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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하이데거와 레비나스의 철학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지점은 진정한 인간성이란 무엇
인가하는 물음에 대해 서로 다른 답변을 제시한다는 데에 있다. 이는 두 사람의 죽
음론에 있어서의 관점의 차이에 입각해 있다. 본고는 레비나스가 자신의 고유한 죽
음론과 윤리적 주체개념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하이데거를 자의적으로 해석한 지점
을 바로잡음으로써, 하이데거의 죽음론과 본래적 현존재의 의미를 보다 분명히 제
시하여, 두 철학이 죽음론에서 근원적으로 다른 관점에 입각해 있음을 밝히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필자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 부에서 하이데거가『존재와 시간』에서 
수행한 현존재 분석론과 죽음론에 관하여 요약적으로 제시하여 본고의 논의의 토대
를 마련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3 부에서는 레비나스가 하이데거의 죽음론을 비판하
면서 윤리적 주체개념을  제시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이어서 4 부에서는 레비나스
가 죽음과 마주한 뒤 자신의 고유한 존재가능성을 되찾은 본래적 현존재를 자기중
심적인 코나투스 에센디로 규정하는 과정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5
부에서  본고의 의의와 항후과제들에 관하여 논하였다.  

  레비나스에 의하면 죽음 앞에서 타인과 절연되고, 고유한 존재가능성을 회복한 
본래적 현존재는 자신의 존재보존의 욕망에 사로잡힌, 자기중심적인 코나투스 에센
디이다. 이에 반해, 나의 죽음에 대해 타인의 고통을 우위에 두며, 타인을 위한 희
생을 두려워하지 않는 윤리적 주체야말로 진정한 인간적 가능성을 실현하는 자이다. 
이처럼 본래적 현존재를 자신의 존재유지와 확장에의 욕구에 사로잡힌 이기적인 코
나투스 에센디로 규정하는 것은, 하이데거의 현존재를 레비나스가 자의적으로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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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연구들은 이러한 지점에 주안하지 않았다. 레비나스 
연구자들은 그의 하이데거에 대한 비판을 문자 그대로 해설하는데에 그쳤으며, 하
이데거 연구자들은 그의 하이데거에 대한 비판이 그의 자의적인 해석에 입각해 있
다는 판단 하에 이에 대해 연구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다. 본고는 레비
나스의 고유한 윤리적 주체개념과 그가 하이데거 비판에서 수행하는 현존재에 대한 
비판을 가능한한 분리하여 분석하고 검토함으로써, 하이데거의 죽음론및 본래적 현
존재의 의미를 보다 분명히 제시할 뿐만 아니라, 죽음론에 있어서 두 철학이 근원
적으로 입장을 달리하는 지점을 밝혀내고자 시도하였다. 

 레비나스의 하이데거의 죽음론에 대한 비판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먼저, 하이데거의 현존재는 죽음을 고지하는 불안 앞에서 자신의 고유한 존재 
가능성을 발견하고, 자신의 힘을 유지한다. 자신의 고유한 존재가능성을 되찾은 
주체는 전보다 더 확고하고 자기중심적이 된다. 하지만 인간이 극도의 고통 속에서 
전적인 수동성의 상태에서 자신의 한계와 마주할 때, 죽음은 비로소 그 모습을 
드러낸다. 따라서 불안에서 자신의 고유한 존재가능성을 회복한 현존재는 진정으로 
죽음과 마주했다고 할 수 없다. 둘째, 레비나스에게 있어서 죽음은 인간의 근원적 
조건으로서의 확실한 종말이 아니라, 주체가 전적으로 다른 타자성과 관계맺고 
있다는 사실 을 고지하는 사건이다. 이러한 타자성에 의해 주체의 자기중심적인 
내면성이 깨어짐으로써, 인간은 타인과 진정으로 마주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반해 
하이데거의 본래적 현존재는 자신의 고유한 존재가능성을 최우선으로 여기면서 
자기중심적인 내면성 속에 갇혀 있다. 그러므로 그의 현존재분석론은 이기주의적인 
유아론이다. 이러한 레비나스의 주장은 하이데거가 현존재분석론에서 타인의 
죽음에 대해 현존재 자신의 죽음을 우위에 두었다는 사실에 의해 뒷받침된다. 
레비나스에 의하면, 타인의 죽음은 주체 자신의 죽음과 마주하는 사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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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찬가지로 주체의 자기중심적인 내면성을 깨트리는 사건이기에, 그것은 주체에 
죽음에 대해 부차적인 지위를 차지하지 않는다. 셋째, 현존재의 유한성은 곧 
현존재의 왜소함을 의미한다. 현존재가 본래적인 실존가능성을 향해 기투한다 
하더라도, 그는  벗어날 수 없는 유한성의 비극에 사로잡혀 있는 자이다. 
레비나스에 의하면, 죽음과 마주하는 사태는 인간 개개인에게 허락된 고유한 삶의 
가능성을 조명해주는 것이 아니라, 극단적인 수동성의 상태에서 인간에게 
무력함만을 안겨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신의 존재보존에 대한 욕망을 
버리고, 타인을 위해 자신을 내던지는 윤리적 주체에게는 진정한 미래가 도래하며, 
이를 통해 주체는 유한성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게 된다. 

 필자는 본고에서 하이데거의 텍스트에 대한 보다 면밀한 분석에 입각하여, 이러한 
레비나스의 하이데거의 죽음론에 대한 비판에 관하여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하이데거에 의하면, 불안은 현존재에게 그의 기대나 의도와는 무관하게, 섬뜩함의 
양상으로 들이닥치는 것이다. 이로 인해 친숙한 일상적 세계와 이러한 세계에 
의존하고 있었던 세인자기 역시 무너져 내린다는 의미에서, 하이데거의 불안은 
레비나스의 고통만큼이나 전복적인 사건이다. 따라서 하이데거가 말하는 불안 
역시도 현존재가 지금까지 자명하게 여기고 있었던 자신의 존재와 세계를 상실하고, 
무의 심연이라는 전적인 타자성과 마주하게 되는 계기라고 보아야 한다. 또한 
이러한 무의 심연과 마주하는 사태는 살아있는 현존재에게 찾아오는 유사 죽음의 
체험으로써, 현존재가 예측불가능한 상황에서 마주하게될 죽음과 미리 직면하게 
되는 계기이기도 하다 . 둘째, 존재의 베일로서 무는 현존재의 고유한 존재가능성을 
개시함으로써, 세간적인 가치를 더 차지하기 위한 이해타산적인 관심에 의해 
규정되어있었던 현존재의 세계에 대한 비본래적인 이해를 불식시키고, 그에게 
근원적인 세계를 개현한다. 이로인해 불안을 계기로 현존재는 자신의 고유한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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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다른 존재자들의 고유한 존재에 대해서도 민감하게 깨어 있을 수 
있게 된다. 셋째, 사실상 하이데거의 본래적 현존재는 유한성의 비극에 갇힌 자가 
아니며, 죽을 운명에 처해 있는 유한한 존재라는 사실로부터 힘을 얻는 자이다. 
본래적 자기를 되찾고 죽음으로 선구하는 현존재는, 유한성을 받아들임으로써 
죽음이라는 극단적 가능성에 대해 자신을 자유롭게 내어주게 된다. 이처럼 
필멸성에 대한 자각으로서 자기포기의 계기를 함축하는 죽음에의 선구는 현존재가 
비본래적인 실존가능성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현존재는 
자신에게 허락된 유한한 삶의 순간순간을 충일하게 살아내고자 하며, 그와 
관계하는 다른 존재자들이 고유한 존재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관심과 애정을 
기울이는 자로 거듭나는 것이다. 따라서 본래적인 세계-내-존재로서의 현존재는 
자신의 고유한 가능성에만 몰두하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코나투스 에센디가 
아니라, 다른 존재자들의 고유한 존재를 더 밝게 비춰주고, 이와 감응할 수 있는 
존재의 진리의 터인 것이다. 

 필자는 이러한 두 철학자의 죽음론에 대한 일련의 고찰의 과정을 거침으로써, 
레비나스와 하이데거의 죽음론의 결정적인 차이는 이기주의적인 유아론이냐, 
이타주의적인 윤리학이냐가 아니라, 주체 자신의 죽음을 모든 의미의 원천인 
최종심급으로 간주하느냐, 아니면 죽음을 넘어서는 의미로부터 주체의 죽음을 
사유하느냐에 있다는 사실을 포착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차이는 부정적 시각으로 
인간의 유한성의 조건을 바라보는 관점과, 유한성의 조건을 그 자체로서 긍정해야 
할 것으로 간주하는 관점 사이의 차이와 긴밀한 연관성 하에 있다. 

 레비나스 윤리학의 타자중심적인 사유방식은 최종심급은 나의 죽음 아닌, 고통 
가운데 있는 타인의 부름에 대한 응답의 여부에 있다고 보고 있으며, 현존재의 
유한성을 자기중심적인 코나투스 에센디의 비극으로 규정한다. 주체는 타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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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기꺼이 자신을 내던지기로 선택함으로써, 유토피아적인 편재로서의 시간인 
통시적 차원의 미래에로 연결되고, 비로소 유한성의 비극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레비나스는 절대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에 의거하여 
시간과 죽음을 새롭게 사유하고자 하였으며, 타인과의 긴밀한 연대성을 통해 
유한성의 극복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물론 하이데거에게 있어서 현존재 자신의 죽음이 타인의 죽음에 대해 우위를 
차지하는 것은 사실이다. 타인의 죽음이 아닌, 현존재 자신의 죽음이야말로 
현존재의 전체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해준다. 그리고 현상학적 분석론이라는 
존재론적 차원뿐만 아니라, 존재적 차원에서도 죽음은 개개의 현존재의 최종심급이 
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본래적 현존재가 타인을 위한 희생 자체가 근원적으로 
불가능한,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코나투스에센디라는 레비나스의 비판에는 
비약이 있다. 하이데거의 죽음론은 현존재 분석론의 일부인 만큼, 현존재인 인간의 
삶과 죽음에 대한 현상학적 소묘이다. 따라서 하이데거는 죽음론에 있어서 삶의 
전체성에 대한 숙고에 입각하여 차안적이고 현상학적인 분석을 수행한 것이다. 
하이데거에 의하면 죽음은 극복의 대상이 아니다. 오히려 그에게 있어서 죽음에 
대한 진정한 이해는 현존재를 본래적 현존재로 거듭나게 하며, 불안 가운데 
알려오는 자신에게 허락된 고유한 가능성인 유한한 시간을 충일하게 살아내는 것을 
가능케 한다. 이러한 충일한 삶은 진실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다른 존재자들의 
고유한 존재와 교감하는 삶과 다름아니다. 

  하이데거의 죽음론은 현존재의 유한성에 대한 긍정에 기반하고 있으며, 
죽음이라는 어둠이 도리어 인간에게 허락된 시간의 순간순간을 더 밝게 비춰주며, 
다른 존재자들과의 진정한 관계를 가능케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필자는 본고에서 하이데거의 현존재를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코나투스 에센디로 



규정한 레비나스의 비판이 부당함을 논하였다. 더 나아가, 하이데거와 레비나스의 
죽음론에서의 충돌은, 이기주의적 존재론대 이타주의적 윤리학으로 정식화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유한성의 조건을 본래적 삶을 가능케하는 최종심급으로 볼 
것인가, 아니라 주체가 죽음과 마주하는 사태를 타인에 대한 주체의 책임을 
일깨우는 계기로 보고,  타인에 대한 사랑과 헌신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유한성의 
조건을 극복할 수 있다고 볼 것인가하는 입장의 차이에 입각한 것임을 밝혔다. 
이처럼 본고는 죽음론을 주제로 두 철학을 섬세하게 비교분석함으로써, 레비나스의 
하이데거에 대한 과장된 비판을 거둬내고, 두 철학이 근원적으로 관점을 달리하는 
지점을 드러내 보일 수 있었다.
  20 세기의 대표적인 철학자인 하이데거와 레비나스는 현상학 전통에 속한 현대 
유럽철학자로서, 죽음에 대한 논의를 현상학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필자는 두 
철학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지점인 죽음론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 하이데거의 
죽음론의 의미를 보다 분명히 제시함과 동시에 긴밀한 관계에 있는 두 철학에 대한 
비교분석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고자 시도하였다. 이러한 작업은 하이데거가 
현존재분석론을 존재일반의 의미를 궁구하는 기초존재론으로 삼으며, 레비나스 
역시 윤리적 주체에 대한 인간학적 분석을 존재다원론이라는 그의 형이상학의 
근간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20 세기의 마지막 형이상학자라고 할 수 있는 두 
철학자의 사유의 지형도를 조감하는 작업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용어 : 죽음, 자기, 본래성, 현상학

학번 : 2014-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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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 서론 
1 장 문제제기
  이렇게 고통 안에서의 죽음의 분석이 하이데거의 유명한 <죽음으로 향한 존재>의 

분석과 관련하여 특별히 제시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죽음으로 향한 존재는 

하이데거의 본래적 실존에 있어서 최고의 밝음이며 그렇기 때문에 또한 최고의 남

성다운 힘(virilité)이다. 그것은 현존재(Dasein)를 통해 실존의 극단적 가능성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 죽음은 하이데거에게는 자유의 사건이다. 고통 속에서 주체

는, 이와 반대로 가능한 것의 한계에 이른 것처럼 보인다. 주체는 자신이 묶여 있

고, 압도되어 있고 어떤 방식에서는 수동적임을 발견한다.1 

레비나스는 하이데거가 죽음을 향한 존재로서 현존재를 규정한 것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비판한다. 레비나스에 의하면 죽음으로 선구하기로 결의한 본래적 
실존은 최고의 남성다운 힘을 지녔으며, 영웅주의적이다. 하지만 죽음은 극도의 
고통 가운데 주체를 압도하며, 주체의 능동성을 수동성으로 반전시키는 사건이다. 
레비나스는 죽음은 남성다운 힘과 영웅주의의 종말을 고지하는 사건이라고 본다.2 
이러한 비판은 레비나스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상가인 모리스 블랑쇼도 제기하는 
비판이다. 블랑쇼는 현존재가 불안 속에서 죽음을 마주하는 것은, 그 어떠한 빛도 
꿰뚫고 들어올 수 없는 “최후의 어둠”으로 하강하지 않는다고 말한다.3 절대적 
수동성의 상태에 침몰하지 않은 주체는, 진정으로 죽음과 마주한 것이 

1 TO, 69,70 /77,78
2 TO, 71/79

3 박준상,『바깥에서』: 모리스 블랑쇼와 ‘그 누구인가’의 목소리, 그린비, 2014. p.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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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다.『존재와 시간』에서 본래적 실존가능성을 향해 결의하는 현존재가 영웅적 
니힐리즘 내지 주의주의로 귀착된다는 비판은, 레비나스와 블랑쇼 이외에도 다른 
철학자들과 하이데거 연구자들 사이에서 빈번히 제기되어 왔다.4 하지만 
레비나스와 블랑쇼의 하이데거 비판은 하이데거의 죽음론에 밀착해 있으며, 그들의 
죽음에 대한 고유한 관점과 분리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위의 비판들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하이데거와 레비나스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지점은 진정한 인간성을 구현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하는 물음에 대해서 서로 다른 답변을 제시하는 데에 있다. 그리고 
이는 두 사람의 죽음에 대한 관점의 차이에서 비롯된다.5 본고의 주된 목표는 
죽음론에서 레비나스가 하이데거의 죽음론을 비판하는 과정을 추적하여, 
레비나스가 하이데거를 자의적으로 해석한 지점을 바로잡음으로써, 하이데거의 
죽음론의 의미를 보다 분명히 제시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두 철학 사이의 
생산적인 담론을 형성하기 위한 초석을 마련하는 것을 소기의 목적으로 삼는다. 

하이데거에 의하면, 죽음을 알려오는 불안이라는 기분은 친숙한 일상적 
세계에 안주하지 말고, 자신에게 주어진 고유한 가능성을 살아냄으로써 본래적 
자기를 되찾을 것을 촉구한다. 하지만 레비나스에게 있어서 고통 가운데 찾아오는 
죽음은 나를 극단적인 수동성의 상태에 처하게 한다. 그리고 이러한 극단적인 

4 『존재와 시간』에서 본래적인 실존가능성을 향해 결단하는 현존재가 영웅적 니힐리즘이

나 주의주의로 귀결된다는 해석은 하버마스, 프란젠, 부르디외, 뢰비트를 비롯한 철학자들과 

푀겔러나 헬트와 같은 하이데거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제기된 바 있다. 하이데거의 초기사상

이 주의주의적 영웅주의라고 보는 해석(하버마스, 부르디외, 뢰비트, 오토 푀겔러와 클라우

스 헬트)에 대한 비판은 다음을 참고. 박찬국,「초기 하이데거의 철학을 결단주의나 주의주

의로 보는 해석에대한 비판적 고찰」, 『철학사상』, 30, 2008. pp.165-199.)

5 T.Boer., In the Rationality of Transcendence, Amsterdam, : J.C.Gieben Publishers, 

1997. p.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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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동성의 상태에서 마주하는 전적인 타자성은, 내가 타인을 향하는 윤리적 주체가 
됨으로써 진정한 인간적 가능성을 구현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온다.    

레비나스의 죽음론은 죽음을 마주함으로써 우리가 진정한 인간으로 
거듭난다고 본다는 점에서는 하이데거의 죽음론과 구조적으로 동일하다. 하지만 
그는 하이데거의 죽음론을 비판하면서, 자신의 고유한 죽음론과 본래적 현존재에 
대응하는 윤리적 주체를 제시한다. 두 사람의 죽음론이 상이한 관점으로 인해 
부딪히는 지점은 총 세 지점이다. 첫째, 우리는 어떤 상태에서 죽음과 마주하는가, 
둘째, 죽음과 마주함으로서 개시되는 사태는 무엇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죽음과 
대면한 후, 우리는 어떻게 진정한 인간의 가능성을 구현하는 자로 변모하는가이다.6 
레비나스에 의하면, 불안이 아니라, 고통 가운데 우리는 죽음을 마주한다. 그리고 
죽음 앞에서 현존재의 고유한 가능성이 개시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 수동성의 
상태에서 나의 유한성의 한계가 개시된다. 마지막으로, 본래적 자기를 되찾음으로써 
죽음으로 선구하는 현존재는 인간의 진정한 가능성을 구현하는 자가 아니라, 
자기중심적인 코나투스 에센디(conatus essendi)이다. 그는 유한성의 숙명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과 존재에 대한 집착에 사로잡혀 있는 
자이다. 

레비나스는 타인을 향하는 윤리적 주체로의 변모하는 것이 죽음을 향한 
존재인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라고 말한다. 타인을 위하는 자로 
변모함으로써, 나는 나의 죽음을 넘어서는 자가 되는데,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타인의 삶은 지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관계를 통한 유한성의 극복을 말하면서 
6 이상으로 필자는 이안톰슨의 분석을 요약하여 제시하였다. 이안톰슨은 총 네 지점에서 충

돌한다고 보는데, 세 번 째 지점, 즉 어떻게 죽음을 통해 개현된 진정한 인간의 가능성은 

무엇인가와 네 번째 지점인  우리가 어떻게 죽음을 통해 변화된 모습으로 다시 삶으로 돌

아가는가 하는 지점은 사실상 동일한 논점이라고 볼 수 있다. (I.Thomson., “Rethinking 

Levinas on Heidegger on Death” , the Harvard review of philosophy, 16, 2009. 

pp.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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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비나스는 죽음이 다른 현존재와의 관계를 절연시키고, 현존재를 단독화한다는 
하이데거의 죽음론이 유아론적이라고 비판한다. 타인의 죽음을 경험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그를 위해 희생한다 하더라도 결코 그의 죽음을 대신할 수 없다는 
하이데거의 언설은, 타인을 위해 자신의 희생까지도 기꺼이 감내할 것을 촉구하는 
레비나스의 언설과 대치된다.

본고는 레비나스가 하이데거를 비판함으로써 자신의 고유한 철학적인 입장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는 그의 하이데거 비판이 나름의 가치가 있다 하더라도, 그가 
그 과정에서 수행하는 하이데거에 대한 비판이 하이데거 철학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며, 하이데거철학과 레비나스 철학 사이의 소통을 불가능하게 하는 
장애물로서 작용한다는 문제의식에 입각해 있다. 두 철학 사이의 단절이 지속될 
경우, 하이데거는 나치에 가담한 전체주의의 선봉자로서의 철학자라는 누명을 벗기 
힘들 것이다. 그리고 레비나스가 하이데거 철학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은 만큼, 
하이데거의 철학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지 않고서 레비나스를 이해하려고 할 경우, 
그 이해의 지평은 폭이 좁아질 수 밖에 없다.7 필자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두 
철학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죽음론에 대한 레비나스의 하이데거 비판을 총 세 가지 
7 “레비나스의 하이데거 이해에 의하면, 인간 존재는 근대 주체성의 토대였던 이성에 근거

한 것이 아니라, 세계에 뿌리박고 있는 개개인의 구체적 실존에 있다. 이러한 전회에 힘입

어, 철학은 지금까지 경험적 심리학의 영역으로 간주되었던 체험들인 고통, 성적 불안, 죽음

에 대한 불안 등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었다.” (S.Hanlon., “From existence to 

Responsibility”, Philosophy Today, 55, 2011. p.282.) 레비나스가 타인의 얼굴이 현현하는 

순간이나, 에로스적 관계에서 포착한 타자성의 개념은, 하이데거의 실존의 현사실성에 대한 

통찰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이러한 영향 외에도, 하이데거의 죽음론과 본래적 현

존재를 비판함으로써 레비나스가 전개하는 윤리적 주체에 관한 사유는, 죽음을 기점으로 진

정한 인간성을 회복한다는 하이데거적인 현존재의 본래성의 현상학과 구조적으로 동일하다. 

더 나아가, 현존재분석론을 존재일반의 의미를 궁구하는 기초존재론으로 삼는 하이데거의 

철학적 방법론과 마찬가지로, 레비나스 역시 윤리적 주체에 대한 분석을 출발점으로 삼아, 

그에게 있어서 궁극적 실재라고 할 수 있는 무한성의 의미를 사유하고자 시도한다. 하지만 

하이데거가 현존재의 존재이해와 본래성의 회복을 그의 존재론의 실마리로 삼는 것과 달리, 

레비나스는 타자성에 의한 고독으로서의 주체의 파열에서부터 분석을 시작한다는 점에서 

그 전개양상은 전적으로 상이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E.L.Thomas., Emmanuel Levinas, 

Ethics, Justice, and the Human beyond Being, London/New York/Routledge : A Routlege 

Series, 2004. pp.3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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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에서 비판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먼저, 레비나스에 의하면 하이데거의 현존재는 죽음을 고지하는 불안 앞에서 

자신의 고유한 가능성을 발견하고, 여전히 자신의 힘을 유지한다. 자신의 고유한 
존재가능성을 되찾은 주체는 전보다 더 확고하고 자기중심적이 된다. 하지만 
하이데거의 불안에 대한 언설을 면밀히 살펴보면, 불안은 현존재의 기대나 의도와 
무관하게, 섬뜩함의 양상으로 들이닥친다. 이로 인해 친숙한 일상적 세계와 이러한 
세계에 의존하고 있었던 세인자기 역시 무너져 내린다는 의미에서, 이는 
레비나스의 고통만큼이나 전복적인 사건이다. 따라서 불안은 현존재가 지금까지 
자명하게 여기고 있었던 자신의 존재와 세계를 상실하고, 무의 심연이라는 단적인 
타자성과 마주하게 되는 사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둘째, 레비나스에게 있어서 죽음은 인간의 근원적 조건으로서의 확실한 
종말이 아니라, 주체가 전적으로 다른 타자성과 관계맺고 있다는 “신비”8를 
고지하는 사건이다. 이에 반해 그는 불안이라는 기분에서 하이데거의 현존재는 
여전히 자신의 존재에 사로잡힌 채 갇혀 있다고 비판한다. 하지만 현존재의 죽음을 
알려오는 불안 역시 현존재가 지금까지 안주해왔던 세계와 자신의 실존가능성을 
앗아가는 무와 마주하는 사태이다. 존재의 베일로서 무는 자신의 이해타산적인 
관심에 의해 규정되어있었던 현존재의 세계에 대한 비본래적인 이해를 불식시키고, 
그에게 근원적인 세계를 개현한다. 불안을 계기로 현존재는 자신의 고유한 
존재가능성 뿐만 아니라 다른 존재자들의 존재가능성에 대해서도 민감하게 깨어 
있을 수 있게 된다. 이처럼 본래적인 세계-내-존재로서의 현존재는 다른 
존재자들의 고유한 존재를 이해하고, 진정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그들을 대하는 
자이다.9 
8 TO, 70/78



- 6 -

셋째, 레비나스에 의하면 현존재의 유한성은 곧 현존재의 왜소함을 의미한다. 
현존재가 본래적 실존가능성으로 기투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유한성의 한계는 
벗어날 수 없기에, 본래적 현존재는 벗어날 수 없는 유한성의 비극에 사로잡혀 
있는 자이다. 하지만 실상 현존재는 자신이 죽을 운명에 처해 있는 유한한 
존재라는 사실로부터 힘을 얻는데, 죽음으로의 선구는 이러한 유한성에 대한 
긍정에 근간을 두고 있다. 본래적 자기를 되찾음으로써 죽음으로 선구하는 
현존재는 유한성의 비극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자가 아니라, 유한성을 
받아들임으로써 죽음이라는 극단적 가능성에 대해 자신을 자유롭게 내어주는 
자이다.10 이처럼 필멸성에 대한 자각으로서 자기포기의 계기를 함축하는 죽음에의 
선구는 현존재가 세상적인 비본래적 실존가능성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의미한다. 
현존재는 자신의 고유한 존재가능성을 회복함으로써 다른 존재자들 역시 그것들의 
고유한 존재를 되찾을 수 있도록 관심과 애정을 기울이는 “존재의 진리의 터”11로서 
거듭나게 된다. 필자는 현존재의 선구적 결의성이 현존재의 유한성에 대한 긍정을 
함축함을 보임으로써「형이상학이란 무엇인가」에서 하이데거가 말하는 존재의 
진리의 터로서의 현존재와『존재와 시간』에서 나타난 본래적 현존재를 
연속선상에서 해석하고자 한다. 

본고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하이데거에 대한 레비나스의 위의 
언급된 비판들이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는 레비나스의 저술,「시간과 
타자」(1947)와『신, 죽음, 그리고 시간』(1993)12과 하이데거의 『존재와 
9 박찬국(2008), p.165.

10 SZ, 264/353

11 마르틴 하이데거, 『이정표 1』, 신상희 옮김, 한길사, 2005. p.132, 38

12 레비나스 저작에 대한 약어는 아래와 같이 표기한다. 『시간과 타자(Time and the othe

r)』: TO, 『전체성과 무한(Totality and Infinity)』: TI, 『신, 죽음, 그리고 시간(God, 

death and time』』: GDT, 『존재와 다르게 존재사건 너머에(Otherwise than Being 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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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과 「형이상학이란 무엇인가」13를 주된 텍스트로 삼을 것이다.

2 장 기존 연구 평가
레비나스와 하이데거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레비나스의 

철학이 일방적이고 과장된 하이데거 비판에 의거하고 있다는 사실이다.14 
레비나스의 하이데거 철학에 대한 다소 과장된 비판과 거리두기는 그가 얼마나 
충실한 하이데거의 독자였으며, 하이데거, 특히『존재와 시간』이 그에게 막대한 
영향력을 끼쳤다는 사실을 간과하게 하는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15 그 결과, 

beyond essence)』: OB, 『우리사이에(Entre Nous)』: EN, 「탈출에 관하여 (On escape

)」: OE, 『존재에서 존재자로(Existence and Existents)』: EE , 『윤리와 무한(Ethics and 

Infinity)』 : EI, 『Proper names』: PN

13 하이데거 저작에 대한 약어는 아래와 같이 표기한다. 『존재와 시간(Sein und Zeit)』: 

SZ, 「형이상학이란 무엇인가(Was ist Metaphysik?」: WM, 『형이상학 입문(Einführung in 

die Metaphysik)』: EM, 『철학입문(Einleitung in die Philosophie』: EP, 『칸트와 형이상

학의 문제(Kant und das Problem der Metaphysik)』: KM. 『존재론, 현사실성의 해석학 

(Ontologie. Hermeneutik der Faktizität)』: O

14 “놀랍게도 레비나스의 하이데거 독해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에서 주의를 기울인 사례는 

찾기 힘들다. 주로 레비나스 연구자들은 중요한 물음을 던지지 않은 채, 레비나스의 하이데

거의 존재론에 대한 비판을 단순히 반복할 뿐이다. 그 물음은, ‘레비나스의 하이데거에 대한 

해석은 정확한가?’이다. 나는 레비나스가 하이데거를 기상천외하게, 그의 본래의 모습과 동

떨어지게 만든다고 본다. …그는 하이데거를 오독할 뿐만 아니라, 악의적으로 그의 기본적

인 개념들을 은폐시킨다.” (R.Lilly., “Levinas’s Heideggerian Fantasm”, French 

interpretations of Heidegger ed. Daivd Pettigrew, François Raffoul, Albany, NY :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2008. pp.35-58.) 이러한 릴리의 레비나스의 하이데거 해

석에 대한 평가는 레비나스와 하이데거 양자 모두에 대해 깊은 이해를 갖고 있는 연구자들

(쟈크 롤랑(Jaques Rolland), 마르레네 자라더(Marlène Zarader) 등)의 입장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다. 마이클 스미스(Michael B. Smith)와 사이먼 크리츨리 (Simon Critchley)는 레비

나스의 하이데거 비판이 자의적인 오역에 기반해 있다는 위의 입장에 동의하면서도, 이를 

통해 레비나스가 자신의 독자적인 철학을 전개시켰다는 점에서 그의 하이데거 비판을 긍정

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마이클 스미스는 아무리 레비나스의 열광적인 독자라 하더라

도, 레비나스의 철학이 “하이데거에게 아주 많은 빚을 지고 있다”(M.B.Smith., Toward the 

outside, Pennsylvania : Duquesne University Press, 2005. p.137.) 는 사실을 인정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15 레비나스의 저서 곳곳에서 우리는 그에게 하이데거가 끼친 막대한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다. 그는 필립네모와의 대화 「윤리와 무한」(1985)에서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을 

역사상 가장 중요한 철학저작 중 한 권으로 꼽는다. 그는 이 책을 게을리 읽지 않고자 노력

했다고 고백하면서, 이를 하이데거에 대한 존경이라고 말하고 있다.(EI, 38/43) 또한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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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비나스 연구자들은 그의 하이데거 비판을 문자 그대로 답습하는 경향에 치중하게 
되었고, 하이데거 연구자들은 그가 하이데거 철학에 대해 자의적인 왜곡을 
수행한다고 보고, 그의 하이데거 비판에 관하여 상세히 연구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되었다.

이처럼 레비나스와 하이데거 사이의 관계에 대한 철학적 담론 내에서의 
소통이 어려워지면서, 철학 외적인 요인을 통해 두 철학의 관계를 해석하는 
단편적인 시각이 학계에서 지배적인 관점을 형성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나찌대 
유태인, 존재론대 윤리학으로 두 철학의 관계는 도식화되었다. 레비나스의 철학이 
그에게 각인된 세계 제 2 차대전의 아우슈비츠의 체험으로 채색되어 있으며, 그가 
하이데거의 존재론을 동일성의 철학 내지는 전체주의의 철학으로 규정하면서 그의 
나치참여에 대한 지속적인 비판을 가한 것은 사실이다.16 레비나스가 자신의 

『존재에서 존재자로』의 서론에서 하이데거 철학의 기풍으로부터 떠나야만 하는 필요성에

도 불구하고, 자신의 철학적 작업이 “마르틴 하이데거철학의 넓은 영향권 속에서 고무”(EE, 

4/8)되었음을 인정하고있다. 레비나스가 「탈출에 관하여」를 시점으로 하여, 하이데거적인 

현존재로부터의 탈출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독자적인 철학을 전개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실존적 현사실성, 그 구체성에 입각한 철학적 방법론을 구사한다는 점에 있어서, 넓은 

의미에서 레비나스의 철학은  하이데거의 “실존” 개념에 근간을 두고 있다. 그는 이러한 구

체적 실존의 현사실성을 개시하는 기분의 불안정성에 주안하고 있는데, 이는 근본기분으로

서의 불안을 말하는 “하이데거적 노선의 계승”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S.Hanlon(2011), 

p.282.) 다만 하이데거가 불안을 인수하고, 죽음으로 선구함으로써, 자기자신의 존재의 고유

한 가능성을 떠맡을 것을 촉구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레비나스에게 있어서 이러한 불안정

성을 극복하는 유일한 길은, 자신의 존재에의 속박을 끊고, 타인을 위한 자로 변모하는 것

이다. 이처럼 하이데거의 『존재의시간』(1927)이 그에게 끼친 지대한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그의 철학적 작업은 하이데거의 철학을 넘어서고자 하는 시도라고 일축할 수 있다. 그는 그

의 초기의 주저라고 할 수있는 『시간과 타자』(1947),  『존재에서 존재자로』(1947)를 

비롯하여, 그의 중후기 철학을 대변하는 다른 두 주저, 『전체성과 무한』(1961), 『존재와 

다르게 또는 존재 사건 저편에』(1974) 와 후기의 대화편인 「엠마누엘 레비나스와의 대담, 

1992-1994」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하이데거를 비판하고 있는데, 이는 그의 철학이 하

이데거와의 끊임없는 대화 가운데 전개되었음 또한 함축한다. 

16 M.B.Smith(2005), p.109. 레비나스에 의하면 존재론은 윤리를 위해 필요한 타자성을 결

여하기에, 동일성의 철학이다. 파르페니데스에서부터 하이데거에 이르는 서양철학의 사유는, 

레비나스에 의하면, 존재라는 일자로 환원되는 동일성의 원리에 의해서 지배된 역사이다. 

이처럼 동일성의 원리에 입각한 존재론을 레비나스는 패권적이고, 비윤리적이라고 생각한다. 

타자성을 배제하는 동일성의 철학은 전체주의로 귀결될 수 밖에 없다. 레비나스는 하이데거

의 나치즘이 그의 존재론과 분리불가능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보면서, 그의 철학을 전체주

의의 완성으로 규정한다. 이러한 서양철학사에 대한 비판을 통해, 레비나스는 존재 너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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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의 자양분을 유대교 전통에서 얻고 있다는 사실 또한 부인할 수 없다. 
레비나스의 제 1 철학으로서의 윤리학은 유다이즘의 윤리, 즉 유일신주의와 
공동체주의와 밀접한 연관성 하에 있다.17 하지만 위에 언급된 철학 외적인 정황이 
레비나스의 철학과 그의 하이데거 비판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하더라도, 철학적인 
담론 내에서의 논의를 배제하고 철학 외적인 요인들로 두 철학의 관계를 
환원시키는 것은 양자의 근원적인 충돌 지점을 은폐시키고, 두 철학의 관계에 대한 
섬세한 고찰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이러한 주된 흐름으로부터 벗어나서, 이안 톰슨(Ian Thomson)은 두 철학 
사이의 긴밀한 연관성에 주목하여, 철학적인 담론 내에서 두 철학의 관계를 
고찰하고자 시도하였다.18  레비나스의 자의적인 오독이라 할 수 있는 하이데거 
비판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할 경우, 하이데거에 대한 정당하지 않은 평가를 
당연하시하게 될 뿐만 아니라, 레비나스의 철학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 역시 
불가능해질 것이기 때문이다.19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그는 두 철학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지점이 죽음이라는 사실을 통찰해내고, 이에 대한 섬세한 비교연구를 
수행한다. 

레비나스는 우리가 어떻게 진정한 자기자신이 되는지를 하이데거적인 
본래성의 현상학적 구조에 따르되, 이를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제시하고자 한다.20 

존재론 너머도 가야할 필요성을 촉구하면서 제 1 철학으로서의 윤리학의 토대를 마련한다. 

17 윤대선, 『레비나스의 타자철학 : 소통과 초월의 윤리를 찾아서』, 문예출판사, 2009. 

p.37.

18 I.Thomson 의 연구, “Rethinking Levinas on Heidegger on Death” 는 하이데거와 레비

나스의 죽음론을 중점적으로 조명한 연구로서, 필자의 연구는 이 연구로부터 많은 통찰을 

얻었다. 

19 ibid, p.26.

20 ibid, p.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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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죽음과 마주치는가, 어떻게 이러한 죽음과의 만남 이후에 궁극적인 삶의 
의미가 재건되는가의 측면에서 레비나스와 하이데거는 서로 다른 답변을 제시한다. 
이안 톰슨은 우리가 언제 죽음을 마주하는가에 대해서, 하이데거와 레비나스의 
입장을 각각 하이데거적 불안과 레비나스적 우울이라고 명명한다. 또한 하이데거의 
경우 자신의 본래성, 즉 고유한 존재가능성을 회복함으로써, 레비나스의 경우, 
타인을 위한 자로 거듭남으로써 불안, 그리고 우울이라는 궁지로부터 벗어나 
삶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고 보았다고 분석한다. 레비나스에 의하면, 고통의 상태는 
결코 홀로 다시 일어날 수 없는, 전적으로 무력한 상태로서, 그러한 우울증과도 
같은 상태에 있는 자를 건져낼 수 있는 것은 타자성의 숭고함뿐이다. 이안 톰슨은 
결론부에서 레비나스가 죽음에서 마주하는 타자성 일반을 곧 구원의 통로가 
타인임을 상징하는 사건으로 분석하는 과정에 비약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레비나스가 타자성으로부터 윤리로 성급히 비약한다는 설득력있는 비판을 제기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레비나스가 자신의 고유한 죽음론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하이데거를 오독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그는 
레비나스의 하이데거비판이 새로운 지평을 제시한다는 사실은 수용하면서, 다만 그 
과정에 비약이 있다는 점에서 레비나스 철학에 대한 내재적 비판을 가할 뿐이다.

하이데거와 레비나스의 죽음론을 주제로 한 국내 연구논문으로는 최상욱의 
「레비나스와 하이데거에 있어서 죽음의 의미」가 있다.21 최상욱은 하이데거와 
레비나스의 죽음론을 히브리신화와 그리스신화와 바탕으로 그는 레비나스가 죽음을 
인간 간의 관계의 측면에서 사유하는 반면, 하이데거는 시간과의 연관하여 
죽음론을 전개한다고 해석한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두 철학자를 피상적으로 

21 최상욱,「레비나스와 하이데거에 있어서 죽음의 의미」, 『하이데거연구』, 8, 2003.  

pp.9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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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식화한 것이다. 왜냐하면 레비나스 역시 시간을 사유의 중심적인 주제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초기의 주저인 『시간과 타자』에서 하이데거가 현존재의 
존재의미로서 제시한 시간성을 해체하고,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시간을 
재정의하고자 시도한다. 레비나스에 의하면 죽음과 마주하는 사태인 고통 가운데 
유아론적인 자기가 깨어지는 사건은, 타인과의 관계에 들어서게 함으로써, 진정한 
미래를 도래하게 하는 사건이다.22 따라서 우리가 주안해야 할 점은 이러한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이 죽음과 시간을 연관시키는 방법이 서로 어떻게 
다른가의 측면이다. 또한 하이데거가 『존재와 시간』에서 타인의 죽음에 대한 
현존재의 애도와 회상을 언급했다는 이유로, 레비나스의 하이데거 죽음론 비판이 
핵심을 찌르고 있지 못하다는 최상욱의 결론은 설득력이 없다. 레비나스에게 
있어서 나의 죽음과 마찬가지로 타인의 죽음 또한 윤리적 주체로의 변모를 가능케 
하는 결정적인 계기이기에, 타인의 죽음은 나의 죽음만큼 중요한 위상을 차지한다. 
이는 죽음에 대한 분석에서 현존재 자신의 죽음에 대한 분석에 치중한 
하이데거와의 결정적인 차이라고 할 수 있다. 레비나스는 타인의 죽음을 
대신하기까지 그를 사랑할 수 있는 자만이 진정한 인간적 가능성을 실현하는 
자라고 본다.

사이먼 크리츨리(Simon Critchley) 역시 하이데거와 레비나스의 죽음론을 
주제로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23 하지만 그는 하이데거 현존재를 “유한성의 
못박힘”24이라 명명하는 레비나스의 언설을 그대로 차용하면서, 다소 편향적인 
입장에서 논의를 전개한다. 또한 그는 죽음 앞에서 우리는 다른 현존재와 
22 TO, 77/87

23 S.Critchley, The problem with Levinas, 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2015, 

p.25.

24 OE, 6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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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연된다고 보는 하이데거의 죽음론을 레비나스와 같은 입장에서 비판하면서, 
하이데거가 타인의 죽음에 대한 분석을 경시하고 현존재의 각자성의 성격을 
강조하는 것은, 현존재가 본질적으로 자기중심적인 존재이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본래성을 획득한 현존재는 애도할 수 없는데, 그에게 자신의 존재가 가장 
일차적이고, 타인과의 관계는 부차적인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고인을 애도하는 자리에서 고인이 현사실적으로 “거기에” 있지 않다 하더라도, 남아 
있는 사람들은 이 세계에 아직 그와 함께 있다는 하이데거의 언설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해석이다. 하이데거가 『존재와 시간』에서 타인의 죽음을 부차적인 
것으로 간주한 이유는, 그것이 현존재의 전체성을 파악하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타인의 죽음을 소홀히 다뤘다고 하이데거를 비판하는 
이들은 대부분 하이데거가 인간학이 아니라, 실존론적 분석론을 전개했다는 사실을 
간과하는 듯 하다.25 타인의 죽음에 대한 그의 분석 역시 현상, 즉 사태를 기반으로 
현존재의 존재에 관하여 분석하고자 하는 그의 학적 태도와 연속선상에 있다. 
타인의 죽음은 존재적으로는 중요한 사태일지모르나, 그것을 통해 현존재의 
전체성을 확보할 수 없기에, 존재론적 측면에서는 부차적인 지위를 차지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처럼 크리츨리는 레비나스의 하이데거 비판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할 뿐만 아니라, 레비나스가 하이데거의 현존재를 자기중심적인 내면성에 갇혀 
있는 코나투스 에센디(conatus essendi)26라는 레비나스 자신의 개념으로 흡수해 
버린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27 이것이 하이데거의 현존재 개념을 

25 “그렇지만 현존재의 분석론의 목표는 인간학의 존재론적 정초가 아니라 기초존재론이다.” 

(SZ, 200/271)

26 레비나스는 코나투스(conatus)를나의-존재-안에-머물려는집착(preservérer-dans-mon-être)라고 

규정하면서, 이러한 성격을 본질로 가진 인간을 코나투스 에센디(conatus essendi)라고 

명명한다. (GDT,13,21/26,38)
27 S.Critchley(2005), 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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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곡시킬 위험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레비나스의 철학과 하이데거의 철학 사이의 긴밀한 연관성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가 다소 제한적으로 이루어진 까닭은, 레비나스 본인의 하이데거에 
대한 과장된 비판과 하이데거에 대해 그가 수행하는 자의적인 오독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28 본고는 레비나스와 하이데거가 극적으로 충돌하는 지점인 죽음론을 
주제로 하여, 레비나스가 하이데거를 오독하는 지점들을 짚어내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그리고 이를 통해 하이데거와 레비나스 연구자들 사이의 생산적 담론 
형성을 위한 초석이 마련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3 장 논문의 전개 방향
본고는 레비나스가 하이데거의 죽음론을 비판하는 과정을 추적하고, 그 

과정에서 레비나스와 하이데거의 죽음론에서 근원적으로 입장을 달리하는 지점을 
드러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우리가 언제 죽음을 마주하게 되는지, 
그리고 죽음과 마주하게 됨으로써 개시되는 사태는 무엇이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죽음과 대면한 후 구현할 수 있는 진정한 인간적 가능성은 무엇인지 관하여 두 
철학자의 입장의 차이를 고찰할 것임을 1 부 1 절에서 논하였다. 2 절에서는 
죽음론을 주제로 하이데거와 레비나스의 관계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이 이룩한 
성과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연구들이 가질 수 밖에 없었던 한계에 관하여 
논하였다. 

2 부의 목표는 『존재와 시간』에서의 죽음론을 중심으로 하이데거의 현존재 

28 “레비나스의 하이데거에 대한 수사학적 과장에 입각한 거리두기는, 하이데거와 그가 현

상학적 지반을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호하게 만듦으로써, 레비나스가 하이데거의 『존

재와 시간』의 가장 이른 해석자일 뿐만 아니라, 가장 신실하고 창의적인 해석자라는 사실 

역시도 가려지게 하였다.” (I.Thomson(2009), p.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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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론을 간략히 살펴봄으로써 추후의 논의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1 장에서는 
하이데거가 이러한 현존재의 존재구성틀을 세계-내-존재로 규정하는 것에 관하여 
논할 것이다. 그리고 그때마다 자신의 존재가능성을 선택하는 현존재의 
존재양상에는 비본래적 존재양상과 본래적 존재양상이 있다는 사실을 1 절에서 
우선 대개 세상사람으로서의 세인 자기에 대한 논의를 통해 밝힐 것이다. 
2 절에서는 비본래적 세인자기가 분쇄되고, 이를 통해 현존재가 본래적인 
세계-내-존재가능으로 되던져지는, 불안이라는 사태에 관하여 대해서 논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세계-내-존재를 하이데거가 통일적으로 파악하여, 현존재의 존재를 
‘마음씀’으로서 규정하는 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2 장은 하이데거의 죽음론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할 것이다. 1 절에서는 레비나스의 하이데거 비판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존재와 시간』에서의 타인의 죽음에 관한 분석과 현존재의 
전체성 확보의 문제에 관하여 논할 것이다. 2 절은 종말에 이르는, 즉 죽음에 
이르는 존재로서 현존재를 규정함으로써 하이데거가 현존재의 전체성을 확보하는 
과정을 제시할 것이다. 3 절에서는 죽음을 알려오는 현존재의 근본기분으로서의 
불안을 중심으로, 양심과 죽음에 대하여 논할 것이다. 그리고 불안이라는 기분을 
통해 양심의 부름을 받은 현존재가 양심을 가지려는 의지를 가짐으로써, 즉 침묵 
가운데 불안에의 용기를 갖고 결의함으로써, 본래적인 실존가능성을 향해 기투하는 
과정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3 부에서는 레비나스가 하이데거 죽음론을 비판하는 것을 통해, 윤리적 
주체개념을 제시하는 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1 장은 레비나스가 하이데거의 
불안개념을 비판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여, 1 절에서는 하이데거의 불안이 
죽음이 닥쳐오는 구체적인 사태로 보기에는 정적이며, 이러한 불안개념을 통해 
하이데거가 제시하는 자신의 고유한 가능성을 지닌 존재로서의 현존재는, 타인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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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존재의 존재의 존속을 우선시한다는 비판에 관하여 논할 것이다. 레비나스가 
위의 비판의 연속선상에서 하이데거의 현존재를 자신의 내면성에 갇힌 
자기중심적인 코나투스 에센디(conatus essendi)로 규정하는 내용은 2 절에서 
살펴볼 것이다. 3 절에서는 하이데거의 불안 개념 비판을 통해, 불안이 아니라, 
우리는 고통가운데 진정으로 죽음을 마주한다는 레비나스의 관점에 대해 논할 
것이다. 극도의 고통 속에서 주체의 능동성이 전적인 수동성으로 전환되며, 주체는 
전적인 타자성과 마주하게 된다. 2 장에서는 레비나스가 하이데거의 현존재의 
본래성을 비판함으로써 자신의 고유한 윤리적 주체개념을 제시하는 과정에 대해서 
다룰 것이다. 본래적 실존으로 거듭난다 하더라도, 현존재는 불안이란 근본기분에 
사로잡힌 채, 유한성의 비극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비판의 내용은 1 절에서 
논할 것이다. 2 절에서는 자기중심적인 코나투스 에센디가 깨어지는 결정적인 
계기가 자신의 죽음 뿐만 아니라 타인의 죽음과 마주하는 순간이라는 것에 대해 
논할 것이다. 3 절에서는 나의 죽음과 타자의 죽음을 계기로 내면성에 갇힌 고독한 
주체가 깨어지고, 타인을 자신의 존재보다 우선시하는 윤리적 주체로 변모함으로써, 
주체가 자신의 죽음을, 자신의 유한성을 극복할 수 있게 된다는 레비나스의 주장에 
관하여 논할 것이다. 

 4 부에서는 레비나스가 하이데거의 죽음론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가한 
하이데거에 대한 오독을 되짚어나가는 작업을 수행할 것이다. 1 장은 하이데거의 
불안개념에 대한 재비판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할 것이다. 1 절에서는 레비나스의 
비판과 달리, 하이데거의 불안 역시 현존재의 실존을 강타하고, 현존재를 
전격적으로 변화시키는 계기로서, 세간적인 가치를 더 차지하고자 애쓰는 
자기중심적인 세인자기를 무의 심연에 빠트리는 사태라는 사실에 관하여 논할 
것이다. 2 절에서는「형이상학이란 무엇인가」에서의 불안과 연관성 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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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와 시간』의 불안 개념을 분석할 것이다. 이를 통해, 현존재에게 급작스럽게 
닥쳐오는 불안이 현존재의 비본래적인 세계와 자기이해를 무화시킴으로써, 다른 
존재자의 고유한 존재와 만날 수 있는 지평을 개시한다는 사실을 밝힐 것이다. 
2 장에서는 본래적 실존으로 변모한 현존재가 레비나스가 말한 자기중심적인 
코나투스 에센디(conatus essendi)가 아니라, 다른 존재자들의 고유한 존재와 
감응하는 존재의 진리의 터로서의 현존재라는 사실을 제시할 것이다. 1 절에서는 
선구적 결의성이 현존재의 개시성의 탁월한 양태의 하나로서, 현존재가 자신의 
유한성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자기포기의 계기를 함축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현존재의 본래적인 실존가능성이 개시된다는 내용에 관하여 논할 것이다. 
이를 통해 선구적 결의성이 현존재의 남성적인 힘의 발로의 정점이라는 레비나스의 
비판이 결정적으로 논박될 수 있을 것이다. 2 절에서는 죽음으로 선구하는 본래적 
현존재는 레비나스가 바라보는 것처럼, 자신의 고유한 존재가능성에 끊임없이 
집착하고, 그 때문에 유한성의 비극에서 탈출하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밝힐 것이다. 오히려 그는 죽음이라는 극단적 가능성에 대해 자신을 자유로이 
내어줌으로써, 탄생에서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유일무이한 삶에 대한 주권을 회복한 
자이다. 그는 자신의 삶의 순간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이와 더불어 그때마다 다르게 
현현하는 제 존재자들의 고유한 존재의 빛과 교감한다.

이처럼 현존재는 자신의 고유한 존재를 회복함으로써, 다른 존재자들에 
의존하거나 그것들을 지배하지 않고, 그들의 고유한 존재와 함께 하는 가운데 
창조적 동경과 기쁨을 느끼게 된다. 3 절에서는 마지막으로, 하이데거의 본래적 
현존재는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기 때문에 타인을 위한 희생이 불가능하다는 
레비나스의 비판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레비나스에 의하면, 타인의 
죽음을 대신하고자 하는 윤리적 주체는 가장 이상적인 인간성을 실현한 자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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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죽음을 우위에 두는 현존재는 이러한 숭고한 행위를 할 수 없다. 필자는 
3 절에서 이러한 레비나스의 비판을 비판적으로 검토함으로써, 희생적 행위에 대한 
레비나스와 하이데거의 관점의 차이에 관하여 논할 것이다. 이를 통해, 하이데거의 
언설은 희생적 행위를 한다 하더라도, 그 중심이 타자가 아닌 자기 자신에 있어야 
한다는 의미를 함축한다는 해석을 제시하고자 한다.

5 부 1 장에서는 본 연구의 성과를 밝히고, 2 장에서는 필자의 연구 이후에 
남겨진 향후 과제에 대해서 논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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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 『존재와 시간』의 현존재분석론과 죽음론

본고의 목적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현존재분석론29에 관하여 논할 필요가 
있다. 하이데거의 죽음론은 현존재의 전체성을 확보하기 위한 현존재분석론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인간은 죽음 앞에서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묻고, 자신의 
탄생에서 죽음에까지 삶을, 즉 자신의 존재를 문제삼는다. 따라서 동물이나 식물과 
같은 여타의 존재자와는 다르게 자신의 존재를 이해하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동물들은 자신의 욕망에 따라서 자신 이외의 존재자들과 관계할 따름이지만, 
현존재는 모든 개개의 존재자들의 고유한 존재를 이해하며, 이를 바탕으로 다른 
존재자들과 관계를 맺는다. 이러한 인간의 존재개시적 성격에 주목하여, 하이데거는 
인간을 ‘현존재’라고 명명한다.30 

하이데거는 전통형이상학에서의 이성적인 동물이나 사유하는 실체로서 인간을 
보는 것을 비판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속성을 통해 인간을 규정하고자 한 시도는, 
인간을 무세계적인 눈앞에 있는 ‘전재자’(Vorhandenes)로 전락시키고, 인간의 
존재양식이“삶” 자체라는 사실을 은폐하기 때문이다.31 하이데거는 현사실적인 삶을 

29 “이 존재자는 그의 가장 고유한 존재에 닫혀 있지 않음이라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 “거

기에”(Da)라는 표현은 이러한 본질적인 개시성(Entscholossenheit)을 의미한다. … 인간 안

의 ‘자연의 빛’이라는 존재자적인 비유적 표현은 이 존재자가 그의 ‘거기에’를 존재하는 방

식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실존론적-존재론적 구조 외에 다른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

다. 이 존재자가 “밝게 빛나 있다”는 것은 그 자체에서 세계-내-존재로서 밝혀져 있음을 

말하니, 어떤 다른 존재자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자체가 곧 밝힘으로 존재하는 식으로 그렇

다. …현존재는 그의 개시성으로 존재한다.(SZ,132,133/184,185)

30 “동물들에게 물은 단순히 갈증을 덜어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태양은 온기를 주는 것으로 

나타날 뿐이며, 물과 태양이 독자적인 존재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이에 반해

서 인간은 물과 태양이 우리의 본능적인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독자적인 존재방식을 갖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 (박찬국,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 

읽기』, 세창미디어, 2013. p.18.)

31 SZ, 4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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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자체로서 포착하고자 시도하였으며, 생성소멸하는 이 세계에서의 삶 너머의 
불변하는 것, 지속적인 현존성으로서의 실체를 상정하는 것을 거부하였다. 인간의 
삶 이면에 영혼에라는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그 자체로서 ‘실존’인데, 
즉,  그때마다 매순간적으로 자신의 존재가능성과 관계하는 방식으로 존재하는 
존재자이다.32 그는 현존재 본질을 각자성과 실존성이라고 보면서, 삶 속에서 
그때마다 각기 자신의 고유한 존재가능을 실현하는 존재자로서 인간을 규정한다. 
이러한 현존재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으로 지속적인 
현존성으로서 전통적 존재이해에 입각했던 범주들과는 다른, 현존재의 실존의 
동성을 포착할 수 있는 실존주에 의거해야 한다. 세계-내-존재, 심정성, 이해, 말, 
마음씀, 퇴락 결의성 등이 현존재의 성격을 포착하는 실존주들이다. 

현존재 분석론을 수행하는 데에 있어서는 현존재의 실존의 동성을 은폐시키는 
그 어떠한 이념도 선행적으로 전제되어서는 안 되며, 현존재가 그 자신을 내보이는 
사태에 즉해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하이데거는 현존재의 평균적인 
일상성의 양상에서 현존재를 포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일상성 
역시 현존재의 적극적인 현상적 특징이기 때문이다.33 하지만 현존재의 일상적인 
양상에만 의거할 경우, 현존재의 본래성과 전체성을 파악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하이데거는 죽음에 대한 현상학적 분석을 통해 현존재의 전체성을 확보하고, 
양심현상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현존재의 본래성을 확증하고자 한다. 현존재 
분석론의 과제는 일상성을 비롯한 현사실적 현존재의 모든 존재양상 속에서 
현존재를 규정하고 있는 본질적인 구조를 포착하는 것이다.34 

32 O, 7/25

33 SZ, 69

34 “현존재를 그의 평균적인 일상성에서 설명하는 일은 예컨대 모호한 비규정성의 의미에서 

그저 평균적인 구조들을 내주고 있는 것만은 아니다. 존재적으로 평균적인 방식으로 존재하



- 20 -

하이데거는 이러한 현존재의 존재개시성을 실마리로, 현존재 분석론을 
존재일반의 의미를 궁구하기 위한 기초존재론으로 삼는다. 그는 현존재분석론을 
기반으로,  눈앞에 있음, 즉 ‘지속적인 현존성’으로 존재를 이해해온 전통형이상학은 
존재의 의미를 망각해왔었다는 사실을 밝히고자 시도한다. 지금까지 은폐되어왔던 
“시간”이 개개의 존재이해의 지평임을, 따라서 존재의 의미에 속하는 것임을 
제시하는 것이 『존재와 시간』의 기획이다.35

1 장 세계-내-존재로서의 현존재
현존재는 구체적인 세계에 내던져져 있는 현사실적인 실존이다. 현존재는 

세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세계내의 다른 존재자들과 관계한다. 즉, 망치를 못을 
박기 위해 사용하기도 하고, 병든 타인을 간호하기도 한다. 이처럼 현존재가 
구체적인 세계에 뿌리박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다른 존재자들과 관계하기에, 
하이데거는 현존재의 일차적인 존재구성틀을 세계-내-존재로서 제시한다.

현존재는 자신의 고유한 가능성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다른 존재자들과 
마주치고, 관계한다. 이러한 존재자들과의 연관 전체를 하이데거는 ‘세계’라고 
명명한다. 세계-내-존재로서 현존재는 세계내의 존재자의 한가운데에 있으면서 
다른 존재자들과 관계한다. 하이데거는 현존재가 다른 현존재, 즉 타인과 관계하는 
것을 “배려(Fürsorge)”36라고 명명한다. 배려는 현존재가 타인들에 대해 마음을 
쓰면서, 타인과 관계하는 현존재의 존재구조이다. 다른 한편, 하이데거는 현존재가 

는 그것이 존재론적으로는 충분히 중요한 구조에서 파악될 수 있다. 이때 이 구조는 이를테

면 현존재의 본래적인 존재의 존재론적 구조와 구조적으로 구분되지 않는다.”(SZ, 44/69)

35 SZ, 1/13

36 SZ, 57/85



- 21 -

자신의 존재가능을 위해 도구적 존재자와 관계맺는 것을 “고려(Besorgen)”37라고 
부른다.

1 절 일상성과 세인 그리고 현존재의 본래성
자신에게 친숙한 세계에 안주하는 일상적인 현존재는 이 사람도 저 사람도, 

그 누구도 아닌, 익명적 세인 혹은 그들(Das man)이다.38 공공의 세계내에 
있으면서, 같은 교통수단을 이용하고, 같은 신문을 보는 상호공동존재39로서의 
현존재의 조건은 우선 대개 일상적인 현존재의 존재양상을 결정한다.

우리는 남들이 즐기듯이 즐기고 좋아한다. 우리는 남들이 보고 판단하는 

것처럼 읽고 보며 문학과 예술에 대해서 판단한다. 우리는 또한 남들이 그렇게 

하듯이 “군중”으로부터 물러서기도 한다. 남들이 격분하는 것에 우리도 격분한다. 

‘그들’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아니고, 비록 총계로서는 아니더라도, 모두인데, 

이 ‘그들’이 일상성의 존재양상을 지정해주고 있다.40 

하지만 현존재는 자신의 고유한 존재 역시 그가 우선 관계맺고 있는 
세계에서부터 이해하려는 경향을 갖고 있기에, 자기 자신을 고유하게 장악하지 
못하고, 그들에 의해 지배당한다. 하이데거는 이 사태를 현존재의 고유한 존재를 
익명적 세인의 존재 양태로 녹여버리고, 독재권을 행사한다는 말로 표현한다.41

37 SZ, 169/211

38 SZ, 166/228

39 SZ, 120/168

40 SZ, 126,127/176,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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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인의 “자기확실성”과 “확고부동함”42의 성격은 현존재의 고유한 가능성에 
대한 이해는 전적으로 불필요하며, 부나 명성, 권력과 같이 공공의 세계에서 
중시되는 세간적인 가치만을 궁극목적으로 삼아야 한다는 생각을 퍼뜨린다. 우선 
대개 현존재는 이러한 세계로부터 자신을 이해하며, 자신의 근원적인 지반을 
상실한 자이기에, 공공의 세계에서 추구되는 세간적인 가치를 다른 현존재보다 더 
차지하는 데에 몰두하게 된다. 이렇게 공공의 세계에서 안정적으로 자신의 존재를 
확보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에, 공공의 세계에 빠져 있으면서 현존재는 스스로를 
끊임없는 일거리와 활동 속으로 밀어넣는다. 쉴새 없이 세상사에 몰두하면서 
현존재의 가장 고유한 존재가능은 은폐되는데, 이로 인해 현존재는 
자기자신으로부터 소외된다.43

세인으로서의 현존재는 부나 명예와 같은 세간적인 가치만이 삶에서 
유의미하다고 생각하기에, 이러한 세간적인 가치를 더 차지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리는 자이다. 공공의 세계에서 현존재는 능력이나 부, 명예와 같은 기준에 의해 
비교되고 가치가 매겨지는데, 세인으로서의 현존재는 세간적인 기준에 의해 
서열화되는 타인과 자신 사이의 격차를 의식하면서, 남들보다 더 우월한 위치를 
차지하고자 한다. 하이데거는 이러한 세인의 성격을 “격차성”44이라 명명한다. 
이러한 격차성이 지배하는 세계에서는 타인과의 관계는 은밀한 적대감과 
질투심으로 점철되어 있다. 그들 사이에서 진실한 관계는 찾아볼 수 없고, 애매한 
약속들과 수다스럽고 요란한 친교가 그 자리를 대신한다.45 하이데거는 이를 
41 SZ, 126/176

42 SZ, 178/243

43 같은 곳.

44 SZ, 126/176

45 SZ, 298/397



- 23 -

타인과의 관계의 비본래적 양상이라고 보면서, 이러한 관계에서 현존재는 타인의 
고유한 존재와의 진정한 교감이 불가능한 자기중심적인 자로 남아있는다고 말한다. 
세인으로서의 현존재는 타인 앞에서 자신을 위장하는데, 그는 타인들을 신뢰하지 
않으며, 실은 관계조차 가지기를 원하지 않는다.46 그에게 타인은 세간적인 가치를 
더 얻기 위한 수단이거나, 자신보다 우월해질 수도 있는 경쟁자에 불과하다.

세인, 곧 비본래적 실존으로서의 현존재는 자신의 고유한 존재가능성으로부터 
멀어진 채, 공공의 세계에 빠져 세인들의 가치관이나 기준에 의존하고 있는데, 
하이데거는 이를 퇴락이라 명명한다. 세론은 현존재를 그의 퇴락에 확고하게 
붙들어 두고, 현존재로부터 자신의 고유한 실존가능성을 떠맡아야할 짐을 면책시켜 
준다.47 그들은 너무나 쉽게 모든 것을 대신 떠맡아줄 수 있는데, 이는 사실상 어떤 
것을 진정으로 책임질 필요가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퇴락 속에서 
현존재는 붙잡혀 있는 가운데 현존재는 자기자신으로부터 소외된다.48 현존재가 
자신의 고유한 존재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세인으로서의 ‘그들’ 속에 흩어져 있는 
본래적 자기를 되찾아야 한다. 

현존재가 자기 자신을 상실했을 수도 있거나 자기 자신을 아직 획득하지 

못했을 수도 있음은 오직 그가 그의 본질상 가능한 본래적인 존재인 한, 다시 

말해서 자기 자신을 자기 것으로 하는 한에서만 가능하다. 본래성과 

비본래성이라는 두 존재양상은 현존재가 도대체 각자성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데에 

근거하고 있다.49

46 SZ,125/174

47 SZ, 127/178

48 SZ, 179/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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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데거에 따르면, 현존재는 그때마다 본래성과 비본래성의 두 양상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데, 현존재의 비본래성의 가능근거는 현존재가 자기자신의 존재를 
문제삼으며, 가장 고유한 가능성으로서의 자신의 존재와 관계하는 존재자라는 
사실에 있다. 즉, 현존재가 비본래적 실존의 양상 가운데 자기자신을 상실할 수 
있음은, 그가 근원적으로 고유한 존재가능으로, 즉 본래적으로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선 대개 세인으로서의 현존재의 비본래적인 실존의 양상에서도 본래적 
실존의 양상과 마찬가지로 실존성의 선험적인 구조가 놓여 있다.

2 절 불안과 현존재의 본래성
퇴락에서 현존재에게 본래적 가능성은 실존적으로 닫혀져지고, 공공의 세계에 

함몰되어 버린다. 하지만 현존재가 근원적으로 자신의 고유한 존재가능을 
선택하는자로서 본래적으로 있기 때문에, 비본래적인 실존양상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하이데거는 이러한 현존재의 본래성에 대한 현상적 확증을 불안에서 
찾고자 한다. 하이데거는 불안을 두려움이라는 심정성과 비교함으로써 현존재의 
근본기분으로서의 불안만이 지닌 성격을 보다 더 잘 드러내고자 한다. 

두려움은 그때마다 세계의 특정한 방면으로부터 현존재에게 다가오는 가운데 
현존재를 위협한다. 두려움의 대상은 세계내부적인 존재자로서, 현존재의 목숨을 
위협하는 태풍이나 폭풍과 같은 자연재해일 수도 있고,  공공의 세계 내에서 
현존재의 실존가능성과 관계되는 것, 즉 특정한 시험에 불합격하거나 재산을 
상실하는 것 등이 될 수도 있다. 두려움의 대상은 언제나 명확하며, 세계 내에 있는 
그 무엇으로서 현존재에게 임박해 있다. 하지만 현존재가 특정한 대상이나 
일거리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는 이유는, 현존재 자신의 존재가능성에 입각해 있다. 
49 SZ, 4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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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존재는 자신이 죽게 될까봐 자연재해를 두려워하며, 자신이 공공의 세계에서 
추구하는 세간적인 가치를 상실하게 될까봐 사회적 지위나 재화의 상실을 두려워 
한다.  

하지만 불안 속에서 현존재는 기존의 세계와의 관계에서 자신을 이해할 수 
없게 되며, 자기자신을 낯설게 느끼게 한다. 두려움의 경우, 특정한 대상이 특정한 
방역으로부터 현존재를 압박하는 반면, 불안은 모든 것을 휩쓸어가는 거대한 
파도처럼 현존재의 친숙한 일상적 삶과 세계를 무너뜨리고, 모든 것을 회색빛으로 
물들인다.  현존재는 이제 공허한  “무”의 한가운데에 처하게 된다. 이를 
하이데거는 불안 가운데 세계 자체가 도처에서 현존재를 압박한다고 표현하는데, 
그러나 현존재의 숨통을 조여오는 것은 실상 “아무 데에도 없다.”50

불안은 현존재를 가까운 관계, 친구 혹은 가족과의 관계로부터도 단절시키고, 
그를 개별화시킨다. 이를 통해, 퇴락에서 은폐되어 있었던 현존재의 고유한 
존재가능성이 개시된다. 이에 대해 하이데거는 『존재와 시간』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불안은 현존재를 개별화시키며 그래서 그를 이렇게 “유일한 자기”로서 

열어밝힌다.… 그것은 현존재를 바로 극단적인 의미에서 세계로서의 그의 세계 

앞으로 데려오며 그래서 현존재 자신을 세계-내-존재로서의 그 자신 앞으로 

데려오는 것이다.51 

하이데거는 현존재의 고유한 존재가능성을 드러내는 불안의 개시적 성격에 

50 SZ, 186/255

51 SZ, 188/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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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안하여, 불안을 탁월한 개시성으로서 규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재와 
시간』에서의 불안에 대한 분석은 불안의 개시적 성격보다는 지금까지 현존재에게 
친숙했던 세계와 그 세계로부터 이해된 현존재의 가능성을 탈취하는, 불안의 
파괴적 역할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무의미성”, “빼앗아버림”,  “편치-않음”등 
불안의 부정적 기능을 묘사하는 단어들이 자주 사용되고, 불안을 통해 현존재가 
마주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세계 그 자체”, “세계-내-존재 자체”등의 단어를 
통해 추상적으로 설명되고 있다. 

윌리엄 블래트너(William Blattner)는 현존재에게 급작스럽게 들아닥쳐서, 
그가 안주해왔던 세계를 완전히 붕괴시키는 불안을 살아있는 현존재에게 찾아오는 
유사죽음의 체험이라고 해석한다. 그는 이를 “현존재의 극단적 상황”52 이라고 본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보다 극적인 서술은 「형이상학이란 무엇인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53 

우리는 불안 속에서는 ‘무엇인가가 누구에게 섬뜩하다’고 말한다. … 

일체의 사물과 우리 자신이 어떤 무관심 속에 빠져 버린다. … 불안 속에서 

우리에게 엄습해 오는, 존재자 전체의 이러한 뒤로 물러감이 우리를 난감하게 한다. 

거기에는 붙잡을 것이란 아무것도 없다. 오직 거기에 남아 있어 우리에게 덮쳐오는 

것이란, 존재자가 쑥 빠져나감으로써 붙잡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 

뿐이다.… 바로 거기에는 우리 자신도 -즉 이렇게 존재하는 인간도-존재자 

52 윌리엄 블래트너, 『존재와 시간 입문』, 한상연 옮김, 서광사, 2012. p.246.

53 본고에서는  『존재와 시간』과 「형이상학이란 무엇인가」에 입각하여 초기 하이데거의 

불안 개념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존재와 시간』과  「형이상학이란 무엇인가」에서 하

이데거가 제시하는 불안현상과 그 의미는 연속선상에서 이야기되고 있으며,  후자에 의해 

전자에서 이야기되는 불안개념이 보다 명료하게 이해될 수 있다.(박찬국,  「초기 하이데거

의 불안 개념에 대한 비판적 고찰」, 『가톨릭 신학과 사상』, 62, 2008. pp.143-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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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운데에서  우리에게서 쑥 빠져나간다는 사실이 있다.54  

불안은 현존재에게 친숙했던 세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세계로부터 자신의 
실존가능성을 이해해온 세인자기로서의 현존재 역시 무화시킨다. 따라서 불안은 
현존재의 비본래적인 세계이해와 자기이해를 분쇄시키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55 

이러한 비본래적인 세계이해및 자기이해의 분쇄를 통해, 불안은 현존재를 
단독화한다. 현존재는 세계내에 내던져져 있으면서, 자신의 고유한 존재 가능성을 
향해 기획투사할 수 있는, “~에 대해서 자유로운 존재”56로서 개시된다. 불안 
속에서 현존재의 고유한 존재가능성은 우선 대개 현존재가 빠져 있는 세계내부적 
존재자에 의해서 왜곡됨 없이, 가능성 그 자체로 드러난다.57 이처럼 불안이라는 
탁월한 개시성으로 인해 현존재의 두 근본 가능성인 본래성과 비본래성이 현존재가 
이미 자신의 고유한 존재가능에 대해서 자유로운 자라는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진다. 

불안은 현존재에게 일상적인 친숙한 세계를 빼앗고, 섬뜩함의 양상에서 
현존재의 본래성을 개시한다. 따라서 불안의 대상은 “세계-내-존재 그 자체”로서 
현존재의 고유한 가능성이라고 할 수 있다. 현존재의 두려움이 궁극적으로 현존재 
54 WM, 32/160

55 “인간 현존재에게 주로 실용적인 의미의 지평으로 인식되는 주위의 세계가 존재의 광공

간을 뜻하는, 참된 의미의 세계와 필연적인 관련이 있음은 사실이다. …그러나 양자가 완전

히 동일한 것은 결코 아니다. 실용적, 목적론적 "도구의 체계” 저변에 그야말로 무한한 깊

이와 폭의 정신적 세계가 깔려 있다. 그러한 세계가 주위의 세계를 매개체로 해서 그 빛을 

발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게 비춰 보이는 것이 세계 또는 존재의 진리, 존재의 의미는 

전부는 아니다. 세계가 “의미성의 체계”로 우리의 눈앞에 개방되는 것이 사실이나, 그것은 

또한 "무의미성의 지평"과  “무”로 “의미성의 체계” 저변에 깔려 있다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김종두, 『하이데거의 존재와 현존재』: 후기 하이데거의 자기해석에 기초한 『존

재와 시간』의 재조명, 새물결플러스, 2014, p.223.)

56 SZ, 188/256

57 SZ, 191/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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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고유한 가능성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하이데거는 불안이라는 현존재의 
근본기분이 두려움이라는 심정성의 가능근거라고 말한다.58

현존재는 이러한 무너뜨리는 섬뜩한 무의 심연 앞에서 우선 대개 도망치고,  
자신이 친숙하게 느꼈던 기존의 세계로 되돌아가고자 하는데, 이는 곧 섬뜩한 
양상에서 개시되는 스스로가 떠맡아야 할 자신의 고유한 존재가능성으로부터의 
도피이다.59 이처럼 현존재가 우선 대개 자신의 존재를 선택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자기자신과 관계하고, 공공의 세계에 빠져 버려 자기자신을 상실하는 것 역시 
현존재가 고유한 존재가능성으로서 세계 내에 내던져져 있다는 사실에 근거해 있다. 
이처럼 현존재가 자신의 존재를 세인들에 의해 상실할 수 있는 것은 현존재가 
그때마다 자신을 앞질러 있는 가능존재이며, 자신을 앞질러 이미 세계 내에 
내던져져 있기 때문이다. 

가능존재이자, 세계-내-존재로서의 현존재의  모든 태도는 존재적으로 
탄생에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고유한 존재에 대한“염려로 가득 차”60있다. 
하이데거는 이러한 현존재의 삶에 대한 염려의 실존론적 가능조건을 
“마음씀(Sorge)”61이라 명명한다. 불안에서 드러난 현존재의 가능존재로서의 
현존재의 본질구조인“자기를-앞질러 있음”62을 기반으로 하이데거는 현존재의 
존재인 마음씀을 “세계 내부적으로 만나는 존재자 곁에-있음으로서 

58 SZ, 186/254

59 “빠져 있으면서 공공성의 편안함 속으로 도피하는 것은 '편치 않음’ 앞에서의 도피, 다시 

말해서 내던져진, 그의 존재에서 그 자신에게 내맡겨진 세계-내-존재로서의 현존재에 놓여 

있는 섬뜩함 앞에서의 도피인 것이다.” (SZ, 189/258)

60 SZ, 200/271

61 SZ, 192/262

62 SZ, 192/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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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를-앞질러-이미-(세계)-안에-있음”63으로 규정한다. 
자기를-앞질러’에는 실존성이,‘이미~안에-있음’에서는 현사실성이, ‘~곁에 

있음’에서는 퇴락 즉, 빠져있음이 표현되고 있다. 이처럼 마음씀은 현존재의 
실존성과 피투적 현사실성 및 퇴락존재를 통일적으로 포착하는, 현존재의 존재에 
대한 실존론적 규정이다. 

2 장 『존재와 시간』의 죽음론
하이데거의 죽음론을 통해서 하이데거는 현존재의 전체성과 본래성을 

확보하기에, 죽음에 관한 논의는 현존재분석론에서 중심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죽음은 많은 하이데거 연구자들에 의해 연구된 바 있다.64 하지만 이에 
대한 연구자들 사이의 의견이 분분한 이유는『존재와 시간』에서 죽음에 대한 
하이데거의 서술에 모호한 지점이 있기 때문이다. 하이데거에 의하면, 현존재의 
종말은 죽음이다. 그러나 이것이 단순한 사망으로서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는 죽음을 사망, 즉 언젠가 닥쳐올 내가 소멸하는 사건으로 여길 경우, 
이는 죽음과 비본래적인 방식으로 관계하는 것이라고 말한다.65 그럼에도 불구하고 
63 SZ, 193/263

64 드레이퍼스에 따르면, 하이데거의 죽음론에 대한 해석은 총 네 입장으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는 죽음은 인간의 생명이 끝나는 필연적인 사건이라는 입장으로, 하이데거의 죽음론을 

인간의 태생적인 유한성이라는 한계와 밀접한 연관성을 지닌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다.(Jean 

Paul Sartre, Michael Zimmerman) 두 번째 입장은 죽음은 불안을 통해 현존재에게 닥쳐옴

으로써, 현존재에게 그의가능성을 일시적으로 닫아버리는 것이라고 본다.(William Blattner, 

Taylor Carman), 세 번째 입장은 죽음을 현존재의 구조적 특징으로서 하이데거가 형식화한

다는 입장이다.(Herbert Dreyfus, Julian Young) 네 번째 입장은, 죽음은 기존의 문화적 시

기에 닥치는 세계붕괴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문화적 세계의 도래를 직면하는 것을 

의미한다.(Carol J. White) 드레이퍼스가 정리한 하이데거의 ‘죽음’에 대한 기존의 연구자들

의 해석은  H.L.Dreyfus, Forward to Time and Death : Heidegger’s analysis of finitude,  

Carol J. White., Aldershot, Hants, England ; Burlington, VT : Ashgate Publisher, 2005.를 

참고할 것. 이러한 드레이퍼스의 정리에 대해서는,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박서현, 

「하이데거에 있어서 ‘죽음’의 의의」 ,  『철학연구』, 2011. pp.177-202.

65 “극단적인 아직-아님은 현존재가 그것과 관계를 맺는 그런 어떤 것의 성격을 지니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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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데거는 죽은 현존재를 생명을 상실한 살아있지 않은 자로 규정하면서, 사망에 
대한 분석에서부터 죽음론을 전개해 나간다. 

하이데거의 현존재 분석론이 우선대개 일상적 현존재에 대한 현상학적 고찰로 
시작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의 죽음론 역시 존재적으로 현존재가 우선 대개 
죽음과 마주하는 방식에서부터 시작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어디에서 죽음에 대한 
비본래적인 존재적 이해가 끝나고, 어디서부터 죽음에 대한 본래적인 존재론적 
이해가 시작되는지 불분명하다는데에 하이데거의 죽음론에 대한 해석의 어려움이 
있다.66

하이데거가 현존재의 종말을 단순히 사망과 동일시하지 않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는 사망(Sterben)이 현존재의 죽음에 대한 명칭이며, 누구나 자신이 
언젠가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죽음의 확실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한다.67 죽음(Tod)과 본래적으로 관계하는 이는 누구나 
확실히 죽지만, 당장 내가 죽는 것은 아니라는 태도로 죽음을 바라보지 않는데, 
그에게 죽음은 오히려 언제 닥쳐올지 모르는 실존의 “무한정의 불가능성”68을 
의미한다.

현존재가 죽음이라는 종말에 의해 규정된 유한한 존재라는 사실, 즉 현존재의 

다. 종말은 현존재의 앞에 닥쳐 있다. 죽음은 아직 눈앞에 있지 않은 어떤 것이 아니며, 최

소한으로 줄어든 최후의 미완도 아니요, 차라리 일종의 “앞에 닥침”이다. … 죽음은 현존재 

자신이 각기 그때마다 떠맡아야 할 존재가능성이다. 죽음과 더불어 현존재 자신이 그의 가

장 고유한 존재 가능에서 자기 앞에 닥쳐[서] 있는 것이다. (SZ, 250/335)

66 H.L.Dreyfus(2005), p.11.

67 “일상성은 죽음의 “확실성"을 애매하게 시인하는 데에 머물러 있다. 그것은 사망을 더욱

더 은폐하면서 확실성을 완화하여 죽음에 내던져져 있음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이다. 죽음앞

에서의 은폐하는 회피는 그 의미상 죽음에 대해서 본래적으로 “확실할" 수는 없으나 그래도 

확신하고는 있다. (SZ, 256/342)

68 SZ, 263/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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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존의 무한정의 불가능성을 알려오는 심정성은 불안이다. 불안은 현존재가 살고 
있던 친숙한 세계를 완전히 붕괴시키고 현존재를 무의미의 심연에 빠트리는데, 
윌리엄 블래트너는 이러한 섬뜩함 가운데 현존재는 자신의 죽음을 실존적으로 
이해하게 된다고 말한다.69 이를 통해 현존재가 자신의 고유한 존재가능성을 
실현함으로써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 즉 탄생에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자신에게 
허락된 유한한 시간이 자신의 존재와 다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이처럼 
현존재의 고유한 존재가능성으로서의 삶은 죽음과 긴밀한 관계 하에 있다. 본 
장에서 필자는 죽음과, 탁월한 개시성인 불안과, 불안이라는 심정성 가운데 침묵의 
양상에서, 퇴락해 있는 세인으로서의 현존재를 본래적 자기로 불러세우는 양심현상 
간의 관계에 주안하여 하이데거의 죽음론을 요약적으로 제시함으로써, 하이데거의 
현존재분석론에 대한 레비나스의 해석의 오류를 짚어내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1 절 타인의 죽음에 대한 분석과 현존재의 전체성의 확보의 문제
하이데거는 죽음이라는 현상에 대한 고찰을 통해 현존재의 전체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현존재는 그 본질상 죽음을 체험할 수 없는데, 왜냐하면 현존재의 
종말로서의 죽음은, 현존재가 더 이상 현사실적으로 거기에 있지 않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존재는 타인의 죽음을 곁에서 볼 수는 있다. 따라서 하이데거는 
죽음의 현상에 가장 가까운 경험은 타인의 죽음을 목도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가정 
하에 공동현존재인 타인의 죽음에 관하여 논한다.

유족들은 고인이 사실상 “더 이상-세계-내에-존재하지-않음”70 에도 
69 윌리엄 블래트너(2012), p.246.

70 SZ, 238/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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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하고, 애도하고 회상하는 가운데 그의 장례를 지내주는 방식으로 고인과 
관계한다. 이러한 배려의 양태 속에서 그들은 여전히 망자와 함께 있으며, 세계 
내에 그와 더불어 있다. 하지만 유족들은 고인과 함께 그의 죽음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애도하는 자리에 있을 뿐인데, 고인은 이미 홀로 죽음을 맞이하고, 이 
세계를 떠나버렸기 때문이다. 따라서 타인의 죽음은 현존재의 종말과 전체성을 
현상적으로 확증해줄 수 없다. 

하이데거는 이를 통해 죽음은 본질적으로 각자성과 실존성에 의해 구성된다고 
말한다.71 이러한 그의 분석을 뒷받침하기 위해, 그는 보다 더 극적인 순간, 죽음의 
위험에 처해 있는 타인을 대신해서 뛰어드는 상황에 대하여 말한다. 

물론 누군가가 “타인을 위해서 죽을” 수는 있다. 그렇지만 이것은 언제나 

“어느 특정한 일에서” 타인을 위하여 자기를 희생함을 말한다. 그러나 그러한 

누구를 위하여 죽음은 결코, 그로써 타인에게서 그의 죽음을 조금이라도 

덜어주었음을 의미하지 않는다.72 

비록 그 순간 내가 그를 대신하여 죽는다 하더라도, 언젠가 그는 자신의 
고유한 죽음의 순간을 맞이해야 할 것이다. 어느 누구도 타인에게서 죽음을 
덜어주거나 “빼앗을 수 없다”73는 이 사실이 죽음이 본질적 성격으로 실존성과 
각자성을 지닌다는 것을 더 분명하게 해 준다. 

이러한 사실은 타인을 구하기 위해 그를 대신해서 뛰어드는 극적인 순간 

71 SZ, 240/322

72 SZ, 240/322

73 SZ, 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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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에도, 타인으로 인해 현존재가 두려움을 느끼는 사태에서도 드러난다. 타인이 
위협적인 것을 향해서 돌진하는 순간에, 현존재는 그를 위해 두려워할 수 있다. 
오히려 현존재가 타인을 위해 느끼는 두려움은 현존재의 존재의 한 양태로서, 
타인과 근원적으로 함께 있음에 근거해 있다.  이러한 두려워함에서 현존재는 
자신에게 위험이 닥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지만, 위험에 처한 
타인과 함께 있음으로서의 자신의 존재에 근거하여,  “누구 때문에”74 두려워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갑자기 찻길로 뛰어드는 아이를 바라보는 어머니는 엄청난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 있는데, 이 때 오히려 위험에 처한 아이는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도 있다.75 타인을 위해 두려워함은 위험에 처한 타인이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상황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게 할 수 없으며, 타인에게 
고유한 그의 두려움을 덜어줄 수도 없다. 

이처럼 현존재는 각자성과 실존성을 그 본질로 지니고 있다는 사실이 타인의 
죽음을 통해 현존재의 전체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시도에서 다시 한번 드러난다. 
타인의 죽음을 목도하는 데에 있어서 현존재가 타인과 함께 현존재의 종말로서의 
죽음을 경험할 수 없기에,  타인의 죽음을 통해서는 현존재의 전체성을 확보할 수 
없다. 죽음을 현상적으로 포착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현존재는 따라서 늘 미완의 
존재일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현존재는 존재하고 있는 한 늘 
가능존재로서, “아직-아님”으로 존재하며, 그의 극단적인 “아직-아님”은 그의 
종말로서의 죽음이다. 이처럼 현존재가 가능존재인 이상 그는 동시에 그때마다 

74 SZ, 142/197

75 “이러한 누구룰 위해서 두려워함이 다른 사람에게서 두려움을 없애버리지는 못한다. 그

것이 가능하지 않은 것은, 우리가 그를 위해서 두려워하고 있는 그 다른 사람은 그 자신으

로서는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도 그런 것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두려워하지 

않고 겁없이, 위협하고 있는 것을 향하여 돌진하는 바로 그 경우에 그를 위해서 가장 두려

워하게 된다.” (SZ, 141,142/196,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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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자신의 종말로서 존재한다. 따라서 예측불가능하며, 언제나 이미 현존재의 
삶에 침투해 있는 죽음을 실존적으로 가장 가까이에서 마주하게 되는 계기는 
현존재가 급작스럽게 닥쳐오는 불안과 맞딱뜨릴 때이다.

불안은 현존재에게 죽음을 앞서 내보임으로써, 현존재가 종말을 향한 
존재이며, 죽음에서 개시되는 자신의 삶의 고유한 존재가능성을 스스로 떠맡아야 
함을 고지한다. 하이데거는 이처럼 경험불가능하고 예측불가능한 죽음의 현존재의 
삶의 고유한 의미를 드러내는 지평으로서의 역할에 주안하면서, 죽음에 대한 
현상학적 분석을 수행한다.76 

2 절 종말에 이르는 존재로서의 현존재
하이데거는 죽음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현존재의 전체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죽음은 현존재가 더 이상 현존재일 수 없는, 가장 최후의 가능성이자, 극단적인 
가능성이다. 하이데거는 이러한 죽음을 아직 눈앞에 있지 않은 예견된 종말이 
아니라, 일종의 “앞에 닥침”이라고 규정한다. 왜냐하면 현존재는 가능존재로서, 그가 
존재하는 한, 각기 그때마다 아직 아님으로 있으며, 죽음은 이러한 아직 아님의 
가장 극단적인 형태이기 때문이다. 

현존재는 그가 존재하고 있는 한 이미 자신의 아직-아님으로 존재하듯이, 

그는 또한 언제나 이미 그의 종말로 존재한다. 죽음으로 의미되고 있는 끝남은 

현존재의 끝에-와-있음이 아니라 오히려 현존재라는 이 존재자의 종말을 향한 

76 “그러나 죽음의 분석은 그것이 그 현상을 오로지, 그것이 그때그때의 현존재의 존재가능

성으로서 어덯게 이 현존재 안으로 들어서는가 하는 관점에서만 해석하는 한에서, 순수 “차

안적으로” 남아 있는 셈이다. 죽은 뒤에 무엇이 있는가 하는 물음은 죽음이 그 완전한 존재

론적 본질에서 개념파악된 뒤에야 비로소 의미와 권한을 갖추고 또 방법적으로도 확실하게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SZ, 248/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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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인 것이다. 죽음은, 현존재가 존재하자마자, 현존재가 떠맡는 그런 존재함의 

한 방식이다.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이미 죽기에는 충분히 늙어 있다.77

이처럼 죽음은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떠맡게 되는 현사실적 조건으로서, 
현존재의 삶과 분리불가능하며, 현존재의 유한성을 고지한다. 현존재의 종말로서의 
죽음은 각자성과 실존성에 의해 구성되는데, 죽음은 그 누구도 대신해줄 수 없는 
것으로서, 모든 현존재는 자신의 존재의 최후의 가능성으로서의 죽음을 각자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78 개개의 현존재가 각자 감당해야 할 죽음 앞에서는 
세인들의 가치도, 공공의 세계도 무의미해진다. 죽음은 현존재의 탄생에서부터 
침투되어 있는 가장 확실한 가능성이이지만, 그것이 닥쳐오는 시점은 무규정적이다. 
현존재는 자신의 죽음을 예측할 수 없다. 살아있는 한, 죽음은 언제든지 현존재를 
덮쳐올 수 있다. 

세인들은 우선 대개 죽음과 비본래적인 방식으로 관계하는데, 그들은 “사람은 
죽는다”라는 명제로 죽음의 보편성을 일반화시킴으로써, 죽음이 개개의 현존재의 
고유한 가능성이라는 사실을 은폐시킨다. 세인에게 죽음은 누구나 맞이하는 
것이지만, 나에게 당장 닥쳐오지는 않을 것으로서 이해된다. 그들의 죽음에 대한 
생각은 확실한 가능성으로서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 언제 어떻게 
찾아올 것인가에 대한 걱정에 불과하다. 죽음의 가능성은 삶에 대한 애착과 친숙한 
세계 가운데 현존재가 누리는 안정 속에서 감추어지고, 약화된다.79 죽음이 이처럼 
현존재의 독자적인 가능성이며, 언제든지 현존재를 덮쳐올 수 있는 확실한 

77 SZ, 245/329

78 SZ, 240/322

79 SZ, 26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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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이라는 사실은 탁월한 개시성인 불안이라는 기분에서 개시된다. 급작스럽게 
현존재를 강타하는 불안에서 개시되는 무의 심연은 살아있는 현존재에게 찾아오는 
죽음과도 유사한 체험이다.80

불안이 그 앞으로 데려오는 그 무가 현존재를 그의 근거에서 규정하고 있는 

무성을 드러내보인다. 이 근거 자체는 죽음에 내던져져 있음으로 존재한다.81

이러한 불안에서 개시되는 가장 독자적이고 극단적인 존재가능으로서 
죽음으로부터 도피하지 않고, 불안에의 용기를 갖고 불안을 적극적으로 인수하는 
현존재를 하이데거는 죽음에로 선구하는, 죽음에 이르는 본래적인 현존재로 
규정한다. 이처럼 죽음에의 선구를 통해 현존재는 죽음에 의해 개시되는 자신의 
유일무이하고 독자적인 가능성으로 향하게 되기에,82 죽음에의 선구는 현존재의 
전체성과 본래성에 대한 실존론적 규정이다. 

3 절 불안, 양심, 결의성
우리는 앞서 불안이 세인자기와 현존재에게 친숙한 일상세계를 분쇄하면서 

현존재를 그의 고유한 존재가능성으로 되던져주는 탁월한 개시성임을 살펴보았다. 
또한 이러한 불안 앞에서 도피하지 않고, 불안을 인수하면서 자신의 본래적 
실존가능성과 마주하는 현존재에 대한 실존론적 규정이 죽음에의 선구라는 사실을 
밝혔다. 하이데거는 현존재의 본래적인 실존가능성을 현상적으로 확증하기 위해, 
80 윌리엄 블래트너(2012), p.246.

81 SZ, 309/411

82 SZ, 263/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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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현상에 대한 분석을 수행한다. 본 절에서는 죽음과 밀접한 연관성 하에서 
불안과 양심현상에 관하여 논할 것이다. 

현존재가 근원적으로 각자 자신의 고유한 가능성을 떠맡아야 할 자로 있는 한, 
불안은 현존재가‘그들’의 일상성 가운데 자신을 잃지 않도록 끊임없이 따라다닌다. 
불안은 우선 대개 현존재의 일상적인 활동 이면에서 현존재를 잠재적으로 규정한다. 
하지만 급작스럽게 돌출하는 명시적 불안은 현존재를 그가 친숙했던 기존의 
세계로부터 잡아채고, 완전한 무의 심연에 빠지게 한다.83

이러한 불안이 개시하는 본래적인 실존가능성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관해서는 『존재와 시간』에서 말해지지 않고 있다. 이처럼 일상적인 세계와 
자기자신의 실존적 가능성에 대한 비본래적 이해의 장막이 거두어졌다고 해서, 
곧바로 본래적인 실존가능성이 개시되는 것은 아니다.84 불안이라는 기분에서는 
본래적 실존가능성이 지금까지 내게 친숙했던 세계와 자기이해를 기반으로 
기획투사해 왔던 실존가능성이 아니라는 사실만을 개시될 뿐, 그 이상으로 
본래적인 실존가능성의 적극적인 성격에 관해서는 알 수 없다.85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의미가 상실된 섬뜩한 무의 심연과 마주한 현존재 대부분은 이것이 자신의 
본래적인 실존가능성을 개시하는 사건임을 이해하지 못하고, 다시 친숙한 기존의 
세계에로 도피한다. 이 경우, 섬뜩함의 기분은 실존적으로 이해되지 않은 채 남아 
83 마이클 인우드(Michael Inwood)는 하이데거에게 있어서 “불안”을 현존재를 규정하는 근

본기분으로서, 늘 근저에 살아숨쉬고 있지만, 그 현상이 나타나는 방식에 따라서 잠재적 불

안과 명시적 불안으로 구분된다고 해석한다. 지속적으로 현존재를 규정하는 잠재적 불안은 

우리를 자기자신으로부터 도망하게하고 일상적인 세계내부적인 존재자들로 도피하거나 그

것들로 빠져들게 한다. 하지만 급작스럽게 돌출하는 명시적 불안은 현존재를 익숙한 세계로

부터 잡아채고, 단독화된, 내던져진 존재가능으로서 드러낸다. (M.Inwood., A Heidegger 

dictionary, Malden Mass : Blackwell Publishers, 1999. p.17.)

84 필자는 레비나스의 하이데거 불안개념에 대한 비판이 이를 간과한 데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해서는 본고 4 부 2 장에서 더 상세히 논하도록 하겠다.

85 박찬국(2008), p.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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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86 
불안은 현존재를 자신의 고유한 가능성에 대해서 자유롭게 하지만, 이러한 

자유는 현존재가 불안에서 도피하지 않고, 불안에의 용기를 갖고 죽음으로 선구할 
때에만 현사실적으로 유효하다. 즉, 자신의 죽음이라는 극단적 가능성을 
받아들임으로써, 불안 앞에서 도피하지 않고, 불안이 개시하는 무의 심연을 버티어 
나갈 수 있어야만 현존재의 본래적인 실존가능성이 개시된다. 하이데거는 이러한 
본래적 실존가능성을 현상적으로 확증할 수 있는 현존재의 실존적 체험으로서 양심 
현상을 제시한다. 불안의 섬뜩함이라는 실존적 기분의 근저에 본래적 자기가 있다. 
양심의 부름에서 본래적 자기는 세인들의 세계에 빠져있는 현존재를 그 자신에게로 
불러낸다.

섬뜩함은 불안이라는 근본기분 안에서 본래적으로 드러난다. 섬뜩함은 

내던져져 있는 현존재의 가장 기본적인 개시성으로서 현존재의 세계-내-존재를 

세계의 무 앞에 세운다. 이 무 앞에서 현존재는 가장 고유한 존재가능 때문에 불안 

속에서 불안에 떤다. 현존재의 섬뜩함의 밑바탕[근거]에 처해 있는 현존재가 

양심의 부름에서 부르는 자라면 어떤가? … 배려되고 있는 잡다한 “세계”에 빠져 

있는 ‘그들’에게 섬뜩함 속에서 자기 자신으로 개별화된, 무 속으로 내던져진 

자기보다 더 낯선 것이 무엇이겠는가?87

양심은 현존재를 그의 가장 고유한 존재가능에로 불러세우는데, 하이데거는 
이를 현존재의 본래적인 실존가능성에 대한 확증이라고 본다. 본래적 자기는 
86 SZ, 190/359

87 SZ, 277/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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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뜩함의 양상에서 세간적인 가치에만 집착하는 세인자기를 무의미의 심연 속으로 
밀어버리기에, 부름의 개시성에는 충격의 계기가 속한다. 나의 의지나 기대와 
무관하게, 나를 넘어서 부름에서 세인자기로서의 현존재는 자신의 피난처였던 
친숙한 기존의 세계를 무너져 내린다.88 부르는 자는 세계에 내던져져 있음 가운데 
자신의 존재가능 때문에 불안해 하고 있는 현존재이며, 부름받은 자는 ‘그들’ 속에 
자신을 상실한 세인으로서의 현존재이다. 부름은 어떠한 정보도 제공하지 않고, 
다만 침묵 가운데 세인들의 세계에 자신의 존재를 상실한 채 빠져 있는 현존재를 
불러세우면서, 현존재에게 자신의 존재를 떠맡아야 할 근원적인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개시한다. 

앞서 우리는 불안이라는 기분에서 자신의 자유의 근거를 놓지 않았지만, 
자신의 본래성과 비본래성에 대해 자유로운, 고유한 존재가능성을 지닌 자로서 
현존재가 드러난다는 사실을 살펴보았다. 하지만 현존재는 세계내에 내던져진 
자이기에, 현존재의 고유한 존재가능성은 우선 대개 은폐된 채로 있다.89 이러한 
퇴락의 양상에 있는 현존재를 본래적 자기로 불러들이는 양심은 현존재가 자신의 
존재를 떠맡아야 할 자로서 세계에 내던져져 있다는 사실을 개시한다. 불안에 
의해서 기분잡힌 부름이, 처음으로 현존재를 자기 자신의 고유한 존재가능을 향해 
기획투사하게 만든다.

불러냄은 앞에 불러세우는 되부름이다. ‘앞에’는 그 자신이 그것이 바로 그 

내던져져 있는 존재자를 실존하면서 떠맡을 수 있는 가능성 ‘앞으로’를 뜻하며, 

88 SZ, 273/365

89 “현존재는 그때마다 언제나 퇴락으로서 있거니와 피투성은 퇴락 가운데 있는 이 

비본래적 현존재의 무력성의 가능근거이다.”(SZ, 285/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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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내던져져 있음을 실존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무성적인 근거로 이해하기 

위해서 ‘내던져져 있음 속으로’를 뜻한다. 양심의 앞에 불러세우는 되부름은 

현존재에게, 현존재를-그의 무성적인 기획투사의 무성적인 근거로서 그의 존재의 

가능성 안에 서있으면서-‘그들’ 속에 상실해 있음으로부터 그 자신에게로 

되찾아와야 한다는 것을, 다시 말해서 탓이 있다는 것을 이해할 것으로 내준다.90

현존재는 스스로를 근거짓지 않았지만, 즉 스스로 원해서 태어나지 않았지만 
자신의 근거를 스스로 놓아야 하는 자로서 불려세워지는데, 침묵의 양상에서 
양심의 부름이 이러한 현존재의 근원적인 무력함을 개시한다. 양심의 부름은 
현존재가 자신이 부여하지 않은 자유를 스스로 떠맡아야 할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온다. 이러한 양심의 부름을 올바로 이해하는‘양심을 가지려는 의지’를 통해서 
현존재는 자신의 가장 독자적인 실존가능성에 귀를 기울이고, 자기자신을 선택한다.91 
이처럼 현존재가“가장 독자적으로 책임이 있음”을 향해 침묵의 양상에서 불안을 
인수하고 자신의 본래적 실존가능성을 향해 기투하는 것을 하이데거는 
결의성(Entschlossenheit)라고 한다.92 

불안이라는 기분이 현존재가 두 근본가능성인 본래성과 비본래성에 대해 
자유로운 자라는 사실을 최초로 개시하는 개시성이라면, 결의성은 본래적인 
자기로서의 현존재를 개시하는 본래적인 개시성이다. 불안은 현존재를 가장 고유한, 
개별화된 내던져져 있음의 적나라한 현사실성 앞에 데려오지만, 단지 결의의 
기분으로 이끌어갈 뿐이다. 현존재가 자신의 본래적인 실존가능성을 향해 결의할 

90 SZ, 287/383

91 SZ, 288/384

92 SZ, 296/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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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그는 세인들의 세계에 매몰되어 있는 자신의 가장 고유한 존재를 되찾아오는데,93 
이를 통해 그는 무의미한 것으로 드러난 세간적 가치에 입각한 비본래적인 
실존가능성과 공공의 세계에 대한 집착을 완전히 놓아 버리게 된다. 이처럼 본래적 
실존으로 거듭난 현존재가 자신의 존재와 세계 그 자체로서 고유하게 발견하게 
되기에, 하이데거는 이러한 현존재를 본래적인 세계-내-존재라고 규정한다.94

하이데거는 본래적인 죽음을 향한 존재를 죽음에의 선구로 실존론적으로 
형식화하고, 양심을 가지려는 의지를 통해 본래적인 실존가능성을 향해 기투하는 
것을 결의성으로 규정하였다. 죽음에의 선구를 통해 현존재가 자신의 극단적인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인수할 때, 그의 삶 안에서 그의 가장 고유한 
존재가능성으로서의 본래적인 실존가능성이 개시된다. 조가경은 이러한 삶과 죽음 
사이의 긴밀한 연관성 속에서 이루어지는 현존재의 실존수행을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죽음이란 결코 인생의 외곽에서 불시에 꼭 한번은 닥쳐올 불가피한 사건이 

아니다. 그것은 실로 생의 출발점, 출생의 순간부터 생 전체의 의미를 규정하는 

권위이다. 그것을 깨닫는 것을 가리켜 하이데거는 ‘죽음에의 선구’라고 했다. 

죽음은 생의 연속이 끊어지는 곳이 아니요, 오히려 생의 의미가 집중되는 초점이다. 

생은 그곳으로 향하여 집중되고 또 다시 거기서 반사하여 생의 전면적 구조가 

조명될 수 있는 까닭에 현존재는 ‘죽음에 이르는 존재'라고 정의된다.…  따라서 

실존적으로 파악된 죽음은 현재의 우리 자신에게로 향하고, 우리를 본래적으로 

93 SZ, 298/397

94 SZ, 298/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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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자신에게로 돌아오게 하는’ 힘을 가지며, 생의 연속을 하나의 긴장된 

통일체로 뒷받쳐주는 중심이다.95 

본래적으로 죽음에 이르는 현존재는 현존재의 모든 현사실적 존재가능을 자신의 
전체성과의 긴밀한 연관성 하에 개시하며, 자신의 본래적인 실존가능성을 향해 
기투한다. 

사이먼 크리츨리는 양심현상이 현존재의 근원적인 무력함을 개시한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결의성에 대한 분석에서 드러나는 “네가 무엇인 바로 그것이 
되어라!”96라는 하이데거적인 외침은 하이데거 본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덜 
영웅적이고 수동적인 행위라고 본다. 결의성은 현존재 자신을 무겁게 짓누르는 
현사실성이라는 짐에 근거해 있으며, 영웅적 도약의 엑스터시가 아니다. 그것이 
바로 우선 대개 현존재가 자신의 고유한 존재가능성으로부터 도피하는 이유이다.97 
필자는 이러한 사이먼 크리츨리의 해석에 동의하지만, 양심현상에 대한 분석 
외에도, 결의성 자체에 대한 하이데거의 언급에서도 선구적 결의성이 주의주의적인 
영웅적 도약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전거들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98
95 조가경, 『실존철학』, 박영사, 2011. p.142.

96 SZ, 146/202

97 S.Critchley., “being as inauthentic as possible”, The past's presence: essays on the 

historicity of philosophical thinking, 2011. p.114.

98 피터 하 교수는「하이데거 철학에 있어서 “내버려둠”으로서의 결단성 개념」에서 하이데

거의 결의성을 탈-주관적인 의지개념으로 해석하면서, 하이데거의 선구적 결의성의 핵심은 

현존재의 능동적인 의지가 아닌,  극단적인 가능성으로서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수동적인 측

면에 있다고 말한다. 피터 하는 이에 대한 전거를 주로 『형이상학 입문』에서 하이데거가 

수행하는 결의성에 대한 분석에 찾고 있다. 필자는 이러한 피터 하의 분석에 동의하면서,

『존재와 시간』내에서도 이러한 해석의 전거를 찾을 수 있다고 본다. (피터하, 「하이데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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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성에 속하는 참인 것으로 여김은 그 의미상, 자신을 끊임없이 열어놓으려는 

경향을, 다시 말해서 현존재의 전체 존재가능에 대하여 열어놓으려는 경향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끊임없는 확실성은 오직 그것이 단적으로 확신하고 있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과 관계맺음으로써만 결의성에 보장된다. 현존재는 그의 죽음에서 

자신을 단적으로 “철회해야”한다. 자기의 죽음을 부단히 확신하면서, 다시 

말해서 앞질러 달려가 보면서 결단성은 자신의 본래적이고 전체적인 확실성을 

획득한다.99

현존재가 자신의 종말이라는 극단적인 가능성을 가능성으로 받아들임으로써 
본래적인 실존가능성이 개시된다. 따라서 본래적 실존가능성에의 기투인 
결의성에는 현존재가 자신의 존재를 단적으로 철회함이 근본적으로 속해 있으며, 
존재가 자신의 죽음이라는 무규정적인 “한계상황”100속에 내던져져 있다는 사실에 
근거해 있다. 선구적 결의성은 죽음에게 현존재의 실존을 지배하도록 
내어줌으로써,“모든 도피적인 자기 은폐”101를 분쇄하는 양심의 소리를 청종하고, 그 
소리를 따라 자신의 고유한 가능성을 향해 기획투사하게 한다. 이처럼 현존재가 
고유한 가능성을 되찾는 것은, 현존재 자신의 존재의 유한성에 대한 인정, 즉 
극단적 가능성으로서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자기포기”102와 분리분가능한 관계를 

철학에 있어서 “내버려둠”으로서의 결단성 개념」, 『하이데거 연구』, 13, 2006. 

pp.99-127)

99 SZ, 308/410

100 같은 곳.

101 SZ, 310/412

102 SZ, 246/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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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고 있다.
따라서 결의성은 죽음과 정면으로 맞서는 현존재의 남성주의적인 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즉 종말을 향한 현존재의 유한성에 뿌리박고 있기에, 
죽음으로 선구하는 본래적인 현존재를 죽음에 대해 오만한 태도를 취하면서 자신의 
존재를 보존하고자 하는 코나투스 에센디로 해석하는 레비나스의 하이데거 비판 
역시 설득력을 갖기 힘들다.103 

죽음에의 선구와 결의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우리는 이제 현존재 개개인에게 
고유한 존재가능성이 곧 탄생에서 죽음에이르까지의 각 개인의 유일무이한 
삶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곧 각자에게 허락된 유한한 시간에 
다름이 아니다. 따라서 현존재가 자신의 본래적인 실존가능성으로 기투하는 것은 
곧, 불안에서 찾아오는 최종심급으로서의 죽음을 앞당겨 체험하면서, 자신에게 
허락된 유한한 시간이 자기자신에게 맡겨진 유일무이한 가능성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다.

3 부 레비나스의 하이데거 죽음론 비판

앞서 우리는 『존재와 시간』에서 수행된 현존재분석론을 하이데거의 
죽음론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3 부에서는 레비나스가 하이데거의 죽음론을 어떻게 
비판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논할 것이다. 레비나스의 하이데거 비판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이다.  먼저, 죽음을 실존적으로 마주하는 가장 결정적인 사태는 
불안이 아니라, 훨씬 더 절박한 사태인 극도의 고통이다. 이러한 절박한 고통 

103 이에 대해서는 4 부 2 장 1 절 “현존재의 개시성과 선구적 결의성”에서 보다 상세히 

논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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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운데 코나투스 에센디로서의 주체의 내면성은 깨어지고, 이를 통해 비로소 
타인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한 관계가 가능해 진다. 둘째, 죽음이 현존재를 
단독화한다는 하이데거의 관점은 죽음이 타자성과 만나게 되는 계기로써, 이를 
통해 주체의 자기중심적인 내면성이 깨어지고 타인과의 유대가 보다 견고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포착해내지 못하고 있다. 불안 가운데 자신의 고유한 가능성을 
발견한 현존재는, 죽음으로 선구하면서 자신의 독자적인 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해 
분투하는데, 그는 타인의 존재에 무관심하며, 자신의 존재를 보존하고 확장하는 
데에만 몰두한다. 셋째, 하이데거의 죽음론은 인간이 타인과의 만남을 통해 죽음을 
극복할 수 있으며, 유한성이라는 비극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보지 
못하고 있다. 본고는 1 장에서는 레비나스가 하이데거의 불안개념을 비판하면서 
자신의 고유한 죽음론을 전개하는 과정을 살펴보고, 2 장에서는 타인의 죽음이 지닌 
윤리적인 의미와 이를 간과한 하이데거의 현존재분석론에서 제시하는 실존의 
본래성이 유한성의 비극에 불과하다는 레비나스의 비판에 관하여 논할 것이다. 

1 장 하이데거의 불안 비판
 1 절 불안과 현존재의 유한성
사물과 욕구에 대한 관심은 하나의 추락 이며, 욕구 자체에 담긴 최종적 목적성 

앞에서의 도피요, 자가당착이며, 숙명적인 것은 틀림없지만 열등하며 비난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을 나타내는 비진리일 것이다. 하지만 그 반대도 똑같이 참이다. 

파스칼적인, 키르케고르적인, 니체적인, 하이데거적인 불안(Angst) 가운데에서 

우리는 추악한 부르주아처럼 처신한다.104 

104 TO, 5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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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데거의 불안개념에 대한 레비나스의 가장 주된 비판은, 하이데거가 말하는 
불안이 죽음과 같이 나를 전복시키는 사건이 찾아오는 사태일 수 없다는 것이다. 
불안에서 개시되는 현존재의 고유한 가능성은,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현존재가 
자기중심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게끔 하기 때문이다. 하이데거의 현존재는 죽음이 
고지하는 불안 앞에서 고유한 존재가능을 되찾고, 용감하게 죽음을 향해 
달려나간다. 죽음 앞에서 현존재는 자신에게 근원적으로 속해 있던, 본래적인 강한 
힘을 되찾을 뿐이다. 
 하지만 누군가 진정으로 죽음을 마주한다면, 그는 죽음을 향해 이처럼 돌진할 수 
있는가? 레비나스에 의하면, 죽음은 나라는 존재 자체가 분쇄되는 전복적인 
사건이다. 그것은 주체를 어떠한 새로운 가능성도 찾을 수 없는, 극단적 수동성의 
상태에 처하게 만든다. 따라서 죽음은 불안이 아니라, 극도의 고통 가운데 찾아온다. 
급작스럽게 주체에게 닥쳐오는 죽음 앞에서는 그 어떠한 고유한 가능성도 
개시되지않는다. 
 레비나스에 의하면 불안은 죽음이라는 종말 앞에서 현존재가 자신의 존재를 잃고 
싶지 않은 욕망 때문에 느끼는 기분이다. 레비나스는 이처럼 나의 존재를 
보존하고자 하는 충동에(persevérer-dans-mon-être)에 사로잡힌 인간을 
코나투스 에센디(conatus essendi)로 규정한다.105 코나투스 에센디로서의 인간은 
자기중심적인, 내면성에 갇힌 인간으로서, 그는 타인의 죽음과 간접적인 관계만을 
맺으며, 이러한 현존재에게 최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의 존재이다. 
따라서 타인의 죽음보다 자기 자신의 죽음이 현격한 우위를 차지하게 된다. 이러한 
코나투스 에센디는 『시간과 타자』에서 제시되는“고독”(solitude)의 개념과 

105 “삶의 자격으로서의 존재, 거기에는 자기자신에게 있어서, 자기모순이 있는데, “보존의 

본능”(instinct of preservation)이다. 이미 삶을 위한 투쟁, 그리고 존재에의 사유, 존재하고

자 하는 의지(a will be), 관심(interest), 자기중심성향(egotism)이 있다.” (EN,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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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치한다. 레비나스는 고독을 깨트리는 사건은 극도의 고통이라고 보면서, 고통은 
죽음의 얼굴로서, 자기중심적인 주체의 내면성을 깨트리며, 주체의 능동성을 
수동성으로 반전시키는 사건이라고 말한다. 

 2 절 고독과 홀로서기
 『시간과 타자』에서 언급되는 “고독”은 레비나스의 후기 저술에서 이루어지는 
하이데거 비판에서 언급되는 “코나투스 에센디”와 동일한 개념이다. 이 개념은 
레비나스가 독창적인 철학적 행보의 첫걸음인「탈출에 관해서」에서 최초로 
언급하고 있다. 인간에게 존재는 존재해야만 하는 것으로 주어지는 것인데, 
일차적으로 인간은 이러한 존재해야만 함을 떠맡음으로써 주체가 된다. 그는 
하이데거의 피투성의 개념을 자신의 고유한 방식으로 받아들이는데, 
내던져져있음을 의미하는 피투성(Geworfenheit)을 버림받음(déréliction) 혹은 
저버림(délaissement)이라는 뜻을 가진 프랑스어로 번역한다. 이때문에 존재자는 
일차적으로 버림받고, 포기된 것으로서의 자신의 존재를 마주한다. 레비나스는 
이러한 자신의 존재를 떠맡고자 하는 노력을 “홀로서기”(hypotase)라고 부른다. 
이를 통해 탄생한 주체는“존재하기 위한 노력”(conatus essendi)106이라는 본질을 
통해 규정된다. 
 나의 존재를 떠맡음으로써 생성된 주체에게는 자신의 존재함이 그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시된다. 그런 의미에서 주체는 자신의 존재함으로 인해 스스로를 
고립시키며, 이러한 주체를 레비나스는 창없는 단자(monad)인 “고독”이라고 
정의한다.107
106 OE, 114/60,61

107 TO, 4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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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은 타인과의 선행된 관계의 결핍으로 보이지 않는다. …고독은 절망이고 

버림받음일 뿐 아니라 남성적인 힘(virilité)이고 오만이며 주권이다.… 고독이 

비극적인 것은 타자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 동일성 안에 포로로 갇혀 있기 

때문이다.108   

 인간은 이 세계의 물질적인 요소들에 의존하고, 이를 향유한다. 그는 노동을 통해 
의식과 주거를 마련하는 가운데, 살아간다. 하지만 향유에는 타자에 대한 일종의 
착취가 있는데, 왜냐하면 향유는 타자성을 통합시킴으로써 자아의 존재를 확장하고, 
보존하는 방식으로 타자와 관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인간은 음식을 섭취함으로써, 
주거공간을 지음으로써 자신의 굶주림을 해결하고 안식을 취한다.
 고독으로서의 인간에게는 타인 역시 그에게 즐거움을 주는 향유의 대상에 
불과하다. 이러한 자기중심적인 자아는 자아 밖의 타자와 관계하는 데에 있어서, 
동화와 흡수에의 욕망에 충실한 자이다. 그는 타자를 타자로서 경험하지 못하기에, 
타인과 진정한 관계에 들어서지 못하고, 그를 자신의 쾌락과 만족의 대상으로서 
향유하거나, 자신의 존재가능성을 구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용한다 .109 이처럼 
코나투스 에센디로서의 자아는 동일화와 흡수에의 욕망에 의거하여 타자와 
관계하기에, 자기동일성의 원환 운동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이러한 자기중심적인 
자아는 고통과 마주함으로써 깨어지고, 새로운 주체, 즉 윤리적 주체로 변모하게 
된다.

 
108 TO, 57/54-55

109 우치다 타츠루, 『레비나스와 사랑의 현상학』, 이수정 옮김, 갈라파고스, 2011. p.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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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절 고통, 죽음, 타자성
  레비나스에 의하면 하이데거의 현존재는 죽음을 알려오는 기분을 “최고의 
남성다운 힘”(virilité)110으로 맞이한다. 하지만 죽음은“불가능성의 가능성”이 
아니라, “가능성의 불가능성”을 알려오는 사건이다.111 레비나스는 이러한 죽음이 
자신을 알려오는 사태를 고통이라고 보았다. 
  
    아픔(la peine)과 괴로움(la douleur)과 고통(la souffrance) 속에서 우리는 

고독의 비극을 형성하는 결정적 요소를 가장 순수한 모습으로 다시 보게 된다. … 

고통이 그토록 뼈아픈 까닭은 그것을 회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고통은 삶과 

존재의 궁지에 휘몰리고 있다는 사실이다.112

 레비나스는 고통은 그로부터 절대 도망칠 수 없는 삶의 궁지로 우리를 몰아 
넣는다고 말한다. 극단적인 고통의 체험은 레비나스가 『모리스 블랑쇼에 
대하여』에서 언급하는 밤의 체험과도 같다. 최후의 밤 가운데, 모든 것들은 어둠에 
잠기고, 주체는 자기 자신을 상실해 버린다.113 레비나스는 『시간과 타자』에서 
신체적 괴로움을 특히 강조하는데114, 이를 통해 그는 죽음이 닥쳐오는 구체적인 
상황에 밀착하여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하이데거는 죽음은 이미 인간에게 근원적으로 조건지어진, 넘어설 수 없는 
110 TO, 70/78

111 TO, 74/83

112 TO, 69/75-76

113 PN, 145/20

114 같은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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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라고 본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죽음을 현사실적인 조건으로서 떠안게 된다.115 
따라서 하이데거는 인간을 죽음이라는 “종말을 향한 존재”116라고 규정한다. 죽음은 
삶을 경계지어줌으로써 현존재의 전체성을 파악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각자에게 고유한 삶의 가능성을 드러내보여주는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하이데거는 죽음이 예측불가능하고, 경험불가능한 것이라는 전제 하에, 삶 속에서 
드러나는 죽음의 적극적인 성격을 현상학적으로 포착하고 있다.
 하이데거의 죽음론에 대해 레비나스는 죽음에 대한 그의 현상학적 접근이 죽음이 
임박한 구체적인 사태를 반영하고 있지 못한다고 비판한다. 하이데거는 여전히 
삶을 중심에 둔 채, 죽음을 규정하고자 시도하기 때문이다. 죽음에 대한 분석은 
죽음이 주체가 “그 주인이 될 수 없는 사건”117 이자, 고통 가운데 극단적인 
수동성에 처하게 되는 상태, 즉 고통으로 인한 눈물과 흐느낌으로 마주하는 
사태라는 사실에서 출발해야 한다. 

  죽음, 그것은 계획을 세울 수 없음이다. 이러한 죽음의 접근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절대적으로 다른 것(absolument autre)과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이다.  … 그러므로 나의 고독은 죽음을 통해 굳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음을 통해 깨어진다.118

 
 고통으로 인해 주체는 자신의 존재에 대한 지배를 상실한다. 절대적인 수동성의 

115 SZ, 245/329

116 같은 곳.

117 TO, 70/78

118 TO, 75-7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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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에서, 죽음이라는 심연과 만난 그는 자신이 절대적으로 다른, 파악할 수 없는  
무엇과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외재성, 즉 전적인 
“타자(l’Autre)”119와 맞딱뜨리게 됨으로써, 견고했던 나의 내재성은 파기된다. 
이러한 타자와의 관계를 레비나스는 “신비(Mystère)”120라고 명명한다.
 이처럼 죽음에 가장 근접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알 수 없다. 그래서 
하이데거는 죽음이라는 어두운 미지의 영역을 경계지음으로써 삶의 모습이 제대로 
조명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는 죽음을 어디까지나 삶과의 밀접한 연관성 
내에서 다룸으로써 차안적이고 현상학적 분석에 머무르고자 했다.121 
 하지만 레비나스는 “죽음의 미지성”을 “신비”라고 명명하면서, 이를 적극적으로 
사유하고자 시도한다.122 존재 저편으로부터 “존재의 옹벽에 틈”123 을 내고 그 틈 
사이로 비집고 들어오는 우리의 인식의 한계를 넘어서는 무엇이 있다. 바로 고통을 
통해 찾아오는 타자성이다. 죽음은 삶을 강타하면서 내가 나와는 절대적으로 다른 
무엇과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온다. 죽음은 불안이라는 기분을 통해, 
본래적 자기를 불러세우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죽음은 절대적 타자성이 나의 
동일성을 깨트리는 사건이다.124 여기서 동일성이 깨어진다는 것은 고독한 인간, 즉 
자신의 존재를 보다 더 확고히 하고자 하는 동일성의 운동으로서의 코나투스 

119 TO, 75/84

120 TO, 76/85

121 SZ, 248/332

122 “우리가 죽음과 맺고 있는 관계의 주요 특성이 어떻게 철학자들의 관심 밖에 있을 수 

있었는지 나는 스스로 자문해 본다.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죽음의 무에서 분석을 

시작해서는 안 된다. 절대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것이 나타나는 상황에서 우리의 분석은 

출발해야 한다.”( TO, 71/78)

123 강연안, 『타인의 얼굴』, 문학과 지성사, 2015, p.105.

124 TO, 7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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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센디가 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러한 나의 존재에 대한 타자의 
영향력은 신비스러운데, 타자는 나를 타자성의 심연 속에 소멸시키지 않기 
때문이다. 고통 가운데“신비”와 마주함으로써 자신의 존재에 사로잡혀 있는 주체는 
타자에게로 열린다.“받아들인 타자”그것은 “타인”이다.125 고독으로부터 깨어져, 
새롭게 변모한 주체는 비로소 타인을 타인으로서, 그의 얼굴과 대면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타인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한”(face à face)126 관계는 죽음의 
지배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새로운 삶의 전망”을 열어준다.127 

미래와의 관계, 즉 현재 속에서의 미래의 현존은 타자와 얼굴과 얼굴을 마주한 

상황에서 비로소 실현되는 것처럼 보인다. 얼굴과 얼굴을 마주한 상황은 진정한 

시간의 실현이다. 미래로 향한 현재의 침식은 홀로 있는 주체의 일이 아니라 

상호주관적인 관계이다. 시간의 조건은 인간들 사이의 관계 속에 그리고 역사 속에 

있다.128 

 내가 나의 존재를 가장 우선시하는 존재경향, 즉 자기중심적인 존재경향으로부터 
벗어나서 타인을 환대함으로써“존재와 다르게”129될 때, 나의 존재 의미는 내 안에 

125 TO, 7991

126 이서규는 『하이데거 철학』에서 타인과의 만남을 중시하는  레비나스의 타자철학은 하

이데거가 현존재를 공동존재로서  규정하는 데에 영향을 받았다고 말한다. 하지만 레비나스

가 말하는 타인과의 만남을  비대칭적인  “관계없는 관계” (TI, 80)이다. 타인과 나 사이에

는 뛰어넘을 수 없는 심연이 있다. 고통을 호소하는 벌거벗은 얼굴로 현현하는 타인은 절대

적인 위치에서 그에 대한 나의 책임을 일깨우는 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타인과의 

관계에 대한 레비나스의 관점은 현존재를 세계-내-존재로서 이미 타인들과 더불어 있다고 

보는 하이데거의 시각과는 상반된다. 레비나스는 하이데거의 상호공동존재로서 함께 있는 

현존재들 사이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한 관계”가 부재한다고 말한다. (TO, 41/31)

127 강영안(2015), p.153.

128 TO, 7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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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 않고, 타자의 미래와 그의 삶에 있게 된다. 이 때, 타인은 나에게 나의 죽음을 
넘어선, 무한히 열린 시간으로서의 미래를 약속한다.

2 장 현존재의 본래성 비판
 레비나스는 타인을 위한 자, 즉 윤리적 주체로 변모한 자는 자신의 죽음을 넘어설 
수 있다고 말한다. 이처럼 자기중심적인 고독의 내면성이 깨어지면서, 타인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게 되는 상황을 곧 주체의 구원의 실마리로서 제시하는 
레비나스의 언설은 하이데거의 현존재분석론에 대한 그의 비판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 본고는 1 절에서는 레비나스가 본래적인 현존재를 헤어나올 수 없는 유한성의 
비극에 갇힌 자로 해석하는 내용을 살펴보고, 2 절에서는 하이데거가 타인의 죽음의 
중요성을 경시했다는 레비나스의 비판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다.   
   
   1 절 현존재와 유한성의 비극
 앞서 우리는 불안인 현존재의 근본기분임을 살펴보았다.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자신의 고유한 가능성으로서의 삶을 떠맡아야 할 자로 이 세계 내에 내던져진 이상, 
현존재는 종말, 즉 죽음에 이르기까지 이 근본기분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이러한 
현존재의 숙명은 레비나스에게 매우 비극적인 정황으로 해석된다.

 불안감은 순수하게 수동적인 상태, 자기 자신에게 의존하는 그런 상태가 아니다. 

불편하다는 사실은 본질적으로 역동적이다. 이는 그저 그대로 있음에 대한 거부, 

참을 수 없는 상황에서 빠져나오기 위한 노력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이것의 특별한 

129 OB,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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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을 이루는 것은, 이 나가는 순간(sortie)을 계획하는 목적, 하나의 적극적 

특징으로 부각되어야만 하는 목표점에 대한 무규정성이다. 그것은 우리가 가는 

곳이 어디인지 알지 못한 채 벗어나려는 시도이며, 또한 이러한 무지가 이러한 

시도의 본질 자체를 규정짓는다.130 

 레비나스에 의하면, 현존재는 이러한 피투적 현사실성의 상황을 감내할 수 없는 
것으로 느끼면서 이로부터 탈출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자신의 고유한 
존재가능성을 향해 기투한다. 하지만 이러한 현존재의 노력은 자신이 어디로 
향하는지 알지 못한 채, 기울이는 헛된 노력이다. 이러한 현존재의 헛된 노력을 
레비나스는 “못이 박힌 채로 고정된 존재의 사실”131에 대한 현존재의 어리석은 
몸부림으로 규정한다. 
 죽음으로부터 달아나는 세인들의 방식으로 삶을 영위하든, 자신의 종말로서의 
죽음이라는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선취하면서 살아가든, 즉 비본래적 실존이든 
본래적 실존이든 이러한 유한성의 숙명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인간 
존재는 자신에게 선고된 유한한 삶의 가능성을 살아내면서 자기자신을 소진하는 
존재자이다. 남성성의 힘과 확신을 갖고 죽음으로 돌진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현존재의 존재 역시 궁극에는 산산이 부서지게 될 것이다. 
 인간은 어떻게 이러한 유한성의 비극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가? 레비나스에게 
있어서 화두는 인간 실존의 피투적 현사실성의 조건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가 
아니라, 어떻게 이러한 숙명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132 

130 OE, 59/23

131 OE, 67/40

132 S.Critchley(2015),  p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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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비나스는 죽음은 현존재에게 예견된 확실한 종말의 가능성이자 현존재의 삶의 
전체성을 확보해주는 심급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나가는 시간의 지속에 가해지는 
충격이라고 말한다. 삶과 죽음이 접축할 수 없다는 사실, 즉 죽음을 경험할 수 
없다는 사실은, 죽음에 일종의 절대성을 부여한다.133 죽음은 우리가 미리 그것을 
확실한 가능성으로 노정하여 그것을 향해 선구할 수 있는 그 무엇이 아니다. 
죽음은 급작스럽게 우리를 덮쳐오고, 그 어떤 외상보다도 더 수동적인 정감성에서 
자신의 모습을 내보인다. 우리는 이러한 죽음을 마주하는 순간에 처하게 되는 
극단적인 수동성의 상태에서 자신의 유한성을 자각할 뿐이다.

 나의 지배, 나의 남성다운 힘과 나의 주체의 영웅주의는 죽음에 관해서는 힘일 

수도, 영웅주의일 수도 없다. 우리가 그 핵심에서 죽음의 가까움을 파악한 

고통에는, 그리고 그 현상의 차원에 있어서는, 주체의 능동성이 수동성으로 

반전하는 일이 일어난다. …고통 자체가 울음과 흐느낌으로 바뀔 때, 그러한 

반전이 일어난다. … 죽는다는 것, 이것은 이러한 무책임성의 상태로 회귀이며 

어린아이처럼 어깨를 들먹거리면서 흐느낌을 뜻한다.134

 

 죽음은 나의 존재에 대한 나의 지배와 남성적인 힘의 종말을 선고하는 사건으로, 
나의 고유한 삶이라는 지속의 선을 되찾게 해주는 사건이 아니라, 이를 
절단해버리는 사건이다. 주체는 철저한 수동성의 상태에서 눈물과 흐느낌으로 
이러한 죽음의 얼굴과 마주한다. 레비나스는 죽음과 맺는 관계는 극단적인 
수동성의 상태에서 미지의 것과 마주하며 느끼는 무력함과 다름 아니라고 말한다.

133 TO, 70/78

134 TO, 7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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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레비나스의 죽음론은 두 계기로 나누어 분석할 필요가 있다.135 먼저, 
죽음과 마주하는 사건은 인간의 약함을 드러냄으로써 나의 이 유한성이 타인과의 
만남을 통해 극복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한다. 또한 고통은 “주체의 능동성을 
수동성으로 반전”136시킴으로써, 내가 타인을 향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는, 주체의 자기중심적 성향이 깨어지고, 타인에 대한 책임을 짊어지는 
윤리적 주체로서 변모하는 과정에 대한 은유라고도 할 수 있다. 죽음의 외재성으로 
인한 파열이지만, 이와 동시에 자기중심인 주체(conatus essendi)를 타인을 위한 
자로 변모시키는 계시적 사건이다.
  그러나 과연 주체는 자신의 죽음 앞에서만 인간은 타자성과 마주하는가? 
레비나스는 주체가  타인에 대해 책을 진 자로서 불려세워지는 이러한 계시적 
사태에 대한 현상학적 묘사를『전체성과 무한』에서 “얼굴(visage)”137개념을 
중심으로 수행하고 있다. 레비나스에게 있어서 진정한 타자의 의미는  
“무한(infini)”이다. 무한성으로서의 타자는 결코 자아에 의해 파악되거나 이해될 수 
없으며, 그 자체로 자아에 대해 초월적인 것으로서 자아 밖에 있다. 고통받는 
타인의 얼굴은 나의 죽음과 마찬가지로, 자기중심적인 자아를 깨트리고, 그의 
고통에 대해 책임이 있는 자로서 나를 불러세운다. 따라서 레비나스는 이를 
무한성의 현현이라고 말한다.138

135 I.Thomson(2009), p.34.

136 김연숙은 레비나스가 지칭하는 타자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제

시하고 있다. “레비나스에게서 타자란 자아의 외부성, 자아 밖에 존재하는 것을 총칭한다. 

『전체성과 무한』의 부제 ‘외재성에 관한 논의’에서 말하는 외재성은 바로 타자를 의미한

다. 타자는 구체적으로 사물세계, 다른 사람, 신의 관념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구분은 어디까지나 설명의 편의를 위해 단순화시킨 것이다. 피상적으로 본다면 사물세

계의 타자성은 이기적 자아의 전체성으로 동화될 수도 있는 것이지만 다른 사람이나 신은 

어떤 경우에도 자아에게로 환원될 수 없는 절대적 다름, 절대적 타자성을 지니고 있다.”  

(김연숙, 「레비나스의 “윤리적 주체"에 관한 연구」, 『철학연구』, 53, 2001. p.271.)  

137 TI,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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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거벗은 타인의 얼굴은 그 자체로 가난한 이와 이방인의 빈곤함을 내보임으로서 

현현한다. 하지만 이러한 가난한 이, 추방당한 이는 내가 나의 힘을 행사해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고지한다. … 그는 나에게 주인으로서 명령한다.139

 타인은 과부이자, 고아이자, 이방인으로 현현함으로써, 가장 낮은 곳에서 나에게 
명령하는 가장 높은 자이다. 타인의 무력함과 상처받을 가능성이 드러나는 얼굴이 
그 자체로 거역할 수 없는 도움에의 명령이라는 점에서, 레비나스의 얼굴 개념은 
역설적이다. 데리다는 레비나스가 신의 무한한 이타성(altérité)”과 타인의 무한한 
이타성을 구분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의 윤리학은 그 자체로 이미 종교라고 
말한다.140 이러한 데리다의 레비나스 독해는 레비나스가 주체가 자신의 죽음에서 

138 “레비나스가 말하는 타자는 부버가 말하는 ‘너'와 구별된다. 타자는 나와 너의 친밀한 

관계 속에 용해될 수 있는 자가 아니다. 레비나스가 말하는 타자는 … 나에게 낯선 이로, 

나의 삶에 완전히 포섭될 수 없는 자로 남아 있다. … 타자의 얼굴의 출현은 그러므로 친밀

성으로 환원할 수 없는 측면을 보여준다. 타자는 나에 대해서 완전한 초월과 외재성이다. 

레비나스가 말하는 타자는 내가 완전히 파악할 수 없는 무한성이다.” (강영안(2015), p.151.) 

139 TI, 231. 서동욱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재미있게도 얼굴의 ‘나타남'을 

일컫는 말인 ‘épiphanie’는 신의 아들로서 공증받은 예수의 나타남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

다.  … 우리는 레비나스가 얼굴의 에피파니를 통해 나타내고자 한 바를, 내 이웃의 얼굴이 

신처럼 내게 나타나며, 신을 섬기듯이 고통받는 내 이웃을 섬겨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서동욱, 『차이와 타자』, 문학과 지성사, 2000. p.144.) 하지만 서동욱은 여기

서 레비나스가 타인의 얼굴이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로 현현한다고 말하는 데에서 구약

성경의 선지자적 전승에 속하는 문헌(「출애굽기」 22 장 21 절, 「신명기」10 장 18 절, 

「이사야」1 장 17 절, 「예레미아 」7 장 6 절 등)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지 않

고 있다. 레비나스의 얼굴개념의 핵심은 낮음과 비천함 가운데 드러나는 타인의 연약함이 

나의 존재를 우선시하던 나에게 타인에 대한 책을 일깨우는 절대적인 명령으로 들이닥치는 

계시적 사건이라는 데에 있다. 레비나스의 얼굴개념의 성서적 기원에 관하여는 다음을 참고

할 것.(S.A.Handelman, Fragments of Redemption,  Bloomington : Indiana University 

Press, 1991. pp.208-217.)

140 J.Derrida, Donner la mort[Pairs : Galiée, 1999], p.177, 서동욱, 『차이와 타자』, 문

학과 지성사, 2000, p.144.에서 재인용. 레비나스에게 있어서 구체적인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로 환원될 수 없는 종교적 차원은 무의미하다. 이러한 레비나스의 타자철학에 대하여 

이안 톰슨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타자성은 오직 다른 사람의 “얼굴”을 통해서만 타자성

이 드러난다는 그의 독특한 주장에 의해, 이제 우상숭배 또는 무신론의 이중위험이 레비나

스의 형이상학적 인간관의 피할 수 없는 이중맹목인 것처럼 보인다.  … 하지만 본질적으로 

연결되고, 하나로 합쳐지지 않는, “타인과 타자성일반”으로서 “타인의 얼굴”은 레비나스의 

무신론과 우상숭배 사이의 섬세한 균형잡기에 있어서 최종지지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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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비로서의 전적인 타자성과 마주한 뒤, 곧 타인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한 상황에 
들어서게 된다는 점에서 설득력을 갖는다. 3 절에서는 레비나스가 자신의 
윤리학적인 고유한 관점에서 타인의 죽음에 부여하는 의미에 관하여 논할 것이다.
  
 2 절 타인의 죽음의 윤리적 의미 
 『하이데거와 나치즘』이 1978 년 프랑스에서 출판되었을 때, 레비나스는 
하이데거와 정치에 대해서 의견을 표명할 것을 요청받았다. 그는 이 물음에 
직접적으로 답하는 것을 거부했으며, 다만『존재와 시간』의 일부, 죽음에 대한 
하이데거의 서술을 비판적으로 언급 하는 것으로 일축했다. 현존재분석론에서 
타인의 죽음은 현존재 자신의 죽음에 비해 부차적인 지위를 차지한다. 하이데거에 
의하면, 죽음은 현존재의 각자성과 실존성에 의해서 구성된다. 죽음의 성격은 
무관계적이며, 따라서 죽음은 현존재를 단독화한다. 하이데거에게 있어서 죽음은 
각자의 고유한 가능성으로서, 위기의 순간에 타인을 대신하여 죽는다 할지라도, 
그의 죽음은 끝내 그가 스스로 감당해야 할 것으로 여전히 남아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우리 모두는 현사실적으로 죽지만, 진정으로 자신의 죽음을 감당하는 
방식으로 죽지 않는다. 레비나스는 많은 이들이 죽어가지만, 그 누구도 그 죽음에 
대해 책임을 느끼지 않는다고 말한다.141 우리는 각자의 죽음을 감당해야 할 책임을 
선고받은 자가 아니라, 타인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자로서 선고받았다. 
죽음은 이러한 타인과 나의 관계의 긴밀성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이러한 책임을 
떠맡고자 하는 자는 타인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몸을 던질 수 있어야 한다. 

(I.Thomson(2009), p.41.)

141 M.S.Cheron, Conversations with Emmanuel Levinas, 1983-1994, trans. Mole.G.D., 

Pittsburgh : Duquesne University Press, 2010, 2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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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비나스는 죽음에 대해서 주체가 느끼는 정감성을 현상학적으로 포착함으로써 
이를 제시하고자 한다.
  하이데거는 “불안”이라는 기분이 현존재의 고유한 존재가능성을 개시하는 
기분으로서, 현존재의 현사실적 실존을 지배하는 근본기분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현존재를 현존재 자신의 안위 때문에 느끼는 두려움뿐만 아니라, 타인을 위한 
두려움 역시도 이러한 현존재의 고유한 존재가능성에 의거하고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타인의 위험에 대한 그를 위해 두려워함은 자신이 타인과 더이상 함께 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대한 두려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타인에 대한 
두려움은 불안의 파생적 양상이다.142 이에 대해 레비나스는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타인의 죽음과의 관계는 그 죽음의 의미를 전해 주지 않는가?타인의 죽음 앞에서 

느끼는 정감의 깊이를 통해, 두려움의 깊이를 통해 그 의미를 분명하게 하지 

않는가? 이러한 두려움을 코나투스를 통해, 즉 나의 존재-안에-머물려는-집착을 

통해 재는 것은 올바른 일인가? … 하이데거에게서 모든 정감성(affectivité)의 

원천은 불안이며, 그 불안은 바로 존재에 대한 불안이다. 과연 두려움은 

파생적인가?143  

  

 주체는 불안 가운데 자신의 죽음과만 직접적으로 관계하는 것이 아니다. 타인의 
142 “사람은 자신은 두려워 떨지 않으면서 누구 때문에 두려워할 수는 있다. 그렇지만 정확

하게 고찰할 때 누구 때문에 두려워함은 분명히 자신도 두려워함이다. 이때 “두려움의 대상”

은 그에게서 빼앗아가버릴지도 모를 타인과의 더불어 있음이다. … 누구 때문에 두려워함은 

어떤 방식에서는 자신이 적중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럼에도 그 두려워함이 그

를 위해서 두려워하는 그 공동현존재가 적중되면서 그도 함께 적중되는 셈이다.” (SZ, 

142/197)

143 GDT, 13/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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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에서 느끼는 두려움과 슬픔과 같은 감정을 통해서도 주체는 죽음과 직접적으로 
관계한다.144 레비나스는 『파이돈』에서 소크라테스가 죽어가는 장면을 예시로 
들면서, 죽음의 광경은, 그것이 타인의 죽음이라 할지라도, 견딜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말한다. 소크라테스 자신은 죽음 앞에서 당당한 반면, 그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폴로도로스와 여자들은 슬픔을 주체하지 못 한다. 이러한 장면은 
타인의 죽음이 갖는 극적인 성격을 보여주고 있다. 145 타인의 죽음에 대해 느끼는 
두려움은 현존재의 자신의 존재에 대한 마음씀을 규정짓는 근본기분인 
불안으로부터 파생된 기분이라고 할 수 없는데, 이러한 두려움은 오히려 현존재의 
자신의 존재에 대한 집착을 깨트리는 충격으로서 가해지기 때문이다. 타인의 
죽음은 나의 존재에 대한 집착을 침해하고 깨트린다. 이를 계기로 인간은 자신의 
존재를 보존하는 데에 몰두하면서, 자신의 존재를 가장 우선시하지 않게 되며, 더 
나아가“볼모"에 이르기까지 타인을 우선시하는 윤리적 주체로 변모한다.
 이처럼 타인의 죽음 역시 타인에 대한 근원적인 책임을 일깨우고, 자기중심적인 
자아를 윤리적 주체로 변모시키는 사건이기에, 나의 죽음이 타인의 죽음에 대해 
특권적인 지위를 차지할 이유는 없다.146

타인에 대한 희생은 타인의 죽음과 더불어 다른 한 관계를, 아마 우리가 죽을 수 

있는 이유가 될 책임을 만들어 낼 것이다. 살아남은 자의 죄책감 안에서 타자의 

144 GDT, 16/31

145 GDT, 18/33

146 레비나스 번역자이자, 프랑스철학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저술활동을 펼치고 

있는 알폰소 링기스 역시 죽음에 대한 사유에서 레비나스와 같은 입장을 취한다. 하이데거

가 인간은 저마다 홀로 죽어간다고 말했지만, 죽음에 대한 이러한 현상학적 분석보다 중요

한 것은, “살아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죽어가는 사람들과 함께 있어야 할 필요성”이다. (알폰

소 링기스, 『아무것도 공유하지 않은 자들의 공동체』, 김성균 옮김, 바다출판사, 2013, 

p.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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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은 내 일이 된다. 나의 죽음은 타인의 죽음에서의 나의 몫이고, 나의 죽음에서 

나의 책임인 이 죽음을 죽는다. 타자의 죽음은 나의 존재론적 기능인 각자성의 한 

계기에 불과한 것이 아니다.147

 레비나스는 타인의 죽음과 개개인이 홀로 마주하는 죽음의 위상을 동등하게 
상정함으로써, 『존재와 시간』에서 하이데거가 타인의 죽음이 현존재분석론에서 
부차적인 지위를 차지한다는 점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취한다. 죽어가는 
타인의 벌거벗은 얼굴은 그에 대한 나의 책임을 일깨우면서, 그의 부름에 응답할 
것을 촉구한다. 이미 세상을 떠난 타인은, 내가 그의 죽음에 대해 지고있는 
근원적인 책임을 고지한다. 이처럼 타인의 죽음과 자아가 맺는 관계는 외적 
관계지만 내면성을 포함하는 것이기에, 타인의 죽음과 나의 관계는 간접적이지 
않고, 직접적이다. 누군가가 죽었을 경우, 나는 그의 죽음을 애도하며 그 자리에 
있을 뿐 아니라, 살아남은 자의 유책성을 지고 그 자리에 있다. 
 타인의 죽음 앞에서 느끼는 죄책감 가운데, 그의 죽음과 고통은 그의 일이 아니라, 
나의 책임이 된다. 따라서 타인의 죽음내지 고통에 대한 두려움은 나의 고유한 
존재가능성으로 인한 불안에 대한 파생적 정감성이 아니라, 나의 실존 전체를 
변화시키는 정감성이다. 레비나스는 타인의 죽음을 대신할 수 있다거나, 그의 
죽음을 함께 경험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윤리적 주체로 변모한 
이에게 그를 대신하여 죽는 것은 대리할 수 없는 그의 몫을 대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책을 진 자로서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몫, 나의 몫을 다하는 
것이다.148 따라서 설사 자신이 목숨을 던져 구한 이가 언젠가 죽게 된다 하더라도, 
147 GDT, 39/63-64

148 이러한 레비나스의 윤리적 주체개념을 레오라 바트니스키(Leora Batnisky)는 레비나스

의 윤리적 주체를 하이데거의 현존재와 대비하여 다음과 같은 명제로 정식화한다.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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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희생적 행위는 그 자체로서 의미를 지니게 되는 것이다.                                                      
 
3 절 유한성의 극복과 윤리적 주체
 자기자신의 존재에 대해서만 마음을 쓰는 이러한 고독으로부터 깨어짐으로써 
들어서게 되는 타인의 관계에 나 자신의 현사실적인 짐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희망이 있다. 레비나스는 『시간과 타자』에서 극도의 고통가운데에서 주어지는 
마지막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희망이 있다. 

이것은 더 이상 희망이 존재하지 않을 때, 그때의 수동성이다. 이것은 바로 내가 

남성다운 힘의 종말이라고 이름지은 것이다. 하지만 그에 이에 곧 희망이 되돌아온

다. … 죽음 앞에서는, 영웅이 붙잡는 마지막 기회가 있을 뿐 죽음이 있는 것이 아

니다. …  희망은 일종의 목숨 건 모험, 일종의 모순을 통해 죽음에 덧붙여지는 것

이 아니다. 희망은 죽음의 언저리에, 죽음의 순간에, 죽어가는 주체에게 주어진다.149

  필연적으로 종말을 맞이할 수 밖에 없는 주체에게 마지막 희망은 곧 타인이다. 
희망은 우리가 타인을 통해 죽음을 극복할 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함축한다. 죽음의 
언저리에서, 주체는 마지막 희망과 마주한다. 영웅은 마지막 기회를 포착하는 
자인데,  레비나스는 이러한 마지막 희망이 타자와 진정한 관계에 있다고 
말한다.150『신, 죽음 그리고 시간』에서는 이러한 죽음의 긴박한 긴장성이 

와 시간』 에서 하이데거의 모토가 “모든 사람은 세인이고, 그 누구도 자기자신이 아니다”

라면, 레비나스의 모토는, 첼란을 따라서, “타인은 타인이고 자기는 그 자신이다. 오직 이것

에 의해서만 내가 타인을 위한 자가 될 수 있다”일 것이다.”(L.Batnisky, “Encountering 

the Modern Subject in Levinas” , Yale French Studies, 104, 2003. p.20)

149 TO, 72-73/81-82

150 레비나스는 죽어가는 주체에게 허락되는 마지막 희망이 타인과의 관계라고 말한다.(TO, 

77/87) 그는 이러한 극적인 순간에 대한 묘사를 멕베스의 한 장면을 제시하는 것으로 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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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위기는 다소 누그러진 채 희망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다. 여기서 희망은 유한한 
시간 속에서 또다른 차원을 개시하는 것이며, 따라서 우리는 타인을 통해 내게 
주어진 시간 너머, 유한성 너머를 사유할 수 있다.151 자아의 존재에 대한 집착이 
해체됨으로써, 주체는 유한성 그 너머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레비나스에게 
있어서, 죽음은 인간의 유한한 존재의 심급이 아니다. 인간은 “죽음을 향한 
존재(Sein-zum-Tode)”가 아니라,“죽음에 대항하는 존재(Sein-gegen-Tod)”인데, 
타인의 부름에 응답하고, 타인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을 통해서 주체는 유한성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게 된다.152  
 레비나스에게 있어서 죽음을 극복한다는 것의 의미는, 생물학적인 의미에서의 
죽음의 극복이 아니다. 즉 나의 자손이 나의 유전형질을 지니기 때문에 나는 다른 
방식으로 지속된다는 의미에서의 극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153 이는 불멸하는 
영혼에 대한 신념이나 사후세계에 대한 희망을 통한 죽음의 극복을 의미하는 것 

한다. “버남의 숲이 던시난으로 향한다 해도, 여자가 낳지 않은 너를 마주한다 해도, 나는 

나의 마지막 기회를 포착할 것이다.”(TO, 73/81) 하지만 필자는 만일 마지막 희망이 타인에

게 있다면, 맥베스의 한 장면은 사태의 한 측면, 즉 마지막 희망을 붙잡고자 하는 주체의 

영웅적 선택의 계기로서의 측면만을 반영하고 있을 뿐, 타인이 그 상황에서 결정적인 의미

를 지니고 있다는 측면은 제대로 드러나 있지 않다고 본다. 오히려 적절한 예시는 블랑쇼의 

톨스토이의 『주인과 하인』에 대한 분석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죽음의 순간을 자신

의 하인과 맞이하게 된 브레히노프는 얼어붙은 니키타의 몸을 따듯하게 녹일 결심으로 그

녀를 단단히 껴안고 그 곁에서 죽어간다. 블랑쇼는 이를 죽음에 직면한 주체가 타인과의 관

계로 열리는 사건에 대한 예시로서 제시하고 있다.

151 GDT, 63-64/97

152 M.S.Cheron(1994),  89/116.

153 레비나스는 초기에, 특히 『시간과 타자』(1947)에서  주체의 "존재와 다르게”가, 즉, 

존재의 유한성으로부터의 탈출이 부자관계이서 이룩된다고 보았다. 죽음으로서 막을 내릴 

수 밖에 없는 주체의 운명에도 불구하고, 부성은 죽음 이후에도 여전히 나의 동일성을 유지

시켜 준다. 하지만 이러한 “출산성(fecondiité)”을 통한 죽음의 극복이라는 그의 테제는 후

에 “타인일반을 아들로서 대함”으로 전환된다. 중기 저작인 『전체성과 무한』에서 타인의 

얼굴을 중심으로 고통받는 타인일반의 호소에 대한 응답하는 윤리적 주체개념이 대두하며, 

『존재와 다르게 존재사건 저편에』로 대변되는 후기에는 “볼모” 로서의 윤리적 주체인 

“대속적 주체” 개념을 통해, 타인 일반에 대한 주체의 희생과 헌신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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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아니다. 레비나스는 윤리적 주체로의 변모가 “죽음 이후에도 계속 살려는 
욕구”가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한다.154 삶의 연장이나 존재의 지속에 대한 희망과는 
무관한, 존재너머에의 희망이 있다. 죽음이 사라짐이라는 것은 사실이다. 죽음은 
회복할 수 없는 종말이다.155 그 누구도 이러한 죽음을 피해갈 수 없으며, 절망 
속에서 타인을 통해 희망을 갖는 것은, 이러한 종말의 의미를 해체하는 것이 
아니다.156 
  죽음은 “복귀없는 떠남”이며, “존재의 종말”이기에, 죽음이 돌이킬 수 없는 종말의 
사건이라는 하이데거의 말은 옳았다.157 하지만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존재와 
다르게” 된다면, 나의 죽음은 더 이상 내게 유의미한 사건이 아니다. 타인에 대한 
무한한 책임을 지기로 선택한 윤리적 주체는 죽음을 뛰어넘는다. 하이데거가 
죽음이라는 지지대에 의지하여 우리의 삶에 의미를 부여했다면, 윤리적 주체로 
변모한 자는 더 이상 자신의 죽음과 유한성에 따라 삶에 의미를 부여받지 않는다. 
윤리적 주체는 이미 “존재 너머”에 있으며, 그에게 자신의 죽음보다 타인의 죽음이 
우선시되기 때문이다.158 그는 타인을 위한 순수한 배려로만 가득 찬 마음씀으로, 
자기망각과 맞닿아 있는 자기희생을 기꺼이 할 준비가 되어있는 자이다.159

 레비나스는 『존재와 다르게 존재사건 저편에』에서 이러한 윤리적 주체를 “볼모”, 

154 GDT, 63/97

155 GDT, 11,12/23,24

156 GDT, 63/97

157 GDT, 9/20

158 레비나스는 타인들의 죽음을 두려워하여 소돔을 위해 개입하는 아브라함과 다른 사람들

의 생명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에스델 황후를 이러한 이상적인 인간상의 예시로서 제시

한다. (GDT, 177/174)

159 OB,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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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속" 등의 용어로 표현한다.160 볼모의 비참함에는 최고의 존엄성이 있는데, 그는 
다른 사람을 위해, 혹은 다른 사람으로 인해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위험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볼모의 조건이 포함하는 불의를 자발적으로 수용하는 
윤리적 주체는 곧 “대속적 주체” 이다. 이러한 “대속적 주체”는 타인이 나를 
박해하는 극한적인 상황에서도 타인에 대한 책임을 저버리지 않는 자이다.161 그는 
나를 박해하는 이의 실수까지도 떠맡으며, 그를 위해 대신 속죄한다.162 왜냐하면 
나는 타인에 대해 결코 다할 수 없는 책임을 진 자로서 불려세워졌기 때문이다. 
윤리적 주체의 경우, 나의 존재에 대한 책임이 아니라 타인에 대한 무한한 책임이 
곧 주체의 주체성을 성립시킨다. 
  타인을 대신해 죽기까지 타인을 위하는 윤리적 주체인 대속적 주체에 인간성의 
희망이 있다. 벗어날 수 없는 유한성의 절망의 한가운데에서 타인과의 만남은 곧 
희망이다. 주체는 자신의 존재 유지의 욕망으로부터 해방되어, 타인을 위해 자신을 
내던지는데, 레비나스는 이것이 곧 곧 주체의 유한성의 극복이자 “구원”163이라고 
본다. 
 타인을 실존의 중심에 두는 윤리적 주체로의 변모는 자신의 존재, 그리고 자신의 
시간이 아닌, 타인의 존재와 그의 시간에 대해 마음쓰는 자로의 변모이다. 내면성에 
갇힌 고독으로서의 주체에게는 진정한 의미의 미래가 부재하는데, 왜냐하면 
레비나스에게 있어서 진정한 미래는 타인을 위한 자로 거듭남으로써, 즉 내가 없는 
160 레비나스는 타자에 의해서 대신하기로 선택된 것에 대해서 묘사할 때 폭력에 대해서 말

하는 것을 꺼리지 않는다. 그는 주체를 그 어떤 수동성보다 수동적인 수동성에 위치시킨다. 

주체는 타자에 의해 자기동일성적 자아를 침해당하지만, 이를 통해 주체는 자기소외됨 없이, 

존재와 다른,  대속적 주체로 거듭난다.(OB, 112, 114-15, 118)

161 OB, 111, 117, 118, 158

162 OB, 196

163 GDT, 6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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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을 기꺼이 받아들이고자 선택함으로써 나에게 도래하기 때문이다.164 자신의 
존재 보존을 최우선으로 하는 동일성의 운동은 개체중심적이며, 시간적으로는 
현재의 반복에 불과하다. 따라서 홀로 있는 주체에게 있어서 시간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레비나스에 의하면, 시간은 주체가 홀로 외롭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타자와의 관계 자체”이며,165 본질적으로 주체에게 있어서 “새로운 
탄생”이다.166 얼굴과 얼굴을 마주한 관계란, 한 인간의 다른 인간에 대한 책임을 
통해 성립되는 관계를 의미하는데,167 미래는 이러한 타인과의 관계에 
들어섬으로써 타인에 대한 책임을 지기로 선택한 이에게 도래한다.
 하이데거에게 있어서도, 시간은 근원적으로 “도래”168하는 것인데, 
“존재가능”으로서 규정지어진 현존재는 스스로의 가능성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미래와 관계한다. 따라서 가능성의 종결로서의 극단적인 가능성인 죽음은 현존재가 
자신에게 허락된 삶의 유한한 시간동안 본래적으로 자기자신이게 하는 것이다. 
죽음은 현존재의 불가능성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불가능성으로 인해 조명되는 것은 
현존재가 기투해야 할  본래적인 실존가능성이다.
  이에 반해, 레비나스의 경우 주체는 미래와 능동적으로 관계하지 않고, 
수동적으로 관계한다. 레비나스가 죽음은 “불가능성의 가능성”이라고 말하는 
하이데거의 명제를“가능성의 불가능성”169으로 전도시킨 것은, 하이데거의 
164 B.C.Hutchens, A Guide for the perplexed, New York : Continuum Press, 2004. p.75.

165 TO, 39/29

166 TO, 81/97

167 Emmanuel Lévinas, De Dieu qui vient à la idée, Paris, Vrin, 1982. p.143, 윤대선, 

『레비나스의 타자철학』, p.90 에서 재인용

168 SZ, 329/436

169 TO, 7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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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관과는 정반대의 관점에서 죽음을 규정한다는 사실을 함축한다. 방점은 
가능성이 아니라 불가능성이 찍힌다. 주체의 자유와 의지에 의해 구축되는 
가능성은, 그것이 본래적인 실존가능성이라할지라도, 레비나스의 관점에서는 모두 
분쇄된다. 전적인 타자성과 만난 주체는 자신의 고유한 존재가능성에 사로잡힌 
내면성의 고독으로부터 벗어나, 비로소 타인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한”170 관계에 
들어설 수 있게 된다. 참된 미래는 윤리적 주체로서 변모함으로써 이러한 관계에 
들어선 이에게, 구원으로서 비로소 도래한다.171

 레비나스가 말하는 미래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태를 의미하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그는 초기에『시간과 타자』에서 출산성(fecondité)의 개념을 통해 미래를 
정의하는데, 아버지가 됨으로써, 주체는 죽을 수 밖에 없는 자로서 선고받은 
유한성을 넘어서 미래와 관계한다는 것이다. 이러한“불연속적 연속성”172을 통해 
자아는 죽음을 넘어서서 미래에로 연결된다. 아이는 어떤 의미에서 나와 
동일하지만, 나에 대해 전적으로 다른 타인이며, 나에게 나의 소멸 이후의 시간을 
170 TO,78/93

171 이처럼 레비나스는 죽음의 전적인 타자성과 미래의 타자성, 타인의 타자성을 한데 엮어

서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레비나스 철학의 다소 비약적인 성격으로 인해, 그의 철

학은 분명함을 원칙으로 하는 데카르트, 칸트 등으로 대변되는 기존의 서양철학적 전통과는 

다르다는 의미에서, "애매성의 철학”이라는 별칭을 갖게 된다.(윤대선, 『레비나스의 타자철

학』 , p.131.) 레비나스의 철학적 작업의 목표는, 묘사를 통해서 독자에게 특정한 체험을 

납득시키기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전체성과 무한』에서 그는 타인의 얼굴과 마주하는 동

일한 체험을 계속해서 맴돌며, 상이한 관점에서 묘사한다. 레비나스가 이러한 묘사적 방법

을 통해 개념적 설명을 넘어서는 언어를 포착하고자 시도하기 때문에 그의 작업은 은유적

이고, 시적이다. 그의 철학의 애매함은 시적인 은유와 묘사에 의존하여 자신의 철학을 전개

하는 그의 독특한 철학적 방법론에서 기인한다. 이러한 레비나스의 철학의 성격에 대해, 윌

리엄 라지(William Large)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당신이 레비나스에게 동의하든 혹은 그렇

지 않는 것은, 당신의 고유한 경험이 그가 묘사하는 사태와 일치하느냐, 일치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다.”(William Large, Levinas’ totality and infinity, Bloomsbury Academic 

Publishers, 2015. p.20.)

172 “어떻게 자아는, 나의 현재 속에 있는 자아가 아니면서, 다시 말해 어쩔 수 없이 자신에

게 돌아온 자아가 아니면서, 너 안에서 나로 남아 있을 수 있는가? 아버지가 되는 길 외에

는 다른 길이 없다. 아버지의 존재는 전적으로 타인이면서 동시에 나인 '낯선 이'와 관계하

는 것이다.” (TO, 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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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전체성과 무한』에서부터 얼굴개념을 중심으로 
윤리적 주체에 관한 사유를 전개시켜 나가면서,『윤리와 무한』에서는 이러한 
부성됨을 생물학적 부자 관계에 한정시키지 않고 타인일반으로 확장시킨다.173 
타인일반에 대한 부성됨의 태도는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174 의 명제로 정식화된다. 
이는 곧 자신의 존재유지보다 타인에 대한 책임을 우위에 놓는, 타인을 위한 
자로서의 윤리적 주체로 거듭난 자가 삶에서 타인에 대해 취하는 태도이다. 이 
경우, 미래는 단순히 미래세대를 통해서 도래하는 통상적인 의미에서의 미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게 된다.175 
 사이먼 크리츨리와 벤자민 허친스(Benjamin Hutchens)는 윤리적 주체와 관련하여 
레비나스가 말하는 미래가 공시적 차원에서의 시간이 아닌, 통시적 차원에서의 
시간이라고 본다.176 즉, 선형적인 시간적 순서로서의 미래가 아닌, 존재와 다른 
차원에서의 미래라는 것이다. 이러한 통시적 차원에서, 미래는 타인의 얼굴을 
통해서만 도래하는  “유토피아적인 편재”177로서의 시간이다. 
173 “나의 있음을 넘어 선 미래, 시간을 구성하는 그 미래성이 아버지도미 안에서 뚜렷한 

내용을 갖는다. 그렇다고 해서 아이를 갖지 못한 사람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생물학에서의 

자식은 자식의 일차 모습에 지나지 않는다. 생물학 차원의 아버지가 되지 않아도 사람끼리

의 관계를 부자관계로 볼 수 있다. 다른 사람에 대해 아버지된 태도를 가질 수 있다. 다른 

사람을 자기 자식으로 보는 것, 그것이 내가 '가능성을 넘어'라고 부른 관계를 이루는 것이

다.” (EI, 71/90)

174 OB, 145. 레비나스는 이 명제를 반복적으로 언급하는데,『존재와 다르게 존재사건 저편

에』의 한 주석(OB, 199)에서 이 명제가  ‘이사야서’ 6 장 8 절( “나는 여호와의 음성을 들었

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위해 갈 것인가? 내가 아뢰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세요!”)에 의거한 것임을 밝히고 있다.

175 이안 톰슨은 이러한 미래를 단순히 시간적인 미래와 동일시하여 이해했기 때문에, 레비

나스의 타자철학이 미래의 모든 재앙까지도 긍정하는 철학이라고 보는 우를 범하게 되었다. 

(I.Thomson(2009), p.36.) 레비나스는 후기에 이르러서도 미래세대를 긍정하는 출산성의 개

념을 포기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말하는 “미래”가 선형적이고 공시적 차원의 

미래와 동일시될 수는 없다. 

176 S.Critchley., The ethics of Deconstruction, Edinburgh : Edinburgh University Press, 

2014. p.117, B.C.Hutchens(2004), p.75. 

177 OB, 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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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은 존재사건 아니라, ‘타자’와 관련된다.178 죽음은 개개인의 유한한 시간의 
끝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과 나 사이의 근원적인 관계를 발견하게 하는 사건이 
된다. 하이데거는 현존재 자신의 죽음에 주목함으로써 현존재를 개별화하고, 
존재의미로서 시간성을 발견하였다면, 레비나스는 우리는 타인들의 고통과 죽음에 
의해서 둘러쌓여 있다고 말한다. 자기 자신의 고유한 시간성 너머에, 임박한 
죽음으로 인해 고통받는 자들이 있다. 그리고 이 시대를 넘어서, 모든 역사적인 
죽음들을 기억하는, 존재 저편의 통시적인 시간이 있다. 이처럼 레비나스는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서 시간을 새롭게 정의하고자 시도한다.179 
 
 죽음은 존재에 종말을 가져온다는 사실, 죽음은 끝이고 무라는 사실을 주장하고자 

하지 않았다. 우리가 주장하고자 한 것은 자아는 죽음에 직면해서 절대로 주도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사실이었다. 죽음을 극복한다는 것은 영생의 문제가 아니다. 

죽음을 극복한다는 것은 죽음이란 사건의 타자성과 더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격적이어야 할 관계를 유지한다는 말이다.180

 레비나스에게 있어서 삶에 진정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타인에 대한 무한한 
책임에 있다. 이러한 윤리적 주체로 거듭난 자만이 통시적 시간으로서의 미래181와, 
178 OB, 9,10

179 “시간을 <전적 타자>의 무한한 것에 대한 초월로 이해할 때 시간의 <운동>은 직선적 

방식으로 시간화되지 않으며 곧게 뻗어가는 지향적 광선을 닮지 않는다. 시간의 의미화 방

식은 죽음의 신비라는 그 특징을 통해 다른 사람과의 관계의 윤리적 모험 안에 들어옴으로

써 하나의 우회로를 만든다 .” (TO, 33/20)

180 TO, 81/98

181 레비나스는 이러한 미래만이 유한성의 비극으로부터 주체를 구원할 수 있으리라고 말하

지만, 이러한 미래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태를 의미하는지는 여전히 불명료하다. 이를 해명

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한편의 논문이 씌여져야 할 것이다. 윤대선은 이러한 레비나스의 윤

리학을 유대교적 메시아니즘과 연관하여 해석하고 있다. 레비나스에게 있어서 구원은 타자



- 70 -

즉 구원과 관계할 수 있다. 따라서 레비나스에게 있어서 타인은 구원의 통로이다. 
미셸 드 생 쉐롱은 레비나스의 사상의 독창성은 죽음과 유한성의 문제를 윤리의 
문제와 결합시키는 데에 있다고 보았다. 레비나스의 윤리학은 영웅주의적인데, 
“죽음보다 더 강한 사랑”으로 타인을 위해 주체가 자기 자신을 희생할 때, 이것이 
곧 유한성 극복과 다름 아니라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유한한 인간은 죽을 수 밖에 
없는 자가 죽을 수 밖에 없는 자에 대해 갖는 책임을 통해 무한과 관계하며, 이는 
인간을 유한성의 한계로부터 해방시킨다.182

로 향하는 항구적인 운동이며, 이는 타인을 위한 자로 살아가는 주체의 삶의 태도에 있다.  

“메시아는 나이다. 나가 된다는 것은 메시아가 되는 것이다. 모든 사람은 메시아다”라는 레

비나스의 언설에 의거하여, 윤대선은 레비나스가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메시아니즘의 변형으

로서, 윤리적 주체개념을 제시하고 있다고 해석한다. 이는 유토피아적인 미래주의라고도 볼 

수 있는데, 레비나스에 의하면 모든 인간이 윤리적 주체로 거듭남으로써 인격적인 윤리가 

현세에 실현되는 것이 구원의 역사의 완수인 것이다.(윤대선, 『레비나스의 타자철학』 , 

pp.50-52.) 유대교와 레비나스의 윤리학의 관계에 대한 보다 상세한 연구는 다음을 참고. 

(A.Peperzak,“Judism and philosophy in Levinas", international Journal form Philosophy 

of Religion, 40, 1996., pp.125-145., J.Hansel., Levinas in Jerusalem : phenomenology, 

ethics, politics, aesthetics, Dordrecht : Springer Press, 2009.)강영안은 윤대선과 근본적

으로는 같은 입장을 취하면서, “대속적 주체”로서의 윤리적 주체개념을 기독교의 예수 그리

스도와 연관하여 해석하고 있다. 강영안은 레비나스가 『어려운 자유(Diffiult Freedom)』

(1990)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한 것이 의거하여,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념으로 삼아 

타인의 고통과 잘못을 대신 책임지는 대속적 주체 개념을 고안해냈다고 본다. (강영안, 『타

인의 얼굴』 pp.184-192). 레비나스는 기독교와의 소통에 적극적이었으며, 데리다에게 스

스로를 유대인 가톨릭 교도라고 칭한 바 있을 정도로 기독교에 깊은 친연성을 느꼈다. 레비

나스의 윤리학과 기독교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다음을 참고. (D.N.Renée., Man as a place 

of God ; Levians, Hermeneutics of Kenosis, Amsterdam : Springer  Press, 2007., 

M.Westphal., Levinas and Kierkegaard in Deialougue, Indianapolis : Indiana University 

Press., J.Aaron., Kierkeggard and Levinas, ethics, politics, and religion, Indianapolis : 

Indiana University press, 2008., 박원빈, 『레비나스와 기독교 : 기독교 신학적 관점에서 

바라본 현대철학』, 북코리아, 2010.)

182 GDT, 104/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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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 레비나스의 하이데거 죽음론 비판에 대한 재비판

 이상으로 필자는 하이데거에 대한 레비나스의 비판적인 입장을 살펴 보았다. 
레비나스에게 있어서 하이데거의 현존재는 코나쿠스 에센디이다. 따라서 죽음으로 
선구하는 본래적인 현존재는 죽음을 손아귀에 쥐고, 자신의 존재를 보존하려는 
욕망에 사로잡힌 자이다. 이에 반해 윤리적 주체는 자기 자신의 존재보다 타인을 
우선시하고, 숭고한 희생을 통해 인간의 진정한 가능성을 구현하는 자이다. 그는 
자신의 존재에 집착하지 않기에, 자신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타인을 위한 
희생을 마다하지 않는다. 타인을 위한 자발적 희생이야 말로 진정한 인간성을 
구현하는 것이라는 이러한 레비나스의 입장은, 연구자들로부터 윤리적 강박이며, 
자학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183 하지만 본고의 목적은 이러한 레비나스의 주장의 
설득력에 관하여 논하는 것이 아니라, 레비나스가 자신의 독자적 개념인 윤리적 
주체개념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하이데거를 비판하는 내용의 정당성을 따지는 
것이다. 필자는 4 부에서부터, 「형이상학이란 무엇인가」텍스트를 『존재와 
시간』과 밀접한 연관성 하에 독해함으로써, 이러한 작업을 본격적으로 수행하고자 
한다. 

 레비나스에 의하면, 하이데거의 불안은 진정으로 죽음을 마주하게 하는 
183 폴 리쾨르는 주체를 볼모라고 칭하면서, 타인에 대한 무한한 책임을 촉구하는 레비나스

의 비대칭적 윤리는, 상호성이 부재하기에 현실적으로 성립할 수 없다고 본다. 자기희생에 

이르기까지 타인을 위하는 레비나스의 철학은 “과도함과 과장의 철학”에 지나지 않는

다.(M.Cheron(1994), 22/28) 사이먼 크리츨리는 레비나스의 윤리에 대해 홀로코스트 생존

자들과 대화를 나눴던 인상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레비나스가 말하는 “대속적 주체”개념이 

도를 넘어선다고 비판한다.(S.Critchley(2015), p.88.) 레비나스의 윤리는 정신분석학적 관점

에서 강박적 신경증을 넘어서서, 자학적이다. 국내 레비나스 연구자인 김상록 역시 「레비

나스와 실존운동의 동성」에서 “죽음보다 강한 헌신” 이라는 이름 하에 희생적 죽음까지도 

긍정하는 “대속적 주체”의 개념을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본다. 그는 끊임없이 타자를 지향

하는 자아의 항상적 노력보다 대속의 희생자로서의 주체가 더 강조될 경우, 레비나스의 윤

리적 주체개념은 니체와 프로이트가 말했던 내부로 돌려진 공격성의 병적인 징후라는 비판

을 면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한다.(김상록(2008), p.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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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분이라고 할 수 없는데, 그 이유는 현존재의 존재 자체를 더 견고하게 하기 
때문이다. 주체는 죽음을 그를 궁지에 몰고 완전히 분쇄시키는 극도의 고통 
가운데에서 마주하게 된다고 보아야 한다. 레비나스는 본래적 실존으로 거듭난 
현존재를 자신의 존재 속에서 존속하고자 하는 존재자(conatus essendi)로 
간주하면서, 타인에 대해 무관심하고 자기중심적인 존재자로 해석한다. 
 하지만 하이데거의 불안 역시 레비나스의 고통과 마찬가지로 현존재를 강타하고, 
무력하게 만든다. 불안은 세인으로서의 이전의 나를 상실하는 사건이며, 전적인 
타자로서의 “무”와 마주하는 사건이기 때문이다. 이를 계기로 부나 명예, 권력과 
같은 세간적인 가치를 중심으로 구축되었던 현존재의 기존의 세계는 무너져 내린다. 
이는 곧 현존재가 세인자기를 버리고 근원적인 세계지평을 획득하게 되는 계기로서, 
이를 통해 현존재는 타인들과 다른 존재자들의 고유한 존재에 관심을 가지고, 
그때마다 특별한 색조로서 나타나는 존재자들의 고유한 존재와 조음할 수 있는 
자로서 전격적으로 변화하게 된다. 
 이처럼 4 부에서의 일련의 고찰을 통해, 하이데거의 본래적 현존재가 자신의 
존재에 대한 자유를 획득하고, 다른 존재자들의 고유한 존재의 빛과 교감하는 
존재의 진리의 터라는 사실이 드러날 것이다. 1 장에서는 하이데거의 현존재의 
기존의 세계이해와 자기이해를 무화되는 사태가 현존재에 대해 전적인 타자인 
존재에 의한 것임을 살펴보고, 2 장에서는 존재의 진리의 터로서, 다른 존재자들의 
고유한 빛과 감응하고, 그 빛을 더 밝게 비추는 현존재의 모습에 대해서 더 상세히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타자를 위한 희생이 하이데거의 현존재론 내에서 
불가능하다는 레비나스의 하이데거 비판에 관하여 비판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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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장 불안과 근원적 세계 
 레비나스는 불안이라는 사태가 현존재의 고유한 존재가능성을 드러내는 
사태이기에, 이것이 현존재가 자신의 존재에 대해 더 공고해 지는 계기라고 본다. 
이안 톰슨 역시 이러한 레비나스의 하이데거 해석에 동의하면서, 불안 가운데 
본래성을 되찾는 현존재를 통해, 하이데거는 현존재의 자기구원, 즉“신계몽주의의 
이상”184을 그려내고 있다고 본다. 이에 반해 레비나스는 이러한 불안과는 다른, 
자기 자신을 결코 다시 되찾을 수 없는 “출구 없는 고통”185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하지만 필자는 하이데거가 말하는 불안 역시, 고통 못지 않게 현존재의 
실존에 일격을 가하고, 현존재를 무력하게 만드는 사건이라고 본다. 불안은 
현존재가 안주하던 세계로부터 이해해온 자신의 가능성을 무화시키는 사건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불안은 현존재의 기대나 의지와 무관하게 들이닥쳐서, 
현존재로부터 세인자기와 그에게 친숙했던 세계를 앗아간다. 현존재는 섬뜩함의 
양상에서 드러나는 무의 심연 한가운데에서 자신의 존재를 상실하고 떠다니게 된다. 
급작스럽게 닥쳐오는 불안은 현존재를 그의 고유한 존재가능으로 되돌려 주지만, 
곧바로 현존재의 본래적인 실존가능성이 개시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불안은 
현존재를 섬뜩한 무의미의 심연에 처하게 한다.

 1 절 불안과 세인자기의 탈각
 세인으로서의 현존재는 누구나 죽지만, 아직 나에게는 죽음이 닥쳐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기존의 친숙한 세계에 안주한다. 그리고 죽음의 확실성을 

184 I.Thomson(2009), p.40.

185 ibid, p.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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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폐시키는 가운데, 공공의 세계에서 가장 우월한 것으로 여겨지는 세간적인 
가치를 더 확보함으로써, 자신의 존재를 더 공고히 할 수 있으리라고 믿는다. 
이처럼 부나 명예 혹은 향락과 같은 세간적인 가치들에 집착하면서, 현존재는 
자신이 유한한 존재라는 사실을 망각하기에, 현존재는 다른 존재자들의 고유한 
있음과 자신의 고유한 존재가능성을 볼 수 없게 된다. 다른 존재자들은 자신이 
세간적인 가치를 더 얻기 위한 수단이 되고, 현존재는 자기자신으로부터 소외된다. 
하지만 확실하고 극단적인 가능성인 죽음이 살아 있는 현존재에게 급작스러운 
불안을 통해 찾아오고, 현존재가 의존해왔던 세계와 세계내부적 존재자를 
무화시킴으로써, 현존재의 자기자신과 세계에 대한 비본래적인 이해의 장막을 
거둬버린다.
 불안은 현존재가 의존하고 있던 세계와 존재자 전체를 앗아감으로써, 공허함의 
한가운데에서 현존재를 부유하게 한다. 현존재는 이러한 불안과 마주했을 때, 우선 
대개 기존의 세계의 의미상실로 인한 허무감과 공허감에서 헤어나지 못하거나, 
섬뜩한 무의미의 심연을 견디지 못하고, 친숙한 세계로 도피한다. 섬뜩함의 기분은 
대부분 실존적으로 이해되지 않은 채 남아있다.186 이러한 불안을 겪은 뒤, 
현존재가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었다고 말하는 일상적인 화법에는 이러한 
불안현상의 본질이 잘 표현되어 있다. 불안이 현존재를 강타한 그 순간에, 무 
자체가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다.187

  기존의 세계와 존재자들을 무화시키는 무는 지금까지 숨겨져 있었던 완전한 
낯설음 가운데 현존재의 순수한 존재 자체를 드러내는데, 지금까지 현존재가 
기존의 세계로부터 이해해 왔던 자기가 진정한 자신이 아니라는 부정의 방식을 

186 SZ, 187/255

187 WM, 33/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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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서이다. 이처럼 불안은 현존재를 그가 안주해왔던 친숙한 세계로부터 탈취하여 
그의 고유한 존재를 개시한다. 현존재가 자신의 고유한 존재 가능성을 지닌 
각자존재인 이상, 불안은 늘 잠재적으로 현존재를 규정하고 있기에, 특별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아도 급작스럽게 현존재를 강타할 수 있다.

근원적인 불안은 어떤 순간에라도 현-존재 안에서 깨어날 수 있다. 그러기 

위하여 불안이 어떤 범상치 않은 사건에 의해 자극될 필요는 없다. 불안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동기가 이렇듯 대수롭지 않다는 사실은 불안의 지배력이 

그토록 깊다는 것을 의미한다. …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결심과 의지로써 우리 

자신을 근원적으로 무 앞으로 데려갈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유한하다. 저마다 자기 

안에 지니고 있는 그 뿌리깊은 유한성을 우리 마음대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유한함이 인간존재(현-존재) 속에 깊이 파묻혀 있다.188

현존재가 스스로를 불안 앞으로 데려가 자신의 존재를 되찾을 수 없다는 사실은 
현존재의 유한성의 지표이다. 이처럼 현존재의 기대나 의지와 무관하게 들이닥치는 
불안은 현존재의 존재가 자신에게 고유한 것으로 내맡겨져 있다는 사실과 동시에, 
현존재가 근원적으로 종말을 향한 존재라는 사실을 고지한다. 불안 가운데 
현존재는 가능존재로서의 자신의 존재의 견고함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고, 사멸할 
존재로서의 숙명과 마주한다. 탄생에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현존재의 삶은 
개개인에게 맡겨져 있지만, 이러한 삶의 가능성은 그때마다 현존재의 가장 
극단적인 가능성인 죽음이라는 종말로부터 규정된다는 사실이 불안의 무 가운데 
개시되는 것이다.
188 WM, 38/168-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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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절 불안과 무 그리고 세계
『존재와 시간』에서는 현존재가 안주해 왔던 친숙한 세계의 무화와 현존재의 

본래성의 개시를 중심 축으로 하여 불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존재가 자신의 고유한 존재를 되찾음으로써“순수한-현존재”로 거듭나고, 이와 
동시에 불안에서 제 존재자들의 고유한 존재 역시도 개시된다는 논의의 내용은 
「형이상학이란 무엇인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필자는 『존재와 시간』에서의 
본래적 세계-내-존재로서의 현존재와 「형이상학이란 무엇인가」에서의 존재의 
진리의 터로서의 현존재를 연속선상에서 논의를 전개하기 위하여 본 
절에서는「형이상학이란 무엇인가」에서의 불안과 이를 통해 드러나는 “순수한 
현-존재”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본 절에서 현존재가 전적 타자로서 무와 맞딱뜨리는 사건은, 그가 자신의 
고유한 존재와 더불어, 제 존재자들의 고유한 존재에도 눈을 뜨게 되는 사태임이 
논해질 것이다. 그리고 현존재가 마주하는 전적 타자로서의 무는 존재의 베일이며, 
기존의 현존재의 세계이해를 무화시키고 개개의 존재자의 고유한 존재가 개시되는 
지평이라는 사실이 밝힐 것이다.189 이를 통해 불안 가운데 현존재가 자신의 
유한성을 자각하는 사건을, 현존재가 자신의 존재의 고독에 갇히는 비극적인 
사태로 해석하는 레비나스의 하이데거 비판이 논박될 것이다. 또한 현존재의 
유한성과 “존재의 진리의 터”로서의 역할 사이의 긴밀한 상호관계가 드러날 수 
있을 것이다.

189 “이 무는 존재론적 무의 심연이 아니라 인식론적인 ‘존재 자체의 신비의’ 무이다-가 죽

음의 공포를 극복하는 것이 될 수 있는가? 왜 정확히 그것을 붙잡아야 하는데, 그것이 ‘붙

잡을 수 없는’(ungraspable)(I, 136.) 것임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말그대로, (시적으로가 아니

라) 거기에는 무엇이 있다. - ‘무엇, 전적으로 완전히 다른 무엇’(etwas ganz und gar 

Anderes),  (GA15,.363.)’이 있다.” (J.Young., Heidegger’s later Philosophy ,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2. p.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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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뜩함의 양상에서 현존재를 무의 심연에 빠트리는 불안은, 이것이 
현사실적으로 이해될 경우, 현존재가 자신의 종말인 죽음과 비본래적으로 관계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불안 속에서 현존재가 몰입하고 있던 세계내부적 
존재자와 배려거리가 순간적으로 무화되면서, 현존재는 표류하게 된다. 

우리는 불안 속에서 ‘떠다니고 있다’. 좀더 분명히 말한다면, 불안이 존재자 

전체를 쑥 빠져 나가게 하기 때문에, 불안이 우리를 표류하게 한다. 바로 거기에는 

우리 자신도-즉 이렇게 존재하는 인간도-존재자의 한가운데에서[존재자 전체와] 

함께 우리에게서 쑥 빠져나간다는 사실이 있다. 그러므로 근본적으로는 ‘너에게’ 

혹은 ‘나에게’ 섬뜩한 것이 아니라 ‘그 누구에게’ 그런 것이다. 아무것도 

붙잡을 것이 있을 수 없는 이런 붕 떠 있음이 모든 것을 완전히 뒤흔들어놓는 

가운데 오직 순수한 현-존재만이 아직 거기에 있을 뿐이다.190 

  
우선 대개 현존재는 비본래적으로 죽음과 관계함으로써, 현존재는 다른 

존재자들의 고유한 있음과 자신의 고유한 존재가능성을 볼 수 없게 된다. 하지만 
가장 확실하며, 극단적인 가능성인 죽음이 살아 있는 현존재에게 급작스러운 
불안을 통해 찾아오고, 현존재가 의존해왔던 세계와 세계내부적 존재자를 
무화됨으로써, 현존재는 지금까지의 비본래적인 이해의 장막으로부터 벗어나게 
된다. 『존재와 시간』에서는 이를 통해 불안 가운데 현존재가 “본래적 
세계-내-존재가능”191으로 되던져진다는 서술만 있을 뿐, 이에 대한 보다 더 
구체적인 설명은 없다. 이에 반해, 「형이상학이란 무엇인가」에서는  본래적인 

190 WM, 32/160

191 SZ, 188/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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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존재와 세계및 제 존재자들과의 관계가 보다 더 중요하게 논의되고 있다.
하이데거는 유한한 현존재가 근원적으로 무 속에 머물러 있으면서, 즉 종말을 

향한 자로서, 언제나 이미 존재자 전체를 넘어서 있다고 말한다. 자신의 본래성을 
되찾은 죽음으로 선구하는 현존재는, 스스로를 유한한 시간적 존재로서 자유롭게 
내어주듯이, 다른 존재자들 역시 자유롭게 내어줌으로써 관계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현존재는 근원적 세계를 개현함으로써 존재자들의 고유한 존재의 빛에 
감응하고, 더 밝게 비춰주는 존재의 진리의 터로서 거듭나게 된다.

현-존재란 곧, 무 속으로 들어가 (머물러) 있음을 의미한다. 현-존재는 무 속으

로 들어가 스스로 (머물러) 있으면서 언제나 이미 존재자 전체를 넘어서 있다. 이

와 같이 존재자를 넘어서 있는 것은 우리는 초월이라고 부른다.192 

현존재는 우선 대개 비본래적인 방식으로 제 존재자들과 관계한다 하더라도, 
언제나 이미 제 존재자들을 넘어서 있으며, 이러한 존재자들의 고유한 존재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현존재의 뿌리깊은 유한성을 고지하는 불안가운데 
세인들의 세계에서 세간적인 가치를 기준으로 제시되는 현존재의 가능성들은 
무의미한 것으로 드러난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이러한 무는 현존재를 비롯한 제 
존재자들의 고유한 존재가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지평으로서, 하이데거는 이를 
“존재의 베일”193이라고 말한다. 현존재의 비본래적인 세계이해를 무화시킴으로써, 
무는 현-존재를 존재자들을 “존재하는 것 그 자체”앞으로 데리고 온다.194  

192 WM, 35/164

193 WM, 51/186

194 WM, 34/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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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에서 경험하는 무는 특정한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존재자 전체가 나타나는 
한 방식인데, 불안 가운데 현존재에게 자명한 것으로 여겨졌던 존재자 전체를 
무너져 내리게 한다는 점에서, 이 무는 현존재에 대해 “전적인 타자”이다. 하지만 
무는 존재자를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현존재의 여타의 존재자들에 
대한 이해가 존재자의 고유한 존재를 개시하지 못한다는 부정을 통해서 제 
존재자들의 고유한 존재를 알려온다. 이로 인해 현존재는 제 존재자들의 있음에 
대해 물음을 던지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하이데거의 해석에 따르면 불안의 경험은, 
질문함으로서의 철학적인 근본 경험인 것이다. 이러한 질문함의 내용은 “왜 도대체 
존재자가 있으며, 오히려 무가 아닌가?”라는 형이상학적인 근본 물음이다.195 
현존재는 이를 계기로 자신의 고유한 존재와 더불어 제 존재자들의 고유한 존재에 
대해서 묻게 된다.196

『존재와 시간』에서 하이데거는 불안에의 용기를 갖고, 처음에는 친숙한 
세계로부터 벗어난, 섬뜩함의 양상에서 드러나는 자신의 고유한 
존재가능성으로부터 도피하지 않고 이를 인수할 때에, “냉철한 불안”과 더불어 
“기쁨”을 느끼는 가운데 자신의 본래적인 실존가능성을 실현할 수 있다고 말한다.197 
「형이상학이란 무엇인가」에서도 하이데거는, 현존재가 존재자들이 개개의 고유한 

195 WM, 42/174

196 우리는 레비나스의 하이데거 비판과 연관하여, 이 대목에 주안할 필요가 있다. 레비나스

는 『신, 죽음, 그리고 시간』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하이데거는 죽음의 경험을 탐구하

고 죽음의 종말을 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때 죽음의 무가 현존재 안에서 작동하는 방식 

안으로 무의 저편에서 침투해 들어가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GDT, 68) 하지만 하이데거

의 경우, 무의 저편에서 침투해 들어가는 것은 “존재"이다. 무는 “존재의 베일”로서 지금까

지의 현존재의 세계및 자기자신에 대한비본래적 이해의 장막을 거두어버리고, 제 존재자들

의 고유한 “있음”의 의미에 대해서 물음을 던지게 만든다. 더 나아가, 하이데거는 “순수한 

무와 순수한 존재는 동일하다"라는 헤겔의 명제를 반복하면서, 존재는 오직 무 속으로 들어

가 머물러 있는 현-존재의 초월 속에서만 스스로를 드러내 보인다고 말한다. (WM 

39,40/171)

197 SZ, 3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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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을 더 밝게 비추는 존재의 진리의 터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섬뜩함의 양상에서 
드러나는 무의 심연으로부터 도피하지 않고, 불안에 대한 용기를 갖고 버텨나갈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본질적인 불안에 대한 준비가 된 용기(Der klare Mut zur wesenhaften 

Angst)는 존재의 경험이라는 그 비밀스러운 가능성을 보장해준다. 담대함은 

소스라침이 일어나는 그런 심연에서 거의 아무도 밟아보지 못한 존재의 공간을 

깨닫는다. 이 존재의-환한 밝힘으로부터 비로소 각각의 존재자는 그 자신으로 

존재하며, 또 그렇게 존재할 수 있는 자기 자신에게로 되돌아간다.198

이러한 불안에의 용기를 통해 현존재는 세간적인 가치들의 무의미함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무의 무화를 통해 자신을 고지해 오는 존재 자체에 
스스로를 내어 맡길 수 있게 된다.199 이를 통해 현존재는 지금까지 알려져 있지 
않았던 “존재의 공간”에 들어서게 되며, 개개의 존재자들의 고유한 존재를 개시하는 
“무의 자리지기”인 순수한 현존재로서 거듭날 수 있게 된다. 존재를 수호하는 
인간의 본질을 되찾음으로써 자신의 존재를 회복한 현존재는, 다른 존재자들 또한 
존재의 빛 안에서 본연의 모습으로 존재할 수 있도록 돕게 된다. 

3 절 하이데거적 불안과 레비나스적 고통
달마이어는 불안에서 무를 통해 현존재를 비롯한 제 존재자들의 고유한 존재가 

개시된다는 사실에 주안하여, 하이데거의 철학에 타자성에 대한 사유가 부재한다는 
198 WM, 47 /180,181

199 박찬국, 『하이데거와 윤리학』, 철학과 현실사, 2002. p.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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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은 「형이상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섬세한 독해를 통해 논파될 수 있다고 
말한다.

현존재를 친숙한 환경에 안전하게 숨기는 것으로 묘사하는 것과는 아주 거리가 

멀게도, 그 강의에서는 “무”가 현존재를 자기만족에서 존재를 위한 개방적 

탐구로 내닫게 하는 추진력으로 소개된다. “무로 기투된 현존재는 이미 

존재자들의 총체성을 넘어서 있다.”  현존재가 무와 얽혀 드러나는 이러한 자기 

초월의 양태가 없다면  “현존재는 결코 존재와 연계될 수 없으며 그러기에 어떤 

자기 관계도 가질 수 없다”고 하이데거는 주장한다. 이러한 유사한 주장들에 

비추어볼 때, 종종 그랬던 것처럼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하이데거의 초기저작이 

어떻게 동일성의 형이상학, 말하자면 타자성보다 자기성을, 거리있음보다 근접성을, 

그리고 낯섦보다 본래의 토착성을 특권화하는 시각을 선호했다고 심하게 비난받을 

수 있는지 이다.200

달마이어는 무가 현존재를 그에게 친숙했던 세계로부터 탈취하고, 여타의 
존재자의 고유한 존재에 대해 물음을 던지게 되는 계기라는 점에서, 하이데거의 
철학이 타자성보다는 자기성에 밀착한다는 비판이 설득력을 갖기 힘들다고 말한다. 
이러한 그의 평은 레비나스및 블랑쇼의 하이데거비판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레비나스는 하이데거의 존재론을 동일성의 철학이라고 비판하면서, 블랑쇼와 
더불어 존재 존재 바깥의 진리에 말하고자 한다. 불안에서 개시되는 현존재의 
고유한 존재가능성은, 거주의 가능성과 다름 아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그는 
200 프레드 달마이어, 『다른 하이데거』, 신충식 옮김, 문학과 지성사, 2011, p.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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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데거의 현존재의 존재에 대한 긍정과, 세계성에 대한 긍정을, 성 안에 거주하고 
있는 자들을 대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 하지만 철학자와 예술가에게는 성 
밖으로 내몰린 이들을 위한 시인의 시선이 요구된다.201 이러한 레비나스의 
하이데거 비판은, 앞서 우리가 살펴본 레비나스의 하이데거의 “불안”에 대한 비판과 
맞물린다. 하이데거의 “불안”은 개별 현존재의 존속을 가장 우선시하는 개념이다. 
그러한 까닭에, 기존의 세계를 긍정하며, 존재 바깥의 진리를 보지 못하게 한다. 
그러나 불안과 맞딱뜨린 현존재 역시, 기존의 세계와 친숙했던 일상을 앗아가는 
전적인 타자로서의 무와 마주한다. 고통과 마찬가지로, 불안은 그 자체로 현존재의 
실존을 강타하고, 그를 전적인 무력함에 굴복하게 만드는 사건이며, 현존재의 
유한성을 알려온다. 

 물론 레비나스는 죽음과 마주하는 극단적인 고통 가운데 인간은 결코 홀로 
일어날 수 없다고 말한다. 이러한 고통의 심연을 벗어나기 위해서는“타자성의 
숭고함”202이 있어야만 한다. 레비나스에게 있어서 고통의 가운데 찾아오는 마지막 
희망은 타인이다. 타인을 위한 자로 변모함으로써 주체는 죽음이 앗아갈 수 없는, 
진정한 미래와 마주하게 된다. 이에 반해, 하이데거는 무의 심연을 버텨나가는 
현존재의 불안에의 용기를 언급한다. 불안을 인수하고 죽음으로 선구함으로써, 
본래성을 되찾은 현존재는 스스로 불안의 섬뜩한 무의 심연을 헤쳐나갈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안톰슨은 하이데거가 현존재의 자기구원의 “신계몽주의의 
201 “그러나 ‘존재의 진리' 가운데가 아닌 문학이 나아가는 비-진리 가운데 본래성이 있다. 

진리가 아닌 본래성, 아마도 이것이 블랑쇼의 비판적 성찰이 우리에게 제안하는 궁극적 명

제일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블랑쇼의 성찰이 하이데거적 세계로부터 빠져오나오기를 권

유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PN, 134-135/11)

202 “만일 하이데거가 이를 통해 불안과 유사한 현상에 대한 대답으로서, 기본적으로 “이 

악물고 참고 견디라”는 입장이라면, 즉, 직면하고, 더 깊게 파고들고, 그리고 그것을 헤쳐나

갈 길을 찾으라는 데에 있다면, 레비나스 자신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우리는 그저 우울

증과 유사한 그러한 현상에서 혼자 걸어날 수 없다. 실로, 우리는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만 

구해질 수 있다는 희망이 있다.”(I.Thomson(2009), p.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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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203을 의미한다고 말한다. 더 나아가서 그는 레비나스가 말하는 고통이 주체의 
힘으로는 극복불가능한 전적인 수동성의 상태에 처하게 한다는 점에서, 하이데거적 
불안과는 다른, 우울증과 유사한 체험이라고 해석한다. 이에 반해 불안에 대해서 
하이데거는 현존재 홀로 더 강하게, 이를 직면하고 용기있게 견뎌 나감으로써 
불안을 인수할 것을 촉구한다. 

하지만 이러한 주체의 능동성과 수동성에 의하여 레비나스의 고통과 하이데거의 
불안을 구분하는 것은 성급한 도식화에 기반해 있다. 급작스럽게 현존재를 
강타함으로써 현존재의 숨통을 조여오는 불안, 특히 명시적 불안은 공황발작과도 
유사한 체험이다.204 불안 앞에서 우선 대개 현존재가 도피하는 이유는, 현존재를 
압박하는 무의 섬뜩한 심연 때문이다. 이러한 심연은, 현존재를 아무것도 붙잡을 수 
없는 공허의 한가운데에 표류하게 한다. 이처럼 친숙했던 기존의 세계로부터 
현존재를 탈취하는 것은, 현존재의 의지나 기대와 무관하게, 존재의 무화작용에 
기반해 있다. 이러한 무의 무화작용에 의해 지금까지 안주해왔던 자기 자신과 
세계에 대한 이해가 분쇄됨으로써, 현존재는 “나의 존재는 무엇인가”하는 물음 앞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다.205 

하이데거는 낭만주의적인 자기극복내지는 자기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데, 퇴락해 있던 세인자기로부터 벗어나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지금까지 잊고 

203 ibid, p.40.

204 “불안을 가리키는 독일어 Angst 나 영어 anxiety, 그리고 불어인 angoisse 는 어원적으 

로 보면 원래 불안 체험에서 일어나는 생리적인 부수현상들과 관련되어 있다. 특히 그것은 

목이 졸리는 것처럼 숨을 쉬기어렵다거나 심장이 조여오는 듯한 느낌을 가리킨다. Cf. 

Joachim Ritter(hrsg.), Historisches Wörterbuch der Philosophie, Bd.1, p.310.” (박찬국, 

「초기 하이데거의 불안개념에 대한 비판적 고찰」, p.146.)

205 하이데거는 『존재와 시간』에서 세인으로서의 현존재를 본래적 자기로 불러내는 양심

의 부름에는 “충격의 계기”즉 “따로 떼어내어 흔들어 세움”의 계기가 속한다고 말하고 있

다.(SZ, 271/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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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던 나의 삶의 청사진을 실현할 수 있는 이상적인 자아라기보다는 순수한 
가능존재로서의 자기자신이기 때문이다. 불안에서 개시되는 무의 심연은 세인들의 
세계를 붕괴시킴으로써, 현존재를 본래성과 비본래성이라는 두 근본가능성에 대해 
자유로운 존재자로서 개시한다. 불안에의 용기 역시 현존재의 강한 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불안에서 개시되는 나의 고유한 존재가능성으로부터 도피하지 않는 
현존재의 태도를 의미한다.206 불안에의 용기는 현존재의 죽음에의 선구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데, 현존재는 불안을 인수하고 죽음으로 선구함으로써, 세인들의 세계에 
매몰되어 있던 자신의 비본래적인 자기이해 및 세계이해를 분쇄하도록 극단적인 
가능성인 죽음에게, 비본래적 실존으로서의 자기를 내어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불안에의 용기는, 죽음과 정면으로 대결하는 현존재의 결연한 태도라기보다는, 
자신이 현사실적으로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과 직면하는 현존재의 태도라고 할 수 
있다.

불안이라는 심정성은 현존재를 비본래적인 세계이해및 자기이해로부터 
해방시키면서, 현존재 자신의 고유한 존재를 이해하게 한다는 점에서, 현존재의 
고유한 존재가 개시되는 사태이다. 이는 독자적 존재가능성으로 기투할 수 있는 
현존재의 남성적인 힘을 드러내는 사태가 아니라, 오히려 현존재를 철저히 
무력하게 함으로써 그에게 허락된 유일무이한 삶과 대면하게 한다. 

필자는 이러한 의미에서 고통이 주체를 타인을 위한 자로 변모시키는 
“성변화”를 말하는 반면, 하이데거의 실존수행은 존재적 차원에서 자신의 고유한 
존재가능성을 되찾는 자기동일적인 순환운동에 불과하다는 레비나스의 비판이 

206 “이를 테면 불안에의 용기가 안주하는 존재자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이라던가, 무에 대한 

자신의 자유의 개시가 그렇다. 그리고 그 무가 존재 자신이 된다는 것, ‘안주하는'  존재자적

인 압도적인 힘으로부터 해방하면서 존재론적인 자유의 개시 안에서 ‘세인’의 타락상 대신

에 자신의 ‘고유성’이 주어지는 것 등이 그러하다.”(이정복, 『현대 철학과 신학 : 하이데거, 

현상학과 신학』, 종로서적, 1988. p.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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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박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207 불안은 현존재의 실존을 강타하면서, 그의 고유한 
존재가능으로 그를 불러세우는데, 이는 현존재의 자의적인 의지나 노력과는 무관한 
사태이다. 오히려 이러한 사태는 세인으로서의 현존재의 자기확실성과 
자기중심성을 분쇄하고, 현존재를 무력하게 만든다. 더 나아가, 불안은 
세계-내-존재인 현존재의 제 존재자들에 대한 비본래적인 이해의 장막을 
거둬버리는 사태이기도 하다. 이를 통해 현존재는 자신의 존재를 비롯한 여타의 
존재자들의 고유한 존재에 대해서 물음을 던지게 된다. 이처럼 불안은 현존재의 
고유한 존재가능성을 개시함으로써, 그를 타인에 대해 무관심 한 채, 독자적 
존재가능성을 기투하는 데에 몰두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현존재를 그가 
안주하던 기존의 세계에 대한 전적 타자인 무와 대면케 함으로써, 자신의 고유한 
존재와 더불어 제 존재자들의 고유한 존재에 눈 뜨게 한다.

2 장 존재의 진리의 터로서의 현존재
4 부 1 장에서 필자는「형이상학이란 무엇인가」에서의 불안과『존재와 

시간』에서의 불안을 연속선상에서 해석함으로써, 불안이 현존재가 자신의 존재의 
고유한 가능성을 되찾음으로써 확보하게되는 힘을 바탕으로 영웅적으로 죽음으로 
선구하는 것이 아님을 밝혔다. 불안은 현존재가 지금까지 안주하던 친숙한 세계와 
그의 삶의 가능성들로부터 탈취하여 그를 무력하게 만든다. 불안은 이를 통해 
현존재의 고유한 존재가능성을 개시하고, 세인들의 세계로부터 자유로워지게 
하지만, 이와 동시에 현존재가 종말을 향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려옴으로써, 그가 
자신의 유한성을 깨닫게 한다. 따라서 불안 가운데 현존재가 마주하는 자신의 
존재에 대한 자유는 최고의 남성다운 힘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가 근원적으로 
207 I.Thomson(2009), p.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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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하다는 사실에 대한 자각에 기반해 있다.
『하이데거와 신학』의 저자인 쥬디스 울프(Judith Wolfe)는 하이데거가 인간 

실존의 유한성을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죽음에의 선구를 가능하게 하는 파토스는 
유한성을 넘어서기 위한 열망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모순적이라고 비판한다.208 
이러한 그의 비판은 현존재가 불안을 인수하고 본래적인 실존가능성으로 기투하는 
것이 현존재 자신의 근원적인 유한성에 대한 수용에 기반하고 있다는 사실을 
포착하지 못 하고 있다. 필자는 2 장 1 절에서 현존재가 죽음을 적극적으로 
인수하면서 본래적 실존가능성으로 기투하는 선구적 결의성을 통해서 현존재가 
자신의 유한성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존재에 대해 자유를 얻게된다는 
사실을 논할 것이다. 그 결과, 현존재는 부나 명예, 권력, 향락과 같은 세간적인 
가치에 의거한 비본래적 실존가능성에 대한 집착으로부터 해방되어, 탄생에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자신의 고유한 존재가능성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이를 논함으로써, 현존재가 자기중심적인 코나투스 에센디이며, 선구적 
결의성이 곧 이러한 코나투스 에센디가 자신의 존재보존과 확장을 위해서 행하는 
능동적인 의지적 행위의 최정점이라는 레비나스의 주장이 결정적으로 논박될 수 
있을 것이다. 

2 절에서는 현존재가 자신의 유한성을 수용함으로써, 다른 존재자들의 고유한 
존재의 빛을 밝혀주는 “무의 자리지기”209로 거듭나며, 창조적 동경과 기쁨을 
느끼게 된다는 내용에 관하여 논할 것이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쥬디스 울프와 
208 “하지만 하이데거의 분석이 인간실존의 피할 수 없는 유한성에 대한 거장의 옹호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동시에, 그것의 파토스는 이러한 유한성을 넘어서기 위한 열망에 의존한다. 

‘죽음에 대항하여 자기자신을 분쇄하는’열정적인 행위들 혹은, 그것의 ‘고통’-본래적인 인간

실존은 그와 반대되는 열망에 근거를 두는 것으로 특성을 부여하고, 그리고 그것이 하이데

거의 분석에 의해 애매해진 것으로 간주된-을 감내하는 것 등.” (J.Wolfe., Heidegger and 

Theology, New York : Bloomsbury T&T Clark, 2014. p.93.)

209 WM, 35/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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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찬가지로 한병철과 줄리안 영의 해석이『존재와 시간』에서 하이데거의 
현존재분석론이 죽음에서 개시되는 현존재의 유한성에 대한 긍정에 기반해 있다는 
사실을 포착하고 있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함으로써, 존재의 진리의 터로서의 
현존재가 본래적으로 제 존재자들과 관계할 수 있는 지평이 현존재의 유한성이라는 
사실을 밝힐 것이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현존재의 근본기분이 불안이라는 사실을 
현존재가 유한성의 비극에 갇힌 존재이기 때문이라고 보는 레비나스의 하이데거 
해석이, 레비나스 자신의 자의적인 하이데거 해석임이 밝혀질 것이다. 3 절에서는 
위험에 처한 타인과 마주하는 구체적인 사태에 보다 더 밀착하여 논의를 
전개함으로써, 희생에 대한 레비나스와 하이데거의 관점의 차이에 관하여 논할 
것이다. 이를 통해 하이데거의 현존재는 타인을 위한 희생이 원초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레비나스의 비판에 관하여 검토할 것이다.

1 절 현존재의 유한성의 긍정과 선구적 결의성 
레비나스는 하이데거가 말하는 죽음에의 선구를 허무주의적 영웅주의로서 

해석한다. 어차피 나의 종말은 죽음이다. 본래적 현존재는 이러한 사실을 담대하게 
받아들이고, 죽음을 향해 당당하게 내달린다. 하지만 필자는 하이데거가 말하는 
죽음의 선구가 현존재의 영웅주의적인 모습이 아닌, 현존재가 자기 자신의 
유한성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모습을 제시하고 있다고 본다. 

가장 고유하고 무연관적인 가능성은 건너뛸 수 없다. 이 가능성을 향한 존재는 

현존재로 하여금 실존의 극단적 가능성으로서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것이 그에게 

닥쳐오고 있음을 이해하게 한다. 그러나 미리 달려가봄은 죽음을 향한 비본래적인 

존재처럼 이 건너뛸 수 없음을 회피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에 대하여 자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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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롭게 내어준다.210 

죽음은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현존재 자신에게 고유한 극단적 
가능성이다. 죽음에로 선구하는 현존재는 자신의 극단적 가능성인 죽음이 
닥쳐온다는 사실로부터 회피하지 않고, 이러한 가능성을 가능성으로서 내어주는 
자이다. 이는 곧 자신이 현사실적으로 죽어간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과 다름 
아니다. 

레비나스가 죽음에의 선구가 이러한 적극적인 자기포기의 계기를 함축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은, 죽음에의 선구를 통해 최초로 
현존재의 본래적 실존가능성이 개시되기 때문이다. 선구를 통해, 죽음을 심급으로 
하여 현존재의 본래적인 실존가능성이 개시되는데, 이러한 본래적인 
실존가능성으로의 기투를 하이데거는 결의라고 말한다. 이처럼 선구와 결의는 
뗄레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기에, 레비나스는 죽음에의 선구에 속한 
현존재의 자기포기의 계기는 보지 못하고, 본래적인 실존가능성으로의 기투의 
계기만을 보았던 것이다. 현존재는 죽음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자신의 본래적 
실존가능성으로 기투한다. 따라서 선구적 결의성은 현존재가 자신의 죽음의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자기포기로서의 선구와, 이를 통해 개시되는 
본래적인 실존가능성에 대한 기투로 이루어진, 이중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선구하는 결단은 죽음을 ‘극복’하기 위해 고안된 탈출구가 아니라, 죽음에게 

현존재의 실존을 지배하게 해서 모든 도피적인 자기 은폐를 산산조각낼 가능성을 

자유롭게 내어주는, 양심의 부름을 따르는 이해이다.211

210 SZ, 264/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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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구적 결의성은 죽음과 정면으로 대결하면서, 본래적인 실존가능성을 향해 
내달리는 것이 아니라, 현존재가 지금까지 안주해왔던 공공의 세계에서 중시되던 
명예나 부, 권력과 같은 세간적 가치들이 자신의 존재를 공고히 해줄 것이라는 
환상을 분쇄하도록 죽음 앞에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다. 죽음이라는 실존의 
“무한정의 불가능성”212을 받아들임으로써, 현존재는 세인들과 공공의 세계에 
빠져있음으로 인해 상실했던 자신에게 허락된 유한한 시간에 대한 주권을 되찾는다. 
이러한 본래적인 현존재를 하이데거는 “자기자신을 확신하고 불안해하는 죽음에 
대한 자유”213속에 있는 자로서 규정한다. 따라서 현존재는 죽음이라는 극단적인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인수하면서, 이러한 최후의, 극단적인 가능성이 개시하는 
무규정적이고 불확실한 본래적 실존가능성으로 기투하게 된다.

죽음으로 선구함은 현존재가 자신의 극단적 가능성인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이며, 
결의성을 통해 현존재는 선구를 통해 개시되는 자신의 현사실적인 상황 속에서 
본래적 자기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결의성이 현존재가 자신의 극단적인 
가능성을 수용하는 죽음에의 선구에 의거해 있기에, 현존재가 자신의 본래적인 
실존가능성으로 기투하는 것 역시 능동적 의지에 의한 것만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214 오히려 선구적 결의성은 현존재가 자신의 유한성을 받아들이는 데에 
211 SZ, 310/412

212 SZ, 266/355

213 같은 곳.

214 피터 하는 「하이데거 철학에 있어서 “내버려둠”으로서의 결단성 개념」에서 『존재와 

시간』에서 의 결의성이 능동적인 주체로서의 현존재가 아닌, 수동적이고 유한한 현존재를 

개시한다고 말한다. 필자는 이러한 피터 하의 해석에 대해 하이데거의 현존재가 능동, 수동

의 도식을 넘어서 있으며, 현존재의 수동성의 성격을 강조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박서현(박서현, 「하이데거에 있어서 ‘죽음’의 의의」, 철학연구, 109, 2011, pp.177-202.) 

의 비판에 동의한다. 하지만 죽음에의 선구에서 죽음이 주도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죽음에

의 선구는 필연적으로 수동적인 의미를 내포할 수 박에 없다는 그의 통찰이 죽음에의 선구

에 있어서 핵심적인 성격을 포착하고 있다고 본다. (피터하,「하이데거 철학에 있어서 “내버

려둠”으로서의 결단성 개념」, 하이데거 연구, 13, 2006, pp.99-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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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현존재가 세인으로서의 자기로부터 해방되고, 탄생에서 
죽음까지의 삶을 자신의 고유한 시간으로 살아내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곧 
자신의 존재를 확고히 해주리라 생각했던 세간적 가치의 우상들로부터 
해방됨으로써, 현존재가 자신의 존재에 대한 자유를 얻게 됨을 뜻한다. 이와 더불어 
그는 다른 존재자들 역시 자신의 이해관심을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삼지 않고, 
그 자체로서 존중하게 된다. 이처럼 필자는 선구적 결의성을 통해 현존재가 자신의 
숙명인 유한성을 긍정함으로써, 자신의 고유한 존재를 되찾게 되는 것이 다른 
존재자들의 고유한 존재를 밝혀주는 존재의 진리의 터로 거듭나는 것과 밀접한 
연관성 하에 있다고 본다.215 

현존재의 세계및 제 존재자들에 대한 비본래적인 이해는 “자기중심적인 
자기기만”216에 근거해 있다. 자신의 존재에 대한 본래적인 이해로부터 발원한 
세계이해만이 현존재를 비롯한 타인과 제 존재자들의 고유한 존재가능성에 대한 
통찰을 가능하게 하기에, 불안을 경유하여 이루어지는 현존재의 실존적 변화는 
세계-내-존재로서 현존재의 개시성의 변화 또한 함축한다. 

즉 현존재는 가장 본래적으로 존재할 수 있음 앞에 놓여 있으며, 그 앞에서 

본질적으로 그에게 속하는 존재가능성들-타인들과 함께 있음, 눈앞의 것 곁에 있음, 

215 맹주만은 「하이데거와 자유론」에서 하이데거의 전기사유의 후기사유를 상호관통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고리를 ‘자유’개념이라고 본다. 그는 『존재와 시간』의 구성 역시 ‘자유’ 

또는 ‘자유존재’에 의존하고 있으나, 현존재의 형식지시적 해석학이라는 『존재와 시간』의 

주된 기획에 가리워져, 그 중요성에 비해 주변개념으로 다뤄지고 있다고 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재와 시간』에서 제시되는 자유 개념은 실존적 인간의 유한한 자유와 진리의 

본질로서의 탈존적 자유사이의 상호공속적 관계를 보여주고 있으며, 후기사유와 전기 사유

의 연결고리로서 기능한다. 자유는 존재자의 존재의 개방성의 조건이며, 이러한 자유를 통

해서 존재사유 자체도 비로소 가능해 진다. ( 맹주만, 「하이데거와 자유론」, 『하이데거 

연구』, 13, 2006. pp.73-98.)

216 SZ, 146/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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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존재-과 연관해서 그의 가장 본래적인 존재를 결단해야 한다. 그러나 자기 

자신  앞으로 옮겨진다는 것은 … 개인적-이기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되돌아간다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함께 있음”이 그것을 본질적으로 강조하고 있다는 것은 

도외시하더라도, 이러한 해석은 이 문제에 대한 가장 섣부른 오해이다. 현존재가 

타인을 통해서 지지되고 인도되고 있는 자신을 알려면, 즉 현존재가 타인들의 

공동현존재를 위해서 스스로 개방될 수 있으려면, 즉 현존재가 타인들을 위해서 

참여해야 한다면, 그는 본질적으로 그 자신일 수 있어야 하며 본래적으로 그 

자신일 수 있어야 한다.217 

현존재가 자신의 고유한 존재 가능성을 되찾는 것은, 이를 통해 이기적으로 
자신의 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해 애쓴다는 의미가 아니다. 도리어 현존재가 자신의 
고유한 존재를 되찾는것은, 다른 존재자들의 고유한 존재와 관계하기 위한 
조건이다. 선구적 결의성을 통해 현존재는 자신의 실존가능성에 대한 비본래적인 
이해가 죽음에 의해 깨어지도록 내어줌과 동시에, 이를 통해 개시되는 본래적인 
실존가능성으로 기투하는데, 이러한 본래적인 실존가능성으로의 기투는 다른 
존재자들과 본래적으로 관계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실존가능성을 기투하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선구적 결의성은 현존재가 자신의 존재확장을 위한 힘의 논리에 
충실한 코나투스 에센디의 행보가 아니라, 세계-내-존재이자, 존재의 밝힘, 즉 
개시성으로서의 현존재의 실존이 정화됨으로써, 본래적인 세계-내-존재로 
거듭나게 되는 계기이다.218  

217 EP, 325/320

218 귄터 피갈은 이러한 맥락에서 『존재와 시간』의 결의성 개념을 「플라톤의 진리론」에

서의 “자유”와 연관하여 재해석한다.“결의”는 현존재를 퇴락의 폐쇄성으로부터 이끌어내어 

투명하고 “본래적” 방식으로 존재하게 하는 것만을 의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내어줌, 즉 빛과의 관련에서 자기 자신에게 “구속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하게 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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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절 무의 자리지기로서 현존재
4 장 1 절에서 우리는 레비나스가 죽음으로 선구하는 본래적 현존재를 

영웅주의적으로 독자적인 존재가능성으로 기투하는 코나투스 에센디로 해석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사실을 지적하였다. 죽음에의 선구는 현존재의 자신의 종말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유한성의 긍정에 의거하고 있으며, 탁월한 개시성으로서 
선구적 결의성은 이를 통해 현존재가 자신의 고유한 존재로부터 자유를 얻게 됨과 
동시에, 본래적 세계-내-존재로 거듭나게 되는 계기이기 때문이다. 
2 절에서는『존재와 시간』에서의 본래적 현존재를 후기 하이데거와 대비하여 
영웅주의적 단독자로 해석하는 한병철과 줄리안 영(Julian Young)의 해석을 
비판함으로써, 존재의 진리의 터로서의 본래적 현존재의 모습을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현존재 자신의 고유한 존재가능을 개시하는 불안은, 인간의 죽음, 즉 인간의 
유한성에 대한 인식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죽음으로 선구하는 자는 죽음을 
최종심급으로 자신의 새롭게 자신의 고유한 존재가능성과 관계하게 된다. 선구적 
결의성을 통해 자신의 고유한 존재가능성을 되찾은 본래적 현존재는 냉정한 불안과 
더불어 “기쁨”을 느낀다.219 이러한 기쁨은 현존재 자신의 무규정적인 본래적 
실존가능성으로 뛰어드는 가운데 느끼는 창조적 동경과도 같은 것으로서, 친숙한 
세계 가운데 안주하는 세인으로서의 현존재가 부나 명예에 대한 욕망이 충족됬을 

그것에 의해 “이후에 오는 모든 관계맺음이  … 비로소 자유롭게 있을 수 있고 자유롭게 

될 수 있는” 형태로 존재한다. 구속은 우선적으로 행위 또는 관계맺음 자체가 아니라 독특

한 방식으로 행위의 연관과 관계한다. 다시 말해 그 연관이 다만 구속하는 것으로서 기투됨

으로써 사람들은 “본래적으로 자유롭게 하는” 빛의 “자유롭게 함”에 상응할 수 있다.(GA 

34, 59) 빛은 연관의 기투에서 사람들이 떠맡는 본래적인 또는 적극적인 자유를 가능하게 

한다. 그렇게 기투된 것은 더이상 고유하게 앞서 있는 존재가 아니라 세계이다. 그리고 빛

은 시간을 위한 메타포이다.”  (귄터 피갈, 『하이데거』, 인간사랑, 2008. pp.136-137.)

219 SZ, 3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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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느끼게 되는 만족감이나 쾌락과는 차원이 다른 정서이다.
 유한성에 대한 긍정을 바탕으로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되찾은 현존재는 기쁨 

내지 평정심을 느낀다. 이러한 기쁨, 평정심과 같은 정서는 죽음으로 선구하기로 
결의한 이에게만 찾아오는 것으로서, 현존재가 실존의 근저에서부터 전적으로 
변화되었을 때 이와 더불어 찾아오는 정서인 것이다.220 현존재가 근원적으로 
전향적인 가능-존재인 이상, 그리고 현존재가 죽음이라는 가장 극단적이고 확실한, 
종말의 가능성을 지닌 유한한 존재인 이상, 자신의 고유한 가능성에 대해서 불안을 
느낄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이 때의 불안은, 현존재가 자신의 숙명인 죽음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한 좌절이 아니다.221 불안은 현존재가 기존의 세계와 
비본래적인 실존가능성에 안주하지 않고, 순간순간 본래적 실존가능성에 대해 
깨어있을 것을 촉구하는 기분이다. 자신의 본래적 실존가능성을 기투하는 방식으로, 
자신에게 허락된 유한한 삶 속에서 고유한 존재가능성을 실현해 나가는 모험적인 
현존재에게 불안의 숨소리는 가장 확실하게 감지되는데, 이러한 본래적 현존재가 
느끼는 불안은 “창조적인 동경으로 인해 생기는 쾌활함”222과 결속되어 있다. 
죽음을 향한 존재로서 현존재는 불안이라는 근본기분에 처해 있지만, 자신의 
실존적 상태에 따라 가변적이고 혼융된 정서를 느끼는 것이다.

현존재는 자신의 종말인 죽음을 받아들임으로써 유한성을 긍정하게 되는데, 
현존재의 존재는 탄생에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유한한 시간을 받아들이고, 자신에게 
허락된 유일무이한 시간의 주인으로 거듭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그는 

220 박찬국(2012), p.113.

221 하이데거는 존재와 시간』에서 불안 속에서 현존재는 자신의 실존의 가능한 불가능성의 

무 앞에 처해 있지만, 이 불안이 “오직 불안 뿐이라는 말은 아니며 더더욱 순수한 감정으로

서의 불안이라는 말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다. (SZ, 266/355)

222 WM, 37/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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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으로부터 도피하면서 세간적인 가치들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공고히 할 수 
있다는 환상으로부터 해방되고, 자신의 삶의 순간순간에 깨어있을 수 있게 된다. 더 
나아가, 그때마다 달리 개현되는 개개의 존재자들의 고유한 존재의 빛에 감응하고, 
이 존재자들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관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박찬국은 
『하이데거와 윤리학』에서 이러한 사태를 다음과 같이 말한다.

죽음은 단순히 우리 각자의 존재를 앗아가면서 존재의 거대한 순환으로 

흡수해버리는 사건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의 존재와 우리가 처해 있는 

세계가 갖는 유일무이하고 절대적인 의미를 드러내주는 사건이라는 것이다. 

인간에게만 특유한 죽음에 대한 의식은 우리 자신의 존재를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세계의 존재를 더 강렬하게 부각시켜준다. 이와 함께 우리는 더 

이상 사물들의 존재를 자명하게 생각하고 그것들을 우리의 욕구 충족을 위해서 

이용하는 데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의 존재를 유일무이의 독자적인 것으로 

보게 되면서 존중하게 된다.223  

현존재는 죽음을 고지하는 불안 앞으로 스스로를 데려갈 수 없다. 또한 
‘자유롭게 있음’을 통해서만 그 자신일 수 있으나, 이러한 자유의 근거를 스스로 
놓은 바는 없다는 의미에서, 현존재의 자유는“유한한 자유”이다.224 하지만 이러한 
유한성에 대한 긍정은 현존재의 존재를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현존재의 

223 박찬국(2012), p.77.

224 “하이데거에게 현-존재가 자신의 의지를 발현하는 활동은 근대 형이상학의 주체가 자신

의 의지를 대상에 관철하는 방식과 다르다.현존재가 세계에로 넘어섬은 현존재가 자신의 가

능성들을 향해 자기세계에로 기투하는 의지활동에 기초하지만, 의지활동의 내적 가능성이자 

기반은 현존재의 유한한 자유(GA 9, 163, GA 26, 253)이기 때문이다.”( 서영화, 「하이데거

의 사유에서 무의 지위에 대한 해석 2」, 『존재론 연구』, 25, 2011. pp.5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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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과 세계를 더 강렬하게 부각시켜 준다. 이를 통해 현존재는 자신의 삶의 
순간순간을 소중히 여길 뿐만 아니라, 삶에서 마주치는 존재자들의 유일무이한 
고유한 빛을 알아보고, 존중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에 반해 한병철은 현존재의 해방은 오직 그가 자기 자신을 향해 결단을 내릴 
때에만 가능해 지며, 이는 지금 여기에서 행동할 것을 촉구하는 강력한 행동에의 
요구와 다름 아니라고 말하면서, 결의성을 영웅주의적인 주의주의로 해석한다. 
『존재와 시간』에서의 하이데거의 전체 기획은 잃어버린 현존재의 시간을 되찾는 
것이다. 자신의 고유한 존재가능성을 상실한 현존재는 공공의 세계에 함몰되는 
바람에 시간에 대한 고유한 주권 역시 상실한다. 그때마다의 고려거리에 예속되어 
있기에 비본래적인 실존으로서의 현존재는 자신의 고유한 시간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 늘 시간에 쫓긴다. 이에 반해 자신의 시간에 대한 주권을 획득한 본래적인 
현존재에게는 “늘 시간이 있다.”225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행동을 향한 결의와 이를 통해 개시되는, 현존재 
자신의 존재에 대한 자유는 시간의 충일함을 사라지게 하기에, 하이데거의 
시간전략은 모순적이다. 자신의 독자적 존재가능성을 되찾은 본래적 현존재는, 
본래적인 실존가능성으로 기투하면서, 세계로부터 자신을 되찾아 오고자 하기 
때문에, 주체 이전에 펼쳐진 장소, 즉 세계로부터 이탈하게 된다.226 이에 반해 
후기 하이데거는 결의성의 “결연한 시선”이 긴 것, 느린 것을 볼 수 없는 근시이며, 
긴 시간의 향기를 느낄 수 없다는 것을 자각한다. 따라서 그는  지나치게 고양된 
주체성이 아닌, 세계에 대한 생각이, 행동이 아닌 머무름, 즉 “느린 것에 대한 긴 
225 “하이데거의 시간 전략은 결국 ‘나는 시간이 없어’를 ‘나는 늘 시간이 있어’로 전환시키

는 데 있다. 그것은 지속성의 전략이며, 자기의 실존적 동원을 통해 시간에 대한 잃어버린 

주권을 다시 확립하기 위한 시도이다.” (한병철, 『시간의 향기』, 김태환 옮김, 문학과 지성

사, 2013, p.108.) 

226 위의 책, p.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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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기”가 세계와 사물의 고유한 존재와 시간을 되찾아준다고 말하게 된다.227

 이처럼 한병철은『존재와 시간』에서의 죽음으로 선구하는 본래적 현존재와 
후기 하이데거의 존재의 진리의 터로서의 현존재를 대비시킨다. 하지만 필자는 
본래적 현존재와 존재의 진리의 터로서의 현존재 사이에 큰 간극이 있다고 보는 
한병철의 입장에 동의할 수 없는데, 본래적 현존재 역시 자신의 극단적 가능성인 
죽음의 한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자이며, 자신의 운명에 대해 무력한 자이기 
때문이다.228 

선구적 결의성은 이러한 유한성에 대한 현존재 자신의 적극적인 긍정을 
함축한다. 불안에의 용기를 갖고 양심의 소리를 듣고자 의지하는 본래적 현존재는 
공공의 세계에서 중요시되는 세간적 가치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자신에게 고유한 
유일무이한 시간을 되찾고자 하는 자이다. 따라서 선구적 결의성을 통해서 
현존재는 공공의 세계에서 중시되는 세간적 가치의 우상들로부터 해방되는 것이지, 
세계 자체로부터 절연되는 것은 아니다. 한병철은 현존재가 자신의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곧 자신을 넘어서 알려오는 존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과 다름아니라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는데229, 이러한 존재의 소리를 들으려는 
227  “세계가 방해받지 않고 자기 고유한 시간 속에 그대로 있을 때, 세계가 가만히 서 있

을 때 비로소, 하이데거에 따르면 “들길이 건네는 위로와 격려의 말”이 신의 언어로서 들리

게 될 것이다. 사물들이 다시 “옛 기원”의 무게 속에 거할 수 있게 되는 때에야 비로소 신

은 신이 된다. 세계와 사물의 고유한 시간을 통해 신은 느림의 신으로서, 고향의 신으로서 

모습을 드러낸다.” (한병철(2013), pp.124-125.)

228 SZ, 384/501

229 이러한 양심현상을 기반으로 박찬국은 하이데거의 전후기 철학 사이의 연속성을 파악할 

수 있다고 본다.  “『존재와 시간』은 상당부분 근대 선험철학의 사유 도식에 구속되어 있

기 때문에 현존재의 실존수행 자체가 존재를 개현시키는 근원인 것처럼 서술되고 있는 경

향이 있다. 그러나 이미 『존재와 시간』에서도 현존재의 본래적인 존재를 환기시키는 양심

의 소리는 우리가 임의로 조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로부터 엄습해온다는 점에

서 현존재의 유한성이 강조되고 있는 바, 『존재와 시간』이 지향하는 사태는 사실은 후기 

하이데거가 지향하는 사태와 동일하다고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동일성은 후기 하이데거가 

말하는 존재의 소리도 결국은 우리 외부의 사물에서 비롯되는 소리와는 달리 우리 내면에

서 솟아나면서도 우리를 위로부터 엄습해오는 소리라는 데서도 드러난다.”( 박찬국(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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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지를 통해서 현존재가 되찾게 되는 현존재 자신의 유한한 시간은 세계와 사물의 
고유한 시간과 긴밀한 연관성 하에 있다. 본래적인 현존재는 자신의 존재에 대한 
자유, 즉 유한한 자유를 얻음으로써, 유일무이한 자신의 삶의 순간순간들을 
긍정하며, 그때마다 고유한 빛을 발하는 세계의 제 존재자들과 감응하는 충일한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 

줄리안 영은 후기 하이데거에 대한 해석을 바탕으로, 존재의 진리의 터로서의 
현존재를 사실상 죽음을 극복한 현존재로서 해석한다. 무의 자리지기로서, 개개의 
존재자의 고유한 존재를 알아보고, 이를 더 밝게 비춰주는 현존재는 자신의 
죽음이라는 한계를 넘어선 자가 된다.

『존재와 시간』에서 현존재는 불안 속에서 나의 죽음을 무의 심연 가운데 
마주한다. 줄리안 영에 의하면, 후기의 하이데거에게 있어서 무는 『존재와 
시간』에서의 무처럼 모든 유의미했던 세계내부적 존재자가 빨려 들어가는 
“심연”이나, “공허”와 같은 부정적 의미만을 갖지 않는다. 오히려 무는 현존재를 
위하여 존재자 그 자체의 드러남을 가능하게 하며, 그렇기에 무의 근원적인 드러남 
없이는 현존재 역시 자기자신으로 고유하게 있음도 없고, 자유도 없다. 현존재는 무 
속으로 들어가 머물러 있으면서, 무에 대한 단적인 타자로서의 존재자의 존재와 
마주하게 된다. 무의 자리지기인 현존재의 무 속에서 비로소 존재자 전체가 그 
가장 고유한 가능성에 따라 유한한 방식으로 현존재에게 도달한다.230 이를 통해 
현존재는 더 이상 무 앞에서 섬뜩함이 아닌, 안정감 및 평정심을 느끼게 되는데, 
자신을 감싸고 있는 것이 무의 심연이 아니라, 존재자의 존재의 빛임을 깨닫고 그 
풍요로움을 음미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 때, 세계는 현존재에게 찬란한 빛을 발하는 

pp.122-123.)

230 WM, 40/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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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로서 드러난다. 이를 통해 현존재의 자기은폐 또한 벗겨지고, 현존재는 개개의 
존재자의 고유한 빛을 그 자체로서 개시하는 존재의 진리의 터로서 거듭나게 된다.231 

그는 이러한 사태를 현존재가 “축제적인 상태”(festive state)에 있다고 
표현하는데, 이처럼 신비로운 다산성의 영역에 들어섬으로써, 현존재는 자신의 
존재의 고유한 가능성으로서의 자신을 진정한 자기라고 여기지 않고, 개개의 
존재자들의 고유한 존재를 밝혀주는 “세계의 중심”으로서의 자신을 진정한 
자기라고 생각하게 된다.232 존재의 진리의 터로서 거듭난 현존재는 더 이상 자신의 
죽음 때문에 불안에 떨지 않게 되고,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안정감과 평정심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233 줄리안 영은 이러한 관점에서 개별 현존재의 죽음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존재와 시간』에서의 현존재분석론을 인간에 대한 
영웅주의적이고, 허무주의적인 해석으로 본다. 그에 의하면 이러한 현존재분석론의 
한계는 후기 하이데거에 이르러서 극복된다. 이처럼 그의 해석은 본래성을 회복한 
단독자로서의 현존재와 존재의 진리의 터로서의 현존재를 구별하고, 후자를 
전자보다 우위에 있는 것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필자는 이러한 영의 해석이 두 가지 지점을 간과하고 있다고 본다. 첫째, 
죽음에서 고지되는 종말로 인해 현존재가 주권을 되찾게 되는 탄생에서 죽음까지의 
유한한 시간은, 개개의 현존재에게 고유한 것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곧 세계로부터 
현존재의 단절 내지는 고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현존재는 자신의 본래성을 회복하함으로써, 자신의 유한성을 받아들이고, 
자기자신을 비롯한 제 존재자의 고유한 가능성에 눈뜨게 된다. 그러나 줄리안 영은 
231 J.Young(2002), p.69.

232 ibid, p.70.

233 J.Young, Hiedegger’s Philosophy of Art ,Cambridge University Press , 2014. 

pp.13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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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존재가 본래성을 되찾는 것을 현존재가 무세계적 주체로서 고립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234 그에게 자신의 본래적인 실존가능성으로 기투하는 현존재는 궁극에는 
소멸하게 될, 자신의 존재에 대한 집착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자로서 해석된다. 
이에 반해 존재의 진리의 터로서의 현존재가 더 이상 자신의 죽음에 대해 불안을 
느끼지 않는 이유는, 그에게 더이상 자신의 고유한 가능성으로서의 삶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러한 영의 본래적 현존재에 대한 해석은, 현존재의 
존재성격이 일차적으로 각자성과 실존성에 의해 규정되어 있다는 데에서, 현존재를 
자신의 존재유지에의 욕구에 사로잡힌 채, 내면성에 갇혀 있는 이기적인 
코나투스에센디로 규정하는 레비나스의 해석과 통한다. 

그리고 둘째, 그는 『존재와 시간』에 드러나 있는 죽음이 지닌 개시성의 
성격을 간과하고 있다.『존재와 시간』에서 죽음은 모든 세간적인 가치들을 
무의미한 것으로 드러냄으로써, 현존재의 진정한 삶의 가능성을 개시하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그는 『존재와 시간』에서의 죽음을 심연의 빔, 그저 삶의 종말을 
고지하는 사건으로 단편적으로 해석한다. 죽음은 현존재의 유한성을, 부정적인 
의미에서 선고할 따름이다. 

이처럼 줄리안 영의 『존재와 시간』에서의 하이데거의 죽음론에 대한 해석은 
레비나스의 하이데거의 죽음론에 대한 비판과 공명하는 측면이 있다. 하이데거는 
현존재의 소멸, “무”너머에 대해서 사유하지 않지 않았는가? 죽음을 선고받은 
현존재가 본래적인 실존가능성으로 기투한들, 무엇이 남는단 말인가? 영은 
레비나스처럼 본래적 현존재가 자신의 시간의 주인이 되는 것을 내면성의 고독에 
갇힌 현존재의 비극적인 실존수행으로 본다. 영웅적으로 자신의 죽음의 한계 

234 모든 현존재는 하나의 특정한 상황에 내던져진 자로서 개별화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 개별화는 고립을 의미하지 않고, 그때마다 존재자의 한가운데 있는 현존재를 그의 연관

들 전체로 데려온다.” (EP, 334/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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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본래성을 향해 돌진한다 하더라도, 현존재의 최후가 죽음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불안에서 개시되는 무의 심연은 피할 수 없는 죽음의 숙명을 
현존재에게 고지한다. 

물론 후기 하이데거에 대한 줄리안 영의 해석, 즉 현존재를 개개의 존재자들의 
고유한 존재의 빛을 밝혀주는 존재의 진리의 터로서 해석하는 것은 자기중심적인 
코나투스 에센디로 현존재를 규정하는 레비나스의 하이데거 해석과 정반대에 
위치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수행하는 초기 하이데거의『존재와 
시간』에서의 현존재에 대한 해석이 레비나스의 초기 하이데거 해석과 묘한 
동질성을 가질 수 밖에 없는 이유는, 그가 존재의 진리의 터로서의 현존재의 
근본성격이 그의 유한성, 즉 죽을 자로서의 현존재라는 데에 의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미처 포착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순수한 가능-존재로서의 현존재는 그때마다 자신의 고유한 존재가능성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는 현존재를 그 근거에서 규정하고 있는 무성에 
기반해 있다. 하이데거는 이러한 무성의 근거 자체를 “죽음에 내던져져 있음”이라고 
말한다.235  불안에서 현존재는 자신의 “근거 없음”과, “무의미함”을 발견하고 
섬뜩함을 느끼게 되는데, 이로 인해 현존재는 결코 자신의 근거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없다. 현존재가 죽음에서 개시되는 자기포기의 가능성을 받아들이는 
것은, 곧 현존재를 지속적으로 규정하는 약속들에 대한 철회에 다름 아니다. 
드레이퍼스는 결혼을 이에 대한 예시로서 들고 있는데, 하이데거에 의하면 두 
남녀의 결혼생활을 가능케 하는 것은, 둘의 결합의 영원성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도리어 언제든지 결혼이 파기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받아들이는 데에서 성립된다는 
것이다.236 
235 SZ, 309/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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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으로 선구하는 현존재는, 언제나 실존의 급격한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된 
자이다. 최종 심급으로서 죽음은 현존재가 안주하는 세계와 현존재가 집착하는 그 
어떠한 대상도 무화시킬 위력을 지니고 있기에, 현존재는 결코 주체로서의 확고한 
정체성을 가질 수 없으며, 매순간마다 자신의 고유한 존재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237 본래적인 현존재는 그때마다 도달한 실존에 현존재가 경직되지 않도록, 
죽음이라는 극단적인 가능성에 대해 스스로를 기꺼이 내어준다.238

이처럼 현존재가“영원한”, “불변의” 정체성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하이데거의 
현존재분석론의 치명적인 약점이라고 드레이퍼스는 보았었다. 하지만 그는 이것이 
과거에 자신이 수행했던 하이데거의 현존재분석론에 대한 해석의 결정적인 
실수였음을 고백하며, 현존재의 유한성을 부정적인 특징으로 보았던 것은, 그 당시 
자신이 절대적인 확실성을 갈망하는 전통 형이상학자들의 관점에서 당시에 미처 
벗어나지 못했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239 

현존재의 유한성은 현존재의 본성이자, 현존재의 실존의 동력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유한성이야 말로 현존재가 자신의 본래적인 실존가능성으로 기투할 수 있는 
가능근거이기 때문이다. 살아있는 현존재에게 찾아오는 유사죽음체험으로서의 
불안은 현존재에게 그에게 허락된 유한한 시간을 온전히 그 자신으로서 살 것을 
촉구한다.

236 H.Dreyfus(2005), p.20.

237 “현사실성은 “우리의” “고유한” 현존재의 존재성격에 대한 표현이다. 보다 더 정확히 말

해서 이 표현은 현존재가 존재에 적합하게 그의 존재성격에서 “거기” 있는 한, 매순간적으

로 그렇게 현존재함을 의미한다. … 그 존재의 ‘어떻게’[방식]가 매순간마다 가능적인 “거기”

를 개방시키며, 경계짓는다. 존재는 타동사적으로 현사실적 삶을 있게 하는 것이다! 그 자체, 

존재가 문제되는 한, 존재 자체는 소유 가능한 대상이 결코 아니다.” (O, 7/25)

238 SZ, 264/353

239 H.Dreyfus(2005), p.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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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존재 자체의 본질구성틀에 놓여 있는 이러한 부정성의 도출은 존재자에 

대해서 ‘중요성이 없다’, 또는 ‘가치가 없다’고 설명하는 뜻에서 평가하는 

“하찮음”의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 오히려 현존재에 놓여 있는 선명함을 

드러내고, 우리가 현존재의 “유한성”이라고 부르는 것이 단지 외부로부터 이 

존재자에 붙여진 것이 아니며, 현존재가 아닌 다른 것과 비교해서 생기는 어떤 

것이 아니라는 것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부정-성격은 바로 

현존재의 실존이 가진 본래적 힘이다.240 

현존재 자체의 본질에 속해 있는 ‘부정 성격’은 곧  현존재의 종말인 죽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유한성은 레비나스나 줄리안 영이 보았던 것처럼 궁극적으로 
극복되어야할 무엇이 아니라, 현존재의 근원적인 조건이며, 현존재의 실존이 가진 
본래적 힘이다. 이러한 현존재의 근원적 조건에 대한 명철한 통찰은, 죽음 이후의 
영혼의 지속이라는 내세에 대한 희망이나 세간적 가치들을 더 차지함으로써 죽음을 
망각하려는 방식으로 비본래적으로 죽음과 관계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한다. 
유한성을 받아들임으로써 본래적 실존으로 거듭난 현존재는, 자신의 존재 자체에 
대한 명철한 자각을 통해 자신의 존재와 시간의 주인이 된다.  

죽음으로 선구함으로써 현존재는 자신의 불가능성의 가능성의 위협에 끊임없이 
자신을 열어 놓는데, 무의 심연은 현존재가 세인들의 세계에 안주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따라다니면서,241 현존재가 특정한 정체성에 경직되지 않도록 한다242. 
언제찾아올지 알 수 없는 죽음을 늘 자신의 실존의 근저에서 느끼는 가운데, 
240 EP, 327/333

241 SZ, 189/258

242 SZ, 264/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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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존재는 자신의 특정한 정체성에 안주하지 않고, 자신의 삶의 매순간을 그 
자체로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존재와 시간』에서 현존재의 존재의 의미는 시간이다. 그는 극단적 가능성인 
죽음을 받아들임으로써 자신의 유한한 시간에 대해, 고유한 가능성에 대해 자유를 
얻게 되며, 이를 기반으로 여타의 존재자들의 존재 역시 자유롭게 내어주는 
방식으로 관계하게 된다. 죽음의 선구에서의 현존재의 자기포기의 계기는, 현존재 
자신의 개별적이고 고유한 가능성의 포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현존재는 탄생에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자신에게 유한한 시간만이 허락되었으며, 
이것이 자신의 고유한 가능성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삶의 순간순간에 충실하게 된다. 
현존재의 존재의 고유성은 존재의 진리의 개방의 터로서의 현존재와 모순되지 
않는데, 하이데거에게서 죽음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이유는, 현존재가 유한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려오면서, 그가 존재 전체에 이미 던져져 있고 그때마다 다르게 
현현하는 존재자 전체를 고유한 빛과 감응할 수 있는 존재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기 때문이다. 현존재는 죽음으로 선구하는 결의성을 통해 통해 자신의 
고유성과 독자성에로 해방되며, 본래적인 세계-내-존재로 거듭나게 되는데, 이를 
통해 여타의 존재자들과도 그것들의 고유한 존재에로 자유롭게 내어주는 방식으로 
관계할 수 있게 된다.243

3 절 타인의 죽음과 본래적 현존재
이상으로 필자는 한병철과 줄리안 영에 대한 비판을 통해 『존재와 

시간』에서의 본래적 현존재와 「형이상학이란 무엇인가」에서의 존재의 진리의 

243 박찬국(2012), pp.7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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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로서의 현존재가 연속선상에서 해석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혔다. 3 절에서는 
코나투스에센디인 본래적 현존재는 타인을 대신해서 몸을 던지는 희생적 행위가 
불가능하다는 레비나스의 비판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다. 

사랑이 죽음보다 강하다는 사실-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 죽게끔하는 사랑보다 

더 강한 사랑은 없다는 사실을 나는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위해 자신을 희생할 

준비가 된 에스델 왕후(<에스델>4,16)의 행동을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244 

레비나스는 타인의 죽음을 대신하는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을 행하는 
자야말로 진정한 인간성을 구현하는 자라고 본다. 자신의 존재에 대한 망각과 
맞닿아 있는 희생은, 역설적으로 자기구원의 길이 된다.245 타인에 대한 과도하고 
무절제한 사랑을 개개의 주체의 자기구원의 길로 제시하는 레비나스에 대해, 
엘리자베스 토마스(Elisabeth Thomas)는 레비나스가 주체의 구원에 너무나 열중한 
나머지, 타인을 구원의 가능조건으로 상정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한 바 있다.246 

이러한 그녀의 평은 레비나스의 타자중심적인 철학의 성격을 일축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타인을 위해 기꺼이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자는 타인의 죽음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자기보존의 욕망에 사로잡힌 코나투스 에센디이다. 진정한 
인간성은 희생에 대한 요구에 기꺼이 자기자신을 여는 자에 의해서만 구현될 수 
있다. 타인에 대한 사랑으로 기꺼이 자기자신을 희생하는 자는, 죽음보다 강한 
사랑을 실현함으로써 유한성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게 된다. 인간은 각자의 죽음을 

244 M.Cheron(1994), 5/15

245 OB, 86

246 I.Thomas(2004), p.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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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당해야 한다는 하이데거의 명제는 레비나스에 의해서 우리는 모두 타인을 위해 
죽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명제로 전도된다.

레비나스의 윤리학은 두 가지 측면에서 영웅주의적인데, 먼저, 위험에 처한 
타인, 고통받는 타인을 위해 주체가 자신의 안위에 대한 그 어떠한 고려도 없이 
즉각적으로 몸을 던져야 한다고 말한다는 점에서 그렇다. 그리고 둘째, 죽음이라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방편을 헌신적인 관계에서 찾는 다는 점에서 또한 
영웅주의적이기도 하다. 

타인에 대한 무조건적인 희생을 근간으로 하는 레비나스는 『존재와 시간』에서 
죽음은 현존재를 단독화하며, 그렇기 때문에 죽음은 현존재의 각자성과 실존성을 
개시하고, 현존재에게 언제나 자신의 죽음이 타인의 죽음에 대해 우위를 
차지한다고 해석한다. 본래적 현존재는 타인의 죽음에 무관심하다. 레비나스의 
이러한 하이데거 비판은 『존재와 시간』에서의 다음의 구절에 입각해 있다.

어느 누구도 타인에게서 그의 죽음을 빼앗을 수는 없다. 물론 누군가가 “타인

을 위해서 죽을” 수는 있다. 그렇지만 이것은 언제나 “어느 특정한 일에서” 타

인을 위하여 자기를 희생함을 말한다. 그러나 그러한 누구를 위하여 죽음은 결코, 

그로써 타인에게서 그의 죽음을 조금이라도 덜어주었음을 의미하지 않는다.247 

죽음의 위험에 처한 타인을 위해 대신 뛰어든다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는 타인
의 죽음을 대신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내가 그를 위해 죽는다 하더라도, 이는 그가 
감당해야 할 죽음의 시점을 유예한 것일 뿐이기 때문이다. 레비나스는 이러한 하이
데거의 타인의 죽음에 대한 태도가 현존재의 타인의 죽음에 대한 무관심성을 단적
247 SZ, 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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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해석한다. 현존재에게는 자신의 죽음이 개시하는 고유한 삶
의 가능성만이 중요하다. 

현존재는 불안에 의해 기분지어진 부름에서, 자신의 존재에 대해 근원적으로 
책을 진 자로서 불려세워진다. 하지만 레비나스 의하면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모두 
타인의 죽음에 대한 책임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살아 남은 자의 죄책감 내에서 
그의 죽음은 나의 일이 된다. 이것이 바로 내가 그를 위해 희생할 수 있는 
이유이다.248 

필자는 본 절에서 과연 레비나스의 언설처럼 현존재는 타인에 대한 희생이 
불가능한가 묻고자 한다. 먼저, 레비나스가 비판하고 있는 위의 구절을『존재와 
시간』의 전체적인 맥락을 고려해서 독해할 필요가 있다. 하이데거에 의하면 
현존재의 극단적 가능성인 종말로서의 죽음은, 개개의 현존재가 자신의 고유한 
삶을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을 개시한다. 아무리 사랑한다 하더라도 인간은 다른 
사람의 삶의 무게를 대신 져줄 수 없다. 따라서 죽음의 대리불가능성에 대한 
강조는 곧 내가 타인의 삶을 대신 떠맡을 수 없다는 사실을 함축하고 있다. 
하이데거는 타인을 위해 죽는 희생적 행위가 무의미하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각각이 떠맡아야 할 죽음과 그것이 개시하는 삶의 무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불안을 “격정성 우울증”249과 유사한 상태로 해석하는 윌리엄 
블래트너는, 우울증 가운데 아무리 가까운 사람들이 도와주려 한다 해도, 그것이 
당사자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듯이, 지금까지 자명하게 여겨왔던 나의 세계가 
무너져 내리는 충격적인 사태를 그 누구도 대신 떠맡아줄 수 없다고 말한다.250 

248 GDT, 39/63

249 윌리엄 블래트너(2012), p.250.

250 위의 책,  pp.25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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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곧 그 누구도 다른 누군가의 삶을 대신 살아줄 수 없으며, “나는 
누구인가?”라는 물음에 대해 대신 답해 줄 수 없다는 사실을 함축한다.251 

그렇다고 이러한 하이데거가 타인과의 관계 자체를 무의미하게 여기거나, 
타인의 죽음에 대해서 무관심했다고 결론지을 수는 없다. 하이데거는 다소 
강박적인 측면이 있는 레비나스의 윤리학에서의 타인과의 관계252와는 다른 
타인과의 관계의 모습을 염두에 있다.

타인에 대한 존재는 일종의 독자적이며 환원 불가능한 존재관련일 뿐만 아니라, 

그 존재관련은 더불어 있음으로서 현존재의 존재와 더불어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 있음에 근거해서 생생하게 서로 상대방을 알게되는 것이 흔히, 

고유한 현존재가 그때마다 자기 자신을 얼마나 넓게 이해했는가에 달려 있다는 

점은 분명히 논란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고유한 현존재가 타인들과의 

본질적인 더불어 있음을 얼마나 넓게 스스로에게 투명하게 만들었으며 위장하지 

않았는가를 말할 뿐이며, 이것은 현존재가 세계-내-존재로서 각기 이미 타인들과 

더불어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253 

 세계-내-존재로서 현존재는 이미 타인들과 더불어 있으며, 이러한 관계가 
얼마나 서로의 고유성 가운데 관계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현존재의 자기자신의 
고유한 존재에 대한 이해에 근거해 있다. 타인과의 본래적인 결속성은 이처럼 
251 위의 책,  pp.266-267.

252레비나스가 말하는 타자와의 관계는 타자와 관계가 나를 전적으로 지배한다는 점에서 보

면 일종의 강박관념이라고 할 수 있다.(OB, 158) 다른 말로 하면 주체는 오직 타자와의 만

남을 통해 자신의 존재의미를 획득하게 된다는 의미이다. (박원빈, 『레비나스와 기독교』,  

북코리아, 2010. p. 76.)

253 SZ, 123/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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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존재가 자신의 고유한 존재를 얼마나 이해하는가에 달려 있다. 격차성에 
사로잡혀 세간적인 가치에 눈이 먼 비본래적 실존으로서의 현존재는 자기자신의 
고유한 존재를 볼 수 없는 것처럼, 타인의 고유한 존재 또한 볼 수 없다. 현존재 
자신의 고유한 존재의 회복이야말로, 타인과의 진정한 관계가 가능한 지평을 
개시한다. 

하이데거의 현존재에게 있어서 자신의 죽음이 타인의 죽음에 대해 우선하는 
것은 사실이다. 타인의 죽음이 아닌, 현존재 자신의 죽음이야말로 현존재의 
전체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해 주며, 현상학적 분석론이라는 존재론적 차원뿐 아니라, 
존재적 차원에서도 자신의 죽음은 개개의 현존재의 최종심급이 된다. 하지만 
필자는 현존재가 타인의 죽음에 대해 무관심하며, 더 나아가 타인을 위한 희생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레비나스의 하이데거 비판에는 비약이 있다고 생각한다. 

레비나스는 위험에 처한 타인을 본 순간, 그 어떠한 망설임없이 그를 위해 
뛰어드는 상황, 즉 타인의 부름에 즉각적으로 응답하는 극적인 순간에 주안한다. 
말하고 있다.254 고통을 호소하는 타인 앞에서 주체는 자신의 의도와 무관하게 이미 
타인에 대해서 책을 져야할 자로서의 자신을 발견한다. 레비나스는 이처럼 책임의 
느낌과 행위가 즉각적으로 일치하는 윤리적 순간에 관하여 서술한다. 윤리적 

254 김연숙은 레비나스의 윤리적 주체개념을 설명하면서,  “씨랜드 화재사건”에서 자신의 

몸을 던져 학생들을 구한 선생님의 일화를 예시로 제시하고 있다. “타자에 대한 책임, 타자

를 위한 책임은 어떤 선행적 위임 없이 응답하는 것으로, 이것은 어떤 자유로운 선택보다 

근원적인 것, 선행하는 것이다. 타자로부터오는 책임의 요청의 개념이 논리적으로는 이해하

기 어려울지라도 윤리적 맥락에서는 쉽게 이해된다. 예를 들어 보자. 유치원 어린이들의 캠

프장에서 일어났던 “시랜드 화재사건"에는 어린아이들을 구하고 자신은 숨져간 선생님의 일

화가 있다. 거기에는 화재 속에서 도움을 호소하는 어린아이들과 선생님인 나와의 관계가 

있다. … 윤리적 절박성은 고통과 희생을 요구한다. 이 같은 의미에서 본다면 왜 레비나스

가 ‘어떤 수동성보다 더 수동적인 수동성’으로서의 감성의 윤리성을 강조할 수 밖에 없는가

를 이해할 수 있다. 아무도 자신의 희생을 즐겨하지 않는다. 그러나 타자의 시선에 노출되

어지는 사람, 타자에게 불리어지고 지명되는 사람은 자신의 의도와 무관하게 영향받게 되는 

수동성으로 나타난다.” (김연숙, 「레비나스의 “윤리적 주체”에 관한 연구」, 『철학연구』,  

53, 2001. pp.282-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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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는 철저히 수동적인데, 타자의 부름에 응답하고, 자신의 안위에 대한 고려없이 
그에 대한 책임을 떠맡는 것이다. 

하지만 하이데거의 입장에서 레비나스가 묘사하는 이상적인 윤리적 행위의 
순간은, 삶의 전체성의 차원에서 우러나온 결단이 아니다. 그것은 순간적으로 
자신의 고유한 가능성이 아니라, 타인의 위험이라는 그의 가능성을 대신 떠맡고자 
하는 비본래적인 실존의 행위일 것이다. 

본 시점에서 하이데거의 관계에 대한  서술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이데거의  
현존재분석론이 현존재의 유한한 삶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처럼, 그의 타인과의 
관계에 대한 고찰 역시 삶을 중심으로 조명되고 있다. 필자는 그가 위험에 처한 
타인을 위해 뛰어드는 희생적 행위 자체를 평가절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다만 
레비나스의 관심사가 고통과 절체절명의 위험에 처한 타인의 상황에 있었다면, 
하이데거는 그러한 예외적 순간이 아닌, 삶의 전체성의 차원에 대한 고려를 
우선시한다고 본다. 삶의 순간순간의 결단은 오롯이 그 삶을 살아가는 현존재에게 
맡겨져 있다. 아무리 사랑한다 하더라도 타인이 삶에서 맞는 역경을 대신 해결해 
줄 수 없다. 삶 가운에서 타인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은 그가 그의 고유한 존재 
가능성을 되찾도록 돕는 것이다. 

하이데거는 타인의 고유한 실존가능성과 관계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다는 미명하에 그의 마음씀을 빼앗는 방식으로 타인과 관계할 수도 있다고 
말한다. 자식이 자신의 고유한 삶을 구현해 나가는 것을 돕는 방식이 아니라, 
자식에게 특정한 직업군이나 삶의 방식을 강요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을 
조달하는 방식으로 자식과 관계하는 부모가 이러한 예에 해당될 것이다. 그러한 
부모는 자식이 특정한 시험에 합격하기를 요구하면서, 이를 위해 필요한 
배려거리를 대신 감당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관계가 이루어질 경우, 자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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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에게 의존하고 지배당하는 사람이 되는데, 이로 인해 그는 자신의 본래적인 
실존가능성을 보지 못하게 된다. 이와는 달리 타인으로 하여금 그의 마음씀 안에서 
투명해지고, 그의 고유한 존재가능에 대해 자유로워지도록 하는 배려의 방식도 
있다. 이 경우, 현존재는 타인에게서 그의 마음씀을 빼앗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가 자신의 본래적인 실존가능성과 마주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255 

하이데거는 이러한 배려를 통해 타인과 관계하는 현존재를“본질적으로 본래적인 
마음씀”256이라고 말하는데, 이처럼 타인과의 고유한 실존과 관계하는 본래적인 
배려는“본래적인 마음씀”에 의거해 있기 때문이다. 타인과의 관계이기 때문이다. 
하이데거는 타인의 마음씀을 빼앗는, 즉 떠맡는 방식으로 배려하는 현존재는 
타인의 실존가능성을 잘못해석함으로써 그의 실존가능성을 자신의 실존가능성으로 
억지로 구현하고자 하는 자라는 측면에서 자신의 존재와 비본래적으로 관계하는 
것과 연장선상에 있다고 있다.257 현존재의 존재는 각자성과 실존성을 그 본질로 
갖기에, 자식의 삶의 방식에 집착하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기를 바라는 부모는 
자식의 고유한 존재가능성을 빼앗는 한편, 자기자신의 고유한 가능성에 대해서도 
소외되게 된다.  

죽음은 현존재를 단독화하고, 현존재를 비본래적인 세계이해와 자기이해로부터 
해방시킴과 동시에, 타인의 고유한 존재가능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을 가능케 
하는데258, 이러한 타인에 대한 이해는 자기자신에 대한 본래적인 이해와 
255 SZ, 122/171

256 같은 곳.

257 “가장 고유하고 종말에서부터 규정된, 다시 말해서 유한한 것으로 이해된 가능성에 대

하여 자유롭게 되어서 현존재는 자신의 유한한 실존이해에서부터 이 실존이해를 건너뛰는 

타인의 실존가능성을 오인하거나 또는 이 실존가능성을 잘못 해석해서 자신의 고유한 실존

가능성으로 강제로 되돌려놓는-그렇게 해서 가장 고유한 현사실적 실존을 포기하게 되는-

위험을 추방한다.”(SZ, 264/353)

258 같은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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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불가능하다. 배려는 현존재의 고유한 자신의 존재에 대한 마음씀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의 종말에 대한 자각은 나의 고유한 가능성만을 개시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그에게 의존하거나 지배하는 방식으로가 아니라, 
그의 고유한 존재가능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관계할 수 있게 한다. 이처럼 
하이데거는 타인을 위한 희생적 행위의 예외적 순간이 아닌, 삶 전체의 차원에서 
공동현존재로서의 타인과의 관계에 주안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이데거가 타인을 위한 희생을 경시하지 않는가 하는 
혐의는 여전히 남아있다. 이러한 혐의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희생에 대한 
하이데거의 입장에 관하여 보다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래적 현존재도 타인을 위해 죽을 수 있는데, 필자가 생각하기에 하이데거가 
보는 진정한 희생적 행위는 본래성을 회복한 현존재의 자기자신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선택에 의한 것일 것이다. 진정한 희생은 자기자신의 자발적인 
선택으로 인한 것이어야 한다. 본래적 인 실존가능성으로 자신의 삶의 전체에 대한 
숙고에 입각해서 그를 위해 기꺼이 나의 남은 삶을 포기하기로 하는 선택만을 
하이데거는 의미있는 희생적 행위로 인정할 것이다.
  반면, 레비나스의 입장에서 타인을 위한 희생은 타인의 부름에 충실히 응답하는 
행위이며, 이에 앞서 자신의 삶 전체에 대해 숙고하는 것은 타인보다 자신을 
중심에 두는 일일 것이다. 그의 경우, 타인의 호소 앞에서 망설이는 것은 여전히 
자신의 존재에 집착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이러한 극적인 윤리적 순간에, 주체는 
그의 자유로운 선택과 무관하게 타인에 의해 불려세워진다. 자신의 안위에 대해서 
생각하고, 자신에게 돌아올 이득을 계산하는 자기중심적인 자아는 자신의 도움을 
청하는 타인의 부름 앞에서 마비되는데, 이와 동시에 그는 자신의 의도나 의지와 
무관하게 그의 고통에 대해 근원적으로 책을 진 자로서의 자기자신을 발견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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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259 이처럼  진정한 윤리적 행위의 조건은 주체의 자유의지가 아니라, 절대적 
타율성에 의해 가해지는 책임을 떠맡는 수동성에 있다. 
  이러한 양자의 입장의 차이는 화해불가능해 보인다. 어떤 입장이 더 
설득력있는지에 대하여 논하는 것은 본고의 목적이 아니다. 다만 필자는 
레비나스가 자신을 입장을 내세워 하이데거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그가 하이데거에 
대한 오독을 감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자 한다. 절대적인 수동성에 의거한 
희생만을 가치있다고 말하는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구체적인 타인을 
위한 희생과 관련한 하이데거 해석에 있어서 박찬국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현-존재라는 진정한 자기에 충실할 경우에만 그는 남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할 수도 

있다. 전적으로 그 자신이며 그 자신으로서 행위하는 자만이 자신을 버릴 수도 

있는 것이다.260

 하이데거가 말하는 본래적 실존으로서의 현존재는 자신의 존재와 죽음에 대해서 
자유로운 자이다. 이러한 자유는 스스로 자신의 존재의 근거를 놓는 자라는 
사실에서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자유는 또한 진정한 희생의 가능조건이기도 
하다.261 하이데거의 언설에서 레비나스처럼 타인을 위한 희생이 강조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필자는 하이데거의 현존재 역시 상황에 따라서 구체적인 타인을 위해서 
자신을 내던지는 행위를 할 수 있다고 본다. 물론 그것이 『존재와 시간』에서 
현존재가 자신의 고유한 가능성을 회복하는 것보다 우선시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259 S.Hanlon(2011). p.295.

260 박찬국, 『원효와 하이데거의 비교연구 : 인간관을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출판부, 

2010. p.173.

261 WM, 49/183



- 113 -

필자는 현존재의 본래적인 실존가능성에서 타인을 위한 희생적 행위의 가능성이 
배제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레비나스와 하이데거 사이의 희생에 대한 현격한 관점의 차이는 둘의 진정한 
인간상에 대한 차이에서 비롯된다. 하이데거에게 있어서 다른 현존재와의 본래적인 
관계, 즉 그의 실존에 대한 진정한 이해를 수반하는 관계는 우선, 그 현존재가 
자신의 고유한 존재가능성을 이해하고 있는가에 기반해 있다. 이에 반해, 
레비나스에게 있어서 나를 진정한 인간성을 실현하는 자로 거듭나게 해주는 이는, 
타인이다. 스스로의 약함을 내보이면서, 자신을 부르는 타인에게 응답할 때, 비로소 
인간은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자아를 버리고, 타인을 위한 자로 거듭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이데거에게 타인은 그가 자신의 본래적인 실존가능성을 올바로 볼 
수 있도록 도와야 할 자라면, 레비나스에게 타인은 가장 낮은 곳에서 명령하는, 
가장 높은 자이다.  이는 하이데거와 레비나스의 철학적인 관점의 차이에서도 
드러난다. 레비나스에 의하면, 존재론이 아니라, 윤리학이 제 1 철학이며, 나보다 
타인이 먼저 있다. 따라서 레비나스의 윤리학은 그 자체로서 타인에 대한, 과도한 
사랑에의 요구가 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레비나스의 윤리학을 자학적이라고 보기 
힘든 이유는, 이러한 타인에 대한 무조건적인 헌신이 곧 주체의 구원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앞서 필자는 존재의 진리의 터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하이데거 초기, 즉 『존재와 
시간』에서의 현존재의 고유성이 정화되어야 한다고 보는 줄리안 영의 입장을 
비판하였다. 그에 의하면, 개개의 현존재의 진정한 본질은 그의 고유한 
존재가능성이 아니라, 세계개시성으로서의 역할에 있다. 하지만 개별 현존재의 
고유한 존재가능성, 즉 그의 삶의 유한성이 바로 세계개시성으로서의 현존재의 
터전이다. 따라서 이를 기각하는 것은 하이데거의 근본 기획 자체를 무의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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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만들어 버린다. 현존재의 뿌리깊은 유한성은 하이데거 철학의 출발점이다.262 
현존재의 존재이해는 지금까지 은폐되어 왔던 인간의 삶과 존재의 역동성을 
현상학적으로 포착하기 위한 실마리인 것이다. 하이데거에게 인간의 유한성은 
현사실적인 조건이며, 탐구의 출발점이다. 그는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편을 
제시하지 않는다. 
 우리는 죽어야 할 자로서의 숙명을 갖고 태어났으며, 이러한 죽음은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다. 삶 속에서 스스로의 죽음을 떠맡는 것은, 자신에게 허락된 
유한한 시간으로서의 고유한 가능성을 인수하는 것이며, 그러지 못하는 자는 
죽음에 의해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최후의 심판은, 죽음과 
대면함으로써 알려지는, 내가 나 자신으로 온전히 살지 못했다는 사실 그 자체이다.  
따라서 삶의 모든 의미는 자신의 종말인 죽음을 중심으로 재정립된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는 아가서의 경구를 레비나스는 자신의 철학의 요체로 삼는다.263 
하지만 하이데거에게 있어서 죽음보다 강한 것은 없는데, 오히려 우리는 죽기 
때문에 절실하게 사랑을 할 수 있다. 
 현존재가 자신의 죽음을 최종심급으로 삼는다 하여, 본래적 현존재가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방식으로 삶을 영위한다고 보기는 힘들다. 죽음을 
최종심급으로 하여, 현존재는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를 재정립하게 되는데, 어떤 
이는 조국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헌신하기로 선택할 수도 있고, 어떤 이는 인생을 
그 자체로서 즐기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을 수도 있다. 또 어떤 이는 자기자신보다 
가족의 안녕을 더 우선시할 것이다.264 이처럼 죽음에서 모습을 드러내는 

262 “존재이해를 근거로 인간은 현이다. 존재자를 활짝 여는 침입 사건은 현의 존재와 더불

어 발생한다. 이로써 존재자 그 자체는 [인간의] 자기에 대해 자신을 표명할 수 있다. 인간 

속의 현존재의 유한성은 인간보다 더 근원적이다.” (KM, 229/310)

263 GDT, 104/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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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존재로서의 본래적 현존재는 이 모든 외연을 포함하고 있다. 레비나스는 
죽음이 각자성과 실존성에 의해 구성된다는 하이데거의 언설이 곧 현존재의 
자기중심성을 상징한다고 보고, 이러한 코나투스 에센디를 넘어서는 윤리적 주체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현존재가 고유한 가능성을 지닌 존재라고 해서, 그의 모든 
행위가 이기적이라고 단정짓는 것은 현존재에 대한 레비나스의 자의적인 해석이다. 
 필자가 생각하기에, 레비나스와 하이데거의 죽음론의 결정적인 차이는, 죽음을 
모든 의미의 원천인 최종심급으로 간주하느냐, 아니면 죽음을 넘어서는 의미로부터 
죽음을 사유하는 것이냐에 있다. 레비나스는 죽음을 넘어서는 의미인 절대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에 의거하여 죽음을 새롭게 사유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죽음에 대한 
준거는 “타인에 대한 나의 영접”에 있다. 이것이 나의 죽음에 의미를 부여한다. 
“우리는 타인의 얼굴에서 죽음을 만난다.”265 타인의 얼굴에서 모습을 드러내는 
죽음은 우리에게 그대는 과연 나 자신보다 타자를 더 사랑한 일이 있는가, 나의 
실존을 타인에 대한 배려로 채운 적이 있는가 묻는다. 즉, 타자가 나의 죽음에 대해 
우위에 있다. 하이데거의 경우, 둘의 위계는 전도된다. 나의 죽음에 대해 우위를 
차지하는 것은 없다. 타인을 위해 자신을 목숨을 던지는 순간에 궁극적으로 내가 
마주하는 것은, 고통받는 타인의 얼굴이 아니라, 나는 타인을 위해 뛰어듦으로서 
나의 고유한 존재가능성을 기투할 것인가? 하는 나 자신에 대한 물음이다.
 죽음이라는 사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하는 것이 더 설득력있느냐 가리는 것은 
본고의 취지를 넘어선다. 하이데거보다 레비나스에게 있어서 구체적인 타인을 위한 
윤리적 행위와 그를 위한 희생이 보다 더 중요하게 논의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필자는 본고에서 레비나스의 현존재에 대한 비판이, 하이데거의 현존재의 

264 J.Young(2002), pp.70-71.

265 GDT, 104-105/155-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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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 각자성과 실존성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에 의거해 있다는 사실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오히려 이러한 레비나스의 비판과 달리, 본래적 현존재가 타인과 제 
존재자들에 대한 진실된 애정과 관심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밝혔다. 죽음을 
심급으로 한 하이데거의 현존재의 유한성에 대한 고찰은 그 자체로서 레비나스와는 
다른, 제 존재자들의 고유한 존재의 빛과 감응하는 본래적인 세계-내-존재로서의 
인간상을 제시하고 있다. 유한성에 대한 긍정을 바탕으로 존재의 진리의 터로서 
거듭나는 현존재는 비극적이지 않으며, 죽음과 본래적으로 관계함으로써, 유한성의 
비극은 충일한 기쁨으로 전환된다. 어두운 죽음의 밤으로부터, 죽음보다 강한 
사랑을 통해 탈출을 꿈꾼 레비나스와 달리, 하이데거의 죽음과 현존재의 유한성에 
대한 태도는 다음과 같이 표명될 수 있을 것이다. 죽음의 어둠 속에서, 불은 더욱 
밝게 빛나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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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 결론
1 장 논문의 의의 
 본고의 목표는 레비나스의 하이데거 죽음론에 대한 비판에 관한 고찰을 통해, 
『존재와 시간』에서의  하이데거 죽음론의 의의를 보다 분명히 하는 데에 있었다.  
또한 레비나스와 하이데거의 철학이 긴밀한 연관성 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레비나스 연구자들과 하이데거 연구자들 사이의 생산적인 소통이 
이루어질 수 없었던 원인을 레비나스가 하이데거 철학에 가한 자의적인 오독에 
있다고 보고, 위의 목표를 달성함으로써 레비나스와 하이데거의 철학 사이의 
소통의 가능성을 열고자 하였다.  
  레비나스의 철학에서 레비나스의 고유한 입장과 하이데거의 한계에 대한 비판은 
한데 뒤엉켜 있기에, 필자는 하이데거의 죽음론을 비판함으로써 레비나스가 
제시하는 윤리적 주체를 객관적인 입장에서 재구성하였다. 그리고 하이데거의  
죽음론을 비판하면서 본래적인 현존재를 코나투스 에센디(conatus essendi)로 
환원시키는 레비나스의 자의적인 오독을 바로잡았다. 이처럼 레비나스의 부당한 
하이데거 비판과 그의 고유한 철학을 가능한한 분리하여 분석하는 가운데, 
레비나스와 하이데거의 철학 사이의 생산적인 담론을 형성하기 위한 초석을 
마련하고자 시도하였다. 
  레비나스의 죽음론은 특정한 예외적인 순간, 즉 내가 나의 죽음과 맞딱뜨린 
순간이나, 타인이 죽음의 위험에 처한 순간에 주목하고 있다. 죽음의 위험이 
타인에게 임박한 순간에, 타인의 얼굴은 그를 죽여서는 안 된다는, 혹은 죽어가는 
그를 홀로 내버려둬서는 안된다는 계시적 명령으로서 현현한다. 이러한 타인의 
부름에 응답하는 윤리적 주체만이 통시적 시간으로서의 미래와 연결되며, 유한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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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비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하이데거의 현상학적 죽음론이 현존재 자신의 
죽음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짐으로써, 현존재의 삶과의 긴밀한 연관성 하에 
차안적인 분석에 머물렀다면, 레비나스는 죽음에서 주체가 마주하는 전적인 
타자성에 주안하여, 유한성의 차원 너머로 도약할 수 있는 가능성에 관하여 숙고한 
것이다. 타인에 대한 책임을 지기로 선택함으로써 들어서게 되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한 관계를 통해서만, 인간은 유한성의 현사실적인 짐으로부터 들어올려져,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레비나스 윤리학의 타자중심적인 사유방식은 나의 죽음 
아닌, 타인의 고통과 죽음을 최종심급으로 보고 있으며, 유한성을 자기중심적 
코나투스 에센디의 비극으로 보면서 타인을 통해 유한성 너머로, 통시적 차원의 
미래에로 나아가는 것이야말로 주체의 구원이라고 말한다. 레비나스에 의하면, 
자신의 고유한 존재가능성을 가장 우선시하는 코나투스 에센디가 아니라, 죽어가는 
타인의 얼굴과 마주한 순간, 기꺼이 자신을 내던지기로 선택할 수 있는 윤리적 
주체야말로 진정한 인간성을 구현하는 자이다. 
 하지만 필자는 하이데거의 죽음론은 현존재 분석론의 일부인 만큼, 현존재인 
인간의 삶과 죽음에 대한 현상학적 소묘라고 보았다. 따라서 하이데거는 죽음에 
있어서도, 고통받는 타인의 얼굴이 현현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이 아닌, 삶의 
전체성에 대한 총체적인 숙고에 입각하여 차안적이고 현상학적 분석을 수행한 
것이다. 그의 죽음론은 본래적 현존재로 거듭남으로써, 불안 가운데 알려오는 
현존재 자신에게 허락된 고유한 가능성으로서의 유한한 시간을 충일하게 살아낼 
것을 촉구한다. 이러한 충일한 삶은 진실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다른 존재자들의 
고유한 존재와 교감하는 삶과 다름아니다. 
 레비나스의 윤리학에서는 나의 죽음에 대해 타인의 존재가 우위를 차지하는 반면, 
하이데거의 현존재분석론에서는 현존재 자신의 죽음이 중심적인 지위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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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렇다고 현존재가 자신의 존재의 존속에만 몰두한다는 레비나스의 비판은 
부당하다. 본래적인 현존재가 자신의 고유한 가능성을 구현하는 방식으로 
살아간다고 해서, 그가 타인을 위해 희생할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봉쇄된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필자는 하이데거의 죽음론이 현존재의 유한성에 대한 긍정에 기반하고 있으며, 
죽음이라는 어둠이 도리어 인간에게 허락된 시간의 순간순간을 더 밝게 비춰주며, 
다른 존재자들과 진정한 관계를 가능케한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음을 드러내 
보임으로써, 하이데거의 현존재를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코나투스 에센디로 
규정한 레비나스의 비판이 부당하다는 사실을 밝혔다. 또한, 하이데거와 레비나스의 
죽음론에서의 대결은 이기주의적 존재론대 이타주의적 윤리학이 아니라, 나의 
죽음에 최종심급으로서의 역할을 부여할 것인가, 아니면 타인에 대한 헌신과 
사랑이라는 죽음을 넘어서는 의미의 관점에서 죽음을 바라볼 것인가의 관점의 
차이에 입각한 것임을 논하였다. 
 이처럼 본고는 죽음론을 주제로 두 철학을 섬세하게 비교분석함으로써, 
레비나스의 하이데거에 대한 과장된 비판을 거둬내고, 두 철학이 근원적으로 
관점을 달리하는 지점을 드러내 보일 수 있었다. 
    
2 장 향후 과제들 
  본고는 20 세기의 대표적인 철학자인 하이데거와 레비나스의 죽음론에 대해 
살펴보았다. 두 철학자는 현상학 전통에 속한 현대 유럽철학자로서, 죽음에 대한 
논의를 현상학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필자는 두 철학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지점인 
죽음론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 하이데거의 현존재에 대해 레비나스가 가했다고 
여겨지는 자의적인 오독을 바로잡음으로써, 하이데거의 죽음론의 의의를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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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히 제시함과 동시에, 두 철학 사이의 소통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고자 
시도하였다. 이를 통해, 하이데거의 철학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고, 
하이데거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은 레비나스의 윤리학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의 
지평을 개시할 수 있으리라 전망하는 바이다.
 두 사람은 모두 현상학의 창시자인 후설의 제자로서, 죽음 이후가 아닌, 
죽음이라는 사태 자체에 천착하여, 죽음이 살아있는 우리에게 던져주는 의미에 
대해 사유하고자 하였으며, 이러한 의미에 입각하여 인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였다. 하이데거의 경우, 현존재가 자신의 고유한 가능성을 구현함과 
동시에 다른 존재자들의 고유한 존재와 감응하는 유한한 삶을 충만하게 사는 것이, 
삶 안에서 죽음과 진정으로 관계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했다. 레비나스의 경우, 
타인을 위해 헌신함으로써 살 때, 즉 타인을 나의 우위에 두면서 살고자 할 때, 
주체가 유한성의 비극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두 철학자의 인간관의 차이는 궁극적인 실재란 무엇인가하는 입장의 
차이로 이어진다. 하이데거가 현존재분석론을 기초존재론으로 하여 존재일반의 
의미를 궁구하고자 하였듯이, 레비나스 역시 윤리적 주체와 시간, 죽음 등에 대한 
인간학적인 분석을 자신의 형이상학의 토대로 삼기 때문이다.266 레비나스는 
하이데거의 현존재에 대한 비판과 연속선상에서 하이데거의 존재개념을 비판하는데, 
하이데거의 존재론을 전체주의의 완성이자, 전쟁의 철학으로 규정한다.267 그는 
자신의 존재유지와 확장을 최우선시하는 동일성의 철학으로부터 벗어나, 타자의 

266 레비나스는 『시간과 타자』서문에서 고통과 죽음, 시간과 타자 등을 주제로 이루어지

는 자신의 탐구가 “파르메니데스와 결별”하고자 하는 형이상학적인 시도라고 말한다.(TO, 

5/33) 이처럼 윤리적 주체에 대한 레비나스의 분석은 궁극적으로는 형이상학적인 탐구를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그는 현존재에 대한 분석을 기초존재론으로 삼는 하이데거의 존재론

적 탐구와 구조적으로 동일한 철학적 방법론에 입각해 있다.

267 TI, 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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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 즉  “존재너머”에의 윤리학으로 나아가야 할 필요성을 역설한다.268 
 서론에서 우리는 레비나스의 과장된 하이데거 비판이 하이데거를 부당하게 오독할 
뿐만 아니라, 두 철학 사이의 소통을 가로막는 가장 주된 장벽이라는 사실을 
논하였다. 필자는 하이데거의 사유의 도정의 중심을 차지하는 주제인 존재에 대한 
위와 같은 레비나스의 왜곡 역시 그 주제의 중요성만큼이나 두 철학 사이의 소통을 
불가능하게 하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 본고에서는 지면관계상 
이에 대해 논하지 못하였지만, 죽음을 주제로 두 철학의 인간관의 차이에 대하여 
고찰한 본고의 작업을 디딤돌로 삼아, 하이데거의 존재에 대한 레비나스의 오독을 
바로잡는 것을 추후의 과제로 삼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은 20 세기의 
유럽현대철학의 마지막 형이상학자라고 할 수 있는 두 철학자의 사유의 지형도를 
조감하는 작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68 “잘 알려져 있다시피, 레비나스는 윤리학을 제 1 철학으로 주장하면서 존재론을 비판한

다. 그에 의하면 후자는 윤리를 위해 필요한 타자성을 결여하기 때문이다. … 레비나스는 

존재 너머로, 존재론 너머도 가야할 필요를 윤리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놓는다. 그가 말

하듯이, 그의 목표는 “통일성 안에 용해될 수 없는 다원론 …, 그리고 만일 이것이 가능하

다면, 하이데거와 결별하고자 하는 시도”라고 말한다.” (R.Lilly(2008), p.35.)



- 122 -

*참고문헌
1] 1 차문헌
Heidgger, Martin., Sein und Zeit, Tübingen : Max Niemeyer, 1953.(GA 2) 
;『존재와 시간』, 이기상 옮김, 까치, 1995.
————, Einleitung in die Philosophie, Frankfurt a.M : Vittorio Klostermann, 
1996.(GA 27) 
————,『철학입문』, 이기상, 김재철 옮김, 까치, 2006.
________, Kant und das Problem der Metaphysik, Frankfurt, a.M. : Vittorio 
Klostermann, 1973.(GA 3) 
————.『칸트와 형이상학의 문제』, 이선일 옮김, 한길사, 2003.
————, Wegmarken, Frankfurt, a.M. : Vittorio Klostermann, 1967.(GA 9) ; 
『이정표』, 신상희, 이선일 옮김, 한길사, 2005.
————, Ontologie(Hermeneutik der Faktizität), Frankfurt, a.M. : Vittorio 
Klostermann, 
1988.(GA 63) 
————,『존재론, 현사실성의 해석학』이기상, 김재철 옮김, 서광사, 2002.

Levinas, Emmanuel.,  Le temps et l’autre, Montpellier : Fata Morgana, 
1979.
________________., Time and The Other, trans. Cohen, R.A., Pittsburgh : 
Duquesne University Press, 1995. 



- 123 -

————————,『시간과 타자』, 강영안 옮김, 문예출판사, 2004. 
————————, Etique et infini, Paris : Libraire Artère Fayard, 1982.
————————, Ethics and Infinity : Conversations with Philippe Nema, 
trans. R.A.Cohne, Pittsburgh : Duquesne University Press, 2001. 
————————,『윤리와 무한』, 양명수 옮김, 다산글방, 2000.
————————,  Totalité et infini : Essai sur l’extériorité. The Hague : 
Martinus Nijhoff, 1961.
————————, Totality and Infinity, trans. Lingis, A., Netherlands : Kluwer 
Academic Publishers, 1991. 
————————, De l’existence à l’existant. Paris : Vrin, 1947.
————————, Existence and Existents, trans. Lingis, A., Netherlands : 
Martinus Nyhoff, 1978. 
————————,『존재에서 존재자로』, 서동욱 옮김, 민음사, 2005. 
————————, Autrement qu’être ou au-delà de l’essence, The Hageu : 
Martinus Nijhoff, 1974.
————————, Otherwise than Being or beyond Essence, trans. Lingis, A., 
Dordrecht : Kluwer Academic Press, 1974.
————————, De l’évasion, Montpellier : Fata Morgana, 1979.
————————, On Escape, trans. Bergo, B., Stanford :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3
————————, 「탈출에 관해서」, 김동규 옮김, 지식을 만드는 지식, 2012. 



- 124 -

————————, Dieu, la mort er le temps,  Paris : Grasset, 1993.
————————, God, Death, and Time, trans. Bergo, B., Stanford :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0. 
————————,『신, 죽음 그리고 시간』, 김도형, 문성원, 손영창 옮김, 
그린비, 2013.
————————, Etre nous : Essais sur le penser-à-l’autre, Paris : Grasset, 
1991.
————————, Entre nous : on thinking-of-the-other, trans. Smith, 
M.B.& Hrshav, B., New York :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8.
————————,  Difficile liberté, 2nd ed. Paris : Albin Michel, 1976.
————————, Difficult Freedom : essays on Judism, trans. Hand,S.,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97.
————————, De Dieu qui vient à la idée, Paris : Vrin, 1982.
————————, Of God who comes to mind, Stanford, Calif. :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8.
————————, Noms propres & Sur Maurice Blanchot, Montpellier : Fata 
Morgana, 1976.
————————, Proper names, trans. Smith, M.B., Stanford, Calif. :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6. 
————————,『모리스 블랑쇼에 대하여』, 박규현 옮김, 동문사, 2003.
Michaël de Saint Cheron, Entretiens avec Emmanuel Leivnas(1992-1994), 



- 125 -

Paris : Livre de Poche. 
—————————, Conversations with Emmanuel Levinas, 1983-1994, trans. 
Mole.G.D.,  Pittsburgh : Duquesne University Press, 2010. 
—————————,『엠마누엘 레비나스와의 대담. 1992-1994』, 김웅권 
옮김, 동문사, 2006.
Derrida, Jaque., Adieu to Emmanuel Levinas, trans. Pascale-Anne Brault 
&Michael Naas, Stanford, Calif. :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9.
————————,『아듀 레비나스』, 문성원 옮김, 문학과 지성사, 2016.
Lingis, Alphonso., The community of those who have Nothing in Common , 
Bloomington, IN : Indiana University Press, 1994. 
————————, 『아무것도 공유하지 않은 자들의 공동체』, 김성균 옮김, 
바다출판사, 2013,

2] 2 차 문헌
강영안,『레비나스의 철학, 타인의 얼굴』, 문학과 지성사, 2015.
김상록,「레비나스와 실존운동의 동성」, 『철학연구』,  107, 2008.  
pp.63-88.
———, 「존재향유와 존재기능」, 『존재론연구』, 26, 2011, pp.91-123.
김연숙,『레비나스의 타자윤리학』, 인간사랑, 2001. 
———, 「레비나스의 타자윤리학에 관한 소고」,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8



- 126 -

———, 「레비나스의 “윤리적 주체”에 관한 연구, 『철학연구』, 53, 2001. 
pp.269-287.
———, 「레비나스의 타자윤리에서 “대면적 관계윤리”에 관한 연구」, 
『철학연구』, 19, 200, pp.125-141.
김종두, 『하이데거의 존재와 현존재 : 후기 하이데거의 자기해석에 기초한 
“존재와 시간”의 재조명』, 새물결 플러스, 2014.
맹주만, 「하이데거와 자유론」, 『하이데거 연구』, 13, 2006. pp.73-98.
박서현, 「하이데거에 있어서 ‘죽음’의 의의」, 『철학연구』, 2011. 
pp.177-202.
박원빈, 『레비나스와 기독교 : 기독교 신학적 관점에서 바라본 현대철학』, 
북코리아, 2010.
박준상,『바깥에서』: 모리스 블랑쇼와 ‘그 누구인가’의 목소리, 그린비, 2014. 
박찬국, 『니체와 하이데거』, 그린비, 2016.
———, 『들길의 사상가, 하이데거』, 동녘, 2004.
———,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 읽기』, 세창미디어, 2013.
———,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 강독』, 그린비, 2014.
———, 『하이데거와 윤리학』, 철학과현실사, 2002.
———,『원효와 하이데거의 비교연구 : 인간관을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출판부, 2010.
———, 「초기 하이데거의 철학을 결단주의나 주의주의로 보는 해석에 대한 
비판적 고찰 : 본래적 실존의 구체적인 모습을 찾아서」, 『철학사상』, 30, 



- 127 -

2008. pp.165-199.
———, 「초기 하이데거의 불안 개념에 대한 비판적 고찰 - 하이데거의 
불안 분석은 얼마나 사태 자체를 드러내는가」, 『가톨릭신학과 사상』, 62, 
2008.  pp.143-177.
박현정,「하이데거 사유에서 존재의 유한성의 문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서동욱, 『차이와 타자』, 문학과 지성사, 2000.
서영화, 「하이데거의 사유에서 무의 지위에 대한 해석 (1) - “존재와 
시간”에서 무가 갖는 세계와 자기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존재론 연구』, 
25, 2011.  pp.235-268.
———, 「하이데거의 사유에서 무의 지위에 대한 해석 (2) - ‘형이상학이란 
무엇인가’에서 존재론적 차이와 무에 대한 해석을 중심으로」,『존재론연구』 
27, 2011. pp.33-69.
설민, 『하이데거와 인간실존의 본래성 : 본래성과 퇴락의 양립 가능성에 
대하여』, 한국학술정보, 2009.
소광희,『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 강의』, 문예출판사, 2003. 
신상희, 『하이데거와 신』, 철학과 현실사, 2007.
우치다 타츠루, 『레비나스와 사랑의 현상학』, 이수정 옮김, 갈라파고스, 
2011. 
윤대선,『레비나스의 타자철학 : 소통과 초월의 윤리를 찾아서』문예출판사, 
2009. 



- 128 -

이정복, 『현대 철학과 신학 : 하이데거, 현상학과 신학』, 종로서적, 1988. 
조가경, 『실존철학』, 박영사, 2011. 
최상욱,「레비나스와 하이데거에 있어서 죽음의 의미」,하이데거연구, 8, 
2003.  pp.92-116. 
피터하,「하이데거 철학에 있어서 “내버려둠”으로서의 결단성 개념」, 
『하이데거 연구』, 13, 2006, pp.99-127.
한병철, 『시간의 향기』, 김태환 옮김, 문학과 지성사, 2013.
———, 『에로스의 종말』, 김태환 옮김, 문학과 지성사, 2015.
한충수, 「하이데거의 “존재의 시간”에로 (1)」, 『하이데거 연구』, 2008. 
pp.35-61.

Aaron, S.J., Kierkeggard and Levinas, ethics, politics, and religion, 
Indianapolis : Indiana University press, 2008.
Batnisky, L., “Encountering the Modern Subject in Levinas” , Yale French 
Studies, 104, 2003.
Bernasconi, R., Re-reading Levinas, Bloomington : Indiana University Press, 
1991.
Boer, T., In the rationality of Transcendence, Amsterdam, : J.C.Gieben 
Publishers, 1997. 
Blattner,William., Heidegger’s Being and Time : a reader’s guide, London ; 
New York : Continuum, 2006. ; 『존재와 시간 입문』, 한상연 옮김, 서광사, 



- 129 -

2012.
Critchley, S., The problem with Levinas, 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2015. 
——————, “being as inauthentic as possible”, The past's presence: essays 
on the historicity of philosophical thinking, 2011. 
——————, The ethics of deconstruction Derrida and Levinas,Edinburgh, 
United Kingdom : Edinburgh University Press, 2014.
——————, The Faith of the Faithless : experiments in political theology, 
London ; New York : Verso Books, 2012. 
——————,『믿음없는 믿음의 정치 : 정치와 종교에 실망한 이들을 위한 
삶의 철학』, 문순표 옮김, 이후, 2015.
Dallmayr, F., The Other Heidegger, New York : Cornell University Press, 
1993.
——————, 『다른 하이데거』, 신충식 옮김, 문학과 지성사, 2011.
Figal, G., Martin Heidegger zur Einführung, Hamburg : Junius, 1992.
—————, 귄터 피갈, 『하이데거』, 인간사랑, 2008.
Hansel, J., Levinas in Jerusalem : phenomenology, ethics, politics, 
aesthetics, Dordrecht : Springer Press, 2009.
Hutchens, B.C., A Guide for the perplexed, New York : Continuum Press, 
2004. 
Large, W., Levinas’ totality and infinity, Bloomsbury Academic Publishers, 



- 130 -

2015. 
Lilly, R., “Levinas’s Heideggerian Fantasm”, French interpretations of 
Heidegger ed. Daivd 
Inwood, M., A Heidegger dictionary, Malden Mass : Blackwell Publishers, 
1999.
Peperzak, A., “Judism and philosophy in Levinas", international Journal form 
Philosophy of Religion, 40, 1996., pp.125-145.
Pöggeler, O., Der Denkweg Martins Heideggers, Stuttgart : Günter Nelke, 
1994.
——————, 『하이데거 사유의 길』, 이기상, 이말숙 옮김, 문예출판사, 
1993.
Renée D.N., Man as a place of God ; Levians, Hermeneutics of Kenosis, 
Amsterdam : Springer  Press, 2007.
Smith, M.B., Toward the outside, Pennsylvania : Duquesne University Press, 
2005. 
Thomson, I., “Rethinking Levinas on Heidegger on Death” , the Harvard 
review of philosophy, 16, 2009. pp.23-43.
Westphal,M., Levinas and Kierkegaard in Deialougue, Indianapolis : Indiana 
University Press.
Wolfe, J., Heidegger and Theology, New York : Bloomsbury T&T Clark, 
2014. 



- 131 -

White, J.C., Time and Death : Heidegger’s analysis of finitude, Aldershot, 
Hants, England ; Burlington, VT : Ashgate Publishers, 2005.
Young, J. Hiedegger’s Philosophy of Art ,Cambridge University Press , 2014. 
———-, Heidegger’s Later philosophy, New York :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2.
Zimmerman, M.E., Eclipse of the Self - The Development of Heidegger’s 
Concept of Authenticity, Athens : Ohio University Press, 1986.



- 132 -

Abstract

The different perspectives of Death between Heidegger 

and Levinas

Hea-Yeon, Han

Department of Philosophy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re are several intertwined factors between Levinas and Heidegger. This makes for a 

dramatic narrative between them. Levinas was deeply influenced by Heidegger when he was in 

Freiburg, especially, by Being and Time.  However, after Heidegger’s Nazi affliation, Levinas 

turns away from Heidegger. The master he looked up, became a person who is hard to forgive. 

In contrary to Heidegger, who suffered rest of his life because of his early Nazi affiliation, 

Levinas, rose as a world-class philosopher, supported by deep remorse on Holocaust. 

Nevertheless, the ultimate question is, does this mean the victory of Ethics over Ontology?

Time and the other(1948) and Existence and existents(1947) are representative works of 

Leivinas’ s early philosophy. Need less to say, titles of these works are deliberately toward 

Heidegger. One who is familiar with the philosophy of Heidegger could easily see that Levinas 

continuously fought against his Master’s shadow through his whole work. However, this al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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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ns his works were written by constant discussion with his old master. Levinas points out the 

same phenomena such as anxiety, boredom, death and time as Heidegger did, and he interprets 

them in his own creative way. So in order to understand Levinas authentically, we must come 

face-to-face with his old Master. 

Actually, it is hard to point out how exactly they disagree philosophically. This is mainly 

because of Levinas’s rhetorical exaggerations of his distance from Heidegger. Ian Thomson 

warns it is dangerous to naively accept Levinas’s words. Because depending only on Levinas’s 

words about Heidegger, would lead to superficial view on the relation between them. This 

impoverishes our understanding not only of Heidegger, but also of Levinas.

By focusing on the phenomenon of death, this paper would be a starting point to sketch 

philosophical difference between Heidegger and Levians. There are two reasons choosing death 

as a main subject. First, both of them start their own philosophy by suggesting the concept of 

self,  and emphasize Death as a crucial point when we could genuinely become ourselves. 

Secondly, this is where they fundamentally disagree. 

This paper will begin with Heidegger’s phenomenological descriptions on death 

according to Being and Time. And then, we could look into Levinas’s strong refutation on 

Heidegger’s interpretation on death. Through examining Levinas’s work, Time and the otehr, 

Totality and infinity, God, death and time and on Heidegger’s work, Being and Time, we will be 

able to find out that Levinas’s refutation on Heidegger’s phenomenological analysis of death is 

actually a rhetorical strategy grounded on his philosophical intentions. And this will lead us to 

figure out the fundamental differences between two of them.

Heidegger states that death individualizes us, and cuts the relation with the others. 

Levinas criticizes Heidegger because he disagrees the idea death reveals the self’s indomitable 

“virility” and “lucidity”. According to Heidegger, we can grasp death before it comes, and this 

enables us to be free. Death is “the possibility of impossibility”.  It is an event that reveals 

freedom and own possibilities. Death liberates life. By accepting death, life gets its own r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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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ever, Levinas suggests another perspective, which is exactly the opposite of Heidegger. We 

encounter the other in death, because death breaks the egoistic self and enables us to become a 

different self, who is widely opened to the others. By accepting the absolute alterity, by facing 

the other, self becomes the ethical self who practices love for humanity. This is the very 

relationship with the other that will invite the infinity, and as well as the future, which enables 

us to overcome death. 

Heidegger’s investigation in Being and Time concentrates on the “meaning”of death to 

the lived, as he tires to figure out “the meaning of being”. In the contrary, Levinas gives stress 

on “Mystery” when we encounter death.  And our relation with the other also shows itself in a 

mysterious way, as an “ephinpany”.  It is impossible to shed light to the absolute Other. Unlike 

Heidegger, who considers death as an event which illuminates the self’s possibility, Levinas 

stresses the unknowableness of death. It emerges unexpectedly, and shows mysterious relation 

with something that is absolutely other. Death cannot be handled by his own, because the one 

who eocounters death, becomes paralyzed. According to Levians, it is impossible to run right 

away towards life after encountering death.The event of death is unhandleable. It is rather an 

event, in the state of absolute passivity, solitude being broken by alterity.  

However, it is  important to focus on Heidegger’s perspective on death. Though death is 

an end of the self, the reason Heidegger considers death as an event illuminates possibilities and 

freedom, is because he remains thoroughly in the  boundary of phenomenology he sees not 

beyond the death, rather inside the death. Though the end of the life is unpredictable, It is 

definite that someday we will die. Death is already deeply infiltrated in our life. That is why 

when we accept our fundamental limit with courage, finally we will be able to live our own 

possibilities. So according to Heidegger, “virility” and “lucidity” which Levinas had harshly 

criticized, is towards life, not death. 

Levinas argues the vanquish of death. Because the death is where we meet the other, the 

infinity. To Heidegger, death is only a border as a limit. “Anticipation” is not realizing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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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sibility of death, on the contrary, realizing the possibility of life. An event, encountering 

death in fact, never happens. However, Levinas describes the very moment we encounter the 

face of death. This difference between them is crucial because on phenomenological description 

of death, Levinas suggests, real death. Self actually dies and the reborn, becomes another person. 

Levinas calls this process of “incessant death and resurrection” “transubstatiation”.  And this is 

the only way to “vanquish” death.

By refuting Heidegger, and by focusing on the unknowableness of death,  Levinas 

makes a leak for the infinity, this is also a leak over egoistic self to become the other-directed 

self. This desire towards other, the ethical desire, is actually on going, a restless movement, 

bringing in the infinity. It enables the advent of the true future, the vanquish of death. 

The collision between two of the philosopher drives from different attitudes dealing with 

death. Leivnas considers death as a barrier which should be overcome by becoming radically 

other-directed self, ethical self.  On the other hand, Heidegger defines death which enables us 

to live life authenticallty. However, death is an unchangeable condition which human beings 

should accept. Heidegger also refuses to question beyond death, such as why are we destined to 

die, or is there an afterworld. Because he strictly remains in phenomenological methodology by 

not premising ideology of being or another world. He examines death purely in a 

“this-worldly”way. In its final analysis, Heidegger is not insisting on the victory over death. He 

phenomenologically points out the impossibility to experience death, and also sees through that 

it is impossible to outstrip death. We are destined to perish. The advent of death is unavoidable. 

Throughout the paper we have examined different interpretations on death between two 

philosophers, Levinas and Heidegger. The purpose of this paper was, to make a first step to 

elaborate philosophical controversy by focusing on where they disagree, death. We have 

carefully reconstructed the matter and followed Levinas’s argument against Heidegger. In the 

end, we figured out that Levinas’s provocative criticism on Heidegger was due to the different 

philosophical intentions, and  Levinas’s rhetorical strategy was intended to develop his 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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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ilosophy by attacking the vital point of Heidegger’s interpretation of death. And this led us to 

face the fundamentally different perspectives between two of the philosophers on death . 

Though we didn’t have a chance to look deeper into Heidegger’s Nazi affiliation, it seems 

rather unfair to regard Being and Time as a dangerous work, because of the political the mistake 

he made in 1930’s. Levinas’s somewhat exaggerated offense against his old master, should be 

examined in a philosophical view. As we had figured out from Levinas’s refutation on 

Heidegger’s intertpretation of death, his criticism on Heidegger seems to be  rather  a 

discussion  with his old master, to open up a new philosophical horizon. This is why not only 

to rescue Heidegger from unfair condemnation, but also to understand Levinas, careful 

consideration between two of them should take place. Only by this way, meaningful in depth 

interaction between Levinasians and Heideggerians could be possible.

Keyword : death, self, authenticity, phenome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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