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셜민 

(서울대학교 철학과 대학원) 

1 . 본래성과 퇴락의 양렵가능성에 대한 문제제기 

1. 현존재와 그 본질로서의 실존 

인간존재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는 철학사에 있어 가장 주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였다. 전통 형이상학사에서 인간의 본질은 이성적 

통물(animal rationale), 가장 뛰어난 신의 피조물(ens creatum), 사 

유하는 존재(res cogitans), 선험적 형식을 지닌 초월적 통각， 힘에의 
의지 퉁과 같이 다양한 방식으로 규정되어왔다. 인간본질에 대한 이 

러한 규정들은 공통적으로 존재자의 존재를 실체의 속성으로， 즉 “지 

속적인 현전성(띠e ständige Anwesenheit)"으로 파악하는 존재이해 

에 기초하고 있다. 전통 형이상학은 인간에게 여타의 폰재자에게서는 

발견되지 않는 고유한 능력을 부여하기는 한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인간의 존재를 지속적인 현전성으로 간주하였다는 점에서， 전통 형이 

상학은 고유한 인간본질을 실체적인 사물과 같은 존재방식으로 전락 

하게 만든다. 전통 형이상학이 인간올 포항하는 존재자의 존재를 지 

속적인 현전성， 즉 실체성으로 파악하게 된 까닭은 그것이 현전적 시 

간관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지금’이 무한히 연결되어 미래와 과거 

가 구성된다고 보는 시간관， 즉 미래는 다가올 지금이며 과거는 지나 

간 지금으로 간주하면서 현재를 중심으로 갖는 시간관은 미래와 과거 

가 인간의 존재방식에 대하여 갖는 근본적인 의의를 포착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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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데거는 『존재와 시간CSein und Zeit)J에서 1 ) 이와 같은 현전 

적 시간관을 비판한다. 그는 현재중심적 시간관에 기초를 둔 전통 형 

이상학이 규정하는 인간본질에 맞서서 새로운 시간관에 근거하여 인 

간본질에 대한 새로운 유형 즉 현존재를 제시한다. 현존재는 미래를 

일차적인 시간계기로 갖는 시간관에 입각하여 규정된다. 여기서 미래 

는 현재 중심적 시간관에서 파악되는 미래 즉 지금들의 무한한 연장 

선상에 놓인 다가올 지금들이 아니다. 하이데거의 시간관으로부터 파 

악되는 미래， 즉 도래(2ukunft)는2) 시간의 흐름 속에서 나에게 펼쳐 

져 있는 앞에 놓인 무수한 점들이 아니라 나의 존재방식 자체가 앞 

으로 나아가면서 스스로에게 자7l(Selbst)와 세계를 그때마다 새로이 

개현할 수 있게끔 해주는 지반 혹은 지평이다. 현존재는 근본적으로 

도래적이다. 현존재의 이러한 도래적인 폰재방식을 하이데거는 실존 

이라 부른다， “현존재의 ‘본질’은 그의 실존에 있다기(S2 42) 실존은 

자신의 있음에서 그러한 있음이 문제가 되는 존재자， 혹은 그러한 존 

재자의 존재방식을 가리킨다.(S2 42) 실존에게 자신의 있음이 문제 

가 되는 까닭은 실존은 결코 멈추어 있을 수 없고 늘 ‘자신올 -앞 

지르는(sich-vorweg) ’ 방식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나아가 그렇게 자 

신을 앞지르면서 그때마다 거듭 새로이 자기와 세계를 함께 개시하 

기 때문이다. 세계는 나와 무관하게 덩그러니 놓여있는 것이 아니라 

1 ) 하이데거의 저작에 대한 약어는 아래와 같이 표기한다. 
r존재와 시간(Sein und Zeit)J: SZ 
r현상학의 근본문제들(Die Grundprobleme der Phänomenologie}.t: GP 
r형이상학의 근본개념뜰(Die Grulildbegriffe der Metaphysik),L : GM 
r이 정 표(Wegmarken); : W 
f철학입문(Einleitung in die P삐osopbie)J : EP 
r칸트와 형이상학의 문제(Kant und das Problem der Metaphysik)..I : 때 

r형이상학 입문(Einfilhrung in die Metapbysik)I: EM 
2) 하이데거는 현재충십적 시간관얘서 이해되는 ‘미래’와 자신의 시간판에서 
이해되는 ‘도래’흘 하나의 단어， ‘Zukunft’를 사용해서 표현한다. Zukunft는 
‘~을 향해 다가가다’라는 ‘zukommen’으로부터 파생된 단어로 일상적 어 
법에서 ‘미래， 장래’ 퉁올 뜻한다， 그렇지만 우리말 미래(未來)는 ‘아직 오 
지 않은’이라는 뜻올 갖기 때문에 그때마다 스스로를 시숙하는(sich 
zeitigende) 현촌재에게는 부적합한 표현이다. 그런 까닭에 하이데거의 시 
간이해에서의 ‘Zukunft’를 ‘도래’로 번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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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실존합과 더불어 개시되는 것이다. 실존에게 자신의 존재가 문 

제가 되는 것온， 세계의 개시와 더불어 발견되는 개별적 존재자들과 

의 관계 속에 놓인 자신의 존재가 그 누구도 아닌 바로 자기 자신에 

게 달려있다는 사실， 다시 말해서 다른 누구도 아닌 오직 자신에게 세 

계의 개시에 대한 책임이 전적으로 내맡겨져있다는 사실로부터 기인한 

다. 자신의 존재를 자기 스스로 떠맡게끔 자신의 존재가 실폰에게 그때 

마다 부과되기 때문에， 자신의 존재가 실존에게 문제가 되는 것이다. 

2. 문제제기: 본래성과 퇴락은 양립가능한가? 

우리는 대개 실존이 자체 내에 지니고 있는 운동성， 즉 자신을 앞 

질러 나가는 통제할 수 없는 통력울 의식하지 못한 채로 산다. 알상 

적인 삶에서는 실폰의 운동성이 지닌 근본적 의미는 그렇게 은폐된 

다. 그런 점에서 자기 및 세계의 개시와 더불어 부각되는 자신의 존 

재사실을 자각적으로 파악하지 못한 채 그것올 망각한 채로 사는 일 

상적인 실존 방식올 진정으로 자기 자신으로 있는 자， 다시 말해서 

본래적으로 존재하는 자의 실존 방식이라고 말할 수는 없올 것이다. 

하이데거는 현존재의 실존방식으로서 본래성과 비본래성이라는 두 

근본양태를 제시한다. 

• 현폰재는 자기 자신올 선택하여 일차적으로 자기 자신으로 
부터 자신의 실폰을 규정할 수 있다. 즉 본래적으로 실존할 

수 있다. 그러나 현존재는 또한 자신의 존재툴 타자에 의해 

규정되도록 하여， 일차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망각 속에 
서 비본래적으로 실존할 수도 있다. (GP 243) 

• ‘일상적 현존재의 자기는 ‘세상 사람들’ -자기이므로， 우리 
는 후자플 본래적 자기 즉 고유하게 장악된 자기와 구별한 

다.~ (S2 129) 

본래적인 현존재는 자기 자신올 명료하게 선택하고 또한 고유하게 

자신의 것으로서 장악하는 방식으로 실폰한다. 반연 비본래적 현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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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자기 자신올 명료하게 선택하지 않고서， 그것올 스스로 떠맡지 않 

은 채 ‘세상 사람들(das Man)'에게 떠념기는 방식으로 실폰한다. 하 

이데거는 이러한 자기 자신에 대한 “회피의 실존론적 구성틀이 퇴락 

의 현상에서 분명해”지고(S2 139, 강조는 필자) “비본래성이라고 명 

명했던 것이 퇴락의 해석을 통해 더욱 선명하게 규정된다”고(S2 

175,6, 강조는 필자) 말한다. 퇴략에 대한 하이데거의 진술들올 조금 

더 인용해보자. 

• “이 세 성격[잡담， 호기심. 애매성]과 그것들의 존재적 연관 
에서 일상성의 존재의 한 큰본양식이 드러난다. 그것을 우 

리 는 현존재 의 퇴 락이 라고 부른다." (S2 175) 

• “현존재는 ‘본래적인 자기로 있을 -수 - 있옴’으로서의 자 

기 자신으로부터 탈락해세， 우선 언제나 이미 ‘세계’ 속에 퇴 
락해 있다." (S2 175) 

• “자기존재의 본래성은 퇴락에서는 실존적으로 폐쇄되고 배 
제되어 있다." (S2 184) 

세상 사람들로서 살아가는 일상적인 현존재를 지배하는 존재양식 

이 퇴락이다. 상기 인용에 따르면 현존재는 우선 대개 본래적인 자기 

로부터 이탈하여 “세계”에 퇴락해 있으며 퇴락한 현존재에게 본래적 

인 실존양태는 배제된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진술들을 보면 본래성이 현실적으로 실존 가 

능한 양태인지 의심스러워 보인다. 앞서 퇴락이 본래성의 대립개념으 

로서 나타났던 것을 상기하면서 퇴락에 대한 다음의 진술들을 살펴 

보자. 

• 퇴락은 존재론적-실존론적 구조이며 어떠한 인류문화의 진 
보단계에서도 제거될 수 없다. (S2 176) 

• “세계-내-존재는 언제나 이미 퇴락해 있다." (S2 181) 
• 퇴락은 피투된 기획투사와 일치하는 현존재의 가장 내적인 

초월적 유한성이다. (KM 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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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데거는 “평균적 일상성에서도 심지어는 비본래성의 양태에서 

도 실존성의 선험적인 구조가 놓여 있다，"(SZ 44)고 휩}는 바 상기 

인용문으로 보아 퇴락은 양태와 무관하게 현존재의 실존방식에 적용되 

어야 할 이러한 “실존성의 선험적인 구조”에 해당되어야 할 것 같다， 

이 지점에서 제기하고자 하는 문제는 이러하다. 퇴락이 본질적인 

현존재의 구조라면 현존재는 도대체 어떻게 본래적으로 실존할 

수 있단 말인가? 어떻게든 퇴락과 본래성의 양립가능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하이데거의 현폰재 분석론은 좌초하고 만다， 안타깝게도 이 

문제에 대하여 하이데거는 직접적으로 답변을 제공하고 있지 않으며 

간접적인 시사조차도 대단히 불충분하며 불분명한 구석이 많다씨 이 

하에서는 우선 기존의 주요 연구틀을 바탕으로 이에 대한 여러 입장 

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본고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해석방향을 언 

급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퇴락”이라는 명칭 하에 제시되는 복잡하고 

다양한 현상들을 분석함으로써 그것들의 관계 및 상이한 위상들을 

가능한 한 명료하게 제시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는 불안이라는 현상 

을 시작으로 하여 일상적 현존재가 어떻게 본래적으로 변양되는지， 

그리고 그가 어떻게 현실적으로 행위를 하면서 실존하는가를 드러낸 

후， 본래적 현존재에게 어떤 방식으로 퇴락이 귀속될 수 있는가를 규 

명함으로써 제기된 문제에 대한 최종적인 답변을 제시하고자 한다. 

3) 이러한 불명료성은 아마도 하이데거 자신이 이 문제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 
일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하이데거는 출간된 r존재와 시간」에서 현존재의 
존재의미를 시간성으로 확정하는 일에， 다시 말해서 실존론적 -존재흔적 

문제에 관심이 있었다， 실존척 -존재적으로 현존재가 어떠한 모습인가는 

그에게 적어도 일차적인 관심사항이 아니었다. 동일한 맥락에서 그가 본래 

성과 퇴락의 양립을 적극적￡로 언명하지 않았던 것도 이를 인정하지 않았 
던 것이 아니라 이러한 그의 상이한 판심사의 탓으로 돌려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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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기폰의 주요 연구들에 대한 비판적 검토 

1. 네 가지 해석 입장들에 대한 소개 

지금 제기된 문제에 대한 기존의 입장들은 크게 ‘양립불가능론’과 

‘양립론’으로 갈린다. 양립불가능론은 상기의 문제제기가 애초부터 잘 

못된 것이라 보면서 퇴락올 배제시킴으로써 본래적 실존가능성을 확 

보하는 입장이다. 이에 따르면 본래성과 퇴락은 양립은 불가능하다. 

그런데 이러한 해석도 다시 두 가지 입장으로 나뉘게 된다. 한 가지 

입장은 퇴락이 현존재의 본질적인 구조임을 암암리에 인정하고 그에 

따라 퇴락의 극복올 단지 일순간적으로만 가능하다고 보는 해석이다. 

이럴 경우 본래성의 지속성은 불가능하다. 다른 한 입장은 퇴락올 본 

질적 구조로 간주하는 일반척 해석을 잘못된 독해에 기인한 것이라 

고 비판하면서 퇴락이 배제된 본래성이 지속적으로도 가능하다고 주 

장하는 해석이다. 한편 양립롤은 퇴락과 본래성의 공존을 수용하연서 

어떻게든 이들올 조화시키려 시도한다. 여기에서도 다시금 두 가지 

입장이 가능한데 그 중 한 입장은 퇴락올 비본래성에의 경향성으로 

간주한다. 이에 따르면 퇴락은 현존재의 본질적인 구조에 속하지만 

그것은 단지 경향성일 뿐이지 현존재는 이를 극복하여 본래적으로 

실존할 수 있다. 이때 본래적으로 실폰하는 현존재에게서도 퇴락은 

경향성으로서 잠재하여 있는 것이지 제거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본래성과 퇴락은 양립한다고 볼 수 있다. 양립론의 다른 한 입장은 

퇴락이 본래적 현존재에게는 단순히 경향적으로만 내재활 뿐 잠재해 

있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현세적으로도 작용한다고 본다. 즉 본래적 

인 현존재에게서도 구조적인 퇴락의 제반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상기의 네 입장 및 각 입장에 속하는 연구자들을 아래와 같이 명시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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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 양자의 양립가능성을 거부， 본래성의 지속성올 불인정: 
페젤러(1994) 

(a- 2) 양자의 양립가능성을 거부， 본래성의 지속성올 인정: 헤 

르만(~004) 

(b- 1) 양자의 양립가능성을 인정， 본래성에서 퇴락은 잠재됨: 
리처드슨(2003)， 짐머만(986) ， 프로인트(944) 

(b-2) 양자의 양립가능성올 인정， 본래성에서도 퇴락은 현세적: 

드라이퍼스(991) ， 메르커(1988)이 

본고는 양립론의 입장을 따르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b-2)의 입장 

올 견지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다른 입장들에 대한 각각의 반박을 제 

시하고자 한다. 양립불가능론의 두 입장에 대해서는 2.2 및 2.3에서 

상세히 다루기로 하고 여기에서는 (b-l)의 경우에 대해서만 간략하 

게 논하고자 한다. 퇴락을 자기상실에의 경향성 또는 비본래성에의 

경향성으로 간주하고 본래적 현존재에게서는 단지 잠재적으로만 인 

정하는 것은 표면적으로는 양자의 양립을 인정하나 사실상 퇴락을 

본래성에서 제거하는 셈이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입장은 퇴락을 특 

정짓는 제 현상들이 본래적 현존재에게서는 나타나지 않고 잠재되어 

있는 것이고 그런 현상들이 발현될 잠재성을 경향적￡로 내재할 뿐 

이라고 주장하는 셈인데 이는 결과적으로 양립불가능론의 입장과 통 

일한 노선올 취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해서 본고는 (b-l)의 맙 

장올 받아들이지 않는다. 비록 퇴락의 여러 현상들 중에는 그러한 경 

향성의 측면이 있는 것이 분명하기는 하더라도 말이다. 

2. 양자의 양립가능성 및 본래성의 지속성을 거부하는 

입장에 대한 반박 

이러한 입장에 속하는 대표적인 연구가는 페겔러(Otto Pöggeler) 

4) 에르커(1988)는 실존의 상태를 “비본래적 퇴락성-불안/양심 -본래적인 퇴 
락성”이 라는 세 국연으로 구분한다. Babara Merker, Selbst/åusclllll1g und 
Selbsterken l1tnis, Frankfurt a.M.: Suhrkamp., 202쪽 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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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할 수 있다. 그가 명시적으로 양자의 양립은 불가능하며 본래성 

옹 지속적일 수가 없다고 표명하는 것은 아니다. 그럽에도 본래성과 

퇴락 또는-그가 사실상 퇴락파 동일시하는-비본래성의 관계에 대 

한 그의 진술들을 살펴보건대 그는 이러한 입장에 충분히 귀속될 수 

있다. 그는 비본래성은 “떨쳐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현존재는 

“향상 새롭게” “비본래성올 뚫고 나올 때에만” “본래적일 수 었다”고 

말한다.51 즉， 그가 생각하는 본래성은 어떤 지속적으로 견지될 수 있 

는 성격이라기보다는 일시적인 성격올 가지며， 현존재는 끊임없이 되 

풀이하여 본래성올 되찾을 수 있을 뿐이다. 

일단 퇴락과 본래성의 양립불가능성을 주장하는 입장이라면， 이와 

같이 본래성이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실폰방식이어야만 한다는 귀결 

은 한편으로는 대단히 자연스러운 일로 보인다. 하이데거는 현존재가 

“우선 대개” 퇴락해있다고 말하며 “일상성”이 곧 퇴락의 존재양식올 

뜻하고， “분망함， 홍분합， 관심가짐， 향략 둥"(SZ 43)이 비본래성에서 

구체화된다고도 말한다. 또한 “퇴락은 현존재 자신의 본질적인 존재 

론적 구조를 드러내고 있으며 그 구조는 ……. 현존재의 매일 매일 

을 전부 그 일상성에서 구성한다."(SZ 179)는 하이데거의 진술을 고 

려해보건대， 퇴락과 결부되지 않는 본래성 개념을 주장하는 입장에서 

는 본래성이 지속적인 성격을 갖는다고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더욱이 하이데거 자신이 일상의 지배는 “순간적으로” 일어나고(SZ 

371), “전체적이며 본질적으로 실존할 수 있는 현존재의 순간들은 드 

물 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머무는 좁은 정점”과 같으며(EP 잃6) 

“한 현존재의 시간 전체를 창작해보건대 순간의 본질은 순간의 드옮 

에 놓이고"(GM 427) “인간은 극히 몇 안 되는 순간에만 자신의 고 

유한 가능성의 정점에서 실존"(KM 290)한다고 언급한다. 

그러나 하이데거가 염두에 둔 본래적인 실존양태가 이러한 일시적 

성격으로 한정되기는 어렵다. 그 까닭은 이러하다. 첫째， 마치 본래성 

이 “순간적”인 것처 럼 서술한 듯한 상기의 인용문들은 본래성올 염 

5) Otto Põggeler, Der Denkweg Martin Heideggers, Stuttgart: Günter Neske, 
1994, 62쪽 창조. 이하 ‘DM’으로 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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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에 둔 것이 아니라 본래성으로의 결정적인 변양계기인， 그러나 통 

시에 단지 첫 단추일 뿐인， 고도의 불안 기분을 인수하는 실존상태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r형이상학이란 무엇인가?J에서 하 

이데거는 불안이 드문 순간에만 일어난다는 언급을 수차례 하는데 

상기의 전거들은 정확히 이와 통일한 맥락에서 쓰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본래성의 지속성을 시사하는 다양한 전거들이 발견된 

다.6) 우선 한 가지의 사례만 확인해보자. 본래성이 일순간 일어나는 실 

존방식으로 본다면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은 모두 비본래성에 해당되어 

야 할 것이다. 그런데 하이데거는 “현존재의 본래적인 실존 역시 그러 

한 고려함(Besorgen)[일상적인 필요에 속하는 그러한 것 곁에 -있 

음]에 머문다."(SZ 352)고 언급한다. 이는 어떤 식으로든 본래성이 

지속하여 일상성 혹은 퇴락이 공존할 것임올 암시하는 것이다. 더욱 

이 본래성의 구성요건의 하나인 “반복”은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인 행 

위가능성올 현존재에게 부여해 준다.7) 현존재의 본래성은 생생한 삶 

의 다양한 구체적인 행위들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김종두(2000) ， 화 

이트(2005)가 언급하는 바와 같이 하이데거가 염두에 두었던 대표적 

인 본래적인 행위로서는 시작(詩作)， 사유， 예술， 건축， 정치， 학문 퉁 

이 거론될 수 있을 것인 바， 이는 모두 본래성의 지속성을 전제할 

때에만 가능하다.8)9) 왜냐하면 저러한 행위들이 모두 일순간적으로 

6) 이를테면 “결의의 철회"(SZ 308), “고려하연서 머옮"(SZ 352), “학문의 근 
원"(SZ 363)에 대한 서술들이 그러하다.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다응 논 
문의 2.2를 참고. 셜민， r하이데거에 있어서 본래성과 퇴락의 양립가놓성 

에 대한 연구 · “존재와 시간”올 중심으로J， 서울대학교 문학석사 학위논 
문， 2008. 

7) “반복은 전수된 가능성을 명시적흐로 수행하고 보존하는 결의성의 행위이 
다" Tbomas Sbeeban & Corinne Painter, Tbomas Sbeeban and Corinne 
Painter, “ Cboosing one’s Fate: A Re-reading of Sein und Zeit f 74", Research 
in Phenomenology, xxvrn, 1999, 13쪽 참조. 

8) EM에서 하이데거는 “시적인 말함， 사유가적인 기획， 건축적 건셜， 국가창 
조적 행위 등의 폭력행위는， 인간이 지닌 놓력의 발휘가 아니라， 바로 그 

것에 힘입어 존재자가 그 자체로서 개시되고 인간이 그러한 존재자 속으 
로 밀쳐들게 되는 그런 폭력을 제어하고 섭리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166 
쪽 창조. 현존재의 이러한 존재성격에 대하여 김종두는 이렇게 말한다. 

“폰재는 ...... 존재의 진리의 처소인 현존재를 매개체로 하여 현존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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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설사 본래적 실존상태에서 작업을 

위한 순간적인 영감만 얻고 다시 비본래성으로 돌아가 행위들올 할 

수도 있다고 누군가 반박한다연 이는 작업이 필요할 때마다 본래성 

을 자의적으로 불러낼 수 있는 것처럼 오해한 것이라 말할 수 있겠 

다. 그러나 주지하듯이 본래성을 촉구하는 양심의 부름은 결코 자의 

적인 것이 아니다. 

3. 양자의 앙립가능성을 거부하나 본래성의 지속성을 

인정하는 입장에 대한 반박 

헤르만<Friedrich Wilhelm von Herrman}은 “본래성의 지속성”올 
인정하는 듯하면서도 본래성에 퇴락을 결부시키기를 단호히 거부한 

다. 이는 아래의 인용문으로부터 확인될 수 있다. 

현존재가 ‘세계’에 퇴락해 -있옴으로부터 자신의 본래적인 자 

기로 - 있음으로 .... .. 되톨아온다면， 다시금 자신의 ‘세계’에 퇴 

락하더라도 현존재는 더 이상 퇴락하여 실존하는 것이 아니라 본 

래적으로 실존하는 것이다 10) 

능동적이며 독창적인 세계기투 또는 세계형성작업을 통해 자신을 세계라 
는 구체적인 모습으로 드러낸다 ...... 특히 위대한 예술가틀， 시인들， 사 

상가들， 정치인들의 독창적인 정신활동을 빌려서 뛰지스는 ...... 자신을 
구체화하고 외화한다" 김종두， r하이데거에 있어서 존재와 현존재J， 서울: 
서광사， 2000, 71 쪽 참조 또한 확이트는 명시적으로 이와 같이 존재자를 
그 자체로서 개시하는 폭력행위자를 “본래적인 현쓴채”로 명명한다. Carol 
1. White, Time and Death-Heidegger ’'s Analysis 01 Finitude, Aldershot: 

Ashgate. 2005. 113. 123쪽 참조. 
9) 여기에서 ‘봉래성의 지속성’이라 말할 때의 ‘지속성’은 일상적 시간관의 의 
미에서 지속적일 뿐만 아니라 하이데거가 제시하는 근원적인 시간성에 있 
어서도 지속적이다， 근원적 시간성의 의미에서의 지속성에 대한 해명은 

4,2 참조. 
10) Herrman, Friedrich Wilhelm Yon. Subjekt und Daseill, Frankfurt a.M.: Vittorio 

Klostermann, 2004, 213쪽 참조 이하 ‘SD’로 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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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래성의 지속성에 대한 헤르만과 회겔러의 해석 차이는 현존재씌 

시간성의 세 탈자태 가운데 “현재”에 대한 둘 간의 해석 차이에 꺼1 

인한다. 우선 현존재의 존재구조인 우려(Sorge) 및 이의 근거지평번 

시간성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다. 하이데거는 ‘실존상， 

‘현사실성’， ‘퇴락’이라는 세 계기로 이루어진 현존재의 통일적인 존째 

구조를 우려라고 부른다， 그리고 이러한 존재구조를 지탱하여 주는 

근거가 곧 시간성이다. 다시 말해서 현존재의 존재지평은 스스로를 

시숙하는 시간성이다， 그리고 시간성 역시 ‘기재’， ‘현재’， ‘도래’의 세 

탈자태로 이루어지는데 이들 각각은 우려의 세 계기를 가능하게 해 

준다. 또한 현존재의 시숙방식이 본래적인가 비본래적인가에 따라서 

그의 실존양태가 본래성인지 비본래성인지도 결정된다 11) 

펙겔러는 본래적인 시간성의 현재에 해당하는 “순간(Augenblick.)" 

을 무내용적인 것으로 간주한다. 즉， 그것은 “칼의 날처럼 날카롭파. 

이러한 날은 너무나 날카로워서 그 날 위에는 어떠한 ‘내용’도 자리 

하지 못한다..... . 순간은 무이다."(DM 209, 210) 또한 한편으로 

페겔러는 하이데거가 퇴락올 현존재의 근본구조에 결부시키기 때문 

에 퇴락을 실존양태와 무관하게 현재의 탈자태에 귀속시키는 결과를 

낳고 그로인해 “현재는 오직 그 비본래성에 따라서만 기농”하게 된 

다고 비판하기도 한다.<DM 210) 다시 말해서 퇴락을 우려의 세 번 

째 계기로서 받아들인다면 그리고 우려가 시간성에 의해 지탱되는 

것인 이상， 현존재는 본래적인 현재인 순간올 가질 수가 없다. 회겔 

러는 이렇게 순간을 무내용적인 것으로 보기 때문에 본래성의 행위 

가능성이라든가 지속성을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헤르만은 이에 대하여 엄격한 비판올 가한다. 그는 회겔러 

의 해석이 ‘우려(Sorge)’에다가 ‘곁에 -있음(Sein-bei)’이 아닌 퇴락 

11) 우려 및 시간성의 상웅관계는 각각 아래와 같다. 

근원적인 시간성 | 본래적인 시간성 | 비본래적인 시간성 
도래 | 선구 | 기대 (예기) 

현재화 | 순간 l 현재화 
기재 | 반복 l 망각 (간직， 기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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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편입시키는 과오로부터 비롯된다고 지적한다. 즉， 헤르만은 퇴락 

올 우려의 한 계기로 인정하는 기존의 일반적 해석이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현재의 지평에 근거를 둔 우려의 세 번째 계기 

는 퇴락이 아니라 단지 ‘곁에 -있음’으로 해석해야 한다.(SD 209) 

헤르만은 퇴락을 비본래성이라는 하나의 양태로 간주하며 ‘곁에 -있 

음’이야말로 두 실폰양태에 공히 귀속될 실존범주라고 본다. 

그러나 헤르만이 퇴락과 구별하고자 하는 ‘곁에 -있음’에 대하여 

하이데거는 이렇게 말한다. “세계 ‘곁에 있음’은， 세계에의 몰업이라는 

더욱 자세히 해석되어야 할 의미에서 내 -존재에 기초해 있는 실존 

범주의 하나이다."(S2 54) 즉 ‘곁에 -있음’이라는 실존범주에 있어 

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계에의 몰입”이다. 하이데거가 말하는 본래 

적인 실존합은 명상 속에서 자기를 성찰함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본 

래적인 현존재도 비본래적 현존재와 마찬가지로 고려함(Besorgen)에， 

즉 다양하고도 적극적인 행위들에 머물면서 실폰한다는 것을 헤르만 

역시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그러한 행위에는 특정한 존재자에의 몰 

입 (Aufgehen)이 필수적으로 요청되지 않는가?12) 하지만 몰입은 분 

명히 하이데거가 퇴락의 양상으로 거론하는 것이다 J3) 또한 행위에는 

비록 그것이 본래적인 현존재가 수행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음성적 

발화의 형태이든， 문자적 진술의 형태이든 양심이 전하는 침묵의 소 

리 외에도 타인과의 언어사용이 필수적이지 않겠는가? 하지만 언어 

사용 역시 하이데거가 비큰원적인 이해방식 혹은 퇴락의 양상으로 

거론하는 것이다. 

12) “도구세계로 ‘빠져’ ‘현실적으로’ 작업을 시작하고 다룰 수 있기 위해서는 
자기가 망각되어야만 한다/’(SZ 354) 하이 데거에 따르면 “현실적인” 작업 
의 수행올 위해서는 “몰입”이나 자기망각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본래적 
인 현존재가 적극적인 행위 수행자라연， 이와 같이 “도구세계에 몰입”하고 
“자기를 망각”해야， 즉 퇴락해야 하지 않겠는가? 물론 어떻게 자기망각과 
본래성이 양립할 수 있는가라는 불옴이 제기철 수 있을 것이다. 그에 대 

한 답변은 3.3 창조 

13) 더욱이 “곁에-있음”과 “몰입”을 사실상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는 용례뜰 
이 「존재와 시간4의 곳곳에서 얄견되는데， 헤르만은 이러한 용법틀을 전 
부 다 “문맥에 대한 잘못된 파악”으로 치부해야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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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존재의 현사실적 실존은 일반적이자 무차별적으로 하나 
의 피투된 세계-내-존재일 뿐만 아니라 항상 또한 이미 고려된 

세계에 몰입되어 있다. 이러한 곁에 퇴락하여 있음에서 -

(SZ 192, 강조는 필자) 

• “발화에서 언급되는 언어 속에 이미 놓여있는 평균적인 이 
해가농성에 따라서， 전달된 말은 널리 이해될 수 있다. 청자가 이 

야깃거리를 근원적으로 이해하면서 있지 않더라도 말이다，"(5Z 

168, 강조는 펼자) 

몰업은 자기 자신과의 본래적인 관계맺음을 멀리하게 만들고， 평균 

적인 이해가능성올 나르는 언어의 사용은 개별적 존재자에 대하여 

근원적인 이해를 사상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분명 퇴락의 유형들이 

다. 그렇지만 이들을 거부한다면 현존재는 어떠한 구체적인 행위도 

수행할 수 없을 것이다. 

서두에 인용하였던 ‘본래적인 현존재는 퇴락하더라도 더 이상 퇴락 

한 것이 아니다.’라는 모순적 문장으로 헤르만이 제시하고자 하였던 

사태를 새로운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아마도 ‘본래적인 현존재가 구 

체적인 행위에 몰두하더라도 그는 퇴락한 것이 아니라 본래적으로 

실폰한다’가 될 것이다. 헤르만은 분명 본래적인 현존재가 일순간적 

이지 않으면서도 지속적인 행위에 가답한다는 주장올 하고 있다. 그 

렇지만 그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행위가 ‘몰입’이라든가 ‘언어사용’ 

올 거부한 채로 이루어진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셈이다. 결국 헤르만 

은 수사적인 표현으로서 허용될 수 있는 모순어법을 활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자기모순올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그는 구체적인 행위의 핵심이 결국 다시금 몰입과 언어사용과 같은 

퇴락의 유형에 놓여있음을 간과하고 있다. 



154 훨확논구 제37필 

m. 퇴락현상에 대한 다충적 분석 

1. 토!락에 대한 개괄적 규정 

“퇴락(das Verfallen)"이라는 표현은 그 자체로 부정적인 뜻을 함 

축한다. “das Verfallen"은 사전적으로 쇠퇴， 쇠망， 멸망， 몰락， 붕괴， 

부패， 타락 퉁의 뜻을 지닌다. 하이데거는 이 낱말올 통사( verfallen) 

로도 자주 사용하는데 이때에는 상기의 뜻 외에도 ‘(어떤 상태)에 빠 

지다’라는 뜻올 가진다. 이렇게 퇴락은 여러 부정적인 뜻올 함축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지만 하이데거 자신은 이를 폰재론적 개념으로서 

사용할 때 여기에는 어떠한 부정적인 가치도 합축하고 있지 않음올 

여러 차례 강변하고 있다.(S2 176, 177) 퇴락이라는 현존재의 존재 

방식에 어떠한 저급한 가치평가도 거부한다는 하이데거의 입장올 곧 

이곧대로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리처드슨(2003)이 정확하게 지적하는 

바대로， 퇴락이 인간존재의 근본적인 유한성올 가리킨다는 점온 틀림 

없다 14) 

퇴락은 현존재가 존재자와 관계하는 대단히 복잡다양한 현상이므 

로 그것을 일의적으로 규정하기란 대단히 어렵다. 우선 대략적으로 

퇴락을 ‘근원성으로부터 멸어짐’이라고 규정할 수 있겠다. 즉 자기와 

의 관계의 측면에서 보자연， 퇴락은 불안에서 드러나는 본래적인 자 

기 자신， 즉 존재자 전체가 빠져나감으로써 드러나게 되는 적나라한 

자기 자신으로부터 멀어짐이다. 또한 세계와의 관계의 측면에서 보자 

연， 퇴락은 불안에서 드러나는 세계 그 자체의 개현으로부터 멀어짐 

이다. 그러나 이러한 대략적인 규정들만으로는 퇴락 현상을 만족스럽 

게 설명할 수 없다. 이하에서는 퇴락의 제반 현상들에 대한 상세한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우선 드라이퍼스(1991)의 퇴락분석올 수용 

하여 퇴락을 a) 그 전개양상의 정도에 따라서 심화된 퇴락과 중립적 

퇴락(또는 구조적 퇴락)으로， b) 그 유형에 따라서 “몰입”， “언어사 

14) Richardson, William J.(2003), Throllgh Phenomenology to Thought. New York: 
Fordham University. 37, 38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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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반사성”으로 구별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퇴락의 가장 두드러진 

현상인 몰입올 ‘주위세계에의 몰업’과 ‘공공적 세계에의 몰입’으로 세 

별하여 설명할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공공적 세계의 위장과 은폐로써 

의 비진리 및 퇴락의 격랑에 대한 분석을 시도할 것이다. 

2. 드라이퍼스의 퇴락 분석에 대한 수용 

드라이퍼스는 퇴락이 현존재의 존재론적 구조임에 주목하여 본래 

적인 현존재라고 하더라도 퇴락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음을 지적하고 

퇴락을 그 심화정도에 따라 세별하였다. 즉 본래적인 현존재 역시 그 

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구조적인 퇴락양상과， 본래적인 현존재에게는 

통용될 수 없고 비본래적인 현존재에게만 유효한 심화된 퇴락양상을 

구분하였다. 이를테면 고려되는 세계에의 몰업은 본래적인 현폰재라 

고 하더라도 벗어날 수 없는 인간의 근본적인 실존방식이다. “현존 

재는 항상 무언가를 하는 데에 몰입해 있다."(BW 227) 몰입은 본래 

적이든 비본래적이든 현존재가 행위를 하기 위한 조건이며 그런 점 

에서 현존재의 “구조적 펼연성”이라고 볼 수 있다 15) 그러나 그러한 

세계에의 몰입이 심화된 양상인 “함몰(Benommenheit， fascinationJ" 
은 본래적인 현존재에게 귀속될 수 없다 16) 현존재가 세계내부적 존 

재자들에 함몰되어 있을 때에 그는 자신의 고유한 자기를 전적으로 

15) 졸업과 관련한 하이데거의 진술을 몇 가지 인용하자연 다음과 같다. “세 
계 -내 -존재는 도구 전체의 용재성(Zuhandenheit)을 구성하는 지시틀에 
비주제적으로 둘러보여 몰입함이다."(SZ 76), “[현존재는] .... ... 항상 또한 

이미 고려되는 세계에 몰입해았다."(SZ 192, BW 229), “‘일에 올입하는’ 
조작과 분주합을 가능하게 하는 가까이함에서 우려의 본질적인 구조인 퇴 
락이 알려진다다，끼’ 

들에 열정적으로 몰입함의 내부에세 이러한 일상적인 자기를 가짐은 진갱 

할 수 있다‘"(GP 228) 
16) 함볼과 관련한 하이데거의 진술을 몇 가지 인용하자면 다음과 같다 “이 

러 한 친숙함에서 현존재는 자신을 세계내부적으로 만나는 것에 자신을 잃 

어버리고 그것에 합몰될 수 있다기(SZ 76, BW 228), “비본래성은 바로 한 
탁월한 세계 -내 -존재를 이루는데， 그것은 ‘세계’와 세상 사합들 속의 
타인의 공동현존재에 의해 완전히 함몰되어있다/’(SZ 176, BW 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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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실하고 말기 때문이다. 

드라이퍼스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하이데거는 실존론적 분석론에 

서 적어도 퇴락의 세 가지 유형들을 제시하고 있다. 첫 번째 퇴락의 

유형은 이미 언급했던 ‘몰입’이다. 두 번째로 제시되는 퇴락의 유형은 

언어이다. 드라이퍼스에 따르면 하이데거는 도구적 존재자에 대한 존 

재이해를 ‘근원적(primordial)’， ‘실증적(positive)’， ‘결여적(priva디ve) ’ 

방식으로 구별한다(BW 230,1) “우리가 망치를 더욱 장악하여 사용 

할수록， 망치와의 관계는 더욱 근원적이게 된다."(SZ 69, BW 23이 

우리가 실제로 도구를 열정적으로 사용할 때 그러한 도구와의 관계 

는 ‘근원적’이다. 하지만 우리의 존재자에 대한 앓의 거의 대부분은 

직접적이고 실제적인 존재자와의 교섭에 의해서가 아니라， 평균적인 

이해가능성(intelligibility， Verständlichkeit)의 교환， 즉 발화나 진술 

퉁의 타인들과의 언어사용을 통한 간접적인 방식으로 습득된다. 언어 

는 이와 같이 ‘실증적인 방식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평균적인 이해 

가능성이 내포하고 있는 일반화 및 진부화하는 성격으로 인하여 전 

달된 언어 속에는 존재자에의 근원성은 단절되고 피상성만이 남기가 

쉽다. 이때에는 ‘결여적’인 방식으로 존재자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진 

다고 말할 수 있다. 

“언어는 그 구조상 현존재로 하여금 존재 및 현존재 자신의 존재 

에 대한 근원적 관계로부터 떨어지도록 이끌고， 그리하여 근원성으로 

부터 무지반성으로의 미끄러짐을 가능하게 한다."(BW 229) 언어가 
지닌 공공성은 끊임없이 현존재를 근원성으로부터 이탈시킨다. “현존 

재는 자신의 활동을 자신과 타인에게 이해되게끔 만드는 데 있어서 

세계 및 자기와의 직접적인 관계를 상실해야만 한다."(BW 23이 그 

것은 타인에게 나의 직접적인 경험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언어의 공 

공적 성격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드라이퍼스는 몰업과 함 

몰을 구별했던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실중적인’ 언어사용과 ‘결여적 

인’ 잡담(Gerede)을 구별하고자 한다. 잡담은 일반적인 언어 사용이 

지닌 공공성 및 평균성을 심화시킴으로써 근원성으로부터의 단적인 

근절올 초래할 뿐만 아니라 “평균적인 이해조차도 폐쇄해 버린다" 

(BW 231) 요컨대 드라이퍼스는 현존재의 언어 사용올 “평균적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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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올 위한 실증적인 일반성”과 “이해를 폐쇄시키는 결여적인 언 

어사용”으로 구별한 뒤(BW 231) 전자를 언어의 불가피한 속성으로 

서 간주하고 퇴락의 구조적 성격으로 편입시키는 반면， 후-^}를 언어 

가 오용된 현상인 잡담으로 파악한다. 

현존재의 본질적인 구조로서 제시되는 퇴락의 세 번째 유형은 반 

사성(Reflexivity)이다. 반사성 역시 현존재로 하여금 자신의 존재를 

폐쇄하도록 이끈다. 반사성은 하이데거가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용어는 

아니지만 이 용어가 함축하고 있는 현상이 『존재와 시간』의 곳곳에서 

발견된다. 드라이퍼스는 다음의 구절들을 그 예로서 보여주고 있다. 

• 현존재는 그에 속한 존재양식에 따라 자신의 고유한 존재를 
그가 본질적으로 끊임없이 우선 관계맺고 있는 그 존재자에 

서부터， 즉 “세계”에서부터 이해하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S2 15) 
• “세계”의 우선적으로 고려되고 있는 것 곁에 퇴락해 있는 존 
재는 일상적인 현폰재 해석올 이끌며 폰재자적으로 현폰재의 

본래적인 존재를 은폐하며， 그로써 이 존재자에게 향해 있는 

존재론에 적합한 지반을 제공할 수 없게 된다. (S2 311) 

전통적인 인식 형이상학이 인간의 존재를 눈앞에 있는 주체로서 

파악했던 것도 바로 이러한 반사성에 따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현 

존재의 존재를 실존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사물적 존재방식에 따라 

실체성과 같은 사물적 존재( vorhandensein)의 양식으로 파악하는 것 

은， 현존재가 자신이 고려하고 있는 “세계”에 입각하여 자기 자신의 

존재를 해석하기 때문이다. 그로 인해 현존재는 우선 대개 자기 자신 

을 실체적인 자아로서 해석하게 된다. 드라이퍼스는 반사성에 대해서 

는 몰입 -함몰， 언어사용-잡담과 같이 근본적 구조와 오용된 구조의 

관계로 짝을 이루는 두 쌍을 명시적으로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그가 반사성을 자기해석의 기준을 자기가 아닌 “세계”로 삼게 만드 

는 경향성으로서 근본적인 구조로 간주하고-경향성일 뿐이니 얼마 

든지 본래적인 자기에 입각하여 자신의 존재를 이해할 가능성도 있 

다-그러한 경향성에 굴복하는 경우를 반사성의 오용된 현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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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악하고 있다고 짐작해 볼 수 있다. 

아래의 도표는 퇴락의 유형들에 대하여 정리한 것이다 17) “존재론 

적 구조로서의 퇴락의 유형들”에 해당하는 몰입， 언어， 반사성은 현 

존재의 본질적인 구조이므로 본래적이든 비본래적이든 모든 현존재 

에게 무차별적으로 적용된다. 퇴락의 유형들은 현존재로 하여금 자신 

의 존재를 폐쇄하게끔 유도동}는데 그에 대하여 적절히 저항하지 못 

하는 경우， 본래적인 자기존재와 전적으로 단절되고(함몰)， 근원적인 

상황으로부터 단적으로 근절되며(잡담) 자신의 존재를 왜곡하여 실 

제화된 자아로서 파악하게 된다.C자기왜곡) 

존재론적 
구조의 변질 

현존재의 어떤 
구조로서의 

(심화된 퇴락) 
측면이 폐쇄된 결과 

퇴락의 유형들 폐쇄되는가? 

본래적인 
몰입 함몰 신'"초‘- 자기존재와의 

단절 

상황의 일반화에 

언어사용 잡담 상황 따른 근원성의 

근절 

반사성 자기왜곡 자기 
자기존재를 
실체로 파악합 

3. 고려되는 존재자 및 공공적 세계에의 몰입 

퇴락의 제 유형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현상은 몰업이다. 드라이퍼 

스가 말하는 “반사성” 역시도 몰업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는 앞서의 몰입분석을 좀 더 구체화하고자 한다. 현존재는 늘 무언가 

에 몰입해있다. 그렇게 몰입해있는 현존재는 자신이 관계 맺고 있는 

그 무엇에 입각하여 자기 자신올 이해한다. 몰입은 ‘고려되는 존재자 

에의 몰입’과 ‘공공적 세계에의 몰입’으로 구별될 수 있다. 우선 전자 

를 살펴보자. 전자는 다시금 그 정도에 따라 ‘무관심적 일상성’의 몰 

17) 드라이퍼스가 정리한 것(BW 227)을 다소 수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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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양상과 ‘도구세계에의 자기상실’의 몰입양상으로 구별될 수 있따. 

‘몰입’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미의 몰입， 즉 무언가에 특별히 관셈 

올 집중하고 있는 상태만을 가리키지 않는다. 그저 무언가에 곁에

있음 자체가 이미 그 무언가에 몰입하도록 야기한다. 이를테면 어떤 

이가 무심히 오솔길을 따라 걸으며 숲속올 산책하고 있을 때에도 그 

는 자기 자신을 바로 그러한 존재자로서 이해하고 있다. 이것이 ‘무 

관심적 일상성’의 몰입양상이다. 우리는 일생에서 제법 많은 시간동 

안 이런 식으로 자기를 이해한다. 또한 우리는 특정한 작업세계에 적 

극적으로 빠져들 때 ‘도구세계에의 자기상실’에 이른다. 하이데거 자 

신이 인용하는 구두장이의 예처럼 자신의 작업 도구와 재료 및 제작 

될 제품 등에 열렬하게 빠져 있는 구두장이의 경우가 이러한 몰입양 

상에 해당한다.(GP 227) 그렇지만 ‘무관심적 일상성’의 몰입양상과 

‘도구세계에의 자기상실·의 몰입양상이 구조적 퇴락과 심화된 퇴락의 

구별과 같은 선상의 구별에 놓여있는 것으로 오해되어서는 곤란하다. 

심화된 퇴락은 본래성과의 양립이 불가능한 반면， ‘도구세계에의 자 

기상실’의 몰입양상은 본래성과의 양립이 가능하다. 만일 이를 본래 

성과 대치되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실질적인 작업행위들은 모두 비본 

래성으로 넘겨져야만 할 것이다. 그럴 경우 다시 본래성에게서 행워 

의 수행 및 지속성을 박탈하게 될 것이며 이때는 2.2에서 부딪친 문 

제에 재차 봉착하게 된다. 하이데거는 “도구세계로 ‘빠져’ ‘현실적으 

로’ 작업올 시작하고 다룰 수 있기 위해서는 자기가 망각되어야만 한 

다"(SZ 354)고 말하지만 이러한 자기망각이 필연적으로 불안의 순간 

에 근원적으로 드러나는 자기를 총체적으로 망각하고 상실한다는 것 

을 뭇하지는 않는다 IR) 다만 하이데거가 이를 퇴락으로 간주하는 것 

은 바로 이러한 몰업에 의해서 점차적으로 근원적인 자기의 망각이 

초래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몰입에 의해서 근원적인 자기가 총체적으 

18) 드라이퍼스 역시 동일한 입장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본래적인 현종재 
는 하는 것올 계속 해야만 하고 심지어는 일상적인 작업에 빠질 정도로 

계속 올입해야만 한다. 그렇지만 동시에 일상적 활풍들에 함몰되거나 떠 
넘겨져서 자기 자신 빛 상황에의 근원적 연판을 상실하지 않도록 저항하 

연서 말이 다." (BW 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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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망각되는 현상이 곧 드라이퍼스가 몰업의 심화된 퇴락양상으로 

분류하였던 ‘함몰’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몰입이 합몰로 이 

어지는 것이 필연적인 일은 아니다. 홉사 몰아지경에 해당하는 도구 

세계에의 몰업에 의한 자기망각을 존재자적 망각드로， 불안에서 드 

러나는 근원적인 자기의 망각을 존재론적 망각으로 칭하여 구별한다 

면， 존재자적 망각 하에서도 불안에의 용기(Mut)를 간직한다면 존재 

론적으로는 망각상태에 빠지지 않는 것이다. 

한편 이와 같이 고려되는 존재자에 몰입하는 현존재는 향상 또한 

공공적 세계에의 몰입올 동반하고 있다. 현존재는 고려되는 이런 저 

런 존재자에 몰입함과 더불어 공공적 세계에 몰입함으로써 자신을 

세상 사람들로서 이해하게 된다. 이를테면 대개의 경우 자신의 정체 

성은 국적이나 소속， 직업상의 신분， 가정환경 퉁 다양한 공공적인 

해석양식으로부터 규정된다. 이렇게 파악되는 ‘나’ 역시 진짜 ‘나’임이 

틀립없다. 그럽에도 그러한 ‘나’는 공공적 세계로부터 외면척으로 주 

어지고 우연적으로 설정된 나의 모습이다. 왜냐하면 저러한 규정들로 

부터 내가 파악될 때， 그렇게 파악된 ‘나’는 언제든지 타인들에 의해 

대리될 수 있거나 또는 그것이 반드시 ‘나’이어야만할 어떠한 필연적 

이유도 발견할 수가 없는 그런 ·나’에 불파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것은 ‘여기 있는 이 존재자’의 존재에 대하여 고유한 규정일 수 없 

다. 이와 같이 타인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공공적 현존재는 자기의 존 

재를 자신이 몰입해 있는 사회문화적 세계 내에서의 신분과 지위로 

부터 파악한다. 이것이 바로， 하이데거의 용어로 말하자면， ‘세상 사 

람들-자기’로서 실존하는 것이요 공공적 세계에의 몰업이다. 

4. 비진리와 퇴락의 격랑 

현존재는 그때마다 자기와 세계를 개시하는 방식으로 실존한다. 

현-존재의 현(da)은 자기와 세계가 개시되는 장소이다. 인간이 현존 

재라는 것은 인간이 그러한 장소에 들어서 있는 자， 즉 자기에게 세 

계를 개방하는 자임을 뜻한다. 이러한 개시항을 하이데거는 진리，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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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테이아(<ÌÀ.i]8na)， 비은닉성(Unverborge며leit)이라고도 부른다. 그 

런 의미에서 세계-내 -존재로서의 현존재는 진리 -내-존재이다. 그 

러나 현존재는 진리 -내-존재이자 통시에 비진리-내-존재이다. 

세상 사람틀에게 몰업합은 공공적 해석양식이 지배항을 뜻한 

다. 발견되고 개시된 것은 잡담， 호기심， 애매성에 의해 위장되고 

폐쇄되어 있다. 존재자에게 향한 존재가 소멸되지는 않았지만 근 

절되어 었다. 존재자는 완전히 은폐되어 있지는 않지만 발견되자 

마자 동시에 위장된다. 존재자는 자신을 내보이지만 가상의 양태 

에서이다. 마찬가지로 이전에 발견된 것이 다시 위장과 은폐 속으 

로 되가라앉고 만다. 현존재는， 본질적으로 퇴락해 있으므로， 그 

의 존재구성틀상 ‘비진리’ 안에 었다. (SZ 222, 강조는 필자) 

이러한 진리와 비진리는 대등한 위상에서의 대립적인 관계는 아니 

다. 다시 말해서， 현존재가 진리 안에 있거나 비진리 안에 있다는 식 

으로 둘 중 하나라는 것이 아니다. 현존재는 개시하는 자라는 의미에 

서 진리 안에 있고， 또한 동시에 그러한 개시가 존재자 그 자체를 

드러내지 못한다는 의미에서 비진리 안에 있다. 진리가 개시성을 가 

리킨다면， 비진리는 위장과 은폐를 가리킨다 19) 위장과 은폐를 이끄 

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공공성이다‘ 공공적 세계에서 실존하면서 우 

리는 무수히 많은 존재자들을 스쳐지나가게 된다. 하이데거가 살던 

시대보다도 더욱 기술문명이 발달한 오늘날， 끊임없이 쏟아지는 공공 

적으로 소통되는 정보들로부터 그때마다 존재자 자체에 대한 근원적 

인 이해를 가진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더욱이 그것들 하나하 

나에 대하여 근원적인 이해를 가지려하기 보다는 오히려 피상적인 

이해에 머무르는 것이 일상사를 살아가는데 대개는 훨씬 유익하다， 

공공성이 지배하는 세상 사람들의 세계 자체가 위장과 은폐로 뒤덮 

19) 하이데거가 말하는 비진리란 존재자에 대한 근원적인 이해가 사상되어버 
리는 것을 뭇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그는 라디오를 통한 청취경험올 이러 
한 비진리의 극단적인 사례로 든다. “그[라디오의 소유재는 라디오를 소 
유하지 않운 자가 결코 할 수 없는 방식으로 사물에의 통로휠- 위장한다. 
그는 가공할 만큼 비진리와 가상을 현존재에게 가져옹다/’(EP 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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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비진리의 터이다. 현존재가 사회적 존재로서 성장하는 한， 그는 

비진리 내에 있게 된다. 

공공의 세계는 불안￡로부터의 도피처이다. 일상적인 현존재는 불 

안에서 드러나는 근원적인 세계의 현상으로부터 달아나 공공의 세계 

에 안주한다. 이것은 현존재 자신이 피투적 현사실성의 냉혹한 존재 

책임으로부터 달아나고자 핸 심리적 요인과 더불어， 사회적 존재로서 

타인들과 공통의 세계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상호적 공통존재로서， 즉 

세상 사람들로서 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공공의 세계로의 

퇴락은 마치 하나의 격랑과도 같이 강력하게 현존재를 비본래성으로 

유인하다 즉 불안에서 드러나는 가장 고유한 자기를 망각하게끔 잡아 

끈다. 하이데거는 이것을 “퇴락의 격랑”이라 부르며 그 특징을 “유혹적 

(versucherisch)", “위안적(beruhígend)"， “소외적(entfremdend)" , “붙 

잡히는( verfänglich)", “추락(Absturz) " , “소용돌이(Wirbel)"라고 규 

정한다.(S2 177-179) 

N. 본래성과 퇴락의 양럽에 대한 해명 

1. 본래성으로의 변앙 

우리들 대개는 비본래적으로 실폰한다. 공공의 세계에 함몰되고 

작업세계에 총체적으로 자기를 망각하고 상실한 현존재는 자기 자신 

으로 실존하지 않는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로부터 본래적인 실존 

양태로의 변양이 일어나는가? 본래성과 퇴락이 어떻게 양립하는가에 

대한 최종적인 해명을 제시하기에 앞서， 불안으로부터 시작하는 본래 

적인 현존재로의 변양과정을 선구， 반복， 순간이라는 본래적인 시간 

성의 세 탈자태를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불안〉 하이데거는 본래적인 자기 자신이 불안에서 개시된다고 

말한다. 불안에 처해있는 현존재는 세계내부적 폰재자틀이 총체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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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의미를 상실하게 되는 섬뜩한 무로서의 세계로 들어서게 된다. 세 

계가 무가 되어버렸다고 해서 현존재가 세계-내-존재이기를 그만 

두는 것은 아니다. 불안의 순간에서도 현존재(Dasein)는 거기에(da) ， 

즉 개방성의 터에 있다. 현-존재<Da-sein)는 ‘현(da)’에서 자기와 

세계를 개시하는 방식으로 있으며 우선 대개 자기 자신을 개시된 세 

계로부터 이해한다. 그런데 세계가 무가 되어버리는 불안이라는 정황 

성에서는 현존재는 더 이상 그 무엇으로부터도 자기 자신을 이해할 

수 없게 된다. 현존재가 그로부터 자기 자신을 이해할 그 무엇이 아 

무것도 없다. 즉 이제 자기 자신의 존재가 무로서 이해된다. 그런 의 

미에서 불안에서 현존재는 죽는다(stirbt).20l 불안에서 무화되어버리 

는 것은 세계내부적 존재자들만이 아니다. 그간 자기존재로서 참칭되 

어왔던 ‘세상 사람들-자기’ 역시 무화된다. “그로부터 자신올 이해할 

수 있을 어떤 것도 발견할 수 없[는]" 불안이 드러내는 세계 속에서 

섬뜩한 무규정적 자기가 드러난다.CSZ 343) 

〈선구〉 불안에서 드러나는 이러한 자기 모습이 곧장 본래적인 실 

존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어떠한 현존재도 지속적으로 불안 속에 

사로잡혀있을 수는 없다. 불안에서 현폰재는 본래성과 비본래성이라 

는 두 실존방식을 자신의 기초적인 존재가능성으로 제시받는다.(SZ 

191) 비본래성으로의 길은 자신이 그 동안 안주하며 살아왔던 세상 

사랍들의 세계로 돌아가는 길이다. 반면 본래성으로의 길은 자신의 

존재가 근원적으로 무임을 철저하게 감내하는 길이다. 이것을 하이데 

거는 “죽음에의 선구”라는 말로 표현한다. 죽음에의 선구란 자기 자 

신의 존재를 죽음의 가능성에서 이해하는 것 다시 말해서 자기 자신 

의 존재를 “가장 고유하고， 무연관적이고， 건너휠 수 없고， 확실하지 

만， 규정되어있지 않은 가능성”으로 기획투사하는 것이다.(SZ 309) 

그렇지만 본래적인 자기로서 살아가기를 선택한다는 것이 무 속에만 

20) 이러한 맥락에서 박창국은 마음과 같이 말한다. “불안은 항상 우리 자신 
의 삶 한 가운데 침입해 와 있는 죽옴에 대한 풍안이여， 죽음이 우리에게 근 

원적으로 자신을 고지하는 방식이마. " 박찬국， r죽옴은 인간 개개인의 가장 

고유한 가능성이다J ， ’ 철학， 죽음을 말하다J， 서울 산해， 2004, 203쪽 창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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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물러 앉아있자는 것이 아니다. 본래적인 실존은 자신을 무 속으로 

던져 넣으면서 그와 더불어 피투되어 있는 자기 자신으로 되돌아오 

기 때문이다. 

〈반복〉 선구하면서 현존재는 피투된 자기존재로 되돌아온다. 선구 

를 통해서 현존재는 무의 저편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현사실적으 

로 피투되어있는 자기 자신의 독자적인 존재를 회복(Wiederholung， 

반복)하게 된다. 일상에서 현존재는 잡담과 호기심이 제공하는 홍빗 

거리에 사로잡히고 세상 사람들이 내주는 일거리에 종사함으로써， 끊 

임없이 솟구치는 ‘내가 있다’는 현사실로부터 그때마다 달아나고 있 

다. 그런데 죽음에의 선구는 현존재로 하여금 ‘내가 있으며 있지 않 

을 수 없다’는 피투적 현사실성에 맞닥뜨리게 한다. 섬뜩함을 가져다 

주는 무로서의 나의 존재는 그때마다 냐에게 내맡겨져 있다. 현존재 

는 실존하는 한， 끊임없이 자신올 자기 앞으로 가져간다. 그 때문에 

현존재에게는 바로 이러한 무가 자신의 근거(Grund， 지반)로서 끊임 

없이 내맡겨지지 않을 수 없다. 양심이 건네는 침묵의 목소리는 세 

상 사람들로서의 현존재를 수다스런 공공적 세계로부터 돌려 세워 

나에게 내맡겨져 있는 바로 이 폰재를-비록 그것이 무력한 근거에 

불과하다고는 하더라도-나의 근거로서 떠맡을 것을 요구한다. 죽음 

으로 선구한 자는 그로써 자신이 ‘무력한 근거임(das nich디ge 

Grund-sein)’을 떠맡기로 결의한다. 

〈순간〉 결의한 현존재는 더 이상 무 속에만 머물러 있지 않는다. 

“양심의 부름이 있올-수-있음으로 불러 세울 때 그것은 어떤 속이 

텅 빈 실존이상을 앞에 내세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상황으로 앞질러 

불러 세운다，"(S2 300) ‘상황’은 무로서의 세계가 결코 아니다. 현존 

재가 우선 대개 처해있던 일반적인 정황(Lage)은 순간 속에서 그러 

한 일반성을 벗어던지고 투명하게 밝혀지게 된 각기 고유하게 밝혀지 

는 상황으로 나타난다，21) 순간 속에서 밝혀지는 상황에서 세계내부적 

21) 상황은 결의성의 순간에서만 밝혀진다. 상황과 정황의 구별에 대해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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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자에 대한 고려와 타인들에 대한 배려(Fürsorge)의 방식이 변양 

된다. 선구와 반복 속에 견지된 순간에서만 상황은 상황으로서 밝혀 

진다. 순간의 상황 속에서 현존재는 행위를 하면서 장악한 세계내부 

적 폰재자를 “엇갈리지 않고(unverstellte)" 만나게 된다.(S2 326) 

2. 결의성의 지속성에서의 본래적인 행위의 수행 

2.2에서 본래성의 지속성이 불가피하게 요구된다는 점을 지적하였 

으나 과연 어떻게 해서 본래성이 가능한가를 설명하지는 않았다. 어 

떻게 본래성의 지속성이 가능하며 일상적인 삶을 살면서도 상황을 밝 

게 퇴우는 순간(Augenblick) 속에서 실존할 수 있는가? 다시 말해서， 

어떻게 일시적으로 얼어나는 “순간”올 넘어서서 자기와 세계를 본래 

적으로 개시하는 일이， 즉 결의성(Entschlossenheit)의 지속성이 가능 

한가? 결의성의 지속성의 해명은 자기지속성， 신장성(Erstrecktheit)， 

역사성 등의 개념들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주어질 것이다. 

자기지속성， 신장성， 역사성은 모두 현존재의 존재기반인 시간성에 

근거해 있다 자기-지속성(Selbst-ständigkeit)은 이중적인 뜻을 지 

닌다. 그것은 (a) ‘자기의 입지(Stand)를 확보한다， 즉 자립한다’는 

뭇과 더불어 (b) ‘그러한 입지의 견고성(Steadfestigkeit)’올 뜻한 

다.껑) (a) 결의한 본래적인 실존이야말로 무지반의 상태에서 퉁퉁 떠 

이데거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상황은 그 기초흘 결의성에 두고 있다. 

그에 반해 ‘세상 사람들’에게는 상황이 본질적으로 닫혀있다. ‘세상 

사랑들’은 그저 ‘일반적인 정황’만올 알 뿐”이다βZ 299, 30이 
22) “본래적으로 있을-수-있음의 현상은 또한 입지를 확보했다는 의미의 자 

기의 지속성에 대한 시야도 열어준다 부단한 입지의 견고성이라는 이중 

의 의미의 자기의 지속성은 결의하지 않은 퇴락의 비자기지속성에 대한 
본래적 반대가놓성이다. 자기 지속성은 실존론적으로 다름 아나라 바로 

선구척 결의성을 뜻한다" (SZ 322) 젤너(Douglas Kellner)는 자기지속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해석올 내린다. “자신의 본래적 가능성들의 선택은 
‘성실을 위한 분투’흘 이끈다 ..... ’. [본래적 실존온l 자신의 봉래성의 기 

획투사를 고수하며 고집하연서 자신의 결의에 진실하다 ...... 이러한 자 

기지속성은 오직 본래적 개인에게만 적용된다. 왜냐하면 오직 본래적 가 
능성들을 선택하고 끊임없이 자신의 선택을 반복하는 개인만이 자기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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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는 세상 사람틀에의 의존적 삶을 중단하고 피투되어 있는 자신 

의 무력한 근거를 자신의 존재로서 인수함으로써 자신의 입지를 세 

우게 된다. 세인으로서의 삶이 낳게 되는 퇴락의 격랑으로부터 본래 

적인 실존이 자신의 본래성올 견지할 수 있는 것은 이와 같은 굳건 

한 입지 덕분이다. (b) 또한 그러한 입지는 단지 일순간만 확보되는 

것이 아니라 현존재의 폰재를 지탱해주는 시간성을 따라서 지속적으 

로 견지된다. 

현존재는 실존양태와 무관하게 근원적인 시간성에 의해서 그 존재 

가 지탱되고 있다. ‘도래’하면서 c반복’하는 ‘현재화’ 속에서 현존재의 

시간성이 시숙한다. 그리고 시간성의 시숙과 더불어 자기의 신장( 1매 

張)이 이루어진다. 그렇지만 일상사에 집착송}는 비본래적 현존재에게 

는 이러한 근원적인 자기의 신장이 은닉되어 있다.(SZ 391) 비본래 
적 현존재는 현재화 중심의 현전적 시간관에 붙들려있다. 그는 현재 

화되어 대상으로서 눈앞에 정립된 존재자들만올 집착하고 ‘오늘날’ 

통용되는 사회문화적 해석양식에 갇혀있다. 이러한 비본래적인 현존 

재에게 자기는 시간성의 시숙에 따라 신장되는 근원적인 자기가 아 

니라 단속적으로 이어지는 체험들의 연속으로 이해된다. 그로써 그에 

게는 근원적인 자기가 망각된다. 반면 본래적인 현존재는 죽음으로 

선구한다. 죽음에의 선구란 현재에 안주해 있는 자기를 파쇄하고 모 

든 현재적인 것에 흐트러져있는 자기 자신올 넘어서서 자기의 고유 

한 무규정적 존재를 향해 앞질러 내달리는 것이다. 이로써 그는 은닉 

되어용 자기의 신장성올 들추어낼 첫걸음올 내디딘다. 그렇지만 그것 

은 아직 첫걸음일 뿐이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죽음을 선구함으로 

써 오히려 현존재는 피투된 자기존재로 되돌아오기 때문이다. 

현존재는 피투된 자기존재로 되톨아와 자신에게 고유한 현사실적 

가능성들올 선택해나간다， 결의한 현존재의 현사실적 가능성의 선택 

성의 꾸준합과 지속성을 획득했기 때문이다. 특정한 가능성올 장악하고 거 
기에 성실하게 고수하는 것은 선념의 행위를 가랴킨다" Douglas Kellner, 
“ Authenticity and Heidegger’s challenge to ethical theory", Marlin Heidegger
Crilical AssessmenlS, Vol. lV, edited by Christopher Macann, London & New 
York: Routledge, 1992, 204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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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곧 행위의 결의 (Entschluß)이다. 앞서 본래적인 현존재가 자신이 

무력한 근거라는 피투적 현사실성올 떠맡기로 ‘결의’한다고 밝혔고 

그것이 있어왔던(기재해온) 자신의 존재의 ‘반복’에 해당된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거기에서는 단지 형식적으로 ‘자신의 존재를 떠맡는 

다’는 사실에 대한 논의에 그쳤지 과연 실존적으로 어떻게 자신의 

존재를 떠맡겠다는 것인지는 전혀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았다. 하이 

데거는 ‘기재해온 자기존재를 떠맡음’이라는 다소간 형식적인 의미에 

서의 ‘반복’을， 역사성을 논하는 F존재와 시간J 제 74절과 제75절에 

서 ‘역사적 가능성의 현사실적 선택’이라는 훨씬 구체적인 의미에서 

의 ‘반복’으로 발전시킨다.껑) 현존재는 후자의 의미에서의 반복을 통 

하여 선구로부터 확보된 자기의 지속성올 현사실적으로 이행한다. 

결의성은 ‘무엇을 하기로 결의하겠다’는 결심의 찰나에만 존속동}는 것 

이 아니다. “결의성은 오직 ‘결의합<Entschließung) ’이라는 ‘작용(Akt)’ 

이 ‘계속되는(dauert) ’ 동안만 ‘체험(Erlebnis)’으로서 현실적으로 있 

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결의성올 존재론적으로 오해하는 것일 게 

다." (S2 391) 그뿐만 아니라 결의성은 특정한 결의에 고착하여 그 

러한 행위의 선택이 철회되지 않고 있는 동안만 지속되는 것도 아니 

다. 결의성은 특정한 결의만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결의의 철회에 대한 자유가 주어져 있다는 데에 그 근본성격이 놓여 

있으므로 그 자체 특정한 결의를 넘어서는 신장된 지속성을 갖는 

다.(S2 391) 자신의 근원적인 유한성이 백일하에 드러나게 되는 “한 

계상황”으로 피투되어 있음을 자기의 본질로서 인수하는 자에게는 

23) 하이데거는 불안이나 순간 동 몇몇 주요한 개념들을 키에르케고르로부터 
벌려온다 반복 역시 본래 키에르케고르의 개념이었옴올 쉬락(1970)은 지 
적하고 었다. Calvin O. Schrag, “ H eidegger on Repetition and H istorical 
Understanding", Philosophical Easl and WeSl, Vo1.20, No.3, Jul., 1970. 287쪽 
창조. 역사성에서의 반복에 대해서는 이 논문 외에 다옴의 논문들이 유용 

하다. Kevin Aho, “ Why Heidegger is not an Existentialist: lnterpreting 
Authenticity and Historicity in Beillg and Time", Florida Philo$ophical 
Review, Vol m, Issue 2, Winter 2003 및 Thomas Sheehan and Corinne 
Painter, “ Choosing one’s Fate: A Re-reading of Sein und Zeil f 74", 
Research in Phenomenology, xxvm,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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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 특정한 결의의 철회에 대하여 열려있으며 그러한 결의에 성 

실할지언정 결코 그것을 고집하지는 않는다.찌) 왜냐하면 더 이상 그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벽과도 같은 극명한 한계상황에 부딪칠 때 

현존재는 자신의 현실적인 특정 결의를 철회하지 않을 수 없을 터인 

데， 본래적인 현존재란 자신이 근원적으로 한계상황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음을 철저하게 깨닫고 있는 자이기 때문이다. 선구하면서 반복 

하는 자， 즉 죽음과 같은 극한적인 상황으로 끊임없이 내달리면서 역 

사적으로 전수되어용 가능성들에 그때마다 운명적으로 웅답하는 자 

만이 근원적인 시간성의 시숙에 따라 자기를 신장시킨다. 본래적인 

역사성 속에서 현존재는 그때마다의 결의들을 통해서 현사실적으로 

자기를 신장시키지만 그러한 신장성은 결의들의 연결을 통해서 그제 

야 수립되는 것이 아니라 그에 앞서 이미 선구를 통해서 확보되었던 

결의성의 지속성으로부터 발하는 것이다. 

본래적인 현존재는 무력한 근거임을 떠맡음으로써 있어옹(기재해 

온) 자기를 반복한다. 반복은 그렇지만 단지 그렇게 자신의 존재책임 

을 형식적으로 인수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선구한 자가 

자신이 처한 역사적 현실로부터 어떠한 행위를 취할 것인가를 결의 

하고 그것올 수행해야만 비로소 자신의 존재책임을 이행한 것이라 

말할 수 있다. 즉 그때에야 진정한 반복이 성취된다. 또한 이러한 역 

사적인 반복을 통하여 현존재는 자기의 근원적인 신장성올 옹전하게 

밝혀내게 된다. 비본래적인 현존재는 그때마다의 단속적인 현재화에 

갇힘으로써 역사적인 신장성올 은폐한다. 선구하면서 반복하는 현폰 

재에게만 역사성의 신장성이 열리게 된다. 

24) 하이데거는 야스퍼스의 ‘한계상황’이라는 개념을 수용한다， 야스퍼스에 따 
르면， 한계상황이란 죽음， 고통， 우발성， 투쟁， 죄책 등에 부딪칩으로써 자 

신의 유한성을 통절하게 되는 현존재의 근원적인 상황올 가리킨다. 현존재 
는 이러한 한계상황으로부터 근본적으로 벗어날 수 없다， 즉 현존재는 그 

때마다 이미 자기의 극한적인 유한성 속에 피투되어었다 한계상황은 실존 

불가능성의 가능성인 죽음의 또 다른 이름이다. SZ 308쪽， Karl Jaspers, 
Psychologie der Wellanschauungen, München: Serie Piper, 1985, 247-280쪽 및 
강갑회， r야스퍼스에 있어서 한계상황을 통한 실존개명」， ?철학논총J， 제 
29집， 2002, 4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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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래적인 시간성의 현재적 탈자태인 순간은 단지 “순간”으로만 해 

석되어서는 안 된다 하이데거가 언명한대로 현존재는 “순간적으로” 

만 일상성올 지배할 수 있다.CSZ 371) 아마도 그것은 본래적인 현존 

재로 변양하는 순간일 것이다. 그러나 그 역시 일상성을 일소시킬 수 

는 없다. 이와 같이 일상성을 실존적으로 “극복한” 자， 즉 본래적인 

현존재도 다시금 “우선” 공공적인 해석양식에서 드러난다.(SZ 370)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단순히 비본래성으로 돌아갔다고 말하기 

는 어렵다. 왜냐하면 여전히 그는 선구를 통해서 이미 자기 자신을 

근원적으로 시숙하고 있기 때문이다. 선구와 반복에서 밝혀지는 상황 

에의 결의의 순간은 “순간”이면서도 또한 지속적이다. 순간은 “순간 

적으로” 일어나지만 그것은 이미 선구함으로써 신장된 역사성의 지 

속성에 놓여있다. 순간은 섬광처럽 “순간적으로” 번뜩이지만， 그러한 

섬광은 일순간에 소멸되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시간성의 시숙 속에서 

지속되는 것이다. 결의한 현존재의 순간에서 도래할 자기와 있어온 

자기가 하나의 지평 속에서 전체적으로 신장된다. 순간은 통속적 시 

간으로 보건대 분명 “순간”이지만 본래적인 현존재의 모든 행위를 

지속적으로 지배한다.징) 바로 이런 이유로 본래적인 현존재는 일상적 

인 삶을 살더라도 그는 얼상에 함몰되지 않는 방식으로 실폰할 수 

있는 것이다. 

3. 본래적인 현존재에게서 나타나는 퇴락의 유형들 

순간은 지금들이 연결된 시간 흐름상에서는 “순간”이지만， 근원적 

인 시간성의 시숙에서는 지속적으로 신장된다 다시 말하자연， 현폰 

25) 드라이퍼스는 키에르케고르의 순간 개념이 영원성을 띤다는 점에 주목하 
며 이에 영향을 받은 하이데거의 순간 개념 역시 일시적인 사건이지만 동 

시에 지속성올 갖는다는 점을 강조한다. BW 321 , 2쪽 참조. 하이데거의 
순간 개념이 키에르케고르의 순간 개념과 최소한 실존적으로는 통일한 것 
임을 SZ 338쪽의 각주 3으로부터도 알 수 있다. 또한 그 각주에서 하이데 
거가 “순간”과 관련하여 참조하라고 지시하는 야스퍼스의 저서에는 순간 

이 “일순간적인 것(Momentane)"이면서도 “영원성(Ewigkeit)‘’의 성격올 갖는 
것임이 강조되어 있다. Karl Jaspers, 같은 책. 110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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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는 순간을 일시적으로 체험하지만 그것은 단지 일시적 체험￡로 

종결되지 않고 그의 삶 전체를-존재론적으로 말하자연 자기에 대한 

이해양식 및 타인과 사물에 대한 이해양식을-변양시키는 계기가 된 

다. 2.2 및 3.3에서 본래적인 현존재가 일상적인 고려함에 머물기도 

하고 적극적인 행위에 몰업하기도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는데， 본래적 

이면서도 그러한 행위에의 몰입에 가능한 까닭은 결의성의 지속성으 

로부터 그러한 행위들이 발원하기 때문이다. 하이데거는 “배시적인 

고려함의 시간성”올 논하는 자리에서 본래적인 현존재 역시 그러한 

일상적인 고려함에 머문다고 말하면서도 일상적인 고려함의 시간성 

이 비본래적인 시간성의 탈자태로 시숙한다고 설명한다.(S2 352) 또 

한 하이데거는 “본래적인 실존에서의 학문의 근원”을 논하는 자리에 

서도 존재자의 탁월한 ‘현재화’ 및 사물적 존재자에 대한 순수한 발 

견의 ‘기대’7}， 다시 말해서 ‘현재화’나 ‘기대’와 같은 비본래적 시간성 

의 탈자태7}， 결의성에 근거한다고 설명한다.(S2 363) 이와 같이 본 

래성과 비본래성의 언뜻 납득 불가능해 보이는 양립은.26) 결의성이 

지니는 지속적인 성격으로부터 해명되어야만 할 것이다:n> 

일상적인 행위들을 하는 본래적인 현존재를 그럼에도 본래적이라고 부 

를 수 있게끔 하는 것은 오직 그만이 자신의 ‘실존이원Worumw피en)’를 

명확하게 장악하기 때문이다. 실존이유는 ‘자신의 있음’에서 그때마다 

그러한 있음이 문제되는 존재자에게 즉 실존에게 ‘그렇게 문제되는 

바’에 해당한다. 존재론적으로 보자면 실존이유는 순수하게 무규정적 

인 ‘가장 고유하게 있올-수-있음(das eigenste Seinkönnen)’ 자체 

를 가리킨다. 한편 존재자적으로 보자면 실존이유는 그때마다 내가 

26) 이러한 맥락에서 하이데거는 본래성이 단순히 비본래성의 제거가 아님을 

여 러 차례 강조하고 있다. (52 130, 146, 238; GP 243) 
'l7) 드라이퍼스(1991) 역시 거의 유사한 견해를 보이고 있다. “본래적인 현존 

재가 여전히 특정한 사건들을 개대하고 기억하더라도 그러한 사건들에의 

자신의 관계의 시간적 형식은 예기와 망각으로부터 선구와 반복으로 변한 

다. 선구， 반복， 결의성 속에서 본래적인 현존재는 자신의 특정한 기획투 

사틀이 어떻게 오고 가든지 간에 자신의 행위들에 지속적인 형식올 부여 

하는 방식으로 현존재의 시간성을 살아간다."(BW 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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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가는 이유나 목적올 가리킨다. 실존이유는 언제나 그리고 어느 

현존재에게나 존재론적이연서 또한 존재자적이기도 하다. 그렇지반 

비본래적인 현존재에게는 불안에서 현시되는 ‘가장 고유하게 있올

수-있음’이라는 섬뜩한 무규정성으로서의 실존이유는 은념되어 ‘있 

다. 그는 그때마다 현전적으로 다가오는 이런 저런 존재자들과의 교 

섭 속에 갇혀 있고， 그에 따라 그의 실존이유 역시 공공적인 삶 내 

에서의 일상적인 목적들로 제약된다. 반연 본래적인 현존재는 죽음 

을 선구함으로써 ‘가장 고유하게 있을-수-있음’이 자신의 근본적인 

실존이유임을 여실히 깨닫고 그러한 무규정성을 규정할 책임이 전적 

으로 자신에게 내맡겨져있옴을 받아들인다. 그가 그때마다 이루어지 

는 소소한 일상적인 활동들로 그때마다 자신올 기획투사하더라도 여 

전히 그가 비본래성으로 추락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는 까닭은， 그 

러한 일상적 기획투사의 근저에서 본래적인 현존재는 자신올 “일차 

적으로” 자신의 근원적인 실존이유 즉 가장 고유하게 있을-수-있 

옴으로 기획투사하기 때문이다，28) 

이제 어떻게 본래성과 퇴락이 양립하는가를 최종적으로 확인해야 

할 때다. 드라이퍼스의 퇴락분석을 포함하여 제 3절에서 살펴본 퇴락 

과 관련한 다양한 개념들의 상이한 위상들을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볼 

수 있겠다. 이하에서 (2)를 제외하고는 모두 본래성에서도 제거되지 

않는 퇴락의 유형들이다. 

(1) 중립적 퇴락=고려되는 존재자에의 몰입， 공공적 세계에의 

몰입，언어사용，반사성 

(2) 심화된 퇴락=고려되는 존재자에의 함몰， 공공적 세계에의 

합몰， 잡담， 호기싱， 애매성， 자기실체화 

(3) 비진리(위장과 가상)로서의 퇴락=공공성 

(4) 퇴락의 격랑 

(1) 본래적인 현폰재 역시 자신의 주위세계에 몰입해있다. 일상적 

28) .. 실존하는 현존재는 자기 자신융 선핵하여 일차적으로 자기 자신으로부터 
자신의 실존올 규정할 수 있다. 즉 본래적으로 실존할 수 있다" (GP 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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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자기 자신은 고려되는 주워세계로부터 이해된다. 또한 자신의 

역사적 운영에 웅답하기 위한 결의를 수행할 때에도 그는 특정한 존 

재자에 열정적으로 몰입해야만 한다. 그러한 존재자가 예술작품이든， 

건축물이든， “사료(史料)"이든 말이다.댔) 또한 그는 비본래적으로 실 

존하면서 세상 사랍들로서 지녀왔던 사회문화적 역할， 지위， 신분 퉁 

을 떨쳐버리는 것이 아니다. 다만 그는 이러한 공공적인 자기규정이 

자기 자신올 이루는 본질이 될 수 없는 잠정적인 성격입올 명료하게 

자각할 뿐이다. ‘세상-사람들’로서 실존하면서도， 본래적인 현존재는 

자신의 본질을 그때마다의 선구 속에서 밝혀지는 죽음의 무규정성으 

로부터 이해하고 있다. 또한 본래적인 현존재라고 하여도 사물적 존 

재자와 끊임없이 교섭해야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실체적 사물로부터 

자기 자신을 이해하도록 즉 실체화된 자아를 지니도록 잡아끄는 유 

혹 속에 놓여었다. 비록 그러한 유혹에 굴복하지는 않더라도 말이다. 

마지막으로 본래적인 현존재는 존재자에 대한 근원적인 존재이해의 

취득의 한계로 말미암아 언어사용이라는 간접적인 방식에 의존해야 

만 한다. 그는 존재자에 대한 근원적인 존재이해를 탈취하기 위해서 

분투하지만， 피투성의 제약으로 인하여 생존을 위해 필요로 되는 존 

재자에 대한 잃을 전부 다 근원적인 방식으로 취득할 수는 없다. 다 

만 본래적인 현존재는 공공적인 담화 속에 끼어들고 거기에 불가피 

하게 의존하면서도， 다시금 그로부터 근원적인 이해를 파헤치려는 노 

력을 부단히 기울일 뿐이다. 

(2) 몰입과 언어사용 및 반사성은 비본래적 현존재에게서는 각각 

함몰과 잡담 및 자기실체화로 악화되어 나타난다. 여기에서는 중립적 

퇴락에서 견지될 수 있었던 본래적인 자기와의 관계가 단절된다. 본 

래적인 현존재는 끊임없이 이러한 퇴락의 악화경향에 저항한다. 본래 

적인 현존재는 열정적으로 특정한 존재자들에 몰입한다고 해도， 비본 

래적인 현존재처럽 자기 자신의 본질을 망각한 채로 존재자들에 집 

착하여 거기에 합몰되어버리지는 않는다. 그는 특정한 존재자들에 몰 

29) 하이데거 자신의 언명에 따르면， “사료만올 간행하는 역사학자의 실존”도 
본래적일 수 있다고 한다.(SZ 396) 사실상 고유한 상황이 밝히는 그 어떠 
한 존재자도 몰입의 대상이 될 수 있올 것이다. 



아。|디l'에l 있억서 를해성과 펙락의 。。힘1뿜엉억| 대얀 전구 173 

입하더라도 언제나 불안의 숨결을 꺼뜨리지 않으며 불안올 대비하는 

것이다. 또한 그는 공공적인 신분과 지위를 유지하며 살아간다고 해 

도， 그것올 자신의 진정한 규정성으로 여기며 그런 것들올 맹목적으 

로 쫓으며 살아가지는 않는다. 언어사용에 있어서도 본래적인 현존재 

가 불가피하게 평균적인 이해가능성을 나르는 언어에 의존하연서도 

근원적인 존재이해의 탈취를 위해 분투하며 잡담을 멀리한다. 잡담의 

경우와 마창가지로 본래적인 현존재는 호기심이나 애매성에도 휘둘 

리지 않는다. 그는 이것， 저것 호기심올 쫓아서 이리 저리 홍빗거리 

를 찾아다니는 식으로 피상적인 존재이해에 만족하지 않으며， 공공적 

인 해석양식의 참칭된 진정성올 애매하게 뒤따르지 않는다. 마지막으 

로 본래적인 현존재는 자기 자신을 실체화된 자아로서 이해하도록 

만드는 유혹에 끊임없이 저항한다. 비본래적 현존재에게 귀속되는 이 

러한 심화된 퇴락의 제 양상들은 불안에서 드러나는 섬뜩한 자기로 

부터의 끊임없이 도피라고 할 수 있다.30) 

(3) 본래적인 현존재는 이러한 심화된 퇴락의 양상들을 물리치지 
만， 위장과 가상이 횡행하는 비진리로부터 벗어나지는 못한다. 본래 

적인 현존재의 현사실적인 행위들은 공공적인 세계 내에서 이루어진 

다. “결의 역시 세상 사람들과 그들의 세계에 의존한 채로 남아 있 

다"(82 299) 끊임없이 현존재를 근원적 이해로부터 단절시키고 피 

상적이며 무지반적인 이해 속에 파묻히게 만드는 공공적 해석양식으 

로부터 현존재는 벗어날 수 없다. 그럽에도 결의성은 “실존의 진리”， 

“본래적인 진리”， “가장 근원적인 진리”이다.(82 297) 결의한 실존은 

공공적인 해석으로 인해 위장과 가상으로 덮여있는 존재자를 탈취하 

여 그것이 밝게 드러나도록 끊임없이 분투하는 자이다. 좌초의 위험 

올 무릅쓰고 적극적으로 자기의 고유한 존재개시를 위해서 투신하는 

것， 이것이 비진리에 놓여있으면서도 “비진리를 제 것i로 삼는 

30) 불안에서 드러나는 자기로부터의 도피는 심화된 퇴락에 상용한다. 양자의 관 
계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올 참조 C3trmen, Taylor, “Must We be Inauthentic?", 
Heidegger. AlIlhenticity, and Modernity-Essays in Honor of Huberl L. Dreyfus, 
V이 1., edited by Mark A. Wrathall & Jeff Malpas, New 8askerville: The 
MIT,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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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S2 잃8)는 하이데거의 말이 뭇하는 바이다. 본래적인 현존재가 

비진리에 의해 함께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존재자를 근원적으로 탈 

취하려는 분투조차 불펼요할 것이다. 결의한 실폰이라고 하더라도 타 

인들과 공공의 이해가능성올 공유하면서 실존할 수밖에 없다. 현존재 

에게는 다른 현존재들과 ‘더불어 -있음’이 본질적 성격으로 내재하는 

한 우리의 삶은 늘 타인들과 더불어 대화하고 작업하는 공통적 삶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4) 이와 같이 본래적인 현존재도 비진리 내에 있기 때문에， 비본 

래성으로 잡아끄는 퇴락의 유혹에 끊임없이 노출되어 있다. 공공적인 

삶에서 본래성올 견지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왜냐하면 

비본래성으로의 유혹은 끊임없이 현존재에게 소용돌이처럼 몰아치기 

때문이다. 그러한 유혹에 버티어내기 위해서는 무지반적인 공공의 세 

계에 대하여 자신의 고유한 입지를 부단히 세워야만 한다. 비본래적 

인 현존재가 비진리 내에 있으연서 퇴락의 유혹에 굴복당한다면， 본 

래적인 현존재는 비진리를 자신의 존재양식으로 감내하면서도 퇴락 

의 격랑 속에다가 자신의 입지를 세워 흔들리지 않올 수 있다. 즉 

“인간은 ...... 향상 [위장과 가상이 지배하는] 혼미 속올 걸어가지 

만” “혼미 자체를 경험하고 현-존재의 비밀을 잘못 보지 않옴으로 

써 현혹에 빠지지 않게 될 그러한 [본래적인 실존의] 가능성”도 가질 

수 있는 것이다.(W 195) 

V. 결론 

현존재의 본질은 개시성에 있다. 존재개시의 터에 들어서 있는 자 

인 현존재는 그 속에서 존재자툴올 만냐고 또한 자기를 발견한다. 그 

렇지만 우선 대개 현폰재는 단지 마주하는 이런 저런 존재자들만을 

발견하고， 그런 존재자들과 같은 실체성을 갖는 자이흘 자신에게 부 

여한다. 또한 그는 일상적이고 풍공적인 해석양식에 따라서 존재자들 

올 피상적으로 이해하고 사회문화적으로 주어지는 역할 속에서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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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체성을 형성한다. 존재개시자로서의 자신의 본질， 즉 무규정적 

으로 개시되는 근원적인 자기존재를 유일한 상황 속에서 고유하케 

규정해야만 하는 책임은 그런 식으로 망각된다.3 ) ) 비본래적인 현존재 

에게는 그저 이런 저런 현전적 존재자들만이 발견될 뿐이며 그 가운 

데 자기 자신 역시 무차별적으로 하나의 사물적 존재자일 뿐인 것으 

로 나타난다. 하지만 비본래적인 현존재가 자신의 본질을 구현할 기 

회는 늘 잠재해 있다. 근원적인 불안에서와 같이 현존재를 전체적으 

로 사로잡는 기분은 그로 하여금 개별적 존재자들의 발견에 앞서서 

근원적인 무가 단적으로 드러나고 있음을 깨닫게끔 한다. 인간은 그러 

한 기분 속에서 본래적으로 현(da)에 들어서게 된다. 그때 현-존재는 

자신의 유한성올 망각한 채 이런 저런 존재자들에 집착하고 오늘날 

통용되는 사회문화적 규범 및 가치질서 동에 붙잡혀있던 과거의 모습 

으로부터 벗어나게 된다. 하이데거가 죽음으로의 선구를 통하여 말하 

고자 하는 바는 다름 아니라 바로 이와 같이 나를 붙잡고 있는 이런 

저렌 존재자들과 나의 행위를 구속하는 공공적 규정들로부터 벗어나 

서 가장 고유한 무규정성으로 앞질러 들어가 근원적인 자유를 획득 

하는 것， 그리고 그로부터 진정한 삶의 충만감을 일깨우는 것이다. 

본래적인 행위를 수행하기 위해서 현폰재는 죽음 속에 갇혀있을 

수 없다. 죽음으로의 선구가 본래적으로 일어난다면， 그것은 현존재 

로 하여금 자신이 처해있는 역사적 상황을 꿰뚫어보도록 촉구하며 

그로부터 자신이 행하여야할 바를 찾아내게끔 인도한다. 죽음으로 션 

구함으로써 현존재는 역사적으로 전수되어용 가능성들로부터 자신의 

현사실적 가능성올 선택 록 결의한다. 이러한 상황에의 결의를 통하 

여 그는 본래적인 행위를 구현하게 된다. 그러나 결의의 수행을 위해 

서는 다시금 자신이 처한 사회·문화·역사적인 해석양식들에 의존해야 

31 ) 리고벨로(1991)에 따르연， 존재개시자로서의 자신의 책임에 최선올 다하는 
자가 본래적인 실존이다. “본래적인 실존은 ...... 실존이 최종적으로 자기와 
동일시하는 자신의 해석학적 존재개시성에 성실한 자이다.. Annando 
Rigobello, “ Heideggers Kritik des Begriffes ‘Wert’ und die praktische Bedeutung 
von ‘Eigentlichkeit"’, in: D. Papenfuss, O. Pöggeler (Hrsg.), lllr philosophischen 

Aktualität Heideggers, Bd. 1. Frankfurt a.M, 199 1. 203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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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한다. 본래적인 현존재는 위장과 은폐가 지배하는 공공적인 해석 

양식의 비진리 속으로 들어서야만 하며， 이러한 비진리에 휘툴리지 

않고 근원적인 존재이해에 이르기 위해서 끊임없는 노력올 다해야만 

한다. 또한 상황이 고지하는 결의의 내용이 무엇이든지간에 본래적인 

현존재는 자신의 결의를 이챙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작업에 열정적으 

로 몰입해야만 하며， 공공적으로 주어지는 역할과 지위를 이행해야하 

고， 타인들과의 평균적인 이해가능성을 교환해야만 한다， 

본래적인 현폰재도 결의의 수행을 위해서는 퇴락을 자신으로부터 

제거할 수 없다. 현폰재는 이미 구조적으로 퇴락해있다. 퇴락은 사실 

상 역사와 문명을 건설하기 위한 필연적인 조건이다， 하이데거가 퇴 

락에 대한 부정적인 가치평가를 거부했던 까닭은 퇴락의 이러한 필 

연성 때문일 것이다. 퇴락은 자기 자신과 세계 그 자체에 대한 근원 

적인 이해로부터 현존재를 끊임없이 떼어놓는다. 본래적인 현존재는 

한편으로 퇴락해있으면서도 근원성으로부터의 단절에는 부단히 저항 

하는 자이다. 본래적인 현존재는 퇴락해있으면서도 자신의 본질을 망 

각하지 않는다. 그럽에도 퇴락해있는 본래적인 현존재를 두고서 비본 

래적으로 실존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본래적인 현 

존재는 그때마다 세계내부적 존재자들에 몰입하도록 스스로를 기획 

투사하면서도， 근원적으로는 자기 자신을 가장 고유한 가능성인 죽음 

으로 기획투사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자기 자신을 규정하는 

“일차적” 계기가 가장 고유한 죽음의 무규정성으로부터 발원한다는 

사실을 온전하게 체득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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