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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본 논문의 일차적인 목표는 하이데거의 존재 사유를 존재론적 차이와 무의
문제로 재구성하는 것이다. 이 작업은 하이데거의 사유를 전기 사유와 후기 사유
로 나누고, 전·후기 사유 간의 내재적 연속성에 근거해서 해명된다. 이러한 논의
에 기반하여 본 논문은 하이데거의 사유의 고유성을 부재에 근거하는 생성의 사
유로 해석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많은 하이데거 연구자들은 전·후기 하이데거의 존재 사유의 전회(Kehre)를 불
연속적인 관계로 해석한다. 그리고 이들 중 몇몇의 연구자들은 전기 하이데거의
사유를 근대 주체성의 형이상학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전회 이후 존
재 자체로부터 존재 진리가 사유될 때 전기 하이데거의 사유를 규정하는 주체성
의 형이상학이 극복되는 것으로 논의한다. (W. 슐츠, W. J. 리처드슨, K. 헬트, A.
로잘레스의 경우) 존재론적 차이의 문제는 존재 사유의 문제 범위 내에서 다루어
지는 것이기에, 존재론적 차이에 대한 기존의 많은 해석들은 다음의 입장을 공통
적으로 전제한다. 전기 하이데거의 존재론적 차이는 세계와 존재자의 차이를 말
하며, 세계는 주체로서의 현존재의 구성의 산물이며, 존재자는 그것의 본질을 세
계로부터 규정받는다. 한편 후기 하이데거의 존재론적 차이는 존재와 존재자의
차이를 말하는 것으로, 존재자는 존재 자체로부터 있다. 무엇보다 후기 하이데거
의 사유를 존재 자체에 대한 사유로 해석하는 입장은 하이데거의 존재 사유를
비판적으로 해석하는 입장(J. 데리다, J. 마리옹 등)의 주요 논거로 작용해 왔다.
이들에 따르면 존재 자체를 강조하는 후기 하이데거의 사유는 결국 서구 형이상
학적 사유 전통에서와 같이 신과 같은 일자나 동일자에 지나치게 경도된 존재
사유이다.
이 논문은 존재론적 차이에 대한 기존 해석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해
보았다. 앞서의 선행 연구들은 전·후기 하이데거의 존재론적 차이를 각기 전기
사유에서의 ‘현존재’와 후기 사유에서의 ‘존재’를 중심으로 해석한다. 그런데 이
러한 해석은 하이데거의 전기 사유에서의 현존재를 존재의 유일한 의미의 근거
로, 후기 사유에서 존재 자체를 신과 같은 존재자 외부의 원인이자 근거로서 해
석하는 시야를 전제한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에 따르면 존재와 존재자의 관계는
의미를 부여하고 의미가 부여된 것 간의 관계로, 그리고 작용의 원인과 그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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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으로부터 결과지어진 것 간의 관계로 파악된다. 이와 관련하여 존재자 전체
는 외적인 원인 혹은 내적인 원인의 작용의 산물로 간주된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해석은 전기 사유의 견지에서 주체의 구성의 산물로 환원될 수 없는 존재의 소
여성, 즉 세계 자체의 개방성과, 후기 하이데거의 사유의 견지에서 존재와 존재
자의 내적 관계에 기초한 퓌시스의 생성과 소멸의 운동을 해석하는데 실패한다.
존재론적 차이는 ‘본질(essentia, 존재)’과 ‘실제(existentia, 존재자)’의 구별이라
고 하는 전통 형이상학의 존재론적 구별에 대당하는 하이데거의 고유 개념이다.
하이데거의 전기 사유에서 존재론적 차이는 세계와 존재자의 차이를 가리킨다.
그리고 세계와 존재자의 차이에서 실존과 현존재의 누구임이 중심적인 문제로
등장한다. 앞서 언급한 연구자들에 따르면, 존재론적 차이는 세계와 존재자의 차
이를 가리키며, 세계는 주체의 구성의 산물로 간주된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전기 하이데거의 주체인 현존재의 구성의 산물로 환원될 수 없는 본래적/비본래
적 현존재 사이의 차이와, 무엇보다 본래적 현존재로부터 개방되는 존재의 소여
성에 대한 결정적인 해석을 제공하지 못한다. 본고는 이와 관련하여 존재의 소여
성은 전기 하이데거의 사유에서 세계 자체의 개방성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이는
전기 하이데거의 핵심적인 문제 중에 하나이며, 이는 본래적 현존재의 세계 초월
에서 현존재의 자유의 유한성의 문제와 관련해서 해명되는 것임을 보인다.
후기 하이데거에게 존재론적 차이는 전기 사유에서 이 문제가 차지하는 비중
에 비해서 보다 핵심적인 문제로 등장한다. 후기 하이데거에 따르면, 존재론적
차이는 존재와 존재자의 차이를 말한다. 그러나 동시에 존재론적 차이는 존재와
존재자가 동일한 것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해석되어야 한다. 그러나 존재와
존재자가 동일한 것을 가리킨다는 해석은 당장 반론에 부딪힌다. 하이데거는 존
재자가 아닌 존재를 사유했으며, 그것도 서구의 형이상학적 사유 전통과 다르게
존재 자체를 줄곧 물어 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하는 것
은 하이데거에게 존재 자체는 존재자 외부나 배후에, 마치 보다 상위의 존재자와
같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 논문은 존재와 존재자가 차이나면서
동일한 것이라는 사태를 양자의 관계에 대한 비-형이상학적 의미에 초점을 맞추
어 해명한다.
서구 형이상학의 사유 전통 내에서 존재와 존재자의 관계는 존재자적 제작함
(ontisches Machen)과 존재자적 함(ontisches Tun)의 의미에서의 인과적 사유의 틀
내에서 해석되어 왔으며, 이것은 현대 기술 사회에서 제작의 형이상학(Metaphysi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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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 Machenschaft)의 형태로 정점에 달한다. 단적으로 고·중세 시기, 존재와 존재
자의 관계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로 사유된다. 이 속에서 존재는 존재자적
제작함의 성격을 갖는다. 나아가 서구 형이상학을 종합하고 완성한 헤겔에게 존
재와 존재자의 관계는 존재자 전체를 야기하는 제일 원인과 정초하는 사유와의
상관관계를 통해 해명된다. 이 속에서 존재는 초월론적 의미에서의 사유의 정초
의 산물이 된다.

나아가 서구 형이상학의 사유 전통에 뿌리를 두는 기술 사회에

이르러, 인간은 존재자 전체를 제작하는 형상의 자리에 들어서고, 만물은 인간의
제작의 산물이 된다. 결과적으로 존재자 전체의 생성은 신 혹은 동일자의 작용과
제작의 산물이 된다. 더욱이 존재자 전체를 원인으로부터의 존재자적인 제작의
관점에서 해석했을 때, 무는 어떠한 원인으로부터 있는 것이 아닌 한에서 비-존
재자로 간주된다. 이와 관련하여 본고는 서구 전통 형이상학의 존재론적 구별과
무의 관계에 대한 해석이 허무주의로 귀결되거나 혹은 허무주의의 극복의 시도
(니체의 경우)로 귀결됨을 보이고자 했다.
반면 후기 하이데거에게 존재와 존재자의 관계는 ‘허락함(Lassen)’이라고 하는
비-인과적 의미로 해석된다. 후기 하이데거의 존재론적 차이는 존재와 존재자의
이중성의 펼침으로부터, 나아가 세계와 사물의 내적인 상생의 존재방식으로부터
해명된다. 무엇보다 차-이(Unter-schied)는 세계와 사물 양자의 관계를 추후에 매개
하는 제삼의 것이 아니라, 세계와 사물의 서로-나뉨(das Aus-einander)과 서로에게
로-향함(das Zu-einander)의 내적 통일을 허락하는 것 이외의 다른 것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아가 본 논고는 존재와 존재자의 관계 문제를 존재자 전체의
통일성의 문제와 함께 해명한다. 하이데거는 존재자 전체의 통일성을 최고의 원
인으로부터 주어진 것으로도, 지성의 초월론적 통일 능력 의해 정초될 수도 없는
것으로, 존재와 존재자의 자생적 놀이(Spiel)의 법칙에 근거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이로부터 본 논문은 존재론적 차이를 존재와 존재자의 차이와 동일성의 내적 관
계 속에서 허락함(Lassen), 줌/주어짐(geben)의 상생의 놀이로 해석한다.
나아가 본 논고는 존재론적 차이를 무와의 관계에서 해석한다. 본 논문은 전
기 하이데거 사유에서 ‘무’를 존재론적 차이와 관련하여 현존재의 세계 연관과
실존 방식과 관련해서 논구한다. 이와 관련하여 후기 하이데거에게 무는 소멸,
부재, 혹은 비어있음으로 해석되고, 이러한 무가 차-이 자체의 전개 운동의 근거
로 해석될 수 있음은 하이데거의 텍스트에 대한 내재적 해석을 통해 입증된다.
이로부터 본 논고는 하이데거의 존재 사유에서 존재론적 차이와 무는 함께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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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때 각각의 독특성이 분명하게 제시될 수 있음을 논증한다.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마지막 주제는 존재론적 차이와 무의 문제를 양
자의 관계 자체에 초점을 맞추어 해석하는 것이다. 본 논고가 차이와 무의 관계
자체에 주목하는 것은, 그로부터 현사실적 삶, 즉 생성을 서구 형이상학적 사유
전통과 다르게 긍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기 때문이다. 만일 무가 퓌시스와의
관계에서 존재자의 부재와 소멸로서 해석될 수 있고, 나아가 부재와 소멸이 차이
자체의 전개의 근거로서 이해될 수 있다면, 존재론적 차이와 무의 관계는 ‘소멸
속에서의 생성’ 즉 부재에 근거하는 생성의 사유로 제시될 수 있다. 이러한 논의
에 기초하여, 본 논문은 부재를 생을 지탱하는 근거로 간주하는 생성의 사유야말
로 잘 사는 법에 대한 성찰을 선사하는 것으로 제시한다.

주요어 : 존재론적 차이, 차-이, 퓌시스, 존재와 존재자의 이중성, 세계와
물, 비-인과적 의미의 허락함, 무, 부재, 부재에 근거하는 생성
학 번 : 2005-3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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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예비적 개괄
1장 논문의 개요
1절 논문의 문제의식
1. 존재론적 차이(die ontologische Differenz)는 존재와 존재자의 차이를
말한다. 존재론적 차이는 그동안 하이데거 연구자들에 의해 중점적으로
다루어지고 많이 언급되어 온 문제 중 하나이다. 많은 하이데거 연구자들
은 존재론적 차이를 ‘존재 자체로부터’ 존재와 존재자의 관계를 해명하는
방식으로 다루어 왔으며, 이러한 해석의 타당성은 주로 후기 하이데거의
작품 해석으로부터 입증된다. 또 한편 존재론적 차이에 대한 해석은 ‘현
존재인 존재자로부터’ 세계와 존재자의 관계를 해명하는 방식으로 수행되
며, 이러한 주장의 타당성은 주로 전기 하이데거에 대한 해석으로부터 입
증된다.
전기 하이데거의 존재론적 차이에 대한 기존 연구자들의 해석에서 쟁
점이 되어온 것은 현존재와 세계의 관계 문제이다. 주로 하이데거의 논의
에 비판적인 연구자들은 세계를 주체인 현존재의 구성의 산물로, 그리고
존재자를 그러한 세계로부터 존재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반면 하이데거의
논의를 지지하는 연구자들은 그러한 세계와 존재자를 존재자 전체의 존
재, 다른 말로 존재 자체로부터 개방되는 것으로 해석한다. 그런가 하면
후기 하이데거의 존재론적 차이에 대한 해석에서 쟁점이 되는 것은 존재
자체와 존재자의 관계 문제이다. 후기 하이데거에게 존재 자체는 단적으
로 존재자와 차이를 갖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재 자체는 존재자
없이는 결코 현성하지 못하는 것으로, 언제든지 존재자의 존재로만 현성
한다. 그렇기에 존재 자체를 존재자와 분리해서 그 자체로 해명하려고 하
는 순간, 존재는 존재자로 전락한다. 이러한 사정 속에서 후기 하이데거의
존재론적 차이에 대한 해석은 주로 존재 자체를 중심으로 해석되며, 존재
론적 차이는 존재 자체의 자기 분화로 해석된다.

1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전기 하이데거 사유에서 ‘현존재’와 후기 사유에
서의 ‘존재’를 마치 작용의 원인과 같은 것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보인다.
만일 세계가 주체의 구성 작용으로부터 온전하게 해명될 수 있는 것이고,
현존재가 의미를 부여하는 근거라는 의미에서 세계 구성의 주체로 해명된
다면, 현존재는 일종의 초월론적 의미에서의 의미 근거, 즉 원인으로 간주
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존재를 존재자와 차이 나는 것이자, 존재자를 있
게 하는 것이라는 일면적 규정으로만 해석한다면, 존재는 마치 존재자의
생성과 운동을 야기한다는 의미에서 원인과 같은 것으로 파악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존재자 전체는 외적인 원인 혹은 내적인 원인의 작용의 산물
이 된다.
본 논문은 존재론적 차이를 비-인과적 의미에서의 ‘허락함’과 ‘줌/주어
짐’의 의미1)로 해석할 것이다, 그리고 존재론적 차이를 전·후기 하이데거
의 전체 사유를 관통하는 핵심 문제로

다룰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접근

은 하이데거의 전기 사유와 후기 사유의 전회(Kehre)를 연속성을 갖는 것
으로 해석하는 것에 기초한다.2)
본 논고는 전기 하이데거의 존재론적 차이를 세계와 존재자의 관계로
해명할 것이다. 그런데 세계는 실존의 수행 방식에 따라 다르게 될 수 있
는 것으로, 현존재의 본래적 실존 수행으로부터 개방되는 세계는 주체의
구성의 산물로 환원되지 않는 것으로, 후기 하이데거의 세계와의 연속성
을 갖는 것으로 해석될 것이다. 전기 하이데거의 세계가 주체의 구성의
산물로 환원되지 않는다는 논의의 근거는 현존재의 자유의 유한성의 테
제로부터 해명될 것이다.
하이데거는 그의 후기 작품에서 존재론적 차이의 문제를 그의 전기 작
품들에 비해서 중점적으로 다룬다. 후기 하이데거의 존재론적 차이는 존
1) 이하, 강조할 경우 인용 부호, » «, “

”, (

), 그리고 이탤릭체는 하이데거의 것이고,

진한 서체와 [ ] 표시는 필자의 것임을 밝혀둔다.
2) 본 논고는 전·후기 하이데거 사유의 전회(die Kehre)를 방법론적인 측면에서는 불연속
적인 것으로, 사유의 사태의 측면에서는 연속성을 갖는 것으로 해명할 것이다. 이에 대
해서는 2부 2장, 3절의 논의를 참조하라.

2

재와 존재자의 차이이자 동일성의 사태관계(das Sach-verhalt)를 가리킨다.
그러나 존재론적 차이가 존재와 존재자의 동일성의 사태를 가리킨다는 이
러한 해석은 당장 반론에 부딪힌다. 하이데거는 존재자가 아닌 존재를 사
유했으며, 그것도 서구 형이상학적 사유 전통과 다르게, 존재 자체를 시종
일관 물어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함께 고려해야 할 사항은 하이데거
에게 존재 자체는 존재자 외부나 배후에, 마치 보다 상위의 존재자와 같
이 있지 않다는 점이다. 후기 하이데거에게 존재는 언제나 존재자의 존재
이다. 본 논문은 존재와 존재자의 동일성 테제를 존재와 존재자의 관계
문제를 통해 해명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필자가 후기 하이데거의 존재
론적 차이의 해석에서 쟁점으로 삼는 것은 존재 자체이면서도 존재자 속
에서만 있는 존재와 그러한 존재가 맺는 존재자와의 관계 문제이다.
본 논문은 후기 하이데거의 존재론적 차이를 비-인과적 의미에서의
존재와 존재자의 관계로, 즉 존재와 존재자의 이중성(die Zwiefalt von
Seiendem

und

Sein)과

세계의

겹쳐짐(die

Einfalt)과

사물의

펼침(die

Ent-faltung)의 관계로 해석할 것이다. 나아가 존재와 존재자, 그리고 세계
와 사물 간의 상생의 존재방식은 차-이3) 자체의 자기 전개 운동으로, 즉
비-인과적 의미에서의 ‘허락함(Lassen)’과 ‘줌/주어짐(Geben)’의 관계로 해
석될 것이다. 이때 비-인과적 의미에서의 ‘함’과 ‘줌/주어짐’이라는 존재와
존재자의 관계는 서구 형이상학의 존재가 존재자를 ‘방출함(ab-lassen), 떼
어 놓음(weglassen), 떠나게 함(weggehen-lassen)’이라는 인과적 의미에서의

3) 필자는 본고에서 이후에 핵심적으로 다루게 될 존재론적 차이를 다음과 같이 구분해서
사용하고자 한다.
(1) 존재론적 차이(die ontologische Differenz): 전기 하이데거의 현존재의 존재 이해의
지평인 세계와 존재자의 차이와 후기 하이데거의 ‘존재와 존재자의 이중성의 펼침’으
로서의 존재론적 차이를 포괄하는 넓은 의미.
(2) 차이로서의 차이(die Differenz als Differenz), 혹은 차-이(Unter-schied): 후기 하이데거
의 존재와 존재자의 이중성의 펼침, 그리고 무엇보다 세계와 사물의 관계
(3) 존재론적 구별(die ontologische Unterscheidung): 서구 전통 형이상학에서의 존재자성
(die Seiendheit)과 존재자의 나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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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게 함과 대비된다. 인과적 의미에서의 존재하게 함에 따르면, 존재
자는 존재가 이미 설정해 놓은 설계도에 따라 자신의 가능성이 제한되는
방식으로 원인에 종속되며, 결과적으로 존재자 전체의 생성은 제작자인
신의 작용과 제작의 산물로 제한된다. 반면 본 논고는 존재와 존재자의
관계를 비-인과적 의미에서의 ‘허락함’과 ‘줌/주어짐’의 관계로 해석했을
때, 존재자를 존재자 전체의 짜임의 풍요로운 전개 속에서 생장과 소멸
겪는 그 자체로 유일무이한 것으로 해명할 수 있으며, 이 속에서 존재와
존재자의 관계는 생산적이고 산출적인 것으로 해명됨을 보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존재론적 차이와 관련하여 다루고자 하는 문제는 세계와
사물의 관계를 지칭하는 차-이는 차-이 자체의 자기 전개 운동으로서, 사
유의 매개 없이 그 자체 전개되는 것이라는 점이다. 후기 하이데거의 차이와 관계 맺는 사유는 아무런 매개 없이 존재와의 공속에로 회귀
(Einkehr)하는 사유로서, 세계와 사물의 내적인 상생의 존재 방식을 내버
려둠(Gelassenheit)을 가리킨다. 이에 본 논고는 후기 하이데거의 존재와 사
유의 관계를 존재의 놀이가 갖는 ‘허락함 자체’와 이를 회상하고 감사하
는 ‘내버려둠’의 사유의 관계로 해석하고, 후자를 그러한 차-이 자체의 전
개 운동을 저절로 생겨나도록 내버려두는 방식으로 존재의 놀이에 ‘참여’
한다는 적극적인 의미로 해석할 것이다. 나아가 후기 하이데거에게 존재
와 사유의 관계는 ‘계사의 접속 원리의 해체와 재구성’의 방식으로 고유
하게 표현되는 것임을 논증할 것이다.
2. 본 논고는 무(das Nichts)4)를 존재론적 차이와 관련하여 전·후기 하

4) 필자는 본고에서 무라는 개념을 다음과 같이 구분해서 사용하고자 한다.
(1) 무(nichts): 서구 전통 형이상학에서 ‘아무 것도 없다’는 의미에서의 무(nichts), 존
재자의 부정으로서의 무. 서구 전통 형이상학에서 존재는 존재자가 아닌 비존재자(das
Nichtseiende)라는 의미에서의 무(nichts).
(2) 무(das Nichts): 전·후기 하이데거의 사유에 걸쳐서 존재자가 아닌 ‘존재자 전체’
의 문제와 관련해서 논해지는 무. 전기 하이데거에게서 무는 현존재의 실존과 관련해
서 ‘존재자 전체’인 세계의 몰락을 가리키며, 후기 하이데거에게 있어서 존재자의 소
멸. 존재 자체는 스스로 물러서는 것이자 거부로서 현성한다는 의미에서 무와 공속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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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거 사유를 관통하는 문제로 해석할 것이다. 전기 사유에서 존재론적
차이는 현존재로부터 개방되는 세계와 그로부터 본질을 규정받는 존재자
와의 관계로부터 해명된다. 그런데 현존재의 세계 개방성은 일상의 세계
나 세인-자기에게는 은폐되어 있기에 이러한 은폐와 무명의 제거로서의
무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논증할 것이다.
나아가 후기 하이데거에게 존재론적 차이는 존재와 존재자의 이중성의
펼침으로부터 사유된다는 할 때, 존재론적 차이는 퓌시스(Physis, φύσις)과
관련해서 논구된다. 그런데 퓌시스는 ‘소멸 안에서의 생성(das Werden in
Vergehen)’의 이행 자체를 가리킨다. 결과적으로 본 논고는 존재론적 차이
를 존재자 전체의 생성 운동을 가리키는 퓌시스와 관련해서 해명함으로
써, 무를 존재와 내밀하게 통일되어 있는 것으로, 즉 생성에 속하는 소멸
로서 사유할 것이다. 나아가 본 논문은 후기 하이데거에게 무를 존재자
전체의 통일적인 다양성을 제공하는 최상의 선사(höchste Schenkung,

철

학에의 기여 (이하, BzP), 246)를 가리킨다는 점에서 주목해서 해석할 것
이다. 이는 후기 하이데거에게 존재자가 대상과 구분되는 현존자로 이해
된다는 점으로부터 입증된다. 대상이 주체에 마주 서 있는 것으로 주체의
표상 대상을 가리키며, 표상 대상으로서의 대상은 결과적으로 현재라고
하는 시간 지평으로 제한되어 이해되는 반면, 존재자가 비현재적 존재자
와 함께 현성하는 현존자로 이해할 때, 무는 존재자의 현성의 근거이자,
존재자 전체의 통일의 근거임을 논증할 것이다.
3. 존재론적 차이와 무는 하이데거 연구자들에 의해서 각기 독립된 주
제로 다루어진 반면에, 양자의 관계 자체에 초점을 맞추어 해석한 논의는
없다. 본 논고는 하이데거의 존재 사유에서 존재론적 차이와 무는 함께
논의될 때 각각의 독특성이 분명하게 제시될 수 있음을 보일 것이다. 필
자가 존재론적 차이와 무의 관계에 주목하는 이유는 그로부터 현사실적
삶, 즉 생성을 서구 형이상학적 사유 전통과 다르게 긍정할 수 있는 가능
성을 보기 때문이다.
는 것으로 논의된다.

5

서구 형이상학의 존재와 존재자의 인과적 사유 전통 내에서 어떤 것으
로부터도 원인 지어지지 않은 무는 ‘비(非)존재자’, 혹은 공허한 것으로
파악되거나, 진술에서의 부정 정도로 간주된다. 나아가 서구 형이상학의
무에 대한 물음의 배제는 존재와 생성의 이분법의 담론과 함께 수행된다.
존재인 제일 원인 혹은 자기의식은 무시간적으로 지속하는 것이자 생성·
변화를 초월해 있는 것이기에, 그로부터 야기되는 존재자의 생성과 그에
속하는 소멸은 존재의 정도가 덜한 것이 갖는 결함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서구 근대 형이상학의 사유 전통 내에서 존재와 생성의 이분법의
담론은 지속적으로 극복해야 할 문젯거리가 된다. 헤겔과 니체는 이러한
존재와 생성의 독단적 이분법이라는 서구 형이상학의 문제로부터 자신의
사상을 출발한 사상가들이다. 그렇기에 근대 이후 생성의 존재론으로 대
표되는 헤겔과 니체에게서 존재와 생성의 이분법이 어떠한 방식으로 해체
되며, 그 속에서 존재와 무의 관계가 어떻게 새롭게 정초되는가를 하이데
거의 생성의 사유와 대조하는 것이 본고에서 마지막으로 다루는 문제이
다.
본 논고는 헤겔에게 생성이 정신의 자기 전개가 죽음을 감내하고 죽음
속에서 스스로를 보존하는 것인 한에서, 무 혹은 죽음은 주체의 자기전개
운동에로, 그리고 사유에로 복속되는 것임을 보이고자 한다. 나아가 니체
의 사유는 영원으로서의 존재 개념을 수용하기에, 생성 역시 소멸과 죽음
을 배제하는 제한적 논리가 되며, 소멸과 죽음을 생성과 엄격하게 분리하
는 생성에 대한 긍정의 사유는 결과적으로 생의 의지의 강화와 팽창의 논
리로 축소된다. 이와 다르게 하이데거의 비-인과적 의미에서의 존재론적
차이에 따르면, 존재와 존재자의 이중성의 통일과 나눔의 내적 놀이는 부
재로서의 무로부터만 가능하다. 이에 기반하여 본 논고는 하이데거의 차
이와 무의 관계 자체로부터, 서구 형이상학적 사유 전통과 다른 부재에
근거하는 생성의 사유의 길을 모색하는 사유의 단초를 해명하고자 한다.

2절 선행 연구 검토와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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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론적 차이에 선행 연구들은 ‘존재 자체로부터’ 존재와 존재자의 관
계를 해명하는 방식으로 전개되거나, ‘현존재인 존재자로부터’ 세계와 존
재자의 관계를 해명하는 방식으로 상이하게 전개되어 왔다. 존재론적 차
이에 대한 해석이 이렇듯 상이하게 전개된 것은 일차적으로 문헌적 전거
와 관련되는 것으로 보인다.
존재론적 차이는 하이데거의 작품 중에서도 헤겔과의 대결을 다루는
후기 작품에서 명시적으로 다루어진다. 하이데거는 ｢형이상학의 존재-신론적 틀｣(이하, OVM), ｢1969년 Le Thor에서의 세미나｣(이하, SLT(b)), ｢시
간과 존재 강연에 대한 세미나 기록｣(이하, PSZS), ｢아낙시만드로스 잠언｣
(이하, SA5))과 같은 그의 후기 사유로 분류되는 작품들에서 존재론적 차
이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룬다. 또한 하이데거는 그의 후기 저서들에서
존재론적 차이를 존재자와 존재의 이중성으로서의 존재론적 차이6)라 명
명하기도 하고, ‘차이로서의 차이(die Differenz als Differenz, OVM, 37,
53)’, 혹은 ‘차-이(der Unter-schied, OVM, 56, Er, 125, Sp, 22-7)’라 일컫기
도 한다.
그런가 하면 하이데거는 그의 전기 사유를 대표하는 작품인

존재와

시간 (이하, SZ)에서는 존재론적 차이의 문제에 대해 명시적으로 말하지
않는다. 그러나 하이데거는

현상학의 근본문제들 (이하, GP)과

현상학의

근본개념들 (이하, GM)에서는 존재론적 차이를 현존재의 실존 방식과 관
련하여 언급한다.7) 나아가 ｢근거의 본질에 관하여｣(이하, WG)에서 존재론
5) OVM ("Die onto-theo-Logische Verfassung der Metaphysik", Identität und Differenz, GA11,
1957); PSZS ("Protokoll zu einem Seminar über den Vortrag", Zur Sache des Denkens,
GA14, 1962); SLT( ("Seminar in Le Thor" "Vier Seminare", Seminare, GA15); 작품에 대
한 약어 표기들은 약어 색인을 참조하라.
6) 후기 하이데거의 저서들 중에 존재론적 차이와 관련해서 주로 많이 인용되는 작품인
OVM에서는 ‘차-이’ 혹은 ‘차이로서의 차이’라 말해지는 반면, SA, SLT, 그리고 PSZS
에서는 존재론적 차이(die ontologische Differenz)라 말해진다. SLT와 PSZS는 공통적으
로 하이데거와 당시 연구자들의 공동 세미나 결과물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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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차이의 문제는 현존재의 세계로의 초월과 존재자의 개방성의 문제를
중심으로 주제적으로 다루어진다. 문헌상의 전거들을 고려했을 때 후기
하이데거의 작품에서 다루어지는 ‘존재론적 차이’, 혹은 ‘차-이’와 전기 작
품에서 말하는 ‘존재론적 차이’는 용어가 다르며, 그 용어가 가리키는 사
태 역시 상이한 것으로 비쳐진다. 사정이 이러하기에 존재론적 차이에 대
한 기존 해석들은 다음과 같이 상이하게 전개되어 왔다.
1. 존재론적 차이를 후기 하이데거의 사유와 관련해서 존재 자체를 중
심으로 해석하는 입장이 있다. 슐츠(W. Schulz)에 의하면 전기 하이데거
사유는 서구 주체성의 형이상학의 연장선에 서 있으며, 무에 대한 사유야
말로 서구 주체성의 형이상학의 극복의 시도로서 주체의 무력성을 선언하
는 것이다. 전·후기 사유의 전회는 무로부터 존재로의 전회를 가리키며,
존재론적 차이는 존재를 존재자와 예리하게 구분함으로써 성립하는 후기
사유의 고유한 주제이다.8)
뮐러(M. Müller)에 의하면 존재론적 차이는 존재 자체(Seyn)가 갖는 존
재(Sein)와 존재자의 차이를 말한다.9) 존재와 존재자의 차이는 서구의 본

7)

현상학의 근본문제들 (Die Grundprobleme der Phänomenologie, 1927), 22절 a)와
현상학의

근본개념들:

세계-유한성-고독 (Die

Grundbegriffe

der

Metaphysik:

Welt-Endlichkeit-Einsamkeit, 1929-30), 75절에서 존재론적 차이는 각기 현존재의 시
간성과 현존재의 고유한 실존 방식으로서 내던져져 있는 기투와 관련해서 해명된
다. 그러나 두 저서에서는 존재론적 차이에 대해 간략하게 언급되고 있고 주제적으로
다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자체를 전거로 삼아서 연구하기에는 불충분한 것이 사실이
다. 이에 필자는 이후 전기 하이데거의 존재론적 차이의 문제를 다룰 때, ｢근거의 본질
에 관하여｣를 주로 참고할 것이다.
8) Walter Schulz, "Űber den philosophiegeschichtlichen Ort Martin Heideggers" Hrg. Otto,
Pöggeler, Heidegger: Perspektiven zur Deutung seines Werkes, 1970, 98-110쪽 참조.
9) Max Müller, Existenzphilosophie im Geistigen Leben der Gegenwart, F. H. Kerle, 1964,
41-7쪽, M. 뮐러,

실존철학과 형이상학의 위기 , 박찬국 옮김, 서광사, 1990, 47-57쪽

참조. 나아가 뮐러는 SZ에서 쓰여지지 않은 1부 3편과 후기 사유가 공통적으로 존재로
부터 시간을 사유한다는 점으로부터 전·후기 하이데거 사유를 연속적으로 해석하며,
존재 자체에 대한 사유를 하이데거 전체 사유를 꿰뚫는 핵심 문제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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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형이상학에 의해 줄곧 구별되어 왔지만, 그것의 유래로서의 존재 자체
는 망각되어 왔다. 반면 하이데거 사유의 고유성은 존재론적 차이의 유래
로서의 존재 자체를 해명한다는 점이다. 마찬가지로 리처드슨(William J.
Richardson)은 ｢형이상학이란 무엇인가?｣(이하, WM)에서 무를 통해 현존
재에게 ‘존재자가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것을 존재론적 차이라 말한
다.10) 이 경우 무는 존재자 자체의 개방성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무로
부터 존재자가 그것의 있음에서 드러난다는 점에서 무는 존재이다. 구연
상은 후기 사유의 대표 작품인 OVM을 중심으로 존재론적 차이를 그것의
본질 유래인 날라-내기(Aus-trag)와의 관계 속에서 해명한다.11)
2. 존재론적 차이를 존재자의 존재를 중심으로 해석하되, 전기 하이데
거를 중심으로 해석하는 입장이 있다. 로잘레스(Alberto Rosales)는 전기
하이데거 사유를 초월론적 관점(die transzendentale Perspektive)으로부터 성
립하는 사유로 해석하고, 차이(Differenz)에 대해 말하는 WG를 SZ과 연속
성을 갖는 것으로 논증한다. 그리고 이로부터 초월론적 관점에서 출발하
는 SZ, WG, WM을 중심으로 전기 하이데거 사유에서 존재론적 차이 문
제를 해명한다.12) 로잘레스에 의하면 존재론적 차이는 현존재로부터 구성
되는 세계와 존재자의 관계 문제이다. 비슷한 견지에서 박병준은 존재론
적 차이를 실존 분석에 근거한 기초존재론에 주목해서 해명한다. 그에게
존재론적 차이의 고유성은 인간 현존재의 존재론적인 자기 해명에 기반한
‘형이상학의 인간학적 경향성’에 있다13)
10) 관련하여 리처드슨은 WM을 후기 하이데거 작품으로 간주한다. William J. Richardson,
Through Phenomenology to Thought, The Hague, 1963, 194-207쪽 참조.
11) 구연상, ｢낱말 풀이를 통해 본 존재론적 차이｣, 존재론 연구 19집, 2009, 4, 123-154
쪽 참조..
12) Alberto Rosales, Transzendenz und Differenz: Ein Beitrag zum Problem der ontologischen
Differenz beim frühen Heidegger, Martinus Nijhoff. 1970. 7-13쪽 참조. 존재론적 차이에
대한 선행 연구가 주로 후기 하이데거에 대한 해석에 기반해서 다루어져 왔다는 점에
서, 존재론적 차이를 전기 사유를 중심으로 접근하는 로잘레스의 연구는 의미를 갖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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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언급된 선행 연구들이 존재론적 차이의 문제를 하이데거의 전기
사유와 후기 사유의 문제로 각기 다루고, 전기 사유에서의 ‘현존재’와 후
기 사유에서의 ‘존재 자체’를 의미의 근거, 그리고 존재 근거와 같은 것으
로 해석함으로써, 자칫 의도하치 않게 존재와 현존재를 원인으로 해석하
는 오류에 빠질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필자는 다음의 선행 연구들
에서 존재론적 차이를 비-인과적 의미로 접근할 수 있는 문제의식의 단초
를 발견할 수 있었다.
A. 구쪼니(Alfredo Guzzoni)는 WM와 WG에 대한 해석을 중심으로 존재
론적 차이를 전체로서 취해진 “어떤 것이 있다는 사실(daß Etwas ist)”로
파악한다.14) 그에게 존재론적 차이의 문제는 넓은 의미로 파악된 존재자
에 대한 해명을 가리킨다. 구쪼니의 해석은 하이데거의 존재론적 차이의
고유성이 전통 형이상학의 그것과 어떻게 구별되는가를 명시적으로 보여
준다는 미덕을 갖는다. 구쪼니에 의하면 서구 형이상학의 역사는 존재자
의 존재에 대한 규정(Bestimmung)이자 본질상 존재자의 존재에 대한 해석
(die Auslegung)의 역사이다. 전통 형이상학에서 존재자는 하나의 사태이
며, 존재는 본질로서 사태의 무엇임(Was-sein)과 어떻게 있음(Wie-sein)을
근거짓고(Gründen) 기원하게 하는(Entspringen-lassen)것을 가리킨다. 그렇게
전통 형이상학에서 존재와 존재자의 차이는 본질로부터 규정된다.
나아가 서구 형이상학에서 본질은 ‘사태의 본질’을 규정할 뿐만 아니
라, 본질이 어떻게 사태의 규정자인지에 대해서도 규정한다. 본질 자체가
자기원인 (causa sui)으로서의 신 (Gott)이라는 규정은 대표적으로 본질 자
체에 대한 규정을 통해서 본질이 사태를 유발하는 방식을 해명하는 사례
이다. 그러나 존재가 존재자를 규정하는 방식을 통해서 해명될 때 존재는
존재자에 결과적으로 제한된다. 근원이나 원인으로서의 본질은 원인 지어

13) 박병준, ｢하이데거의 존재론적 차이와 토마스 아퀴나스의 존재 이해｣, 존재론 연구
24집, 2010. 12. 243-275.
14) Alfredo Guzzoni, "Ontologische Differenz und Nichts", Martin Heidegger zum 70.
Geburtstag. Günther Neske Pfullingen, 1959, 35-4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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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것을 규정하는 동시에 원인 지어진 것으로부터 규정되기 때문이다. 서
구 형이상학의 역사에서 원인으로서의 존재가 번번이 신이라는 존재자로
서 규정된다는 사실이 이를 보여준다.
구쪼니의 목표는 서구 형이상학과 다르게 존재를 어떠한 방식으로도
존재자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그로부터 그는 어떠한 것에도 근거하
지 않고(in nichts gründende), 어떤 것으로부터도 규정되지 않는 현사실성
인 ‘존재자’를 도출한다. 그는 존재자 개념을 넓게 파악함으로써, 그로부
터 존재론적 차이의 존재뿐만 아니라 존재자 역시도 파악할 수 있는 방식
으로 나아간다. 존재자가 의미하는 것은 전체로서 취해진 ‘어떤 것이 있
다는 사실’이다. 존재에 대해 ‘있다(이다, ist)’를 말할 수 있을 때, 존재는
존재자에 귀속하며, 존재가 존재자에 귀속하는 한에서 있는 것 모두는 존
재자이다. 결과적으로 A. 구쪼니에 의하면 하이데거에게 존재론적 차이는
존재와 존재자의 동일성15)으로부터 해명되는 고유한 사태이다. 그리고 존
재와 존재자의 동일성은 “존재자가 있다는 사실”로부터만 해명된다. 그러
15) 또한 존재론적 차이를 ‘존재와 존재자의 동일성’의 견지해서 해석하는 논의로는 H.
롬바흐의 견해를 참조할 만하다. 롬바흐는 하이데거의 존재론을 ‘존재와 존재자의 동
일성’에 기반해서 이해함으로써 그의 ‘그림 철학’을 전개한다. 전동진의 해석에 따르면,
롬바흐는 전·후기 하이데거의 사유를 관계론적 사유와 근-원적 존재의 유일성의 사유
로 첨예화한다. 예컨대 SZ에서 ‘존재자와 세계의 관계’에 대한 하이데거의 사유는 ｢예
술 작품의 근원(1935/6)에서 ‘예술작품’에 대한 분석으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사물｣
(1950)과 ｢짓기, 거주하기, 사유하기｣(1951)를 통해서 ‘사물’의 본질에 대한 사유로 이어
진다. 나아가 롬바흐는 하이데거의 존재론의 고유성을 다음과 같이 명시적으로 표현한
다. “존재와 존재자 사이에는 더 이상 차이가 없다. 오히려 존재는 존재자에게서 결정
되고 존재자에 의해 성취된다.” 이 경우 각 존재자는 자신이 산출하는 자신의 고유한
세계와 일체를 이룬다. 그리고 이와같이 자신의 세계와 일체를 이루는 존재자는 ‘유일
성’이라는 존재론적 특성을 갖는다.
필자에 의하면 롬바흐의 통찰, 즉 ‘존재와 존재자 사이에는 더 이상 차이가 없으며,
존재는 존재자에게서 결정되고 성취된다’는 것은 비록 개념은 다르다 하더라도, 하이
데거의 존재론적 차이의 사태를 ‘존재와 존재자의 동일성’에 근거해 해석한 결과로 보
인다. H. 롬바흐, 살아있는 구조 , 211-9쪽, 전동진 생성의 철학; 하이데거의 존재론
과 롬바흐의 생성론 , 서광사, 2008, 18-19쪽 재인용 및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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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A. 구쪼니의 논의는 정작 ‘어떻게 존재자가 존재를 품고 있는가’, 즉
존재와 존재자의 동일성에 대해 서구의 본질 형이상학과의 차이를 통해서
만 입증한다는 점에서, 그의 논의는 소극적이라는 한계를 갖는다.
그런가 하면 김종욱은 존재론적 차이를 전·후기 하이데거 사유의 고유
한 주제로 해석한다. 김종욱은 전기 작품으로 SZ과 GP를, 후기 작품으로
OVM을 주요 전거로 삼아, 전·후기 하이데거 사유를 존재론적 차이의 문
제로 해명한 바 있다. 김종욱에 의하면 전기의 존재론적 차이는 존재자의
존재와 존재자 간의 구별을 가리키며, 존재자의 존재는 현존재의 존재이
해로부터 주어진 사유와의 공속의 사태를 말한다. 후기의 존재론적 차이
는 존재 자체와 존재자 간의 구별로, 존재 자체는 사유와의 공속으로 분
화되기 이전의 미분화된 공속성, 즉 에어아이크니스(Ereignis)16)를 가리킨
다.17) 김종욱의 논의는 선행 연구들 중에서도 존재론적 차이가 전·후기
하이데거의 사유 속에서 각기 어떻게 다르게 전개되는가를 명시적으로 해
명한다는 미덕을 갖는다. 그러나 김종욱은 후기 하이데거의 존재론적 차
16) 하이데거의 존재사유의 고유성을 해명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언급되는 "Ereignis"에 대
해서는 이미 국내에서도 연구되어온 바 있으며, 그에 대한 번역어도 다양하다. 대표적
으로 Ereignis는 ‘발현’ (이수정, 2010: 483; 1999: 359) ‘고유한 생김’ (염재철, 1998,
109), ‘존재생기’ (박찬국, 2010: 272)로 번역되었다. 또는 ‘에라이크니스’ (박찬국, 1998:
230) 혹은 'Ereignis' (김종욱 1996: 246, 최상욱, 2011: 3)로 음역되기도 하였다. 필자는
‘에어아이크니스’로 음역하거나, ‘고유하게 있게 됨’으로 옮길 것이다. 참고로 에어아이
크니스에 대한 종래의 논의에 대해서는 이수정의 하이데거-그의 물음들을 묻는다 중
에서 12, 13장을 참조하라. 또한 Otto Pöggeler의 'Sein als Ereignis', Heidegger und die
Hermeneutische Philosophie, Freiburg;Alber, 1983를 참조하라. 덧붙여 ‘에어아이크니스’를
하이데거의 존재사적 맥락 속에서 해명하는 논의로는 다음을 참조하라. 최상욱, ｢
Ereignis의 존재사적 의미｣,

존재론 연구 27집, 2011, 12, 3-32. 또한 Ereignis에 대한

여러 번역어가 갖는 의미에 대해서는 김종욱의 논문 각주 14)를 참조하라. 또한 김종
욱의 경우 Ereignis에 내포된 존재의 유한성(Endlichkeit, ZS 53 재인용)에 주목하여 이를
다시 존재와 시간, 존재와 인간, 그리고 존재와 사유의 공속성의 차원에서 해명한 바
있다. (김종욱, 1996: 246-53쪽 참조)
17) 김종욱, ｢하이데거의 존재론적 차이에 관하여｣, 철학 , 49집, 1996, 12, 219-254쪽 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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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해석에서 존재 자체를 존재론적 차이의 미분화된 본질 유래로
해석한다. 즉 존재론적 차이는 그러한 미분화(未分化)된 공속성으로부터
유래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여전히 존재와 존재자
의 관계에 대한 서구 형이상학의 사유 전통, 즉 인과적 의미의 해석의 전
통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이에 필자는 존재론적 차이가 어떤 의미에서 비-인과적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가를 명시적으로 해명할 것이다. 이에 덧붙여 존재론적 차이가 하
이데거의 전기 사유와 후기 사유에서 어떤 방식으로 다르게 전개되며, 그
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어떠한 연속성이 유지되는가를 명시적으로 해
명함으로써, 전·후기 하이데거의 존재론적 차이의 논의가 갖는 차이와 연
속성을 동시에 조망할 것이다.
또한 기존의 해석자들이 후기 하이데거의 존재론적 차이를 주로 OVM
과 NzWM을 전거로 해서 다루었다면, 필자는 아낙시만드로스 잠언과 파
르메니데스 잠언과 같은 소크라테스 이전 철학에 대한 하이데거의 해석을
중심으로 존재론적 차이를 해명할 것이다. 이를 통해 존재론적 차이를 퓌
시스와 관련해서 존재와 존재자의 이중성의 전개 운동으로 해석할 것이
다. 또한 필자는 SA를 주로 전거로 삼되, NzWM, ZS, PSZS 그리고 SLT을
참조함으로써 존재와 에어아이크니스의 관계 문제를 해명할 것이며, 양자
가 어떤 의미에서 존재자 외부의 제삼의 최종심급과 같은 것으로 이해될
수 없는가를 명시적으로 해명할 것이다.
2. 기존 연구자들은 무(das Nichts)를 하이데거의 전기 사유와 관련해서
주체의 의지가 무력화되거나 인간의 자기주장의 아집이 무화되는 경험으
로 해석하거나, 후기 사유와 관련해서 존재와 동일한 것으로 해석한다.
슐츠는 무를 전기 하이데거의 사유와 관련하여 주체의 의지의 무력성
의 경험으로 해석한다. 현존재는 의지의 무력성을 경험하고 나서야 비로
소 자신의 철저한 유한성과 현사실성을 깨닫고 주체로서 있기를 그치게
되고 존재 자체를 경험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무는 전기 하이데거
사유를 후기의 존재 사유로 이끄는 결정적 계기이다. 그런가 하면 박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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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무를 친숙한 세계의 무화이자 근원적 세계의 드러남으로 해석한다. 무
화되는 친숙한 일상적 세계는 인간이 자기 이해의 빛 아래에서 다른 존재
자들을 이해하는 세계이다. 결과적으로 무는 존재자 전체에 대해서 자신
을 내세우는 인간의 자기주장(아집)이 무화되는 것을 말한다.18)
무를 후기 사유와 관련해서 존재로 해석하는 입장이 있다. 이러한 무
에 대한 해석은 주로 WM에서의 무에 대한 논의를 기반으로 이루어진다.
리처드슨에 의하면 WM에서 다루어지는 무는 존재론적 차이를 하이데거
의 사유의 사태 전면에 부각시키는 것으로, 이는 후기 하이데거로의 이행
을 결정짓는 중요한 단서이다. 하이데거 사유의 고유성은 “존재자가 무로
부터 출현한다”는 사실에 있다. 이는 현존재가 무로 진입함으로써 비로소
존재자가 그 자체로 개방된다는 것을 말한다. 그렇기에 존재자 자체의 개
방성을 현존재에게 가능하게 하는 무는 존재자를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존재이다. 이와 비슷한 견지에서 김종욱은 WM을 중심으로 무를 그 자체
존재자는 아니지만, 존재자를 존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존재와 동일한
것으로 해석한다.19)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자칫 무로부터 “존재자가 있
다”는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명시적으로 해명하지 않음으로써, 무,
존재 그리고 존재자가 무엇인가는 여전히 불분명한 문제로 남는다.
로잘레스는 무를 전·후기 사유로 나누어 해석한다. 로잘레스에 의하면
전기 사유에서 무는 불안이라는 근본기분에서 개시되는 것으로 대상적 존
재자가 무로 전락하고 현존재가 세계를 개방하는 사건을 가리킨다. 반면
후기 사유에서 무는 존재 은닉성을 가리킨다. 하이데거는 존재의 진리와
비진리의 문제에서 좌초해서 전회를 수행하게 되며, 존재의 비진리로서
드러나는 존재은닉성이야말로 상대적인 무와 구분되는 총체적인 무의 문
제이다.
필자는 무를 전·후기 사유를 관통하는 지배적인 문제로 해석할 것이다.
18) 박찬국, 원효와 하이데거의 비교 연구-인간관을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출판부, 2011.
282-293쪽 참조.
19) 김종욱, 앞의 논문, 219-254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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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사유에서 존재론적 차이가 현존재가 거기로 던져지고 동시에 현존재
가 구성하는 세계와 존재자의 차이라고 한다면, 무는 현존재의 실존과 관
련해서 ‘존재자 전체’인 세계의 몰락이자, 세인-자기(das Man-Selbst)의 몰
락을 가리킨다.20) 나아가 필자는 후기 하이데거에게 무를 생성과 관련해
서, 즉 생성에 내밀하게 통일되어 있는 부재이자 소멸로 해석할 것이다.
나아가 무는 존재자 전체의 존재인 존재 자체의 거부(die Verweigerung)이
자 유보(das Vorenthalt)로서 존재자 전체의 조화로운 안배를 선사하는 것
으로 해명할 것이다.

3절 논문의 구성
이 논문은 전체 4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에서는 논문에 대한 입문적
고찰을 시도한다. 그리고 이 논문은 전기 하이데거의 존재론적 차이와 무,
그리고 후기 하이데거의 존재론적 차이를 각기 2부와 3부로 나누어 서술
한다. 그리고 4부에서는 무를 존재론적 차이의 근거로 다루고, 존재론적
차이와 무의 관계를 생성의 문제로 고찰한다.
1부는 논문의 전체적 개괄에 해당하는 것으로, 1절에서 논문의 문제의
식 밝힌다. 그리고 2절에서 하이데거의 존재론적 차이와 무에 대해 선행
하는 연구를 간략하게 검토한다.
2부의 1장, 1절에서는 전기 하이데거의 존재론적 차이에 대한 해석에
서 쟁점이 되는 문제를 드러내고 이에 대한 비판을 간략하게 서술한다.
또한 1장의 2절에서부터 4절까지 존재론적 차이가 전기 사유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 전개되는가를 보이기 위해서 SZ과 WG, 그리고 WM가 현존재의
세계 초월과 그로부터 개방되는 존재자라는 공통의 문제의식 하에 전개되
고 있음을 논증한다. 나아가 SZ과 WM을 중심으로 무의 문제를 다룬다.
현존재의 세계 개방성은 일상의 현존재에게는 은폐되어 있기에 이러한 은
20) 전기 하이데거의 무에 대한 이러한 필자의 해석의 요지는 박찬국과 로잘레스의 해석
에서 이미 시사된 것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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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와 무명의 제거로서의 무를 필요로 함을 논증한다. 마지막으로 5절에서
는 세계와 존재자의 관계를 현존재의 자유의 유한성과 관련해서 다룬다.
2장의 1절과 2절에서는 무로부터 개방되는 존재자가 무엇을 가리키는가를
퓌시스와 관련해서 해명한다. 하이데거 연구자들에 의해 퓌시스는 후기
하이데거의 존재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되어 온 반면, 필자는 퓌시스에
대한 해석을 중심으로 무로부터 개방되는 존재자를 그 자체 존재를 포함
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2장의 3절에서는 전·후기 하이데거의 사유의 전회
(Kehre)의 문제를 해명한다.
3부의 1장에서는 후기 하이데거의 존재론적 차이와 무의 문제를 검토
하기 전에 이에 대한 예비 작업으로 서구 형이상학의 전통적인 사유 흐름
을 존재론적 차이와 무의 관점으로부터 재구성한다. 세부적으로는 아리스
토텔레스가 소크라테스 이전 철학의 사유 지평을 계승하면서도 동시에 존
재를 ‘어떤 것을 야기하는’ 원인으로 해석하는 시야를 제공함을 논증한다.
나아가 근대 이후 존재를 어떤 것을 야기하는 원인으로 해석하는 서구 형
이상학의 인과적 사유 전통이 라이프니츠, 헤겔, 니체, 그리고 윙어(E.
Jünger)에게서 어떻게 주체성의 형이상학의 확립이자 완성에로 귀결되는가
를 검토한다. 결과적으로 서구 형이상학의 존재론적 구별의 사유는 제작
의 형이상학으로 귀결되고, 이러한 존재론적 구별의 사유에 기반했을 때,
무와 생성은 비존재자로 간주되거나, 원인을 보충하는 개념 정도로 제한
됨을 보인다. 3부의 2장에서는 후기 하이데거의 초기 그리스 사유에 대한
해석을 존재론적 차이의 관점에서 재구성한다. 구체적으로는 아리스토텔
레스

자연학

해석의 연장선에서 하이데거의 ｢아낙시만드로스 잠언｣에

대한 해석을 중심으로 존재론적 차이를 존재와 존재자의 이중성의 전개
운동으로 고찰한다. 3부의 3장에서는 후기 하이데거에게 존재론적 차이가
차-이로 서술되며, 차-이는 세계와 사물의 관계를 통해 보다 명시적으로
드러나는 사태임을 고찰한다. 나아가 하이데거의 횔덜린과 트라클 해석을
참조해서 세계와 사물 관계를 그것들 간의 내밀한 통일과 차이 논리를 중
심으로 재구성한다. 결과적으로 세계와 사물의 차이와 통일은 비-인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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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에서의 ‘허락함’과 ‘줌/주어짐’이라는 차이의 전개 운동으로부터 해명
되는 것을 제시한다. 나아가 이러한 차이의 자기 전개 운동이 서구 형이
상학의 제일원인의 인과적 작용의 논리와 어떤 점에서 다른가를 논의한
다.
논문의 결론에 해당하는 4부에서는 2장에서 앞서의 전체 논의를 정리
할 것이다. 1장에서는 존재론적 차이를 무와의 관계 속에서 해명하고, 무
를 존재론적 차이의 근거로 해명한다. 나아가 존재론적 차이와 무의 관
계’를 ‘생성’이라는 문제를 중심으로 검토한다. 앞서 논문의 2부와 달리 3
부에서 존재론적 차이의 무와의 관계는 암시적으로만 다루어졌다. 이에 4
부의 1장에서는 무를 존재론적 차이의 근거로 해명하고, 존재론적 차이와
무의 관계 자체를 비-인과적 의미에서의 부재에 근거하는 생성의 사유로
검토한다. 이를 위해서 서구 형이상학, 그 중에서도 헤겔과 니체의 생성의
사유를 이에 대한 하이데거의 해석을 중심으로 비판적으로 독해한다. 이
를 통해 필자는 니체의 생성의 사유가 생의 의지의 강화와 팽창의 논리로
귀결됨을 보인다. 그리고 이와 반대로 하이데거의 무에 근거하는 생성의
사유는 개체의 힘의 강화를 추구하지 않고, 개체의 타자와의 공생의 단초
를 제시하는 사유임을 보인다.
이 논문은 존재론적 차이와 무의 문제를 중심으로 전기와 후기 하이데
거의 텍스트를 내재적으로, 그리고 연속적으로 해석하고, 전·후기 하이데
거의 존재론적 차이의 문제가 무와의 관계 속에서 해석될 때, 각각의 사
태가 보다 선명하고 온전하게 이해될 수 있음을 보인다. 그런 의미에서
논문의 2부와 3부, 그리고 4부의 1장 2절의 1은 하이데거의 텍스트에 대
한 내재적 해석과 재구성 작업에 기초한다. 이에 기초해서 이 논문의 4부
의 1장은 ‘생성’이라는 문제를 주제적으로 접근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 논
문은 하이데거의 텍스트에 대한 내재적 접근과 문제적 접근이 공존하는
것으로, 앞서의 내재적 접근은 문제적 접근을 위한 해석의 토대 작업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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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 전기 하이데거의 존재론적 차이와 무
1장 전기 하이데거의 존재론적 차이와 무
1절 존재론적 차이에 대한 해석상의 쟁점과 비판
서구 형이상학은 존재자가 무엇인가를 그것의 본질로부터 탐구하는 일
반 형이상학으로, 그리고 존재자를 전체에서 근거짓는 제일 원인에 대한
탐구인 특수 형이상학으로 전개되어 왔다. 서구 형이상학의 이러한 사유
전통 내에서, 본질(essentia, 존재)과 실제(existentia, 존재자)는 존재와 존재
자의 구별을 말한다.21) 하이데거의 존재론적 차이는 이러한 서구 형이상
학의 존재론적 구별에 대당하는 새로운 사유의 단초이다. 나아가 전기 하
이데거의 존재론적 차이에서는 현존재의 누구임과 실존이 문제된다. 즉
하이데거에게서 존재론적 차이가 존재와 존재자의 차이를 가리킨다면, 전
기 하이데거의 존재와 존재자의 차이는 현존재의 실존이 문제되는 세계와
존재자의 차이를 말한다.

스콜라 철학적으로 정식화했을 때, 존재를 본질(essentia, 존재)과 실제
(existentia, 존재자)로 분절하는 것은 존재론적 차이 일반, 즉 존재자와
존재의 차이를 파악하는 하나의 특수한 문제일 따름이다. 이제 여기서
존재론적 차이는 보다 복잡하게 엉켜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 이제

21) 이러한 의미에서 서구 형이상학이 존재를 망각해 왔다는 하이데거의 말을 형이상학이
존재를 어떤 것으로도 규정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부당하다. 다르게는
서구 형이상학에 의해 규정된 존재는 하이데거의 언어로는 존재자성(die Seiendheit)을
가리킨다. 그러므로 서구 형이상학은 지속적으로 존재자성과 존재자를 구별(die
Unterscheidung der Seiendheit und des Seienden)하는 사유, 즉 존재론적 구별(die
ontologische Unterscheidung)을 전제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존재론적 차이’와 ‘존재론
적 구별’의 용어 분류에 대해서는 서론의 각주 3)을 참조하라. 서구 형이상학의 ‘존재
론적 구별’에 대한 보다 상세한 논구는 본 논문 3부 1장에서 다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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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존재’라는 명칭 하에 누구임과 실존(Werheit und Existenz)이 존립하
기 때문이다. (GP, 170)

하이데거는 SZ에서 존재 일반의 이념을 이미 존재이해를 가지고 있는
현존재의 ‘세계－내－존재’라는 선험적인 존재구성틀에 대한 분석에 기반
하여 해명한다. 현존재의 존재구성틀에 대한 논구는 현존재가 현사실적으
로 도구를 다루면서 사는 주위세계(die Umwelt)에 대한 분석으로부터 존
재자의 존재를 개시하는 현존재의 개시성을 분석하는 내존재에 대한 분석
으로 나아가고, 전자, 즉 주위세계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존재자에 대한 논
의가 다루어진다.
하이데거에게 있어서 존재자의 존재는 존재자의 무엇임과 어떻게 있
음, 전통 철학의 용어로는 존재자의 본질과 실제의 구별을 가리킨다. 전통
형이상학은 사물들 간의 존재 방식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기에, 존재자와
존재의 구별은 눈 앞의 존재자와 그것을 초월하여 있는 지속적인 존재로
이분법적으로 사유된다. 반면 하이데거는 사물 존재자의 존재(적재성, die
Bewandtnis22))와 인간 존재자의 존재(실존)의 차이를 구별하고 사물 존재
자의 존재를 인간에 의해 형성되는 세계로부터 규정한다. 예컨대 망치의
존재방식은 사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있거나 고장이 나서 작업에 방해가
되는 방식으로 있다. 나아가 망치의 본질은 작업을 하거나 현실적으로 삶
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적재성을 갖는다는 점에 있다. 적재성은
특정 도구를 어디에 무엇을 위해 쓸 것인가를 지시하는 것으로, 그 도구
를

사용하는

인간이

의미

부여하는

의미

연관전체(유의미성,

die

Bedeutsamkeit) 속에서 결정된다. 이와 같이 인간에 의해 부여되는 유의미
성이 곧 주위세계를 형성하며, 개별 존재자의 존재가 주위세계에 의해 규
정된다는 점에서 하이데거에게 존재자는 철저하게 세계와 현존재의 관련
22) 필자는 'die Bewandtnis'를 적재성으로 그리고 'Bewandtnisganzheit'를 적재전체성으로 옮
긴다. 이때 적재성이란 특정 도구가 특정 작업에 적합한 성격, 즉 도구가 갖는 작업에
의 적합성을 가리킨다. 이에 대해서는 소광희의 역어를 참조했다. M. 하이데거, 존재
와 시간 , 소광희 옮김, §18. 이에 대해서는 다음 2절에서 다시 언급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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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부터 파악된다.
이와 같이 세계는 현존재와 독립해서 객관적으로 실재하는 존재자 전
체의 총체와 같은 것이 아니며, 현존재가 거기로 던져져서 그 속에서 거
주하는 삶의 이해와 해석의 지평(der Horizont)인 동시에 각자의 현존재가
그리로 초월함으로써만 개방된다. 그런 의미에서 세계는 현존재의 누구임
을 구성하는 것이자, 현존재의 실존의 구체적인 수행으로부터 구성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전기 하이데거의 존재론적 차이에 대한 기존 해석
에서 쟁점이 되는 것은 세계와 현존재의 관계 문제이다. 특히나 세계가
현존재의 삶의 가능성을 기투하는 실존의 수행으로부터 개방된다는 점은
전기 하이데거 사유를 주체성의 형이상학이나 의지주의적 철학으로 해석
하는 주된 논거가 되어 왔다.
헬트(K. Held)에 의하면 현상학이 고유하게 파악하고자 하는 사태는
‘선소여된 개방성의 차원’이며, 전기 하이데거에게 그것은 세계이다. 전기
하이데거에게 세계는 현존재가 그리로 초월함으로써 탈취하는 하나의 지
평이다. 나아가 세계는 현존재의 궁극목적에 근거하는데, 현존재의 궁극목
적(das Umwillen)은 의지(der Wille)의 성격을 갖는다. 이에 기반하여 헬트
는 전기 하이데거에게 세계가 인간의 의지의 처분 속으로 빠져든다고 비
판한다.23) 로잘레스에게도 세계는 비주체적으로 세인의 독재에 따라 살던
사람이

비로소

스스로

구성하는

주체의

지평으로서의

자기세계(die

Selbst-Welt)를 가리킨다.
위의 해석자들에 따르면 세계가 현존재의 능동적인 기투로부터 근거지
워지고 구성되는 것인 한에서, 전기 하이데거의 존재 사유는 주체성의 형
이상학이다.24) 현존재의 세계 개방성을 주체를 통한 세계 구성과 동일한
23) Klaus Held, "Heidegger und das Prinzip der Phänomenologie", Gethman-Siefert/Pöggeler(hg.),
Heidegger und die praktische Philosophie, Suhrkamp Verlag, 1988, 123-4쪽 참조.
24) 이남인은 이와 유사한 논지에서 하이데거와 후설 세계 개념 사이의 차이에 주목하는
기존의 해석(Gethmann, W. Biemel)을 비판하고, 양자의 세계 개념 간의 유사성을 논증
한다. 이남인은 SZ과 WG을 중심으로 세계가 현존재에 의해 구성되며, 현존재는 세계
를 만들어 나가는(weltbildend) 주체라는 점을 강조해서 독해한다. (이남인, 2003: 24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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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해석하는 위의 입장들은 전기 하이데거 사유의 고유성을 서구 근
대의 주체성의 형이상학의 틀 내에서 해석한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SZ에서 세계가 현존재의 기투의 산물이라는 점은 타당한 지적이다. 그
러나 이로부터 세계를 인간 의지의 산물이나 주체의 구성의 산물과 동일
시하는 것은 성급한 추론이다. 그런 의미에서 하이데거 사유를 전통 형이
상학과 완전히 단절된 창조적인 작품으로 평가하는 것도 경계해야할 태도
지만, 반대로 기존 주체성의 형이상학의 틀 내에서 온전하게 해석될 수
있다고 보는 태도 역시 위험하다. 반면 전기 하이데거의 사유에 대한 슐
츠의 해석은 주목할 만하다.
슐츠는 전기 하이데거 사유를 주체성의 형이상학의 정점에 서 있으면
서 동시에 근대 형이상학의 종말을 선언하는 사유로 해석한다.25) SZ에서
참조) 반면 W. Bieml이나 Gethmann에 의하면 후설의 생활세계는 주관에 의해 구성된
것인 반면에, 하이데거의 세계 개념은 주체의 구성 작용으로 온전하게 환원될 수 없다
는 차이를 갖는다. Gethmann에 의하면 후설에게 세계가 이렇게 주관에 의해 구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상학의 방법적 절차인 ‘구성된 것으로서의 세계의 일반 정립을 배제
한 후 구성하는 주관으로 진입하기 위한 판단 중지’가 유효하고 필요한 것이다. 반면
하이데거에게 세계는 현존재에 의해 구성된 것이면서, 동시에 세계 자체가 일종의 구
성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에 반해 이남인에 의하면 하이데거에게 세계는 주체인
현존재에 의해 구성된 것이지, 현존재나 초월론적 주관처럼 세계 자체가 구성 기능을
담지하는 것은 아니다.
이 논문은 세계와 현존재의 관계에 대한 해석상의 쟁점이 되는 사항을 분명하게
부각시킨다는 미덕을 갖는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의 자료를 참조하라. 이남인, ｢후설과
하이데거의 세계 개념｣,

해석학 연구 , 12집, 2003년, 8월, 239-267; Walter Biemel,

"Husserl's Encyclopaedia Britannica Article and Heidegger's Remarks Thereon", Husserl.
Expositions and Appraisals, F. Elliston and P. McCormick(ed.), Notre Dame, 1977. 286-303;
C. F. Gethmann, Verstehen und Auslegung, Bonn, 1974.
25) 전기 하이데거 사유에 대한 슐츠의 평가는 그의 서구 근대 형이상학에 대한 해석의
시야에서 기인한다. 그에 의하면 근대 형이상학의 발전은 존재자 전체를 자기의식으로
부터 근거지우는 초월론적 철학으로부터 ‘자기 자신이 존재하는 것을 지배하지 못하는
현사실’을 정신이 수용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주체성의 형이상학은 “자기 스스로를
근거 정립함으로써 자기에로 이름”이라는 헤겔에게서 일차적으로 완성된다. 헤겔 ‘논리
학’은 주체인 절대자가 스스로를 정초함으로써 자신에게 되돌아가는 운동을 서술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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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현존재는 사물적인 존재자와 달리 자기 자신으로 존재해야 함
(zu-sein), 즉 실존하는 존재자이다. 이렇게 실존의 존재방식으로 있는 현
존재는 세계-내-존재이며, 세계는 실존론적인 것이자 현존재에 속하는 규
정(eine dem Dasein zugehörige Bestimmung, Schulz, 1970: 99)이다. 이는 전
기 하이데거가 세계를 주체성에 속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독일 관념론과
연속적인 사유 전통에 서 있음을 보여준다.26)
그러나 동시에 전기 하이데거 사유에서 주체의 자기 정초 의지는 실존
의 무력성(비성, die Nichtigkeit)의 경험을 통해 좌절되고 포기된다. 불안에
서 존재자 전체가 무의미해지는 것을 경험한 현존재는 자기 자신의 삶이
스스로에게 온전하게 맡겨져 있음을 자각하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존재를 마음대로 스스로 어쩌지 못한다는 무력성을 절감하게 되기
때문이다. 슐츠에 의하면 전기 하이데거가 실존의 무력성, 즉 현존재의 유
한성에 주목한 점이야말로 하이데거의 사유를 근대 주체성의 형이상학과
구별해야 하는 핵심적인 근거이다. 독일 관념론적 전통과 전기 하이데거
사유 간의 차이는 실존으로서의 인간이 스스로를 자기 자신으로부터 근거
정초(die Begründung)하고자 하지만, 결코 자기 자신이 존재해야 함을 지
배하지 못한다는 무력성을 그 자신의 본질로 갖는다는 점이다.27) 결과적
학(學)이며, 존재자는 주체로서의 절대자가 스스로를 외화한 것이다. 그렇기에 헤겔에
게서 존재자 전체는 사유에로 지양된다. 반면 후설과 셸링의 사유는 서구 근대 형이상
학의 초월론적 성격을 넘어선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사유를 통해 지양되지 않는 인간
자신의 고유한 존재 사실에 주목하기 때문이다. 슐츠에 의하면 이렇게 사유로 지양되
지 않은 인간의 고유한 존재 사실이라는 문제는 하이데거에게서 보다 분명하게 철학적
주제로 다루어진다.
26) 슐츠에 의하면 하이데거는 인간을 실존의 방식으로 있는 것으로 규정함과 동시에 세
계-내-존재라는 존재 구조로부터 파악함으로써 전통 형이상학에서 온전하게 벗어나 인
간을 신과 같은 외부로부터가 아니라 자신의 존재 근거를 온전하게 자신의 전체성으로
부터 정초할 수 있는 존재자로 파악한다. 그런 의미에서 하이데거는 비로소 ‘신-없는
(gott-loses) 책’을 쓸 수 있었다.
27) 슐츠가 독일 관념론의 완성자를 헤겔이 아닌 후기 셸링에게서 찾는 이유는 셸링이 주
체와 객체의 분리를 넘어서 양자를 통합하고 근거지우는 절대적 자아를 추구하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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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세계는 실존론적 범주로서 현존재로부터 규정되는 것이지만 이와 함
께 고려되어야 하는 것은 세계와 관계 맺는 현존재는 주체와 다르게 자신
의 무력성을 철저하게 절감하게 되는 실존의 방식으로 있는 존재자라는
점이다.
현존재의 세계 개시성은 현존재의 세계로의 기투와 현존재가 세계 속
에 던져져 있다는 사실로부터 성립한다. 전기 하이데거 사유를 주체성의
형이상학과 동일시하는 기존의 해석자들은 공통적으로 세계 개시성이 현
존재의 기투, 즉 현존재의 세계 구성을 근거로 해서 성립한다는 점에 주
목한다.28) 반면 헤르만(F. -W. von Herrmann)에 의하면 SZ에서 현존재 분석
론의 고유성은 현존재의 세계 개시성에서 ‘던져져 있음(die Geworfenheit)’이
근본적인 성격을 갖는다는 점에 있다. (Herrmann, 1974: 60). 이와 관련하여
현존재의 세계 개시성에서 심정성(die Befindlichkeit)이 가장 근저에 놓인 기
초적인 개시성이다. 즉 그 속에 비성이 속하는 현존재의 ‘내던져져 있음’
은 현존재의 세계 기투를 통한 개시 행위를 규정할 뿐만 아니라 기투 속
동시에 자아의 자기 전개 운동에로 지양되지 않는 존재가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기 때
문이다.
“[셸링에게] 정신은 자기 자신의 >>존재-함(zu-sein)<<을 지배하지 못하는 것으로서
경험된다.” Walter Schulz, "Űber den philosophiegeschichtlichen Ort Martin Heideggers"
Hrg. Otto Pöggeler, Heidegger: Perspektiven zur Deutung seines Werkes, 1970, 100쪽. 슐츠
는 또한 그의 저작, Die Vollendung des Deutschen Idealismus in der Spätphilosophie
Schellings(Stuttgart, 1955)에서 그동안 헤겔의 그늘에 묻혀 있던 셸링 철학을 재평가한
다.
28) 헬트와 비슷한 견지에서 핑크-아이텔에 의하면 하이데거는 전통적 의식 개념을 SZ에
서 개시성(Erschlossenheit) 개념으로 대체함으로써 서구 근대 의식 철학을 극복할 수 있
는 단서를 확보한다. 그러나 현존재의 심정성이 갖는 세계 개시성은 종국에는 기투하
는 실존의 자기 관계로 대체된다. 즉 그는 SZ 29절과 40절에 대한 세밀한 독해를 통해
어떻게 29절에서 제시된 현사실성으로서 기분잡혀 있음이 갖는 세계 개시성이 40절의
이해에 대한 분석과의 균열 속에서 기투하는 실존의 자기 관계로 대체되는가를 보여준
다. 핑크-아이텔의 이러한 비판적 접근에 대해서는 다음의 자료를 참조하라. Heinrich
Fink-Eitel "Die Philosophie der Stimmungen in Heideggers" »Sein und Zeit«, Allegemiene
Zeitschrift fűr Philosophie, 17, 3, 1992. 2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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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일어나는 말을 통한 세계의 분절행위 역시도 규정한다. 무엇보다 세
계는 인간 현존재의 실존론적 개시성에 제한되지 않으며, 그 속에는 이미
존재자 전체의 존재 일반의 개시성이 깃들어 있기 때문이다.29) 슐츠와 헤
르만에 의하면 현존재의 세계 개방성에서 실존의 무력성과 세계 내에 던
져져 있다는 현존재의 유한성이라는 문제는 전기 하이데거 사유를 서구
근대 주체성의 형이상학과 갈라놓는 주요한 지표이다.
전기 하이데거의 존재론적 차이에 대한 필자의 해석은 슐츠와 헤르만
의 해석의 연장선에 서 있다. 이에 더하여 필자는 현존재의 본래적 실존
방식으로서의 자유의 유한성를 근거로 하여 전기 하이데거의 존재론적 차
이의 고유성을 해명할 것이다. 이를 통해서 현존재의 세계 기투는 그것에
따라야 하는 구속성(die Verbindlichkeit)을 인수함으로써만 고유한 세계 형
성이 가능함을 보일 것이다.

2절 세계: 실존과의 관계
하이데거는 SZ에서 세계를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 일차적으로 부딪히는
관계, 즉 도구를 통해 무엇인가를 만들고 생산하는 고려(das Besorgen)의
방식으로부터 고찰한다. 하이데거에 의하면 어떤 도구도 독립적으로 그것
의 지위를 부여받을 수 없다. 망치라는 도구는 못을 박기 위한 것이다. 못
은 옷을 걸기 위한 것이다. 이 경우 하나의 도구로서의 망치는 다른 도구
인 못을 지시하는 관계 속에서, 못은 옷을 지시하는 관계 속에서 각기 망
치로서 그리고 못으로서 있다. 단적으로 망치의 존재는 망치가 못을 박기
위한 수단으로서 적합하다는 성격으로부터 규정된다. 이 경우 망치를 망
치이도록 하는 망치의 존재는 적재성(die Bewandtnis)이다. 나아가 망치와
같은 개별 도구들은 무엇을 하기 위해 유용하다는 도구들의 수단관계
(um-zu)의 전체 연관인 적재전체성(die Bewandtnisganzheit)으로부터 규정된
29) F. -W. von Herrmann, Subjekt und Dasein, Vittorio Klostermann GmbH., 1974, 3판 2장
참조. 신상희 옮김, 존재와 시간을 찾아서 , 한길사, 1997, 19-23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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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나아가

적재

전체성이

최종적으로

지시하는

것은

궁극목적(das

Um-willen)이다. 도구들의 전체 연관은 최종적으로 궁극목적으로부터 규정
된다. 하이데거는 도구 제작과 그 제작 목적 간의 관계를 아리스토텔레스
가 이미 숙고한 바 있는 테크네(techne, 제작 활동)와 에르곤(기능, 성과물)
과의 관련성을 통해 해명한다.

[테크네는] 그것을 위해(ein Dafür) 거기에(Dazu)를 정향하는 방식으로 물건
을 다루는 행위를 주도한다. 테크네에서 에르곤(ergon, 성과물, 즉 작품)은
»어떤 것을 위해(um willen von etwas)«이다. 다시 말해 [테크네의] 성과물은
다른 것과의 관련을 포함한다. 신발은 신기 위해 제작된다, 즉 어떤 다른
사람을 위해서. [···] 테크네는 에르곤을 그 자체로 보존하고 있지 않다.
이로써 테크네를 특징 짓는 근본 결함이 알려진다. (GA62, 44)

도구를 제작하는 행위로서의 테크네가 갖는 근본 결함이란 그것이 수단들
간의 연관관계를 자체적으로 갖는 반면 그러한 수단의 연관관계가 정향하
는 목적을 자체적으로 갖지 않는다는 것이다. 도구 제작의 목적은 오직 인
간에게 있다. 예컨대 망치는 못을 박기 위한 것이고 못은 옷을 걸기 위한
것이고 옷은 추위로부터 인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도
구 전체 연관관계의 목적은 현존재의 궁극목적으로부터 규정된다.
현존재의 궁극목적과 그로부터 지시되는 그때마다의 도구들의 수단관
계의 전체 연관은 전체적인 그물망 속에서 상호 지시 관계를 통해서 존립
하며, 이러한 지시 관계는 서로가 서로를 의미부여하는 방식으로(das
Bedeuten) 직조되어 있다. 가령 궁극목적은 개별 도구를 ‘무엇을 위해’ 사용
할 것인가를 지시하는 방식으로, ‘무엇을 위해’는 다시 ‘어디에’를, ‘어디
에’는 ‘무엇을 가지고’를 의미 부여하는 방식으로 서로 연관된다. 현존재의
궁극목적과 적재전체성이 의미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직조되어 있는 총체
적 연관 전체가 세계성(die Weltlichkeit)이다.
세계성은 그것 없이는 인간의 기초적인 삶의 영위 가능성을 생각해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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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는 일종의 선험적(apriorisch) 지반이다. 현존재는 의미연관 전체로서의
세계와 이미 친숙한 덕에 도구와 같은 존재자를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다.
동시에 현존재가 비본래적인 방식으로 살아가든 본래적인 방식으로 삶을
영위하든 자신의 존재 가능에 입각해서 존재자들의 수단관계 전체와 관계
한다는 점에서도 세계성은 선험적인 지반이다.30)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하이데거는 WG와

형이상학의 근본 개념들 (이

하, GM)에서도 세계를 존재자와 명시적으로 구별하고 세계를 현존재가 존
재자와 관계할 수 있도록 하는 의미 지반으로 해명한 바 있다.

전체성으로서의 세계는 존재자로 있지 않으며, 오히려 그것으로부터 현
존재가 스스로 어떤 존재자와 그리고 그 존재자와 어떻게 관계할 수 있

는가를 의미부여하는(bedeuten) 것[기반]이다. (WG, 157) [···] 세계는 본
질적으로 존재자 자체에 대한 접근가능성을 의미한다. (GM, 412)

선험적 지반으로서의 세계성은 다시 현존재가 마음을 쓰는 방향에 따
라 분절된다. 즉 세계성은 그들이 비본래적 현존재든 혹은 본래적으로 거
듭난 현존재든 현존재가 마음 쓰는(sorgen) 방향에 따라서, 곧 사물을 고
려하거나(besorgen), 타인을 배려하거나(fürsorgen), 자신의 실존 가능성에
대해 걱정하는 방향에 따라 분절된다. 그렇기에 SZ에서 다루어지는 주위세
계(die Umwelt), 공공세계(die öffentiliche Welt), 혹은 자기세계(die Selbstwelt)
는 세계성이라고 하는 선험적인 의미지반이 구체적인 모습으로 분절된 세
계 유형들이라고 할 수 있다.31)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세계는 현존재가 마음을 쓰는 방향에
따라 이와 같이 평면적으로 분절되는 것 이외에도 현존재가 실존하는 방
식과 상관적으로 개방된다는 점이다. 즉 세계는 존재자와 달리 현존재의
실존 방식에 따라 다르게 될 수 있다.

30) SZ, 115쪽 참조.
31) GA62, 352-3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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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자 그 자체는 [그대로] 남아 있지만, 그것의 전체 상태인 세계는 다
르게 [다른 세계로] 될 수 있다. 우리는 이러한 세계의 존재 방식을 표현
하기 위해서 »세계화한다(welten)«라는 동사를 사용한다. (MAL, 219) [···]
세계는 어떤 방식으로든 현존재와, 그것도 바로 현존재가 실존하는 방식
과 관련된다. (MAL, 221)

하이데거는 SZ 1부에서 비본래적 인간의 삶의 양상을 분석한다. 그에
따르면 일상인이 그 속에서 삶을 영위하는 공간은 주위세계이다. 나아가
일상의 현존재가 그 속에서 삶을 영위하는 주위세계는 작업세계와 공공의
세계의 관련 속에서 성립한다.
우리는 일터와 같은 작업세계에서 무엇인가를 생산하거나 제작하는 방
식에서 일차적으로 삶을 영위한다는 점에서 주위세계의 일차적인 지반은
작업세계이다. 나아가 일상의 현존재가 그로부터 자신의 삶의 가능성을
획득하는 세계는 세상 삶의 지배적인 흐름을 제시하는 공공의 세계(die
öffentliche Welt32))이다. 작업세계가 그 자체로 궁극목적을 포함하지 않는
다고 할 때 작업세계의 작업 목적을 제공하는 것은 공공의 세계의 담론,
곧 세상 사람들이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수용하는 공공의 삶의 목
적이자 가치이기 때문이다. 즉 작업세계 내에 도구를 포함하는 존재자들
의 존재는 공공의 세계로부터 개방된다.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목적에 따라
개방되는 공공의 세계가 작업세계 내에서의 도구 전체 연관의 의미를 규
정하며, 그러한 직조된 도구 관련 전체가 주위세계를 형성하며, 그러한 주
위세계로부터 존재자가 개현된다는 점에서 말이다.

세계와 세계-내-존재에 대한 가장 친숙한 해석은 세상 사람으로부터 밑그
림 그려진다. 적재성의 지시연관을 분절하는 것은, 현존재가 일상에서 삶
의 목적(worum-willen)으로 삼는, 세인-자기이다. [세인-자기로 사는] 현존재
32) 공공의 세계를 하이데거는 공공의 우리 세계(die »öffentliche« Wir- Welt. Heidegger,
SZ, 87)라고 부르거나, 주로는 공공성(die Öffentlichkeit, Heidegger, SZ, 170)이라 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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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세계는 세인에게 친숙한 적재전체성을 기반으로 하여 만나는 존재자
를 개현한다, 그것도 세상 사람들이 갖는 평균성으로 재단된 한계 내에
서 말이다. (SZ, 172)

예컨대 공공의 세계 이해 방식으로부터 주위 세계의 존재자가 개방되
는 방식을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다. 과거 농경사회에서 소는 우리
에게 특별한 동물로 경험되었다. 소는 헌신적인 노동을 제공하는 생활의
중요한 협조자였으며, 농사 짓는 집에서 일소는 식구와 같았다. 소가 꿈에
라도 보일라치면, 그것은 조상이 말을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했다.
그러한 소는 각 가정을 중심으로 소규모로 키워졌다. 반면 오늘날 소는 전
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경험된다. 소는 무게가 많이 나가는 값비싼 고기여
서, 소를 키우는 집에서도 소를 빨리 살찌우거나 인공수정을 시켜 소의 개
체 수를 늘리는 데 관심을 갖는다. 그렇게 오늘날 소는 기업형 축산 논리
에 맞추어 급수와 육량 기준에 따라 하나의 자원으로 관리되고 소비된다.
이와 같이 한 마리의 소는 우리가 속한 공공의 세계 속에서 세상 사람들
의 삶의 목적에 따라 우리에게 경험된다.33)
그런데 공공의 세계 이해 방식으로부터 주위 세계의 존재자가 개방되
는 방식은 현존재가 불안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무(無, das Nichts)와 함께
단절된다. 즉 이 단절에는 도구와의 관계에서 고려되는 세계(die besorgte
Welt)가 현존재에게 전적으로 무의미한 것으로 사라짐으로써 현존재가 이
제까지 존재자를 사용하던 방식과 타인과 관계하는 방식 일체가 공허해지
는 사건이 자리한다. 필자는 다음 장에서 현존재의 세계 개시성은 현존재
의 실존의 변화와 관련해서 해명되어야 하며, 이는 현존재의 무 경험을 통
해서만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임을 제시할 것이다.

3절 무에 대한 해석상의 쟁점과 비판
33) 하나의 존재자로 있는 ‘소’라는 동물이 주위세계에 대한 우리의 경험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경험되는가를 다음 소설에서 생생하게 볼 수 있다. 김도연, 소와 함께 여행하
는 법 , 2007, 열림원, 98-9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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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하이데거의 무에 대한 해석은 무를 현존재의 실존의 견지에서 해
석하는 입장과 존재의 견지에서 해석하는 입장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대표적으로 박찬국, 김종욱, 그리고 슐츠는 무를 실존의 경험과 관련해
서 해석한다. 이들의 해석은 현존재의 무로의 초월을 전기 하이데거의 기
초존재론적 물음의 지평 내에서 유의미하게 해석한다는 미덕을 갖는다.
슐츠에 의하면 무는 주체가 겪는 좌절이자 무력성의 경험, 즉 ‘스스로
를 정초하고자 하는 의지(der Wille zum Sichgründen)’의 좌절을 가리킨다.
그런데 이러한 좌절의 경험은 주체가 스스로의 존재를 정초하고자 하는
‘근거에의 의지’가 정점에 도달했을 때에만 가능하다. 그런 의미에서 전기
하이데거의 사유는 현존재의 전체성을 최고 존재자인 신으로부터 정초하
려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주체성의 형이상학의 정점에 서 있는 사유이다.
그러나 주체의 형이상학적 정초 의지는 불안의 기분에서 경험되는 무를
통해 좌절되고 포기된다.34)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박찬국과 김종욱은 무를 현존재의 자기주장의
무화, 혹은 형이상학적이고 표상적 사유 방식의 무화로 해석한다. 김종
욱35)은 WM에서의 무와 후기 하이데거의 에어아이크니스(Ereignis) 개념을
함께 분석함으로써 무를 인간의 무분별과 무집착의 마음이라 해석한다.
무는 일차적으로 ‘존재자의 무’를 가리킨다. 그러나 무는 단순히 존재자가
없다는 것을 넘어서 전통 형이상학에 의해 파악된 존재자의 존재인 존재
자성에 대한 거절을 가리킨다. (김종욱, 2001: 8) 김종욱에 의하면 하이데
거에게 존재는 존재자와 차이나는 것으로 존재를 주는 그것(es)인 에어아
이크니스를 가리킨다. 존재를 주는 ‘그것’이란 존재가 주어지는 방식 또는
존재가 본래적으로 드러나는 사태의 실상(Sach-Verhalt, ZS, 20)을 가리키
며, 이는 일종의 관계성의 표현이다. 존재는 언제나 시간과 함께 드러나
며, 사유와 함께 주어진다는 점에서, 이들 각각은 서로에게 귀속되어 드러
34) Walter Schulz: 1970, 98-110쪽 참조.
35) 김종욱, ｢하이데거의 무(無)와 불교의 공(空) 사상｣, 존재론 연구 6집, 2001,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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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것으로 필연적 상호 귀속성을 갖기 때문이다. 존재가 이와 같이 관
계성의 표현이기에, 인간은 형이상학적이고 표상적인 사유를 거절하는 무
에로 진입하게 될 때, 존재자 전체의 진리인 에어아이크니스로서의 존재
가 드러난다는 것이다.
박찬국36)은 WM에서 무를 친숙한 세계의 무화이자 원래의 근원적 세
계의 드러냄으로 해석한다(박찬국, 283). 친숙한 일상적 세계는 본디 우리
가 자신을 자기중심적 에고로 주장하고 다른 존재자들에 자신을 주장하는
세계이다. 반면 무는 이러한 인간의 자기주장에의 의지 (권력에의 의지)를
무화시킨다.

[불안이라는 기분 속에서] 무가 무화시키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존재자
전체에 대해서 자신을 내세우는 인간의 자기주장 (아집)이다. (박찬국,
2011: 286)

다른 한편 무는 존재망각시대에 존재에 대한 명칭이다. 사람들이 존재자
체를 망각할 경우, 존재는 비존재자인 무로서 나타난다는 점에서 말이다.
그런 의미에서 무는 서구 형이상학에 의해 존재자의 관점에서 경험된 존
재이다.37) (박찬국, 2011: 284)
36) 박찬국, 원효와 하이데거의 비교 연구 , 서강대학교출판부, 2011. 282-293쪽 참조.
37) 더 나아가 박찬국은 WM에서의 무 해석을 후기 하이데거의 존재역사적 사유로부터
접근된 아낙시만드로스 잠언 해석과 연관시킨다. 후기 하이데거 사유에서는 무의 무화
를 통해 존재자가 그것의 근원적 존재에 있어서 드러난다는 것이 무엇을 가리키는가가
보다 분명하게 제시되기 때문이다. 근원적 존재는 진정한 의미에서 현성(Anwesung)으
로서 곧 생성(genese)이다. (박찬국, 2011: 287) 그러나 전통 형이상학은 현출과 떠오름
으로서의 현성에 본질적으로 속하는 귀환과 하강(몰락, Untergehen)을 현성에서 제거하
고자 한다. 반면 하이데거 사유는 은폐된 하강(몰락)의 차원에 주목한다. 불안의 기분
에서 경험하는 무의 무화는 인간과 존재자들의 자기주장, 즉 아집과 법집이 극복됨으
로써 인간과 존재자들의 자기주장을 통해 그동안 은폐된 하강의 차원이 개시되는 사건
을 가리킨다. 결과적으로 무의 무화는 인간과 존재자들의 아집과 법집이 극복되고 존
재자 전체가 개시되는 사건이다. 이와 같이 박찬국은 SZ과 WM에서의 무를 현존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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슐츠의 무에 대한 해석이 갖는 장점은 전기 하이데거의 사유를 근대
형이상학의 역사와 관련해서 해석하면서도 하이데거의 존재 사유의 고유
성을 드러낸다는 점이다. 그에 의하면 전기 하이데거 사유에서 무는 주체
성의 형이상학의 정점에 서 있으면서 동시에 주체성의 형이상학의 극복을
완료하는 것이기에 말이다.38) 나아가 박찬국과 김종욱의 무에 대한 해석
은 무의 무화를 통한 존재자 자체의 개방성이 현존재의 비본래적 실존의
무화를 통해 가능한 것임을 명시적으로 해명한다.
둘째 무를 존재 자체로 해석하는 입장은 리처드슨의 해석을 통해 볼
수 있다. 리처드슨이 WM의 무에 대한 해석에서 주목하는 것은 하이데거
의 존재 물음에서 무가 갖는 우선성이며, 그것이 전통 형이상학의 근본
물음과 갖는 차이이다. 전통 형이상학의 근본 물음은 “존재자는 어디에서
오는가?”라는 존재자의 기원(origin)에 대한 인과적 물음이다. 존재자의 기
원에 관한 물음은 최고 존재자인 신과 신의 존재방식에 대한 물음이 된
다. 그러나 하이데거에 의하면 “존재자는 무로부터 출현한다.” 존재자가
무로부터 출현한다는 것은 현존재가 불안의 경험에서 존재자 전체가 전적
으로 무화되는 방식으로 무로 진입하게 되는 사건을 가리킨다. 나아가 현
존재는 무로 진입하게 됨으로써 ‘존재자가 있다’는 사실을 비로소 경험하
자기주장의 무화로, 이와 연관하여 하이데거의 아낙시만드로스 해석으로부터 후기 하
이데거의 무를 존재 사유와 연관하여 아집(我執)과 법집(法執)과 같이 인간의 자기주장
을 넘어서 존재자들의 자기주장과 집착의 파괴로 해석한다.
38) 그런데 슐츠는 무를 불안이라는 다소 음울한 기분에서 기인하는 허무주의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 해석하고, 그렇기에 결과적으로 존재사유를 통해 극복되어져야 할 것으로
해석한다. 그러나 불안에서 경험되는 무를 종국에는 존재에로 지양되어야 할 일종의
부정적인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무가 가리키는 사태에 대한 정당한 해석인지는 의문스
럽다. 불안이 드러내는 무는 현존재의 비본래적 개시성을 본래적 개시성으로 이행하도
록 하는 결정적 사건이며 본래적 개시성을 획득함으로써 현존재가 비로소 자기 세계에
로 초월함으로써 존재자를 그 자체로 개방할 수 있다고 할 때, 무는 후기 하이데거의
존재 사유로 변증법적으로 지양되는 것이 아닐 것이다. 마찬가지로 현존재가 존재자
자체와 관계할 능력 역시 후기 사유로 지양되고 유보된다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 될 것
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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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된다. 그렇기에 현존재의 무로의 진입은 존재자가 있다는 사실을 비로
소 경험하게 되는 것이기에, 존재에로 진입하는 사건으로서 존재론적 차
이를 경험하게 되는 사건을 가리킨다. 결과적으로 현존재가 그리로 진입
하는 무는 존재이다.
무를 주체로서의 현존재의 무력성이자 자기주장의 무화의 경험으로 해
석하는 전자(김종욱, 박찬국, 슐츠)의 입장과 무를 존재로 해석하는 리처
드슨의 입장은 자칫 대립적인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동일한 사태를 말한
다. 전자의 해석에 따르면 불안의 무 경험에서 현존재는

세계를 온전하

게 스스로 구성하고 자기 자신을 근거지울 수 있다고 자처하던 주체이기
를 포기하는 자이다. 마찬가지로 리처드슨의 통찰에 따르면 존재자가 무
로부터 있다는 것은 무가 존재자를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존재자 전체가 전적으로 무의미한 것으로 전락하는 현존재의 경험을 가리
킨다. 그런데 존재자 전체에 대한 의미 부여와 해석이 현존재와 관련된다
는 점에서 존재자 전체의 무는 현존재의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의 변화를
필요로 한다. 나아가 주체이기를 포기하는 현존재에게 비로소 ‘존재자가
있다’는 사실, 즉 존재자의 존재의 경험이 전적인 낯설음과 경이(die
Verwunderung) 속에서 경험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필자의 무에 대한 해석은 무를 실존의 변화와 관련해서 해석하는 논자
(김종욱, 박찬국, 슐츠)의 입장과 맥을 같이 한다. 나아가 필자는 무를 현
존재의 실존과 누구임을 문제로 삼는 존재론적 차이와 관련해서 해석할
것이다.

1. 무와 세계: 주위세계의 몰락이자 세계 개방성
전기 하이데거는 무를 현존재의 불안이라고 하는 심정성에 대한 분석과
함께 다룬다. 불안의 기분에 휩싸인 현존재에게 존재자뿐만 아니라 존재
자를 사용하는 방식과 타인을 배려하던 친숙한 방식 일체는 아무런 의미
를 갖지 않는 공허 속으로 전락한다. 그렇게 불안의 기분에서 현존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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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되는 무는 현존재가 관습적이고 습관적인 방식으로 삶을 살아갈 때
존재자와의 접근 가능성을 제공해 주던 세계의 무, 곧 공공 세계로부터
의미를 부여받은 주위세계가 무의미한 것으로 전락하는 것을 가리킨다.

불안이 그 앞에서 불안해하는 그것은 전적으로 무규정적이다. 이 무규정
성은 [···] 도대체 세계 내부적 존재자가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의미
한다. 세계 내부적으로 발견되는 도구와 눈 앞의 사물의 적재전체성(die
Bewandtnisganzheit)은 도대체 아무런 의미도 갖지 않는다. 적재 전체성이
붕괴된다. 세계는 완전한 무의미성(die völlige Unbedeutsamkeit)이라는 성격
을 갖는다. (SZ, 247)

불안의 기분에 의해 무를 경험하는 현존재에게 공공의 세계가 제시하는
목적과 가치는 더 이상 어떠한 의미도 갖지 않는다. 이는 인간이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사물이나 타인들과 관계할
때 전제하게 되는 의미들, 나아가 개별 의미들이 통합적으로 얽혀있는 의
미 전체가 무를 경험하는 현존재에게 어떠한 구속력도 갖지 않게 됨을 의
미한다.
불안에서 엄습해오는 무 경험은 현존재의 삶에 대한 공공의 세계의 지
배력과 구속력을 해체시킨다. 나아가 공공의 세계의 지배력의 몰락은 세계
로서의 세계가 비로소 개시되는 사건이기도 하다.

이 완전한 무의의성은 세계 부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 이 세계
내부적인 것의 무의의성을 근거로 해서 세계가 그 세계성에 있어서 단독
적으로 솟구쳐 오른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용재성의 무는 가장 근원적인
»어떤 것«, 세계에 근거한다. 불안해한다는 것이 근원적이고 직접적으로
세계를 세계로서 개시한다. (SZ, 248)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이데거는 SZ에서 무 경험을 통해 비로소 개방되는
세계가 무엇을 가리키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해명하지 않는다. 이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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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해서 푀겔러(Otto Pöggeler)의 해석을 참조해 보자.
푀겔러에 의하면 하이데거는 SZ에서 세계를 일차적으로 도구 분석에서
출발하여 주위세계의 연관으로, 그리고 그 지시연관을 최종적으로는 현존
재의 궁극목적으로부터 고정시킨다. 그러나 불안의 무 경험에서 현존재는
주위세계가 완전히 무의미한 것으로 무너져 내리고 본래적으로 세계화하
는 세계가 개방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 그러므로 세계는 주위세계와 그것
이 무너짐으로써 비로소 열려지는 세계로서의 세계로 구분된다.

세계 안에서 본래적으로 세계화하는 것은 모든 발견가능한 것 내지는
유의미성이 무로 전락함으로써 드러난다. 세계는

존재와 시간 에서 한

번은 [···] 주위세계로, 그 다음은 더 근원적인 것으로 [세계 안에서 본래
적으로 세계화하는 것으로] 모든 주위세계적인 것의 무로서 있다.39)

푀겔러가 주목하는 것은 본래적으로 세계화하는 세계는 후기 하이데거에
의해 존재 진리의 사유 속에서 전개되며, 전기 사유에서 세계로서의 세계
는 주위세계의 무로만 제한적으로 해석된다는 것이다.

세계 안에서 본질적으로 세계화하는 것은(das eigentlich Weltende in der
Welt) 무로서 스스로를 내빼지만, 무는 아직 존재의 진리로서 전개되지
않기 때문에, 세계가 갖는 본질적인 성격은 주위세계 내지는 유의미성
연관으로서의 세계 곁에 타자로서 놓여진다.40)

푀겔러 해석은 SZ에서 세계를 주위세계와 세계로서의 세계라는 두 차
원으로 구분하고, 후자의 세계를 무 경험에서 비로소 드러나는 것으로 해
석한 점에서 타당하다. 나아가 푀겔러는 세계로서의 세계의 개방성이 갖
는 성격이나 내용이 SZ에서 적극적으로 규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타당
하게 지적한다. 그런데 세계로서의 세계의 개시성이 내용적 규정을 갖지
39) Otto Pöggeler, Der Denkweg Martin Heideggers, Verlag Günther Neske, 1994, 211.
40) 위의 책, 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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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 이유를 푀겔러는 그것이 공허한 무로서 드러나기 때문이라고 말한
다.
그러나 필자에 의하면 SZ에서 세계로서의 세계가 구체적인 내용을 갖
는 것으로 규정되지 않는 이유는 세계로서의 세계가 현존재의 실존의 수
행, 즉 일상적인 현존재의 본래적 현존재로의 이행 속에서만 개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세계로서의 세계가 현존재의 본래적 결단과 선택 속에서
만 개방되는 것이라면 세계에 대해 어떤 객관적인 내용을 규정하기 위한
시도는 결과적으로 현존재와 세계의 관계에 대한 오해에 기초한 것이다41)
그렇기에 세계로서의 세계가 그것의 내용면에서 적극적으로 규정되지 않
는 이유는 세계 개방성이 현존재의 실존 수행과 관련해서, 즉 현존재가
본래적 의미에서 세계-내-존재로 있을 수 있음과 관련해서 각자성을 띠고
성립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이야 말로 전기 하이데거에게 존재론적
차이의 문제에는 현존재의 각자성으로부터 성립하는 ‘누구임(Werheit)’ 즉
실존이 함께 다루어져야 하는 이유이다.

용재성의 무는 가장 근원적인 »어떤 것«, 세계에 근거한다. 그럼에도 세
계는 존재론적으로는 본디 세계-내-존재로서의 현존재의 존재에 속한다.
그러므로 불안의 대상으로서의 무, 세계 자체가 드러난다면, 이것이 의미
하는 것은 불안이 스스로 불안해하는 불안의 대상은 세계-내-존재 자체임
을 의미한다. (SZ, 248)

SZ 이후 하이데거의 무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를 찾아볼 수 있는 작품
은 ｢형이상학이란 무엇인가?｣(이하, WM)이다. SZ에서 무가 현존재의 불
안이라는 심정성과 관련해서 논해진다는 점에서 기초존재론의 지평 내에
서 물어지는 것이라면, WM은 SZ과 연장선상에서 논의될 수 있다.42)
41) 이와 관련해서는 2부의 1장, 4절에서 보다 상세하게 언급할 것이다.
42) 하이데거의 전체 저작에서 WM을 전기 하이데거의 작품으로 볼 것인지 후기 하이데
거의 작품으로 볼 것인지는 연구자들마다 의견이 상이하다. 그런데 필자에 의하면
WM은 SZ과 연속성을 갖는 것이자, 동시에 후기 사유로의 이행의 측면을 갖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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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M은 형이상학의 본질을 논하는 저작이다. 그런데 형이상학의 본질을
논하는 저작의 핵심 주제는 ‘무’이다. 아리스토텔레스 이래 형이상학의 근
본 물음은 “존재자로서의 존재자란 무엇인가?”하는 것이다. 그리고 서구
형이상학은 존재자의 본질을 신과 같은 제일원인으로부터 인과적으로 해
명해 왔다. 그러나 WM에서 ‘존재자가 무엇인가’하는 것은 무로부터 사유
된다.
WM에서 무는 불안의 기분에서 현존재에게 경험되는 것으로 무화(die
Nichtung)를 가리킨다. 그리고 무, 다른 말로 무화는 “존재자 전체가 [현존
재에게서] 미끄러져 빠져나감”과 “존재자 전체를 가리킴”이라는 두 가지
사태를 가리킨다.43)
미끄러져 빠져나가는 존재자 전체를 이렇듯 전체적으로 거부하면서 가
리키는 것이(Diese im Ganzen abweisende Verweisung auf das entgleitende
Seiende im Ganzen), 현존재를 불안 속에서 엄습하는, 무의 본질로서의
무화(die Nichtung)이다. (WM, 114)

‘존재자 전체의 물러섬’44)이 가리키는 것은 모든 사물들과 인간 자신
독해되어야 한다. 이에 관해서는 본고 2부 1장, 4-5절에서 보다 상세하게 다룰 것이다.
43) 슐츠는 이미 WM에서 무를 “존재자 전체의 물러섬”과 “존재자 전체의 되돌아 옴”이
라는 두 가지 측면으로 해석한 바 있다. 존재자 전체의 ‘물러섬’은 그 동안 나를 지탱
해주고 근거 지워 준다고 여겨왔던 신과 같은 존재자가 더 이상 있지 않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는 사태를 가리킨다. 존재자 전체의 ‘되돌아 옴’은 비로소 자기 자신이 온
전하게 스스로에게 맡겨져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게 됨에도 불구하고 자기 존재를 마음
대로 어쩌지 못한다는 주체의 좌절이자 무력성의 경험을 가리킨다. 슐츠의 무에 대한
해석은 서구 근대 사회에서 신의 살해 이후 스스로를 근거 짓고자 하는 주체의 좌절이
자 무력성의 경험에 중점을 두어 해석한다. Walter Schulz, Der Gott der Neuzeitlichen
Metaphysik, Neske, 8판 1991, 45쪽. 근대형이상학에 있어서 철학자의 신 , 이정복 역,
사랑의 학교, 1995, 78쪽 참조: Walter Schulz, "Űber den philosophiegeschichtlichen Ort
Martin Heideggers" Hrg. Otto, Pöggeler, Heidegger: Perspektiven zur Deutung seines
Werkes, 1970, 98-110쪽 참조.
44) “불안 속에서 »무엇인가가 누군가에게 섬뜩하다«고 말한다. [···] 그렇게 누군가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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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포함하는 존재자 전체가 현존재에게 미끄러져 빠져나가는 경험을 가리
킨다. 그런데 존재자 전체가 누군가에게 물러서는 것은 누군가에게 주위
의 존재자가 없어지는 것과 같은 존재자의 부정을 말하지 않는다. 하이데
거에게 무는 존재자 전체가 무의미성으로 전락하는 것, 즉 존재자 전체가
현존재에게 아무래도 상관없는 무관심성(die Gleichgültigkeit)으로 전락하는
사태를 가리킨다. 그런데 존재자의 존재 이해를 위한 의미 지평(der
Horizont)은 세계이다. 그렇기에 무에서 존재자 전체가 물러선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존재자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세계의 몰락을 가리키
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45)

전체성으로서의 세계는 [···] 그것으로부터 현존재가 스스로 어떤 존재자
와 그리고 그 존재자와 어떻게 관계할 수 있는가를 의미부여하는 것[기

반]이다. (WG, 157) [···] 세계는 본질적으로 존재자 자체에 대한 접근가
능성을 의미한다. (GM, 412)

의미 지평으로서의 세계는 인간이 그것에 의지해서 자신의 삶의 목적과
의미를 설정하고 살아가는 ‘의지처(der Halt)’와 같다. 불안의 근본경험을
겪는 인간에게 찾아드는 것은 그것에 기대서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어떠한 의지처도 없다는 사실이다.

어떠한 의지처도 남아 있지 않다. 존재자가 미끌어져 빠져나감으로써 단
지 거기에 남아 우리를 엄습해 오는 것이라고는 이러한 어떠한 의지처
도 없다는 사실뿐이다. (WM, 112)

전체에 있어서 그러하다. [···] 불안 속에서 엄습하는 존재자 전체의 물러섬이 맹렬하게
달려들어 우리를 안절부절하지 못하게 한다.”(WM, 111)
45) 존재자 전체가 체험 당사자에게 무상한 것으로 경험되는 현상을 현존재에게 존재자에
대한 접근 가능성을 제공하는 특정한 의미(die Bedeutung)와 관련해서, 즉 현존재의 세
계 연관 하에서 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은 WM과 같은 해에 강연된 WG에서 보다 명시
적으로 해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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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지처’는 기존의 공공성이 제시하는 의미의 전체 연관과 관련되는 삶의
목적이나 가치를 의미할 수 있겠다. 예컨대 인간은 특정한 가치를 절대화
시키는 종교 속에서 삶의 위안과 구원 가능성을 찾는가 하면 특정 이데올
로기가 제시하는 우상을 숭배함으로써 삶의 의미와 의지처를 찾는다. 그
러나 무 경험에서는 그러한 ‘우상들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 결정적이
다.46)
앞서 본 논고는 SZ에서 무 경험이 공공의 세계의 몰락이자 세계로서의
세계가 개시되는 현상임을 고찰한 바 있다. 마찬가지로 WM에서 무 경험
은 존재자 전체가 사라지는 동시에 존재자 전체를 가리키는 사태로 해석
되어야 한다. 무 경험의 고유성은 존재자 전체가 침몰하는 동시에 우리
자신을 포함한 모든 사물들이 우리를 향해 온다는 사실에 있으며, 하이데
거에 의하면 무의 무화가 존재자 전체를 가리킨다는 사실이야 말로 근본
기분인 불안과 일체의 다른 기분들이 구별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모든 사물들과 우리 자신은 아무래도 상관없는 것으로 침몰한다. 그럼에
도 이것은 한낱 사라진다는 의미에서 그러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러
한 밀쳐짐 그 자체에서 그것들 [모든 사물들과 우리 자신을 포함하는 존
재자 전체]이 우리를 향해 온다. (WM, 114)

그런데 무의 무화의 작용이 가리키는 존재자 전체의 가리킴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무가 가리키는 ‘존재자 전체’는 세계의 문제이자, 본래적으로
된 현존재가 세계로서의 세계를 개방하는 사건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주지하다시피 우선 대개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현존재는 비
본래적인 방식으로 실존한다.

46) “무에로 스스로를 풀어 놓음, 즉 누구나가 갖고 있으면서, 거기로 빠져들곤 하는 그러
한 우상들로부터 자유로지는 것(das Sichloslassen in das Nichts, d.h. das Freiwerden von
den Götzen)이 결정적이다.”(WM,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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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 세인-자기의 몰락이자 본래적 자기의 획득
하이데거에게 존재자 전체의 물러섬으로서의 무는 세계가 붕괴되는 것
과 함께 현존재 자신이 스스로에게 무상한 것으로 경험되는 것을 가리킨
다.47)

모든 사물들과 우리 자신이 아무래도 상관없는 것이 되어 버린다. (WM,
111) [···] 그 속에 놓여 있는 것은 존재자의 한 가운데에서 ―이렇게 존
재하는 인간인―우리 자신이 함께 사라진다는 사실이다. (WM, 112)

무를 현존재의 자기가 몰락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현존재의 존재 방식에서 기인한다.
인간 현존재는 그 자체로 완결된 실체와 같은 것으로 있지 않으며, 자
신으로서 존재해야 하는 도상에 있는 자이다.48) 우선 대개의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현존재는 자기 자신으로부터 소외(die Selbstentfremdung, GA 63,
15)된 자이며, 삶을 살아가면서 비로소 자기 자신을 고유하게 자기화(die
Aneignung)해야 하는 것을 과제로서 갖는 존재자이다. 현존재는 세계-내존재인 한에서, 일상의 현존재의 자기 이해를 규정하는 것은 특정한 세계
이해이다. 그리고 일상의 현존재의 세계 이해를 점유하는 것은 공공의 세
계 해석이다. 공공의 세계 해석을 척도로 삼아 존재자와 관계하고 자기
자신의 행위 가능성 일반을 입안하는 우선 대개의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
는 자들은 비본래적 현존재이다. 비본래적 현존재의 대표적인 삶의 방식
은 잡담을 나누고, 호기심을 충족하지만, 정작 모든 사태가 애매하게 남겨
진다는 것이다. 그들은 세상 사람들의 말을 모방해서 말하거나 확대해서
47) 이와 관련하여 무는 세계의 무이면서 동시에 공공의 세계지배 속에서 존재자와 자기
를 이해해 온 비본래적 현존재인 세인-자기의 무화이기도 하다. 나아가 필자의 해석이
푀겔러와 로잘레스의 무 해석에 동조하면서도 그들의 견해와 갈라서는 지점이 무를
‘세인-자기의 무화’로도 해석한다는 점이다.
48) “현존재는 자기 자신에게로 가는 도상에 있는 자로서 있다.” (GA6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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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고[잡담], 세상 사람들이 보는 바대로 보고 새로운 흥밋거리와 볼거리
를 찾아 헤매기에 그들의 관심은 모든 곳에 펴져 있지만, 동시에 어떤 것
에도 깊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호기심]. 또한 잡담과 호기심으로 점철
된 삶의 방식에서는 진정한 이해에서 개시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전도
되거나 애매한 채로 남는다[애매성].49) 그렇게 비본래적 현존재는 세상 사
람의 삶의 방식을 척도로 하여 자신의 가능성을 이해한다는 점에서 자기
자신으로부터 소외된 세인-자기, 즉 타자로서 있다.

우선 »나«는 고유한 자기라는 의미에서 »있지« 않고, 오히려 세상 사람
의 존재방식으로 살아가는 타자이다. 나는 세인으로부터 그리고 세인으
로서 나 »자신«에게 우선 »주어져« 있다. (SZ, 172)

이와 같이 존재자 전체의 무화에는 현존재의 자기소외로부터 자기회복
의 계기가 포함된다. 불안은 현존재로 하여금 공공의 세계 해석이 전적으
로 무의미하다는 사실 앞에 맞닥뜨리도록 하며, 공공의 세계 해석이 전적
으로 무의미하다는 사실을 경험한 현존재는 더 이상 그러한 세계 해석을
척도로 삼아 자신의 삶의 가능성을 이해하고 세계로부터 주어진 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해 애쓰며 사는 것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그렇게 불안에
서의 무 경험은 현존재로 하여금 자신의 삶이 전적으로 자신에게 맡겨져
있다는 적나라한 사실 앞에 직면하도록 하며, 비로소 자신의 존재를 마음
쓰는 자로서 있게 한다.

불안은, 퇴락하면서 »세계« 및 공공의 해석으로부터 스스로를 이해할 가
능성을 현존재로부터 빼앗는다. (SZ, 249) [···] 불안 속에서 개시되는 세
계의 무의미성이 드러내는 것은 실존의 존재 가능을 고려 가능한 것에
기초해서 기투하는 것이 전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사실이다. [···] 이러한
49) 비본래적 현존재의 실존 방식에 대해서는 다음의 자료에서 명료한 해명을 볼 수 있
다. 박찬국, ｢초기 하이데거의 철학을 결단주의나 주의주의로 보는 해석에 대한 비판적
고찰: 본래적인 실존의 구체적인 모습을 찾아서｣, 철학사상 30호 2008, 11, 165-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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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의] 기분은 현존재를 »세상적인« 가능성들로부터 빼내고, 현존재에
게는 동시에 본래적 존재가능의 가능성이 주어진다. (SZ, 454)

타자로서 삶을 살던 현존재가 비로소 자신의 존재 가능성에 대해 온전하
게 마음을 쓰게 되는 것이 불안의 무 경험에 의해 주어진다면, 무로부터
가능한 현존재의 자기회복의 계기는 ‘죽음 앞에서의 불안’에서 가장 극명
하게 드러난다.50)
죽음은 현존재의 삶의 종말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현존재의 삶에서 가
장 위협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대개의 인간이 자신이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거나 회피하는 방식으로 죽음으로부터 도피한다는 사실이
이를 방증하듯 말이다. 또한 죽음은 위협적인 것이면서, 인간이 끝내 그
자체로는 경험할 수 없는 것이기도 하다. 내가 죽어 버리고 나면 나의 삶
자체가 끝날 것이기에 죽음에 대한 경험은 불가능하다. 그런 의미에서 죽
음은 현존재에게 일종의 불가능한 가능성이다. 그렇게 불안은 현존재로
하여금 자기 실존의 불가능성이라고 하는 죽음에 직면하도록 한다.
그런데 죽음에의 불안을 견뎌낸 자는 그들의 삶이 영원하게 펼쳐져 있
지 않고 유한하다는 사실과 그렇기에 삶을 고유하게 나의 삶으로 살아야
한다는 결단에로 촉구된다. 죽음 앞에로 달려 가 봄으로써 현존재는 비로
소 자신의 삶을 탄생에서 죽음에 이르는 유한한 전체로서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죽음은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나의 죽음이라는
점에서 가장 명증한 방식으로 현존재를 세간적인 가능성들로부터 단절시
킨다. 그렇게 죽음에로의 선구는 현존재로 하여금 자신의 고유한 존재 가
능에 대해 마음 쓰도록 한다.

현존재는 불안한 심정 속에서 가능한 자기 실존의 불가능성이라는 무에
직면한다. 불안은 [···] 가장 극단적 가능성 [죽음]을 개시한다. (SZ, 352)
50) 인간을 제외한 다른 동물들도 죽음을 거부하는 방식으로라도 죽음을 인지한다. 하지
만 인간은 죽음을 인지하는 것을 넘어서 죽음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든 태도를 취하며,
이러한 죽음에 대한 태도는 인간의 삶에 어떠한 방식이로든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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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음에 이르는 본래적 존재 성격인 죽음에로] 앞서 달려가 봄은 현
존재에게 세인-자기 속에 상실되어 있는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며, 현존
재를 [···] 자기 자신으로 살아갈 가능성 앞에 직면시킨다. (SZ, 353)

죽음 앞에서의 불안이 현존재로 하여금 그 자신의 삶을 유한한 전체로
서 드러낸다고 한다면, 현존재의 본래적 자기이해는 양심(das Gewissen)의
소리를 듣고 그에 따르는 실존의 수행 속에서 주어진다. 양심을 부르는
자와 그 부름을 듣는 자는 현존재 자신이다. 양심은 자기 자신의 삶의 방
향과 가능성에 마음을 쓰는 현존재가 자신의 고유한 삶의 가능성을 스스
로 책임져 나갈 것을 스스로에게 촉구하는 침묵의 소리이다. 그렇게 자신
의 고유한 삶의 가능성에 따라 살라는 자신의 양심의 부름을 듣는 현존재
는 자신의 본래적인 존재 가능을 향해 자신의 존재를 기투하고자 결의
(der Ent-schluss)하게 된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하이데거에게 죽
음 앞에서의 불안이 현존재의 탄생에서 죽음에 이르는 전체 존재를 개시
한다면, 양심의 소리를 청종함은 현존재의 본래적 존재 가능을 드러낸다
는 점이다. 그렇기에 죽음의 불안을 견뎌내고 양심을 결의한 현존재가 획
득하는 개시성은 기존의 세계, 타자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를 근
본적으로 변양시킨다.

이러한 본래적 개시성은 그러나 개시성에 기초한 »세계«의 발견되어 있
음 [기존의 공공의 세계 해석]과 타자와의 공동 존재의 개시성을 동근원
적으로 바꾸어 놓는다. [그렇다고 기존의 세계해석으로부터 개방되는] 도
구 »세계«가 »내용적으로« 다른 세계가 [되는 것은]아니며 타인의 무리
는 교체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도구를 이해하고 고려하며 있음과 타인들
을 배려하면서 함께 있음은 그것들의 가장 고유한 자기존재가능으로부
터 규정된다. (SZ, 394-5)

WM에서도 무가 가리키는 존재자 전체는 기존의 자기 자신에 대한 이
해가 전적으로 공허한 것으로 전락하는 고통스러운 자기 존재의 무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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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을 회피하지 않고 견뎌 낸 현존재가 비로소 자기로 있을 수 있음을
가리킨다.

현존재가 미리 무 속으로 들어가 머물지 않는다면, 현존재는 존재자와
관계할 수 없으며 자기 자신과도 관계할 수 없다. (WM, 115)

더욱이 무에 현존재의 본래적 실존으로의 변화, 즉 현존재의 자기 회
복의 계기가 포함된다는 것은 하이데거의 형이상학에 대한 고유한 규정과
도 관련된다. 하이데거는 특정한 우발적인 해석의 결과인 형이상학51)을
본래적 철학함으로부터 해석하고자 한다.52) 아리스토텔레스 이래로 서구
형이상학이 존재자 전체를 그것의 본질인 존재로부터 탐구하는 일반 형이
상학으로, 그리고 존재자를 전체에서 근거짓는 제일 원인에 대한 탐구인
특수 형이상학으로 전개되어 왔다. 그런데 하이데거에 의하면, 존재자 전
체를 문제 삼는 형이상학은 존재자 전체와 실존과의 관련을 함께 문제 삼
아야 한다. 존재자 전체에는 항상 인간, 즉 실존이 관련된다. 하이데거에
게 본래적 철학함으로서의 형이상학은 존재자 전체를 묻는 자와 분리될
수 있는 대상으로 간주하는 태도를 통해서는 가능하지 않으며, 물음을 던
지는 사람 자신도 함께 물음 속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데 고유성이 있
51) 하이데거에 의하면 현재 학문 분과로서의 형이상학의 기원은 강단철학자가 아리스토
텔레스의 본래적 철학함의 물음을 어디에 위치시킬지 몰라 당황한 결과이다. 아리스토
텔레스 해석자들은 ‘존재자 일반과 본래적 존재자에 대한 물음’(형이상학)과 ‘자연에
관한 물음’(자연학) 간의 연관성을 사유하지 못하고 다만 외견상 공통점이 있다는 이유
로 형이상학을 자연학 뒤에 위치시킨다. 그러나 형이상학이라는 학문의 기원이 강단철
학자의 당혹함의 결과라는 사실은 곧 망각되고, 형이상학(Meta-physik)에서의 메타
(Meta)는, ‘감각적인 것을 넘어서는 초감각적인 것’이라는 학문 간의 위계를 형성하는
이름이 된다.
52) “우리는 [강단철학의 학문분과로서] 형이상학으로부터 본래적 철학함 [제일 철학인 형
이상학]을 해석해서는 안 되고, 거꾸로 아리스토텔레스의 본래적 철학함에서 일어나고
있는 바로 그것에 대한 근원적인 해석을 통해서 ‘형이상학’이라는 표현을 정당화해야
한다.” (GM,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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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53) 무엇보다 형이상학의 실존과의 관련을 문제 삼는다는 것은 서구 전
통 형이상학에서 ‘현세를 초월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온 ‘메타’의 의미를
공공성에 반발하는 사유의 전환(die Umwendung, GM, 66, 83)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하이데거는 무의 고유성을 확정
하기 위해서는 불안에 의한 인간 주체로부터 현-존재로의 변화54)를 이해
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말한다. (WM, 113) 여기에서 ‘공공성에 순응하는
사유로부터 그에 반발하는 사유로의 전환’과 ‘주체로부터 현-존재로의 변
화’는 동일한 사태를 가리킨다.
물론 이에 대해 연구자들의 해석이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로잘레스의
경우 세인-자기로서의 현존재로부터 본래적 현-존재로의 변화를 비주체적
으로 세인의 독재에 따라 살던 사람이 스스로 자기세계를 형성하는 방식
으로 주체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으로 해석한다.55) 그러나 비주체적인 세
인-자기의 삶의 방식을 주체적인 삶의 방식과 직접적으로 대립시키는 것
은 자칫 문제의 본질을 흐릴 수 있다. 세계를 형성하는 방식으로 주체적
인 삶을 사는 개인은 여전히 공공적 개별 주체(das öffentliche individuelle
Subjekt)로 머물 수 있기 때문이다56).
53) “첫째 각각의 형이상학적 물음은 항상 형이상학의 문제 영역 전체를 포괄한다. [···]
둘째 모든 형이상학적 물음은 물음을 묻는 자가 그 물음 속에서 함께, 즉 물음의 대상
이 되는 경우에만 물어질 수 있다.” (WM, 103)
54) SZ에서 현존재라는 명칭은 비본래적 · 본래적 인간에 모두 적용된다. 반면 WM에서
현존재는 현-존재(Da-sein)라 말해지며, 현-존재는 근본기분으로서의 불안이 야기하는
무 경험을 회피하지 않고 견뎌내는 [본래적] 인간을 가리킨다. 1949판 각주 a, WM 113
쪽 참조.
55) Alberto Rosales, "Heideggers Kehre im Lichte ihrer Interpretationen", Hrg. Dietrich
Papenfuss und Otto Pöggeler, Zur philosophischen Aktualität Heideggers, Symposium, 4,
1989, 125쪽.
56) 공공의 세계 해석에 따라 자신을 이해하는 세인-자기 역시 근대적 의미에서의 주체일
수 있다. 근대적 의미에서 주체란 신의 지배로부터 벗어나 인간 스스로가 이성적 능력
과 자유를 구가하여 자연 세계를 온전하게 인식하고 이해하고, 나아가 지배할 수 있다
고 생각하는 자이다. 근대적 의미에서의 주체 이해가 전제하는 형이상학, 즉 인간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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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존재의 일상적 사유를 형성하는 것이 공공성, 혹은 공공의 세계 해
석이라 할 때, 공공의 세계가 그 의미와 형상을 길어 내는 원천은 ‘오늘
날(das Heute)’의 문화와 철학이자 형이상학에 의해 각인된 세계 해석이다.
그러므로 무 경험에서 존재자 전체와 함께 사라지는 자기는 오늘날의 형
이상학에 의해 각인된 세계로부터 자신을 이해해 온 자로서의 주체를 가
리킨다고 볼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로잘레스의 해석과 다르게 주체로부
터 현-존재로의 변화는 세계를 스스로 온전하게 구성하고 설계할 수 있다
고 자임하는 근대 형이상학적 주체로부터 퓌시스에 따라 사유하고 행위하
는 현-존재로의 변화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57)
퓌시스에 따르는 사유는 세계를 새롭게 구성하고 설립하는 것이 문제
되는 것이 아니라, 세계 일반의 전체 전개와 운명인 퓌시스 속으로 자기
자신을 순응시키고 적응시키는 일이 문제된다. 하이데거는 자신의 사유를
혁명적인 사유라 말한 바 있다. 하이데거 사유의 혁명성을 말할 수 있다
면, 의미와 형상이라는 세계의 지반 자체가 뒤흔들리는 무의 동요 속에서
새롭게 다른 지반, 즉 다른 의미나 가치를 형성하지 않는다는 점이라고
생각된다. 이와 관련하여 존재자 전체의 생성과 전개로서의 퓌시스는 ‘존

연과 구별하고 그렇기에 인간이 자신을 포함한 존재자 전체, 즉 세계를 온전하게 파악
하고 설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형이상학적 시야는 근대 이래 서구에서의 공공의 세
계 이해를 지배해 왔다. 그런 의미에서 현존재가 본래적 의미에서 자기로 됨을 ‘주체
로 됨’으로 해석하고, 그러한 ‘주체로 됨’을 세계를 구성하고 설계하는 자로의 변화로
해석하는 것(A. 로잘레스의 경우)은 현존재를 근대 형이상학적 의미에서의 주체와 동
일한 의미로 해석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자는 이러한 해석으로부터 거
리를 두고자 한다. 참고로 ‘공공적 개별 주체’는 하이데거가 공공의 세계 해석의 지배
에 따라 사는 세인-자기를 지칭하는 표현이다. (GM, 206, 233쪽)
57) 하이데거는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 형이상학과 자연학의 관계에 대한 통상적인 해석을
비판하고, 양자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제시한다. 하이데거에게 본래적 철학함으
로서의 형이상학과 자연학은 동의어이다. 형이상학이 존재자 전체와 현존재의 관련을
문제 삼는 것이라면, 이때 본래적 철학함으로서의 형이상학은 퓌시스에 대한 물음으로
서의 자연학과 동의어를 가리킨다. 이로부터 주체로부터 현-존재로의 변화는 퓌시스에
따라 사유하고 행위하는 현-존재로의 변화로 해석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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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자를 전체의 차원에서 그 자체로 규정하는 개방터로서의 세계공간’
(MdI, 43)을 가리킨다.58) 존재자 전체의 고유한 개방성의 장은 그 자체로
세계화하는(welten) 동사로서의 세계이다. 형이상학의 메타가 현존재의 태
도 전환(Umwendung)을 의미한다면, 현존재의 태도 전환은 현존재가 그
자체로 세계화하는 세계인 퓌시스에 순응하는 방식으로 퓌시스-내-존재함
(In-Physis-sein)을 의미한다.59) 결과적으로 무와 형이상학의 관련은 세인-자
기로 실존하던 현존재가 본래적 의미에서 퓌시스-내-존재함, 즉 세계로서
의 세계를 개방하게 됨을 의미한다.
앞 장에서 전기 하이데거의 존재론적 차이에서 세계와 실존과의 관련
이 문제된다는 점으로부터, 무의 문제를 함께 다루어 보았다. 나아가 본래
적으로 된 현존재로부터 개방되는 세계로서의 세계가 그로부터 존재자가
그 자체로 개방되는 개방터로서의 세계 공간을 의미할 수 있다는 세계로
서의 세계에 대한 해석의 단초를 갖게 되었다. 이로부터 전기 하이데거의
존재론적 차이의 문제는 보다 분명하게 부각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세계로서의 세계가 무엇을 가리키는가는 여전히 불분명하다.

4절 자기세계와 세계로서의 세계
이 시기 하이데거는 본래적으로 결의한 현존재로부터 개방되는 세계를
형식적이고 간접적인 방식으로만 언급한다. 다르게 말하자면 본래적 현존
재에게 비로소 가능해지는 세계 개방성을 해명하는 일, 혹은 임의의 누구
에게나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한 체계적인 세계 구상을 제시하는 일은 보
다 적극적인 의미에서 거부된다고 할 수 있다.

58) 이는 다음 장, 2장 3절에서 다룰 것으로 하이데거에게 존재자 전체가 퓌시스로 해석
되는 것과 연관된다.
59) 이 점에서 형이상학의 메타(meta)를 현존재의 태도 전환(Umwendung)으로 해석하는 것
과, 형이상학을 자연학과 동의어로 하이데거가 확정하는 것은 형이상학에 대한 별도의
두 개의 정의가 아닌 하나의 정의로 통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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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데거가 본래적으로 된 현존재로부터 개방되는 세계를 형식적으로
만 서술하는 이유는 세계가 현존재의 실존과 관련해서 개방되는 방식으로
있기 때문이다. 세계 자체의 개방성은 전통적 의미에서의 본질직관이라든
가 신적 지성을 통한 통찰을 통해서 누구에게나 보편타당하게 적용되는
방식으로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현존재는 언제나 나의 현존재인 한에서,
기존 세계가 전적으로 무의미해지는 속에서 세계를 비로소 개방하는 일은
순전히 단독화된 현존재의 실존 수행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60)
현존재가 본래적 개시성을 획득하게 되는 것은 세인-자기로부터 ‘자기
로 됨’의 변화가 필요하다. 그런데 현존재가 본래적 자기를 획득하게 되
는 것은 ‘죽음 앞에서의 불안’을 견뎌내고 ‘양심을 가지고자 하는 의지’를
가짐으로써만 가능하다. 그런데 현존재가 자신이 죽을 수 있다는 가능성
을 감당하는 일은 어느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것으로서 스스로를 단
독화해야만 하는 경험이다. 동시에 현존재에게 양심은 자신의 존재 가능
성을 임의의 타자에게 위탁하지 않고 스스로 책임지고자 하는 의지를 가
리킨다. 그런 의미에서 본래적으로 된 현존재의 세계로의 초월은 개별화
에서만 그 근본 성격을 찾을 수 있다.61) 이와 같이 스스로를 단독화하는

60) “‘세계’라는 칭호 아래서 우리는 바로 그 자체로 눈 앞에 있는 그리고 우리가 어느
때나 증거로 끌어댈 수 있기 위해서 확인하기를 바라는 바로 그런 어떤 것을 찾아 나
서게 된다. 우리는 외관상 쉬워 보이지만 그 자체 세계의 본질에 대해 직접적으로 해
명하는 불가능한 방식을 포기해야만 한다.” (GM, 434) 불안의 무의 경험으로부터 개방
되는 세계로서의 세계가 그 내용 면에서 서술되지 않는다는 점은 푀겔러 역시도 지적
한 사항이다. 이와 관련하여 본고 2부 3절, 1장의 논의를 참조하라. 세계에 대한 내용
적인 서술은 50년의 ｢사물｣ 논문에서야 드러나는 것으로 보인다. 35/36년 강연문인 ｢예
술작품의 근원｣에서 세계는 ‘역사적 민족의 본질적인 결정들이 그로부터 내려지는 넓
은 궤도’의 개방성(Offenheit)으로 서술된다. (GA5, 35) 나아가 ｢사물｣ 강연에서 세계는
사물 내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놀이로 서술된다. 세계는 사물 내에 하늘과 땅 그리고
신적인 자들과 죽을 자들이라는 사방세계(das Geviert)의 하나로 겹쳐짐, 즉 사방세계의
통일이 생겨나는 거울-놀이를 가리킨다. (Di, 172)
또한 현존재의 자기이해와 실존의 수행의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문을 참조하
라. 박서현, ｢하이데거에 있어서 죽음의 의의｣, 철학 109집, 2011, 11, 177-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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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존재에게 새롭게 개방되는 세계는 그때마다의 자기세계(die Selbstwelt)
이다.
이에 대해 한나 아렌트는 현존재의 세계 개방성을 ‘원자화되고 고립된
자아’에 의해 형성되는 유아론적 세계라 비판한다.62) 그런데 각자의 현존
재로부터 개방되는 세계가 자기세계이고, 자기세계는 공중에 반하는 원자
론적이고 유아론적 성격을 갖는다는 비판적 해석은 ‘자기’ 혹은 ‘사회’와
같은 기존의 통용되는 용어에 의존하는 외재적 비판에 그칠 수 있다. 반

61) “현존재의 존재의 초월은 탁월한 초월이다, 초월 속에 가장 근본적인 개별화
(Individuation)의 가능성과 필연성이 놓여 있는 한에서 말이다.” (SZ, 51)
62) 현존재의 자기의 본질적 성격을 원자론적 혹은 유아론적 자아로 규정하는 해석은 다
음과 같다. 한나 아렌트는 현존재의 본질적 성격은 절대적 자아성 즉 자기 동료들과의
근본적 분리에 있다고 지적한다. 아렌트는 하이데거가 동료들과 분리된 절대적 자아성
을 추구한 결과, 결과적으로 권위주의적이고 전체주의적 정치 운동에 참여하게 되었다
고 말한다. 즉 하이데거의 정치 참여는 원자화된 대중의 고독이 사회 속에서 그릇된
방식으로 유대를 추구하게 된 결과이다. 정윤석, ｢아렌트의 하이데거 비판-세계 개념을
중심으로｣, 철학 44집, 2006., 8., 216-7쪽 참조. 이와 유사한 견해로는 김 동규의 것
이 있다. ｢하이데거 철학의 멜랑꼴리｣, 존재론 연구 19집, 2009. 4. 반대로, 현존재의
본래적 자기성이 갖는 타자와의 공동존재의 성격을 중점적으로 해석하는 기존 논의들
은 다음과 같다. 하 피터는 본래적으로 된 현존재를 ‘유아론적 자기’이면서 ‘공동존재’
인 자기로 분석한다. ｢현존재의 ‘유아론적 자기’와 ‘더불어 있음(Mitsein)’｣, 존재론 연
구 10집, 2004., 10. 조 형국은 현존재의 삶의 세계를 일상성과 결단성이 공존하는 무
대로 간주하고, 현존재의 자기 존재와 타자와의 공동존재가 어떻게 일상 속에서 조화
될 수 있는가를 해명한다. 그는 일상성을 타자와 더불어 사는 더불어 있음으로, 결단성
을 주체성의 성격을 갖는 자기 자신으로 있음으로 나누고, 양자를 변증법적으로 화해
되어야 할 것으로 해명한다. ｢M. 하이데거: 일상의 발견｣, 존재론 연구 15집, 2007.
4. 마지막으로 현존재의 본래적 자기성을 본래적 세계를 개방하는 사건으로 해명하는
기존 논의는 다음과 같다. 박 찬국은 현존재의 본래적 자기성의 회복을 본래적인 의미
에서 세계를 개방하는 사건 그렇기에 현존재가 세계-내-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사건으
로 해석한다. 그에 따르면 결단한 자만이 본래적 세계를 개방하는 자이기에 타인의 고
유한 존재 가능성을 도울 수 있는 자이며, 모든 격차성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되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자로서도 있을 수 있다. ｢초기 하이데거 철학을 결단주의나 주
의주의로 보는 해석에 대한 비판적 고찰｣, 철학사상 30호, 2008. 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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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로 자기세계의 성격은 세계가 갖는 궁극목적의 성격을 비판적으로 해명
할 수 있을 때, 보다 깊이 있는 내재적 비판으로 전개될 수 있다.
현존재는 ‘죽음에의 불안’을 견뎌내고 ‘양심을 가지려는 의지’를 가짐
으로써 전체적이며 본래적인 개시성을 투명하게 드러내며, 본래적 개시성
은 비로소 기존의 세계와 그를 통한 도구와 타자의 개시성을 변양시킨다.
그런데 본래적 현존재에게 세계 개시성이 변양되기 위해서는, 현존재는
세계의 궁극목적을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63) 현존재는 자기 자신 때문에
존재하는 자인 한에서, 현존재의 세계 개방성의 궁극목적은 현존재 자신
이다(MAL, 243). 즉 현존재가 자기 자신으로 있음, 혹은 자기 자신을 향
해 있음이 현존재의 본질인 실존인 한에서 말이다.64) 그러나 현존재가 자
기 자신을 궁극목적으로 해서 존재한다는 사실은 특정한 이기주의적 혹은
원자론적 목적 설정과는 무관하다.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위해 존재함을
이기주의나 원자론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현존재의 자기를
세계와 구분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하는 이원론적 시야를 전제한다는 점
에서 부당하다. 반대로 현존재의 궁극목적의 성격은 현존재가 자기 자신
일 수 있는 내적 가능성으로부터 물어져야 한다. 현존재가 자기 자신일
수 있는 것은 그가 본래적 의미에서 ‘세계-내-존재’로서, 즉 세계로 초월
하는 자로서 있기 때문이다. 현존재는 존재자를 넘어설 뿐만 아니라 존재
자로서 자기 자신, 즉 나임(Ichheit, WG, 175) 넘어섬으로써, 즉 세계에로
초월함으로써 자기 자신일 수도 있다.
나아가 현존재가 자신을 위해 결단하고 선택하는 행위는 도구를 가장
적합하게 다룰 줄 아는 삶을 그리고 타자와 함께 더불어 사는 삶을 선택
하는 것이다.65) 그렇기에 현존재가 세계로 초월함으로써 존재자를 그 자
체로 개방한다는 것은 도구의 도구성을 벗어 던진 존재자 자체와 만나게

63) 세계와 궁극목적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1부 2장 ‘세계:실존과의 관계’를 참조하라.
64) "im Sein grundwesentlich zu sich selbst sein. Zu-sich-selbst sein ist das Existieren". (MAL
244)
65) MAL, 11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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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현존재가 존재자 자체를 개방함은
도구를 가장 적합하게 사용하며 타인을 진정으로 그들의 가능성을 배려하
는 방식으로 대하는 것과 같다. 그렇기에 본래적 현존재가 자기 세계를
개방하는 일은 현존재가 그들이 이미 있던 곳에서 새롭게 깨어나는 것을
말한다. 다른 말로 자기 존재를 비로소 회복한 현존재는 자신의 삶이 세
상 사람들의 세계 [공공의 세계 혹은 주위 세계]에 여전히 의존하고 있다
는 사실을 기꺼이 수용하는 자(SZ, 396)이기도 하다.
본래적으로 자기로 있음인(eigentliches Selbstsein) 개시성은 현존재를 그
자신의 세계로부터 분리시키지 않으며, 허공에 뜬 자아로 고립시키지도
않는다. [···] 본래적 개시성으로서의 결의성은 세계-내-존재로서 본래적

으로 있는 것을 말한다. 이제 개시성은 자기를[본래적으로 된 현존재를]
도구를 고려하는 존재로, 타인을 배려하는 공동존재에로 밀어 넣는다.
(SZ, 395)

그런 의미에서 본래적으로 된 현존재가 세계로 초월하는 것은 현존재
가 본래적으로 세계-내-존재함을 의미한다. 나아가 본래적으로 된 현존재
에게 개방되는 세계는 그 속에서 도구를 제작하고 타인과 더불어 사는 세
계로서 하나이자 공통의 세계를 개방하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본
래적으로 된 현존재로부터 개방되는 세계가 하나이자 공통의 세계를 개방
하는 것임을 해명할 수 있을 때, ‘세계로서의 세계’와 존재자 자체의 개방
성의 관계는 해명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각자의 현존재에 의해 개방되는 자기 세계가 하나이자 공통의
세계에 속한다는 사실은 충분하게 입증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해서 SZ에
서는 암시만 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문헌상의 전거를 발견하기는 힘들다.
반면, MAL에서 세계로서의 세계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해명을 확인할 수
있으며, WG에서 세계와 존재론적 차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해명을 확
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해명의 중심에는 현존재의 세계로의 초월의
근거가 자유에 있으며, 나아가 세계에로 초월하는 현존재의 자유는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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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으로서의 유한성, 즉 자유의 유한성(die Freiheit in ihrer Endlichkeit, die
Gebundenheit der Freiheit, MAL, 253)과 관련된다는 점에 있다. 현존재의
세계로의 초월의 근거가 유한한 자유에 있다는 점이 분명하게 드러날 때,
본래적으로 된 현존재가 자기세계를 개방하는 것이 하나이자 공통의 세계
를 개방하는 것과 동일한 것일 수 있으며, 그로써 현존재는 비로소 존재
자를 존재하게 할 수 있음(sein lassen)을 보일 수 있을 것이다.
다음 장에서는 세계 개방성과 그로부터 가능해지는 존재자 자체의 개
방성의 문제를 현존재의 자유의 유한성과 관련하여 해명할 것이다.

5절 세계로의 초월과 존재자 자체의 개방성
세계로의 초월에서 현존재의 자유의 유한성의 문제는 전기 하이데거의
존재론적 차이를 해석하는 데 있어 핵심 쟁점이라 할 수 있다. 무엇보다
현존재의 유한한 자유에 기반해서 존재자 자체의 개방성도 해명될 수 있
다는 점에서 말이다. 우선 아래에서는 존재자 자체의 개방성의 의미를 살
펴보자.
전기 하이데거에게 존재자가 그 자체로서 무엇이며 어떻게 있는가(als
das Seiende, das es ist und wie es ist)는 존재자들이 세계에로 진입(der
Welt-eingang)함으로써 비로소 알려진다. 나아가 존재자의 세계 진입은 현
존재가 세계에로 초월하는 한에서만 성립한다.66) 이를 진리 개념과 관련
해서 보자면, 하이데거에게 진리의 일차적 성격은 존재자 자체의 성격으
로부터 기인한다. 존재자는 우선적으로 발견되어 있음(die Entdecktheit, 존
재적 진리)의 방식으로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존재자의 존재적 진리는
현존재가 존재이해(존재론적 진리)를 가진다는 사실, 즉 현존재의 개시성
(die Erschlossenheit)에 근거한다. 즉 진리는 존재자가 그 자체로 발견되어
있다는 사실로부터만 성립하지 않으며, 현존재의 본래적으로 된 존재이해
에 근거한다. 그런데 현존재의 본래적 존재 이해는 현존재의 세계로의 초
66) MAL, 249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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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로부터 성립한다.
존재자 자체의 개방성이 현존재의 세계로의 초월로부터 성립한다는 것
은 근대 의식철학을 되풀이 하는 것으로 혹은 의지주의적(주의주의적,
voluntaristisch)인 것으로 지속적으로 비판받아 왔다.67) 그러나 이러한 비판
은 현-존재의 세계로의 초월을 의지의 발현 활동으로, 현존재의 기투의
측면만으로 한정해서 해석한 결과이다. 오히려 현존재의 세계로의 초월의
내적 가능성이자 기반은 현존재가 유한하게 자유롭다는 사실이다.
현존재가 유한하게 자유롭다는 것은 현존재의 고유한 실존방식에서 기
인한다.68) 현존재는 사물과 같이 눈 앞에 있는 방식으로 있지 않으며, 자
신의 삶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존재에 대해 책임이 있는 자라는 점
에서 실존하는 자이다. 즉 인간은 자신의 삶의 무게를 스스로 짊어지고
살아가는 방식으로 자신의 근거 존재이어야 한다. 그러나 인간은 자기 스
스로가 자신의 발생적 근거가 아니며, 자신의 존재의 기원, 즉 자신의 발
생의 근거에 대해서는 무지하다.69) 그러므로 인간은 자신의 발생 근거가
67) 앞서 헬트와 아이텔의 비판을 참조하라. K, Held, 앞의 논문, 123-4쪽 참조; H. F.-Eitel,
앞의 논문 27-44쪽 참조.
68) 현존재의 고유한 존재방식은 실존한다는 것인데, 실존에는 일차적으로 비성이 자리한
다. 이를 보여주는 문헌상의 전거는 양심 현상을 분석하는 SZ 58절, ‘부름의 이해와 책
임’(§58. Anrufverstehen und Schuld)에서 찾아볼 수 있다. 현존재는 자신의 가능성을 기
투하는 방식으로 세계를 형성하는 존재자이면서도, 이미 세계 속에 던져져 있는 자이
기도 하다. 58절에 의하면 현존재의 세계 내 ‘던져져 있음(die Geworfenheit)’을 구성하
는 것은 비(非, das Nicht, SZ, 378, 408)의 성격이다.
69) 하이데거에게 현존재의 존재에는 ‘내던져져 있음’이 속한다. 그러나 이로부터 하이데
거는 현존재의 본질을 묻기 위해 그것의 존재 기원이나 존재 원인에 대한 물음으로 나
아가지 않는다. 오히려 하이데거는 인간의 본질을 세계 속에 이미 던져져 있는 자라는
현사실적인 소여로부터 출발하여 세계-내-존재라는 현존재의 존재 구조를 해명하는 것
으로 나아간다. 이에 관해 알튀세르는 하이데거 사유의 고유성을 전기 사유의 ‘내던져
져 있음’으로부터 출발해서 인간의 본질을 규정하는 방식이나, 후기의 'es gibt'라는 존
재의 소여에서 출발하는 사유에서 찾는다. 하이데거의 이러한 사유의 성격이야 말로
알튀세르가 보기에는 존재의 기원과 목적에 대해 묻지 않는 철저하게 반-형이상학적
태도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알튀세르,

철학과 맑스주의 , 서관모, 백승욱 편역, 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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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에게 은폐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근거를 스스로 놓아야 하
는 자라는 점에서 인간이 자기 존재에 대해 책임 있다는 이념 속에는 비
(das Nicht)의 성격이 들어 있다. (SZ, 376, 406)

현존재가 던져져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은 그것의 존재적 기원과 방식에
있어서는 폐쇄(은폐, verschlossen)된 채로 남겨져 있다. 그러나 이러한 폐
쇄성은 사실적인 무지(Nichtwissen)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러
한 폐쇄성이야말로 현존재의 현사실성을 구성한다. 이 폐쇄성은 실존이
비적 근거(der nichtige Grund)에 내맡겨져 있다는 탈자적 성격을 함께 구
성한다. (SZ, 461)

나아가 현존재는 자신의 근거를 스스로 놓는 존재자이면서도 그 근거
를 결코 지배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현존재의 자유에는 비성이 속한다. 현
존재가 자유롭게 실존한다는 것은 자신의 삶의 가능성으로서의 세계를 자
유롭게 기투하고 설립하는 방식으로 산다는 것을 가리킨다. 그러나 현존
재에게 모든 삶의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은 아니다. 현존재는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가능성에만 안주해서 사는 방식으로 있지 않고 다른 삶의 가
능성을 스스로 기획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유로운 자이지만, 모든 삶의
가능성을 선택할 수 없다는 점에서는 현존재의 자유에는 비성이 속한다.
보다 적극적인 의미에서 현존재가 진정 자유롭다는 것은 다른 가능성을
‘선택할 수 없다’는 것을 견뎌내는 데에 있다. (SZ, 378, 409) 현존재의 자
유존재에 속하는 비성이야말로 현존재의 가장 독자적인 존재 가능의 가능
성에 속한다. SZ에서 현존재의 자유 존재에 속하는 비성의 성격이 논해진
다면, WG에서 현존재의 자유가 갖는 유한성의 문제는 현존재의 세계로의
초월과 관련하여 보다 분명하게 다루어진다.
WG에 따르면 인간 현존재만이 그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현실적 존재
자에 안주하지 않기에 다른 삶의 가능성을 기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유

1996, 40-1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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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운 존재자이다.70) 즉 현존재는 존재자 전체에로 초월함으로써 현실적
존재자를 그것의 가능적 차원에서 볼 수 있으며, 그러한 가능성을 실현하
고자 기투하는 자인 한에서 자유로운 자이다. 그런데 현실적 존재자가 다
르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은 현존재의 자의적인 의지나 의욕의 산물일 수
없다. 단적으로 자유는 현존재가 존재자 전체로서의 세계로 초월하는 근
거이지만, 그 자유는 본디 유한하다.
현존재의 세계 형성의 자유가 유한하다 함은 데카르트와 칸트의 자유
개념과 대비했을 때 그 의미가 보다 분명하게 드러난다. 데카르트와 칸트
에게 자유는 ‘자신으로부터 시작함(das Von-selbst-anfangen)’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그들에게 자유 개념은 자발성(die Spontaneität)과 동의어로 이해될
수 있다. 그에 반해 자연 전체는 원인으로부터 야기된 것이기 때문에 자
유롭지 못하다. 칸트에게 자연 내에서의 운동은 특정한 원인이 주어졌을
때에만 가능하다. 예컨대 당구대 위의 당구공이 외부의 자극을 통해서만
움직이듯 말이다. 반면 신과 인격만이 자신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기 때문
에, 자유는 신과 인격의 자유를 가리킨다.71) 그런데 자유에 대한 이러한
해석은 자유와 자연의 이분법이라는 형이상학적 시야를 전제한다. 자유는
인과관계의 지배를 받는 자연으로부터 독립되어 있는 신과 인격의 고유성
이며, 자연은 외부의 자극을 통해서만 운동하는 것으로서 기계적이고 역
학적으로 계산 가능한 대상이라는 점에서 말이다. 그러므로 자유에 대한
이러한 규정은 인과성과의 대비를 통해서만 성립한다는 점에서, 역설적이
게도 자유는 인과성에 의존하는 하나의 양식이 된다.
70) 이와 관련하여 하이데거에게 동물은 주어진 세계에 적응하는 방식으로만 존재한다는
점에서 동물은 세계 빈곤(weltarm) 속에서 생을 유지한다. 반면 인간은 하나의 세계를
새로이 건립하고 구상할 수 있는 자라는 점에서 세계-형성적으로(welt-bildend) 존재한
다. 그리고 이는 인간이 자유롭기에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서는 다음을 참조하라. M.
하이데거, 형이상학의 근본개념들(GM) , 이기상, 강태성 옮김, 까치, 2001.
71) 전통적 자유에 대한 하이데거의 설명은 다음을 참조하라. M. Heidegger, Schelling:
Vom Wesen der Menschlichen Freiheit(이하, Sc), GA42, Vittorio Klostermann. 1987. 103-4,
143-147; 셸링 . 최상욱 옮김. 동문선. 1997. 90-1, 12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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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현존재가 자유롭다는 것은 세계를 기투하면서 세계를 전개되도록
하는 근거정립함(das Gründen)의 방식으로 실존한다는 것이며, 그로써 존
재자를 그 자체로 개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72) 근거를 정립함으로
서의 자유는 세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세계를 형성함 혹은 설립함(das
Stiften), 둘째 세계 기투를 위한 지반을 취함(das Boden-nehmen), 그리고
세계형성을 위한 구속성을 인수하게 됨으로써 존재자 자체를 개방하는 근
거정초함(das Begründen)이 그것이다.73)
첫째 현존재는 자유롭기에 세계를 형성하는 방식으로 삶을 살 수 있
다. 인간이 만일 동물과 같이 존재자에 얼빠진 채 세계와 관계한다면 세
계는 현실적인 존재자들의 전체 연관으로서만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인간
은 현실적으로 주어진 것을 초과하는 가능성들을 기투하는 방식으로 세계
를 형성하는 자이다.
둘째 현존재의 자유는 세계기투를 위해 삶의 지반을 취하는 것과 관련
된다. 그럴 때만이 현실적인 것을 넘어서는 기투 행위는 공중에 뜬 유토
피아를 공상하는 것과 다르게 현실적 가능성을 모색하는 행위일 수 있다.
그렇기에 현존재가 세계 형성적으로 있다는 것은 데카르트적 의미에서 신
(神)으로부터 사물의 질서를 완전하게 꿰뚫을 수 있는 사유를 부여받은
이성적 주체가 건축가가 되어 하나의 상상의 신도시를 구상하는 것처럼
생각될 수는 없다.74) 데카르트적 의미에서 세계는 상상의 신도시와 같이
72) “현존재의 [세계로의] 초월은 존재자를 그 자체에 있어서 개방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
는 일을 [···] 떠맡는다.”(WG, 168)
73) 현존재의 자유의 유한성에 대해서는 다음의 자료를 참조하라. (MAL, 238-56). 또한
WG를 중심으로 현존재의 자유와 근거의 본질에 대해 상세하게 논의한 자료로는 다음
을 참조하라. 박찬국, ｢하이데거의 ‘근거의 본질’에 대해서｣,

하이데거연구

14집,

2006.
74) 김상환은 데카르트의 ‘세계’ 구상을 건축가가 신도시를 설계하고 건축하는 모습으로
비유적으로 설명한다. 형이상학자로서의 데카르트는 그 자신이 학문 일반의 이론적 근
거를 획득함으로써, 그러한 근거를 척도로 하여 기존의 낡은 세계상을 일소에 해체하
고 하나의 상상의 공간 위에 전적으로 새로운 세계를 구상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런 의미에서 ｢세계｣에 나오는 ‘상상적 공간’은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이 공간은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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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을 사용하는 사람의 의지를 가장 자연스럽게 발휘하는 곳이다. (김상
환, 1992: 359) 반면 현존재가 세계를 형성함은 존재자 혹은 그들이 속한
민족의 역사와 같은 삶의 조건을 취하는 과정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그런 한에서 하이데거에게 자유는 유한한 자유이다.
셋째 본래적으로 된 현존재는 존재자에 귀속하는 존재자의 한계 영역
과 같은 존재자의 본질을 인수하고 스스로가 존재자에 의해 철저하게 지
배받는 자라는 그러한 유한한 자로서의 자신의 본질을 비로소 감수하는
자라는 점에서 유한하게 자유롭다.75) 하이데거에 의하면 현존재가 세계를
기투하고 자신의 삶의 지반을 획득하는 속에서도 세계를 전개되도록 하는
현존재의 근거정립은 완수되지 않는다. 즉 현존재의 세계 설립과 삶의 지
반의 획득만으로 현존재의 세계로의 초월은 완수되지 않으며, 무엇보다
존재자는 그 자체에 있어서 개방되지 않은 채로 있다.76)
현존재는 가능적인 것들의 초과와 현실적인 것의 쇄도 사이에서 왜
(Warum)-물음을 묻게 됨으로써만 존재자 자체를 개방하는 존재 이해의 진
리를 비로소 인수하게 된다.77) 현존재는 현실적인 존재자를 넘어서는 가
능적인 것들의 초과를 경험하는 동시에, 자신이 존재자들의 한 가운데 처
해있는 자로서 현실이 자신에게 쇄도해 오는 경험을 통해 비로소 왜
(Warum) 물음을 물을 수 있으며, 그때 현존재는 자유로운 자일 수 있다.

운 방식의 이론적 상상력을 담지할 공간으로서 기존의 사고 방식과 구태의연한 세계상
이 완전히 백지화되는 곳을 말한다. 이곳은 기존의 이론이 새로운 이론적 상상에 대하
여 아무런 구속력도 가지지 못하는 장소이며, ‘이성을 사용하는 사람의 의지’가 가장
자연스럽게 발휘되는 곳이다.” 김상환, ｢스으라의 점묘화-김수영의 시에서 데카르트의
백색 존재론으로｣, 철학연구 , 30집, 1992, 359쪽. 359-396.
75) WG, 165쪽 참조.
76) 앞의 책, 169쪽 참조.
77) 현존재의 세계 초월의 근거인 자유가 갖는 세 가지 과정은 현존재가 도래하는 가능성
에로 스스로를 기투하고, 그럼으로써 자신이 있어왔던 기재하는 것에 비로소 발을 디
딜 수 있게 되며, 그로부터 비로소 현존재에게 하나의 상황(die Situation)이 고유하게
개방되는 순간을 경험하게 된다는 현존재의 시간화하는 경험과도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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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가능적인 것들의 초과와 현실적인 것의 쇄도 사이에서 “왜 [존재
자는] 그렇게 있고 다르게 있지 않은가?(Warum so und nicht anders?)”라는
왜 물음이 생겨난다. 이 경우 왜 물음은 개방하는 존재자의 가능성을 개
시되어야 할 존재자의 존재와 존재 틀(Sein und Seinsverfassung des zu
enthüllenden Seidenden)에 따라 변화되어야 할 것으로 인수하는 과정이
다.78) 존재자의 존재와 존재 틀은 존재자의 가능적인 것에 필연적으로 속
하는 존재자의 한계 영역(가능적인 것의 운동 폭, Ausschlagbereich von
Möglichen)이다.
존재자에 귀속하는 존재자의 한계 영역이 어떠한 사태를 가리키는가는
그리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우리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는 세계에 속하
는 존재자의 방역을 존재자에 속하는 존재자의 한계 영역으로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해, 달, 별 등과 같은 지속적 용재자(ständig Zuhandenes)
는 하늘에 그것들의 고유한 자리를 갖는다. 인간의 고유한 자리는 교회와
무덤이다. 교회와 무덤은 삶과 죽음이라는 현존재에게 고유하게 할당된
시간으로 인해 생겨나는 방역이다.79) 이렇게 존재자에 고유하게 속하는
자리는 인간이 자신의 삶의 목적을 위해서 구상하거나 설립할 수 없는 것
으로서 인간을 포함한 존재자들이 그에 따라 생을 유지할 수 있는 일종의
생의 틀이며, 그러하기에 최상의 법칙(das höchste Gesetz)과도 같다. 그리
고 이러한 존재자가 생을 유지하기 위한 최상의 법칙은 후기 하이데거의
사유에서는 존재자 전체의 고유한 짜임의 통일로서의 세계, 혹은 사방세
계(das Geviert) 논의와 연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80)
자유로운 현존재가 그의 초월의 한 계기인 근거정초함에서 묻게 되는
78) 위의 책 173 참조.
79) SZ, 138-9쪽 참조.
80) “진정한 기투는 존재자를 이제 비로소 그것의 가장 고유한 짜임의 통일성 내에서 보
여지도록 형성하는 것이다.”(Sc, 45)
존재자의 가장 고유한 짜임의 통일성(Gefüge)은 후기 하이데거의 세계 개념에서 명
료하게 다루어지는 것으로, 본 논고 3부의 2장, 4절과 3장 1절에서 이에 대해 보다 구
체적으로 해명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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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물음은 일차적으로 존재자들이 다르게 될 수 있는 가능적인 것이라는
점을 받아들일 때 생겨난다. 그러나 무엇보다 현존재의 근거정초는 존재
자가 다르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해당 존재자의 존재와 존재틀에 따라
변화되어야 한다는 점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완수된다. 이와 같이
현존재가 세계로 초월한다는 것은 세계 자체가 갖는 존재론적 틀에 순응
하는 것을 포함한다. 그러하기에 현존재가 세계를 개방하는 것은 모든 존
재자들이 그에 따라야 하는 이러한 최상위의 법칙에 순응하는 세계로서의
세계를 개방하는 것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현존재의 세계로의 초월이
유한한 자유에 기초하는 한에서만, 현존재는 존재자를 그것 고유의 가능
성 속에서 이해함으로서, 존재자를 그 자체에 의거하도록 할(auf sich
beruhen lassen) 수도 있다.81)
SZ에 따르면 현존재가 자유롭다는 것은 다른 가능성을 ‘선택할 수 없
다’는 사실을 견뎌내는 데에 있다(SZ, 378, 409). 나아가 WG에서 현존재
가 자유롭다는 것은 현존재가 세계를 기투함에 있어서 존재자들의 가능적
인 것의 운동 폭이 제한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수하는 것을 말한다. 이로
부터 우리는 현존재가 세계를 기투하는 것은 존재자 전체의 가장 고유한
짜임의 통일성 내에 순응하는 속에서만 완수된다고 말할 수 있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하는 사실은 존재자들이 다르게 될 수 있는 가능적
인 것의 운동 폭은 현존재의 세계로의 초월의 산물이 아니라는 점이다.
현존재의 세계로의 초월은 현존재가 스스로를 무한한 자유를 구가하는 세
계 형성의 주체로서가 아니라 그때마다 개시되어야 할 존재자의 존재와
존재틀을 현존재가 그것에 따라야 하는 구속성(die Verbindlichkeit)으로 인
수함으로써만 성립하기에 말이다.82) 결과적으로 세계 형성의 근거로서의
자유는 현존재 스스로가 존재자 그 자체에 의존해 있음(Angewiesenheit
auf Seiendes als ein solches, KM, 221)을 인수하는 유한한 자유를 가리킨
다고 할 수 있다.
81) 귄터 피갈, 하이데거 , 김재철 옮김, 인간사랑, 89쪽 참조.
82) WG, 168-17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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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부터 앞서 논구했던 현존재의 세계 형성의 문제에서, 현존재의 궁
극목적에 대한 이해 역시 보다 명료해진다. 현존재의 궁극목적이 갖는 존
재론적인 의미, 즉 현존재가 ‘자기 자신을 위해 존재함(umwillen seiner zu
sein)’이란 현존재가 깨어 있는 자로서 비로소 자신이 아닌 다른 존재자를
받아들일 수 있는(anderes Seiendes, das es nicht selbst ist, hinnehmen kann)
자로서 있게 됨을 의미한다.83) 그리고 이는 다음과 같이 간결하게 표현될
수 있다.

실존하는 [세계로의] 초월로서의 인간은 모든 존재자에로의 초월을 통해
형성되는 근원적인 멂을 통해서만 사물들에로의 참된 가까움을 획득하
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멂을 들을 수 있을 때에만 자기로서 현존재에게
공현존재의 응답에 대한 깨어있음이 시숙한다. 공현존재와 더불어 있음
안에서 현존재는 스스로를 본래적 자기로서 획득하기 위해 나임(die
Ichheit)을 희생할 수 있다. (WG, 175)84)

이제까지 WG과 MAL을 참조함으로써, 전기 하이데거에게 존재자 자체
의 개방성은 존재자의 세계 진입을 통해서 해명되며, 세계로서의 세계의
83) GM, 94, 111쪽 참조. 또한 비슷한 맥락에서 현존재가 자신을 위해 결단하고 선택하는
행위는 도구를 가장 적합하게 다룰 줄 아는 삶을, 타자와 함께 더불어 사는 삶을 선택
하는 것이다. MA, 11절 참조.
84) 하이데거는 ‘현존재의 궁극목적이 자기자신’이라는 것을 이기주의나 이타주의로 해석
하는 기존의 해석이 오해에 기반한 것임을 여러 번에 걸쳐 해명한 바 있다. 그 중에서
철학에의 기여 (이하, BzP)에서 현존재의 궁극목적의 성격은 존재 진리와 연관해서
서술되는데, 이는 전기 하이데거의 궁극목적의 성격에 대한 서술과도 일치하는 것임을
볼 수 있다. “현-존재는 자기 자신을 궁극목적으로 하여 실존한다”. 어느 정도로? 현-존
재는 존재 진리의 지속함이다. [···] “현존재를 궁극목적으로 하여(umwillen seiner)”는
다시 말해 존재를 보존함 그리고 파수함이다.”(BzP, 178번 302쪽) 그렇기에 현존재가
궁극목적에 따라 세계에로 넘어섬(Der umwillentliche Überstieg), 즉 세계로의 초월은 후
기 하이데거가 말하는 현-존재가 세계화하는 세계로서의 개방터(das Offene)에로 들어
섬과 내용적 일관성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필자는 전·후기 하이데거의 전회를 다루
는 본고 2부의 2장, 3절에서 다시 다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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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성은 현존재의 세계로의 초월을 통해, 그것도 현존재가 유한한 자유
를 인수함으로써만 성립하는 것임을 살펴보았다. 그럼으로써 현존재는 존
재자를 그 자체에 의거하도록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검토해 보았다. 결과
적으로 전기 하이데거에게 존재론적 차이, 즉 세계와 존재자의 차이는 유
한한 자유에 근거하는 현존재의 세계 초월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다.
앞서의 논의에서 현존재의 본래적 존재 이해는 현존재의 ‘불안’이라는
근본기분을 통해 드러나는 공공의 세계와 세인-자기의 몰락이라는 현존재
의 무 경험을 전제한다는 사실을 살펴보았다. 이와 관련하여 WM에서 무
의 무화의 문제는 그것이 현존재의 불안의 근본 경험으로부터 해명되며,
그렇기에 존재자 전체와의 실존의 관련이 문제되는 것이기에, WM에서의
무화는 기초존재론적 성격을 갖는 전기 하이데거의 문제의식 하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하이데거가 EzWM에서 WM의 목적을 밝힌 것에서도 명
확하게 드러난다. WM에서 무에 대한 물음은 ‘전통 형이상학과 다르게 기
초존재론적으로’(EzWM, 147) 형이상학의 근본바탕으로 들어서기 위한 것
이다.
이로부터 전기 하이데거에서 존재론적 차이와 무의 관계는 보다 분명
해진다. ‘기초존재론적으로’ 형이상학의 근본 바탕으로 들어선다는 것은
현존재의 무의 경험으로부터 형이상학의 근본바탕에로 들어선다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하이데거에게 존재자 전체에 대한 물음으로서 형이상학은
현존재의 존재 이해로부터 존재 일반의 이념을 해명한다는 의미에서의
‘기초존재론적’으로 물어진다. 그런데 현존재의 존재이해에 대한 해명이
존재 일반의 이념의 기초적 존재론일 수 있기 위해서는, 우선 대개 은폐
되어 있는 현존재의 기존의 존재 이해를 은폐로부터 탈취하는 무로부터
가능하다. 그리고 무로부터 존재자 자체는 비로소 현존재에게 개방된다.

무화는 어떤 임의적인 사건이 아니라 미끄러져 빠져나가는 존재자 전체
를 거부하면서 가리키는 바, 존재자를 지금까지 숨겨져 있던 전적인 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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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음 속에서 ― 무에 반하는― 전적인 타자로 드러낸다. [···] 불안의 무
의

밝은

밤에

존재자

자체의

근원적인

개방성이(die

ursprüngliche

Offenheit des Seienden als eines solchen) 비로소 생겨난다. (WM, 114)

그러므로 무로부터 현존재의 본래적 개시성이 개방되며, 이를 통해서만
비로소 존재 일반의 이념을 완수하는 과제를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
기 하이데거의 존재론적 차이는 무로부터만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85)
85) 하이데거는 1949년에 ｢근거의 본질에 관하여 3판 서문｣에서 존재론적 차이와 무가 가
리키는 사태 간의 동일성을 서술한 바 있다. 이 서문은 WM과 WG가 다루는 사유의
사태가 동일하다는 점을 말하고 있는데, 무엇보다 무와 차이에 대해서 보기 드물게 정
의(Definition)의 형태로 서술하고 있다는 점에서 참고할 만하다. 이에 따르면, 무는 ‘존
재자가 아님(das Nicht des Seienden)’이며, 그렇기에 ‘존재자로부터 경험된 존재’를 말한
다. 그리고 존재론적 차이는 ‘존재와 존재자의 사이의 아님(das Nicht zwischen
Seiendem und Sein)’을 가리킨다. 무가 ‘존재자의 아님으로서 존재자로부터 경험된 존
재’를 가리킨다는 것은 WM에서 무가 현존재인 존재자로부터 경험된 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명제의 의미를 풀어보기 전에 우선 고려해야 할 사항은 이 서문이 WM
과 WG, 두 작품이 서술되고 나서 20년이 지난 1949년에 후기 하이데거의 입장에서 재
서술된 것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후기 하이데거는 WM에서 자신의 형이상학에 대한
물음을 ‘무로부터 형이상학의 근본바탕으로 들어서고자 하는 시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다시 ‘기초존재론적으로 형이상학의 근본바탕으로부터 제기되어 온 물음’이라 말
한다. 그리고 후기 하이데거는 WM에서 시도된 ‘기초존재론적으로 형이상학의 근본바
탕으로부터 제기되어 온 물음’을 묻는 방식을 포기했음을 분명하게 명시한다(EzWM,
382, 147쪽). 그러므로 위의 WM 3판 서문에서 말하는 무에 대한 정의, 즉 ‘존재자로부
터 경험된 존재’라고 정의하는 것은 존재자 자체로부터 표상하는 형이상학적 사유 방
식으로부터 전기 하이데거 자신이 자유롭지 못했음을 술회하는 것으로 봐야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존재론적 차이가 ‘존재와 존재자 사이의 아님’이라는 사실은 현존재의 초
월로부터 개방되는 세계와 존재자 사이의 차이를 말하는 것으로 독해할 수 있을 것이
다. 하이데거는 위 서문에서 존재론적 차이와 무가 같은 것은 아니지만 동일하다고 말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부터 존재론적 차이와 무에 대한 위의 정의는 존재와 존재자의 이중성의 펼침
이라는 존재 진리를 서술하기에 자신의 전기 사유의 언어와 방법이 여전히 형이상학적
언어와 표상 방식에 머물러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무엇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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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정작 무의 무화로부터 개방되는 존재자 자체가 무엇인가 하는
것은 이제까지의 논의에서 그 자체로 해명되지 않고 전제되었을 뿐이다.
그런데 이러한 사정은 무의 무화를 통해 개방되는 것이자 현존재가 세계
로 초월함으로써 개방하는 전적인 타자로서의 존재자 자체가 무엇을 의미
하는가는 SZ, MAL, WM, 그리고 WG를 포함하여 전기 하이데거의 작품
에서 분명하게 서술되어 있지 않은 것과 관계된다. 분명한 사실은 WM에
서 존재자 자체가 무엇인가의 문제는 앞서 살펴본 대로, SZ과 WG의 연
장선에서 본래적으로 된 현존재의 세계초월과 관련된다는 점이다. 이와
같이 현존재의 존재이해로부터 존재자 자체의 개방성을 해명하고자 하는
것이 전기 하이데거 사유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후기 하이데거는 존재자
를 그것의 존재의 측면에서 해명한다. 이와 관련하여 WM에서 무를 존재
자 자체의 개방성과 관련해서 논의하는 것은 전기 하이데거로부터 후기

현존재의 현상학을 통해 존재 일반의 이념을 획득하고자 하는 기초존재론적 사유 방식
이 후기 하이데거에게 포기된다는 점에서 말이다. 나아가 하이데거는 WM과 WG에서
사유하는 사태 자체가 후기 하이데거의 입장에서 여전히 유지될 수 있음을 다음의 문
장에서 서술한다. “저 무화하는 무의 아님과 이 무화시키는 차이의 아님(Jenes nichtende
Nicht des Nichts und dieses nichtende Nicht der Differenz)은 물론 같은 것은 아니지만
존재자의 존재의 현성 안에서(im Wesenden des Seins des Seienden) 공속한다는 의미에
서 동일한 것이다.” (WG, 123, 31-2) 우리는 이로부터 현존재가 세계로서의 세계로 초
월함으로써 존재자가 있다는 사실(daß Seiendes ist)이 개방된다는 것은 무의 무화를 통
해 존재자가 있다는 사실이 개방된다는 것과 동일한 사태를 가리킨다는 점을 추론해
볼 수 있다. 동시에 전·후기 하이데거의 존재론적 차이와 무의 문제가 연속적인 문제
의식 하에서 다루어진 사태임을 간접적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위의 별도의 언급은 한국 하이데거학회 46차 학술발표회(2012년 5월)에서 ｢하이데
거의 차이와 무 그리고 양자의 관계에 대한 해석｣ 필자의 졸고에 대한 하피터 선생님
의 논평에 대한 답변이다. 논평자는 ‘차이와 무의 관계’를 주제로 하는 필자의 원고가
WG의 서문(1949)에 실린 내용에 대한 별도의 언급이 없다는 점을 지적해 주었다. WG
서문은 전기 하이데거 사유의 존재론적 차이와 무에 대해 가장 길게 설명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언급해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었다. 필자는 이에 대해서 논문 발
표장에서 충분한 답변을 하지 못했기에, 여기에서 지면을 할애해 WG 서문에 대한 필
자의 해석을 덧붙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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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데거 사유로의 이행에 위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하이데거 사
유의 방향전환은 ｢형이상학이란 무엇인가? 머리말｣(1949)에서 명시적으로
드러난다.

“형이상학이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이 숙고하는 것은 여러 학문들이 필
연적으로 어디서나 존재자와는 다른 것, 즉 무를 존재자에 즉해서 만나
게 된다는 사실을 숙고해 보도록 하는 것, 그렇게 학문은 이미 존재와의
연관 속에 있다는 사실이다. (EzWM, 364, 420) [···] 무를 넘어 존재에
대해 사유하고자 하는 성찰은 결국 다시 존재자에 대한 물음에로 되돌
아왔다. (EzWM 381, 146)

필자는 다음 장에서 WM에서 타자로서의 존재자 자체가 의미하는 바
를 후기 하이데거 사유와의 관련 속에서 논할 것이다.

2장 전기 하이데거에서 후기 하이데거로의 이행
1절 존재자 자체의 개방성의 문제에 대한 선행 연구 검토와 비판
SZ에 따르면 존재와 존재자의 관계는 세계와 세계 내부적 존재자의 관
계이며, 세계 내부적 존재자는 현존재의 존재 이해가 있는 한에서만 있다.
즉 세계가 존재자 전체의 개방성의 지평이라 한다면, 존재자 역시도 세계
로부터 개방되는 것이기에 존재자는 현존재와 상관적인 방식으로 있다.

현존재가 있는(ist) 한에서만, 즉 존재이해의 존재적 가능성이 있는 한에
서만, 존재는 ‘있다(es gibt).’ 현존재가 실존하지 않으면, [···] 세계 내부
적 존재자 또한 발견될 수도 없고 은폐될 수도 없다. 그 때는 존재자가
있다 없다 조차 말할 수 없다. 존재이해가 있는 한, [···] 존재자는 여전
히 있게 될 것이라고 실로 지금 말할 수 있는 것이다. (SZ, 281, 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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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가 하면 WM에 따르면 무의 무화를 통해 개방되는 것은 존재자
자체이다.

불안의

무의

밝은

밤에

존재자

자체의

근원적인

개방성이(die

ursprüngliche Offenheit des Seienden als eines solchen) 비로소 생겨난다.
(WM, 114)

몇몇의 하이데거 연구자들은 WM에서 무로부터 개방되는 ‘존재자 자체’를
현존재의 존재 이해의 지평인 세계가 전적으로 무의미한 것으로 몰락함과
함께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세계와 무관한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런가 하면 한편의 해석자들은 존재자는 철저하게 현존재의 존
재이해가 있는 한에서만 있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세계 밖의 존재자
와 같은 것을 상정하는 것은 무의미하며, 이러한 견지에서 하이데거의 존
재론을 칸트적 의미에서의 관념론의 변형으로 해석한다. 무엇보다 이러한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무의 무화를 통해 개방되는 존재자 자체가 무
엇을 의미하는 가에 대해 WM에서 분명하게 서술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
다. 사정이 이와 같기에 WM에서 무로부터 개방되는 존재자 자체가 의미
하는 바에 대한 기존 해석은 상이하게 전개된다.
영미권 하이데거 연구자들은 전기 하이데거에서의 존재와 존재자의 관
계를 관념론과 실재론의 지평 내에서 해석한다. 블레트너(William Blattner)
는 존재자의 개방성이 현존재의 존재 이해에 의존한다는 점으로부터 하이
데거를 칸트적 관념론자로 해석한다.86) 반면 블레트너의 논지에 대해 반
론을 제기하는 세르본(David R. Cerbone)에 따르면 하이데거의 현상학은
실재론과 관념론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87) 실재론과 관념론은 ‘주관’과
86) Blattner, "Is Hiedegger a Kantian Idealist?", Inquiry 37, 1994, 185-202, David R. Cerbone,
"World, World-entry, and Realism in Early Heidegger", Inquiry: An Interdisciplinary journal
of philosophy, Volume 38, Issue 4, 1995. 404-10 재인용.
87) David R. Cerbone, "World, World-entry, and Realism in Early Heidegger", Inquiry: An
Interdisciplinary journal of philosophy, Volume 38, Issue 4, 1995. 404-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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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을 해명하지 않고 각기 분리될 수 있는 것으로 전제한 다음, 각각을
탐구의 출발점으로 삼아서 물음을 전개한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반면 하
이데거의 현상학은 세계-내-존재라는 기초로부터 성립하기 때문에, 순수
주관이나 순수 대상으로부터 출발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호프만은 SZ과 WM에서 드러나는 존재와 존재자의 관계를
엄밀하게 구별하고, WM에서의 무를 불안의 심정성 속에서 인간의 존재
이해의 맥락 전체(the entire context of intelligibility)가 붕괴되고 존재자가
전적인 타자로서 개방되는 사건으로 해석한다.88) 호프만에 의하면 WM에
서 존재자 자체의 개방성은 ‘인간의 존재이해의 맥락 전체’인 세계와 구
별된다. 존재자의 ‘극단적인 타자성(radical otherness)’은 현존재의 일상적
존재 이해뿐만 아니라, 현존재의 실존에서의 존재자의 이해 능력을 빠져
나가는 것이기 때문이다(Hoffman, 416)89). 이와 같이 호프만은 존재자를
세계와 구별되는 ‘전적인 타자’로서 제시함으로써 하이데거의 존재론이
갖는 실재론적 함축을 읽어내고자 한다.
이러한 논증은 세계를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지성적인 의미 영역으로,
88) Piotr Hoffman, "Heidegger and the Problem of Idealism", Heidegger Reexamined, 319-327.
89) 호프만은 존재자 자체의 개방성이 세계가 전적으로 몰락할 때에야 드러난다는 것임을
논증하기 위해 불안 경험을 두 가지로 분류한다. 불안 경험은 그것에 대비하고 있는
결의한 현존재에게 찾아드는 기분임과 동시에 그에 대한 어떠한 대비도 없이 인간이
실제로 불안의 상태(the actual state of anxiety)에 처할 때 경험하는 기분이기도 하다.
예컨대 SZ에서 불안은 결의한 현존재에게서만 본래적으로 생겨나는 기분이다. “불안은
결의한 현존재에게서만 본래적으로 생겨날 수 있다.” (Hoffman, 417.2, SZ 456 재인용)
그러나 결의한 현존재에게 세계는 전적으로 무의미한 것으로 몰락하지 않는다. 본래적
으로 결의한 현존재에게 불안은 미래를 향한 기투 내에서 이해되기에 불안은 현존재가
기투하는 하나의 가능성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SZ에서 불안은 달
리 말하면 현존재가 불안을 이해(Dasein's Understanding of anxiety, 강조는 호프만)하는
것이며, 불안을 이해하는 현존재는 전적인 타자에 의해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는다. 이
러한 논증을 통해 호프만은 무를 통해서 존재자를 전적인 타자로서 경험하는 일은 실
존을 수행하는 현존재가 아닌 일상의 삶을 사는 세상 사람에게 오히려 열려 있다고 주
장하며,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WM에서의 일상의 삶을 사는 세상 사람의 무
경험이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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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자를 인간이 지구 상에 출현하기 전부터 있어 왔던 세계 밖의 자연으
로 해석하기 때문에 성립한다. 호프만은 존재자를 도구존재자와 자연존재
자로 구별하고, ‘전적인 타자’로 드러나는 존재자를 후자인 자연존재자로
해석하는 것이 이를 보여준다.90) 그러나 존재자 자체를 도구존재자의 재
료인 자연이라 해석한다면, 하이데거 사유에서 세계와 존재자의 관계를
다시 전통철학의 틀 내에서 해석하는 결과가 된다. 이는 마치 자연 존재
자는 도구존재자에서 인간의 의미와 가치를 덧붙인 부분만 제거하면 해명
되는 것처럼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91) 자연을 인간에 의해 창조되거나

90) 그에 의하면 SZ에서 비세계적이고 비의미적인 자연존재자는 현존재의 존재 이해에
종속된다. 현존재의 존재 이해가 갖는 개시성은 현존재의 세계 구성으로 드러나는데,
세계는 현존재의 개념적 파악과 정당화 능력에 종속되기 때문이다. 예컨대 존재자는
‘망치, 부젓가락, 바늘 그리고 건축용 목재’와 같은 도구존재자로서 인간화된 세계의
일부(part of the humanized world)이다. 반면 WM에서 하이데거는 현존재의 존재이해로
환원되지 않는 존재자의 개방 가능성을 보여준다. 망치나 부젓가락과 같은 도구는 강
철, 쇠, 금속, 광석, 그리고 나무와 같은 자연재료를 갖는데, 이러한 자연재료를 형성하
는 ‘자연’이야말로 ‘비세계적’ 존재자, 즉 세계에 종속되지 않는 ‘의미를 갖지 않는’ 존
재자이다. 호프만이 목표로 하는 것은 존재자를 인간의 존재 이해의 일부로 환원함으
로써 생겨날 수 있는 관념론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 하이데거의 견지에서도 인간의 존
재이해로 편입되지 않는 타자로서의 존재자 자체가 해명할 수 있으며, 그렇기에 하이
데거 사유가 실재론으로도 해석 가능하다는 점을 보이는 것이다.
91) 이와 관련해서 존재자와 세계 간의 관계에 대한 세르본(David R. Cerbone)의 견해를
참조해 보자. 세르본에 의하면 도구를 존재자에 가치를 덧붙이는 것으로 해명하는 것
은 고유한 세계 현상을 건너뛰었기 때문이다. 하이데거가 우선적으로 분석하는 존재자
는 실천적인 삶에서 제작된 ‘도구’이다. 반면 도구가 고장나거나 잃어 버려서 유용성을
상실할 때, 도구는 비로소 자연존재자인 사물로 경험된다. 현존재는 이에 대처하기 위
해 1) 도구를 보수하거나 대체해서 작업을 계속 진행해 나가거나, 2) 도구를 한낱 사물
로 간주하고, 자연과학에서 다루는 방식으로 사물을 대하게 된다. 그러나 2)의 방식을
통해 존재자는 탈세계화되고 이론적 틀 내에서 재맥락화된다. 세븐에 의하면 자연존재
자는 도구존재자로부터 나오며, 후자가 전자에 비해서 발견의 점에서 우선성을 갖는다.
하이데거의 보다 깊은 관심은 자연 존재자의 우선성을 주장하는 전통철학에 저항하는
것이다. David R. Cerbone, "World, World-entry, and Realism in Early Heidegger", Inquiry:
An Interdisciplinary journal of philosophy, Volume 38, Issue 4, 1995. 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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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된 산물과 대립된다는 의미에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으
로 파악하는 것은 여전히 존재자를 좁은 의미로 한정하는 결과가 된다.
이는 여전히 존재자를 인간이 제작하지 않은 것으로, 스스로가 원인이 되
어 제작된 자연으로 보는 견해로서, 여전히 존재자를 어떤 것으로부터 야
기된 것으로 보는 서구 전통 형이상학적인 존재자에 대한 파악을 반복하
기 때문이다.
이와 다르게 A. 구쪼니는 ｢존재론적 차이와 무｣에서 무를 통해 개방되
는 존재자를 존재론적 차이의 존재를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파악한다.92)
무의 무화를 통해 개방되는 존재자 자체를 어떻게 해명할 것인가 하는 필
자의 입장은 A. 구쪼니의 해석으로부터 많은 부분 영감을 받았다. 특히
그는 존재자 자체를 “존재자가 있다”는 사실로 해명함으로써, 무로부터
개방되는 존재자의 의미를 존재론적 차이의 견지에서 보여주고, 결과적으
로 하이데거의 존재 사유가 갖는 전통 형이상학적인 사유 전통과의 단절
가능성을 성공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존재자를 존재를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파악하고자 함
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존재가가 있다는 사실’이 존재를 포함하는가를 전
통 형이상학의 부정을 통해서만 제시한다는 점에서 그의 해법은 부정적이
고 제한적이다. 이에 필자는 A. 구쪼니의 해석을 보다 진전시켜 아리스토
텔레스의 퓌시스 개념에 대한 하이데거 해석을 참조함으로써 무의 무화로
부터 개방되는 존재자를 존재가 깃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있다(이다,
ist)가 고유하게 말해질 수 있는 사태로 해명할 것이다.
퓌시스로부터 존재자 자체를 해석하고자 하는 시도는 그러나 존재자를
오늘날의 좁은 의미에서의 ‘자연’으로부터 해석하는 것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오늘날 ‘자연(Natur)’은 인간에 의해 창조되거나 제작된 산물과 대립
되는 것으로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자연물을 가리킨다. 앞서
호프만이 무를 통해 드러나는 존재자 자체를 인간의 지성적인 영역인 세
92) A. 구쪼니, 위의 논문, 35-48쪽 참조. 또한 존재론적 차이에 대한 보다 상세한 A. 구쪼
니의 해석에 대해서는 1부, 1장, 2절의 논의를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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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와 구별되는 자연존재자라고 해석하는 것은 대표적으로 존재자를 좁은
의미의 퓌시스 개념으로 파악한 결과이다.
그러나 퓌시스를 제작물과 대립되는 자연 존재자로 파악하는 관점은
하이데거에 의하면 아리스토텔레스의 퓌시스를 특정한 방향으로 해석한
전통 형이상학의 선입견을 넘겨받은 결과이다.93) 하이데거가 보기에 퓌시
스의 본질에 대한 최초의 철학적인 논의는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유래하
는 동시에, 이로부터 존재자를 그때마다의 존재자 전체에 속하는 것으로,
즉 존재가 깃든 존재자로 해석할 수 있는 하나의 길이 제시된다.

2절 아리스토텔레스

자연학

해석을 경유하는 존재론적 차이

하이데거는 아리스토텔레스의 퓌시스 개념을 총 8권으로 구성된
학

자연

중 1권(Physik A. 2, 185a 12이하)과 2권 1장(Physik B. 1, 192b 8-193b

21) 논의를 해제하는 방식으로 검토한다. 필자는 하이데거의 아리스토텔
레스 퓌시스 개념에 대한 해제 작업을 존재자 개념과 관련해서 검토할 것
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존재자를 퓌시스로부터 규정된 존재자와 다른 원인
인 테크네로부터 규정된 존재자로 구분한다. 이로부터 퓌시스가 원-인
(Ur-sache94))으로 정의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하이데거는 아리스
토텔레스에게 ‘원-인’이 통상적으로 생각되는 ‘어떤 것이 이러저러한 결과
로

끝나도록

작용을

미친다’(wirken,

bewirken)는

의미에서

야기함

(Verursachen)과 구별된다고 말한다. 하이데거는 ‘원-인’을 책임지고 있음,
즉 ‘[퓌시스로부터 규정된 존재자가] 퓌시스와 함께 존립함(συνεστταϖ, 쉬
93) M. Heidegger, Grundbegriffe der Metaphysik, GA29/30, Frankfurt/Main 1983, 53쪽, 형이
상학의 근본개념들 , 이기상, 강태성 옮김, 까치, 70쪽 참고.
94) 하이데거는 ‘책임지고 있음’으로서의 원인을 ‘원-인’(Ur-sache)으로 표기한다. 원-인은
일종의 근원-사태로서(Ur-sache) 퓌시스를 가리킨다. 이제부터 ‘어떠한 결과를 야기하거
나 작용을 미침’으로서의 통상적 의미에서의 원인은 ‘원인’으로, ‘책임지고 있음’의 의
미에서 원인은 ‘원-인’으로 구별해서 표기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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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스타오)’으로 해석함으로써 ‘원인’을 ‘야기함 혹은 작용을 미침’으로 해
석하는 전통 형이상학과 구별되는 방식으로 원인으로서의 퓌시스와 존재
자의 관계를 해명한다.
나아가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원-인으로서의 퓌시스는 아르케(arche)로
정의된다. 하이데거는 이로부터 존재와 존재자의 관계를 보다 상세하게
해명한다. 아르케는 통상적인 의미의

원리(Prinzip)와 다르게 “시작과 발

원으로 머무는 동시에 자신에게서 비롯되어 나온 다른 것을 [···] [늘상]
지배하는 그런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아르케로서의 퓌시스로부터 규정
된 존재자는 자신의 움직임의 아르케를 자기 자신 속에 갖는 존재자를 가
리킨다.

퓌시스로부터 그것인 바로 있는 존재자는 운동과 정지에 대한 시원적
지배(ausgängliche Verfügung, arche)를 자신 안에 가지는 것을 말한다.
(192b 13-15)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자연 존재자는 자신의 움직임의 아르케를 자기 자신
속에 갖는 존재자를 말한다. 그렇기에 자연 존재자는 움직임을 작동시키
는 충격(밀침 Stoß)의 출발점과 같은 외부의 운동 원인을 전제해야 하는
제작물과 구별된다.
반면 전통 형이상학이 존재를 존재자를 야기하는(verursachen) 원인으로
해석할 때, 존재자는 존재로부터 유래된 것이고, 그렇기에 존재자가 무엇
이고 어떻게 있는 가는 그 자체로 대답되지 않고, 그것이 기대고 있는
‘다른 것’으로부터 파악된다.95) 하이데거에 의하면 존재가 운동을 야기하
는 원인일 때, 원인으로서의 존재는 외부의 움직임을 작동시키는 ‘모터’
혹은 ‘조직의 창안자’와 같다. 그리고 외부의 운동인이 존재자와 관계하는
방식은 충격을 가하고 내버려두는 것이다.
예컨대 라이프니츠 형이상학에서 외부의 운동인이 완벽한 설계도를 만

95) Ute Guzzoni, Werden zu sich, Alber GmbH Freiburg, 1982, 8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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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 놓고 그것에 따라 움직이도록 존재자에게 충격을 가하고 내버려두듯
이 말이다. 하이데거는 이를 존재가 존재자를 ‘방출함(ab-lassen), 떼어 놓
음(weglassen), 떠나게 함(weggehen-lassen)’(PSZS, 40)이라 비유적으로 표현
하기도 한다. 이로부터 전통 형이상학에서 존재와 존재자의 관계가 원인결과 관계로서 해명될 수 있다면, 이러한 원인-결과는 이미 완성된 원인
이 결과를 현실화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존재가 하나의 설계도와 동력을
주는 원인으로 해석될 때 존재자는 이미 설정되어 있는 설계도에 따라 자
신의 가능성이 제한되는 방식으로 원인에 종속되며, 그렇기에 수동적이게
된다. 결과적으로 존재와 존재자의 관계는 비생산적이고 비산출적인 공허
한 것으로 전락한다.
전통 형이상학과 다른, 존재와 존재자의 관계를 모색하는 하이데거의
물음은 “존재자가 존재 [신]로부터 원인지어지지 않으면서도(verursacht zu
werden) 어떻게 존재와 상이한 것인 존재자가 존재로부터 근거지어질 수
있는가(gegründet sein)”(Sc, 216)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존재가 존재자에
게 그것이 되어야 할 바를 설계도와 같이 이미 만들어 놓고 그에 따라 동
력을 주고서 내버려 두는 방식이 아니라면, 존재와 존재자의 관계는 어떻
게 다르게 해명되어야 하는가?
앞서 필자는 퓌시스와 퓌시스로부터 규정된 존재자의 관계를 존재가
존재자를 ‘책임지고 있는’ 방식으로 ‘함께’ 속하는 것이라 해명했다. 나아
가 이는 아리스토텔레스

자연학

192 b 32~193 a 2에서 ‘피세이 온타가

퓌시스로부터 존재한다’는 말을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해명된다. 아리스
토텔레스에 따르면 “퓌시스는 앞서 놓여있음과 같은 그러한 것이며, 앞에
놓여

있음

‘속’에

그때마다

[늘상]

머무른다(jeweils

die

Physis

ist

dergleichen wie ein Vorliegen und "in" einem Vorliegen” (WBPA, 219, 260)”
즉 퓌시스는 존재자 속에 늘상 머무르는 것을 가리킨다.
나아가 퓌시스는 우시아, 곧 휘포케이메논(WBPA, 260)을 가리킨다. 휘
포케이메논은 그리스어 ‘토 온(to on, to be)’과 동의어로 사용된다. 그런데
그리스어로 존재자를 가리키는 ‘토 온’은 존재자의 이중적 의미를 잘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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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준다. ‘토 온’은 ‘있는 것’으로서 존재자 자체 [명사적 용법]를 가리키는
동시에, 존재를 가지는 있는 것(das was ist, was Sein hat, [동사적 용법])을
뜻하기 때문이다. (WBPA, 260) 그러므로 우시아 혹은 휘포케이메논으로
서의 퓌시스는 그 자신으로부터 규정되는 존재자에 속한다는 점에서 존재
자 자체를 가리키는 동시에 존재자가 그것으로부터 규정된다는 점에서 존
재자를 근거짓는 존재를 가리킨다.
나아가 퓌시스로서의 존재가 존재자를 규정하는 방식은 존재가 존재자
를 “허용함(Lassen), 줌(geben), 건네줌 혹은 베품(reichen), 속하게 함
(gehören-lassen)이다.”(PSZS, 40, 100) 그러므로 퓌시스로부터 존재자를 이
해할 때 존재자는 존재가 깃든 존재자, 즉 그것에 대해 ‘있다(이다, ist)’가
고유하게 말해질 수 있는 사태를 가리킨다. 그렇기 때문에 존재자는 원인
으로서의 존재로부터 야기된 것이거나 주체로부터 표상된 대상으로서 있
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에 존재가 깃든 것으로서 하나이자 유일무이한 것
(das Eine und Einzige, WBPA, 266)인 “존재자가 있다”는 사실을 가리킨다.
“존재자가 있다”는 사실은 다른 말로

존재자가 원인으로부터 있는 것

이 아니라 존재와의 차이에서 있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존재자를 그것의 존재, 즉 그것이 있다는 사실에서 경험할 때, 존재자는
다른 것과 비교 가능하고 비교 대상이 있는 한에서 최상의 것 혹은 최하
의 것을 상정해 볼 수 있는 제작물과 구별된다. 이와 관련하여 무 경험에
서 존재자 자체가 전적인 타자로서 고유하게 개방된다는 것은 존재자가
그 ‘있음’에서 고유하게 경험된다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이 무로부터 드
러나는 존재자 자체는 그것이 유일무이한 ‘있음’에서 경험되는 ‘단적인 타
자(das schlechthin Andere)’를 가리킨다.
WM에서 무로부터 존재자 자체의 개방성을 논하는 것은 무 자체가 현
존재의 불안으로부터 경험된다는 점으로부터 전기 하이데거의 사유의 영
향 하에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와 동시에 WM에서 무로부터 존재자 자체
의 개방성의 문제는 후기 하이데거 사유96)로의 이행에 위치하는 것으로
96) 후기 하이데거의 존재론적 차이에 대해서는 본 논고 3부의 2장과 3장의 논의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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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아야 한다. 다음 장에서는 전·후기 하이데거의 전회를 내재적인 변화를
갖는 것으로 해석하고, 이로부터 후기 하이데거의 존재론적 차이와 무의
논의를 예비할 것이다.

3절 전·후기 하이데거 사유의 전회: 내재적 변화
본고는 하이데거 사유를 전·후기 사유로 구분하며, 전·후기 사유 간의
내재적 연속성을 전제하는 것으로부터 논의를 출발한 바 있다. 하이데거
해석자들은 전·후기 사유 간에 연속성과 함께 변화가 공존한다는 사실에
대해 대체적으로 동의한다. 그럼에도 전·후기 사유 간에 연속성과 변화
중에서 어떠한 측면을 보다 주목하는가에 따라 해석하는 입장은 달라진
다. 우선 전·후기 하이데거 사유 간의 변화에 주목하는 입장들이 있다.
로잘레스의 경우 주체성의 형이상학으로부터 존재 자체의 진리로의 변
화에 주목한다. 슐츠의 경우 전기 사유를 주체성의 형이상학의 정점에 위
치해 있으면서 동시에 주체의 의지의 무력성을 경험하는 사유로 해석한
다. 그리고 후기 사유는 탈-존으로 변화된 현존재의 의미로부터 사유된
존재 진리의 사유로 해석된다. 헬트의 경우 전·후기 하이데거 사유의 변
화를 현존재의 자유로운 결단과 의지를 강조하는 의지주의적 입장으로부
터 존재 자체의 개방성을 강조하는 입장으로의 변화로 해석한다.
이러한 논의는 전기 하이데거의 ‘현존재와 세계의 관련’을 서구 근대
형이상학과 독일 관념론의 주체와 대상의 관계, 다른 말로 자기의식과 의
식의 지평 내에서 의식되어진 것 간의 관계로 해석한다는 공통된 전제를
공유한다. 즉 현존재가 세계로 초월함으로써 세계가 현존재의 구성의 산
물이 되는 것과, 대상이 자기의식에 의해 사유된 산물이 되는 것은 유사
한 논의 구조를 갖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해석들은 하이데거의 존재 사유
를 서구 근대철학의 역사 속에 위치시킨다는 장점을 가질 수 있다. 또한
전기 하이데거의 존재론적 차이의 사유가 현존재의 실존과 관련하여 존재
하라.

72

론적 차이를 묻는다는 점에서 전기 하이데거 사유와 근대 형이상학의 사
유와의 연관성을 지적하는 것은 타당하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서구 형이상학적 사유 전통과 다른 하이데거 사
유의 고유성을 해석하기 힘들다는 한계 역시 갖는다. 현존재의 고유한 실
존이 본래적 의미에서의 세계-내-존재로 있음이라는 사실은 현존재가 ‘세
계에 던져져 있다’는 현사실성으로부터 출발한다. 나아가 하이데거는 세
계 자체의 개방성을 본래적 의미에서의 현존재의 자유의 유한성과 관련해
서 해석한다. 그러므로 전기 하이데거가 주체성의 형이상학과 다른 사유
의 지평을 열고 있다는 점은 공정하게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전·후기 하이데거 사유 간의 전적인 불연속성을 논증하기 위
해서는 오히려, SZ을 중심으로 한 전기 하이데거의 작품들에서 개진된 존
재물음이 정당하지 않고 불필요하며, 심지어 불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는 점에서 불필요한 논증의 부담을 갖게 된다.97)
반면 전·후기 하이데거 사유의 변화뿐만 아니라 내재적 연속성에도 주
목하는 입장들이 있다. 이에 따르면 전·후기 사유의 전회의 성격은 내재
적인 변화로 읽혀져야 한다. 헤르만에 의하면 현존재의 세계로의 초월과
에어아이크니스로서 존재의 개방터에로 들어섬의 사유는 통상적으로 전자
가 후자에 의해 극복되어야 하는 사유로 간주되지만, 헤르만에 의하면 양
자의 변화는 내재적 변화(ein immanenter Wandel)로 파악되어야 한다.98)
다만 전기 사유에서 초월은 대상의 가능성의 근거로서의 초월을 의미하는
한에서 전회가 필요했다. 뮐러의 경우 전·후기 하이데거 사유를 관통해서
흐르는 주제는 존재 자체(Seyn)이다. SZ에서 시도된 것은 인간의 유한한
힘으로 존재의 무한한 물음에 답하기 위한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다
(Müller, 1964: 46, 54). 존재는 현존재의 불안의 경험을 통해 무 안에서 드
러난다. 무 안에서 존재가 드러나고 존재 안에서 존재자가 드러나기 때문
97) William J. Richardson, "Vorwort von Martin Heidegger", Through Phenomenology to
Thought, The Hague, 1963, 18-19쪽 참조.
98) F. W. von Herrmann, Wege ins Ereignis, Vittorio Klostermann, 30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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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불안은 새로운 방식으로 나를 존재자에 결부시킨다. 그러므로 전기 사
유는 존재의 밝은 빛 안에서 존재자를 ‘존재자로서’ 진정으로 다시 회복
하는 것을 가리킨다. (Müller, 1964: 60, 66) 이와 관련하여 후기 하이데거
사유에서는 존재 자체가 자신을 보내는 것으로서 역운(Geschick)이며 그러
한 역사의 역사성이다. 이러한 존재는 유한한 인간이 자신과 관계하는 방
식에 영합하지는 않으며, 존재 자체는 존재와 존재자라는 양극으로 자신
을 분화하며, 존재 자체의 자기 분화는 존재 역사와 존재 역운으로 전개
된다.
그러나 존재자 전체의 존재(헤르만)와 존재 자체(Seyn, 뮐러)의 개시성
과 역사성을 척도로 하여 전회의 연속성을 해명하는 위의 입장은 자칫 존
재를 그 자체 독립적인 것으로 파악함으로써 마치 존재자에 대한 작용의
원인과 같은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이와 관련한
로잘레스의 비판적 견해는 주목할 만하다. 로잘레스에 의하면 헤르만의
입장은 마치 존재가 현존재의 던져져 있음을 던지는 것으로 간주하고, 던
져져 있음이라는 작용에서 존재를 그러한 작용의 원인으로 소급하는 논의
로 전개될 수 있다. 그렇게 존재를 작용의 원인으로 소급하는 식의 논의
는 하이데거 현상학의 고유성인 현사실성을 간과한다. 나아가 로잘레스는
이러한 논의 방식은 결과적으로 현존재의 존재 이해의 원인을 한편으로는
불가사의한 낯선 힘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현존재 안에 숨겨진 요소로도
간주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불명료한 논의로 전락하게 된다고 지적한다.99)
중요한 사실은 전·후기 사유 간의 모순에 기반해서 불연속적 전회를
입증하고자 하는 해석이나 전·후기 사유 간의 연속성에 주목하는 논의에
서, 존재 자체의 개시성을 중심으로 존재론적 차이를 해석하는 입장은 자
칫 존재를 작용을 야기하는 원인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전·후기 하이데거의 존재 사유를 관통해서 흐르는 문제의식은 원인으로부
터 있지 않으면서도 존재자 전체를 자체 내에 품는 “존재자가 있다는 사
실”에 대한 해명이다. 필자가 전·후기 하이데거 사유의 내재적 변화에 주
99) A. Rosales, "Heideggers Kehre im Lichte ihrer Interpretationen", 126-8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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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하는 이유는 이러한 사유의 사태가 연속성을 갖는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후기 하이데거의 사유는 사유의 사태를 드러내기 위한 방법론
의 차원에서는 중요한 차이점을 보인다.

1. 전·후기 하이데거의 서술 방식의 차이
전기 하이데거의 대표작이라 할 수 있는 SZ에서 ‘사태 자체를 스스로
보이게 함(Sichzeigenlassen)’으로서의 현상학은 a)현존재의 존재이해 속에
개시되어

있으며,

현존재의

존재이해와

이해의

완수로서의

해석(die

Auslegung)을 통해 알려지는 현존재의 존재 개시성과 b)현존재의 존재 개
시성에 대한 이론적이고 학문적인 해석(Interpretation)을 통해 완결된다. 그
런데 전기 하이데거의 사태 자체에 대한 존재론적 해석(die ontologische
interpretation)은 서구 근대의 초월론적 철학의 영향 하에 있다는 점에서
후기 사유 방식과 구별된다.
하이데거에게 현상학의 사태로서 존재의 소여성은 존재가 현존재의 개
시성(die Erschlossenheit)을 통해 ‘주어진다’는 것이다. 이는
역사에 대한 서론들

100)(1925)

시간 개념의

강의에서 후설 현상학의 범주적인 것(das

Kategoriale)에 대한 하이데거의 수용과 관련된다. 하이데거는 의식의 지향
성이 대상들에게 근원적 소여성을 부여하고 대상들과 지향적 관계를 갖도
록 하는 범주적인 것의 발견을 후설의 획기적 통찰로 간주한다.101)
후설은

논리연구

6장에서 감각적 직관과 범주적 직관을 구별한다.

가령, 감각적 직관은 그것이 감각적인 것인 한에서 질료, 즉 감각적으로
주어진 것들인 파랑, 흑색, 공간적인 연장 등에 근거한다. 한편 감각적 직
관과 함께 하나의 대상이 지각되는데 대상은 감각적 직관으로부터 비롯되

100) M. Heidegger, Prolegomena zur Geschichte des Zeitbegriffs, Vittorio Klostermann, 1979.
GA20.
101) Klaus Held, "Heidegger und das Prinzip der Phänomenologie", Gethman-Siefert / Pöggeler
(hg.) Heidegger und die praktische Philosophie, Frankfurt am Main, 1988, 112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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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 아니다. 예컨대 내가 하나의 책을 보고 있을 경우, 나는 책의 실
체를 감각적 질료처럼 지각하지는 못한다. 내가 책이 하나의 실체 내지
대상으로서 ‘있다’고 말할 경우, ‘있다’는 감각적으로 질료들과 함께 ‘보여
진다.’ 나아가 책이 하나의 대상으로서 보여지기 위해서 그것은 ‘주어져
있어야 한다.’ 후설은 감각적 직관과의 유비를 통해서 범주적 직관에 도
달한다.102)
하이데거는 후설의 범주직 직관에 대한 분석을 통해 존재물음의 새로
운 길을 확보할 수 있었다. 존재일반의 의미에 대한 물음을 위해서는 존
재가 ‘주어져 있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어져 있는(es gibt) 존재,
다른 말로 ‘사태 자체(die Sache selbst)’는 존재자의 비은폐성과 은폐성 안
에 존재하는 그러한 현존재의 존재를 가리킨다.103)
사태 자체에 대한 하이데거의 통찰은 동시에 사태 자체를 어디로부터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의 문제를 규정한다. 존재물음을 위해서 ‘주어져 있
어’야 하는 ‘스스로를 드러내는 것’인 존재는 하이데거에 의하면 우선 대
개는 은폐되어 있기 때문이다. 현상학이 요구되는 것도 우선 대개는 현상
들이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SZ 48) 하이데거가 이러한 은폐를 뚫
고 존재자의 존재를 해명하는 방법적 기초는 존재 개시성을 자신의 본질
로 갖는 현존재를 올바르게 제시하고, 현존재의 존재적-실존적 개시성이
갖는 은폐를 극복하기 위한 실존론적-존재론적 해석(die existenziale-ontologische
interpretation)에 있다.
하이데거는 일차적으로 현존재의 존재 개시성이 갖는 은폐를 드러내기
위하여 전통 형이상학에서 존재해명의 단초로 간주해 왔던 ‘자아 혹은 주
관’을 현존재로 해석한다. 전통 형이상학에서 자아나 주관은 사물 해석을
102) 후설의 논리연구 6장에 대한 해석은 다음의 자료를 참조했음을 밝힌다. 박찬국, ｢
후설의 현상학과 후기하이데거의 현상학에 대한 비교연구｣, 249-251.
103) 이에 대해 후기 하이데거는 그의 현상학에 이르는 길에서도 명시적으로 서술한 바
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라. "Mein Weg in die Phänomenologie", Zur Sache
des Denkens, GA 14, 87쪽, ｢현상학에 이르는 나의 길｣, 사유의 사태로 , 문동규·신상
희 옮김, 18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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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아나 주관에 투영해서 해석하는 존재론적 반사에 기초해 있기 때문에,
의식과 정신은 사물화(die Verdinglichung, SZ 576)된다. 그렇다면 인간과
인간에게 주어져 있는 존재 역시도 사물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에서 하이데거는 존재를 구성하는 자아, 혹은 반성하는 자
기의식을 존재 개시성(Erschlossenheit)을 자신의 본질로 갖는 현존재로 대
체한다.
그런데 현존재가 존재 개시성을 갖는다는 현존재의 본질에 대한 규정
은 현존재는 비록 자신의 존재를 도피하거나 망각하는 방식일지언정 그
자신에게서 존재가 문제가 되는(Es geht dem Dasein um sein Sein) 방식으
로 실존한다고 하는 실존의 이념에 기초한다. 하이데거의 존재론적 해석
은 그것이 현존재의 존재 개시성이라는 사태에 대한 해석인 한에서, 해석
의 예-구조(Vor-Struktur), 즉 예시(Vorsicht), 예지(Vorhabe), 그리고 예파
(Vorgriff)에 근거한다. 하이데거의 존재론적 해석을 이끄는 예시는 실존의
이념과 존재일반의 이념이다. 나아가 하이데거의 존재론적 해석은 현존재
의 고유한 존재방식을 ‘세계-내-존재’라는 존재틀을 통해 선험적으로 근거
짓는다. (SZ 71, 79 참조)
현존재의 존재적-실존적 성격은 우선 대개 은폐되어 있기에, 그러한 은
폐를 뚫고 나갈 수 있는 존재론적-실존론적 해석이 요구된다. 동시에 하
이데거는 이러한 존재론적 해석이 한낱 자의적인 이념이나 공상의 산물로
전락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현존재 자신이 존재적으로 개시한
사태를 참조한다. (SZ, 246, 268) 마찬가지로 현존재의 실존 방식에 대한
존재론적 해석을 이끄는 실존이념은 존재일반의 이념을 전제한다는 의미
에서 실존 이념과 존재 일반의 이념이 ‘순환’ 속에서 움직인다. 그런 의미
에서 하이데거에게 현상학은 현상적 제시와 현상학적 해석 사이의 순환적
교차 속에서 전개된다.104) 나아가 현존재의 현상학이 이러한 순환 속에서
104) 이와 관련하여 이남인은 SZ에서 사유의 사태와 방법의 유기적인 연관에 대해서 깊
이 있게 해석한 바 있다. 이남인은 SZ의 61절과 63절을 치밀하게 독해하고, 이를 다시
SZ의 전체 논의 진행 과정과 연관해서 해석한다. 그럼으로써 현존재의 실존적 이해-해
석과 그에 대한 방법론인, 실존론적 이해-해석 간의 구조적 동일성을 텍스트 내재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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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직일 때, 비로소 현존재의 현상학은 현존재가 아닌 존재자에 대한 존재
론적 연구를 위한 지평을 마련하는 기초존재론일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현존재의 현상학은 그 말의 근원적인 의미에서 모든 존재론적 탐구의 가
능성의 조건들을 검토한다는 의미에서의 해석학(Hermeneutik, SZ, 50)일
수 있다.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은 존재론적 해석도 그것이 해석인 한에서는 특
정한 예시에 의해 이끌려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만일 존재론적 실존론
적 해석을 주도하는 예시가 지속적으로 평균적이고 일상적인 현존재의 개
시성만을 확증의 자료로 참조했을 때는 현존재를 그 전체적인 실상에서
뿐만 아니라 본래성인 실상에서 파악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존재론적 해석을 주도하는 예시는 그 시야의 전체성과 본래성을
확보해야 하는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예컨대 SZ 2편의 1장과
2장(46절~60절)에서 하이데거는 죽음을 실존의 전체성을 확보하기 위한
척도로, 양심을 본래적 존재가능의 증거로 제시한다. 그런 의미에서 하이
데거에게 현존재의 본래성과 전체성에 대한 분석, 즉 ‘현존재의 죽음에로
의 선구와 양심 현상’은 존재론적 해석을 이끄는 예시가 개별적인 사념이
나 인위적인 조작으로 전락하지 않게 만드는 최종적인 방어선과 같은 구
실을 한다.105)
로 논증한다. 이남인은 나아가 후기 사유에서도 하이데거가 해석학적 현상학의 지평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해석으로 나아간다. 그러나 필자는 이에 더하여 이 논문 3부의 3장,
3절에서 ‘사태로서 드러나는 현존재의 존재이해-해석의 관계’에 대한 하이데거의 해석
학, 즉 일반 존재론에 이르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기초존재론으로서의 해석학은 후
기 하이데거에게서 포기된다는 점을 명시할 것이다. 이남인의 논의에 대해서는 다음의
자료를 참조하라. 이남인, 현상학과 해석학: 후썰의 초월론적 현상학과 하이데거의 해
석학적 현상학 , 서울대출판부, 2004, 제3장, 6절.
105) 이와 관련한 하이데거의 언급을 참조하면 다음과 같다. “죽음에 이르는 본래적 존재
는 가장 독자적이고 몰교섭적인 가능성 앞에서, 회피할 수도 없고, 이렇게 도피하면서
그 가능성을 은폐할 수도 없으며, 세인의 상식에 맞추어 해석을 바꿀 수도 없다.” (SZ,
346, 373) [···] “현존재의 본래적 전체 존재와 그 전체 존재의 실존론적 틀에 대한 허
공에 뜬 물음이 비로소 보증을 필한 현상적 지반 위에 오르게 되는 것은, 이 물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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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메르커(Barbara Merker)의 전기 하이데거의 방법론으로
서의 실존론적 해석학에 대한 비판적 논의는 참조할 만한 가치가 있다.
메르커에 따르면 하이데거의 서술의 특징은 ‘반성’이 아닌 ‘실존론적 해석
(die existenziale Interpretation)’과 ‘해체(Destruktion)’의 의미에서의 ‘해석학
(Hermeneutik)’이다.106) 현존재는 그 자신의 존재를 ‘명시적으로든 아니든,
적합하게든 아니든’ 지속적으로 이미 개시하지만, 존재론적 존재인식은
그것이 시원적으로 비명시적으로 부적합한 존재이해와 결부되는 한에서,
항상 이미 존재론적 착오로 이끌기 때문에, 하이데거는 기초존재론에게
‘근원적 개시의 가능성’을 주어야 하며, 근원적 개시를 자체로부터 해석해
야 하기 때문이다. 메르커에 따르면 이러한 방법론적 이유 때문에 하이데
거는 실존철학과 기초존재론을 내재적으로 결부시킨다.107)
나아가 하이데거가 현존재의 내적 운동성에서 ‘본래성’으로 회심될 가
능성만을 서술할 뿐, 비본래적으로 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
다는 사실은 기초존재론의 방법론적 유일한 가능성과 연관된다. 비본래성
으로의 퇴락의 가능성을 서술하는 것은 기초존재론의 불가능성을 의미하
기 때문이다. 메르커는 이러한 주장을 하이데거의 양심 현상의 고유성을
보여줌으로써 정당화한다. 메르커에 따르면 하이데거는 양심의 부름과 들
음 사이에 일종의 인과적 관계를 가정한다. 양심 현상의 분석에서는 양심
의 부름을 들은 자는 양심을 가지고자 하는 의지를 갖게 된다는 사실을
전제한다. 하이데거에게 불안과 양심은 기초존재론적으로 보자면 존재인
식을 위한 가능성의 조건인데, 그것은 마음대로 처분불가능한 사건(ein
unverfűgbares Geschehen)의 성격을 갖는다. 그런 점에서 하이데거 철학은
처음부터 처분불가능한 체험들을 철학의 출발점과 동기로 삼고, 철학은
현존재 자신에 의해 증시 되는, 현존재의 존재의 가능한 본래성[양심 현상]에 의존할
때이다.”(SZ, 354, 382)
106) Barbara Merker, "Konversion statt Reflexion-Eine Grundfigur der Philsophie Martin
Heideggers", Martin Heidegger: Innen-und Auβenansichten, Hrsg. vom Form fűr Philosophie
Bad Homburg, Frankfurt a. M., Suhrkamp, 1989, 215쪽.
107) B. 메르커, 위의 논문 228-230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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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한 체험들을 실존론적으로 개념화한 산물이라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필연적으로 강제되는 본래성에 기초한 실존론적 해석학은 신학적인 회심
의 논리와 유사한 구조를 갖게 된다.
메르커의 전기 하이데거의 서술의 특성에 대한 비판적 고찰에 대해서
는 여러 문헌적 전거를 제시함으로써 성공적으로 반박할 수 있을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하이데거는 비본래적인 현존재라 하더라도 그들에게는 이미
고유하게 존재이해가 열려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SZ, 1부 1편에서 다루
는 일상적이고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세인, 세인들의 세계를 통해 드러나
는 현존재의 개시성에 대한 분석은 인간들의 우연한 퇴락에 대한 분석이
아니라, 현존재 자신의 개시성을 드러내는 것으로 본질적 존재양식에 근
거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현존재의 존재적 실존적
성격 속에 존재론적-실존론적 해석을 위한 적극적인 현상적 기초가 놓여
있음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는 하이데거의 방법론적 요구는 그의 실존론
적 존재론적 해석이 여전히 현존재의 일상적 개시성에 기초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준다.108)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존재의 실존의 근본구조들을 드러내는 실존론적
존재론적 해석이 실존의 이념과 존재 일반의 이념에 의해 이끌려 전개되
는 것이 전기 하이데거의 서술(Darstellung)의 고유성이라는 점 역시 부정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현존재의 개시성이 증시하는 현상적 실상은
존재론적 해석에 의해서 근원적이고 전체적으로 현전화되며 근거지워짐으
로써 사유의 사태가 서술자에로 전유되는 위험을 간직한다. 무엇보다 해
석학으로서의 현존재의 실존적 존재적 개시성에 대한 존재론적 해석(die
Interpretation)은 실존의 이념과 존재 일반의 이념을 예시로 취함으로써, 존
재 일반의 의미에 대한 물음의 가능성의 조건을 마련하는 기초 존재론을
108) SZ 245쪽 참조. 또한 하이데거는 이를 다음과 같이 단적으로 표현한 바 있다. “그러
므로 분석을 퇴락(Verfallen)현상에로 정향하는 것은 그러한 현상 속에서 개시된 현존재
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존재론적으로 경험할 가망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원칙상 부
당하다. 해석(die Interpretation)은 현존재 자신이 존재적으로(ontisch) 개시한 것을 펼쳐
낼 따름이다.”(SZ 246, 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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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립할 수 있다. 그렇다면 해석학이 모든 존재론적 탐구의 가능성의 조건
들(die Bedingungen der Möglichkeit jeder ontologischen Untersuchung, SZ,
50)을 확보하기 위한 기초 존재론적 성격을 띤다는 점에서, 이는 근대철
학의 초월론적 사유 전통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현존재의 실존적이고 존재적인 이해와 해석(Auslegung)과 이에 대한 실
존론적이고 존재론적 해석(Interpretation)의 관계가 ‘사유의 사태’와 ‘서술’
의 관계라 하다면, 나아가 전기 하이데거의 서술 방식이 모든 존재론적
연구를 위한 지평을 마련하는 기초적 존재론의 성격을 갖는 것이라면, 후
기 하이데거에게 기초존재론은 포기된다.
철학자들마다 사유의 사태를 어디에서 확보하고, 그러한 사태를 어떻
게 규정하고 서술할 것인가의 문제는 그들의 고유한 철학적 입장을 가장
첨예하게 드러내는 부분일 것이다. 근대 이후 철학은 학문이 되며, 학문
방법론의 정초 가능성이 사태 자체에 대한 규정을 지배하는 방식이 된다.
그리고 이는 사태에 대한 방법의 우위가 지배적으로 되는 것과 관련된다.
하이데거에 의하면 헤겔에 이르러 철학은 학문(die Wissenschaft)이 된
다.109) 그리고 전기 하이데거에게 학문방법론으로서 현존재의 현상학은
모든 존재론적 탐구의 가능 조건들을 검토한다는 의미에서의 해석학이다.
그런 의미에서 전기 하이데거는 엄밀한 방법론에 근거해서 사태 자체에
대한 정초(Begründung) 가능성을 수행하고자 한다고 말할 수 있다. 물론
전기 하이데거는 엄밀한 방법론에 근거해서 사태 자체에 대한 정초 가능
성을 확보하는 과제와, 그럼에도 지속적으로 사태의 평균적이고 일상적인

109) “철학이 학문의 형식에 가까워지도록 하는데 기여하는 것, [···] 이것이 바로 내가 지
향하는 것이다. 지가 학문으로 승화되어야 할 내적 필연성은 지의 본성 속에 깃들어
있는데, 이에 대한 만족할 만한 설명은 오직 철학 그 자체의 서술을 통해서만 이루어
질 수 있다.” G. W. F. 헤겔,

정신현상학 , 임석진 역, 38쪽. Phänomenologie des

Geistes, Felix Meiner Verlag GmbH, 2006, 6쪽.
또한 하이데거는 헤겔의 정신현상학 서론(Einleitung)에 대한 해석에서 어떠한 의미
에서 헤겔에게서 철학이 학문이 되는가에 대해 논증한다. 이에 대해서는 본고 3부의 1
장, 4절의 논의를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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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태의 실상에 기초한다는 과제 사이의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반면 후기 하이데거는 이러한 줄타기를 걷어내고, 사태 자
체에 대한 학문적 정초 가능성에 대해서 비판적이며, 사유의 방법을 오직
사유의 사태에 따라 변화해야 하는 것으로 숙고한다.
후기 하이데거의 방법론의 고유성은 1969년에 작성한 ｢현상학에 이르
는 길｣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이에 따르면 현상학이라는 사유 방법은
후기 하이데거에게도 여전히 유의미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제 현상
학은 사유해야할 것의 요구에 응답하는 한에서만 사유의 가능성으로 있는
것이라 정의된다. 그렇기에 현상학의 가능성은 사유의 사태에 따라 때때
로 변화하며, 그러한 변화를 통해서만 있는 사유의 가능성이다. 이와 관련
하여 학문 분과로서의 현상학은 사유의 사태를 위해서는 언제든지 사라질
수도 있는 것이라 말해진다.110) 그리고 사태 자체와 사유의 관계에 대한
하이데거의 사유의 변화는 후기 하이데거의 기초 존재론의 철회 선언을
통해 보다 명시적으로 드러난다.111)

기초존재론은 현존재의 실존론적 분석론에서 추구되어야만 한다. [···] 그
러나 이와 더불어 말해지고 있는 것은 기초존재론에서 생각되고 있는
기초적인 것은 그 위에 어떤 증축도 보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기초

110) ZS, 90, 192-3쪽. 또한 하이데거는 1969년에 ｢현상학에 이르는 길｣ 글에 현상학의 본
질적인 점은 현상학을 오직 가능성으로 파악하는데 있다는 SZ의 문장을 덧붙인다. 이
는 아마도 전·후기 자신의 현상학의 길이 일관된 시야 속에서 해석될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때 ‘가능성으로서의 현상학’은 사유의 사태에
따라 스스로 변화하고 그러한 변화를 통해서만 현상학으로 머무는 가능성을 의미한다
는 점에서 말이다. ZS, 90, 192-3쪽 참조.
111) 후기 하이데거의 서술의 성격에 대해서는 전기 하이데거의 기초존재론과 관련하여
본 논고 3부의 3장, 3절에서 다시 다룰 것이다.
전기 하이데거의 존재 사유의 방법에 대해 필자는 다음 졸고에서 논의한 바 있다.
"Comment on Interpretation oriented to the fundamental ontology in the Early Heidegger",
OPO Ⅲ World Conference on Phenomenology 2008 Hong kong, 2008월 12월 15-20일 개
최. 필자는 현재의 불충분한 논의를 보다 발전시켜 추후 연구를 계속해 나가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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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ndament)’라는 이 낱말은 분석론의 예비적 성격과 모순되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에서 ‘기초존재론’이라는 명칭은 철회되었던 것이다. (ZS, 34,
90-1)112)

전·후기 하이데거의 존재 사유는 방법의 측면에서 이와 같은 단절적인
성격을 갖지만, 사유의 사태는 연속성을 갖는다.

2. 전·후기 하이데거의 사유의 연속성
1. 전·후기 하이데거의 사유가 내재적인 연속성을 갖는 것으로 해석되
어야 하는 이유는 전기 하이데거에게서 존재의 개시성을 갖는 현존재와
후기 하이데거에게 사유되는 ‘죽을 수 있는 자’인 인간이 갖는 연속성 때
문이다. 존재론적 차이가 현-존재의 존재자 전체로서의 세계로의 초월로
부터 성립한다고 할 때, 세계로의 초월을 통해 비로소 자기(Self)를 회복하
는 현-존재는 서구 근대철학적 의미에서 자아(Ego)와 구별된다. 반대로 전
기 하이데거의 현-존재 개념을 자아 중심주의나 유아론으로 해석하는 논
자들은 자기와 자아를 구별하지 않는다. 그러나 자아는 타자와의 분리에
기초한 것이자, 세계를 구성하는 주체를 가리킨다. 이러한 자아의 정체성
은 타자와 다른 자신의 배타적 정체성을 주장하는 것으로부터 성립한다.
더 나아가 근대적 의미에서의 자아 혹은 주체는 자연을 대상화하고, 존재
자 전체를 온전하게 개념 파악하고자 하는 형이상학적 시야를 전제한다.
112) 이러한 기초존재론이라는 에움길의 포기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이데거가 후기에
있어서도 여전히 현존재의 존재 해명을 위해 이해-해석의 구도를 포기했다는 단서를
찾을 수는 없다. 다만 하이데거에게서 일반 존재론의 가능근거, 즉 토대를 해명한다는
의미에서의 해석학은 후에 포기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헤르만이 기초존
재론적인 시각궤도를 떠났다고 해서 현존재-분석론까지 포기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
명히 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타당하다. 헤르만의 논의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라.
F. -W. von Herrman, Heideggers Philosophie der Kunst: eine systematische Interpretation
der Holzwege-Abhandlung "Der Ursprung des Kunstwerkes". Vittorio Klostermann, 1994, 14
쪽; F. -W. 폰 헤르만, <하이데거의 예술철학>, 이기상 옮김, 문예출판사, 5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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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Z의 맥락에서 본다면, 서구 근대 사회 이래 자아에 대한 이러한 이해가
공공의 세계 이해의 흐름을 지배해 왔다.
반면 세인-자기로부터 세계에로 초월하는 자, 즉 본래적 의미에서 세계
-내-존재하는 현-존재는 스스로를 세계 속에서, 타인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사물들에 철저하게 조건 지어진 자로서, 즉 유한한 자로서 깨닫는 자이다.
그러한 현-존재는 존재자 전체의 개방성의 장으로서의 세계에로 나서는
자이자, 타자에 대해 배려하는 방식으로 현존하는 자이며, 존재자를 그 자
체로 전적인 타자로서 경험할 수 있는 자이다. 무엇보다 현-존재는 존재
자를 넘어설 뿐만 아니라 존재자로서 자기 자신, 즉 나임(Ichheit, WG,
175) 넘어섬으로써, 즉 세계에로 초월함으로써 비로소 자기 자신일 수도
있다. 그러하기에 세계-내-존재로서 비로소 자기를 회복하는 현-존재는 공
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배타적인 분리에 기초해서 자신의 삶을 영위하고자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공동체 내에서 타인과 공존하는 현-존재의 삶의
방식은 자아의 그것과 다를 것이다.
나아가 후기 하이데거에게 ‘죽을 수 있는 자’인 인간은 자신의 현존을
지속하고자 하는 의지로부터 해방되어 퓌시스-내-존재하는 자이다. 그러한
‘죽을 수 있는 자’로서의 인간은 주체의 의지와 자아의 정체성을 앞세우
는 오늘날의 시대정신에 거스르는 반-시대적인 광인이라 할 수 있다. 이
러한 자는 나와 타자 간의 정체성의 놀이에서 벗어나, 나와 타자는 오히
려 서로가 서로에게 빚을 지고 있는 관계 속에서만 상호 존립할 수 있다
는 점을 깨닫는 자이다. 그렇기에 ‘죽을 수 있는 자’는 타자를 배려하는
방식으로 있을 수 있는 자이며, 존재자 전체의 존재와 시간의 건넴의 놀
이에 순응하는 방식으로 참여하는 자이다. 이러한 점으로부터 전·후기 하
이데거 사유는 내재적 변화로 읽힐 수 있다.
2. 이와 관련하여 전·후기 사유를 구분하는 주요한 전거 중의 하나는
SZ과 후기 사물과의 관계 속에서 해명되는 세계가 내용적으로 다르다는
점이다.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전기 사유에서 세계는 초월론적 철학으로
부터 성립하는 것으로, 현존재로부터 구성되는 것이기에, 전·후기 세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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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사유는 구별되어야 한다.113) 이에 따르면 전기 하이데거에서 현존재
로부터 형성되는 세계와 후기 하이데거에게서 사물과의 관계 속에서 스스
로 통일하는 놀이로서 있는 세계는 구별되어야 한다.
그러나 전기 사유에서 세계는 현존재의 초월을 통해 형성되는 것임과
동시에, 세인-자기로부터 자기를 비로소 회복한 현-존재로부터 개방되는
자기세계를 가리킨다. 그런데 자기 세계는 존재자 전체의 개방성의 장으
로서의 세계 자체와 모순되지 않는다. 오히려 현존재가 그리로 초월하는
세계가 존재자 전체의 개방성의 장으로서의 세계를 가리키기에, 그로부터
존재자 자체의 개방성이 성립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114)
3. 전기 하이데거의 대표적인 저서 중 WM(1929)과 WG(1929)는 각기
형이상학의 근원으로서의 무(WM)와 현존재의 초월의 내적 근거로서의 자
유(WM)를 해명한다. 그리고 각기 다른 두 저서의 논의의 흐름은 존재자
자체의 개방성의 문제로 수렴된다. WM에서 현존재의 불안에서 무로부터
개방되는 것은 단적인 타자로서 존재자 자체이다. 또한 WG에서는 현존재
의 세계로의 초월을 통해 전적인 타자로서의 존재자 자체의 개방성이라는
존재론적 차이의 테제가 본격적으로 다루어진다. 그런데 두 저서에서 공
통적으로 문제로 삼는 존재자 자체는 퓌시스로서의 존재와 함께 독해될
113) 이와 관련해서 E. 핑크(Eugen Finks)는 전·후기 하이데거의 세계 개념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 바 있다. 핑크에 의하면 전회는 전기 하이데거 사유에 대한 자기 비판에서 기
인한다. 전기 하이데거는 세계를 눈 앞의 존재자라는 의미에서의 존재자 전체로 잘못
해석했으며, 그로부터 세계 전체의 통일성(die Einheit des Weltalls)을 간과한다. 그 때문
에 전기 하이데거는 개별화의 놀이로서의 세계의 힘을 통찰하지 않고 오히려 세계를
인간의 세계형성으로부터 해석한다. 그와 함께 전체를 위한 개방성으로서의 세계와 인
간의 연관성을 곡해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현존재 개념은 그 경우에 ‘초월철학적인
추상적’ 개념으로 남는다. E. Finks, Spiel als Weltsymbol, Stuttgart 1960, Alberto Rosales,
276쪽, 위 논문 126쪽 재인용.
114) 이에 대해서 필자는 앞서 현존재의 초월과 무의 무화로부터 개방되는 존재자 자체가
존재를 품는 “존재자가 있다”는 사실로서 해명될 수 있으며, 그로부터 전·후기 하이데
거의 존재자와 세계, 그리고 사물과 세계의 논의가 가질 수 있는 연속적 측면을 논의
했다. 이에 대해서는 본 논문 2부의 1장, 4-5절의 논의를 참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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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만 그 의미가 분명하게 드러난다. 즉 무로부터 개방되는 존재자와 현존
재의 세계로의 초월을 통해 개방되는 존재자 자체는 그 자체 존재를 품고
있는 것으로, 즉 존재와 존재자의 이중성을 가리키는 퓌시스의 관점에서
파악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퓌시스는 후기 하이데거의 존재를 지칭하는 이름으로 해석
되며, 그러하기에 전·후기 하이데거 사유의 전회는 종종 현존재의 존재의
미로부터 퓌시스로의 전회로 해석되곤 한다. 그러나 전기 하이데거의 사
유에서 명시적으로 말해진 것뿐만 아니라, 말해지지 않은 숨겨진 전제를
들여다보는 것이 중요할 수 있다. 특히 하이데거 사유의 전개 과정이 형
이상학적 언어를 통해 적합하게 표현될 수 없는 사태에 대한 언어를 찾아
나가는 과정이기도 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하이데거의 전기 사유를 해석
할 때 말해진 것만을 단서로 하여 해석하는 것은 부당할 수 있다. 결론적
으로 WM과 WG에서 함께 공통적으로 문제시되는 존재자 자체의 개방성
은 퓌시스와의 관련 속에서만 물어질 수 있다는 점으로부터 전·후기 사유
간의 내재적 변화를 추론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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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부 후기 하이데거의 존재론적 차이와 무
1장 전통 형이상학의 존재론적 구별과 그것의 전제로서
의 무
1절 전통 형이상학의 존재와 존재자 그리고 존재와 사유
형이상학이 존재를 망각했다거나 존재를 사유하지 않았다는 하이데거
의 언급을 형이상학이 존재를 그 무엇으로도 규정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
해서는 곤란하다. 오히려 전체 형이상학의 사유는 존재자의 존재에 대한
규정이자 해석의 역사이다.115) 하이데거는 서구 전통 형이상학에서의 존
재와 존재자의 구별을 존재자성(die Seiendheit)과 존재자의 구별, 즉 ‘존재
론적 구별(die ontologische Unterscheidung)’116)이라 명시한다. (Er, 126) 사
115) Alfredo Guzzoni, 앞의 논문, 35-48쪽 참조.
116) 본 논문은 존재론적 차이와 무를 전·후기 하이데거 사유로 각기 나누어 고찰한다.
그리고 본고 3부에서 전통 형이상학을 존재론적 차이와 무의 관점으로부터 재구성하는
것은 후기 하이데거의 사유와 관련되는 작업임을 미리 밝힌다. 전기 하이데거와 후기
하이데거가 전통 형이상학에 접근하는 방식은 각기 서구 형이상학의 해체(Destruktion)
와 서구 형이상학의 역사적 전통의 해체와 더불어 견뎌냄(Verwindung)으로서의 존재-역
사적 사유라는 점에서 구별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전기 하이데거는 전통 형이상
학을 존재망각의 역사이자 존재론적 그르침의 역사로 규정하고 그 자신의 현상학의 전
개는 그러한 존재망각과 존재론적 그르침으로서의 서구 형이상학의 해체 위에서만 성
립한다. 이와 관련하여 전기 하이데거의 현상학적 사유는 전통형이상학이 존재를 그르
치는 방식, 즉 사물로부터 존재를 사유하는 존재론적 반사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존재일
반의 이념에 다다르기 위한 지평으로서의 현존재 분석론을 취하는 방식으로 구체화된
다. 그런가 하면 후기 하이데거에게 존재는 존재자와 분리된 채 독립적으로 있는 일반
자나 제일 원인으로 표상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존재자로 있다. 더 나아가 존재는 사

87

태가 이와 같기에 존재론적 차이는 전통 형이상학에 의해 간과되어 왔음
에도 불구하고 전통 형이상학의 존재 사유를 시원적으로 지배하는 고유한
사태 관계라 할 수 있다. 필자는 3부 논의를 통해 서구 형이상학의 사유
전통이 어떤 의미에서 존재론적 구별의 역사로서 재구성될 수 있는가를
논증해 보고자 한다. 나아가 서구 형이상학적 사유 전통 내에서 존재와
존재자가 각기 무엇으로, 그리고 어떻게 규정되어 왔는가를 제시하고자
한다.
서구의 형이상학의 존재와 존재자의 관계에 대한 사유 전통과 하이데
거의 존재론적 차이의 사유 간에는 근거 혹은 원인으로서의 존재를 탐구
한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아리스토텔레스에게 형이상학은 ‘존재자로서의
존재자(das Seiende als das Seiende, ὄν ἧ ὄν)’를 탐구하는 학문을 가리킨
다. 즉 형이상학은 존재자의 원인(aϊtioν, 아이티온, Ur-sache)이자 원리에
대한 탐구를 가리킨다. 형이상학이 존재자의 원인과 원리를 탐구하는 학
문이자, 원인이 존재자를 존재자로서 있게 하는 근거를 가리키는 한에서
형이상학의 근본 물음은 근거로서의 존재에 대한 물음이다.
그런데 서구 형이상학의 통상적인 사유 방식은 제일 원인으로부터 존
재자 전체를 설명하는 것으로, 원인을 존재자를 산출하고 존재자의 운동
을 야기하는 일종의 작용인(das Bewirkende)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그런데
하이데거는 서구 형이상학의 통상적인 원인 개념을 검토하기 전에 그것의
유래인 원-인에 대한 그리스적 이해를 주목한다. 그리스인들에게 원-인
(Ur-sache, aϊtioν, 아이티온)은 하나가 다른 하나에 빚을 주고 있음 (책임
을 지고 있음, das Verschulden, FT, 12, 13)을 의미한다. 하이데거는 원-인
유로부터 초월론적으로 정초됨으로써 개념 파악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유와의 공
속 관계 속에서만 있다. 존재의 사유와의 공속 관계를 단적으로 드러내 주는 것이 각
역사 시기 서구 형이상학의 존재와 무에 대한 이해와 해석이다. 그렇기에 후기 하이데
거에게는 서구 형이상학의 역사적 전통과 대결함으로써 근원적인 존재 경험을 획득하
는 것이 고유한 문제이다. 그러므로 서구 형이상학의 사상적 흐름을 존재론적 구별과
존재자의 부정으로서의 무의 관계로 재구성하는 본고 3부의 논의는 서구 형이상학에
대한 후기 하이데거와의 관계를 해명하는 논의로 제약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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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이러한 파악을 아리스토텔레스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나 ‘책임을 지고 있음’으로서 이해되어 온 원-인은 로마인들에 의
해 작용을 미치는 것으로서의 원인으로 변형되어 이해된다. (FT, 12, 13)
아리스토텔레스 해석자들과 중세철학자들은 원인을 작용인의 양식(die Art
der causa efficiens, FT, 26, 31)으로 변형하여 이해하였으며, 기독교적 교리
에서 만물의 근거는 창조주와 같은 제일 원인으로 해석된다. 오늘날 통상
적으로 충격(충돌, Anstoß), 또는 촉발(Auslösung)을 야기하는 것으로 해석
되는 원인 개념은 결정적으로 로마인들에 의해 변형된, 원인에 대한 이해
의 영향력 하에 있다. 이와 같이 고대와 중세 형이상학에서 존재와 존재
자의 관계는 ‘최고 원인, 즉 신과 피조물과의 관계’로서 사유되며, 원인은
제작함(das Machen) 혹은 야기함(das Bewirken)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사
유된다.117)
그러나 최고의 원인인 신 존재에 대한 타당성과 확실성을 갖는 앎이
유한한 인식 능력만을 가진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하다는 회의주의적 물음
이 서구 형이상학 내에서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근대 비판철학의 기획
이 갖는 공통점은 더 이상 신과 같은 최고 존재자를 통해 존재자의 산출
과 발생을 설명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제 존재자와 세계는 자아와 자기
의식의 반성 작용을 통한 정초(die Begründung)의 대상이 된다. 그렇기에
근대 형이상학에서 존재와 존재자의 관계 문제는 ‘존재와 사유의 관
117) 서구 형이상학에서의 존재론적 구별에 대한 위의 논의는 하이데거의 다음의 구분에
근거한다. 하이데거는 서구 형이상학의 존재와 존재자의 관계를 고대·중세에서 ‘제
작함(Machen)’과 ‘야기함(Bewirken)’으로, 근대에서는 ‘초월론적 의미에서 가능케함
(Ermöglichen im Sinne des Transzendentale)’으로 각기 나누어 해석한다. M. Heidegger,
Gelassenheit, Neske, 1959, 54쪽 참조.
나아가 이러한 하이데거의 독해로부터, 고·중세 형이상학과 근대 형이상학을 각기
존재와 존재자의 관계, 그리고 존재와 사유의 관계로 개념적으로 정식화한 것은 U. 구
쪼니의 구분 도식을 참조했다. U. 구쪼니는 전자의 관계를 존재자의 발생의 길을 추적
하는 ‘근거(der Grund)와 근거지어진 것(das Gegründete)으로서의 존재와 존재자의 관계’
로 해명한다. 그리고 후자를 ‘근거(der Grund)와 근거정초(das Begründen)’로서 존재와
사유의 관계로 해명한다. Ute Guzzoni, Werden zu sich, 7-12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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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118)로 전환된다. 존재와 사유의 관계에서는 사유가 초월론적 의미에서
존재를 가능하게 원인으로 작동한다. 사유 작용은 의미-없는 것에 ‘의미
(Sinn)’를

부여하는

것이며,

사유는

‘의미부여함의

원천(Quelle

der

Sinngebung)’으로서의 근거이다. (Sf, 395, 333) 데카르트에서 출발한 근대
비판철학의 기획은 헤겔에 이르러 완성된다. 헤겔에 이르러 존재자는 절
대적 사유 혹은 절대적 앎으로부터 해명되는 길이 열리기 때문이다.119)
(HBE, 132, 206) 그런 한에서 사유를 통해 존재를 정초하고, 그와 함께 사
유가 진리를 장악하는 헤겔 형이상학은 근대 형이상학의 완성이다.
근대 형이상학은 인류라는 형상을 의미의 근거로 삼아 존재자 전체를
정초할 수 있다고 본다는 점에서 주체성의 형이상학이다. 나아가 주체성
의 형이상학은 존재자 전체를 인간의 제작의 산물로 간주하는 기술시대의
생산과 제작의 형이상학(Metaphysik des Machenschaft)으로 귀결된다. 기술
시대의 형이상학은 존재를 원인으로, 존재자를 원인으로부터 야기된 것으
로 해석하는 전통 형이상학의 연장선상에 있다. 플라톤의 이데아, 라이프
니츠의 모나드, 칸트의 자기의식과 헤겔의 절대자, 그리고 니체를 계승하
는 윙어의 생에의 의지는 작용인으로서의 형상, 즉 신과 같은 제일 원인
의 변주이다. 나아가 존재를 원인으로, 존재자 전체를 원인-작용의 맥락
118) ‘존재와 사유’의 관계는 다른 말로 ‘사유하는 존재와 존재자의 관계’로 재서술될 수
있다. 이는 마리옹이 후설에게서 존재론적 차이가 어떻게 드러나는가를 개념화한 용어
로 이 용어는 근대 형이상학에 대한 하이데거의 해석을 잘 보여주는 용어법이다.
119) 헤겔 형이상학은 존재와 사유의 관계를 그 자체 근거인 자기의식으로부터 근거지어
지는 존재와 존재를 근거정초하는 사유와의 관계를 통해 해명하기 때문이다. U. 구쪼
니는 서구 형이상학 내에서 이러한 문제 틀의 변화를 선명하게 제시한다. U.구쪼니에
따르면 서구 형이상학은 두 가지 형태를 띤다. 첫째는 근거인 존재와 근거지어진 존재
자 관계이다. U. 구쪼니는 이 존재-존재자 관계를 근거지음(Gründung)의 관계라 말한다.
이 사유 형태는 존재자를 발생(Genesis)의 길에 따라 사유하며, 이 속에서는 존재와 존
재자의 관계가 형이상학의 핵심적 물음이다. 반면 근대 이후 형이상학에서는 존재와
사유의 관계가 중요해진다. 양자의 관계에서 존재는 근거이자 사유로부터 근거지어진
다는 점에서, 이 관계는 사유로부터의 근거정초(Begründung)의 특징을 갖는다. U.
Guzzoni, 위의 책, 7-12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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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에서 해석하는 형이상학적 관점은 근대 이래 근거율(der Satz vom
Grund)로부터 더 확보한 지반 위에 서게 된다.
후기 하이데거의 존재 사유는 이러한 근거에 대한 서구 형이상학의 사
유 전통을 근거에 대한 시원적인 그리스적 경험과 대결시키는 작업으로
전개된다. 그로부터 하이데거는 존재와 존재자, 그리고 존재와 사유의 관
계를 존재자 전체의 견지에서 새롭게 사유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한다.
다음 장에서는 하이데거가 그의 존재론적 차이의 사유에서 가장 중요한
대결 상대로 다루는 아리스토텔레스, 라이프니츠, 헤겔, 니체 그리고 윙어
의 형이상학을 그것의 존재와 무의 사유를 중심으로 재구성할 것이다.

2절 전통 형이상학의 시야의 개방: 아리스토텔레스
이 장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퓌시스에 대한 해석을 존재 사유의 관
점에서 재구성할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퓌시스 해석은 근거에 대한
그리스적인 시원적 사유 가능성을 간직하는 동시에 서구 전통 형이상학의
근거에 대한 변형된 이해를 낳기 때문이다.
하이데거에 의하면 아리스토텔레스의 퓌시스 해석은 두 가지 성격을
갖는다.120) 첫째 퓌시스는 “스스로를 전개해서 피어나고 자체적으로 소멸
하는 현출 운동”을 가리킨다. 그리스인들은 퓌시스가 갖는 이러한 숨겨짐
으로부터 열림으로의 이행 운동을 자신들의 권능 밖의 것으로 이해했다.
120) 하이데거는 전집 9권, ｢아리스토텔레스의 퓌시스의 개념과 본질에 대하여｣(1939)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학 을 중심으로 퓌시스 개념을 검토한다. 이에 따르면 퓌시스
는 생성으로서의 운동을 가리키는 것으로 후기 하이데거의 존재를 가리키는 ‘퓌시스’
에 대한 시원적 사유를 보여준다. 한편 하이데거는 ｢아낙시만드로스 잠언｣(1946)에서
잠언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 해석을 검토하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학 에서의 퓌
시스 개념을 검토한다. 여기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퓌시스 사유가 후대 철학사가들
에 의해 수용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서구 형이상학의 존재망각의 역사와 연관되는가를
보여준다. 그러므로 하이데거의 아리스토텔레스 자연학 에 대한 평가는 자연학 자
체에 대한 해석과 후대 해석자들에 의해 수용된 자연학 이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접
근해야 모순 없이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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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찬가지로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있어서도 생성과 소멸이라는 존재자 전체
의 현출 운동은 인간의 필요와 목적에 의해 대상화될 수 없는 것으로 이
해되었다.
한편 아리스토텔레스는 퓌시스를 제작물(techne ónta)과 구별되는 자연
물(phýsei ónta)로 해석한다. 테크네인 제작물이 인간이 원인이 되어 제작
된 것이라면, 퓌시스인 자연물은 스스로가 원인이 되어 산출된 것이다.121)
이러한 구별에 따르면 퓌시스는 자기 원인을 갖는 존재자를 가리킨다. 이
러한 아리스토텔레스의 구별은 그 이후 서구 형이상학 전반에 걸쳐 퓌시
스에 대한 변형된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 퓌시스는 자연물로, 그것도 인간
에 의해 창조되거나 변형 가능한 제작물과 구별되는 자연물로 한정해서
이해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최초의 철학사가이다. 그는 이전 철학사를 비판적으
로 종합함으로써 자신의 철학을 기획한다.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면 자연
철학자들은 존재자 전체의 원인을 아르케로 상정한다. 아르케는 존재자
전체의 존재 근거, 즉 존재자의 발생 원인을 가리킨다. 자연철학자들은 이
러한 아르케를 물, 흙, 불 그리고 공기와 같은 질료인(Hyle-ursache)으로 상
정한다. 자연철학자들과 달리 플라톤은 비물질적인 아르케인 형상인(eidos,
idea)을 존재 원인으로 상정한다. 이에 아리스토텔레스는 형상인과 질료인
이라는 하나 이상의 원인을 제시하며, 여기에 목적인을 결합한다. 나아가
세 원인들의 작용방식을 통합하는 작용인을 네 번째 원인으로 상정함으로
써 4원인을 제시한다.
하나의 존재자는 특정한 감각적 혹은 정신적 모양새(Aussehen)로 들어
섬으로써 그것으로 있게 된다. 존재자가 갖는 모양새, 즉 하나의 존재자가
갖는 종적인 규정성(die arthafte Bestimmtheit)이 형상인(eidos)이다.122) 또한
121) 헬트는 아리스토텔레스가 퓌시스를 인간이 원인이 되어 생성된 것(techne ónta, 이후
제작물)과 구별해서 스스로가 원인이 되어 생성된 것(phýsei ónta, 이후 자연물)으로 이
해함으로써, 퓌시스를 원인(die Ursache)으로서의 존재로 파악하는 사유의 길을 열어 놓
았다고 말한다. Klaus Held, Gastvorlesung an der National-Universität von Seoul im
Februar 2007. 강의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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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사물이 변화를 겪는 과정 속에서도 자신의 본성을 유지하는 것으
로는 형상인 이외에도 질료(hyle)가 있다. 예컨대 침대의 나무, 입상의 청
동과 같은 질료는 변화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현존하며 머물러 있는 질료
인이다. 나아가 모든 존재자가 생성·소멸하는 것이라 할 때, 존재자는 생
성이 거기로 향하고 끝나는 생성의 목적을 갖는다. 존재자의 생성이 완수
되고 실현되는 끝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인(Telos-ursache)이다. 마지막으로
존재자가 생성하고 소멸하는 운동은 그러한 운동 전체를 숙고하고 하나로
모으는 작용인을 필요로 한다. 작용인은 세 가지 원인인 질료인, 형상인
그리고 목적인이 각기 서로에 대해 빚을 주는 방식들을 숙고하여 한 군데
로 모으는 자이다. 즉 원래는 세 원인이 있었고, 세 원인의 모음(die
Versammlung)의 자리에 작용인이 있었다.
하이데거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원인에 대한 교설을 해석할 때, ‘원인’과
‘작용인’에 대한 통상적 해석을 해체한다. ‘원인’은 ‘어떠한 결과를 야기하
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작용인’은 무엇인가를 만들고 어떠한 결과를
야기하는 것을 가리키지 않는다. 오히려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원인은 하나
의 존재자가 있기 위해서 그것에 ‘책임이 있음(빚을 주고 있음, das
Verschulden)’을 가리킨다. 동시에 4원인은 책임을 지는 방식으로 서로에게
관여한다. 즉 질료인은 나머지 세 원인들과, 형상인도 나머지 세 원인들
과, 그리고 목적인과 작용인도 그렇게 나머지 세 원인들과 서로 책임을
지고 있는 방식으로 관련을 맺는다. 무엇보다 작용인은 나머지 세 원인이
서로에게 빚을 건네는, 즉 책임을 지고 있는 방식으로 서로에게 관여하는
자유로운 놀이를 숙고하고 모으는 지위를 가진다. 예컨대 하이데거는 아
리스토텔레스의

원인에

대한

교설에서

작용인으로

해석되는,

제기

(Opfergerät)를 만드는 은장이가 통상적인 의미에서 작용인으로 해석될 수
없음을 보인다.

122) 개개의 존재자는 종적 규정성을 갖기 때문에 어떠한 것으로서(als-Etwas) 동일성을 획
득하고, 이러한 동일성으로 인해서 인식 가능하게 된다. 이와 같이 4원인 중 존재자에
동일성을 부여하는 원인은 존재자에 형상(eidos)를 각인하는 형상인(Formal-ursache)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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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완성된 제기가 앞에 마련되어 있는 데에는 네 번째 것, 즉 은장
이가 함께 책임을 지고(mitschuld) 있다. 그러나 [은장이가 함께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은] 그가 일을 해서 완성된 제기를 그의 만듦의 결과(als
den Effekt eines Machens)로서 내 놓았기에, 즉 작용인(causa efficiens)이
기에 그러한 것이 결코 아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원인에 대한] 교설에
서는 그러한 명칭을 가진 원인[만듦의 결과를 야기한다는 의미에서의 작
용인]이 없으며, 그에 상응하는 그리스어 이름도 찾아볼 수 없다. (FT,
13, 14)

그러나 하이데거에 의하면 아리스토텔레스 해석자들과 그 이후 그리스
철학이 로마로 유입되면서 4원인의 ‘책임을 지고 있음(verschulden)’의 공
속의 방식은 ‘작용을 야기함(verursachen)’으로서의 원인 개념으로 변형된
다. 중요하게는 4원인 중에서 ‘모음’의 지위를 갖던 작용인(causa efficiens)
이 전체 원인을 관장하는 원인의 지위를 갖게 된다. 변형된 작용인은 존
재자를 그것으로 있게 하기 위해 존재자를 산출하고 나아가 존재자의 존
속과 운동을 관장하는 지위를 갖는다. 이와 관련하여 서구 형이상학의 역
사에서 신(神, der Gott)은 근거에 대한 이해의 변형과 함께 존재자 전체를
만들고 존재자 전체의 운동을 관장하는 최고 원인이자, 작용인이 된다. 이
러한 맥락에서 원인과 작용인은 동의어를 가리킨다.
그런데 주목해야 하는 것은 원인을 ‘어떠한 결과를 산출하는 야기함
(wirken, bewirken)’으로 규정하는 입장, 즉 원인을 작용인으로 사유하는 태
도는 존재자 전체를 원인-작용 맥락에서 이해하는 형이상학적 태도를 전
제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존재자 전체를 원인-작용 맥락으로부터 이해하
는 형이상학적 태도에서 작용인은 존재자 전체의 외부의 독립된 실체로
도입되어 나머지 존재자 전체가 가지는 자유로운 놀이를 자신 아래로 복
속시키는 형이상학적 근거가 된다.
그런데 여기에서 역설적인 점은 신이 작용인으로 이해될 때, 신이 인
간 역사를 통틀어 그것이 갖는 유한성을 넘어서 가장 위력적인 초월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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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장하는 것 같지만, 오히려 신이 작용인으로 한정된다는 사실이다. 그리
고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하이데거는 형이상학 내에서 신이 작용인 혹은
제일 원인으로 이해될 때, 신이 갖는 성스러움과 비밀에 찬 고귀함이 상
실된다고 말한다. 그리고 오히려 하이데거 자신의 신-없는 사유야 말로
신적인 신에 가까이 있는 사유라 말하기도 한다.

현존자 전체를 원인-작용 맥락에서 서술하는 곳에서 신은 그러한 표상에
서는 모든 성스러움과 지고함과 그 비밀에 찬 멂을 상실해 버릴 수 있
다. 신은 인과율(die Kausalität)의 빛 속에서 원인으로, 작용인으로 전락
할 수 있다. (FT, 30)

그렇다면 어떻게 아리스토텔레스의 원인론이 작용인을 중심으로 4원인
을 재해석하는 형이상학적 시야와 결합될 수 있는가를 물어야 할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원인에 대한 변형된 이해는 사물을 형상과 질료의 결합
틀로 이해하는 시야를 통해 확증되는 것으로 보인다.

1. 형상 · 질료 이분법에 근거한 제작의 형이상학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면 존재자는 질료-형상 결합물이다. 그런데 사물
을 질료-형상 결합 틀로 이해하는 형이상학적 시야는 4원인에서 작용인의
지위를 특수하게 분화해서 제시하고 그러한 작용인을 존재자를 넘어서 있
는 산출자로 형이상학적으로 전제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사물의 형상은 특정한 목적에 맞게 산정되고, 형상과 질료 간에는 다
시 형상이 질료를 지시하고 규정하는 관계가 성립된다. 예컨대 특정한 집
의 경우 집의 건축 형태는 건물주의 건축 의도로부터 규정된다. 그러한
건축주의 의도에 따라 집의 형태가 지시되고, 다시 집의 형태는 재료를
지시한다. 이와 같이 형상·질료 이분법은 신과 같은 산출자의 의도와 전
지전능한 앎을 전제하는 사유 도식이다. 또한 4원인이 신과 같은 작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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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한정되어 이해될 때 존재자 전체는 신이나 인간이 원인이 되어 만드
는 제작물에 제한적으로 성립하는 도식으로 한정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존재하는 것 전체로서의 퓌시스를 자연물(phýsei
ónta)과 제작물(techne ónta)로 구별하지만, 이후 아리스토텔레스 사유를 전
승하는 과정에서 제작물에만 타당한 해석틀은 퓌시스로서의 자연 영역에
도 일방적으로 적용된다. 그리고 그러한 사유 도식은 해석자들에 의해서
존재자 전체를 제작물로 일반화해서 사유할 수 있는 제작의 형이상학(die
Metaphysik des Machens)의 시원으로 작용한다. 존재자 전체의 원인이 신
과 같은 외부의 작용인, 즉 산출자로 이해되고, 산출자가 제작 혹은 산출
과정 전체를 꿰뚫는 앎을 가진 자라면 이제 존재자 전체는 ‘제작함
(Machen)’과 ‘야기함(Bewirken)’의 결과로 이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
가 제작의 형이상학은 제작 혹은 산출의 목적을 산출자의 필요를 충족시
키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근대 이후 기술 시대의 형이상학에로 확장
된다.
그럼에도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존재하는 사물들을 형상-질료 결합틀
을 통해 바라보는 시각이 제작물에 타당한 해석이라면, 어째서 아리스토
텔레스와 그의 해석자들은 제작물에만 타당한 해석틀을 퓌시스의 영역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었는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
와 그의 해석자들에게 퓌시스로서의 자연이 제작물로 일반화되어 파악될
수 있었던 것은 ‘학문으로서의 철학’이라는 철학의 이념에서 연유한다.123)
아리스토텔레스는 존재자 전체의 원인과 원리들을 묻는 학문으로서의
철학을 구상했다. 나아가 아리스토텔레스는 원인과 원리들에 대한 보편적
앎인 철학에 이르는 길로 진술(die Aussage)을 분석한다. 앎을 언어로 표현
하는 근본 형식은 진술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진술 속에서 말해지지는
않지만 모든 진술들을 지탱하는 진술들의 근본 구조들을 드러내어 그로부
터 존재자가 그 자체로 무엇인가를 해명하는 작업을 최초로 수행한다. 이
에 따르면 진술들이 관계하는 것은 존재자(das Seiende)이며, 진술 구조는
123) Klaus Held, 위의 강의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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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자 일반의 구조에 상응한다. 그렇기에 존재자에 대한 앎이 일단 진술
들로 표현되면 존재자들의 공통구조를 이끌어낼 수 있게 된다. 존재자로
서의 존재자를 진술의 근본 구조들을 단서로 하여 이끌어낼 때, 그때 적
용되는 대상이 자연사물인지 혹은 제작물인지의 여부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124)

2. 주어 · 술어 문법 구조를 사물 일반에 적용
인도 유럽어의 진술 구조는 주어-술어 형태를 갖는다. “이것은 책상이
다(dies ist ein Tisch)”라는 문장의 경우 주어 자리에 오는 ‘이것은’ 진술의
토대(das Unterliegende, hypokéimenon, hyle)에 놓여 있는 것으로서, ‘책상이
다’라는 술어 자리에 오는 진술하는 것에 종속되어 규정된다. 반대로 ‘책
상이다’의 경우 진술의 근저에 놓여있는 것(das Zugrunde-liegende)으로 규
정하는 것(Form)이 된다. 그러므로 하나의 진술이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것은 토대에 놓여 있는 것이 진술의 근저에 놓여 있는 것에 의해

‘책상’

혹은 ‘집’과 같은 ‘어떤 것으로서(als etwas)’ 규정되기 때문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학문을 자연학, 형이상학, 윤리학·정치학, 수사학, 시학
과 그러한 학문에 이르는 길로서 학문의 도구인 논리학(Organon)으로 분
류한다. 논리학은 ①개념을 다루는 범주론(Categoriae) ②판단을 다루는 명
제론(De interpretatione) ③추리를 다루는 분석론 전서(Analytica priora), ④
논증의 증명을 다루는 분석론 후서(Analytica posteriora), ⑤개연논증을 다
루는 토피카(Topica), 그리고 ⑥소피스트식 오류 논증을 다루는 소피스트
식 논박(Sophistici elenchi)으로 나뉜다. 논리학은 진술과 판단의 근본 구조
에 대한 분석에 기초하는 것으로, 그로부터 인간 이성 사용의 준칙에 대
한 분석으로부터 나아간다. 그리고 이로부터 아리스토텔레스는 존재자에

124) K. Held 위의 강의록 참조.
반면 하이데거에 의하면 문장 구조와 사물 구조 양자는 오히려 근원적인 원천인 존
재와 존재자의 이중성, 즉 퓌시스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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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근본적 규정을 시도한다. 이러한 아리스토텔레스의 학문 방법은 적
어도 문장 구조와 사물 구조는 서로 상응한다는 것을 전제하며, 더 나아
가 문장 구조에 대한 분석으로부터 사물 구조에 대한 분석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학문적 태도를 전제한다.
진술 구조로부터 사물이 어떤 것으로 현상하는 것으로 보는 관점은 사
물의 존재 구조와 존재하는 것을 고유한 것으로 현상하도록 하는 언어 구
조가 서로 상응한다는 것을 전제한다. 이를 도식화해 보면 다음과 같다.

etwas(존재구조)

worüber(진술구조)

Form- die Bestimmung(규정자, 술어, 형상)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tinos etwas

Darunter

Stoff- das Bestimmbare(피규정자, 주어, 질료)

이러한 주어-술어 문법 구조는 특정한 필요에 부합하는 제작물에 타당하
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철학을 모든 존재자 전체에 적용될 수 있는 ‘학문
으로서의 철학’으로 기획하고자 했다면, 그런 기획을 가능하게 한 것은
형상-질료 결합틀이라는 존재자 일반의 구조가 주어-술어의 진술 구조와
상응하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진술의 근본 구조에 대한 파악을 통해 존재자 전체에 대한 접근 시야
를 확보하고자 하는 기획은 그 이후 서구 형이상학을 지배하는 주요한 흐
름이 된다. 하이데거에 의하면 진술들을 단서로 하여 존재자를 규정하고
획득하는 철학적 태도는 아리스토텔레스를 시작으로 하여 칸트, 니체 그
리고 헤겔의 사유를 관통하는 근본적인 태도이다. 예컨대 칸트가

순수이

성비판 에서 범주들을 판단표를 단서로 해서 획득하는 것은 아리스토텔레
스가 이천 년 전에 처음으로 수행한 것과 동일한 방식이다. 마찬가지로
니체가 기존의 형이상학적 진리들125)을 인간존재의 안전한 확보를 위한
가치로 정립하고, 그러한 가치들을 범주(Kategorie)로 재규정할 때 니체 사
125) 니체가 여기에서 염두에 두는 형이상학적 진리들은 세계 전체 질서의 목적과 존재자
전체의 통일성이 상주하며, 그리고 인간이 보편적 행복에로 접근할 수 있다는 것들이
다. 이에 관해서는 3부의 1장, 5절에서 더 구체적으로 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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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는 결정적으로 형이상학의 궤도 안에서 움직인다. 진술, 판단, ‘인간 이
성으로서의 사유’를 단서로 존재자에 대한 근본적 규정을 시도한다는 점
에서 말이다.126) 나아가 존재자 전체에 대한 접근 시야를 언어가 갖는 진
술 구조와 문법 구조에 대한 파악을 통해 얻고자 하는 시도는 오늘날 하
나의 학문 분과로 불리는 논리학(Logik)을 전체 학문의 척도로 삼는 태도
와도 관련된다. 이러한 철학적 태도를 관통하는 문제의식은 사태 자체에
대한 파악을 ‘증명될 수 있는 소여성’ (EPAD, 69, 154), 즉 언어 혹은 자
기의식에 대한 파악으로부터 수행하는 사유 방법이다. 곧 이는 사태에 대
한 방법의 우위를 고수하는 태도이다.
존재를 원인으로, 존재자를 그로부터 원인 지어진 것으로 파악하는 관
점은 이러한 서구의 진술 구조와 그러한 진술구조로부터 존재자 전체에
대한 접근 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시도를 통해 강화된다. 이러한 형이
상학적 태도 속에서 존재자가 갖는 현출과 소멸이라는 고유한 운동성은
상실되고, 다만 제작될 수 있고 조작 가능한 대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철
학적 기반이 마련된다.

3절 인과율의 근거율로의 변형: 라이프니츠
하이데거에 의하면 존재자 전체를 근거로부터 해석하는 서구 형이상학
의 전통은 몇 차례에 걸쳐 변형을 거듭한다. 첫째 근거는 존재자를 존재
자로서 있게 하는 것으로서 존재자의 원인(Ur-sache)을 말한다. 이때 원인
은 아르케(arche)를 가리키며, 아르케는 곧 퓌시스를 말한다. 하이데거는
아리스토텔레스의 퓌시스 개념을 존재자 자체이자 존재를 품고 있는 존재
자로 해석함으로써, 이 때 퓌시스는 존재자와 분리된 실체와 같은 것이
아니라 존재자의 이행 운동 자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한다. 그런 한에
서 존재는 존재자에 “책임을 지고 있음”으로 해명한다.127)
126) Nie, 68-9, 100-1쪽 참조.
127) 앞서 2장 3절을 참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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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후기 그리스 시대에 이르러 원인은 ‘작용을 야기함(Bewirkung)’
으로 축소되어 이해된다. 예컨대 신(Gott)은 존재자를 산출하고 존재자가
앞으로 있게 될 바를 관장한다는 의미에서 ‘작용인’으로서의 제일 원인
(prima causa)이다. 축소된 원인 개념에 따르면 존재자 전체는 작용인의 양
식에 따라 원인-작용 관계, 즉 인과율에 따라 이해될 수 있는 것으로 경
험된다.

신은 인과율의 빛 속에서 원인으로, 즉 작용인(causa efficiens)으로 타락
해 버릴 수 있다. (FT, 30, 36)

그런데 이러한 원인과 근거율에 대한 이해는 근대 이후 다시 중요한
변화를 겪는다. ‘작용을 야기하는’ 원인은 근대에 이르러 인간의 이성에
대한 반성 작업을 통해서 온전하게 해명될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
이다. 근대 물리학이 존재자 전체를 ‘앞서 계산 가능한 힘들의 연관(ein
vorausberechenbare Zusammenhang von Kräften)’으로 표상한다면, 이러한 물
리학적 세계 표상은 존재자 전체를 인간의 이성 작용을 통해 온전하게 계
산하는 방식으로 근거 해명할 수 있다고 보는 관점의 영향 아래에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근대 형이상학은 존재를 지속적인 현존(stetes Anwesen)
으로 상정하고, 존재자 전체는 그러한 존재로부터 온전하게 근거-해명
(Er-grűndung)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된다.128)
근대 이래로 형이상학적 시야의 결정적인 변화에는 17세기경 라이프니
츠의 근거율에 대한 이해의 변화가 그 근저에 자리한다. 라이프니츠에 이
르러 존재자 전체는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온전한 의미에서 정초될 수 있
는 것으로 선언된다. 그러나 사유로부터 존재를 온전하게 해명하는 근대
128) 하이데거에 의하면 근대의 인과율에 대한 이해는 기술시대에 이르러 다시 변형된다.
기술시대에 인과율은 더 이상 신과 같은 작용인의 양식으로 생각되지 않으며, ‘동시에
혹은 잇달아 안정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부품들을 산출하도록 강요하는 공지(die
Kausalität in ein herausgefordertes Melden gleichzeitig oder nacheinander sicherzustellender
Bestände)’ (FT, 26-7.1, 31) 정도로 축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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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이상학의 단초는 데카르트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반문이 제
기될 수 있다.129) 그러나 데카르트는 여전히 존재자 전체를 자기의식을
통해 근거정초하기에는 불충분한 사유이다. 데카르트에게 의식이 진리 경
험에 도달하는 것은 신 존재 증명이라는 뒷문을 통해 보증되기 때문이다.
라이프니츠는 데카르트의 회의가 불충하다는 점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
다.

그러나 그 사람은(즉 데카르트) 두 가지 방식에서 실패했다, 즉 그는 너
무 지나치게 의심했으며, 동시에 그는 너무 쉽게 회의로부터 거리를 취
했다.130)

하이데거에 의하면 헤겔이 존재자 전체를 자기의식을 통해 근거정초하는
방식으로 서구 형이상학을 완성할 수 있는 데에는 라이프니츠의 사유에
덕을 입은 바가 크다.

라이프니츠 이래로 존재자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사유에게 드러나는
[것을 가리킨다] 즉 모든 존재자로서의 존재자는 사유하는 실체(res
cogitans)이며, 이러한 의미에서 [존재자는] 주체(Subjekt)이다. [···] 표상한
다는 것은 객체를 재현하는 것인데, 이러한 재현(Repräsentation)에서 주체
는 자기 스스로를 그러한 것 [객체로서의 주체]로서 표상한다. (HBE,
132)

129) 헤겔이 근대 형이상학의 기획을 완성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의식에 대한 반성작업을
통해서 존재자 전체를 근거정초하는 작업을 완성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근대 형이상
학의 기획의 단초는 데카르트에게서 최초로 발견된다.
“그(데카르트)와 더불어 우리는 본래적으로 자립적인 철학에로 진입한다. [···] 우리
는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우리는 마치 거친 바다 위를 오랫동안 이리저리 항해한 선원
처럼, ‘육지(Land)’를 부를 수 있게 되었다.” (WW. ⅩⅤ, 328, GA9, 429, 256 재인용)
130) 라이프니츠가 조 베르놀리(Joh. Bernoulli)에게 보내는 1696년 8월 23일자 편지 중 일
부. SG, 29쪽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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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어떤 의미에서 라이프니츠 형이상학에 이르러 인간 이성이 존재
자 전체를 온전하게 정초할 수 있는 권한을 스스로에게 부여하게 되었는
가를 물어야 할 것이다.
하이데거는

근거율

131)에서

라이프니츠의 ‘근거율(근거를 되돌려주는

원리, Das principium reddendae rationis)’이 독일어 근거율(der Satz vom
Grund)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그 의미가 애매모호해졌으며, 라이프니츠가
말하는 근거율은 ‘명제들의 필연적 정초의 원리(der Satz vom Grund ist
der Grundsatz der notwendigen Begründung von Sätzen)’ (SG, 45)임을 명시
적으로 밝힌다. 그렇다면 근거율의 의미가 애매모호해졌다는 것과, 근거율
로부터 존재자 전체를 인간 이성의 추론작업으로부터 정초할 수 있는 가
능성이 열렸다는 것 간에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 해명할 필요가 있다.
라이프니츠는 근거율을 다음과 같이 쓴다. ‘어떠한 것도 근거 없이는
있지 않다(Nihil est sine ratione. Nichts ist ohne Grund)’ 라이프니츠는 근거
율을 ‘어떠한 것도 ~ 없다’는 이중 부정의 형식으로 서술한다. 그런데 이
중 부정으로 쓰인 문장은 다음과 같은 긍정 문장으로 재서술될 수 있다.
‘존재하는 어떤 것이든, 즉 모든 존재자는 어떤 방식이로든 근거를 갖는
다(omne ens habet rationem).’ (SG, 16-7) 그런데 하이데거에 의하면 근거
율이 이중 부정문의 형식으로 서술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 ‘모든 존재자
는 근거를 갖는다’는 긍정적 진술은 그에 대한 검증 혹은 확증을 요구하
기 마련이다. 그러나 모든 존재자가 근거를 갖는 지의 여부를 검증할 수
없다. 모든 존재자를 검사하는 건 불가능할 뿐더러, 어느 곳엔가 존재하
고, 존재했었고 존재하게 될 존재자 전체를 우리 앞에 데려오는 것은, 존
재자의 한 단면만을 보게 되는 인간의 인식론적 고유 한계로 인하여 불가
능하기 때문이다.132) 만일 인간이 갖는 인식론적 한계를 염두에 둔다면
131) 1955/56년 프라이부르크 대학, 겨울학기에 13시간 동안의 강의 교제와 1956년 5월 25
일 브레멘 클럽에서의 강의록에 기반한 저술이다. 1957년 3월 프라이부르크에서 출판
되었으며 하이데거 전집 10권에 실려 있다.
132) 하이데거에 의하면 근거율은 일종의 일반적, 보편적 진술(모든 존재자는 [필연적으
로] 근거를 갖는다)이다. 반면 이 보편 진술은 현재, 과거, 나아가 미래에 있을 존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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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율은 다음과 같이 재서술되어야 한다. ‘존재자가 지금까지 고찰될 수
있는 한에서, 모든 존재자는 근거를 갖는다.’
그러나 문제는 근거율은 그 이상을 말한다는 것이다. 즉 근거율은 그
것이 정립한 것을 필연적인 것으로서 정립한다. 그렇다면 근거율이 갖는
필연성은 어디에 근거하는가?

근거율은 그것이 정립하는 바 그것을 필연적인 것으로 정립한다. [라이
프니츠는] 이러한 필연적인 것을 “~어떠한 것도 ~없이는 없다”는 이중부
정을 통해서 불가피한 것으로 진술한다. (SG, 18)

하이데거는 통상적으로 더 이상 물을 필요가 없는 우리의 진술과 표상
의 척도와 같은 것으로 통용되어 온 근거율의 근거를 묻는다. 그런데 근
거율이 이에 대해 줄 수 있는 답은 ‘모든 존재자는 필연적으로 하나의 근
거를 갖는다(Jedes Seiende hat notwendig einen Grund)’는 것이다. (SG, 23)
그렇다면 어째서 모든 존재자는 ‘필연적으로’ 하나의 근거를 갖는가? 이
것의 타당성은 다시 근거율에 의해 답변된다. 이로부터 근거율은 ‘모든
존재자는 필연적으로 하나의 근거를 갖는다’는 논증되지 않은 전제를 포
함하는 것임이 밝혀진다. 따라서 근거율 자체는 근거 없다(grundlos, SG,
가 근거를 갖는지 혹은 존재방식의 면에서는 가능적 존재자 혹은 가능적으로 현실적인
존재자가 근거를 갖는지의 여부에 대한 검사 없이 일반화되었다는 점에 주목한다. 근
거율에 대한 하이데거의 접근은 근거율이 긍정적 진술로 받아들여지는 경우, 경험적으
로 정당화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는 점에서, 일종의 공리(Axiom)와 같이 받아들여지는
논리법칙을 여타의 과학의 법칙적 진술과 동일한 선상에서 그것의 정당성을 묻는다.
이것은 근거율이라는 서구형이상학의 사유 방식의 공리를 해체하는 하이데거의 독특한
접근법으로 보인다. 예컨대 과학철학 내에서 흔히 귀납주의에 대한 비판이나 흄의 귀
납에 대한 고전적 회의론에서 보여지는 태도는 법칙적 진술의 정당화를 위해서 경험에
호소하는 방식은 관찰적인 증거가 무엇이건 간에 세계에 대한 주장을 담고 있는 어떤
보편 언명의 확률도 0이라는 결론에 이른다. (관찰적인 증거는 제한된 관찰 언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에 보편 언명은 제한없이 가능한 상황에 대한 주장을 담고 있기 때
문이다. 참인 보편 언명의 확률은 한정된 수를 무한수로 나눈 값으로 표시된다. 따라서
증거를 구성하는 관찰언명의 한정된 수가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그 값은 0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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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는 결론이 도출된다. 그렇지 않고 근거율이 근거를 갖는다면, 그 근거
는 여러 근거들 중의 하나이거나, 근거들의 근거의 근거라는 식으로 근거
에 대한 끝나지 않는 물음을 던져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러
한 본질적인 것을 해명하지 않은 채로 전제하는 명제가 어째서 원리이자
공리로 나아가 최상의 명제로서 간주될 수 있는가?
근거율은 우리가 그 자체에 대해서 숙고해 보기 시작하자 근거 없는
것으로 밝혀짐에도 불구하고 서구 사유의 영역 내에서, 인간의 행동거지
를 규정한다. 예컨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을 보면, 인간은 자신을 둘러싸
고 만나는 모든 것 속에서 원인을, 종종은 가까이 놓여 있는 원인들을, 때
로는 배후에 놓여 있는 원인들, 종국에는 최초이자 궁극적인 원인들을 알
고자 한다. 그렇게 원인을 해명하고자 하는 것이 인간 사고 방식을 철저
하게 지배한다. (SG, 13) 나아가 근거율은 인간의 고유한 본질을 ‘이성적
존재자’로 규정하기 위한 정당화 근거가 된다. 그런 의미에서 근거율 없
이 우리는 존재자와 관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와도 관계할
수 없다.
하이데거가 라이프니츠의 근거율에 대한 해명을 통해 의도하는 바는
비단 한 명의 사상가의 핵심 개념을 알아보는 것을 넘어서 서구 형이상학
의 사유 방식 전체에 대한 고찰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근거율에 따르면
존재자 전체가 인식된 바대로, 즉 표상된 바대로 있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하이데거의 이러한 해석은 어디에서 연유하는가?
첫째 라이프니츠의 인과율은 다음과 같이 서술된다. 어떤 것도 근거
없이는 있지 않으며, 달리 말하면 어떠한 작용도 원인 없이는 없다(Nichts
ist ohne Grund oder keine Wirkung ohne Ursache). 여기에서 통상적으로 이
해되는 근거율은 ‘원인 없이는 어떠한 작용도 없다’는 인과율의 원리(das
Prinzip der Kausalität)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된다. 라이프니츠는 위 서술에
서 ‘또는(oder)’을 양자가 ‘동일하다(gleich)’는 의미로 사용한다. (SG, 434)133)
133) 그러나 하이데거는 이러한 해석, 즉 라이프니츠 근거율을 인과율과 동일시하는 것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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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하이데거는 라이프니츠의 후기 논문(Specimen inventorum, Philos.
Schriften ed. Gerhardt Ⅶ, 309)을 인용함으로써 근거율을 ‘근거를 되돌려주
는 원리’로 해석한다. 라이프니츠의 후기 논문에서 근거율은 다음과 같이
서술된다. 모든 증명 과정을 위한 최상의 원리들 두 가지가 있다: 모순율
과 근거를 되돌려주는 원리(es gibt zwei oberste Prinzipien für alle
Beweisgänge, das Prinzip des Widerspruchs und das Prinzip reddendae
rationis). 라이프니츠에게 근거율은, 엄밀하게 생각했을 때, ‘근거[이유]를
되돌려주는 원리’이다 (SG, 44-5)
그렇다면 근거를 어디로 되돌리는가? ‘근거를 되돌리는’ 일은 대상에
대한 인식과 표상에서 일어난다. 라틴어에서 표상은 자아가 대상을 재-현
함을 뜻한다. 그러므로 재현 방식에서 만나지는 것은 표상하는 자아(das
vorstellende Ich)에로 되돌려진다. 근거가 거기에로 되돌려지는 것이 ‘표상
하는 자아’이기에, 근거율은 ‘인식하는 표상에서 인식하는 자아에게 되돌
려지는 근거’로 해석된다. (SG, 45)
셋째, 보다 중요하게 라이프니츠는 통상적인 근거율에 대한 파악을 ‘철
학적으로 사유하는 근거율’과 구별한다. 통상적인 의미에서 근거율은 “어
떠한 것도 원인 없이는 생겨나지 않는다(Nichts geschieht ohne Ursache)”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철학적으로 사유했을 때 근거율은 ‘증명의 원리
(Grundsatz des Beweisens)’ 혹은 ‘진술의 원리(Grundsatz des Aussagens)’이
다.

134)

율은

라이프니츠에게서 근거율은 명제들과 진술들의 원리이다. 즉 근거

명제들의

필연적

정초의

원리(der

Grundsatz

der

notwendigen

Begründung von Sätzen)이다. (SG, 45)
하이데거는 라이프니츠에게 근거율이 ‘명제들의 필연적 정초의 원리’
로서 이해되었다는 사실로부터, 명제를 통해 발화되는 인식함이 존재자

대해 다음과 같은 반론이 제기될 수 있음을 언급한다. 근거율과 인과율은 다르며, 오히
려 근거율이 인과율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SG, 43-4)
134) “라이프니츠는 통상적인 근거율에 대한 파악을 철학적으로 사고하는 그것[근거율]과
구별한다.” (SG,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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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를 근거정초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이러한 세 가지 사실로부터 도출되는 결론은 근거를 되돌려주는 원리
가 인식에만 들어맞는 것이기 때문에 이 원리에 따르면 우리의 인식에 들
어맞지 않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있는 것은 정당하게 배제될 수 있다는 것
이다.

근거를 되돌려주는 원리는 단지 인식함에만 타당하며, 그러나 인식되지
않는 경우에도 여전히 어떤 방식으로든 있는 것에는 들어맞지 않는다.
(Das principium reddendae rationis betrifft somit nur das Erkennen, nicht
aber, jegliches, was irgendwie sonst noch ist) (SG, 46)

그렇다면 근거율이 우리의 인식에 들어맞는 것에 대해서만 타당하게
성립할 수 있다는 점으로부터 라이프니츠의 근거율이 서구 사유에 미치는
힘이 줄어드는가? 하이데거에 의하면 오히려 상황은 그 반대이다. 근거율
의 위대성은 오히려 그 점에서 위력을 갖는다. 즉 근거를 되돌려주는 원
리는 비록 외관상으로는 인식의 원리이지만, 실상은 “있는 모든 것[존재자
전체]에 대해서 [위력을] 갖는다”는 점이다.(SG, 47) 라이프니츠와 그의 영
향력 하에 있는 근대적 사유에 있어서 존재자는 대상적인 것의 대상성 속
에 존립한다. 즉 근거율에 따르면 존재자(was ist)는 인식의 원리에 따라
존재하는 대상(Gegenstand)이다. 결론적으로 근거율에 따르면 인식의 원리
가 존재자 전체의 존재 원리가 된다.135)

4절 자기의식의 경험과 절대자의 도래의 변증법적 매개: 헤겔
하이데거에게 헤겔 형이상학은 존재자 전체를 자기의식을 통해 정초하
135) 김형효는 하이데거의 근거율 강의를 자세하게 해명한 바 있다. 김형효는 근거율 강
의록 전체 핵심 논지를 ‘장미꽃이 피는 이유와 놀이의 탈근거’라는 소제목을 달아 요
약 정리한 바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라. 김형효, 하이데거와 화엄의
사유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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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자 하는 근대 형이상학의 기획을 완성한다. 동시에 자기의식으로부터
출발하여 진리 경험에 도달하는 것은 자신을 실현하고자 하는 절대자의
의지로부터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헤겔 형이상학은 의식의 경험의 학
이자 존재자 전체를 최고 존재자인 신으로부터 근거 짓는 존재-신-론 틀
(Die onto-theo-logische Verfassung)이다. 하이데거의 헤겔 해석은
학 과

정신현상

논리학 에 대한 해석을 통해 구체화된다. 이 장에서는 하이데거의

정신현상학 의 서론(Einleitung)에 대한 비판적 주해136)를 검토함으로써
헤겔에게서 존재 사유가 어떻게 전개되었는가를 살펴볼 것이다.

정신현

상학 의 서론에 대한 주해는 서구 철학사 내에서 헤겔의 위치를 드러내는
단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이데거에 의하면

정신현상학 은 ‘의식의 경험의 학’이자 ‘존재-신-

론(Die Onto-theo-logie)’이며, 헤겔의 의도는 양자를 성공적으로 통합하고
매개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시도는 존재자 전체를 사유로 환원하고
규정하는 방식으로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
정신현상학 은 ‘의식의 경험의 학’이다. 헤겔은 철학을 ‘참으로 존재
하는 것에 대한 현실적인 인식(das wirkliche Erkennen dessen, was in
Wahrheit ist)’이라 정의한다. 참인 존재자는 “자기의식에 기반한 정신”이
다. 현실적 인식은 자기의식에 기반한 정신을 그 절대성에서 절대적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반면 평범한 일상적인 생각에서 보자면 존재자는 의식
에 독립적으로 있는 하나의 외적 대상에 불과하다. 독단에 빠져 있는 평
범한 자아는 마주해 오는 것의 한 면, 즉 존재자적인 면만을 보기 때문이
다(HBE, 156, 237). 그런 한에서 자연적 의식은 그의 대상에 대해서만 알
고 있으며, 그 자신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 그러나 자연적 의식은 이미 자
기를 넘어서는 동요를 감추고 있다. 자연적 의식은 그 자신의 회의(die
Skepsis)를 수행해 나감으로써 자신의 의식의 목표인 실재지(das reale
Wissen)를 향해 가는 도상에 있다. 헤겔에게 의식은 자연적 의식만으로,
136) 하이데거는 ｢헤겔의 경험 개념(이하, HBE)｣에서 정신현상학 서론(Einleitung) 16단
락을 비판적으로 주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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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실재지만으로도 있는 것이 아니며, 양자는 구분되면서도 근원적
으로 통일되어 있다(HBE, 158 참조).
자연적 의식이 실재지에로 나아감은 그렇다고 자연적 의식이 어떤 외
부의 실재에로 초월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의식이 자기에로 도달함, 즉
의식의 자기회복의 과정이다. 그런 의미에서 의식의 자기회복의 목표는
실재지의 획득이다. 그런데 실재지의 실재성의 면모는 이미 의식 자체의
운동 과정의 목표이면서 그 운동 과정 자체에 내재한다.

스스로를 완성해가는 회의주의는 자신의 회의를 통해서 그러한 종류의
목표[실재지의 실재성]를 이미 보고 있으며, 그리하여 [그러한 목표를]
의식 자체의 동요의 한 가운데로 받아들인다. [···] 회의는 [···] 자연적
의식을 넘어 실재지로 들어 올려지는 부단한 과정을 참아낸다. (HBE,
160, 242)

자연적 의식이 실재지로 들어 올려지는 과정은 자연적 의식의 죽음(der
Tod, HBE, 160)으로 드러난다. 자연적 의식은 자신의 죽음을 겪음으로써
자기 자신으로 부활한다(auferstehen). 이러한 자연적 의식의 죽음과 부활
은 자연적 의식과 실재지 간의 동요로서 있는 의식 자체가 자기로 됨의
운동 과정이자, 의식이 경험의 도상에 있음을 가리킨다. 헤겔에게 자연적
의식의 죽음과 부활은 자기의식이 대상적 관계로부터 스스로를 떼어 놓는
(absolvere) 과정을 통해 완수된다. 자연적 의식은 자신의 경험의 도상에서
애초에 대상을 자신과 독립해 있는 즉자적 대상으로 표상하던 것을 비진
리로 경험하게 된다. 그리고 그러한 비진리의 경험 과정을 통해 의식은
대상을 비로소 ‘의식에 대해 있는’ 것으로 경험할 수 있게 된다. 그런 한
에서 자기의식은 대상에 대해 표상하는 주체로서가 아니라 스스로를 주객 연관으로 있는 표상작용 자체로서 알게 된다. 이는 곧 자기의식이 주
관과 객관의 대립 하에 있는 한낱 주관이 아닌 주-객 연관으로 있는 존재
하는 사유(die cogitationes)로서 있게 되는 과정을 말한다. 자기의식이 존재
하는 사유로 되는 과정은 ‘참으로 존재하는 것에 대한 현실적인 인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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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리의 획득 과정이기도 하다. 헤겔에게 참된 것(das Wahre)은 의식 외부
에 독립적으로 실재하는 외적 대상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아는 그런 무조
건적 앎 속에서 의식된 것이다.
나아가 헤겔에게서 자기의식의 확실성으로서의 진리는 절대자와의 관
계에서 재서술된다. 진리는 무조건적인 자기지 속에서 의식된 것(das im
unbedingten Sich-selbst Wissen als das Gewußte)이다. 즉 자연적 의식이 진
리에로 이르게 되는 것은 의식자체가 자기로 되는 운동에 즉자 대자적으
로 우리 곁에 있고자 하는 절대자의 의지(der Wille des Absoluten)가 주재
하기 때문이다(HBE, 160 참조). 헤겔에게 절대자는 자신의 임재의 현성
(Anwesen)을 재현하는 성격을 갖는다. 절대자는 자신이 산출한 존재자인
인간 사유로부터 정초됨으로써만 자신의 최초의 발생을 완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절대자의 임재는 재현 속에서 현성한다(HBE, 136). 이
러한 맥락에서 헤겔에게서 자기의식이 갖는 절대적 자기 확실성은 의식이
절대지의 성취에로 이르는 과정이자, 절대자의 임재(파루시아) 곁에 서 있
는 것이다.137)
정리하자면 헤겔에게 진리는 의식이 자신의 반전(die Umkehrung)과 죽
음을 통해서 종국에 자기 확실성에로 이르는 운동 과정에 대한 서술이다.
헤겔에게 의식의 자기 확실성과 그런 의미에서의 진리는 의식 자신이 대
상적 관계로부터 스스로를 풀어 놓는 자기 자신에로의 해방 운동이다. 자
기의식이 대상과의 관계로부터 스스로 깨어나 개방되는 것이 절대자의 절
대성, 즉 절대지의 성취를 특징짓는 한에서 말이다. 그러므로 자기의식의
경험을

서술하는

정신현상학 은

존재론(Ontologie)이자

‘존재-신-론

(Onto-theo-logie)’이다.138)
137) 이러한 맥락에서 진리는 무조건적인 자기지(Sich-selbst-wissen)에서 의식된 것이며,
“참인 것만이 절대적이고, 절대자만이 참이다(das Wahre allein ist absolut, Das Absolute
allein ist wahr. Hegel, Einleitung)”라는 명제는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138) 하이데거는 ｢헤겔 경험 개념｣에서 정신현상학 의 원제가 ｢의식의 경험의 학문｣이라
는 점을 강조한다. 헤겔이 ‘의식의 경험의 학문’으로부터 ‘정신현상학’으로 제목을 변
경하는 것은 비단 서지학적 정보 제공의 의미를 넘어서 ‘존재-신-론’으로서의 헤겔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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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의 경험의 학[으로서의 ‘정신현상학’]은 존재자로서의 참된 존재자에
대한 학문으로서 곧 신학[헤겔 논리학]을 지시하는 존재론이며, 곧 존재신론적인 앎이며, 헤겔에게 존재론과 신학은 그것의 방식에 있어서 동일
하다. (HBE, 195, 287)

헤겔 변증법은 자기의식의 절대적 확실성과 절대자의 임재 사이의 변증법
적 운동 과정에 대한 서술이다. 그리고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의식이 자
신의 존재 형태들의 전 영역을 관통해 감으로써 자신의 본질 진리 속으로
스스로를 모은다는 점에서 의식 운동 그 자체가 변증법적이기 때문이다(
HBE, 183). 이렇게 헤겔 형이상학은 현상으로 통일되어 드러나는 자기의
식과 절대자의 도래를 변증법을 통해 매개하는 사유이다.139)
그런 의미에서 존재자로서의 존재자를 표상하는 종래의 철학은 헤겔에
이르러 종말을 고하며 철학은 이제 절대적 의미에서의 학문으로 거듭난
다. 존재자로서의 존재자를 탐구하는 것이 철학 본연의 임무라고 할 때,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은 존재자를 존재자로서 있게 하는 실체, 즉 존재자
이상학의 결정적 면모를 보여준다. 헤겔의 ‘논리학’은 절대적인 신학(die absolute
Theiologie)이고 존재론은 ‘의식의 경험의 학’으로서 전개된다. 헤겔이 정신현상학 초판
발간 당시 의식의 경험의 학이라는 제목을 붙일 때, 의식의 경험의 학이 가리키는 것
은 존재자로서의 참된 존재자에 대한 존재-신론적인 지이다(das onto-theo-logische
Wissen des wahrhaft Seienden als des Seienden)이기 때문이다. 학문은 정신현상학 에서
그리고 논리학 에서 그것의 전체를 이중적으로 전개한다. 그런 의미에서 현상학(Die
Phänomenologie)은 존재자로서의 존재자를 다루는 ‘제일 학문(erste Wissenschaft)’이고,
논리학은 제일철학 내에서 [신의 지식을 서술하는] 본래적인 학문이다. (HBE, 200 참
조) 이와 관련하여 하이데거는 ｢형이상학의 존재-신-론 틀(1956-7)｣에서 헤겔 논리학
을 ‘존재-신론-틀’로 다시 한 번 해석한다.
139) 이러한 맥락에서 U. 구쪼니는 헤겔 형이상학에서 존재와 존재자 간의 발생과 존재와
사유의 발생에 대한 추적 [이는 곧 정초의 길이기도 한]의 관계가 통합된다고 본다. 그
런 의미에서 헤겔의 절대자 이해에서 신의 존재자 전체의 근거지음(Gründung)이라는
발생적 관점과 자기의식으로부터 절대자의 근거정초(Begründung)라는 사유의 관점이
통합되고 완성된다. U. Guzzoni, Werden zu sich, 18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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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본질에 대한 앎으로서의 철학이다. 마찬가지로 플라톤 철학에서 존재
자를 존재자로 있게 하는 것은 본질로서의 형상에 대한 앎이다. 그러나
라이프니츠 이래로 존재자는 이데아와 같은 존재자 외부의 실체나 본질이
존재자를 통해 스스로를 보여준 결과가 아니라 사유된 사물(res cogitatum)
이 된다. 헤겔 형이상학은 존재자를 사유된 사물로 규정하는 라이프니츠
형이상학의 연장선에 있다. 헤겔에게 존재자는 주체가 스스로를 알아가는
앎의 방식 속에서 주체에 의해 표상된 대상이다. 바꾸어 말하면 주체는
이미 자기와 관계하는 표상하는 주체이다. 그러므로 존재자를 존재자로서
표상하는 철학은 헤겔 형이상학에서 자기 스스로를 객체로서 표상하는 주
체의 주체존재(das Subjektsein des Subjekts, GA3, 133, 206)에 대한 앎으로
서의 학문이 된다.140)
자기의식의 경험과 절대자의 도래 양자를 통합하고 매개하고자 하는
헤겔의 시도는 철학의 종말 및 학문의 성립과 함께 성공할 수 있었다. 헤
겔에게 자기의식은 객체를 표상하는 관계 속에서 존재하는 주체이자, 자
140) "Das Seiende(τὀ ὄν) ist als das Seiende(ἧ ὄν), insofern es in der Weise des unbedingten
Sichwissens des Wissens ist." (HBE, 133) 일찍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제일철학으로서의 형
이상학을 ‘있는 것 [존재자]을 있는 것으로서(τὀ ὄν ἧ ὄν) 탐구하는 학문’이라 규정한
바 있다. (아리스토텔레스, 형이상학 , Ⅳ권 1장, 1003a 21)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존재
자를 존재자이도록 하는 것은 그 자신은 운동하지 않으면서 존재자를 있게 하고 운동
하도록 하는 최고 원인으로서의 신이다. 그러나 헤겔에게 이르러 비로소 철학은 절대
적 자기확실성으로서의 온전한 의미의 학문(die Wissenschaft)이 된다.
주체의 주체존재, 즉 주체의 본질이 철저하게 절대적인 자기 앎 내에서 존립하고 의
식 자신이 대상적 관계로부터 스스로를 풀어 놓는 자기 자신에로의 해방 운동을 통해
존립하는 것은 이제 철학의 앎을 학문에로 이르게 한다. 철학의 앎은 온전한 의미에서
자기 확실성(die Selbstgewißheit)을 갖게 된다. 그렇게 철학은 헤겔에 이르러 절대적인
자기확실성을 갖는 온전한 의미의 학문이 된다. “전체적인 철학의 본질은 절대지의 자
기에 대한 앎을 통해 마련된다. 철학은 고유한 의미에서 학문(die Wissenschaft)이다.”
(GA5, 132) [···] “존재자(τὀ ὄν)는, 그것이 절대지의 자기 앎의 방식 속에서 있는 한에
서, 존재자로서(ἧ ὄν) 있다. 그러므로 존재자를 존재자로서 표상하는 서술(die
Darstellung)인 철학은 그 자체가 곧 [주체의 절대적 자기 확실성으로서의] 학문이다.”
(GA5, 133, 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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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의식이 맺는 주-객 관계는 주체 자신이 스스로와 맺는 자기 관계이다.
다시 말해서 헤겔에게서 존재는 사유로부터 규정되는 한에서 사유로 환원
되며, 반대로 주체는 자신을 모든 객관성을 조건 짓는 이러한 인지활동으
로써 정초하고, 그럼으로써 절대자 자체로서 존재한다. 그렇게 헤겔에게서
근대 주체성의 형이상학은 완성된다. 즉 헤겔에게 자기의식의 경험이야말
로 존재자의 존재 정초의 근거이자 원인이라는 점에서 존재자 전체는 사
유로부터 규정되고 환원된다.141)
그러나 헤겔이 종래의 형이상학적 인식론적 독단을 해체하고 있다는
점은 공정하게 평가되어야 한다. 자기의식의 경험은 존재자를 외부의 객
관적 대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주체가 스스로를 알아가는 앎의 방식 속
에서 주체에 의해 표상된 대상으로 알아 나가는 과정이다. 그런 의미에서
주체에 의해 표상된 대상은 주체와 독립되어 있는 외부의 실체 혹은 형상
과 같이 있지 않다는 점에서 고대 형이상학의 이데아 혹은 실체와 구별된
다. 나아가 헤겔에게 자기의식은 데카르트에서 보여지듯 추후에 신 존재
증명이라는

뒷문을

통해

안전을

보장받게

되는

창조된

존재자(ens

creatum)인 ‘생각하는 자아(ego cogito)’와도 구별된다.142) 자기의식은 대상
의 있음을 정초하는 ‘의식되어 있음(Bewußt-sein)’, 혹은 ‘존재하는 사유
(die cogitationes)’라는 점에서 존재자 전체를 사유로 환원하는 방식으로
주객 이분법을 넘어서기 때문이다. (GA5, 146, 223)
자기의식의 경험과 절대자의 도래 양자를 통합하고 매개하고자 하는
헤겔의 시도는 헤겔이 데카르트 사유로부터 자기 사유의 고유한 지반을
마련할 때 이미 예견된 것이다.143) 헤겔의 시도는 데카르트에게서 신의
141) “존재하는 것 전체는 헤겔 자신이 ‘사상(die Gedanken)’이라 일컫는 사유로 환원되고,
규정된다.” (HG, 430)
142) HBE, 134, 208쪽 참조.
143) 하이데거의 주해는 헤겔 형이상학이 데카르트에 의해 수립된 새로운 철학 원리를 계
승한다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데카르트 철학의 원리는 자기로부터 출발하는 사유(das
von sich ausgehende Denken)로서, 사유의 절대적 기초는 사유 자신이 사유한 것이 절대
적 확실성을 갖는다는 사실이다. 이와 관련하여 자기의식으로부터 출발하여 자기 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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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남으로서의 소여(das Gegebene, Givenness)로부터 신과 이성 간의 관계
를 밝히는 작업의 연장선에 있다. 데카르트는 신의 현현으로서의 소여를
인간 이성으로부터 온전하게 밝히고자 한다. 인간 이성은 ‘수학’적 방법에
기반하여 자신에 대한 반성 작업을 통해서 종국에는 세계 구상의 권리를
갖으며, 종국에 인간의 세계 구상의 권리는 데카르트에게는 신으로부터
부여 받은 권리이기 때문이다. 그런 한에서 데카르트 형이상학은 신 존재
증명을 요구하게 되며, 신 존재 증명은 다시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인간의
이성적 사유능력으로부터 가능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데카르트에게 신이
갖는 전지전능함과 절대성은 인간의 사유 능력에 제한되는 유한성만을 지
니게 되는 역설에 봉착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헤겔 형이상학에서 절대자[인 신]는 죽는다(Hier stirbt das
Absolute. HBE, 202). 헤겔 형이상학에서 시원적인 제작자이자 지배자인
신이 갖는 절대성과 무한성은 실재적 현상으로 드러나는 순간 절대성과
무한성을 상실하고 유한하게 된다. 절대자로서의 신이 무엇이며, 그러한
신이 무엇을 알고 신 자신에게 무엇이 알려져 있는 가는 존재자 곁에 즉
자 대자적으로 있으려하는 절대자의 임재, 곧 파루시아를 통해서만 해명
되기 때문이다. 절대자의 임재는 자연적 의식의 회의의 도정으로 서술되
기에 말이다. 결과적으로 절대자는 유한한 존재자인 자연적 의식에 의존
하는 것이 된다. 이는 결국 절대자의 절대성을 자연적 의식의 사유 규칙
에 포섭하는 행위가 되며, 이로 인해 절대자는 자연적 의식에 의해 규정
가능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

5절 힘에의 의지와 생성하는 세계의 일치: 니체

에 이르는 철학이야말로 근대철학의 전형이며, 헤겔에게서 가장 완성된 형태로 드러난
다. (HG, 429쪽 참조) 이와 관련해서는 ｢헤겔의 경험개념, 1942-3("Hegels Begriff der
Erfahrung", Holzwege, 1977)｣과 ｢헤겔과 그리스인들 1958("Hegel und die Griechen",
Wegmarken, 1976)｣을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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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데거에게 서구 사유의 시원적 형태를 규정하는 것은 코린토스의
페리안드로스로부터 유래하는 “존재자 전체를 염려하라(Nimm in die
Sorge das Seiende im Ganzen, Ni, 3, 457)”라는 경구이다. 하이데거에 의하
면 본질적인 사상가는 존재자 전체에 대해 마음을 쓰는 자이다. 이와 관
련하여 존재자 전체로서의 퓌시스에 대한 사유는 니체에게서 “생은 힘에
의 의지이다”로 이어지고 완성된다.144) (Ni, 26, 472) 그리고 이를 통해 니
체는 근대 형이상학의 기획을 완수할 수 있었다.
니체에게 존재자 전체는 ‘생(das Leben)’으로 표현된다. 존재자 전체는
식물, 동물, 인간, 인간적 행위와 형상들뿐만 아니라 생물의 전 형태인 물
질적인 무생물, 즉 단적으로 자연과 역사를 포함하는 모든 존재자의 생을
말한다.145) 생의 근본 성격은 자기 상승을 욕구하는 ‘힘에의 의지(Wille
zur Macht)’ (Ni, 26, 471)를 갖는다는 점에 있다. 생의 본질이 힘에의 의지
라는 것은 존재자들이 생을 수행하는 실천 그 자체가 자신을 넘어서고자
의욕함(das Über-sich-hinaus-wollen), 즉 자기를 극복하는 방식으로 있기 때
문이다.
생이 자기 상승 운동을 한다는 것, 즉 생이 자신의 힘을 강화하는 방
식으로 있는 것은 생성하는 세계와 일치관계를 형성하는 방식으로 전개된
다. 현실적인 세계는 ‘생성하는 세계(die werdende Welt)’이며, 생성하는 세
계와 일치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야말로 생의 참된 자기의지의 발현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생의 의지의 자기 극복과 자기 강화에 필요한 것이야말
로 참되게 가치(der Wert)를 갖는 것이다. 우리는 여기에서 니체가 기존
형이상학에서 유지되어 온 진리의 자리에 가치를 투입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니체에게서 플라톤 이래로 유지되어 온 생과 진리 관계는 역전된다.
144) 하이데거에 의하면 니체는 힘에의 의지를 통해 존재자 전체에 대한 존재의 지배를
해명한다는 점에서 본질적인 사상가이다.
“니체는 존재자가 우월한가 아니면 존재가 [존재자를] 지배하는가를 회피하지 않고
결단한 사상가라는 점에서 본질적인 사상가(wesentlicher Denker)이다.” (Ni, 4, 458)
145) Nie, 31-2, 63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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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톤 이래 서구 형이상학적 사유 전통 내에서 진리는 영원불변하는 고
정적이고 항존적인 세계와의 일치를 말하는 것으로 인간이 존재자와 맺는
관계의 척도가 되어 왔다. 진리가 항존적인 세계와의 일치 관계로부터 성
립하는 한에서, 진리는 절대적이고 무시간적으로 참된 것을 의미한다. 반
면 니체는 형이상학적 진리를 인간 생의 보전을 위한 가치로 규정한다.
니체는 서구 형이상학 전체를 플라톤의 형이상학을 계승한 결과로 간주하
며, 플라톤 이래로 최고의 진리로 간주되어 온 것을 다음과 같이 특징짓
는다. 첫째 세계 질서는 하나의 윤리적 목적을 가지고 전개되며, 둘째 존
재자 전체는 사랑과 조화를 증대하는 방식으로 통일성을 유지하며, 셋째
앞서 두 가지가 성립하는 한에서 인간은 보편적인 행복에로 접근할 수 있
다.146)
그러나 니체가 보기에 형이상학적 진리는 ‘그것 없이는 어떠한 특정
종의 생명체도 살 수 없는 [필연적인 것이다. 그렇지만] 일종의 오류’ (
힘에의 의지 , 493번)이다. 형이상학적 진리는 인간이 존재자 전체 속에서
스스로의 가치를 믿기 위한 하나의 기만의 산물인 오류이다. 형이상학적
관념이 항존하는 세계와의 일치를 진리라 규정하는 한에서, 인간은 생의
존립 확보를 위해 필요로 하는 확고한 지지대 혹은 삶의 의지처와 같은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니체에게 형이상학의 진리들은 인간 생의 보존 조건을 존재 일
반의 술어로 투사한 결과이다. 즉 진리는 말(das Wort)로써 하나의 사태를
규정하는 범주(Kategorie)이다. 플라톤적인 진리가 세계에 가치들을 투입할
목적으로 사용한 ‘목적, 통일 그리고 존재’와 같은 범주들에 불과하게 될
때, 기존의 진리의 위용은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것으로 전락한다. 그러므
로 니체에게 서구 사회에서의 니힐리즘의 도래는 기존의 형이상학적 최상
의 가치들이 전적으로 무가치한 것으로 전락하는 것을 말한다.147)
146) Nie, 56, 87-8쪽 참조.
147) 니힐리즘에 대한 니체의 성찰은 1887년 11월과 1888년 2월 사이에 쓰인 ‘우주론적
가치들의 붕괴’라는 제목이 달린 단편 2번(ⅩⅤ145쪽 이하)에 실려 있다. 메모는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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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체에게 진리는 생성하는 세계와 일치 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생의
최상의 가치이다.148) 그리고 생성하는 세계와 일치 관계를 형성하는 방식
이 곧 가치정립행위149)이다. 니체에게서 생이 스스로를 상승시키고자 하
는 생의 의지의 수행이 저 몰아대고 압도하는 카오스로서의 생성하는 세
계와 새로운 일치 관계를 형성하는 것인 한에서 말이다. 그리고 이 점에
기반하여 니체의 철학은 생성의 철학으로 혹은 생에 대한 긍정의 철학으
로 평가되어 왔다.
그러나 표준적인 해석에 따라 생성의 철학으로 해석되어 온 니체의 힘
에의 의지의 철학은 하이데거에 따르면 생성을 머무는 것(das Bleibende)
으로서 사유하는, 즉 항존성(die Beständigkeit)을 의욕하는 형이상학이다.
니체에게 카오스로서의 생성하는 세계는 그 자체로 무질서를 의미하지 않
는다. 생성하는 세계는 생의 의지를 통해 앞서 기투된 결과이기 때문이다.
하이데거는 니체가 카오스를 그리스적 의미로서가 아니라 근대적 의미로
해석한다는 점에 주목한다. 그리스적 의미에서 카오스는 ‘입을 벌리고 있
는 것, 측정할 수 없고 지지하는 것도 근거도 없이 갈라 열려져 있는 것’

과 같다. “니힐리즘은 무엇인가? 그것은 최고의 가치들이 무가치하게 된다는 것이다
(sich entwerten). 그리고 이는 목표(das Ziel)가 결여되어 있다는 것, 즉 ‘왜?’라는 물음에
대한 답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148) 하이데거에 의하면 니체는 참된 세계와 가상 세계라는 플라톤적인 구분을 여전히 받
아들인다. 니체는 플라톤의 두 세계 이론을 받아들이되, 다만 그것들 간의 위계질서를
전도하고, 그것을 ‘가치 관계’로 환원한다. 이제 생성하는 세계가 참된 세계로, 고정되
고 항존적인 세계가 가상 세계로 규정된다.
“[니체에게는] 참된 세계는 생성하는 것이며, 가상 세계는 고정적이고 항존적인 것
이라고 말할 수 있다. 참된 세계와 가상 세계는 자신들의 자리와 위계 그리고 성질을
바꿨다. 그러나 이러한 교체와 전도에도 불구하고 참된 세계와 가상 세계의 구분 그
자체는 유지된 채로 있다.” (Ni, 227, 585).
149) 생이 자신의 존립 확보를 위해 가치를 정립한다는 것은 어떤 것을 평가하는 행위를
가리키지 않는다. 가치 정립은 생이 자기 자신의 본질을 충족시키고 전개시키는 방식
자체이다. 다른 말로 생 자체의 자기 전개 방식은 가치를 정립하는 방식으로 전개된다.
(GA 47, 116-8, 니체Ⅰ , 517-8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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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시오도스

신통기 )을 말한다. 그러나 근대적 의미에서 카오스는 몰아

대고 흐르며 움직이는 것을 가리키면서도 중요하게는 인식되어 질 수 있
는 것이자 질서를 담지하는 것이다. 하이데거는 니체의 카오스 개념을 그
리스적 개념과 대비하여 이미 질서를 은폐하고 있는 칸트의 감각의 다양
체와 유비적으로 설명한다.150)
칸트에게 감각의 다양체는 그 자체로 무질서한 것이거나 통제될 수 없
는 감각의 흐름을 의미하지 않는다. 우리의 모든 인식은 감각의 재료, 즉
감각 내용과 재료를 정리 정돈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즉 인식 형식은
사고의 형식으로서 ‘순수지성개념’ 뿐만 아니라 공간·시간과 같은 ‘순수
감성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칸트에게 감각의 다양체는 이미 감
각에 주어질 수 있는 방식으로 감성의 시·공간의 형식 안에서 주어진 것
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니체에게 카오스로서의 생성하는 세계는 신체가
형성한 존재자 전체를 가리킨다. 즉

카오스는 존재자 전체에 대한 생의

앞선 구상을 포함한다.

카오스는 세계 전체와 그것의 운행에 대한 [생을 통한] 특유의 선-구상
(Vorentwurf)을 가리키는 명칭이다. (Ni, 153, 538)

생이 생성하는 세계와 일치를 형성하는 방식은 충동과 압도하는 것으로서
의 세계의 흐름을 그때마다 극복하는 것이다. 생의 본질이 스스로를 상승
시키고자 하는 의욕이자 충동이라 한다면, 생이 존재하는 방식은 스스로
를 단순한 파괴로 몰아가지 않고, 그때마다 무질서하게 생성하는 세계의
압도하는 힘을 극복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생이 갖는 의욕과
충동 자체가 파괴되어, 충동으로서도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니
체에게 생성으로서의 세계는 생의 자기 수행과 분리되어 그 자체 존립하
는 것이 아니라 생 자체의 활동의 ‘산물’이다.
이와 관련하여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유래하는 질료-형상 이분법이 니
150) Ni, 149-56, 538-41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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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의 “생은 힘에의 의지이다”라는 잠언 속에서 반복된다고 말하는 것은
부당한 주장이 아닐 것이다. 니체에게 생성으로의 카오스는 힘에의 의지
로부터 앞서 규정된 감각적인 것 일반, 혹은 불, 물, 흙 그리고 빛 등의
기본 원소들과 같은 일종의 질료이며151) 의지가 카오스를 근거지은 결과
가 새롭게 정립된 가치들, 즉 형상들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생의 본질을 지배하는 ‘힘에의 의지’는 생이 자기 자신을 고양하고자 하
는 의지를 가리키며, 생의 자기 고양은 ‘카오스’로서의 세계를 생의 존립
확보를 위한 의지처인 새로운 형태(Gestalt)로 정립하는 활동인 한에서 말
이다. 결과적으로 최고의 힘에의 의지는 생성을 항존적인 것으로 만드는
생의 활동을 의미한다. 그와 함께 생성은 힘에의 의지가 자기의 고유한
현존을 안전하게 확보해 나가는 지속적 방식 속에서 의지에로 포섭된다.

‘생성’은 [···] 자기 자신에로 역동적으로 귀환하고 독자적인 방식으로 끊
임없이 회귀하는 힘의 본질로서의 힘의 자기초월운동이다. (MdI, 32)

나아가 하이데거에게 근대라는 시대의 특징은 인간이 존재자의 척도와
중심이 된다는 것이다. 니체의 초인 개념은 이러한 근대 형이상학적 인간
상의 전형을 보여준다. 니체는 힘에의 의지를 근거로 삼아 존재자 전체에
대한 새로운 가치를 정립하는 니힐리즘의 극복을 주장한다. 그런데 최고
의 가치들은 결코 저절로 붕괴되지 않으며, 인간에 의해 투입된 가치들을
박탈하는 것은 새로운 인간이다. 무엇보다 가치가 박탈된 후, 세계가 전적
으로 무가치한 것으로 인식될 때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결정적인 의지가
인간에게서 발원한다. 중요하게는 니힐리즘의 극복으로서의 새로운 가치
151) 이는 니체에서 보여지는 퓌시스, 즉 생성하는 세계와 힘의 의지를 본질로 갖는 인간
간의 관계에 대한 다음의 하이데거 해석에 기초한다. “호모 나투라(자연인)은 기본원소
들 [감성적인 것 일반, 물, 불, 흙, 빛]에 대해 어떤 화해나 일치의 새로운 관계를 획득
하는 인간이며, 기본원소들을 그의 힘에로 데려와 이러한 힘으로부터 계획에 적합한
세계지배라는 의미에서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인간을 의미한다.” WBPA, 239-40,
189-90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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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립의 행위 주체는 인간이라는 점이다.

가치는 단순히 저절로 붕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 그 전에 우리들
에 의해서 투입된 ─ 가치들을 세계로부터 다시 박탈한다. 우리는 가치
정립과 가치의 폐지에 활동주체로서 참여하고 있다. (Nie, 118)

니체에게 인간은 새롭게 가치를 정립하는 자이어야 한다. 초인은 세계
속에서 새로운 가치 정립의 주체로서 있으며, 새로운 가치를 정립하고 명
령하는 자라는 점에서 이제까지의 어떤 인간 종보다도 근본적인 힘을 획
득한 자이다. 그리고 그러한 근본적인 힘으로부터 계획적으로 세계를 완
전히 제압하며 다스리는 능력을 갖춘 인간이 짜라투스투라이다.152) 결론
적으로 니체의 초인에 대한 교설은 존재자 전체의 척도와 중심이라는 근
대 형이상학적 인간상을 그 본질에 있어서 규정하는 것이다.153)
152) 하이데거의 니체 해석은 그 이전의 칸트 해석에서 보여주듯이 강압적인 해석의 측면
이 있을 수 있다. 하이데거의 니체 해석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접하고 싶다면 이에 관
한 박찬국의 논의를 참고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박찬국에 의하면 하이데거가 니체의 사유를 현대 기술시대에 존재자 전체에 대한
인간의 지배를 정당화하는 사유, 즉 기술시대의 절대화된 인간중심주의로 해석하는 데
에는 윙어(E. Jünger)의 영향이 작용한다. 윙어는 니체 사상을 파시스트적으로 해석한
바 있으며, 이는 하이데거의 니체 해석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다르게
니체에게 생이 갖는 힘에의 의지는 동일자가 영원하게 회귀하는 가치 앞에서 도피하지
않고 그 자체를 흔쾌히 긍정하고 받아들이는 결연한 자기극복의 의지로 이해할 수 있
다. 그러므로 니체에게 초인의 길은 볼셰비즘이나 파시즘의 지도자들에서 구현되는 것
이 아니라, 아리스토텔레스가 <긍지에 찬 인간>으로 묘사하는 고대인의 이상형에 가깝
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박찬국, ｢권력에의 의지의 철학과 존재의 철학｣, 니
체가 뒤흔든 철학 100년 , 민음사, 2000, 269-72쪽을 참조하라.
153) “우리가 근대라고 부르는 시대는 인간이 존재자의 척도와 중심이 되는 것을 통해 규
정된다. [···] 데카르트가 실체를 에고, 즉 자아로서 표상하는 것, 즉 실체에 대한 ‘에고
이스틱한’[자아중심적인]

해석이야말로

니체에게는

아직

충분히

주체적의적

(subjetivistisch)이지 않다. 존재자들에 있어서 인간이 갖는 무조건적인 우위에 대한 설
로서 초인에 대한 교설에서 비로소 근대 형이상학은 자신의 본질을 완전하면서 동시에
극한에 이르기까지 규정하게 된다. 이러한 [초인의] 교설에서 데카르트는 자신의 최고

119

6절 존재로 높여진 인간 형상과 그로부터 의미 부여된 대상: 윙어

서구 근대 형이상학적 사유 전통을 존재 사유를 중심으로 검토하는데
있어서, 마지막으로 주목해야 할 사상가는 에른스트 윙어154)다. 윙어는 새
로운 시대의 인류의 형상(die Gestalt)을 제시하며, 존재자를 인간 형상으로
부터 의미부여된 것으로 해석하기 때문이다. 하이데거에 의하면 현실적인
것에 대한 서술은 언제나 존재자 전체에 대한 특정한 해석에 의지할 수밖
에 없다. 그런 점에서 윙어는 존재자 전체에 대한 해석 시야를 니체의
‘힘에의 의지의 형이상학’에서 얻는다. 니체의 형이상학적 사유는 윙어를
통해 반복되고 강화된다.
우리는 윙어가 노동자와 군인을 인류의 형상으로 제시한다는 점에 일
차적으로 주목해야 한다. 윙어의 사유는 근대를 거슬러 고대 플라톤 형이
상학과의 근친성을 보여준다. 플라톤에게서 이데아는 감각적으로 지각 가
능한 사물을 초월해 있는 형상이며, 형상은 현실적인 지각 가능한 사물을
그것으로 있게 만드는 아르케로서 현실적인 것을 ‘지배’하는 원리이다. 그
러한 형상은 영원하고 불변한다. 마찬가지로 윙어는 노동자와 군인을 ‘고
요히 머무르는 존재(das ruhende Sein)’인 하나의 형상으로 규정한다.155)
나아가 윙어는 형상을 신과 같은 절대자가 아니라 노동자와 군인이라

의 승리를 구가한다.” (Nie, 52-3, 84)
154) 에른스트 윙어(Ernst Jünger, 1895-1998)는 에세이, 노동자 (Der Arbeiter)를 히틀러가
권좌에 오르기 직전인 1932년 가을, 바이마르 공화국 시대에 출간한다. 윙어는 이 산문
에서 당시 유럽의 시대 상황을 진단하고 그 시대에 필요한 새로운 인간상으로 ‘집합적
노동자 형상’이라는 비젼을 제시한다. 정원적, ｢에른스트 윙어의 노동자 와 괴테｣,
독일문학 108집, 94쪽, 2008. 윙어에 의하면 현대의 전쟁과 노동 현장을 지배하는 것
은 힘에의 의지인 우주적인 의지이며 노동자는 전쟁과 노동 현장의 간난(艱難)과 위험
을 적극적으로 긍정함으로써 힘에의 의지와 하나가 된 전사로서 초인의 형상을 갖는
다. (박찬국, 2000: 270쪽 참조)
155) GA9, 395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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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인류를 형상으로 제시한다는 점에서, 그는 근대 형이상학적 사유의 영
향 하에 있다. 또한 노동자와 군인이 존재자 전체를 규정하는 형상으로
제시된다고 해서, 그것을 ‘정치적인’ 무산계급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해
서는 곤란하다.156) 노동자와 군인은 오늘날 존재자에 의미를 부여하는 방
식으로 현실적인 것 전체를 규정하는 형상으로서 인류의 본질을 실현한다
는 형이상학적 의미를 갖는다. 윙어에게 형상은 의미 없는 것에 ‘의미부
여함의 원천(Quelle der Sinngebung)’으로서 노동자와 군인 형상이며, 존재
자는 그로부터 규정된다.
나아가 윙어는 존재를 존재자를 표상하고, 제작하고, 산출하는 단위로
사유한다. 형상으로서의 노동자는 불굴의 인간 의지를 가진 자이자, 의지
에 따라 중단 없이 제작하고 활동하는 초인적 인간상을 가리킨다. 게다가
무엇보다 강조되어야 할 점은 노동자로서의 인간이 모든 존재자들의 근저
에 놓여 척도를 제시하는 형상의 지위를 가질 때, 존재자는 전적인 확실
성(die Sicherung)을 갖고 표상될 수 있다는 점이다. 결과적으로 인류가 존
재의 지위에 들어설 때 존재자는 그 어느 시대와 비교해서도 안전하게 확
보될 수 있게 된다.

존재가 [인간과 같이] 언제든지 확정 가능하고 표상 가능한 것이라는 의
미에서 나타날 때야 비로소 존재자의 안전한 확보가 가능해지기 때문이
다. (Sf, 397)

인간이 존재자 전체를 안전하게 확보할 수 있고, 인류가 모든 존재자
들을 제작하고 산출하는 자라는 점에서, 인간은 어느 때보다도 세계의 지
배자로서

세계에

군림할

수

있게

된다.

이제

세계는

‘총동원(die

156) “‘노동자’와 ‘군인’이 현실적인 것의 면모를 철저하게 규정한다는 것이 결정적이다.
두 이름들은 계급이나 직업적인 신분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 존재자와의 관련에
방향과 지침을 제공하는 인류의 양식을 표현한다. 그러므로 ‘노동자’와 ‘군인’은 형이
상학적 명칭, 존재자의 개방된 존재에 대한 인간의 수행 형식을 지칭한다, 그런 존재자
의 존재를 니체는 ‘힘에의 의지’로서 앞서 파악한 바 있다.” (GA52, 36)

121

Mobilisierung)’되는 방식으로 마음대로 처분 가능한 대상이 된다.
노동자 가 목표로 하는 것은 [···] 노동자 형상을 [···] 변화된 세계의 형
식들을 강력히 규정하는 유효한 단위로서 가시화하는 것이다.157)

존재자 전체로서의 세계가 인간에 의해 제작되고 산출되는 방식으로 총동
원의 대상이 되는 시대, 즉 인간 형상으로부터 존재자의 의미를 각인하는
현대 기술 시대의 특징을 하이데거는 다음과 같은 서늘한 언어로 기술한
다.

인간은 단지 자기 자신과만 대면한다(der Mensch begegnet nur noch sich
selbst). (FT, 31)

결론적으로 존재자가 인간 형상으로부터 산출되고 제작 가능한 것으로 각
인되고 경험되는 이 시대를 규정하는 형이상학은 제작(Machenschaft)의 형
이상학이다.

7절 전통 형이상학의 존재론적 구별의 전제로서의 무
서구 형이상학 내에서 무는 ‘비(非)존재자’, 혹은 공허한 것으로 파악되
거나, 혹은 진술에서의 부정으로 간주되어 왔다. 그런데 서구 형이상학의
전통 내에서 무에 대한 이러한 사유는 존재와 생성이 어떻게 파악되어 왔
는가의 문제와 함께 고찰되어야 한다.
서구 형이상학이 존재를 ‘어떠한 결과를 야기한다’는 의미에서의 원인
으로 사유하고, 존재자를 원인으로부터 야기된 것으로 사유할 때, 어떤 것
으로부터도 야기되지 않는 무는 존재와 인식의 영역에서 정당하게 배제된

157) 정원석, ｢에른스트 윙어의

노동자 와 괴테Ⅰ｣, 96쪽, Ernst Jünger, Der Arbeiter.

Herrschaft und Gestalt, Sämtliche Werke, Stuttgart 1978, Bd. 8, 13쪽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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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나아가 원인으로부터 있는 존재자는 생성하는 것이며 동시에 소멸하
는 것이다. 즉 서구 형이상학에 따르면 존재자는 원인으로부터 야기된 것
이자 생성과 소멸이라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을 지닌다. 그렇기에 존재와
관련된 무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존재자의 생성에 일종의 타자성으로서의
소멸이 속한다는 사실은 서구 형이상학의 사유 전통 내에서 상당한 문젯
거리임에는 분명하다.
존재와 무의 관점에서 보자면 전통 형이상학은 무에 관해서 알고자 하
지 않으면서도 항상 무의 도움을 받아서 형이상학적 물음을 수행해 왔다
(WM, 106). 플라톤은 무를 비(非)존재자(me on), 즉 존재자 내부에서의 이
타성(異他性)으로 환원하고 결국 이를 ‘인간의 부정하는 능력’인 ‘아포파
시스(άποφασις)’와 동일시한다.158) 즉 플라톤에게서 무는 논리학에서의 부
정(die Verneinung)과 같이 인간의 지성활동의 산물로 간주된다.
나아가 플라톤은 생성하고 소멸하는 존재자의 운동(Κίνηδις, μεταβολ
ή)을 학문적으로 해명하고자 한다. 그리고 생성과 변화는 시간의 흐름 속
에서 자기 동일성을 지니고 변화하지 않는 ‘영원불멸하게 실재하는 것’으
로부터 해명된다. 이러한 논의 구도에 따르면 영원·불멸하는 것만이 실재
하며, 생성하고 소멸하는 것을 자신의 본질로 갖는 존재자는 실재하지 않
는 존재자, 즉 덧없는 것(허무한 것 das Vergängliche)으로 간주된다. 결과
적으로 플라톤은 생성·변화를 설명하기 위해 ‘변화하지 않고 영원불멸하
는 것’을 끌어들여 존재자의 생성과 소멸을 해명하지만, 존재자의 생성과
변화는 실재하지 않는 것으로, 혹은 지속하는 실체가 그것의 상태를 변화
하는(wandeln)것으로 해명된다.
기독교 교의학에 따르면 무는 신이 그것으로부터 피조물을 생기게 하
는 것이다. 그러나 ‘신의 손을 벗어난 존재자는 있을 수 없다, 즉 원인으
로부터 야기되지 않은 어떤 존재자도 없다’는 공리에 의해 뒷받침되는 다
른 기독교 교의학의 전제에 의해 무는 창조되지 않은 존재자인 신의 대립
개념이 된다. 그런데 기독교 교의학에 따르면 신은 완전성을 갖는 절대자
158) 소피스트 , 257 b 9; 263 e 12. 차건희, 오해의 철학 철학적 오해 , 11쪽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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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그러하기에 신에 대립해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렇다면 신은 무
를 알 수가 없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결론적으로 신은 제일원인으로서 모
든 피조물들을 무로부터 있게 하면서도, ‘신을 벗어난 어떤 존재자도 있
을 수 없다’는 기독교 교의학을 근거로 삼아 무는 신의 창조를 위해 전제
됨에도 불구하고 탐구 대상에서 배제된다.
이와 연속선상에서 라이프니츠가

자연과 은총의 원리 에서 마지막으

로 제기한 물음은 “도대체 왜 없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어떤 것이 있는
가?”159)이다. 하이데거에 의하면 이는 학문적으로 성실한 라이프니츠가 자
신의 형이상학적 사유를 전개하기 위해 무를 전제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
주는 중요한 단서이다. 그러나 라이프니츠는 그의 성실한 학자적 자질에
의해 이러한 물음에 봉착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가 형이상학적 사유에
서 해명해야 할 물음으로 간주한 것은 ‘어째서 존재자가 있는가?’이다. 반
면 ‘도대체 왜 무가 아닌가?’라는 물음은 첨언 정도로 언급된다.
라이프니츠에 의해 존재가 존재자의 원인으로 파악될 때, 그러한 존재
에 대한 사유는 ‘근거율’이라는 논리학의 제일법칙으로부터 정당화된다.
나아가 라이프니츠는 근거율을 우리의 인식과 진술들의 원리로서의 ‘철학
적으로 사유하는 근거율’로 천명함으로써 우리의 인식의 원리가 곧 존재
의 원리임을 철학적으로 정초할 수 있게 된다. 존재자가 ‘어떤 것도 원인
[이유]없이 존재하지 않는’것이자, 우리의 인식함에 들어맞는 것만이 존재
하는 것으로 알려지는 한에서, 원인을 갖지 않으며 인식되지도 않는 무에
대한 물음의 필요성은 형이상학의 문제 범위에서 정당하게 제거될 수 있
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라이프니츠 형이상학의 명제가 “왜 존재자는 있고
없지 않은가?”라는 물음에서 출발한다면, 무는 주도적인 탐구대상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물음의 제기를 위해 전제된다. 이 경우 무는 존재의
완전함을 위한 보충(eine Ergänzung zur Vollkommenheit, WD, 302, 443)으
로 간주된다.
서양 형이상학의 존재에 대한 사유 전통 내에서 이러한 무에 대한 물
159) EzWM, 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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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의 배제는 생성과 존재의 이분법의 담론과 함께 수행된다. 원인으로서
의 존재가 무시간적으로 지속하는 것이자 생성·변화로부터 초월해 있는
것이기에, 그로부터 야기되는 존재자의 생성과 그에 속하는 소멸은 다만
그 원천이자 근원으로서의 존재보다 그 존재의 정도가 덜한 것이 갖는 결
함 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서구 형이상학의 사유 전통 내에서 존재와 무, 다른 말로 존재와 생성
의 이분법이라는 담론은 근대 이후 서구 형이상학 내부로부터 지속적으로
비판받아온 문제이다. 그리고 헤겔과 니체는 이러한 존재와 생성의 독단
적 이분법이라는 서구 형이상학의 문제로부터 자신의 사상을 출발한 사상
가들이다. 그리고 이는 후기 하이데거가 그 자신의 존재사유를 전개하는
데 그들을 주요한 사상적 대결 상대로 간주했다는 사실과도 관련될 것이
다. 그렇다면 헤겔과 니체에게서 존재와 생성의 이분법이 어떠한 방식으
로 해체되며, 그 속에서 존재와 무의 관계는 어떻게 새롭게 정초되는가가
현재 논의 맥락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할 것이다.
무를 인간 지성의 산물로 간주하는 플라톤의 사유 방식은 헤겔에게서
형식 논리학을 변증법적 논리학으로 전환시키는 노력을 통해 계승된다.
헤겔에게 무는 자기의식의 죽음이자 사유의 부정성(Negativität, BzP, 266)
을 가리킨다.

논리학 에서 무는 순수 무(das reine Nichts)로 규정되고, 무

매개된 것(das Un-vermittelte)이고 비규정적인 것(das Un-bestimmte)이라는
점에서 존재와 동일시된다.160) 존재와 무는 의식의 자기전개운동에 의해
규정되고 매개되기 이전의 최초의 것이라는 점에서 동일하다. 그러나 무
를 순수 무로 규정하는 태도는 자연적 의식에 의해서 그렇게 일면적인 것
으로 드러난 것이며, 자연적 의식의 경험 과정 속에서 무는 규정된 무(ein
bestimmte Nichts)로 드러난다.
단적으로

논리학 에서 무는 학의 시원(der Anfang der Wissenschaft)과

관련하여 그것으로부터 어떠한 것이 나와야 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160) Hegel, "Womit muß der Anfang der Wissenschaft gemacht werden?", Wissenschaft der
LogikⅠ, Suhrkamp, 1986, 73-74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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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현상학 에서 불완전한 의식의 형태로서 자연적 의식에는 언제나 순
수한 무(das reine Nichts)만이 보이지만, 무(ein Nichts, das Nichtsein)는 본
디 그 자체 하나의 내용을 갖는 규정된 무를 가리킨다. 무가 규정된 무라
는 것은 무가 자연적 의식으로부터 실재지에로의 도상에 있는 사유의 이
행의 산물로서의 규정된 부정(ein bestimmte Nagation)을 가리키기 때문이
다.161) 무는 자연적 의식이 이미 자기인 바인 실재지로 회귀하는 도상에
서 의식 자신의 유한성의 부정으로서의 규정된 무를 가리킨다. 그러하기
에 규정된 무는 의식의 죽음으로서 사유의 ‘부정성(Negativität)’162)을 가리
킨다. 나아가 헤겔이 무를 규정된 무, 즉 사유의 부정성으로 간주하는 것
은 그에게서 존재와 생성이 동일시되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파악되어야
한다.
헤겔에게 존재와 생성은 동일하다. 즉 존재는 본질적인 의미에서 생
성이다. 그런데 생성이 존재와 동일한 것은 생성이 운동이되, 주체가 절대
적 자기로 됨의 운동, 즉 주체인 존재 스스로 자기 자신을 산출하고, 다시
자신에로 회귀하는 운동을 가리키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헤겔에게 생성에
대한 해명은 주체의 주체성의 전체 구조와 역사적 운동에 대한 서술을 통
해 완수된다. 그런데 주체의 자기 전개 운동으로서의 생성이 자기의식의
회의의 도정을 통해서 수행되는 한에서, 생성과 생성의 타자로서의 죽음
은 곧 자연적 의식의 죽음으로서의 사유의 부정성을 가리킨다.
자연적 의식의 회의의 도정은 자연적 의식이 대상을 독립적으로 실재
하는 것으로 아는 ｣그 자신의 대상 경험을 지양해 나가면서 종국에 대상
을 스스로가 근거짓는 것으로 아는 자기의식으로 자신의 경험을 확장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그렇기에 자연적 의식이 그 최종 목적인 절대지에로
이르는 이 회의의 도정은 대상으로부터의 지속적인 해방의 과정이자 자연

161) HBE, 120, 190.
162) 이에 관련해서 헤겔의 정신현상학에서 ‘부정성’ 개념에 대한 하이데거의 해석을 다
루는 다음 논문을 참조하라. 김재철, ｢헤겔의 부정성 개념에 대한 하이데거의 해석｣,
존재론 연구 17집, 2006, 10. 30. 227-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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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의식의 죽음(der Tod des natürlichen Bewußtseins, HBE, 160)으로 드러나
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연적 의식의 죽음은 자연적 의식의 부활의 과정
이기도 하다. 자연적 의식은 그 자신의 이전의 의식 형태의 죽음을 통과
하는 회의의 도정에서 종국에는 스스로를 모든 대상성을 조건 짓는 앎으
로서 자각하고 반성하게 되기 때문이다.
나아가 의식 자체 내에서의 이러한 회의와 동요는 절대자가 즉자대자
적으로 우리 곁에 있고자 하는 절대자의 의지의 발현이다. 이와 같이 의
식이 절대적 자기에로 이르는 운동은 주체가 절대적 자기로 됨의 운동이
다. (HG, 430) 그러므로 헤겔에게서 생성은 주체가 자기로 됨(Werden zu
Sich des Subjektes)의 운동, 곧 주체가 절대자의 의지의 수행자로서 스스
로를 개념 파악하는 과정이며, 이는 주체가 스스로를 존재자 전체를 근거
짓는 앎으로 자각하는 과정이다. 그렇기에 존재와 생성은 자기의식의 경
험의 과정으로서의 사유를 매개로 동일한 것이 된다. 결과적으로 생성의
타자로서의 죽음은 사유의 부정성이 된다.
그렇다면 니체의 경우는 어떠한가? 오늘날 니체는 누구보다 생성의 철
학자이자 생에 대한 긍정의 철학자로서 간주된다. 그렇다면 니체에게서
생성과 생성에 속하는 무는 어떻게 사유되는가? ‘동일한 것의 영원회귀’
는 하이데거에 의하면 존재와 존재의 존재 방식에 대한 니체의 형이상학
적 사유의 결과물이다. ‘동일한 것’은 모든 존재자의 공통적인 본질인 ‘힘
에의 의지’인 ‘존재’를 가리킨다. 그리고 동일한 것이 영원하게 회귀한다
는 것은 존재의 존재방식을 가리키는 것으로 힘에의 의지가 스스로를 의
욕함에 대한 형이상학적 해석이다. 힘에의 의지가 스스로를 의욕하는 방
식은 힘에의 의지가 카오스로서의 생성의 세계와 새로운 일치 관계를 형
성하는 것을 말한다.
나아가 니체에게 생성하는 세계와의 일치는 생에 대한 긍정을 말한다.
니체에 의하면 플라톤 이래 서구 전통 형이상학은 시간과 사라짐(die Zeit
und das Vergehen, GA 7, 113, 148)에 대한 복수 정신을 보여왔다. 즉 플라
톤은 초시간적 이상들을 절대적인 것으로 정립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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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적인 것 자체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경멸한다. 니체에 의하면 서구 형이상학의 사라짐
에 대한 복수정신과 생에 대한 경멸의 태도가 단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실
레로스의 지혜, 즉 ‘가장 좋은 것은 [···] 태어나지 않는 것이며,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무로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대에게 차선이 있다면 그것
은 일찍 죽는 것이다.’163)
반면 니체에 의하면 플라톤 이래의 서구 형이상학의 이러한 생에 대한
경멸은 나약한 인간들의 근시안적인 해결책에 불과하다. 그러나 니체에
의하면 인간이 지상적인 것을 경멸하는 한에서, 인간은 대지에 대한 지배
권을 확보할 수 없다. 이와 반대로 이 지상에서의 창조적인 인간인 차라
투스트라에게는 생에 대한 복수 정신을 극복하고 긍정하는 것만이 ‘구원’
에 이르는 다리이다. 니체에 의하면 구원은 영원한 삶에 매혹되어서 죽음
을 설교하는 태도, 즉 시간을 혐오하고 부정(Nein)하는 태도로부터는 도래
하지 않으며, 구원은 시간과 사라짐을 긍정하는(ein Ja) 태도로부터 온다.
그런데 우리는 이 부분에서 니체에게서 시간과 사라짐에 대한 긍정이
어떻게 성립하는가를 물어야 한다. 하이데거에 의하면 니체에게서 시간에
대한 긍정은 사라짐이 공허한 것으로 전락하지 않기를 의욕하는 것으로부
터 가능하다. 즉 니체에게 시간에 대한 긍정은 사라짐이 사라짐으로서 부
단히 가는 식으로가 아니라 사라짐과 그것의 사라졌음이 동일한 것으로서
영원히 되돌아오는 식으로만 가능하다. 그런 의미에서 니체에게 생성의
긍정은 전통 형이상학의 전복으로부터 성립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것도
전통 형이상학의 소멸에 대한 적의를 긍정으로 전도하는 것을 통해서, 그
것도 소멸함을 영원히 회귀하는 것으로 상정함으로써 말이다. 결론적으로
플라톤 이래 서구 형이상학을 관통해서 흐르는 소멸에 대한 적의는 니체
의 ‘동일한 것의 영원회귀’ 사유에서 다만 고도로 정신화된 형태로 숨겨
져 있을 뿐이다.

163) 프리드리히 니체,

비극의 탄생 , 박찬국 옮김, 아카넷, 2007, 73-7쪽 참조, F.

Nietzsche, Die Geburt der Tragödie, Alfred Kröner Verlag in Leipzig, 1917, 31-2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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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니체의 영원회귀]사유를 통해서 종래의 사유가 갖는 [플라톤 이
래 전통 형이상학의 소멸에 대한]복수의 정신이 극복되는가? 아니면 모
든 생성을 동일자의 영원회귀 하에 감독하는 이러한 각인에는 여전히
한갓된 소멸에 대한 적의(ein Widerwille gegen das bloße Vergehen)가, 즉
고도로 정신화된 [소멸에 대한] 복수 정신이 숨겨져 있는 것은 아닌가?
(WNZ, 117, 153)

니체의 소멸에 대한 적의는 존재의 본질을 ‘힘에의 의지’로 규정할 때 예
정되어 있던 것일지 모른다. 니체가 존재자의 본질, 즉 존재자의 존재를
힘에의 의지로 규정하고 존재를 생과 동일시할 때 ‘어떠한 죽는 것’도 존
재에서는 배제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문헌상으로 본다면 니체는 다음
과 같이 적고 있다.

존재(das Sein) ― 우리는 이에 대해서 ‘산다(leben)’는 것 이외의 어떤 다
른 생각도 갖지 않는다―. 그러므로 죽은 어떤 것(etwas Totes)이 있을 수
있는가? ( 힘에의 의지 , 582, GA5, 279, 409 재인용)

‘죽는 어떤 것’도 존재의 본질에서 배제하는 니체에게 실레노스의 생의
지혜는 다음과 같이 전도된다.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나쁜 일은 머지 않
아 죽는다는 것이며, 다음에 나쁜 일은 언젠가는 죽는다는 것이다.”164)
하이데거에 의하면 서구 형이상학의 완성자로서의 니체의 무에 대한
사유가 결정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그의 ‘니힐리즘’에 대한 태도이다.

니힐리즘은 하나의 형이상학적인 근본입장, 즉 무를 그의 본질에 있어서
이해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더 이상 파악하려고 하지 않는 입장을 향해
서 치닫는 형이상학의 역사일 것이다. (Nie, 44, 76)

164) F. 니체,

비극의 탄생 , 박찬국 옮김, 아카넷, 2007, 77쪽 참조, F. Nietzsche, Die

Geburt der Tragödie, Alfred Kröner Verlag in Leipzig, 1917, 32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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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체에 의하면 니힐리즘의 도래는 기존의 형이상학적 진리들, 즉 존재자
전체의 통일성과 목적을 해명하는 최상의 가치들이 무가치한 것으로 전락
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니힐리즘의 도래는 어떠한 자연적 현상이 아니
라 인간 주체에 의해서 비로소 도래되어야 할 것이다. 게다가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기존 가치들이 전적으로 무가치한 것으로 전락하는 속에서
니체는 존재자 전체에 대한 새로운 가치 정립의 방식으로 니힐리즘의 극
복을 주장한다는 사실이다.
니힐리즘의 극복은 생의 자기 강화를 위한 새로운 가치 정립 행위를
통해 실현된다. 니체에 의해 존재가 생의 자기 강화가 되며, 생의 자기 강
화에 필요로 되는 것이 새롭게 정립되어야 할 가치와 동일시될 때 우리는
진리와 가치, 그리고 존재가 동일시됨을 볼 수 있다. 반면 무, 즉 니힐리
즘의 도래는 생의 의지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극복되어야 한다. 즉 니
체에게 니힐리즘은 생의 의지의 긍정을 통해 극복되어야 하고, 극복될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Nie, 43, 75)
니힐리즘의 극복의 의지를 통해 무에 대한 적의를 보여주는 것은 니체
의 사유를 계승하는 윙어에게서 반복해서 드러난다. 하이데거는 윙어의
글의 제목, ｢선을 넘어서("Über die Linie")｣165)에 대한 고찰을 통해 무에
대한

윙어의

태도를

보여준다.

‘선을

넘어서’는

‘선을

가로지름

(Überqueren)’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선을 가로지른다는 것은 무에 대한 사
유와 어떠한 관련을 맺는가?
윙어에게 ‘선’은 일종의 영점(Nullpunkt), 텅빈 것(das Leere), 즉 무를
가리킨다. 하이데거는 선을 ‘가로지름’이라는 윙어의 글의 제목에서 독일
의 허무주의가 지배하는 당시의 시대 상황에 대한 윙어의 상황 판단을 읽
어낸다. 윙어는 모든 것이 무로 치닫는다는 상황판단, 다시 말해 허무주의

165) 하이데거는 윙어가 그의 60주년 생일에 헌사한 글인 "Über Die Linie"에 대한 답서로
‘선에 대하여’(Über "Die Linie")를 쓴 바 있다. 이 글은

를 논구하는 가

운데 ‘허무주의에 대한 숙고’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존재물음에 대하여(Zur Seinsfrage)
｣(1956)라는 제목으로 변경된다. 이 글은 하이데거 전집 9권에 실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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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배한다는 상황 판단으로부터 선을 넘어서기를 시도한다. 선을 ‘넘어
서’에서 "über"는 ‘~을 넘어선다(hin über, trans, meta)’는 당대 독일의 허무
주의의 지배라는 시대 상황에 대한 극복의 의지를 반영한다. 즉 윙어가
니체 형이상학의 계승자인 한에서 서구 형이상학의 무에 대한 극복의 의
지를 반영한다.
윙어의 무에 대한 극복의 의지는 그가 허무주의를 하나의 병으로 진단
하고 처방함으로써 그 병을 치유하고자 하는 의사의 태도(eine ärztliche
Haltung, Heidegger, 1976: 387)166)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윙어는 독일에
서 허무주의가 만연하는 상황을 하나의 사회적 병으로 간주하고 노동자와
군인 형상을 제시함으로써 이러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인간 형상은 구원자로서, 위기의 시대의 하나의 출구로서 사유된다.
그러나 하이데거가 보기에 도피 속에서 구조를 구하는 것은 존재의 본
질을 비본질에서 사유한 결과이다. 나아가 존재자 전체인 세계 속에서 인
간의 형이상학적 지위의 의문스러움에 대한 질문을 회피하는 것이다. 형
이상학이 잘 숙고된 수단을 통해 구원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는 것은 존
재를 무엇인가를 야기하는 원인, 즉 존재자의 발생의 원인 혹은 운동 근
거이자 의미의 근거로서 사유하고, 그러하기에 존재자를 설립할 수 있고,
완전하게 장악하거나 조작가능한 대상으로 규정하는 존재 사유로부터 가
능하다. 그런 의미에서 존재하는 모든 것이 종국에는 소멸하고 사멸하는
것을 허무주의로 규정하고, 그러한 허무주의를 병으로 진단하고 그 병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사적 태도는 서구 형이상학의 무에 대한 사유의 고질
적인 무능력과 관련된다.
하이데거는 윙어의 글에 동일한 제목을 달아 답변을 보낸다. 그러나
동일한 제목에서 ‘~을 넘어서’는 이제 ‘~에 관하여(peri, de, von)’로 변경
된다. 하이데거는 ‘선을 넘어서’가 아닌 ‘선에 대하여’ 사유한다. 그러니까

166) 하이데거는 윙어가 갖는 이러한 ‘의사적 태도’를 젊은 니체가 한 때 철학자를 ‘문화
의 의사(der Artz der Kultur, WWX, S. 225)’라 칭한 것과 연장선에 있는 사유로 규정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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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에 대하여’라는 하이데거의 편지의 제목은 허무주의가 지배하는 서구
의 존재 역사적 운명과 필연성을 사유하는 하이데거의 태도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서구 전통 형이상학의 존재의 귀결로서의 허무주의와 대결하는
하이데거의 태도는 극복이 아닌 견뎌냄(Verwindung)의 자세를 함축하기
때문이다.167)
서구 형이상학의 무에 대한 사유의 무능력은 존재자 전체의 본질을 무
조건적인 지배의 의지, 생의 고양과 지속 능력으로서의 힘에의 의지로 규
정하는 것에서 정점에 달한다. 무엇보다 생의 고양과 지속에의 의지는
‘몰락(der Untergang)’에 대항해서 작용한다. 형이상학적 전통에서 짧은 기
간

동안에만

존속하는

것이

결함이

있는

것이자

무능력한

것(das

Mangelhafte und Unkräftige, Gb, 18)으로 간주되듯이 말이다.
그러나 우리는 되물을 수 있다. 생을 생의 의지의 강화를 위해 변용하
는 것 이외에 생에 대한 다른 종류의 태도가 인간에게 가능할 수 있을까?
만약 이에 대한 답변이 없다면, 니체의 생에 대한 태도 속에서 소멸에 대
한 적의가 보인다는 하이데거의 비판은 자칫 공허하게 들릴 수 있다. 하
이데거는 니체와 대비해서 횔덜린의 경우 생성으로서의 퓌시스의 세계가
존재(das Sein)를 가리키는 명칭으로 사용된다고 말한다. 생성으로서의 존
재는 ｢마치 축제일에서｣ 퓌시스로서의 자연으로 서술된다. 그런데 자연은
기본원소들, 즉 불, 물, 흙, 빛과 모든 인간적인 것, 나아가 신들을 넘어서
있다. 자연은 ‘시간들’보다도 오래되고 ‘신들마저도 넘어서’있는 존재(das
Sein)를 가리키는 명칭을 가리킨다. (WBPA, 240, 191쪽 참조) 나아가 무엇
보다 중요하게 생각되어야 하는 점은 하이데거에 의하면 횔덜린은 자연으
로서의 존재를 ‘사라짐 안에서의 생성(das Werden im Vergehen, HHA,
120, 160)’으로 사유했다는 점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자연은 후기 하이데
거의 존재와 존재자의 생성과 소멸의 자기 전개 운동으로서의 퓌시스의
사유로 전승되는 것으로 보인다. 필자는 하이데거가 어떻게 서구 전통 형
167) Sf, 385-7쪽 참조. 이와 관련해서 하이데거의 무에 대한 태도는 3부 2장 6절과 4부에
서 보다 상세하게 다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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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학과 다르게 횔덜린으로부터 생성, 즉 ‘사라짐 안에서의 생성’의 논의
를 전승하는가를 본고 4부, 1장에서 다룰 것이다.

2장 후기 하이데거의 존재론적 차이(Ⅰ)
1절 존재론적 차이에 대한 해석상의 쟁점과 비판
철학에의 기여 에서 SZ을 전후로 한 자신의 전기 사유와

하이데거는

후기 사유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그 때문에

존재와 시간 과 그것의 영향력 하에 있는(｢근거의 본질에 대

하여｣ 그리고

칸트와 형이상학의 문제 ) 존재물음의 최초의 단초를 극

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존재론적 차이’를 지배적이게 하는 것, 즉 그
것의 근원, 다시 말해 그것의 진정한 통일성을 파악하기 위한 시도이다.
(BzP, 132번, 250)

위의 메모에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하이데거 스스로가 자신의 최초의
존재물음의 단초를 극복하기 위해 존재론적 차이와 그것의 통일성을 주도
적인 사유의 사태로 삼는다는 점이다. 후기 하이데거에게 사유의 사태는
존재론적 차이와 존재자 전체의 통일성의 문제이다.
존재론적 차이가 존재와 존재자의 차이와 공속의 사태를 말한다고 할
때, 하이데거가 존재자가 아닌 존재를 사유했으며, 그것도 서구 형이상학
적 사유 전통과 다르게, 존재 자체를 물음의 출발점으로 삼았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데 전통 형이상학의 역사에서 보여지듯 존재를 존
재자와 분리해서 그 자체로 파악하고자 할 때 존재는 존재자가 된다. 즉
존재 자체는 존재자 외부나 배후에, 마치 보다 상위의 존재자와 같이 있
지 않다. “존재는 존재자로 있다(Sein, das Seiendes ist).” (OVM, 54) 그러
므로 후기 하이데거의 존재론적 차이를 해명하는데 있어서 쟁점이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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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존재자 전체의 근거이면서도 존재자로 있는 존재 자체와 그러한 존
재와 존재자의 관계 문제이다.
이와 관련하여 NzWM 4판(1943)과 5판(1949)의 차이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리고 5판에서 존재가 존재자와 맺는 관계를 어떻게 해석할 것
인가는 후기 하이데거의 존재론적 차이에 대한 해석에서 주요 쟁점이 되
어 왔다. WM 후기 4판은 “존재는 존재자 없이 잘 현성하지만, 존재자는
존재 없이 결코 있지 않다(daß Sein west wohl ohne das Seiende, daß
niemal aber ein Seiendes ist ohne das Sein)”고 말한다. (NzWM, 306) 하지
만 5판 후기에는 “존재는 존재자 없이는 결코 현성하지 않으며, 존재자는
존재 없이 결코 있지 않다(daß das Sein nie west ohne das Seiende, daß
niemals ein Seiendes ist ohne das Sein)”고 말해진다. 4판에 따르면 존재는
존재자와 관계하지 않고도 그 자체로 현성하지만, 5판에 따르면 존재는
존재자 없이는 현성하지 못하는 것이 된다. 뢰비트(K. Löwith), 뮐러 그리
고 슐츠는 NzWM 4판과 5판에서 존재와 존재자 간의 관계가 다르게 진술
된 것을 두고 논쟁을 벌인 바 있다.
뢰비트는 존재와 존재자의 관계가 이와 같이 다르게 진술된 원인을 하
이데거 사유의 비일관성에서 찾는다. 그에 의하면 하이데거는 존재적 차
이와 존재론적 차이를 혼동했다. 존재론적 차이란 존재가 현존재와 여타
의 존재자를 근거 짓는 것을 말하며, 존재적 차이란 존재가 현존재와 같
은 존재자에 의해 근거 지워지는 것을 가리킨다. 그런데 존재적 차이와
존재론적 차이는 동일한 방식과 정도로 작용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
나 후기 하이데거는 이 양자 간의 차이와 관련하여 혼란에 빠졌고, 존재
의 존재자와의 관계에 대한 의심스러운 사유의 길을 가게 되었다는 것이
다.168)
뮐러는 존재론적 차이를 재정의함으로써 NzWM의 4판과 5판의 차이를
해석한다.

존재론적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존재(Sein)와

존재자

168) Max Müller, Existenzphilosophie im Geistigen Leben der Gegenwart, F. H. Kerle, 1964,
M. 뮐러, 실존철학과 형이상학의 위기 , 박찬국 옮김, 서광사, 1990, 49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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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iende)간의 차이’와 이 양 극의 차이의 통일적인 근거로서의 존재(Seyn)
를 구별해야 한다. 통일적인 근거로서의 존재(Seyn)는 존재(Sein)와 존재자
양자의 구별을 산출하는 존재론적 차이의 유래인 차이 자체를 말한다. 존
재(Sein)와

존재자

간의

차이는

일종의

사유된

구별성(die

gedachte

Unterschiedenheit)으로서, 형이상학이 존재해 온 이래 지속적으로 구별되어
온 것이다. 예컨대 플라톤과 토마스 아퀴나스 철학은 일종의 본질 형이상
학이다. 본질 형이상학은 존재자를 본질 혹은 최고의 원인인 신으로부터
해명한다. 이때 본질이나 신은 사유된 구별성인 존재(Sein)를 말한다. 그런
데 서구 형이상학은 사유된 구별성만을 해명해 왔을 뿐, 그러한 구별성의
유래에 대해서는 망각해 온 것이다. 그리고 차이의 유래를 망각한 결과,
존재는 결국 존재자로 한정되었다. 결정적으로 존재 자체(Seyn)가 존재와
존재자라는 두 극의 선행적 근거로 고찰되지 않고, 양 극 중 한 극인 존
재(Sein)로 고찰된다면 존재는 존재자에 대한 ‘타자(das Andere)’가 되며,
그로써 존재는 존재자가 되기 때문이다. (Müller, 43, 48) 반면 하이데거에
게 존재론적 차이는 존재(Sein)와 존재자의 차이와, 그 차이에 주재하는
통일적 근거로서의 존재(Seyn)와의 차이를 말한다.169) 즉 존재론적 차이의
유래인 존재(Seyn)는 최초의 궁극적인 통일로서 존재(Sein)와 존재자 양자
를 가능하게 하는 본래적 합동유희로서 있으며, 이러한 합동유희가 차이
169) 뮐러는 하이데거가 존재적 차이와 존재론적 차이를 구별하지 못했다는 뢰비트의 비
판에 대해서 뢰비트 역시 존재론적 차이의 유래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못했다고 말한
다. 뮐러에게 존재론적 차이란 존재가 존재자와 현존재를 근거짓는 ‘선행적인 근거지
음(Vorgründung)’을 가리킨다. 이는 전통 형이상학에서 존재가 존재자를 산출하는 것으
로 이해해 온 것에서 이미 드러난다. 존재적 차이는 존재가 존재자 안에서 근거지어지
는 것으로 존재가 자신을 온전히 드러내기 위해 현존재와 같은 존재자를 필요로 하는
것을 말한다. 존재가 존재자와 맺는 이러한 관계는 ‘귀환적인 근거지음(Rückgründung)’
의 방식이다. 이러한 선행적인 근거지음과 귀환적인 근거지음은 다시 두 근거지음의
최초의 궁극적인 통일로서 서로를 상호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본래적 합동유희
(Zusammenspiel), 즉 존재 자체를 근거로서 갖는다. 따라서 하이데거는 4, 5판에서 서로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며, 4, 5 판에서 말하는 존재는 두 근거지음의 통일
로서의 존재(Seyn)를 가리킨다.

135

자체로서의 존재(Seyn)를 말한다. 뮐러의 해석은 ｢진리에 본질에 대하여｣,
2판 주해의 다음 문장에 의해서 문헌적으로도 뒷받침된다.
존재와 존재자의 주재하는 차이로서의 존재(das Seyn als den waltenden
Unterschied von Sein und Seiendem) (WW, 201)

이렇게 뮐러는 존재와 존재자의 존재론적 차이와 다시 그러한 차이의
통일적 근거인 존재(Seyn)를 상정한다. 반면 슐츠는 위 진술을 여전히 형
이상학적 표상(Vorstellen der Metaphysik, WW, 201)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간주한 하이데거의 첨언에 주목한다.170) 슐츠에 의하면 뮐러 식의 해석은
존재(das Seyn)를 존재론적 차이의 통일적 근거로 해석하는 방식이 형이상
학적 표상에 머무른 것일 수 있다는 하이데거의 유보 사항을 고려하지 않
은 결과이다. 차이의 유래로서의 존재(Seyn)와 존재자와 하나의 극을 형성
하는 존재(Sein)를 구별하는 해석은 존재와 존재자를 대상적으로 분리하고
양자를 제 삼자인 존재(Seyn)를 통해 매개하는 방식의 정식화를 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Schulz, 1970: 120)
슐츠에 의하면 후기 하이데거는 존재 자체를 형이상학적으로 표상하는
사유 방식을 해체하고자 했다. 그런 의미에서 존재(Sein)는 항상 존재
(Seyn)인 그 자신 ‘과(und)’ 존재자의 매개(Vermittlung)이다. (Schulz, 1970;
120) 슐츠의 해석은 5판에서의 존재와 존재자의 관계, 즉 존재자 없이 결
코 현성하지 않는 존재를 보다 적합하게 해명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슐츠는 존재가 대상화될 수 없기에 존재 자체에 대한 사유를 존재 자체로
부터 수행할 수 없다는 타당한 전제로부터, 후기 하이데거의 존재를 탈존으로 변화된 현존재의 의미에 대한 해명으로 전환한다. (Schulz, 1970:
118)

170) “본질의 진리에 대한 물음은 본질을 동사적으로 이해하며, 그 말로, 여전히 형이상학
적 표상에 머물러 있기는 하지만, 존재(Sein)와 존재자의 주재하는 차이로서 존재(Seyn)
를 사유한다.” (WW,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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뮐러와 슐츠의 논쟁의 핵심은 존재론적 차이에서 존재 자체와 존재자
의 관계 문제이다. 존재 자체를 존재론적 차이의 본질 유래로 상정하는
것은 형이상학적 표상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점에서 뮐러에 대한 슐츠의
비판은 타당하다. 그러나 슐츠와 같이 후기 하이데거의 존재 자체를 현존
재의 의미로 전환하는 논의 역시 부당하다.
후기 하이데거의 존재론적 차이의 고유성은 존재에 대한 형이상학적
의미에서의 근거를 해체하는 탈-근거(Ab-grund)의 사유라는 점이다. 존재
에 대한 탈-근거의 사유인 존재론적 차이를 해명하는 일은 그렇기 때문에
전통 형이상학의 사유 전통과의 대결을 통해 분명하게 드러난다. 서구 형
이상학은 근거로서의 존재를 ‘어떤 것을 야기하는’ 원인으로, 존재자를 원
인으로부터 야기된 것으로, 그래서 존재자 전체를 원인-작용 관계로 파악
하는 인과적 사유 전통을 갖는다. 나아가 인과적 사유 전통은 ‘어떤 것도
원인 없이는 있지 않다’는 그 자체로 자명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근거율
로부터 정당화된다. 그러나 하이데거에 의하면 근거율은 그 자체로 자명
한 공리가 아니라 그것의 근거가 해명되어야 하는 하나의 명제이고, 단적
으로 근거 없는(grund-los)명제이다. 후기 하이데거 사유는 존재자와 존재
자 전체에 대한 형이상학의 인과적 사유 전통으로부터 뒤로 물러서(der
Schritt zurück) ‘하나의 사물이 있다는 사실이 무엇인지(was dies ist, daß
ein Ding ist)’를 묻는 것이다. (SA, 373, 546)171) 즉 제일 원인의 작용의 결
과가 아니며, 또한 주체의 표상 작용의 결과가 아니면서도 하나의 존재자
[사물]가 있다는 사실에 대한 물음을 묻는 것이다.
‘존재자가 있다는 사실’은 존재가 존재자로 있으며, 존재자가 존재의
지배에 스스로 짜맞추는 방식으로 있음, 즉 존재와 존재자의 이중성의 펼
171) 후기 하이데거는 ｢아낙시만드로스 잠언｣과 함께 아낙시만드로스 잠언 해석을 다루는
또 다른 저작인 근본 개념들 (이하, Gb)에서 사유의 과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명시적
으로 말한다. “우리가 숙고해야할 사유는 어떠한 유용성도 산출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 존재하기 위해 “작용”을 가하지 않으며, 그것을 이용하여 이익을 얻게 되지도 않
는, 그러한 것이 있다는 사실(daß solches ist, was nicht nötig hat zu "wirken" und zu
nützen, um zu sein)이 알려지기 때문이다.” (Gb,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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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의 전개를 말한다. 그리고 후기 하이데거 사유는 이러한 존재와 존재자
가 이중적으로 짜여지는 놀이(Spiel)의 장으로 도약(der Sprung)하는 사유
이다. 그러므로 후기 하이데거 사유는 근거율이 아닌 놀이의 법칙(die
Sätze des Spiels, SG, 188)에 근거한다는 점에서 형이상학적 의미에서의
근거를 넘어서는 탈-근거의 사유이다.
나아가 후기 하이데거 사유의 고유성은 존재론적 차이를 존재자 전체
의 통일성의 문제와 함께 해명한다는 점이다.172) 형이상학의 사유 전통에
따르면 존재자 전체의 통일성은 신과 같은 제일 원인의 ‘예정과 섭리(die
Prädestination, die Vorsehung)’의 산물이다. (HHA, 90) 그러나 하이데거에
게 존재자 전체의 통일성은 차이 자체의 전개로서, 즉 개념적 사유의 매
개 없이 전개되는 것이다. 다음 장에서는 아낙시만드로스 잠언에 대한 하
이데거 해석을 존재론적 차이와 그것의 통일성에 대한 사유로 재구성함으
로써 후기 하이데거의 사유를 탈근거의 존재 사유로 제시하고자 한다.
하이데거에게 아낙시만드로스 잠언은 오늘날 서구의 사유 전통을 가장
넓은 범위에서 앞 선 사유라는 점에서 서구의 오래된 미래를 제시한다.
그 이유는 잠언에서 말하는 것이 서구 형이상학이 전통적으로 탐구해 온
‘존재자의 근거’와 동일한 것이면서도(das Selbe, SA, 333), 그 동일한 것을
서구 형이상학이 탐구해 온 방식과 다르게 사유할 수 있는 가능성을 앞서
제시하기 때문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하이데거가 잠언 해석을 통해 시
도하는 것은 정점에 이른 서구 형이상학의 ‘존재론적 차이’의 사유와 초
기 그리스의 그것 간의 사유적인 대화(SA, 333, 489)이다.173)
172) “그 때문에 [···] 존재물음의 최초의 단초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존재론적 차
이’를 지배적이게 하는 것, 즉 그것의 근원, 다시 말해 그것의 진정한 통일성을 파악하
기 위한 시도이다.” (BzP, 250) 위의 메모에서 하이데거가 존재론적 차이를 그것의 통
일성과 관련하여 문제 삼는다는 점이다.
173) 하이데거가 이러한 대화를 시도할 수 있는 것은 우선 헤겔을 거쳐 니체에 이르는
‘서구 형이상학의 완성’에 이른 사유와 초기 그리스 사유가 동일한 것(das Selbe)을 사
유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동일한 것’은 존재자를 그것으로 있도록 하는 ‘존재자의 존
재’(SA, 333)이다. 나아가 하이데거는 서구 형이상학의 완성에서 드러나는 사유와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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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데거에 의하면 초기 그리스 사유로부터 헤겔을 거쳐 니체에 이르
는 ‘서구 형이상학의 완성’에 이른 사유 전통은 ‘존재’를 존재자 전체를
초월해 있는 불변하는 최종 심급과 같은 것으로 사유한다. 그렇기에 존재
가 존재자와 맺는 관계는 근거짓는 존재와 근거지워진 존재자의 관계(Das
Verhältnis des gründenden Seins zum gegründeten Seienden, WD, 279, 410)이
며, 그 관계가 전개되는 방식은 존재가 존재자를 제작하고 각인하는 것이
다.
반면 아낙시만드로스 잠언은 차이의 초기 흔적(die frűhe Spur des
Unterschiedes, SA, 365)을 담고 있다. 잠언에서 존재는 퓌시스로서 사유되
며, 퓌시스는 존재와 존재자의 이중성(에온, ἐόν, das Seiend, GA7, 232,
319)을 가리킨다. 나아가 존재와 존재자의 관계는 현존자들의 순수한 연
관들의 짜임(die Fügung), 즉 존재와 존재자의 이중성의 펼침(die Entfaltung
der Zwiefalt vom Sein und Seiendem)으로부터 사유된다.
필자는 다음 장에서 후기 하이데거의 아낙시만드로스 잠언 해석을 존
재론적 차이의 사유로 재구성할 것이다. 그럼으로써 하이데거가 어떻게
“존재자가 있다는 사실”을 존재자 전체 외부의 최종 심급과 같은 것으로
부터 해명하지 않고, 존재와 존재자의 통일과 나눔의 이행으로부터 보여
주는가를 명시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2절 아낙시만드로스 잠언 해석의 전체적 윤곽174)
스 초기 사유 간의 대화를 통해서 기존의 진리를 뒤 흔들어야 한다고 본다. 그런데 기
존의 것이 낯선 것으로부터 뒤 흔들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낯선 것에 대한 호의적인
대화, 즉 지금의 것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낯선 것과 대면하는 사유의 태도가 필요하
다. 이러한 태도야 말로 헤겔의 철학사와 하이데거의 철학사와의 차이이기도 하다. 헤
겔의 철학사가 자신의 사유를 중심이자 완성태로 삼아 기존의 철학사를 해석하는 것이
라고 한다면, 하이데거는 자기 것을 기준으로 하지 않는 낯선 것과의 대화를 지향하기
때문이다.
174) 하이데거는 아낙시만드로스 잠언을 1941년 강연한 적이 있고, ( 근본개념들 2부)
1946년 ｢아낙시만드로스 잠언｣이라는 논고를 작성한다. 본 논문에서 다루는 하이데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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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낙시만드로스 잠언을 존재론적 차이의 초기 흔적이라는 관점에서 논
하기 전에 하이데거의 잠언 해석의 특징을 살펴보는 것이 논의 전개에 도

의 아낙시만드로스 잠언 해석은 46년 논고를 중심으로 하되, 41년 강연 원고를 참고하
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하이데거의 아낙시만드로스 잠언에 대한 국내의 선행 연구로는 이수정과 오희천의
것이 있다. 오희천의 논의가 갖는 미덕은 존재 자체가 그것의 발현작용, 즉 존재사건
(Ereignis)과 동일하다는 점에 주목해서 논의를 전개한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존재
자체는 존재자의 존재(현성, Anwesen, 혹은 Verweilen)와 구분된다. 존재 자체를 존재자
의 존재와 구분한 필자는 존재 자체를 단순히 자기 속에 즉자적으로 영원히 머무는 실
체가 아니라 주체로서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 물론 여기에서 주체는 대상과 관계하는
좁은 의미의 인식주체와 동일시되지 않는다. 주체는 자신을 타자로 세우고 그렇게 정
립된 타자 속에서 자기 자신을 확인하는 정신의 작용을 가리킨다. 결론적으로 존재 자
체가 실체가 아니라 그것의 발현작용과 동일한 것이면서 존재자의 존재를 있게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존재 자체는 헤겔의 절대정신과 유비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위의 논거는 존재 자체와 존재자의 존재 간의 관계가 헤겔의 절대 이념의 자기
외화와 자기 복귀 과정과 본질적인 공통점을 갖는다는 점을 보다 세밀하게 입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후기 하이데거에게 헤겔 형이상학은 철학사 내에서
근대 형이상학의 완성이라는 위치를 점하며, 헤겔의 변증법적 사유에서 존재자 전체는
사유로 환원되는 것으로 다루어진다는 점에서 말이다. 후기 하이데거가 말하는 존재발
현의 사건과 헤겔의 존재자 전체에 대한 사유와의 관계가 보다 세밀하게 독해될 때,
후기 하이데거와 헤겔 사유 간의 동일성 주장은 보다 설득력을 가질 것이기 때문이다.
오희천의 논의에 대해서는 다음의 자료를 참조하라. ｢『아낙시만드로스의 금언』에 나
타난 하이데거의 존재이해｣, 존재론연구 26집, 2011. 10. 57-90.
이수정은 하이데거의 아낙시만드로스 잠언 해석의 의의를 ‘존재의 오묘한 모습에
대한 지시와 인간의 도발적 태도에 대한 경계’로 간주한다. 잠언의 핵심 주제가 ‘존재
자의 존재 방식’에 대한 해명이라는 점에서 하이데거의 아낙시만드로스 잠언 해석은
서구의 가장 오래된 존재자에 대한 존재론적 해명이라 할 수 있다. 이수정의 논문의
미덕은 아낙시만드로스 잠언에 등장하는 핵심적인 개념들(카타, kata;토 크레온, to
chreon; 가르, gar; 아우타, auta; 디케, diken; 카이, kai; 티신, tisin; 알레로이스, allelois,
서로에게; 테스 아디키아, tes adikias)에 대한 하이데거의 해석을 세밀하게 정리하고 그
것의 의미를 논한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자료를 참조하라. ｢하이데거의 서양
철학사론--아낙시만드로스편｣, 존재론연구 제28집, 2012. 4. 1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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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이 될 것이다. 통상적 해석에 따르면 아낙시만드로스 잠언은 인간의 도
덕적이고 법적인 세계에 대한 표상을 빌어서 생성 소멸하는 자연 사물의
세계를 파악한다. (SA, 331, 485)175) 이러한 해석은 자연을 인간의 도덕적
법적 세계와 이분법적으로 구별하는 시야를 전제한다. 오늘날 잠언에 대
한 이러한 표준적 해석은 테오프라스토스(Theophrast)의 해석에서 유래한
다. 하이데거는 테오프라스토스 해석에서 퓌시스가 제한적인 의미로 사용
된다는 점에 주목한다. 퓌시스는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로 구분된다. 좁은
의미의 퓌시스는 자연사물을 가리키는 반면 넓은 의미의 퓌시스는 존재자
전체를 가리킨다. 그런데 잠언에 대한 테오프라스토스 해석에서 퓌시스는
자연사물, 즉 좁은 의미의 자연으로 환원된다.
자연에 대한 테오프라스토스의 해석은 아리스토텔레스의 퓌시스 해석
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176) 아리스토텔레스는 퓌시스를 제작물 [테
크네 온타]과 구별되는 자연사물들(die Dinge der Natur)이라 규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퓌시스를 좁은 의미로 제한하는 시야를 열어 놓기 때문이다.

175) 심플리키오스에 의해서 전해지는 아낙시만드로스의 잠언은 다음과 같다. “그것들로
부터 있는 것들이 생겨나게 되고, 이것들에로 소멸도 필연에 따라 있게 된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잘못에 대한 배상과 보상을 시간이 정해주는 순서에 따라 서로에게 지불하기
때문이다.” (심플리키오스, DK 12A9B1) 여기에서 ‘그것들(무한정한 것)로부터 있는 생
성과 소멸’은 하이데거에게 있어서 존재자 전체의 이행운동으로서 퓌시스를 가리킨다.
그러나 통상적 해석은 퓌시스를 인간의 도덕적이고 법적 세계와 구별될 수 있는 것으
로 전제한다는 것이다. 위의 심플리키오스의 번역은 다음을 참조했다. 김남두, ｢아낙시
만드로스와 서양적 자연이해의 맹아｣, 철학사상 15권, 1호, 2002, 158-9쪽.
176) 현재까지 통상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아낙시만드로스 잠언 해석은 심플리키오스
(Simplikios)의 자연학 주석서에 따른 것이다. 그런데 심플리키오스의 주석서는 테오
프라스토스의 저술을 기반으로 한 것이다. 테오프라스토스는 아리스토텔레스 사상을
계승한 최초의 후계자로 페리파토스(Peripatos)학파를 이끌다가 기원전 289년 사망했다.
그는 아낙시만드로스 잠언을 퓌시콘 독사이(Physikon Doxai, 자연 사물에 대한 의견들)
에서 해석했으며, 이러한 해석의 관점은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유래한다. 그런데 테오
프라스토스의 저작은 현재 유실되어 남아 있지 않으며, 심플리키오스의 주석서를 통해
전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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퓌시스는 하늘과 땅, 식물과 동물, 그리고 어떤 점에서는 확실히 인간을
의미한다[존재자 전체라는 넓은 의미를 갖는]. [···] [그러나] 퓌시스는 더
이상 존재자 전체라는 넓은 의미를 갖지 않는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자연
학, 즉 퓌세이 온타 [자연 사물]의 존재론을 고찰해 나가기 시작할 때,
퓌세이 온타라는 의미에서의 존재자의 양식은 테크네 온타[제작물]와 구
별[되는 견지에서 파악]된다. (SA, 324, 477)

퓌시스를 좁은 의미의 자연 개념으로 국한하고 자연 세계를 인간의 법
적 도덕적 세계와 구별하는 시야는 근대 이후에도 지속된다. 예컨대 칸트
에게 자연세계는 보편적인 인과율에 따라 순수하게 기계적으로 작동하는
체계이다. 반면 인간과 신은 기계적으로 작동하는 자연세계로부터 자유로
운 존재자이며 자연세계에 자신의 의지를 실현하는 자이다. 나아가 현대
기술 시대에 자연은 인간이 척도가 되는 획일화된 세계 질서로부터 기술
적으로 조작 가능한 부품이 된다.177) 오늘날 자연에 대한 서구의 관점은
존재자 전체로서의 퓌시스를 좁은 의미의 자연 사물로 파악하는 형이상학
적 사유 전통을 계승한다.
하이데거는 아낙시만드로스 잠언에 대한 통상적 해석이 전제하는 바,
즉 잠언이 다루는 퓌시스가 인간의 도덕적 법적 세계와 구별되는 자연이
라는 전제 자체를 부정하고, 퓌시스를 다양한 존재자 전체로서 해석한
다.178) 나아가 존재자 전체로서의 퓌시스는 존재와 존재자의 이중성의 펼
침 운동을 가리키며, 이중성의 펼침 운동은 하나의 통일성을 형성하는 것
으로 해석된다.

3절 존재론적 차이: 존재와 존재자의 이중성

177) SA, 326, 480 참조.
178) “통상적 해석의 전제가 부정된다면, 자연과학적으로 생각해야할 대상을 도덕적이고
법적으로 해석한다는 주장도 토대를 상실한다.” (SA, 487) [···] “아낙시만드로스 잠언에
서는 ‘다양한 존재자 전체’, 즉 퓌시스가 다루어진다.” (SA, 330, 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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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언 원문은 다음과 같다.

[그때마다의] 현존자에게는 그로부터 현출하는 거기로[동일한 것에로 in
das Selbe] 소거 역시도 생겨난다. 강제적인 곤궁에 따라 그것[동일한 것]
이 저 현존자 자체에게 [자신으로부터] 적합함을 주고, 또한 [시간을 통
해 시간적인 것을 안배함으로써] 부적합함을 견뎌내는 가운데 하나가 다
른 하나를 인정[배려]하도록 한다.179)

하이데거의 해석에 따르면 잠언은 두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180) 잠언
179) 하이데거는 아낙시만드로스의 잠언을 1941년 근본개념들 (GA51)과 46년 ｢아낙시만
드로서의 잠언｣(GA5)에서 세부적인 번역어는 상이하나, 큰 틀에서는 동일하게 다음과
같이 번역한다.
근본개념들 에서의 잠언 번역은 다음과 같다: "Von woheraus aber der Hervorgang ist
dem jeweilig Anwesenden auch die Entgängnis in dieses(als in das Selbe) geht hervor
entsprechend der nötigenden Not; es gibt nämlich jedes Anwesende selbst(von sich aus)
Fug, und auch Schätzung(Anerkennung) läßt eines dem anderen, (all dies) aus der
Verwindung des Unfugs entsprechend der Zuweisung des Zeitigen durch die Zeit." (Gb, 94)
｢아낙시만드로스 잠언｣에서의 잠언 번역은 다음과 같다: "Aus welchem aber das
Entstehen ist den Dingen, aus das Entgehen zu diesem entlang dem Brauch: gehören
nämlich lassen sie Fug somit auch Ruch eines dem anderen (in Verwinden) des Unfugs."
(SA, 372) 필자는 두 잠언에 대한 하이데거의 번역과 해석을 교차하면서 참조하였음을
밝힌다.
180) 하이데거가 참고하는 자료는 심플리키오스 자연학 주석서에 실린 잠언이다. 하이
데거는 심플리키오스의 주석서에 따라 “엑시 혼 데 헤 게네시스[···]”로 시작하는 문장
을 잠언에 고유한 문장으로 포함시켜 잠언을 두 개의 문장으로 구성된 것으로 해석한
다. 그러나 심플리키오스 주석서는 아낙시만드로스 잠언이 어디에서 시작하고 끝나는
가를 분명하게 결정할 수 있을 만큼 명확하게 인용하고 있지 않아 해석자들 간에는 잠
언을 두 문장으로 볼 것인지 한 문장으로 볼 것인지가 논쟁 대상이 된다. 여기에서는
문헌학적인 정확성이 문제되는 것이 아니기에, 다만 하이데거가 번역하는 방식과 다른
버넷의 견해만을 소개하기로 한다.
버넷(John Burnet, 옥스퍼드 판 플라톤 전집 편찬자)은 통상적으로 잠언의 일부로
받아들여지는 첫 문장을 제외하고, 두 번째 문장만을 온전하게 아낙시만드로스의 글로
취급한다. 그에 따르면 “‘게네시스와 프토라’라는 표현은 플라톤적 전문 용어이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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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말하는

것은

‘다양한 존재자

전체에 대한(von dem mannigfaltig

Seidenden im Ganzen)’(SA, 486, 330) 것이다. 나아가 잠언은 다양한 존재
자 전체를 하나로 아우르는 존재자 전체의 통일성의 본질에 대해 말한다.
다양한 존재자 전체는 퓌시스를 가리킨다. 퓌시스는 그리스어 ‘에온(ἐό
ν, das seiend)’을 통해 해명된다.181) ‘에온’은 존재를 가리키는 동시에 ‘에
온타’, 즉 존재자(das Seiende)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리스적 의미에서 존재
와 존재자의 이중성을 가리킨다.
하이데거에 의하면 서양의 역사적 운명은 ‘에온’이라는 낱말에 대한 번
역에 달려 있다.182) ‘에온’이야말로 서구 형이상학적 사유 전통과 다르게
존재와 존재자의 관계, 즉 존재론적 차이의 초기 흔적을 담지하기 때문이
다. 에온(존재함)이 갖는 존재와 존재자의 이중성의 성격은 그리스인들에
게 그것이 분사형(Participium)으로 쓰인다는 사실로부터 보여진다. 후대
문법학자들에 의하면 ‘온’은 분사형으로, 즉 ‘존재하다’라는 형용사형으로
쓰일 뿐만 아니라 ‘존재자’라는 명사형으로도 동시에 쓰인다.
‘온(seiend)’이 갖는 분사적 의미의 이중성 속에는 ‘존재 [하는]’와 ‘존재
자’의 차이(der Unterschied von 'seiend' und 'Seiendem')가 숨겨져 있다.
‘온’은 존재자가 ‘있다’를 의미하는 동시에 있는 ‘존재자’를 일컫는다.
(SA, 344, 505)

나아가 에온이 가리키는 존재와 존재자의 이중성 속에서 존재와 존재자는
에 그것을 아낙시만드로스 고유의 것이라 보기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첫 문장은 인용
문으로 보아야 한다. 더군다나 그리스 작가가 인용문을 통해 글을 시작하는 일은 드물
다. 그러므로 버넷은 통상적으로 두 번째 문장이라 받아들여지는 ‘카타 토 크레온···’에
서 시작하는 두 번째 문장만을 아낙시만드로스 잠언으로 보아야 한다고 말한다. (SA,
321-5, 472 참조)
181) 필자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학 에 대한 하이데거 해석을 검토함으로써, 하이데거
가 퓌시스를 그리스어 ‘에온’ 개념의 분석을 통해 접근했음을 앞서 2부 2장에서 다룬
바 있다.
182) SA, 345, 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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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각기 실체로 분리되어 있지 않고 동일한 것이다. 즉 존재는 ‘존재자
의 존재(Sein des Seienden)’이면서, 동시에 존재자는 ‘존재 안의 존재자
(Seiendes im Sein)’이다. (Mo, 232, 319-20)

1. 존재자: 존재 안의 존재자
존재자는 현존자(das Anwesende), 곧 우리에게 이미 다가와 있는 존재
자를 가리킨다. 현존자는 일차적으로 자연사물과 구별된다. 아리스토텔레
스는 자연사물을 인간을 원인으로 갖는 제작물과 구별되는 것으로 자기
스스로를 원인으로 갖는 사물이라 말한다. 그러나 현존자가 무엇인가는
어떠한 원인을 갖는 것과 무관하다. 현존자는 현존과 함께, 즉 그것이 현
출해서 소멸하기까지 머무는 시간과 관련해서 해명된다. 다시 말해 현존
자의 현존은 시간, 보다 구체적으로는 현존자의 머무름(체류 기간, die
Weile)과 관련해서 규정된다.
하이데거가 현존자를 시간과 관련해서 해석하는 것은 다음의 중요한
전제로부터 성립한다. “모든 사물은 자신의 시간을 갖는다(Jedes Ding hat
seine Zeit).” (ZS, 2) 나아가 현존자의 머무름은 원인으로부터 주어지는 것
이 아니다. 오히려 머무름은 현존자의 현출함과 사라짐 사이에서 현성한
다(Die Weile west zwischen Hervorkommen und Hinweggehen). (SA, 355,
519) 현존자의 현존이 이와 같이 시간과 관련해서 해명되기에, 현존자는
다른 말로 ‘그때마다 머무르는 것(das je-Weilige)’ (SA, 354, 519)183)이기도
183) 현존자는 그때마다 시간과 함께 사고된다. 그때 시간은 후설이 말하는 근원의식에
의해 현전화될 수 있는 시간의 흐름과 구별된다. 후설에게 시간은 시간적이지 않은 근
원의식에 의해 파악되는 ‘시간의 흐름’을 말한다. 오히려 여기에서 말하는 시간은 아리
스토텔레스가 생각하는 생성 소멸하는 것으로서의 사물의 시간에 더 가까운 것으로 이
해되어야 할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 사물이 생성해서 소멸하는 데까지 이르는
이행의 시간은 다시 시간의 지배로부터 절대적으로 자유로운 ‘무시간적인 일자’에 대
립되는 개념으로 파악된다. 그런 한에서 생성 소멸하는 것들은 무시간적 일자로부터
그 생성해서 소멸하는 데까지의 이행의 시간을 분배받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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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결론적으로 존재자는 ‘그 자신의 시간에 상응해서 있음’ (Gb, 123)
으로서 존재와의 차이에서 경험된다. 즉 존재자는 넓은 의미에서, 즉 존재
와의 차이로부터, ‘존재자가 그때마다 머무름, 즉 존재자가 있다는 사실’
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하여 존재는 존재자의 잠시 동안의 머묾(die Weil
e)184)이라는 시간과 관련해서 규정됨을 알 수 있다.
존재자가 그때마다 그 자신의 ‘존재’에서 ‘시간’에 상응하기에, 존재자가
있다고 하는 사실은(Daß das Seiendes ist) 곧 다음을 말한다: 존재 그 자

체(das Sein selbst)는 잠시 동안 머무름(Verweilung), 현존(Anwesung)이다.
(Gb, 121)

그럼에도 “모든 사물이 자신의 시간을 갖는다”든지 “존재자에게 시간이
안배되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이데거는 시간을 크로노스라 정의한다. 크로노스는 그리스적 시간
개념을 가리키는 것으로 토포스(τόπος, 장소)와의 유비적 관계를 통해 해
명된다. (Gb, 120 참조) 그렇다면 하이데거는 시간을 토포스와 유비적으로
이해함으로써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 토포스는 그리스적 장소 개념으로
서 근대적 의미로 사용되는 ‘공간’과 다르게 이해되어야 한다.
근대적 의미에서의 공간은 시·공간 좌표 상의 하나의 위치를 점하는
것으로, ‘세계의 점’이라 말해지기도 한다. (SZ, 478, 514) 공간이 시·공간
좌표 위의 하나의 점으로 표상될 수 있는 한에서, 그 점은 언제든 다른
점으로 대체 가능하다. 그렇기에 세계의 점은 그 자체로는 아무런 특징이
나 고유성을 갖지 않는다는 것을 특징으로 갖는다.
데거는 사물의 생성·소멸을 그 자체로 “[존재자가] 있음”으로 파악한다. 단적으로 이러
한 사고에서는 생성·소멸하는 존재하는 것 저편에 무시간적인 일자와 같은 것은 있을
수 없다.
184) SG, 188쪽 참조. 또한 푀겔러는 원인(Warum)으로서의 전통 형이상학의 존재가 하이
데거에게서 시간과 관련한 ‘머무름(Weile)’으로 사유되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Der
Denkweg Martin Heideggers, 158, 180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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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토포스는 그때마다 하나의 존재자가 거기에 고유하게 속하는 곳
(자리, Platz)을 말한다. 예컨대 불은 예외 없이 위쪽 방향으로 향하고 흙
은 아래쪽에 고유하게 속한다. 불이나 흙에 속하는 위, 아래가 그리스적
의미에서의 토포스이다. 그 중에서도 하늘과 땅은 탁월한 토포스이다. 하
늘과 땅은 다른 자리로 대체 가능하지 않으며, 그것을 통해 여타의 존재
자들의 간격과 관계가 규정된다는 점에서 말이다. (WBPA, 248, 203 참조)
이와 유비적으로 현존자는 그 자신의 고유한 체류 기간을 갖는다. 즉 현
존자에게 고유한 장소가 속하듯, 그것에 고유하고 적합한 체류 기간이 속
한다.185) 즉 현존자는 그 자신의 고유한 체류 기간을 갖는 것이기에, ‘그
때마다 머무는 것’이라고도 말해진다.

크로노스는 그리스적으로 토포스, 즉 자리(Platz)에 상응하는 말이다. 그
자리에는 하나의 존재자가 그때마다 귀속된다. 크로노스는 아무래도 상
관없는 때(부적절한 때, die Unzeit)가 아닌 [하나의 존재자에게] 그때마
다 좋은, 건네진 시간(günstige und gegönnte Zeit) 이다. [···] 시간은 그때
마다 적합한 체류 기간을 펼쳐 놓은 폭이며, 그 체류 기간에 상응해서
현존자는 각기 그때마다-머무르는 것(ein Jeweiliges)이다. (Gb, 120)

나아가 현존자에게 고유하게 속하는 ‘적합한’ 체류 기간은 현존자로 하
185) 현존자에 시간이 속한다고 하는 것을 그것에 고유하게 장소가 속하는 것과 유비적으
로 설명하는 것은 SZ에서 ‘존재자의 방역(Gegend)’ 개념을 생각해 보면 그 의미가 보
다 분명해 질 수 있을 것 같다. SZ에 따르면 해, 달 그리고 별 등과 같이 지속적인 존
재자(Ständig Zuhandenes)는 하늘에 그것의 고유한 장소를 갖는다. 마찬가지로 하이데거
에 의하면 인간은 교회와 무덤이라는 고유한 자리를 갖는다. 인간에게 삶과 죽음은 삶
을 살아가는 한에서는 그것에 따라야만 하는 최상위의 법칙(das höchste Gesetz)과 같은
것이다. 인간이 인간인 한에서 탄생과 죽음은 인간이 우주에서 어떠한 위대한 존재자
로 거듭난다고 하더라도 마음대로 변경할 수 없는 인간의 고유한 삶의 시간이며, 이러
한 삶의 시간에 따라서 교회와 무덤이라는 삶의 자리가 생겨나기 때문이다. 시간을 장
소와 유비적으로 논하는 맥락과 연관해서 보자면, 인간에게 고유하게 속하는 교회와
무덤이라는 장소는 인간에게 고유하게 허락된 시간으로부터 규정된 것이라 볼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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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금 존재자 전체를 자체 내에 품도록 해준다. 현존자에게 적합하게 속하
는 체류 기간은 곧 현재적 현존자를 부재자와 연결시키는 이음매(die
Fuge)186)이기 때문이다.
적합함은 이음매이다(die Fuge ist der Fug). (SA, 357, 522-3)

이음매는 다른 말로 ‘틈새’ 그리고 ‘이어맞춤, 접합하다’등으로 번역되는
말로서, 존재자 전체로 하여금 고유한 짜임의 통일을 갖도록 한다. 이음매
는 존재자에게 고유하게 속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존재가 존재자에게 건
네는 것이기도 하다. 이제 존재와 존재자의 이중성의 견지에서 존재에 대
해서 살펴보자.

2. 존재: 존재자의 존재
하이데거가 아낙시만드로스 잠언 두 번째 문장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다루는 것은 토 크레온(τὸ χρεών)이다. ‘토 크레온’은 그리스어로 ‘아르케
(arche, ἀρχή)’, 혹은 휘포케이메논을 이르는 말로, 존재자의 존재를 지칭
하는 최초의 그리스적 이름이다. (SA, 363, 532) 형이상학적 언어로 말하
는 위험을 감수한다면, ‘토 크레온’은 존재자 전체의 존재를 가리키며, 존
재자의 현출과 소거는 존재자의 존재로서 존재자 전체의 존재로부터 있는
것이라 말할 수 있다.

‘토 크레온’은 단적으로 존재자 전체의 존재(Sein des Seienden im
Ganzen)에 대한 앎으로부터 말해진다, 실로 존재자의 존재(das
Sein des Seienden)가 그곳으로부터 나와서 그리로 돌아가게 되는
바로 그러한 것에 대한 앎에서 말이다. (Gb, 106)
186) ‘이음매’와 관련해서는 ‘존재와 존재자의 관계’를 논하는 4장에서 보다 상세하게 다
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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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자 전체의 존재는 바꾸어 말하면 존재자 전체를 통일하는 일자(das
einende Eine, WD 301, 442)이다. 그리고 이로부터 존재 자체와 존재자의
존재를 구별하는 논지가 성립하기도 한다. 존재(Seyn)에 대한 뮐러의 해석
이 이와 관련된다.187) 뮐러에 의하면 존재(Seyn)는 존재론적 차이의 유래
로서, 존재자의 개현과 몰락의 운동을 무한히 초월해 있는 것이자 인간을
무한히 초월해 있다(Müller, 41, 46). 그렇게 존재 자체는 존재자 전체를
에워싸는 포괄자이자 존재자에게 스스로를 역사하는 것이다(Müller, 49,
54)188). 뮐러가 존재자 전체의 포괄자이자, 존재자의 개현과 몰락의 운동
을 초월해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존재 자체를 해명한다면, 필자는 존
재자 전체의 존재가 존재자의 존재로 해방되는 방식으로 있다는 점에 주
목하고자 한다.
잠언에서 존재는 존재자 전체를 통일하는 일자(das einende Eine)이며,
그 통일하는 일자는 언제나 존재자의 존재로 해방되는 방식으로 있다.

이 밝히는 둥근모양의 접시[존재](die lichtende Kugelschale)는 탈은폐하는
것으로서 주위를 포괄하는 것이 아니라, 밝히면서 현존에로 스스로를 풀

187) 앞서 4부 1절에서 다룬 오희천의 경우에도 아낙시만드로스 잠언을 해석하면서 ‘존재
자체와 존재자의 존재’를 구분한다.
188) 이와 관련하여 박찬국은 존재자와의 관계에서 존재를 [원효 사상에서의 진여와 함
께] 무한자이되 유한한 존재자들을 포괄하는 동시에 유한한 존재자들을 통해서 자신을
전개하는 구체적인 무한자로 해석한다. 박찬국에 의하면 후기 하이데거가 존재를 다루
는 논법은 그런 의미에서 변증법적이다. 물론 박찬국은 헤겔과 하이데거의 차이에 주
목한다. 하이데거는 헤겔과 다르게 무한자와 유한자의 대립 모순을 변증법이라는 ‘지
성적인 방법’을 통해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무한자가 유한자 안에서 나타나면
서도 그것들을 포괄하는 것으로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실존적으로 경험하고’ 그러한
경험 속에서 나타나는 사태 그 자체를 드러내기 때문이다. 이러한 해석은 존재 자체
내에서 ‘존재와 존재자의 관련, 그리고 존재와 인간의 관련’을 함께 드러낼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해석으로 보인다. 박찬국, 원효와 하이데거의 비교 연구 , 서강대
학교 출판부, 2011, 263-7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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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놓는다(selber lichtend in das Anwesen entläßt). (WD, 301, 442).189)

존재자 전체의 존재가 존재자의 있음에로 해방되는 방식은 존재자에게 그
것에게 고유하게 속하는 시간을 안배하는 방식으로 스스로를 풀어 놓는
것이다. 다르게 말하자면 존재자 전체의 존재로서의 시간의 지배는 존재
자의 존재의 고유한 존재방식을 허락함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존재가 존
재자에게 시간을 안배하는 것은 사물이 자신에게 안배된 시간 동안 체류
함을 동시에 의미한다. 그러므로 존재와 존재자의 이중성 외부에서 양자
의 관계를 주관하는 존재 자체를 상정할 필요는 없다.190)
보다 중요하게는 존재자 전체의 존재가 존재자의 존재에로 스스로를
풀어 놓는 방식으로 있기 때문에, 양자의 관계는 유일무이한 관계를 갖는
다. 그리고 존재 자체와 존재자의 존재가 갖는 유일무이한 관계는 곧 존
재와 존재자의 이중성의 짜임으로서 그때마다 생겨나는 “존재자가 있다”
는 일회적이며 유일무이함을 가리킨다.

현존 자체의 본질 속에 주재하는 현존자와의 관계는 유일무이한 관계이
다. 그것은 다른 관계와 비교가 불가능한 것으로, 존재 자체의 유일무이
함에 속한다(zur Einzigkeit des Seins selbst). (SA, 366, 537)

이제 존재자 전체의 존재이자 중심으로서의 ‘토 크레온’의 존재자에 대한
지배 방식을 보다 상세하게 서술하고자 한다.
아낙시만드로스 잠언에서 토 크레온, 즉 존재자 전체의 존재는 존재자
189) 하이데거는 ｢무엇을 위한 시인인가?｣에서 ‘에온’을 해석하면서 파르메니데스(단편 8
권 42)의 현존자의 현존, 즉 퓌시스를 ‘둥근 공’과 비유해서 그것의 존재방식을 이와
같이 말한다.
190) 존재자 전체의 존재가 존재자의 있음에로 해방되는 방식은 존재자에게 그것의 고유
한 시간을 안배하는 방식으로 스스로를 풀어 놓는 것인 한에서, 이는 존재와 존재자의
이중성과 에어아이크니스 간의 관계에 대한 해명과도 관계된다. 에어아이크니스가 드
러나는 것은 존재와 시간의 관계를 통해 해명되는 한에서 말이다. 존재와 존재자의 이
중성과 에어아이크니스와의 관계는 5부 2장에서 다시 다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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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현출해서 소멸에 이르기까지의 이행을 두루 지배하는 시원적인 지배
(die ausgängliche Verfügung)라고 말해진다. 보다 상세하게 토 크레온은 ①
현출과 소거에 앞서 주재하는 출발이자(Ausgang), ②현출해서 소멸까지의
이행을 두루 주재하는 규정(Durchhaltung)이자, ③존재자에게 적합한 이음
매(Fügung)를 건네는 것이다. ①, ②와 관련해서 존재가 ‘현출과 소거에
대한 시원적 지배’라 규정될 때, 하이데거가 우선 배제하는 생각은 존재
를 ‘어떤 결과를 야기하는 원인’과 같이 작용하는 것(Gb, 115)으로 해석하
는 것이다. 시원적 지배로서의 존재는 존재자를 야기하거나 작용하게 하
는 것일 수 없다. 모든 작용자는 그것이 최고의 존재자라 할지라도 이미
존재자이며, 존재가 작용자일 때 존재자는 그러한 작용의 결과물에 불과
하다. 이와 관련하여 존재와 존재자의 관계는 오히려 비산출적이고 공허
한 것으로 전락한다.
반면 존재의 존재자에 대한 시원적 지배 방식은 존재가 갖는 은닉된
시간성격(der verborgene Zeitcharakter des Seins, SA, 338, 496)을 통해서이
다. 모든 사물은 그 자신에게 안배된 고유한 시간을 갖는다. 사물의 고유
한 존재방식은 시간으로부터 규정된다. 그렇기 때문에 아르케는 존재자의
시작, 과정 그리고 결과 전체에 두루 주재하는 지배라고 말할 수 있다. 만
일 존재와 존재자의 관계가 일방적 야기함이나 규정함의 관계라면 존재는
존재자를 움직이도록 해 놓고 존재자의 운동으로부터 떠나가는 것이다.
즉 통상적 이해에 따르면, 아르케는 존재자를 있게 하고 곧바로 떠나 버
리는 것이다.191) 이와 관련하여 아르케를 모든 것의 근저에 놓인 불변하

191) 아르케를 ‘곧바로 떠나 버리는 것’이라 보는 것은 존재를 ‘어떤 것을 야기하는 원인’
으로 파악하는 전통 형이상학적 관점에서 드러난다. 반면 하이데거는 아르케로서의 존
재를 ‘시원적 지배’라 해석하며, 아르케가 갖는 ‘시원적 지배’ 방식을 ｢아리스토텔레스
의 퓌시스의 개념과 본질에 대하여｣에서는 ‘책임을 지고 있음’이라는 말로 해명한다.
전통 형이상학에서 원인으로서의 존재는 존재자를 있게 하고서 곧장 떠나 버리는 것을
말한다면, ‘시원적 지배’로서의 존재는 ‘어떤 존재자가 그것인 바 그것으로 있음’이라
는 사실에 대해 책임지고 있음(Verschulden)이다. 이와 관련하여 인과적 작용’을 일으킨
다는 야기함(Verursachung), 즉 ‘인과성’으로서 존재를 근원사태로 있음, 곧 ‘책임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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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궁극적 실체나 원리라 해석하는 것은 훨씬 나중에 생겨난 개념이다.
반면 존재, 즉 존재자 전체의 중심으로서 다양한 존재자 전체를 통일시키
는 일자(das einende Eine)는 존재자를 그것에 고유하게 할당된 시간에 응
하는 방식으로 있도록 함이자 존재자의 존재의 현출과 소멸 속에서도 계
속 주재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보다 상세한 규정이 존재에 대한 ③의 규
정에서 찾아진다. 아르케의 본질에는 출발과 두루 주재함(Druchwaltung)이
공속하기 때문에 그와 동근원적으로 존재자 전체의 짜임(die Fügung)을 건
네줌(das Hin-reichen)192)이라는 개시적 영역성(Be-reich-hafte, Gb, 109)193)을
갖는다.

4절 존재와 존재자의 관계
1. 존재: 존재자 전체의 통일의 건네줌
존재가 존재자에게 건네는 존재자 전체의 짜임(die Fügung)은 잠언에
대한 해석의 중요한 방향을 제시한다. 이와 동일한 어원을 공유하는 말로
는 존재자 전체의 ‘이음매(die Fuge)’, 혹은 ‘존재자 전체의 그물망
(Gefüge)’등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어휘들이 공유하는 성격은 ‘존재자 전
체의 통일’이다.
있음’으로부터 파생된 하나의 방식으로 해석한다. Aristotle, Physis 192b 13-15, WBPA,
200쪽 재인용.
192) ‘건네줌’으로 번역되는 'Hin-reichen'은 앞서 ‘디도나이’로 번역된 ‘줌’의 차원에서 이
해될 수 있다. 하이데거는 PSZS에서 ‘줌(Geben)’을 ‘건네다 혹은 ~에로 이르다(reichen)’
로 해명한다. 여기에서 ‘건넴’은 사물이 고유화하는 사건(Ereignis)이 존재와 시간과 맺
는 관련을 해명하기 위한 개념이다. 현재의 맥락에서 ‘건넴’은 퓌시스인 존재가 존재자
와 맺는 관계에서 언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보다 상세
하게 다룰 것이다.
193) 'Be-reich'는 영-역으로 번역되지만, 의미상으로는 사물들이 서로서로 조화를 이루는
존재자 전체의 짜임과 같은 통일성을 건넴(reichen)의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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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는 존재자에게 전체의 짜임인 통일을 건네주는 것이다. 그러한 존
재가 존재자에게 건네는 짜임의 성격을 보다 명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잠언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지는 이음매(die Fuge)이다. 그렇기에 존재가 존
재자에게 건네는 적합한 이음매를 어떻게 해석하는가가 잠언에 대한 해석
의 중요한 방향을 제공한다. 나아가 존재가 존재자에게 건네주는 이음매
는 ‘존재자 전체의 통일’을 담보한다는 점에서, 전통 형이상학과 하이데거
가 공유하는 중요한 철학적 문제이다.
전통 형이상학에서 존재자 전체의 통일성은 존재자 전체를 근거짓는
제일 원인인 신으로부터 가능한 것으로 논구된다. 예컨대 고· 중세 형이
상학에서 존재자 전체의 통일성은 존재자 외부에 있는 그 자체 완전성을
갖는 신, 그것도 신의 사랑에의 의지 혹은 임재(파루시아)에의 의지로부터
해명된다. 근대 라이프니츠 이래 존재자 전체의 통일성은 제일 원인으로
서의 신의 임재에의 의지와 개별 존재자의 본질을 해명하는 방식으로 설
명되었다. 그러나 존재자 전체의 통일성이 신과 같은 제일 원인의 ‘예정
과 섭리)’ (HHA, 90)의 산물이라면 존재자 전체의 생성과 소멸은 이미 예
정되어 있는 섭리의 표현이자 실현일 뿐이다.
그러나 니체의 전통 형이상학에 대한 비판적 통찰은 존재자 전체의 통
일성에 대한 사유가 어떻게 생성의 세계를 고통의 골짜기로 전락시키고
그렇기에 하나의 기만으로 전락할 수 있는가를 보여준다. 플라톤 이래 전
통 형이상학은 조화와 통일이 존재자 전체를 걸쳐 주재한다는 것을 진리
로 받아들인다. 형이상학이 추구해 온 진리에 따르면 세계는 윤리적으로
질서 지워져 있으며, 존재자 전체는 사랑과 조화를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통일되어 있고, 인간 삶은 보편적인 행복으로 접근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런데 존재자 전체의 조화와 통일이 어떠한 변천과 결여를 갖지 않는 상
주(常住)하는 것에 의해 담보되는 한에서 형이상학적 사유에서의 ‘참된 세
계’와 세계의 통일성은 어떠한 변천이나 결여를 배제하게 되고, 생성하는
세계를 희생하면서 행해진다.194) 그렇다면 이러한 니체의 비판은 하이데
194) 니체에 의하면 전통 형이상학의 존재자 전체의 통일과 조화에 대한 사유는 인간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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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사유에도 적용되는 것일까?
하이데거는 아낙시만드로스의 잠언에서 존재자 전체의 통일이 서구 형
이상학적 사유 전통과 다른 방식으로 말해진다는 점에 주목한다. 잠언에
서 존재자 전체의 통일은 차안적인 세계의 희생을 요구하지 않으며, 존재
자 전체에 신비롭게 상응하도록 예정되어 있는 자연의 신비를 요구하지도
않는다. 무엇보다 잠언은 존재자 배후에 전체를 총괄적으로 포괄하는 일
자(一者)를 설정하고, 그로부터 통일성을 설명하지 않는다. 오히려 존재자
전체의 통일은 존재가 그것의 시간적 지배를 존재자에게 그것의 출발에서
부터 생성과 소멸 전체를 관통해서 건네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가능한
것은 존재자가 이미 그때마다 자신에게 건네진 체류 기간 동안 있는 것이
기 때문이다. 즉 존재자가 존재자 전체의 존재를 자체 내에 품고 있기 때
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존재자 전체의 통일은 존재와 존재자의 이중성의
차이와 공속으로부터 실현된다. 그리고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잠언에서의 ‘이음매’에 대한 해명이다. 그런데 ‘이음매’에 대한 이와 같은
견해를 전개하기 전에 ‘이음매’에 대한 다른 해석 가능성을 검토해 보는
것이 논의의 전개에 도움이 될 것 같다.
데리다에 의하면 아낙시만드로스 잠언에서 이음매에 대한 하이데거의
해석은 ‘현존자들 사이의 조화로운 일치’에 지나치게 경도되어 있으며, 결
국 이음매 내에서의 차이를 희생시키고 일치와 모음만을 우선시한다.195)
스로가 가변적이고 무의미한 생성의 흐름 속에서 안전과 확실성을 보장받기 위한 체계
화되고 조직화된 고안물에 불과하다. 이와 관련해서는 본고의 3부 5장의 논의를 참조
하라.
195) J. 데리다,

마르크스의 유령들 , 진태원 옮김, 이제이북스, 2007, 참조. J. Derrida,

Specters of Marx, Routledge, 1994. 이 책의 인용 페이지는 한국 판본 페이지, 영어판 페
이지의 순서로 병기한다. 데리다는 이 책에서 햄릿의 “시간은 이음매에서 벗어나 있다
(Time is out of joint)”는 말에서 보여지는 정의의 조건과 하이데거의 아낙시만드로스
잠언 해석에서 ‘이음매’, ‘디케’에 대한 해석에서 나타나는 정의의 조건을 대비시킨다.
데리다는 비록 하이데거에게서 현존과 현존자, 그리고 양자의 관계에 대한 부당한 해
석-가령 현존을 ‘일자’와 동일시하는 방식으로-에 기초하고 있으나, 하이데거의 잠언
해석을 통해 그가 드러내고자 하는 문제의 초점, 즉 잘사는 방법으로서의 정의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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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데거 해석에 따르면 디케는 ‘조화로운 일치’에 부합하는 것으로, 적합
함이자 정의를 가리킨다. 나아가 디케는 이음매이자 적합함을 가리킨다.
반면 아디키아는 “어떤 것이 이음매에서 벗어나 있다(things are out of
joint)”, 즉 현존자들이 그것들 사이의 조화로운 일치에서 벗어나 있는 것
을 의미한다. 결론적으로 디케와 이음매 그리고 그와 상반되는 아디키아
에 대한 하이데거의 해석은 존재자들의 조화와 일치를 정의 가능성으로
해석하고 있다.
물론 섬세한 독자인 데리다는 하이데거의 ‘일치’에 대한 사고는 차이나
는 것들과 불화하는 것들의 같음 안에서 작용한다는 것을 유보적으로 인
정한다. 또한 데리다는 하이데거에게 일치는 헤겔과 다르게 어떤 체계의
종-합 이전에 작용하는 것이라는 유보사항을 덧붙인다. 그러나 이음매가
현존(Anwesen)으로서의 존재로부터 사고되는 한에서는, 하이데거는 항상
어떤 차이보다 모음과 일치를 우선시하는 위험을 겪게 된다.

하이데거는 항상 그렇듯이 [···] 조화롭게 한데 모으거나 받아들이는 일
치(Versammlung, Fug)에 호의적으로 기울어져 있는 것 아닌가? (Derrida,
2007: 69, 27) [···] 항상 그렇듯이 하이데거는, 필수적인 신중함을 많이
보여 줌에도 불구하고, [···] 이접보다, 존중을 불러일으키는 중단보다, 재
와 뒤섞여 버릴 수 없이 많은 절대자가 탄각 속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일자(Un) 속에서는 그 유일성이 보장될 수 없는 어떤 차이보다, 한데 모
음과 같음(모음, Versammlung, 이음매 Fug, 한데 모으기 legein 등등)을
우선시할 때, 이러한 위험을 겪게 된다. (Derrida, 2007: 72, 28)

아낙시만드로스 잠언에 대한 하이데거 해석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데리다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질성, 타자의 도래 가능성을 열어 놓음으
로써 보다 정의로운 삶의 방식을 강구하는 것이다. 데리다는 함께 어울릴
수 없는 것의 이접, 분산 내지 차이를 손상시키지 않고서, 즉 타자의 이질
성을 삭제하지 않고서 그 자체를 함께 유지하는 곳에 도달하는 것을 정의
는 주목할 만하기에 이에 대해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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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조건으로 상정한다. 타자의 이질성을 삭제하지 않고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은 ‘이음매에서 벗어나 있는 시간’에서 찾아진다. 이음매에서 벗어
나 있는 시간은 현존의 형이상학에 의해 이해된 시간과도 구별되는 것으
로, 과거의 현재, 현행적 현재, 그리고 미래 현재의 연결로 이해되는 양태
화된 현재들이라는 현존의 형이상학에서의 시간 경험과 다르게 은밀하게
때맞지 않는 시간이다. 데리다에 의하면 정의는 이러한 때맞지 않은 시간
으로 도래한다. 그리고 데리다는 이러한 때맞지 않은 시간을 세익스피어
의

햄릿 에서 “시간은 이음매에서 벗어나 있다”(time is out of joint,

Derrida, 2007: 52, 18)는 문장에 대한 해석을 통해 입증한다. 확실한 이음
매나 규정 가능한 접합이 없는, 즉 이음매에서 벗어나 있는 시간은 시간
의 틈새(Derrida, 2007:51, 18)이다. 그리고 인간에게 요구되는 것은 이러한
틈입 자체에 의해 자신이 개방되도록 내맡기는 것이다.
이질성과 타자의 도래 가능성에 대한 데리다의 논증은 하이데거에 대
한 비판과 함께 수행된다. 데리다에 의하면 하이데거의 아낙시만드로스
잠언 해석은 이질성의 도래 가능성인 때맞지 않은 시간의 도래 가능성,
즉 시간의 틈새와 차이를 삭제하면서 통일과 일치에로 기울어져 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데리다의 비판은 하이데거의 존재를 전통 형이상학
적 맥락에서의 차이를 배제하는 ‘일자’와 동일시함으로써 성립한다. 데리
다에 의하면 하이데거에게 존재자 전체의 통일성은 현존으로서의 존재로
부터 가능한 것인데, 현존이 차이를 배제하는 일자인 한에서, 존재자 전체
의 통일성을 현존으로서의 존재로부터 사고하는 디케는 이음과 일치를 조
화롭게 접합시킨다. (Derrida, 2007: 69, 27)
데리다가 현존을 차이를 배제하는 일자로 해석하고 있다는 것은 다음
의 맥락에서 보다 분명해진다. 데리다는 아낙시만드로스 잠언에 대한 하
이데거의

해석에서

현존이

현존자에게

넘겨주는

‘줌’을

주어버림

(Weggeben)이 아닌 허여하기(Zegeben)로 해석해야 한다고 말한다. ‘주어버
림’과 ‘허여하기’의 차이에 주목하는 데리다의 독해는 탁월하다. 그러나
데리다는 이러한 정당한 주목에도 불구하고 ‘허여하기’에 대한 독해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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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한다. 데리다는 ‘허여하기’를 덤, 초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시장의 교
역 바깥에서 교환없이 보충적으로(in supplement, Derrida, 2007: 68, 26) 주
어지는 것으로 본다. 나아가 허여하기는 ‘타자에게 고유하게 속하는 것을
타자에게 허락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데리다의 논의는
비약한다. 하나가 다른 것에게 주는 것은 타자에게 고유한 현존을 허락해
주는 것을 의미하는데, 타자의 현존은 일치를 가리킨다. 데리다는 현존을
일자로, 그래서 차이를 삭제하는 일치와 모음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허여
하기’ 역시 현존이 현존자에게 일치를 선사하는 것으로 해석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현존이 현존자에게 건네는 ‘이음매’는 일치와 조화에 지나치
게 기울어져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존재자 전체의 통일과 ‘이음매’에 대한 데리다의 비판은 모음과 일치를
지나치게 경직되게 사고한 나머지 나눔과 모음, 차이와 통일의 관계를 기
계적으로 분리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양자의 관계를 기계적으로
분리해서 사고할 경우, 결과적으로 그가 구제하고자 하는 차이와 이질성
역시 경직되게 사고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이질성과 통일, 차이와
통일은 서로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차이와 이질성이 통일의 조
건이자, 통일이 차이와 이질성의 조건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이데거의 아낙시만드로스 잠언 해석에서 이음매는 존재자 전체의 통
일과 차이의 사태이다. 그렇다면 이음매를 통해서 어떻게 존재자 전체의
통일과 차이가 함께 말해지는가?
김형효는 일찍이 아낙시만드로스 잠언에 대한 하이데거 해석에서 ‘이
음매’가 의미하는 바를 유와 무, 진리와 비진리, 법적인 정의나 부정의의
동거의 이중성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한 바 있다. 이는 이율배반적인 양
가적 로고스를 가리키는 것으로, 불교적 사유에서 말하는 선과 악 혹은
약(藥)과 독(毒)이 동거하는 의미, 마치 법장의 ‘진망교철(眞妄交徹, 진리와
허망이 상통함)’의 법과 유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즉 이음매는 유와 무가
차이 속에서 동거하는 이중성을 뜻한다.196) 김형효의 독해 방식은 하이데
196) 김형효는 올바르게도 이 차이 속에서의 공속을 서로 대립되는 것의 긴장을 무화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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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 텍스트를 불교의 교리에 대한 해석을 통해서 봄으로써 이음매가 가리
키는 사태에 대한 선명한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197) 이에 필자는 하이데
거의 텍스트에 대한 내재적인 독해를 통해서 이음매를 존재와 존재자의
차이와 통일의 이중성의 맥락에서 해석할 것이다.
이음매는 잠언에서 ‘현존자와 부재자의 이음매’, 즉 현존재와 부재자의
통일로서 해명된다.198) 먼저 이음매가 현존자와 부재자 사이의 통일을 가
리킨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를 살펴보자. 이음매는 ‘시간’과의 관련 속에서
해석되어야 한다. 토 크레온으로서의 존재는 ‘본래적 시간’의 건넴이라는
존재방식으로 있으며, 존재자의 존재에 적합한 이음매를 안배한다. 이음매
의 안배함이란 존재자에게 그것의 적합한 체류 기간을 안배함을 말한다.
동시에 이음매는 존재자 전체의 존재 방식으로서, 현존자가 자신에게 안
배된 시간 동안 머물러 있음으로부터 성립한다. 무엇보다 이음매는 현존
자의 본질, 즉 현존자의 현존이 ‘현출하고 사라지는’ 사이 시간(zwischen
Zeit)을 통해 성립하기 때문이다. 결국 존재자 전체의 통일은 존재자의 존
재 방식과 존재자 전체의 존재의 지배를 통해 성립함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존재자의 존재인 안배된 시간 동안 체류함이 존재자 전체의
통일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이는 후기 하이데거의 존
재자에 대한 고유한 이해와 관련된다. 앞서 초기 그리스인들에게서 존재
자(에온타)는 존재자를 가리킬 뿐만 아니라 존재자 전체를 가리킨다고 말
한 바 있다. 에온타는 현재적인 것(das Gegenwärtige)이라는 의미에서의 존
재자를 지칭할 뿐만 아니라, 과거적인 것이기도 하고 미래적인 것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 현존자는 현재적 현존자뿐만 아니라 비현재적 현존자(das
ungegenwärtige Anwesende)인 부재자(Abwesende)를 포함한다.
는 그래서 대립되는 것들의 평화나 완전한 일치의 이미지로 착각해서는 안되며, 오히
려 대립적인 것의 공동귀속(Zusammengehörigkeit)으로 읽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김
형효, 하이데거와 화엄의 사유 , 청계, 420-1쪽 참조.
197) 위의 책, 423-5쪽 참조.
198) 신상희는 이음매를 ‘현존자에게 안배된 곳’이라 번역하고, 아디키아를 “어떤 것이 안
배된 곳에서 벗어나 있다”로 번역한다. 하이데거, 숲길 , 신상희 옮김, 519쪽.

158

현재적 현존자는 개방된 비은폐성의 영역에 ‘머무르면서 다가와 있는
것(angekommen in der Weile innerhalb der Gegend der Unverborgenheit)’이
다.

기재하는

것(das

Gewesen)은

‘더 이상 현재적이지 않은 것(das

nicht-mehr-Gegenwärtige)’으로서 과거적인 것과 같이 사라지지 않으며 그
자신의 고유한 방식에 근거해서 현존한다. 현존은 있어옴 속에서 건네진
것이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아직 현재하지 않는 것으로서 다가옴
(Ankommen)은 ‘아직 현재하지 않는 것(noch-nicht-Gegenwärtige)’으로서 부
재하는 것이며, 항상 이미 어떠한 방식으로든 다가온다는 점에서 현존한
다. (ZS, 13, 48) 다른 말로 ‘비은폐성의 영역에 머무르면서 다가와 있는
것’인 현재적 현존자는 부재자인 미래적 현존자가 다가온 것이며, 반대로
현재적 현존자가 ‘비은폐성의 영역으로부터 떠난 것’이 과거적인 현존자
이다. 그러므로 비현재적 현존자인 부-재자(das Ab-wesende)는 현재적인
현존자와 본질적으로 연관된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부재자인 비현재적 현
존자는 비은폐성 영역 속으로 오기도 하고, 그 영역으로부터 떠나기도 한
다는 점에서 부재자이며, 결론적으로 과거적인 현존자와 미래적인 현존자
도 에온타이다(SA, 346, 508). 즉 존재자 전체는 현재적 현존자와 과거적
이고 미래적인 현존자 전체를 가리킨다. 이러한 현존자 전체는 본래적 시
간의 안배를 통해 통일적인 것으로 있다.
그럼에도 물음은 여전히 남는다. 본래적인 시간이 존재자 전체를 통일
시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나아가 현존자가 그 자신에게 고유하
게 속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한다면, 본래적 시간의 건넴은 왜 요구되는
가? 현존자의 현존에는 적합함과 함께 부적합(der Un-fug)이 속하기 때문
이다. (Gb, 118) 현존자는 부재하는 것에게 자신의 자리를 내어주지 않고
자신의 존속을 고집하는 경향성을 갖는다. 그렇기에 본래적 시간은 현재
적 현존자가 과거와 미래에로 자신을 펼침으로써 현재적 현존자의 항존을
고집하는 것을 거절(die Verweigerung)함으로써 기재를 열어 두고, 현재적
현존자를 유보(das Vorenthalt)함으로써 도래의 다가옴을 열어두는 방식으
로 존재자 전체의 통일성으로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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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존의 본질에는 지속하기를 완강하게 주장하는 현존에게 가능한 비본
질이 거부(die Ver-wehrung)된다는 사실이 속한다. [···] 그러므로 현존에
서 [있을 수 있는 지속하기를 완강하게 주장하는] 한계(die Grenze)에 대
한 거절이 본래적인 존재자의 존재에 대한 지배로서 입증된다. (Gb, 114)
[···] 그것이 [통일하는 일자로서 본래적 시간의 가깝게 하는 가까움은]
현재인 바 현재의 도래를 거부함으로써(Verweigern) 기재를 열어두기 때
문이다. 가깝게 하는 가까움은 다가옴에서 현재를 억류함으로써(vorenthält)
미래로부터의 다가옴을 열어 둔다. (ZS, 16)

존재자 전체의 존재의 지배 방식인 본래적 시간의 안배는 현존자를 그때
마다의 현성에로 할당함(die Zuweisung des Anwesenden in seine jeweilige
Anwesung)이자, 시간은 그때마다 현존자에게 적합한 체류 기간을 펼치는
것(die Entbreitung der je verfügten Weile)이다. (Gb, 121) 본래적 시간의 이
러한 시간 안배에 상응해서만 현존자는 매번 그때마다 머무르는 것(je ein
jeweiliges)이다.
하이데거에게 존재자 전체의 존재인 토 크레온이 존재자 전체의 짜임
의 시원적인 건네줌 의 방식으로 있다는 것은 동시에 존재자가 고유한 시
간을 갖는다는 고유한 전제와 함께 성립한다.

모든 사물은 자신의 시간을 갖는다(Jedes Ding hat seine Zeit). (ZS, 2)

모든 사물이 자신의 시간을 갖는다는 것은 모든 존재자는 기재와 도래 그
리고 현재적인 것인 시간의 서로를 건네는 방식으로 있다는 것을 의미한
다. 현재적인 존재자는 있어 왔던, 즉 기재하는 것이 건네진 것이며, 다시
현재하는 존재자는 도래하는 존재자에게 자신을 내어주는 것으로 있다.
이 경우 본래적 시간은 존재자에 고유하게 속하는 시간의 서로 건넴을
(zu-spielen) 서로에게 모아주고(zueinanderhalten) 통일시키는 일자이다.
하이데거는 본래적 시간을 4차원의 시간(die vierdiemensionale Zeit, Z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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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이라고도 말한다. 존재자는 도래, 현재, 그리고 기재라는 3차원의 시간
이 서로를 건네는 유희 방식 속에서 그 자체로서 있다. 본래적 시간은 3
차원의 시간의 건넴의 유희를 통일성(die Einheit)에로 모아들이는 4차원의
시간이다. 이러한 4차원의 시간은 모든 것을 모으는(versammeln) 최초의
차원인 가까움(die Nähe)이다.

시간은 4차원적이다. 모든 것을 모으는 이 최초의 차원은(Die erste,
alles versammelnde Dimension) 가까움이다. (NzWM, 377, 1949년 5판 각
주) [···] (시원적인 건네줌인) 가까움은 도래, 기재, 현재를 멀어지게 함
으로써(entfernt) 서로서로를 가깝게 한다. [···] 가깝게 하는 가까움은 무
엇보다도 기재, 도래 그리고 현재가 건네주는 방식을 서로에게로 통일시
킨다. (ZS, 16)

앞서 논의로부터 존재자의 존재가 3차원의 시간의 서로 건넴의 유희 방식
으로부터 있으며, 그러한 3차원의 유희 방식은 다시 4차원의 본래적 시간
의 모음(die Versammlung)을 통해 통일성을 갖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런
데 그러한 본래적 시간의 모아들임, 즉 그로부터 가능한 존재자 전체의
통일은 서구 형이상학적 사유 전통에서 작용인의 작용 방식과는 구별된
다.
존재가 존재자에게 본래적 시간을 건네주는(geben) 방식으로 존재자 전
체의 통일성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은 자칫 형이상학적 사유 문법으로부터
표상될 수 있는 여지를 갖는다. 서구 형이상학의 사유 전통, 즉 존재는 작
용을 야기하는 원인이고, 존재자가 원인 지어진 것이라는 사유 문법에 따
르면, 건네줌의 사유에서도 본래적 시간을 건네주는 A(원인)가 있고, 건네
줌을 받는 B(원인 지어진 것)가 있고, 그리고 A가 건네는 본래적 시간을
건네받는 C가 있다는 것과 같이 말이다.
그러나 존재와 부재자 사이의 통일을 가리키는 이음매의 사유는, 첫째
존재자 전체의 통일성을 가능하게 하는 타자, 즉 존재자 전체를 통일시키
는 제일원인과 같은 제 3의 심급과 같은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둘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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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음매는 존재가 존재자에게 건네는 것이자, 존재가 존재자의 있음을 비
로소 승인하는 방식으로만 실현되는 한에서, 거기에는 서구 형이상학적
사유 전통 내에서 보여지는 존재의 존재자에 대한 일방적 규정과 지배가
성립하지 않는다. 오히려 존재와 존재자 간의 분리되고 차이 나는 관계는
이음매의 속에서 차이나면서 통일하는 존재와 존재자 간의 이중성의 놀이
로서 드러난다. 셋째 이음매는 틈새199)를 잇는 것이자, 틈새로부터 이어진
것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는 이음매는 차이로부터 이어진 것이다. 이음매
는 그런 한에서 잇는 것이며 동시에 이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존재자와
존재의 통일은 둘 간의 서로 나눔과 이음의 놀이를 통해서만 형성되는 한
에서 양자의 통일은 틈새를 허용하는 이음의 성격을 갖는다.
논의를 보다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서구 형이상학적 전통에서 존재와
존재자의 관계로서의 ‘줌’이 어떻게 이해되어 왔으며, ‘줌’에 대한 하이데
거의 해석이 이와 어떻게 다르게 전개되는가를 보일 것이다.

2. 이음매의 ‘줌’: 디도나이
이 장에서는 존재와 존재자의 관계를 ‘줌’의 논리와 관련해서 논의할
것이다. 후기 하이데거에게 존재자 전체의 통일적인 짜임은 존재가 존재
자에게 건네 ‘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아낙시만드로스 잠언에서 디도
나이(διδóναι, 줌, Gabe)는 현존이 현존자에게 그것에 고유하게 속하는 적
합함을 준다(geben), 다른 말로 ‘인정하다(혹은 허여하다, zugeben)’200)로
199) 이음매의 'Fuge'는 'fügen'의 명사형으로서, 'fügen'의 사전적 정의는 ‘접합하다, 짜맞추
다, 이어주다, 순응하다’ (sich ~)이다. 그리고 'Fuge'의 사전적 정의는 ‘이음매’와 ‘틈새’
를 동시에 가리킨다. Fuge는 대립되는 것들의 차이를 무화시키는 의미에서의 통일과
일치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Fuge'가 갖는 틈새의 의미 역시 중요하게 해석되어
야 한다. 틈새를 갖는 이음매는 다른 말로 존재와 존재자의 차이와 공속의 사태를 가
리킨다.
200) 통상적 번역에 따르면 ‘디도나이’는 현존자들이 부정의(아디키아)에 대해 ‘[대가를]
치른다(bezahlen)’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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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되는 것으로서 서구형이상학의 사유 전통과 다른 후기 하이데거의 존
재와 존재자의 관계에 대한 해명 가능성을 준다.
하이데거에 의하면 서구 형이상학의 전통에서 원인으로서의 존재가 존
재자와 맺는 관계는 ‘주어버리다(weggeben)’로서 표현된다. 원인은 존재자
에게 그것의 존재 가능성과 존재자 전체의 조화를 ‘방출하고(ab-lassen)’,
‘떼어 놓고(weglassen)’, ‘떠나게 하는(weggeghen-lassen)’ 방식으로 존재자와
관계 맺는다. ‘주어버리고 방출하는’ 존재는 제일 원인이자 존재자 전체의
제작자로서의 신(der Gott)이다. 제일 원인이자 제작자인 신은 존재자와 분
리되어 있으며, 이미 정해진 설계도에 따라 존재자에게 존재 가능성을 할
당하고 존재자 전체의 조화를 가능하게 하는 자이다. 이러한 논리에 따르
면 각각의 존재자에게 적합하게 할당된 체류 기간과 존재자 전체의 통일
은 존재로부터 근거지어지고 규정되는 방식으로 주어진다.
나아가 근대 형이상학에서 존재와 존재자의 관계 역시 근거 짓는 존재
와 근거 지워지는 존재자의 관계(Das Verhältnis des gründenden Seins zum
gegründeten Seienden)로 있다. 그리고 존재는 존재자와의 관계에서 중심으
로 있으며, 존재자와는 내던짐의 관계(das Verhältnis des Loswerfens, WD
280)를 갖는다. 필자는 하이데거에게 근대 형이상학적인 사유 전통에서
드러나는 존재와 존재자의 관계를 릴케 시 분석을 통해 명시적으로 해명
한 바 있다. 그리고 우리는 3장의 논의를 통해 근대 형이상학의 사유 전
통 내에서 존재자의 다양한 가능성은 매개하는 중심인 존재의 가능성일
뿐이며, 있는 것은 존재밖에 없다는 것을 논한 바 있다.201)

201) ‘있는 것은 존재밖에 없다’는 말의 의미는 기술시대 인간에 대한 하이데거의 통찰과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하이데거는 현대 기술시대에 의지로서의 존재에 의해
의지된 인간은 그 스스로가 중심이 된다고 말한다. 그리고 하이데거는 기술시대의 중
심으로서의 존재로 된 인간에 대한 다음과 같이 말한다. “[기술시대] 인간은 단지 자기
자신과만 대면한다(der Mensch begegnet nur noch sich selbst).” (FT, 31) 존재가 중심이
될 때 있는 것은 존재밖에 없으며, 인간이 그러한 의지로서의 존재에 의해 의욕된 자
로서, 그 스스로가 중심이 된 인간은 존재자 전체 속에서 그 자신만을 만나게 된다. 인
간이 중심이 된 현대 세계는 하이데거에게는 모든 것이 무차별적으로 획일성을 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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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하이데거의 존재와 존재자의 관계를 나타내는 ‘줌’에 대한 해
명은 서구 형이상학의 전통 내에서 해석된 것과 어떻게 다른가? 앞서 데
리다의 논의202)에서도 보았듯이 후기 하이데거 사유에서 ‘줌’은 여러 해
석자들의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킨 주제이기도 하다. 대표적으로 ‘줌’의
현상에 대한 마리옹(Jean-Luc, Marion)의 해석은 주목할 만하다. 마리옹에
의하면 ‘줌(주어짐, Givenness)’은 현상학의 고유한 탐구 주제인 선소여적
사태로서 후설과 하이데거는 공통적으로 그것에 의지해서 자신의 사유를
전개한다. 그러나 마리옹에 의하면 하이데거는 줌의 사태를 ‘궁극적인 원
리(ultimate principle)’로 환원한다. 즉 하이데거에게서 존재자 전체에 고유
한 선소여적 사태로서의 ‘줌’은 존재와 에어아이크니스(Sein und Ereignis)
로 환원된다.
마리옹은 일차적으로 선소여적 사태인 ‘줌’이 기존 형이상학적 사유 전
통에서 어떻게 사유되어 왔는가를 검토하고 그것과 하이데거의 사유 방식
간의 차이에 주목한다. 기존 형이상학적 사유에서 ‘줌’은 제일 원인이나
자기원인(causa sui)과 같은 신의 작용의 결과로서 사유되어 왔다. ‘줌’이
원인의 산물로 이해될 때, 줌은 결과적으로 인간의 합리적 사유의 지평인
근거율로부터 온전하게 규정되고 해명될 수 있는 것으로 환원된다. 그러
나 마리옹에게도 줌은 인간 이성으로부터 온전하게 해명될 수 없는 선소
여적 사태이다. 그리고 일찍이 그것을 주목한 이가 하이데거이다.
마리옹에게서도 하이데거가 ‘줌’의 사태에 주목한 것은 철저하게 반-형
이상학적인 현상학적 사유의 산물이다. 단적으로 "es gibt(~이 있다. 혹은
그것이 준다)"의 사유는 하이데거가 존재 자체를 사유하는 대신에 "es
gibt" 내에서 작동하는 줌(과 동시에 주어짐, givenness)을 숙고한 결과이
다. 무엇보다 ‘줌’의 사유는 하이데거가 존재와 존재자의 차이와 존재의
물러섬(withdrawal of Being) 간의 역설, 즉 ‘선사하고, 주는’ 존재가 동시
평준화되는 공허한 세계이다. (ÜM, 87-92쪽 참조)
202) 앞서 데리다는 ‘줌’을 주어버림(Weggeben)이 아닌 허여하기(Zegeben)로 구별하였다.
이에 관해서는 3부의 2장, 4절을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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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뒤로 물러서는’, 존재의 존재 방식이 갖는 역설을 단번에 해소시켜 주
는 사유 장치이다(Marion, 2002: 36). 그러나 하이데거는 현상학의 고유한
업무를 충분히 밀고나가지 못하고 형이상학적 사유의 덫에 다시 걸려든
다. 스스로 물러서는 것이기에 온전하게 해명될 수 없고 그래서 수수께끼
로 가득 찬 ‘순수한 줌’이라는 사태는 다시 하나의 궁극적 원리(ultimate
principle, Marion, 2002: 38)가 되기 때문이다.203) 이와 유사한 견지에서 김
동규는 이러한 ‘줌’에 대한 마리옹 해석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하이데거
가 “주어짐 [곧, 줌]을 존재사건(Ereignis)의 장으로 환원한다” (김동규,
2009: 20)고 비판적으로 서술한다.204)
그런데 마리옹과 그의 해석을 받아들이는 김동규의 비판의 초점은 ‘줌
혹은 주어짐’은 ‘줌을 주는 것’과 ‘줌을 건네받는 것’이라는 이항 관계로
구분될 수 없으며, 무엇보다 ‘주는 것을’ 궁극적인 원리와 같은 것으로 생
각해서는 순수한 선소여적 사태인 ‘줌’을 해명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
나 이러한 비판은 하이데거의 ‘줌’이 주는 것과 주어진 것 간의 이항관계
로부터 성립한다는 전제 자체가 부정될 때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날 것이
다.
하이데거가 초기 그리스적 ‘줌’에 대한 경험을 해석할 때 염두에 두는
존재와 존재자의 관계는 내던져진 존재자의 모험보다 더 모험적이며 서로
를 배려(사랑)하는 관계이다. ‘주는(zugeben)’ 존재는 언제나 존재자의 존
재205)이다. 존재가 ‘준다’는 것은 현존자에게 고유하게 속해 있는 것을 그
자신에게 ‘속하게 하다(gehören lassen)’, ‘인정하다(zugeben)’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줌’은 현존이 현존자에게 고유하게 속하는 적합한 체류 기간
(Weile)을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그렇기에 ‘줌’은 현존자의 측면에서 다음
203) Jean-Luc, Marion, Being given: toward a phenomenology of givenness, Stanford Univ.
Press, 2002, 37쪽.
204) 김동규, ｢장-뤽 마리옹에게서 현상학의 최종원리와 줌의 현상학: 후설과 하이데거를
넘어서｣, 철학연구 86집, 2009, 173-201.
205) “원문은 온타(onta, 존재자)에 대해 말하고 있다. [···] 존재는 존재자의 존재로서 언어
화된다.” (SA, 332, 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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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이 재서술될 수 있다. ‘줌’은 현존자가 고유하게 ‘있음’을, 곧 현존자
가 현출해서 소멸하는 데로 이행하는 방식으로 있음을 말한다. 하이데거
는 ‘줌(geben)’을 속하게-함(Gehören-lassen, SA, 357, 523)이라 재서술하는
데, 이는 ‘준다’가 현존자가 그 자신에게 고유하게 속해 있는 것을 비로소
‘속하게-함’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줌 혹은 건네줌’을 서로 각기 분리되어 있는 ‘A’, ‘B’를 상정
해 놓고, A가 B에게 어떤 것을 준다와 같은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부당
하다. 결론적으로 ‘줌’은 현존자에게 이미 고유하게 속해 있는 것을 그 자
신에게 인정해 준다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줌이란 단지 주고 나서 손을 떼버림(weggeben)이 아니다. 보다 근원적으
로 줌(Geben)은 인정하다(Das Zugeben)를 의미한다. 그러한 줌은 어떤 다
른 것에게 그것에게 고유하게 속해 있는 것을 속하게 한다(Solches
Geben läßt einem anderen das gehören, was als Gehöriges ihm eignet).206)
(SA, 356-7)

다시 말하면 개별 현존자의 현존 자체, 즉 ‘존재자가 있다는 사실’ 속에
이미 개별 현존자들을 통일시키는 통일이 함께 공속한다. 다른 말로 ‘존
재자가 있다’는 사실은 존재자 전체를 통일시키는 모음을 품고 있는 것을
말한다.207)
206) 한글 번역본에서는 이 문장을 “그러한 줌은 자기에게 고유하게 속해 있는 것을 어떤
다른 것에게 속하게 한다”고 번역한다. 그러나 이러한 번역은 ‘줌을 주는 것’인 어떤
것 [자기]과 ‘줌을 부여받는 어떤 다른 것’[어떤 다른 것]을 이항적으로 구분하는 시야
를 전제한다는 점에서 부당할 수 있다. 앞서 마리옹의 ‘줌’의 사태에 대한 부당한 비판
은 이러한 번역에 따르면 적합한 것으로 드러날 것이다. 신상희 옮김,

숲길 , 522쪽

참조.
207) “존재자는 제 스스로 현출하고, 스스로를 개현하는 것(das Aufgehende und
sichöffnende)으로서, 현존자로서의(als Anwesende) 이 존재자는 단적으로 수용하면서, 이
현존자에 대하여 자기를 개방하는 현존자로서의 인간에게 도래하는 것이다. 존재자는
인간이 그것을 주관적인 지각의 방식으로 표상한다는 의미에서 봄으로써 비로소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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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현존자들은 그것들을 총괄적으로 포괄하는 어떤 것을 배후에
갖는 그러한 분리된 대상들의 배열이 아니다. 오히려 [현존자의] 현존 자
체

속에

서로서로

머무름인(Zueinander-Weilen)인

은닉된

모음(eine

verborgene Versammlung)이 주재한다. (SA, 353, 518)

존재자가 존재자 전체의 통일에 공속하는 방식으로 있는 것은 존재자
의 존재가 은닉된 시간 성격을 갖기 때문이다. 현존자가 있음은 존재자가
그것에 할당된 체류 기간 동안 머무르는 것을 말한다. 현존자들이 그 자
신에게 할당된 적합한 시간 동안 체류하는 방식으로 있는 한에서, 현존자
들은 현존의 통일성에 공속한다. 그러므로 현존자에는 존재자 전체의 모
아들임(Versammlung)이 속한다고 말할 수 있다.

모든 것[현존재 전체]은 자신에게 할당된 시간 속에서 다른 것과 더불어
머무르면서 현존하기에 현존자는 하나의 통일적인 현존에 함께 속한다.
(SA, 353, 518)

존재자가 있음을 존재자 전체의 통일 속에서 사유하는 것은 개별 존재
자의 있음을 존재자 전체의 존재와 공속하는 것으로 사유하는 것이다. 하
이데거는 이미 ‘아리스토텔레스 퓌시스’ 개념의 본질을 해명함으로써 어
떻게 서구 그리스 사유에서 존재가 존재자와 분리된 것이 아니라, 존재자
의 있음이라는 존재자의 존재 방식 속에서 사유되는가를 해명한 바 있다.
나아가 하이데거는 아낙시만드로스 잠언 해석을 통해 ‘존재자의 있음’을
존재자 전체의 통일성, 곧 존재자 전체의 존재와 함께 공속하는 것으로

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인간이 존재자로부터 보이는 것이며, 스스로를 개현하
는 것에 의하여 그것이 지니고 있는 현존(das Anwesen)을 향하여 모여진 것
(Versammelte)이다.”(ZW, 90) 즉 이 인용문을 통해서 보면 현존자는 그 자체 현존을 향
해 모여진 것이다. 필자의 위 인용문은 박찬국, ｢현대기술문명에 대한 청송의 사상｣,
청송의 선과 철학 , 146쪽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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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했음을 알 수 있다.

3. 이음매에서 벗어나 있음: 아디키아
논의를 더 진전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물어보자. 왜 현존자는 자신
에게 이미 속해 있는 것을 다시 비로소 고유하게 속하게 해야 하는가? 결
론부터 말하자면 현존자가 있는 방식에는 지속적인 현존을 고수하고자 하
는 근본 성향이 동시에 속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서 하이데거가 아낙
시만드로스 잠언에서 분석하는 개념은 아-디키아이다. 아디키아(ἀ-δικία)
는 디케에 부정어인 ‘아’(-α)가 결합된 말로서 ‘디케가 결여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통상적인 견해에 따르면 ‘디케’는 법적이고 도덕적 정의(das
Recht)를 가리키므로, 아디키아는 법적인 의미에서의 부정의(Ungerechtigkeit)
를 가리킨다. 반면 하이데거는 아디키아를 “어떤 것이 이음매에서 벗어나
있다(Etwas ist aus den Fugen)”라고 해석한다(SA, 354, 519).
하이데거에게 현존자가 그 자신의 고유한 체류 기간을 갖는 것으로,
그때마다 머무르는 것으로 이해된다면 어째서 이 잠언 해석에서 “현존자
가 이음매에서 벗어나 있다”는 것을 말하는 아디키아가 문제로 등장하는
가? 현존자는 ‘그때마다 머무르는 것’이면서 동시에 그 자신에게 고유하
게 속하는 체류 기간(auf seiner Weile)을 넘어 ‘지속적인 것이라는 의미에
서’ 더 현존하고자 하는 근본 성격을 갖기 때문이다.

그때마다-머무르는 것은 그 자신의 현존을 고집한다(Das Je-Weilige
beharrt auf seinem Anwesen). (SA, 355, 520)

‘이음매를 벗어나 있음(Unfug)’을 가리키는 아디키아가 현존자의 근본
특성으로 해석될 수 있는 이유는 ‘현존자의 있음’, 곧 현존자의 현존이 현
출했다가 소멸하는 방식으로 이행하지 않고, 자신의 현존을 지속하고자
완고하게 고집하기 때문이다. 그런 한에서 아디키아는 현존자의 현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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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성에서 해명된다.208) 현존자가 부재자와 함께 현성하지 않고 현재적
현존자로서만 있고자 하기에 아디키아가 성립한다.209) 그러므로 “이음매
(die Fuge)에서 벗어나 있다”고 정의되는 아디키아는 시간과 관련해서 다
음과 같이 재정의된다.210)

부적합함(Unfug)으로서 아디키아는 머묾을 고집하고 지속적 존립을 완강
히 주장함을 의미한다. (SA, 355. 520) [···] 머묾을 고집하는 것은 이음매
(die Fuge)의 견지에서 보자면, 순전히 존속하려는 항거(der Aufstand)이
다. (SA, 521, 356)

자신의 현존을 지속하고자 하는 현존자의 현존 방식은 동시에 다른 현
존자와의 관계 속에서 재해석된다. 현존자가 그 자신의 지속을 고집하는
것은 다른 현존자를 더 이상 배려하지 않는 것이다.

208) “현존자는 자신이 존재하는 바의 그런 현존자로서 이음매에서 벗어나 있다. 현존 그
자체에는, 이음매에서 벗어나 있을 수 있는 가능성과 아울러 이음매도 틀림없이 함께
속해 있다.” (SA, 355, 519)
209) 앞서 잠언의 첫 째 문장에서 해석된 에온타는 이중적인 의미에서 현재적 현존자와
비현재적 현존자를 지칭한다. (SA, 349, 513) 현재적 현존자는 부재자 사이에 단절된
조작과도 같이 있지 않으며, 현재적 현존자와 비현재적 현존자(부재자)는 함께 현성한
다.(west alles zusammen. SA, 350) 그러나 현존자가 아디키아의 상태에 있다는 것은 현
재적 현존자가 자신의 지속을 고집하는 방식으로 비현재적 현존자와 함께 현성하지 않
는다는 것을 말한다.
210) 신상희는 ｢아낙시만드로스 잠언｣에 대한 각주 62번에서 Fuge를 An-wesen(현존)과 관
계된 것으로, 그리고 Un-Fuge를 Ab-wesen(부재)과 관계된 것으로 주해한다. 그러나 필
자가 보기에 이에 대해서는 다른 해석 가능성을 열어 두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즉 die
Fuge, 즉 현존자의 적합한 이음매(혹은 안배된 시간)에는 현존과 부재(An-wesen과
Ab-wesen)가 모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Un-Fuge는 현존자가 자
신의 현존을 더 지속하고자 하는 “지속적 현존”을 추구하는 것과 관계되는 것으로 아
디키아와 연관시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잠언의 첫 째 문장에서 해석한 존
재자 전체에 부재자가 포함된다는 해석 내용과 부합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신
상희 옮김, 숲길 , 각주 62) 520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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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존자[그때마다 머무르는 것]가 더 이상 다른 현존자에 대해 마음을 쓰
지 않는다(es [das Je-Weilige] kehrt sich nicht mehr an das andere
Anwesende). (SA, 359, 526)

그리스적 존재자 개념에 따르면 존재자는 존재자뿐만 아니라 존재자 전체
(das All des Seienden, SA, 330)를 가리킨다는 사실이 중요하게 언급되었
다. 존재자가 있음이 존재자 전체 [타 에온타]를 자체 내에 품는 것을 가
리키는 한에서, 존재자가 자신의 지속을 고집함으로서의 ‘아디키아’는 그
러므로 존재자 전체 속에서 다른 현존자들과 맺는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된다.
현존자들은 본디 현출했다 소멸하는 방식으로 이행함으로써 그것의 고
유한 있음의 방식을 실현해야 하는데, 현존자가 자신에게 적합한 체류기
간에 반해서 더 오래 체류하고자 할 때 현존자들 간의 배려에 문제가 생
긴다. 정리하자면 아디키아는 현존자가 자신에게 안배된 체류 기간을 넘
어서 더 오래 존속하고자 하는 것을 가리킨다. 그러므로 현존자가 아디키
아 상태에 있을 때 다른 현존자에 대한 배려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와 관
련하여 현존자의 다른 현존자에 대한 배려가 성립하지 않을 때 현존자의
도래 가능성은 성립하지 않는다.
반면 현존자가 출현하고 소멸하는 이행 과정에서 그 자신에게 ‘적합한’
체류 기간 동안 머무름은 현존자에게 고유하게 속하는 이음매(die Fuge)를
비로소 속하게 한다. 즉 현존자에게 적합하게 속하는 체류기간 동안 머묾
이 현재적 현존자를 부재자와 연결시키는 이음매를 있게 한다. 결론적으
로 만일 현존자에게 적합한 지속성을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은 그때마다
머물면서 이행을 계속하는 존립(je weilende Bestehen des Übergangs, SA,
357, 523)일 뿐이다. 그러나 현존자의 현존 그 자체에는 이음매도 틀림없
이 함께 속해 있지만, 아울러 이음매에서 벗어나 있을 수 있는 가능성 역
시 속한다. 그러므로 현존자에게 속하는 지속성은 단순한 존립을 지속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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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를 주장하지 않고, 부적합함(Un-Fug)을 견뎌냄(die Verwindung211))이다.
즉 현존자가 자신에게 적합하게 속하는 체류 기간 동안 있음, 곧 존재자
의 존재는 부적합(Un-Fug)을 견뎌냄이다.

존재는 부적합을 견뎌냄이다(das Sein ist die Verwindung des Unfugs).
(Gb, 118, SA, 357, 523)

결과적으로 ‘줌’은 “동일한 그것들이, 부적합함(Unfug)을 치유하는 가운
데 적합함을 속하게 한다(디도나이... 아우타 디켄...테스 아디키아스)”를
의미한다. 다른 말로 ‘줌’은 현재적 현존자가 그 자신의 지속적인 존립을
완강하게 주장하는 대신에 비현존재적 현존자에로 스스로를 속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때마다-머무르는 현존자는(Das je-weilig Anwesende) 자신의 머무는 기
간 동안 머무르면서 현존이라는 자신의 본질에 적합함을 속하게 한다
(gehören läßt). 디도나이(διδóναι)란 이러한 속하게-함(Gehören lassen)을
말한다. [···] 현재적 현존자는 비현재적 현존자 사이에서 단절되어 밀려
난 것이 아니다. 현재적인 현존자는 그것이 비현존재적인 것에게로 스스
로를 속하게 하는 한에서 현재적이다(Dis gegenwärtig Anwesende ist das
gegenwärige, insofern es in das ungegenwärtige sich gehören läßt). (SA,
523, 357)
211) 'Verwindung'에 대한 적합한 번역어를 고르기는 쉽지 않다. 현존자에게는 그 자신의
현존을 고수하고자 하는 본질이 고유하게 속한다. 이에 현존자의 현존은 현존재의 존
재 방식이 갖는 그러한 부적합함을 존재자 전체의 견지에서 치료하는 방식으로 극복한
다. 그런데 필자가 여기에서 굳이 'Verwindung'을 ‘극복’이라 번역하지 않은 것은 이를
서구 형이상학이 존재자 전체의 통일성을 확보하는 방식과 구별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서구 형이상학의 견지에서 있을 수 있는 존재자의 부적합한 존재방식, 예컨대 선에 대
한 ‘악’ 혹은 존재에 대한 ‘무’는 모두 선 혹은 존재에로 환원되는 방식으로 ‘극복’ 가
능한 것으로 논해졌다. 반면 하이데거의 존재 사유에서 존재자가 가질 수 있는 부적합
한 존재 방식은 그것이 부적합함에도 불구하고 적합한 것으로 환원되거나 소멸되지 않
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필자는 'Verwindung'을 ‘견뎌냄’으로 번역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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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데거는 초기 그리스 시대의 현존자 전체에 대한 경험을 개별 대상
들을 무작위적으로 나열한 것의 배열로 간주하는 방식과 선을 긋는다. 현
존자의 측면에서 보자면 디케는 현존자가 자신의 현존을 지속하고자 하는
성향, 즉 부-적합을 견뎌내는 속에서 자신에게 속하는 기간 동안 있음을
말한다. 즉 디케는 현존자가 자신의 존속을 고집하고자 하는 부적합한 성
향을 견뎌내는 가운데 고유하게 있음을 가리킨다.
앞서의 디도나이에 대한 논의와 연관해 보자면, 디케는 타자와의 공존
을 가능하게 하는 배려와 사랑이다. 현존자가 자신에게 속하는 체류 기간
동안에만 머무르고 자신의 소멸에로 이행함으로써 타자의 도래 가능성을
비로소 열어 주기 때문이다. 나아가 디케에 대한 이러한 해석은 소멸 혹
은 부재로서의 무가 존재자 전체의 견지에서는 현존하는 것으로 경험되고
해석된다는 것을 동시에 전제한다.212)
전통 형이상학에 의하면 소멸은 부재로, 나아가 무로서 해석되며, 무는
존재에 반해서 덧없고 허무한 것으로 간주된다. 연관하여 존재와 생성 소
멸은 서로 대립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므로 “모든 것은 소멸하고 사
라지는 방식으로 있다, 혹은 모든 것은 현출에서 소멸에로 이행한다”는
초기 그리스의 현존자의 현존에 대한 사유는 전통 형이상학에 따르면 ‘모
든 것은 일시적이고 덧없고(vergänglich) 허무하다’와 동의어로 이해된다.
물론 하이데거에게도 현존자의 있음에 그것의 소멸함이 고유하게 속한
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비극적인 것이다. 존재자에게는 자신의 존재를 지
속하고자 하는 성향이 남아 있기에, 존재자의 있음에 소멸함이 동시에 속
한다는 것은 비극적이다. 그러나 하이데거는 이러한 비극의 본질을 전통
형이상학이 그러하듯 하나의 형이상학적 세계관을 부여하거나 형이상학적
유토피아를 구축함으로써 회피하거나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사태 자체를
직시하고 견뎌내야 한다고 말한다. 현존자의 있음에 소멸이 속한다는 비
212) 이와 관련해서는 후기 하이데거의 ‘무’에 대한 해석을 다루는 4부의 1장, 2절에서 보
다 상세하게 다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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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의 본질은 존재자의 존재의 본질방식(seine Wesenart, das Sein des
Seienden)이다. 그리고 하이데거는 이러한 현존자의 존재방식이야말로 비
로소 타자에 대한 사랑과 배려, 즉 타자와의 공존을 가능하게 한다는 사
실을 존재론의 차원에서 해명하고 있다.

4. 사랑과 배려: 알레로이스와 티시스
현존자의 존재 방식이 갖는 배려와 사랑은 알레로이스(ἀλλήλοις,
einander, 서로에게 혹은 서로서로를, SA, 358, 524)를 통해 해명된다. 즉
‘알레로이스는’ 현존자의 현존 방식이 다른 존재자, 즉 존재자 전체와 이
미 관계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그런 한에서 현존자가 현존자 전체의 견지
에서 이해되고 있음을 명시적으로 보여준다.
통상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딜스의 번역의 경우, 알레로이스는 번역에서
누락된다.213) 반면 하이데거는 알레로이스(서로에게)를 디도나이(주다)와
티시스(배려)와 필연적 관계를 갖는 개념으로 번역한다. ‘디도나이 [···] 티
신 알레로이스’는 ‘[잠시 머무르는 현존자는] 적합함을 서로에게(알레로이
스) 속하게 한다’로 해석된다. 즉 그때마다 머무르는 현존자가 고유하게
있음, 즉 현존자의 현존 방식은 타자와의 관계를 필연적으로 포함하는 것
으로 해석된다.

그때마다 머무르는 것은 개방된 비은폐성의 영역 내부에서 또 다른 머
무르는 것과의 현존 속에 [있다]. (SA, 360) [···] 하나가 다른 하나를(서
로서로를) 배려(Ruch, Sorge)하는 것이야말로(디도나이 [···] 티신 알레로
이스) 현존자로서 그때마다 머무르는 것들이(die Je-Weiligen) 도대체 어
떻게 머무는 지를, 다시 말해서 [그때마다 머무르는 것이] 어떻게 적합함
을 [서로에게] 주는가를 명확하게 알게 한다. (SA, 361, 528)

213) 니체 역시 아낙시만드로스 잠언을 해석한 바 있다. 그러나 니체는 잠언 해석에서
‘알레로이스’를 아예 번역하지 않는다. SA, 358, 524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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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레로이스’에 대한 번역은 티시스(τίσις, SA 358, 526)와 결합될 때
고유하게 확정된다. 통상적으로 티시스는 ‘대가(die Buße)’로 번역되지만,
하이데거는 티시스를 ‘염려(Ruch)’라 번역한다. ‘염려’를 가리키는 'Ruch'는
중세 독일어인 'ruoche'에서 유래한 말이다. 'ruoche'는 신중하고 세심한 염
려(die Sorge)214)를 의미한다. 즉 티시스는 어떤 다른 것이 그것의 본질에
머물도록 마음 쓰는 것을 가리킨다(Sie [die Sorge] kehrt sich daran, daß
ein anderes in seinem Wesen bleibe. SA. 360, 527).
잠언에 따르면 아우타(타 에온타), 즉 그때마다-머무르는 현존자는 우
선적으로는 부적합함 속에 존립한다. 앞서 언급했듯 현존자의 현존에는
자신의 현존을 고수하고자 함이 동시에 속하기에 말이다. 현존자들이 현
존을 고수하면서 머무름 속에 남아 있고자 하는 경향성(Neigung)을 따를
때, 그것들은 적합하게 머무름(der Fug der Weile)에서 등을 돌려 버린다.
그런데 하이데거에게 현존자가 적합하게 머무름에서 등을 돌려버리는 것
(아디키아)은 “타자의 체류하는 본질에 대해 주의하지 않는다”를 의미한
다. 즉 디케에서 등을 돌려 버리는 것은 현존자들이 다른 것들에 반해서
확장해 나가는(Doch dadurch spreizt sich auch schon jedes Weilige auf
gegen das Andere) 것을 가리킨다. ‘그때마다 머무르는 것’인 현존자의 현
존이 자신에게 고유하게 속하는 체류기간 동안 머묾을 가리키고, 그러한
현존 자체 속에 존재자 전체의 모음이 주재하는 한에서 말이다. 즉 그 자
신의 체류기간 동안 적합하게 있느냐(디케), 혹은 그 자신에 속하는 이음
매와 무관하게 그 자신의 현존을 더 지속하고자 하는가(아디키아)는 이미
다른 존재자와의 관계를 함축한다. 그러므로 그때마다-머무르는 것들이
자신의 현존을 고수하고자 함은 서로에 대해 배려하지 않음(rücksichtlos)을
의미한다. (SA, 359)
‘현존자가 지속하고자 고집함’이 의미하는 바를, 우리는 하이데거의 릴
214) 아낙시만드로스 잠언에서 다루어지는 ‘염려(Sorge)’는 SZ에서 다루어지는 ‘염려’개념
과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SZ에서는 염려가 현존재 전체 존재와 연관해서
만 해명되었다면, 여기에서 염려는 현존재조차 거기에 포함되는 존재자 전체의 관점을
함축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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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 시 분석에서 볼 수 있다. 하이데거는 릴케의 시 분석을 통해, 서구 근
대의 존재자의 존재 방식이 ‘염려하지 않음과 사랑받지 못함’임을 보여준
다. ‘현존자가 지속하고자 고집함’은 근대 이후 인간의 형이상학적 의욕
(das Wollen) 속에서 드러난다. 존재자 전체의 척도이자 중심이 된 인간은
세계를 자기 자신에 근거해서 정립하고, 자연을 자신을 위해 조성한다.
(WD, 287-8, 422 참조) 이와 같이 자신의 의욕을 세계와 자연 전체에 걸
쳐 관철하고자 하는 인간의 자기 관철의 욕구는 서구 근대 이후의 ‘[힘에
의] 의지’로서의 존재가 지배하게 됨과 연관된다. 그리고 이는 기술시대에
가장 강화된 방식으로 드러난다. 의지로로서의 존재가 지배하는 기술시대
에 존재자의 존재방식은 모험이지만 그 모험은 역설적으로 안전하다. 의
지로서의 존재가 중심이 되어 그러한 존재가 허락하는 만큼만 존재자의
모험은 허락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그 모험은 안전한 만큼 제한적이며,
우려-없이(sorg-los) 있다

그것(저울에 놓인 것)은 자신의 근거 [모험으로서 있는 존재]로부터 그
근거에 감싸인 채 머물러 있다. 그러므로 모험되고 있는 것은 우려-없이
(sorg-los) 있다. 모험되고 있는 것은 아무런 우려-없이 안전하다. (WD,
281, 413)

존재자의 모험이 ‘우려-없이’ 있다는 것은 존재자가 타자에 대한 근심이나
배려 없이 자신의 의욕을 존재자 전체에 관철하는 방식으로 있음을 말한
다. 이와 같이 ‘현존재가 지속하고자 고집하는 의지’는 타자에 대해 배려
하지 않음을 함축한다.
반대로 현존자의 현존이 존재자 전체의 견지에서 사유될 때 ‘알레로이
스’와 ‘티시스’는 ‘서로서로를 배려함’의 방식으로 있음으로 사유된다. 그
렇지 않고 현존자의 현존을 현존자 전체의 견지에서 사유하지 않을 때,
알레로이스는 다양성 내부에서 애매한 상호관계에 대한 명칭으로만 남는
다. 반면 그때마다-머무는 것의 다양성을 알레로이스 속에서 더 엄밀하게
사유하고, 알레로이스를 티시스와의 필연적 연관 속에서 사고할 때,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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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이미 존재자 전체를 품는 방식으로 있음을 더 명백하게 볼 수 있다.

우리가 우선 타 에온타를 현존자라고 사유하고, 또 이것을 그때마다-머
무르는 것 전체로서 사유하고 있을 때에만 비로소, 알레로이스라는 낱말
이 이 잠언에서 의미하는 바가 분명해진다. [···] [티시스에 대한 알레로
이스의 필연적] 관계가 더욱 분명하게 나타날수록, 하나가 하나를 배려
한다는 것(Ruch geben eines dem anderen, 디도나이··· 티신 알레로이스)이
야말로 그때마다-머무르는 것이 현존자로서 일반적으로 머무르는, 즉 적
합함을 주는(디도나이 디켄) 방식이라는 점을 더욱 분명하게 알게 된다.
(SA, 361, 528)

결론적으로 현존이란 언제나 현존자의 현존(존재자의 존재의 고유한
말)인 한에서, ‘줌’은 존재자가 자신에게 안배된 체류기간 동안 머무름, 즉
현출에서 소멸에로 이행하는 방식으로 있음을 가리킨다. 나아가 존재자가
있음이 존재자 전체 속에서 있음을 가리키는 한에서 존재자가 소멸에로
이행하는 방식으로 있음은 타자인 존재자에 대한 배려를 포함한다.

3장 후기 하이데거의 차-이(Ⅱ)
1절 존재와 존재자의 관계에서 세계와 사물의 관계로
후기 하이데거에게 존재론적 차이는 퓌시스 내에서 존재와 존재자의
이중성을 가리킨다. ‘에온’이 가리키는 존재와 존재자의 이중성은 존재와
존재자가 서로 각기 실체로서 분리되어 있지 않고 하나이면서 동시에 둘
로 있음을 가리킨다. 즉 존재는 ‘존재자의 존재’이면서 존재자는 ‘존재 안
의 존재자’이다. 나아가 존재와 존재자의 이중성은 존재자가 존재자 전체
의 존재의 안배에 따르는 방식으로 있다는 것을 말한다. 다른 말로 존재
자 전체의 통일성이 존재자 전체 외부의 신과 같은 일자로부터 가능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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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니라 존재자가 그 자체 품고 있는 존재로부터 실현된다. 이러한 존
재자 전체의 통일성의 논지는 존재와 시간의 관계에 대한 해명으로부터
보다 분명해진다.
존재자 전체의 통일성은 존재자가 본래적 시간의 지배, 즉 존재의 지
배에 스스로를 짜맞추는 방식으로 고유하게 있음을 가리키는 것이자 존재
자의 있음에 시간이 고유하게 속하는 것으로 있음을 말한다. 그렇기에
존재자 전체의 통일성은 존재와 시간의 서로 건넴의 놀이(das Zuspiel)215)
를 통해 실현된다. 이러한 존재와 시간의 서로 건넴의 놀이는 에어아이크
니스(Ereignis)216)의 견지에서 본 존재와 존재자의 관계이다. 그런데 하이
데거에 의하면 존재와 존재자의 관계가 존재와 시간의 서로 건넴으로서의
에어아이크니스로부터 사유될 때, 존재와 존재자 간의 관계는 세계와 사
물 간의 관계를 통해 그것의 고유성이 보다 명시적으로 드러난다.

에어아이크니스로부터 이러한 관계[현존하게 함(Anwesenlassen)으로서의
존재와 존재자의 관계]는 이제 세계와 사물의 관계(das Verhältnis von
Welt und Ding)로서 스스로를 보여준다. 이러한 관계는 이제 어떤 식으
로든 존재와 존재자의 관계로서 파악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럴 경우 그
것의 고유성은 상실될 것이다. (PSZS, 40-1, 101)

세계란 사자, 즉 하늘과 땅 그리고 신적인 자들과 죽을 자들이 하나로
겹쳐짐으로 있는 사방세계(das Geviert)를 말한다. 다른 말로 세계는 사자
들 서로가 서로의 본질을 유지한 채 하나로 통일됨(die Einfalt, 겹쳐짐)이
고유하게 일어나는 거울-놀이(das ereignende Spiegel-Spiel, Di, 172, 232)를
가리킨다. 그런데 사자들이 하나로 통일되는 세계의 세계화는 사물의 사
물로 됨(das Dingen des Dinges)으로부터 고유하게 일어난다. 즉 사물은 사
215) 후기 하이데거에게 존재의 본질은 놀이(das Spiel, OVM, 58, 58)이다.
216) 하이데거는 ｢시간과 존재｣에서 에어아이크니스를 존재와 시간, 양자의 사태관계
(Sachverhalt) 라고 언급한 바 있다. 에어아이크니스에 관해서는 3부의 3장 2절에서 다
시 다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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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세계의 하나로 포개짐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 통해서만 고유하게 생겨난
다. 여기에서 사방세계는 사물에 대해서, 사물은 세계에 대해서 서로를 야
기하는 근거나 원인으로 작용하지 않는다.

스스로 세계화하는 세계는 어떤 다른 것을 통해 설명될 수 없으며 다른
것을 통해 해명될 수 없다. 세계의 세계화함(das Welten von Welt)이 설
명될 수 없고 해명될 수 없다는 것은 원인과 근거(Ursachen und Gründe)
와 같은 것이 세계의 세계화함에 부적합하기 때문이다. (Di, 172, 232)

세계는 사자들이 서로를 비추는 거울-놀이로 겹쳐져 하나의 통일(겹쳐
짐, die Einfalt)을 형성하며, 세계의 통일은 사물이 사물화하면서 세계를
펼치는(ent-falten, Sp, 19) 방식으로만 고유하게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세계
의 겹쳐짐과 사물의 펼침이라는 양자 간의 상생의 존재방식은 최고의 원
인으로서 신으로부터 주어진 것도, 자연의 법칙과 같은 것으로도 근거지
워지고 해명될 수 없다. 오히려 그것은 존재의 본질을 드러내는 놀이로서
있다.

1. 세계와 사물의 관계: 통일과 차-이
후기 하이데거에게 존재와 존재자의 이중성은 세계와 사물의 관계를
통해 그 관계방식의 고유성이 보다 적합하게 해명된다. 세계와 사물의 관
계의 고유성은 친밀한 통일(Innigkeit)과 차이(Unter-schied)의 건넴의 놀이
에 있다. 세계와 사물은 서로의 차이를 고수하면서도 내밀하게 통일되어
있다. 하이데거는 횔덜린과 트라클의 시 세계로부터 존재와 존재자의 관
계방식을 고유하게 서술할 수 있는 언어, 즉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를 일
방적으로 야기하고 규정하는 관계가 아닌, 서로가 동일한 것이면서도 차
이 나는 것으로 있는 친밀한 통일의 놀이에 대한 서술 방식을 얻어 온다.
우선

하이데거가

횔덜린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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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으로부터

시원적인

것(ein

Anfängliches)이자 상주하는 것(ein Bleibendes)217)에 대한 어떠한 새로운 사
유 문법과 서술 방식을 이끌어 내는가에 주목해 보자218). 후기 하이데거
217) HHA, 21, 41쪽 참조. “상주하는 것(was bleibt aber)을, 그러나 시인들은 수립한다.”
218) 후기 하이데거의 존재 사유와 횔덜린의 시세계와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이미 국내에
서도 탁월한 연구 성과들이 나온 바 있다. 기존 연구들은 횔덜린의 시 분석에서 하이
데거가 문제 삼는 것이 서구 형이상학의 전통으로부터 유래하는 존재망각과 구별되는
존재의 다른 시원(der andere Anfang)에 대한 회상이라는 점에 대해서 대개 합의한다.
이와 관련하여 하이데거의 횔덜린 해석은 하이데거의 전회(Kehre), 즉 ‘존재의 의미에
대한 물음’으로부터 ‘존재 드러나 있음(진리, 알레테이아)에 대한 물음’으로의 전회와
관련되어 해석된다.(강학순, 1995: 263) 그런데 하이데거의 전체 사유의 길에서 횔덜린
해석이 갖는 이러한 개괄적 의미를 넘어서, 하이데거의 횔덜린의 시 해석에서 무엇보
다 주목해야 하는 것은 ‘시원적인 것이자 상주하는 것’, 즉 존재가 무엇이고, 어떠한
존재방식을 갖는가의 해석 문제일 것이다.
신상희의 경우 횔덜린과 하이데거, 양자의 사유의 유사성을 전제하고 횔덜린의 시
구에 대한 해석을 통해 후기 하이데거의 존재 사유를 추론한다. 우선 횔덜린의 시의
본질은 시작(詩作)을 통해 신들의 눈짓을 알아내고 드러내는 것으로 규정된다. 이와 관
련하여 시원적인 것이자 상주하는 것은 일자로서의 신성한 신으로 해석된다. “시원적
인 것으로서 상주하는 것 [···] 그 안에는 청명을 자신의 본질로 삼고 있는 지고한 자,
다시 말해 ‘일자(Einer)’로서의 신성한 신이 “성스러운 햇살의 유희를 즐기며 살고 있
다”고 횔덜린은 노래한다” (신상희, 2009: 217-8). 이와 관련하여 횔덜린의 시 짓기에서
드러나는 존재의 시원적 차원은 ‘일체의 존재자들을 넘어서면서 각각의 존재자에게 자
신의 현존을 수여해주는 것이기에, 그것은 넘쳐흐르는 것이다. [그렇기에] 진리의 수립
은 넘쳐흐름을 자유롭게 허용해준다는 의미에서 선사함(Schenken)이다.’ (신상희, 2009:
212) 존재가 존재자를 초월해서 자신의 현존을 존재자에게 수여해주는 것으로 간주될
때, 저 ‘시원적인 것’은 저 일자로서의 신성한 신으로 간주된다. 이와 관련하여 횔덜린
이 시 짓고 있는 바를 존재의 성스러움 속에 스스로를 감추면서 머무르고 있던 신들이
자연(퓌시스)의 신성한 모습 속에 현존하는 방식으로 나타나 성스럽게 도래하는 비밀
이다. 신상희, ｢시짓는 사유: 사유하는 시-하이데거의 횔덜린 시론｣, 철학과 현상학 연
구 40집, 2009. 2, 205-230.
윤병렬의 경우 횔덜린의 시 정신을 고대 그리스적 세계관과 관련해서 깊이있게 해
석한다는 미덕을 갖는다. 고대 그리스적 세계관, 대표적으로는 플라톤의 이온 과 파
이드로스 와 횔덜린의 시 정신은 공통점을 지니는데, 그것은 시인이 ‘신의 성스러운
사제’가 되고 신과 인간의 중간자로서의 지위를 갖는다는 점이다. 이것은 횔덜린이 고
대 그리스의 신화적 세계에 매료되어 있었다는 사실로부터도 입증된다. 그러므로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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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시원적인 것’이자 ‘상주하는 것’이란 사방세계의 존재방식에 대한
고유한 표현이다.219)
하이데거에 의하면 횔덜린은 넷이라는 숫자를 고유하게 사유하지 않았
고 그것을 말한 적도 없다.220) 오히려 횔덜린에 의해 고유하게 말해진 것
은 넷이 서로 간에 맺는 단순 소박하지만 풍요로운 성장을 빚어내는 내밀
한 통일(die Innigkeit221))이다.
이 시를 짓고 있는 바는 신들이 모두 떠나버린 궁핍의 시대, 즉 고향 상실의 시대에
도피한 신들을 부름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신들 가까이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다. (윤병
렬, 2009, 44-8쪽 참조) 윤병렬, ｢시인은 신의 성스러운 사제인가?-하이데거와 휠덜린
및 고대 그리스적 기원에서 사제로서의 시인｣, 철학과 현상학 연구 43집, 2009. 11.,
25-53.
강학순의 경우에는 횔덜린과 하이데거 사유의 유사성뿐만 아니라 차이에도 주목한
다. 횔덜린의 시작의 대상은 ‘성스러운 것’이며, 횔덜린은 [기독교 신학적] 신을 기다리
는 시인이다. (강학순, 1995: 244) 이와 다르게 하이데거의 존재 사유는 더 이상 형이상
학적, 기독교 신학적 사유와 조응하지 않는 시작적인 사유이며, 사상가는 존재를 말하
고 시인은 성스러운 것을 말한다는 점에서 시작과 사유는 존재현시의 탁월한 두 방식
으로 간주된다. (강학순, 1995, 253) 그럼에도 하이데거의 횔덜린 해석의 의미를 논하는
부분은 여전히 앞서의 해석들과 유사하게 논구된다. 횔덜린이라는 시인은 궁핍한 시대
에 떠난 신들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동시에 도래할 신이 아직 오지 않은 시대에 역
사적인 시간을 선취한 시인이다. 그렇게 횔덜린의 시작의 본질은 도래할 신들의 소리
없는 눈짓을 알아채고 백성에게 그것을 드러내어 알려주는 것으로 논구된다. 강학순, ｢
존재사유와 시작 -하이데거의 휠더린 해석을 중심으로-｣,

존재론연구 , 1집, 1995.5,

241-267.
이에 필자는 횔덜린의 시에 대한 하이데거 분석을 인과논리에 기반한 동형성의 관
계와 다른 ‘친밀한 무-한한 관계’로 사방세계(das Geviert)의 친밀한 통일의 관계 논리를
해명한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해 보았다.
219) 이에 관해서는 하이데거가 1959년에 강연한 바 있는 "Hölderlins Erde und Himmel(이
하, HEH)"을 참고했다. 이 원고는 다음 전집에 수록되어 있다. Erläuterungen zu
Hölderlins Dichtung, Vittorio Klostermann, 1981, 횔덜린 시의 해명 , 신상희 옮김, 아카
넷, 2009.
220) HEH, 170, 338쪽 참고.
221) 'Innigkeit'에 대한 기존의 번역어로는 ‘친밀성’ (신상희: 2009, 338), ‘내밀한 통일성’
(박찬국, 1998: 222)이 있다. 필자는 'Innigkeit'에서 세계와 사물 간의 통일성이 갖는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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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하늘, 신적인 것들, 죽을 수 있는 자들이] 하나로 겹쳐짐(diese ihre
Einfalt [der Vier, der Erde, der Himmel, die Göttlichen, die Sterblichen])을
우리는 사방세계(das Geviert)라 부른다. (BWD, 144) [···] 횔덜린이 말하
는 곳에서는 어디서나 먼저 그 넷의 서로 간의 친밀한 통일로부터 통찰
된다(aus der Innigkeit ihres Zueinander erblickt). (HEH, 170, 338)

그렇다면 사방세계에서 사자들이 서로 간에 친밀한 통일을 갖는다는
것의 의미를 보다 명확하게 해명할 필요가 있겠다. 세계란 땅, 하늘 그리
고 신적인 자들과 죽을 수 있는 자들이 하나로 겹쳐짐으로 있는 사방세계
(das Geviert)를 가리키며, 사자가 서로 간에 맺는 관계는 무-한히 서로가
서로에게 속하는 관계, 즉 무-한한 관계(un-endliche Verhältnis, HEH, 163,
323)이다. 그렇기에 세계는 개별적인 것들의 총합으로 사유되지 않으며,
넷이 서로를 비추는 방식으로 하나로 통일되며, 이러한 친밀한 통일로부
터 무한한 관계가 성립한다.
중요한 것은 친밀한 통일은 신과 같은 외부의 초월적 존재자로부터 규
정된 것이 아니라, 사물과 세계의 내재적 관계 속에서 성립한다는 것이다.
그런 한에서 내재적으로 통일되어 있는 사방세계의 무한한 관계는 그 관
계가 원인으로부터 규정되는 일종의 ‘동형성(Gleichförmigkeit)’의 관계와
대비된다. 동형성의 관계로부터는 늘 원인과 동일한 모습의 산출만이 가
능하지만, 무한한 관계로부터는 단순 소박하지만 그때마다 유일무이한 풍
요로운 생성이 해명될 수 있게 된다.
‘무-한한’ 관계가 갖는 의미는 셸링과 헤겔의 사변 변증법와 대조해 봄
으로써 보다 구체적으로 해명될 수 있다. 우선 네 개의 방역은 일면성과
축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이에 박찬국의 번역어, ‘내밀한 통일성’를 참조하였다.
나아가 그 통일이 신과 같은 외부의 초월적 존재자나 혹은 인간의 사유로부터 규
정된 것이 아니라, 사물과 세계의 내재적 맥락 속에서 성립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통일
성' 대신에 '통일'이라는 번역 용어를 선택했다. 때에 따라서는 '친밀한 통일'이라는 번
역어를 혼용해서 사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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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성을 갖지 않는다. 개별 영역들이 일면성과 유한성을 가질 때 그것들
은 나머지 영역들과 단절된 채 독립적으로 존재한다. 이와 같이 관계 맺
는 영역들을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사유하는 것은 관계를 순전히
영원한 것(das bloß Endlose, HEH, 163, 323)과 영원한 것으로부터 결과지
어진 것 간의 관계로 표상하는 것이다. 순전히 영원한 것은 그 자신과 동
일한 형상(동형성)만을 산출하고 내부의 통일성을 규제하기에 그러한 관
계를 통해서는 어떠한 풍요로운 성장(Wachstum)도 허용되지 않는다.222)
그에 반해 사자 간의 무한한 관계는 그로부터 성장과 재배의 풍요로움을
가능하게 한다.

그에 반해서 땅과 하늘, 신과 인간의 ‘보다 친밀한 관계’는 보다 무-한해
질 수 있다. 왜냐하면 일면적이지 않은 것은 그 속에서 앞서 언급된 넷
이 서로서로 유지되는 그 내밀한 통일로부터 현출하기 때문이다. (HEH,
163, 323)

그리고 세계의 거울-놀이가 사물의 사물화를 고유하게 생겨나게 한다.

세계화하는 세계의 거울-놀이는 둥근 원의 어울림으로서, [···] 이러한 원
형의 어울림이 자아내는 거울-놀이로부터 사물의 사물화가 고유하게 생
겨난다. (Di, 173, 233)

나아가 세계와 사물의 관계는 어느 한 쪽이 다른 쪽을 야기하는 관계가
아니기에, 세계의 거울-놀이가 사물의 사물화를 생겨나게 하듯이 사자들
이 하나로 통일되는 세계의 세계화는 사물의 사물로 됨(das Dingen des
Dinges)으로부터 고유하게 일어난다. 사자의 겹쳐짐의 통일은 사물의 사물
화로부터 그 자체로 모아진다. 사물은 세계의 겹쳐지는 놀이를 하나의 머
무름에로 선사하는 모음(Versammelung)을 그 자신의 본질로 갖기 때문이
다. 다른 말로 사물은 세계의 머무름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스스로를 사물
222) HEH, 163, 323쪽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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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하기 때문이다.

[사물로서] 다리는 자신의 방식대로 땅과 하늘 그리고 신적인 것들과 죽
을 수 있는 자들을 자기 곁에 모아 들인다. (BWD 147, 198) [···] 사물들
은 사자의 사방세계를 자신 곁에 머물도록 한다. (Sp 19)

정리하자면 세계는 사자들이 서로를 비추는 거울-놀이로 겹쳐져(die
Einfalt) 하나로 통일되며, 세계의 내밀한 통일은 사물이 사물화하면서 세
계를 펼치는(ent-falten, Sp, 19) 방식으로만 고유하게 있을 수 있다. 이는
달리 말하면, 세계와 사물의 내밀한 통일은 세계의 겹쳐짐과 사물의 펼침
이라는 양자 간의 상생의 존재방식을 말한다.

이러한 세계와 사물 사이

에 성립하는 내밀한 통일은 최고의 원인으로서의 신으로부터 주어진 것으
로도, 자연의 법칙과 같은 것으로도 근거지워지고 해명될 수 없다. 사물을
원인의 지배에 따르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일종의 근거율에 따른 이해
라고 한다면, 하이데거는 사물과 존재의 상생의 관계를 놀이의 법칙(die
Sätze des Spiels, SG, 188)의 법칙에 따르는 것이라 말한다.
나아가 세계와 사물의 관계에 대한 보다 명시적 해명은 하이데거의 트
라클 시 분석에서 볼 수 있다.223) 하이데거는 트라클의 시 분석에서도 세
계를 사자가 본디 근원적으로 서로 간에 통일적으로(ein ursprünglich-einiges
Zueinander, Sp 19) 속해 있는 것으로 논한다. 그리고 사물들은 사자들을 자
기 곁에 머물도록 하며, 그렇게 사자들을 머물게 함이 곧 사물의 사물화
223) 박찬국은 트라클의 시, ｢어느 겨울 저녁(Ein Winterabend)｣에 대한 하이데거의 해명을
존재자 전체를 이성중심주의의 시각으로 정초하고자 하는 서구 형이상학과 서구 과학
의 전통과 다른 세계와 존재자에 대한 파악으로 해석한 바 있다. 나아가 박찬국은 트
라클에 대한 하이데거의 분석에서 세계와 사물 사이의 관계와 차-이(Unter-Shied)에 대
한 해명을 명시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라. 박찬국, ｢후기 하
이데거의 예술관과 언어관｣, 하이데거의 언어사상 , 한국하이데거학회 편, 철학과 현
실사, 1998, 213-242. 본고는 이에 더하여 세계와 사물 관계를 내밀한 통일을 중심으로
해석하고, 세계와 사물의 관계가 존재와 존재자의 이중성의 관계와 연속적으로 파악될
수 있음을 보다 명시적으로 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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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사물은 사물화하면서, 사물 속에서 잠시 동안 머물고, 그렇게 그때
마다 잠시 동안 머물러 통일적으로 겹쳐져 있는 세계를 펼-친다(ent-falten,
Sp 19). 이렇게 사물은 사물로서 있으면서 세계를 분만하고(austragen,
gebären), 세계는 사물을 허락한다(베푼다, gönnen).
세계와 사물이 서로 나누는 겹쳐짐과 펼침의 관계는 존재와 존재자의
이중성의 관계와 연속적인 것으로 파악될 수 있다. 양자의 관계는 둘 중
의 어느 하나가 원인이 되어 다른 것을 야기하는 관계로 있지 않다는 점
에서 공통점을 갖는다. 다만 세계와 사물의 관계 속에서 어느 하나가 다
른 하나를 일방적으로 야기하는 관계가 아닌, 서로가 공속해 있으면서 차
이나는 것으로 있는 내밀한 통일의 논리가 보다 명시적으로 표현된다. 나
아가 세계와 사물 간의 내밀한 통일과 나눔의 논리는 세계와 사물, 양자
의 중심(die Mitte)으로서의 차-이(Unter-Shied)의 사유를 통해 보다 분명하
게 드러난다.
세계와 사물은 병렬적으로 나란히 잇달아서(nebeneinander) 있어서, 양
자가 추후에 통일적인 것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다. 양자는 동일한 것이
다. 그렇기에 양자의 통일을 담보하는 것은 양자의 관계를 넘어서 있는
제삼의 중심 심급과 같은 것으로부터 가능한 것이 아니라, 양자의 내밀한
통일 자체가 세계와 사물의 중심심급이다.

세계와 사물은 병렬적으로 나란히 존립하지 않는다. 세계와 사물은 서로
서로를 관통해 있다. 여기에서 하나의 중심(eine Mitte)이 양자를 관통한
다. 중심 속에서 양자는 통일적으로 있다. [···] 양자의 중심은 친밀한 통
일이다. (Sp, 22)

나아가 세계와 사물의 친밀한 통일은 세계와 사물 사이에서(Zwischen)
나눔(Schied)인 차-이(Unter-Schied) 속에서 현성한다(west). 다른 말로 세계
와 사물의 관계의 고유성이 내밀한 통일에 있다면, 이러한 양자의 상생적
인 통일 사이에서(zwischen-, inter-, unter-) 나눔이 주재한다.224) 그렇기에
차-이는 세계와 사물 양자를 추후적으로 매개하는 제삼의 것이 아니라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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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속에서 양자의 통일을 담지한다. 차-이는 세계와 사물의 서로-나뉨(das
Aus-einander)과 서로에게로-향함(das Zu-einander)이라는 내적 통일을 허락
하는 것 이외의 어떠한 것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이다.225) 결론적으로 차이는 세계와 사물의 내밀한 통일의 나름(der Austrag der Innigkeit, Sp 23)
이라 명명될 수 있다. 차-이는 세계와 사물, 양자를 관통해서 주재하는 나
름(Augtrag)으로서 세계와 사물의 서로-나뉨과 서로에게로-향함을 통일시
키는 것(das Einigende)이다.
세계와 사물에 있어서 차-이는 사물로 하여금 세계를 분만하도록 [고유

화]하고(ereignet), 세계로 하여금 사물을 허락하도록 [고유화]한다. (Sp
22)

2절 차-이와 에어아이크니스

224) 그래서 기존의 해석자들은 'Unter-Shied'를 'Unter'와 'Shied'의 어원을 살려 ‘사이―나눔
(inter, unter, zwischen―Shied)’이라 번역하기도 한다. 그러나 필자는 가급적 새로운 개념
을 만들어 내지 않으면서 사태의 고유성을 서술하고 싶기에, 차-이라는 낱말로 표현한
다. 또한 'Unter-Shied'는 존재와 존재자(세계와 사물)의 ‘다름’이면서도 동일성 하에서의
다름이라는 사태를 가리키며, 또한 앞서의 존재론적 차이(die ontologische Differenz)가
지칭하는 사태와 어느 정도 연속성을 갖는 것이기에 차-이라는 번역어를 택했다.
225) Sp, 23쪽 참조. 이와 관련하여 하이데거는 OVM에서 존재와 존재자의 이중성을 차이(Unter-Schied)로부터 본원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라 말한 바 있다. 즉 존재는 존재자에
게로 탈은폐하는 방식으로 건너오고(die Überkommnis), 존재자는 자체로부터 비로소 탈
은폐된 것으로서 도래(die Ankunft)한다는 의미에서, 존재와 존재자는 구분된 것이자 동
일한 것이라 말해진다. 여기에서 차-이는 존재의 건너옴과 존재자의 도래라는 상호분
리(Auseinander)와 상호일치(Zueinander)로서, 양자를 탈은폐하며-간직하는 나름(der
entbergend-bergende Austrag)이라고도 말해진다. OVM 56-47 참조.
후기 하이데거의 존재론적 차-이를 OVM을 중심으로 존재와 존재자의 이중성의 견
지에서 언급한 것으로는 김종욱의 다음 논문을 참조하라. 김종욱은 OVM을 중심으로
존재론적 차이를 사이-나눔과 서로-나눔의 차원으로 해명한다. 김종욱, ｢하이데거의 존
재론적 차이에 관하여｣, 철학 49집 1996. 12. 24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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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데거에게 존재가 갖는 가장 심오한 의미는 ‘허락함(das Lassen)’,
즉 존재자를 있도록-함(sein-lassen, anwesen-lassen)에 있다. 그런데 존재가
존재자를 ‘있도록 함’은 인과적 의미(der kausale Sinn)에서 야기함과 근원
적으로 상이한 것이라는 점에서 ‘줌/주어짐’(Geben)이라 말해진다.226) ‘줌’,
다시 말하면 'es gibt(그것이 준다, ~이 있다)'는 존재의 줌의 양식을 말하
는 것으로, 하이데거는 이를 에어아이크니스(Ereignis)227)라 말한다.
하이데거에게 존재와 존재자가 그 자체 내밀한 통일의 서로-나름의 관
계로서 있고, 그것이 ‘모으는 나눔’으로서의 ‘차-이’를 말한다고 할 때, ‘존
재자를 있도록 함’으로서의 에라이크스는 차-이와 어떤 관계를 맺는 것일
까? 존재와 존재자의 관계, 즉 존재론적 차-이는 ‘모으는 나눔’으로서 존
재자와 존재의 이중성을 가리킨다. 그리고 에어아이크니스는 존재자를 있
도록 함으로서, 존재의 줌의 양식을 가리킨다. 그렇기에 존재론적 차-이와
에어아이크니스 간의 관계에 대한 해명은 후기 하이데거의 존재 사유의
고유성을 드러내는 일 중에서도 어려운 일인 것 같다.
하이데거에게 에어아이크니스는 존재 이해의 역사의 보내줌(schicken)
이자 시간의 건네줌(reichen)이라는 줌의 양식으로부터 사유된다.228) 또한
하이데거는 에어아이크니스를 'es gibt'로서, 그리고 Es를 대표자로 표기해
서, ‘그것이 [존재를, 시간을] 준다’와 같이 서술하기에 에어아이크니스는
종종 존재와 존재자 양자의 관계를 외부에서든 내부에서든 근거짓는 최종
심급과 같은 것으로 간주되곤 한다. 김종욱은 Ereignis를 존재론적 차이의
근원으로 해석한다.(김종욱, 1996: 246) 물론 김종욱은 Ereignis가 존재와
시간, 존재와 인간, 존재와 사유의 공속으로서, 그 자체가 존재와 시간 등
을 포괄하는 상위 개념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지적
한다. Ereignis는 존재와 시간, 양자가 서로에게 귀속하는 과정 자체이기

226) SLT(b), 363.
227) 에어아이크니스에 대한 종래의 논의와 용어 번역에 대해서는 본 논문 1부의 1장, 2
절의 각주 16)을 참고하라.
228) ZS, 8-2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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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다. 하지만 김종욱은 결론적으로 존재와 시간, 존재와 사유의 공속
으로서의 Ereignis는 미분화(未分化)된 공속성으로서 그로부터 차이가 유래
한다고 해석한다. (김종욱, 1996: 252) 이러한 해석은 에어아이크니스를 차
이의 근원으로 해석한다. 그러나 이러한 구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미분화
된 상태인 에어아이크니스로부터 차이가 유래할 수 있는가”와 같은 악의
적인 물음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된다. 그러나 보다 중요하게는 존재와 존
재자의 차-이를 Ereignis로부터 유래하는 것으로 해명하는 방식은 존재와
존재자 사이의 관계, 그리고 관계의 유래에 대한 해명이라는 낡은 문제
틀로의 회귀 방식일 수 있다. 우리는 이미 플라톤의 개별자와 이데아, 그
리고 그 양자의 ‘관계’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비판, 즉 '제 3의 사람
논증(the third man argument)'을 통해 저러한 A, B 양자의 관계와 그것의
유래에 대한 형이상학적 해명 방식이 무한퇴행의 논변이 될 수 있다는 것
을 철학사로부터 배워 알고 있다. 또한 마리옹에 의하면 하이데거에 의해
서 순수한 줌의 사태는 하나의 궁극적인 원리(ultimate principle, Marion,
2002: 38)로 환원된다. 마리옹의 이러한 비판은 에어아이크니스를 궁극적
인 원리로 해석하는 것을 전제한다.229)
그러나 하이데거 사유의 힘은 이러한 세계와 사물의 나눔과 통일이라
는 사태 자체를 해명하기 위해 이러한 관계 자체를 초월해 있는 최종심급
이나 최종 원리를 상정하지 않는다는 점에 있다. ‘줌(Gebe)’과 차-이의 관
계에서 ‘줌’을 존재와 존재자, 양자를 초월해 있어서 양자의 관계를 근거
짓는 최종 심급으로 해석해서는 곤란하다. 오히려 줌, 즉 에어아이크니스
는 허락함 자체(함 자체, Lassen selbst, SLT(b), 364)로 해명되어야 한다.
존재가 존재자를 있도록 함의 다른 표현으로서 "Es gibt"가 의미하는
바는 “현존하게 함(Anwesen lassen)”과 “현존하게 함(Anwesen lassen)”의 구
별함으로써 보다 분명하게 드러난다. 전자의 “현존하게 함(Anwesen lassen)”
은 존재와 존재자의 관계를 존재자적 제작함(ontisches Machen)의 관계로 파
229) 본 논문 3부의 2장, 4절의 ‘디도나이’에 대한 해석에서 마리옹에 대해 언급한 부분을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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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한다. 예컨대 “작은 개울에 송어가 있다(es gibt Forellen in diesem
Bach)”는 문장의 경우, "es gibt"에서 존재자인 송어가 있다는 사실이 강조
된다. 혹은 'es'를 ‘주는 그것’으로 해석할 경우, 그것이 “개울 안에 송어를
준다.” 즉 이는 마치 ‘그것’이 송어를 개울 안에 있도록 하는 것과 같다.
이 맥락에서 존재와 존재자의 관계는 “현존하게 만듦(Anwesen machen)”
(SLT(b), 364)을 가리킨다. ‘현존하게 만듦’은 존재와 존재자의 관계를 인
과적 관계로 보는 것으로, 이를 통해 양자의 관계는 존재자적으로 파악된
다. 단적으로 전통 형이상학에서 보여지듯 존재가 원인이 되어 존재자를
야기하고 제작하는 방식과 같이 말이다.
반면 존재(현존)이 존재자(현존자)를 주는 관계는 서로 모으고 나누는
차이와 공속함 자체라는 의미에서 허락함 자체의 표현이다.230)

허락함 자체, 즉 그 자신의 줌을 주면서도, 그러한 줌 안에서 자기 자신
을 숨기고 물러서는 그러한 줌인 줌231) (SLT(b), 364)

하이데거에 의하면 에어아이크니스를 허락함으로부터 보았을 때, 존재와
존재자의 관계는 세계와 사물의 관계를 통해 그 관계의 고유성이 보다 적
절하게 드러난다. 물론 세계와 사물의 관계는 존재와 존재자의 관계를 통
해 표현될 수 있지만, 그때 그 관계의 고유성은 상실되어 버린다.232) 에어
아이크니스로부터 드러나는 존재와 존재자의 관계는 세계와 사물의 겹쳐
짐과 펼침의 운동, 즉 차-이 자체의 전개 운동 이외의 다른 것을 말하지
않기 때문이다.
230) PSZS, 40, 99-100쪽 참조. SLT(B), 363-4쪽 참조.
231) "das Lassen selbst, die Gabe des "Gebens, das nur seine Gabe gibt, sich selbst jedoch in
solchem Geben verbirgt und entzieht""
232) “에어아이크니스로부터 이러한 관계는 이제 세계와 사물의 관계로서 스스로를 보여
준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는 이제 어떤 식으로든 존재와 존재자의 관계로서 파악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럴 경우 그것의 [세계와 사물 관계가 갖는] 고유성은 상실될 것이다.”
(PSZS, 41,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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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존재의 ‘줌’의 양식이 사물과 세계의 서로 나눔과 통일, 즉 차-이
자체의 전개 운동을 가리킨다는 점을 살펴보았다면, 다음 장에서는 에어
아이크니스, 즉 존재의 ‘줌’의 양식을 시간의 ‘줌’의 양식과 관련해서 해
명할 것이다. 이를 통해 에어아이크니스는 존재이해의 역사적 보내줌
(schicken)이자 시간의 건네줌(reichen)이라는 줌의 양식으로 이해될 수 있
다. 이를 통해 결론적으로 에어아이크니스가 세계와 사물의 차이 자체의
전개 운동을 가리키며, 이것이 곧 ‘세계와 사물이 고유하게 있게 됨’임을
해명할 것이다.

1. 세계와 사물의 관계의 고유한 있음으로서의 ‘허락함’
하이데거에게 존재는 언제나 존재자의 존재이듯이, 존재는 그 자체 일
반자나 혹은 제일원인으로 표상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각 시대의 존재자
에 대한 해석 속에서 주어진다(es gibt Sein). 그러한 존재에 대한 역사적
해석은 전통 형이상학의 역사 속에서 주어지는 것으로, 존재를 퓌시스, 로
고스, 일자, 이데아, 에네르게이아, 실체성, 객체성, 주체성, 의지, 힘에의
의지, 그리고 의지에의 의지로 형태로 주어진다.233) 즉 에어아이크니스는
세계의 친밀한 통일의 중심으로서 역사적 운명(Geschick, 이하, 역운)으로
도래한다.

역사적 운명은 이 넷, 즉 전체 관계를 자기 곁에 모아들여 유지함으로써
넷[사방세계의 사자]을 서로에게 보낸다. 중심은 넷을 먼저 넷의 상호 공
속(Zueinandergehören)에로 확정하고(ermittelt) 보내는(schickt) 한에서, 추정
컨대 역사적 운명은 ‘중심(die Mitte)’이다. [···] 전체 관계의 중심으로서
의 역사적 운명은 동시에 모든 것을 모으는 시-원(An-fang)이다. (HEH,
171)

233) OVM, 58, 59 참조, ZS, 9, 40-1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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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사방세계를 서로에게 속하도록 하는 중심으로서의 역사적 운
명, 즉 시-원은 어떤 방식으로 도래하는가? 시-원은 사자의 무한한 관계
곁에서 도래하는(kommen) 한에서만 현존한다. 즉 시-원은 무한한 관계 곁
에 상주하는 방식으로 현존한다. 그렇다면 시-원이 무-한한 관계 곁에 상
주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이데거에 의하면 위대한 시원은 한 송
이 꽃이 피는 것과 같은 가난한 장소로 그리고 미미한 것에게로 도래한
다. 위대한 시원이 가난한 장소에 도래하는 것은 사자의 무한한 관계를
짓는(der Bau des unendlichen Verhältnisses, HEH, 172) 방식으로 있다. 즉
위대한 시-원이 가난한 장소로 도래하는 것은 사자를 내밀하게 통일시키
는 무한한 관계의 짓기로부터 해명된다. 다른 말로 위대한 시원은 사자의
내밀한 통일인 결혼을 축하하는 원무(윤무, Reigen)의 방식으로 온다.234)
하이데거에게 땅과 하늘 그리고 신적이 것들과 죽을 수 있는 자들이 친밀
한 전체로서 있음은 비유적으로 결혼과 같은 축제이자 제전으로 표현된
다. 그리고 위대한 시-원은 이러한 사자의 친밀한 통일의 놀이인 축제와
제전을 허락하는 원무를 가리킨다. 다시 말하면 원무란 무한한 관계가 통
일적 전체로서 현상함, 즉 네 개의 영역이 내밀한 통일을 형성하는 것을
허락함을 말한다.
나아가 시원의 허락함은 본래적 시간의 안배와 관련해서 해명된다. 결
혼식, 즉 사자의 내밀한 통일로서의 결혼식이 성사되는 때는 땅과 하늘,
신적인 자들과 죽을 수 있는 자들의 무한한 관계가 친밀하게 서로에게로
속하는 때, 즉 적합한 시간(die rechte Zeit, HEH, 173)이기 때문이다. 그런
한에서 에어아이크니스는 시간의 건네줌(reichen)의 방식으로 ‘줌’이다.
그렇다면 시간의 건네줌으로서의 ‘줌’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시간의
‘건네줌’으로서의 줌은 본래적 시간이 ‘사물의 사물로 있음’을 꿰뚫어 지
배하는 것을 말한다. 아낙시만드로스 잠언에 대한 하이데거의 해석으로
돌아가 보면 적합한 시간(Die rechte Zeit)은 사물이 자신의 현존을 지속하
고자 하는 욕구를 견뎌내고 자신에게 적합하게 속하는 기간 동안 머무름
234) HEH, 172, 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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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리킨다. 그러하기에 본래적 시간의 지배를 사물의 견지에서 재서술
하면, 이는 사물이 본래적 시간의 안배에 스스로를 짜맞추는 방식으로 있
음, 즉 사물이 그 자신에게 고유하게 안배되는 시간 동안 있음을 말한다.
나아가 사물에 대한 본래적 시간의 지배가 사물이 그 자신에게 안배된 시
간 동안 있음으로 서로 호환되는 방식으로 서술될 수 있다는 것은 하나의
사물을 존재자 전체의 통일 속에서 사유할 때 그 의미가 보다 더 분명해
진다.
현재적 현존자는 도래하는 현존자에게 자신의 자리를 내어주고, 현재
적 현존자는 다시 과거적 현존자가 내어 준 자리를 통해서만 자신의 자리
를 가질 수 있으며, 그것이 곧 사물에 대한 시간의 지배이자, 사물이 그
자체로 있다는 사실을 가리킨다. 그러하기에 세계와 사물의 관계에서 ‘줌’
은 사자 중에서 어느 것도 그 자신의 지속적인 존립을 완강하게 주장하는
대신에 자신의 현존을 지속하고자 하는 부-적합을 견뎌내는 가운데 사방
세계의 내밀한 통일 내에 스스로를 속하게 하는 것으로 파악될 수 있다.
이러한 존재 역사의 보내줌과 시간의 건네줌이라는 에어아이크니스의 이
중의 줌의 양식은, 한 송이 꽃이 피는 것과 같은 가난한 장소로 혹은 하
나의 단지와 같은 미미한 사물에서 모여진다.
우리가 이로부터 추론할 수 사실은 세계와 사물의 관계와 그러한 관계
에서 주재하는 내밀한 통일로서의 차-이는 양자를 초월해 있는 신과 같은
초월적 원인이 야기하는 작용과는 구별되는 친밀한 통일의 존재방식을 가
지며, 사물과 세계의 통일의 존재방식은 곧 서로 고유하게 있게 됨(에어
아이크니스)을 가리킨다는 것이다. 즉 세계와 사물의 관계의 중심으로서
양자의 관계를 모아들이고 나누는(das versammelnde Scheiden) 차-이는 그
자체가 존재의 다른 말인, 에어아이크니스(고유하게 있게 됨, 에어아이크
니스)이다. 결론적으로 세계와 사물의 서로-나뉨과 서로에로-향함의 차-이
자체는 허락함으로서의 고유하게 있게 됨(Ereignis)이자, 고유하게 있게 됨
은 세계의 순수한 연관으로서의 짜임(die Fügung)의 작용인 놀이로 해명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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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자 전체의 순수한 연관으로서의] 짜임(Fügung)은 작용을 야기하는
조작이 아니며, 현실적인 것을 변화시키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다. 짜임
은 오히려 스스로 물러나서 스스로 은닉함이고, 이러한 것으로서 비로소
존재자를 존재하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HHA, 102, 140)

다른 말로 이는 사물의 순수한 연관 전체로서의 이음매(die Fuge)를 말한
다. 사물의 순수한 연관 전체로서의 이음매는 사물들의 이음매의 연관으
로서의 사물들의 순수한 전체 그물망(Gefüge), 곧 사물들의 개방터로서의
세계를 말한다.
하이데거에 의하면 존재자 전체를 사물들의 순수한 연관의 그물망으로
경험하는 것은 그 자신의 자의적 사유물에 불과한 것이 아니다. 하이데거
에 의하면 오늘날 서구 기술 사회에서 무한한 관계의 통일적 전체는 인간
을 중심으로 하여 구축된 세계상에 밀려 거부되었지만, 독특한 방식으로
주재하며 여전히 존재자 전체로 다가온다. 즉 순수한 연관 전체(Gefüge)는
기술시대의 게슈텔(Ge-stell)을 통해 거부되는 방식으로 도래한다.
기술시대의 존재와 존재자의 관계는 의지의 수행자로서의 인간과 인간
에 의해 제작된 산물로서의 존재자의 관계로서 있다. 그리고 그러한 기술
시대의 존재와 존재자의 관계를 핵심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성격은 제작
성(조작성, die Machenschaft)이다. 제작성은 사물 전체를 원인으로부터 야
기될 수 있는 것이자 원한다면 언제든지 제작될 수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서구 형이상학적 사유 전통에서 기인하는 기술시대의 세계상(das Weltbild)
이다. 오늘날 기술시대에 제작성은 인간의 존재자 전체와 개별 존재자, 나
아가 무엇보다 인간 스스로에 대한 표상의 토대가 된다.
제작성이라는 세계상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모든 것은 동형의 것의 산
출물이 된다. 그러하기에 그 속에서 무한한 관계의 그물망(전체 틀, das
Gefüge des unendlichen Verhältnisses)은 평준화되며, 무한한 관계 방식이
갖는 사물의 유일무이성은 동형성의 지배 속에서 언제든지 필요에 의한
주문 가능성과 조작 가능성으로서 경험된다. 제작성이라는 세계상 속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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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것이 교환가능한 부품으로 전락한다는 점에서 이 시대는 궁핍(Not)
의 시대이다.
기술시대에 존재자 전체가 동형성의 산물이 되는 것과 서구 사회에서
자본주의의 등장과 그것의 성장은 상호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자본주의
성립의 기본 요건은 모든 존재자가 하나의 상품으로 간주될 수 있어야 한
다는 것이다. 상품은 무엇보다 그것이 갖는 사용가치가 교환가치로 환원
될 수 있을 때 화폐를 통해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모든 사물이 갖는 대체 불가능한 유일무이성이 교환가치로 환원
될 수 있어야 하며, 그것을 통해 시장의 상품이 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이 모든 사물들이 남김없이 교환가치로 환원될 수 있을 때, 시장의 확
장을 위한 국가 간의 전쟁도 가능해질 수 있다.235)
오늘날은 존재자 전체가 동형성의 지배 하에 있게 되고, 그럼으로써
그 어느 시대보다 생산과 교환이 활발해지는 시대이지만, 한편으로는 무
제한적으로 생산된 상품의 소비를 위해 시장을 개척해야하고, 그러한 과
정에서 인간관계, 혹은 국가 간의 관계는 상시적인 전쟁 상태에 놓이게
되는 극도로 위험하고 피로한 사회이기도 하다. 그리고 그러한 사회 속에
서 사물들의 순수한 연관은 파괴되어 버린다.236) 그러나 하이데거에 의하
면

넷의

관계의

이음매의

전체

그물망(das

Gefüge

des

unendlichen

Verhältnisses)은 기술시대의 게슈텔의 지배 하에서도 여전히 주재한다.237)
235) 하이데거에 의하면 존재자가 띠게 되는 이러한 동형성(die Gleichförmigkeit des
Seienden)이야말로 국가의 획일적인 통치의 가능 조건이자, 각국이 벌이는 전쟁의 근거
이다. (ÜM, 93, 123 참조)
236) WD, 295쪽 참조.
237) 덧붙이자면 하이데거에 의하면 현대 기술의 무조건적 본질지배 속에서도

무-한한

관계가 그것의 그 자신의 사중적인 펼침으로 엮어 내는 이음매(eine Fuge)는 주재한다.
그러한 사중적인 펼침의 주재함은 낯선 것에로 귀 기울임으로써만 알려질 수 있다.
“보이기를 거부하는 이음매(die Fuge)는 출현하는 어울림보다 더 지고하게 주재한다
(Fuge, die ihr Erscheinen versagt, ist höheren Waltens als eine, die zum Verschein
kommt).” (HEH, 179, 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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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분리되고 파괴되어 있는 사물들의 순수한 연관 전체는 인간의
변화, 즉 인간이 ‘죽을 수 있는 자’로서 깨어나지 않고는 도래할 수 없다.
기술시대에 사물은 통상적으로 인간의 제작의 산물로 간주된다. 그러나
사물은 인간의 깨어 있음 없이는 있을 수 없다(Di 174). 사물의 사물화는
세계의 세계화에 근거하고 반대 역시도 성립한다. 즉 사물과 세계의 통일
적인 나름의 존재방식은 서로에게 근거한다. 그런데 인간은 ‘죽을 수 있
는 자’로서 세계의 내밀한 통일과 공속한다. 결론적으로 세계와 사물의
친밀성의 나름은 인간의 깨어 있음 없이는 성립하지 않는다. 반대로 인간
이 사물의 전체 연관에서 ‘죽을 수 있는 자’로서 깨어있지 않고, 전체의
‘중심’으로 있고자 할 때, 그 전체는 분리되고 파괴된다.

3절 통일과 차-이 그리고 죽을 자로서의 인간: 존재와
사유
뮐러에 의하면 후기 하이데거에게 존재(Seyn)는 스스로를 보내는 역사
적인 것이자, 역사를 갖는 근원시간(Urzeit)자체이다. 나아가 존재는 ‘그 자
체로서’ 보여줄 수 있는 차원이 아니다. 그렇다면 존재는 주관 자체를 위
해 설정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존재자가 ‘존재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서도 나타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즉 뮐러에게 존재 자체는
존재자에게 스스로를 역사하는 것이면서도 존재자의 개현과 몰락의 운동
을 초월해 있다. 인간에게는 이러한 존재의 역사를 순순히 수용하고 자신
을 내맡길 가능성만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존재는 인간을 무한히 초월해
있다.
그러하기에 존재의 역사를 그것의 역사성과 그것이 부여하는 역사적
과업 안에서 가장 원초적으로 받아들이는 사유야말로 본질적 사유이다
(Müller, 48, 53). 본질적 사유는 존재의 역사함의 순수한 수용(Vernehmen)
이며, 내버려둠(Gelassenheit)의 사유이다. 이와 관련하여 존재 자체와 인간
이 맺을 수 있는 관련은 봉사(Dienst), 겸허(Demut), 그리고 복종(Gehors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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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다시 말하면 존재는 위대한 시기와 [역사의] 전환을 규정하고 ‘카이
로스’를 창조하며, 그러하기에 우리들은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
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존재는 이렇게 ‘인간에게 자신을 맡기고’ ‘인간에게 자신을 내어줌’을 통
해 인간을 이러한 무한한 초출(超出)에 참여시킨다. (M. Müller, 1964: 41,
46)

존재가 ‘참여하게 한다’든가, ‘인간에게 자신을 맡긴다’와 같은 뮐러의 표
현은 자칫 존재와 인간의 관련을 신비주의적이며 의인적인 방식으로 묘사
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뮐러 역시 이러한 신비주의적이며 의인적인
묘사가 부적합한 표현일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의식하고 있었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뮐러는 존재와 인간의 관련을 개념어로 서술할 수 없으며,
상징어로만 표현할 수 있다고 말한다.238) 그 이유는 무엇보다 존재가 인
간을 무한히 초월해 있기에, 존재 자체를 인간의 사유로부터 규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능한 한에서 배제하고자 하는 의도일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슐츠 역시도 ‘존재 자체에 대한 사유를 존재 자체로부
터 수행할 수는 없다’(Schulz, 1970: 118.4)는 전제로부터 후기 하이데거의
존재와 사유의 관계를 해명한다. 슐츠에 의하면 존재가 대상과 같은 것이
아닌 한에서 존재로부터 고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Schulz, 1970: 118)
그렇기에 존재는 철저하게 현존재의 자기 해명으로부터 서술하는 길만이
열려 있다.239) 나아가 존재 자체는 존재자와의 관계로서만 있기에 존재자

238) 뮐러, 위의 책, 41, 46 참조.
239) “존재와 무는 그것들이 나에게는 닫혀 있는 초월범주이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그들
이 나와 맞서 이해될 수 (vergegenständlichende) 없는 존재의미이기 때문에, 대상적인
인식의 방법에서는 파악될 수가 없다. 따라서 나는 존재와 존재자 그리고 그들의 관계
에 대해 오로지 존재자로부터, 현존재로부터, 반성할 수 있고, 그리고 이 반성은 그것
의 존재의 의미로부터 현존재의 그때마다의 자기해명이며, 이것으로서 수행된다.”
(Schulz; 1970,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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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현존재로부터 반성될 수 있다(reflektieren). 그러므로 후기 하이데거에서
존재는 탈-존으로 변화된 현존재가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지배력도 갖지
못하는 하나의 의미’ (Schulz, 1970: 118)이다.240)
존재 자체는 존재자의 개현과 몰락을 초월해 역사하는 것이자 근원시
간이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봉사, 순종, 그리고 복종의 방식만이 허용된다
고 보는 뮐러의 입장이나, 존재를 탈-존으로 변화된 현-존재의 의미로 환
원하는 슐츠의 입장은 공통적으로 존재와 인간의 관련을 순응하고 복종하
는 관계로 설정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헬트는 후기 하이데거의 존재 사유
에서 인간 사유의 고유성을 반-의지주의적인 내버려둠(Gelassenheit, Held,
1988: 130)에서 찾는다.
그러나 존재 자체(Seyn, 뮐러)를 인간을 무한히 초월해 있는 것으로 간
주하고, 결과적으로 존재 자체의 개시성과 역사성을 강조하거나, 혹은 존
재 자체의 은닉성을 강조하는(헬트) 입장은 존재를 인간 사유의 대상으로
삼지 않겠다는 타당한 의도에도 불구하고, 자칫 존재를 그 자체 독립적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위험을 간직한다. 그러나 존재는 언제나 존재자의
존재이기 때문에, 존재를 그 자체 존재자를 초월해 있는 것으로 파악하는
입장은 경계해야 한다. 반대로 우리는 인간 사유를 통해 존재를 규정하거
나 온전하게 개념 파악할 수 있다고 보는 서구 근대 형이상학적 사유 방
식으로부터도 거리를 취해야 한다.
후기 하이데거에게서 존재와 인간, 즉 존재와 사유의 관련은 세계와
사물의 관계에 대한 회상과 감사의 관계로 해명된다. 이에 필자는 세계와
사물의 관계에 대한 감사와 회상의 의미를 ‘죽을 수 있는 자로서의 인간’
에 대한 해명을 통해 구체화하고자 한다. 하이데거는 존재와 사유의 관계
를 존재와 존재자의 이중성인 에온을 회상하는 사유로 해명한다.

사유란 이 말이 본래적으로, 다시 말해 발설되지 않은 채 호명하는 저,

240) 그에 의하면 전기 하이데거 사유에서 존재는 그 자신의 무력성을 경험한 현존재의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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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온(ἐóν, [존재와 존재자의 이중성])을 회상(an-denken)할 때에야 비로소
사유로 되는 것이다. [사유가 회상하는] 그것은 존재자와 존재의 이중성
(die Zwiefalt von Seiendem und Sein)이다. 이러한 이중성이야말로 본래적
으로 사유하도록 하는 것이다. (WhD, 149, 256) [···] 에온, 즉 존재함은
존재와 존재자의 이중성에 있어서 사유되고 있으며 분사로 표현되고 있
다. [···] 양자[존재와 존재자]의 이중성 때문에, 즉 에온 때문에 사유는
현존한다. (Mo, 235, 323-4)

위 인용문에 따르면 존재와 존재자의 이중성이 사유로 하여금 본래적
으로 사유하도록 한다.

그런데 존재와 존재자의 이중성은 존재와 존재자

의 서로 나눔과 통일의 생성 운동으로부터 규정된 바 있다. 그리고 존재
와 존재자의 서로 나눔과 통일의 생성 운동은 에어아이크니스로서 허락함
자체(Lassen selbst)를 가리킨다. 그리고 존재와 존재자의 상생적인 허락함
의 방식은 놀이(Spiel)로서 있다. 무엇보다 존재와 존재자의 이중성의 관계
는 그 자체 놀이로서 있는 것으로, 그 관계는 인간 사유를 통해 정초되거
나 매개되지 않는다.

[존재자가 스스로 현출하는 알레테이아와 다시 소멸에 이르는 하강, 곧
레테 사이에는] 매개하는 어떠한 것도 없다(ist nichts Vermittelndes). 양자
는 자체에 있어서 본질상 직접적으로 서로 속하기 때문에 양자 사이에
는 [외부의 매개를 통한] 어떠한 이행도 없다. (GA54, 185)

퓌시스의 현출과 소멸의 이행 운동에서 현출과 소멸은 직접적으로 속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자 사이에 어떠한 매개하는 것도 없다. 마찬가지로
존재와 존재자의 관계가 세계와 사물의 통일과 나눔의 생성 운동이며, 이
러한 세계와 사물이 고유하게 있게 됨이 곧 에어아이크니스로서의 허락함
자체를 가리킨다고 할 때, 어려움은 존재론적 차이와 사유의 관계 문제이
다. 하이데거는 이러한 어려움에서 존재론적 차이를 사유에서 면제하는
일이 요구된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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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큰 어려움은 사유에게서 존재론적 차이를 면제하는 일이(dem
Denken die ontologische Differenz zu erlassen) 에어아이크니스로부터 요구
된다는 것이다. 그에 반해 이 관계는 에어아이크니스로부터 이제 세계와
사물의 관계로서 드러난다. (ZS, 41)

그러나 존재론적 차이를 사유에서 면제하는 일이 요구된다는 주장을
존재와 사유의 공속이라는 사태를 부정하는 진술로 해석하는 것은 곤란하
다. 오히려 세계와 사물의 친밀성의 나름은 독립적인 실체와 같이 실재하
지 않으며, 인간이 ‘죽을 수 있는 자’로서 깨어 있음 없이는 성립하지 않
기 때문이다. 사유에서 존재론적 차이를 면제해야 할 필요는 후기 하이데
거에게 사유와 존재의 공속성의 문제와 관련된다. 존재와 존재자의 차이,
그리고 세계와 사물의 관계가 양자 간의 통일과 나눔의 생성 운동이라 할
때, 이러한 생성 운동은 초월론적 철학의 견지에서 사유의 사태의 가능
조건을 정초하는 전기 하이데거의 존재론적 차이를 극복하도록 만들기 때
문이다. 그러므로 이제 사유에게는 존재론적 차이가 아닌 차-이가 문제가
된다.
존재자의 현출과 소멸의 이행, 다른 말로 존재와 존재자의 이중성의
통일과 차이는 그 자체가 법칙으로 이해될 수 없다는 점에서 놀이(das
Spiel)로서 있으면서 동시에 그 자체가 하나의 순수한 연관을 형성한다.
그렇기에 하이데거는 이러한 놀이에 인간이 참여하는 존재와 사유의 공속
의 방식을 일종의 성좌(형세, Konstellation)와 같다고 비유적으로 표현하기
도 한다. 무엇보다 세계와 사물이 서로 주고 받는 ‘놀이’와 그러한 놀이에
인간이 죽을 수 있는자로서 참여함으로써만 형성되는 그러한 존재자 전체
의 순수한 연관을, 인간 사유를 통해서 온전하게 해명하고 근거정초하고
자 한다면, 존재자 전체의 순수한 연관은 전체적으로 현전화되고 근거지
워짐으로써, 그 순수한 연관 자체는 분리되고 파괴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후기 하이데거가 세계와 사물의 관계를 더 이상 존재론적 차이가
아닌 차이로서의 차이(die Differenz als Differenz), 혹은 차-이(Unter-sch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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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서술하는 사유의 배경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후기 하이데거에게 존재론적 차이가 극복된다는 논의는 이미 F.-W. 폰
헤르만에 의해 전개된 바 있다. 헤르만은 존재론적 차이라는 사유의 성격
을 전기 하이데거의 기초존재론과 연관 지어 파악한다. 양자, 즉 존재론적
차이와 기초존재론을 엮어주는 공통점은 현존재와 존재의 진리의 공속성
을 ‘초월함(Transzendieren)’, ‘지평(Horizont)’, 그리고 ‘가능조건’이라는 구
조틀을 통해 정립한다는 점에 있다. 반면 존재의 진리와 현-존재의 구조
틀을 존재사건에서부터 사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초월과 지평의 구조
틀 및 가능 조건, 이 양자가 극복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241) 결과
적으로 후기 하이데거가 존재와 사유의 관계를 숙고하는 방식은 존재론적
차이의 극복을 시도하고, 차이로서의 차이, 혹은 차-이의 펼침에 죽을 수
있는 자로서 참여하는 방식으로 전개된다.
후기 하이데거가 존재와 사유의 공속을 숙고하는 방식은 헤겔로부터
거리를 취하고 횔덜린의 사유에 귀기울이는 방식으로 구체화된다.

1. 사유의 매개를 통한 차이의 통일 vs 무매개적 차-이와 통일
하이데거는 30년대 이후 저술에서 헤겔 형이상학과 횔덜린의 사유를
여러 곳에 걸쳐 비교 서술한다.242) 헤겔은 존재의 자기 전개와 자기 복귀
운동을 “생성”으로 서술하며, 생성에 대한 자연적이고 표상적 사고를 거
부한다. 마찬가지로 하이데거에게 존재는 존재자의 생성과 소멸의 이행운
동을 가리키며, 이러한 이행에 대한 존재자적 표상을 거부한다는 점에서
241) “존재의 진리와 존재자의 진리 사이의 존재론적 차이가 기초존재론 내에서 ‘가능조
건’이라는 주도적 끈에 이끌려 전개됐던 까닭에, 존재 사건-사유에서는 저 주도적 끈을
버리면서 존재론적 차이의 기초존재론적인 형태까지도 극복되기에 이른다.” F. -W. von
Herrman, Heideggers Philosophie der Kunst: eine systematische Interpretation der
Holzwege-Abhandlung "Der Ursprung des Kunstwerkes". Vittorio Klostermann, 1994, 15쪽;
F. -W. 폰 헤르만, 하이데거의 예술철학 , 문예출판사. 1997, 51-2쪽.
242) HHA, 99, 135, GA40, 135, 207. SLT(a), 286-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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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상가의 주제가 갖는 유사성은 분명하다. 하이데거 자신도 존재자 전
체를 “이행”으로 서술하는 자신의 후기 사유가 독일 관념론의 형이상학과
동일한 사태를 다루고 있으며, 그렇기에 자신의 후기 사유가 헤겔 형이상
학의 용어만을 바꿔 쓴 것으로 보일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
었다.243)
그러나 하이데거는 횔덜린의 사유를 생성의 사유를 가능케 하는 것으
로, 헤겔 형이상학을 생성의 사유를 차단하는 사유로 규정한다(GA40, 135
쪽 참조). 그렇다면 어떠한 점에서 헤겔의 사유는 생성을 차단하고, 횔덜
린의 사유는 생성을 가능케 하는 것일까? 이는 차이와 통일로서의 생성,
나아가 [부재에 근거하는] 생성과 사유의 관계 문제이다.
하이데거에 의하면 존재자 전체의 통일성(die Einheit) 혹은 하나됨(die
Vereinigung)과 이러한 통일성이 갖는 차이(Unterschied)는 초기 그리스 시
대 이래로 철학적 사유의 과제가 되어 왔다. 헤라클레이토스의 헨 판타(ἕ
ν πάντα, 하나인 전체)와 파르메니데스의 헨 (ἕν, 일자)으로부터 헤겔의
개념들의 자기 전개 운동의 결과로서의 총체성(Totalität)의 사유는 존재자
전체의 통일성에 대한 철학적 사유의 결과이다.

243) “우리는 헤겔 형이상학 가까이에 이르게 된다. “모든 것은 이행이다”라는 명제는 헤
겔의 근본명제를 바꿔 쓴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 [우리의 사유는] 독일 관념론
의 형이상학과 긴밀한 관련이 있다.” (HHA, 99, 135) 이 문장으로부터도 우리는 하이데
거가 자신의 존재 사유를 헤겔의 사변적 변증법과 모종의 유사성을 갖는 것으로 충분
히 의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시간과 존재에 대한 프로토콜(1962)｣
은 하이데거의 ｢시간과 존재｣ 강연을 이해하기 위한 6회에 걸친 세미나 기록이다. 그
런데 이 세미나는 당시 하이데거 존재 사유와 헤겔 사유 간의 유사성을 주장하는 논거
들을 검토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PSZS, 28-9) 이러한 문헌상의 전거들로부터 추론해
보건데 하이데거가 그의 후기 작품들을 저술하던 당시부터 하이데거 존재 사유와 헤겔
사유 간의 유사성은 지속적으로 주장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후기 하이데거의
존재 사유에 대한 마리옹이나 데리다의 비판 논지를 보건데 이러한 헤겔과 후기 하이
데거 사유 간의 유사성에 대한 주장은 현재진행형이기도 하다. 서구 사회에서의 이러
한 두 사유 간의 유사성에 대한 끊임없는 주장은 사태 자체로서의 ‘생성’과 사유의 관
계에 대한 서구식의 학문적 사유의 한 양태로 보인다.

200

현상학의 출현은 존재와 사유의 관계를 기존 전통 형이상학의 이론적
도그마에 빠져들지 않고 현상 자체의 운동과 역사에 대한 서술로부터 이
끌어낸다는 점에서 현대 철학의 성과일 것이다. 헤겔과 후설, 두 거장 철
학자는 그러한 점에서 존재와 사유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사유의 지평을
연 철학자들이다. 두 철학자에게 철학적 모토는 공통적으로 ‘사태 자체로
(zur Sache selbst)’이다. (EPAD, 67) 그런데 이 두 철학 거장들에게 ‘사태
자체’, 즉 존재와 사유의 관계에서 문제 되는 것은 사태 자체가 비로소
증명될 수 있는 소여성에 이르게 되는 철학의 방법 절차 내지는 서술 가
능성이다. 이들에게 철학의 모토는 사태 자체이지만, 사태 자체는 증명 가
능한 소여성에로 안전하게 이르게 하는 철학의 방법과 ‘모든 원리 중의
원리’인 절대적 주체성의 확보를 통해서만 비로소 유효해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일련의 철학의 태도가 갖는 공통점은 사태에 대한 방법의 우위이
다.

모든 원리들의 원리는 방법의 우위에 대한 테제를 포함한다. (ZS, 70)

하이데거에 의하면 사태에 대한 방법의 우위를 고수하는 철학적 태도
는 부지불식간에 사태와 방법을 자물쇠와 열쇠의 관계로 사고한다. 열쇠
가 자물쇠에 맞듯이 방법의 구실을 하는 열쇠를 잘 다듬어 연마하면 사태
에 잘 들어맞게 된다는 생각 말이다. 그러나 사태에 대해 방법을 우위에
놓는 철학적 태도는 결국 사유로부터 존재를 규정하는 철학적 태도를 확
립하도록 한다. 그것이 잘 드러나는 것은 헤겔과 하이데거의 사태에 대한
규정의 차이이다.
헤겔에게 사유의 사태는 존재이며, 존재는 규정된 매개에 의해 통찰된
다. 존재는 근거라는 본질 양식을 가지며, 근거로서의 존재는 제일 원인
(프로테 아르케, 최초의 근거)으로 표상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제일 원인
은 정초하는 사유와 상관관계에 있다. 존재자 전체를 야기하는 제일원인
은 다시 자신이 산출한 존재자인 인간 사유로부터 정초됨으로써만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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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을 완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하기에 제일 원인은 근거지음(das
Gründen)으로서 발생적으로 스스로를 내보이며, 존재자인 인간 사유는 그
나름의 방식으로 존재를 사유적으로 근거짓는다(das Begründen). 그러므로
헤겔에게 사태 자체는 존재의 근거지음과 인간 사유의 정초로부터 접합되
며, 존재가 이와 같이 규정된 매개에 의해 통찰될 때 존재는 절대적 반성,
즉 사유의 절대적 자기 사유의 귀결이 된다.244)
헤겔에게 존재와 사유의 동일성, 그리고 사태에 대한 방법의 우위의
태도는 존재자 전체의 통일성에 대한 그의 사유에서 보다 명시적으로 드
러난다. 존재자 전체의 통일성은 언제나 그 이전의 분열과 관계되는 것일
것이다. 헤겔에게 통일성 이전의 분열(die Entzweiung)은 영원히 스스로를
형성하는 생의 요소이자 주체로부터 발생한다. 그리고 이러한 분열로부터
의 복구(치유, Wiederherstellung)가 곧 총체성이다. 그렇게 헤겔에게 통일
성은 직접적으로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통일성의 필요가 생겨난다
(SLT(a), 295). 통일성의 필요는 곧 존재자 전체의 총체성을 확립하는 철
학의 필요(Bedürfnis der Philosophie, SLT(a), 294)이다. 그러므로 헤겔에게
분열로부터 총체성의 복구는 현상학과 논리학의 결합인 철학체계를 통해
완성된다. 즉 자기의식의 경험의 역사적 서술로서의 현상학과 개념의 자
기 전개 운동으로서의 논리학의 결합인 철학 체계를 통해 존재자 전체의
총체성은 비로소 확보된다. 결과적으로 헤겔에게 주체-객체 분열과 그러
한 분열을 통일시키는 힘은 의식(Bewußtsein)을 통해 특징지워지는 주체성
의 차원에서 작동한다. (SLT(a), 293)
이와 같이 헤겔에게 존재자 전체의 통일성은 존재와 사유의 동일성을
통해 매개된다. 존재와 사유의 동일성은 파르메니데스로부터 사유된 문제
이기도 하다.245) 형이상학의 전통 내에서 확립된 존재와 사유의 동일성
244) 물론 헤겔에게서 존재가 순수하게 이념의 자기 전개의 성격을 갖는 것이 아니라 역
사적 성격을 가지며, 그것이 철학사에 대한 헤겔의 지속적인 대화의 형태로 드러난다
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이념의 역사적 자기 전개 운동은 그 자체 사유의 외
면성을 갖으면서 동시에 역사의 외면성은 이념의 자기 외화의 결과가 된다. (OVM
39-51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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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제에서 헤겔이 극복하고자 한 것은 그 동일성이 갖는 추상성과 공허함
이다. 그리고 존재와 사유의 동일성을 그러한 창백한 공허함으로부터 구
출하는 헤겔의 방법은 데카르트로부터 유래하는 것, 즉 존재를 자기의식
을 통해 정초하는(ergründen), 다시 말해 사유의 매개(die Vermittelung des
Denkens)를 통해 존재를 규정하는 것이었다. 결과적으로 헤겔에게서 존재
자 전체의 통일성은 사유의 매개를 통해 규정되고 각인된다.

[존재와 사유의] 동일성 속에 편재하는 관계(Beziehung)는 서양 사유의
역사 속에서 통일성의 성격 속에서 매개로서 결정되고 각인된다. (SI,
11)

반면 하이데거에게 존재와 관계 맺는 사유는 아무런 매개 없이 존재와
의 공속에로 회귀(Einkehr, SI 20)하는 것이다. 존재와의 공속에로 매개 없
이 회귀하는 사유는 전통 형이상학에 의해 이제까지 주목되지 못한 초기
그리스의 존재와

존재자의

이중성을 이르는 말인 에온을 회상하고

(an-denken), 이러한 이중성의 펼침이 자아내는 생성 운동에 감사함
(danken)을 가리킨다. (WhD, 149, 256쪽 참조) 후기 하이데거에게 사유의
고유성을 가리키는 여러 명칭들, 회상함, 감사함, 순응함, 목자의 보호함은
공통적으로 존재와 존재자의 이중성과 사유의 관계를 지칭한다.
그렇다면 인간이 존재와의 공속에로 매개 없이 회귀하는 것은 어떻게
가능한가? 앞서 후기 하이데거에게서 존재와 존재자의 이중성은 세계와
사물의 관계를 통해 보다 적합하게 해명된다는 사실을 살펴보았다. 그렇
다면 인간과 존재와의 관계 역시도 세계 내에서 인간의 지위와 관련하여
해명되어야 할 것이다. 인간은 세계의 서로 비춤의 놀이에 죽을 수 있는
245) 그러나 헤겔에 의하면 파르메니데스의 사유는 아직 충분하게 성숙하지 못한 사유
(noch nicht, HG, 444)이다. 철학은 데카르트 이래로 비로소 자립적인 지반을 확립했으
며, 그러한 철학이 비로소 자립할 수 있는 지반은 사유하는 주체, 즉 자기 스스로를 개
념파악함으로써(das sich Begreifen) 비로소 자기 자신에로 이르게 되는(ein Werden zu
sich selbst) 사유 자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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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die Sterblichen, Di, 171)로서 참여한다. 현-존재가 ‘죽을 수 있는 자’로
서 사유의 사태에 참여한다는 것은 인간이 존재자 전체의 ‘중심’으로서
있다는 사태와의 대조를 통해서 그 의미가 보다 분명하게 드러난다.
헤겔 형이상학에서 존재자 전체를 야기하는 제일 원인은 다시 자신이
산출한 존재자인 인간 사유로부터 정초됨으로써만 자신의 발생을 완성한
다고 한다면, 니체의 형이상학적 사유 속에서 인간은 존재자 전체의 척도
이자 중심(die Mitte)이 된다. 나아가 니체를 계승하는 윙어의 형이상학에
서 세계는 제작되고 산출되는 방식으로 총동원의 대상이 되며, 존재자를
제작하고 산출하는 자인 노동자가 새로운 시대의 인간 형상이 된다. 이러
한 윙어의 사유는 제작의 형이상학, 곧 기술시대의 형이상학과 관련을 맺
는다.
모든 존재자를 생산과정에서 제작될 수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기술 시
대의 근저에는 서구 형이상학의 시야가 자리한다. 마찬가지로 모든 존재
자가 인간에 의해 생산된 상품이 되며, 그 상품 전체가 교환가치라는 인
간의 가치 척도에 따라 계산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
의 근저에는 서구 형이상학적 사유 전통이 자리한다. 그리고 현대 기술시
대에 존재자는 언제나 제작 가능한 것으로, 그리고 현대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존재자는 교환가치라는 인간적 척도에 따라 양화 가능한 상품이
된다는 점에서, 오늘날 존재자는 계획 가능한 계산에 의한 획일성(동형성,
die Gleichförmigkeit der planbaren Rechnung) 속에서 존립한다.
현대 기술시대와 자본주의 사회에서 존재자 전체인 세계에 대해 인간
이 맺는 관계 방식의 특징은 인간이 존재자 전체의 ‘순수한 연관(der reine
Bezug)’으로부터 스스로를 분리하고 인간 스스로가 존재자 전체의 중심으
로 존재한다는 점이다.246) 그러나 하이데거에 의하면 근대 사회에 이르러
존재하는 것이 인간뿐이며, 인간에 의해 제작된 것이 존재자의 전부를 형
성하며, 인간 스스로가 존재자 전체의 중심으로 있다는 것은 형이상학적
246) “기술 시대의 인간은 중심으로서 존재자 전체의 순수한 연관이 갖는 모든 힘들을 자
기에게로 끌어들인다.” (WD, 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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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에 불과하다.
오히려 인간은 힘에의 의지라는 존재자 전체의 본질을 수행하는 자이
다. 인간이 의욕하는 것은 자기 관철이자, 중심으로 있고자 하는 의지 자
체이다. 그러한 의지로부터 의욕된 인간이 세계와 존재자에로 접근하는
방식은 기술(die Technik)을 통해서이다. 의지로서의 의지는 그 자신의 존
속만을 의욕한다. 이와 관련하여 현대 기술은 오래 지속하는 것만을 의욕
하는 세계 해석 방식이다. 그렇기에 기술시대에 노동자는 윙어가 낙관하
듯이 노동현장을 긍정하면서 그 속에서 힘에의 의지와 하나가 되는 인간
이라기보다 기술에 형이상학적으로 복종하는 자이다. (Gb, 17)
현대 인간이 힘에의 의지로부터 의욕된 자라는 사실을 하이데거의 릴
케 시 분석에서 명시적으로 볼 수 있다. ｢무엇을 위한 시인인가?｣에서 하
이데거는 릴케의 즉흥시(1924)를 해석한다. 하이데거가 릴케 시 해석에서
주제어로 삼는 것은 모험, 저울, 그리고 중력이다. 하이데거는 릴케 시 속
에서 작동하는 근대 형이상학의 안경을 읽어낸다. 릴케의 시적 사유는 니
체 형이상학의 그늘 밑에 있다. 릴케의 시가 말하는 ‘모험’의 테마는 힘에
의 의지를 본질로 갖는 존재자들의 ‘모험’을 가리킨다. 즉 개개 존재자들
이 존재하는 방식은 ‘모험’하는 것이다. 릴케의 시에서 힘에의 의지로서의
존재는 그때마다 존재자를 모험에 내걸고, 반대로 존재자는 모험에 내던
져진 자로서 존재와 관계 맺는다. 존재자들이 모험한다는 것은 존재자들
이 자신의 힘에의 의지를 최대한으로 발현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존재자들의 존재 방식이 ‘모험함’에 있다고 해서 존재자들에게
자신의 무한한 가능성을 펼쳐내는 삶의 방식이 허락되어 있다는 것은 아
니다. 존재자의 운동은 존재라는 ‘저울’ 위에 올려진 것과 같기 때문이다.
(WD, 280, 412) 저울은 흔들거리다가도 어느새 스스로 균형을 잡는 물체
이기에 저울 위의 운동은 저울의 기울기, 즉 저울의 진동 폭에 제한된다.
전통 형이상학에서 존재가 존재자에게 주는 존재 가능성은 중심으로서의
존재가 허용하는 한계 내로 제한되며, 존재자의 풍부함과 다양성은 존재
에로 끌어들여진다. 그렇기에 존재자의 다양한 가능성은 매개하는 중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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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의 가능성일 뿐이다. 그러므로 존재가 힘에의 의지인 한에서, 있는 것
은 자신의 힘의 고양만을 의욕하는 ‘의지에의 의지’인 힘에의 의지밖에
없다.
근대 인간은 끊임없이 자신의 조건을 망각하거나 회피하고 스스로가
중심이고자 한다. 인간 스스로가 중심이고자 할 때 존재자 전체의 관계망
은 분리되고 획일화되며, 그렇기에 황폐화된다. 서구의 고대와 중세 사회
에서 존재하는 모든 것은 신의 자기 드러냄이다. 그러한 세계 이해 속에
서 존재하는 것은 신뿐이다. 서구 근대사회의 완성에 이르러 이제 존재하
는 것은 인간뿐이다. 그리고 인간이 존재자 전체를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끌어들이는 자기 관철의 광기는 다만 존재자 전체가 갖는 풍부한 다양성
의 파괴로 귀결된다.
서구 근대 사회에서 인간은 서구 역사 이래 그 어느 때 보다도 가장
강력한 주체로 거듭난 듯이 보이지만, 인간은 자기 자신만을 만나는 황무
지를 경험하게 될 뿐이다. 그러므로 인간이 자신만을 만나는 위기의 시대
로부터 구원과 같은 것을 생각할 수 있다면, 인간이 죽을 수 있는 자로서
변화되지 않고서 어떠한 구원도 도래하지 않는다. 그러나 인간은 애초에
‘죽을 수 있는 자’로서 있지 않으며, 그렇게 되어야만 한다.

형이상학이 비록 인간을 이성적 동물로서, 삶과 체험으로부터 규정한다
고 하더라도 이성적인 생명체는 비로소 죽을 자들로 되어야 한다(zu
Sterblichen werden müssen). (Di, 171, 230)

인간의 본질에서의 변화는 땅과 하늘, 신적인 것들과 죽을 수 있는 자
들의 순수한 연관(der reine Bezug, WD, 298, 438), 즉 존재자 전체의 짜임
의 놀이에 인간이 ‘죽을 수 있는 자’로서 참여하는 것이다. 인간이 ‘죽을
수 있는 자’로서 되어야 한다고 할 때, 죽음은 인간의 존재자 전체에 대
한 자기관철의 의지로부터의 해방이자 인간의 ‘깨어남’을 의미한다. 죽음
을 이와 같이 ‘인간의 존재자 전체에 대한 자기관철의 의지로부터의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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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이라고 독해할 때, 인간이 ‘늘 죽는다(fortwährend stirbt)’는 하이데거의
언급은 이해될 수 있다.247)
나아가 인간이 자신의 현존을 지속하고자 하는 의지로부터 해방되어 비
로소 스스로를 ‘죽을 수 있는 자’로서 세계와 사물의 친밀한 통일과 나눔
의 놀이에 참여하는 자일 수 있을 때, 죽음은 존재의 본질적인 것을 자기
안에 간직하는 존재의 집수처일 수도 있다.

죽음은 무의 궤(櫃, 담는 그릇 , der Schrein)이다. [···] 죽음은 무의 궤로
서 존재의 본질적인 것을 자신 안에 간직한다. 죽음은 무의 궤로서 존재
의 집수처(das Gebirg des Seins)이다. [···] 죽을 수 있는 자들은 존재로서
의 존재자와 본질적인 관계를 갖는다. (Di, 171, 230)

인간이 죽을 수 있는 자로서 있을 때 인간은 비로소 세계와 사물의 서로
짜여짐의 놀이에 참여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놀이에의 참여를 통해
인간은 자신의 본질에서 자유로워질 수도 있다. 그런 한에서 인간의 본질
은

‘죽을

수 있는

자들’이며 ‘사물에 의해 조건지어진 자들’

(das

Be-Dingten)이다.248)
존재의 놀이에 참여하는 자에게는 최상의 법칙이자 가장 심오한 법칙
인 이러한 놀이의 법칙(die Sätze dieses Spiels, SG, 188)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만이 남아 있다. 존재와 존재자의 이중성의 겹쳐짐과 펼침이 자아
내는 놀이에는 이유와 근거, 즉 ‘왜(Warum)’는 없다. 이유를 제시할 것을
요구할 때, 오히려 존재는 빠져나간다. 하이데거는 존재의 놀이에 인간의
참여를 보여주는 것이 헤라클레이토스의 잠언 52에서 보여진다고 말한다.
헤라클레이토스가 ‘아이온(αἰὼν, Aion)’을 ‘놀이하는 아이’라 칭했을 때,
247) “죽는다는 것은, 죽음을 죽음으로서 흔쾌히 맞이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뜻한다. [···]
오직 인간만이 죽고, 정확히 말해서 늘 죽는다.” (BWD 144, 191)
248) “이런 방식으로 회상하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사물이 [수행하는] 세계화하는 본
질에 관여시킨다. 그렇게 사유하면서 우리는 사물로서의 사물에 의해 조건지어진 것이
다.” (Di,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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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놀이에 대한 서양 사유의 첫 번째 시원에서 말한 셈이다.249)

‘왜(Warum)’는 놀이 속에서 침몰한다. 놀이에는 왜가 없다. 놀이는 단지
놀이로 있을 뿐이다. 놀이만이 최상의 것이자 가장 심오한 것으로 남아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이 ‘~[놀이]만’이 모든 것이자, 하나이고, 유일무이
한 것이다. [···] 이러한 놀이의 법칙을 듣는 우리가 [놀이와] 함께 유희
하는 지의 여부,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를 놀이에 짜맞출 지의 여부, 그
리고 어떻게 그럴 것인가 하는 물음은 여전히 열린 채로 남아 있다.
(SG, 188)

우리는 모래사장에서 모래성을 쌓으며 ‘놀이하는 아이’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아이에게는 그 모래성을 쌓아야 하는 이유는 없다. 다만 놀 뿐이다.
또한 아이는 그 성을 소유하고 싶어하지 않기에 설사 파도가 자신이 쌓아
놓은 성을 무너뜨린다 해도 웃어버릴 수 있다. 아이는 다시 성을 쌓기 시
작하면 되는 것이다.
‘죽을 수 있는 자’로서의 인간은 자신이 참여하게 되는 놀이의 법칙을
묻고 해명하는 것을 적극적인 의미에서 자제해야 한다. 그것은 다시 사물
전체의 짜여짐의 생성 운동을 인간 사유를 통해 매개하고자 하는 의지,
즉 존재자 전체의 중심으로 인간을 세우고자 하는 의지의 다른 표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존재가 존재자를 있게 함은 곧 존재와 존재자의 이중성의 서로
건넴의 ‘허락함 자체(Lassen selbst)’임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존재와 존재
자의 이중성의 공속하게 함 자체(gehören lassen250))를 회상하고 감사하는
249) 푀겔러는 후기 하이데거의 존재 진리의 사유는 ‘왜’ (warum)가 아닌 ‘weilen’ (체류함,
머무름)에서 기인하는 ‘때문에’ (weil)의 사유로 분류할 수 있음을 이미 지적한 바 있
다. 푀겔러, 앞의 책, 7장을 참조하라. Otto Pöggeler, Der Denkweg Martin Heideggers,
158, 180쪽 참조.
250) Ereignis를 'Lassen selbst'로서 해명되기도 하며, 또한 'zulassen, geben, reichen, schicken,
gehören lasen'으로 해명되기도 하기에(PSZS, 40), 이렇게 말이 통하는 한에서, 'lassen'과
'gehören'을 바꾸어 써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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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는 존재의 놀이를 차단하거나 조작하고자 하는 의지의 내버려둠
(Gelassenheit)이다. 통상적으로 내버려둠이라 하면 어떤 것을 포기하고 방
치한다는 의미로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의미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존
재의 놀이가 갖는 ‘허락함 자체’를 회상하고 감사하는 ‘내버려 둠’은 오히
려 그러한 놀이가 저절로 생겨나도록 내버려두는 방식으로 존재의 놀이에
‘참여’한다는 적극적인 의미를 갖는다. 나아가 인간의 참여를 통해서만 존
재의 놀이는 작동할 수 있다. 에어아이크니스로서의 존재가 존재와 존재
자의 이중성의 놀이에서 전개되는 존재와 시간의 사태관계(der Sachverhalt
des Sein und Zeit, ZS, 4)를 가리키는 한에서, 그리고 존재와 시간의 사태
관계가 ‘죽을 수 있는 자’로서의 인간, 즉 적극적 의미에서 사태 관계를
‘내버려 둘 수 있는’ 인간의 참여를 통해서만 고유하게 있게 됨 자체에
도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말이다. 그런 한에서 에어아이크니스로서의 존
재는 유한하다.251)

2. 계사의 접속 원리의 해체와 재구성
존재론적 차이의 사태에 인간이 ‘죽을 수 있는 자’로서 공속한다는 것
은 존재와 사유의 관계를 지칭한다. 나아가 존재와 사유의 공속이라는 사
태의 고유성은 그에 대한 고유한 말함의 가능성을 통해서 완수되어야 할
것이다. 존재와 존재자가 차이 나는 것이자 동일한 것이라는 존재론적 차
이의 사태와 그에 대해 사유가 공속하는 방식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이 철학인 한에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고유하게 서술될 수 있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앞서 존재론적 차이는 비-인과적 의미에서의 ‘허락함’과 ‘줌/주어짐’의
관계로 해석될 수 있다고 논구한 바 있다. 그리고 이는 WM에서 다룬 바
와 같이 “존재자가 없지 않고 있다는 사실”로 우리에게 경험될 수 있다.
그런데 존재자에 대한 이러한 경험은 서구 유럽의 언어와 분리해서 생각
251) PSZS, 53, 58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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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없다. 우리의 존재에 대한 이러한 경험은 어떤 방식으로든 고유하
게 말해질 수 있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이데거가 존재론적
차이의 사태를 표현해야 할 언어는 의문의 여지없이 서구 유럽의 언어이
다.
서구 유럽의 언어는 ‘있다/이다’로 번역되는 'Ist', 즉 계사의 접속 원리
에 기초한다. ‘있다(이다, ist)’는 계사로서 하나의 끈(ein Band)이다. 그런
데 서구 유럽 언어 전통에서 계사는 주어-술어를 연결하며, 이러한 끈의
이음 방식은 주어가 술어의 존재 가능성을 정초하는 것이다. 주어는 술어
의 근저에 놓여 있는 선행하는 근거(der vorangehende Grund)로서 주어 자
리에 오는 것이 술어의 존재 가능성을 선행적으로 근거 짓는다면, 술어자
리에 오는 것은 주어 자리에 오는 것으로부터 일방적으로 규정되는 관계
에 있다. (Sc, 135, 119) 그렇기에 서구의 주어-술어의 문법 형식은 주어자
리에 오는 것을 일종의 규정하는 것으로, 술어 자리에 오는 것을 규정되
는 것으로 구분하는 형이상학적 시야를 전제한다.
예컨대 “완전한 것은 불완전한 것이다”라는 문장을 생각해 보자. 이 문
장은 암암리에 불완전한 것을 완전한 것으로부터 규정하는 시야를 전제한
다. 마찬가지로 “선은 악이다”라는 문장에서 술어 자리에 오는 ‘악’은 서
구 형이상학에서 자기 스스로 존재하는 힘을 갖지 않으며 선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즉 서구 형이상학에 의해 악은 비존재자로서 선의
결여로 있으며, 악 속에서 선이 본래적으로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252) 그
러나 이러한 주어-술어의 문법 구조 내에서 존재가 깃든 존재자라는 존재
론적 차이의 이중적 성격은 축소되고 변질된다.
하이데거가 서구 형이상학적 사유 전통에 의해 이제까지 간과되어 온
존재론적 차이라는 사태를 해명함에 있어서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것은
‘언어’인 것으로 보인다. 서구 사유의 전통은 서구의 주어-술어의 문법 구
조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단적으로 아리스토텔레스는 그의
형이상학에서 주어-술어의 진술 구조에 대한 해명을 통해서 사물 일반에
252) Sc, 130-7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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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해석을 시도했으며, 이러한 형이상학적 사유 방식이 서구 형이상학
적 사유 전통을 만들어 낼 수 있었다는 점에서 말이다. 하이데거의 언어
에 대한 고심은 다음과 같은 문장에서도 직접적으로 드러난다.

어려운 점은 언어에 있다. 우리의 서양 언어는 [···] 형이상학적 사유의
언어이다. [그렇지만] 서구 언어의 본질이 애초에 단지 형이상학적일 뿐
인지 [···] 혹은 다른 말함의 가능성을 허락하는가에 대해서는 열어 놓아
야만 한다. (OVM, 66)

위 인용문에서 볼 수 있듯이 하이데거는 서양 언어가 형이상학적 사유
언어이기에 갖는 어려움을 말하고 있다. 서구의 형이상학적 언어가 비록
계사의 접속 원리에 의해 형상-질료의 이분법과 주체-객체 이분법의 타당
성을 정초하며, 나아가 전자(형상, 주체)에 의해서 후자(질료, 객체)를 일
방적으로 정초하고 규정하는 관점을 전제한다는 점에서 말이다. 그러나
동시에 하이데거는 서양 언어에서 다른 말함의 가능성을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모색한 것으로 보인다.
하이데거에 의하면 계사를 중심으로 주어와 술어를 연결하고, 주어를
술어로부터 규정되는 것으로 보는 시야를 전제하는 서구 형이상학의 언어
를 통해서는 세계와 사물의 관계의 고유성은 사라진다. 서구 형이상학의
언어는 세계와 사물을 실체와 같이 분리되어 있다가 추후에 양자를 하나
의 관계, 즉 계사를 통해 접합하는 시야를 전제한다는 점에서 말이다. 이
에 하이데거는 세계와 사물의 관계의 고유성을 서술하기 위해 “세계가 세
계화한다”(Welt weltet, Di, 172) 혹은 “사물이 사물화한다”(das Ding dingt,
Di, 166)와 같은 익숙하지 않은 표현 방식을 사용한다.253)
“세계가 세계화한다” 그리고 “사물이 사물화한다”는 문장은 주어에 대
253) 또한 하이데거는 ‘언어’를 해명할 때도, 동일한 방식으로 “언어가 말한다(die Sprache
spricht)”고 서술한다. 이때 말해지는 언어는 존재로부터 말해지는 침묵의 울림이다. 세
계, 사물 그리고 언어는 모두 후기 하이데거에게 존재와 존재자의 이중성, 혹은 세계와
사물의 관계를 가리키는 반-형이상학적 서술방식이라는 공통점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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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기술구가 와야 할 술어자리에 주어의 동사형을 써서 표현된 것이기에
자칫 의미 없는 동어반복으로 보일 수 있다. 이러한 표현 방식은 하이데
거가 자신의 사유의 사태를 서술하기 위해서 형이상학적 언어로부터 뒤로
물러서면서도, 그럼에도 서양 언어의 가능성을 포기하지 않는 서술방식으
로 보인다.
서구 언어인 인도유럽어가 갖는 주어-술어의 문법 형태에서 주어 자리
에 오는 것을 정의하는 것은 주어와 다른 것을 술어자리에 오게 함으로써
가능하다. 그 때 주어자리에 오는 것은 술어자리에 오는 것으로부터 규정
된다. 이러한 주어-술어 문법 형태는 어떤 하나를 그것이 아닌 다른 것으
로부터 규정한다는 점에서 원인과 그로부터 결과지어진 것 간의 관계를
서술하기에 적합하다. 반면 세계에 대한 하이데거의 서술 방식에서 세계
는 주어자리에 위치하지만 세계를 기술구의 형태로, 즉 세계를 다른 것을
통해 기술하지 않는다. 오히려 주어에 대한 기술구의 자리인 피정의항의
자리에 주어를 동사 형태로 변환한 것이 반복적으로 기술된다. 이는 후기
하이데거가 ‘원인’으로부터 있지 않은 ‘존재자의 있음’이라는 고유한 사유
의 사태를 서구 형이상학적 언어 문법을 파괴하면서도 그 속에서 다른 말
함의 가능성을 찾는 시도로 보인다.

212

4부 생성: 존재론적 차이와 무의 관계
1장 후기 하이데거의 존재론적 차이와 무
1절 서구 형이상학의 생성의 사유: 생의 강화의 논리
서구 형이상학의 존재에 대한 사유 전통 내에서 무에 대한 물음의 배
제는 존재와 생성의 이분법의 담론과 함께 수행된다. 원인으로서의 존재
가 무시간적으로 지속하는 것이자 생성·변화로부터 초월해 있는 것이기
에, 그로부터 야기되는 존재자의 생성과 그에 속하는 소멸은 다만 존재의
정도가 덜한 것이 갖는 결함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근대 이후 헤겔과 니
체는 존재와 생성의 형이상학적인 독단적 이분법으로부터 그들의 철학적
문제를 출발한다. 그렇다면 헤겔과 니체의 경우 생성의 존재론은 어떻게
전개되는가?
헤겔에 의하면 주체의 자기 전개 운동은 스스로를 분열하고 그러한 분
열을 극복함으로써 다시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생성의 과정이다. 나아가
절대정신의 자기 분열은 자기의식이 자연적 지의 상태에서 절대지에로 이
르는 과정이며, 이러한 과정에서 죽음 혹은 무는 절대정신의 자기 분열의
산물이자, 자연적 지의 죽음이다. 그렇게 헤겔에게 정신의 생은 죽음에서
자신을 보존하는 생이다.

죽음을 감내하고 죽음에서 자신을 보존하는 생이 정신의 생이다. 정신은
절대적인 분열 내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함으로써만 자신의 진리를 획득
한다. ( 정신현상학 , 호프 마이스터 판, 29-30, N, 71, 79 재인용)

생성이 정신의 자기 전개 운동이자, 정신의 자기 전개가 죽음을 감내
하고 죽음 속에서 스스로를 보존하는 것인 한에서, 무 혹은 죽음은 어떠
한 마찰이나 저항 없이 주체의 자기전개운동에로, 그리고 사유에로 복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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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254)
철학에서 존재자 전체를 생성의 유희로 파악하고 생성을 긍정하는 태
도는 니체에게서 그리고 니체의 사유를 계승하는 들뢰즈에게서 공통적으
로 보여진다. 니체의 생성의 사유는 기존 형이상학적 전통에서 최고의 가
치로 간주되어 온 것을 비판하고 새로운 가치를 정립하는 사유이다. 니체
에게서 형이상학적 사유 전통은 플라톤적 사유 전통과 그것의 계승으로서
의 서구 기독교적 사유 전통을 말한다. 플라톤적, 기독교적 사유 전통에
대한 비판을 통해 니체가 구축하고자 하는 것은 현세의 생성의 세계를 내
세에 대한 지향을 위해서 희생시키지 않는 사유, 그래서 존재자의 생에의
의지를 긍정할 수 있는 사유의 건립이다. 그렇기에 니체의 생성의 철학은
기존의 플라톤 철학과 기독교 사유에 의해 진리로 간주되어 온 것, 즉 무
시간적인 세계와의 일치로서의 진리, 일자, 동일성, 신, 이성 등을 생성의
세계, 다양성과 차이, 신체 즉 몸을 척도로 전복(Umwendung)하는 사유이
다.
그런데 서구 형이상학의 전복의 논리로서의 니체와 들뢰즈의 생성의
사유 모델에서 소멸과 죽음은 없다. 니체는 새로운 창조적인 가치의 정립
을 목표로 하면서도 그의 사유가 전통 형이상학적 사유 모델을 전도하는
것이기에, 전통 형이상학이 전제하는 무시간적인 것이자, 영원으로서의 존
재 개념을 그대로 수용하는 한계를 갖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니체는 영
원으로서의 존재 개념을 수용하기에, 니체의 생성의 사유는 소멸과 죽음
을 배제하는 제한적 논리가 된다. 소멸과 죽음을 생성과 엄격하게 분리함
으로서 생성을 긍정하는 태도는 힘에의 의지의 극대화로 축소된다. 즉 생
성에 대한 긍정의 태도는 오히려 생의 의지의 강화와 팽창의 논리로 축소
된다. 니체에게 생성은 의지(Wollen)의 작용과 활동이라는 성격을 갖는다.
그런데 의지란 본질적으로 힘에의 의지이다. 그러므로 존재자의 근본성격
으로서의 힘에의 의지를 의욕하는 것이야말로 생성을 가리킨다. (N, 21,
254) 헤겔 형이상학이 전제하는 무와 생성에 대한 보다 상세한 논의는 앞서 3부의 1장, 7
절을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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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헤라클레이토스는 일찍이 생성을 존재자 전체의 본질로 간주한 바 있
지만, 니체의 생성의 사유는 헤라클레이토스의 그것을 넘어선다. 니체에게
힘에의 의지의 최상의 발현은 생성에 항존성과 영원한 현존로서의 존재의
성격을 각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생성에 존재[항존성과 영원한 현재로서의 존재]의 성격을 각인하는 일,
그것이 최상의 힘에의 의지이다. (GA44, 229, 446)

생성에 존재의 성격을 각인하는 일이란 생성을 영원화(Verewigung)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하기에 최상의 힘에의 의지는 생성에 존재의 성격을 각
인하는 것, 즉 생성하는 것을 그것의 최상의 가능성들 안으로 투입하여
생성을 영원화하는 방식으로 변용하는 것을 말한다.255) 힘에의 의지가 생
성을 영원화하는 방식으로 변용하는 것이기에 의지와 힘의 정지 상태를
말하는 것은 본질상 불가능하다. 의지에는 본질적으로 상승과 고양이 속
한다. 즉 힘에의 의지는 오직 스스로를 끊임없이 고양함으로써 자신을 보
존하고 자신을 영원화하는 것이다. 그러한 의지가 중단되는 한, 힘은 더
이상 힘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힘(Macht)은 종종 힘(Kraft)과 동일시된다.
힘(Kraft)은 ‘~을 할 수 있는 상태에 있음’, 즉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해 뒤
나미스(δύναμις, 가능태)라 불렸던 것이다. 그런데 힘(Macht)은 그러한 힘
(Kraft)이 작용하고 있는 상태, 그리스어로 에네르게이아(ἐνέργεια, 현실태)
를 말한다. 나아가 힘(Macht)은 자신을 초월하여-나가-의욕하는 것인 동시
에 자기 자신에게로 도래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힘의 의지를 최대화
하는 것은 존재자가 그 자신의 본질의 완결된 단순성(die geschlossene
Einfachheit, N, 74, 82) 내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주장하는 것으로, 그리스
어로는 엔텔레케이아(ἐντελὲχεια, 완성태)를 말한다. 이와 같이 힘(Macht)
은 잠재태, 현실태, 그리고 완성태를 자체 안에 갖는 것으로 삶의 의지를
최대화하는 방식으로 삶의 형식을 창출하는 것을 말한다.256)
255) GA44, 229, 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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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이 자체 안에 잠재태, 현실태, 그리고 완성태를 갖는 것이기에, 힘의
최종 목적과 같은 것은 없다. 힘의 속성상 그것의 최종의 목표 혹은 극대
점은 없으며, 다만 힘은 그 자신의 완성태로서의 최대 상태를 매순간 그
자신의 의지를 최대화함으로써 도달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힘에의 의지
에서 힘의 정지 상태를 말하는 것은 힘의 속성상 불가능하다.257) 니체는
이를 힘 [사용]의 극대경제(Maximal-Ökonomie des Macht Verbrauchs, KS
A258) 13, 14, 81)라 말한다. 힘에의 의지의 경제는 힘의 극대경제이다. 힘
에의 의지가 이와 같이 의지를 최대화하는 것, 즉 그 자신의 상승과 고양
을 통해서만 그 자신으로 있는 것으로 이해되는 한에서, 힘의 정지, 즉 무
는 힘에의 의지에서 배제된다. 그리고 존재의 본질에는 무적인 것이 속하
는데, 이때 무적인 것은 해체되고 파괴되어야 할 것으로, 힘에의 의지의
힘찬 부정 (das Nein als eigene Macht, das machtende Nein, N, 71)에 속한
다.
들뢰즈의 니체 해석에 따르면 이 점은 보다 분명해진다. 힘에의 의지
가 존재자의 자기 존재의 완전한 발현으로서 변용과 강화와 관련되기에,
들뢰즈는 ‘힘에의 의지’를 능동적 힘과 반동적 힘으로 구분한다. 들뢰즈에
게 존재자가 힘에의 의지를 그 자신의 본질로 갖는 한에서, 존재자와 인
간의 역사가 어째서 자기강화의 길로 들어서지 않고, 자기약화의 길로 들
어섰는가는 이러한 존재자의 본질에 대한 관점에 따르면 기묘한 현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인간의 역사에서 반동적인 힘들이 승리를 거두는 기묘

256) N, 74, 82-3쪽 참조.
257) 홍사연, ｢니체의 인과비판과 주체의 문제｣, 니체연구 , 17집, 2010, 봄, 155쪽 참조.
홍사연은 이 논문에서 니체의 사유를 기계론적 인과적 사유와 결정론에 대한 비판의
논지로 재구성한다. 특히 이 논문은 니체가 뉴튼적 물리학적 힘 그리고 신과 세계의
창조에 사용된 힘(Kraft) 개념을 보완함으로써 어떻게 만족할 줄 모르는 그치지 않는
욕구이자 욕망으로서의 힘(Macht), 즉 내적(내생적) 역동적 힘을 제시하는가를 잘 보여
준다.
258) F. Nietzsche, Kritische Studienausgabe, hrsg. von Giorgio Colli und Mazzino Montinari,
Berlin, /New York 1999(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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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현상들은 니힐리즘의 승리의 단계이다.
니체는 인간의 역사를 반동적인 힘들의 역사로 재구성한다. 여기에서
반동적 인간들이 보이는 니힐리즘의 단계는 (1)원한 (2)양심의 가책 (3)금
욕주의적 이상 (4)신의 죽음 (5)최후의 인간과 소멸하기를 원하는 인간을
가리킨다. 니힐리즘의 단계의 구별에서 니체는 최후의 인간과 소멸하기를
원하는 인간을 동일시한다. 이와 관련하여 니체가 반동적인 힘들의 역사
를 니힐리즘의 승리와 동일시해서 서술하는 것은, 니체의 무에 대한 입장
을 명시적으로 보여준다.
나약한 그러하기에 반동적인 인간들은 삶을 부정한다. 그렇다고 나약
한 자들이 아무 것도 의욕하지 않는 것은 아니며, 반동적인 인간들이 의
욕하는 것은 무, 즉 허무이다. 존재자의 본질이 힘에의 의지인 한에서, 존
재자는 무엇인가를 의욕하는데, 이 경우 힘에의 의지는 무를 의지한다. 그
런데 니체에게 무에의 의지, 즉 허무에의 의지는 생성과 창조에의 의지와
대립되는 것으로, 연약하고 병들고 반동적인 삶으로 해석된다. 즉 무는 삶
과 대비되며, 허무함, 병듦, 연약함과 일치하는 것으로 해석된다.259)

약하거나 반동적인 삶이 바라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삶의 부정이다. 그것
이 갖는 힘에의 의지는 자신의 승리의 조건으로서의 무에의 의지다. 거
꾸로 말하면 연약한 삶, 병든 삶, 반동적인 삶, 즉 영점(零點)에 가까운
삶밖에 용인하지 않는다. (들뢰즈, 2007: 45-6)

영점에 가까운 삶은 덧없고, 허무한 삶, 즉 무를 의욕하는 삶을 가리킨
다. 나아가 무를 의욕하는 삶은 생의 활력을 부정하는 반동적인 삶이며,
의욕의 강화와 최대화를 부정하는 나약한 삶이며, 그래서 영점에 가까운,
즉 텅 비고 허무한 것을 의욕하는 삶이다. 니체는 건강한 삶과 반동적인
삶의 구분, 즉 건강에 반하는 질병, 젊음에 반하는 늙음, 생에 반하는 죽
음 중에서 철저하게 전자의 것을 중요한 가치로 간주하는 삶을 건강하고

259) 질 들뢰즈, 들뢰즈의 니체 , 박찬국 옮김, 철학과 현실사, 45-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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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 그렇기에 아름다운 삶으로 간주한다. 반대로 후자의 것을 중요한
가치로 간주하는 삶은 생의 약동하는 힘을 갉아먹는 것이며, 삶을 고된
짐을 짊어지는 고통스러운 것으로 표상하는 삶이다. 그리고 니체는 이러
한 구분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니체에게 니힐리즘 혹은 무에의 의지는 한
갓 붕괴가 아니라 새로운 것의 개시로서의 폐지를 가리킨다. 니체에게 무
에의 의지와 니힐리즘의 지배는 생의 의지를 최대화하는 새로운 가치의
산출과 창조에로 이끌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니체의 존재론은 생성의 존재론이라는 외관을 띠고 있다고
하더라고, 생의 강화와 팽창을 최고의 가치로 표상하는 제한된 개념으로
국한된다. 나아가 생성의 존재론은 존재자 외부의 제일원인으로서의 신은
부정하지만, 그 대신 동물적인 충만함과 완전성에서 발하는 자신에 대한
신적인 긍정(ein göttliches Jasagen zu sich, N, 7, 22)의 태도를 보인다. 자
신에 대한 신적인 긍정이란 주체의 내적인 자기 강화로서의 힘에의 의지
의 강화, 즉 주체의 내적 삶을 신적으로 영원화하는 개념으로 전개된다.
이와 같이 주체의 자기 강화가 주체의 존재를 영원화하는 것으로 이해되
는 것은, 니체의 생성의 존재론이 전통 형이상학의 진리와 의미의 방향만
을 위, 아래로 전도하고, 그것을 근거에서부터 해체하는 일을 수행하지 않
은 한에서 부득이한 제한일 것이다.

2절 후기 하이데거의 생성의 사유: 부재에 근거하는 생성
1. 무: 생성과 소멸
후기 하이데거에게 존재론적 차이가 무로부터 있는 것이라 할 때, 현
사실적 삶, 즉 생성을 서구 형이상학적 사유 전통과 다르게 긍정할 수 있
는 가능성을 보게 된다. 후기 하이데거의 존재론적 차이와 무의 내적 공
속에 대한 사유에서 존재의 본질은 ‘무와 내적 통일을 갖는 생성의 놀이’
에 있다. 즉 생성은 소멸 속에서의 생성을 가리킨다. 하이데거는 생성 속
에서의 소멸과 무의 계기를 헤겔식의 절대정신의 자기로의 귀환이나, 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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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식의 생의 자기강화로 환원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의 단초를 일차적으
로 횔덜린의 퓌시스에 대한 사유에서 발견한다. 그리고 하이데거는 퓌시
스를 존재론적 차이로 해명함으로써, 퓌시스의 생성과 소멸의 친밀한 통
일을 존재론적 견지에서 해명한다. 이에 따르면 존재의 겹쳐짐과 펼침으
로서의 생성의 놀이에는 부재가 친밀하게 통일되어 있으며, 나아가 부재
는 생성을 가능하게 하는 근거가 된다.
본 논문은 이제 퓌시스가 존재자 전체의 통일성의 견지에서 서술된다
는 점으로부터 존재 내에 무가 분리불가능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존재 내
에서의 무의 내밀한 통일’의 주제를 다룰 것이다. 본 논문은 존재 내에
무의 내밀한 통일이라는 주제를 하이데거의 아낙시만드로스 잠언 해석을
통해 구체화할 것이다.
후기 하이데거에게 무는 존재 내에서 친밀한 통일260)(die Innigkeit des
Nichts im Seyn, BzP, 144번, 264)을 갖는 것이다. 존재가 존재자 전체의
생성과 현출의 운동을 가리킨다면, 무는 소멸과 소거의 운동을 가리킨다.
즉 퓌시스 내에서 존재와 무는 친밀하게 상호 공속하는 것으로 ‘소멸 안
에서의 생성(das Werden in Vergehen)’의 이행 자체를 가리킨다. 아낙시만
드로스 잠언에 대한 하이데거 해석을 통해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
자.
하이데거의 해석에 따르면 잠언의 첫 문장은 존재자가 현출하고(γένεσ
260) “투쟁의 근원은 존재 내에서의 무의 친밀한 통일로부터!(aus der Innigkeit des Nichts
im Seyn!) 에어아이크니스(Ereignis)” (BzP, 264)
여기에서 필자는 'Innigkeit'을 ‘친밀한 통일’로 번역했다. 기존의 번역어로는 ‘친밀
성’ (신상희: 2009, 338), ‘내밀한 통일성’ (박찬국, 1998: 222)이 있다. 'Innigkeit'는 ‘존재
와 무의 관계’ 그리고 ‘세계와 사물의 관계’와 관련해서 사용되는 어휘이다. 그런데 필
자는 양자의 관계에서는 후기 하이데거의 사유에서 전개되는 존재자 전체의 통일의 함
축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이에 박찬국의 번역어서 ‘통일성’이라는 함축을 참조하였다.
또한 통일이 신과 같은 외부의 초월적 존재자(서구 고·중세 형이상학)나 인간의 개념적
사유(근대 주체성의 형이상학)로부터 규정된 것이 아니라, 세계와 무, 그리고 사물과
세계의 공속성으로부터 성립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통일성’ 대신에 ‘통일’이라는 번역
용어를 선택했다. 문맥에 따라서 ‘내밀한 통일’이라는 용어를 혼용해서 사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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ις, 게네시스) 소거(ψθοϱά, 프토라)하는 방식으로 있음을 말한다. (Gb,
103) 잠언 첫 문장을 다시 인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그때마다의] 현존자에게는 그로부터 현출하는 거기로 [동일한 것에로 in
das Selbe] 소거 역시도 생겨난다.261)

현출과 소거는 생성(das Werden)의 다른 이름이다. 하이데거는 게네시
스와 프토라를 언급하는 잠언의 첫 번째 문장을 다른 말로 “생성이 있다
(das Werden ist)” (SA, 343)는 의미로 해석한다. 하이데거가 여기에서 굳이
‘있다’를 기울여 쓰는 이유는 전통 형이상학의 존재와 생성, 그리고 존재
와 무의 이분법적 사고에 대한 해체적 독법과 관계된다. 생성하는 것은
모두 소멸하는 것이기에 생성에 대한 논의는 곧 소멸로서의 무에 대한 논
의를 포함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앞으로 이 장에서 다루게 될 생성과
존재의 관계는 후기 하이데거의 무의 사유의 고유성을 드러내는 핵심 주
제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하이데거에게 “생성이 있다(das Werden ist)” (SA, 343)는 것
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존재자 전체는 현출하고(게네시스) 소멸하는(프토
라) 방식으로 생성 중에 있다. 즉 생성에는 현출함뿐만 아니라 소멸함
(phthora, die Entgängnis 혹은 하강, Untergang)이 함께 사유된다. 그런데 하
이데거는 “생성이 있다”를 존재가 생성을 존재에 걸맞게 담지하고 각인하
는 것으로부터 해명한다.262) 즉 이는 현출과 소거(혹은 생성과 소멸)가 그
것의 존재 유래(Ursprung des Seins, Gb, 106)인 동일한 것으로부터 담지되
고 각인된다는 것을 말한다. 하이데거에게 생성과 소멸의 유래, 즉 ‘동일
한 것’은 퓌시스를 가리킨다.
261) 잠언에 대한 하이데거의 독일어 번역문은 3부의 2장, 3절을 참조하라.
262) 하이데거는 이를 존재가 생성을 ‘공허한 개념적 사상(ein leere begriffliche Meinen)’
속에서 포괄하는 것과 구별한다. “존재가 생성(게네시스-프토라)을 존재에 걸맞게 본질
에 있어서 비로소 담지하고 각인한다는 사실이다(daß

(das

Sein

(genesis-phthora) seinsmäßig im Wesen erst trägt und prägt).” (SA, 343, 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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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s

Werden

게네시스와 프토라는 퓌시스로부터 그리고 퓌시스 내에서 스스로를 밝
히면서 피어오르고 저물어가는 방식들로 사유되어야 한다. (SA, 341-2,
501)

그로부터 생성과 소멸이 유래하는 ‘동일한 것’은 최고 존재자인 ‘형이
상학적 신’과 구별된다. 아리스토텔레스 이래로 형이상학적 신은 그 자체
변화하지 않는 것으로 그로부터 개체의 생성과 소멸이 야기되기 때문이
다. 마찬가지로 ‘동일한 것’은 유물론적 존재 개념인 흙, 물, 공기, 그리고
불과 같은 원소과도 구별된다.263) 유물론적 입장은 자연적 원소들을 최고
로 지속적인 것, 즉 비시간적인 것으로 사유한다는 점에서 존재 역사적으
로 보자면 형이상학적인 입장의 변형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형이상학적 사유 전통과 달리 하이데거는 퓌시스를 그리스어
‘에온(ἐόν, seiend, 존재하는)’을 통해 해명한다. 그럼으로써 퓌시스는 존재

263) 하이데거는 ｢아리스토텔레스 퓌시스 개념의 본질에 대하여｣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학 을 해석하는 가운데(자연학 193 a 9-21절), 퓌시스에 대한 고대 그리스의 유물
론적 해석을 다룬다. 이는 대표적으로 엘레아 학파의 소피스트인 안티폰(Antiphon)과
데모크리토스의 견해에 대한 해석을 가리킨다. 이 입장에 따르면, 퓌시스인 것은 흙,
물, 공기, 그리고 불이다. 흙, 물, 공기 그리고 불은 모든 변화 속에서 지속적으로 현존
하며 머물러 있는 것(das Beständigste)을 가리킨다. 그러므로 퓌시스에 대한 유물론적
입장에 따르면 가장 지속적인 것은 기본 원소(die Elemente)이다. 예컨대 침대의 퓌시스
는 나무이고, 입상의 퓌시스는 청동인 것과 같이 말이다. 하이데거에 의하면 데모크리
토스에게서 보여지는 유물론적 입장은 존재 역사적으로 보자면 형이상학적인 입장의
변형이다. 퓌시스에 대한 유물론적 견해는 변화와 변화하는 상태(뤼트모스)가 존재자에
게 부수적으로 첨가되는 것으로 전락한다. 결과적으로 운동은 비지속적인 것이며, 존재
하지 않는 것이다. 그런 한에서 퓌시스에 대한 유물론은 변함없이 동일한 것으로 남는
것 vs 끊임없이 생성·소멸하는 것 간의 이분법, 혹은 ‘영원한 것(das Ewige)’과 ‘시간적
인 것(das Zeitliche)’의 이분법적 대립을 전제한다. 그러나 동일한 것으로 변함없이 남
는 것과 생성·소멸하는 것 간의 이분법은 영원한 것과 시간적인 것이라는 형이상학적
이분법적 구도를 반복할 뿐이다. “Vom Wesen und Begriff der Physis, Aristoteles, Physik
B, 1”, GA9, Wegmarken, 1976, 266-8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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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전체의 생성과 소멸의 이행의 관점에서 재해석되며, 존재자의 소멸로
서의 무는 존재자 전체의 생성 운동에 포함되기에 무가 존재에 내재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는 지반이 마련된다.
앞서 하이데거는 ‘에온’을 그리스적 의미에서 존재를 가리키는 동시에
존재자를

가리킨다는

점을

언급했다.264)

나아가

하이데거는

(seiend)’의 그리스적 의미를 보다 구체화하기 위해 호머의

일리아드

(Ilias) 1권 서두, 68-72행에 나오는 ‘에온’의 용례를 분석한다.265)
드

‘[에]온

일리아

서두에서 아킬레스는 예언자 칼카스에게 신의 분노를 점쳐줄 것을 요

구한다. 예언자는 현존자(das Anwesende)에 대해 말한다. 여기에서 시인,
호머는 현존자를 개별 현존자인 동시에 삼중적 의미를 갖는 존재자 전체
로서, [현재의] 존재자, [앞으로] 있게 될 존재자, 그리고 이전의 존재자
(Seiende, Seiend-Werdende, das vormals Seiende)를 가리키는 이름으로 언급
한다. 존재자 전체에서 과거적이고 미래적인 존재자는 비현재적 현존자인
부재자(das Abwesende)를 가리킨다. 여기에서 주목되어야 할 것은 비현재
적 현존자(das ungegenwärtige Anwesende)인 부재자가 전통형이상학에서
그러하듯 비존재자(메 온, me on)로 이해되지 않고, 존재자인 현존자로 간

264) 하이데거에 의하면 “서양의 역사적 운명은 ‘에온(존재하는, 존재, ἐόν, seiend)’이라는
낱말에 대한 번역에 달려 있다.” (SA, 345, 506)
265) 그리스인들에게 존재론적 차이가 어떻게 경험되는가를 해명하기 위해 하이데거가 시
인인 호머를 참조했다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다. 하이데거가 호머의 시로부터 ‘온’의 의
미를 해명하는 일차적 이유는 아낙시만드로스 잠언 원문의 의미를 그 자체로부터 한정
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하이데거는 잠언 의미를 일차적으로 한정하기 위해
잠언 외부로부터 고찰하는 방법을 택한다. 그러나 보다 중요하게는 호머의 시가 학문
적 틀에 끼어 맞추어지기 전의 존재자에 대한 그리스 시인의 경험을 일상의 언어로 담
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하이데거는 그리스인들의 존재자에 대한 경험을 해명하기 위
해서 전통 형이상학이 그러하듯 문법적 척도나 사전적 정의를 고려하지 않는다. 우선
사전적 정의는 이미 널리 알려진 것을 분류 정리한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 자체
가 존재자에 대한 앎의 척도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나아가 존재자에 대한 앎을 문법
적 척도로부터 구하는 것은 존재론적 차이에 대한 전통 형이상학의 제작모델을 전제하
기 때문이다. (SA, 33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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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된다는 점이다.

비현재적 현존자 [과거적인 현존자와 미래적인 현존자]는 부-재자(Das
ungegenwärtig Anwesende ist das Ab-wesende)이다. 과거적인 것과 미래적
인

것

역시도

존재자(에온타)이다(Auch

das

Vergangene

und

das

Zukünftige sind ἐόντα), (SA, 346, 508) [···] 타 에온타 [존재자], 즉 현존
자(das Anwesende)는 한편으로는 현재적 현존자를 의미하고, 다른 한편으
로는 현존자 전체를 의미한다, 곧 타 에온타는 현재적으로 그리고 비현
재적으로 현성하는 현존자 전체를 가리킨다. (SA, 347, 509)

그리스인들에게 존재자는 현존자(das Anwesende)를 말한다. 현존자는
근대 이후 ‘대상’의 지위를 갖는 존재자보다 확장된 시간 지평 속에서 경
험된다. 근대 형이상학에 따르면 존재자는 대상(der Gegenstand)이다. 대상
은 주체에 마주 서 있는(gegenüber) 것으로서 주체에 상관적이다. 존재자
가 주체에 상관적인 것으로 규정된다는 것은 대상이 표상 대상이 된다는
것을 말하며, 표상 대상이 갖는 시간 성격은 현재(Gegenwart)로 제한된다.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 표상되지 않는 표상 대상은 비현재적 존재자, 즉
비존재자가 된다. 반면 현존은 비은폐성에로 다가옴(beigekommen in die
Unverborgenheit)으로 정의된다. 이에 따르면 현재적 현존자는 개방된 비은
폐성 영역(die offene Gegend der Unverborgenheit) 곁에(bei) 있는 것을 말한
다. 이와 관련하여 과거적인 현존자는 비은폐성 영역에서 떠나 소거되거
나 소멸되며, 미래적인 현존재는 비은폐성의 영역으로 다가오는 방식으로
현출한다. 그렇기에 과거적인 현존자와 미래적인 현존자는 현재적인 현존
자와 본질적으로 연관되는 것으로 경험된다.

그러므로 각각의 현존(jedes Anwesen)이 필연적으로 현재(Gegenwart)가
아니라는 기이한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ZS, 14, 49-50) [···] ‘더 이
상 현재 마주하고 있지 않은 것’ 역시 그 자신의 부재 속에서, 즉 우리
에게

다가오는

있어옴의

방식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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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적으로

현존한다(unmittelbar

anwesen). (ZS, 13, 48)

현존자가 현존자 전체인 퓌시스를 품는 것으로 이해될 때, 과거적인 현존
자와 미래적인 현존자는 부재자이면서, 직접적으로 현존하는 것으로 이해
됨을 알 수 있다.
일리아드 에서 예언자가 예언자일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이 현재적인
현존자로부터 떠나 부재자에로 나가 서 있는 자이기 때문이다. (SA, 348,
510) 예언자는 존재자가 오직 현재적 현존자만이 있다는 결박에서 풀려난
자이다. 예언자는 현존자를 부재자[과거적인 현존자]로부터 오고 다시 부
재자[미래적인 현존자]로 이행해 가는 것으로, 그래서 존재자를 이행 속에
서 고유하게 있음으로 경험한다.266) 그러므로 예언자는 현재적 현존자의
쇄도에서

벗어나,

부재자로

떠나

있는

자로서

무의

자리지기(der

Platzhalter des Nichts, SA 348, 511)이다.
후기 하이데거에게 무는 현재적 현존자의 부재, 즉 현존의 부재(die
Absenz der Präsenz)로서 소멸하는 것을 가리킨다. (Sf, 402, 342) 그런데
현재적 현존자는 이미 비은폐성에서 떠나서 은폐성으로 가버리고 있는 한
에서, 현존자는 다가와 머무르는 식으로 존재한다. 다시 말해 현재적 현존
자는 부재자 [과거적인 현존자]로부터 오고 다시 부재자 [미래적인 현존
자]로 이행해 가는 것으로서 이행 속에서 고유하게 있다. 그러하기에 현
재적 현존자는 부재자와 단절된 조각처럼 분리되어 있지 않고 부재자와
함께 현성하는 것으로 사유된다. 더 중요하게는 현재적 현존자와 부재자
가 함께 현성하는 것으로(west alles zusammen, SA, 350) 사유될 수 있는
266) 그런 한에서만 하이데거의 다음 말은 이해될 수 있다. 예언자는 현존자 전체(부재자
로서의 은닉성을 포괄하는)를 시야에 갖는 자이다. 그런데 그런 예언자는 미친 자이다
(der Rasende). 그런데 광기(die Raserei)의 본질은 그가 떠나 있기 때문이다(Er ist weg).
다시 말해 눈앞에 것의 단순한 쇄도로부터, 즉 현재적인 현존자로부터 떠나서 부재자
에로 떠나 있는 자이기 때문이다. 예언자는 부재자에로 떠나 있는 자이기 때문에 현존
자 전체를 보는 자이자, 전체의 통일성을 보존하는 자일 수도 있다. (SA, 348, 510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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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현재적 현존자가 부재(das Abwesen)로부터 현성하는 것으로 이해되
기에 가능하다.

그때마다의 현존자, 즉 현재적인 것은 부재로부터 현성한다. 우리의 습
관적인 표상은 모든 부재를 제거하고 싶어 하지만, 실은 이러한 부재로
부터 본래적인 현존자에 대해 말할 수 있다. (SA, 350, 513)

현재적인 현존자는 부재로부터 현성하는 것이며, 현존의 부재(die Absenz
der Präsenz)가 소멸로서의 무를 가리킨다. 그러므로 존재자 전체의 견지에
서 무는 존재에 내밀하게 통일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나아가 무는 현재적 현존자의 현존의 유보(das Vorenthalt)이자 거절(die
Verweigerung,

BzP,

246)이기도

하다.

현재적

현존자를

거절(die

Verweigerung)함으로써 과거적 현존자에게 그것의 현존을 열어 두고, 현재
적 현존자를 유보(das Vorenthalt)함으로써 미래적 현존자의 다가옴을 열어
둘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적인 현존자의 관점에서 보자면, 소멸로서의 무
는 현존자의 현존의 거절이다. 그러나 부재자의 관점에서 보자면, 현재적
현존자의 현존의 거절은 과거적인 현존자와 미래적인 현존자의 현존의 선
사이다. 나아가 존재자 전체의 통일성은 현재적 현존자와 부재자와 함께
현성한다. 결론적으로 현재적 현존자의 현존의 유보이자 거절로서의 무는
존재자 전체의 통일적인 다양성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최고로 선사하는 것
(das höchste Schenkung, BzP, 246 참조)267)이다.
후기 하이데거는 현존자를 그때마다 머무르는 것(das Je-weilige, SA,
350, 513)이라 지칭한다. 머무름(das Weilen)이란 현존자가 옴에서 감에로
이르는 이행(der Übergang aus Kunft zu Gang)으로서 현존자의 현존 자체
를 말한다. 현존자가 이와 같이 ‘그때마다 머무르는 것’으로서 이행의 방
식으로 있는 것은 현존자가 부재로부터 현성하는 것인 한에서 가능하다.
267) “그러나 만일 존재 자체(das Seyn selbst)가 스스로 물러서는 것이며, 거절(die
Verweigerung)로서 현성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사정이 어떻겠는가? 이것[거절]은 비적인
것인가 아니면 최상의 선사인가?” (BzP, 129번, 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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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현재적 현존자가 부재로부터 현성하는 것이기에, 존재자는 존재자
전체인 퓌시스와 분리되지 않는 것으로, 다시 말해 존재자는 그때마다 머
무르는 것의 통일적인 다양성(die einige Mannigfaltigkeit des Je-weiligen,
SA, 350, 513)으로부터 있는 것이 된다.
예언자는 존재자가 있다는 사실, 즉 현존재의 현존을 존재자 전체의
존재라는 통일적인 넓이에로 나감으로써 부재자를 현존자로 경험할 수 있
는 자라는 점에서 ‘무의 자리지기’이다. 나아가 그들은 ‘무의 자리지기’이
기에 현존자 전체를 보존하는 자일 수도 있다. 다시 말해 예언자는 존재
자 전체에서 무의 고유한 자리를 경험할 수 있는 자이기 때문에 존재자
전체의 이행연관을 보존하는 존재의 수호자일 수도 있다.

오직 그 [예언자]는 무의 자리지기로 머무는 한에서만 그는 존재의 목자
일 수 있다(er nur Hirt des Seins werden kann, insofern er der Platzhalter
des Nichts bleibt). 그는 [현재적] 현-존자라는 결박에서 풀려 날 경우에만
양자 [존재의 목자이자 무의 자리지기]를 할 수 있다. (SA, 348, 511)

무가 퓌시스로서 존재와 존재자의 현성 운동에 함께 속한다는 것은 하
이데거의 아리스토텔레스

자연학 , A.2, 185에 대한 해석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하이데거에 의하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운동 개념을 넒은 의미로
파악한다.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면 식물이나 동물과 같은 존재자들은 운
동 중에 있다. 다시 말하면 퓌시스로부터 그것인 바로 있는 존재자는 운
동과 정지에 대한 시원적 지배를 자신 안에 갖는 것이므로, 존재자는 독
립적 존재자로 존재하다가, 때때로 운동 상태로 있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운동 중에 있다. 나아가 존재자가 운동한다는 것은 불멸하는 영원한 실체
의 상태가 변화하는(wandeln) 방식으로 운동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퓌시스로부터 그것인 바로 있는 존재자는 존재자로 있으며, 존재자가 있
는 방식은 운동성(Bewegtheit) 속에 본질적으로 체류하는 것이다. 그리고
운동 중에 있는 존재자의 존재 방식은 증가(성장)와 감소(소멸), 그리고
변화의 관점에서 생각된다. (Physik, 192b 13-15, WBPA, 200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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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스토텔레스에게 존재하는 것은 움직여진 것이며, 움직여진 것은
우선은 장소 변화의 관점에서 움직여진 것이다. 그런데 이 경우 장소 변
화는 근대적 의미에서의 ‘공간상의 이동’과 구별된다. 근대적 의미에서 공
간은 시·공간 좌표상의 하나의 ‘질량점’을 의미하고 공간상의 변화는 이러
한 맥락에서는 질량점의 변화를 가리킨다. 나아가 질량점의 변화는 근대
이후 힘이 물리적으로 행사하는 작용의 결과이다.268) 이와 관련하여 존재
자

전체는

‘앞서

계산

가능한

힘들의

연관(ein

vorausberechenbare

Zusammenhang von Kräften)’으로 표상된다. 이와 같이 물리학적 세계 표상
에 따르면, 운동은 원인인 힘으로부터 있는 것이고, 장소 변화는 힘의 작
용의 결과로서 질량점의 변화를 의미한다고 할 때, 존재자의 증가와 감소
와 같은 변화는 해명되지 않는다. 나아가 존재자의 운동이 힘과 관련하여
해명되는 한에서, 힘의 정지 상태를 말하는 것은 힘의 속성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물의 운동을 힘의 작용의 결과로 파악할 때 정지,
소멸 혹은 죽음은 운동에 대한 해명에서 배제된다.
근대 자연과학의 기계적 사고 방식에 따른 장소 이동, 즉 운동에 대한
파악은 여러 가지 움직임 중의 하나를 일반화한 것이라 말할 수 있다. 반
면 아리스토텔스가 장소의 변화라고 말할 때, 장소는 토포스(Topos, 장소)
를 가리킨다. 토포스는 특정한 물체가 거기로 향해 속하게 되는 이러 저
러한 곳(푸 ποῦ)을 말한다.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정지도 운동에 포섭
되며, 어떤 것이 쇠약해 지는 것(das Verkümmern, 소멸함)이 운동 개념으
로 포섭된다. 운동이 확장된 장소의 변화라는 개념으로 이해된다면, 운동
은 어떤 것으로부터 어떤 것으로의 변화(Umschlag)를 아우르는 표현
(WBPA, 203-4)이 되기 때문이다.

퓌시스를 아르케 키네세오스(운동의 시원적 지배)로서 규정하는 곳에서,
268) 근대의 운동 개념이 갖는 ‘힘’과 ‘공간’개념 간의 관계는 다음의 글을 참조하였다.
김국태, 김성환, 이중원 ｢물질과 운동｣,

서양근대철학의 열가지 쟁점 , 서양근대철학

회, 창비, 2004, 14-48쪽 참조. 하이데거가 근대물리학에 대한 해석을 다루는 것은 다음
에서 볼 수 있다. (FT,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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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스토텔레스는 운동의 상이한 방식들, 즉 성장(증가, Mehrung)과 소멸
(감소

Minderung),

변화(Änderung)와

전이(Forthebung),

그리고

전송

(Transport)등을 빼놓지 않고 지적한다. (WBPA, 248, 202)

예컨대 식물과 동물은 운동 중에 있으며, 감소와 정지(Ruhe)도 운동의
한 양식이다. 봄에 활짝 만개한 나무는 가을부터 나뭇잎에 물이 마르고
시들어 초록 잎이 노란색으로 변화한다. 우리는 이 경우 나뭇잎이 증가하
고 쇠약해지는(삭감, das Verkümmern) 방식으로 운동한다고 말할 수 있다.
운동은 어떤 것으로부터 어떤 것으로의 변화라는 넓은 의미로 파악될 수
있기에 말이다.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면 퓌시스는 “스스로를 전개해서
피어나고 자체적으로 소멸함”을 가리킨다. 그렇기에 퓌시스로부터 규정된
존재자는 성장과 소멸의 방식으로 이중적으로 움직여진 것이다. 식물이
싹을 터서 자라나 열매를 맺고 뻗어나가는 동시에 자신의 뿌리 속으로 되
돌아가는 것과 같이 말이다.
하이데거는 ‘스스로를 전개해서 피어나고 자체적으로 소멸함’을 존재
자가 본질적으로 있는 방식으로 간주했으며, 이러한 존재자가 갖는 본질
적인 현성 방식(Wesung)을 퓌시스라고 말한다. (WBPA, 211, 254) 우리는
이로부터 퓌시스에는 생성뿐만 아니라 소멸함(die Entgängnis)이 고유하게
속한다는 사실을 추론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감소, 혹은 소멸’은 부재하
는 방식으로(ab-weisend) 현존(Anwesen)에 속하는 무(das Nichts)이다.
앞서 현재적 현존자의 존속을 거절하는 방식으로 현존하는 무는 최상
의 선사라 말했다. 무가 이와 같이 선사로서 경험된다는 것은 우리의 일
상적인 사물에 대한 경험에서 읽어낼 수 있다. 가령 우리는 단지에 물을
담아 누군가에게 마실 것을 선사한다. 그런데 우리가 단지에 마실 물을
담을 수 있는 것은 단지가 비어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용기는 비어 있음(die Leere)으로서 담는 것일 수 있다. 비어 있음, 즉 단
지에서의 이러한 무(die Leere, dieses Nichts am Krug)가 단지가 담는 그
릇으로서 있는 바 그것이다. (Di, 161)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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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까지의 무에 대한 논의를 정리해보자. 무는 하이데거의 전·후기 사
유를 관통해서 지배하는 문제이지만 각기 다른 방식으로 드러난다. 전기
하이데거 사유에서 ‘무’는 현존재의 존재인 세계 개방성과 관련해서 해명
된다. 즉 무는 현존재의 근본기분인 불안을 통해 개방되는 것으로서 공공
의 세계가 전적으로 무의미한 것으로 전락하는 것이자, 세인-자기가 몰락
하는 것을 가리킨다. 그렇기에 전기 하이데거에게 무는 현존재의 세계 연
관과 실존 방식과 관련해서 논구된다. 반면 후기 사유에서 무는 퓌시스로
서의 존재와의 관련 속에서 해명된다. 퓌시스로서의 존재는 존재자로 있
는 것이자 존재자 전체의 통일을 건네주는 것이다. 그리고 무는 존재자
269) 우리는 여기에서 노자 도덕경 11장에서의 그릇에 대한 비유를 떠올리게 된다.
“三十輻共一轂, 當其無, 有車之用, 埏埴以爲器, 當其無, 有器之用.

鑿戶牖以爲室,

當其無, 有之室用. 故有之以爲利, 無之以爲用(서른 개의 바퀴살이 하나의 바퀴통으로
모여 있으되, 그 중심에 빈 구멍이 있음으로써 수레로 쓰여진다. 찰흙을 이겨 그릇을
만듦에 그 가운데에 빈 곳이 있음으로써 그릇으로 이용되며, 창문을 내어 집을 짓는데
그 속에 빈 공간이 있음으로써 집으로 이용된다. 그러므로 유는 무를 이용해야 이롭게
쓰인다).” 왕필, 왕필의 노자주 , 임채우 옮김, 한길사, 2005, 80-1.
이에 따라면 수레의 바퀴통, 그릇 그리고 집은 비어있기(무) 때문에 그릇으로서 쓰
일 수 있다. 하이데거의 ｢사물｣에서 주전자의 비어있음에 대한 성찰은 도덕경 의 비
어있음에 대한 성찰과 공통점을 볼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추측은 하이데거가 ｢사물｣
저술 당시 이미 도덕경을 심도 깊게 읽고 난 후라는 사실을 고려했을 때, 그리 부당한
추측이 아닐 것이다. 하이데거가 위의 용기의 비어있음에 대해 사유하는 ｢사물｣ 논문
은 1950년의 바이에른 예술아카데미에서의 강연 원고이다. 그리고 Paul Shih-yi Hsiao의
말에 따르면 그는 하이데거를 1946년 봄에 만났고, 그 자리에서 하이데거가 도덕경을
독일어로 함께 번역하자는 제의를 한 바 있다. 물론 그 일은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사
정들로 인해 부득이하게 이루어지지는 못했다고 한다. Paul Shih-yi Hsiao, "Heidegger
and our translation of the Tao Te Ching", Heidegger and Asian Thought, edited by Graham
Parkes, University of Hawaii Press, 1987. 93-6쪽 참조.
그리고 푀겔러는 그릇을 존재로부터가 아니라 비어 있음(die Leere)으로부터 보는 하
이데거의 봄의 방식이 노자의 11장으로부터 뒷받침된다고 논증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서는 다음을 참조하라. Otto Pöggeler, Neue Wege mit Heidegger, Alber, 1992. 394-410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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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의 통일성을 선사하는 것이며, 그렇기에 존재의 존재자 전체에 대한
지배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후기 하이데거에게 무는 존재의
대립개념이 아니라, 존재 내에서 친밀한 통일(die Innigkeit im Seyn)을 갖
는 것으로 경험된다. 다르게는 무는 ‘비어있음’, 즉 공허(die Leere)로서 경
험될 수 있다. 무가 부재자의 현성 방식으로서 비어있음으로 경험되며, 그
러한 비어있음으로부터 현재적 현존자의 현성이 가능하다고 할 때, 부재
로서의 무는 비로소 현존자의 현존의 가능 근거로서 드러날 수 있게 된
다.

2. 존재론적 차이와 생성: 공동체의 삶과 선사의 삶의 가능성
전통 형이상학에 의하면 존재는 근거 혹은 원인으로 이해되었다. 하이
데거에 의하면 아리스토텔레스의 경우 원인은 4원인으로 이해되었으며, 4
원인이 존재자와 관계하는 방식은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을 짐’이라는 특
징을 갖는다. 그러나 이후 아리스토텔레스 해석자들에 의해, 아리스토텔레
스의 4원인에 대한 교설은 ‘제작인’을 중심으로 하는 사유로 전환되었으
며, 무엇보다 ‘책임을 지고 있음’인 원인은 ‘어떤 것을 야기한다’는 의미
로 변형된다. 예컨대 원인은 플라톤이 말하는 데미우르고스 같은 세계 제
작자 혹은 신과 같은 최고의 원인이자 자기 원인으로 해명된다. 나아가
근대 물리학에 의해 존재자 전체가 ‘앞서 계산 가능한 힘들의 연관’으로
표상되고, 라이프니츠 이래로 존재가 ‘힘’으로, 즉 존재자의 내적 원인으
로 해명될 때에도, ‘힘’은 이전의 존재자 전체의 외부로부터 사물 내부로
이전되어 왔을 뿐, 힘은 여전히 존재자를 야기하는 원인으로 상정된다는
점에서, 존재의 본질에 대한 파악 방식은 변화되지 않았다.
존재와 존재자가 이와 같은 원인-작용-맥락으로부터 이해될 때 존재와
존재자의 관계의 고유성은 상실된다. 존재가 양자의 관계에서 일방적으로
규정하는 원인이 될 때 존재자의 있음은 존재 자체의 드러냄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존재자의 고유성은 상실된다. 반대로 존재는 존재자를 통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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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자신을 드러내는 한에서 존재가 무엇이고 어떻게 존재하는가는 존재자
에 대한 해명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렇기에 존재가 갖는 생성과 소멸을
넘어서 있는 절대성은 상실되고 존재자가 된다. 이는 마치 전통 형이상학
의 존재 사유가 역사를 관통해서 불가피하게 반복적으로 부딪히게 되는
탈출구 없는 역설과도 같다.
후기 하이데거에게 존재론적 차이는 존재와 존재자의 차이와 공속의
이중성을 가리킨다. 존재와 존재자의 이중성을 존재자의 견지에서 본다면,
존재자란 원인에로 소급되지 않는 것으로서 그것의 존재와의 차이 속에서
만 그 자체로서 이해될 수 있다. 나아가 존재자를 존재와의 차이 속에서
이해한다는 것은 단적으로 “존재자가 있다”는 사실을 가리킨다. 즉 “존재
자가 있다”는 사실은 존재자가 자신의 체류 기간 동안 머무는 방식으로
존재자가 그 자신에게 적합함(der Fug)을 그 자신에게 주는 것이다. 그러
므로 존재자가 있다는 사실은 인간에게 표상될 수 있는 하나의 대상으로
서 눈 앞에 있는 것을 말하지 않으며, 자신에게 안배된 체류 기간 동안
머묾으로써 그 자신에게 존재를 깃들게 하는 방식으로 있음을 말한다. 그
럴 때에만 존재자는 그때마다의 그러한 본질의 존재자로서도 있을 수 있
다.

그렇게 존재자가 그 자체 적합함(den Fug)를 존재에게 주기 때문에, 존재
자는 그때마다의 그러한 본질의 존재자로서 있다. [···] 즉 그 자체로부터
이제 또한 각각의 그것인 바로 있는 그때마다의 존재자를 있도록 하는
그러한 본질의 존재자이다. (Gb, 119)

반대로 존재와 존재자의 이중성을 존재의 면에서 본다면, 존재는 그것
이 존재 자체라 명명된다 하더라도 언제나 그리고 어디서나 존재자의 존
재를 의미한다. (OVM, 53, 53) 또한 이와 관련하여 하이데거는 다음과 같
이 말하기도 한다. “존재의 사태는 존재자의 존재로 있는 것을 말한다
(Aber die Sache des Seins is es, das Sein des Seienden zu sein. SA, 364).”
또한 하이데거는 ｢시간과 존재｣ 강연에서 ‘존재자 없이 존재를 사유’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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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노력은 형이상학적 사유방식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라 말한다. 그러한
노력은 일종의 형이상학의 극복을 위한 시도이다. 그러나 하이데거가 존
재를 존재자 없이 현성하지 못하는 것으로, 즉 존재를 언제나 존재자의
존재로 사유하는 것은 그러한 형이상학을 극복하기 위한 의도마저도 버리
는 것과 관계된다. 하이데거는 전통 형이상학과 다른 새로운 사유의 패러
다임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그것을 극복하고자 하지 않으며 오히려 형이상
학을 존재 역사의 하나의 국면으로 받아들이는 태도를 보이기 때문이다.
‘존재자의 존재’는 소유격으로 연결되지만 목적격적 소유격으로 이해
되어야 된다. 즉 존재가 존재자를 있게 한다. 그런데 이는 산출하고 작동
하도록 야기한다 혹은 만든다는 의미에서의 있게 함을 말하지 않는다. 서
구 형이상학의 사유 전통은 존재와 존재자의 관계를 제일 원인 혹은 작용
인의 존재자적 제작함(ontisches Machen)과 존재자적 함(ontisches Tun)으로
부터 이해한다. 이러한 사유는 존재를 존재자를 단적으로 초월해 있는 것
으로 이해하는 것을 전제한다. 반면 하이데거에게 존재론적 차이는 존재
가 존재자를 ‘있게 함(sein-lassen)’을 의미하지만, 이 경우 존재와 존재자의
관계는 비-인과적 의미에서의 허락함(Lassen)을 가리킨다. 그리고 하이데
거가 이와 같이 존재론적 차이를 비-인과적 의미에서 해명할 수 있는 것
은 존재가 존재자로 있으며, 그러하기에 존재와 존재자의 관계는 “존재자
가 있다”는 사실 이외의 어떤 다른 것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이다.

존재는 언제나 그리고 어디에서나 존재자의 존재를 의미한다. [···] 존재
는 존재자로 있다(Sein, das Seiendes ist). (OVM, 54, 54)270)

나아가 존재가 존재자를 있도록 ‘허락함’의 사태를 보다 명확히 표현해
보자면, 이는 존재자가 그 자신의 존재를 오래 지속하고자 고집하지 않고,

270) 기존 번역본에 따르면 이 문장은 “존재는 그 자체가 존재하는 것(Seiendes)인 그런
존재를 의미한다”로 번역되어 있다. 필자는 존재와 존재자의 차이와 동일성의 사태를
보다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해 위의 방식으로 번역을 수정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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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으로서의 그 자신의 현성의 본질에 속하는 방식으로 존재의 시원적
지배에로 스스로를 짜맞추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그것이 곧 단적으로
“존재자가 있다”는 사실을 가리킨다.
[이행으로서의 현성의 본질에 속하는] 현존자는 지배에로 스스로를 짜
맞춘다. [현존자의] 현성은 현출함의 사라짐으로의 이행이다. (Gb, 119)

존재자가 존재에 스스로를 짜맞추는 방식으로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존
재자가 그 자신에 고유하게 안배된 시간 동안에 머문다는 것을 말한다.
하이데거에게 각각의 사물은 그 자신의 시간을 갖는다. 그때마다 머무르
는 각각의 사물은 그 자신에게 적합한 [적합하게 할당된] 시간 동안
(während der ihm zugemessenen Zeit) 머문다. (ZS, 2).
그러나 존재자는 퓌시스의 지배에 스스로를 짜맞추는 방식으로 있는가
하면 동시에 그 자신의 존속을 완강하게 고집하고자 하는 것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 존재자는 아르케, 즉 한계를 거절하는 아페이론(a-peiron)인 퓌
시스의 지배와 반대되는 것으로서 그 자신의 본질에 반하여 현성하는 것
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존재자가 있다”는 사실은 존재자가 그 자신의 존
속을 고집하지 않는 방식으로 견뎌냄으로 있는 것을 말한다.

현존자의 현존은 그러한 견뎌냄(solches Verwinden)으로 있다(ist). (SA
363)271) [···] 이러한 견뎌냄은 그때마다-머무르는 것이 적합함(Fug)을 속
하게 하고, 그와 함께 서로를 배려함으로써 수행된다. 적합함은 카타 토
크레온, 다시 말해서 크레온 [퓌시스]에 따라 존재한다. (SA, 363, 532)
[···] 존재자가 있다는 사실(Daß das Seiendes ist, das sagt, das Sein selbst
ist Verweilung, Anwesung)은 존재 자체가 [자신에게 안배된 때에 맞도록
] 머무름, 즉 현성함을 가리킨다. (Gb, 121)

271) 다른 말로, 신상희는 이를 “현존자의 현존은 이러한 극복의 과정이다”라고 번역한다.
신상희 옮김, 5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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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후기 하이데거는 존재론적 차이, 혹은 차-이를 존재와 존재자
의 차이의 이중성, 즉 존재를 존재자와의 차이에서, 존재자를 존재와의 차
이에서 경험하는 것을 말한다.272)

하이데거에 의하면 존재와 존재자의 이중성의 사태, 즉 존재론적 차이
는 ‘토끼와 고슴도치’의 우화에 나오는 “내가 벌써 와 있었지(Ick bünn all
hier)”라고 말하는 고슴도치의 이야기273)와 유사하다. 우화에서 고슴도치는
토끼와 달리기를 해서 매번 이길 수 있었는데, 그 이유는 토끼와의 달리
기에서 질 것이 분명한 고슴도치의 묘안 덕분이었다. 고슴도치 남편은 달
리기 출발선에서 토끼와 함께 출발하고 도착점에서 고슴도치 아내가 기다
리다가 “내가 벌써 있었지”라고 외치는 것이다. 고슴도치가 “내가 벌써
272) 존재론적 차이를 이렇게 이해했을 때, 아낙시만드로스 잠언의 두 번째 문장을 두 저
서에게 각기 다르게 말하는 하이데거의 말을 모순 없이 읽을 수 있다. 아낙시만드로스
잠언의 두 번째 문장은 다음과 같다. “강제적인 곤궁에 따라 그것 [동일한 것]이 저 현
존자 자체에게 [자신으로부터] 적합함을 주고, 또한 [시간을 통해 시간적인 것을 안배
함으로써] 부적합함을 견뎌내는 가운데 하나가 다른 하나를 인정 [배려]하도록 한다.”
하이데거는 1941년도 강의록인 근본개념들 2부에서 아낙시만드로스 잠언의 두 번째
문장을 “존재자에 대해서만 말한다.” (Gb, 118)고 서술한다. 그런가 하면 1946년도 저서
인 ｢아낙시만드로서의 잠언｣에서 하이데거는 잠언의 두 번째 문장을 “현존자의 현존에
관해서 해명한다” (SA, 362, 530)고 말한다.
존재와 존재자의 이중성의 사태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하이데거가 마치 비슷한 시
기에 하나의 문장의 해석을 통해서 존재, 존재자 그리고 양자의 관계에 대해서 각기
다른 해석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자는 잠언의 두 번째 문장을 존재자에
대해, 그리고 후자는 존재자의 존재에 대해 말하는 것이라 서술하니 말이다. 그러나 두
문장은 존재와 존재자의 차이와 공속의 이중성이라는 하나의 사태에 대한 다른 표현일
뿐이다. 잠언이 ‘존재자에 대해서만 말한다’고 할 때, 존재자는 “존재자가 있음”의 견
지에서, 즉 존재자가 그 자신의 존재를 오래 지속하고자 고집하지 않고, 이행으로서의
그 자신의 존재의 본질에 속하는 방식으로 있음을 의미한다. 마찬가지로 두 번째 문장
이 “현존자의 현존에 관해서 해명한다”고 하는 것은 현존자가 현출함에서 사라짐으로
이행하는 방식으로 존재자 전체의 존재인 본래적 시간의 시원적 지배에 스스로를 맞추
는 방식으로 있음을 말한다.
273) OVM, 54, 54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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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있었지”라며 달리기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고슴도치 아내와 남편
사이의 차이 덕분이었다. 이와 유비적으로 존재는 존재자와의 차이 덕분
으로, 그리고 존재자는 존재와의 차이 덕분으로 있으며, 이러한 존재와 존
재자의 이중성의 펼침에서는 차-이가 앞서 그러면서도 함께 발견된다는
것이다.
나아가 존재와 존재자의 차-이는 존재자 전체의 존재의 지배, 즉 에어
아이크니스와 관련해서 물어진다. 그리고 에어아이크니스로부터 고려했을
때 존재와 존재자의 차-이는 세계와 사물의 관계에서 물어지게 된다. 차이에 대한 존재자 전체의 존재, 즉 에어아이크니스의 지배는 차-이 외부
의 제 삼자 혹은 최종 심급과 같은 것으로 차-이를 규제하고 야기하는 것
이 아니라 그 자체 존재와 존재자의 이중성의 사태 관계를 가리킨다. 그
런데 세계와 사물의 관계는 양자의 겹쳐짐과 펼침의 나름으로 해명되며,
그 관계의 내밀한 통일이자 중심은 세계와 사물의 차이 자체의 전개 운동
인 에어아이크니스를 가리킨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러한 세계와 사물의
겹쳐짐과 펼침의 전개에는 사물 전체의 연관, 즉 존재자 전체의 짜임
(Fügung)이 함께 깃들어 있다. 미미한 하나의 사물은 그 속에 사물 전체의
연관으로서의 세계를 담고 있으며, 세계는 그러한 보잘것없는 사물 속에
서 사물 전체의 연관을 통일시키기 때문이다. 즉 세계와 사물의 관계는
서로가 서로에게 빚을 지우는 방식으로, 서로를 본질에로 엮는 존재자 전
체의 짜임(Fugüng, HHA, 100)을 빚어내기에 말이다. 결론적으로 존재자
전체의 짜임은 세계와 사물의 서로 나눔과 통일의 상생 작용으로부터 있
는 것이기에, 존재(das Seyn)는 존재자 전체의 틈새이자 이음매(die Fuge),
즉 차이이자 통일로서 있다고 말할 수 있다.274)
이와 같은 세계와 사물의 관계는 선행하는 원인으로부터 있지 않은 구
체적인 개별 사물과 세계의 관계의 산물이기에 다른 어떤 관계와도 비교
가 불가능한, 그때마다 매번 유일무이한 관계(eine einzige Beziehung)로서
있다. 즉 그것이 존재 자체의 유일무이함(zur Einzigkeit des Seins selbst.
274) HHA, 99-100쪽 참조, 136-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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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 366, 537)에 속한다. 결과적으로 존재자의 있음, 혹은 사물의 있음은
선행하는 원인으로부터 야기된 것으로 환원될 수 없는 것으로 매번 새로
운 것이다.275)

어떤 선행하는 다른 것의 결과로서 환원되어질 수 없는 것에는 원인이
결여되어 있다. (Gb, 56.2) [···] 모든 날은 마치 매일 매일이 첫 날인 것
처럼 있다. (GA40, 104)

이와 관련하여 후기 하이데거에게 무는 존재자의 존재의 거절이자, 존
재의 최고의 선사를 가리킨다.276) 존재자가 있다는 사실은 존재자가 최상
위의 법칙(das höchste Gesetz)으로서의 본래적 시간의 지배에 응하는 한에
서 고유하게 있음을 의미한다. 나아가 존재자가 본래적 시간의 지배에 응
하는 방식으로 있음은 존재자가 비은폐성으로 현출하고 다시 은폐성에로
소멸하는 방식으로 이행하는 그때마다 머무르는 것(das Je-weilige, SA,
350, 513)으로 있음으로서만 가능하다. 현재적 현존자가 잠시 동안 머무를
때, 과거적 현존재와 미래적 현존자를 위한 자리가 안배될 수 있듯이 말
이다. 그렇기에 존재자의 존재, 즉 존재자가 있다는 사실은 ‘지속적인 사
라짐(die Ständigkeit des Vergehens)’, 즉 소멸과 함께 사유된다. 이때 사라
짐 혹은 소멸함(vergehen)은 소멸해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verschwinden),
그래서 무상한 것으로 생각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존재자 전체의 내적
275) 그러나 존재자 전체의 순수한 연관 그 자체는 숨겨지고 은닉되는 것이다. 그것은 다
만 미미하고 소박한 매번 새로운 것으로서 사물 속에서 드러날 뿐이다. 나아가 그 매
번 새로운 것의 도래는 인간이 자신의 본질을 ‘죽을 자’로서 깨달을 수 있을 때에 고
유하게 도래할 수 있다. 그런 한에서 에어아이크니스는 존재와 시간 그리고 존재와 인
간의 본래적인 관련 속에서 도래한다.
276) 무는 하이데거의 전·후기 사유를 관통해서 지배하는 문제이자, 전기 하이데거 사유
에서 ‘무’가 철저하게 ‘불안’이라는 현존재의 근본기분과 짝을 이루어 해명되는 반면,
후기 사유에서 무는 부재, 소멸, 나아가 비어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존재와 존재자의
차-이 자체의 자기 전개 운동의 근거로서 해명된다. 즉 무는 소멸 안에서의 생성을 의
미하는 존재론적 차이의 자기 전개 운동, 즉 퓌시스와의 관계 속에서 논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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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을 담지한다. 세계와 사물의 내밀한 통일과 나눔은 존재와 시간의 관
련으로서의 에어아이크니스, 즉 서로가 고유하게 있게 됨을 허락하는 방
식으로 서로에게 속하게 함 (gehören lassen, Ereignis)을 가리킨다. 이 속에
서 존재와 시간의 관련은 더 이상 현재하지 않거나 아직 현재하지 않는
부재하는 것으로서의 무와 함께 작용한다. 결론적으로 후기 하이데거에게
존재와 존재자의 차-이와 무 사이의 관계는 차-이가 부재로서의 무로부터
만 있는 관계이다. 다시 말해서 후기 하이데거에게 차-이와 무는 세계와
사물의 서로 나눔과 통일의 상생 작용, 즉 생성에 공속한다.
사물들이 부재와 친밀한 이행으로 있는 것으로 경험될 때, 즉 생과 소
멸이 그것의 내적 통일성 속에서 사유될 때, 우리들에게 부재하는 것들,
가령 약함, 질병, 늙음, 그리고 죽음 등이 새롭게 경험될 수 있다. 그리고
생성에 대해 사유는 그러한 존재의 놀이를 회상하고 감사하는 방식으로,
나아가 그러한 놀이 속에서 부재가 틈입해 들어오는 것을 내버려두는 것
으로 이해될 수 있다.
앞서 본 논고는 생성의 철학으로 대변되는 니체의 형이상학이 전제하
는 생성과 무의 이분법, 그리고 이 속에서 무와 소멸에 대한 적대적인 태
도를 살펴 본 바 있다. 그러나 생성과 소멸, 즉 생과 죽음이 이분법적으로
구분되고, 무와 소멸이 연약하고 병들고, 그렇기에 생의 의지를 갉아먹는
것으로 표상될 때, 그러한 형이상학적 세계관으로부터 지배되는 사회는
생의 약동만을 최고의 가치로 표상하는 사회가 된다. 그 사회가 생의 약
동만을 최고의 가치로 표상할 때, 그리고 생과 젊음과 같은 긍정적 힘이
최고의 가치로 간주되는 사회에서 죽음, 늙음과 나약함은 존재의 저편으
로 내몰린다.277)
277) 이와 관련하여 니체에게 예술은 생을 자극하고 고양하는 것, 즉 생의 자극제이다. 예
술은 생성을 존재로, 즉 영원한 생으로 변용하는 것이며, 예술가는 생성하는 것에게서
최대의 것을 뽑아냄으로써 생의 진정한 형식을 발견하는 자이다. 그런데 니체에 의하
면 이러한 생의 최대의 것을 뽑아내는 예술가에게는 청춘과 봄(Jugend und Frühling, N,
135, 138)이 고유하게 속한다. 이는 니체의 사유가 어느 정도 삶의 의욕을 최대한으로
발휘하는 생의 한가운데에 있는 청춘, 즉 젊은 생을 긍정하는 사유인가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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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개인의 삶에서 죽음은 생에 부재하는 것이면서도 끊임없이 생
을 전체화시켜 더 좋은 삶의 가능성을 모색하도록 강제하는 것이다. 늙음
과 나약함은 아직 있지 않은 것으로, 혹은 지속적으로 부정되는 방식으로
부재하지만, 동시에 현존한다. 나아가 늙음과 나약함은 인간으로 하여금
그 자신이 타자와 다른 여타의 존재자에 빚을 지고 있는 방식으로만 존재
할 수 있다는 점을 일깨우도록 한다. 때문에 죽음, 나약함, 늙음 등의 가
치는 생을 갉아먹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생을 지탱하는 본질적인 것으로,
즉 잘 사는 법에 대한 성찰을 선사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를 통
해 인간의 자기에 대한 이해와 타인과의 관계에 대한 이해, 그렇기에 공
동체 내에서의 삶에 대한 이해는 달라질 수 있다.

2장 연구의 정리
본 논문은 하이데거의 전·후기 사유를 존재론적 차이와 무의 사유로
각기 재구성함으로써, 하이데거의 전·후기 사유를 통합적이고 연속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야를 제공하고, 차이와 무라는 핵심 개념을 중심으로
서구 형이상학적 사유 전통과의 대비 속에서 하이데거의 존재 사유의 고
유성을 제시해 보고자 했다. 나아가 하이데거 사유의 고유성을 존재론적
차이와 무의 관계 자체에 초점을 맞추어 해석함으로써 서구 형이상학적
사유 전통과 다른 ‘부재에 근거하는 생성의 사유의 길’을 모색하고자 했
다. 논문은 크게 전기 하이데거의 존재론적 차이와 무를 분석하는 2부의
논의와 후기 하이데거의 존재론적 차이를 분석하는 3부의 논의로 구성되
었다. 그리고 2부와 3부의 논의를 토대로 하여 4부에서 무와의 관계 속에
서 ‘생성’의 문제를 다루어 보았다. 각론에서 다룬 논의의 쟁점 사항을 개
괄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필자는 전기 하이데거의 존재론적 차이를 실존이 매개되는 세계
와 존재자의 차이로, 그리고 후기 사유를 존재와 존재자의 이중성의 펼침
이자, 세계와 사물의 통일과 차-이의 놀이로 해명해 보았다. 그리고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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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해석에 대해서 제기될 수 있는 반론들을 검토해 보았다.
많은 하이데거 연구자들에 의해 전기 하이데거의 존재 사유는 현존재
를 중심으로 하는 주체성의 형이상학이며, 후기 하이데거의 사유는 이를
극복한 존재 자체의 진리의 드러남에 대한 사유로 전개된다는 점에서, 후
기 사유에 이르러 비로소 전기 하이데거의 주체성의 형이상학은 극복되는
것으로 평가되어 왔다. 대표적으로 이러한 해석은 전기 하이데거의 존재
사유를 주체로서의 현존재가 세계를 건립하며, 이를 통해 존재자가 개방
된다고 해석하는 입장으로, 그리고 후기 하이데거의 존재 사유를 존재 자
체에 대한 사유로 해석하는 입장으로 전개된다. 그리고 후기 하이데거의
존재 사유를 존재 자체에 대한 사유로 해석함으로써 전·후기 하이데거 사
유의 불연속성을 주장하는 입장은 하이데거의 존재 사유를 비판적으로 해
석하는 입장의 주요 논거로 작용해 왔다.
기존의 하이데거의 전·후기 사유를 불연속적 관계로 해석하는 논의들
에 따르면 전기 하이데거에게서 ‘현존재를 통해 존재에로 이르는 사유의
길’은 후기 사유에서 포기된다. 이에 필자는 현존재를 통해 존재에로 이
르는 사유의 길은 후기 하이데거의 사유에서 ‘존재와 사유의 관계’를 통
해 여전히 지배적인 문제로서 등장한다는 점을 제시해 보았다.
나아가 전·후기 하이데거 사유 간의 불연속적인 전회를 주장하는 입장
은 자칫 하이데거의 전기 사유에서의 ‘현존재’와 후기 사유에서의 ‘존재’
를 마치 존재자 외부의 의미를 부여하는 의미의 근거이자 존재자의 생성
과 운동을 야기한다는 의미에서의 원인과 같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문제점을 갖게 됨을 보이고자 했다. 존재와 존재자의 관계를 의미를 부여
하는 것과 의미가 부여된 것 간의 관계로, 그리고 작용의 원인과 그러한
원인으로부터 결과지어진 것 간의 관계로 파악하는 입장은 존재자 전체를
원인이라고 하는 동일자의 작용의 산물로 간주하는 형이상학적 시야를 암
암리에 끌어들일 수 있다.
무엇보다 본 논고는 이러한 해석을 통해서는 전기 하이데거에게서 현
존재의 존재 개시성에서에서 개방되는 존재의 소여성의 측면이 소멸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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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린다는 점을 제시하고자 했다. 존재의 소여성은 전기 하이데거의 사유
에서 세계 자체의 개방성으로 논의되며, 이 속에서만 존재자 자체의 개방
성이 해명될 수 있기 때문에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이다. 그리고 존재자 자
체의 개방성은 인간이 자신의 삶의 목적을 위해 구상하거나 설립할 수 없
는 것으로서 인간을 포함한 존재자들이 생을 유지하기 위해 따라야 하는
일종의 퓌시스로서의 자연이 갖는 최상위의 법칙과 같은 것이기 때문이
다. 그런데 이러한 세계와 존재자의 개방성은 현존재의 세계로의 초월의
근거인 현존재의 자유가 갖는 유한성을 통해서만 고유하게 드러난다. 나
아가 본 논고는 전기 사유를 주체성을 형이상학으로 규정하는 입장에서는
비본래적 현존재와 본래적 현존재의 실존 방식의 차이와 그러한 본래적
현존재로부터 개방되는 세계와 존재자의 문제 자체가 소멸된다는 점을 드
러내고자 했다. 세계로부터 개방되는 존재자 자체는 퓌시스를 가리킨다.
이와 관련하여 존재에 대한 형이상학적 표상을 통해서는 후기 하이데거
사유에서 퓌시스로 이해되는 존재자의 생성과 소멸의 운동을 고유하게 해
석할 수 없는 제한적 해석임을 제시하려 했다.
둘째, 앞서 필자의 해석은 전·후기 하이데거의 사유를 내재적 연속성을
갖는 것으로 해석할 때 성립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논문 2부의 2장에서
는 전·후기 하이데거의 전회를 내재적 연속성을 갖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논거들을 제시해 보았다. 우선 전기 하이데거에게 문제가 되는 사유의 사
태가 현존재의 초월로부터 개방되는 세계와 존재자 자체이며, 후기 하이
데거의 사유의 사태가 존재와 존재자의 이중성의 펼침이자, 나아가 세계
와 사물이 서로 건네는 통일과 차-이의 운동이라고 할 때, 전·후기 하이데
거 사유의 사태가 갖는 연속성을 제시해 보고자 했다. 단적으로 전기 하
이데거에게서 존재 개시성을 갖는 현존재와 후기 하이데거에게 사유되는
‘죽을 수 있는 자’인 인간이 갖는 존재자 전체와의 연관이 갖는 공통점을
제시해 보고자 했다. 특히 이를 위해서 전기 하이데거의 존재 개시성이
던져져 있는 기투라는 측면과 기투의 근거가 되는 자유가 유한한 자유임
을 논거로서 제시했다. 나아가 전·후기 하이데거에게 다루어지는 세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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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성을 갖는 것임을 제시해 보고자 했다. 이를 위해서 세인-자기로부터
자기를 비로소 회복한 현-존재로부터 개방되는 자기세계는 존재자 전체의
개방성의 장으로서의 세계 자체와 모순되지 않음을 논거로 제시해 보았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초존재론적 입장에서 서술된 WM에서 현존재의
불안에서 무로부터 개방되는 단적인 타자로서의 존재자 자체는 후기 하이
데거의 고유한 주제인 퓌시스로서의 존재와 함께 독해될 때만 그 의미가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점에서, 전·후기 하이데거의 사유 간의 이행이 필요
함을 해명해 보았다.
나아가 전·후기 하이데거의 사유는 방법론의 측면에서 차이를 갖는다
는 점을 제시해 보았다. 전기 하이데거의 방법론이 근대 형이상학의 초월
론적 철학의 전통으로부터 여전히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으로부터, 전·후
기 하이데거의 사유 방법의 변화를 해명해 보고자 했다. 현존재의 실존적
이고 존재적인 이해와 해석(Auslegung)과 이에 대한 실존론적이고 존재론
적 해석(Interpretation)의 관계가 ‘사유의 사태’와 ‘서술’의 관계라 한다면,
후자의 서술 방식은 모든 존재론적 연구를 위한 지평 마련이라는 기초적
존재론의 성격을 갖는 것임을 제시해 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존재론
적 탐구의 가능성의 조건들을 확보하고자 하는 기초존재론은 후기 하이데
거에게서 포기되는 사유 방법임을 제시해 보고자 했다. 나아가 전기 하이
데거에게 현존재의 현상학이 곧 기초존재론을 마련하는 해석학과 동일한
것이라고 한다면, 후기 하이데거에게 학문 방법론으로서의 현상학은 사유
의 사태에 따라 때때로 변화하며, 그러한 변화를 통해서만 사유의 가능성
으로 있다는 의미에서의 현상학임을 제시해 보았다. 필자의 전·후기 하이
데거의 내재적 변화에 대한 이러한 해석은 1) 전·후기 하이데거의 사유
방법의 불연속성과 2) 사유의 사태의 연속성의 측면을 해명하는 방식으로
전개되었다.
마지막으로, 이 논문의 4부에서는 무를 존재론적 차이의 근거로 해명
했다. 그리고 이러한 존재론적 차이와 무의 관계에 대한 해명을 통해서
양자의 관계 자체를 ‘부재에 근거하는 생성’의 사유로 정식화하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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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러한 부재에 근거하는 생성의 사유가 가질 수 있는 실천적 함축
을 서구 근대 형이상학의 생성의 존재론과 대비해서 보이고자 했다. 단적
으로 헤겔과 니체는 서구 형이상학 내에서 존재와 생성의 독단적 이분법
이라는 문제로부터 자신의 사유를 출발한 사상가들이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생성의 존재론은 헤겔과 니체, 혹은 그들의 사유를 계승하는 사상
가들의 의해 독점적으로 대변된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헤겔
과 니체의 생성의 존재론이 어떤 것을 야기하는 원인으로서의 존재와 그
로부터 야기되는 존재자의 관계로부터 존재론을 전개하는 한에서, 그 속
에서 무는 정신의 자기 전개 운동(헤겔) 혹은 생의 자기 전개 운동(니체)
에로 복속되며, 단적으로 니체의 생성의 존재론은 결과적으로 생의 의지
의 강화와 팽창의 논리가 됨을 입증하고자 했다. 반면 하이데거의 소멸
속에서의 생성의 사유는 이와 다른 공동체의 삶과 선사의 삶의 가능성이
라는 실천적 함축을 가질 수 있음을 제시해 보고자 했다.
기존 연구자들의 존재론적 차이에 대한 해석이 하이데거의 전기 사유
나 후기 사유에만 배타적으로 해당되거나, 혹은 전·후기 존재론적 차이의
사유가 갖는 단절과 그러한 단절 속에서도 유지되는 연속성을 내재적으로
일관성 있게 고려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존재론적 차이를 전·후기 사
유 전체를 관통하는 문제로 재구성하는 본 논문의 작업은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존재론적 차이가 무와의 관계 속에서만 그것의
고유한 의미가 드러나는 것으로 검토한 점은 본 논문의 작은 기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하이데거의 존재론을 ‘부재에 근거하는
생성의 사유’에 대한 논의로 첨예화하는 논의는 주제 자체가 갖는 유의미
성에도 불구하고, 본 논문에서 불충분하게 다루어졌다. 특히나 존재론적
차이와 무를 하이데거의 텍스트에 대한 내재적 해석과 재구성 작업에 기
초해서 다루는 논의가 ‘생성’이라는 문제 자체를 고찰하는 4부의 논의의
토대가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작 주제적으로 유의미하게 접근되어야
하는 4부가 불충분하게 다루어졌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필자는
‘부재에 근거하는 생성’의 사유를 주제적으로 그리고 밀도 있게 고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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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을 추후의 연구 과제로 삼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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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relation of
ontological difference to nothing
Seo Young-Hwa
Department of Philosophy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rimary aim of this thesis is to interpret Heidegger's thought of Being
as the thought of ontological difference and of nothing. This work consists of
dividing Heidegger's thought into the earlier period and the later period, and
of explicating it on the ground of the immanent continuity between two
period. This interpretation makes it possible to understand his thought of
Being as that of becoming based on the absence.
The preceding interpreters take the conversion(Kehre) in Heidegger's
thought of Being as a discontinuity drawing a line between his earlier and
later thought. Some of them hold that his earlier thought stands on the
modern metaphysics of subjectivity(in case of W. Schulz, W. Richardson, K.
Held, A. Rosales). Others take it that the metaphysics of subjectivity, which
is regarded as characterizing his earlier thought, can be overcome when truth
of Being is thought from Being itself after the conversion. Since the problem
of the ontological difference is dealt with within the scope of that of Being,
the foregoing interpretations of the ontological difference share the follow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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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uppositions: In Heidegger's earlier thought, the ontological difference
means the difference between world and beings. Also, world is the product
of being-there(Dasein)'s constitution. Based on the subject's constitution,
beings can be. On the other hand, the ontological difference in Heidegger's
later thought indicates the difference between Being and beings and beings
can be in virtue of Being itself. The interpretation that Heidegger's later
thought is the thought of Being itself is employed as the ground for the
critical opinion raised by J.-L. Marion and J. Derrida. According to them,
Heidegger's later thought of Being is the thought of the One or the same,
which is nothing but God in the tradition of the western metaphysical
thought.
This dissertation intends to show the following: the preceding studies
presuppose that being-there and Being itself are respectively taking the center
of Heidegger's earlier and later thought on the ontological difference. This
presupposition can imply that being-there in the earlier period of his thought
is the only ground of meaning of Being, and that Being itself in his later
period is the external cause and the ground such as God. According to this
the external or internal cause. Consequently this view fails to explicate the
givenness of Being in terms of the earlier thought and the characteristics of
physics, that is, the change of becoming and extinction based on the internal
relation between Being and beings in terms of Heidegger's later thought.
The ontological difference is Heidegger's own concept as the counterpart
to

the

ontological

distinction(die

ontologische

Unterscheidung)

between

essence(essentia) and the real(existentia) in the traditional western metaphysical
thought. In his earlier philosophy, the ontological difference means the
difference between world and beings. The matter of existence and of who
being-there is has become major

issues in the ontological difference.

According to some of the aforementioned interpretations on the re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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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tween world and beings, world is regarded as the product of subject's
constitution. But these interpretations

have difficulty giving a decisive

understanding of the givenness of Being and of the difference between
authentic and inauthentic being-there, which cannot be reduced to the
constitution of subject. Concerning this issue, this thesis shows that the
givinness of Being is one of the intrinsic issues of the earlier period of
Heidegger's phenomenology, and that it can be elucidated through the finitude
of being-there's freedom in being-there's transcendence into world.
In Heidegger's later thought, the ontological difference emerges as a
pivotal notion, which is a notable change compared with its status in his
earlier thought. Being and beings are different. But, at the same time, they
are the one and the same. But this interpretation faces some objections.
According to them, Heidegger makes a central issue not beings but Being.
Also, he takes the Being itself as being different from the traditional western
metaphysics. But we should not overlook that Being is not external to or
behind beings just as the highest beings is. This thesis elucidates that Being
and beings are different and also the same, by focusing on non-metaphysical
meaning of relation between them.
For metaphysical thought, the relation between Being and beings is
interpreted within the frame of causal meaning based on the ontic making or
ontic doing. For example, the relation between Being and beings in the
ancient philosophy and the medieval theology was thought as 'the relation
between creator and creation'. Moreover, for Hegel, as the consolidator of
western metaphysics, the relation was elucidated through the mutual relation
between the highest cause grounding(die Gründung) the beings-in-their-totality
and an absolute foundation(die absolute Begründung) of ontic making of God.
Also, when it comes to the technological era, which is rooted in the western
metaphysics about the relation between Being and beings, human beings h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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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osition of forming all creation. In this case, Being is the highest cause
in the sense of ontic making(Machen) and in the sense of the transcendental
enabling(das Ermöglichen). As the result, the beings-in-their-totality becomes
the products of the causal doing by God or the Same. Furthermore, I showed
that nothing is regarded as the non-beings, as long as beings-in-their-totality
is interpreted as the products of ontic making by the highest cause, and that
the interpretation of nothing in the western metaphysics leads to nihilism or
overcoming nihilism(in case of Nietzsche) as its conclusion.
Meanwhile, for Heidegger's later thought, the difference of Being and
beings has non-causal meaning of "Letting(das Lassen)". The ontological
difference is explained in terms of the mutual and internal way unfolding the
twofold of Being and beings, on the one hand, and world and things, on the
other hand. In this case, differentiation(Unter-shied) is not the third thing
mediating the twofold of world and things later, but the mutual and internal
way of being conjoining the twofold of world and things, that is, "letting"
such as the being apart(das Aus-einander) and the being toward each
other(das Zu-einander) of world and things. Moreover, I clarified the
relation between beings and Being in connection with the unity of the
beings-in-their-totality.
beings-in-their-tot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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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endental ability of human intelligence, but is grounded on the
autogenous play(Spiel) of beings and Being. From this, I interpreted the
ontological difference as letting and giving/givenness in the internal
connection with difference and the sameness of Being and beings.
Moreover, this thesis interprets nothing in connection with the ontological
difference. Nothing in Heidegger's earlier philosophy is dealt with in the
context of being-there's relevance to world and being-there's existence. Also,
nothing in Heidegger's later thought means the extinction, absence, 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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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ptiness. Consequently, nothing can be interpreted as the ground of
unfolding of differentiation itself.
At last, the issue of this thesis is the relation itself between the
ontological difference and noth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ontological
difference and nothing are disclosed when they are considered together.
Moreover, the reason I focus on the relation itself is that it makes possible
to affirm becoming in the sense of non-causal meaning of letting, which is
different from the way of the western metaphysics. If nothing can be
interpreted as the absence and extinction of beings, and if it is also
understood as the ground of unfolding of differentiation itself, we can infer
the thought of 'becoming in the extinction", that is, becoming based on the
absence. Based on this, I argued that the thought of becoming regarding
absence as the essential ground of it can present the introspection about way
of well being.
keywords : ontological difference, the differentiation, physics, twofold of
Being and beings, world and things, non-causal meaning of letting,
nothing, becoming on the ground of abs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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