이를 극복하는데, 교
수는 코엔의 소위 근원적인 것이 참된 원리는 아니라고 한다. 코
엔의 범방법주의(汎方法主義)에 따르자면, 코엔의 근원은 방법이 
시작되는 시원(Anfang)이었으나, 다카하시(高橋)씨에 따르면 원
리(Anfang = Prinzip = Principia = Anfangsgrund)는 단초(端初)
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단초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전체 속에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A로부터 B로의 발전은 따라서 또 B로
부터 A로의 발전과 독립된 것이 아니며, 모든 과정(운동,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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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 등)은 그러한 의미에서 「가역적」이다. 따라서 A→B와 B→A
의 양방향을 모두 포함하는 전체가 필요해지며, 그것은 또 당연
히 정지̇ ̇ 의 성질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된다(75쪽 이하).
전체는 정지이다. 물론 운동을 배제했다는 뜻에서의 정지가 아니
라, 운동과 정지를 모두 한꺼번에 구겨 넣은, 그런 식으로만―부
분적으로―이해될 수 있는 정지이다. 이것이 바로 전체적인 이유
라고 한다. 그래, 그렇다고 해 두자. 그러나 마치 자유주의̇ ̇ ̇ ̇ 처럼 
관대한 이 정지에 그 입각점을 둔다면, 실제로 존재하는 운동이
나 정지는 어찌 되는가. 이들은 역시 앞서 말한 대로의, 그냥 운
동과 정지일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을 위해서 굳이 일부러 그 따
위 판도라의 상자에 들어갈 필요가 있는가(교수에 따르자면, 나
오는 것은 곧 들어가는 것이다). 「원리의 학문」인 철학이 이런 
것을 필요로 하는가. 그렇다면 철학은, 다만 예의 원리문제를 취
급하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현실의 A→B라는 운동과 해석상의 B
→A라는 관념적 운동을 모두 섞어서 아무렇게나 한꺼번에 취급
해 버려도 될 것인가. 그리 하지 않으면 현실의 운동 A→B 자체
조차 이해할 수 없다고 박사는 주장하는 듯하다. 전체의 입장에 
섬으로써 비로소 개성도 참된 개성으로서 이해될 수 있다고. 그
래, 그런가. 하지만, 현실의 운동 A→B가 관념적 운동 B→A을 
나란히 세움으로써 실제로 무슨 득(得)이 있는가. 엄연히 현실의 
질서에 속하는 A→B가 해석의 질서에 속하는 B→A와 나란히 세
워짐으로써, 현실성의 원리를 거세(去勢)된 가능성의 원리로까지 
환원시키는 결과에 빠질 뿐이지 않겠는가. 이 때 득을 보는 것
은, 주어진 현실의 문제 즉 운동 A→B가 아니라, 제멋대로 정지
만 좋아하는, 그런 스스로의 취미에 집착하는 것 밖에 할 일이 
없어 보이는, 전체성의 원리 자신일 뿐이다.
운동과 정지라는 것은 교수가 스스로 애호하는 고차원적인 정지
의 입장에 입각함으로써 구제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운동 
자체와 정지 자체 사이 무언가의(우리는 이를 변증법적이라고 부
르지만) 연관에 의해 비로소 구제되는 것이다. 이 연관이 바로 
정지 아닌가? 아니, 그 연관은 지금껏 말한 대로 정지일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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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없으며, 다름 아닌 정지와 운동과의 연관일 뿐이다. 고차원
의 정지와 고차원의 운동과의 연관을 생각한다면, 그것은 단지 
그렇게 주어진 정지와 그렇게 주어진 운동과의 연관 자체일 뿐
이다. 도대체 처음부터 정지의 입장을 가정하지만 않았다면, 그
렇게 여러 차원의 정지를(운동은 물론이요) 굳이 생각할 필요 자
체가 없었으리라. 1이라는 숫자를 좋아하는 자는 5=5×1=5×1×
1……처럼 얼마든지 1을 붙일 수 있겠으나, 그렇게 한다고 해서 
5라는 수가 불어나지는 않는다. 게다가 5의 뒤에 1을 붙인다고 
해서 5가 1이 되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문제는 현실에서 작동
하는 것, 움직이는 것, 개물이나 다른 무언가의 해석일 수밖에 
없으며, 해석은 이런 사물의 실제적 처리를 위해 필요한 단순한 
오퍼레이터{operator}에 불과하다. 결과가 나올 때에 그것은 모
두 소거되어 버려야 한다. 아무리 풍부한 의미를 가지는
(Sinnhaft한) 사물이더라도 사물이 의미를 지니는 것일 뿐 의미
가 사물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의미의 해석으로 사물의 처리를 치
환하여 버려서는 곤란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철학인 이상 이런 「전체적」인 「정지」
의 입장이 필요하다고 강변한다면, 교수가 그렇게나 철학체계를 
좋아한다는 점을 한번 문제 삼아 보도록 하자. 다카하시(高橋)씨
는 방법을 체계로부터 구별하고, 방법주의에 대비되는 체계주의
라고나 할 만한 것을 고집한다. 물론 이 체계는 정지된 체계가 
아니면 안 된다(개방적 체계나 동적 체계는 난센스다). 앞서 본 
연관에 따라서, 과정으로서의 방법 역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주의에 모순 같은 것은 없다. 앞서 서술한대로, 다카하시(高
橋)씨는 체계적 전체라는 표어로는 더 이상 만족할 수 없었기에 
이미 절대무(絶対無)로서의 전체성에까지 진격해 나간 상황이므
로, 이제 와서 우리가 체계를 문제로 삼는 것은 그리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이 절대무(絶対無)는 불가
사의하게도 이러저러한 여러 가지를 포함하고 있는̇ ̇ (Sein) 것이기 
때문에 체계적 전체 역시 물론 여기에 이미 도입되어 있는 것이
며, 게다가 다카하시(高橋)씨의 체계주의만큼이나, 아니 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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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실제문제를 처리하는 「방법」 산출 측면에서 쓸모없는 것이 
바로 이 절대무(絶対無)라고 할 수 있다. 이 마지막 측면을 살펴
보기 위해서 다카하시(高橋)씨가 애호하는 「체계」를 그의 「절대
무(絶対無)」의 대용품으로 보아주는 것은 차라리 우리 비판자 측
에서 상당히 양보해 준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잘 생각해보자면 체계를 애호하는 자는 당연히 체계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그 좋은 일례가 헤겔이다. 체계만을 애호하
지는 않는 자들조차 체계를 만든다. 그런데 다카하시(高橋)씨는 
지금까지 체계를 만든 적이 거의 없고 체계 대신에 체계주의라
는 입장만 강조하고 있을 뿐이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 스스로 요구하는, 그가 스스로 만들어 낼, 체계의 구상도는 
어느 한 점에 있어서는 결정적으로 결정되어 있는 듯하다. 체계
란 예의 전체를 그 내부 조직으로부터 설명하는 낱말일 뿐이지
만, 이 전체는 「체험」의 전체이자 「의식될 수 있는 한 모든 것」
이 그 속에서 「존재할 권리와 능력」을 가지는 전체인 것이다(98
쪽). 즉 이것으로부터는 관념̇ ̇ 의 체계 밖에 나올 수 없을 것이라
는 점이 결정적으로 확실하지 않은가. 이런 관념만의 체계가 무
슨 의미에서든 관념론적이 되지 않으리라는 것은 전혀 상상할 
수조차 없는 일이다. 그러나 그의 체계는 아직 만들어지지도 않
았으며 입장이 있을 뿐이다. 철학개론은 있으나 철학은 아직 없
다. 따라서 어떤 형태의 관념론이 될지 예측할 수는 없으나, 적
어도 그 입장이 어떤 식으로 관념론적이 될 것인지 추측하자면 
아마도 예의 「정지」의 「형이상학」이라고 할 만한 것이 만들어질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에 반대하든 찬성하든 어쨌든 그 전
체의 입장에 삼켜져 버릴 숙명을 가지고 있는 듯하다. 이 리바이
어던{Leviathan}은 완전히 요즈음의 국가권력처럼 만능인데다가 
탐욕스럽기까지 하다.
만약 다카하시(高橋)씨가 이 「전체의 입장」의 논리를 사회의 문
제에까지 끌고 들어온다면 앱솔루티즘{absolutism}의 철학적 기
틀을 잡음으로써 참으로 무시무시한 사회철학이 탄생할지도 모
른다. 체험의 전체라는 관념도 국민성이라든지 민족이라는 관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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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어렵지 않게 결합될 것이다. 그러나 학문적으로 신중하고 양
심적인 다카하시(高橋)씨는 결코 그런 사기꾼스런 속내를 가진 
것은 아니다. 그가 스스로 철학적으로 흥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앞서 언급한 입장의 문제나 의식과 시간과의 문제나 수학이나 
물리학의 문제이며, 사회의 제 문제는 어째서인지 거의 철학―순
정원리철학―거리가 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내가 살
펴본 바, 연속의 문제에 대해서, 절단의 이론(변증법)은 「과격파」
의 「혁명이론」에 통한다며 이에 반해 연속의 이론(체계적 전체는 
연속적이다)은 훨씬 온화한 사회이론에 대응할 것이라고 언급하
는 곳이 두어 곳 있을 뿐이다. ―「전체」의 철학체계는 모든 존재
의 체계가 아니라 「의식」의 체계일 뿐인 듯하다.

다카하시(高橋)씨의 「전체」라는 것이 「정지」된 「의식」(「체험」)의 
「체계」라는 점으로부터 당연히 중대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변증법의 문제이다. 그리고 이에 대한 그의 태도 역시 상상
하기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예의 유물변증법(니
시다(西田) 박사나 다나베(田辺) 박사가 극복하려 뼈를 깎는 노력
을 했던 바로 그 대상)에 대해서 그리 흥미는 없는 듯 보이고, 
문제 삼는 것은 헤겔의 변증법뿐이다. 아마도 헤겔의 변증법도 
마르크스주의의 변증법도 과정의 변증법을 탈각하고 있지 못하
다는 점에서 똑 같다고 보아, 「철학자」인 헤겔만을 특별히 선택
했던 것이리라.
이 교수의 정밀한 두뇌는 헤겔의 변증법의 근본문제에 대해 지
극히 시사하는 바가 풍부한 분석을 제시한다. 일반적으로 변증법
에 있어서 단초=시원(始元)은 근본문제인데, 그는 헤겔에게 있어
서의 「시원의 변증법」과 이것으로부터 구별된 「내용적 변증법」
이라고도 할 만한 것 사이의 관계를 끄집어낸다(물론 이 두 낱말
을 그가 만든 것은 아니다). 헤겔이 순유(純有)(reines Sein)를 
직접적이고도 추상적이라고 말할 때, 이 두 개의 변증법이 혼동
되었다고 한다. 즉 진정으로 직접적인 것은 무매개한 직접성을 
가질 것인데, 이것을 다시 추상적이라고 생각함으로써 매개된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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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성이 되어 버렸다고. 추상적인 것은 추상작용을 매개로 하는 
것이 아니면 추상적이라고 부를 이유가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한
다.
보통 헤겔 변증법의 참뜻은 철학적 시원이 가지는 시원의 변증
법을 배척하고 사물 자체가 가지는 내용적 변증법을 취함에 있
다고 생각되어진다. 반면에 다카하시(高橋) 교수에 따르자면, 이 
내용적 변증법에 의해서는, 어째서 순유(純有)가 무(無)에 대립하
면서도 또 그 둘이 통일될 수 있는가를 일원적(一元的)으로는 이
해할 수 없으며,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순유(純有)와 무(無)
를 똑같이 추상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도록 만드는 「추상작용」이 
그 밑바탕에 있을 필요가 생긴다는 것이다. 이 추상작용이 참된 
첫 번째 시원이며, 이것이 두 번째 시원으로 자기를 한정한 것이 
소위 시원으로 선택되는 순유(純有)일 뿐이라고 교수는 주장한
다. 이에 따르면, 순유(純有)는 완전히 추상작용이라는 의식이나 
관념(이데{Idee}) 같은 것의 소산으로만 주어지는 범주이며, 헤겔
이 충분히 철저하지 못하여 무엇인가 이에 앞서는 참으로 직접
적인 유(有)를 멋대로 생각해냈던 것 때문에 이 변증법에 신비성
과 패러독스{paradox}의 외견이 덮어 씌워지게 된 것이라는 주
장이다. 즉, 헤겔은 차라리 그 내용의 변증법의 근거로서 참된 
시원(추상작용)의 변증법을 두었어야 할 것이라는 말이다.
추상이라는 매개 작용에 의해서 추상적인 그리고 매개적으로 직
접적인 「시원」이라는 순유(純有)가 탄생한다면, 순유(純有)가 더 
이상 시원이 아니라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을 것이다. 바로 이 
추상작용에 상당하는 카테고리는 차라리 이룸̇ ̇ (成̇)이 아니면 안 
된다. 따라서 이룸이야말로 진정한 시원이며 유(有)와 무(無)는 
이것으로부터 매개되고 분화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이 이룸
이 흡사 예의 「전체」에 해당한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
면 헤겔의 「있음(有)의 변증법」을 「이룸(成)의 변증법」으로 일원
적(一元的)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런데 앞서 언급했듯이 전체가 운동과 정지를 모두 포함함에도 
불구하고 결국 정지 쪽의 편을 들었는데, 여기서는 이 전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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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룸이 유(有)와 무(無)를 모두 포함함에도 불구하고 결국 무(無) 
쪽의 편을 든다. 이 무(無)는 단순한 무(無)가 아니라 근원무(根
源無)다. 그래서 이 경우 변증법은 「무(無)의 변증법」이라고 불리
운다(287쪽). 이는 유(有)의 변증법과 무(無)의 변증법을 포함하
는 「전체」이며 이것이야말로 변증법의 진리라고 교수는 스스로
의 희망을 드러낸다. 여기서 모든 것이 수용되어(「전(全)변증
법」)(302쪽), 모든 것이 체계 잡힌다(「체계의 변증법」)(305쪽). 그
러나 그 결과 어찌 될 것인가. 모순̇ ̇ 은 체계적인 전체 속에서 그
대로 통일된다. 아니, 뿐만 아니라, 앞서 언급한 근원무(根源無)
로부터 연속적, 점차적으로 유(有)를 이루어 또 발전해 나간다. 
따라서 여기서는 모순만이 변증법의 본질이 아니라 무한한 차위̇ ̇

성̇(差違性̇ ̇ ̇ )도 역시 그 본질에 속한다는 것이다. 모든 체계 그 자
체가 연속적이지 않으면 전체적일 수 없다고 생각되어진다.
그러나 교수에 따르면 이런 「체계의 변증법」은 어디까지나 변증
법적 운동이 아니다. 왜냐하면 운동이라고 할 만한 과정성의 입
장을 초월하지 않으면 전체일 수도 없고 체계일 수도 없기 때문
이다. 이런 운동 같은 것은 여기서는 완전히 「지양」되어 버린다. 
보통의 변증법에서는 지양이 하나의 과정일 뿐이지만, 다카하시
(高橋)씨는 그 나름의 독특한 「지양」 방법을 알고 있다. 즉 앞서 
언급한 판도라의 상자에 구겨 넣는 것을 진정한 지양이라고 하
는 것이다. ―이리 하여 변증법은 다카하시(高橋) 교수의 손에 의
해 완전히 변증법이 아니게 되어 버렸다. 저 「무(無)의 변증법」
은 실은 「변증법의 무(無)」였던 것이다. 실제문제의 현실적인 해
결을 위해 운동의 변증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다카하시(高橋) 
교수에게 변증법 취급 방법을 묻는다면 그는 아마도 그런 실제
문제를 다루는 것 자체가 잘못된 짓이라고 가르쳐 줄 것이다.
요점은 결국, 헤겔의 순유(純有)가 어떻게 직접적일 수 있으며, 
따라서 어째서 무(無)에 대해서 무(無)매개적으로 대립하고, 그것
이 어떻게 또 매개되는가와 같은 설명에 있었다. 그는 이것을 추
상작용이라는 관념적인 수단을 써서 관념의 내부에서 통일시켜 
버렸다. 관념들 간의 통일이라는 측면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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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도 무방하다. 그러나 유(有)라고 하는 것은, 있다고 하는 것은, 
실은 무엇인가의 객관물이 있다는 사실을 떠나서는 그 가장 중
요한 사용처를 잃어버린다는 점에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일 필요
가 있을 것이다. 유(有)의 시원은, 또는 유(有)가 시원이라는 점
은, 다카하시(高橋)씨의 철학에서처럼 추상작용이라든지 체험의 
전체라는 관념적 조작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더욱 확실한 
우리 일상의 경험에 비추어 보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존재하고 있다는 점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관념 덕에 유(有)가 
시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근거를 보자면 물질 덕에 시원이 
되는 것이다. 본래 이 경우, 관념의 변증법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관념과 물질과의 관계, 즉 물질이 관념을 외계로부터 초월하여 
있고 관념이 다름 아닌 이 초월하는 물질을 파악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비극 때문에 비로소 등장하는 것으로, 그것을 그냥 관념
의 추상작용으로 처리해 버린다면 이는 해결이 아니라 문제 자
체를 그냥 뭉개어 버리는 것에 불과하지 않은가. 애당초 이것도 
다 관념의 명예를 위해서라고 주장한다면 더 이상 별수 없는 일
이긴 하지만.

부르주아 철학이 관념론인 이상, 한편으로 이것은 유심론적 체계
를 세울 뿐 아니라, 다른 한편 그러한 필요 때문에 형이상학적 
범주―논리―방법을 사용하려 한다는 점이 드러나게 된다. 이 일
반적인 사정은 다카하시(高橋) 교수의 「체험의 전체」와 「전체와 
부분」이라는 특수한 두 가지 말 속에 잘 드러난다. 내가 보기에, 
체험이라는 것이야말로 현대 관념론이 관념을 표현하기 위해 사
용할 수 있는 가장 세련된 개념이며, 또 전체와 부분이라는 연관
은 현대의 형이상학적 논리(각종 형식논리학)의 또 하나의 새로
운 착안점일 뿐이다(후설의 분석을 통해 우리는 이미 이것을 알
고 있다). 말하자면 다카하시 교수는 현재 마르크스주의의 세례
(洗礼)를 통해 널리 세간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변증법에 대항하
기 위해서 이 체험의 전체-부분 논리를 고집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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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당초 교수는 오랜 사색가이기에, 이것이 하루아침에 급조된 
「입장」은 아닐 것이며, 교수의 사색 생활의 초기부터 그의 뇌리
를 오가던 관점이었던 듯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에의 요
구는 지극히 직접적일 뿐 아니라 원시적인 미개한 요구라고까지 
할 수 있다. 보통 이러한 원시적 요구는 그 형식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지 않는 한 결코 그대로는 만족될 수 없는 것이지만, 교수
의 경우에는 이 요구가 의연히 똑같은 「전체」라는 형식 하에 그
대로 발달해 온 모양이다. 말하자면 이것은 원시적인 상태 그대
로 발달한 문명과 같아서, 교수가 남몰래 동양적(아마도 또한 일
본적)인 사고를 애호하는 것도 이로부터 보자면 결코 무리가 아
닌 것 같다. ―마지막으로, 섬세한 교수의 두뇌가 그리 풍부한 
사상을 지니고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사상적인 견해를 드러
낼 때에는, 아무리 좋게 봐줘도, 우리에게는 기껏해야 늙은 철학
광이나 종교 청년을 방불케 하는 수준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특색이 결여된 자유주의자인 교수의 계급성에 대해 말하는 것은 
아마 침소봉대(針小棒大)할 우려가 있으리라. 교수의 「전체」 철
학의 방법은 판도라처럼 관대한 자유주의̇ ̇ ̇ ̇ 이다. 그러나 이 「전체」
의 철학이 오늘날 국제적으로 존재하는 파시스트 사회이론 내지 
사회철학(「전체국가」설)에 있어서도 결코 쓸모없는 철학이 아니
라는 점은 주목할 만한 점이다. 철학의 본질은, 철학이라는 추상
적인 세계 자체에서보다도, 차라리 그것이 이러저러한 실제문제
에 응용되거나 이용되는 경우,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드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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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반동기의 문학과 철학
―문학주의의 착각에 대하여

운율에 맞추어 높낮이를 달고 선율에 따라 뭔가를 말하기만 하
면 시가 되는 것일까. 또, 특별한 낱말을 존중하며 신택스
{syntax}를 멋대로 바꾸어 변경하는 것이 바로 시의 자격이라도 
되는 것일까. 아마도 이런 것은 운문이기는 해도 꼭 본래적 의미
에서의 시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단순히 특히 
「문학」이라고 불리는 것만이 본래의 문학이라고 할 수 없다. 마
치 철학이라고 불리는 것만이 철학은 아닌 것과 같다.
뿐만 아니라, 소위 철학이라고 불리는 것만을 철학이라고 생각하
는 자가 실은 철학 자체의 필요성을 그리 절실하게 느끼지 못하
는 자인 것처럼, 소위 문학이라고 불리는 전통적 또는 차라리 관
습적인 일정 형식의 것만을 문학이라고 생각하는 자는 거의 전
부 문학 자체의 필요성을 그리 절실하게 느끼지 못하는 자이다. 
작가나 비평가는 소위 「문학」의 배후 또는 근거로 생활이나 의
욕 같은 문제를 끄집어내어 바로 여기에야말로 본래의 문학의 
원천이 놓여 있다고들 주장한다.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면, 문학
적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일정한 형상(형식)을 통해 구상적으로 표
현된 작품이라는 것이 보통 문학의 실체라고 생각됨에도 불구하
고, 실은 그게 아니라, 문학의 실질은 이렇게 만들어진 작품이 
아니라 바로 그 작품의 배경을 이루는 지금 언급된 생활이나 의
욕에 있는 것이라는 식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 점에서는 철학도 완전히 동일한 상태에 놓여 있다. 현재 인식
론이나 형이상학(이들 낱말이 여기서 어떤 의미로 쓰이는지에 대
해서 이제 내가 책임질 필요는 없으나)을 뱀이나 전갈 보듯이 혐
오하는 일련의 문학자들도 자기 철학이 없다고 스스로 생각하지 
않을 뿐더러 다른 문학자의 글에서 철학을 발견하는 것을 수치
스럽거나 무례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철학은 
이론이 아니라 세계관이라는 것이다. 사실, 철학의 실질은 하나
하나의 철학적 작품으로서의 논문이나 저술에 있는 것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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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자의 사상 그 자체라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문학과 철학의 근본적인 교류는 이상과 같은 관계에 
기초해서 이해될 수 있다. 소설이라면 소설, 시라면 시라는 단지 
문학작품의 작품형식만을 떼어 놓고 보자면, 이는 말 그대로 완
전히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며, 여기에는 문학적 수법이 가지는 
내용이 어느 정도 들어있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는 어떠한 사
상도 될 수 없다. 그리하여 그런 문학(?)은 철학과는 완전히 독
립적인 존재가 된다. 또한 단지 철학적 가설과 철학적 메커니즘 
뿐이라면, 거기에도 역시 어떤 사상―문학적인 것―이 있을 수 
없다. 그런 철학은 문학과는 관계없는 것이 될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독립된 철학이나 문학은 있을 
수 없으며, 아니,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만약 있다면 이는 철
학이나 문학의 캐리커처에 불과하다. 특히 이 점을 우선 강조해 
두고자 한다.
독자는 내가 도대체 무엇을 위해 이 따위 당연한 소리를 하고 
있는지 궁금할지도 모르겠다. 조만간 그에 대한 설명이 주어질 
것으로 생각하지만, 어쨌든, 문학과 철학 사이의 이 떼려야 뗄 
수 없는 결합을 통해서 비로소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비평̇ ̇ (평론)이라는 점에 먼저 주목하기 바란다. 비평가 내지 평론
가는 물론 그 자격을 따지자면 작가는 아니다. 그는 작품을 쓰지 
않기 때문에, 만약 문학이라는 것의 실질이 앞서 언급한 듯이 작
품형식 자체의 속에 있다고 한다면, 그는 문학자일 수 없다. 따
라서 비평가에게는 작품 또는 작가를 추적하는 것 외의 「문학
적」 능력은 없다고까지 말하는 작가나 비평가도 적지 않다.
그러나 이 같은 비평가도 문학작품의 독자에게는(아니, 문학작품
을 읽지 않는 독자에게도 마찬가지로 중요하다), 빼놓을 수 없는 
문학의 소개자이자 엄연히 문학자의 자격을 지닌 인간으로 받아
들여진다. 그 뿐만이 아니다. 비평가는 작가 자신에게도 제작의 
지도나 조언이나 요구를 덧붙이는 자가 아니면 안 된다. 실제로 
스스로 작품을 제작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제
작의 과정이나 결과에 간섭하게 되는 이상, 그는 당연히 문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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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자격으로 발언해야만 할 것이다(나는 이것을 이미 비평가에 
의한 「가능적 제작」이라는 조금 막연한 관념으로 표현한 적이 
있다). 비평가라는 자의 자격이 가지는 이러한 모순을 풀어내기 
위해서는 결국 문학의 실질을(그리하여 마찬가지로 철학에 대해
서도) 문학작품 그 자체의 속이 아니라 그 밖에서 찾지 않으면 
안 되게 된다. 즉, 문학과 철학의 교차로에서 비로소 비평이라는 
것이 등장하는 것이다. 문학과 철학이 비평을 매개로 해서 결합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것으로부터 곧바로 나오는 결론은 비평 자체가 문학의 비평이
든 철학의 비평이든(실은 그 무엇의 비평이든지 간에) 동시에 문
학이자 철학이 아니면 안 된다는 점이다. 비록 창작이나 논문이 
되지는 않더라도 그러하다. 평론가는 독특한 의미에서 문학자이
자 또 철학자이지 않으면 안 되며, 설령 그가 작가도 아니고 철
학과의 교수도 아니더라도 그러하다. 그런데 문학에 머리부터 발
끝까지 다양한 종류가 있는 것처럼 철학에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양한 종류가 있기에 비평의 실질 역시 이중으로 머리부터 발
끝까지 다양한 종류를 가질 수밖에 없다. 어떤 평론이 도대체 비
평이라고 불릴만한 것이 되는지는 이러한 일반론으로는 물론 결
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현재 일본에서 행해지는 비평 내지 평론은 어떠한 성
질을 가지는 것일까. 즉 현재의 일본에서 문학과 철학의 관계는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가. 그러나 다시 한 번 주의를 환기하고 
싶은 점은 비평 자체가 단지 문학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또한 
동시에 철학이었다는 점이다. 비평이 문예비평의 자격에 있어서 
문학 제작 작품과 관계없을 수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철학 역
시 평론의 자격에 있어서 철학의 이론체계와 관계없을 수 없다
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즉, 문학적 평론이더라도 철
학의 이론체계와 관계가 없을 수는 없다는 점이다. 만약 관계가 
없다면, 적어도 그것은 철학적 평론이 아닌 문학적 평론이어야 
할 것이므로 이른바 진정한 평론일 수 없게 된다. 그런 평론은 
문학과 철학을 매개하며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은 거꾸로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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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철학을 절연(絶縁)시켜 이들을 독립적으로 절대화시키기 위
해서만 존재하는 것이다. 바로 이런 식의 평론이야말로 문학과 
철학을 캐리커처하여 버리는 것이다.
어쨌든 현재 일본에서는, 문예비평이라 불리는 것이 매우 많은데
다가, 극단적으로 말해서 차라리 문예비평이 아닌 비평이 거의 
없다고까지 해도 좋을 정도인데, 그러나 이 경우 이른바 문예비
평이라는 말의 의미는 심히 상식적인 것에 머물며, 이는 단지 문
예에 관한 비평을 지칭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것을 곧바로 문예
에 대한 문학적이자 철학적 비평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설령 요즈음 유행하듯 철학적 의상을 뒤집어쓰고 등장한 
문예비평이더라도 그것이 철학적이거나 문학적인지는 겉보기 의
상의 문제가 아니라 실질의 문제라는 것을 나는 지금까지 계속 
지적해 왔다.
그리하여 문학자가 이렇게 문예에 관한 비평만이 진정한 비평이
라는 듯이 생각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꿍꿍이속 때문일까. 문학
적이고 동시에 철학적이어야만 했을 비평이 어째서 문예(즉 문학
자가 좋아하는 소위 「문학」)만 환대하며 철학에 대해서는 특히나 
냉담한 것일까. 예를 들어 사상―철학―속에서 가장 절실한 내용 
중 하나인 근대과학에 관해서, 어떤 연유인지는 모르나, 이러한 
이른바 비평은 지극히 냉담한 것이 보통의 경우이다. 과학에 관
한 철학적이고 문학적인 비평이라는 것은 소위 문예비평과는 아
무런 관계도 없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과학비평 같은 것은 
아예 성립될 수조차 없으며 따라서 유일한 비평은 오직 소위 문
예비평 밖에 없다고까지 「문예평론가」는 생각하는 듯하다.
오늘날 일본의 과학자가 일반적으로 비평(참된 또는 거짓된)의 
기능에 대해서 현저히 무지(無知)하며, 특히 자연과학자가 이 점
에 대해서 특히나 고루(固陋)한데다가, 반면 일본의 문학자는 이
에 대해 불필요할 정도로 심히 신경질적이기까지 하기에, 비평이
라는 것이 문학자로부터 이렇게 균형을 잃은 편파적 대우를 멋
대로 받게 되는 것 역시 무리가 아니기는 하며, 과학과 문학이란 
그 존재조건이 다른 것이기에 지금 이야기한 현상도 어느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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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필연적이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문학적이자 동시에 철학적
이었어야만 할 비평에 있어서는 이러한 사정 따위는 조금도 핑
계거리가 될 수 없다(근래 문학과 과학의 실질적 관계를 성찰하
는 두세 명의 사람들에 의해 과학비평―그렇다고 꼭 과학적 비평
인 것은 아니다―의 문제가 취급되기 시작했다. 애당초 소위 자
연과학 전문가들의 극단적 반감을 사지 않고서는 이런 연구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말할 것도 없이, 비평이 곧 문예비평이라는 미신은 문학자들의 
세계관이 지니는 세상사 모르는 일종의 자기만족으로부터 발생
한다(그리고 보통 과학자는 이에 소극적으로 맞장구친다). 그들
은 비평이라는 거대한 동상의 특히 매끄러운 겉만을 「문학적」이
라고 쓰다듬으면서, 이것으로부터 그들에게만 필요할, 게다가 그
들을 제외하면 그 누구에게도 필요가 없을지도 모를, 일종의 비
평의 관념을 얻어낸다. 그것이 「문예비평」으로서의 비평인 것이
다. 실제 오늘날 보이는 「문예비평」의 대다수는 확대된 문단시평
(文壇時評)에 불과하리라. 애초에 비평이라고 하는 이상, 원래 시
사적인 것일 수밖에 없고, 그런 의미에서는 시평(時評)이 아닌 
것은 비평이 될 자격이 없다는 점과 비평의 사회적 저널리스틱
한 기능에 관해서 설명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겠으나, 사실 여기
서 문제는 이것이 시사평론적이라는 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것이 단지 문단의 시평에 불과하다는 부분에 놓여 있다. 말하자
면, 문학자가 스스로의 세계관의 균형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제멋
대로인 상황에 빠져버린 것은 바로 그가, 실제적으로든 가능적으
로든, 결국 특정한 유형으로 굳어져버린 문단인으로서의 사회생
활을 무난히 영유하려 하는 것에 기인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문
학은 항상 「문학」의 내부에서만 즉 다소간 문단 밖과 교류는 한
다 하더라도 대체로 문단의 주변에서만 평론된다. 급기야는 문학
만이 아니라 모든 것이 이로부터 「문학적」으로 비평된다. 따라서 
예를 들어 문학을 「문학」 밖으로부터 비평해 내려는 시도는 소
름 끼치는 모독일 뿐이다.
문예비평이 거의 유일한 비평이라고 믿고 있는 이 문단인들(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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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일본의 문학자들)의 대다수는 이 때 이미 또 하나의 이기적인 
착각을 하는 버릇을 가지는 듯이 보인다. 비평(그들에 따르면) 
즉 문예비평은 순전히 작가의 활동을 위해서 그 존재 이유를 가
지고 있다는 것이 바로 이 착각이다. 게다가 단지 작가 뿐 아니
라 작가와 함께 「문학자」에 속하는 문예비평가 역시 존중되지 
않아서는 안 된다는 착각이 바로 그것이다(예의 「비평불능」 논쟁
이 바로 좋은 증거라 하겠다).
자연과학자들도 이와 완전히 똑같은 착각을 매우 자주 한다는 
것 역시 요즈음 매우 흥미로운 문화 풍경 중 하나라고 할 수 있
다. 어떤 유명한 물리학자가 말하길, 철학자(우리의 경우에는 비
평가이겠으나)는 과학에 대해 이러저러한 주문을 하고 싶어 안달
이 나 있지만, 과학자는 바쁘기 때문에 그 따위 것을 비웃을 시
간조차 없을 것이라 한다. 문학자들은 비평가가 작가에 대해 권
위를 가지는지 가질 수 없는지를 적어도 미해결 문제로 남겨둘 
수밖에 없었으나, 이 자연과학자에 따르면, 당연히 비평가는 그
러한 권위를 가져서는 안 될 뿐 아니라, 자신들은 이런 것을 문
제로 삼을 시간조차 없으시다는 모양이다.
비평이라는 것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경우 문학이나 자연과학
(물론 철학도)이 완전히 캐리커처 수준으로 떨어져 버린다는 점
에 주의해야 한다. 자연과학자에 따르자면 비평가들은 전문가의 
작업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고 한다. 문학자들에 따르자면 비평가
는 작가의 작품에 간섭해야만 할 것이나 이것을 제대로 하지 못
하니 문제라고 한다. 그렇다면 도대체 비평가는 어찌 해야 하나. 
이리하여 희화(戯画)가 되어 우스워지는 것은 문학자나 자연과학
자 뿐이 아니며, 비평가도 그 덕에 함께 광대 꼴이 되어 버리는 
것이다.
문예비평이라는 것은 작가를 위한 것이며, 비평이라는 것은 문예
비평을 위한 것이라고 믿는 많은 문학자들이 때로는 생활까지도 
문학을 위해서만 존재한다는 식의 도착증(倒錯症)에 빠지지 않으
리라는 보장은 없다. 문학이 곧 생활이라는 식의 프라제{Phrase}
가 별다를 것 없이 아무렇게나 내뱉어지는 것은 무시무시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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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문학에 머리부
터 발끝까지 다양한 종류가 있기에, 도대체 이 때 그것이 철학이
나 과학(그리고 이들에게도 역시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양한 종류
가 있기 마련이다)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또는 연결되지 않는지가 
문제인 것이다. 게다가 도대체 그 생활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
인가. 문학적 생활이라면 당연히 문학적이어야 할 터이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반적으로 문학
이 곧 생활이라고까지 할 수 있을까.
현대 일본의 이러한 문학주의̇ ̇ ̇ ̇ 는 그러나 예술지상주의나 심미주
의와는 상당히 그 본질을 달리 하고 있다. 이것은 상당히 주목할 
만한 점이다. 예술지상주의는 차라리 예술 내지 「문학」을 의식적
으로 생활로부터 독립시켜서 이것을 생활 위에 군림시키려 하는 
것이지만, 반면 현대의 문학주의는 모든 생활을 통틀어서 그대로 
문학과 의식적으로 일치시키려 하는 것이다. 심미주의는 단지 감
정이 지성이나 의지에 대해서 우위를 점한다는 주장일 뿐이다. 
따라서 그것만으로는 꼭 오늘날의 문학주의로까지 귀결된다고 
할 수는 없다.
그래, 문예비평의 정통적 전통에서 특히 이 예술지상주의가 한때 
중요한 위치를 점했던 적은 있었으리라. 그러나 오늘날의 문학주
의는 이 전통의 정당한 계승자로 등장한 것이 아니다. 보다 더 
「심각」하고 보다 더 「진실」된 내용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일견 도리어 비(非)심미적으로까지 보이며 예술 
부정의 형태를 띠는 것마저도 있다. 그것은 더 이상 단순한 악마
(悪魔)주의가 아니라 더욱 진지한 악당(悪党)주의이며 「문학」의 
형태를 띠지 않고 도리어 「철학」이나 신학의 형태를 띠고서 나
타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현대의 문학주의는 별다른 이유 없이 그냥 세상 
속으로 튀어 나온 것이 아니다. 여기에는 보이지 않는 손의 깊은 
의도가 숨겨져 있다. 문제는 역시 비평의 역사, 그것도 특히 비
평의 최근의 역사에 연관되어 있다. 독자는 여기서 최근의 소위 
「문예부흥」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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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 물론 문예는 항상 부흥되지 않으면 안 되리라. 만약 문예
를 억압하는 최후의 [속박]이 바로 [정치]라면 [현대]의 [정치]를 
타도하여 문예는 고대 그리스를 본받지 않으면 안 되리라. 최근
의 소위 「문예부흥」이 어떤 권위를 전복하고 어떤 고전에 돌아
가서 다시 또 그로부터 재출발하려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부흥되어야 할 것은 과학이나 생산기술을 포함한 문예 내지 문
화가 아니라, 단지 문학으로서의 「문예」일 뿐이라는 점이야말로, 
지금까지 서술한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지극히 흥미로운 점이라
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문학이 「문예」로 부흥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에 대해서는 누
구 하나 반대할 리 없으리라. 그런데 어째서 같은 방식으로 또는 
동시에 과학도 부흥될 필요는 없는 것인지. 부르주아지의 고유한 
사고에 기초한 기계론적인 근대자연과학은 곳곳에서 거의 완전
히 막다른 골목에 처해 있다고 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일본의 
「문학」 따위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국제적인 중대 문제
이리라. 그런데 자연과학의 이러한 소위 위기로부터 부흥된 것은 
과학 자체가 아니라 종교와 신학과 형이상학과 신비사상 등이었
다. 반면에 문예부흥의 깃발 아래 모여든 평론가라는 작자들은 
부흥되어야 할 문예 속에서, 「문학」은 물론이요, 무엇보다 먼저 
종교와 신학과 형이상학 등등을 꼽는 것을 잊지 않았던 것이다. 
한때 동일한 출발선에서 함께 달리기 시작한 것 같던 이 「문예」
부흥으로부터, 남겨져 버려진 것은 공교롭게도 오직 과학뿐이었
다. 아니, 단지 이런 운동에서 남겨져 버려진 것일 뿐 아니라, 
「문학」과 종교와 신학 등등의 부흥을 통해서 타도되어야만 할 
바로 그 구(旧)권위야말로 과학이었다고 주장되는 모양이다. 
그러나 우리는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위로할 생각 따위는 조금도 
하지 않는다. 그가 「나는 운하를 팔 줄도 알고, 성을 쌓는 법도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던 것처럼, 참으로 비(非)문학적으로, 자기
를 내세웠었기 때문이다. 문제는 어째서 최근 이런 일군의 문학
주의가 대두하게 되었느냐이다. 어째서 「문예」로서의 문예가, 
「문학」으로서의 문학이 갑자기 부흥하게 되었느냐이다. 이는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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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의 비평(비평정신이라고 해도 무방하리라)이 일부분 「철학」적 
내지 「문학」적인 의상을 뒤집어썼음에도 불구하고, 실은 차라리 
순전히 비(非)철학적이며 또 비(非)문학적이 되어 버렸기 때문이
다. 비평이 이런 식으로 자기분해되어 버리면, 그로부터 문학 내
지 철학의 캐리커처만 발생한다고 이미 서술했으나, 문학주의야
말로 바로 문학에게 가장 타당한 캐리커처일 수밖에 없다. 원래 
희화(戯画) 즉 캐리커처라는 것은 악센트{accent}만을 추상해서 
강조하는 것일 뿐이니까.
일본에서 진정으로 철학적이고 문학적인 비평의 기능이 확립되
기 시작한 것은 대전 이후 마르크스주의 철학이 인텔리층을 지
배하기 시작했던 경이었다. 철학적이고 문학적인 비평의 이러한 
기능은, 한편으로는 과학적 비평(과학비평이 아니다)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적 비평으로 특징 지어졌다. 이 두 가지의 기능
을 결합하는 것―거기에 바로 마르크스주의 철학의 일반적인 본
질이 있다―이 바로 이 때 새롭게 확립된 비평의 가치였던 것이
다. 왜냐하면 이를 통해 비로소 철학과 문학이 정면에서 매개되
어, 일본문학이 시작된 이래 최초로, 과학적 인식과 문학적 표상 
사이의 전면적 연락이 가능해지는 운명을 맞이하였기 때문이다. 
예의 정치와 문학 사이의 관계도 역시 여기에 와서야 비로소 문
제시될만한 정당한 이유를 가지게 된다. 물론 아마도 여기에는 
많은 폐해 역시 동반되었으리라. 그 결과 「문학」은 갈릴레이의 
과학이 교황의 앞에서 억압 받았던 것처럼 이 「비평」 앞에서 억
압 받는 치욕을 경험하였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것은 부작용일 뿐 본질은 아니다. 이런 판단에 대한 증
거를 대자면, 이러한 결과는 결코 비평이 너무 철학적이고 문학
적이었기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라, 차라리 후에 서술할 것처럼 
비평이 아직 충분히 철학적이고 문학적으로 발달하지 못했기 때
문에 생긴 것이라는 점이다. 때문에 이러한 사정이 모처럼 등장
한 비평이 자기분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할만한 근거는 
될 수 없다. 그런데, 사실상 지금은, 적어도 외견상으로는, 이러
한 비평이 폭삭 붕괴되어 버린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거기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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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문학주의가 서 있다. 사랑하는 문학을 위해서는 당파성 같은 
것도 문제가 되지 않으며, 눈앞에 놓여있는 것은 문학일색의 연
막일 뿐이다. 이리 되어버리면, 이러한 문학이 생활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생활이 바로 이러한 문학을 위해 있다고 말했던 이
유를 독자도 대략 이럭저럭 납득하게 되지 않을까.
물론 이 문학주의라고 지금까지 없던 것이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것은 아니다. 일본의 부르주아 문학의 전통은 문학적 자유주의라
고 불러도 될 만하다고 생각되는데, 이는 말할 것도 없이, 정치
적 자유주의를 근거로 하여 의식된 문학의식이 아니라 거꾸로 
「문학」의식을 근거로 하여 의식된 자유주의이므로, 이것을 문학
적 자유주의라고 부르기보다는 차라리 자유주의적 문학주의라고 
부르는 편이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말 그대로 원래 문학주의라
는 것은 일본의 부르주아 문학의 예로부터의 전통에 속한다고 
하겠다. 게다가 마르크스주의적 작가나 문학이론가 중에도 이런 
부르주아 자유주의적 문학주의의 소질을 가진 자가 지극히 많았
다고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태에서 진보적 동향이 퇴조기에 들
어서자마자 바로 그 속내를 드러낸 것이 결국 이 문학주의운동
이라고 하겠다. 여기서는 순수문예적인 것도, 자유주의적인 것
도, 좌익적인 것도, 그 어떤 것도, 모두 다 「문학」적인 한, 함께 
하며 서로 화해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문학
은 진보한다고 한다. ―「문학」의 진보가 그대로 확대되기만 하면 
사회 전반̇ ̇ 의 진보라도 이룰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바로 문학주
의가 문학주의인 이유이다.
현대 일본의 문화현상으로서의 문학주의운동은, 음으로 양으로, 
여러 가지 뉘앙스{nuance}를 띠며 대중의 일정한 층에 보급되고 
있다. 소상인과 소부르주아 저급인텔리에게는 파시즘, 소부르주
아 고급인텔리에게는 문학주의를 배당하는 것이 바로 전쟁의 신 
마르스의 계획인 것이다. 오늘날 소위 「자유주의」나 이것에 기초
한 진보주의(?)의 가장 현저한 공통특색이 바로 이러한 문학주의
이며, 이것이 동시에 요즈음 가장 유행하는 닛폰형 파시즘과 객
관적 의의에 있어서는 거의 완전한 동일선상에 놓여 있다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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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을 끝내 부정하려는 것, 이 또한 역시 문학주의자의 독특한 미
신 중 하나이다.
이러한 여러 문학주의 중 가장 특징적인 한 경우를 마지막으로 
주목하여 보도록 하자. 그것은 바로, 하필이면 다름 아닌 이 비
평의 자기분해 시기에, 도리어 지금이야말로 바로 비평의 고양기
(高揚期)라고 자찬하는 문학주의적 착각이다. 여기서 문학과 철
학이 완전히 조각조각 분열되어 버리게 되는데, 그것을 마치 문
학평론이 발달해서 드디어 철학화하기라도 한 것처럼 생각하는 
현상이 유행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최근 반동기에 들어감과 
동시에 현저하게 문예평론가의 수가 늘어났으며 또 현저하게 
「철학」 냄새를 풍기는 「철학」적 문예평론도 역시 늘어났다는 것
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종류의 철학이 얼마나 엉망진창
인지는 실은 그것이 단지 「문학」의 현학적이고 아카데믹한 연장
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만 보아도 바로 알 수 있다(그러한 예는 
얼마든지 찾을 수 있는데, 이미 나는 이 점을 지적하기 위해 고
바야시 히데오(小林秀雄)씨131)에 대해서 다룬 적이 있다).
그러나 「문학」이 그대로 척척 철학(?)으로까지 연장되는 것은 다
른 한편으로 「철학」의 「문학」화라는 대응 현상이 있어서 이에 
힘을 얹어 주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유럽, 그 중에서도 특히 
독일의 부르주아 철학(현재 부르주아 사회에 적응한 철학을 지칭
한다)이 실증과학과 스스로의 과학성을 단념한 이래, 그 철학의 
범주는 일상적인 검증의 바탕으로부터 이탈하여 결국 범주 정돈
의 표준을 잃고 말았다. 그리하여 이제 유일하게 의존할 수 있는 
것은 신학이나 심리학이나 인간학 등등의 여러 명칭으로 불리지
만 실은 단지 문학적 범주̇ ̇ ̇ ̇ ̇ (또는 문학주의적 범주)라고 부를만한 
것들뿐이다. 철학적 범주는 문학적 범주로 치환되어 버렸다(문학
이 범주를 사용하는 것은 철학적 범주를 문학적 표상을 통해서 
구사하는 것이어야지 결코 이것을 문학주의적 범주로 치환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로부터 바로 「철학」적 문예비
평이나 「문학」적 「철학」이 속속 발생한다.
예로서 현실이라는 하나의 범주를 들어보자. 이것은 원래 철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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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로서는(그리고 이것만이 진정한 범주인데) 역사적이고 사회
적인, 즉, 경제적이고 정치적이며 관념적이고 문화적이기도 한 
존재 이외의 다른 무엇도 될 수 없다. 그런데 문학적 범주에 따
르자면, 현실이라는 낱말을 단지 그대로 반복만 하고 있는 것들
은 아예 논외로 치더라도, 최대한 봐 줘서, 기껏해야 도스토예프
스키식 현실에 불과할 뿐이다. 불안이라는 기묘한 범주도, 사회
적 불안이나 다른 근거가 있는 불안으로부터, 셰스토프식의 무한
의 불안 같은 것에 납치되고 말았다. 이것이 바로 문학주의적 범
주의 트릭인데, 오늘날의 형이상학은 이제 이런 식의 범주로의 
최후의 도피 행각을 시도하는 것 외에는 더 이상 살 방법이 없
다는 것을 확실히 자각하고 있다. 싫더라도 이들 철학이 문학주
의에 가담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오늘날 문예평론의 요란함과 철학스러움이야말로 「문학」이 철학
을 (따라서 또 문학을) 완전히 찬탈하려고 시도하는 지극히 노골
적인 반동 행위라는 점에 독자가 주의를 게을리 하여서는 안 된
다고 나는 생각한다. 게다가 바로 이러한 시도가 다름 아닌 문학̇ ̇

적 자유주의̇ ̇ ̇ ̇ ̇ 라는 의식 하에서 행하여지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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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문학적 자유주의」의 특질
―「자유주의자」의 진보성과 반동성

자유주의를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어리석은 해
석이긴 하지만, 자유주의가 유행한다는 오늘날, 이것이 의외로 
많은 자유주의자들이 남몰래 마음 속 깊이 간직하고 있는 해석
이 아닌가 생각된다. 말하자면, 자유주의란 어쨌든 바로 자유를 
주의로 하는 것이니 따라서 부(不)자유주의의 반대이므로 무슨 
짓을 하더라도 괜찮다는 식의 사고방식이 바로 그것이다.
물론 그 누구도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유를 그대로 이유라고 드
는 자는 없을 터이지만, 몰아붙이면 그 외의 근거를 대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관념론적 철학자는 
자유라는 독일 관념론의 중심 문제를 무조건적으로 존중하는 경
향이 있고, 문학자는 고답파{parnasse}스럽고 방랑벽을 지닌 도
피적 자유를 사랑하기에, 그냥 그런 이유만으로도 자유주의를 지
지하는 데에는 충분하다고 여기기 마련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자유라는 관념이 철학에서 태어난 것도 아
니며 문학에서 나온 것도 아니라는 점이다. 자유라 하면 철학자
는 곧장 「의지의 자유」부터 생각하지만, 이는 실천이라 하면 무
조건 인간의 윤리적̇ ̇ ̇  행위라고 생각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철
학자의 지식으로부터 나오는 미신일 뿐이며, 게다가 대부분의 문
학자들이 도대체 자유라는 것에 대해 분명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조차 나는 의심스럽다. 하지만 원래 이는 지극히 당연한 
현상일 뿐인데, 왜냐하면 그들은 자유라는 것에 대해 지식으로 
알거나 느끼거나 생각할 수는 있으나, 자유의 실제적인 필요성은 
전혀 느끼지도 못하면서 떠들어대기 때문이다. 원래 자유의 필요
성은 철학자나 문학자가 느끼기 이전에 기업가와 정치가가 느껴 
왔던 것이다. 말하자면, 철학적이거나 문학적인 자유의 관념은 
경제적이고 정치적인 자유의 관념을 우려내고 남은 찌꺼기에 불
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말할 것도 없이, 역사적 사실을 보자면, 자유주의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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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경제적 자유주의」로부터 발생했고 그것이 곧 정치적 자유주
의가 된 것일 뿐이며, 따라서 철학이나 문학에서의 자유주의라는 
것이, 사회주의나 기타 정치철학을 빼놓고서, 도대체 어떠한 다
른 원천으로부터 언제 어찌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을지 나는 도
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 사실을 말하자면,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도 자유주의 철학이라는 것은 아직 성립되지 못했다고 생각된다. 
게다가 자유주의 철학이라는 것은 아마도 미래에도 절대로 성립
될 수 없을 터인데, 이후 독자는 그 이유를 이해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자유주의는 본래 경제적이고 정치적인 범주이며 원래 철
학자적이거나 문학자적인 범주는 아니었으나, 현재 일본 같은 곳
에서는 자유주의라 하면, 정치적 자유의 문제 등과는 관계없이, 
철학자적이거나 문학자적인 것으로만 상식적으로 통용되고 있다. 
오늘날 자유주의라는 상식적인 용어는 더 이상 정치적 범주가 
아니라 문학적 범주가 되어 버린 것이다. 말하자면 문화적 자유
주의만이 자유주의의 유일한 고향이 되어 버렸다.
바로 이 점에 주목하지 않는 한, 현재 일본에서의 소위 「자유주
의」 또는 「자유주의자」에 대한 적절한 단정을 내릴 수 없을 것
이다. 자유주의를 정치 문제로만 보며 이를 문학적 이데올로기의 
문제로는 보지 않는다면, 적어도 오늘날의 자유주의자의 속내를 
파헤칠 수 없다.
공산주의 세력은 퇴조하고 파시즘 세력조차 그 정점을 이미 찍
었기에, 이제 세상은 자유주의 세상이라고 일시적으로 회자된 바
가 있다. 그러나 부르주아 정당정치의 필요성이 강조된다든지 의
회정치가 악화되었다고 설교되기 시작한다든지 등 부르주아 정
치의 행동 내지 사상의 동향은, 그것을 단지 부르주아 민주주의̇ ̇ ̇ ̇

의 동향이라고 볼 수는 있어도, 그냥 그대로 자유주의의 동향이
라고는 볼 수 없다. 민주주의는 완전히 부르주아의 정치적 자유
를 위한 정치적 또는 정치관적 범주에 속하는 운동이며 따라서 
때로는 소부르주아·프롤레타리아·농민의 정치 이데올로기가 될 
수도 있지만, 이에 반해 최근의 자유주의 쪽은 소부르주아·인텔
리·부르주아의 문화적 이데올로기에 속하는 것이므로 이들 부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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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아의 정치적 자유와도 반드시 관계가 있다고 단언할 수도 없
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 현상만 보고 정치적 자유주의가 부흥했다는 식으로 
말할 수는 없으며, 도리어 그런 의미에서 자유주의는 정치적으로 
조금도 번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해야만 할 것이다. 오늘날 부흥
한 듯이 보이는 것은 부르주아 민주주의 또는 그것의 모조품일 
뿐이며, 이를 꼭 정치적 자유주의라고는 할 수 없다.
자유주의 중 오늘날 부흥하고 있는 것은 차라리 문학적 자유주
의이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야말로 오늘날 일본에서의 자유주의 
중 대표적인 것의 본질이 놓여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자유
주의의 대두를 현재 유행하는 광의의 「문예부흥」 속에서 간파해 
낼 수 있다. 문학자의 「문학」에만 한정된 오늘날의 이른바 「문예
부흥」(이 명칭은 문학자들이 제멋대로 들떠서 붙인 것이며 실은 
「순수문학부흥」이라는 것에 불과하다)을 비롯하여, 결국 여기에 
뿌리를 두는 「철학부흥」이나 종교부흥 등 일체의 부흥 합창이 
의외로 이 「자유주의」의 실질적 내용이기 때문에, 대강 오늘의 
자유주의는 그냥 한마디로 문학적 자유주의라고 지칭한 것이다.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본래 정치적 동향 따위에는 관심도 
없고 그에 대한 식견도 없는 많은 문학적 또는 준(準)문학자 이
데올로그들이 자유주의라는 「낱말」에 그리도 열렬히 호감을 가
지는 것이다.
문화와 자연에 대해 참된 문학적, 철학적 리얼리티{reality} 감각
을 지니지 못한 「문학자」나 「철학자」들이, 그렇다고 또 의식적으
로 반동진영에 뛰어들 만큼의 노골적 악취미 역시 딱히 마음에 
들지 않던 차에, 그들의 인간적 감성을 무럭무럭 자라게 해 줄 
유일한 엘레멘트{element}가 자유주의라는 이름으로 하늘로부터 
드디어 강림하셨으니, 누구든지 자유주의자가 될 것이요, 또한 
스스로 자유주의자임을 기뻐하지 않을 자 그 누가 있을 것이냐
는 말이다.

자유주의의 진보성과 반동성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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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하였다. 나는 이제 이것을 특히 자유주의자의 속내를 중심으로 
분석하여 보려 한다. 자유주의를 바로 자유주의자의 의식으로부
터 분석하는 것이야말로 오늘날의 이 자유주의에 대해서 매우 
잘 어울리는 방식이라 할 수 있는데, 왜 그러한지는 이후 서술이 
진행되는 중 깨닫게 될 것이다.
첫째로 먼저 자유주의가 곧 개인주의라는 평범한 명제로부터 출
발하도록 하자. 즉 자유주의자는 개인주의자라는 것이 된다. 그
런데 개인주의자라는 낱말은 제멋대로 어떤 의미로라도 쓰일 수 
있으므로, 오늘날의 자유주의자로서의 이 개인주의자가 어떤 의
미의 개인주의자인지를 우선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쁘띠부르
주아 내지 부르주아층 출신인, 교양 있는, 「인격의 도야」도 수행
하는 오늘날의 자유주의자들은 결코 경제적 배타주의자가 아닌
데다가 그렇게 될 필요도 없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도덕적 이기
주의자라고조차 할 수 없다. 때로는 지극히 사교적이기까지 한 
오늘날의 자유주의자는 귀족적인 독존주의자(独尊主義者)가 아닌 
경우가 차라리 많다 하겠다.
오늘날의 자유주의자의 개인주의는 사실 그의 문학상 또는 철학
상 관점 속에서 가장 순수하게 드러날 것이다. 그는 개인을 중심
으로 사물을 생각한다. 그것이 사회든 역사든 자연이든, 또 이에 
대해 행하여지는 모든 가치 평가에 대해서도, 개인이라는 존재가 
판정의 근거가 된다. 그러나 공평하고 이해력이 풍부한 자유주의
자는 결코 개인을 자기 자신만으로 한정하지 않는다. 자기든 남
이든 상관없이 개인이기만 하면, 개인 외의 초개인적인 객관적 
사물만 아니라면, 만족스러운 것이다.
하지만 이 명제조차도 역시 지극히 진부한 것이다. 문제는 개인
이 사물 판정의 근거라는 말의 내용 자체가 무엇인지까지 나아
가야 한다. 여기서 자유주의자는 개인을 그 인격으로 파악하는 
것을 통칙(通則)으로 삼는다. 인격이라고 하더라도, 자유주의자에
게는 이것이 윤리·도덕 같은 개념이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개인
의 로고스로부터 파토스{pathos}까지, 이데올로기로부터 파톨로
기{Pathologie}, 피지오그노미{Physiognomie}나 「성격학」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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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지는 「인간학」적 범주로서의 인격이 이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인간̇ ̇ 은 자연이나 역사나 사회로부터 설명되어서
는 안 되며 거꾸로 자연이나 역사나 사회가 이 인간으로부터 설
명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한 편이 더 문학적으로 충실하며 더 
철학적으로 심각한 것이라고 자유주의자들은 생각한다. ―따라서 
오늘날의 (문학적) 자유주의는 거의 모두 인간학주의라고 하는 
사실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예전에 이미 「인격주의」라는 것이 있
었는데, 이것이 이 인간학주의의 전조였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
다). 소위 「문예부흥」을 외쳐대는 문사들에 따르자면, 인간학주
의에 입각하여 중심을 다잡는 것이야말로 문예(?)의 「부흥」이라
는 듯하다. 인간을 연구한다며 인간학주의에 입각하지 않으면 안 
되다는 사고방식은, 마치 자유를 원하기 때문에 자유주의에 입각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조금 웃기는 추론이 아
닐까 생각된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인간전문가라고 자임하는 문학적 자유주의자
들은, 인간이라는 낱말을 좋아하고, 때문에 인간학이라는 낱말도 
좋아하며, 따라서 또 인간학주의도 마음에 든다는 결론을 스스로 
내리고 있는 듯하다. 이 추론은 논리학적으로는 말도 안 되지만 
인간학적으로만 보자면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자
유주의자식의 논리가 가지는 어리석을 정도로 무사태평한 인간
학적 일면을 만나게 된다.
그러나 인간학주의가 개인주의에 불과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말하자면, 이 점을 볼 때, 자유주의자는 
개인과 개인 간의 아토미스틱{atomistic}한 결합이 실제문제에 
대해서도 중요하다는 하나의 「인간학」적인 관찰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자유주의자가 초(超)당파적인 것도 단순히 이
런 이유 때문이다. 개인주의자인 자유주의자는 개인을 내부적으
로 결합하려 하는 것은 그 무엇도 받아들일 수 없다. 내부적인 
것은 오직 개인뿐이며, 이를 다시 결합하려 하는 것은 모두 외부
적인 것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때문에 당파 같은 것은 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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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외부적일 뿐이며, 따라서 개인에게 있어서 그리 중요하지 않
은 제이의(第二義) 이하의 문제일 수밖에 없다. 자유주의자는 
「인간」을 개별적으로 판정하며, 그렇게 하지 않고 만약 당파적으
로라도 판정한다면 외부적이고 작위적인 판정이라고 주장한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공평」함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 편 문학적 자유주의자는 경제적 자유주의나 정
치적 자유주의와는 그리 관계가 없기에, 따라서, 그들의 「공평」
은 기회균등이나 「인간평등」에 대한 관심과는 완전히 별개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그들의 개인주의는 실은 개인이 완전한 아토
미스틱하게 남는 것은 불가능하기에 애당초 인간과 인간 간의 
어떤 특정한 결합형식을 필요로 하게 된다. 이 개인주의는 여기
서 다시 앞서 언급한 인간학주의를 필요로 하게 되는데, 이 인간
과 인간 간의 결합형식으로서 인간학적인 것이 채용되는 것이다. 
말하자면, 인간과 인간 간의 「파토스」적인 결합이 여기 끄집어내
어진다. 그리하여, 이러한 자유주의자에 따르자면, 인간은 결국 
어떠한 일정한 인간들끼리의 일정한 결합관계에 들어가게 된다
는 것이다. 이것이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하면, 인간학적인 취미̇ ̇

판정̇ ̇ 에 따라 서로 마음에 드는 인간 동지끼리 하나의 사회결합
을 만들게 된다는 이야기이다. 우리는 이런 사회결합을 바로 섹̇
트̇{sect}라고 부르지 않으면 안 되리라.
그리하여 자유주의자는 초̇(超̇)당파적̇ ̇ ̇ 이다(이 초당파성도 실은 엄
연히 하나의 당파성이라는 진부한 진리는 논외로 하고). 그들에 
따르면 개인과 개인 간을 연결하는 객관적이고 외부적(그들에 따
르면)인 표준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은 초당파적이기 때
문에 도리어 섹트적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들 상호간을 연
결하는 것은 주관적이고 내부적(그들 방식으로 말해서)인 것 이
외에는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인간과 인간을 엮는 객관적 표준이 없을 때, 참된 의미에서의 정
치는 있을 수 없다. 개인주의자인 오늘날의 문학적 자유주의자가 
일반적으로 정치에 대해서 흥미나 호의를 가지지 않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런데 그들이 정치를 그리 탐탁하지 않게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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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는 이유에는 실은 조금 더 심각한 근거가 있다는 것에 주의하
지 않으면 안 된다.
문학적 자유주의자에 따르면, 인간과 인간 사이를 엮는 정치라는 
것에는 주관적인 근거 밖에 있을 수 없다고 한다. 왜냐하면, 인
간과 인간 사이를 엮는 객관적인 관계는 제일의적(第一義的)으로 
실재적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들에 따르면 정치라는 
것은 인간적인(또는 인간학적인?) 밀고 당김이나 술책을 부리는 
속내 이외의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 그들은 이런 인간적 속내를, 
적어도 자신들의 속내만은 객관화하고 대상화하여 폭로하고 싶
어 하지 않으며, 따라서 당연히 자유주의자는 정치를 혐오하게 
되거나 정치를 혐오할 의무를 느끼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래 섹트적 경향을 가지는 문학적 자유주의자는, 그 필
요에 따라서, 이미 언급한 속내라는 주체적 의미로서의 정치를 
그의 섹트적 경향과 결부시킬 필요를 느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실제로 이는 지극히 수월히 가능해진다. 바로 이 때 문학적 자유
주의자는 가장 이상적인 진정한 섹트주의자로서 등장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섹트주의자의 정치는 항상 기회주의(오포튜니즘
{opportunism})이며 문학적 자유주의자는 그런 오포튜니즘 외에
도 「정치」적인 것이 있다는 사실을 결코 이해하지 못한다.
스스로에게 고유한 섹트적 경향을 지니는 문학적 자유주의자는 
초(超)당파적이며, 그런 의미에서 당파성을 가지지는 않지만, 그
러나 이 당파성에 대해서 조금 더 확실히 요점을 짚어 볼 필요
가 있다. 자유주의자에 고유한 오포튜니즘이라는 것은 우선 첫째
로 그 이론에 수미일관성̇ ̇ ̇ ̇ ̇ 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인데, 반면 이론
에서의 당파성이라는 것은 적어도 그 이론이 그러한 수미일관성
을 지키는 것과 다름없다. 그러한 「논리」를 가지는 것이야말로 
이론의 당파성의 중요한 계기 중 하나인 것이다. 그러나 이론이
나 논리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단지 이상이나 언론에만 한정된 
문제가 아니다. 차라리 행동̇ ̇ 에 있어서 바로 그러한 이론이나 논
리가 지배적인 것이 되므로, 이론의 당파성이라고 하면 곧 행동
의 당파성을 문제 삼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오포튜니스트인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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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 자유주의자는 그 행동에 있어서 바로 오포튜니스트이므로 
결국 그 이론에 있어서도 역시 무̇(無̇)이론̇ ̇ 일 수밖에 없게 된다. 
그들의 「초(超)당파성」이라는 것은 따라서 실은 그들의 「무(無)논
리」를 의미할 수밖에 없다.
당파성̇ ̇ ̇ 을 가질 수 없고 따라서 논리̇ ̇ 를 가질 수 없는 자유주의자
는 아무리 철학적 언변에 능통하더라도 근본적인 의미에서의 
「철학」을 가질 수 없다. 더욱이 원생적(源生的) 철학이 아닌 문
학이라고 제대로 가질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따라서 (문학적 내
지 철학적) 자유주의자로부터 예를 들어 자유주의적 철학이라고
도 할 만한 철학을 기대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스스로가 철학에 
대해서 실은 어떠한 참된 필요성도 느끼지 않고 있다는 것을 고
백하는 것에 불과할 것이다. 철학이 없는 사회주의자나 철학의 
필요를 참으로 느끼지 못하는 사회주의자는 쉽게 [변절]하지만, 
오직 [편의]주의자에 불과한 오포튜니스트 자유주의자의 경우에
는 철학을 가지고 싶어도 가질 수조차 없다는 소리가 된다.
이제 자유주의자의 진보성과 반동성이라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
는데, 만약 소위 「문예부흥」을 한때 시그널{signal}로 하는 오늘
날 일본의 광범위한 문학적 자유주의자의 존재를 기억한다면, 자
유주의자의 진보성만큼 의심스러운 것은 없다는 점을 곧 깨달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어떤 입장이나 어떤 인물이 진보적인지 
아닌지는, 이것을 그냥 논하는 것만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으며, 
어떠한 크리티컬{crtical}한 조건 하에 두고서 생각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인데, 바로 오늘날의 문화정세가 바로 그러한 시기
에 임박하였기 때문에 이들 문학적 자유주의자가 문화의 부흥?
(무엇으로부터의 부흥인지를 한번 확실히 생각해보면 좋겠다)이
라는 표어 하에 실은 스스로 어떠한 것에 흥미를 가지는지 감시
하여야만 할 것이다. 문예는 부흥̇ ̇ =복고되는 것이다. 결코 개척되
고 창조되는 것이라고 그들 스스로 말한 적이 없다.
문학적 자유주의자가 진보적으로 보이는 것은, 그 문화부흥주의
를 빼면, 단지 파시즘이나 봉건의식에 대한 「반감」(그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닌) 때문에 그리 보이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순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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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이 당파적인 정치를 싫어한다는 일반적인 이유로부터 유래
하는 것에 불과하며, 그들이 사실 프롤레타리아의 [억압]에 대해
서, 파시즘에 대한 저항 이상으로, 「진보적」(!)인 역할을 맡고 있
다는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은 사실들을 우리는 여기서 참고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모든 결과는 순전히 (문학적 내지 철학적) 
자유주의자가 지니는 문학자스럽고 「철학자」스런 「무(無)논리」로
부터 초래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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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인텔리 의식과 인텔리계급설
―소위 「지식계급론」에 대하여

일본의 문단이나 논단에서 최근 또 다시 인텔리겐치아(흔히 지식
계급이라고도 불리지만 당연히 그런 식의 명칭은 부적절하다)가 
문제로 취급되는 모양이다. 이것은 인텔리 문제가 인텔리 스스로
에게 있어서 반복적으로 문제시될 수밖에 없는 근본문제이거나 
소위 영원한 숙명적 문제이기 때문에만 그러한 것은 결코 아니
다. 아무리 이 문제가 근본적이고 숙명적인 것이라고 하더라도 
단순한 반복이나 재탕만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을 뿐더러, 또 그
런 무의미한 현상이 계속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도 생각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떤 이유로 지금에 와서 또 다시 인텔리
겐치아가 문제가 되었는지를 먼저 규명하지 않으면 도대체 인텔
리겐치아 문제라는 것을 적절히 주제로 삼을 수가 없다.
이미 이전에 인텔리겐치아가 문제가 되었을 때의 사정은 인텔리
들 자신에게 있어서 상당히 비관적일 수밖에 없었다. 인텔리가 
자기 자신에 대해 품은 회의·불만이, 심지어 자괴감이 당시 문제
의 심리적 동기였던 것처럼 보인다. 원래 지식인은 지식상 또는 
지능상의(지식과 지능이 꼭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우월함을 자
부하는 자연적 경향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들의 가장 자연발생적
인 직관에 따라서 사회는 우선 첫째로 지식인과 비지식인으로 
나뉘어져 있다고 자기들 멋대로 생각하게 되는데, 이 때 지식상 
또는 지능상의 우월함이 사회에서의 지배관계에 그대로 결부되
어 지배자 계급과 거의 같은 이익을 얻게 될 경우, 이러한 지식
상 또는 지능상의 우월함은 그대로 사회적 지위로서의 특권을 
의미하게 된다. 한편 지식이나 지능은 대립을 넘어서 보편적인 
통용성과 보편성을 승인받을 수 있는 가치를 지니기 때문에, 이
제 이 특권이 그 자체로 하나의 초월적이며 따라서 특권적이기
도 한 사회계급을 의미하는 것처럼 제멋대로 착각하게 되는 것
이다. 사회과학적으로 볼 때에는 비과학적인 「지식계급」이라는 
속류 개념이 종종 사용되는 것은 이런 상황을 말해주는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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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부터 지극히 자연스레 지식계급이 지식상 또는 지능상의, 
따라서 또 어떤 형태로든지 사회지배 상의 특권을 가져야만 한
다는 일종의 자기미신을 품게 되어 버린다. 말하자면 이것이 앞
서 언급한 지식인의 선천적 자부심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런
데 어쩌다 보니 이 자부심에 의심을 품게 되었고, 이것이 바로 
이전에 인텔리겐치아 문제가 제시된 동기였다.
지식인 또는 지능인이라고 자부하는 인텔리는 반드시 비(非)지식
인 내지 비(非)지능자인 세속 대중에 대해서 일종의 지도자로서 
지배권을 가져야 한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 설령 세속의 지
배권이 부유층이나 정치가의 손에 있더라도 정신상 또는 문예 
내지 과학상의, 요약하자면 문화상의, 지배권만은 자신들의 것이
라는 안도감이 인텔리를 항상 행복하게 해 주었던 것이다. ―그
런데 사회과학의 신선한 교리가 가르쳐 준 바에 따르면, 사회의 
새로운 [지도자]는 더 이상 결코 그들 인텔리겐치아가 아니고 바
로 [프롤레타리아]일 수밖에 없으며, 아니 단순히 세속적 [지도
자]로서 뿐 아니라 [정치]적 의견이나 문화적인 [지배권]까지 모
두 [프롤레타리아]의 손에 넘어가야 한다는 것을 바로 다름 아닌 
인텔리 스스로 깨닫게 되고 또 가르치기까지 하게 되었던 것이
다.
스스로 자부하던 중요한 부분이 스스로를 배신할 경우, 그 사정
을 과대하게 평가하게 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자부가 곧 그만
큼의 자괴감으로 전환되어 버린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리하여 여기서 바로 인텔리에게서 떼어놓을 수 없는 심각한(?) 
고뇌가 비로소 시작되었던 것이다(오늘날 몇몇 문예평론가들은 
아직도 인텔리의 「고뇌」로 고민하는 듯하나, 이는 순전히 이 구
(旧)인텔리가 겪던 낭패 시기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적 아타비스무
스{Atavismus}·격세유전의 의미를 가질 뿐이다). 여기서 당시 실
로 많은 수의 가장 대표적인 악질 인텔리들이, 스스로의 역사적 
역할에 있어서의 무능함을 본래라면 비판하고 교정하고 또 이용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대신 도리어 이를 지극히 안이하게 
받아들이고 피상적으로 각인한 끝에 급기야 이를 자신들의 일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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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특기로까지 바꿔낸다. 창백한 인텔리의 탄식은 이제 일종의 
인텔리 선언으로서의 의미까지도 가지는 것이 되어 버렸다. 즉 
불행한 인간은 그 불행하다는 측면에서조차 소위 행복한 인간보
다도 더 특권적이라는 것이다.
어디까지나 이것은 인텔리겐치아의 소극적 약점을 특권적인 것
처럼 과장해낸 것으로, 다름 아닌 이 과대망상증이야말로 인텔리
가 보일 수 있는 최악의 어리석음에 불과하다. 그러나 그것이 자
부심이든 자괴감이든 간에 그들은 어쨌든 이 다면적인 과대망상
증을 청산할 의지가 없었다. 게다가 그런 의지가 아직도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볼 때, 그들은 실은 스스로를 한탄하면서도 스스
로의 한탄을 버리는 것조차 참을 수 없는, 네거티브이지만 또 변
함없이 일종의 악질적인 자부심에 가득 찬 허황된 인텔리에 머
무르고 있는 것이자, 또 스스로 거기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상황
에 자기만족하고 있다고 밖에 할 수 없다. 그렇게 고통스럽고 쓸
데없는 짓이라면 까짓 인텔리 따위로부터 깨끗이 발을 빼려 노
력하면 되지 않느냐고 물으면, 여기서 그들은 인텔리에 대한 참
을 수 없는 모욕을 한껏 더 느끼며 은근히 즐기는 성벽을 가지
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런 난센스 악질 인텔리들 외에도 조금 더 진지한 인텔리 
자각자가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들은 자괴감이나 모욕이나 
실망을 느끼는 대신 그야말로 더욱 「지능적」인 새로운 자부심과 
기대감을 가질 수 있었다. 그 말에 많은 거짓과 실제와의 괴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무산자 편에 [서서], 무산자의 [이해
관계의] 아래에서 함께 나아가야만 한다는 당시 그들의 말은, 예
의 악질 인텔리들의 뻔뻔한 자기합리화에 비하면, 훨씬 더 많은 
진리를 내포하고 있었다. 당시 나의 젊은 친구들 중에는 스스로
의 아카데미션{academician}스런 생활을 정리하기 위해서 학생 
시절 비싸게 구입한 전문서적을 일부러 팔아치우는 기개를 보이
는 자도 있었는데, 이것이 꼭 절망한 인텔리의 자포자기 때문이
었다고만은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여기 하나 본질적인 문제에의 실마리가 있다. 우선,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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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한 「지식계급」이라는 속류적 개념이 별다른 의심 없이 계속하
여 사용되는 점을 다시 한 번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실은 인
텔리가 그들의 상식적 직관을 통해 스스로를 은연중 일종의 「계
급이라도 되는 것」처럼 자각하고 있다는 점이 지금 중요하다. 무
산자계급도 아니고 부르주아계급도 아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교육을 받았으며 따라서 정치가나 실업가보다도 훨씬 문화적이
다. 따라서 그들이 스스로를 이 두 계급에 대립되는 어떤 것이라
고 생각하는 것은 적어도 그들에게 있어서는 무리가 아니다. 그
들이 일찌감치 흡수했던 사회과학적 지식에도 불구하고, 또는 차
라리 그러한 지식을 이용하던 중에, 이러한 관점에 무의식적으로 
물 들었다고 볼 수 있겠다. 왜냐하면 스스로가 대략 소시민에 속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인텔리가 스스로의 역사적 역할에
서의 무능함이나 중간성 또는 반대로 초월성이나 우월성을 과장
하는 데에 무엇보다도 유효한 관점이 되는데, 인텔리겐치아를 무
엇인가 하나의 계급이라도 되는 것처럼 빗대어서 지식계급이라
고 부르는 것에 바로 이런 관점이 은근슬쩍 근거를 제공할 수 
있을 듯 보이기 때문이다. 이리하여 인텔리겐치아를 통상 「지식
계급」이라고 부르게 만드는 무의식적 의도가 자라나며, 이를 통
해 인텔리겐치아가 자기 말로는 뭐라고 하든지 간에 스스로가 
사회의 역사적 운동에서 무엇인가 일종의 원동력이라도 되는 것
처럼 스스로에게 홀려 있음을 무의식적으로 실토하는 것이다.
물론 지식계급은 어떤 의미에서도 사회과학적 범주로서의 「계
급」일 수 없다. 부르주아 사회학이라면 사회관계를 거리낌 없이 
평면적으로 구별하는 버릇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구별을 의미하
는 한 일종의 사회계급이라고 부를 수 있을지도 모르나, 그것은 
차라리 부르주아 사회학이 이런 속류 상식의 수준에 머물러 있
다는 점을 드러내는 것일 뿐이며 스스로 과학적으로 무가치하다
는 것을 고백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하여 과학적으로 표현하
자면 인텔리겐치아는 결코 사회계급이 아니며, 따라서 「지식계
급」이라는 속류의 상식적 표현이 얼마나 부당한지 알 만한 사람
은 이미 다 아는 사실이긴 하지만, 의외로 바로 이렇게 당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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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이 인텔리 자신의 머릿속에는 (인텔리젠스{inteligence}에는) 
아직 필요한 만큼 구체적으로 각인되지 못했으며, 또 당분간 각
인되지도 못할 듯하다. 바로 이 점이 문제의 요점이다.
어쨌든 인텔리가 스스로 인텔리 집단에 속한다고 하는 일종의 
집단의식(그것이 결국 계급으로서의 자각을 자아낸다는 점을 나
는 맨 앞에서 서술했다)에 입각하여 자부심을 느끼거나, 그 자부
심을 잃게 되면 자괴감에 빠지고, 자괴하면서 자괴 그 자체를 자
부심의 재료로까지 삼을 수밖에 없는 속내를 살펴보자면, 그들이 
인텔리겐치아를 우선적인 역사적 역할을 독점하는 일종의 사회
원동력으로 보려는 욕망 이외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다. 악질 인
텔리들은 항상 인텔리 문제를 인텔리젠스(지능)의 문제로 취급하
는 대신에 곧잘 인텔리 계급의 문제로 취급하곤 한다. 애당초 이
것은 반드시 악질 인텔리 경우에만 한정된 것이 아닌데, 어쨌든 
이렇게 인텔리겐치아가 무엇인가 쁘띠부르 사회층 비슷한 것이
라도 되는 것 같은 혼란스러운 착각, 즉 이렇게 속류화된 사회과
학적 통념이 탄생한 것이다. 이는 바로 일본에서 파시즘이라고 
하면 뭔가 봉건적인 것을 떠올리기 쉬운 것과 마찬가지로 속류
적인 통념인 것이다.
그러나 인텔리를 뭔가 지식계급이라도 되는 것처럼 간주하는 방
식은 꼭 악질 인텔리에게만 한정되는 가정이 아니다. 인텔리겐치
아의 적극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무산자에의 [이행]이나 무산자와
의 [공동]을 주장했던, 다소간 과학적으로 의미를 가지는, 이전의 
「인텔리론자」들까지도 항상 그 문제를, 우리 인텔리가 자본가에
게 힘을 [줄] 것인가, 무산자에게 [줄] 것인가, 아니면 또 독립적
으로 홀로 걸어갈 것인가와 같은 방식으로 제출했던 것이다. 마
치 사회계급구조상 인텔리라는 어떤 단위가 있어서 이것이 역사
적 투표를 어디에 해야 할 것인가라는 문제라도 되는 듯이. 이 
때 실은 인텔리는 자연히 뭔가 캐스팅 보트{casting vote}라도 
쥐고 있는 것처럼 은연중 가정되는 것이다. 인텔리의 약소함과 
무력함과 비(非)독립성을 강조하는 것은 소수파가 소수임을 강조
하는 지극히 자명한 태도에 불과한데, 이 사실이 소수파가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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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 간의 대립을 이용해서 이를 리드{lead}해 보려는 무의식적 의
도까지 다 지워버리지는 못한 모양이다. 인텔리라는 것의 첫째 
규정을 무엇보다 먼저 이를 무엇인가 일정한 사회층으로 생각함
으로써 규명하려 하는 한, 아무리 노력해도 이렇게 될 수밖에 없
다.
물론 인텔리론자 자신은 대개의 경우 인텔리이기 때문에 이 문
제를 「자신」의 문제로 제출하는 것일 터이니, 따라서 이를 인텔
리층이라는 사회적 주체의 문제로 제출하는 것 역시 별 문제없
다 주장할 수도 있지만, 사실 인텔리의 경우에 있어서 더욱 절실
한 주체의 문제는 그 지능(인텔리젠스) 문제 속에 놓여 있는 것
이다. 심지어 인텔리가 스스로를 하나의 사회층인 것처럼 착각하
는 것조차도 순전히 이 지능을 표식으로 하는 한정 외에 그 원
리로 삼을만한 것이 없다. 일찍이 이 점을 눈치 챘다면, 인텔리 
자신에게 있어서의 인텔리 문제의 제기 방식은 당연히, 개인적으
로든 사회적으로든, 우선 첫째로 자신들의 집단적 인텔리젠스를 
어떻게 쓸 것인가라는 것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스스로의 지능을 사회적 관점에서 향상시키거나 이용할 생각을 
해 본 적조차 없을 악질 인텔리(그들의 경우 그 인텔리젠스 자체
가 악질이다)가 인텔리의 창백함을 한탄하며 스스로의 지능 자체
를 현저하게 저하시키고 저능화했다는 사실은 아예 논외로 치더
라도, 앞서 언급한 것처럼 지능상의 특수 기능을 아예 무시해 버
리는 단순한 안티아카데미션{anti-academician}이나 인텔리는 
어떤 계급에 속하여야 할 것인가를 논하던 이전의 인텔리론자들 
역시 사회에서의 집단적 인텔리젠스 문제와 사회계급의 문제를 
한꺼번에 동열(同列)에 놓아 버리는 잘못을 범한 것이다.
사실을 말하자면, 우선 첫째 사회계급의 [대립]이 문제의 바탕이 
된다. 자본제 사회는 항상 자본가계급과 무산자계급 간의 [대립]
으로 구성된다. 이것은 공식이다. 공식이기 때문에 일일이 증명
하지 않아도 되는 대신, 일일이 상기하지 않으면 안 될 테제이기
도 하다(세간에서 흔히 발견되는 「공식주의」 반대자들에게 한마
디 지적하고 싶은 것이 있다. 여러분은 말하자면 삼각공식을 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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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싶지 않기 때문에 실은 일일이 엘레멘터리{elementary}한 증
명으로부터 다시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이는 결국 
삼각공식 자체를 일일이 증명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셈이
며, 그것이야말로 도리어 일종의 엄연한 공식주의이다. 결국 제
군은 엘레멘터리한 것의 증명도 하지 않을 뿐더러 더 발달된 고
도의 테제의 증명도 과학적으로 하지 않는 꼴이 될 뿐이다). 그
리하여 이 공식에 입각하여(그것을 잊자는 것이 아니다), 지능소
유자인 일군의 인텔리겐트가 어떠한 계급적 역할을 가지는지를 
문제 삼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 도대체 인텔리겐치아 일반
이라는 것이 어느 계급에 속하는 것인지나, 중립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라는 엉뚱하고 추상적인 문제의 제출양식이 전부 사라지
게 되며, 따라서 부르주아지의 진영에 있어서는 인텔리겐치아의 
인텔리젠스가 어떤 역할을 가지는가, 여기에 반하여 무산자 속의 
인텔리겐치아의 인텔리젠스는 어떤 역할을 부여받는가와 같이 
한걸음 더 나아간, 한층 더 명백하고 용이한 문제의 해결에 임하
는 것이 비로소 가능하여 지는 것이다.
구(旧)인텔리 문제 때와 비교하자면, 오늘날의 신(新)계급으로서
의 인텔리 문제 또는 최근 다시 부흥된 인텔리 문제는 어떤 측
면에 있어서는 꽤 낙관적인 사정을 그 동기로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일반적 퇴조(그러나 적어도 이것은 그 윤곽을 보자면 다름 
아닌 무산자의 현실 세력 정세의 퇴행이라는 점을 공식으로 기
억해 둘 필요가 있다) 덕에 「문학」이 정치로부터, [정치적] 감시
로부터 해방되었으며, 그리하여 한 무리의 문학자들이 안도의 한
숨을 내쉬게 된 낙관 상태가 바로 인텔리 문제를 다시 검토할 
생각이 들게 할 정도로 인텔리에게 용기를 준 것이다. 때문에 설
령 오늘날 인텔리의 「고뇌」를 설교하는 문학평론가도, 「불안」에 
「몸을 맡기고」 있는 듯 보이는 전향평론가 무리도, 전체적 연관
에서 보자면 결코 비관적이지 않다. 이전과 달리, 그들의 「고뇌」
는 순진하게 뻐기어댈 만한 일종의 고귀한 고뇌가 되고, 그들의 
「불안」은 도리어 불안주의라고나 할 확신에 가득 차 있는 것이
라 보아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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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텔리의 자신감을 표방하든지, 인텔리의 회의감을 표방하든지, 
어쨌든 그들이 인텔리겐치아의 주체성이 가지는 적극성을 문제
로 삼는다는 점이 신(新)인텔리론 시기의 하나의 진보(?) 또는 적
어도 새로운 특색이라고 해도 무방하다. 그러한 의미에서 그들은 
바로 「지식인의 부활」이라고도 외치며, 불안이야말로 인생의 영
원한 특징이라며, 인텔리야말로 불안 속에 있는 존재라고 제멋대
로 말하고 싶은 대로 지껄인다. 사실 나는 지식인이 과연 지능이
라는 것을 도대체 가지고는 있는지조차 근본적 의문 중 하나로 
꼽고 있다. 불안이 바로 인텔리 본성이라든지 또는 인간존재의 
근저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것은 순전한 거짓말로, 다만 악질 
인텔리의 한 변종이 즐기는 모놀로그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나 이런 것은 일단 차치하고, 인텔리의 주체성이 가지는 바
로 그 주체성이 문제라고 하더라도, 사회에서 인텔리가 제멋대로 
구는 태도 자체가 이러쿵저러쿵 문제시될 필요는 없다. 인텔리의 
주체성이라 하면 언제나 우선 인텔리가 집단적으로 드러내는 인
텔리젠스를 문제로 삼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게다가 인텔리
젠스가 문제라 하더라도, 당연히 지능계급지상주의나 그것에 기
초하는 기능지상주의 또는 초연적(超然的) 아카데미즘으로 가도 
된다고 할 수는 없다. 인텔리의 주체성과 그 적극성의 문제를 취
급한다고 하면서 이런 일종의 인텔리계급설―「인텔리지상주의」나 
「문학주의」 등등―에 빠진다면(흔히들 말하길, 「지식인의 부활」, 
아니면 「불안」, 아니면 또 「전문화」를 통해서 이러한 인텔리계급
이 「행동」하기 시작한다!), 모처럼 새로운 인텔리론도 본질적으
로 옛 인텔리론의 재탕에 불과한 것이 될 것이며, 게다가 단지 
재탕일 뿐만 아니라 그러한 인텔리스런 인텔리주의(인텔리계급
설)의 악질성과 우열함을 강조·발전시키는 것이 될 뿐이리라. 나
는 이런 현상을 일반적으로 「전향주의」라고 정의하고 싶다.
인텔리겐치아의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문제는 무산계급에서의 인
텔리젠스의 역할을 그 객관적 출발점으로 할 때 비로소 논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오늘날 일체의 진보적 인텔리의 인텔
리 의식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외의 모든 인텔리론은 전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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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일탈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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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인텔리겐치아론에 대한 의문
―현대의 인텔리겐치아론은 문제 제출 방식부터 틀린 것이 아닌
가

1.
최근 많은 사회평론가나 문예평론가가 이미 인텔리겐치아 문제
를 논하고 있으며, 따라서 겉보기에는 더 이상 새로운 문제를 제
기할 여지가 없을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실은 그렇지 않다. 우
리는 그들이 인텔리겐치아 문제를 제기하는 방식 자체에 상당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널리 알려진 것처럼 수년전까지 마르크스주의 사상의 전성기에 
논하여진 인텔리겐치아론은 대부분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계급[대
립]에서 인텔리가 얼마나 무력한지 또는 스스로 무력하다는 것을 
인텔리는 어떻게 자각하여야만 할 것인가라는 소극적 관점에서
만 취급되었다. 그리고 이것이 당시 일종의 「마르크스주의적」인 
상식까지 되어 세간에 보급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인텔리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른바 비관적이라고까지 부를 인텔
리론의 문제 제출 방식은 말할 것도 없이 일정한 정세적 필연성
으로부터 그 동기를 얻고 있다. 부연하자면, 겉으로 드러난 표면
현상(表面現象)만 볼 때, 우리나라 또는 우리나라와 유사한 자본
제 상의 후진국에서는 우선 먼저 주로 사회의 지능분자̇ ̇ ̇ ̇ (인텔리겐
치아를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일단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가 
선각자가 됨으로써, 또한 그런 의미에서 그들이 지도자가 됨으로
써, 진보적 사회의식 또는 사회운동이 발달한다는 것이다. 꼭 그
렇지만은 않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보아 지능분자가 사회의 지
도적 멤버라는 가정은 어느 정도 당연하다는 듯이 자타공인 되
기 때문에, 자칫 이러한 인텔리지도주의와 결부됨으로써 인텔리
의 마르크스주의적 진보적 의식이 본래 마르크스주의의 근본적 
관점이던 프롤레타리아의 주도적 입장까지 은근슬쩍 희석시켜 
버릴 수도 있다. 이렇게 쉽게 빠질 수 있는 잘못된 편향에 대비
하기 위해서 당시 자연스레 인텔리비관설이 논의의 표면에 떠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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랐던 것이며 또 강조되어야만 했던 것이다.
사실 다른 한편에는 인텔리의 각종 독재론이(?) 세간에 분명히 
존재하며, 또 무릇 반(反)프롤레타리아적 사상 또는 정치상 테제
가 이로부터 도출되었다는 사실을 보자면, 이러한 경계심이 결코 
과했던 것이라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런 경계심을 엄격히 가
지자는 말이 인텔리 스스로 무조건적으로 완전히 무력하다고 인
정하자는 것은 물론 아니었으며, 이는 사실 차라리 인텔리의 고
유하고도 제한된 사회적 활동성을 인텔리들에게 지적해 주기 위
했던 것에 불과했던 것이다. 따라서 사실을 말하자면, 이 소극적 
인텔리론의 배후에는 차라리 이렇게 한정된 인텔리의 능동성̇ ̇ ̇ 에 
대한 적극적 관점이 주된 주장으로 숨겨져 있었던 것이다. 그러
나 상식은 결코 사물의 배후를 볼 줄 모르며, 그런 의미에서 유
머를 모르는 속물이다. 인텔리라고 불리면서도 일단 지능(이는 
일종의 인류적 본능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이 그리 발
달되어 있지 못한 분자는 문자 그대로 무조건적인 인텔리비관설
의 신봉자가 되었으며, 결국 그러한 설의 합창단으로까지 변해 
버렸던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려할만한 점은 우리나라에서 
이런 인텔리비관론을 뭔가 마르크스주의의 테제 중 하나라도 되
는 것처럼 읊어 대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제 세간에서 말하듯 마르크스주의 「유행」이 시들해
지기 시작하자, 그와 동시에 이 인텔리비관설 역시 시들해질 수
밖에 없었다. 일련의 소위 [전향]현상(그 본질을 여기서 논할 수 
없는 것이 아쉽다)에 발맞추어, 인텔리낙관설이라고까지 부를만
한 것이 부흥된 것이다. 비관설이 마르크스주의적인 것이라는 상
식에서 보자면, 당연히 이 낙관설이야말로 비(非)마르크스주의적 
내지 반(反)마르크스주의적이라는 식으로 통상 생각되어지는 것
도 상식상 무리는 아닐 터이다. 이렇게 사회현상의 표면만을 도
약 또는 포복(匍匐)하는 피상적인 상식적 관점에서만 보자면, 그
러한 조잡한 기성(既成) 상식으로만 보자면, 그리 보이는 것 역
시 어쩔 수 없으리라.
그러나 일단 인텔리「비관」설이 마르크스주의적인 것이 아닌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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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텔리「낙관」설 역시 비(非) 내지 반(反)마르크스주의적인 것이라
는 상식 또한 진리일 수 없다. 비관설과 낙관설이라고 하는 대립
된 두 개의 허상이 되어 나타난 진리는 차라리 본질적으로는 이 
두 현상의 대립과 교대를 통해서 스스로를 역사적으로 현현(顕
現)하는 것이다. 바로 여기서부터 비로소 진정한 마르크스주의적 
인텔리 이론이 전개되기 시작한다.
현대 인텔리겐치아의 마르크스주의적 문제는, 인텔리겐치아의 적
극성을 바로 지금 어디에서 추구할 것인가이다. 사회의 지능분자
가 단순히 소극적이라고 하는 「마르크스주의적」 독트린
{doctrine}은 지금에 와서는 이미 청산되었으며, 또는 조속히 청
산되어야만 할 것에 속한다. 그러나 이것을 청산한 것처럼 보이
는 비(非) 내지 반(反)마르크스주의적인 「인텔리적극설」도 역시 
이 인텔리겐치아의 참된 적극성을 결코 적절히 지적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인텔리겐치아의 참된 적극성이 현재 어디에 있는
지가 바로 지금 우리의 문제 제출 형식이 되어야 한다.

2.
보통 인텔리겐치아를 지식계급이라고 번역하고 있으나, 이 번역
이 적절한지에 대한 문제는 일단 차치하고, 적어도 이 번역은 우
리나라의 인텔리 문제 제출 방식의 오류의 한 증상으로서 지극
히 흥미로운 일례라 하겠다. 인텔리겐치아를 지식계급이라고 번
역한다고 해서, 이것이 사회과학적 범주로서 사회의 생산기구에 
직접 대응하는 사회적 결합으로서의 부르주아지나 프롤레타리아
트와 같은 의미에서의 「계급」이라고 할 수 없다는 점을 지금껏 
모르는 자는 없으리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식계급이라는 낱말은 은연중 인텔리겐치아를, 이러한 「계급」과 
비슷한, 어떤 의미에서의 계급이라는 식으로 가정하려 한다는 것
을 사실상 실토하고 있다. 바로 이제 이 점에 근본적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마르크스주의적 범주로서의 두 「계급」인 자본가·지주와 무산자·
농민은 이들 넷 각각 또는 둘씩 사회층̇ ̇ ̇ 을 이룬다. 사회층은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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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해 사회신분̇ ̇ 이라는 의미를 가지며, 사회에서의 직업적 위상̇ ̇ ̇ ̇ ̇ 을 
의미하게 되는데, 이는 말할 것도 없이 사회계급 그 자체는 아니
다. 이 두 사회층의 중간층으로 소시민이라는 범주가 있는데, 소
시민층은 누가 말하듯 꼭 소생산자라고는 할 수 없으며, 사회층
으로서의 부르주아지(내지 지주)와 프롤레타리아트(내지 농민)의 
사이 중간층의 특징을 표현하기 위한 낱말이다. 그리고 어떤 이
에 따르자면 인텔리겐치아 역시 이런 소시민층 내지 중간층에 
속하는 것이라고 한다.
즉, 사회층이라는 것은 사회계급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학적으로 말하자면(사회과학에서는 그렇지 않겠으
나) 사회층도 역시 하나의 사회계급일 뿐이다. 사회의 기본적인 
생산관계로부터 관점을 이끌어내지 않고 주어진 사회현상으로부
터만 제멋대로 관점을 끌어내는 「사회학」적 입장에서는 사회의 
표면에 현상(現象)하는 계급층을, 예를 들어 사회적 신분이나 생
활수준이나 직업을, 곧잘 아무 망설임 없이 사회계급으로 기재하
곤 한다. 이리하여 소위 「지식계급」이라는 낱말의 문제는 단지 
낱말의 사용법 뿐 아니라 관점 상 본질에 관한 문제가 된다. 따
라서 인텔리겐치아가 설령 이러한 중간층이라고 하더라도, 이것
을 지식계급이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의 사회학적̇ ̇ ̇ ̇  증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낱말의 문제는 차라리 별것 아니다. 그보다도 먼저, 도대
체 인텔리겐치아는 참으로 그런 중간층에 속하는 하나의 사회층
인지 아닌지. 어떤 이는 인텔리겐치아가 엄연히 하나의, 게다가 
새롭게 발견된, 중간층이라고 주장한다(오모리 요시타로씨(大森
義太郎)132)처럼). 샐러리맨이라는 넘칠 듯 남아도는 대중적 중간
층이 아닌가. 이것이 바로 「현대」의 인텔리겐치아가 아니고 무엇
이란 말인가라는 식으로. 이 샐러리맨이라는 사회현상론적 범주
가 사회층으로서 현실적으로 어떻게 한정되는지 모르겠으나(상식
으로는 중간급 이하의 은행회사원이나 군소 관리(官吏) 같은 것
을 의미하고 있는 것 같으나, 도대체 「사회과학」적으로는 그것이 
어떤 것인지 묻고 싶다), 아마 「지능적 노동」에 종사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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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이라는 식으로라도 낱말 상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식적 노동자라는 규정만으로는 실제적으로 의연히 무엇을 의
미하는지 알기 어렵다. 은행의 창구에서 현금을 취급하는 월급쟁
이가 지식적 노동자라면, 엔진의 고장을 고치고 또 고쳐내며 운
전해 가지 않으면 안 되는 버스 운전수(이들 역시 대중적으로 존
재한다)도 역시 지식적 노동자이지 않을까. 샐러리맨을 월급쟁이
라고 번역하는 듯하나, 그래서 운전수는 일급을 받으니 샐러리맨 
즉 지식노동자일 수 없다는 소리인가. 그렇다면 연봉을 받는 관
리는 샐러리맨일 수 없을 것이다(군소 관리 역시 대중적으로 존
재한다).
따라서 이미 분석적으로 말하자면 지식노동자라든지 샐러리맨이
라는 이 상식적 낱말 자체가 사회층으로 보더라도 상당한 난센
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게다가 이런 것이 현대의 인텔리겐치
아의 대표자라는 소리는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나오는 것일까. 
그들이 전문학교나 대학을 나왔기 때문이라면, 도대체 소위 「지
식계급직업소개소」에서 학교를 나온 대중적 실업자를 아주 잠시 
일용직에 주선해주고 있는 것은 어찌 보아야 할 것인가. 인텔리
겐치아가 샐러리맨으로 대표된다는 기묘한 속설은 아마도 인텔
리겐치아층(일단 그런 층이 있다고 가정하고)을 하나의 사회적 
직업 위상으로 간주하는 것으로부터 나오게 된 것이 아닌가 생
각되지만, 그렇다면 인텔리 실업자라는 것은 인텔리층에 들어갈 
자격조차 없어지게 된다. 내 추측으로는, 이 기묘한 속설은 차라
리 평론잡지의 소위 독자층으로부터라도 착안한 것이 아닌가 생
각하지만 어쨌든. 그러나 이것이 독자층이라면, 샐러리맨이라든
지 지적노동자라는 사회층 같은 것과는 상당히 다른 의미에서의 
「층」일 터인데. 그런 독자층을 발견했던 것은 타르드133)라는 사
회학자였는데, 인텔리겐치아를 샐러리맨에서 발견했던 것도 그런 
사회학자적̇ ̇ ̇ ̇ ̇  공적이라고 한다면, 우리도 별로 시비를 걸 생각은 
없다.
즉, 샐러리맨이라는 상식적 범주가 이미 사회층을 표현하는 낱말
로서조차 충분히 분석적일 수 없다는 것이 밝혀진 이상, 샐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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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은 그냥 샐러리맨이고 아마 어떠한 직업적 또는 신분적 사회
층 같은 것일 뿐, 그것은 인텔리겐치아라는 것과 본래 별개의 계
통인 사회규정에 속한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야기의 줄거리에서
부터 완전히 틀려먹었던 것이다. 인텔리의 대표자로 샐러리맨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인텔리겐치아 그 자체를 무엇인
가 그런 직업적 또는 신분적 사회층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즉 인텔리겐치아라는 것이 그러한 사회층 중 하나일 뿐이
라고 먼저 가정했기 때문에, 사회현상을 통해서 손쉽게 발견되는 
샐러리맨이라는 사회층 같은 것에 이를 결부시키고 싶었던 것뿐
이며, 또 결부시킬 수밖에 달리 방법이 없었던 것뿐이다. 따라서 
이러한 규정을 통해서는 인텔리겐치아가 사회층이라는 설을 조
금도 실증할 수 없으며, 단지 자기를 순환론적으로 반복해서 내
어 보인 것에 불과하다.
그러나 어째서 이런 식의 얼빠진 오류를 범하면서까지 인텔리를 
하나의 근본적 사회층으로 가정하고 싶어하는가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인텔리겐치아는 어쨌든 지식계급이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한번 이 관점을 흉내 내자면, 불량소년을 사회학적으로 통틀어 
총괄하여 「불량계급」, 자살자의 집단층(?)인 「자살자계급」 등도 
가능할지 모른다.
더욱 중요한 점은 이런 인텔리사회층설이 결국 일종의 인텔리
「계급」설 자체(누구나 이것은 틀렸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로
까지 이어진다는 것이다. 오늘날의 사회학적 현상주의는 순전히 
사회과학적 본질관을 은폐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여기서는 사물
이 사회의 생산관계 관점에서 취급되지 않으며, 기껏해야 사회에
서의 직업적이고 신분적인 「속주머니(懐ろ)」 관계 같은 것을 통
해 취급된다. 유물사관 대신 포켓{pocket}사관이 발생한다. 아마 
이것이야말로 바로 샐러리맨 이데올로기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하여, 당연하게도 이러한 샐러리맨주의적 인텔리론, 사회학
적 현상주의적 인텔리론은 인텔리겐치아의 참된 적극성을 이해
할 수 없다. 누가 도대체 오늘날 샐러리맨의 지능으로부터 적극
성을 기대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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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학적 현상주의적̇ ̇ ̇ ̇ ̇ ̇ ̇ ̇ ̇  인텔리론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것이 바로 
문화주의적̇ ̇ ̇ ̇ ̇  인텔리론이다. 여기서는 샐러리맨 대신에 어떤 의미
에서는 조금 더 지능상 수준이 높을 것만 같은 문학자·작가·평론
가 등을 인텔리의 대표자로 고려한다. 그들의 지능상 자신감이 
최근 현저히 증대하였다는 점과 이것이 비록 형식적 형태에 머
무르기는 하나 행동적으로 드러나기도 한다는 점 덕에, 인텔리겐
치아의 적극성 내지 능동성이라는 문제의 해결을 일반적으로 이
런 종류의 지능분자 속에서 추구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이 입
장에서 인텔리겐치아는 꼭 인텔리층이라든지 인텔리계급으로 생
각되는 것은 아닌 모양이다. 인텔리겐치아는 조금 더 개인적이거
나 개인주의적인, 그런 의미에서 내부적인 입장에서, 예를 들어, 
「지식인」이라고 생각되어진다. 여기서는 순전히 지식인에 고유한 
입장의 적극성, 능동성이 테마로 다루어지게 된다.
그러나 여기에도 여러 근본적 의문이 남게 된다. 첫째로 인텔리
(지식인)에 고유한 입장으로부터 나오는 적극성·능동성이라고 하
더라도, 그것이 인텔리만의 세계에서의 적극성·능동성일 수만은 
없다.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인텔리의 자기만족에 불과하거나 인
텔리 극장의 무대 뒤 준비실에서 벌이는 짓거리일 뿐으로, 이는 
한편 객관적 의의를 가지지 못할 뿐 아니라 지식인의 주관 자체
에 비추어 볼 때조차 지극히 의미 없는 짓이라 하지 않을 수 없
다. 따라서 인텔리의 능동성·적극성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지식인
이라는 주체를 통해서 사회의 객관적 관계에까지 일정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면 안 된다(이 인텔리론자들은 아직 그것이 구
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라는 점을 생각할 수 있는 단
계에조차 이르지 못했으나). 때문에 인텔리의 능동성·적극성은 
인텔리가 사회에 대해 가지는 대(対)사회적 능동성·적극성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대(対)사회적 능동성 내지 적
극성을 인텔리에만 고유한 것으로 본다는 점에서 일종의 오류가 
발견된다.
말하자면, 우선 인텔리가 사회에 대해서 어떠한 구체적 형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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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성·능동성을 가질 것인지가 전혀 한정되지 않았고, 이것이 
그냥 느긋하게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수준에 머무름으로써 인텔
리의 적극성·능동성이 가지는 고유성 역시 구체적으로 한정되지 
못했다. 따라서 예의 인텔리의 대(対)사회적 지도성̇ ̇ ̇ 이라고나 부
를 인텔리의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대(対)사회적 고유성은 곧바로 
인텔리지상주의로 연결되는 부분을 지니게 되며, 한 발자국만 벗
어나면 이는 곧 인텔리지상주의가 되어 버리는 것이다. 그런 의
미에서 인텔리의 고유성이라는 것은 인텔리의 대(対)사회적 독립
성이 되어 버리고, 즉 사회층·사회계급으로부터 인텔리가 획득하
는 초월성이 되어, 급기야 이는 결국 인텔리에 의한 사회지배 개
념으로까지 변질되어 버릴 수 있다. 이것이 꼭 기우(杞憂)라고만
은 할 수 없으리라 생각한다.
따라서 만약 이런 결론에 도달한다면(오늘날 아직 그렇게까지는 
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단지 그 움직임이 구체적으로 
충분히 전개되지 못했기 때문일 뿐이다), 인텔리를 공평하고 불
편부당(不偏不党)한 중간적 제3계급으로라도 생각하는 가장 원시
적인 인텔리계급설에 귀착하게 될 것이다. ―만약 지금 그렇다고 
가정하고 보자면, 인텔리가 특히 불안의 능력을 가진다든지, 풍
부한 회의(懐疑)의 정신을 품는다고 하는 현재의 통속적 정설도 
자연스레 이해될 수 있을 것이고, 이는 결국 인텔리야말로 부르
주아와 프롤레타리아 어느 편으로도 만족할 수 없는 공평한 제3
자이자 하나의 유망한 계급이라고 보는 관점으로부터 당연히 도
출될 수밖에 없는 결론이었다고 하겠다.
인텔리를 사회현상에서 객관적이고 평균적 존재로 보는 것만이―
샐러리맨설처럼―인텔리사회계급설에 귀착하는 것만은 아니다. 
거꾸로 인텔리를 주체적이면서도 또한 그러한 개개인을 모은 집
합 개념으로 보는 것 역시, 나름 그렇게 봄으로써, 다시 또 인텔
리계급설에 빠지는 폐해를 드러낸다.
뿐만 아니라, 둘째로, 인텔리의 대표자를 문학자·작가·평론가 등
으로부터 찾는 것이야말로 문필 상의 활동이 다른 무엇보다 우
선적으로 인간의 인텔리젠스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가정에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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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하다. 부르주아 사회에서 말하는 소위 문화―이는 문명으로부
터 구별되어 있다―또는 교양이라는 것이 인간지능의 본질이라고 
하는 가설이 바로 그것이다. 이런 부르주아 이데올로기에서의 지
능 관념은 실은 사제계급이 지능을 독점하던 중세적이거나 봉건
적 시기로부터 발생한 것이었다. 문필 상의 지적 작업이 물질적 
생산에서의 지적 작업보다도 지능(인텔리젠스)상 고급이라는 소
리는 순전히 사제주의가 근대적 형태로 문학의 모습을 띠고 다
시 등장한 것에 불과하다. 인텔리겐치아의 능동성·적극성이 소수
의 문학자로부터 발견되었다고 해서, 이로부터 인텔리겐치아의 
적극성 문제 내지 인텔리겐치아 문제를 문학적 인텔리를 중심으
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할 권리 따위는 찾을 수 없다.
게다가 이 문화주의적 또는 문학주의적 인텔리론이 예의 사회학
적 인텔리론과 본질적으로 일치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문화주의나 문학주의의 근본적 결함 중 하나는, 사회에서 문화현
상 또는 문학적 신념이 갑자기 그런 형태로 발생한 것이 아닐 
뿐더러, 단지 그 자체만으로 따로 놓여 있는 것도 아니며, 그 배
경에 사회의 물질적 생산기구가 버티고 있다는 점에, 그러한 공
식의 실제적 의의에, 전혀 주의하지 않는다는 점에 있다. 이 점
으로부터 볼 때, 문화주의 내지 문학주의도 일종의(문화주의적 
또는 문학주의적인) 사회현상주의인 것이다. 사회학적 인텔리론
의 현상주의와 비교해 보면, 이 역시 사회현상에 대한 현상주의
적 관점이라는 측면에서는 완전히 공통된 본질을 가진다는 점을 
명백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4.
인텔리겐치아는 각종 사회계급에 걸쳐 분산되어 있다. 우리는 이
렇게 분산된 지능분자를 인텔리겐치아라는 집합명사를 써서 지
칭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실 인텔리겐치아라는 말은 그들이 소유
한 지능의 질과 수준에 있어서 제각각인 잡다한 분자의 집합관
념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어
느 지능분자군을 중심̇ ̇ 으로 출발점을 잡을 것인가라는 물음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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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경우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중요하게 된다. 우리는 물론 
사회학적 또는 문학주의적인 현상주의적 관점 대신에 사회과학
적 관점에서 출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문제는 항상 사회의 물질적 생산관계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여
기서 지능분자라는 것은 샐러리맨도 아닐 뿐더러 문사(文士)도 
아니다. 이는 참으로 생산기술자̇ ̇ ̇ ̇ ̇ 가 아니면 안 되리라. 이 생산기
술가야말로 기본적인̇ ̇ ̇ ̇  인텔리겐치아이자, 여기서의 지능이란 바로 
인간의 생산생활에 직접 결부되는 기술적̇ ̇ ̇  내지 기능적̇ ̇ ̇  지능일 
수밖에 없다. 인텔리젠스라는 것은, 텐134)조차 그리 보듯이, 인
간의 감각에 직접 관련된 감각 능력인 것이다(인텔리젠스 또는 
인텔렉트{intelect}가 감각으로부터 독립된 심적 능력이라는 생각
은 부르주아적 또는 스콜라적 인식론의 미신이다). 예를 들어 노
동자가 자신의 사회계급상 이해관계를 본능적 또는 분석적으로 
파악하는 것이야말로 바로 본래의 인텔리젠스일 수밖에 없다. 학
교 교육이나 지식, 학식(学殖)이 인텔리젠스가 아닌 것과 마찬가
지로 문학자의 비(非)리얼리스틱한 인식이나 샐러리맨의 부동적
(浮動的)인 감성 역시 특별히 인텔리젠스라고 할 만한 것이 못 
된다. 말하자면 인텔리젠스란 인간이 가지는 실천적 인식에서의 
본능적 유능성이라고 해도 무방하리라. 이것을 인간의 생산생활
로부터 떨어뜨릴 때, 이는 내용과 의미를 잃어버린 심적 능력이 
되어 버린다. 사회군·사회층·사회계급 및 가정적, 개인적, 또 사
회적 조건 하에서 그러한 지능 능력을 함양한 것이 바로 이른바 
인텔리라고 불리는 지능분자인데, 그 구체적 주체가 먼저 어디서 
발견되어야만 할 것이냐면, 우선 첫째̇ ̇ ̇ ̇ 로는 생산기술가로부터 발
견될 수밖에 없다.
이 생산기술가를 중심으로 할 때, 비로소 우리의 인텔리겐치아 
개념은 일반적인 과학자, 예술가, 정치가, 피교육자 일반 등에까
지 조직적으로 질서 정연히 확대̇ ̇ 될 수 있다. 이 때 주의할 점은 
우선 이러한 인텔리겐치아는 사회에서의 신분, 생활수준, 생활양
식, 직업, 사회층, 사회계급 등과는 별개의 위상에서 파악되어야
만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파악된 후에야, 사회신분이나 직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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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회층, 사회계급, 그 외의 임의의 것들을 여기에 결부시킴으
로써 비로소 임의의 섹션을 만들고 분석할 수 있으며, 또 그러한 
순서로 분석해야만 한다.
그렇다면 일본의 인텔리겐치아 대표인 이 기술 인텔리는 도대체 
어디서 적극성·능동성을 드러내고 있는지 물어볼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적어도 오늘날의 생산기술가는 문학자 등에 비해서 훨씬 
더 인텔리로서 스스로의 지능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일단 주의를 환기해보자. 차라리 인텔리지상주의에 귀착
할 것만 같은 이 어마어마한 자신감은 이미 오래 전부터 일본의 
기술가 내지 과학자들이 품고 있던 의식이라 할 수 있다. 한편으
로 그들은 일본의 자본주의적 모순의 한 결과인 부르주아 제도 
하에서 생산기술이 가지는 모순에 직면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는 군수산업의 인위적 진흥 속에서 스스로의 지능상 유능함을 
점점 더 자각해 가는 듯 보인다. 그러나 그들은 통일적인 이데올
로기를 가지는 경우가 거의 없으며, 또 가지더라도 이를 발표할 
기회와 의도를 결여하고 있기 때문에(그러나 이 조건은 도리어 
그들의 인텔리적 자신감과 일치한다) 스스로 인텔리의 적극성이
나 능동성을 수다스럽게 떠들지 않는 것뿐이다.
말할 것도 없이 현재는 기술 인텔리의 능동성·적극성이 자본주의
의 제약 하에서만 비로소 보증되고 있다. 따라서 그 결과, 이것
은 의식적으로 자본주의적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지지되고 있다
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문학자의 인텔리적 자신감도 이 점에서는 
별반 다르지 않다. ―문제는 이 자본제 하의 인텔리의 능동성·적
극성을 어떻게 자본제로부터 독립시킬 것이냐는 점에 있다(자본
제적 계급[대립]으로부터 독립시킨다는 것이 아니다). 문학자에서
의 인텔리적 능동성·적극성의 경우에도 역시 문제는 바로 거기에 
있었던 것이다(만약 그렇지 않다면 다시 한 번 더욱 근본적으로 
비판해 낼 필요가 있겠으나). 따라서 계속하여 문제는 우선 첫째
로 자본제 하의 생산기술가의 유능함̇ ̇ ̇ ̇ ̇ ̇ ̇ ̇ ̇ 을 어떻게 자본제로부터 독
립시킬 것인가에 놓여 있는 것이다.
우리는 문학자나 샐러리맨의 지능 같은 것을 중심에 두고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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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리스틱{socialistic}한 건설의 기본적 계기를 획득할 수 있다
고 믿지 않는다. 그러한 건설에 있어서 기술적 인텔리겐치아의 
적극적인 능동적 역할과 그들에게 부여된 사회의 지배조직적 한
계가, 일반적으로 말해서(즉 일본에만 한정되지 않고), 인텔리겐
치아―사회의 지능분자―의 적극성과 소극성̇ ̇ ̇ ̇ ̇ ̇ ̇ 이 된다.
사회의 기초적 구조인 생산기구로부터 볼 때, 마르크스주의적 인
텔리겐치아론에는 이미 처음부터 인텔리의 이러한 적극성과 소
극성의 본질이 놓여 있었던 것이며, 그것이 일본에서 수차례 등
장한 다양한 인텔리론을 통해 부정 또는 긍정이라는 가상(仮象)
으로 스스로를 현상(現象)해 내었던 것이다. 이 제 현상 간의 모
순을 해결하는 것을 통해 결국 이 본질은 자연스레 드러날 것이
며, 바로 그것이야말로 최근의 인텔리론 현상의 배후에 도사리고 
있는 객관적 의미가 되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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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인텔리겐치아론과 기술론
―기술론의 재검토를 제안한다

부르주아 사회의 사고방식에 따르자면, 기술의 문제는 우선 첫째
로 「기술과 경제」라는 형식의 문제로 제출되는 것이 보통이다. 
여기서 중요시되는 것은 주로 공업, 농업, 그 외의 산업기술에 
관한 것이며, 따라서 많은 경우 공업경제, 농업경제 같은 것이 
이 「기술과 경제」 문제의 주요 내용이 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여기에 일종의 상업기술 내지 경영학상의 기술도 결합된다. 기술
이라는 개념의 범위를 이런 식으로 늘려내는 수법을 더욱 확장
하자면, 입법기술, 행정기술 등에까지 연결될 수 있으며, 또한 
창작기술 등까지도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런데 이렇게 
유치한 사고방식은 물론이요 이런 가지각색의 「기술」 사이에 어
떠한 체계적 관계도 전혀 부여되지 않았다는 점을 보자면, 이렇
게 기술이라는 낱말이 심히 통속적으로 사용되는 통에 마땅히 
제기되어야만 했을 의문이 은근슬쩍 봉인된 상태로 그냥 남아있
는 것이라 하겠다.
이런 사태는 기술이라는 사회적 범주가 그 사회적 범주로서의 
자격에 걸맞게 충분히 철학적으로 정리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기
인한다. 원래 기술이라는 것은 그 자체 지극히 중요한 철학적 범
주 중 하나이며, 세간에서도 이 점을 암묵적으로는 이해하고 있
다. 도리어 그 때문에 기술이라는 범주는 결국 무엇인가 이미 서
로 다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가정되어 버렸고, 지금 이야기한 것
처럼 이 낱말은 사회의 경제기구와 연관해서까지 지극히 루즈
{loose}하게 사용되게 되어 버린 것이다.
또한 둘째로, 기술은 단지 경제기구 또는 이에 직접 연관되는 사
회적 측면에 연관되어서만 다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만으
로도 마치 무엇인가 하나의 독자적 테마를 이루는 것처럼 부르
주아 철학 내지 부르주아 세계관의 근본문제 중 하나로 취급되
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특히 최근의 세계정세에서처럼 경제적·
정치적·문화적 크라이시스{crisis}에 임박하게 되면 특히나 이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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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의 근본적 중요성이 빈번히 주목받게 된다. 기술의 철학̇ ̇ ̇ ̇ ̇ 이나 
이와 관련된 문명론̇ ̇ ̇ 적 기술론이 오늘날 자연스레 스스로의 특별
한 역할을 자임하며 등장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기술
이라는 개념 그 자체는, 과학적으로 말해서, 아직 완전히 파악하
기는 심히 어려운 형태로 그대로 남아있다. 아마도 여기에서야말
로 기술이라는 범주가 가장 광범위하게 또한 가장 근본적인 측
면에서 파악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나, 실은 이 「철학」적 기술 
개념조차도 결국 단순한 상식관념으로서의 기술을 약간 더 학술
적으로 장엄하게 장식한 수준에 머무를 뿐이다.
반면 기술이야말로 유물론 전반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요점과 
맞물린 기본 문제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최근 일본에서 다소 전
개된 유물론적 기술론은 지금까지 적어도 두 가지 요점을 해명
하는 공적을 세웠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첫째는, 광범위하
고 포괄적인 의미에서의 이 기술이라는 철학적 범주를, 그 일반
성에도 불구하고, 기본적 부분으로부터 이차적 부분에까지 계층
적인 체계로 분해하고 이를 다시 종합해 냈다는 점이다. 기술 일
반이라는 것은 물질적 생산기술̇ ̇ ̇ ̇ ̇ ̇ ̇ 을 기본적인 축으로 하여 그로부
터 분기된 조직으로 구체화되어야만 한다는, 언뜻 보기에는 지극
히 당연하면서도 종래 부르주아적 통념에서는 그리 의미를 주목
받지 못했던 관계가 여기서 바로 비로소 확실하게 되었다는 점
이 바로 이 첫째 요점이다.
둘째 공적은, 그러한 기술과 기능, 기법 내지 수법의 구별을 지
적했다는 점에 놓여 있다. 프라퍼한 의미에서의 기술(물질적 생
산기술)은 사회의 객관적이고 물질적인 기저(基底)에 속하는 것
이며, 이 기술과 상호작용하는 노동주체의 한 특성인 기능 내지 
이것의 연장물로 생각될 수 있는 기법 또는 수법과는 엄밀히 말
해서 일단 구별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이 프라퍼한 의미에서의, 엄밀한 의미에서의, 본래적 기
술, 즉 기술 그 자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유물론적으로
도 꼭 충분히 해명되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이 두 번째 점에 대해 일단 주목할 만한 것은 아이카와 하루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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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相川春喜)씨135)의 논문인 「최근의 기술논쟁의 요점(最近に於け
る技術論争の要点)」 (『사회학평론(社会学評論)』 창간호)이다. 그
는 여기서 종래 유물론 쪽에서 제출되거나 토론된 기술론을 일
단 그의 견해에 맞추어 정리하였는데, 이전에 내가 발표했던 의
견(『기술의 철학(技術の哲学)』)에 대한 근본적 비판 역시 해당 논
문의 한 줄기를 이루고 있다고 생각된다. 나의 서술 중 드러난 
관념론적 부족함이나 착오에 대해서는 나도 역시 그의 의견에 
동의할 수밖에 없으리라 생각한다. 그러한 점에서 나 스스로도 
지금 언급한 그의 논문의 가치를 상당히 높게 평가하고 있다. 그
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적극적 견해 그 자체에 대한 상당
히 근본적 의문을 나는 아직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아이카와(相川)씨에 따르면, 기술이란 인간사회의 물질적 생산력
의 일정한 발전단계에서의 사회적 노동의 물질적 수단의 체계̇ ̇ ̇ ̇ ̇ ̇ ̇ ̇ ̇ ̇ ̇ ̇ ̇ ̇ 일 
뿐이다. 즉, 주로 노동수단의 체제̇ ̇ ̇ ̇ ̇ ̇ ̇ 가 기술이라는 것이다. 기술이
라는 관념을 이런 것으로 한정하는 것이 유일한 유물론적 태도
라고 주장한다. 사실, 그의 기술적 개념의 모든 규정은 전부 여
기서부터 출발하며 다시 또 여기에 집중된다. ―아마도 세간에서
는 보통, 한편으로는 기능이나 기법도 포함해서, 다른 한편으로
는 비물질적 생산기술도 포함해서, 이 모든 것에게 그냥 막연히 
기술이라는 명칭을 부여하리라. 즉, 세간에서는 결코 노동수단의 
체제(기계, 도구, 공장, 교통, 시설 등)만을 기술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아마도 상식̇ ̇ 은 이러한 노동수단의 체제 자체가 아니라 
이에 기초한 전부를 기술이라고 하는 이데{Idee}로 표현하는 것
이리라(여기서 이데라고 하는 것은 분석의 결과가 기대되는 관념
을 의미한다). 따라서 아이카와(相川)씨가 「노동수단의 체제」라는 
것을 다른 단어로 표현하는 대신 바로 「기술」이라는 일상어를 
써서 표현하기 위해서는, 한편으로는 바로 이 낱말의 상식적인 
의미 내용이 비과학적이라는 것을 설명할 책임을 져야 할 뿐 아
니라, 다른 한편으로는 그 자신의 이러한 과학적 용법을 통해서 
이 상식을 설득하고 반성하도록 할 수 있을만한 대안을 준비하
지 않으면 안 된다. 만약 그런 절차를 무시한다면, 이 기술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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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규정은 차라리 흔히 부르주아 과학에서나 애용되는 「정의」 
같은 것이 되어 버릴 것이며, 단지 「노동수단의 체제」를 「기술」
이라는 학술어(?)로 인공적으로 정의한 것에 불과하리라.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보통 그렇듯이, 이 기술이라는 테르미놀로기
{Terminologie}도 순전히 기계적으로 제멋대로 도입된 것일 뿐, 
이로부터 어떠한 진리의 발전도 기대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앞서 언급한 아이카와(相川)씨의 기술에 대한 정의는 마르크스가 
썼던 글에서 발췌된 것으로 추정된다. 나는 아직 정확히 이 정의
가 어디에서 발췌되었는지 발견하지 못했고, 또 그 정의를 인용
한 다른 사람의 문장도 지금 기억나지 않기 때문에, 정말 그러한
지 어떤지는 완전히 상상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지만. ―그러나 
어쨌든 아이카와(相川)씨가 인용하는 그대로 이 정의에 해당하는 
마르크스의 글이 직접 제시되지는 않았다.
그가 여기서 전적으로 그 논거로 드는 문헌은 마르크스가 「테히
노로기{Technologie}」에 대해 설명하는 부분이다. 아이카와(相
川)씨가 말하길, 「기술이 노동수단의 체제인지 아닌지 의심하는 
자는 마르크스의 이 명제(이는 레닌의 『칼 마르크스』에서 유물사
관을 해설하기 위해서 전면에 내세워진다)를 재음미하는 것에서
부터 다시 출발해야만 할 것이다」136)라고. 그리고 마르크스의 다
음 두 명제를 이 문장의 앞과 뒤에 각각 인용한다. 첫째(앞의 문
장), 「테히노로기는 자연에 대한 인간의 능동적 관계, 바꿔 말하
자면 그 생활의 직접적 생산 과정을, 따라서 또 그 사회적 생활
의 제 관계와 이에 기초한 정신적 제관념의 형성 과정을 해명하
는 것이다」 (『자본론』 제1권·엥겔스 민중판, 389쪽).137) ―둘째
(뒤의 문장), 「테히노로기의 비판적 역사 ― 사회인간의 생산적 
제기관의 이러저러한 특수한 사회조직의 물질적 기초의 형성사」
(아이카와(相川) 역).138) ―레닌은 이를 전면에 내세웠다는 것이
다.
이로부터 아이카와(相川)씨는 다음과 같이 결론 짓는다. 「테히노
로기의 연구대상인 기술 그 자체란, 요약하자면, 『이러저러한 특
수한』, 즉 일정한 역사적 발전 형태에 일정한 『사회의 물질적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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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인 『생산 제 기관』=생산 제 수단, 특히 바로 노동수단이다.」 
그리고 마르크스가 다른 부분에서 「일정한 사회의 기술적 기초」
라고 하는 것과 이 「사회적 물질적 기초」는 동일한 내용을 표현
하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바로 눈치 챌 수 있듯이, 이러한 결론이 설사 얻어질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기껏해야 마르크스의 둘째 테제로부터만 
도출될 수 있으며, 첫째 테제로부터는 차라리 이 결론과 정반대
의 결론이 나와야 할 것이다. 말하자면, 테히노로기는 「자연에 
대한 인간의 능동적 관계」(「생활의 직접적 생산 과정」)을 대상으
로 한다. 따라서 또 「사회적 생산의 제 관계와 이에 기초한 정신
적 제 관념의 형성 과정」139)도 역시 그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에, 
이를 보면 아이카와(相川)씨가 추구하는 기술 그 자체는 지금 나
열한 「 」의 속에 있는 것이 아니면 안 된다. 「자연에 대한 인간
의 능동적 관계」나 이에 기반을 둔 생산의 제 관계 뿐 아니라, 
어째서 정신적 제 관념의 형성 과정까지 「노동수단의 체제」라고 
생각되어져야만 할 것인가. 차라리 이는 기술이 노동수단의 체제 
같은 것에만 제한되지 않는다̇ ̇ ̇ 는 점을 마르크스가 일부러 지적하
고 있는 것으로 밖에 읽히지 않는다. 또 하나 주의할 것은 마르
크스가 바로 그 뒤에 「이러한 물질적 기초를 등한시할 때, 종교
사조차도 무비판적인 것이 되어 버린다」140)고 썼으며, 각각의 경
우에서 실제 생활의 사정으로부터 출발하여 그것이 천국화(天国
化)된 제 형태까지 전개해 나아가는 것이 바로 유일하게 물질적
이고 과학적인 방법이라고 서술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적어도 
여기서 마르크스가 「물질적 기초」라든지 「물질적」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카와(相川)씨가 추론한 것 같이 노동수단 같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일반적으로 유물사관의 출발점을 지
시하는 것에 불과하다.
게다가 둘째 테제로부터의 추론도 그 논거가 매우 약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사회인간의 생산적 제 기관」을 마르크스가 「사회
조직의 물질적 기초」와 등치시켰다고 해서 이 두 가지를 교차시
켜 「노동수단」을 도출하는 것은 텍스트 독해 방식으로 볼 때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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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히 위험하다. 왜냐하면, 본래 사회인간의 생산적 제 기관이라
는 것은 「식물 및 동물의 생활을 위한 생산기구로서의 기관」141)

으로부터 나온 아날로지였는데, 만약 이 아날로지가 단순한 외면
적 상사에만 기인한 아날로지였다면, 이는 단지 앞서 서술한 「자
연에 대한 인간(내지 동식물)의 능동적 관계」를 기관이라는 물질
이 가지는 능동적 기능을 통해 암시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생산기구로서의 기관이기 때문에 노동수단을 암시한다고 할지도 
모르겠으나, 마르크스는 단지 수동적인 인식기관이 아니라 능동
적인 생산기관이라고 말하고 싶었던 것뿐이다). 더욱이 이 아날
로지가 만약 조금 더 본질적인 것이라면, 첫째로 사회인간의 생
산적 제 기관(=사회의 물질적 기초)이라는 것은 단순한 노동수단 
체제가 아니라 조금 더 기관답고 기관의 특징을 가지는(기관에는 
신경과 근육이 있다) 어떠한 물질적 기초를 표현하는 것임에 분
명하다. 마르크스는 이것을 다시 더 확실하게 서술하기 위해서, 
다른 부분에서 「기술적 기초」라는 식으로 (지금 우리가 보면) 동
어반복의 형식으로 설명했던 것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다. 그 뿐 
아니라, 설령 기술을 동식물 내지 사회인간의 생산기관에 본질적
으로 빗대어 표현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는 결국 기술이 단지 
객관주관적̇ ̇ ̇ ̇ ̇ 으로(또는 기계론적이기까지 하다) 노동수단의 체제 
같은 것으로는 정의적으로 한정될 수 없는 것이라는 점을 나타
내는 것이며, 바로 생물의 기관에야말로 아마도 기술이라는 것의 
역사적 기원이 놓여 있다고 생각해야 할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여기서 사용된 생물적 기관이라는 아날로지의 의미는, 기관이라
는 「노동수단 체제」임과 동시에, 그것이 감각운동적 기능의 주체
이기도 하다는 점을 지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어느 쪽이든지 간에, 앞서 언급한 마르크스의 두 테제로
부터는 아이카와(相川)씨가 추구하는 「노동수단의 체제」라는 기
술의 정의는 나올 수 없을 뿐 아니라, 조금 더 생각해보면, 차라
리 그러한 기계론적 정의를 부정하는 결론 쪽이 더 자연스럽고 
더 레즈바르{lesbar}하게 받아들여진다. 물론 나는 특별히 마르
크스가 한 말 중에 그것이 있느냐 없느냐 따지며 문헌학적 말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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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해석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아이카와(相川)씨가 
마르크스의 인용으로부터 끌어낸 결론에 대한 나의 견해는 차라
리 그의 주장과는 반대편을 향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두고 싶다.
물론 아이카와(相川)씨는 마르크스의 말을 유일한 논거로 하는 
것은 아니며, 그 스스로의 사고방식의 체계를 생각해볼 때, 기술
을 그렇게 생각해야만 할 필연성이 있는 듯 보인다. 그러나 각자
의 체계로부터의 필연성이 반드시 객관적인 필연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상식을 비판하고 극복하는 대신에, 상식과 거의 완
전히 괴리된 테르미놀로기, 게다가 상식에서 사용되는 낱말과 똑
같은 테르미놀로기를 그냥 쓰는 것은 과학적으로 말해서 그리 
타당하다고 할 수 없지 않겠는가. 물론 상식의 주장 따위는 조금
도 존중할 필요가 없을지도 모르나, 상식을 구해내지 못한다면 
과학적인 분석이라고도 할 수 없으며, 무엇보다 사회적인 대중성
조차 얻을 수 없을 것이다.
어쩌면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 원래 기술이
라는 낱말은 통속어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과학적으로 마무
리해내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와는 완전히 독립된 과학적인 기
술 개념이 필요해지며, 따라서 이 완전히 새로운 개념을 편의상 
기술이라고 부르기로 한다는 식으로. 그러나 그렇다면 이는 차라
리 「기술적인 것」이라든지 기술적 기초 같은 말로 표현하는 것
이 나을 것이다. 게다가 설령 그렇게 부른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바로 노동수단의 체제라고 주장하는 것은 말뜻을 볼 때 너무도 
갭{gap}이 크기 때문에, 도대체 무엇을 위해 그리 고심하여 그 
술어를 선택했는지가 결국 의심스럽게 된다. 즉, 노동수단의 체
제는 노동수단의 체제라고 하면 될 것이요, 이를 무리하게 기술
이라는 낱말이나 그 변용(変容)으로 설명하지 않더라도 상식적으
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는 말이다. 물론 노동수단의 체제라는 
것과 기술이라는 것이 전혀 관계가 없다면 아이카와(相川)씨든 
누구든 굳이 이 둘을 아이덴티파이{identify}할 생각을 했을 리가 
없으므로 이 둘 사이에 무엇인가 필연적인 연결 부분이 있는 것
만큼은 분명하나, 아무리 긴밀하게 결부된다고 하더라도 이 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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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라고 할 수는 없다. 특히 더 실질적인 연관 때문에 이 둘 사
이의 등치 그 자체가 문제시될 경우에는.
실제로 살펴보면, 아마도 보통 세간에서 사용되는 기술이라는 단
어는 그대로 과학적인 범주가 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를 대신하
는, 그리고 이 통속적인 관념이 가지고 있는 곤란을 분석하여 그 
결과 필요하다고 판단된 몇 가지 기술류(技術類)에 속하는 제 범
주가 필요해질 것이다. 그 하나의 범주로서, 즉 기술현상의 하나
의 계기로서, 「노동수단의 체제」라는 범주는 아마도 절대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이 범주는 다른 계기를 표현하는 범주로부터 고
립되어서는 무의미할 뿐 아니라 그 범주로서의 용도를 잃게 된
다. 그리하여 어떠한 범주가 상상될 수 있을지 묻는다면, 이 노
동수단의 체제에 의해 표현되거나 측정되는 사회의 기술수준̇ ̇ ̇ ̇ 이
라는 것이 바로 필요해질 것이다. 그리고 세간에서 보통 기술̇ ̇ 이
라고 불리는 것은 주로 이 기술수준이라는 범주를 통해서 지시
되는 하나의 계기가 아닐까 상상된다. 아직 이 기술수준이라는 
개념은 상상에 맡겨둘 수밖에 없으나.
물론 기술수준이라는 것을 상정하더라도 이것 자체는 그리 특별
한 가시적 형태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에는 예
를 들어 노동수단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물질성이 없다. 그러
나 그것은 바로 사회에서 생산력이 물질적이라는 것과 완전히 
동일한 의미에서 여전히 물질적인 것일 수밖에 없다. 기술수준은 
노동수단 내지 그 체제에 비해서 훨씬 더 고도의 사회적 추상체
이며, 그만큼 더 추상적인 사회기구관념(社会機構観念)에 속한다. 
그러나 이것에 의해 소위 노동수단의 체제̇ ̇ ̇ ̇ ̇ ̇ ̇ 와 이에 대응되는 노
동력의 속성인 기능̇ ̇ 이 비로소 실제적으로 결합되며, 따라서 소위 
노동수단 체제와 노동력 기능이 이것을 통해서 비로소 관념적으
로도 통일되는 것이고, 따라서 또 기능을 소위 생산기술 속에 편
성하여 생각하려는 상식적 요구 역시 이를 통해 충족될 수 있다.
기술수준은 노동수단 체제로부터의 사회적 추상체이며, 노동수단 
체제 자체를 통해서 이른바 측량되는 것이지만, 반면에 기능은 
거꾸로 이 사회적 기술수준에 비추어 측량되게 된다. 일정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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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에서의 노동수단 체제에 일정한 노동력 기능이 대응된다고 단
순히 표현하더라도, 이는 단지 그렇게 된 결과만을 한마디로 표
현한 것에 불과하며, 실제로는 기능과 노동수단 체제의 사이에 
끊임없는 상호작용이 실재하게 된다. 예를 들어, 기능의 사회적 
평균수준(기능수준)을 표준으로 삼지 않고서는 트랙터의 운전대 
설계 하나 제대로 할 수 없다. 그런데 이 기능수준을 객관적 형
태로 측량해내는 척도가 바로 사회의 기술수준̇ ̇ ̇ ̇ ̇ ̇ ̇ 이 된다.
노동수단과 기능 사이에서 벌어지는 실제적인 상호작용은 항상 
이 기술수준이라고 하는 일종의 기술적 등가물̇ ̇ ̇ ̇ ̇ ̇ 로 환산됨으로써 
비로소 실행된다.
마르크스가 기술과 기술학(테히노로기)을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으나, 양자는 과학적으로는 구별되
지 않으면 안 된다. 애당초, 기술에 관한 학문이 꼭 기술학이라
고 할 수는 없으며, 따라서 기술학의 대상이 곧바로 기술이라고
도 할 수는 없으므로, 기술에 관한 연구는 반드시 테히노로기가 
아니라, 예를 들어 경제학일 뿐더러 사회학일지도 모른다. 게다
가 마르크스는 『경제학비판서설(経済学批判序説)』에서 각각의 생
산부문의 생산의 연구를 테히노로기라고 부르고 이를 생산일반 
내지 일반적 생산의 연구로서의 경제학으로부터 구별하고 있다
(때문에 아이카와(相川)씨가 마르크스의 「테히노로기」의 설명으
로부터 그 대상으로서의 「기술」의 규정을 추론했다는 것부터 이
미 문제였던 것이다). ―그래서 기술학을 소위 기술로부터 구별
한다고 하면, 기술학이란 도대체 어떤 것인가. 여기서 기술수준
이라는 범주가 다시 유용해진다.
기술학은 이미 이야기한대로 기술에 관한 단순한 학문이 아니다. 
실은 기술(그런 것이 있다고 일단 가정하고)에 관한 기술조직(솜
씨·기능적 지능 및 지식)인 것이다. 따라서 이는 주로 노동수단 
내지 그 체제에 관한 기술조직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기술학의 
발달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이는 실질적으로, 이
데올로기로서는 기술가 일반의 주체적 기능수준̇ ̇ ̇ ̇ 의 상승이자, 객
관적으로는 바로 사회적 기술수준̇ ̇ ̇ ̇ 이 상승하는 것과 다름 없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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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객관적으로 볼 때에는 기술가의 수준이 사회의 기술수준이기 
때문에 비로소 세간에서 기술학을 그냥 기술과 같은 의미로 쓰
는 것이며, 상식은 소위 기술의 주된 계기를 이러한 기술수준 속
에서 기대한다는 논거를 우리는 이로부터 발견할 수 있다.
그리하여, 노동수단 체제와 노동력 기능을 실제로 매개하는 사회
적인 기술등가물이 바로 이 기술수준이라는 것이다. 바로 이 사
회적 등가물에 기초하여 기술의 광범위한 통일적인 계층적 체계
도 비로소 성립될 수 있다. 이런 종류의 사회적 추상체를 표현하
는 기술범주를 쓰지 않고서는 기술에 관한 철학이나 세계관이나 
문화이론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두 난센스가 될 것이며, 종교비
판도 테히노로기의 입장에 서서 행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마르크
스가 말한 것 역시 딱히 와 닿지 않는 지침이 되어 버리는 것이
다. ―기술문제와 문화이론과의 관계는 주로 기술의 발달과 인류
의 진보와의 관계를 문제로 하는 점에 놓여있으나, 노동수단과 
노동력 기능이 아직 자연적인 상태로부터 분리되지 못한 인류의 
원시시대에는, 마르크스가 비유적으로 말했던 것처럼, 생산기구
로서의 기관의 기능이 곧 이 기술수준이었던 것이다. 그 때에는 
아마 인류의 생물적 지능의 발달도가 곧바로 이 기술수준이었을 
것이다. 기술수준이야말로, 노동수단과 노동력 기능이 아직 분리
되지 못한 원시적인 미분기̇ ̇ ̇ (未分期̇ ̇ ̇ )로부터 출발하여, 오늘날 발
달된 사회조직 속에서 「기술 그 자체」의 표준적인 계기로서, 또 
의연히 인류사회 발달의 기본적 척도로 받아들여지게 된 것이라
고 보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기술이 사회의 물질적 기초라고 하
는 것은 기술수준의 이러한 스탠다드{standard}성을 상정하면 
그 내용이 명확히 파악되는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노동수단이라
든지 기계라든지 도구라든지의 체계 같은 것을 따로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된다. 이는 말 그대로 기계론으로 가는 첫걸음이
다.
기술을 「노동수단의 체제」로 상정해 버리는 것은 물론 아이카와
(相川)씨만의 문제가 아니다. 차라리 현재 유물론자의 다수가 이
러한 상정을 일단 신뢰하고 있는 듯이 보인다. 그런데 이 신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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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로 용서 없이 유물론적으로 재검토되어야만 할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이 글은 그러한 재검토를 위한 한 시론(試論)이라고 
하겠다. 기술수준에 대한 나의 개인적 견해는 아직까지 그냥 상
상 또는 가설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지만, 그러나 기술에 대한 
종래의 유물론적(?) 정의에 관해서 유물론적인 의문을 회피하는 
것만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된다. 독자는 이 점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실은 이 의문을 제출하게 된 직접적 동기를 마지막으로 언급하
지 않을 수 없다. 최근 문단이나 논단을 통해서 문제가 되는 인
텔리겐치아론이 실은 지금껏 이야기한 의문에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현재 유행하는 여러 인텔리겐치아론에는 두 가지 결함이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는 인텔리겐치아 문제를 그 주체성의 문제에서 즉 
인텔리의 인텔리젠스(지능) 문제로 보지 않고 종종 단순한 사회
층 문제로 취급하는 경향이다. 그런데 실은 오늘날의 인텔리겐치
아의 진보적인 과제는 인텔리겐치아가 스스로의 주체적인 인텔
리젠스를 어떻게 진보적으로 쓸 것인가라는 점에 놓여있는 것이
며, 또한 거기에 중점을 두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둘째 결함은 인텔리의 이 인텔리젠스를 기술의 문제로부터 떼어 
내어 제멋대로 문학적 또는 철학적인 지식인의 문제로부터 분석
을 출발시킨다는 점이다. 인간의 지능, 인텔리젠스는, 사회적 인
간이 자연에 대한 능동적 활동으로서 행하는 사회생활로부터 발
생하고 또 이것을 통해서 조건 지워지는 것이므로, 일반적으로 
인텔리젠스를 이 기술로부터 떼어 내서 독립적으로 취급하는 것
은 본래 유물론̇ ̇ ̇ 의 원칙을 무시해 버리는 것일 뿐이다. 지능에 대
해 이것은 심히 부적절한 관념론적 개념이 된다. 의외로 이리도 
당연한 점을 오늘날 진보적 인텔리론자는 확실히 인지하지 못하
고 있지 않은가 생각된다. 이를 확실히 하지 않는 한, 인텔리겐
치아의 주체성인 인텔리젠스의 문제는 내용이 거의 없는 공허한 
것이 되어 버리거나, 그렇지 않다면 예를 들어 「인텔리의 능동정
신」이라고나 할 만한 왜곡된 형태의 문제로 제안되어 버릴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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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는 심히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어쨌든 이 인텔리젠스는 말할 것도 없이 노동력 기능 중 하나일 
뿐이다. 따라서 이 인텔리겐치아 문제는 이 인텔리젠스라는 노동̇ ̇

력 기능̇ ̇ ̇ 과 기술 그 자체̇ ̇ ̇ ̇ ̇ 와의 관계로서 제출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 기술 그 자체는 무엇인지, 그것과 기능과의 
기술로서의 실제적 연관은 어떠한지 같은 질문이 해결되지 않는 
한 문제는 결코 풀리지 않는다. 적어도 기술은 노동수단의 체제
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한, 인텔리젠스의 문제와 인텔리겐치아론
의 문제를 놓치게 되거나, 아니면 짓밟아 뭉개어 버리는 결과 밖
에 얻을 수 없을 것이다. 내가 감히 기술을 사회에서의 기술수준
과 같은 것을 통해서 풀어내려는 시도를 했던 이유는 바로 여기 
있었던 것이다.
인텔리겐치아의 문제가 유물론의 입장에 서지 않는 한 정당하게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이 이로부터 최종적으로 결론지어진다고 생
각된다. 인텔리겐치아론은, 흔히들 생각하듯 자유주의자의 자유
주의적 문제로 다룰 경우, 결코 풀릴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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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자유주의 철학과 유물론
―자유주의 철학의 두 가지 전형에 대해서

고라이 소센(五来素川) 박사142)는 어느 신문에서 일본주의의 진
정한 적은 유물론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 일본주의라는 것이 어
떤 것인지 아직 명확하지 않은 이상, 여기서 말하는 유물론이 어
떤 것을 지칭하는지는 불투명하다. 그러나 우선 일본주의는, 그
것이 현대사회에서 아무리 행동현상으로서 두드러지더라도, 그 
이론적 가치만으로 보자면 절대 참된 이론적 독립성을 가진다고
는 할 수 없다. 일본주의는 어떻게 보더라도 결국 홀로 설 수는 
없는 이론으로 보인다. 그 증거를 들자면, 조금이라도 세간 일반
에 적용될만한 타당성을 이 일본주의에 부여하고자 하면 갑자기 
이러저러한 외래철학을 가지고서 그 뒷받침을 하는 수밖에 없다
는 점을 들 수 있다. 즉, 이렇게 인공적으로 날조된 기교(技巧)철
학이 일종의 비속(卑俗)철학 이상으로 발달할 가능성은 거의 없
다는 것이다. 그러나 유물론은 이에 반해, 종래부터 전통적으로 
하나의 독립된 포괄적 조직을 가지는 이론체계이다. 따라서 이 
유물론과 이 일본주의를 대등하게 견주어 한 쪽이 다른 쪽의 진
정한 적이라든지 아니라든지 말한다면, 적어도 이론상 표준으로 
볼 때에는 파행(跛行)이라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
일찍이 어느 평론잡지에서 현대사상의 각 분파를 소개할 때, 하
이데거나 셸러, 야스퍼스와 견주어서, 현재 사방에 그냥 널려 군
생(群生)하는 잡다한 여러 사상들과 동급으로 대등하게 견주어 
유물론을 나열하는 것을 보고서, 쓴 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다. 
역사상 비중을 완전히 무시하고 그냥 우연히 눈앞에 놓인 어제
오늘의 현상만 비교하면, 이는 종종 어처구니없이 우스운 가치평
가에 귀착해 버리는 것이다. 이런 엉터리 판단은 결국 그 판단이 
객관적 공정성을 결여함으로써 야기되며, 따라서 이런 식의 주관
적이고 독선적 견해만큼이나 추악한 것도 없다.
현대에 와서 유물론을 셸러나 야스퍼스의 낙상(落想)철학과 대등
하게 견주는 것에 비하자면, 이를 현대의 일본주의와 견주는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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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차라리 그나마 더 깊이 있고 진실성이 담긴 견해라고 하겠다. 
앞서 언급한대로 일본주의는 이론적으로는 독립할 수 없는 수준
의 내용을 가지지만(애초부터 무(無)이론적인 이론?을 지향한다
면 언제라도 제멋대로 독립할 수 있겠으나), 그러나 사회에서의 
실제 세력으로만 판단하자면 아마도 일본주의 철학의 유력한 논
적이 유물론이라는 것이 진리이리라. 따라서 역시 유물론에게도 
일본주의의 철학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논적이기도 한 것이다. 
일본주의 철학은 그들 스스로 뭐라 말하든 간에 일단 일본파시
즘의 철학이다. 다른 한편 일반적으로 유물론이야말로 파시즘 철
학의 궁극적 논적이기 때문이다.
최근 일본의 사회 정세에서는 세간의 눈이 특히 자유주의 문제
에 일시적으로 집중된 듯 보인다. 자유주의가 몰락했다고 세간의 
편집 저널리스트들이 비통하게 울부짖는다. 그러나 최근까지 일
본에 몰락할만한 정도의 자유주의라는 것이 도대체 있긴 했던가. 
지금까지 일본에 있던 것은 사실 있을까 말까한 수준의 자유였
을 뿐, 단지 그것이 오늘날 약간 더 압박받기 시작했다는 정도가 
솔직한 현재 상황이다. 때문에 자유의 의식이나 그러한 자유주의
에의 관심이 차라리 이제야 더욱 자극받고 또 어떤 면에서는 비
로소 강력히 주장되기 시작했다고까지 말할 수 있으리라. 몰락했
다고 하든지, 거꾸로 불타오른다고 하든지, 어쨌든 기껏 이 정도
가 적어도 최근의(소위 마르크스주의 전성기? 이후의) 자유주의
의 진짜 세력 수준이었던 것이다. 따져보면, 이제 와서 몰락한 
것도 아니요, 그렇다고 고양된 것도 아니다.
어쨌든 원래 유물론의 논적이던 일본주의 철학과 자유주의가 적
대관계에 서야만 한다는 것의 의미를 자유주의 스스로 현실적으
로 기억해야만 한다는 점은 더욱 확실히 명기해 둘 필요가 있다. 
이는 누구나 당연히 아는 것 같지만, 적어도 자유주의자들 스스
로에 의해서는 이 관점이 필요한 만큼 명백히 제출되고 있지 않
다. 말하자면, 자유주의는 적어도 일본파시즘에 대항하기 위해서 
유물론과 공통된 이론적 이해를 따르는 것 외에는 설 자리가 없
다는 것이다. 오늘날의 정세는 유물론이냐 일본주의냐는 엔트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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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더{entweder·oder}인 것이다. 자유주의가 자유주의로서 독
자적 논거를 찾기 위해서라도, 자유주의가 설 자리는 일단 유물
론 속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물론 이 권고에 자유주의자는 관습적이고 정서적인 이유 
때문에 동의하지 못한다. 자유주의에는 자유주의 고유의 독립된 
철학이 있다고 자유주의자들은 가정하고 주장한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이 자유주의 철학̇ ̇ ̇ ̇ ̇ ̇ 이라는 것을 비판하고 극복할 필요성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자유주의 그 자체
를 살려내는 것조차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스스로 자유주의의 
「철학」을 버리지 않는 한, 자유주의가 일본주의를 비판하고 극복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지금부터 살펴보려 한다.

한마디로 자유주의 내지 자유주의 철학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현
재 지극히 여러 가지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는 낱말이다. 단지 자
유를 애호하는 주의(?)이기도 하며, 「반(反)파쇼」 감정이기도 하
다. 또 「반(反)마르크스」의 구실로도 종종 쓰인다. 그러나 이런 
속된 관념을 하나하나 상대하자면 끝이 없다. 우선 지적할 것은 
리버럴리즘에 적어도 세 개의 부분 또는 측면이 있다는 점이다. 
자유주의는 말할 것도 없이 최초에는 경제적 자유주의로 발생한
다. 중상주의에 입각한 국가적 간섭에 대항하여 중농파 및 그 후
의 정통파 경제학에 의한 국가간섭 배척이 이러한 자유주의의 
출발점이었다. 이 자유무역과 자유경쟁의 경제 정책 이론으로서 
경제적 자유주의는 급기야 정치적 자유주의를 낳으며, 또한 이에 
대응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시민이라는 사회신분의 자유와 평등, 
그리고 이에 기반을 둔 특정 정치 관념인 데모크라시(부르주아 
민주주의)가 이 정치적 자유주의의 내용을 구성한다.
그러나 이런 경제적·정치적 자유주의로부터 이에 기초하여 또는 
이에 대응하여 제3의 자유주의 측면이 발생한다. 편의상 이를 문̇
화적 자유주의̇ ̇ ̇ ̇ ̇ ̇ 라고 부르도록 하자. 경제적 내지 정치적 의식 대
신 더욱 일반적이고 또 더욱 상층의식으로서의 문화적 의식이라
는 것을 생각할 수 있을 터이며, 바로 이 문화적 의식 또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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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한 문화의식에 기반을 둔 사회활동인 문화적 행동에서의 자
유주의가 바로 이 문화적 자유주의라는 것의 의미를 이룬다. 이
미 이 자유주의의 측면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주목받고 있다. 어
떤 경우에는 「문학에 있어서의 자유주의(文学に於ける自由主義)」
(아오노 스에키치(青野季吉)씨143)), 어떤 경우에는 「정신적인 자
유주의(精神的な自由主義)」(오모리 요시타로(大森義太郎)씨)라고
도 불린다. 다만 이 두 가지 예는 내용상 다른 자유주의의 측면
과 그리 명백히 비교된 적이 없다. 전자가 이들 자유주의의 측면
을 상당히 존중하는 데에 반해, 후자는 이를 일고(一顧)의 가치
조차 없다는 듯 경시하고 있긴 하지만. ―그러나 어쨌든 문화적 
자유주의라는 자유주의의 측면이 오늘날 특히 중요하다고 많은 
사람들이 상정하고 있다 해도 무방하다.
이 세 가지 부분 내지 측면은 각자 어느 정도의 독립성을 가진
다. 통제경제 방침 그 자체가 꼭 의회정치나 정당정치라는 정치
상 자유주의와 곧바로 모순되는 것은 아니며, 정치적 자유주의의 
「몰락」이 도리어 문화적 자유주의 의식을 고양시키는 상황을 초
래하는 등의 부분적 현상을 놓쳐서는 안 된다. 정치적 자유주의
에 의해 거꾸로 고유한 자유주의적 문화의식이 「부흥」되고 대두
된 것을 발견할 수도 있다. 문학에서의 능동정신, 불안주의, 낭
만파, 각종 휴머니즘 등이 그 좋은 예이다.
따라서 설령 경제적·정치적 자유주의가 몰락하더라도 이와는 어
느 정도 독립적으로 문화적 자유주의는 일시적이나마 번영할 수
도 있다. 때문에 만약 일반적으로 자유주의라는 것을 어찌 되었
든 지켜낼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경제적·정치적 자유주의가 불
리한 대세일 경우 당연히 문화적 자유주의를 자유주의 일반의 
마지막 버팀목으로 삼을 수밖에 없다. 현재, 자유주의 일반의 적
극성을 바로 이 문화적 자유주의 안에서 찾으려는 문화인은 결
코 적지 않다(아오노 스에키치(青野季吉)씨처럼). 그리고 막연히 
감정적으로만 자유주의적이며 별다른 특징은 없는 리버랄렌
{Liberalen}은 경제상의 자유주의적 견해나 정치상의 민주주의적 
의지는 없더라도 이 문화적 자유주의만은 은연중 신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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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이리 생각해보자면, 문화적 자유주의
야말로 현재 새로이 적극성을 획득한 가장 유력한 자유주의 형
태라고 할 수 있으리라.
이 문화적 자유주의로부터 일종의 특별한 자유주의 철학이 만들
어지는데, 이를 살펴보기 전에 우선 하나 주의해야 할 것은 바로 
「자유주의」라는 범주(근본개념)에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점이
다. 사회현상을 지시하는 모든 범주는 대개의 경우 역사상의 특
정한 형상을 표현하는 경우와 초역사적 일반적 형상을 표현하는 
경우가 같은 낱말을 통해 동시에 표현되게 된다. 예를 들어, 낭
만주의는 독일의 문화사(文化史)상 고전주의 후에 나타난 일정한 
시대의 일정한 운동을 가리킬 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무릇 여러 
시대에 나타나는 반(反)리얼리스틱한 운동 역시 의미한다. 계몽
운동에 대해서도 똑같이 말할 수 있다. 자유주의도 이러한 예를 
벗어나지는 못하므로, 이는 역사적 범주로서의 17, 18세기의 부
르주아지 대두기의 경제적, 정치적 및 문화적 이데올로기였으나, 
그것이 그러한 역사상의 특정한 제한을 가진 이데올로기가 아니
라 더욱 일반적이고 초역사적인 보편인간적 범주로(하세가와 뇨
제칸(長谷川如是閑)씨144)는 이를 도덕적 범주̇ ̇ ̇ ̇ ̇ 라고 부른다) 통용
되는 또 다른 일면도 놓칠 수 없다. 역사적 범주로서의 자유주의
는 말할 것도 없이 자본주의 문화의 소산으로서의 부르주아 이
데올로기 외의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 도덕적 범주로서의 자유주
의가 되는 순간 이는 급기야 일정한 계급성·일정한 이데올로기 
성격으로부터 자유롭다고 생각되게 된다. 그리하여 이런 도덕적 
범주로서의 자유주의는 필요에 따라서 자기 좋을 대로의 내용규
정을 제멋대로 삽입할 수 있는 지극히 편리한 형태를 획득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자유라면 뭐라도 좋을 제멋대로
의 자유주의를 신봉하는 리버랄렌들이 자유주의의 최후 또는 최
근 단계라고 할 이 도덕적 범주로서의 자유주의를 만난 것은 그
야말로 물고기가 물 만난 격이라 하겠다.
여기서 지금 주목할 점은 이 도덕적 범주로서의̇ ̇ ̇ ̇ ̇ ̇ ̇ ̇  「자유주의」라는 
것이 앞서 언급한 문화적 자유주의̇ ̇ ̇ ̇ ̇ ̇ ̇ 를 직접 뒷받침하기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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끌어들여졌다는 사실이다. 바꿔 말하자면, 문화적 자유주의를 그 
마지막 보루로서 신뢰하는 자유주의자는 이 자유주의야말로 이
러한 도덕적 범주로서의 자유주의에 입각한 것이라고 보통 생각
된다는 점을 이 신뢰의 근거로 이용한다는 것이다. 즉 문화적 자
유주의가 그 권위를 가지는 것은 그것이 바로 다름 아닌 도덕적
(보편인간적) 자유주의이기 때문이라는 논거에 의해 도출된다는 
소리이다. 만약 이 논거가 정당하다면, 문화적 자유주의야말로 
리버럴리즘의 최후이자 최고의 형태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여기에 하나의 미세한 착오가 숨겨져 있다. 그리고 이것
이 곧장 크나큰 오류를 낳는 것이다. 문화적 자유주의가 아무리 
문화적이더라도, 또 따라서 초경제적·초정치적이더라도, 또 그런 
의미에서 아무리 비현실적 리버럴리즘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이 문화적 자유주의가 바로 초역사적인 소위 도덕적 범주로서의 
자유주의라는 말은 될 수 없다. 자유주의의 한 부분 내지 한 측
면일 뿐인 문화적 자유주의를 자유주의 전체에까지 비할 도덕적 
범주로서의 자유주의와 같은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물론 불가능
하다. 무리하게라도 그렇게 생각하기 위해서는, 도덕적 범주로서
의 자유주의를 따로 도덕적 자유주의̇ ̇ ̇ ̇ ̇ ̇ ̇ 라고나 부를만한 어떠한 것
으로 변경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도덕적 자유주의는 아마 문
화적 자유주의와 똑같은 것일 뿐이다. 그러나 그리 하면, 그러한 
도덕적 자유주의는 역사적 범주로서의 자유주의가 가지는 역사
적 제한으로부터 자유롭다고 주장하는 저 도덕적 범주로서의 자
유주의가 가지는 「자유」를 더 이상 보증 받을 수 없게 된다.
어쨌든 이 논법에 따르자면, 만약 문화적 자유주의가 오늘날 성
립된다면, 그것은 또한 동시에 도덕적 범주로서의 자유주의라는 
적어도 그 타당성을 부정할 수 없는 것과 똑같은 하나라고 주장
하는 이 논거를 통해서, 이 문화적 자유주의의 성립이 자유주의 
일반의 성립을 요청하는 것이 되고, 따라서 앞서 말한 경제적 자
유주의도 정치적 자유주의도 거꾸로 이 문화적 자유주의를 근거
로 하여 비로소 성립될 수 있었던 것이 된다. 즉 경제적·정치적 
자유주의가 어떤 도덕적 근거를 통해 그 성립 근거를 얻게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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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예를 들자면, 그리하여 정치적 자유주의의 반대자는 부
도덕하다는 이유로 비난받아야만 하는 것이다. ―게다가 그 뿐만
이 아니다. 이 문화적 리버랄렌은 종종 정치적(또는 경제적) 자
유주의(내지 자유) 같은 것을 문제로 삼지 않고 단지 이 문화적 
리버럴리즘만을 고집함으로써 스스로가 일반적으로̇ ̇ ̇ ̇ ̇  리버럴리스트
다̇라고 불릴 권리를 획득할 수 있다고까지 생각하기 시작한다. 
정치상 자유 같은 것은 아무래도 상관없으며, 중요한 것은 결국 
우리의 훌륭한 자의식이라는 식으로 문학자인 문학적 리버랄렌
들이 주장해대는 것이다.
문화적 자유주의의 폐해는, 그것이 스스로 자유주의로서의 일반
성을 가장하기 때문에, 도덕적 범주로서의 자유주의라는 것을 이
용해서, 이를 도덕적 자유주의에까지 송두리째 바꿔 버리는 점에 
있다. 문화적 자유주의는 도덕적 자유주의로 변질된다. 그것은 
통상적인 문화에 있어서의 자유주의를 넘어서 이윽고 문화주의̇ ̇ ̇ ̇

적̇ 자유주의에까지 도달한다. 이는 광의의 문학자의 의식에서 종
종 발견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나는 이전에 이를 문학적 내지 철
학적 자유주의라고 불렀다(11장, 15장 참고).
그리하여 자유주의의 「문학적」인 철학체계가 비로소 성립된다. 
문화적 자유주의는 자유주의의 한 측면 내지 한 부분의 명칭에 
불과했다. 그러나 이 한 측면, 한 부분이 독립을 선언하고 자유
주의 전체의 통일 운동을 시작할 때, 이는 자유주의 전반에 대한 
하나의 주의·하나의 철학적 태도를 의미하게 된다. 여기서 처음
으로 「자유주의의 철학」(다만 그 중 대략 반 정도의 경우이며, 
나머지 반에 대해서는 뒤에 서술한다)이 발생한다. 여기서는 철
학적 범주 대신에 문학적 범주가 사용된다(이에 대해서는 이미 
이 책에서 설명했다―11장). 이것이 문학주의적인 자유주의 철학
이라 불리는 이유이다. 예를 들어 오늘날 문학적 평론에서의 각
종 인간주의가 남몰래 이 자유주의 철학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만약 이 자유주의 철학으로부터 어떠한 정치적 귀결을 도출한다
면 그 정치적 결론은 쉬이 미루어 짐작할만한 것이 되리라. 독자
는 아마 이 철학이 전향문학자 중 일부를 지탱해주는 것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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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역시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주의할만한 점은 이 문학주의적 자유주의 철학이 결코 소위 문
학에만 한정되어 사용되는 사상체계가 아니라는 것이다. 도리어 
그와는 정반대로 오늘날 주요 부르주아 철학̇ ̇ 의 다수에 이 자유
주의적 문학의 메커니즘이 숨겨져 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독자는 니시다(西田) 철학으로부터도 어떤 자유
주의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만약 그렇다면 이 자유주의란 바로 
문학주의적 자유주의(즉, 도덕주의적 자유주의)이며 때문에 바로 
이 철학은 일종의 자유주의 철학이라고 할 수 있게 된다. 오늘날 
일본의 부르주아 철학 중 얼마나 많은 수가 이러한 의미에서 자
유주의 철학에 속할 수 있는지 실로 지극히 흥미로운 일이다. 일
견 정치적 자유주의와 아무런 관계도 없는 소위 교양 있다는 각
종 철학의 대부분 역시 이런 식으로 자유주의 철학으로 귀착되
게 된다.

이러한 타입{type}의 자유주의 철학이, 이렇게 교양에 기초하여 
정치상식 측면에서 다소간 합리적인 진보성을 가짐에도 불구하
고, 또 이론적으로 의무적으로나마 마르크스주의적 문화사(文化
史)가 가지는 사상사(思想史)상 비중을 존중하고 이에 동감을 표
함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예외 없이 모두 유물론의 적대자로 
나타난다는 점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타입의 
자유주의 철학은 결국 문화적 자유주의의 울타리 안에서만 움직
이려고 결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자유주의는 생산력이나 권력
과 같이 사회의 근저에 있는 물질적 동력과는 어떤 관계나 연루
도 가질 수 없는 것이다. 이 철학에 있어서 유물론이란 원래부터 
쓸모가 없었던 것이다. 이 자유주의 철학자가 이로부터 유물론에 
대해 적대적 위치로 이행하는 것은 따라서 매우 손쉬운 일이었
을 뿐이다. 이상 이야기한 점은 문화적 인텔리의 대표자로 간주
될 수 있는 문학자의 의식 속에서도 조금도 다를 바 없다.
이상 설명한 것이 바로 문화적 자유주의를 지반으로 삼아 발생
하는 자유주의 철학의 경우였으나, 다음에는 경제적 내지 정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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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를 지반으로 발생하는 또 다른 타입의 자유주의 철학에 
대해서 생각해보도록 하자.
모든 문학적 자유주의 철학은 겉으로 보아서는 특별히 어떤 자
유주의를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경우가 보통인데, 그것은 
곧 이것이 충분한 의미에서의 자유주의 철학이 아니라는 점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본래 경제적 내지 정치적 자유주의를 순
차적으로 거치지 않고 갑자기 문화적 자유주의에 틀어박혀 버린 
결과로 등장한 자유주의가 충분한 의미에서의 자유주의 철학을 
도출해내지 못한다는 것은 차라리 당연한 귀결이다. 본격적으로 
그 진가를 발휘할 자유주의 철학은 경제적·정치적 자유주의의 기
반으로부터 출발할 수밖에 없다. 그리하면 문화적 자유주의도 자
연스레 그 영역에 끌어들여지게 될 것이다.
이 제2의 타입의 자유주의 철학이 오늘날 일본에 그리 많다고 
생각되지는 않으나, 그 가장 현저한 형태는 가와치 에이지로(河
合栄治郎) 교수145)의 노력으로부터 발견될 수 있다. 노력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가와치(河合) 교수 자신의 종래 의견에 따르
자면, 자유주의의 철학은 아직 충분히 성립되지 못했으며, 바로 
가와치(河合) 교수와 그의 동료들이 지금 그것을 성립시키기 위
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개혁원리로서의 
사상체계(改革原理としての思想体系)」, 『중앙공론(中央公論)』 
1935년 5월호 및 그 외).
가와치(河合) 교수에 따르면, 말할 것도 없이 리버럴리즘은 자본
주의의 발생에 기초하여 태어난 이데올로기이다. 그러나 시작이 
그렇다고 해서 언제까지나 그래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
는다. 일반적으로, 그리고 특히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자유주의는 
자본제적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도저히 사회개량주의 이상으
로는 나아갈 수 없다고 속단하고 있으나, 그것은 너무 경솔한 판
단이다. 교수는 「현 단계의 자유주의는 사회개량주의로부터 일탈
해서 사회주의̇ ̇ ̇ ̇ 로까지 스스로를 발전시키고 있다」고 주의를 촉구
한다. 여기서 사회주의라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자본주의의 대
립물을 가리키는 것인데, 현재 일본이나 독일과 같은 특수한 정



- 284 -

세에 처한 나라에서는 사회질서의 원리가 단순한 자본주의나 그
런 의미에서의 부르주아 리버럴리즘에 기반할 뿐 아니라 봉건주
의의 잔존물을 지극히 많이 포함하는 점을 그 특징으로 한다. 따
라서 교수에 따르자면, 일본의 현 단계의 자유주의는 동시에 자
본주의와 봉건주의를 적으로 가지는 것이 된다. 봉건주의에 대해
서는 이른바 리버럴리즘을, 자본주의에 대해서는 사회주의를 대
립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리버럴리즘과 사회주의 간의 
유기적 통일·체계적 결합이야말로 바로 현 단계의 자유주의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자유주의가 곧 사회주의라고 한다. 그렇다면 어떤 사회주의인 것
일까. 교수에 따르면 현 단계의 자유주의(=사회주의)는 이상주의̇ ̇ ̇ ̇

에 귀착한다. 그런데 마르크스주의는 이상주의가 아니고, 게다가 
차라리 그러한 이상주의의 반대물이라는 의미에서, 즉 교수의 가
정에 따르자면 「이상」을 부정한다는 의미에서, 바로 유물론이었
던 것이다. 따라서 적어도 이 사회주의는 마르크스주의의 반대물
이 아니면 안 된다. ―봉건주의에 반대하고, 자본주의에 반대하
며, 게다가 공산주의(마르크스주의)에도 반대한다는 이 현단계식 
자유주의는 도대체 어디로 가는 것일까.
그런데 현단계식 자유주의를 이상주의라고 설명하는 데에 있어
서 가와치(河合) 교수는 자유주의의 역사가 그 근거를 제공한다
고 주장한다. 교수에 따르자면, 자유주의는 자연법̇ ̇ ̇ 에서 시작하여 
공리주의̇ ̇ ̇ ̇ 를 경유하여 이윽고 현 단계에 이르러 이상주의̇ ̇ ̇ ̇ 에 도달
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상주의적 자유주의는 아마도 토마스 
힐 그린146)의 윤리학적̇ ̇ ̇ ̇  자유주의를 그 모범으로 삼는 것이리라. 
칸트화된 비(非)앵글로색슨적 윤리학자인 그린은 가와치(河合) 교
수가 자세히 연구하는 대상인데, 그는 19세기의 80년대에 죽었
기 때문에 비상시 일본의 현단계적 자유주의의 모범으로서 그가 
과연 적절한지 나는 솔직히 잘 모르겠다. 어쨌든 경제학상의 자
유주의자이자 의회주의자이기도 한 가와치(河合) 교수가 현저하
게 윤리적̇ ̇ ̇ 인 관점으로부터 이러한 자유주의를 조명해내려 한다
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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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와치(河合) 교수의 자유주의 즉 이상주의란 말하자면 개인 인
격의 사회적 성장을 그 목적으로 하는 주의를 말한다. 물론 사회
에서 자기 홀로 인격을 성장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게다가 
좋지 않은̇ ̇ ̇ ̇  짓이다. 「공공을 위해 마음을 쓰며(公共のためを思
い)」 「불행한 동포」를 동정하거나 또 달리 무엇인가를 함으로써 
세상 모두의 인격 성장을 바라는 것이 바로 스스로의 인격의 사
회적 성장이 되는 것이다. 이런 이상̇ ̇ 을 가질 것을 표방하는 이상
주의는 따라서 우선은 도덕철학이 아닐 수 없으며, 그리하여 또 
다시 이 도덕을 실현하기 위해 다소간 구체적 내용을 의미하는 
「사회철학」이 되어야만 한다. 결국 이 자유주의적 사회철학 아니 
사회철학적 자유주의에 따르면, 정치적으로는 국가주의 반대나 
의회주의,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에 의한 강제로부터의 자유(옛 
부르주아 리버럴리즘은 국가에 의한 강제로부터의 자유였으나) 
같은 것이 그 독트린을 이루게 된다.
그리하여 교수의 자유주의가 이상주의인 이유는, 결국 인격의 자
유로운 성장이라는 도덕적 이상(그린은 이것을 『프롤레고메나
{Prolegomena}』에서 매우 자세히 분석하고 있다)을 가지기 때
문에 비로소 이상주의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자유주의는 
윤리주의̇ ̇ ̇ ̇ 였던 것이다. 이 점을 볼 때, 결국 이 경제학적이고 정
치학적인 자유주의 철학도 앞서 언급한 문학자나 문화철학자의 
도덕주의적 자유주의와 아무런 차이가 없게 된다. 실제 윤리주의
는 오늘날 일반적으로 부르주아 철학의 공통된 트릭 중 하나에 
속한다. 그들에 따르면, 정치나 경제라는 사회기구는 윤리도덕의 
이상이나 당위로 환원된다. 그리고 바로 그로부터 「사회철학」이
나 「정치철학」이나 「경제철학」이라는 것이 발생한다. 말하자면 
이런 식이다. 모든 국민은 군인으로 환원되고(거국개병(挙国皆
兵)), 그리하여 바로 장성이나 영관이라는 「군인」이 「국민」을 대
표한다. 도대체 이게 제대로 된 이론인가.
 「윤리」주의가 하나의 트릭인 것과 완전히 동일한 구조로 「이
상」주의 역시 하나의 트릭을 이룬다. 만약 이상을 가지는 것이 
이상주의라면 마르크스야말로 가장 철저한 이상주의자였으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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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상주의(다른 말로 번역하면 관념론̇ ̇ ̇ ) 
대신 유물론을 채용했다. 왜냐하면 그의 사회주의적 이상(그것이 
인간 본성의 자유에 있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독일이데올로
기(ドイツ・イデオロギー)』를 볼 것)이라는 관념상 목적을 달성
하기 위한 물질적 실제 수단이 유물론적 인식과 거기서부터 나
오는 방침이었기 때문이다. 마르크스는, 가와치(河合) 교수나 고
이즈미 신조(小泉信三) 교수147), 그 외 여러 윤리학자나 철학자
가 우려하듯이, 사물의 필연적 법칙의 인식과 행동의 실천적 방
침을 이론적으로 혼동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렇다고 또한 따로
따로 떼어놓고 생각하지도 않았다. 현실이 윤리로, 사실이 가치̇ ̇ ̇ ̇ ̇

로̇ 전환되는 것이야말로 유물론의 디알렉틱인 것이다. 말하자면, 
원래 윤리 관계 내지 가치 관계라는 것은 현실 내지 사실이 인
류의 경험을 통해서 원리로까지 요약된 것이다. 이 점을 잊게 되
면, 오늘날 행해지는 모든 문화의 과학적 비판̇ ̇ ̇ ̇ ̇  같은 것은 전혀 
이해될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마르크스에게 있어서는 유물론
적 수단과 이상적 수단이 별개의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또 단
순히 똑같은 하나일 수도 없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비로소 이 
수단이 특정 목적의 수단으로 실제로 쓸모 있게 될 만한 자격을 
얻게 된다. 그런데 가와치(河合) 교수의 이상주의에 따르자면, 목
적이 이상이기 때문에 수단 역시 또 이상이 아니면 안 된다는 
소리가 된다. 예를 들어, 자유를 얻기 위한 수단은 역시 자유로
운 「의회주의」가 아니면 안 된다. 부르주아지의 소위 의회주의라
는 수단을 빼놓는다고 해서 어째서 갑자기 수단 일반이 모두 부
자유한 것으로 취급되어야 하는지 도대체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으나, 어쨌든 목적과 수단을 은연중 혼동하는 것이 이 「이상주
의」의 트릭을 이룬다.
교수는 마르크스주의가 물질적 수단을 목적처럼 생각해서 목적
과 수단을 혼동하고 있기 때문에 마르크스주의에 반대하지 않으
면 안 된다고 하는데, 이 혼동이야말로 거꾸로 교수와 그 동료들
의 「이상」주의자의 대표적인 특징인 것이다. 이상주의가 어떤 의
미를 가질 수 있는 것은 단지 윤리적 태도, 그러한 인간적 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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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한 마음가짐(기요사와 기요시씨(清沢洌)148)는 자유주의를 이
러한 「마음가짐(心構え)」이라고 생각한다)에서 뿐만 아니라 철학
체계로서 다름 아닌 관념론의 체계라는 것이다. 관념론이 일반적
으로 철학체계로서 어떤 근본 결함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 차례 
설명했으나, 이런 이상주의의 트릭이 바로 지금 그 가장 적절한 
예를 보여준다 하겠다.
한 예로 항상 진리, 진리라고 말하는 자가 있다고 치자. 진리를 
설명하는 데에도 진리, 진리를 옹호하는 데에도 진리다. 그리하
면 그 자는 그야말로 사람들로부터 진리주의자라는 별명을 얻을 
것이 분명하다. 결국 이 따위 진리주의가 곧 진리가 아니라는 것 
정도는 누구나 인정할 것이다. 「이상」주의나 「자유」주의를 이런 
별명으로 삼지 않는 것이야말로 이상 그 자체와 자유 그 자체를 
위해서 필요한 일이다. 바로 「이상」주의자이자 「자유」주의자인 
가와치(河合) 교수가 이상과 자유의 신용을 진흙탕에 떨어뜨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마르크스주의자도 역시 언론, 집회, 결사, 의
회, 신체 등 일체의(가와치(河合) 교수의 소위 「형식적」 및 「실질
적」) 자유를, 인간적 이상으로서의 자유라는 목적을 위해서, 수
단으로서 어디까지나 존중한다. 자유라는 목적을 설정하고 다시 
또 이 특정 자유 행위를 수단으로 존중하는 것이 곧 자유「주의」
라고 생각하는 것은 단지 「자유주의자」 뿐이다. ―자유라는 도덕
적이고 윤리적인 정서나 직관이 곧 자유주의라는 철학적 이론이 
될 것이라는 보증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일까. 이처럼 정서가 
체계로 단숨에 이행해버리는 인간적 위험성을 경계하는 데에 가
장 신중한 습관을 가지는 것이 바로 유물론이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만약 자유를 애호한다는 점 때문에(아마도 유물론자는 
그 누구보다도 이 자유를 애호하며 그것을 방해하는 것을 그 누
구보다도 증오하지만) 자유주의라는 독자적인 철학체계가 곧 약
속이라도 되듯이 주어진다고 한다면, 구둣방은 구두철학을, 이발
소는 두발(頭髪)철학을 가질 수 있으리라. ―풍부한 정서를 가진 
자유주의는 철학조직을 이루려 할 때, 돌연 단조롭고 빈곤한 이
론이 되어 버린다. 말하자면, 자유주의 그 자체가 결코 진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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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의 정당한 이미지가 아니었음을 증명해버리는 것이다. 
가와치(河合) 교수가 자유주의 철학이 아직 성립되지 못했음에 
분개했던 것 역시 결코 교수만이 발견했던 우연한 불행은 아니
었다.

자유주의의 소위 「몰락」에 대해 가장 흥미를 느끼는 것은 물론 
유물론 쪽이 아니라 일본주의이다. 그러나 지금껏 일본주의 쪽으
로부터 자유주의에 대한 다소라도 이론적인 비판은 아직 그리 
나오지 않는 듯하다. 후지사와 지카오(藤沢親雄)씨149)의 「자유주
의를 논한다(自由主義を論ず)」(『사회정책시보(社会政策時報)』 
1935년 5·6월) 정도가 아마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이리라.
그러나 후지사와(藤沢)씨는 정치학 전문이기 때문에 정치적 자유
주의 밖에 눈에 들어오지 않는 듯하다. 그에 따르자면, 오늘날 
정치적 자유주의는 이미 그 역할을 다 했다고 한다. 법치주의라
는 자유주의적 국가이론은 국가를 사회로부터 가능한 한 떼어 
놓고, 국가라는 것으로부터 가능한 한 사회적, 윤리적 의의를 제
거하여, 약간의 법치적 행정 행위 기능만을 국가 쪽에 남겨 놓으
려 하는 일관된 기획이라고 주장한다. 사회의 윤리적(다시 한 번 
말하지만, 어디까지나 일본주의자는 윤리적̇ ̇ ̇ !) 권위는 이러한 자
유주의적 국가가 상관할 바가 아니다. ―그러나 유럽에서도 이런 
법치주의적 자유주의가 이제 그 역할을 다 했으며, 그 대신 이를 
속에 포함하면서 새롭게 등장한 것이 바로 전체국가̇ ̇ ̇ ̇ 의 관념이라
고 그는 엄중히 경고한다. 어째서 전체국가냐면, 거기에서는 사
회전체가 곧 국가이자 각각의 사회구성원이 또 국가의 일원으로
서의 자격으로 있음으로써 비로소 인간이기 때문이란다. 국가의 
기능은 사회의 여러 부분의 내면에까지 철저히 스며든다. 사회구
성원의 개인적인 사사로운 일 같은 것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
는 것이 될 모양이다.
이렇게 전체국가는 국가 본래의(?) 사회적 권위를 탈환한다. 그
런데 이 권위̇ ̇ 라는 것은 결코 단순한 권력̇ ̇ 이 아니다. 원래 자유주
의자는 권력 밖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권력이 결여된 상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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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바로 가와치(河合) 교수 같은 경
우가 그렇다). 그러나 진정한 적극적 자유는 이러한 권력에 배타
적인 것이 아니며, 차라리 이런 권력에 결합되어 있는 것이라고 
한다. 이런 적극적 자유와 권력을 결합시킨 것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야말로 바로 권위라는 것이다.
후지사와(藤沢)씨는 이렇게 나치 독일의 국가학자(카를 슈미
트150) 등)를 소개하며 또한 모방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들의 영
도자 히틀러」만 떠올려 보면, 결국 이 권위라든지, 권력이라든
지, 적극적 자유라는 것의 참된 정체를 쉽게 깨달을 수 있다. ―
그런데 히틀러조차 아직 일본인인 후지사와(藤沢)씨의 권위 개념
을 결코 만족시키지 못한다. 국가의 진정한 권위는 전통 및 혈통
상 필연성을 필요로 한다. 그런 의미에서 오로지 일본제국만이 
이 권위 있는 전체국가의 모범이 된다는 것이다.
그 후에는 거의 모든 일본주의자의 수법 상 특징인 어원학적·문
헌학적인 말장난에 귀착한다. 그 중 경청할만한 유일한 부분은, 
기관설이 자유주의 내지 좌익의 국가이론이며, 이에 반해서 주권
설은 우익의 국가이론인데, 일본주의야말로 그 중도를 택하는 편
향되지 않은 국가이론이라는 소리이다.
이는 자유주의가 마르크스주의와 같은 본질을 가진다고 주장하
는 소리이므로, 유물론이 이제 이 자유주의를 위해 장대한 변호
를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빠진 셈이다. 어쨌든 유물론은 
무엇보다도 민족의 역사에 대한 「과학적」 연구를 통해서, 즉 유
물론적·사적유물론에 의한 일본역사의 연구를 통해서, 이에 답해
야 하리라. 그리고 역사의 유물론적 분석을 행하는 것은 역시 자
유주의보다는 유물론 쪽이 더 본격적으로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
한다. 즉, 자유주의를 가장 근본적으로 옹호하는 것은 자유주의
가 아니라 바로 유물론이라는 말이 된다. 물론 이 때, 자유주의
자의 주관적 정서가 이 결론에 대해 어찌 반응할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보증할 수 없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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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20. 현대 일본의 사상계와 사상가
―사상의 자격에 있어서 유물론의 우월성에 대하여

사상계를 우익, 중도, 좌익이라는 식으로 구분하는 것이 오늘날 
상식이 되었다. 즉, 세간에서는 보통 각종 파시스트 사상, 각종 
리버럴리스트 사상, 각종 마르크시스트 사상이라는 식으로 구별
한다는 소리이다. 그러나 이 상식은 지극히 피상적인 사회통념에 
기초하는 것일 뿐이며, 예를 들어, 같은 마르크시스트라고 하더
라도 그 본질을 살펴보면 사회파시스트로 취급되어야 할 자들이 
매우 많을 뿐더러 게다가 자유주의자에 가까운 자도 적지 않다. 
자유주의자 중에도 역시 때로는 실질상의 자유주의자 자격을 가
지는 자도 없지는 않으나, 그 대부분은 따져보면 차라리 사회파
시스트 내지 파시스트인 경우가 허다하다. 때문에 마르크시스트
라든지 리버럴리스트라든지 그리고 또 파시스트라는 구별은, 일
단 편의상 구별로 받아들일 수는 있더라도, 그 이상의 근본적 의
미를 가지는 것은 아닌 듯하다. 적어도 파시즘도 반대하고 마르
크스주의도 반대하니 자유주의로 치자는 식의 어림짐작만큼 얼
빠진 상식도 없으리라.
말할 것도 없이 파시즘·리버럴리즘·마르크시즘이라는 분류는 현
재 사회의 계급[대]립의 관계로부터 객관적으로 도출된 이데올로
기의 분류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이는 물론 무시할 수 없는 원
칙에 속한다. 이 최종적 척도가 없다면 오늘날 사상계에 대해서 
아마 아무 말도 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엇이 파
시즘이고 무엇이 리버럴리즘이며 또 무엇이 마르크스주의인지에 
대해 세간의 통념이나 이데올로그들의 견해 간에는 단지 요점 
상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서로 다르
게 이해되고 있다는 것이 현재 우리가 직접적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오늘날 일본의 파시스트들은 자기들의 사
상을 종종 파시즘에 대항하는 반대 이론이라고까지 주장해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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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자는 자유주의를 도리어 자유의 추구로부터의 자유̇ ̇ ̇ ̇ ̇ ̇ 라고
까지 이해하는 듯하다. 이리 보면, 자유주의는 실질적으로 자유
주의 반대라는 결과에 도달한다. 자칭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스
스로 마르크스주의를 공격함으로써 비로소 약간이나마 마르크스
주의자가 될 수 있다는 식이다.
이러한 착종(錯綜)과 도착(倒錯)의 발생은, 결국 파시즘·리버럴리
즘·마르크스주의라는 사회적인 객관 현상으로서 이데올로기를 구
별하는 것만으로는 도저히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없으며, 파시스
트·리버럴리스트·마르크시스트라는 이데올로그의 주체적̇ ̇ ̇ 인 조건 
하에서 이 문제를 취급해야만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다시 말해
서, 이는 사상계가 사상가의 사상을 중심으로 구성된다는 당연한 
관계로부터 도출되는 결론일 뿐이다. 사상가 자신이 자기 사상에 
대해서 품는 주관적인 견해와 그 사상의 객관적인 의미 사이의 
어긋남이 이 착종과 도착을 낳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앞서 예
를 들었던 세간의 분류 상식은, 어떤 때는 사상가의 주관적 자기
평가 쪽에 서고, 또 어떤 때는 그 사상가의 사상이 가지는 객관
적 의의 쪽에 섬으로써, 결국 스스로 혼란되고 동요될 수밖에 없
었던 것이다.
단순히 세간의 상식에 따라 이쪽은 마르크시스트, 저쪽은 파시스
트라고 부르는 것은,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이쪽은 정우회(政友
会), 저쪽은 민정당(民政党)이라고 부르는 것이나 다름이 없으며, 
소위 밖에서 그냥 가져다 붙인 레테르{letter}일 뿐이기 때문에 
그리 심각하게 받아들일만한 문제는 아니다. 다만 여기서 그나마 
의미 있는 것은 물론 이데올로기를 정치적으로 분류하는 것을 
통해 그 사회현상으로서의 특징을 확실히 하려는 의도라고 할 
수 있다. 어쨌든 사상을 이데올로기로서 사회적 연관 하에 두려 
할 때, 이를 정치적 이데올로기로부터 떼어 놓고 문제로 삼는 것
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이데올로기의 정치적 
성격 자체가, 가장 현저하긴 하지만, 결국에는 가장 직접적으로 
손쉽게 발견할 수 있는 하나의 특징에 불과하다는 점을 놓쳐서
는 안 된다. 모든 이데올로기의 참된 근본적 특징은 조금 더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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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에 놓여있으며, 단지 그것이 필연적으로 이러저러한 일정한 정
치적 이데올로기로까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드러내는 것일 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를 정치
적 이데올로기에 귀속시킨 결과만을 볼 경우, 그것만으로는 일단 
그 이데올로기의 이데올로기로서의 특징이 잘 부각되지 않는 경
우가 적지 않다. 그 좋은 예로서 몇몇 철학적 이데올로기나 특히 
자연과학적 이데올로기 같은 것을 들 수 있겠다. 파시즘적 물리
학이나 자유주의적 수학이라고 말해 봐야, 그것만으로는 거의 아
무런 의미가 없는 규정에 불과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데올로
기로서의 사상을 단지 우익·중도·좌익이라는 식으로 「사회학」적 
사회 상식으로만 처리해 버릴 수 없는 이유이다. 때문에 이런 방
식으로는 사상계의 분포도 같은 것을 그려낼 수 없다. 왜냐하면, 
그렇게 만들어진 분포도에 구체적으로 각 사상가를 배치해 보면, 
단지 일부가 삐져나오는 경우가 발생할 뿐 아니라(사실 삐져나오
는 것은 어쩔 수가 없다), 아마 완전히 엉뚱하게 삐뚤어진 전망
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나는 우익·중도·좌익 내지 파시즘·리버럴리즘·마르크시
즘이라는 사회학적인 사상계 분포도 대신 조금 더 합리적이고 
내용이 충실한 분포도를 사용해야만 한다. 말하자면 조금 더 철
학적인 분포도를 필요로 하는 것이다. 사상이라는 것은 세계관과 
사유 방법의 결합을 의미하는 것인데, 예로부터 이것이 관념론과 
유물론으로 분류되어 있었다는 것은 다시 설명할 필요도 없으리
라. 그런데 실은 바로 이것이야말로 오늘날 사상계의 사회적 분
포도를 제공하는 데에 가장 유용한 실마리이다.
관념론과 유물론의 대립이라고 하면, 닳아빠진 세간 상식으로는 
또냐?고 불평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세간에서는 일단 이 둘과 
그 사이의 대립이 현대에 가지는 의의를 이해하지 못할 뿐 아니
라 이 두 낱말 자체의 의미조차 결코 실제적 형태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그 뿐 아니라, 관념론적인 철학개론에서는 말할 것
도 없고, 유물론적인 철학교육과정에서조차 이 관념을 현재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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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적 의의 하에서 실제적으로 충분히 다루지 못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구체적인 점은 차차 살펴보기로 하더라도, 적어도 관념
론과 유물론이 단지 세계관일 뿐 아니라 동시에 이와 연관된 논̇
리̇라는 점을 세간에서는 그리 잘 알지도 못하며 그리 고민하지
도 않는다. 이는 결국 사상이라는 것을 단지 관념 같은 것으로만 
생각하는 상식으로부터 유래하는 것이지만, 사상이라는 것은 단
지 어떤 관념을 소유한다든지 이것을 휘두르는 것에 불과한 것
이 아니라, 실제로 살펴보면 곧 알 수 있듯이 어떤 관념을 밀어
붙여 나아감으로써 이를 쓰̇는 것을 의미한다. 사상이란 관념 성
장의 조직 기구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 조직이 넓은 의미에서 논
리라고 불리며, 바로 여기에 사상의 정조(貞操)나 관철성(貫徹
性), 철저성(徹底性)이나 당파성(党派性) 같은 것이 놓이게 된다. 
헤겔 등은 이를 「추론」이라는 낱말로 표현했다. 이 논리의 도구
가 바로 범주조직이라고 불리게 된다. ―따라서 실제로 사상은 
이러한 세계관으로부터 시작해서 범주조직까지 전부 포함하지 
않으면 성립될 수 없다. 만약 사상가라는 자가 있다면 이는 이러
한 사상의 전체 구성을 몸에 지닌 자를 의미하는 것일 터이며, 
단지 관념을 소유하는 것이라면 어린 아이나 광인(狂人)이라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때문에 관념론이나 유물론이라고 하는 사상
의 이러한 원형은 단지 세계관일 뿐 아니라 동시에 논리였던 것
이다. 도모마쓰 엔타이(友松円諦)씨151)인가는(애초에 이 자만 홀
로 그런 식인 것은 아니지만) 관념론이냐 유물론이냐 같은 문제
는 단지 심심풀이 「허론(戯論)」에 불과하다고 하며 문제를 회피
하려 하지만, 그들이 사상가로서 자격이 없다는 점은 바로 이런 
회피를 통해 가장 잘 드러나게 된다. 관념론과 유물론의 대립은 
단지 사상 내지 사상계의 분포도를 제공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 대립에 대한 자각이야말로 바로 사상가 자신의 사상
가로서의 자격을 결정하는 것이다. 물론 사상가로서의 자격이 없
는 사상가라는 것들이 사회적으로는 사상가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뒤에서 발견하게 되겠지만.
특히 유물론̇ ̇ ̇ 이라고 말하면, 세간에서는 최근 이에 대해 특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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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묘한 관념을 가지는 자가 많다. 유물론적인 것, 유물사상이라
는 것을 말하면서도 도대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이야기하는 자 스스로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이렇
게 이론 따위는 쓸모없다는 사상적 조직폭력단 같은 견해를 진
지하게 상대할 가치는 없겠으나, 불행히도 의외로 이런 것이 세
간 일부 인간들의 상식과 일치하는 듯 보인다. 현재 일본에서는 
귀족원(貴族院)이나 중의원(衆議院)에서도 이런 견해가 엄연히 통
용되고 있다. 그럴 정도로 훌륭한 [관념]인 것이다.
현대 유물론은 일본에서 변증법적 유물론이라고 불린다. 공정한 
철학사적 고찰에 따르면, 실은 이 사상이야말로 세계 철학사의 
현대적 요약과 다름없다. 소위 관념론의 제 과제(예를 들어 주체
의 문제나 개인, 의식, 자유 등의 문제)는 이를 통해서 비로소 
비판적으로 해결되며 또한 해결될 수밖에 없는데, 이처럼 중요한 
변증법적 유물론 자체가 오늘날 여러 가지 형태로 왜곡되어 이
해되고 있는 것이다.
첫째는 이 유물론을 객관주의라고 착각하는 견해이다. 유물론은 
주체의 문제를 주체의 문제로서 취급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오
모리 요시타로(大森義太郎)씨 등이 인텔리겐치아의 문제를 인텔
리겐치아의 주체적 조건(인텔리젠스) 문제로서 취급하지 않고 순
전히 「객관적」인 사회층이나 사회계급의 문제로서 취급할 수밖
에 없던 것도 이런 객관주의의 일례에 불과하며, 이는 유물론이
라면 인간의 정신을 돌이나 물과 같은 물체로만 생각하는 사상
이라 착각하는 저속한 상식과 그리 다르지 않다. 원래 오늘날 유
물론은 사회적으로 프롤레타리아트와 농민에 귀속되어야만 할 
사상이지만, 바로 이러한 예에서는 아마도 샐러리맨층이나 현재 
광의의 학생층(소위 평론잡지의 독자층) 또는 관료군에 귀속되는 
「유물론」이 등장하게 된다. 사키사카 이쓰로(向坂逸郎)씨152) 등
의 견해도 이와 비슷하다. 이렇게 되면 유물론도 이제 사상이라
기보다 차라리 이른바 샐러리맨의 사회적 취미에 불과하게 될 
것이다.
유물론이 객관주의화된 경우는 이 외에도 수없이 많지만,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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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치하고, 이번에는 그 반대물로서 유물론의 주관주의화̇ ̇ ̇ ̇ ̇ 를 생각
해 보면, 이 역시 지극히 넘쳐나는 사상 현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중 가장 특징적인 것은 변증법적 유물론을 사적 유물론
이라고 생각하는 유물사관주의̇ ̇ ̇ ̇ ̇ ̇ 일 것이다. 이를 통해서 마르크스
주의는 하나의 역사철학̇ ̇ ̇ ̇ 으로까지 변질된다. 미키 기요시(三木清)
씨가 이런 쪽으로 가장 많은 공적(?)을 남긴 인물이며, 그가 예
전에 영향을 끼친 다수의 학생이나 학자 중에는 이 유물적 역사
철학을 통해 비로소 자신의 관념론적 경향과 유물론 사이의 타
협을 획득한 자가 적지 않다. 나 역시 그 중 하나였고, 오카 구
니오(岡邦雄)씨153)도 그랬지만, 지금은 둘 다 그 따위 철학청년 
같은 태도는 깨끗이 버려 버렸다. 후나야마 신이치(船山信一)
씨154) 같은 경우가 가장 선명하게 이 철학 취미를 버린 사람으
로, 그의 사상의 포괄성이나 신축성, 실제성은 여기서 일단 논의
하지 않더라도, 지금까지는 그가 일단 유물론의 우등생이라고 보
아도 좋으리라. 오늘날 미키(三木)씨의 입장에 접근하는 소수의 
문학청년들은 그리 문제도 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
키(三木)씨가 과거로부터 오늘날까지 끼친 영향이 여러 형태로 
의외의 분야에서 발견되기도 한다. 다나베 하지메(田辺元) 박사
는 자연변증법의 본래 의의를 인정하지는 않는 소위 유물론 이
해자 중 하나이긴 하지만, 이것 역시 박사가 특히 사적유물론주
의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는 점과 무관하지 않다. 물론 다나베(田
辺) 박사는 원래 조금도 유물론자라고 할 수 없지만. 어쨌든 일
본의 「교양 있는」 소시민층의 철학 취미나 문예 취미에 잘 맞아 
떨어져 번영하는 아카데믹의 저속한 이러저러한 유물론(?)들이 
바로 이 유물사관주의라는 것은 쉽게 알 수 있다.
간단히 말하자면 유물론의 왜곡이 바로 관념론이기에 실은 이것
도 역시 관념론 쪽으로 넘기지 않으면 안 될 터이지만, 우선 먼
저 한 가지 예외적인 경우에 주의를 환기하려 한다. 변증법적 유
물론은 말하자면 프롤레타리아 유물론인데, 이는 한편으로는 프
랑스의 부르주아 유물론으로부터 발전된 것이라고 간주될 수 있
는 부분도 가지고 있다. 오늘날 일본에서 이러한 부르주아 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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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을 대표하는 인물로 거의 유일하면서도 매우 저명한 자가 하
세가와 뇨제칸(長谷川如是閑)씨이리라. 일본에서 부르주아 유물
론은, 옛 계몽철학으로서는 후쿠자와 유키치(福沢諭吉)씨에 의해
서, 프랑스 유물론으로서는 나카에 조민(中江兆民)씨155)에 의해
서, 독일 유물론으로서는 가토 히로유키(加藤弘之)씨156)에 의해
서 대표되었으나, 첫째 경우는 일본 부르주아지의 일상처세술로 
그냥 해소되어 버렸으며, 둘째 경우는 고토쿠 슈스이(幸徳秋水)
씨157)나 오스기 사카에(大杉栄)씨158)의 아나키즘을 통해 현재에 
와서는 사상적 지배력을 잃어 버렸고(니이 이타루(新居格)씨159) 
등이 골동품으로 남아 있긴 하다), 셋째 경우는 최근 이시카와 
지요마쓰(石川千代松) 박사160)가 사망함으로써 사실상 맥이 끊겼
다고 볼 수 있다. 오늘날 뇨제칸(如是閑)씨만이 상당히 종합적이
면서도 나름 다듬어진 영국식 부르주아 유물론자로 홀로 남아 
있는 상황이다.
그의 사상 태도는 지극히 「유물론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가 실증적인 상식 이외에는 어떠한 다른 철학도 인정하지 않
기 때문이다. 그의 사고 조직이 그 자체로 도출되는 것을 그는 
원하지 않으며, 심지어 그러한 철학 즉 논리를 싫어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 주제에 그의 사상의 방법에는 일정하면서도 현저한 
조직이 놓여 있으며, 그것이 일관된 특색으로 누구나 알아볼 수 
있을 만큼 훤히 드러나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논리 
조직을 자각적으로 전개하는 것은 어떠한 관념적 태도에 빠지는 
것이라고 그는 믿어 의심치 않고 있는 것이다. 그의 유물론이 변
증법의 실제적 유용성을 인정하지 않고 따라서 변증법적 유물론
으로 전환될 수 없는 이론적 근거는 바로 거기에 있다. ―뇨제칸
(如是閑)씨의 유물론은 결코 유물론의 왜곡이라고 할 수 없으며, 
차라리 미(未)발전한 유물론이 미숙한 상태 그대로 남아 있는 것
에 불과하다. 그러나 그 미(未)발전된 유물론 덕에 실은 여러 가
지 관념론적 동요가 나타나며, 그에게 파시스트의 레테르가 붙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야기되는 것이다. 부르주아 리버럴
리즘(부르주아 데모크라시라고까지는 하지 않겠다) 사상의 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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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결국 오늘날 어느 것이나 이 길을 따를 수밖에 없을 터이지
만, 이러한 운명에 조직적인 사상 근거까지 부여한 유일한 사상
가는 뇨제칸(如是閑)씨 뿐이라 하겠다.
예를 들어 가와치 에이지로(河合栄治郎) 박사는 자유주의 철학을 
제창하고 있다. 그러나 유물론과 관념론의 대립을 빼 놓고는 갑
자기 자유주의라는 경제적이거나 정치적, 문화적 이데올로기(가
와치(河合)씨의 경우는 경제적 이데올로기로부터 유래한 것이지
만)를 원칙으로 삼아 철학을 구축하려는 것은 바로 구둣방의 철
학을 고안하거나 이발소의 철학을 연구하는 것과 같은 짓이다. 
이런 식으로는 관념은 만들어질지 몰라도 사상은 이룰 수 없다. 
오늘날 일본에 자유주의 철학이 아직도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게다가 그냥 다 같이 리버럴리스트
라고 부르더라도 바바 쓰네고(馬場恒吾)씨161)나 기요사와 기요시
(清沢洌)씨162)는 그 세계관적 배경과 논리 조직이 확실치 않기 
때문에 충분한 의미에서 사상가로 취급하는 것은 불가능할 듯하
다.
그리하여 참으로 유물론적인 사상가는 어떤 사람인지 살펴보자
면, 엄밀히 말해서 극단적으로 적다. 단지 참으로 변증법적 유물
론을 몸에 익힌 자가 적기 때문이 아니라, 그러한 유물론자이면
서 그냥 학자나 전문가에 머무르지 않고 사상가̇ ̇ ̇ 의 영역에까지 
도달한 자가 심히 희귀하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사실 그럴만한 
이유가 있는데, 유물론적 세계관을 유물론적 조직에 따라 구체적
으로 분석하며 포괄적으로 통일하여 이를 유물론적 사상 체계로
까지 형상화해내는 것은 관념론의 경우와 달리 그리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 다소 유물론적인 사회과학자
는 매우 많다. 예를 들어, 히라노 요시타로(平野義太郎), 야마다 
모리타로(山田盛太郎)163), 고바야시 요시마사(小林良正)164), 야마
다 가쓰지로(山田勝次郎)165), 오쓰카 긴노스케(大塚金之助)166), 
핫토리 시소(服部之総)167), 하니 고로(羽仁五郎)168), 덧붙여 이노
마타 쓰나오(猪俣津南雄)169), 쓰치야 다카오(土屋喬雄)170), 사키
사카 이쓰로우(向坂逸郎), 아리사와 히로미(有沢広巳)171), 이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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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도모유키(石浜知行)172), 삿사 히로오(佐々弘雄)173), 오모리 요
시타로(大森義太郎) 등을 드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다소라도 
유물론적인 철학자나 문학이론가는 그리 많지 않다. 기껏해야 철
학에서는 사이구사 히로토(三枝博音)174), 오카 구니오(岡邦雄), 
후나야마 신이치(船山信一), 나가타 히로시(永田広志)175), 아키자
와 슈지(秋沢修二)176), 혼다 겐조(本多謙三)177) 등. 문학에서는 
(구라하라 고레히토(蔵原惟人)178), 미야모토(宮本顕治) 겐지179)) 
모리야마 게이(森山啓)180), 구보카와 쓰루지로(窪川鶴次郎)181), 
주조 유리코(中条百合子)182), 아오노 스에키치(青野季吉) 등이다. 
자연과학자나 수학자 중에서는 다소라도 유물론적인 인물조차 
지극히 드물다. 그나마 오구라 긴노스케(小倉金之助) 박사183)나 
다시 또 오카 구니오(岡邦雄)씨 등을 들 수 있을 뿐이다. 게다가 
이상 열거한 사람들도 과연 각자 어느 정도나 유물론자라는 명
칭에 참으로 부합할지는 아직 단언할 수 없는 문제이다. 그 뿐 
아니라, 앞서 말한 대로 단지 학자나 전문가라는 것만으로는 아
직 사상가라고 부를 수 없으며, 이는 그냥 저널리스트나 비평가
가 사상가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유물론적이 되면 될수
록, 사상가로서의 자격이 엄중해지는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물론은 오늘날 가장 포괄적이고 통
일적인 객관적 세계관이며 또 가장 실제적인 조직적 논리라는 
점을 기억해야만 한다. 실은 오늘날 유물론은, 처음부터 「사상」
으로서의 근본 특색을 가장 잘 구비하고 있는 사상이다. 현재 우
리는 이 유물론에 의거하지 않고서는 현실적이고 통일적이며 조
직적인 사상을, 과학적인 비판 능력을 가질 수 없다. 마찬가지로 
다소라도 유물론적이라고 지금 열거한 인물들은 거의 예외 없이 
일종의 평론가·비평가·저널리스트·엔사이클로페디스트이기에 일반 
사상가의 수준을 훨씬 뛰어 넘는 일종의 사상가라고 불러도 무
방하리라. 다만 유물론 그 자체가 다른 것에 비해서, 사상가=과
학적 비판가의 자격을 매우 엄중히 적용해야 할 만큼, 사상으로
서의 자격에 있어서 탁월한 것이라고 생각될 수 있다. 세간의 저
속한 상식만 무시해 버리면, 유물론이야말로 이후 유일한 사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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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이라는 점을 확실히 받아들일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그 증거로서 이른바 각종 타입의 관념론(스스로 관념론이라 칭하
지 않더라도 상관없고, 관념론 반대라고 주장하더라도 상관없다)
을 그 사상으로서의 자격에 있어서 한번 검증하여 보도록 하자. 
만화경처럼 어지러울 만큼 다채로운 광경이 펼쳐지지만, 실은 거
의 전부 사상이라고 칭할 자격조차 없는 것투성이라는 점을 독
자도 쉬이 눈치 챌 수 있으리라.
세간에서는 제일 독창적이고 제일 탁월한 일본 사상가로서 니시
다 기타로(西田幾多郎) 박사를 꼽으리라. 그래, 가장 탁월한 두뇌
라든지 심오한 사색 능력과 같은 것을 문제로 삼는다면, 적어도 
박사를 제1급으로 취급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영웅전을 문제로 삼고 있는 것이 아닐 뿐더러 소질에 대한 
심리학을 문제로 삼고 있는 것도 아니다. 문제는 박사의 사상이
나 철학에 대한 것이며, 사상은 두뇌와 동일한 하나가 아니다. 
굳이 따지자면, 니시다(西田) 철학은 상당히 독자적인 것이자 철
학사상 철학 방법의 한 에포크를 이룰만한 것이겠으나, 그렇다고 
해서 꼭 니시다(西田) 철학이 사상으로서 탁월하다는 소리는 되
지 않는다. 실제로 니시다(西田) 철학이 사회에 대해서 어떤 견
해를 표하고 있는지 먼저 본다면, 이를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
으리라 생각한다. 나와 너라는 관계가 니시다(西田) 철학의 사회
이론에서 최종적 열쇠가 되는데, 일반적으로 역사적인 사회가 이
러한 개인적 내지 윤리적, 인류애적 표어만으로 해명될 수 있다 
주장하는 사상은, 그것이 틀렸는지 아닌지를 떠나서, 결코 우수
한 사상일 수가 없다. 더욱이 이를 통해 현재 사회의 특색·모순·
동향에 대해 이야기하자는 것은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소리일 뿐
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니시다(西田) 철학은 사회사상을 거의 완
전히 결여하고 있다고 할 수밖에 없다.
니시다(西田) 철학의 사상적 탁월함을 찬미하는 많은 팬들은 박
사의 문장 여기저기에서 발견되는 상식적인 인간적 진리에 열광
하는 것뿐이지, 보통의 경우 니시다(西田) 철학의 근본적 요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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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거의 관심조차 없다. 동양적 신비사상이라고 생각될 수 있는 
것을 여기서 발견한다며 야호선(野狐禅)184) 같은 생각을 해대는 
독자도 마찬가지다. 니시다(西田) 철학의 본질은 사실 그의 소위 
「무(無)의 논리」에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니시다(西田) 학파는 
우선 이 무(無)의 논리를 사용해 봄으로써 니시다(西田) 논리가 
사상의 형성에 유효한지 어떤지를 실제로 판정해 보아야 할 것
이다. 그런데 다나베 하지메(田辺元) 박사야말로 이를 사용해 본 
거의 최초의 인물이 아닐까 생각된다. 박사는 현실의 계급국가의 
배후에 국가의 이념̇ ̇ 을 상정해내기 위해서 이 무(無)의 논리를 이
용하고 있다. 즉 현실의 유적(有̇的) 국가가 무적(無̇的) 국가를 통
해서 뒷받침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사회 내지 국가의 이상적인̇ ̇ ̇ ̇  
의의가 현실과 모순 없이 합리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주장하
는 것이다.
그래, 현실 사회를 해석할 때 무(無)의 사회이념이라는 무색투명
한 미디엄{medium}을 통하는 것이니, 현실은 현실로서 그대로 
재현될 것이 분명하리라.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다만 그 뿐이다. 
이를 통해서 현실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바뀌는 것이 아니다. 단
지 현실이 이념을 통해서 뒷받침되었다고 해석̇ ̇ 된 것에 불과하다. 
이것이야말로 해석의 철학·세계를 단순히 해석하는 철학이며, 따
라서 무(無)의 논리야말로 이러한 해석철학의 세계 해석(그것이 
곧 관념론적으로 「사상」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이지만)을 위한 
아마도 가장 철저한 논리 조직일 것이다. 현실의 세계를 현실적
으로 처리하거나 변경하는 것에 해당하는 요점이라 할 사상의 
액츄얼리티̇ ̇ ̇ ̇ ̇ 를 쏙 빼 놓고서 다만 이 액츄얼리티의 껍데기인 이
데·의미의 질서만을 세우는 것이 바로 이 형이상학의 특징을 이
룬다.
오늘날 관념론은 일반적으로 형이상학이라고 불리는데, 이는 지
금 이야기한 점을 통해 구체적으로 드러나듯이 곧 지상의 질서 
대신 천상의 질서를 내세우려는 사상의 메커니즘을 가리키는 것
이며, 때문에 이를 일반적으로 신학적̇ ̇ ̇ 인 사상이라고 지칭해도 무
방하리라. 니시다(西田) 철학이 변증법적 신학(이는 원래 도시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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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同志社大学) 신학과를 통해 소개되었으며, 이후 오늘날 아
카데믹한 종교부흥·기독교 신학 부흥의 중심축을 이루고 있다)에 
결합된다든지, 다나베(田辺) 철학에서 보살(菩薩)과 합치하려 노
력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니시다(西田) 철
학식의 모든 일반적 해석철학(뒤에 언급할 특수한 형태의 해석철
학에 비해서 일반적인)은 주로 리버럴리스트에 의해 지지되고 있
는데, 이러한 신학주의에 이르게 되면 객관적인 사회적 가치로 
판단할 때에는 더 이상 이는 결코 리버럴리즘의 철학이 아니게 
되어 버린다.
무(無)의 논리에 입각한 해석철학(관념론 사상)은 무(無)라고 하
는 낱말이 보여주듯이 그 논리에 특별한 메커니즘을 포함하고 
있지 않지만, 덕택에 이 해석철학은 그 논리에 여러 가지 메커니
즘을 그 내용으로 삽입할 수 있다. 나는 그 중 한 경우를 문학주
의라고 부르려 한다. 그 의미는 철학이 그 근본적인 측면에서 문
학화되어 버리는 현상이며, 따라서 일반적으로 사상 그 자체가 
과학적 비판능력을 잃고 문학적 모놀로그로까지 말라 비틀어져 
버린 경우를 지시하는 것이다. 
말할 것도 없이 사상은 단지 소위 철학이나 논리의 뼈대만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단지 과학적 지식의 집대성만으로 되는 
것도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상은 언제나 문학적인 표상을 동
반하는 문학적 표현으로 나타난다. 그렇기 때문에 가끔 우리는 
과학이나 철학 뿐 아니라 차라리 도리어 문예 속에야말로 사상
의 구체적인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기도 한다. 그
러나 다시 한 번 분명히 지적하면, 사상이란 단순한 관념을 지칭
하는 것이 아니다. 문학을 예로 들자면, 관념이 표현된 문학이라
는 것이 곧장 사상̇ ̇ 의 표현물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사상에는 
사상다운 메커니즘이 필요한 것이며, 이를 결여한 문학은 사상이 
아니라 그냥 문학일 뿐이다. 그런데 문학은 항상 그것이 표현하
는 사상 내용을 문학적인 구체적 표상의 결합을 통해서 표현한
다. 이는 사실 당연한 것이며, 특별히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일
이지만, 그러나 이 때 반드시 주의해야만 할 점은 표상̇ ̇ 이 꼭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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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은 아니라는 것이다. 즉 문학적 표상을 빌린다고 해서, 그 개
념까지 문학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 개념(논리는 제 근본개념의 
기능조직이다)은 어디까지나 과학적 내지 철학적―실제적이고 객
관적―이어야만 하며, 문학에서는 단지 그 표상̇ ̇ 만을 문학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허용될 뿐이다. 그런데 오늘날의 관념론, 형이상
학, 해석철학의 일파는 과학적 내지 철학적인 근본개념조직―그
것이 유물론이다―을 사상의 메커니즘으로 삼는 대신에 문학적 
표상을 매개로 하여 문학적인 근본개념조직을 논리로 도입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비로소 사상을 유물론으로부터 구하는 것이 가
능하다고 믿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대표적인 일례가 앞서 언급한 셰스토프인데, 바로 셰스토
프 선집의 번역감수자인 미키 기요시(三木清)씨 등이 최근 빠져
있는 불안의 사상 같은 것이 문학주의화된 사상의 전형이라고 
하겠다. 니체의 번역도 나오고 있으나, 니체든 키에르케고르든 
그들 사상의 특징은 바로 문학주의적 철학의 계략에 놓여있다는 
점에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문제는 결코 사상의 표현이나 문
체가 문학적으로 세련되었느냐는 점에만 놓여있는 것이 아니다. 
게다가 사상이 문학주의화되면 될수록 세간의 저속한 상식은 이
를 더 사상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욱 문제인 것이다.
관념론의 이 사상현상은 문학의 세계에서는 문학지상주의에 결
부되며, 사회이론으로서는 인텔리지상주의에 연결된다. 반드시 
미키(三木)씨나 셰스토프에 공감하지는 않는 고바야시 히데오(小
林秀雄)씨 같은 자도(이는 부르주아 문예평론가 중 「철학자」의 
하나인데) 문학주의적인 논리로 사물에 대해 이야기할 수밖에 없
는 것이 그 치명적 결점이라 할 수 있다. ―반면에 사회현상 쪽
을 보자면 이 문학주의는 일련의 문학자들의 전향 현상과 본질
적인 연관 관계가 있다는 점 역시 놓칠 수 없다. 정치적, 사회적 
행동의 이른바 전향은 일단 차치하더라도, 유물론적 문예 의식 
그 자체의 전향이라는 근본적인 변질은 문학주의의 메커니즘을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이용해서 얻어진 것임에 분명하다.
문학주의는 원래 문학적 리버럴리즘의 한 경우에 해당한다. 원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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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근대문학은 봉건적 모랄리티에 대한 관념적 비판의 역할
을 수행했고, 따라서 일반적으로 리버럴리즘을 그 주된 흐름으로 
가지고 있다. 때문에 특별히 예외적인 경우를 빼자면 대다수의 
문예가를 리버럴리스트로 꼽을 수 있다. 도요시마 요시오(豊島与
志雄)185), 히로쓰 가즈오(広津和郎)186), 기쿠치 간(菊池寛)187), 스
기야마 헤이스케(杉山平助)188) 등을 아마 가장 의식적인 리버럴
리스트로 들 수 있을 것이다. 불안문학 일파나 이것이 약간 적극
적으로 변한 능동주의 일파도 말할 것도 없이 자유주의자에 속
한다. 게다가 이 자유주의의 의미 그 자체가 문학적인 것이기 때
문에 정치행동상의 자유주의(이는 반드시 데모크라시를 추구할 
수밖에 없는데)로부터는 결정적으로 격리되어 있는 자유주의일 
수밖에 없다. 설령 정치상의 자유주의로 나타나더라도 그것은 완
전한 초(超)정치적인 문학적 개념으로서의 자유주의일 뿐이다. ―
그런데 이러한 문학적 자유주의는 일견 의외로 파시즘으로 통하
는 지름길을 내포하고 있다. 소위 능동정신에 그러한 위험이 도
사리고 있다는 것은 오늘날 거의 모든 사람들이 경고하고 있는 
점이지만, 불안문학도 역시 그것이 말하는 양심이나 인간성을 통
해서 곧장 모랄적 종교에 도달하고 있다. 그리고 전체적 의미에
서 종교가 가지는 현재의 역할은, 객관적으로 볼 때, 실은 결코 
자유주의적인 것이 아니다.
앞서 살펴본 해석철학의 두 가지 전형은, 그 최종적인 객관적 효
과는 일단 차치하고, 그 직접적 관심만 살펴보면 주로 문화적 인
텔리겐치아의 인텔리젠스에 호소함으로써 성립하고 있다. 게다가 
이 사상 전형의 내용이 소시민층의 관심에 기반을 둔 것이기에 
결국 이는 사회적 현실로부터의 도피 또는 현실에 미처 도달조
차 하지 못한 수준으로 밖에 나타날 수 없다. 다만 니시다(西田) 
철학 형태의 해석철학은 비교적 이론적인 인텔리젠스의 소유자
에게, 이에 반해 문학주의 형태의 해석철학은 비교적 정서적인 
인텔리젠스의 소유자에게 사랑받는다는 구별은 있지만.
나는 또 하나의 해석철학을 문헌학주의̇ ̇ ̇ ̇ ̇ 라고 부르려 한다. 이는 
바로 일반적으로 언어학적 또는 고전학적 지식을 가지고 단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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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조직적으로 현재 실제문제에 대한 해결의 논거를 구성해내
려 하는 수작이다. 현재 일본의 아카데미 철학 거의 대부분은 독
일어 문헌학이나 그리스어 문헌학과 철학적 사상에 대한 검토를 
혼동하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이런 「철학」은 사상이라는 명칭에 
부합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문헌학주의가 노리는 것은 실은 
훨씬 더 실제적 필요 때문에 나타나는 장면이다. 일본제국의 역
사적 현실(?)이라는 일종의 편리한 사상과 결합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문헌학주의인 것이다.
단지 국학(国学) 뿐 아니라 넓게는 유교, 불교의 고전을 문헌학
적으로 해석함으로써 현대 일본의 사상문물을 비판하고 또 확립
해 나아가려는 것이 그 목적이다. 일본의 자본주의의 물질적 기
구는 이러한 동양적인 고전의 내용을 이루는 역사적 범주와 완
전히 절연(絶縁)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차라리 그렇기 때
문에 바로 이 고전이 일본자본주의의 관념적 기구에게 필요해진
다. 보통의 조건이라면 일본자본주의 위에 서 있을 일정한 정신
기구인 서양사상·외래사상·유물사상이 축출됨으로써 일본사상 내
지 동양사상·정신문명 등등―이들은 현대와는 역사적 범주가 완
전히 다른 시기의 산물이기에 고전에서 짜낼 수밖에 없다―이 그 
빈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것이다. 일본정신주의·농본주의·대아시
아주의의 이데올로그들의 프라제올로기는 모두 이 문헌학주의의 
졸렬한 운용에 불과하다. 헌법의 해석도 이제 이런 수법으로 행
하여지는 상황에 처하게 되리라. ―이런 유형에 속하긴 하지만 
이렇게까지 노골적이고 졸렬하지는 않은 문헌학주의로는 와쓰지 
데쓰로(和辻哲郎) 박사나 니시 신이치로(西晋一郎) 박사의 윤리
학을 들 수 있을 것이다. 후자가 학구적인 형태로 완전한 문헌학
주의자인 반면, 전자는 그것이 해석학(헤르메뉴틱)으로까지 증류
되어 다시 이것을 인간학에까지 이행시킨 것이기에 그냥 슬쩍 
보아서는 여기에 문헌학주의가 들어 있다고 눈치 채지 못할 가
능성도 있다. 차라리 앞에서 언급한 문학주의의 한 아종에 가깝
게 보일 것이다. 그러나 이후에 설명하듯이 여기에는 조금 다른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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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학주의의 관념론은 대부분 골수 일본파시즘 사상에 귀착한
다. 말하자면 정교일치(政教一致)의 사직종교(社稷宗教), 일본민
족의 국가적 선민종교 부흥에 귀착되는 것이다. 만약 일본민족이 
인류의 모범이라면 이 일본문헌학주의는 필연적으로 일본인간학
이 되어야만 하지 않겠는가. 이것이 와쓰지(和辻) 박사의 「인간
학」으로서의 일본윤리학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가장 라디칼한 해석철학=관념론 사상은 더 이상 세계의 
해석 같은 것에 연연하지 않는다. 그 뿐 아니라, 스스로 관념론
인 것조차 그만두는 것처럼 보일 정도이다. 말하자면, 일신상의 
육체적 실천주의가 되어 등장하게 된다. 머리보다도 몸통(肚)을, 
지식보다도 인물을, 이론보다도 신념을 절대적으로 우위에 둠으
로써 사상은 유도나 검도나 선(禅)과 같이 도장(道場)에서 단련해
야 할 것이 되고 만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실천̇ ̇ 이라고 주장한
다. 따라서 정치적 활동도 직접 행동의 형태를 취하게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관념론은 말하자면 완전히 소승(小乗)종교가 
되어 버린다. 문제는 육체이다. 따라서 생로병사가 문제의 모든 
것이 된다. 그리하여 등장하는 불교 부흥이나 각종 사이비 종교
(?)나 민간 치료, 덧붙여 이에 빠질 수 없는 길흉화복에 대한 헛
소리와 각종 골상학(骨相学)(이것은 나치 독일에서도 중대한 철
학의 한 부분을 이루고 있다) 등 이러한 관념론적 쓰레기는 문답
무용식 파시즘 사상의 산초 판자{Sancho Panza}와 다름없다. 
―골수 일본파시즘이 발생하는 사회적 지반에 대해서는 따로 더 
설명하지 않아도 되리라.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따라, 오늘날 유력한 주요 관념론 사상들
이 사상의 자격에 비추어 볼 때 얼마나 보잘 것 없는 것들인지 
잘 알게 되었으리라 생각한다. 애초에 이미 오늘날 세력을 잃어
버린 사상까지 꼽자면 관념론은 아직 훨씬 더 많은 유형을 가지
고 있을 뿐 아니라, 유형별로 다소 다른 방침 역시 세우지 않으
면 안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신칸트주의 사상가로서 철학의 구와
키 겐요쿠(桑木厳翼)189) 박사나 물리학의 이시하라 준(石原純) 
박사190) 등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들도 상당히 명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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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자였음에 주목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이런 자유주
의는 사상가 개인으로서는 어떨지 몰라도 이미 사상계의 전체적 
흐름에 있어서는 결코 유력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문제가 남는다. 사상은 말할 것도 없
이 사상가의 사상이기 때문에 사상가 개인의 사상에 특징이 있
기만 하다면 비록 어떤 사상 흐름을 대표하지는 못한다고 하더
라도 이것을 하나의 유력한 사상으로 보아야 하지 않는가라고 
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사실상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진정
으로 대표적인 사상가는 그의 사상 속에 어떠한 사상적인 객관
적 메커니즘을 가지게 되며, 다른 사람들이 이를 반드시 이용하
게 되기 때문에, 비로소 자연스레 하나의 사상 흐름을 이루게 되
는 것이다. 둘 다 고인이긴 하지만, 예를 들어 소우다 기이치로
(左右田喜一郎) 박사 휘하에는 소우다(左右田) 학파의 사상이라
는 것이 성립되었다고 하겠으나, 후쿠다 도쿠조(福田徳三) 박
사191)의 영향 하에 과연 후쿠다(福田) 학파의 사상̇ ̇ 이라는 것이 
탄생했다고 할 수 있을까. 나는 이 점을 살펴봄으로써 사상가와 
사상가가 아닌 자를 형식적으로 구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
한다. 가와카미 하지메(河上肇) 박사192)는 통상적 의미로는 결코 
독창적인 소위 사상가가 아니지만, 알다시피 마르크스주의를 대
표함으로써 사상적으로 많은 제자를 낳았다. 박사가 마르크스주
의적 사상가의 대표 중 하나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나는 지금껏 설명한 바에 따라, 예를 들어, 스기모리 고지로(杉
森孝次郎)씨193)를 세간에서 말하듯 사상가로 꼽는 데에 주저한
다. 확실히 그는 다수의 숭배자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숭배자의 
수라면 아마도 도쿠토미 소호(徳富蘇峰)씨194)(그는 사상가가 아
니라 그냥 역사가이거나 그것도 아니라면 다소 데마고기쉬한 문
필가에 불과하다) 쪽이 더 많을 것이다. 즉 스기모리(杉森)씨는 
우수한 이데올로그=언론가이자 달변가이기는 하나 메커니즘을 
가진 사상가는 아닌 듯하다. 무로후세 고신(室伏高信)씨195)는 어
떤가 하면, 그도 역시 소위 저널리스트로서의 문명비평가 또는 
차라리 문명소개자라고는 하겠으나 사상가는 아니다. 왜냐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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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매력은 결코 그 사상의 수미일관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차
라리 외부로부터 오는 제 사상을 신진대사(新陳代謝)해내는 쪽에 
있기 때문이다. 고인인 쓰치다 교손(土田杏村)씨196) 역시 그런 
의미에서 결코 사상가라고는 할 수 없었다.
사상가라는 낱말의 의미는 물론 자유롭게 정하면 될 일이다. 그
러나 문제는 어떠한 사상가가 무릇 사상이라는 것의 원칙에서 
판단할 때 얼마나 바람직 하느냐이다. 그런 의미에서의 사상가는 
단지 학자나 전문가도 아니며 언론가나 취미인(趣味人), 문필가
나 미문가(美文家), 기자적 저널리스트나 에세이스트{essayist}도 
아니다. 사상의 브로커{broker}도 아니고 고정관념의 소유자도 
아니다. ―사상가는 세간의 과학적 비판가라고 할 수 있으리라. 
그런 의미에서의 사상가는 관념론 진영으로부터는 거의 발견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면 세간의 상식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울지
도 모르겠으나, 이는 별로 신기한 일도 아니다. 원래 유물론만이 
과학적 비판̇ ̇ ̇ ̇ ̇ 의 무기, 곧 사상̇ ̇ 의 무기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유물론 진영에서조차 사상가다운 사상가, 이니셔티브를 가진다는 
점에서 오리지널한 사상가는 아직 그리 나오지 못했다고 해도 
무방하다. 그러나 이 현상은 유물론의 길이 험난하다는 것을 보
여주는 것일 뿐, 유물론이 가진 사상으로서의 자격을 뒤흔드는 
증거가 될 수 없다. 그것이 현실적이며 실제적인 한, 사상의 길
은 언제나 험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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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오늘날의 진보와 반동의 의의

1.
메이지 초기에 신사상(新思想)을 상징하던 표어는 「문명개화(文
明開化)」였다. 한번 떠오르는 대로 예를 들자면, 메이지 초기에
는 『문명개화(文明開化』)』, 『개화의 입구(開化の入口)』, 『개화자
랑(開化自慢)』, 『개화문답(開化問答)』, 『문명개화평림(文明開化評
林)』, 『문명시골문답(文明田舎問答)』, 『개화본론(開化本論)』, 『일
본개화시(日本開化詩)』 등의 저술이나 편찬물이 출판되었다. 이
는 『메이지문화전집(明治文化全集)』의 문명개화론을 통해서도 엿
볼 수 있고, 미야타케 가이코쓰(宮武外骨)197)의 『문명개화(文明
開化)』라는 책으로부터도 알 수 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근
대 일본에서 어떤 단어가 이만큼이나 사상의 표어로 인기를 얻
어 애용된 다른 예는 찾을 수 없을 것이다.
사상을 상징하는 표어라고 했지만, 당연히 이 때 사상이라는 것
이 단지 사고나 사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소위 사고나 사유
(이런 것을 추상하여 취급하는 것이 바로 종래의 철학이라는 것
들이라고 생각된다) 자체는 무엇인가 조금 더 구체적인 것을 추
상화한 결과에 불과한 것이며, 대략 제도, 문물, 풍속 등으로부
터 얻어진 추상물일 뿐이다. 따라서 실은, 구체적 사상이란 것
은, 이러한 제도, 문물, 풍속 등에 기초하여, 이들을 그 내용의 
지극히 중대한 실질로서 가지는 것이다. 가토 유이치(加藤祐
一)198)의 『문명개화(文明開化)』(메이지 6년)의 맨 앞을 보자면, 
머리모양이나 양복, 모자나 구두, 주거로부터 육식 논쟁에 이르
기까지 거기에 기재되어 있는데, 이런 풍속이야말로 사상의 가장 
구체적 형태이다. 사상이 지극히 일상적인 생활의식이 된 것이 
바로 풍속인 것이다. 취미나 관습조차도 사회기구가 상당히 안정
되어 크게 변동하지 않는 경우에는 단순히 개인적인 버라이어티
에 지나지 않고 따라서 아무런 사상적 가치도 가지지 못하는 것



- 310 -

처럼 보이지만, 일단 사회의 변동기에는 그것이 강력한 사상적 
접착력이나 압력이 되어 등장하게 된다. 사상은 일반적으로 이 
수준에까지 도달하지 못하는 한, 참으로 살아 있는 사상이라 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이 점을 다시 한 번 이렇게 지적해 두려 한
다.
이 메이지 초기의 문명개화에 비교될만한 사상의 상징은 아마도 
오늘날의 「진보」라는 낱말이리라. 물론 이른바 문명개화시대에도 
향상진보̇ ̇ ̇ ̇ (向上進歩̇ ̇ ̇ ̇ ) 같은 낱말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는 오
늘날만큼이나 활용되지 않았을 뿐더러 이 말이 오늘날만큼이나 
잘 이해되었기에 필요했던 것도 아니었다. 문명개화라는 낱말을 
문화로 줄여 쓰게 되고, 이 메이지 초기의 줄임말이 이후의 유럽
대전 전후에 「문화」의식을 말하기 위해서 전용되는데, 이미 아베 
지로우(阿部次郎)199) 등으로부터 보이듯 이 근대적인 「문화」의 
관념은 원래 개인주의적 인격설에 입각한 것이며, 그것이 대전 
전후의 사회화의 동향에 작용되어 다소간 사회관적(社会観的) 의
의를 얻게 되고, 마지막으로 사회의 한 역사적 활동으로서 오늘
날 우리가 사용하는 문화의 관념으로까지 일반화된 것이다. 그러
나 이 낱말은 일본에서는 독일 아카데미 관념론의 문화철학적 
냄새를 아직 충분히 벗지 못하고 있다. ―이 문화라는 말에 대한 
논의는 일단 차치하고, 원래 낱말인 문명개화 쪽은, 그 낱말이 
그대로 나타내듯이, 완전히 계몽기적̇ ̇ ̇ ̇  관념이라고 할 수밖에 없
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계몽이라는 낱말(이는 주로 독일어의 
아우프클래룽에 해당한다) 자체가 문명개화의 의미를 가질 뿐 아
니라, 인성을 비추어 밝힌다는 이 문명개화라는 규정 속에 역사̇ ̇

적̇인 관점이 꼭 주의 깊게 짜여 들어가 있다고 할 수는 없기 때
문이다(계몽이라는 표어도 역시 메이지 초기에 애용되었다). 그
러나 진보라고 하면, 원래부터 확실히 역사적인 관점에 기반을 
둔 개념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문명개화는 계몽기적 합리주의의 모토{motto}였지만, 진보는, 역
사주의라고까지는 할 수 없을지 몰라도, 역사적 운동의 파악을 
통해서만 비로소 성립되는 모토이다. 전자는 봉건제 타도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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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각종 변혁으로서 대두된 부르주아지 사상을(적어도 일
본적으로는) 특징 짓는 것이지만, 후자는 이에 반해서 자본제 타
도 내지 이에 대한 각종 변혁으로서의 신흥 세력에 의한 사상을 
특징 짓는다. 낱말의 의미만 따지자면 문명개화나 진보 모두 메
이지 초기 일본의 사상운동에서든지 대전 후 일본의 사상운동에
서든지 어느 쪽에서나 다 사용될 수 있을 낱말이겠으나, 역사적 
전환의 필연성 그 자체를 특히나 더욱 자각하는 현대의 사상운
동에 있어서 진보라는 역사적̇ ̇ ̇  관념이 더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모든 표어가 그러하듯이, 진보라는 표어를 
너무 사용해대는 바람에 어느새 그 내용이 공허해져버린 느낌도 
없지 않다. 처음에는 비록 명확한 윤곽과 내용을 의식시키는 개
념이 아니어도 신선함만으로 진리라고 사람들을 충분히 납득시
킬 수 있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개나 소나 입버릇처럼 사용함
으로써 결국에는 최초의 신선함으로부터 나오는 진실함조차 잃
어버리게 된다. 이미 상당히 전에 문화라는 표어가 그리 되었다. 
문화생활이나 문화주택은 그나마 나은 편인데, 문화속옷(文化猿
股)이나 문화 어쩌고까지 이르면 이제 더 이상 언급할 가치조차 
없어진다. 진보라는 관념은 오늘날 아직 저 정도까지 우스운 꼴
이 되지는 않았으나, 사회적 존재로서는 별 볼 일 없는 자들도 
입으로는 진보를 외치며 스스로 진보적이라고 설명해대는 경우
는 얼마든지 있다. 그리하여 세간의 양식 있는 사람들 중 일부는 
도대체 진보란 무엇인가라고 반성하기 시작할 수밖에 없었던 것
이다. 여기에 덧붙여 일본의 동향이 최근 그다지 진보적이지 못
하며 차라리 그 반대 상황이 되었다는 감촉(이는 단지 감촉일 뿐 
아직 참된 인식은 아니다) 덕분에 바로 오늘날 그러한 진보 관념
에 대한 검토기에 돌입하였다고 생각된다.
게다가 표어라는 것은 지극히 애매한 것이다. 예를 들어, 거국일
치(挙国一致)라면, 적이든 아군이든 모두 거국일치를 표어로 삼
는다. 무엇이 참된 거국일치인가를 두고 거국일치 경쟁이 시작된
다. 이런 방식으로 파시스트들은 자신들이야말로 진보적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한다. 일본의 운명을 저 멀리 대륙에까지 개척하는 



- 312 -

것이야말로 진취적 기상에 어울린다는 의미에서는 진보적일 것
이며, 자본제의 장점을 더럽히는 부르주아들(지주도 포함해서)이
나 정당정치가를 숙청하는 것도 역시 진보전진 중 하나일 것이
다. 이런 식으로 보자면 확실히 마르크스주의가 진보적이지 못하
며, 아니, 그냥 진보적이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참으로 반동적인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겠다. 마르크스주의의 시대는 갔고, 자유
주의도 이미 끝났다고 외치는, 시장이나 농촌에 범람하는 이러한 
상식적 문명관은 줄곧 이러한 기분에 맞춰 유포되는 것이다. ―
단지 돌격할 때 내지를 함성이라면 적이나 아군이나 똑같은 슬
로건을 외치더라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렇게 공허해진 진보라
는 표어는 이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관념이 되어 가고 있다. 
이미 현재 그러한 위험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2.
애당초 진보라는 개념에 대해서 지금까지 역사철학적으로도 이
러저러한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진보라는 것은 어떤 일정
한 목표·목적물을 상정하고 나서 그것에 접근해 가는 것이 아니
면 안 된다고 보통 생각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이 개념은 역사의 
목적론적 가정 위에서만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만
약 역사의 목적론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론적으로 곤란하게 되
어 성립될 수 없다면, 그 즉시 진보의 개념 역시 결코 과학적이
라 할 수 없게 되어 버릴 것이다.
역사의 움직임을 진보로 보는 것은 비과학적인 역사 인식이며 
실제 역사의 움직임 속에 신학적인 가정(신의 세계계획도의 실현
처럼)이나 윤리적 평가(인격의 완성이나 선(善)에의 도달 같은)를 
끼워 넣는 전(前)과학적인 역사학에 불과하다는 식의 생각이 여
기서 문제가 된다. ―확실히 이런 의미에서의 진보라는 관념은 
결국 윤리적인(따라서 이론적 영역 밖의) 것이며, 헤겔 등도 진
보(의식의 진보)를 주로 도덕의 진보로 생각했었다. 이러한 윤리
적 평가를 역사 기술에 끼워 넣는다면 확실히 인식의 객관성을 
완전히 상실하게 될 것이다. 역사를 윤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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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거꾸로 윤리를 역사적으로 설명하지 않으면 안 되는 마
르크스주의 이론(이 경우 사적유물론)에 있어서 이런 의미의 진
보라는 개념만큼 부적절한 것은 없을 것이다.
마르크스주의가 인격적 자유나 이상을, 즉 이러한 윤리적인 것
을, 그 유물론으로부터 이론적으로 유도해내지 못한다는 것이 일
본의 많은 마르크스주의 비판자의 상습적 비방 수법인데, 이는 
물론 말도 안 되는 헛소리이다. 도대체 어떤 이상주의자나 관념
론자가 자유나 이상, 윤리적 가치를 증명̇ ̇ 하고 또 설명̇ ̇ 할 수 있었
는가. 그들은 이러한 어떤 사실̇ ̇ 에 대해서 단지 그들만의 개념사
용법을 써서 그들만의 취미에 맞추어 낱말을 적당히 해석̇ ̇ 해 보
였을 뿐이다. 그들 역시 이 사실의 존재를 가정한 것뿐이며, 이 
사실에 대한 증명이나 설명은 지금껏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이 윤리적인 것의 사실을 인정̇ ̇ ̇ ̇ ̇ (다만 자기네 나름의 방식에 맞추
어)하는 것 외에 어떠한 증명̇ ̇ 이나 설명̇ ̇ 이 주어진 경우를 나는 철
학의 역사상 알지 못한다. 때문에 뭔가 유물론에만 이 증명이나 
설명의 의무가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완전히 얄팍한 속임
수에 지나지 않는다. 게다가 유물론은 사회적이고 역사적인 존재 
구성으로부터 어떻게 특정 윤리적 가치관계가 인과적으로 발생
하는지를 훌륭히 설명해내고 있다. 단지 관념론자가 그러듯이, 
예를 들어, 자유는 어떻게 가능한지̇ ̇ ̇ ̇ ̇ ̇ ̇  같은 것을 증명(?)하겠다는 
공허한 약속을 내걸지 않을 만큼 정직한 것뿐이다. 그런데 만약 
이런 종류의 마르크스주의 비판자의 말에 따르자면, 진보라는 개
념은 그것이 무엇인가 윤리적인 평가를 의미하는 한 결코 마르
크스주의의 것이 될 수 없으며, 만약 마르크스주의 속에 그런 것
이 포함된다면 그것은 철저하지 못한 이상주의를 허용한 마르크
스주의가 되어 세계관으로서 통일성이 결여된 유물론이 되어 버
린다고 한다. 즉, 진보를 말할 수 있는 것은 이상주의 밖에 없다
는 소리이다. 이런 종류의 이상주의는 스스로를 자유주의라 칭하
거나(가와치 에이지로(河合栄治郎)), 일본주의가 되거나(가노코기 
가즈노부(鹿子木員信) 등) 한다. 이렇게 보면, 일본주의나 자유주
의야말로 진보적이라는 소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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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라는 관념이 가지는 이러한 이상주의적 곤란(?)을 피하기 위
해서 오늘날 역사철학자는 발전(개전(開展)·전화(展化)·발달·진화)
이라는 개념을 장려하고 있다. 딜타이 등에 따르면, 역사에서는 
발전은 있어도 진보를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한다. 이로써 일단 
앞서 말한 곤란을 피할 수 있을 듯 보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사
실 곤란이 날개 단 듯 한층 더 심각해질 뿐이다. 왜냐하면 발전
이라는 개념은 주어진 실타래의 실이 점차적으로 풀려가는 것 
같은 것을 의미하며, 때문에 목표가 진보의 경우에는 앞쪽에 있
던 것에 반해서 발전의 경우에는 최초의 출발선에 놓여있는 것
이 될 뿐이다. 골{goal}이었던 것을 스타트{start}에 둔다고 해서 
상황은 전혀 개선되지 않는다. 진보가 목적론적이라서 문제였다
면, 발전이라는 유기체설(有機体説)적 개념도 역시 목적론적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둘 사이의 차이는 단지 그 목적론이 내적이냐 
외적이냐는 것뿐이다. 게다가 설령 내적이라고 하더라도 역사가 
목적론적일 수 없다면, 내적 목적론도 역시 역사에 있어서는 그
냥 외적인 것에 불과하다.
그런데 이러한 부르주아 철학의 상식이 되어 있는 진보나 발전
의 관념을 곤란으로부터 구해준 것은 바로 다름 아닌 마르크스
주의의 진보(또 이에 연관된 발전)라는 개념이다. 오늘날 일상적
으로 그냥 사용되는 이 낱말에는 앞서 언급한 부르주아 철학적 
상식의 파편 외에도 이 새로운 마르크스주의적 관념의 단편이 
물론 섞여있는데, 이 후자의 요소야말로 바로 이 일상어(日常語)
가 가지는 유일하게 과학적인 부분이라 하겠다.
부르주아 역사철학에서의 진보나 발전의 관념은 근본적으로 비
유의 성질을 띠고 있는데, 마르크스주의에서의 진보에 대한 비유
는 같은 비유로 보더라도 한층 더 정교하게 구성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역사의 수레바퀴를 앞쪽을 향해서, 즉 지금까지 굴러 온 
방향에 맞춰서(반드시 일직선은 아니지만) 굴리는 것이 진보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거꾸로 굴리려고 시도하는 것이 바로 반
동이라고 한다. 이는 누구나 알고 있는 비유이지만, 이 비유의 
과학적인 진면목을 이제부터 한번 설명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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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르주아 철학 상식에 따르자면, 진보라는 관념은 현상의 사물이 
목표 내지 목적물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어야만 했다. 목적을 향
해서 걸어가는 것인데, 예를 들어 이는 자극(磁極)이 자석(磁石)
을 끌어 들이듯, 또는 지구가 물체를 잡아당기듯, 일종의 「원격
(遠隔)작용」을 가정하는 표상이다. 물리현상의 원격작용은 오늘
날 충분히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장(場)의 이론), 역사이
론이나 사회이론에서의 원격작용이라는 것은 현실의 현상과 미
래 또는 이상의 상태 사이에 놓인 역사적 인과나 필연에 대한 
불가지(不可知)를 의미할 수밖에 없게 되며, 결국 이 원격거리를 
관념론으로 제멋대로 메꾸는 짓과 다름없다. ―이에 반해 수레바
퀴가 회전하는 경우에는 목표로부터의 인력 같은 것은 아무 관
계가 없고, 수레바퀴가 땅에 접하는 바로 그 순간순간 접선 방향
으로 미는 힘이나 압력(이는 대중이나 객관적 상황의 힘)만을 문
제 삼으면 된다. 수레바퀴는 이미 회전하고 있으므로 수레바퀴의 
각 부분이 순차적으로 지상에 바퀴자국으로 실현되게 된다. 이상
이나 목적은 그 자체로 주어지지 않으며, 순전히 수레바퀴의 각 
부분이 순차적으로, 말하자면 적분(積分)되어, 상황의 진전에 대
응하여 차차 실현될 수 있다고 약속되어 있는 것뿐이다. 역사의 
궤도는 이렇게 그려진다. 수레바퀴는 땅에 접하며 구른다. 이에 
반해 자유낙하를 하는 물체는 허공을 가로지른다. 역사 인식의 
유물론적 방법과 관념론적 방법이 이 비유를 통해 선명히 대비
되어 드러나지 않는가.
수레바퀴설은 발전설에 대해서도 역시 적절하다. 예의 실타래설
에 따르면, 실타래의 심이라는 것은 영구히, 발전이 끝날 때까
지, 언제까지나 절대적 시원(始源)으로 남을 수밖에 없고, 따라서 
역사는 아무리 발전해도 이 실타래의 밖으로는 나아갈 수 없다
는 한계에 빠진다. 그렇다면 발전이라는 것도 실은 결국 이 원점
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며, 바로 아리아드네의 실타래가 
이 실타래설의 비밀을 잘 보여준다. 테세우스는 처음부터 원래 
자리로 돌아오기 위해 아리아드네로부터 얻은 실타래를 풀어 발
전시켰던 것뿐이다. 비상시 일본의 라비린스에서 이 발전은 대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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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고주의가 되어 나타나며, 중국 대륙으로의 발전은 건국의 원점
으로 돌아가는 것이 된다. ―반면에 수레바퀴는 실타래와는 달리 
회전함과 동시에 그 자체가 앞으로 나아간다. 지나간 후에는 아
무것도 남지 않는가. 아니, 바퀴자국이 남는다. 역사가 남는다. 
이는 복고적 「역사」가 아니며, 참으로 진보적인 발전적 역사인 
것이다. 그러나 진보나 발전에는, 이러한 광의의 변화에는, 무엇
인가 변화하지 않는 콘스탄트한 것이 없으면 논리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느냐고 의문을 제기할지도 모르겠다. 수레바퀴가 바로 그 
콘스탄트라고 생각하면 된다. 실제, 현실이란 바로 이 수레바퀴 
같은 것이 아닐까.
진보(내지 발전)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적 비유를 보면(덧붙여 레
닌의 나선설(螺旋説)을 참조해도 좋다), 마르크스 등이 얼마나 우
수한 문학적 상징의 소유자였는지 알 수 있다. 물론 이 경우 비
유는 그냥 비유가 아니라, 이 개념의 과학적 규정을 가장 간단히 
납득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비유이다. 이로써 마르크스주의적 
의미에서의 진보나 발전이 어떤 의미로 목적이나 이상을 설정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된다. 즉, 목적으로서의̇ ̇ ̇ ̇  목적(목적론)이
나 이상으로서의̇ ̇ ̇ ̇  이상(이상주의=유토피아=관념론) 없이, 진보나 
발전, 목적이나 이상을, 과학적이고 유물론적으로, 수레바퀴처럼 
땅에 맞닿으며 현실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런 것은 대개의 부르주아 철학(?)이더라도 지금까지 충
분히 고려해낸 문제라고 주장할지도 모르겠다. 그렇다. 마르크스
주의의 진보 이론이라고 해서 완전히 엉뚱한 딴 세계의 이야기
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어느 철학이 이 정도로 잘, 게다가 
정확하게, 진보의 의미를 설명할 수 있었을까. 니시다(西田) 철학
(이는 부르주아 철학 방법으로서 가장 진보되고 발전된 것이다) 
방식으로 말하자면, 유̇적(有̇的) 목적·유̇적(有̇的) 이상·유̇적(有̇的) 
이데(헤겔처럼) 대신 무̇적(無̇的) 목적·무̇적(無̇的) 이상·무̇적(無̇的) 
이데 같은 것이라도 끌어들이지 않는 한, 이 실제적 관계를 설명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에서 필요한 것은 그런 
무적̇ ̇ (無的̇ ̇ ) 진보̇ ̇  같은 것이 아니라 현실의 참된 유적̇ ̇ (有的̇ ̇ ) 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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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설령 무적(無的) 진보라는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유감스럽
게도 그것과 무적(無的) 반동(자유주의자들의 일종의 반동성?) 사
이에는 실로 소위 무적(無的) 구별 밖에 있을 수 없으리라.

3.
그러나 역사의 수레바퀴를 굴려 나아가는 것이 진보라고 하더라
도, 말할 것도 없이 이러한 형식적 규정만으로는 실제문제를 다
룰 때 형이상학적 규정과 그리 다를 바가 없어진다. 문제는 이 
수레바퀴가 무엇이냐는 점이다. 역사라는 차량의 수레바퀴가 바
로 문제인데, 이 차량 자체가 부르주아의 승용차인지, 프롤레타
리아 무산자의 화물차인지가 첫째 문제이다. 게다가 이를 다루기 
위해서는 어느 부분이 진정으로 수레바퀴의 차량인지가 커다란 
문제로 대두된다. 즉, 바로 이하와 같은 의미에서. ―
오늘날 좋은 의미로 가장 상식적인 진보 관념은 일반적으로 그
것이 프롤레타리아의 이익에 부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프롤레
타리아는 국제적으로 자신들의 정당을 가지고 있는데, 이 정당에 
속하고 또 이와 함께 전진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에서 진보적
이라고 생각될 수 있다. 동반자̇ ̇ ̇ 적 코스를 밟는 것도 이런 의미에
서 진보적이라고 생각될 수 있다. 물론 이는 프롤레타리아 계급
이야말로 바로 역사의 진보와 발전을 가져오는 역할을 맡을 유
일한 담당자라는 근본 이론에 기초한 것이며, 이 계급 주관의 정
치적 임무를 기준으로 삼아 오늘날 널리 이런 식으로 단정 짓는 
것이다.
이 자체로는 별 문제가 없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 진보라는 관
념이 상식적 관념으로도 충분히 통용되기 위해서는, 이것이 세간 
사람들 각자 스스로 느낄 수 있는 어떤 증가, 플러스 역시 의미
해야 한다는 요구를 만족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에 특히 주의하
지 않으면 안 된다. 엄격한 의미로는 프롤레타리아에 속하지 못
하는 많은 세간인(농민, 소시민 기타)이 이제 이 프롤레타리아적 
진보성의 관념을 스스로의 상식용어로 채용하게 만들려면, 그것
이 결국 그들 자신에게 플러스가 된다는 결과를 느낄 수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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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필요가 있다. 상식관념에서 보자면, 이런 진보성이란 어쨌든 
심리적으로 하나의 가치적 평가̇ ̇ ̇ ̇ ̇ 이자 윤리적 관념̇ ̇ ̇ ̇ ̇ 으로 다시 돌아
가게 된다. 그리고 이로부터 이 관념의 각종 분열·동요가 발생하
여, 결국 세간의 상식은 도대체 진보가 무엇이냐고 다시 질문하
기 시작하는 것이다.
또한 이와 관계되는 것으로 대중̇ ̇ 이라는 개념이 있다. 대중과 프
롤레타리아와의 관계는, 단순히 소위 프롤레타리아야말로 대중이
라든지 세간의 사람들 일반은 아직 대중은 아니라든지 식으로 
기계적으로 맞물려지는 것이 아니고, 이 둘은 참으로 조직적̇ ̇ ̇ 으로 
결합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통상의 대중적 상식으로는 이
런 조직적 관계에 대한 이해가 일반적으로 결여되어 있으므로, 
대중은 단지 다수자의 집합이나 평균과 같은 것으로 생각되어진
다. 그리하여 앞서 언급한 프롤레타리아적 진보성이 과연 우리의 
세간에 보통 존재하는 대중에게 있어서도 통용되는 대중적̇ ̇ ̇  진보
성인지 아닌지에 대한 의문이 당연히 발생하게 된다. 결국 이론
적으로 이 의문을 제기할 이유 따위가 없다 하더라도, 이런 의문
이 발생할 것이라는 사정이나 현실 자체는 계산에 넣고 고려해
야만 한다.
여기서 부르주아 사회학이 가지는 일종의 매력은 일반적으로 그
것이 지극히 상식적인 견지에 머무른다는 점이다. 말하자면, 사
회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매우 익숙한 이러저러한 사상(事象)을 
통해 지극히 현상적으로만 특징 지워지는데, 사회를 순전히 이러
한 상식의 입장에서(그러나 아카데믹하게) 관찰하는 것이 바로 
부르주아 사회학의 악질적 강점이다. 사회학은 오늘날 일본 등에
서 이론적으로 더 이상 사회과학의 적이 되지 못하지만, 그러나 
의외로 경제학, 정치학, 법률학이나 이러저러한 사회의 통념적 
상식 자체 속에 집요하게 달라붙어 남아있다. ―게다가 대중이라
는 개념도 역시 사회상식으로는 완전히 이 사회학적 입장에 귀
착되어 버리는 덕에, 마치 이 사회학적 상식이라고나 할 만한 대
중 관념이 사실상 대중 스스로의 관념이 되어 그들의 자기의식
을 이루게 되어 버렸다. 그리하여 과연 프롤레타리아적 진보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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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대중에 있어서의 대중적 진보성이 될 수 있을 것인지, 즉 
대중의 복리증진이라는 것과 이것이 과연 일치할 것인지 대중은 
상식적으로 의심할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요즈음 진보성은, 소위 이 「대중」의, 소위 「사회」의, 소위 세간̇ ̇

의, 어떤 의미에서의 호황·플러스 일반과 연관되어 고려된다. 이 
대중에게 있어서 좋다̇ ̇ 고 생각되는 사회현상의 특징이 바로 이 
대중에게 있어서의 진보성이 되는 것이다. 이 대중은 일본이 만
주 진출 이래 조금은 좋아̇ ̇ 졌다고 생각한다. 일본 본토에서 먹고 
살 수 없으면 만주에 가면 되지, 만주에는 일거리가 있어(?). 군
사세력 간의 긴장 덕에 넓은 의미에서의 군수공업 전반의 경기
가 좋아지고,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일거리도 늘어나고 노임(労
賃)도 올랐고, 농촌에서도 농촌공업화가 가능해진 모양이라는 등
이 소위 대중의 상식에 의한 현재 사회인식인 듯하다(물론 이런 
상식은 부르주아지, 각종 군인, 정치가, 저널리스트, 학교사회교
육가 들이 날조해내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때문에 이런 현상을 
초래한 세력, 간단히 말해서 일본파시즘은 진보적이다, 적어도 
일본의 곤란을 해결하고 가까운 미래에 희망을 만들어내고, 일본
을 발전시킨 것은 바로 그들이라는 식이 되는 듯하다.
물론 이 대중의 저속한 상식을 이용하고 또 이를 조장한 것은 
바로 오늘날의 일본 정치층이다. 그러나 사회학적 상식에 따르면 
사회의 계급적 구별은, 요약하자면, 학교의 A반과 B반 같은 의
미의 클래스 구별 밖에 없다. 계급의 대립 같은 것은 완전히 우
연한 사태일 뿐, 시민사회의 본질 같은 것이 아니다. 따라서 사
회는 A반과 B반의 총화(総和)이며(대립이 아니라 화̇(和̇)다), 대중
은 통치자와 피통치자의 공평한 총화이다. 통치자와 피통치자를 
합친 것이 대중이므로, 대중은 양쪽이 서로 협조하여 이루어진 
것인데, 물론 어느 쪽이 지배하는지는 이미 정해져 있다. 피통치
자가 지배할 수는 없으니까. ―따라서 진보성과 계급적 대립은 
완전히 무관계한 것이 되며, 진보는 거국일치의 진보(또는 인류
의 진보)가 되어 버린다.
통치자와 피통치자 사이의 대립̇ ̇ 이 아니라 통치자의 지배̇ ̇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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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수 없으므로, 현상의 표면에 나서는 것은 물론 통치자일 뿐
이다. 이제 여기서 진보에는 무엇인가 대립물이 필요하다는 점을 
생각해서, 무엇인가 대립물다운 것을 이 사회 속에서 발견하려 
한다면, 이 대중의 눈앞에는 통치자들 사이의 대립 밖에 드러나
지 않는다. 기성정당의 몰락이라든지, 신관료의 대두라든지, 의
회정치의 쇠망이라든지, 자유주의의 한계라든지, 중신(重臣) 블록
의 배격이라든지, 기관설을 통한 정부 공격이라든지, 통제파의 
부르주아화에 대한 행동과 같은 것만이 유일한 대립으로 보이게 
된다. 그리고 여기서 보이는 각종 형태의 파시즘의 움직임은 대
립의 필연성에 기초하여 그 상대편을 극복함으로써 드디어 진보̇ ̇

적̇이라고 불릴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군부나 관료의 
일본주의나 거국일치주의 덕에 숙정선거(粛正選挙)가 시행되어 
처음으로 무산당(無産党)이 진출할 수 있게 되었고, 따라서 일본
주의는 진보적 본질을 가진다, 아니 진보적 일본주의를 지지해야 
한다고 떠드는 무산자 대표조차 많이 있을 정도이다. 이렇게 사̇
이비 대립에 기초한 진보̇ ̇ ̇ ̇ ̇ ̇ ̇ ̇ ̇ ̇ 의 관념과 조금 전에 언급한 거국일치̇ ̇ ̇ ̇

적 진보의 관념̇ ̇ ̇ ̇ ̇ ̇ 은 결국 그 본질을 같이 한다.
우익노동단체 대중 속에 투입되어 이를 진보적인 것으로 조직해
내자는 것과 단순히 우익단체와 제휴하여 이를 지지하자는 것은 
같은 통일전선적 실천이라고 하더라도 완전히 별개의 것이며, 이
는 프롤레타리아적 조직이라는 관점에서의 대중과 사회학적 의
미에서의 대중이 별개인 것과 같은 이치이지만, 사회학적 상식을 
이용하거나 또 이윽고 스스로도 이를 믿어 의심하지 않는 사회
이론가·사회실천가들에게 이런 구별은 순전히 방해가 될 뿐이다.

4.
그러나 이렇게 기묘한 진보 관념이 횡행하는 사태에는 예의 프
롤레타리아적 진보성이라는 상식에게도 다소 책임이 있다고 하
겠다. 말하자면, 이 좋은 의미에서의 상식관념은 진보성이라는 
것을 순전히 프롤레타리아라는 계급주의에 결부시켜 생각하려 
하지만, 진보적이라든지 반동적이라는 구별을 그러한 계급주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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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결정하려 하면 여기에 사회의 평균적 주관이라고 할 만한 
대중이 섞여 들어올 수 있고, 오늘날 세간의 상식으로는 진보성
이라는 것이 아직 제대로 정리되지 않았다는 점 때문에 이러한 
혼란이 진보성의 개념에까지 섞여 들어오게 된다. 따라서 진보성
이라는 규정은 당연히 그러한 주관론적 규정보다 한층 더 밑바
닥까지 들어가서 다름 아닌 생산력의 발전̇ ̇ ̇ ̇ ̇ ̇ 으로부터 규정되지 않
으면 안 되었던 것이다.
즉, 사회에서 생산력을 발전시킬 형식을 만들어내는 것이나 특히 
생산력의 속박을 강요하는 형식을 타파하는 것이야말로 바로 진
보적이며 이에 반대하는 것이 반동적이라는 매우 잘 알려진 규
정이 그것이다. 말하자면 이는 진보의 경제기구적 규정이며, 진
보의 정치적 또는 문화적 규정보다 도덕적 상식에 호소하는 부
분이 적기 때문에 상식적으로는 그리 전면에 드러나지 않으나, 
이것이야말로 사실 진보에 대해 어떠한 상식을 소유하는 자는 
누구나 일단은 납득하고 있는 점이다.
그러나 이렇게 말하더라도 결국에는 진보를 정치적으로 규정하
고 있는 것에 불과할지도 모르겠다. 말하자면, 생산력의 발전형
식을 조장한다고 하거나 생산력의 속박 형식을 타파한다고 하더
라도, 그러한 정치적 활동이 그 목적으로 삼고 그 결과가 드러나
게 되는 곳은, 결국 요약하자면, 사회에서의 생산력 발전 그 자
체에 있어서인 것이다.
여기까지 와서 눈치 챌 수 있는 점은 이런 의미의 진보̇ ̇ 의 밑바
탕에는 다름 아닌 발전̇ ̇ 이라는 규정이 놓여 있다는 것이다. 게다
가 이 발전은 앞서 언급한 단순히 질적인 실타래식 발전이 아니
라 어떠한 양적인 증가̇ ̇ 에 기반을 두게 된다. 이제 진보라는 이 
정치적, 문화적, 논리적인 질을 가지는 관념은 생산력의 증진 내
지 축적이라는 일단 수량적인 규정에 귀착하게 된다. 생산력의 
증가는 즉 생산성을 높이는 것과 다름없다. 여기서 수량적 내지 
양적이라고 말한 것은 곧바로 질적인 규정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어쨌든 진보라는 문화적이고 또 문학적인 관념을 
이렇게 수량적 규정(그러나 이는 항상 질적 규정으로 전환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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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에 없다)에까지 다듬어 낼 수 있다는 점은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렇게 함으로써 비로소 진보라고 하는 관념이 과학적̇ ̇ ̇  개념이 
되기 때문이다.
물론 생산력에 대한 양질적(量質的) 규정만이 진보에 대한 과학
적 규정이라고 할 수는 없다. 다만 그러한 규정을 충분히 자각하
고 상정함으로써만 프롤레타리아 계급적, 정치적, 문화적 또는 
도덕적(또 문학적)인 진보의 개념이 비로소 과학적인 개념이 된
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진보라는 개념에 대해서 시비를 가려냄으로써 알 
수 있게 되는 점은 바로 이 간단한 관념 그 자체 속에 실은 몇 
개의 관절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즉, 단지 생산력의 관계로
부터 볼 때 일단 진보적이라고 규정되는 것이더라도 계급적·정치
적으로는 전형적인 반동인 경우가 지극히 많으며(예를 들어 일본
에 의한 만주나 중국의 자본주의화), 계급적·정치적으로는 일단 
진보적으로 보이더라도 문화적·도덕적으로는 반동으로 규정되어
야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예를 들어 문화운동에서의 공식적 정
치주의처럼). 예를 들어, 특히 프롤레타리아 계급에 대한 정치적 
견해로서 자유주의는 그 반(反)파쇼적 특징에도 불구하고 직접적
으로 반동적인 의의를 가지며, 이는 실제로 자유주의적 정당이 
만들어짐으로써 결국 현실적으로 프롤레타리아적 정당 자체의 
발전이 저해된다는 점을 통해 증명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에 반해, 이 같은(?) 자유주의도, 문화적·도덕적인 형태로는(나는 
이것을 문화적 자유주의라고 부르려고 하지만), 최소한 그 중 일
부는(모두가 그렇다는 것은 절대 아니다), 즉 그것이 문화적·도덕
적 관심에 머무르며 정치적으로 구체화하지 않는 한에서 충분히 
진보적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실(이것은 실제 예를 들 수 
있는 사실이다)은 진보라는 관념이 그냥 단조롭게 한 덩어리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유연한 관절을 가지고 있다
는 점을 통해서만 비로소 설명될 수 있는 것이다.
어쨌든 지금까지 이야기한 점을 잘 생각해 보면, 진보라는 것이 
무조건적으로 절대적인 진보일 수는 없으며 그 자체 속에 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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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는 살아있는 생물과 같다
는 리얼리티에 직면하게 된다. 그런데 이를 시험 삼아 한번 뒤집
어 보면, 소위 반동에도 진보성을 향한 어떠한 가능성이라는 계
기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닌지 문제 삼을 수도 있겠다. 그러나 
이는 스콜라적 사변(思弁)에 불과하다. 반동이 진보의 한 계기일 
뿐, 진보가 반동의 한 계기인 것은 아니다. 역사는 그 자체 진보
이기 때문이다. 모든 반동은 악을 원하지만 어쩔 수 없이 선을 
행할 수밖에 없는 메피스트에 불과하다. 문제는 언제나 메피스트 
즉 반동이 일으키지만, 문제를 풀어내는 것은 반동성이 아니라 
언제나 진보성 쪽이다. 진보라는 관념 자체가 언제나 그러한 옵
티미즘을 요청하는 것이다. ―진보도 반동도 아닌(진보로 겉모습
을 가장하지 않는 반동은 없다), 차라리 진보 그 자체에 대해 회
의적인 반동성에 대해서는 다른 기회에 다시 논하기로 하자.

5.
지금까지 진보 그 자체가 사회적으로 어떠한 것인지를 주로 살
펴보았으나, 역으로 오늘날 바로 이 사회 자체의 진보성에 대해
서 아직 중요한 문제가 하나 남아 있다. 현재 일본은 마르크스주
의의 퇴조기이고 일본파시즘의 발달기이며 따라서 그런 의미에
서 현재의 일본 사회는 반동기에 들어서 있다고들 한다. 이는 어
떤 의미에서는 그 말 그대로이다. 설령 이 반동기가 진보를 지워
버리지는 못하며 단지 진보의 우회로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현
재가 반동기의 전체적 특색을 띤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
이다.
그러나 마르크스주의가 퇴조했다는 것은 실은 도대체 무엇을 의
미하는 것인가. 그것은 본래 마르크스주의적 정당 및 조합 세력
의 파괴나 그것을 둘러싼 문화적, 정치적 활동 조직의 파괴를 의
미해야 하지만, 사실 세간의 느낌만 살펴보자면, 이와 함께 아니 
도리어 이보다 더 직접적으로, 일반적으로 마르크스주의적 풍조 
유행̇ ̇ 이 사그라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르주아신문은 좌익사상범
을 영웅이 아니라 좀도둑이나 갱{gang} 같은 종류처럼 대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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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했다(오늘날의 영웅은 우익단체적 내지 일본주의적 [무리]이
다). 이는 신문이 세간의 그날그날의 상식을 반영하는 것일 뿐 
아니라 신문이 세간을 그런 식으로 교육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덕분에 심퍼사이저{sympathizer}도 줄었으나 어중이떠중
이 구경군도 줄었다. 마르크스주의가 반성̇ ̇  시기에 돌입했다는 것
이 바로 소위 반동기라는 것의 의미인 것이다.
마르크스주의는 틀렸던 것 아닌가라는 형태의 반성이 아니라(그
런 타입의 전향자도 결코 적지 않으나, 이는 마르크스주의로서의 
문제 범위를 벗어난다), 마르크스주의 이론을 어떻게 기본적인 
교양으로 정련하고 이에 실용적인 플렉서빌리티를 부여할 것인
가 같은 반성의 시기에 돌입했다는 것이다. 정치적 진보성의 모
멘트는 퇴조했지만, 이에 기반을 둔 유행의 불길이 사그라지면
서, 그만큼 문화적̇ ̇ ̇ ·도덕적̇ ̇ ̇ 인 과제로서의 진보성은 강화되었다는 
것이 바로 지금 중요한 점이다.
오늘날이야말로 마르크스주의 이론이 상식화되고 일상화되며 그
런 의미에서 도덕화되고 기질화(気質化)될 때이며, 또 실제로 그
렇게 되어가고 있는 시기이기도 하다. 지금은 이 기회를 이용해
서 마르크스주의가, 또 유물론이, 대중의 모랄이 되고 대중의 기
분이 되며 이윽고 대중의 풍속이 될 수 있도록 묵묵히 대중의 
곁으로 침투해 나아갈 시기인 것이다. 「진보」가 살아있는 사상으
로까지 변화하기 위해서 현재의 사정은 차라리 빼놓을 수 없는 
조건이기까지 하다. 이는 장래를 위한 숨은 힘이 될 것이다. 뿐
만 아니라 오늘날이야말로 마르크스주의 이론이 이론으로서 가
능한 온힘을 다해 연마되고 정비되어야 하는 시기이다. 사실 이
러한 많은 이론상 문제나 트러블을, 바로 1905년 이후 러시아의 
반동기가 그랬던 것처럼, 오늘의 일본이 우리 눈앞에 던져주고 
있다는 것을 독자는 이미 잘 알고 있으리라. 다시 말해서, 현재
는 마르크스주의의 문학과 철학의 시대다. 물론 이는 결코 단순
한 반동기나 단순한 마이너스가 아니다. 역사의 진보는 넘어졌다
고 해서 그냥 일어서지는 않는다. 무엇인가를 바닥에서 주워 일
어서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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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여기서 지금 노동조합운동 및 정치운동에 대해서까지 서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인텔리겐치아의 과제에 대해서는 하나의 
필연적인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오늘날 진보성의 이 문화적·도덕
적 형태는 어디까지나 진보성의 인텔리겐치아̇ ̇ ̇ ̇ ̇ ̇ 적 형태일 뿐이다. 
오늘날 진보적 활동이 인텔리젠스의 활동에 의존하는 비중은 현
저하게 높아졌다. 우리는 바로 이 점을 발견한 것인데, 이로부터 
인텔리겐치아가 소위 반동기라는 오늘날에 떠맡을 역할이 무엇
인지 일반적으로 추측할 수 있으리라. ―쓸데없이 그냥 반동기니 
퇴조기니 운운할 것이 아니다. 더욱 쓸데없이 인텔리의 동요나 
고뇌나 절망 따위를 이야기하는 것은 무의미할 뿐 아니라 오류
다. 이 시기에 들어와서 불안하다든지 동요된다 말하는 인텔리는 
애당초 스스로의 인텔리젠스·바로 그 인텔리 고유의 기능̇ ̇ ̇ ̇ ̇ 에 대해 
어떠한 사회적 자각도 지니지 못한 자이며, 즉 그들은 샐러리맨
이나 학생 같은 부류에 속할지는 몰라도 범주로서의 인텔리겐치
아에 속하지는 못한다. 그런 「인텔리」에 연연하는 한 「진보적 인
텔리겐치아」라는 관념은 결코 성립되지 못할 것이라고 나는 생
각한다. 불행이든 다행이든, 반동기야말로 인텔리 고유의 진보성
이 동원되어야 하며 또한 동원될 수도 있는 하나의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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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중의 재고찰

영화는 대중적인 예술이라고 한다. 유랑도박꾼 이야기나 칼싸움
질 이야기를 대중문학이라고도 한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대중
이라는 것의 의미를 규명하다 보면, 언뜻 보아서는 측량할 수 없
을 정도로 깊숙한 여러 현실이 숨겨져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단
지 상당히 많은 세간 사람의 취향에 맞는다든지, 그냥 관심을 일
으키는 것이라는 식의 다수의 원리만으로는 설명해 낼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 있다. 적어도 다수의 세간 사람
은, 단지 다수일 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는 비교적 또는 절대적으
로 빈곤한 무산자이고 정치적으로는 무력한 피통치자인 것이 사
회의 현실이다. 게다가 다수자가 우연히 무산자이고 피통치자인 
것이 아니라, 이 사회에서는, 말하자면, 다수자이기 때문에 무산
자이고 피통치자일 뿐더러 무산자이고 피통치자이기 때문에 다
수자이기도 한 것이다. 여기서 대중에 대한 두 가지, 아니, 차라
리 두 단계의 개념이 발생한다. 하나는 대중을 단순히 사회의 다
수로 보는 관념이며, 다른 하나는 이를 다시 경제상 무산자 내지 
정치상 피통치자로 파악하는 관념이다. 말하자면 전자는 사회학̇ ̇ ̇

적(감히 사회과학̇ ̇ ̇ ̇ 적이라고 할 수 없는) 개념이며, 후자는 사회과̇
학̇적 개념이라고 불러 구별할 수 있으리라.
보통 영화의 대중성이라든지 대중문학을 말할 때에는 이 사회학
적 개념 쪽에, 이에 반해 프롤레타리아 문학의 대중성이라든지 
대중적 이해를 말할 경우에는 이 사회과학적 개념 쪽을 가리키
는 듯하다. ―그런데 이 기본적인 구별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뉘
앙스를 가지는 대중개념이 성립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우선 
첫째로 대중을 몹{mob}(우중(愚衆))으로 생각하는 상식적인 사고
방식이 있다. 애초에 몹이라 부르는 것은 사회에서의 총(総)대중
이라는 일종의 상상된 실체를 지칭함으로써 비롯된 것이 아니라, 
실은 특정 시기, 특정 장소에 자발적 또는 일정한 인위적 조작을 
통해 자연스레 성립된 불규칙(不規則), 무훈련(無訓練), 무질서한 
소위 군중̇ ̇ 이라는 개개의 현상을 지칭하는 것으로부터 비롯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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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다. 군집(群集)이 그 심리와 행동에 있어서 경솔하고 원시인
처럼 부화뇌동하는 성격이 강하다는 식의 사실을 몹이라는 낱말
로 표현해내는 것이었지만, 이로부터 사회의 다수 대중도 역시 
아마 이를 집합시킨다면 이러한 몹의 성질을 가진 군집일 수밖
에 없으리라고 규정하여 대중 즉 우중이라는 개념을 끌어낸 것
이다. 이렇게 우중이라는 것이 대중의 사회학적 ̇ ̇ ̇ ̇ 개념의 대표격이
라고 할 수 있다.
지금 말한 대로 이러한 우중적 대중의 특색은 결국 그 무조직성̇ ̇ ̇ ̇

(無組織性̇ ̇ ̇ ̇ )에 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우중의 각 개인이 타인
으로부터 자유롭게 독립적으로 멋대로 행동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도리어 뇌동성(雷同性)이야말로 이 군중심리의 가
장 큰 특징이다. 그리하여 우중 각 개인은 자유독립이라는 적극
적 개인성을 지니지 못한다는 것, 또한 그런 의미에서 소극적 인
격 밖에 가지지 못한다는 것이 바로 이 무조직(無組織)이라는 말
의 뜻이 된다. 이 무조직은 제멋대로의 자유로운 개인을 원리로 
하는 개인주의나 개인주의적 절대자유주의를 의미하는 무정부주
의와는 정반대의 것에 속한다(소위 자유주의는 가능한 최대의 자
유를 추구한다). 따라서 우중의 관념은 일종의 귀족주의적 현자
의 관념에 대립된다. 귀족주의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 과두정치적 
귀족주의가 있는 반면 계급신분의 표방으로부터 나오는 것도 있
으며 취미에 있어서의 귀족주의도 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
선 첫째로 기능이나 정신력에 있어서 뛰어난 것을 존중하는 정
신적 귀족주의이다. 그리고 일체의 귀족주의는, 결국 요약하자
면, 이 정신적 귀족주의로부터 그 합리적인 명목상 근거를 구하
게 된다.
이 정신적 귀족주의, 즉 「천민」에 대한 귀족의 평가는 다양한 문
학적 내지 윤리적 귀족주의가 되어 경제적·정치적·사회적·문화적 
귀족주의의 껍질을 뒤집어쓰고 나타난다. 오래된 예로는 스토아
학파 등의 윤리, 후에는 쇼펜하우저나 니체의 철학, 낭만파적 천
재 개념이나 각종 에고이즘{egoism}이나 에고티즘{egotism} 같
은 것이 바로 그것이다. 문예작품의 주인공에도 이런 식의 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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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전형이 상당히 많다(예를 들어 뚜르게네프의 바자로프, 스탕
달의 줄리앙 소렐 등이 그 근대적인 타입이다). 그런데 이러한 
문학적 내지 윤리적·정신적 귀족주의, 즉 이런 식으로 대중을 천
민시·우중시하는 것은 실은 급기야 일체의 경제적·정치적·사회적·
문화적 우중의 개념을 산출하는 정신적 연원(淵源)이 된다. 예를 
들어, 거미줄 같은 이른바 브레인 트러스트{brain trust}는 실은 
단순히 기능상의 브레인 트러스트가 아니라 경제적 귀족인 금융
자본가들의 브레인 트러스트이며, 정치적 귀족으로는 중신(重臣) 
등이 있고, 사회적 귀족으로서는 여러 등급의 훈장을 받은 주체
들이 있다. 문화적 귀족으로는 국가에서 나름 학식 있다는 실력
자들이 있다. 그리고 이들 모두 정신적 귀족으로 우중·천민으로
서의 대중과 대립하고 있는 것이다.
선택받은 민족 관념은 꼭 민족종교에만 고유한 것이 아니며, 거
의 모든 건국이념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다. 조국애가 조국문화
에의 사랑이 된다든지(동이서융남만북적(東夷西戎南蛮北狄)이나 
외래사상, 외국문명 같은 부류의 관념), 이것이 조국의 사명이 
된다든지 할 때(세계문화의 지도자나 동아시아의 맹주 같은 부류
의 관념), 항상 이 선민적(選民的) 귀족주의가 등장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논의는 일단 차치하자. 지금 무엇보다 주의할 것은 선
량(選良)(Elite) 내지 맹주(Duce)의 관념이다. 엘리트 내지 듀체
는 한편으로는 정신적 귀족일 뿐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는 동시
에 문화적·사회적·정치적·경제적 귀족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
의 정치적 표현이(넓은 의미에서) 소위̇ ̇  파시즘 정치철학의 제1원
리를 이루게 되며, 「당주(党主)」 무솔리니나 「영도자」 히틀러라
는 원리(!)가 바로 그러한 예이다(일반적으로 파쇼철학에서는 고
유명사가 자칭̇ ̇  원리가 된다. 예를 들어 「일본주의」처럼. 반면 아
메리카니즘은 남이 붙인 닉네임에 불과하다). 애당초, 소위̇ ̇  파시
즘에서는(모든 형태가 이미 완벽히 한정된 파시즘은 다른 경우이
지만) 이러한 파쇼적 최고귀족이 인격적 개성이라는 이니셔티브
를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아직 완전히 신비로운 신성함을 지니
는 수준에까지 이르지는 못한다. 그 귀족은 아직 전지전능성을 



- 330 -

가지지 못하는 것이다(제정 러시아의 짜르, 로마 교황조차 개인
적 의지의 적극성을 가지는 한 마찬가지로 신성한 전지전능성을 
결여하게 된다).
지도자란 물론 대중의 지도자이다. 즉, 대중은 이 파시스트적 최
고귀족에 의해 비로소 질서와 조직을 부여받게 된다. 대중에 질
서와 조직을 부여하는 이 지도자는 따라서 일견 대중을 위한 것
이자 대중 스스로의 것인 듯 받아들여질 가능성을 가진다. 사실 
이러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비로소 대중은 지도자의 아래에 
조직될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중세적 대중은 이런 의미에서
의 조직을 가지지 못했다. 그 지반을 대중 속에 가지는 것처럼̇ ̇ ̇  
또는 대중의 조직화인 것처럼̇ ̇ ̇  보이게 하는 것이야말로 파시즘이 
단순한 절대적 무단정치로부터 구별되는 하나의 특징인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항상 한 가지 착각이 도사리고 있다. 지도자
의 개념은 무조직 대중의 개념에 대립됨으로써 비로소 성립된다. 
대중이 이런 식으로 스스로 조직을 가진다고 운운하는 것은, 따
라서, 도리어 그들이 어디까지나 우중이며 천민이기 때문에 가능
한 것이다. 즉, 이 경우 대중은 자기 스스로 조직을 가지는 것이 
아니며(스스로 조직을 가진다면 무조직한 대중으로서의 우중일 
수 없기 때문인데), 아무리 대중이 자발적으로 조직적 행동을 일
으켰다고 하더라도 그 자발성 자체가 어떠한 주문에 따른 자발
성이라면, 이는 도저히 자기 스스로의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맹주나 선량에 대립되는 파시스트적 대중의 관념은 예의 
사회학̇적 대중 개념이 오늘날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난 현대적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심지어 최근 독일에서는 국민의 9할 8푼 
얼마라는 다수가 이러한 대중의 유일무이한 실질을 이룬다고 한
다.
자기 스스로에 의한 조직성을 대중에게 인정하지 않는 것이 소
위 파시즘이 가지는 대중 개념의 특징인데, 그런 의미에서 이 대
중은 그 스스로의 합리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 혈액이나 신념이
나 몸통(肚)이나 인물의 종류만이 무릇 이러한 대중 속에서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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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있는 휴머니티의 전부이다. ―어쨌든 대중의 합리성을 인
정하기 위해서는 대중에 휴머니티를 그 오성(Understanding) 
속에서 발견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근대 영국의 인간론은 이 
인간오성론을 중심으로 발달했다. 이는 급기야 근대 자유주의와 
데모크라시의 철학적 원리가 되었다. 프랑스 대(大)부르주아지의 
모토인 자유평등이 이 오성(레종{raison})으로부터 유래한다는 점 
역시 다시 말할 나위 없는 사실이다. 이 오성을 원칙으로 대중 
개개인이 자유롭게 계산하고 자유롭게 의견을 발표하며 또 토론
하고 여론을 구성할 수 있다고 가정되었다. 이리하여 대중은 그 
무조직성을 일단̇ ̇  벗어 버리고, 어쨌든 일종의 합리성·조직성을 
획득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아직 엄연히 다수의 원리가 
대중의 개념을 지탱하고 있다. 한 명이 한 표를 의미함으로써 대
중은 어떤 표의 수의 총계로서 관념적으로 규정된다. 대중은 여
기서도 엄연히 단순한 다수와 다름없고, 다만 단순히 기계적인 
합리성만 지니는 공허한 조직을 획득한 것에 불과하다. ……각 
단계의 제한선거(보통선거와 대비되는)가 가지는 질적인 효과도 
실은 이러한 수량의 기계성을 적당히 이용했던 결과였다고 할 
수밖에 없다.
비교적 소선거구인 경우에 정원제가 가지는 폐해나 비례대표제
의 필요성 같은 것도 득점의 수와 당선의 수가 평행하지 않다는 
모순 때문에 벌어지는 것이지만, 이는 이러한 대중이 가지는 기
계적 조직이 이 자본제 지배 사회에서 현실적으로 강요받는 모
순에 불과하다. 때문에, 그것이 어디까지나 단순한 다수 원리에 
기초하는 한, 이 데모크라시적 대중 개념 역시 예의 파쇼적 우중 
관념과 마찬가지로 결국 사회학적 범위를 벗어나지 못한다.
데모크라시적 대중의 관념은 그 각각의 개인 오성이 계몽되었다
는 것을 가정할 때에만 성립되는데, 실제 문제에서는 최대 다수
의 대중이 가장 잘 계몽되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앞서 언급한 
우중 내지 몹의 성질이 여기서도 아직 남아 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 파시즘은 종래 데모크라시 내지 자유주의에 지배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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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으로부터 우중 내지 몹의 잔재를 부추김으로써 사실 이를 
우중 내지 몹으로 이용했던 것이고, 이에 반해 데모크라시 내지 
자유주의는이 우중성 내지 몹의 성질을 점진적으로 감퇴시키는 
것에 그 희망을 거는 것이다. 이것이 자유주의 용어로서의(다른 
경우의 용어로는 별개의 문제이지만) 진보̇ ̇  개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잔재가 남아있다는 사실을 누구나 인정하지 않
을 수는 없을 것이다.
데모크라시적 대중의 우중다움은 그 피(被)데마고기성이라고 부
를만한 부분에 놓여있다. 대중 각각의 개인에게 있어서 계몽 작
용의 부족, 즉 오성의 미숙함은, 그들이 자기 스스로의 실제적 
일상의 이해(利害)와는 다른 이해(利害) 관념 내지 흥미를 가진다
는 점에서 드러난다. 그들의 관념이 충분히 현실적이지 못하며 
스스로의 물질적 근거로부터 괴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은 망상
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를 정치적으로 지배자가 강
조하고 이용하는 것이 바로 소위 데마고기이다. 이 피(被)데마고
기성이야말로 데모크라시적·자유주의적 대중 관념을 파악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역설해 둘 필요가 있
다.
그런데 말할 것도 없이 대중의 일상의 현실적 이해(利害)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람에 따라 완급은 있으나, 결국 대
중의 이해(利害) 관념을 정정할 수밖에 없다. 이는 자유주의자가 
종종 생각하듯이 대중의 오성이 진보했기 때문이 아니라, 차라리 
현실의 관계가 발전하여 그것과 관념과의 관계가 정정되기 때문
이며, 그 결과가 바로 소위 대중의 진보가 되는 것이지만, 어쨌
든 이리하여 데마고기는 차츰 효력을 잃어가게 된다. 데마고기는 
더 이상 대중지배자에게 유효한 수단이 되지 못한다. 왜냐하면 
[지배자는] 데마고기의 의식적 발신자로서 그 책임을 지지 않으
면 안 되기 때문이다. ―이는 당연히 누구나 아는 것이지만, 그
러나 이로부터 데마고기에 새로운 기능이 부여되게 된다. 말하자
면 [지배자는] 스스로 발신한 데마고기에 대한 대중으로부터의 
비판 그 자체를 거꾸로 데마고기라고 반박하기로 마음먹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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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이리하여 유언비어 단속이 [지배계급의] 주요 방침 중 하
나가 된다. 이제 데마고기를 통해 조작되지 않으면 대중은 도리
어 데마고기의 유포자로 내몰리게 된다.
그러나 유언비어를 퍼뜨린다고 상정된 이 대중은 실은 더 이상 
예의 피(被)데마고기성을 가지는 망상하는 우중이나 몹일 수가 
없게 된다. 왜냐하면 [지배계급이] 발신하는 데마고기에 대한 대
중으로부터 비판이 바로 소위 유언비어였기 때문이다. 때문에 이
는 실은 유언비어가 아니었으며, 이를 유언비어라고 주장하는 데
마고기가 새로이 [지배계급]으로부터 발신된 것에 불과하다. 이
리하여 사실상 대중은 그 피(被)데마고기성의 잔재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 ̇  오성적인 정치적 견해를 가질 수 있다고 데모크라시 내
지 자유주의 쪽에서 상정할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다. 적어도 대
중은 진리에 가까운 것을 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1935년) 총선거의 사례야말로 이 점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인다. 소위 비상시라는 외침에도 불구하고, 사회의 일반통념에 
따라서는 일단 비상시주의에 반대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무산파 
의원들이, 그 절대적인 수는 일단 논외로 하더라도, 확실히 눈에 
띄게 진출했다. 이에 반해 일본주의적 대의사(代議士) 후보자는 
한둘의 예외를 빼고는 죄다 실패했다. 이는 데모크라시적 대중의 
오성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오성에 의한 피(被)설득
력이 대중 속에서 발육되어 간다고 생각되는 것이다. 어떤 이는 
이를 정치교육 성공의 결과라고 하며, 어떤 이는 이를 신관료적 
숙정선거 덕이라고 한다. 확실히 일단 그리 되었다는 점만은 분
명한 사실이리라.
그러나 이러한 현상에 기초하여 기계적 개념인 이러한 대중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지극히 위험한 짓이다. 첫째 이 대중은 
소위 무산정당이라는 것이 신관료나 군부적 색채 소유자와 결합
한다는 것을 상상조차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오늘날 무산정당 
그 자체가 사회파시스트적(일종의 국가사회주의적) 속내를 가지
고 있다는 점을 깨닫지 못한다. 이미 그런 양상이 명백해진 시점
에도 의연히 이를 깨닫지 못한다면, 그러한 대중은, 즉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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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모크라시적으로 표현되는 대중은, 어쩌면 반영구적으로 이를 
깨달을 기회를 가지지 못할지도 모른다. 즉, 이는 결국 결정적인 
시기에 파시스트적 데마고기에 이끌려 휘둘릴 대중일 뿐이라고 
보아야 할지도 모른다. 따라서 무산정당이 참된 무산정당으로 머
무르는 한(종종 일본주의자들도 무산파라고 불리는 경우가 있다
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데모크라시적 대중은 결코 무산파의 
끝없는 진출을 가져다주지는 못할 것이다. ―단지 이 대중은 오
래된 정우회적·민정당적 데마고기나 너무나̇ ̇ ̇  새로운 일본주의정당
의 데마고기를 신용하지 못했던 것뿐이며, 그렇게 충족되지 못한 
정치적 의견의 에어 포켓{air pocket}을 새로이 「무산파」의 주장
으로 우연히 메꾼 것뿐이다. 이것이 데마고기인지 아닌지 따위는 
당분간 그들의 관심사가 아니며, 따라서 파시스트적 데마고기도 
만약 그것이 단지 [무산파적이라면] 언제라도 대신 채용할 수 있
을 것이 분명하다.
이상 언급한 것은 실제 단지 하나의 예에 불과하지만, 이것만으
로도 데모크라시적 대중의 기계적 조직성을 자기 스스로에 의한 
조직이라고 보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며 또 얼마나 협소한 것인
지 예증되었다고 생각한다. 단순한 의회정치주의나(명목뿐인 파
시스트적 데모크라시?로부터 실제 체감되는 자유주의적 데모크
라시까지 모두 포함해서) 사회민주주의에서의 대중̇ ̇ 이라는 것의 
의미가 바로 이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합법적인 의회정치주의가 
어찌나 합법적으로̇ ̇ ̇ ̇ ̇  파시즘 그 자체를 초래했는지 또 사회민주주
의가 파시스트 정권의 확립에 어찌나 절대 불가결한 요인이었는
지는 이탈리아나 독일 등의 국가의 역사적 전례로 충분히 판단
할 수 있다. ―사회학적 대중 개념, 단순한 다수의 원리에 기초
한 대중의 개념이 불충분하다는 말의 현실적 의미는 이로써 명
백해진다.
이제 다음으로 사회과학̇ ̇ ̇ ̇ 적 대중 개념은 어떤지 살펴 볼 차례이
다. 이는 그냥 다수가 아니라, 무산자이며 피지배자이기 때문에 
다수이며, 또 역으로 다수이기 때문에 무산자이자 피지배자인 것
이다. 이 다수라는 양은 경제적이고 정치적이며 사회적이고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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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질을 가지고 있다. 이 질이란 바로 대중 그 자체가 가지는 
자기 스스로에 의한 조직̇ ̇ 력이다. 여기에 비로소 무릇 여러 의미
에서의 대중의 적극성̇ ̇ ̇ ·자발성̇ ̇ ̇ 이 놓여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대
중은 여기서 비로소 자기 스스로 스스로를 조직하는 사회인 집
단을 일컫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의미에서 대중은 
동시에 대중 조직̇ ̇ ̇ ̇ 과 다름없다. 대중은 단지 단조롭게 늘어선 기
계적 다수도 아닐 뿐더러 무조직한 케이어스{chaos}인 몹은 더
욱 아니다. 이것은 바로 조직이다. 스스로에 의한 조직이 없는 
한 대중은 없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미 조직된 것만이 대중이라고 주장
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대중은 다수의 단지 한 부분 내지 
그 중 지극히 작은 한 부분이 되어 버려서, 대중이라고 부를 수 
없는 한 종파가 되어 버릴 수밖에 없다. 사실 이런 대중의 개념
이 사회과학 쪽에 이미 잠입해 들어 와 있다. 지극히 높은 의식
을 가진 프롤레타리아 같은 것만 대중이라고 해대는 대중 관념
도 없지 않다. 그러나 말할 것도 없이 미(未)조직 대중도 역시 
대중인 것이다. ―그리하여 대중의 조직이란 이미 조직화가 끝난 
대중이 아니라, 일부분 조직되고 다른(아마도 더 큰) 부분은 아
직 조직되지 않았지만 결국 조직될 방침에 놓여 있는 무산자적 
피지배자의 전체 다수̇ ̇ ̇ ̇ 이며, 따라서 또한 자연스레 사회의 모든 
구성원 중 대다수̇ ̇ ̇ 를 가리키지 않으면 안 된다. ―다시 한 번 말
하지만, 여기서의 조직이란 사회의 다수가 동시에 무산자이며 피
지배자라는 점을 매개로 하여 비로소 가능해지는 조직을 의미한
다. 이러한 조직이 있음으로써 비로소 대중은 대중이 된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해야만 하는 점은 이 대중이라는 것도 결코 
단순한 다수라는 규정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니다̇ ̇ ̇ 라는 점이다. 
즉, 대중문학의 독자 대중이라는 것이나 영화의 관중 대중이라는 
것도 이러한 대중의 조직 문제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따
라서 우리들의 마지막 개념으로부터 보자면 명백히 부당하다고 
할 수밖에 없는 파시즘의 대중화̇ ̇ ̇ ̇ ̇ ̇ ̇ 라는 현상 역시 엄연히 가능한 
사실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파시즘이 대중적 지반으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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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발생하지 않은 나라 역시 파시즘의 대중화라는 측면에서 조
금도 예외가 될 수 없다. ―따라서 동시에 대중의 의회적 활동, 
부르주아 데모크라시의 활동 역시 오늘날 대중의 빼놓을 수 없
는 활동 규정의 하나로 보아야 한다. 의회에서의 데모크라시적
(사회학적) 다수̇ ̇ 가 사회에서 사회과학적 대중̇ ̇ 과 직접 연관된다는 
단순한 하나의 사실을 결코 가벼이 취급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미 조직된 부분이 대중의 극소 부분에 지나지 않더라도 그 조
직의 진행이 방침에 따라 착실하게 진전되고 있다면, 이는 명백
히 살아있는 대중조직이며, 거기에 바로 대중에의 길 즉 대중성
이 놓여 있는 것이다. 소수자̇ ̇ ̇ 가 대중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바
로 이러한 대중의 메커니즘을 통해 가능해진다. 이것이 파시스트
적 소수자(지도자 등)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은 말할 나위도 
없다. 예를 들어, 이탈리아의 파시스트당은 다수의 지방 여러 단
체(이것이 바로 파쇼라는 단어의 최초 의미였다)로부터 순차적으
로 종합되어 온 것임에도 불구하고, 파시스트 정치 지배가 성립
되자마자 이미 무산자적·피지배자적 다수 조직을 온 힘을 다 해 
저지할 각종 수단을 채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보자면, 이는 
명백하다.
대중이 다수이면서 동시에 다수 이상의 것이며 바로 그렇기 때
문에 일견 다수의 규정에 반하는 것 같은 여러 규정이 등장할 
수 있다는 점이 오늘날 대중이라는 관념을 애매하고 곤란한 것
으로 만든다. 대중은 어떤 경우에는(그것이 지배에 있어서 필요
한 경우에는) 분명히 우매한 것이다. 또 다른 경우에도(대중이 
스스로 지배하게 될 경우에도) 대중은 평균하면 다름 아닌 저속
한 평균치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약점에도 불구하
고, 대중이 스스로 지배자가 될 때, 즉 대중이 대중 자신의 것이 
될 때, 대중은 새로운 가치의 척도다. ―현실에서 대중의 패러독
스는 오로지 역사적으로만 풀 수 있다. 나는 여기서 그 분석적인 
관념상 해결의 한 단초를 간단히 시도해 본 것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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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유주의·파시즘·사회주의

오늘날 일본의 사회사상이라고 하면, 자유주의와 파시즘, 사회주
의의 세 가지라고 할 수 있다. 이를 단순한 사상으로 보자면, 자
유주의·일본주의·유물론의 세 가지라고 해도 무방하다. 그러나 
이들 모두 그냥 단순한 사상이 아니라 사회적 존재이자 사회적 
운동이라는 점은 다시 말할 것도 없는 사실이다. 즉, 이들 사상
은 모두 다소간의 형태를 띤 사상체계̇ ̇ ̇ ̇ 를 가질 뿐 아니라, 그것이 
발생한 계급적 내지 사회층적 지반에 기초하고 있으며, 이 지반
에 기초하여 이 사상체계와 그 사회적 운동을 짊어질 역군인 사
회계급 내지 계층을 가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 사회사상은 
모두 그 사상체계·운동양식·사회적 지반·주체(사상 내지 운동을 
짊어질 역군)라는 네 가지 주된 점을 통해서 관찰되어야 한다.

1.
편의상, 자유주의를 그 사상체계̇ ̇ ̇ ̇ 의 동기를 이루는 각종 원천에 
따라 분류하는 것부터 시작하도록 하자. 애초부터 엄밀한 의미로
서의 사상체계를 가진 자유주의의 예를 찾는 것은, 특히 일본 같
은 곳에서는, 지극히 힘들지만, 일단 스스로를 형성하는 최소한
의 체계도 가지지 못한 사상은 어디에도 있을 수 없다. 이론적으
로 대략 세 가지 원천으로부터 자유주의의 체계에 대한 동기가 
부여된다고 생각된다.
역사상 가장 오랜 이론적 동기는 물론 경제상의 레세-페
{laissez-faire}이다. 널리 알려진 대로 근세 자본주의사회에서의 
개인의 자유 관념이 이를 뒷받침하는데, 이 점은 사실 자유주의 
일반이 공유하는 기반이며, 이 경제상 동기만이 특별히 띠는 특
징은 아니다. 이러한 경제상 동기의 특징은 자본적 경제인̇ ̇ ̇ 으로서
의 인간적 행동의 자유(기업, 교역 및 흥정과 계약의 자유)가 그 
인간적 자유의 중심을 이룬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를 일반 용어
를 빌려 「경제적 자유주의」라고 부르기로 하자. 이는 상승기 자
본주의의 일반적 특징을 이루는 것이며, 이 근본정신은 자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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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함께 발전해 나아가는 것이지만, 원래 반봉건적 관료의 지배
를 조건으로 발달해 온 일본 사회에서는 이 자유주의조차 결코 
충분히 발흥하지 못했다. 이는 물론 일본에만 한정된 문제가 아
니며, 독점자본주의 시대에 돌입하면서 각 개인의 자본가적 자유
는 자본가 중 특수한 소수의 과두(寡頭) 대자본가만이 가질 수 
있는 자유로까지 변질되어 왔다. 지금은 자본주의 그 자체가, 그 
경제적 자유라는 정신은 어찌어찌 지키면서도, 현실적 형태로는 
이 자유에 대한 사회적 제한인 통제경제를 도입하기에 이르렀다. 
최근 이 점이 일본에서 특히 현저하게 나타난다는 점 역시 모두 
알고 있는 바이다.
이는 결코 자본주의의 폐기나 그 개량 같은 것이 절대 아니며, 
자본주의 그 자체의 본질이 강조된 것에 불과하다. 어쨌든 오늘
날 이 자본주의에서 경제적 자유주의는 그 원래 모습 그대로는 
통용되지 못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오늘날 일본에서 경제적 자유
주의는 사상으로서 거의 완전히 무력해졌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통제경제와 자유경제 간의 충돌은 나날이 심해지며, 소상인층의 
상권 옹호나 반조(反組)운동200), 백화점 습격 등과 같은 운동으
로 드러나게 된다(세간에서는 통제경제에 대한 자유경제 측의 반
대를 무려 파시즘에 대한 반대라는 측면에까지 결부시킨다. 물론 
이를 자유주의라고 부르지 못할 이유도 없기는 하다. 그러나 이
런 식의 경제적 자유주의는 참으로 씁쓸한 「자유주의」이지 않은
가). 그러나 이런 운동으로는 이미 천하의 객관적 대세에 저항하
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들에게서 미래에 대한 전망을 찾
을 수 없으며, 따라서 사상으로서는 그냥 소수 소시민의 동정이
나 상공성(商工省)에서 펼치는 정책 이상의 형식이나 체계를 가
질 수 없다. 경제적 자유주의는 사상으로서 이미 과거의 것이다.
두 번째는 「정치적 자유주의」이다. 이는 본래 경제적 자유주의의 
직접적인 정치적 결론이었으나, 결론은 전제로부터 상당히 독립
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 정치적 자유주의는 대개 민주주의̇ ̇ ̇ ̇ (부르
주아 데모크라시)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대체로 
데모크라시 쪽은 부르주아 대두기의 정치적 이데{Idee}인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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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 쪽은 주로 자본주의 몰락기나 그에 대한 큰 저항에 조
우했을 때에 일어나는 수동적인 정치적 자유주의를 가리키는 경
우가 종종 있다. 따라서 오늘날 일본에서 보통 생각되어지는 소
위 「자유주의」는 반드시 데모크라시일 필요는 없으며(그런 적극̇ ̇

적̇인 정치적 자유주의였다면 현재의 일본 사회주의 쪽에서도 역
시 이를 꼭 필요한 하나의 단계로 인정해줘야 할 것이다) 주로 
이 소극적̇ ̇ ̇ 인 정치적 자유주의일 뿐이다. 어느 쪽이든 정치적 자
유주의이긴 하지만, 정치적 자유주의가 이렇게 적극적 측면과 소
극적 측면의 양면을 가진다는 점만으로도 이 자유주의에 대해 
어떤 진보적̇ ̇ ̇  진단을 내리는 경우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현재의 정치적 자유주의는 주로 이 소극적 측면에 해당되는 것
이기 때문에 이로부터 오늘날 자유주의의 한 가지 현저한 특징
이 도출된다. 즉, 오늘날의 자유주의자 대부분은 이전에 다소 적
극적 공세를 펼친 전통적인 부르주아(지주 역시 포함해서) 정당 
자체와 관계된 자가 아니라, 이로부터 비교적 독립된 언론가에 
불과하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바바 쓰네고(馬場恒吾), 기
요사와 기요시(清沢洌), 하세가와 뇨제칸(長谷川如是閑), 게다가 
오자키 유키오(尾崎行雄)201)조차 그렇다. 그리고 이 특징은 이러
한 자유주의가 거의 어떠한 사상체계로서도 등장하지 못하고 그
냥 주로 자유주의적 기분̇ ̇ 으로만 드러나게 된다는 또 하나의 특
징을 낳는다. 뇨제칸(如是閑)과 같은 사상가는 체계를 가지지만, 
그의 체계는 자유주의를 체계화한 것이 아니라 뭔가 다른 것(부
르주아 유물론?)의 체계일 뿐이다. 뇨제칸(如是閑)이 자유주의자
로 불리는 것은(이제 와서는 반드시 그렇게 불리지는 않을지도 
모르나) 그냥 그로부터 독자가 얻은 인상 즉 기분̇ ̇  덕에 그리 명
명된 것일 뿐이다.
여기서 조금 특이한 경우는 가와치 에이지로(河合栄治郎)일 것이
다. 그는 일본에서 거의 유일한 자유주의 체계가(体系家)이다. 그
의 체계의 이론적 동기는 차라리 이상주의적·윤리적 원천으로부
터 나오는 것이며, 그 점에서 볼 때에 차라리 이후 살펴볼 제3의 
리버럴리즘에 속하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정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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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는 참으로 보기 드물게 사상체계를 지니고 있는 경우에 
속한다. 그는 예의 경제적 자유주의(그에 따르면 제1기 자유주
의)를 주장하지 않으며, 도리어 이 자유의 사회주의적̇ ̇ ̇ ̇ ̇  통제를 제
창한다. 이것이 제3기 자유주의로서의 사회주의̇ ̇ ̇ ̇ 라고 한다. 그러
나 이 자유주의적 사회주의(?)는 일본에서 거의 어떠한 정치적 
활동과도 결부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이는 사실상, 우익 사회
민주주의(아마 사회대중당의 일부)와 가까울 터이지만, 이 대학
교수의 사상체계와 그런 운동이나 운동 주체 간에는 사실 별 관
계가 없는 것 같다. ―때문에 이것 역시 앞서 언급한 기분적 자
유주의와 사회적으로 별다른 존재가 되지 못한다. 원래 기분적 
자유주의는 더욱 극단적으로 이러한 정치적 활동으로부터의 자
유(정당 등으로부터의 자유)까지도 의미하는 듯이 보인다.
그러나 기분적 자유주의가 가지는 최대의 강점은 그것이 사회 
일부의 상식̇ ̇ 을 대표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 한에서 일종의 대
중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이 기분적이라는 점 역시 이러
한 일종의 대중적 상식을 충실히 반영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
고 이 상식은 분명히 소시민 일부가 소유하는 것이며, 주로 언론
능력을 가진 중간층의 일부가 지니는 정치상식에 대응되는 것이
다. 기분적 자유주의자의 대다수가 신문기자 출신이라는 것은 결
코 우연이 아니다. 이전 자유민권시대에 봉건적 지배의 잔재와 
목숨을 걸고 투쟁한 자 중에도 신문기자들이 많았다.
그러나 더 광범위한 정치상식, 즉 오늘날의 보통선거에서 드러나
는 거의 완전한 평균치적 정치의식 소유자들의 상식에 대응되는 
것은 이 언론적 자유주의가 아니라, 이 언론을 중심으로 하는 듯 
보이지만 실은 실질적으로는 그리 관계없는 현재의 의회정치적 
데모크라시(「입헌주의」)이다. 확실히 이것 역시 정치적 자유주의
임은 분명하다. 자유주의가 입헌적 의회제도라는 정치제도̇ ̇ ̇ ̇ 를 의
미하는 한 그렇다. 독재제도에 대비되는 의회제도가 그냥 흔히 
자유주의라고 생각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일본의 의회제도는, 의회제도로서도 이미 사실상 
상당히 [파쇼]화되었을 뿐더러, 그 제도 자체가 정치적 자유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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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는 거의 독립된 것으로 변질되어 버렸다. 정부, 관료, 군벌 등
이 의회나 부르주아 정당의 자유주의를 억압할 뿐 아니라, 이보
다 더 중요한 측면을 보자면, 의회나 부르주아 정당 그 자체가 
의회제도의 명목상으로, 또는 어느 정도까지는 실질적으로도, 그
러한 정치형식과는 완전히 독립적으로 자유주의와는 아주 다른 
특징을 띠는 것으로 변했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이는 의회제도를 
채용한 일종̇ ̇ 의 파시즘인 것이다. 파시즘을 독재제도라는 정치형
식을 통해서만 생각해서는 안 되며, 정치형식으로 독재제도를 취
하지 않는 파시즘은 영국이나 아메리카, 프랑스에도 얼마든지 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일본에서는 이 입헌적̇ ̇ ̇  파시즘 전반을 
그냥 「자유주의」라고 생각하고 있다. 여기 바로 크나큰 착오가 
도사린다. 자유주의의 본질 인식을 어렵게 하는 통속적 원인 중 
가장 중요한 것 하나가 바로 이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입헌적 
파시즘이 스스로를 부분적으로 가장하는 자유주의적 의태(擬態) 
역시 사람들을 홀리는 것이다. 말하자면, 이는 주로 이 파시즘이 
특히 직접행동적 내지 밀리터리스틱한 일본파시즘과 대립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현상이며, 중신(重臣) 블록이나 정부에 의한 기
관설 배척의 [의태]나 장상(蔵相)202)의 건전재정, 통제파의 배후
에서 보이는 일종의 「자유주의」[가 바로 그것이다]. 이는 원래 
어떤 실질을 띠는 자유주의가 아니고, 때때로 일어나는 저항물의 
그림자처럼 부작용(副作用)으로 수반되는 것에 불과하지만, 세간
은 그 뒤에 뭔가 실질적 자유주의가 감추어져 있다는 식의 환상
을 품는 것이다. 물론 우리는 이것을 도저히 자유주의라고̇ ̇ 는 부
를 수 없지만. ―일반적으로 오늘날 자유주의는 자본제 태동기의 
데모크라시와는 달리 소시민, 그것도 다소 지적 능력이 풍부한 
소시민층의 이데올로기이지만, 현재의 소위 「데모크라시」 쪽은 
자유주의와는 달리 노골적인 지주·부르주아의 이데올로기이다. 
게다가 이것이 영세농의 존재와 그들의 프롤레타리아로의 전환
을 [기본조건]으로 삼는 일본 자본제의 특수성에 기초하여, 중농, 
소상인 등의 이해(利害) 의식과 연결됨으로써 일종의̇ ̇ ̇  파시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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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올로기가 되는 것이다.
현재 자유주의의 제3의 이론적 동기는 문화상의 자유이다. 이를 
잠정적으로 「문화적 자유주의」라고 부르자. 이는 문화의 진보 발
달, 휴머니티의 고양, 인격의 완성 등으로부터 자유의 마지막 철
학적 근거를 발견한다. 이것은 문화적 인텔리겐치아에 고유한 이
데올로기이며, 그들의 손에 의해 사상체계를 부여받고, 그들의 
이해(利害)를 대표하며, 그들의 손에 의해 운동의 형태로 옮겨진
다. 전향문학으로부터 순문학, 통속문학(기쿠치(菊池)·구메(久
米)203) 등)을 포함한 문학 동향(대중문학은 별개다)은 오늘날 무
엇보다 유력한 사회적 운동이며(동인잡지의 수를 보라), 이 문학
이야말로 오늘날 문화적 자유주의의 아성이다. 그리고 이와 어깨
를 나란히 하는 각종 부르주아 관념론 철학(니시다(西田) 철학, 
인간학주의 등)이 또한 그렇다. 니체나 키에르케고르, 하이데거
조차 일본에서는 파시즘 철학이 아니라 참으로 문화적 자유주의 
철학으로 받아들여졌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그러나 일본의 문화적 자유주의는 문화적이긴 하지만 자유주의
로서는 결코 일관되지 못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말하자면, 이것
과 정치적 자유주의 사이에 현재 어떠한 관계도 없다는 점은 차
치하더라도, 이 문화적 자유는 바로 그 스스로를 위한 정치적 추
구로부터도 완전히 동떨어져 있다. 이러한 점에서 프랑스의 진보
적 자유주의 문학자들의 움직임과는 그 방향을 달리한다. 일본의 
문화적 자유주의는 현저히 문학주의적이다. 행동주의도 이 한계
를 벗어나지 못했으며, 학예자유동맹(学芸自由同盟)은 아직도 잠
들어 있다.
입헌적 파시즘은 물론 논외이지만, 앞서 언급한 기분적 자유주
의, 체계적 자유주의, 또 이 문화적 자유주의는 과연 유일한 과
학적 사회주의인 마르크스주의에 대해 각자 기분적으로, 사상체
계적으로, 또 문학적으로 반대하거나 갭을 느끼고 있다. 이들 각
각의 진보성을 측정하는 것이 오늘날 사회주의의 실제 문제 중 
하나인데, 진보의 관점으로부터 볼 때 그나마 원칙적으로 가장 
유망한 것은 문화적 자유주의일 것이다. 그것이 정치적̇ ̇ ̇  자유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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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아닌 한, 정치상 과학적(유물론적) 사회주의와 직접 충돌할 
필연성은 없기 때문이다. 그 다음으로 유망한 것은 기분적 자유
주의이다. 이는 정치적 자유주의이긴 하지만, 기분은 원칙적으로
는 존중할만한 것이 못 되기 때문에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는
다. 가장 유망하지 못한 것이 바로 체계적 자유주의이며, 같은 
사회주의라는 탈을 뒤집어쓰고 있기에 과학적 사회주의와 도리
어 직접 충돌할 가능성을 품고 있다. 이 점에 있어서는 기독교 
사회주의나 무정부주의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마르크시즘에 있
어서 이 자유주의는 사회적 운동으로서 무정부주의나 기독교 사
회주의보다도 훨씬 더 미약하기에 현재 그리 큰 문제가 될 수 
없다. 물론 이러한̇ ̇ ̇  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이 자유주의 전반 또는 
자유주의 실질에 대한 사회주의적 비판의 전체를 이룬다고 생각
해서는 안 된다.

2.
오늘날 소위 「데모크라시」=입헌의회제의 소위 자유주의라는 것
의 본질이 일종의 (입헌적) 파시즘에 불과하다는 점은 이미 서술
했다. 이는 부르주아적이고 지주적인 정당이 그 역군으로서의 역
할을 짊어지는 일종의 파시즘이지만, 그들이 지반으로 삼는 것은 
꼭 부르주아지나 지주 자신들만이 아니다. 이를 덧붙여 지적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일반적으로 파시즘은 독점·금융자본이 야기
하는 필연적인 사회적·정치적 체제이며, 현실적으로는 대(大)부르
주아지 스스로(따라서 또 대지주 스스로)의 이해(利害)를 대표하
고, 때문에 지주 및 부르주아를 그 지반으로 삼아야만 하지만, 
일반적으로 파시즘에 고유한 한 성질은 바로 이 현실적인 지반̇ ̇ ̇ ̇ ̇ ̇

이 그 관념상의 지반̇ ̇ ̇ ̇ ̇ ̇ 과 사회층을 달리 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 일종의 정당적 파시즘은, 보통선거에서 드러나듯, 평균적인
(정치적 지능에서도 평균적인) 중간층의 이해(利害)를 대표한다고 
중간층 스스로가 생각함으로써 가능해진다. 아니, 사실 중간층이 
스스로의 정치적 이해를 그들의 경제적 이해와 완전히 다르게 
착각할 정도로 정치적 이해라는 정당정치적 결과를 신용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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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차 아니다. 차라리 그런 정치적 이해에 대한 불신 덕에 일종의 
타동적(他動的)인 보통선거식 통념만을 가지고 무의식적으로 이
러한 정당 또는 정당파시즘을 지지한다든지 그 팬이 되는 것이
다.
알다시피 정우회는 지주적인 정당이고, 민정당은 조금 더 자본가
적인 정당이다. 그들의 현실적 지반이 다르다는 점에 맞추어, 그
들의 관념적 지반 역시 달라지며, 전자는 농업인구 중간층(즉 소
위 「농촌」), 후자는 상공업인구 중간층(즉 소위 「상공업자」)의 관
념을 선거의 모태로 하고 있다. 따라서 그만큼 파시즘으로서의 
외모에 차이는 있으나, 이는 사실 그리 커다란 차이라고는 할 수 
없다. 예를 들어 한쪽이 국체명징(国体明徴)(원래 이것도 약간 다
른 파시스트로부터 빌려온 것이지만)·적극재정(이것 역시 실은 
호랑이의 위세를 빌린 여우 꼴이다)으로 나가면, 다른 쪽은 국
방·재정·산업의 삼전주의(三全主義)로 나간다는 정도의 차이에 불
과하다(1936년 2월 중순의 상황).
두 번째 파시스트층은 관료 내지 신(新)관료이다. 신관료는 오카
타(岡田)204) 내각 이래 특히 목소리가 커진 존재이지만, 이는 단
지 일본 관료 자체의 본래 특색이 비상시에 맞춰 강조된 것일 
뿐이며, 관료의 본질을 떠나서 무슨 신관료가 따로 있는 것은 아
니기 때문에 이제 와서 관료와 신관료를 원칙적으로 구별하는 
것 따위는 무의미할 것이다. 일본의 관료는(군인 관료는 뒤에 따
로 다루기로 하고) 봉건적 내지 반(半)봉건적 세력과 부르주아지
가 점진적으로 일치해 나가면서 서서히 발달해 온 것인데, 오늘
날 이들이 순정 부르주아지에 대한 반(半)봉건적 분자로 고개를 
다시 내민 것에 불과한 것이 소위 신관료이며, 이것이 바로 관료
적 파시즘 정책의 핵심일 뿐이다. 정당적 파시즘은 형식적으로는
(보통̇ ̇ 선거식으로) 아래로부터̇ ̇ ̇ ̇ ̇ 의 파시즘의 형식을 띠지만, 이 정
당 자체가 사회의 지배적 상층 출신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는 결국 말하자면 상층으로부터의̇ ̇ ̇ ̇ ̇ ̇ ̇  파시즘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에 반해서, 관료 파시즘은 상부로부터의̇ ̇ ̇ ̇ ̇ ̇  파시즘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것도 입헌적 파시즘의 일종이다. 단지 이들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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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적 파시즘과 구별되고 대립되는 점은 정당적 파시즘이 입헌[의
회]제를 사회적으로 형식화하고 유명무실화하는 데에 반해서 관
료적 파시즘은 이것을 법적이고 제도적으로 무력화하려 시도한
다는 점에 있다(이 대립 때문에 예를 들어 내각심의회·숙정선거·
[사법]권의 파쇼화 등이 발생한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도 역시 
미약한 「자유주의」가 울부짖는다!).
정당적 파시즘은 중간층의 이해(利害)를 대표하는 듯이(이것이 
말로는 일본제국의 이해(利害)가 된다) 보이면서도 실은 정당 자
신, 즉 지주·부르주아 자신의 이해를 대표한다는 점을 스스로도 
상당히 자각하고 있다. 그러나 관료는 직업단체이긴 해도 이익단
체가 아니며 엄연히 국가의 머슴이기 때문에 관료적 파시즘은 
그 역군 스스로의 이해(利害)를 직접 자각하지는 못한다(고급관
리와 부르주아 간에 사실상 이루어지는 연결은 일단 문제 외로 
한다). 여기서 관료적 파시즘의 일종의 도의적 자신감과 대의명
분이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대의명분에도 불구하고, 
그 대의명분의 도덕 체계는 지극히 빈약하다. 다만 각자 그때그
때 머리에 떠오르는 대로, 어떨 때는 농본주의(고토(後藤)205) 내
상(内相)206)), 어떨 때는 「방인(邦人)주의」 같은 것(마쓰모토 가쿠
(松本学)207))을 주창하는 것일 뿐, 사실 제대로 정리된 바가 없
다. 정당정치가 역시 그들이 지주·부르주아의 대변자임에도 불구
하고, 일단 사상적으로는 그리 뛰어난 웅변가라고 할 수 없다. 
사실 그런 표어들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대부분 빌려온 것들에 
불과하다(앞서 들었던 예 이외에도 「명랑」이라든지 「거국일치」 
같은, 우습지도 않은 프라제).
밀리터리 파시즘에 이르면, 이러한 대의명분적 사상의 원칙이 지
극히 명확해진다. 군부의 소장(少壮)분자 중에는 기타 잇키(北一
輝) 등의 정치사상체계가 유행인 듯하나, 사실 대의명분 사상에
게 그러한 이론적 체계 따위는 필요가 없다. 여기서는 다만 충군
애국(忠君愛国)의 네 글자만으로 모든 사상이 집약된다. 그러나 
군부의 이데올로기도 여기까지 집약되기까지는 상당히 기나긴 
경로를 거쳤던 것이다. 예전에는 농촌주의(도시반대주의)나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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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경제주의, 심지어 헤라클레이토스식의 「투쟁의 철학」까지 끌
어 왔었다. 그러나 결국 이것들은 모두 다 국방지상(国防至上)이
라는 정신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예전의 다카하시(高橋)208) 장상
(蔵相)의 예산 관련 내각회의 성명에 대한 육군의 반박문을 보아
도 알 수 있듯이,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국방이며, 농촌문제나 
통제경제 같은 재정산업의 문제는 이를 기안한 내각의 책임일 
뿐이기 때문에 [군부가 알] 바가 아니라는 수준에까지 이 이데올
로기는 발달한 것이다.
이 밀리터리 파시즘 이데올로기는 각종 군인(주로 현역인 재향 
장교)을 그 역군으로 삼고 있는 셈인데, 일단 그들의 직업적 이
해(利害)는 별도로 치더라도, 어쨌든 이 사회층의 진정한 이해(利
害)를 대표한다고 하기는 어렵다. 이 이데올로기의 관념적 지반
은 농촌도시의 평균적 인구의 상당 부분을 점하고 있으며, 재향
군인, 청년단, 청년학교생 등만 보아도 어마어마한 수에 달한다. 
따라서 이들 분자의 이해(利害)를 직접 대표하는 것이 아님은 물
론 분명하다. ―이 사상의 운동 형태는 지금 더 말할 필요 없을 
정도로 잘 알려져 있다.
군부의 비상시적 움직임을 동기로 하여 군생(群生)하는 것이 우̇
익국수반동단체적̇ ̇ ̇ ̇ ̇ ̇ ̇ ̇  파시즘이다. 5·15 사건 직후, 이런 종류의 파
쇼 단체가 급격히 증가했다. 이는 처음에는 종래의 국수반동단체
의 연장선에서 발생했던 것이며, 따라서 본질적으로도 강령 상으
로도 그리고 멤버 구성을 보아도 봉건적인 세력에 기초하고 있
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극히 많은 수의 단체가 자본주의(또
는 차라리 자본가) 타도의 강령을 걸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사회
주의의 형태를 띤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때문에 이는 엄연
히 파쇼(단지 뒤에서 설명할 일본형의 파쇼)였던 것이다. 파시즘
의 국제적 공통성은, 처음에는 자본주의 타도의 슬로건을 걸고 
과학적 사회주의에 대한 반대세력을 결성하지만, 이윽고 때가 되
면 이 슬로건을 은근슬쩍 얼버무리고는 완전히 반대 효과를 가
지는 슬로건으로 갈아 치우는 짓거리를 한다는 점이다. ―이렇게 
이 파시즘은 특수한 형식의 일본 파시즘 중에서도 비교적 이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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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아나 독일 파시즘의 전형에 가까우며, 그 사회적 결속이나 사
병적 활동, 비입헌적 [직접] 행동 등이 이를 특징적으로 표현한
다([소장(少壮)장교들] 중에서도 한때 이러한 여러 활동의 징후가 
확실히 유행했다. 예를 들어 의회제도에 대한 극도의 반감·명령
체계 혼란 등). 따라서 이것은 일단 아래로부터̇ ̇ ̇ ̇ ̇ 의 파시즘인 것이
다. 물론 이론적으로 정밀히 말하자면, 참된 의미의 파시즘은 결
코 참으로 「아래로부터」의 것일 수는 없지만.
일본적 파시즘의 이데올로기̇ ̇ ̇ ̇ ̇ 를 한때 가장 화려하게 전개한 것이 
바로 우익국수반동적 파시즘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는 이 이데올로기 역시 각각 뚜렷한 체계적 진실을 지니지도 못
했으며, 더욱이 전체를 통일시킬 세계관 구조 같은 것은 없었다. 
정신주의, 농본주의, 일본국민주의, 아시아주의, 동양주의, 왕도
주의 등등으로 분열되어 갈 곳을 잃고 있었다. 그러나 외견상 이 
세력들의 불길이 다소 잦아들면서, 각종 파쇼 단체의 정리, 통일
이 진행되어, 드디어 그 이데올로기 자체의 통일화가 실현된다. 
이것이 바로 황도주의를 거쳐 이윽고 국체명징̇ ̇ ̇ ̇ 주의에까지 귀착
된 것이다. 이를 시그널로 하여 파쇼 단체들이 통일되고 그 사상
원칙이 서서히 구체적 형태를 얻게 되었다. 그러나 여기까지 이
르면 이제 이것은 단지 하나의 낱말̇ ̇ 에 불과할 뿐이며, 어떠한 체̇
계적̇ ̇  사상도 아니게 된다. 이 점 때문에 밀리터리 파시즘 이데올
로기와 완전히 잘 어울리는 한 쌍의 부부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우익사상단체의 이 통일운동과 병행하여 벌어진 
우익애국주의적 노동조합 발달을 놓쳐서는 안 된다. 일본산업노
동클럽(日本産業労働クラブ)이나 총연합(総連合)의 움직임이 바
로 그 예이다.
모든 파시즘은 현실적 지반과 관념적 지반이 서로 어긋나 있으
며, 따라서 그 이데올로기는 특히 더 관념적이며 특히 더 이데올
로기쉬할 수밖에 없다(원래 정확하게는 데마고기쉬라고 하는 편
이 나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이데올로기 자체는 또 다른 의
미에서는 완전히 이데올로기로서의 자격을 결여하고 있다. 사상
으로서 사실상 어떤 이치가 통할만한 시스템을 결여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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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마지막으로, 앞서 언급하긴 했지만, 세간에서는 단지 통제경제
를 가리켜 파시즘이라고 부르는데, 말할 것도 없이 이것은 정치
적으로는 파시즘의 지극히 미약한 하나의 특징일 뿐이다. 경제적
으로 이것이 아무리 금융·독점자본과 직접 관계를 가진다 하더라
도).
지금까지 서술한 것이 오늘날 일본파시즘의 각종 양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일본형 파시즘이란 어떠한 특색을 가진 파
시즘일까(이것이 일종의 파시즘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문
제가 없다고 봐도 된다). ―일본에 고유한 봉건적 잔존 세력(여기
에는 수없이 많은 중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을 그 기초조건
으로 삼음으로써 비로소 그 위에 파시즘의 일반적 조건을 세워 
낼 수 있었던 파시즘, 또는 이러한 봉건적 세력이 파시즘의 형태
를 획득한 것이라는 식으로 대략 요약할 수 있으리라. 이것으로 
지금껏 서술해 온 일본파시즘의 각종 양상의 공통된 특색을 지
적할 수 있다고 본다. 물론 여기에서 이러한 일본파시즘의 일반
적 분석을 시도할 여유는 없다. 그러나 바로 이것이야말로 사회
주의가 바로 내일부터라도 다루지 않으면 안 될 최대의 실제적 
과제인 것이다. 이 과제가 앞서 언급한 자유주의의 진보성 검토
라는 과제와 직접 연결된다는 점 역시 따로 말할 필요 없는 사
실이다. 즉 여기에 자유주의와 파시즘의 현실적 관계가 놓여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관계 규정이야말로 오늘날 일본의 과학적 
사회주의 앞에 놓인 무엇보다도 실천적인 과제인 것이다. 반(反)
파쇼 공동전선 내지 전선통일의 문제가 바로 그것이며, 노동운동
에서도 문화운동에서도 이러한 정치적 과제가 조금씩이나마 사
회주의적으로 해결되어 나아가고 있다̇ ̇ ̇ ̇ ̇ ̇ 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야
말로 바로 이 최근의 소위 반동기에 있어서의 일종의 진보성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는 길이 아닐까 생각된다.
오늘날은 반동기라고 한다. 마르크스주의도 자유주의도 퇴조하고 
일본은 파시즘 판이 되었다고, 파시즘에의 길이 유일하게 남겨진 
방향이라고들 한다. 그러나 이것은 순전히 피상적이고 저속한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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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이다. 사회주의는 바로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사상운동으로서
의 깊이, 친근함, 대중화의 소질을 키워 나가는 것이다. 이러한 
소질을 얻을 수만 있다면, 사회주의의 정치적 출발을 다시금 원
점에서부터 몇 차례이든지 더 시도해야만 한다 하더라도, 이는 
충분히 해볼 만한 일이다.

[2017년 6월 26일 魏大現 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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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Anthony Ashley Cooper, 3rd Earl of Shaftesbury 

(1671-1713).
43) Francis Hutcheson (1694–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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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Edmund Burke (1729-1797).
45) Ralph Cudworth (1617–1688).
46) Moses Mendelssohn (1729-1786).
47) Christian Wolff (1679-1754).
48) 福澤諭吉(ふくざわ ゆきち, 1835-1901).
49) Harold Joseph Laski (1893–1950). 
50) John Toland (1670‐1722).
51) Johann Gottfried von Herder (1744-1803).
52) Bernard le Bovier de Fontenelle (1657-1757).
53) Pierre-Louis Moreau de Maupertuis (16981759).
54) Johann Heinrich Lambert (1728-1777).
55) 平野義太郎(ひらの よしたろう, 1897-1980).
56) Vladimir Maksimovich Friche (1870-1929).
57) Victor Francis Calverton (1900-1940).
58) 가케이 가쓰히코(筧克彦, 1872-1961)의 『神ながらの道』 (1925) 등

에서 드러나는 일본의 ‘국가신도’ 사상을 의미한다.
59) 高須芳次郎(たかす よしじろう, 1880-1948).
60) 伊藤証信(いとう しょうしん, 1876-1963).
61) 원본에는 「真に日本の国を愛し、国民主義と国際主義との一致の道

によって個人的にも国家的にも益々
日本を本当のよい国に生長発展せしめるために命懸けで努力する生き
た精神である」.

62) 安岡正篤(やすおか まさひろ, 1898-1983).
63) 일본 천황이 신으로부터 물려받았다고 전해지는, 야타노카가미(八咫

鏡)라는 거울, 야사카니노마가타마(八尺瓊勾玉)라는 구슬, 쿠사나기노
쯔루기(草薙剣)라는 칼의 세 가지 보물을 일컫는다.

64) 원본에는 「日本民族精神の本領は三種の神器にいみじくも表徴せられ
たように、清く明るき鏡の心より発する知恵の光を磨き、
勇猛に正義の剣を振い、穆ぼくたる玉の如き徳を含んで、遂に神人合
一、十方世界を全身とする努力になければならぬ」.

65) 일본의 국토 생성에 대한 신화이다. 『고사기(古事記)』에 따르면, 이
자나기(伊邪那岐)와 이자나미(伊邪那美)라는 두 신이 일본 열도를 이
루는 8개의 섬 즉 오오야시마(大八州)를 낳았다고 한다.

66) 복화술사.
67) 橘孝三郎(たちばな こうざぶろう, 1893‐1974).
68) 원본에는 「飲食男女は人の常性なり、死亡貧苦は人の常艱なり、其

性を遂げ其艱を去るは皆自然の符なれば、
励めざるも之に赴き、刑せざるも之を黽め」.

69) 宇多天皇(うだてんのう, 867-931).
70) 藤原基経(ふじわらの もとつね, 836-891).
71) 원본에는 「卿者社稷之臣、非朕之臣」.
72) 원본에는 「其民俗国情に随うの外なしと云うのみである」.
73) 원본에는 「水仙主義」. 오기로 추정된다.
74) 蓑田胸喜(みのだ むねき, 1894-1946).
75) 원본에는 神ながらの道.
76) 綾川武治(あやかわ たけじ, 1891-1966).
77) 松永材(まつなが もとき, 1891－1968).
78) Victor Alexander George Robert Bulwer-Lytton (1876-1947).
79) 松岡洋右(まつおか ようすけ, 1880-1946).
80) 大川周明(おおかわ しゅうめい, 1886-1957).
81) 張学良(1898-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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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원본에는 「茲に於て満州問題を見ますると、権益問題とか、或いは生
命線問題とか簡単に唯物論のみで考えて行くことは大なる過であるこ
とを十分承知しておらねばなりませぬ。……然らば我々は満州問題を
如何に見るべきかと申しまするに、西欧辺より輸入せられた支那民族
の堕落せる唯物論思想が（張学良の阿片のことだろうか？――引用者
注）、遂に日本の民族精神、国民道徳を発火点にまで冒涜したのに基
因いたします」.

83) 荒木貞夫(あらき さだお, 1877-1966).
84) 北一輝(きた いっき, 1883-1937).
85) 원본에는 「支那印度七億ノ同胞ハ我ガ扶導擁護ヲ外ニシテ自立ノ途

ナシ。……
コノ余儀ナキ明日ヲ憂イ、彼ノ悽惨タル隣邦ヲ悲ム者、如何ゾ直訳社
会主義者流ノ巾掴的平和論ニ安ンズルヲ得ベキ」.

86) 원본에는 「……亜細亜連盟ノ義旗ヲ翻シテ真個到来スベキ世界連邦ノ
牛耳ヲ把リ、
以テ四海同胞皆是仏子ノ天道ヲ宣布シテ東西ニソノ範ヲ垂ルベシ。」

87) 野副重次(ノゾエ シゲツグ, ?-?).
88) 口田康信(くちた やすのぶ, 1893-?).
89) 원본에는 親作と小（子）作. 親은 부모를 의미할 수 있고, 小作에서 

小의 발음이 子의 발음과 같이 こ라는 점을 지적해둔다.
90) Ferdinand Tönnies (1855-1936).
91) Othmar Spann (1878–1950).
92) 속셈, 뒷사정이라는 뜻도 가진다.
93) 본문에서처럼 와쓰지 데쓰로는 「人間」의 「間」에 주목하여 이로부터 

인간의 근원적 사회성(풍토성)을 읽어낸다. 이후 본문에서 드러나듯, 
그는 하이데거의 「人」, 「人々」 등 「間」이 없는 낱말들과 그의 「人
間」을 대비시킴으로써 그의 독자성을 주장했다.

94) 「である」는 「...이다」라고 보통 번역되나, 본문에서 쓴 것처럼 「...로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95) Hermann Cohen (1842–1918).
96) 宇井伯寿(うい はくじゅ, 1882-1963).
97) 三木清(みき きよし, 1897-1945).
98) 하이데거의 「das Man」으로 보통 국내에서는 「세인(世人)」 또는 

「세상 사람」으로 번역되지만, 여기서는 와쓰지 데쓰로의 「人間」과의 
대비를 강조하기 위해 쓰인 「人々」라는 낱말에 가장 가까운 「사람
들」이라는 말로 번역한다.

99) ‘매춘통제법안’ 정도의 의미로 해석된다.
100) 원본에는 「西洋文明に心酔せる為政者識者が、徒らに国法無視の私

娼を奨励して、
国法に準じ家族制度を尊重して永き歴史を有する貸座敷業者を圧迫す
ることは、
将来救い難き禍根を淳風美俗のわが国家社会に残すものとして絶対反
対す」.

101) 市川源三(いちかわ げんぞう, 1874-1940).
102) 국내의 소위 ‘일반사회’ 교과목에 해당한다.
103) 『女大学』. 여성을 대상으로 한 교훈적 처세서로 에도(江戸) 시대에 

널리 보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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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위인을 신으로 섬겨 신사에 모시는 것.
105) 일본의 전통 의상 중 허리보다 윗쪽의 몸통을 감싸듯 착용하는 의

복의 일종.
106) 『고사기(古事記)』와 『일본서기(日本書紀)』를 함께 일컫는 낱말.
107) 원본에는 現われない今日. ‘現われない。今日’의 오기로 추정된다.
108) 일본 및 그 식민지인 대만과 한국, 그리고 만주를 하나로 묶은 경

제 블록.
109) 문맥상 1933년에 일본과 중화민국이 맺은 탕구 협정으로 추정된

다.
110) Hans Adolf Eduard Driesch (1867-1941).
111) 각 교과목의 교육 내용을 학생의 발달 단계 등에 맞추어 각 학기, 

각 주에 배당하고 지도 방법 등을 상세히 지시한 규칙.
112) 대학 제도의 기본을 정한 칙령.
113) 당시 일본에서 관료기구를 통해서 각 학교의 교육행정을 지도하고 

감독하는 제도를 지칭한다.
114) 일본제국 헌법에 대한 해석 중 하나로서, 천황을 국가의 한 기관

(단, 최고의 기관)으로 보는 이론을 지칭한다. 천황이 곧 국가이며 따
라서 천황으로부터 국가의 주권이 도출된다고 보는 천황주권설(天皇
主権説)에 대립한다.

115) 정규교육이 아닌 사립교육기관을 지칭하며, 보통 ‘학원’ 정도의 의
미에 가깝다.

116) 日本新聞連合社(連合)와 日本電報通信社(電通).
117) 1935년 11월 28일부터 1936년 3월 7일에 걸쳐 런던의 벌링턴 하

우스(Burlington House)에서 개최된 「The International 
Exhbition of Chinese Art」를 의미한다. 

118) Lev Isaakovich Shestov (1866–1938).
119) Ernst Waldfried Josef Wenzel Mach (1838–1916).
120) Félix-Alexandre Le Dantec (1869-1917).
121) Andre Gide (1869-1951).
122) 1930년대 초반에 앙드레 지드가 공산주의를 지지한 것을 ‘전향’이

라고 언급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본서가 저술된 후, 지드는 공산주의
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다.

123) 田邊元(たなべ はじめ, 1885~1962).
124) 高山岩男(こうやま いわお, 1905-1993).
125) 左右田喜一郎(そうだ きいちろう, 1881-1927).
126) 考え方. 이 장에서 이후 ‘考える’라는 동사는 ‘사고하다’ 또는 ‘생

각하다’로 번역한다.
127) Jakob Böhme (1575–1624)가 생각했던 신의 근원으로서의 무저

(無底).
128) 植田寿蔵(うえだ じゅぞう, 1886-1973).
129) 원본에는 「体系そのものを含む純一なる全体性としての全体性」.
130)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크세노파네스(Ξενοφάνης, c. 570–c. 475 

BC)가 주장했다고 전해지는 신(神)의 개념. ‘하나이자 전체’ 또는 ‘하
나가 곧 전체’ 정도의 의미를 가진다.

131) 小林秀雄(こばやし ひでお, 1902-1983).
132) 大森義太郎(おおもり よしたろう, 1898-1940).
133) Jean-Gabriel Tarde (1843-1904).
134) Hippolyte Adolphe Taine (1828-1893).
135) 相川春喜(あいかわ はるき, 1909-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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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원본에는 「技術が労働手段の体制であるか否かに尚も疑義をもつも
のは、マルクスのこの命題（これはレーニンの『カール・マルクス』で
唯物史観の解説のために前面に押出されている）の再吟味から出発す
べきである」.

137) 원본에는 
「テヒノロギーは、自然に対する人間の能動的な関係、云いかえればそ
の生活の直接生産過程を、
従って又その社会的生活諸関係と夫に基く精神的諸観念の形成過程を
解明するものである」. 『자본론』 독일어판의 해당 부분은 「Die 
Technologie enthüllt das aktive Verhalten des Menschen zur 
Natur, den unmittelbaren Produktionsprozess seines Lebens, 
damit auch seiner gesellschaftlichen Lebensverhältnisse und 
der ihnen entquellenden geistigen Vorstellungen」 (K. Marx, 
『Das Kapital―Kritik der politischen Oekonomie. Erster Band. 
Buch I: Der Produktionsprozess des Kapitals』, Verlag von 
Otto Meissner, Hamburg, 1867).

138) 원본에는 
「テヒノロギーの批判的歴史――社会人間の生産的諸器官の・夫々特殊
な社会組織の物質的基礎の形成史」. 『자본론』 독일어판의 해당 
부분은 「Eine kritische Geschichte der Technologie ― die 
Bildungsgeschichte der produktiven Organe des 
Gesellschaftsmenschen, der materiellen Basis jeder 
besondern Gesellschaitsorganisation」 (K. Marx, 『Das 
Kapital―Kritik der politischen Oekonomie. Erster Band. Buch 
I: Der Produktionsprozess des Kapitals』, Verlag von Otto 
Meissner, Hamburg, 1867). ―은 중략 표시.

139) 원본에는 「社会的生産諸関係と夫に基く精神的諸観念の形成過程」.
140) 원본에는 

「かかる物質的基礎を閑却するとき、宗教史さえも無批判なものになっ
て了う」. 『자본론』 독일어판의 해당 부분은 「Selbst alle 
Religionsgeschichte, die von dieser materiellen Basis 
abstrahirt, ist — unkritisch」 (K. Marx, 『Das Kapital―Kritik 
der politischen Oekonomie. Erster Band. Buch I: Der 
Produktionsprozess des Kapitals』, Verlag von Otto Meissner, 
Hamburg, 1867).

141) 원본에는 「植物及び動物の生活のための生産器具としての器官」. 
『자본론』 독일어판의 해당 부분은 「Pflanzen- und Thier-organe 
als Produktionsinstrumente für das Leben der Pflanzen und 
Thiere」 (K. Marx, 『Das Kapital―Kritik der politischen 
Oekonomie. Erster Band. Buch I: Der Produktionsprozess des 
Kapitals』, Verlag von Otto Meissner, Hamburg, 1867).

142) 五来素川(ごらい そせん). 五来欣造(ごらい きんぞう, 1875-1944)
의 필명.

143) 青野季吉(あおの すえきち, 1890-1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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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長谷川如是閑(はせがわ にょぜかん, 1875-1969).
145) 河合栄治郎(かわい えいじろう, 1891-1944).
146) Thomas Hill Green (1836–1882).
147) 小泉信三(こいずみ しんぞう, 1888-1966).
148) 清沢洌(きよさわ きよし, 1890-1945).
149) 藤沢親雄(ふじさわ ちかお, 1893-1962).
150) Carl Schmitt (1888-1985).
151) 友松円諦(ともまつ えんたい, 1895-1973).
152) 向坂逸郎(さきさか いつろう, 1897-1985).
153) 岡邦雄(おか くにお, 1890-1971).
154) 船山信一(ふなやま しんいち, 1907-1994).
155) 中江兆民(なかえ ちょうみん, 1847-1901).
156) 加藤弘之(かとう ひろゆき, 1836-1916).
157) 幸徳秋水(こうとく しゅうすい, 1871-1911).
158) 大杉栄(おおすぎ さかえ, 1885-1923).
159) 新居格(にい いたる, 1888-1951).
160) 石川千代松(いしかわ ちよまつ, 1860-1935).
161) 馬場恒吾(ばば つねご, 1875-1956).
162) 清沢洌(きよさわ きよし, 1890-1945).
163) 山田盛太郎(やまだ もりたろう, 1897-1980).
164) 小林良正(こばやし よしまさ, 1898-1975).
165) 山田勝次郎(やまだ かつじろう, 1897-1982).
166) 大塚金之助(おおつか きんのすけ, 1892-1977).
167) 服部之総(はっとり しそう, 1901-1956).
168) 羽仁五郎(はに ごろう, 1901-1983).
169) 猪俣津南雄(いのまた つなお, 1889-1942).
170) 土屋喬雄(つちや たかお, 1896-1988).
171) 有沢広巳(ありさわ ひろみ, 1896-1988).
172) 石浜知行(いしはま ともゆき, 1895-1950).
173) 佐々弘雄(さっさ ひろお, 1897-1948).
174) 三枝博音(さいぐさ ひろと, 1892-1963).
175) 永田広志(ながた ひろし, 1904-1947).
176) 秋沢修二(アキザワ シュウジ, 1910-1991).
177) 本多謙三(ホンダ ケンゾウ, 1898-1938).
178) 蔵原惟人(くらはら これひと, 1902-1991).
179) 宮本顕治(みやもと けんじ, 1908-2007).
180) 森山啓(もりやま けい, 1904-1991).
181) 窪川鶴次郎(くぼかわ つるじろう, 1903-1974).
182) 中条百合子(ちゅうじょう ゆりこ, 1899-1951).
183) 小倉金之助(おぐら きんのすけ, 1885-1962).
184)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마치 잘 아는 것처럼 자만함. 참된 선(禅)이 

아니라 어설픈 지식을 내세우던 자가 인과에 빠져 여우요괴(野狐)가 
되었다는 『무문관(無門関)』의 제2칙(則)에서 유래한다.

185) 豊島与志雄(とよしま よしお, 1890-1955).
186) 広津和郎(ひろつ かずお, 1891-1968).
187) 菊池寛(きくち かん, 1888-1948).
188) 杉山平助(すぎやま へいすけ, 1895-1946).
189) 桑木厳翼(くわき げんよく, 1874-1946).
190) 石原純(いしわら じゅん, 1881-1947).
191) 福田徳三(ふくだ とくぞう, 1874-1930).
192) 河上肇(かわかみ はじめ, 1879-1946).
193) 杉森孝次郎(すぎもり こうじろう, 1881-1968).
194) 徳富蘇峰(とくとみ そほう, 1863-1957).
195) 室伏高信(むろふせ こうしん, 1892-1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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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土田杏村(つちだ きょうそん, 1891-1934).
197) 宮武外骨(みやたけ がいこつ, 1867-1955).
198) 加藤祐一(カトウ ユウイチ, ?-?).
199) 阿部次郎(あべ じろう, 1883-1959).
200) 1930년대 일본의 협동조합이던 산업조합(産業組合)에 대한 반대 

운동(反産運動)을 의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201) 尾崎行雄(おざき ゆきお, 1858-1954).
202) 일본의 재무부 장관(大蔵大臣).
203) 久米正雄(くめ まさお, 1891-1952).
204) 岡田啓介(おかだ けいすけ, 1868-1952).
205) 後藤文夫(ごとう ふみお, 1884-1980).
206) 일본의 내무부 장관(内務大臣).
207) 松本学(まつもと がく/まなぶ, 1887-1974).
208) 高橋是清(たかはし これきよ, 1854-1936). 적극재정 결과로 야기

된 인플레이션에 대처하기 위해 군 예산 축소를 시도했다. 그 결과 
군부의 원한을 사고, 육군 장교들의 쿠데타 미수 사건인 2·26 사건으
로 사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