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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여기서 우리는 서양의 휴머니즘을 논의하고자 한다. 실증적, 역사학적

입장에서 보면, 서양의 휴머니즘은 여러 형태들이 있다. 그러나 우리는

기서 이러한 입장에서 다양한 휴머니즘들을 논의하지 않는다. 우리는 형

이상학적 입장에서 휴머니즘을 논의하고자 한다. 형이상학적 입장에서 휴

머니즘은 하나이다. 우리는 이 하나인 휴머니즘을 논의하고자 한다. 이

머니즘은 오늘의 서양 역사가 거기서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은 서양

의 역사뿐만 아니라 세계의 역사도 거기에 의거해 있는 그런 휴머니즘이

다. 역사학적인 여러 휴머니즘들은 하나인 휴머니즘이 특정한 역사적 시

대에 특정한 지역에서 특정한 역사학적 사건을 통해서 일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휴머니즘 하면 연상되는 르네상스의 휴머니즘도 마찬가지이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인 휴머니즘은 그것에서 分派된 여러 휴머니즘들, 즉

줄기, 뿌리, 잎들을 포괄하는 하나의 나무에 비유될 수 있다. 하나의 나

가 처음에는 씨앗에서 發芽하여 뿌리를 내리고 싹이 터서 완전히 자라서

나중에 성장이 완료되듯이, 하나인 휴머니즘도 역시 그러하다. 바로 이러

한 단 하나의 휴머니즘이 우리의 논의의 대상이다.
인간은 휴머니즘적이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인간인 이상 누구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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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답고자 하며, 이렇게 인간이 인간답고자 하는 것이 휴머니즘이기 때문

이다. 인간이 휴머니즘적인 이상, 인간은 반휴머니즘을 통해 그것으로부

터 벗어날 수도 없다. 왜냐하면 휴머니즘 안에서 비로소 휴머니즘적, 반

휴머니즘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반휴머니즘적이라는 것

은 휴머니즘의 본래적 의미의 상실을 의미하며, 바로 이런 점에서 반휴

머니즘도 여전히 휴머니즘에 매여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반휴머

니즘도 휴머니즘의 부정적인 變樣이다.

휴머니즘은 역사적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인간의 역사란 인간이 시

간 좌표에서 인간다운 길을 가는 시간 과정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본다

면, 역사의 발전 정도는 그 역사가 얼마나 인간다운 길을 갔는가, 즉 얼

마나 휴머니즘적이었는가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인간이

인간다움에로 가는 길을 근원적으로 사유하고 定礎하는 것은 형이상학이

다. 여기에 형이상학과 휴머니즘의 불가분적 관계가 있다. 이 같은 관계

에서 하이데거는 모든 형이상학의 특징은 휴머니즘적이다 1)고 하였다.

따라서 하나인 휴머니즘에 대한 논의는 형이상학에 대한 논의이며, 또

그것을 통해서 가능하다. 그렇다면 인간(역사)이 걸어온 길이 인간다운

길인지 그렇지 않는 길인지는 형이상학이 어떠한가에 있다. 따라서 형이

상학은 역사 및 인간이 인간다운 길로 가는지를 평가하는 척도이다.

우리는 서양의 휴머니즘을 하나로 본 것과 같은 의미에서 서양의 형이

상학도 하나로 본다. 우리는 이 하나의 형이상학의 시작과 완성의 과정에

서 서양의 휴머니즘이 과연 휴머니즘의 본래적 의미를 고수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것을 상실했는지, 만약 상실했다면 어째서 그런지, 그리고 어

게 하면 그것의 본래적 의미를 회복할 수 있는지를 논의하고자 한다. 다

시 말하면, 서양 형이상학(역사)이 인간다운 길로 제대로 갔는지 가지

했는지를 진단하고, 만약 후자라면 그에 대한 처방을 제시한다. 그런데

1) Heidegger , Wegmarken(Br i e f über den Humani smus ), 321. 이하의 인용문
헌 중, 그 앞에 저자 명이 없는 것은 하이데거의 문헌임. 다만 老子의 道德經
예외이다. 그리고 인용 글이 실린 숫자 다음에 쪽은 특별한 경우 외에는 모두
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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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학에 대한 그러한 처방과 진단은 기존의 형이상학 안에서는 불가능

하고 그것을 벗어남에서, 즉 脫-형이상학에서 가능하다. 따라서 우리의

휴머니즘 정초 작업은 탈-형이상학적이다. 현대에 이르러 탈-형이상학을

주장한 철학자는 많다. 그러나 우리의 작업은 하이데거의 탈-형이상학적

입장, 즉 그의 존재사유의 입장에서 논의된다.

그러나 탈-형이상학은 형이상학 자체의 絶滅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

려 그것에는 잘못 놓인 형이상학을 이탈(해체, 극복)함으로써 그것을 원래

의 자기 자신에로 돌아가게 한다는 것이 함축되어 있다. 이런 점에서 탈

형이상학은 새로운 형태의 형이상학이다. 하이데거의 입장에서 보면, 형이

상학과 탈-형이상학은 모두 존재를 사유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나 존재를

사유하는 방식에서 다르다. 즉 전자는 존재를 존재자로 사유하는, 즉 존

와 존재자의 차이를 혼동하는 존재사유의 형태를 취하고, 후자는 존재를

존재자가 아닌 존재에서, 즉 존재 자체에서 사유하는 존재사유의 형태를

취한다. 형이상학의 원래 본질이 존재 자체의 사유라면, 전자는 형이상학

의 본질 밖에 서는 형이상학(존재망각, 전통 형이상학)이고, 후자는 형

상학의 본질 안에 서는 형이상학이다. 따라서 후자는 전자가 원래 자신의

본질을 회복한 형태이다.

Ⅱ. 휴머니즘에로의 접근

1. 역사학적 접근

역사학적(hi s t or i sch ) 의미에서 서양 최초의 휴머니즘은 로마 공화국

시대에 출현하였다(같은 책, 320, 참조) . 물론 그 당시는 아직 휴머니

즘이라는 말 자체는 사용되지 않았다. 휴머니즘이라는 말은 1808년 독일

의 철학자 니이타머(F. L. Niet hamer )가 우리 시대의 교육이론에서의

박애주의와 휴머니즘의 논쟁 이라는 책에서 처음 사용하였다. 2 ) 따라서

2 ) 철학대사전 , 1474쪽, 한국철학사상연구회편, 동녘출판사, 198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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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에서 휴머니즘이 최초로 출현하였다는 것은, 로마에서 처음으로 인

간다움(Menschl i chkei t )을 추구한 역사학적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이해

되어야 한다. 이 사건은 로마인들이 인간다운 인간(homo humanus ) 과

야만적인 인간(homo bar bar us ) 을 구별하고, 자신들을 인간다운 인간

에 귀속시킨 데서 시작된다. 그 당시 로마인들에게 이 구별의 기준은 야

만성(di r i t as )과 대립되는 인간성(humani t as )이다. 인간다운 인간은

인간성이 몸에 배인 로마인이고, 야만적(비인간적) 인간은 로마인과의

전쟁에서 패하거나 항복한 異民族 출신의 노예들로서 이들은 로마인에게

살아 있는 도구에 불과했다.

로마의 휴머니즘에 뒤이어서 등장한 휴머니즘은 14, 15세기의 이탈리아

에서 발생한 르네상스의 휴머니즘이다. 대개의 사람들은 휴머니즘하면 르네

상스의 휴머니즘을 연상한다. 르네상스 시대에도 로마인은 여전히 야만인과

대립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 당시 야만은 중세 고딕식의 스콜라학을 향한다

이런 의미에서 르네상스의 휴머니즘은 반스콜라적, 반기독교적이며, 이러한

운동을 통해서 성립되었다. 이 운동을 제창하고 주도한 일군의 사람들이 휴

머니스트들이다. 이들 역시 인간성의 소유자이다. 르네상스의 휴머니즘은

인간성을 소유한 휴머니스트들의 정신과 생활 토대에서 유래한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휴머니즘은 인간성에 관한 것이다. 이 개념은

그리스어 파이데이아( )3 )의 번역어이다(같은 책, 같은 곳) . 로마

인들은 철학자의 학원에서 교육을 받은 후기 그리스인들에게서 이 개념

을 이어 받았다. 따라서 로마의 휴머니즘은 그리스적이다. 그리고 르네

상스 시대의 휴머니즘은 그리스적인 로마 정신의 復活이다. 그러므로 르

네상스 시대의 휴머니즘은 로마의 휴머니즘과 마찬가지로, 그리스 정신

을 인간성의 내용으로 하고 그것을 숭상(부활, 모방)하는 것으로 특징지

워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앞에서 보았듯이, 이들 휴머니즘은 비인간

적인 것에 대해서는 견해를 달리 한다. 또 차이가 있다면, 로마 휴머니

3 ) 그리스어 는 적당한 번역어를 찾기 어렵다. 의 의미를 충족시키는
말은 하이데거에 의하면 독일어 Bi ldung이다. Bi ldung은 도야, 교육, 형성, 모
교양 등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다. 본고에서는 도야, 교육으로 번역했다

402



휴머니즘의 脫-형이상학적 정초(Ⅰ)

즘이 로마에 국한된 로마의 특수 현상인데 반해, 르네상스의 휴머니즘은

비록 이탈리아라는 유럽의 한 지역에서 발생하였지만, 그 당시 범유럽적

인 특성을 띠게 된 점이다. 이러한 르네상스의 휴머니즘은 15세기 후반

에서 17세기에 이르는 과도기, 즉 계몽주의를 위한 준비기에 종교개혁,
합리주의(자연과학적 합리주의)와 함께 발생한 역사학적 사건이다. 그러

나 이 휴머니즘은 종교개혁, 합리주의(자연과학)와 구별될 뿐만 아니라,

또한 그것들의 의견을 수용하지도 않는다. 이런 의미에서 크레인 브린튼

(Cr ane Br i nt on )은 휴머니즘은 신학적이거나 합리주의적이 아닌 세계관

을 가진 모든 사람들을 포함하는 일종의 포괄적인 개념으로 볼 수 있다

고 규정한다. 4 ) 그렇다면, 종교개혁과 합리주의는 휴머니즘과 무관하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은 휴머니즘을 특수성과 排他性을 면할 수 없는 역사

학적 사건, 즉 특정한 지역에서 특정한 시대에 발생한 일회적 사건으로

고찰하는 데서 유래하는 歸結이다.

2. 형이상학적 접근

그러면 역사학적 사건을 넘어서 휴머니즘 자체에서 휴머니즘을 고찰하

면 어떤가? 이에 대해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휴머니즘은 이미 지나간 특

수한 역사학적 사건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역사 일반에 적용되는 보편적

개념이다. 그렇다면, 기독교와 그것을 반휴머니즘으로 본 르네상스의 휴머

니즘, 종교개혁, 근대 합리주의를 비롯한 모든 역사학적 사건은 휴머니

을 지향하는 일종의 휴머니즘이다. 이런 의미에서 휴머니즘은 역사학적

지평을 초월한다. 그러므로 휴머니즘도 역사학적 지평을 초월한 지평에서

정초될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그것을 형이상학적 지평으로 규정한다. 과

연 휴머니즘이 형이상학적 지평에서 정초되는지, 만약 그렇다면 왜 그런

지, 우리는 이 점을 휴머니즘을 정의하면서 해명하고자 한다.

4 ) Cr ane Br int on, IDEAS AND MEN: The St ory of Wes t ern Thought (2nd
ed. , N. J . , Engl ewood Cl i f fs , 1963 ), 최 명관/ 박 은구 번역(西洋思想의
271쪽, 을유문화사, 서울,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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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머니즘은 인간의 인간다움 또는 인간의 인간다운 인간성을 추구할

뿐만 아니라, 인간성의 존엄성을 인정하고 그것을 충분히 발휘하고 고양

시키려는 사상이다. 인간다운 인간성과 그 존엄성은 인간의 본질 안에

있다. 그렇다면, 휴머니즘은 인간이 자신의 본질 안에 서려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자신의 본질 안에 설 수 있을까? 그

것은 인간이 진리에 따라 존재할 때 가능하다. 왜냐하면 인간이 자신의

본질 안에 서려는 것과 인간이 인간답게 존재하려는 것은 동일하며, 인

간이 인간답게 존재한다는 것은 인간이 인간으로서 참되게 존재함을 의

미하며, 인간이 그렇게 존재하자면 진리에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

서 인간 본질의 진리에의 관련성이 있다. 이러한 관련성은 인간이 근원

적으로 진리와 共屬한다는 증거이다. 진리는 또한 세계, 자유 개념과도

공속한다. 왜냐하면 진리에 의해서 세계 개념이 규정되고, 진리 안에 자

유가 있기 때문이다. 5 ) 그러므로 진리가 진리답지 못할 때, 인간도 인간

답지 못하고, 세계도 세계답지 못하며, 자유도 자유답지 못하다. 따라서

르네상스의 휴머니즘이 중세 기독교적인 것을 비인간적인 것으로 보고

그것을 배척한 것은, 중세의 기독교적 진리와 이것과 공속하는 기독교적

인 인간의 본질, 기독교적 세계 개념이 인간을 부자유하게(비인간화) 한

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진리와 그것의 공속 개념인 인간성, 세

계, 자유를 휴머니즘의 구성 개념으로 보고자 한다.

그런데 휴머니즘의 구성 개념들, 즉 진리, 인간본질, 세계, 자유는 모

형이상학의 탐구 대상이며, 형이상학적 개념이다. 바로 여기에 휴머니즘의

정초는 형이상학적으로만 가능하고, 휴머니즘이 형이상학에 기초하는 까

닭이 있다. 따라서 휴머니즘이 어떠한가는 형이상학이 어떤 길을 가느냐

에 달려 있다. 또한 형이상학적 개념들은 역사적 시대를 근원적으로 정초

한다. 그러므로 역사가 어떠한 특성을 갖느냐 하는 것도 형이상학이 어떠

한가에 따라 결정된다. 그렇다면, 동양 역사와 서양 역사의 차이는 동양

서양의 형이상학(인간성, 진리, 자유, 세계)이 다른데서 유래한다. 또한

5) 이 점은 성경 ,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에서 단적
로 드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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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의 역사에서도 중세와 근대가 다른 것도 중세와 근대의 형이상학이 다

르기 때문이다. 이 점은 이 글 3- 1에서 논의된다.

형이상학적 개념들이 휴머니즘의 구성 개념들인 동시에 역사를 근원적

으로 구성한다는 바로 여기에 휴머니즘이 역사 일반에 적용되는 까닭이

있다. 휴머니즘이 역사 일반에 적용된다면, 서양의 역사뿐만 아니라 동양

의 역사도 휴머니즘적이다. 물론 동양의 그것은 서양의 그것과 다르다.

양의 형이상학이 서양의 그것과 다르기 때문이다. 주지하듯이, 동양의 대

표적인 형이상학은 儒學, 佛學, 道學이다. 儒學은 仁道에서, 道學은 無爲

然의 道에서, 佛學은 佛道에서 인간의 인간다움을 구한다고 할 수 있겠다

휴머니즘의 근거인 형이상학은 철학의 한 분과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모든 철학을 규정하는 중심과 핵에 대한 이름 , 6 ) 철학의 본질 이다.

이러한 형이상학, 여기서는 서양 형이상학은 존재 물음에서 시작해서 존

재 물음으로 끝난다. 따라서 존재는 서양 형이상학의 근본 개념이다. 그

런데 서양 형이상학에서 존재는 진리와 동일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

다. 7 ) 이 점은 서양 형이상학에 대한 이후의 논의에서, 특히 Ⅳ- 1에서

나타날 것이다.
서양 형이상학의 근본 개념인 존재에서 볼 때, 휴머니즘이 형이상학에

근거하는 필연적인 이유가 좀더 명확히 밝혀진다. 그 이유는 존재를 근

본 개념으로 하는 형이상학이 인간 현존재의 근본사건 , 현존재 자

체 8 )라는 데에 있다. 이렇게 인간 자체가 형이상학적인 것은 인간이 존

재하는 한, 형이상학이 묻고자 하는 존재 안에, 비록 모호하게나마 그

것을 이해하는 방식으로 그것 안에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간은 존재

하는 한, 이미 형이상학 안에 있으며, 그러므로 그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무의미하다. 그런 이상, 현존재는 죽지 않고서는 형이상학 밖으로

결코 나올 수 없다. 현존재가 형이상학 밖으로 나왔다는 것은 더 이상

6 ) Einführung in Met aphys i k , 20.
7 ) 흔히들 이같은 진리개념이 인식론적 진리개념과 구별되는 존재론적 진리개념으

로 불린다.
8 ) Wegmarken(Was i s t Met aphys ik? ),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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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실존)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휴머니즘이 형이상학에 근거하

는 한, 인간은 또한 이미 휴머니즘 안에 있다. 문제는 인간이 그 안에

있는 휴머니즘이 휴머니즘다운 휴머니즘인지 그렇지 않는지이다. 여기서

우리의 관심은 서두에서 말한 것처럼 지금 현재 우리의 삶에 많은 영향

을 끼치고 있는 서양의 휴머니즘이다. 그것이 어떤지를 근원적으로 이해

하자면, 서양 최초의 형이상학에로 거슬러 올라가서 거기서 그것이 어떻

게 형성되었는지를 고찰할 필요가 있다.

3. 플라톤의 형이상학에서 서양 휴머니즘의 시작

서양의 형이상학은 필로조피아( , 철학)의 성격을 가지며 그

것과 함께 시작되었다. 그리고 서양에서 철학에로의 걸음은 소피스트에

의해 준비되고 우선 소크라데스와 플라톤에 의해 이루어졌다. 9 ) 이렇게

시작된 형이상학이라는 말과 그 의미는 존재는 그림자나 모상의 세계인

감각적 자연을 넘어서 있는 형상, 즉 이데아( )라는 플라톤의 이론에

서 이미 준비되어 있다. 10 ) 플라톤의 사유에서 형이상학의 시작은 동시

에 휴머니즘의 시작이다. 그 후로 휴머니즘은 형이상학의 시작과 그

전개와 그 종말에 결부된 과정을 말한다. 11) 이처럼 휴머니즘이 근원적

으로는 역사학적 사건이 아니라 형이상학적 사건인 이상, 인간성 개념도

역사학적으로 정초된 것이 아니라 형이상학적으로 정초된 것이다. 우리

는 로마 휴머니즘에서 인간성이라는 개념은 그리스어 파이데이아(陶冶,

敎育)의 번역어임을 밝힌 바 있다. 이 파이데이아의 본질적 의미는 플라

톤의 형이상학, 특히 그의 동굴의 비유에서 설명된다. 거기서 플라톤은

파이데이아와 이것의 결여 개념인 아파데이우사( )를 통해 인

간성(인간의 본성, 본질)을 해명하고 있다. 12 ) 플라톤에 의하면 감성계

9 ) Was i s t Das - Die Phi losophie? , 24쪽.
10 ) 이 같은 형이상학에 도달하는 과정을 플라톤은 선분의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다. Pl at on, Pol i t e ia, 509 d.
11) Wegmarken(Pl at ons Lehr e von der Wahr he i t ) , 236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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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굴, 감옥, 세계답지 않은 세계)에서 인간은 속박되어 있으며, 따라서

부자유 상태에 있고 인간답지 못하다. 그 곳은 인간의 본질 영역이 아니

라 비본질의 영역이기 때문이다. 인간은 자신의 본질 영역에로 전향을

통하여 비로소 인간답게(자유롭게) 될 수 있다. 인간의 이러한 전향을

인도하는 것이 교육(도야)이다. 즉 인간의 본질에 할당된 영역에로의 인

간 본질을 익숙하게 하는 것이 플라톤이 말하는 교육의 본질이다. 13 ) 따

라서 교육은 하나의 이행, 즉 무도야(아파데이우사)에서 도야에로의 이

행이다. 그것은 플라톤에서는 존재, 즉 이데아에로 시선을 고정시키는데

부단히 익숙해지는 데서 시작된다. 이 경우 이데아는 참된 것, 즉 진리

이다. 따라서 도야의 본질적 완성은 본래적인 진리의 영역에서 그

리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도야의 본질은 진리의 본

질에 기초한다. (같은 책, 222 ) 따라서 플라톤에서 인간다운 인간은 도

야된 인간이며, 도야되지 않은 인간은 인간답지 않다. 도야(교육)가 인

간다운 인간성을 구성한다. 이 도야로 볼 때, 플라톤에서 인간의 본질은

이데아라는 진리(존재)에 의해서 규정되며, 인간은 이 진리 안에 설 때

비로소 인간다울 수 있다. 인간이 이데아 안에 서자면 이데아에 정통해야 하

는데, 동굴 밖의 이데아에 정통한 것이 바로 필로조피아이다. 14 ) 결국 필로

조피아로서 철학은 그 시초부터 휴머니즘학이다.

우리는 방금 서양의 휴머니즘은 존재를 이데아로 해석한 플라톤의 형이

상학적 사건에서 시작되었음을 고찰하였다. 물론 휴머니즘은 역사학적으

로는 그 후에 그리스의 정신을 부활하고자 하는 역사학적 사건에서 시작

되었다. 이러한 역사학적인 휴머니즘, 즉 르네상스의 휴머니즘에서 볼 때

중세 기독교와 기독교적인 것은 반휴머니즘적이다. 그러나 이것은 형이상

학적으로는 참이 아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도 하나의 형이상학인 한, 기독

12 ) Plat on, Pol i t e ia, 514쪽, 참조.
13 ) Wegmarken(Pl at ons Lehr von der Wahr he i t ), 217.
14 ) 조피아( )는 무엇에 정통하는 것이다. 동굴 안에 있는 것과 동굴 밖에 있

것에 정통하는 것은 차이가 있는데, 동굴 안의 것, 즉 감각적인 것에 정통한 것
필로조피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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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역시 휴머니즘의 본질적인 계기들, 즉 기독교의 세계, 진리, 자유,

인간성과 개념을 갖는 하나의 휴머니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독교도

인간을 인간답게 존재하게 하는 진리를 진지하게 추구한다. 물론 여기서

진리는 창조주 신이다. 인간은 신에 의해 신의 형상에 따라서 창조된 존

재이다. 그런 이상, 인간의 본질은 신에게 있으며, 인간은 신 안에 설

때, 또는 거기에로 되돌아갈 때 비로소 인간답게 될 수 있고, 자유로울

수 있으며, 인간이 신을 떠날 때 인간은 비인간(반휴머니즘)의 길로 나

간다. 인간이 신에로 돌아가는 방법은 신의 믿음, 즉 신앙이다. 거의 전

적으로 기독교 교회의 신앙에 의한 인간의 인간다움(휴머니즘)을 추구한

시대가 중세이다. 그러나 이 시대가 르네상스의 휴머니스트들에 의해서

반휴머니즘으로 간주된 것도 역사학적 사실이다. 그러나 이것은 기독교

자체가 휴머니즘적이 아닌 것이 아니라, 그 당시 기독교가 반휴머니즘적

인 것, 즉 휴머니즘의 의미를 상실한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종교개혁

은 그 당시 기독교적인 것에 대항해서 성경에 의거한 순수한 신앙 생활

을 통해 진정한 종교적 자유를 추구함으로써 기독교적 휴머니즘의 실현

을 시도한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근대 합리주의(자연과학) 역시 인간

의 이성에 의한 자연(세계)의 인식을 통해 휴머니즘을 추구한 것으로 보

아야 한다.

근대의 자연과학적 합리주의도 휴머니즘을 지향한다면, 그것 역시 형이

상학적 사건에 기초한다. 다시 말하면, 근대 자연과학적 합리주의는 근대

형이상학에 기초한다. 그러나 근대 형이상학은 그리스 형이상학과의 단절

을 통해서 형성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 형이상학의 존재 개념과 이 개념

의 새로운 해석에 기초한다. 그러므로 근대 형이상학에 기초한 근대 휴머

니즘은 그리스 형이상학의 존재 개념에로 되돌아가서 논의되어야 한다.

Ⅲ. 형이상학(휴머니즘)의 전개 과정

1. 형이상학(휴머니즘)의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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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톤의 형이상학이 시작되던 그리스 시대 존재는 우시아( )로서

지속적 현존으로 해석된다. 15 ) 여기서 현존은 비은폐를 의미한다. 16 ) 따

라서 지속적 현존으로서의 존재는 지속적인 비은폐을 의미하고, 현존자

(존재자)는 비은폐된 채 지속(체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의미의 현

존자는 창조되거나 대상화된 것이 아니라 자신으로부터 이미 앞에 놓여

있는 것 이다. 이런 점에서 그 당시 모든 현존자(존재자)는 주체(휘포케

이메논 )이다. 또한 플라톤이 존재로 해석한 이데아와 아리

스토텔레스가 존재로 해석한 에네르기아( )도 현존의 방식들이

다. 17 ) 결국 형이상학이 시작될 무렵 존재(진리)는 우시아, 이데아, 에

네르기아, 휘포케이메논으로 해석되었다. 비은폐성(현존성)을 지시하고

있는 이들 존재 개념들은 그 후 형이상학과 휴머니즘의 전개와 완성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 우리는 이 점을 플라톤의 이데아에서부터 살펴보고

자 한다.

플라톤의 이데아는 지속적인 현존의 한 방식, 즉 지속적인 것이 그의

모습에로 비은폐됨(현존함)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그것은 지속적인

것이 은폐되어 있지 않은 모습이다. 그런데 모습은 보여진 것이다. 따라

서 이데아는 보여진 것으로서의 모습이다. 18 ) 이 모습은 근대철학에서의

사물의 관념과 같은 것이 아니다. 그것은 개별적인 존재자가 그 안에서

존재자로서 존립하고 지속하는 그런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그것은 플라

톤에게 존재자의 존재로 해석된다. 뿐만 아니라, 그것은 또한 진리이다.

그러나 진리로서의 이데아( , 비은폐성)에는 이데인( : 봄, 직

관)이 이미 관련되어 있다. 왜냐하면 이데아는 보여진 모습이며 보여진

것은 항상 봄의 보여진 것이기 때문이다. 진리에 봄이 관련되어 있음으

로 해서 이제 진리는 인식(직관, 관조, 표상)의 특성을 띠게 된다. 이

15) Einführung in Met aphys i k , 202. 우시아는 이중성을 지니고 있는데, 그것은
존자의 현존과 그의 모습이 무엇인가라는 의미에서 현존하는 현존자이다.

16 ) Niet z sche Ⅱ, 404.
17) 이에 대해서는 Nie t z sche Ⅱ, 404-409, 참조.
18 ) Einführung in Met aphys i k , 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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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진리는 인식의 올바름으로 해석된다. 올바름은 인식이 인식되는

것(이데아)에로 향해서 그것과 일치되는데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인식의

올바름으로서의 진리는 지성과 사상 자체의 일치라는 서양의 전통적 진

리의 始原이다. 실로 인식의 올바름은 서양 형이상학에서 진리의 본질이

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진리 개념은 플라톤이 존재를 이데아로

해석한 데서 유래한다. 19 )

그 후 진리는 인식의 올바름에서 확실성으로 바뀐다. 진리를 확실성으

로 해석한 것이 중세와 근세이다. 진리가 이렇게 해석된 데에는 그리스

어 에네르기아가 라틴어 현실성(act ual i t as )으로 번역되는 과정과 무관

하지 않다. 에네르기아가 현실성으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그것은 작용하

는 원인성의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20 ) 이러한 현실성 안에서 확실성의

본질이 충족된다. 확실성의 본질에는 자기 자신을 그때 그때 확신하는

것, 즉 자기 자신을 위해 자기 자신의 궁극적 안전을 요구하는 것이 놓

여 있다. 21) 그런데 확실성의 이러한 본질은 최고의 현실성에서 충족된

다. 왜냐하면 그것만이 스스로 존립하는 지속성(안전성)의 지속화를 자

신으로부터 얻기 때문이다. 최고의 현실성(원인성)은 순수 현실태이며,
이것은 최고선으로 불리는 신이다. 따라서 확실성(진리)은 신에게 있다.

인간은 오직 신을 믿음으로써만 진리에 도달하는데, 이때 인간이 얻는

진리는 구원의 확실성이며, 이것이 중세에서 최고의 진리이다.

신의 믿음을 통한 구원의 확실성이 중세를 지배한 형이상학적 진리였다

면, 근대 이후 오늘까지 시대를 지배하는 것은 인간의 표상(앎)의 확실

이라는 형이상학적 진리이다. 중세를 지배한 구원의 확실성이 에네르기아

가 현실성으로 해석되는 형이상학적 사건에 근거한다면, 인간 표상의 확

실성은 인간의 정신(이성)만이 주체로 되는 형이상학적 사건에 근거한다

근대는 이 사건에서 시작된다. 인간의 정신이 주체가 된다는 것은, 존재

19 ) 이에 대해서는 Ⅳ-2에서 논의된다.
20 ) 에네르기아가 현실성으로 번역되기 이전의 의미와 그것이 현실성으로 번역된 후

의 그것의 의미에 대해서는 Nie t z sche Ⅱ, 410-414, 참조.
21) Niet z sche Ⅱ, 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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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모든 것은 주체에 대한 객체(대상)로만 존재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그리스 시대에는 모든 현존자, 즉 현존의 방식으로 체류하는 것 모두가

자신으로부터 이미 앞에 놓여 있는 것, 즉 주체이다. 그러면 어떤 의미

에서 이제 유독 인간의 정신(이성)만이 주체인가? 인간 정신은 자기 의

식적 존재, 즉 자기 자신을 스스로 표상하는 존재이다. 그런데 자기 자

신을 표상하기 위해서는 표상하는 자가 표상작용 앞에 스스로 놓여 있

어 야 한다. 이때 스스로 앞에 놓여 있는 것 은 표상하는 자아, 즉 인

간 정신이다. 그리고 이 스스로 앞에 놓여 있는 것 은 원래 그리스적인

의미의 주체이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인간의 정신이 주체이다. 인간은

이렇게 주체가 됨으로써 진리를 자기 스스로 근거지운다. 진리를 자기

스스로 근거지운다는 점에서 주체는 절대적으로 확실한 진리의 부동의

근거, 즉 근본적(절대적) 진리이다. 주체에 의한 이러한 진리의 근거 제

시는 방법적 회의를 통해서 cogi t o의 명제를 확보한 데카르트에 의하여

처음으로 이루어졌다. 데카르트는 신의 계시 진리(구원의 확실성)와 교

회의 가르침에서부터 해방되고자 한 인간의 요구를 형이상학적으로 표현

한 것이다. 말하자면, 데카르트는 인간의 자유와 안전과 인간다움에 대

한 확고 부동한 형이상학적 근거를 마련한 셈이다. 이런 의미에서 그는

근대적 휴머니즘의 정초자이다.

주체는 모든 표상작용(앞에-세움)의 주체이다. 그러므로 모든 표상은

주체의 자기 표상이다. 따라서 주체이외의 사물 표상도 주체의 자기 표

상의 일종이다. 여기서 표상 작용은 어떤 것을 스스로 자기 앞에 세우

고 세워진 것 자체를 안전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안전하게 세우는 것

은 계산이어야 한다. 왜냐하면 계산 가능성만이 표상되어야 할 것을 미

리 그리고 지속적으로 확신하게끔 보장하기 때문이다. 22 ) 이러한 표상

작용에 의해 모든 존재자는 대상화된다. 다시 말하면, 존재자의 대상화

는 계산하는 인간이 존재자를 믿을 수 있도록, 즉 확신할 수 있도록 모

든 존재자를 자기 앞에 가져오는 것을 목표로 하는 앞에-세움에서 수행

된다. (같은 책, 87) 존재자 전체는 주체의 표상에 의해서 대상화됨,

22 ) Holzwege (Di e Ze i t des Wel t bi l des ),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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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표상됨으로써만 존재한다. 그리하여 존재자의 존재(진리)는 주체성

(작용성과 대상성23 ) ), 확실성, 표상성으로 해석된다. 존재자의 존재가

이렇게 해석됨으로써 존재자에 대한 근대적 과학이 가능했고 또 발전할

수 있었다.
존재가 표상성으로 해석됨에 따라 이제 세계는 상으로 된다. 세계가

상으로 된다는 것은 인간이 세계를 상으로 파악한다는 것이다. 세계가

상이 됨으로써 존재자 전체는 인간이 정돈하는 것 , 우리 앞에 체계로

서 있는 것으로 된다. 이에 따라 인간은 자신을 존재자 전체의 관련중

심 으로, 다시 말하면 그 안에서 장차 존재자가 표상되고 제시되는 무

대 로서 정립한다. 인간이 주체가 되는 경우에만 세계는 상이 되고 인간

은 존재자의 중심, 척도가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와 중세의 형이상학에

서 세계는 상이될 수도 없었고, 인간 또한 존재자의 중심, 척도가 될 수

도 없었다. 그러나 그리스의 프로타고라스는 인간은 만물의 척도 라고

하지 않았는가? 이것은 어떻게 이해되어야 하는가? 그 경우 척도는 그리

스의 존재 개념에 따라서 이해되야 한다. 그리스에서 존재는 비은폐성,

즉 현존성이고, 존재자는 비은폐된 것으로 현존하는 것이다. 이 경우 비

은폐성은 인간에 의해서 생기된 것이 아니라 존재자 자체의 자기 개방

또는 피어남(Aufgehen)이다. 따라서 인간이 그러한 존재자를 알아보자

(ver nehmen )면, 존재자의 비은폐성에 자신을 개방시켜서 맞추어야 한

다. 여기서 인간의 존재자를 알아봄은 존재자의 비은폐성에 속한다. 따

라서 인간이 만물의 척도라고 할 때, 척도는 인간이 비은폐성에 순응함

(Müßigung)을 의미한다. 24 ) 중세 시대 존재는 被造性으로 이해되었다.
따라서 존재자가 존재한다는 것은 창조 질서의 한 특정한 단계에 속해

있으며, 그래서 창조된 것으로서 창조 원인에 응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상에서 본 바와 같이, 그리스와 중세의 형이상학에서 존재자가 인간의

23 ) 주체성은 현실성(작용성)과 대상성이라는 이중성을 갖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했
다. 이 양자는 서로 공속한다. 주체의 자기 반성이 가능한 것도 주체가 그런 이
성을 갖는데 있다.

24 ) 보다 상세한 것은 Niet z sche : Europäi sche Nihi l i smus , 2부, 16절, 참조.

412



휴머니즘의 脫-형이상학적 정초(Ⅰ)

상에 따라 정돈되고 지배된다는 의미는 없다. 또한 거기에서는 존재자를

인간 앞에 세운다는 근대적인 표상 작용도 없다. 이 표상 작용은 존재자

를 단순히 앞에 세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나가면서 지배하는

대-상-화이다. 25 ) 과학 기술을 통한 인간의 존재자의 지배는 존재자의

존재가 주체의 대상성으로 해석되는 한에서만 가능하다.

2. 니체의 허무주의에서 형이상학(휴머니즘)의 완성

존재를 주체로 해석한 데카르트에 의해 정초된 근대 휴머니즘은 주체의

세계 표상에 의한 인간의 세계(존재자 전체) 지배에 그 특색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가능하다. 따라서 세계 지배가 완성될 때 그것도 완성된다

그리고 세계 지배는 주체가 세계를 무조건적으로 지배할 때 완성된다. 그

렇다면 근대의 주체성 형이상학과 이것에 근거한 휴머니즘도 세계의 무조

건적 지배에서 완성되는 셈이다. 왜냐하면 세계의 무조건적 지배에서 인

간은 무조건적 안전과 자유를 향유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세계를

지배할 수 없었던 원시인들은 자연의 힘에 불안해 했고 그것으로부터 자

유로울 수 없었다. 그러면 데카르트에 의해 표명된 근대의 주체는 세계를

무조건적으로 지배할 수 있을까? 이 점을 고찰하기 위해 이전의 형이상학

으로 다시 올라가 보자.

플라톤의 형이상학에서 인간 삶(세계)을 지배하는 것은 자연 위의(자

연을 초월한) 존재, 즉 초감성적인 이념(이데아)이다. 중세 역시 피안의

이념(기독교적 이념)이 인간을 지배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이 주체

가 됨으로써 진리가 구원의 확실성에서 인간의 자기 확실성으로 바뀐 근

대에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아니, 인간의 자기 확실성이라는 근대

적 진리에 대한 요구 자체가 신앙의 가르침에 대한 반항에서 일어난 것

이 아니라, 역으로 최고의 진리는 구원의 확실성의 성격을 갖는다는 것

의 필연적인 귀결이다. 26 ) 이 때문에 근대 문화는 비신앙적인 경우에도

25) Holzwege (Di e Ze i t des Wel t bi l des ), 108.
26 ) Niet z sche Ⅱ, 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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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기독교적이다. 가령 근대에 신과 교회의 권위 대신에 양심의 권

위, 이성의 권위, 사회적 본능, 역사적 진보, 최대다수의 최대 행복이

자리잡는데, 이것들은 모두 기독교적 세계 해석의 변양이다. 그러나 소

급해 보면, 기독교적 세계 해석은 유대적 헬레니즘적인 통속 철학에 기

초하고, 이것은 다시 그리스(플라톤)의 형이상학에 기초한다. 이런 점에

서 니체는 서양 형이상학(철학) 전체를 플라톤주의로 특징짓는다. 27 )

플라톤주의가 함축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존재가 무엇으로 해석

되든 간에, 다시 말하면 인간이 주체로 해석되든 해석되지 않든 간에,

초감성적 이념이 감성적 세계를 밑받침하고 지배하며, 그런 한, 그것은

인간의 삶을 지배하고 또한 인간은 그것을 궁극 목적으로 추구해야 하

며, 이런 의미에서 인간은 초감성적 이념의 노예이며, 인간이 그런 노예

인 한, 인간은 아직도 세계를 무조건적으로 지배하지 못하며, 그리하여

자유롭지(해방되지)도 인간답지도 않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인

간이 아무리 주체가 되어도 형이상학(플라톤주의) 안에서는 휴머니즘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형이상학적으로 근대가 막 끝날(현대

가 시작될) 무렵에 신은 죽었다 고 외치면서 형이상학의 극복을 시도하

는 자가 있으니, 그가 바로 형이상학적으로 돌은(미친) 니체이다. 니체

에게 형이상학의 극복은 플라톤주의에 대한 반대 운동 , 28 ) 플라톤주의

의 顚倒 29 )로서 수행된다.

그러나 니체가 형이상학을 극복한다고 해서 존재를 주체가 아닌 다른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니체는 주체로서의 인간을 다르게

해석한다. 데카르트에 의해서 확보된 주체는 감성과 대립되는 이성이다.
이성은 초감성적인 이념을 추구한다. 그러기에 이성주의로 대변되는 서

양의 근대 형이상학은 헤겔이 그 정점에 서 있는 이상주의 철학일 수밖

에 없었다. 이상주의 철학에서 인간은 이성(초자연, 초감성)적 동물(자

연적인것, 감성적인 것) 이며, 형이상학는 이성을 인간의 본질로 본다.

27) Niet z sche : Europäi sche Nihi l i smus , 89.
28 ) Holzwege (Ni et zsches Wor t Got t i s t t ot ), 217.
29 ) Niet z sche : Europäi sche Nihi l i smus , 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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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체는 이성적 동물로서의 인간을 마지막 인간 (지금까지의 인간)으로

규정한다. 그는 이 마지막 인간에서는 이성의 본질도 동물성의 본질도

아직 충분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본다. 이런 의미에서 그는 인간은

아직도 (그 본질이) 확정되어 있지 않은 동물이다 30 )고 한다. 니체는

인간이 그의 완전한 본질을 확정하려면 자신 너머로 이행을 추구해야 하

며, 그런 인간을 초인이라 한다. 그러나 정지, 고정화의 특성을 갖는 이

성을 주체로 하는 인간은 자신을 자신 안에 고정시켜서 자신 너머의 그

의 과제 영역에로 상승할 수 없다. 이런 인간은 세계를 무조건적으로 지

배할 수 없다. 따라서 그런 인간에서는 휴머니즘은 불가능하다. 결국 니

체는 초인에서 인간의 본질을 발견하고, 초인을 통해서 형이상학을 극복하

고 휴머니즘을 정초하고자 한다.

니체는 초인의 본질은 이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동물성에 있다고 봄으

로써, 인간의 본질을 동물성으로 해명한다. 그러나 이 동물성은 단순히

감성적 속성만을 갖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감성과 이성이 그 속에 하나

로 포괄되는 그런 것(초인의 속성, 야만적인 야수성, 금발의 야수)이

다. 31 ) 따라서 동물성의 충동과 인간성의 이성은 동일하다. 32 ) 그러기

에 니체는 나는 전적으로 신체이며 그 이외의 아무것도 아니다. 신체는

위대한 이성, 하나의 의미를 갖는 다양성, 전쟁이면서 평화, 한 무리이

면서 목자이다 33 )고 말할 수 있었다. 그러면 동물성은 대체 어떤 특성

을 갖기에 그러한 것일 수 있는가? 그것은 힘에의 의지를 그 특성으로

하기 때문이다. 이제 니체에 이르러 주체는 힘에의 의지로서 나타난다.

니체에서 의지는 인간의 영혼의 능력이 아니라 존재자 전체의 존재를 지

30 ) 이 인용구는 하이데거, Was Hei ßt Denken?, 24에서 인용된 니체의 말이며 인
용구의 ( )는 필자의 삽입이다.

31) 초인의 초월성은 대립적인 것을 하나로 포괄하는 포괄성으로 해석될 수 있다.
같은 해석의 입장에서 초인을 포월인으로 볼 수 있다.

32 ) Vor t räge und Auf sät ze (Über windung der Met aphys i k ), 90.
33 ) Niet zsche , Al so sprach Zarat hus t ra(Sämt l i che Werke Band 4 ), hr sg.

Gior gio Col l i und Mazz ino Mont inar i , Deut scher Taschenbuch Ver l ag de
Gr uyt er , 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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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한다. 34 )

니체에서 의지는 필연적으로 힘에의 의지이다. 왜냐하면 의지는 강해

지고자 하고, 강해지는 것은 힘의 증가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힘이 증가

되는 한에서만 의지는 자신을 유지할 수 있다. 힘의 단순한 현상 유지는

의지의 쇠퇴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힘에의 의지는 유지

(Er hal t ung )와 고양(St ei ger ung )으로 구성된다. 이것들은 힘에로의 의

지가 의지로서 존립할 수 있는 의지의 조건들이다. 이런 조건을 갖는 한

에서만 힘에로의 의지는 자신을 넘어설 수 있다. 이렇게 힘에로의 의지

는 부단히 자신을 넘어서고자 함으로써 잠시도 정지해 있지 않고 부단히

강해지고자 한다. 이렇게 부단히 강해지고자 하는 것이 니체에서 생성

(존재)이다. 결국 생성은 힘에로의 의지이다. 그리고 이러한 힘에로의

의지는 생 자체이다. 따라서 니체에서 힘에로의 의지, 생성, 존재, 생은

같은 것이다. 35 )

모든 대상 의식이 자기 의식이듯이, 대상들에 의한 의욕도 의지에로의

의지이다. 힘 역시 강해지고자 하는 의지이므로, 힘에로의 의지도 의지

에로의 의지이다. 따라서 이들 두 의지는 동일하다. 의지는 자기 자신을

의욕함으로써 의지, 즉 부단히 자기를 超克하는 의지일 수 있다. 세계를

지배하려는 의지 역시 의지에로의 의지이다. 이런 의미에서 세계는 의지

에로의 의지 이외의 아무것도 아니다. 힘에로의 의지, 즉 생에는 오직

힘의 定度(Gr ade )만이 가치가 있다. 36 ) 그리고 힘의 정도는 힘의 유지와

고양의 정도이다. 힘이 자신을 유지하고 고양시키기 위해서는 힘의 자기

평가가 요구된다. 그리고 평가에는 반드시 관점이 속한다. 이 관점 역시

34 ) Was he i ßt Denken? , 35. 근대 형이상학에서는 니체에 앞서 라이프니츠, 셀
링, 쇼펜하우어가 이미 존재자의 존재를 의지로 규정했다. 그러나 그들과 니
의 차이점은 그들은 아직 의지를 종래의 인간을 넘어서는 초인의 지평에서 이
해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따라서 그들에 있어서의 인간은 극복되어야 할 마지막
인간이다.

35) Holzwege (Ni et zsches Wor t Got t i s t t ot ), 230.
36 ) Niet zsche , Der Wi l l e zur Macht , Kr oner Ver l ag, St ut t gar t , 19

Fr agment 55.

416



휴머니즘의 脫-형이상학적 정초(Ⅰ)

힘에로의 의지에 속하는 힘에로의 의지의 존립 조건, 즉 유지 고양의 조

건이다. 니체는 이러한 조건을 가치로 규정한다(니체, 같은 책, 단편

715, 참조). 따라서 니체에서 가치는 힘에로의 의지와 무관하게 존재하

는 즉자적인 것이 아니라, 힘에로의 의지에 의해 설정된 힘에로의 의지

의 조건들이다. 이에 힘에로의 의지는 모든 가치 설정의 원리로 등장한

다. 그리고 모든 존재는 힘에로의 의지에 의해 설정된 가치에 다름 아니

다. 물론 가치 설정의 원리인 힘에로의 의지도 하나의 가치, 즉 근본적

가치이다. 이제 존재는 가치로 되었다. 37 ) 이것은 힘에로의 의지를 존

재자의 존재로 보는 데서 유래하는 필연적인 귀결이다. 진리, 예술, 정

의는 힘에로의 의지에 의해 설정된 힘에로의 의지의 자기 존립(초월)의
조건들이다. 따라서 그것들은 힘에로의 의지가 이상으로서 추구해야만

하는 궁극 목적이 아니라 의지에로의 의지의 자기 초월의 수단이다. 이

런 점에서 의지에로의 의지는 자신의 자기 초월(힘을 위한 투쟁)외의 그

어떤 목적도 갖지 않으며, 이제 의지를 압도하고 의지 위에 군림하는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의지의 존립을 확보하는 관점이 진리이고,

의지의 고양을 위한 관점이 예술이며, 의지의 뜻에 따르는 것이 정의이

다.

지금까지 인간을 지배해 온 인간 위의 초감성적 세계나 피안의 세계

(이념들) 역시 힘에로의 의지에 의해 정립된 가치이다. 이 점에서 그것

은 힘에로의 의지의 한 특수한 예 이다. 이뿐만 아니라 종래의 형이상

학에서 존재로 해석된 것도 모두 힘에로의 의지에 의해서 정립된 가치들

이다. 그러나 종래의 인간은 이런 점을 모르기에, 다시 말하면 가치의

근원을 모르기에 종래 인간(마지막 인간) , 순진한 인간, 선한 인간이다.

이에 반해 초인은 힘에로의 의지를 자신의 본질(진리)로 사유하는 인간

이다. 초인에게는 위 와 피안 은 존재하지 않는다. 초인은 이제 이념

의 노예가 아니라 이념의 주인 이다. 이에 초인은 종래의 인간과 달리

무조건적으로 자유롭고, 세계를 무조건적으로 지배할 수 있다. 초인을

제약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초인은 무조건적 주체성으로서 세계의 입

37) Holzwege (Ni et zsches Wor t Got t i s t t ot ), 258.

417



□ 여 종 현

법자이다. 종래 최고의 가치들로 간주된 초감성적 이념들도 실은 초인에

의해 정립된 것이므로 무조건적으로 초인 위에 군림해서 초인을 지배할

수 없다. 이제 그것은 초인에 대해 지배력을 상실한다. 이것은 최고 가

치의 脫가치화를 의미한다. 이 같은 최고 가치의 탈가치화를 니체는 허

무주의로 정의하고, 38 ) 그것을 신은 죽었다 로 표현하였다. 39 ) 그러나

이러한 허무주의는 니체 당시에 비로소 생겨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서

양 역사의 근본 운동이다. 40 ) 플라톤의 이데아론, 기독교, 신의 죽음은

허무주의의 원인이 아니라 그것의 현상이거나 결과이다.

최고 가치의 탈가치화는 기존의 최고 가치가 전도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는 기존 가치들의 가치없어짐(기존 가치들의 파괴)과 그에 따른

새로운 가치 정립이 함축되어 있다. 따라서 최고 가치의 탈가치화로 특

징지워지는 허무주의는 양극적(부정적, 긍정적)인 의미를 가진다. 이에

허무주의는 또한 가치 정립으로 정의될 수 있다. 그렇다면, 새로운 가치

정립의 완성은 허무주의의 완성이다. 니체는 초인(힘에로의 의지)을 통

해서 허무주의를 완성하며, 41) 그것의 완성이 그에 있어서 허무주의의

극복이자 형이상학의 극복이다.
그런데 초인은 진정으로 자유로울 수 있을까? 아무리 초인이 힘에로의

의지로 무장한다고 해도 시간, 특히 존재하였는 것에 대해서는 무력하지

않는가? 존재하였던 것은 지나간 것이며 지나간 것은 소멸하는 것이다.

분명히 소멸하는 것은 의지에 반항하고 의지를 거역하며 의지의 적이다.

또한 의지는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고통스럽다. 이에 그것은 의지에게

복수의 대상으로 다가온다. 의지는 복수로부터 구원될 때 의지에 반하는

것으로부터 해방되고, 그렇게 됨으로써 의지는 의지일 수 있다. 42 )

38 ) Niet zsche , 앞의 책, Fr agment 2.
39 ) 여기서 신은 기독교의 신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초감성적 세계나 이념을 지

칭한다.
40 ) Holzwegw(Ni et zsches Wor t Got t i s t t ot ), 218.
41) 니체는 이렇게 완성된 자신의 허무주의를 고전적 탈자적 허무주의라고 한다. 허

무주의의 여러 형태에 대해서는 Niet z sche : Europäi sche Ni hi l i smus , 1부,
장, 12절, c )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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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어떻게 하면 의지는 의지로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그것은 의

지가 시간으로부터 자유로울 때이며, 의지는 지나가는 것(존재하였던

것)을 다시 오는 것으로 영원히 의욕할 때 시간으로부터 자유롭다. 그러

면 의지는 어떻게 그것의 영원한 회귀를 의욕할 수 있을까? 지나가는 것

은 의지의 의욕된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의지 이외의 다른 것이 아니

다. 또한 지나가는 것은 생성의 한 양상이고, 생성은 정지가 아니기에

다양하다. 이런 다양성을 지닌 생성이 힘에로의 의지이다. 따라서 시간

적인 변화, 즉 존재하였던 것도 힘에로의 의지의 한 양상이다. 그러므로

힘에로의 의지는 그것이 다시 자기에게 때때로가 아니라 영원히 회귀하

는 것을 의욕할 수 있다. 이리하여 의지는 의욕된 것의 영원성, 즉 자기

자신의 영원성을 의욕할 수 있다. 힘에로의 의지의 이 같은 자기 의욕의

방식은 힘에로의 의지의 현존의 방식이며, 이 방식은 니체의 철학에서

동일한 것의 영원한 회귀로 표현된다. 이에 의지의 현존은 영원성을 지

니며, 이로써 의지는 시간적인 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하이데거

는 이상 논의된 니체의 힘에로의 의지의 형이상학을 플라톤에서 시작된

서양 형이상학의 종말로 본다. 그러면 대체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종말

이며, 종말로서 그것은 어떤 형태를 취하며, 과연 그것은 휴머니즘적일

수 있는가?

3. 완성된 형이상학의 형태: 기술, 인간학
완성된 휴머니즘에서의 인간다운 인간: 기술인, 경제인

니체에서의 형이상학의 종말은 형이상학적 사유 양식이 중단되고 지

체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형이상학의 본질 가능성이 바닥나는 역사

적 순간을 의미한다. 43 ) 그러면 형이상학의 본질 가능성은 무엇이며,
이 가능성은 왜 니체의 철학에서 바닥나는가? 니체가 플라톤주의로 해석

하는 형이상학의 본질 가능성은 초감성적인 것과 감성적인 것의 대립에

42 ) Was Heißt Denken? , 43, 참조.
43 ) Niet z sche : Europäi sche Nihi l i smus , 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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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여기서 초감성적인 것은 헤겔적인 정신일 수도 있고, 인간 이성일

수도 있고, 이성이 추구하는 이념일 수도 있다. 이러한 초감성적인 것이

존립하는 한, 형이상학은 본질적으로 가능하다. 그러나 초감성적인 것이

제거될 때 형이상학의 본질 가능성은 바닥나게 마련이다. 그런데 니체는

초감성적인 것을 힘에로의 의지(동물성)에 의해 정립된 가치(존재)로 봄

으로써 초감성적인 것을 제거하였다. 초감성적인 것이 제거된 이상, 감

성적인 것과 초감성적인 것의 대립은 사라진다. 이에 형이상학의 본질

가능성은 니체에서 바닥나서 끝나는 순간을 맞은 것이다. 이 순간 종래

형이상학에서 존재로 해석된 모든 개념들이 니체의 힘에로의 의지에 의

해 설정된 가치들로 해소되어, 결국 종래 형이상학은 니체의 철학으로

흘러 들어가서 용해되어 종말을 맞는다.

니체의 힘에로의 의지의 근본 특성은 가치 정립이다. 가치 정립은 힘

에로의 의지의 자기 초극이기도 하다. 물론 가치 정립에는 낡은 가치의

탈가치화도 포함된다. 가치 정립은 철저히 인간적인 것이다. 그렇다면

가치로 해석된 존재자 전체의 존재는 인간적인 것이다. 우리는 이미 근

대의 본질을 세계가 상이 된데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근대의 본질이

존재를 가치로 해석하는 니체에 이르러 완성된다. 이 완성은 인간의 상

에 의해 해석되고 직관되는 세계의 의인화 의 완성을 의미하며, 이로써

이제 형이상학은 의인관 (같은 책, 330 )이 된다. 이것은 초감성적인

것을 동물성(초인, 야만적인 야수성)의 의지로 해소시킨 데서 유래하는

필연적인 귀결이다. 이것이 니체의 플라톤주의의 전도, 즉 그가 말하는

형이상학의 극복이다. 그러나 플라톤주의를 전도함으로써 과연 형이상학

이 극복되는가? 물론 플라톤주의를 전도함으로써 세계(존재)의 인간화로

특징지워지는 인간학주의(Ant hr opologi smus )가 완성된다. 그러나 완벽

한 인간학주의를 플라톤주의의 극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플라톤주의

의 핵인 이데아에는 인간적인 것이 전혀 개입되어 있지 않은가?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 이 점은 플라톤에서 진리가 인식의 특성인44 )데서, 즉

이데아의 올바른 봄(이데인)인 데서 나타난다. 인식은 이성의 본질로 인

44 ) Wegmarken(Pl at ons Lehr e von der Wahr he i t ) , 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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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적 태도이다. 따라서 플라톤에서부터 이미 존재의 해석에 인간적인 것

의 싹이 트고 있다. 이 싹이 진리의 근거를 인간의 이성적인 주체성에서

확립한 데카르트에서 완성되기 시작하여, 인간의 주체성을 힘에로의 의

지로 사유한 니체에서 완성된 것이다. 따라서 니체에서의 형이상학의 종

말은 형이상학의 극복이라는 의미에서 종말이 아니라 그것의 완성이라는

의미에서 종말이다.

니체에서 형이상학은 가치를 통해서 완성된다. 그런데 니체의 가치 사

상의 유래에서 결정적인 것은 플라톤의 이데아가 per cept i o로 된 것이

며, 45 ) 특히 선의 이데아( 토 아가톤)는 니체의 가치 개념의

전조이고, 니체의 가치 개념은 플라톤의 아가톤에 대한 다른 이름이다

(같은 책, 29절, a 및 30절, b, 참조). 또한 플라톤에서 이데아는 영

원성의 방식으로 현존한다. 니체의 힘에로의 의지 역시 동일성의 영원한

회귀의 방식으로 현존한다. 형이상학의 기본 골격은 존재를 존재자의 무

엇임(본질)과 실존(현존)에서 탐구하는 데에 있다. 니체의 철학에서도

이런 기본 골격이 철저히 지켜지고 있다. 그의 형이상학에서 존재자의

본질은 힘에로의 의지이고, 존재자의 현존은 동일한 것의 영원한 회귀이

다. 46 ) 따라서 니체의 철학에서 플라톤의 형이상학적인 속성은 잔존한다.

그리하여 니체의 플라톤주의의 전도는 철저하게 형이상학 내부에

남고 , 47 ) 그의 철학은 그것이 대항하는 것의 본질에 필연적으로 사로

잡혀 있다. 48 )

45) 이에 대해서는 Nie t z sche : Europäi sche Nihi l i smus , 305 및 307, 참조.
46 ) Niet z sche Ⅱ, 348.
47) Vor t räge und Auf sät ze (Über windung der Met aphys i k ), 75.
48 ) Holzwege (Ni et zsches Wor t Got t i s t t ot ), 217. 특히 하이데거는 니체

철학이 플라톤의 형이상학의 완성임을 여러 곳에서 강조하고 있다. 그 예로 그는
Wegmarken (Pl at ons Lehr e von der Wahr he i t ), 227쪽에서 니체를 서양 형
이상학의 역사에서 가장 방종한 플라톤주의자로, Niet z sche : Europäi sch
Nihi l i smus, 297쪽에서는 니체의 사유는 예나 지금이나 플라톤과의 대화라고 말
한다. 반플라톤주의를 지향하는 니체의 형이상학이 플라톤주의에 머문다는 것은
반기독교를 외치는 마르크스주의가 기독교적이란 것과 같은 의미에서 이해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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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된 형이상학의 시대에 철학은 인간학이다 49 )는 하이데거의 말을

떠올리지 않더라도, 우리는 초감성적인 것이 제거되어, 즉 형이상학의

본질 가능성이 바닥나서 형이상학이 필연적으로 의인관이 되는 위의 논

의에서 완성된 형이상학이 인간학일 수밖에 없음을 알 수 있다. 형이상

학의 인간학화는 필연적으로 형이상학, 즉 존재자성을 존재로 사유하는

존재사유의 종말(완료)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무조건적 자기 안전성,

무조건적 세계 지배로 특징지워지는 자기 초극을 추구하는 인간(초인)은

존재(자신)를 가치로 해석하는 한에서만 초인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

서 형이상학이 일단 인간학이 되면, 존재는 가치 이외의 다른 어떤 것으

로도 해석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 이에 인간학의 형태를 취하는 니체의

형이상학은 형이상학의 종말, 즉 형이상학의 본질(존재자를 존재로 해석

하는 존재 해석) 가능성이 바닥나는 것이다. 하이데거가 말하는 니체에

서의 형이상학의 종말은 단순히 초감성적인 것의 소멸으로서가 아니라

인간학 내에서는 존재자의 존재가 가치 이외의 다른 어떤 것으로도 해

석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힘에로의 의지의 자기 초극은 자기 자신과의 투쟁이다. 의지는 항상

이러한 자기 투쟁으로 나타나며, 이러한 의지의 나타남의 근본 형식은

기술 이고, 기술은 그 의미상 완결된 형이상학이라는 타이틀과 같다.

(같은 책, 76). 따라서 근대 기술 문명은 하나의 형이상학적 사건이다.

초인은 기술을 통해 자신의 무조건적 안전을 추구한다. 초인은 이제 기

술 인간이 된다. 근대의 기계경제, 즉 모든 행위와 계획을 기계적으로

철저히 계산하는 것 은 기술 인간을 요구한다. 초인만이 무조건적 기계

경제에 적합하다. 역으로 초인은 대지의 무조건적 지배를 계획하기 위해

무조건적 기계경제를 요구한다. 50 ) 결국 니체에서 형이상학의 완성은

기술 형이상학으로 구체화된다. 물론 이러한 기술 형이상학은 사유하는

자아의 존재로부터 延長的 자연을 확보한 데카르트에 의해 기초지워졌

다. 형이상학이 기술로 나타나는 오늘날 그것은 그리 고상한 것이 아니

49 ) Vor t räge und Auf sät ze (Über windung der Met aphys i k ), 82.
50 ) Niet z sche : Europäi sche Nihi l i smus , 205.

422



휴머니즘의 脫-형이상학적 정초(Ⅰ)

다. 가치 판단, 기술적 사유, 기술 경쟁이 모두 형이상학적 사건이다.

따라서 기술적으로 구축된 세계는 형이상학적인 세계이다. 형이상학의

세계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이미 우리는 형이상학적으로 구축된 세

계 안에서 살고 있다. 형이상학적으로 구축된 세계에는 개발된 자연만이

아니라 사회도 속한다. 사회를 기술화(계산하고 정돈)하는 것이 사회이

론(사회학, 사회사상)이다. 인간이 주체가 되어 존재가 주체의 대상성으

로 해석된 이래, 기술에 기초한 많은 사회이론들이 휴머니즘을 위해, 즉

인간다운 삶을 위해 등장하였다. 사회 계약론, 자유민주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 군국주의, 나찌즘, 파쇼, 민족주의, 개인주의, 자본주의,

전체주의, 국제화 등이 그것이다. 이제 완성된 형이상학에서 휴머니즘은

기술로서 가능하고, 인간다운 인간(초인)은 기술인이다.

기계경제는 대지를 기술의 대상으로만 요구한다. 기계경제가 요구하는

초인 역시 대지를 기술의 대상으로만 보고 그것을 무조건 기술적으로 지

배한다. 그러나 자연의 기술적 지배는 초인과 자연과의 투쟁이 아니라

더욱 강해지고자 하는 초인의 자기 자신과의 투쟁, 즉 초인의 자기 초극

을 위한 자신과의 투쟁이다. 왜냐하면 세계는 힘에로의 의지 외에 아무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초인의 자신과의 투쟁이 대지의 기술적 지배로

나타난다. 세계는 이제 하나의 형이상학적 사건의 장, 즉 무조건 더욱

강해지고자 하는 초인들의 각축장이 된다. 물론 이것은 형이상학적 사건

이다. 니체는 이미 이러한 것을 예감하고 대지의 지배권을 위한 싸움이

일어날 때가 온다. 그것은 철학의 근본학설(형이상학)이라는 이름으로

일어나게 될 것이다 51)고 말했다. 이 싸움은 식민지 쟁탈전, 이념대결,
작금의 무제한의 기술경쟁으로 구체화되었다. 이 같은 형이상학적 사건

을 거치면서 인간은 더욱 강해졌고 지금도 기술경쟁을 통해 강해지고 있

는 중이다. 기술시대에 인간은 강해질수록 더욱 인간다워진다. 그리하여

오늘날 개인은 개인대로, 학교는 학교대로, 국가는 국가대로 휴머니즘을

위해 무제한의 강한 인간(기술인)을 기술적으로 양성하는데 혈안이 되어

51) Niet zsche , Sämt l i che Werke Band 441. ( )와 그 안의 내용은 필자의 삽
입임. 하이데거 Holzwege , 256쪽에서 재인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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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기술적으로 양성되어서 더욱 강해진 인간은 이제 자연을 전면(육지와

바다와 하늘)에서 완전히 지배하기에 이르렀다. 물론 자연의 이러한 전

면적 지배는 초인의 자신과의 투쟁인 자기 초극의 결과이다. 초인은 자

기 초극에서 자신의 위력을 한껏 과시한다. 이제 초인에게 저항하거나

그를 압도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자연을 지배한 인간 주체성의 위력

은 인간을 속박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온 불합리한 전통, 예를 들면 종교

적 권위, 봉건적 제도, 불합리한 사회제도와 신분제도를 타파함으로써

인간을 속박으로부터 해방하였다. 이에 인간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종교적 자유를 실현하였으며, 어느 정도 부도 축적하기에 이르렀다. 이

로써 이제 인간(초인)은 마치 자유롭고 인간다운 인간에 거의 근접한 것

으로 보였다. 나아가 기술인은 이 여세를 몰아 자신의 마지막 적대자인

이념(이데올로기)들의 대결 상태를 완전히 종식시킴으로써 자신이 무제

약적으로 활보할 수 있는 무제한의 기술경쟁시대를 개막하였다.

기술경쟁시대란 기계경제시대에 다름 아니다. 무제한의 기계경제시대

에서 무제한으로 자기를 초극하고자 하는 초인의 자기 목적은 그의 무한

한 동물성의 충족을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하여 제약없는 초

인의 권능은 야수성의 완전한 해방에 따른다. 52 ) 초인은 초인이기에 그

의 동물성의 욕구는 한갓 동물의 그것과 달리 무한하다. 초인은 초인이

기에 그는 한갓 동물보다 더 동물적이다. 그러나 초인은 이성(기술)적인

한에서만 한갓 동물보다 더 동물적일 수 있고 무한한 동물성의 욕구를

추구할 수 있다. 이에 인간은 동물적이면 동물적일수록 점점 더 이성적

이고, 이성적이면 이성적일수록 점점 더 동물적이다. 그러므로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더 이성적인, 다시 말하면 이성의 정밀성이 상당한 수준

에 달한 오늘의 기술시대는 동시에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더 동물적(본

능적)이다. 이성을 반대함으로써 나온 니체의 초인은 합리적인 형이상학

의 그 어떤 인간보다 더 정밀한 이성인이다. 따라서 초인, 즉 그는

이성적 인간이 되도록 예정된 종래 인간 속으로 완전히 밀려 들어간다

52 ) Vor t räge und Auf sät ze (Über windung der Met aphys i k ),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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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 결국 니체의 초인은 이성적 동물로 되돌아 온다. 그러나 이성적

동물은 탈이데올로기로 특징지워지는 기계경제시대에 적합한 경제동물이

다. 결국 형이상학이 시작될 무렵 인간다운 인간으로 간주된 이데아를

觀照하는 고상한 인간은 그것이 완성된 (인간학의) 시대에 경제동물, 즉

경제인으로 전락된다. 그러나 경제동물은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강대하

다. 그것은 초인이다.

Ⅳ. 형이상학의 극복과 휴머니즘의

본래적 의미 회복

1. 형이상학의 생물학주의와 휴머니즘의 본래적 의미 상실

과연 인간의 강대함만으로 인간다운 인간성과 인간의 존엄성, 즉 휴머

니즘이 가능한가? 인간의 강대함은 자연의 완벽한 기술적 지배에서 나타

난다. 그러나 그러한 자연의 지배는 자연의 자연다움의 상실을 초래한

다. 자연의 자연다움의 상실은 주변 세계적 자연의 존재, 즉 적소성(도

구성)54 )의 상실로 나타나고, 자연의 적소성의 상실은 자연의 오염으로

나타난다. 주변세계(적소 전체성)는 인간(현존재)의 실존적 성격이다.

인간의 실존적 성격에 속해 있는 주변 세계적 자연이 자연다움을 상실함

에 따라 주변세계는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에 적합하지 않게 된다. 주변

세계적 자연의 자연성(자연다움)의 상실은 인간성 상실을 단적으로 나타

낸다. 오늘날 이러한 인간성 상실은 인간의 사물화, 상품화, 동물화, 기

계에의 예속, 개성의 상실, 조직의 톱니바퀴 등으로 특징지워지는 인간

53 ) Holzwege (Ni et zsches Wor t Got t i s t t ot ), 266-267.
54 ) 주지하듯이, 하이데거는 자연사물의 근원적인 존재를 적소성으로 규정한다. 물

자연사물의 이러한 존재 규정을 주관적으로 채색된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된다
이 점에 대해서, 그리고 자연사물의 존재, 즉 적소성에 대해서는 Se i n und Ze i
1부, 3장, 15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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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 현상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인간소외 현상은 기술인에 의한 복제

인간의 탄생이 현실화됨으로써 더 심화되고 있다.

휴머니즘은 인간의 인간성과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하는 데서 성립된

다. 형이상학은 이 점을 인정하고 고양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다. 다시

말하면, 인간존재를 위한, 존재자 한가운데 있는 인간의 지위를 위한

노력이 형이상학을 시종일관 지배해 왔다. 55 ) 그러나 바로 이 형이상학

안에서 인간이 주체가 되어 자연을 전면적으로 지배하고 인간을 불합리

한 전통으로부터 해방시켜 정치적, 종교적, 경제적, 사회적 자유를 확보

한 오늘날 역설적이게도 인간은 인간성과 존엄성을 상실했으며, 이에 따

라 완성된 형이상학(휴머니즘)은 반휴머니즘이라는 역설적인 상황에 직

면한다. 오늘의 이런 상황을 하이데거는 고향상실 , 언어의 황폐화 ,

세계의 암흑화 , 대지의 황폐화 또는 파괴 , 가난한 시대 , 세계

의 밤의 시대 , 신들의 도망 으로 표현한다. 이러한 인간성 상실 현상

은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부작용이 아니라 과학기술을 가능케 한 형이

상학적인 사건에서 유래한다. 다시 말하면 존재자의 존재를 주체로, 주

체를 다시 가치로 해석하는 형이상학적 사건에서 유래한다. 특히 니체는

주체, 즉 힘에로의 의지를 근본적 가치로 해석하고, 이 가치를 다시 힘

의 수나 양 56 )의 관점에서 해석하여 가치는 인간이 혈육이 될 수 있는

최고의 권력량이다 (같은 책, 단편 713 )고 함으로써, 데카르트가 자연

과학의 존재론적 토대를 마련한 것처럼, 인간소외의 존재론적 토대인 인

간의 延長化의 길을 열어 놓았다.

우리는 서양 형이상학의 시작에서부터 그 종말(완성)에 이르는 동안

형이상학과 함께 완성된 휴머니즘은 역설적이게도 반휴머니즘적임을, 즉

인간성을 상실하였음을 보았다. 인간이 인간성을 상실하였다는 것은 인간

이 길을 잘못 왔음, 즉 비인간화의 길을 왔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인간

체가 형이상학적이므로, 인간이 길을 잘못 왔다는 것은 형이상학이 길을

잘못 왔음을 의미한다. 그러면 형이상학은 도대체 어떤 점에서 길을 잘못

55) Wegmarken(Pl at ons Lehr e von der Wahr he i t ) , 236
56 ) Niet zsche , 앞의 책, Fr agment 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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왔는가? 형이상학의 출발점에로 돌아가서 이 점을 고찰하기로 하자. 물

론 이 출발점에서 빗나간 거리가 멀면 멀수록 인간성 상실은 심화된다.

형이상학의 출발점은 존재 물음이다. 따라서 형이상학이 길을 잘못 왔다

는 것은 존재 물음이 잘못됐음을 의미한다.
존재 물음에서 존재는 진리와 동일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렇다

면, 진리는 존재가 있고 난 후에 이 존재에 대해 인간이 인식(판단)함으

로써 얻어지는 개념도, 인식주관에 의해 구성되는 개념57 )도 아니다. 진

리는 존재 이전의 것도 존재 이후의 것도 아니다. 그것은 존재와 등근원

적이다. 존재는 존재자를 존재자로서 존재하게 하는(탈은폐하는, 드러내

는) 것으로서 존재자와 구별되며 차원을 달리한다. 따라서 존재에는 존

재자적인 것(존재자성)인 그 어떠한 것도 전혀 개입되어 있지 않다. 존

재자를 존재자로서 존재하게 하는, 즉 탈은폐하는 존재는 바로 진리, 즉

비-은폐성( - ) 자체이다. 따라서 진리는 비-은폐성으로서 존재

에 덧붙여지는 것이 아니다. 58 ) 진리는 존재의 본질에 속한다. (같은

책, 110) 그러므로 진리는 근원적으로 존재의 진리이다.

진리가 존재의 진리라고 할 때, 진리는 존재의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임을 의미한다. 만약 진리를 존재의 무엇으로 해석한다

면, 道可道 非常道 59 )이듯이, 진리는 더 이상 진리가 아니다. 왜냐하

면 진리는 근원적으로 존재 자체인데, 무엇은 이것은 무엇인가 , 저것

은 무엇인가 에서 볼 수 있듯이, 이것 저것이라고 하는 것은 실체, 즉

존재자에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진리로서의 존재자체는 존

재자를 묻는 방식으로, 즉 존재는 무엇인(Wasse in )가 로 물어질 수 없

고, 이 때문에 또한 존재는 한 것이다(Se in . . . i s t ) 라고 답해

질 수도 없다. 60 ) 그러한 물음과 답변에는 이미 존재가 은폐, 망각된 채

57) 이런 진리개념을 인식론적 진리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다.
58 ) Einführung in Met aphys i k , 109.
59 ) 道德經 , 1장.
60 ) 이런 점을 감안하여 하이데거는 Se i n und Ze i t , 212쪽에서 Se in i s t 가 아니

Es gibt Se i n을 사용한다. i s t 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결과로 작용되는 존재자
양식이다.

427



□ 여 종 현

로 전제되어 있다. 그런데 형이상학은 처음부터 존재자를 묻는 방식으로

존재를 물었다. 그리하여 형이상학에서는 일관되게 존재자로서 존재자

전체가 무엇인가라는 물음이 주도적 물음으로 등장하게 되었고, 그 결과

형이상학의 근본물음, 즉 존재 물음은 처음부터 형이상학에서 잊혀지게

되었다. 이로써 형이상학은 그 출발에서 길을 잘못 가게 된 것이다. 그

결과 형이상학에 의한 존재의 왜곡, 곡해가 야기되었다. 즉 존재 자체,

진리 자체는 존재자의 존재, 존재자의 진리로 왜곡, 곡해되어 나타난

다. 61 )

존재자를 존재로 사유하는 것이 형이상학적 (존재) 사유이다. 이에

반해 존재를 존재자가 아닌 존재에서, 즉 존재 자체를 사유하는 사유는

존재 역사적 사유이다. 62 ) 그런데 형이상학적 사유를 가능하게 하는 것

은 인간의 이성이다. 따라서 형이상학은 이성에 근거한다. 또한 형이상

학은 이성을 인간의 근원적인 본질로 본다. 그러나 존재 역사적 사유에

서 보면, 이성은 인간의 근원적인 본질일 수 없다. 왜냐하면 이성은 인

간의 존재자에 대한 관련(존재자의 인식 및 지배)을 가능케 하는 것인

데, 그것이 가능하자면 존재자가 이미 존재자로서 脫隱蔽되어 있어야 하

나, 이 탈은폐는 이성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성은

탈은폐, 즉 존재의 진리(존재의 트임)가 이미 이성에 주어진 한에서만

61) 하이데거에서는 형이상학과 마찬가지로 존재자의 존재(진리)도 이중적 의미로 쓰
일 때가 있다. 먼저 여기서 사용되는 존재자의 존재(진리)는 존재자적인 그 무엇
즉 존재자성을 의미한다. 이러한 것으로서의 존재자의 존재(진리)는, 예를 들
(전통) 형이상학에서 존재로 사유된 이데아, 현실성, 주체성(근본적 확실성) , 힘
로의 의지(근본적 가치)이다. 이러한 존재자성으로서의 존재자의 존재(진리)에
인간적(이성적)인 것이 개입되어 있다. 다른 한편으로 존재자의 존재(진리)는
재자성에 의해서가 아니라 존재(진리) 자체에 의해서 규정되는 그런 것을 의미한
다. 이 글 결론에서 쓰이는 존재자의 존재(진리)가 이에 해당한다. 그것은 존
자체에 의해서 규정되기 때문에 그것에는 인간적인 것이 개입되어 있지 않다. 이
런 의미에서 우리는 그것을 결론에서 존재자 자체의 진리(존재)로 표현했다.

62 ) 존재의 역사에 대해서는 하이데거의 존재사유 (한국하이데거학회 편, 철학과 현
실사, 1995년)에 게재된 필자의 논문 형이상학의 존재역사적 해석 , 381-387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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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자에 관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63 ) 따라서 존재는 이성의 가능 근거

이며, 이성보다 더 근원적으로 인간에게 주어진다. 그러므로 인간의 근

원적 본질은 이성에 의해서가 아니라 존재에 의해서 규정된다. 형이상학

적 사유도 알고 보면 존재가 이성에 주어진 한에서만 가능하다. 그러나

형이상학은 이 점을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형이상학에서 인간은 자신의

본질 밖에서 자신의 본질을 찾으려고 끊임없이 배회한다. 형이상학에서

휴머니즘이 그것의 본래적인 의미를 상실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64 )

결국 이성을 인간의 본질로 하는 한, 휴머니즘은 그 본래적인 의미를

회복할 수 없다. 왜냐하면 서양 형이상학에서 이성은 존재(진리) 자체의

차원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자(성)의 차원65 )에 속하며, 그런 한,
이성은 그 근본에서 존재자성과 다른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존재자성의

본질은 불변성이다. 이 불변성에는 영원성(이념적인 것, 수학적 논리적

인 것)과 延長性(기계적인 반복성)이 포함된다. 이성이 바로 이 같은 존

재자성을 지니기 때문에 이성은 영원성을 특징으로 하는 이념적 존재자

나 연장을 본질로 하는 자연적 존재자를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이성이

그와 같은 존재자성을 지니는 한, 이성을 본질로 하는 인간은 그 본질에

있어서 비인간화, 즉 이념화되거나 연장화된다. 우리는 이러한 예를 사

이비 종교나 이데올로기에 의한 인간성의 파괴에서, 인간의 사물화에서

63 ) 이 점에 대해서는 Wegmarken(Br i e f über den Humani smus ), 323쪽, 참조.
그리고 존재의 트임 에서 트임 은 독일어 Licht ung의 번역이다.

64 ) 하이데거가(전통적) 형이상학과 휴머니즘을 반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
대해서는 Wegmarken(Br i e f über den Humani smus ), 321, 참조.

65) 이성의 존재자화, 즉 실체화는 근대 데카르트에 의해 노골적으로 행해졌다. 실
로 그는 이성을 사유 실체로 규정하고 있다. 데카르트에 의한 이성의 실체화는
그가 이성을, 원래 고대 그리스에서 모든 사물(존재자)을 지칭하는 주체(휘포
이메논, 우시아)로 규정한 데서 시작되었다. 데카르트주의자이면서도 데카르트
반대로 현상학적 환원이라는 철학적 방법을 통해 이성의 실체화를 극복하는 데에
몸받친 이가 후설이다. 후설 철학의 궁극 목표는 이성의 실체화 극복을 통한 인간
성 회복, 휴머니즘의 본래적인 의미 회복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볼
후설이 추구하는 이성은 서양의 전통적 이성 개념은 아니다. 그것은 아마 불교의
般若, 眞如, 法身과 유사한 것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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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있다.

존재자성을 지닌 이성이 활동하는 공간이 바로 형이상학이다. 그러므로

형이상학은 그 본질상 휴머니즘다운 휴머니즘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다

물론 형이상학이 발전하면 할수록 이성이 발전하며, 이성이 발전하면 할

수록 인간은 그의 본질로부터 점점 멀어져 점점 비인간화된다. 우리는

이 점을 이성에 의한 존재 해석의 全 과정에서, 즉 플라톤에서 시작해서

데카르트를 거쳐 니체에서 완성되는 형이상학의 全 과정에서 지켜 보았

다. 이 과정은 결코 인간적인 것일 수 없는 존재가 이성에 의해서 인간

적인 것으로 되는 과정이었다. 이 과정은 존재가 이데아로 해석되는 데

서 시작해서 존재가 주체로 해석되는 것을 거쳐 존재가 가치로 해석되는

데서 끝났다. 가치는 가장 인간적인 것으로서 존재에 대한 인간의 귀와

눈을 흐리게 한다. 그러므로 존재가 가치로 해석되는 형이상학에서는 존

재의 의인화가 완성되며, 그 결과 존재 자체(및 인간의 근원적 본질)는

형이상학의 본질에로 들어올 수 없을 정도로 그것에서 완전히 빠져나가

버린다. 그야말로 형이상학, 즉 존재망각이 완성된다.

존재는 인간의 근원적 본질을 규정한다. 이것은 인간이 존재의 진리

안에 섬으로써 인간이 인간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완성된 형이

상학에서는 이것이 인간으로부터 완전히 빠져나감으로써 인간은 허무하

다. 따라서 파괴적인 가치전도를 통한 니체의 허무주의 극복은 극복이

아니라 보다 철저하게 허무주의에 빠져 있다. 66 ) 그 까닭은 허무주의

의 본질은 가치가 아니라 존재인데 니체는 존재와 무관한 가치 사유를

통해서 허무주의를 극복하려 한데 있다. 따라서 허무주의를 극복하자면

허무주의의 본질, 즉 존재망각을 사유해야 하며, 그것의 사유는 존재 자

체의 사유로써 가능하다. 오늘날 완성된 형이상학은 존재가 빠져나간 자

리를 메우기 위해 가치 사유를 통한 존재자의 철저한 지배에 열을 올리

고 있으며, 이러한 지배는 얼마 전에는 동서간의 이념대결로, 지금은 세

계의 다정한 이웃화(국제화) , 시장 개방, 국가 경쟁력 강화, 기술개발

등으로 나타난다. 물론 이러한 구호는 인간다운 삶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66 ) Niet z sche Ⅱ,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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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난다. 그러나 존재자를 아무리 철저히 지배한다고 해도, 존재자는

결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허무함은 극복되지 않으며, 오히려 그럴수

록 그것은 더 심화되고, 이에 따라 인간성 상실 또한 더 심화된다.

그러나 이성의 기능이 강화됨으로써 형이상학적 인간, 즉 이성적 동물

의 동물성의 욕구는 충족된다. 동물성의 욕구의 본질은 자기 안전이다.

서양 형이상학에서 이성의 자기 실현은 이러한 동물성의 충족과 항상 결

부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성의 자기 실현은 존재자(자연)의 표상적 인식

으로부터 그것의 완벽한 지배로 이어진다. 형이상학이 발전되면 될수록

이러한 이성의 자기 실현은 동물성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수단으로 된다.

동물성과 짝을 맺는 이성은 존재자성에 속하기 때문에 충분히 그러한 도

구가 될 수 있다. 그와 같은 이성을 인간의 본질로 사유하는 한, 형이

상학은 인간을 동물성에서 사유하고 인간의 인간성에서 사유하지 않는

다. 67 ) 결국 형이상학적 인간 정의는 근본적으로 동물학적 정의를 넘어

서지 못한다. 그럴 경우 형이상학에서 인간은 동물적 유기체에 불과하게

되고, 형이상학은 생물학주의로 빠지게 된다. 생물학주의에 이르러 인간

의 인간성과 그 존엄함, 즉 휴머니즘의 본래적 의미는 완전히 상실된다.

2. 형이상학(휴머니즘)의 해체

위의 논의로부터 귀결되는 것은, 휴머니즘의 본래적인 의미의 회복은

형이상학의 생물학주의의 극복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형

이상학의 생물학주의는 형이상학 자체의 극복으로써 가능하다. 그런데

형이상학은 이성에 기초하므로 형이상학의 극복은 이성적 존재사유의 극

복을 통해서 가능하다. 이성적 존재사유가 극복될 때 존재는 존재자성으

로 왜곡, 곡해되지 않는다는 것이 하이데거의 생각이다. 다시 말하면,

존재는 인간적인 것, 즉 주체나 가치로 해석되지 않는다. 존재는 인간적

인 것을 인간적이게 하고 다스린다. 이런 의미에서 존재는 인간이 아무

리 초인이라고 해도 인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초

67) Wegmarken(Br i e f über den Humani smus ), 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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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술인)이 그것에게 놀아난다. 그렇다면 기술도 순수 인간적인 것이

아니다. 그러나 완성된 형이상학과 그것의 충실한 자식인 기술인은 이

점을 알지 못하고, 존재하는 모든 것이 자기 손안에 들어온 것인 양, 그

리고 그것을 자기 맘대로 할 수 있는 양 우쭐댄다. 기술의 본질은 인간

적인 것이 아니기에 인간학의 특성을 띠는 완성된 형이상학에서 결코 사

유될 수 없다. 하물며 인간의 본질은 말할 나위가 없다. 기술의 본질과

인간의 본질은 형이상학의 극복, 즉 이성적 존재사유의 극복에서 비로소

사유된다. 따라서 인간이 이성적으로 사유하는 한, 인간은 아직 사유하

지 않고 있다. 왜냐하면 사유의 본질은 존재의 사유인데 이성은 존재자

의 사유에만 몰입하고 존재의 사유를 방해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몇

세기 이래 찬양되어온 이성이 사유의 가장 완고한 적대자임을 우리가

경험할 때 비로소 사유가 시작된다. 68 )

인간(이성)이 주체가 된 이후, 인간소외(휴머니즘의 의미 상실) 현상

이 심화됨에 따라 따라 많은 사람들이 휴머니즘의 본래적인 의미를 회복

하고자 하였다. 여기서는 그들을 하나하나 열거할 필요는 없지만, 그들

은 대부분은 인간소외 현상이 이성, 합리주의에 그 원인이 있다고 보고

이에 반대되는 비합리주의를 통해서 형이상학을 극복 또는 해체하는 데

서 휴머니즘의 본래적인 의미를 회복하고자 하였다. 그 전형적인 대표자

가 우리가 이미 논의한 적이 있고 또한 오늘날 포스트모던니즘

(Pos t moder ni sm)의 元祖로 불리는 니체이다. 니체는 하이데거와 마찬가

지로 서양의 형이상학이 시작될 무렵 이미 서양 사유가 길을 잘못 가기

시작했음을 경험하고 그것을 해체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그는 이성의

본질, 즉 형이상학의 본질을 경험하지 못하고, 단순히 합리주의에 반대

하는 비합리주의의 입장에서 형이상학을 해체하였다. 그러나 니체의 초

인이 종래 합리적 인간에로 다시 말려 들어갔듯이, 비합리주의 역시 그

러하다. 비힙리주의는 합리주의로부터 도피길이지만, 이 도피길은 열린

곳에로 이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합리주의에로 말려 들어갈 뿐이

다. 69 ) 이로써 그는 역설적이게도 그가 그렇게도 반감을 가졌던 합리주

68 ) Holzwege (Ni et zsches Wor t Got t i s t t ot ? ) , 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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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 시작한 플라톤주의의 완성자가 되었다. 형이상학의 극복은 형이상

학을 있게 한 형이상학의 근거(본질)에로 내려가는 것70 )이며, 이를 위

해서는 형이상학의 본질(존재 자체)에 근거한 형이상학적인 것, 즉 형이

상학적 존재 개념들을 완전히 떠나야 한다. 이 경우 그러한 개념들은,
예를 들면, 이성과 의지(비이성), 실존과 본질, 주관과 객관, 관념과

실재라는 대립적인 짝을 이루고 있다. 그러므로 합리주의, 비합리주의,

본질주의, 실존주의, 주관주의, 객관주의, 관념론, 실재론의 입장에서는

형이상학은 극복되지 않으며 따라서 휴머니즘도 본래적인 의미를 회복할

수 없다. 71) 따라서 형이상학의 극복은 어떤 반대되는 입장을 취함으로

써 극복되는 것이 아니다.
형이상학의 극복은 모든 대립되는 형이상학적 입장을 완전히 떠남으로

써 가능하다. 그러나 이것은 형이상학의 제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인간 자체가 형이상학적이므로, 인간이 존재하는 한, 그것은 제거되지

않는다. 형이상학의 극복은 형이상학이라는 나무에서 이 나무에 자양분

을 제공하여 그것을 자라게 하는 형이상학의 토양에로 돌아가는 것이다.

토양은 형이상학이라는 나무 안에 없다는 점에서 형이상학에서 사유되지

않은 것이지만, 그것이 형이상학의 토양이라는 점에서 또한 형이상학과

무관한 것이 아니라 형이상학의 그 무엇, 즉 형이상학의 본질이다. 이런

토양은 존재의 진리이다. 형이상학의 극복이란 형이상학을 그의 본질에

로 되돌아가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극복된 형이상학은 변화되어 되돌

아간다. 72 ) 그리하여 모든 대립되는 형이상학적 이론들은 존재의 진리

69 ) Einführung in Met aphys i k , 187.
70 ) Wegmarken(Einl e i t ung zu : Was i s t Met aphys ik ), 365.
71) 싸르트르는 실존주의는 휴머니즘이라고 말하지만, 이 실존 역시 본질에 대립되는

형이상학적 개념이므로 하이데거는 사르트르의 실존주의도 전통적 형이상학(존
재망각)에 머물러 있으며, 휴머니즘의 본래적인 의미를 회복할 수 없다고 한다
그는 또한 실존주의의 주명제는 존재와 시간 의 주명제와 약간의 공통점도 갖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서는 Wegmarken(Br i e f über den
Humani smus ), 329쪽, 참조.

72 ) Vor t räge und Auf sät ze (Über windug der Met aphys ik ),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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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에 해소된다. 형이상학이 극복되어 변함에 따라 인간의 본질도 변하

며, 이에 휴머니즘도 변한다.

형이상학을 극복하기 위해 형이상학을 떠난다는 것은 형이상학을 근본

적으로 태동시킨 것이자 모든 대립되는 형이상학적 이론들이 그것의 해

석을 둘러싸고 일어난 존재 자체에로 되돌아가는 걸음(Schr i t t

zur ück ) 이다. 이 걸음은 전기 하이데거에서는 형이상학적 개념들을

이것들이 길러내어진 원천에로 되돌아가서 비판적으로 부수는 73 ) 존재론

적(형이상학적) 해체로 해석될 수 있다. 우리는 여기서 하이데거가 말하

는 원천을 우선은 형이상학의 제 1시원으로 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 시

원에서 부수어져야 할 개념들은 형이상학적 사유의 시작에 결정적 역할

을 한 이데아로서의 존재, 인간의 정신 활동으로서의 로고스(사유) , 진

술의 올바름으로서의 진리이다. 그러나 제 1시원에서 존재, 사유, 진리

는 그렇게 해석되지 않았다. 제 1시원에서 그것들은 모두 공속하는 것으

로서 동일한 것이다. 동일한 것으로서의 그것들은 모두 제 1시원 자체이

다. 이 경우 제 1시원은 그리스 초기에 존재로 경험된 피지스( 자

연)이다.
그 당시 피지스는 영혼(역사)과 대립되는 순수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그것을 포함한다. 이런 것으로서 피지스는 피어나면서-체류하는 다스림

(das aufgehend-ver wei l ende Wal t en) 74 )이며, 이것에는 스스로 피

어남 , 자신을 열어 펼침 , 이러한 펼침을 통해서 나타남 그리고 그

안에서 자신을 지탱하고 머무르게 함 이 함축되어 있다. 이러한 피지스

는 결코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 그것에 의해 존재자가 비로소 관찰되고

머무는 존재 자체이다. (같은 책, 17) 그런데 자연의 피어남(탈은폐)에

는 항상 짐(은폐)이 따라 다닌다. 따라서 자연(존재)은 고정 불변이지

않고 항상 유동한다. 여기서 유동은 피어남(탈은폐)과 짐(은폐)의 부단

한 상호 투쟁을 의미한다. 이 투쟁은 모음이다. 이런 의미에서 피지스,

즉 존재는 모음이다. 그러나 모음은 단순히 집합시켜 놓거나 붙잡아 두

73 ) Die Grundprobleme der Phänomenolog i e , 31.
74 ) Einführung in Met aphys i k ,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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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 아니라 대결(대립)하는 것을 하나의 공속성 안에 붙잡아 두는

것이다. 이것이 로고스의 시원적 의미이다. 따라서 로고스와 피지스는

동일하다. (같은 책, 139) 로고스는 원래 말, 지성, 이성과는 무관하

다.
피어나는 다스림으로서의 피지스, 즉 존재는 나타남(Er sche inen )이

다. 그런데 이 나타남은 항상 은폐성에서부터 밖으로 나오는 것, 즉 아-

레테이아(비-은폐성), 다시 말하면 진리이다. 따라서 그리스적인 진리

의 본질은 피지스로서의 그리스적인 존재의 본질과 일치되는 한에서 가

능하다. (같은 책, 109 ) 이런 의미에서 진리의 본질은 박탈, 즉 은폐되

지 않은 것을 쟁취하려는 것이다. 75 ) 따라서 진리도 원래는 이성의 판단

과는 무관하다. 이로써 존재(피지스), 진리(아레테이아), 사유(로고스)

는 근원적인 통일성(동일성)을 이루고 있음이 밝혀졌다. 이러한 통일성

은 시원에서 존재가 피지스, 로고스, 아레테이아로 경험되었음을 의미하

고, 또한 로고스와 진리는 원래 인간의 것이 아니라 피지스의 것임을 의

미한다.

그러나 저 근원적인 동일성은 피지스로서의 존재가 숨겨지고 다르게

해석됨으로써 붕괴된다. 이 사건은 존재가 더 이상 피지스가 아니라 이

데아로 경험되는 것이다. 이 경우 이데아는 사물의 영원한 비은폐된 모

습(원형)을 의미하며, 따라서 거기에는 이제 더 이상 은폐성은 관여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이데아를 존재로 경험하는 것은 피지스로부터 유

래한 것, 즉 피지스의 필연적인 결과이다. 피지스는 피어나는 다스림으

로서 나타남인데, 이것은 이중적이다. 즉 그것은 한편으로는 자신을 모

으고 이 모음 안에 자신을 서게 하는 것으로서 공간을 열어 젖힘을 의미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미 거기에(열려진 공간 안에) 서 있는 것, 즉

바라봄을 위한 제공으로서 모습을 나타내는 것을 의미한다. 이데아는 후

자에 속한다. 그러나 후자는 전자의 필연적인 결과이다. 이런 의미에서

이데아는 피지스(본질)로부터 경험된 결과이다. 시원으로부터의 이탈(추

락)은 피지스로부터 이데아를 경험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본질의 결

75) Wegmarken(Pl at ons Lehr e von der Wahr he i t ) , 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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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인 것이 본질 자체로 높여지는데 , 다시 말하면, 이데아가 유일하고

결정적인 존재의 해석 76 )으로 등장하는데 있다. 이에 따라 진리는 이데

아를 올바로 보는 것이 되고, 이 보는 것이 로고스로 된다. 로고스가 이

렇게 보는 것으로 됨으로써 이제 그것은 技術的 의미77 )를 갖게 되고,
이에 따라 로고스의 기술에 관한 학, 즉 논리학이 등장하였다. 논리학의

등장과 함께 형이상학은 존재론, 즉 존재 사유의 기술학(논리학) 으로

서 시작되었다. 니체에 이르러 형이상학이 기술의 형태로 완성된 것은

이와 무관하지 않다.

존재사유의 기술학으로서의 형이상학의 출현과 함께 로고스는 인간적인

것, 즉 진술, 판단, 이성으로 되고, 진리는 존재(비은폐성)에 속하는 것

아니라 진술의 올바름, 판단의 올바름이 된다. 결국 존재와 진리의 특성

로고스는 이제 이성으로서 존재를 심판하는 법정으로 되고, 진리의 장소

가 된다. 이로써 존재, 진리, 사유는 모두 이성적인 것(인간적인 것, 존

자)이 된다.

3. 탈존의 형이상학(휴머니즘)

저 시원으로 부터의 이탈(추락)은 시원의 종말78 )이다. 그러나 이 종

말은 동시에 오늘을 있게 한 존재망각에 기초한 서양의 역사의 시작, 즉

형이상학, 인간의 이성적 동물화, 휴머니즘, 그러나 그 본래적인 의미를

상실하는 휴머니즘의 시작이다. 오늘날 역시 종말의 시대이되, 시원의

종말이 아니라 저 종말에서 시작한 시작의 종말이다. 다시 말하면, 시원

에서 존재가 이탈될 대로 이탈된 이탈의 극한이라는 의미에서 이탈의 완

성의 시대이다. 저 시원의 종말이 시작을 요구했다면, 이 시작의 종말은

시원을 요구한다. 그러나 그것은 그리스 초기의 제 1시원이 아니라 다른

76 ) Einführung in Met aphys i k , 191.
77) 이 경우 기술은 원인과 결과에 따라 존재(형이상학적 의미의 존재)를 설명하는

것이다.
78 ) 이 시원의 종말을 완성한 자는 플라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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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시원을 요구한다. 제 1시원에로 되돌아가 감으로써 이 시원의

이탈의 산물인 형이상학이 해체된다면, 다른 시원은 이 해체로부터 새로

운 존재의 사유이다. 이것이 형이상학의 극복이다. 이 존재사유 안에서

지금까지의 인간의 본질도 휴머니즘도 변화된다. 이 같은 존재사유의,
즉 새로운 시원의 예비 작업이 존재와 시간 에서 이루어졌다. 따라서

존재와 시간 은 저 이탈이 완성되는 지금까지의 인간의 본질과 휴머니

즘에 반대한다. 지금까지 인간은 너무 많이 행동했고 너무 적게 사유했

다. 79 )

존재와 시간 에서 존재사유는 존재의 의미에 대한 물음에서 출발한

다. 이 물음은 후기에서의 존재의 진리에 대한 물음과 동일한 물음이다.
그러나 이 물음은 이성을 본질로 하는 종래 인간에서는 물어질 수 없다.

그리하여 존재와 시간 은 종래 인간과 그 본질이 다른 현존재에서 시작

한다. 하이데거가 인간을 현존재로 보는데서 형이상학의 생물학주의, 즉

동물학적 인간 규정의 극복, 즉 휴머니즘의 본래적 의미의 회복 작업은

시작된다. 그는 인간의 신체에 영혼, 영혼에 정신, 정신에 실존적인 것

을 덧붙여서 정신을 종래 보다 아무리 높게 평가해도 생물학주의는 극복

되지 않는다고 본다. 80 ) 왜냐하면 정신이 어떻게 이해되든 그것은 생물

성(동물성)을 면할 수 없는 신체의 상관개념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그

는 그러한 心身으로 구성되는 동물이라는 존재자를 넘어선 존재에서 인

간의 본질을 사유할 때 형이상학의 동물학적 인간 규정이 극복 가능한

것으로 본다. 81) 인간은 그러한 존재를 사유할 수 있는데, 그것은 인간

자체가 이미 존재자 전체를 넘어선 존재, 즉 형이상학적 존재이기 때문

이다. 이러한 형이상학적 존재를 하이데거는 현존재라 한다. 다시 말하

면, 현존재는 존재의 인간 본질에 대한 관련 및 인간의 존재 자체의 개

방성에 대한 본질적인 관련을 한 낱말로 적절히 표현한 것이다. 82 ) 현존

79 ) Was Heißt Denken, 55.
80 ) Wegmarken(Br i e f über den Humani smus ), 324.
81) Was Heißt Denken? , 95.
82 ) Wegmarken(Br i e f über den Humani smus ), 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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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현-존재)는 존재의 진리의 거기(Da ), 즉 소재지이다. 물론 현존재

의 본질은 (이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현존재의 실존에 있다. 83 ) 여기

서 실존은 세계-내-존재 를 의미하며, 이 경우 세계는 존재자와 존재

자의 영역을 의미하지 않고 존재의 개방성 (트임, 비은폐성, 진리)84 )을

의미한다. 따라서 현존재가 실존한다는 것은, 현존재가 존재의 진리 안

에로 나가서 있는(Hi nauss t ehen ) 그런 존재자임을 의미한다. 이렇게

존재의 트임 안에로 나가섬이 실존(현존재)의 탈자적 본질이며, 이 본질

은 현존재의 존재인 마음씀(Sor ge )으로 경험된다. 후기에 하이데거는

실존의 탈자적 본질을 탈-존(Ek- s i s t enz )으로 명명하고, 인간의 본질을

탈존으로 해명한다. 85 ) 이 경우 탈자, 즉 밖에나가(Hinaus )는 의식과

정신의 내재성의 내부로부터 떠남으로 이해되어서는 안된다. 그렇게 이

해될 경우 실존은 여전히 주체성과 실체로 표상되기 때문이다. 오히려

그 역이다. 즉 인간은 주체(주관)이기 때문에 실존하는 것이 아니라, 실

존하기 때문에, 그런 한에서만 인간은 주체일 수 있다. 인간의 본질은

인간이 처음부터 객관에 관계하는 주관, 즉 주관-객관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존재의 개방성 안에 들어서 있는 탈존에 있다. 존재의 개방성이

비로소 주관이 객관에 관계할 수 있는 사이를 튼다(같은 책, 350 ).

존재와 시간 에서 현존재는 이미 세계에 던져진 존재이다. 그러나 이

것은 인간 자신에 의한 것이 아니라 존재에 의한 것이다. 인간은 존재에

의해서만 존재의 진리 안에 들어가 있다. 따라서 탈존, 즉 인간의 본질

은 존재로부터 만 규정된다. 인간이 존재를 이해(개시)하고 그것에 관계

하는 것도 존재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인간은 임의로, 즉 그의

필요에 의해서 존재의 진리 안에 들어갔다 나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존재

자가 아니다. 天之道. . . 不召而自來. . . 86 )처럼, 존재는 인간이 부르지

않아도 스스로 인간에게 온다. 존재의 인간에로의 到來, 이것이 존재의

83 ) Se in und Ze i t , 42. ( )는 필자의 삽입임.
84 ) 이하에서 개방성, 진리, 트임, 비은폐성은 동일한 의미로 쓰인다.
85) Wegmarken(Br i e f über den Humani smus ), 325. 물론 인간만이 탈존한다.
86 ) 道德經 , 73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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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명이다.

존재의 운명이란 존재 자체가 운명(진리)으로 現成함(wesen)을 의미

한다. 존재의 표현, 즉 Es gi bt Se in이라는 표현 자체가 존재의 운명을

함축하고 있다. Es gibt 는 존재의 운명으로서 다스림(wal t en)이다

. 87 ) 여기서 Es는 존재 자체이다. 따라서 Es gibt Se in은 존재가 자신

을 주는 것인데, 다름 아닌 인간에게 준다. 여기서 준다는 것(geben)은

보낸다(schi cken)는 것과 동일하다. 존재는 보냄(줌) 자체이며, 보냄으

로 현성한다. 그러나 존재가 자신을 인간에게 준다(보낸다)고 해서 존재

자체가 인간의 소유물이 되는 것은 아니다. 존재는 자신을 거부하는

(ver sagen) 방식으로 자신을 인간에게 주기 때문이다. 즉 존재는 후퇴

의 방식으로 인간에게 보내지기 때문이다. 88 ) 그러한 존재의 보냄

(Schi cken)에서 인간에게 존재의 보내짐(Geschi ck)이 존재의 운명

(Geschi ck)이다. 이러한 존재의 운명은 존재가 자신의 본질을 후퇴하

는 동시에 이 후퇴를 통해 자신의 본질을 은폐하면서 자신을 우리에게

보내는 것 , 89 ) 혹은 존재가 자신을 존재자에로 탈은폐하면서 후퇴하는

것 90 )으로 표현된다. 이러한 존재의 운명이 탈은폐하면서 은폐하는 비

은폐성, 즉 존재의 진리이다.

존재의 운명적 보냄이 있는 한에서만, 존재는 존재 자체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그런 한에서만, 인간은 존재의 트임 안에 설 수 있고, 이

트임 안에서 존재자가 존재자로 개시된다. 존재자가 존재자로 개시될 때

비로소 이성은 기능하기 시작한다. 따라서 인간의 본질(탈존), 인간의

이성적 활동은 존재가 자신을 인간에게 보냄으로써 인간에게 가능한 존

재의 증여물(선물)이다. 이 뿐만 아니라, 기술도 존재의 증여물이다. 이

점에서 기술의 본질은 인간 행위의 수단이 아니라 존재, 91) 즉 존재자의

87) Wegmarken(Br i e f über den Humani smus ), 335.
88 ) 이 같은 방식의 보냄을 예로 든다면 기독교의 신을 들 수 있다. 즉 신이 자신

인간에게 보내되 독생자로 보내지는 경우이다.
89 ) Der Sat z vom Grund, 110.
90 ) Holzwege (Der Spr uch des Anaxi mander ), 337.
91) Ident i t ät und Di f f erenz , 22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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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은폐의 한 양상이다. 그런데 현대 기술의 본질은 존재하는 모든 것을,

심지어 인간까지도 비품(Bes t and )으로만 탈은폐한다. 이 같은 현대 기

술의 본질을 하이데거는 총-설치(Ge-s t e l l )라 한다. 92 ) 그런데 모든 탈

은폐는 동시에 은폐라는 점에서 위험하지만, 그 중에서도 탈은폐가 총-
설치의 방식으로 일어날 때 가장 위험하다. 왜냐하면 총-설치는 탈은폐

(진리, 존재) 자체까지도 은폐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총-설치는 존재하

는 모든 것을 비품으로만 탈은폐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이러한 탈은폐가

위험하다는 것도 은폐한다. 가장 위험한 것은 위험이 위험으로서 탈은폐

되지 않을 때이다. 93 ) 이 같은 탈은폐의 망각이 바로 극심한 존재망각이

다. 이러한 극심한 존재망각의 시대가 시원의 이탈이 완성된 시대, 즉

오늘의 기술시대이다. 우리는 이 시대가 휴머니즘의 본래적 의미를 상실

한 시대임을 이미 언급한 바 있다. 이제 그 이유가 극심한 존재망각에

있음이 드러났다. 즉 인간성까지도 비품으로만 탈은폐하고, 이 탈은폐가

위험하다는 것까지도 은폐하는 그런 탈은폐의 망각, 즉 존재망각에 있음

이 드러났다. 따라서 휴머니즘의 본래적인 의미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

선 존재망각에서 깨어나야 한다. 이 같은 깨어남은 존재의 운명이 거기

에서 유래하는 존재자와 존재의 차이 자체94 )를 사유함으로써 가능하다.

따라서 하이데거에서 휴머니즘의 형이상학적 정초는 이러한 차이 자체를

사유하는 존재사유를 통해서 가능하다.

그러한 존재사유를 통해서 먼저 인간의 본질이 변한다. 인간의 본질은

존재의 진리를 망각하는 이성이 아니라 그것 안에 들어가 있는 탈존이다

이에 따라 형이상학도 휴머니즘도 더 이상 이성(주체성)에 기초하지 않고

탈존에 기초한다. 그리하여 형이상학도 휴머니즘도 변한다. 즉 형이상학은

그것의 비본질에서 그것의 본질에로 되돌아가며, 휴머니즘 역시 이제서야

92 ) Vor t räge und Auf sät ze (Die Fr age nach der Techni k ), 23.
93 ) 기술과 기술의 위험성 및 이 위험으로부터의 구원에 대해서는 필자의 앞의 논문

형이상학의 존재역사적 해석 , 401-408쪽, 참조.
94 ) 이 차이를 하이데거는 사건(Er e igni s )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필자

앞의 논문, 410-412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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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비본질, 즉 이성적 인간성에서 자신의 본질인 탈존에로 되돌아간

다. 인간의 인간다움과 존엄성은 인간의 이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

의 탈존에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본 바와 같이 이성은 존재자성에

속하는 동물성이 지닌 신체의 상관개념이기 때문에 그것을 인간의 본질

로 사유할 경우, 인간은 생물학주의에 빠지며, 그리하여 인간은 사물화,

동물화되며, 고급원료(자원)로서 비품화되는 반면에, 존재는 정신(이성)

과 신체, 비품, 연장성과 같은 그러한 존재자성을 완전히 초월한 진리

자체, 자유 자체, 사랑 자체이기 때문에, 인간이 그 안에 제대로 들어간

다면 인간은 사물화 비품화되지 않고, 모든 존재자로부터 자유롭고, 진

정으로 사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오늘과 같은 존재망각의 시대,
즉 기술 지상주의 시대에 그 안에 들어서기가 쉬운 것은 아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존재가 사랑, 자유 자체인가? 그 어떤 존재자

라도 존재자를 탈은폐하는 존재의 진리, 즉 비은폐성을 방해하거나 속박

하거나 제거하지 못한다. 존재는 자신을 그 존재자에게 줌으로써 그것을

존재자로 탈은폐하면서 이미 스스로를 은폐(후퇴)해 버리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존재는 모든 존재자로부터 자유로운 자유 자체이다. 이러

한 존재로서의 자유는 현상계의 현실성을 지시하는 것도 아니며 초

월적 실재성에 관여하는 것도 아니다. 95 )

그 어떤 존재자도 존재를 제거할 수 없지만, 그래도 그렇게 하려 한다

면,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 자체도 이미 존재가 자신을 그 존재자에게 주

는데서 비롯되는 존재의 증여물이다. 자유 자체인 존재는 자신을 줌으로

써 인간에게 형이상학과 기술을 비롯한 많은 증여물을 주지만 인간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다. 따라서 자기를 주는 것이 사랑이라면, 존재야

말로 사랑 자체이다. 인간은 이러한 존재의 진리 안에 제대로 들어가 설

때, 존재자로부터 자유로운 자유인이자 진정한 사랑의 실천자가 될 수 있

다. 그러나 인간이, 특히 이성이 자기의 근거인 존재를 망각하고 기술

마력에 빠져 있을 때, 존재자 자체의 진리는 마력에 빠진 이성의 가치로

95) 신오현, 自由의 現象學: 老子와 Heidegger 의 비교연구 ( 東洋學 , 단국대,
집), 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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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인화되어 붕괴되고, 그리하여 인간은 존재자를 잘못 이용하게 된다.

이로써 인간성 상실로 특징지워지는 세계의 암흑화, 대지의 황폐화, 가

난한 시대가 시작된다. 그러나 이것은 오늘 비로소 시작된 것이 아니라

저 그리스의 제일 시원의 추락에서 시작되어 그 추락이 완성된 오늘날

더욱 심화된다. 그러나 하이데거의 사유에서 오늘은 저 추락이 완전히

이루어진 시대이기에 암흑이되, 동트는 새벽, 즉 새로운 시원을 준비하

는 한밤의 암흑이다.

Ⅴ. 결론: 물리학적 형이상학을 넘어서는 형이상학에서 휴머니

즘의 본래적 의미 회복은 가능하다.

지금까지 우리의 휴머니즘의 논의는 존재(진리)사유에서 시작하여 그

것에서 끝났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휴머니즘이 존재사유에 기초함을 밝

혔을 뿐만 아니라, 그것의 의미 상실 여부는 존재사유가 어떤 길을 가느

냐에 따라서 결정됨을 또한 밝혔다. 휴머니즘은 존재가 존재 자체로가

아니라 존재자로 사유되는 그런 형이상학에서 그 본래적인 의미를 상실

하였다. 그러나 서양의 존재사유는 처음부터 그 같은 형이상학이기 때문

에, 휴머니즘은 처음에는 그것의 본래적인 의미를 고수하다가 나중에 그

것을 상실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것을 상실할 싹을 자신 속에 잉태

하였다. 그런데 이 싹은 형이상학적 존재사유가 완성되기 시작한 근대

데카르트의 주체성 형이상학에서 성장하기 시작하여, 데카르트의 주체성

형이상학의 완성인 동시에 서양 형이상학의 완성(종말)인 니체의 힘의

의지에로의 형이상학, 또는 가치 형이상학에서 그 성장을 완료하였다.

그리하여 서양의 휴머니즘은 그 본래적인 의미를 점점 상실하다가 니체

의 힘에로의 의지가 구체화되어 나타난 기술 형이상학의 시대에 그 상실

은 최고에 이른다. 이러한 사실은 존재를 존재자로 사유하는 사유가 발

전하면 할수록, 인간은 점점 덜 휴머니즘화되며, 이러한 존재사유가 극

한에 이를 때, 인간성 상실도 더욱 심화됨을 함축하고 있다. 그 까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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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를 존재자(사물, 실체)로 사유할 경우, 인간성(인간의 본질) 역시

사물성(실체성)을 특징으로 하는 존재자성으로 사유되는 데 있다. 사물

성(실체성)으로 사유된 인간의 본질은 이성이다. 이러한 이성의 사물성

은 플라톤에서 싹터서 이성을 사유실체로 규정한 데카르트에 이르러 완

성되기 시작하였다. 물론 사물성으로서의 이성은 경험적이지 않고 선험

적이다. 그러나 형이상학이 아무리 이성의 先驗性을 강조하더라도, 이성

이 사물성(실체성)으로 사유되는 한, 형이상학은 사물의 선험성을 탐구

하는 (초월) 물리학(Phys i k)으로 남는다. 96 ) 따라서 존재자를 넘어서는

학으로 정의된 형이상학이 실은 존재자를 완전히 넘어서지 못하고, 기껏

해야 존재자의 경험성을 넘어서 존재자의 선험성, 즉 존재자성(사물성)
에서 존재자(사물)를 설명할 뿐이다. 서양의 역사를 근거지운 서양의 형

이상학이 물리학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서양 역사가 과학 기술적인

특색을 갖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결국 서양의 형이상학이 물리학으로

출발한 데서부터 이미 인간소외, 즉 휴머니즘의 본래적 의미 상실의 선

험적 조건이 마련되어 있다. 따라서 인간성 회복, 즉 휴머니즘의 본래적

인 의미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형이상학이 물리학을 완전히 초월해서 존

재 자체에 이르러서 더 이상 존재자성이 아니라 존재 자체, 즉 존재의

진리를 사유할 때 가능하다. 본고에서 이 같은 사유는 형이상학의 극복

으로 나타났다.

물리학으로서의 형이상학은 언제나 존재 자체가 아닌 사물성을 존재로

사유하기 때문에 그것은 자신의 본령인 존재 자체, 즉 존재의 진리 밖에

머문다. 따라서 그것은 존재망각의 학이다. 그런데 형이상학이 망각하고

있는 존재 자체는 존재자성(이성)을 완전히 초월한 존재자성의 가능 근

거요, 결코 존재자성이 아니고 진리 자체(非-隱蔽性)이다. 진리 자체로

서의 그것은 운명으로 현성하며, 운명으로 현성하는 그것은 자유 자체,

사랑 자체이다. 물리학으로서의 형이상학에서 사유된 존재가 인간적인

것인데 반해, 그것은 결코 인간적인 것이 아니다. 인간의 본질은 인간적

96 ) 하이데거 역시 Einführung in Met aphys i k, 20쪽, 149쪽에서 형이상학은 물리
학으로 남아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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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것이 아닌 그러면서도 인간이 그것과 공속하는 존재의 트임 안에 들

어가 섬, 즉 탈존에 있다. 물론 인간이 그것 안에 들어가 서는 것도 인

간의 自意에 의한 것이 아니라, 존재가 자신을 인간에게 보내는 존재의

운명에 의한 것이다. 물론 존재의 자기 보냄은 間歇的으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부단히 일어난다. 그러나 존재에는 존재자적인 것이 전혀

없다. 이 점에서 존재는 무이다. 무이기에 존재는 자신을 아무리 보내어

도, 道 而用之 或不盈 淵乎 97 )처럼, 枯渴되지 않는다. 따라서 존재는

존재자처럼 生成消滅하지 않는다. 존재는 부단히 자신을 보냄으로써 존

재자 전체를 다스린다.

존재는 자신을 인간에게 줌으로써 인간은 비로소 존재의 贈與物을 받

는다. 대지를 일순간에 파괴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지닌 현대 기술도

존재의 증여물이다. 기술뿐만 아니라, 형이상학에서 존재로 사유된 존재

자성, 즉 이데아, 현실성, 주체성, 힘에로의 의지(가치)도 역시 존재의

증여물이다. 그러나 이러한 증여물은 존재 자체가 아니라 존재 자체의

결과물이다. 그러나 형이상학은 이것을 착각하는, 즉 존재를 망각하는

물리학에 머무르게 되었으며, 이 결과 형이상학적으로 사유하는 인간,
즉 서양인은 인간의 본질을 규정하는 존재 자체의 결과물(이성, 주체성)

에서 인간의 본질을 찾음으로써 인간을 동물성에서 사유하는 생물학주의

에 빠졌다. 생물학주의에 빠진 인간은 존재(및 자신의 본질)를 망각하고

있다는 것조차 망각한 채, 존재의 진리로부터 밀려난 이성적 동물로서

존재자를 지배하기 위한 존재자의 연구에 몰입한다. 이성적 동물은 존재

의 진리로부터 밀려 났기에 자신의 연구가 존재의 운명 하에서 가능한

것임을 모른 채 자신의 (동물성을 충족시키려는) 행위에 대한 정당성(옳

음, 합리성)을 진리로 착각하여 존재자의 지배를 정당화한다. 이 경우

존재자는 이미 인간의 가치로 규정되어서 人爲的인 것으로 되고, 이에

따라 존재자는 이제 더 이상 그의 존재(진리)에서, 즉 존재자 자체에서

규정되지 않는다. 이에 존재자 자체의 진리는 붕괴되기 시작한다. 존재

자 자체의 진리의 붕괴는 현대 기술에 의한 온실이나 실험실에서의 존재

97) 道德經 , 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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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때아닌 성장(Unze i t i ges Wachst um) 98 )에서 단적으로 나타난다.

기술의 불빛이 세계를 밝히면 밝힐수록 존재자는 더더욱 때아닌 성장을

하며, 존재자가 때아닌 성장을 하면 할수록 존재자 자체의 진리는 점점

사라지고, 이것이 사라지면 질수록 세계는 점점 암흑화되며, 이와 함께

휴머니즘도 그 본래적인 의미를 점점 상실하게 된다.

따라서 휴머니즘은 형이상학이 물리학으로부터 자신의 본령, 즉 존재

의 진리에로 되돌아갈 때 그 본래적인 의미를 회복할 수 있다. 형이상학

이 제 자리를 찾을 때, 인간의 인간다움도 이제 더 이상 이성에 의해서

규정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존재의 진리에 의해서 규정될 것이다. 이

러한 인간의 본질 규정에서 인간은 인간으로서는 중요하지 않다 . 인간

에게 중요한 것은 인간을 물리적 사물, 동물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

라, 인간을 인간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며, 그것은 이제 더 이상 이성이

아니라 존재의 진리이다. 따라서 진정한 휴머니즘은 지금까지의 모든 휴

머니즘, 즉 이성적 휴머니즘들에 반대하면서도 결코 비인간적인 것은 찬

성하지 않은 그런 휴머니즘이다. 이런 휴머니즘을 우리는 탈존적 휴머니

즘이라 한다. 그렇다면, 인간의 인간성을 존재의 이웃에서 사유하는 것

이 휴머니즘이다. 99 ) 인간이 존재의 이웃에 설 때, 붕괴된 존재자의 진

리가 인간의 인간성과 함께 회복될 것이다. 이와 함께 어두워졌던 세계

도 밝아질 것이다.

탈존적 휴머니즘에서 인간은 존재자의 주인이 아니라 존재의 목자이

다 . 이 목자는 존재의 이웃 사람 , 존재의 이웃 사람이려는 나그네

이다. 목자의 사유는 존재의 사유이다. 그러나 존재는 인간의 것이 아니

다. 따라서 그의 사유는 그의 것이 아니라 존재에 속하는 존재의 것이

며, 이러한 것으로서의 사유는 존재의 말을 傾聽하는 것이다. 無爲自然

의 道가 希言 100 )이듯이 존재도 그렇다. 그러므로 목자도 말이 적다.

이에 반해 이성적 휴머니즘에서 인간은 美辭麗句로 포장된 말을 많이 한

98 ) 휠더린 시의 한 구절이며, Ei nführung in Met aphys i k , 마지막 쪽에서 인용함
99 ) Wegmarken(Br i e f über den Humani smus ), 342-343.
100 ) 道德經 , 23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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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말이 많으면 많을수록, 말이 아름답게 포장되면 될수록, 말

은 점점 信義를 상실하고, 이에 따라 인간성도 점점 상실된다. 이런 현

상은 하이데거가 말하는 언어의 황폐화 로부터 유래한다고 볼 수 있다.

오늘날 대부분의 識者들은 인간성 상실의 원인을 현대인이 그의 삶에

서 정신보다 물질을 우위에 두는데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므로 그들은

인간성을 회복하기 위해 물질보다 정신을 우위에 두는 삶을 강조한다.

그러나 이러한 인간성 상실에 대한 원인과 그 진단은 우리의 논의에 나

타난 바와 같이 형이상학적이다. 왜냐하면 그 진단과 처방이 정신과 물

질이라는 서로 대립되는 형이상학적 개념에 의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

론 이 경우 형이상학은 원리상 휴머니즘의 본래적 의미 상실을 특징으로

하는 그런 형이상학이다. 그런 이상, 정신의 우위를 아무리 강조해도 휴

머니즘은 그 본래적 의미를 회복할 수 없다. 왜냐하면 형이상학적 정신

개념, 즉 물질과 대립되는 정신은 존재자성으로 곡해될 수밖에 없기 때

문이다. 하이데거는 정신의 형이상학적 곡해를 4가지로 들고 있는데, 그

두 가지를 들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신의 곡해에서 결정적인 것은 정신

을 지능 ( Int e l l igenz )으로 이해하는 것이며, 그 다음은 지능으로 곡해

된 정신이 어떤 것에 이바지하기 위한 도구의 역할로 전략된 것이다. 101 )

물론 휴머니즘의 본래적 의미 회복은 정신의 그러한 곡해가 해소될 때

가능하다. 그러나 정신의 그러한 곡해는 물질에 대한 정신의 우위를 소

리 높여 호소한다고 해서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오늘날 식자들의 그러

한 호소는 매스컴을 통해 도처에서 들려오지만, 아무도 그것에 귀기울이

지 않는다. 그러한 호소가 없어서 오늘날 인간성이 상실된 것이 아니다.
식자들이 그러한 호소를 소리 높여 외치면 외칠수록, 그 호소의 소리가

널리 퍼지면 퍼질수록 정신은 점점 더 곡해되고 언어는 점점 더 황폐화

된다. 따라서 오히려 물질에 대한 정신의 우위성에서 상실된 인간성의

회복을 호소하는 식자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언어의 황폐화에, 인간성 상

실에 앞장서는 셈이다. 정신의 곡해는 정신이 존재의 본질에로 근원적

으로 기분지어진 지적인 결단성인 102 ) 한에서 해소된다.

101)Ei nführung in Met aphys i k , 5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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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데거의 탈존적 휴머니즘은 인간적인 것이 아닌 것, 즉 감성과 이

성을 초월해 있는 것에서 인간의 인간다움을 해명한 점에서 역시 인간적

인 것이 아닌 無爲自然의 道에서 인간다움을 해명하려고 한 老子의 휴머

니즘과 유사성이 있다. 또한 존재의 목자도 處無爲之事 行不言之敎

( 道德經 , 2장)하는 노자의 聖人과 유사하다. 존재의 목자와 성인은 휠

더린의 시의 숙고하는 신 과 마찬가지로 존재자의 때아닌 성장 을 좋

아하지 않는다.

우리는 다음 기회에 老子의 道와 하이데거의 存在를 대비하고, 이 바탕

위에서 현대 기술시대에서 상실된 휴머니즘의 의미 회복을 모색해 보기로

한다. 이 논문은 그 작업의 예비단계로 쓰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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