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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하이데거 환경론과 기술철학의
도덕교육적 함의 연구
손영선

본 논문은 하이데거 사상이 가지는 환경과 기술에 대한 입장을 연구하
고, 이를 바탕으로 환경론과 기술철학이 가지고 있는 도덕교육적 함의를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논문에서 밝히고자 하는 논점은 다음
과 같다.
첫째, 환경윤리적인 측면에서 하이데거의 철학사상이 가지는 의미를
고찰한다. 하이데거가 해명하는 ‘세계-내-존재’ 는 현존재가 친숙한 세계
안에서 만나게 되는 존재자와 소통하여 거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계,
곧 환경은 인간이 그 안에서 체류하는 장소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그런
데 이러한 거주의 장소로서 삶의 근본 바탕이 되는 자연과 환경은 도구
적 존재자로서 인식되고, 이는 지배와 종속의 이분법적 사고방식을 초래
하였으며 자연의 근본적인 경이의 세계는 은폐됨으로써 환경문제의 근본
원인이 되고 있다. 이분법적 세계관은 존재자와 세계의 연관성을 의식하
지 않고 나와 세계를 분리된 것으로 파악하는 형이상학적 관점에서 비롯
된 것이다. 하이데거는 인간의 삶이 다시 무게와 가치를 회복하고 진정
한 의미에서 자유로운 삶이되기 위해서는 인간의 지배욕망에서 벗어나
존재자들을 그 자체로서 존재하게 할 때, 즉 다시 존재를 그 본질에로
불러들여 깃들게 할 때 가능하다고 보았다. 이러한 삶은 자연의 자연다
움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본질적인 것에 스스로 마음을 기울이게끔 하는
‘시적 거주함’의 삶이다. 이를 통해 환경은 환경으로서의 신비하고 경이
로운 자체적 의미를 되찾게 되고, 다시금 아끼고 존중하여야 할 대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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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이 되는 것이다.
둘째, 하이데거의 저서 『기술에 대한 물음』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기
술철학의 구체적 내용들을 살펴본다. 본 연구에서는 하이데거의 기술철
학을 분석함에 있어서 주로 인간과 교육의 도구화와 부품화에 대한 문제
의식의 틀을 가지고 교육적 관점에서 접근한다. 하이데거는 후기철학에
서 현대기술문명이 가진 본질적인 문제인 기술지배 문제, 즉 정체성을
잃고 예속화되어가고 있는 삶과 교육의 문제를 ‘몰아세움’과 ‘탈은폐’, ‘도
발적 요청’, ‘부품화’ 개념을 통해 규정하고 있다. 기술문명의 위기와 문
제의 극복을 위한 마음가짐을 하이데거는 ‘시적거주’의 삶, ‘초연한 내맡
김’의 성찰과 존재의 진리에 대해 열려있는 ‘개방성’의 태도를 통해 강조
하고자 한다. 이러한 사유의 자세는 인간이 망각된 존재자 전체의 소박
하면서도 충만한 존재를 경험하는 것을 통해 잃어버린 고향을 느끼고 근
원적인 마음을 되찾도록 안내한다. 또한 이것은 인간 스스로가 자율성을
가진 도덕적 주체로서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셋째, 하이데거의 환경론과 기술철학이 내포하는 도덕교육적 함의를
모색한다. 그의 환경론과 기술철학의 논의를 바탕으로 ‘환경윤리적 태도
확립’ 과 ‘도덕적 성찰의 자세’, ‘자율성과 정체성의 회복’의 도덕교육적
가치를 설정하고, 설정한 가치에 기초한 도덕교육의 방향성을 토대로 도
덕과의 목표와 영역의 구성에 구체적으로 적용한다. 나아가 연구자는 도
덕과 교육의 방법적 측면에서 하이데거 환경론과 기술철학의 함의를 고
찰하려 하는 바, 그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도덕교육은 도덕적 성
찰과 사유의 자세를 가지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인간과 환경의 관
계의 재설정과 내면적 성숙을 통한 실천적인 환경윤리교육을 지향해야
한다. 셋째, 도덕과 교육에 있어서 학습자의 도덕적 정체성의 형성을 지
향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도덕교육은 학습자의 역할을 강조한 학습자 중
심 교육을 실현하여야 한다.
하이데거의 관점에서 진정한 교육은 깊은 성찰적 자세를 가지고, 미지
의 세계를 탐구하는 노력이 요구되는 것이다. 이는 도덕교육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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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가 스스로 사유할 수 있는 교훈적 과정과 경험 속에서 몰입을 통
해 도덕적 주체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를 위
해 도덕교사는 학습자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도덕적인 공감과 독려자
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어야 하며, 학습자에 초점을 맞
춘 교육과정과 교수학습방법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나아가 민
주적이고 자율적인 도덕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학교 공동체의 풍토와 분
위기 조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하이데거의 철학은 나의 삶의 세계에서 만나는 인간과 자연, 사물들을
비롯한 존재자를 그 자체로 새롭게 바라보고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하며,
존재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주는 진리와 숙고적 성찰의 자세를 깨우쳐 주
고 있다. 이러한 사유와 성찰의 자세는 존재의 효용가치와 결과만을 중
시하는 현대사회의 타산적 사고를 벗어나 도덕과 교육의 본질에 접근하
며, 도덕성 함양에 도움을 준다는 점에서 도덕교육적으로 큰 의의를 갖
는다.

주요어 : 환경론, 기술철학, 탈은폐, 몰아세움, 부품화, 내맡김, 자율성,
환경윤리, 도덕적 성찰,
학번 : 2009-21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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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목적

본 논문은 하이데거 사상이 가지는 환경과 기술에 대한 관점에 대한
연구를 통해, 그의 환경론과 기술철학이 함축하는 도덕교육적 시사점을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하이데거의 철학이 오늘날 시
대적 사회적 배경과 환경에 부응하는 시사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서 논
의를 시작하고자 한다.
미래학자 토마스 프레이(Thomas Frey) 다빈치 연구소장에 따르면
2030년이면 현존 대학의 절반이 문을 닫고, 인공지능기계가 사람을 대체
하면서 약 20억 개의 기존 일자리가 사라질 것1)이라고 한다. 영국 옥스
퍼드 대학연구소의 마이클 오스본 (Michael Osborn)은 702개 업종을 분
석한 결과, 10년 후 이 중 47%가 사라질 것'2)이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
했다. 앞으로 20년 이내에 일자리의 절반을 소프트웨어와 스마트 기계들
이 대신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한 것이다. 이렇듯 현대사회는 급속한 기
술문명의 발달로 인한 기계화의 막강한 영향력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시
대이며, 그 범위는 점차 확대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기술적 진보의 부산
물로 우리는 삶의 질 향상과 물질적 풍요의 긍정적 측면과 성과를 거두
어 냈지만, 그 이면에 놓인 기술지배의 문제, 환경파괴와 오염 문제, 사
회적 불신과 불안, 비인간화와 부품화 되어가는 인간의 문제 등의 위기
와 불안적 요소들은 현대인의 삶과 교육의 곳곳에 드러나 있다.3)
1) http://me2.do/FRGQ1E0T, http://me2.do/5fsBJ9yp 참조.
2) http://www.theceo.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3 참조.
3) 이와 더불어, 기술문명의 발달이 가속화됨에 따라 지구온난화와 기상이변, 대기오염과 같은
문제, 다이옥신과 같은 환경호르몬이 생태계를 파괴하고, 사스, 조류독감, 메르스 같은 가축전
염병의 출몰로 인해 사회적인 불신과 불안을 야기하였다. 또한 일본의 원전사고로 인한 방사능
누출, 각종 싱크홀의 출현, 중국 텐진의 가스 폭발사고로 인한 위험물질의 대기 노출 문제 등
예기치 않은 사건들에 직면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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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문명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인간의 물질적 풍요를 목적으로
설정하고, 주변 세계의 모든 것들을 그러한 목적 실현의 도구나 부품으
로 바라보고 있다. 현대인의 눈 앞에 존재하는 자연환경과 주변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그 나름대로 고유한 본질을 지닌 것이 아니라, 인
간을 위한 부품이나 도구로서 의미를 갖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렇기 때
문에 보호해야 할 자연환경과 인격완성을 위한 교육도 인간의 의욕이나
욕망의 실현을 위한 도구로 전락되어 가고 있고, 그러한 시각을 통해 세
상을 바라보고 있다. 또한 인간 스스로도 사유하는 일을 망각한 채, 하나
의 도구나 부품으로서 자율성과 정체성을 상실해가고 있다. 이러한 문제
의식을 가지고 생각할 때, 기술문명에 예속되어가는 현대인에게 있어서
삶 속의 시대적 흐름을 반성적으로 성찰하고 비판적으로 사유하는 일과
더불어 합당한 방향성을 제시해줄 수 있는 철학과 도덕적 관점이 절실하
게 요구된다.
이러한 문제들과 관련하여 하이데거의 철학은 우리에게 시대의 요구에
부합하는 통찰을 제공해준다. 하이데거는 20세기의 대표적인 철학자로서
현대를 이해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면서 존재, 존재자, 시간, 기
술, 예술, 과학비판에 걸쳐 풍부한 관점을 제시한다. 동시에 하버마스, 푸
코, 데리다, 레비나스 등 현대의 사상가에 큰 영향을 미친 철학자이기도
하다. 그가 살았던 20세기는 과학기술의 유례없는 발전으로 특징 지워진
시기였으나 혁명과 전쟁, 풍요와 빈곤, 자유와 소외 등으로 불안과 기대
가 교차하는 시대였다. 이러한 급격한 과학기술문명의 변화를 경험한 철
학자로서, 그의 탐구는 정보화 시대가 펼쳐 보이고 있는 기술 혁명의 생
명과 인간본질에 대한 영향력을 생생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제 3의 산업
혁명 시대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기술문명의 연장선에 있는 현 시대에
도 유효한 통찰이라 판단된다.
하이데거의 사유는 현재 우리 앞에 드러난 환경 세계와 기술의 근본
성격을 해명하고 그 가운데에서 존재의 근원 세계를 열어 보이고 있다.
그는 환경에 대한 의미와 환경과 인간관계의 규명을 통해 환경의 본질을

- 2 -

회복하고자 하였다. 또한, 하이데거는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현대기술문
명의 본질을 이해함으로써 현대사회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이러
한 본질의 해명은 나와 환경세계의 관계성을 의미 있는 것으로 드러나게
함을 통해 환경세계와의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 주고 있
으며, 기술시대의 양상과 문제들의 대안으로서 내면의 성찰, 내맡김의 숙
고적 사유를 통한 개인의 자율성과 정체성의 회복을 제시해주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하이데거의 관점은 환경에 대한 올바른 이
해와 관계 설정을 통해 인간의 태도의 변화를 촉구함과 동시에 학생들의
자율적이며 통합적인 인격형성을 목표로 하는 오늘날의 도덕 교육에 방
향을 제시해줄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또한 그의 철학은 도덕과 교육
과 연계를 통해 더욱 구체화되고 실효성 있는 실천철학으로서의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하이데거의 환경론과 기술철학이 가지는 도덕교육적인 가치
와 함의를 연구하기 위해 다음의 세 가지 논점을 밝히고자 한다.
첫째, 환경윤리적인 측면에서 하이데거가 설정하고 있는 ‘환경’의 의미
를 살펴보고, ‘세계-내-존재’ 라는 인간 현존재의 근본적 존재 틀을 해명
하면서 환경과 인간과의 근원적인 연결성과 의미 연관체계를 밝히고자
한다. 하이데거는 ‘세계-내-존재’ 라는 표현을 통해, 환경과 인간과의 관
계에서 환경은 단순히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세계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는 점을 밝힌다. 하이데거에 따르면 인간이 환경 세계 안에서 여러 사물
이나 천연 자원 등 여러 존재자들을 만날 때, 일차적으로는 도구적 성격
을 띠지만, 실제로는 ‘세계-내-존재’로서 산다. 이는 ‘현존재의 한 존재
틀’, ‘실존범주’로서 ‘산다, 거주한다. 체류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결코
‘공간관계’를 의미하지 않는다.4) 본 연구는 이러한 ‘세계-내-존재’ 라는
개념의 해석을 통해 환경과 인간의 관계를 설정함으로써 하이데거의 철
학이 환경 윤리적으로 어떠한 가치를 내포하고 있는지 고찰해볼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실천적 교육의 철학적 기초를 하이데거의 서양의 형이
4) 이수정,『하이데거 그의 물음들을 묻는다.』, 생각의 나무, 2010, pp.270-27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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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학에 대한 비판을 통해 숙고해 볼 것이다. 기존의 형이상학적 시각은
존재자들에 대한 객관적인 지각이나 이론적인 인식을 통해서 존재자들과
의 실천적인 관계가 가능하다고 본다. 그러나 하이데거는 인간의 삶과
무관하게 존재를 규명하려는 일체의 형이상학적 시도를 거부함으로써,
삶의 모든 영역에서 존재를 확립하는 부단한 실천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하이데거에 따르면, 서양의 형이상학은 존재자
와 존재를 엄밀하게 구분하는 데 실패하였으며, 이것은 인간의 삶과 세
계의 무한한 원천으로서의 존재가 지니는 본래적 신비와 신성함을 박탈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5) 이렇듯 하이데거가 서양의 전통 사고방식을
극복하는 새로운 사유방식을 개척하려고 하는 것은, 이분법적인 사고에
서 벗어나 만물이 다른 무수한 존재들과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의 산물이
라는 깨우침을 바탕으로 한 불교나 노장의 사유방식과도 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하이데거가 보기에 환경문제의 근본 원인은 인간이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을 탈피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분법적 사고로 인간과 자연을
분리한 결과, 자연의 고통이 인간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라고 생각함으로
써 자연을 함부로 다루게 되고, 이는 결국 인간에게 고통으로 되돌아오
게 되는 것이다.6) 본 연구는 이러한 이분법적 사유방식을 극복한 하이데
거의 반 형이상학적 환경론에 입각하여 환경과 자연, 인간과의 관계를
새롭게 설정해봄으로써 현 시대에 필요한 환경윤리적인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둘째, 전기 철학과 후기 철학의 기술에 대한 하이데거의 관점을 비교
분석할 것이다. 전기의『존재와 시간』과 후기의『기술에 대한 물음』을
통해 하이데거의 기술철학을 분석함으로써 현대기술문명에 대한 그의 핵
심적인 주장을 파악할 수 있다. 전기 철학에서 하이데거는 환경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보다는 사물의 도구적 성격을 통하여 환경에 대한 시각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으며, 후기 철학에서는 현대기술문명이 가진 근
5) 서용석,「존재론과 교육론」,『한국도덕교육학회』, 2014, p.57 참조.
6) 박찬구,『우리들의 응용윤리학』, 울력, 2012, p.20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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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적인 문제를 ‘몰아세움’과 ‘탈은폐(드러냄)’의 개념을 통해 규정하고 있
다. 하이데거의 관점에서 문제의 극복은 현대 문명의 이와 같은 기술지
배로부터 어떻게 벗어나느냐 하는 데 있다.7) 본 연구는 『하이데거의 기
술에 대한 물음』에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나타낸 개념들을 ‘몰아세움’과
‘탈은폐(드러냄)’. ‘도발적 요청과 부품화’, ‘인간의 예속화’로 구분하여 교
육적인 관점에서 분석해보고자 한다.
셋째, 하이데거의 환경론과 기술철학의 도덕교육적 함의를 설정하여
도덕과 교육에 적용하고자 한다.
우선 하이데거의 환경론과 기술철학에서 도덕교육적 의미를 갖고 있는
가치와 방향성을 이끌어내기 위해, 이론들을 세 가지 관점으로 구분하여
정리하고자 한다. 하이데거의 환경론과 기술철학의 ‘환경에 대한 새로운
관계설정’과 ‘시적 거주’ 의 개념으로부터 실천적 환경교육에 적용할 수
있는 환경윤리적 가치를 도출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사물들을 향한 내맡
김’과 ‘개방성’의 성찰을 통해 학생의 도덕적 성찰과 사유의 자세에 대해
숙고해보고자 한다. 하이데거는 ‘내맡김’과 ‘개방성’ ‘환경에 대한 관계 설
정’을 통하여 과학기술적인 관점에서 은폐되어있는 사물과 인간, 동물 등
의 본래적 성격을 새롭게 드러내고자 하였다. 이는 하이데거가 근본적인
문제로 삼았던 문명의 ‘몰아세움’과 ‘탈은폐’, ‘부품화’로부터 벗어나 망각
된 존재자 전체의 본래성, 소박한 충만감과 안정을 찾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기 위해, 현대기술문명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하이데거의 철학적 대안으로 간주할 수 있는 ‘환경에 대한 새로운 관계
설정’ 과 ‘지상에 시인으로서 거주하기’, ‘내맡김과 개방성’, ‘자율성 회복’
의 교육적 의미를 고찰해보고, 도덕교육에의 적용방안을 탐색해보고자
한다.

7) 하이데거는 결코 구시대로 돌아가 현대의 기술과 과학을 배척하자는 주장을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하이데거는 기술과 과학에 의한 지배가 존재자 전체에 대한 인간의 주요한 관계가 되어
서는 안되고, 경외라는 근본에서 열리는 존재자 전체에 대한 인간의 관계가 최상위가 되어야
하며 기술과 과학은 이러한 관계를 보조하는 것에 그쳐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 박찬국,『들
길의 사상가, 하이데거』, 그린비, 2013, p.24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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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도덕과 교육에 적용할 수 있는 환경 윤리적 가
치를 제공하고, ‘자율적이며 통합적인 인격형성’이라는 도덕과 교육목표
의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또한 하이데거의 ‘관계
성의 확장’ 개념을 ‘가치관계 확장법’에 기반한 도덕과 내용영역의 구성
방향에 적용해보고자 한다.
나아가, 설정한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도덕과 교육방법에 대해 구체적
으로 구상해볼 것이다. 즉, 하이데거의 환경론과 기술철학이 주는 시사점
을 바탕으로 도덕교육적 함의를 도출하고, 주요 가치들을 도덕과 교육방
법에 적용하여 이를 내면화할 수 있는 교수-학습 방법의 활용방안을 모
색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전제를 바탕으로 학교 현장에 효과적
으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도 고찰하려고 한다.

2. 연구 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하이데거의 환경에 대한 입장과 기술철학에 대한 고찰이 우
리의 도덕과 교육에 갖는 함의를 발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하이데거의 환경에 대한 관점과 기술철학 전반을 살펴보기 위해, 일단
문헌연구방법을 택하였다. 연구 목적과 관련된 하이데거의 기술철학에
관한 원전과 영역본, 번역서를 중심으로 하이데거 연구자들의 저서와 논
문들을 검토할 것이다. 더불어 개념 분석방법을 통해서 하이데거 철학의
‘세계-내-존재’ 개념, ‘몰아세움’의 개념, '탈은폐’, ‘내맡김’, 등의 개념 등
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이러한 개념들은 하이데거가 인간과 존재자와
의 관계맺음 방식을 규명하고 현대사회의 문제를 드러내는 데 핵심이 되
는 것들로서, 그 함의를 명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본 연구에서
는 문헌 연구방법과 개념 분석방법을 동시에 활용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연구과제가 주로 하이데거가 연구한 기술문명의 본질에 관
련한 것이므로, 하이데거 후기 철학인『기술에 대한 물음』 및 그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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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해설서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하이데거 초기의
기술과 환경에 대한 견해와 존재론에 관한 부분을 참고하기 위하여『존
재와 시간』을 활용하고자 한다.8)
『기술에 대한 물음』은 이기상 외『강연과 비판』의 ‘기술에 대한 물
음’ 부분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존재와 시간』은 이미 여러 종류의 국
역본이 출간되어 있지만, 본 논문에서의 인용문은 이기상의『존재와 시
간』를 활용하고, 이와 더불어 박찬국의『존재와 시간 읽기』를 참고하
고자 한다.
본 논문의 Ⅱ장은 주로 하이데거의 전기철학에서 본 환경에 대한 입장
을 고찰한다. 하이데거는 인간과 환경과의 관계가 왜곡되었음을 지적하
고, 인간주의적 관점의 무분별한 환경과 기술개발의 위험을 극복하고자
한다. 그래서 그는 인간과 환경과의 관계를 재설정하기 위해 환경과 인
간과의 올바른 관계가 무엇인지를 고찰하는데, II장은 주로 이런 내용을
다룬다. 이러한 내용들은 주로 하이데거의 존재론에 의거한 탐구과정이
라 할 수 있으며, 존재론은 그 자체로 방대한 논의 대상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인간과 환경과의 관계, 기술문명의 본질에 대한 논의를 위해
그의 존재론 중에서 연구주제와 관련된 개념들을 중심으로 함축적으로
다룬다.
1절에서는 하이데거 존재론의 ‘세계-내-존재’의 개념을 분석을 통해
인간과 세계가 물리적인 환경을 통한 관계가 아니라 타자와 소통하는 존
재자로서의 인간의 존재양식을 뜻한다는 것을 살펴보며,9) 인간과 환경이
교류하는 방식에 대해 숙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존재의 시간』에 나
타나는 ‘세계-내-존재로서의 인간’, ‘세계의 세계성’, ‘세계-내-존재의 방
식으로 존재하는 존재자에 대한 분석’에 대한 내용들을 검토할 것이다.
나아가 인간과 세계, 혹은 인간과 환경과의 의미적 연관체계를 분석하여
‘세계-내-존재’의 의미를 좀 더 명확히 하고자 한다. 2절에서는 환경에
8) 초기의 하이데거와 후기의 하이데거는 견해의 차이를 두고 있는데, 초기 철학에서 하이데거는
기술을 하나의 실존으로 보았고, 후기에서는 기술을 탈은폐의 한 양상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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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서양의 형이상학적 관점이 갖고 있는 문제, 즉 인간의 삶과 무관하
게 존재를 규정하려는 시도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으로 고찰하는 내용을
다룬다. 먼저, 현대문명의 본질적인 문제는 사물을 경이와 경탄의 눈으로
바라보았던 인간이 사물을 바라보는 근원적 능력을 상실한 것이라는 하
이데거의 지적에 주목할 것이다. 나아가 경이의 눈으로 존재자를 파악했
던 그리스인들의 ‘퓌지스’ 개념으로부터 환경과 인간의 분립적인 관계를
도출하게 되는 과정을 다루어 사물을 인간의 지성으로 해부하려는 시도
는 결국 환경과 인간을 분리시키게 된다는 점을 설명할 것이다. 이렇게
환경과 인간이 분리됨으로써 발생된 환경문제들의 원인을 형이상학의 이
원론적 세계관의 비판적 검토를 통해 규명한다. 이를 위해 하이데거의
저서『형이상학은 무엇인가』,『이정표』와 관련 논문들을 활용할 것이
다. 형이상학 비판에 관한 내용은 하이데거의 환경론과 현대문명비판을
중심으로 바라본 시각의 범위 안에서 연구하도록 한다.
Ⅲ장에서는 『기술에 대한 물음』을 중심으로 하이데거 철학의 주요
개념과 이를 토대로 한 그의 주장들에 대해 고찰할 것이다. 1절에서는
기술은 단순한 중립적 의미에서 벗어나 세계에 대한 인간의 관계를 규정
하는 매개체로서 자체존립적인 의미를 가진다는 내용을 바탕으로 기술의
도구성을 숙고하고자 한다. 2절에서는 하이데거의『기술에 대한 물음』
에 등장하는 ‘테크네’ 개념을 바탕으로 본 현대사회의 ‘몰아세움’과 ‘탈은
폐’의 문제를 고찰하고, 이에 수반하는 인간의 예속화와 부품화, 기술의
지배로 인해 도구화되어가는 인간의 삶과 교육의 문제에 대해 논의할 것
이다.
마지막 Ⅳ장에서는 지금까지 논의한 하이데거의 환경에 대한 입장과
기술철학을 바탕으로 그의 메시지를 도덕교육에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것이다. 1절에서는 환경론과 기술철학의 논의를 바탕으로 ‘실천적 환
경윤리’와 ‘도덕적 성찰의 자세’, ‘자율성과 정체성의 회복’의 도덕교육적
가치를 설정하고 방향성을 부여해볼 것이다. 먼저 1절의 1편에서는 인간
과 환경 사이의 잘못되어 있는 관계를 재설정함을 통해서 하이데거의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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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에서 환경윤리적인 시사점을 도출해낼 것이다. 이와 더불어 ‘시적으로
거주하기’ 개념을 분석하여 궁극적으로 하이데거가 추구하려고 했던 실
존적 삶과 교육의 지향점을 설명할 것이다. 하이데거는 ‘시적 거주를 통
해서 우리 인간이 이렇게 시인으로서 거주하는 것을 통해서만 인간을 비
롯한 모든 사물들이 기술적인 소모품으로 전락해버린 이 시대의 궁핍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 고 하였다. ‘시적 거주’의 개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하이데거가 해명한 ‘횔덜린의 시’의 일부분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시인으로서의 삶’이 도덕교육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내포하
고 있는지 그 실천 철학적 의미를 조명하고자 한다. 2편에서는 3장에서
제시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내맡김’과 ‘개방성’ 개념에 대해 고찰하
고 ‘내맡김의 사유’와 ‘개방성’이 실제 삶과 도덕 교육에 갖는 함의를 논
의할 것이다. ‘내맡김’은 ‘몰아세움’과 ‘탈은폐’와 대비되는 대안적 개념으
로서 하이데거가 시대의 위기 극복을 위한 통로로서 제시한 ‘시인으로서
이 땅에 거주하기’를 위한 필연적 요소이다. 이 개념이 내포하는 성찰적
사유의 자세가 현재 도덕과 교육의 목표와 방법에 갖는 함의를 살펴볼
것이다. 더불어 3편에서는 ‘몰아세움’의 극복을 통한 ‘자율성의 회복’의
가치 설정을 통해 예속화되어가는 현대인의 자율성과 정체성 회복의 메
시지를 담고자 한다. 2절에서는 하이데거의 환경론과 기술철학의 함의점
을 도덕과의 목표와 영역의 구성, 구체적 교육 방법으로 구분하여 구체
적으로 적용하기로 한다. 또 이러한 함의를 실현하기 위한 책임 있는 도
덕교사의 역할과 학교 공동체의 풍토, 교육환경에의 적용방안에 대해서
도 살펴보고자 한다. 이 과정을 통해 도덕과 교과교육목표와 소통하는
‘자율성 있는 통합적인 인격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를 찾아 실천철
학으로서의 기술철학의 목적을 달성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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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하이데거의 환경론
이 장에서는 ‘세계-내-존재’ 라는 개념의 해석을 통해 환경과 인간의
관계를 설정함으로써 하이데거의 철학이 환경 윤리적으로 어떠한 메시지
를 내포하고 있는지 고찰해볼 것이다. 1절에서는 하이데거 존재론의 ‘세
계-내-존재’ 개념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인간과 세계가 물리적인 환경을
통한 관계가 아니라 타자와 소통하는 존재자로서의 인간의 존재양식을
뜻한다는 것을 살펴보며,10) 인간과 환경이 교류하는 방식에 대해 숙고하
고자 한다. 이를 위해『존재의 시간』에 나타나는 ‘세계-내-존재로서의
인간’, ‘세계의 세계성’, ‘세계-내-존재의 방식으로 존재하는 존재자에 대
한 분석’에 대한 내용들을 검토할 것이다. 나아가 인간과 세계, 혹은 인
간과 환경과의 의미적 연관체계를 분석하여 ‘세계-내-존재’의 의미를 좀
더 명확히 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환경에 대해 서양의 형이상학적 관점
이 갖고 있는 문제, 즉 인간의 삶과 무관하게 존재를 규정하려는 시도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으로 고찰하는 내용을 다룬다. 나아가 환경과 인간이
분리됨으로 인해 발생된 환경문제들의 원인을 형이상학의 이원론적 세계
관의 분석을 통해 규명할 것이다.

1. ‘세계-내-존재’로 인식되는 환경
1) ‘세계-내-존재’ 의 의미

『존재와 시간』에서 하이데거는 인간을 ‘세계-내-존재’로 이해한다.
그런데 여기에서 “내” 라는 것은 일반적 의미인 물리적 내부공간을 뜻하
지 않는다. 하이데거는 어원적 의미 변천에 주목하면서, 그것을 ‘거주함’
10) 세계라는 것이 단순한 공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일체의 사물과 인간 활동에 의미를 부여
하는 총체적인 구조를 가리킨다고 보았을 때, 인간은 세계를 세계로 존재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존재자, 즉 “세계가 일어나도록 하는”, “세계 형성적”(Heidegger,1998, p.123) 존재자라
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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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로 새기고 있다. 이런 하이데거의 생각은 후기로 갈수록 더욱 심화
된다. 하이데거는 전기 철학인『존재와 시간』의 서술을 통해 인간이해
의 특징을 ‘실존’이라고 명명했으나 후기에 있어서 ‘거주함’으로 재서술함
으로써 인간 이해의 깊이를 좀더 철저하게 근본화시키고자 한다.11)
‘세계-안에 있음-’에서 안에 있음(In-sein)은 “컵 속의 물이나 옷장 속
의 옷”처럼 어떤 눈앞의 두 사물간의 관계를 의미하지 않는다. 눈앞의
장소적 관계를 뜻하는 이러한 범주적(Kategorie)적 규정과 달리 안에-있
음은 인간 실존의 존재론적 규정인 실존범주(Existenzial)로서 인간의 근
본 구성틀이다. 이때의 “안(in)”은 거주하다. 체류하다를 뜻하는 “innan-”
에서 유래하고 “innan-”에서의 “an”은 “나는 익숙하다, 친숙하다, 어떤
것을 돌본다” 등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안에-있음이란 ... 곁에
머물러 있음, ...과 친숙해져 있음을 뜻한다.12) 아울러 ‘내가 있다’를 의미
하는 독일어 ‘Ich bin’ 에서 bin 은 bei(곁에)와 연관을 가지며, 그것은 ‘
~에 몰입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현존재가 ‘세계 안에 존재한
다’는 것은 현존재가 ‘친숙한 세계 안에서 존재자들에 몰입하여 거주한
다’ 는 것을 의미한다.13)
하이데거에 의하면 인간은 세계 안에서 내부적으로 만나게 되는 존재
자와 배려하며 친숙하게 교류한다는 의미로 세계 안에 존재한다. 결국
세계-내-존재로서의 인간은 타자와 소통하는 존재임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소통하는 존재자로서의 인간의 존재양식을 하이데거는 ‘거리없
앰’이라 부른다. ‘거리없앰’이란 물리적 거리의 말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
니라 친근해짐, 친밀함을 의미한다. 하이데거가 “현존재에 친밀성으로 향
한 본성적 경향이 있다.”고 말할 때 그는 인간이 이러한 소통을 지향하
는 존재임을 천명하는 것이다.14)
이를 통해 우리는 ‘안에 있음’은 세계와 인간의 양상이 어떤 것인지를
11)
12)
13)
14)

김동규,『하이데거의 사이-예술론』, 그린비, 2009, p.221 참조.
M. Heidegger , 1953,『Sein und Zeit』, Max niemeyer Verlag, p.54 참조.
박찬국,『존재와 시간 읽기』, 세창미디어, 2013, p.34.
이승종,『크로스오버 하이데거』, 생각의 나무, 2010, p.28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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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악하고 근원적 관계에 대해 통찰할 수 있다. 세계는 우리 인간이 그
안에서(in) 인간이 내부적으로 만나는 존재자와 친밀하게 몰입하며 소통
하고, 거주하는 장소인 것이다. 바로 이 삶의 장소이며 거주와 체류의 장
소인 환경세계 안에서 인간이 사는 것이다. 이런 뜻에서 인간은 ‘세계내-존재’ 이다.

2) 인간과 세계의 관계성

하이데거는 ‘세계-내-존재’ 라는 표현을 통해, 환경과 인간과의 관계에
서 환경은 단순히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세계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는
점을 밝힌다. 하이데거에 따르면 인간이 환경 세계 안에서 여러 사물이
나 자연 등 여러 존재자들을 만날 때, 존재자들은 일차적으로는 도구적
성격을 띠지만, 실제로는 이 존재자들과 함께 ‘세계-내-존재’로서 산다.
현존재는 존재자들과의 공속적인 관계 속에서 존재한다. 현존재는 먹
고 마시고, 하늘과 땅과 더불어 존재하며, 집에서 거주하고 부모의 보살
핌과 선생의 지도를 받고 친구들과 사귀면서 산다. 다른 인간들을 비롯
한 존재자들과의 관계는 우리의 삶에 필연적으로 속해 있는 것이며 우리
는 존재자들과의 관계에서 완전히 벗어난 진공상태에서 살 수 없다. 하
이데거는 현존재의 이러한 존재 방식을 세계-내-존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15)
하이데거에 있어서 존재자와 존재는 서로 소통하는 존재로서 분리될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으며, 인간과 존재는 공속한다. ‘세계-내-존재’에
서 ‘세계’는 존재 자체의 한 계기로서 “사물”을 통해 드러나는 것이다.
이러한 하이데거의 관계론적인 사유는 불교의 연기설이나 도교의 노장
사상과도 유사한 맥락을 공유하고 있다. 불교의 연기설에서 연기란 세상
의 모든 것들은 수많은 조건들이 함께(sam) 결합하여 일어나는 것을 뜻
하며 ‘utpada’는 ‘상호의존적 발생’을 의미한다. 일체의 현상이 이러한 ‘상
15) 박찬국,『들길의 사상가, 하이데거』, 그린비, 2013, p.7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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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존성’의 원리에 따라 성립하여 끊임없이 변화한다고 할 경우, 영원불
변하게 남아 있는 것은 있을 수 없고, 혼자만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자아
도 있을 수 없게 된다. 모든 것은 상호 관계 속에서 존재하며, 그 어느
것도 독자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다. 만물이 서로 관계 속에 있음
을 노자는 “상생(相生)” 이라는 의미로 나타내고 있는데, 모든 것이 “상
생”하는 것이니 전체적인 입장에서 사물을 바라보면 모든 것이 나름대로
소중한 것임이 드러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계맺음의 기초는 언어를 통해 명명함을 통해서 이루어짐을
하이데거 철학의 전반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그는 ‘존재자’와 ‘존재’의
관계를 ‘사물’과 ‘사방’과 개념을 통해 드러내고 있다.
하이데거에 따르면, 언어의 기초는 이름이고, 이름은 어원적으로 “알려
지게 함”을 뜻한다. 명명함은 그런 이름을 부르는 것이고, 부름은 “더 가
까이 가져옴”을 뜻한다. 그러므로 명명함을 통해 호명된 것은 “부재 속
에 간직된 현존”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호명된 것은 지금 눈앞에
있는 것처럼 있지는 않지만(부재하지만), 호명되기 이전과는 달리 어떤
방식으로든 없는 것은 아니기(현존하기) 때문이다. 명명함으로써 우리는
부재 속에 간직된 현존을 가까이 가져온다.16)
이와 같이 언어를 통해 명명되는 것은 우선 사물과 사방이다. 후기 하
이데거에게 사물은 “모으는 것”이며, 모아들일 수 있는 “빔(das Leere)”
을 뜻한다. 이 경우 “빔”이란 비어 있기에 담을 수 있는 것, 그래서 무엇
인가를 받아들이고 보존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담겨진 것을 “선사”할 수
있는 것이라는 의미까지 함축하고 있는 용어이다. 사물을 “빔”으로 파악
함으로써 하이데거는 무엇인가 규정되기 이전의 풍요로운 의미의 보고
(寶庫)로서 사물을 해석하고자 한다. 그런데 이런 사물이 결국 모아들이
는 것, 그 비어있음에 담는 것은 바로 사방이다.17)

16) 김동규,『하이데거의 사이-예술론』, 그린비, 2009, p.228.
17) 위의 책, 같은 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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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은 마치 가까움이 일종의(담는) 용기이기나 하듯이(그렇게) 가까움 “안
에” (들어) 있는 것이 아니다. 가까움은 가깝게 함에서 사물의 사물로- 됨으로
서 전개되고 있다. 사물은 사물로-되면서 합일적인 넷을, 즉 땅과 하늘, 신적인
것들과 죽을 자들을 그것들이 그 자체에서부터 합일되는 그러한 사방의 하나로
포개짐 안에 머물게 한다.18)

사방이란 후기 하이데거의 “세계”를 뜻하는 용어로서 기술세계를 지배
하는 “몰아세움(Gastell)” 과 대비되는 그 대안적 개념이다. 사방이란 땅
과 하늘, 죽을 자들과 신적인 것들이 서로 어울리며 이루는 세계로서, 그
넷의 관계는 “공속성”, “거울-놀이”, “윤무(Reigen)” 등의 용어를 통해
해명된다. 땅과 하늘 사이의 자연과 그 자연 속에서 깃들어 있는 신적인
것들 그리고 존재와 무의 심연을 이해하는 죽을 자들이 서로 어울리며
형성하는 통일적인 세계가 사방이다. 그런데 하이데거에 따르면, 사물은
세계를 몸짓하며 (gebärden), 세계는 사물을 베푼다(gönnen). 언어가 “어
떤 것을 표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GA77, 117)이라
는 측면에서 사물과 세계의 관계를 생각해보면, 사물은 의미지평인 세계
를 (자기 속에 숨기고 간직하면서) 몸짓하기만 하고, 세계는 사물에게 어
떤 의미를 베풀어 준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사물은 자신의 존재
의미를 숨기려 하고, 세계는 그 의미를 밝히려 한다.19) 하이데거의 표현
에 따르면 사물은 사방을 ‘머물게’ 하고, 사물은 사물로 ‘-되게’ 한다. 개
개의 사물은 사방을 세계의 하나로 포개짐이 각기 그때그때마다 머무는
것 속으로 머물게 한다.

우리가 사물을 세계로 ‘~되게’ 하는 세계로부터 사물의 사물로 ~됨에 본질적
으로 존재하게 할 때, 우리는 사물로서의 사물을 회상하며 사유하는 것이다. 그
런 식으로 회상하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물의 세계로 ‘~되게 ’하는 본질에
의해 관련되도록 한다. … 사물을 사물로서 사유한다면 우리를 사물의 본질을
18) M. Heidegger, 이기상· 신상희· 박찬국 역, 「사물」,『강연과 논문』, 이학사, 2008, p.233.
19) 김동규, 『하이데거의 사이-예술론』, 그린비, 2009, p.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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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본질적으로 존재하는 그 영역 안에서 돌보며 존재하는 것이다. 사물로~
됨은 세계를 가깝게 함이다. 가깝게 함은 가까움의 본질이다. 우리가 사물을 사
물로서 돌보고(소중히 하고)있는 한, 우리는 가까움 안에 사는 것이다. 가까움의
가깝게 함은 세계의 거울-놀이의 본래적이고 유일한 차원이다.20)

사물은 사물화하면서 아득히 멀리 떨어져 있는 사방세계의 네 방역을
자기 안으로 모아들이는 가운데, 그 넷 각각의 고유함과 멂을 없애는 것
이 아니라 오히려 각각의 고유함을 은밀하게 보존하면서 사방의 하나로
포개짐 안에 서로 상생적으로 머물게 한다. 우리가 이렇게 사물화 하는
사물들 곁에 체류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사방 세계의 네 방역을 친
밀하게 모아들이며 가깝게 하는 그런 가까움의 본질에 이르게 되는데,
이러한 가까움의 본질 차원이야말로 우리가 죽을 자들로서 거주해야 할
시원적인 삶의 밑바탕이자 고향을 상실한 이시대의 인간들이 귀향해야
할 삶의 근원적 처소의 개념이 될 수 있다.21) 그런데 이 사물은 우리의
환경세계의 자연과 사물들, 대지와 하늘, 인간들을 통칭하는 개념이다.
그러므로 사방은 환경세계의 자연과 환경과 인간이 함께 소통하고 놀이
하는 하나의 공속적 세계를 누리는 근원적인 세계이다.
하이데거는 또한, ‘건축함’을 통해 사방을 보호하는 건물을 지음으로써
인간의 삶은 사방을 수호하고 대지를 구하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건축함’은 ‘거주함’을 위한 수단으로서 간주되지만, 모든 건
축물이 곧바로 거주처는 아니다. 그럼에도 모든 건축물은 거주함으로써
근거지어져야 한다. 따라서 하이데거에 있어 ‘건축함’과 ‘거주함’은 수단
과 목적의 관계가 아니라, 오히려 모든 건축함은 이미 그 자체로 거주함
이라고 주장한다. 건축함(bauen)은 근원적으로 ‘아낌’의 의미를 뜻하는
것이다. 즉, 하이데거에게 ‘건축함’은 그 자체로 ‘거주함’이며, 아끼면서
거주하게 함을 뜻하는데, 그것은 마치 농부가 자신이 가꾸는 곡식이 자

20) M. Heidegger, 이기상· 신상희· 박찬국 역,「사물」,『강연과 논문』, 이학사, 2008, p.234.
21) 신상희,「사방세계 안에 거주함」,『강연과 논문』, 이학사, 2008, p.47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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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나도록 돌보는 것과 같은 의미이다.22) 그러므로 ‘건축함’을 통해 사방
을 수호하고 대지를 구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이러한 수호가 인
간이 ‘세계에 거주한다’는 것의 본질이다. 사방을 수호하는 건물을 건축
함을 통해 인간은 진정으로 세계에 거주하게 되고 진정한 세계-내-존재
가 되는 것이다.23) 여기서 진정으로 세계에 ‘거주한다’ 라는 것은 부품으
로만 통용되는 세계인 기술시대에 있어서 인간이 다시 한번 자신의 본질
공간으로 되돌아 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다는 것을 뜻한다.
결론적으로 하이데거는 후기 철학에서 이른바 천지의 합일과 인간과
자연의 상생적 관계함을 뜻하는 ‘사방’의 의미 고찰을 통해, 우리는 존재
자와 인간이 함께 속해 체류하고 거주함을 뜻하는 세계-내 존재에서의
‘세계’ 개념을 보다 명확히 규명하고 있다.
하이데거의 ‘사방세계’는 잃어버린 인간자신의 본질을 회복하고, 거대
한 존재 놀이 속에서 서로 어깨동무하고 노는 친밀한 세계이다. ‘사방세
계’ 가 보여주는 존재 사유의 지평에서는 존재자 자신의 고유성과 본질
을 회복하고 인간이 인간다워지고 자연은 자연다워지게 된다. 이러한 존
재론적 지평은 인간태도의 변화를 요구하는 오늘날의 환경윤리에 존재론
적 근거를 제시함24)으로써 왜곡된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데 필요한 철학적 관점을 보여주고 있다.

22) 최상욱,「거주하기의 의미에 대하여」,『하이데거의 근대성』, 철학과 현실사, 1999,
pp.293-294 참조.
23) 박찬국, 『하이데거의 윤리학』, 철학과 현실사, 2002, p.293 참조.
24) 문동규,「하이데거의 존재사유와 환경윤리의 존재론적 근거」,『범한 철학』32권, 2004, p.
10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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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경에 대한 형이상학적 관점 비판
1) 형이상학적 인식론의 ‘존재 망각’ 비판

하이데거의 형이상학 비판은 “존재망각”이란 말로 요약된다. 하이데거
는 전통철학의 역사가 존재망각의 역사라고 토로하고 있으며 형이상학
인식론의 해체를 주장하고 있다. 전통적인 철학은 존재자에 대한 지각함
이나 이론적으로 인식함을 통해 존재자가 드러나며, 존재자가 드러남을
통해 그것과의 실천적인 관계가 가능해진다고 생각한다.
하이데거는 ‘사물’에서 서양 형이상학의 ‘사물’이라는 언어사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사물이란 낱말이 서양 형이상학의 언어 사용에서는 여하튼 어떤 방식으로든
존재하고 있는 것을 명명하기 때문에, “사물”이란 이름의 뜻도 존재하고 있는
것. 다시 말해 존재자에 대한 해석에 따라 변화한다. 마이스터 에크하르트와 똑
같은 방식으로 칸트도 사물에 대해 언급하며 그것이 존재하고 있는 어떤 것을
의미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칸트에게 존재하고 있는 그것은 인간적 자아의 자기
의식 안에서 진행되고 있는 표상함의 대상이 된다. 사물 그 자체는 칸트에게 대
상 그 자체를 의미한다. 칸트에게 “그 자체”의 성격이 의미하고 있는 것은, 대
상 그 자체란 인간의 표상함과 연관이 없는 대상임을, 다시 말해 대상이 이러한
표상함에 대해 이제 처음으로 (마주) 서 있게 되는 그러한 “마주(대립적 연관)”
가 없는 대상임을 말한다. “사물 그 자체”는 ‘엄격히 칸트적으로 사유할 때’ 우
리에 대해 결코 대상이 아닌 그런 대상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그러한 대상은
(우리와의) 어떤 가능적인 마주(대립적 연관)도 없이 서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그 대상을 맞아들이는 인간적 표상함에 대해 아무런 연관도 없는 그
런 대상을 의미한다.25)

하이데거에 따르면, 인식론과 사람들이 인식론이라고 여기는 것은 근
25) M. Heidegger, 이기상· 신상희· 박찬국 역,「사물」,『강연과 논문』, 이학사, 2008, p.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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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적으로 확실하게 눈앞에 세우는 표상 작용의 확실성으로서의 진리에
근거한 형이상학과 존재론이다. 그는 다음과 같은 말로 이론으로서의 ‘인
식론’을 해체한다.
‘인식론’을 ‘인식’에 대한 설명으로 해석하거나, 학문에 대한 ‘이론’으로 해석
하는 것은 그릇된 것이다. 비록 이렇게 확실하게 하는 일이 존재가 대상성과
“눈 앞에 세워져 있음(표상성)으로 변화된 결과 나타난 하나의 현상에 불과할
뿐일지라도 말이다.
‘인식론’은 근대 형이상학의 증대하는 본질적 무능력, 즉 자신의 고유한 본질
과 그 근거를 알지 못하는 무능력에 대한 명칭이다. ‘인식의 형이상학’이라는 말
은 ‘자기 오해’의 산물이다. 실제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대상의 형이상학, 즉
대상으로서의 존재자, 주체에 대한 객체의 형이상학이다.26)

하이데거는 인식론을 하나의 이론이나 학문으로서의 인식구조에 대한
분석으로 간주하기보다는, 근대적인 주체에 의해 표상된 대상의 본질을
근본으로 한 존재론일 뿐이라고 평가한다. 하이데거의 해석으로 볼 때,
존재자를 눈앞의 대상으로 지각함이나 이론적으로 인식함은 우리가 사물
과 관계하고 교류하는 근본적인 방식이 될 수 없다. 우리가 존재자들을
대상으로 지각하고 판단하기 이전에 그것들을 사용하고 접촉하는 구체적
인 삶의 행동에서 그것들은 이미 드러나 있다.
하이데거는 인간이 아닌 다른 존재자들과 구체적으로 관계하는 것을
‘고려(Besorage)’라고 부르는 반면에, 다른 인간들과 관계하는 것은 ‘배려
(Fürsorge)’라고 부르고 있다. 이렇게 존재자들과 온몸으로 관계하면서
우리는 존재자들이 무엇인지를 이미 이해하고 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노동하고 미워하고 사랑하면서 위는 다른 인간들이 단순한 사물이 아니
라 하나의 인간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온몸으로 이해하고 있다.27)

26)『하이데거 전집 7권: Vortrage und Aufsatze』p.71 박찬국,『하이데거의 윤리학』, 철학과
현실사, 2002, p. 242 재인용.
27) 박찬국,『들길의 사상가, 하이데거』, 그린비, 2013, p.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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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어떤 것이 ‘의자’로서 우리에게 일차적으로 드러난다면 그것
은 ‘책상’에 대한 이론적인 인식이나 지각을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
것에 앉아 쉬거나 책을 읽거나 업무를 보는 행위를 통해서이다. 아울러
우리가 어떤 존재자를 인간으로 이해하게 되는 과정도 그 존재자를 하나
의 대상으로 지각하고 그에 대해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그와 함께 일하
고 만나며 이야기하고 관계를 맺음에 의해 그 존재를 이해하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하이데거는 “사물과 관계하는 우리의 구체적인 행동 자
체가 이미 사물을 이해하고 있고 사물을 드러내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인간이 존재자들에 대해 객관적으로 지각하고 이론적으로 인식함을 통해
서 존재자들과의 실천적인 관계가 가능하게 된다는 전통적인 선입견과는
달리, 존재자들과의 실천적인 관계 안에서 존재자들이 이미 이렇게 드러
나 있는 것을 통해서 그것들에 대한 객관적인 지각이나 이론적인 인식도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다.28)
하이데거는 우리가 전통적인 형이상학적 인식론에 따라 사고한다고 가
정할 때, ‘존재의 망각’이 일어난다고 표현하고 있다. 현존재는 존재자들
을 접촉하거나 사용하는 상태에서 이미 존재자들의 진리를 이해하고, 그
러한 진리를 드러낸다는 사실이 망각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하이데거는 자신은 ‘우리는 외부세계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와 같은 전통적인 인식론적 문제에 대해 올바른 답을 제시하
려고 하기보다는 그것을 해체하려고 한다고 말한다.29)
실천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존재자에 대해서 갖는 이해는 지각이나 이
론적인 고찰에서처럼 주체적으로 수행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지각이
나 이론적 고찰 못지않게 분명하게 존재자를 이해하고 있다.30) 이러한
이해는 존재자를 항상 어떤 것 ‘으로서’ 이해한다. 우리는 존재자를 이해
할 때, ‘못을 박기 위한 망치로서’ 혹은 ‘통화수단으로서의 전화기로서’

28) 위의 책, p.78.
29) 위의 책, 같은 쪽 참조.
30) 위의 책, 같은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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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을 듣기 위한 스피커로서‘ 이해한다. 즉 그것들은 어떤 의미를 갖는
것으로서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는 존재자로서 사물이 그 도
구성을 인식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존재의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뜻한다.
이에 대해서 근대의 인식론은 우리가 순수한 감각자료들을 먼저 받아
들인 후 그것들을 토대로 하여 사물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게 된다고 주장
해왔다. 하이데거는 이러한 입장을 사태 자체에 입각한 것이 아니라 작
위적인 입장으로 보면서 거부한다. 예를 들어 내가 사무실에 들어서서
컴퓨터를 사용할 때, 나는 컴퓨터를 통해 자료를 검색하고 문서를 작성
하기 위한 컴퓨터로서 파악하는 것이지, 먼저 짙은 색의 딱딱하고 사각
진 물체를 지각한 후 그것을 컴퓨터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우
리는 사물들을 먼저 어떠한 것 ‘으로서’ 발견하며 이에 입각하는 것에 의
해서만 순수한 감각자료들을 추상하는 것도 가능하다. 우리는 먼저 어떤
음을 새소리로서 들은 후에 그것을 순수한 음의 파동으로 환원할 수도
있는 것이다.31)
존재자를 ‘ ~으로서’로부터 자유로운 것으로서 파악하는 것, 예를 들면
순수한 감각으로서 파악하는 것은 오직 ‘ ~으로서’ 경험하는 것으로부터
환원하는 것에 의해서만 수행될 수 있다.32)

2) 의미연관의 전체로서의 세계

하이데거는 도구적 존재자를 설명함에 있어서 목적 연관의 전체 안에
서

개별적인 의미를 형성하고 있는 존재자들의 세계를 펼쳐 보인다. 하

이데거에 따르면, 모든 도구의 존재자는 하나의 목적 연관의 전체 안에
서 각자의 의미를 갖게 된다. 예를 들면, 우리가 ‘교육’ 의 의미를 개인의
자본적 이익의 성취를 위한 이른바 ‘스펙 쌓기’ 나 ‘자격의 획득’ 이라고
파악할 때, 그 이면에 있는 상세한 배움의 과정이나 새로운 지식의 획득,
31) 위의 책, p.78 참조.
32)『하이데거 전집』21권. p.145, 박찬국,『들길의 사상가, 하이데거』, 그린비, 2013, p.78 재인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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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격 수양을 위한 성찰의 과정 등은 큰 의미를 갖지 못하게 된다.
하이데거는 존재자들 간에 성립하는 목적 수단의 지시 연관 전체를 세
계라고 부르고 있다. 우리는 개개인의 존재자들을 만나기 이전에 그러한
존재자들이 무엇이고 나에게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세계로부터 이해하고
있다. 이렇게 전체적인 지시연관이 우리에게 드러나지 않을 경우에는 우
리는 어떤 존재자를 의자라든지, 자동차로서, 자신의 동료로서 발견할 수
없다.
이는 개개의 존재자 이전에 이미 세계가 우리에게 개현되어 있어야 한
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실은 삶의 모든 국면에서 타당하다. 예를
들면, 사무실이라는 작은 공간에 들어섰을 때, 책상은 책상으로서, 컴퓨
터는 컴퓨터로서, 의자는 의자로서 블라인드는 블라인드로서 이해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물건들의 배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교실 내의 모든
존재자들 사이에 성립하는 목적 수단의 연관체계를 먼저 이해해야만 한
다. 가령, 의자가 책상 위에 놓여져 있을 때, 나는 의자가 잘못 놓여져
있다는 것을 발견한다. 그 경우 나는 이미 사무실에서 이 물건이 어느
곳에 놓여 있어야 할지 이미 이해하고 있다. 내가 의자를 의자로서 이해
하고 그것이 잘못 놓여져 있다는 것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전체적
인 연관으로서 먼저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모든 존재자들 사이에 성립
하는 목적 수단의 연관체계를 먼저 이해해야만 한다. 이는 책상과 의자
그리고 컴퓨터를 비롯하여 사무실 내의 모든 존재자들이 일정한 목적 수
단의 지시연관 안에 존재하며 이러한 전체적인 지시연관 안에서 각각에
적합한 장소를 배정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33)
이러한 목적수단의 연관체계인 세계는 현존재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
적을 중심으로 구조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 각자가 궁극적으로 추구
하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사람들은 각각 다른 세계에 살게 된다. 만
약 자신의 봉급과 승진에만 관심을 갖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사는
세계에는 자신의 주변에 있는 꽃들을 비롯한 자연의 아름다움이 존재하
33) 박찬국,『들길의 사상가, 하이데거』, 그린비, 2013, p.80 참조.

- 21 -

지 않으며 진정한 인격체로서 타인들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 세계에서는
오직 나의 승진이나 향락에 도움이 되거나 해가 되는 수단적인 것들만
존재한다. 이러한 세계에서는 존재자들과의 깊은 이해와 교감에서 오는
기쁨이 존재하지 않는다.34)
전통 철학은 판단이나 지각을 존재자를 발견하는 근원적인 방식으로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세계도 판단이나 지각의 대상으로서 눈앞에 존재
하는 개별적인 존재자들의 총합으로 사유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우리
에게 일차적으로 주어진 것은 지각이나 판단의 대상으로서 눈앞에 존재
하는 사물들도 아니며 더군다나 감각자료도 아니다. 우리에게 일차적으
로 주어지는 것은 우리가 그 안에서 살고 노동하고 투쟁하며 고뇌하고
죽어가는 세계이며 이렇게 세계 안에서 모든 존재자들은 하나의 전체적
인 의미연관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35)
우리는 이러한 의미연관을 이루는 세계에서 거주하고 있고, 이러한 의
미연관의 전체의 세계로부터 존재자와 관계한다. ‘세계-내-존재’라는 단
어는 우리와 세계가 분리된 것이 아니라 긴밀한 연관성을 나타낸다. 그
러므로 ‘세계-내-존재’에서의 ‘존재’는 그 세계 안의 어느 곳에 한정된
부분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세계와 별도로 존재하면서 세계를 마주보
고 있는 것이 아니다. 즉, 세계-내-존재는 데카르트의 시각처럼 인간과
세계가 독립적으로 있고 양자가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
래서 하이데거는 인간을 세계 내 존재 라고 하지 않고 굳이 세계-내-존
재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다. 인간은 세계 속에 언제나, 이미 있다.
이와 같이 의미 연관의 전체인 세계에 거주하고 있고, 의미 연관의 전
체로부터 존재자와 관계하며, 교류하는 의미를 가지는 우리와 세계를 분
리된 것으로 파악하는 이분법적인 세계관에 입각한 형이상학적 관점의
탈피를 의미한다. 형이상학의 인식론은 사물을 “~으로서”가 아니라 객관
적인 지각이나 이론적 인식을 통해 사물을 지각한다. 연관성과 소통의
34) 위의 책, p.81 이하 참조.
35) 위의 책, p.8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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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를 인식하지 않은 인간과 사물, 즉 이것을 인간과 자연의 범위로 환
경윤리적인 해석을 부가한다면 인간과 자연은 각각 독립적인 실체로 분
리된다.
데카르트가 인간의 본질을 ‘사유(Cogitatio)’로 보고 물체의 본질을 ‘연
장(Extenesio)’으로 보아, 인간을 ‘사유하는 자’ 그리고 물체를 단순히 ‘연
장된 것’으로 규정했을 때 정신적 인간과 물체적 자연은 실체적으로 분
립되기에 이른다. 왜냐하면 사유의 연장은 분할 불가능성과 분할 가능성
이라는 전혀 상이한 특징을 그 본질로 하고, 따라서 상이한 본질을 갖는
양자는 각각 독자적으로 존립하는 실체가 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인간과
자연이 두 개의 실체로 분립하는 이상, 양자 사이에 연결의 고리를 찾기
란 극히 어려우며, 둘 사이에는 지배와 군림이라는 ‘일방적인’ 관계만이
가로놓이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은 자연과의 상호관련성이나 경
탄의 존재로서의 자연을 의식하지 않은 지배자로서 자연이 고통조차 인
간과는 무관한 것이라고 생각함으로써 자연을 함부로 다루게 되는 것이
다.36) 데카르트는 이렇게 말한다.

“왜냐하면 그것들(cogito sum에 근거하여 자연의 본질에 대한 새로운 기투를
규정하는 개념들)은 삶에 매우 유용한 인식에 도달할 수 있다는 전망, 즉 미리
주어진 진리를 단지 추후적으로 개념적으로 분석할 뿐인 저 강단 철학 대신에
직접 존재자에게로 향하면서 불과 물, 공기, 별들과 천체 그리고 우리를 둘러싸
고 있는 모든 물체들의 힘과 작용에 대한 인식에 도달하는 철학을 발견하는 것
이 가능하다는 전망을 나에게 열었다. 그리고(그러한 요소적인 것, 불, 물, 공기
등의 요소들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장인(匠人)들의 여러 활동들에 대한 우리의
인식과 마찬가지로 정확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인식들을 적합한 모든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인식들(표상하는 새로운 방식)을
통하여 우리는 자연의 지배자이자 소유자가 될 것이다.”37)

36) 김종욱,「하이데거와 불교 그리고 생태철학」,『하이데거 연구』, 제 9집, 2004, 세림엠엔비,
p.39.
37) M. Heidegger, 박찬국 역, 『니체와 니힐리즘』, 철학과 현실사, 2000, p. 273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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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카르트는 “자연의 지배자이자 소유자”라는 말로 이런 관계의 일방성
을 표현했다. 데카르트의 순수의식을 규정하는 사유방식은 인간 자신의
이성의 힘으로 자신이 감각적으로 경험하는 존재자들에 성립하는 작용
법칙을 철저하게 인식하고 계산해낼 수 있으며 이러한 계산과 예측을 통
해서 존재자 전체에 내에서 자신의 안전한 지위를 확보해나갈 수 생각으
로부터 개시되는 것이다.38) 이렇게 비롯된 인식으로부터 인간이 자연의
지배자이자 소유자로, 본래적인 주체가 된다.
인간이 자연의 지배자로 탁월한 주체가 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부여한다. 인간은 모든 존재자가 자기의 존재 및 진리의 방식에 있어 그
것에 근거하고 있는 바로 그 존재자가 된다. 즉, 인간은 존재자 그 자체
의 연관의 중심이 된다. 그러나 이것은 오직 존재자 전체에 대한 견해가
바뀌어야만 가능하다. ‘주체’라는 개념은 그리스어인 휘포케이메논에로
소급되며 근세 이전에는 “한 존재자의 밑바탕에 놓여 있는 것, 본래 사
물을 그 사물로서 형성하고 있는 바로 그것”을 의미했다. 따라서 “주체”
가 되는 것은 그것이 의자든, 식물이든, 새든, 인간이든 관계없이 모든
존재자에게 적용된다. 그렇지만 근대의 시작에서 이 개념의 외연은 축소
되고 그 개념은 오직 인간존재에만 통용된다. 이제 인간은 자신을 자연
의 존재질서에서부터 추출해내어, 높이 고양시켜 일종의 유일하게 견지
되는 것으로, 모든 존재자의 연관의 근거로 만든다. 모든 다른 존재자는
자신의 위상을 주체에 단순히 마주 서 있다는 데에서 얻게 된다. 그것은
이렇게 “대상(Gegen-stand))”이 되며 그로써 자신의 고유함과 자기 자신
으로 있음을 상실하게 된다. 이를 통해 인간은 다른 존재자에 대해 탁월
한 위치를 획득하게 된다. 이제 인간은 자신을 존재자 중의 한 존재자로
고찰하지 않고, 주체로서 자신의 객체를 마주 대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하이데거에 따르면, 고대의 그리스인들은 ‘퓌지스’를 현대인들이 생각
하는 것처럼 외부적으로 우리의 밖에 존재하는 객관적인 실체로서의 물
리적 자연이 아니라, ‘존재자들 모두가 스스로를 형성하면서 있는 그대로
38) 박찬국,『하이데거의 윤리학』, 철학과 현실사, 2002, p.24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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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드러내며 하나의 통일적인 전체로서 열어 밝혀짐’으로 이해하였다. 그
것이 어떤 것이 되었든지 간에 존재자들이 그들 나름의 고유함을 실현하
면서 그러한 고유한 것들로 자신들을 드러내는 가운데 하나의 통일적이
며 조화로운 세계 전체로 열어 밝혀지는 것이 곧 퓌지스인 것이다. 그리
고 그리스인들은 존재자들 전체가 자신들의 본질을 드러내면서 그러한
존재자들로 드러나는 것을 경이로운 것 가운데 가장 경이로운 것으로 보
았다. 이 점에서 경이란 인간이 존재자들을 자신의 의욕이나 욕망에 맞
도록 통제하고 조작할 수 있는 대상이나 도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
의 의지에 따라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고유한 본질의 구현자로 대하는 마
음가짐이자 태도이며 자세라 할 수 있다.39)
그러나 현대사회에 있어서 이러한 사물의 고유한 존재성을 미지의 어
떤 것을 바라보듯 ‘경탄’ 의 눈으로 조심스럽고 경건하게 대하던 자세와
태도는 상실되어간다. 사물을 보는 인간의 시각이 인간 자체의 의욕과
의지에 의해 종속되어가기 때문이다. 새롭게 자리매김한 세계는 존재자
들 모두가 스스로를 형성하여 있는 그대로를 밝혀내는 전체로서의 세계
가 아니라 인간이 유일한 ‘주체’로서 다른 존재자들을 지배하며, 자연을
포함한 모든 환경세계는 ‘주체’의 자격을 상실한 세계를 의미한다.
인간은 근세 이전의 시대에서 스스로를 최고의 존재의 단계로, “창조
의 극치”로 보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 인간은 존재의 전체 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으며, 자신이 사물들과 엉켜 있으며 사물들에 속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 이제 인간은 자신을 아주 특출한 존재자로 경험하
며, 사물들을 자신의 앞에 마주 세우며 이런 식으로 스스로를 존재의 질
서 속에서 그에게 배치되었던 자리에서부터 끄집어 내온다. 인간은 유일
하게 기준이 되는 존재자라는 의미의 “관련의 중심”이 되며 모든 다른
존재자에 대해, 대상에 대해 유일한 지배 및 처분의 권력을 갖는다.40)
39) 엄태동,「하이데거 눈에 비친 현대인의 삶과 교육」,『교육철학연구』제33권 2호, 2011, p.56
참조.
40) M. Heidegger, 이기상· 신상희· 박찬국 역,「사물」,『강연과 논문』, 이학사, 2008, pp.
416~41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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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의 도래와 함께 이러한 일방성이 더욱 극대화되어 인간과 자
연은 지배와 이용의 관계가 되어, 자연은 인간의 무제약적 의지에 따라
처분을 대기하고 있는 상태인 종속적 부품들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다.
근대시대의 의식의 자기확실성에 입각하여 표상하고 제작하며 장악 가
능한 것으로 여겼던 인간의 형이상학적 의지는 모든 것을 부품화하는 현
대 기술시대에 이르러 점점 심화되었다. 자연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인간의 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예측 가능하며 환원하여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과정에서 인간은 노동력을 총
동원하여 살아가고 그 노동의 산물을 교환하며 매우 분주하게 떠밀려 살
아가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인간 역시 유희를 위한 상품으로 여겨진다
든지 혹은 기술화된 하나의 부품으로 여겨지거나, 사용가치가 떨어지면
얼마든지 대체가능한 상품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인간
은 주체성을 잃고 자기상실화는 극대화된다.
그런데 이러한 탈-생기의 사건이 현대인의 삶을 속속들이 지배하고
있음을 통찰하게 되었을 때, 결국 존재가 떠나가 버린 현실과 마주하게
된다. 그래서 하이데거는 이러한 “존재의 망각을 경험하고 이 경험을 인
간에 대한 존재의 연관 속으로 받아들이면서 그 연관 속에 참답게 간직
하기 위해” 이러한 탈-생기의 역운적 사건을 불안 속에서 끝까지 견지해
내면서 존재사적으로 이러한 “존재의 망각에 주목하고자 애쓰는 노력”
이야말로 형이상학을 극복하기 위한 사유의 필연적인 노력이라고 생각한
다.41)
그런데 존재자와 존재의 존재론적 차이의 망각 속에 이미 깃들어 있는
이러한 존재의 망각은 터-있음으로서 인간존재의 본질에 대한 망각을
처음부터 근원적으로 동반하고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즉 존재의
진리가 근원적으로 일어나는 그 터전은 인간이 죽을 자로서 “집짓고 거
주하고 사유하면서”42) 탈자적으로 살아가며 사랑하고 감사하고 돌보고
41) M. Heidegger,『형이상학이란 무엇인가? 』p.13 참조.
42) M. Heidegger, Bauen Wohnen Denken In 『강연과 논문』Pfullingen, 1985, 참조.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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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 시원적인 삶의 터전으로서 터-있음의 개방된 터 이외의 다른
어떤 곳이 아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터-있음의 터가 무가 무화하는
비-은폐성의 열린 장이자 “존재 자체가 스스로를 알려오고 은닉하며 수
여하고 내빼기도 하는”43) 그런 열린 장인 한에서, 존재 자체의 망각이란
존재 자체가 고유하게 경험될 수 있는 이러한 열린 장에 대한 망각인 셈
이며, 이러한 망각은 이러한 열린 장으로서의 존재의 진리의 터전에 개
방적으로 서 있는 터-있음에 대한 망각, 다시 말해 “인간의 탈자적- 실
존론적 본질44)에 대한 망각을 필연적으로 동반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
이다. 더욱이 존재의 진리가 생기하는 그 터전은 신적인 것이 우리에게
눈짓으로 알려오는 성스러운 자리이기에, 열린 장으로서의 터-있음의 터
에 대한 망각은 니체가 예리하게 통찰하여 단언했듯 신이 떠나가고 신성
이 사라져버린 허무주의의 시대상을 필연적으로 초래하지 않을 수 없다.
앞의 논의를 통하여 인간이 형이상학적 의지를 가지고 사물을 바라봄
으로써 인간과 환경과의 관계가 공속적 관계를 벗어나 지배와 이용의 관
계로 왜곡되어가고 있음에 대해 고찰하였다. 하이데거는 인간이 사물을
파악함에 있어서 사물에 대한 표상적인 사유를 바탕으로 자기중심성과
인간의욕과 의지의 부여 대상으로 보는 것, 그리고 사물과 자연과 환경
세계를 도구적 차원에서 해석하는 것에 반대하여, 도구가 결코 순전히
도구일 수만은 없다는 것, 그것은 인간이 사물들과, 세계와, 자연과, 환경
과 어떤 관계에 서 있는가에 대한 결정을 담당하는 매개체라는 것을 분
명히 한다.

43) M. Heidegger,『형이상학이란 무엇인가?』p.15 참조.
44) 위의 책, p.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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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하이데거의 기술철학

이 장에서는 『기술에 대한 물음』을 중심으로 하이데거 철학의 주요
개념과 이를 토대로 한 그의 주장들에 대해 고찰할 것이다. 기술철학의
전반적인 내용을 논하기에 앞서, 기술의 정의와 도구적 · 인간학적 규정
에 대한 내용을 살펴본다. 그리고 기술은 단순한 중립적 의미에서 벗어
나 세계에 대한 인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매개체로서 자체존립적인 의미
를 가진다는 내용을 바탕으로 기술의 도구성을 숙고하고자 한다. 다음으
로 하이데거의『기술에 대한 물음』에 서술된 현대사회의 ‘몰아세움’과
‘탈은폐’의 문제를 고찰하고, 이에 수반하는 인간의 예속화와 부품화, 기
술의 지배로 인해 도구화되어가는 인간의 삶과 교육의 문제에 대해 논의
할 것이다.

1. 기술의 도구성을 통해 본 기술 철학
하이데거 기술철학에 대한 논의에 앞서, “기술”의 정의에 대해 살펴본
다면 “기술”은 “무엇으로써 무엇을 위해 무엇을 만들어낼 줄 아는 능력”
이다. 기술에 대한 이러한 규정은 “테크네(Techne)” 에 대한 하이데거의
규정을 통해 밝혀낸 것이다.
하이데거는 “테크네”의 두 가지 특성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테크네는 수공업적 행위와 능력을 위한 이름일 뿐 아니라, 고차의 예술
과 미술을 위한 이름이기도 하다. 테크네는 그리스적 의미로 ‘밖으로 끌
어내어 앞에 놓음(her-vor-brings)’을 뜻하고 이것은 그 자체로 탈은폐적
인 의미로 해석되거나 혹은 ‘포이에시스(poiesis)(만듦/제작)’에 속한다.
그러므로 기술은 포이에시스적인 어떤 것이다. 둘째, “기술이라는 낱말은
일찍이 플라톤 시대에 이르기까지 ‘에피스테메(Episteme)’라는 낱말과 함
께 쓰여왔다. 두 낱말은 넓은 의미의 인식함을 위한 이름들이다. 그 낱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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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어떤 것에 정통함(das Sichauskennen in etwas), 즉 어떤 것에 숙
달함(Das Sichverstehen auf etwas)을 의미한다.” “인식함은 해명을 준
다. 해명하는 것으로서의 인식함은 탈은폐함의 하나다.45)
이와 같이, 기술은 제작하는 것으로서의 테크네와 인식하는 것으로서
의 테크네로 구분될 수 있다. 전자는 수공업적 제작과 만듦을 뜻하며, 후
자는 어떤 사물의 완성을 위한 필요한 재료와, 모양과 텔로스 즉 ‘쓰일
데’에 정통함을 뜻한다.
“기술이 무엇인가” 라고 물을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해 두 가지로 답
할 수 있다. 하나는 “기술은 목적을 위한 수단” 이라는 것이고, 다른 하
나는 “기술은 인간 행동의 하나”라는 것이다. 그런데 기술에 대한 이 두
가지 규정은 같은 것이나 다름없다. 왜냐하면 목적을 설정하고 거기에
맞는 수단을 끌어다 사용하는 것은 인간의 행동이기 때문이다. 기술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거기에는 연장, 기구, 기계 등의 제작과 사용이 속하
며, 이때 제작된 것과 사용된 것 자체도 기술에 속하고, 욕구와 이 욕구
를 만족시키기 위한 목적들도 기술에 속한다. 이러한 장치 전체가 곧 기
술이다. 기술 자체 또한 하나의 장치이며, 라틴어로는 인스트루멘툼(
instrumentum)이라고 한다.
따라서 기술은 하나의 수단이며 인간 행동의 하나라고 보는 기술에 대
한 통념을 우리는 기술의 도구적 · 인간학적 규정이라고 부를 수 있다.
46)

하이데거는 현대기술의 도구성에 대해 이렇게 통찰한다.
“‘현대 기술도 목적을 위한 도구’라는 말은 올바르다. 기술에 대한 도구적 관

념이 인간을 기술과 올바르게 관계지우려는 모든 노력을 규정하고 있다. 모든
것은 기술을 도구로서 적당한 방식으로 사용하느냐에 달려 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하듯이 기술을 ‘정신적으로 장악하기를’ 바란다. 사람들은 기술을 자유자재로
다루려 한다. 이처럼 기술을 지배하려는 의지는 기술이 인간의 통제를 벗어날
가능성이 커질수록 더욱 절박해질 것이다”47)
45) M. Heidegger, 이기상 역,「기술에 대한 물음」,『기술과 전향』, 서광사, 1993, p.34 참조.
46) 위의 책, p.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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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데거에 따르면 새로운 도구, 즉 기계의 사용은 사물들과 다른 관
계를 맺을 것을 요구하며, 도구의 교체와 더불어 자연에 대한 인간의 관
계에 있어 일종의 변동이 일어나게 된다. 그러므로 도구의 의미는 단순
히 도구의 도구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도구를 갖고 다루게
되는 그 사물에 대해 중립적인 위상을 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
면 인간과 사물 사이에 끼어든 도구 자체도 사물에 대한 인간의 관계에
속하게 되며, 그래서 도구의 교체는 사물에 대한 인간의 관계에 변화를
수반하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뉴멕시코의 타오스 인디언들이 쇠로된 쟁기의 사용을 거부
하는 것은 그 쟁기가 어머니인 대지의 가슴에 상처를 낸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태도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은 그 인디언들이 단
지 기술화된 문명 세계와는 다른 도구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만이 아니
다. 그들의 태도는 밭에 대한, 대지에 대한, 자연에 대한 그리고 세계에
대한 인간의 관련이 새로운 도구를 사용함으로써 다른 것이 되어 버림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그러한 “원시인”이나 “미개인”들에게만 통
용되는 것이 아니다. 기술 혁명이 일어나기 전의 서양에서도 우리는 그
와 똑같은 양상의 자연에 대한 태도를 확인할 수 있다.48)
존재자들이 도구적 의미를 갖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은 인간의 일상적
인 세계에서이며 일상적인 세계를 넘어선 근원적 세계에서 존재자는 전
적으로 달리 나타난다. 사람들이 자신의 개인적인 이해관심을 추구하는
데 몰두하고 있는 일상적인 삶에서는 자신을 제외한 모든 존재자들이 도
구로서 나타나는 것이며 이러한 일상적인 삶을 하이데거는 비본래적이고
퇴락한 삶이라고 부르고 있다. 하이데거가 이러한 일상적 세계를 세계의
본질을 설명하는 실마리로 삼은 것은 그것을 본래적인 세계 자체라고 보
았기 때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인간은 항상 세계에 대한 이해를 매개로
하여 존재자와 관계하며 존재자가 드러나기 전에 이미 세계가 우리에게
47) 위의 책, p.19.
48) M. Heidegger, 이기상 역,『기술과 전향』, 서광사, 1993, p.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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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이해하기 쉽게 보여주기 위해서였다. 하이
데거는 모든 존재자들이 서로 하나의 통일된 전체를 이루면서 한갓 인간
의 도구로서가 아니라 그 자체로서 드러나 있는 상태를 진정한 의미의
세계라고 부르고 있다. 물론 이러한 세계와 이러한 세계에서 드러나는
존재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일상적인 세계와 분리되어 따로 존재하는 세
계와 존재자가 아니다. 그것들은 사실상 동일한 세계이며 존재자이다. 다
만 그것들은 보다 근원적으로 경험된 세계이며 존재자일 뿐이다. 다시
말해서 이 세계에서 내가 경험하는 꽃이나 망치는 일상적인 세계에서 경
험한 것과 동일한 꽃이고 망치다. 그러나 일상적인 세계 안에서 이러한
존재자들은 나에게 낯익고 자명하게 나타나지만 이러한 근원적인 세계에
서 그것들은 처음 보는 것 같은 낯섦과 경이로움을 갖는 것으로 드러난
다.49)
이러한 근원적인 세계에서는 한갓 도구도 우리가 쓰다가 언제든지 폐
기처분할 수 있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자체적인 존립을 갖는 것으로서
나타난다. 후기 하이데거에 속하는 글이지만 하이데거는「예술작품의 근
원」이란 글에서 반 고흐의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신는 구두가 단순한
도구이상의 것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다.

너무 많이 신어서 넓어져 버린 구두의 안쪽 어두운 틈으로부터 들일을 나서
는 발걸음의 힘겨움이 응시하고 있다 구두의 실팍한 무게에는, 거친 바람이 부
는 가운데 넓게 펼쳐진 평탄한 밭고랑을 천천히 걷는 강인함이 쌓여 있다. 구두
가죽에는 대지의 습기와 풍요로움이 깃들어 있다. 구두창 아래에는 저물녘 들길
의 고독이 스며 있다. 구두에는, 대지의 소리 없는 부름과 무르익은 곡식을 조
용히 선사하는 대지의 건네줌 그리고 겨울들판의 황량한 휴경지 가운데서 일렁
이는 대지의 해명할 수 없는 거절이 깃들어 있다. 구두창 아래에는 저물녘 들길
의 고독이 스며 있다. 구두에는, 대지의 소리 없는 부름과 무르익은 곡식을 조
용히 선사하는 대지의 건네줌 그리고 겨울들판의 황량한 휴경지 가운데서 일렁

49) 박찬국,『들길의 사상가, 하이데거』, 그린비, 2013, p.8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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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대지의 해명할 수 없는 거절이 깃들어 있다. 빵의 확보를 위한 불평 없는
근심, 고난을 다시 넘어선 뒤의 말 없는 기쁨, 아기의 임박한 출산에 대한 초조
와, 죽음의 위협 앞에서의 전율이 이 구두에 스며 있다. 이 도구는 대지(die
Erde)에 속해 있으며 농촌 아낙네의 세계(Welt) 안에 보호되고 있다. 이러한 보
호된 귀속으로부터 도구 자체의 ‘자기 안에 머무름(In-sich-ruhen)’이 생기한다.
50)

하이데거는 구두라는 도구가 갖는 위와 같은 ‘존재의 충일’을 신뢰성
(Verläßlichkeit)이라고 부르면서 그것을 도구의 진리라고 부르고 있다.
그는 도구가 갖는 유용성은 이러한 신뢰성에 근거하고 있다고 보고 있
다. 도구의 신뢰성 덕택에 농촌 아낙네는 구두를 통해서 대지의 침묵하
는 부름 가운데에 들어서게 되고 자신의 세계 안에 확신을 갖고 거주하
게 된다. 도구의 신뢰성을 통해서 그 아낙네가 거주하는 세계는 포근하
고 아늑한 세계가 되고 대지는 우리를 떠받치는 고향의 대지가 된다.

51)

도구의 유용성은 본질적으로 신뢰성의 귀결일 뿐이다. 도구가 신뢰성
을 상실할 경우 ‘도구는 그야말로 한갓 도구로 전락해 버리고 도구에 대
한 사용은 남용(Vernutzung)이 된다. 신뢰성의 소멸과 함께, 도구의 적
나라한 유용성과 이에 따른 진부한 일상성만이 도구의 유일하고 본래적
인 서역인 것처럼 나타나게 된다.52)
그런데 하이데거가 도구의 신뢰성이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말의 ‘정’에
가까운 개념으로 해석할 수 있다. 우리는 단순한 도구라도 정을 느낄 때
가 있다. 이 경우 도구는 우리가 단순히 사용하고 필요가 없으면 폐기하
는 도구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그것은 우리 삶의 한가운데에 들어와 있
고 우리는 그 도구를 통해서 세계와 대지 그리고 다른 존재자들과 안정
되고 깊이 있게 관계하게 된다. 이 경우 도구는 자신이 쓰이는 목적을
통해서 비로소 존재의미를 갖게 되는 기능적인 의미를 넘어서 ‘자기-안
50)『하이데거 전집』5권, p.19, 위의 책, p.85 재인용.
51) 박찬국,『들길의 사상가, 하이데거』, 그린비, 2013, p.85.
52) 위의 책, 같은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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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머무름’이라는 성격을 갖게 된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우리가 함부로
남용할 수 없는 ‘자체적인 존재의미’를 갖는 것으로서 나타나고 우리의
삶과 세계와 대지를 모으면서 그것들 간에 존재하는 통일과 질서를 지탱
하는 장소로서 나타난다. 따라서 우리가 그것을 단순히 도구로서 남용할
경우에는 우리의 삶도 황폐해지고 우리가 거주하는 세계와 대지도 황량
하게 된다. 도구가 갖는 이러한 성격을 하이데거는 신뢰성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다.53)
하이데거는 기술이 현실에 대해, 사물의 존재에 대해 중립적으로 관계
하는 단순한 도구라고 평가하는 것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
다. 중립적이라는 것은 긍정적인 입장과 부정적인 입장 그 어느 한쪽에
도 속하지 않는 것이다. 그는 기술이라는 이 중립적인 도구를 지배하고
장악하려는 인간의 의지를 인정하면서 기술을 중립적으로 고찰할 때 우
리는 무방비 상태로 기술에 내맡겨는 것이라 지적했다.
기술이 현실에 대해, 사물의 존재에 대해 중립적으로 관계하는 단순한
도구라고 생각하는 것은, 다시 말해 현실은 어떻든 간에 그 자체로 있고
인간은 현실과 독립적으로 자신을 위해 자신의 기술적인 도구를 선택해
서 목적을 설정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기술의 참된 본질적인 차원에까지
소급해 올라간 근원적인 사유가 아니다. 그러한 견해는 인간이 자신과
사물들의 사이에 끼워 넣는 기술적 “매개”를 너무 과소평가하는 것이며
그것에 합당하게 접근하지도 못하고 있는 것이다.54)
이와 같이 기술은 단순한 중립적 도구이상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기술은 우리가 속한 세계에 대한 인간의 관계를 규정하면서 현실의 근거
제시에 참여한다. 이런 의미에서 기술은 현실을 열어 밝히고, 근원적인
의미로 진리(알레테이아)인 것이다. 즉, 기술은 비은폐를 있게 해주며, 그
때마다의 지배적 현실에 대해, 자연과 세계의 존재에 대한 해명이다.

53) 위의 책, p.86.
54) M. Heidegger, 이기상 역, 『기술과 전향』, 서광사, 1993, p.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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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기술은 그저 하나의 수단만은 아니다. 기술은 탈은폐의 한 방식이다.
이 점에 우리가 유의한다면 기술의 본질이 갖는 전혀 다른 영역이 우리에게 열
린다. 탈은폐의 영역, 즉 진리의 영역이 그것이다.”55)

사람들이 현실이라고 부르는 것을 우리는 결코 모든 시대에 통용될 수
있는 확정된 방식으로 제시해 보일 수는 없다. 현실은 역사 속에서 스스
로를 드러내 보여주고 있으며 제각기 다른 민족들에게 각기 다른 현실로
제시된다. 이를테면 어떤 시대 어떤 민족에게는 혼령을 가진 생명력이
모든 것의 근거로, 존재자의 실체로 통용되었는가 하면, 다른 시대의 다
른 민족에게는 물질적· 화학적 과정이 사물의 본래적 실제의 모습으로
통하기도 하였다. 어떤 시대에는 모든 것의 근거가 사물들을 창조한 전
능하고 전선한 신이었는가 하면, 다른 시대에는 그것이 스스로를 창조해
나가는 자연이기도 했다. 어떤 때에는 생명의 의미가 현세의 충일함 속
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믿어졌는가 하면, 다른 때에는 내세를 위한 예
비적 존립 속에 그 의미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기도 했다.56)
따라서 현실이란 결코 어떤 일차원적인 것, 확정된 것, 절대적인 것, 영
원히 결정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시대마다 각기 다르게 스스로
를 내보이며 구성한다. 하이데거의 표현대로 그것은 스스로를 “탈은폐”
한다. 이러한 탈은폐의 과정 안에서 도구 사용 및 목적 설정은 사람들이
현실이라고 칭하는 그것의 피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 자체가 이러한 현실 구성에 참여하고 있으며, 탈은폐시키고 있으며,
사물들의 존재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기계는 단순한 도구가
된다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하이데거의 기술에 대한 입장을 정리한다면 다음
과 같다. 하이데거는 과거의 기술과 현대의 기술의 방식을 구분하고 있
는데, 과거의 기술은 주로 산업혁명 이전의 수공업 형태에서의 기술을

55) 위의 책, p.35.
56) 위의 책, p.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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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한다. 현재의 기술은 하이데거가 현대기술의 본질 고찰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산업혁명 이후의 기술을 뜻한다. 과거의 기술은 감추어져 있
던 여러 존재자들의 관계를 드러나게 만든다. 강을 가로지르는 다리는
강 양편의 강둑을 의미 있는 것으로 드러나게 하고, 강 건너의 마을을
이웃으로 만든다. 제사장의 은잔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신과 인간을
잇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현대의 기술은 숨어있던 관계들을 드러내기는
커녕 모든 존재자들을 대체가능한 부품으로 되도록 도발적으로 요청한
다. 라인 강에 건설한 수력 댐으로 인해 라인의 강물은 전력을 생산하기
위한 재료로만 드러난다. 현대 기술사회에서 울창한 숲은 신문지를 만들
종이의 재료밭일 뿐이다.
하이데거는 탈은폐라는 개념을 통해 기술의 단순한 도구적 해석을 본
질적인 차원에로 끌어올린다. 본래적인 것을 파악하지 못하는 단순히 올
바르기만 한 해석을 참된 본질적인 해석에로 “지양”한다.

“이렇듯 기술의 본질도 기술적인 어떤 것이 아니다. 우리가 기술적인 것만을
생각하고 그것을 이용하는 데에만 급급하여 그것에 매몰되거나 회피하는 한, 기
술의 본질에 대한 우리의 관계를 결코 경험할 수 없는 것도 그 때문이다.”57)

이러한 기술의 본질은 수단-목적-연관의 차원보다 훨씬 더 깊이 뿌리
를 내리고 있다. 기술적인 것이, 도구가, 기계 장치들이 결정적인 것이고
그것들이 현대의 기술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의 본질적인 면이라고 여전
히 믿고 있는 사람에게 하이데거는 이렇게 말한다.

“이제 우리는 마침내 기술적인 것을 그저 기술적으로, 다시 말해 인간과 그가
만든 기계들로부터 표상하려는 자세를 멀리해야 한다."58)

57) 위의 책, p.15.
58) M. Heidegger,『Identität und Differenz』, Pfulligen, 1978, p.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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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에 와서 우리는 기술적인 문제를 전부 기술적으로 만 해결하려고
한다. 과학적인 문제는 전부 기술적으로만 해결하려고 한다. 예를 들어
『자연의 종말』을 쓴 매키밴(Bill Mckibben, 1960-) 과 같은 사람은 그
런 식의 주장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환경 문제를
비롯한 모든 문제를 기술적인 기계화와 기술적인 관계 규정이 만들어 낸
폐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기술적
인 것이 필요하다고 하며 기술적인 것을 기술적인 것으로 해결하려고 마
음을 먹는데, 그러는 한 환경 문제는 절대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이 자연
의 종말을 쓴 저자가 하는 충고다.59)
이와 관련하여, 하이데거는 이렇게 요구한다.
“우리의 시대에 인간만이 아니라 모든 존재자가, 자연과 역사가 그 존재와 관
련되어 그 아래에 놓여 있는 그 요청에 우리는 유의해야 한다."60)

즉, 하이데거는 기술적인 것을 인간과 그가 만든 기계들로부터 표상하
려는 자세를 멀리해야만 비로소 인간은 기술에 대한 도구적· 인간학적
표상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현대 기술에서 일어나고 있는 본래적인 규정
의 사건에, 즉 내재적인 기술적 사물 구성과 세계 구성에 유의하게 될
것이라는 철학적 관점을 보여주고 있다. 하이데거에게 있어 기술의 본질
에 대한 물음은 그 자체가 존재의 진리의 영역에 대한 물음을 수행하는
것이다.

59) 이기상 ,『쉽게 풀어쓴 하이데거의 생애와 사상 그리고 그 영향』, 누멘, 2010, p.309.
60) M. Heidegger,『Identität und Differenz』, Pfulligen, 1978, p.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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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대기술의 본질
1) ‘몰아세움’

‘몰아세움(Stellen)’은 하이데거는 후기 철학에서 존재 또는 존재의 역
사적 운명(Seinsgeschick), 즉, 존재의 역운의 관점에서 현대 기술의 본
질로서 추출해낸 존재론적 의미 지평의 구조를 가리키는 개념이다. ‘닦아
세움’이라는 번역으로도 풀이되는 ‘몰아세움’은 하이데거의 강연「기술에
대한 물음」전반을 흐르고 있는 분위기를 대변한다. ‘몰아세움’은 존재자
가 존재자로서 만나고 이해할 수 있도록 규정된 현대의 지평 속에 존재
하는 고유한 존재의 탈은폐(Entbergen) 방식을 의미하고, 비은폐성의 성
격을 함축하기도 한다.

“그러나 오늘날의 농토 경작은 자연을 닦아세우는, 이전과는 다른 종류의 경
작 방법 속으로 흡수되어 버렸다. 이제는 그것도 자연을 도발적으로 닦아세운
다. 경작은 이제 기계화된 식품공업일 뿐이다. 공기는 이제 질소 공급을 강요당
하고, 대지는 광석을, 광석은 우라늄을, 우라늄은 파괴를 위해서는 평화적 이용
을 위해서든 원자력 공급을 강요당하고 있다.”61)

여기서 “닦아세움”이라 번역한 “stellen(세움)” 은 위의 인용한 맥락에
서는 “어떤 것을 어떤 것으로 취하다.(공기를 질소로, 대지를 광석으로
취하다)”. “어떤 것을 어떤 것으로 확정하여놓다”, “고정된 것으로 만들
어버리다”,

“옴짝달싹

못하게

꽉

붙잡아

세워놓다”(festmachen,

feststellen)를 의미한다.
“가져다놓아야 할 근거들의 완전성이, 즉 완벽함이(다시 말해 계산하는 기술
적 탈은폐가) 비로소 어떤 것을 인간의 표상함을 위해 대상으로서 낱말의 뜻
61) M. Heidegger, 이기상 역,「기술에 대한 물음」,『기술과 전향』, 서광사, 1993, p.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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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로 ‘옴짝달싹 못하게 꽉 붙잡아 세워놓게”되는 것을, 그 신분(위상)에서 안
전하게 확보되는 것을 보증할 수 있다"62)

따라서 현대의 기술에서는 인간과 사물이, 세계와 자연이 어떤 것으로
고정되어 놓이게 되며 하이데거의 표현대로 마치, 옴짝달싹 못하게끔 붙
잡혀 세워진다. 몰아세움의 특징은 환원과 저장의 형태로 해석될 수 있
는데, 뉴미디어 시대에 있어서 이러한 몰아세움은 정보와 같은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현대사회에서 정보의 몰아세움은 디지털화로 이루어지
고 있다. 한 예로 아날로그 음악을 디지털 형태로 환원시켜 이것을 압축
시켜 파일의 형태로 저장해낸다. 그리고 만들어진 데이터는 정보로 몰아
세워 처리하고 전송하는 형태를 통해 조종된다. 이것은 데이터를 일정한
틀에 집어넣는 틀박음 과정으로서의 정보를 데이터에 대한 몰아세움

63)

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정보로서의 기술은 데이터를 정보로 몰아
세움을 통해 처리한다. 일종의 주문 요청에 의한 처리방식이다.
현대의 기술적 세계에서는 인간을 포함한 일체의 존재자를 유용성 내
지 주문 가능성(Bestellbarkeit) 즉, 유용 가능성의 관점으로부터만 바라
봄에 따라서 쓸모 있는 것만이 존재자로 간주된다. 즉 존재자는 유용성
에 의해 결부된 주문 작용(Bestellen)의 연쇄상의 위치로부터 이해되며,
거기에 위치할 수 있는 것만이 부품(Bestand) 또는 현품이라는 특유한
존재자의 지위를 획득한다. 그리고 이러한 주문 작용의 세우는 활동, 몰
아세움(Stellen)의 근원적인 집약을 하이데거는 집약을 나타내는 전철인
Ge-를 사용하여 “몰아세움(닦달)”(Ge-Stell)이라고 명명하고 있다.

“우리는 스스로를 탈은폐시키고 있는 그것을 부품으로 주문 요청하도록 인간
을 집약시키고 있는 그것을 이제 작업대(닦달)라고 부르자.”64)

62) M. Heidegger,『Der Satz vom Grund』, Pfullingen, 1971, p.196.
63) 이승종,『크로스오버 하이데거』, 생각의 나무, 2010, p.280 참조.
64) M. Heidegger, 이기상 역,「기술에 대한 물음」,『기술과 전향』, 서광사, 1993, p.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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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하이데거가 명명한 “몰아세움(Stellen)”과 “닦달(Ge-Stell)”의
의미 구분에 있어서 명사화된 부정법 “몰아세움”(das Stellen)은 순수 인
간의 행위로 이해하고 반면에 “닦달”의 경우는 인간적인 조작에 대한 강
조가 배제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65)

이러한 몰아세움은 일체의 존재자로부터 그 고유한 존재성을 박탈하여
단순한 유용성이라는 위치로 떨어지게 할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존재의
탈락(Entzug)이라는 사태 그 자체도 은폐한다. 그 때문에 몰아세움은 최
고의 위험이며 존재망각이라고 표현되고 있다. 그런 까닭에 하이데거가
존재망각이라고 단정 짓고 있는 서양 형이상학 혹은 니힐리즘의 결말로
간주되기도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몰아세움은 그 본질이 존재망각으로
서 경험될 때, 그 자체가 존재가 현성하는 장으로 될 수 있다고 인식되
어진다. 그러므로 몰아세움의 본질에 대한 인식은 그 자체가 존재의 진
리를 향한 가능성을 담고 있음을 고찰할 수 있는 것이다.

2) ‘탈은폐(드러냄)’

하이데거에게 현대기술문명의 본질적인 문제점은 사람들이 세계와 사
물의 근원적인 모습을 볼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다는 데에 있다. 그리스
인들은 세계를 경이라는 근본기분에서 ‘자신의 찬연한 자태를 스스로 드
러내는 퓌지스’ 로서 경험했던 반면에, 현대인들은 세계를 근본적으로 인
간의 지성에 의해서 철저하게 분석되고 해부되어야 할 것으로서 파악하
고 있다. 따라서 현대인들에게 주어진 과제는 그리스인처럼 자연을 근원
적으로 보는 능력을 회복하는 것이다. 전회 이후의 하이데거 사상이란
이런 의미에서 퓌지스에 대한 그리스인들의 경험을 근원적으로 반복하는
것이다.66)
현대의 과학과 기술은 인간들의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인간이 존재자
65) 위의 책, pp.180-181 참조.
66) 박찬국,『들길의 사상가, 하이데거』, 그린비, 2013, p.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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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들어내고 그것과 관계하는 독특한 방식이다. 그것들은 하이데거의
용어를 빌리면 존재자들을 탈은폐(Entbergen)하는 하나의 방식이다. 하
이데거는 현대의 과학과 기술의 본질은 그것이 과거의 과학과 기술에 비
해서 보다 정교하다는 데서 찾아서는 안되고, 그것이 존재자들을 드러내
는 독특한 방식에서 찾지 않으면 안된다고 보는 것이다.67)
이와 관련하여 하이데거는「기술에 대한 물음」에서 그리스인들이 이
해하고 있는 기술의 본질을 현대의 기술의 본질과 비교하고 있다. 그리
스인들에게 기술은 존재자의 고유한 본질과 진리를 현출시키는 것이다.
그것은 존재자가 자신의 고유한 본질을 하나의 형태로서 발현하도록 돕
는다.68)
하이데거에 따르면 그리스인들에게 존재자는 ‘빛을 발하면서 드러나
있는 것(das Offenbare, das Vorliegende)’이었다. 존재자는 내가 나의 지
적인 분석 능력을 발동하여 파악해야 하는 것으로서가 아니라 자신의 진
리를 스스로 환하게 드러내는 것으로 존재한다. 이 경우 존재자는 우리
에 의해서 파악되어야 할 고정된 대상이라는 ‘명사적인’ 의미보다는 오히
려 자신을 열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라는 ‘동사적인’ 의미를 갖는
다. 그리스인들에게 이론과 실천은 존재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본질을 드
러내도록 돕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고대 그리스인들에게는 근대에서
처럼 우리의 의식과 전적으로 다른 존재방식을 갖는 의식 밖의 존재자를
우리가 어떻게 인식할 수 있느냐 따위의 물음은 없었다. 이는 고대 그리
스인들이 존재자를 우리가 우리의 예리한 이성의 빛에 의해서 비로소 드
러내어야 할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자신을 스스로 환희 드러내는 것(das
Aufgehende)으로서 경험했기 때문이다. 그리스인들에게 존재자는 우리
가 철저하게 탐문함으로써 그것의 정체를 드러내야 하는 낯선 것으로서
가 아니라 오히려 그 자체로서 자신을 드러내는 것으로서 경험되었던 것
이다.69)
67) 위의 책, p.165.
68) 위의 책, p.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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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서 현대인들에게 이론은 존재자들을 모든 존재자들을 계산
가능한 에너지원으로 보는 우리 인간들의 개념체계에 투입하는 것으로서
그리고 실천은 존재자들에게서 에너지를 내놓도록 강요하면서 그것들을
변형하는, 철저하게 작위적인 성격을 띤다.
현대의 기술에서 지배하고 있는 탈은폐의 방식은 일종의 몰아세움이며
그것은 자연에게 에너지를 내놓도록 강요한다. 그러한 에너지는 인위적
으로 추출되어 저장 된다는 점에서 근대의 수공업과는 구분된다. 그런데,
이러한 몰아세움은 가령 과거의 풍차에도 적용되는 것이 아닌지 반문할
수 있다. 그러나 풍차의 날개는 바람의 힘으로 돌아가지만 바람에 전적
으로 자신을 내맡기고 있으며, 단지 기류의 에너지를 저장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하이데거의 관점에 따르면, 어떤 하나의 지대는 석탄과 광물을 내놓도
록 몰아세운다. 지구는 이제 채탄장으로서, 대지는 한갓 광물의 저장고로
서 나타난다. 농부들이 이전에 경작하던 밭은 그렇지 않았다. 그때의 경
작은 키우고 돌보는 것이었다. 농부의 일이란 토지를 몰아세우는 것이
아니라, 씨앗을 자신의 생장력에 맡기고 그것들이 잘 자라도록 보호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오늘날의 토지경작은 자연에게 강요하는, 이전과는 다
른 종류의 경작 방법 속으로 흡수되어 버렸다. 그것은 자연을 몰아세우
는 의미에서 강요한다. 경작은 이제 기계화된 식품공업일 뿐이다. 공기는
이제 질소를 내놓도록 강요하고, 대지는 광석을, 광석은 예컨대 우라늄
을, 우라늄은-파괴를 위해서든 평화적 이용을 위해서든-원자력을 내놓도
록 강요당한다.70) 이렇게 자연에게 에너지를 내놓도록 강요하는 몰아세
움이 탈은폐의 양상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69) 위의 책, 같은 쪽.
70) Vorträge und Aufsätze『하이데거 전집 7권』, pp.18~19. 박찬국,『들길의 사상가, 하이데
거』, 그린비, 2013, p.167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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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발적 요청’과 ‘부품화’

하이데거는 현대의 기술의 탈은폐를 ‘도발적 요청(Herausfordern)’이라
고 규정한다. 현대의 기술은 자연에게 에너지를 내놓으라고 도발적으로
요구하면서 자연을 무리하게 닦아세운다. 도발적 요청은 세계를 바라보
는 하나의 길로써 이것은 자연을 있는 그대로 체현하지 않고, 그것은 자
연을 증대시키는 능력과 안정을 위한 인간 의지의 대상으로서 닦아세우
는 것이다. 도발적 요청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첫째, 그것은 일정 한도의 필요에 따라서가 아니라 무제한적으로 자연
의 에너지를 채굴하고, 변형하고, 저장하고, 분배하고, 다시 전환해 사용
한다. 이 각각의 과정이 기술이 조장하는 탈은폐의 구체적 방식들로서
이를 관장하는 논리는 최소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창출하라는 것이다.
이 요청에 맞추어 채굴된 석탄 속에 축적되어 있는 태양열은 석탄과 함
께 저장되어 있다가 열 제공을 강요받으며, 이 열은 증기를 공급해 그
압력으로 모터를 돌릴 것을 주문받으며, 이로써 하나의 공장이 가동된다.
71)둘째,

도발적 요청은 하나의 사슬을 이루며 자연을 총체적으로 압박한

다. 그것은 무엇인가를 개발하고 산출해냄으로써 촉진시킨다. 그러나 이
촉진은 애초부터 다른 것의 촉진을 창출하려 한다. 그것은 예컨대 공기
에게 질소 공급을, 대지에게 광석을, 광석에게 우라늄을, 우라늄에게 원
자력 공급을 강요한다. 이로써 지구는 한낱 채탄장으로서, 대지는 한낱
저장고로서 탈은폐된다.72)
셋째, 모든 것이 이 요청에 맞추어 가설되고 변조되고 탈은폐된다. 강
물에서 쥐어짜낸 수압이 터빈을 돌리고, 이 터빈의 회전으로 기계가 돌
며, 이 기계의 모터가 전류를 산출해내고, 이 전류를 송출하기 위해 육지
의 변전소와 전선망들이 세워진다. 이 과정에서 강 물줄기는 수력발전소
에 맞추어 변조되고, 강은 수압 공급자로서 발전소의 본질에 맞추어 자
71) 이승종,『크로스오버 하이데거』, 생각의 나무, 2010, p.260 참조.
72) 위의 책, 같은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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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을 탈은폐한다.73)
넷째, 도발적 요청은 모든 생산의 의미를 자신의 방식으로 흡수하여
단일화시킨다. 탈은폐의 양상은 획일화 · 단일화라는 단면으로 나타나게
된다. 예컨대 그것은 논밭에서 나는 먹을거리의 생산에까지 그대로 적용
된다. 과거의 경작이 씨앗을 뿌려 싹이 돋아나는 것을 그 생장력에 내맡
기고 그것이 잘 자라도록 보호하는 것이었다면, 현대의 경작은 농토에
비료와 살충제를 쏟아 부으며 농작물을 내놓으라고 강요하며 도발적으로
닦아세운다. 경작은 이제 정성껏 키우고 돌보는 일이 아니라 기계화된
식품공업일 뿐이다.74)
현대의 기술은 존재자들이 언제나 그 지정된 자리에 대기 상태로 있
어, 자기가 필요로 할 때 원하는 그것으로 사용하도록 도발적으로 요청
한다. 하이데거는 이러한 요청에 따라 탈은폐 되는 존재자들이 그 자리
에 현존 방식을 ‘부품(Bestand)’ 이라고 부른다. 현대의 존재자에 대한
이해방식은 더 이상 우리와 마주 서 있는 ‘대상’이 아니라 ‘부품’이다.
부품은, 어느 때에나 즉시 사용될 수 있어야 하므로 언제나 출발가능
한 대기 상태에 있는 것 다른 부품에 의해 언제나 대치 가능한 것, 독립
적으로 존재할 때에는 아무 쓸모가 없는 것 등의 의미를 내포한다. 부품
으로서의 존재자는 더 이상 자율성을 갖지 못하며, 자립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부품은 오로지 기술적 의지가 부여하는 수행가능한 임무의 요청
에 의해서 신분을 부여받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기술시대의 인간 역시
부품의 일부로서 존재한다. 인간 역시 하나의 부품이자 사용가능한 인적
자원으로서 에너지를 채굴해내라는 요청을 받는 것이다.
인간은 자연에너지보다 더 근원적으로 도발적인 주문을 받는다는 점에
서 여타의 부품과 구별된다. 그는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주문요청에 의한
탈은폐에 관여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탈은폐의 주체가 인간적인 것만
은 아니다. 인간은 기술이라는 탈은폐의 한 방식이 말 건네와 도발적으
73) 위의 책, 같은 쪽.
74) 위의 책, p.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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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요청하는 것에 응답할 뿐이다. 도발적 요청이 인간으로 하여금 존재
자를 부품으로서 주문요청하도록 몰아세우는 것이다.

75)

그의 통찰을 구

성하는 몰아세움, 도발적 요청, 부품 사이의 관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
다.

현대기술의 본질은 몰아세움이다.
몰아세움은 현대기술의 탈은폐 방식이다.
몰아세움의 특징은 도발적 요청이다.
현대기술은 모든 존재자를 부품으로서 탈은폐시킨다.76)

이러한 고찰에 있어서 한 가지 주의할 것은, 「기술에 대한 물음」에
서 확인되었듯이, 하이데거가 기술의 철폐 또는 일방적인 배제를 원하지
는 않는다는 것이다. 그에 대한 피상적 오해와는 달리, 그는 근본적으로
인간이 기술과의 자유로운 관계맺음을 희망한다. 다만 그는 기술지배의
양상이 존재자에 대한 인간의 관계를 주도적으로 지배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그는 근본적으로 인간과 존재자와의 관계는 ‘퓌
지스’를 바라보는 사고방식인 ‘경외’를 바탕으로 한 관계가 되어야 함을
추구한다. 기술은 이러한 관계를 단지 보조하는 역할에 그쳐야 한다는
것77)을 의미한다. 하이데거는 분명 기술적인 것에 대한 긍정과 부정의
태도를 동시에 표명하고 있다. 그가 기술의 본질로 내세우고 있는 ‘몰아
세움’을 다른 한편으로 ‘생기’의 장으로 표명하였음을 통해 이를 알 수
있다.
그는 분명히 기술의 본질 자체에 대해 충실히 사유하였고, 이러한 기
술본질에 대한 사유를 넘어서서 진리와 발현으로 나아가고자 하였다.

75) 위의 책, p.262.
76) 위의 책, p.263.
77) 박찬국,『들길의 사상가, 하이데거』, 그린비, 2013, pp.243~24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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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속화된 인간의 삶과 교육의 전향
1) 자율성의 상실

기술에 시대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가진 고유한 주체성과 특별한 의미
를 상실하고 있는 양상은 획일화와 기능화, 부품화의 현상으로 드러난다.
첫째로, 기술의 시대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획일화시키는 현상을 우리
는 모든 것을 기술적 제작과 조작의 재료로 보는 관점에서 발견할 수 있
다. 하이데거에 따르면 현대의 기술적 의욕을 위해 모든 것은 재료가 되
고 원료가 된다. “모든 것이 원료가 되고 재료가 된다.”는 말은 모든 것
이 자신의 고유한 성질, 고유한 가치, 구체성, 고유한 의미 타당성을 상
실하고 기술적 의지를 위해 순전히 무규정적인, 그래서 아무 것으로나
형성 가능한 어떤 것으로 환원되어 버린다는 것을 뜻한다.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적) 의욕을 위해 애당초부터 그리고 끊임없이 모든 것은 스스로
를 관철해 나가는 제작의 재료가 되어 버린다. 대지와 대기권은 원자재가 된다.
인간은 계획한 목표를 위해 투입될 수 있는 인간 재료가 된다.”78)
“인간 자신과 그의 사물들이 기술적인 제작에 의해 순전히 재료가 되어 대상
화되어 버릴 수 있는, 중대한 위험에 내던져진다.79)

이렇게 모든 사물에 대해, 모든 존재의 영역을 포괄하는 환원 때문에
사람들은 현대의 기술에서 사물들을 순전히 기술적인 판단에 따라 마음
대로 처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때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낄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이제 더 이상 의지를 결정적인 방식으로 제한하
여 그 한계를 지정해줄 이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즉, 사물을 생명이 있는
78) M. heidegger,『Holzwege』, Frankfurt, 1972, p.267.
79) 같은 책, p.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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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한 어떤 것으로 보던 세계도, 사물이 자신의 창조된 위상으로 인해
절대자, 최고의 지배자, 성스러운 자를 지시하던 세계도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대 기술의 재료화는 어떤 우발적이고 부수적인 현상이 아니
다. 그것은 사물을 사물로서 구성하고 있으며 존재자의 존재까지 건드리
고 있다. 그래서 이제 사물은 순전히 형성 가능한, 기술적인 임의에 내맡
겨진 재료로 탈은폐된다.
이러한 현대의 기술적 재료화는 에너지 재료나 가축의 사육, 유전자의
변형과 통제, 천연자원의 채취에도 통용된다. 이러한 재료화는 모든 영역
에 있어서 적용된다. 이 모든 사물은 기술적 의지에 의해 아무것으로나
형성될 수 있고, 가공될 수 있는 재료가 되며, 이러한 과정에서 자신의
고유한 모습을 잃어버린다. 이렇게 사물들을 재료화시켜 탈은폐시키며,
천연 자원을 비롯한 모든 존재자를 단순한 재료로 격하시킴을 통해 획일
화 시킨다. 매우 다양하던 존재의 구성과 역할과 영역들이 하나의 똑같
은 형태로 집약되어버리는 것이다. 결국 사물 하나하나의 고유했던 특별
한 의미가 상실되고 타당성이 박탈당한다.

“인간을 그 본질에 있어 위협하는 것은, 이러한 기술적 제작이 세계를 질서잡
아준다는 생각이다. 반대로 이러한 질서 잡음이 모든 위계 질서를 제작의 똑같
은 형태 속으로 평준화시켜 버리고, 그래서 애당초부터 등급과 인정이 배태되어
나올 수 있는 근원을 존재에서부터 파괴해 버림을 그 생각이 간과하고 있기 때
문이다.”80)

사물들을 그것의 고유함, 자율성, 가치에 맞게 취급하는 탈은폐를 현대의 기
술은 배척한다. 왜냐하면 현대의 기술은 사물들을 순전히 기술적인 취급으로 구
성해내기 때문이다. 이것은 필연적으로 획일화로 귀착된다. 이렇듯 획일성은
“지구를 완전하게, 즉 기술적으로 지배하기 위한 가장 안전한 도구이다.”81)
80) 같은 책, p.272.
81) 같은 책, p.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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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단지 상이한 사물과 존재의 영역들만이 획일화되고 평준화의
틀 속에 가두어지는 것이 아니라, 개인들도, 개별자들도 보편자와 전형적
인 것 속으로 사라져 들어가 버림으로써 자신의 존재를 간직할 수 없다.
이외에도 우리는 모든 사물의 획일화의 양상이 현대기술의 다른 본질
적인 특징에도 기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은 보편적인 비
교 수단으로서의 화폐의 의미에서 유래한다. 이제 모든 기술적 생산의
기준은 더 이상 가축이나 농산물이 아니고, 그것으로 겨냥하는 화폐, 이
윤이 기준이 된다. 이제 모든 기술적 생산은 최대의 이익의 극대화 원칙
에 의해 결정적으로 규정되고 있는 것이다.

“…사물의 사물적인 것은 자신을 관철시키고 있는 제작 내에서 환산된 시장의
교환 가치 속으로 사라져 버린다.”82)

사물들은 자신의 존재를 갈수록 더욱더 환산된 시장의 교환 가치로 바
꾸어 놓기 위해 자신의 구체적인 실재성을 내버린다. 이런 식으로 획일
화가 되어 환산된 숫자로 나타나기 위해 예를 들어 가축들은 자신의 그
때마다의 특수함과 고유함을 버려야 한다. 사물들의 고유함과 특수함은
보편적인 교환 수단인 화폐 속으로 사라져 버린다. 사물들의 존재는 재
료로, 시장의 가격으로 획일화되어 나타난다.83)
이러한 획일성과 더불어, 하이데거가 “기술에 대한 물음”을 통해 묘사
하는 기술적인 탈은폐 방식의 또 하나의 특징은 사물이 “~로써” 존재하
는 즉, 기능에로 환원되어 버린다는 점이다.

“우리는 어느 한 지역을 석탄과 광석을 캐내기 위해 도발적으로 굴착한다. 지
구는 이제 한낱 채탄장으로서, 대지는 한낱 저장고로서 탈은폐될 뿐이다. 농부
들이 예전에 경작하던 밭은 그렇지 않았다. 그때의 경작은 키우고 돌보는 것이
었다. 농부의 일이란 농토에 무엇을 내놓으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씨앗을
82) 같은 책, p. 270.
83) M. Heidegger, 이기상 역,『기술과 전향』, 서광사, 1993, p.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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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려 싹이 돋아나는 것을 그 생장력에 내맡기고 그것이 잘 자라도록 보호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오늘날의 농토 경작은 자연을 닦아세우는, 이전과는 다른 종
류의 경작 방법 속으로 흡수되어 버렸다. 이제는 그것도 자연을 도발적으로 닦
아세운다. 경작은 이제 기계화된 식품공업일 뿐이다. 공기는 이제 질소 공급을
강요당하고, 대지는 광석을, 광석은 우라늄을, 우라늄은- 파괴를 위해서든 평화
적 이용을 위해서든-원자력 공급을 강요당하고 있다”84)

근세 이전에는 대지와 자연과 수확물은 농지 경작에 있어 스스로를 전
체적으로 드러내었다. 그런데 근세이전의 수공업과는 달리, 현대의 식품
공업은 식료품을 제공하는 기능에로 환원시켜 버렸다. 이러한 환원은 우
발적으로 일어난 행동이 아니다. 그것은 일종의 탈은폐이며, 대지와 자연
이 드러나게끔 하는 방식이며, 그래서

현대 기술에 있어서는 오직 그러

한 기능으로서만 그 자리에 존재하게 된다.
하이데거는 이와 같이 근세 이전의 기술과 현대 기술의 탈은폐방식의
본질적인 차이를 비교하고자 한다. 근세 이전의 탈은폐는 사물을 사물로
서 있도록, 자연을 자연으로서 존재하도록 내버려 둘 뿐 아니라, 그것이
갖고 있는 지시연관까지도, 형이상학적 내용의 그 이상까지도 용인해서
기능에로 축소 대신에 일종의 보편화가 들어서게 했다.85) 그런데 공기를
질소 재료로, 대지를 광석 저장고로 드러내는 현대의 탈은폐는 하나의
사물을 그것의 구성요소의 하나에로 축소시키는 환원에, 어떤 것을 그
기능에로 환원시키는 축소에 근거하고 있다. 즉, 라인강의 존재를 그 강
이 현대의 기술에 갖는 기능에로, 즉 수압 공급자로 환원시키고 있다. 하
이데거는 이러한 현대 기능화의 특출난 방식이 바로 자연을 에너지 공급
자로 만드는 기능화라고 말하고 있다. 자연은 에너지공급원으로 기능화
되어 자연에 대한 현대 인간의 관계는 질적으로 그 방식과 형태에 있어
변화되고 있다.
정보화 시대의 도래와 함께 정보의 형태 역시 이러한 획일화와 기능화
84) M. Heidegger, 이기상 역,「기술에 대한 물음」,『기술과 전향』, 서광사, 1993, p.41.
85) 위의 책, p.16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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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대상이 되고 있다. 정보의 기술에 의해 캐내진 어떤 것은 오직 그 정
보로만 있게 된다. 그렇게 캐내진 정보는 정보의 체계 속에서 하나의 기
호 내지는 코드로 변환된다. 이때 기호 묶음으로서의 정보는 다른 정보
들과 가능한 한 동일한 형태를 가지게 된다. 물론 오늘날 이것을 가능하
게 한 것은 바로 디지털이다. 소리, 음성 및 글자 그리고 모든 상징들은
모두 동일하게 획일화되어 디지털 방식으로 저장되고 전송된다. 이 과정
에서 실제의 대상들은 그 고유화는 사라지고, 정보들의 다발로 환원된다.
왜냐하면 디지털 정보는 재현대상과 무관한 이진 부호로 약호화되어 컴
퓨터의 연산 과정을 통해 처리되므로, 조작과 변형, 합성과 복제에 현실
적인 제한이 없고, 포화될 수 없는 방식으로 정보를 연쇄 결합시켜 무한
히 다양한 부호화를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86) 이러한 과정에 의해 정
보기술은 존재하는 모든 것을 미리 마련된 ‘형식(form)’ 속으로 밀어 넣
는데, 그 형식 속에 있는 모든 것은 원래의 그 자체로 있지 못하고, 그
자신에 대한 ‘정보 목록’으로 있을 뿐이라는 것87)이다. 이렇게 정보기술
에 의해 탈은폐된 모든 것은 자신의 고유함은 사라지고, 디지털 형태로
목록화 된 정보들의 다발로 존재한다. 이러한 과정들 전체가 정보기술의
탈은폐 양상인 획일화 ·기능화의 성격을 나타내고 있다.

2) 교육의 도구화

하이데거 입장의 타당한 교육이란 전 세계적으로 만연한 자본주의의
성취를 더하는 데 필요한 기능들을 획득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순수하
게 지식 그 자체를 위하여 지식을 획득하는 일이다. 교육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배우는 과정을 통하여 이끌어내는 가치와 의미에 관련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교육은 취업과 성공을 위한 수단으로 인식
86) 이종관,「사이버스페이스와 포스트휴먼」,『인간의 실존과 초월』, 철학과현실사, 2000,
p.297 참조.
87) 구연상,「정보 기술의 탈은폐 방식에 대한 시론」,『하이데거의 예술철학』, 철학과현실사,
2002, p.6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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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가며, 이와 더불어 ‘도덕’은 인격적 삶의 추구라는 가치를 잃어가고
있다.
현대인의 눈앞에 있는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그 나름대로 고유한 본질
을 지닌 것들이 아니라 인간을 위한 부품이나 기능적인 도구로서 의미를
갖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도 인간의 의욕이나 욕망의
실현을 위한 도구로 현대인의 눈에 우선 비치는 것이다.88)
존재화를 부품으로 드러내어 다룰 수 있다는 것은 그 존재자를 자신이
원하는 바가 실현될 수 있도록 통제하거나 조작하는 데에 필요한 지식을
지니고 있다는 뜻이며, 이 지식을 도구로 삼아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존재자를 대상으로 삼아 이를 개념
적으로 사유함으로써 성립하는 표상적인 지식들은 그것 역시도 하나의
존재자로서 도구나 부품에 해당하는 것이 된다. 그리고 인간의 필요를
신속하고도 효율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한 최선의 지식, 이른바 저비용고효율의 지식이 도구나 부품으로 요청되고 산출되며 유통된다는 점에서
그것은 단순한 도구나 부품의 차원을 넘어서 말 그대로 상품화된다.89)
상품화된 지식은 필요의 충족을 위한 수단으로서 신속히 제작하거나
습득하여 적절히 사용하고, 또 필요가 다하면 폐기처분하거나 최신의 다
른 지식으로 대체되어야 하는 것일 뿐이다. 그것은 애초부터 인간다운
본질을 실현한다는 것과는 상관이 없는 주체 밖의 객체이며 물체이다.
이러한 지식의 상품화를 통하여 지식이 이전 시대에 지니고 있던 고유
함, 즉 인간에게 참다운 세상을 열어주고 인간이 여기에 들어서게 함으
로써 그를 이전과는 다른 존재로 거듭나도록 만든다는 지식 본연의 면모
는 거의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90) 이러한 특징은 앞에서 언급한 사물의
획일화의 과정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사물들은 자신의 존재를 갈수록
더욱더 환산된 시장의 교환 가치로 바꾸어 놓기 위해 자신의 구체적인
88) 엄태동,「하이데거 눈에 비친 현대인의 삶과 교육」,『교육철학연구』제33권 2호, 2011,
p.61.
89) 위의 책, 같은 쪽.
90) 위의 책, 같은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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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재성을 내버린다. 이와 마찬가지로 현대시대의 교육은 교육의 본래의
의미와 고유성이 최소의 투입으로 최대의 산출량을 달성하려는 목표달성
의 효용성 속으로 사라져 버린다. 때문에 지식을 전달하는 방법이나, 교
육과정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교과목의 선정에 있어서도 어쩌면 최
대의 효용가치를 위한 방법에 초점을 맞추어 획일화되어 전진의 과정에
만 급급하게 되어간다. 교육이나 지식도 탈은폐의 효용성과 교환가치의
측면에서 인정되는 요소들로 자신을 바꾸어놓기 위해 획일화된 방식으로
제작되며 구체적인 본질과 실재성을 상실해가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현대인의 교육과 지식의 추구는 자신의 존재 가능성의
실현보다는 자신의 편안함을 추구하는 일상을 유지하고 자신들의 안위를
돌보는 데 있으며 교육은 이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가 되어가고 있
다. 하이데거의 관점에서, 교육의 과정은 진리를 열어 밝히며 이를 수호
하는 존재자가 되도록 안내하는 일이다. 그런데 현대인이 교육은 이러한
본래적인 방식을 벗어나 편안한 삶을 위한 도구이며 최선의 결과를 좇아
효율성을 추구하는 기술적 사고의 일환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나의 최선의 수단을 좇는 기술적 사고와 행위는 바로 그 이유 때문
에 편협해질 수밖에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기도 하다. 기술이 추구하는
효율성의 제고를 위해서 기술적 사고는 어떤 상황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변수를 배제하고 의도적으로 극소수의 변수들과 그것들 사이의 상관관계
에만 초점을 맞춘다. 다른 조건이 같다는 전제하에 구성되는 법칙들과
그것에 따른 문제풀이들은 모두 기술적 사고의 산물이다.
기술적 사고는 현대인의 학문과 교육과정, 학문이 다루고 있는 교육
방법론의 영역에도 널리 뿌리내리고 있다. 자연과학뿐 아니라 사회과학
에도 만연되어 있다. 방법론의 영역에서 수학, 특히 확률과 통계 등을 사
용한 계량적 방법, 설문조사, 면접, 자료분석, 개념분석의 지속적인 쇄신
과 끝없는 개편을 통해서 학문이 어떻게 진보하는가에 대한 지배적 관념
에서 기술적 사고가 작동한다.91)
91) L. Winner,『Autonomous Technology』,(Cambridge, Mass.: MIT press, 1977). p.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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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에 관한 학문인 철학의 영역에도 기술적 사고는 깊이 침투해 있
다. 로고스에 관한 학문이었던 논리학은 현대에 와서 수리논리학이라는
일종의 수학으로 변모하였고, 그 주된 내용은 수리논리학 교재들에서 잘
드러나듯이 계산과 문제풀이이다. 미국의 경우 수리논리학은 대부분의
철학과 대학원 과정의 필수과목으로 지정되어 있고, 수리논리학의 성적
이 학생의 진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수리논리학의 영향력은 언
어에 대한 이해를 장악할 정도로 막강해졌고 이로 말미암아 언어는 대표
적인 기술로 탈바꿈하였다. 수리논리학의 언어관으로 대변되는 기술적
언어관이 주도하는 철학적 작업의 실제에서 철학자는 개념적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해 논리학과 언어분석의 기술을 사용한다. 논리학은 말할 것도
없고 인식론, 언어철학, 심리철학, 윤리학, 형이상학 등 철학의 거의 모든
영역이 문제풀이에 매달리는 실정이며, 문제풀이에 의해 철학의 진보가
성취된다고 여겨진다. 철학이 인간과 삶에 대한 깊은 의미와 지혜를 가
르쳐준다는 생각은 이제 점차 시대착오적인 것이 되어가고 있다.92)
이처럼 인문, 사회, 자연과학 등 제반 학문에서 관철되는 기술의 이념
은 교육이라는 또 하나의 기술을 통해 기술 문명의 성원에게 전수된다.
기술의 이념을 교육받은 사람들에게는 훈련받은 범위와 방법을 벗어난
영역은 위험한 불확실성의 세계일 뿐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 이상 보
려하지 않는다.93)
요컨대, 과학기술문명시대에 과학·기술적 사유에 의하여 존재자들만
부품으로 탈은폐되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대지와 바다와 하늘, 온갖
사물들과 생명체들, 그리고 인간들이 모두 부품으로 될 수 있다는 것은
그것들에 대한 표상적 사유를 통해 성립된 지식이 또한 하나의 부품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존재자들과 환경, 인간들이 획일화 ·기능화 ·부품
화 되어 감에 따라 도구적 의미의 환원 가능한 에너지원으로 취급되는
과정에서 인간의 삶과 교육은 점차 그 고유한 본질을 잃어가고 있는 것
92) Joy A. Palmer, 조현철 · 박혜숙 역, 『50인의 현대 교육사상가』, 학지사, 2009, pp.57〜64
참조.
93) L. Winner,『Autonomous Technology』, (Cambridge, Mass.: MIT press, 1977), p.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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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이는 하나의 최선의 수단만을 쫓고 있는 기술적 사고의 형태를 띠
고 있는 학문과, 교과목의 선정, 교육과정의 편성, 교육방법론의 영역의
고찰을 통해서도 그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에 진리를 탐구하는 깊은 성찰의 사유보다는 표상적 지식과 유용성을 우
선시하는 사유방식이 삶과 교육의 곳곳에 스며있음을 느낄 수 있다.
하이데거는 특히 현대기술문명에서 존재자들이 고유한 무게와 가치를
상실하고 인간욕망의 수단으로 전락되는 경향은 극단에까지 이르렀다고
보았다. 현대기술문명에서 현대인들은 존재자들에 대한 지배자로 자처하
지만, 존재자들에 대해서 인간이 맺는 관계가 이렇게 이용과 지배의 관
계가 되면서 인간 역시 노동하면서 그 노동의 대가로 향락거리를 얻는
존재로 전락하게 되었다. 역설적인 것이지만 존재자들에 대한 인간의 지
배력이 확장되고 존재자들이 독자적인 무게와 가치를 상실하게 될수록
사람들의 삶 역시 무게와 가치를 상실하게 되고 인간은 노동하고 향락하
는 존재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은 존재자들을 지배하면
할수록 자신들이 자유로운 존재가 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자신들이
지배하지 못하는 욕망의 노예로 전락하게 된다.94)

3) 존재의 전향

하이데거는 이렇게 현실을 부품으로서 탈은폐시키고 있는 그곳에서는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에 의해 하나의 특별한 방식의 역운(das Geschick
des Seins, 역사적 운명)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한다. 이 역운은 우리에게
진리를 하나의 특별한 방식으로 탈은폐할 것을 요청하며 그래서 하나의
특별한 방식의 인간 존재를 배당해주고 있다. 하이데거는 이 몰아세움의
역운이 바로 위험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 까닭은 몰아세움의 역운에서
는 존재 자체의 본질도 철저히 망각되기 때문이다. 그 역운이 우리를 그
때마다 탈은폐의 한 길로 보냄으로써 탈은폐의 다른 방식들을 은폐해버
94) 박찬국, 『원효와 하이데거의 비교연구』, 서강대학교 출판부, 2010, p.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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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다. 인간으로 하여금 자연을 부품으로만 주문 요청하도록 강요하는 역
운이 최고의 위험인 까닭은 그 역운 안에서 인간이 종국적으로는 단순히
“부품의 주문 청탁자로서”만 남아있게 되고 그 자신 또한 “단순한 부품
으로 전락해 버릴 극도의 위태함” 속에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는 자기 자신이 그러한 부품의 한 청탁자로서 이제
더 이상 그가 존재의 탈은폐의 사명을 받고 있음을 의식하지 못하기 때
문이다.
이 위험의 가장 위험스러운 점은 그것이 위험이 없고 위기가 없는 평
온과 안정의 분위기를 조장해 자신이 바로 그것인 위험의 사실을 은닉해
버린다는 데에 있다. 몰아세움 안에서 비은폐성이 자기 자신을 위장해
버리는 그러한 탈은폐의 방식으로 경험될 때에야 비로소 위험이 위험으
로서 드러날 수 있다.
그러나 하이데거는 횔덜린의 시를 인용하여 위기의 전향으로서 구원의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열어놓고 있다.

“위험이 있는 그 곳에 그러나 구원의 힘도 함께 자라네”

또한, 『기술에 대한 물음』에서 위험 속에서 구원자의 대두 가능성을
예측한다.

인간으로 하여금 그의 자유로운 본질을 포기하게끔 하는 위험으로 밀어대고
있는 그 닦달 속에서, 바로 그 극단의 위험 속에서-우리가 우리측에서 기술의
본질을 유의하기 시작한다고 가정했을 때-인간의 가장 친밀한, 파괴될 수 없는
보존자에의 귀속성이 나타난다.
이렇듯 기술의 본질적 존재가 우리가 가장

희박하게 추측하고 있는 그것을, 즉

구원자의 대두의 가능성을 자체 안에 내포하고 있다.95)

95) M. Heidegger, 이기상 역,「기술에 대한 물음」,『기술과 전향』, 서광사, 1993, p.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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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기술 자체의 위험을 깨닫는 데서 비로소 구원의 가능성을 찾을
수 있다고 말한다. 인간이 존재의 진리를 사유한다고 해서 기술적인 것
의 위협을 모면할 수 있도록 존재의 역운적 행로를 수정하거나 바꾸는
등 자신의 뜻대로 주도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인간이 이렇게 사유하
면서 보살필 때, 비로소 기술적인 것들의 현실적인 위협으로부터 자신의
본질을 지키고 존재 자체의 본질을 수호할 수 있다.96)

“만일 위험이 위험으로서 존재하게 되면 망각의 전향과 함께 존재의 참됨이
일어나며 세계가 일어나게 된다.”97)

여기에서 구원이란 어떤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기술
의 본질’ 안에 ‘구원’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하이데거는 기술의
위험과 역운을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구원의 힘을 인
식한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하이데거는 근본적으로 기술과의 자유로
운 관계맺음을 통해 기술문명의 긍정적 전향을 지향한다는 점이다. 하이
데거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렇지만 만일 우리가 기술의 본질을 곰곰이 생각해본다면, 우리는 닦달을 탈
은폐의 한 역운으로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때 우리는 이미 역운의 자유로움 안
에 체류하고 있는 것이다. 이때의 역운은 기술을 맹목적으로 활용하라는 결국은
같은 이야기지만, 기술에 무기력하게 반항하여 기술을 악마의 작품이라고 단죄
해버리라는 육중한 강압 속에 우리를 결코 가두어 놓지는 않는다. 오히려 그 반
대이다.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기술의 본질에 맞추어 열어보인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예기치 않게도 자유롭게 해주는 요청 안에 받아들여진 것을 발견
하게 될 것이다.98)

96) 권순홍,「현대기술과 구원」,『하이데거와 근대성』, 철학과 현실사, 1999, p.245 참조.
97) M. Heidegger, 이기상 역,『기술과 전향』, 서광사, 1993, p.117 참조.
98) 위의 책, p.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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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볼 때, 기술과의 자유로운 관계맺음은 기술적인 것을 사유하되
예속적인 상태로 굳어지지 않는 것을 의미함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하
이데거는 ‘닦달’의 본질인 ‘위험’을 인식함과 동시에 ‘위험’을 통해 존재의
본질의 진리가 귀의되는 가능성을 보고 있는 것이다. 하이데거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닦달의 본질은 위험이다. 존재는 위험으로서 이러한 본질에서 떨어져 나와
자기 본질의 망각에로 돌아서 오게 되며 그래서 동시에 자기 본질의 진리를 거
슬러서 전향하게 된다. 이렇게 아직 숙고된 적이 없는 전향이 위험 속에서 전개
되고 있다. 따라서 위험의 본질에는 그 안에서 존재의 본질의 망각이 이렇게 반
전되어 이러한 전향과 함께 존재의 본질의 진리가 존재자 내로 제대로 합당하
게 귀의하게 되는 어떤 전향의 가능성이 숨겨져 있다.”99)

따라서 이 귀의는 어떤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지금까지 자기의 진리
의 망각 속에 존재하던 바로 그 존재 자체에로 향해서” 일어난다. 그는
오히려 이 위험을 위험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몰아세움의 규명을 통
해 구원의 길을 찾고 있다. 하이데거가 말하고 있는 몰아세움은 이중적
의미를 가진다. 몰아세움은 한편으로는 그 본질이 존재망각으로서 ‘형이
상학의 완성’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존재가 자기의 본질의 참됨으로 귀의
하는 장으로서 생기(Ereignis)의 전주곡100)으로 불리기도 한다.101)
하이데거는 존재의 이러한 자기 본질 회복을 ‘존재의 전향’이라 명명한
다. 그런데 존재는 언제나 인간을 통해서만 자신을 드러낸다. 때문에 존
재는 자기 본질의 참됨으로 전향하기 위해 인간을 필요로 하고 존재의
전향은 곧 구원자의 출현을 의미한다. 이 구원자가 인간으로 하여금 ‘그
의 본질의 최고의 품위’를 보게 하고 그곳으로 귀의하게 만든다.102) 횔덜
99) 위의 책, pp.111~113.
100) Heidegger, 1957.『Identität und Differenz』, (Neske: Pfullingen, 1978) (GA11), S.25.
101) 이선일, 「하이데거와 현대성 비판의 문제」,『하이데거와 근대성』, 철학과현실사, 1999,
p.116 참조.
102) 이수정,「하이데거의 예술론」,『하이데거의 예술철학』, 철학과 현실사, 2002, ,p.23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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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이 읊고 있듯, 구원이란 바로 존재를 다시 그 본질에로 불러들여 보호
하고 존속하는 것을 의미한다.103)

4) 고향상실의 위기와 극복

하이데거는 20세기의 기술문명의 본질을 논하는 과정에서, 이 시대를
고향상실의 시대라고 규정짓는다. 우리 시대는 고향을 읽고 방황하는 시
대라는 것이다.
하이데거가 살고 있었던 20세기의 현실을 그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대지는 정신적으로 타락할 대로 타락하여, 여러 민족들은 그러한 타락을 최소
한 인식하고 그것을 타락으로서 파악할 수 있는 일말의 정신력마저도 상실할
위험에 처해 있다. 이러한 시대인식은 문화에 대한 비관주의나 낙관주의와는 절
대적으로 무관하다. 왜냐하면 세계의 황폐화, 신들의 사라짐, 대지의 파괴, 인간
의 대중화, 모든 창조적이고 자유로운 것에 대한 증오와 의심이 이미 전 지상에
만연되어 비관주의라든가 낙관주의와 같은 유치한 범주들은 일찍이 우스운 것
이 되고 말았기 때문이다.104)

세계는 황폐하게 되었고 신들은 떠나버렸으며 대지는 파괴되고 인간들
은 정체성과 인격을 상실한 채 대중의 일원으로 전락해 버린 시대가 과
학기술시대라고 하이데거는 말하고 있다.
“고향상실(Heimatlosigkeit)” 이란 “존재의 가까이(Nähe des Seins)”
에 탈자적으로 거주하지 못하고 오히려 존재의 아득한 멂(das fernste
Ferne des Seins) 속에 머무는 탈생기된 인간의 역사적인 삶의 상태를
가리킨다. 다시 말해 그 안에서 인간의 본질이 시원적으로 드러나는 터있음의 탈자적-탈존적-개방적 터가 은닉되고 가려져 왜곡된 형태로 탈
103) 이선일,『하이데거의 기술의 문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1994, p.141.
104)『하이데거 전집』40권, p.41 박찬국,『들길의 사상가, 하이데거』, 그린비, 2013, p.17 재인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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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폐됨으로써 존재가 그 터에서 스스로 물러나 멀어져가고 그리하여 존
재의 열린 장이 은닉되고 굳게 닫혀버린 그런 삶의 터전에 거주하는 상
태를 가리킨다.105)
이러한 고향상실의 시대에 존재자는 존재의 진리의 열린 장 가운데 참
답게 보존되어 간직되지 못하고 오히려 표상하는 주체에 의해 표상된 대
상으로 혹은 생산과정 속에 배달되는 상품이나 부품으로 탈은폐되어 나
타날 뿐이며 인간은 이렇게 왜곡된 삶의 방식 속에서 스스로 부품화되는
것도 깨닫지 못한 채 여전히 존재자 전체를 지배하는 주인으로 행세하며
군림할 뿐이다. 그러나 현대인의 삶을 도처에서 위협하고 있는 이러한
고향상실의 위기는 실은 존재-신-론으로서의 형이상학과 여기서 자라난
형이상학적 신학의 지배 하에 역사적으로 심화되어온 존재이탈과 존재망
각의 어두운 공속적 관계 속에 뿌리내리고 있는 것이며, 동시에 이러한
암울한 관계 속에 신이 떠나가버린 신의 부재에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
서 우리를 구원해줄 구원자로서의 신을 결정적으로 기다리는 하이데거의
철학은 이러한 위기에 대처해나가는 사유의 에움길을 필연적으로 거쳐나
가지 않을 수 없고, 이러한 길은『존재와 시간』집필 이래로 서양의 전
승된 형이상학을 극복하기 위한 오랜 비판적 숙고의 과정으로 이어진다.
그러므로 형이상학의 극복과 고향상실의 극복은 신의 도래를 기다리며
채비하는 하이데거의 심층적 사유 속에서 그 본질적인 맥락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이다.106)
고향이란 무엇인가? 고향은 우리가 적응하기에 바쁜 급변하는 세계가
아니라 예스러운 안정된 삶의 세계를 가리키며, 고향은 그리워하는 추억
의 장소임과 동시에 노출된 때묻은 공간이 아니라 은닉되어 있고, 순수
한 삶의 세계를 가리킨다.107)

105) 하이데거,『휴머니즘에 관한 서한』, p.26 참조. 신상희「하이데거의 형이상학에 대한 비판
과 신적인 신에 대한 사유」,『하이데거 연구』9집 재인용.
106) 심광섭, 1996,『하이데거 철학의 근본 문제』, 철학과 현실사, 1996, p. 418~454 참조., 재
인용.
107) 전광식 ,1999,『고향』, 문학과 지성사, pp.25~3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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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데거에게 고향은 현대기술문명에 대한 대칭 개념이다. 현대의 기
술세계가 인간을 비롯한 모든 존재자들을 계산 가능한 에너지원으로서
무자비하게 동원하는 세계인 반면에, 고향은 인간과 모든 존재자들이 자
신들의 고유한 존재를 발현하면서도 서로 간에 조화와 애정이 지배하는
세계다. 하이데거는 현대기술문명의 위기는 궁극적으로 이러한 고향의
상실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한다. 사람들은 고향을 상실한 데서 비롯되
는 공허감과 불안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술을 개발하고 물
질적인 소비와 향락을 추구한다. 사람들은 이 시대를 인류 역사상 처음
으로 물질적인 풍요를 구가하고 있는 시대로 보지만, 하이데거에게는 그
렇게 물질적 풍요를 추구한다는 사실 자체가 현대인들이 고향을 상실했
다는 징표이며, 그러한 물질적 풍요로 대체할 수 없는 본질적인 궁핍에
처해 있다는 징표다. 이데올로기의 광적인 추구 역시 마찬가지다. 그것은
고향을 상실한 인간들이 잃어버린 고향을 이데올로기적으로 조직된 세계
를 통해서 대신하려고 하는 몸부림에 불과하다.

108)

하이데거에게 단순 소박한 자연을 망각한 채 인위적이고 복잡한 기술
만을 추구하는 우리 시대는 인류 역사상 가장 궁핍한 시대다. 그러나 현
대인은 삶의 궁극적인 지반을 상실하고 있으면서도 자신들의 시대야말로
인류 역사상 가장 발전한 시대라고 자부한다. 하이데거는 우리 시대의
최대의 위기는 이러한 오만에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오만 때문에
인류는 파멸로 끝날 수 있다는 것이다.109)
하이데거는 단순 소박한 자연을 존재라고 부르고 있는 바, 현대인들은
존재를 망각하고 있으면서도 자신들이 존재를 망각하고 있다는 사실마저
도 망각하고 있으면서도 자신들이 존재를 망각하고 있다는 사실 마저도
망각하고 있다는 데 현대의 위험이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다. 하이데거는
이러한 시대에 철학의 사명은 망각된 존재를 상기시키고 이러한 존재의
기반 위에 다시 고향을 건립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한 고향은
108) 박찬국,『들길의 사상가, 하이데거』, 그린비, 2013, p.20.
109) 위의 책, p.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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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단순히 물질을 평등하게 분배하고 사회를 자유롭고 정의롭게 만
드는 것에 의해서 오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단순 소박한 자연의 소리인
존재의 진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존재의 빛 안에서 모든 사물들을 그러한
존재의 현현으로서 존중할 때만 우리가 사는 터전은 고향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고향은 하늘과 대지, 인간과 신 그리고 모든 사물들이 각자의 고
유성을 유지하면서도 하나가 되는 곳이다.110)
이러한 고향을 찾는 것은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하이데거는 위험이
위험으로서 인식될 때, 비로소 우리가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구
원의 길이 열린다고 하였듯이, 인간이 고향상실을 숙고하자마자, 고향상
실은 이미 더 이상 서글픔이 아니라고111) 말한다. 고향상실은 올바르게
숙고되고 훌륭하게 간직된다면, 죽은 자들을 거주함 안으로 부르는 유일
한 말 건넴112)이라고 표현하였다.
하이데거에 따르자면 고향상실의 극복은 먼저 존재 자체가 자기 본질
의 아득한 멂으로부터, 즉 존재자의 존재이탈의 시대에 스스로 물러나
멀어져간 그 자신의 아득한 멂으로부터 스스로 전회하여 - 탈자적으로
살아가고자 결의한 인간본질을 향해 - 그 자신의 고유한 진리로서의 스
스로를 훤히 밝히는 비-은폐성 속으로 귀환하여 다가올 때, 오직 이러한
존재의 전향적인 다가옴(Zukehr)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
시 말해 고향상실의 극복 및 형이상학의 극복은 스스로를 훤히 밝히면서
다가오는 동시에 스스로를 그 자신의 가장 고유한 본령 속에 은닉하기도
하는 존재 자체의 진리에 대한 인간본질의 탈자적-탈존재적-개방적 관
계 속에서만 근원적으로 수행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이 존
재와의 아무런 관련도 없이 고향상실의 위기를 일방적으로 극복할 수는
없는 일이며, 또한 이러한 극복은 순전히 자신의 주체적 의지에 따라 강
요할 수도 없는 것이다. 오히려 진정한 극복은 존재의 생기하는 던져옴

110) 위의 책, p.22.
111) M. Heidegger, 이기상· 신상희· 박찬국 역,『강연과 논문』, 이학사, 2008, p.209.
112) 위의 책, 같은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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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인간의 생기된 채 기투하는 간직과의 전회적인 공속적 울림을 통해
가능한 것이며, 이러한 공속적인 울림 속에 펼쳐지는 존재와 인간의 시
원적 만남의 장은 우리에게 비로소 성스러운 것이 출현할 수 있는 삶의
터전을 새롭게 열어놓는다. 이렇게 열어 밝혀지는 시원적인 삶의 터전이
곧 탈종적인 터-있음이 역사적으로 그때 그때마다 거주하는 삶의 고향
인데, 이 고향은 언제나 존재 가까이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113)

113) 신상희,「하이데거의 형이상학에 대한 비판과 신적인 신에 대한 사유」,『하이데거 연구』제
9집, 2005, p.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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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하이데거 환경론과 기술철학의 도덕교육적 적용
이 장에서는 지금까지 논의한 하이데거의 환경에 대한 입장과 기술철
학을 바탕으로 그의 메시지를 도덕교육에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해볼 것
이다. 본 연구는 환경론과 기술철학의 논의를 바탕으로 ‘환경윤리적 태도
확립’과 ‘도덕적 성찰의 자세’, ‘자율성과 정체성의 회복’의 도덕교육적 가
치를 설정하였다. 설정한 가치에 기초한 도덕교육의 방향성을 토대로 도
덕과 교육에 구체적으로 적용해볼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인간과 환경 사이의 잘못되어 있는 관계를 재설정함
을 통해서 하이데거의 철학에서 환경윤리적인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이
와 더불어 ‘시적으로 거주하기’ 개념을 분석하여 궁극적으로 하이데거가
추구하려고 했던 실존적 삶과 교육의 지향점을 설명할 것이다. 다음으로
지금까지 제시한 문제들에 대한 대안적 개념인 ‘내맡김’과 ‘개방성’에 대
해 고찰하고 ‘내맡김의 사유’와 ‘개방성’이 실제 삶과 도덕 교육에 갖는
함의를 논의할 것이다. 또한, ‘몰아세움’의 극복을 통한 ‘자율성의 회복’의
가치 설정을 통해 예속화되어가는 현대인의 자율성과 정체성 회복의 메
시지를 담고자 한다.
나아가 하이데거의 환경론과 기술철학의 도덕교육적 함의를 도덕과의
목표와 영역의 구성, 구체적 교육 방법으로 구분하여 적용하기로 한다.
또 이러한 함의를 실현하기 위한 책임 있는 도덕교사의 역할과 학교 공
동체의 풍토, 교육환경에의 적용방안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1. 환경론과 기술철학에 기초한 도덕교육적 가치
1) 환경 윤리적 태도 확립
여기에서는 2장에서 살펴본 환경윤리의 하이데거의 존재론적 사유를
바탕으로 도덕과 교육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환경윤리적 가치와 함의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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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보고자 한다.
환경 윤리는 인간의 기술행위에 의한 자연환경의 조작과 변형이 인간의
삶에 부정적일 뿐만 아니라 치명적일 수 있다는 데에서 출발하고, 인간
이 자연환경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고 자연환경과의 조화를 통해 인간의
행위에 의해 나타난 자연환경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다.114)
최근까지 대두된 환경윤리의 이론들을 간단히 살펴보면 환경윤리 이론
은 크게 ‘인간 중심적 환경윤리’와 ‘탈인간 중심적 환경윤리’로 분류될 수
있다. 그리고 탈인간 중심적 환경윤리는 다시 개체론적 윤리와 전체론적
윤리로 세분화된다.
우선, 인간중심적 환경윤리는 자연 환경을 인간의 이익에 기여할 뿐인
도구로 보는 윤리로서 현실 속에서 발생한 여러 문제에 대해 기존의 철
학적, 윤리적 범주를 그대로 또는 약간의 변형을 통해 적용하려는 응용
적 시도의 일환일 뿐이다. 그래서 이 윤리는 인간이 자연환경을 도덕적
으로 고려할 때, 그 고려는 자연환경에 대한 고려라기보다는 자연 환경
안에 거주하는 인간에 대한 고려에 불과할 뿐인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환경 윤리에서는 자연환경이 고유한 내재적인 가
치를 갖는 것이 아니라 도구적 가치만을 지니게 될 것이다. 이러한 환경
윤리는 비록 이 윤리가 자연환경을 도덕적으로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자
연 환경 안에 거주하는 인간에 대한 존중을 중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인
간 중심적인 것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115)
다음으로 탈인간중심적 환경윤리는 지금의 심각한 자연환경 문제를 기
존의 윤리로는 접근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기존의 가치관이 지금
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으며 그 위기의 뿌리라고 여기면서 환경윤리를 새
로운 도덕원리로 보는 시각이다.116) 그런데 개체론적 환경윤리와 전체론
적 환경윤리로 나누어지는 이 윤리는 각각 다음과 같은 입장을 지닌다.
114) 문동규,「하이데거의 존재사유와 환경윤리의 존재론적 근거」,『범한 철학』제 32권, 2004,
p.105.
115) 위의 글, p.88.
116) 위의 글, p.8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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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체론적 환경윤리는 자연을 구성하는 개별 유기체인 동물이나 식물 또
는 생명체에 도덕적 지위나 고유한 권리 또는 내재적인 가치를 인정하는
관점으로 감각 중심주의와 생명 중심주의 관점을 포괄한다. 반면 전체론
적 환경윤리는 종이나 생명 공동체 그리고 공기, 물, 흙까지도 포괄하는
상위 체계 전체로서의 자연에 고유한 가치 또는 내재적 가치가 있다고
간주한다.117) 우선 탈인간 중심적 개체론적 윤리는 각각의 관점에 따라
동물 해방론, 동물 권리론, 생명중심주의로 이야기될 수 있다. 생명 중심
주의 윤리는 도덕적 지위를 모든 생명체에게 확대하는 생명 중심적 관점
을 주장하는 윤리로서, 이 윤리는 생명체란 ‘목적론적 삶(생명)의 중심’이
기 때문에 그 자체로 내재적 가치를 가지고 있으므로 인간은 자연에 대
한 존중의 태도를 지녀야 한다고 주장하는 윤리이다. 다음으로 탈인간
중심적 전체론적 윤리는 ‘대지 윤리’를 주장한 레오폴드(A. Leopold)를
통해 나타나게 되는데, 그는 ‘대지에 대한 우리의 윤리적 관계가 대지에
대한 사랑과 존중 그리고 흠모 없이, 또한 대지의 가치에 대한 높은 평
가 없이 형성될 수 없다’118)고 말한다. 이것은 인간과 대지간의 관계란
인간의 태도 변화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이다.119) 그렇다면 결국 탈
인간 중심적 환경윤리의 화두는 인간의 태도변화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으며, 이상의 환경윤리는 그것들의 다양성에도 불구하
고 자연환경에 대한 인간의 태도변화를 촉구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인간중심적 혹은 탈인간 중심적 환경윤리의 기본적인 전제는 자
연환경에 대한 인간의 파괴에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자
연환경 파괴의 근본적인 원인은 인간 중심적인 형이상학적 사유의 틀에
서 나타난 자연환경에 대한 인간의 지배욕구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환
경윤리의 실천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자연환경에 대한 인간의 태도변화
가 요구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120) 앞으로의 ‘환경과 인간의 관계의 재
117) 박찬구, 『우리들의 응용윤리학』, 울력, 2012, p.199~206 참조.
118) 알도 레오폴드, 송명규 역,『모래군의 열두 달』, 따님, 2002, p.266 참조.
119) 문동규,「하이데거의 존재사유와 환경윤리의 존재론적 근거」,『범한 철학』제 32권, 2004,
p.89~9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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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과 ‘시적거주’의 삶과 교육‘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자연환경에 대한
인간의 환경윤리적 태도를 형성하기 위한 존재방식에 대해 모색해보고자
한다.

(1) 환경과 인간의 관계 재설정

하이데거가 ‘기술의 시대’이며, ‘존재 망각의 시대’ 그리고 ‘고향상실의
시대’ 라고 받아들이고 있는 현대 기술 시대에 우리 인간이 환경을 바라
보는 시각은 근세 이전의 그것과는 사뭇 다르다. 하이데거는 현 시대의
인간들이 환경을 더 이상 경이로운 자연으로, 대지로, 환경으로 파악하고
있지 않으며, 환경에 대한 인간의 관계는 왜곡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환
경문제는 인간과 환경, 인간과 세계,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의 설정 문제
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근세 이전에는 대지와 공기도 농지 경작에 있어 스스로를 전체적으로
드러내었다. 그런 것을 현대의 식품 공업은 식료품을 제공하는 기능에로
환원시켜 버렸다. 이러한 환원은 우발적으로 끼어든 어떤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일종의 탈은폐이며, 대지와 공기를 나타나게끔 하는 방식이며, 그
래서 그것들은 현대 기술에 있어서는 오직 그러한 기능으로서만 그 자리
에 있게 된다. “공기는 이제 질소 공급을 강요당하고, 대지는 광석을, 광
석은 우라늄을, 우라늄은 파괴를 위해서든 평화적 이용을 위해서든 원자
력 공급을 강요당하고 있다.”121) 근세 이전의 탈은폐는 사물을 사물로서
내버려 둘 뿐만 아니라 지시 연관까지도, 형이상학적 내용의 그 이상까
지도 용인해서 기능에로의 축소 대신에 일종의 보편화가 들어서게 했다.
그런데 어떤 것을 어떤 것으로(공기를 재료로, 대지를 광석 저장고로) 드
러내는 현대의 탈은폐는 하나의 사물을 그것의 구성 요소의 하나에로 축
소시키는 환원에, 어떤 것을 그 기능에로 환원시키는 축소에 근거하고
120) 위의 글, 같은 쪽 참조.
121) M. Heidegger, 이기상 역,「기술에 대한 물음」,『기술과 전향』, 서광사 , 1993, p.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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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122)
『존재와 시간』의 논의 전개과정에서 하이데거는 이미 이러한 사실을
꿰뚫어 본다. 이를테면 자연을 단순한 사물적 존재자로서 또는 기껏해야
도구적 존재자로서 인간들은 인식한다. 숲은 조림지, 산은 채석장, 강은
수력, 바람은 ‘돛을 밀어주는’ 풍력으로 인식되며, 논두렁에 핀 꽃은 식물
학자의 식물로 ‘땅에 있는 샘’은 지리학적으로 확정지은 강의 ‘발원지’로
인식된다. 이러한 시각에서는 ‘끊임없이 생동하고’, ‘우리를 엄습하고, 아
름다운 풍경으로서 우리를 사로잡는 사물로서의 자연은 은폐되고 만다.
그럴 경우 거주와 체류의 장소로서 삶의 근본 바탕이 되는 환경세계는
상실된다. 하이데거에 있어서 단순한 생존은 아직 결코 거주가 아니다.
과학과 기술이 생각하는 자연은 결코 이 근원적인 거주함의 장소가 못되
는 것이다.123)
하이데거는 ‘과학이 탐구하는 기술적으로 지배가능한 자연과 일상적으
로 익숙하고 또한 역사적으로 규정된 인간의 거주함에 적합한 자연스런
자연’을 구별하고 이것이 마치 두 개의 낯선 영역처럼 서로 대치되고 그
리고 끊임없이 가속화되어 점점 더 서로 격렬하게 떨어져 나가는 사태를
우려한다. “계산 가능한 자연이 마치 이른바 진정한 세계로서 인간의 모
든 사려와 노력을 자신에게 낚아채고 더 이상 시인에게 말거는 것이 되
지 못한다.”는 것, 그는 계산의 자연과 거주의 자연에 대한 균형 내지는
후자의 회복을 염원한다. 즉 “기술적으로 건축해낸 세계라는 건축물과
보다 근원적인 거주함을 위한 집으로서의 세계 이 양자에 대해 똑같은
방식과 강도로 마음을 기울이는 것”, “자연의 계산가능성과 기술을 새롭
게 경험된 자연의 자연성(자연다움)이 갖는 열린 비밀 속으로 되돌려 간
직하는 것”을 그는 염원하는 것이다.124)
하이데거는 인간이 존재의 진리를 사유함을 통해 이성적 · 도덕적 ·

122) 위의 책, p.166.
123) 이수정,『하이데거 그의 물음들을 묻는다.』, 생각의 나무, 2010, pp. 281-282.
124) 위의 책, p. 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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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적 주체라는 허망한 옷을 벗고, 우주 만물과 화동하면서 조화롭게
펼쳐지는 존재의 진리 안에 머무를 때, 이렇게 조화롭게 펼쳐지는 존재
의 진리의 세계를 ‘사방세계’ 라 부르고 있다.
사방세계는 과학적 관찰과 기술적 지배의 대상이 아니라, 하늘과 땅이
만나고 신적인 것들과 죽을 자들이 서로 시원적으로 만나 함께 하나로
어우러지는 개방적 관계의 그물망이다. 사물의 사물다움은 대상화하고
상품화하여 소비하는 데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땅과 하늘을 모으고
신적인 것들과 죽을 자들인 인간을 가까이 불러 모으는 가운데 드러난
다. 이럴 때 삶의 근원적 시원성은 회복될 수 있다. 하이데거의 사방세계
와 사물에 대한 고유한 사상은 대지를 위협하고 생태계를 황폐하게 하여
지구 온난화, 환경오염, 생물종의 멸종과 감소 등 생명 자체를 위험에 빠
뜨리는 이 하이테크놀로지 시대의 위험을 철저히 근원적으로 경험하도록
촉구함으로써, 이 시대의 위기적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근본적 성찰인
동시에 밝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사유의 채비이자 모험이다.125)
하이데거는 인간의 삶이 다시 무게와 가치를 회복하고 진정한 의미에
서 자유로운 삶이 되기 위해서는 사물들과 전적으로 새로운 관계를 확보
해야 한다고 보았다. 우리가 사물들에게서 자체적인 무게와 가치, 즉 고
유한 성스러움과 신비를 보고 경험하게 될 때 우리의 삶 역시 무게와 가
치를 회복하고 성스러운 성격을 띄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와 함께
우리의 삶은 걷잡을 수 없는 욕망에 의해서 내몰리는 상태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맛보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태에서 존재자들은 우리
가 지배해야 할 대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을 걸면서
다가오는 것으로 나타나며 우리는 이 세계를 성스러운 빛이 충만한 세계
로 경험하게 된다.126)
하이데거는 이렇게 존재자들이 자신의 가치와 무게를 회복하는 것을
존재자들로부터 그동안 빠져나갔던 존재가 다시금 존재자들에 깃드는 것
125) M. Heidegger, 이기상· 신상희· 박찬국 역, 『강연과 논문』, 이학사, 2008, p.504.
126) 박찬국,『하이데거와 원효의 비교연구』, 서강대학교출판부, 2010, p.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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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도 표현하고 있다. 존재자들이 우리의 욕망의 의욕의 대상으로 존
재할 때 그것에서는 본래의 고유한 존재는 박탈되고, 전혀 자체적인 존
재의미를 갖지 못하며 인간의 이해관심에 대해서 그것이 갖는 의미가 그
것의 존재의미가 된다. 이런 맥락에서 하이데거는 존재자들이 우리의 지
배 대상으로 나타날 때 그것들의 자체적인 존재는 달아난다고 말하고 있
다. 이에 대해서 우리가 존재자들에 대한 모든 지배욕망에서 벗어나 존
재자들을 그 자체로서 존재하게 할 때 존재가 다시 존재자들에게 깃들게
되며 존재자들은 더 많이 존재하게 된다. 이때 비로소 우리는 존재자가
‘존재 한다’는 사실 앞에서 경이를 느끼게 된다.127)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시각과 자세로 자연을 바라
보아야 하는 것이다. 우리가 마음대로 처분하고, 인간의 의지대로 관철시
켜야 할 부품으로서의 대상이 아니라 아끼고 존중해야 할 우리의 대지와
고향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다. 인간과 환경 세계의 관계를 새롭게
설정함을 통해 존재자는 자체적인 의미를 지니게 되고, 존재자들은 신비
하고 경이로운 자체적 의미를 되찾게 된다. 즉, 인간은 인간다워지고 인
간 이외의 것 또한 자신의 고유함을 간직할 수 있게 됨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것은 인간의 사유와 행동의 전향을 불러일으키게 되는 것이다.
하이데거는 이러한 인간의 사유와 행동의 전환을 “전향”이라고 부르고
있다. 이와 같이 왜곡된 인간과 환경 세계의 재설정은 인간 태도의 전향
을 촉구하여 인간으로부터 자연환경과의 올바른 태도 정립을 이끌어낼
수 있는 환경 윤리적 함의를 내포하고 있다. 인간과 환경 세계의 재설정
은 인간과 존재하는 모든 것, 즉 자연환경이 이분법적인 대립구도 상태
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그리고 있는 ‘사방’으로의 세계의 서로서로 속
해 있음 내지는 공존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공속적 존재사유
에서는 인간은 자연환경을 지배할 수 있는 주체일 필요도 없고, 인간이
인간 이외의 것을 존재하게 할 뿐만 아니라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하이데거의 ‘존재의 전향’을 통한 사유의 행동의 전환은
127) 위의 책, 같은 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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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이 자연의 가치를 인정하고 보호하며 자연환경과의 조화를 추구하고
자하는 인간의 태도 변화와 관계의 재정립을 이끌어낼 수 있는 환경윤리
적 근거와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다.

(2) ‘시적 거주’의 삶과 환경윤리

환경윤리에서 주장하고 있는 자연환경에 대한 태도변화를 위해서는 단
순한 인간의 태도변화보다는 이러한 태도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인간
의 본래적인 ‘거주하기’, 인간의 본래적인 존재방식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이데거는 인간의 본래적인 ‘거주하기’의 방식을 ‘시적 거
주’의 개념을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하이데거는 이러한 ‘시적으로 거주하기’의 개념을 간결하고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으로 횔덜린의 시를 들고 있다. 하이데거는 독일 시인, 그 중
에서도 횔덜린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철학적 분석을 시도한 적이 있다.
하이데거는 횔덜린 시 중에 몇 개의 송가를 중심으로 해석을 시도하였
다. 그 시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들어 있는데, 하이데거는 이 구절을
시짓기를 해명하는 중요한 실마리로 삼고 있다.

공적은 많다 그러나 이 대지 위에서
인간은 시적으로 거주한다.

지금까지 인간은 이 땅에 살기 위해서 무수히 많은 것들을 지으며 “문
화”를 일궈 왔다. 그 지어진 것들은 인간의 생존과 행복의 증진에 도움
이 되는 것들이다. 이런 것들을 짓고 만들기 위해 여러 가지 기술들, 즉
특정한 의미의 테크네가 촉진되었다. 그리고 인간의 짓는 행위와 짓는
기술 그리고 그것들의 결과는 좋은 이익으로 칭송된다.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일 수는 없다. 생존과 행복만을 위해 사는 것으로는 인간의 존재의
미가 충족되지 않는다. 이미 언급했듯이 거주하기는 근원적인 인간의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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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방식이며 인간 존재의 공간화이고 짓기는 인간을 그렇게 거주하게 하
는 것이다. 하이데거가 보기에 인간 존재는 인간의 자기 생존이나 행복
추구,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그것은 위에서 인용된 횔덜린의 시가 보
여주고 있는 바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 대지 위에서 인간은 시적으로
거주한다”128)
이 시구에서 “시적으로” 라는 말은 ‘이익’을 초과하고 그것의 기준으로
측정되지 않는 ‘잉여분’을 뜻한다. 이런 이유에서 시적인 것은 이익의 관점
에서 보면 언제나 쓸모없는 과잉의 여분일 뿐이며, 기껏해야 있으면 좋지
만 없어도 무관한, 삶의 사치로 여겨진다. 그래서 시적인 것은 비현실적인
공상이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거주하는데 있어 기껏해야 잉여의
장식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 하이데거가 보기에 이 잉여분이야말로 거
주하기의 본질에 맞닿아 있다. 시적인 것은 단순한 공상이 아니다.129)
하이데거는 서구의 역사를 규정해온 ‘눈앞의 존재’라는 존재이해에 대
해서 ‘존재자가 자신을 열어 보이면서 우리에게 다가옴이라는 의미의 임
재야말로 근원적인 존재이해라고 본다. 이러한 근원적인 의심의 존재는
우리가 존재자를 시적으로 경험할 때 개시된다. 존재자를 시적으로 경험
한다는 것은 현대의 과학처럼 존재자들을 지배하기 위해서 존재자들의
근거나 조건을 캐물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존재자에 대한 지배 의지
에서 벗어나 존재자들을 순연한 눈으로 보고 경험하면서 그것에서 발해
지는 존재의 빛에 감응하는 것’이다.
여기서 존재자들은 우리가 앞에 놓고서 보고 즐기는 대상으로서가 아
니라 오히려 자신들의 무한한 깊이로 우리를 사로잡는 사물(Ding)로서
나타나는 것이다. (그것이 사물로서 드러난다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거
론했던 사역130)으로서의 세계를 각각 자신 안에 모으는 것으로서 나타난

128) 김동규, 『하이데거의 사이-예술론』, 그린비, 2009, p.227
129) 위의 책, 같은 쪽.
130) 사역으로서의 세계는 하늘과 대지 그리고 신적인 자들과 죽을자로서의 인간이 서로 조응하
면서도 각자의 고유성을 유지하는 세계다. - 박찬국,『현대철학의 거장들』, 철학과 현실사,
2005, p.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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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이데거는 이렇게 조화롭게 펼쳐지는 존재의 진
리의 세계를『강연과 논문』에서 ‘사방세계’라고 부르고 있다.
하이데거에 따르면, 고대의 그리스인들은 ‘퓌지스’를 현대인들이 생각
하는 것처럼 우리 바깥에 존재하는 객관적인 실체로서의 물리적 자연이
아니라, ‘존재자들 모두가 스스로를 형성하면서 있는 그대로를 드러내며
하나의 통일적인 전체로서 열어 밝혀짐’으로 이해하였다. 그것이 어떤 것
이 되었든지 간에 존재자들이 그들 나름의 고유함을 실현하면서 그러한
고유한 것들로 자신들을 드러내는 가운데 하나의 통일적이며 조화로운
세계 전체로 열어 밝혀지는 것이 곧 퓌지스인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인
들은 존재자들 전체가 자신들의 본질을 드러내면서 그러한 존재자들로
드러나는 것을 경이로운 것 가운데 가장 경이로운 것으로 보았다. 이 점
에서 경이란 인간이 존재자들을 자신의 의욕이나 욕망에 맞도록 통제하
고 조작할 수 있는 대상이나 도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의지에
따라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고유한 본질의 구현자로 대하는 마음가짐이자
태도이며 자세라 할 수 있다.131)
하이데거가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경이는 비단 고대 그리스인들만이
아니라, 우리 선조들에게서도 발견되는 삶의 근본적인 정조(情調)에 해당
한다. 경이는 자신과는 다른 것들을 자신의 의지나 의욕 등에 종속시키
거나 환원시킴이 없이 자신과는 다른 고유한 것들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
이는 가운데 그 ‘다름’에 대하여 경탄하면서 이를 진정 ‘놀라운 것’으로
받아들이는 마음이자 그러한 마음이 스며들어 있는 삶의 자세이고 태도
이다. 따라서 그것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존재자들이 우리 자신
과는 구분되는 것이면서도 우리의 의지대로 좌지우지할 수 없는 각자의
고유한 의미와 본질을 지니고 있다는 깨달음을 잉태하고 있는 근본적인
기분 상태이다.132)
그러나 현대는 이전 선조들의 시대와는 질적으로 전혀 다른 시대이다.
131) 엄태동 「하이데거 눈에 비친 현대인의 삶과 교육」,『교육철학연구』제33권 2호, 2011,
p.56.
132) 위의 책, 같은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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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데거가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현대는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인간의
의욕과 욕망의 실현을 위하여 동원되어야 하는 도구나 부품으로만 간주
하여 드러내는 ‘몰아세움(닦달)’의 시대이다. 자신의 주변에 존재하고 있
는 것들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면서 이것들과 조화를 이루어 하나로 어우
러지는 삶을 살던 인간이 이제는 주변의 모든 존재자들을 자신들의 목적
과 의욕에 맞도록 통제하고 관리하며 변형하고 조작해야 될 대상으로만
사유하는 시대가 열린 것이다. 이러한 시대의 열림과 함께 이전 시대 인
간의 삶을 사로잡고 있던 경이라는 근본 기분은 인간의 곁을 떠나버리게
되며, 이로 말미암아 현대인은 더욱 더 경이라는 근본 기분으로부터 멀
어지고 이를 망각하게 된다.133) 그러므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자연과
환경에 대한 경이로움과 신비는 떠나가고 본질적인 의미를 잃어간다. 자
연에 대해 자기의 의지만을 관철시켜가고 이용하려고 하는 지배자의 행
세를 하게 된다. 이러한 시각을 변화시키고,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자연과 환경과의 관계를 맺으며, 자연 속에서 울리고 있는 존재의 소리
에 마음을 여는 법을 배워야 한다. 하이데거의 시적 거주함은 침묵에 귀
를 기울이며 자연에 귀기울이는 것이다. 혹자는 풀과 나무들, 바위들, 새
들, 바람, 달 등도

자신의 스승이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자

신을 제외한 모든 것이 스승이 될 수 있음을 뜻한다. 이것은 불교의 진
리와도 상통하고 있다.
환경학자 카슨 또한 환경위기에 대한 대안으로 우리의 마음가짐 및 삶
의 전환의 자세를 제시한다. 자연을 이기려고 하기보다 그 질서에 순응
할 줄 알아야 하며, 거기서 아름다움과 경외감과 신비를 느낄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를 둘러싼 우주의 존재와 경이로움에 주의를 기울일수록 파괴적인 성향
을 멀리하게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경이로움과 겸손함이야말로 건전한 감정이
고, 그들은 파괴적인 욕망 옆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134)

133) 위의 책, p.57.
134) 린다 리어, 김선영 역,『잃어버린 숲: 레이첼 카슨 유고집』,그물코, 2004, p.137. 박찬구,

- 72 -

시는 존재자들을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정보를 전혀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 삶에 아무런 도움도 줄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하
이데거는 인간은 정보 없이 인간답게 사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러한 시
없이 인간답게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시를 잃어버리고 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하면서 자신의 생존을 유지하고 자신의 힘을 강화하는 것
에 몰두하는 인간은 로봇과 같은 존재다. 인간은 인간인 한, 이렇게 로봇
처럼 살면서 자신의 삶에 만족할 수 없다. 인간은 자신과 사물들의 고유
한 존재를 드러내면서 그러한 존재의 충만함을 느끼는 것을 통해서만 자
신의 삶에 진정으로 만족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인간은 본래 시인이
며 시인으로서 지상에 거주해야 한다. 인간이 시인으로 거주하지 않고
단순히 과학자나 기술자로 존재하는 한, 인간은 부지불식간에 항상 자신
에 대한 불만과 불안 그리고 권태에 사로잡혀 있게 된다. 그런데 사람들
은 이러한 불만과 불안 그리고 권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근본적인 길을
모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부분의 경우 그러한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인간 자신들을 포함한 모든 존재자들에 대한 지배와 남용을 더욱
더 추구하게 되며 소비와 향락을 더욱더 탐닉하게 된다. 그 결과 권력이
나 소비물자와 향락 물자를 둘러싼 인간들 간의 갈등은 그치지 않게 된
다.135)
하이데거는 횔덜린 시를 해명함에 있어서 ‘회상(Andenken)’을 송가의
입장에서 해석하고 있는데, 그 전반에 있어서 ‘축제’ 와 ‘축제적인 것’이
주요 주제로 다루어진다. 고향을 떠나 있다가 고향으로 귀환하는 것은
일종의 ‘축제’에 해당하며 이 ‘축제’는 일상으로부터 벗어나는 휴식과 일
상적 자유로움의 획득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 즉 인간이 일상 속에
파묻혀 있어서 존재를 망각하고 있는 삶과 일종의 통속성을 벗어나 자기
본래의 고유성과 존재가능성을 회복하려는 것, 인간답게 존재하는 것이
라 볼 수 있다. 이것이 하이데거가 횔덜린 시의 해명을 통해 나타내고자
2012,『우리들의 응용윤리학』,울력, p.195 재인용.
135) 박찬국,『현대철학의 거장들』, 철학과 현실사, 2005, p.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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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던 ‘시적으로’ 존재함에 함축된 의미이다.
횔덜린은 인간이 자신의 본질바탕에 있어서 ‘시적으로’ 존재한다고 말
한다.136) 인간이 이 땅 위에 시적으로 거주한다는 것, 다시 말해 인간이
터-있음의 터(Da des Da-seins)에서 인간답게 존재한다는 것은, 인간이
그 위에서 인간답게 존재하는 터-있음의 터가 환히 밝혀져 생기하는 한
에서만 가능하다. 이 터-있음의 터는『존재와 시간』을 중심으로 한 그
의 후기사유에서는 ‘존재의 장소’, ‘진리의 터전’, ‘근거짓는 근거’, ‘바탕
없는 바탕’, ‘무화하는 무의 자리’, ‘생기의 심연’, ‘존재의 시간-놀이- 공
감’,

‘사방세계’,

‘회역’,

‘무-한한 관계의 중심’, ‘시원’, 등으로 다양하게

드러나고 있다.137)
하이데거의 ‘대지’는 퓌지스에 거주하고 보존하고 자기 은폐하는 양상
인데, 기술의 시대에 대지 위에 거주한다는 것은 곧 대지를 구한다는 것
이다.138) 이는 대지 위에 시적으로 거주함은 진정한 환경윤리를 위한 가
능성을 구성하는 것이라고 여겨진다.139)
결국, 환경 내지 자연에 대한 관계 회복은 ‘시인(Dichter)'140) 의 안내
를 받아 이 땅에 거주함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자연의 고유한 자연
다움을 회복하기 위해 하이데거는 시인의 역할에 기대를 건다. 그런 시
인의 역할을 하이데거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136) 횔덜린이 노래하는 ‘시적인 거주함’은 하이데거가 사유하는 ‘존재의 사유’와 똑같은 것은 아
니지만, 횔덜린의 시지음과 하이데거의 사유함 사이에는 이 양자의 본질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간과할 수 없는 친밀성이 깃들어 있다. -M. 하이데거, 신상희 역,「철학-그것은 무엇인가」,
『동일성과 차이』, 민음사, 2000, p.100 이하 참조. - 신상희 역, 횔덜린 시의 해명 재인용.
137) M. 하이데거, 신상희 역,『횔덜린 시의 해명』, 아카넷, 2009, p.457.
138) Foltz, Bruce Vernon., Heidegger, environmental Ethics, and the Mentaphsics of
Nature, The Pennsylvania State Univ., 1985, p.241.
139) 김향선 ,「하이데거의 기술철학」,『철학연구』, 제 52집, 철학연구회, 2001, p.90.
140) 이는 세가지 사실을 전제로 한다. 첫째는 그가 횔덜린과 더불어 인간의 거주함 (Wohnen)을
“시적으로 이 지상에 거주한다”는 것으로 파악한다는 것, 둘째는 누구나가 이렇게 시적으로 거
주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 셋째는 시인은 시적 거주의 표본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시인이 역할
이 요구되는 것이다. 하이데거가 생각하는 시인은 그러나 지인(Hausfreund)이라는 성격을 갖
는 아주 특별한 시인이다. - 이수정,『하이데거 그의 물음들을 묻는다.』,생각의 나무, 2010,
p. 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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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인은 세계를 하나의 발언 속으로 불러 모은다. 그 발언의 말은 하나의 부드
럽고 절제된 빛남으로 머물고, 그 빛남 속에서 세계는 마치 처음으로 보여진 듯
이 나타나게 된다. 시인은 그저 교훈을 주려고도 하지 않으며 교육하고자 하지
도 않는다. 그는 그가 우리와 함께 말하기 위해 미리 마음을 기울이는 본질적인
것에 독자가 스스로 마음을 기울이게 되도록 독자를 내버려 둔다.141)

“교훈을 주려고도 하지 않으며 교육하고자 하지도 않는다”는 것은 긍
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무’의 자세를 가지고 의욕과 욕망에서 해방되어
야만 사물의 본질을 비로소 사유할 수 있음을 뜻한다. 이러한 자세는 시
인의 안내를 받아 이루어지는 것이다. 곧 우리는 시인의 안내를 받아 본
질적인 것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사물의 고유한 의미 즉, 자연의 자연다
움 환경의 환경으로서의 자체 의미를 올바로 이해하게 되는 것이다. 그
러한 이해가 널리 실천되기 어려운 것일지라도, 그것은 자연을 훼손하고
지배하려는 사고방식을 거부하는 그를 통해 자연의 자연다움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한 이해가 비록 모든 인간이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닐지라도, 그것은 현대 사회에 만연해 있는, 자연을 훼손하고 지배하고
자 하는 사고방식을 직접적으로 공략한다.
이를 정리한다면, 하이데거의 관점에서 볼 때, 현대문명의 시대적 양상
으로 모든 존재자들을 목적과 의욕에 맞게 통제함으로써 이전 시대의 인
간의 삶을 사로잡고 있던 경이라는 근본 기분을 상실함에서 우리는 환경
문제의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시인’의 안내를
받는 진정한 거주 개념을 내포하고 있는 ‘시적 거주의 삶’ 이 필요하다.
시적인 삶은 존재자가 ‘본질적인 것’에 스스로 마음을 기울이게끔 하는
삶이며, 이러한 마음 자세에서 우리는 환경윤리적 가치를 체득하고, 이
시대에 직면한 환경 위기 극복을 위한 통찰을 찾아낼 수 있다.

141) 같은 책, p.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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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맡김’의 사유와 도덕적 성찰

하이데거는 기술시대의 위기에 대한 구체적 대안으로서 ‘내맡김’의 사
유를 제시한다. 그는 ‘내맡김’과 ‘개방성’의 사유를 통해 과학기술적인 관
점에서 은폐되어있는 사물과 인간, 동물 등의 본래적 성격을 새롭게 드
러내고자 하였다. 이는 하이데거가 근본적인 문제로 삼았던 문명의 ‘몰아
세움’과 ‘탈은폐’, ‘부품화’로부터 벗어나 망각된 존재자 전체의 본래성,
소박한 충만감과 안정을 찾는 것을 의미한다. 하이데거가 제시하는 ‘내맡
김’의 사유가 뜻하는 바를 ‘내맡김’의 ‘개방성’의 의미고찰을 통해 규명하
고자 한다. ‘내맡김’과 ‘개방성’은 본래 하나로 속하는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개방성’의 의미에 비중을 두고 그 개념에 관하여 상세히 고
찰하기 위하여 개별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1) 진리의 사유를 향한 ‘초연한 내맡김’

지금의 이 시대는 모든 것을 처분 가능한 대상으로 여기는 기술이 지
배하는 시대, 즉 존재하는 모든 것이 자신의 본질을 잃고 단지 부품으로
만 있는 시대다. 그런데 이러한 것은 표상적 사유 내지는 계산적인 사유
방식으로 인해 나타난다. 표상적 사유의 근본 특징은 욕구와 욕망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표상적 사유의 본질은 표상하는 주체가 표상되
는 객체 또는 대상의 세계를 근거 짓기 위해 스스로 기투하는 자발적인
행위 또는 대상의 세계를 장악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시대
는 존재하는 모든 것이 자신의 신비스러움과 고유함을 상실한 채 단지
주문 요청되는 위기의 시대인 것이다. 시대적인 문제를 해결하게 위해서
는 감각적인 사유와 무-사유로부터 벗어나 깊이 있게 사유하는 분위기
와 성찰적인 환경을 만들어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존재의 진리를 사유하는 것 음미하는 사유, 즉 숙고적 사
유의 자세와 태도를 갖는 것이다. 그런데 의욕과 욕망이 만연한 사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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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과연 깊이 있게 사유하는 태도를 보일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은 우리
가 사유의 본질이 무엇인가 진정성을 가지고 찾아보고 욕망을 버릴 때
가능해진다. 프로이드는 욕망의 끝은 죽음이라고 말했듯이, 인간에게 있
어 욕망을 포기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욕망을 버리고 욕망이
없는 장소로 들어가 참답게 머물러 있는 태도를 보일 때 깨어 있음은 가
능할 수 있다.
이러한 것을 행할 수 있는 태도에 대해 하이데거는 ‘초연한 내맡김(die
Gelassenheit)’을 제시했다. 신비주의자들의 초연한 내맡김은 욕망의 덩
어리가 있는 자신의 의지 속에 있는 깊은 밑바닥까지 투철하게 거부하는
것을 말하지만, 하이데거의 존재사유에 대한 초연한 내맡김은 현상적으
로 드러나 있는 사물들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세계에 감추어진 의미에 대
해 눈과 귀를 열어서 바라보는 ‘초연한 내맡김’을 말한다. 이는 철저하게
물화된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부품(der Bestand)’으로 인식되고 이
성 또한 도구화되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정체성을 잃고 앞으로만
나아가려고 하는 우리에게 사유의 전환과 태도의 변화를 알려준다. 하이
데거의 이러한 내맡김의 태도는 일종의 의식적인 포기의 태도와 침착,
인내, 신중함을 의미한다.142)
초연한 내맡김은 존재 진리의 열린 장, 즉

‘만남의 장’과의 적합한 관

계를 말한다. 그런데 존재하는 모든 것이 부품이 되어버린 이 시대에 이
초연한 내맡김은 ‘사물들에로의 초연한 내맡김’이라 표현한다. 사물들에
로의 초연한 내맡김은 우리를 황폐화하는 기술적인 대상들에 대해 ‘긍정’
과 ‘부정’을 동시에 취하는 태도로서 기술 세계에 은폐된 의미에 대해 눈
과 귀를 여는 태도를 말한다. 인간은 몰아세움의 위험 속에서도 언제나
구원이 다가올 수 있게 마음의 문을 열어 놓아야 한다. 이것은 기술세계
에 은폐된 존재의 진리, 즉 ‘비밀’에 대해 열려 있는 태도를 말한다. 그래
서 ‘사물들에로의 초연한 내맡김’은 ‘비밀에 대해 열려 있음’을 말하는 것
142) Lovitt, W & Lovitt , H.B. Modern Technology in the Heideggerian Perspective Ⅱ권,
(Edwin Mellen press, 1995,) p.544 참조. 김향선 ,「하이데거의 기술철학」,『철학연구』, 철
학연구회, 2001, 제 52집,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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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하이데거는 이러한 초연한 내맡김을 통해 기술시대의 위기를 극복
하고자한다. 내맡김은 표상적 사유로부터 스스로를 해방시켜 존재진리의
열린 장, 본질적인 만남의 장에 진입하여 참답게 머무름을 뜻한다. 이를
통해 우리는 새로운 삶의 토대와 터전을 얻을 수 있다. 그러므로, 하이데
거가 촉구하는 것은 인간의 사유의 전환 내지는 인간 태도의 변화이다.
말하자면, 성찰적 자세와 숙고함(Besinnen) 내지 명상적 사유를 통해 이
루어지는 하이데거의 초연한 내맡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사유
의 전환 내지는 태도의 변화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이 현 시대의 위기를
극복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이다.
내맡김에 대하여 최상욱은 하이데거의 몇 가지를 인용하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첫째, 그것은 우연이 아니다. 그것은 가슴으로부터의 부단한 사유의 결
과로 나온 것이다.
둘째, 이런 뜻에서 내맡김은 ‘무에 대한 의욕(Nichts-Wollen)’이 아니라
‘의욕하지 않음(Nicht-Wollen)’이다.
셋째, 내맡김은 능동성과 수동성 밖에 있다.
넷째, 내맡김은 ‘신(神)의 의지’가 아니다.
다섯째, 우리는 이 내맡김 안에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다려야 한다.’
여섯째, 내맡김은 생명의지의 부정이 아니라 결단(Entschlossenheit)이
다.143)
하이데거의 ‘내맡김’은 표상적 사유에서 벗어나서 존재의 새로운 도래
를 기다리고 숙고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다. 하이데거에게서 ‘내맡김’은
전적으로 자유롭고, 전적으로 존재의 지배로 통하는 사유의 발생 방법을
지칭한다. ‘내맡김’으로서 위임은 저절로 드러나는 이중의 것과 비교하여
자신을 순수하게 기다림 속에서 유지하는 생각의 행동방식이다. 그러한
기다림은 침착한 평정 속에서 드러난다. 모든 자기 단정과 주장을 포기
143) 최상욱,「하이데거에 있어 생명의 의미」,1999, p.14, 황필효,「하이데거의 생명관」,『종교
연구』21권, 한국종교학회, 2000, p.44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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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후에 비로소 그것은 본질에 의존하게 되며, 본질 속에 깃든다. 이러한
내맡김의 길로서 실천들은 종교적 사유와 행위의 전형들이며 자아와 자
연이 하나됨을 깨닫는 길이며 즉 비(非)자아의 원리를 숙고하게 되는 길
이다. 이것은 표상적 사유로부터 존재의 진리에로 열리는 내맡김으로서
사유의 길이다.144)
기술시대의 극복을 위해 인간은 이성이 지배하는 합리적인 표상적 사
유의 틀을 버리고, 계산적 사유를 벗어나야 한다. 현대사회에서 인간은
자본의 이익과 외모지향주의 등에 따른 표상적 사유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도 수지타산에 의해 맺어지고 끊어지는
피상적인 것이 되고 있다. 때문에 인간의 소외와 비인간화 등의 문제가
야기된다. 현대 사회의 표상적 사유와 가치의 지배는 존재를 망각하여
일어난 일이다. 존재망각은 존재이탈로 자신의 존재성에 대해 깊이 있게
사유하지 않은 결과이다. 근원적인 사유의 부재는 존재자의 신비스러움
과 생명의 고귀하고 고유함을 상실하여 오직 앞에서 발견될 뿐인 대상으
로 마주해 서 있는 것만 바라보는 표상적인 사유함만을 인도한다. 초연
한 내맡김의 의미는 우리가 공동체로 함께 속해 있음, 서로가 서로에게
속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스스로 자기중심성을 벗어나 인간 존재
자들과 함께 공속하는 존재의 부름을 향해 터-있음의 열림 속에서 자기
를 개현하는 것이다. 그 속에서 비로소 우리는 자연과 자신 속에서 현존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
박찬국에 따르면, 하이데거의 ‘내맡김’의 태도는 에리히 프롬이 기술문
명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제시한 ‘사랑’의 태도와도 일치하는 측면을
지닌다. 기술문명의 한계 극복을 위해 하이데거는 존재에 대한 회상을
강조하고, 프롬은 살아있는 것들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불러일으키고자
한다. 프롬에게 사랑은 상대방의 생명과 성장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책임, 그리고 존경이며, 이러한 존경은 어떤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고 그
의 독특한 개성을 아는 능력이다. 내맡김이란 개념은 프롬의 사랑(Liebe
144) 김향선,「하이데거의 기술철학」,『철학연구 제 52집』, 철학연구회, 2001, p.9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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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하이데거식으로 달리 말한 것에 불과한 것이다. 하이데거에 의하면
사랑이란 사랑받는 자가 그 자신이 되도록 돕는 것이며, 그것을 하이데
거는 존재자를 그 자체로 존재케한다(Sein-Lassen)는 용어로 표현한 것
이다.145)
이러한 태도에서 사물은 기술의 대상으로 사유되지 않는다. 프롬의 사
상에서 사랑과 존경이 상대방에 대한 통찰을 전제로 하는 것처럼, 우리
가 사물에 대한 통찰과 열린 태도로서 자신을 개방할 때, 사물은 스스로
를 은폐하면서 우리에게 스스로를 보여준다. 이것이 ‘생기’가 의미하는
바이다. 우리가 ‘내맡김’의 태도를 가질 때, 사물은 사물로서 생기하며
(Das Ding dingt), 비로소 대지와 하늘과 신적인 것으로부터 우리라는
존재에게 보내진 선물로서 존재한다. 우리는 사물이 생기함으로 자신을
열어 보일 때, 그것에 대한 개방적 태도를 가짐으로서 우리는 인간 주체
성에 대한 임의적 세계파악을 벗어나, 보내진 무언가로서의 사물의 생기
함에 몸을 맡김으로서의 사유(Denken)를 심화시킬 수 있다. 이것을 하이
데거는 우리는 터-있음의 개현이라 표현한다.
우리가 이러한 내맡김의 태도를 가질 때, 인간은 기술로부터 자유로워
지고 기술의 본질에 은폐되어 있는 위험을 직시할 때에 비로소 탈현대적
인간에게 가능한 자유가 발견될 수 있다.

(2) ‘내맡김’과 ‘개방성’의 성찰적 자세

하이데거는 ‘내맡김’의 숙고적 자세와 더불어 드러나는 이러한 터-있
음의 개현을 ‘비밀을 위한 개방성’이라 부르고 있다. 비밀을 위한 개방성
이란 “기술적 세계 안에 감추어져 있는 의미를 향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열어두는 태도”를 말한다. 여기서 그가 말하는 비밀 (Geheimnis, 기술적
세계) 안에 감추어져 있는 의미는 “스스로를 우리에게 은폐하는, 더욱이
145) 박찬국,「기술문명에 대한 하이데거와 프롬의 사상」,『하이데거와 근대성』, 철학과 현실사,
1999, pp.358-36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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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우리를 향해 도래하면서 은폐하는 그러한 것”, “그러한 방식으로
스스로를 현시하고 또한 동시에 스스로를 물러나게 하는 그러한 것”이
다. 하이데거 철학에 있어서 전체의 맥락에서 볼 때, 이 비밀이라는 것은
존재를 의미하기도 하며, 사태나 현상, 진리를 뜻하는 것이라는 것을 추
측해낼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 자연 또는 우리가 속한 세계를 바
라보는 통찰을 얻을 수 있다. 바로 그러한 비밀을 위해 하이데거는 그것
이 우리에게 말을 걸고 우리에게 관련해 올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열어
둘 것을 권고하고 있는 것이다.146)
열어둔다는 것은 우리 자신들의 관심을 그것 쪽으로 향한다는 뜻이며
다른 어떤 것, 예컨대 기술적인 것에 함몰됨으로써 그것으로의 방향을
차단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인간은 이 사물, 곧 환경, 세계, 자연들과 서
로 ‘만남의 장’ 혹은 ‘열린 장’을 갖게 된다. 우리는 이것을 자연세계와
기술 세계를 지배하며 통제하려는 사유에서부터 스스로를 해방하여 환
경, 세계, 자연의 단순 소박한 개방적인 사태 속에 근접하여 다가가는 것
이다. 그런데 우리 현대인은 과학기술 문명을 살아가면서 특히 기술적인
것에 의해서 진리를 향한 길을 차단당하고 있다. 그래서 열어둠의 태도
로의 변화가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다.147)

그와 같이 모든 기술적 과정들 속에는 하나의 의미가 지배한다. 그것은 인간
의 영위에 대해 응답을 요구하며, 인간이 처음으로 발견해내거나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 원자기술의 지배는 점점 더 고조되어 섬뜩한 것이 되고 있는데,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지 못한다. 기술적 세계의 의미는 감추어
져 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특별히 그리고 꾸준히, 기술적 세계의 도처에서
어떤 감추어진 의미가 우리에게 접촉하고 있다는 것을 주의한다면, 우리는 곧바
로, 스스로를 우리에게 감추는 것, 더욱이 우리를 향해 도래하면서 감추는 것,
그러한 것의 영역 속에 서게 된다. 그러한 방식으로 스스로를 나타내고 동시에
스스로를 물러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비밀이라 부르는 것의 근본특징이다.
146) 이수정,『하이데거 그의 물음들을 묻는다.』, 생각의 나무, 2010, p.301 이하 참조.
147) 위의 책, 같은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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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이와 같이 기술의 의미를 주목하면서 그것을 넘어 진리로 나아가고

자 하는 것, 기술의 위험 속에서 기술로부터의 구원을 모색하고 그렇게
해서 진리와 발현이라고 하는 비밀, 그런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이데거가 우리에게 촉구하는 길이다.
이렇게 그는 사물을 향한 내맡김과 비밀을 위한 개방성의 자세를 우리
에게 요구하고 있다. 이것을 통해 그는 우리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
주고 있다. 그의 서술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의 완
전히 다른 방식으로 세계 안에 체류하게 하는 가능성”149) 이다. 그가 이
러한 태도들을 요구하는 것은 그것이 우리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
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들은 우리에게 하나의 새로운 근본과 지반을 약
속한다. 그 근본과 지반 위에서 우리는 기술적 세계에 의해 손상되는 일
없이 그 세계 안에 설 수 있고 존속할 수 있다. 그것들은 우리에게 하나
의 새로운 토착성에 대한 전망을 보여주고 있다. 이 새로운 토착성이 지
금 급격하게 소멸해가는 옛 토착성을 하나의 변화된 형태로 되살리는 것
까지도 언젠가는 가능케 할 것이라고 하이데거는 내다본다. 여기서 말하
는 토착성 근본, 세계 등은 앞서 살펴본 맥락에서 볼 때 진정한 환경의
다른 이름들이다. 이것을 되살리고 회복하는 것, 그것이 곧 인간의 본질
을 구출해내는 것이다. 인간의 본질은 세계 안에 존재하는 것, 사는 것,
체류하는 것, 특히 세계와 관계하면서 시인처럼 거주하는 것이다.150) 토
착성의 회복은 바로 이러한 본질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문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무엇
인가? 그것은 사유하지 않는 세태에서 벗어나 사유해야 할 것을 제대로
사유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유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리고
내맡김의 사유와 개방성의 자세는 우리를 그러한 방향으로 인도한다.
인간이 사유해야 할 사유의 진정한 사태는 존재의 진리이다. 그런데

148) M. Heidegger,『Gelassenheit』, (Neske: Pfullingen, 1977). p.24.
149) 이수정,『하이데거 그의 물음들을 묻는다.』, 생각의 나무, 2010, p. 301 이하 참조.
150) 위의 책, p.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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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의 진리는 단순하고 소박하여 눈에 잘 띄지 않는 미미한 것이다. 한
송이 장미꽃은 소박하고 미미하게 느껴지는 것이지만 장미꽃의 피어남에
는 하늘과 대지의 기운이 하나로 어우러져 세계를 열어 보이는 존재의
사건이 찬연히 생기하고 있다. 인간이 이러한 경이로운 사건을 맑은 눈
으로 바라보고 향유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인간은 존재의 이웃이 된다.
인간이 존재의 이웃이 될 때, 비로소 인간은 인간 자신의 본질로 귀환할
수 있다. 그때 인간은 이성적 ·도덕적·기술적 주체라는 허망한 옷을 벗
고, 우주 만물과 화동하면서 조화롭게 펼쳐지는 존재의 진리 안에 머물
수 있다.151)
지금까지 논의한 ‘내맡김’의 사유와 ‘개방성’의 성찰을 통한 하이데거의
관점을 도덕교육에 적용한다면, 그 메시지가 주는 시사점과 함의는 다음
과 같다.
‘내맡김의 사유’에 따라 사심 없이 사물을 받아들이고, 기다림의 자세
와 열린 마음을 갖는 자아 성찰적 자세를 갖는 것이다. 고향상실, 토착성
의 상실을 하이데거는 인간의 본질인 사유 즉 ‘성찰’의 상실에서 오는 것
으로 파악한다. 여기에서 성찰하는 추사유는 계산적 사고와 본질적으로
구별되는 개념이다. 계산적 사고는 “근본의 힘을 간직하는 고향, 즉 대지
에 인간이 토착하는 고향”을 생각하지 않는다.
하이데거의 초연한 내맡김은 이러한 기술시대의 ‘계산적 사유’152)를 극
복하고 현상적으로 드러나 있는 사물들의 존재를 인정하는 태도를 의미
151) M. Heidegger, 이기상· 신상희· 박찬국 역, 2008,『강연과 논문』, 이학사, p.504 참조.
152) 계산하는 사고의 특징적인 점은 다음에 있다. 즉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탐구하고 하나의 기
업을 설립하고자 할 경우, 언제나 주어진 사정들을 가지고서 계산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그 사
정들을 일정한 목적들을 향해 산정된 의도에서 그것들을 계산에 넣는다. 우리는 미리 일정한
결과를 염두에 두고 계산한다. 이러한 계산이 계획하고 탐구하는 모든 사유를 특징짓는다. 이
러한 사고는 수로 연산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계산기나 대규모 계산 장치가 사용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여전히 계산이다. 계산하는 사고는 산정한다. 그것은 끊임없이 새롭고 점점 더 전
망이 풍부하고 동시에 값싼 가능성들을 가지고서 산정한다. 계산하는 사고는 하나의 기회에서
다음 기회로 쫓아다닌다. 계산하는 사고는 결코 조용한 법이 없으며, 성찰에는 이르지 않는다.
계산하는 사유는 성찰하는 사유가 아니다. 즉 존재하는 모든 것 속에 주체하는 의미에 대해 추
사유하는 그런 사유가 아닌 것이다. -이수정,『하이데거 그의 물음들을 묻는다.』,생각의 나무,
2010, p.289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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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즉, 세계와 사물에 감추어진 의미에 대해 눈과 귀를 열어서 바라보
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다. 하이데거는 바로 선입관 없이 있는 그대로 세
계와 존재를 바라보는 태도를 권유하고 있다. 초연한 내맡김은 능동적의
영역도 수동적의 영역에도 속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가 사물에 대한
욕구를 벗어나 초연한 내맡김의 자세를 갖는 것은 의지적 방식으로 나타
나서는 안된다. 그럴 경우엔 또다시 표상적 대상화의 우려가 있기 때문
이다. 내맡김의 태도는 결코 의지의 영역에 속하지 않으며, 이는 세계의
존재에 대해 어떤 욕구도 갖지 않고 ‘내버려 둔다’는 쪽에 가깝다. 따라
서 이 내맡김 또한 자발성에 의해서가 아니라 비자발적인 방식으로 동기
부여 되어야 한다. 말하자면 어떤 근본기분에 의해 새로이 동기 지어져
야 한다. 현대기술시대에서 이를 가능케 하는 근본기분으로 고려될 수
있는 것이 경악(Erschrecken)이나 불안 그리고 경외(Scheu)와 같은 것이
다. 그러나 이러한 기분조차 인간이 임의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
다. 이것에 대해 하이데거는 “우리는 아무 것도 해서는 안되며, 오히려
기다려야 한다” 고 말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은 이러한 기분
이 도래할 때까지 마음을 열고 기다리는 것이다.153)
초연한 내맡김은 비-욕구적인 태도로 사물의 감추어진 고유한 의미를
사색하는, 이를 위해 기다리고 인내하고, 감추어진 진리에 대해 마음을
열어 보이는 태도인 것이다. 이를 통해 기술시대의 계산적이고 표상적인
사유를 극복하고, 음미하고 사색하는 숙고적 사유의 자세와 침착하고 사
려 깊은 자아성찰의 자세를 가질 수 있다.

153) 여기에서 “기다림 안에서 무엇을 기다리는 것 조차 열어두어야 한다”는 그의 주장은 모든
것을 제자리에 놓아두어야 한다는 노자와 선불교의 사상과도 유사한 맥락을 지닌다. -황필호,
2009,「하이데거의 생명론」,『종교연구』21권, p.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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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몰아세움’의 극복을 통한 자율성 회복

하이데거의 관점에서 기술시대 탈은폐의 양상인 기능화와 획일화를 지
양하고 있다고 가정할 때, 존재자의 본질적인 양태 즉, 존재자의 고유성
을 되찾아가는 과정은 개개인의 자율성, 고유의 정체성 회복의 메시지를
함의하고 있다. 하이데거는 성찰과 사유의 자세를 통하여 종속된 부품의
역할의 삶에서 탈피함을 통해 인간의 자율성과 정체성을 회복할 것을 간
접적으로 권고한다. 그리고 이러한 인간의 자율성과 정체성의 회복은 자
율성과 정체성을 지닌 스스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도덕적 주체로서의 삶
을 권장하는 도덕교육에 있어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기술에 의해 세계는 지배되고 통제되어야 할 존재자의 총체로서 탈은
폐 된다. 기술은 시대의 한 분야가 아니라 과학에서부터 산업, 예술에 이
르기까지 시대를 총괄하는 시스템이다. 그 시스템 안에서 인간은 존재와
의 관계를 이해하지 못한 채 기술에 의한 지배와 통제의 대상으로 전락
한다. 현대의 인간은 하이데거가 말한 세계-내-존재이기 앞서 기술 시스
템-내-존재이다. 그리고 기술문명시대인 오늘날 탈은폐로서의 진리는 다
름 아니라 기술의 이념인 몰아세움이다. 그러나 기술의 진리는 모든 능
력을 동원해 존재자로부터 자신이 원하는 바를 최대한 쥐어 짜내는 일에
매물되어 있기에 그 존재자 배후의 존재에 육박하지 못한다. 앞서 보았
듯이 기술의 쌍생아인 과학은 존재자의 수학적 진리를 탈은폐하는 역할
에는 탁월하지만, 존재의 진리를 탐구하는 데에는 철저히 무능력하다. 과
학과 기술은 그 본질적 맹목성과 분주함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본질과
한계를 스스로 반성할 수 없다.154)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탈은폐의 양상은 기능화와, 획일화, 부품화로
드러나게 되며, 이는 현대인의 삶과 교육에 있어서 사회적으로는 교육의
도구화로, 개개인에게는 본연의 고유성과 자기상실의 태도로 나타나게
된다.
154) 이승종,『크로스오버 하이데거』, 생각의 나무, 2010, p.31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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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술의 본질인 ‘몰아세움’과 ‘닦달’의 부자연스러운 방식의 접근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인간과 사물, 자연, 환경의 고유함을 수용하는 마음으
로 재촉하지 않고 묵묵히 조망하는 자세를 필요로 한다. 또한 인간과 사
물을 도구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점차 도구화되어가고 있는 삶과 교육을
벗어나 사물을 경이와 경외의 눈으로 바라보았던 근원적인 마음을 되찾
는 것이다. 그래서 하이데거는 미리 명시되어 매우 도구적인 성격을 갖
는 빈번한 일 속에 우리의 사유를 가두게 하여 많은 사유의 가능성들을
사전에 차단하여 버리는 사유의 기계화에 반대하였다.
하이데거에게 진정한 사유는, 미리 상세히 규정된 정보와 개념들로 구
성하는 일련의 조각들을 모으는 일이 아니고, 미지의 세계를 탐구하는
흥분되고 노력이 요구되는 여행이다. 그것은 우리의 인식 속에서 이미
시작되어 있지만 아직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무언가가 일으키는 힘으
로 전진해 나가는 과정이다.155)
오늘날의 교육은 이렇게 미지의 은폐되어 있는 세계를 탐구해나가는
본연의 자세를 벗어나 ‘몰아세움’의 양상과 계산적 사고를 벗어나지 못하
고 있다. ‘몰아세움’이란 ‘무리하게 요구하는 것’이며 ‘도발 요청하는 것’
을 뜻한다. 이러한 몰아세움은 지배와 통제의 몰아세움이다.
탈은폐를 하도록 몰아세워지기 때문에 자연은 석탄을 내놓으라고, 우
라늄을 내놓으라고, 열매를 내놓으라고 다그침을 당하고 채근하듯이, 오
늘날의 교육은 ‘배움’과 ‘앎’이 하나의 재료와 도구가 되어 더 많은 산출
물을 내놓으라고 요구한다. ‘몰아세움’의 양상은 대지와 환경, 인간의 이
성 또한 욕망에 의한 재료의 도구화로 예속의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교육도 자기성찰과 인격형성의 본질적인 의미가 흐려지고 눈에 보이는
성취와 산출물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무리하게 몰아세워지고, 도발
요청되고 있다. 교육의 대상인 존재자들에게 강요되는 산출물은 학업성
취와 입시, 취업과 성공으로 경제적인 목표를 향한 결과로 귀결되고 있
다. 이러한 몰아세움은 자신도 모르게 기계의 부품처럼 살아가는 인간으
155) Joy A. Palmer, 조현철 · 박혜숙 역, 2009,『50인의 현대 교육사상가』,학지사, p.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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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정체성을 잃고 불안 속에서 방황하는 인간을 양산한다.
이러한 방식의 ‘계산적인’ 사고는 모든 것을 인간의 목표 달성을 위한
잠재적 가치의 측면에서만 평가한다. 또 그러한 성향은 점점 더 강하게
현대의 합리성에 전반적으로 침투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가 사물을 대할
때, 지적인 면에서 소유하고 물질적인 면에서 활용하려는 목적의 달성을
위해 사물을 분류하고 평가하며 설명하고 예언하는 일에 대한 관심을 촉
발해낸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은 경제적인 목표를 향해 달려가면서 분명하게 교
육에 대한 도구적 관점을 유지하는 입장에 저항하는 많은 사람들이 합리
성의 발달을 교육목표의 한 대안으로 채택해 가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우려할 만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 생각이기도 하다. 그러한 진보적인 교
육자들의 의도는, 마음의 발달과 성숙을 그 ‘존재의 이유’로 삼으면서 교
육에서 합리성의 축복을 강조하면서 하나의 사고하는 존재로서의 개인의
완전한 발달에 대한 기초를 마련하는 데 몰두하고자 하는, 보다 더 폭넓
은 교육의 개념을 제공하고자 하는 데 있다.
그러나 하이데거는 자신의 분석을 통하여 이러한 견해는 그것이 표면
적으로 반대하는 것처럼 보이는 공격적인 도구주의의 한 형태를 교육 속
에 주입시키는 위험을 자초하고 있다고 시사하였다. ‘편파적이지 않은’
합리성을 실천한다는 그러한 좋은 생각의 조정자들도 사실은 매우 편파
적이며, 세상에 대한 계산적인 사고를 나타낸다면, 교육자들은 학생의 사
고를 발달시키는 데 사용되는 합리성과 지식들 속에, 또 그들이 우리 자
신과 세계에 대하여 견지하고 타당화하게 하는 전망들 속에 어떤 가치들
이 숨어 있는지에 대해 경계를 늦추지 않아야 함이 분명하다.156)
이러한 우려는 다음과 문제 상황에 대한 것들로 집약되고 있다. 예를
들자면, 우선 수학이나 과학, ICT 등과 같은 겉으로 보기에도 ‘계산적인’
과목들이 우수한 학교들의 교육과정을 지배하게 되는 문제이다. 뿐만 아
156) Joy A. Palmer, 조현철 · 박혜숙 역,『50인의 현대 교육사상가』, 학지사, 2009, pp.
6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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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몇몇 과목만이 아니라 모든 과목이 가진 성격이 계산적 성격으로
변모되어가고 있는 문제와 훌륭하게 가르친다는 것의 의미가 본질적인
의미를 상실해가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이다.157)
하이데거의 관점에서 본다면, 모든 교육이 합리주의 노선을 밟아가며
점점 더 계산적인 모형에 기초하여 이해되고 있다. 학습자의 고유한 상
황은 반영되지 않으며, 이에 따라 학습자의 완전한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고 획일적으로 상세히 규정된 학습 목표를 체계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노력만이 몰아세워지고 있다.158) 하이데거 관점에서 이러한 교육은 ‘계산
적 사고’를 바탕으로 한 총체적인 탈은폐의 양상을 띠고 있으며 몰아세
워지고 있는 교육의 일환이다. 일정하게 규격화된 틀에 몰아세워지고 있
는 지식과 교육은 그 산출물을 쏟아내기 위해 경주한다.
하이데거의 교육적 관점에서 이러한 ‘몰아세움’의 극복, 곧 자율성과
정체성의 회복을 위해서 교육과정은 수학과 과학, 문학과 예술을 포함한
모든 과정이 더 개방적이고 ‘시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함을 강조한
다. 또한 학습자의 탐구의 눈빛과 신선한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기회
로서, 학습에서 풍부하고 열렬하게 개인적 참여가 이루어질 것을 장려하
는 방식으로 그들을 가르쳐야 함을 의미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에 따라
문학과 예술 교육 역시 규정할 수 없는 방식으로 사물을 제시하면서 신
선한 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로서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기술문명시대의 교육은 스스로
사물화·부품화 되어가는 삶과 교육, 그리고 인간 자신이 잃어버린 자율
성과 정체성을 찾아가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제시한다.
하이데거 사상은 이렇게 우리가 추구하는 근본적인 지향점에 있어서
분명한 선택을 하도록 요청하고 있고, 진정으로 ‘삶’을 위한 본질적인 교
육의 개념을 정립하는 데 그 중요성을 더하고 있다.
요약한다면, 하이데거의 ‘몰아세움’과 관련된 논의의 도덕교육적 시사
157) 위의 책, 같은 쪽 참조.
158) 위의 책, 같은 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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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은 현대 기술시대의 탈은폐적 양상 교육과 지식의 기능화와 도구화를
벗어나 계산적 사고를 극복하고 자율성, 고유의 정체성을 되찾는 것이다.
그리고 ‘도덕적 주체로서의 나’를 확고히 하는 것이라고 여겨진다. 또한,
본 논의를 통해 도덕과 교육의 방향성으로 설정한 ‘자율성의 회복’의 측
면은 도덕과 개정 교육과정의 목표와도 소통하는 연계성을 지니고 있다.
도덕과 교육과정 목표와 방법에의 적용에 대해서는 2장에서 좀 더 살펴
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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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덕과 교육에의 적용
하이데거가 교육 문제 자체에 관하여 명백하게 언급한 것은 드물었지
만, 인간의 사고 및 학습, 이해의 본질에 대하여 심오한 통찰을 제시하는
그의 아이디어는 교육 분야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된
다.
이 장에서는 앞서 논의한 도덕교육적 가치들을 우리나라 도덕과 교육
에 적용함에 있어 갖는 함의를 도덕과 목표 설정, 영역 구성,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방법의 개선, 학습 환경 조성 차원에서 차례로 살펴보고자
한다.

1) 도덕과 교육목표에의 적용

인간의 자율성과 정체성, 그리고 성찰과 사유하는 자세를 바탕으로 하
는 하이데거의 철학적 관점은 우리의 도덕과 교육의 목표와 통하는 측면
이 많다고 할 수 있다. 그의 사상이 도덕과 목표에 주는 함의는 인간의
자율성과 더불어 도덕교육이 도덕적 앎을 아는 것에만 국한되지 않고
지· 정 ·의가 고르게 조화된 통합적 인격형성을 추구하는 측면을 포함한
다.
2009 도덕과 개정 교육과정은 교과 목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고 있
다.

자신과 우리 · 타인·, 사회· 국가 · 지구공동체, 자연 · 초월적 존재와의 관계
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인간의 삶에 필요한 도덕규범과 예절을 익히
며,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하는 도덕 문제에 대한 민감성을 기르고 도덕적
사고력과 판단력, 도덕적 정서, 실천 의지 및 능력을 함양하며 자율적이고 통합
적인 인격을 형성한다.159)
159) 교육과학기술부,『도덕과 교육과정 해설서』, 교육과학기술부, 2011, p.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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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살펴볼 수 있는 도덕교육의 최종목적은 ‘자율적이며 통합적
인 인격의 형성’ 으로 ‘자율성’과 ‘통합성’을 강조하고 있다.

‘자율성’이란

학생이 스스로 도덕적 사고와 판단을 할 수 있으며, 실천을 할 수 있는
도덕적 주체의 자율성을 뜻한다. ‘통합적’의 의미는 “인지· 정의 ·행동 측
면에서 배우고 익혀야 할 것들을 고르고 조화롭게 갖추면서 성숙시켜가
는 것” 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도덕 교육적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 앞에서 살펴본 하이데거의
관점을 ‘자율성’과 ‘통합적인 인격형성’의 측면에서 적용해보고자 한다.
2장을 통해 살펴보았듯이, 하이데거의 관점에서 현대인의 삶은 탈은폐의
양상들에 의해 규격화· 획일화 ·일반화된 모습으로 하나의 전체주의적
세계의 모습을 띄어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몰아세움’의 양상은 교육마
저 자기성찰과 인격형성의 본질적인 의미가 흐려지고 눈에 보이는 성취
와 산출물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무리하게 몰아세워지고, 도발 요청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인간조차 스스로를 사물화하여,
부품화되어 가며 고유성과 존재가치를 잃어가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도
덕적 주체로서의 자율성을 상실해가고 있으며, 도덕적 정체성과 사유하
는 고유의 능력을 망각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하이데거의 관점을 반영하여, 우리는 기술문명에 압도되어 사
유하는 능력을 망각한 채, 규격화되고 획일화된 인간관과 일반화되어 있
는 사회적 규범들을 타율적이고 수동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체
적으로 사고하고 판단할 수 있는 자율적인 교육이 되어야 한다는 교훈을
찾을 수 있다. 나아가 자율성 있는 도덕적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표준화
되고 객관화된 지식 전달 위주의 도덕교육이 아니라 개인의 자율성과 고
유성을 발휘할 수 있는 방향이 모색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상호협력
과 상호존중의 분위기에서 개인의 창의성이 발휘되고 지식의 융합과 집
단 지성의 힘을 발전시킬 수 있는 다양성을 가진 개별화 교육을 통해 이
러한 자율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교육적 방안이 적용되어야 함을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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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또한, 하이데거의 철학은 존재자를 표상적으로 대상화하여 인간의 삶
과 무관하게 존재를 규명하려는 형이상적 시도에 반하여, 삶의 모든 영
역에서 존재를 확립하는 실천철학으로서의 교육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형이상학적인 관점으로 사물을 표상적으로 인식하고 대상화한다면, 그것
에 대한 인식은 인지적인 영역에 국한될 수밖에 없다. 하이데거의 철학
은 삶의 곳곳에서 존재를 확립하고, 존재자와의 관계성 안에서 관계를
맺어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지· 정 ·의가 고르게 조화된 통합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이끈다.

2) 도덕과 영역별 내용 구성에의 적용

하이데거의 철학적 관점은 도덕과 교육의 목표설정에도 기여할 뿐만
아니라 도덕과 교육의 내용구성에 있어서 기본 바탕이 될 수 있다. 특히,
환경론의 바탕이 되는 세계-내-존재의 관계 고찰은 관계성의 확장을 통
해 도덕적 주체로서의 성찰범위를 설정하고, 공동체와의 관계를 형성하
는 데에 기여하는 도덕교육적 함의를 지니고 있다.
Ⅳ장 1절의 논의를 통해 인간과 환경세계의 재설정은 환경철학적 관점
에서 인간의 태도변화를 촉구하여 자연환경과의 올바른 태도 정립을 이
끌어낼 수 있음을 알아보았다. 앞서 Ⅱ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인간과 환경
과의 관계 설정은 세계-내-존재의 개념의 의미 연관체계를 근본으로 한
다. 세계-내-존재를 통한 의미 연관체계는 인간이 존재자들과 어떻게 존
재하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데 바탕이 되고 있다. 인간은 세계와 소통하
고 관계 맺으면서 세계 안에 ‘체류’하고 ‘거주’ 한다.
하이데거의 환경론의 바탕이 되는 세계-내-존재 개념에서 나와 세계
적 관계를 고찰함은 환경 윤리적 단초를 제공함과 동시에 도덕과 교육의
영역별 내용 구성의 방향과 가치관계확장법에 근거하는 구성원리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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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도덕교육적 함의를 내포한다.
2012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의 내용구성은 도덕적 주체로서의 나 →우
리 · 타인관의 관계 → 사회· 국가 지구 공동체와의 관계 → 자연· 초월
적 존재와의 관계로 가치 관계 확대의 원리에 따라 확장되는 구조로 구
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치관계 확장법’은 가치 관계 속에서
도덕적 주체가 성찰하는 대상의 범위가 점차 확장되어 가는 방식을 의미
한다.
다음의 <표1> 을 통해 살펴보면, 영역 Ⅰ에서는 도덕과 교육에서 가
장 기본이 되는 것이 자율적 인격을 가진 도덕적 주체 형성이라고 보고,
도덕의 개념, 삶의 목적, 도덕적 자율성 등을 다루는 가운데 개인의 도덕
적 성장의 출발점이자 기반이 되는 내용으로 구성하고자 하였다. 영역Ⅱ
에서는 가깝거나 먼 타인을 포함한 제반 인간관계 생겨나는 도덕의 문제
들과 거기서 실현되는 도덕적 가치를 다루고자 하였다. 영역 Ⅲ에서는
사회 ·국가· 지구 공동체에서 발생하는 도덕적인 문제를 다룰 수 있도록
설정된 것이다. 개인과 집단과의 관계 속에서 책임과 의무를 생각하고,
집단이 추구해야 할 가치로서 사회정의가 실현될 수 있는 맥락을 도덕적
주체의 관점에서 인식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영역 Ⅳ는 인간관계와
집단 수준의 도덕을 넘어 자연, 종교 등과 같은 초월적인 차원의 도덕들
로 다루고자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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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도덕과 내용 영역의 명칭과 구성 방향
영역의 명칭
Ⅰ. 도덕적 주체로서의 나

Ⅱ. 우리 ·타인과의 관계

Ⅲ. 사회 · 국가 ·지구 공
동체와의 관계

영역별 내용 구성의 방향
도덕적 가치의 주체적 기반으로서 도덕적
자아가 확립되는 영역
도덕적 자아와 우리· 타인과의 인간관계
측면에서 인격적 가치가 추구되는 영역
도덕적 자아와 사회·국가·지구 공동체와의
관계에서 책임 및 의무와 사회적 정의의
가치가 추구되는 영역

Ⅳ. 자연·초월적 존재와의 도덕적 자아와 자연·초월적 존재와의 관계
관계

에서 도덕적 가치의 고양이 추구되는 영역

다음으로 ‘가치 관계 확장법’의 개념과 성격을 명료하게 밝히면 다음과
같다. 인간은 삶의 당위에 대한 질문들로 가득 찬 도덕적 공간에서 사는
존재이다. 이러한 도덕적 공간 내에서 우리는 자신과 이 세계의 삶의 방
식에 대해 도덕적으로 성찰한다. 여기서 ‘나는 무엇인가를 성찰한다’는
활동에는 ‘나’와 ‘성찰함’과 ‘성찰되는 것’의 세 요소가 있다. ‘나’는 성찰
의 주체이고 대상을 의식하는 주관이다. ‘성찰함’이란 주체의 대상 지향
활동이고, ‘성찰되는 것’은 바로 그 지향된 대상이다. 여기서 ‘가치 관계’
란 도덕적 주체와 사고 대상(객체)간 관계를 의미하며, 도덕적 주체와 사
고 대상 간의 관계는 ‘도덕적 가치’에 의해 규정되고 이를 통해 상호연결
되어 있음을 뜻한다. 또한 ‘가치 관계 확장법’은 가치 관계 속에서 도덕
적 주체가 성찰하는 대상의 범위가 점차 확장되어 가는 방식을 의미한
다.
2012 개정교육과정의 도덕과의 영역별 구성 요소와 가치 관계 확장법
의 개념과 성격에 있어서 하이데거의 관점은 유용한 통찰을 보여 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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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그 함의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관계성의 확장을 통하여 도덕적 주체로서의 나와 타인, 공동체와
의 가치 관계를 형성하여 성찰하는 데 기여한다.
앞서 2장과 3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하이데거의 존재론은 한 존재를
사유함에 있어서 자신이 가진 의미에 기초하여 의미연관의 세계를 가진
다. 세계-내-존재를 통한 의미 연관체계는 인간이 존재자들과 어떻게 존
재하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데 바탕이 되고 있다. 원래 인간은 세계-내존재로서 주위 세계 내부의 다른 존재자들과 친근하게 교섭하는 관계를
맺으면서 존재함을 본질로 한다. 이 점에서 인간은 존재는 물론이고 이
러한 존재에 의해 열어 밝혀지는 여러 존재자들과도 공속적인 관계를 맺
고 있는 존재자이다. 이에 기반하여 개개인이 가진 모든 영역에 있어서
존재를 확립함으로써 관계된 모든 존재자, 즉 자신과 우리 · 타인, 사회·
국가 · 지구공동체, 자연 · 초월적 존재와의 관계성 안에서 도덕적 주체
가 성찰하는 대상의 범위를 넓혀가며 도덕적 실천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다. 이를 통해 자기 자신을 도덕적 관점에서 살피고 반성
하는 도덕적 성찰이 가능한 것이며, 이를 확장시켜 나와 타인과의 관계,
공동체와의 관계를 어떻게 형성해야 하는지 성찰하게 한다. 이렇게 볼
때, 하이데거의 관점은 관계성의 확장을 통하여 도덕적 주체로서의 나와
타인, 공동체와의 가치 관계를 형성하여 성찰하는 데 기여한다.
나아가, 공동체 이러한 성찰은 존재자와의 관계성을 바탕으로 한 도덕
적 성찰을 통해서 공동체 의식과 도덕 공동체의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나딩스(Noddings)는 내가 한 일이 인간 관계적 측면에서 어
떤 일이 생길지, 공동체에서는 무슨 일이 생길지, 내가 내린 결정의 결과
가 현재의 문제와 관련된 사람들의 행복과 삶의 질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윤리적인 질문들은 정의의 원칙을 넘어서게 한다고 말
하고 있다.160) 공동체적인 관점은 공동체를 도덕성과 도덕교육에 있어서
160) D. K. Lapsley, F, C, Power, 정창우 역,『도덕심리학과 도덕교육』, 인간사랑, 2008,
p.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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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불가결한 구성요소로 본다. 우리는 공동체 생활에 대한 능동적인 참
여와 유대감을 가짐으로써, 그리고 기능과 도덕을 실천함으로써 도덕 공
동체의 책임 있는 구성원이 될 수 있는 것이다.161) 존재자와의 관계성을
인식하고 이를 성찰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체득하게 되는 공동체 의
식과 도덕공동체의 영역은 가치 관계에 의해 확장되어 국가적 공동체와
지구공동체, 자연· 초월적 존재의 범위까지 확대될 수 있다. 지구 공동체
윤리는 세계시민으로서 대인관계부터 사회제도, 세계 시민 기구, 가정과
여러 공동체, 종교 등 모든 생활 영역에서 지켜야 할 보편적 규범이기에
사회적, 생태적 차원에서의 인간 존중, 생명 존중, 정치적 차원에서는 정
직과 책임, 경제적 차원에서는 정의와 공정성, 공동선의 추구, 대인 관계
차원에서는 상호 존중, 권리 인성 등을 포괄한다. 나아가 자연 · 초월적
존재의 범위는 자연환경, 우주, 종교, 세계의 신적 영역까지 영역을 포함
하고 있다.
하이데거에 따르면 인간은 동물과는 달리 단순히 자신의 연명을 위한
공간인 자신의 한정된 환경 세계에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존재자
전체, 즉 세계에 관심을 갖는다. 그래서 인간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자신
의 본능에 의해서 구획 지워진 자신의 환경세계에 대한 적응이 아니라
존재자 전체, 즉 세계와의 조화 내지 그것과의 합일이다.162)
요약한다면, 하이데거의 관점은 도덕적 주체로서의 나와 타인, 공동체
와의 공속적인 관계를 형성하여 도덕적 주체가 성찰하는 범위를 넓혀가
며 부단한 도덕적 실천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기여한다. 또한, 존재자
와의 관계를 바탕으로 한 도덕적 성찰을 통해서 공동체 의식의 함양과
도덕공동체의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도덕과의 내
용영역구성과 소통가능한 방향성을 공유하며, 도덕교육적 의의를 지니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161) 정창우,『도덕교육의 새로운 해법』,교육과학사, 2006, p.134 pp.235-236.
162) 박찬국,「현대의 기술문명의 본질과 위기에 관한 하이데거의 사상」,『시대와 철학』, 한국
철학사상연구회. 2003, p.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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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덕과 교육방법에의 적용

하이데거의 환경론과 기술철학의 이론들은 존재자와의 관계성을 통해
환경과 인간의 공존적인 의식과 관계를 조성하고, 사물의 본질과 진리를
찾을 수 있는 성찰과 사유의 자세를 갖게 한다는 점에서 도덕교육에 함
의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하이데거 사상을 바탕으
로 도덕과 교육방법에 적용할 수 있는 시사점과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도덕교육은 도덕적 성찰과 사유의 자세를 이끄는 방향으로 이루
어져야 한다. 하이데거의 관점에서 바라본 삶과 교육의 의미는 성찰의
자세로 자신이 참여하고 있는 상황으로부터 ‘내맡김’과 숙고적 사유를 실
천함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다. 하이데거에게 진정한 사유는 미지의 세계
가 스스로 다가옴을 진정성 있게 느끼고, 아직 은폐되어 있지만 스스로
피어오르는 사물을 향해 열려 있는 개방성 그 자체이다. Ⅳ장 1절을 통
해 논의하였듯이, 환경문제의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시적 거주의 삶’
또한 이러한 ‘본질적인 것’의 의미에 주목할 수 있도록 열린 마음을 갖는
것이다. 이러한 열린 마음을 갖는 것은 곧 자신의 내면의 감정과 판단,
행동에 대해 침착하고 신중한 자세로 살펴보는 성찰과 사유의 자세를 갖
는 것을 의미한다.163)
성찰이란 자신의 내면세계를 바라보는 것으로, 자신의 구체적인 삶이
갖고 있는 일상성을 직시하고 그 내면에 직선적으로 파고듦으로써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부여하는 과정이다. 과거의 경험이 자신의 현재 삶에
미치고 있는 영향 및 앞으로 자신의 삶의 의미는 성찰의 대상이 된다.
이러한 개인의 성찰은 자신과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에게 의미 있게 다
가감으로써 구체화된다.164) 도덕적 성찰은 과거의 도덕적 경험을 떠올려
자신의 행동, 감정, 도덕적 판단, 의도, 신념을 조사하고 과거의 경험이
현재 자신의 도덕적 삶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도덕적 삶의 실천 방
163) 이와 더불어, 하이데거는 현대기술문명의 위험을 위험으로서 파악하고 알아볼 수 있는 통찰
을 기르고 대처하는 것 또한 강조하였다.
164) 박병기,『동양 도덕교육론의 현대적 해석』, 인간사랑, 2009, p.3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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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을 결정하는 사고의 과정을 말한다.165) 말하자면, 타인과의 관계, 공동
체와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자신의 내면을
도덕적인 관점에서 성찰하는 것이다. 또한 이미 ‘행한’ 경험적 사실을 도
덕적인 관점에서 반추하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 사색하는 것
이기도 하다. 이는 곧 ‘자신의 밖’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을 주시하면서
존재론적 성찰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자각하는 것이며, 자기중심적 삶의
한계를 초월하고자 하는 것이다.166) 그러므로 개인의 성찰은 과거의 경
험을 돌아보는 과정에서 개인이 관계 맺고 있는 사회공동체와 지구공동
체, 및 자연 초월적 존재와의 관계성 안에서 고찰함으로써 사회적으로
의미있는 성격을 띠게 되며, 도덕적 경험을 성찰하는 과정을 통해 도덕
교육적인 성격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도덕적 성찰의 함양은 일차적으로 내면세계와 경험을 분석하
고, 나아가 자신과 관계 맺고 있는 사람과의 구체적 관계를 통해 구체적
인 도덕적 삶을 영위하고 인격을 형성하는데 긍정적인 영향력을 갖는다.
정창우에 따르면 이러한 도덕적 성찰은 실천과 도덕적 지식 공부 및 도
덕적 탐구를 통해 습득한 경험과 지식에 생기를 불어넣으며, 도덕적 내
면화 ·가치화· 인격화를 촉진시킴으로써 도덕적 실천을 위한 동기적 힘
을 제공한다167)
하이데거의 철학이 시사하는 ‘성찰’의 의미를 효과적으로 실천할 수 있
는 구체적인 교수학습방법으로는 프로젝트 학습, 역할놀이, 심재, 좌망,
참선, 체찰(體察), 일기, 명상, 동·서양 수양법, 사회정서학습 등의 다양한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다. 특히, 동·서양 수양법이나 실천․체험에 해당
하는 ‘마음 챙김 명상’은 내면의 소리에 주의를 집중하는 과정으로서 도
덕과 교육에서 실천적으로 적용하기에 유용한 방법이다. ‘마음 챙김’은
165) 김국현,「도덕과 교육에서 도덕적 성찰의 의미와 교수학습 방안」,『윤리교육연구』, 제 27
집, 2012, p. 8 참조.
166) 정창우,「도덕과의 정당성 및 정체성 연구」,『윤리연구』제82호, 한국윤리학회, 2010,
p.259 참조.
167) 위의 책, 같은 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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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한 방식으로 한순간에 비판단적으로 주의를 주고, 현재의 순간에 주
의를 집중하며, 의도적으로 몸과 마음을 관찰하고 순간순간 체험한 것을
느끼며, 체험한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과정으로 정의되고 있다.
‘마음챙김 명상’은 외부세계에 대한 탐구보다는 개인의 내면 성찰에 초점
을 두고 있다.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자신의 감정의 흐름에 주의
집중하는 과정에서 성찰의 기회를 제공하여 개개인의 도덕적 성찰 도움
을 줄 수 있으며, 하이데거가 제시하고 있는 ‘초연한 내맡김’의 의미를
실현하는 성찰의 자세를 구체적 삶에 적용시키는 방법으로 유용한 교수
학습방법이라 할 수 있다. ‘초연한 내맡김’은 자신의 감정을 긍정하거나
부정하지 않고, 또한 인위적으로 제어하고 몰아가는 방식을 지향하지 않
는다. 스스로 그러한 감정이 피어오를 때까지 묵묵히 조망하고 기다리는
자세를 지향하고 있다. 이러한 성찰적 자세는 자신의 감정을 느끼고 내
면의 목소리에 주의를 기울이는 태도로서, 일차적으로는 있는 그대로의
자신의 감정 상태를 느끼도록 하는 마음 집중이 필요하며, 명상과 평정
의 상태를 유지하는 과정을 통해서 도덕 교육에 실천적 적용이 가능하
다.
둘째, 인간과 환경의 관계의 재설정과 내면적 성숙을 통한 실천적인
환경윤리교육을 지향해야 한다.
인간과 사물의 관계의 회복은 곧 인간과 환경에 있어서도 관계의 재설
정을 의미할 수 있다. 관계의 재설정이란 환경에 대한 인간의 태도 변화
가 우선하게 되었을 때 이루어질 수 있다. 환경문제는 근본적으로 자연
환경에 대한 인간의 태도의 문제로부터 발생되어지며, 다양한 환경윤리
의 관점들168)은 그것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결국 자연환경에 대한 인
168) 오늘날의 환경문제에 대한 접근은 크게 인간중심주의와 탈인간중심주의와 인간중심주의, 개
체론과 전체론의 입장으로 논의되고 있다. 인간중심주의적 입장에서는 인간은 자연을 초월하는
도덕적 주체이기 때문에, 자연환경에 대한 도덕적 의무도 인간의 이익에 의해 결정된다. 인간
이외의 종이나 개체는 인간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 도구적 가치를 가지기 때문에 인간 이외의
존재나 환경에 대한 인간의 책임은 간접적이다. 탈인간중심주의란, 인간중심주의와 달리, 인간
이 우주에서 차지하는 지위에 관하여 어떤 우위도 인정하지 않는 입장으로 인간도 생태계 전
체의 일부일 뿐이며, 각 생명체의 고유한 가치를 인정하는 태도를 견지한다. 탈인간중심주의
는 다시 개체론과 전체론으로 구분된다. 개체론은 자연을 구성하는 개별 유기체인 동물이나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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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태도변화를 촉구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오늘날 환경
윤리의 실천을 위해서는 인간은 자연을 지배할 수 있다든지 지배한다는
그릇된 생각을 버리고 자연과 겸허하게 조화를 이루며 인간과 자연의 공
존을 모색해야 하는 것이다. 하이데거는 우리가 사물들에게서 고유의 성
스러움과 신비를 되찾고 경이로움과 경외의 자세를 회복하게 될 때 모든
지배욕망에서 벗어나게 된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환경세계를 ‘사물’이라는 대상에 대입한다면169) 우리는 환경
에 대한 모든 지배 욕구에서 벗어나 환경, 즉 존재자들을 그 자체로서
대하게 되며, ‘존재 한다’는 사실 앞에서 경이를 경험하게 된다.
존재자는 이제 더 이상 우리가 그것에게 부여한 의미와 가치의 담지자
로 나타나지 않고 그 자체의 의미와 가치를 갖는 것으로서 나타난다. 물
론 이 경우에 존재자들은 우리가 그 전에 보았던 산이고 강이며 존재자
들이 어떤 물리적 변화를 겪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것은 더 이상 광산
자원으로서의 산이나 수력자원으로서의 강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자
체적인 의의와 존엄성을 갖는 것으로서 나타나는 것이다. 그것이 갖는
이러한 자체적인 의미와 존엄성을 하이데거는 ‘존재’라고 부르며 모든 존
재자들에서는 이러한 존재가 현현하고 있다고 본다.170)
물 또는 생명체에 도덕적 지위나 고유한 권리 또는 내재적인 가치를 인정하는 관점으로 감각
중심주의와 생명 중심주의 관점을 포괄한다. 전체론적 환경윤리는 종이나 생명 공동체 그리고
공기, 물, 흙까지도 포괄하는 상위 체계 전체로서의 자연에 고유한 가치 또는 내재적 가치가
있다고 보는 입장이다. -박찬구, 『우리들의 응용윤리학』, 울력, 2012, pp.199~206 참조.
169) 하이데거는「사물」 강연에서 사물들의 예로 다양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를테면, 잔,
의자, 오솔길, 쟁기, 나무, 연못, 실개천, 숫오리, 산노루, 말, 황소, 거울, 책, 그림, 화환, 십자
가 등등 말이다.
-이러한 유연한 것에 맞갖게 사물로-됨 자체도 가볍고, 각기 그때그때마다의 사물도 다루기
쉬우며 보이지 않게 자신의 본질에게 유순하다. 사물은 다루기 쉽다. 단지와 의자, 오솔길과 쟁
기가 그렇다. 그러나 사물은 또한 나름의 방식에 따라 나무와 연못, 실개천과 산이기도 하다.
사물들은 각기 그때그때마다 나름의 방식에서 사물로-되어, 숫오리와 산노루, 말과 황소이기도
하다. 사물들은 각기 그때그때마다 나름의 방식에 따라 사물로-되면서 거울과 죔쇠 책과 그림,
화환과 십자가이기도 하다. - M. Heidegger, 이기상· 신상희· 박찬국 역,『강연과 논문』중 사
물(Ding), 이학사, 2008, p.235.
그렇다면, 우리는 하이데거가 말하는 사물들은 환경윤리에서 말하는 자연환경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것뿐만 아니라 하이데거가 세계를 ‘사방’을 통해 이해할 때,
사방으로서의 세계 또한 자연환경과 무관하지 않음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 문동
규, 2004,「하이데거의 존재사유와 환경윤리의 존재론적 근거」,『범한철학』32권, p.9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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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자연환경을 지배의 대상이 아니라 자체적인 의미와 존엄성을
가진 존재로 의식하는 태도는 인간의 자연에 대한 이분법적 사고를 극복
하고, 자연환경을 고유의 존엄적인 존재자로 의식하는 태도로서 환경윤
리적 가치를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환경문제의 극복은 만물의 상호 관계성만을 통해서 인
식하는 데 머무른다면, 가치 인식 차원에만 머무를 우려가 있으며, 실천
적인 환경윤리로서 실행되는 데 한계가 있다. 실천적 환경윤리를 위해서
는 깊은 자아적 성찰과 영적 성숙을 통해서 마음 속에 뿌리내릴 수 있도
록 성찰의 자세를 가질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우리 내면세계
에 대한 통찰과 성숙의 자세에서 더욱 실천적인 자세를 가질 수 있는 것
이다.171)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환경 윤리가 단지 이론에 차원에 머물
러 있지 않고 실천적 차원으로 전개되기 위해서는 자신과 관계를 맺고
있는 존재와의 관계성과 상호작용을 인식할 뿐만 아니라 성찰적인 자세
를 통해 내면의 소리와 사물의 본질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의 눈을 여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셋째, 도덕과 교육은 학습자의 도덕적 주체로서의 행동을 지원하는 도
덕적 정체성의 형성을 지향해야 한다. 하이데거의 철학에서 나와 세계의
관계 설정에서 자신이 가진 의미 연관체계에 따라 설정되어 있는 세계는
존재자의 고유한 정체성과 가치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하이데거는 개개
인이 전체 사회라는 기계의 일부로서 ‘도덕적 주체로서의 나‘를 잃고 사
고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배제된 상태로 부품화 되어가는 양상을 현대문
명의 위기로 파악했다. ‘도덕적 정체성’은 이러한 인간의 예속화와 도덕
적 자아 상실에 대한 대비적 개념으로서 부품의 일부로 살아가는 개인이
자율적인 도덕적 주체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인격적 삶이 될 수 있도록
돕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
하이데거는 개인의 자율성과 정체성을 가지고, 사물의 본질과 진리를
170) 박찬국,『하이데거와 원효의 비교연구』, 서강대학교출판부, 2010, p.314.
171) 박찬구,『우리들의 응용윤리학』, 울력, 2012, p.199~20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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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을 수 있는 사유의 자세를 가져야 함을 강조하였고, 이것은 곧 개별적
인 도덕적 주체로서 스스로 사고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키우는 교육이 되
어야 한다는 도덕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이것은 도덕과 교육에 있어
서 ‘도덕적 정체성’의 함양에 중점을 두어야 함을 시사한다. 도덕적 정체
성은 학습자가 도덕적인 행동을 하는 데 필요한 힘을 발휘하고, 일관된
행동을 지속하는 데 필요한 요소이기도 하다.172)173)
블라지(Blasi, 1984)는 도덕적 정체성은 자신의 자아 개념과 일치되게
행동하려는 책임감을 생산하기 때문에, 도덕적 정체성은 도덕적 행동을
위한 가장 중요한 원동력임을 강조하였다. 블라지에 따르면, 도덕적 판단
만이 개인의 책임감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들 자신과 그
들의 삶의 목표를 도덕적인 측면에서 고려할 때 자신의 도덕적 판단과
부합되게 행동하려는 강한 책임감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174)

이와 관련

하여 그녀는 “객관적이고 도덕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은 주어지는 것이 아
니라 개인의 자유 의지에 의해 주관적으로 선택되는 것이다.”라는 방법
을 제시하며 자유 의지적 측면을 강조한다. 이러한 자유 선택에 의해 개
인은 단순히 복종, 내면화, 혹은 사회화가 아니라 객관적인 도덕적 실재
의 측면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한다.175)
이러한 도덕적 정체성은 그 개인의 모든 행동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데
근본적인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행동을 실천하는 근본적인 힘이 되기도
한다. 이는 도덕적 정체성 이론에서의 도덕적 앎 혹은 도덕적 이해란 인
지의 수준에서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자아의식 ·정체성과 통합된
‘인격적 앎’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도덕교육은 ‘도덕적
자기 성찰과의 연결’을 통해 ‘도덕적 정체성’ 형성을 지향해야 한다.176)
172) 블라지에 따르면, 도덕적 책임은 자신의 정체성 혹은 자아감(sense of self)과 도덕성의 통
합의 결과이다. 즉, 자신의 이상(ideals)과 일관된 행동을 하기 위한 심리학적 필요성은 도덕적
정체성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블라지는 “자아일치(self-consistency)는 도덕적
행동을 위한 동기적 원천이 된다”고 강조한 바 있다.
173) 정창우,『도덕교육의 새로운 해법』, 교육과학사, 2006, p.295
174) 위의 책, p.279.
175) 위의 책, p.302.
176) 정창우, 「인성교육에 대한 성찰과 도덕과 교육의 지향」,『윤리연구』77권, 한국윤리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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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과에서 지향하는 인성교육과 관련하여, ‘도덕적 자기 성찰과의 연
결’을 통해 ‘도덕적 정체성’ 형성을 지향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살펴본
다면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할 수 있다. 도덕과 교육에서 교육과정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교과 교육과정이 대부분 교실에서 운영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교실 밖에서의 경험을 교실 안으로 끌어와 자기의식과
경험의 과정을 뒤돌아보게 하고, 나아가서 자기 존재의 근원에 가로놓인
더 근본적인 것을 발견하는 데 교육적 노력을 집중할 수 있다. 즉, 어떤
덕목이나 도덕규범, 도덕원리 등과 관련하여 자신이 직접 경험하고 체험
해 온 다양한 삶의 이야기 혹은 내러티브 등을 통해 도덕적 성찰의 기회
를 제공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인간의 내면화된 삶의 이야기들은
우리의 행동과 의사결정을 안내하고, 사람들이 그들의 삶에서 의미를 어
떻게 만들어내는지에 대해 말해준다. 결국 우리는 내러티브를 통해 삶의
경험들에 대해 도덕적 의미를 생산하고 부여함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해간다. 실제적인 체험도 중요하지만, 이미 축적된 삶의 경험들에 대
한 숙고와 성찰을 통해 경험과 이야기들을 풀어놓을 수 있도록 도덕적
대화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통해, 학습자의 도덕적 삶의 바탕이 되는
도덕적 정체성 또는 도덕적 자아의 형성을 촉진할 수 있다.177)
마지막으로, 도덕과 교육 방법에 있어서 학습자의 역할을 강조한 학습
자 중심 교육을 실현하여야 한다. 현대기술지배의 한 양상인 ‘부품화’는
지식과 교육의 ‘부품화’를 초래하였고, 인간도 그 부품의 한 역할을 수행
해가고 있다. 하이데거가 강조하고 있는 학습의 개념은 학습자로 하여금
사유의 요구와 엄밀함에 자신을 내맡기고, 그들이 참여하는 독특한 학습
상황으로부터 사유되도록 요청되는 내용에 귀를 기울이는 일이다.178)179)
2010, pp.22~26 참조.
177) 정창우,『도덕과 교육의 이론과 쟁점』울력, 2013, p.104 참조.
178) Joy A. Palmer, 조현철 · 박혜숙 역,『50인의 현대 교육사상가』학지사, 2009, p.59 참조.
179) 하이데거는 ‘배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배운다는 것은 어느 시점에 우리에게 다가
오는 본질의 문제에 대해 우리가 모든 대답을 다 해내는 것과 같다. …가르친다는 것은 바로
그러한 배움이 일어나도록 한다는 점에서 배우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다. ” -M. Heidegger,
『What is Called Thinking? trans. J.Grey, (London: Harper&Row, 1968) pp.14-15. 위의
책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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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미리 명시되어 매우 도구적인 성격을 갖는 일이 잦은 구조 속에 우
리의 사유를 가두게 하여 그 많은 가능성들을 미리 차단하여 버리는 사
유의 기계화에 반대하였다.
하이데거에게 진정한 배움의 의미는, 미리 상세히 규정된 정보와 개념
들로 구성하는 일련의 조각들을 모으는 일이 아니고, 미지의 세계를 탐
구하는 경이롭고 노력이 요구되는 여행이다. 그것은 우리의 인식 속에서
이미 시작되어 있지만 아직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무언가가 일으키는
힘으로 전진해 나가는 과정이다.180)
이러한 관점이 시사하는 바는 도덕교육이 개개인이 자신의 주체적인
판단능력과 사고능력을 가지고, 도덕적 가치를 내면화하도록 하는 학습
자 중심 교육을 통해서 자율적인 인격 형성을 위한 전환점을 제시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위해 학생들의 교육의
주체가 되고, 스스로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가는 것이 바
람직하다. 도덕 교육 방법에 있어서 일반적 ‘가치’와 ‘덕목’의 주입은 학
습자에게 도덕적 문제 상황이 학습자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과 무관
한 외부적 문제로 인식된다. 따라서 우리는 학습자에게 제공하는 도덕적
상황과 경험들을 학습자 위주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학습
자가 자신 스스로가 도덕규범을 탐구해 나감으로써 스스로 교훈적 과정
을 경험하며 몰입할 수 있는 ‘배움’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을 갖는 학습이 달성되기 위해 선행되어야 할 점은 현재
시행중인 관행의 기초를 이루는 것과는 다른 교사-학생관계에 대한 개
념 정립이다. 교사-학생 관계가 미리 상세하게 규정된 지식과 기능을 전
달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여서는 안 될 것이다. 오히려 그 관계는 하나의
열린 장을 위한 관계로서 학습자가 주도해나갈 때 도움을 주는 관계로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학습자의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는 교수학습 방법은 기술시대
의 ‘계산적 사유’를 촉진하는 경쟁적 구도의 교수학습방법을 지양하고 공
180) 위의 책, p. 5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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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협력 체제를 기반으로 학생들의 자율적인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자율성을 보장하는 토의·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학습이나 협동학습, 과제 및 조사를 통한 프로젝트 교수학습방
법 등의 공동협력체제의 교수학습방법을 적용하여 스스로 탐구할 수 있
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우선, 협동학습은 배경과 조건, 능력이 서로 다른 학생들이 조력해서
공동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힘을 모으고 노력하도록 이끈다. 또한, 서
로 돕고 책임을 지며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는 과정 속에서 타인과 자율
적인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을 한다. 업무를 분담하고, 선택하여 자신의 몫
을 찾아가면서 자연스럽게 책임감을 기를 수 있고, 자신의 업무를 수행
함으로써 학습에의 흥미와 자율성, 긍정적인 이끌어낼 수 있다. 대표적인
수업모형으로는 직소(jigsaw), 함께 학습하기(Learning Together), 학생
팀

성취부분(student

teams-achievement

divisions),

집단

조사활동

(group investigation), 팀별 대항방식(team-games-tournament) 등을 포
함한다.
이와 더불어, 프로젝트 접근법을 적용한 교수학습 방법은 학교와 학습
이 삶에서 갖는 의미를 강조하고, 학습자의 능동적 참여와 몰입 촉진, 공
동체 정신과 민주 시민적 자질과 기능 습득, 자아실현과 의미 있는 삶의
추구를 중시하는 방법으로 학생들의 자기주도적인 도덕적 탐구에 몰입을
유도하며, 반성적인 성찰의 기회를 갖게 한다.181) 이는 학문 또는 지식
중심이 아니라 실천과 체험과 참여가 바탕이 된 학생중심의 프로젝트 접
근법을 활용하여 자율적인 도덕적 사고력과 판단력, 가치 탐구능력을 발
달시킬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능동적인 탐구를 촉진하는 효과적인 접
근이라 할 수 있다.

181) 정창우,「도덕과 교육과정 해설」,『도덕과 교육의 이론과 쟁점』, 울력, 2013, p.42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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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도덕교사의 역할

첫째, 도덕교사는 학습자 중심의 개별화 교육이 실행될 수 있도록 노
력해야 한다. 하이데거는 배운다는 것은 힘들고 고도로 참여적인 일이므
로 학습자의 완전한 몰입을 요구하며 어떤 대단히 교훈적인 과정을 통함
없이 그저 메마르게 추출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보았다. 또한 그의 주
장에 따르면 배운다는 것은 어떤 국가 단위로 고정된 교육과정 속에 미
리 규정된 상세한 학습 목표의 집합을 학습한다는 개념으로 이해되어서
도 안 된다. 교사는 학생 스스로 배우도록 해야 하며, 그들에게 학습을
투입해서는 안 된다.182)
물론, 국가단위와, 학교 단위의 규칙적인 틀 속에서 실행되고 있는 현
행 교육과정은 매 차시마다 상세한 학습목표를 구체적인 방식으로 부여
하고 있으며, 도달점을 수치적으로 평가하도록 설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학습목표를 수업에 적용함에 있어서 교실 안의 학습능력과 다른 조건을
가진 여러 구성원들에게 각각에 적합한 교육과정 및 교육목표를 개별적
으로 구성하여 부여하고, 실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므로 이와 관련하여 도덕교사의 역할에 대하여 하이데거의 관점의
적용점과 대안을 다음과 같이 생각해볼 수 있다.
첫째, 미리 상세하게 규정된 덕목과, 실천목표를 일괄적인 전달방식이
아니라 학습자로 하여금 스스로 사유되도록 요청되는 내용에 귀를 기울
이도록 하는 일이다. 둘째, 국가단위로 고정된 교육과정과 교육목표가 개
개인의 학습 상황과는 별개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교육과정과 교
육목표를 점검하고 지역의 특성이나 개인적 특성 등을 반영하여 융통성
182) 이러한 하이데거의 관점은 Tyler의 관점과는 명백하게 대조적이다. Tyler는 다음과 같이 교
육목표의 중요성을 설명한다.
교육목표는 교수재료의 선택, 전체적 내용의 윤곽 구성, 지도 절차의 개발, 그리고 평가와 시
험을 위한 수단이다. 따라서 우리가 만약 교육 프로그램을 체계적이고 철저하게 연구하려면 먼
저 교육목표를 확실히 하여야 한다. - tyler, Basic Principles of curriculum and Instruction,
Chicago, IL; University of Chicago Press, p. 2, 1969. Joy A. Palmer, 조현철 · 박혜숙
역, 『50인의 현대 교육사상가』학지사, 2009, p. 111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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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게 재구성하여야 한다. 셋째, 각 차시별 목표를 구체화하고 상세하게
규정하고, 도달점을 명확하게 평가하기 어려운 도덕과의 교과 특성을 고
려하여 필요할 경우 상세한 목표중심 수업보다는 각 차시별 핵심역량을
기준으로 활동으로 수업을 구성할 수 있다. 넷째, 학습방법의 고찰을 통
해 언급한 학습자 중심이 공동협력과 탐구학습의 교수학습활동 방법을
활용하여 학습자 개개인의 참여를 확대하고, 심도 있는 사유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섯째, 평가 방법에 있어서도 성취 기
준에 담긴 가치, 지식, 기능, 태도를 달성하는 방법을 선택할 때에는 학
생들의 성취 수준이 개별적으로 다를 수 있음을 고려하여 수준별로 설정
되어 있는 평가 기준을 고려하여야 한다. 여섯째, 성취 수준별로 개별학
습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교수 · 학습 자료와 매체를 활용하도록 한다.
둘째, 도덕과 교수학습과정을 진행하는 교실 내에서 학습자에 대한 신
뢰를 기반으로 책무성을 가지는 도덕적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조력하여야
한다.
하이데거에 따르면, 현대기술지배사회의 ‘몰아세움’은 지배와 통제의
과정을 뜻하는 ‘무리하게 요구하는 것’이다. 지배와 통제를 근본으로 한
교육은 몰아세움의 일환으로 ‘교육으로서의 교육’의 의미를 드러내지 못
하고, 종속적인 성격을 띠게 된다. 예를 들면, 학습자에 대한 ‘가치’와 ‘덕
목’의 일방적인 요구나 모든 학습자에 대한 획일적인 기준점에의 도달을
목표로 한 학습 결과물에 대한 무리한 채근함은 하이데거의 관점에서 기
술지배의 한 형태인 ‘몰아세움’과 ‘도발적 요청’의 한 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학습자에 대한 ‘가치’와 ‘덕목’의 의미는 정확하고 명료하게 전달되
어야 하지만, 도덕적 문제 상황에 있어서 학습자의 사고력과 판단력에
의해 자율화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조력해야 한다. 즉, 도덕 교사는
학생 스스로 배우도록 해야 하며, 그들에게 학습을 투입해서는 안된다.
이는 학습자에 대해 규제와 평가에 기반한 책임을 묻기 보다는 신뢰를
기반으로 하여 개개인이 역할을 선택하고, 그 역할에 대한 책임을 자율
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도덕적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함을 함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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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학생 개개인을 공동체의 주체로 인정하고 주인된 권리를 부여하여
강제나 외압이 아닌 자율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교육 공간에
서 다양한 의견이 수용될 수 있는 허용적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셋째, 도덕 교사는 도덕적인 공감과 독려자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보넷(Bonnet, 1994)은 가르침에 대한 하이데거의 사상을 발전시키는 과
정에서, 교사들에게 수용적이면서도 학생들에게 많은 것을 요구할 것을
요청한다는 의미에서 ‘공감적 독려(empathetic challenging)’ 의 역할로
설명하고 있다.183) 교사는 학습자에게 공감하면서 그의 참여의 세계로
들어가 보아야 하는데, 이때 교사의 개입은 과도한 탐닉 상태가 되어서
학생의 참여를 무력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야 한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교사의 개입과 독려가 과도하게 이루어질 경우 학생이 참
여 과정 속에서 학생이 자신이 생각해 내는 내용에 귀를 기울이도록 하
는 일에 오히려 역효과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교사의 개입

은 교과내용을 통해 무엇을 얻어야 할지, 그 안에 무엇이 ‘활발히 작용하
는지’, 그리고 그러한 참여 속에서 학습자 자신에게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분명한 개념을 가지고 학습자를 자극하고 독려하
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는 개방성과 상호 신
뢰가 결정적인 특성으로 작용하게 되며, 교사는 학생의 생각을 받아들이
면서도 그에 도전을 하는, 그리하여 학생이 참여과정 속에서 생각해 내
는 내용에 귀를 기울이고 또한 그러한 내용에 대해 학생 스스로도 귀를
기울이도록 돕는 일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184) 아울러, 도덕교사가 이와
같은 역할을 충실히 담당하기 위해서는 ‘공감적 독려’를 효과적으로 수행
할 수 있도록 전문성의 함양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183) Joy A. Palmer, 조현철 · 박혜숙 역,『50인의 현대 교육사상가』학지사, 2009, p. 61.
184) 위의 책, 같은 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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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학교 공동체의 풍토 조성

앞에서 살펴본 하이데거의 환경론과 기술철학이 주는 방향성과 시사점
이 도덕과 교육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도덕교사의 역할
과 함께 학교 공동체의 풍토 조성과 역할이 중요하다.
인격교육론자들은 학교 전체가 도덕적인 풍토를 조성하는데 노력하지
않으면 좋은 인격은 결코 효과적으로 계발될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들은 교실에서의 긍정적인 도덕적 분위기와 학교 차원에서의 긍정적인
도덕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제안한다. 리안
(Ryan)은 긍정적인 교실 환경은 규칙의 공정성, 경쟁과 협력간의 균형,
개인적 책임과 공동체적 책임 간의 균형, 개인적 책임과 공동체적 책임
간의 균형, 장애인 혹은 학습 부진아에 대한 대우, 교실에서의 윤리적인
문제 제기 등의 요소를 고려함으로써 조성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리코
나(Lickona)에 따르면, 교사들은 교장의 지도력, 학교의 규율, 학생회, 보
상 체제, 학교 차원의 공동체 의식 등의 요소들이 교실에서 학습한 가치
들을 강화할 수 있는 긍정적인 학교 풍토에 해당하는 가에 대한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말한다.185)
이를 통해 학교 공동체의 도덕적 풍토 조성의 중요성을 고려하면서,
하이데거 도덕교육적 시사점을 바탕으로 학교 공동체의 풍토와 환경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개선점을 ‘도덕적 성찰을 위한 개별화 교육’ 과 ‘자
율적이고 민주적인 공동체’ 의 두 가지 차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하이데거의 관점은 학습자에게 도덕적 성찰의
자세를 통해 사유를 촉진하는 학습 방법에 대한 함의를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학습자에게 유의미한 도덕적 성찰의 환경의 제공을 위해
서는 학교에서 시도하는 교육의 경험이 학습자를 중심으로 개편되어야
함을 유추할 수 있다.
송재홍은 교과학습이 자아 성찰을 촉진하기 위해 교과 학습의 세 가지
185) 정창우,『도덕교육의 새로운 해법』,교육과학사, 2006, p.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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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의 변화를 다음과 같이 요구하였다. 첫째, 교과학습과 직접적으로 연
관된 인식체계를 활성화시킴으로써 학습자 개개인의 주관적 경험세계에
대한 자각을 촉진하려고 시도해야 한다. 둘째, 교과학습의 궁극적인 목표
를 지식체계의 구성에서 자아 성찰을 통한 주관적 경험세계의 재구성으
로 호장하려고 시도해야 한다. 셋째, 학습자에게 전체 학습과정에서 자신
이 수행할 역할에 대해 스스로 반성하고 동료학습자의 행동에 대해서 느
꼈던 생각이나 감정을 충분히 표현하고 공유하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186)하이데거의

관점은 이와 같이 학습자의 ‘배움’의 과정이 학습자의 몰

입을 촉진하는 교훈적인 자아성찰의 과정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다시 말해, 학생의 배움 활동이 각자의 고유한 존재에 대한 의식에 연결
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자아성찰을 촉진하기 위한
학습자 중심의 개별화 교육이 효과적으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국가 단위
로 고정된 교육과정이 획일적이고 일괄적으로 개인에게 적용되지 않도록
해야 학교 자체 교육과정 편성의 자율성과 학급 운영의 융통성과 자율성
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과 교육내용이
학습자를 중심으로 재구성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학습자의
능력과 조건과 배경, 환경 등을 고려한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이 우선적
으로 실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더불어, 일괄적인 교육과정 편성이 각
학교에 획일적이고 고정적인 방식으로 적용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각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시 학교주변의 환경적 요건이나 학생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자율적이고 열린 풍토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
다. 이와 함께 학교 교육과정이나 학급 교육과정, 교재 등을 선택하고,
추출하고 가감하는데 있어서 충분한 협의와 여러 요건을 다각도로 고려
하는 사전 준비과정이 필요하다. 나아가 개개인의 특성과 학습요건에 맞
는 개별화 교육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매체와 교육 자료가 준비될 수 있
도록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학생이 그들이 배우는 것을
186) 송재홍,「자아성찰 학습을 위한 교과교육의 이해와 개발」,『교육종합연구』, 제 5권 제2호,
2007. pp. 14-1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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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자의 고유한 존재에 대한 의식과 자기 성찰에 연결된 ‘몰입’ 된 배움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나아가 학교의 구조 및 풍토에 있어서도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공동체
가 되도록 환경을 조성해나가야 한다. 학교의 구조 및 풍토의 민주성은
구체적으로 학생과 학생간의 관계나, 교사와 학생의 관계, 교사와 교사와
의 관계를 포괄한다고 볼 수 있다. 비민주적 학교 구조에서 오랜 시간
교육받은 학생들에게 높은 수준의 민주적인 소통능력을 기대하기는 어렵
다. 그러므로 학교 공동체는 지배와 강제적인 문화를 지양하고 공동협의
와 의사소통의 장이 될 수 있는 민주적 풍토를 조성해야 한다. 아울러
모든 관계의 민주성은 교과 수업,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을 수반하며, 교
칙 제정 및 준수, 학교 행사와 평가 등 모든 활동에 반영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 학교와 교실에서 민주적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환경
적 여건이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학교와 교실에서 민주적인 경험을 한
학생들은 타인과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는 자신의 행동과 역할에 대한 자
율성과 책임을 배우며, 이 과정에서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 등을 익힌다. 다양한 연구들은 학생들이 학교의 목표나
규칙,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할 때 소외감을 느낀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학교 공동체는 민주적 학습 경험을 독려하고 학생
자치 활동이나 의사결정기구 등을 활용하여 학생 참여를 보장하여, 그들
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를 통
해 공동체의 참여 기회를 확대함을 통해서 민주적인 의사소통 기술을 획
득하고, 타인과 협력하며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시민적 능력과 도덕적
자율성, 사회성을 성취할 수 있다. 따라서 학교는 수업시간의 민주적 학
습 경험과 더불어 교과 외 활동, 의사 결정 기구 마련 등을 통해 공동체
의 참여 기회를 최대한 확대하여야 한다. 아울러 학교 공동체 자체도 민
주적인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교사를 비롯한 구성원의 의견이 수용
될 수 있는 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
학교 풍토와 환경조성을 위해 고려해야할 구성요소에는 학교 운영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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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과 더불어 학교의 평가방식도 포함된다. 민주적 풍토조성을 위해서는
학교 자체의 운영 평가에 있어서 표준화 규격화된 결과물의 도출을 중시
하는 평가는 지양되어야 한다. 하이데거의 관점에서 볼 때, 표준화 · 규
격화된 일률적인 학교의 평가방식은 학생 개개인과 교사에게 있어서 ‘계
산적 사고’를 지향하는 수치적인 성과물을 몰아세우는 도발적 요청을 초
래한다. 이 경우 학생과 교사는 교육이 가지는 본연의 고유한 의미를 상
실하고 학교 공동체의 성과를 위해 존재하는 주문 요청에 의한 부품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된다. 또한 이처럼 성취와 성과물을 중시하는 공
동체의 평가방식은 학생 개개인의 교육방식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인격
과 도덕성의 함양 보다는 성과와 자본주의적 성공을 중시하게 되는 이른
바 ‘계산적 사고’를 촉진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평가의 방향을 구축
함에 있어서 표준화 · 수치화된 계산가능한 성과나 결과물을 몰아세우는
평가 방식 보다는 신뢰를 기반으로 한 책무성과

학생 개개인의 맞춤화

교육을 위한 개방성과 융통성이 중요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융통성과
자율성이 발휘될 수 있는 열린 교육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
하여야 한다. 최근 학교 공동체의 평가가 학교 간의 비교와 경쟁의 구도
를 지양하고 학교를 대상으로 한 평가도 점차 축소되고 있는 경향을 보
이는데 이는 공동체의 자율적 풍토조성의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보여 진
다.
궁극적으로, 학교 공동체는 도덕적 성찰 풍토를 조성하고, 자율적이고
민주적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학생들과 교사의 의견을 다각도로 수용하
여야 한다. 이에 따라 학생 개개인에게 맞춤화, 개별화된 통합교육에 초
점을 맞춘 학습자 중심의 교육과정을 적용하여 도덕적 성찰과 교훈적 경
험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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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본 논문에서 연구자는 하이데거의 사상을 그의 환경과 기술에 대한 입
장에 초점을 맞추어 고찰하였고, 하이데거의 환경론과 기술철학이 함축
하는 도덕교육적 시사점을 짚어 보았다. 본론에서 논의된 내용을 정리하
면 다음과 같다.
첫째, 환경윤리적인 측면에서 하이데거의 철학이 가지는 의의를 다음
과 같이 살펴보았다. 하이데거가 설정하고 있는 ‘환경’의 의미를 살펴보
고, 세계-내-존재라는 인간 현존재의 근본적 존재 틀을 해명하면서 환경
과 인간과의 근원적인 연결성과 의미 연관체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현
존재가 세계 안에 거주한다는 것은 친숙한 세계 안에서 만나게 되는 존
재자와 소통하며 거주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세계, 곧 환경은 인간이 그
안에서 거류하고 체류하는 장소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이렇게 거
주와 체류의 장소로서 삶의 근본 바탕이 되는 자연과 환경은 도구적 존
재자로서 인식되고, 이는 지배와 종속의 이분법적 사고방식을 초래하였
으며 자연의 근본적인 경이의 세계는 은폐됨으로써 환경문제의 근본 원
인이 되고 있다. 이분법적 세계관은 존재자와 연관성과 소통과 교류의
의미를 가지는 우리와 세계를 분리된 것으로 파악하는 형이상학적 관점
에 의한 것이다. 하이데거는 인간의 삶이 다시 무게와 가치를 회복하고
진정한 의미에서 자유로운 삶이되기 위해서는 인간의 지배욕망에서 벗어
나 존재자들을 그 자체로서 존재하게 할 때, 다시 존재를 그 본질에로
불러들일 때 가능하다고 보았다. 이를 통해 환경은 환경으로서의 신비하
고 경이로운 자체적 의미를 되찾게 되고, 다시금 아끼고 존중하여야 할
대지와 고향이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왜곡된 인간과 환경 세계의 재설
정은 인간 태도의 전향을 촉구하여 인간으로부터 자연환경과의 올바른
태도의 정립을 이끌어낼 수 있는 환경윤리적 함의를 지니게 된다.
둘째, 하이데거『기술에 대한 물음』을 분석하여 하이데거의 현대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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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명에 대한 핵심적인 주장들을 살펴보았다. 하이데거는 후기의 저서
『기술에 대한 물음』을 통해 현대기술문명이 가진 근본적인 문제인 기
술 지배 문제, 즉 인간의 삶과 교육이 정체성을 잃고 예속화되어 가는
삶을 ‘몰아세움’과 ‘탈은폐’의 개념을 통해 규정하고 있다. 하이데거가 기
술지배와 인간의 도구화, 부품화의 위기 극복을 위해 제안하는 삶은 ‘시
인으로서의 거주’하는 삶이며, ‘내맡김’의 삶이다. ‘내맡김의 사유’는 모든
사물이 만나는 자유공간의 개방성에 자신을 열어놓고 내맡김을 뜻한다.
이러한 태도는 무-사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신의 깨어있
음과 사려 깊음의 깊은 성찰을 뜻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유방식은 현대
인이 고향을 잃고 방황하는 불안한 마음을 해결해줄 단순소박하면서도
사물(자연과 환경)을 경이와 경탄의 눈으로 바라보았던 근원적인 마음을
되찾는 것을 뜻한다. 이는 바로 인간이 망각된 존재자 전체의 소박하면
서도(einfach) 충만한 존재를 경험하는 것을 통해 인간이 존재자 전체 내
에서 고향을 느끼고 자신의 소박한 삶에서 충만을 느끼는 것을 말한다.
이로써 하이데거에게 있어 기술의 본질에 대한 물음은 단순한 시대 비판
이 아니라 그 자체가 존재의 진리에 대한 물음의 수행으로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셋째, 하이데거의 환경론과 기술철학을 기초로 하여 도덕교육적 가치
를 설정하여 도덕과 교육에 적용하였다.
우선, ‘환경과 인간의 관계 재설정’과 ‘시적으로 거주하기’의 삶과 교육
에 대한 논의는 학생의 환경 윤리적 자세와 실천적 태도를 확립할 수 있
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둘째, 하이데거가 제시한 ‘내맡김’과 도덕적 성찰
의 자세를 통해 학생들은 사물들의 존재를 인식하고 이해하며 침착하고
신중한 도덕적 성찰의 자세를 가질 수 있다. 또한 ‘개방성’의 자세를 통
해 사물의 본질과 진리에 대해 열려 있는 마음의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안내한다. 이와 더불어, 하이데거가 현대사회의 위기적 흐름으로 파악하
고 있는 ‘몰아세움’의 극복을 통해 ‘자율성의 회복’의 가치를 제공해주고
있다. 자율성 회복을 통해 학생은 개개인의 고유한 정체성과 고유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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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탕으로 ‘도덕적 주체로서의 나’ 를 찾을 수 있다.
하이데거의 환경론과 기술철학의 적용은 도덕과의 목표와 내용 영역의
구성, 구체적 교육 방법으로 구분하였다. 먼저 도덕과 교육목표인 ‘자율
적이고 통합적인 인격형성’에 적용되는 함의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규
격화되고 획일화된 인간관과 일반화되어 있는 사회적 규범들을 타율적이
고 수용적으로 수용하는 것을 지양하고, 주체적으로 사고하고 판단할 수
있는 자율성 있는 교육을 지향한다. 둘째, 존재자를 표상적으로 대상화하
여 인간의 삶과 무관하게 존재를 규명하려는 형이상학적 시도에 반하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존재를 확립하는 실천철학으로서의 교육적 가치를
전한다. 셋째, 삶의 곳곳에서 존재를 확립하고, 존재자와의 관계성을 토
대로 자연스럽게 지· 정· 의가 조화된 통합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이
끈다.
또한 도덕과 내용구성에 있어서 하이데거의 ‘관계성의 확장’ 개념을
‘가치관계 확장법’에 기반한 도덕과 내용영역의 구성방향에 적용할 수 있
다. 이를 통해, 도덕적 주체로서의 나와 타인, 공동체와의 공속적인 관계
를 형성하여 도덕적 주체가 성찰하는 범위를 넓혀가며 부단한 도덕적 실
천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기여하며, 존재자와의 관계를 바탕으로 한
도덕적 성찰을 통해서 공동체 의식의 함양과 도덕공동체의 형성에 긍정
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하이데거 환경론과 기술철학이 도덕과의 교육방법에 갖는 함의는 다음
과 같다. 첫째, 도덕교육은 도덕적 성찰과 사유의 자세를 이끌도록 이루
어져야 한다. 하이데거의 관점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찰의 자세로
서 자신이 참여하고 있는 상황으로부터 ‘내맡김’과 ‘숙고적 사유’를 실천
하는 것이다. 성찰의 자세를 통해 ‘시적 거주의 삶’, 곧 자기중심적인 삶
의 방식을 지양하고 ‘본질적인 것’에 주의를 기울이는 열린 마음을 갖도
록 하는 것이다. 둘째, 인간과 환경의 관계의 재설정과 내면적 성숙을 통
한 실천적인 환경윤리교육을 지향해야 한다. 환경문제는 근본적으로 자
연환경에 대한 인간의 태도의 문제로부터 발생된다. 인간이 자연환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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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분법적 세계관에 따른 지배와 복종의 대상이 아니라 자체적인 의미와
존엄성을 가진 존재로 파악한다면, 자연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할 대상으
로 관계를 설정하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인간과 자연세계에 관한 상호
관계성의 고찰은 학생의 깊은 자아 성찰과 영적 성숙이 뒷받침 될 때 비
로소 실천적 환경윤리로서 지속적인 영향력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셋째,
도덕과 교육은 학습자의 도덕적 주체로서의 행동을 지원하는 도덕적 정
체성의 형성을 지향해야 한다. ‘도덕적 정체성’은 이러한 인간의 예속화
와 도덕적 자아 상실에 대한 대비적 개념으로서 부품의 일부로 살아가는
개인이 자율적인 도덕적 주체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인격적 삶이 될 수
있도록 돕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도덕교육은 학습자의 역
할을 강조한 학습자 중심 교육을 실현하여야 한다. 개개인이 자신의 주
체적인 판단능력과 사고능력을 가지고, 도덕적 가치를 내면화하도록 하
는 학습자 중심 교육을 통해서 자율적인 인격 형성을 위한 전환점을 제
시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위해 학생들이
교육의 주체가 되고, 스스로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아가 학습자의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는 교수학습
방법은 기술시대의 ‘계산적 사고’를 촉진하는 경쟁적 구도의 교수학습방
법을 지양하고 공동 협력 체제를 기반으로 학생들의 자율적인 소통이 이
루어질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도덕교사의 역할에서는 학습자 중심의 개별화 교육이 실천될 수 있도
록 조력자가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하이데거의 관점을 적용하였다. 하이
데거의 진정한 사유는 미리 상세히 규정된 정보와 개념들의 조각을 모으
는 일이 아니고, 미지의 세계를 탐구하는 노력이 요구되는 것이다. 그러
므로 도덕교사는 수업을 구성함에 있어서 학습자가 스스로 사유할 수 있
는 교훈적 과정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진정한 몰입과 배움의 기
회를 제공해야 한다. 이에 따라 도덕교사는 국가적으로 고정된 교육과정
과 교수학습방법의 틀을 학습자의 입장에 맞게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도덕과 교수학습과정을 진행하는 교실 내에서 교사는 학습자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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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신뢰를 기반으로 학습자가 책무성을 가지는 자발적인 도덕적 주체가
되도록 조력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도덕교사는 도덕적인 공감과 독려자
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 나아가 학교의 구조
및 풍토에 있어서도 도덕적 성찰풍토를 조성하고,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공동체가 되도록 학생들과 교사의 의견을 다각도로 수용할 수 있는 기회
를 마련하여야 한다.
본 연구주제와 관련된 하이데거의 사상의 한계점과 남은 과제는 다음
과 같다. 우선, 하이데거의 환경론과 기술철학의 이론들은 많은 시사점에
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계를 가진다. 첫째, 하이데거가 기술에 대해 언급
한 ‘몰아세움’과 같은 개념들은 현대 기술의 전체적인 경향에 관한 것이
므로 모든 개별 기술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실제 현대기술의
시스템에 대한 확고한 이해 없이 기술이라는 막연한 실체를 가정하고 비
판을 가하고 있다. 현대 기술은 다양하고 복잡한 측면을 가지는 현상이
기 때문에 그러한 논의는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는 기술들과는 유리되어,
과장되고 단순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187)
둘째, 하이데거의 사상은 현대기술문명의 위험을 지적하고, 구원자의
길과 진리로 향하는 사유방식을 제시하였지만, 구체적이고 실천적 대안
을 직접적으로 제시하지는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기술이 우리시대
의 역운이며 그 앞에서 우리는 잠잠히 존재의 드러냄을 준비해야 할 뿐
이라는 주장과 ‘신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유명한 말과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않은 것은 비관적, 수동적 태도를 조장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188) 하이데거는 실천철학으로서의 의의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 적용가능한 방법적인 부분들의 제시가 미흡한 점이 그
의 철학을 한편으로 모호하게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자는 이와 같은 비판점들을 수용하고 본 논문을 통해 하이데거
의 사상의 가치와 방향성을 이끌어내어 교육과의 연계를 통해 현실적 적
187) 손화철,「기술철학에서의 경험으로의 전환: 그 의의와 한계」,『철학』97권, 2006, p.143.
188) 같은 책, p.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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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과 함께 구체성과 능동성을 부여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하이데거의
철학이 실천철학으로서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방법을 탐색하여 도덕과
교육에 적용하였다. 연구 과정에 있어서, 하이데거는 구체적인 ‘교육론’에
관한 체계적인 저술을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하이데거의 환경론과 기술
철학이 가지는 ‘교육’으로서의 함의는 하이데거의 철학사상의 저술들을
부분적으로 살펴봄으로써 논의를 진행하였다. 하이데거의 환경론과 기술
철학이 갖는 교육적인 가치와 방향성은 특히 ‘환경윤리’와 ‘도덕적 성찰’
의 측면에서 도덕과 교육과 공유할 수 있는 연계성을 가진다고 판단된
다. 이에 더 나아가 하이데거의 환경론과 기술철학이 ‘도덕과 교육’에 갖
는 함의 점을 더욱 명확히 드러내기 위해서는 도덕과의 내용적인 측면에
의 적용을 포함한 도덕과 교육에의 적용 범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
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하이데거의 사상은 오늘날 기술문명을 살아가는 현대
인의 현실을 되돌아보게 한다. 현대인의 삶에 있어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자연과 환경은 나의 삶의 편의를 위한 도구적 에너지원으로 인식되
어 가고 있고, 지식과 교육을 바라보는 시각 역시 그러하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이러한 흐름과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고유한 가치를 상
실해가고 있다. 하이데거는 이러한 현실이 인간이 성찰하는 힘을 잃고
존재의 진리를 사유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토로한다. 이에 따라 현대인
은 마음의 고향을 잃고 기술문명에 압도되어버렸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하이데거는 “오늘날 인간은 사유로부터 도피하는 중에 있다. 이 생각으
로부터의 도피가 ‘무-사고성’의 근거가 된다.”189)고 지적한다. 이렇게 무
사고성 속에서 사유의 가능성을 놓치고 있는 한, 우리의 삶과 교육은 그
본질에서 점점 멀어져 갈 수밖에 없다. 하이데거의 관점은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의 철학적인 이정표를 제시한다. 또한, 나의 삶의
세계에서 만나는 인간과 자연, 사물들을 비롯한 존재자를 그 자체로 새
롭게 바라보고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하며, 존재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주
189) M. Heidegger,『Gelassenheit』, (Neske: Pfullingen,1977). p.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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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진리와 숙고적 성찰의 자세를 깨우쳐 주고 있다. 이러한 사유와 성찰
의 자세는 현대인의 내면에 자리해 있는 계산적 사고로부터 벗어나 진정
한 의미의 자유로운 삶을 영위하게 하여 도덕적 삶을 추구하는 인간의
양성을 위한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하이데거의 메
시지는 도덕과 교육의 본질에 접근하여, 현대의 도덕 교육에 진정한 사
유와 성찰의 자세를 일깨우는 유의미한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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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Implications for
Moral Education in
M. Heidegger's Philosophies of
Environment and Technology

Son, Young Sun
Department of Ethics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paper investigates Martin Heidegger’s philosophy with a focus
on its treatments of technology and the environment, and examines
their implications in education of ethics. The goal of this research is
as follows.
First

is

to

consider

Heidegger’s

philosophy

in

terms

of

environmental ethics. The Heideggerian notion of Being-in-the-World
explains an existent being and its engagement with its surroundings
as an essential mode of dwelling. The World, or the environment, h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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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s meaning rooted in this interaction. However, the very components
of the World, the nature and the environment, are often treated as
mere equipmental beings. Our attitude toward the World, in its
wanton disregard for the natural awe, has reduced itself to a
dichotomy of domination and subordination, and this separation is
responsible for the ongoing destruction of the environment.

The

dichotomy-driven Western metaphysics overlooks the importance of
relatedness

and

communication

between

Dasein

and

his

world.

Heidegger posits that in order to lead a meaningful life as a mode of
“existential dwelling,” people must overcome their tendency toward
greed, and let the being of the nature reveal itself in its essence.
Only by doing so, can the natural mystery and awe be restored to
their proper places, where the environment exists as “homeland.”
Second is to explore Heidegger’s philosophy of technology by
analyzing the text, “The Question Concerning Technology.” This
research

focuses

modularization

and

on

the

examines

problems
their

of

instrumentality

implications

in

the

field

and
of

education. Heidegger describes the chief problems of technocracy namely, the loss of identity and domestication of life and education in

terms

of

“enframing,”

“revealing,”

“challenge-forth,”

and

“modularization.” Heidegger calls for an “openness” toward Truth, and
prescribes “poetic dwelling” and “releasement” as potential cures for
the ills of the technological age. Such newfound attitudes guide
humanity to experience the once-forgotten simplicity and fullness of
being, and to recover our primordial direction toward the forgotten
“homeland.” As humanity recovers individuality and autonomy, it can
also restore its identity as an ethical being.

- 126 -

Third is to investigate the educational and ethical implications of
Heidegger’s treatment of technology and the environment. Using
Heidegger’s philosophy as foundation, the research establishes the
paramount

values

of

concepts

such

as

“practical

environmental

ethics,” “attitude of ethical introspection,” and “recovery of autonomy
and identity,” and applies them in defining the proper goals and
domains of ethics. Furthermore, the research contemplates Heidegger’s
relevance in the methodologies of ethics education, and finds the
following: One, ethics education must produce attitudes of ethical
introspection and contemplation; two, environmental ethics must focus
on the practical inward maturation of the learner by reexami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humanity and the environment; three, the
learner’s ethical identity must be re-emphasized in ethics education;
and finally, ethics education must re-focus the role of the learner,
and actualize the learner-oriented methods.
Heidegger calls for an attitude of deep introspection, where one
explores the vast unknown world, motivated by his own relatedness
to the world. In ethics education, this process is analogous to the
student learning via an experiential, immersive engagement with the
educational processes, wherein he himself becomes the ethical agent.
The

teacher,

then,

must

operate

with

trust,

and

demonstrate

sympathy and encouragement to the student. He must be able to
effectively

administer

both

the

learner-oriented

and

methodology-driven processes. In addition, the educational climate
must

support

and

foster

such

democratic

and

autonomous

communities of learning.
Heidegger’s philosophy guides one to rediscover and experience the
entities in his world – other humans, the nature, physical thing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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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beings themselves, and it inspires an introspective, truth-oriented
attitude with which to acknowledge the importance of being. Its
direct opposition to the modern culture’s calculative emphasis on
utility and results, and its consideration of engagement as a mode of
learning all point to its paramount relevance in the field of ethics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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