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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하이데거가 사유하여 드러내고 있는 존재는 교육과 공속한다. 존재와 교육은 서로 다른 것
이면서도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면서 떼려야 뗄 수 없는 하나로 묶여 있다. 하이데거의
존재 사유에 작용하면서도 스스로는 그러한 사유의 이면으로 은둔하고 있을 교육을 찾아 드러
낼 수 있다면, 하이데거의 존재 사유가 요청하는 새로운 교육의 면모를 밝힐 수 있다. 이는
하이데거의 사유 가운데 일부 구절들을 고쳐 써서 교육에 대한 것으로 둔갑시키는 일과는 엄
연히 다른 새로운 시도이다. 현존재들 간에 생겨날 수 있는 이질적인 깨달음들을 좀 더 참된
것으로 일치시키는 데에는 교육이 필요하다. 하이데거가 후기 사유에서 중시하고 있는 반신으
로서 시인에 대한 논의는 오로지 시인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제자를 깨달음으로 이끄는 스승
(하화자)에 대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시인이 구사하는 시어는 하화자가 구사하는 방
편에 상응한다. 현존재들 간의 진리 공유는 이러한 시인의 하화와 그 맞은편에서 전개되는 인
간 현존재의 상구를 통해 가능하다.
주요어: 존재, 교육, 공속, 시인, 상구, 하화, 방편

86

교육원리연구 , 15(2)

Ⅰ. 하이데거의 존재 사유와 교육의 흔적
하이데거는 플라톤 이래 2500여년에 걸쳐 전개되어 온 서양의 전통적 형이상
학을 해체하면서, 정확히 말하면, 전통적 형이상학이 발원되어 나온 시원적 사태
로 되밟아가면서 존재와 진리, 그리고 인간에 대해 새로운 사유를 펼친 철학자이
다. 그에 따르면, 서양의 전통적 형이상학은 존재가 아닌 존재자만을 주목하면서
이를 주체와 대립하는 객체로 정립한 뒤, 주체와 객체 간의 관계 맺음을 중심으
로 하는 온갖 그릇된 문제들을 양산해 왔다. 이는 철학을 처음부터 잘못된 방향
으로 인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존재하는 모든 것들, 그리고 그러한 것들과 조화
롭게 어우러지는 인간의 삶을 그것의 본래적인 양상으로부터 멀어지게 했다.
하이데거는 특히 존재하는 모든 것(존재자들)을 인간의 의지나 의욕의 실현을
위한 것으로 철저히 도구화하고 부품화하여 변형하고 조작하며 사용하는 현대
의 삶과 여기서 파생되는 인간다움의 상실에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였다. 존
재자들은 도구로서 대상화될 경우, 결코 드러날 수 없는 고유한 본질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인들의 삶 속에서 그것은 철저히 망각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인간의 본질에도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하게 된다. 하이데거에 따르면, 인
간은 도구로서 대상화되기 이전의 있는 그대로의 존재자들과 조화롭게 어우러
지면서 존재의 신비 속에 거주하는 존재의 목자(牧者)이다(숲길1), p. 511). 그런
데 존재자들로부터 존재의 신비가 제거됨으로 말미암아 인간도 비본래적 존재
로 퇴락하고 만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하이데거는 본래적인 인간 존재의
본질,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존재의 진리, 더 나아가 그러한 것에 이르
는 길을 새롭게 모색하려고 시도하였다. 이처럼 하이데거의 사유가 서양 철학
의 시원으로 되돌아가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기에 그것은 현대 서양 철학이 직
면하고 있는 태생적 한계와 문제점을 치유해 줄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받고 있
다(Rorty, 1979, 1991). 그리고 그것은 다음에서 보듯이, 비단 철학만이 아니라,
교육과 관련해서도 의미 있는 새로운 사유의 방향을 가리켜 보여주고 있다.
하이데거는 참다운 존재의 진리(알레테이아, aletheia)는 인간의 총체적인 전향
을 의미하는 파이데이아(교육, paideia)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고 본
다(진/본, pp. 124-127). 그리고 존재의 진리를 논하는 가운데 그것이 요청하는
1) 이 글에서 인용하는 하이데거의 저작들은 약칭으로 표시되며, 이는 참고 문헌에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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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윤곽을 여기저기서 부분적으로 드러내 보여주기도 한다. 하이데거 식으
로 말하면, 밝음과 어둠, 산과 계곡 등이 서로 구분되면서도 서로가 서로를 전
제하고 영향을 주고받는 가운데 성립하는 것처럼, 존재(의 진리)와 교육 역시
서로 다른 것이면서도 서로가 서로의 규정과 형성에 참여하는 공속성(共屬性,
Zusammenghörickheit)을 지니고 있다. 이 가운데 하이데거는 교육이 아닌 존재를
사유하여 드러내고 있다. 이 점에서 그는 교육학자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의 사유 속에 가시적인 형태로 교육의 본래적인 면모가 열어 밝혀져 있는 것은
아니다. 교육에 대한 사유가 하이데거의 존재 사유에 어떤 식으로든 반영되어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것은 보이지 않도록 숨어 있을 뿐이다. 이는 하이데거의
존재와 진리에 대한 사유를 요약하여 소개한 뒤, 그 가운데 일부를 교육에 대
한 것으로 고쳐 쓰거나 교육적 시사를 주는 것으로 해석하는 종래의 방식으로
는 하이데거의 사유와 공속하고 있을 교육에 한 발자국도 다가 설 수 없음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하이데거의 존재와 공속하는 교육을 어떻게 드러내야 하는가? 하이
데거의 사유를 이해하는 한 가지 방법은 그의 사유 방식을 적용하여 그의 사유
에 대해 사유하는 것이다. 하이데거는 앞 선 사상가들의 사유 속에서 여전히
사유되지 않고 남아 있는 것, 앞 선 사상가들의 말 속에서 여전히 말로 드러나
지 않고 남아 있는 것을 사유하고 말하였다. 그렇다면 하이데거의 사유와 말
속에서 사유되지 않고 남아 있으며, 여전히 말해지지 않고 있는 것을 찾아내어
사유하고 말로 드러내는 것이야말로 하이데거를 가장 하이데거답게 이해하는
길이다. “사유 속에서 아직도 사유되지 않고 남아 있는 것을 사유하는 것이야
말로 대단히 중요하다.”(사/무, pp. 163-164)는 하이데거의 지론은 그 자신의 사
유에도 적용되는 것이다. 이 경우 우리는 하이데거의 사유와 잇닿아 있으면서
도 아직까지 하이데거나 하이데거 연구자들에 의하여 본격적으로 사유되지 않
고 있는 교육의 본래적인 면모와 본질을 사유해야 된다. 이는 하이데거의 존재
사유에 묻어 있을 교육의 흔적과 단편들을 세밀히 살피면서 그의 존재 사유 이
면에 놓여 있는 교육을 사유하여 드러낸다는 쉽지 않은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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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세계-내-존재’로서 인간 현존재: 존재와 인간의 공속함
“어떠한 것이 있다(존재한다).”고 할 때, 그것이 분명 하나의 개별적 존재자로
존재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것을 존재하도록 해주는 “있음이 있다(존재
가 존재한다).”는 것 역시 분명하다. 하나의 존재자를 바로 그러한 존재자로 존
재하도록 해주는 것으로서 존재가 없다면, 그 존재자는 애당초 그러한 존재자
로 드러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낡은 가방을 예로 들어
생각해 보자. 이 가방은 소가죽을 원료로 제작되어 있으며 그 안이 텅 비어있
고 크기가 얼마이며 무게가 어느 정도인 그러한 어떤 물체나 대상적 사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세계의 신비를 풀어서 밝히려고 고투한 사상가
들의 앎을 담고 있는 서책들을 그 안에 품고 있으며, 그 사상가들의 앎을 내
것으로 하려는 나의 지적인 설렘과 희망을 담고 있다. 그 가방은 여기저기 대
학을 돌아다니며 강의를 하던 시절 나를 힘들게 하던 삶의 고단함이 묻어 있는
가 하면, 공부하는 사람이 지니기 마련인 각별한 자부심이 서려 있기도 하다.
또한 그것에는 가방을 내게 선물한 아내의 나에 대한 사랑과 그에 대한 나의
감사가 스며들어 있다. 가방이라는 존재자가 지니는 고유한 본질은 이루 다 열
거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여기서 분명 가방은 단순한 물체 이상의 어떤 것으로,
크기와 무게가 얼마이며 재질이 무엇인 그러한 물체 이상의 어떤 것으로 존재
하고 있다. 이 때 내 눈앞의 가방은 하나의 개별적 존재자로 존재하는 것이며,
그 가방에 각별한 의미들을 선사하는 가운데 그것을 그러한 의미들의 집약체로
드러내면서 존재하게 하는 무엇이 또한 존재하고 있다. 이 후자가 바로 가방이
라는 하나의 존재자를 단순한 물체나 사물 이상의 의미를 지닌 그러한 가방으
로 존재하도록 해주는 그 가방의 ‘존재’이다.
물론 이때 ‘있음’(가방의 존재)은 개별적인 사물로서의 가방을 바로 그러한
가방으로 우리 앞에 드러내 존재하도록 해주는 것으로서 그 개별적인 가방이라
는 존재자와 함께 존재하고 있다. 존재와 존재자는 ‘존재하는 존재자’라는 하나
의 단일한 사태 속에 함께 묶여 있는 것이다. 존재는 언제나 어디에서나 ‘존재
자의 존재’이며, 존재자는 또한 언제나 어디에서나 ‘존재의 존재자’이다(동/차,
p. 53). 이처럼 존재와 존재자는 떼려야 뗄 수 없는 하나로 묶여 있다. 그렇기는
하지만, 가방의 ‘존재’는 가방이라는 ‘존재자’와 똑 같은 방식으로 존재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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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은 아니다. 존재와 존재자는 엄연히 다른 것이며, 양자 사이에는 ‘존재론
적 차이’가 가로 놓여 있다.
하이데거에 따르면, 존재는 어떠한 존재자를 바로 그러한 존재자로 존재하도
록 우리 앞에 드러내면서도 정작 스스로는 앞으로 드러난 그 존재자의 뒤로 돌
아가 드러나지 않게 숨어버린다. 존재는 드러내면서 동시에 숨는 것을 본질로
지니는 것이다. 이 경우 뒤로 숨으면서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는 존재와의 본질
적인 연관을 떠나서 어떤 존재자를, 마치 그것이 하나의 개별적이며 자족적(自
足的)인 실체인 양 사유하게 되면, 그 때 드러나는 존재자는 존재의 풍부한 의

미를 상실한 물체로 대상화되고 만다.
그런데 하이데거가 보기에 서양의 전통적 형이상학은 뒤로 은둔해 버리는 존
재는 망각하고, 앞으로 드러난 존재자만을 주목하며 이에 집착함으로써 ‘존재자
에 대한 형이상학’으로 전개되어 왔다(형/근, pp. 80-83). 그리고 그것은 존재자
를 우리의 의지와 의욕에 맞게 대상으로 정립하고, 도구로서 부품화하며 변형
하고 사용하는 현대의 기술 공학적 사유로 이어져 내려왔다(강/논, pp. 23-25,
415-417). 여기서 하이데거는 현재 우리가 앓고 있는 자연의 파괴와 황폐화, 인
간을 포함한 모든 존재하는 것들의 도구화, 우리의 삶에 방향을 부여하는 근거
의 상실 등이 초래되고 있음을 본다. 따라서 하이데거는 전통적 형이상학이 망
각한 존재를 처음부터 다시 사유하여 드러내려고 시도한다. 그는 그 사유의 단
초를 인간 존재로부터 구한다.
하이데거는 인간을 현존재(現存在, Dasein)로 규정한다. 그에 의하면 인간은 하
나의 존재자로서 다른 모든 존재자들 곁에 체류하고 있으면서도 그러한 존재자
들을 바로 그 존재자들로 존재하게 만드는 지평인 존재 자체에 대해 물을 수 있
는 유일한 존재자이다(존/시, p. 261, 272). 물음을 던진다는 것은 우리가 아직 모
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어느 정도 이해를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 아예 모르고 있다면 물음을 던질 수조차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아는
것과 모른 것 사이에 있는 존재자이기에 나름대로 존재 이해를 갖고 존재에 대
하여 물음을 던질 수 있는 것이다. 현존재는 막연하게나마 선술어적(先述語的)이
고 선개념적(先槪念的)인 존재 이해를 이미 지니고 있는 유일한 존재자이며, 그
막연한 존재 이해를 토대로 삼아 존재를 철저히 물어 나갈 수 있는 존재자이다.
현존재가 존재에 대하여 물음을 던지는 데에 필요한 존재 이해를 미리 지닐
수 있는 것은 그가 자기 폐쇄적인 실체적 자기의식의 소유자로서 대상 세계와

89

90

교육원리연구 , 15(2)

대립하여 별도로 존재하는 주관이 아니기 때문이다. 현존재는 자기로부터 탈자
적(脫自的)으로 벗어나서 ‘주위의 존재자들 곁에 친숙하게 머무름’을 고유한 본
질로 지니고 있는 탈존적(脫存的) 존재자이다. 탈존적 존재자로서 현존재는 주
변 세계와 그 세계 내부의 존재자들에 대한 관심(Sorge)2)을 본질로 하면서 세
계로 나아가 존재자들과 친근하게 교섭하는 존재자이다. 따라서 인간 현존재는
이미 그가 체류하면서 교섭하고 있는 세계 및 그 세계 내부의 존재자들과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다. 세계와 그 세계 내부의 존재자들은 그것을 향해 뻗쳐나
가고 있는 인간 현존재의 마음에 의해, 안과 밖이나 주관과 객관의 구분이 일
어나지 않을 만큼, 이미 그 마음에 닿아 있는 것이다(사/무, p. 309). 현존재는
이른바 객관 세계와 대립되어 구분되는 주관이 아니라, 주관과 객관의 이원론
적인 도식으로는 파악되지 않을 만큼, 이미 세계와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으
면서 이 관계를 본질로 삼고 있는 존재이다(이정표 2, p. 48, 166). 이러한 하이
데거의 인간 이해는 인간이, 전통 철학이 상정해 왔듯이 바깥 세계와는 인연을
끊고 자신의 자아 내부로 수렴해 들어가면서 출현하는 순수 자아가 아니라, 이
미 바깥 세계로 탈존하여 세계와 인연을 맺으면서 존재하는 ‘세계-내-존재’(das
In-der-Welt-Sein)라는 점을 특징으로 한다.
물론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현존재가 세계의 산물이나 부속물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현존재는 그가 주변에서 접하게 되는 존재자들을 이미 그에게 친숙한
‘손안의 존재자’(Zuhandenes)로 받아들이면서 그것들과 교섭하고 있다. 그리고
그 ‘손안의 존재자’는 인간 현존재를 정점으로 하는 수단과 목적의 지시 연관
전체 속에서 어떠한 의미를 선사받으면서 바로 그러한 존재자로 존재하게 된
다. 이 지시 연관의 전체가 세계이다(존/시, pp. 120-121; BT, pp. 116-117). 이 점
에서 세계는 단순히 존재자들의 총합이 아니다. 세계는 또 하나의 존재자가 아
니라, 존재자들을 그러한 존재자들로 존재하도록 해주는 존재의 방식, 즉 존재
이다(이정표 2, p. 54). 그리고 이 세계는 인간이 그 속에 내던져져 처해 있는
세계이면서도 인간이 자신의 내던져져 있음 속에서 스스로의 가능성을 실현하
고자 스스로를 그 세계에 다시 되던져 기투하는 실존적 결단에 의하여 드러나
2) 관심(Sorge)이란 ‘자기를 앞질러 세계 내부의 존재자들 곁에 있음으로서 이미 하나의 세계 안에
있음’을 말한다(존/시, p. 267, 273, BT, p. 241, 246). 하이데거가 보기에는 이것이 현상학
이 주목해야 되는 ‘사태 그 자체’이다. 철학이 신주단지 모시듯이 떠받들고 있는 주관과
객관의 구분은 이러한 시원적 사태로부터 파생된 개념적 사유의 산물일 뿐이다.

하이데거의 존재 사유와 교육: 반신(半神)으로서 시인의 시작(詩作)과 현존재들 사이의 진리 공유

는 것이다. 이 점에서 세계 역시 현존재와 무관하게 바깥에 존립하는 객관적
실체가 아니라, 현존재와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실현되는 세계이다. 세계는 인간
현존재와 상관적인 관계에 있는 것이다(이정표 2, p. 54). 따라서 세계는 현존재
와 무관하게 일단 먼저 실재론적으로나 객관적으로 바깥에 대상으로 놓여 있는
그러한 존재자가 아니다. 세계는 ‘세계-내-존재’의 방식으로 세계에 거주하고 있
는 현존재의 자기 존재의 표현인 셈이다(김형효, 2000, p. 74). 그러면서도 세계
는 탈존적 존재자로서 현존재가 이미 그곳을 향하여 나가 서 있는 의미의 기반
이자 지평이기에 주관적인 것으로 환원될 수 없다. 물론 그것은 현존재와 분리
된 객관적인 것으로 개념화되어 파악될 수도 없다.
여기서 엿볼 수 있듯이 세계와 현존재는 각기 다른 것이면서도 서로가 서로
를 필요로 하면서 상호 규정하며 그 본질을 실현해주는, 또는 서로가 서로를
낳아주는 상생(相生)의 관계에 있다. 세계가 없다면 ‘세계-내-존재’로서 현존재
가 있을 수 없으며, 현존재가 없으면 세계도 있을 수 없는 것이다(존/시, p.
480). 이러한 관계를 하이데거는 ‘공속성’이라 부른다. ‘공속성’이란 서로 관계
를 맺고 있는 것들이 서로와의 관계 속에서 서로를 각기 고유한 그것으로 정립
시켜주면서도, 그래서 상호 차이와 구별을 지니게 되면서도, 각자는 상대방 속
에 자신의 영향과 흔적을 새겨 넣고 있어서 서로 떨어져 존립할 수 없는 하나
로 묶여 있음을 말한다. 밝음과 어둠, 삶과 죽음, 산과 계곡 등은 서로 차이를
지니는 것이면서도 각자가 상대의 규정과 형성에 참여하고 있어서 떼려야 뗄
수 없는 하나의 공속적 관계로 묶여 있다. 이 점에서 그것은 서로 같지가 않기
에 하나가 아니지만, 그렇다고 서로 떨어져서 존립할 수도 없기에 둘도 아닌
관계를 말한다. 이는 불교에서 말하는 불일이불이(不一而不二)나 불일불이(不一
不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김형효, 2002; 전동진, 2002).

하이데거가 보기에 대립하는 일체의 것들은 서로가 서로와는 무관하게 따로
떨어져 존립하는 자족적 실체들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면서 서로
가 서로의 규정에 참여하는 가운데 각기 고유한 것으로 형성되는 공속성의 관
계항(關係項)들이다(김동규, 2009, pp. 265-268). 공속성이 가장 근원적이고 시원
적인 만물의 존재하는 실상이며, 이를 서로 구분된다고 개념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이 시원적 관계의 파생물이자 변형물이다. 인간 현존재는 객관 세계와 대
립하면서 존립하는 주관성의 실체가 아니라, 모든 존재자들과 교섭하면서 그러
한 존재자들을 바로 그 존재자들로 존재하게 해주는 지평인 존재와 공속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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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를 맺고 있다(동/차, p. 21). 그래서 현존재는 자신의 존재를 통해서 존재에
대하여 물을 수 있고, 그 존재를 드러낼 수도 있는 독특한 존재자이며, 이것이
그의 본질이 되는 것이다. 하이데거가 전기(前期) 사유에서 현존재를 통하여 존
재에 접근하려고 시도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Ⅲ. 표상적 사유와 주관과 객관의 쪼개짐
하이데거에 따르면, 서양의 전통적 형이상학은 어떠한 존재자를 바로 그러한
존재자로 존재하게 해주는 존재에 대한 물음을 망각하고, 존재를 모든 존재자
들을 존재하게 해주는 최고의 존재자로 사유하였다. 모든 존재자에게 공통된
것들의 추상화된 형태로서의 본질이나 모든 존재자의 최고 원인에 해당하는 일
자(一者), 또는 신적 존재 등을 상정하는 것은 모두 존재를 망각하고 이를 존재
자에 대한 것으로 사유하는 것이다. 한 마디로 존재를 존재자의 일반적 속성이
나 존재자의 근거가 되는 존재자와 같은 그러한 존재자성(存在者性, Seiendheit)
으로 이해하는 셈이다. 이 점에서 그것은 존재와 존재자의 존재론적 차이에 주
목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존재 망각의 사유’이자 ‘존재자성에 대한
사유’이다.
존재자성에 대한 사유란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그것들이 다른 것들과 서로
구분되면서도 하나로 어우러져 조화를 맺고 있는 근원적인 공속함의 관계 속에
서 존재하고 있음을 망각한 사유라 할 수 있다. 그것은 존재자들을 그것들이
근원적으로 속해 있던 공속함의 관계에서 따로 떼어내어 마치 그것들이 그 자
체로 고유하게 존립하고 있는 것인 양 실체화시킨다. 그리고 인간 존재는 그러
한 실체로서의 대상들을 그것이 드러난 그대로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지니는 주체로 상정된다(현/근, pp. 228-231). 인간 존재와 존재자들, 그
리고 존재자들의 존재는 원래 서로 공속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라는
주관적 실체와 대상이라는 객관적 실체가 먼저 있고, 이것들이 그 후에 서로
관계를 맺게 된다고 그릇되게 사유한 것이다. 그런데 주체로서의 인간이 객체
를 대상화하여 파악할 수 있으려면, 객체는 그러한 파악이 가능하도록 지금 있
는 그대로 존립해야 된다. 그것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이미 지나가 버려 현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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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는 것이 되어 버리면, 주체에 의한 파악과 이해는 불가능해지고 만다(사
/무, p. 108, 117). 그래서 전통적 형이상학은 지금이라는 시점을 중심으로 시간
을 동결(凍結)시켜 버리고, 존재자의 본질을 영원히 지속되는 지금 속에서 드러
나는 ‘지속적인 현존’이라 규정하게 된다.
지속적으로 현존하는 존재자를 하나의 자족적인 실체로 대상화시켜 그것이
인간의 의식에 있는 그대로 드러나도록 파악할 수 있다는 생각이 바로 표상적
사유이다. 표상(Vorstellung)이란 주관적인 의식의 작용이 객관적인 대상의 정립
을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이라 보고, 주관의 의식이 객관적인 대상에 대하여 그
린 이미지나 관념, 개념 등을 의미한다. 따라서 표상으로 그려진 존재자 또는
존재자성은 주관의 작용에 의하여 대상으로 정립된 것이며, 주관에 의하여 확
실성을 부여받음과 동시에 주관에 의하여 장악되고 관리되며 사용된다. 표상적
사유는 존재자를 하나의 자족적인 실체로 대상화시켜 인간의 주관 앞에 세워
두면서 지속적으로 현존하는 것으로 보는 가운데 그것을 사유한다. 그럼으로써
모든 존재자를 인간에 의해 이해 가능하고 파악 가능하며, 그런 이해와 파악을
토대로 하여 조작되고 이용되며 통제될 수 있다고 본다(숲길, p. 422).
‘손안의 존재자’로서 우리와 친근하게 공속하던 존재자들은 그러한 공속함의
시원적 관계로부터 뜯겨져 나와 하나의 자족적 실체로 드러남으로써 ‘눈앞의
존재자’(Vorhandenes)가 된다. ‘눈앞의 존재자’는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와는 무
관하게 존재하는 객관적 실체로서 사유되며, 우리가 발견하는 물질적 속성이나
인과성의 법칙 등에 의하여 설명이 가능하고 통제될 수 있는 대상으로 드러난
다. 표상적 사유는 인간 현존재를 더 이상 ‘세계-내-존재’가 아니라 세계에서 떼
어 내어 세계 앞에 세운다. 이때 세계는 더 이상 존재자들의 존재 방식이나 존
재 그 자체가 아니라, 존재자들의 총합으로서 또 하나의 존재자로 드러난다(숲
길, p. 418). 그리고 존재자로서 세계는 주체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탐구되고 효
율적으로 관리되며 통제될 수 있는 대상이 된다.
표상과 의지의 주체인 인간이 세계를 객체로 대상화시켜 그것을 자기의 지배
의지 아래에 놓아두려는 전통적 형이상학의 최정점이 근대적인 과학 기술의 등
장이다. 과학 기술의 득세와 함께 모든 존재자는 인간의 이성에 의하여 파악되
고 장악되며 사용되고 변형될 수 있는 도구나 부품으로 간주되어 버린다. 이로
인하여, 근대 이후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주변에 존재하고 있는
일체의 대상들과 사물들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서는 대지와 하늘, 대지와 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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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의 산천초목과 자연 등등 모든 것들이 인간이 의욕하는 바에 맞도록 표상
되고 도구로서 조작되며 사용되는 실체로 전락하게 된다. 그러나 더 심각한 것
은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인간도 하나의 존재자로서 종국에는 스스로도 도구화되
고 부품화되어 버린다는 점이다(숲길, p. 429). 대상화를 통해서는 드러날 수 없
는 존재자들(인간 현존재를 포함해서)의 고유한 면모와 본질들은 표상적 사유
가 대상으로 드러내는 것들 뒤편으로 잠적하여 숨어 버리게 된다.

Ⅳ. 현존재의 실존적 결단과 수행: 존재를 향한 도약과
상이한 깨달음의 출현
표상적 사유로 인하여 존재자가 ‘손안의 존재자’가 아닌 ‘눈앞의 존재자’로
실체화되는 것이 문제의 근원이라면, ‘손안의 존재자’를 회복하여 우리가 주변
세계 속에서 접하는 모든 존재자들과 친근하게 교류하는 삶으로 복귀하는 것이
하나의 탈출구가 된다. 하이데거의 전기 사유는 바로 그러한 길을 시사하고 있
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해서 이것이 유일하고도 타당한 길
은 아니다. ‘손안의 존재자’는 ‘눈앞의 존재자’와는 달리 우리의 주관 앞에 세워
져 물체로서 대상화된 자족적 실체는 아니다. 그것은 우리와 친근하게 교류하
는 가운데 우리와 이미 공속하고 있다. 그렇기는 하지만, ‘손안의 존재자’가 존
재자의 존재를 여실하게 드러내는 참다운 방식인지에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손안의 존재자’는 평균적 일상성(average everydayness) 속에서의 현존재 분석
을 통하여 드러난 세계 내부적 존재자들의 존재 방식이다. 그것은 인간 현존재
를 정점으로 하는 목적과 수단의 연쇄인 의미의 지시 연관 속에서 하나의 도구
적 존재자로 드러난 것이다. 물론 ‘손안의 존재자’는, 존재자들을 자의적으로
변형시켜 소모해 버리는 표상적 사유에서의 도구와는 달리, 존재자의 본질에
순응하여 이에 맞게 사용한다는 의미에서의 도구이지만, 그것의 본질 역시 도
구성(道具性)에 있다. 따라서 ‘손안의 존재자’는 언제든, ‘눈앞의 존재자’와 마찬
가지로, 인간의 의지와 의욕의 실현에 봉사하는 도구로 미끄러질 가능성을 지
니고 있다. 이 점에서 그것은 존재자가 다른 존재자들과 공속하면서 서로 구분
되는 가운데 하나로 어우러지며 지니던 풍부한 의미를 상실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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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보면, ‘눈앞의 존재자’를 ‘손안의 존재자’로 회복하는 것이 하나의 길이
기는 하지만, 그것이 유일한 길도, 또 가장 올바른 길도 아니다. 그렇다면 인간
현존재에게 남은 길은 무엇인가?
이를 하이데거는 ‘죽음으로 앞서 달려감’(Vorlaufen zum Tode)이라는 인간의 본
질적 계기 속에서 찾는다(존/시, p. 351). 하이데거에 따르면, 인간만이 죽을 수
있는 유일한 존재자이다. 사물이나 동식물은 종말이나 죽음을 맞아서 소멸될 수
는 있지만, 죽음을 죽음으로서 맞이할 수는 없다. 죽을 수 있는 유일한 존재자로
서 인간은 자신의 결코 넘어설 수 없는 한계인 죽음 앞으로 미리 달려가 보면서
그 죽음으로 인하여 ‘불안’(Angst)이라는 근본 기분에 사로잡힐 수 있는 존재자이
다. 불안은 인간 현존재로 하여금 그가 지금까지 대면해 왔던 모든 존재자들, 나
아가 그가 일상적으로 대하고 있었던 세계 자체를 근본적으로 다시 볼 수 있게
만든다(존/시, p. 453). 죽음은 현존재가 지금까지 ‘세계-내-존재’로서 존재자들 곁
에 체류하는 가운데 선사받아 왔던 일체의 의미를 무효화시키거나 무화(無化,
Nichten)시키는 무 자체이다(이정표 1, pp. 159-161). 흔히 무(無)는 ‘존재하고 있지
않음’으로서 존재자와는 구분될 뿐만 아니라, 있음, 즉 유(有)로서의 존재와 대립
하고 있는 것으로서 존재와도 무관한 것이라 사유되어 왔다. 한 마디로 무는 아
무 것도 아닌 것으로 취급되면서 사유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온 것이다.
그러나 하이데거에 따르면, 무는 오히려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그렇게 존재
하도록 해주는 ‘심연’이자 ‘탈근거’(脫根據) 또는 ‘근거 없는 근거’(Abgrund)로서
존재와 서로 공속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상생시켜주는 관계에 있다. 무와의 관
계 속에서, 그리고 무를 통해서만 유가 성립되기 마련이며, 따라서 무는 존재하
는 모든 것들의 근거 없는 근거라 할 수 있다. 무의 무화하는 힘을 통하여 현
존재는 그가 접하고 있었던 모든 존재자, ‘눈앞의 존재자’는 물론이고 ‘손안의
존재자’까지도 초월하게 되며, 따라서 자신의 눈앞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지
금까지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으로 드러낼 수 있게 된다(존/시, p. 256). ‘죽음
으로 앞서 달려감’을 통하여 무 안에 존재하게 된 현존재는 더 이상 이전과 같
은 의지와 의욕의 주체가 아니라, 모든 존재자들이 그러한 존재자들로 있는 그
대로 드러나게 하는 ‘존재의 열린 터’, ‘환히 밝혀진 장소’로서 ‘거기’(Da)가 된
다(이정표 1, p. 161). 인간은 이제 비로소 존재의 열린 터(Da)에 존재하는, 그
터에 있음(-Sein)을 본질로 하는 본래적인 현존재이자 평균적인 일상성을 넘어
서는 하나의 탁월한 현존재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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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가 환히 밝혀져 드러나는 열린 장으로서 현존재가 되기 위하여 인간은
각별한 결단과 실존적 수행을 감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죽음’이란 말 그대로
인간 의 넘어설 수 없는 최상의 한계로서 삶과 공속하는 죽음을 의미한다. 삶
은 죽음과의 관계 속에서 그 본질이 드러나는 것이며, 죽음을 통하여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걸친 삶의 전체적인 지평이 통찰될 수 있다(아/현, pp.
32-33). 물론 죽음도 삶과의 관계 속에서만 단순한 생물학적 소멸로 환원될 수
없는 고유한 본질을 지니게 된다. 그러나 ‘죽음으로 앞서 달려감’이 인간의 본
질에 속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누구나 그러한 죽음에 결연히 대면하고 맞설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인간은 그러한 한계를 외면하고 지금까지의 익숙한
일상을 계속하기 위하여 도피하는 세인(世人, das Man)으로 우선 존재한다. 세
인으로서 인간은 자기 내면에서 들려오는 양심의 소리, 궁극적 한계와 결연히
대면하라는 실존적 요청에 귀를 닫고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호기심 속에서 그
때그때 이를 충족시키는 의미 없는 빈말과 잡담(Gerede)에 탐닉하는 가운데 익
명적인 삶에 빠져들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존재의 세계로 도약하려면, 인간은 궁극적 한계인 죽
음 앞에서 달아나지 않고 이에 맞서면서 자기 내면에서 들려오는 양심의 부름
에 귀 기울이는 가운데 새로운 세계로 도약하려는 실존적 결단을 수행하지 않
으면 안 된다. 이러한 결단은 인간만이 할 수 있고, 인간에게만 허락된 인간의
본질에 속하며, 결단을 내릴 수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 인간의 본래적인 모습으
로 향하는 길이 열릴 수도 있고 닫힐 수도 있다. 우리는 눈앞에 존재하는 일체
의 도구적 존재자들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자기의 시야에서 사라져 버린 참다운
세계에 대한 본래적 관심으로 전향하지 않으면 안 된다. 물론 이는 쉬운 일이
결코 아니다. ‘죽음으로 앞서 달려감’은 지금까지 우리에게 편안함과 안정감을
제공하던 우리의 삶 전체를 일시에 포기하고 새로운 삶의 지평으로 나아갈 것
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일상적인 친숙함이 무너져 내림에 따른 ‘섬뜩함’
으로 우리를 인도한다(존/시, pp. 257-258). 이것이 인간 현존재에게 속해 있는
근본적인 기분으로서 불안이다. 그리고 이 불안이 익명적인 삶에 빠져 있는 현
존재를 하나의 고유한 현존재로 개별화시켜서 그의 본래적인 가능성과 대면하
도록 만든다(존/시, p. 256, pp. 369-370).
근본적인 것을 향하여 관심을 전환하는 것만도 쉽지 않은 과제이지만, 그 관
심의 전환만으로 모든 것이 일시에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죽음으로 앞서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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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을 통하여 본래적인 인간으로 거듭난 인간 현존재는 존재의 참다운 모습이
그가 ‘있음으로 있는 (존재하고 있는) 거기(Da)’에 있는 그대로 드러나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인간 현존재의 본질은 존재에 대한 ‘관심’이며, 이는 곧 현존재
의 본질이 다른 것이 아니라 ‘마음’ 그 자체임을 의미한다(권순홍, 2008; 김형효,
2000). 따라서 인간 현존재는 그의 마음이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비추어 줄 수
있는 거울이 되도록 그의 마음을 깨끗하게 닦지 않으면 안 된다. 세인으로서 그
가 지금껏 지니고 있었던 일상의 모든 의욕과 욕망, 습성적인 마음가짐과 태도
등을 비워버리면서 그의 마음을 말 그대로 허정(虛靜)한 상태, 존재가 있는 그대
로 거기에 드러날 수 있는 텅 빈 공간, 텅 빈 장소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인간 현존재가 자신의 궁극적 한계인 죽음을 죽음으로 대면하기로 결단하는
일, 그리고 존재를 있는 그대로 비추어 주는 거울이 되도록 자신의 마음을 공
(空)으로 만들어서 참다운 존재로 이를 채워 나가는 일은 결코 쉬운 과제일 수
가 없다. 그렇기는 하지만, 이러한 실존적인 과제를 떠안음과 수행의 여부에 따
라 우리가 지니는 관심의 종류와 수준, 마음의 질적인 상태 등이 달라지며, 우
리는 그러한 우리의 관심과 마음이 드러내는 존재의 세계를 각기 우리의 참다
운 세계로 영접하게 된다. 이는 바꾸어 말하면, 우리의 실존적 결단과 수행에
따라 우리 각자가 대면하게 되는 세계가 질적으로 상이할 수밖에 없음을 의미
한다. 깨달은 자가 대면하고 있는 세계가 곧 우리의 세계일 수는 없으며, 양자
사이에는 하늘과 땅이 다른 것만큼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
서 당장 ‘상이한 세계 속에 거주하는 인간 현존재들 사이의 소통과 대화가 어
떻게 가능한가?’라는 질문이 등장하게 된다.

Ⅴ. 공동현존재와 진리의 공유: 교육이 빠진 유아론의 해결책
하이데거는 인간들이 각자의 실존적 결단과 수행의 결과, 근본적으로 상이한
세계 속에 살게 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 인하여 현존재들이 서로 다
른 세계 속의 거주자들로 쪼개진다는 점도 의식하고 있었다. 이는 철학의 오래
된 문제인 유아론(唯我論)의 함정을 의미한다. ‘인간 현존재 각자가 자신의 결
단과 수행에 의하여 각기 상이한 세계와 서로 다른 존재의 진리를 접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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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이 가운데 어느 것이 좀 더 참다운 것인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으며, 이
를 다른 현존재들에게 어떻게 알릴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하이데거를 사로잡
은 것이다. 이는 하이데거에게는 하나의 심각한 문제였고, 어찌 보면, 그가 현
존재 중심의 전기 사유에서 존재 자체를 사유하는 후기 사유로 넘어간 계기이
기도 하다. 현존재로부터 시작하여 어떻게 우리가 존재의 진리를 깨닫게 되는
가를 논의하는 것은 그 깨달음의 수준이 수 없이 많을 수밖에 없다는 데로 이
어진다. 그렇지만 깨달음 자체인 존재의 진리로부터 거꾸로 사유해 나가면서
그것이 어떻게 현존재에게 도달하게 되는가를 논의하면, 유아론의 난점이 해소
되거나 아예 생겨나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후기 사유를 전개해 나가기 이전, 하이데거는 먼저 현존
재 중심의 전기 사유에 함의되어 있는 현존재의 본질 분석을 통하여 유아론 해
결에 나선다. 하이데거는 자신의 현존재가 서로간의 소통의 창이 부재한 라이
프니츠 식의 모나드(單子, Monade)들의 쪼개짐으로 귀결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
다. 그것은 유아론의 함정에 빠져드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스
승인 후설이 시도했던 것 같은 현상학적 공감이나 감정이입이라는 해결책도 받
아들이기가 어려웠다(철/입, pp. 147-150). 공감이나 감정이입은 하나의 폐쇄적인
주체를 또 하나의 닫혀 있는 주체와 연결해 주는 가교 같은 것으로서 이미 자
족적 실체로서의 주체나 자아를 상정하고 있다(존/시, p. 173). 이 점에서 감정
이입은 하이데거가 현존재라는 개념으로 넘어서려고 했던 선험적 순수 자아의
인정으로 이어지고 만다. 여기서 하이데거는 일종의 정면 돌파를 시도한다. 현
존재의 본질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하여 유아론에서 벗어나는 나름대로의 길
을 찾는 것이다.
하이데거에 따르면, ‘자신으로부터 탈존하여 탈자적으로 눈앞의 것 곁에 있으
면서 그 눈앞의 것을 열어 밝히는(비은폐하는) 가운데 스스로를 드러내고 있음’
이 현존재의 본질이다. 하이데거는 여기에서 두 가지가 비은폐되어 있음에 주
목한다. 첫째는 존재자가 바로 그러한 존재자로 비은폐되어 드러남이고, 둘째는
존재자를 비은폐하며 드러내고 있는 현존재 자체가 또한 비은폐되어 드러난다
는 것이다. 즉, 존재자의 존재를 비은폐하여 진리로 드러내고 있는 현존재 자체
가 또한 드러나고 있다. 이 점에서 현존재는 그 본질에 있어 다른 현존재들에
게 이미 비은폐되어 드러난 존재자로서 언제나 공동현존재(Mitdasein)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하이데거의 존재 사유와 교육: 반신(半神)으로서 시인의 시작(詩作)과 현존재들 사이의 진리 공유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하여 하이데거는 현존재 자체는 이미 열어 밝혀져 비
은폐되어 있는 존재자로서 존재하기 마련이며, 그러한 자기 자신을 다른 현존
재에게 감출 수 없다고 본다. 따라서 혼자서만 진리를 소유하고 이를 자신 속
에 감추는 방식으로 현존재가 존재할 수는 없으며, 그가 열어 밝힌 진리는 원
칙상 다른 현존재와 공유된다는 것이다.3) 물론 이 때 다른 현존재가 특정한 현
존재에 의하여 비은폐되어 드러나고 있는 그 진리를 진리로서 받아들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스스로를 드러내는 존재자로
서 현존재의 진리는 다른 현존재에게도 열어 밝혀져 드러나게 된다(철/입, pp.
133-135). 이 점에서 현존재의 진리는 ‘원칙상’ 다른 동료 현존재들에게 개방되
어 공유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아닌 게 아니라 인간은 하나의 세계에 다른 현존재들과 같이 체류하는 가운
데 각자 그 세계에 자신들의 흔적을 새겨 넣으면서 동시에 그 세계로부터도 영
향을 받으며 살아간다. 이 점에서 현존재는 그가 다른 현존재들과 같이 체류하
고 있는 세계를 매개로 하여 본질상 다른 현존재들로부터도 영향을 받고 있으
며, 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세계 없는 순수한 주체가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타자 없는 고립된 자아 역시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존/시, p. 163). 그렇기 때문
에 현존재의 세계는 공동세계가 된다(존/시, p. 166). 하이데거는 자신의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하여 현존재가 실존적 결단과 수행을 통하여 대면하게 되는 참
다운 존재는 그만의 것이 아니라, 공동현존재 모두의 것으로 공유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현존재는 본질상 공동현존재이고, 따라서 특정 현존재의 진리는 원칙
상 다른 현존재들에게도 드러나기 마련이라는 논의는 유아론의 올바른 해결 방
안일 수가 없다. 만약 특정 현존재의 진리가 다른 현존재들에게도 드러나고 있
음에도 불구하고, 하이데거도 우려하고 있듯이, 다른 현존재들이 이를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는 일이 생겨난다면, 그리고 그 진리가 다른 것들보다 좀 더 참
다운 것이라면, 진리의 공유는 제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현존재가 존재자
를 그러한 존재자로 발견하여 드러내는 가운데 그렇게 발견된 존재자를 다루고
3) 하이데거는 현존재가 존재자에 대하여 발언을 할 때, 그 발언은 해당 존재자의 존재 방식, 즉
존재에 대한 이해를 밖으로 드러내기 마련이며, 따라서 그 발언을 토대로 하여 존재에 대
한 이해가 다른 현존재들과 공유 가능하다고 본다(현/근, pp. 302-304). 이 점에서 일단
하이데거는 진리 공유가 교육이 아니라 언어적 소통에 의해 가능하다고 보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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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며 교섭하는 자신의 존재 방식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그러
한 현존재의 비은폐성을 볼 수 있는 자는 보겠지만, 볼 수 없는 자는 보지 못
한다. 이 점에서 현존재는 원칙상 다른 현존재에게 비은폐되어 개방된다고 하
더라도 그것이 저절로 진리의 나눔이나 진리의 공유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4)
현존재들 사이에서 진리가 어떻게 공유될 수 있는가에 대한 하이데거의 논의가
원칙상으로가 아니라 실제로도 실현 가능한 것이 되려면, 그 가능성을 현실화
하기 위하여 현존재들이 무엇을 수행해야 되는가를 묻지 않으면 안 된다. 이는
곧 교육에 대한 사유로 이어진다.

Ⅵ. 존재의 드러남으로서 진리와 그것이 요청하는 교육
1. 은폐와 탈은폐의 투쟁으로서 알레테이아
하이데거가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를 재해석하면서 파이데이아(교육)와 본질적
인 연관을 맺고 있는 것으로 드러내고자 한 것이 알레테이아이다. 그렇다면 알레
테이아에 대한 하이데거의 사유를 통하여 우리는 그것과 공속하는 교육의 면모
를 찾아나갈 수 있을 것이다. 알레테이아란 존재가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열어
보이는 사태를 말한다. 존재자 또는 존재의 ‘비은폐성’으로 번역되는 알레테이아
는 흔히 ‘진리’와 맞바꾸어 쓸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아닌 게 아니라 하이데
거가 이를 근대적인 의미에서의 진리, 즉 ‘지성과 사물의 일치’나 ‘명제의 올바
름’으로서의 진리와 대비하여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게 해석할 만한 여
지가 있다. 그러나 알레테이아는 우리가 흔히 선(善)이나 미(美) 등과 구분하여
설정하는 인간의 인식적 활동 영역의 가치로서 진(眞)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알레테이아는 ‘존재의 있는 그대로의 자연스러운 개현(開顯)이나 열어 밝혀
짐’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 속에는 아름다움도 존립하고 있으며, 성스러움도
4) 현존재가 공동현존재이기에 서로 진리를 공유하게 된다는 하이데거의 논의는 일상적이며
평균적인 공동현존재(everyday average Dasein-with)에 대한 분석을 통해 나온 것이다.
그러나 질적으로 상이한 앎과 진리의 문제는 비일상적이며 비평균적인(차등적인) 중층적
깨달음들의 충돌이라는 상황에서 생겨나며, 여기에는 일상적 현존재에 대한 평면적이며
단층적인 분석을 그대로 적용할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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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어 밝혀져 있고, 존재의 참됨으로서 진리도 드러나 있다. 이 점에서 그것은
근대인의 사유에 의하여 진, 선, 미 등으로 영역이 구분되고 대상화되기 이전,
존재가 그 자체로 있는 그대로 드러나는 사태를 지칭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
고 근대적 의미의 진리란 이러한 존재 자체의 드러남의 사태로서 알레테이아를
요청하는 것이기에 알레테이아의 파생물이자 변양물에 해당한다. 먼저 존재가
열어 밝혀져 드러나 있지 않으면, 그것을 표상적으로 사유할 수도 없을 것이기
때문에 ‘지성과 사물의 일치’나 ‘명제 또는 진술의 올바름’으로서의 진리는 불
가능한 것이다(존/시, p. 304, 진/본, p. 43).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양의 전통적
형이상학은 진리의 자리를 비은폐되는 존재자나 존재의 사태가 아니라, 지성
또는 그러한 지성이 내린 판단이나 진술에 있다고 봄으로써 알레테이아를 ‘진
술하는 표상 행위의 올바름’으로 사유하게 된다.
비은폐성으로 번역되는 알레테이아는 비은폐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무엇인가가 비은폐된다 함은 그 비은폐되는 것이 은폐되어 있던 것으로부터 나
온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 점에서 은폐는 비은폐를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서 이미 비은폐성 안에 들어 있는 셈이다(진/본, p. 100). 바꾸어 말하면, 은폐함
과 그 은폐로부터 끌어내어 드러냄, 즉 탈은폐는 서로가 서로를 요청하고 낳아
주면서 상생하는 공속함의 관계 속에 있다. 마치 하나의 그림이 그림으로서 우
리에게 드러나려면, 그 그림의 형태와 윤곽을 낳으면서 그것을 출현하게 하는
배경이 필요하듯이, 그러면서도 배경이 형태와 윤곽으로서 그림을 우리 앞에
드러내는 가운데 정작 자신은 뒤로 물러나 숨는 것처럼, 알레테이아에는 비은
폐를 가능하게 하면서도 자신은 숨어버리는 은폐함이 비은폐함과 함께 공속하
고 있는 것이다.
알레테이아 속에서 비은폐성과 공속하고 있는 은폐성은 진리가 아니라는 점에
서 분명 ‘비-진리’(Un-Wahrheit)이다. 그러나 이 때 비-진리란 단순한 오류나 허위
라는 뜻은 아니다. 그것은 ‘진리-아님’을 의미할 뿐이다. 은폐를 비-진리라 하는
것은 그것이 인간에 의하여 말로써 표현되거나 이해될 수 없는 ‘감춤의 한없는
깊이’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김형효, 2002, p. 78). 인간이 아무리 탈은폐하여
드러내려고 해도 결코 다 드러낼 수 없는 신비를 은둔하는 존재가 지니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인간의 한계와 그로 인한 도상(途上)의 부단한 추구라는 운명이
암시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전통적 형이상학의 존재자적 사유는 이러한 존재
의 한없는 깊이와 신비를 망각하고, 존재도 존재자로 사유하면서 모든 것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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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적으로 개념화하여 파악할 수 있다고 보고 이를 드러내려고 시도한다.
알레테이아는 은폐와 탈은폐 사이의 투쟁을 통하여 생겨난다. 은폐와 탈은폐
는 서로 구분되는 것이며, 상호 다투고 투쟁하는 가운데 각자가 서로와의 관계
속에서 각자의 고유함을 지니게 된다. 그러나 그러한 투쟁은 은폐와 탈은폐를
분리시켜 대립하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불가분리적인 공속함 속에서 상생하
도록 해준다. 그래서 진리는 은폐가 제거된 비은폐성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
라, 은폐와 탈은폐가 투쟁하는 긴장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요청하는 공속함으
로 드러나게 된다. 진리는 은폐와 탈은폐 사이를 끊임없이 오가는 반복적 운동
속에서 생성되는 셈이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는 지고의 어떠한 불변적 실체로서 드러날 수 없다. 그것
은 끝없는 생성의 운동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은폐는 ‘자신
을 드러내기를 끝내 거부함’을 본질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마치 마르지 않는 우
물처럼 끝없이 길어내야만 하는 무엇이며, 따라서 그러한 은폐와 공속하는 탈
은폐 역시 중단될 수 없는 운동이 되고 만다. 인간은 현존재로서 그러한 중단
없는 운동 속에서 진리를 향한 길 위에 서 있을 뿐이다. 지성과 사물의 일치로
서의 진리나 명제의 올바름으로서의 진리는 이러한 근원적인 진리의 본질, 은
폐와 탈은폐 사이의 투쟁으로서 알레테이아가 지니는 고유한 본질을 온전히 드
러내지 못한다.

2. 깨달음에 이르는 길: 하이데거의 사유에 비친 교육의 단편들
하이데거는 후기 사유를 전개하는 과정에서 존재의 진리에 대한 진정한 깨달
음을 세간의 피상적인 앎과 구분하여 부각시키고 있다. 그리고 이 대목에서 자신
이 생각하는 진정한 앎과 관련하여 그것이 요청하는 교육에 대해 단편적이기는
하지만 의미 있는 발언을 하기도 한다. 하이데거가 사유하여 드러내고 있는 존재
와 공속하고 있을 교육을 탐색하는 작업은 먼저 이 발언의 의미를 밝히는 데서
부터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하이데거가 보기에 존재의 진리가 환히 밝혀지는
그 ‘터’가 곧 인간 현존재이며, 인간은 그 ‘터에 있음’을 본질로 한다. 이 점에서
인간은 존재의 진리를 바깥에서 관조하는 자가 아니라, 이미 그 존재의 진리와
하나가 되어서 서로 공속하고 있는 자이다. 현존재는 존재의 진리 안에 거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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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이것이 하이데거로부터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진정한 앎의 상태이다.
앎은 진리 안에 서 있을 수 있음을 말하며, 진리는 존재자의 비은폐성을 의미한다.
따라서 앎은 존재자의 비은폐성 안에 서 있을 수 있음, 비은폐되어 드러나는 존재자
를 대면하여 맞이할 수 있음을 말한다. 단순히 정보나 지식을 소유하는 것은, 그것이
제 아무리 폭 넓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학과 공부나 시험 등에서 실질적으로 가
장 중요한 것으로 취급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또 그것이 일상적 삶의 필요에 가장 부
응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앎이 아니다. (IM, p. 23)

하이데거는 자신이 말하는 진정한 앎을 ‘근거의 앎’(Wissen des Grundes)이라
부른다. 앎이란 각자가 ‘알고자 하는 열의’(Wissen-Wollen)만큼 배울 수 있는 깨
달음으로서 외부로부터 전수되고 가르칠 수 있는 객관적 지식(Kennen)이 아니
다. 앎이란 마음으로부터 터득하여 ‘배울 수 있음’(lernen können)이다(형/입, pp.
49-51). 그것은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재빨리 받아들여 활용하고, 또 필요에 따
라 갱신하는 그런 유의 앎이 아니다. 이러한 앎은 우리의 본래적인 삶에 영향
을 미치지 못하는 도구의 사용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 근거의 앎이란 밝게 드
러난 진리, 또는 진리의 드러남 속에 서 있으려는 배움의 열망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서 존재의 진리와 합일하려는 열망이자 스스로를 진리로 만들려는 것이
다. 말 그대로 진리가 자신을 통하여 자신 속에서 밝게 드러나도록 하면서 존
재하려는 ‘현존재’로의 열망이며, 자신의 앎과 삶이 둘로 쪼개지지 않고 합치되
도록 하려는 ‘깨달음’이다.
그러면서도 진리가 ‘밖으로 드러남’ 못지않게 ‘스스로를 드러내는 것을 완강
히 거부함’을 본질로 하기 때문에 현존재는 진리 추구의 도상에 서 있는 존재
로서 끝없이 배워나가야만 한다. 스스로 숨어버림이 진리에 속하는데 그 숨어
버리는 것을 완전히 다 드러낼 도리가 없기 때문이다. 하이데거에 따르면, ‘아
는 자는 모든 것을 다 배워서 앎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 다만 그 스
스로 끊임없이 또 다시 배워야만 한다는 것을 깨닫고, 이러한 깨달음 속에서
자신을 다른 무엇에 앞서 항상 배울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 사람’(형/입, p.
51)이다. 이렇게 끝없이 배우는 것은 단지 정보나 지식을 소유하는 것과는 비교
도 할 수 없을 만큼 어려운 일이다.
깨달음에 대한 하이데거의 사유를 접하면서 그러한 깨달음에 이르는 길 가운
데 하나로서 교육이 무엇인지를 사유해야 된다. 이는 하이데거의 사유 속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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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본격적으로 사유되지 않은 채 숨어 있지만, 그의 사유를 좀 더 환히 드러
내려면 반드시 사유해야 되는 숨어 있는 어떤 부분을 사유하는 것과 다르지 않
다. 바꾸어 말하면, 하이데거의 사유를 우리 앞에 밝게 드러나도록 해주면서도
스스로는 뒤로 돌아가 숨어버린 것, 하이데거가 말하는 앎과 공속하고 있는 것
속에서 교육을 찾아야 한다. 그 교육이 무엇일지는 미지의 문제이다. 그렇지만
그것이 이러저러한 인간의 삶에 도구로서 활용되어야 하는 객관적 지식을 정해
놓고, 이를 효율적으로 전달하고 습득하여 널리 활용되도록 하려는 교육, 또는
그러한 교육의 일환으로서 교수나 학습의 활동과는 엄연히 다른 것이어야 한다
는 점만은 분명하다. 그것은 하이데거가 말하는 근거의 앎이 아니라 이른바 객
관적 지식을 다루는 것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하이데거가 드러낸 ‘깨달음으로서의 앎’과 공속하는 교육, 깨달음으로
서의 앎이 필요로 하는 가운데 서로가 서로를 고유한 것으로 성립시켜주는 교육은
어떠한 것일까? 하이데거가 이를 본격적으로 사유하여 드러내고 있지는 않기 때문
에 여기서부터는 하이데거의 사유 속에 숨어 있는 교육을 사유하여 탈은폐하는 교
육학적 상상력이 요청된다. 이를 위하여 ‘배운다는 것’과 ‘가르친다는 것’이 무엇인
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하이데거의 다음 발언들부터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의 작위와 무위를 망라하여]5)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이, 그때마다 우리에게
말을 건네고 있는 본질적인 것에 대한 응답이 되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배운다는
것의 의미이다. 우리에게 말을 건네고 있는 그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그
리고 그것이 어느 영역에서 우리에게 말을 건네고 있는가에 따라서 응답함과 배움의
성격은 달라진다.
가구 제작의 장인(匠人)으로부터 옷장이나 그 밖의 가구들을 만드는 법을 배우고 있
는 어느 도제의 경우를 예로 들어 생각해보자. 그는 단순히 연습을 통하여 특정한 도
구들의 사용법에 숙달하도록 배우는 것이 아니다. 또한 그는 자신이 만들고자 하는 가
구들의 통상적인 형태들에 대한 지식만을 배우는 것도 아니다. 그가 진정한 가구 제작
자가 되고자 한다면, 무엇보다도 다양한 성격의 목재들에 대하여, 그리고 목재 안에 잠
재되어 있는 형태들에 대하여, 요컨대 그것의 고유한 본질로 충만해 있으면서도 이를
감춘 채 인간의 거처로 불쑥 찾아들어 온 목재에 대하여 응대하면서 화답할 수 있어야
한다. 사실 제작자가 목재에 대하여 이렇게 [목재의 본질에 맞도록 응대하여 가구를 만
드는] 관계를 맺어야만 가구 제작의 전체 공정이 지탱될 수 있다. 만약 목재와 제작자
사이에 이러한 관계 맺음이 들어서지 못한다면, 가구 제작은 정해진 대로 분주히 몸을
5) 이하 하이데거로부터 직접 가져온 인용문에서 [ ] 안의 글은 이해의 편의를 위하여 연구
자가 전후 문맥을 고려하는 가운데 추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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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려 일하는 맹목적인 작업이나, 아니면 수지타산이 맞느냐라는 금전적 관심에 의하여
전적으로 좌우되는 일거리 이상이 될 수 없을 것이다. (WT, pp. 14-15)

온갖 상상력을 동원해도 위의 인용문만 가지고는 하이데거의 존재 사유와 공
속하면서 잇닿아 있을 교육이 무엇이며, 그러한 교육의 하나로서 배움이 무엇
일지를 사유하기가 쉽지만은 않다. 그렇기는 하지만 그것이 적어도 무엇인가에
대한 특정한 지식이나 그 무엇을 다루는 기술 등을 소유하게 되는 것으로서의
배움이 아니라는 점은 비교적 분명하다. 이러한 유의 기술이나 지식은 배우는
자와 본래적인 관계를 맺지 못한 채로 배우는 자에 의하여 소유되었다가 적절
히 사용되거나 시간의 흐름과 함께 망각되는 것에 불과하다. 하이데거는 객관
적 지식과 기술을 도구로서 익히는 일은 본래적인 배움에서 제외하고 있다. 배
운다는 것은 배우고자 하는 것(존재자)의 본질(존재)에 해당하는 것, 즉 배우고
자 하는 것 이면에 숨어 있는 존재의 진리에 응답하면서 이를 자신의 존재 속
에서 열어 밝히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하이데거의 용어로 말하면, 배운다
는 것은 존재와 공속하는 관계 속에서 배우는 자가 자신의 존재를 통하여 존재
의 진리를 열어 밝히는 가운데 그 진리 안에 존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배움은
‘지득’(知得)이 아니라, ‘증득’(證得)을 수반하는 것이다(장상호, 2000, pp. 253-261).
배운다는 것을 이렇게 규정하면서 하이데거는 다시 이와 관련하여 가르친다는
것은 또 무엇인지를 이야기한다.
가르치는 것은 배우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다. 우리 모두는 이를 잘 알고 있지
만, 왜 그러한지에 대해서는 거의 사유하지 않고 있다. 가르치는 것이 배우는 것보다
어려운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 가르치는 자가 엄청난 양의 지식과 정보를 지닌 채
언제나 [이를 전달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인가? 아니다. 가르치는 것이 배
우는 것보다 어려운 이유는 가르치는 일이 [제자로 하여금 진정으로] 배우도록 만들
어야 하기 때문이다. 사실 진정한 스승은 참다운 배움 이외에 [제자가] 다른 [부질없
는] 것들을 배우지 못하도록 만든다. 따라서 스승의 언행은, 만약 우리가 생뚱맞게도
배움이라는 말로 단순히 쓸모 있는 지식과 정보를 손에 넣는 것을 생각한다면, 정말
이지 스승으로부터는 배울 것이 아무 것도 없다는 인상을 종종 불러일으킨다. 스승이
그의 제자들보다 위대한 이유는 제자들보다 배워야 할 것이 더 많다는 점, 다시 말해
스승은 그의 제자들이 참되게 배우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까지를 배워
야만 한다는 점, 바로 이 한 가지 때문이다. 스승은 제자들이 지니지 못한 것, 즉 [배
운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러한 배움이 제자들에게 실제로 일어날 수 있도록]
더 잘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지녀야만 하는 것이다. 스승은, 배우는 자들이 제자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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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들의 본분을 다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니는 확신과 비교할 경우, 그가 스승으로
서 자기의 본분을 다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자들만큼도]자신하지 못한다. 따라서 스
승과 제자 사이에 본래적인 관계가 자리 잡게 되면, 거기에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식의 권위나 스승의 직위를 이용한 일방적인 조종과 지시 따위는 결코 들어설 여지가
없게 된다. (WT, p. 15).

여기서도 무엇이 가르치는 일이 될 수 없는지는 비교적 분명하게 언급되고
있는 반면에 가르친다는 것이 진정으로 무엇인지는 그다지 충분하게 묘사되어
있지 않다. 그렇기는 하지만, 가르치는 일은 쓸모 있는 지식과 정보를 전달함으
로써 배우는 자가 이를 자기 것으로 소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일과는
거리가 멀다. 그것은 가르치는 자가 자신의 권위나 직위를 이용하여 배우는 자
를 일방적으로 자기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몰고 가는 일도 아니다. 가르치는 일
은 배우는 자가 스스로의 힘으로 진리를 열어 밝히고 그 안에 거주하도록, 즉
진정한 배움이 일어나도록 하는 일이다. 그것은 그러한 배움이 끝이 없는 일임
을 알고 스스로 자신의 배움을 주재해 나갈 수 있도록 배움에 대하여 배우도록
이끄는 일이다. 이러한 의미에서의 가르침은 학문이나 예술, 또는 기예 등의 세
계에서 최고의 수준에 있는 자라고 해서 자연스럽게 지닐 수 있는 능력은 아니
다. 그것은 별도로 수련을 통하여 익히지 않으면 안 되는 스승의 능력인 것이다.
가르침과 배움에 대한 하이데거의 발언은 우리가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일상
적으로 지칭하고 있는 것이 본래적인 의미의 교육일 수 없음을 열어 밝히고 있
다. 기술이나 정보, 대상 세계에 대한 표상적 지식 등을 주고받으면서 이를 효
과적으로 습득하여 사용하거나 사용하도록 돕는 일을 의미하는 ‘학습’이나 ‘교
수’는 적어도 하이데거가 사유하고 있는 존재와 공속하는 교육의 이름일 수가
없다. 하이데거의 존재는 그의 전향적 사유를 통하여 비로소 우리 앞에 처음
드러난 것이기에 하이데거조차 이를 묘사할 때에는 기존의 언어가 아닌 새로운
언어를 만들어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이와 마찬가지 이유로 그러한 존재와 공
속하고 있는 것으로 새롭게 드러나고 있는 교육을 기존 교육학의 낡은 용어들
로 서술할 수는 없다.
하이데거는 존재자들의 영역을 이리저리 구분하고 각자 하나씩 자신의 전문
적인 영역으로 떠맡아 표상적으로 사유하고 실증적인 방법으로 연구하여 드러
내는 근대의 학문들을 경계하고 있다(철/입, pp. 37-74). 현대의 교육학도 성격상
하이데거가 경계하는 실증적 표상의 학문에 속한다. 그렇다면 하이데거가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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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실증적 과학의 하나로서 현대의 교육학이 표상적 사유를 통하여 끌어낸
학습이나 교수라는 부적절한 말을 대신하여 교육을 교육답게 드러낼 수 있는
말을 찾아야 할 것이다. 하이데거의 사유가 요청하는 교육을 과연 어떠한 말들
로 드러내야 하는가?
하이데거 연구자들(권순홍, 2008; 김진, 2004; 김형효, 2000, 2002; 전동진, 2002;
Hempel, 1987)에 따르면, 하이데거의 존재 사유는 현존재 중심의 전기 사유의
경우에는 유식불교의 통찰과, 그리고 존재의 생기(生起) 그 자체를 드러내는 후
기 사유는 화엄불교나 선불교의 가르침과 상통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 물론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하이데거의 사유와 불교의 사유를 같은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양자는 서로 다른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양자는
그것이 향하고 있는 방향에서, 또 길 위에서 서로 많은 것을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에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면 하이데거가 사유하고 있는 존재와 공속
하고 있을 교육을 드러내는 데에 적절한 ‘참다운 말’(Sagen)을 깨달음에 이르는
길과 이를 공유하는 길을 묘사하고 있는 불교의 어떤 말들 가운데서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불교에서 그러한 길들을 드러내는 말에 해당하는 것은 ‘상구
보리(上求菩提) 하화중생(下化衆生)’이다. ‘위로는 참다운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
로는 다른 사람들을 교화한다’는 이 구절은 존재하는 참다운 세계를 대면하여
이를 깨닫고, 자신의 깨달음을 다른 인간 현존재들과 나눈다는 하이데거 사유
의 방향과 분명 같은 길을 지시하고 있다.
이러한 방향으로 사유할 때,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 교육학의 고유한 이론
을 모색하면서 정립된 장상호의 ‘교육본위론’(敎育本位論)이다. 교육본위론은 여
기서 논의된 것과 거의 동일한 형편에서 교육을 이루는 세계를 학습이나 교수
라는 용어가 아니라, ‘상구’와 ‘하화’라는 용어로 기술하여 드러내려고 시도하고
있다. 물론 그것은 교육의 두 가지 하위 영역을 드러내기 위하여 불교에서 원
용된 용어들이다(장상호, 2005, p. 343). 그러나 불교에서 참다운 깨달음을 구하
는 길과 그 깨달음을 참되게 나누는 길로 상구와 하화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
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불교가 상구와 하화로 지칭되는 교육의 세계가 무
엇인지를 고유하게 드러내어 열어 밝히고 있는 것은 아니다. 불교에서 이야기
하는 자리행(自利行)이나 이타행(利他行)의 수행 방법과 교육은 엄연히 구분된
다. 불교는, 하이데거가 그러했던 것처럼, 나름대로 존재의 참다운 실상을 사유
하여 드러내는 데에 그 고유함이 있으며, 그러한 사유와 공속하고 있을 교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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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으로 사유하여 드러내는 일을 본래적인 소임으로 하지는 않는다. 교육본
위론의 특질은, 불교나 하이데거와는 달리, 상구와 하화로 지칭되면서도 여전히
미지로 남아 있는 교육의 세계를 본격적으로 사유하여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
있다. 그것은 교육이론이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지금부터 이 글에서는 하이데거의 사유가 드러내고 있는
존재와 공속하면서 잇닿아 있을 교육의 흔적을 추적하여 드러냄에 있어서, 필
요한 경우, 상구와 하화, 또는 이와 관련된 개념들을 사용할 것이다. 이는 단순
히 학습과 교수라는 용어를 다른 하나의 용어들로 대체하는 일이 아니다. 상구
와 하화는 분명 학습과 교수라는 용어가 드러낼 수 없는 본래적 교육, 또는 하
이데거가 사유하는 존재와 공속하는 교육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일과 관련하
여 현재로서 동원 가능한 거의 유일한 ‘참다운 말’이다.

Ⅶ. 반신으로서 시인의 하화와 시어의 방편성
하이데거는 자신의 사유 이면에 은둔하고 있는 교육을 간혹 여기저기서 특이
한 낱말들로 포착하여 드러내기도 한다. 그 가운데 교육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
한 것은 하이데거가 후기 사유에서 존재의 말 걸어옴과 현존재의 응답함 사이
에 놓여 있는 것으로 설정하고 있는 ‘반신’(半神, Halbgott)으로서 시인에 대한
논의들이다. 이는 존재의 진리를 드러내는 일과 관련하여 철학자 이외에 시인
의 역할을 인정하는 것 정도로 해석되고 있을 뿐이며, 정작 하이데거가 말하는
시인의 정체가 무엇인지는 철학자들 사이에서도 제대로 해명되지 못하고 있다.
철학적 사유와 경계를 함께 하면서도 철학과는 구분되는 무엇을 가리키는 이
부분에 혹시 교육이 숨어 있는 것은 아닐까? 다음에서 보듯이 그렇게 생각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다.
시인이 어떠한 존재인지는 사유가(思惟家)와의 대비를 통하여 설명될 수 있
다. 사유가란 존재를 열어 밝히려고 결단하고 그 속에 존재하기 위하여 수행하
는 현존재의 다른 이름에 해당한다. 후기 사유에서 하이데거는 시인과 대비되
는 유형의 인간을 지칭함에 있어 현존재보다는 사유가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한
다. 더 나아가 그는 사유가 못지않게 시인 역시 존재의 말 걸어옴에 참되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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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하여 이를 드러내는 탁월한 현존재의 또 다른 전형이라 보고 있다. 이처럼
시인과 사유가는 모두 현존재의 다른 이름이기는 하지만, 양자 사이에는 결정
적인 차이가 존재한다. 사유와 시작은 가깝게 이웃하고 있지만, 그 가까움으로
인하여 양자의 차이와 구별이 제거되는 것이 아니라 천양지차(天壤之差)가 생
겨나는 것이다(사/무, p. 305).
사유(思惟, Denken)와 시작(詩作, Dichten)은 깊은 계곡, 그리고 그 계곡과의
관계 속에서 성립하는 높은 산의 정상이 그러한 것처럼, 서로가 서로를 요청하
는 공속적 관계에 있다. 하이데거에게 있어 사유란, 비유를 들어 말하면, 깊은
계곡 어느 은닉처에 파묻힌 것을 파내려간다는 의미를 품고 있고, 시작은 높은
산의 정상에서 존재의 해맑음과 경이로움을 노래한다는 뜻을 지니고 있다. 사
유는 기억되어야 하는 존재의 본질을 찾아가는 길이며, 시작은 존재의 본질에
대해 터득한 것을 경이롭게 노래하는 것인 셈이다(김형효, 2002, p. 529). 여기
서 하이데거의 사유 속에서 사유되지 않고 남아 있는 교육을 사유하여 드러내
기 위해 사유는 상구와, 그리고 시작은 하화와 상응하는 개념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각기 상구 및 하화와 상응하는 사유와 시작의 관계를 하이데거는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시인들이란 … 사라져버린 신들의 흔적을 밟아 나가고, 그 흔적 위에 머무르면서,
이렇게 하여 자신과 동류인 죽을 자들[현존재로서 인간들]에게 전향할 길을 처음으로
찾아내 주는 죽을 자들이다. … 그들과 다른 사람들인 우리는 이러한 시인들의 말함
(das Sagen)에 귀 기울이는 것을 배워야 한다(숲길, pp. 399- 400). … 냉철하게 사
유하면서 시인의 시 속에서 말해진 것 가운데 여전히 말해지지 않은 것을 경험하는
것이야말로 어쩌면 유일하게 필요한 일일 수 있으며, 또 유일하게 필요한 일일 것이
다. 이것이 존재 역사의 궤도이다. 우리가 이 궤도에 이르게 되면, 그 때 이 궤도는
사유를 시작과의 존재사적인 대화 속으로 이끌어 나갈 것이다. (pp. 401-402)

하이데거에 따르면, 시인은 반신으로서 신들과 인간들 사이에 존재하면서 이
들을 연결해 주는 ‘사이존재’(Zwischenwesen)이다(형/입, pp. 261-263, 횔/이, p. 255).
시인은 신들의 눈짓을 죽을 자들인 대지의 아들들에게 전해주는 전령(傳令)과
도 같은 존재이기에 반신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신은 존재를 의미하며, 신들의
눈짓은 존재의 말 걸어옴에, 그리고 대지의 아들은 인간 현존재에 각기 해당한
다. 그렇다면 반신으로서 시인은 깨달음(존재)과 이를 추구하는 인간 현존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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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오가는 사자(使者)이자 헤르메스인 셈이다. 존재와 현존재는 같은 것이 아
니지만, 양자는 서로가 서로를 요청하는 공속적 관계에 있다. 시인은 바로 이
관계를 매개하는 사이존재로 설정된 것이다. 그렇다면 시인은 ‘상구자를 더 높
은 깨달음으로 인도하는 하화자’와 상응하는 존재론적 개념, 또는 하이데거의
존재와 공속하는 교육의 세계 내에 있는 어떤 고유한 현존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해석의 실마리는 시인의 소명에 대한 하이데거의 다음과 같은
이야기 속에서도 발견된다.
시인은 자기가 발견한 귀한 것이 … 일반 상식에서 벗어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
다. … [시인이 그가 발견한 것을 말하면] 이러한 말은 일상적인 사고의 근본 법칙이
나 모순율을 위배하는 것이든가, 아니면 공허한 말놀이를 일삼는 것으로, 또는 황당무
계한 이야기로 보이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시인은 … 비밀에 관해 말하
자마자 자기 스스로 그 말을 중단하지 않으면 안 된다. ‘아! 바보처럼 말을 하다니.’
…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말한다. 시인은 말하지 않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그것은 기쁨이기 때문이다’. (EHP, p. 43) … [시인은 성스러운 것, 지고한 것, 미지
의 것을 명명하여 말 속에 정립하고 보호한다]. 그러나 말하는 순간 그 말은 시인의
비호(庇護)하는 손길을 떠나 버리고 만다. [이렇게 되면 그 말은 그 안에 성스러운
것, 지고한 것, 미지의 것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떠한 것으로 변질될 소지
가 생겨나기에] 시인은 이를 우려하고 근심한다. … 자신이 발견한 귀한 것을 말로 드
러낸 앎을 시인 혼자서 진리로 확고히 견지해 나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p. 49). … 그래서 시인은 다른 사람들을 향해 방향을 돌려 그들과 기꺼이 어울리고
자 하며 … 다른 사람들은 [시인을 통하여] 각자 시인의 말(시어)을 이해하는 가운데
그때마다 자신에게 알맞은 방식으로 [시인과 같은 곳에 머무를 수 있는 시인의 친지
(親知)가 되어 고향, 즉 존재의 진리를 향해] 귀향(歸鄕)하게 된다. (p. 49)

성스러운 미지의 지고한 것과 사람들을 매개하여 사람들을 자신과 같은 존재
인 이른바 친지(Verwandt)로 이끈다는 시인의 소명은 분명 깨달음과 이를 추구
하는 자, 즉 깨달음과 상구자를 매개하는 사이존재로서 하화자의 소명에 상응
하는 것이다. ‘반신들, 그들 자신은 신들이 아니지만 신들을 향하는 본질이다.
반신들은 인간들을 위로 향하게 이끄는 (인간-위-존재) 방향성 안에, 그리고 동
시에 신들의 위대함 아래 머무는 (신들-아래-존재) 방향성 안에 존재한다’(횔/게/
라, p. 231)는 하이데거의 설명도 이러한 해석과 연결된다.
그렇다면 반신으로서 시인은 신으로 상징되는 깨달음의 세계를 사람들에게 어
떻게 전달하는가? 시인은, 그가 시인인 이상, 다른 무엇보다도 언어를 통하여 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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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음을 사람들에게 실어 나를 것이다. 그리고 그 언어는 존재가 말 걸어올 때 드
러나는 존재의 참된 언어를 시인이 자신의 의지와 의욕을 버리고 스스로를 초연
히 내맡기는 가운데 응답함으로써 형성되는 언어이다. 이는 대상을 표상하는 일
상적인 언어와는 다를 것임이 분명하다. 물론 교육은 언어적 전달이나 소통과는
다른 것이기에 하이데거의 시인이 언어를 통하여 깨달음을 전하려 한다는 것은
일단 교육과 언어적 소통을 구분하지 못하는 문제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존재
의 세계에서 시인이 수행하는 언어적 전달은 교육의 세계에서 하화자가 수행하
는 하화와 상응하는 것일 수는 있어도 동일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
해야 되는 것은 하이데거가 말하는 언어란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그러한 언어는
아니라는 점이다.6) 그것은 하이데거 나름의 독특한 언어이다. 그렇다면 하이데거
의 시인은 어떠한 언어를 통하여 다른 현존재들에게 깨달음을 전해주는가?
이 문제를 푸는 데에 실마리를 제공하는 것이 시인은 ‘인간에게는 친숙한 것
6) 하이데거는 시어(詩語)란 대상을 표상하는 것이 아니라 낯설게 하는 것으로서 언어의 본질을 담
고 있는 순수한 언어라고 본다. 그것은 인간이 의사소통의 도구로 삼고 있는 일상어, 즉 대상을
지시하고 표상하는 언어가 아니라, 무엇인가를 불러서 앞에 드러나 머물도록 하는 언어이다. 시
어는 여기에는 없는 멀리 있는 것, 즉 부재(不在)하는 것을 명명하여 가까이 현존하도록 하는 언
어이다. 다시 말해 ‘가까이 있는 멀리 있음’, ‘부재하는 현존’ 등과 같이 서로 대립되는 것을 하
나로 공속시키는 사이-나눔(Under-Shied)의 언어, 서로 차이를 지니도록 하면서도 하나의 관계로
묶어주는 언어라는 본질을 지닌다(김동규, 2009, pp. 135-138). 이 점에서 시어는 존재론적 차이
를 지니는 존재자와 그 이면의 존재를 함께 묶어서 드러내는 언어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어는
존재를 탈은폐하여 드러내는 힘이 있으며, 인간 현존재를 일상적 세계에서 빠져나와 본래적 자
기 자신과 대면하도록 만든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간의 언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존재의 언
어’이다. 이는 서로 구분되어 사이가 나뉘면서도 하나로 공속하여 조화를 이루는 존재의 생기
자체를 의미한다. 존재의 공속하는 사이-나눔도 언어처럼 차이(差異)의 분절(分節)을 가져오기에
언어라는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언어는 존재의 집’이 된다는 것이다(OWL, p. 135). 그러나 존
재의 언어는, 음성과 문자, 은유와 침묵 등의 형태를 취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언어와는 달리,
인간에게 존재의 신비를 깨닫도록 하면서 비은폐되는 존재의 실상 그 자체이다. 인간의 시어는
이러한 존재의 언어에 충실히 화답하는 경우에만 참된 말이 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하이데거
의 언어관은 우리가 의사소통의 도구로 생각하는 언어와는 다른 것이다. 그것은 통상적인 언어
의 개념을 상당히 확장하고 있다(이승종, 2010, pp. 347-348). 어쩌면 하이데거의 언어는 지금까
지 언어 속에 포함되지 않던 많은 것들을, 교육의 일부까지를 포함하여, 그 안에 모두 품으려고
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이데거의 언어가 ‘참된 깨달음을 향한 인간 현존재
의 추구’, 그리고 ‘다른 현존재들을 위한 깨달음의 전달’ 등과 관련된 실천들을 모두 망라할 수
있는 것인지는 의문이다. 교육학은 하이데거가 자신의 언어에 한꺼번에 담으려 했던 교육의 단
편들, 그리고 그의 언어에 결코 다 담길 수 없었던 것들 가운데 교육에 해당하는 것들을 가려내
어 사유함으로써 이를 교육이라는 하나의 전체로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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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만, 신들에게는 낯선 것 안에서 미지의 것을 전달한다’(강/논, p. 262)는 하이
데거 자신의 설명이다. 그에 따르면, 시인은 신적인 것을 직접 전달하는 것이 아
니라, 신적인 것이 반영되어 있는 하늘의 모습을 통하여 신을 묘사한다. 하늘의
얼굴은 미지의 신이 자기 자신을 숨기고 있는 곳이다(사/무, p. 240). 이 경우 하
늘은 인간에게 친숙하고 익숙한 것으로 탈은폐되어 앞에 드러나 있는 것을 상징
한다. 동시에 하늘은 신과 동일한 것은 아니면서도, 신에게는 자신과 다르기에
낯선 것이면서도, 신적인 것을 통하여 탈은폐되는 것으로서 신적인 것을 뒤로 숨
기고 있는 무엇을 의미한다. 하이데거의 용어로 말하면, 하늘은 신을 통하여 그
러한 하늘로 탈은폐되는 존재자이며, 신은 하늘을 하늘로 드러내면서도 정작 자
신은 숨어버리는 존재(진리, 깨달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시인은 가시적인
하늘을 인간에게 보여주면서 그러한 하늘을 존재하도록 하는 비가시적인 신을
드러나지 않고 숨어 있는 그대로 동시에 전달하려고 시도하는 셈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인은 하늘로 상징되는 것을 묘사하면서 그 하늘을 순전히
현상하는 그대로 기술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가 구사하는 언어 역시
앞에 드러나 밝혀져 있는 것을 대상화시켜 표상하는 언어가 아니다. 말하자면,
대상과의 일치 여부를 기준으로 삼는 그러한 언어가 아니다. 만약 시인이 표상
적 언어를 통하여 앞에 드러나 있는 하늘을 그대로 묘사해서 전달하기만 한다
면, 사람들은 그 하늘에만 사로잡힐 뿐, 하늘을 하늘로 존재하도록 해주는 존재
로서 신을 망각해 버리고 말 것이다. 이는 존재의 실상과도 맞지 않을 뿐만 아
니라, 시인이 어떻게든 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태이다. 이 때문에 시인은 하
늘을 탈은폐시켜 드러내면서도 동시에 그 하늘을 성립시키고 있는 보이지 않는
신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드러내는 언어를 구사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이 바
로 시인이 구사하고 있는 시적인 언어이다. 이를 하이데거는 “시인은 가리키는
자로서 탈은폐하는 동시에 은폐하는 징표이며, 이중적 본질을 지닌 뱀이다.”(횔/
해, p. 227)라는 말로 묘사하고 있다.
하이데거의 반신으로서 시인에 대한 묘사는 ‘상구자(제자)에게 친숙하게 보이
는 것을 주는 듯하지만, 실상 그 친숙한 것을 앞으로 드러내어 현존하게 하면
서도 스스로는 뒤로 물러나, 숨어 있는 낯선 미지의 것을 보이지 않게 동시에
드러내고 있는 하화자(스승)의 모습’을 연상시킨다. 아테네의 젊은이들을 깨달
음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밖으로 드러나 보이는 자신의 외양과 그가 간직하면
서 숨기고 있는 진정한 내면 사이의 불일치’를 의도적으로 조성하는 데에 온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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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을 기울인 소크라테스의 아이러니(Irony)가 그것이다(Martin, 1967). 이는 바로
하이데거가 묘사한 ‘드러내면서 숨기는 징표이자 이중성을 지닌 뱀’으로서 시
인의 모습과 상응한다. ‘무엇인가 앞에 보이는 듯해서 따라가 잡으려 했으나 어
느 덧 사라지고, 분명 앞에 있는 듯이 보이더니 갑자기 뒤로 가 버리는 존재’로
제자 안연(顔淵)에 의하여 묘사된 스승 공자(孔子)의 변신자재(變身自在)함( 論
語 , 子罕), 이 역시 하이데거가 말하는 반신의 모습과 상응하는 하화자의 면

모를 드러내고 있다.
시인의 시작 활동에 대한 하이데거의 설명 가운데는 그것이 하화자가 상구자
를 이끌기 위하여 구사하는 교육적 소통의 일환인 방편(方便)과 상응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짐작을 불러일으키는 부분들이 있다. 이 역시 하이데거의 존재 사
유가 드러내고자 하는 반신적 존재로서 시인이 교육의 세계 내에서의 스승이나
하화자와 상응하는 존재라고 해석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우리에게 어떤 것의 모습 혹은 보임새(에이도스)를 지칭하는 통상적인 이름은 형상
(Bild)이다. 형상의 본질은 어떤 것을 보이게끔 하는 것이다. 이에 반해 각종 모상과
복제상은 성격상 보일 수 없는 것을 모습으로 보이게끔 하는 것이며, 이를 통하여 보
일 수 없는 것을 자신에게 낯선 것 안으로 불어 넣는 (상상해 넣는) 본래적인 형상들
의 변종이다. … 시인들의 시작은 형상들 안에서 말하기 마련인데 시적인 형상들은
본래적인 형상들이 아니라, 탁월한 의미에서 불어 넣어진 형상들(상상된 형상들)이다.
이는 결코 단순한 판타지나 환상이 아니라, 오히려 낯선 것을 친숙한 것의 모습 안에
보일 수 있게 간직해 넣은 것이다. (강/논: 262-263)

하이데거의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반신으로서 시인의 시작품은
인간에게 친숙한 것으로 탈은폐되어 앞에 드러난 것을 그렇게 나타나도록 해주
면서도 스스로는 숨는 신적인 것을 탈은폐된 것과 함께 인간에게 보여주기 위
해서 상상된 이미지로서 형상들이다. 그것들이 본래적인 형상들이 아니라 상상
된 형상들일 수밖에 없는 것은 신적인 것은 스스로 숨는 것이기에 보이지 않음
을 본질로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간에게 친숙한 것으로 드러내기 위하여 보
이지 않는 것을 보이도록 하려는 목적으로 강구된 것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서도 그것들은 단순한 판타지나 환상이 아니다. 즉, 거짓이나 허위가 아니다.
앞으로 드러내어 보여줄 수 없는 낯선 미지의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친숙한 것
으로 드러내는 가운데 인간을 보이는 형상 너머의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해 이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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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는 ‘하이데거가 말하는 시적인 형상은 방편에 상응하
는 것을 사유하여 드러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하는 짐작을 해볼 수 있다.
방편은 원래 불교에서 깨달음 그 자체인 진여(眞如)를 중생들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강구된 일체의 언설과 행동 등을 총칭하는 개념이다. 수행의 정도가 낮
아서 진여를 곧바로 대면하기 어려운 중생들을 위하여 말로 드러낼 수 없는 진
여를 말로 설명하거나, 그것이 반영된 행동이나 삶의 모습 등으로 보여줌으로
써 중생들을 진여로 향하도록 하려는 것이 방편의 취지이다. 흔히 방편은 깨달
음(목적)을 얻는 데에 필요한 것으로서 깨달음을 얻고 난 뒤에는, ‘강을 건넌
뒤에는 버려야 하는 뗏목처럼’, 버려야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방편은
진여의 표현으로서 진여 그 자체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진여와 다른 것도
아닌 불일불이(不一不異)의 관계에 있는 것이며, 이 점에서 단순히 목적에 이르
기 위한 ‘수단’ 정도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이홍우, 2006, pp. 213-228). 이를 하
이데거 식으로 표현하면, 방편이란 뒤로 숨어서 은둔하는 것을 본질로 하는 존
재의 신비(진여)를 인간 현존재의 앞에 탈은폐되어 드러나는 존재자(방편)의 존
재로서 드러나지 않게 드러내는 것이다. 이 경우 방편과 진여 사이에는 존재론
적인 차이가 있지만, 서로가 서로를 요청하고 규정해 주는 공속함의 관계가 들
어서게 된다.
하이데거가 말하는 시인의 시작품은 시인이 그가 깨달은 것, 밖으로 보여줄
수도 없고 일상의 언어로 표현할 수도 없는 존재의 신비를 사람들에게 전달하
기 위하여 그야말로 시인의 상상력을 총동원하는 가운데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시적인 언어로 드러낸 것이다. 이 점에서 그것은 방편과 상응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방편이, 불교에 한정되지 않고 모든 교육의 장면에서, 하화자가 상
구자에게 자신의 깨달음을 전달하기 위하여 행하는 하화에 본질적으로 속하는
것이라면, 하이데거가 시인을 반신적 존재로 사유했을 때, 그는 분명 존재와 공
속하는 교육을 향하여 사유의 손길을 뻗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한 가지 더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은, 하이데거가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
았지만, 시인이 반신으로서 그의 소명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그는 일련의 복잡
한 방편의 계열을 상상해야 한다는 점이다.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를 해석하면
서 하이데거는 동굴 안의 죄수가 동굴 밖의 세계로 나아가려면, ‘익숙해짐’
(Synētheia)의 원리를 따라야 한다고 본다(진/본, pp. 51-52). 동굴 안의 죄수는
일시에 어둠으로부터 태양의 빛으로 전향해서는 안 되며, 조금씩 어둠과 빛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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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존하는 단계들을 거치면서 동굴 밖으로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
면 태양의 밝은 빛은 그의 눈을 아프게 할 것이고, 그는 당장 동굴 안으로 다
시 돌아가 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반신으로서 시인이 방편을 통하여 사람
들을 자신과 같은 깨달음의 상태로 이끌고자 할 때, 사람들의 수준에 상응하는
몇 단계의 방편들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만약 그렇지 않고 시인이
자신이 깨달은 신과 인간을 일시에 매개하려고 시도할 경우, 그는 ‘동굴의 비
유’에 묘사되어 있는 것처럼, 깨닫지 못한 자들로부터 심한 반발을 초래하여 목
숨을 위협받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반신으로서 시인이란 어떤 존재이며, 그는 무엇을 소명으로 삼아 이를 수행
하는가에 대한 하이데거의 부분적인 설명들을 통해서 하이데거의 존재 사유가
교육과 공속하면서 그것에 잇닿아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만약 이러한 짐작이
조금이라도 올바른 점을 지니고 있다면, 하이데거의 존재와 맞닿아 있으면서도
그것과는 같지가 않은 것으로서의 교육, 존재와 서로 공속하는 관계에 있는 교
육을 본격적으로 사유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교육학자의 사유를 필요로 하는
부분이다. 여기서 하이데거가 말하는 반신으로서 시인을 하화자로 해석할 수
있음을 보인 것은 그러한 교육학적 사유가 가져다 준 하나의 성과이다.

Ⅷ. 교육학적 사유에 비친 존재의 세계:
시인과 사유가의 교육적 만남
하이데거에게 있어 존재와 교육은 공속하는 관계에 있다. ‘동굴의 비유’에 대
한 그의 해석에 암시되어 있는 것처럼 존재의 비은폐로서 진리나 알레테이아는
이를 향한 인간 현존재의 총체적인 전향과 위치 이동으로서 파이데이아, 즉 교
육과의 관계 속에서 그 본질을 드러낼 수 있다. 이 글은 하이데거가 사유한 존
재가 그러한 존재로서 드러나려면, 특정한 성격과 면모를 지닌 교육이 요청된
다고 보고, 하이데거의 존재를 그러한 것으로 드러내면서도 스스로는 숨어 버
리고 있을 교육을 조금이라도 있는 그대로 열어 밝히기 위한 것이다. 이는 하
이데거의 존재 사유에 힘입어 그것에 공속하는 교육을 찾아 사유하는 일이자
동시에 그렇게 발견된 교육에 하이데거의 사유를 다시 비추어 이전과는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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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드러내려는 시도이다.
이러한 시도를 통하여 하이데거의 존재 사유를 새롭게 이해하거나 해석할 수
있는 길이 드러났는가? 먼저 하이데거는 현존재들 간의 상이한 깨달음이 소통
부재의 상태로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현존재들의 공동현존재라는 본질적 성
격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공유로 원칙상 이어진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그러한 일이 가능하려면, ‘동굴의 비유’에서 그러했던 것처럼, 현존재들 가운데
누군가는 하화자(해방자)로서 다른 현존재들(죄수들)이 거주하는 세계(동굴)로
귀환하여 그들을 깨달음으로 인도하는 하화를 수행해야 된다. 그리고 그 맞은
편에서 다른 현존재들은 상구자가 되어 좀 더 비은폐된 진리를 향해 상구해 나
가야 한다. 하이데거는 분명 알레테이아와 관련하여 교육을 떠올렸음에도 불구
하고, 이를 공동현존재들 사이의 진리 공유라는 논제를 해결하는 유력한 길로
서 전개하고 있지는 않다.
교육본위론은 상이한 깨달음의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무엇이 좀 더 비은폐된
진리인가와 관련하여 서로 하화하고 상구함으로써 교육적인 합의에 이를 수 있
음을 보여주고 있다(장상호, 2000). 하이데거가 생각하는 비은폐성으로서의 진
리를 제대로 입증하고 검증하는 일은 그가 넘어서려고 했던 전통 철학의 진리
론에 입각해서는 도대체 가능한 일이 아니다. 그것은 현존재 자체의 존재론적
인 변화와 전향, 그리고 이를 통한 진리와의 합일과 공속을 수반해야 한다. 이
는 다른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교육에 의하여 가능한 일이다. 그러한 일이 어
떻게 가능하며, 그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교육의 고유한 질서와 규칙, 즉 교육의
내재율은 무엇인가를 세밀하게 사유하여 드러내고 있는 것이 교육본위론이다.
하이데거는 바로 교육본위론을 요청하는 문턱까지 자신의 존재 사유를 밀고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지방을 넘어서 교육을 본격적으로 사유하여 드러내
는 데까지 나아가지는 못했다. 그는 생기하는 존재가 서로 구분되는 것들을 차
이가 있는 것으로 분절하여 우리에게 드러낸다는 점, 그 분절이 바로 존재의
참다운 언어에 해당하기에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는 점, 시인과 사유가가 존재
의 언어에 참다운 말로 화답하여 대화하는 가운데 진리를 전하고 공유할 수 있
다는 점 등을 치밀하게 사유했을 뿐이다. 물론 여기서 하이데거의 언어는 통상
적인 언어의 경계를 훨씬 넘어서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언어와는 구분되는
것들을 언어와 다른 것으로 명명하여 사유하기보다는 이들을 언어라는 그릇에
모두 담아 한꺼번에 사유하려는 벅찬 시도의 산물이라 볼 수도 있다. 어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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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든 여기서 엿볼 수 있듯이 하이데거는 진리의 검증이나 입증과 관련하여 언
어에 남다른 기대를 걸고 있는 셈이다.
그렇기는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하이데거는 언어가 ‘위험한 보물’이라는
점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언어는 인간 현존재에게 존재를 개방하여 드러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분명 소중한 보물이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 현존재가 언
어를 통하여 밝게 드러난 존재자만을 주목하고 정작 존재는 망각하도록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위험한 보물이기도 하다(횔/게/라, pp. 96-99). 반신으로
서 시인조차 언어에 수반되는 이러한 위험을 완전히 피해갈 수는 없다. 그것은
언어의 본질에 속하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비록 하이데거가 언어를 일상적인
의사소통의 도구, 또는 인간의 체험을 대상적으로 표상하여 가리키는 기호 이
상의 것으로 확장시키고는 있지만, 그가 말하는 언어도 언어 자체의 위험으로
부터 결코 안전한 것은 아니다. 이처럼 하이데거의 언어가 그 외연을 확장하여
부풀어 오르다가 한계에 이르러 난파하고 있는 그 지점, 거기가 바로 하이데거
의 존재 사유로부터 언어적 실천과는 구분되는 것인 교육을 찾아 그것의 전체
를 사유해 나가야 되는 출발선이다. 하이데거의 존재 사유는 그것과 공속하는
교육에 대한 사유를 잉태하는 데 분명 일조하고 있지만, 이를 실제로 출산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닌 셈이다.
엄밀히 말하면, 하이데거의 존재 사유를 고유한 것으로 드러내는 교육에 대한
사유는, 하이데거의 사유를 부단히 참조하는 가운데, 새롭게 교육의 전체를 그려
내는 창조적 작업이라야 한다. 그러나 여기서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하이데거의
존재 사유와 공속하는 교육에 대한 사유의 유력한 후보로 교육본위론을 택한 뒤,
이것과의 관계 속에서 하이데거의 존재 사유를 되비추어 해석하는 가운데 이를
고유한 것으로 드러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하이데거가 후기 사유에서 보여준
반신으로서 시인에 대한 논의가 교육본위론을 통하여 해석 가능한 통찰을 담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신과 인간의 사이존재로서 시인은 한 사람의 하화자로서 일
련의 계열화된 방편들에 해당하는 시적인 언어들을 구사하여 하화하는 가운데
다른 사람들을 자신의 친지, 즉 자신의 깨달음을 공유할 수 있는 존재로 인도해
야 된다. 그렇게 해야만 하화자인 시인은 자신이 열어 밝히고 있는 진리가 더 비
은폐된 것임을 다른 현존재들로부터 진정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반신으로서 시인은, 교육본위론의 용어로 말하면, 하화를 통한
타증(他證)을 자신의 소명 가운데 하나로 수행하는 존재라고 볼 수 있다. 그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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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데거가 가르치는 일이란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면서 언급하였듯이 스승이 제
자를 자신의 권위나 직위를 이용하여 어떠한 깨달음의 상태를 수용하도록 일방
적으로 몰아가는 일은 아니다. 하화자는 상구자가 지니고 있는 진리를 무조건 비
난하고 배타적으로 대하면서 자신의 것을 옳은 것으로 강요하지 않는다. 반신으
로서 시인은, 만약 그가 하화를 통한 타증에 이르고자 한다면, 고압제(高壓制)를
경계해야 된다(장상호, 2000, pp. 436-437). 대신 시인은 자신이 걸어온 깨달음의
여정을 동료 현존재들도 걷도록 조력하여 그들로부터 자발적 승복, 즉 심열성복
(心悅誠服)을 이끌어내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에 시인이 보호하고자 하는 존
재의 신비는 필경 참다운 것으로 사람들에게 수용되지 못하고 그것과는 전혀 이
질적인 것으로 변질되고 말 것이다. 그러나 반신으로서 시인이 이러한 소명을 완
수하고자 한다면, 그는 존재의 말 걸어옴(존재의 언어)에 화답하여 이를 시어로
드러내는 것 이외에 하화에 해당하는 교육을 수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이
하이데거의 존재 사유 속에서 본격적으로 사유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다.
시인의 반신으로서의 소명을 가능하게 하는 타증은 동료 현존재들이 직접,
시인이 그러했던 것처럼, 스스로 진리를 열어 밝히고 그 안에 존재함으로써 시
인이 전하는 깨달음의 참됨을 실존적으로 확인하는 자증(自證)을 동반해야 된
다. ‘가르친다는 것은 제자로 하여금 참되게 배우도록 하는 일’이라는 하이데거
의 말에 시사되어 있듯이, 하화를 통한 타증은 제자로 하여금 상구를 통한 자
증을 수행하도록 만드는 것을 본질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반신으로서 시인이
하화를 참되게 수행할 경우, 그것은 동굴의 비유에 나타난 것과 같은 ‘깨닫지
못한 자들의 무시와 오해’, 교육본위론이 말하는 저압제(低壓制)를 슬기롭게 피
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이 경우에 현존재의 자증은, 시인의 타증과 마찬가지
로, 언어의 경계를 넘어서 상구에 해당하는 교육을 통해야만 한다. 말이나 언어
가 드러내는 존재자의 존재를 자기 속에서 환히 열어 밝히는 현존재가 됨으로
써 ‘진리 안에 있음’으로 존재하려는 실존적 결단과 교육적 수행이 동반되지
않을 때, 그것은 하이데거가 우려하는 근거 없는 잡담으로 퇴락해 버리고 만다.
하이데거가 사유하고 있는 존재는 그 맞은편에 그것과 공속할 수 있는 교육
을 요청하고 있다. 물론 그 교육은 기존 교육학이 이야기하는 교수하고 학습하
는 일이 아니라, 여기서 보여준 것처럼 적어도 교육본위론이 드러내고 있는 것
과 같은 그러한 교육을 의미한다. 만약 하이데거의 사유가 여기까지 미쳤다면,
그는 현존재들 사이의 진리 공유라는 논제를 지금과는 다른 모습으로 전개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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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며, 더 나아가 시인의 타증과 사유가의 자증이라는 통찰에 이르렀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것은 그러한 교육과 공속하는 것으로서 존재의 세계를 교육
에 되비추어 다시 사유하도록 자극했을 가능성이 있다. 하이데거는 자신의 존
재 사유를 좀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하여 철학을 넘어 시인의 세계를 배회했지
만, 이때 시인의 세계는 시의 영역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화자로 상징되는
교육의 세계로까지 흐르고 있다. 이 점에서 하이데거를 위한 교육학적 사유, 즉
하이데거에게 시인을 하화자로 볼 수 있는 눈을 제공하는 교육학적 사유는 충
분히 성립 가능할 뿐만 아니라, 하이데거의 존재 사유가 내부적으로 요청하는
바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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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ragments of Education Concealed in Heidegger's Thought of Being:
Poet as Demigod, His Poetic Words for Converting people to
Authentic Dasein, and Educational Truth-sharing
Professor, Cheong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Taedong Eom

This study has one main purpose to draw the new sketch of genuine education
with fragments and traces of education concealed in Heidegger's thought of Being.
Heidegger tried to uncover Being itself that has been, since Plato, forgotten by Western
metaphysics. According to him, aletheia (Being, truth) could be possible in the essential
relationship with paideia (education), because Being would be uncovered by people's
total direction-change and existential transformation (paideia). But His main academic
concern was just about Being itself, not education. Education has hidden itself behind
Heidegger's explicit assertions about Being, truth, and human being as Dasein.
But, in his later works, Heidegger gave much attention to poets as demigods who
are staying between men and gods. Poets are thinkers or daseins who have been
pursuing after Being, so they can stay in the truth itself. But ordinary people (das
Man) tend to distance themselves from truth and live in average everydayness. They
never know what truth is. Poets have unique calling to convert people to authentic
daseins and make them to be poets' genuine friends who can understand poets' knowing.
This study demonstrated that Heidegger's poets can be considered as mentor or authentic
teacher and people, as disciples of poet, should learn to dwell in truth. This study
suggests that genuine truth-sharing between daseins can be possible only through
authentic education and Heidegger's thought can be reinterpreted in the perspective
of educational thought.
Key words: Being, Education, Dasein, Poet, Demigod, Truth-sha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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