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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지닌 제사라는 의식을 통해 백성을

자를 계승한 程周- 陸王학파, 특히 주희

교화하고자 노력했으며, 이러한 의식

는 귀신 개념을 氣로서 설명하고 개인

을 통해 백성의 정감을 만족시켜 주었

의 수양을 강조하였다. 유교에는 漢代

다. 이는 한편으로 기존의 종교를 부

의 董仲舒에게서 볼 수 있는 유신론적

정하지는 않으면서도 그것을 인문주의

인 경향도 나타나나, 이와 같이 무신론

적으로 해석한 것이기도 하다. 이는

적인 경향도 나타나는 것이다(특히 순

종교로서의 유교에 있어서 중심 사상

자). 한편, 근대의 캉유웨이(康有爲)는

이 神이 아니라 忠恕를 근간으로 하는

유가의 종교적 요소를 강화시킬 것을

仁이라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

주장하여 人道敎를 세웠는데, 이러한

중국 역사상 종교에 관한 가장 체계

孔敎 건립 시도는 대륙에서는 실패하

적인 서적으로 예기 를 들 수 있는데,

였으나, 홍콩에서는 孔敎書院이 세워

유교는 여기에 나타난 天과 조상, 신에

지기도 하였다. 이는 대륙의 지식인들

대한 숭배를 인문주의적으로 해석·발

이 종교의 철학적 성격에만 관심을 가

전시킨 것이라 할 수 있다.

공

졌기 때문인데, 종교와 철학은 상보적
관계임(和而不同)을 알아야 할 것이다.

제72차 콜로키움 요약문
하이데거와 나치즘
박찬국(서울대 철학과)

하이데거의 나치참여는 단순히 나
치에 대한 추종이 아니라 나치에 올바

역사적 사명을 실현할 수 있는 길을

른 정신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 비판

보았다. 그리고 그는 독일대학이 자신

적 동조라고 규정될 수 있다. 당시 바

을 혁신함으로써 나치운동의 중핵이

이마르 공화국에 대해 환멸을 느끼고

될 수 있다고 믿었다. 더욱이 그는 독

있던 하이데거는 나치운동에서 독일

일이 니힐리즘과 야만이 지배하는 공

민족을 내적으로 통일하고 혁신할 수

산주의의 수중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

있는 가능성을 보았으며, 독일민족의

기 위해서는 나치 이외의 정치적 대안
이 없다고 생각했다.
하이데거가 나치에 참여하게 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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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에 의해서만
규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의 나
치참여는 그의 존재사상과 본질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하이데거는 1914년의
이념에서 비롯된 국수주의적인 민족주
의와 반자유주의가 지배하는 분위기
속에서 태어났고 성장했다. 이러한 정
신적 분위기의 영향 하에서 후기의 하
이데거는 현대기술문명이 부딪히고 있
는 모든 위기는 궁극적으로 현대인들
이 고향을 상실했다는 데서 비롯된다
고 보고 있다. 그가 말하는 고향은 한
인간이 태어난 곳이라는 장소적인 의
미를 넘어서 모든 존재자들과의 참된
친교가 가능한 세계를 의미한다. 하이
데거의 철학은 존재자들과의 진정한
만남이 아니라 존재자들에 대한 공격
이 지배하는 현대의 기술문명에서 사
라져 가고 있는 고향과 향토에 대한 연
가(戀歌)이자 송가(頌歌)이다. 그러므
로 고향과 조국의 철학으로서의 존재
사상은 피와 대지를 주장하고 향토와
조국을 내세우는 나치에 대해서 동질
감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런 의
미에서 하이데거의 나치참여는 그의
존재사상에 근본적으로 뿌리박고 있다
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히틀러가 이끌어간 실제의
나치즘과 하이데거가 실현하고자 했던
나치즘 사이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
다. 나치가 말하는 피와 대지가 인종
주의적이고 배타적이며 제국주의적인

성격을 띠는 반면에, 하이데거가 말하
는 민족은 정신적인 성격이 강하며 대
지 역시 배타성이나 제국주의적인 성
격을 띠지는 않는다. 하이데거와 고향
과 조국을 달리 하는 사람들에게 하이
데거의 존재사상은 오히려 그들의 고
향과 조국에 대한 애정에 정당성을 부
여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존재사상은
각각의 민족이 자신의 향토와 조국을
수호하고 그것이 존재가 현현하는 장
으로 변화시키라는 요구이며, 따라서
모든 형태의 제국주의나 국수주의를
배척하는 철학이다. 하이데거는 나치
즘이 보여준 제국주의적 지배의지는
현대 기술문명을 근저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력에의 의지의 한 형태라고 본
다. 그가 1936년 이후 나치즘을 인간과
국토를 국가권력의 강화를 위해서 총
동원하는 기술적 전체주의의 극단이라
고 비판하게 되는 것은 이와 같은 맥락
이다. 하이데거가 말하는 향토와 조국
에 대한 애정은 다른 국가들을 지배하
려는 권력에의 의지를 낳는 것이 아니
라 오히려 다른 국가들에 대한 존중을
수반한다. 물론 하이데거는 자신의 존
재사상이 갖는 이러한 귀결에 일관적
이지 못했다. 자신의 철학과는 모순적
으로 그가 종종 취했던 독일어와 독일
민족에 대한 국수주의적인 태도가 이
를 잘 보여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