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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이 글은 유식불교의 삼성설과 현존재의 실존방식에 대한 초기 하이
데거의 분석을 서로 비교하는 것을 목표하고 있다. 필자는 이러한 연구를 정은
해의 ｢불교의 두 주요 개념인 진여와 윤회의 시간론적 해석｣와 권순홍의 연구
유식불교의 거울로 본 하이데거와 비판적으로 대결하는 방식으로 수행했다.
필자는 변계소집성을 비본래적 실존에, 원성실성을 본래적 실존에 상응하는
것으로 보는 정은해의 견해에 기본적으로 동의한다. 그러나 정은해의 견해는
상당히 혼란스럽게 개진되고 있는 면이 있다. 필자는 정은해의 견해에 대한 비
판적 검토를 통해서 정은해의 견해가 지향하고 있다는 생각되는 사태를 보다
분명하게 개진하는 방식으로 필자의 견해를 제시해 보았다. 권순홍은 변계소
집성을 비본래적 실존에 상응하는 것으로 보면서도 본래적인 실존에 상응하는
것을 원성실성이 아니라 의타기성으로 보고 있다. 필자는 또한 이러한 견해가
갖는 문제점을 상세히 검토하는 방식으로 필자의 견해를 개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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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면서
하이데거와 불교의 비교 연구는 국내에서도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서 행
해졌다. 이러한 연구는 크게 둘로 나누어질 수 있다. 그 하나는 하이데거와
불교 사이에 본질적인 유사성이 있다고 보는 입장이다. 이러한 입장에서는
초기 하이데거가 말하는 본래적인 실존이나 후기 하이데거가 말하는 ‘존재
의 소리에 대한 청종’에는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이 상응한다고 본다. 다
른 하나는 하이데거와 불교 사이에 일정한 유사성이 존재한다고 보면서도
하이데거의 사상은 어디까지나 철학이고 불교는 종교인 이상 양자 사이에
는 넘어설 수 없는 간극이 존재한다고 본다. 이러한 입장에서는 하이데거가
말하는 본래적 실존이나 ‘존재의 소리에 대한 청종’과 불교의 깨달음 사이
에는 본질적인 연관이 없다고 본다.
전자의 입장을 취하는 연구자들로는 고형곤, 김형효, 김진, 김종욱, 정은
해, 문동규, 서용석⋅정혜정, 박찬국 등이 있으며, 후자의 입장을 취하는 연
구자들로는 권순홍과 서동은을 들 수 있다. 고형곤은 일찍이 하이데거의 후
기 사상을 선사상과 근본적으로 유사하다고 보면서 하이데거의 사상을 선
의 언어로 해석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 고형곤은 후기 하이데거가 말하는
존재의 소리에 대한 청종은 선불교에서의 깨달음에 상응한다고 보는 것이
다. 김형효는 존재와 시간을 중심으로 한 초기 하이데거의 사상은 유식
불교에 상응하며 후기 하이데거의 사상은 화엄 사상에 상응한다고 본다. 김
형효는 초기 하이데거가 말하는 본래적인 실존에는 유식불교에서 말하는
원성실성이 상응하며 후기 하이데거가 말하는 존재의 진리에는 화엄적 진
여가 상응한다고 보는 것이다.1) 김진은 ｢하이데거와 불교적 사유｣에서 “하
이데거의 경우에 현존재가 본래성과 비본래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처
럼 불교의 경우에도 인간은 불성과 중생의 가능적 존재를 동시에 가지고 있
는 존재자로 규정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2) 정은해는 ｢하이데거와 선불
교의 비교연구 현황과 향후과제｣와 ｢불교의 두 주요 개념인 진여와 윤회의
1) 김형효, 하이데거와 마음의 철학, 청계, 2000, 405쪽 참조.
2) 김진, ｢하이데거와 불교적 사유｣, 철학논총, 제35집 2004, 제1권, 128쪽 참조.

유식불교의 삼성설과 하이데거의 실존방식 분석의 비교

69

시간론적 해석｣에서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의 시간성에는 하이데거의 비본
래적 시간성(예기적-망각적-현재화)이, 열반의 시간에는 하이데거의 본래
적 시간성(선구적-회복적-순간)이 상응한다고 말하고 있다.3) 이와 함께 정
은해는 하이데거가 말하는 현존재의 본래적 현재인 순간이 현존재의 자기
성(Selbstheit)이 확보되는 순간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순간을 ‘순간적 깨달
음’(Augenblick), ‘자성을 보는 깨달음의 순간’, ‘돈오의 순간’으로 보는 김
형효의 견해를 탁견으로 본다.4) 문동규 역시 조선시대의 선승인 “지엄이
그리는 ‘깨달음의 세계’와 하이데거가 보여주는 ‘본래적인 실존의 세계’가
비슷한 관계”라고 말하고 있다.5) 서용석⋅정혜정 역시 하이데거의 본래적
실존이 불교의 무아에 상응한다고 보고 있다.6)
이렇게 불교와 하이데거 철학 사이에 근본적인 유사성을 인정하는 연구
자들과는 달리 권순홍은 유식불교의 거울로 본 하이데거에서 “본래적인
자기로의 실존적 변양을 진여나 불성의 체득 등으로까지 해석할 수 있는 여
지는 현존재의 실존론적 분석론 어디에도 없다”고7) 말하고 있다. 이와 동
시에 그는 “중생이 걷는 열반의 길에는 말 그대로 열반이라는 최종 목적지
가 있지만, 현존재가 걷는 본래적인 실존의 길에는 처음부터 어떠한 목적지
도 없다”고 말하면서 하이데거 철학과 불교 사이에 근본적인 거리가 있다
고 본다.8) 서동은 역시 ｢하이데거와 선불교 - 형이상학 극복의 관점에서의
비교 -｣에서 “하이데거와 선불교 전통은 형이상학의 극복과 그 방식에서

3) 정은해, ｢하이데거와 선불교의 비교연구 현황과 향후과제｣, 존재론연구, 24집,
2010, 50쪽 참조, ｢불교의 두 주요 개념인 진여와 윤회의 시간론적 해석｣, 존재론연
구, 26집, 2011, 158쪽 이하 참조.
4) 정은해(2010, 50쪽 참조), 김형효(2000, 463쪽 참조).
5) 문동규, ｢깨달음의 세계; 본래적인 실존의 세계 ‘- 벽송 지엄과 마르틴 하이데거의 만
남｣, 철학논총, 제64집 2권, 2011, 235쪽.
6) 서용석⋅정혜정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자아의 본래성은 현상적 자아의 이면에 놓인 본질로서의 ‘무’ 또는 ‘무아’를 자각함
으로써 실현될 수 있으며, 본래성을 실현한 자아의 모습은 주객의 이분법에서 벗어난
전일적 상태로 특징지어진다.” ｢불교와 실존주의 교육철학에서의 자아와 본래성의 문
제｣, 교육철학연구 제37권 제3호, 127쪽.
7) 권순홍, 유식불교의 거울로 본 하이데거, 길, 2008, 376쪽.
8) 권순홍(2008, 4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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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하다고 할 수 있지만, 그 극복을 시도하는 토대인 존재경험과 깨달음의
경험은 근원적으로 다른 체험의 층위에 있다고 본다”고 말하면서 “하이데
거에서 근원적인 체험은 존재 사유라고 하는 사유 체험인데 비해 (선)불교
에서 말하는 체험은 사유체험이 아니다”고 말하고 있다.9) 서동은에 따르면
선불교의 체험은 비사량이라고 부르는 교외별전, 불립문자, 심심상인(心心
相印,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함), 이심전심의 방식으로 전달되는 깨달음의
체험이다. 더 나아가 서동은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하이데거에게 죽음(혹은 무)은 결코 극복되어야 할 어떤 것이 결코 아니
다. 삶의 현상일 뿐이다. 하지만 죽음(혹은 상대무)은 불교 전통에서는 언제
가 극복되어야 할 어떤 것이다. 하이데거는 해탈이나 깨달음에 관심 없다.
다만 삶의 현상을 현상학적으로 사유하고자 할 뿐이다.”10)

이런 의미에서 서동은은 권순홍과 마찬가지로 “하이데거의 관심사는 일
차적으로 형이상학적 사유의 극복이지, 인간의 구원에 있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고 말하고 있다.11)
위와 같이 국내에서 행해진 하이데거와 불교의 비교연구에는 서로 대립
하는 두 가지 경향이 존재하지만 일찍이 이 두 가지 경향을 비판적으로 검
토한 연구는 없었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지면 관계상 하이데거
와 불교를 비교하는 그동안의 모든 연구를 검토할 수는 없다. 여기에서는
유식불교의 삼성설을 현존재의 실존방식에 대한 초기 하이데거의 분석과
비교하고 있는 연구들만을 검토할 것이다.
유식불교의 삼성설을 현존재의 실존방식에 대한 초기 하이데거의 분석
과 비교하는 연구는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에서도 찾기가 쉽지 않다. 해외에
서는 하이데거와 불교를 비교하거나 하이데거와 선불교를 비교한 연구는
상당수 있지만 유식불교와 하이데거를 비교하는 연구를 찾기는 어렵다. 국
내에서는 필자의 독서 범위 내에서는 김형효와 권순홍 그리고 정은해의 분
9) 서동은, ｢하이데거와 선불교 - 형이상학 극복의 관점에서의 비교 -｣, 철학⋅사상⋅
문화 제10호, 2010, 40쪽.
10) 서동은(2010, 64쪽)
11) 서동은(2010, 5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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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정도가 있다. 이렇게 연구가 별로 행해지지 않은 상황에서도 그나마 다
행인 것은 김형효와 권순홍 그리고 정은해가 하이데거 철학뿐 아니라 유식
불교에 대해서도 깊은 이해를 갖고 있는 연구자들이라는 것이다. 동서철학
을 비교하는 많은 연구의 맹점은 연구자가 서로 비교되는 철학 중 하나에만
정통하지 다른 하나에 대해서는 피상적인 지식 정도 밖에 갖지 못하고 있다
는 데 있다. 이에 반해 김형효와 권순홍 그리고 정은해는 하이데거 철학과
유식불교에 대한 깊은 이해를 토대로 하여 유식불교와 하이데거 철학을 상
세하면서도 심도 있게 비교하고 있다.
필자는 세 사람의 연구가 유식불교와 하이데거 철학 사이의 비교연구의
수준을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행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행해지는 유식
불교와 하이데거 철학의 비교 연구는 세 사람의 연구와 대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경우에만 우리는 세 사람이 도달한 수준에
미달하지 않고 그 수준을 보다 격상시키는 방식으로 유식불교와 하이데거
철학을 비교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필자는 이 연구에서 이들의 연구와
대결하는 방식으로 유식불교의 삼성설을 현존재의 실존방식에 대한 하이
데거의 분석과 비교할 것이다.
하이데거 철학과 불교를 비교하는 국내의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유식불교
의 삼성설을 실존방식에 대한 하이데거의 분석과 비교하는 연구들도 서로
대립되는 두 가지 경향을 보이고 있다. 김형효와 정은해는 초기 하이데거가
말하는 본래적 실존방식이 원성실성에 상응한다고 보고 있으며, 비본래적
실존방식이 변계소집성에 상응한다고 보고 있다. 이에 반해 권순홍은 비본
래적 실존방식을 변계소집성에 상응하는 것으로 보고 있지만, 본래적 실존
방식은 의타기성에 상응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논문은 유식불교의 삼성
설과 현존재의 실존방식에 대한 초기 하이데거의 분석과 관련하여 국내에
서의 연구가 빚고 있는 이러한 착종된 상태를 타개하는 것을 목표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필자는 유식불교의 삼성설을 현존재의 실존방식에 대한 초기
하이데거의 분석과 비교한 두 연구와 비판적으로 대결하는 방식으로 필자
의 견해를 개진하려고 한다. 필자는 우선 정은해의 연구 ｢불교의 두 주요
개념인 진여와 윤회의 시간론적 해석｣과 대결할 것이며 다음에 이를 바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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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하여 권순홍의 연구 유식불교의 거울로 본 하이데거와 대결하고자
한다. 정은해와 권순홍은 이러한 연구들에서 유식불교의 삼성설을 현존재
의 실존방식에 대한 하이데거의 분석과 비교하는 것을 넘어서 다른 주제들
과 관련해서도 유식불교와 하이데거 철학을 비교하고 있다. 그러나 이 글에
서는 지면관계상 다른 주제들에 대한 정은해와 권순홍의 연구와 대결할 수
는 없다. 여기서 필자는 유식불교의 삼성설과 현존재의 실존방식에 대한 초
기 하이데거의 분석에 대한 두 연구자의 연구와 비판적으로 대결하면서 필
자의 견해를 제시하는 데 집중할 것이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하이데거와 마음의 철학에서 김형효도 유식불교
의 삼성설을 현존재의 실존방식에 대한 하이데거의 분석과 심도 있게 비교
하고 있지만, 이 글에서는 김형효의 연구에 대해서는 본격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필요할 때마다 각주에서 언급하는 정도로 그칠 것이다. 이는 김형효의
견해와 필자의 견해 사이에는 세부적인 면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전체적으
로 공통성이 성립하기 때문이다.

Ⅱ. 정은해의 연구에 대한 검토
정은해는 유식불교의 의타기성, 원성실성, 변계소집성에 하이데거의 근
원적 개시성, 본래적 개시성, 비본래적 개시성이 각기 상응한다고 본다.12)
그런데 정은해가 근원적 개시성을 말할 때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
않다. 이는 하이데거 자신이 근원적 개시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
기 때문이다. 정은해가 근원적 개시성으로 염두에 두고 것은 아마도 도구연
관으로서의 세계를 가리키고 있는 것 같다. 이러한 사실은 정은해가 사물의
존재방식에 초점을 둘 때 의타기성에는 도구성(용재성), 원성실성에는 현
존성, 변계소집성에는 현전성이 상응한다고 말하는 데서도 드러난다.13) 정
은해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12) 정은해(2011, 178쪽 참조)
13) 정은해(2011, 178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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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성실성(진공묘유)은 의타기성보다 더욱 근원적인 존재방식이 되는데,
이는 현존성이 도구성보다 더욱 근원적인 존재방식인 것과 마찬가지
다.”(193쪽)14)
“진공묘유의 고유한 유형으로서의 의타기성은 하이데거의 도구성에 상응
할 것이다. 의타기성은 의타기적 연관 전체로서의 세계에 근거를 두고 있
고, 도구성은 유의의성의 연관 전체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193
쪽)15)
“[…] 변계소집성은 진공묘유의 고유한 유형인 의타기성이 변양된 것으로
서 하이데거에서 현존성의 고유한 유형인 도구성이 변양된 것이 현전성에
상응한다.”(193쪽)16)

위 인용문들에 입각해 볼 때 정은해는 현존성을 현전성과 도구성과 구별
하면서 그것들보다 더 근원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17) 그런데 동일한 글의
다른 부분에서 정은해는 “현존성은 도구성과 현전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18) 정은해는 또한 “현존성은 도구성, 현전
성, 실존, 지속, 생명 같은 다양한 존재방식들로 분화되기 이전의 존재, 무
규정적 존재이므로 진공묘유다”라고도 말하고 있다.19) 이 두 인용문에서
현존성은 도구성과 현전성을 포괄하는 존재 내지 도구성과 현전성으로 분
화되기 이전의 무규정적인 존재로 해석되고 있다. 이 경우에도 정은해는 여
전히 현존성을 원성실성에, 도구성은 의타기성에, 현전성은 변계소집성에
상응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현존성이 도구성과 현전성을 포함하고
있거나 도구성과 현전성으로 분화되기 이전의 것이라면 원성실성은 의타
기성과 변계소집성을 포함하고 있거나 의타기성과 변계소집성으로 분화되
14)
15)
16)
17)

정은해(2011, 193쪽)
정은해(2011, 193쪽)
정은해(2011, 193쪽)
위 인용문들 중 첫 번째 인용문에서 정은해는 진공묘유를 원성실성과 동일한 것으로
보면서도 두 번째와 세 번째 인용문에서는 의타기성을 진공묘유의 고유한 유형으로
보고 있다. 정은해의 글에서는 진공묘유와 진공묘유의 고유한 유형이 어떻게 다른지
가 분명히 드러나고 있지 않은 것 같다.
18) 정은해(2011, 191쪽 참조)
19) 정은해(2011, 199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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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이전의 무규정적인 어떤 것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도 정은해는 다른 곳에서는 “현존성은 일상적 범주인 변계소집
성(하이데거의 현전성과 도구성)을 전면적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만 비로소
출현한다”(196쪽)고 말하고 있다.20) 이렇게 말할 때 정은해는 다시 현존성
을 현전성과 도구성과 구별하고 있다. 정은해는 위에서 본 193쪽의 인용문
들에서는 변계소집성에 현전성을, 의타기성에 도구성을 상응시키면서도 여
기 196쪽 인용문에서는 변계소집성에 현전성과 도구성을 포함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 점에서 정은해의 견해는 혼란스럽게 제시되고 있다고 할 수 있지
만, 정은해 글의 전체적인 논지를 볼 때 변계소집성은 현전성에, 의타기성은
도구성에, 원성실성은 현존성에 상응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 같다.
그런데 과연 의타기성을 도구성에 상응하는 것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
필자는 상당히 회의적이다. 필자는 오히려 도구성에 상응하는 것, 다시 말
해서 존재자들을 도구로 간주하는 비본래적이고 일상적인 삶의 방식에 상
응하는 것은 변계소집성이라고 보며, 의타기성에는 불안이란 근본기분에
서 도구들 사이의 지시연관으로서의 일상적인 세계가 붕괴되고 드러나는
스산한(unheimlich) 세계가,21) 원성실성에는 본래적 실존이 상응한다고 보
고 싶다.
필자가 생각하기에 유식불교에서 말하는 변계소집성은 하이데거에서는
불안과 불안에서 드러나는 의타기성으로서의 세계로부터의 도피에 상응한
다.22) 불안이란 기분은 현존재를 끊임없이 엄습하고 있는데 현존재는 일상
적으로 불안이라는 기분을 끊임없이 억누르고 있다. 불안이란 기분을 억누
20) 정은해(2011, 196쪽)
21) Sein und Zeit, 188쪽 이하 참조.
22) 이와 관련하여 안희정은 오오타 큐키의 말을 빌어 이렇게 말하고 있다.
“오오타 큐키(太田久紀, 1928-?)는 세친의 아뢰야식 폭류(暴流) 비유를 통해 인간은
본래 흐르는 존재 과정을 겪고 있기에 불안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한다. 불안한 존재
자는 정착하고 싶고 안정을 구하고 싶기에 거친 흐름의 자기를 한 물결로서 포착하고
그것을 고정된 자신으로 본다는 것이다. 그것은 제이능변인 말나식의 작용이다. 아뢰
야식에 훈습된 종자들은 말나식 자아의 틀로 좁혀진다. 그 틀을 바탕으로 제삼능변인
의식과 전오식이 사유, 감정, 감각으로 대상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안희정, ｢불안의
인식구조 - 하이데거의 불안 개념과 유식의 사분설을 중심으로 -｣, 인문논총 제71권
제1호, 2014, 2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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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고 있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불안에서 개시되는 사태를 은폐하려고 한다
는 것을 의미한다. 불안에서 개시되는 사태는 현존재가 “아무런 이유도 근
거도 없이 세상에 던져져 있다”는 사태다. 하이데거는 이러한 사태를 현존
재의 현사실성, 혹은 현존재의 내던져져 있음이라고 부르고 있다.
현존재는 비본래적인 일상적 삶에서 자신의 삶이 충분한 근거와 이유를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러한 근거와 이유는 익명의 세상사람이 제
공한 것이다. 한편으로 그러한 근거나 이유는 익명의 세상사람이 부모나 학
교를 통해서 현존재에게 주입해 온 종교적인 근거나 이유일 수 있다. 다시
말해 그러한 근거나 이유는 신이 세상을 창조한 궁극적인 근거요, 자신이
살아가는 근본이유는 신을 섬기는 것이라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다. 또는
그러한 근거나 이유는 전통형이상학이 제공해온 근거나 이유이거나 세상
사람이 추구하는 세간적인 가치들일 수 있다. 현존재는 세상사람들이 추구
하는 세간적인 가치들인 부나 명예나 출세와 같은 것을 자신의 삶의 이유라
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불안이라는 기분에서는 현존재가 세상사람으로서 신봉해 온 이러한 근
거나 이유가 허망한(nichtig) 것으로서 드러나면서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
이와 함께 현존재는 자신이 ‘아무런 근거나 이유도 없이 세상에 던져져 있
다’고 생각하게 된다. 이러한 사태는 언뜻 보기에는 현존재의 삶을 암울한
것으로 나타나게 하는 것 같지만 하이데거는 불안이란 기분에서 일어나는
사태를 암울한 것으로 보고 있지 않다. 오히려 하이데거는 우리가 불안이라
는 기분에서 도피하지 말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인수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
다. 이는 하이데거가 불안이란 기분에서 일어나는 사태도 극히 긍정적인 의
미를 갖는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불안이라는 기분에서는 그 동안 현존재의 삶에 방향과 목표를 제공해 왔
던 세상사람의 가치들이 허망한 것으로서 드러나게 된다. 현존재는 우선 대
부분의 경우 세간적인 가치로부터 자신을 이해한다.23) 현존재는 자신을 부
자라든가 교수라든가 라는 식으로 이해하지만 불안이란 기분에서 그런 것
들이 허망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현존재는 그것들로 환원될 수 없는 자신의
23) Sein und Zeit, 126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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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나라한 존재에 직면하게 된다. 또한 불안이라는 기분에서는 그러한 세간
적인 가치들로부터 이해해 온 존재자들의 의미도 허망한 것으로 드러나게
된다. 현존재는 존재자들을 그러한 세간적인 가치들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
로 간주해 왔지만, 불안이란 기분에서는 존재자들에게 덧씌워진 이러한 도
구적인 의미도 허망한 것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24) 현존재가 기껏 분
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현존재와 존재자들이 ‘존재한다’는 사실뿐이다.
자신과 모든 존재자가 아무런 이유도 근거도 없이 존재한다는 단적인 사실
앞에서 현존재는 스산함을 느끼게 된다.
유식불교식으로 말하자면, 불안이란 기분에서 세계는 인간이 그 동안 그
것에 덧씌웠던 의미들이 완전히 사라져 버리면서 인연에 따라서 생성 소멸
하는 것으로서, 즉 의타기성으로서 나타나게 된다. 의타기성은 세계 내의
어떤 것도 어떠한 독립적인 실체도 존재하지 않고 모든 것이 중중무진(重
重無盡)의 인연에 따라서 서로 얽혀 있는 연기의 세계를 가리킨다. 불안에
서 드러나는 세계가 의타기성으로서의 세계라는 사실은 하이데거에서 불
안이 궁극적으로는 죽음에 대한 불안이라는 사실에서 드러난다.25)
죽음은 우리가 집착했던 모든 것을 허망한 것으로 드러낸다. 우리는 일
상적으로 자기 자신을 고정불변의 고립된 자기로 생각하면서 이러한 자기
가 재산이나 명예 그리고 육신을 소유물로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소유물을 영원하게 지속될 수 있는 실체와 같은 것으로 생각
하면서, 이러한 소유물을 통해서 자신의 고립된 자아를 공고하게 유지하려
는 성향에 의해 사로잡혀 있다. 따라서 우리는 재산이 많아지고 명예가 높
아지면 자기 자신의 존재가 견실하게 되었다고 생각하며 또한 육신이 건강
하게 작동하면 자신의 존재도 건강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 경우 우리는 자신이 이러한 세간적인 가치들과 육신을 자신의 소유물로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을 이러한 소유물로부터 이해하
면서 이러한 소유물에 예속되어 있다. 재산이 많을 때 우리는 자신을 부자

24) Sein und Zeit, 186쪽 참조.
25) 이런 맥락에서 김형효도 불안을 의타기성의 체험 내지 제행무상의 체험으로 해석하고
있다.(김형효, 2000, 208쪽, 213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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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생각하고 남보다 자신을 우월한 존재로 생각하며, 재산이 사라질 때 자
기 자신도 몰락하게 된다고 생각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소유물들이 죽음
앞에서 허망하게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나게 될 때 우리는 죽음 앞에서 자기
자신도 허망하게 소멸하는 느낌을 갖게 된다. 우리는 일상적으로 자신에게
속하는 모든 소유물의 주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죽음은 그러한 것들이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인연의 흐름에 내맡겨져 있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의타기성으로서의 세계는 세간적인 가치에 대한 집착에서 아직 벗어나
지 못한 현존재에게는 자신이 소중히 하는 세간적인 가치와 그것에 의존하
는 자기 자신을 위협하는 스산한 세계로서 나타난다.26) 이에 따라 현존재
는 세계를 그렇게 스산한 세계로서 드러내는 불안이란 기분에서 우선 대부
분의 경우 도피하려고 한다. 그러나 그러한 세간적인 가치에 대한 집착을
완전히 버린 사람은 자신을 위협하는 것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세계를 더 이상 스산한 것으로 느끼지 않고 오히려 모든 존재자가 자신들의
참된 진리를 드러내는 세계로 경험하게 된다.
26) 이 점에서 불안에 대한 필자의 분석은 하이데거의 분석에서 약간 벗어나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이데거는 불안이란 기분이 곧장 죽음으로의 선구를 촉발하면서 존재자들의
고유한 존재에 대한 경이를 느끼는 기분으로 전환될 수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 그러
나 필자는 우리가 불안이란 기분에서 세계를 스산한 것으로 느끼는 것은 현존재가 자
신이 집착해 온 세간적 가치들의 허망함을 느끼면서도 자신을 세계의 중심으로 생각
하는 자기중심성은 아직 버리지 못한 상태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필자는 우리가 살아
가면서 언뜻 언뜻 느끼는 삶의 허무감은 우리가 아직 자기중심성을 버리지 못한 상태
에서 세간적인 가치의 허망함을 느낄 때 갖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아직 세
계를 고립된 실체로서의 자기 자신을 위한 것으로 보는 망념에서 아직 완전히 탈피하
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이 소중히 하는 모든 것이 허망하게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
앞에서 한탄하는 것이다. 이 점에서 불안이란 기분에 엄습되면서 우리가 허무하고 스
산한 느낌에 사로잡히는 상태는 의타기성의 일단을 보았지만 아직은 변계소집성에 머
물러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세계가 고립된 실체로서의 자신을 위한 도구적
인 성격을 띠고 있다는 자기중심적인 망상에서 온전히 탈각하게 될 때 세계는 더 이상
황량하고 스산한 것으로 나타나지 않게 된다. 이 경우에야 비로소 모든 존재자와 우리
자신의 존재는 하이데거가 말하는 것처럼 성스럽고 경이로운 것으로 나타난다. 하이
데거의 불안 개념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관련해서는 필자의 논문 ｢초기 하이데거의 불
안 개념에 대한 비판적 고찰 - 하이데거의 불안 분석은 얼마나 사태 자체를 드러내는
가｣, (가톨릭) 신학과 사상, 제62호, 2008을 참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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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불교식으로 말해서 모든 것이 무상(無常)하다고 느끼기는 하지만
이러한 체험이 아직 절실하지가 못해서 세간적인 가치들에 여전히 집착하
는 사람에게는 이 세계는 한갓 헛된 세계로서 나타나지만, 무상을 절실하게
체험하여 세간적인 가치들에 대한 집착에서 온전히 벗어난 사람에게는 세
계는 모든 존재자의 진리가 드러나는 진여의 세계로 나타나는 것과 마찬가
지다. 불교에서는 깨달음을 말하지만 결국 이 경우 깨닫는다는 것은 무상을
깨닫는다는 것이다. 그런데 불교에서 무상을 깨닫는 것은 모든 것이 무상하
다고 한탄하면서 허무감에 빠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무상을 깨닫는다
는 것은 우리가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면서 집착하는 나의 몸이나 재산 그리
고 명예와 같은 것이 무상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런 것들에 대한 집
착을 철저하게 버리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집착을 버린다는 것은 내가
다른 것들과 분리되어 있는 실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서 세계를 자타일여
의 평등세계로 경험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불안에서 드러나는 스산한 세계에서 도피하여 세간적인 가치
들에 집착하면서 그것들에 의존하여 자신의 삶을 공고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
이 비본래적인 실존이요 변계소집성이다. 이에 반해 불안에서 드러나는 스산
한 세계로부터 세간적인 가치들로 도피하지 않고 오히려 그러한 세간적인 가
치들을 허망한 것으로서 절실하게 체험하면서 그것들에 대한 집착에서 온전
히 벗어난 상태가 본래적인 실존이요 원성실성이라고 할 수 있다.27)
그러한 고립된 실체로서의 자아가 사실은 진정한 자기가 아니라 세상사
람이 제시하는 가치에 의해서 지배되는 세상사람으로서의 자기(das Man-selbst)
라는28) 사실을 깨닫고 그러한 고립된 자아와 세간적인 가치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것을 하이데거는 죽음으로의 선구라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죽음으
로의 선구는 불교식으로 말하자면 제행무상과 아울러 제법무아를 철저하
27) 불안이란 기분은 이렇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집착하는 세간적인 가치들의 허망함을 드
러내면서 우리로 하여금 전적으로 다른 삶을 모색하게 하는 기분이라는 점에서 김형
효는 불안이라는 기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 감정은 마음의 본래적인 자각에로 회귀하려는 회심의 순간에 터져 나오는 매우 귀
한 것이다.”(김형효, 2000, 202쪽)
28) Sein und Zeit, 129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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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깨닫게 되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29) 이렇게 죽음으로 선구하면서 의
타기성으로서의 세계를 세간적인 가치를 중심으로 한 의미연관에 의해서
덧씌우지 않고 그것을 여여(如如)하게 받아들일 때, 세계는 더 이상 스산한
것으로 나타나지 않고 존재자들이 자신들의 진리를 드러내는 경이로운 세
계로 나타낸다.30)
이 점에서 볼 때 의타기성에 대한 입장에 따라서 현존재의 삶의 방식은
비본래적 실존 내지 변계소집성과 본래적 실존 내지 원성실성 두 가지로 나
타난다고 할 수 있다. 모든 것이 인연에 내맡겨져 있다는 것, 즉 의타기적이
라는 사실을 제대로 통찰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고립된 실체로 간주하는
동시에 모든 존재자를 세간적인 가치에 대한 자신의 욕망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적인 것으로 보는 것이 비본래적 실존이요 변계소집성이다.31) 이에 반
해 그러한 세간적인 가치들이 의타기성에 따라서, 다시 말해 연기에 따라서
생겨나고 소멸하는 무상한 것이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달으면서 세간적
인 가치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존재자들의 진리를 여여하게 수용하는 것
이 본래적 실존이요 원성실성이라고 할 수 있다.
필자의 이러한 견해에 입각해서 볼 때 변계소집성에 상응하는 것은 정은
29) 이런 의미에서 김형효도 ‘죽음에로 향하는 자유’와 불교적인 초탈은 다 같은 의미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고 있다.(김형효, 2000, 267쪽 참조)
30) 김형효 역시 필자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말하고 있다.
“마음이 제행무상을 느낄 때, 마음은 존재자를 이제 어떤 이용가능한 기구(Zeug)나 또
는 대상가능한[대상화 가능한] 사물(Ding)로서가 아니고, 저런 모든 일상적 관심의
‘분별적 헤아림’(Umsicht)이 무의미해지면서 존재자를 오직 그 자체로서 바라보고자
하는 평안의 감정을 낳게 된다. […] 불안이 역설적으로 평안(Ruhe)으로 마음을 인도
하는 것이다.”(김형효, 2000, 209쪽)
31) 이 점에서도 필자는 김형효와 의견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김형효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현존재가 무상감이라는 불안의 존재론적 감정에 젖지 않으면, 현존재는 모든 존재자
들을 일종의 기구(器具, Zeug)로서만 생각하게 된다. 심지어는 이런 이용가능한 존재
자적인 사고가 만연되는 경우에 부처님이나 하느님마저 나의 일상적 생활에 복을 주
는 그런 절대적 기구로 간주하게 된다. 그런 경우가 더 확대되면 궁극적으로 각자가 자
기 자신마저도 기구로 보게 되는 그런 상황에로 나아간다. 모든 존재자를 기구로 보는
그런 주위세계의 순환적 고리를 깨뜨리는 것이 무상감으로서의 불안이다.”(김형효,
2000, 215쪽)

80

비교철학 특집

해가 주장하는 것처럼 현전성뿐 아니라 도구성이기도 하다. 현전성이 변계
소집성에 상응하는 이유는, 존재자를 눈앞에 현전하는 것으로 보는 대표적
인 파악방식이 과학이지만 과학의 근저에는 존재자들의 작용법칙을 냉정
하게 파악함으로써 존재자들을 우리에게 유용한 것으로 사용하려는 기술
적인 이해관심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32)
정은해 역시 한편으로는 변계소집성에 현전성이 상응하는 것으로 보면
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변계소집성에 존재자들을 도구로 간주하면서 사용
하는 일상적 삶의 방식이 상응한다고 보고 있다. 이는 정은해가 윤회와 변
계소집성은 하이데거가 말하는 망각하고-현재화하며-예기하는 일상적 시
간성에 근거를 둔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33) 하이데거에서 망각하고-현
재화하며-예기하는 시간성에 해당하는 것은 비본래적 실존이다. 그리고 이
러한 비본래적인 실존은 세상사람이 제시하는 가치를 궁극목적으로 생각
하면서 존재자들을 이러한 세간적인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도구로서 이용
하는 삶을 가리킨다. 이런 의미에서 정은해는 비본래적인 실존에서 현존재
는 “의타기 연관 전체를 보유하지 않고 망각하며, 다만 자기에게 유익한 사
물들이나 사건들만을 현재화하고 또 예기한다”고 말하고 있다.34)
이렇게 볼 때 정은해 역시 의타기성을 도구성에 상응하는 것으로 보지
않고 오히려 존재자들이 도구적인 것으로 나타나는 일상 세계에 의해서 은
폐되어 있는 연기의 세계로 보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정
은해가 “원성실성을 증득함으로써 이후에 비로소 의타기성을 의타기성이
라고 알 수 있는 것이다”라는 다케무라의 말을 긍정적으로 인용하면서,35)
의타기성이 집착과 결부될 때 변계소집성이 나타나고, 집착을 떠난 연기성
(후득지)이 원성실성이라고 말하고 있는 데서도 드러난다.36)
필자는 이상에서 삼성설에 대한 정은해의 견해를 비판적으로 검토해 보
32) 김형효 역시 필자와 같이 도구성과 현전성에 비본래적 실존, 즉 변계소집성이 상응하
는 것으로 보고 있다. 김형효(2000, 116쪽 참조)
33) 정은해(2011, 157쪽 이하, 209쪽 참조)
34) 정은해(2011, 157쪽)
35) 다케무라, 유식의 구조, 정승석 역, 민족사, 1989, 147쪽.
36) 정은해(2011, 17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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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다. 필자는 변계소집성을 비본래적 실존에, 원성실성을 본래적 실존에 상
응하는 것으로 보는 정은해의 견해에 기본적으로 동의한다. 그러나 앞에서
본 것처럼 정은해의 견해는 혼란스럽게 개진되고 있는 면이 있다. 필자는
정은해의 견해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통해서 정은해의 견해가 지향하고 있
다고 생각되는 사태를 보다 분명하게 개진하는 방식으로 필자의 견해를 제
시해 보았다.

Ⅲ. 권순홍의 연구에 대한 검토
1. 하이데거의 본래적 실존은 유식불교의 의타기성에 상응
하는가?
서두에서 이미 언급했지만 하이데거와 불교를 비교하는 대부분의 연구
들이 하이데거가 말하는 본래적 실존이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의 체험에
상응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기본적으로 유식불교에서 말
하는 원성실성에 하이데거가 말하는 본래적 실존이 상응한다고 볼 것이다.
이에 반해 권순홍은 하이데거가 말하는 본래적 실존에 유식불교에서 말하
는 원성실성이 상응하지 않고 오히려 의타기성이 상응한다고 본다. 권순홍
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유식불교의 삼성설로 돌아가서 보자면, 본래성을 의타기성에, 비본래성
을 변계소집성에 배대해야지 본래성을 진여와 같은, 생멸을 여읜 원성실성
에 배대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37)

그런데 과연 우리는 권순홍처럼 본래적 실존을 의타기성에 상응하는 것
으로 볼 수 있는가? 의타기성은 연기를 가리킨다. 이러한 의타기성에 대해
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미혹의 삶으로서의 변계소집성
과 깨달음의 삶으로서의 원성실성이 성립하게 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이
37) 권순홍(2008, 37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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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거에서도 본래적 실존과 비본래적 실존은 의타기성으로서의 세계에 대
해서 현존재가 취할 수 있는 삶의 태도 내지 삶의 방식을 가리킨다.
필자가 생각하기에 비본래적 실존과 변계소집성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인간은 세계를 고립된 실체로서의 자신의 욕망을 실현하기 위한 장으로 본
다. 그는 모든 것이 자신의 통제를 넘어서 인연에 따라서 생멸부침(生滅浮
沈)한다는 사실을 무시하면서 자신의 욕망을 세계에 주장하려고 한다. 이
에 따라서 그는 자신의 욕망에 부응하는 존재자는 좋은 것으로 간주하고 그
렇지 않은 것은 나쁜 것으로 보면서 존재자들을 차별한다. 비본래적 실존과
변계소집성은 인연의 흐름을 자신의 뜻에 따라 조작하려고 하면서 그러한
인연의 흐름이 자신의 뜻에 부합되는 방식으로 진행되면 좋아하고 그렇지
않으면 싫어하는 것이다. 이에 반해 원성실성과 본래적 실존은 변계소집성
과 비본래적 실존이 집착하는 세간적인 가치들이 이른 바 고립된 실체로서
의 자기가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한갓 인연에서 비롯된 것이
고 인연에 따라서 다시 사라져 버릴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일체의 집착을
버린다. 일례를 들어 말하자면, 변계소집성은 생로병사라는 연기의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어떻게든 젊음과 생을 유지하기 위한 온갖 노력을 다하지만,
원성실성은 그러한 연기의 사실을 여여하게 받아들이면서 젊음과 생에 대
한 집착에서 벗어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원성실성은 생로병사라는 연기의
세계 속에 있으면서도 그러한 연기의 세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 점에
서 원성실성은 생멸을 여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변계소집성이나 원성실성은 연기로서의 의타기성에 대해
서 취하는 인간의 삶의 태도라고 볼 수 있다. 인간의 삶은 한편으로는 의타
기성을 의타기성으로 통찰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과 자신이 집착하는 사물
들을 영원히 존재할 수 있는 것으로 실체화하는 변계소집성의 삶이 될 수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실체화된 것들도 실은 한갓 인연에 따라서
생성소멸하는 무상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분별과 집착을 완전히 버린
원성실성의 삶이 될 수 있다. 변계소집성의 세계도 실은 허망분별이라는 의
타기적인 식의 상호인연 관계 속에서 성립된 의타기성이지만 변계소집성
은 이러한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이에 반해 변계소집성이 한갓 오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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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의타기성의 산물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변계소집성이 집착하는 것들에
서 벗어날 때 식(識)은 청정하게 되어 원성실성이 성립하게 된다.
이와 같이 하이데거가 말하는 본래적 실존과 비본래적 실존이 의타기성
에 대해서 현존재가 취할 수 있는 삶의 태도 내지 삶의 방식을 가리킨다면,
권순홍처럼 본래적 실존을 의타기성에 상응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상당히
문제성을 갖게 된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인간의 삶은 의타기성에 대한
입장에 따라서 변계소집성이 되거나 아니면 원성실성이 될 수 있는 것이며,
의타기성 자체가 하나의 독립적인 삶의 방식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이에
반해 권순홍은 본래적인 실존을 의타기성에 상응하는 것으로 봄으로써 의
타기성을 하나의 독립된 삶의 방식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반복해서 말하지
만, 의타기성에 대한 무지에 입각한 삶이 변계소집성이며 의타기성에 대한
통찰에 입각한 삶이 원성실성이다. 변계소집성은 자신이 의타기성의 지배
에서 벗어나 있다고 착각하지만 사실은 오염된 의타기성에 의해서 농락되
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변계소집성이 행하는 그 모든
실체화와 실체들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는 것이 원성실성이다. 단적으로
말해서 우리 인간은 의타기성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통찰하거나 둘 중의 하
나일 수 있으며, 그러한 무지와 통찰을 넘어선 중립적인 의타기성으로서의
삶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정작 권순홍 자신도 인정하고 있다. 권순홍 역시 “의타성
(依他性) 중에서 분별성(分別性)은 염오분(染汚分)이고, 성취성(成就性)은
청정분(淸淨分)이다. 곧 이 의타성은 저 이분(二分)이다”라는38) 섭대승론
석론의 가르침에 입각하여, 의타기성을 매개로 해서 변계소집성과 원성실
성이 서로 관계한다고 보고 있다.39) 즉 변계소집성은 의타기성 이외에 다
38) 섭대승론석론, 대정신수대장경, 제31권, 291쪽 상중단, 권순홍(2008, 243쪽에서
재인용)
39) 권순홍(2008, 243쪽 참조). 안성두는 Alan Sponberg의 “The Trisvabhāa Doctrine in
India & China”, 龍谷大學佛敎文化硏究所紀要 22(1983)의 주장에 입각하면서 삼
성설에는 두 형태, 즉 의타성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중추적 모델 pivotal model’과 분
별성의 소멸과 의타성의 소멸을 통한 진실성의 증득이라는 ‘발전적 모델 progressive
model’이 존재한다고 본다.(｢유식문헌에서의 삼성설(三性說)의 유형과 그 해석｣, 인
도철학, 19집, 2005 참조). 안성두의 이러한 견해에 대해서 평가할 능력은 아직 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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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것일 수 없는 견분과 상분을 중생이 의타기성에서 벗어난 독립적인 실체
로 존재하는 실아와 실법으로 착각하면서 집착하는 것이다. 이에 반해 변계
소집성이 집착하는 실아와 실법이 허구에 불과하다는 것, 즉 인연소생으로
서 공(空)하다는 것을 관찰할 때 모든 식(識)의 참된 성품, 즉 진여(眞如)를
통찰할 수 있는 바, 이렇게 진여를 통찰하는 상태가 원성실성이다.40) 단적
으로 말해서 실아와 실법이라는 허구를 만들고 그것들에 집착하는 것이 변
계소집성인 반면에, 의타기성을 통찰하면서 그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는
것이 원성실성이다. 변계소집성을 버릴 때 바로 의타기성 위에서 원성실성
이 나타난다. 의타기성에서 염오분, 즉 분별하면서 실체화하고 집착하는 성
향을 버리면 바로 원성실성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41)
이렇게 권순홍 자신도 의타기성은 염오분이나 청정분과 무관하게 존재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염오분이나 청정분으로서, 다시 말해서 변계소집성
이나 원성실성으로서만 존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 점에서 필자는 본
래적 실존을 의타기성과 동일시하는 권순홍의 입장은 유지되기 어렵다고
본다.
본래적 실존을 의타기성에 상응하는 것으로 보는 권순홍의 입장이 유지
되기 어렵다는 사실은 비본래적 실존과 본래적 실존에 대한 권순홍 자신의
서술에서도 드러난다.
권순홍은 비본래적 실존은 현존재 자신을 영원하고 동일한 자아로서 실
체화하기 때문에 변계소집성에 물든 중생처럼 “어떠한 존재자와 관계한다
하더라도 늘 ‘나’를 앞세울 것이라는 것은 뻔하다”고 말하고 있다.42) 권순
홍은 비본래적인 실존이 고립된 실체로서의 ‘나’에 집착하고 아만과 아애
에 탐착한다는 사실은 하이데거가 비본래적 실존의 근본특징 중의 하나로
보는 ‘현격성’에서43) 잘 드러난다고 말하고 있다. 권순홍이 현격성으로 번

40)
41)
42)
43)

에게는 존재하지 않는다. 여기서는 일단 권순홍과 마찬가지로 중추적 모델에 입각하
여 서술하고자 한다.
권순홍(2008, 242쪽 참조)
권순홍(2008, 243쪽 참조)
권순홍(2008, 287쪽)
Sein und Zeit, 126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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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하고 있고 필자가 아래에서 격차성으로 번역하고 있는 Abständigkeit라
는 말로 하이데거는 비본래적인 실존은 항상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서 다른 사람보다 우위에 서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을 가리킨다. 권
순홍은 이러한 경향이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규정할 경우 지배와 복종의 관
계가 횡행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파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권순
홍은 “같은 일에 고용된 사람들의 상호공동존재는 매번 오직 불신만을 먹
고 자란다”44) 또는 “세상사람 속에서의 상호공동존재는 서로 격리된 채 무
관심하게 그냥 나란히 있는 것이 아니라, 긴장된 채 모호하게나마 서로를
감시하면서 서로를 은밀하게 엿듣는 것에 불과하다. 서로를 위한다는 가면
아래에서는 상호 간의 적대가 벌어지고 있다”는45) 하이데거의 말을 인용
하고 있다.
그러면 권순홍은 본래적인 실존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비본래적인
실존에서는 지배와 복종의 관계가 지배하고 있다면, 본래적 실존에서는 당
연히 현존재 각각의 고유성이 인정되면서 수평적인 평등이 지배하고 있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 실로 권순홍은 “현존재와 현존재가 각자 자신만의 고
유한 실존을 본래적으로 결단할 때에나 그들 사이에 수평적인 평등이 자리
를 잡을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다.46) 그런데 권순
홍은 원성실성 역시도 만법을 평등하게 본다고 본다. 권순홍은 이렇게 말하
고 있다.
“불교의 연기법에서는 만법이 상호관계에서 서로 인과 연이 되어서 생멸하
기에 법과 법 사이로 상명과 하복을 강요하는 일방적인 지배와 복종의 논리
가 어떻게 평등과 평화의 노래를 아름답게 합창하는지를 여실히 드러내는
‘있는 그대로 관찰된 우주 만법의 실상’이라는 것을 주의해야 할 것이다.”47)

그런데 권순홍 자신이 언급한 것처럼 하이데거가 말하는 본래적 실존이
사람들 사이의 평등하고 조화로운 관계를 가능하게 한다면 하이데거가 말
44)
45)
46)
47)

Sein und Zeit, 122쪽.
Sein und Zeit, 175쪽.
권순홍(2008, 289쪽)
권순홍(2008, 40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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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본래적 실존은 원성실성에 상응한다고 보아야 하는 것 아닐까? 본래
적 실존을 원성실성에 상응하는 것으로 충분히 볼 수 있다는 사실은 아래와
같은 권순홍 자신의 말에서도 충분히 드러난다.
“현존재는 무아이기 때문에 결여되어 있거나 허망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모든 존재자를 품을 수 있을 만큼 넉넉하고 충만하다. 이렇게 현존재의 무
아는 현존재에게 온갖 존재자로 충만한 세계를 허용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
다. 다시 말해서 현존재는 형이상학적 자성이 없기에 모든 존재자를 현-존
재에서 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여느 존재자와는 달리 세계를 갖는다.”48)
“이렇게 ‘현’이 세계의 공간과 다름이 없는 한, 사실 ‘현-존재’는 모든 존재
자가 현상할 수 있도록 세계의 열린 공간으로 존재한다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다.”49)
이렇게 “세계의 열린 공간으로 존재하면서” 모든 존재자를 차별하면서 배제
하지 않고 자신 안에 넉넉하게 품는 삶이 원성실성이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2. 권순홍이 본래적 실존이 의타기성에 상응한다고 보는 이
유와 그에 대한 검토
이렇게 본래적 실존에 원성실성이 상응한다고 볼 수 있는 근거들을 스스
로가 상당히 많이 제시하면서도 권순홍은 왜 본래적 실존에 상응하는 것은
원성실성이 아니라 의타기성이라고 극구 주장하고 있는가?
권순홍이 본래적 실존을 의타기성에 상응하는 것으로 보는 이유는 하이
데거가 말하는 본래적 실존이 진여를 경험하는 마음상태인 원성실성과 다
르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권순홍은 무엇보다도 하이데거에서 본래적 실존
을 구현한 결단성이 매순간 행해지는 각시성(各時性, Jeweiligkeit)의 성격
을 갖기 때문에 생멸을 여읜 진여로 보아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다.50)
원성실성은 생멸을 여읜 반면에 하이데거의 본래적 실존은 그렇지 않다
48) 권순홍(2008, 98쪽)
49) 권순홍(2008, 271쪽)
50) 권순홍(2008, 37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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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권순홍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원성실성을 인간의 수행과 상관
없이 생사를 떠나서 영원히 불변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 원성실성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피안의 신처럼 실체화된다.
권순홍 자신도 이러한 해석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원성실성이란 고립
된 실체로서의 자신을 의타기성의 세계에 대해서 주장하면서 영속시키고
싶어하는 욕망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생사를 여의었다고 할 수 있다. 그
것은 태어나서 늙고 죽는 어떤 고립된 실체로서의 자아가 존재한다는 생각
이 망상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기에 태어난 나도 없고 늙은 나도 없으며 죽는
나도 없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그것은 생로병사에 대해서 초연한 자세로 임
한다. 그것은 이렇게 생사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생사를 여읜 것이다.
이에 반해 변계소집성은 의타기성으로서의 세계를 여여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만법이 고정되고 고립된 실체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착각하여 의타기
성으로서의 세계를 부폐(覆蔽)시킨다. 이에 따라서 변계소집성은 영원히
살아야 할 ‘나’가 있다고 생각하고 돈이나 사회적 지위 그리고 건강과 같은
것들이 그 ‘나’의 영속을 보장해 줄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그것들에 집착하
는 방식으로 생사에 얽매인다.
하이데거가 말하는 본래적 실존 역시, 일시적이고 허망한 세간적인 가치
에 기댐으로써 세상사람의 자기라는 허구적인 실체를 유지하려는 비본래
적인 실존의 욕망에서 벗어나 있다. 본래적 실존은 이렇게 고립된 실체라는
허구적인 자기에 대한 집착과 그러한 자기를 영속시키고 싶어하는 모든 욕
망에서 벗어나 있기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초연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이 점에서 본래적 실존은 원성실성과 마찬가지로 생사를 여의었고
초월해 있다고 할 수 있다. 본래적 실존은 죽음으로 선구함으로써 일시적이
고 우연한 삶의 가능성에 대한 집착을 넘어서는 것이며 모든 존재자의 고유
한 존재를 여여하게 받아들이는 현-존재가 된다. 본래적인 실존은 자신의
영속성을 확보하는 것을 자신의 삶의 궁극적 목표로 하지 않고 존재자들을
여여하게 받아들이는 열린 장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권순홍은 본래적 실존이 생멸을 여의지 못했다는 근거를 본래적 실존이
매순간 확보되어야만 하는 각시성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데서 찾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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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홍은 이러한 각시성의 특징을 아래와 같이 서술하고 있다.
“시간은 한순간 시간화의 운동을 완결한 다음 중단되지 않고 다시 시간화
의 운동을 펼친다는 점에서 연속성을 취하는 한편 이전 순간의 시간화의 양
상과 다음 순간의 시간화의 양상 사이에 차이성이 가로놓여 있다는 점에서
는 불연속성을 취한다. 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시간은 연속성과 불연속성
의 상호교직에서 시간화한다는 말이다.”51)

그런데 앞에서 필자가 주장한 것처럼 원성실성이 깨달음의 마음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라면 원성실성도 그때마다의 수행을 통해서 확보되어야만
한다. 다시 말해서 원성실성도 하이데거가 말하는 결단성과 마찬가지로 그
때마다 확보되어야만 하는 각시성의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원
성실성은 진여인 바 만법의 진리로서 항상 이미 존재했던 것이지만, 그것은
우리의 깨달음을 통해서 비로소 그러한 진여로서 드러나는 것이다. 따라서
하이데거가 말하는 결단성 내지 본래적 실존이 각시성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생멸을 여의지 못했다면 원성실성도 생멸을 여의지 못했다고 보아
야 할 것이다. 권순홍처럼 본래적 실존과 원성실성의 차이를 규정하는 기준
을 각시성 여부에서 초점을 찾게 된다면 원성실성과 본래적 실존에는 하등
의 차이가 없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각시성이 바로 위의 인용문에서 권순홍이 정의하고 있는 것과 같
은 것이라면 우리는 비본래적 시간도 권순홍이 말하는 의미에서 연속성과
불연속성의 성격, 즉 각시성이란 성격을 갖고 있지 않는가라는 물음을 제기
할 수 있다. 권순홍 자신도 비본래적 실존 역시 각시적으로 존재한다는 사
실을 부인하지 않는다.
“거꾸로 말해서 실존이 ‘각시적인 어떻게’인 까닭에, 이러한 ‘어떻게’를 특
정한 방향으로 시종일관 몰고 가는 형이상학적인 실체성이 있을 수는 없을
것이다. 비본래적인 현존재라고 해서 다를 바는 없다. 다만 현존재가 세인
의 통속적인 존재이해에서 전재성의 덮개로 부폐된 탓에 영혼이나 자아나
주체인 양 위장될 뿐이지, 실로 그가 영혼이나 자아나 주체로 존재하는 것
51) 권순홍(2008, 29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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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아니다. 이렇게 실존의 ‘어떻게’를 들여다보아도 현존재에게서 어떠한
실체성의 찌꺼기도 발견할 수 없다는 점에서 중생이 무아인 것에 못지않게
현존재도 무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52)

권순홍은 비본래적 실존도 찰나찰나 생멸한다고 본다. 다만 비본래적 실
존은 이러한 각시성을 보지 못하고 실체로서의 실아를 상정하고 그것에 집
착하는 점이 차이가 날 뿐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만약 본래적 실존과 비본
래적 실존 간의 차이가 그런 것이라면 본래적 실존은 찰나찰나 생멸하되 실
체로서의 실아를 상정하지 않고 무아의 상태로 존재한다는 말이 된다. 비본
래적인 실존이 끊임없이 형이상학적인 실체로서의 자기를 상정하고 있다
면 본래적인 실존은 그러한 자기를 상정하지 않고 무아를 깨닫고 있는 실존
일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으면 본래적 실존을 비본래적인 실존과 구별할
하등의 이유도 없게 된다. 다시 말해서 각시성은 본래적인 실존이든 비본래
적인 실존이든 모두를 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래적인 실존을 규정하는
근본특성으로 볼 수 없다. 그런데 권순홍은 어떤 부분에서는 필자와 동일한
견해를 피력하는 것 같으면서도 각시성 자체를 본래적 실존의 특성으로 보
고 있다. 권순홍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우선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각시성이 본래적인 시간의, 존재와 시간
에서 말하는 근원적 시간의 특징이라는 점이다.”53)

권순홍은 이와 함께 하이데거가 본래적 실존에서 확보된다고 보는 자기상주성(自己-常住性, Selbst-ständigkeit)을 각시성으로 해석하고 있다. 필
자가 자기-상주성으로 번역하고 있는 Selbst-ständigkeit라는 독일어를 권
순홍은 자기-부단성(自己-不斷性)으로 번역하면서54) “자기-부단성은 실존
52) 권순홍(2008, 386쪽 이하)
53) 권순홍(2008, 347쪽 이하)
54) Selbst-ständigkeit를 자기-상주성이라고 번역한 이유는 아래에서 상술하고 있지만 필
자는 Selbst-ständigkeit은 호기심의 무정주성(無定住性, Unverweilen)과 대조되는 개
념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권순홍은 Selbst-ständigkeit를 현존재의 각시성
이 갖는 성격을 가리키는 의미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자기-부단성이라고 번역하
고 있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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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적으로 선구하는 결단성 이외에 다른 것을 뜻하지 않는다”고55) 말하고
있다. 이 경우 권순홍은 자기-부단성을 죽음을 향해 선구하는 결단성이 매
순간 거듭해서 일어난다는 각시성을 가리키는 말로 해석하고 있다.
“[…] 순간순간 본래적인 자기로 무간에 상속하지 않는다면, 본래적인 자
기의 전체성을 잃고 실존의 근원에서 ‘결단하지 않는 퇴락의 비자기-부단
성’으로56) 추락하고 말 것이다.”57)

비본래적인 세상사람으로서의 자기로 도로 퇴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
때마다 매번 죽음으로 선구하면서 본래적인 자기로 상속한다는 권순홍의
말은 하이데거의 생각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
은 불교에서도 매순간의 깨달음과 함께 원성실성이 유지될 수 있다는 사실
에 상응한다고 할 수 있다. 이 점에서 우리는 원성실성도 매 순간 변계소집
성을 넘어섬으로써 구현해야 하는 마음의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각
시성은 본래적 실존 못지않게 원성실성도 특징짓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하이데거가 “결단하지 않는 퇴락의 비자기-부단성”이라고 말할
때 이 말은 과연 권순홍이 말하는 것처럼 퇴락한 실존이 매 순간순간 결단
하지 않는다는 말로 해석할 수 있을까? 권순홍이 자기-부단성을 각시성으
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비자기-부단성이 자기-부단성에 대립되는 것을
가리킨다면 비자기-부단성은 비각시성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것은 그때그
때마다 일어나는 불연속이면서 연속적인 성격을 띠어서는 안 되고 고정된

Selbst-ständigkeit를 김형효는 자기 항구성이라고 번역하고 있다. 그런데 김형효는 자
기 항구성이 본래적 실존이나 비본래적 실존 모두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즉
김형효는 “관심이 본래적으로 나타나면, 그 관심의 항구성이 곧 자성이 지속적 안정성
(beständige Standfestigkeit)을 가능케 하는 근거가 되고, 관심이 비본래적으로 흐르면
그 때에 그 관심의 항구성이 자아의 지속적 안정성을 가능케 하는 근거가 된다”(김형
효, 2000, 298쪽)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Selbst-ständigkeit에 대한 김형효의 이러한
해석은 하이데거의 파악과 크게 다르다. 하이데거는 Selbst-ständigkeit는 본래적 실존
에서만 성립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55) Sein und Zeit, 322쪽.
56) Sein und Zeit, 322쪽.
57) 권순홍(2008, 360쪽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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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와 같은 성격을 갖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권순홍 자신
도 비자기-부단성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지는 않다. 권순홍은 비자기-부단
성 역시 일종의 각시성으로, 그때마다 결단하지 않음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
이다. 이는 권순홍처럼 자기-상주성을 각시성으로 해석하는 것은 방향을
잘못 잡은 것이라는 사실을 시사해 준다.
권순홍은 각시성과 관련하여 퇴락을 그때마다 결단하지 않는다고 말하
고 있지만 이는 퇴락에 대한 동어반복적인 설명에 지나지 않으며 퇴락이 가
지고 있는 성격에 대해서 내용 있는 이야기를 해주는 것은 아니다. 하이데
거가 퇴락의 비자기-상주성으로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퇴락한 실존이 빠
져 있는 뿌리 없는 무정주성(無定住性)의 상태다.58) 퇴락한 실존은 호기심
과 빈말에 사로잡혀 항상 새로운 것을 쫓아다니면서 뿌리를 상실하고 삶의
확고한 지반을 결여하고 있다. 하이데거가 퇴락의 비자기-상주성을 말할
때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무정주성성이며 권순홍이 말하는 것
처럼 퇴락이 그때마다 결단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자기-상주성도 퇴락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무정주성의 성격과 대
립되는 것으로 해석해야만 한다. 자기-상주성은 ‘부단한’ ‘입지확
보’(beständige Standfestigkeit), 즉 항존성과 자립성이라는 이중적 의미를
갖는다. 이 점에서 그것은 결의하지 않는 퇴락의 ‘비자기-상주성’(Unselbst-ständigkeit)
과 대립되며, 이러한 비자기-상주성 역시 비항존성과 비자립성이라는 이중적
의미를 갖는다.59)
죽음으로 선구하는 순간 우리는 세상사람이 제공하던 온갖 우연하고 ‘일
시적인’ 가능성에 집착하던 상태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삶의 확고한 지반을
획득하게 된다.60) 우연하고 일시적인 것을 영원한 것처럼 집착하면서 그것
에 매달리는 상태로부터 죽음으로의 선구를 통해서 벗어나게 될 때, 우리는
삶의 확고한 지반과 평온함과 기쁨을 갖게 된다.61)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인연의 흐름 속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평온한 기쁨을 잃지 않는 마음의 상태
58)
59)
60)
61)

Sein und Zeit, 172쪽 참조.
Sein und Zeit, 322쪽 참조.
Sein und Zeit, 384쪽 참조.
Sein und Zeit, 310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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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바로 하이데거가 자기-상주성이라는 말로 가리키고 싶은 것이다. 단적
으로 말해서 자기 상주성은 생멸을 여읜 마음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
러한 자기-상주성은 고정불변의 실체로서 존재하는 자아에게 원래부터 주
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결단성이라는 매순간의 실존적 수행에 의해서 비로
소 우리에게 주어진다. 이는 불교에서 무상한 것들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는 끊임없는 수행과 함께 비로소 우리에게 잠재되어 있던 무루종자 내지 불
성이 드러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런 맥락에서 하이데거는 자기-상주성은
본래적인 실존을 통해서 확보되며, 이렇게 본래적인 실존을 통해서 확보되
는 자기-상주성을 통해서만 우리가 흔히 ‘주체의 지속성(Beharrlichkeit)’
으로 잘못 알고 있는 자기의 상주성(Ständigkeit)이 제대로 해명될 수 있다
고 말하고 있다.62)
권순홍은 원성실성을 본래적 실존과 동일시할 수 없는 근거로서 원성실
성은 생멸을 여읜 반면에 본래적인 실존은 생멸을 여의지 못했다는 것 외에
또 다른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즉 권순홍은 진여가 생멸을 여읜 우주 만법
의 실상인 반면에, 하이데거가 말하는 “실존 또는 현존재의 진리는 그때마
다 고유한 현존재로 개별화한, ‘나’로까지 개별화한 각시적인 진리들일뿐
이지 만법을 두루 망라하는 진리가 아니다”고 말하고 있다.63)
여기서 권순홍은 각자의 고유한 현존재를 각각의 나로 개별화되고 고립
화된 자기로 간주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다른 자아들이나 사물들을 한
갓 도구로 이용하면서 그것들을 자기중심적으로만 바라보는 것은 하이데
거가 비본래적인 자기라고 말하고 있는 세상사람으로서의 자기다. 세상사
람으로서의 자기는 자신이 집착하는 세간적인 가치를 중심으로 하여 자신
이 그러한 세간적인 가치를 실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선한 사
람으로, 그렇지 않은 사람은 나쁜 사람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이에 반해 본
래적인 실존은 세상사람의 지배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기를 찾은 사람이지
만, 이러한 자기는 다른 자기들로부터 고립되고 그것들과 대립된 자기가 아
니라 오히려 모든 것의 고유한 존재를 받아들이는 자기다. 권순홍 자신도
62) Sein und Zeit, 322쪽 참조.
63) 권순홍(2008, 37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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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래적인 실존이 갖고 있는 이러한 성격을 인정하고 있다. 권순홍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오로지 우주 만법 중에서 인간만이 존재 자체의 햇살을 마실 수 있는 현존재로 실존한다는 뜻으로 보아야 한다. 이렇게 유독 인간만이 여느 존재자
와는 달리 현(Da)의 열린 공간에서 존재를 수호하는 현-존재가 되기에 실
존의 방식으로 존재한다면, 인간 현존재에게는 본질이 없을 것이다.”64)

필자는 존재 자체의 햇살을 마실 수 있는 현-존재로 존재할 수 있다는 사
실과 만법의 진리를 그대로 여여하게 받아들이는 원성실성으로 존재한다
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니라고 본다.
이상에서 우리는 본래적 실존을 의타기성에 상응하는 것으로 보는 권순
홍의 견해가 자기 자신의 말에 의해서 부정되고 있는 것을 보았다. 앞에서
보았듯이 권순홍은 자신이 본래적 실존이 의타기성에 상응한다고 보는 중
요한 근거를 본래적인 실존이 각시성이라는 성격을 갖고 있다는 데서 찾고
있지만 정작 하이데거가 본래적 실존의 특징을 권순홍이 말하는 의미에서
의 각시성이라고 말하는 부분을 찾기는 어렵다. 또한 권순홍은 본래적 실존
에서 확보되는 자기-상주성을 각시성으로 해석하고 있지만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전거 역시 존재와 시간에서 찾아볼 수 없다.
그런데 권순홍은 본래적 실존을 한편으로 의타기성으로 보면서도 엄밀
한 의미에서 의타기성으로 보지 않고 있다. 권순홍에 의하면 하이데거가 말
하는 본래적 실존은 의타기성에서 ‘의타성(依他性)’이란 성격을 갖지 않고
오직 ‘기성(起性)’이란 성격만을 갖는다는 것이다. 권순홍의 이러한 견해는
하이데거가 말하는 본래적 실존을 가능하게 하는 시간성에 대한 권순홍 특
유의 견해에 입각해 있다. 본래적 실존을 가능하게 하는 시간성을 권순홍은
근원적 시간성이라고 부르면서,65) 이러한 근원적인 시간에 의타성은 인정
64) 권순홍(2008, 75쪽)
65) 존재와 시간에서 말하는 근원적인 시간이 본래적인 시간과 동일하다고 보는 권순홍
의 견해는 근원적 시간에 대한 하이데거의 생각과 부합되지 않는다. 하이데거는 시간
을 크게 근원적 시간과 파생적인 시간으로 나누고 있다. 근원적인 시간은 현존재의 존
재의미에 해당하는 시간으로서 ‘자기를 향해’, ‘… 으로 돌아와’, ‘… 을 만나게 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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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고 기성만을 인정하고 있다.66)
권순홍은 하이데거가 말하는 근원적 시간 내지 본래적 시간에 유식불교
의 아뢰야식이 상응한다고 보면서도 근원적 시간의 작용방식과 아뢰야식
의 작용방식을 아래와 같이 구별하고 있다.
“우선 근원적 시간은 지평의 빛으로 생기하자마자 존재자적 이해로까지 자
기 자신을 변양시킨다면, 아뢰야식은 인능변(因能變)의 작용을 통해서 식
들을 전변하는 한편 이렇게 전변된 식들은 여러 연들이 갖추어질 때 과능변
(果能變)의 작용을 통해서 견분(見分)과 상분(相分)을 변현한다. […] 뿐더
러 근원적 시간이 각시성에서 순간적 자기완결성의 사건으로 거듭 생기한
다면, 아뢰야식은 인과 연이 갖추어져 있는 동안 찰나마다 전전하고 상속한
다.”67)
“그렇다면 시간이 ‘저절로’ 자신을 시간화하는 한편 역시 ‘저절로’ 자신을
변양시킨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와 달리 아뢰야식은 인과 연의 화
합을 통해서 의타기성답게 연기한다고 해야 할 것이다.”68)

이렇게 근원적 시간이 인과 연의 영향을 받지 않고 그 스스로 일어나는
라는 의미에서의 장래, 기재, 현재로 이루어진 ‘기재하면서-현전화하는 도
래’(gewesend-gegenwärtigende Zukunft)로서의 시간이다. 이에 반해 파생적인 시간
은 ‘지금이라는 시점들의 연속’으로 이해된 시간이다. 우리가 흔히 시간이라고 할 때
는 이러한 파생적인 시간을 의미하기 때문에 하이데거는 이러한 시간을 통속적인 시
간이라고도 부르고 있다. 근원적인 시간은 이러한 통속적 시간의 근원이라는 의미에
서 근원적인 시간이라고 불린다. 근원적인 시간은 다시 본래적인 시간성과 비본래적
인 시간성으로 나뉜다. 본래적인 시간성은 ‘죽음으로 선구하면서 기재를 반복하는 순
간’으로 나타나며, 비본래적 시간성은 ‘예기하면서 간직하는(기재를 망각하는) 현전
화’로 나타난다. 하이데거가 근원적인 시간을 이처럼 본래적인 시간성과 비본래적인
시간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에 반해 권순홍은 근원적인 시간을 본
래적인 시간성과 동일시하고 있다. 권순홍이 근원적인 시간을 본래적 시간과 동일시
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의 책 여러 곳에서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권순홍은 유식불교
의 거울로 본 하이데거 362쪽에서 “근원적 또는 본래적 시간”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
으며 또한 앞에서 인용한 364쪽의 문장에서도 “우선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각시성
이 본래적인 시간의, 존재와 시간에서 말하는 근원적 시간의 특징이라는 점이다”라
고 말하고 있다.
66) 권순홍(2008, 377쪽)
67) 권순홍(2008, 68쪽)
68) 권순홍(2008, 1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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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라는 점에서 권순홍은 근원적 시간은 선천주의(Apriorismus)라는 성
격을 띠고 있는 것으로 본다.
“의타기성이 연기법의 다른 이름이라면, 적어도 ‘의타성’은 시간의 시간화
운동이나 현존재의 본래적인 실존에 적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 까닭은
분명하다. 근원적 또는 본래적 시간이 현존재의 본래적인 실존을 선천적으
로 가능하게 하는 최후의 조건이라는 점에서 현존재의 실존론적 분석론은
연기법과는 달리 선천주의에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69)

본래적 시간의 선천주의라는 것으로 권순홍은 본래적 시간이 어떠한 인
연의 영향도 받지 않고 현-존재와 세계의 열린 공간을 조성한다는 사실을
가리키고 있다. 이에 반해 본래적 시간에 상응하는 아뢰야식은 자신의 부단
한 능변작용을 통해서 인간과 기세간을 그때마다 다양한 양태로 변출한다
고 말하면서 아뢰야식은 철저하게 의타기성에 따라서 작용한다고 보고 있
다. 그런데 권순홍이 하이데거의 본래적 시간이 다른 인연들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일어난다고 말할 경우, 권순홍은 본래적 실존을 의타기성에 상응
한다고 보아서는 안 될 것이다. 이는 본래적 실존이 인연에 의해서 일어나
지 않는 것이라면 그것을 어떤 이유로도 의타기성이라고 부를 수는 없기 때
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사실상 권순홍은 하이데거가 불교의 연기법을 알지
못하고 있다고 단정하고 있다.
“불교의 맥락에서 보자면, 이것은 하이데거가 연기의 이법을 모르는 탓이
기는 하다. 이러한 까닭에 시간은 종자와 같은 직접적인 인이나 다른 연을
기다릴 필요도 없이 힘답게 그때마다 시간화의 운동을 펼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70)

더 나아가 권순홍은 본래적 시간에 대한 하이데거의 철학은 외도의 입장
과 다를 바 없다고 보고 있다.

69) 권순홍(2008, 362쪽)
70) 권순홍(2008, 1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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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의 ‘대중연’의 자격 조건을 “이것은 외도(外道)가 자연인(自然人)이
뭇 연을 기다리지 않고 항상 단번에 결과를 일으킨다고 집착하는 것을 막는
다”(성유식론, 84-85)는 취지로 받아들여야 한다면, 시간의 자기시간화
도 그렇겠지만 시간의 자기변양이 그 외도의 경우와 다를 바가 없다고 해야
할 것이다.”71)

그러나 과연 하이데거가 말하는 본래적 시간이 모든 인연에서 벗어나 저
절로 일어나는 것인지는 의심스럽다. 원성실성이 무루심 내지 무루종자라
는 인(因)에 수행과 스승을 비롯한 뭇 사람의 가르침이라는 연(緣)이 결합
하여 성립되는 것처럼, 하이데거가 말하는 본래적 시간 역시 현존재의 고유
한 실존가능성이라는 인(因)에 죽음으로 선구하면서 세간적인 가치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현존재의 실존수행과 이러한 수행을 돕는 뭇 사람
들의 배려가 연(緣)으로서 함께 작용하는 방식으로 일어난다고 할 수 있다.

3. 하이데거와 유식불교의 문제의식은 근본적으로 다른가?
본래적 실존과 원성실성은 근본적으로 다르고 본래적 실존은 차라리 의
타기성과 상응한다고 보는 것이 권순홍이 취하고 있는 공식적인 입장이었
다. 그러나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권순홍 자신도 여러 곳에서 본래적 실
존과 원성실성을 동일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순홍은 왜 극구 본래
적 실존과 원성실성을 무관한 것으로 보려고 하는가? 이는 권순홍이 하이
데거의 문제의식과 유식불교의 문제의식이 근본적으로 서로 다르다고 보
기 때문이다. 권순홍에 따르면 하이데거의 문제의식은 순수한 철학적인 차
원에 머물러 있는 반면에, 유식불교의 문제의식은 사람들을 고통에서 구하
겠다는 종교적 구원의 문제의식이라는 것이다.
이 점과 관련하여 권순홍은 “하이데거의 철학은 불교의 철학과 함께 깨
닫는 정신의 초탈적 사유를 가장 탁월하게 보여준다”는 김형효의 견해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71) 권순홍(2008, 1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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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데거가 서양 형이상학의 잊힌 기초를 회복하겠다는 의도에서 존재물
음의 길을 걸어갔다면 유식불교는 중생으로 하여금 해탈과 열반에 이르도
록 독려하기 위해서 유식무경의 길을 걸어갔다는 점에서 제각기 사유의 방
향과 의도, 목적과 배경이 다르다는 것을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될 것이다.”72)

유식불교와 하이데거 철학을 안이하게 무조건적으로 동일시하는 우(愚)
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권순홍의 입장에 대해서는 필자도 전적으로 찬동하
지만, 하이데거 철학의 궁극적인 목표가 단순히 이론적인 차원에서 존재물
음을 새롭게 제기하는 것에 그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고 있다. 필자는
하이데거가 존재물음을 단순한 지적인 호기심의 차원에서 전개하지 않았
다고 본다. 하이데거의 존재물음이 궁극적으로 겨냥하는 것은 현대인들의
사유방식을 근본적으로 전환함으로써 현대가 부딪히고 있는 위기를 극복
하는 것이었다. 하이데거는 존재망각이 현대에 와서 극에 달함으로써 현대
인들의 삶은 황폐해지고 피폐해지고 있다고 본 것이다. 하이데거의 이러한
실천적 문제의식은 후기에 와서 정면으로 드러나지만 초기에서도 암암리
에 존재물음의 궁극적인 동기로서 작용하고 있다. 이 점에서 필자는 하이데
거의 존재물음은 단순히 이론적인 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인간 삶의 변
혁을 목표하고 있다고 본다. 따라서 필자는 불교와 하이데거 사이에 존재하
는 실천적 관심의 동일성을 강조하는 김형효의 견해에 동의하는 편이다.
우리는 위에서 하이데거와 유식불교를 비교하는 김형효의 연구를 상세
하게 살펴보지 못했지만, 김형효야말로 하이데거가 말하는 본래적 실존이
유식불교에서의 원성실성에 상응한다고 보는 동시에 본래적 실존을 구현
하기 위한 죽음으로의 선구가 유식불교에서 말하는 전식득지에 상응한다
고 보는 대표적인 연구자라고 할 수 있다. 김형효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만약에 죽음의 사건을 자기화하는 전회에 의해 실존이 세상사람의 이기적
자신으로부터 자신을 탈취시켜 본래적 자기성으로 회심케 하는 경우가 일
어난다고 가정해 보면, 그 때의 자기성은 이기적인 공동존재의 이면이 아니
고, 대자대비적이고 동체대비적인 공동존재의 이면으로 탈바꿈하리라.
[…] 자기성이 한없이 넓어지고 허공처럼 자신을 비우게 되면, 모든 타자성
72) 권순홍(2008, 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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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곧 그 자기성의 자리에 들어와 자기성과 타자성이 동체대비로 한 몸을
이루는 그런 경지에 이른다. 이런 전식성지의 경지를 불성을 이룬 마음의
경지라 부른다.”73)

김형효는 하이데거가 말하는 죽음으로의 선구를 유식불교에서 말하는
전식성지 내지 전식득지에 상응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즉 죽음으로의 선구
를 통해서 세상사람으로서의 자기가 추구하는 세간적인 가치들에 대한 집
착을 버리게 될 때 현존재는 이기적인 자신으로부터 벗어나 모든 존재자의
고유한 존재를 존중하는 대자대비의 자기로 변화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죽
음으로의 선구를 유식불교에서 말하는 전식득지에 상응하는 것으로 보는
이러한 견해에 대해서 권순홍은 이렇게 비판하고 있다.
“만일 세상사람들이 어떤 수행 사실도 없이 그냥 자신의 고유한 죽음의 가
능성에 대한 자각을 통하여 본래성으로 회심한다는 사실만으로 그 같은 불
성의 경지에 오를 수 있었다면, 이 세상은 아마도 이미 불국정토(佛國淨土)
가 되었을 것이다.”74)
“본래성의 선택이 단 한 번에 그칠 수도 있는 현존재의 결연한 부름 이해에
달려 있다면, 의타기성의 증견은 중생이 헤아릴 수 없이 길고 긴 시간 동안
지난한 수행의 계위를 꾸준히 닦아나가는 데에 달려 있다.”75)

이러한 비판을 할 때 권순홍은 하이데거가 말하는 죽음으로의 선구가 극
히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인 것에 반해서 불성의 구현은 극히 어려운 것
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권순홍은 하이데거가 말하는 죽음으로의 선구가 왜
그렇게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라고 생각하는가? 권순홍은 위의 인용
문에서 죽음으로의 선구를 자신의 고유한 죽음의 가능성에 대한 자각이라
고 부르고 있지만 이러한 자각은 누구나 조금만 생각해 보면 쉽게 가질 수
있는 자각이라고 보는 것 같다. 그러나 하이데거가 말하는 죽음으로의 선구
는 단순히 머리로만 죽음을 자신의 고유한 가능성으로 보는 것과는 다르다.
73) 김형효(2000, 133쪽 이하)
74) 권순홍, ｢유식불교의 눈으로 본 존재와 시간｣(철학비평, 제6호, 2001), 94쪽.
75) 권순홍(2008, 3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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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데거에서 죽음으로의 선구는 불안이라는 기분을 인수하는 것과 관련
하여 해석되고 있다. 불안이란 기분을 인수한다는 것은 현존재가 비본래적
실존으로서 집착해 온 세간적인 가치가 허망함을 깨닫고 그것에 대한 집착
을 온전히 버리는 것을 말한다. 그것은 세간적인 가치들이 우리가 죽으면
모두 다 사라져 버리는 허망한 것이라는 것을 단순히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온몸 세포 하나하나에까지 침투해 있는 세간적인 가치들에
대한 집착을 철저하게 버리는 것을 의미한다.
죽음으로의 선구를 이렇게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하이데거는 죽음으로
의 선구를 통한 본래적 실존의 구현은 극히 드물게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
다. 하이데거는 우리는 우선 대부분의 경우 비본래적인 실존을 살고 있다고
말하는 것을 넘어서 비본래적인 실존은 우리를 항상 퇴락으로 끌어들이는
소용돌이(Wirbel)와 같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76)
사실상 권순홍 자신도 죽음으로 선구하는 결단은 한 번으로 완성되는 것
이 아니라 매순간 거듭해서 일어나야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결단성에서 단 한 번 고유한 자기존재가능으로 자신을 기투한다고 해서
현존재가 본래적인 자기로 실존한다고 볼 수는 없다. 죽음으로 ‘그때마다’
‘매번’ 선구하지 않고서는, 즉 죽음으로의 선구에서 본래성의 전체성을 장
악하지 않고서는 존재의 무력성을 감도는 불안의 무시무시한 기분에서 다
시금 세상사람의 안락한 세계로 퇴락하기 일쑤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현존
재는 선구하는 결단성의 ‘그때마다’에서 ‘부단히’ 본래적인 자기로 실존할
때에나 본래적인 자기답게 실존한다고 보아야 옳다.”77)

이렇게 말할 때 권순홍은 하이데거도 단 한 번의 죽음으로의 선구를 통
해서 본래적인 자기가 구현된다고 말하고 있지는 않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
정하고 있는 셈이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본래적 실존과 원성실성의 상응
여부에 대한 권순홍의 서술도 혼란을 빚고 있지만 죽음으로의 선구가 갖는
성격에 대한 권순홍의 서술도 혼란을 빚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권순홍은 하이데거 철학의 관심이 사람들을 고통으로부터 해방시키는
76) Sein und Zeit, 178쪽 참조.
77) 권순홍(2008, 345쪽 이하)

100 비교철학 특집

데 있지 않았다고 보면서 그 근거로 하이데거에게는 불교에서 보는 바와 같
은 구체적인 수행론이 없다는 사실을 들고 있다. 이러한 사실에 입각하여
권순홍은 하이데거가 말하는 본래적인 실존을 모든 고통으로부터 벗어난
상태인 불교의 원성실성에 상응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예컨대 생사의 바다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중생을 구제하고자 하는 자비
의 실천행, 팔정도(八正道)와 같은 해탈의 길, 열반과 같은 삶의 종교적인 구경
등을 향해서 열린 출구가 기초존재론에 설치되어 있지는 않다는 말이다.”78)

권순홍이 말하는 것처럼 하이데거에게 팔정도를 비롯하여 불교의 지관
(止觀)과 같은 구체적인 수행법이 보이지 않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불교
적 전통에서 살아오지 못한 하이데거에게 구체적인 불교적 수행론을 기대
하는 것 자체가 무리라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이데거가
넓은 의미의 수행론을 제시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불안이란 기분에서
도피하지 않고 그것을 인수하라’는 하이데거의 말은 세간적인 가치들을 통
해서 자신의 안전한 지위를 확보하려는 모든 헛된 시도를 버리라는 말이라
고 할 수 있다. 하이데거는 죽음으로의 선구가 현존재가 죽는다는 사실을
단순히 머리로 알게 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죽음을 진지하
게 생각하면서 모든 세간적인 가치의 허망함을 깨닫고 그것들에 대한 집착
을 버리려는 끊임없는 실존수행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보는 것이다. 그리
고 후기의 하이데거는 존재자들을 지배하려는 탐욕의 노예상태에서 벗어
나 ‘존재의 소리에 청종하는 방념’(放念, Gelassenheit)을 구현할 것을 촉구
하고 있다. 불안을 인수하는 죽음으로의 선구나 방념과 같은 것은 우리가 본
래적인 실존을 구현하기 위해서 닦아야 할 수행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의
미에서 하이데거 철학은 넓은 의미의 수행론을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이데거의 존재물음은 인간이 어떻게 살고 어떻게 행위해야 하는지에
대한 윤리학적인 사유를 포함하고 있다. 하이데거 자신이 모든 참된 철학에
서는 존재론과 윤리학이 분리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처럼, 하이데거의 존재

78) 권순홍(2008, 380쪽)

유식불교의 삼성설과 하이데거의 실존방식 분석의 비교

101

론은 그 자체가 이미 삶의 방향을 제시하려는 윤리학이다. 하이데거는 사람
들에게 비본래적 실존이 빚어내는 서로 간의 질시와 시의 그리고 자신의 삶
의 안정성에 대한 끊임없는 두려움에서 벗어나, 서로 간의 우의와 삶의 확
고한 지반과 기쁨을 구현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하이데거가 철학하는 방식은 전통형이상학과 근
본적으로 다르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전통형이상학에서 철학함은
근대 이전의 철학에서 보듯이 세계에 대한 객관적 고찰이나 근대철학에서
보듯이 인간의 의식작용을 내면적으로 반성하는 식으로 행해졌다. 이에 반
해 하이데거는 자신의 존재물음은 실존의 근본적인 변혁을 통해서만, 다시
말해서 불안을 인수하는 죽음으로의 선구에 의해서만 제대로 행해질 수 있
다고 보는 것이다. 이는 불교에서 만법의 진리인 진여뿐 아니라 의타기성마
저도 우리가 원성실성을 구현했을 때에나 제대로 보인다고 말하고 있는 것
에 상응한다고 할 수 있다.79)

Ⅳ. 맺으면서
우리는 앞에서 정은해와 권순홍의 연구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유식
불교의 삼성설과 하이데거가 말하는 실존방식들이 어떤 식으로 상응하는
지를 살펴보았다. 필자는 유식불교가 말하는 변계소집성과 원성실성 각각
에 하이데거가 말하는 비본래적인 실존과 본래적 실존이 상응한다고 보았
다. 그렇다고 해서 필자는 유식불교와 초기 하이데거의 철학이 전적으로 동
일하다고 보는 것은 아니다.
일례를 들어 김형효는 하이데거가 말하는 현존재를 유식불교에서 말하
는 진망화합식으로서의 아뢰야식에 상응한다고 보고 있고80) 권순홍은 아

79) 권순홍에 대한 이러한 비판은, 권순홍과 비슷한 입장에 서서 하이데거 철학과 유식불
교 사이에 넘어설 수 없는 차이가 있다고 보는 서동은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다고 생
각한다. 서동은(2010, 50쪽 참조)
80) 김형효(2000, 1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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뢰야식을 하이데거의 본래적인 시간성에 상응하는 것으로 보고 있지만,81)
하이데거 철학에서 엄밀한 의미에서 유식불교의 아뢰야식에 상응하는 것
을 발견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여겨진다. 유식불교는 어디까지나 윤회를 인
정하는 입장에서 아뢰야식이 몇 억겁에 걸쳐서 쌓여 온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점에서 유식불교는 우리의 업습(業習)을 극복하는 일이 얼마나 지난한
일인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유식불교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집착하는 고정된 실체로서의 자기라는 것이 사실은 이렇게 수억 겁에 걸쳐
서 쌓아온 업습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하이데거에
게는 이러한 업습의 차원은 보이지 않는다.
하이데거는 우리의 일상적인 생각과 행동이 세상사람의 세론(世論)에 의
해서 규정되고 있다고 말하지만 우리의 일상적인 생각과 행동이 아뢰야식
과 말나식과 같은 것에 의해서 규정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주목하고
있지는 않다. 물론 하이데거는 비본래적인 실존의 본질적인 특성을 다른 사
람과의 격차를 의식하면서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많이 떨어져 있으면 그 격
차를 줄이려고 하고 다른 사람과 격차가 별로 나지 않으면 그 격차를 늘이
려고 하는 격차성에서 찾고 있다. 이러한 격차성은 쉽게 말하면 비교의식이
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격차성을 언급하면서 하이데거는
유식불교에서 말하는 말나식의 일단을 건드리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말나식이 집착하는 자아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이데거는
깊이 파고들지는 않고 있다고 여겨진다. 세상사람의 가치에 집착하더라도
각자의 아뢰야식에 따라서, 다시 말해서 각자의 업습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돈에 더 집착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명예에 더 집착할 수 있다.
이 반면에 죽음에 대해서 인간이 취하는 태도에 대해서 하이데거가 행하
고 있는 상세한 분석과 같은 것을 유식불교에서는 보기 힘들다. 이렇게 유

81) 물론 권순홍은 아뢰야식과 본래적 시간의 차이도 지적하고 있다. 권순홍은 아뢰야식
과 본래적 시간의 동일성을 아뢰야식이 의타기성인 데 반해서 하이데거의 본래적 시
간은 인연에서 벗어나 저절로 생기는 것이라는 데서 찾고 있다.(권순홍, 2008, 68쪽과
121쪽 참조) 이에 반해 필자는 아뢰야식과 하이데거의 현존재 내지 현존재의 존재의
미인 시간성 사이의 차이는 아뢰야식에서는 업습이 문제되고 있는 반면에, 하이데거
에서는 이러한 업습은 문제되고 있지 않다는 데서 찾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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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불교와 하이데거가 전적으로 동일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양자가 서로 대
화하고 서로의 대화를 통해서 보완할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
다. 유식불교와 하이데거 철학이 생산적인 대화를 통해서 서로를 보완할 수
있는 주제는 이 글에서 검토한 유식불교의 삼성설(三性說)과 실존방식에
대한 하이데거의 분석 사이의 관계뿐 아니라 전식득지와 결단성 사이의 관
계, 유식불교와 하이데거 철학을 관념론으로 규정할 수 있는가라는82) 문제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주제들에 대한 연구를 필
자는 지면을 달리 하여 수행할 예정으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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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Comparative Study of Heidegger’s Analysis of
the Ways of Existence and the Trisvahāva Theory
of the Yogācāra School

Park, Chan-Kook
This paper aims to compare Heidegger’s Analysis of the Ways of
Existence and the Trisvahāva Theory of the Yogācāra School. This study
involved a critical examination of Cheong Eun-Hae’s “A Time-theoretical
Interpretation of the Central Concepts of Buddhism, Tathata and Samsara”
and Kwon Soon-Hong’s Heidegger Seen in the Mirror of the Yogācāra
Buddhism. In principle I agree with Cheong Eun-Hae, who insists that
parikalpita-svabhāva (遍計所執性) corresponds to an inauthentic existence
and pariniṣpanna-svabhāva (圓成實性) corresponds to an authentic
existence. However, his view is presented quite confusingly. I put forward
my view by stating clearly what Cheong Eun-Hae’s view intends. Kwon
Soon-Hong insists that paratantra-svabhāva (依他起性) corresponds to an
authentic existence, though he sees parikalpita-svabhāva (遍計所執性)
corresponding to an inauthentic existence. I have put forward my view by
examining the problems associated with Kwon Soon-Hong’s view in detail.

Subject Class: Comparative Philosophy, Ontology
Keywords: Parikalpita-svabhāva, Pariniṣpanna-svabhāva, Paratantra-svabhāva,
Authentic Existence, Inauthentic Existen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