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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의미와 가치에 한 질문의 교육  가치 탐색*

  -Blumenberg의 철학사  고찰을 통하여 

                                            

       곽덕주(郭德珠)**

본 논문은  사회와 학교 교육에서 삶의 의미와 가치에 한 질문이 차 주변화 되어 온 

상을 문제 사태로 주목하면서 이 질문이 오늘날 교육 으로 의미가 있게 다시 다루어질 수 

있는 방식에 하여 탐색한다. 이를 하여 삶의 의미와 가치에 한 질문이 실존  행복의 

개념을 매개로 진리에 한 이론  추구와 한 련을 가진 것으로 여겼던 고  희랍 철학 

이래로 서구의 철학  통 속에서 이 둘의 계가 어떻게 다루어졌는지, 특히 근 의 과학  

세계 에 의해 이 계가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를 잘 보여주는 Blumenberg의 서구 철학사에 

한 을 소개한다. 이 은 삶의 의미와 가치에 한 질문을 우리의 실존  염려나 갈망과 

련시켜 이해할 수 있는 안목을 제공하고, 오늘날 지식의 홍수 속에서 방황하는 우리의 

아이들에게 지식 교육이나 도덕 교육을 통한 가치 교육과는 다른, 새로운 근의 가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탐색  한다.        

주제어: 삶의 의미와 가치에 한 질문, 실존  갈망, 이론  추구, 과학  지식, 자기 인정    

            

I.  서 론 :  포스트모던  시 의 삶의 의미와 가치에 한 질문

  학입시가 인생의 부이고 취직이 삶의 목 이 되어가고 있는 오늘날, 우리 사회와 교육의 문제

를 어떻게 바라보고 진단해야 할 것인가? 자신의 서 『권력에의 의지』에서 니이체(1968: 9)는 다음

과 같이 말한다. “최상의 가치들이 비가치화되었다. 어떤 목 도 없다. ‘왜?’라는 질문에 한 어떤 

답도 찾을 수 없다.” 니이체는 이것을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근  삶의 조건으로 묘사하며 세계와 존

재의 가치 상실 상으로서의 허무주의(nihilism)의 한 유형으로 규정한다. 지 의 한국 사회야 말로 

니이체가 묘사하고 있는 바로 그 허무주의의 병을 보다 심각하게 앓고 있는 것같이 보인다. 입시와 

취직, 생존과 경쟁의 문제에만 몰두하는 우리의 아이들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추구할 

만한 가치가 무엇인지, 혹은 보다 근본 으로, 삶은 살 가치가 있는 것인지에 한 질문을 던지거나 

이 질문의 가치를 제 로 인정하게 되기란 쉽지 않다. 교육의 본분이 가치 있는 삶을 살도록 하는 것

과 련이 있다면, 삶의 의미와 가치에 한 질문이 교육  심에서 이 게 멀리 떨어진 시 에서 

우리는 먼  이 질문이, 크게는 우리의 삶 일반에서 그리고 작게는 학교 교육에서, 지니는 교육  가

치에 하여 문제를 제기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필자는 다음과 같이 이 문제를 구체화해 본다. 

니이체 말하는 ‘비가치화된(devalued)’ 가치란 어떤 성격의 가치를 말하는 것이며 우리 근 인은 어떻

게 이 ‘허무주의 ’ 상태로 락하게 되었는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삶의 의미와 가치’에 한 질문은 

교육 으로 어떤 요성이 있는가?1)

* 이 논문은 2003학년도 건국 학교 신임교원연구비 지원에 의한 논문임

** 건국대학교 교직과

1) 위에서 묘사된 우리 사회의 허무주의적 교육 풍토에 대한 교육학자들의 진단과 처방은 지금까지 두 가지 방향으로 나

아가는 것으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첫째는 가치 교육이 부재한 기존의 지식 중심의 교육, 혹은 주지주의적 교육에 대

한 비판을 들 수 있다. 그 비판자들은 지식 교육에 대한 접근 자체를 새롭게 하거나(홍은숙, 1999), 혹은 이론적 교



- 2 -

  이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삶의 의미와 가치’에 한 질문을 구체화하기 하여 오늘날 서구의 지

 담론에서 그 맥락을 빌려 오자면, 미국의 철학자 Bordo의 다음 이 인상 이다. 그녀는 오늘날 포

스트모던 지  풍토에 하고 있는 학생들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다양한 ‘주의들(isms)’에 둘러싸여 있고 개방 으로 경쟁하는 많은 이론  구조에 의해 무차별  공세를 받고 있는 

오늘날의 학생들은 심리  불안과 혼란을 보인다. 이 불안과 혼란은 Rorty가 다음과 같이 말하며 아주 잘 묘사하고 

있는, 오늘날 팽배한 철학  불확실성과 성격상 비슷하다. 즉, “만약 ‘지식’이라는 것이 인간의 구성물이고 사회  

습이라면 도 체 우리가 조 이라도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이 있는가?”(1987: 2)

의 인용문을 통해 우리가 끌어낼 수 있는 통찰은 첫째, 오늘날 팽배한 (지식의 근거에 한) 철학

 불확실성(insecurity)으로 인하여 우리는 심리  불안(anxiety)을 느낀다는 사실이고, 둘째는 이 두 

가지 종류의 불안정은 지식의 문제와 깊이 련되어 있다는 것이다. Bordo가 말하는 심리  불안과 

련하여 우리는 두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다. 첫째, 이 불안은 어떤 성격의 것인가? 둘째, 어떤 종

류의 지식이 여기에 연루되어 있는가?

  표면 으로 이해하자면, ‘모든 지식이 인간의 구성물이고 사회  습의 결과물’이라는 (포스트모던) 

명제를 받아들일 때, 지  우리가 느끼는 이 심리  불안정은 근거가 없는 것이므로 당연히 무시되어

야 한다. 왜냐하면 애 에 우리를 불안하게 했던 것은 보편  지식에 한 우리 자신의 강박 념 때

문인데 이것은  진리(Truth)에 한 독단 인 계몽주의  신념에서 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처음부터  진리나 지식은 존재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왜 세계를 (확실하게) 인식할 

수 없다는 사실의 발견에 특별히 염려하고 불안해야 하는가? 그러나 쉽게 얻은 이 답으로 우리가 

만족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지식은 인간의 구성물’이라는 사실의 발견으로 우리가 불안하고 혼란스

러웠던 이유는 우리가 단순히 인간 지식의 인식론  우연성만을2) 깨닫기 때문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근세  Pascal의 우울한 자기 고백에서 실하게 표 되는, 인간 존재의 실존  우연성 한 깨닫게 

되기 때문이다.   

 삶 이 과 이후에 올 시간의 원성 속에 흡수되어 버릴 것 같은 이 짧은 범 의 시간 속의 나의 인생과, 도무지 

측량할 수 없는 그 무한한 공간 속에 삼켜질 것 같은, 지  내가 차지하고 있는 이 작은 삶의 공간을 생각해 볼 때, 

나라는 존재가 도 체 왜 기에 있지 않고 여기에 있는지 두렵고도 놀랍다. 왜냐하면 내가 그 때가 아닌 지 , 기

가 아닌 여기에 있어야 할 어떤 이유도 없기 때문이다.

 가 나를 여기에 보냈는가? 구의 명령과 행동으로 이 시간과 이 공간이 나에게 부여되었는가?(1995: 130)

      

여기서 묘사되는 실존  불안은 인식론  불안보다 우리 삶에 더 근본 인 문제이면서 동시에 궁극

으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라는 에서 우리를 더욱 심란하게 한다. 근  세계 의 형이상학  

미몽에서 깨어난(disillusioned) 계몽주의의 후 인 근 인의 마음 에 비추어 볼 때, 이 불안을 해소

육내용 외에 실제적 교육 내용을 포함시킴으로써(유재봉, 2002) 가치 교육의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고 본다. 둘째는 

학교에서의 도덕 교육을 합리적인 도덕적 추론 능력 중심의 교육보다는 공동체주의적 덕목에 바탕한 인성을 또한 강

조하는 통합교육으로 전환함으로써 가치 교육의 문제를 더 잘 다룰 수 있다고 본다(교육부, 1998). 그러나 본 연구는 

제 3의 접근을 시도한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앞으로의 논의가 보여 줄 것이지만, 앞의 두 가지 방향의 접근에 동
의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오늘날의 지식교육 일반이나 도덕교육 일반이 각각 포괄할 수 없었던, 그리고 지금까지 

근대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수행되어 온 학교 교육에서 소홀이 다루어졌거나 제대로 인지되지 않았던 인간 경험의 한 

영역을 드러내어 이를 교육적 문제로 삼는다.     

2) 여기서 ‘인식론적 우연성’이라는 말은 서구 근대 철학자들이 ‘세계를 어떻게 아는가?’라는 근대 철학의 근본적인 인식

론적 문제를 다룰 때, 추상적으로 규정되고 선험적으로 주어진 것으로 전제된 인식적 자아 개념(the thinking I)이 절

대지를 지향한 이들 철학자들의 신화였다는 것을 드러내는 개념으로, 우리의 세계에 대한 지식은 결국 역사적, 문화

적으로 구성된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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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려는 어떤 시도도 불가피하게 실패할 것같이 보인다. 왜냐하면, 실증주의 인 근 인에게 이것은 근

본 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Bordo와 Pascal의 이 함께 암시할 수 있는 바는, 삶의 의미나 가치에 한 질문은 우리의 실존  

불안 혹은 행복과 하게 련된 문제인 한편, 우리 근 인에게 있어 지식은 삶의 의미나 가치를 

풍요롭게 하거나 우리의 실존  불안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기보다는 이 문제와 아무 상 이 없거나 

무력할 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Blumenberg는3) 그의 뛰어난 서 『근 의 시  합법성(The 

Legitimacy of Modern Age)』(1985)에서 삶의 의미와 가치의 문제가 서구 정신사의 무 에서 차 

주변화 되어가는 과정을 보는 한 가지 생산 인 이론 틀을 제시한다. 그것은 고  이래로 서구의 다

양한 정신사  통들이 이  시 에서 이어 받은 동일한 문제이자 인간 삶의 근본 인 문제인 실존

 불안에 어떻게 응하고자 했느냐를 공식화하는 방식으로 서양의 철학  통을 이해하고 해석하

는 것이다.4) 즉, 그의 술은 각 시 가 인간의 실존  불안의 문제를 자신의 세계 을 통하여 어떻게 

다루고자 했는지를 보여 다. 본 논문에서는 Blumenberg의 이 이론  시도의 일부를 본 논문의 문제

의식의 에서 재구성하고자 한다. 

  Blumenberg의 이론  시도는 본 논문의 문제의식과 련하여 아주 귀 한 교육학  통찰을 제공할 

수 있는 하나의 신념을 기 로 하고 있다. 그것은 바로 ‘고  이래로 이론  추구라는 것은 인간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도록 되어 있었다’(1985: 232)라는 것이다.5) 이 신념은, 동양의 철학  통 속에서

도 당연히 받아들여져 온, 이론  지식의 추구와 개인의 실천  지혜의 습득과의 내  혹은 개념  

련을 표명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조 도 낯설지 않다. Blumenberg는 이 고  신념을 기 로 하여, 

앞서 Bordo의 에서 분석된 개념  요소들, 즉 심리  (혹은 실존 ) 불안과 철학  탐구 그리고 지

식의 문제에 각각 응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실존  행복(existential fulfillment), 이론  호기심

(theoretical curiosity), 그리고 진리(truth)의 문제가 서구의 각 철학  통에서 어떻게 서로 련되어 

있는지, 그 논리  계를 핵심 으로 논의한다. 이것은 통  세계 에서 당연히 받아들여졌던, 지

식과 인간의 실존  행복 간의 필연  계가 근 로 오면서 어떻게 균열되기 시작했는지를 보여 으

로써, 근  교육에서 주변화 되기 시작한 삶의 의미와 가치에 한 질문의 성격과 그 교육  가치를 

우회 으로 드러내  것이다. 

  본론의 첫 에서는 Blumenberg의 서양 철학사에 한 여정을 따라가되, 주로 Plato, Augustine, 

Bacon, Descartes에 한 논의를 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여기에서는 근 의 과학  사고가 우리를 

3) 독일의 철학자인 Blumenberg(1920-1996)는 ‘근대성(modernity)’의 성격과 그 형성과정에 대한 몇몇 뛰어난 저서들

이 영문으로 번역되면서 영미 철학계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본 논문에서 다루는 『근대의 시대적 합법성(The 

Legitimacy of the Modern Age)』(1983)에서 그는 역사 철학자인 Karl Loewith의 ‘진보의 개념은 기독교적 종말론

의 세속화된 변형’이라는 유명한 논제, 즉 세계의 역사는 바깥으로부터의 어떤 결정적 중재에 의해 완성될 것이라는 

논제에 맞서 진보에 대한 새로운 이론을 제시한다. 그에 따르면, 근대적 진보의 개념은 항상 역사 안에서 하나의 과
정으로 작동해 온 것으로서, 이 과정은 인간의 선택을 궁극적으로 표현하고 인간의 자기 언설(human self-assertion)

과 인간의 운명에 대한 자기 책임에 의해 합법화될 수 있는 내적 논리를 통하여 발전해 왔음을 주장한다. 그러나 

Blumenberg의 이 논제는 본 논문의 일차적 관심이 아니다. 여기서는 그가 이 논제를 발전시키는 과정 중에 끌어들

이는 풍부한 철학사적 지식과 독창적 해석들을 본 논문의 교육적 관심과 관련하여 부분적으로 발췌하고 정리하여 소

개할 뿐이다. 한편, 영미 철학계에 소개된 그의 저서에는『근대의 시대적 합법성(The Legitimacy of the Modern 

Age)』(1983)외에도, 『신화에 관한 것(Work on Myth)』(1985), 『코페르니쿠스적 세계의 기원(The Genesis of 
the Copernican World)』(1987) 등이 있다.     

4) Blumenberg의 역사관에 대하여 한 가지 지적하고 넘어가야 할 것은, 그에 따르면, 각 시대는 이전 시대로부터 물려

받은 동일한 질문에 대하여 일련의 새로운 해답을 가짐으로써 시작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는 인류의 역사를 

동일한 해결이나 대답이 지속되어 온 것으로 보기보다는 동일한 문제나 질문이 지속되어 온 것으로 보고 있다. 

5) 이 신념은 한국 교육학의 고전으로 여겨질 만한 이홍우의 『교육의 목적과 난점』(1986)에 실린 “삶과 공부”라는 논

문의 주제와도 일맥상통한다. 여기서 이홍우는 우리가 공부를 하는 이유는 ‘삶을 잘 살기 위해서’라는, 공부와 좋은 

삶과의 논리적 관련에 대한 우리의 뿌리 깊고 오랜 전통적 신념을 피력한다.   



- 4 -

형이상학 으로 매료된 세계에서 깨어나게 하 을 때 우리의 실존  행복과 의미의 문제가 어떻게 기

각되었는지를 보이는데 주목할 것이다. 두 번째 에서는 과학  지식의 성격을 근 인의 실존  행

복과의 계라는 측면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며 과학  지식으로 인해 우리 근 인이 상실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이는데 을 둘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른바 포스트모던 시 에 한 방식으

로 삶에 한 실존  불안의 요소를 교육 으로 문제 삼는 것이 교육 으로 어떤 의의와 가치를 가질 

수 있는지 논의할 것이다.  

II.  실존  행복 추구의 에서 본 서구의 이론  지식 추구의 여정

  Blumenberg에 따르면, 고  희랍 철학은 상(appearance)과 진리(truth), 혹은 지각(perception)과 

사고(thought) 사이에 간극이 있다는 것을 발견함으로써 세계와 맺어 온 이 의 신비 이고 불분명한 

계를 벗어난다. 자연의 아름다움 자체에 매료되어 이에 한 지  열정이 일깨워진 고  희랍인들

이 자신의 내부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난 그 지  열정을 도리어 외부 세계(자연)에 투사시켜 이것의 

원천을 이미 존재하는 세계(자연)의 두드러진 특징으로 간주하 을 때, 이 간극의 발견은 가능하 다. 

즉, 철학자들이 우주를 찰하면서 우주를 둘러 싼 세계의 아름다움에 놀라고 찬사를 보낼 때 우주  

지식에 한 철학  호기심을 가지게 되는데, 이들은 이러한 상들 뒤에는 자신들의 지  호기심을 

그 게 강렬하게 일깨운 참된 진리가 존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확신하 다(1985: 245). 그리하여 고  

희랍 철학자들의 세계에 한 순수한 지  호기심이야 말로 상과 진리 간의 희랍  구분을 정당화

하는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하나의 요한 희랍  세계 의 특징을 언 하자면, 세계에 한 이 지  태도와 욕구는 이것 

자체가 진정한 우주  진리로서의 세계 질서를 구성하는 일부분으로 여겨질 정도로 희랍인들에게는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여졌다는 것이다. 지식에 한 인간 욕구의 이 자연스러움은 다음 두 가지 

사실을 함의한다고 볼 수 있다. 첫째, 실재(Reality)에 한 이론이 실재와 맺는 계 자체가 세계 질

서의 한 부분으로서 인간 심의 목 론 인 세계 이라는 것이며 둘째, 어떤 상의 실재(Reality)와 

이것에 한 인간 지식의 내용 사이에는 그 요소에 있어 유사성이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인간

의 인지기 은 진정한 우주  세계 질서를 어떤 왜곡이나 굴  없이 투명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여겨

졌다. 그리하여 희랍인들에게는 우리가 우주  질서를 발견할 때 우리 자신의 실존  행복(existential 

fulfillment) 한 성취된다. 왜냐하면, “애 에 함께 조화를 이루도록 (우주  질서에 의해) 계획된 것

이 (우리의 인식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243).

  이 게 묘사될 수 있는 희랍의 우주 은 Plato의 이데아론에서 하나의 큰 체계로 통합된다. Plato에 

따르면, 이데아(Ideas)는 인간사뿐만 아니라 자연세계 한 포 하는 우주  질서를 표 한다. 이성

(Reason)은 이 질서를 조하는, 인간에게 내재한 능력이며 이 이성에 의해 지배된다는 것은 그 우주

 질서에 한 올바른 비 에 의해 지배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Plato의 체계에서 인간의 실존  행복

은 사물의 외 (appearance) 뒤에 숨어 있는 그 사물의 형상(Forms)을 보려는 이론  추구에 의해 이

루어질 수 있고 철학자들은 그 원한 우주  질서를 추구하고 사랑하는 이들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세 가지 요소가 논리 으로 서로 연 되어 있는 하나의 완성되고 모범이 될 만한 체계를 발견할 수 

있다. 즉, 세계에 한 ‘진정한 지식’을 추구하는 ‘철학  탐구’를 통하여 ‘실존  행복’을 성취하는 것

이다. 

  Plato의 이데아론의 독특한 특징은 이것이 진리와 도덕  미덕을 연결시킨다는 이다. Plato에게 

있어 세계에 한 진리를 소유한 철학자들은 필연 으로 도덕 으로 선한 상태에 있게 된다. 왜냐하

면 ‘  선(the Good)’의 형상으로서의 이데아라는 것이 곧 우주  질서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자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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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에 한 지식이 도덕  지식의 일부일 뿐만 아니라 자기 인식(self-knowledge)에 한 가정에도 

련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Blumenberg는 이 논 을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Plato의 이데아론이 알려짐에 따라 본질 으로 인간 인 심과, 자연이라는 외양을 하고 인간의 호기심을 오로지 

자극하기만 하는 것 사이의 근본  구분을 더 이상 허용하지 않게 된다. 한 주체가 도덕  덕목을 규정하는 규범  

이데아에 순순히 따를 때, 실에 있어서 그는 형상들의 총체로서의 자연이 자신의 원  모습을 고수하는 그러한 

보편  복종에 단순히 통합되는 것이다(254).    

의 인용문에서 우리는 자연에 한 인간 심  목 론, 즉 자연은 인간을 하여 존재한다는 견해가 

체계 으로 그리고 추호의 의심도 없이 Plato의 이론 안에 공식화되는 과정을 볼 수 있다. 유일한 최상의 

인간 목 은 그 우주  질서 내에서의 인간의 복지(well-being)이며 인간의 실존  행복은 우주  질서

에 한 진리를 소유하는 것을 통하여 얻어진다는 것이다. 

  Blumenberg는 헬 니즘시 의 회의주의 통(Hellenistic Skepticism)을 Plato와 Augustine 사이에 

치하는 아주 요한 논리  간 단계로 보고, 세  신앙(faith)의 개념을 비하는 과정으로 이해한다. 

Blumenberg에 따르면, 헬 니즘시 의 회의주의 철학자들은 고  희랍인들이 당연하게 받아들 던, 인간 

혹은 인간의 이성은 천부 으로 진리에 근할 수 있는 재능을 가지고 있다는 가정을 의심한다(269). 왜

냐하면 회의주의 철학자들은 인간과 진리 사이에 본질 인 거리가 있다는 것을 자주 Plato의 후기 작품

에서 목격하 기 때문이다. 를 들어 Plato의 『국가론』에 나타난 동굴의 비유가 표 하듯이, 진리라는 

것은 동굴 밖을 빠져 나가 진리를 목격하고 돌아온 선택된 오직 소수의 철학자들이 여 히 동굴 안에 갇

힌 다수의 나머지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에 다름이 아니다. 이 게 직  목격되는 진리와, 다른 이

에 의해 매개되는 진리가 동시에 존재하게 될 때, 진리는 단지 ‘그럴듯한 것’으로만 여겨진다(272). 그리

고 이 의심 때문에 회의주의자들은 철학이 인간을 (실존 으로) 행복하게 할 수 있다는 주장을 포기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에 이른다. 왜냐하면 소수를 제외한 부분의 인간에게 있어 진리의 소유를 통한 실

존  행복은 애당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271).

  Blumenberg(274)에 의하면,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할 한 가지 사실이 있다. 비록 회의주의

(Skepticism) 통이 Plato의 이데아와 같은  진리를 부정한다하더라도, 이 회의주의  주장이 진

정으로 진 이라고 볼 수 있는 이유는, 이  진리에 한 부정이 논리 으로 체계 이지 않다거

나 일 이지 않다는 식의 인식론  심에 의해 시도되었다기보다는, 오히려 다른 모든 인간  심사

들에 앞서 인간의 실존  행복을 우선시하고자하는 의도에서 시도되었다는 이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유일한 진리로 믿는 회의주의  주장, 즉 진리는 근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자기 모순 이고 자기 패배

이라는 것을 회의주의 철학자들이 치 채지 못했을 리가 없기 때문이다.6) 다시 말하면, 회의주의자들

이 진리는 인간에 의해 도달될 수 없다는 회의주의  체념을 선두에 내세운 것은 인식론  심의 결론

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인간의 실존  행복의 문제를 진리나 지식의 추구 문제와 분리된 독자  문제로 다

룰 수 있기 해서라는 것이다. 즉, 진리는 본질상 인간이 알 수 없는 것이기에 이제 인간은 진리나 지식 

문제와 별도로 실존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것이다. 실존  행복 문제에 한 일차  심이 회의주의

자들의 진리에 한 체념에 이미 제되어 있었다고 Blumenberg는 말한다. 그리고 Augustine은 회의주

의자들로부터 이러한 실존  문제에 한 심을 이어받는다. 그리고 이를 자신의 신  세계  안에서 

구원에 한 심으로 환한다. 

  희랍의 인간 심 목 론과 세의 신  세계  사이의 가장 에 띄는 차이 의 하나는 자연에 

한 인간의 계에 한 것이다. 세  신  세계  안에서 고  희랍  세계 이 보여주는 인간과 자연 

6) 회의주의 철학자들이 ‘진리는 접근 불가능하다’고 진술하는 순간, 그들은 자신의 진술이 진리임을 이미 전제하게 됨으

로 이 진술은 그 자체로 자기 모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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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직 이고 자연스런 만남은 불가능하다. Plato의 우주는 독립되어 있고 객 인 역에 이미 존재

하는 이상  실의 형태로 존재하는 한편, 세  신  세계  속의 자연은 신의 창조에 의한 산물이다. 

그리하여 후자의 세계  안에서 자연을 향한 통로는 오직 신이라는 존재를 통해서만 근 가능하다. 

Blumenberg는 이를 다음과 같이 표 한다. 

 사물들이 ‘스스로를 드러낸다’고 생각한 고  희랍의 기본  사고방식은 사라지기 시작하고 오히려 사물들은 ‘보여

진다’는 생각이 지배하기 시작한다. 태 에 빛을 창조한 신이 바로 그것들을 보이게 하는 원천이다. 신이야 말로 우리

에게 사물이 보이도록 허용하는 존재라는 사고와 이에 따라 새롭게 계를 정립하는 이론이 나타나면서 고  의미

의 이론은 그 향을 상실한다. 즉, 이론은 이제 사물에 한 ‘자연스러운’ 근 가능성을 잃고 임의 인 성격을 획득

하게 되는데 이론이 허용되느냐 않느냐 하는 것은 이제 이 후자에 의존한다(286-287). 

 

  그리하여 신  세계 하에서는 세계를 망하던 고  희랍인들의 자신감에 차있고 느 한 태도는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렵게 된다. “본다는 것은 더 이상 사물과의 이론  거리로 달성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

려 그 사물에 복종하(288)”거나  신성(spiritual divinity)에 의해 결정되는 그 사물의 형이상학  특

질에 스스로 동화되는 것과 같은 수동 인 태도 혹은 토스(pathos)를 필요로 한다. 우리는 어렵지 않게 

세계에 한 이러한 태도가 어떻게 Augustin의 인간의 내면성(inwardness)에 한 강조와 련되는지 알 

수 있다. Augustine에게 요한 것은 인간이 자신의 (spiritual) 원천이나 월  존재와 맺는 진실된

(authentic) 계이다. 이 계는 자신의  본질을 추구하며 Augustine의 용어로 메모리아(memoria)로 

표 되는, 우리 자신 안의 내면  념에만 오로지 심이 있을 때 성취될 수 있다. 

  Blumenberg에 따르면, Augustine은 바깥 세계를 향하는 외향성(outwardness)으로서의 이론  호기심

과 구원에 한 자신의 실존  심을 핵심으로 하는 안을 향하는 내면성(inwardness)으로서의 메모리아

(memoria)를 비하며, 자, 즉 바깥 세계를 향한 인간의 이론  호기심을 악덕의 목록에 넣는다. 

Augustine에게 있어서 자연은 더 이상 인간이 실재와 맺는 계가 기 로 하는 최종 권 가 아니기 때

문에 자연의 규칙성에 한 인간의 호기심은 항상 인간으로 하여  자신의 원죄와 자연에 한 신의 원

래  권 를 망각한 채 자기 성취에 한 불경한 자만심에 빠지게 한다고 믿는다. 그리하여 Augustine에

게 세계는 기본 으로 인간의 구원을 한 수단으로만 의미가 있는 한편, 행복하고 충만한 실존  계

는 신을 향한 즐거움에서만 오로지 기 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Augustine에 따르면, 세계에 한 

어떤 이론  호기심도 인간의 실존  행복에 반하는 것으로, 인간이 경계해야 할 악덕의 표본이 된다

(316). 

  Blumenberg에 의하면, 개인의 실천  능력이나 실존  행복과 련되지 않거나 련될 수 없었던 지

식의 개념은 고 인이나 세인 모두에게 여 히 낯설고 아무 계가 없는 것이었다. 우주  질서 체

에서 분리될 수 있는 자연  상이, 목 론 으로든 신학 으로든, 이 체  질서에 사할 수 있다는 

기본  생각이 있었고, 이것은 개인이 자연에 항하거나 자연을 수단으로 하여, 세계에 한 어떤 언설

(assertion)을 표 하는, 그러한 성격의 지식이 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 다. 이 두 시 에서 걸

쳐 개인의 삶의 최상의 목 인 행복 혹은 실존  충만은 인간과 자연이 함께 속하는 보다 큰 질서 내에

서의 자연과의 조화로운 계나 자연에 한  신뢰 없이는 상상할 수 없는 것이었다. 사실, 자연은 

인간과 아무 상 없이 자체 법칙에 따라 통제된 과정 속에서 움직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어떤 형이상학

인 회의가 제기될 수 있었을 때에만 비로소 이  시 와  다른, 자연과의 계에 한 가능성이 

열릴 수 있다. 

  Blumenberg에 따르면, 이러한 형이상학  회의는 세 말기에 이른바 신학  명목주의자들

(Nominalists)에 의해 제기된다.7) 이러한 회의는 당시 계시에 의한 신의 은총이나 정론에 한 신학  

7) 신학적 명목주의(nominalism)의 대표적 철학자로 Ockham을 들 수 있다. 그에 따르면 인간의 이성은 신학의 견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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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에 의해 향을 받기도 했지만 기본 으로 인간이 자기 구원의 불확실성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생기

기 시작했다. 신학  명목주의자들에 따르면, 인간의 사고는 신의 뜻을 꿰뚫어 볼 능력이 없다. 그 결과 

세계의 진정한 본질은 가리어져 인간에게 보이지 않는다. 즉, 신은 인간으로부터 숨어 있다. 이 ‘보이지 

않는 신(hidden God)’에 한 개념에 직면하여 신학  명목주의자들은 신의 뜻에 한 신학  호기심을 

단념하고 인간 자신의 개념  체계 안에서 사물에 한 인간의 이론을 건설하는 데 을 돌린다. 

  Blumenberg는 Augustine의 신학  체념(resignation)과 신학  명목주의자들의 신학  체념 간의 차이

에 주목한다. 그에 의하면, Augustine은 신의 뜻에 한 인간의 신학  호기심을, 인간을 불경하게 하고 

자만하게 할 수 있다는 이유, 즉 도덕 ,  종교  이유로 포기한다. 이것은 인간이 신의 질서를 이해하고 

음미할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Augustine이 원칙상 부인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다른 한

편, 신학  명목주의자들은 신의 뜻에 한 인간의 신학  호기심을 인식론  이유로 포기한다. 다시 말

하면, 신학  명목주의자들의 체념은 인간 능력의 유한성에 한 인식에서 유래한다(349-350). 여기서  

여겨 보아야 할 사실은, 신학  명목주의자들이 인간의 자기 한계를 인식했을 때 그들은 단지 인간을 더 

이상 인식  존재(the knowing spirit)로 표명하지 않았을 뿐, 월  권 를 지니는, 주어진 이상  상태

에 한 념(pregiven ideality), 즉 ‘보이지 않는 신(the hidden God)’에 한 념까지 포기하지는 않았

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신학  명목주의자들이 자신들의 신학  호기심을 단념했을 때, 인간이 도달할 수 없는 

것으로 이미 단한 신학  주의를 왜 함께 내 던지지 않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 질문에 한 

답으로 Blumenberg는 신학  명목주의자들의 “신학  이유에서 오는 용기의 부족”(348)을 지 한다. 신

학  명목주의자들이, 비록 인간의 이성을 (신의 뜻을 읽어내는 데는 아무 소용이 없지만) 세계에 한 

이론의 구축에 유용한 것으로 여겼다고 하더라도, 정확성의 에서 보자면 이것은 신  기 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이것은 신학  명목주의자들이 인간에 의해 구축된 이론을 단지 가설

에 의해 상을 설명하는 제한 인 것으로 보고,  정확성이라는 이상을 인간의 이론에 용시키려

는 야심은 아  가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Blumenberg에 의하면, 신학  명목주의자들은 본질에 

한 아리스토텔 스  지식과 신학  이상에 한  념이 동일하게 제하는 이상주의  정확

성에 한 주술에 여 히 걸려 있었다. 그 결과 그들은 정확하지 못한 인간의 이론과 완벽한 신  기

을 비교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즉, 신  지식에 비추어 인간 지식의 한계를 깨닫고 난 후에도 지식

에 한 주의  기 을 폐기하지 않고 오히려 인간 존재의 일시성과 인간 지식의 불완 성에 하여 

고백하며 신에 한 경외를 져버리고 싶어 하지 않았는데 이것은 그들이 양면 이고 불안정한 인간의 존

재론  지 를 기꺼이 받아들이고자 했다는 것을 보여 다.  

  Bacon이 마침내 자연에 한 목 론  견해와 과학에 한 아리스토텔 스  개념을 거부했을 때, 신

학  명목주의자들이 깨달은, 신학  자연은 더 이상 인간  과 련이 없다는 견해는 시  환

을 맞이한다. 앞서 본 것처럼, 신학  명목주의자들은 Bacon이 택한 이 단호하고 결정 인 거부의 길을 

선택하지 않았다. Bacon에 의하면, 신학  명목주의자들이 믿은, 인간에게 자연에 한 통찰과 개입을 허

용하지 않는 ‘보이지 않는 신(the hidden God)’, 인간의 지력으로 이해할 수 없는 자로서의 자연의 신

은, 그것이 실제로 존재한다하더라도 인간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것과 다름없다. Bacon에게 신학  명목

주의자들의 ‘보이지 않는 신’에 한 태도는 인간이 자연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성취해야 할 자신의 목

을 오히려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인간 자신의 역사  나태를 표 할 따름이다. 그리하여 Bacon(384)은 

인류가 과학을 표방하는 것은 신이 부여한 법  지 에 기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 법  지 의 힘은 

인간의 이성과 건 한 종교가 허용하는 한, 발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우리는 Bacon이 오히려 

서 볼 때 아무 소용이 없고 신학은 인간의 이성의 견지에서 볼 때 아주 멋대로 된 것이다. 그는 또한 신의 뜻은 인간

이 꿰뚫어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계시로 드러날 뿐이고, 인간 또한 계시에 의해 신이 존재하고 인간을 사랑한

다는 것을 안다고 주장한다(1985: 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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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을 이용하여 자연에 한 인간의 지배를 합법화하려고 한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Bacon이 신학  

명목주의자들이 끝내 포기하지 못했던 ‘보이지 않는 신’의 개념이나 이미 주어진 것으로 여겨진 이상  

상태에 한 념을 마침내 폐기하고 인간의 자기 언설(human self-assertion)을 옹호하기 시작한다는 것

을 알 수 있다.8)  

  한편, Bacon이 이  시  사람들의 인간 정신의 나태함이나 진보에 한 망설임을 비 할 때, 그가 가

정하는 지식의 개념은 이미 종 과 달랐다. 지식의 습득은 더 이상 자신을 스스로 드러내는 사물들에 

한 평온하고 축복이 깃든 조 행 가 아니다(385). 오히려 이것은 하나의 노동이고 자연의 지배를 한 

힘의 시험과정으로 이해되어진다. 방법(Method)에 의해 통제되는 이성(reason)은 기존의 지식 체계와 일

되지 않거나 설명되지 않는 새로운 사실의 발견에 집 하는데, 지식은 이를 기존의 지식체계 내에 통

합되도록 해석할 수 있게 하는 실험과 추론 과정을 통해 발 한다. 이 게 변화된 지식의 개념은 완 히 

다른 실재(Reality)의 개념을 기 로 한다. 이 때 실재는 개별 상을 우리가 면 하게 찰하기만 하면 

그 상의 본질에 한 증거를 자연스럽게 제공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실재와는 다른 개념이다. 이제 실

재는 스스로를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실재를 변화시키려는 인간의 노력에 의해 드러난다. 다

시 말하면, 사물의 진정한 본질은 우리가 사물의 자연  실재를 변형시켜 그것을 조작 이고 인 인 

조건에 놓을 때에만 비로소 스스로를 드러내고 실재는 그러한 시험과정 속에 제된 실험  일 성을 의

미한다(385). 이러한 실재 개념에는 인간이 실재를 완 히 통제할 수 있다는 근 인의 야심이 제되어 

있다. 그리하여 이론  순수성에 한 개념이 새롭게 등장하는데, 이것은 고  이상으로서의 이론  추

구의 조  순수성과는 더 이상 아무 련이 없고 오히려 우리가 오늘날 ‘기  연구(basic research)’라

고 부르는 것에 더 가깝다. 기  연구에서는 연구의 목 을 미리 규정하지는 않지만 이론  결과 자체가 

가능한 목 을 알려  것이고 실 용으로의 길 한 열어  것이라고 우리는 가정한다(389) 

  이 새로운 지식의 개념에 따르면, 지식은 “국가와 사회의 이익과 구제”(388)를 한 힘으로만 오로지 

기능하도록 되어 있다. 그 지 않으면 지식은 타락하고 인간의 마음을 오만하게 만들 것으로 여겨진다. 

그리하여 지식과 개인의 실존  행복과의 오랜 통  계는 마침내 종결된다. Bacon에 따르면, 자연은 

이제 그것에 덮어 어졌던 목 론 이고 신학 인 장막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고, 인간  이해의 목

을 하여 지식에 의해 지배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의 견해로는 이것이 바로 성경  

의미의 타락한 낙원을 회복하는 올바른 길이다. 

  한편, Descartes는 이 새로운 지식의 개념에 목 론  성격을 부여하는 시도를 한다. 이 목 론  성

격은 사실  지식의 완벽성을 가정하는 차  추론과정으로서의 체계  방법(Method)이라는 것에 의해 

완성된다(404). Blumenberg에 따르면, Descartes의 이 야심은 고  의미의 이론  호기심이라는 용어에 

배어 있던, 지식에 한 본질 이고 실존 인 호기심과 필요에 기 한 어떤 개인  토스(pathos)를 완

히 제거하고 그 신, 방법론 으로 확보되고 성취될 수 있는, 소유 가능한 지식으로 무장한 학자  

문성으로 그 자리를 채운다. 고  의미의 이론  호기심이 과학  인식의 방법론  과정의 논리로 

환되는, 다시 말하면 이론  호기심의 객 화 과정을 통하여 지식, 즉 과학  지식은 이제 한 개인의 삶

이나 그 삶에서 나오는 생생하게 살아있는 흥미라는 에서 이해될 수 없고, 오히려 개체  삶을 월

하고, 개체는 지식을 리하는 부속물로 기능하게 된다. Blumenberg는 다음과 같이 덧붙인다. 

 과학  지식을 다루는 개인들은 인간의 구체  도덕성을 규정할 인류 체의 행복을 하여 무엇인가를 제공하는 

한편, 이 지식을 통하여 자기 자신이나 자신의 삶의 실 에 한 어떤 주장도 할 수없게 된다. 인간의 평등은 정의와 

행복에 한 그들의 주장에 한 평등으로 이해되지 않고, 오히려 개인  동기와 개인  삶의 망은 체  과정 속

에서 그들이 하는 기능  역할에 의해 모두 설명될 수 있는 것으로 가정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공부나 연구는 단지 

8) Blumenberg는 근대 세계의 대표적 특성으로 이전 세계, 즉 고대의 목적론적 세계나 중세의 신학적 세계에서 결코 허

용된 적이 없는 세계에 대한 ‘인간적 언설(human assertion)’의 허용을 들고 이것의 긍정적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려

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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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만족 으로 할 때 사회의 의심을 받고, 보다 높은 목 에 사할 의무와 양립하지 않는 한, 항상 정당화가 필요

한 문  과업, 혹은 일의 성격을 띠게 된다(404). 

의 인용문에서 ‘보다 높은 목 ’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아마도 인류 체의 행복을 지시한다

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때 ‘인류 체의 행복’이라는 말은 무나 모호해서 우리는 그 고매한 근 의 

보편  도덕성이 나 개인의 삶이나 행복과 어떻게 련되어 있고 련될 수 있는지 쉽게 알아채기 어렵

다. 하지만 어 든 오늘날 과학  지식이 리는 우선성은 인류의 행복 혹은 인류사의 진보라는 이름

으로 정당화되는 것같이 보인다. 

  과학  지식의 우선성에 한 의 언 이야 말로 우리 근 인들이 자주 목격하는 하나의 당혹스러

운 사실에 한 역사  설명을 제공한다. 그 당혹스런 사실이라는 것은 우리 근 인이 집합 으로 성취

한 실재(Reality)에 한 이론  통찰들, 즉 지식 체계는 우리 각자가 한 개인으로서 세계 안에서 자신의 

삶에 응하고 정착해 나갈 때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수되거나 달되는 지식과는 별 상 이 없다는 

사실이다. 근  과학은 자생 인 동기와 동력을 갖고 하나의 자율 인 익명의 괴물처럼 자기반성의 과정 

없이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는 것 같다. 그리하여 우리는 근  과학과 인간의 행복 간에 무슨 계가 있

는지 진지하게 물어보지 않을 수 없다. Blumenberg는 아래에서 이와 동일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 같

다. 

 그러나 (과학 ) 지식과 삶의 유용성 간에 당연히 존재하는 것으로 여겨져 온 련성(relevance)이라는 것에 해 

생각해 볼 때, 우리는 하나의 질문--처음에는 고  희랍인들의 심을 다시 제기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더 

이상 그 질문이 아닌--이 제 로 제기되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한다. 그것은 바로 이론과 (인간의) 행복의 ‘일치

(identity)’에 한 질문인데, 이것은 이제 인간의 행복이 지식에 ‘의존(dependence)'하는 것은 아닌지, 한 걸음 더 나

아가 인간의 행복이 지식에 의해 받고 있지는 않은지에 한 질문으로 재공식화 될 필요가 있다(403).           

        

  Bacon이 신  세계 을 무시하고 지식의 개념을 유용성을 한 힘(power)으로 받아들 을 때, 자연과 

환경을 지배함으로써 자신의 실존  갈망과 염려를 망각하게 되는 근 인의 길을 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때 이래로 종교  믿음의 형태나, 과거 형이상학  세계에 한 향수에 갇  있는 것 이외에 근 인이 

실존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길은 더 이상은 열려 있지 않았다. 근 의 과학  세계  안에는 실존  

행복이나 만족을 한 자리가 없기 때문에 우리 근 인들은 근  과학이 가능하게 만들었던 온갖 종류의 

물질  번 의 가로 우리 자신의 실존  욕구와 갈망을 억제할 필요가 있었다. 

  오늘날 우리가 인간 지식의 인식론  우연성을 깨닫게 된 것은 역사 이고 완벽한 인간 지식의 체

계를 확립하려한, 지나치게 야심 인 Descartes의 기획에 하여 최근의 포스트모던 철학자들이 비 과 

반성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이다.9) 다른 한편, 필자가 생각하기에, 인간 존재의 실존  우연성을 제 로 

깨닫고 문제 삼을 수 있기 해서는 인간  언설(human assertion)을 하여 지식을 자연 지배의 힘으로 

변형시키려한 Bacon의 결의에 찬 야심에 한 동일한 철학  비 과 반성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Bacon의 기획에 한 철 한 철학  반성이 없다면, 우리 근 인은 우리 각자의 삶에서 피할 수 없는 실

존  염려와 갈망에 제 로 처할 수 없을 것이며 그리하여 이 염려와 갈망을 잊어버리려거나 억제하려

는 시도 속에서 아주 괴 인 방식을 취할 험도 있다. 하지만 혹자는 묻을 것이다. 부시게 발 한 

과학 기술 문명의 혜택 속에 수백 년간 살아 온 우리 근 인이 지식에 한 Bacon  태도를 완 히 벗

어날 수 있는가? 만약 그 지 않다면, Bacon의 기획에 한 철학  반성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 수 

있는가? 이에 한 그럴듯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답을 구하기 해서는 우리 근 인이 과학  지식

과 맺는 계의 특징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다음 장에서는 이에 해 살펴보겠다.   

9) 그 대표적 철학자로 미국의 Richard Rorty를 들 수 있다. 그는 자신의 저서 『철학과 자연의 거울(Philosophy and 

the Mirror of Nature)』에서 Descartes 철학의 인식론적 야심을 포스트모던 시각으로 예리하게 해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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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과학  지식에 한 심

  근 가 시작된 이래로 이성, 과학, 진보, 개인의 자유 혹은 과학 기술(technology)이라는 이름으로 

변되는 근 성(modernity)의 개념은 이와 비되는, 그리고 이  시 에 강조된 것으로 보이는 상상

력, 직 , 자연, 공동체, 질서 혹은 월 등의 개념들에 비추어 서구 학자들의 비 과 심의 이 

되어 왔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삶과 일상은 과학 (혹은 이에 기 한 과학 기술) 없이는 상상할 수

가 없다. 하지만 과학 없이는 상상할 수 없는 우리의 이 일상  조건 자체가 체로 과학이 낳은 결

과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과학에 의존하고 있는 오늘날 부분의 사람들은 과학이 그들의 삶을 가능

하게 하지 않았다면 이 게 생존해 있지 조차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즉, 과학은 스스로를 우리의 삶

에 필수불가결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이 사실에 해 Blumenberg(231)는 질문을 제기한다. 애 에 무

엇 때문에 과학이 탄생했으며 한 이 게 지속 으로 발 해 왔는가? 우리의 생존  필요 때문인가? 

Blumenberg(231)에 따르면, 우리가 비록 지 은 실존  박함 때문에 과학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고 

그리하여  과학이 그 기능을 멈추는 것을 원치 않지만 이것이 곧, 애 부터 과학이 우리 생존에 필수 

불가결하 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더구나, 오늘날 과학  이론을 움직이는 힘이 더 이상 우리

의 생활 세계, 즉 세계에 응하고자 하는 우리의 심이나 효율 인 실세계를 확장시키려는 우리

의 의지, 혹은 알지 못했던 것을 지식의 체계 내로 통합시키고자 하는 지  필요에서부터 직  생

되지 않는다는 것을 목격할 때, 삶의 필요성(necessity for life)이라는 말로는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지

 행해지는 수많은 실험 작업과 연구 행 의 무의미성을 해소시킬 수 없는 것 같다. 

  Blumenberg(232)에 따르면, 거 화된 과학 산업으로 일컬어지는 오늘날의 과학 연구 기 이나 그들

의 작업 과정은 생활세계에 기 하고 여기서 생하는 이론 인 것에 한 우리의 순수한 호기심을 

실 시키는 것과는 아무 상 이 없는, 근  과학 자체의 효과성을 한 조건 에 진행되고 있다. 다

시 말하면, 과학  이론과 연구의 자체  자율 인 과정을 통한 결과물들은 고  희랍이래로 서구 

통 속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던, ‘진리는 인간을 행복하고 자유롭게 만들도록 되어 있다’라는 기 와 

일치하지 않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기 의 에서 보자면, 과학이 인간 생존의 가능성을 보다 

안 하게 확보하게 된 것 자체가 그야말로 하나의 기 치 않은 우연 인 역사  개라고 볼 수 있다

는 것이다. Blumenberg(232)는 이 사실이야 말로 과학  지식에 하여 우리가 느끼는 불편함의 주원

인이자 과학이 지배하는 오늘의 우리 실을 구성하는 본질  요소라고 말한다. 

  여기서 이론  지식과 인간의 행복이 서로 필연 으로 련되어 있다고 믿은 고  희랍  사고방

식은 한 개인이 총체로서의 진리 혹은 실재(Reality)에 한 인식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을 제로 할 

때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채는 것은 매우 요하다. 근세기  Descartes에 의해 확립된 방법  체계

를 통하여 근  과학이 세계에 한 새로운 방식의 인식을 꿈꿀 때, 이 제는 만족되었고  재정립

되었다. 즉, 개인으로서든 사회로서든, 인간이 살아가는 실제로서의 실은 이론  지식이 보여주기로 

되어 있는 실재(Reality), 그리고 인간 행 의 규범  질서를 안내하는 실재(Reality)와 동일한 것이 되

도록 되어 있었다. Blumenberg(239)에 따르면, Descartes가 물리  세계에 한 지식을 완벽하게 함으

로써 그 결과 인간 행 의 궁극 인 도덕  규범체계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도 바로 이러한 사

고방식에 근거한 것이다. 인간의 행복을 보장하도록 되어있는 한 행 들의 형으로서의 이 궁극

인 도덕  규범체제는 실천을 하여 이론을 완벽하게 만드는 과정과 한 련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매 경우에 있어 한 행 자의 행  규범은 실재(Reality)의 구조를 그 행 자가 개인 으로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Blumenberg(238)에 의하면, 과학  지식이 발 해 감에 따라 인류 체로서 우리에게 알려

지고 이해될 수 있는 실재(Reality)에 한 인식의 지평은 개인으로서 우리가 근할 수 있는 인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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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과 더 이상 조정될 수 없는 방식과 속도로 확장되어 갔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과거의 어느 구

보다도 세계에 하여 더 많은 것을 인식할 수 있게 된 반면, 이때 이 ‘우리’는 더 이상 개인으로서의 

‘나’를 의미하지 않는다. ‘우리’는 오로지 사회 제도의 형태, 즉 백과사 이나, 학교 혹은 연구 기 의 

형태로만 ‘나’와 면한다. 이러한 사회 제도들은 시공간  실재에 한 지식을 리하고 이 지식의 

성장을 조직하는 상 의 표기 들이다. 그리하여 이 표 기 들에 의해 주도되는 실재(Reality)에 

한 이론  통찰과 세계에 한 개인의 응을 해 수되는 지식 사이에 커다란 불일치가 생기게 

되는 것을 막을 수 없게 된다. 그리고 이 과정의 가속화는 인류 체에 의한 지식의 이론  축 과 

이것의 개인  의미와 활용을 한 환의 문제뿐 아니라 기존 지식이 새로운 지식에 의해 빠른 속도

로 체되는 과정에 의한 지식의 불안정성 문제 때문에 더욱 더 개인에게 치명 인 결과를 래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개인은 평생 동안 세계에 한 인식으로서의 지식과 단지 일시 이고 조건 인 

계만을 갖도록 강요받는다. 그리하여 실재에 한 인식이나 이로부터 도출되는 궁극 인 도덕  규범

체계라는 것은 개인으로서의 근 인에게 차 근 가능하지 않은 것이 된다. 

  그러나 Blumenberg(239)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이론  지식과 인간의 행복 간의 새로운 련을 

Bacon에서 발견할 수 있다고 본다. 그것은 바로 이론  지식을 실존  행복의 문제와 분리시키고, 인

간의 행복의 개념을 새롭게 정의하는 것이다. 즉, 각 개인의 행복에 필요한 지식을 (고  희랍 통에

서처럼) 진리를 발견할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자연을 인간의 목 에 따라 지

배하는데 필요한 만큼으로만 제한함으로써, 이제 실재는 우리에게 투명하게 보이고 익숙한 것이 아니

라 우리의 목 에 잘 길들여지고 복종 인 것이 되는 것이다(239). 실재와의 계를 이 게 가정하면, 

개인은 더 이상 실재와의 계 안에서 스스로를 이해할 필요도, 실재와 자신과의 계에 한 객  

이해에 집착할 필요도 없다. 그 신 련된 모든 사람들의 이론  성취의 조합이 이 실재에 한 안

정된 지배 상태를 보장하기만 한다면 이것으로 충분하게 된다. 즉, 이 상태에서 개인은 총체  실재에 

한 이론  이해와 통찰이 없어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입장에 있게 된다. ‘실재에 한 이론  지

식의 내용’과 ‘성공  삶의 내용’ 간에 어떤 련성도 더 이상 필요 없게 된다. Blumenberg(240)에 따

르면, 이 Bacons  략은 과학이 발 할수록 차 박해지는 요구, 하지만 인간이 개인 으로 도

히 성취할 수 없을 것 같이 보이던 지식 획득에 한 요구에 하나의 돌 구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인

다.

  우리가 Bacon  태도를 근 인이 이론  지식과의 맺는 형 인 계로 받아들일 때, 한 개인의 

세계에 한 인식은 더 이상 그 개인의 삶의 의미와 가치 추구, 최소한 실존  행복과 련된 가치 

추구와는 아무 련이 없어진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의 

부분을 과학  지식이라고 제할 때, 이 지식의 습득은 본질상 그 개인의 삶을 더 선하게 혹은 더 

가치롭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왜냐하면, 개인의 실존  행복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

로 여겨졌던 ‘총체로서의 실재’에 한 객  인식은 개인으로서의 근 인에게 이미 가능한 것이 아

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Blumenberg의 설명에 따르면, 이론과 인간의 실존  행복 간의 개념  계의 단 은 교

육 으로 상당이 의심스럽게 보이는 만큼이나 부신 과학  지식의 발달로 우리가 결국 선택할 수밖

에 없는 역사  필연성으로 보인다. 더구나 포스트모던 비평가들에 의해, 과학  지식이 기 하는 완

벽한 사실  지식의 총체로서의 실재 개념뿐 아니라, 완성되어 있거나 완성될 수 있는  실재

(Reality) 개념 자체가 더 이상 일 이지 않고, 역사 이고자 하는 인간의 형이상학  욕망에서 오

는 환상으로 치부되며, 인간 지식의 인식론  우연성에 한 발견이 이 시 가 이룩한 하나의 지  

성취로 여겨지는 상황에서, 이미 주어진 이상  상태(pregiven ideality)를 제로 하는 고  희랍식의 

지식과 인간 행복간의 계를 계속 하나의 이상 인 거로 고집하는 것은 시 착오 인 발상같이 보

인다. 그러면, 고  이래로 요하게 다루어져 왔던 인간의 실존  행복의 문제는 근 인에게 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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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되지 않는가? 그리고 한 개인의 세계에 한 지식과의 계가 단순히 수단 이고 우연 인 데

서 오는 우리 경험의 자기 심성과 편 성, 서론에서 인용된 오늘날 은이들의 심리  불안정은 어

떠한가? 결론에서는 이 질문들에 한 해답을 나름 로 모색해 볼 것이다.   

IV.  결론:  삶의 의미와 가치에 한 질문의 교육  가능성

  

  본론에서 살펴본 Blumenberg의 설명  신학  명목주의에 한 해석을 통하여 우리는 이론  지식

과 인간의 행복 간의 계에 한 보다 생산 인 생각을 할 수 있다. 우리가 신학  명목주의와 련해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은 서론에서 묘사되고 있는 종류의 불안, 즉 “우리는 세계에 해 도 체 어

떤 것이라도 알 수 있는가?”라는 회의  질문에 의해 생기게 된 불안 혹은 갈망과 직  련되어 있다. 

우리를 의아하게 하는 것은, 신학  명목주의자들이 인간 지식의 인식론  우연성을 깨달았을 때, 즉 신

에 한 진리에 인간은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 을 때, 그들은 왜 곧 바로 근 인들이 한 것처럼 

신에 한 주의  념을 완 히 내던지지 못했는가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왜 인간에게는 

이제 공허하고 의미가 없는 것으로 명된 ‘보이지 않는 신(hidden God)'이라는 념에 여 히 매달려 

있었는가하는 것이다. Blumenberg가 표 하듯이 만약 “보이지 않는 신은 (인간 삶의) 실용  에서 

보자면 (pragmatically) 죽은 것과 마찬가지(348)”라면 그들은 왜 단순히 신의 존재 자체를 거부하지 않았

는가? 물론 Blumenberg는 신학  명목주의자들의 “신학  이유에서 생된 용기의 부족(348)”로 설명하

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신’을 죽은 신과 마찬가지로 받아들이는 근 인의 용기보다 신학  명목주의자

들의 주 하는 태도에서 오히려 인간  지혜와 정직함을 발견할 수 있을지 모른다. 왜냐하면 그 지혜와 

정직함은 바로 인간 삶의 비실용 인 측면, 즉 실존  측면에 한 고려에서 나온다고 생각되기 때문이

다. 신  혹은  진리(Truth)에 도달할 수 없다는 인간 지식의 인식  한계에 직면하여 신학  명

목주의자들은 여 히 그  진리에 한 념을 고수함으로써 인간  지식의 부족함, 인간 존재의 

유한성에 하여 자기 인정(s elf -ackno wledgement )의 태도를 취할 기회를 스스로에게 허락하 다. 즉 

인간이 우주 체에서 지니는 불안정한 지 를 기꺼이 받아들인 것이다. 

  이와 조 으로, 우리 근 인들은  혹은 무한  진리라는 것은 유한  본성의 인간이 본질상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것은 세(t hi s  wo rld)의 인간사와 

아무 련이 없는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더 이상 이에 하여 염려하지도 갈망하지도 않는 길로 들어섰

다. 그러나 실존  불안이나 행복의 문제는 근 인에게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가? 비록, 과학  세계

에 기 한 우리의 일상 인 삶의 조건이 이 문제에 한 집단  혹은 시  응방식을 제공할 수 있

기는커녕, 이 문제를 무시하거나 다루지 않아도 되는 방식으로 우리를 이끈다 하더라도, 개인으로서의 우

리는 이 문제에서 완 히 자유로울 수 없는 것 같다. 측할 수도 측량할 수도 없는 자연 , 인  재앙

으로 사랑하는 이를 갑자기 잃었을 때, 그리하여 인간 존재의 실존  우연성의 문제가 갑자기 우리를 무

겁게 짓 를 때, 무한성의 문제는 별안간 인간사의 일부로 우리의 개인  삶에 등장한다. 다시 말하면, 

피할 수 없는 죽음에 한 견과 측 불가능한 인간사의 변덕은 우리를 극복하기 힘든 실존  불안과 

고독 속에 내던진다. 그리고 우연히 이 게 우리를 덮치는 이 불안과 염려는 인간 삶의 편, 그리고 인

간 인식의 지평 머에 있는 불멸 혹은 무한성--신학  명목론자들의 경우 ‘보이지 않는 신’--의 세계로 

우리 스스로를 투사시켜 보게 한다. 이 투사로 인해 우리가 필연 으로 가정하게 되는 그 머의 무한하

고 알 수 없는 질서에 비추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존재가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우리 삶이 얼마나 허약

한 조건 에 놓여 있는지, 인간의 운명이 얼마나 쉽게 부서질 수 있는 것인지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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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그리하여 우리는 신학  명목주의자들이 신학  진리와 인간  진리 사이에서 망설이고 주 한 것

은, 용기의 부족이 아니라, 세계에 한 인간  지식의 추구를 억압하지 않는 한편, 이 인간  지식의 한

계를 인식하는 데서 오는 그들 자신의 실존  불안과 갈망을 자기 인정과 신에 한 복종의 형태로 처

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즉, 그 망설이는 태도는 자기 존재의 실존  우연성을 망각하지 않고 오히려 인

정하는 방식으로 그 불안과 갈망에 처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여기서 우리는 자기의 무지와 한계를  

인정하는 것으로서의 자기 인식이 실존  불안과 갈망에 처하는 하나의 근  방식이 될 수 있음을 

시사 받을 수 있다. 

  군가 다음과 같이 다시 의문을 제기할 지도 모른다. “어 든 인간이 인간  사고의 지평을 넘어서서 

그 머에 무엇이 있는지 인식할 수 없는 운명이라면 자기 인정이 도 체 무슨 소용인가?” 이 질문에 

한 응답으로, 우리는 자기 인정(self-acknowledgement)이, 이 세계( 세)와  세계( 월  세계) 사이의 

간극을 실제로 좁힌다는 의미에서는, 인류 체의 복지와 행복에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이라는 은 인

정할 수 있다. 그러나 지식과 이론은 인간의 삶을 행복하게 하도록 되어있다는 고  희랍인들의 신념이 

함의하는 의미에서, 자기 인정은 이를 인정한 그 개인의 이 세계(t hi s world)를 더 나은 세계로 만드는 

데 매우 유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즉, 우리 근 인이 ‘자기 인정’의 태도를 우리 자신의 실존  불안과 

염려에 응하는 하나의 사 인  방식--공 인 방식이 아니라--으로 취하는 방법을 배우게 될 때, 이것

은 과학  세계 에 기 한 근  삶의 조건을 동시에 인정하는 방식을 띠게 될 것이다. 필자는 어디에

선가 “죽음은 삶의 일부다”라는 구 을 읽은 이 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고 교육을 통하여 

죽음을 생각하고 이를 다루는 방식을 배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죽음에 한 생각과 배움

은  세상이 아니라 바로 이 세상에서의 삶의 가치를 드러내고 이를 더 잘 보살피게 하는 교육  기능

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론에서 니체를 인용하며 우리는 ‘삶의 의미와 가치’에 한 질문이 어떤 성격의 질문일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교육 으로 어떤 가치가 있는 질문인지 물었다. 지 까지의 논의로 우리는 이 두 질문에 

한 답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Blumenberg의 논의는 삶의 의미와 가치에 한 

질문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을 ‘하나의 총체’로 보며 이것의 가치를 ‘객 으로’ 보려할 때, 다시 말하

면 하루하루의 일상사를 해결하는 문제에서 잠시 거리를 두고 자신의 삶 체에 해 어떤 의문을 갖거

나 이것을 문제 삼을 때 제기될 수 있는 성격의 질문이라는 것을 가르쳐 다. 그리하여 인간의 지식 일

반에 한 회의로서의 ‘인식론  우연성’에 한 인식이나 인간의 존재 조건 일반에 한 회의로서의 ‘실

존  우연성’의 면 등은 삶의 가치와 의미에 한 질문을 발시킬 수 있는 요한 교육  기회가 될 

수 있다. 이 게 발된 삶의 의미와 가치에 한 질문은 생존과 경쟁, 성공만을 해 몰두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아이들에게 그러한 삶의 의미에 한 ‘건강한 회의주의’를 일깨울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인식론  우연성’이나 ‘실존  우연성’의 경험은 그 성격상 이것을 경험하는 이들로 하여  진지

하게 ‘자기 자신’의 문제로 되돌아오게 한다. 즉, ‘내가 아는 지식은 도 체 어디서 온 것인가?’ ‘나라는 

존재는 구인가?’ ‘내 삶에 애당  목 이라는 것이 있었는가?’ 등의 삶의 근본  질문에 부닥치게 한다. 

그러므로 이 게 발된 삶의 의미와 가치에 한 질문들은 지식의 개인화 혹은 자기화 과정을 자연스럽

게 유도할 수 있다. 그것이 과학  지식이든 인문학  지식이든 재 ‘나의 삶’과의 련을 모색하거나 

앞으로 ‘나의 삶’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의 연계 속에서 이해하려는 태도 뿐 아니라 습득된 지식을 ‘나의 

’에 비추어 재구성하고 창조하는, 지식에 한 일인칭  태도(first-person attitude)를 길러  것이다.  

  하지만 삶의 의미와 가치에 한 질문이 이러한 교육  기능을 수행할 수 있기 해서는 두 가지가 

제되어야 한다. 첫째는, 앞에서 언 한 ‘총체로서의  실재(Reality)’에 한 념이 하나의 ‘실체

(substance)'로서가 아니라10) 하나의 ' 거'로서 우리의 아이들의 내면에 살아 있어야 하고, 둘째는 이 

10) ‘총체로서의 절대적 실재’를 하나의 형식으로서가 아니라 ‘실체(a substance)’로 받아들이는 것은 바로 신앙인

(believers)의 태도이다. 하지만 이것은 ‘총체로서의 절대적 실재’ 개념을 아예 가지지 않는 것만큼이나 위험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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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 인  실재의 념에 비추어 아이들이 자기 자신의 존재의 한계를 인정할 수는 용기와 지혜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 그 지 않다면, 아이들이 근  삶의 조건으로서 인식론  우연성과 실존  우연

성을 면하게 되는 일은, 모든 것이 우연이니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거나 모든 것이 허용될 수 있다는 

식의 상 주의 이고 냉소 인 허무주의로 빠질 험이 있다.  

  요즈음 우리 사회에 유행하는 문화  가치의 거 의 하나가 ‘웰빙(well-being)'이다. 건강식품과 건

강 련 산업이 번창하고 경쟁을 한 략과 성공 사례 이야기들이 서  가에서 환 을 받고 있다. 삶

이 경축되고 가치 그 자체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것을 무조건 비 으로 바라 볼 필요도 없지만, 이러

한 사회 풍토가 결과 으로 어떤 인간을 길러낼 것인지 교육학자들은 숙고해 볼 필요가 있다. 어떤 서양

의 학자들은 모든 경험을 효율성과 통제, 성공과 실패의 에서 조직하는 ‘기술화된 인간(technologized 

subject)'을 길러낼 것이라고 걱정한다. 그리하여, 국과 미국의 일부 교육철학자들은 세속화된 근  학

교교육의 문제를  빈곤에서 찾으며 ‘ 성 교육(spiritual education)’의 필요성을 조심스럽게 피력하기

도 한다.11) 불행히도, 본 논문은 여기서 제기된 문제의식이 우리나라의 학교교육에 구체 으로 어떻게 

용될 수 있을지 논의할 자리도 능력도 없다. 별도의 교과를 최소한 등교육 수 에서 도입하거나 혹은 

련 교과 내에서 이러한 문제의식을 감안한 내용을 추가하거나, 아니면 더욱 더 진 으로 교과 체

를 이 문제의식이 반 되는 방식으로 재구조화하는 다른 제안이 가능할 것인지는 교과교육에 한 이론

 지식과 사회  요구에 한 더 많은 기 연구가 선행될 때만 가능하다. 하지만 이러한 실제  시사

과는 별도로 삶의 의미와 가치에 한 질문을 교육 으로 문제 삼는 것은 이른바 신지식기반 사회라는 

인간과 지식과의 계가 속도로 불안정하게 되어 가는 시  조류 속에서 우리 사회가 그리고 교육학

자들이 미래의 ‘교육받은 자의 모습’을 구상할 때 고려해 보아야 할 사소하지 않은 , 즉 우리 삶의 

조건을 보다 넓은 맥락 속에서 이해하는 을 드러내는데 더 큰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다.  

11) Colin Wringe의 논문, “ 성은 존재하는가? 그리고 이것을 교육에서 다룰 수 있는가?(Is there 

Spirituality, Can It be Part of Education?"(2002)과 Nel Noddings의 논문 “공공의 선으로서의 교육

(Education as a Public Good)"(1999)을 참조할 수 있다. 이 두 논문 모두 세속화된 근  학교 교육이 래한 

가치 부재 상과 우리 근 인의  빈곤을 부분 으로 공교육의 정신  기반인 세속  인문주의(secular 

humanism)에서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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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h e E d uc a t i o na l S i gni f i c a nc e o f  Ques t i o ns  

o n t h e M ea ni ng a nd  Va lue o f  L i f e:

D ra w i ng U p o n Blumenberg' s  Vi ew  o n W es t ern P h i lo s o p h y  

Kwak, Duck-Joo12)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what the questions on the meaning and value of 

life can mean to us today and to explore the ways in which they can be meaningfully raised 

again for our youngsters. While the questions used to be taken as fundamental to the pursuit 

of the good life in the old days, they tend to look irrelevant and remote to us in pursuing the 

good life as we conceive it today. Thus, it seems pivotal to examine what the nature of those 

questions used to be and why and how these questions have been trivialized in both the 

modern life and modern schooling.   

  The main part of the paper focuses on Blumenberg's account of how each tradition in the 

history of the western philosophy since the ancient Greek has responded to their existential 

anxiety with the theoretical pursuit of truth. Thus, Blumenberg helps us formulate the 

questions on the meaning and value of life in terms of its relation to our theoretical pursuit of 

truth for our existential happiness. Throughout the western tradition until it met the modern 

world, it was taken for granted that the theoretical pursuit of truth is supposed to bring about 

our existential happiness. And the questions on the meaning and value of life as a matter of 

existential fulfillment played the central role in shaping the way people understood the world 

and oriented their lives in this world. But, Blumenberg also explicates how the modern world 

of science broke off with this long tradition and changed the nature of the relation between 

theory and our existential happiness when it began to celebrate human control over nature 

and the world for human purposes. In the modern world, the theoretical pursuit is supposed to 

make us successful in controlling the nature, rather than making us existentially happy by 

being in harmony with nature. 

  Thus, the modern condition of life based on scientific world view makes the questions on 

the meaning and value of life unavailable to us in the way the premodern world used to allow 

But the problem of our existential anxiety still remains as long as we are destined to face 

death and human finitude. Thus, the questions on the meaning and value of life needs to be 

raised in education in such a way for our students as to be able to deal with their existential 

anxiety in an educationally more productive and meaningful ways. Here it would be critical to 

lead them to face their existential contingency as well as epistemological contingency with the 

acknowledgement of their self-limitation and finitude.  

Key words: the meaning and value of life, existential anxiety, theoretical pursuit, scientific

           knowledge, self-acknowledg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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