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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은 자신과 세계를 학습하는 존재이다. 이 같은 학습의 능력을 이성과 자유라는 개념으로 정리하

여 여타의 존재들과 삶의 양식을 구분 짓는다. 그러나 이 같이 우리 인간에게 고유한 존재양식을 표상

하는 개념들과 그것들에 내포되는 의미들은 또 다시 그들의 학습결과에 의존적일 수밖에 없다. 서양의

근대가 학습한 세계 속에는 자연세계 뿐만 아니라 학습자 자신에 대한 관찰과 반성 또한 내포되어 있

다. 따라서 자연과 문화, 몸과 마음 혹은 그들에게 고유한 자유의 개념들은 새로운 의미와 이해를 필요

로 한다. 이 같이 인간존재양식에 내재된 열려진 학습이 소홀해질 때 우리의 삶과 앎의 양식들은 서로

소외되고 교육적 소통의 단절을 초래하게 된다.

주요어 :자연과 문화, 몸과 마음, 자유, 학습과 교육.

I . 삶과 앎

인간의 삶은 자신과 세계에 대한 학습의 과정 속에서 구축된다. 따라서 인간에게 자신과 주변

의 세계는 언제나 학습의 과정을 통해 경험되며, 경험의 내용들은 삶의 양식으로 승화되어 개인

에게 체현되고 공동체적 문화 속에 구현된다. 우리는 이 같은 학습의 가능조건을 이성이라는 능

력으로 이름하여 여타의 다른 존재들과 그 고유한 존재양식을 구분 짓는다. 이러한 인류공동체적

* 자기현시 와 자기성취 는 Michael Oakeshott가 그의 저서 On Human Conduct 에서 사용하고 있는

Self-Disclosure 와 Self-Enactment 개념의 한국어 번역이다.
**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BK21 연구원, 연세대·서강대 철학과, 서울대 교육학과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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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의 결과는 자신과 세계에 대한 총체적인 앎의 형식으로 전승되어 시간과 공간 속으로 새롭

게 입문하는 모든 개인의 해석적 학습을 통한 의미와 가치의 재구성 속에서 향유된다.

학습의 능력이 인간존재의 주관적 본성이라면 교육은 이 같은 주관성을 상호-주관적 인정

(recognition)의 대화를 통해 보편적 객관성으로 유지, 발전시키는 인간 고유의 삶의 양식이다. 한

개인의 주관적 학습 내용이 타인과의 만남 속에서 인정을 통한 보편적 타당성을 확보하게 될 때

우리는 그 같은 학습의 내용을 지식이라는 덕목으로 개인적 사견과 구분하여 인간 경험의 공동

체적 보편양식으로 체계화하고, 시간적이며 공간적인 교육활동을 통해 서로 나누고 전승하기를

노력한다. 따라서 자연세계와 구분되는 문화세계라는, 인간에게 고유한 공동체적 경험의 보편양

식 중의 하나인 그 같은 문화의 교호와 전승 양식을 교육활동이라고 할 때, 이 같은 교육활동은

한 개인에게 소여된 공동체 문화에의 모태적 입문을 시작으로 그들의 자연적 생명이 다하는 순간

까지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 또는 능동적이거나 수동적 학습의 주체로 지속되는, 인간에게

고유한 삶의 양식이라고 부를 수 있다.

이 같이 존재론적 학습활동에 기반한 인간고유의 보편적 경험양식의 유지 발전과 효율적 전승

방법에 대한 학문적 탐구작업을 교육학이라 할 때, 교육철학이란 학습의 주체이며 동시에 교육

의 주체이기도 한 인간의 존재양식에 대한 심층적 탐구활동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들의 작업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그것은 인간의 학습과 교육활동 속에서 주관적으로 경험되고 객관

적으로 관찰되는, 인간에게 고유한 존재양식의 가능조건들을 밝혀봄으로써 우리 이해의 명료성을

추구하는 작업이다. 이 같은 요약 속에는 아래와 같은 과정적 특성이 내포된다.

첫째, 철학적 이해의 명료성은 인간에게 고유한 존재양식의 가능조건들을 탐구하고, 인간 존

재의 현상들에 설명을 부여함으로써 확보된다. 철학에서의 이론이란 그 자체로서는 즉각적으로

파악되지 않으나, 겉으로 드러나 경험되는 질서를 가능케 하는 논리적 근거들로 구축된다. 예를

들어, 경험하는 현상에 대한 이면적 가능조건들을 밝혀봄으로써 정신이나 자유 그리고 학습과

교육 같은 개념들은 보다 깊고 명료한 의미들을 확보하게 된다. 따라서 커다란 주의나 반성의 여

지없이 이어지는 다양한 삶의 양식 속에서 드러나는 소위 추상적 개념들에 보다 명료한 의미의

내용들을 밝혀 가는 것이 철학의 주요활동인 것이다.

방법론적으로 첫 번째 내용과 동일한 맥락에서 철학적 이해의 두 번째 특징은 그 같은 논리적

근거들이 개념적으로 재구성됨에 따르는 언어사용의 명료화이다. 경험되는 현상과 그것에 관한

우리의 언어는 상보적이다. 따라서 실재와 우리의 언어를 통하여 경험되는 현상간의 근본적 나

눔을 전제하는 것은, 주관적 직관의 경험이 새로운 학문적 지식에 의해 변화될 수 없다는 주장과

동일하게 오류이다. 철학에 내재하는 논리들에 대한 반복적 논의가 아닌 비판적 반성작업은 새롭

게 경험되고 관찰되는 경험의 양식과 현상들 속에서 이루어진다. 이 같은 철학적 이해의 특징은

단지 언어에 대한 체계적 분석일 뿐만 아니라, 언어가 역사적 유산으로서 어떤 문화적 발전을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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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하고 있는가에 대한 사려 깊은 관심 또한 내포한다. 따라서 철학의 역사 탐구는 그 자체적으로

철학적 작업이 되는 것이다.

학습과 교육의 주체인 인간에 대한 철학적 이해의 명료화 작업은 그 같은 이해로부터 도출되

는 삶의 양식에 대한 정당화를 내포한다. 따라서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에 대한 궁극적 물음

에 답하는 철학자는 동일하게 나는 누구인가? 라는 자신의 실존적 물음에 답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질문에 답함으로 철학자들은 자신들에게 이해된 인간성에 充溢할 수 있는 학습과 교육의

방향성을 직·간접적으로 제시하게 되는 것이다. 이 같은 실존적 차원의 철학적 의식은 어거스틴

(St . Augustine)이 그의 고백록에서 나는 나 자신에 대한 수수께끼가 되고 말았다 1)라고 진술하

게 만들고 있다. 따라서, 교육학이 주로 현대 서양 인문과학의 특성인 객관적인 태도를 견지하는

반면에 교육철학은 철학자 자신이 바로 그 탐구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객관성과 주관성 또는

교육자와 학습자적 태도에 있어서 동시적이다.

상기의 방법론적 이해를 전제로, 아래에서는 먼저 현대 철학 발전에 커다란 반성적 패러다임을

제공하고 있는 서양의 인문과학적 탐구를 통하여 새롭게 구축되는 인간의 자기 이해의 양상들을

살펴본 후, 이 같은 이해 속에 내재하는 학습과 교육의 철학적 의미들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Ⅱ. 삶의 樣式

1. 自然과 文化

비록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 영혼의 문제를 그의 자연에 관한 이론 속에서 다루고 있지만, 자

연적으로 주어지지 않은 그 무엇을 학습하여 창조하는 능력이 인간의 자연적 본성임을 지적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자연성 혹은 본성이라는 개념은 인간에게 적용될 때, 놀라운 모호성을

불러일으킨다. 세계 속을 살아가는 존재로서 인간은 분명 자연의 일부이지만, 자연적으로 주어지

지 않은 그 무엇을 학습할 수 있고 새롭게 구성할 수 있는 능력이 인간본성이나 자연성의 일부분

이라고 언급하자마자, 자연이라는 단어는 인간에게 고유한 존재 양식적 의미를 확보하게 된다.

그런가 하면, 인간의 자연적 본성이라는 표현은 인간의 고유한 존재양식으로서의 자신과 세계에

대한 학습의 결과로 구축되는 문화창조의 과정이 단순히 예술가가 그들의 작품을 고안하고 구성

하는 종류의 임의적 가공작업 또한 아님을 의미하게 된다.

인간 본성의 개념은 서양 근대 자연과학의 발전에 따르는 생물과 그들의 진화과정에 대한 탐

1) Augustine, Confessions, trans. R. S. Pine- Coffin (Middlesex, England: Penguin Books, 1964 :76)(IV.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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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 말미암아 더욱더 모호해졌다. 인류학은 살아있는 모든 존재들 가운데 인간이 차지하는 고유

한 위치를 탐구한다. 이들은 자연의 진화과정에서 인간이 어떻게 오늘날과 같은 특수한 위치를

점유하게 되었는지, 즉 여타의 자연체계와의 소외 혹은 단절을 구축하게 되었는지를 밝혀 보고자

노력한다. 인류학자 겔렌(A. Gehlen)2)과 러로이-구르한(A. Leroi- Gourhan)3)은, 자연세계에 대한

인간의 생물학적 적응력 결핍이 이들로 하여금 기본적 학습능력을 바탕으로 한 문화창조행위를

촉진시켰을 것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널리 알려진 니이체(F . Nietzsche)의 인간은 미완의 동물이다 라는 진술 속에는 자연세계 내

존재들 속에서 인간에게 상대적으로 결핍된 적응력이 자신과 주변세계에 대한 학습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자극함으로 말미암아 자연적으로 주어지지 않은 삶의 양식들을 그들의 손으로 구축하

게 되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카시러(Ernst Cassirer)에 따르면, 근대 인류학이란 이미 서양의 르네상스 시대에 구축

된 인간존재 양식의 고유성에 관한 직관적 통찰에 다만 과학적 설명을 첨가하고 있는 것으로 본

다. 카시러가 인용하고 있는 피코 델라 미란돌라(Pico della Mirandola)의 텍스트에는 조물주의

입을 빌은 다음과 같은 문구가 적혀 있다.

아담아, 나는 너에게만 고유한 공간이나 형상, 특질을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그 어떤 공간이나 형상

또는 특질도 너의 소망과 판단에 따라 선택하도록 하였다. 다른 모든 존재들은 부여받은 자연적 본성

내에서 엄격히 규정된 법칙을 따르도록 피조되었다. 다만 너 혼자만이, 내가 네게 부여한 너의 의지가

규정하지 않는 한, 그 무엇에도 제한 받지 않을 것이다.4)

진화과정 속의 인간존재 양식에 대한 체계적 탐구는 결과적으로 다음과 같은 일반적 정의를

도출하고 있다 : 즉, 인간은 자연세계 내 존재로서, 문화세계를 구현하는 동물이다. 따라서 문화

라는 단어는 인간이 자연세계 내 존재로서 자신을 포함한 그 같은 자연세계에 대한 학습의 결과

로, 그들의 이해와 행위의 양식적 구현이라는 광범위한 의미를 확보하게 된다. 따라서 이 같은 문

화 개념 안에는 명시적 언어는 물론 암묵적 정서와 관례들로 구성되는 가족, 사회, 기술, 예술, 학

문, 종교 등 인간의 모든 삶의 양식들이 내포된다. 이 같은 문화 해석방식은 아리스토텔레스적 인

간존재 정의를 강화한다. 즉, 인간 본성이란 자연과 문화사이의 역설적 긴장으로 생각되는 것

이다. 싸르트르(J. P. Sartre)와 같이 인간의 본성이란 어떠한 본성도 주어져 있지 않음이라고 주

장하는 것은, 인간에게 내재하는 학습과 문화창조의 가능성만을 강조할 뿐, 인간의 자연적 귀속성

2) Arnold Gehlen, Der M ensch : seine N atur und seine Stellung in der Welt (Bonn : Athenaum, 1950).
3) Andre Leroi- Gourhan, P rehistoric M an, trans. Wade Baskin (New York : Philosophical Library, 1957)과

L e geste et la parole ; dessins de l'auteur (Paris : A. Michel, 1964) 참조.
4) Ernst Cassier, The Individual and the Cosmos in R enaissance Philosop hy , trans, Mario Domandi (New

York: Harper & Row, Publishers, 1963 : 85).



學習主體에 관한 現代 哲學的 理解 5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을 간과하는 잘못에 근거한다. 우리는 이와 같이 새롭게 해석되고 있는 자연과 문화라는 양면적

특성의 긴장적 합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전통적으로 계승된 자연과 문화와의 관계개념에 대한

새로운 수정의 필요성을 느낀다. 즉, 자연세계와 문화세계 사이의 전통개념에 대한 비판적이고 역

사적인 재고찰을 통해 보다 발전된 이해와 그에 적합한 새로운 개념의 도출을 시도해야 한다. 그

리고 이 같은 재해석 작업은 건설적 해체작업이라고 불리어질 수 있을 것이다.

철학적 인간학은 생태학적 인류학이 구축한 관찰적 내용의 가능조건을 탐구한다. 생명에너지

전개에 관한 관찰에 따라 인류학자들은 자연적응능력의 결핍이 인간으로 하여금 새로운 삶의 양

식을 구성하게 만들었다고 가정한다. 하지만 새로운 양식의 삶의 질서 구축을 가능하게 하는 근

본원인을 자연적 삶 자체에서 찾을 수는 없다. 인간이 그들의 동물적 불완전 단계에서 생명질서

의 보존과는 하등의 관련이 없는 그 어떤 내재적 능력에 의해 고무되거나 움직여지지 않는다면,

그들은 그들 자신의 결핍을 결코 결핍으로 인지하지 못할 것이며 학습의 필요성도 느끼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생존 적응능력의 결핍은 그 자체적으로는 우리가 문화라고 부르는 새로운 삶의

양식의 기원적 요인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생물학적 결핍상태의 관찰적 확인은 단지 이성이라

부르는 인간에게 고유한 능력에의 탐구 가능성을 열고 있을 뿐이다. 생존적 적응능력의 결핍을

도전으로 자각하고, 규정되지 않은 모델에 따라 삶의 양식을 새롭게 구축하게 만드는 것은 이성

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인간의 존재양식이 자연과 문화라는 양면적 질서 위에서 구축됨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신체성

은 특별한 의미를 확보하게 된다. 플레쓰너(H. Plessner)에 따르면, 동물들은 자연세계 안에서 그

들의 신체성이 차지하는 위치에 고착되어 살아가는 반면, 인간은 그들에게 주어진 신체적 상황의

중심으로부터 자신과 세계를 경험함으로써 생존적 신체성으로부터 초월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5)

인간 존재양식의 이 같은 특수성을 하이데거는 다음과 같은 간명한 진술로 정리하고 있다: 돌에

게 세계란 없다. 식물과 동물도 세계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나] 인간들은 세계를 건설한다 .6)

인간은 학습을 통한 문화창조에 따라 그들의 인간성을 體現하는 존재이며, 문화는 인간의 인

간성을 구현한다. 두 편의 명제는 동시적이다. 인간이 문화의 기원에 자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

나 그들의 문화창조는 기술자가 특별한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도구를 제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

지지는 않는다. 그리고 이 같은 역설적 긴장을 해체하기 위한 모든 기원론적 탐구작업은 실패하

였다. 우리는 그 중의 한 예로 프로이드(S. Freud)가 토템과 터부 7)에서 시도한 문화의 정신-기

5) H. Plessner, Die Stuf en des Organischen und der M ensch ; Einleitung in die Philosophische

A nthrop ologie.
6) Martin Heidegger, The Origin of the Work of Art, in Poetry, Language, Thought trans. Albert

Hofstader (New York : Harper & Row, Publishers, 1975 : 45).
7) Sigmund Freud, T otem and T aboo, in The Standard E dition of the Comp lete Works of Sigmund

Freud, trans. J . Strachey, vol. 13(London : The Hogarth Press, 1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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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론적 해명작업이 어떻게 순환논법 속으로 빠져들었던가 함을 잘 기억하고 있다. 이 같은 인간

존재의 양면적 긴장성은 이어지는 본문의 다양한 주제 속에서도 새로운 양식으로 거듭 확인 될

것이다.

2. 몸과 마음(혹은 精神) 그리고 言語

오래된 전통으로부터 물려받은 몸과 마음이라는 언명은, 인간은 자연적 생명의 질서에 귀속되

어 있다는 사실과 더불어 인간의 고유한 존재양식을 지적하고 있는데 마음에 부여된 특성이 바

로 그것이다. 몸과 마음이라는 二項的 언명은 자연과 문화라는 삶의 양식의 양면성과 접맥되어

있는 인간존재 양식의 고유성을 표상하고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 영혼에 관한 문제를 살아

있는 존재들에 관한 탐구 속에서 함께 다루고 있다. 몸과 마음의 이항적 언명 아래서 마음이란

전통 형이상학적 영혼 개념에 결핍되어 있는 생명의 질서까지 내포한다. 서양의 전통에서 영혼

의 개념에 순수정신과 비-물질적 의미만을 선별 부여한 것은 플라톤적 전통을 이어받은 기독교

신학이다. 비록 대부분의 현대인들이 그들의 마음이나 정신을 이 같은 영혼의 개념에 근거하여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몸의 질서와는 다른 그 어떤 실체로 구분될 필요성 또한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과학의 발전으로 밝혀지고 있는 생명질서에 관한 새로운 지식들은 인간에게 고유한 존재양식

을 묘사하는 몸과 마음이라는 이항적 언명에 보다 확장되고 심화된 의미들을 부여하고 있다. 예

를 들어, 생물의 존재양식을 유전자 정보가 내재된 물질적 에너지의 순환과정으로 이해할 때, 우

리는 과학적 탐구가 가능한 생명질서로서의 마음이나 정신의 개념을 상정할 수 있다. 그리고

유전자 정보라는 새로운 지식을 가지고 인간존재에 고유한 삶의 양식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즉, 인간들은 다른 동물들과 같이 단지 주어진 정보를 처리할 뿐만 아니라, 주어지지 않은 정보를

생산해낼 수도 있는 신비한 존재라는 점을 새롭게 경험할 수 있는 것이다. 자신을 포함한 주변의

사물세계에 가치와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인간들은 상징의 세계를 구현시킨다. 따라서 인간의 언

어는 이 같은 의미와 가치부여로써 구현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상징적 질서로 이해된다.

정보처리라는 과학적 용어로 기술된 몸과 마음의 문제는 더 이상 몸과 영혼에 관한 전통 형

이상학적 사유양식일 수 없다. 하지만 이 같은 접근 방식이 마음이나 정신을 물질적 실체로 환

원시킴으로써 전통 형이상학적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새로운 과학적 사

실의 발견은, 우리가 일상에서 몸이라고 부르는 개념 속에 보다 풍부한 양식과 내용의 이해들을

제공한다. 실제로, 전통적 형이상학의 질문들은 과학의 발전과 더불어 구축된 서양의 근대적 사유

체계에서 몸과 마음이라는 이항적 언명의 새로운 양식으로 구성되는 동안 보다 깊은 의미들을



學習主體에 관한 現代 哲學的 理解 7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사유와 느낌 그리고 행위과정 일반에 총체적으로 적용되는 정신 혹은

마음이란 인간의 고유한 삶의 양식을 가능케 하는 자연적 근거로 확인된 것이다. 따라서 현대

인간학의 중요한 주제 중의 하나는 신경생리학적 질서와 마음의 현상간의 관계를 규명해 보는 일

이다. 이 같은 탐색의 성패는, 자연과 문화 혹은 몸과 마음간의 연속성과 불연속성을 얼마나 극명

하게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 고대 형이상학적 물활론은 이 같은 신경생리학적

연구결과와 인지심리학적 탐구내용을 심도 있게 고려한 새로운 개념의 구성없이 몸과 마음에 관

한 의미로운 설명을 제공할 수 없게 된다.

인간의 몸과 마음에 관한 문제는 이외에도 여러 가지 다른 양상의 탐구를 필요로 하는 측면들

을 내포하고 있다. 우리가 주어지지 않은 문화를 창조하고 새로운 정보를 생산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인간존재 양식의 고유성을 수용하게 될 때, 그 같은 사실은 동시에 모든 개인의 마음 혹은

정신이 인간 공동체적 상징질서의 구현과 동시적으로 체현됨을 의미하게 된다. 이러한 사실은

인간의 언어경험을 면밀히 탐색하고 있는 언어학과 언어철학에 의해 분명하게 확인되고 있다. 하

지만, 언어는 비-언어적 따라서 자연적 요인들의 결과로 생각될 수 없다.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

번 자연과 문화 사이에 관한 논의에서 드러났던 역설의 심연과 마주하게 된다. 우리의 이성적

능력 혹은 마음의 현상은 반드시 공동체적 언어와 함께 경험되는 것이다. 우리는 고대 그리이스

인들이 인간을 로고스를 주재하는 존재로 규정하면서, 이 같은 로고스 개념 속에 이성의 능력과

언어적 질서를 동시에 부여했던 사실을 기억한다.

인간과 함께 드러나고 그들에 의해 구현되는 공동체적 상징의 질서는 개인들의 삶 속에서 체

현된다. 우리가 인간을 세계에 대한 意味-授與者라고 부를 때, 그 같이 구현되는 의미들은 동시

에 그들의 인간성을 구축한다는 사실 또한 반드시 인정하여야 한다. 그들이 상징체계를 구현해

내는 만큼, 그들은 동시에 그 안으로 수용되고 만다. 인간들이 상징체계를 구현해가는 과정과 동

시적으로 그 같은 상징체계는 인간의 이해와 행위의 양식 속으로 체현되어 그들을 구축하게 된

다. 그 어떤 심리학이나 사회학적 보편이론도 다양한 삶의 양식들 속에서 경험되고 드러나는 개

인이나 개별 공동체적 차별성과 그 고유성을 진정으로 설명해 낼 수 없는 것은, 개인과 사회적

현상으로부터 관찰되는 심리학과 사회학적 사실들은 개인과 공동체간에 동시적으로 체현되고 구

현되는 마음 혹은 정신의 창조적 양면성을 동시에 포착할 수 없다는 것이 그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이다. 이 같은 맥락에서 칼 포퍼(Karl Popper)8)는 물리적 실체나 심리학적 혹은 사회학적 사

실의 영역을 초월하는 제 3의 실체의 존재와 그 중요성에 대한 인지를 강조한다.

지각적 경험과 개념적 인식 사이의 관계성에 탐구의 초점을 맞추는 심리학과는 다르게 철학적

인간학은 이성 개념에 의해 포괄되는 보다 깊고 넓은 영역을 그 반성의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

8) Karl Popper, Objective K nowledge : A n E volutionary App roach (Oxford : Clarendon Press, 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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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오늘날 인간의 마음 혹은 정신에 대한 서양 철학적 이해는 인간 존재 정의를 위한 근대 형이

상학적 이원론으로부터 해방되었다. 이 같은 해방은 인간의 몸 , 즉 그들의 신체성에 대한 새로운

조망과 이해로부터 시작되었다. 인간의 신체를 생물학적 질서로 조율된 단순한 기계로 환원시켜

버린 데카르트적 추상에 비판적인 현대 현상학은 감응된 신체, 즉 자연적 혹은 물리적 소유와 문

화적 혹은 정신적 존재 사이의 합일적 실체인 인간의 신체성에 커다란 관심을 표명하였다. 지각

현상, 문화적으로 승화된 욕망, 느낌의 현상 등에 관한 면밀한 탐구와 그에 따른 반성작업은 자연

과 문화의 합일적 주체로서 감응되어 살아가는 인간의 몸에 대한 새롭게 발전되고 확장된 철학적

이해를 촉구하게 만들었다. 만약 철학이 의지할 수 있는 궁극적 자연경험이 있다면 그 같은 경

험은 분명히 문화적으로 감응되고 자연적으로 살아있는 인간의 합일적 신체성 속에서 찾아져야

할 것이다. 인간의 신체성에 관한 현대적 이해는 문화인류학과 언어학적 관찰에 대한 철학적 반

성작업을 통해 성취되었다. 감응된 몸(animated body) 혹은 신체적 주체(corps- sujets) 같은 현

대 서양 철학의 새로운 개념들은 메를로 뽕띠(Maurice Merleau- Ponty)의 20세기는 살 , 즉 감응

된 신체의 진정한 개념을 복원/확장시켰다 .9)라는 진술 속의 의미들을 표상하고 있다.

살아 있는 신체는 인격주체의 중심이다. 살아있는 인간의 신체는 그들의 생존욕구, 성적충동

그리고 자기보존을 위한 의지 등이 드러나는 자연 세계적 질서뿐만 아니라, 자기자신과 타자를

포함한 주변세계에 대한 학습의 결과로 구현된 공동체적 정신문화질서가 체현되는 구체적 실체

인 것이다. 인간의 모든 경험은 타자들과 함께 하는 자신을 포함한 자연 세계 속에서 실천적인

학습을 통해 체현되는 개별주체의 문화 세계적 체험이다. 따라서 우리가 보다 진정한 자신과의

만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소유하는 육체의 자동조절 기능이나 형식논리의 법칙성에 의

해 조율되는 합리적 사고를 통해서가 아니라, 자연에 귀속되고 문화적으로 승화하는 상기와 같은

인간고유의 존재 양식을 깨닫게 됨으로써이다. 또한 인간만이 단순한 동물이나 인공지능(컴퓨

터) 과 다른 자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몸과 마음의 합일성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이해는 정신분석학적 탐구 결과를 통해 커다란 발

전을 이루게 되었다. 정신분석학은 자연경험의 의식영역을 넘어서는 곳에서 일어나는 경험현상의

또 다른 양식과 그 같은 현상에 대한 설명의 기제를 철학적 인간학에 供與하였다. 예를 들어, 자

유연상 기법은 어떻게 잊혀진 고통의 경험에 관한 비밀스러운 기억이 음성이나 문자 언어적 표상

으로 되살려질 수 있고, 또한 그것이 가지고 있는 가능한 의미가 어떻게 신체적 증상으로 표출될

수 있는가를 설명해 준다. 그리고 정신분석학에서는 이 같은 현상을 신체적 표상 , 장기의 언어 ,

혹은 상징적 증상 등으로 부르는데, 이것은 분석과정에서 이 같은 신체적 증상들이 언어적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무의식이란 살아있는 신체 혹은 감응된 몸에 관한 현상학적

9) Maurice Merleau-Ponty, Signs, trans. R.C.McLeary (Evanston : Northwestern University Press, 1964 :

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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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구가 확인했던 바와 같이, 단지 의식의 너머로 소멸된 허상의 표상이 아니라 신체적 생명에너

지가 살아 숨쉬는 심리적 실체인 것이다. 그렇다고 무의식이 단순히 자연적 신체의 신경- 생리학

적 에너지 전개라고 보는 것은 물론 아니다. 무의식은 오로지 문화적 언어와의 접속을 통해서만

이롭거나 해로운 심리적 에너지를 우리의 의식 속으로 침투시킬 수 있는 정신적 실체인 것이다.

따라서 인간 주체는 그것의 기원과 행적이 자신의 의식경험 밖에 위치하는 무의식적 실체를 내포

하고 있음이 밝혀진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이 같은 원초적 심리영역에서부터 자연 세계적 육

체성과 문화 세계적 상징성이 살아있는 인간의 몸 속에서 동시에 수렴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우리는 살아있는 몸의 실제적 경험과 인문과학의 탐색을 통하여 더 이상 몸을 마음이나 정신

의 주변장치 혹은 영혼의 감옥으로 볼 수 없게 되었다. 또한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에 냉랭함, 따

스함 혹은 부끄러움과 같은 신체적 감정이 이입되는 예들은 우리의 실천적 경험 속에서 자주 접

하는 사실이다. 이 같은 경험과 현상 뒤에 그 어떤 신비한 메카니즘이 있다손 치더라도, 그것은

몸과 마음 그리고 언어 사이의 상호작용이라는 인간존재 양식의 근본적인 도식 안에서의 일이

다. 그리고 이 같은 사실은 마음을 비-물질적, 몸을 물질적 실체로 양분하는 것과 같은 전통 형

이상학적 오류에 의해서만 부인될 수 있다. 비록 인간 존재양식의 다양한 측면들을 고찰한 후에

비- 물질적 영혼이 의식화된 신체의 배후에 자리하고 있다는 확신에 도달하였다 하더라도, 비-물

질적 영혼과 유기적 신체 사이에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에 믿을만한 설명의 기제를 제공한다는 것

은 매우 어려운 일로 남게된다. 이 같은 상호작용은 언제나 의식적 경험과 감응되는 신체 사이에

서 언어로 매개되며, 따라서 살아있는 몸은 명시적 의식과 암묵적 무의식이 교차/수렴되는 인간

경험의 중핵이 되는 것이다.

인간의 주체성이란 상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몸과 마음 그리고 언어의 교차/수렴으로 구축

되기 때문에, 경험과학으로서의 심리학은 규정하기 힘든 자신들만의 고유한 지위를 갖게된다. 인

간 존재양식에 관한 생리학적 설명과 철학적 해석간의 긴장은 심리학 발달사에 그대로 투영되

고 있다. 자연과학의 탈-가치적 중립성을 모방하려는 그들의 과학적 염원에도 불구하고 심리학은

철학적 순수과학이기 보다는 그들의 실제적 관찰이 행해지는 가치세계의 응용 과학으로 발전하

였다. 이 같은 본질적 애매성을 겨냥하여 푸코(Michel Foucault )10)는 심리학을 본질적 모순관계

인 경험적-초험 과학이라고 비꼬아 비판한 적이 있는데, 그의 비판은 몸과 마음에 관한 이원론

이나 기계적 조합주의에서 발견되는 것과 같은, 교차/ 수렴되는 인간존재양식의 고유성을 간과하

는 태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여진다.

인간의 고유한 존재양식은 단순히 합리적 방식으로 설명되거나 한편의 흥미로운 이야기로 해

석될 수 없다. 우리는 우리자신의 존재양식에 해석적 설명과 설명적 해석을 모두 부여할 수 있으

10) Michel Foucault , The Order of Things (New York : Pantheon Books, 1970 : 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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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이 같은 사실은 개인의 몸과 마음 그리고 공동체적 언어 사이에서 구축되는 인간존재 양식의

고유성에 근거한다. 철학적 인간학이 인문과학적 탐구결과의 의미와 그 설명기제의 타당성을 해

석하는 반면에, 인문과학은 인간의 존재양식에 친밀해질 수 있는 객관적 관찰 내용들을 철학적

인간학에 供與한다. 즉, 과학적 설명양식의 정체성과 의미의 명료화가 철학적 해석에 힘입고 있다

면, 철학적 해석은 과학적 관찰로부터 供與되는 사실로부터 해석의 보편성을 확보하게 된다고 말

할 수 있다.

3. 自由

이제까지 논의된 자연과 문화 , 몸과 마음 그리고 언어에 관한 우리의 이해는 인간에게 고유

한 자유의 주제 속에서 다시 확인하게 된다. 그리고 이 주제에 관한 철학적 접근방식은 인문과

학의 그것과 매우 상이하게 펼쳐진다. 현대 철학적 인간학은 문화인류학, 언어학, 심리학, 사회학

과 같은 다양한 현대인문과학적 탐구로 밝혀지는 인간존재양식의 다양한 질서에 귀기울임으로써

형식개념을 형이상학적 실체로 해석하려드는 지적 직관의 만용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었다. 따라

서 인간의 자유에 관한 현대 철학적 논의는 자연이나 형이상학적 세계 속에서 차지하는 인간의

서열적 위치 확인이기보다는, 인간의 삶의 양식에 고유한 자유개념이 어떻게 결정론적 현대인문

과학의 사실들과 양립할 수 있는가 함에 모아지고 있다.

오늘날 인간을 포함한 자연적 생명의 질서는 더 이상 법칙성으로 닫히고 결정성으로 정지된

기계적 체계로 이해되지 않는다. 그 같은 생명질서의 종말론적 결정론과 무관하게, 우리는 그 안

에 무한한 변화의 가능성들이 살아 숨쉬고 있다는 사실과 그 같은 생명의 질서를 하나의 닫혀진

기계적 체계로 사유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추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 또한 분명하게 알게 되었

다. 자연 세계적 생명의 질서에 대한 이 같은 지식을 배경으로, 자연세계에 뿌리하고 문화세계를

구현하는 인간존재양식에 고유한 자유의 주제로 들어가 보자. 먼저 인간에 고유한 이 같은 삶의

양식은 인간들이 경험하는 자유의 개념에 대한 그 어떤 물활론적 혹은 자연적 결정론의 가능성도

배제하고 있다. 인간은 자연에 의해 미리 주어지거나 규정되지 않은 그 무엇을, 학습을 통해 창조

한다. 모든 존재들 가운데 인간만이 가능성을 열고 근본적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다. 그들이 구현

하는 새로운 질서와 함께, 미완의 동물로서 주어진 생존능력의 결핍상태를 극복하며, 이 같은 자

연세계와의 대응양식 속에서 자신의 존재성을 체현해 나가는 것이다. 자연적 질서 속에서 결정적

으로 미완상태인 인간은 그들의 존재양식 속에서도 마찬가지로 미완성 상태이며 따라서 자신의

존재성을 그들 자신의 손으로 구축해 나가야만 하는 존재이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아리스토텔레

스가 그의 저작 니코마코스 윤리학(Nicomachean Ethics) 속에서 지적하고 있는 인간존재 양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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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성을 다시 한번 음미해볼 필요를 느낀다. 그에 따르면 포이에시스(Poeisis)가 일반적으로 예

술 작업 혹은 기술 작업이라고 부르는 방식의 인간적 창조행위를 일컫는 반면, 프락시스

(Praxis)는 이와는 다른 양식의 창조행위를 가르킨다는 것이다. 프락시스의 개념은 다음과 같은

아렌트(Hannah Arendt)의 개념적 구분을 통해 보다 쉽게 이해될 수 있다.11) 그녀는 노동

(Labour) 을 인간들이 자연적 소여물을 사용하여 자신의 자연적 결핍상태를 제거시켜 나가는 수

단적 행위로, 반면에 작업(Work) 은 인간의 초월적 자기표현 즉, 인간들이 자신과 세계를 그들이

학습하고 경험하는 바대로 이해하는 문화양식의 창조행위로 대별하는데 바로 이 같은 양식의 문

화창조 행위가 아리스토텔레스의 프락시스 개념이 지칭하는 바의 창조행위인 것이다. 그리고 이

들에 따르면 프락시스 혹은 작업적 창조행위 속에서 인간들은 그 같은 행위자체 이외에 그 어

떤 다른 목적이나 실체 획득을 지향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름답고 선한 삶이나 학문적 진리 혹

은 예술적 미의 추구 같은 인간의 행위 양식은 그 같은 행위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대표적인 예들

인 것이다. 따라서 인간의 손으로 창조된 가족이나 사회적 질서를 포함하는 인간의 모든 삶과 경

험의 양식들 그리고 결과적으로 자신의 존재성은 아리스토텔레스나 아렌트에 의해 지적되고 있

는 것과 같은 인간의 양면적 행위양식들간의 연속과 불연속선 상에서 자신들의 손으로 구축되고

향유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결핍 즉, 학습의 필요성으로 특징 지워진 존재로서의 인간은 자

신의 존재성이 자신의 돌봄에 맡겨진 돌봄의 존재이며,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하이데거를 따라

인간(Dasein)은 자기자신을 위해 존재한다 거나 세계-내-존재로서의 인간(Dasein)은 자기자신

을 삶의 주제로 하는 존재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12)

자기자신의 존재양식을 구성함으로써 가능성을 열고 영향력을 발휘하는 인간에 관한 고찰은

자연스럽게 이 같은 행위 능력에 대한 검토를 필요로 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인간의 의

지(will)를 기능이라 부를 때, 그것은 눈과 같은 인간의 신체기관과의 비유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바, 이에 따라 의지는 심리적 혹은 정신적 실체로 규정되고 직관적 파악이 가능한 것으로 믿어

진다. 하지만 일상의 언어생활 속에서 한 사람이 자신의 행위를 표출하는 양식은 나는 바란다,

소망한다, 좋아한다, 기대한다, 요구한다, 선호한다, 의지한다 등등과 같은 자신과 세계이해의 복

잡하고 총체적인 자기연출임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이 같은 총체적 자기연출은 충동, 느낌, 이념

들의 표상 그리고 특정 사태에 매진하거나 저항하는 상대적인 힘의 고려 등이 함께 어우러져 표

출된다. 따라서 인간의 외적 표현행위의 진정한 의미는 인간들이 그들의 고유한 정체성을 경험하

는 유기적 신체, 살아 의식하는 몸 그리고 상징적 언어간의 교차(chiasmus)적이고 연합적인 수렴

점으로서의 자기표현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11) Hannah Arendt, The H uman Condition (Chicago :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58).
12) Martin Heidegger, Being and Time, trans. John Macquarrie and Edward Robinson (Oxford : Basil

Blackwell, 1978 : 182, 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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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교차적 자기경험의 연출양식은 아마도 끝없이 열려있는 가운데, 모든 인간들은 그들이

생각하고, 이야기하며, 소망하고 행동하는 가운데 각자 자기자신이 되고자 노력한다. 실제로 학습

을 통해 구축되는 자아의 경험내용은 언제나 전체적으로 열려져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렇다

고 무한대로 비-규정적인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인간의 자아는 학습을 통해 자신 속에 체현되

는 자신과 주변의 과거를 기반으로 현재를 살아내며, 또한 그 같은 과거에 근거하여 미래를 투사

함으로써만 구축되는 것이다. 바로 이런 점에서 인간의지의 분석에는 반드시 존재의 시간성이 내

재되는 것이다.

문화의 창조자요, 역사의 조물주 그리고 삶의 자기연출가로서의 인간은 자기 손으로 자신의 존

재성을 구축하고 규명하는 존재로 드러난다. 자연의 결정성에 비견하여 이 같은 인간존재의 고유

성을 자유라고 부른다. 그리고 이 같은 인간의 자유란 주어진 실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

것은 자신과 주변세계에 대한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학습을 통해 발아하여 꽃피워질 수도 있지만,

자신과 세계에 대한 돌봄을 거부할 때는 발육이 정지되고 망실되어지기도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의 자유자체란 공허한 추상으로서 사전적 개념 속에서만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 같이 개별

적이고 구체적인 자유의 경험은 대내와 대외의 명시적 관찰을 초월한다. 의식적이고 명시적인 관

찰은 오직 실천적 자아 구축에서 드러나는 명시적 요소의 현상적 측면들만을 포착할 수 있기 때

문이다. 진정한 자기자신의 사유와 행위의 기원이 드러나는 정확한 순간은 우리의 현상적 경험과

지각적 의식을 초월하는 것이다.

Ⅲ. 主體 : 文化價値 體現的 自己成就와

自己顯示의 交叉的 昇華

1. 主體

문화의 창조자요 역사의 조물주, 의식화된(animated) 몸을 가진 자, 정신적 행위를 통해 스스로

를 변화시키는 자, 자신의 자유스러운 선택적 행위를 통해 자아를 계발할 수 있고 또한 그러하도

록 운명 지워진 자: 이 모든 특징적 요소들은 인간 존재는 주체이지 단순한 사물이 아니다 라는

진술에서 주체라는 개념 안에 내포되는 다양하고 고유한 인간의 삶의 양식들에 대한 묘사이다.

이성이나 자유와 같이 인간의 존재양식을 대표하는 핵심개념들은 그 개념적 의미가 너무도

포괄적이기 때문에 그 같은 개념에 대한 새로운 이론적 사유는 인간의 역사를 따라 변천하고 있

는 것이 사실이며 때로는 서로 다른 해석이 대립되어 개념적 의미의 혼란을 강화하거나 전통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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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수용이 거부되기도 한다. 주체 개념에 대한 서로 다른 현대 철학적 해석과 그로 인한 의미의

혼란도 이와 같은 경우라 볼 수 있다. 하이데거는 주체 개념을 서양의 근대가 구축한 악성의 인

간중심주의로부터 산출된 존재성 망각의 상징으로 비판하였다. 그가 휴머니즘에의 편지 13) 속

에서 주장하고 있듯이, 인간을 주체로서 이해하는 것은 근거 없이 세계-내-존재들의 주인 역할

을 자임하는 자기기만에 불과하며, 이런 자기기만은 절대자아가 모든 주체 내에 생래적 본질로서

주어져 있으며 확실하고 명료하게 경험되고 확인될 수 있다는 환상에 근거한다는 것이다: 절대진

리를 주재하고 그것의 지적질서와 예술적 창조를 완벽하게 구현하는 절대 주체에 대한 이 같은

형이상학적 환상은 인간의 지식과 절대진리의 동일시를 겨냥한 헤겔의 철학에서 확인된다고 하

이데거는 주장한다.

구조주의는 서양근대가 구축한 주체 개념에 대한 부정적 비판을 이와는 다른 차원에서 수행

하였다. 이들의 비판은 특별히 인문과학의 방법론적 입지를 위협하는 인간행위에 관한 심리주의

적 해석에 집중되었는데, 말하기와 글쓰기, 예술적 창조를 비롯한 인간의 모든 창조행위를, 모든

가능성의 원천으로서의 심리적 실체에 근거지우려는 형이상학적 심리주의에 거세게 반발하였다.

그리고 설명법칙으로서의 전통 형이상학적 주체개념에 대한 구조주의적 비판과 방법론적 배제

는, 생물학에서 설명법칙으로서의 생명 개념을 배제시킨 것과 동일한 맥락에서 인문과학적 설명

의 기제 구축을 위한 필연적 조건이었다고 보여진다. 하지만 자연과학과 그 탐구의 대상과 양식

이 다를 수밖에 없는 인문과학이 그들을 모방하여 주체 개념의 방법론적 배제를 철학적 주장으

로까지 확장시키고자 할 때, 궁극적으로 자신의 학문적 입지자체를 붕괴시키는 자기모순 속으로

빠지게 된다.

전통형이상학이나 근대 인문과학적 사유체계에 내재하는 이론적 모호성이나 편협성이 인간 존

재양식에 대한 진정한 이해와 의미를 부분적으로 호도하거나 왜곡시켰다는 이유로, 인간에게 고

유한 삶의 양식과 그 같이 특수한 존재의 의미에 관한 다양한 이해를 담지하고 있는 학문적 용어

와 그 개념들을 서둘러 폐기 처분하려는 어리석음은 범하지 말아야 한다. 실제로 인간은 문화적

으로 구현되고 역사 속에서 조율된 다양한 삶의 양식들과 그 의미의 긴장적 그물망 들을 진지하

게 학습하고 새롭게 경험함으로써만 진정한 자기자신의 정체성을 확보하게 된다.

2. 學習

학습주체로서의 인간에 대한 현대 철학적 이해는 관념화된 형이상학적 주체에 관한 건설적 해

체작업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지금까지 살펴본 인간의 삶의 양식들에 대한 현대 인문과학적 설명

13) Martin Heidegger, Letter on Humanism , trans. F.A.Capuzzi in Martin Heidegger: Basic Writings, ed.

David F. Krell (London : Routledge & Kegan Paul, 1978 : 193- 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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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바로 이 같은 건설적 해체작업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같은 설명에 기반한 철학적

해석작업은, 아래에서 살펴 볼, 본질적으로 상대개념으로의 환원이 불가능한 교차적 이항개념들

과 그 모듬으로 새롭게 구축되는 긴장적 의미의 망 속에서 구축되며, 결과적으로 학습주체에 관

한 철학적 이해는 그 어떤 이론적 전체화도 거부하게 된다.

1) 自我와 內的 他者性 사이

인간들은 학습을 통한 자기와 세계의 경험 속에서 자신의 인지능력을 벗어나는 심리적 무의식

과 공동체적 상징의 질서를 내면에 구축하게 된다. 개인의 무의식은 비록 언어를 통해 체현되는

보편적 자아 구조의 영향아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동시에 그 같은 체현의 양식과 내용은 독자

적으로 고유하다. 그리고 개인은 그들이 학습하여 사용하게 되는 언어체계가 심리적 무의식에 뿌

리 내린 상태에서 자신의 경험 내용을 의식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 때에만 비로소 자신을 자아로

서 경험하게 되며 자기정체성을 확보하게 된다. 의미 있게 행위하고 이야기하는 주체는 오로지

공동체가 공유하는 객관적 언어세계에 대한 학습을 통한 체현적 자아 위에서만 가능하다. 개념과

가치의 세계를 구성하는 이 같은 공동체적 언어세계는, 역사적이나 문화적으로 그것이 아무리 상

대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원칙적으로 보편적 의도를 상징함으로, 그 안으로의 초대와 학습은 개별

자아를 주어진 공동체 속으로 귀속시키게 된다. 내 안에, 그러나 자신의 인지 영역밖에 존재하는

심리적 무의식(the un- conscious)과 언어적 초의식(the supra- conscious)간의 긴장적 순환 속에서

인간의 자아는 자기성취적으로 체현된다. 이 같은 자아의 고유성은 독자적인 심리적 신체성과 문

화적 보편정신 사이의 해소될 수 없는 긴장 속에서 구축된다.

2) 自我와 外的 超越性 사이

인간의 주체성은 그들 자신을 포함한 타자를 향한 학습과정 속에서 구축된다. 전통 형이상학에

서는 본질과 (관계양식을 포함하는) 우연의 이분법적 개념을 사용하여 인간의 주체성을 이해하

고, 본질적 주체란 개인의 내부에 생래적으로 주어진 실체라고 믿어져왔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물리적 실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주체를 더 이상 이 같은 전통적 개념으로 이해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다. 인간적 주체는 필연적으로 타자를 향하여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는 자신과 세계에

대한 학습을 통해 구축된다. 말하기는 너를 향한 대화이며, 너는 역으로 메시지를 해석하고 반

응하는 또 다른 자아로서 내 안에 거주하는 것이다. 자아가 자신을 주체로서 성취하게 되는 것은

바로 이 같은 양식의 대화 즉, 자기현시(Self- Disclosure) 와 자기성취(Self- Enactment) 간의 교

차적 순환을 통해서이다. 이 같은 인간 고유의 삶의 양식은 사랑의 경험 속에서도 동일하게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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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된다. 타자를 향해있는 자기성취의 과정을 생각해 볼 때, 주체는 끝없이 타자를 지향할 뿐 타자

의 주체성을 소유할 수 없으며, 오히려 언제나 이 같은 교차적 순환을 통해서만 진정한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 인간주체성의 이 같은 근본적 상호-주관성을 레비나스(Emmanuel Levinas)는 내

재성 속의 초월성이라 부르고 있다. 개별 주체의 내적 집착으로부터의 초월가능성은 학습을 통한

관계맺음 속에서 체현되는 주체가 그들 내부에 상호간의 차별성을 소멸시키지 않은 채 타자의 거

주를 포용하게 됨으로서 경험주체의 내적 풍요를 확보하게 된다. 따라서, 주체 내의 근본적 타자

지향성을 인정치 않을 때 우리는 자기기만적 독선에 빠지게 되며, 역으로 자신의 주체성을 돌보

지 않는 것은, 결과적으로, 타자를 향한 무관심을 의미하게 된다.

3) 主體의 生成性과 停滯性 사이

주체 개념의 실재성에 대한 비판으로,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사유나 경험 그리고 행위양식들의

지속적인 변화의 흐름일 뿐이라는 형이상학적 주장이 있다. 물론 주체의 정체성이 내적 자기관찰

가능성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만약에 우리가 나의 생각, 나의 경험, 나의 행위,

나의 과거나 나의 미래를 말하고 있는 구체적 개인을 상정하지 않는다면, 주체의 정체성에 대한

그 어떤 논의나 설명도 근본적으로 불가능하게 된다. 우리는 실험실에서 자연적 질서에 대한 실

험을 반복할 수 있는데, 그 같은 반복의 가능성은 실험대상들이 보편적이고 반복적인 법칙성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와는 반대로 인간들은 개별적 혹은 공동체적 경험의 역사를 반복시킬

수 없다. 인간주체는 자기자신과의 완전한 대면을 절대로 경험할 수 없는데, 이것은 그들의 정체

성이 완료된 과거와 도래하지 않은 미래의 양면적 투사과정 속에서 끝없이 새롭게 구축되며, 확

인과 식별이 가능한 자아를 갖는 주체로 거듭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같은 면에서 교

육이란 인간세계에 새롭게 입문하는 개인들에게 공동체의 고유한 삶의 양식들을 학습시켜서 주

체의 정체성을 확보시키는 동시에, 정체된 자아의 발전적 해체를 촉구하여 새로운 자아의 구축을

고무하는 양면적 활동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교사와 학생간의 윤리적 태도는 상호간의 변화 가

능성을 인정할 때에만 그 진정한 정체성을 확보하게 된다는 점을 강조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정신장애자들에 관한 여러 관찰 속에서 주체의 생성성과 정체성 사이의 왜곡되거나 와

해된 긴장을 확인할 수 있다. 정신분석학에서는 상대적 소외감이나 자기정체성의 망실을 성취되

지 못한 과거행적의 무의식이 살아있는 신체를 장악하는 일탈된 언어에의 집착현상으로 해석한

다. 주체의 정체성 성취의 실패는 유기적 몸과 의식적 정신 그리고 상징적 언어간의 교차적 승화

가 자유롭지 못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과거완료적 몰수의 경험은 미래지향적 변화 속

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새롭게 구성하는 능력의 부재로 기억된다. 같은 방식으로, 문화공동체의 정

체성도 자신의 과거와 급격한 단절이 요구될 때 병리적 소외를 경험하게 된다. 사회학에서 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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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현상이라 부르는 것은 이 같은 단절의 경험으로부터 야기되는 결과적 현상으로서 개인이 겪는

심리-병리학적 정체성의 상실과 깊은 유사성을 보인다.

4) 主體의 有限性과 無限性 사이

교차적 이항개념 간의 긴장은 인간에게 고유한 삶의 양식 전역에서 경험된다. 앞에서 살펴 본

몇 가지 지적만으로도 이 같이 폭넓은 긴장의 깊이는 짐작할 수 있다. 그들의 신체성과 탈-중심

성에 뿌리하고 있는 인간 존재양식은 자신과 세계를 향해 개방되어 있으며, 모든 사물에 흡수되

지 않은 채 그들과의 간접적 만남을 경험한다. 우리가 자기와 세계에 대한 학습을 통해 그 같은

대상을 안다고 말할 때, 이 같은 앎의 근거인 우리의 지식이 절대로 그 대상과의 완전하고 직접

적인 대면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우리의 학습과 그에 따르는 앎의 양식과 내용은 무

한대로 열려있다고 보아야 하며, 따라서 우리의 학습을 통한 자신과 세계에 대한 진리추구는 인

류의 영원한 과제로 기억되어야 한다. 유한성과 무한성의 교차적 긴장의 또 다른 예는 인간의 욕

망추구 양식에서도 확인 할 수 있다. 즉, 인간의 욕망은 그것의 유한성에 굴복하지 않으면서 무한

성과의 긴장을 유지/발전시킨다. 예를 들어, 타자와 함께 그리고 그를 향한 욕망으로서의 인간의

사랑은 지금/여기의 유한성 속에 뿌리 내리고 있으면서도 소유할 수 없고 소유될 수 없는 타자

를 향한 무한한 열망의 긴장적 가능성으로 경험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무한성은 유한한 인간에

게 다양한 양식으로 경험된다. 이 같은 경험적 배경이 없다면 인간은 절대로 자신들의 존재적 유

한성 또한 깨닫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배경적 경험이 절대의 실체적 내용을 가진 신

성한 존재로 해석되는 神존재증명의 주장을 정당화하는 것은 물론 아니다.

인간에게 경험되는 유한과 무한의 교차적 긴장은 적어도 정신과 물질 사이의 차별성에 구체적

양식들을 공여함으로, 인간존재의 영원성에 관한 종교적 믿음과 학문적 탐구를 의미롭게 만든다.

인간의 유한한 조건성에 뿌리하는 학문적 탐구, 종교적 신앙, 예술적 욕망 그리고 인간의 사랑 등

에서 경험되는 무한성의 여러 가지 다른 언어적 표현의 양식들은 그것들이 한 곳으로 수렴되는

시간과 공간을 영원이라고 가정하게 만든다. 그렇다면 이 같은 영원성이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

본 인간존재양식의 이항 개념적 긴장의 해소를 의미하는가 아니면 교차 순환적 지속을 의미하는

가? 신화적 믿음과 학문적 탐구의 갈림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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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mporary Philosophical Understanding on
Continual Learning Being : Chiasmus in-betw een

Self-D isclosure and Self-Enactment

C ho i, C hul-Byung
* 14)

Literature, scientific curiosity, scholarly research, and artistic expression of all forms

constantly make us aware of the fact that our existence as human beings is open for continual

learning procedure. The more the physical world is investigated, and the more technology

extends our ability to encounter the microcosm and macrocosm, the more our human

peculiarity is accentuated, and the more we are provoked to critically question our own

peculiar mode of being, i.e., continual learner. It is in fact this continual learning about our

human existence that specifically designates our identities as human beings.

Fascination with this peculiarity has only intensified over the last several decades as we

realize that Western rationalism, once the defining cornerstone of human identity for several

centuries, can no longer be considered as the primary fact of philosophy. As Paul Ricoeur

revealed, Marx, Nietzsche, and Freud convincingly argued that individuals are moved by other

forces than reason. In the meantime, the human sciences (psychology, sociology, language

analysis, psychoanalysis and ethnology) have consistently shown that as human beings we can

only partially designate ourselves as subjects of knowledge; in a broader sense, a subject is a

being for whom there are objects and values, a being who affirms and wills.

Yet, both philosophical hermeneutics and different schools of phenomenology have

pointed out that human existence is thoroughly problematic and resists any one

theoretical-literary meta-narrative to express all of its facets. Hum an-being-ness cannot be

captured in one large intu itive grasp , or with the assured clarity Cartesian thou ght once

declared to be p ossible. The ways in which we think about ourselves do change and it is

quite clear that we are therefore forced to identify our particular hum an existence by the

* Institute of Asia Pacific Education Development, Seoul National University (post- D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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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inual learning being in-between self-disclosure and self-enactment in the world with

the others.

Key Wor ds : Lear ni ng, For ms of l i f e , Na t ur e and cul t ur e , Body and mi nd, Languag

Fr eed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