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괴테의 자연개념
- 원형현상 , 변형 등의 핵심개념을 중심으로

김연홍 부산대

머리말

괴테는 예술작품을 칸트 I. Kant가그랬듯이“제 2의 자연 zweite Natur”1 )으로 간

주한다. 즉 예술은 자연에그 인식론적 근간을 두고 있는 일종의모방 (M i m e s i s)행

위라는 것인데, 여기“제 2”의 자연이란 단순한 모방에 그치지 않고, 자연형상이

지닌 의미구조를 상징(S y m b o l)이란 기법을 통해 천착해 가는 탐구활동이라는 의

미역시함축하고있다.2 )

괴테 자신이 시인이기에 앞서 자연학자로 인정받기를 원했으며, 그의 전 생을

통해 자연현상 N a t u r p h ä n o m e n에 대한 탐구의 고삐를 한 시도 늦추지 않았을 뿐

아니라,3 ) 뉴우튼으로 대변되는 수리계량적 물리학에 맞서 (별 성공을 거두지 못

한) 논쟁을 거듭했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다. 따라서 괴테의 작품세계를 이해

하기 위해서는 괴테의 자연개념 N a t u r b e g r i ff4)의 이해는 피해갈 수 없는 불가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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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Goethe: Italienische Reise, in: Werke. Hamburger Ausgabe. 14 Bde., hg. v. E rich Trunz, neubearb.
Aufl., München 1977. (이하 H A로약칭) , Bd. 9, S. 383. 

2) Vgl. Goethe: Maximen und Reflexionen, HA, Bd. 12, S. 467: “Wem die Natur ihr off e n b a r e s
Geheimnis zu enthüllen anfängt, der empfindet eine unwiderstehliche Sehnsucht nach ihrer
würdigsten Auslegerin, der Natur.”

3 ) 괴테가질풍노도의 주관적자연관에점차거리를 두며, 자연현상에객관적, 과학적 접근

을하는시기는 1 7 8 0년경부터인데, 이는 부분적으로, 당시바이마르공국의 추밀고문관

( G ehei m rat )이었던괴테가일메나우광산(은광)의재발굴사업의감독을 맡으면서 지질

학적지식이필요했기 때문이기는하나, 괴테의 자연에대한탐구는 이런 실용적인 요청

을 넘어 거의 자연 전체의 현상계로 확산되어 그의 일생 동안 지속된다. Vgl. Nicholas
Boyle: Goethe. T he Poet and the age, volume 1, Oxford/New York 1991, S. 277 f.

4 ) 괴테의 자연철학을지칭하는말로는주로괴테자신이즐겨쓴‘자연관 N a t u r a n s c h a u u n g’



선행조건이 된다. 그 밖에괴테의‘자연’은 1 8세기와 1 9세기에 걸쳐, 독일은 물론

서구전체의 정신사특히문예사에 지속적으로영향을미쳐왔다. 

그에 따라 괴테의 자연개념에 대한 연구는반복해서 이루어져 왔으나, 이들연

구들이 단편적이고 파편적일 뿐 아니라 괴테의자연에관한경구 A p h o r i s m e n들을

느슨하게수필처럼엮어 놓은 경우가대부분이다. 이는무엇보다 괴테 자신이『형

태론 M o r p h o l o g i e』이나『색채학 F a r b e n l e h r e』등의 개별 연구 외에 자신의 자연관

에 대한 체계적인 천착을 담은 그 어떤 저서도 남기지 않은 채 여기저기 경구나

교훈시라는 형식을 빌어 자신의 자연개념에 대한일별만을 허용하고 있다는데기

인한다.5 )하지만 괴테의 전 자연과학적 집필과 경구집, 편지 등의 열린 텍스트들

에서일정한 개념들이 반복되어 등장하면서 일정한 체계를 구성하고 있다는 사실

은 분명하며, 최근의 연구들 역시 점차 정신사적 연계성과 담론구조에 주목하면

서괴테의자연개념의 구조적, 체계적천착에 힘을 기울이고있다.6 )

이 글은괴테의 문학작품및 자연과학에 관한일련의 저작들을근거로하여, 괴

테의자연에 대한 개념을재구성해 보는 시도이다. 

I. 힘 과 활동

괴테의사고와 창작을 지배하는자연개념은우선 신과 자연의 존재론적합일에

근거한 범신론적 자연관에그 기초를두고있다.7 )이러한괴테의범신론적자연개

념은 스피노자 S p i n o z a의 철학과, 청년 괴테에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수잔나 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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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용어가사용되고 있으나, 본고에서는이 자연관의담론성과 철학적 인식성을 강조

하기위해자연개념이란용어를사용한다.

5 ) 괴테 본인은자신의자연에 대한 사유들을구속력있는“체계 S y s t e m”에 담기를거부하

는데, 이는 원칙적으로 자연을 일정체계에 담을 수 없다는 방법론적 반성에기인한다.

하지만, 괴테가방법론적‘체계성’을 거부했다는 사실이곧, 그의 자연개념에 체계가 없

다는것을의미하진않는다.

6 ) Vgl. Alfred Schmidt: Goethes herrlich leuchtende Natur. Philosophische Studie zur deutschen
Spätaufklärung, München/Wien 1984; Dorothea Kuhn: Typus und Metamorphose, Marbach am
Neckar 1988; Hartmut Schönher: E inheit und Werden, Goethes Newton-Polemik als systematische
Konsequenz seiner Naturkonzeption, Würzburg 1993.

7) Vgl. Alfred Schmidt: Goethes herrlich leuchtende Natur, S. 13 ff .



클레텐베르크 Susanna v. Klettenberg여인을8 ) 중심으로 한 주변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 괴테가 접하게 되는 헤르메틱H e r m e t i k9)의영향이라 간주된다. 신성(神性)이

란자연 위에서나 자연밖에서자연을지배하는 초월성 Tr a n s z e n d e n z이아니라 자

연에 내재하는 내재적 i m m a n e n t존재가 되며, 이러한 내재성은 괴테 동시대의 관

념철학, 특히 헤겔 철학이 전제하는 신과 자연의 이분, 나아가 정신과 자연의 길

항적 양분을인정하지 않는다.1 0 )

이 내재적 절대자 혹은 신적 자연은원칙적으로 라이프니츠 G. W. Leibniz의 단

자 M o n a d e와 마찬가지로“동력(힘) K r a f t ( d y n a m i s )”으로 현현된다.1 1 ) 하지만‘힘’

혹은‘동력’이라는개념은 괴테의 (범신론적) 자연관의능동적 현실성을충분하게

표기해 주지 못하기에, 괴테는‘힘’대신‘활동 T ä t i g k e i t’혹은‘행동 Ta t’이라는

말로써 자연의 내재적이고 역동적인 운동을 즐겨 설명한다.1 2 ) 즉 자연은 가동적,

능동적 행위자라는 것이다.1 3 ) 이렇게 자연의 내재적 행동에 의해 자연은 끝없이

움직이게 되며, 이“쉴 새 없는 weder Rast noch Ruhe kennt”움직임이 곧‘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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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이수잔나폰 클레텐베르크여인은『수업시대』의「한아름다운영혼의고백 B e k e n n t n i s s e
einer schönen Seele」의실제모델이다. 

9 ) 헤르메틱은 종교와철학이합성된 1 8세기 독일의일종의통속철학으로식자층뿐 아니

라 일반 서민들에게도 널리 풍미하였는데, 그 사상적 근간은 신플라톤주의

N e o p l a t o n i s m u s이다. Vgl. Christian Zimmermann: Das Weltbild des jungen Goethe. Studien zur
hermetischen Tradition des deutschen 18. Jahrhunderts, 2 Bde., München 1969, 1979.

10) V gl. Bernhard  Buschendorf: Goethes  myth ische Denkform - Z ur Ikonographie der
“Wa h l v e r w a n d t s c h a f t e n”, Frankfurt a, M. 1986, S. 9.

11) Goethe: Rezensionen für die 『Frankfurter Gelehrten Anzeigen』, HA, Bd. 12, S. 25: “Was wir von
Natur sehen ist Kraft, die Kraft verschlingt, nichts gegenwärtig, alles vorübergehend, tausend
Keime zertreten, jeden Augenblick tausend geboren, groß  und bedeutend, mannigfaltig ins
Unendliche [. . .]. 

12) Goethe: Bildungstrieb, HA, Bd. 13, S. 33: “Das Wort  Kraft bezeichnet zunächst etwas nur
Physisches, sogar Mechanisches, und das, was sich aus jener Materi orgnisieren soll, bleibt uns ein
dunkler unbegreiflicher Punkt. Nun gewann Blumenbach das Höchste  und Letzte des Ausdrucks,
er anthropomorphosierte das Wort des Rätsels und nannte das, wovon die Rede war, einen nisus
formativus, einen T rieb, eine heftige Tätigkeit, wodurch die Bildung bewirkt werden soll.”

13) Goethe: Faust I, V. 1224-1237, HA, Bd. 3, S. 44: “Im Anfang war das Wort! / Hier stock’ ich
schon! Wer hilft mir weiter fort? / Ich kann das Wort so hoch unmöglich schätzen, / Ich muß es
anders übersetzen, / [. . .] E s sollte stehen: “Im Anfang war die K r a f t! / Doch, auch indem ich diese
niederschreibe, / Schon warmt mich was, daß ich dabei nicht bleibe. / Mir hilft der Geist! / Auf
einmal seh’ ich Rat / Und schreibe getrost: Im Anfang war die Ta t! . ”



L e b e n’이 된다.1 4 ) 따라서 이 자연적 생명의 존재적 양태는 헤겔의 정신 G e i s t과마

찬가지로 영원한‘생성 We r d e n’의 과정으로 현현된다. 자연의 이러한 끝없는 매

순간의 과정적 생성성은 변화의 피안에 있는 실재적 o n t i s c h이거나 물질적인

maiteriell 실체 E n t i t ä t를 상정할 수 없게 한다. 즉 괴테의 역동적 자연개념은 괴테

동시대의 대부분의 자연과학 특히 뉴우튼의 물리학이 발 딛고 있던 데카르트의

외연체 res extensa와같은외형적, 유물적 실체의개념을 포함하고있지않다.1 5 ) 따

라서 괴테의 끝없이 변화하고 생성하는‘자연’은 수리적으로‘계산’혹은‘측정’

할 수 없는 살아 움직이는 불가산 변수가 된다.1 6 ) 괴테는 자신의 회고집인『프랑

스 출정기 Campagne in Frankreich』에서 당시의 통상적 자연관과 상반되는 자신의

자연개념을 물활론 H y l o z o i s m u s라 명명하며 일반적인 자연과학의 패러다임과 정

면충돌해야 하는 고통을그리고있다.

나는 나의 자연에대한고찰에도 거의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있었다. 내가 얼마나

진지한열정을가지고자연을바라보고있는지누구도이해하지못했으며, 이열정

이 나의 깊은 내면에서 우러나온 것이라는 사실을 아무도 알지 못했다. 사람들은

나의 이러한 사실은 칭송받아야할노력을얼마가지 않을변덕스런 혼란쯤으로여

겼다. [...] 내가 당시에 그리고 그후에도상당 기간동안얼마나외로웠는지는 상상

하기 힘들 것이다. 내가당시그 깊은 정신적 근원을 고귀한그대로손상시키지않

은채 믿으며 따르고있었던물활론은 (혹은 그것을 무엇이라칭하던간에) 살아있

지 않고죽은, 어떠한형태든간에외부의영향에의해움직이는 물질의 존재를믿

는따위의일은불가능하게 했음은물론견딜수없게했다. 

Mit meiner Naturbetrachtung wollte es mir kaum besser glücken; die ernstliche Leidenschaft,

womit ich diesem Geschäft nachhing, konnte niemand begreifen, niemand sah, wie sie aus

meinem Innersten entsprang; sie hielten diese löbliche Bestreben für einen grillenhaften

Irrrtum [...]. Man kann sich keinen isolierten Menschen denken, als ich damals war und lange

Zeit blieb. Der Hylozoismus, oder wie man es nennen will, dem ich damals anhing, und

dessen tiefen Grund ich in seiner Würde und Heiligkeit unberührt ließ, machte mich

unempfänglich, ja unleidsam gegen jene Denkweise, die eine tote, auf welche Art es auch se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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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Goethe: Maximen und Reflexionen, HA. Bd. 12, S. 396.
15) Vgl. Hartmut Schönherr: E inheit und Werden, S. 25 ff .
16) 괴테는수학적사고가 자연과학에끼친해악에대해기회가닿을때 마다 언급한다. V g l .

Goethe:  Maximen und Reflexionen, HA, Bd.  12, S. 643 : “Die große Aufgabe wäre, die
mathematisch-philosophischen T heorien aus den T eilen der Physik zu verbannen, in welchen sei
E rkenntnis, anstatt sie zu fördern, nur verhindern [. . .]. ”



auf- und angeregte Materie als Glaubensbekenntnis aufstellte.1 7 )

이러한 본연의 행위성에서 발원하는역동적 자연에는 자연행위 그 자체 외에는

어떠한 외적 목적도 있을 수 없어 자연활동의 목적 t e l o s은 역시 자연 그 자체에

내재하고 있다. 즉 자연의 일정 현상을 놓고“무엇을 위해 Wo z u”라는 목적론적

질문은 의미가 없는 것이다. 또한 자연의 내재성을 뛰어넘는 자연을 향한 선악에

대한 가치판단 역시 아무런구속성도 지니질 못한다. 따라서 인간이 자연을 향해

던질 수 있는 유일한 질문의 범주는“어떻게 Wi e”라는 질문이 된다. 자연활동은

대체 어떻게행해지는가?

II. 법칙 과 직관

괴테에게 있어 자연의 활동은 일정한 법칙에 의해 일어난다.1 8 ) 즉 자연활동은

보편성과 필연성을 함유하고 있다. “자연은 영원하고 필연적인, 신 자신도 감히

어쩌지 못하는 그런 신성의 법칙에 의해 활동하고 있다. Die Natur wirkt nach

ewigen, notwendigen, dergestalt göttlichen Gesetzen, daß die Gottheit selbst daran nichts

ändern könnte”1 9 ) 이 때의자연의법칙이란 데카르트이후 거듭해서 자연의 법칙을

설명하는 초월자에의해 예정된 이른바‘시계의 역학 Mechanik des Uhrwerkes’이

아니라 현재적이며 내재적인 현상계의 유기적 법칙이다. 괴테는 이 자연의 유기

적법칙을 원인과 결과의 인과율이라는자연과학 방법론의통상적 설명모델에 넣

지않고 자연현상을 그 자체로서 원인과 결과의 뗄 수없는 종합체로간주한다.2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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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Goethe: Campagne in Frankreich, HA, Bd. 10, S. 313 f.
1 8 ) 괴테는자신의질풍노도기의자신의격정적이고 주관적인자연관을“잘못 이해한 루소

falsch verstandenen Rousseau”의 시기라고 말하는데, 괴테의 자연 개념의‘자연과학적’인

전환에 대해 알프레드슈미트 A l fred Sch m idt는다음과같이적고 있다. “Dadurch aber
wird Goethe [. . .] neben Hamann  und Herder zum wohl wichtigsten Repräsentanten jener
deutschen Aufklärung, die mit der Bewegung des Strum-und-Drang nicht etwa in Irrationalismus
ü b e rgeht, sondern eintritt in eine neue, widerspruchsvoll höhere E ntwicklungsphase”( A l f r e d
Schmidt: Goethes herrlich leuchtende Natur, S. 78)

19) Goethe: Dichtung und Wahrheit, HA, Bd. 10, S. 79.
20) Andreas B. Wachsmuth, Geeinte Z wienatur. Aufsätze zu Goethes naturwissenschaftl ichem

Denken, Berlin/Weimar 1966, S. 67 f.



인과의 범주에 의한 자연해석은 자연의 유기성을파괴시키는인위적 해석방법이

라는것이다.

이 보편적이고 필연적인 자연법칙에 도달하는 인지 수단으로 괴테는“사유”가

아닌“직관 A n s c h a u u n g”을 든다. 자연의 법칙이란 추상적인 수학적 정리를 통해

서도개별 현상을 적립하여 유추하는 개념적 사유를 통해서도 얻을 수있는 것이

아니며, 보편법칙이란직관된다는것이다.2 1 ) 이 직관된 일반적자연법칙을괴테는

“이데 I d e e”라 부른다.2 2 ) 따라서 괴테의“이데”는 칸트 식의 규정적 이성개념인

“관념”으로해석될 수 없으며, 또한 플라톤 식의 초감각적 혹은 비감성적초월개

념으로 이해되어서도 안된다. 괴테는 보편성이란‘개별성’을 통해서만“보아질

수 있다 angeschaut werden”2 3 )는 주장을 굽히지 않는데, 개별 자연현상이란일반성

아래 포괄되는“예 B e i s p i e l”가 아니라, 보편성과 개별성은 서로 분리될 수 없이

상호연계되어있다는 것이다.

보편성이란무엇인가?

하나하나개별의 경우.

Was ist das Allgemeine?

Der einzelne Fall.2 4 )

불변의 보편적 자연법칙은 개별 자연현상을 통해서만 현현되며, 그에 따라 개

별 자연현상은 자신의 특수성 속에서 보편성을 드러내게 된다. 이와 같이 괴테는

보편성과 개별성, 일반적 법칙과 특수한 현상을 분리하지 않은 통합적 합일체로

보았다.

지선이란모든것이이미이론이라는것을이해하는일이다. 하늘의푸르름은색채

학의 기본법칙을 드러내고 있다. 자연현상 뒤에 숨은그 무엇을찾으려 해서는 안

된다. 그현상자체가법칙인것이다.

Das Höchste wäre: zu begreifen, daß alles schon Theorie ist. Die Bläue des Himm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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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Vgl. Karl L öwith: Von Hegel zu Nietzsche, Stuttgart 1958, S. 22.
2 2 ) 독일어 I d e e의 어원인 희랍어 ’ι δ ε α도 원래는“직관된 형상”혹은“보아진 것 das Ge-

s e h e n e”을 의미한다.

23) Goethe: Maximen und Reflexionen, HA, Bd. 12,  S. 438. 
24) Goethe: Maximen und Reflexionen, HA, Bd. 12, S. 433.



o ffenbart uns das Grundgesetz der Chromatik. Man suche nichts hinter den Phänomen: sie

selber sind die Lehre.2 5 )

이러한 감각적으로 인지되는 개별체에서 보편성을 확보하려는 괴테의 인식론

적 방법론은 적지않은 논리적 난제 A p o r i e들을 내포한다. 즉 개념이나 공식에 의

존하지 않고 보편적 법칙을 구성하는 것이 가능하느냐는 문제인데, 이러한 개념

에 기대지 않는 보편적 직관을 부정하는 것이 서구철학의 전통이며, 칸트는 그러

한 직관은 인간에게는 불가능하다 단정짓는다.2 6 )괴테는 이러한 난제를숙지하고

있으며, 자연의 법칙성과 현상계를 합치시키려는 자신의 시도가 일종의“정신착

란 Wa h n s i n n”2 7 )으로 이끈다고 토로한다. 하지만 괴테는 자신의 방법론을 굽히지

않는데, 오히려 방법론적 난제에서 질문의 지속성과 창조성이라는 두 가지 상호

연관된미덕을이끌어 낸다. 당시독일을풍미하던 관념적, 개념적사유에 전면적

으로 반기를 들며, 보편성이란 감각적 현상계에서만 찾아질 수 있다는 괴테의 이

러한 현상적, 감성적 사유는 그의 특이한 자연관뿐 아니라, 나아가 그의 미학 혹

은문예학적 사유의 기본 틀이 되게 한다. “사물의 본질을 탐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현상을해명하는 것 nicht das Wesen der Dinge zu ergründen, sondern von dem

Phänomen Rechenschaft zu geben”2 8 )이 인지가 해야 하는 필요 충분의 과제라는 것

이다.

III. 원형현상

구체적인 자연 법칙, 혹은 이데 I d e e에이르는방법론적 수단은 직관이며,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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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Goethe: Maximen und Reflexionen, HA, Bd. 12, S. 432.
26) Vgl. Carl Friedrich v. Weizsäcker: E inige Begriff aus Goethes Naturwissenschaft, in: Goethes

Werke, HA, Bd. 13, S. 543 ff. 
27) “Die Schwierigkeit Idee und E rscheinung miteinander zu verbinden erscheint sehr hinderlich bei

aller Naturforschung: die Idee ist unabhängig von Raum und Z eit, die Naturforschung ist in Raum
und Z eit beschränkt, [...] und eine Naturwirkung, die wir der Idee gemäß denken [...] sollen, scheint
uns in eine Art  Wahnsinn zu versetzen. Der Verstand kann nicht vereinigt  denken, was die
Sinnlichkeit ihm gesondert überlieferte, und so bleibt der Widerstreit zwischen Aufgefaßtem und
Ideiertem immerfort unaufgelöst.”(Goethe: Bedenken und E rgebung, HA, Bd. 13, S. 31 f.)

28) Goethe: Betrachtung über Morphologie, HA, Bd. 13, S. 120.



서 일반법칙에 이르기 위해서는 개별현상에 직관적으로 침잠해야 한다. 미리 선

별된 보편성에 의해 개별현상을 제단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현상이 충분히 숙견

(熟見)되어 보편성을향한 변증적지양을할 때만이 진정한 의미의 보편성이 획득

된다.

무한한곳으로나아가고싶으면,

유한한것속의모든방향으로걸어가라.

보편적총체를만나는즐거움을누리려면

가장작은것에서 그총체성을볼수있어야한다.
Willst du ins Unendliche schreiten,

Geh nur im Endlichen nach allen Seiten.

Willst du dich am Ganzen erquicken,

So mußt du das Ganze im Kleinsten erblicken.2 9 )

자연의 탐구자가 이렇게 개별현상을 하나 둘 직관적으로 천착해 나가다 보면,

보편과 개별이라는 경계가 거의 완벽하게허물어지면서 총체성이있는 그대로들

어나는 자연현상과 만나게 되는데, 이러한 일정한“경험적”순수 자연현상을 괴

테는“원형현상 U r p h ä n o m e n”이라 부른다. 괴테는 자신이 이러한 원형현상과 조

우한일을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 1790년, 내가 모래밭 같은베니스의 유태인 묘지의 모래속에서부서진양의두

개골을끄집어올렸을때비로서나는 두개골역시등뼈의 변형이란것을순간적으

로알수 있었다. 그 뼈에서나는첫번째 익골에서사골로 그리고패골로변형해가

는 전과정을분명히눈으로 확인할 수있었다. 나는 가장 보편적인전체를 눈앞에

두고있었다.

[...] erst im Jahr 1790, als ich, aus dem Sande des dünenhaften Judenkirchhofs von Ve n e d i g ,

einen zerschlagenen Schöpsenkopf aufhob, gewahrt’ich augenblicklich, daß die

Gesichtsknochen gleichfalls aus Wirbeln abzuleiten seien, indem ich den Übergang vom

ersten Flügelbeine zum Siebbeine und den Muscheln ganz deutlich vor Augen sah; da hatt ich

denn das Ganze im Allgemeinsten beisammen.3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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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Goethe: Sprüche, HA, Bd. 1, S. 304.
30) Goethe: Bedeutende Fördernis durch ein einziges geistreiches Wort, HA, Bd. 13, S. 40.



여기 부서져 나간 양의 두개골을 치켜든 괴테는 자신의 골학적 형태론 o s t e o l o-

gische Morphologie의 일반적 법칙을 순간적인 별견(瞥見)을 통해 직관하게 된다.

즉인간을 포함한 모든동물의 두개골이 등뼈에서 변형되었다고 생각해온 자신의

이론이눈으로확인되는 순간인것이다. 여기괴테가손에쥔 양의두개골이란자

연현상 혹은 자연물은 보편성과 개별성을 동시에 지니면서 양 범주의 경계가 거

의사라지게 된다. 골학적 형태론의 일반법칙, 나아가전 자연계 형태론의 일반법

칙이 우연히 집어든 양의 머리뼈라는 개별 자연물 속에 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푸른 색”과“노란 색”이라는 자연의 구체적색채는 괴테의 색채

론의 일반법칙을 직관적으로 드러내는“원형현상”에 해당한다.3 1 ) 만약 주어진 구

체적인 자연현상에서 법칙성과 보편성을 떼어공식화한다면, 이는 괴테에게 아무

런구속성도없는추상적사변이라는 이성의 유희에불과하게된다.

이 원형현상을 괴테는 인간인지가 도달할 수 있는 마지막 기착지로 간주한다.

원형현상이 지시하는 것 피안에는 인간의 인지는 도달할수 없다는 것이다. 즉원

형현상을 통해 현상적으로 phänomenal 나타나는 일반, 보편성저편에 무엇이 있는

가는 인간인식은 알 수가 없다는 것인데, 이에 따라“원형현상”은 괴테의 현상적

(감각적) 인식론의경계점이된다.

내가 원형현상에서 마침내만족하는 것은 일종의체념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내

가인간의 한계에 도달해서 체념을 하는가 혹은 내 편협한 개인의가설적 한계 내

에서행해지는체념인가에는 커다란차이가있다.

Wenn ich mich beim Urphänomen zuletzt beruhige, so ist es doch auch nur Resignation; aber

es bleibt ein großer Unterschied, ob ich mich an den Grenzen der Menschheit resigniere oder

innerhalb einer hypothetischen Beschränktheit meines bornierten Individuuns.3 2 )

이 인식의 경계점인 원형현상은 또한 제반 자연현상의 순수 원형이 되어, 다른

현상들을 설명해 주는 인식의 기본 틀을 제공한다. 괴테는 이 원형현상을 현상계

의최고위치에 놓는다. 

이제부터모든 현상들은보다 상위의 [...] 법칙 하에놓이게되는데, 이 법칙이란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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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Vgl. Goethe: Z ur Farbenlehre, HA, Bd. 13, S. 376 ff .
32) Goethe: Maximen und Reflexionen, HA, Bd. 12, S. 367.



어나 가정을 통해 인간 오성에 밝혀 지는 것이아니고, 현상을통해직관에 드러나

게 된다. 우리는 이러한 상위의 자연 법칙을 원형현상이라 칭하는데, 이는 현상계

의 어느 것도 그 보다 상위에 있지 않고, 반대로, 우리가 앞서 여러 현상계를 거쳐

이순수 현상으로 등정하였듯이, 원형현상에서부터매일체험할수있는가장일상

적인경우에이르기까지단계적으로내려가며추론해 낼수있는것이다.

Von nun an fügt sich alles nach und nach unter höhere [...] Gesetze, die sich aber nicht durch

Worte und Hypothesen dem Verstande, sondern gleichfalls durch Phänomene dem

Anschauen offenbaren. Wir nennen sie Urphänomene, weil nicht in der Erscheinunng über

ihnen liegt, sie aber dagegen völlig geeignet sind, daß man stufenweise, wie wir vorhin

hinaufgestiegen, von ihnen hinab bis zu dem gemeinsten Fall der täglichen Erfahrung

niedersteigen kann.3 3 )

원형현상이자연의보편·필연적 법칙을 가장 순수한 형태로 드러내며, 법칙성

이 그렇게 분명히 드러나지 않는 다른 제반 자연현상에서도 법칙성을 확인할 수

있는이유는 바로 원형현상이 그 인식의 단서를제공하기 때문이다. 괴테는 이에

따라, 제반 현상계를 세 개의 유형으로 구분한다: 우선“원형현상”, 그다음 단계

로“학문적 현상 das wissenschaftliche Phänomen”, 그리고 마지막으로“단순한 경

험적 (일상의) 현상 das bloß empirische (g e m e i n e) P h ä n o m e n”3 4 ) (괴테는 사물을 구

분할때, 자주 층계의 그림을 비는데, 이는 라이프니츠가전 현상계를단계적으로

층지어 배열한 이래, 18세기 정신사에서 하나의 통상적인 사물의 분류방법으로

자리를 잡은 데서도기인한다. )3 5 )

이와 같이 원형현상은 무한한 다형의 현상계를 통일적으로 묶는인식론적 기본

기능을 하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현상의 다양성의 기저에 있는 통일적 법칙을인

식하게 하는 동시에, 다른 한 편으로그 통일성이펼치는경험세계의 개별적 다양

성을보장하는 것이다. 이러한 원형현상의 법칙성은 또한 바로 그 통일성으로인

해 자연에 내재 하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어떤 존재를 (신성을) 아주 막연하게

더듬을 수 있게 한다. 이경우 괴테는 결코 존재론적 결정론에빠지지않으며, 인

지는 현상계 이상 혹은 이면의 그 어떤 것도 감지할 수 없다는 비판론적 입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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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Goethe: Zur Farbenlehre. Didaktischer Teil, HA, Bd. 13, S. 367 f.
34) Goehte: Erfahrungen und Wissenschaft, HA, Bd. 13, S. 25.
35) Vgl. Dorothea Kuhn: Typus und Metamorphose. Goethe-Studien, S. 134.



시종일관 견지한다.

원형적 순수현상은 현상계의 구조적 대표성 R e p r ä s e n t a t i o n을 지니는 까닭에 자

연현상 자체의“상징적”기능을 한다. 괴테는 원형현상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간결

하고 선명하게 적고있다.

원형현상:

인식의끝이기에이상적,

인식되었기에현실적,

모든현상을설명하기에상징적,

모든현상과동일.
U r p h ä n o m e n :

ideal als das letzte Erkennbare,

real als erkannt,

symbolisch, weil es alle Fälle begreift,

identisch mit allem Fällen.3 6 )

이렇듯 괴테는 원형현상을 감지하는 인지 능력인 직관에 오성과 이성의 분석

및 종합 능력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는 칸트가 지칭한“직관적 오성 der intuitive

Ve r s t a n d”에 근접하는 것으로 칸트에 의하면 사물을인식하기 위해 철저히 담론적

개념장치에 의존할 수밖에없는 인간오성에는주어지지 않는 인지능력이다. 칸트

의이 같은 입장을 너무도 잘아는 괴테는자신의직관개념을 확장시키며, 칸트가

“이성의모험 das Abenteuer der Ve r n u n f t”에 불과하다며한계지운 것에 반박한다.

따라서 우리 철학 선생 [칸트]이 사고하는 자들에게 반성적이고 담론적인 판단력

에만의존할수밖에없음을역설하며, 규범적인 판단력은금지 시켰다. [...] 그는 여

기서 신적 오성을 의미하고 있는 듯 보이지만, 지적 문제에서 우리가 만물을 만들

어내는자연을직관함으로써, 이 자연의 창조성에걸맞는참여를 할수 있지 않겠

는가? 내가처음에는 무의식중에, 그리고 내면적 충동에 의해 저원형적인 것, 보

편적인것에쉴새없이접근했고, 더욱이 자연현상을자연자체에합당하게묘사하

는데 성공했기에, 저 쾨니히스베르크의 노인 [칸트]이말하는 이성의 모험을 계속

하지못할이유가없었다. 

Deswegen beschränkt unser Meister seinen Denkenden auf eine reflektierende diskurs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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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Goethe: Maximen und Reflexionen, HA, Bd. 12, S. 366.



Urteilskraft, untersagt ihm eine bestimmende ganz und gar. [. ..] so dürft’ es wohl im

Intellektuellen derselbe Fall sein, daß wir uns, durch Anschauen einer immer schaff e n d e n

N a t u r, zur geistigen Teilnahme an ihren Produktion würdig machten. Hatte ich doch erst

unbewußt und aus innerm Trieb auf jenes Urbildliche, Typische rastlos gedrungen, war es mir

sogar geglückt, eine naturgemäße Darstellung aufzubauen, so konnte mich nunmehr nichts

weiter verhindern das Abenteuer der Vernunft, wie es der Alte vom Königsberge nennt, mutig

zu bestehen.3 7 )

이렇게괴테는 직관에 판단력을 부여하며, 직관개념을 확장시키면서 칸트에서

헤겔로 이어지는 독일 관념론의인식론과정면으로 대치하고 있다.3 8 )

이러한방법론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원형현상 이상의 것을인지하기는불가능

하다는 점에서 괴테의 자연관은 칸트의 비판철학과 입장을 같이 하는데, 이런자

기반성적한계성을괴테는 늘행복이라 이름한다.

사고하는인간의가장아름다운행복이란, 탐구할수 있는것은탐구한뒤, 탐구불

가능한미지의것은그냥조용히경애하는바로그 것이다.

Das schönste Glück des denkenden Menschen ist, das Erforschliche erforscht zu haben und

das Unerforschliche ruhig zu verehren.3 9 )

괴테에따르면, 원형현상에나타나는 자연의 활동 T ä t i g k e i t을 언어로 옮기는일

이 자연의 탐구자가 해야 하는일이며, 동시에 예술 (혹은 문학)의 과제이기도하

다. 자연현상을 (인과율과 같은) 오성의 범주나 도구를 이용해 왜곡시키지 않은

채 순수한 원형으로 재구성해내는 작업은 따라서 개념의 장치가 아닌“담화

E r z ä h l e n”를통해서 이루어 져야 한다고 괴테는보는데, 자연과학적 담론역시, 문

학과 마찬가지로 이야기 혹은 담화라는 서술방법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

게 보아 자연과학과 문(예)학 사이에는 담론의 현실적 요청이라는 화용론적 관점

의일부를제외하고는 방법론이나 인식론에서기본적차이가 없게된다.4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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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Goethe: Anschauende Urteilskraft, HA, Bd. 13, S. 30 f.
3 8 ) 나중에쉘링 F. W.J. Schelling이괴테와 유사한방법론을택해자연철학에대한체계적기

술을 해나간다. 하지만, 괴테와는 달리 기존의 철학적 기술에 의존해야만 했던 쉘링은

괴테보다훨씬많은논리적난제 A p o r i e에부딪히게된다.

39) Goethe: Maximen und Reflexionen, HA, Bd. 12, S. 467.
40) Vgl. Walter Benjamin: Goethe - Enzyklopädieartikel, in: Gesammelte Schriften (hg. v. Rolf



IV. 형태론 그리고 변형

자연의 활동이 필연적이고 보편적인 법칙에 의해 행해진다면, 그 다음 자연을

향한 질문은 활동 그 자체, 그 내용에 대한 질문이 될 것이다. 자연은 대체‘무엇

을Wa s’하는가? 역동적인 모든 자연활동이 생성의 과정에 있기에자연법칙 또한

생성의 법칙인데, 이 생성활동의 주된 내용을 괴테는“조형”(“G e s t a l t u n g”혹은

B i l d u n g”)이라 규정한다. 즉자연은모양을 만들어 낸다는것이다. 이는자연에철

저히 현상학적 접근을 하는괴테의 방법론이 낳는 논리적 귀결이다. 자연계의 현

상적 표면을 사고의 분석이라는 수단으로 해체하려 하거나 그 이면에 대한 가설

을 세우지 않고 현상계의 표면을 가능한 한 존재양식그대로재구성하려 하는 괴

테의 탐구방법은 자연의 창조력을 조형이라는 기준에서 바라보게 하는 것이다.

자연활동은창조인데, 이는 우리에게 조형으로인지된다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자연의 조형은 이루어 지는가? 도처에 널린 무수한 자연형상들

이 매번 새롭게 만들어 지는가? 괴테는 그렇지 않다는 결론을 내린다. 자연형상

혹은 현상들이 법칙성뿐아니라 일정한“통일성 E i n h e i t l i c h k e i t”을 지니는데, 이는

자연이“변형 U m g e s t a l t u n g”을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4 1 ) 즉 괴테는 자연은 하나

의 기본형상을 만들어 내며, 이 기본형상에 근거해 다른 형상들이 변형된다고 보

는데, 이것이 괴테의『형태론 M o r p h o l o g i e』의 기본명제가 된다. 따라서『형태론』

의 기본원칙은“변형 M e t a m o r p h o s e”이 되는 것이다.4 2 ) 바로 이‘변형의 법칙’이

괴테에게는 모든 자연법칙의 보편적 기본법칙이 되며, 제반 원형현상의 근본 원

형현상이 된다. 모든 자연계의 현상과 형상은 그 어떤 것이든 간에‘변형의 원칙

Prinzip der Metamorphose’을 따르고 있다는 것이다. “자연형상은 움직이는 것이며

생성의과정에있고, 기존의것은 사라진다. 따라서 형태론은 변형론이다. 변형론

이야 말로모든 자연현상을 여는 열쇠인 것이다. Die Gestalt ist ein Bewegliches, e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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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edemann u. Hermann Schweppenhäuser) Bd. II,  Frankfurt a. M. 1977, S. 720: “Ihm  [G o e t h e]
war die L ehre von dem Urphänomen als Naturwissenschaft zugleich die wahre Kunstlehre [...].”

4 1 ) 괴테는대상의 통일성이라는 문제를칸트처럼인식주관에 근거해풀지않고, 자연 활동

그자체라는객관성에초점을맞춘다.

42) Vgl. Grete Schaeder: Gott und Welt. Drei Kapitel Goethescher Weltanschauung, Hameln 1947, S.
136 ff .



Werdendes, ein Ve rgehendes. Gestaltenlehre ist Verwandlungslehre. Die Lehre der Meta-

morphose ist der Schlüssel zu allen Zeichen der Natur.”4 3 )

자연은 개별형상을 매 번 새롭게 만들어 내지 않고 기본형상을 변조시키는데,

이 변조활동의 중심에 있는 기본형상을 괴테는 역시 눈으로, 즉 경험적으로 확인

하고자 한다. 그에 따라 괴테는 오랜 동안 식물계 변형의 출발점인“원형식물

U r p f l a n z e”을 찾아 나서게 된다. 시실리의 한 식물정원에서‘원형식물’을 찾던 젊

은시절의자신을 괴테는이렇게회상한다.

수 없이많은새로운식물들을 바라보며, 나는 다시 예전에 했던 회괴한 생각에사

로 잡혔다. 이 숱한 식물들 중 원형식물을 찾아 낼 수는 없겠는가? 그런 것이 반드

시있을것이다! 만약이모든식물이하나의원형에의해조형되지 않았다면, 나는

대체어떻게여기, 이런저런식물들이‘식물’이라는것을알수있단말인가?

Im Angesichts so vielerlei neuen und erneuten Gebildes [von Pflanzen]fiel mir die alte Grille

wieder ein: ob ich nicht unter dieser Schar die Urpflanze entdecken könnte. Eine Solche muß

es geben! Woran würde ich sonst erkennen, daß dieses oder jenes Gebilde eine Pflanze sei,

wennn sie nicht alle nach einem Muster gebildet werden?4 4 )

모든 식물계의 원형으로서의 기본적 모델이 자연계에 존재하여, 이 원형을 개

념이아닌감각으로지각할 수있다고괴테는 보았던것이다.

괴테의 이러한 원형식물 혹은‘원형동물 U r t i e r’에 관한 경험적 접근은 분명 1 8

세기 말엽부터 시작된 자연과학의 경험적, 역사적 방법론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는 하나, 괴테의 계통발생론적인 phylogenetisch 관점은예컨데다윈의 계통발생론

과는전혀 다른데, 이는 괴테의 계통발생론은 다윈의 진화론과 같은 역사성의범

주를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괴테에게 현재 지각으로 확인되지 않는 과거

의 진화적원형이란 역시 인간의 상상력에 불과한 것이 된다. 자연계 변형의 원형

은“현재의”자연계에서 확인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괴테의 계통발생론적

발상은 다윈의진화론식 역사적 개념이아니며, 그의‘원형식물’은 경험적개념이

긴하나, 역사적 개념이라 볼 수는 없는 것이다. 괴테의 원형식물은 한 구체적인

개별원형식물에서 보편적인‘식물성’을 유출해낼 수 있다는인지 원형의인식론

4 2 독일문학 ‖제8 1집

43) Goethe: Paralipomena II, WA (Weimarer Ausgabe), Ab. II, Bd. 6, S. 446.
44) Goethe: Italienische Reise, HA, Bd. 11, S. 266.



적발상이 된다.

이에 따라 칸트 철학을 섭렵한 쉴러 F. Schiller가 1 7 9 4년 괴테와 갖는토론에서

괴테의 원형식물을“이상적 관념 I d e e”이라 규정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쉴러는 괴테의 원형식물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그런 식물은 경험적으로 찾아질

수없다고 단정한다.4 5 ) (쉴러의 이러한단정에 대한괴테의 반응 역시 괴테의 사고

의단면을드러 내어 흥미롭다. 괴테는 쉴러에게 다음과 같이응수한다. “내가 나

자신도모르는사이이상적관념을 갖고있다니 대단히 반갑군요. 게다가 그 이상

이라는 것을 내 눈으로 보니 더더욱 말입니다. Das kann mir sehr lieb sein, daß ich

Ideen habe ohne es zu wissen, und sie sogar mit Augen sehe”4 6 )) 쉴러와가진이 대화는

괴테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이 분명하여, 그 이후 괴테는 더 이상 원형식

물을 감각계에서 찾으려 하는 노력을 보이지 않는다. 원형식물을 통한 계통발생

적변형론을 포기한 후, 괴테의 식물계변형론은 개체발생적인 o n t o g e n e t i s c h 설명

모델로정착한다. 괴테는 이러한개체발생적변형론을 이미 1 7 9 0년에「식물의변

형에 관한 고찰Versuch die Metamorphose der Pflanzen zu erklären」이란 논문에서밝

히고 있는데, 이 글에서 펼치는 주요 명제들이 향후 괴테의 식물계뿐 아닌, 전 자

연계의 형태론과 변형론의 기본 원칙으로 굳어져 간다. 「식물의 변형에 관한 고

찰」에서 괴테는 일년생 식물을 연구대상으로 그 식물의 구체적 성정과정을 변형

이론의 틀로 삼는데, 식물의배아에서 떡잎을 거쳐 열매를 맺는 모든 성장단계가

“잎Blatt 모양”의변형이라는것이다. 이렇게식물의‘잎’은 원형식물 개념을 대치

하여, 식물의 성장과정에서 나타나는 모든 양태가 (줄기, 꽃, 뿌리, 꽃받침, 열매

등등) 이 잎의 변형으로서 단일개체의 양태의 다양성이 결국은 잎의 변형이라는

형태로 통일성을 지닌다는 것이다.4 7 ) 이러한개체발생적 원형인‘잎’혹은‘잎 모

양B l a t t f o r m’은 괴테가 거시적 자연을 설명할때 쓰는라이프니츠의 개념인“엔텔

레키 E n t e l e c h i e”와 깊은 연관을 갖는다. 모든 (인간을포함한) 자연물은그 변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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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Goethe: Glückliches E reignis, HA, Bd.10, S. 540.
46) ebd. S. 541.
47) Goethe: Die Metamorphose der Pflanze, HA, Bd. 13, S. 100 f.: “So wie wir nun die verschieden

scheinenden Organe der sprossenden und blühenden Pflanze alle aus einem einzigen, nämlich d e m
B l a t t e, welches sich gewöhnlich jedem Knote entwickelt, zu erklären gesucht haben; so haben wir
auch diejenigen Früchte, welche ihre Samen fest in sich zu verschließen pflegen, aus der
Blattgestalt herzuleiten gewagt.”



정에 일정한 원형인‘엔텔레키’를 갖고 그 원형의 변형을 이루어 간다는 것이다.

(이 엔텔레키 개념은나중에 괴테의 자서전『시와 진실 Dichtung und Wa h r h e i t』구

상에있어중심개념의 하나가 된다. )

식물의 개체발생적 변형은 감각세계에서 경험적으로 확인되는 것으로서 괴테

의 직관적‘변형론’의 중심축을 이루게 되어 유기적으로 활동하는 모든 자연계의

‘원형현상’으로 자리잡게된다.

모든형상은비슷하나, 똑같지는않으니,

이들형상들이모여, 신비한법칙, 신성한비밀을암시해준다. [...]

식물들이생성하며점차자라,

단계에맞춰꽃피우고열매맺는일을바라보라. [...]

모든식물은네게 영원한법칙을고하니,

모든꽃이점점소리내어너와얘기하니,

네가여기, 여신의신성한글귀를해독해 낸다면,

모든곳에서그글을다시보게되리라 - 비록글씨가다르다할지라도.

애벌레가주저하며기어다니지만, 곧나비가되려 분주하고,

사람도일정모습, 모양갖춰바뀌어가지않는가?

Alle Gestalten sind ähnlich, und keine gleicht der andern;

Und so deutet das Chor auf ein geheimes Gesetzt,

Auf ein heiliges Rätsel. [...]

Werdend betrachte sie nun, wie nach und nach sich die Pflanze,

Stufenweise geführt, bildet zu Blüten und Frucht. [...]

Jede Pflanze verkündet dir nun die ew’gen Gesetze,

Jede Blume, sie spricht lauter und lauter mit dir.

Aber entzifferst du hier der Göttin heilige Lettern,

Überall siehst du sie dann, auch in verändertem Zug.

Kriechend zaudere die Raupe, der Schmetterlinge eile geschäftig,

Bildsam ändre der Mensch selbst die bestimmte Gestalt.4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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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는 말

괴테의 자연개념의 중요 축인‘원형현상’, ‘형태론’그리고‘변형론’을 둘러싼

제반 문제는 보편성과 개별성이라는 문제로 환원될 수 있다. 일생 동안지속적으

로철학적 개념과 수학적 공식화에반기를 들며, 현상을가능한 한 있는“그대로”

탐구하고 기술하는 자연학자로, 그리고 그 현상이 주는 의미의 궤적을 더듬는 시

인으로자신을규정한 괴테는 보편성이라는 문제를감각적개별성과 분리하려 하

지 않았으며, 그에 따라 그는 합리적 현대를 여는 서구의 거의 모든 학문적 방법

론과 정면 충돌을 해야만 했다. 기존의 패러다임과의 충돌이라는 것은 또한 괴테

자신의사유체계의논리적 난제 A p o r i e들을필연적으로수반하게되는데, 이는무

엇보다개념이나 공식이 아닌 개별현상으로서의 보편성이어떻게 확보될 수 있느

냐는 문제에서 단적으로 들어난다. 개념적 장치에 발 묶이기를 거부하는 괴테는

감성적 직관의 보편성이란 범주가 지닌 문제점을 해결해야 했는데, 그는 어느 기

존학설에기대지않고, 난제가 지닌 역설적 창조성을끌어낸다. “모든 이론은 회

색”4 9 )이라는『파우스트』에서의 일성(一聲)은실로괴테 자신의창작과 자연탐구의

문을 여는 서문이었으며, 그에따른긴 여정의출발점이기도 했다. 

괴테가 거부한 담론구조들이 이제 거의 완벽하게 체제화된 지금에도, 괴테가

제기한의문은 남는다. 대체 보편성이란어디서확보되는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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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oethe hat das literarische Gebilde (Poesie) immer als “eine zweite Natur” oder

als die “Auslegerin” der Natur verstanden. Daher ist das konstruktive Vo r v e r s t ä n d n i s

seines Naturbegriffs notwendig für das Verstehen seiner poetischen Werke. Darüber

hinaus weist Goethes Naturbegriff eine gewichtige Stellung in dem insbesondere

geisteswissenschaftlichen Diskursraum des 18. und 19. Jahrhunderts auf. Die vor-

liegende Arbeit unternimmt den Naturbegriff Goethes zu rekonstruieren, wobei d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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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evanz seines geisteswissenschaftlichen Zusammenhangs stets im Auge behalten

w i r d .

Die Goethesche “Natur” kann durch drei Begriffe konstruktiv und effektiv re-

konstruiert werden, nämlich, das “Urphänomen”, die “Morphologie” und die “Meta-

morphose”, wobei der Begriff des Urphänomens einen zentralen Stellenwert ein-

nehmen soll. Goethes Naturbegriff, welcher im allgemeinen als ein “pantheistischer”

bezeichnet wird, birgt in sich eine ungeahnte Problematik, wenn man sich auf eine

Innenansicht begibt. Unter anderm erweist sich die von Goethe beharrlich postulierte

Kontamination vom Allgemeinen und Einzelnen, von Idee und Erscheinung als pro-

blematisch und aporetisch.

Goethes methodologisches Primat der Anschauung hat nicht nur den Konflikt mit

dem zeitgnössischen Denken zur Folge, sondern die immanneten Aporien seines Na-

t u r b e g r i ffs sind dadurch unvermeidlich. Goethe aber schöpft aus dieser Problematik

jene Kraft, welche ihm die Laufbahn eines einzigartigen Dichters und des “schauen-

den Naturwissenschaftlers” eröffnet hat. Goethes Naturbegriff, den er durch

unzählige Einzelbetrachtungen, Überlegungen und Experimente ausgearbeitet hat,

legt heute noch seine Geltung, verbunden mit seiner Problematik, an den Ta g .

검색어 : 괴테, 자연, 원형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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