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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본 논문의 목적은 하이데거 언어 사유의 성격을 그 자신의 독특한 역사 

개념과 관련하여 규명하는 것이다. 존재 물음을 새로이 던지면서 전통 

형이상학과는 다르게 존재를 사유한 하이데거에게 언어는 핵심적 의미

를 갖는 것이었다. 하이데거는 언어를 도구와 같은 것으로 보는 태도를 

배격하고 언어의 본질을 사유하고자 했으며 인간과 언어의 본래적 관계

가 무엇인지를 성찰하고자 했다. 

  그런데 하이데거 사유의 도상에서 언어의 의미는 변화를 겪게 된다. 

전회의 기점으로 간주되는 1930년 이전에 언어는 밖으로 말해진 말로서 

말(Rede)보다 파생적인 것이었지만, 이후에는 ‘존재의 집’으로서 그 

자체 존재와 근원적으로 연관되는 것이었다. 따라서 전회 이전과 이후

의 언어를 똑같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하이데거 언어 사유를 다룬 기존 연구들 중 전후기의 차이에 주목한 

연구들은 주로 진리 문제를 중심으로 그 차이를 조망하려 했다. 하지만 

역사 개념과 관련하여 전후기의 언어 사유를 검토하는 것이 가능할 뿐 

아니라 무엇보다도 언어 사유의 성격을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는 역

사 개념과 관련한 고찰이 필수적이다. 

  현존재 중심적 사유를 전개하는 전기에는 현존재 역사성이 중요하다. 

현존재의 본래적 역사성은 죽음에로 앞질러 달려가는 결단성 속에서 탄

생과 죽음 사이의 생의 전체 연관이 본래적으로 생기하는 것을 의미한

다. 이와 달리 비본래적 역사성은 일상적으로 현존재가 무연관적으로 

일어난 것들의 체험의 주체로서 자신을 한데 모으면서, 고려되는 것들

에 퇴락한 채로 자신의 연관을 수립하는 것을 의미한다. 중요한 것은 

현존재가 일상성에서 벗어날 때에만 본래적 생기가 가능하다는 점, 이 

벗어남이 오직 본래적 말인 ‘양심의 부름(Ruf des Gewissens)’을 통

해서만 가능하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생의 전체 연관을 가능하게 하는 

말과 현존재 역사성의 관계가 검토되어야 전기 언어 사유의 특징이 분

명하게 드러날 수 있다. 

  존재사적 사유를 전개하는 후기에는 존재 역사가 중요하다. 존재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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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 한편으로는 존재자성으로서의 존재를 사유해온 형이상학의 역사

다. 각 시대 형이상학의 언어는 존재자성에 입각하여 존재자를 표상하

는 데 근거하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이 언어를 통해 역운적으로 송부된 

존재가 말해진다는 점이다. 따라서 후기의 역사와 언어의 관계는 한편

으로는 역운적으로 송부된 존재와 형이상학적 사상가들의 말함의 관계

로 이해될 수 있다. 물론 형이상학적 언어 이외에도 형이상학적 사상가

들에게는 은닉되어 있던 존재 진리를 말함으로써 다른 시원(Anfang)으

로 현성하는 언어가 존재한다. 다른 시원으로 현성한다는 점에서 이 언

어는 역사적인데 이 역사적 언어가 다름 아닌 횔덜린의 시작(Dichtung)

이다. 그러므로 횔덜린의 시작과 존재 역사의 관계가 검토되어야 후기 

언어 사유의 특징이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다. 

  전후기 언어 사유가 각각 현존재 역사성, 존재 역사와 분명한 연관성

을 가짐에도 하이데거 연구사에서 언어 사유와 역사 개념의 관계를 검

토하는 연구는 그간 다소 소홀히 이루어져왔다. 따라서 본 논문은 양자

의 관계를 규명함으로써 하이데거 연구사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우선적

으로 그 의의를 갖는다. 아울러 본 논문은 본래적 역사성을 가능하게 

하는 양심의 부름, 다른 시원으로 현성하는 ‘존재의 집’으로서의 언

어를 검토함으로써 인간과 언어의 본래적 관계를 성찰하게 만든다는 점

에서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갖는다. 

  전기 하이데거의 언어 사유는 자기의 본래적 존재를 열어 밝힘으로써 

실존의 근거에 있어 역사적으로 존재하는 본래적 현존재와 양심의 부름

이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음을 증시한다. 그리고 이 증시는 우선 대개 

비본래적 말인 빈말(Gerede)을 하면서 비본래적으로 실존하는 ‘우리’

로 하여금 침묵으로서의 양심의 부름과 그것의 들음의 문제를 우리 자

신의 생과 관련하여 성찰하게 만든다.

  시작으로서의 언어에 대한 후기 하이데거 사유는 존재자성에 입각하

여 존재자를 표상하는, 존재 망각의 경험에 대한 비판을 함축한다. 역

사의 다른 시원은 존재의 언어에 청종하는 인간의 말함으로 정초되는데 

이 말함은 존재자를 있는 그대로 경험하는 ‘인간 본질의 변화’ 속에

서 현성한다. 그런데 존재 망각에 빠져서 존재자를 그 자체로서 경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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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하는 인간은 사실 ‘우리’ 자신이며 따라서 후기 언어 사유는 그

전과는 다르게 존재자를 경험하기 위한, 우리 자신의 자기 변화의 문제

로서 인간 본질의 변화를 성찰하게 만든다. 

  하이데거 자신의 독특한 역사 개념과 관련하여 그의 언어 사유 성격

을 규명한 본 논문의 취지는 현상에 대한 단순한 분석이 아닌, 우리 자

신의 생에 대한 성찰에 있다. 물론 이는 하이데거 언어 사유가 인간의 

현사실적 생의 문제를 중심으로 전개된다는 데 근거하는 것이다. 하이

데거 언어 사유의 독특함은 언어를 중시한 다른 철학 사조들과 달리 언

어 본질을 인간 본질의 변화와 관련하여 사유한다는 점에 있다. 

주요어: 하이데거, 언어, 말, 현존재의 역사성, 시작(Dichtung), 존재의 

역사

학  번: 2009-3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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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40   Einführung in die Metaphysik (1935)

GA45   Grundfragen der Philosophie: Ausgewählte‘Probleme’ 

    der‘Logik’(1937/38)  

GA46   Zur Auslegung von Nietzsches II. Unzeitgemässer 
    Betrachtung (1938/39) 

GA48   Nietzsche: Der Europäische Nihilismus (1940)

GA49   Die Metaphysik des Deutschen Idealismus (1941)

GA51   Grundbegriffe (1941)

GA52   Ho ̈lderlins Hymne ‘Andenken’(1941/42)

GA53   Ho ̈lderlins Hymne ‘Der Ister’(1942)  

GA54   Parmenides (1942/43)

GA62   Phänomenologische Interpretationen ausgewählter 
     Abhandlungen des Aristoteles zur Ontologie und Logik (1922)

GA64   Der Begriff des Zeit (1924)

GA65   Beiträge zur Philosophie (1936-38)
GA66   Besinnung (1938/39)

GA69   Die Geschichte des Seyns (1939)

GA70   Über den Anfang (1941)

GA81   Gedachtes (1972-75)

GA85     Vom Wesen der Sprache (1939)

HEH  “Hölderlins Erde und Himmel”(1959)



- ix -

HG  “Hegel und die Griechen”(1958)

HWD  “Hölderlin und das Wesen der Dichtung”(1936)

ID   Identität und Differenz (1957)   

KBDS   “Die Kategorien- und Bedeutungslehre des Duns Scotus” 

   (1915)

KPM   Kant und das Problem der Metaphysik (1929)

KR  “Die Kunst und der Raum”(1969)

MGS  “Die Metaphysik als Geschichte des Seins”(1941)

L  “Logos(Heraklit, Fragment 50)”(1951)

M  “Moira(Parmenides, Fragment VIII, 34-41)”(1954)

MWP  “Mein Weg in die Phänomenologie”(1963)

NBS  “Nachwort. Ein Brief an einen jungen Studenten”(1950)

NW  “Nietzsches Wort ‘Gott ist tot’”(1943)

NWM  “Nachwort zu ‘Was ist Metaphysik?’”(1943)

PSV  “Protokoll zu einem Seminar über den Vortrag ‘Zeit und 

    Sein’”(1962)

PT  “Phänomenologie und Theologie”(1927)

PTA  “Phänomenologie und Theologie ‘Anhang’”(1964)

Rv  “Rimbaud vivant”(1972)

SA  “Der Spruch des Anaximander”(1946)

SBN  “Die Seinsgeschichtliche Bestimmung des Nihilismus”(1944)

SG  “Die Sprache im Gedicht: Eine Eröterung von Georg Trakls 
    Gedicht”(1952) 

SiZ  “Seminar in Zähringen”(1973)

TK   Die Technik und die Kehre (1962)

UK  “Der Ursprung des Kunstwerks”(1935)

WD  “Wozu Dichter?”(1946)

WDF  “Wilhelm Diltheys Forschungsarbeit und der gegenwärtige 
    Kampf um eine historische Weltanschauung”(1925)

WdS  “Das Wesen der Sprache”(1957)



- x -

WF  “Wie wenn am Feiertage...”(1939)

WG  “Vom Wesen des Grundes”(1929)

WhD   Was heißt Denken? (1971)

WhDVA  “Was heißt Denken?”in Vorträge und Aufsätze (1952) 
WM  “Was ist Metaphysik?”(1929)

WP   Was ist das – die Philosophie? (1956)
WSS  “Was ist das Sein selbst?”(1946)

WW  “Vom Wesen der Wahrheit”(1930) 

WzS  “Der Weg zur Sprache”(1959) 

ZS  “Zur Seinsfrage”(1955)

ZuS  “Zeit und Sein”(1962) 



- 1 -

1. 서론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를 숨가쁘게 몰아대며 연구하도록 만들었지만 

오늘날에는 망각되어 버리고만 존재 물음을 다시 제기하면서 하이데거

는 ‘존재를 둘러싼 거인들의 싸움(ϒιϒαντομσχία περὶ τῆ
ς οὐσίας)’에 뛰어들었다(GA2, 3). 존재 물음을 새로이 던지면서 전

통 형이상학과는 다르게 존재를 사유한 하이데거에게 ‘존재의 집(BH, 

333)’으로서의 언어는, 존재와 근원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서1) 

그의 전체 존재 사유에서 핵심적 의미를 갖는 것이었다.2) 언어의 본질

을 사유함으로써 인간과 언어의 관계를 회복하려 했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듯이3) 언어 사유는 하이데거 전체 존재 사유의 핵심을 이루고 있

다. 

  본 논문은 하이데거 언어 사유를 검토하고 이를 통해 그의 전체 존재 

사유의 특징을 확인하고자 한다. 그런데 하이데거 언어 사유의 성격은 

그것을 하이데거 자신의 독특한 역사 개념과 함께 고찰할 때에만, 다시 

말해 양자의 관계를 규명할 때에만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하이데거의 역사 개념과 관련하여 그의 언어 사유를 고찰함

으로써 그 성격을 해명하고자 한다. 

1) 이미 교수자격논문에서부터 하이데거의 관심사는 ―당시에는 불투명했지만― 존
재와 연관을 맺고 있는 언어였다. “… 이미 1915년에 제출된 나의 교수자격논
문 「둔스 스코투스의 범주론과 의미론」의 제목에서 다음의 두 가지 전망이 
나타났다. ‘범주론’은 존재자의 존재를 논구하기 위한 일반적 명칭이고 ‘의
미론’은 사변적 문법 즉 존재와 연관을 맺고 있는 언어에 대한 형이상학적 성
찰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모든 관계들이 그 당시 내겐 불투명했다(AGS, 87).”  

2) 하이데거 철학에서 언어가 갖는 의미에 대해 최상욱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 이제까지 언어의 문제를 하이데거 철학의 일부분으로 보는 시각은 지양되
어야 하며, 오히려 언어의 문제야말로 하이데거 철학을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길이고, 이를 통해 언뜻 보기에 말장난 같이 보이는 말의 유희는 하이데거 
철학이 의도하고 있는 바를 위한 필연적인 방식임이 분명해져야 한다(최상욱 
1997, 116).”

3) 언어의 본질은 그것을 존재와 근원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서, ‘존재의 집
(WD, 310)’으로서 사유할 때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데 언어의 본질을 사유함
으로써 언어와 인간의 본래적 관계를 회복하는 것에 대하여 하이데거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언어에 관해 어떤 새로운 견해를 제시하는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 모든 것은 언어의 말함에 거주하는 것을 배우는 데 달려 있다(DS,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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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하이데거 존재 사유는 도상적 성격을 가지며4) 사유의 도상에

서는 언어의 의미가 변화를 겪게 된다. 통상적으로 ‘전회’의 기점으

로 간주되는 1930년5) 이전에 출간된 『존재와 시간』에서는 언어가 말

(Rede)보다 파생적 현상이라고 말하는데6) 이 언어는 낱말 전체성

(Wortganzheit)으로서 우리가 친숙하게 사용할 수 있는 도구와 같은 것

이다(GA2, 214). 따라서 『존재와 시간』에서 말하는 언어와 전회 이후

의 ‘존재의 집’으로서의 언어를 똑같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물론 전후기 하이데거 언어 개념이 전혀 무관한 것은 아니다. 존재와 

연관된다는 점에서 양자는 분명 친근성을 갖는다. 전기의 언어 개념인 

말은 현존재의 ‘현(Da)’의 존재를 다시 말해 심정성(Befindlichkeit)과 

이해를 구성하는 것이다(GA2, 219). 이는 『존재와 시간』에서 말 자체

를 분석 대상으로 삼아서 그것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말을 현존재의 존

재와의 연관성에서 이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7) 하지만 후기에는 현존

재의 ‘현’ 즉 세계의 개시성에 말이 속해 있기 때문에(GA2, 296) 말

과 ‘현’의 존재가 연관되는 것이 중요하다기보다는, 존재 진리를 말

4) “내가 이전의 관점을 떠난 것은 이 관점 대신 다른 관점을 취하기 위해서가 아
니라 오히려 이전의 관점이 그저 도상에서의 하나의 체류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사유에서 머물러 있는 것은 길이다. 사유의 길들은 자신 안에 비밀로 충만한 것
을 간직하고 있다 … (AGS, 94).”, “하이데거의 사유는 하나의 길로서 이해되
어야 한다. … 하이데거는 자신의 사유를 언제나 하나의 길을 가는 것, 길을 가
는 도상에 있는 것으로 이해했다(페겔러 1993, 11).”

5) 1930년에 「진리의 본질에 관하여」가 처음 강연된 후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 
덧붙여진 강연의 〈주해〉에서 하이데거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사유[강연에
서 시도된 사유]는 외관상 형이상학의 궤도 안에 머물러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
하고 … 형이상학의 극복에 속하는 물음의 변화를 수행한다. … 사유는 … 스스
로를 존재에 관한 관련의 변혁으로서 경험하고 시험한다(WW, 201-2).” 물론 
전회는 존재에 접근하는 사유 방식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지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1930년은 존재에 접근하는 사유 방식이 변화되는 ‘기점’
으로서 이해되어야 하며, 하이데거 사유의 어떠한 ‘단절’로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 

6) “말이 밖으로 말해진 것(Hinausgesprochenheit)이 언어다(GA2, 214).” 

7) “하이데거는 언어의 본질을 밝히고자 할 때, 언어 자체를 분석 대상으로 놓고, 
언어에 ‘대하여’ 논하지를 않는다. 왜냐하면 그의 관심은 언어를 독자적인 존
재자가 아니라, 존재와의 연관성에서 이해하려는 데 있기 때문이다(최상욱 1997, 
126).”, “… 존재를 이해하는 존재자인 현존재를 통해 언어의 본질은 현존재의 
존재와 더불어 동시에 파악되어야 한다는 것이 『존재와 시간』에서 하이데거
의 입장이다(최상욱 1997, 126).”, “… 언어의 본질은 현존재의 실존 안에서 비
로소 접근 가능하[다] … (최상욱 1997,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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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시작(Dichtung)으로서의 언어가8) 진리를 간직하는 말함으로서 존

재와 근원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전기의 언어 개념인 말 역시 후기의 언어 개념인 시작과 마찬가지로 

존재와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양자는 친근성을 갖는다. 그러나 분명

한 것은 언어와 존재의 연관성에 대한 강조점이 변화하며 그리하여 언

어의 의미가 하이데거 사유 도상에서 변화한다는 점이다. 전기의 말과 

후기의 언어의 특징은 양자를 전후기 역사 개념과 관련하여 각각 검토

할 때에만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다. 사실 하이데거 사유 도상에서 그 

함의가 변화된 개념 중 하나가 바로 역사 개념인데, 전회 이전의 현존

재 역사성과 전회 이후의 존재 역사는 강조점에 있어 차이를 갖는다.9) 

따라서 본 논문은 현존재 역사성과 말의 관계, 존재 역사와 시작으로서

의 언어의 관계를 각각 검토함으로써 전후기 언어 사유의 특징을 규명

하고자 한다. 

  하이데거 언어 사유를 역사 개념과 관련하여 고찰할 때에만 우리가 

그 사유의 특징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먼저 전기

의 말에 대해 확인해 보기로 하자. 『존재와 시간』에서 현사실성

(Faktizität)은 현존재의 존재 성격이다(GA2, 180). 그런데 현존재의 존재 

성격, 즉 ‘현존재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Daß es ist)’은 곧 현존재

가 그의 세계에 내던져져 있음(Geworfenheit)을 의미하며 따라서 현존

재의 현사실성은 ‘내던져져 있음의 현사실성’을 의미한다(GA2, 180). 

내던져져 있는 현존재는 잇따르는 체험들의 찰나적 현실성의 총합으로 

그의 실존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GA2, 494) 탄생과 죽음 사이로 자신

을 뻗치면서(erstrecken) 실존을 구성한다(GA2, 495). 현존재가 자신을 

뻗치는 특수한 동성(Bewegtheit)이 생기(Geschehen)이며(GA2, 495), 뻗침

을 통해서 생의 연관(Lebenszusammenhang)이 구성된다. 

  생의 연관은 현존재가 생기적인 존재 양식을 갖기 때문에 가능한 것

8) “사유가의 말함(Sagen)과 시인의 명명함 안에서 존재의 진리가 언어화된다
(Buddeberg 1953, 34).”

9) 물론 언어 개념과 마찬가지로 현존재 역사성, 존재 역사 모두 존재 ―현존재의 
존재와 존재 자체― 와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전후기 역사 개념이 전혀 무관
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하지만 역사 개념과 관련하여 강조점이 변화된다는 것
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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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그런데 탄생에서 죽음에까지 이르는 생의 전체 연관은 현존재가 

일상성에서 벗어나서 죽음, 즉 자신의 가장 고유한 가능성과 탄생, 즉 

자신의 내던져져 있음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구성된다. 다시 말해 생의 

전체 연관은 현존재가 자신의 죽음에로 앞질러 달려가면서 자신의 탄생

에로 되돌아올 때 구성된다. 그리고 현존재의 본래적 역사성은 죽음에

로 앞질러 달려가는 결단성 속에서 탄생과 죽음 사이의 생의 전체 연관

이 본래적으로 생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중요한 것은 일상성에서 벗어

날 때에만 본래적 생기가 가능하다는 점, 벗어남이 오직 본래적 말인 

양심의 부름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점이다. 일상적 현존재는 자기 자

신을 망각했으며 그리하여 비본래적으로 실존하지만, 양심의 부름을 통

해서 자신을 되찾을 수 있으며 본래적으로 실존할 수 있다. 

  전기 하이데거가 말하는 본래적인 역사적 실존은 본래적 말인 양심의 

부름을 통해 생기한다. 그리고 이와 같이 역사성과 말이 연관성을 갖기 

때문에 우리는 생의 전체 연관을 가능하게 하는 말10)과 본래적 역사성

의 관계를 검토함으로써 전기 언어 사유의 특징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전기의 말과 마찬가지로 후기의 언어 역시 역사 개념과 연관성을 

가지며 따라서 후기의 언어 사유와 역사 개념의 관계를 검토함으로써 

그 사유의 특징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사유 도상에서 언

어 개념의 의미가 변화하기 때문에 후기의 언어 사유와 역사 개념의 관

계가 전기의 그것과 똑같을 수 없다는 점은 명백하다. 

  후기 하이데거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존재 역사다. 그런데 존재 역사

는 한편으로는 분명 존재자성으로서의 “존재”를 사유해온 형이상학의 

역사다.11) 형이상학의 역사는 역운적으로 송부된 “존재”가 각 시대의 

10) 생에 대한 관심이 이미 교수자격논문에서 하이데거가 둔스 스코투스의 언어론
을 다룬 이유였다. “둔스 스코투스는 실제적 생에 대한 더 크고 더 예리한 가
까움(haecceitas)을 갖는다(KBDS, 203).”

11) 물론 우리는 하이데거에게서 형이상학 개념이 일의적이지 않다는 점에 유의해
야 한다. 예컨대 『칸트와 형이상학의 문제』에서는 형이상학을 다음과 같이 규
정한다. “다음의 연구는 칸트의 『순수이성비판』을 형이상학을 정초하는 작품
으로 해석하고 이로써 형이상학의 문제를 기초존재론의 문제로서 보여줄 것을 
과제로 설정한다. 기초존재론은 유한한 인간존재에 대한 존재론적 분석론을 의
미하는데, 이러한 분석론은 ‘인간의 본성에 속하는’ 형이상학을 위해 그 기초
를 마련해주어야 한다. 기초존재론은 형이상학을 가능케 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인간 현존재에 대한 형이상학이다(KPM, 1).” 인간 현존재를 분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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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질적 사상가들에 의해 말해져온 역사를 의미한다. 그리고 후기 하이

데거가 말하는 존재사적 사유는 본질적 사상가들에 의해 말해진 “존

재”를 각 시대의 필연성으로부터 사유하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존재

자의 “존재”에 관해 말하는 각 시대 형이상학의 언어는 존재자성에 

입각하여 존재자를 표상하는 데 근거한 것이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

은 이 언어를 통해 역운적으로 송부된 “존재”가 말해진다는 점이다. 

후기의 역사와 언어의 관계는 이처럼 한편으로는 역운적으로 송부된 

“존재”와 그에 대한 본질적 사상가들의 말함의 관계로 이해될 수 있

다. 다시 말해 형이상학의 역사가 곧 형이상학적 사유의 역사이고, 이 

사유가 언어화된 역사인 한에서 형이상학의 역사와 본질적 사상가들의 

기초존재론은 현존재의 형이상학이다. “기초존재론인 현존재의 형이상학(KPM, 
224)”, “현존재의 형이상학은 현존재에 관한 형이상학일 뿐 아니라 또한 현존
재로서 필연적으로 생기하는 형이상학이다(KPM, 224).” 현존재의 형이상학은 
존재자성으로서의 “존재”를 사유해온 전통 형이상학과 똑같은 것이 아니다. 
「형이상학이란 무엇인가?」에서도 현존재에게서 일어나는 근본 생기로서의 형
이상학을 긍정하고 있다. “존재자를 넘어섬(Hinausgehen)이 현존재의 본질 속
에서 생기한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넘어섬이 형이상학 자체다. 형이상학이 
‘인간의 본성’에 속한다는 사실은 바로 이런 점에 놓여있다. 형이상학은 강단 
철학의 한 분과도 아니요, 마음대로 꾸며낸 상상의 나라도 아니다. 형이상학은 
현존재에게서 일어나는 근본생기이다. 그것은 현존재 자체다(WM, 121-2).” 아
울러 『논리학의 형이상학적 시원 근거』에서는 『존재와 시간』의 전체 연구
가 시간성을 현존재의 형이상학적 본질로 밝혀내기 위한 것이었다고(GA26, 
214), 형이상학적 존재론(Metontologie)과 기초존재론이 합쳐져서 형이상학의 개
념을 형성한다고 말한다. “기초존재론과 형이상학적 존재론이 합쳐져 형이상학
의 개념을 형성한다(GA26, 202).” 물론 「휴머니즘 서간」에서는 현존재의 형
이상학과 구분되는 전통 형이상학을 비판한다. “형이상학은 물론 존재자를 그
것의 존재 안에서 표상하며 그로써 존재자의 존재를 사유한다. 그러나 형이상학
은 존재 그 자체를 사유하지 않으며 또한 존재자와 존재의 차이를 사유하지 않
는다. 형이상학은 존재 진리 자체에 관해 묻지 않는다. 따라서 형이상학은 어떤 
방식으로 인간의 본질이 존재 진리에 속하는지도 결코 묻지 않는다. 이러한 물
음을 형이상학은 이제껏 제기한 바 없다(BH, 322).” 하이데거가 전통 형이상학
을 비판하는 이유는 그것이 존재자가 이미 어떤 방식으로든 드러나 있음을 자
명한 것으로 전제하고 그리하여 그 드러나 있음을 가능하게 조건을 문제삼지 
않기 때문이다(이선일 2003, 29; Tugendhat 1970, 271 재인용). 본 논문에서 언급
하는 형이상학은 존재 진리를 묻지 않은 전통 형이상학이다. 하이데거는 전통 
형이상학이 사유해온 존재로 환원될 수 없는 존재를 표기하기 위해 Seyn 개념
을 사용하는데, 본 논문은 전통 형이상학이 사유해온 존재와 존재(Seyn)를 구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전통 형이상학이 사유해온 존재를 큰따옴표로 표기함으로
써 ―“존재”― 양자를 구분하고자 하며 Seyn이 인용될 경우에는 Seyn을 존재
로 번역한 다음 괄호 안에 원어를 병기하고자 ―존재(Seyn)―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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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함으로서의 언어는 분명한 연관성을 갖는다. 

  하지만 후기의 역사와 언어의 관계는 형이상학의 역사와 본질적 사상

가들의 말함 사이의 관계로 한정될 수 없다. 서양 역사의 시원에서는 

형이상학적 사상가들에게는 은닉된 존재 진리가 헤라클레이토스 등의 

시원적 사상가들에 의해 말해졌다. 중요한 것은 존재 진리를 말함으로

써 다른 시원으로 현성하며 역사를 정초하는 언어가 존재한다는 점이

다. 다른 시원으로서 현성한다는 점에서 이 언어는 역사적인데, 이 역

사적 언어가 다름 아닌 횔덜린의 시작(Dichtung)이다. 「횔덜린과 시작

의 본질」에서 역사가 가능하기 위해서 인간에게는 언어가 주어져 있다

고 말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 역사가 가능하기 위하여 인간에게는 

언어가 주어져 있다. 언어가 인간의 재보이다(HWD, 36).” 역사가 가능

하기 위해서는 언어를 말하는 인간이 필요하다.12) 하지만 시작이 정초

하는 역사는 양심의 부름이 가능하게 하는 현존재 역사성과 똑같은 것

이 아니며 아울러 시작으로서의 언어와 존재 역사의 관계 역시 양심의 

부름과 현존재의 본래적 역사성의 관계와 똑같은 것이 아니다. 

  이처럼 하이데거 언어 사유는 ‘현존재 역사성’, ‘존재 역사’라는 

그 자신의 독특한 역사 개념과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서, 그 사유의 특

징을 분명하게 규명하기 위해서는 양자의 관계를 반드시 검토해야 한

다. 그런데 하이데거 언어 사유를 검토한 기존 연구들 중 특히 전후기

의 차이에 주목한 연구들은 주로 진리 문제를 중심에 두고 그것을 검토

해왔다. 물론 말이 현존재의 진리인 개시성에 속해 있는 것이고 시작으

로서의 언어가 존재 진리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후기 하이데거 언

어 사유를 검토하는 연구들은 진리 개념을 다룰 수밖에 없다. 하지만 

진리와 분명한 연관성을 갖고 있음에도 그것으로 환원될 수는 없는 다

른 중요 개념인 역사와 관련하여 전후기 언어 사유의 특징을 검토하는 

것이 가능할 뿐 아니라, 무엇보다도 이러한 검토는 이 사유의 특징을 

분명하게 규명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우

12) “인간은 진리의 생기에 관여하며 그리하여 역사의 ‘주재자(Verwalter)’이다. 
이는 오직 그가 언어를 갖기에 가능한 것이다(Bock 1966, 45).”, “… 현존재는 
역사적이며 역사적인 것으로서 언어를 갖는다. 그리고 오직 언어를 갖기 때문에 
현존재는 역사적일 수 있다(Buddeberg 195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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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적으로는 그간 다소 소홀히 이루어져온 하이데거 언어 사유와 역사 

개념의 관계를 검토한다는 점에서 하이데거 연구사에 있어 그 의의를 

갖는다. 

  물론 하이데거 언어 사유에 대한 검토는 나아가 언어를 도구와 같은 

것으로 보는 언어에 대한 통상적 이해와 이 이해에 기반해 있는 철학, 

그리고 현대 정보 사회에 흔히 볼 수 있는 언어를 대하는 일상적 태도

에 대한 비판적 성찰까지 함축한다. 하이데거가 말하듯이 통상적으로 

우리는 언어를 내면적 의사의 외면적 ‘표명(Äußerung)’, ‘인간의 

활동(Tätigkeit)’, ‘현실적인 것·비현실적인 것에 대한 표상함

(Vorstellen)과 서술함(Darstellen)’ 등으로 간주한다(DS, 12). 이때 언어

는 인간의 소유물(Besitztum)로서 인간이 마음대로 다루면서 의사소통을 

위해 사용하는 도구일 뿐이다.13) 중요한 것은 언어에 대한 통상적 이해

와 달리 하이데거 언어 사유가 언어는 인간이 소유하는 한갓된 도구일 

수 없으며, 언어를 도구로 볼 경우에는 그것의 본래적 본질을 결코 만

날 수 없다는 점(HWD, 37)을 분명하게 보여준다는 점이다.  

  언어를 도구와 같은 것으로 보는 통상적 이해에 기반해 있는 철학적 

입장을 우리는 논리실증주의에서 확인할 수 있다. 논리실증주의 언어관

은 사물과 언어 사이에 일대일대응 관계에 기초하고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하는데 이 언어관에서는 사물이 먼저 존재하며 사물을 지칭하는 과

정에서 비로소 언어가 존재하는 것으로 여겨진다.14) 언어와 사물을 먼

저 분리시킨 다음 사물을 지칭하기 위해 언어가 발전된 것으로 이해할 

경우 언어는 그저 사물을 지칭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다. 메타적 차원에

서 언어를 분석하여 그것이 가지고 있는 불변적이고 보편적인 성격이 

무엇인지를 규명하는 작업은 언어를 이와 같이 도구적으로 이해하는 데 

기초해 있다.15)

13) “언어는 소유물이다. 인간은 언어를 경험·결단·기분을 전달하려는 목적을 
위해 마음대로 다룬다. 언어는 의사소통을 위해 사용된다. 거기에 유용한 도구
로서 언어는 ‘재보(Gut)’이다(HWD, 37).” 

14) “초기 비트겐슈타인이나 논리실증주의 언어관은 사물과 언어가 1:1 대응 관계
에 기초하고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이들에게 있어 사물이 먼저 존재하고 
후에 이를 지칭하는 과정에서 언어가 비로소 존재한다(서동은 2012, 270).”

15) “만약에 언어와 사물을 먼저 나누어서 생각한 다음, 사물이 있고 이를 지칭하
기 위해서 나중에 언어가 발전된 것으로 생각하는 차원에서 본다면, 언어는 단



- 8 -

  문제는 언어를 도구로 보는 태도가 특정한 철학적 입장만이 아니라 

특히 정보화된 현대 사회에서 지배적인 것으로 되었다는 데 있다.16) 

「언어에 이르는 길」에서는 언어의 정보화에 대해 말하면서 현대 기술

의 본질인 ‘몰아세움(Ge-Stell)’이 일종의 보고(Benachrichtigung)의 양

식인 형식화된(formalisiert) 언어를 주문한다고 말한다(WzS, 252). “형

식화, 말함의 계산적 주문가능성(rechnerische Bestellbarkeit des Sagens)

이 목표이자 척도이다(WzS, 252).” 현대 정보 사회에서는 형식화된 언

어, 계산적 주문가능성을 위한 언어가 진정한 언어로 이해된다. 다시 

말해 현대 정보 사회에서는 탈인격적이고 중립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언

어 즉 객관적으로 타당할 수 있는 언어만이 진정한 언어이고 시와 같은 

예술의 언어는 단순히 주관적 감정을 표현하는 언어로서 여겨지는 것이

다.17) 

  정보 언어를 진정한 언어로 보는 언어관은 언어를 인간이 존재자를 

지배하기 위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도구로 보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언어의 본질에 대한 오해에 기반해 있는 것이며 「언어」에서 말

하듯이 언어로서의 언어에는 전혀 다다르지 못한 것이다(DS, 13). 본래

적 역사성을 가능하게 하는 양심의 부름으로서의 말, 다른 시원을 정초

하는 ‘존재의 집’으로서의 시작의 언어를 검토함으로써 인간과 언어

의 본래적 관계를 성찰하는 본 논문은 따라서 현대 정보 사회에서 인간

이 언어를 도구로 보는 태도에 대한 비판까지도 함축하고 있다. 그러므

로 사물을 사물로서, 세계를 세계로서 불러내고 환기할 수 있는 언어에 

지 사물을 지칭하는 도구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시도들에서는 일상 
언어 그 자체를 메타적인 차원에서 바라보고 언어가 가지고 있는 불변적이고 
보편적인 성격에 대한 물음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서동은 2012, 276).”

16) “이러한 그의 지적은 특히 탈현대가 주장되는 정보화된 현대사회에서 언어의 
위치를 잘 말해주고 있다. 이제 언어는, 그러한 언어가 나타나게 된 근원에 대
하여 관심을 갖기보다, 탈인격화되고, 중립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기능으로서 파
악되고 있는 것이다(최상욱 1997, 119).”

17) “존재자들의 객관적 근거를 따지는 이성의 작업이 근대의 과학에서 극단에 달
했다면, 언어는 이제 존재자들을 구성하는 조건들에 대한 정보로서 이해된다. 
정보언어야말로 진정한 언어로서 이해되며, 그 여타의 것들 예를 들어 예술 같
은 것은 언어라기보다는 사적인 감정의 토로 정도로 이해되는 것이다. 그 타당
성을 오직 객관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언어만이 진정한 언어로서 간주된다
(이수정·박찬국 1999, 329-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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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하이데거의 사유18)와 다른 시원으로서의 역사의 관계에 대한 본 

논문의 검토는 인간과 언어의 본래적 관계가 무엇인지를 비판적으로 성

찰하게 만든다는 점에서도 의의를 갖는다.    

  하이데거 언어 사유와 역사 개념의 관계를 검토하는 본 논문은 2장에

서 먼저 하이데거 사유의 도상적 성격을 살펴보고 전후기 하이데거 언

어 개념을 각각 확인하며 그 개념을 다룬 기존 연구들을 검토한다. 3장

에서는 전기 하이데거가 말하는 현존재 역사성을 살펴보고 역사성과 현

존재 개시성의 관계를 확인한 다음 비본래적/본래적 말과 역사성의 관

계를 규명한다. 그리고 4장에서는 하이데거가 전회에 이르게 된 이유를 

역사와 언어의 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5장에서 본 논문은 존재 역

사를 형이상학의 역사와 최초 시원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다른 시원으로

서의 횔덜린의 시작을 검토한 다음 시작으로서의 언어와 존재 역사의 

관계를 확인한다. 마지막으로 6장에서 본 논문은 상술한 논의들에 기초

하여 전기의 현존재 역사성과 말, 후기의 존재 역사와 시작으로서의 언

어의 관계를 비교한다. 

2. 하이데거 사유의 도상적 성격과 전후기 언

어 개념을 다룬 기존 연구 검토  

① 하이데거 사유의 도상적 성격

「현상학에 이르는 나의 길」에서 말하듯이 하이데거는 브렌타노의 박

사학위논문에 대한 독해로부터 비롯된 물음1)과 후설의 『논리연구』를 

18) ‘존재의 집’으로서의 언어는 사물을 지칭하기 위한 도구와 같은 것이 아니라 
사물을 사물로서, 세계를 세계로서 불러내고 환기하는 본래적 언어이다. “… 
하이데거는 세계와 사물을 불러내는 환기력을 갖는 언어인 예술의 언어 특히 
시의 언어야말로 인간의 본래적인 언어라고 생각한다(이수정·박찬국 1999, 
330).”

1) “존재자가 다양한 의미에서 말해진다면 그 주된 근본 의미는 무엇인가? 존재란 
무엇인가?(MWP,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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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히 연구하면서 갖게 된 물음2)을 통해서 존재 물음의 길에 들어섰

다(MWP, 87). 그리고 하이데거 본인이 말하듯이 그 길은 본인이 생각했

던 것보다 훨씬 더 길었을 뿐 아니라 많은 체류지, 에움길, 샛길을 요

구하는 것이었다(MWP, 87). 이처럼 하이데거 존재 사유는 도상적 성격

을 갖는 것으로서, 흔히 얘기되는 그 사유의 ‘전회’ 역시 어떤 절대

적 단절로서 이해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하이데거 사유는 연속성

을 가지며 따라서 우리는 전회를 기점으로 하여 전후기 사유의 차이를 

일면적으로 강조하는 해석이 분명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 하이데거 사유가 도상적 성격을 갖는 한에서 우리

는 그 사유에서 연속성뿐 아니라 강조점의 변화와 같은 변화 역시 확인

할 수 있다. 전회 이전과 이후에 역사 개념의 강조점이 현존재 역사성

에서 존재 역사로 변화된 것을 그 사례로서 생각해볼 수 있다. 물론 우

리는 하이데거가 현존재 역사성과 존재 역사를 모두 존재와 역사의 

‘연관’ 속에서 사유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휴머니즘 서간」에

서 전회가 입각점(Standpunkt)의 변화로 이해되어서는 안된다고 말하듯

이(BH, 328) 현존재 역사성과 존재 역사 모두 존재와 무관한 것일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리고 존재 역사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인간 현

존재가 필요하다는 것 역시 분명하다.3) 하지만 이와 마찬가지로 전회를 

전후하여 하이데거 사유에서 현존재의 존재로부터 존재 자체에로 강조

점이 변화된다는 점, 이에 따라 역사 개념의 함의 역시 변화된다는 점 

또한 분명하다.4) 

  전기 하이데거는 현존재 중심적 사유를 전개하는 반면 후기 하이데거

는 존재 역사적 사유를 전개한다. 물론 이 변화는 ‘오래된 문제’인 

존재에 접근하는 사유 방식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지 사유의 단절을 

2) “현상학의 원리에 따라 ‘사태 자체’로서 경험되어야 하는 것은 어디서 규정
되며 어떻게 규정되는가? 그것은 의식인가, 의시의 대상성인가, 아니면 그 비은
폐성과 은폐 안의 존재자의 존재인가?(MWP, 87)”

3) 『횔덜린과 시작의 본질』에서 말하듯이 역사가 가능하려면 언어 ―물론 이 경
우에는 시작으로서의 언어― 를 말하는 인간이 필요하다.  

4) “전회는 현존재의 존재로부터 존재 일반에로의 이행이다(Buddeberg 195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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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하는 것이 아니다.5) 예컨대 존재와 연관되어 있는 언어를 사유한다

는 점에서 나아가 언어를 통해 존재와 인간의 연관을 사유한다는 점에

서 전후기 언어 사유는 일관적이다. 하지만 말의 존재론적 구조를 현존

재 분석론에 근거하여 규명하는 것(GA2, 206)과 언어를 숙고하기 위해

서는 언어의 말함 안에 체류할 수 있도록 그 말함에로 들어서야 한다는 

것(DS, 10)에서 우리는 분명 언어를 사유하는 방식이 변화됨을 확인할 

수 있다. 전회 이후에는 현존재 분석론에 근거하여 말의 존재론적 구조

를 규명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에게 우리의 말함을 내맡기는 것(DS, 10) 

즉 언어의 말함이 스스로 발현하게(ereignen) 하는 것이 중요하게 된다

(DS, 11).  

  사유 도상에서 언어의 의미가 변화를 겪는 것은 그것을 사유하는 방

식이 변화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사태에로 접근하는 방식이 변화될 

경우 그것의 내용이 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점은 분명하다. 예컨대 

‘현’의 존재를 말이 구성한다고 보는 『존재와 시간』에서의 언어에 

대한 성찰은 말을 현존재 분석론에 근거하여 사유할 때에만 가능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전후기 언어 개념을 검토할 경우 언어라는 사태에 

접근하는 방식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유의할 필요가 있다.6) 하지만 여

전히 분명한 것은 하이데거 언어 사유가 결코 단순히 단절적인 것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며7) 따라서 전후기 언어 사유를 검토함에 

5)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해를, 많이 언급된 전회를 더 이상 하이데거 사유의 단절
로서 파악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껏해야 오래된 문제에 접근하는 새
로운 방식으로서, 아마도 더 본래적인 물음에로의 돌파가 완료되는 해로서 간주
해야 해야 할 것이다(Bock 1966, 1).” 복이 말하는 이 해는 강연 「똑같은 것의 
영원회귀」가 이루어진 1937년이다. 복은 이 강연에서 존재로서의 존재에 대해 
묻는 ‘형이상학적’ 근본물음과 존재자의 존재에 대해 묻는 형이상학적 주도
물음이 구분됨으로써 전회가 완료되었다고 본다(Bock 1966, 1). 

6) 후기 하이데거가 역사를 정초하는 시작에 주목하면서 사유와 시작의 대화를 강
조하는 것(SG, 34)은 언어에 접근하는 방식의 변화를 보여준다.

7) 『하이데거의 언어 사유』에서 복은 그 사유를 도상적인 것으로 보면서 그것을 
해석한다. “… 하이데거는 … 언어에 대한 그의 노력을 하나의 길로 표시한다
(Bock 1966, 109).”, “우리는 우리의 해석이 언어의 본질에 대한 하이데거의 
노력이 끊임없는 진행임을 보여주었기를 희망한다. 그 진행은 앞선 것이 극복된 
것으로서 남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언제나 새로운 통찰과 함께 지양되는 것이
다(Bock 1955, 109).” 헤르만은 하이데거 언어 사유의 도상적 성격에 기초하여 
시작(Dichtung)의 본질을 『존재와 시간』에서 이루어진 말, 언어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검토한다. 그래서 “시작하는(dichtend) 말은 단어적 발성화 안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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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우리는 그 사유의 연속성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② 전후기 하이데거 언어 개념

『존재와 시간』에서는 존재에 관한 물음을 제기하면서(GA2, 1) 존재의 

의미를 해명하기 위해 기초존재론을 전개한다. 기초존재론은 존재를 이

해하면서 실존하는 존재자인 인간 현존재를 분석하는 현존재 분석론인

데(GA2, 18), 『존재와 시간』에서 현존재(Dasein)는 주체(Subjekt)와 달

리 언제나 그의 ‘현’ 즉 세계 속에 존재하는 존재자이다. 현존재의 

‘현’은 현존재가 닫혀 있지 않다는 것, 열어 밝혀져 있다는 것(개시

성(Erschlossenheit))을 의미한다(GA2 177). 현존재는 열어 밝혀져 있는 

그의 세계에로 내던져져 있으며 이와 같이 내던져져 있기 때문에 세계-

내-존재로서 그의 세계 안에 존재한다.8) 현존재가 세계 속에 존재한다

는 것은 그가 자신을 넘어서 있다는 것, 초월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존재는 그 자신을 넘어서 존재자와 관계를 맺는데 이러한 관계맺음

은 존재자가 존재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미 이해하고 있을 

시적인 말함일 뿐 아니라 우선적으로 세계-내-존재의 개시성의 … 시적인 분절
이다(Herrmann 2004, 179).”, “시인은 그의 세계-내-존재를 말하면서(redend) 
분절하는 … 식으로 실존을 개시한다. 그러한 실존의 개시는 시적인 실존과 시
적인 말함의 고유한 과제이다. 실존의, 실존하는 세계-내-존재의 시적인 개시는 
심정성의 실존론적 가능성의 함께 나눔으로서 생기한다(Herrmann 2004, 179).”, 
“따라서 시작은 탁월한 드러냄, 우선적으로는 오직 시인에게 나타난 것의 드러
냄이다(Herrmann 2004, 235).” 헤르만이 보여주었듯이 『존재와 시간』의 말, 
언어에 대한 논의를 통해서 시작을 분석하는 것은 분명 가능하다. 그리고 이미 
1927년에 이루어진 강연 『현상학의 근본문제들』에서 하이데거 자신이 릴케의 
시작을 검토했다. 시작은 ‘세계-내-존재로서의 실존의 발견됨(GA24, 244)’이
며 시작을 통해 “밖으로 말해짐으로써 비로소 전에는 보지 못한 다른 사람들
에게 세계가 보여질 수 있게 된다(GA24, 244).” “시인은 사유되지 않은 더구
나 이론적으로 발견되지도 않은 이러한 근원적 세계를 볼 수 있다(GA24, 
246-7).” 여기서 근원적 세계를 볼 수 있는 본래적 현존재로서의 시인을 강조
하는 것은 현존재 분석론에 기초하여 시작의 본질을 해명하는 작업의 귀결이다. 
하지만 이 작업에서 존재 언어에의 청종, 존재 진리에의 내맡김, 존재 역사의 
정초 등이 사유될 수 있을까? 본 논문은 현존재 분석론에 기초하여 시작에 접근
할 경우에는 이것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8) “… 그의 ‘현’으로의 이러한 존재자의 내던져져 있음으로써 현존재는 세계-
내-존재로서 ‘현’이다(GA2, 180).” 내던져진 존재자로서 현존재는 기투적 성
격을 갖는 이해를 수행한다. “이해의 기투적 성격 … 현존재는 내던져진 존재
자로서 기투의 존재 양식으로 내던져져 있다(GA2, 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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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에만 가능하다.9) 현존재가 자신을 넘어서 존재자와 관계를 맺으며 그 

존재 의미를 이해하는 것, 즉 존재 이해의 생기가 곧 현존재의 초월이

다.10) 중요한 것은 현존재가 자신을 넘어서 그 안에서 존재하는 이 세

계, ‘현’의 개시성에 말이 속해 있다는 점이다. 말은 세계의 개시성

을 실존론적으로 구성하는 것으로서 현존재 실존을 구성하고 있다(GA2, 

214). 그래서 말은 ‘실존범주(Existenzialien)’이다(GA2, 214). 『존재와 

시간』에서 실존범주는 현존재 분석론을 통하여 획득된 현존재의 존재 

성격으로서, 현존재적이지 않은 존재자의 존재 규정인 ‘범주

(Kategorien)’와 구분된다(GA2, 59). 전기 하이데거에게서 말은 실존범

주로서 현존재의 존재 성격을 의미한다. 

  말을 구성하는 요소인 말해지는 것(Beredete)·말해진 것 자체

(Geredete als solches)·함께 나눔(Mitteilung)·표명(Bekundung)은 현존

재의 존재 구조에 근거하는 실존론적 성격들이며 이 성격들이 언어의 

존재론적 근거가 된다.11) 그것은 ‘현’의 존재인 이해를 구성하는 말

이 곧 ‘현’의 이해가능성(Verständlichkeit)을 분절하는 것이며(GA2, 

214) 언어는 이해가능성이 밖으로 말해진 것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밖으로 말해진 언어는 존재적인(ontisch) 것으로서 가장 가까운 것·잘 

알려진 것일 수 있지만 그것의 존재론적(ontologisch) 기초인 말은 기초

존재론을 통해서 현존재의 존재론적 구조를 획득할 경우에만 비로소 그 

성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먼 것이고 잘 

안 알려진 것이며 그 존재론적 의미가 끊임없이 간과되는 것이다.12)   

9) “현존재는 존재자의 존재를 이해하고 있다. 이 말은 현존재가 언제나 이미 존
재자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함축한다. 현존재가 존재자와 관계를 맺
을 수 있기 위해서 현존재는 이미 하나의 존재자가 존재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
미하는지를 이해하고 있어야 하고, 존재자 일반의 존재에로 초월해 있어야 한다
(이기상·구연상 1998, 131).”

10) “그런데 하이데거는 존재이해의 사건을 전통적 형이상학의 이름을 빌어 초월
이라고도 표현하는데, 물론 이러한 의미의 초월은 전통적 형이상학에서의 초월
과 구별된다. … 하이데거의 초월은 존재자 일반을 넘어 자신을 존재에 기투하
는 초월, 즉 존재자의 존재를 이해하는 동적인 사건이다(이선일 2003, 29-30).”

11) “말해지는 무엇(말해지는 것), 말해진 것 자체, 함께 나눔, 표명. 이는 단지 경
험적으로 언어에서 긁어모은 속성들이 아니라 현존재의 존재 구조에 뿌리박고 
있는 실존론적 성격이며, 이 성격들이 비로소 언어와 같은 어떤 것을 존재론적
으로 가능하게 한다(GA2, 216).” 

12) “존재적으로 가장 가까운 것, 잘 알려진 것이 존재론적으로는 가장 먼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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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낱말전체성으로서의 언어는 친숙하게 사용할 수 있는 도구와 같은 세

계내부적 존재자로서, 단어 사물들로 분해될 수 있다(GA2, 214). 우리가 

존재자와 일상적으로 교섭할 때 그 존재 의미를 이미 이해하고 있듯이 

언어를 사용하면서 우리는 세계내부적 존재자로서의 그것의 의미를 이

미 존재적으로 이해하고 있다. 따라서 『존재와 시간』에서 말이 현존

재 분석론을 통해서 그 존재론적 의미를 비로소 획득할 수 있는 존재론

적인 것·근원적인 것이라면, 언어는 존재적인 것으로서 파생적인 것·

말에 근거하는 것이다. 하지만 후기에는 더 이상 말과 언어의 구분이 

유지된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후기에는 언어의 의미가 바뀌면서 말과 

언어의 구분이 사라지고 언어 자체가 ‘존재의 집’이라고 말해진다. 

이제 현존재의 존재 구조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말의 존재론적 의미를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와 존재의 연관이 직접적으로 말해지는 것이

다.     

  예컨대 후기 사유를 대표하는 저술 중 하나인 『철학에의 기여』에서

는 “현-존재(Da-sein)가 바로 존재(Seyn)의 진리의 근거지움”이며 

“존재 이해는 … 진리의 본질의 근거지움의 고시(Anzeige)”라고 말한

다(GA65, 455). 그리고 1934년에 이루어진 강의 『언어의 본질에 대한 

물음으로서의 논리학』에서는 이 고지(Kunde)가 언어의 근원적 일어남

(Urgeschehnis) 안에서 생기한다고 말한다.13) “언어의 근원적 일어남 

안에서 … 존재에의 위임(Überantwortung)이 생기한다(GA38, 168).” 이 

언어는 주체적인 것도 객체적인 것도 아니다(GA38, 168). 오히려 이 

“언어는 … 존재에 위임되어 존재자 전체에로 내맡겨지는 사건의 일어

남과 다르지 않다.”14) 

  존재(Seyn)가 이 언어의 근거를 형성한다(GA65, 499). “언어는 존재

(Seyn)에서 발원하며(entspringen) 그리하여 존재(Seyn)에 속한다(GA65, 

501).” 존재(Seyn)에 위임되는 말(Wort)은 오직 존재(Seyn)에 속하며15) 

잘 안 알려진 것이고 그것의 존재론적 의미가 끊임없이 간과되고 있는 것이다
(GA2, 59).”, “언어의 실존론적-존재론적 기초는 말이다(GA2, 213).” 

13) “… 역사적 존재의 고지는 언어의 근원적 일어남 안에서 생기한다(GA38, 
168).”  

14) “Die Sprache ist … nichts anders als das Geschehnis der an das Sein 
überantworteten Ausgesetztheit in das Seiende im Ganzen(GA38,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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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Wort)이 존재(Seyn) 진리의 현성이다.16) 이 말(Wort)이 후기 하이데

거가 ‘존재의 집’이라고 말한 언어이다. 이 언어는 존재에 의해 발현

하는, 존재로부터 인도된 ‘존재의 집’이다.17) 그래서 “이 언어에서

는 가장 순수한 것(Reinste)과 가장 은폐된 것(Verborgenste)이 … 말해

진다(zu Wort kommen)(HWD, 37).” 

  가장 순수한 것과 가장 은폐된 것을 말하는 언어가 인간의 말함을 통

해서 말한다는 것, 따라서 인간의 말함을 필요로 한다는 것은 분명하

다.18) 하지만 이 말함이 전기 하이데거가 말하는 진술이나 빈말인 것은 

아니다. 전기에는 개시성을 구성하는 말이 근원적인 것이었고 언어가 

파생적인 것이었지만 후기에는 더 이상 언어가 파생적인 것이 아니다. 

따라서 전기에서 말하는 파생적인 것으로서의 언어와 후기에서 말하는 

존재 진리의 현성으로서의 언어를 똑같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그렇다

면 이제 전후기 하이데거 언어 개념을 다룬 기존 연구들을 검토함으로

써 본 논문이 이 연구들과 어떠한 차별점을 갖는지를 확인하기로 하자.  

③ 전후기 언어 개념을 다룬 기존 연구 검토

하이데거 언어 개념을 다룬 기존 연구들은 예컨대 전기 하이데거 언어 

개념인 말을 중심으로 말과 이해의 관계, 말의 시간성 문제 등을 그리

고 후기 하이데거가 말하는 존재의 언어와 인간의 말함의 관계 문제 등

을 중심으로 전기의 말과 후기의 언어를 다소 독립적으로 검토했거나, 

15) “말(Wort)은 존재(Seyn)에 위임되며 오직 그 존재(Seyn)에만 속한다(GA69, 
134).”

16) “… 존재(Seyn) 진리의 현성(Wesung)으로서의 말 … (GA85, 5)” 하이데거는 
본질을 동사적 의미로도 사용한다. 동사적 의미의 본질은 어떤 무엇이 그것 자
체로서 나타나는 것, 드러나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명사적 의미의 본질은 어떤 
무엇을 그 무엇으로 만드는 것으로서 속성과 같다. 동사적 의미의 본질은 현성
(Wesung), 현성하다(wesen), 현성하는 것(Wesende)으로 옮긴다.  

17) “… 언어는 존재에 의해서 발현한, 존재로부터 인도된 존재의 집이다(BH, 
333).” 아울러 하이데거는 ‘존재의 집’으로서의 언어의 본질이 존재에 대한 
응답(Entsprechung)으로 사유되어야 하며 인간 본질(Menschenwesen)의 거처
(Behausung)로서 사유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언어의 본질을 존재에 대한 응답
으로부터 그리고 실로 이러한 응답으로서 즉 인간 본질의 가옥으로서 사유하는 
것이 필요하다(BH, 333).” 

18) 이후에 시작(Dichtung)의 문제를 검토하면서 ‘존재의 집’으로서의 언어와 인
간의 말함 사이의 관계를 확인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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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후기 사유를 언어의 문제를 중심으로 검토함으로써 그 사유의 특

징을 조망하려 했다. 전기의 말과 후기의 언어를 다소 독립적으로 검토

하거나 특히 후기의 언어 개념을 통해 후기 사유의 특징을 조망한 연구

들과 달리 전기의 말과 후기의 언어의 차이에 주목한 연구로 하이든

(2010), 글라우너(1997), 빈데만(2011)의 연구를 들 수 있다. 

  하이든은 전기의 말과 후기의 언어의 차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

다. “언어의 … 제시적(apophantic) 차원은 진리의 기초적 현상 즉 현

존재의 비은폐성에 근거한다. 하이데거의 후기 작업에서 언어의 보여주

는(showing) 성격은 더 이상 현존재의 비은폐성의 파생물(derivate)로 이

해되지 않는다. 그 대신 언어 그리고 특히 시적 언어가 탈은폐의 근원

적 영역 자체이다(Heiden 2010, 46).” “『존재와 시간』에서 하이데거

는 이러한 공속[단어(word)와 사물의 공속]을 현존재 이해의 탈은폐성에 

근거지운다. 하지만 『언어로의 도상에서』에서는 이 관계가 언어 자체

에 정초된다(Heiden 2010, 51).” 따라서 전기와 달리 후기에는 언어 자

체가 ‘비은폐성의 영역’이 된다(Heiden 2010, 47).   

  글라우너는 전기와 달리 후기에는 “… 말의 실존론적 지시성격이 

‘존재망각의 근본경험’으로부터 규정되며 ‘언어가 현존재의 존재 양

식을 갖는다’는 테제의 실존론적 이해가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는 

테제에 대한 존재해석학적 이해로 변화된[다]”고 말한다(Glauner 1997, 

237). 글라우너는 전기의 “… 언어와 말이 기호(Zeichen)의 … 지시적 

성격과 마찬가지로 생활세계적  ‘~을 위하여(Um-zu)’에서 이해되는 

한 언어의 … 실존론적 규정은 세계의 언어적 개시성의 근저에 놓여 있

는 근원적인 존재의 차원을 그르친다”고, “세계의 언어적 개시성의 

실존론적 규정에 있어 ‘실존범주로서의 말’에 정위된 언어 이해는 

[후기] 하이데거가 존재의 ‘그것이 송부한다(Es gibt; ~이 있다)’로 테

제화하여 궁구한 것을 그르친다”고 말한다. 

  하이든과 글라우너는 비은폐성으로서의 진리 문제를 중심으로 전기의 

말과 후기의 언어의 차이를 검토한다. 전기의 말이 현존재의 비은폐성

에 근거하는 것이라면, 후기의 언어는 비은폐성의 영역 자체가 된다. 

전기의 말이 현존재의 존재 양식을 갖는 것이었다면, 후기의 언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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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의 집’ 자체가 된다. 하이든·글라우너와 마찬가지로 빈데만 역

시 우선적으로는 진리 문제를 중심으로 전기의 말과 후기의 언어의 차

이를 검토한다. 빈데만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존재와 시간』에서 

하이데거는 언어에 대한 합당한 정의는 현존재 분석이 완성되어야 비로

소 도달될 수 있다고 믿었다. 말의 구조의 존재론적·실존론적 전체는 

현존재 분석의 토대에서만 성취될 수 있다. 그는 나중에 그러한 완성은 

불가능하다는 것, 『존재와 시간』에서 그는 ‘너무 일찍 너무 멀리 과

감하게 나아갔다’는 것 그리고 존재의 의미에 대한 물음은 비은폐성 

혹은 탈은폐성으로서의 진리의 측면에서 시적인 말의 영역에 위치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빈데만 2011, 169).”

  주목할 것은 빈데만이 진리 문제를 중심으로 전기의 말과 후기의 언

어의 차이를 검토할 뿐 아니라 양자의 차이를 침묵의 문제와도 연관시

킨다는 점이다. 전기의 본래적 말인 양심의 부름 역시 침묵이지만 전기

의 양심의 부름으로서의 침묵과 후기의 침묵은 분명 다른 함의를 갖는

다. 빈데만은 1955년에 이루어진 강연 「철학―그것은 무엇인가?」에서 

하이데거가 ‘조음됨(stimmen)’의 의미를 논한다고 말하면서 “하이데

거는 존재의 본래적인 말함이 침묵의 말함이라고 믿는다. 우리는 오직 

침묵함의 방식에서만 침묵의 말을 들을 수 있다. 그러나 침묵함은 존재

의 침묵하는 언어에 조음된 그런 기분들에서만 본래적으로 가능하다”

고 말한다(빈데만 2011, 182). “존재는 드러나[지만] 언어를 통해서 말

들 사이에 있는 그리고 말을 둘러싼 침묵 속에서 [드러나며](빈데만 

2011, 40)” 따라서 “존재[가] 침묵과 같이 말해질 수 없는 것의 영역

에 속하[기 때문에] 표현할 수 없는 것을 드러내고자 한다면 우리는 그

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것을 배워야 하며 더 나아가서 어떻게 말하지 

않는지를 배워야 한다. 우리는 언어의 한계를 배워야 한다(빈데만 2011, 

42).” 

  전기의 양심의 부름으로서의 침묵이 그것을 통해서 현존재가 자기 자

신으로 실존하게 되는 것, 자신의 존재를 스스로 정초함으로써 역사적

으로 실존하게 되는 것이었다면 후기의 침묵은 존재의 본래적 말함에 

조음됨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사물의 출현을 발견하게 하[고] …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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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드러나는 대로 드러나는 것을 보여주는 것 … 세계 속에 있는 사물

들로 하여금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나게 [하는]” 것이다(빈데만 2011, 

119). 물론 빈데만이 침묵에 대해서 강조한 것은 그의 저술의 제목 ―

『하이데거와 비트겐슈타인: 침묵의 시학』― 에서도 알 수 있듯이 침

묵의 문제를 중심으로 하이데거와 비트겐슈타인을 비교하기 위해서였

다. 그럼에도 빈데만의 저술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듯이 진리 문제뿐 

아니라 하이데거 사유에서 중요한 다른 개념과 관련하여 전기의 말과 

후기의 언어를 검토하는 것 역시 가능하다.

  물론 하이데거 사유의 전회가 진리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을 

뿐 아니라 전기의 말이 현존재의 진리인 개시성에 속하는 것이고 후기

의 언어가 존재 진리의 현성이기 때문에, 전기의 말과 후기의 언어를 

검토하는 연구가 진리 문제를 다루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유의할 것은 전회가 진리 문제와만 연관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

는 점, 사유의 도상에서 그 함의가 변화된 개념 중 하나가 역사 개념이

라는 점이다.19) 

  전기 하이데거에게서 본래적 말인 양심의 부름이 가능하게 하는 현존

재의 본래적인 역사적 실존은 후기 하이데거가 강조하는 존재 역사와는 

분명 다른 함의를 갖는다. 중요한 것은 후기의 시작으로서의 언어가 다

른 시원으로 현성하는 역사를 정초한다는 점에서, 전기의 말이 현존재 

역사성과 연관을 갖는 것처럼 후기의 언어 또한 역사와 연관을 갖는다

19) 전후기 하이데거에게서 역사 개념의 함의가 변화된다는 점에 대해 엠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 현존재가 더 이상 역사적인 것보다 더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 혹은 존재 자체의 진리가 역사적인 것에 다름 아니[다] … (Elm 1998, 
134).” 같은 취지에서 게트만은 전기 하이데거에게서 역사성은 현존재의 시간
성에 근거하는 것이었지만 후기에는 더 이상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하이데거
적 사유의 틀에는 … 사실상 도약점이 존재하는데, 이는 역사의 개념이 더 이상 
시간성의 개념에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Gethmann 1974, 327).” 같은 지
적을 푸글리에제와 슐츠에게서도 확인할 수 있다. “… 전회의 본질은 … 역사
성의 근본 구조로부터 인도된다(Pugliese 1986, 56).”, “시간성을 근거로 하는 
역사성의 완성이 『존재와 시간』의 앞부분 즉 기초존재론에서 종결되지 못했
으며 … 역사성을 주제적으로 다루게 된 것이 … 하이데거 사유를 결정적인 차
원 즉 전회를 앞서 준비하고 그리하여 이후의 문제틀을 가능케 한 저 결정적인 
차원으로 접근시켰다(Pugliese 1986, 156).”, “하이데거는 역사에 대한 결정적 
전환을 수행했는데, 그 전환은 시간성 안에서 단순히 역사를 정초하는 것을 넘
어서는 것이[다](Schulz 1969,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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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점이다. 이와 같이 하이데거 언어 사유와 역사 개념은 분명한 연관

성을 갖는 것으로서, 전후기 언어 사유의 특징을 분명하게 규명하기 위

해서는 그것과 역사 개념의 관계를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 그렇다면 이

제 전기의 현존재 역사성을 검토하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논구를 시작하

기로 하자. 

3. 전기 하이데거에게서 현존재 역사성과 말의 

문제

1) 현존재 역사성 

① 역사성과 현존재의 생기 

현존재에는 존재 이해가 속해 있다(GA2, 50). 존재는 그것을 이해하면

서 실존하는 현존재의 존재 이해 속에 존재하며(GA24, 14) 우리는 존재

를 그에 대한 현존재의 이해 속에서 만날 수 있다(GA24, 24). 『존재와 

시간』에서 기초존재론이 전개되는 이유는 하이데거가 이해를 수행하면

서 실존하는 현존재를 분석함으로써 존재의 의미를 해명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해는 ‘현’의 개시성을 구성하는 것으로서1) 존재

는 이해를 특징짓는 특수한 개시성 속에 존재한다(GA24, 25). 현존재의 

실존은 이해의 수행인데2) 전기 하이데거에게 역사적인 것은 이처럼 이

해를 수행하면서 존재하는 현존재 실존의 특징이다. 즉 역사적으로 존

재하는 것은 현존재 자체이며3) 역사성은 역사로서 존재하는 것의 역사

1) 심정성이 이해와 함께 ‘현’의 개시성을 구성한다(GA2, 177). 
2) “실존함이란 본질적으로 ―비록 이것만이 아니긴 해도― 이해함이다(GA24, 

391).”  

3) “… 역사적으로 존재하는 것의 본래적 현실성이 인간 현존재 자체라는 사실 … 
(WDF, 147)” 하이데거는 인간만이 본래 역사적이며 비인간적 존재자는 오직 
파생적 의미에서만 역사적일 수 있다고 말한다. 예컨대 예술작품은 그것이 인간
의 세계를 개시하고 간직하기 때문에 작품으로서 역사를 갖는 것이다(GA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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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존재(Geschichtlichsein)를(GA64, 3), 다시 말해 현존재가 역사적임을 

의미한다.4) 전기 하이데거에게 역사의 문제는 현존재 역사성의 문제가 

된다(Schrag 1970, 287). 어떤 의미에서 현존재가 역사적인 것인가? 

  하이데거는 역사성에 대한 분석이 명백히 시간적 의미를 갖는 역사적

인 것의 성격을 분석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역사라는 

개념에서 과거(Vergangenheit)가 갖는 기묘한 우위를 날카롭게 특징지

어야 한다고 말한다.5) 현존재는 지나가서(vergangen)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존재자가 아니라 존재해오고 있는 존재자,6) 기재하고 있는 존재자

이며 그래서 단순히 과거적인 존재자가 아니라 기재적인 존재자이다. 

현존재는 ‘현’에 기재하고 있는(da-gewesene) 존재자인데, 일차적으

로 역사적인 것은 바로 이 세계 안에 기재하고 있는 현존재이다(SZ, 

503). 물론 현존재가 세계 안에 기재하고 있다는 것은 현존재가 역사적

이라는 말의 일차적 의미일 뿐이다. 하이데거는 현존재가 가능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자신의 장래에로 앞질러 달려감에서 역사가 생기한다고 

말한다.7) 현존재가 자신의 장래에로 앞질러 달려감이 왜 역사의 생기인 

것일까? 

  그 이유는 앞질러 달려감을 통해서 현존재의 과거가 즉 현존재가 세

계 안에 기재하고 있음이 발견되기 때문이다.8) 이와 같이 현존재가 세

36).
4) 역사성은 현존재의 존재 성격이며(GA64, 4) 그리하여 인간적 존재 양태의 독특

한 특징이다(Young 1999, 396).

5) “만일 역사가 현존재의 존재에 속하고 이 존재가 시간성에 근거한다면, 역사성
의 실존론적 분석은 명백하게 시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것의 성
격들로 시작해야 하다. 그러므로 역사라는 개념에서 과거가 갖는 기묘한 우위를 
더 날카롭게 특징지음으로써 역사성의 근본 구조의 개진을 준비해야 한다(GA2, 
502).”

6) “현존재는 그가 이미 … 무엇으로 존재해온, 그의 현사실적 존재 속에 존재한
다(GA2, 27).” 하이데거는 지나가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과
거 개념 대신에 기재 개념을 사용한다. “현존재가 현사실적으로 실존하는 한에
서 그는 결코 지나가는(vergangen) 것이 아니라 나는 기재해왔다(ich 
bin-gewesen)라는 의미에서 이미 항상 기재하는 것이다(GA2, 434).”

7) “앞질러 달려감은 현존재가 그 자신의 고유한 장래에서 수행하는 하나의 운동
이다. 이러한 자기 자신을 앞질러 감(Vor-sich-selbst-gehen)은 그것에서 역사가 
생기하는 근본적 운동이다(WDF, 174).”, “역사란 시간 안에서 일어나는 현존
재의 특수한 생기이다(박찬국 2014, 470).”

8)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앞질러 감을 통해 과거가 발견되기 때문이다(W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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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안에 기재하고 있음이 발견되는 것이 곧 생기인데, 생기는 어떤 변

화나 단순한 진행이 아니다.9) 현존재가 자신의 가능적 장래에로 앞질러 

달려감으로써 그의 세계 안에 기재하고 있음이 발견되는 생기는 우리 

자신의 생기이다.10) 그래서 역사는 현존재 자신에 의해서 생기하는 것

이며 생기가 바로 현존재 자신이다.11) 

  현존재가 세계 안에 기재하고 있기 때문에 일차적 의미에서 역사적인 

것은 분명하지만, 현존재 기재의 의미는 그의 가능적 장래로부터 규정

된다.12) 현존재 역사성은 현존재 존재 구조의 시간적 의미인 시간성에 

근거하는데, 시간성에 역사성이 근거한다는 것은 곧 현존재의 가능적 

장래가 현존재 기재의 의미를 규정한다는 것,13) 즉 현존재가 자신의 가

능적 장래에로 앞질러 달려가면서 그 자신이 이미 세계 안에 기재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하여 바로 현존재 자신에 의해 그의 역사가 

생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14) 하이데거가 “역사가 우리 자신인 … 생

기이다. … 역사는 나 자신과 함께 생기한다. 즉 내가 [바로] 이러한 생

기이다(WDF, 174)”고 말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현존재가 역사적인 이유는 그의 존재 양식이 생기이기 때문이다. 역

174).”
9) “이러한 생기는 어떤 변화, 어떤 단순한 진행이 아니다(WDF, 174).”

10) “우리가 우리 자신에 앞질러 감으로써 우리 자신이 바로 생기가 된다(WDF, 
174).”

11) “… 역사는 나 자신에 의해 생기한다. 이 생기 자체가 바로 나 자신이다(WDF, 
174).” 생기로서의 역사는 현존재의 가능적 장래로부터 규정되는, 기재하는 것
을 인수하는(übernehmen) 현존재의 행함이자 겪음이다. “생기로서의 역사는 현
재를 관통하여 장래로부터 규정되고 기재를 인수하는 행함과 겪음(das aus der 
Zukunft bestimmte, das Gewesene übernehmende Hindurchhandeln und 
Hindurchleiden durch Gegenwart)이다(GA40, 47-8).”  

12) “현존재는 그때마다 그의 장래에서부터 생기하는 그의 존재 방식에 있어 그의 
과거이다(GA2, 27).”

13) “나의 기재는 장래의 가능성에 대한 나의 기투 … 에 비춰 유의미하게 된다. 
… 장래는 기재의 의미를 구성하는 데 들어온다. 여기에 … 역사성의 시간적 기
초가 있는 것이며, … 탈자적인 시간성의 구조 안에서의 역사성의 정초가 있는 
것이다(Schrag 1970, 290).” 

14) 다르게 말하면 이는 현존재가 자기 자신을 앞질러 달려가는 것으로 시간성이 
시숙하는 것이 곧 생기이며 역사라는 것을 의미한다. “현존재의 시숙은 생기이
[다](Caputo 1987, 89)”, “… 시간의 특수한 시숙 방식으로서의 역사성 … 
(Pöggeler 1983b, 146)” 역사성이 시간성에 근거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 절
에서 보다 더 상세히 확인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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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 존재 양식인 생기를 의미하며(GA2, 502), 역사성은 현존재의 생기

의 존재 구조(Seinsverfassung)를 의미한다(GA2, 27). 현존재가 생기의 

구조를 갖는다는 것, 현존재의 실존이 생기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무엇

을 말하는가? 하이데거는 생기의 근본 양식이 이해의 수행이라고 말한

다.15) 생기는 이해의 수행이고 현존재는 이해를 수행하면서 실존하는 

존재자로서 역사적이다. “현존재의 생기 다시 말해 현존재의 역사성이 

이해에 의해 특징지어져 있는 셈이다(GA24, 393).” 현존재의 실존은 

이해를 통해 생기적으로 되며 그리하여 역사적이게 된다. 현존재는 이

해하는 자이자 의의부여하는(bedeuten) 자로서 그 자체로 역사적이다.16) 

  물론 현존재가 역사적이라는 것은 언제나 세계 안에 존재하는 존재자

인 현존재가 역사적이라는 것을 의미할 뿐 아니라(GA2, 513) 나아가 현

존재에게는 기재하는 것이 계승해야 할 유산과 같은 것으로서 존재한다

는 것을 의미한다.17)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현존재가 자기 자신으로 존

재하게 되는 특수한 생기가 무엇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18) 현존재

가 일어나는 어떤 사건들(Begebenheiten)에 연루되어서 역사적이게 되

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현존재 역사성으로부터 이런 사건들이 생길 수 

있으며19) 그리하여 역사성에 의해서 현존재는 비로소 역사적이게 되는 

것이다. 그것은 현존재 생기의 존재 구조인 역사성이 생기의 가능 조건

이며,20) 역사는 존재 양식으로서의 생기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현존

15) “자신을 기획투사함으로서의 이해함이 이 현존재의 생기의 근본 양식이다
(GA24, 393).”

16) “… 현존재는 그 자체 이해하는 자로서 그리고 의의부여하는 자로서 역사적이
[다](GA21, 151).”

17) “더 이상 실존하지 않는 현존재는 존재론적으로 볼 때 지나간 것이 아니라 기
-재(da-gewesen) 하는 것이다. 기재한다는 것은 그것이 과거의 것이지만 현존재
의 현재 삶의 토대이자 현존재가 계승해야 할 유산으로서 존재한다는 것을 의
미한다(박찬국 2014, 470).”

18) “역사는 우리가 거기에서 우리 자신으로 존재하게 되는 하나의 생기를 의미한
다(WDF, 174).”

19) “개별 사건이 비로소 현존재의 역사성을 정초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현존재의 
실존성의 근거로서의 역사성(시간성)으로부터 이러한 개별적 사건이 생길 수 있
다(Buddeberg 1953, 11).”

20) “역사성은 ‘일차적으로 역사적인 것’으로서의 현존재의 ‘일어남(생기)’의 
구조이다. ‘구조’란 어떤 것이 바로 ‘그러한 것’으로서 있을 수 있기 위한 
‘실존론적-존재론적 조건’, 즉 어떤 것이 바로 ‘그러한 것’으로서 이해될 
수 있는 가능성의 조건을 말한다. 따라서 ‘역사성’이 ‘일어남’의 구조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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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는 생기에 의해 역사적으로 실존하며21) 그 때문에 일차적으로 역사적

인 것은 바로 현존재이다.22) 물론 하이데거에게 역사성은 분명 시간성

에 근거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이제 시간성에서부터 현존재가 왜 역사

적이며 어떤 의미에서 역사적인지를 규명해야 한다.23)

② 현존재의 생기적 존재 구조와 시간성 

역사성은 현존재 생기의 존재 구조이자 시간적 존재 양식이다(GA2, 

27). 역사성은 현존재의 존재 의미인 시간성에 근거한다.24) 현존재는 시

간적이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실존한다.25) 다시 말해 현존재의 존재 의

미가 시간성이며 그리하여 그가 시간적 존재자로서 실존하기 때문에 비

로소 그는 역사적 존재자로서 실존할 수 있다.26) 물론 현존재가 시간적

으로 실존한다는 것은 그가 단지 시간 안에 있다는 것을 말하지 않는

것은 그것이 ‘일어남’의 가능성의 조건임을 뜻한다(이기상·구연상 1998, 
207).”

21) “현존재가 여러 사정과 사건과 연루되어서 비로소 역사적이 되는 것인가? 아
니면 생기에 의해서 비로소 처음으로 현존재의 존재가 구성되고, 그래서 오직 
현존재가 그의 존재에서 역사적이기에 … (GA2, 502)”

22) 하이데거에게는 일어나는 사건뿐 아니라 세계 안에서 만나는 도구, 예술작품, 
심지어 자연마저도 그저 이차적으로 역사적일 수 있을 따름이다. “일차적으로 
역사적인 것은 현존재라고 우리는 주장했다. 그러나 이차적으로 역사적인 것은 
세계내부적으로 만나는 것, 가장 넓은 의미에서의 손안에 있는 도구뿐 아니라 
역사적 지반으로서의 주위세계 자연이다. 우리는 그것의 세계귀속성에 근거해서 
역사적인 그러한 현존재적이지 않은 존재자를 세계역사적인 것이라고 칭한다
(GA2, 504).” 예술작품이 개시하는 세계는 그것이 현존재 ―물론 이 경우엔 예
술가적 현존재― 의 ‘현’과 상관적이기 때문에 비로소 역사적일 수 있는데, 
그 까닭은 역사적 성격을 갖는 이해가 ‘현’의 개시성을 구성하며 개시성이 
어떤 식으로든 예술작품 속에 간직되기 때문이다. 

23) “… 시간성에서부터 왜 현존재가 그의 존재의 근거에서 역사적이며 역사적일 
수 있는지 … 가 이해될 수 있다(GA2, 312).”, “시간의 규정으로부터 우리는 
인간이 역사적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WDF, 147).” 

24) “현존재의 존재는 자신의 의미를 시간성에서 발견한다. 그런데 이 시간성이 
… 역사성의 가능 조건이다(GA2, 27).”, “… 역사성의 근거로서의 시간성 … 
(GA46, 92)”

25) “현존재의 역사성에 대한 분석은 이 존재자가 역사 안에 서 있기 때문에 시간
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역으로 오직 그가 그의 존재의 근거에서 시간적이
기에, 역사적으로 실존하며 실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한다(GA2, 
498).”

26) “현존재는 오직 시간성을 근거로 해서만 역사적인 것으로서 가능하다(GA2, 
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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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27) 오히려 그것은 현존재가 현재적으로 실존할 뿐 아니라 장래적으

로·기재적으로도 실존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현존재의 존재가 역사적

인 것은 그가 시간성에 근거하여 기재에 열려 있다는 것(GA2, 520)을 

의미하는데 중요한 것은 현존재가 단순히 ‘현’에 기재해왔다는 의미

에서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적인 동시에 장래적인 존재자로서 기재

하고 있다는 점, 시간성의 시숙(Zeitigung)에 근거하여 기재하고 있다는 

점이다.28) 그렇다면 이제 시간성의 시숙 현상을 중심으로 시간성이 어

떻게 역사성의 근거가 되는지를 검토하기로 하자. 

  먼저 우리는 가능적 장래에로 앞질러 달려가는 현존재가 그 자신이 

세계 안에 기재하고 있음을 발견하는 생기가 ‘자기 상주성

(Selbstständigkeit)(GA2, 427)’에 대한 해명을 제공한다는 점에 주목해

야 한다. 생기가 자기 상주성에 대한 해명을 제공하는 이유는 생기에서 

장래와 기재가 연관되기 때문이다. 현존재는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으

며 피할 수도 없는 죽음의 가능성29)으로 앞질러 달려갈 수 있는데30) 세

계 안에 내던져져 있는 현존재가 죽음의 가능성으로 앞질러 달려가는 

경우 탄생과 죽음이 연관된다(GA2, 495). 물론 이 연관이 가능한 것은 

현존재가 이미 탄생과 죽음 ‘사이에’ 놓여 있고31) 태어나면서부터 이

27) 역사성이 시간성에서 근거하듯이 시간내재성(Innerzeitigkeit)으로서의 시간 또한 
시간성에 근거한다(GA2, 498).

28) “현존재는 오직 ‘현’에 기재해왔다는 의미에서만 기재할 뿐인가? 아니면 현
재화하며-장래적인 것으로서, 다시 말해서 자신의 시간성의 시숙 속에서 기재하
는 것인가?(GA2, 503)” 그래서 사실 현존재의 역사성은 시간성의 시숙의 구조
에 다름 아니다(GA2, 440). 

29) “현존재의 종말로서의 죽음은 현존재의 가장 고유하고 무연관적이고 확실하며 
그리고 그 자체로서 무규정적이고 건너뛸 수 없는 가능성이다(GA2, 343).”

30) 물론 일상적으로 현존재는 죽음의 가능성을 자신에게서 우선 대개 은폐한다
(GA2, 338). 현존재가 죽음의 가능성으로 앞질러 달려가는 것에 대해서는 본래
적 말인 양심의 부름을 검토하면서 확인할 것이다.  

31) “현존재의 존재에는 이미 탄생과 죽음과 연관된 ‘사이’가 놓여 있다(GA2, 
495).” 현존재의 존재에 탄생과 죽음이라는 두 끝과 그 사이가 놓여 있는 것은 
현존재의 존재인 마음씀에 근거하는 것이다. “두 끝과 그 사이는 현존재가 현
사실적으로 실존하는 동안에만 있으며, 그것들은 현존재의 존재인 마음씀을 근
거로 하여 ‘존재한다’. 죽음 앞에서 도피하는 ‘죽음을 향한 존재’ 내지 죽
음으로 선구하는 ‘죽음을 향한 존재’와 내던져져 있음의 통일에서 탄생과 죽
음은 서로 연관되어 있다. 마음씀으로서 현존재는 탄생과 죽음의 ‘사이’로 존
재한다(박찬국 2014, 4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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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죽음을 향해 있는 채로 실존하기 때문이다.32) 

  중요한 것은 자기 상주성이 현존재의 존재 방식으로서 시간성의 특수

한 시숙에 근거한다는 점 따라서 생기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시간성의 

시숙을 탐구해야 한다는 점이다.33) 다시 말해 역사성을 이해하기 위해

서 그것의 근원으로 소급해갈 경우 우리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분석을 

수행해가야 한다. “역사성의 이해 -> 현존재의 생기 -> 현존재의 자기 

상주성 -> 시간성.”34) 따라서 이제 시간성을 중심으로 현존재 역사성

이 무엇인지를 탐구해야 한다. 시간성이란 무엇인가? 

  하이데거는 기재·현재·장래를 시간성의 탈자태(Ekstase)로 보면서 

이 탈자태들이 통일되어 있다고 본다. “우리는 … 장래·기재·현재라

는 현상을 시간성의 탈자태들로 부[르며](GA2, 435)”, “… 기재하면서 

현재화하는 장래로서 통일적인 현상을 우리는 시간성이라고 부른다

(GA2, 432).” 시간성은 기재하면서 현재화하는 장래로서의 통일적 현

상으로서 현존재의 존재 의미이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하이데거는 

시간을 어떤 객체와 같은 것으로 보고서 객체적인 것으로서의 시간의 

성격을 시간성으로 규정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하이데거에게 시간은 

현존재의 근본 규정이다.35)   

  하이데거는 시간성으로서의 시간이 사물과 다르게 존재하는 방식을 

가리키기 위해 시숙이라는 개념을 사용한다. “시간성은 … 여러 상이

32) “현사실적 현존재는 태어나며 실존하며 또한 이미 죽음을 향해 있음이라는 의
미에서 태어나서 죽는다(GA2, 495).”

33) “현존재의 생기에 속하는 특수한 동성과 지속성을 분석해가면, 우리의 탐구는 
시간성을 현존재의 존재 의미로서 드러내기 직전에 언급되었던 문제, 즉 ‘현존
재는 누구인가’에 대한 대답으로 규정한 바 있는 ‘자기 상주성’에 대한 물
음으로 되돌아간다. ‘자기 상주성’은 현존재의 한 존재 방식이며 시간성의 특
수한 시숙에 근거한다. 생기를 분석하는 것과 함께 우리는 시숙이라는 현상을 
주제적으로 탐구하는 것으로 이끌려진다(박찬국 2014, 465).” 

34) “역사성에 대한 물음이 우리를 이러한 근원들을 향해서 차례로 소급해서 이끌 
경우, 즉 역사성의 이해 -> 현존재의 생기 -> 현존재의 자기 상주성 -> 시간성
으로 이끌 경우, 이와 함께 역사라는 문제를 구명할 장소에 대해서도 이미 결정
이 내려진 셈이다(박찬국 2014, 465-6).”, “… 현존재의 역사성에 대한 해석은 
근본적으로는 시간성을 보다 더욱 구체적으로 완성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 
… (박찬국 2014, 472)”

35) “인간 현존재에 대한 근본적인 규정은 시간 이외에 다른 것이 아니다(WDF,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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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방식으로 시숙할 수 있다(GA2, 403).” 시간성은 어떤 객체적인 것

으로서의 시간의 성격이 아니라 현존재 존재 구조의 시간적 성격이다. 

즉 시간성은 현존재가 존재하는 방식이 시간적으로 구성되는 양태이다. 

하이데거는 현존재의 존재를 마음씀(Sorge)으로 보면서 마음씀이 시간

적으로 구조화되어 있다고 보는데,36) 마음씀은 ‘세계내부적으로 만나

게 되는 존재자 곁에 있으면서 자기를 앞질러 이미 세계 안에 있음(das 

Sich-vorweg-schon-sein-in-(der-Welt-) als Sein-bei (innerwerltlich 

begegnendem Seienden))’을 의미한다.37) 마음씀 구조는 현존재가 실존

하는 방식이 자기 자신을 앞질러 있고 이미 세계 안에 있으며 이 세계 

안에서 만나는 존재자 곁에 있음임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마음씀을 구

성하는 요소들은 각각 어떠한 시간적 성격을 가질까?  

  마음씀을 구성하는 요소 중 하나인 ‘자기를 앞질러’는 자신의 고유

한 가능성을 문제삼는 현존재가 가능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자신의 장래

에로 앞질러 달려가는 것을 의미한다. 장래는 아직 현실적이지(wirklich) 

않은 지금, 비로소 존재하게 될 지금과 같은 것이 아니다(GA2, 431). 가

능적인 것은 현실적인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분명 존재하고 있다.38) 자

신의 고유한 가능성에로 앞질러 달려가서 다시금 자신에게로 다가오는 

그런 옴(Kunft)이 장래의 근원적 현상이다.39) 따라서 마음씀을 구성하는 

요소 중 하나인 ‘자기를 앞질러’는 장래의 성격을 갖는 것이며 현존

재로 하여금 앞질러 달려가게 함으로써 장래적으로 실존할 수 있게 만

드는 것이다.40) 

36) “… 마음씀의 구조 전체성의 통일을 가능하게 하는 근거는 시간성이다. 따라
서 … 현존재의 특수한 시간적 … 지속성의 존재론적 해명은 현존재의 시간적 
구조의 지평에서부터 착수되어야만 한다(박찬국 2014 465).”

37) “현존재의 존재는 (세계내부적으로 만나게 되는 존재자) 곁에 있으면서 자기를 
앞질러 이미 (세계) 안에 있음을 말한다. 이러한 존재는 마음씀이라는 명칭의 의
미를 충족시키고 있다(GA2, 256).” 

38) 이는 죽음의 가능성을 생각해보면 된다. 실존하는 현존재에게 죽음은 분명 가
능적인 것으로 존재하고 있다.

39) “탁월한 가능성을 견지하면서 그 안에서 자기 자신에게로 다가오도록 함
(Zukommen-lassen)이 장래의 근원적 현상이다(GA2, 430).”, “장래 … 는 현존
재가 그의 가장 고유한 존재 가능 안에서 자신에게 다가오는 그런 옴이다(GA2, 
431).”

40) “앞질러 달려가 봄(Vorlaufen)이 현존재를 본래적으로 장래적이게 만든다 … 
(GA2, 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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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래적으로 실존하는 현존재가 자기 자신에게로 다가올 수 있는 것

은, 그가 기재하고 있는 존재자인 한에서만 가능하다.41) 즉 장래적으로 

존재하는 현존재는 동시에 언제나 이미 기재하고 있는 존재자이다. 현

존재는 그가 내던져진 채로 실존하고 있는 이 세계 안에서 존재해오고 

있다. 하이데거는 현존재가 “내던져져 있음을 떠맡는 것이 가능한 것

은 장래적인 현존재가 … 그의 기재함으로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고 말하는데(GA2, 431), 이는 마음씀을 구성하는 다른 요소인 ‘이미 

세계 안에 있음’이 기재의 성격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42)

  그렇다면 마음씀의 마지막 요소인 ‘세계내부적으로 만나게 되는 존

재자 곁에 있음’은 어떠한 시간적 성격을 가질까? 현존재가 세계 안에 

존재하는 존재자를 어떠한 존재자로서 해석하거나 진술하는 것은 곧 그 

존재자를 현재화(Gegenwärtigen)하는 것인데, 현재화는 현재의 성격을 

갖는다. 현재화는 현존재가 세계 안에 존재하는 존재자 곁에 있기 때문

에 가능한 것이며 따라서 현재화와 연관되는 ‘곁에 있음’은 현재적 

성격을 갖는다. 결국 장래적으로 자기를 앞질러서 존재하는 동시에 기

재적으로 세계 안에 이미 존재하는 현존재는 현재적으로 세계 안에 존

재하는 존재자 곁에 있는 존재자이다.43) 

  마음씀의 구조는 이처럼 현존재가 존재하는 방식이 시간적으로 구성

되는 양태로서 가능적 장래에로 앞질러 달려가는 현존재 자신에 의해 

생기하는 존재 구조이다. 시간성이 기재하면서 현재화하는 장래라는 통

일적 현상인 것과 마찬가지로 마음씀 역시 기재·현재·장래가 통일되

어 있는 현존재의 시간적 구조인데, 마음씀의 통일성은 특히 장래를 의

미하는 ‘앞질러’와 기재를 의미하는 ‘이미’에서 표현되고 있다.44) 

자신의 가능적 장래에로 앞질러 달려가는 현존재에 의해 생기하는 마음

41) “오직 현존재가 도대체 ‘나는 기재해왔다’로서 존재하는 한에서만 현존재는 
장래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다가올 수 있다 … (GA2, 431).”

42) 마음씀의 구성 요소인 ‘이미 세계 안에 있음’은 현존재가 이 세계에 내던져
진 채 실존하고 있음을 말한다.

43) “현존재는 현재화하는 ― 장래적인 자로서, 즉 그의 시간성의 시숙에 있어서 
기재적으로 존재한다(박찬국 2014, 470).”

44) “마음씀 구조의 정식화 표현은 ‘앞질러’와 ‘이미’라는 표현으로써 실존성
과 현사실성의 시간적 의미를 지시하고 있다(GA2, 434).” 실존성의 시간적 의
미는 장래이며 현사실성의 시간적 의미는 기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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씀의 구조는 시간성의 탈자적 통일성에 근거하는 것으로서,45) 현존재는 

시간성이 개시하는 그의 ‘현’ 즉 세계 안에서 그 자신이 이 세계 안

에 기재하고 있음을 발견한다. 

  시간성은 존재자의 존재가 그 안에서 이해되는 세계를 개시하면서 현

존재가 세계에로 넘어서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하이데거는 시간의 

본질 안에 초월이 놓여 있다고 말하는데,46) 이는 시간성이 그 안에서 

현존재의 지향적 태도가 가능할 수 있는 세계를 개시한다는 것 그리하

여 현존재의 지향적 태도와 존재 이해의 근거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존재 이해가 시간성에 근거하는 이유는 시간성이 세계를 개시함으로써 

현존재가 비로소 세계내부적 존재자를 어떠한 존재자로서 해석하거나 

45) “… 시간성의 그때마다의 완전한 시숙의 탈자적 통일성 안에 마음씀 구조의 
통일성[의] … 전체성이 근거한다(GA2, 463).” “시간성이 본래적인 마음씀의 
의미로서 밝혀진다(GA2, 432).” 『존재와 시간』에서 하이데거는 시간과 ‘나
는 사유한다’ 사이의 결정적인 연관이 문제된 적이 없으며 사유하는 사물의 
존재 양식 더 정확히 말해 ‘나는 존재한다’의 존재 의미가 규명되지 않았다
고 말한다(GA2, 32). 현존재의 존재 구조인 마음씀과 그것의 시간적 의미인 시
간성은 철학사에서 소홀히 다루어진 결정적 문제에 대한 하이데거의 대답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46) “… 시간의 본질 안에 내적인 초월(Transzendenz)이 놓여 있다는 사실, 시간이 
초월을 가능하게 하는 것일 뿐 아니라 그 자체가 이미 지평적 성격을 갖는다는 
사실 …(KPM, 254).” 본래 칸트에게서 초월론적(transzendental) 인식은 다음과 
같다. “나는 대상들이 아니라 대상들에 대한 우리의 인식방식을 이것이 선험적
으로 가능하다고 하는 한에서 일반적으로 다루는 모든 인식을 초월론적이라고 
부른다. 그러한 개념들의 체계는 초월론적 철학이라 일컬어질 것이다(칸트 2006, 
233; 백종현은 ‘transzendental’을 ‘초월적’으로 옮기는데 본 논문은 이남인
을 따라서 ‘transzendent’와 ‘transzendental’을 각각 ‘초월적’, ‘초월론
적’으로 옮긴다. 칸트 철학에서 번역어 문제에 대한 백종현의 논구는 백종현 
2012, 367-378에서, 후설 철학과 하이데거 철학에서 번역어 문제에 대한 이남인
의 논구는 이남인 2004, 332-338에서 확인할 수 있다.).” 초월론적 인식은 대상
들에 대한 선험적 인식방식과 연관된다. 그런데 선험적 인식방식이 인간과 존재
자의 만남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므로 하이데거는 초월론적 인식을 존재자에 대
한 선행적 존재 이해의 가능성을 연구하는 것으로, 존재자의 존재 구조를 연구
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그러므로 초월론적 인식은 존재자 자체를 연구하지 않
고 오히려 선행적(vorgängig) 존재 이해의 가능성을 즉 동시에 존재자의 존재 구
조(Seinsverfassung)를 연구한다(KPM, 16).” 그래서 초월론적 인식은 존재자에로
의 순수이성의 넘어섬(Überschreiten) 즉 초월에 관계하는 것이다. “초월론적 
인식은 존재자에로의 순수이성의 넘어섬(초월)에 관계한다(KPM, 16).” 따라서 
하이데거에게 초월이란 존재자에로 넘어서서 그것의 존재 의미를 이해하는 사
건이다. “초월이란 존재자를 넘어서 존재자의 존재를 근원적으로 형성하는 사
건이다. 즉 존재론적 인식이다(이선일 2003,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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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현존재의 지향적 태도 즉 세계내부적 

존재자에 대한 현존재의 해석과 진술은 근원적으로는 자신의 가능적 장

래에로 달려가는 현존재에 의해서 그의 ‘현’이 개시된다는 점, 현존

재가 마음씀이라는 생기적 존재 구조를 갖는다는 점에 근거하는 것이

다. 그렇다면 이제 시간성이 세계를 개시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

지를 먼저 검토하고 이를 단초로 역사성과 개시성의 관계를 나아가 역

사성과 (개시성에 속하는) 말의 관계를 규명할 수 있도록 하자. 

③ 세계 현상과 ‘로서’의 생기  

마음씀의 구조 안에는 현존재의 개시성이 간직되어 있는데,47) 그 까닭

은 세계를 개시하는 시간성의 통일성 안에 마음씀의 전체 구조가 근거

하기 때문이다. 시간성이 세계를 개시하는 것은 곧 현존재가 세계에로 

넘어서는 것, 초월하는 것이다.48) 세계에로 넘어서 있는 현존재에게는 

존재자가 언제나 세계 안에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난다.49) 현존재의 세

계에로의 넘어섬인 초월은 곧 전체성으로서의 세계에 대한 선행적 이해

인데,50) 현존재가 존재자와 지향적으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은 존재

자가 그 안에 존재하는 전체성으로서의 세계를 현존재가 이와 같이 선

행적으로 이해하기 때문이다.51)

47) “자기를 앞질러 세계내부적인 존재자 곁에 있음으로서 이미 하나의 세계 안에 
있음인 마음씀의 구조는 자체 안에 현존재의 개시성을 간직하고 있다(GA2, 
292).”

48) 하이데거는 시간성의 탈자태에 독특한 개방성(Offenheit)이 속한다고 말하는데
(GA24, 378) 이 개방성은 시간성의 탈자태가 형성하는 지평(GA24, 378), 현존재
가 그 안에로 초월하여 실존하는 세계를 의미한다.

49) 하이데거가 “인간 현존재 ―존재자의 한가운데에서 정황적으로 존재자와 관계
를 맺는 존재자― 는 실존하며 따라서 존재자는 언제나 전체 안에서(im Ganzen) 
드러난다”고 말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WG, 156).

50) “이러한[존재자가 그 안에서 드러나는] 전체성을 그때마다 앞서 잡으며 움켜
잡는(vorgreifend-umgreifend) 이해가 세계로의 넘어섬(Überstieg)이다(WG, 
156).” 

51) 하이데거의 지향성 개념은 후설에게서 영향받은 것이다. 후설은 지향적 체험이 
‘어떤 무엇에 대한 의식’인 한에서 체험은 이 어떤 무엇에 관련되어 있다고 
말한다(Husserl 1950, 80). 지향성 개념을 받아들이면서 하이데거는 “현존재의 
실존에는 지향성이 속해 있[기](GA24, 224)” 때문에 현존재는 그 자체상 관련을 
맺고 있는 자라고 말한다. 하이데거는 지향성을 ‘현존재 태도의 구조(GA24, 
82)’로 보면서 태도가 무엇에로 향함(Sichrichten-auf) 즉 무엇에로 향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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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재와 시간』에서 지향성이 현존재의 시간성에 근거하는 이유는

(GA2, 480), 지향적 태도가 마음씀을 구성하는 요소 중 하나인 존재자 

곁에 있음(das Sein-bei . . . Seiendem)에 근거하기 때문이다.52) ‘세계내

부적으로 만나게 되는 존재자 곁에 있음’은 마음씀을 구성하는 요소 

중 하나이며 따라서 지향성은 마음씀의 현상적 성격이다.53) 아울러 하

이데거는 세계내부적 존재자 곁에 있음이 다시금 현존재의 실존에 근거

한다고 말하는데(GA26, 168) 현존재의 실존은 현존재가 세계에로 넘어

서 있다는 것, 현존재가 세계 안에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54) 따라

서 현존재의 지향적 태도는 시간성이 개시하는 세계 안에서 현존재가 

실존하고 이러한 실존에 근거하여 현존재가 세계내부적 존재자 곁에 있

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55)

(Ausgerichtensein)이라는 구조를 갖는다고 말한다(GA24, 80). 지향적 태도는 ―
무엇과 관계를 맺음으로서의― 지향함(intentio)과 ―이러한 관계에서 지향된 것
으로서의― 지향된 것(intentum)을 포괄한다(GA24, 82). 지향성은 현존재 태도의 
관계적 성격을 구성하는 구조이다(GA24, 91). “… 존재 이해와 존재자에 대한 
태도는 시간성에 의해 그것들의 공속성에 있어 가능하게 된[다] … (GA24, 
466)” 물론 하이데거는 지향성이 태도의 구조이기 때문에 지향적 태도라는 말
은 동어반복이라고, 마치 공간적 삼각형이라고 말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고 
말한다(GA24, 85). 『존재와 시간』에서는 지향성을 각주에서 논평하는 식으로 
간단히 다루지만(GA2, 480) 『존재와 시간』의 출간 이전과 이후에 행해진 강의 
등에서는 지향성을 긍정적으로 다루고 있다. 예컨대 1929년에 출판된 「근거의 
본질에 관하여」에서는 지향성이 현존재 실존의 탁월한 틀이며 특히 초월을 해
명하기 위해서는 지향성이 간과될 수 없다고 말한다(WG, 168). 따라서 스튜어트
가 지적하듯이 『존재와 시간』에서도 지향성이 거부되는 것으로 보기는 힘들
다. “… 『존재와 시간』에서 하이데거는 지향성이라는 인간적 현상을 결코 거
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Stewart 1988, 153).”

52) 하이데거는 지향적 태도를 현존재가 세계내부적 존재자 곁에 머무는 것
(Sichaufenthalten bei) 자체로 보기도 하다. “… 지향적 존재자로서 실존하는 
존재자, 즉 도구적 존재자 곁에 머무르는 방식으로 실존하는 존재자 … (GA24, 
91)”

53) “주로 ‘~과 연관되어 있음’으로 여겨져 온 지향성은 일차적으로 가장 먼저 
부각될 수 있는 생의 근본 운동, 즉 마음씀의 현상적 성격이다(GA62, 365).” 
“… 지향성으로 생각되는 그저 단순한 어디에로 향함은 오히려 자기 자신에 
앞서 이미 곁에 있음이라는 통일적인 근본 구조로 되돌려져야 한다(GA20, 
420).”

54) “현존재는 그의 존재의 본질에 있어 세계를 형성하면서 존재한다(WG, 158).”, 
“세계내부적으로 만나게 되는 것을 그리고 자유롭게 내어주는 지평의 선행적
인 개시함은 다른 것이 아닌 바로 세계에 대해서 이해함이다. 이 세계에 대해서 
현존재는 존재자로서 언제나 이미 관계를 맺고 있다(GA2, 115).”

55) 세계가 존재자와의 지향적 태도의 기반이 되기 때문에, 지향성은 현존재의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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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존재의 지향적 태도는 이해로부터 가능해질 수 있는 것인데,56) 이

는 지향적 태도가 존재자의 존재에 대한 이해를 전제한다는 것, 존재와 

존재자의 구분인 존재론적 차이를 전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요한 

것은 존재론적 차이의 근거가 현존재의 초월이라는 점이다. “존재론적 

차이의 이러한[그 안에서 존재론적 차이가 현사실적으로 되는 구분의 

능력(Unterscheidenkönnen)의] 근거를 … 우리는 현존재의 초월이라고 

명명한다(WG, 135).” 전체성으로서의 세계를 선행적으로 이해하는 것

인 현존재의 초월이 존재론적 차이의 근거라는 것은, 시간성이 세계를 

개시할 때 동시에 존재와 존재자의 구분이 생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계에는 존재자 자체의 개방가능성(Offenbarkeit)이 속하는데, 존재

자가 그 자체로(als solches) 개방될 수 있다는 것은 존재자가 존재자

‘로서(als)’ 개방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57) 존재자가 존재자로서 

개방될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그것은 현존재가 우선적·일

차적으로 존재자를 존재자로서 해석한다는 것 즉 현존재가 존재자를 단

순히 지각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자를 어떤 것으로서 의의부여한다는 것

을 의미한다. 중요한 것은 ‘로서’가 세계와 공속한다는 점,58) 세계 

현상이 ‘존재자가 존재자로서 개방될 수 있음’·‘로서’·‘존재자

와의 관계’라는 세 가지 성격을 갖는다는 점이다.59) 이는 세계가 그 

안에서 현존재가 존재자와 관계하여 존재자를 존재자로서 해석하며 그

리하여 존재자가 존재자로서 개방될 수 있는 성격을 갖는다는 것을 의

미한다.60) 

원적 초월인 현존재의 세계 안에 있음 즉 세계-내-존재에 근거하는 것이다. 
“… 우리가 지금까지 존재자와의 지향적 태도로 묘사한 것은 세계-내-존재라
는 근본 구조에 근거한다(GA24, 249).”, “… 근원적 초월(세계-내-존재)이 지향
적 태도를 가능하게 [한다](GA26, 170).” 

56) “존재 이해는 … 현존재가 일반적으로 우선 존재를 이해하며 이러한 존재 이
해로부터 일반적으로 비로소 그 자신이 아닌 존재자와 및 그 자신인 존재자와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GA49, 43).” 

57) “세계에는 존재자 자체의 개방가능성이 즉 존재자로서의 존재자의 개방가능성
이 속한다(GA29/30, 397).”, “개방가능성에는 ‘로서’가 … 속한다(GA29/30, 
423).”  

58) “이러한 … ‘로서’가 즉 존재자 그 자체로서가 형식적으로 정식화하면 어떤 
것으로서의 어떤 것이 세계와 함께 공속한다(GA29/30, 397).”

59) “… 세계 현상의 중요한 성격, 1. 존재자가 존재자로서 개방될 수 있음
(Offenbarkeit), 2. 로서, 3. 존재자와의 관계(Beziehung) … (GA29/30, 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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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현존재가 그것에로 넘어서 있으면서 그 안에서 존재자가 존재자

로서 개방될 수 있는 세계가 존재자일 수는 없다.61) 세계는 존재자가 

아니라 존재이다. 세계는 존재이지만 그것이 도구적 존재자

(Zuhandenes)나 사물적 존재자(Vorhandenes)와 같은 개별 존재자의 존

재인 것은 아니다. 세계는 존재자들의 총합도 아니지만 개별 존재자의 

존재도 아니다. 전체성으로서의 세계는 현존재와 존재자의 존재 연관의 

전체이며 따라서 이 연관 전체로서의 세계가 존재자일 수는 없다. 현존

재가 존재자를 존재자로서 개방하는 것은 존재자의 총합으로 환원되지 

않는 전체로서의 세계 안에서 이루어지며 따라서 하이데거에게 세계는 

전체 안에서의 존재자 자체의 개방가능성을 의미한다.62) 세계가 전체 

60) “어떤 것을 어떤 것으로서 취할 수 있는 이러한 가능성을 만약 우리가 세계 
현상의 한 특색이라고 말하는 한, ‘로서’ 구조는 세계 구조의 한 본질 규정이
다(GA29/30, 450).”

61) “전체성으로서의 세계는 결코 존재자가 아니다 … (WG, 157).”, “우리는 세
계내부적인 존재자를 해석하면서 언제나 이미 세계를 전제했다. 이러한 존재자
들을 짜맞춘다고 해서 그 총합으로서 세계와 같은 어떤 것이 생기는 것이 아니
다(GA2, 97).” 

62) 『형이상학의 근본개념들』에서는 세계가 ‘전체 안에서의 존재자 자체의 개방
가능성’이라고 말한다. ‘존재자 자체의 개방가능성’이 세계에 속해 있는 것
이지 세계가 존재자 자체의 개방가능성인 것은 아니다. “세계는 존재자의 총합
이 아니고 존재자 자체의 접근가능성이 아니며 접근가능성의 근저에 놓여 있는 
존재자 자체의 개방가능성도 아니다. 오히려 세계는 ‘전체 안에서의 존재자 자
체의 개방가능성’이다(GA29/30, 412).” 물론 『존재와 시간』에서 세계는 다음
과 같은 다양한 의미를 갖는다. 1) 존재자의 총체, 2) (예컨대 수학의 가능한 대
상 영역과 같은) 존재자의 다양성을 포괄하는 영역, 3) 실존적 의미를 갖는 주위 
세계(Umwelt), 4) 존재론적-실존론적 개념인 세계성(Weltlichkeit)(GA2, 87). 하이
데거는 세계라는 표현을 3) ‘주위 세계’라는 의미로 사용할 것이며 그 표현이 
1) ‘존재자의 총체’를 의미할 경우에는 이를 큰따옴표 ―“세계”― 로 표기
하겠다고 말한다(GA2, 88). 주위 세계는 존재자가 그 자체‘로서’ 개방될 수 
있는 세계이다. 현존재는 이 세계 안에 있으면서 존재자가 존재한다는 것이 무
엇을 의미하는지를 이해하고 있다. 현존재가 존재자의 존재를 이해하면서 그것
의 존재에로 초월하여 실존한다는 점에서, 그는 세계-내-존재이다(이기상·구연
상 1998, 130). 그리고 세계가 세계-내-존재로서 존재하는 현존재의 실존과 연관
된다는 점에서 “세계는 세계-내-존재로서 현사실적으로 존재하는, 실존하는 현
존재의 방식으로만 존재한다(GA2, 503).” 세계는 현존재의 존재론적 규정성을 
형성하고 있다(GA2, 504). 물론 현존재의 세계 즉 ‘현’의 개시성과 존재자의 
개방가능성은 똑같은 것이 아니며, 세계가 존재자 자체의 개방가능성일 수는 없
다. 존재자의 개방가능성과 현존재의 개시성의 차이와 관련되는 이 문제는 전회
와 관련하여 검토해야 되는 핵심적 문제 중 하나이다. 전회를 다루면서 존재자
의 개방성과 현존재의 개시성의 차이가 검토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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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에서의 존재자 자체의 개방가능성이기 때문에, 전체로서의 세계의 개

시성에 세계내부적 존재자가 어떤 존재자로서 개방될 수 있음이 속하는 

것이다.  

  세계내부적 존재자가 어떤 존재자로서 해석될 수 있는 것은 세계의 

개시성에 존재자 자체의 개방가능성이 속하기 때문이다. 하이데거는 세

계가 세계 형성(Weltbildung)에 속한다고(zugehörig) 말하는데(GA29/30, 

413), 이는 하이데거가 말하는 세계가 형성되는(bilden) 것임을, 형성 속

에 존재하는 것임을 의미한다(GA29/30, 413). 중요한 것은 ‘로서(als)’

가 세계 ―전체 안에서의 존재자 ‘자체의’ 개방가능성(die 

Offenbarkeit des Seienden ‘als’ solchem im Ganzen)― 를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이기 때문에 세계 형성으로서의 세계의 생기가 동시에 ‘로

서’의 생기라는 점이다.63) 그런데 현존재가 세계내부적 존재자를 어떤 

존재자로서 해석하고 진술하는 것 즉 세계내부적 존재자와 지향적으로 

관계를 맺는 것은, 그가 전체성으로서의 세계를 선행적으로 이해할 뿐 

아니라 존재자를 그것의 존재에 있어 이해할 때에만 가능한 것이었다. 

따라서 세계의 생기가 곧 ‘로서’의 생기라는 것은 세계가 생기하면서 

동시에 존재와 존재자의 구분이 생기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64) 

  존재 연관의 전체인 세계를 선행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의미하는 현존

재의 초월이 존재론적 차이의 근거가 되는 이유는, 세계가 생기하면서 

동시에 존재와 존재자의 구분이 생기하기 때문이다. 현존재의 초월이 

현존재의 지향적 태도에 전제되어 있는 존재자의 존재에 대한 이해, 즉 

존재자와 존재의 구분의 근거가 되는 것이다.65) 『존재와 시간』에서는 

63) “… 로서가 우리가 전체 안에서의 존재자 자체의 개방가능성인 세계라 부르는 
것의 구조 계기의 하나인 한 … 우리가 세계 형성이라 부르는 것이 생기하는 
저 생기에 우리는 부딪쳤다(GA29/30, 507).” 하이데거는 세계 형성이 근본 생기
(Grundgeschehen)라고 말하면서(GA29/30, 507), 근본 생기로서의 세계의 생기에 
‘로서’ 및 ‘로서’ 구조가 뿌리내리고 있다고 말한다(GA29/30, 511). 

64) “… 존재와 존재자의 구분이 우리와 함께 우리 현존재의 근본 생기로서 생기
한다. 그 구분은 우리와 함께 임의로 그리고 때때로 생기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
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생기한다(GA29/30, 519).”

65) 그래서 하이데거는 현존재와 존재자의 지향적 태도의 근거인 근원적 초월로서
의 세계-내-존재가 주체와 객체의 관계가 아니라 그러한 관계를 우선 이미 가
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 세계-내-존재는 주체와 객체의 관계가 아니
라 오히려 그러한 관계를 우선 이미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KPM, 228).”



- 34 -

“시간성이 현의 밝혀져 있음(die Gelichtetheit)을 탈자적(ekstatisch) 지

평적으로 구성하고 있[다]”고 말하는데(GA2, 539), 시간성이 탈자적·

지평적으로 구성하는 세계의 개시성 안에서 존재자의 존재가 이해되고 

이해에 근거하여 존재자가 해석되고 진술되는 것이기 때문에, 존재자에 

대한 해석과 진술은 모두 시간의 지평 안에서 수행되는 시간적 현상이

다.66)  

  그 이유는 물론 이해가 이루어지는 세계가 시간적인 것이기 때문이

다.67) 세계가 시간적인 것인 이유는 무엇보다도 그것이 자신의 가능적 

장래에로 앞질러 달려가는 현존재에 의해 생기하는 것으로서, 현존재의 

가능성에 기초하여 구성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존재자의 존재에 관한 

이해는 언제나 세계 안에서 수행되는데, 세계는 현존재의 ‘무엇을 위

하여(Um-zu)’의 지시 연관들(Verweisungsbezüge)로 구성되며 이 연관

은 현존재의 ‘궁극목적(Worumwillen)’에 근거한다. 그래서 존재자를 

어떤 것으로서 해석하는 해석은 개시된 것을 부각시키는 것인데,68) 이 

부각은 현존재의 목적과 사물의 용도에 따라 이루어진다.69) 해석이 존

재자를 어떤 것으로서 해석하는 것은 이와 같이 현존재와 존재자의 실

66) 사실 『존재와 시간』의 과제는 시간을 존재 이해의 가능한 지평으로 해석하는 
것이었다. “시간을 모든 개개 존재 이해 일반의 가능한 지평으로 해석하는 것
이 이 책의 잠정적인 목표이다(GA2, 1).”, “존재 일반의 의의의 기투는 시간의 
지평 안에서 수행될 수 있다(GA2, 312).”

67) 일차적 의미에서 시간적인 것은 현존재이지만, 세계가 현존재의 존재론적 규정
성을 형성하기 때문에 우리는 세계 역시 시간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현
존재가 존재자를 이해할 때 의의 연관이 분절되고 분절된 의의에서 각각의 단
어가 성장한다는 점에서(GA24, 297), 존재 이해의 가능 조건인 시간성은 언어의 
가능 조건이기도 하다. 현존재가 존재자를 이해하면서 개시하는 의의가 단어의 
기초인데, 의의는 개시되어 있는 의의 연관의 분절 속에 존재하며 주어진다. 그
런데 말이 의의 연관을 분절하면서, ‘현재에’ 존재자를 그 존재자가 그 안에
서 특정한 의의를 갖게 되는 ‘장래적이고’ ‘기재적인’ 의의 연관과 ‘함
께’ 개시하기 때문에, 말은 기재적·현재적·장래적 성격을 갖는다. 그리고 언
어의 존재론적 기초가 말이기 때문에, 말에 근거하는 언어 역시 말과 마찬가지
로 시간적 성격을 갖는다. 물론 밖으로 말하는 현존재가 말해지는 존재자 곁에 
있다는 점에서, 언어에서 ‘현재화’가 부각된다는 점은 분명하다(GA2, 462). 그
럼에도 분명한 것은 시간성이 언어의 가능 조건이며 밖으로 말해진 말인 언어
가 시간적 성격을 갖는다는 점, 따라서 시간성이 언어와 연관된다는 점이다.  

68) “해석의 사안은 … 언제나 개시된 것의 부각이다(GA20, 359).” 

69) “해석은 사물의 ‘무엇을 위해(Wozu)’를 현시하며(appräsentieren) 그리하여 
‘무엇을 위하여(Um-zu)’의 지시를 끄집어낸다(GA20, 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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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적 교섭 속에서 수행되는 것으로서 시간성이 개시하는 세계에 대한 

선행적 이해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해석에 앞서 현존재가 수행하는 세계 이해의 문제는 이해의 선-구조 

중 하나인 예지(Vorhabe)와 분명하게 연관된다. 망치와 같은 도구적 존

재자는 특정한 용도 즉 적소성(Bewantnis)을 갖는다. 도구적 존재자의 

적소성은 언제나 적소전체성(Bewandtnisganzheit)에서부터 이해된다

(GA2, 199). 적소전체성이 일상적 해석의 본질적 기초이다(GA2, 199). 

해석은 적소전체성에 대한 예지에 근거하지만(GA2, 199), 이것이 적소

전체성이 명시적으로 파악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해석은 예지에서 취해진 적소전체성을 특정한 해석가능성

(Auslegbarkeit)으로 재단하는(abschneiden) 예시(Vorsicht)에 다시금 근거

한다(GA2, 199-200). 예지와 예시를 통해 해석은 도구적 존재자를 특정

하게 이해된 것으로서 개념파악할 수 있는데, 이러한 개념파악의 가능

성은 최종적으로 존재자에 속할 수 있는 개념성(Begrifflichkeit)을 결정

하는 예파(Vorgriff)에 근거한다(GA2, 199).  

  해석이 언제나 예지·예시·예파에 근거하기 때문에 해석은 무전제적

으로 도구적 존재자를 파악하는 것이 아니다(GA2, 200). 예지·예시·

예파가 이해의 선-구조이며, 해석은 이해의 선-구조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 해석이 도구를 특정한 용도를 갖는 것으로 해석할 때 도구는 특

정한 도구 연관(Zeugzusammenhang) 속에서만 존재하는 것인데(GA24, 

243), 도구 연관이 바로 시간성이 탈자적·지평적으로 구성하는 유의미

성의 지시 전체로서의 세계이다. 따라서 현존재가 언제나 그 안에서 실

존하는 세계는 그에게 그저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에 의해 

생기하는 것이며 그리고 세계가 생기할 때 동시에 ‘로서’가 생기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세계가 생기하면서 함께 생기하는 ‘로서’가 세

계의 개시성에 속하는 말과 연관되어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로서’

와 연관되는 말, 개시성에 속하는 말과 현존재의 역사성과 관계를 확인

하기 위해 이제 먼저 역사성과 개시성의 관계를 검토하기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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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역사성과 개시성: 개시성의 생기와 개시성에 속하

는 말 

① 역사성과 개시성: 현존재 자신의 존재 가능을 중심으로   

‘현’의 개시성은 시간성에 의해 구성되며(GA2, 482) 역사성은 시간성

에 근거한다. 세계는 세계-내-존재로서의 현존재를 구성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현’의 개시성이 시간성에 의해 구성된다는 것은 곧 현존재의 

존재 구조가 시간적 성격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시간성이 구성하

는 세계는 ‘무엇을 위하여’와 ‘무엇 때문에(Umwillen)’의 연관 즉 

목적 연관으로서의 세계이다. 세계가 현존재의 가능성에 기초하여 구성

되기 때문에 세계에 대한 이해는 현존재 자신의 가장 고유한 자기 이해 

즉 궁극목적으로서의 자기 이해70)와 같은 것일 수 있다. 그리고 궁극목

적으로서의 자기 이해를 통해 현존재의 실존은 생기적으로 되며 그리하

여 역사적이게 된다. 자기 이해를 통해 현존재의 실존이 생기적으로 된

다는 점 그리고 자기 이해가 곧 세계 이해라는 점이 개시성과 역사성의 

관계를 검토하는 데 있어 무엇보다 더 중요하다. 그렇다면 이제 세계 

이해와 자기 이해의 관계를 검토하는 것에서부터 개시성과 역사성의 관

계를 확인하기로 하자. 

  하이데거에게 “지향성이란 초월의 인식 근거(ratio cognoscendi)이

[며] 초월은 여러 상이한 방식의 지향성의 존재 근거(ratio essendi)이다

(GA24, 91).” 개시된 세계 안에서 현존재는 존재자를 이러저러한 존재

자로서 현재화하는데 그 때문에 그의 세계에로의 넘어섬이 인식될 수 

있다.71) 세계 이해가 자기 이해와 같은 것일 수 있는 이유는 세계가 자

70) “… 현존재가 실존하는 그 궁극목적은 현존재 자신이다(WG, 157).”, “세계 
이해는 그 안에서 무엇을 위하여의 연관들, 적소성의 연관들 그리고 무엇 때문
에의 연관들이 이해되어 있는 한 본질적으로 자기 이해이[다](GA24, 420-1).”, 
“… 세계 이해는 … 동시에 현존재의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이[다](GA24, 
250).” 세계 이해가 자기 이해이기도 한 이유는 ‘무엇을 위하여’의 지시 연
관들 즉 목적 연관들이 현존재의 ‘무엇 때문에’에 근거하며 나아가 현존재의 
궁극목적에 근거하기 때문이다. “‘무엇을 위하여’의 연관들은 ‘무엇 때문
에’에 뿌리를 박고 있다(GA24, 428).”, “… 모든 ‘무엇을 위하여’가 궁극적
으로 소급되는 궁극목적 … (GA2,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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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현존재의 가능성에 기초하여 구성될 뿐 아니

라 현존재의 지향적 태도 ―지향적 태도를 통해 초월이 인식될 수 있다

― 가 가능성의 기투에 근거하기 때문이다. 현존재가 자신의 고유한 존

재할 수 있음을 문제삼는 것은 곧 그 자신의 가능적 장래에로 앞질러 

달려가는 것인데72) 지향성은 이처럼 자신의 가능적 장래에로 앞질러 달

려가는 현존재의 생기적 존재 구조에 근거한다.  

  현존재는 그가 만나는 존재자를 특정한 적소성을 갖는 것으로서 이해

한다. 세계내부적 존재자의 적소성은 적소전체성 안에서 이해된다. 다

시 말해 도구는 도구 연관 맥락 안에서 이해된다. 정황이 변화할 경우 

도구 연관이 변화될 수 있으며 따라서 적소성이 변화될 수 있다. 하지

만 실은 단순히 정황이 변화되기 때문에 도구 연관이 변화되는 것이 아

니라 보다 더 근원적으로는 자신의 고유한 존재할 수 있음을 문제삼는 

현존재의 자기 이해가 변화되기 때문에 도구 연관이 변화되는 것이다. 

적소전체성에는 ‘무엇을 위하여’의 지시 연관들이 속해 있는데(GA2, 

198) ‘무엇을 위하여’의 지시 연관들이 도구 연관을 구성한다. 이 지

시 연관들은 현존재의 자기 이해에 근거하며 따라서 도구 연관의 변화

는 자기 이해가 변화되어 ‘무엇을 위하여’의 지시 연관들이 변화된다

는 점에 근거하는 것이다. 

  이해는 현존재의 존재의 근본 양태이다(GA2, 190). 이는 현존재가 그

저 이따금씩 이해를 수행하면서 실존하는 존재자가 아니라 어떤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그리하여 자기 자신을 위하여 어떤 것을 할 수 있

으며 나아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73) 

71) 현존재가 세계 안에 존재하는 존재자들과 지향적으로 관계를 맺는 것은, 관계
를 맺는 어떤 것을 존재자로서 존재하게 해주는 것(Seinlassen von etwas als 
Seiendem)을 의미한다(GA29/30, 397). 물론 이 존재하게 해줌은 현존재가 존재자
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안에 존재하는 존재자를 어떠한 존재자로서 해
석하고 진술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향적 태도인 해석과 진술을 통해 현존재가 
세계 안에 존재하는 존재자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실존한다는 사실이 인식될 수 
있다. 하지만 현존재와 세계 안에 존재하는 존재자들과의 지향적 관계맺음이 곧 
현존재의 초월인 것은 아니다. “… 지향성은 초월과 동일하지 않[다](WG, 
135).”

72) “… 가장 고유한 존재 가능을 향한 존재란 존재론적으로, 현존재가 그의 존재
에서 그때마다 이미 자기 자신을 앞질러 있음을 말한다(GA2, 254).”

73) “우리는 때에 따라 존재적 이야기에서 ‘어떤 것을 이해하다’라는 표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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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존재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 때문에 지시 연관을 변화시키

는 것이며 따라서 이 변화의 핵심에 있는 것은 다름 아닌 현존재 자신

의 존재 가능 즉 가능성이다. 이해는 존재 가능(Seinkönnen)으로서 철두

철미 가능성에 의해 일관되어 있으며(GA2, 194)74) 현존재는 자기 자신

을 위해 존재하는 존재자이다.75) 자기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현존재가 

자신의 가장 고유한 가능성을 문제삼는 것이 이해의 근원적 의미이

다.76) 

  현존재는 가능성을 중심으로 다른 존재자들과 관계를 맺으며77) 따라

서 현존재가 존재자들과 만나는 곳인 세계는 그의 궁극목적에 따라 개

시된다.78) 세계가 ‘무엇 때문에’라는 근본 성격을 갖는 것은79) 그것

이 현존재의 궁극목적에 따라 개시된다는 점에 근거하며, 현존재가 세

계 안에서 그의 목적 하에 존재자를 특정한 용도를 갖는 것으로 해석하

는 것 역시 근원적으로는 세계가 궁극목적에 따라 개시된다는 데 근거

‘어떤 일을 주관할 수 있다’, ‘그 일을 처리할 능력이 있다’, ‘어떤 것을 
할 수 있다’의 뜻으로 사용한다. 그런데 실존범주로서의 이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무엇이 아니라 실존함으로서의 존재함이다. 이해에는 실존론적으로 
존재할 수 있음이라는 현존재의 존재 양식이 놓여 있다(GA2, 190-1).” 

74) 하이데거에게서 이해와 가능성 그리고 능력의 문제는 블래트너에 의해서 검토
되었다. “… 하이데거의 용어법에서 존이 어떤 것을 이해한다는 것은 그가 그
것을 할 수 있음을 말한다(Blattner 1996, 99)”, “현존재의 가능성은 능력이며 
… 현존재의 성격은 실존론적으로 가능성 즉 능력이다(Blattner 1996, 104).” 

75) “자기 자신 때문에 존재함(Umwillen seiner zu sein)이 우리가 현존재라고 이름
하는 존재자의 존재에 관한 본질 규정이다. … 자기 자신을 위해 존재함
(Zu-sich-selbst-sein)이 현존재의 존재를 구성한다(GA26, 243-4).” 하이데거가 
현존재의 존재를 자기 관계로 규정한 것은 키에르케고르의 영향 때문이었다
(Schulz 1969, 99). 『죽음에 이르는 병』에서 키에르케고르는 인간을 자기 자신
에 대한 관계로 규정한다. “인간은 정신이다. 정신이란 무엇인가? 정신은 자기
(Selbst)이다. 자기란 무엇인가? 자기는 자기 자신과 관계맺는 하나의 관계이
[다](Kierkegaard 1995, 9).”

76) “… 자기 자신을 가장 고유한 존재 가능이라는 존재 속에서 이해함이 이해함
에 대한 근원적 실존론적 개념이다(GA24, 391).”, “존재 이해는 존재를 문제시
하는 존재 가능이다(GA22, 140).” 

77) “이해함은 실천적 태도뿐 아니라, 인식함까지도 포함하는 그 모든 태도 양식
에 대한 가능조건이다(GA24, 392).”, “태도의 연관이 그것의 ‘무엇을 위하
여’에서 … 방향잡혀 있는 것은 현존재 자신의 가능성이다(GA21, 219).” 

78) “세계는 ‘현’이다. 그것의 현-존재는 내-존재이다. 그리고 내-존재는 동시에 
‘현’인데 실로 현존재의 궁극목적으로서이다. 궁극목적 안에 … 세계-내-존재 
자체가 개시되어 있는데 이 개시성이 이해라 불린다(GA2, 190).” 

79) “세계는 ‘무엇 때문에(Umwillen)’라는 근본 성격을 갖는다 … (WG, 157).”



- 39 -

한다. 현존재가 세계 안에서 자신을 이해하면서 자기 이해로부터 다시

금 그 안에 존재하는 다른 존재자들과 특정하게 교섭하는 것은 이 때문

이다.80) 결국 세계의 개시성과 관련하여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존재 

자신의 가능성이며 이것이 하이데거가 “세계-내-존재 가능으로서의 자

신을 이해함 속에는 세계가 동근원적으로 이해되어 있다(GA24, 394)”

고 말하는 이유이다. 

  현존재는 그때마다의 ‘무엇을 위하여’와 자신의 ‘무엇 때문에’의 

연관으로서의 세계 안에서 스스로를 이해한다(GA2, 482). 그리고 현존

재가 실존하는 한 세계가 현존재와 함께 언제나 그의 ‘현’으로 존재

한다(GA2, 482). 이처럼 세계는 현존재와 본질적으로 연관되어있을 뿐 

아니라(WG, 157), 현존재가 세계 안에 있는 존재자를 해석할 때 이 해

석은 현존재의 실천적이며 나아가 실존적인 문제틀에 입각하여 이루어

진다.81) ‘무엇을 위하여’에서 풀어헤쳐진 것 ―분명하게 이해된 것― 

은 어떤 것‘으로서’라는 구조를 가지며(GA2, 198) 따라서 해석은 현

존재의 가능성에 기초한 현상이다. ‘~로서’ 해석되는 그 무엇은 현존

재의 가능성에 기초하여 그와 같은 의의(Bedeutung)가 부여되는 것이며 

따라서 존재자가 어떤 무엇으로서 해석될 때 그것이 갖는 의의는 현존

재의 실존과 결부되어 있다.82)  

  자신의 고유한 존재할 수 있음을 문제삼는 현존재에 의해 세계의 개

시성이 생기하며 동시에 ‘로서’가 생기하는데 근거하는 의의부여 현

상은, 현존재의 실천적·실존적 문제틀에 입각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서 생기적이며 ―하이데거의 고유한 역사 개념에 따라서― 역사적인 현

상이다. 현존재가 이해하는 자이자 의의부여하는 자로서 역사적인 것은 

80) “자신을 이해함 속에 세계-내-존재가 이해되어 있으며, 그로써 … 세계내부적 
존재자와의 교섭의 특정한 가능성들이 윤곽잡혀 있다(GA24, 394).”

81) 이런 점에서 우리는 하이데거가 후설의 지향성을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실존적
이고 또 실천적인 문제틀에 입각하여 변형했다고 말할 수 있다. 후설의 지향성
에 대한 하이데거의 수용과 변형에 대해서는 실용주의와 관련하여 이 문제를 
검토하는 티츠를 참고할 수 있다. “… 하이데거는 한편에서 의식의 지향적 구
조에 대한 후설의 위대한 발견을 확고히 견지할 수 있었으며 … 동시에 순수 
의식의 지향성이라는 문제 지평을 실용주의적 행위 이론의 방향에서 사용하는 
고려함에 호소함으로써 넘어설 수 있었다(Tietz 1995, 18).”

82) 그래서 존재자의 의의는 존재자의 속성과 같은 것이 결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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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이다. 현존재의 존재론적 규정성을 형성하는 세계는 역사적인 

존재 양식을 갖는데(GA2, 504), 이 때문에 세계의 개시성 역시 역사적

일 수 있는 것이다. 물론 개시성이 역사적이라는 것은 그것이 생기적이

라는 것을 의미한다. 

  해석에서 이루어지는 존재자와의 실천적 교섭은 개시성에 기초를 두

는 것으로서(GA2, 295), 존재자가 가능적으로 가질 수 있는 의의는 개

시성이 분절되면서 부여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분절 현상은 말과 직접

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즉 존재자가 가능적으로 가질 수 있는 의의가 

말과 연관되어 있을 뿐 아니라 나아가 현존재의 생기적 의의부여 현상 

역시 말과 연관되어 있다. 그렇다면 이제 생기적 성격을 갖는 현존재 

개시성과 말의 관계를 의의부여 연관 전체인 유의미성을 중심으로 확인

하기로 하자. 

   

② 개시성을 구성하는 말 

적소성의 의의는 현존재의 가능성에 따라서 유의미성 연관이 생기한다

는 점에 근거하는 것으로서, 현존재의 궁극목적이 ‘무엇을 위하여’를 

의의부여하고 ‘무엇을 위하여’는 다시금 ‘그것을 위하여(Dazu)’를 

의의부여하는 식으로 일련의 연관 관계를 통해 결정된다.83) 의의부여 

연관들은 전체적으로 얽혀 있는데(verklammern),84) 의의부여 연관 전체

가 유의미성이다(GA2, 116). 적소성의 의의는 의의부여 연관 전체에서 

결정된다. 하이데거는 ‘무엇을 위하여’ 연관이 적소성의 연관 전체이

며(GA24, 233) ‘무엇을 위하여’ 연관은 다시금 유의미성 연관이라고 

말하는데(GA24, 235), 이는 결국 유의미성이 적소성의 의의 결정에서 

핵심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세계를 이해하는 것은 곧 적소성 연관 안에 머무르는(halten) 것이

다.85) 이는 현존재가 적소성 연관 전체-‘무엇을 위하여’ 연관-유의미

83) “궁극목적은 무엇을 위하여를 의의부여하고 무엇을 위하여는 그것을 위하여를 
의의부여하며 그것을 위하여는 사용케함의 어디에(Wobei des Bewendenlassens)
를 의의부여하고 사용케함의 어디에 는 적소성의 무엇(Womit der Bewandtnis)을 
의의부여한다(GA2, 116).”

84) “이러한 연관들은 그것들끼리 근원적 전체성으로 얽혀있[다](GA2, 116).”

85) “우리가 어떤 적소성의 연관 안에 머무를 때 우리는 이미 항상 세계를 이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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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연관 안에 머무르면서 세계 안에서 만나게 되는 존재자들에 특정한 

적소성을 의의부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계가 유의미성의 구조로 이

루어져있는 이유는86) 현존재가 세계 안에서 만나는 존재자들에 특정한 

적소성을 의의부여하는 식으로 실존하기 때문이다. 존재자들의 적소성

은 현존재의 궁극목적에 의해 그 의의가 결정되는데 이는 유의미성이 

궁극목적에 근거하기 때문이다.87) 

  유의미성은 세계의 개시성이며(GA2, 394) 존재자의 발견은 개시성에 

대한 선행적 이해에 근거한다.88) 존재자가 발견될 때 그것은 이해되는 

것이며, 이해된 존재자는 의미(Sinn)를 갖는다(GA2, 201). 의미는 이해가

능성이 머물러 있는 것으로서 개시성에서 분절가능한(artikulierbar) 것

이다(GA2, 201). 현존재는 유의미성을 선행적으로 이해하면서 도구적 

존재자를 그것의 적소성에서 발견한다(GA2, 164). 그런데 적소성은 언

제나 적소전체성에서 이해되며 적소전체성은 다시금 유의미성의 개시에 

근거하기 때문에89) 의미는 개시성의 분절 현상이 아닌 다른 틀을 통해

서는 이해될 수 없다. 

  존재자가 가질 수 있는 의의(Bedeutung)는 의미(Sinn)에 근거한다.90) 

존재자는 어떤 것으로서 해석될 수 있으며 그래서 의의를 가질 수 있

다(GA24, 235).”

86) “유의미성이 세계의 구조를 형성하는 … 그것이다(GA2, 116-7).”, “… 세계
의 구조를 규정하는 유의미성의 연관들 … (GA2, 484)”

87) “궁극목적에 대한 이해 속에 그 안에 근거하는 유의미성이 함께 개시되어 있
다(GA2, 190).”, “유의미성에 대한 이해는 … 궁극목적에 대한 이해에 근거한
다(GA2, 394).”, “유의미성의 지시 전체는 … 궁극목적 안에서 확정된다(GA2, 
255).” 적소성의 의의가 결정되는 과정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존재자의 적
소성은 적소전체성에 대한 이해에 근거한다. 그리고 적소전체성에 대한 이해는 
유의미성의 개시에 다시금 근거하는데 이 개시는 최종적으로 궁극목적에 근거
한다.

88) “도구적 존재자 … 를 발견함은 세계의 개시성에 근거한다. … 유의미성에 대
한 선행적 이해 … 유의미성을 이해하면서 현존재는 … 도구적 존재자를 지시
한다(GA2, 394).” 다스투르가 말하듯이 현존재의 지향적 태도는 유의미성의 구
조 때문에 가능한 것이며 따라서 세계의 개시성이 지향적 태도의 근거이다. 
“유의미성의 구조에 기초하여 주체와 객체 사이의 지향적 관계가 있을 수 있
다(Dastur 2013, 228).”

89) “개시된 유의미성은 … 적소전체성의 가능성의 존재적 조건이다(GA2, 117).”,  
90) “의미는 예지·예시·예파에 의해 구조화된(struktierert) 기투의 지평

(Woraufhin)이며 이 지평으로부터 어떤 것이 어떤 것으로서 이해될 수 있다
(GA2,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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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하지만 의의는 개시성의 분절과 무관할 수 없다. 의의는 세계의 개

시성인 유의미성에 근거한다.91) 하이데거는 세계가 유의미성의 지시 전

체라는 성격을 갖는다고 말하면서92) 세계성에 근거하여 존재자가 실체

적으로(substantziell) 그 자체(An-sich)에 있어 처음으로 발견될 수 있다

고 말한다(GA2, 117). 물론 실체적으로 그 자체에 있어 발견되는 존재

자는 우선적으로 연장성과 속성을 갖는 것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

다. 존재자가 가질 수 있는 의의는 개시성의 분절 속에서 주어지며 따

라서 존재자는 우선적으로 속성이 아닌 적소성을 갖는 것으로서 존재한

다.93) 

  여기서 주목할 것은 현존재가 존재자를 이해하고 해석하면서 개시하

는 의의가 단어와 언어의 기초가 된다는 점이다.94) 하이데거는 단어의 

91) “… 유의미성 자체는 이해하는 현존재가 해석하는 현존재로서 의의들 … 과 
같은 어떤 것을 개시할 수 있는 가능성의 존재론적 조건을 간직하고 있다(GA2, 
117).”  

92) “세계성은 앞에서 유의미성의 지시 전체로서 해석되었다(GA2, 164).”

93) 적소성은 세계내부적 존재자의 존재를 의미한다. “적소성은 세계내부적 존재
자의 존재이[다](GA2, 112).”

94) “이것들[이해하는 현존재가 해석하는 현존재로서 개시한 의의들]은 단어와 언
어의 가능적 존재를 다시금 기초짓는다(GA2, 117).”, “존재자가 이해되는 한 
이러한 이해를 통해서 의의 연관(Bedeutungszusammenhänge)과 같은 것이 분절
되[고](artikulieren) 이러한 의의 연관은 단어로 표현될 수 있는 가능성 안에 존
재하[며] … 이미 개현된(enthüllt) 의의 연관으로부터 각각의 단어가 이 의의에
서 자라난다(GA24, 297).” 현존재가 존재자를 이해하고 해석하면서 개시하는 
의의가 단어의 기초가 된다는 하이데거의 언명에 대해 앨러는 『존재와 시간』
에서 이러한 언명이 있기는 하지만 이 과정이 실제로 해명되지는 않는다고 비
판한다. “… 이러한 의의[해석에서 탈은폐된 의의]가 단어의 의의가 되는 방식 
… 단어의 성장 과정은 의의에 이 단어를 덧붙인다. 그리고 동시에 의의가 그 
편에서 단어가 된다. … 『존재와 시간』은 이러한 계발 과정의 기원에 대해서
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다(Aler 1972, 51).” 나아가 앨러는 이 과정이 해명되
지 않았을 뿐 아니라 애초에 해명될 수 없는 것으로 보고 하이데거를 비판한다. 
앨러 비판의 요지는 언어적 현상은 단어 없이는 이해될 수 없으며 따라서 말이 
수행하는 분절을 통해 이 현상을 해명할 수 없다는 점이다. “단어 없이는 언어
적 현상에 접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한 현상은 의의로부터 도출될 수도 
없으며 그리하여 말이 분절하는 것으로서의 이해로부터도 도출될 수 없다(Aler 
1972, 56).” 해석에서 개시되는 의의와 단어의 의의의 관계는 곧 검토할 것이
다. 그전에 지적할 사항은 앨러가 말했듯이 하이데거가 이 과정에 대한 해명을 
실제로 제공하지는 않지만 사실 하이데거의 주안점은 존재론적 정초 관계에 있
었다는 점이다. 중요한 것은 이 존재론적 정초 관계의 함의에 있다. 우리가 소
위 언어의 세계 속에 산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세계-내-존재인 것만큼 언어-내
-존재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 언어를 어떤 한 개인이 홀로 발명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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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론적 기초를 해석에서 찾는다. 이해와 해석에서 개시된 존재자의 

의의는 개시성의 분절 속에 존재하며 주어진다. 존재자의 의의가 전체

적인 성격을 갖는 의의부여 연관95) 안에서 존재하고 주어지기 때문에 

그 의의는 고립적이거나 개별적인 것일 수 없다. 그런데 이해와 해석에

서 개시된 의의가 단어의 기초가 된다면 단어의 의의가 고립적인 것, 

개별적인 것일 수 있을까? 아니면 그 의의 역시 필연적으로 전체적 성

격을 갖는 것일까? 얼핏 생각하면 한 단어가 그저 하나의 의의만을 갖

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 예컨대 망치라는 단어의 의의가 일차적으로

는 그저 못을 박는 데 사용되는 도구 정도로만 여겨지듯이 말이다. 하

지만 단어의 의의는 다양할 뿐 아니라 맥락 속에서 변화한다. 예컨대 

판사봉은 망치의 일종이지만 못을 박는 데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판결

을 내리는 데 사용된다. 

  여기서 이 문제를 제기한 것은 물론 단어 의의의 다양성과 맥락의 문

제를 검토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이 문제를 제기한 이유는 현존재의 생

기적 의의부여에 따라 부각된 존재자의 의의와 단어의 의의 사이의 관

계가 개시성의 분절 현상과 말의 관계를 규명하는 데 있어 중요하기 때

문이다. 그렇다면 이제 개시성을 구성하는 세 요소인 심정성·이해·말 

중에서 이해와 말의 관계에 관한 해석들을 검토함으로써 개시성과 말의 

관계를 보다 더 분명히 규명하기 위한 단초를 확보하기로 하자. 

  이해와 말의 관계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들이 존재한다. 먼저 1) 말

의 근원성에 주목하면서 말의 분절 작용의 존재론적 함의에 주목하는 

연구들이 있다. ① 만바흐는 말과 언어를 엄격히 구분한 다음 말의 분

절 현상에 주목하면서 해석이 필연적으로 언어적인 현상은 아니라고 진

술하는데(Manbach 2002, 79-80), 이는 만바흐가 해석 나아가 이해를 말

의 현상으로 보기 때문이다. ② 풀트너 역시 말과 언어의 관계에 주목

하면서 말의 존재론적 함의를 강조한다. “… 말은 언어의 가능성의 존

재론적 근거로서 분절하는 활동을 가리킨다(Fultner 2013, 202).” “… 

는다는 것 역시 자명한 사실이다. 그럼에도 하이데거가 해석에서 개시되는 의의
가 단어의 기초가 된다고 말한다면 이러한 언명의 함의는 무엇일까? 이것이 본 
논문이 이 절에서 검토하는 주요 사항이다. 

95) “전체성의 구조에 속하는 모든 것인 이러한 연관들의 전체를 … 우리는 유의
미성이라 부른다(GA24, 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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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은 분명 이미 현존하는 의미를 분절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며 … 오히

려 그것의 존재 방식으로서 현존재를 구성하는 것이다(Fultner 2013, 

214).” ③ 여종현도 이해의 기초가 되는 말의 분절 작용을 강조한다. 

“말하자면, 말은 무엇이 무엇으로서 이해될 수 있도록 이해를 선구조

(윤곽)지워주는 것이다. 현존재의 선존재론적인 존재 이해는 이러한 말

의 분절 작용에 기초한다(여종현 1999, 272).” 

  2) 말의 근원성에 주목하면서도 동시에 언어를 강조하는 연구들로 다

음을 들 수 있다. ① 프뤼베는 말의 분절 작용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현

존재가 이미 항상 언어적 정황 안에 처해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현

존재가 이미 항상 처해 있는 맥락은 언어적 양태이며, 현존재는 이미 

항상 언어적 정황 안에 처해 있다. … 말에서 개시성의 이해가능성이, 

의미가 분절된다(Prüwer 2015, 12).” ② 달슈트롬은 언어적 현상인 진

술이 현존재의 본질적 구성요소라고 주장한다. “… 진술이 그저 눈앞

에 있는 것으로서 기능할 수도 있고 손 안에 있는 것으로서 … 기능할 

수도 있고 현존재의 본질적 구성요소로서 기능할 수도 있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 마지막의 기능은 분명 근본적이다. 무엇보다도 진술

은 현존재가 그것의 세계를 탈은폐하면서 진술을 … 한다는 의미에서 

실존범주이다(Dahlstrom 2013, 28).” ③ 라퐁트는 하이데거의 말과 언

어의 구분 자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 “이해가능성의 분절인 말의 

존재론적 차원은 바로 도구적 존재자로서의 언어의 존재적 속성의 귀결

이다(Lafont 1993, 55).” “… 언어는 그것의 ‘존재적’이며 동시에 

‘존재론적인’ 지위에 있어 그때마다의 존재 이해에 책임을 지는 것으

로 인식된다(Lafont 1993, 56).” 

  3) 이해의 근원성에 주목하면서 말의 파생성을 강조하는 연구들로 다

음을 들 수 있다. ① 먼슨은 말보다 이해가 더 근원적이라고 본다. 

“… 말은 이해의 귀결[이다]. … 언어의 문제와 관련된 두 용어[해석과 

진술]의 뿌리에 놓여 있는 것은 말이 아니라 이해[이다](Munson 1961, 

365).” ② 올레이 역시 이해를 말과 무관한 현상으로 본다. “여기 제

시된 기고문은 하이데거의 주저 『존재와 시간』의 이해와 해석이 … 

언어 혹은 언어 사용의 현상이 아니라는 테제를 옹호한다(Olay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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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③ 레톨 또한 같은 입장을 갖는다. “앞서 지적했듯이 실용주의

자와 해석학자의 하이데거 독해의 오류 중 하나는 드러냄으로서의 해석

을 사물을 언어나 개념적 분절로 가져온다는 의미로 이해한다는 데 있

다. 드러냄은 해석이 취할 수 있는 하나의 형태이지만 그것은 해석이 

취할 수 있는 많은 형태 중 하나이다(Wrathall 2013, 196).” ④ 더멜링

은 이해가 언제나 명제적으로 분절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아울러 명시

적 개념 없는 이해가 존재할 수 있다고 말한다(Demmerling 2009, 75-6). 

즉 이해가 개념의 공간에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이 그것이 필연적으로 

개념적으로 기초지어진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Demmerling 

2009, 77).  

  4) 말과 이해의 동근원성에 주목하면서 양자의 공속성을 강조하는 연

구들로 다음을 들 수 있다. ① 헤르만은 기투하는 이해와 더불어 말의 

분절이 생기한다고 본다. “세계의 개시성이 이미 언어의 본질인 분절

(말)에 의해 짜맞추어져 있[다] … (헤르만 1997, 450)”, “… 기투하는 

이해는 말하는 분절에 앞서 생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와 함께 생

기하는 것이다. … 기투하는 이해와 함께 말하는 분절이 즉 분절 행위

로서의 말이 생겨난[다](Herrmann 2004, 106-7).” “… 이해가능성은 

기투하는 이해 속에서 기초된 해석에 의해서 비로소 분절되는 것이 아

니라 이미 말하는 분절에서 분절되는 것이다(Herrmann 2004, 111).” 

“… 기투의 기반으로서의 의미가 이미 말의 분절 행위를 통해 분절[된

다](Herrmann 2004, 116).” “… 말하는 분절 속에 기초된 해석하는 분

절 … (Herrmann 2004, 116).” ② 코켈만 역시 이해와 말의 동근원성

을 강조한다. “… 분절하는 말은 기분이나 근원적 이해만큼 근원적이

다. 말의 본질적 기능은 어떤 것의 이해가능성을 … 분절하는 것이다. 

이해가능성이 분명하게 분절될 경우에만 적확한 진술이 이루어질 수 있

다. 그러므로 … 말은 진술과 발화의 기초이다. 진술에서 분절될 수 있

는 것이 의미이다. 그러므로 … 의미가 말 안에서 말을 통해서 분절될 

수 있다고 말해야 한다(Kockelmans 1972a, 20-1).” ③ 드라이퍼스는 말

과 이해의 동근원성을 강조하면서 말이 개시성을 구성하는 방식이 이해

와 다르다는 점을 주목한다. “… 선언어적이고 언어적인 말함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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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만드는 존재론적 말 즉 유의미성 전체의 연결점의 분절은 심정성, 

이해와 마찬가지로 동근원적이다(Dreyfus 1991, 217).” “하지만 말은 

현존재 개시성의 다른 두 측면과 동등하지는 않다. 오히려 말은 전체적

인 지금의 정황이 … 분절되어 있는 방식을 지시하는데 이로써 언어적 

표현이 있을 수 있는 것이다(Dreyfus 1991, 217).” ④ 립토우는 말과 

이해의 동근원성에 주목하면서 특히 양자의 상호 관계와 상호 규정에 

대해서 강조한다. “이해가 해석학적인 작업의 결과물 안에서 동시에 

변화될 수 있다 … 세계 자체의 분절과 언어 안에 있는 세계의 분절이 

서로 구분될 수 없다는 생각이 기저[언어에 대한 하이데거의 견해의 기

저]에 놓여 있[다](Liptow 2009, 45-6).” ⑤ 배상식은 말이 이해와 더불

어 현존재의 ‘현’을 구성한다고 본다. “말은 처해 있는 피투성과 기

투하는 이해라는 이 두 가지 실존론적인 존재방식과는 원천적으로 구별

된 독자적인 작용공간을 지닌 그런 실존범주가 아니[다]. … 말은 처해 

있는 피투성과 기투하는 이해와 더불어 현존재의 현을 실존론적으로 구

성[한다] … (배상식 2001, 269)” 

  말의 근원성에 주목하면서 말의 분절 작용의 존재론적 함의에 주목하

는 1)의 입장은 이해와 함께 개시성에 속하는 말이 현존재의 존재 방식

을 구성하는 것을 강조하고 나아가 말이 이해를 규정하는 것을 강조한

다는 점에서, 이해의 근원성에 주목하면서 말의 파생성을 강조하는 3)

의 입장보다는 『존재와 시간』을 분명 충실히 해석하고 있는 것이

다.96) 하지만 1)의 입장은 말의 분절 작용의 존재론적 함의를 개시성을 

구성하는 다른 요소들보다 특히 더 강조함으로써 이해가 수행하는 세계 

개시의 존재론적 함의를 상대적으로 약화시킨다는 맹점을 갖는다. 1)의 

입장은 해석이 말의 분절 현상에 근거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제시한다는 

점에서는 분명 강점을 갖지만 유의할 것은 해석이 존재자를 본래적으로 

개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식으로든 이미 개시되어 있는 존재자를 다

시금 부각시킨다는 점, 본래적으로 개시하는 것은 해석이 아니라 이해

라는 점이다.97) 따라서 해석이 말의 분절 현상에 근거할 뿐 아니라 이

96) 『존재와 시간』에서 하이데거는 말이 심정성·이해와 함께 개시성을 구성할 
뿐 아니라 말이 ‘현’의 존재인 심정성과 이해를 구성하고 있다고 말한다(GA2, 
219).



- 47 -

해에 기초한다는 점, 해석은 이해가 수행하는 세계 개시에 기초한다는 

점을 충실히 반영하는 입장은 말이 이해와 동근원적이며 이해와 함께 

개시성에 공속한다고 보는 4)의 입장이다. 말의 근원성에 주목하면서 

동시에 언어를 강조하는 2)의 입장은 『존재와 시간』의 말과 언어의 

구분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 구분이 부당하다고 보는 입장으로서 

『존재와 시간』에 대한 충실한 해석으로 볼 수는 없다. 본 논문은 말

과 이해의 동근원성과 공속성을 강조하는 4)의 입장을 따른다.  

  말은 개시성을 구성하는 요소로서 현존재 실존을 구성한다.98) 개시성

의 분절은 말에 따라 이루어진다. 이해가능성은 해석에 앞서 이미 구분

되어(gliedern) 있는데, 말은 이해가능성을 분절한다(GA2, 214). 이해가능

성의 분절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존재와 시간』에서 이해가능성이 처

음 등장한 맥락은 의미 현상과 관련된 부분이었다. 거기서 의미는 어떤 

것(etwas) 즉 존재자의 이해가능성이 머물러 있는 것이었다. 존재자의 

해석은 이해가능성에 근거한다. 이해가능성의 분절은 개시되어 있는 세

계의 세계성을 분절하는 것으로서 유의미성 연관을 분절하는 것이다. 

그리고 유의미성이 세계의 개시성이기 때문에, 유의미성 연관을 분절하

는 것은 곧 세계의 개시성을 분절하는 것이다. 이해가 개시하는 것으로

서 ‘현’의 개시성을 구성하기 때문에 이해가능성의 분절은 이해의 개

시함 속에서 이루어지는 분절이며 따라서 개시성의 분절이다. 말은 

“현의 이해가능성의 분절”(GA2, 214)로서 개시성을 분절하는 것이다.  

  말이 개시성을 분절하기 때문에 말은 이해의 개시성에 근거하는 해석

과 진술의 근저에 놓여 있다(GA2, 214). 말은 현존재의 개시성을 의의

에 따라서(bedeutungsmässig) 분절한다.99) 의의는 분절된 것으로서 의미

97) “… 해석 자체가 본래적으로 개시하는 것은 아닌데 그 이유는 본래적 개시가 
이해 혹은 현존재 자체의 사안이기 때문이다(GA20, 359).” 이는 진술 역시 마
찬가지이다. 진술은 어떤 존재자를 그저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자를 그것
의 개시되어 있음과 관련하여 뜻하는(meinen) 것이다. “… 진술은 결국 어떤 
한 존재자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존재자를 그것의 개시되어 있음에서 
뜻하고 있는 셈이다(GA24, 303)” 하지만 진술에서는 시야 축소에 의해 개시되
어 있는 세계 즉 전체(Ganze)가 부각된다기보다는 은폐된다. 진술에서 “전체는 
전체적으로 앞에 놓여 있으면서도 부각되지 않는 주어져 있는 것(die ganze 
vorliegende, noch unabgehobene Gegebenheit)(GA19, 600)”이다. 

98) “현존재 개시성의 실존론적 구조(Verfassung)인 말은 현존재의 실존을 구성한
다(GA2,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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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갖는데,100) 분절된 것이 의의라면 분절되는 것은 개시성이다. 다시 

말해 분절된 개시성으로서 의의는 특정한 의미를 갖는다. 그리고 의의

를 즉 분절된 개시성을 갖기 때문에 말은 “… 존재자를 보이게 해준다

(sehen zu lassen)는 근본 의미 …(GA21, 6)”를 갖는다. 말은 존재자를 

의의에 따라서 보이게 해준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말은 어떤 것에 대해 말하는데101) 말이 이와 같은 구조를 갖는 이유

는 그것이 현존재 구조를 통해서 형성되기 때문이다.102) 여기서 현존재 

구조는 현존재가 존재자와 지향적으로 관계를 맺으면서 실존한다는 것 

즉 현존재의 지향적 태도의 구조를 의미한다. 현존재가 존재자와 관계

를 맺으면서 실존하기 때문에 말도 어떤 것에 대한 말함이라는 구조를 

갖는다. 말이 어떤 것에 대한 말함이라는 구조를 갖기 때문에 말에는 

말해지는 무엇(beredetes Worüber)이 속한다(GA2, 362). 이 무엇은 말의 

대상이 되는 존재자이다. 말은 존재자를 드러낸다.103) 존재자의 드러냄

은 존재자에 대한 해석과 무관하지 않다. 오히려 “이 해석의 의의에 

따른 표현성(bedeutungsmässige Ausdrücklichkeit dieser Auslegung)이 … 

말[인데], 여기서 표현성은 유의미성의 현시(Appräsentation)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져야 한다(GA20, 366).”  

99) “… 말이 의의에 따라서 그것의 개시성을 분절하는 그러한 존재자는 내던져진 
… 세계-내-존재라는 존재 양식을 갖는다(GA2, 214).”, “말은 세계-내-존재의 
심정적 이해성의, 의의에 따른 구분이다(GA2, 216).”, “말함은 세계-내-존재의 
이해가능성을 의의부여하면서 구분하는 것[이다](GA2, 214).” 헤르만은 말이 개
시성에 분절을 즉 의의에 따른 구분을 부여한다고 본다. “말은 … 개시성에 분
절을, 의의에 따른 구분을 부여한다(Herrmann 2004, 220).” 말과 분절의 관계에 
관한 어원학적 고찰은 다음과 같다. “하이데거는 말이라는 단어를 어원학에 기
초하여 인도유럽어 어근 ar와 연관시켜 이해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ar의 의미는 
결합(joining), 분절(articulating together)이다. 이는 전체 안에서 몇몇의 요소에 
대한 분절을 함축하는 말이라는 단어의 의의에 일정 정도 상응한다(Dastur 2013, 
230).”    

100) “의의는 분절가능한 것이 분절된 것으로서 언제나 의미를 갖는다
(sinnhaft)(GA2, 214).”

101) “말함(Reden)은 어떤 것에 대한 말(Rede über . . .)이다(GA2, 215).”

102) “말은 필연적으로 이러한 구조 계기를 가지고 있는데 그 까닭은 말이 세계-
내-존재의 개시성을 함께 구성하고 있으며 현존재의 이러한 근본 구조를 통해 
말의 고유한 구조에서 선형성되기 때문이다(GA2, 215).”

103) “… 모든 말은 그것의 가장 고유한 의의에 따라서 어떤 것의 드러냄
(Aufdecken von etwas)이다(GA19, 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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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이 해석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개시성을 분절하기 때문이

다. 먼저 사례를 통해서 이 사태를 확인해보기로 하자. 아프리카에서는 

낙타를 무려 200여 가지의 이름으로 부른다고 한다. 낙타를 활용하는 

방식에 따라 낙타에 대한 다양한 이름들이 존재하는 것인데 이는 낙타

가 생활환경에서 차지하는 의의에 따라서 마치 제각기 다른 동물들로 

간주된다는 것을 의미한다.104) 우리가 하나의 말로 어떤 동물을 낙타라

고 의의부여한다면 아프리카인은 동일한 동물을 다양하게 의의부여하는 

것이다. 이 사례는 사용하는 말에 따라서 동일한 존재자에 대한 해석이 

다양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물론 존재자에 대한 해석이 다양하다

는 것은 존재자가 다양한 의의를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의의

가 ―분절된 개시성으로서― 개시성의 분절 속에 존재하며 주어지는 것

이라면 결국 이 사례는 현존재가 어떤 말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개시

성이 상이하게 분절된다는 것을 증시하는 것이다.   

  말이 개시성을 구성하기 때문에 현존재가 그의 ‘현’의 개시성 안에 

존재한다는 것은 곧 그가 자신이 사용하는 말의 개시성 안에서 존재한

다는 것을 함축한다. 의의부여 연관이 말에 영향을 받을 뿐 아니라 개

시성이 우선 대개 말에 따라 분절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105) 어떤 것에 

대해 말하는 단어 표현(Wortausdruck)은 분명 해석학적 ‘로서’에 의

104) 아프리카에서 낙타가 다양한 이름들로 불린다는 사실에 대한 함의는 카시러에 
의해 검토됐으며(카시러 2011, 490) 이후에 가다머가 이 문제를 다시금 검토했다
(가다머 2012, 374).

105) 다양한 연구자들이 개시성의 분절과 말의 범주가 연관을 갖는다고 보았다. 멀
홀은 개시성의 분절과 말의 범주의 문제를 다음과 같은 식으로 정식화한다. 
“… 범주화를 채용하는 것은 바로 어떤 것을 어떤 것으로 보는 것[이다]. … 개
념과 범주(사람들은 이를 언어의 분절이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는 의의의 장의 
분절에 상응한다. 그리고 이러한 상응은 그저 우연이 아니다. 오히려 사물의 의
의에 대한 우리의 이해의 막연한 분절은 … 언어의 기저를 이루는 분절에 다시 
근거한다. … 후자[말]는 충분히 사물의 이해가능성의 분절로서 사유될 수 있다. 
왜냐하면 그것이 … 의의의 틀이기 때문이다(Mulhall 2013, 92-3).” 개시성의 분
절과 말의 범주가 분명한 연관성을 갖는다고 보는 연구자로 멀홀 이외에도 메
르커를 들 수 있다. 메르커는 우리가 개별자를 일반적 개념으로 포섭하여 하나
의 의의를 부여하며 그리하여 이해와 해석은 개념적 일반자의 공간에서만 움직
인다고 말한다(Merker 2009, 135). “도구적 존재자의 … 분절은 이미 항상 개념
적 분절이다(Merker 2009, 141).” 게트만 역시 “말은 … 범주론의 자리이
다”(Gethmann 1974, 299)라고 말하면서 개시성의 분절과 말의 범주가 분명한 
연관성을 갖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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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하지만,106) ‘로서’가 단어로 표현될 수 있다는 사실은 개시성의 분

절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단어의 의의와 상응할 수 있다는 것

을 증시한다.107) 여기서 유의해야 하는 것은 양자의 상응이 어떤 원자

적 의의와 원자적 사태 사이의 일대일 대응이 아니라는 점이다. 단어가 

표현하는 것은 원자적으로 존재하는 존재자의 의의가 아니라 유의미성

의 의의이다. 하이데거는 단어 표현이 유의미성의 의의를 표현하는 것, 

유의미성이 단어화되는(zu Wort kommen) 것이라고 말한다(GA20, 360). 

유의미성이 단어화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현존재가 말하면서 분절하는 가운데 구분된 것(Gegliederte)이 의의 

전체(Bedeutungsganze)인데 의의 전체는 의의들로 풀려나갈(auflösen) 
수 있다(GA2, 214). 구분되는 것 즉 분절되는 것은 현존재의 개시성이

다. 따라서 말을 통해 분절되는 개시성은 의의 전체이다. 의의 전체 중 

하나의 의의가 존재자가 어떠한 존재자로서 해석될 때 그것의 의의가 

된다. 존재자의 해석이 진술될 경우 이는 이해가능성이 진술되는 것인

데 진술에서는 이해가능성의 의의 전체가 단어화된다.108) 즉 어떤 존재

자의 의의를 표현하는 단어는 의의부여 연관 전체 안에서만 진술되며 

그리하여 그 단어는 단순히 원자화된 객체로서 존재하는 존재자의 의의

106) “단어 표현 ―언어― 은 그저 이러한 말함(Ansprechen)이 있는 한에서 존재
하며 그러한 어떤 것(etwas)에 대한 말함은 다시금 해석이 있는 한에서 가능한 
것인데 해석은 다시금 이해가 있는 한에서 존재하며 이해는 … 현존재 자신이 
세계-내-존재로서 규정되는 한에서 존재한다(GA20, 360).” 언어와 해석학적 
‘로서’의 관계에 대한 연구로는 존재론적 차이와 언어의 문제에 주목하여 
‘로서’ 구조와 존재론적 차이의 관계를 검토한 로만의 연구(Lohmann 1972)와 
로만의 연구에 영향을 받아서 이 문제를 보다 더 하이데거적 틀에서 검토한 코
켈만의 연구가 있다. “… 언어는 언어적으로 해석학적 ‘로서’ 구조를 표현
[한다] … (Kockelmans 1972b, 200)”   

107) “… 언어의 개념적 틀이 특정한 유형의 존재자로 간주되는 어떤 것이 무엇인
지를 분절하는 한에서 그 틀은 사물의 본질적 본성을 명시한다. 망치라는 용어
의 사용을 지배하는 규준을 아는 것은 그 존재자가 망치로서 간주될 경우 그 
존재자와 관련하여 무엇이 참인지를 아는 것이며 그 존재자가 무엇이 아닐 수 
있는지와는 무관하게 그 특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이러한 틀을 포착하는 것은 
그러므로 단지 우리의 단어 사용에 관한 어떤 사실을 포착하는 것만이 아니다. 
그것은 또한 사물의 본질을 포착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수준에서 언어적 
의미와 존재자의 의미는 하나이자 동일한 것이다(Mulhall 2013, 93).” 

108) “세계-내-존재의 정황적 이해가능성이 말로서 진술된다. 이해가능성의 의의 
전체가 단어화된다(GA2,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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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의 유의미성 속에 존재하는 존재자의 

의의를 표현한다. 

  따라서 하이데거에게는 단어의 의의가 다양하며 그 의의가 맥락 속에

서 변화한다는 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의 유의미성이 생기하

면서 의의가 주어진다는 점이 중요하다. 이는 현존재가 어떤 존재자의 

의의를 단어로 표현할 때 이러한 표현이 현존재의 실천적이고 실존적인 

의의부여 연관 속에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현존재가 

존재자의 의의를 표현하는 단어의 의의 역시 결코 고립적이거나 개별적

인 성격을 갖는 것이 아니다. 

  단어의 의의로 표현된 유의미성에서 비로소 단어를 통해 부각된 의의

와 유의미한(bedeutet) 사태를 구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립하는데

(GA20, 360), 유의미한 사태와 단어를 통해 부각된 의의 중 사태의 의

의가 단어의 의의에 선행한다. 그것은 의의가 자라서 단어가 되는 것이

지 단어라는 물건(Wörterding)에 의의가 부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

다(GA2, 214). 즉 의의부여 연관이 선행하는 것이지 단어가 선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존재가 이미 항상 말의 개시성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단어의 의의에 따라서 의의부여 연관 전체가 구성될 

수도 있다. 다시 한 번 더 낙타의 사례를 통해서 이 문제를 검토하기로 

하자. 아마도 아프리카에서는 환경적 요인과 필요에 따라서 낙타를 다

양한 의의로 해석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낙타를 명명하는 이

름 역시 다양해졌을 것이다. 이것은 단어에 대한 의의의 선행성을 말해

준다. 그러나 아프리카인이 그들의 일상에서 흔히 접해온, 낙타를 명명

하는 이름의 다양성은 아프리카인으로 하여금 이제 다시금 동일한 낙타

를 상이하게 해석하도록 만드는 요인이 되었을 것이다. 이처럼 말은 개

시성에 속하는 것으로서 개시성을 분절하고 존재자가 특정한 의의로 해

석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말은 현존재 역사성과 어떠한 

관계를 가질까? 이제 이 관계를 확인하기로 하자. 

③ 현존재 역사성과 말의 관계 

말이 개시성을 분절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세계의 개시성을 탈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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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적으로 구성하는 시간성의 통일성에 근거하기 때문이다. 하이데거

는 어떤 것에 대한 말함이 시간성의 통일성에 근거하기 때문에 말이 그 

자체로 시간적이라고 말한다.109)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말함

이 시간성의 통일적 현상인 기재하면서 현재화하는 장래가 구성하는 세

계의 개시성 안에서 수행되기 때문에, 시간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현

존재는 세계로부터 그 안에서 만나게 되는 존재자에게로 되돌아오는데, 

이렇게 ‘~으로 이해하면서 되돌아옴(das verstehende Zurückkommen 

auf . . .)’이 존재자를 현재화하면서 만나는 것의 의미이다.110) 존재자

에 대해 해석하는 말함은 현재화로서 가능한 것이다.111) 

  현존재가 존재자를 어떠한 존재자로서 말하는 것 즉 현재화하는 것은 

시간성이 구성하는 세계의 개시성 안에서 수행된다. 그런데 마음씀의 

구조에서 확인하였듯이 일상적으로 현존재는 세계 안에 있는 존재자 곁

에 머물러 있는데(aufhalten),112) 현재화로서의 말함은 현존재가 말해지

는 존재자 곁에 이미 있을 때에만 가능할 수 있는 것이자113) 말해지는 

존재자 곁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114) 말하는 현존재가 말해지는 존재자 

곁에 있을 때에만 말함이 가능하다는 것은 들음(Hören)의 현상을 통해

서 분명히 이해될 수 있다. 하이데거는 들음이 말함에 속한다고 보는

109) “~에 대해서(über), ~에 관해서(von), ~에게(zu) 하는 모든 말함(Reden)이 시간
성의 탈자적 통일성에 근거하고 있는 한, 말은 그 자체로 시간적이다(GA2, 
462).”

110) “… 현사실적 현존재는 탈자적으로 자신과 자신의 세계를 ‘현’의 통일성에
서 이해하면서 이러한 지평으로부터 그 안에서 만나게 되는 존재자에게로 되돌
아온다. ~에로 이해하며 되돌아옴은 존재자를 현재화하면서 만나게 함의 실존론
적 의미이[다](GA2, 484).”

111) “… 해석하는 말함(Ansprechen)은 … 현재화에 근거하며 이러한 현재화로서
만 가능하다(GA2, 539).” 

112) “현존재는 일상적으로 우선 대개 오로지 존재자 곁에 머물러 있[다](GA24, 
463).” 

113) “오직 우리가 이미 분필 곁에 있는 한에서만, 그저 곁에 머물고 있는 한에서
만, 분필은 진술가능한 객체가 될 수 있다. 우리는 우리가 이미 그 곁에 있는 
그것만을 진술되는 무엇(Worüber)으로 만들 수 있다. … 우리는 이미 진술하기 
전에 그 분필 곁에 있으며 진술함 자체를 통해서 그것에 비로소 도달하는 것이 
아니[다] … (GA27, 67)”, “… 진술은 사물적 존재 곁에 있음에 근거하고 있다
(EP, 89).”, “제시하면서 보여주는 것으로서의 진술은 제시해야 하는 것 곁에 
이미 있음(Schon-seins-bei)에 근거해서만 가능하다(GA21, 153).”

114) “… 진술하면서 우리는 분필에 이미 머물고 있다. 우리 … 는 이 존재자(분
필) 자체와 직접 관계하고 있다. 우리는 그것 곁에 있다(GA27,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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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115) 현존재는 우선적으로 오토바이 소리나 마차 소리 등과 같은 소리

를 듣는 것이지 순수한 소음을 듣는 것이 아니다(GA2, 217). 오히려 순

수한 소음을 듣기 위해서는 인위적인 조작이 필요한데(GA2, 217) 이는 

현존재가 소리를 들을 때 그것을 우선적으로 의의에 따라서 듣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현존재가 의의에 따라 소리를 듣는 것은 그가 

이해하는 자로서 그때마다 이해되는 존재자 곁에 있을 때에만 가능한 

것이다.116) 

115) “… 말함 자체에 속하는 … 들음 … 들음은 말함을 구성한다(GA2, 217).” 

116) “현존재는 본질적으로 이해하는 현존재로서 우선적으로 이해한 것 곁에 있다
(GA2, 218).” 타인의 말을 들을 때에도 현존재는 말해지는 존재자 곁에 타인과 
함께 있는 것이다. “… 우리는 애초부터 그에 대해 말해지는 존재자 곁에 타인
과 함께 있다(GA2, 218).” 말함이 곁에 있음에 근거하며 말함에 속하는 들음 
역시 곁에 있음에 근거하기 때문에 말이 현재적 성격을 갖는다고 보는 연구자
도 있다. 예컨대 페겔러는 “시간의 세 가지 차원(현재, 과거, 미래)이 현존재의 
세 가지 근본 요소(분절, 심정성, 이해)에 연관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
하는데(페겔러 1993, 361) 말이 이해가능성을 분절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페
겔러가 말을 현재적인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앨러 역시 말을 
현재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이해와 기분에 더하여 퇴락이 존재한다. 이것이 
말의 현상에 대한 해설에서 채용된 시간적 분석이 퇴락의 그것인 이유이다(Aler 
1972, 58).” 이해가 장래의 성격을, 기분이 기재의 성격을 갖는 것이라면 퇴락
은 현재의 성격을 갖는 것이다. 따라서 말의 현상에서 채용된 시간적 분석이 퇴
락이라는 것은 말이 현재적 성격을 갖는다는 것을 함축한다. 물론 앨러의 의도
는 말이 현재적 성격을 갖는다고 주장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적 성격을 
갖는 퇴락을 통해 하이데거가 말의 현상을 해설한 것이 부주의한 것이었다고 
비판하는 데 있다. “예비적 분석에서 발견되는 개시성과 말 사이의 관계에 대
한 극도로 주의 깊은 정식화가 무게감을 상실한다(Aler 1972, 58).” 말의 시간
성에 대한 하이데거의 해명이 문제적이라고 보는 다른 연구자로 라퐁트를 들 
수 있다. 라퐁트는 하이데거의 말과 언어의 구분 자체가 문제적이라고 보는 그
의 해석의 연장선상에서 “… 하이데거가 … 실존범주들[이해·정황성·말]이 
현존재의 마음씀 구조로 소급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자 할 때 … 말은 세 
가지 시간성의 탈자태 중 어느 것과도 양립가능하지 않다는 점에 기초하여 무
시된다”고 말한다(Lafont 2000, 83). 라퐁트는 말이 시간성의 탈자태인 기재·
현재·장래 중 어느 것과도 양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문제적으로 보면서 이것이 
말에 대한 『존재와 시간』의 분석이 그릇된 것임을 입증하는 것으로 파악한다. 
“… 여기에서 하이데거는 『존재와 시간』의 분석과는 반대되는, 말의 이러한 
특수한 지위를 설명할 수 없다(Lafont 2000, 84).” 라퐁트와 유사하게 말의 시
간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연구자로 프랑크를 들 수 있다. 프랑크는 명시적
으로 “말은 … 시숙의 양태를 알지 못한다. … 말은 본래적인 시간적 의미를 
갖지 않는다(Frank 1986, 111)”고 말하면서 말의 시간성에 대한 하이데거의 해
명이 문제적이라고 본다. 하이데거가 말이 시간성의 통일성에 근거하기 때문에 
시간적이라고 말한 것을 상기한다면, 말이 기재·현재·장래 중 어느 것과도 양
립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 나아가 말이 비시간적이라고 말하는 것 ―‘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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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컨대 “분필이 깔끄러워(Die Kreide ist sandig)”와 같은 발화는 현

존재가 칠판에 글씨를 쓰기 위해 분필을 사용하면서 수행되는데, 현존

재는 분필을 손에 쥐고서 발화를 수행하며 따라서 분명 발화가 이루어

지는 분필 곁에 있다. 그런데 이 사례를 통해 대번 알 수 있듯이 “분

필이 깔끄러워”와 같은 발화는 현존재가 그저 분필이라는 존재자 곁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니라 그가 예컨대 강의실-분필-칠판이라는 

도구 연관 속에 존재하는 분필 곁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물론 

이 연관 안에서 특정한 용도를 갖는 분필이 그 쓰임에 부적합하기 때문

에 “분필이 깔끄러워”와 같은 발화가 수행된다는 것은 분명하다. 중

요한 것은 분필이 그 안에서 특정한 용도를 갖는 도구 연관이 개별 사

물로서의 분필에 선행한다는 점이다.117) 

비시간성(Frank 1986, 112)’― 은 분명 과도한 해석일 수 있다. 물론 프랑크와 
라퐁트 그리고 앨러의 의도는 『존재와 시간』을 단순히 해설하는 데 있는 것
이 아니라 그것을 내재적으로 비판하는 데 있다. 하지만 본 논문은 말의 현상과 
관련된, 『존재와 시간』에 대한 세 연구자의 비판이 성공적이라고 보지 않는
다. 말의 시간성에 대한 하이데거의 해명이 분명 오해를 낳을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이긴 하다. 개시성을 구성하는 요소인 이해·심정성·말 중 이해와 심정
성은 각각 장래적 성격과 기재적 성격을 갖는다. 그런데 시간성을 해명하는 부
분에서 하이데거는 이해·심정성·퇴락·말을 다루면서 퇴락이 현재적 성격을 
갖는다고 말한다. 따라서 개시성을 구성하는 다른 요소인 말의 시간성을 상이하
게 해석하는 몇 가지 해석들이 존재하게 되었다. 즉 1) 퇴락과 마찬가지로 말이 
현재적 성격을 갖는다고 보는 해석이 있고(페겔러), 2) 말이 현재적인 성격을 갖
는 것은 맞지만 말의 시간성에 대한 하이데거의 해명이 부주의하다고 보는 해
석이 있으며(앨러), 3) 말은 어떠한 시간적 성격도 갖지 않는다고 보는 해석도 
있다(라퐁트, 프랑크). 본 논문은 세 입장 중 어느 입장도 따르지 않는다. 본 논
문은 말이 시간적 현상으로서 현재적일 뿐 아니라 기재적이며 동시에 장래적이
라고 본다. 본 논문과 같은 입장을 갖는 연구자로 헤르만과 슈타인만을 들 수 
있다. 헤르만은 마음씀 구조에서 곁에 있음과 퇴락의 문제를 다루면서 말의 시
간성에 왜 현재의 탈자태도 속하는지를 해명한 다음(Herrmann 2004, 213-5) 
“… 말은 본래 하나의 특정한 시간성의 탈자태 속에서 시숙하는 것일 수 없다
(Herrmann 2004, 220)”고 말하는데 이는 헤르만이 말을 기재적·현재적·장래
적 성격을 모두 갖는 것으로 본다는 것을 의미한다. 슈타인만 역시 언어 경험이 
현재적일 뿐 아니라 기재적·장래적 성격 또한 갖는 것으로 본다. “시간 경험
은 언어 경험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즉 말하면서 이해하는 세계의 분절로 수행
되어야 한다. 이는 언어 경험이 그저 산재되고 한갓된 현재 계기의 경험으로서 
형식적으로 남아 있지 않다면 그러하다(Steinmann 2008, 291).” 슈타인만이 말
하는 언어 경험은 말하면서 이해하는 세계의 분절인, 말이다.  

117) “분필은 칠판에 글씨를 쓰는 데 사용되고, 지우개는 칠판에 쓰인 것을 지우
기 위해서 사용된다. 이 물건들은 단순하게 그저 다양하게 공간적으로만 나란히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연관 즉 ~에 쓰임 속에 놓여 있다. 이 연관의 매개 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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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재자의 도구 연관이 중요한 것은 이 연관 속에서 존재자의 쓰임 즉 

적소성이 결정되기 때문이다.118) 도구적 존재자의 적소성은 언제나 적

소전체성에서부터 이해되는데, 적소전체성에는 ‘무엇을 위하여’의 지

시 연관들이 속해 있고119) 지시 연관들이 도구 연관을 구성하며 적소성

은 도구 연관 안에서 규정된다. 따라서 현존재가 어떤 도구적 존재자 

곁에 있는 것은 그가 단순히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사물 곁에 있다는 것

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도구 연관 속에서 특정한 적소성을 갖는 사용 

사물 곁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120) 결국 “분필이 깔끄러워”와 같은 

발화를 수행하면서 현존재는 도구 연관 속에서 특정한 적소성을 갖는 

사용 사물 곁에 있는 것이며 따라서 현존재가 도구적 존재자를 어떠한 

존재자로서 발화하는 것 즉 현재화하는 것은 “여러 겹으로(mehrfach) 

기초지어진 현상이다(GA2, 475).” 현재화가 여러 겹으로 기초지어진 

현상인 이유는 그것이 시간성의 탈자적 통일성에 속하기 때문이다(GA2, 

475). 

  도구적 존재자에 대해 발화하는 것 즉 도구적 존재자를 현재화하는 

것은 해석이 존재자를 현재화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현재가 장래와 기재 

안에 뿌리내리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121) 현존재가 그의 고유한 

가능성에 따라 장래적으로 자신을 앞서 있으면서 동시에 말해지는 도구

적 존재자가 포함되어 있는 세계 안에 이미 기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서 그것들은 서로 특정한 관련들을 가진다. 그러나 이 연관은 사물에 앞선 것으
로서 그것들의 밑바탕에 이미 깔려 있는 것이다(GA27, 75-6).”

118) “존재자는 항상 어떤 연관 안에 놓여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 연관은 바로 
관련된 존재자의 존재 양식에 관한 어떤 것 즉 적소성, ~에 쓰임 … 을 알려준
다(GA27, 84).”

119) 적소전체성에 ‘무엇을 위하여’의 지시 연관 즉 의의부여의 연관 전체인 유
의미성이 속해 있다는 것은 유의미성의 개시에 적소전체성이 근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이 개시는 다시금 현존재의 궁극목적에 근거한다. 

120) “~곁에 있음은 우선 하나의 특정한 적소전체성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는 존재
자의 다양성 곁에 있음이다. 이렇게 사물의 다양성 곁에 있음에서 존재자는 전
체로서 그리고 단번에 개방된다. … 우리가 주시하는 개별적인 객체는 바로 그 
연관의 전체에서만 이렇게 개별적인 것으로 존재한다(GA27, 77).”

121) “장래와 기재 안에 현재의 뿌리내림(Verwurzelung der Gegenwart in der 
Zukunft und Gewesenheit)이 현재가 기대하는 간직함의 지평 안에서 만나는 것
에 자기를 맞춘다는 사실 즉 ‘로서’ 구조(Als-Struktur)의 도식 안에서 해석되
어야 한다는 사실의 실존론적이고 시간적인 가능성의 조건이다(GA2, 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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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에 발화가 이루어지는 그 도구적 존재자 곁에 있을 수 있는 것이

다. 도구적 존재자를 어떤 것으로서 발화하는 발화의 ‘로서’는 이처

럼 시간성의 통일성에 근거하는 것이며122) 나아가 발화를 포함하여 어

떤 것에 대한 말함이라는 구조를 갖는 모든 말은 마음씀이라는 현존재

의 생기적 존재 구조에 근거하는 것, 즉 마음씀이 근거하는 시간성의 

통일성에 근거하는 것이다. 

  하이데거에게는 역사가 시간성의 통일성에 근거하는 것으로서 현존재

의 존재 양식인 생기이기 때문에 역사의 생기는 현존재의 세계 안에 있

음의 생기이며(GA2, 513) 따라서 ‘현’의 개시성의 생기이다. 『존재

와 시간』에서는 “현존재의 생기에는 본질적으로 개시함

(Erschliessung)과 해석이 속한다(GA2, 497)”고 말하는데, 생기에 속하

는 개시함과 해석은 모두 말과 연관되어 있다. 먼저 『존재와 시간』에

서 해석은 이해의 완성(Ausbildung)이었는데(GA2, 197) 이해는 말에 의

해 구성될 뿐 아니라 말에 의해 근원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었

다.123) 그리고 말은 개시성에 속해 있는 것이었다. 따라서 생기에는 말

이 속해 있는 세계의 개시가 속해 있는데, 세계의 개시성은 다시금 현

존재의 존재 구조에 속해 있다(GA27, 150). 이로부터 우리는 현존재의 

생기적 역사성이 본질적으로 세계의 역사성이며124) 시간성이 탈자적·

지평적으로 구성하는 세계의 개시성에 말이 속해 있기 때문에 말 또한 

역사적이라는 것 즉 생기적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세계는 그저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형성되는 것, 형성 속

에 존재하는 것이다. 그리고 생기하는 세계의 개시성에 말이 속하기 때

문에 하이데거는 말과 언어를 의미하는 넓은 의미의 로고스가 세계와 

연관된다고 말하면서(GA29/30, 468), 세계 형성이 언어의 가능성을 자체 

122) “‘로서’는 이해와 해석과 마찬가지로 … 시간성의 탈자적·지평적 통일성
에 근거한다(GA2, 476).” 이렇게 말한 다음 하이데거는 곧바로 어떤 것을 어떤 
것으로서 말하는 것과 관련하여 계사 ‘이다’의 문제를 제기하는데(GA2, 476) 
이러한 문제 제기에서도 알 수 있듯이 여기서 말하는 ‘로서’는 도구적 존재
자를 어떠한 존재자로서 진술하는 진술의 제시적 ‘로서’이다. 

123) “심정성과 이해는 동근원적으로 말에 의해 규정되어 있다(GA2, 177).”
124) “현존재의 역사성은 본질적으로 세계의 역사성이고, 세계의 역사성은 탈자

적·지평적 시간성을 근거로 하여 시간성의 시숙에 속한다(박찬국 2014, 
4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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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에 간직한다고(bergen) 말한다(GA29/30, 468). 현존재가 밖으로 말하

는 언어는 그가 세계를 형성한다는 데,125) 세계가 생기한다는 데 근거

하는 것이다. 

  『시간 개념의 역사 서설』에서는 이해의 선-구조 중 하나인 예지

(Vorhabe)와 해석의 관계를 다루는데 여기서는 해석이 예지를 가지며, 

예지 안에서 해석은 해석되는 무엇(Worüber)을 이미 이해한다고 말한다

(GA20, 414). 그리고 말은 예지 안에서 해석이 이미 이해한 그 무엇에 

관해서(wovon) 말하는 것인데(GA20, 414), 이는 말이 해석되는 무엇

(Worüber)에 관해서(wovon) 말하는 것임을 의미한다. 말이 그에 관해 

말하는 무엇은 예지 안에서 이미 이해되어 있는 존재자의 존재이다. 다

시 말해 세계가 생기하면서 존재와 존재자의 구분이 생기할 때, 이 존

재는 그에 관해서 말해질 수 있는 존재이다. 

  사실 현존재는 언제나 자신이 사용하는 말의 개시성 안에서 실존하고 

있다.126) 하이데거는 말의 개시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

는 일차적·근원적으로는 대상들과 사물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우선 그에 대해(darüber) 말하며, 더 정확히 표현하면, 우리는 

우리가 본 것을 진술하는 것이 아니라 역으로 사람들이 그에 대해 말하

는 그 사태를 본다(GA20, 75).” 하이데거는 ‘이를 이미 말해져 있음

과 두루 말해져 있음(Schon-gesprochen-und-durchgesprochen-sein)’을 

통해 이루어지는 세계의 독특한 규정성이라고 말한다(GA20, 75).127) 

125) “모든 진술은 전체에서를 선행적으로 형성한다는 데 근거하여 생기한다. 이 
전체에서는 그 폭과 투명성에 있어, 그 내용적 풍부함에 있어 상이하며 우리 현
존재의 일상성 안에서는 다소 지속적으로 변화한다(GA29/30, 505).” 

126) 말의 세계적 존재 양식에 주목한 연구자로 코겔만을 들 수 있다. “… 만약 
말이 인간의 세계 안의 사물과의 배려하는 교섭에 있어 함축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모든 이해가능성의 … 분절로서 개시성의 근원적 실존범주라면 … 말 역
시 본질적으로 특수한 세계적 존재 양식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존재 양식은 실
상 이해가능한 것의 의의 전체성이 말 안에서 그리고 말을 통해서 단어화될 수 
있다는 데 존립한다(Kockelmann 1972a, 21).”, “… 말이 인간의 세계-내-존재
를 함께 구성한다 … (Kockelmann 1972a, 22).” 코겔만과 마찬가지로 티츠도 
말의 세계적 존재 양식을 강조하면서 말이 현존재의 실존을 구성한다고 말한다. 
“하이데거에게 말은 특수한 세계적인 존재 양식이며 현존재에 결부되어 있고 
구성적이다. … 현존재 개시성의 실존범주적인 구조로서 말은 실존에 대해 구성
적이다(Tietz 1995, 21).” 

127) 『시간 개념의 역사 서설』의 이 부분은 후설의 범주적 직관을 해명하는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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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형이상학의 근본개념들』에서는 모든 진술하는 태도에 앞서 

이미 그에 대해 진술되는 것의 방향으로 스스로를 뻗치는 태도가 있으

며, 그 태도는 구속력에 자신을 맞세우는 성격을 갖는다 … 로고스의 

근저에 놓여 있는 하나의 계기가 이러한 구속력에 자신을 맞세움

(Sichentgegenhalten einer Verbindlichkeit)이[다]”고 말한다(GA29/30, 

502-3). 물론 우리는 구속력이 어디에 근거하는지를 말할 수는 없는데 

그 이유는 모든 마주 세움(Gegenüberstehen)이 필연적으로 속박

(Bindung)을 포함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GA29/30, 525). 그럼에도 

“… 존재자와의 모든 태도는 구속력으로 점철되어 있[으며] 우리는 구

속력을 대상성에서부터는 설명할 수 없고 오히려 대상성을 구속력에서

부터 설명할 수 있다(GA29/30, 525).” 

  구속력을 현존재를 속박하는 말의 개시성의 그것이라고 해석하는 것

은 분명 무리가 따르는 해석일 수 있다. 하지만 『형이상학의 근본개념

들』에서는 세계 현상과, 존재자와 관계맺는 데 있어 동물과 인간의 차

이를 다룬 다음 말과 언어를 의미하는 넓은 의미의 로고스를 다루는 식

으로 논의가 전개될 뿐 아니라 아울러 ‘로고스의 근저에 놓여 있는 하

나의 계기가 이러한 구속력에 자신을 맞세움’이라는 표현에서도 확인

할 수 있듯이, 대상성과 연관되어 있는 이 구속력은 말의 개시성이 갖

는 구속력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인간의 지향적 태도가 독

특함을 갖는다면 그것은 이 태도가 모두 말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말의 개시성 안에서 실존하는 현존재는 이미 항상 말의 영향 

하에서 이해와 해석을 수행하는 것이다.128)  

  하지만 현존재가 말의 개시성 안에 실존한다는 것이 말이 그저 주어

이긴 하지만 하이데거가 이 사태를 부정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라퐁트는 이 
부분의 논의를 하이데거 본인의 입장으로 받아들이면서 말과 언어에 대한 하이
데거의 성찰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Lafont 1993, 55). 라퐁트와 마찬가지로 본 
논문은 이 부분의 논의를 하이데거 본인의 입장으로 받아들이지만 라퐁트와 달
리 말과 언어에 대한 하이데거 성찰의 문제점보다는 특히 개시성 및 역사성과 
관련하여 그 성찰의 함의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128)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지금까지 말의 현상을 검토했다. 그것은 본 
논문이 “어떤 해석은 언어로 진술되지 않을 수 있으며 따라서 해석은 말과 무
관한 현상이다”라고 단언하는 것이 아니라 말과 해석 나아가 이해 사이의 복
잡한 관계를 해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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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말은 세계가 생기하면서 동시에 

생기하는 것이지 그저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 현존재가 세계 안에 

존재하는 존재자의 존재에 관해서 말할 수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아

울러 존재자와 존재의 구분이 생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존재자의 

존재에 관해 말하는 말 역시 생기하는 것이라고 진술해야 한다. 말의 

생기는 세계의 개시성인 유의미성의 전체 연관이 말과의 연관 속에서 

생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129) 세계가 이미 말해져 있음과 두루 말해져 

있음이라는 독특한 규정성을 갖는 것은 세계의 개시성이 말과 연관되기 

때문에, 개시성이 말과의 연관 속에서 생기하기 때문이다. 개시성이 말

과의 연관 속에서 생기하기 때문에 현존재는 이미 말해져 있고 두루 말

해져 있는 말을 통해서 세계 안에서 만나는 존재자들의 존재에 관해 그

것이 무엇‘이다’고 말할 수 있다.130) 

  생기는 자신을 앞질러서 기재하는 것을 간직하며 현재적인 것을 행하

는(betreiben) 존재 양식인데,131) 세계의 생기가 곧 ‘로서’의 생기이기 

때문에 생기에서 현존재가 행하는 현재적인 것은 물론 해석이다. 해석

129) 안츠는 “이 관점[언어적으로 분절된 개시성의 공간 안에서 개현된 관점]이 
… 인간과 사물과의 교섭을 이미 항상 인도한다(Anz 1969, 306)”고 말하는데 
이는 현존재와 존재자의 실천적 교섭이 언어적으로 ―하이데거의 용어법을 따
른다면 말에 의해― 분절된 개시성의 공간 안에서 수행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개시성의 공간은 물론 인간이 자의적으로 산출한 것이 아니다. “… 언어와 
함께 생기하는 존재자의 개방가능성은 우리의 산출물이 아니다. 그것은 생기이
며 우리는 그 안으로 들어선다(Anz 1969, 306).” 

130) 왓쳐하우저는 말과 이해의 연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 우리에게 
어떤 것을 어떠한 사물의 종류 혹은 유형으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것
이 언어이다 … 이해가 추구되는 정황에는 언어적으로 매개된 선이해가 있는데 
이 선이해가 특정한 밝힘 안에서 발화의 주제를 기투한다(Wachterhauser 1986, 
29).” 왓쳐하우저는 하이데거를 해석하는 동시에 해석학과 근대 철학에서 언어
의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왓쳐하우져가 ‘언어의 의미론적 기능에 대한 하이
데거의 강조’(Wachterhauser 1986, 29)와 같은 표현을 쓰는 것은 이 때문이다.
― 『존재와 시간』에서의 말과 언어의 구분을 엄격히 따르지는 않는다. 『존재
와 시간』의 용어법을 따를 경우 왓쳐하우져가 말하는 언어는 말이다.  

131) “생기는 자기를 앞질러서 기재하는 것을 간직하며 현재적인 것을 행하는 존
재 양식 … 이다(GA46, 93).” 카는 생기에서 이루어지는 기재·현재·장래의 
통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하이데거가 역사성의 근저에 놓여 있는 생
기에 대해 말할 때 그는 이 생기를 개인을 위해 기재·현재·장래를 연결시키
는 근저적 통합(underlying integration)과 관련시켜 정의한다. 시간 위에 펼쳐져 
있는 분리된 순간들을 연결시키는 외적 연관이 아닌 이러한 근저적 통합이 생
의 연관을 수립하며 본래적 실존을 구성한다(Carr 1986,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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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가능성에 기초하여 의의 연관이 구성됨으로써 가능한 것이며, 해석

에 근거하는 진술은 의의 연관으로서의 전체로부터 존재자를 어떠한 존

재자로서 말하는 것이다.132) 물론 진술이 해석의 파생적 양태이기 때문

에 생기에서 진술이 반드시 수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진술

이 수행되지 않더라도 세계의 생기가 말과 무관한 현상일 수는 없다. 

오히려 진술을 포함하는 모든 발화는 의의 연관이 말에 따라 분절되었

음을 보여주는 현상적 증거일 뿐이다. 

  존재자가 가능적으로 가질 수 있는 의의를 현존재가 특정 단어로 발

화하는 것은 우선적으로는 현존재가 의의 연관의 분절 속에 존재하고 

주어지는 존재자의 의의를 간직할 뿐 아니라 그 의의를 표현하는 단어

를 간직할 때에만 가능하다. 물론 현존재가 단순히 존재자의 의의와 단

어 표현을 간직하고 있다고 하여 존재자에 대해 발화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발화는 현존재가 특정한 의의를 예기하면서 의의 연관이 구성

될 때 가능한 것이며 따라서 의의 연관의 구성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것

은 장래이다. 중요한 것은 발화 이전에 의의 연관의 구성과 분절이 이

미 수행된다는 점 그리고 의의 연관의 구성과 분절은 우선 대개 말에 

따라 수행된다는 점이다. 세계가 생기하면서 함께 생기하는, ‘현’의 

개시성을 구성하는 말은 ‘현’에 기재하고 있는 가능성에 응답하는 것

으로서 존재자를 의의 연관과 함께 개시하는 것이다.133) 말이 생기적 

성격을 갖는 것은 이 때문이다. 그런데 『존재와 시간』에서는 말이 비

본래적 말인 빈말과 본래적 말인 양심의 부름으로 구분되며, 각각은 현

존재의 비본래적 역사성, 본래적 역사성과 연관된다. 따라서 현존재 역

사성과 말의 관계를 보다 더 분명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성과 관

련하여 양심의 부름과 빈말이 어떠한 차이를 갖는지를 검토해야 하다. 

132) “모든 진술에서 … 우리는 전체로부터(aus dem Ganzen) 말하며 전체 안으로
(in dieses[Ganze] hinein) 말한다(GA29/30, 513). 

133) 말의 개시적 기능을 강조한 연구자로 비멜을 들 수 있다. “… 하이데거는 말
함을 밝힘의 기투와 동일시한다(Biemel 1969, 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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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본래적/본래적 말 현상과 현존재 역사성 문제  

① 비본래적 말인 빈말

빈말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진술에서 해

석학적 ‘로서’가 평면화되는 경향을 검토해야 하며 그리하여 말과 관

련된 개시성과 은폐성의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 진술의 평면화 경향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말에 속하는 함께 나눔(Mitteilung)에 대해 먼저 검토

해야 한다. 어떤 것에 대한 말함이라는 구조를 갖는 말은 타인에게 말

하는 것이자 타인과 함께 말하는 것일 수 있다(GA20, 362). 타인에게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은 자신을 진술하는 것(Sichaussprechen)으로서

(GA20, 363; GA64, 27), 말해지는 것을 함께 나누는 것이다(GA20, 362). 

타인과 말해지는 것을 함께 나누기 때문에 말에는 말해지는 것뿐 아니

라 함께 나눔이 속한다(GA2, 216).134) 

  말은 함께 나누는 그것 즉 존재자를 어떤 규정성(Bestimmtheit)으로 

제시하며 이와 같이 제시된 것을 공동으로 바라보면서 있도록 만든다

(GA20, 214). 즉 말은 말해진 사태(Sache)에 대한 봄(Sehen)과 이해를 나

누는 것이며 따라서 사태에로의 특정한 향해 있음을 나누는 것이다

(GA21, 237). 함께 나눔은 말해진 것의 개시되어 있음에 청자가 참여하

도록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GA2, 223). 다시 말해 함께 나눔은 화자의 

말을 통해 말해지는 어떤 무엇의 개시성에 청자가 참여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하이데거는 함께 나눔에서 화자와 청자가 진술되는 것(worüber die 
Aussage geht) 및 말해지는 것(wovon die Rede ist)과 동일한 존재 관계

에로 들어간다고 말한다(GA24, 299). 그런데 화자와 청자가 말의 대상

이 되는 존재자와 동일한 관계에로 들어서는 것은 존재자가 그들에게 

이미 동일한 방식으로(in derselben Weise) 개시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

능하다.135) 어떻게 존재자가 동일한 방식으로 개시될 수 있는 것일까? 

134) 이외에도 말에는 말해진 것 자체(Geredete als solches)와 표명(Bekundung)이 
속한다. 

135) “함께 나눔은 … 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 동일한 방식으로 개현되어 있는
(enthüllt) 존재자와 동일한 근본 관계에로 들어가는 가능성으로 파악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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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은 동일한 말을 사용하는 현존재들에게는 말이 개시성을 분절하는 

방식이 동일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개시성을 분절하는 방식이 동일하기 

때문에 현존재는 그가 혼자 있을 때에도 서로 함께 있음의 방식으로 실

존한다.136) 

  유의할 것은 하이데거에게는 동일함(Selbe)이 똑같음(Gleiche)이 아니

라는 점이다. 똑같음 안에서는 상이함이 사라지지만 동일함 안에서는 

상이함이 나타난다(ID, 35). 그러므로 현존재들이 동일한 말을 사용한다

는 것이, 그들이 똑같은 말을 사용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현존재들이 동일한 말을 사용한다는 것은 그 모든 차이에도 불구하고 

현존재들이 사용하는 말에는 어떤 공통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

이데거는 서로 함께 있음이 ‘~곁에 서로 함께 있음’이라고 말하는데

(GA27, 141) 말이 개시성을 분절하는 방식에 어떤 공통성이 있기 때문

에 현존재는 다른 현존재와 공통적인 방식으로 존재자 곁에 있을 수 있

다. 

  현존재가 말하면서 자신을 드러낼 뿐 아니라 그때마다의 세계 안에 

있음을 함께 드러내기 때문에(GA20, 363), 함께 나눔은 세계를 나누는 

것이기도 하다(GA64, 30). 현존재가 말하면서 세계를 나눌 수 있는 것

은 동일한 말의 개시성 안에, 즉 말의 동일성으로 인하여 분절되는 방

식이 동일한 개시성 안에 현존재가 다른 현존재와 함께 실존하기 때문

이다. 현존재는 공통의 개시성 안에 다른 현존재와 함께 실존하며, 말

을 하면서 세계를 함께 나눈다. 따라서 말을 통해 현존재가 함께 나누

는 세계는 현존재들의 공통의 세계(Mitwelt)이며, 한 현존재의 세계 안

에 있음은 동시에 다른 현존재와의 함께 있음(Mitsein)이다(GA2, 159). 

(GA24, 299).”

136) 하이데거는 현존재의 자기 이해가 성장하는 서로 함께 있음을 현존재의 실존
적 조건으로 본다. 즉 현존재는 그가 존재하는 한 언제나 서로 함께 있음이라는 
존재 양식을 갖는다(GA2, 167). 물론 서로 함께 있음은 그 자리에 있는 다수의 
주체들이 총합된 결과가 아니다(GA2, 167). 중요한 것은 서로 함께 있음이 현존
재의 규정성이기 때문에(GA2, 161) 현존재가 어떤 것 곁에 제각기 있는 경우에
도 현존재는 서로 함께 있다는 점이다(GA27, 118). 현존재가 홀로 있을 때조차
도 그는 서로 함께 있음의 방식으로 실존하는 것이다. “서로 함께 있음은 타인
들이 현사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 현존재에 속하는 것이 아니
다. 오히려 현존재로서의 현존재는 그 존재에서 서로 함께 있음으로서 규정되
며, 그 때문에, 단지 그로 인해 현존재는 또한 홀로 있을 수 있다(GA27,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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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재자에 대한 진술은 존재자가 동일한 방식으로 이미 개시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GA24, 299). 따라서 함께 나눔은 진술이 가능하기 

위한 전제인 존재자의 개시성 즉 존재자가 이미 특정한 방식으로 개시

되어 있음을 함께 나누는 것이다. 함께 나눔은 대체로 언어의 발설

(Verlautbarung)을 통해 수행된다(GA2, 362). 함께 나눔에는 발화된 것

(Ausgesprochenheit)이 속하는데, 현존재는 타인과 발화된 것을 나눈다

(GA2, 206). 발화된 것, 밖으로 말해진 것이 언어이다. 말이 ‘현’의 

개시성을 구성하는 반면 언어는 현존재의 개시성에 근거하는 것이며137) 

따라서 말이 언어의 기초이다.138) 언어는 발화 현상과 직접적으로 연관

되어 있다.139) 물론 발화로서의 언어가 일차적으로 개시하는 것일 수는 

없다. 해석이 그러하듯이 언어는 이미 개시되어 있는 존재자에 관계한

다.140)

  진술에서는 말해지는 것에 대한 규정이 이루어진다. 예컨대 “의자가 

노란색이다”라는 진술에서 진술이 규정하는 것은 노란색이며 진술된 

것(Ausgesagte)은 의자이다. 즉 진술에서는 진술 대상의 의미가 규정되

면서 그 의미가 드러난다. 진술에서 이루어지는 규정은 시야를 진술된 

것 즉 의자에 한정시킨다(GA2, 206). 한정(Einschränkung)은 이미 드러

137) “… 이 현상[언어]은 현존재의 개시성이라는 실존론적 구조 안에 그것의 뿌
리를 갖는다(GA2, 213).”, “… 진술은 … 현존재의 개시성에 근거한다(GA2, 
299).”

138) “언어의 실존론적·존재론적 기초는 말이다(GA2, 213).”

139) “한 현존재의 이해가 그 속에서 자라나 실존적으로 있는, 발화들의 이러한 
전체를 우리는 언어라고 일컫는다(GA21, 151).”, “말의 발화가 언어이다
(Kockelmann 1972a, 21).”, “우리는 말의 이러한 존재적 표현을 언어라 부른다
(Oberst 2009, 55).” 라퐁트와 마찬가지로 오버스트는 말과 언어의 구분의 문제
를 제기한다. 오버스트는 언어는 존재적 현상이지만 말은 존재적 측면뿐 아니라 
존재론적 측면을 모두 갖는다고 말한다(Oberst 2009, 55). 오버스트는 함께 나눔
에서 말로부터 언어로의 이행이 일어난다고 보며(Oberst 2009, 61) 따라서 “언
어를 통해서 말의 실존론적 요소인 함께 나눔이 존재적 형태를 띠[게 되며] 언
어 안에서 그리고 언어로서 말은 언어적 형태로 그 존재적 실현을 성취한다
(Oberst 2009, 61)”고 말한다. 말이 근원적인 것이고 언어가 파생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오버스트가 지적하듯이 양자가 이분법적으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다. 말
에서 언어로의 이행은 함께 나눔에서 일어난다.  

140) “진술은 그 자체 일차적으로 개현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언제나 그 의미상 
앞서 주어져 있는 개현된 것(Enthüllte)에 관계한다. … 그에 대해 진술이 이루어
질 수 있는 무엇이 되기 위해서는(um als mögliches Worüber einer Aussage zu 
dienen) 존재자가 개현된 것으로서 앞서 주어져야 한다(GA24, 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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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있는 것을 그것의 규정성과 관련하여 보다 더 분명하게 드러낸다

(GA2, 206). 하지만 진술의 드러냄은 시야를 이미 드러나 있는 것에로 

축소시킴으로써만 가능할 수 있다(GA2, 206).141) 진술은 존재자를 보여

주고(sehenlassen) 발견하게(entdecken) 하면서 그 존재자에 시선을 집중

시키지만142) 그 때문에 진술에서는 말해진 것이 눈앞에 있다는 사실만

이 강조됨으로써 일차적이고 우선적이었던 ‘무엇을 위하여’의 수행이 

어느 정도는 후퇴할 수도 있다.143) 즉 진술에서는 존재자에 대해 본래

적으로 수행됐던 해석이 은폐될 수도 있다.144) 

  진술의 수행은 술어화의 형식 즉 “S는 p이다(S ist p)”라는 형식을 

취한다. 따라서 술어화하는 진술은 p라는 범주로 S라는 범주를 규정하

는 범주적 진술이다.145) 주목할 것은 진술이 그것의 대상이 되는 사물

141) 진술이 시야를 이미 드러나 있는 무엇이 축소시킬 경우 부각되지 않는 것은 
어떤 무엇에 대한 진술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전체(Ganze)이다. 

142) “… 진술에 귀속하는 독특한 보여줌과 발견함은 말해져야 하는 그 무엇에로 
어느 정도는 순수하게 [시선을] 집중시킨다(GA21, 155-6).”

143) “말함(Ansprechen)으로서의 이러한 관계함은 이제 어느 정도는 그저 분필과 
같은 것이 눈앞에 있다는 사실만을 강조한다. 진술로서의 관계함은 이제 일차적 
수행으로부터 예컨대 씀으로부터 후퇴한다(GA21, 156-7).” 

144) “… 무엇에 대해서(Worüber)는 이러한 주제화를 통해서 그것이 본래적으로 
이해되었던 바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은폐되게 된다(GA21, 157).”

145) 진술에서의 범주의 문제를 하이데거는 『시간 개념의 역사 서설』에서 후설의 
범주적 직관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사실 전기 하이데거에게서 존재 이해는 지
향성 이외에도 후설 현상학의 다른 중요한 성과 중 하나인 범주적 직관과 연관
되어 있는데, 실제로 하이데거는 후설 『논리연구』의 제1판 제6장에 대한 관심
이 자신으로 하여금 감각적 직관과 범주적 직관의 구별에 주목하게 하였으며 
이것이 존재자의 다양한 의미를 규정하게 하는 역량이 되었다고 말하면서 범주
적 직관이 존재자가 아닌 존재에 접근할 수 있는 통로를 개방하는 활동이라고 
말한다. “1919년 이후 내가 후설 가까이에서 가르치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면서 
현상학적인 봄을 익히고 이와 동시에 세미나에서 이전과는 다르게 아리스토텔
레스 이해를 시도했을 때 나의 관심은 새롭게 『논리연구』에 특히 무엇보다도 
제1판의 제6장으로 기울어져 있었다. 여기서 체득한 감각적 직관과 범주적 직관
의 구별은 나로 하여금 ‘존재자의 다양한 의미’를 규정하게 하는 역량이 되
었다(MWP, 86).” “우리는 앞에서 존재자와 존재를 구분하였다. 존재는 존재자
처럼 감각적 직관에서 접근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다(ist)’라
고 말할 때 생각되고 있는 이 존재의 의미는 어떤 방식으로든 증명되어야 한다. 
바로 여기에서 접근 통로를 개방하는 활동이 범주적 직관이다(WDF, 161).” 하
이데거는 존재 의미에 대한 물음이 전개될 수 있으려면 존재가 주어져 있어야 
하는데 후설의 성취는 ‘범주에서 현상적으로 현존하는 존재(Sein, das in der 
Kategorie phänomenal anwesend ist)’를 제시한 데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하이
데거는 이를 통해 마침내 본인이 존재를 단순한 개념이나 순수한 추상으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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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순수하고 단순하게 어떠한 사물로서 규정할 수도 있으며 그리하여 

진술에서 해석학적 ‘로서’가 평면화될(nivellieren) 수 있다는 점이

다.146) 평면화는 진술에서 말해진 것이 말해진 것 자체로부터 이해될 

때 발생한다. 즉 평면화는 진술에서 말해진 것이 무엇을 위함의 수행으

로부터 그리하여 실천적이고 실존적인 의의부여 연관으로부터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말해진 것에 매몰되어 이해될 경우 발생한다.147) 진

술에서 어떤 것이 주제화될 경우 현존재가 교섭했던 무엇(Womit des 

Umgang)이 규정하는 진술이 이루어지는 무엇(Worüber eines 

bestimmenden Aussagen)으로 된다(GA21, 158). 그래서 사물의 본래적인 

존재 성격이 후퇴하며 마치 분필이 눈앞에 있는 하얀 사물이 되는 것처

럼 평면화된다(GA21, 158). 

지 않을 수 있는 지반을 획득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존재 일반의 의미에 대한 
물음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존재가 주어져 있어야 하는데 이는 이 존재에서 그 
의미를 묻기 위함이다. 후설의 성취는 바로 범주에서 현상적으로 현존하는 존재
를 이렇게 제시(Vergegenwärtigung)한 데 있다. 이러한 성취를 통해 … 나[하이
데거]는 드디어 다음과 같은 지반을 갖게 되었다. 존재는 한갓된 개념도 아니고 
순수한 추상도 아니다 … (SiZ, 378).” 후설의 범주적 직관이 하이데거에 미친 
영향을 검토하는 작업은 필립스에 의해 이루어졌다. “… 하이데거는 반복적으
로 범주적 직관에 대한 후설의 이론이 존재에 관한 그의 물음에 본질적이라고 
말한다(Philipse 1992, 259).” 『현상학과 해석학』에서 후설의 직관 개념 및 하
이데거에게 미친 후설의 영향에 대해 확인할 수 있다(이남인 2004, 53~60, 
171~186 참조).  

146) “술어화라는 형태의 그리고 실로 범주적 진술이라는 의미의 진술 수행에서는 
일차적으로 이해하는 ‘로서’가 순수하고 단순한 사물 규정 안에서 동시에 평
면화된다(GA21, 153).”, “… 진술과 그것의 무차별성에로의 방향, 평준화되고 
평준화하는 성격의 방향 … (GA27, 83)” 하이데거는 현존재가 작업하면서 군소
리 없이 적합한 연장을 내려놓거나 바꾸는 경우 해석이 근원적으로 수행되고 
있다고 말한다(GA2, 209). 그리고 망치가 너무 무거워서 다른 망치로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도 대개는 “망치가 너무 무겁다(Der Hammer ist zu schwer)”라는 
식으로 진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오히려 “너무 무겁다(zu schwer)”, “다른 
망치를!(den anderen Hammer!)” 등으로 진술이 이루어진다(GA2, 209). 이로부터 
하이데거는 논리학에서 가장 단순한 진술 현상의 정상적 사례로 기능하고 있는 
문장조차 해석의 파생적 양태일 뿐 아니라 그것의 극단적인 경우라고 말한다
(GA2, 209). “S는 p이다”라는 가장 단순한 문장조차도 현존재가 이미 수행하
고 있는 해석의 극단적인 파생적 양태일 뿐이다.

147) “… 진술에서 말해진 것이 무엇으로 이해되어야 하지만 이 무엇이 진술 자체
로부터 길어올려진다. … 이제 무엇으로서(Als-was)가 실행의 무엇을 위해(Wozu 
einer Verrichtung)로부터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해 진술이 이루어지는 
그것 자체로부터 얻어진다(GA21,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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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순전한 사물로 평면화될 경우 사물은 평균적인

(durchschnittlich) 사물적 존재자로서 균등해진다(einebnen). 이제 그 사

물은 균등하다는 점에서 다른 사물과 더 이상 구별되지 않는다(GA21, 

158). 즉 사용 사물(Gebrauchsding)이라는 근원적 양식으로 존재하던 도

구적 존재자가 평균적인 사물적 존재자가 됨으로써 더 이상 차별적이지 

않게 된다(GA21, 158). 이런 의미에서 “의자가 노란색이다”와 같은 

진술은 현존재가 본래 교섭했던 사용 사물로서의 의자를 재은폐한다

(wiederverbergen)(GA21, 158).148) 따라서 진술은 진술 대상이 되는 존재

자와 연관되는 것이지만,149) 이 연관은 그저 사물적 존재자와의 연관일 

뿐이다. 결국 진술에서는 존재자의 유용한 쓰임이 은폐되고 그리하여 

존재자가 도구성이 아닌 예컨대 이론적 관찰의 대상이 되는 식으로 순

수한 사물성에서 발견될 수 있다. 진술에서 해석의 근원적 ‘로서’가 

사물적 존재를 규정하는 제시적(apophantisch) ‘로서’로 평면화되는 

것은(GA2, 210) 이 때문이다.150)

  정리하면, 진술은 말의 개시성에 근거하는 것으로서 진술 대상이 되

는 존재자를 보이게 해준다. 진술은 이차적으로 발견하는 것으로서 말

해지는 대상에 시선을 집중시킨다. 말함의 대상이 되는 존재자가 사물

적 존재자로서 진술되고 그리하여 존재자의 실천적 쓰임이 후퇴할 경우

에 진술은 그것의 대상이 되는 존재자를 재은폐한다. 여기서 존재자가 

148) 물론 재은폐가 필연적인 것은 아니다(GA21, 158). 진술이 존재자를 재은폐할 
수도 있지만 진술은 존재자를 보여주고 또 발견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존재
자를 무조건 은폐하는 것이 아니다. “개현하는 태도가 그것이 관계를 맺는 존
재자에 대해 진술하면서 이러한 존재자를 그것의 존재에 있어 규정하는 한, 당
연히 그에 관해(wovon) 말해지고 있는 것의 개현되어 있음(Enthülltsein)이 함께 
의미되고(mitmeinen) 있다(GA24, 311-2).” 진술에서 진술이 이루어지는 무엇의 
개현되어 있음이 함께 의미되고 있다는 것은 진술 대상의 개시성이 진술에서 
어떤 식으로든 드러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149) “… 밖으로 말해진 것은 밖으로 말해진 것이 그때마다 진술하는 그 존재자와
의 연관을 그 자신 안에 갖고 있다(GA2, 296).”

150) “… ‘로서’는 이미 제시적 ‘로서’라는 얕은 형식에서는 … 어떤 것을 그
것이 실존론적·해석학적 관계성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는 볼 수 없게 만
든다(Palmer 1976, 417).”, “… 해석을 진술로 포착하는 것은 위험을 제기한다. 
왜냐하면 술어는 보다 더 근원적인 경험을 악화시키거나 퇴보시키는 위험을 감
수해야 하는 파생적 사건이기 때문이다. 이는 심지어 본래적으로 [해석을] 포착
하는 최초의 진술일 경우에도 그러하다(Caputo 1987,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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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은폐되는 이유는 은폐되어 있다가 이해에서 탈은폐된 존재자를 진술

이 다시금 은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말함과 관련된 개시성과 은폐성

의 문제는 세인(das Man)의 언어인 빈말(Gerede)에서 보다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 개시성을 구성하는 말이 빈말이 됨으로써 세계 안에 있는 존

재자가 은폐될 수 있다.151) 말은 어떻게 빈말이 되는 것일까?  

  말은 대개 밖으로 말해지는데, 밖으로 말해진 말인 언어에는 이해와 

해석이 들어있다(GA2, 222). “밖으로 말해져 있음으로서의 언어는 자

신 안에 일종의 현존재 이해의 해석성(Ausgelegtheit)을 간직한다(GA2, 

222-3).” 현존재는 언어에 간직되어 있는 해석성에 영향을 받는다. 

“현존재는 우선 그리고 어느 한계 내에서는 부단히 해석성에 내맡겨져 

있다(GA2, 223).” 문제는 해석성이 존재자를 평균적으로

(durchschnittlich) 이해하는 가능성을 배분한다는(verteilen) 점에 있다

(GA2, 223). 언어에는 존재자를 평균적으로 이해하는 가능성이 들어 있

으며, 존재자에 대한 평균적 이해성에 따라 함께 나누어진 말은 다시금 

널리(weitgehend) 이해될 수 있다(GA2, 224). 함께 나누어지는 말이 널

리 이해될 때에는 말해지는 무엇(Worüber der Rede), 즉 말해지는 존재

자가 근원적으로 이해되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말해지는 존재자를 근

원적으로 이해하지 않는 청자는 그저 말해진 것(Geredete) 자체만을 들

으면서 그것을 피상적으로 이해하게 된다(GA2, 224).  

  평균적 이해성을 함께 나누는 말은 말해지는 존재자와의 일차적인 존

재 연관(Seinsbezug)(GA2, 224)을, 예컨대 도구와 같은 존재자가 어떤 식

으로 손안에 있다는 것을 나누는 것이 아니다. 나아가 밖으로 말해져 

널리 이해되는 말은 말해지는 존재자와의 일차적인 존재 연관을 잃어버

렸거나 획득한 적이 없을 수도 있다. 이 말은 그저 뒤따라 말하는

(nachreden) 식으로 말해진 것을 함께 나눌 뿐이다(GA2, 224). 뒤따라 

말하는 말함에서는 근원적 이해가 뒤따라 수행된다는 보증이 없다

(GA20, 375). 이와 같은 뒤따라 말함이 빈말을 구성한다.152) 빈말은 말

151) “말은 현존재의 본질적인 존재 구조에 속하고 그것의 개시성을 함께 형성하
는데 이 말은 빈말이 되고 이러한 빈말로서 세계-내-존재를 구분된 이해 안에 
열어놓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닫아버리며 세계내부적 존재자를 은폐하는 가능
성을 갖는다(GA2, 224-5).”

152) “이러한 뒤따라 말함과 퍼뜨려 말함(Weiterreden) 안에서 ―이를 통해 이미 



- 68 -

해지는 사태를 진정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과제로부터 현존재를 면제시

키면서 무차별적 이해를 형성한다(GA2, 224). 뒤따라 말하는 빈말은 모

두에게 속하지만 어떤 사람에게서도 유래한 것이 아니다(GA64, 34-5). 

빈말을 지배하는 것은 공공성(Öffentlichkeit)인데(GA64, 34) 현존재의 일

상적 해석성은 공공성에 좌우된다.153) 빈말은 무차별적 이해를 모두에

게 강제하며 현존재 안에 뿌리내린(verwurzelt) 세인의 존재 양식이 된

다.154) 빈말은 세인이 밖으로 하는 말 즉 세인의 언어이다.155) 그리고 

현존재가 빈말 속에서 세인으로 존재하며 자신을 상실함이 곧 현존재의 

퇴락(Verfallen)이다.156) 

  문제는 빈말을 하면서 세인으로 존재하는 현존재가 근원적이고 진정

한 존재 연관으로부터 단절되어 있다는 점이다.157) 이제 빈말에서는 진

술보다 존재자와의 연관이 한층 더 단절되고 존재자가 은폐되는 경향이 

보다 더 심화된다. 그것은 공공적 성격을 갖는 빈말에서는 말해지는 무

엇(Beredete)이 도구적 존재자나 사물적 존재자로서 현시될 필요조차 

없기 때문이다. 뒤따라 말하는 빈말은 말해지는 것 곁에 근원적으로 함

께 있지 않아도 된다.158) 빈말에서는 존재 연관의 부재로 인하여 말해

지는 사태가 빗나갈 수 있으며159) 그리하여 사태가 진정 은폐될 수도 

애초부터 결여된 무지반성이 완전한 무지반성에로 확대된다― 빈말이 구성된다
(GA2, 224).”

153) “빈말로 … 확정된 세계와 현존재에 대한 해석을 우리는 현존재의 일상적인 
해석성으로 묘사한다(GA20, 372).”

154) “빈말은 근절될 수 없는데 그 이유는 그것이 현존재 자신 안에 뿌리내린 세
인의 존재 양식이기 때문이다. 이 세인의 존재 양식 안에서 빈말은 특히 그것의 
지배권을 행사한다(GA20, 373).”, 

155) “세인은 빈말 속에서 … 가까우면서도 가장 본래적인 체류지를 가진다(GA64, 
29).”

156) “… 현존재 자신이 빈말에서 … 스스로를 세인 속에 상실하는 가능성을 자신
에게 부여한다면 이는 현존재가 퇴락에로의 끊임없는 유혹을 자신에게 마련한
다는 것을 의미한다(GA2, 235).”, “이 세 가지[빈말, 호기심, 애매함]는 … 퇴락
의 동성(Bewegtheit)을 보여준다(GA2, 239).” 

157) “빈말 속에 머무르는 현존재는 세계, 공동현존재(Mitdasein), 내-존재 자체와
의 일차적이고 근원적이며 진정한 존재 연관으로부터 … 단절되어 있다(GA2, 
226).”

158) “이러한 진술되어 있음에서 공공성에로의 이해가 주어지는데 이 진술되어 있
음에서는 말해지는 무엇이 필연적으로 사물적 존재자나 도구적 존재자로 현시
될 필요는 없다. 즉 진술되는 말은 그에 관해 말해지는 것 곁에 근원적으로 함
께 있지 않아도 이해될 수 있다(GA20, 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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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빈말에서 말해지는 사태는 그저 겉보기에만 개시된 것일 수 있

다. 빈말은 근거 없이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빈말에서는 개시됨이 은폐

됨으로 충분히 뒤바뀔 수 있다.160) 빈말은 말해진 것 자체에 머물러 있

으면서 말해진 것의 근거에로 소급하는 데 태만할 뿐 아니라,161) 뒤따

라 말하면서 그 근거를 계속해서 상실한다. 그래서 빈말에서는 말해진 

것이 위장될 수 있다.162) 

  사실 애초부터 빈말은 은폐라는 기묘한 방식 안에서 말해진 것을 발

견하는 것이다(GA20, 377). 빈말에서 어떤 무엇이 말해지는 한 빈말 역

시 말해지는 것을 보여주고 발견하는 기능을 갖는다.163) 하지만 빈말에

서는 말해진 것이 얼마든지 위장될 수 있으며 그리하여 개시가 은폐로 

뒤바뀔 수 있다. 은폐는 빈말에서 우연적인 것이 아니다. 빈말은 으레 

말해진 것을 은폐한다. 그것은 빈말이 말해진 것을 근원적으로 이해하

는 데 애초부터 태만하기 때문이다.164) 그래서 말해진 것을 위장하는 

빈말은 해석의 퇴락한 양태, 현존재의 발견함(Entdecktheit)의 퇴락한 양

태이다.165) 빈말이 말해진 것을 위장하고 은폐할 수 있기는 하지만 유

의해야 하는 것은 하이데거가 말함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다는 점이

다. 하이데거는 말함이 뒤따라 말하는 빈말이 됨으로써 근원적 해석이 

퇴락하는 현상을 문제적인 것으로 보았으며 이를 비판한 것이었다.166) 

159) “말해지는 사태가 이해하는 존재 연관의 부재로 벗어난다(GA20, 370).”
160) “지반 없이 말해진 것(bodenloses Gesagtsein) … 은 개시함(Erschlissen)을 폐

쇄함(Verschliessen)으로 반전시키기에 충분하다(GA2, 225).”

161) “그러므로 빈말은 그에 고유하게 말해지는 것(Beredete)의 지반에로 소급하는 
데 태만하기 때문에 애초부터 하나의 폐쇄함이다(GA2, 225).”

162) “… 빈말에서 진술된 것은 그것의 지반을 점점 더 상실한다. … 말해진 것은 
자신 안에 단어적 의미에서 위장(Verstellung)의 가능성을 견지한다(GA18, 
276).”

163) “밖으로 말해진 진술은 자체 안에 존재자를 발견함(Endecktheit)을 보존하고 
있다(GA21, 414-5).” 

164) “빈말은 그에 고유한, 말해지는 것을 그 자체에 있어 고유하게 이해하는 일
의 태만에 근거하여 애초에 은폐하는 것이다(GA20, 377).

165) “위장 … 은 해석의 퇴락한 양태이며 그리하여 현존재의 발견함의 퇴락한 양
태이다(GA20, 377).”

166) “하이데거의 비판 대상은 진술 자체가 아니라 진술이 전달될 수 있고 반복될 
수 있으며 그것의 근원적 생이 박탈될 수 있다는 점이다. … 본래적 진술은 … 
드러냄의 성질을 여전히 보유한다. … 근원적인 이해로부터 최고도로 멀어진 것
으로서 뒤따라 말하는 진술은 어느 것도 더 이상 탈은폐하지 않[는] … 지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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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에도 빈말이 현존재의 일상적 실존을 지배한다는 것 그리하여 현

존재가 일상적으로는 자신의 실존을 자기 자신이 아닌 공공성이 규정하

도록 내버려 둔다는 것은 분명하다.167) 현존재의 일상적 실존은 빈말 

속에서 퇴락하는 경향을 갖는다. 즉 일상적으로 현존재는 말을 하면서 

근원적으로 개시한다기보다는 빈말을 하면서 말해지는 사태를 은폐한

다. 세계내부적 존재자 곁에 있는 현존재는 일상적으로는 세인의 방식

으로 존재하면서 빈말을 하고 공공성에 휘둘린다. 현존재는 공공성에 

따라 그저 평균적·무차별적으로 존재자를 이해하는데, 이는 현존재가 

이해되는 존재자 곁에 있으면서 그것에 퇴락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현존재는 일상적으로는 세계내부적 존재자 곁에서 그저 퇴락한 채로 실

존한다. 그래서 하이데거는 현존재의 자기를 앞질러 이미 하나의 세계 

안에 있음 안에 세계내부적 존재자 곁에 퇴락해 있음이 속해 있다고 말

한다.168) 

  문제는 빈말을 하면서 퇴락한 채로 실존하는 현존재가 본래적 역사성

과 그것에 고유한 생의 연관에 이르지 못한다는 점이다. 역사성이 현존

재의 존재에 속하기 때문에 비본래적 실존도 역사적인 것은 분명하지만 

비본래적 실존은 현존재가 본래적 역사성에 이르는 통로를 막는다.169) 

그것은 뿌리 뽑힌 현존재 이해의 양식인 빈말이 현존재의 가장 일상적

까지 함께 나누어진다(Caputo 1987, 75)”, “진술이 여전히 해석의 양태이기 때
문에 모든 해석과 마찬가지로 그것은 하이데거가 예지·예시·예파라고 부른 
것을 전제한다. … 이런 의미에서 진술은 결코 완전히 탈맥락화하지 않는다
(Fultner 2013, 210).” 하이데거는 진술에서 확인되는 은폐의 경향을 어떤 것을 
어떤 것으로서 보여주는 진술의 종합 구조 자체에서 찾는다. “… 어떤 것을 어
떤 것으로서 보이게 하는 것은 이러한 종합 구조와 함께 은폐의 가능성을 떠맡
는다(GA2, 45).”

167) “현존재는 자신의 실존을 일차적으로 자기 자신에서부터가 아니라 오히려 …  
타인들에 의해 규정되도록 내버려 둘 수 있다(GA24, 395).”, “현존재가 일상성
으로서의 그의 존재에서는 스스로를 그 자신으로부터 밀어내는데(abdrängen), 
이러한 존재 양식은 퇴락으로 묘사된다(GA20, 378).”

168) “자기를 앞질러 이미 하나의 세계 안에 있음 안에는 본질적으로 배려된 세계
내부적인 도구적 존재자 곁에 퇴락해 있음(verfallendes Sein beim besorgten 
innerweltlichen Zuhandenen)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GA2, 255).”

169) “역사성이 현존재의 존재에 속한다면, 비본래적으로 실존하는 것도 역사적 
성격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현존재의 비본래적 역사성이 생의 연관에 대한 물
음의 방향을 규정하고 본래적 역사성과 그것에 고유한 연관에 이르는 통로를 
막는다(박찬국 2014, 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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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가장 끈질긴 ‘실재성(Realität)’을 형성할 뿐 아니라170) 현존재가 

일상적으로 그의 ‘현’에 존재하는 방식을 성격짓는 것으로서(GA2, 

233), 현존재로 하여금 자신을 ‘세인’의 공공성 속에 상실하게 만들

기 때문이다. 빈말은 비본래적으로 실존하는 현존재의 존재를 형성하면

서,171) 현존재가 자기 자신으로 존재하는 것을 막는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현존재의 본래적인 역사적 실존의 근거가 되는 본래적 말 즉 양

심의 부름이 무엇인지를 검토하고 이러한 검토를 바탕으로 비본래적 말

과 본래적 말이 역사성과 관련하여 어떠한 차이를 갖는지를 규명하기로 

하자. 

  

② 본래적 말인 양심의 부름 

현존재는 역사적 존재자로서 본래적으로도 실존할 수 있고 비본래적으

로도 실존할 수 있다(GA2, 497). 현존재의 본래적인 역사적 실존은 본

래적 생기에 근거한다.172) 본래적 생기는 결단성 안에 놓여 있는데173) 

그것은 결단성(Entschlossenheit)이 본래적 실존의 가능성을 개시하기 때

문이다.174) 본래적 실존 가능성의 개시는 곧 가능성의 회복을 의미한

다.175) 회복은 오늘날 과거로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auswirken) 것에 대

한 폐기이다(GA2, 510). 과거로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기재해온 

것 중에서 남아 있는 현실적인 것(das Wirkliche), 잔재물(Überbleibsel)

과 같은 것이다(GA2, 517). 따라서 기재하는 가능성을 회복하는 것은 

잔재물과 같은 현실적인 것이 폐기되고 가능적인 것이 회귀하는

170) “빈말은 … 뿌리 뽑힌 현존재 이해의 존재 양식이다(GA2, 225).”, “… 뿌리 
뽑힘(Entwurzelung)이 … 현존의 가장 일상적이고 가장 끈질긴 ‘실재성’을 형
성한다(GA2, 226).” 여기서 ‘실재성’은 현존재의 지반 없는 실재성을 의미한
다.  

171) “이러한 성격들[빈말, 호기심, 애매함]이 … 현존재의 존재를 함께 형성한다
(GA2, 233).”

172) “… 실존을 역사적으로 규정하는 그러한 생기 … 현존재의 본래적 생기 … 
(GA2, 505)”

173) “… 본래적 결단성 안에 놓여 있는 현존재의 근원적 생기 … (GA2, 507)”

174) “결단성은 … 본래적 실존함의 그때마다의 현사실적 가능성들을 개시한다 … 
(GA2, 507).”   

175) “… 결단성 … 전수된 실존가능성의 회복 … 기재하는 실존가능성의 본래적 
회복 … (GA2, 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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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ederkehren) 것을 의미한다. 본래적 역사성은 기재하는 가능성을 회

복하는 데 근거하며 따라서 결단성에 근거한다.176) 

  기재하는 가능성은 현존재가 누구도 대신해줄 수 없으며 피할 수 없

는 가능적 장래의 죽음에로 앞질러 달려갈 때 비로소 회복된다. 그래서 

본래적 생기는 장래에서 발원하는 것이며 생기로서의 역사 역시 그 뿌

리를 장래에 가지고 있다(GA2, 510). 하지만 장래만이 본래적 생기에서 

중요한 것은 아니다. 현존재에게 기재하는 죽음의 가능성은 현존재의 

본래적 실존의 가능성을 회복하게 하는 것으로서, 현존재로 하여금 자

신이 ‘현’에 이미 기재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한다.177) 유의할 것은 

죽음의 가능성이 곧 본래적 실존의 가능성은 아니라는 점이다. 장래에

서 발원하는 생기로서의 역사에서 중요한 것은 ‘현’에 이미 기재하고 

있는 본래적 실존의 가능성이다. 생기로서의 역사의 뿌리가 장래에 있

더라도 역사에서 기재가 중요한 것은 이 때문이다.178) 

  본래적 생기 즉 현존재의 본래적인 역사적 실존은 양심의 현상과 직

접적으로 관련된다.179) 양심을 갖고자 하는 것은 현존재가 자신을 가장 

고유한 가능성에서 이해하는 것으로서 개시성의 한 방식이다.180) 양심

을 갖고자 하는 현존재의 개시성을 분절하는 말이 부름(Ruf)이다. 부름

176) “본래적 역사성은 역사를 가능적인 것의 회귀로 이해하[는데] … 가능적인 
것은 … 실존이 결단한 회복에 열려 있을 때에만 회귀한다(GA2, 517).” 다수의 
연구자들이 가능적인 것의 회복을 의미하는 Wiederholung 개념에 주목하여 하
이데거 역사성의 함의를 규명하고자 했다. “하이데거가 회복이라고 부르는 순
환적 운동은 … 현존재에게 전수된 가능성을 회복한다는 의미를, 현존재가 무엇
이어 왔던 바에 있어 남아 있는 가능성을 현실적으로 만든다는 의미를 갖는다
(Caputo 1987, 90).”, “회복은 되풀이(recurrence)라기보다는 되찾음
(reclamation)의 문제인데, 되찾아지는 것은 현실적인 역사적 사건(incident)이라
기보다는 가능성이다(Schrag 1970, 289).”, “회복은 기재해온 실존 양태 안에서
의 가능성에 대한 응답이다. 역사적 이해는 … 과거와의 일종의 대화를 포함한
다(Schrag 1970, 290).”, “본래적 실존은 과거의 가능성을 명백하게 전유하는 
것인 회복의 형태를 취할 수 있다(Carr 1986, 107).” 

177) “… 죽음은 앞질러 달려가는 실존을 그 현사실적인 내던져져 있음에로 되던
진다 … (GA2, 510).” 

178) “죽음은 … 역사적인 것에 있어서 기재에 그 독특한 우위를 부여한다(GA2, 
510).” 

179) “존재자의 존재에 … 양심이 동근원적으로 함께 기거할 때에만 존재자는 그
의 실존의 근거에 있어 역사적일 수 있다(GA2, 509).”

180) “양심을 가지기를 원함(Gewissen-haben-wollen)은 가장 고유한 존재 가능 안
에서 자기를 이해함으로서, 현존재의 개시성의 한 방식이다(GA2, 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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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근원적 말(GA2, 392), 본래적 말이다. 따라서 부름은 비본래적 말인 

빈말과 엄연히 다른 것이다.181) 현상적으로 부름은 침묵하고 있음

(Verschwiegenheit)이다.182) 들음이 말함에 속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침

묵 역시 말함에 속한다.183) 『존재와 시간』에서는 “침묵하면서 이해

할 것을 주고자 하는 자는 무엇인가 말할 것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

데(GA2, 392-3), 부름에서 이해해야 할 것으로 주어지는 것이 다름 아

닌 현존재 자신의 가장 고유한 가능성 즉 본래적 실존의 가능성이

다.184) 부름은 빈말 속에서 퇴락하여 자신을 상실한 현존재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되찾게 만든다.185) 

  결단성은 현존재의 본래적 개시성인데186) 현존재가 본래적으로 실존

할 수 있는 것은 본래적 개시성을 부름이 분절하면서 기재하고 있던 본

래적 실존의 가능성이 주어지기 때문이다.187) 결단성에서 개시된 현존

181) 본래적 말과 비본래적 빈말을 분명히 구분해야한다는 입장은 헤르만, 글라우
너, 티츠 등에게서 확인된다. “제68절 d에서는 원래 본래적인 말에 관해 언급
하고 있지 않다는 주장은 옳은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본래적인 말에 관한 언급
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말은 세계-내-존재의 비본래적인 개시성을 
의의에 따라서 분절할 뿐만 아니라, 세계-내-존재의 본래적인 개시성을 의의에 
따라서 분절하는 것이다(Herrmann 2004, 221).”, “… 우리는 하이데거의 실존
범주 분석의 맥락에서 본래적 말을 비본래적 빈말로부터 구분해야한다(Glauner 
1997, 226).”, “… 본래성의 양태에는 이러한 양태에 상응하는 말 … 즉 본래
적 말 … 이 놓여 있다(Tietz 1995, 31)”

182) “… 양심을 가지기를 원함에 속하는, 분절하는 말의 양태는 침묵하고 있음이
다(GA2, 392).”, “양심의 말은 결코 발화되지 않는다. 양심은 오직 침묵하며 
부를 뿐이다 … (GA2, 392).”

183) “말함의 다른 본질적 가능성의 하나인 침묵함 … (GA2, 218)”, “침묵은 말
의 본질적 가능성으로 특징지어졌다(GA2, 392).”

184) “현존재는 부름에서 그의 가장 고유한 존재 가능을 이해해야 할 것으로 자신
에게 준다(GA2, 393).”

185) “부름은 … 현존재 자신을 세인의 … 시끄러운 빈말에서부터 되찾아온다
(GA2, 392).”

186) “현존재 자신 안에서 그의 양심을 통해 입증된 … 탁월한 본래적 개시성을 
… 우리는 결단성이라 부른다(GA2, 393).” 결단성은 부름과 관련된 현상일 뿐 
아니라 불안 및 탓(Schuld)과도 관련된 현상이지만 본 논문은 말의 현상인 부름
을 중심으로 결단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187) 하이데거는 현존재의 존재가 역사적으로 수행되는 것과 현존재가 관찰자가 되
는 것을 구분한다. “… 우리 자신인 우리의 존재가 역사적으로 수행되는가 혹
은 우리가 단지 관찰자일 … 뿐인가(GA38, 110)?” 현존재의 존재가 역사적으로 
수행되는 것은 현존재가 자기 자신으로 존재하는 것 즉 자신의 고유한 존재가 
생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단지 관찰자라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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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의 ‘현’이 곧 상황(Situation)인데(GA2, 397), 양심의 부름은 현존재

에게 공허한 실존의 이상(Existenzideal)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로 현존재 자신을 소환한다(GA2, 398). 상황에로 소환된 현존재는 자신

의 가장 고유한 가능성을 입증하면서 자기 자신으로서 실존하게 된

다.188) 부름은 현존재가 그 자신에 대해 말하는 것, 현존재로 하여금 자

기 자신으로 존재하도록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밖으로 말해질 이유가 

없으며 밖으로 말해질 수도 없다. 양심의 부름이 침묵인 것은 이 때문

이다. 현존재가 자기 자신으로 존재하는 것을 의미하는 본래적인 역사

적 실존은 부름 때문에 가능한 것이며 따라서 부름이 현존재의 본래적

인 역사적 실존의 근거이다.189) 그런데 양심의 부름이 현존재의 역사적 

가 생기이며 그리하여 역사라는 그러한 의미를 은폐하는 것이다(GA38, 110).” 
현존재의 본래적인 역사적 실존은 이렇게 현존재가 자기 자신으로 존재함으로
써 자신의 고유한 존재가 생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래적 생기가 본래적 실존
의 가능성을 개시하는 결단성 안에 놓여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188) “… 양심[은] 현존재의 근거 안에 포함되어 있는 존재 양식인데 이 존재 양
식 안에서 현존재는 가장 고유한 존재 가능을 입증하면서 자기 자신의 현사실
적 실존을 가능하게 한다(GA2, 398).”

189) 현존재 자신에 대한 말함으로서의 양심의 부름과 현존재의 본래성 그리고 침
묵의 문제에 대해서 연구자들은 대체로 양심의 부름을 본래적 현존재가 자기 
자신에 대해 말하는 침묵적 말함이라고 해석한다. 예컨대 브로건은 양심의 부름
이 현존재 자신을 되부르는 것으로서 침묵적인 말함이라고 진술한다. “본래적 
현존재는 특별한 종류의 들음을 갖는데 이는 … 자기 자신을 되부르는 것이[다] 
… (Brogan 2013, 34).”, “양심은 자신을 다시 부르는 자기의 부름이다(Brogan 
2013, 37).”, “양심은 오직 침묵으로 말한다(Brogan 2013, 34).” 마찬가지로 슈
타센도 현존재가 본래성의 양태에서 실존하는 경우에는 말하는 ‘그것’이 곧 
자기 자신에게 말하는 양심의 소리라고 진술한다. “… 실존적 존재 가능 자체
가 문제시될 경우에는 그리하여 현존재가 그의 본래성의 양태에서 실존해야하
는 경우에는 … [말하는] ‘그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양심의 소리를 통해서 
말한다(Stassen 1973, 40).” 해리스도 같은 입장을 갖는다. “하이데거는 양심의 
부름을 본래적 말의 양태로 논의한다. 여기서 침묵적으로 부르는 자는 개인 자
신인데 그는 스스로를 그의 고유한 본질에로 되부르는 것이다(Harries 1976, 
499).” 이와 달리 멀홀은 “양심의 소리가 외부의 원천으로부터 나오는 것일 
수 있음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야 말한다(Mulhall 2013, 194). 즉 
양심의 소리가 “… 비본래성을 극복하고 순전히 개인적 삶을 살 수 있는 능력
을 해방시킨 대화자 … 로부터 나오는 것일 수 있는데 이 대화자는 자기 자신
을 본래적 실존의 양태가 무엇일 수 있는지에 대한 범례로서 스스로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다(Mulhall 2013, 194).” 멀홀은 『존재와 시간』에서 
검토된 딜타이와 요크의 서신 교환을 그 사례로 본다. 다시 말해 “딜타이에 대
한 요크의 서신이 딜타이를 위해서 딜타이가 어떻게 역사적 담론에 대한 대략
적으로 비본래적인 이해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지를 지적하려는 시도”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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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존의 근거가 되는 것이라면 빈말은 현존재의 역사성과 어떠한 관련을 

갖는 것일까? 양심의 부름과 빈말은 각각 현존재의 역사성과 관련하여 

어떤 차이를 가질까? 

③ 비본래적/본래적 말과 역사성의 관계 

『존재와 시간』에서 하이데거는 세계에 대한 이해에서 나아가 세계의 

열어 밝혀져 있음 즉 개시성에서 시작하여 진술을 거쳐 빈말에 도달한

다. 존재자를 어떠한 것으로서 제시하는 진술의 제시적 ‘로서’는 존

재자에 대한 해석의 파생물이다. 따라서 진술의 ‘로서’가 제시하는 

존재자의 ‘~임’은 현존재의 이해와 연관되어 있다. 진술은 해석과 마

찬가지로 이미 개시되어 있는 존재자를 부각시키는 기능을 하는데, 진

술에서는 진술 대상이 되는 존재자가 어떤 속성을 갖는 사물적 존재자

로서 부각되며 그리하여 존재자의 실천적 쓰임이 은폐된다. 해석의 퇴

락한 양태인 빈말에서는 말해지는 사태가 근원적으로 이해될 필요가 없

기 때문에 그 사태가 언제나 은폐된다. 

  말은 개시성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개시성을 분절하고 세계내부적 존

재자를 그것이 특정한 의의를 갖게 되는 의의부여 연관과 함께 개시하

이다(Mulhall 2013, 195). 멀홀은 하이데거가 이러한 ‘변화’를 거부할 것이라고 
스스로 말하면서도 동시에 이와 같은 해석이 “하이데거가 실제로 양심의 소리
로 말했던 것에 부드럽게 들어맞는다”고 말한다(Mulhall 2013, 194). 멀홀이 양
심의 부름이라는 현상을 새롭게 해석한 것은 특기할만한 일이지만 그럼에도 ―
멀홀 스스로 인정하고 있듯이― 양심의 부름을 현존재가 자기 자신에 대해 말
하는 침묵적 말함이 아니라고 보는 해석은 과도한 것임에 틀림없다. 다른 한편 
벨메어는 본래성을 언어 상실의 한계 경험이라고 보면서 이 경험은 진정 고유
한 언어를 고안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말한다. “… 하이데거에 의해서 분석된 
본래성에서 가능해지는 … 언어 상실의 한계 경험 … (Wellmer 2007, 279)”, 
“… 실제적인 언어 붕괴의 … 경험으로서의 그것[본래성의 현상]은 … 진정 고
유한 언어 … 를 고안하는 것을 포함한다(Wellmer 2007, 283).” 그런데 벨메어
는 진정 고유한 언어를 양심의 부름으로 보지 않는다. 그것은 벨메어의 다음과 
같은 진술을 통해서 확인된다. “… 언어의 갱신에의 자극은 … 그것의 척도를 
공공적 진리 공간에서의 성공에서 갖는다(Wellmer 2007, 283).” 하이데거가 이
와 같은 언어를 제시하지 않는다는 점은 분명하며 따라서 벨메어가 보기에 하
이데거의 본래성은 규범적 의미에서 공허한 것으로 남는다. “… 본래성 … 에 
대한 그의 개념은 … 규범적 의미에서 공허한 것으로 남는다(Wellmer 2007, 
283).” 하지만 이러한 비판은 애초에 공공적인 진리 공간에서의 성공 여부와는 
무관한, 자기 자신에 대한 말함이자 침묵적 말함인 양심의 부름을 벨메어가 등
한시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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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퇴락한 말인 빈말에서는 존재자가 개시되기보다는 오히려 은폐된

다. 빈말이 퇴락한 말인 한에서 빈말을 하는 현존재 역시 말해지는 것 

곁에 어떤 식으로든 함께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뒤따라 말하는 

빈말에서는 현존재가 말해지는 것 곁에 ‘근원적으로’ 함께 있지는 않

아도 된다. 예컨대 “렘브란트[의 그림]는 얼마다(GA20, 373)”와 같은 

빈말에서처럼, 빈말에서는 말해지는 것이 ―예술작품으로서 현시될 필

요가 없는 것은 물론이고― 도구적 존재자나 사물적 존재자로서 현시될 

필요가 전혀 없다. 빈말을 하는 현존재는 말해지는 것 곁에 퇴락해 있

을 뿐이다. 그저 뒤따라 말할 뿐인 빈말은 현존재의 고유한 가능성에 

기초하여 구성되는 실천적이고 실존적인 의의 연관과 무관한 것이다. 

  말에는 함께 나눔이 속하는데 함께 나눔에서 화자와 청자는 어떤 것

을 서로 함께 말하면서(miteinanderrenden) 동일한 사태 곁에(bei) 존재

한다(GA20, 363). 말해지는 사태 곁에 함께 있음에서 중요한 것은 현존

재의 자기 이해 역시 함께 있음에서부터 자라난다는 점이다. 현존재의 

자기 이해는 그가 세계 안에 이미 말하면서 함께 있다는 것에서부터 성

장한다.190) 빈말이 뿌리 뽑힌 이해의 양식인 이유는 빈말 속에 머무르

는 현존재가 자기의 가장 고유한 가능성에 따라서 자신을 위해 실존하

면서 자신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내부적 존재자 곁에서 그것에 

퇴락한 채 공공적 해석을 따르면서 실존하기 때문이다.191) 빈말 속에 

머무르는 현존재 역시 자신을 위해 실존하는 것은 맞지만 그는 자신의 

가장 고유한 가능성에 따라서 자기 자신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빈

말 속에 머무르는 현존재는 세인의 평균적 해석성에 따라서 자신의 가

능성을 취하는 것이다.192)

  빈말은 본래적 의미에서의 역사는 아니며 오히려 비역사

(Ungeschichte)이다(GA38, 95).193) 물론 비역사는 역사가 없는 것

190) “… 서로 함께 얘기함에서(Sprechen) 얘기되는(besprechen) 사태 자체 곁에 
서로 함께 있음이 존재하며 이로부터 ―세계 안에 그때 마다 함께 있음(Mitsein)
에서― 비로소 자기 이해(Sichverstehen)가 성장한다(GA20, 363).”   

191) “빈말 속에 머무르는 현존재는 공중에 떠 있으며(in einer Schwebe sich 
hälten) 이러한 방식으로 언제나 “세계” 곁에 타인과 함께 그 자신을 위하여 
존재한다(GA2, 226).” 

192) “… 현존재는 우선 세인의 해석성에 따라서 그의 가능성을 취한다(GA2, 
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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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schichtlose)과 분명히 구분되는데 그것은 역사가 없는 식물과 동물 

등은 존재 양식으로서의 생기와 무관하기 때문이다(GA38, 95). 하이데

거는 비역사가 생기가 존재하는 곳에서만 존재하지만 생기가 언제나 역

사일 필요는 없다고 말한다(GA38, 95). 빈말은 생기의 양식으로 존재하

는 현존재가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역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

에도 본래적 의미에서의 역사인 것은 아니다. 왜 빈말은 비역사인 것일

까? 

  역사는 그것의 본질적 무게를 현존재의 장래에서부터 발원하는 실존

의 본래적 생기에서 갖는다(GA2, 510). 빈말은 비본래적으로 실존하는 

현존재의 존재를 형성하는데 비본래적 현존재는 고려되는(besorgt) 것으

로부터 그의 역사를 계산해낸다(GA2, 515). 즉 비본래적 현존재는 무연

관적으로 일어난 것들(Passierten)의 체험의 주체로서 자신을 한데 모으

면서, 고려되는 것들에 퇴락한 채로 자신의 연관을 수립하려 한다.194) 

비본래적 역사성은 현존재가 고려되는 것을 현재화하면서 그것에 퇴락

한 채로 자신의 연관을 수립하는 비본래적 생기의 존재 구조다.195) 물

론 역사성이 현존재의 존재에 속하기 때문에 비본래적으로 실존하는 현

193) 빈말이 비역사라고 말하는 강연 『언어의 본질에 대한 물음으로서의 논리학』
은 1934년에 이루어졌다. 따라서 『언어의 본질에 대한 물음으로서의 논리학』
은 전회의 기점이 되는 1930년의 강연 「진리의 본질에 관하여」 이후에 이루
어진 강연이다. 유의해야 하는 것은 전회를 하이데거 사유의 단절로 이해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하이데거 사유가 그 자체 연속성을 가질 뿐 아니라 특히 1930
년에 시작된 전회가 1937년에 완료됐다고 보는 복의 논의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Bock 1966, 1), 1930년부터 1930년대 중반까지 이루어진 강연에서 우
리는 전기 사유의 특징과 후기 사유의 특징이 혼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예컨대 
『언어의 본질에 대한 물음으로서의 논리학』에서 우리는 빈말에 대한 논의 외
에도 역사는 그것이 생기하는 한 발현(Ereignis)이라는 논의(GA38, 87), 근원적 
언어는 시작의 언어라는 논의(GA38, 170)를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언어의 본질에 대한 물음으로서의 논리학』이 말하는 비역사로서의 빈말을 
비본래적 말과 역사성의 관계를 규명하는 데 참조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194) “… 현존재가 … 방금 ‘일어난 것’의 … 무연관에서부터 자신을 비로소 한
데 모아야 하기 때문에, 오직 이러한 비본래적 역사성의 이행의 지평에서부터 
비로소 … 체험의 주체라는 의미에서 수립해야 하는 현존재의 ‘연관’에 대한 
물음도 성장하는 것이다(GA2, 515).”

195) “‘비본래적 일어남’ 속에서 현존재는 ‘당장의 새 것’을 기대하면서 ‘옛 
것’을 이미 망각한 채 자신의 ‘오늘’을 마주 대할(현재화할) 뿐이다. 이로써 
우리는 ‘비본래적 일어남’의 시간성의 구조, 즉 ‘비본래적 역사성’의 시간
적 구조를 제시한 셈이다(이기상·구연상 1998, 100).”



- 78 -

존재도 역사적인 것은 분명하지만,196) 그럼에도 그가 실존의 ‘근거’

에 있어 역사적인 것은 아니다.197) 빈말이 비역사인 것은, 비본래적으로 

실존하는 현존재가 그의 실존의 ‘근거’에 있어 역사적인 것이 아니라

는 점 때문이다. 

  빈말 속에 머무르는 세인은 그저 현실적인 가능성에 매몰되어 기재하

고 있는 가능적인 것 자체를 회복할 수 없다.198) 세인의 평균적 해석성

에 따라서 가능성을 취하는, 빈말을 하는 현존재는 기재하고 있는 가능

적인 것 자체를 보지 못하며 가능성을 그가 일상적으로 알고 있는 것으

로 평준화시켜 버린다.199) 빈말 속에 머물면서 현존재는 평균적 해석성

에 기초한 가능성, 눈앞에서 표상할 수 있는 현실적인 가능성에 매몰된

다.200) 상투어(Schlagwort)와 관용구(Phrase)가 빈말의 표지인데(GA20, 

375), 기재하는 가능성의 회복은 상투어나 관용구와 같은 ‘관행적인 

것(was gang und gäbe ist)’을 움켜잡는 것(Aufgreifen)과는 아무런 관

련이 없다(KPM, 198). 관행적인 것처럼 누구나 손에 넣을 수 있는 너무

도 현실적인 가능성201)을 취하는 빈말은 가능적인 것의 진정한 회복과

는 아무런 관련이 없을 뿐 아니라 심지어 그러한 회복을 방해하며 그리

하여 현존재 자신의 고유한 존재의 생기를, 역사의 생기를 방해한다.202) 

  그럼에도 유의할 것은 생기가 현존재의 존재 양식인 한에서 빈말이 

생기와 전혀 무관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모든 역사적인 생기는 비

196) “역사성이 현존재의 존재에 속한다면, 비본래적으로 실존함도 또한 역사적이
어야 할 것이다(GA2, 511).”

197) 현존재의 존재에 죽음, 양심 등이 동근원적으로 함께 기거할 때에만, 현존재가 
그의 실존의 근거에 있어 역사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GA2, 509).

198) “가능적인 것에 눈이 멀어서 세인은 기재하는 것을 회복할 수 없[다] … 
(GA2, 517).”

199) “… 세인의 해석은 애초부터 … 가능성을 알고 있는 것 … 의 권역으로 제한
한다. 일상적으로 우선 사용할 수 있는 것(Verfügbare)에로의 이러한 현존재 가
능성의 평준화는 동시에 가능적인 것 자체를 못 보게 만드는 것이다(GA2, 
258).”

200) 눈앞에서 표상할 수 있는 평균적 해석성에 기초한 가능성이 그저 현실적인 가
능성인 이유는 그것이 아직 실현되지 않았다는 점만을 제외하고는 현실적인 것
과 아무런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201) “이러한 가능적인 것[관행적인 것을 움켜잡는 것]은 … 누구나 손에 넣는 너
무도 현실적인 것일 뿐이다(KPM, 198).”

202) “이러한 의미의 가능적인 것[관행적인 것을 움켜잡는 것]은 곧 진정한 회복
을 방해하는 것이며 이로써 역사와의 관계를 방해하는 것이다(KPM, 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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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를 즉 … 일상적인 것을 자신과 함께 동반한다(GA38, 99).” 일상

적인 것으로서의 비역사가 바로 빈말이다. 현존재가 자신의 가능적 장

래에로 앞질러 달려가면서 그의 ‘현’이 개시되지만, 개시된 세계 안

에서 현존재는 세계 안에 존재하는 존재자 곁에 퇴락하여 빈말을 하면

서 우선 대개 세인으로 실존한다. 세인으로 존재하는 현존재는 자신의 

고유한 가능성에 따라서 실존하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그의 실존의 근

거에 있어 역사적인 것이 아니다. 

  현존재가 실존의 근거에 있어 역사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양심의 부름

을 통해 자신의 고유한 존재를 문제삼고 그리하여 자신의 존재를 스스

로 정초할 때 가능하다. 자신의 가장 고유한 존재할 수 있음을 문제삼

게 하는 양심의 부름은 눈앞에서 표상할 수 있는 그저 현실적인 가능성

에 매몰되어 있는 빈말과 달리 장래적이고 기재적인 성격을 강하게 갖

는다.203) 양심의 부름이 장래적·기재적 성격을 강하게 갖는 이유는 그

것을 통해 현존재의 고유한 존재가 생기함으로써 탄생과 죽음 사이에서 

뻗쳐져 있는 현존재의 생의 전체 연관이 구성되기 때문이다.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죽음을 향해 실존하는 현존재는 탄생과 죽음 사

이로 자신을 뻗치면서 생의 연관을 구성한다.204) 생의 연관을 구성하는 

203) 가능적인 것 자체는 죽음의 가능성처럼 기재하는 것이면서도 눈앞에서 표상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현실적인 것이 아닌 진정으로 장래적인 것이며 양심의 부
름이 장래적이면서 기재적인 가능적인 것 자체를 드러내기 때문에 양심의 부름
은 장래적·기재적 성격을 강하게 갖는다. 슈타센은 양심의 부름이 특히 장래적 
성격을 강하게 갖는 것으로 본다. “말이 침묵되어지는 곳에서만 장래가 시숙에
서 우위를 떠맡을 수 있다(Stassen 1973, 42).” 양심의 부름과 달리 밖으로 말해
진 진술이나 빈말은 장래적·기재적 성격보다 현재적 성격을 더 강하게 갖는다. 
진술은 어떤 것을 어떤 것으로 말하면서 보여주는 것인데 이렇게 보여주는 것
은 진술의 대상이 되는 존재자를 현존하게 하는 것(Anwesendseinlassen)이다. 진
술이 존재자를 현존하게 하는 것은 사물적 존재자가 어떤 속성을 갖고서 현존
한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인데, 사물적 존재자의 현존성(Anwesenheit)을 발견
(Entdecken)하는 것은 그 존재자를 현재화하는 것이다. “어떤 것을 어떤 것으
로서 말하면서 보이게 해주는 진술은 순수한 현재화 ―존재자를 현존하게 하는 
것, 그리하여 사물적 존재자의 현존성의 발견― 의 특정한 가능성이다(GA21, 
414).” 현재화는 현재의 성격을 가지며 따라서 진술은 장래적·기재적 성격보
다 현재적 성격을 더 강하게 갖는다. 퇴락한 말인 빈말은 진술보다 한층 더 현
재적인데, 이는 퇴락이 현재적 성격을 갖기 때문이다. “장래가 일차적으로 이
해를, 기재가 기분을 가능하게 하듯이, 마음씀의 세 번째 구성적 구조 계기인 
퇴락은 그 실존론적 의미를 현재에 가지고 있다(GA2, 458).” 

204) “현존재는 … 자기 자신을 뻗쳐서 애초부터 그의 고유한 존재를 뻗침으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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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존재의 뻗침(Erstreckung)이 생기이며, 현존재의 생기의 문제는 곧 현

존재의 연관(Zusammenhang)에 대한 물음에 다름 아니다.205) 생기는 현

존재의 탄생과 죽음 사이에서 뻗쳐져 있는 생의 연관을 구성하는 것이

다. 생기에서 생의 연관이 중요한 것은 현존재 자신의 역사가 생기하는 

것이 그가 단순히 현재적으로 실존하는 것 즉 세계 안에 존재하는 존재

자 곁에 퇴락한 채로 실존하는 것과 분명히 구분되기 때문이다. 

  양심의 부름은 현존재 자신을 상황에로 소환하면서 생의 연관을 현존

재 자신의 실존적 의의 연관으로서 드러낸다. 다시 말해 죽음으로 앞질

러 달려가는 현존재의 가능적 장래가 규정하는, ‘현’에 기재하고 있

음의 의미가 양심의 부름을 통해 드러나는 것이다. 양심의 부름을 통해 

현존재가 자신을 역사적 존재로서 스스로 정초하는 생기는 이미 지나가

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현’의 과거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현’을 본래적으로 개시하는 것이다.206) 이는 빈말을 하면서 존재자 

곁에 퇴락하여 실존하는 현존재에게는 개시됨이 은폐됨으로 뒤바뀌는 

것과 분명히 구분된다. 빈말을 하면서 자신의 ‘현’을 본래적으로 개

시하지 않는 비본래적 현존재는 그의 실존의 근거에 있어 역사적인 것

이 아니다. 

  비본래적인 역사적 실존이 빈말을 하면서 ‘현대적인 것’만을 쫓는 

것으로서 과거를 현재의 삶에 별 보탬이 되지 않는 유물 정도로만 생각

하는 것이라면, 본래적인 역사적 실존은 ‘오늘’에 대해서 거리를 취

하면서 세인의 퇴락한 삶에서 벗어나는 것이다.207) 현존재의 본래적인 

성한다(GA2, 495).”, “… 생의 연관 즉 현존재의 특수한 뻗침, 동성
(Bewegtheit), 지속성(Beharrlichkeit) …(GA2, 495)”

205) “… 자기를 뻗침(Sicherstrecken)의 특수한 동성을 우리는 현존재의 생기라고 
부른다. 현존재의 연관에 대한 물음은 현존재의 생기의 존재론적 문제이다(GA2, 
495).” 현존재의 뻗침과 생기 그리고 역사성의 관계를 주목한 연구자는 호이이
다. “인간 실존이 스스로를 … 탄생과 죽음 사이에 뻗쳐져 있는 것으로서 인식
하는 시간적 생기라는 이러한 생각은 역사성 … 의 가능성을 위한 조건의 지위
를 갖는다(Hoy 1978, 336).”  

206) “… 생기에 속하는 개시성 … (GA2, 511)”

207) “본래적 역사성의 시간성은 ‘죽음으로 선구하면서 회복하는 순간’으로서 
‘오늘’에 대해서 거리를 취하면서 세상 사람의 습관성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반면에 비본래적인 역사적 실존은 자신이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과거의 유물
을 짊어지고 ‘현대적인 것’을 쫓는다. 비본래적인 실존은 과거를 현재의 삶에 
별 보탬이 되지 않는 유물 정도로만 생각할 뿐인 것이다(박찬국 2014, 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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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 실존은 양심의 부름을 통해서 생기하며 따라서 양심의 부름이 

현존재의 본래적 역사성의 근거가 된다. 이는 비본래적·본래적 말이 

현존재의 생기로서의 역사와 얼마나 상관적인지를 보여준다. 이처럼 전

기의 말과 현존재 역사성은 분명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서 우리는 

말의 생기적 성격을 통해서 현존재 중심적인 전기 사유의 특징을 확인

할 수 있다.  

  후기에는 언어와 역사가 전기와는 다른 함의를 가질 뿐 아니라 전기

와는 다른 식의 관계가 양자 사이에 성립한다. 후기에는 언어를 말보다 

파생적 현상이라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하이데거 사유의 강조점이 변

화되어 현존재 역사성이 아닌 존재 역사가 보다 더 중요해진다. 그렇다

면 이제 후기 하이데거에게서 언어와 역사의 문제를 검토하기 위한 단

초를 확보하기 위해서 하이데거가 전회에 이르게 된 이유를 특히 언어

와 역사의 문제를 중심으로 확인하기로 하자. 

4. 하이데거 사유의 전회와 전후기의 언어 의

미 변화

① 하이데거 사유의 전회와 존재 진리 문제 

하이데거가 전회에 이르게 된 이유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진리 개념과 

관련된 문제를 먼저 검토해야 한다. 현존재는 세계 안에 존재하는 존재

자를 발견할(entdecken) 수 있다. 다시 말해 세계 안에 존재하는 존재자

는 비은폐될 수 있는데, 존재자의 드러나 있음(Aufgedecktheit), 비은폐

성(Unverborgenheit)이 진리이다(GA21, 7). 그런데 존재자가 발견되는 

것은 세계가 이미 개시되어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 다시 말해 발견된 

세계내부적 존재자는 이차적 의미에서 참(wahr)이며 일차적으로 참인 

것은 발견하는 존재자인 현존재이다(GA2, 292). 세계 안에 존재하는 존

재자의 발견되어 있음(Entdecktheit)은 이차적 의미의 진리이다(G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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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 일차적 의미에서 진리인 것은 현존재의 개시성이다.1) 

  『존재와 시간』에서는 현존재가 애초부터 그의 ‘현’을 가지며 이

를 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한다(GA2, 177). 현존재는 ‘현’의 개

시성을 결하지 않는데, 세계 안에 존재하는 존재자의 발견되어 있음은 

‘현’의 개시성에 근거한다.2) 『존재와 시간』에서는 현존재의 개시성

이 진리의 가장 근원적 현상이라고 말한다(GA2, 292). 세계내부적 존재

자의 발견되어 있음은 발견하면서 존재하는 존재자인 현존재의 실존과 

함께 생겨나고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3) 현존재의 개시성과 무관한 발

견되어 있음은 존재하지 않는다.4) 현존재가 개시성에 의해 구성된 존재

자이기 때문에 존재와 같은 것이 이해될 수 있는데5) 그것은 ‘현’의 

개시성에 근거하여 세계내부적 존재자가 발견되며 존재자의 존재가 이

해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존재는 현존재의 진리가 존재하는 한에서 존

재한다(es gibt).6) “존재와 진리는 동근원적으로 존재한다(GA2, 304).”

  『존재와 시간』에서는 진리와 현존재의 연관을 말하는 맥락에서 존

1) 하이데거는 “현존재가 본질적으로 자신의 개시성으로 존재하고 개시된 자로서 
개시하고 발견하는 한, 현존재는 본질적으로 참이다(GA2, 292)”라고 말하는데 
이는 “현존재가 [가장 근원적인] 진리 안에 있[음](GA2, 293)”임을 의미한다. 

2) “… 세계내부적 존재자의 발견되어 있음은 세계의 개시성에 근거한다(GA2, 
292).”, “개시성과 함께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발견되어 있음이 있게 된다 … 
(GA2, 292)”, “… ~곁에 발견하며 있음에서 생겨나는 사물적 존재자의 발견되
어 있음은 ‘현’의 개시성에 속하는 것이다(GA27, 138-9).”

3) “… 사물적 존재자의 발견되어 있음, 비은폐성(진리)은 현존재의 발견하며 있음 
즉 그의 실존과 함께 생기고 없어진다(GA27, 126-7).”, “… 이 비은폐성[존재
자의 비은폐성]은 현존재의 실존에 속한다 … (GA27, 156)

4) “진리는 오직 현존재가 존재하는 한에서만 그리고 존재하는 동안에만 존재한
다. 현존재가 존재할 때에만 … 존재자는 발견된다(GA2, 299).”, “세계의 개시
성과 더불어 각기 그때마다 이미 세계내부적 존재자도 발견되어 있다. 도구적 
존재자와 사물적 존재자의 발견되어 있음은 세계의 개시성에 근거한다(GA2, 
394).”, “이 명제[‘진리는 현존재와 상관적이다’]는 ‘진리는 현존재가 실존
할 때만 여하튼 진리로서 존재할 수 있고 진리 일반으로서 의미를 지닌다’라
는 형이상학적 명제다. 현존재가 실존하지 않으면 어떠한 진리도 존재하지 않으
며, 그렇다면 여하튼 무만이 존재한다. 오히려 현존재와 같은 것의 실존과 더불
어 비로소 진리가 현존재 자신에게 도달한다(KPM, 253).”

5) “… 현존재가 개시성 즉 이해에 의해서 구성된 것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도대체 
존재와 같은 것이 이해될 수 있으며 존재 이해가 가능하다(GA2, 304).” 

6) “존재 ―존재자가 아니다― 는 오직 진리가 존재하는 한에서만 존재한다(GA2, 
304).”, “개시성이 존재할 때에만 즉 진리가 존재할 때에만 존재는 존재한다. 
… 존재는 오직 진리가 즉 현존재가 실존할 때에만 존재한다(GA2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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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와 진리의 동근원성을 말하지만, 동근원성을 현존재의 진리인 개시성

과 세계내부적 존재자의 존재 사이의 관계에만 한정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는 없다. 『존재와 시간』에서는 현존재의 존재가 궁극목적으로 기투

되어 있음 안에는 존재 일반의 개시성이 놓여 있다고 말하는데(GA2, 

196), 이는 그의 고유한 가능성을 기투하는 것인 현존재 이해 안에 존

재 일반이 열어 밝혀져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존재 일반의 개시성과 

존재자의 발견되어 있음은 똑같은 것이 아닌데, 이를 우리는 『현상학

의 근본문제들』에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우리는 용어상으로만이 

아니라 사태적인 근거로부터도 존재자의 발견되어 있음과 존재자의 존

재의 개시성을 구분한다. … 존재자의 존재가 이미 개시되어 있을 때에

만 존재자는 발견될 수 있다(GA24, 102).” 그렇다면 존재 일반의 개시

성과 현존재의 개시성 사이의 관계는 무엇일까? 

  『존재와 시간』에서는 현존재의 진리가 일차적 의미의 진리였고 도

구적 존재자와 같은 세계 안에 존재하는 존재자의 진리는 이차적 의미

의 진리였다. 『존재와 시간』에서 존재 진리에 대한 언급이 있기는 하

지만 집중적으로 조명된 것은 분명 현존재의 진리였다. 주목할 것은 

『존재와 시간』의 출간 이후에 존재 진리의 문제가 점점 더 사유의 과

제로서 제기되었다는 점이다. 예컨대 「근거의 본질에 관하여」에서는 

“… 존재자의 비은폐성 안에는 그때마다 이미 그 존재자의 존재의 비

은폐성이 놓여 있다(WG, 134)”, “존재의 개현성(Enthülltheit)이 존재

자의 개방가능성(Offenbarkeit)을 비로소 가능하게 한다. 존재에 관한 

진리인 이러한 개현성이 존재론적 진리로 명명된다”고 말한다(WG, 

131). 그리고 『칸트와 형이상학의 문제』에서도 “진리 자체는 존재의 

개현성과 존재자의 개방가능성으로 나누어져야 한다”고 말한다(KPM, 

119). 여기서 존재의 개현성은 존재의 개시성인 존재의 진리이며 존재

자의 개방가능성은 도구적 존재자와 같은 세계내부적 존재자의 발견되

어 있음인 존재자의 진리를 의미한다. 

  나아가 『철학입문』에서는 존재의 진리와 존재자의 진리가 분명하게 

구분할 뿐 아니라 존재의 진리가 다시금 선존재론적 진리와 존재론적 

진리로 구분하면서 다음과 같은 정식을 제시한다(GA27,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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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존재의 진리: 개현성으로서의 비은폐성―선존재론적·존재론적 진리

   2. 존재자의 진리: 개방가능성으로서의 비은폐성―존재적 진리

    1) 개시성으로서의 개방가능성: 현존재의 비은폐성

    2) 발견되어 있음으로서의 개방가능성: 사물적 존재자, 도구적 존재

자의 비은폐성

아울러 『철학입문』에서는 “존재와 같은 것이 이해되고 주어진다면, 

존재의 이해됨과 주어짐에는 분명 존재 자체의 비은폐성이 있다”고 말

한다(GA, 206). 이해는 현존재의 개시성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개시성을 

특징짓는 것이었는데, 이해 안에 이미 존재 진리인 개현성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 존재 진리가 개현되어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형이상학이란 무엇인가?」가 처음 강연된 후 오랜 시간이 

지나서 덧붙여진 <서론>은 존재 진리가 현존재에서 길어내어지는

(erschöpfen) 것은 아니며(EWM, 373-4) 현존재 이해는 존재의 비은폐성

에서부터(aus der Unverborgenheit des Seins her) 사유되는 것이라고 

말한다.7) 현존재 이해의 근저에 존재 진리가 이미 항상 놓여 있다는 것

이다. 『존재와 시간』에서 하이데거가 진리로 번역되곤 하는 그리스어 

알레테이아(άλήϴεια)에 주목했던 것은 진리 현상을 현존재의 개시

성으로 소급하기 위함이었다.8) 하지만 현존재 이해의 근저에 존재 진리

가 이미 항상 놓여 있기 때문에 진리 현상을 현존재의 개시성으로 소급

하는 『존재와 시간』의 문제틀로 존재 진리를 온전히 사유하기 힘들다

는 것은 분명하다.9) 

7) “… 형이상학으로부터 유래하여 인간의 본질에 대한 존재 진리의 연관에로 진
입하는 관계는 ‘이해’로 파악되[는데] 여기서 이해는 동시에 존재의 비은폐성
에서부터 사유된다(EWM, 377).”

8) “… 현존재의 개시성과 더불어 비로소 진리의 가장 근원적인 현상에 이르게 된
다(GA2, 292).”, 하이데거는 탈은폐(Entbergen)를 의미하는 알레테우에인(άλήϴ
εύειν)을 진술(Aussage) 진리의 근거로 보면서 알레테이아를 진리(Wahrheit)
가 아닌 비은폐성(Unverborgenheit)으로 번역한다(GA2, 291). 

9) 『파르메니데스』에서는 알레테이아의 본질 안에 개방터(Offene)가 주재한다고
(walten) 말하는데 현존재가 개방터에 속해 있지 개방터가 현존재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다. “… 알레테이아의 본질 안에 주재하는 개방터 … (GA54, 240)”, 
“… 인간은 현-존재로서 개방터에 ... 내맡겨져 있다 … (GA49,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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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존재와 시간』에서 하이데거가 존재자가 그 안에서 발견되는 

현존재의 ‘현’의 개시성을 묻는다는 점에서, 『존재와 시간』의 존재 

물음은 단순히 존재자의 존재에 대해 묻는 형이상학적 물음과 똑같은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존재와 시간』의 존재 물음은 존재의 의미 즉 

존재 진리를 묻는다는 점에서 이미 존재 진리를 묻는 진리 물음의 도상

에 있는 것이었다.10) 그리고 『존재와 시간』은 실제로 현존재의 시간

성으로부터 존재 진리로서의 시간에로 향하는 전회를 목표로 했던 것이

었다.11) 따라서 존재 진리에로 향하는 도상에 있었던 『존재와 시간』

의 기획 안에 하이데거가 의도한 전회가 이미 있었다는 것은 분명하

다.12) 하지만 마찬가지로 분명한 것은 실제로 수행된 전회가 『존재와 

시간』의 기획대로 수행될 수는 없었다는 점이다.13) 『존재와 시간』의 

기획과 달리 실제로 수행된 전회는 하이데거가 의도하지 않은 것이었으

며 예기치 않은 것이었다. 현존재의 개시성으로 소급하는 것으로는 온

전히 사유되기 힘든 존재 진리의 문제가 하이데거에게 사유의 과제로서 

제기되고 그리하여 하이데거가 의도하지 않은 전회에 이르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이제 이 문제를 존재 역사의 문제를 중심으로 검토하기로 하

자.   

② 존재 진리와 존재 역사

존재가 현존재의 ‘현’ 안에서 개현되는 것이더라도14) 진리 현상을 현

10) “잘 알려져 있듯이 하이데거는 『존재와 시간』에서 제시한 기초존재론적 관
심에서 전통 ‘형이상학 이후’의 존재 진리를 말하고 있다(신승환 2009, 55)” 
신승환은 같은 취지에서 레너 역시 다음과 같이 말한다고 진술한다. “하이데거
의 사유는 그 자체로 ‘형이상학 이후 사고’의 기획을 안고 있다(신승환 2009, 
55; Renner 1980, 200 재인용).” 

11) “『존재와 시간』은 그것의 전체 구도에서 사유가 현존재의 시간성에서 개방
성으로서의 존재의 의미 혹은 진리로서의 시간에로 향하는 이러한 전회를 목표
로 한다(Pöggeler 1983a, 109).”

12) “… 『존재와 시간』을 발간할 당시 제1부의 3절인 〈시간과 존재〉가 보류되
었[다]. 여기에서 전체가 방향을 전회한다(BH, 327-8).” 

13) “사람들이 『존재와 시간』에서 이미 일종의 전회에 대해 말할 때 … 간과하
지 말아야 할 점은 실제적으로 수행된 전회는 결코 그렇게 수행될 수 없으며, 
더구나 『존재와 시간』이 계획한 대로는 수행될 수 없었을 것이다. 즉 실존에
서 존재에 대한 의미에로의 ‘체계적’이고 근거제시하는 이행으로서 말이다(페
겔러 1993,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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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의 개시성으로 소급하는 『존재와 시간』의 문제틀로 존재 진리를 

온전히 사유하기 힘들다는 것은 분명하다. 『존재와 시간』에서 하이데

거가 존재 의미에 대한 해명이 성취될 때 현존재 분석론이 반복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지시켰다는 것은 분명하지만15) 그럼에도 현존재 분석론

을 존재 물음의 완수를 위한 ‘기초’로 이해할 수 있는 여지 또한 분

명히 있다.16) 현존재의 진리를 강조하는 『존재와 시간』이 주체성에서

부터 출발하는 근대 형이상학 경향에서 완전히 빠져나온 것은 아니라는 

세간의 판단은 이에 근거하는 것이다.17) 「휴머니즘 서간」에서 하이데

거가 형이상학 언어로 존재 진리를 충분히 말할 수 없었다고 말한 것 

또한18) 『존재와 시간』이 근대 형이상학 경향에서 완전히 빠져나오지 

못했다는 판단에 일조했다는 것은 분명하다.19) 물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이데거가 비형이상학적 언어로 존재 진리를 사유하게 된 것이 

존재 역사의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이

14) “존재는 실로 진리로서, 존재자의 개방성과 이해가능성으로서, 그 안에서 존재
자가 나타날 수 있는 저 빛남으로서 존재한다. 존재의 의미 즉 존재의 진리와 
개방성은 개방성의 권역과 다르지 않은 현존재의 ‘현’ 안에만 ‘있
다’(Pöggeler 1983a, 108).”, “인간은 현-존재 즉 존재의 개현이 일어나는 장
으로 규정되어야 한다(이수정·박찬국 1999, 288).” 사실 현존재라는 명칭은 인
간과 존재의 공속관계를 지칭하는 이름이다. “… 하이데거는 인간의 존재양식
을 현존재라 명명한다. 현존재란 인간이 존재의 개방성 안에 들어서 있음을, 즉 
인간과 존재의 공속관계를 지칭하는 이름이다(이선일 2003, 29).”

15) “… 존재의 의미에 대한 해명이 성취될 때 현존재 분석론이 반복되어야 한다
는 점을 하이데거가 언제나 다시금 주지시켰다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Pöggeler 
1983a, 124).”

16) “현존재 분석론에서 발견되는 기초존재론이라는 전기 하이데거의 언명에는 분
명 애매한 면이 있다. 많은 경우 현존재 분석론은 존재 물음의 완수를 위한 통
로가 아니라 … 존재 물음의 기초인 것처럼 보인다(Pöggeler 1983a, 123-124).”

17) “『존재와 시간』은 … 우선 확보해야 하는 기초로서의 주체성에서부터 출발
하려는 근대의 경향에서부터 아직 충분하게 빠져나오지 못했[다](페겔러 1993, 
203).”

18) “… 사유가 이러한 전회를 충분히 말하기에는 턱없이 소용이 없고 그로써 형
이상학의 언어의 도움을 가지고는 이러한 과제를 꾸려 나가지 못한[다](BH, 
328).”, “… 하이데거가 사전 준비로부터 고유한 물음제기로 돌아온 곳에는 그
의 관심사를 포착하기에 충분한 언어가 결여되어 있다(Pöggeler 1983a, 109).”

19) 그래서 페겔러는 전회 이후 하이데거의 형이상학 비판이 자기 극복의 첨예함을 
갖는 것이라고 말한다. “하이데거는 ‘형이상학의 중심에 발을 들여놓았고 이
후에는 형이상학을 격정적으로 반대했다. 따라서 하이데거의 … 자기 극복의 첨
예함을 갖는 것이기도 하다(Pöggeler 1983a,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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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이 문제를 검토하기로 하자.  

  개시된 세계 안에서 존재자가 발견될 때 존재자의 존재는 이미 개현

되어 있으며 현존재는 개현되어 있는 존재를 이해한다. 현존재가 존재

자를 어떠한 존재자로서 해석하기 이전에 수행되는, 존재자의 존재에 

관한 이해는 존재에 관한 개념파악(Begreifen)이 아니다.20) 존재에 관한 

개념파악 이전에 수행되는 존재에 관한 이해는 선존재론적 존재 이해인

데, 이 이해는 존재에 관한 선개념적·비대상적 이해를 의미한다.21) 세

계내부적 존재자와 현존재의 일상적 교섭에는 언제나 비명시적인 선존

재론적 존재 이해가 놓여 있는데,22) 이 이해는 존재자에 대한 해석 이

전에 수행되는 것으로서 선험적인 것이다.23) 

  존재에 관한 개념파악은 선험적으로 이해되어 있는 존재를 고유하게 

테마와 문제로 삼음으로써 아직 개념화되지 않은 존재를 개념화하는 것

이다.24) 개념화는 선험적으로 이해되어 있는 존재를 재상기하고 대상화

할 때 가능하다. 하이데거는 현존재가 일상적으로 존재자 곁에서 퇴락

한 채 실존하면서 자신이 이미 존재를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했

20) “존재의 이해는 존재의 개념파악이 아니다. 그것이 어떤 양식이든 존재자와의 
관계맺음에서 우리는 항상 선행적이며 나아가 개념파악 이전의 존재 이해에서 
움직이고 있다(GA27, 193)”, “존재는 기투에서 이해되어 있기는 하지만 존재
론적으로 개념파악되어 있지는 않다(GA2, 196).” 존재자의 비은폐성이 곧 존재
자의 개념파악인 것은 아니다. 존재자에 대한 개념파악은 존재자의 탈은폐를 전
제한다. “존재자의 비은폐성은 존재자의 파악됨에 속에 있지 않다. 이 파악됨
은 단지 존재자의 비은폐성에 근거해서만 가능하다. 비은폐성은 존재자의 파악
됨 없이 있을 수 있다(GA27, 202).”

21) “… 우리는 존재자에 대한 이러한 모든 태도를 밝히면서 이끄는 존재 이해를 
그것이 선개념적이고 비대상적이기 때문에 선존재론적 존재 이해라고 부른다
(GA25, 23).”

22) “현존재와 그의 세계의 일상적 교섭에는 그 자체 은폐된 즉 비명시적이고 선
존재론적인 존재 이해가 놓여 있다(GA25, 23).”  

23) “… 따라서 선험이란 존재자로서의 존재자를 그것이 무엇으로 존재하고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는 바에 있어 가능하게 만드는 그것을 말한다(GA24, 461).”, 
“존재자와의 모든 태도는 이미 존재를 이해하고 있는데 그 존재는 부수적으로 
이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선행적으로 (앞서) 이해되어 있다. 존재
자와 관계를 맺는 가능성은 선행적인 존재 이해를 필요로 한[다](GA24, 
462-3).” 

24) “아직 개념화되지 않은 존재 이해(noch nicht zum Begriff gekommene 
Seinsverständnis)를 우리는 선존재론적 … 존재 이해라고 부른다. 존재에 관한 
개념파악(Seinsbegreifen)은 … 어떤 식으로든 개현된 존재를 고유하게 테마와 
문제로 삼음을 전제한다(WG,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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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에, 망각된 것에 대한 명시적 개념파악은 그것을 대상화하는 것

으로서 이미 이해된 것에로 되돌아오는(zurückkommen) 특징을 갖는다

고 말한다.25) 존재 물음은 현존재가 이미 이해하고 있는 존재를 다시금 

명시적으로 개념파악할 수 있는 가능성에 관해 묻는 물음이며 그리하여 

선개념적 존재 이해로부터 발원하는 물음이다(KPM, 219). 하지만 존재 

물음이 단순히 존재를 명시적으로 개념파악하는 물음이 아니라 그러한 

개념파악이 도대체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물음이기 때문에 

존재 물음은 존재 이해 일반의 본질을 묻는 물음으로 즉 존재 이해 일

반이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가를 묻는 물음으로 귀착하게 된다.26) 

  주지하듯이 『존재와 시간』에서는 존재 이해의 내적 가능성을 해명

하기 위해서 현존재를 분석하는 기초존재론을 전개한다. 『존재와 시

간』에서 현존재의 존재 의미는 시간성으로 드러나는데(GA2, 27) 시간

성은 존재자의 존재가 그 안에서 이해되는 지평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존재 이해의 가능 조건이었다.27) 그런데 시간성이 존재 이해 일반을 가

능하게 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그것은 존재론적 이해의 가능 조건일 뿐 

아니라 선존재론적 이해의 가능 조건이기도 하다. 그리고 시간성이 선

존재론적 이해의 가능 조건이기 때문에 선존재론적 이해의 선험성과 시

간성 사이에는 내적 연관이 존립한다.28) 시간성은 존재자에 대한 지향

25) “… 존재자에 몰입하여 자신을 잃어버린 결과 현존재는 그가 이미 존재를 이
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현사실적으로 실존하는 현존재는 이러한 보
다 더 이른 것(Frühere)을 망각했다. 따라서 이미 항상 ‘보다 더 이르게’ 이해
되어 있는 존재가 고유하게 대상으로 되어야 한다면 이 보다 더 이른 것, 망각
된 것에 대한 대상화(Vergegenständlichung)는 앞서 이미 … 이해된 것에로 되돌
아옴이라는 특징을 가짐에 틀림없다. 선험의 발견자인 플라톤도 그가 이것을 재
상기(Wiedererinnerung)라고 특징지었을 때 존재의 대상화라는 이러한 특징을 
보았던 것이다(GA24, 463).”, “… 존재는 우리가 이미 항상 이해하는 것이며 
우리가 그것 자체를 취하기 위해서는 다시금 상기할 필요가 있는 그것이다
(GA26, 186).”, “존재에 관한 이해는 우리의 영혼이 이전에 이미 보았던 그것
에 대한 재상기이다(GA26, 187).”

26) “존재 개념의 가능성에 관한 물음은 … 존재 이해 일반의 본질에 관한 물음으
로 귀착된다. … 존재 이해의 내적 가능성에 대한 해명 … (KPM, 219)”

27) “시간성은 현존재의 존재 구조의 가능 조건이다. 그런데 현존재가 실존하는 
존재자로서 자기 자신이 아닌 존재자 및 자기 자신인 존재자와 관계를 맺는 한
에서 이 존재 구조에는 존재 이해가 속한다. 따라서 시간성은 또한 현존재에 속
하는 존재 이해의 가능 조건임에 틀림없다(GA24, 388).”

28) “… 존재 이해가 현존재의 시간성에 뿌리내리고 있다면 선험과 시간성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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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태도가 그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세계를 개시하는 것이었으며 따

라서 지향적 태도와 존재 이해의 근거가 되는 것이었다. 시간성이 지향

적 태도에 선행하는 존재 이해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시간성과 선존재

론적 이해의 선험성은 분명한 연관성을 갖는다.29) 

  시간성에 의해서 개시된 세계 안에서 존재자가 발견될 때 존재자의 

존재는 이미 개현되어 있는 것이었다. 중요한 것은 시간성이 ‘현’의 

개시성을 탈자적·지평적으로 구성하지만 구성된 개시성 안에는 이미 

존재자의 존재가 어떤 식으로든 개현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존재가 개

현되는 양태는 고정 불변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 양태는 역사적

으로 변할 뿐 아니라 하이데거 사상에 입각하여 보다 더 정확히 말한다

면 개현되는 진리 안에 존재하며 주어지는 존재의 역사가 바로 ―단순

히 시간적으로 변화한다는 의미에서의 역사가 아닌― 진정한 의미의 역

사다. 현존재의 역사는 그의 시간적 구조에 근거하는 것이었으며 따라

서 시간성은 현존재의 역사를 정초하는 것이었지만, 시간성이 존재 자

체 역사까지 정초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시간성이 구성하는 ‘현’의 개시성 안에 존재자의 존재가 어떤 식으

로든 역사적으로 이미 개현되어 있기 때문에 존재에 관한 선험적 이해

는 실은 존재사적으로 이미 개현되어 있는 존재에 관한 선험적 이해이

다. 선존재론적 이해의 선험성이 역사적 선험성인 것은 이 때문이다. 

아울러 선존재로적으로 이해된 존재를 재상기함으로써 비대상적으로 이

해된 존재를 명시적으로 개념파악하는 것인 존재론적 해석 역시 선존재

론적 이해의 역사적 선험성에서 발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 역사

적으로 제약된 해석일 수밖에 없음은 분명하다. 이로부터 우리는 결국 

존재론적 해석에서 수행되는 존재의 탈은폐 즉 존재론적 진리 역시 결

국 역사적으로 제약된 진리임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존재와 시간』이 존재 진리에로 향하는 도상에 있었다는 것은 분명

하지만30) 그것의 명시적 과제는 시간을 존재 이해의 지평으로 해석하는 

는 내적인 연관이 존립할 것이다 … (GA26, 189).”

29) 하이데거는 선험이 ‘보다 더 이름(Frühere)’을 의미하는데 ‘보다 더 이름’
이라는 시간 규정은 통속적인 시간 개념에 의해 주어져 있는 시간의 질서를 의
미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보다 더 이름으로서의 선험이라는 개념에는 시간
의 규정이 놓여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고 말한다(GA24, 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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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었으며 하이데거는 시간성이 존재가 그 안에서 이해되는 세계를 개

시한다는 것을 보임으로써 이 과제를 달성하고자 했다. 중요한 것은 시

간성에 의해 개시된 세계의 지평 속에 이미 존재 진리가 존재한다는 

점, 존재가 이미 역사적으로 개현되어 있다는 점이다.31) 아울러 기초존

재론이 세계 안에 발견되어 있는 존재자로부터 개시하는 존재자인 현존

재의 존재에로 물러서는 일종의 물러섬이었다는 것이 분명하더라도 

『논리학의 형이상학적 시원 근거』에서 말하듯이 물러섬이 시간성을 

현존재의 ‘형이상학적’ 본질로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음을 상기한다

면,32) 기초존재론이 근대 주체성 형이상학의 자장을 완전히 벗어났다고 

보기는 힘들다. 하이데거에게서 시간성을 중심에 두는 기초존재론의 기

획이 중단되고 형이상학의 극복이라는 과제가 제기된 것, 존재 진리의 

역사를 사유하는 과제가 제기된 것은 이 때문일 것이다.

  「휴머니즘 서간」에서 존재론을 논하면서 하이데거는 존재론이 존재

자의 존재를 사유하고 그리하여 존재를 개념에로 강제하고자(in den 

Begriff zwängen) 하기 때문에 즉 존재를 개념화하고자 하기 때문에 비

판에 봉착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 진리를 사유하지 않기 때문에, 개념적 

사유보다 더 엄격한 사유가 있음을 오인하기 때문에 비판에 봉착하는 

것이라고 말한다(BH, 357). 그리고 이 비판의 연장선상에서 하이데거는 

1930년 이후에 존재 진리의 역사를 사유의 과제로 제기하면서 존재

(Sein) 개념을 기존과는 다른 식으로 표기함으로써 ―존재 (Sein ), 존재

(Seyn)― 자신의 존재 개념과 형이상학적 존재 개념의 차이를 보여주고

자 했다. 

  전회 이후의 존재 진리에 대한 하이데거의 물음은 형이상학이 망각한 

것에로 되돌아가서 망각의 근거를 묻는 동시에 형이상학 자체의 근거에 

30) 「휴머니즘 서간」에서 하이데거는 존재 진리를 앞질러 사유하고자(vordenken) 
했던 것이 『존재와 시간』의 기초존재론이었다고 말한다(BH, 357).

31) 발레가-누는 지평의 문제에 주목하여 하이데거의 전회를 검토한다. “… 하이
데거에게 과제는 지평 자체를 극복함으로써 … 모든 초월론적·지평적 관점을 
포기하는 것이 된다(Vallega-Neu 2013, 123).” 

32) 『존재와 시간』의 전체 연구는 시간성을 현존재의 형이상학적 본질로 밝혀내
고자 하는데(GA26, 214) 이는 현존재의 존재가 시간성에 근거하기 때문이었다
(GA2, 484). 시간성은 현존재의 존재의 근거이자 의미이며 나아가 현존재의 형
이상학적 본질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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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물음을 발원시키는 것이었다.33) 세계의 개시성 안에서 발견되는 

존재자의 존재는 어떤 식으로든 이미 개현되어 있으며 인간은 역사적으

로 개현되어 있는 존재를 사유한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근대 형이상학

에서와 같이 주체성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본질이 얼

마나 존재의 본질로부터 규정되는[지](NW 252)”를 사유하는 것이다.34) 

하지만 형이상학에는 이 사실이 은폐되어 있으며 심지어는 형이상학 자

체가 역사적으로 제약된 존재 이해로부터 발원한다는 사실 자체가 사유

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다.35)

  유의할 것은 하이데거의 전회가 의도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그것이 기존 입장의 포기는 아니라는 점이다.36) 

존재의 본질로부터 규정되는 인간의 본질, 현존재의 결단을 넘어서 있

33) “… 그러한[존재 일반의 의미에 대한 ‘망각된’ 물음의 명시적 방복] 물음 
제기는 형이상학으로부터 ‘망각된 것’에로 되돌아가며 동시에 망각의 근거에 
대한 물음과 형이상학 자체의 근거에 대한 물음을 발생시킨다. 존재 물음을 새
로이 제기하는 도상에서 형성된 사유는 형이상학의 표상 방식을 포기하고 이미 
존재의 진리인 본질의 차원에서 움직인다(Pugliese 1986, 52).”

34) “인간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존재에 관련을 맺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존
재의 관련이 비로소 인간에게 그의 그때그때마다의 역사적 본질을 증여하는 것
이다. 인간은 현-존재, 즉 존재의 개현이 일어나는 장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현
대인의 표상하는 의지조차 인간이 좌우할 수 없는 존재의 진리로부터 규정되며, 
이러한 진리의 본질이 오히려 우리의 역사적 정체성(wer wir sind)을 규정하는 
것이다(이수정·박찬국 1999, 288).”

35) “모든 형이상학으로서의 형이상학에는 인간의 본질이 얼마나 존재의 본질로부
터 규정되는지가 은폐된 채로 남아 있다. 형이상학이 특정한, 역사적으로 제약
된 존재 이해(존재자의 존재자성으로서의 존재)로부터 발원한다는 사실조차 형
이상학에게는 사유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Pugliese 1986, 51).” 『존재와 시
간』에서는 현존재 역사성이 강조되지만 존재의 역사적 개현은 현존재 역사성
으로 환원되는 것이 아니다. 현존재 역사성은 현존재가 자기 자신으로 실존하고
자 결단할 때 생기하는 것이며 따라서 전기에는 자기 자신으로 실존하고자 하
는 현존재의 결단이 무엇보다 중요했다. 하지만 후기에는 현존재의 결단을 넘어
서 있는 존재의 역사적 개현이 보다 더 중요하다. “… 전기 사상에서는 자신의 
고유한 존재에 직면하려는 현존재의 결의란 측면이 결정적인 중요성을 가졌던 
반면에, 후기 사상에서는 현존재의 결의와 통제를 벗어나 현존재가 이미 내던져
져 있는 역사 과정 자체가 결정적인 중요성을 갖게 된다. … 이렇게 존재가 … 
역사적으로 각 시대마다 다르게 자신을 드러내는 방식이 후기 하이데거에서는 
문제가 된[다](이수정·박찬국 1999, 234).”

36) “소위 하이데거의 1930-1935 사이의 전향이란 하이데거 사유의 사태 자체가 
변경된 것이 아니고 사유의 강조점 내지 방향이 바뀐 것이다. 즉 존재의 의미를 
기투하는 현존재에서 존재의 드러나 있음에로 초점을 옮긴 것이다(강학순 1995, 
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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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존재의 역사적 개현 등에 대한 후기 하이데거의 강조는 분명 인간의 

유한성과 역사성을 보다 더 철저히 사유하고자 했던 하이데거 시도의 

결과였다.37) 그리고 이러한 시도의 결과 그 의미가 변화된 것이 다름 

아닌 언어 개념이다. 『존재와 시간』에서 중요했던 것은 현존재 분석

론을 근거로 말의 존재론적·실존론적 구조를 끄집어내는 것이었으며

(GA2, 216) 따라서 현존재에 대한 분석이 말·언어 현상을 이해하는 데 

있어 핵심적이었다.38) 하지만 전회 이후에는 언어의 의미가 변화되면서 

말·언어 현상을 이해하는 데 있어 현존재에 대한 분석이 더 이상 핵심

적인 위치를 차지하지 않게 된다. 전회를 거치면서 언어의 의미는 어떻

게 변화되었을까? 이제 전후기 하이데거에게서 언어의 의미가 변화된 

양상을 확인하기로 하자. 

③ 전후기의 언어 의미 변화 

전회 이후에 하이데거는 형이상학을 비판하면서 인간이 형이상학적으로 

각인된 존재 안에서 언어를 가지고 있되 이때 언어를 애초에 그저 소유

물과 같은 것으로 취한다고 말한다.39) 현존재가 언어를 소유물과 같은 

것으로 취하는 이유는 존재가 형이상학적으로 각인된 것 즉 존재자성

37) “하이데거 사상의 이러한 전회는 전기 사상에 대한 포기가 아니다. 그것은 오
히려 전기 사상이 목표하고 있는 바를 보다 더 사태에 맞게 해석하고자 하는 
시도라고 볼 수 있다. 그것은 인간의 유한성과 역사성을 보다 더 철저하게 사유
하고자 하는 시도이다(이수정·박찬국 1999, 234).” 

38) 말·언어 현상을 이해하는 데 있어 현존재 분석이 핵심적이라는 하이데거의 진
술은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의 근본 개념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우리는 
개념 형성의 기초, 지반을 현존재 자체에서 찾는다. 개념 형성은 우연적 사건이 
아니라 현존재 자신의 근본 가능성 … 이다(GA18, 104).”, “이 존재자[현존재]
는 개념성의 근본 규정을 자기 안에 견지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는다(GA18, 
273).”, “… 인간 현존재라 불리는 이 존재자는 개념적인 것을 자기 안에 견지
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는다(GA18, 273).” 현존재 분석에 집중한 전기 하이데
거의 말·언어에 대한 입장에 대해 팔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 그 논의
[전기 하이데거에서 ‘로서’에 대한 논의]는 주체의 주체성에 대해 말하는 외
양을 띠는데 설사 그것의 현실적 목적이 존재론적 구조에 대한 해명에 있더라
도 그러하다. 언어는 ‘존재의 집’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 안
에 발전된 개념성을 이미 숨기고 있는’ 매체로서 드러난다(Palmer 1976, 
417-8).” 

39) “인간은 형이상학적으로 각인된 존재 안에서 언어를 애초에 그저 소유물
(Habe)로서 … 취하는 식으로 갖는다(WD, 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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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iendheit)으로서 이해될 경우 존재자와 관계를 맺거나 존재자를 표상

하기 위한 도구로서 언어가 사용되기 때문이다(WD, 311). 하지만 존재

자를 표상하기 위한 도구로서 사용되는 언어가 아닌 다른 언어가 존재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하이데거는 “인간에게 세계를 처음으로 개현하

는(eröffnen) … 언어에 인간이 속한다면, 혹시 언어가 인간을 소유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PTA, 75)”라고 묻는데 이 물음으로부터 우리는 인

간이 언어에 속해 있으며 언어가 인간을 소유한다는 생각을 접할 수 있

다. 물론 인간이 속해 있는 언어는 존재자를 표상하기 위한 도구와 같

은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세계를 처음으로 개현하는 언어다.

  전회 이후의 하이데거에게는 현존재 구조와 연관되어 있는 언어가 중

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을 소유하는 언어가 중요한 것이었다.40) 

언어가 인간을 소유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존재 진리는 사유 

즉 인간의 응답으로 발현하며 따라서 존재 진리는 응답을 통해서 언어 

안에서 발현한다.41) 존재 진리에 인간이 응답하며42) 응답을 통해서 즉 

인간 언어를 통해서 존재 언어가 말해진다.43) 존재 진리의 발현

(Ereignis)은 인간의 참여를 요구하지만,44) 인간은 응답하는 자이자 존재

40) “『존재와 시간』에서는 말과 그리하여 언어가 현존재의 실존론적 구성에 여
전히 결부된 채 남아 있지만 『철학에의 기여』에서 하이데거는 언어를 보다 
더 근본적으로 (처음부터 인간 존재가 아닌) 존재 자체에 속하는 것으로서 이해
한다(Vallega-Neu 2013, 122).” 

41) “존재 진리가 사유의 … 응답으로서만 … 발현한다는 것은 발현과 언어가 분
리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발현은 오직 응답을 통해서만 언어 안에서 발현
한다(Vallega-Neu 2013, 125).”

42) “… 이러한 밝힘[즉 존재 진리]은 … 인간이 그에 응답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
된다(Dastur 2013, 235).” 다스투르와 같은 취지에서 팔머는 전회 이후에는 존
재의 우선성 및 존재에 관한 인간의 응답이 강조된다고 말한다. “전회는 존재
의 우선성(priority)과 존재가 존재하도록 하는 들음, 응답에의 해석적 의무를 긍
정하고자 한다(Palmer 1976, 425).”   

43) 존재 진리의 발현이 동시에 존재 진리에 응답하는 인간 언어의 발현이기 때문
에 존재의 언어가 우리의 언어가 아닌 것은 아니다. 하이데거는 “‘그’ 언어
가 ‘우리의’ 언어[라](GA65, 501)”고 말한다. 존재의 언어와 인간의 언어의 
관계가 명확해지진 않았지만 존재의 언어와 인간의 언어가 별개의 언어는 분명 
아니다(Manbach 2002, 118). 존재의 언어와 인간의 언어의 관계는 이후에 다시 
검토할 것이다.  

44) 『파르메니데스』에서는 존재 자체의 본질인 알레테이아 즉 존재 진리가 인간
의 본질을 요구한다고 말한다. “알레테이아는 존재 자체의 본질로서 … 자신을 
위해 인간의 본질을 요구한다(GA54, 102).” 여러 연구자들이 발현과 인간의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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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언어에 속해 있는 자로서 그 자신의 음성을 통해 존재의 언어를 다

시 울리도록 해야 한다.45)  

  하이데거는 형이상학적 사유로부터 물러섬으로써 사유가 인간의 본질 

공간(Wesensraum des Menschen)을 열어준다고 말한다.46) 형이상학적 

사유로부터 물러섬으로써 열리게 되는 인간의 본질 공간은 존재의 언어

에 응답하는 공간이다. 비형이상학적 사유인 존재사적 사유가 이 본질 

공간에 존재를 도래하게끔 하는데47) 인간이 존재의 언어에 응답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본질 공간에 존재가 도래하기 때문이다.48) 그래서 인

간의 본질 공간은 동시에 존재의 구역이기도 하다. 하이데거는 모험적

인 사람들이 존재의 구역을 모험하며 언어를 모험한다고 말하는데49) 존

재의 구역을 모험하고 언어를 모험하는 사람은 극소수의 시인이다.50) 

시인은 언어를 도구처럼 소유하는 사람이 아니라 언어의 구역 안에 존

재하는 사람이다.51) 

관에 대해 지적하였다. “… 발현은 본질적으로 인간의 참여를 요구한다(Dastur 
2013, 236).”, “발현의 구조는 우선 발현과 현존재의 엮임으로 사유되는데 이
를 통해 인간은 … 존재로부터 생기하는 것이며 그리하여 존재에 귀속하는 것
으로서 경험된다(Elm 1998, 134).”, “발현은 … 존재에로의 현존재의 동화
(Vereignung) … 를 의미한다(Pöggeler 1983a, 118).”, “존재와 인간 존재의 공
속이 발현이다(Manbach 2002, 119).”, “현존재는 … 존재에 속한다. … 존재의 
발현은 다시금 현존재를 필요로 한다(Brogan 2013, 44).”, “… 「동일률」에서 
발현은 실로 존재와 인간 존재를 그것들의 고유함에로 가져오는 것으로서 그리
고 양자의 선행적인 공속성을 낳는 것으로서 사유된다(Kettering 1987, 290).”

45) “발현은 죽을 자에게 자신의 본질 안에서의 체류를 부여하는데 이 본질은 죽
을 자가 말하는 자(Sprechendende)로서 존재하는 것이다(WzS, 248).” “… 죽을 
자인 우리가 발현에 응답해야 하고 우리의 음성(voice)으로 하여금 [그것을] 다
시 울리도록(resound) 해야 한다(Dastur 2013, 237).”, “… 존재의 말 없는 소리
를 말하는 말에서 다시 울리는 발현 … (Vallega-Neu 2013, 137)” 이후에 존재
의 언어가 무엇인지를 확인할 것이다.

46) “형이상학적 사유가 물러섬에 순응할 때 [물러섬에 순응한] 사유는 인간의 본
질 공간을 열어주기 시작한다(SBN, 390).”, 

47) “존재사적 사유는 존재를 인간의 본질 공간 안으로 도래하게끔 한다(SBN, 
389).” 

48) 본질 공간의 문제는 후기의 존재와 인간의 관계가 먼저 규명될 때에만 분명히 
해명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인간의 본질 공간이 동시에 존재의 구역이
기도 하다는 점이다.

49) “… 존재자의 존재보다도 훨씬 더 모험적인 자들이 모험하는 그것 … 그들은 
존재의 구역(Bezirk des Seins)을 모험한다. 그들은 언어를 모험한다(WD, 310).” 

50) 시인이 언어를 모험한다는 것이 언어로 기교를 부린다는 것이 결코 아니다.

51) “… 더욱 더 모험적인 사람들은 … 언어의 구역 안에 존재한다(WD, 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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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것은 시인이 언제나 응답하는 자로서 말한다는 점이다. 시인

의 응답하는 말함과 전기 하이데거가 말한 현존재의 진술은 분명한 차

이를 갖는다.52) 진술은 존재자를 어떤 것으로서 제시하는 것으로서 존

재자에 대한 해석 나아가 존재자의 존재에 관한 이해에 근거한 것이었

다. 이와 달리 시인이 하는 말은 존재 진리에 응답하는 것으로서 존재 

진리가 현성하는 말(Wort)이다.53) 『횔덜린의 송가 〈게르마니엔〉과 

〈라인강〉』에서는 인간 존재의 근원적 본질이 언어 자체라고 말하는

데(GA39, 67-8) 이는 인간이 존재 진리에 응답하면서 말할 때 근원적 

본질로서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존재 진리에 응답하는 언

어가 인간 언어 활동의 순전한 산물일 수는 없다.54)

  이와 같이 후기의 언어 사유는 전기의 그것과 똑같은 것이 아니다. 

『존재와 시간』에서는 의미론이 현존재 존재론에 뿌리내리고 있기 때

문에 현존재 존재론에 의미론의 성패가 달려 있으며(GA2, 220) 시간성

에서부터 의의의 생성이 해명될 수 있고 개념 형성의 가능성이 존재론

적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지만(GA2, 462), 분명한 것은 현

존재 자체에서 개념 형성의 기초를 찾는 전기 작업을 통해서는 존재 진

리에 응답함으로써 인간 언어를 통해 존재 언어가 말해지는 사태가 해

명될 수 없다는 점이다.55) 

  이후에 다시 검토할 것이지만 존재 진리에 대한 인간의 응답에 있어 

52) 게트만은 시인으로서의 인간의 응답과 현존재의 진술 사이의 차이를 강조한다. 
“인간은 언어가 그에게 말하고(zusprechen) 그가 이러한 말함에 응답하는 한에
서만 말한다(sprechen). 이러한 규정은 현존재가 진술한다고 [말하는] 『존재와 
시간』의 진술과 직접적으로 대립하는 것처럼 보인다(Gethmann 1974, 295).”  

53) 페겔러는 후기 하이데거의 관심사 중 하나가 존재 진리가 시에서 언어화되는 
방식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철학[하이데거의 후기 작업]에서는 다음이 물어진
다. 어떻게 ‘밝힘’이 … 횔덜린[의] … 시에서 ‘언어’에로 오는가 … 
(Pöggeler 1983b, 169)”   

54) “언어는 인간적 말함(menschliches Sprechen)을 필요로 하지만 우리 언어 활동
(Sprachtätigkeit)의 순전한 산물이 아니다(WzS, 244).”

55) 같은 취지에서 여종현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거기[『존재와 시간』]에서 언
어는 말로서 인간의 실존범주에 묶여 있다. 그러므로 언어는 인간의 실존범주라
는 벽을 뚫고서 존재 자체에까지 미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언어가 존재 자체에
까지 미칠 때, 언어는 인간과 존재의 관계는 어떠하며 어떻게 가능한가를 해명
할 수 있다. 따라서 『존재와 시간』의 언어에는 그것을 해명하는 길이 막혀 있
다(여종현 1999, 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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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존재 진리가 현성하는 말을 듣는 것 그리고 침묵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들음·침묵 역시 전기의 들음·침묵과는 다른 

측면을 갖는다. 전기에서 양심의 부름은 현존재가 자기 자신으로 존재

하도록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밖으로 말해질 이유가 없었던 것이었다. 

하지만 후기에는 침묵하면서 양심의 부름을 듣는 것이 아니라 존재 진

리에 응답하기 위해서 존재의 언어를 듣는 것 그리고 침묵하는 것이 중

요하다. 아울러 우리에게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후기에는 언어와 역

사의 관계가 전기와는 다르다는 점이다. 전기에는 현존재의 본래적인 

역사적 실존이 양심의 부름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으며 따라서 양심의 

부름으로서의 말이 현존재 역사적 실존의 근거였다. 하지만 후기에는 

언어가 역사를 근거짓는 말(Wort)로서 그 자체 역사적인 것이 된다.56)

  후기 하이데거가 말하는 언어가 역사를 근거짓는 말로서 그 자체 역

사적인 이유는, 후기에는 존재 진리의 근거지움이 곧 역사이며57) 존재 

진리의 현성으로서의 언어는 이 근거지움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물

론 존재 진리가 언어로 근거지어지는 역사는 드물다.58) 존재 진리를 근

거짓는 언어는 일상적 언어가 아니다.59) 이 언어는 근원적 언어, 시작

(Dichtung)의 그것이다(GA38, 170). 시인이 역사의 개현(Eröffnung)과 새

로운 근거지움을 수행한다(GA45, 43).60) 그래서 후기에도 인간은 여전

히 중요하다. 존재 진리의 역사는 인간과 함께 생기한다. “역사[존재

(Seyn)의 진리의 역사]는 분명 인간과 함께 생기한다(GA70, 137).” 인

간은 존재(Seyn) 진리의 역사가 근거지어지기 위해서 필요하다. “존재

(Seyn) 자체의 본질 안에서만 동시에 인간과 존재(Seyn)의 관계 안에서

만 역사는 근거지어질 수 있다(GA65, 492).” 

56) “… 언어는 역사적인 것으로서, 역사를 근거짓는 말로서 존재한다(GA65, 
510).”

57) “역사는 존재(Seyn)의 진리의 근거지움이[다](GA69, 95)”
58) “역사는 드물다(selten)(WF, 76).”, “… 역사는 … ‘이따금씩 드물게’ 시대

를 만드는 사건들 속에서 발생한다(베르나스코니 1995, 106).
59) “오늘날 … 남용되는 일상적 언어로는 존재(Seyn)의 진리가 말해질(sagen) 수 

없다(GA65, 78).”

60) 물론 모든 시인이 이러한 일을 행하는 것은 아니다. 하이데거는 존재의 진리를 
새로이 근거짓는 시인을 횔덜린으로 본다. “언어에 대한 성찰은 … 존재사적 
사유로의 도약을 위한 하나의 결단의 길로서 유효하다. 존재사적 의미에서 ‘결
단적’이다. 결단의 시인은 횔덜린이다(GA8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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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의심할 수 없는 사실은 후기 하이데거에게는 일차적으로 역사

적인 것이 현존재가 아닌 존재라는 점이다. 존재 진리의 근거지움이 그 

역사의 본질적 부분이며61) 따라서 인간이 필요한 것은 맞지만 그럼에도 

“인간의 역사성은 인간의, 존재(Seyn) 진리에의 귀속성 안에서 현성한

다(GA69, 93).” “현-존재는 발현으로서의 존재(Seyn) 진리의 본질적이

고 고유한 근거지움이기 때문에 역사적일 따름이다(GA69, 94).”62) 후

기에는 역사를 인간으로부터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역사로부터 

규정하는 것이 중요하다(GA38, 86). 유의할 것은 존재 진리의 근거지움

에 인간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언어 때문이라는 점, 존재 진리의 근거

지움이 곧 역사이기 때문에 존재 진리를 근거짓는 언어는 그 자체 역사

적인 것이라는 점이다. 전기의 현존재 개시성에 속하는 말이 생기적인

(geschichtlich) 것이었다면, 후기의 존재 진리를 근거짓는 언어는 전기

의 말과는 분명 다른 성격을 갖는다. 물론 전기의 말과 후기의 언어의 

차이는 전후기 하이데거에게서 역사 개념의 함의가 변화된 것과 연관되

어 있다. 따라서 이제 후기 하이데거에게서 역사 문제를 검토하는 것에

서부터 후기의 언어와 역사의 관계를 확인하기로 하자.  

61) “역사는 존재(Seyn)의 역사이며 그리하여 존재(Seyn) 진리의 역사이고 따라서 
진리의 근거지움(Gründung)의 역사[다](GA69, 93).”

62) 현-존재(Da-sein)는 맥락상 현존재가 ‘현’ 즉 세계 안에 있음을 강조하는 것
일 수 있다. 인간의 현-존재라는 표현이 가능한 것은 이 때문이다. 또한 현-존
재는 현존재와 존재의 독특한 관계를 표현하는 것일 수도 있다. 예컨대 “존재
(Seyn)는 현-존재를 필요로 하며 심지어 이러한 발현적 일어남(Ereignung)이 없
다면 현성하지 않는다(GA65, 254)”가 그러하다. 위에서 인용한 부분도 이와 마
찬가지다. 이후에 이 관계를 검토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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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후기 하이데거에게서 존재 역사와 언어의 

문제 

1) 존재 역사와 최초 시원

① 후기 하이데거에게서 역사 문제 

후기 하이데거에게서 역사 문제는 현존재 역사성에 한정되지 않는다. 

오히려 후기에는 존재 자체의 역사가 문제가 된다.1) “역사는 존재

(Seyn)의 역사[다] … (GA69, 93).” 하이데거는 형이상학이 사유해온 

“존재”가 아닌 존재(Seyn)는 곧 발현(Ereignis)이며 발현으로서 역사라

고 말한다. “발현으로서의 존재(Seyn)는 역사다(GA65, 494).” “역사

는 존재(Seyn)의 현성이며 발현이다(GA70, 180).” “역사는 그것이 생

기하는 한 하나의 발현이다(GA38, 87).” 후기 하이데거에게 역사 문제

는 존재의 발현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발현이란 무엇일까? 발현

을 검토하는 것에서부터 후기 하이데거가 말하는 존재 역사의 문제를 

검토하기로 하자. 

  『존재와 시간』이 출간된 지 35년이 흐른 다음 쓰이지 않은 『존재

와 시간』의 1부 3편과 같은 제목 하에 이루어진 강연 「시간과 존재」

에서는 존재의 역사에서 역사적인 것이 무규정적인 생기를 통해 규정되

는 것이 아니라 어떤 보내줌의 역운적인 것(Geschickhaften eines 

Schickens)을 통해 규정된다고 말한다(ZuS, 8-9). 이는 시대에 따른 존재 

변화가 역운적임을,2) 존재가 역운적으로 송부되며(geben) 역운적 송부

에 따라 존재의 역사가 규정됨을 의미한다.3) 존재 역사는 곧 존재 역운

(Geschick)이며(ZuS, 9) 존재는 역운에서 도래한다(kommen)(BH, 335). 그

1) “하이데거는 존재가 각 시대의 근본기분을 통하여 역사적으로 자신을 그때그때
마다 달리 고지하며, 인간은 그러한 존재의 말에 귀기울이는 것을 통해서만 새
로운 역사를 건립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이수정·박찬국 1999, 249).”

2) “… 모든 존재의 변화는 [보내진 것으로서] 역운적으로 머문다(ZuS, 8).”
3) ‘보내줌의 역운적인 것’에서 보내줌은 송부함(Geben)를 의미한다. “… 그러

한 송부함을 우리는 보내줌이라고 명명한다(ZuS, 8).” 따라서 보내줌은 역사적
인 것으로서의 존재가 역운적으로 송부되는 것임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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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존재가 도래하는 방식, 송부되는 방식으로부터 존재 역사에서 역

사적인 것 즉 존재의 역사성이 규정된다.4) 

  그런데 형이상학에서는 존재가 역운적으로 송부되는 것이라는 점이 

사유되지 않았다. 이데아·에네르게이아 등으로서 ‘그것이 존재를 송

부[할](Es gibt Sein)’ 때, 존재를 송부하는 그것(Es)과 그것의 송부함

(Geben)이 사유되지는 않았던 것이다. “존재의 탈은폐의 시작(Beginn)

에서 실로 존재 … 는 사유되었지만 ‘그것이 송부한다(Es gibt)’는 사

유되지 않았다(ZuS, 8).” 존재를 송부하는 그것(Es)이 발현이다.5) 역운

적으로 송부되는 존재는 발현에 의해 그러한 것으로 송부되는 것이며 

따라서 존재의 역사성은 발현에 의해 규정된다. 다시 말해 발현이 존재

를 송부하는 방식에 따라서 존재의 역사성이 규정된다. 하이데거는 발

현에 속해 있는 송부함의 양식으로부터 발현을 통찰할 수 있다고 말하

면서 송부함이 곧 역운이자 밝히는 건네줌(lichtendes Reichen)이라고 

말한다.6) 결국 존재는 역운적으로 송부되는 것일 뿐 아니라 어떠한 방

식으로든 밝혀지면서 건네지는 것이다.  

  후기 하이데거가 말하는 존재사적 사유는 역운적으로 송부된 존재가 

본질적 사상가들에 의해서 어떻게 말해졌는지를7) 각 시대가 갖는 필연

성으로부터 사유하는 것이며8) 나아가 본질적 사상가들에게 은닉된 채

로 기재하고 있었던 존재 진리를 사유함으로써 이 진리가 말해지는 다

른 시원을 예비하는 것이다. 하이데거는 “개방가능성(Offenbarkeit)으

로부터 스스로 물러나면서 존재는 자기 자신을 은폐하[며] 존재 자체에

4) “존재의 역사의 역사적인 것은 명백히 … 그것(Es)이 존재를 송부하는 그 방식
으로부터(aus der Weise, wie Es Sein gibt) 규정된다(ZuS, 8).”

5) “… ‘그것이 존재를 송부한다(Es gibt Sein)’에서 송부하는 그것(Es, das gibt)
은 발현으로서 입증된다(ZuS, 20).”

6) “어떻게 … 우리는 그것(Es)을 통찰해야 하는가? … 그것(Es)에 속해 있는 송부
함의 양식으로부터 즉 역운으로서의 송부함[과] 밝히는 건네줌으로서의 송부함
의 양식으로부터 [그것을 통찰해야 한다](ZuS, 19).” 

7) “존재의 역사는 본질적 사상가의 말(Wort)에서 언어화된[다](zur Sprache 
kommen)(BH, 335).” 본질적 사상가의 말에서 언어화된 “존재”의 역사가 곧 
형이상학의 역사다. 형이상학자인 본질적 사상가들이 “존재”가 발현에 의해서 
송부되는 것이라는 점을 사유하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하다. 

8) “하이데거의 존재사란 각 시대를 그 시대가 갖는 필연성으로부터 이해하는 것
을 목표한다(이수정·박찬국 1999, 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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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자기 은폐(Sichverbergen)가 속한다”고 말하는데(GA51, 60) 개현되

는 존재는 자신의 진리인 개현성으로부터 스스로 물러나면서 자신을 은

폐한다. 존재의 탈은폐는 그것의 은폐를 동반하지만9) 그럼에도 은폐를 

그저 부정적 현상으로만 볼 수는 없다.10) 그것은 은닉(Ver-bergung)으

로서의 은폐(Verbergen)가 동시에 여전히 탈은폐되지 않은 것(noch 

Unentborgene)을 보존하는(verwahren) 간직함(Bergen)이기 때문이다.11) 

중요한 것은 은닉된 채로 보존되어 있는 존재 진리를 사유하는 “존재

사적 사유가 다른 시원의 시원성(Anfänglichkeit)을 예비하는 일을 맡는

다(GA70, 156)”는 점이다. 

  존재사적 사유는 시원성을 간직하는 시작을 예비하고(GA69, 30) 시작

은 다른 시원을 수립하는데12) 언어와 관련된다는 점에서 양자는 친밀하

다.13) 사유와 시작은 언어와 탁월한(ausgezeichnet) 관계를 맺으며(SG, 

34) 모든 사유는 시작이고 모든 시작은 사유다.14) 양자는 모두 말해지

9) 하이데거는 “우리가 이것[존재 자체에 자기 은폐가 속한다는 사실]을 승인하고
자 한다면 우리는 존재 자체가 은닉(Verbergung)이라고 말해야 한다”고 진술한
다(GA51, 60). 같은 취지에서 하이데거는 “존재(Seyn)에는 밝히는 감춤
(lichtendes Bergen)이 속하기 때문에, 존재(Seyn)는 은폐하는 빠져나감(Entzug)의 
빛 안에서 시원적으로 나타난다(WW, 201)”고 말한다. 그리고 하이데거는 존재 
망각이 극단에 도달한 시대에는 존재 진리로서의 존재가 기묘한 방식으로 부재
한다고(ausbleiben) 보면서 이 부재하는 존재를 존재 라고 표기한다(ZS, 415). 
“존재 는 자신을 은폐하[며], … 은폐성 안에서 자신을 견지한[다](ZS, 415).”

10) “이러한 은폐(Verbergen)에는 그럼에도 그리스적으로 경험된 망각
(Vergessenheit)의 본질이 거한다. 은폐는 궁극적으로는 즉 그것의 본질의 시작
(Beginn)으로부터 [보면] 부정적인 것이 아니다 … (ZS, 415).”

11) “… 은폐는 은닉으로서 아직 탈은폐되지 않은 것을 보존하는 간직함이다(ZS, 
415).” 달슈트롬은 하이데거에게는 간직함이 보호함, 보존함을 의미한다고 말한
다. “ … 하이데거는 간직함이 단순히 어떤 것을 감춤이 아니라 보호함
(shelting), 보존함(securing)으로도 … 이해되어야 한다고 첨언한다(Dahlstrom 
2011, 143).” 

12) 시작의 수립적 성격에 대해서 케터링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말함(Sagen)의 
성격에 있어 시작(Dichten)은 성스러운 것을 명명하면서 다른 시원을 수립하지
만 사유는 그저 예비하면서 어떠한 수립하는 성격을 갖지 않는다(Kettering 
1987, 215).”

13) “사유와 시작 사이에는 이 둘이 모두 언어에 헌신하며 언어를 위해 애쓰고 자
신을 아낌없이 소모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은폐된 친밀성이 편재하고 있다(WP, 
45).” 사유와 시작의 친밀성에 대해 케터링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 그 안
에서 시작과 사유가 움직이는 친밀한 요소는 언어이다(Kettering 1987, 218).”

14) “모든 사색하는 사유는 시작이며 모든 시작은 사유이다(WzS, 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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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았던 것(Ungesagte)을 말하는 말함(Sagen)에 속한다.15) 사유는 운

문(Poesie)이나 노래(Gasang)라는 의미에서의 시작은 아니며 오히려 시

작의 근원적 방식이다.16) 시작에서 언어가 비로소 그것의 본질에 이르

게 된다(SA, 328). 사유는 근원적인 받아씀(ursprüngliches dictare), 존재 

진리를 받아쓰는 것인데(SA, 328) 이는 시작에서 본질에 이르게 된 언

어가 존재 진리를 말하는 것임을 의미한다.17) 시작은 그것의 근거에 있

어 사유이며 사유의 본질은 시작을 통해 존재 진리를 보존한다.18) 그리

고 시작에서 존재 진리가 보존됨으로써 언어가 그것의 본질에 이르게 

된다.19)

  중요한 것은 형이상학과 달리 시작으로서의 예술에서는 진리가 보존

된다는 점 그리하여 예술이 형이상학과는 다른 식으로 역사적이라는 점

이다.20) 형이상학이 역운적으로 송부된 존재를 사유한다는 점에서 역사

적이라면21) 시작은 존재 진리를 보존함으로써 시원성을 간직하는 다른 

시원으로 현성한다는 점에서 역사적이다.22) 그리고 이 시작이 횔덜린 

송가에서 진정 시원적으로, 즉 다른 시원으로서 현성했다.23) 따라서 우

15) “양자[사유와 시작]는 … 말해지지 않았던 것을 말하는 그러한 말함을 통해서 
서로에게 속한다(WzS, 256).” 페겔러는 사유와 시작이 서로에게 속한다는 점 
그리고 양자가 말함에 속한다는 점의 함의를 언어와 인간의 관계의 변화에서 
찾는다. “하이데거는 사유와 시작이 서로서로에게 속하고, 그것들이 서로 그 
안에서 인간이 발현에 응답하는 저 말함에 속한다는 것을 경험으로 깨달을 때, 
언어에 대한 우리의 관계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변화가 준비될 것이라고 추정한
다(페겔러 1993, 323).”

16) “사유는 시작(Dichten)이지만 그저 운문이나 노래라는 의미에서의 시작
(Dichtung)의 양식은 아니다. 존재의 사유는 시작(Dichten)의 근원적 방식이다
(SA, 328).” 

17) 존재의 진리가 말해지지 않았던 그것(Ungesagte)이다.

18) “모든 시작은 … 그것의 근거에 있어 사유이[며] 사유의 시작하는 본질
(dichtendes Wesen des Denkens)은 존재 진리의 주재(Walten)를 보존한다(SA, 
329).” 

19) “사유와 시작의 대화는 언어의 본질을 불러내고자 한다 … (SG, 34).”
20) “예술은 역사적이며 역사적인 것으로서 작품에의 진리의 … 보존이다. 예술은 

시작(Dichtung)으로 생기한다(UK, 65).”
21) 하지만 형이상학은 존재를 송부하는 그것(Es)인 발현을 사유하지 않으며 그리

하여 존재의 기원을 사유하지 않는다.

22) “시작은 … 시원이라는 … 의미에서 수립이다. 예술은 수립으로서 본질적으로 
역사적이다(UK, 65).” 

23) “그러한 사유는 시작(Dichten)을 예비하는데, 그 시작은 횔덜린의 송가에서 … 
진정 시원적으로 현성했다(GA70, 156).”, “서양 사유의 첫 출발(Anfang)의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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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는 후기 하이데거에게서 존재 역사의 문제를 형이상학의 역사와 형이

상학의 역사를 준비한 최초 시원 그리고 시원성을 간직하며 새로운 시

원으로 현성하는 다른 시원24)을 중심으로 규명할 수 있으며, 아울러 다

른 시원으로 현성하는 횔덜린의 시작을 형이상학의 언어와 대비시킴으

로써 후기 하이데거에게서 언어와 역사의 관계를 규명할 수 있다. 그렇

다면 이제 형이상학의 역사를 검토하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논구를 시작

하기로 하자. 

② 형이상학의 역사 

다른 시원으로 현성하는 횔덜린의 시작이 형이상학과 어떠한 차이를 갖

는지를 분명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형이상학의 역사에 대한 고찰이 반드

시 필요하다.25) 형이상학은 존재자의 존재에 대해 묻는다. 하지만 형이

상학은 존재에 대해서 물을 수 있으려면 세계 안에서 발견되는 존재자

의 존재가 어떤 식으로든 이미 개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묻지 않으

며 따라서 형이상학에서는 존재의 개현성이 은폐된다. 형이상학에서는 

“존재가 존재자성으로 방출되고 그것의 위엄(Würde)이 … 은폐성에로 

소실되면서 존재가 외관상으로 존재자에게 그것[존재]의 나타남

(Erscheinen)을 양도하[는데](EM, 486)”, 이는 존재자성을 개념파악하는 

형이상학에서는 존재자성으로 환원되지 않은 존재의 위엄 즉 존재 진리

말과 다른 출발에 대한 숙고를 횔덜린의 시작에서 우리는 파악하게 된다(강학순 
1995, 263).”, “횔덜린을 통해 하이데거는 독일적이고 미래적인 제2의 시원이 
도래할 수 있기를 기대하였다(최상욱 2011, 21).”, “… 하이데거에 의하면 횔덜
린은 바로 존재방각으로부터 벗어나 제2의 시원을 가능케 하는 대표적인 인물
이라는 점에서도 우리는 횔덜린에 대한 그의 전폭적인 지지를 볼 수 있다(최상
욱 2001, 218).”

24) “‘존재자란 무엇인가’라고 물음으로써 장구한 서구 형이상학의 역사를 준비
한 그리스시대를 ‘제1의 시원’이라고 부를 수 있다면, 이러한 제1의 시원 안
에 담긴 풍요로운 가능성들을 완전히 소진한 형이상학이 종말에 달하고, 이제 
새로운 물음과 사유가 요청되는 우리의 시대를 제2의 ‘다른 시원’이라고 부
를 수 있을 것이다(이수정·박찬국 1999, 281-2).”

25) 이수정·박찬국은 존재가 제시하는 가능성과 관련하여 형이상학의 역사를 고찰
하는 것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 존재가 현재 제시하는 가능성을 
보다 엄밀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역사에 대한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 그러한 
역사에 대한 성찰은 서구역사의 각 시대를 건립해 온 형이상학의 역사를 고찰
하는 것을 의미한다(이수정·박찬국 1999, 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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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은폐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형이상학에서는 외관상으로는 존재자를 

그 존재자이도록 하는 존재가 나타나지만 이 “존재”는 그저 존재자성

으로서의 “존재”일 뿐이다. 

  “형이상학은 시원(Anfang)으로부터의 떠나감(Fortgang)으로서의 존재 

역사”인데(EM, 486), 떠나감은 물론 ‘존재자성으로의 존재의 떠나

감’이다.26) 존재자와 구분되는 존재를 명시적으로 개념파악하고자 할 

때 “형이상학은 존재자로부터 그리고 존재에 반하는(gegen) [존재와] 

존재자의 구분으로부터 그것의 틀(Gefüge)을 수용한다(EM, 488).” 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형이상학에서는 현존(Anwesen)이 부지불식간에 현존

자(Anwesende)가 되는데(SA, 364), 그것은 현존이 현존자로부터(vom 

Anwesenden her) 표상됨으로써 모든 현존자를 넘어서 있는 것이 되고 

그리하여 최고 현존자가 되기 때문이다(SA, 364). 최고 현존자로 현존이 

표상될 경우에는 ―현존이 언급될 경우에도― 현존자에 반하는(gegen) 

현존 자체가 현존자로부터 구분되는 것이 아니다(SA, 364).27) 결국 형이

상학에서는 현존자와 현존의 차이가 망각될 뿐 아니라 현존의 본질이 

망각된다(SA, 364). 

  여기서 현존자와 현존은 각각 존재자와 존재를 의미한다. 존재 망각

은 존재가 존재자성의 형태로 규정되어 존재자에 입각하여 표상됨으로

써 결국 최고 존재자로 표상되고 그리하여 존재와 존재자의 차이가 망

각되는 것을 의미하다.28) 존재 망각은 형이상학적 사유가 존재자에 반

하여 존재를 구분하지 못한다는 점에 기인한다. 형이상학적 사유는 존

26) “존재자성으로의 존재의 떠나감은 형이상학이라 불리는 저 존재의 … 역사다
(EM, 487-8).” “형이상학은 … 존재자의 존재자성의 개념화이다. 형이상학은 
… 저 개념화의 역사이다(Haar 1992, 165).”

27) 형이상학적 사유는 존재자의 존재를 사유하는 것이며 따라서 존재자에만 매몰
되어 있는 사유가 아니지만 존재자에 ‘반하여’ 존재를 구분하는 시원적 구분
은 형이상학에게는 은폐되어 있다. 존재자와 존재를 구분하면서 존재를 다시금 
본질과 실존으로 구분하는 형이상학적 구분으로는 시원적 구분에 결코 도달할 
수 없다. “존재자에 반하는 존재의 … 시원적이고 본래적인 구분 … (EM, 
488)”, “… [시원적이고 본래적인] 구분은 시원적으로 존재 자체가 현성하는 
것(Wesende des Seins)이다(EM, 488).”, “이것[시원적으로 존재 자체가 현성하
는 것]의 시원성(Anfängnis)은 발-현(Er-eignis)이다(EM, 489).”, “모든 형이상학
을 지탱하는 … 본질(essentia)과 실존(existentia)의 구분으로부터 소급함으로써 
시원적 구분에 도달하게 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EM, 488).” 

28) “존재 망각은 존재자에 대한 존재의 구분의 망각이다(SA, 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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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와 관련을 맺지만 존재자로부터 “존재”를 사유하지 존재 자체를 사

유하는 것이 아니다.29) 존재자는 존재하는 것이며(das Seiende ist) 따라

서 존재자의 존재에는 존재자가 존재한다는 점 즉 존재자가 존재한다는 

사실(Daß)이 포함된다. 그리고 의문의 여지가 없는 이 사실로부터 존

재자란 무엇인가라는 형이상학적 물음이 제기된다(EM, 488). 여기서 중

요한 것은 존재자의 무엇임이 존재자‘로부터’(vom Seienden her) 최

초로 물어지는 존재자의 존재라는 점이다(EM, 488). 이로부터 우리는 

형이상학에서는 “존재”가 존재자성의 형태로 규정된다는 점 그리고 

이러한 규정성을 통하여 존재자 그 자체만이 그것의 본질 즉 존재에로 

가져와진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EM, 488). 달리 말해 이 규정성에서

는 세계의 개시성 안에서 발견되는 존재자의 존재가 어떤 식으로든 이

미 개현되어 있다는 사실이 누락되는 것이며 그리하여 이 규정성은 

“존재의 본질 각인에서 존재자에 우위를 양도(EM, 488)”하는 것이다. 

이것이 형이상학적 사유에서 존재 물음이 언제나 존재자에 대한 물음으

로 남아 있는 이유이다(BH, 331). 

  형이상학에게는 존재 자체의 진리가 은폐되어 있으며(BH, 331) 따라

서 무엇임(Wassein)과 사실임(Daßsein)으로 구분되는, 존재자의 존재의 

기원(Herkunft)이 은폐되어 있다(MGS, 402). 형이상학에서는 존재자를 

존재자로서 밝히는(lichten) 것으로서의 “존재”는 물어지지만 존재자

성으로는 환원되지 않는 존재 자체는 물어지지는 않는다(MGS, 402). 존

재 자체를 묻지 않은 “존재”의 역사가 형이상학의 역사이다. 형이상

학은 존재 망각과 더불어 시작한 “존재”의 역사인 것이다.30) 하이데

거는 존재가 퓌시스(Φύστς)로서, 로고스(Λόϒος)로서, 헨(Ἑν)으로

서, 이데아(Ίδέα)로서, 에네르게이아(Ενέρϒεια)로서, 실체성

29) “… 사유는 분명 존재와 관련을 맺는다. 하지만 사유는 진실로 그저 존재자 
자체만을 사유하지 존재 자체를 결코 사유하지 않는다(BH, 331).” 존재자로서의 
존재자를 묻는 형이상학적 물음이 존재와 관련을 맺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 존
재는 존재자성으로서의 “존재”이다. 

30) “존재 역사는 존재 망각과 더불어 … 존재자에 대한 구분과 더불어 … 시작한
다(SA, 364).” 존재자에 반하여 존재를 구분하지 않았고 그 구분을 망각한 역사
가 형이상학의 역사이다. “구분이 전개되[지만](entfalten) 구분은 망각된 채로 
머무른다(SA, 364).” 다시 말해 형이상학에서 존재자와 존재가 구분되더라도, 
존재자에 반하여 존재 자체가 구분되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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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stanzialität)으로서, 객체성(Objektivität)으로서, 주체성(Subjektivität)
으로서, 의지(Wille)로서, 힘에의 의지(Wille zur Macht)로서, 의지에의 

의지(Wille zum Willen)로서 존재한다고(es gibt) 말한다(ID, 58). 이데

아·에네르게이아 등으로서 “존재”가 존재했고 주어졌던 역사가 형이

상학의 역사이다.31) 중요한 것은 존재가 그것을 밝히는 빛 안에서 송부

된다는 점, 존재는 그것이 밝혀지는 방식을 통해서 규정된다는 점이

다.32) 

  이 방식은 역운적으로(geschickliche) 각인되고 획기적(劃期的)으로

(epochal) 각인되며(ID, 59) 이 각인(Prägung)에 상응하여 존재자가 해석

된다.33) 다시 말해 존재자의 존재가 밝혀지는 역운적이고 획기적인 방

식에 상응하여 존재자가 해석되는 것, 존재가 밝혀지는 역운적·획기적 

방식에 따라서 “존재”에 관한 각 시대의 이해가 생겨나는 것이다.34) 

31) 하이데거는 “… 현존이 마치 현존자처럼 나타나서 그것의 유래를 최고의 현존
자 속에서 발견함으로써 구분의 초기 흔적(frühe Spur des Unterschied)이 사라
지게 되었다”고 말한다(SA, 365). 존재가 존재자에 입각하여 표상되고 최고의 
존재자 속에서 그것의 유래를 발견함으로써 존재자에 반하여 존재 자체를 구분
하는 ‘구분의 초기 흔적’이 사라지게 된 것이다. 이로부터 우리는 역으로 서
양 사유의 시원인 소크라테스 이전의 사상가들에게는 존재자에 반하여 존재 자
체를 구분한 흔적이 남아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형이상학적 존재 
개념으로 명백하게 포함시킬 수 있는 개념들은 이데아 이하의 개념들이다. 실제
로 하이데거는 형이상학이 플라톤과 함께 시작됐다고 말한다. “플라톤과 함께 
비로소 시작된 형이상학에 앞서는 서양 사유의 최초의 시원에서는 사상가들이 
본질적인 것을 인식했다(GA52, 101).”

32) “존재는 … 빛 안에서 송부된다. 이는 다음을 의미한다. 존재가 송부되는 방식
(Wie es, das Sein, sich gibt)은 … 존재가 밝혀지는 방식(die Weise, wie es[Sein] 
sich lichtet)으로부터 규정된다(ID, 59).”

33) “… 존재와 존재자의 차이에 대한 그때마다의 각인[에] 존재자 자체에 대한 
그때마다의 해석이 상응한다(ID, 59).” 

34) 존재가 밝혀지는 역운적·획기적 방식에 따라 “존재”에 관한 각 시대의 이해
가 생겨난다는 하이데거의 사유에 대해 람페르트는 “존재”에 관한 각 시대의 
이해 ―람페르트는 이 이해를 순수 사유라고 부른다― 는 탈은폐된 것을 표현
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참이라고 말한다.  “… 순수 사유 … 는 필연적으로 
참이다. 그것은 탈은폐된 것을 표현한다(Lampert 1974, 587).” 람페르트가 밝히
듯이 “존재”에 관한 각 시대의 이해는 설령 그것이 역사적 시기마다 상이하
더라도 모두 참되다. “그것들[순수 사유들]은 모두 똑같이 참된데 그 까닭은 그
것들이 존재가 사유에 스스로를 탈은폐하는 방식에 표현을 부여하는 것이기 때
문이다(Lampert 1978, 587).” 물론 존재에 대한 각 시대의 이해는 “존재”가 
역운적·획기적으로 밝혀지는 방식에 따라서 생겨나기 때문에 임의의 산물일 
수 없다. “모든 그러한 진술[순수한 사상가들의 진술]은 사유에 탈은폐된 것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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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가 밝혀지는 방식 곧 존재의 밝힘(Lichtung)이 존재자성으로서의 

“존재”가 아닌 존재 자체의 진리인데 형이상학적 사유에게는 물론 존

재 진리가 유보되어 있다(vorenthalten).35) 왜 존재 진리가 유보되어 있

는 것일까? 하이데거는 존재자로부터 물어질 경우에는 존재가 빠져나가

게 되며 이렇게 빠져나가면서 존재는 규정가능성(Bestimmtbarkeit)에서 

스스로를 끄집어낸다고 말한다.36) 다시 말해 존재자성이 아닌 존재는 

규정불가능한 것인 동시에 자기 자신을 은폐하는 것이다. 존재 진리가 

형이상학적 사유에 유보되어 있는 이유는 단적으로 말해서 그 진리가 

동시에 비진리이기 때문에37) 즉 존재의 비은폐성이 언제나 은폐성을 함

축하기 때문이다.   

  형이상학이 비진리이기도 한 존재 진리를 사유할 수 없기 때문에 하

응답하는 것이며 그러한 것으로서 그저 시기의 산물이거나 인간의 창조적 재간
의 산물일 수 없다(Lampert 1978, 588).” 람테르트와 같은 취지에서 이수정·박
찬국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존재자란 무엇인가’를 물으면서 형이상학으로
서 답했던 형이상학자들은 제멋대로 사변을 농한 것이 아니라, 존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에 충실하게 응한 사상가들인 것이다(이수정·박찬국 1999, 
283).” 최상욱은 각 시대의 형이상학이 존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에 
충실하게 응한 것일 뿐 아니라 각 시대가 당면한 상황을 반영하는 것으로 본다. 
“존재에 대한 해석의 다양성은 한편으론 그 시대가 당면한 구체적인 문제의식
과 사고, 언어로부터 기인한다(최상욱 2007, 504).” 각 시대의 해석이 각 시대가 
당면한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존재에 대한 해석의 다양성이 각 개
인의 역사적인 삶의 자리의 차이에서 기인한다면, 우리는 각각의 형이상학적인 
해석이 발전한 것인지 퇴락한 것인지 언뜻 판단하기 어려워 보인다(최상욱 
2007, 504).” 

35) “… 존재 역사의 시대 … 를 특징짓는 그런 사유에게는 존재의 밝힘이 … 유
보되어 있[다](FN, 234).” 존재 역사의 시대를 특징짓는 사유는 형이상학적 사
유를 의미한다. 

36) “존재자로부터의 설명에서 빠져나가는(entziehen) 이러한 본질은 존재 자체에 
고유한 것이다. 스스로 빠져나가면서 존재는 규정가능성에서 … 자신을 끄집어
낸다(GA51, 60).” 

37) 후기에서 말하는 존재의 비진리는 전기에서 말하는 존재의 은폐성과 똑같은 것
이 아니다. 전기에서는 선존재론적으로 이해되어 있는 존재가 명시적으로 개념
파악될 경우 존재는 탈은폐될 수 있는 것이었다. 하지만 후기에서는 존재가 이
와 같은 식으로 탈은폐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후기에서 존재의 진리는 비진리
이기도 하다. 존재의 비진리 문제를 중심으로 하이데거 전회를 검토한 연구자로 
로잘레스를 들 수 있다. 로잘레스는 전회가 존재의 비진리 문제로부터 추동된다
고 보면서 하이데거가 전회에 이르게 되는 이유를 『존재와 시간』의 주체 형
이상학의 문제로 규정한다(Rosales 1989, 118). 후프나겔은 하이데거가 기초존재
론을 끝까지 밀고 나아가려면 존재의 은폐성, 비진리에 등을 돌릴 수밖에 없다
고 말한다(후프나겔 1994, 41).



- 107 -

이데거는 존재 망각의 형태로 형이상학을 특징짓는 존재의 빠져나감

(Entzug)이 이제 은닉(Verbergung) 자체의 차원으로 드러난다고 말한다

(PSV, 44). 형이상학이 언제나 이미 존재 진리의 영역 안에서 움직이더

라도 형이상학에게는 이 진리가 알려지지 않은, 근거지어지지 않은 근

거로 남아 있다(NWM, 304). 존재가 현존이자 현존하게 함인 탈은폐

(Entbergung)로서 ―즉 존재이자 그것의 진리로서― 통일적으로 규정되

더라도38) 탈은폐가 그 자체 은닉함이기 때문에 형이상학에서는 현존하

게 함으로서의 탈은폐가 사유되지 않은 것이다. 현존이자 탈은폐하는 

은닉인 알레테이아로서 통일적으로 규정되는 존재는 존재자성으로 환원

되는, 형이상학이 사유해온 “존재”가 아니다. 역운적으로 송부된 

“존재”는 존재자성으로서의 그것이지만 탈은폐에 속해 있으며 현존이

자 알레테이아로서 통일적으로 규정되는 존재는 형이상학이 사유해온 

“존재”와 구분되는 존재이다.  

  발현이 존재를 송부하며 그리하여 존재가 탈은폐될 때 탈은폐로서의 

진리가 존재와 함께 발현한다. 따라서 존재의 발현은 동시에 존재 진리

의 발현이기도 하다. 하지만 존재 진리는 동시에 은닉 즉 비진리이기 

때문에 형이상학은 탈은폐된 존재자성으로서의 “존재”가 아닌 탈은폐

하는 은닉으로서의 존재(의 진리)를 사유할 수 없다. 하이데거는 발현의 

고유함이 무제한적 탈은폐(schrankenlose Entbergung)에서 발현이 빠져

나간다는(entziehen) 점에 있으며 그리하여 발현 자체에는 탈현

(Enteignis)이 속한다고 말한다(ZuS, 23). 발현에 탈현이 속하기 때문에 

형이상학은 발현을 사유할 수 없으며 따라서 형이상학적 사유에는 비진

리이기도 한 존재의 진리가 유보되어 있다. 발현에 의해 송부된 “존

재”를 사유해왔다는 점에서 형이상학은 “존재” 각인(Seinsprägung)의 

역사이지만(PSV, 44), 동시에 “존재”를 송부하는 그것(Es)인 발현이 

은닉되고 빠져나가는(entziehen) 역사이기도 하다(PSV, 44). 발현은 이러

함 송부함에서 자기에 머물면서도 탈은폐에서는 빠져나가는 것 즉 은닉

되는 것이다.39) “존재”가 단지 존재자의 그것으로서 즉 존재자를 근

38) “… 존재는 현존으로서 그리고 현존하게 함으로서 즉 탈은폐로서 통일적으로 
규정된다(ZuS, 12).”

39) “존재의 역운에서 송부함은 송부하는 것 자체가 … 자기에 머물면서(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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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지운다는 관점에서 그저 송부된 것으로서40) 사유될 경우 발현은 은닉

된다. 

  형이상학에게는 존재 진리가 분명 은폐되어 있지만 은폐는 여전히 탈

은폐되지 않은 것을 보존하는 간직함이기도 하다. 형이상학이 망각한 

존재 진리가 소멸된 것이 아니라 간직되어 있기 때문에 존재 진리의 은

폐는 그저 부정적인 현상이 아니다. 나아가 존재 진리의 은닉으로서의 

존재 망각이 외관상으로는 존재로부터 단절된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것

은 사실 존재의 본질을 엄습하는(befallen) 것으로서 존재 자체의 사태

에 속해 있는 것이자 존재의 본질의 역운(Geschick)으로서 주재하는

(walten) 것이다.41) 즉 존재가 자신을 은폐성 안에 견지하는 것이 존재

의 본질이기 때문에 형이상학에서의 존재 진리의 은닉은 형이상학의 과

오나 결함이 아니라 그것의 역운이다. 그리고 존재 진리가 간직되어 있

기 때문에 올바로 사유된 망각은 존재 (Sein )의 여전히 탈은폐되지 않

은 (동사적) 본질의 은닉으로서, 미처 파내지 못한 보물을 간직하고 있

다.42) 물론 보물은 존재 (Sein )의 여전히 탈은폐되지 않은 (동사적) 본질

인, 형이상학적 사유에서는 망각된 채로 간직되어 있는 존재 진리이다.

  존재 진리가 망각된 채로 간직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필요한 것은 형

이상학적 사유에서 스스로를 알려왔던 기재하는 것(Gewesene)에 주의

를 기울이는 것이다.43) 기재하는 것은 현존자의 비은폐성이 근거하는 

현존의 은폐성44) 즉 존재자의 진리가 근거하는, 비진리이기도 한 존재

의 진리이다. 가장 숙고되어야 하는 것인 존재의 진리가 서양 역사의 

Ansichhalten) 탈은폐에서 빠져나가는 송부함으로서 특징지어진다(ZuS, 23).”

40) “… 선물[송부된 것] 즉 존재자의 근거지움(Ergründung)이라는 관점에서의 존
재 … (ZuS, 9)” 

41) “… 외관상으로는 존재로부터 단절된 것인 망각은 존재의 본질을 엄습할 뿐 
아니[라] 망각은 존재 자체의 사태에 속하며 존재의 본질의 역운으로 주재한다
(ZS, 415).” 

42) “올바로 사유된 망각 즉 존재 의 아직 탈은폐되지 않은 (동사적) 본질의 은닉
은 미처 파내지 못한 보물을 … 간직하고 있다(ZS, 415).”

43) “미처 파내지 못한 보물을 예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은 … 그저 서양의 형이
상학적 사유에서 스스로를 알려왔던 기재하는 것에 … 주의하는 것이다(ZS, 
415).” 기재하는 것인 존재의 진리가 형이상학적 사유에 스스로를 알려왔다고 
하더라도 형이상학이 이를 사유했던 것은 아니다. 

44) “이러한 기재하는 것은 현존자의 비은폐성의 표지(Zeichen) 안에 존립한다. 비
은폐성은 현존의 은폐성에 근거한다(ZS, 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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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원 이후에 망각됨으로써 우리에게 은닉된 채로 기재하고 있는 것이

다.45) 하이데거는 “존재자성으로의 존재의 떠나감은 동시에 … 존재 

진리의 본질적 근거지음에 대한 시원적 거부이[다](EM, 488)”고 말하는

데 중요한 것은 형이상학과 달리 서양 역사의 시원에서는 존재 진리가 

그 자체로 사유되지는 못했더라도 분명 말해졌다는 점,46) 다른 시원은 

최초 시원의 ‘시원성’을 간직하는 것으로서 현성한다는 점이다. 따라

서 다른 시원(Anfang)으로 현성하는 횔덜린의 시작(Dichtung)을 중심으

로 후기 하이데거에게서 언어와 역사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최초 

시원을 먼저 검토해야 한다.47) 그렇다면 이제 소크라테스 이전 사상가

들의 존재 사유를 중심으로 서양 역사의 시원에 대해 확인하기로 하자. 

③ 소크라테스 이전 사상가들과 서양 역사의 시원 

시원으로부터 떠나가서 존재가 존재자성으로 개념파악되어온 “존재”

의 역사가 형이상학이라면 존재자성으로 환원되지 않는 존재에 관한 사

유 즉 비형이상학적 사유의 특징은 무엇일까? 존재자성으로 환원되지 

않는 존재를 사유하는 것은 형이상학과 달리 존재에로 되돌아가 존재를 

그것의 진리 안에서 회상하는(andenken) 것을 의미한다.48) 따라서 요구

되는 것은 존재자성을 사유하는 형이상학으로부터 존재 진리에로 물러

서는 것(Schritt zurück)인데, 물러섬은 형이상학으로부터 형이상학의 본

45) “… 가장 숙고되어야 하는 것이 … 시원적으로 망각 속으로 철회되어 남아 있
다(WhD, 97).”

46) “그리스인들에게는 존재의 진리를 사유하는 것이 사상적 과제는 아니었으나 
이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존재의 진리를 경험했으며, 이들의 말
(Worte)에는 존재의 진리가 강한 흔적(Spur)을 남기고 있다(이수정·박찬국 
1999, 282).”

47) “최초의 시원에 대한 상기는 어디까지나 제2의 시원을 사유하기 위한 것이다
(이수정·박찬국 1999, 282).”

48) “… 형이상학적 물음과 대답이 존재자 자체를 사유하면서 실로 필연적으로 존
재로부터 사유하지만 존재 자체에 있어(an) 사유하는(denken) 것은 아니다 … 
(SBN, 346).”, “존재로부터 사유한다는 것은 [형이상학에서는] 존재로 되돌아가
서 존재를 그것의 진리 안에서 회상하는(an-denken) 것을 아직 의미하지 않는다
(SBN, 346).” 존재자성이 아닌 존재 자체를 사유하는 하이데거의 시도에 대해 
페겔러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 하이데거는 바로 이것을 시도하고 있
다. 즉 존재를 어떤 한 존재자에서의 존재 정초의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존재 
그 자체로서 사유하려고 시도한다(페겔러 1993, 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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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에로 움직이는 것이다.49) 존재 망각이 극단에 도달한 시대에 요구되

는 것이 이 물러섬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중요한 것은 존재 진리가 말

해졌던 서양 역사의 시원을 검토함으로써 다른 시원에서의 존재 진리에

로의 물러섬을 사유할 수 있는 단초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하이데거는 서양 역사의 시원에서 존재자의 존재가 나타나며 존재는 

역사의 전(全) 과정을 거치면서 현전(Präsenz)이자 현존(Anwesen)으로서 

나타난다고 말한다(WhDVA, 136). 존재가 현존자의 현존으로 나타나는 

것이 그 자체 서양 역사의 시원이다(WhDVA, 136).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서양 역사의 시원에서 현존자의 현존으로 나타난 존재가 현존성

(Anwesenheit)으로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우리가 현존성으로 존재

를 사유할 때 현존으로서의 존재는 비밀에 가득 찬 것이 된다.50) 현존

성으로서 존재를 사유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오랫동안 존재를 사유해온 

방식으로서 존재자를 그것의 존재자성에 있어 인지하는(vernehmen) 것, 

근대적으로 말한다면 대상을 대상성에서 표상하는 것이다.51) 하지만 이 

경우에는 서양 역사의 시원에서 현존으로 나타난 존재 안에 주재하고 

있는(waltende) 비은폐성이 사유되지 않은 채로 남게 된다.52) 물론 현존

자의 현존 안에 주재하고 있는 비은폐성은 존재자의 존재가 유래하는 

존재의 진리이다.53) 

49) “존재자와 존재의 차이는 그 안에서 형이상학, 서양의 사유가 그것의 본질 전
체에 있어 그것인 바로 존재할 수 있는 영역이다. 따라서 뒤로 물러섬은 형이상
학으로부터 형이상학의 본질에로 움직이는 것이다(ID, 41).”

50) “존재는 현존이라 불린다. 그런데 … 우리가 현존성이라 부르는 것이 우리의 
사유를 지시하는 곳을 주목하는 순간 현존은 비밀에 가득 찬 것이 된다
(WhDVA, 136).”

51) “우리가 존재자를 그것의 존재에 있어 인지하는 한, 근대적으로 말해 대상을 
그것의 대상성에 있어 표상하는 한, 우리는 이미 [존재를] 사유하는 것이다. 우
리는 이미 오랫동안 그러한 방식으로 사유했다(WhDVA, 137).”

52) “… 현존으로 나타난 존재 안에, 그 안에 주재하고 있는 비은폐성이 … 사유
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다(WhDVA, 137).” 

53) “존재자 전체를 개현하면서 자신을 은닉하는 존재의 진리의 경험으로부터, 서
구역사의 본질, 즉 전통 형이상학의 본질이 처음으로 경험될 수 있게 되는 것이
다. 바로 여기에 존재사적 사유의 가능성이 성립한다. 이러한 존재사적 사유에
서 전통 형이상학은 존재의 진리 자체로부터 일어나는 존재의 특정한 역사로서 
경험된다(이수정·박찬국 1999, 285).” 전통 형이상학이 사유해온 존재는 존재
자 전체를 개현하면서 자신을 은닉하는, 존재 진리 자체로부터 일어나는 존재이
며 따라서 존재는 이 진리 자체로부터 유래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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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재자의 존재가 현존성으로 나타날 때 그 존재가 어디에 근거하는지

가 사유되지 않은 채로 남게 된다면, 그리하여 존재자의 존재의 유래가 

사유되지 않은 채로 남게 된다면, 존재는 여전히 본래적으로 사유되는 

것이 아니다.54) 이와 달리 서양 역사의 시원에는 존재자의 존재가 유래

하는 존재 자체의 진리를 사유한, 즉 존재자에 반하여(gegen) 존재 자

체를 구분한 ‘구분의 초기 흔적(SA, 365)’이 있다. 이 흔적은 소크라

테스 이전의 사상가들의 말(Wort)에서 확인된다. 1940년대 초에 이루어

진 강의 『파르메니데스』에서는 “… 탈은폐(Entbergen)와 은폐

(Verbergen)의 현성이 … 말해졌고(zum Wort kommen) 그리스인의 말

(Wort)이 되었다”고 말한다(GA54, 99). 탈은폐와 은폐의 현성은 비진리

를 동반하는 존재의 진리를 의미한다. 이처럼 서양 역사의 시원에서는 

존재 진리가 말해졌다.55) “이것[그리스인의 말]이 시원적으로 말해진 

것, 말(Sage)이다(GA54, 99).”56) 

  아울러 하이데거는 「횔덜린의 땅과 하늘」에서 헤라클레이토스 단편 

제5457)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58) 

54) “존재자의 존재가 현존성으로 나타날 때 그 존재가 어디에 근거하는지가 사유
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본래적으로 사유하는 것이 아니다. 
존재자의 존재의 본질 유래는 사유되고 있지 않다(WhDVA, 137).”

55) “그리스인들은 비은닉성이 생기하는 사건을 사유하지는 않았으나 존재자의 비
은닉성의 경험으로부터 사유했고 그 안에서 살았던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그리
스인들은 ‘시원의 수호자’이다. 그리스시대에서는 모든 행위와 창조, 모든 사
유와 말은 개념파악될 수 없는 것인 존재자의 비은닉성에 의해서 규정되어 있
었다(이수정·박찬국 1999, 266).”

56) 본 논문은 이 말(Sage)을 존재 진리에 응답하는 언어로 이해한다. 신상희는 말
(Sage)을 “언어의 본질 영역 안에서 현성하는 참말”로 보는데(『언어로의 도상
에서』, 신상희 옮김, 16 역자주) 언어의 본질 영역이 존재의 구역이라면, 언어
의 본질 영역에서 현성하는 말(Sage)은 곧 존재 진리의 현성을 말하는 언어일 
것이다.

57) 헤라클로이토스 단편 제54는 다음과 같다. “Ἁρμονίη ἀΦανὴς Φανε
ρῇς κρείσσων.” 하이데거는 이 단편을 다음과 같이 번역한다. “그것
의 나타남을 거부하는 짜임새는 출현하는 것보다 더 고귀한 주재함이다(Fuge, 
die ihr Erscheinen versagt, ist höheren Waltens als eine, die zum Vorscheinen 
kommt)(HEH, 179).” 신상희는 이 단편이 통상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번역된다고 
말한다. “보이지 않는 조화가 보이는 조화보다 더 강하다(『횔덜린 시의 해
명』, 신상희 옮김, 358 역자주).” 

58) 헤라클레이토스 단편에 대한 하이데거 해석의 중요성을 지적하면서 달슈트롬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헤라클레이토스의 단편에 대한 하이데거의 해석은 우리
의 사유의 새로운 시원을 위해서 필요한 것으로 그가 생각한 것에 대한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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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라톤 이전의 사상가인 헤라클레이토스의 이 말은 모든 그리스적 

존재들·자연·인간·인간의 작품 그리고 신성(Gottheit)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해야 하는지에 대한 결정적 눈짓(Wink)을 함축한다. 그

것은 비가시적인 것(Unsichtbare)으로부터 모든 가시적인 것을, 말해

질 수 없는 것(Unsägliche)으로부터 모든 말할 수 있는 것을, 자기 

은폐(Sichverbergen)로부터 모든 빛남(Scheinen)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기를 은폐하고 있는 것(Sichverbergende)이 그리스적 존재

에게는 비은폐된 것(Unverborgne)보다 더 가깝다. 후자는 전자에 의

해 살아간다(HEH, 179).

가시적인 것·말할 수 있는 것·빛나는 것을 비가시적인 것·말해질 수 

없는 것·은폐된 것으로부터 경험해야 하며 자기를 은폐하고 있는 것이 

은폐되지 않은 것보다 더 가까운 것이다. 그리스인들은 자기를 은폐하

고 있는 것인 말해지지 않은 것(Ungesagte)을 말해진 것(Gesagte)에서 

들을 수 있는 자연스런 귀를 가지고 있었으며, 말해지지 않은 것으로부

터 사유했고 말했다(sprechen)(GA53, 133).  

  그리스인들이 그것으로부터 사유했고 말했던 이 말해지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 하이데거는 존재자‘의’ 존재에 대해 물음을 제기하면서 

“존재가 존재자‘의’ 존재(das Sein ‘des’ Seienden)로서 존재한

다”는 말에서의 ‘의(des)’는 다의적 성격을 갖는다고 진술한다(SA, 

364). ‘의’가 다의적 성격을 갖는 이유는 존재자‘의’ 존재라는 말

이 한편으로는 존재가 존재자의 존재임을 말하는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

로는 존재자가 존재로부터 유래함을 말하기 때문이다. “이 수수께끼같

은 다의적인(vielduetig) 2격의 언어적 형태는 발생(Genesis)을, 현존으로

부터의 현존자의 유래를 가리킨다(SA, 364).” 중요한 것은 유래의 본질

이 은폐된 채로 있다는 점이다(SA, 364). 따라서 존재자에 대한 말함에

서 말해지지 않은 것은 존재자가 존재로부터 유래한다는 사실 즉 유래

의 본질이다. 존재자는 비은폐된 것으로서 가시적인 것이지만 존재로부

실마리를 제공한다(Dahlstrom 2011,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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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의 존재자의 유래는 가시적이지 않으며 은폐되어 있는 것이다. 하지

만 유래가 그 자체로 말해지지는 않았더라도 그리스인들은 분명 그것으

로부터 사유했고 말했다. 그리스인들이 현존자가 현존으로부터 유래함

을 ―설령 비주제적이라고 하더라도― 사유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

는가? 

  헤라클레이토스를 포함한 그리스 모든 사상가들은 존재자의 존재를 

현존자의 현존화(Anwesung)로서 경험했다.59) 현존화란 무엇인가? 현존

자는 지속성으로(Beständigkeit) 고착된(verhärren) 현존성(Anwesenheit)

에서 현성하는 것이 아니라 현출하면서(im Hervorgang) 현성한다(GA51, 

114). 존재자는 존재자성으로 고착되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본래적인 

그 무엇으로서 나타난다. 현존화는 지속성으로 고착된 현존성이 아니

며60) 따라서 현존자의 현존화가 곧 그것의 현존성일 수는 없다. 

  현존자가 나타나는 것과 현존성으로 고착되어 존재하는 것 사이의 차

이는 현존자의 현출과 소거(Entgängnis)가 공속한다는 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61) 현존자가 본래적인 그 무엇으로서 나타나지만 이 본래적 나

타남은 단순한 지속이 아니다. 현존자의 나타남은 동시에 그것의 사라

짐이기도 하다.62) 그래서 현존자의 나타남은 현존자의 이행(Übergang)

이지63) 단순한 지속이 아니다. 현존화는 현출함과 소거됨의 통일성인 

현출로서의 이행 안에 존립한다(GA51, 114). 현존자의 현존화는 현존자

가 본래적인 그 무엇으로서 나타나면서 사라지는, 현존자의 본래적 현

존의 나타남을 의미하며 따라서 시원적 사상가가 존재자의 존재를 현존

자의 현존화로서 경험했다는 것은, 존재자를 그것의 존재자성에 있어 

단순히 지속하는 것이 아니라 이행하는 것으로서 경험했다는 것을 의미

59) “… 그리스의 모든 사상가는 존재자의 존재를 현존자의 현존화로서 경험했
[다](GA51, 110).” 여기서 그리스의 모든 사상가는 소크라테스 이전의 시원적 
사상가를 의미한다.  

60) “현존화의 본질에는 현존화에는 지속하는 것에로의 경화(Versteifung)라는 현
존화의 가능한 비본질이 거부된다는 사실이 속한다. … 최종적 현존성으로의, 
순전한 현존성의 지속성으로의 현존화의 거절(GA51, 114)” 따라서 보다 더 정
확히 말하면 현존성은 비본질적인 현존화, 현존화의 비본질적 양태이다. 

61) “현출과 소거가 공속한다(GA51, 114).”
62) “현출함(Hervorgehen)은 소거적(entgänglich) 현출함으로서 본래적으로 현출한

다(GA51, 114).”

63) “… 현출함은 이행이[다](GA51,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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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64) 다르게 말하면 현존화가 현존자의 본래적 현존의 나타남이기 

때문에 존재자의 존재를 현존자의 현존화로서 경험했다는 것은 존재자

를 나타남으로부터 즉 유래로부터 경험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존화가 현존자를 본래적인 그 무엇으로서 나타나게 하면서 동시에 

사라지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이데거는 나타남과 사라짐, 현출과 소

거가 양자의 통일성 안에서 존재의 본질을 형성한다고 말한다(GA51, 

122). 그리고 현출과 소거, 사라지는 나타남의 시간적 성격이 겨를

(Weile)이다. 현존화가 현존자를 본래적인 그 무엇으로서 나타나게 하는 

시간이 바로 겨를이다.65) 존재자가 겨를에 머물(verweilen) 때 그것이 

존재하는 영역(Bereich)이 펼쳐친다(entbreiten).66) 존재자가 본래적인 그 

무엇으로서 나타나면서 사라지는 겨를 동안에 그것이 본래적인 그 무엇

으로서 존재하는 영역이 펼쳐지는 것이다. 하이데거는 현출이 그것에로 

향하는 그 무엇 그리고 소거가 그것에서 떠나는 그 무엇이 무엇인지를 

물으면서 그 무엇이 이행으로서의 현존화이자 탈은폐하는 은닉으로서의 

알레테이아라고 답한다.67) 현출이 그것에로 향하는 그 무엇이자 소거가 

그것에서 떠나는 그 무엇은 현출과 소거의 통일성 안에서 형성되는 존

재의 본질이다. 이 존재 즉 현존의 본질이 현존화이다. 현존화는 현출

하면서 소거되는 것인데 이러한 탈은폐하는 은닉이 알레테이아이다.68) 

따라서 진리, 밝힘으로서의 알레테이아는 겨를 동안에 존재자가 본래적

인 그 무엇으로서 존재하는 영역인 개방터(Offene)를 밝히는 것이다.69) 

  하이데거는 알레테이아가 시원 자체이며(GA54, 242) 사상가는 그가 

64) “존재자는 그것이 하나의 지속하는 것(Beständige)인 한에서 존재하는 것이 아
니라 오히려 … 단순한 현존성으로 추락하지 않는 현존화 안에서 [현성하는] 하
나의 현존자인 한에서 존재하는 것이다(GA51, 114).”

65) “… 현존화는 … 이행으로서 규정되는 겨를의 성격을 갖는[다](GA51, 122).”

66) “… 존재자가 그것의 겨를에 머무는 한에서 각각의 존재자가 그때마다 존재하
는 영역[이] 현출과 소거에서 펼쳐[진다](GA51, 123).”

67) “… 현출의 그리로(Wohin des Hervorgangs)와 소거의 그로부터(Vonweg des 
Entgängnis)는 무엇인가? [그것은] 이행으로서의 현존화[이며] 탈은폐하는 은닉
(알레테이아)[이다](GA51, 123).”

68) 존재의 본질이 현존화이고 현존화가 탈은폐하는 은닉으로서의 알레테이아라는 
것은 그리스의 사상가들에게서 존재의 본질이 곧 알레테이아라는 것을 의미한
다. “알레테이아, 비은폐성이 시원적·그리스적 사유에게는 존재 자체의 본질
이다(GA45, 169).”

69) “비은폐성은 … 개방터에로의 현존화를 의미한다(GA45,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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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레테이아를(an die ᾈλήϴεια) 사유하는(denken) 한에서 시원을 사

유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회상(Andenken)이 사유의 유일무이한 사상

이라고 말한다(GA54, 242). 시원적 사상가가 잠언으로 말한 것은 바로 

이 사상 즉 알레테이아에 대한(an) 사유(Denken)인 회상(Andenken)이었

다.70) 물론 시원적 사상가가 알레테이아를 사유의 과제로 삼아서 그에 

대해 직접적으로 물음을 던졌던 것은 아니었다. 시원에서는 존재자에 

대한 물음이 알레테이아 안에서 견지되었지만 알레테이아 자체는 물어

지지 않은 채로 남았다.71) 시원에서는 알레테이아로부터 존재자가 경험

되긴 했지만 알레테이아 자체가 주제적으로 사유되지는 않았다. 시원적 

사상가에게는 나타남에로 출현하지 않는 것

(Nicht-in-die-Erscheinung-Heraustreten)이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것보다 

더 고귀한 것일 수 있다는 점이 명백했다(GA52, 101). 그래서 시원적 

사상가는 비은폐된 것이자 가시적인 것인 존재자를 가시적이지 않으며 

우선 대개 은폐되어 있는 알레테이아로부터 경험했지만, 그가 알레테이

아 자체에 대해서 물음을 던졌던 것은 아니다. 

  알레테이아는 다른 시원에서의 존재 진리에로의 물러섬을 사유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한다. 하지만 물러섬이 무엇인지를 사유하기 위해서는 

알레테이아뿐 아니라 최초 시원에서의 로고스 또한 검토해야 한다. 로

고스는 다양한 의미를 갖는데72) 전회 이전에 하이데거가 주목했던 로고

70) “이러한 사상은 사상가의 잠언으로서 서양적 말함의 말(Wort des 
abendländischen Sage)에 진입한다(GA54, 242).”, “서양적 말함은 시원을 즉 존
재 진리의 여전히 은폐된 본질을 말한다(GA54, 243).” 

71) “시원에서 존재자에 대한 물음은 존재자의 근본 성격인 알레테이아의 밝음 안
에서 견지된다. 하지만 알레테이아는 … 물어지지 않은 채로 남는다(GA45, 
181).”

72) 배상식은 거드리를 참고하여 로고스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로고
스’ 개념은 동사적 명사로 그 원초적 의미에 있어서는 동사 ‘레게인(legein)’
과 불가분적이다. 즉 레게인의 고전적 의미는 ‘말하다’이며, 따라서 로고스는 
‘말’, ‘언표’, ‘연설’ 등을 의미한다. 물론 처음에는 ‘레게인’이 주로 
고대 희랍의 서사시에서 ‘모으다’, ‘수집하다’, ‘세다’, ‘열거하다’ 등
의 의미로 사용되었으나, 이것이 일상적인 용어로 사용되면서부터 점차 그 쓰임
이 다양하게 확대되었다. 거드리에 따르면, 이 로고스의 의미는 대략 다음과 같
이 정리해 볼 수 있다. a) 수집(collection)의 의미, b) 말(word)과 관련된 의미, c) 
존경·존중·명성·가치로운 것, d) 자문자답·혼자서 생각하는 것·질문에 대
한 답변, e) 계산·셈, f) 산술적이고 수학적인 의미(비율·비례·측량·척도 등) 
g) 열거하다·총계를 내다·일일이 세다, h) 원인·이유·추론·논증, i) 일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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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의 의미는 말함(Reden)이었다.73) 말함으로서의 로고스는 말해지는 것

을 드러나게 하는(offenbarmachen) 것, 보여주는(sehen lassen) 것을 의

미한다(GA2, 43). 말해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말해지는 것을 그것의 

은폐성(Verborgenheit)에서 끄집어내어(herausnehmen) 비은폐된 것

(Unverborgene)으로서 보여주는 것이다(GA2, 44). 로고스가 보여줌이기 

때문에 로고스는 참이거나 거짓일 수 있다(GA2, 44). 철학적 성찰에서 

취해진 로고스의 형태는 가장 단순한 진술 형식인 “하늘은 푸르다(der 

Himmel ist blau)”와 같은 진술 명제(Aussage-Satz)였지만(GA21, 10) 진

리의 일차적 장소가 이러한 형태의 로고스일 수는 없다(GA2, 44-5). 사

실 전기 하이데거의 과제 중 하나는 진리의 일차적 장소를 진술 명제로 

본 철학 전통을 비판적으로 극복하는 것이었으며 이를 위해 하이데거는 

진술이 해석과 이해에서 파생됨을 증명함으로써 로고스 논리학이 현존

재 분석론에 뿌리를 두고 있음을 밝히고자 했다(GA2, 212). 

  전회 이후에 하이데거는 로고스의 보다 더 근원적 의미에 주목한다. 

하이데거는 로고스가 근원적으로는 수집함(lesen)을 의미한다고 말하면

서 수집함으로서의 로고스가 어떤 것을 다른 것과 [함께] 놓음(das eine 

zum anderen legen), 하나로 함께 놓음(in eines zusammenbringen) 요컨

대 모음(sammeln)을 의미한다고 말한다(GA40, 132). 모음이라는 로고스

의 의미가 중요한 것은 현존자가 본래적인 그 무엇으로서 나타나면서 

사라지는 현존화의 사태가 모음과 연관되기 때문이다. 

  겨를은 현존자가 본래적인 그 무엇으로서 나타나는 시간이었다. 하이

데거는 모든 것이 그것의 겨를에서 다른 모든 것과 함께 현존하기 때문

에 현존자는 현존의 하나임 안에서(im Einen des Anwesens) 공속한다고 

말한다. “모든 것이 … 그것의 겨를에서 … 다른 것과 함께 현존하기

에 현존자는 현존의 하나임 안에서 공속한다(SA, 353).” 물론 겨를에서 

함께 현존하는 모든 것은 분리된 대상들과 같은 것이 아니다.74) “… 

인 원리·규칙·법칙, j) 인간의 이성·정신·사고, k) 공식·정의·사물의 본질
에 관한 규정 등(배상식 2007, 212; Gutherie 1976, 420-4 재인용).”

73) “… 로고스는 … 일차적으로 어떤 것에 관한 말함(Bereden von)으로 즉 어떤 
것에 대한 말함(Reden über)으로 이해된다(GA21, 6).”

74) “이러한 다수의 것(Viele)은 그 배후에 대상들을 총괄적으로 포괄하는 것이 존
립하는 그러한 일련의 분리된 대상들이 아니다(SA, 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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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존 자체에는 은폐된 모아들임의 상호적 겨를(Zueinander-Weilen 

einer verborgen Versammlung)이 주재한다(SA, 353).” 여기서 말하는 

현존(Anwesen)은 겨를에서 현존하는 현존자의 현존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현존은 분리된 대상으로서 존재하는 존재자의 존재가 아니다. 겨를

에서 현존자는 자신 이외의 다른 현존자들과 함께 현존한다. 혹은 어떤 

현존자의 겨를에서의 현존은 다른 현존자와의 상호적 현존이다. 하이데

거가 ‘상호적 겨를’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이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겨를에서 현존자가 다른 현존자들과 함께 현존한다는 것 

즉 현존의 하나임이 은폐된 모아들임이라는 점이다. 물론 겨를이 현존

자가 본래적인 무엇으로서 사라지면서 나타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모아

들임은 완전히 은폐된 것이 아니라 탈은폐되는 은폐됨이다. 하이데거는 

헤라클레이토스가 겨를에서 현존하는 현존자의 현존의 본질을 ‘현존의 

모아들이면서 하나로 되어 탈은폐되는 본질(versammelnd-einendes und 

entbergendes Wesen im Anwesen)’로 통찰했으며 이러한 헨 ―현존의 

하나임, 일자― 으로서의 존재를 로고스로 명명했다고 말한다.75) 시원

적 사상가가 경험한 현존자의 현존은 겨를에서 현존하는 현존자의 현존

의 ‘밝히면서 간직되는 모아들임(lichtend-bergende Versammlung)’인

데,76) 시원적으로 로고스로 사유되었고 명명되었던 것이 바로 이 현존

의 모아들임이었다.77) 달리 말하면 겨를에서 현존자가 본래적인 그 무

엇으로서 나타날 때 다른 현존자와 함께 현존자를 그것의 현존의 하나

임(das Eine)으로, 일자에로 모으는 것이 바로 로고스인 것이다.78) 

  하이데거는 로고스의 본질로부터 존재의 본질이 헨 즉 하나로 되는 

75) “… 헤라클레이토스는 … 현존의 모아들이면서 하나로 되어 탈은폐되는 본질
을 통찰하면서 이러한 헨(존재자의 존재)을 로고스로 명명했다(SA, 353-4).” 

76) “… 사유의 초기에서부터 ‘존재’는 밝히면서 간직되는 모아들임이라는 의미
에서의 현존자의 현존이라 불렸다 … (SA, 352).” 모아들임이 간직되는 것인 이
유를 곧 살펴볼 것이다. 

77) “… 모아들임으로 로고스가 사유되었고 명명되었다(SA, 352).”, 
78) “… 하나임 즉 헨 안에서의 그 무엇인 바로부터 존재자를 모으는 것 … 이 로

고스라 불린다(GA45, 139).” “헨 즉 하나(die Eins)는 하나임(das Eine; 일자), 
유일한 것(das Einzige), 모든 것을 하나이게 하는 것(das alles Einigende)을 의미
한다. … 모든 존재자는 존재 안에서 하나로 있다(Einig … ist alles Seiende im 
Sein). … 존재는 존재자를 그것이 무엇인 바로 [존재하도록] 모아들인다. 존재는 
모아들임 즉 로고스이다(WP,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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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임(einendes Eine)으로서 규정된다고 말한다.79) 존재의 본질이 모아

들임으로서의 로고스를 통해 하나로 되는 하나임인 일자로서 규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겨를에서 나타남과 사라짐, 현출과 소거가 통일적으로 

형성하는 존재의 본질은 모아들임을 통해 규정되는 일자이다. 일자는 

다른 현존자와 함께 현존자를 모아들이면서 하나로 되는 현존의 하나임

이기 때문에, 하나임은 동시에 모든 것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 사태가 

바로 헤라클레이토스 단편 제50, ‘헨 판타(Ἓν Πάντα)’ ―“하나

는 모든 것이고, 모든 것은 하나다(Eins: Alles, Alles: Eins)”― 가 말하

는 사태이다(L, 210). 하이데거는 헨 판타와 로고스가 동일한 것(Selbe)

이라고 진술한다(L, 213).80) 일자인 헨이 하나로 되는 방식은 다음과 같

다. “헨은 모아들이면서 하나로 된다. 헨은 앞에 놓여 있는 것을 그 

자체로서 전체 안에서 수집하면서 앞에 놓여 있게 함으로써 모아들인다

(L, 212).”81) 여기서 앞에 놓여 있는 것은 현존자이며 따라서 일자는 

현존자를 그 자체로서 전체 안에서 모아들이면서 그 현존이 하나이도록 

한다. 일자의 하나로 됨이 곧 수집하는 놓음(lesende Lege)이며82) 따라

서 로고스는 모아들이면서 하나로 됨, 수집하는 놓음이다. 

  중요한 것은 수집하는 놓음이 현존자를 비은폐성에 둔다는 점 그리고 

이러한 놓아둠(Legen)이 간직함이라는 점이다(L, 212). 하이데거는 로고

스가 현존자를 현존에로 앞에 놓는데 이때 현-존(An-wesen)은 ‘출현

하여 비은폐된 것에서 존속함(hervorgekommen im Unverborgenen 

währen)’을 의미한다고 말한다(L, 212). 로고스는 현존자를 그것의 현

존으로 탈은폐한다(L, 212). 그런데 이러함 탈은폐함(Entbergen)이 바로 

알레테이아다. 하이데거가 알레테이아와 로고스가 동일(Selbe)하다고, 

로고스가 알레테이아로부터 경험된다고 말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83) 알

79) “… 로고스 곧 모아들임. [이렇게] 사유된 로고스의 본질로부터 존재의 본질이 
하나로 되는 하나임인 헨으로서 규정된다(SA, 369).” 

80) “헨 판타는 어떤 방식으로 로고스가 현성하는지를 말해준다(L, 212).”, “헨 
판타는 로고스가 무엇인지를 말한다. 로고스는 어떻게 헨 판타가 현성하는지를 
말한다. 양자는 동일한 것이다(L, 213).”

81) Es[Ἓν] eint, indem es versammelt. Es versammelt, indem es lesend vorliegen 
läßt das Vorliegende als solches und im Ganzen.

82) “… 일자는 수집하는 놓음으로서 하나로 된다(L, 212).”

83) “알레테이아와 로고스는 동일한 것(Selbe)이다(L, 212).”, “로고스(레게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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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테이아는 존재자가 본래적인 그 무엇으로서 존재하는 개방터를 밝히

는 것이었다. 따라서 알레테이아와 로고스가 동일하며 알레테이아로부

터 로고스가 경험된다는 것은, 개방터에서 현존자가 현성하는 방식이 

곧 로고스임을 의미한다. 현존자의 본래적 현존이 나타나는 개방터는 

현존자가 다른 현존자와 함께 모이면서 하나로 되는 현존의 영역이다. 

개방터에서 현존자가 본래적인 그 무엇으로 현존하는 것은 그것이 다른 

현존자와 함께 상호적·본래적으로 현존하는 것이다. 그리고 알레테이

아는 이렇게 개방터에서 공속하는 다른 현존자와 현존자의 현존의 하나

임, 일자를 겨를 동안에 밝히는 것이다.84) 

  중요한 것은 수집하는 놓음으로서의 로고스가 모든 현존자를 그것의 

현존에서 간직하며 이러한 현존으로부터 모든 현존자가 인간의 말을 통

해 드러날 수 있다는 점이다.85) 하이데거는 수집하는 놓음으로 사유된 

로고스가 그리스적으로 사유된 말(Sage)의 본질인데 로고스는 이러한 

말함(Sagen)으로서의 인간의 말함(Sprechen) 즉 언어(Sprache)를 지칭하

는 이름이기도 하다고 진술한다.86) 이 언어는 ‘현존자를 그것의 현존 

집함·모음)는 알레테이아로부터 즉 탈은폐하는 간직함으로부터 경험된다(SA, 
352).” 로고스는 탈은폐함인 동시에 은폐함이다(L, 213). 그리고 은폐함이 동시
에 간직함이기 때문에, 로고스는 탈은폐하면서 간직하는 성격을 갖는다(L, 213). 
모아들임이 밝히면서 간직하는 것인 이유는 로고스가 탈은폐하는 은닉인 알레
테이아와 동일한 것이기 때문이다.

84) 현존자의 현존이 하나로 되는 것은 우리가 연결(Verknüpfen)·결합(Verbinden)
으로 표상하는 것과 완전히 다른 것이다. “… 로고스에서 현성하는 하나로 됨
(Einen)은 사람들이 연결과 결합으로 표상하곤 하는 것과는 … 상이한 것이다(L, 
213).”

85) “놓음은 모든 현존자를 그것의 현존에서 간직하며, 그 현존으로부터 모든 현
존자는 특히 그때마다의 현존자로서 죽을 자의 레게인을 통해서 … 끄집어내어
질(hervorholen) 수 있다(L, 212).” 여기서 죽을 자의 레게인은 인간의 독특한 
말함을 의미한다.   

86) “로고스는 … 말함(Sagen)으로서의 말함(Sprechen) 즉 언어를 위한 그리스 이
름일 것이다. … 수집하는 놓음으로 사유된 로고스는 그리스적으로 사유된 말
(Sage)의 본질일 것이다. 언어(Sprache)는 말(Sage)일 것이다(L, 220).” 그래서 하
이데거는 말함을 지칭하는 로고스가 이후에 진술이 되었고 올바름(Richtigkeit)이
라는 의미의 진리의 장소가 되었으며 아리스토텔레스가 진술로서의 로고스가 
참이거나 거짓일 수 있다고 말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진술한다(GA40, 
194-5). 하지만 시원적으로는 로고스가 올바름이라는 의미의 진리의 장소가 아
니라 ―모음(Sammlung)으로서― 그 자체 비은폐성으로서의 진리의 일어남이었
다. “시원적으로 로고스는 모음으로서 비은폐성의 생기이다(GA40, 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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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에서 모아들이면서 앞에 놓여 있게 하는 것(versammelndes 

vorliegen-Lassen des Anwesendem in seinem Anwesen)’이다(L, 220). 

물론 하이데거는 그리스인들이 언어의 본질 안에 거주하였지만

(wohnen) 이 본질을 결코 사유한 적은 없으며 그것은 헤라클레이토스

도 마찬가지였다고 말한다(L, 220). 그리스인들이 말함(Sagen)을 경험은 

했지만 헤라클레이토스조차 언어의 본질을 로고스로서, 수집하는 놓음

으로서 사유하지는 않았다(L, 220). 중요한 것은 다른 시원으로 현성하

는 횔덜린의 시작이 말함(Sagen)과 연관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제 횔

덜린의 시작을 중심으로 후기 하이데거가 말하는 언어와 역사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최초 시원의 시원성을 간직하는 다른 시원에 대해 검토

하기로 하자. 

2) 다른 시원과 횔덜린의 시작 

① 최초 시원과 다른 시원: 시원적 사유를 중심으로

다른 시원에서는 최초 시원의 시원성이 회복된다. 형이상학의 역사에서 

은폐되어온 시원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비형이상학적 사유가 요구된

다. 시원성의 회복은 과거에로 복귀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기재하고 

있는 시원성을 장래적으로 사유할 때에만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최초 

시원은 언제나 다른 시원과 연관하여 사유되어야 한다.87) 최초 시원으

로부터 다른 시원으로의 이행의 역사성을 결단하는 것이 바로 횔덜린의 

시작이다.88) 횔덜린의 시작(Dichtung)은 시원(Anfang)의 스스로 보여줌

87) “하이데거는 횔덜린을 다루면서 서구 사상의 제1의 시원, 즉 소크라테스 이전
의 고대 그리스 정신으로 돌아가기를 시도한다. 하이데거에 있어 시원은 서구 
형이상학을 통해 은폐되어왔지만, 아직도 그 근저에서 존재하는 ‘가능적인 능
력의 고유한 힘’ 자체를 뜻한다. 그런데 이 능력이 서구 형이상학을 통해 은폐
되고 왜곡되어 왔기 때문에, 시원을 만나기 위해서는 더 이상 형이상학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사유하는 일이 필요하다. 또한 제1시원을 사유하는 일은 이미 지
나가 버리고 빛바랜 과거로 돌아가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이미 있어 왔고 아직
도 현존하고 있는 제1시원을 도래적(미래적)인 측면에서 창조적으로 재해석하는 
일을 뜻한다. 즉 제1시원은 항상 제2의 시원과 연관해서 사유되어야 한다(최상
욱 2011, 20).”



- 121 -

(Sichzeigen des … Anfangs)을 다시 말해 자신을 내보이는 시원을 명명

한다(nennen)(HEH, 181).89) 하이데거는 시원이 존재하며 하나의 장소 

주위 도처 어디에나 현존한다고 말하면서(HEH, 181), 창작(Schaffen)의 

위대함은 은폐되어 있는 시원의 가장 내적인 법칙을 그것이 얼마나 따

르는지에 따라 측정된다고 말한다(GA45, 36-7). 결국 횔덜린의 시작은 

은폐되어 있으면서도 여전히 기재하고 있는 시원의 가장 내적인 법칙을 

따르는 것이자 그 자체로서 드러나는 시원적인 것을 명명하는 것이다. 

  시원의 재형상화(Wiedergestalten)는 이전의 것의 모방(Abklatsch des 

Früheren)이 아닌 완전히 다른 것이다. 하지만 시원에 근원적인 것이 

속하기 때문에 시원의 재형상화는 동일한 것이기도 하다.90) 다른 시원

으로서의 횔덜린의 시작은 시원적인 것, 시원에 속하는 근원적인 것을 

재형상화하는 것이지만 최초 시원에서 경험되었던 근원적인 것을 모방

하는 것은 아니다. 근원적인 것은 모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창

작될 수 있는 것일 따름이다. 물론 창작은 임의적 상상이 아니라 시원

의 가장 내적인 법칙을 따르는 것이다. 다른 시원에서 명명되는 시원적

인 것이 최초 시원에서의 근원적인 것과 동일한 것은 이 때문이다. 중

요한 것은 다른 시원이 최초 시원에서는 그저 경험되기만 했을 뿐 그 

자체로 사유되지 못한 것을 성찰하는 것이기도 하다는 점이다. 즉 다른 

시원으로서의 횔덜린의 시작은 가장 은폐된 것이자 빠져나가는 것인, 

시원적으로 발현하지 않은 것을 성찰하는 것이기도 하다.91) “우리가 

오직 횔덜린의 작품을 견뎌낼(standhalten) 때에만 … 우리는 최초 시원

에 대한 성찰뿐 아니라 동시에 최초 시원에서 생기하지 않은 것에 대한 

성찰도 개념파악하게 된다(GA45, 136).”92)

88) “이러한[최초 시원으로부터 다른 시원으로의] 이행의 역사성은 횔덜린의 말을 
통해 결단된다(GA70, 149).”

89) 윤병렬은 횔덜린의 시작이 고대 그리스의 시원적 사유를 시작으로 옮긴 것으로 
본다. “… 횔덜린은 고대 그리스의 시원적 사유를 자신의 시작을 옮긴 것이다. 
그러기에 시원적 사유는 ―첫째 시원에도 다른 시원에도― 시작의 근원적 방식
이다(윤병렬 2002, 199).” 

90) “… 시원에는 근원적인 것이 속하기 때문에 시원의 재형상화는 결코 이전의 
것의 모사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것이지만 그럼에도 동일한 것이다(GA45, 
41).”

91) “… 시원적으로 생기하지 않은 것의 근거에 대한 성찰 … (GA45, 123)”

92) 슈만은 횔덜린의 시작이 시원에로의 회귀를 함축한다고 말하는데(Schürma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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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시원에서 그저 경험되기만 했을 뿐 그 자체로 사유되지 못한 것

은 알레테이아이다.93) 하이데거는 알레테이아와 관련하여 어떤 무엇이 

사유에게 말을 건다고 진술하면서 그 무엇은 ‘철학’ 즉 형이상학의 

시작(Beginn) 이전에 그리고 형이상학의 역사를 관통해서 사유를 자신

에게로 데려온(einholen) 것이라고 진술한다(HG, 444). 이 무엇은 역운적

으로 존재를 송부하는 발현인데 형이상학은 발현에 의해 송부된 “존

재”를 사유해왔을 뿐이다. 따라서 다른 시원은 형이상학과 달리 존재 

진리인 알레테이아를 성찰하면서 발현으로서의 존재에 응답하는 것이

다.94) 응답은 사유가 존재에 시원적·내적으로 귀속할 때에만 가능한

데95) 우리는 존재에 귀속하는 사유를 최초 시원에서의 인지함

(Vernehmen)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시원적 사유인 인지함이 중요한 

이유는 인지함을 통해서 다른 시원을 예비하는 사유가 무엇인지를 확인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제 최초 시원에서의 인지함이 무엇인

지를 확인하기로 하자. 

  하이데거는 인간이 최초 시원에서 존재자 자체를 인지하는 자로 규정

되었다고 말하는데(GA45, 139), 이는 사유가 시원적으로는 존재자 자체

를 인지하는 인지함이었음을 의미한다. 최초 시원에서의 인지함은 받아

들임(Aufnehmen)과 동일한 것이지만(WhD, 124) 받아들임으로서의 인지

함이 자발성(Spontaneität)과 구분되는 수용성(Rezeptivität)만을 의미하지

는 않는다(WhD, 124). 인지함은 그저 수동적인 인수함(Hinnehmen)이 아

1976, 531) 횔덜린의 시작은 단순히 최초 시원에로 회귀하는 것이 아니라 최초 
시원에서 사유되지 않은 것을 성찰하는 것이기도 하다. 

93) “그것과 함께 철학이 시작한 ‘존재’는 알레테이아가 주재하는 한에서만 현
존성으로 현성하는데 알레테이아 자체는 그럼에도 그 본질 유래와 관련하여 사
유되지 않은 채로 남는다(HG, 443-4).” 

94) “… 사유의 다른 시원에서 존재(Seyn)는 발현으로 경험된[다](GA65, 248).” 시
작이 발현으로서의 존재의 말걸음에 응답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비멜은 그것이 
그 자체로 발현이라고 말한다. “본래적 시작은 … 발현이[다](Biemel 1969, 
513).”  

95) “… 사유의 존재에의 내적 귀속성 … (GA40, 127)” 하이데거는 존재와 사유
의 구분(Unterscheidung)이 존재자와 우리의 관계 ―예컨대 우리가 의욕하거나 
느낄 때, 우리가 존재자와 관계하는 것― 보다 더 본질적이라고 말하면서(GA40, 
127), 존재와 사유의 구분은 구분된 것(Unterschiedene)·나눠진 것(Geschiedene)
인 사유가 존재 자체에 시원적·내적으로 귀속한다는 사실로부터 발원하는 것
이라고 말한다(GA40,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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닌데 그것은 인지함에는 앞서 취함(Vor-nehmen)이라는 특성(Zug)이 있

기 때문이다.96) 중요한 것은 인지함이 앞서 취함일 뿐 아니라 모아들임

이라는 점이다. 하이데거는 파르메니데스 단편 제8을 해석하면서 “… 

모아들이는 인지함인 사유가 현존이라는 의미의 존재에 속한다”고 말

한다(M, 229).97) 여기서 말하는 현존은 고착된 현존성이 아닌 현존화를 

의미하는데 그 이유는 현존성에는 사유가 속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

서 여기서 현존은 현존화를, 존재는 형이상학이 사유해온 “존재”가 

아닌 존재를 의미하는데, 이 존재에는 모아들임이라는 성격을 갖는 사

유함으로서의 인지함이 속한다. 현존자 자체를 인지하는 자인 인간은 

존재에 귀속하는 모아들이는 자이며 현존자를 모아들이면서 인지되는 

현존자와 함께 개방터에서 그 현존이 하나로 되는 자이다. 하이데거가 

개방터를 밝히는 “알레테이아가 … 인간을 개방터에서 인지하고 모으

며 그리하여 폐쇄된 것(Verschlossene)과 은폐된 것을 비로소 그 자체로

서 경험하는 그러한 본질에로 세운다”고 말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GA45, 169). 물론 여기서 폐쇄된 것·은폐된 것은 “존재”가 아닌 존

재이며 인간은 존재를 개방터에서 그 자체로서 경험하는 자로서 그의 

본질에 이르게 된다.  

  인지함과 모음(Sammlung)은 존재 때문에 일어나는데98) 그것은 존재

의 나타남과 함께 인지함이 필연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이다.99) 인지되는 

현존자와 인지하는 인간의 현존이 하나로 되는 것은 개방터에서 사라지

면서 나타나는 존재에 인간이 귀속한다는 것을 의미한다.100) 인간이 존

96) “… 인지함으로서의 노에인에는 동시에 어떤 것을 앞서 취함이라는 특성이 놓
여 있다(WhD, 124).”

97) 파르메니데스 단편8에 대한 해석은 「모이라」에서 전개되는데, 인지함과 모음
의 관계에 대한 언급은 『형이상학 입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인지함
에 속하는 모음 … (GA40, 178)” 『형이상학 입문』에서는 특히 피지스(ρύσ
ις)의 문제를 다루면서 인지함과 모아들임의 관계를 검토한다. “피지스로서의 
로고스의 연관이 레게인(λέϒειν)을 인지하는 모음(vernehmende Sammlung)
으로 만들며 인지함을 모아들이는 인지함(versammelnde Vernehmung)으로 만든
다(GA40, 182).” 

98) “양자[인지함과 모음]는 존재 때문에(umwillen des Seins) 생기한다(GA40, 
178).” 

99) “존재는 주재한다(walten). 존재가 주재하기 때문에 그리고 존재가 나타나는 
한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남과 함께 인지함도 생기하는 것이다(GA40, 148).” 

100) “이러한 나타남과 인지함이라는 사건의 일어남(Geschehnis)에 인간이 참여하



- 124 -

재에 귀속하는 것은 겨를에서 인지되는 현존자와 인지하는 인간의 현존

이 하나가 된다는 데 근거한다. 따라서 존재의 나타남은 존재에 귀속하

는 인간의 인지함의 일어남이기도 하다. 인지함으로서의 사유는 존재에 

더 근원적이고 더 엄밀하게 속해 있는데101) 이 사유는 존재의 나타남과 

함께 일어나기 때문에 존재 자체로부터 동기지어지는 것(Veranlassung)

이며 동기(Anlaß)로서 존재 진리에 관여한다.102) 그리고 존재 자체로부

터 동기지어지면서 존재 진리에 관여하는 사유가 비로소 그것의 본질에 

이르게 되는데,103) 다른 시원은 본질에 이르게 된 사유를 통해서 비로

소 예비된다.  

  인간 존재의 고유성(Eigenheit)은 인간이 존재에 귀속하는 고유한 양

식으로부터 자라난다.104) 그리고 존재의 나타남에 인지함이 속하는 한

에서 인간 존재의 고유성은 인수하는 인지함(hinnehmendes Vernehmen)

을 통해서 규정된다.105) 인수하는 인지함은 인간이 소유하는 어떤 능력

(Vermögen)과 같은 것이 아니라 존재의 나타남과 함께 일어나는 것으

로서, 나타남 안에서 인간은 존재에로 도래하여 존재에 속하게 된다.106) 

따라서 최초 시원에서의 인지함은 지향적으로 관계를 맺으면서 실존하

는 현존재의 지향적 태도와 같은 것일 수 없다.107) 인간이 지향적 태도

를 특성(Eigenschaft)으로서 소유하는 것과 달리 인지함은 인간을 소유

려면 인간은 … 존재에 속해야한다(GA40, 148).” 「전회」에서도 인간이 존재
에 속한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다. “… 인간 존재가 존재의 본질에 속해 있
[다] … (TK, 38)”, “우리는 인간의 위대한 본질이 존재의 본질에 속하며 그것
에 의해 존재의 본질을 그 진리에로 보존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는 바로 거기에 
있다고 생각하려 한다(TK, 39).” 

101) “… 더 근원적이고 더 엄밀하게(strengere) 존재에 속하는 사유(GA40, 131)” 

102) “사유는, 그것이 존재한다면, 존재 자체로부터 동기지어지는 것으로 존재하며 
[그것이] 존재의 비은폐성에 관여하는 한에서 이러한 동기로서 존재한다(SBN, 
397).” 

103) “… 존재는 사유를 그것의 본질에로 인도한다. 이것이 존재 자체의 특성이다
(SBN, 372).” 

104) “… 인간 존재의 고유성은 주재하는 나타남인 존재에 그가 귀속하는 고유한 
양식으로부터 자라난다(GA40, 148).” 

105) “그런데 이러한 나타남에 인지함이 속하는 한에서 … 인수하는 인지함으로부
터 인간 존재의 본질이 규정된다(GA40, 148).”

106) “인지함 … 은 …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오히려 생기인데 이 생기 안에서 인
간은 비로소 … 그 자체 존재에로 도래한다(GA40, 149).” 

107) “인지함은 태도의 방식이 아니다(GA40,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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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사건의 일어남이다.108) 본질적 사유가 인간의 사유임은 분명하지

만 겨를에서 생기하는 인지함은 인지하는 주체가 인지되는 대상을 인지

하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니다. 인지함에서 중요한 것은 존재가 나타나면

서 함께 일어나는 인지함에서 인간과 현존자의 현존이 하나로 된다는 

점이다. 하이데거가 인간이 인지함을 능력으로서 소유한다고 말하지 않

고 오히려 생기하는 인지함이 인간을 소유한다고 말하는 것은 이 때문

이다.109) 

  『사유란 무엇인가?』에서는 파르메니데스 단편 제6을 해석하면서 수

집함(Lesen)을 의미하는 레게인과 사유함을 의미하는 노에인의 결합

(Gefüge)이 사유가 무엇인지를 처음으로 알려준다고 말한다(WhD, 126). 

그것은 인지함으로서의 사유함이 존재자를 일자에로 모으는 것

(Sammeln des Seienden auf das Eine)으로서(GA45, 139), 그것을 통해서 

일자가 규정되는 모아들임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이데거는 레게인과 

노에인의 결합으로부터 이후에 잠시 동안이나마 알레테우에인(ἀληϴ
εὑειν)이라 불렸던 것, 즉 비은폐된 것을 탈은폐하고 탈은폐된 상

태로 머물게 함(entbergen und entborgenhalten das Unverborgene)이 

성취된다(vollbringen)고 말한다(WhD, 126). 최초 시원에서 파르메니데스

가 성취한 것은 비은폐된 것이지만 언제나 다시금 은폐되는 것을 탈은

폐하여 머물게 하는 것, 비은폐된 것을 그것의 은폐 경향을 거슬러서 

탈은폐하는 것이다. 파르메니데스 이후에 이 사태는 오랫동안 망각되었

는데 그것은 모음의 성격을 갖는 시원적 사유가 인간을 그의 본질에로 

옮기는 것 즉 인간으로 하여금 현존자를 모아들이면서 인지되는 현존자

와 함께 개방터에서 그 현존이 하나로 되게 하는 것이 인간을 습관적인 

것·통상적인 것·평면적인 것이라는 의미에서의 친숙한 것

108) “태도의 방식을 인간은 특성으로 갖지만 인지함은 인간을 소유하는 저 사건
의 일어남(Geschehnis)이다(GA40, 150).” 

109) 와일드는 하이데거에게서 존재와 사유의 문제를 검토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
다. “존재에로 도래함은 나타나는 것, 드러나는 것이다. 이것이 존재와 사유가 
하나이자 동일한 것이라는 파르메니데스의 잠언의 의미이다. 진리는 인간의 활
동 안에서 그리고 그 활동을 통해서 생기한다(Wild 1963, 665).” 하지만 진리가 
인간의 활동 안에서 그리고 그 활동을 통해서 생기한다고 말하는 것은 하이데
거가 인지함이 인간이 소유한 어떤 능력과 같은 것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강조
했던 사태의 함의를 충실히 드러내는 것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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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nheimische)이 아닌 섬뜩한 것(Un-heimische)에로 세우는 것이기 때

문이었다.110) 

  이로부터 우리는 다른 시원을 예비하는 인지함이 저절로 생기하는 것

이 아니라 오히려 습관적 사유에 반하여(gegen) 쟁취되는(abringen) 것

임을 확인할 수 있다(GA40, 177). 인지함이 습관적 사유에 반하여 쟁취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이데거는 심지어 시원적 사유의 성격인 로고스가 

투쟁(Kampf)이라고도 말한다(GA40, 176). 그리고 시원적 사유가 습관

적·통상적 사유에 반하여(gegen) 얻어지는 것이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원적 사유의 생기와 함께 나타나는 존재는 거의 

언제나 은폐되어 있고 망각되어 있다. 

  시원적 사유는 인간 본질과 존재의 연관을111) 즉 현존의 하나임을 성

취한다. 물론 인지함으로서의 사유가 이 연관을 만들거나 야기하는 것

은 아니다(BH, 313). 이 연관은 오히려 존재에 의해 인간에게 양도된 것

으로서 사유는 그저 이 연관을 존재에게 가져올 뿐이다(BH, 313). 사유

가 이 연관을 만들거나 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져오는 것인 이유는, 

그것이 근본적으로 인수하는(hinnehmen) 성격을 갖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사유의 이러한 가져옴 즉 사유에서 성취되는 인간 본질과 존재의 

연관이 사유에서 존재가 언어화되는(zur Sprache kommen) 것을 의미한

다는 점,112) 다른 시원이 이러한 언어화로서 현성한다는 점이다. 

  다른 시원으로서 현성하는 존재의 언어화는 본질적으로 사유하는 사

상가나 특히 시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것은 사상가나 시인이 말

(Wort)을 지배하기(beherrschen) 때문이다(GA40, 141). 물론 이는 그들이 

말을 임의대로 다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시인이 지

배하는 말은 언어의 본질을 정초하는 로고스와 연관되는 말이다.113) 시

인은 발현으로서의 존재에 응답함으로써 로고스와 연관되는 말을 말할 

수 있는데 이 말함은 시인이 인지하는 자로서 존재에 속해 있기에 가능

110) “모음으로서의 로고스는 … 인간을 최초로 그의 본질에로 옮기고(versetzen) 
그리하여 인간을 섬뜩한 것에로 세우는 데 이는 친숙한 것이 외양상 습관적인 
것·통상적인 것·평면적인 것에 의해 지배되는 한에서 그러하다(GA40, 178).”

111) “사유는 인간 본질에 대한 존재의 연관을 성취한다(BH, 313).” 

112) “이러한 가져옴은 사유에서 존재가 언어화된다는 데 존립한다(BH, 313).” 

113) “로고스는 언어의 본질을 정초한다(GA40, 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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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이다. 시인은 존재에 속해 있는 자이자 현존자를 모아들이는 자이

며, 다른 시원은 시인의 말함으로서 현성한다. 물론 다른 시원의 현성

은 최초 시원의 시원성이 은폐된 채로 기재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따라서 다른 시원(Anfang)으로서의 횔덜린의 시작(Dichtung)에 대해 검

토하기 전에 먼저 시원의 은폐와 기재의 문제를 검토함으로써 다른 시

원으로 현성하는 시작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② 시원의 은폐와 기재 문제

존재의 발현에는 탈현이 속하며 따라서 발현이 은닉되는 것이더라도, 

탈현(Enteignis)을 통해서 발현은 스스로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

려 그것의 고유함을 보존한다(ZuS, 23). 탈은폐하면서 존재를 송부하는 

그것(Es)인 발현이 언제나 다시금 자기를 은닉한다는 점에 발현의 고유

함이 있다. 그리고 발현의 탈은폐하는 은닉으로서의 알레테이아(άλήϴ
εια)가 서양 역사의 시원에서 말해졌지만114) 그 자체로 사유되지는 

못했던 그것이다. 현존성으로 존재를 사유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밝

힘(Lichtung)으로서의 알레테이아가115) 그 자체로서 사유되지는 못했던 

것이다. 예컨대 헤라클레이토스 사유에서는 존재가 로고스, 수집하는 

놓음으로서 나타나는데(L, 219), 이 로고스는 알레테이아로부터 경험된

다. 하지만 로고스에 대한 파악이 변화되면서 헤라클레이토스가 수집하

는 놓음으로 사유했던 존재의 섬광(Aufblitz)이 이내 망각되고 은폐된

다.116) 헤라클레이토스가 로고스로서의 존재를 알레테이아로부터 경험

했다는 것은 서양 역사의 시원에서 존재가 그것의 진리에 있어 경험되

었음을 의미한다. 물론 비진리이기도 한 진리가 그 자체로 사유되지는 

114) “알레테이아는 철학의 시작(Beginn)에서 실로 명명되었지만 그 이후에는 철학
에 의해서 그 자체로서 고유하게 사유되지 않았다(EPAD, 76).”, “밝힘은 알레
테이아, 비은폐성으로 실로 명명되지만 그 자체로서 사유되지는 않는다(EPAD, 
77).” 

115) “밝힘은 무엇보다도 우선 현존성에 이르는 길의 가능성을 허용하며 이러한 
현존성 자체의 가능한 현존을 허용한다. 알레테이아, 비은폐성을 우리는 밝힘으
로 사유해야 한[다](EPAD, 75).”

116) “그러나 이러한[로고스로서의] 존재의 섬광은 망각된 채 남는다. 망각은 그편
에서 로고스에 대한 파악이 곧 변화된다는 점을 통해 은폐된다(L, 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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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했더라도 말이다. 

  수집하는 놓음이자 모아들임인 로고스는 탈은폐하면서 간직하는 모아

들임인데, 로고스는 모든 현존자를 그것의 현존으로 밝히는(lichten) 것

이다.117) 모아들임으로서의 로고스는 밝힘으로서의 알레테이아와 ―똑

같은 것은 아니더라도― 동일한 것이며 따라서 로고스의 망각·은폐는 

알레테이아의 망각·은폐이기도 하다. 시원적인 것(Anfängliche)은 언제

나 가장 은폐된 것이자 빠져나가는 것(Entziehende)인데(GA45, 37), 가

장 은폐된 것이자 빠져나가는 것이 바로 알레테이아이자 로고스이다. 

물론 은폐됨은 분명 보존하는 간직함이기도 하며 그래서 시원의 은폐성

은 파묻힘(Verschüttung)이 아니라 자명한 것들로부터는 경험되지 않는 

독특한 가까움을 의미한다.118) 은폐되어 있는 시원적인 것은 우리에게 

분명 가까이 있는 것이며 우리가 가장 가까운 것으로 알고 있는 모든 

현실적 존재자보다도 더 가까이 있다.119) “존재”를 표상하는 형이상

학적 사유로는 시원적인 것에 도달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시원적인 것

은 분명 우리에게 가까이 있다. 

  시원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GA36/37, 6). 

시원적인 것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이미 지나간 것이 아니라 기재하

고 있는 것이다(GA51, 86). 기재하는 것은 여전히 현성하는 것(noch 

Wesende)으로서(GA39, 108) 고유한 방식으로 현존하고(anwesen) 있

다.120) 기재하는 것은 더 이상 현재적이지 않은 것

(nicht-mehr-Gegenwärtige)이며 그리하여 부재하는(abwesen) 것이지만 

그럼에도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더 이상 현재적이지 않

는 기재하는 것은 부재의 방식으로 직접적으로 현존한다.121) 통상적으

117) “… 모든 현존자를 그것의 현존으로 밝히는 탈은폐하면서 간직하는 모아들임 
… (A, 273)”

118) “시원의 … 은폐성은 그것의 파묻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 우선적으로
는 즉 자명한 것으로부터는 경험되지 않는 가까움의 독특함을 의미한다(GA51, 
86-7).”  

119) “우리에게 이러한 존재의 시원은 우리가 가장 가까운 것으로 알고 있는 모든 
것보다도 … 즉 현실적인 것으로서의 … 모든 존재자보다도 더 가까이 있는 것
이다(GA51, 87).”

120) “기재하는 것은 … 그것의 고유한 방식으로 현존한다(ZuS, 13).” 

121) “그럼에도 이러한 더 이상 현재적이지 않은 것은 그것의 부재에 있어 직접적
으로 현존한[다](ZuS,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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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가장 가까운 것으로서 알고 있는 존재자에 입각하여 표상할 때 시원

적인 것은 부재하는 것이지만 사실 시원적인 것은 기재하는 것으로서 

부재의 방식으로 현존하며 현성한다. 그 이유는 시원적인 것이 존재자

보다도 더 가까이 있는 여전히 현성하는 존재(nochwesendes Sein)이기 

때문이다.122) 시원적인 것인 알레테이아와 로고스는 존재로서, 은폐되어 

있으면서도 여전히 현성하고 있는 기재하는 것이다.123) 

  시원에의 상기는 존재자나 지나간 것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현성하는 존재를 향하며, 시원은 우리가 간과한 너무나도 가까운 것

(Übernahe)이다(GA51, 87). 너무나도 가까운 것인 시원적인 것은 우리

에게 결여되어(fehlen) 있는 것이 아니라 억압되어(niederhalten) 있는데, 

그 이유는 현실적인 것이 존재자의 척도일 뿐 아니라 존재의 척도가 되

었기 때문이다.124) 현실적인 것을 척도로 삼는, 존재자에 입각한 표상으

로는 기재하는 것에 결코 도달할 수 없다. 기재하는 것에는 어떻게 도

달할 수 있는가? 존재의 말걸음에는 일찍이 개현된 기재하는 것(früh 
enthülltes Gewesene)인 알레테이아·로고스가 속한다.125) 따라서 기재

하는 시원적인 것에 도달하는 것은 존재의 말걸음에 청종하여 그것에 

응답할 때에만 가능하다. 그리고 응답을 통해서 형이상학이 사유하지 

않은 로고스로서의 존재와 그것의 진리인 알레테이아를 말하는 것이 비

로소 가능해진다.126)  

  존재의 말걸음을 뒤따라 말하는 것은 기재하는 것을 새로이 보존하는 

122) “지나간 것은 언제나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존재자(Nicht-mehr-Seiende)이지
만 기재하는 것은 여전히 현성하는 존재이다(GA51, 86).”

123) “존재[여전히 현성하는 존재]는 그것의 시원성에 있어 은폐된 것이다(GA51, 
86).” 

124) “… 모든 가까운 것 중 가장 가까운 것에 대한 통찰과 감각은 우리에게 결여
된 것이 아니라 실로 현실적인 것의 힘에 의해 억압된 것인데, 이 현실적인 것
이 그때마다의 존재자에 대한 척도일 뿐 아니라 존재에 관한 척도로 오인되었
다(GA51, 87).”

125) “존재의 말걸음에는 일찍이 개현된 기재하는 것(알레테이아, 로고스, …)이 
… 속한다(NBS, 176).”

126) “존재의 말걸음에는 … 마찬가지로 존재 망각의 있을 수 있는 전회 안에서 
… 알려지는 것의 감추어진 도래(verhüllte Ankunft)가 속한다(NBS, 176).” 존재 
망각의 있을 수 있는 전회 안에서 알려지는 것은 형이상학이 사유하지 않은 로
고스와 알레테이아를 말한다. 따라서 로고스와 알레테이아에 대한 사유와 말함
은 존재의 말걸음에 인간이 응답할 때 비로소 가능해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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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인데,127) 보존은 시작(Dichtung)에서 이루어진다. 시원적으로

(anfänglich) 기재하는 것 그리하여 다시금 시원적으로 현성하는 것128)

이 시작에서 보존되는 것이다. 그러나 시작에서 보존되는 다시금 시원

적으로 현성하는 것이 비일상적인 것(Ungewöhnliche)이기는 하지만 그

것이 진기한 것(Ausgefallene)이거나 이목을 끄는 것(Sensation)일 수는 

없다(GA52, 66). 오히려 그것은 끊임없이 현성하는 것이자 단순한 것

(Einfache)으로서 일상적인 것(Gewöhnliche)에서 가장 순수하게 나타날 

수 있다(GA52, 66). 횔덜린은 단순한 것, 끊임없이 현성하는 것을 시작

함으로써(dichten) 다른 시원(Anfang)을 수립하는 시인이다. 따라서 이제 

다른 시원으로 현성하는 횔덜린의 시작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기로 하자. 

③ 다른 시원으로서의 횔덜린의 시작 

하이데거에게 언어는 인간이 존재의 말걸음에 응답하면서 존재에 속할 

수 있는 시원적 차원(Dimension)이었다(TK, 40). 존재에 속하여 존재의 

말걸음에 응답하는 시인이 횔덜린인데, 시원성을 간직하는 그의 시작

(Dichtung)은 다른 시원(Anfang)으로 현성했다. 따라서 횔덜린의 시작을 

통해 존재의 말걸음에 응답하여 다른 시원으로 현성하는 인간 언어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횔덜린은 시작의 본질을 시로 짓는129) ‘시작

의 시인(Dichter der Dichtung)’일 뿐 아니라 시인의 시인적인 것

(Dichterische) 즉 시인의 본질을 명명하는(Ad, 82) ‘시인의 시인

(Dichter des Dichters)’이다.130) 횔덜린은 시작의 본질을 새로이 수립

하면서(GA39, 218) 시인의 본질을 시로 지었는데, 중요한 것은 시인적

인 것의 본질 안에 역사적 인간의 참된 거주가 근거한다는 점이다

(GA53, 173). 다시 말해 인간이 본질적 시인으로서 시인적으로 거주할 

때, 그는 비로소 진정으로 역사적으로 존립할 수 있다. 물론 시인으로

서의 인간의 본질에 대해 말한다고 하더라도 횔덜린이 휴머니스트였던 

127) “… 기재하는 것의 … 새로운 보존 … (GA39, 109)”
128) “… 흘러가는 것이 아닌 것(Unvergängliche) 즉 시원적으로 기재적인 것 그리

고 다시금 시원적으로 현성하는 것 … (GA51, 87)”
129) “횔덜린은 시작의 본질을 시로 짓는다(HWD, 47).”, “횔덜린은 시의 고유함

을 시로 짓는다(DG, 182).”, “시작의 본질의 시인(GA70, 166)”

130) “횔덜린은 시인의 시인이며 시작의 시인이다(GA39,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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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아니다. 횔덜린은 휴머니즘에 속하지 않으며 인간 본질의 역운을 

휴머니즘이 사유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시원적으로 사유했다(BH, 320). 

  인간의 본질에 대한 횔덜린의 사유는 그의 송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것은 횔덜린의 송가에서 근원적으로 시로 지어져야 하는 것

(ursprünglich Zu-Dichtende)인 시인적인 것이 말해지며131) 따라서 송가

에서 인간의 본질적 실존, 역사적 인간의 참된 거주를 성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횔덜린의 송가 〈이스터강〉』에서는 이스터강이 인간의 

시적인 거주를 근거지우면서 그것의 고유한 본질 안에 존재한다고, 나

아가 이스터강의 고유한 본질이 시인을 시로 지어야 하는 시인인 횔덜

린의 본질이라고 말한다(GA53, 202). 다시 말해 송가에서 이스터강은 

시인의 본질을 시로 짓는, 시인으로서의 횔덜린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스터강〉에서는 인간의 시적 거주가 시인적인 것을 의미하는 이스

터강으로 정초된다. 

  시인적인 것으로서의 이스터강의 고유한 본질은 이스터강이 근원 가

까이에서(nahe dem Ursprung) 거주하는(wohnen) 것으로서 그것이 원천

(Quelle)에 머물며(verweilen) 그 장소(Ort)를 쉬이 떠나지 않는다는 데 

있다.132)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강(Strom)을 시인적인 것의 본질로서 시로 

짓는 것이 동시에 시작의 본질을 시로 짓는 것이라는 점이다.133) 어떻

게 시인의 본질을 시로 짓는 것이 동시에 시작의 본질을 시로 짓는 것

일 수 있을까? 횔덜린이 진정으로 시인의 시인인 이유는 그가 추후적으

로 스스로에 대해 반성하고 그의 시작을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이 아니

라 오히려 시작과 함께 자신을 그것의 근원적 본질에로 되가져가서 그 

본질의 힘을 경험했기 때문이었다(GA39, 219). 횔덜린이 시인을 시로 

지은 것은 창작을 위한 대상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인간을 다시금 시

작으로 근거지우기 위함이었는데,134) 이는 횔덜린에게는 시작의 본질이 

131) “근원적으로 시로 지어져야 하는 것 그리하여 시인적인 것에 대한 시적 명명
이 횔덜린의 송가 시작(Hölderlins Hymnendictung)에서 발현한다(GA53, 173).” 

132) “이스터강은 원천에 머물며 [그] 장소를 쉬이 떠나지 않는데 그 이유는 이스
터강이 근원 가까이에서 거주하기 때문이다(GA53, 202).”

133) “강에 대한 이러한 시 지음은 그 자체 동시에 시작의 본질에 대한 시 지음이
다(GA53, 203).”

134) “횔덜린은 창작을 위한 다른 가치 있는 대상의 결여로 인해 시인을 시로 지
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엇보다도 현존재를 비로소 다시금 시작으로 근거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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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인간의 시적 거주를 정초하는 데 있음을 의미한다. 시작의 본질을 

시로 짓는 것은 시적으로 거주하는 인간인 시인의 본질을 시로 지음으

로써 그것을 시적으로 정초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오직 시인만이 근원 곁에서 견디면서(aushalten) 근원의 본질을 들을 

수 있으며 들은 것(Gehörte)을 시적인 말로 간직할(bergen) 수 있다. 즉 

들은 것을 시작할(dichten) 수 있다.135) 시인의 들음은 근원을 그것의 발

원 안에서(in seinem Entspringen) 뿐 아니라 발원된 것(Entsprungene)으

로서도 시작하면서 사유하는 것이다.136) 횔덜린에게는 근원의 본질을 

듣고서 들은 것을 사유하고 시작하는 것이 곧 반신(Halbgott)의 본질을 

사유하는 것이자 시작하는 것이었다. 『횔덜린의 송가 〈이스터강〉』

에서는 횔덜린이 시인의 본질을 시로 짓는다면 그가 반신(Halbgott)의 

본질을 사유해야 한다고(GA53, 173), 시인적인 것이 곧 강(Strom)의 본

질이며 시인적인 것의 시인이 곧 반신이라고 말한다(GA53, 173). 결국 

송가에서는 반신으로서의 시인이 강으로 재형상화된 것이며137) 따라서 

송가에서 재형상화된 강을 통해 우리는 인간의 시적 거주가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138) 그리고 하이데거는 송가 〈라인강〉에서 시인적인 

것과 강의 연관 등이 분명하게 말해졌다고 진술한다(GA53, 173). 

  〈라인강〉 2연을 해석하면서 하이데거는 근원과 들음의 문제를 다룬

다. 근원을 견뎌내는 들음은 아직 발원하지 않은 근원(noch nicht 

springend Ursprung)을 듣는 것으로서 근원적 근원(ursprünglich 
Ursprung)을 듣는 것이다(GA39, 201). 시인이 듣는 것 즉 인지하는 것이 

바로 근원적 근원이다.139) 시인의 들음은 여기에 어떤 근원적 존재

야 한다는 필연성의 과도함으로 인해 시인을 시로 지은 것이다(GA39, 219).”
135) “시인만이 근원 곁에서 견디는 저 들음을 수행할 수 있으며, [근원 곁에서] 

견디면서 근원의 본질을 끝까지 듣고(aushören) 들은 것을 시적인 말의 상주하
는 것(Bleibende)에로 간직할 수 있다(GA39, 229).” 

136) “… 근원에서 견디고 있는(standhaltend) 이러한 들음은 근원을 그것의 발원
에서 시작하면서 사유할 뿐 아니라 동시에 발원된 것으로서도 시작하면서 사유
한다(GA39, 229).”

137) 강학순은 횔덜린의 시작에 대한 하이데거의 해석에서 반신으로서의 시인이 곧 
강이라고 본다. “시인은 반신으로서 강이다(강학순 1995, 250).” 

138) “강은 인간과 신 사이에서 시로 지어져야 하는 것이다. 시로 지어져야 하는 
것은 이러한 대지 위에서의 인간의 시적인 거주이다(GA53, 178).”

139) “근원적 근원을 시인은 듣는다. 견뎌냄(Standhalten)으로서의 그의 들음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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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sprüngliches Sein)가 주재함을 처음으로 인지한다(GA39, 201). 시인의 

들음은 근원적 존재로서의 근원적인 것에 청종(Gehör)한다(GA39, 201). 

근원은 발원하는(entspringen) 것이지만, 발원한 근원(entsprungen 

Ursprung)만이 아니라 아직 발원하지 않은 근원 즉 매여 있는 근원

(gefesselt Ursprung) 역시 근원이다(GA39, 202). 따라서 근원의 전체적 

본질은 발원하는 동시에 매여 있는 근원이다.140) 그리고 발원은 강의 

전체 흐름의 시작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발원한 강의 전체 흐름이 

근원에 속한다(GA39, 202).141) 이미 발원한 근원·발원하는 근원·아직 

발원하지 않은 근원으로서 근원이 인지될 때 근원은 비로소 완전히 인

지된다.142) 

  아울러 〈라인강〉 4연에서 횔덜린은 발원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순수하게 발원된 것은 하나의 수수께끼이다. 심지어

노래도 그것을 거의 드러낼 수 없다.143) 

하이데거는 노래(Gesang)로서의 시작이 거의 드러낼 수 없는 순수하게 

발원된 것을 분명하게 이해해야 된다고 말하면서(GA39, 240), 순수하게 

발원된 것의 가장 내적인 본질이 발원(Entspringen)과 발원되어 있음

(Entsprungensein)으로의 근원의 대립적 이중화(widerwendige 

Doppelung)라고 말한다(GA39, 260). 근원은 발원된 것인 강의 근거로서 

발원된 것의 발원되어 있음이다. 하지만 근원은 발원된 것의 발원되어 

있음일 뿐 아니라 발원하는 것 그리고 아직 발원하지 않은 것이기도 하

다. 그리고 시인은 강의 근거가 되는 발원한 근원만을 단순히 인지하는 

러므로 그러한 것으로서의 근원에 대한 근원적 인지함이다(GA39, 201).”
140) “… 근원의 전체적 본질은 그것의 발원 안에서 매여 있는 근원(gefesselte 

Ursprung in seinem Entspringen)이다(GA39, 202).” 
141) “… 발원 자체는 [강의 전체] 흐름의 시작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강의 전

체 흐름 자체가 근원에 속한다(GA39, 202).”

142) “근원은 발원된 것으로서, 그것의 발원 안에서 매여 있는 근원으로서 비로소 
완전히 인지된다(GA39, 202).”

143) “ Ein Räthsel ist Reinentsprungenes. Auch
Der Gesang kaum darf es enthüll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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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아니라 발원하는 근원과 아직 발원하지 않은 근원 역시 인지한다. 

  송가 〈라인강〉에서 근원에서 발원하며 근원에 속해 있는 강이 시적

으로 거주하는 인간의 현존을 재형상화한 것이라면 근원은 존재를 재형

상화한 것이며 근원의 발원은 존재의 발현을 재형상화한 것이다. 발현

은 현존으로서의 존재를 현존하게 하는 것으로서 존재를 개방터에로 가

져와서 탈은폐하는데,144) 송가에서는 탈은폐에 속해 있는 현존으로서의 

존재가 근원에서 발원하며 근원에 속해 있는 강으로 재형상화된다. 그

리고 발현에 속해 있는 탈현은 발원하는 동시에 매여 있는 근원으로 재

형상화된다. 따라서 근원의 발원과 발원하지 않음은 탈현으로서의 발

현, 존재의 탈은폐하는 은닉인 알레테이아를 재형상화한 것이다.145) 

  이로부터 우리는 근원의 발원과 발원하지 않음에 대한 횔덜린의 말함

이 곧 알레테이아를 성찰하는 말함임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알레테

이아에 대한 성찰이 알레테이아를 대상화한다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횔덜린의 말함은 탈은폐하는 은닉인 알레테이아를 그 자체로서 머물게 

하는 것이다. 〈라인강〉에서는 이 말함이 근원에서 발원하며 근원에 

속해 있는 강의 말함으로 현성했다. 하이데거는 강의 말함을 의미하는 

순수하게 발원된 것의 말함이 우리를 ‘근원의 근원의 말함(Sagen vom 

144) 존재가 밝혀지면서 건네진다는 것은 발현이 의해 존재가 송부될 때 존재가 탈
은폐됨을 의미한다. 발현이 존재를 송부하는 것은 현존으로서의 존재를 현존하
게 하는 것(Anwesen-lassen)인데 하이데거는 현존하게 함이 탈은폐함(Entbergen)
이자 개방터에로 가져옴(ins Offene bringen)이라고 말한다. “현존하게 함은 탈
은폐함, 개방터에로 가져옴을 의미한다. … 현존하게 함에서 현존을 즉 존재를 
송부하는 송부함 … (ZuS, 5)” 따라서 발현은 존재를 개방터에로 가져와서 그
것을 탈은폐하는 것이다. “… 현존의 탈은폐로서의 그것[Es](ZuS, 6)” 그리고 
존재는 탈은폐되면서 송부되는 것으로서 탈은폐에 속해 있는 것이다. “… 존재
는 탈은폐의 선물(Gabe; 송부된 것)로서 … 탈은폐에 속한다(ZuS, 6).” 존재가 
탈은폐에 속해 있으며 존재를 송부하는 송부함에 속해 있기 때문에 존재는 존
재자처럼 존재하는(ist) 것이 아니다. “존재는 이러한 그것이 송부한다(Es gibt)
의 선물로서 송부함에 속한다. … 존재는 [존재자처럼] 존재하는(ist) 것이 아니
다(ZuS, 6).” 

145) 횔덜린의 시작이 알레테이아를 재형상화하는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 강학순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진리의 근원적인 본질인 알레테이아를 횔더린은 문제삼
는다(강학순 1995, 263).”, “하이데거의 횔더린 해석의 의미는 무엇보다도 횔더
린이 형이상학의 종말의 시대에 존재 역사의 새로운 다른 출발(der andere 
Anfang)을 기초하고 구현한다는 사실에 놓여 있다. 횔더린의 시에 대해서 존재
진리론적 해석(aletheologische Deutung)을 내리고 있다(강학순 1995, 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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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sprung des Ursprungs)’으로 잡아당긴다고(reißen) 진술하는데,146) 

여기서 근원의 근원은 발원하는 동시에 매여 있는 근원적 근원을 의미

한다. 근원적 근원의 말함은 근원이 그 자체로 드러나는 것을 의미한

다. 물론 근원이 발원하는 동시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근원에 속하면서 

근원에 응답하는 강의 말함인 노래로서의 시작은 개현하는(enthüllend) 
말함인 동시에 감추는 말함(verhüllendes Sagen)이다.147) 그리고 알레테

이아는 이 말함에서 비로소 그 자체로서 머물게 된다. 

  근원적 근원을 견뎌내는 시인의 들음은 시작하는 들음(dichtendes 

Hören)인데, 들음 안에서 비로소 존재가 펼쳐지고(ent-wickeln) 말해지

며(zum Wort bringen), 말은 근원적 근원에 대한 진리를 자신 안에 간

직한다(GA39, 202). 근원적 근원의 진리는 근원이 발원하는 동시에 매

여 있음을 의미하는, 즉 탈은폐하는 동시에 은닉함을 의미하는 존재 진

리이며 〈라인강〉은 개현하는 동시에 감추는 말함으로서 이 진리를 간

146) “근원을 넘어서고 되돌아오며 이러한 순수하게 발원한 것의 말함은 우리를 
근원의 근원의 말함에로 잡아당기고 그리하여 비로소 완전한 비밀 안으로 잡아
당긴다(GA39, 268).”

147) “시작으로서의 노래는 개현하는 말함이라기보다는 감추는 말함이[다](GA39, 
203).” 같은 취지에서 하이데거는 시적인 말함이 부정함이라고도 말한다(GA39, 
119). 물론 시작이 감추는 말함, 부정함이라고 하여도 그것이 개현하는 말함이 
아닌 것은 아니다. 시작은 감추는 말함인 동시에 존재 진리를 간직하는 말함, 
존재를 개현하는 말함이다. 시작이 개현하는 말함인 동시에 감추는 말함이기 때
문에, “… 하이데거의 언어 개념은 부정성의 계기를 결한다(Machado 2008, 
247)”는 마차도의 비판은 분명 문제적인 것이다. 마차도는 “… 진리를 순전히 
긍정적으로 생각함으로써 하이데거는 부정으로서의 언어의 근원적인 요소를 설
명하는 데 실패했[다](Machado 2008, 250)”고 진술하는데 하이데거에게서 진리
는 탈은폐하는 은닉함이기 때문에 하이데거가 진리를 순전히 긍정적으로 생각
했다는 마차도의 비판 역시 문제적인 것임은 분명하다. 물론 마차도의 비판은 
하이데거 사유를 동양의 그것과 비교하는 데 강조점이 있는 것이었다. 문제는 
마차도가 하이데거 언어 사유의 독특함을 충실히 규명한 다음 이러한 비교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이데거가 언어를 강조한다는 점 자체를 문제적이라고 
보고서 하이데거를 비판한다는 점에 있다. 마차도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 
나[마차도]는 언어에 대한 하이데거의 강조가 예술을 그리고 그와 함께 인간의 
전(全) 세계를 주체와 객체 사이의 구분으로, 무와 존재 사이의 구분으로 되가져
간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언어는 그러한 분리의 표현 외에 다른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Machado 2008, 256).” 마차도가 보기에 언어는 주체와 객체의 분리의 
표현이기 때문에 언어를 강조하는 하이데거는 이 분리를 단순히 극복하지 못했
을 뿐이다. 그러나 마차도의 비판과 달리 후기 하이데거가 시작으로서의 언어를 
강조한 이유는 그것이 분명 주체와 객체의 분리를 극복하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 136 -

직하고 있다. 그리고 횔덜린의 시작은 발현으로서의 존재를 말하면서 

시작의 본질을 새로이 수립하며 새로운 시대를 규정한다.(HWD, 47) 횔

덜린의 시작이 규정하는 새로운 시대는 물론 다른 시원의 그것이다.148) 

횔덜린의 시작이 후기 하이데거가 사유한 존재 역사와 직접적으로 연관

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제 횔덜린의 시작으로 규정되는 새

로운 시대에서의 인간 본질의 변화를 검토하는 것에서부터 후기 하이데

거가 말하는 시작으로서의 언어와 존재 역사의 관계를 확인하기로 하

자.

3) 시작으로서의 언어와 존재 역사 문제 

① 존재의 가까움과 인간의 변화: 초연함   

후기 하이데거에게 역사는 진리의 본질에 대한 결단의 발현이며, 결단

을 통해 존재자 전체(Seiende im Ganzen)가 드러나는 양식 및 드러남 

안에서 인간이 존립하는 양식이 근거지어지며 변화된다.149) 결단의 발

현으로서의 역사에서는 인간이 존립하는 양식과 존재자 전체가 드러나

는 양식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화되는 것일까? 다른 시원에서의 인간

의 변화는 장소의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하이데거는 작품

이 작품으로서 세계를 건립하고(aufstellen) 세계의 개방터를 열어놓는다

고(offenhälten) 말한다(UK, 31). 시인은 개방터를 열어 밝히는 진리를 

말하면서 진리를 언어 안에 보존한다(aufbewahren).150) 존재자가 현성

148) 횔덜린의 시작과 다른 시원의 관계에 대해서 윤병렬은 베르너 맑스를 참고하
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 횔덜린은 ‘시의 본질’을 시작했고, 이는 하이
데거에 의해서 다른 시원으로서 사유되었다(윤병렬 2002, 199; Marx 1961, 224, 
227 재인용).”

149) “역사는 … 진리의 본질에 대한 결단의 발현이다. 그러한 결단에서 존재자 
전체가 드러나는 양식 및 이러한 드러남 안에서 인간이 존립하는 양식이 근거
지어지고 변화된다(GA51, 21).” 존재자 전체가 드러나는 양식 및 이러한 드러
남 안에서 인간이 존립하는 양식이 변화된다는 점에서 결단의 발현으로서의 역
사는 분명 장래와 연관되는 것이다. “역사는 과거에 대한 ‘회상’이지만 동시
에 ‘도래할 것과 장래적인 것의 기다림’이기도 하다(Young 1999, 396).”  

150) “… 존재의 개방가능성(Offenbarkeit)은 사유가와 시인의 말함(Sagen)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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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사물로서 나타나는 것은 열린 터(Freie), 개방터가 열어 밝혀질 때

에만 가능한데 개방터를 열어 밝히는 존재 진리를 말한다는 점에서 시

작은 존재의 장소론(Topologie)이다.151) 중요한 것은 개방터가 열어 밝혀

지는 것이 인간이 존립하는 양식이 변화될 때에만 비로소 가능하다는 

점이다.   

  하이데거는 개방터를 주는 것이 존재라고 말한다(BH, 334). 어떻게 존

재가 개방터를 주는 것일까? 존재의 본질은 헨(Ἑν) 즉 일자에 근거하

고 있는데 일자는 간직하는 탈은폐함인 알레테이아라는 성격과 알레테

이아로부터 사유되어야 하는 모아들임이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152) 

헨은 ‘탈은폐하면서 간직하는 모아들임’이다.153) 중요한 것은 모음이 

그 안에 모든 존재자가 존재하는 개방터를 증여한다는(gewähren) 점이

다(GA51, 88). 따라서 개방터를 주는 것은 탈은폐하면서 모아들이는 일

자로서의 존재이다.154) 개방터는 모아들이는 것(Versammelnde)인 장소

(Ort)의 장소성인데 장소에서 모아들여진 것(Versammelte)이 두루 밝혀

짐으로써 자신의 본질에로 자유롭게 된다(entlassen).155) 장소에서 모아

들여진 것이 본래적인 그 무엇으로서 존재하게 된다. 이 장소가 곧 회

역(Gegend/Gegnet)이며 시작은 회역과 이웃 관계에 있다.156) 회역은 모

… 언어 안에 보존된다. … 사유는 존재의 진리를 말하도록 존재에 의해 요청을 
받는다(BH, 313).” 

151) “… 사유하는 시작은 실로 존재(Seyn)의 장소론이다(AED, 84).”
152) “존재의 본질이 근거하는 헨은 간직하는 탈은폐함이라는 성격을, 탈은폐함으

로부터 사유되어야 하는 모아들임이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 알레테이아 즉 
간직하는 탈은폐함 … (MGS, 420)”

153) “헨은 시원적으로 … 헤라클레이토스적 의미의 로고스로부터 탈은폐하면서 
간직하는 모아들임(entbergend-bergendes Versammeln)으로 개념파악된다(EGSM, 
463).”

154) 그래서 개방터는 현존자가 다른 현존자와의 ‘전체 연관’ 속에서 본래적인 
그 무엇으로서 현존하는 영역이다.

155) “장소, 모아들이는 것은 … 모아들여진 것을 두루 비추고(durchscheinen) 두
루 밝히며(durchleuchten) 이를 통해 비로소 모아들여진 것의 본질에로 자유롭게 
한다(SG, 33).”, “장소는 사물들을 회역에의 공속함에로 모아들이면서 그때마
다 회역을 개현한다(KR, 207).”, “장소에서는 사물의 회역 안에로 사물을 자유
롭게 선사하는 간직함이라는 의미에서의 모아들임이 작용한다(KR, 207).”

156) “… 회역은 언제나 시작과의 이웃 관계에로 열려 있다(offen ist)(WdS, 169).” 
시작으로서의 언어와 회역의 관계에 대해서 비멜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언어
는 회역 자체 안에 존재하는 회역의 관계이다. 언어는 … 회역 안에 주재하는 
가까움이[다] … 다르게 정식화하면 언어는 근원적 모아들임이다(Biemel 1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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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것을 모아들이면서 열어놓는(öffnen) 머물고 있는 터(verweilende 

Weite)로서 개방터를 유지하고 지속시킨다.157)

  중요한 것은 모아들여진 것이 본래적인 그 무엇으로서 존재하게 되는 

회역이 지평과 구분된다는 점이다. 표상 작용으로 향해진(zukehren) 회

역의 측면이 지평인데(EG, 55), 표상 작용에서는 회역이 지평으로 드러

나며 그리하여 회역 자체로서는 감추어진다.158) 인간이 표상하면서 지

평으로 넘어서는(hinaussteigen) 경우 즉 인간이 대상 자체를 넘어서 있

는, 대상에 대한 선험적 규정성인 대상성을 표상하는 경우 인간은 회역 

자체와 관계하는 것이 아니며 회역 안에 있는 것이 아니다.159) 따라서 

인간의 변화에서 중요한 것은 인간이 지평과의 관계로부터 풀려나는

(loslassen) 것160) 즉 표상 작용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표상 작용과는 다

른 사유의 본질은 회역화하면서(vergegnen) 현성하는 회역으로부터 규

정되는데(EG, 56), 역사적인 것은 회역에, 회역으로서 발현하는 것에 근

거한다.161) 그리고 시원적 사유인 인지함 역시 회역화에 의해 규정된다. 

회역은 인간을 그의 본질에로 회역화하는데162) 이는 회역화되는 것이 

다름 아닌 인간임을 의미한다. 인간이 그의 본질에로 회역화되는 것은 

물론 그가 ‘나는 어떤 것을 생각한다’라는 반성적 사유의 주체가 되

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회역화는 이와는 정반대의 것을, 인간의 변

화를 의미한다. 

511).” 하이데거는 Gegend 이외에도 고어 Gegnet을 사용한다. “… 우리는 이 
낱말의 강조된 사용과 관련하여 일상적으로 통용되는 Gegend라는 이름 대신 
Gegnet을 말할 수도 있다(EG, 47).” 

157) “회역은 모든 것을 모아들이면서 열어놓는, 머물고 있는 터이며 그리하여 그 
안에서 개방터가 유지되고(halten) 지속된[다](anhalten)(EG, 47).” 회역 안에서 
사물은 사물화한다. “… 회역은 사물을 사물 자체 안에서 사물로서 머물게 한
[다](EG, 59).”, “회역은 열린 터를 말한다. 이 열린 터를 통해서 저 사물을 그
것 자체 안에 거하도록 하는 개방터가 체류한다(KR, 207).”

158) “회역은 … 지평으로서 스스로를 내보인다(EG, 55).”, “… 오히려 회역이 
지평으로서 스스로를 감추는 것이다(EG, 55).” 

159) “… 우리는 초월론적으로 표상하면서 지평을 넘어가면서 … 우리가 회역으로
서의 회역 자체와 관계하지 않는 한에서 [우리는] 회역 안에 존재하는 것이 아
니다(EG, 55).”

160) “… 우리는 … 지평과의 초월론적 관계로부터 풀려나진다(EG, 55).”

161) “역사적인 것은 회역에, 회역으로서 발현하는 것에 근거한[다](EG, 62). 

162) “… 인간을 그의 본질에로 회역화하는 회역 … (EG,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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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역화는 인간이 그 자신의 외부에서 중심(Zentrum)에 있도록 그리하

여 인간이 탈중심적으로(exzentrisch) 존재하도록 인간을 그의 생의 습

관적인 중앙(Mitte)으로부터 끄집어낸다(herausreißen).163) 물론 이는 인

간이 중심을 잃고 헤매는 것이 아니라, 그의 본질인 현-존재에로 탈존

하는 것이다. 회역화는 현-존재에로의 인간의 탈존이다. 여기서 현-존

재는 단순히 인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가 개현되는 장소(Stätte)
로서의 인간, 탈존하면서 그의 ‘현’에로 다른 현존자와 함께 모이는 

인간을 의미한다. 하이데거는 존재 안에 시작의 장소(Ort)를 얻으려는 

싸움(Ringen)이 횔덜린의 창작 시기를 채우고 있다고 말하는데,164) 송가

에서 그 장소는 신과 인간 사이에 존재하는 반신(Halbgott)으로서의 강

이었다.165) 하이데거는 반신의 본질이 신과 인간 사이의 존재의 중앙을 

유지하고 견뎌내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존재자 전체가 존재의 중앙 안에 

나타난다고(sich auftun) 말한다.166) 시작의 장소가 신과 인간 사이에 존

재하는 반신이라는 것은 그 장소가 존재의 중앙에 모이는 현존자를 인

지하면서 시적으로 거주하는 인간, 그의 현-존재에로 탈존하는 시인이

라는 것을 의미한다.167) 시작의 장소를 얻기 위해 싸웠던 횔덜린이 시

인의 본질을 시로 지은 것은 이 때문이다. 

  물론 횔덜린이 시인 자신의 자아에 천착하여 자아를 분석한 것은 결

코 아니었다.168) 어떠한 독일 시인도 횔덜린의 시작이 규정한 자아로부

터의 멂(Ferne)에 도달하지 못했다(GA53, 203). 횔덜린은 인간 주체성에 

163) “… 인간이 그의 외부에서 중심에 있도록 즉 탈중심적이도록 인간을 그의 생
의 습관적 중앙으로부터 끄집어내는 것 … (GA53, 32)”

164) “… 존재(Seyn) 안에서의 시작의 ‘장소’를 얻기 위한 싸움이 횔덜린의 위
대한 창작 시기를 채우고 있다(GA39, 258).” 

165) “시인은 강이다. 그리고 강은 시인이다. 양자는 그것들의 고유한 본질 즉 반
신으로 존재하며 신과 인간 사이에서 존재한다는 점에 근거하여 동일하다(GA53, 
203).”, “말해지는 것은 라인강이다. 이러한 말함은 반신에 대한 시적 사유이
다(GA39, 259).”

166) “반신의 본질은 … 존재의 중앙(Mitte des Seyns)을 유지하고(innehalten) 견뎌
내는(aushalten) 것인데, 저 중앙 안에서 그리고 중앙을 위해서 존재자 전체
(Ganze des Seienden)가 나타난다(GA39, 259).”

167) 존재의 중앙을 유지하고 견뎌내는 자가 바로 반신으로서의 시인이다. “이러
한 반신에는 … 시인이 속한다(GA39, 259).”

168) “이러한 시인[횔덜린]의 … 시작은 시인의 고유한 자아를 중심으로 회전하는 
것이 아니다(GA53,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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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하지 않는 연관(Bezüge)을 시로 지었는데(GA53, 203), 이 연관은 인

간이 변화되어 탈존하는 자로서 존재와 맺는 특출난 관계를 의미한다. 

그래서 이 관계는 자아나 인간 주체성으로부터는 먼 것이지만 존재와는 

가깝다. 존재의 가까움은 극소수의 시인만이 당도할(einkehren) 수 있

는, 그리고 시인이 가리키는(weisen) 회역으로 머문다.169) 시작이 회역

과 이웃 관계에 있는 것은 시인이 회역을 가리키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떻게 시인은 회역에 당도할 수 있을까? 혹은 시인은 어떻게 그의 본

질에로 회역화될 수 있으며 그리하여 변화될 수 있는 것일까?

  회역에 거하는 것은 곧 대상성에 대한 표상 작용과 구분되는 본래적 

초연함(eigentliche Gelassenheit)이다(EG, 55). 초연함은 회역으로부터 도

래하는데 그 이유는 초연함이 시인이 회역에 속해 있으면서 그것에 내

맡겨진 채 머문다는 점에서 존립하기 때문이다(EG, 55-6). 따라서 우리

는 시인이 회역에 당도하는 것을 통상적 의미에서의 어떤 능동적 행위

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초연함은 통상적 의미에서의 능동적 행위도 아

니지만 마찬가지로 통상적 의미에서의 수동적 행위도 아니다.170) 회역

에 이르는 초연함에 관계할 때 인간은 무욕(Nicht-Wollen)을 의욕한다

(wollen)(EG, 62). 초연함은 지평을 의욕하는 것을 단념하는 것

(Absehen), 표상 작용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인데 회역에 귀속하려는 단

념은 그 동기에 있어서 의욕의 흔적을 필요로 하지만 그럼에도 의욕으

로부터 도래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171) 아울러 회역에 이르면 의욕의 

흔적이 사라지며 완전히 해소된다(EG, 62). 따라서 초연함은 단지 동기

169) “… 가까움은 그것에로 극소수의 시인이 당도하는 회역 ―시인이 애초에 가
리킨 것은 이것이다― 으로 머무르는가(Rv, 226)?”

170) 최상욱은 초연함을 니체의 의지 개념과 비교·검토하면서 초연함이 무욕 즉 
‘의지하지 않는 의지’라고 말한다. “하이데거의 의지 개념이 니체와 결정적
으로 다른 점은, 하이데거의 의지는 내버려두는(gelassen) 의지, 즉 의지하지 않
는 의지(Nicht wollen)라는 데 있다(최상욱 2007, 516-7).” 초연함이 통상적 의미
의 능동적 행위도 아니고 수동적 행위도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만바흐는 다음
과 같이 말한다. “초연함은 의욕 너머에 있으며 그리하여 능동성과 수동성 너
머에 있다(Manbach 2002, 110).” 

171) “초연함은 실로 초월론적 표상 작용으로부터의 풀려남이며 그리하여 지평을 
의욕함을 단념함이다. 회역에의 귀속성에 관계하려는 동기는 의욕의 흔적을 필
요로 하지만 이러한 단념이 의욕으로부터 도래하는 것이 아니[다](EG, 62).”, 
“우리는 우리의 의욕을 포기하기 위하여 티끌만한 의욕을 요구하는데, 의욕은 
초연함의 시작과 함께 점차로 완전히 사라질 것이다(Manbach 2002,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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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어서만 의욕의 흔적을 가질 뿐이지 근본적으로는 무욕한 것으로서 

삼가면서(verhalten) 인내하는(ausdauern) 것이다(EG, 64). 

  역사적인 것이 회역에 근거하는 이유는 본질적 시인의 말함이 회역으

로부터 도래하는 초연함에 근거하기 때문이다. 인간의 변화된 존립 양

식인 회역화가 시작의 근거이다. 그리고 시작으로 정초되는 역사는 인

간이 이처럼 진정 다르게 존립할 때 즉 인간이 형이상학적 표상 작용으

로부터 물러서서 초연해질 때 비로소 정초된다. 하이데거가 회역에 내

맡겨지는 인간, 탈은폐하면서 모아들이는 존재 진리에 내맡겨지는 인간

이 내맡김, 초연함을 수행하면서 역사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때문이

다.172) 중요한 것은 내맡김, 초연함을 수행하는 인간이 존재자와 더 이

상 주체-객체로서 관계맺지 않는다는 점이다.173) 「휴머니즘 서간」에

서는 인간이 객체와 언제나 관계를 맺으면서 존재하며 그리하여 그의 

본질이 주체-객체-관계(Subjekt-Objekt-Beziehung)에 놓여 있는 주체와 

같은 존재자가 아니라 오히려 그의 본질에 있어 존재의 개방성으로 탈

존해 있는(ek-sistent) 존재자라고 말하는데,174) 이는 인간의 본질이 탈

존하여 존재 진리에로 들어서는(hinausstehen) 것임을 의미한다.175) 인간

의 변화는 초연함의 수행으로 존재 진리에로 들어서서 그가 존재자와 

더 이상 주체-객체-관계를 맺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의할 것은 주체-객체-관계가 근원적이거나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오히려 존재 진리가 밝히는 개방터가 비로소 객체에 대한 주체

의 관계가 존재할 수 있는 사이(Zwischen)를 밝히는 것이다(BH, 350). 

주체-객체-관계는 객체성이 표상되어 있음으로 정립되어 대상과 표상이 

172) “인간은 … 내맡김(Aussetzung)의 수행(Vollzug)으로서 역사적이다(GA39, 
74-5).”

173) 인간의 변화와 존재자와의 관계의 변화에 최상욱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 
인간은 Ereignis와 더불어 자신의 고유함으로 존재해야 한다. 이러한 모습을 하
이데거는 ‘초연한 내맡김’(Gelassenheit), ‘기다림’(Warten)으로 표현하고 있
다. 또한 존재자와의 관계도 변화하게 된다. 더 이상 존재자는 주체의 대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최상욱 2011, 14).” 

174) “인간은 … 언제나 … 객체와 관계를 맺음으로써 그의 본질이 주체-객체-관
계에 놓여 있는 그러한 주체가 … 결코 아니다. 오히려 인간은 우선 그의 본질
에서 존재의 개방성(Offenheit des Seins)으로 탈존해 있[다] … (BH, 350).” 

175) “인간은 탈존하는 자(Ek-sistierende)인 한에서 존재하며 인간이다. 인간은 존
재의 개방성으로 들어서 있다 … (BH,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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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치할 때 성립하는 것으로서, 표상하는 주체가 표상되는 객체를 자신

의 앞으로 가져오는 것 즉 자신 앞에(vor) 세우는(stellen) 것이다. 따라

서 표상 작용에서는 주체와 객체의 ‘사이’가 즉 주체와 객체 사이에 

거리가 존립한다. 하지만 표상 작용의 주체-객체-관계는 우선적이거나 

일차적인 것일 수는 없는데 그 이유는 개방터가 이 관계가 가능할 수 

있는 사이를 밝히기 때문에, 즉 존재 진리가 밝히는 개방터에서 인지하

는 인간과 인지되는 현존자의 현존이 하나로 되는 것이 표상 작용의 주

체-객체-관계보다 더 우선하기 때문이다. 물론 현존의 하나임이 거의 

언제나 은폐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이 존재와 특출난 관계를 맺는다는 

것, 즉 인간이 이미 개방터 안에 있으며 그리하여 존재 진리 안에 있다

는 것이 망각된다는 것은 분명하다.176) 

  인간의 인간성(Menschlichkeit) 즉 인간의 인간다움은 탈존으로 규정

되며 본질적인 것은 인간이 아니라 오히려 존재이다.177) 인간은 존재의 

개방성에로 들어서 있는 자이지만 인간이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존재가 본질적이다. 그것은 존재가 발현하면서 동시에 인지함이 생기할 

때 인간은 주체로서 객체를 앞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존재와 특출난 관

계를 맺는 자로서 존재에 귀속하기 때문이다. 존재가 인간의 탈존을 자

신에게 머물게 하고 탈존을 존재 진리의 장소성(Ortschaft)으로서 자신

에게로 모아들이는 한에서 존재 자체는 관계(Verhältnis)이며 인간은 탈

존하는 자로서 이 관계에로 들어선다.178) 여기서 ‘존재’가 모아들이

는 것일 수 있는 이유는 인간이 일자로서의 존재에 속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개방터에서 인간이 현존자를 모아들이는 것은 존재가 모아들이

는 것이기도 하다. 그리고 개방터에서 인간이 다른 현존자와 함께 모이

176) “… 인간은 존재와의 특출한 관계 안에 존립한다. 즉 존재의 밝힘 안에 존립
한다 … (WSS, 424).” 

177) “인간의 인간성을 탈존으로 규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것은 인간이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탈존의 탈자적인 것의 차원으로서의 존재가 본질적인 것이
라는 점이다(BH, 333-4).” 탈존의 탈자적인 것의 차원은 익숙한 공간적인 것과 
다르다. “… 차원은 익숙한 공간적인 것이 아니다. 오히려 모든 공간적인 것은 
… 존재 자체인 차원 안에서 현성한다(BH, 334).” 

178) “존재가 탈존을 … 자신에게 머물게 하고(an sich halten) [탈존을] 존재 진리
의 장소성으로서 자신에게 모아들이는(zu sich versammeln) 한에서 존재 자체는 
관계이다. 인간은 탈존하는 자로서 이러한 관계에로 들어선[다](BH, 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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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은 인간이 존재의 개방성으로 모이는 것인데 존재의 모아들임이 

바로 인간의 탈존인 것이다.   

  인간이 탈존하는 자로서 들어서는, 관계로서의 존재 자체가 인간에게

는 가장 가까운 것이지만 인간은 가장 가까운 것을 오인하며 심지어는 

존재자를 가장 가까운 것으로 생각하기도 한다(BH, 332). 따라서 존재를 

그것의 은폐의 경향을 거슬러서 탈은폐하고 그 진리를 보존하는 것이 

인간에게 요구된다.179) 인간에게 요구되는 이 과제는 인간의 현-존재

(Da-sein)(BH, 337)의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관된다. 하이데거는 기투에서 

던지는 자(Werfende)가 인간이 아닌 존재 자체이며 존재는 인간을 그의 

본질인 현-존재의 탈존에로 보낸다고 말한다(BH, 337). 존재가 인간을 

현-존재의 탈존으로 보낸다는 것은 인간이 탈존하면서 들어서는 존재의 

개방성이 곧 현-존재의 ‘현’임을 의미한다. 인간의 본질은 그의 탈존

에 근거하는데(BH, 345) 인간이 탈존하면서 들어서는 곳이 그의 ‘현’

이다. 물론 후기에서 말하는 ‘현’은 유의미성의 지시 전체로서의 세

계가 아니다. 오히려 이 ‘현’은 존재의 개방성으로서 존재의 가까움

(Nähe)이다.180) 

  인간이 존립하는 양식이 변화되어 들어서는 존재의 가까움에 대한 경

험이 횔덜린의 시작의 핵심인데,181) 그것은 시작이 인간이 변화되어 존

재 가까이에서 존재의 소리에 조음되어 그에 응답할 때에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제 시작으로서의 언어와 존재 역사의 관계를 확

인하기 전에 먼저 존재의 말함과 인간의 언어의 관계를 확인하기로 하

자. 

179) “인간 존재는 모으는 자, … 비은폐성을 통제하고(verwalten) 비은폐성을 은
폐성 … 에 반하여(gegen) 보존하는 자이다(GA40, 183).”

180) “존재에의 가까움 안에서, ‘현’의 밝힘 안에서 인간은 탈존하는 자로서 거
주한다 … 현존재의 ‘현’이 바로 존재‘의’ 가까움이다(BH, 337).” 

181) 횔덜린의 시작과 가까움의 문제는 케터링에 의해 논구되었다. “가까움의 문
제는 횔덜린의 시작에 대한 하이데거의 논의의 핵심뿐 아니라 횔덜린의 시작 
자체의 핵심을 표현한다(Kettering 1987, 183).” “… 근원에로의, 존재에로의 
가까움 … 가까움의 문제가 횔덜린의 시작의 근본 경험을 표현한다 … 
(Kettering 1987,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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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존재의 말함과 인간의 언어: 기분과 들음 

시작은 인간이 존재를 존재자성으로서 사유하는 것을 단념하고182) 존재 

자체로부터 동기지어지면서 그것의 진리에 관여하게 될 때 그리하여 침

묵하면서 그 자체로서 현성하는 것에 조음되어 기분잡히게 될 때,183) 

즉 인간이 형이상학적 사유로부터 물러서고 기분잡히면서 그 자체로서 

개현되는 존재자의 본질을 사유하게 될 때에만 가능할 수 있다.184) 

「예술작품의 근원」에서는 언어가 존재자를 하나의 존재자로서 비로소 

처음으로 개방터에로 데려온다고 말하는데(UK, 61), 존재자를 개방터에

로 데려오는 언어는 물론 시작의 그것이다. 언어가 존재자를 명명함으

로써(nennen) 존재자가 나타나게 된다(zum Erscheinen bringen).185) 명

명은 존재자를 그것의 존재에로(zu) 부르는(ernennen) 것이자 존재로부

터(aus) 부르는 것인데186) 그것은 명명을 통해 개방터에서 존재자가 무

엇으로서 도래하는지가(kommen) 밝혀지기 때문이다.187) 밝힘(Lichten)의 

기투인 말함(Sagen) 즉 기투하는 말함이 시작이다.188) 중요한 것은 존재

자를 비로소 처음으로 그것이 놓여 있는 개방터에서 무엇으로서 나타나

182) “존재, 그것 자체를 고유하게 사유하는 것은 모든 형이상학에서처럼 존재가 
그저 존재자로부터 … 존재자의 근거로서 … 해석되는 한 [이러한] 존재를 단념
하는 것을 요구한다(ZuS, 6).”

183) “기분의 분명한 억제 … 때문에, 동일한 것[기분]에 대한 … 외면적 망각 때
문에 우리가 사물들과 대상들에 대한 단순한 표상으로 명명하는 것이 도래하는 
것이다(GA39, 140).”

184) “물러섬은 지금까지 간과된 영역을 가리키는데, 이 영역으로부터 진리의 본
질이 처음으로 사유할만한 것이 된다(ID, 39).”, “기분이 … 조음하면서 존재자
를 그 자체로서 개현한[다](GA39, 140)”.

185) “언어가 처음으로 존재자를 명명함으로써 이러함 명명이 존재자를 비로소 말
하고(zum Wort bringen) 나타나게 한다(UK, 61).”, “… 시인은 본질적인 말
(wesentliches Wort)을 말하는데 이러한 명명을 통해 존재자가 비로소 그것이 무
엇인 바에 있어 명명된다. 그리하여 존재자가 존재자로서 알려진다(HWD, 
41).”, “… 시작은 … 작품 안에서 존재자를 새롭게 시원적으로 나타나게 한
[다](zum Erscheinung bringen)(GA39, 290).”

186) “이러한 명명은 존재자를 그것의 존재에로 [부르고] 존재로부터 부른다(UK, 
61).” 이러한 명명이 존재자를 그것의 존재에로 부르고 존재로부터 부르기 때
문에 “시작은 … 모든 사물의 본질을 수립하는 명명함이다(HWD, 43).” 

187) “… 밝힘 안에서 존재자가 무엇으로서 개방터에로 도래하는지가 말해진다
(UK, 61).”

188) “명명하는 말함은 밝힘의 기투이다 … (UK, 61).”, “기투하는 말함이 시작
이다(UK,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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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하는 시작이, 인간이 존재의 언어를 듣고서 자신의 음성을 통해 그 

언어를 다시 울릴 때 비로소 가능하다는 점이다. 울림이란 무엇일까? 

이 문제를 해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존재의 언어가 무엇인지를 확

인해야 한다. 

  사유와 말함(Sagen)은 공속하는데, 사유는 ‘스스로 보이는 것의 스스

로 말하게 함(Sichsagenlassen dessen, was sich zeigt)’이며 그리하여 

‘스스로 보이는 것에 대한 응답으로서의 말함(Entsprechen (Sagen) 

gegenüber dem, was sich zeigt)’이다(PTA, 75). 중요한 것은 시작 역시 

사유하는 말함(denkendes Sagen)이라는 점이다(PTA, 75). 시작은 스스로 

보이는 것에 대한 응답으로서의 말함인데 유의할 것은 하이데거가 스스

로 보이는 것, 즉 존재가 말을 한다고 본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인간

이 말하기 전에 존재가 말을 걸도록(ansprechen) 해야 하는데 존재가 

말을 거는 경우에 인간이 말할 것이 거의 없거나 말할 것을 아주 드물

게만 갖게 되더라도 그렇게 해야 한다.189) 이 말함에서만 존재 진리 안

에 거주하기 위한 거처가 인간에게 선사된다.190) 

  존재의 말함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단초를 우리는 「언어에 

관한 대화로부터」에서 찾을 수 있다. 「언어에 관한 대화로부터」에서

는 말함(Sagen)이 무엇인지를 묻는 일본인 방문자의 물음에 대해 그것

이 보여주다(zeigen)와 동일한 것인데, 보여줌은 눈짓함(Winken)의 방식

으로 나타나게 하다(erscheinenlassen), 빛나게 하다(scheinenlassen)를 의

미하는 것이라고 말한다(AGS, 137). 말(Sage)은 인간적 말함

(menschliches Sprechen)에 대한 명칭이 아니라 현성하는 것(Wesende)

에 대한 명칭이라는 것이다(AGS, 137). 말함(Sagen)이 단순한 인간적 말

함이 아니라 현성하는 것에 대한 명칭으로서 보여주는 것·나타나게 하

는 것이라면, 우리는 이 말함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 하이데거는 

자연보다 더 우리에게 강렬하게 말하는 것은 없다고 진술하면서, 말 없

는 자연과 말하는 인간을 상이한 성질의 사물들과 같은 것으로 병치시

189) “인간은 그가 말하기(sprechen) 전에 먼저 존재로부터 말을 걸도록 해야 하는
데 … 이러한 말걸음 에서는 인간이 말할 것이 거의 없거나 [있더라도] 드물게
만 있다(BH, 319).” 

190) “이럴 경우에만 … 인간에게 존재 진리 안에 거주하기 위한 거처가 다시금 
선사된다(BH, 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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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면 안 된다고 진술한다.191) 자연의 말함이란 무엇인가?   

  1934년에 이루어진 강의 『언어의 본질에 대한 물음으로서의 논리

학』에서는 산맥의 울림(Drohen), 날뛰는(tobend) 바다, 성좌의 장엄함

(Erhabenheit) 등이 모두 언어라고 말하는데(GA38, 168), 이 언어가 바

로 단순한 인간적 말함이 아닌 자연의 말함이다. 아울러 「들길」에서 

하이데거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알프스 산맥이 숲 너머 황혼 속으로 저물어갈 때, 들길이 물결치는 

언덕 너머로 굽이도는 곳에서 종달새가 어느 여름날 아침 날아오를 

때, 어머니의 고향 마을이 있는 저 편으로부터 동풍이 불어올 때, 나

무꾼이 저녁 무렵에 한 다발의 장작더미를 화로로 끌어올 때, 곡물

을 실은 마차가 들길을 따라 집을 향해 흔들거리며 다가올 때, 어린

아이들이 초원의 비탈에서 갓 피어난 앵초꽃을 딸 때, 온종일 안개

가 우중충하고 무겁게 전답 위를 뒤덮을 때, 그럴 때면 들길 주위에

는 언제나 그리고 도처에서 동일한 것이 건네는 말(Zuspruch des 

Selben)이 있다(DF, 88-9). 

「들길」에서는 동일한 것이 건네는 말이 들길의 말건넴(Zuspruch des 

Feldweges)이라고 진술한다(DF, 89). 들길의 말건넴이나 자연의 말함이 

현성하는 것이 스스로 말하는 것이고 그리하여 현성하는 것이 그 자체

로 드러나는 것이라면, 이 말함과 인간적 말함의 관계는 무엇일까? 

  먼저 유의할 것은 자연의 말함·들길의 말건넴과 같은 존재의 말함과 

인간의 말함이 똑같은 것일 수는 없다는 점이다. 산맥의 울림과 같은 

자연의 말함이 언어라고 하더라도 이 언어가 인간의 언어와 똑같은 것

일 수 없음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다. 하이데거가 산맥의 울림을 언어

라고 진술하더라도 그가 이 언어와 인간의 언어가 무차별하다고 본 것

191) “… 거대한 것 그리고 가장 작은 것에 대한 자연의 주재보다 더 우리에게 강
렬하게 ‘말할(sprechen)’ 수 있는 것은 없다. 이는 다음을 말한다. 우리가 단
순히 말 없는(sprachlose) 자연과 말하는(sprechend) 인간을 상이한 성질의 사물
들로서 그저 병치시킨다면 우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GA39, 76).” 여기서
는 인간의 말함과 자연의 말함을 대비하면서 말함(sprechen)이라는 똑같은 단어
를 사용했지만 자연의 말함이 인간의 말함과 똑같은 것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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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결코 아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살펴본 자연의 말함·들길의 말

건넴과 인간적 말함이 명백히 상이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하이데거가 존

재의 말함·존재의 언어라고 진술한다면 이렇게 진술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하는 점이다. 들길의 말건넴은 들길의 미풍에 감싸인 채 그 말

건넴을 들을 수 있는 인간이 존재하는 한에서만 말한다(DF, 89). 즉 존

재의 말함은 인간을 필요로 할 뿐 아니라 현성하는 것이 그 자체로서 

드러나는 말함은 인간의 말함으로 수행된다. 시인은 대상으로서의 자연

과 관계하는 것이 아니며, “… 존재(Seyn)로서의 자연이 말함(Sagen)에

서 자기 자신을 수립하기 때문에, 시인의 말함(Sagen)은 … 자연의 자기 

자신을 말함(Sich-selbst-sagen der Natur)으로서 존재한다(GA39, 258).” 

  자연의 말함·들길의 말건넴이 존재의 말함이라고 진술했지만 들길이 

곧 존재일 수는 없으며 통상적 의미의 자연 역시 존재일 수는 없다. 존

재로서의 자연은 대상으로서의 자연이 아니다. 존재로서의 자연은 표상 

작용에서 대상화되는 것이 아니라 시인의 말함에서 그 자체로서 드러나

는 것이다. 스스로 보이는 것·현성하는 것이 그 자체로 드러나는 말함

은 시인의 말함으로서 존재한다. “자연은 그 자체  … 시적인 말함으

로서 존재한다(GA39, 256).” 자연이 시적인 말함으로서 존재하는 것은 

여기서의 자연이 존재이며, 존재에 시인이 귀속하기 때문이다. 시작은 

존재로서의 자연을 수립하는 언어이다. 유의할 것은 현성하는 것이 그 

자체로 드러나는 것인 자연의 말함에 응답하는 시인의 말함을, 말해진 

것에 대한 재현과 같은 것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는 점이다. 존재로서의 

자연과 존재에 귀속하는 시인 사이에는 표상하는 주체와 표상되는 객체 

사이에 존재하는 거리와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으며, 이는 자연의 말함

과 시인의 말함도 마찬가지이다. 물론 그것은 자연의 말함과 시인의 말

함이 동일한 것이기 때문이다.192) 존재로서의 자연의 말함은 시인의 응

답하는 말함으로서 존재한다. 응답하는 말함이 없다면 자연의 말함은 

은폐되고 망각된다. 어떻게 시인은 자연의 말함에 응답할 수 있을까? 

  언어와 함께 경험을 하는 것은 언어의 말걸음(Anspruch der Sprache)

에 관여하고(eingehen) 그것에 순응함으로써(sich fügen) 그 말걸음과 관

192) 물론 양자의 말함이 똑같은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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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하는 것이다(WdS, 149). 여기서 언어는 존재의 언어를 의미하는데 존

재 언어의 말걸음은 현성하는 것이 인간에게 그 자체로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나타남은 인간의 순응을 필요로 하며 시인의 말함은 

순응 속에서 이루어진다. 현성하는 것의 그 자체로 드러남인 존재의 언

어는 소리 없는 말(lautlose Sage)인데 소리 없는 말을 발성되는 언어로 

가져오기 위해서는 인간이 필요하다.193) 그리고 소리 없는 말에 응답하

는 인간이 죽을 자(Sterblichen)인데 죽을 자의 말함은 언어의 말함

(Sprechen der Sprache)과의 관계에 근거한다(DS, 28). 그것은 존재의 언

어에 응답하는 죽을 자의 말함이 죽을 자가 존재의 언어에 청종(Gehör)
하면서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194)

  이와 같이 후기 하이데거는 전기와는 다른 함의를 갖고서 들음을 강

조한다. 후기의 들음은 존재의 언어에 청종하는 것이지 양심의 부름을 

듣는 것이 아니다. 죽을 자의 말함(Sprechen)은 존재의 말함(Sagen)으로

서 그 자체로 들음이며 나아가 말함이기 이전에(zuvor) 오히려 들음이

다.195) 이는 물론 죽을 자가 과거에 존재의 언어를 듣고서 현재에 말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죽을 자의 말함이 존재의 말을 들으면서 말하는 것

임을 의미한다. 죽을 자의 말함이 대화인 것은 이 때문이다. 존재의 언

193) “… 소리 없는 말을 언어의 발성으로 가져오기 위해서 인간이 필요하다(WzS, 
249).” 만바흐는 인간에 의해서 존재의 부름이 구두적으로 표현된다고 본다. 
“존재의 부름, 그것의 말함에의 응답은 가사자의 입을 통한 구두적 표현으로 
일어난다(Manbach 2002, 118).” 만바흐는 인간의 입을 통해서 말해지는 언어가 
인간적인 것도 비인간적인 것도 아니라고 말한다. “이 언어[존재의 말함에 응
답하는 인간의 구두적 표현]는 인간적인 것도 비인간적인 것도 아니다(Manbach 
2002, 118).” 하지만 시인이 존재에 귀속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언어가 존
재의 언어이자 동시에 인간의 언어이기도 하다는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만바흐
와 강조점을 달리하여 이 언어가 인간적인 것이면서 동시에 비인간적인 것이라
고 말하는 것이 사태에 보다 더 부합하는 것이다. 비멜은 존재의 말(Sage)에 대
한 인간의 응답을 후기 하이데거에게서의 본래적 말함으로 보면서 이 말이 인
간적인 것임을 강조한다. “언어가 인간 자신으로 하여금 말하게 한다는 것 … 
이 연관이 인간이 위력 앞에 굴복한다는 식으로 사유되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하이데거는 인간이 말함으로서의 언어에 힘입는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한다. … 
본래적 말함은 하이데거에게서 말(Sage) … 에 응답하는 응답함이다(Biemel 
1969, 513).” 

194) “죽을 자들의 말하는 모든 말(Wort)은 그러한 청종으로부터 말하는 것이며 
이러한 청종으로서 말하는 것이다(DS, 29).”

195) “말함(Sprechen)은 말함(Sagen)으로서 그 자체로(von sich aus) 들음(Hören)이
다. … 말함(Sprechen)은 [말함이기] 이전에 들음이다(WzS, 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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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를 듣는 본래적 들음은 ‘함께 앞에 놓여 있게 함

(beisammen-vor-liegen-lassen)’인 레게인에서 현성한다(L, 207). 레게인

은 ‘앞에 놓인 것(vor-liegen-Lassen)’을 함께 앞에 놓는 것, 앞에 놓

인 것을 그것의 총체(Gesamt)에 있어 함께 놓는 것으로서(L, 207) 존재

자를 일자에로 모으는 것이다.196) 본래적 들음은 이 모음에서 현성한다. 

본래적 들음이 곧 응답이며 따라서 응답은 모아들임으로서의 존재의 말

걸음에서 생겨난다(NBS, 176). 

  인간은 대단히 드물게만 존재의 말걸음에 응답할 수 있다.197) 현성하

는 것이 그 자체로 드러나는 존재의 언어는 곧 존재의 소리(Stimme)인

데, 인간의 응답은 존재의 소리에 인간이 조음될(stimmen) 때 가능하

다.198) 응답함은 곧 조음됨(be-stimmt sein, êntre dis-posé)인데(WP, 36), 

조음은 존재하는 것의 연관으로의 옮김(in die Bezüge zu dem versetzt, 

was ist)이다(WP, 36). 따라서 조음은 인지하는 인간과 인지되는 현존자

의 현존이 하나로 되는 현존의 연관으로의 옮김이다. 인간의 조음되어 

있음(Gestimmtheit, disposition)이 시적 말함의 근거이다.199) 조음되어 있

음은 기분잡혀 있음을 의미하는데 기분(Stimmung)의 본질은 일반적으로 

표상된 주체-객체-관계로는 개념파악될 수 없다(GA39, 83). 그것은 애

초에 주체와 객체가 있으며 양자 사이에서 어떤 기분이 만들어지는 것

이 아니라 조음하는 것(Stimmende)과 기분 안에서 조음되는 것(was, 

das in der Stimmung gestimmt ist) 그리고 양자 상호간의 조음되며 조

음하는 서로 연관됨(gestimmtes und stimmendes wechselweise 

Bezogensein beider aufeinander)이 모두 기분에 속하기 때문이다(GA39, 

82-3). 따라서 시적 말함을 근거짓는 기분은 주체-객체-관계를 넘어서 

있는 현존의 연관을 통해서만 이해될 수 있다. 

196) “레게인은 하나이자 동일한 것(das Eines und das Selbe; 앞에 놓인 것)을 일
자(das Eine)에로 놓는다(L, 207).”

197) “… 응답이 우리 자신에 의해 고유하게 받아들여져 [참답게] 펼쳐지는 그런 
태도가 되는 것은 아주 드물다(WP, 35).”

198) “존재의 소리로서 우리에게 스스로 말걸어 오는 것은 그것이 우리의 응답을 
조음한다(be-stimmen)(WP, 36).” 발레가-누는 이 소리가 곧 조음이라고 말한다. 
“소리는 조음이다(Vallega-Neu 2013, 137).”

199) “… 말함의 모든 정확성(Präzision)은 응답함의 조음되어 있음에 근거한
[다](WP,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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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재의 말(Sage)을 뒤따라 말하는(nachsagen) 인간은 존재의 말에 속

해 있으며 자신의 언어를 통해 존재의 말걸음 안에 거주한다.200) 인간

은 스스로 보이는 존재에 속해 있는 것이지 존재와 주체-객체-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다. 인간이 존재의 말걸음 안에 거주하는 것은 스스로 

보이는 것에 청종함으로써, 존재의 소리 없는 말인 정적의 울림(Geläut 
der Stille)에 동화되어(vereignen) 머무는 것을 의미한다.201) 중요한 것은 

존재가 그 자체 묵언(Verschweigung)이며 묵언이 침묵을 가능하게 하고 

묵언에 근원을 두는 정적에서 말(Wort)이 생성한다는(werden) 점이

다.202) 존재는 스스로 보이는 것으로서 탈은폐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거

의 언제나 은폐되어 있는데 이 은닉이 곧 묵언이다.203) 인간이 은닉으

로서의 묵언에 동화되는 것은 침묵할 때에만 가능하다.204) 그리고 정적

에서 말(Wort)이 생성하는 것은 말이 침묵으로부터 침묵을 깨뜨리면서

(brechen) 생겨남을 의미한다.205) 존재의 말을 뒤따라 말하는 인간의 언

어가 침묵으로부터, 침묵을 깨드리면서 생겨나기 때문에 언어의 근원은 

침묵에 있다.206) 

200) “… 우리는 말(Sage)을 뒤따라 말하면서 말(age)에 속해 있[다](WzS, 254).”, 
“인간이 말(Sage)에 속해 있으면서 그것[말]을 듣는 한에서만 … 인간은 말할 
수 있다(WzS, 254).”, “인간은 그의 언어를 통해 존재의 말걸음 안에 거주한
[다] … (AGS, 85)” 

201) “… 청종을 통해서 들음은 정적의 울림에 동화된 채 머문다(DS, 29).”, “정
적의 울림이 본질의 언어다(WdS, 204).” 다스투르는 정적의 울림에 대한 동화
가 곧 인간의 언어가 본질의 언어가 되는 것이라고 말한다. “… 이러한 정적의 
울림이 인간의 언어로 하여금 본질의 언어가 되도록 하는 것, 존재의 펼침의 언
어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Dastur 2013, 237).”

202) “… 존재 자체는 … 묵언이다. 묵언이 침묵을 가능하게 하는 근거이며 정적
의 근원이다. 정적의 영역에서 비로소 그때마다 말이 생성한다(GA51, 77).” 빈
데만은 침묵이 존재의 묵언에 조음된 기분에서만 가능하다고 본다. “… 침묵함
은 존재의 침묵하는 언어에 조음된 그런 기분들에서만 본래적으로 가능하다(빈
데만 2011, 173).” 

203) “… 은닉(Verbergung)은 ‘말함(Sagen)’과 특출난 연관을 가질 것이며 [은닉
은] 묵언일 것이다(GA51, 64).”

204) 따라서 후기에는 존재 자체가 묵언이며 이 묵언에 동화되는 침묵이 중요하다. 
브로건은 후기에 침묵과 부름의 역할이 변화된다고 말한다. “… 하이데거의 
『철학에의 기여』에서 침묵과 부름의 역할의 변화 … (Brogan 2013, 41)”, 
“… 현존재는 그 자신의 비-존재의 가능성에 직면하여 불안해하는 것으로는 
더 이상 정의되지 않는다(Brogan 2013, 41).”

205) “… 침묵으로부터 비로소 하나의 말(ein Wort)이 이러한 침묵을 깨드리면서 
… 생겨난다(GA51,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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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할 것은 여기서 침묵함이 단순히 아무 말 없이 있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침묵은 인간 존재의 특출난 성격이며, 인간 존재는 

침묵에 근거하여 존재자 전체(Ganze des Seienden)에 내맡겨진다

(GA36/37, 112). “침묵은 이러한 내맡겨짐의 모음(Sammlung dieser 

Ausgesetzheit)이다(GA36/37, 112).” 침묵하면서 인간이 존재자 전체에 

내맡겨지는 것은 인간이 탈존하면서 다른 현존자와 함께 관계로서의 존

재에로 들어서는 것이며 그리하여 현존자로서의 인간이 다른 현존자와 

함께 존재의 개방성에로 모이는 것이다. 하이데거가 침묵을 모음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GA36/37, 111). 

  침묵이 구속력을 상실하고 그리하여 인간이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을 

때 발원하는 인간의 언어(Sprache des Menschen)207)와 침묵에서 생겨나

는 말(Wort)은 다르다. 인간은 언제나 이미 말해진 말들(gesprochene … 

Rede) 안에로 내던져져 있어서 이러한 말로부터 물러설 경우 침묵할 

수밖에 없지만, 물러섬(Rückzug)은 대단히 드물게만 성취된다(GA39, 

218). 

  이미 말해진 말들로부터 물러서서 침묵할 때 비로소 인간은 다시금 

침묵을 깨뜨리면서 침묵으로부터 생겨나는 말을 말할 수 있다. 이 말은 

존재자 전체에 내맡겨진 인간이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존재자 전체를 

말하는 것(Ganze des Seienden … zum Wort bringen)이다(GA36/37, 

111). 물론 이는 말이 존재자를 일일이 호명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말은 개방터에 함께 모이면서 본래적인 그 무엇으로서 

존재하는 현존자를 말하는 것이다. “이 말은 … 저 모여든 열려 있음

의 자기에 머묾(Ansichhalten jener gesammelten Aufgeschlossenheit)이

자 모여든 열려 있음에서 개시된 것(was darin erschlossen ist)의 … 자

기에 머묾이다(GA36/37, 111).” 여기서 모여든 열려 있음은 현존자의 

현존이 하나로 되는, 현존의 연관의 열어 밝혀져 있음으로서의 존재 진

리를 의미하며 따라서 침묵에서 생겨나는 말은 존재 진리를 머물러 있

206) “언어 자체는 그것의 근원을 침묵에서 갖는다(GA39, 218).”, “침묵할 수 있
음(Schweigenkönnen)이 … 언어의 근원이자 근거이다(GA36/37, 107).” 

207) “인간의 언어는 … 침묵할 수 없음(Nichtschweigenkönnen)으로부터 [그리고] 
이와 함께 구속력의 상실(Hemmungslosigkeit)로부터 발원한다(GA36/37,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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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하는 것이다. 아울러 말은 존재 진리에서 개시된 것 즉 존재 진리가 

밝히는 개방터에서 다른 현존자와 함께 모이면서 본래적으로 존재하는 

현존자를 존재 진리와 함께 머물러 있게 한다. 침묵에서 생겨나는 말은 

현존의 연관인 존재와 함께 현존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존재 진리를 머

물러 있게 하면서 존재를 밝힌다.208)  

  인간은 침묵하면서 존재의 소리에 조음되어 기분잡혀 있는데, 침묵하

면서 빠져 있는 근본 기분이 음성(Laut)과 발설(Verlautbarung)로 조율된

다(anstimmen).209) 조율을 통해 존재의 소리 없는 말이 발성되는 언어가 

된다. 서양 역사의 시원에서 인간의 말함을 조율한 근본 기분은 경이

(Er-staunen)인데,210) 경이는 익숙한 것의 익숙하지 않음

(Ungewöhnlichkeit des Gewöhnlichen)을 순수히 승인하게끔 한다.211) 근

본 기분은 존재자 전체를 새롭게 경험할 수 있는 장소(Ort)를 규정한다

(GA39, 137). 근본 기분은 대지·풍경·고향과의 풍요한 연관에로 우리

를 옮겨놓는(rücken) 것으로서(GA39, 140) 시인은 근본 기분으로부터 말

하는 것이다. “… 시적인 말함(Sagen)이 그 위에서 그리고 그 안에서 

존재를 수립하는 그러한 공간을 … 기분이 두루 조음한다

(durchstimmen). 이러한 기분이 시작의 근본 기분이다(GA39, 79).” 

  횔덜린 시작의 근본 기분은 장소와 연관되는데 이 장소는 존재가 수

립되는 곳이자 존재자 전체를 새롭게 경험할 수 있는 곳으로서 존재와 

연관되어 있다. “… 근본 기분은 시적인 말함 안에서 존재의 각인

(Gepräge des Seyns)을 부여받은(empfangen) 세계를 개현한다(GA39, 

79).” 장소와 연관되는 근본 기분은 주체적인 것이나 인간의 소위 내

면적인 것(Innere)이 아니라 오히려 존재자의 폭(Weite des Seienden)과 

208) “말(Wort)은 존재(Seyn)의 … 밝힘이다(GA69, 153).”
209) “… 근본 기분이 음성과 발설을 조율한[다](GA36/37, 111).” 음성과 발설을 

통한 조율에 대해서 염재철은 다음과 같이 이해한다. “… 시는 존재-진리의 건
넴말을 낱말의 울림과 울림들의 관계적 조형화에로 가져온다(염재철 2012, 
93).”

210) “최초의 시원은 경이다(GA65, 20)”, “경이는 인간을 사유의 시원에로 인간
을 시원적으로 조음하는 근본기분이[다](GA45, 170).”

211) “타우마제인(θαυμάζειν)이라는 근본 기분은 익숙한 것의 익숙하지 
않음에 대한 순수한 승인을 강제한다(GA45, 171-2).”, “경이에서 가장 익숙한 
것 자체가 가장 익숙하지 않은 것이 된다(GA45, 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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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의 깊이(Tiefe des Seyns)에로의 근원적 옮김이다(GA39, 142). 횔덜

린의 시작은 근본 기분의 조음 속에서 탈존하는 인간을 모아들이는 존

재를 수립하는 것이며, 근본 기분이 음성과 발설로 조율됨으로써 발성

되는 언어가 된 것이다.212) 이 언어는 근본 기분이 개현하며 존재가 현

성하는 장소를 밝히는 말이다. 시작은 존재가 그 자체로서 드러나는 존

재의 말함에 관여하여(eingehen) 유일하게 말해져야 하는 것을 뒤따라

가면서(nachgehen) 말하는 말함(Sagen)이다(WD, 316). 그래서 유일하게 

말해져야 하는 것인 존재는 그것의 본질에 따라서 언어의 구역에 속하

는 것(WD, 316) 즉 시작으로서의 언어의 구역에 속하는 것이다. 그렇다

면 존재를 수립하여 다른 시원으로 현성하는, 그리하여 역사를 근거지

우는 시작은 어떠한 성격을 가질까? 이제 후기 하이데거가 말하는 시작

으로서의 언어가 어떠한 성격을 갖는지를 역사의 문제를 중심으로 확인

하기로 하자. 

③ 존재 역사와 시작으로서의 언어: 형이상학적 언어와의 차이

를 중심으로  

존재 역사는 존재 진리의 역사이기도 하다.213) 탈은폐하는 은닉인 존재 

진리는 형이상학에서는 은폐되었고 서양 역사의 시원에서는 그 자체로

서 사유되지는 못한 채 그저 말해졌을 따름이다. 중요한 것은 시작이 

형이상학과는 다른 식으로 역사적이라는 점이다. 비은폐성으로서의 진

리는 작품을 통해 실현되는(erwirken) 경우에만 발현하는데, 말의 작품

(Werk des Wortes)인 시작이 역사를 정초하는 장소(Stätte)이다.214) 역사

를 정초하는 장소라는 점에서 시작으로서의 예술은 역사이다.215) 완전

히 본질에 도달한 언어는 역사적인데(BH, 362) 이 언어는 물론 시작의 

212) 그래서 하이데거는 존재가 인간의 탈존을 언어 안에 정주하게(behausen) 한다
고 말한다. “… 그것[보호(Hut)로서의 존재]은 탈존을 언어 안에 정주하게 한다
(BH, 361).” 

213) “역사는 존재(Seyn) 역사이며 그리하여 존재(Seyn) 진리의 역사[다](GA69, 
93).”

214) “비은폐성은 그것이 작품을 통해서 실현되는 경우에만 생기한다. … 역사를 
근거지우는 장소 … 인 말의 작품으로서의 시작 … (GA40, 200)” 

215) “예술은 그것이 역사를 근거지운다는 본질적 의미에서 역사다(UK,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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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다. 시작은 언어의 생기 중 특출난 생기인데, 인간은 이 특출난 

생기로 인하여 역사적으로 존립한다.216) 

  시작으로서의 언어는 인간의 역사적 존재의 근원적 본질을 형성하는 

것이다(GA39, 67). 시작은 역사적 현존재의 근본 틀(Grundgefüge)인데

(GA39, 67) 그것은 시작이 인간이 존재의 말함에 응답하는 대화로서 역

운적으로 생기하는 근원적 언어217)라는 점 그리고 동시에 시원적으로 

말해진 진리를 보존함으로써 역사를 새로이 정초하는 장소라는 점 때문

이다. 시작이 존재의 말걸음에 응답함으로써 인간이 역운적으로 발현하

는 존재에 귀속할 수 있는 시원적 차원이기 때문에, 시원적 대화(GA39, 

69)인 시작이 인간의 본래적인 역사적 시간의 시원이자 근거일 수 있는 

것이다.218) 다시 말해 시작은 인간이 역사적으로 되기 위한 가능성의 

근거이다.219) 예술로서의 시작이 진리가 존재하게 되는 그리하여 역사

적으로 되는 탁월한 방식이며 인간은 시작을 통해서 역사를 정초함으로

써 역사적이게 된다.220) 

  하지만 역사를 정초하는 시작은 너무나도 드문데 그것은 역사가 진리

의 본질에 대하여 결단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만 존재하기 때문이다

(GA69, 96). 역사를 정초하는 시작이 바로 횔덜린의 시작이다. 따라서 

존재 진리를 보존하고 시원성을 간직하는 횔덜린의 시작은 존재자성과 

연관되는 형이상학적 언어와는 분명 다른 것이다. 양자의 차이는 말함

과 말해지는 것, 언어와 언어화되는 것의 관계가 상이하다는 점에 근거

216) “시작 자체는 언어의 생기 중 특출난 생기이며 이러한 특출난 생기로 인하여 
인간은 역사적인 것으로서 존립한다(GA39, 67).” 시작과 역사의 문제와 관련하
여 한상철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시작 자체는, 그 힘에 의해 인간이 역사적
인 존재가 되는, 언어사건(Sprach-geschehnis) 내에서의 탁월한 생기이다. 언어 
자체가 인간의 역사적 존재의 근원적 본질을 형성하고, 시적인 것은 그러한 역
사적 현존재의 근본구조에 해당한다(한상철 1997, 366).”

217) “시작은 근원적 대화로서 언어의 근원이[다](GA39, 76).”, “… 언어의 본래
적 생기로서의 대화 … 근원적 언어는 존재의 수립으로서의 시작이다(HWD, 
43).”

218) “… 언어의 생기가 인간의 본래적이고 역사적인 시간의 시원과 근거이
[다](GA39, 69).” 

219) “시작은 … 인간이 … 역사적으로 되기 위한 가능성의 근거를 실현한다
(GA39, 216).”   

220) “… 예술이 … 진리가 존재하는 즉 역사적으로 되는 특출난 방식이다(UK,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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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221) 그렇다면 시작으로서의 언어의 성격을 은폐된 채로 기재하고 

있는 시원성의 문제를 중심으로 검토하고 시작으로서의 언어와 형이상

학적 언어의 차이를 확인하기로 하자.  

  시원적인 것은 기재하는 것으로서 상주하고 있으며 시작은 말(Wort)

을 통해 상주하는 것(Bleibende)을 수립한다(HWD, 41). 따라서 시작은 

존재를 시원적으로 시작하는(dichten) 것,222) 시원적 사상가들이 경험했

고 말했던 시원적인 것을 다시금 사유하는 것이다.223) 시원적인 것을 

사유하는 시작의 사유는 회상(Andenken)이다.224) 회상은 머무르는 것으

로서 우리와 관계하는(angehen) 것에 대한 성찰이지 지나간 것에 대한 

무상한 현재화가 아니다(DA, 481). 지나간 것이 아닌 시원적인 것은 현

성하는 존재를(an) 사유하는(denken) 회상 안에서만 발견된다.225) 회상

은 여전히 현성하는 존재에로의 옮김(Versetzung)이다.226) 이 옮김은 인

지하는 인간과 인지되는 현존자의 현존이 하나로 되는 현존의 연관으로

의 옮김을 의미한다. 인간은 현존의 연관으로서의 존재 안에 본질적으

로 체류하고 있으며 따라서 회상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존재 안에 본

221) 올리버는 후기 하이데거의 언어관을 주체-객체-도식을 넘어서는 것으로 이해
한다. “언어가 형이상학과 관련되는 한 그러한 언어는 제시(Darstellung)의 도구
이며 이미 제시의 성격으로 주체-객체-도식을 언어적으로 반복한다. … 그래서 
… 대상을 언어로 가져오며 언어적으로 제시하는 주체라는 환상이 생긴다
(Oliver 2004, 216).”, “언어가 말(Sage)이 되는 곳에서 하이데거는 존재가 표현
하는 자와 표현되는 것이라는 주체-객체-도식으로 되돌아가지 않으면서 존재를 
표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본다(Oliver 2004, 218).”

222) “ 존재에 대한 시원적 시작(anfängliches Dichten des Seyns)(GA81, 140)”
223) 따라서 베르나스코니가 말하듯이, “‘다른 시원의 언어’는 ‘회상된 최초의 

시원의 언어’인 것이다(베르나스코니 1995, 172).”  
224) “ 사유는 시원적인 것으로서

회상이다(GA81, 140)”

225) “시원적인 것을 우리는 … 오직 현성하는 존재를 … 사유하는 회상 안에서만 
발견한다(EM, 481).” 

226) “… 여전히 현성하는 존재에로의 옮김 … (GA51, 92)” 존재에로의 옮김을 
말하는 이 맥락에서는, 존재에 대한 성찰이 곧 서양 역사의 최초 시원에로의 상
기(Erinnerung)라고 말하고 있으며, 현성하는 존재에로의 옮김이 곧 상기라고 말
하고 있다. 서양 역사의 최초 시원에로의 상기가 현성하는 존재에로의 옮김인 
것은 시원적인 것이 지나간 것이 아니라 머물러 있는 것이며 현성하는 존재를 
상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회상과 마찬가지로 상기 역시 여전히 현성하는 존재
를 상기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이 맥락에서 언급된 상기가 사태적으로 
회상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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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적으로 체류함(Aufenthalt)을 깨닫는(innewerden) 것이다.227)  

  횔덜린의 송가를 해석하면서 하이데거는 사유해야 하는 것

(zu-Denkende)에 대한 회상이 시작의 원천적 근거(Quellgrund)라고 말하

면서 시작이 때로는 원천으로 거슬러 흘러 들어가는 강이라고, 회상으

로서의 사유에로 거슬러 흘러 들어가는 강이라고 말한다.228) 여기서 회

상이 사유해야 하는 것은 현존의 연관인 존재인데, 존재는 횔덜린의 송

가에서 근원이었다. 따라서 회상이 근원으로서의 존재를(an) 사유하는

(denken) 것이라면, 회상에 근거하는 송가로서의 시작은 근원에서 발원

한 강인 것이다. 

  하이데거는 역사적 인간의 거주가 섬뜩함에 익숙해짐(Heimischwerden 

im Unheimischsein; 비고향적임 안에서 고향적으로 됨)으로부터 발원한

다고 말하면서(GA53, 173), 강의 정신(Stromgeist)인 시적 정신이 섬뜩함

의 유랑성(Wanderschaft des Unheimischseins)을 경험하고 익숙해짐의 

장소성(Ortschaft des Heimischwerdens)을(an) 사유하는(denken) 정신 즉 

회상하는 정신이라고 말한다(GA53, 173). 섬뜩함의 유랑성을 경험하고 

섬뜩함에 익숙해지며 익숙해짐의 장소성을 사유하는 회상이 역사를 정

초하는 시작을 가능하게 하는 근거이다. 유랑성으로서의 강은 원천을 

결코 망각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강이 언제나 원천이자 그 강의 본질의 

장소성으로 머물기 때문이다.229) 따라서 유랑성은 강을 의미하며 장소

성은 강의 본질인 원천의 장소성을 의미한다. 그런데 송가에서 강은 시

인의 현존을 재형상화한 것이었으며 근원으로서의 원천은 존재를 재형

상화한 것이었다. 따라서 유랑성은 시인의 현존을, 장소성은 존재의 장

소성을 의미한다. 그런데 유랑성이 섬뜩한 것이라면 어떤 의미에서 시

인의 현존이 섬뜩한 것일까? 그리고 섬뜩함에 익숙해진다는 것과, 익숙

해진 장소성으로서의 존재의 장소성이란 무엇일까? 

227) “… 중요한 것은 존재 안에서의 우리의 본질적 체류함을 … 우리가 깨닫는 
것이다(GA51, 93).”

228) “사유되어야 할 것에 대한 회상은 시작의 원천적 근거이다. 그 때문에 시작
은 때로는 원천으로 거슬러 흘러가는, 회상으로서의 사유로 거슬러 흘러가는 강
(Gewässer)이다(WhD, 7).”

229) “강은 강으로서 즉 유랑성으로서 결코 원천을 망각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강
은 흐르면서 … 그 자체 끊임없이 원천이자 그 본질의 장소성으로 머무르기 때
문이다(GA53,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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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지하는 인간과 인지되는 현존자가 개방터에서 그 현존이 하나로 될 

때 인간은 습관적인 것이라는 의미에서의 친숙한 것(Einheimische)이 아

닌 섬뜩한 것(Un-heimische) 안에 세워지는 것이었다. 섬뜩한 것을 인지

하면서 현존하는 인간이 바로 시인이다. 시인의 현존이 섬뜩한 것은 인

지하는 시인이 섬뜩한 것 안에 세워지기 때문이다. 인지함은 저절로 이

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존재자의 존재를 표상하는 습관적 사유에 반하여

(gegen) 쟁취되는 것이며 따라서 인간은 인지함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

다. 인지함에 익숙해지는 것은 섬뜩함에 익숙해지는 것이다. 그리고 섬

뜩함에 익숙해지는 것은 인간이 인지하면서 현존의 연관인 존재 안에 

본질적으로 체류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존재의 장소성은 인간이 본질적

으로 체류하는 현존의 연관을 의미하며 시작은 장소성을 사유하는 회상

에 근거하는 것이다. 

  존재 진리는 은폐된 채로 기재하는 시원적인 것이며 회상은 기재하는 

은폐성을 사유하는 것, 은폐되어 있는 기재하는 것을 사유하는 것이

다.230) 그런데 시인은 기재하는 것을 회상하면서 동시에 도래하는 것

(Kommende)을 고대한다(erharren)(HWD, 47-8). 도래하는 것을 말할 때

에만 시인은 그의 시작에 앞서 시로 지어졌던 것(Gedicht)을 말할 수 있

다.231) 따라서 회상함은 기재하는 시원적인 것을 사유하는 것일 뿐 아

니라 동시에 도래하는 것을 사유하는 것이기도 하다.232) 도래하는 것에 

대한 사유(Denken an Kommende)는 오직 기재하는 것에 대한 사유

(Denken an das Gewesene)일 수 있을 따름인데, 이 사유 즉 회상을 통

해 우리는 그저 지나간 것이 아닌 여전히 멀리서 현성하는 것(fernher 

noch Wesende)을 이해하게 된다(Ad, 84). 여전히 현성하는 것인 존재 

진리는 현실적인 것을 척도로 하여 표상할 경우 분명 멀리 있는 것, 부

재하는 것이다. 기재하는 시원적인 것은 현실적인 것이 아니며 따라서 

230) “회상은 … 은폐성에로 향한다. 회상은 저 기재하는 것은폐성을 사유한다(ZS, 
416).” 

231) “… 시인은 … 도래하는 것을 말할 때에만 그의 시작에 앞서 … 시로 지어졌
던 것을 말할 수 있다(Ad, 114).” 시인의 시작에 앞서 시로 지어졌던 것은 물론 
시원적 사상가가 경험했고 말했던 시원적인 것이다.

232) “… 회상함은 도래하는 것을(an) 사유하는(denken) 그러한 것이리라(Ad,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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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하는 것을 사유하는 회상 역시 현실적인 것을 사유하는 것이 아니

다. 시원적인 것은 현실적인 것이 아니라 그것의 현성에로 도래한 것

(zu seiner Wesung Gekommene)이다.233) 그러므로 시원적인 것에 대한 

회상은 현성에로 도래한 것을 사유하는 것이다. 

  회상의 비밀 중 하나는 기재하는 것에로 사유가 뻗친다는 것(zum 

Gewesenen hindenken) 그리고 반대 방향에서(in der Gegenrichtung) 기

재하는 것이 사유를 뻗치는 자에로(auf den Hindenkenden) 되돌아온다

는(zurückkommen) 것이다(Ad, 100). 이는 시인이 회상하는 기재하는 것

이 현성에로 도래한 것으로서 회상하는 시인이 그것에 참여하는 것임을 

의미한다. 달리 말해 기재하는 것을 회상하는 시인은 객체를 사유하는 

주체가 아니다. 시인과 시인이 회상하는 기재하는 것 사이에는 표상하

는 주체와 표상되는 객체 사이에 존재하는 거리와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시원적인 것을 회상하는 말함인 시작은 이와 같이 말함과 말해

지는 것 사이의 거리가 존재하지 않는 회상적 성격을 가지며, 이 회상

적 성격에 근거하여 시원성을 간직하는 다른 시원으로 현성하는 것이

다. 

  시인과 시인이 회상하는 기재하는 것 사이에는 표상하는 주체와 표상

되는 객체 사이에 존재하는 거리가 존재하지 않지만, 형이상학적 언어

에서는 분명 이러한 거리가 존재한다. 하이데거는 형이상학 안에서는 

‘로서’가 문장에서 주어를, 술어를 통해 이러저러한 것으로서 규정하

는 것이라고 말한다.234) 존재자가 어떠한 존재자로서 경험될 때 경험되

는 것은 주제적 진술에서 앞에 놓여 있는(vorliegen) 것으로서235) 존재

자의 존재에 관해 말하는 말은 이 근저에 놓여 있는 것

(Zugrundeliegende)인 기체(ὑποχείμεον)를 어떤 것으로서 진술한

다.236) 기체는 진술하는 말에서 이미 항상 앞에 놓여 있는 것이며 따라

233) “기재하는 것 즉 그것의 현성을 위해 도래한 것에 대한(an) 사유(Denken)의 
고유한 양식의 회상이다(Ad, 96).”

234) “‘로서’는 다면적이다. 형이상학 안에서 ‘로서’는 존재자를 존재자로서 
경험하는 것을 말한다. [그것은] 술어를 통해 문장에서 ‘주어’를 이러저러한 
것으로서 규정하는 것[이다](GA70, 82).”

235) “그것[어떤 것을 어떤 것으로서 이해하는 것]은 주제적 진술에서 앞에 놓이
는 것이[다](Stassen 1973, 155).”

236) “말해지는 그것(das, worüber gesagt wird)은 그때마다 진술에서 근저에 놓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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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보다 더 이른 것(Frühere), 선험적인 것이다.237) 진술하는 말에는 기

체가 이미 항상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은, 존재자에 대한 진술이 수행되

기 전에 이미 그 존재자의 무엇임과 사실임에 대한 이해가 잠재하고 있

다는 것을 의미한다.238) 존재자의 무엇임과 사실임은 존재자성으로서의 

“존재”239) 즉 존재자로부터 사유된 “존재”이다.240) 존재자성은 현존

성으로서 선험적인 것이며241) 따라서 진술하는 말에서는 존재자성에 대

한 선행적 이해에 근거하여 존재자가 진술된다.242) 

  존재자에 대한 진술은 존재자의 존재자성에 대한 표상에 근거한다. 

표상 작용에서 이러저러한 것으로서 표상되는 것은 동일성(Selbigkeit)과 

지속성(Ständigkeit)에 있어 그 무엇으로서 정립되는 것이다(EGSM, 464). 

존재자성을 표상하는 것은 정립된 동일한 것(Identische)을 사유하는 것

인데 여기서 동일한 것은 표상되는 대상의 대상성이다. 대상성은 대상

이 표상 작용으로 파악될 경우에 형성되는 것으로서,243) 대상을 어떠한 

대상으로서 선험적으로 규정하는 것 즉 표상되는 대상에 대한 선험적 

규정성을 의미한다. 사유가 표상 작용 즉 표상되는 어떤 것을 어떤 것

으로서 자기 앞에 가져오는 것(Vor-sich-bringen von etwas als etwas)일 

경우 반성(Reflexion)은 표상 작용으로서의 사유의 본질이다(EGSM, 

466). 표상 작용으로서의 사유와 직관(Anschaung)을 대립적인 것으로 보

는 것은 무의미한데(EGSM, 467) 그것은 직관이 ‘나는 어떤 것을 생각

있는 것, 진술에서 앞에 놓여 있는 것, 기체 … 이다(GA40, 195).”
237) “… 우리는 진술에서 이미 항상 앞에 놓여 있는 것에로 되돌아가야 한[다] 

… 이미 항상 앞에 놓여 있는 것은 … 보다 더 이른 것, 선험적인 것이다(GA40, 
202).”

238) “진술 이전의 존재자에 대한 이해 안에 이미 항상 … 존재자의 무엇임이 잠
재한[다](GA24, 301).” 물론 진술 이전의 존재자에 대한 이해 안에는 무엇임에 
대한 이해뿐 아니라 사실임에 대한 이해 역시 잠재하고 있다.  

239) “… 존재자의 무엇임을 형성하는 것 [즉] 존재자의 존재자성 … 존재자성으
로 이해된 존재 … (GA65, 288)” 

240) “익숙한 ‘이다’(ist)의 ‘명사’인 존재는 ‘존재자’로부터 기투된 존재자
성으로서 드러난다(GA66, 90).” 

241) “존재자성은 현존성이다. … 존재자성은 선험적인 것이다(GA65, 174).”, “선
험적인 것은 … 존재자에 앞서는 존재자성의 선행성을 의미한다(GA65, 222).” 

242) “… 모든 존재자는 이러한 … 존재자의 무엇임과 어떻게 있음에 대한 선행적
인 … 이해에 근거하여 개현된다(PT, 62).”

243) “대상의 대상성에 대해서 무엇인가(etwas)를 형성하려면 대상이 표상 작용의 
능력으로 소급되고 소환되어야 한다(EGSM, 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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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라는 반성적 사유의 근본 입장에 근거하기 때문에,244) 즉 직관되

는 대상이 ‘그 자체로서 전체 안에서 열어 밝혀져 있다’는 데 근거하

는 것이 아니라 대상이 ‘그것의 대상성에 있어 열어 밝혀져 있다’는 

데 근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중요한 것은 직관이 알레테이아의 우위와 동일시될 수 없으며 오히려 

이데아의 우위와 동일시될 수 있다는 점(EGSM, 467) 그리고 알레테이

아보다 이데아가 우위에 서는 것과 함께 형이상학이 시작됐다는 점이

다. 직관은 심지어 이데아의 우위에 따라서 진리가 일치(ὁμοίωστς)
로 변형되는 것과도 동일시될 수 있는데(EGSM, 467), 진리의 변형은 진

리가 열어 밝혀져 있음 자체로부터 대상과 그것의 표상 사이의 상응으

로 변형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형이상학적 사유의 시작을 말해준

다. 진리의 변형이 대상화(Vergegenständlichung)라는 의미를 갖는 표상 

작용이 전개되기 위한 싹인데(EGSM, 467), 대상화하는 것으로서의 표상 

작용은 현존자를 그것의 현존성에 있어 앞에 놓여 있게 하는 것

(Vorliegenlassen)으로서 표상되는 대상의 존재를 정립한다.245) 그리고 

이렇게 정립된 대상의 존재가 바로 표상되어 있음(Vor-gestelltheit)으로

서의 대상성이다.246) 유의할 것은 표상 작용에서 표상되는 대상과 표상

하는 주체의 주체성 그리고 대상의 대상성에 대한 주체의 반성이 공속

한다는 점이다.247) 다시 말해 반성적 사유에서는 주체로서의 인간이 객

체로서의 대상과 반성을 통해 관계를 맺음으로써 주체-객체-관계에 놓

이게 된다. 

  어떤 것을 어떤 것으로서 의미하고(deuten) 해석하며 이해하는 것인 

모든 말함(Sprechen)은 형식적으로 유(ϒένος)를 갖는데248) 이는 말함

에서 말해지는 존재자의 존재자성이 곧 존재자가 속해 있는 유와 같은 

244) “… 직관의 우위 또한 ‘나는 생각한다’의 근본 입장에 … 근거한다(EGSM, 
467).” 

245) “현존자를 그것의 현존성에 있어 앞에 놓여 있게 하는 것으로부터의 ‘정립
(Position)’의 본질 유래(EGSM, 470)”

246) “… 표상하는 자로서의 주체는 모든 존재를 표상되어 있음으로 규정한다
(GA48, 270).”

247) “반성과 대상 그리고 주체성이 공속한다(EGSM, 465).”

248) “모든 말함은 … 어떤 것으로 어떤 것을 의미하고 해석하며 이해하는 것이
다. 그리하여 말함은 형식적으로 유를 갖는다(GA19, 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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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임을 의미한다. 이 말함은 유(ϒένος)와 같은 것으로서의 존재자성을 

표상하는 데 근거하는 것이자 표상되는 대상과 표상하는 주체가 말함을 

통해서 주체-객체-관계를 맺는 것이다. 진술이 수행되기 전에 존재자의 

존재자성을 선행적으로 표상하는 것은 존재자의 유를 선행적으로 표상

하는 것이다. 그리고 존재자의 유를 표상하는 것은 존재자와 연관되어 

있는 범주를 표상하는 것이다. 말함(Zuspruch)에서 파악된 것

(Eingefaßte)인 존재자성으로서의 존재는 범주적인 것인데249) 존재자성

에 범주적인 것이 속하기 때문에250) 존재자의 존재자성에 관해 말하는 

말함은 ‘범주에서 현상적으로 현존하는 존재’에 관해 말하는 것 즉 

존재자와 연관되어 있는 범주와 관련하여 존재자를 말하는 것이다.  

  범주는 존재자를 어떠한 존재자로 규정하는 것으로서 존재자에 관하

여 말해질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것(Allgemeinste)을 말하는 것인데251) 

이 가장 일반적인 것이 바로 존재자성이다.252) 형이상학은 존재자를 범

주에 입각하여 사유하는 것이며 따라서 존재자성과 사유라는 명칭으로 

모든 형이상학의 본질을 특징지을 수 있다.253) 이는 형이상학이 존재자

를 가장 일반적인 것이자 범주적인 것인 존재자성에 입각하여 사유한다

는 것을 의미한다. 존재자성은 진술·판단을 실마리로 하여 존재자의 

존재가 개념파악된 것인데254) “S는 p이다”라는 진술에 입각하여 존재

가 사유될 경우에는 존재자성으로 환원되지 않는 존재는 결코 사유되지 

않는다. 형이상학은 존재가 범주로 소환되고 진술을 가능하게 하는 선

험적인 것이 됨으로써 시작했다.255) 존재자의 존재에 관해 말하는 각 

249) “… 말함에서 파악된 것(존재자성으로서의 존재)은 ‘범주적인 것’이다
(GA66, 199).” 

250) “… 존재자성의 ‘측면’에는 모든 ‘범주적인 것’이 … 귀속한다(GA65, 
287).”

251) “존재자로서의 존재자에 대한 규정으로서의 범주는 존재자가 존재자로서 무
엇인지를 말한다. 범주는 존재자 일반에 관해서 말해질 수 있는 ‘가장 일반적
인 것’을 말한다(GA48, 69).”

252) “[존재자 일반에 관해서 말해질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것은] 존재자성 혹은 
존재[이다](GA48, 69).”

253) “형이상학은 범주에 입각하여 존재자를 사유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형
이상학의 본질의 특징으로 … 존재자성과 사유라는 명칭을 각인할 수 있다
(GA48, 69).”

254) “[가장 일반적인 것인 존재자성은] 존재자의 존재가 진술·판단 … 을 실마
리로 하여 … 개념파악되는 것이다(GA48,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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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 형이상학의 언어는 발현이 송부한 “존재”를 말하는 것인데, 중

요한 것은 이 말함이 존재자성에 입각하여 존재자를 표상하는 데 근거

하는 것으로서 이 말함에서는 말함과 말해지는 것, 언어와 언어화된 것 

사이에 거리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형이상학적 언어와 달리256) 시작은 존재자성이 선험적으로 부여된 존

재자가 아니라 존재자성의 부여에 앞서 그 자체로서 드러나는 존재자 

혹은 존재자성의 부여에 선행하는 존재자의 드러남 자체, 즉 존재자의 

빛남을 말하는 것이다. 비가시적인 것의 빛남은 존재자의 드러남 자체

를 의미하는데257) 드러남, 빛남에 대한 하이데거의 숙고를 우리는 세잔

에 대한 그의 논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잔의 그림에서는 현존자가 

그것의 현존의 밝음 안에서 나타나며 그리하여 현존과 현존자의 두 겹

이, 일 겹의 순수한 빛남 안에서 극복된다.258) 현존의 밝음 안에서의 현

255) “존재자와 구분되는 것으로서의 존재의 … 확립은 [존재의] 이데아와 범주에
로의 소환을 강제한다. 존재는 선험적인 것이 되었다. 형이상학이 시작했다
(GA69, 133).” 

256) 해리스는 언어의 문제를 다루면서 형이상학이 존재를 포착하고 안전하게 하려
는 시도라고 말한다. “우리가 실재에로 가져오는 언어적 척도는, 예컨대 우리
가 어떤 것을 ‘나무’라고 부를 때, 우리가 앞에서 보는 것을 그것의 구체적 
개별성에 있어 포착하지는 못한다. 오히려 그 언어적 척도를 우리가 앞에서 보
는 것을 다른 대상들과 비교될 수 있는 어떤 측면에서만 포착할 수 있다. 이러
한 한계는 언어의 결점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의 핵심이다. 언어에서는 드러냄과 
감춤이 함께 이루어진다. 양자가 함께 언어와 실재를 분리시키는 틈을 탈은폐한
다. … 우리는, 알려지는 것을 우리의 언어적 주형에로 강제함으로써 우리에게 
그 자체로서 드러나는 것으로부터 가로막혀진다(Harries 1976, 506).”, “형이상
학은 존재를 포착하고 안전하게 하려는 시도이다. … 은폐된 것에 대한 공격은 
형이상학의 본질의 일부이다(Harries 1976, 508).”

257) 슈만은 비가시적인 것의 빛남의 문제를 보여지는 사물(things shown)과 보여짐 
자체(showing itself)의 관계를 중심으로 해석한다. “… 우리의 주의를 보여지는 
사물에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보여짐 자체에로 돌리는 것 … (Schürmann 1976, 
530)”, “ … 현존(presence)과 현존하는 사물(things present) 혹은 가시성
(visibility)과 가시적이게 된 것(what is rendered visible) 사이의 차이 … 
(Schürmann 1976, 530)”, “… 보여지는 것(what is shown)과 그것의 근원
(origin) 사이의 차이 … (Schürmann 1976, 532)”  

258) “현존의 밝힘 안에서의 현존자의 나타남(Erscheinen des Anwesenden in der 
Lichtung des Anwesens) … 현존과 현존자의 두 겹이 세잔의 그림들의 순수한 
빛남의 일 겹 안에서 극복된다(Zwiefalt beider verwunden ist in der Einfalt des 
reinen Scheinen seiner[Cézannes] Bilder)(GA81, 347-8).” 시작 역시 현존과 현
존자의 두 겹을 탈은폐하는 것이었다. “… 본래적으로 시작하는 것 즉 두 겹을 
탈은폐하는 소식의 원천(Quellen der Botschaft des Entbergens der 



- 163 -

존자의 나타남은 현존성이 부여되기 이전에 그 자체로서 나타나는 현존

자를 즉 그러한 나타남 속에 있으면서 나타남과 일 겹으로 현존하는 현

존자를 의미한다. 세잔이 그린 것은 현존자와 나타남의 일 겹, 그것의 

순수한 빛남이다.259) 

  시작은 일 겹의 순수한 빛남을 재형상화한다. 그리고 현존자가 현존

성으로 고착되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현존화하는 것이라면 다시 말해 

현존자가 단순히 지속하는 것이 아니라 나타나는 것이라면 시작은 현존

자의 나타남, 현존자의 유래를 재형상화한다.260) 현존자의 유래, 현존자

의 탈은폐하는 은닉이 우리에게 가장 은폐된 것이자 우리로부터 빠져나

Zwiefalt)(AGS, 135)” 이 탈은폐는 존재자가 그것이 속해 있는 유에 있어 밝혀
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예거는 시작에서 존재와 존재자의 두 겹이 탈은
폐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해명한다. “그것들[존재와 존재자]은 오직 다른 것
을 통해서만 밝혀지[며] … 다른 것 없이는 은폐된 채로 남는다. 이것이 시가 체
현하는 진리이[다](Jaeger 1958, 70).”

259) 얌메는 세잔이 대상성을 해체하고, 현존하게 함(Anwesenlassen)을 즉 존재자와 
나타남의 일 겹을 다루었다고 말한다. “… 세잔은 선대상적 수준으로 물러나는 
역설적 발견에 도달하[는데] … 여기서는 사물과 그것의 나타남이 너무도 통일
[된다](Jamme 1994, 147).”, “그의 그림에서 세잔은 그의 모티프의 고정된 대
상성을 해체한다. … 하이데거에 따르면 세잔은 그의 최후의 작업들에서 현존자
의 현존 안에서의 현존자의 재현이 아니라 현존하게 함을 다루었다(Jamme 
1994, 148).”, “… 대상과 의미를 해체함으로써 세잔은 고양된 대상성을 획득
하는데, 이는 하이데거의 탈은폐와 은폐의 통일성과 동일한 구조를 갖는 과정이
다. 세잔은 사물 자신이 고백하는 바대로의 사물에 접근한다(Jamme 1994, 
149).” 얌메와 마찬가지로 영 역시 세잔이 현존화를 다루었다고 말한다. “… 
추상적이고 의미 없는 공간을 경험하는 상태와 추상적 형태들이 그들 자신을 
의미있는 대상의 세계로 변형하는 상태 …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상태로부터 두 
번째 상태로의 이행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이행에서 우리는 … 발현 혹은 세계
의 세계화를 경험하기 때문이다(Young 2001, 155-6).”, “… 세잔이 가능하게 
한 경험과 관련하여 두 가지 논점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첫 번째 논점은 형이
상학이 생각하듯이 대상들의 보편적 특성들이 실재 자체에 자리해야 하며 그러
한 특성들이 언제나 거기에 있을 것이라는 점이 실재와의 모든 마주침을 필수
불가결하게 방해한다는 것이다. 이와는 다르게 실재를 경험할 가능성은 존재하
지 않으며 나아가 세계의 탄생이나 발현을 경험할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세잔에게서 우리는 이를 한다. 이것이 그를 서양 예술의 형이상
학적 전통과 구별시켜주는 점이다(Young 2001, 157).”, “우리는 형이상학적 예
술에서는 결코 일어난 적이 없는 현존 자체를 인지하게 된다. 하이데거가 똑같
이 그리고 더욱 명료하게 말했듯이 현존화를, 세계화를 인지하게 된다(Young 
2001, 157).” 

260) 시작과 사라지는 나타남, 탈은폐하는 은닉의 관계에 대해서 클락은 다음과 같
이 말한다. “… 시 자체가 탈은폐/은폐라는 구조의 효과를 창출하는 것이자 그 
구조인 것이다(Clark 1986,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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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 것인 시원적인 것인데 그것은 우리가 존재자를 우선 대개 존재자

성에 입각하여 경험하기 때문이다.261) 일상적으로 우리는 존재자와 연

관되어 있는 범주를 선행적으로 이해하고 범주에 입각하여 존재자를 어

떠한 존재자로서 진술한다. 하지만 존재자의 드러남 자체는 존재자성으

로 환원되지 않으며 오히려 범주적인 것으로서의 존재자성이 선험적으

로 부여되는 동시에 은폐된다. 

  존재자의 드러남 자체를 사유하는 사유는 상 없는(bildlose) 인지함이

다.262) 개별자를 일반자의 상에 기초하여 사유하는 것은 존재자에 선험

적으로 부여되는 대상성에 대해 반성하는 것인데 대상성에 대해 반성하

는 것과 존재자의 드러남 자체를 상 없이 인지하는 것은 분명히 구분된

다. 존재자의 드러남 자체를 상 없이 인지하는 것은 현성하는 사물을

(an) 사물 그 자체로서 사유하는(denken) 것 즉 회상하는 것이다. 하이

데거는 시인이 낯선 것(Fremde)을 부른다고 말하면서 이때 낯선 것은 

비가시적인 것이 그것 자체로서, 즉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서 머무르기 

위하여 스스로를 보내는 것이라고 말한다.263) 이는 우리에게 친숙한, 이

러저러한 존재자로서 존재하는 존재자 즉 존재자성이 선험적으로 부여

된 존재자와 달리 존재자의 드러남 자체는 낯선 것으로서, 존재자를 존

재자로서 진술하는 말에서 존재자가 명시되고 알려지는 것처럼 드러남

이 알려질 수 있는 것은 아님을 의미한다. 그리고 존재자의 드러남 자

261) 클락은 나타남의 사라짐을 대상성의 탈은폐 즉 범주적인 것으로서의 존재자성
의 부여에 근거하는 것으로 본다. “나타남이 드러난 것에서 소거되는 것은 분
명 대상성의 탈은폐에서이다(Clark 1986, 1010).” 얌메는 현존자의 나타남의 문
제가 존재와 존재자의 구분의 극복과 관련되어 있다고 말한다. “두 겹은 현존
의 밝힘 안에서의 현존자의 나타남인데, 이는 물론 동시에 언제나 은닉이다. 사
유에게 이는 존재와 존재자의 존재론적 차이의 극복이라는 과제이다(Jamme 
1994, 149).”   

262) “본질적 사유는 … 상 없는 시작이다(GA69, 162).” 시작은 상(Bild)을 재현하
는 것이 아니다. 본질적 사유인 인지함 역시 상을 표상하는 것이 아니다. 인지
함은 상과 무관한 것, 상 없이 수행되는 것이다. 고세티-페렌치는 시작이 상 작
용의 탈각과 연관된다고 말하면서 시적 사유가 반성적 이해를 넘어서 있다고 
말한다. “하이데거는 시의 내용뿐 아니라 시작된 것을 분명히 하고자 하는데, 
이는 상 작용의 탈각을 요구한다(Gosetti-Ferencei 2004, 73).”, “시적 사유는 
하이데거가 사유가 현출하는 것을 묘사한 식으로 현출하는 것인데 … 이는 반
성적 이해를 넘어서 있는 것이다(Gosetti-Ferencei 2004, 143).” 

263) “Der Dichter ruft … das Fremde als jenes, worein das Unsichtbare sich 
schickt, um das zu bleiben, was es ist: unbekannt(DWM, 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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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는 분명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지만264) 존재자성에 입각하여 사유하고 

말하는 인간에게 이 드러남 자체는 진정 비가시적인 것이자 알려지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존재자성이 선험적으로 부여된 존재자가 아닌 사

물 자체와의 만남은 보통의 인간에게는 너무나도 드문 것이다. 하지만 

이 만남이야말로 사물과의 진정한 만남임은 분명하다.265) 

  사물 자체와의 만남에 근거하는 시작은 최초의 시원에서부터 기재하

고 있던 존재 진리를 회상하면서 진리를 도래하는 장래적인 것으로서 

수립한다.266) 기재하는 것이 회상 안에서 귀환(Rückkunft)할 때 장래적

인 것(Zukünftige)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오기(zukommen) 때문에 회상은 

그것을 아직 전개되지 않은 것(Nochnicht-Entfaltete)으로서 사유한다

(Ad, 100). 기재하는 것이 장래적인 것인 이유는 아직 전개되지 않은 기

재하는 것이 회상하는 시인에게 도래하면서 비로소 장래적인 것으로 전

개되기 때문이다. 물론 시작은 대단히 드물다. 시작은 형이상학적 사유

와 달리 인간이 대상화하는 의욕을 단념하는 동시에 이 단념조차 무욕

을 의욕하는 것인 한에서 의욕의 흔적조차 완전히 사라질 때에만 비로

소 가능한 것이다.267) 현성하는 사물을(an) 사물 그 자체로서 사유함으

264) “… 시인이 말하는 것 그리고 시인으로 존재하고자 인수하는(übernehmen) 
것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다(HWD, 45).” 

265) 강연 「사물」에서 “그렇게 사유하면서[회상하면서] 우리는 사물로서의 사물
에 의해 부름을 받는다. 우리는 그 말의 엄밀한 의미에서 [사물에 의해] 제약된 
자(Be-Dingte)이다(DD, 173).”라고 말할 때 이는 인간과 사물 자체의 만남에 대
해 말하는 것이다. 이 만남에 대해 얌메는 세잔을 원용하며 다음과 같이 말한
다. “필요한 것은 보여진 자연과 경험된 자연, 저기 있는 자연(그는 파랗고 푸
른 평야를 가리킨다)과 여기 있는 자연(그는 그의 이마를 두드린다)이라는 두 개
의 평행하는 텍스트를 융합시키는 것인데 … 이는 반인적(half-human)·반신적 
삶을, 예술의 삶을 … 살기 위함이다(Jamme 1994, 147; Cézanne 1980, 29 재인
용).” 그리고 얌메가 말하듯이 이러한 만남을 강조하는 하이데거의 철학적 입
장이야말로 진정한 실재론, ‘강한 실재론(strong realism)’이다. “하이데거는 
인간적 인지함의 주관적 상대성에 대한 통찰을 넘어서고자 하며 강한 실재론으
로 나아가고자 한다. 이것이 그가 세잔과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논점이다
(Jamme 1994, 149).”

266) 전개되지 않은 기재하는 것과 도래하는 장래적인 것의 관계에 대해서는 핀스
크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회상’은 … 전개되지 않은 것을 처음으로 도래
하게 하는 것이다(Fynsk 1993, 196)”

267) 따라서 인간이 이러한 만남을 의욕함으로써 그것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횔덜린의 땅과 하늘」에서 하이데거는 “임마뉴엘 칸트의 글 어딘가
에는 의미상으로 다음과 같은 주목할 만한 구절이 있다. 사람이 어디를 향해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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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denken) 시원적이고 근원적인 역사성에 도달하는 시작이, 그리하

여 회상적인 성격을 갖는 시작이 그토록 드문 것은 이 때문이다.268) 

  

6. 전기의 현존재 역사성과 말, 후기의 존재 역

사와 언어의 관계 비교 

하이데거 존재 사유는 도상적 성격을 가지며 따라서 그 사유는 연속성

을 가진다. 1930년에 이루어진 강연 「진리의 본질에 관하여」를 기점

으로 하는 하이데거 사유의 전회는 사유의 단절이 아니라 존재에 대해 

접근하는 사유 방식의 변화로서, 현존재의 존재로부터 존재 자체에로의 

강조점의 변화로서 이해되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사유의 강조점이 변

화됨으로써 현존재 중심적 사유를 전개하는 전기와 존재 역사적 사유를 

전개하는 후기에 역사 개념의 함의가 변화된다는 점이다. 전후기의 언

어 사유는 전후기의 역사 개념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으며 따라서 

그 사유의 특징을 분명하게 규명하기 위해서는 역사 개념과 그것의 관

계를 검토해야 한다.  

  『존재와 시간』에서 말은 현존재의 ‘현’의 개시성을 구성하는 것

이었다. 이해를 수행하며 실존하는 현존재는 세계 안에서 만나는 존재

자를 어떠한 존재자로서 해석하면서 그 존재자에 대해 말할 수 있다. 

전기의 언어는 밖으로 말해진 말이었으며 따라서 말이 언어보다 근원적

인 것이었다. 현존재가 세계 안에서 만나는 존재자에 대해 말할 수 있

는 것은 세계의 개시성을 말이 분절하기 때문이다. 진술은 해석에 근거

라보아야 할지가 일단 누군가에게 지시되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떤 것을 발견하
는 것은 쉽다”고 말하지만(HEH, 152) 횔덜린을 해명하면서 하이데거가 존재자
와의 진정한 만남을 지시하더라도 우리 보통의 인간이 이 만남에 도달하는 것
은 진정 어려운 일임이 분명하다.

268) 회상과 다른 시원에 대해서 베르나스코니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 회상은 
단순한 ‘새로운 시원’이 아니라 ‘다른 시원’이라고 불린[다](베르나스코니 
1995, 130).”



- 167 -

하는데 존재자를 어떠한 존재자로서 해석하는 것은 언제나 유의미성 연

관 안에서 이루어진다. 현존재는 이미 말해져 있음·두루 말해져 있음

을 특징으로 하는 세계의 개시성 안에 존재하며 그리하여 언제나 자신

이 사용하는 말의 개시성 안에 존재하는데, 개시성이 우선 대개 말에 

따라 분절되고 의의부여 연관이 현존재가 사용하는 말에 영향받는 것은 

이 때문이다. 발화는 의의부여 연관이 말에 따라서 분절됨을 보여주는 

현상적 증거이다. 

  말은 현존재가 자신을 진술하는(sichaussprechend) 것으로서 그가 자

신에 앞서 이미 어떤 것 곁에 있을 때 가능할 수 있는 것이다.1) 현존재

가 존재자 곁에 있으면서 존재자의 존재에 관해 말하는 것은, 그가 세

계에로 넘어서 있으면서 세계 안에 존재한다는 점에 근거한다. 현존재

의 세계에로의 넘어섬인 초월은 현존재가 전체성으로서의 세계를 선행

적으로 이해함을 의미한다. 세계는 현존재의 가능성과 연관되는데 그것

은 세계가 ‘무엇 때문에’라는 근본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즉 가능성

에 기초한 목적 연관과 같은 것으로서 개시되기 때문이다. 현존재가 그

의 목적 하에 존재자를 특정한 용도를 갖는 것으로서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세계는 현존재가 자신의 가장 고유한 가능성으로 앞

질러 달려가서 다시금 기재하고 있는 자기 자신에게 다가올 때 개시된

다. 따라서 세계는 그저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가능적 장래

에로 앞질러 달려가는 현존재 자신에 의해 생기하는 것이다. 

  생기하는 세계의 개시성에 세계 안에 존재하는 존재자가 어떠한 존재

자로서 개방될 수 있음이 속하며 그리하여 해석이 속한다. 해석은 존재

자가 그것의 존재에 있어 이해될 때에만 가능하다. 그래서 생기하는 세

계의 개시성에 존재자가 어떠한 존재자로서 개방될 수 있음이 속한다는 

것은, 세계가 생기하면서 동시에 존재와 존재자의 구분이 생기함을 의

미한다. 현존재가 존재자의 존재에 관해 말하는 것은 세계가 생기하면

서 존재와 존재자의 구분이 함께 생기한다는 점에 근거하는 것으로서 

현존재의 가능성에 기초한 현상이다. 중요한 것은 전기에는 역사가 현

1) “모든 말은 자기를 진술하는 말로서, 자신을, 현존재 자신을, 자신에 앞서 이미 
어떤 것 곁에 있음으로서의 자신(sich als Sich-vorweg-sein-im-schon-bei etwas)
을 진술하는 것이다(GA20, 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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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의 존재 양식인 생기라는 점이다. 따라서 역사의 생기는 현존재의 

세계 안에 있음의 생기, 세계의 개시성의 생기이며 그리하여 세계가 생

기하면서 동시에 생기하는, 존재와 존재자의 구분의 생기이기도 하다. 

  개시성에는 해석이 속할 뿐 아니라 말이 속한다. 말은 개시성에 속하

는 것으로서 말함이 존재와 존재자의 구분이 생기하는 데 근거하기 때

문에, 개시성의 생기는 곧 말의 생기이기도 하다. 말의 생기는 유의미

성의 전체 연관이 말의 영향 하에 생기함을 의미한다. 존재자가 어떠한 

존재자로서 해석되는 의의부여 연관이 말의 영향 하에 생기하며 그리하

여 존재자가 말의 의의와 연관되어 있는 의의부여의 연관 속에서 개시

된다. 전기의 역사성은 현존재의 존재의 의미인 시간성에 근거하는 것

으로서 현존재 역사성을 의미했는데, 현존재 자신의 역사가 생기하는 

것이 곧 현존재의 ‘현’이 새로이 개시되는 것이자 개시성에 속하는 

말이 생기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말은 생기적인 성격을 갖는다. 

  그런데 말에는 비본래적 말인 빈말뿐 아니라 본래적 말인 양심의 부

름이 속한다. 생기가 현존재의 존재 양식인 한에서 빈말과 양심의 부름 

모두 생기와 무관한 것일 수는 없지만, 양자가 생기와 관계맺는 양식은 

다르다. 양심의 부름은 현존재의 ‘현’을 본래적으로 개시하는 것으로

서 현존재로 하여금 세인의 퇴락한 삶에서 벗어나게 함으로써 현존재의 

본래적인 역사적 실존, 본래적 역사성의 근거가 되는 것이다. 반면 빈

말을 하면서 현대적인 것만을 쫓으며 과거를 현재의 삶에 별 보탬이 되

지 않는 유물 정도로 취하는 비본래적 현존재는 본래적 역사성과 그것

에 고유한 생의 연관에 이르지 못하는데, 그것은 빈말이 현존재의 가장 

일상적이고 가장 끈질긴 실재성을 형성함으로써 현존재가 자기 자신으

로 실존하는 것을 막기 때문이다. 

  역사성이 현존재의 존재에 속하기 때문에 비본래적으로 실존하는 현

존재도 역사적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비본래적 현존재가 그의 실

존의 ‘근거’에 있어 역사적인 것은 아니다. 빈말을 하면서 세계내부

적 존재자 곁에 있는 현존재가 그의 실존의 ‘근거’에 있어 역사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빈말은 비역사이다. 양심의 부름이 현존재의 개시

성의 본래적 생기인 것과 달리 빈말에서는 현존재의 고유한 존재가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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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 생기하지 않는다. 이는 빈말이 식물, 동물과 같이 역사가 없는 것은 

아니더라도 분명 비역사임을 의미한다. 이처럼 비본래적·본래적 말은 

현존재의 생기로서의 역사와 분명하게 연관되는 것으로서 우리는 말의 

생기적 성격을 통해서 현존재 중심적인 전기 사유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전기 하이데거가 말하는 현존재의 역사, 현존재의 생기와 후기 하이

데거가 말하는 존재의 역사, 존재의 발현은 그 함의가 분명 다르다.2) 

후기에는 현존재의 역사가 아닌 존재의 역사가 보다 중요하다. 발현은 

존재를 주는 그것(Es)으로서 발현이 존재를 역운적으로 주는 방식에 따

라서 존재의 역사성이 규정된다. 역운적으로 주어진 “존재”를 사유해

왔다는 점에서 전통 형이상학은 분명 역사적인 것이다. 그러나 형이상

학만이 역사적인 것은 아니다. 형이상학과는 다른 방식으로 예술 역시 

역사적이다. 예술은 존재 진리를 보존함으로써3) 시원성을 간직하는 다

른 시원으로 현성한다는 점에서 역사적이다. 말의 작품인 시작은 존재 

진리를 보존하는데 하이데거는 존재 진리의 존립으로 우리가 근원적 역

사성에 도달하게 된다고 말한다(GA66, 167). 

  시작은 시원적으로 말해진 진리를 보존함으로써 역사를 정초하는 장

소이다. 이러한 정초는 존재가 그 자체로 드러나는 것을 의미하는 존재

의 말걸음에 인간이 응답할 때에만 가능하다. 그래서 하이데거는 존재

가 자신의 진리를 존재자 즉 작품 안에 근거짓기 위해서 존재는 인간의 

본질을 요구한다고 말하면서, 존재가 인간의 본질을 요구하기 때문에 

인간은 존재의 역사에 포함된다고 말한다.4) 시작에서 존재 진리가 보존

되는 것은 인간이 존재자의 존재자성을 표상하는 주체가 아니라 존재자 

자체를 인지하는 자로서 실존할 때에만 가능하다. 사실 각 시대의 형이

상학의 언어는 발현이 송부한 “존재”를 말하는 것인데, 이 언어는 존

2) “발현은 … 생기로 표상될 수 없다(WzS, 247).”
3) 역사적인 것으로서의 예술과 관련하여 하이데거는, 빛남 즉 존재(Seyn) 진리는 

그것이 그 안에서 유지되는 작품으로서의 존재자를 필요로 한다고 말하면서
(GA65, 389) 역사란 이와 같이 존재(Seyn) 진리를 존재자에로 보존하려는 노력에 
다름 아니라고 말한다(GA66, 168).

4) “… 존재가 그것의 역사를 존재자 안에 근거짓기 위하여 존재는 인간의 본질을 
요구하기 때문에 인간은 존재의 역사에 포함되어 있[다](EM, 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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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자성에 입각하여 존재자를 표상하는 데 근거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말

함에서는 말함과 말해지는 것 사이에 거리가 존재하지만, 존재 진리를 

보존하는 시작에서는 그와 같은 거리가 존재하지 않는다. 

  시작은 존재자의 드러남 자체를 사유하는 시원적 사유인 인지함에 근

거하는데 인지함은 습관적 사유에 반하여(gegen) 쟁취되는 것이지 저절

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시작에서 이루어지는 존재 진리의 

보존은 대단히 드물다. 시작은 인간이 존립하는 양식이 변화하여 존재 

진리의 현상에 참여할 때에만 가능한 것으로서 존재자가 단순한 사물적 

존재자(Vorhandenes)가 아닌 현성하는 사물로서 존재하고 있음을 일깨

운다. 사물의 현성은 분명 비일상적인 것이지만 그럼에도 진기한 것은 

아니며 오히려 일상적인 것·단순한 것에서 가능한 것이다. 사물의 현

성은 일상적인 것·단순한 것이 순수하게 나타남을 의미한다. 이 나타

남은 우리가 사물을(an) 사물로서 사유할(denken) 때 즉 회상할 때에만 

가능한 것이다. 

  시작(Dichtung)은 서양 역사의 시원(Anfang)에서 그 자체로 사유되지

는 못한, 은폐된 채로 기재하고 있는 존재 진리를 회상하면서 이를 재

형상화한다. 이러한 재형상화를 통해 존재 진리가 시작에서 머물게 된

다. 물론 존재 진리가 그 자체 탈은폐하는 은닉함이기 때문에, 진리를 

머물게 하는 말함은 개현하는 말함이자 동시에 감추는 말함이다. 이러

한 말함으로서 서양 역사의 시원에서 경험된 존재 진리를 말하는 시작

이 바로 횔덜린의 그것이다. 횔덜린의 시작은 시원성을 간직하는 다른 

시원으로 현성한다는 점에서 역사적이다. 시작은 인간이 형이상학적 표

상 작용으로부터 물러서서 초연해질 때 비로소 발현한다.5) 시작으로 발

현하는 언어는 시원적으로 경험된 것을 회상하는 말함으로서, 인간의 

변화된 존립 양식에 근거하는 것일 뿐 아니라 인간의 변화된 존립 양식

인 시적 거주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다. 다른 시원으로 현성하는 시작으

로서의 언어가 회상적 성격을 갖는 것은, 그것이 이와 같이 시원적인 

5) “언어는 마음대로 다룰 수 있는 도구가 아니라, 인간 존재의 최고의 가능성을 
관할하는 발현이다(HWD, 38).”, “이 말[횔덜린의 말]은 … 성스러운 것(Heilige)
의 발현이다(WF, 76-7).” 하이데거는 성스러운 것이 말(Wort)을 선사하는
(verschenken) 것이자 이러한 말에로 도래하는 것이라고 진술한다(WF,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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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회상하는 말함이기 때문이다. 

  전기의 생기로서의 역사는 현존재의 가능적 장래로부터 규정되는, 기

재하는 것을 인수하는 현존재의 행함과 겪음이었으며 그리하여 현존재 

자신에 의해 생기하는 것이었다. 이와 달리 시작은 존재의 발현과 함께 

역운적으로 발현하는 것으로서 인간이 존재의 말걸음에 응답하는 시원

적 대화였다. 존재자의 존재에 관해 말하는 말과 존재 진리를 보존하는 

언어는 이와 같이 그것이 현존재의 생기와 그것의 가능성에 중심을 둔 

현상인지 아니면 존재의 발현와 그것의 말걸음에 중심을 둔 현상인지에 

따라서 구분될 수 있으며,6) 아울러 시작으로서의 언어는 발현이 송부한 

존재자성으로서의 “존재”에 입각하여 존재자의 존재에 관해 말하는 

각 시대의 형이상학의 언어와도 분명하게 구분될 수 있다. 존재 진리는 

인간이 존재를 존재자성으로서 사유하는 것을 단념할 때, 그리하여 사

물을 사물 그 자체로서 회상할 때 말해질 수 있다. 존재자가 드러나는 

양식과 인간이 존립하는 양식이 변화되어 근원적 역사성에 도달하게 되

는 시작은 회상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우리는 생기적 성격을 갖는 전

기의 말과 회상적 성격을 갖는 후기의 언어를 통해서 전기의 현존재 중

심적 이해와 후기의 존재 역사적 사유의 특징을 이와 같이 분명하게 확

인할 수 있다. 

7. 결론 

① 내용 요약 

하이데거의 언어 사유를 그의 독특한 역사 개념과 관련하여 검토한 본 

논문은 먼저 그의 존재 사유가 도상적 성격을 가진다는 점을 살펴봄으

로써 전기와 후기에 사유의 강조점이 변화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

6) 전후기의 인간 위치의 변화와 관련하여 팔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전회 이
후에 인간의 위치는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 존재의 목자이며 … 존재의 말걸음
에 응답하는 응답자이다(Palmer 1976, 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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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본 논문은 전기에서 강조하는 현존재 역사성과 말의 관계를 규명

하기 위하여 존재 양식으로서의 생기와 생의 전체 연관, 본래적/비본래

적 말을 검토함으로써 현존재의 본래적 역사성이 본래적 말인 양심의 

부름에 근거함을 확인했다. 즉 현존재의 생기적 존재 양식 때문에 가능

한 생의 전체 연관은 현존재가 죽음으로 앞질러 달려가고 탄생에로 되

돌아올 때 구성되는데, 본 논문은 양심의 부름을 통해 현존재가 일상성

으로부터의 벗어남으로써 탄생에서 죽음에까지 이르는 생의 전체 연관

이 비로소 구성된다는 점을 확인했다. 

  그 다음 본 논문은 후기의 언어 사유와 역사 개념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단초를 확보하기 위하여 하이데거가 전회에 이르게 된 이유를 언

어와 역사의 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봤다. 그리고 후기에서 강조하는 존

재 역사와 횔덜린의 시작을 검토하고 형이상학의 언어와 시작의 그것을 

비교함으로써 본 논문은 형이상학적 사상가들에게는 은닉되어 있던 존

재 진리를 말하는 언어가 존재한다는 점, 존재 진리를 말하는 시작

(Dichtung)이 다른 시원(Anfang)으로 현성함으로써 역사를 정초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끝으로 본 논문은 전기의 현존재 역사성과 말, 후기의 

존재 역사와 언어의 관계를 비교함으로써 생기적 성격을 갖는 전기의 

말과 회상적 성격을 갖는 후기의 언어를 통해서 현존재 중심적인 전기 

사유의 특징과 존재 역사적인 후기 사유의 특징을 확인했다.  

② 본 논문의 의의 

전후기 언어 사유는 각각 현존재 역사성, 존재 역사와 분명한 연관성을 

갖지만 하이데거 연구사에서 언어 사유와 역사 개념의 관계를 검토하는 

연구는 그간 다소 소홀히 이루어져왔다. 따라서 본 논문은 양자의 관계

를 규명함으로써 하이데거 연구사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일차적 의의를 

갖는다. 물론 본 논문은 이외에도 인간과 언어의 본래적 관계를 비판적

으로 성찰하게 만든다는 점에서도 의의를 갖는다. 다시 말해 본래적 역

사성을 가능하게 하는 양심의 부름, 다른 시원으로 현성하는 ‘존재의 

집’으로서의 언어에 대한 본 논문의 규명은, 인간과 언어의 본래적 관

계가 무엇인지를 성찰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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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현존재 역사성과 말의 관계는 전기의 언어 사유가 현존재의 

‘현사실적 생’의 문제를 중심으로 전개된다는 데 근거하는 것이다.1) 

전기의 언어 사유는 자기의 본래적 존재를 열어 밝힘으로써 실존의 근

거에 있어 역사적으로 존재하는 본래적 현존재와 양심의 부름이 직접적

으로 연관되어 있음을 증시한다. 그리고 이 증시는 우선 대개 빈말을 

하면서 비본래적으로 실존하는 ‘우리’로 하여금, 침묵으로서의 양심

의 부름과 그것의 들음의 문제를 우리 자신의 생과 관련하여 성찰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갖는다.2)

  시작으로서의 언어에 대한 후기의 사유 역시 단순히 현상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 사유는 존재자성으로서의 “존재”에 입각하여 

존재자를 표상하는, 존재 망각의 경험에 대한 비판을 함축한다. 역사의 

다른 시원은 존재의 언어에 청종하는 인간의 말함으로 정초되는데 이 

말함은 존재자를 있는 그대로 경험하기 위하여 무욕을 의욕하는 ―나아

가 결국에는 의욕의 흔적조차 사라지는― ‘인간 본질의 변화’3) 속에

서 현성한다. 그런데 존재 망각에 빠져서 존재자를 그 자체로 경험하지 

못하는 인간은 사실 ‘우리’ 자신이며4) 따라서 시작으로서의 언어에 

대한 하이데거의 사유는 그전과는 다르게 존재자를 경험하기 위한, 우

리 자신의 자기 변화의 문제로서 ‘인간 본질의 변화’를 성찰하게 만

든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갖는다.5) 

1) 생의 연관으로서의 생기와 본래적/비본래적 말은 모두 현존재의 현사실적 생과 
연관되어 있다. 

2) 하이데거 존재 사유가 현상에 대한 단순한 분석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생에 대
한 성찰과 연관된다는 점은 하이데거 철학을 ‘심층현상학’으로 이해하는 롬
바하뿐 아니라 그 철학을 ‘심층 현상의 윤리학’으로 이해하는 박찬국을 통해
서 확인할 수 있다. “롬바하는 하이데거의 현상학을 심층현상학이라고 부르고 
있다. … 하이데거의 현상학은 단순히 현상에 대한 분석이 아니라 그러한 현상
을 우리 자신이 우리의 삶과 행위를 통해서 구현할 것을 호소한다. 이는 하이데
거가 드러내는 현상들 자체가 우리의 실존적인 수행이 없어도 항상 지속적으로 
우리의 눈앞에 드러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온몸으로 응답하도록 요구하
는 사건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와 관련하여 하이데거 철학 내에 함축되어 있
는 윤리학을 심층 현상의 윤리학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박찬국 2002, 
295-6).”  

3) “… 존재자와 함께 존재를 위장하는 형이상학을 극복하는 것은 ‘인간 본질의 
변화’를 야기하는 것이[다](Buddeberg 1953, 34).”

4) 따라서 존재자에 대한 우리의 일상적 말함은 표상하는 주체가 표상되는 객체와 
말함을 통해 주체-객체-관계를 맺는 것에 다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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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향후 과제 

하이데거 자신의 독특한 역사 개념과 관련하여 그의 언어 사유의 성격

을 규명한 본 논문의 향후 과제는 다음과 같다. 하이데거 언어 사유는 

역사 개념뿐 아니라 기분·시간·진리·침묵 등 하이데거 철학의 다른 

주요 개념들과도 분명 연관되어 있다. 물론 본 논문에서 위의 개념들과 

언어 사유의 관계가 검토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 검토는 어디까지

나 언어 사유와 역사 개념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요구

되는 범위 안에서만 이루어진 것이었다. 따라서 하이데거 언어 사유를 

역사 개념뿐 아니라 다른 주요 개념들과 관련하여 검토하고 나아가 이 

개념들이 언어 사유와 관련하여 그들 상호간에 맺는 관계들 ―예컨대 

언어 사유와 관련하여 기분 개념과 진리 개념이 맺는 관계― 을 다시금 

검토함으로써 하이데거 언어 사유를 전체적·입체적으로 조망하는 작업

이 추후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본 논문은 하이데거 철학 안에서 언어 사유와 역사 개념의 관

계를 검토하는데 집중했지만, 언어는 소위 ‘언어적 전회(linguistic 

turn)’ 이후에 비트겐슈타인을 위시한 영미분석철학 전통 등에서도 중

요한 개념이다. 본 논문은 서론에서 논리실증주의 언어관과 하이데거 

언어 사유의 차이를 간단히 언급했지만 사실 논리실증주의는 하이데거

와 대립하는, 하이데거 당대의 철학 사조였을 뿐이다.6) 본 논문은 하이

데거 철학 안에서 언어 사유의 특징을 규명하는데 집중했기 때문에 언

어에 대해 성찰하는 현대의 주요 철학 사조들과 하이데거 언어 사유를 

비교·검토하는 작업을 본격적으로 수행할 수는 없었다. 따라서 다른 

5) 물론 단순히 의욕함으로써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우리
가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심층 현상은 인간이 임의
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하여 인간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심층 현상 안에서 존재하기를 원하는 
자는 항상 깨어 있고 민감(sensibel)해야만 한다. 각각의 심층 현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존재의 소리에 청종하는 것은 최고의 능동성을 요구한다(박찬국 2002, 
299).”

6) “언급된 물음들[객관화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사유란 무엇인가 등]은 … 현대 
철학이 자신의 극단적인 대립적 입장(카르납 -> 하이데거)으로부터 도달하고자 
하는 노력들의 여전히 은폐된 핵심을 형성한다(PTA,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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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 사조와의 대화 속에서 하이데거 언어 사유의 의의를 적극적으로 

규명하는 작업이 추후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하이데거 언어 사유의 직간접적인 영향 속에서 전개된 

다수의 철학들이 있다. 예컨대 가다머는 그의 주저 『진리와 방법』에

서 하이데거의 직접적인 영향 하에7) 해석학적 경험의 매체로서 언어 

문제를 다룬다.8) 이들 철학들은 하이데거 언어 사유를 한편으로는 수용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변형하면서 그들의 사유를 전개했는데9) 하이데

거 언어 사유를 좀 더 발전적으로 살려내기 위해서는 이들 철학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즉 하이데거 언어 사유가 이들 철학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검토함으로써 이들 철학과 함께 (혹은 달리) 하이데거 언어 

사유를 발전적으로 살려낼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모색해야 한다. 

하이데거 언어 사유의 특징을 역사 개념과 관련하여 분명하게 규명하고

자 했던 본 논문은 사실 이 사유에 대한 올바른 ‘해석’에 강조점을 

둔 것이었다. 하지만 올바른 해석은 하이데거가 강조한 ‘해체

(Destruktion)’의 기반일 수는 있어도 그 자체가 해체일 수는 없는데,10) 

그것은 해체가 전통의 ‘전용(Umwendung)’ 혹은 ‘재발견

(Wiederfindung)’을 포함하기 때문이다.11) 따라서 하이데거 언어 사유

를 전용하거나 재발견한 이후의 철학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이 

사유를 발전적으로 살려낼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모색하는 작업이 

7) 예컨대 『진리와 방법』 〈서론〉에서 가다머는 모든 이해에는 생기가 작용한다
고(wirksam) 말한다(가다머 2000, 22).

8) 가다머 이외에도 푸코, 데리다 등 하이데거 언어 사유에서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철학들은 무수히 많으며 따라서 영미분석철학의 주류를 제외한다면 사실 
이 사유에 영향을 받지 않은 철학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마도 사태에 보다 
더 부합할 것이다. 

9) 예컨대 푸코가 “진실이나 거짓을 말할 수 있기 이전에 … 진리 안에 있어야 한
다”(벤느 2009, 132 역자주)고 말하면서 지식과 담론의 질서를 가능하게 해주는 
조건들로서 ‘역사적 선험성’에 대해 말할 때(벤느 2009, 47 역자주; Foucault 
1994, 632 재인용), 두 사상가의 입각점의 상이함 ―한편에서는 현상학과 해석학 
그리고 다른 한편에서는 구조주의― 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이데거에 대한 푸
코의 공명을 확인할 수 있다. 

10) “해체는 … 전통을 그것의 긍정적인 가능성에 있어 … 그것의 한계에 있어 표
시해야 한다(GA2, 31).” 물론 이는 “… 과거를 무 속에 파묻어버리기 위함이 
아니다. 해체는 긍정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다(GA2, 31).” 

11) “해체는 … 전통의 파괴나 부정이 아니다. 오히려 여기서는 … 이미 일찍이 
사유된 것의 전용 또는 재발견이 추구된다(Renner 1980,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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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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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thesis aims to clarify the distinctive features of Heidegger’s 

concept of language in terms of his concept of history. For Heidegger, 

who raises the question of Being (Sein), language plays a very 

important role. It is his view that language isn’t regarded as a mere 

tool for communicating. Heidegger is interested in not only the 

essence of language but also the authentic relationship between 

human beings (Dasein) and language. 

  In Heidegger’s philosophy, the meaning of language has been 

changed. Before 1930, the year of the so-called “turning-around” 

(Kehre), language was the “discourse” (Rede) used to express 

something. But after 1930, language became the “house of Being” 

(Haus des Seins) itself. So the concept of language of early Heidegger 

is not identical with that of later Heidegger. 

  Previous studies about the difference between the concepts of 

language of early and later Heidegger are mostly concerned with the 

problems of truth. However, it is possible to shed light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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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idegger’s concept of language with relation to the concept of 

history. Furthermore, it is necessary to study the relation between 

Heidegger’s concepts of language and history when we want to 

identify the key features of Heidegger’s concept of language. 

  The historicity of human beings plays an important role in early 

Heidegger, whose concern was understanding centered around human 

beings. Human beings’ authentic historicity is the primordial 

occurrence (Geschehen) of the “connection of life” 

(Lebenszusammenhang) between birth and death, which is occurred by 

the resoluteness (Entschlossenheit) as being-toward-death. In contrast, 

inauthentic historicity is when human beings exist as the subjects of 

experiences gathering momentary realities that succeed each other and 

disappear, and filling up an objectively present path through the 

phases of momentary realities. What is important is that the call of 

conscience (Gewissenruf), i.e. authentic discourse, is the basis of the 

primordial occurrence. If we want to shed light on early Heidegger’s 

concept of language, therefore, we should study the relation between 

authentic discourse, which makes the connection of life between birth 

and death possible, and human beings’ authentic historicity. 

  The history of Being (Seinsgeschichte) plays an important role in 

later Heidegger. In some senses, the history of Being is the history of 

metaphysics in which Being has been thought as beingness 

(Seiendheit). The languages of metaphysicians in each epoch are based 

on the representations of beingness, and with these languages we can 

come in contact with the Beings given epochally. On the one hand, 

we can understand the relation between history and language in later 

Heidegger as the relation between the Beings given epochally and 

metaphysicians’ languages. There is another language that appears as 

a new beginning (Anfang) of the history of Being; however, unlike the 

languages of metaphysicians, it says the truth of Being has b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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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ealed to metaphysicians. Appearing as a new beginning, this 

language is historical. This historical language which is different from 

those of metaphysicians is Hölderlin’s poetizing (Dichtung). If we 

want to clarify later Heidegger’s concept of language, therefore, we 

should study the relation between Hölderlin’s poetizing and the 

history of Being. 

  Even though the concepts of language in early and later Heidegger 

have a connection with the historicity of human being and the history 

of Being, respectively, previous studies about Heidegger’s concepts of 

language did not concentrate on the relation between the concept of 

language and history. Illuminating this relation, therefore, this thesis 

makes a contribution to Heideggerian studies. 

  Additionally, this thesis is significant in that it reflects the true 

relation of language and human beings by studying the call of 

conscience as the basis of human beings’ authentic historicity and 

the language of the house of Being, which appears as a new 

beginning of the history of Being. 

  The concept of language in early Heidegger shows that the call of 

conscience has a direct bearing on the authentic human beings, who 

discloses his authentic Being and thereby exists historically by virtue 

of his own self. This makes “us” –who initially and for the most 

part engage in idle talk (Gerede), i.e. inauthentic discourse– reconsider 
the call of conscience with regard to our own lives. 

  The concept of language in later Heidegger includes the criticism of 

the forgetfulness of Being (Seinsvergessenheit), which means that we 

represent Being only as beingness and don’t think about the truth of 

Being. A new beginning of the history of Being has its foundation in 

Saying (Sagen) of human beings, who has the immediate experience of 

Being without the aid of beingness. For Heidegger, this experience is 

based on the “transformation of the essence of human beings.”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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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blem is that it is “us” who don’t experience Being immediately. 

So the concept of language in later Heidegger makes “us” 

reconsider the transformation of the essence of human beings as the 

task of transforming ourselves.

  As mentioned above, this thesis, which deals with matters of 

language in Heidegger with regards to the concept of history, purports 

to reconsider our own selves and lives. This reconsideration is not the 

mere analysis of phenomena. Rather it has ethical implications. 

Without doubt, it’s because the concept of language in Heidegger’s 

philosophy is based on human beings’ factical lives. The singularity 

of Heidegger’s concept of language, unlike other philosophical trends 

which have concentrated on language, lies in the fact that Heidegger 

considers the essence of language in relation to the transformation of 

the essence of human beings. 

Keywords: Heidegger, Language, Discourse, Historicity of Human 

Beings, Poetizing, History of Being

Student Number: 2009-3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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