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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토마스의 ‘개별화의 원리’를 형상과 질료라는 개념으로 설명하라(1996박사1학기) - Thomas는 ‘개별화의 
원리’를 형상-질료 계에서 어떻게 악하고 있는지 약술하시오(1991박사2학기) - 토마스 아퀴나스에서 개
별화의 원리를 형상과 질료의 개념을 사용하여 설명하시오(1998년2학기) - 4) Tomas Aquinas 존재론에서 
‘본질’(essentia)과 ‘존재’(existentia)의 구별이 갖는 의의를 쓰시오(1995박사1학기) - 5) 스콜라 철학에서는 
본질(essentia)과 가능태(potentia)의 계가 어떻게 악되고 있는가(1992석사1학기) - 5-1) 토마스 아퀴나
스에서 자연  ‘존재자(ens)’의 발생과 소멸을 해명하시오(2000년 1학기)

                                    [ Text : De ente et essentia ]

개별화 원리(individuationis principium, 어번역 2 장[4 문단], 독어 번역 원문 23쪽).

    : 는 질료(materia, 2[4], 23)이다 - 그래서 형상과 질료를 포 하는 본질(essentia, 2[4], 23)은 보편자가 아니  
                                     라 특별자(particularis, 의 곳)이다 - 고로 이 경우 보편자는 정의 될 수 없다.   
                                               본질은 사물(rei, 2[1], 20)정의에 의해서 가리켜진(significatur, 2[4], 23)것이라면 그 다

                                                                      : 자신의 본질을 통해서 사물(res, 2[1], 19)은 인식되며, 종과 류   
                                                                          안에 고정된다. 

                    : 그러나 단순한 것(rei, 4[4], 46)의 본질은 체로서만 가리켜진다 ↔ 복합실체만의 본질임 - 체 는 부분으로서 가  
                      형상이외의 받아 들이는 어떤 것이 없기 때문이다 - 질료 안에서,               리켜질 수 있다(significare, 4[4]. 46)
                      받아드려지지 않는다.                                         

            : 그러나 가리켜진 질료(materia signata, 2[4], 23)이지, 첫 번째 질료(materia prima, 2[10], 31 ; 5[10], 51)는 아니다.
                                            : signo -are(signum), to put a mark upon, marl. onscribe : to indicate, to impress.
                    : 규정된 차원들(dimensionibus, 2[4], 23)아래서 숙고된 것을 말한다.
                                      : 이 특별한 살과 이 특별한 (hoc os et haec caro, 2[4], 23)이다.

                           : 이러한 질료는 소크라테스가 정의될 수 있다면 소크라테스의 정의의 부분이지 사람 그 자체의 정의의 부분은  
                             아니다
                                                                    : 은 가리켜지지 않는(materia non signata, 2[4], 3)질료를 포함한다.
                                                                    : 은 단 인 살과 (caro et os absoluto, 2[4], 23)이다.

                           : 따라서 사람의 본질과 소크라테스의 본질은 가리켜지는 것과 가리켜지지 않는 것의 차이일 뿐이다.
                                       : 종           : 같은 종 안의 개별자들(indiviui, 2[5], 24)임.
                                                                    : 질료를 통해 종들과 련하여 규정된 것들이다.
                                                                    : 종의 측면에서(respectu specaei) 차원에 의해 규정된 질료를통해   
                                                                      가리켜진다.
                                            : 류의 측면에서(respectu generis) 구성 인 차이를 통해 가리켜진 것이다 - 형상을 통해 류   
                                              들과 련하는 규정.

                     : 가리킴 는 규정은 그 류와 련된 종 안의 것이다 
                            : 종(사람)의 본질 안에 그리고 류(동물)의 본질 안에 존재하는(existens, 2[5], 38)어떤 것에 의해서 원인지워질  
                              수 없다.
                                        : 종 안에 있는(sit)것은 무엇이든 류 안에, 단지 규정되지 않은 채 있다.

                            : 가리켜진 질료 안에서 받아 드려짐에 의해 복합 인 것의 본질은 나뉘어진 그 로 여러 개로 된다(multiplcan
                              -tur, 4[5], 46). 그 결과 종 으로 동일한 것들이 수 으로 다르게 된다

                                                              : 1) 차이를 덧 붙힘에 의해서(류 인 자연이 종들안에서 여러 가지로 됨).
                                                              : 2) 질료의 다른 부분들 안에서 형상을 받아드림에 의해서(종 인 자연이  
                                                                   다른 개별자들 안에서 여러 가지로 됨)
                                                              : 3) 분리된 것 그리고 어떤 것 안에서 받아 드려진 것 사이의 구분에 의  
                                                                   해서 - 를들어 분리된 뜨거움과 분리 안된 뜨거움-(4[6], 48)

                                         : 그러나 단순한 것의 본질은 질료 안에서 받아 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동일한 종 안의 여러 개별  
                                            자들은 있지 않고 [구분되는] 많은 종들 만큼 개별자들이 있다.

            : 는 형상을 통해서 실 으로 있는 것(ens actu, 2[2], 21)이 된다.

                          : 은 질료를 실화 시킴.
                          : 이러한 형상(forma)이 획득 될 때 어떤 것(res)은 비록 순수하게 아니라 이차 이긴 해도 생성(generari, 4[5],    
                            46)된다 
                                          : 받아 들이는 것은 받아 들여지는 것과 비교할 때(respectu, 4[8], 50)가능태인 반면 받아 들여지  
                                            는 것은 실태(actus, 4[8], 50)이다.
                                                : 따라서 형상(forma)은 자신이 신으로부터 받아 들이는 그 있음의 측면에서는(respectu   
                                                  esse, 4[8], 50)반드시 가능태(in potentia, 4[8], 50)이다
                                                         : 가능태와 실태는 우선 으로 형상과 질료 안에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지성  
                                                           안에서 발견된다.
                                                               : 그러나 애매한 뜻(aequivoce, 4[8], 50)에서는 (형상과 질료 안에서도 발  
                                                                 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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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성은 분리된 실체임(in substantiis sepatatis, 4[10], 51) - 가능  
                                                                       태와 실채의 정도에 따라서 서로 구분됨 - 더 많음 실과 더  
                                                                       은 가능일수록 더 뚜렸한 지성이다.
                                          : 가능성을 지니지 않는한 지성들의 다수성(여러개로 됨, multitudinem, 4[10], 51)은 불가능하다.
                                                       : 그래서 그 주석가는 가능한 지성이 인식되지 않는다면 분리된 실체의 다수성을  
                                                         우리는 발견하지 못한다 라고 말했다.

                                              : 지성의 있음은 인 것이 아니라, 받아 들여진 것이다. 따라서 받아들이는 자연의 그  
                                                 능력에 있어서는 제한된다. 그러나 그 자연은 이어서(absoluta, 5[4], 55)질료 안에  
                                                                                                      서 받아 들여지는 것은 아니다.
                                                        : 그래서 지성은 열등한 것으로부터는 제한되지 않지만 뛰어난 것으로부터는 제  
                                                          한된다 라고 ‘원인에 한 책’에서는 말하여진다. - 뛰어난 것으로부터 받아 들  
                                                                                              여지는 지는 있음은 제한되기 때문이다.
                                                        : 지성들의 형상은 질료의 능력에 있어 제한되지 않는다.
                                                                         : 받아들임.

                                                 : 따라서 지성들 가운데서 우리는 동일한 종 안의 개별자들의 다수성을 발견하지 못함.
                                                        : 그러나 인간의 혼은 외이다.
                                                                : 은 몸과 하나되기 때문이다(unitur, 5[5], 55).
                                                                : 의 개별화는 하나되는 그 시 에서의 몸에 의존한다. 그러나 몸이 제   
                                                                  거된 뒤에도 그 개별화는 유지된다. 혼은 단 인 있음(esse absola-  
                                                                   tum, 5[5], 55-56)이기 때문이다.
                                                                       : 일단 혼이 특별한 몸의 형상이 됨에 이해서 일단 개별화되면  
                                                                        그 있음(esse)은  개별화 된 채로(individuatum, 5[5], 56)머무르  
                                                                        므로 그 다(Avicenna도 그 다고 한다)
                                                                   

                           : 3차원으로 헤아려질 수 있는 자연에 실체의 류로서의 몸(corpus, 2[6], 25)이라는 이름이 주어진다.
                                      가리켜지는(designati, 2[6], 25).
                                                                       : 량의 류(in genere quantiatis, 2[6], 25)로서의 몸임 = 3 차원   
                                                                         으로 규정된 것들 자체임.
                                            : 혼은 규정된 삼차원을 사물 안에서(in re, 2[7], 26)허용하는 형상과 구분되는 것이 아니다.

                                  : 몸은 삼차원의 규정을 허락하는 형상을 지닌 것을 가리킨다.
                                            : 이러한 형상으로부터는 더 이상의 완 (perfeerctio, 2[6], 25)이 허용되지 않는다.
                                                                                : 감각 인 자연, 지성 인 자연, 삶(생명)
                                                    : 만약 알론한(aliud, 2[6], 26)알론이 덧 붙 진다면 몸 이외의 것으로서 이해될것임.
                                  : 그래서 몸은 생물의 질료 이고 내 인 부분이다.
                                            : 혼은 몸에 의해 가리켜진 것 이외의 것이라면, 생물이 자신의 두 부분, 곧 몸과 혼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길에서 이런 몸과 묶어진다(suuperveniens, 2[6], 26)

    [ 동일한 종에 속하는 구별되는 개별자의 원리는 가리켜진 질료이다. 형상을 받아 들이는 질료의 자연에 의

해서 복합 인 것의 형상 는 본질은 나뉘어진 그 로 여러 개로 된다. 그 결과 종 으로 동이한 것이 수 으로 

다르게 된다. 그리고 여러 개로 되는 이러한 길은 1)류 인 자연이 종들 안에서 여러 가지로 되는, 차이가 덧 붙

짐에 의해서이든지, 는 2)종 인 자연이 다른 개별자 안에서 여러 가지로 되는, 질료의 다른 부분들 안에서 

형상이 받아 드려짐이든지, 는 3) 를들어 분리된 뜨거움과 분리 안된 뜨거움에서처럼, 분리된 것과 그리고 어

떤 것 안에서 받아 들여진 것 사이의 구분에 의해서이든지 이다. 나아가서 받아 들여지는 것은 받아 들이는 것에 

하여 볼 때 실태인 반면 받아 들이는 것은 받아 들여지는 것에 하여 볼 때 가능태 이다. 그래서 질료는 가

능태인 반면 형상은 실태이다. 형상은 질료를 실화시키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성과 같은 단 인 것의 본질은 

질료 안에서 받아 들여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질료가 가능태 이다라는 뜻에 있어서의 가능태가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있음을 신으로부터 받아 들인다는 뜻에서 가능태 이다. 종에 속하는 개별자들과는 달리 지성은 동일한 종 

안의 여러 개별자들로 있는 것이 아니라, 종들 만큼 많은 개별자들로 있을 뿐이다.

    따라서 질료를 지니지 않는 지성의 개별화의 원리는 자신의 있음을 신으로부터 받아 들일 수 있는 가능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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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지성의 경우 개별화의 원리는 가리켜진 질료가 아니므로 동일한 종 안의 구분되는 개별 인 지성들은 

없다. 그러나 혼의 경우는 외이다. 혼은 몸과 하나되기 때문이다. 몸과 하나되므로 몸의 그 질료가 혼을 

받아 들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몸과 하나 되는 그 시 에 동일한 종 안의 혼들이 개별화 된다. 그리고 혼의 

이러한 개별화는 몸이 제거된 뒤에도 유지된다. 혼은 단 인 있음이기 때문이다 ]

    같은 종(사람)에 있어서의 개별자(소크라테스)의 개별화의 원리는 [형상이 아니라], 가리켜진 질료이다. 그러

나 첫 번째 질료는 아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로 되게 하는 것은 소크라테스의 형상이나, 소크라테스의 첫 번째 

질료가 아니라, 구체 인 이 소크라테스의 살과 들이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질료는 소크라테스가 정의 될 수 

있다면 그 정의의 부분이지, 사람 그자체의 정의의 부분은 아니다. 그 자체 사람의 정의의 부분은 가리켜지지 않

는 질료, 곧 단 인 살과 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같은 종 안의 개별자들은 자신들의 종 인 측면에 있어, 어떤 

차원에 의해 규정된 질료를 통해, 가리켜지는 바의 것들이다. 그리고 바로 이 개별자가 소크라테스의 본질이다. 

나아가서 이 본질이 사물의 정의해 의해서 가리켜지는 것이므로, 만약 개별 인 소크라테스가 인식된다면 그의 

본질이 인식되는 것이지 [소크라테스 자체가 인식되는 것은 아니다]. 반면에 사람의 본질은 류 인 측면에 있어, 

형상을 통해 그 류와 련하는 구성 인 차이를 통해, 가리켜지는 바의 것들이다. 그 다면 종 안에 있는 것들은 

무엇이듯 류 안에 규정되지 않은 채로 있을 뿐이다. [이 규정되지 않는 것들이 질료에 의해서 가리켜질 때 개별

화 된다].

    따라서 그 가리킴은 류와 련된 그 종 안의 것으로서, 종(사람)의 본질 안에 그리고 류(동물)의 본질 안에 

존하는 어떤 것에 의해서 원인지워질 수는 없다. 그 기 때문에 복합 인 것의 본질은 가리켜진 질료 안에서 받

아 들여지는 가운데, 1)류 인 자연을 종들 안에서 여러 가지로 되게 하는, 차이를 덧 붙힘에 의해서든지 는

(vel, 4[6], 48), 2)종 인 자연이 다른 개별자들 안에서 여럿으로 되는, 질료의 다른 부분들 안에서 형상을 받아 

들임에 의해서든지 는 3) 를들어 분리된 뜨거움과 분리되지 않은 뜨거움과 같은, 분리된 것과 그리고 어떤 것 

안에서 받아 들여진 것 사이의 구분에 의해서, 나뉘어진 그 로 여러 개로 된다. 그리고 그 결과 종 으로 동일

한 것들이 수 으로 다르게 된다. [개별화 된다. 그래서 개별화의 원리는 받아 들여지는 형상이 아니라, 받아 들

이는 질료이다] 그러나 단순한 것의 본질은 받아 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동일한 종 안의 여러 개별자들이 있는 것

이 아니라, [구분되는] 많은 종들 만큼 개별자들이 있다.

    반면 질료는 형상을 통해서 실 으로 있는 것이 된다. 형상은 질료를 실화시키기 때문이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형상이 획득 될 때, 어떤 것(res)은 비록 순수하게가 아니라 이차 이긴 해도 생성된다 [그 다면 형상을 

잃는 것이 소멸일 것이다] 나아가서 받아 들이는 것은 받아 들여지는 것과 비교 할 때 가능태인 반면 받아 들어

지는 것은 실태이다. 따라서 형상은 자신이 신으로부터 받아 들이는 그 있음의 측면에서는 반드시 가능태이다. 

그러나 가능태와 실태는 우선 으로 형상과 질료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지성 안에서 발견된다-단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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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어(異意語) 인 감각에서만 형상과 질료 안에서 발견 될 뿐이다-. 나아가서 가능태와 실태의 정도에 따라서 

지성은 서로 구분되는 분리된 실체이므로, 더 많은 실과 더 은 가능일수록 더 뚜렷한 지성이다. 그 다면 이

러한 가능성을 지니므로 지성들의 다수성은 가능하다. 개별화의 원리는 질료이며, 질료는 받아 들이는 반면 형상

은 받아 들여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주석가는 가능한 지성이 인식되지 않는다면 분리된 실체의 다수성을 우리

는 발견하지 못한다 라고 말했다. 그런데 지성의 있음은 인 것이 아니라, 받아 들여진 것이다. 그래서 받아 

들이는 자연의 그 능력에 있어서 지성은 제한된다. 비록 지성의 그 자연은 단 인 것이어서 질료 안에서 그 있음

을 받아 들이는 것은 아니지만 말이다. 그래서 ‘원인에 한 그 책’에서 지성은 열등한 것으로부터는 제한 받지 

않지만 뛰어난 것으로부터는 제한 받는다 라고 말하여진다. 뛰어난 것으로부터 받아 들여지는 있음은 제한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성들의 형상은  받아 들이는 질료의 능력에 있어서는 제한되지 않는다. 따라서 지성들 에

서 우리는 동일한 종 안의 개별자들의 다수성을 발견하지 못한다. 

    그런데 인간의 혼은 외이다. 혼은 몸과 하나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나되는 그 시 에 혼의 개별화

는 의존한다. 그러나 몸이 제거된 뒤에도 그 개별화는 유지된다. 혼은 단 인 있음이기 때문이다. 아비 나도 

말햇듯이 일단 혼이 특별한 몸의 형상이 됨에 의해서 일단 개별화 되면 그 있음은 개별화 된 채로 머무르므로 

그 다.

본질과 존재(essentia et existentia)의 구분 의의?

    [존재자와 존재(ens et existentia)의 구분도 아니고 있음과 존재(esse et existentia)의 구분도 아니라, 본질과 

존재의 구분이라....아마 본질과 존재자(essentia et ens)의 구분일 것이다. 여러 가지 ‘ens’들이 구분된다는 것 다시 

말해 존재하는 것들의 층을 보여 다. 존재를 받아 들이는 것의 본질의 구분들을 통해서 말이다. 복합 인 것의 

본질은 단 인 것의 본질과 구분되며, 그리고 이러한 구분에 상응하여 개별화 되는 길 역시 구분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종에 속하는 개별자들이 구분 되는 그 하나요, 종에 속하지는 않는 그러나 종 으로는 구분되는 개별자들

이 그 하나이다. 물론 이 두 가지 개별자의 본질 역시 구분된다. 그들이 받아 들이는 존재(있음)의 완 성에 있어

서 구분되기 때문이다. 후자는 자 보다 더 완 하다. 자는 존재를 받아 들이는 그 자연에 있어 단 인 것이 

아니지만 후자는 단 인 것이기 때문이다. 질료 안에서 받아 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후자 역시 그 존재에 있어 

완 한 것은 아니다. 존재가 신으로부터 받아 들여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존재에 있어서는 후자 곧 지

성 역시 완 하지는 않다. 완 한 존재를 신 뿐이기 때문이다. 이 신만이 존재와 그 본질(보편자)이 일치한다. 선

과 진리와 아름다움 그 자체가 완 하게 신에게서만 존재하는 것처럼 말이다. 따라서 존재와 본질 사이의 실제

인 이 구분은 그 본질의 완 한 실 ( 실)의 정도에 근거하며, 그 정도에 따라 존재하는 것들의 층이 구분된다. 

실 으로 완 하게 실 되어 존재하는 본질은 신 이외의 그 어느 것에도 없다. 그리고 유한한 피조물 비록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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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정도는 다르지만 본질을 실화하고 있다. 질료를 지니지 않는 피조물로부터 질료를 지닌 피조물까지 말이

다 질료를 실화 시키는 형상을 후자는 나 어 지니기 때문이다.(스콜라철학 입문 108-110쪽 참조)]



                              정된 조화 속의 모나드들의 작용( 혼과 몸)

(김 익성)                                                           존재론 논자시 답안 - 라이 니쯔

24) Leibniz에서 ‘단자’와 자연물의 계를 설명하시오(1991박사2학기) - Leibniz의 단자론에서 ‘단자’와 ‘물
체’의 계를 설명하라(1993박사2학기) - 25) Leibniz에서 ‘단자’(monade)와 체 우주와의 계를 설명하시
오(1995박사2학기) - 27)Leibniz는 Monad를 自然物의 基礎原理로 악한다. 이 사상이 함축하는 바를 釋明
하시오(1991박사1학기) - 30) Leibniz 형이상학 체계내에서의 ‘ 정조화설’의 치를 논하시오(1994박사2학
기) - 라이 니츠의 단자론의 체계 내에서 정조화설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1995박사1학기) - 라이 니쯔
의 ‘ 정조화’설을 설명하라(1996석사1학기).

 정 조화설 

                                : 자연의 두 역(효과원인, des causes Efficientes, 87)과 마지막 원인의 역의 완벽한 조화도 있고,
                                : 자연의 물리 인 역과 은총의 도덕 인 역사이의 조화도 있다.        

    : 모든 실체들 사이의 정된 조화(l'harmonie préétable, 모나드론 78번)에 의해서 혼과 몸은 (우연히) 마   
                                                                                   주친다(rencontrent, 78)

                : 질료의 동일한 토탈 인 방향(direction, 80)의 보존 법칙이 자연 안에 있다는 것이 정조화설을 뒷 받침한다 - 그러나 데  
                  카르트 시 에는 이 법칙을 몰랐기에 혼은 몸의 방향을 변화시킨다는 의견을 지녔으나, 그는 질료 안에는 동일한 량의  
                  힘(force)이 있기 때  문에 혼은 몸에 어떠한 힘도 부여 할 수 없다고는 한다.

                : 이런 정된 조화의 체계에 따라 몸은 마치 혼이 없는 것처럼 행하고, 혼은 마치 몸이 없는 것처럼 행하여, 혼과 몸  
                  은 서로에 향을 미치는 것처럼 행한다 - 그러나 서로에 향을 미치는 것은 불 가능하다 

                                        : [장호작용이 아님]
                                        : 혼과 유기 인 몸의 상호일치(conformité, 78)
                                               : 혼은 마지막 원인의 법칙에 따라 욕망과 목 과 수단을 통해 행하는 반면 몸(corps,    
                                                                                78)은 효과  원인 는 움직임의 법칙에 따라 행한다.
                                               : 혼 일반은 창조된 것의 우주의 거울이지만 정신은 신성한 것의 심상(images, 83)이다.
                                                       : 합리 인 혼이 바로 정신(esprits, 82)이다 - 합리 인 동물은 감각 인 혼을  
                                                         지닌다 그러나 실 인 지각을 통해 인간 자연을 통해 그 감각 혼이 선택될  
                                                         때 이성(rason)의 반열에 들어 정신의 특권을 린다.
                                               : 혼은(l'ame, 78) 괴 될 수 없는 우주의 거울(miroir, 78)로서 괴되지 않는다.
                                                       : 그러나 그 메카니즘(machine, 78)은 부분 으로 자주 사라지고, 유기 인 허물   
                                                         (des depouilles)을 덮어 쓰거나 떨어져 나가는 한다.
                                               : 혼은 세계의 시작과 함께 생겨난다(commercent, 82)) - 끝까지 더 많아지지는 않는다.

         : 모든(elles, 78)실체들은 동일한 우주의 모든 표상(des representations)이기 때문이다.

    [ 모든 단순 실체 곧 모나드들은 서로에 어떠한 향도 미치지 않으므로 이들의 고유한 작용들에는 그리고 

이러한 모나드들로 이루어진 우주에는 어떤 조화도 있지 않을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완 한 원리에 따라서 신에 

의해 창조 될 때 마치 시계를 만드는 사람이 두 개의 시계를 맞추어 놓은 것처럼 모든 모나드들의 작용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맞추어 놓았다. 그런데 이 두 개의 시계는 언제나 같은 시간을 맞추는데 있어서 자신들 각각의 

내 인 구조(메카니즘)를 따르며 자신들의 이외의 어떤 것으로부터도 향을 받지 않는다. 이와 같이 정신의 

모나드도 몸에서 생기는 것을 그 로 되풀이 하며  몸에서 생기는 것은 정신의 모나드들 그 로 되풀이 한다. 

그래서 조화의 참된 근거는 모든 모나드들이 지니는 표상의 내용이 동일하다는데에 있다. 바로 이 표상의 정도에 

따라서 개별 인 단자들이 서로 구별된다. 따라서 각기 모나들은 개별 인 엔텔 이아이다. 그러나 각기 단자

들은 그 잠재 인 내용 속에서 우주 체를 포 한다. 이 듯 자신의 표상 내용이 통일 되어 있는 각기 단자는 

우주의 살아 있는 거울이므로, 모든 모나드들은 표상의 정도에 따른 개별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 부터 서로 

일치한다. 바로 이것이 신에의한 정된 조화이다(노우트(휘르시베르거), 라이 니쯔, 30) ]



                             각기 모나드는 동일한 우주를 표상한다(질료와 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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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실체들은 동일한 우주의 모든 표상이므로 이것들 사이의 정된 조화에 의해서 혼과 몸은 서로 만난

다. 이러한 정된 조화의 체계에 따라 몸은 마치 혼이 없는 것처럼 행하고, 혼은 마치 몸이 없는 것처럼 행

하여, 혼과 몸은 서로에 향을 미치는 것처럼 행한다. 그러나 서로에 미치는 향은 불 가능하다. 그래서 혼

과 몸의 이러한 만남은 상호 작용이 아니라, 혼과 유기 인 몸의 상호 일치이다. 혼은 마지막 원인의 법칙에 

따라 욕망과 목 과 수단을 통해 행하는 반면 몸은 효과 인 원인 는 움직임의 법칙에 따라 행한다. 세계의 시

작과 더불어 함께 생겨나는 그러나  끝까지 더 많아 지거나 더 어지지 않는 괴될 수 없는 혼은  우주의 

거울이다. 비록 그 메키니즘은 부분 으로 자주 사라지고, 유기 인 허물을 덮어쓰거나 떨어져 나가기는 해도 말

이다. 그리고 정신은 이러한 혼의 합리 인 부분이다. 그리고 바로 이 정신이 신성한 것의 심상이다. 합리 인 

동물도 감각 인 혼을 지닌다. 그러나 실 인 지각을 통해 인간 자연을 토해 그 감각 혼이 선택 될 때 이

성의 반열에 들어 정신의 특권을 린다. 

    질료는 동일한 토탈 인 방향에서 보존된다는 자연 법칙이 정조화설을 뒷 받침한다. 그러나 데카르트 시

에는 이 법칙을 몰랐기에 혼은 몸의 방향을 변화시킨다는 의견을 지녔으나, 그는 질료에는 동일한 량의 힘이 

있기 때문에 혼은 몸에 어떠한 힘도 부여할 수는 없다 라고는 했다. [ (제 1) 질료의 자연은 항과 통할 수 

없음 성(impenetrability)이다. 이러한 수동 인 힘이 고유하게 질료를 구성하기 때문이다. 수동 인 힘은 하나의 

몸이 그것에 의해서 통(penetration)될 뿐만 아니라 움직임에 맞서는 항(resistance)-이러한 항은 러에 

의해서 몸들의 자연스런 성(inertion, inactivity)이라고 불리워진다-이다. 이제 이러한 질이 모나드 안에서 반복

되는 것(repeated)으로 숙고 되면 몸들의 팽창(넓음)이 나온다. 그래서 이러한 질의 무 규정 인 반복 으로서의 

팽창은 일 종의 추상(抽象)이다. 

    그러나 제 1 질료는 몸과 동일한 것이 아니다. 제 1 질료는 수동성이지만 몸은 수동 일 뿐만 아니라 능동

인 힘도 포함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순수하게 수동 이어서 미 완성 인 어떤 것이 제 1 질료와 구분되는 완성

인 것으로서의 제 2 질료가 나온다. 이러한 제 2 질료는 능동 인 힘을 부여 받은 제 1 질료이다. 그리고 바로 

이 제 2 질료가 몸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된다. 마찬가지로 제 2 질료는 라이 니쯔에 의해서 덩어리(mass)로 불

리운다. 바로 이 덩어리가 모나드들의 뭉침(aggregate)이다. 그 다면 제 2 질료와 몸과 덩어리는 동일한 것을 뜻

한다. 나아가서 이러한 몸은 유기 인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유기 인 것으로서의 몸은 엔테 키아 는 질체

인 형상으로 작용하는 우월한 모나드를 소유함에 의해서 모나들의 단순한 뭉침 는 우연 인 모아짐 신에 

하나로 된 진짜 몸으로 된다. 이것이 라이 니쯔에 의해 육신 인 실체라고 불리워진다. 그래서 라이 니쯔는 1)

원 (primitive)인 엔텔 키아 는 혼, 2) 우선 인 질료 는 원 인 수동 인 힘, 3) 혼과 우선 인 질

료 이 둘에 의해서 완성된 모나드, 4)헤아릴 수 없는 종속 인 모나드들이 거기에서 발생하는 바로 그 유기 인 

메카니즘 는 이차 인 질료 는 덩어리, 5)우월한 모나드에 의해서 하나의 메카니즘으로 되는 육신 인 실체 

는 동물 등을 구분한다. 여기서 ‘우월한’ 는 ‘지배하는(dominate)’은 지각과는 분리 될 수 없다. 그리고 우월한 



                             각기 모나드는 동일한 우주를 표상한다(질료와 몸)

(김 익성)                                                           존재론 논자시 답안 - 라이 니쯔

모나드와 이에 지배되는 모나들의 개수는 무한하다. 그러나 실 으로 무한한 개수의 모나드들이 있다는 말은 

아니다. 무한한 모나드들이 몸 안에 있다는 것은 배정 될 수 있는 모나들 보다 더 많은 모나드들이 항상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일 뿐이기 때문이다. 나아가서 모나드들이 뭉침인 복합 실체들은 하나의 상이다. ‘구성하는 모나

드들을 제외한 각기 것은, 동시에 지간된다는 사실로부터, 단지 지작에 의해 덧 붙 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

나 뭉침들이 상이라는 것은 이 뭉침이 꿈이거나 환상이라는 것이 아니다. 모나드들의 뭉침은 토 가 튼튼한 

상들이다. 상들의 실제 인 토 는 상들이 그것들의 뭉침인 모나드들의 공존이기 때문이다. 감각에게는 묶어

진 단일한 몸으로서 나타나지만 돌과 나무는 팽창 없는 단순한 실체들의 뭉침이다. 따라서 일상의 삶의 세계는 

감각-지각의 세계이며, 과학의 세계는 상 세계이다. 그러나 모나드 는 궁극 인 실체들은  상 이지 않다. 

모나드들은 지각에게는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단지 철학 인 분석의 과정에 의해서만 알려진다(노우트(코 스

턴), 라이 니쯔, 35-39)]

    



                                  Sein은 논리 인 속성(계사)이다

존재론 논자시 답안 - 칸트                                                                      (김 익성)

32) “있음은 실재  술어가 아니다”(Sein ist kein reales Prädikat)라는 칸트의 테제가 소  신존재 증명에 
해 갖는 의의가 무엇인지를 약술하시오(1991석사2학기).

                                      [ Text : B626 -627 ]

Sein 은 분명히 실제 인 속성(prädikat, 533)이 아니다 - 즉 하나의 사물(Ding, 533)의 개념에 덧 붙 질 수 있는 어떤 것에   
                                                                      한 개념이 아니다.

    : 은 단순히 하나의 사물의 치(Position, 533)일 뿐이다 - 자기 자신에 한(an sich selbst, 533) 어떤 규정일 뿐이다.

             : 논리 인 쓰임새의 Sein은 단지 어떤 단의 계사(Kopula, 533)일 뿐이다.
                     : 를들어 신은 능하다 → ‘이다(ist)’는 술어(속성)가 주어에 연 되는 방식(beziehungsweise, ......, setzt, 533)을 정립  
                                                                                           하는 것이다(-놓는다, keime,nwn, 논자2, 67)

                      주어-개념  개념-술어
                                     : 자신의 객 (objekte, 533)을 지니는 개념이다.

                     : 그래서 신이 있다(Gott ist, oder es ist Gott, 533, 신이다 는 그것은 신이다)라고 말하는 자는 신의 개념에 새로운  
                       속성(술어)을 정립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어를 주어 자신에 정립시키는 것이다 - 물론 그의 모든 속성들과 더불어   
                       그것을 나의 개념과 연 되는 상인 그러한 주어(객 ) 자기자신을 말이다.

                         : 신과 ‘이다’ 이 양자는 반드시 하나인 것(einerlei, 533)을 유지해야 한다  신 개념에 어떤 것도 덧 붙 질 수 없다
                                                                     : 의 상(Gegenstand, 553)은 단 인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그   
                                                                       가능성만을(Das Möglichkeit, 553)표 하는 개념이다.
                                : 그래서 실 인 것은 단순히 가능 인 것 이상의 어떤 것을 머 지 않는다.
                                        : 실 인 백 타알러( 1 Taler는 3 마르크 정도의 옛 은화이므로 300마르크 )는 가능 인 백 타알  
                                          러 이상의 것을 최소한도 머 지 않는다.

                     : 이것(신)은 개념을, 것(Jene, 534, 이다)은 [그 개념의] 상 그리고 그 개념 자기 자신의 치(Position, 534)을 의미  
                       하기 때문에, 이것(신)의 경우에는 것(이다)이상의 것을 머 을 것이고, 나의 개념은 체 상을 묘사하지 못할 것  
                       이며, 마찬가지로 그 상의 한 개념일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내 능력(Vermöenszustand, 534)에 있어서는 실  
                       인 백 타알러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단순한 개념의 경우보다 더 많다(즉 그것의 가능성).

                                : 실성의 경우 상은 나의 개념 안에 분석 으로 단순히 머 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개념에 종합 으  
                                  로 머 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 내 개념 바깥의 이 있음을 통해서 이 생각된 백 타알러 그 자체가 최소한도 더 많아짐이 없이  
                                           말이다.

    : 실제 인 속성은 논리 인 속성(술어)와 [구분된다] 

            : 주어[주 ]가 자시 자신의 속성이 될 수 있다 라고 말하여지는 바의 모든 것에 논리 인 속성(술어)은 사한다.
                     : 논리학은 모든 내용을 추상하기 때문이다.

            : [본디] 속성은 하나의 규정(Die Bestimming, 533)이다.
            : 그리고 실제 속성은 어떤 사물(Ding, 533)규정이다.
                     : 속성은 주 의 개념에 덧 붙 져 그 주 을 넓히는 규정이다. 그리고 그 주 (주어)에 결코 이미 포함되 있지 않아야  
                       한다.

            : 논리 인 속성을 실제 인 속성과 혼동하는[뒤 바꾸는] 환상(Illusion, 533)을 나 칸트는 존재(Existenz, 533)의 개념을 엄 히   
              규정함을 통하여 제거 하기를 나 칸트는 희망한다.
                                                                  : 가상에 따라 획득된 놀이(Spiel, 533) - 아무 것도 말하지 않는다.

                     : 이러한 환상 때문에 다음과 같은 까탈스런(gröblerische, 533)논의가 성립한다 - 그러나 이런 논의는 존재(Existenz,   
                       531)의 개념을 엄 히 규정하면 사라진다.

                               : 그 가능성에 따라 생각되는 어떤 사물의 개념을 그 존재(Existenz, 532)의 개념하에 가져오면 당신은 모순  
                                 에(Widrspruh, 532) 직면하게 된다.
                                      : 아무 것도 말하지 않는 셈이 될 것이다 - 단순한 동어 반복(Tautologie, 532)에 직면할 것이기 때  
                                        문이다.
                                               : (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   사물(Ding, 532)은 존재한다 라는 문장은 분석 인가  
                                                 종합 인가?
                                                            : 분석 인 문장이라면 당신이 그 사물의 Dasein을 통해서는 그 사물에 한  
                                                              생각에 다다르지 못할 것이다 - [모든 물체는 팽창이다 - 분석 단의 ]
                                                                  : 그 다면 1)당신 안에 있는 사유(Gedanke, 532)가 사물 자신(selbst,  
                                                                                                                  532)이든지 아니면
                                                                  : 2)당신은 가능성에 속하는 것으로서의 Dasein을 제해야 할 것이다
                                                                       : 그리고 Dasein은 그걸 핑계로하여 그 내  가능성으로부터 완  
                                                                         결될 것이다.

                                                             : 종합 인 문장이라면 존재의 속성은 모순없이 제거 될 수 있다 라고 주장  



                                      최상의 본질은 이념일 뿐이다

(김 익성)                                                                      존재론 논자시 답안 - 칸트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것은 분석 인 문장이 지니지 못하는 종합 인  
                                                               문장의 장 (Vorzug, 533)일 뿐이다 그리고 이러한 특성은 분석 문장에   
                                                                근거할 뿐이다.
                                                
                   : 그러나 있음은 실제  속성이 아니다. [따라서] 가능 인 것을 존재라 한다면 존재 문장은 동어 반복 이거나 동어     
                       반복에 근거한 문장일 것이다 - 아무 것도 말하지 않는 셈이 될 것이다.

                                : 최상의 본질(Wesen, 535)의 개념은 여러 의도에 아주 유용한(natürliche, 535)이념이다  - 그러나 단순히  
                                   이념일 뿐이다.
                                                   : 그래서 존재하는 것을 고려하는 우리의 인식은 그 이념을 통해서는 확장 될 수 없다

                                       : 이념은 결코 많음(viel, 535)일 수 없다. 그래서 이념은 더 많음의 가능성을 고려하는 어떤 가르침  
                                         도 우리에게 제공할 수 없다.
                                                   : 가능성의 분석 인 특성은 단순한 치들(실재성들)[positionen(realitäten, 535)]에 따  
                                                      른 논쟁거리가 아니다.
                                                                                 : 은 어떤 모순도 생산하지 않는다는 것 속에 그 가능  
                                                                                   성의 분석 인 특징이 성립한다.
                                                    : 그러나 하나의 사물에 있어서 모든 실제 인 성질(Eigenschaft, 535)의 연결이 종합  
                                                      이므로 그것의 가능성에 하여 우리는 아 리오리하게 단할 수 없다. 그 실재   
                                                      성들은 우리에게 특별히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설령 주어지더래도 거기에 한 어  
                                                      떤 단도 내려질 수 없기 때문이다 
                                                            : 종합 인 인식의 가능성의 특징은 항상 단지 경험 안에서만 반드시 추구되  
                                                              어져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 이념의 상은 결코 경험에 속할 수 없다.
                                                     : 그래서 숭고한 이상 인(idealischen, 536)본질의 가능성은 아 리오리하게 악하  
                                                       려는 꼬드김에 이끌려서는 않된다.
                                                                               : 그 유명한 라이 니쯔도 그 꼬드김에 넘어기지 않았다.

                                : 최상의 본질에 한, 개념들(Begriften, 536)로부터의 그 유명한 존재론 인( 데카르트 인) 증명의 모든  
                                  노력과 수고가 [설 곳을] 잃는다.
                                          : 사람들은 단순한 이념들로부터는 그 통찰(Einsichten, 536)이 부유해 질 수 없다.
                                                     : 자신의 상태를 더 낫게 하려하나 재산 보유고가 바닥 난 상태의 무능력처럼 말이  
                                                       다.

    [ 신(의 있음)은 분석 종합 단에 걸리는 것이 아니다. 앎의 범 를 넘어 선다? 개념으로 악되는 것이 아

니다 ]

    [ 실제 인 속성을 논리 인 속성과 혼돈하면  하나의 이념일 뿐인 신의 최상의 본질로부터 그 신의 ‘존재

(Existenz)’를 이끌어 내려하는 데카르트 인 소  존재론 인 신 증명 이라는 단순한 말 장난-환상-에 걸려들게 

된다. 가능성만을 표 하는 신이 존재한다는 것은 동어 반복 인 그래서 아무 것도 말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신의 ‘있음(Sein)’은 논리 인 속성일 뿐 실제 인 속성이 아니므로 그 다.  

    본디 논리 인 속성은 주체가 자신의 속성이 될 수 있는 모든 것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 다면 ‘신은 있다’의 

‘있다’는 신 이라는 주체를 자기 정립(定立)시키는 역할만을 할 뿐이다. 그 다면 ‘신이 있다’는 ‘신 이다’로 읽 져

야 할 것이다. 최상의 본질로서의 신은 어떤 사물이 아니라, 여러 의도에 아주 유용한 하나의 이념일 뿐이다. 그

러나 이념의 상은 결코 경험에 속할 수 없다. 그래서 존재하는 경험 인 사물을 고려하는 우리의 인식은 이러

한 이념을 통해서 확장될 수 없다. 그 다면 최상의 본질 가능한 개념으로부터 그 실 인 ’존재‘ 개념을 이끌어

내는 데까르크 인 존재론 인 증명은 자신의 근거를 잃는다. 아무 것도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있음은 실제 인 속성이 아니다’ 라는 테제는 칸트에 따르면 소  신 ‘존재’ 증명이 아무 것도 말하지 



                             신은 가능 인 것이지 실 인 것이 아니다

존재론 논자시 답안 - 칸트                                                                      (김 익성)

않고 있는 단순 말 장난이라는 것을 폭로시킨다 ]

    있음(Sein)은 실제 인 속성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의 사물의 개념에 덧 붙  질 수 있는 어떠한 개념

이 아니라, 단순히 어떠한 사물 그 자체에 한 치 규정일 뿐이다. 를들어 ‘신은 능하다’의 ‘(이)다(ist)’는 

능이라는 속성(술어) 개념이 신 이라는 주체(주어)에 연  되는 방식을 정립할 뿐이다. 이러한 논리 인 쓰임새

의 ‘sein(이(있)다)’가 어떤 단의 계사라고 불리운다. 그래서 ‘신이 있다’ 라고 말하는 나는 신의 개념에 새로운 

속성 개념을 정립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련되는 상인 신 이라는 그 주체를 자기 정립시키고 있을 뿐, [존재 

라는 속성을 그 신에게 정립하는 것이 아니다] 신 개념에는 어떤 것도 덧 붙 질 수 없다. 상으로서의 신은 단

인 것으로 여겨지므로, 그 가능성만을 표 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신’과 ‘이(있)다’ 이 양자는 반드시 하나여야

만 한다. 그리고 실 인 것은 그 이상의 가능 인 어떤 것을 포함하지 않는다. 그래서 실 인 백 타알러(300

마르크)는 최고한으로 가능 인 백 타알러 이상을 포함하지 않는다. 그런데 내가 ‘신이 있다’ 라고 말할 경우 ‘이

(있)다’ 개념은 ‘신’ 개념 그 자체의 치만을 뜻하기 때문에 신 개념은 ‘이(있)다’ 개념 그 이상을 포함하지 못할 

것이고, 그래서 나는 그 체 상을 묘사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나에게 백 타알러 있다’ 라고 내가 말할 경

우 내 능력으로는 실 으로 백 타알러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단순한 개념 보다는 더 많다. 실성의 경우 

상은 나의 개념 안에 분석 으로 단순히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개념에 종합 으로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이

다. 내 개념 바깥에 있음을 통해서 생각된 백 타알러 자체가 최소한도 더 많아짐이 없이 말이다.

    나아가서 논리 은 속성은 실제 인 속성과 구분된다. 속성은 [본디] 하나의 규정이다. 그러나 논리 인 속

성은 어떠한 주체가 자기 자신의 속성이 될 수 있다 라고 말하여지는 바의 모든 속성이 논리 인 속성이다[-곧 

자기 규정이다-]. 논리학은 모든 내용을 추상하기 때문이다. 반면 실제 인 속성은 어떤 사물의 규정이다 이러한 

속성만이 주체의 개념에 덧 붙 져 그 주체를 넓히는 규정이다. 주체에 결코 이미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논리 인 속성을 실제 인 속성과 혼동하는 환상에 사람들은 빠지곤 한다. 그러나 이러한 환상은 가상에 

따라 획득된 놀이로서 아무 것도 말하고 있지 않다. 이제 이러한 환상 때문에 사람들은 모순에 빠진다. ‘존재’ 라

는 개념을 로 들어 보자.

    가능 인 어떤 것의 개념이 존재한다는 것은 모순이다. 그리고 이것은 동어 반복에 직면할 것이므로 아무 것

도 말하지 않는 셈이 된다. 가능 인 것(사물)이 존재한다 라는 문장은 분석 인가 종합 인 것도[ 아니기 때문이

다.] [ 분석 단은 를들어 ‘모든 물체는 팽창된다’처럼 함축 으로라도 주어 개념에 술어 개념이 포함되는 단

이다. 그래서 설명 단이라고도 불리운다. 이 경우 술어는 주어에 있지 않는 것을 결코 더해  수 없다. 나아가

서 논리  모순에 직면하지 않고는 그 명제를 부정할 수 없다. 반면 종합 단은 를들어 ‘모든 물체는 무겁다’

처럼 주어 개념에 술어 개념이 들어 있지 않는 단이다. 그래서 주어 개념에 무엇이 더해 지므로, 확장 단이

라고도 불리운다. 우리의 앎을 증가시켜 주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 종합 단의 경우,  X 라는 부족의 모든 개



                      가능 인 것의 존재 단은 아무 것도 말하지 않는다(동어반복)

(김 익성)                                                                      존재론 논자시 답안 - 칸트

인은 작다’처럼 주어와 술어의 결합이 순수하게 사실 이거나 우연 인 후천 인 종합 단과 ‘우연 인 모든 것

은 원인을 지닌다’처럼 필연 이고 엄 하게 그리고 보편 으로 결합되는 선천 인 종합 단으로 나뉜다. 따라서 

선천 인 종합 단의 특징은 보편성과 필연성으로서, 경험에 앞서서 알려진다. 칸트는 ‘7+5=12’와 같은 수학 인 

명제들, ‘직선은 두  사이의 가장 짧은 거리이다’와 같은 기하학 인 명제들, ‘물질세계의 모든 변화에 있어서 

물질의 량은 변하지 않는다’와 같은 물리 인 명제들, 윤리 인 명제들, 그리고 ‘세계는 반드시 최 의 시작을 갖

는다’와 같은 형이상학 인 명제들을 선천 인 종합 단의 보기로 든다[노우트(코 스턴), 칸트, 9-13] 만약 ‘가능

인 것(사물)이 존재한다’ 라는 문장이 분석 인 것이라면 가능 인 그것의 Dasein을 통해서 그 사물에( 한 생

각에) 다다를 수 [있어야 할 것이나] 그럴 수 없을 것이다. 그 다면[ 분석 이기 해서는] 1)생각이 사물 자신이

어야 하든지 아니면 2)가능 인 것의 Dasein이 제되어야 하든지 할 것이다. ‘2)’라면 Dasein은 그 내  가능성

르로부터 완결 될 것이다. [그러나 ‘1)’과 ‘2)‘는 불 가능하다] 그러나 만약 종합 인 문장이라면 존재의 속성은 모

순없이 제거 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분석 문장이 지니지 못하는 종합 인 문장의 장 이다. 그러나 이러한 

장  역시 분석문장에 근거할 뿐이다. [분석 문장은 모순 없이 부정(否定)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순 없이 

제거 된다는 것은 불 가능하므로 종합 인 문장 역시 아니다. 그 다면 ’가능 인 것이 존재한다‘ 라는 문장은 분

석 인 것도 종합 인 것도 아니다. 두 경우 모두 불 가능한 ’모순‘에 직면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있음은 실제

인 속성이 아니므로, ‘가능 인 것이 존재한다’ 라는 존재 문장은 동어 반복 이거나 동어 반복에 근거한 문장일 

것이다. 다시 말해 아무 것도 말하지 않는 문장일 것이다.

    상으로서의 신은 단 인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신은 단지 가능성만을 표 하는 개념이다. 그런데 그 가

능성의 분석 인 특성은 단순한 치들(실재성들)이 어떤 모순도 생산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어떤 것(사

물)에있어서의 모든 실제 인 성질의 연결이 종합이므로 그것의 가능성에 하여 우리는 아 리오리하게 단할 

수 없다. 그 실재성들은 우리에게 특별히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설령 주어지더래도 거기에 한 어떤 단도 내

려 질 수 없기 때문이다. 종합 인 인식의 가능성의 특징은 항상 단지 경험 안에서만 반드시 추구되어져야 할 걳

이기 때문이다. 이념의 상은 결코 경험에 속할 수 없다. 그리고 바로 그 이념 [ 의 하나가] 최상의 본질로서의 

신이다. 최상의 본질 개념은 여러 의도에서 아주 유용한 이념일 뿐이다. 그래서 존재하는 것을 고려하는 우리의 

인식은 그 이념을 통해서는 확장 될 수 없다. 그래서 숭고한 이상 인 본질의 가능성을 아 리오리하게 악하려

는 꼬드김에 넘어가서는 안된다. 그 유명한 라이 니쯔도 그 꼬드김에 넘어가지 않았다. 따라서 최상의 본질 개

념으로부터의 데카르트 인 그 유명한 존재론 인 증명의 모든 노력과 수고가 [설 곳]을 잃는다. 사람들은 단순

한 이념들로부터는 그 통찰이 결코 부유해 질 수 없다. 자신의 상태를 더 낫게 하려 하나 재산 보유고가 바닥난 

무 능력자처럼 말이다.        



                                     단 안의 순수 오성 개념(범주)들

존재론 논자시 답안 - 칸트                                                                      (김 익성)

33) ‘실체(substantia) - 우연  성질(accidens)’이라는 계범주에서 존재자의 무엇(어떠함)이 드러나는가
(1995석사1학기)?

                      [ Text : B 106 - ; B 183 ; B 219 232 ; 백종 , 309-317쪽 ]

순수 오성 개념의 발견의 실마리 - 다양한 것들을 어떤 방식으로든 받아 들여 묶으므로서 인식을 만드는 것이  
                                   종합이다 - 인식을 해 요소들을 묶음

                        : 순수한 종합은 종합 인 통일성의 근거에 아 리오리하게 기인한다 그래서 우리의 수들(Zählen, 117)은 개념들에  
                          따른 종합이다.
                                            : 수들은 통일성(단일성)의 일반 인 근거에따라서 나타나기 때문이다.

                               : 그런데 이러한 개념들 역시 다양한 것들의 종합에 있어서의 통일성이 필연 이다. 그런데 개념 에로 가   
                                 져와 지는 것은 표상들이 아니라, 표상들의 순수한 종합이다 - 바로 이것을 선험논리가 가르친다(일반논  
                                 리의 임무는 하나의 개념 아래로 구분되는 표상들을 가져온다)
                                    : 1)인식을 해 우리에게 아 리오리하게 반드시 주어져야 하는 것은 순수한 직 의 다양한 것들이다.
                                    : 2)상상력을 통한 이런 잡다한 것들의 종합이다(그러나 이것은 아직 인식이 아니다)
                                    : 3)개념이 이러한 순순한 종합에게 통일성을 제공한다. 개념은 이런 필연 인 종합 인 통일성의 표상  
                                        안에서 단지 존립할 뿐이다. 그리고 오성(Verstande, 117)에 근거한다.

                                              : 순수한 오성 개념이라고 말하여지는 기능(Funktion, 117)은 하나의 단 안의 구분된 표상  
                                                들에게 통일성을 제공하는 것 역시 단순한 종합에게 하나의 직 인 통일성 안의 구분되  
                                                는 표상들을 제공하는 것이다.
                                              : 순수한 오성 개념들은 많다 - 아 리오리하게 객 으로(objectkt, 118), 아 리오리하게 직  
                                                                             의 상으로(Gegenständ....gehen, 118)으로 나아간다.
                                              : 순수 오성 개념은 모든 가능한 단들에 있어서의 논리 인 기능들의 표 안에서 주어진다.
                                                 : 오성들은 생각된 기능들을 통해서 완 히 길러 내어지며 그의 능력은 그를 통해서 재  
                                                   어지기(ausgemessen, 118) 때문이다.
                                                 : 우리는 이러한 개념들을 아르스토텔 스에 따라서 범주들이라고 부를 수도 있으리라.
        

        단 안의 오성의 논리 인 기능에 하여            순수오성개념 는 범주들에 하여

  단의

 어떤 단 일반의 모든 내용(Inhalte, 111)을 추상하고, 그 
 안의 순수한 오성의 형식에 주의를 기우리면 생각(Denkens)  
 의 동일한 기능이 4 가지 표 아래 가져와 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것이다 -4 가지 각각은 자신 아래에 
                          세 가지 계기(monente)를 품는다

 (경험 으로 주어지든 아 리오리하게 주어지든)다양성의 종합이
 인식을 성립시킨다.
   : 종합은 상상력의 단순한 활동(Wirkung, 117일 뿐이다.
     : 상상력은 혼의 필수 불가결하지만 먼(blind)기능이다
   : 종합은 개념 에서 행하여지는 기능(Funktion, 117)이다
     : 그리고 이러한 기능은 오성에 귀속된다.
     : 그리고 이러한 기능을 통해서 오성은 고유한 의미에 있
         어서의 인식을 마련해 다

  1) 량              일반, 특수(Bosondre), 개별          통일성(Einheit), 다수성, 제성(Allheit)

  2) 질             정, 부정, 무한(Unendliche).     실재성(realität), 부정성(Negation), 제한성(Limitation)

 3) 계

단들 안의 생각의 모든 계들은 a)술어가 주어에 해 맺
는, b)근거가 잇따르는 것(Folge, 113)에 해 맺는, c)나뉜 
인식과 나뉜 것의 모아진 분 이 서로에 해 맺는 계

 a)정언(Kategorische)-두개의 개념이 서로에 해 맺는 계
 b)가언(Hupothetisch)-두개의 단이       〃       〃
 c)선언(Disjunktive)-많은 단들이        〃       〃

  내속과 실체(실체와 속성) 
       Der Inhärenz und Subsistenz(Substantia et Accidens)
  인과성과 의존성(원인과 결과) 
       Der Kausalität und Dependenz(Urasche und Wirkung)
  공동성(행함과 겪음사이의 상호작용)
       Gsmeinschaft(Wechselwirkung zwischen dem Handel
                                           nlen-Leidenden

 4) 양상
(modalitä  
 -t, 111)

 단의 내용을 이루는 것은 크기 질 계이므로 단의양상
  은 생각 일반과 련된 계사(Kopula, 114)값과 연  있다.

 Problematisch(개연)- 정과 부정을 단지 가능한(임의 인)  
             것으로서만 받아 들인다.
 Assertorische(실연)- 정과 부정을 단지 실 인(진실인)  
              것으로서만 고찰한다 논리 인 실성 는   
              진실성만을 묘사한다.
 Apodiktisch(필연)- 정과 부정을 단지 필연 인 것으로만   
             고려한다.

                   가능성 - 불 가능성
                    Dasein - Nichtsein
                     필연성 - 우연성



                                      실재성과 실체의 도식과 시간

(김 익성)                                                                      존재론 논자시 답안 - 칸트

순수 오성 개념의 도식(Schematismus, 187)

                          : 순수 오성 개념의 도식(Schema, 190)은 어떤 상(Bild, 象)안에서 가져와 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개념 일반에    
                            따른 통일성의 규칙에 따른 순수한 종합일 뿐이다.
                          : 도식은 규칙에 따른 아 리오리한 시간의 규정일 뿐이다.
                                   : 이런 규정은 범주들의 순서에 따라, 시간 열(Zeitreihe, 192), 시간 내용, 시간 순서, 모든 가능한 상   
                                     들을 고려한 시간 총 (Zeitinbegriff, 193)으로 나아간다.

   : 실재성은 감각(Empfindung, 191)에 상응하는 것으로서 그것의 개념 그 자신이 (시간 안의) 있음을 가리키   
              는 바의 그것이다.
    : 부정은 그것의 개념이 (시간 안에) 있지 않음을 표상하는 바로 그것이다.

                                    : 시간은 단지 상의 범  이내에서의 상(Erscheinung, 191)으로서의 직  형식일 뿐이므로 감각의  
                                      이러한 것에 상응하는 것은 물 자체(사태- Sachheit, 실재성)로서의 모든 상들의 선험 인 질료    
                                      (Materie)이다.
                                            : 감각은 정도(Grade) 는 크기를 지닌다.
                                                                         : 를 통해서 감각은 동일한 시간을 다소 간에 채울 수 있다.    
                                                                           무(nicht = 0 = negatio, 191)속에서 그만 두게 될 때까지.
                                    : 시간은 하나의 상의 동일한 표상을 고려함에 있어서의 내  감각이다.

             : 어떤 것의 량으로서의 실재성의 도식은 그것이 시간을 채우는한(erfüllt, 191)시간 안에서의 연이어지는 동일한 형식의 생산들  
               (Erzeugnis, 191)이다.
                     : 그러면서 사람들은 어떤 정도를 지니는 감각으로부터 시간 안에서 동일한 것의 소멸까지 하강하며 부정으로부터 동  
                       일한 것의 크기까지 차 으로 상승한다.

    : 실체의 도식은 시간 안에서 실제 인 것의 고정성(Beharrlichkeit, 191, 굳어짐, 지속?)이다.
                                                          : 곧 경험 인 시간 규정의 하나의 기체임
                                                                             : 다른 모든 것은 변해도 [항상] 머무르는 것(bleibt, 191).
                                     : 시간은 흐르는 것이 아니라(Verläuft, 191), 단지 시간 안에서 변하는 것들의 Dasein이 흐를 뿐이다.  
                                       그 자체 변하지 않을 뿐 아니라 머무르는 시간은 그 나타남(Erscheinung, 상)에 있어서 Dasein   
                                       안의 변하지 않는 것(Unwandelbare, 192)에 상응한다. 그리고 변하지 않는 것은 실체에 상응한다.
                                                          : 나타남의 잇따름과 동시 임이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것에서 규정된다.

     : 사물 일반의 원인과 결과의 도식은 실제 인 것(Das Reale, 192) - 임의 으로 정립된다면 각 각 그 때 그 때 이 실  
                                                                                       제 인 것으로부터 알론한 어떤 것이 잇따른다.
             : 하나의 규칙에 속되는 한 그것(실제 인 것?)은 잡다한 것의 연이어짐(Das Sukzession, 192)안에 성립한다.

     : 공동성(상호작용) 는 자신의 우연을 고려한 실체의 상호 인 인과성의 도식은 일반 인 어떤 규칙에 따  
       른 어떤 것의 규정과 다른 것이 규정의 동시 임이다.

     : 가능성의 도식은 구분된 표상들의 종합과 시간 일반의 규정들의 일치이다 - 어떤 하나의 시간에서의 하나의 사물  
                                                                                                 의 표상규정.
                                                : 를들어 하나의 사물에 있어서의 립은 동시 이 아니라 단지 잇따를 수 있을 뿐이다.

     : 실성의 도식은 하나의 규정된 시간에서의 Dasein이다.

     : 필연성의 도식은 모든 시간에서의 상의 Dasein이다.

     : [ 단의 4가지 큰 구분들의 도식들]

               : 크기의 도식 - 상의 연이어진 악에 있어서의 시간 자체의 생산물(종합)이며, 
               : 질의 도식 - 경험(지각)과 시간의 표상 는 시간의 채움(Erfüllung, 192)이고,    
               : 계의 도식 - 모든 시간에서의 서로의 지각 계(즉 시간 규정의 규칙에 따른).
               : 양상과 그 범주들의 도식 - 상들의 규정의 Correlatum으로서의 시간 그 자체.

         

    [‘실체-우연 인 속성’이라는 계범주에서는 존재자(실재 인 것)의 시간 안에서의 고정성(固定性)이 드러난

다. 감각에 상응하는 것으로서의 실재성의 개념은 그 자신이 시간 안에 있음을 가리키며, 속성(술어)이 실체(주어)

에 해 맺는 계가 실체와 (우연 인) 속성이라는 순수오성개념 는 범주이고, 그 속성이 [들어 붙는] 기체 곧 

실체는 시간 안에서의 실체의 고정성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체-속성의 계범주에서는 존재자의 시간성이 드러

나기 보다는 그 시간성과 더불은 실제 인 것(존재자)의 고정성이 드러난다]



                            오성의 단 기능과 순수한 개념(범주)-인식(선험논리)

존재론 논자시 답안 - 칸트                                                                      (김 익성)

    실체 범주 곧 실체라는 순수오성개념의 발견 실마리는 오성의 논리 인 기능인 단이다. 마약 우리가 어떤 

단 일반의 모든 내용을 추상하고, 그 안의 순수한 오성의 형식에 주의를 기우리면, 생각의 동일한 기능이 각기 

자신 아래에 세 가지 계기를 품는 1)량(일반, 특수, 개별) 2)질( 정, 부정(否定), 무한) 3) 계(정언(定 ), 가언(假

), 선언(選 )) 4)양상(개연(蓋然), 실연(實然), 필연(必然)) 등 네 가지 표 아래 가져와 질 수 있다는 것을 발견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량을 나타나는 일반 단과 특수 단과 필연 단 그리고 질을 나타내는 정 단과 부

정 단과 무한 단 그리고 계를 나타내는 정언 단과 가언 단과 선언 단 그리고 양상을 나타내는 개연 단

과 실연 단과 필연 단 등 열 두 가지 단을 얻는다] 나아가서 이 열 두 단으로부터 이에 상응하는 열 두 가

지 순수오성개념 는 범주 곧 량을 나타내는 통일성과 다수성과 체성 그리고 질을 나타내는 실재성과 부정성

(否定性)과 제한성 그리고 계를나타내는 실체(와 속성)과 인과성(과 의존성)과 공동성 그리고 양상을 나타내는 

가능성(과 불가능성)과 Dasein(과  Nichtsein)과 필연성(과 우연성)을 우리는 얻는다. 

    이 게 순수오성개념은 모든 가능한 단들에 있어서의 논리 인 기능들의 표 안에서 주어진다. 그리고 이러

한 많은 순수오성개념들이 아 리오리하게 객 으로 나타나며, 아 리오리하게 직 의 상으로 나타난다. 왜냐

하면 오성들은 생간된 기능들을 통해서 완 히 길러내어지며, 그의 능력은 그를 통해서 재어지기 때문이다. 우리

는 이러한 개념들을 아리스토텔 스에 따라서 범주라고 부를 수도 있으리라. 그리고 순수한 오성 개념이라고 말

하여지는 기능은 하나의 단 안의 구분된 표상들에게 통일성을 제공하는 것, 마찬가지로 단순한 종합에게 하나

의 직 인 통일성 안의 구분되는 표상들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래서 다양한 것들을 어떤 방식으로든 받아 들여 

묶으므로서 인식을 만드는 것이 바로 순수한 그 종합(인식을 한 요소들의 묶음)은 종합 인 통일성의 근거[오

성]에 아 리오리하게 기인한다. 그래서 우리의 수(數)는 개념들에 따른 종합이다. 수들은 통일성(단일성)의 일반

인 근거에 따라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개념들 역시 다양한 것들의 종합에 있어서의 통일성이 필연

인다. 그러나 개념 에로 가져와지는 것은 표상들이 아니라, 표상들의 순수한 종합이다. 바로 이것을 선험논리

가 가르친다. (일반논리의 임무는 하나의 개념 아래로 구분되는 표상들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1)인식을 해 우리

에게 아 리오리하게 반드시 주어져야 하는 것은 순수한 직 의 다양한 것들이다. 2)상상력을 통한 이런 잡다한 

것들의 종합이다(그러나 이것은 아직 인식이 아니다) 3)개념이 이러한 순순한 종합에게 통일성을 제공한다. 개념

은 필연 인 종합 인 통일성의 표상 안에서 단지 존립할 뿐이다. 그리고 오성에 근거한다.

    [오성의 순수한 개념들이 거기에서 생된] 단들 안의 생각의 모든 계들은 ㄱ)술어가 주어에 해 맺는,  

두 개의 개념이 서로에 해 맺는 계인 정언 인 것과 ㄴ)근거가 잇따르는 것에 해 맺는, 두 개의 단이 서

로에 해 맺는 계인 가언 인 것과 ㄷ)나뉜 인식과 나뉜 것의 모아진 분 이 서로에 해 맺는, 많은 단들

이 서로에 해 맺는 선언 인 것으로 나뉜다. 그리고 ‘ㄱ)’으로부터 실체와 속성(실체와 내속)이, ‘ㄴ)’으로부터 원

인과 결과(인과성과 의존성)가, ‘ㄷ)’으로부터 공동성(행함과 겪음 사이의 상호작용) 등의 순수오성의 개념이 도출

된다. 나아가서 이러한 괸계와 더불어 크기(량)와 질이 그 단들의 내용을 이루므로, 단의 양상은 생각 일반과 



                           시간 그리고 실재성과 실체와 Dasein의 도식-규정

(김 익성)                                                                      존재론 논자시 답안 - 칸트

련된 계사(繫辭)값과 연 있다. 그래서 ㄹ)개연 단은 정과 부정(否定)을 단지 가능한(임의 인) 것으로만 

받아들이며, ㅁ)실연(實然) 단은 정과 부정을 단지 실 인( 진실인) 것으로서만 고찰하며 논리 인 실성 

는 진실성 만을 묘사하고, ㅂ)필연 단은 정과 부정을 단지 필연 인 것으로만 고려한다. 그리고 ‘ㄹ)’로부터 

가능성(과 불가능성)이, ‘ㅁ)’으로부터 Dasein(과 Nichtsein)이, ‘ㅂ)’으로부터 필연성(과 우연성) 등의 순수오성개

념이 도출된다.

    이제, 규칙에 따른 아 리오리한 시간이 규정일 뿐인 순수오성개념의 그 도식은 어떤 상(象)안에서 가져와 

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개념 일반에 따른 통일성의 규칙에 따른 순수한 종합이다. 이러한 규정 곧 그 도식은 범

주들의 순서에 따라 시간 열(列), 시간 내용, 시간 순서, 모든 가능한 상들을 고려한 시간 총 을 나타낸다.

    실재성의 규정(도식)은 감각에 상응하는 것으로서 그것의 개념 그 자신이 시간 안의 있음을 가리키는 바의 

그것인 반면 부정성의 규정은 그것의 개념이 시간 안에 있지 않음을 표상하는 바로 그것이다. 그리고 하나의 

상의 통일한 표상을 고려함에 있어서의 내 감각으로서의 시간은 단지 상의 범  이내에서의 상으로서의 직

형식일 뿐이므로, 정도 는 크기를 지님을 통해서 동일한 시간을 무(無, (零), 부정(否定))속에서 그만 둘 때

까지 다소 간에 채울 수 있는 감각의 이러한 것에 상응하는 것은 물 자체(사태, 실재성)으로서의 모든 상들의 

선험 인 질료이다. 나아가서 어떤 것의 량으로서의 실재성의 도식은 그것이 시간을 채우는한 시간 안에서 연이

어지는 동일한 형식의 생산들이다. 그러는가운데 사람들은 어떤 정도를 지니는 감각으로부터 시간 안에서 동일한 

것의 소멸까지 하강하며 부정으로부터 동일한 것의 크기까지 차 으로 상승한다.

    나아가서 실체의 규정(도식)은 시간 안에서 실제 인 것의 고정성(굳어짐)이다. 곧 경험 인 시간 규정의 하

나의 기체이다. 다른 모든 것은 변해도 항상 머무르는 것이 바로 이 기체이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지는 않는다. 

단지 시간 안에서 변하는 것들의 Dasein이 흐를 뿐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자체 변하지 않을 뿐 아니라 머무

르는 시간은 그 나타남( 상)에 있어서 Dasein 안의 변하지 않는 것에 상응한다. 그리고 변하지 않는 것이 실체

에 상응한다. 그리고 변하지 않는 것에서 나타남의 잇따름과 동시 임이 시간에 따라 규정된다. 나아가서 사물 

일반의 원인과 결과의 도식(규정)은 실제 인 것이다. 그리고 이 실제 인 것으로부터 알론한 어떤 것이 잇따른

다. 임의 으로 정립된다면 말이다. 하나의 규칙에 속하는한 그것은 잡다한 것의 연이어짐 안에서 성립한다. 나아

가서 공동성(상호작용) 는 자신의 우연을 고려한 실체의 상호 인 연 성의 도식은 일반 이 어떤 규칙에 따른 

어떤 것의 규정과 다른 것이 규정의 동시 임이다.

    나아가서 가능성의 도식은 구분된 표상들이 종합과 시간 일반의 규정들의 일치이다. 다시 말해 어떤 하나의 

시간에서의 하나의 사물의 표상규정이다. 를들어 하나의 사물에 있어서의 립은 동시 이 아니라 단지 잇따를 

수 있을 뿐이다. 나아가서 실성의 도식이 바로 하나의 규정된 시간에서의 그 Dasein이다. 반면 필연성의 도식

은 모든 시간에서의 상의 Dasein이다.



                                        월철학은 존재론인가?

존재론 논자시 답안 - 칸트                                                                      (김 익성)

    [나아가서 단의 4가지 큰 구분들의 도식들은 다음과 같다] 크기의 도식은 상의 연이어진 악에 있어서

의 시간 자체의 생산물(종합)이며, 질의 도식은 경험(지각)과 시간의 표상 는 시간의 채움이고, 계의 도식은 

모든 시간에서의 서로의 지각 계(즉 시간 규정의 규칙에 따른)이며, 양상과 그 범주들의 도식은 상들의 규정

의 Correlatium으로서의 시간 그 자체이다.

    

33)칸트에 있어서 ‘형이상학’개념을 정  측면과 부정 (비 ) 측면에서 설명하시오(1995석사2학기) - 
34)Kant가 말하는 ‘재래의 형이상학’이란 무엇이며, 그가 ‘모든 미래의 형이상학을 한 서론’에서 한 작업은 
무엇인가(1996년2학기)? - 35) Kant가 ꡔ형이상학 서설ꡕ(Prolegomena)에서 말하는 바, 형이상학이 하나의 
진정한 ‘학문’이 되기 한 요건을 설명하시오(1997년1학기) - 35-1) 칸트에서 “형이상학은 어떻게 가능한
가?(2000년 2학기)” - 36) Kant에서 존재론이 형이상학에서 차지하는 치를 설명하시오(1998년2학기) - 
36-1)칸트에서 ‘오성  세계(mundus intelligibilis)의 존재론  의미를 구별하여 말하시오(2000년 1학기)  

    [제1장 문제의식과 연구방법. 제1  ‘순수이성비 ’의 동기와 결실. 1-3) 월철학과 존재론]

    (백종 , 존재와진리, 43-46) 월철학은 상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오직 순수 이성 인식의 요소들과 그것들

의 범 와 한계와 련하여 우리 자성만을 다루는 ‘ 월논리학’이라고 칭할 수도 있다(XXVII-363 참조). 바로 이 

때문에 월철학은 한 존재론(A845=b875)이라고 불릴 수도 있다. 왜냐하면 월철학은 “우리의 모든 선험  인

식의 조건들과 제 1 요소들을 내용으로 갖는 것(XX-260)”인데, 이러한 인식의 개념들과 원칙들은 상 일반과 

계 맺는 것이니 말이다(A845이하 =B873 이하 참조). ...... 월철학에서 주제는 오직 우리 인간이 어떻게 어떤 

선험 인 인식에 이를 수 있는 가(XXIX-786)에 있다. 반면에 존재론에서 고찰하는 것은 존재자, 곧 “ 사물들 자

체와 그것들의 보편 인 성질들이다”(XXVIII-363․-786 참조)에 있다. 그런데 ‘사물들 자체를 그것들의 보편  

성질들에서 고찰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그것은 사물들을 사물들로서, 일체의 특수성을 도외시하고 고찰

함(XXIX-784)을 말한다. 그리고 사물로서 사물이란 단 으로 사물인 것을 뜻한다. 그러니까 존재론은 ‘사물의 단

으로 사물임’이라는 개념의 가능성을 추궁하는 학문이다. 이 가능성의 근거가 칸트에게서는 선험  이성 인식

의 기본 개념들과 원칙들에 있다. 그러므로 칸트에게서 존재론은 월철학이 내용으로 갖는 순수 이성 인식의 모

든 선험  원리들 이외의 것을 내용으로 갖지 않는다. 바로 이런 까닭에 칸트 자신은 그의 「형이상학 강의」에

서 자주(A845=B873, XXVIII-390․-185․-470 이하, XXIX-752․-784 참조) 월철학을 존재론이라고 일컫기도 

한다. 바록 그가 정색할 때에는, 모든 순수한 이성 인식이 근거하는 기본 개념들과 원칙들의 학문을 존재론이라

고 부르는 것은 그다지 합당하지 않다고 지 하면서(XXVIII-391, A247=B304)도 말이다.

    우리는 월철학과 존재론을 그 지향 의 상이함에서 구별할 수 있다. 칸트의 월철학은 인간의 이성이 어

떤 것, 즉 사물을 선험 으로 인식한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를 밝히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한 순수이성비

의 방법  차에 의해 획들될 체계로서 월철학은 본래  형이상학의 “ 비학”(B25, A841=B869 참조)이다. 

반면에 존재론은 그 내용으로 볼 때 이미 형이상학의 일부다. 그것도 형이상학의 불가결한 부분이다(XXVIII-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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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2․-627 참조). 칸트는 존재론을 “본질의 학” 내지는 “ 보편  본질의 이론”(XXVIII-524)으로 이해한다. 

체 본질이란 무엇을 일컫는 것이던가? 본질이란 논리  본질(essentia logica)이거나 실재  본질(essentia realis)

을 지시한다(XXVIII-552 참조). 논리  본질이란 “개념에 함유되어 있는 모든 것의 제일의 내  근거”(XXVIII-55

3)로서 논리학에서 다루어지는 것이므로 형이상학의 소재가 아니다. 반면에 실재  본질은 “모든 본질 규정의 제

일 근거”(같은 곳)로서 존재론의 주제를 이룬다. 그것은 어떤 경험  사물을 다른 경험 인 사물과 구별지우는 

경험 인 본질[무엇임 는 그러그러함‘이 아니라, “사태 자체에 속하는 모든 것의 제일의 내  근거”(같은 곳)을 

지시한다. 어떤 사물의 사물임의 제일의 내  근거는 선험  본질로서, 그것은 ’사물‘, ’사물이라는 것‘, ’사물 일반

‘이라는 개념을 가능하게 하는 근거를 말한다(XXVIII-477 참조). 그럼에도 존재론은 사물 이론은 아니고 본질이

론(XXVIII-679), 곧 사물의 본질에 한 이론이다. 존재론에서 사람들이 탐구하는 바는 “사물 일반에 한 것, 그

러므로 워낙은 아무런 사물에 한 것도 아닌 것”(XXIX-752)이다. 칸트에서 존재론은 요컨  ’사물‘이라는 개념

을 가능하게 하는 선험 인 실재  본질에 한 이론, 즉 사물의 사물임의 근거에 한 이론이다. 사물은, 순수 

직 인 것이든 경험직 인 것이든 감각 인 것에 속한다.. 그러나 사물의 사물임은 감각 인 것이 아니라 감

각 인 것의 기 에 놓여 있는 것, 그러니까 비(非)감각 인 것이다. 따라서 형이상학의 일부로서의 존재론은 칸

트에서 비감각 인 것에 한 이론이다. 이로써 우리가 알 수 있는 바는, 칸트에서 “감각 인 것에 한 인식으로

부터 이성을 통해 감각 인 것에 한 인식으로 진해 가는 학문”(XX-260)이라 “정의”되는 형이상학은, 그 궁

극목 은 물론 감각 인 것의 악에 있지만, 그러나 감각 인 뿐만 아니라 그 에는 비감각 인, 그러면

서도 “감각 인 것의 역에”(같은 곳) 속하는 것 한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감각 인 것에 한 인식

들이 특수 형이상학(metaphysica specialis)을 구성한다면 이 비 감각 인, 그러나 감각 인 역에도 속하는 것에 

한 인식들이 일반 형이상학(metaphyisca generalis)을 이룬다(XXVIII-617 참조).

    그런데 칸트에게서는, 아래에서 밝 지겠지만, ‘사물’이라는 개념을 가능하게 하는 “제일의 내  근거”가 다름 

아닌 사물을 선험 으로 인식하는 제일의 원리들이다. 이런 까닭에 칸트 자신 월철학과 존재론을 빈번히(XX-2

60, XXVIII-617․-679 등) 동일한 의미로 사용한다. 물론 이 양자는 그 지향 이 서로 다르다. 그럼에도 칸트에

서 존재론은 월철학의 직 인 결실 내지는 이면(裏面)이다. 본래 월철학을 형성하는 것이 “우리의  선험

 인식을 순수 지성 인식의 요소로 분해하는 일”이라면, 존재론은 바로 “순수 지성 개념들과 경험 인식에 사용

되는 선험  원칙들을 분해하는 일에서 성립”(XX-281)하니 말이다.

    칸트 존재론의 내용과 월철학의 체계를 우리는 어디에서 보다도 그의 주  「순수이성비 」에서 볼 수 

있다 철학 작업으로서 ‘순수이성비 ’은 단지 형이상학을 한 “ 비작업”(A841=B869)이지만, 그러나 이 비작업

의 결실인 칸트의 작 「순수이성비 」에서 우리는 형이상학의 한 체계, 곧 자연형이상학을 볼 수 있다. 이런 

에서 형이상학을 한 비 작업으로서의 순수이성비 과 그 결과물인 작 「순수이성비 」은 구별되어야 

한다. 칸트는 「순수이성비 」의 머리말에서 “여기서 해결되지 않는 는 어도 그 해결을 한 열쇠가 제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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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는 형이상학  괴제는 하나도 없다”(AXIII-370)고 말한다. 이에 덧 붙여 칸트는 그가 「순수이성비 」에서 

“순 철학[곧, 형이상학]의 완성된 체”(1799.8.7일자의 해명 :XII-370)의 시야를 가지고 있다고 언명한다. 그러므

로 칸트는 그의 작 「순수이성비 」에서 단지 형이상학을 한 비작업의 내용을 제시하고자 한 것이 아니

라, 형이상학이 답변하지 않으면 안되는 ‘나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라는 물음에 최종 인 답을 제시하고자 했다. 

칸트가 그의 작 「순수이성비 」에서 수행한 모든 작업은 이에 한 답변을 한 것으로서, 이 물음 ‘나는 무

엇을 할 수 있는가?’야말로 순수이성비 의 선도(先 )  물음이다.

    [제7장 요약 : ‘ 상존재론’과 그 의의 1)인식된 것으로서의 존재자 : 상]

    (백종 , 존재와 진리, 354-)칸트 인 엄 한 의미에서 존재하는 것은 우리에게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 

즉 상이며 그런 뜻에서 언제나 ‘그 자체로 있는 것’이라기 보다는 상[ 象, 우리 맞은 편에 客으로 있는 것, 

따라서 客體]이다. 이에 반해 상을 규정하는 우리 인식 기능은 상을 상을 가능하게 하는 본부, 즉 기체(基

體)이며 그런 뜻에서 주체(主體)내지는 주 (主觀)이다. 그 다고 이 상이라는 것이 임의로 만들어 낸 것은 아

니다.

    우리에게 인식된 상 그리고 같은 방식으로 우리에게 인식될 수 있는 상만이 우리에게는 존재하는 것이

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 해서 상인 것에 해서만 그것이 존재자임을 말할 수 있다. 우리가 인식하지 않았

고 인식할 수도 없는 것에 해서 우리는 무슨 권리로, 그럼에도 그것은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하나의 상을 어떻게 인식하는가를 반성해 보으로서, 우리의 일정한 선험  표성에서 어떤 것이 

하나의 상으로 규정되고 인식되며, 바로 이 인식하는 표상 작용 에서 인식된 상이 도 체가 하나의 상인 

것으로 가능하다는 사실 뿐만 아니라 상의 인식은 그러나 상을 그 존의 면에서 생산해내는 것이 아니라는, 

그러니까 없는 것을 하나의 존재자로 창조해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한 잘 안다. 우리의 인식작용은 존하는 

상을, 그것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로 악하는 의식활동이다. 우리는 어떤 상을 우리에게 나타나는 바와는 

다르게 인식할 수는 없다. 자기 자신의 선험  표상에 따라서 우리 인식 능력은 우리에게 나타나는 어떤 것을 나

타나는 그 로 하나의 상으로 규정한다. 즉 인식한다. 우리는 우리의 선험  표상 틀을 가지고서 하나의 상

을 형상화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상인식이며, 바로 여기에서 어떤 것이 우리에게 하나의 상, 사물, 존재

자이게 된다. 그러나 바로 이 때문에, 즉 우리의 인식능력은 -“백지(白紙)”가 아니라- 인식의 형식으로서 일정한 

선험  표상을 스스로 비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상을, 그것이 그 자체인 바 로라기 보다는, 우리에

게 나타나는 바 로 인식할 수 밖에 없다.......

    우리의 선험  표상들은, 요컨  어떤 것을 하나의 그러그러한 상으로 규정한다. 하나의 그러그러한 상

인 것으로 규정된, 우리에게 존재자인 것은 그러나 그 자체로서는 우리에게 알려져 있지 않으며, 바로 그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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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함으로서 자신이 존함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어떤 것의 “ 상”일 뿐이다. 우리에게 상인 것, 즉 인식된 것으

로서의 존재자, 곧 상은 “ 상 아닌 것의 표상[표출]이다”(「발견」: VIII-214).

    2) 상으로서의 존재자의 ‘임’[본질]과 ‘있음’[존재].

    한 상을 인식한다는 것은 칸트에게서는 우선 어떤 것을 하나의 상으로 본질 으로, 다시 말하면 상인 

것으로 규정한다는 뜻이다. 상을 본질 으로 규정함은 그러나 상을 그 존에서 생산해 냄이 아니고, 한 

상을 그러그러한 상으로서 가능하게 함이다. 하나의 상을 그러한 상으로 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그 상의 

실천 인 본질이다. 이 상의 실천  본질 규정은 바로 그 상이 존함을 “ 제”한다. 이것은 상의 본질과 

상의 존은, 즉 어떤 상이 그런 상‘임’과 그런 상으로 ‘있음’은 별개의 범주임을 함축한다.

    칸트에게서는 어떤 것이 무엇이고, 몇 개며, 다른 어떤 것과 어떤 계를 맺고 있는가의 규정 곧 질(質)․량

(量)․ 계(關係)의 범주는 이를테면 상의 본질규정의 형식이며, 이 범주에서 규정되는 것은 기본 으로 어떤 

것이 무엇이냐, 곧 어떤 것의 무엇 ‘임’이지, 그 어떤 것이 있느냐 없느냐, 곧 어떤 것의 ‘있음’이 아니다. 있음, 사

물의 존, 실성은 사물의 실질 인 규정이 아니다. 칸트의 를 그 로 옮기면, “실재하는 100타알러가 가능성

으로 있는 100타알러 보다 그 실질 내용에서는 조 도 더 크지 않다”(A599=B617). 100타알러는 그것이 지  내 

지갑에 들어 있는 것이든, 내가 내일 일하면 품삯으로 받게 되는 것이든, 가령  한 말을 살 수 있는 화폐가치

라는 에서는  같다. 그러나까 100타알러가 무엇이냐와 100타알러가 있느냐 없느냐은 별개의 문제다.

    한 상의 실질  본질 규정에는 ‘하나’․‘실재[질]성’․‘실체와 속성’과 같은 순수지성개념들이 범주로 기능한

다. ‘실체’ 범주 없이는, 따라서 이 범주에 응하는, 어떤 시간 계에서나 동일한 것으로 지속하는 고정 인 것

이 없이는 시시각각 변 하는 직 의 잡다한 질료들이 그 하나의 상이라는 개념에서 생각 될 수 없다. 곧 변

하는 것들이 “그” 상으로 통합될 수 없다(A182=B244 이하, 제1유추의 원칙 참조). ‘하나’ 그리고 ‘실재[질]성’이

라는 범주 없이는 어떤 것이 ‘하나의 무엇임’으로 생각될 수 없다. 이런 이유에서 한낱 인간의 사고의 틀인 범주

들은 “객  실재[질]성”을 갖는다. 즉 그것들은 상으로서의 존재자의 실질  순수 본질을 이룬다. 순 히 주

인 사고 형식이던 순수지성개념들이 그 개념 틀 안에서 인식된 상, 곧 우리에게서의 존재자의 존재 구조를 

이룬다.

    지성은 상을 상으로서 규정한다. 그러나 지성은 사물 인식에서 단독으로 그 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감성과 “결합해서” 그 게 한다. “우리에게서 지성과 감성은 오로지 결합해서만 상을 규정할 수 있다. 우리가 

양자를 분리해서 개념 없이 직 을 갖는다거나 직 없이 개념을 갖는다면, 두 경우 모두에서 우리는 아무런 상

과 계 맺을 수 없는 표상을 갖는 것이다”(A258=B314, 참조A52=B75 이하). 사물 인식에서는 어떤 경우에나 규

정함[형식]에는 규정되는 것[질료]이 응한다. 순수지성개념 ‘실재[질]성’에 응하는 것은 “감각 일반에 상응하는 

바로 그것”(A143=B182) 곧 “실질[ 인 것]”(A175/B217)이다. ‘실재[질]성’ 개념에 응하는 이 직 내용이 없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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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재[질]성이라는 개념은 공허하다. 직 의 질료인 이 감각이 없으면 ‘실재[질]성’이란 하낱 형식 인 개념일 따름

이다. 감각이 인식된 상의 내용, 실질, ‘무엇’을 이룬다. 그러나 감각재료자체는 한갓 잡다에 불과하다. 그 자체

로는 ‘무엇’이라는 통일  표상이 아니다. 작 은 감각에서 우리에게 아직 하나의 상이라는 개념을 주지 못한다. 

우리 인간은 ‘무엇’을 감각할 수는 없다. “‘무엇’을 감각하기 한 감각 기 은 없다(heidegger, Die Frage nach 

dem Ding, GA 41, S.233)”. 그러나 “감각에 수반되는 표상”(B147)인 지각은 주어지는 감각을 그  취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무엇’인가를 “맞이하여 미리 취한다(하이데거 같은 책, 222쪽)”. 즉 지각은 감각을 수용하면

서 동시에 무엇을 취(豫取)한다. 하나의 “무엇”, “모든 감각 마다에서 자신이 무엇인가를 선험 으로 인식하도

록하는 무엇”(A167=B207)이 지각에서 취된다. 이에 따라서 지성은 “본래가 감각과 결부되어 있는 것”인 경험에

서 주어지는 감각 인상을 넘어서 “선험 으로 종합 으로” 하나의 “무엇”을 인식한다(A175=B217). 그러므로 하나

의 ‘무엇’은 결코 후험 으로 취해지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선험 으로 보태져서 [종합 으로] 인식되는 것이다. 이

게 해서 우리에게 하나의 상, 상으로서의 이 사물 혹은  사물이 있다. 이런 방식으로 지성은 인식된 

상의 무엇임, 상으로서의 존재자임[본질]을 규정한다.

    앞서 얘기했듯이 한 사물의 무엇임, 실재[질]성은 그 사물의 있음, 존과는 구분된다. “한 사물의 단 인 개

념에서는 그 사물의 존은  마주치지 않는다”(A225=B272). 그러나 경험 으로 직 되고 따라서 경험 으로

인식되는 상의 실질성[무엇임]은 그 인식된 상의 존을 고지(告知)한다. “ 상에서의 실질(realitas phaenome

-non)”(A265=B320․A166․A168․B209․A581=B609 참조), 곧 “( 상에서) 삼루 자체를 이루는 바로 그것”(A581

=B609 참조)은 자신이 존함을 증시(證示)한다. 상으로서의 존재자의 실질, 곧 그것을 경험  존재자로 만드는 

바로 그것은 다름 아니라 “직 의 실질(내용)”, 곧 “본래가 (감각) 경험 인 것, 감각이다”(IV-307). 상의 이 실

질이 곧 상의 “질료”, “재료”인(A375, B207, A225=B273)감각에서 감각된 것이다. “감각은 [......] 우리 밖의 사물

에 한 한갓 주 인 우리의 표상이다. 그러나 원래 (그것을 통해 존하는 무엇인가가 주어지는) 바로 그것의 

질료(실질)를 말한다”(「 단력 비 」, 서론 : V-189). “감각 일반에 상응하는 실질( 인 것)은” 그러므로 상상물

이 아니라 “그것의 개념 자체가 한 존재를 포함하는 무엇인가”(A175=B217, A143=B182, XVIII-647, 조각  6324)

를 표상한다. 감각에 수반되는 표상으로서의 지각은 ‘무엇’인가를 취하면서 그 실질( 인 것)을 실 인 것으

로 표상한다(heidegger, GA 41, S.224). 지각은 “ 실성[ 존하는 것]의 표상인 것이다”(A374). 지각에서 취된 

‘무엇’을 지성은 그러므로 주어진 감각(실질)이 그것에 귀속하는 기체[실체]로서 어떤 존하는 것을 표상한다. 다

시 말하면, 지성은 이로서 ‘하나의 그러그러한 실제로 있는 상’을 규정한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 존하는 하나

의 무엇인 것’이 나타난다. 이것이 우리에게 실재하는 존재자다. 이런 의미에서 지성은 인식된 상의 무엇임과 

어떻게 있음, 곧 존재자의 본질[임]과 존재[있음](방식)을 규정한다.

    지각에서, 그것의 내용인 감각이 지각되는 사물의 실질을 이루는 바로 그 지각에서 그 사물의 존함[ 실성]

이 고지된다. 그래서 지성은 그 범주  사고에서 “경험의 질료  조건(곧, 감각)과 결부되어 있는 것은 실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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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있다”(A218=B266)는 원칙을 요청한다. 경험 사고는  보편타당한 사고의 틀에 맞게 “사물의 존함[ 실성]”

을 인식하는 데에 “지각 따라서 감각을 요구한다”(A225=B272). 왜냐하면 지각 곧 지각에서 포착되는 사물의 실

질이 그 사물의 “ 존함의 유일한 징표이기”(A225=B273) 때문이다. 직 에서 주어지는 실질 인 것만이 어떤 사

물의 존함을 보증한다. 그러나 여기서 사물의 실질(  본질)과 그것의 존(성)이 혼동되거나 동일한 것으로 생

각되서는 안 된다. 실질(  본질)성은 그 자체가 실재하는 것의 존성은 아니고, 그 실재하는 것이 “주어지기 

한 조건”(heidegger, GA 41, S.214)이다1).

    하나의 상이라는 “개념을 한 재료”를 제공하는 지각이 이제 그 상의 “ 존함의 유일한 징표”이기도 하

다고 칸트는 말했다.......실제로 존하는 지각하는 주 없이는 주  없이는 아무런 지각도 일어나지 않는다. 마찬

가지로 지각 작용의 상 자로서 실제로 존하는 상이 없이는 아무런 지각도 일어나지 않는다.......지각은 이를

테면 지각하는 주체와 지각되는 객체의 만남 내지는 “마주침‘이다. 사물 인식은 본래 하나의 ’주제[주 ]‘와 ’객체

‘[ 상]의 “마주침”(A92=B124 이하 참조)이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주체와 객체는 그 자체가 지각된 것 곧 상

은 아니다. 이 양자는 한갓 존재한다고 제되는 것이다. 존재하는 것으로 단지 제되는 이 양자는 그러나 지각 

작용[지각함]과 상으로서의 지각 상[지각된 것]을 가능하게 하는 근거다. 이 양자는 하나의 지각 따라서 경험 

인식 일반을 가능하게 하는 원리다. 그래서 칸트는 자를 “ 월  주체[주 ]”, 후자를 “ 월  객체[ 상]”라 부

르며(「유작」: XXII-95), 이때 ’ 월 ‘이란 “경험 인식을 가능하게 하는”(IV-373 참조)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

    칸트는 “우리에게 가능한 경험의 모든 상, 곧 상은 우리의 사고 밖에서는 아무런 그 자체로서 근거지워

진 존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A491=B579 이하)고 말한 바 있다. 모든 상들은 “그 자체로서는 사물이 아니라 

한갓 표상에 불과하며, 우리의 마음[의식] 밖에서는  존할 수 없다”(A492=B520)는 것이다. 그러나 이 말이 

뜻하는 바는 경험 인식의 상으로서 상이 한갓 상상물 혹은 “환 (幻影)”(A157=B196, A222=B269)이라거나 지

성이 상의 존성을 창안해낸다는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 그러그러한 것으로 인식된 모든 존하는 것은 실질

성을 갖춰 존하는, 말하자면 객 으로 실재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존[ 실성, 실제로 있음] 그 자체는 

 사물의 “실질 규정[내용]”이 아니다(A222=B266 참조). 그것은 사물의 사태성 내지는 사물성이 아니다(A223=

b270). 존 개념도 그 가운데 하나인 양태 범주들은 사물의 실질  술어로서 기능하지 않는다. 양태 범주들은 

상임의 보편  본질에 속하지 않으며, 상으로서의 상의 본질을 한정[정의]하는 그런 순수개념에 속하지 않

는다(heidegger. GA 41, S.240). ‘ 존’ 개념을 포함해서 양태의 순수 지성들은 “객체의 규정(내용)을 조 도 증가

시키지 않으며, 단지 객체의 인식 기능(주체)에 한 계를 표 할 뿐이다”(A219=B266, A233=B286). 양태 곧 하

나의 상이 규정되어야 할 방식으로서의 ‘ 존’은 사물의 “구성  술어(determinatio)가 아니라”(XVIII-133, 조각

    1) 앞에서 우리는 본질 규정은 ‘존재’를 제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 거꾸로 어떤 것이 존재하기 해서

는 그것이 ‘무엇’이어야 한다. 아무 것도 아닌 것이 존재하는 않는다. 이런 뜻에서 ‘본질’은 어떤 것이 존재하기 

한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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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55), 단지 형식 인 주  조건이며(A234=B286 참조), “그를 통해서 비로서 상이라는 것이 규정될 수 있

는”(같은 곳)“지성과의 계에서의 사물의 설정(設定)”(A235=B287 주)이다. 그리고 이 설정은 필연  보편  설정

이기 때문에 직 의 실질을 근거로해서 객 으로 규정된 상으로서 존하는 것은 그것이 한갓 상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우리의 사고 안이나 의식 속에서만, 즉 주 으로만 타당하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객 으로 

타당하게, 곧 “언제 구에게나 타당하게”(IV-298)존재한다. ......

    인식되어야 할 것으로서의 어떤 것은, 그로부터 상으로서의 상의 질료가 주어지는 한에서 월  객체라

는 뜻에서의 그 자체로서의 사물‘로 이해된다. 그 자체로서의 사물, 어떤 것=X가 존한다고 말해짐에도 불구하

고 그것은 알려져 있지 않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 자체로서의 사물이 존한다고 말해진다 해도 그것은 실질 내

용상 조 도 규정되지 않으며, 따라서 그것이 무엇인지에 해  인식된 바 없기 때문이다. 존함이란 상

의 아무런 실질  규정도 아니다. 그러나 이 말은 그 자체로서의 사물은 아무런 실질(내용)도 갖지 않는 한갓 

존하는 어떤 것임을 뜻하는게 아니다. 아무런 실질 내용도 갖지 않으면서 존재하는 것이란 없다. “우리에게 알려

져 있지 않는 존재자”(A492=B520)인 그 자체로서의 사물도 그것의 실질 내용[속성]을 가지고 있을 터다. 다만 

“그것이 어떤 성질의 것인지가 [우리에게는] 언제나 문제로 남아 있는 것이다”(A38=B55). 그것들의 실질 내용[무

엇임]은 우리에게 알려져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결코 알려질 수도 없다. “그 자체로서의 사물에 속하는 속성들

은 [......] 우리에게 감 을 통해서는 결코 주어질 수 없는” 것이니 말이다(A36=B52, A43=B60 참조). 그 기 때문

에 인식하는 자인 우리의 맞은 편에는 언제나 한갓 어떤 것이 서 있다고 생각 될 뿐이다. 이 “어떤 것=X, 그에 

해서 우리가 아는 바도  없고, ( 재와 같은 우리 지성의 인식 구조로서는) 결코 인식할 수도 없는 것”(A2

50)인 그 자체로서의 사물은 그래서 질료의 면에서 상을 가능하게 하는 근거로 간주된다. 그것은 우리 감성의 

“진짜 상 자”(A36=B46)이자 한 “감성  직 에서 잡다를 통각이 통일하는 데 그 통일의 상 자로서도”기여한

다. “이 감성  직 을 매개로해서 지성은 바로 그것을 하나의 상이라는 개념에서 통일하는 것”이니 말이다(A2

50 참조). ......

    범주의 규정은 상의 존재임, 존재자의 존재를 규정함이다. 다시 말하면 그것은 존재자가 무엇이며, 그것이 

우리 인간에 해 어떤 방식으로 있는가 하는 존재 양태를 규정함이다 범주는 규정하는 인식에서 상 일반을 

가능하게 하는 보편  표상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 상과  상을 구별 가능하게 하는 규정 될 것으로서의 

질료가 주어질 때만 의미있게 기능할 수가 있다. 결론 으로 말해서 칸트에게서 존재자의 존재를 규정하는 사물 

인식은 바로 존재자의 무엇임과 어떻게 있음을 개념 으로 악함이다. 규정하는 인식을 가능하게 하는 근거(형

식)로서의 범주에 한 칸트 이론은 그러므로 상, 곧 그것의 실질 내용[질료]이 어떤 존하는 것에 귀속시켜야 

할 상으로서의 존재자 일반의 보편  본질에 한 이론이다. 이런 의미에서만 칸트의 범주들은 “존재론 ”

(「 단력 비 」: V-181) 개념들이다. 월  개념으로서 범주는 “경험 일반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인 까닭에 

“동시에” 이 경험 인식에서 인식된 “경험 상 일반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이기도 한 것이다(A158=B197). 그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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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존재자를 존재자로서 가능하게 하는 근거(ratio essendi)다. 그러나 이때 존재자는 우리에 해서 그러그러하게 

있는 상인 것, 곧 상일 따름이다. 그러므로 칸트에게서 월철학인 존재론 우리에게 경험 감각 으로 인식되

는 것, 곧 상의 존재론이다.

    제3  유일하게 가능한 존재론으로서의 상존재론의 함축

    존재자의 보편  본질에 한 이론으로서의 존재론은 우리 인간에게는, 그 존재하는 것의 보편  본질이 인

식될 수 있는 한에서만 가능하다. 그런데 칸트에 다르면 우리에게는 감각  직간에서 주어지고 주어질 수 잇는 

사물만이 인식될 수 있다. 그러니까 칸트에서는 우리에게 유일하게 가능한 존재론은 감각 경험 으로 인식되고 

인식될 수 있는 존재자 일반, 곧 칸트  의미에서 상 일반에 한 존재론이다....... 상에 한 이론은 불가불, 

발하는 객체가 인식하는 주체에 독립해서 이미 재한다는 제 아래에서만 유의미하다. 경험  직 의 재료, 

곧 상의 질료가 그로부터 유래하는 (「발견」: VIII-215 참조) 발하는 객체는 그 자체가 “ 상으로 보아지지 

않는다”(A256=B312). 그것은 그 자체로서의 사물로 보아지며, 그러나 상을 상이게끔하는 근거로 간주된다는 

에서 월  객체라 할 수 있다. 상이 아닌 한에서 “어떤 범주에서도 인식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같은 곳), 

따라서 “오로지 알려지지 않는 어떤 것이라는 이름으로 생각될 수 있는 것”(같은 곳)이다. 곧 그것은 “일종의 순

수한 지성[오성]에 의해”(A254=B310)생각될 수 있고, “순 히 개념에 따라 규정될 수 있는”(A285=B341)것이다. 

이런 뜻에서 그것은 “순수 사고의 상, 즉 가상체(可想體)”(A287=B343)라고 명명될 수 있다. 가상체, ‘생각 가능

한 것’이란 그러나 한갓 생각 속에서만 있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상의 질료의 근원으로서의 ‘그 자체로서의 

사물’은 인간의 인식 작용에 독립해서 실재하는 것일 수 밖에 없다. 그것의 상이 이미 그것의 실제 존을 생

각토록 만든다. 그러므로 그것이 생각 가능한 것이라 함은 인간의 지성이 그 자체로서의 사물의 무엇임[실질내용]

은 알 수는 없지만, 그것이 존함은 충분히 생각할 수 있음을 말한다. 그리고 이것은 다시  상에 한 인간

의 직 은 창안이 아니라 어떤 객 인 것과의 계맺음이라는 것을 말하고, 한 인간의 직  기능인 감성은 

“감성  인식의 객  타당성”을 해서는 객 으로 주어지는 어떤 것만을 수용해야 하며, “감성  직 을 그 

자체로서의 사물 넘어서까지 연장”할 수도 없고 연장해서도 안된다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가상체인 ‘그 자체로서

의 사물’이라는 개념은 “감성의 월권을 제한하기 한 한계 개념”(A255=B310 이하)으로 기능한다. 다시 이 말이 

뜻하는 바는, 인간의 직 은 스스로 그 상을 창조해 내는 무한한 본원 인 직 (intuitus originarius)이 아니라 

존하는 객체를 수용하는, 그것도 극것이 상하는 그 로 수용하는 유한한 생 인 직 (intuitus derivativus)

이라는 것이다.

    칸트가 간혹 그 자체로서의 사물을 “오성  존재자(noumenon intelliggibilia)”라고 표 하기는 하지만, 이로서 

그가 그 자체로서의 사물은 “오성세계(mundus intelligibilis)”에 속하며, 우리에 한 사물인 상은 “감성세계(mu

-ndus sensibilis)”에 속한다고 말하려는 것은 아니다-만약 이런 뜻으로 ‘가상체’가 쓰인다면 그것은 “ 극 인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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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로 사용되는 것이겠다(A249 이하․B307 이하․A252 이하 참조)-. 그 자체로서의 사물과 그것의 상은 결코 

서로 다른 두 사물이 아니다. 다름 아닌 그 자체로서의 사물, 그것이 그것의 상에서 자신을 드러낸다. 상은 

다름 아닌 그 자체로서의 사물의 상이다. 이 말은 그러니까 본래 오성 세계에 속하는 어떤 것이 감성세계에 나

타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존재하는 어떤 것(ens per se), 그러나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는 어떤 것이 인간의 감성이라는 조건 아래서 자신을 드러내며, 그것이 자신을 드러낸 모습의 “직

인, 곧 감각 인 표상”(A252)이 인간의 지성 기능의 조건 아래서 규정된다는 것을 뜻한다. 

    우리 인간은 구조상-선험 으로, 그리니까 필연 으로- 일정한 조건 아래서 작동하는 인식의 기능형식을 가

지고 있고, 바로 그 때문에 그 자체로 존재자는 어떤 것이 그것이 있는 바 그 로 우리에게 상하는지 어떤지 

알 수가 없다. 어쩌면 사물은 자기가 그것인 바 그 로를 우리에게 내 보이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것을 결코 확인할 방도가 없다. 이런 유보 아래에서 우리는 칸트와 더불어 말한다 --- 우리 인간의 인식작용이 

지향하는 인식의 상은 다름 아닌 그 자체로서 존재하는 어떤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정작 인식한 상은 한낱 

그것의 상이다. 실재하는 존재자를 규정하는 인식인 경험인식은 그 자체로서 존재하는 것을 악하길 노린다. 

그러나 악 상은 바로 ‘ 악된’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자체로서 존재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한갓 우리에 

해서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물론 그 양자는 동일할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확인 할 수가 없다. 오

로지 이런 이해에서만 그 자체로서의 사물과 그것의 상은 서로 구별된다. 그리고 오로지 이런 의미에서만 그 

자체로서의 사물은 그것의 상을 상이게 한 근거[원인]로 보여진다.

    제4  형이상학에 남겨진 문제

    월  념론이지 경험  실재론이 칸트의 상존재론이 형이상학에 남기는 문제는 많다. 그것은 무엇 보다

도 이론 이성이 자신의 순수한 인식능력을 검사한 결과, 감성 인 것으로부터 감성 인 것으로 넘어가 지식을 

확장할 능력이 자신에게는 없음을 확인한 데서 비롯한다. 이제 진리와 허 가 가려지는 지식의 역은 상존재

세계에 국한된다. 그러니까 자연 상 머의 세계에 한 지식의 체계로서의 ‘형이상학’은 칸트철학 체계 안에서

는 설 자리가 없다.......칸트는 이성 사용의 방식을 이론  사용․실천  사용으로 나 어 보았을 뿐 아니라 더 나

아가서 반성  사용의 방법까지도 제시하 다. 그리고 과학  탐구의 목표인 진리가치 외에도 ‘형이상학 ’ 가치

들을 지속 으로 탐구하 다. 그러나 그에게 그런 가치들은 더 이상 인식의 상은 아니고 희망과 믿음과 동경, 

한 마디로 이상(理想)의 표 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칸트에게서 ‘진짜 형이상학’을 얘기하려면 그의 이상주의를 

거론할 수 밖에 없다. 그것은 이성주의, 합리주의의 정 에 서 있는 칸트에게서 낭만주의, 비합리주의를 발견하는 

일이다.

    칸트의 ‘이성비 ’이 형이상학을 괴했다고 본 헤겔은, 칸트 이래로 사람들은 “형이상학 없는 세련된 족속

(Hegel, Wissenschaft der Logik I, GW 11, Hamburg 1978, S.5)이 돼 버렸다고 통탄했지만, 형이상학을 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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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리 가치 , 이론  지식의 체계로 볼 수 없다고 비 한 것이 형이상학을 무효화시킨 것일가?......칸트의 상존

재론은 이제까지의 진리의 지식 체계이고자 했던 형이상학에게 선(善)과 미(美)와 성(聖) 그리고 완 성의 가치체

계로의 환을 모색 한 것이 아닐까? 그 다면 형이상학은 지성  지식 안에서가 아니라 이성의 이념 속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아야 하는 것이 아닐까?......칸트가 이성비 을 통해 엄 한 학으로서의 형이상학이 가능하지 않

음을 드러냈다면-이 공 을 우리는 인정하고 그의 말을 귀담아 들어야 한다-, 그 때 무 진 형이상학은 진리의 

학문이고자 했던 종래의 형이상학일 것이다. 그리고 종래 형이상학의 부질 없음은 감성  언어로 어져야 할 

형이상학이 당 에 감성  언어로 읽 지기를 기도한 탓이 아니겠는가? 이제 감성  세계의 학으로서의 “진정

한” 형이상학은 그 체계가 자연 세계와 부합하는 거의 여부에서 그 학문성이 평가되서는 않되고, 인간의 완성을 

향해 있는 이성의 궁극  심(「실천이성비 」: V-79․-120 이하 참조)에 비추어 평가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

다면 진정한 형이상학은 더 이상 존재론의 확장이 아니라 이념론 혹은 이상론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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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Hegel의 논리학에서 ‘존재’(Sein), ‘개념’(Begriff)의 계를 설명하라(1993박사2학기) - 51)Hegel의 ꡔ논
리학ꡕ(Wissenschaft der Logik)에서 존재(Sein), 본질(Wes en), 개념(Begriff)의 계를 밝히시오(1997년1
학기) - 52) 헤겔에서 ‘가상’(Schein)과 ‘본질’(Wesen)의 계를 설명하시오(1995박사2학기) - 57) 헤겔이 
‘논리학’(Logik)과 ‘형이상학’(Metaphysik)을 한가지로 악한 이유를 설명하시오(1991박사2학기) - 58) 헤
겔에 있어서나 후설-하이데거에 있어서 상학(phänomenologie)이 존재론이 되는 이유를 서술하시오(1995
박사2학기) - 상학(Phänomenologie)이 존재론(Ontologie)으로 되는 이유를 설명하시오(1991석사2학기) - 
상학은 어떻게 존재론이 될 수 있는가? 양자의 계를 설명하시오(1993박사2학기).

                           [ Text : Wissenschaft der Logik, I,  41-47 ]

논리학 - 순수 앎(Wissen, 논리학, I, 42)을 자신의 원리로 지니는 순수한 생각(Denkens, I, 42)의 학(die Wisse-  
                                                          nschft , I, 42)으로서 논리학은 스스로를 규정한다.
                 : 자 으로(für sich, I, 42)있는 주 인 것과 두 번째 있는 그러한 객 인 것의 의식의 립을 극복하면서 있음을(das  
                   Sein, I, 42)을 ㄱ)즉자 인(an sich) 순수한 개념 자체로 그리고 순수한 개념을 ㄴ) 진실한 있음으로 인식함을 통해서
                         : 논리학은 추상 이 아닌 구체 인 통일성(Einheit, I, 42)을 이룬다.
                                          : 두 계기(Momente, I, 42)의 통일임.
                                                 : 분리 될 수 없는 것으로 인식된 - 의식 안에 각기 자 으로(für sich)있는 것이 아님
                                                       : 곧 자 으로 있지는 않지만 구분된(unterschiedene, I, 43)것으로 인식됨을 통해  
                                                         서만 이 두 계기의 통일은 구체 이다 - 추상 인 죽은, 움직이지 않는 것이 아  
                                                          니다-.                                                         -ät, I, 43).
                                                 : 자 으로 있는 규정들임 - 주 과 객  는 생각과 있음 는 개념과 실재성(Realit

                 : 체(ganze, I, 43)개념이 한 번은 ㄴ)있는 개념으로서 다른 한 번은 ㄱ)개념으로서 고찰된다.
                                ( 자 으로, für sich, I, 43)있는 개념 ↔ 즉자 인 개념
                                         있음으로서의 개념의 논리   ↔ 개념으로서의 개념의 논리
                                                          객  논리 ↔ 주  논리

    : 의 나뉨(Einteilung, I, 43)

                 : 이 두 논리는 동일성(I, 43)을 이룬다 - 물론 구분됬기는 해도 말이다.
                          : 서로 계 맺음(in Beziehung, I, 44).
                                     : 로부터 매개(Vermittlung, I, 44)의 역이 주어짐.
                                              : 반성 규정들의 체계(system, I, 44)로서의 개념                                    
                                              : 곧 개념의 자기 안에 있음(inSichsein des Begriff, I, 44)으로 이행하는 있음의 체계로서의  
                                                개념. 이러한 있음은 그 자체 즉자 으로 더 이상 정립되는 것이 아니라 즉자 으로 정립  
                                                된 것에 외화된(Äußeren, I, 44)로 것으로서의 직 인 있음이다. 
                                     : 바로 이것이 본질론(die Lehre von dem Wesen, I, 44)이다.
                                              : 있음론과 개념론 사이의 것임.
                                              : 객  논리에 속함 - 주 의 특성의 개념이기를 유보하는 내 인 것임(das Innere, I, 44).

    : 논리  객  논리가 이 의(vormaligen, I, 46)형이상학 자리에 들어선다 - 있음의 논리와 본질의 논리.
                                               : 은 생각(gedanken, I, 46)을 통한 세계의 학문 인 건축.
                                                      : 이러한 학문을 고려하는 최근의(letzte, I, 46) 모습-존재론-형이상학의 부분.
                                                               : Ens 자연일반을 탐구함.
                                                                   : Ens는 본질로서의 있음(Sein als Wesen, I, 46).
                       :  따라서 이러한 존재론의 자리에 객  논리가 들어섬.

               : 나아가서 객 논리는 나머지(übrige, I, 46)형이상학도 포함한다.
                       : 순수한 사유 형식들 과 더불어 특히 우선 으로 표상들(Vorstellung, I, 46)로부터 얻어지는 기체들을 악한다
                             : 사유 규정들은 고찰 방식의 본질 인 것을(das Wesentliche, I, 47)형성한다.          : 혼 세계 신

               : 그러나 객 논리는 진실한 이러한 형식들(Formen, I, 47)을  기체들과 그 표상들의 주 들(Subjecke, I, 47, 주체)과  이것  
                 들의 자연과 가치로부터 자유롭게 즉자 자 으로(an und für sich selbst, I, 47)고찰한다.
                       : 그런데  형이상학은 이런 고찰을 포기한다
                              : 그것들이 칸트의 표 로 하지면 물 자체의 규정들 는 오히려 이성 인 것의 규정들 수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그러한지에 한 한 선행 되는 조사없이 무 비 으로 그것들을 사용한다, gebracht, I, 47)는 정  
                                당한 비난에 직면한다.

                : 따라서 객 논리는 진실한 비 (Kritik, I, 47)이다.
                       : 아포스테리오리한 것에 한 아 리오리성의 추상 인 형식에 따라 그것들을 고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의 독특  
                         한 내용(inhalte, I, 45)에 있어 그 자체 고찰한다.

     : 논리  주 인 논리는 개념의 논리이다 - 있음 는 가상(Schein, I, 47)과의 계를 지양하는 본질의 논리임.

                : 그 규정에 있어 더 이상 외화 인 것(Äußerlich, I, 4)이 아니다.
                       : 스스로 안에서 스스로를 규정하는, 자유로운 자존 인 주 (주체, Das Subjecktive, I, 47) 인 것 는 주 (주체,   
                         Das Subjekt, I, 47)의 [논리임]
                : 그러나 여기에서는 주 과 객 (Subjektiven und Objektiven, I, 47)의 구분이 더 이상 특별히 문제되지 않는다.
                       : 후에 논리 그 자체 내부에서 이 구분이 더 자세히 개(entwickeln, I, 47)되기 때문이다./             
                       : 여기에서는 주 인 것(das Subjektive, I, 47)은 의식의 형식에 속하는 임의 이고 우연 인 규정들일 것라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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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 으로 오해된다.

    [ 생각을 통한 세계의 학문 인 건축을 이 의 형이상학으로 간주하는 헤겔은 이러한 건축을 자신의 객  논

리에서 행한다. 형이상학의 부분으로서 존재론이 고찰하는 Ens의 자연 일반은 그에 따르면 본질로 있는 것이며, 

이러한 본질과 있음을 고찰하는 있음(존재)론과 본질론이 그의 객 논리 부분들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존재론의 

자리에 객 논리가 들어선다. 나아가서 객 논리는 나머지 형이상학도 포함한다. 순수한 사유 형식들과 더불어 

특히 우선 으로 표상들로부터 얻어지는 기체들( 혼, 세계, 신)를 객  논리는 악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객

논리는 이러한 기체들에 한 순수 사유 형식을 그 기체들과는 자유롭게 고찰한다. 그런데  형이상학은 이런 

고찰을 포기하 으므로, 객 논리는  형이상학에 한 진실한 비 이다. 

    논리학은 순수 앎을 자신의 원리로 지니는 순수한 생각에 한 학문이기 때문이다 ]

    논리학은 순수 앎을 자신의 원리로 지니는 순수한 생각의 학문으로서 스스로를 규정한다. 그리고 논리학은 

순수한 개념을 진실한 있음으로 그리고 있음을 즉자 인 순수한 개념 자체로 인식함을 통해, 자 으로 있는 주

인 것과 두 번째 그러하게 있는 객 인 것의 의식의 립을 극복하면서, 이러한 두 계기, 곧 주 과 객  

는 생각과 있음 는 개념과 실재성을 추상 이 아니라, 구체 으로 통일한다. 자 으로 분리 해 있지는 않

지만 구분된 것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논리학은 체 개념을 한번는 자 으로 있는 개념으로서 다른 

한 번은 즉자 인 개념으로서 고찰한다. 그리고 자가 있음으로서의 개념의 논리인 객  논리인 반면 후자가 개

념으로서의 개념의 논리인 주 논리이다.

    그러나 비록 구분된기는 해도 이 두 논리는 동일성의 계를 맺는다. 바로 이러한 계 맺음으로부터 매개의 

역이 주어진다. 매개는 반성 규정들의 체계로서의 개념이다. 다시 말해 개념의 자기 안에 있음으로 이행하는 

있음의 체계로서의 개념이다. 이제 이러한 있음은 더 이상 그 자체 즉자 으로 정립된 것이 아니라 그 즉자 인 

것에 외화된 것으로서의 직 인 있음이다. 바로 이러한 매개의 역이 본질론이다. 그러나 이것 역시 아직은 

주 의 특성이기를 유보하는 내 인 것이므로 객  논리에 속한다.

    종래의 형이상학의 자리에 들어서는 것은 바로 이러한 객  논리, 곧 있음의 논리(존재론)와 본질의 논리(본

질론)이다. 생각을 통한 세계의 학문 인 건축인 형이상학을 고려하는 최근의 모습인 존재론이 다루는 Ens 자연 

일반은 본질로서의 있음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존재론의 자리에 이제는 객 논리가 들어선다. 나아가서 객 논리

는 나머지 형이상학도 포함한다. 순수한 사유 형식들과 더불어 특히 우선 으로 표상들로부터 얻어지는 기체들-

혼, 세계, 신-을 악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객 논리는 진실한 이러한 형식들을 기체들과 그 표상들의 주 들

과 이것들의 가치와 자연으로부터 자유롭게 즉자 자 으로 고찰한다. 그런데 종래의 형이상학은 이런 고찰을 

포기했다. 따라서 칸트의 말을 빌리면 물 자체의 규정이겠지만 오히려 이성 인 것의 규정들일 수 있는지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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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그러한지에 한 선행 조사 없이 무 비 으로 그것들을 사용한다는 정당한 비난에 직면한다. 그래서 객

논리는 진실한 비 이다. 아포스테리오리한 것에 한 아 리오리성의 추상 인 형식에 따라 그것들을 고찰하

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의 독특한 내용에 있어 그 자체 고찰하는 하나의 비 이다.

    주 논리는 개념의 논리로서, 있음 는 가상과의 계를 지양하는 본질의 논리이다. 그래서 그 규정에 있어 

더 이상 외화 인 이 아니라 자기 안에서 자기를 규정하는 자유로운 자존 인 주체의 논리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는 주 과 객 의 구분이 더 이상 요하지 않다. 여기에서의 주 은 의식의 형식에 속하는 임의 이고 우연 인 

규정들일 것이라고 일반 으로 오해 되기는 해도 말이다.

    [ 따라서 개념이 자기 외화된 것이 있음이기 때문에 헤겔의 논리학은 존재론 일 수 밖에 없다 그래스 그의 

논리학은 개념을 있음으로 다룬 후에 개념 그 자체를 다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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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헤겔의 존재(Sein)의 변증법에서 ‘순수 양’(die reine Quantität)-‘분량’(das Quantum)-‘도량’(der Grad)
의 이행을 설명하시오(1992박사2학기) - 45) Hegel의 존재론  ‘생성’(Werden) 개념을 설명하라(1996년2학
기) - 헤겔에서 ‘생성(Werden)'의 의미를 설명하시오(2000년 2학기) - 47) Hegel의 ꡔ논리학ꡕ(Wissenschaft 
der Logik)에 나오는 ‘Sein’의 변증법의 개과정을 서술하시오(1997년2학기) - 49) 헤겔 논리학에서의 ‘現
存在’(Dasein: 定在)를 설명하시오(1992박사1학기) - 헤겔에서 ‘ 존재(Dasein)’와 ‘실존재(Existenz)’의 의미
를 구별하여 설명하시오(2000년1학기) - 50) 헤겔은 사물(Ding)의 본질(Wesen)을 어떻게 설명하는가(1995
박사1학기)? - 53) Hegel에서 ‘변증법’(Dialektik)과 ‘ 자’(das Absolute)의 계를 설명하시오(1991박사1
학기) - Hegel에 있어서 변증법과 자의 계를 설명하라(1996박사1학기).

                                             [ Text : ]

Dasein - 있음론의 첫 번째 계기인 규정성의 두 번째 계기를 이룬다.

                         : 규정성  - : 있음(Sein)[Sein → Nichts → Werden(Sein과 Nichts의 통일 → Werden의 계기들(Entstehen und    
                                       ↓                                      Vergehen) → Werden의 지양]

                                      : Dasein [Dasein 그 쟈체(Dasein일반→질→Etwas) → 유한성 → 무한성]
                         ↓            ↓
                                      : 자  존재 [Fürsichsein 그 자체(Dasein과 자  존재 → Sein-für-Eins → Eins) → 일과 다    
                                                                               →  고 당김.

                         : 크기(량) -  : 량(Quantität) 
                                       ↓
                                      : Quantum(수 → 외연과 내연 량 → 량 인 무한성) 
                         ↓            ↓
                                      : 량 인 계 

                         : 척도   -   : 특별 량
                                       ↓
                                      : 실제 인 척도
                                       ↓
                                      : 본질의 생성

    Dasein [ Enyzkolpädie ]  : 생성(논, 96)으로부터 Dasein이 유래한다.

              : 그의 모순을 통해 됨(Werden, 생성)이 그 양자를 지양한 통일성 속으로, 곧 스스로 속으로 붕괴한 결과(Resultat, 백, 111)가  
                 Dasein이다                              : Sein과 Nichts
                         : Nichts(무)와의 통일로서의, 됨에 있어서의 Sein은 그래서 Sein과의 통일로서의, 됨에 있어서의 Nichts는 단지 사  
                           라지는 것일 뿐이다.

              : 그래서 Dasein은 Sein과 Nichts의 통일성이다.
                         : 그리고 이러한 통일성 속에서 이러한 직 성이 그리고 이와 함께 그 련 속엣 그것들의 모순이 사라진다.
                                : 이 통일성 속에서는 그것들이(존재와 무?)단지 하나의 계기(Momente, 백, 111)일 뿐이다.

              : 그리고 그 결과가 지양된 모순이므로 그것(es, Dasein?)은 Sein으로서의 스스로 는 자신(Sich oder Selbst, 백, 111-30)과의  
                그 형식에 있어 단순한 통일성이다. 그것(es, Dasein)은 그의 계기들 의 하나의, 곧 있음의 형식에 있어서의 됨(Werden,    
                백, 111-34)이다.                                       : Sein은 부정(Negation) 는 규정성과 더불은 Sein임.

              : Dasein은 규정된(bestimmtes, 논 95) 는 규정성을 지닌(mit, 백, 111-36)Sein이다.
                          : 이 규정성이 질(Qualität, 백, 111-37), 곧 있는 는 직 인(unmittelbare, 백, 111-36~37)것 으로서의 지 성이  
                            다.

Existenz - 본질론의 두 번째 계기인 상(나타남)의 첫 계기를 이룬다.

                         : 반성의 본질[가상(본질 인 것과 비 본질 인 것) → 가상 → 반성] → 본질성  반성 규정(동일성→구분→모순)  
                                       → 근거( 근거→규정근거→조건)]
                         ↓

                         : 나타남  - [존재(Existenz, Ding an sich와 Existenz→속성→사물의 변화) → 질료로부터의 Ding의 성립 →     
                                      ↓                                                                               Ding의 해체]
                                     : 나타남   
                         ↓           ↓
                                     : 본질 인 계

                         : 실성[ 자 → 실성 → 인 계]

    Existenz - Existenz의 근거로서의 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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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istenz - Existenz의 근거로서의 본질

                                : 은 자기 안의(in Sich, 백, 130-18)가상과 매개이다. 매개의 토탈성으로서의 그의 자기와의 통일성이다.
                                       : 구분의 그리고 그와 함께 매개의 자기 지양으로서 정립된 자기이다.
                                              : 이것은 마찬가지로 매개의 지양을 통해 매개되는 한의 Sein의 는 직 성의 회복이다.
                                                    : - 존재(Existenz, 백, 130-24)

                                : 은 자기를 지양한 Sein.
                                       : 그러나 본질은 자기와 도된(umgekehrt, 101)있음과의 단순한 동일성(Gleicheit, 101)이다.
                                       : 그리고 본질과 련을 맺는 이러한 있음, 곧 본질 인 있음이 존재(Existenz, 논, II-101)이다.
                                       : 그래서 본질은 반드시 나타난다.
                                                                              : 존재는 부정과 내면성으로부터 반드시 나타난 것이다.

           : Existenz는 자기-안의-반성(der Reflexion-in-sich, 백, 131-3)과 타자-안의-반성의 통일성이다.

                  : 이 때문에 존재는 자기-안에-반성된 것으로서의 존재자(Existierenden, 백, 131-5)의 무규정 인 많음이다.
                       : 무 규정 인 많음은 동시에  같이 타자-안의-가상인 것으로서 상 인(relativ)이다. 그리고
                       :   〃       〃   은 상 와의 의존성과 무한한 연 성의 세계를 근거들과 근거지워진것들로부터 형성한다.
                                      : 근거들은 그 자체 존재들이다. 그리고 존재자들(die Existierendn, 백, 131-9)도 여러 측면에서 근거  
                                        지워지는 것들과 마찬가지로 근거이다.

                  : 존재자의 타자 안의 반성은 그러나 자기-안의-반성과 분리 될 수 없다.
                       : 근거는 그것들의 통일성이다. 그리고 이 통일성으로부터 존재가 유래한다.
                              : 이 때문에 존재자는 계성(Realtivität, 백, 131-15)그리고 그 자신에서의 다른 존재자와의 그의 다양한 연  
                                을 머 는다.
                                                : 존재자는 자기 안에서 반성되어진 근거로서 있다.
                                                : 그래서 그 존재자가 Ding이다.
                                                             : Ding은 근거와 존재의 규정들의 통일 안에서 정립된 발   (Entwicklung,  
                                                               백, 131-25~26)으로서의 토탈성이다.
                       : 근거는 동일성과 구분의 통일성이다.
                              : 구분과 동실성에 주어진 것으로서의 그것[들]의 진실성이다.
                                                         : 은 자기-안의-반성과 타자-안의-반성임
                       : 근거는 토탈성으로 정립된 본질이다.

                  : Existenz는 근거의 조건을 통해 계하는 매개(Vermittlung, 논 102)로부터 유래하는 직 성이기 때문에,
                                                         : 이러한 유래는 유래(Hervorgehen, 논, 102)속에서 자신을 지양한다. 
                       : 존재는 근거를 지니면서 같이 근거를 지니지 않는다.

                              : 자기-안의-반성은 자기 자신 안에서의 본질의 가상(Scheinen, 논, II, 101)이다.
                                        : 동일한 규정들은 단지 정립된(gesetztsein)것으로서의 단 으로 포함된 통일성으로 지양되거나,   
                                           는 그것(sie?-반성)은 그의 법칙안에서 직 으로 자기와 동일한 본질이다.
                                                : 그러나 이것은 근거이므로 그것(es)은 자기자신을 지양하는 는 자기에로 되돌아가는   
                                                   반성을 통해서 자기를 실제 으로 규정한다.
                                        : 더 나아가서 이 규정 는 근거 연 의 달리 있음(Andersein, 논, II, 101)은 근거의 반성을 통해  
                                          서 자기를 지양하며, 존재(Existenz)가 되므로 이 형식규정들은 여기서 자존 인 존립의 요소들  
                                          을 지닌다.
                                                          : 그것의 가상이 자기를 나타남(Erscheinung, 논, II, 101)으로 완성한다.
                                                 : 직 성을 향하여(zur)진행하는 본질성은 우선 으로 존재이고, 그리고 존재자 는     
                                                    Ding이다 - 본질과 그의 직 성과의 구분된 통일성으로서의.
                                                          : Ding은 더욱이 반성을 포함한다. 그러나 그것의 부정성은 그의 직 성 안에  
                                                            서 우선 으로 사라진다.
                                                               : 단지 그의 근거는 본질 으로 반성이므로 그의 직 성을 지양한다. 그   
                                                                  래서 그것은 하나의 법칙으로 발 한다(macht sich, 102)

         : 본질은 존재한다. 는 존재를 지닌다 - 오히려 존재는 그의 인 와화(Entäußerung, 논, II, 105)이다. 그것 편  
              배후에서 그것이 머무는 것이 아니다.
                        : 즉 본질은 존재이다. 그것은 그의 존재와 구분되지 않는다 - 본질이 존재로 이행한다. 근거로서의 본질이 근거지  
                          우는 것으로서의 자기와 더 이상 구분되지 않는한 는  근거를 스스로 지양하는 한 그 다.
                        : 그러나 이런 부정은 마찬가지로 본질 으로 그의 Position이다 는 자기 자신과의 단 으로 정 인 연속성이   
                           다.
                 : 존재는 그의 부정성에서 성립하는 자기 자신과의 그의 동일성에 있어서의 근거의 반성이다(105쪽에서 이어진다)

Begriff

                         : 주 성 - 개념(개념일반→특수 개별→개별자) → 단 → 추리

                          ↓ 

                         : 객 성 - 메카니즘(기계 인 상→기계 인 과정→ 인 메카니즘) → 화학(Chemismus) → 이데올로기

                          ↓

                         : 이데아 - 생명(살아있는 개별자→삶의 과정→류) → 인식의 이데아(진실의 이데아→선의 이데아) →  인   
                                    이데아.



                         있음과 없음의 통일로서의 생성 - 생성의 계기들 발생과 소멸

(김 익성)                                                                      존재론 논자시 답안 - 헤겔

    [(불 수 (火車), 헤에겔노우트, 리포트, 2쪽). 

    

    1)규정성. 1-1)있음. 1-1-1)순수한 있음, 있음. 모든 규정 없는 있음, 곧 순수한 있음은 무규정 인 직 성 속

에서 자시 자신과 동일하다. 안에서도 밖에서도 어떤 구분성을 지니지 않는다. 이러 있음은 텅빔이다. 만약 직

(바라 )에 해 말하여질 수 있다면 그 속에서는 아무 것도 직 (바라 보여질)될 수 없다. 그래서 있음은 이런 

순수한 텅빈 직 (바라 ) 그것이다. 있음은 단지 이런 텅빈 생각일 뿐이다. 그래서 있음은 곧 무규정 인 직

인 것은 없음이다. 없음 보다도 더 하지도 덜하지도 않다. 

    1-1-2) 없음, 순수한 없음은 자기 자신과 단순히 같음이며, 완 한 텅빔이며, 규정 없음성이며 내용없음성이

다. 자기 자신 속에는 단지 구분 없음성만이 있다. 여기서 바라 (직 ) 는 생각함이 언 되는 한 바라 보여지

는 것이 있느냐 는 없느냐가 요하다. 생각하여지는 것 는 보여지지 않는 것은 하나의 가리켜지는 것-의미

(Bedeutung)-이므로, 우리의 생각 속에는 없음이 있다. 는 오히려 없음은 텅빈 바라  는 자기 생각이다. 따

라서 없음은 동일한 규정 는 규정 없음성이다. 그래서 순수 있음인 것과 동일한 것이다. 있음 규정. 있음은 규

정 이지도 반성 이지도 않는 직 인 것이어서 질을 지니지 않는다. 질을 지니는, 곧 규정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 , 있음 일반에 맞서 규정 인 있음이 들어선다. 이와 함께 있음 일반의 무 규정성 그것이 있음의 질을 

형성한다. 있음이 즉자 으로 규정된다. 첫 있음이다. 둘째, 그 있음이 지 거기있음(Dasein)으로 옮아간다(이행한

다). 여기에서 있음은 Dasein을 유한한 있음으로 자기 지양함녀서 자기 자신과 무한한 계를 맺는다. 셋째, 있음

이 즉자 인(스스로 향해)있음으로 이행한다. 있음과 없음은 비록 곧 해소 될 구분을 으로 지니지만, 분리

되지도 않으며 분리 될 수도 없다. 반 되는 각자 속으로 있음과 없음은 스며든다. 그리고 이 스며듬은 있음이 

없음으로, 없음이 있음으로 옮아 감(이행)이다. 바로 이러한 옮아 감이 스스로 해소되는 구분을 통한 움직임이다. 

곧 됨(생성)이다.

    1-1-3)생성. 있음과 없음의 통일성. 있음과 없음은 비록 곧 해소 될 구분을 으로 지니지만, 마찬가지로 

분리되지 않으며 분리 될 수도 없다. 반 되는 각자 속으로 있음과 없음은 스며든다. 그리고 스며듬은 있음이 없

음으로 없음이 있음으로 옮아감-이행-이다. 바로 이러한 옮아 감이 스스로 해소되는 구분을 통한 움직임이다. 곧 

생성이다. 

    1-1-3-1)생성의 계기들로서의 발생과 소멸. 통일(하나 됨)된 것 속에는 있음과 없음이 서로 분리되지는 않지

만, 스며든 것으로서만 곧 지양된 것으로서만 있다. 그래서 있음과 없음은 자존성으로부터 계기들로 추락한다. 그

래도 구분된다. 그러나 지양된다. 그래서 이런 구분성 속에서 취하여진 계기들 각각은  다른 것과 통일된 것으로

서 있다. 그런데 생성은 있음과 없음을  다음과 같은 두 가지로 통일된 것을 머 는다. ㄱ)첫째, 없음과 연 된 

직 인 것으로서의 있음 이라는 통일성이고, ㄴ)둘째 있음과 연 된 직 인 것으로서의 없음이라는 통일성이

다. 바로 이 둘의 이 인 규정이 생성이다. 여기서, ㄱ-A)없음으로 옮아가는 있음의, 그리고 그 속에는 있음이 



                        자기 자신에서의 (반 의) 자기의 지양 - 모순에 의한 움직임

존재론 논자시 답안 - 헤겔                                                                      (김 익성)

직 인 바로 그 규정이 소멸이고 ㄴ-B)있음으로 옮아가는 없음의, 그리고 그 속에는 없음이 직 인 바로 그 

규정이 발생이다. 이런 규정으로서의 발생과 소멸은 동일한 것이다. 그리고 심지어 이런 구분된 방향으로서 받아 

드려질 때 조차도 그것들은 서로 맞서 통하고 짝지워진다. ㄱ-A-a)소멸에서는 있음이 자기 자신에서 자기(sich 

an sich selbst, 논리학 I, 93)를 지양함으로서--즉자 으로 자기를 지양해서?--없음으로 옮아간다. 여기서는 없음

으로서의 자기가 있음에 반 된다. 곧 있음의 맞선 부분이 된다. 그래서 자기의 반 인 없음으로 있음은 옮아간

다[소멸한다]. 반면에 ㄴ-B-b)발생에서는 없음이 자기 자신에서 자기를 지양함으로서 있음으로 옮아간다. 여기서

는 있음으로서의 자기가 없음에 반 된다. 곧 없음의 맞선 부분이 된다. 그래서 자기의 반 인 있음으로 없음은 

옮아간다[발생한다].

    1-1-3-2) 생성의 지양. 발생과 소멸이 그 안에서 정립되는 그 균형 이 생성 자신(Selbst, 93)이다. 그러나 생

성 자신으로서의 균형 은 정 인 통일성과 일치한다. 정 인 통일성 속에서 있음과 없음은 스며든 것(지양된 것)

으로서만 있다. 그러나 생성 그 자체(als Solches, 93)는 단지 있음과 없음의 구분성을 통해서만 있다. 이 때문에 

있음과 없음의 스며듬(지양)은 생성의 스며듬 는 스며듬 자신의 스며듬이다. 정 인 결과[물]을 그 안에서 함께 

가라앉는 하나의 불 안정한 동요(Unruhe, 93)가 생성이다. 다시 말하면 생성은 있음에서 없음으로 그리고 없음에

서 있음으로 스며듬(Verschwinden, 93)이며 그리고 있음과 없음 일반의 스며듬이다. 그러나  동시에 이것들의 구

분에 기인한다. 마찬가지로 생성은 자기 자신 속에서(in sich selbst, 논리학 I, 93) 자기와 모순된다. 왜냐하면  

반 되는 것 자체가 자신 속에서(in sich, 93)하나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러한 하나됨(Vereinigung, 93)은 괴

된다. 이런 결과가 스며들어있음(Verschwundebsein, 93, 지양되어 있음)이다. 그러나 없음으로서는 아니다.  이 

스며들어있음은 이미 지양된(aufgehobenen, 93) 규정들  하나의 규정으로의 복귀일 뿐이다. 그것은 정지된 단순

성으로 되는 바로 있음과 없음의 통일성(Einheit, 93)이다. 정지된 단순성은 있음이다. 그러나 자 인 있음이 아

니라 제의 규정으로서의 있음이다.

    있는 것으로서 있는 는 이런 계기들의 일면 이고 직 인 통일성의 형식을 지니는 바로 있음과 없음의 

그 통일성으로 생성이 옮아 갈 때 Dasein(지 거기있음)이 있다.

   1-2) Dasein. Dasein은 규정된 있음(Sein)이며, 그의 규정성은 있는(seieinde, 95)규정성이다-질이다. 그의 질을 

통해서 어떤 것이 타자에 하여 단지 하나의 타자에 해서 뿐만이 아니라 그것에 단 으로 부정 으로 규정되

어진 것에 해서 달리되는 것으로 그리고 유한한 것으로 있다. 이것의 부정이 유한한 어떤 것에 우선 으로 맞

선 무한한 것이다. 그 규정들이 그 안에서 나타나는 추상 인 립은 립없는 무한성 속에서 곧 자  있음

(das Fürsichsein, 95)속에서 해소된다. Dasein에 한 장은 1-2-1)Dasein자체와 1-2-2)어떤 것과 타자, 유한성과 

1-2-3)질 인 무한성 등 세 부분으로 나뉜다.

    1-2-1)Dasein 자체. 1-2-1-1)Dasein 자체는 우선 으로 그의 규정성이다. 1-2-1-2)질로서 구분되는 Dasein. 



                                        Daein(질) - 부정(否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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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것은 Dasein의 하나의 규정으로서와 마찬가지로 Dasein의 다른 규정으로서 곧 실재성과 부정(Realität 

und Ne-  gation)으로서 취하여져야한다. 그러나 이런 규정들 속에서 Dasein은 마찬가지로 자기 반성한다. 그리

고 그러한 것으로서 정립된다. 3-1-3) 어떤 것, Daseindes(지 거기있는 것).

    1-2-1-1-1)Dasein은 있음과 없음의 단순한 하나있음(Einsein, 96)이다. 이런 단순성을 지니기 해서 Dasein

은  직 성의 형식을 지닌다. 이 직 성의 배후에 매개가, 곧 생성이 놓여있다. 매개를 자기를 지양한다. 이 때문

에 첫 번째 것으로서 Dasein이 나타나고, 이 첫 번째 것으로부터 ‘다른 것’이 나온다. Dasein은 있음의 일면 인 

규정이다. Dasein을 담는 다른 것, 곧 없음이 그것에서 있음의 이면 인 규정에 맞서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어원

으로 볼 때 Dasein은 하나의 자리에 있음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표상공간이 속하지 않는다.

    1-2-1-1-2)Dasein은 있지않음(Nichtsein, 96)을 지니는 있음이다.  있지않음은 있음과의 단순한 통일성 속에

서 받아들여진다. 있음을 곧 직 성의 형식을 구체 인 체는 취함으로 이 있지않음이 규정성그것 곧 질을 구성

한다. 있음은 자기를 하나의 계기로서만 생성 속에서 나타나므로 이 구체 인 체는 있음의 규정에 있어서 지양

된 곧 부정 으로 규정된 체이다. 체는 곧 있음과 없음의 통일은 있음의 일면 인 규정 속에 있을 것을 보장

한다. 그러나 부정에서 곧 어떤 것(Etwas, 97)과 다른 것 등 등에서 그 통일은 정립될 수 있다.

    1-2-1-1-3)Dasein은 규정된 있음이다. 있음과 없음 이 둘은 어느 것도 다른 것에 우 를 함이 없이 

Dasein 속에서 통일되 있어서, 직 일 수 있다. 그리고 직 이여야 Dasein 속에서 이 둘은 통일 될 수 있다. 

 있는 것만큼 있지 않는 것이 Dasein에 담겨진 한 곧 같은 정도로 있는 한 Dasein이 규정된다. 이런 규정은 있

지않음과 있음이 의 식으로 통일되어야 주어진다.

    [개념의 첫 계기인 있음(론)의 첫 계기인 규정성의 둘째 계기로서의] Dasein은 있음과 없음의 통일로서의 생

성으로부터 유래한다. 그의 모순을 통해 생성이 있음과 없음 이 양자를 지양한 통일성 속으로, 곧 스스로 속으로 

붕괴한 결괴가 Dasein이다. 없음과의 통일로서의, 생성에 있어서의 있음은 그래서 있음과의 통일로서의, 생성에 

있어서의 없음은 단지 사라지는 것일 뿐이다. 이러한 있음과 없음의 통일성이 Dasein이다. 그리고 통일성 속에서 

이러한 직 성이 그리고 이와 함께 그 련 속에서 그것들의 모순이 사라진다. 그것들이(있음과 없음?)이 단지 

하나의 계기일 뿐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결과가 지양된 모순이므로 그것(Dasein?)은 있음으로서의 스스로 

는 자신과의 그 형식에 있어서 단순한 통일성이다. 그것은 그의 계기들 의 하나의, 곧 있음의 형식에 있어서의 

생성이다. 다시 말해 부정(否定) 는 규정성과 더불은 Sein의 형식에 있어서의 생성이다. 이 게 Dasein은 규정된 

는 규정성을 지닌 있음이다. 그리고 이 규정성이 질, 곧 있는 는 직 인 것으로서의 직 성이다.

    1-2-1-2) 질

    자 으로 그 게 격리되어 있는 규정성으로서의 규정성이 질이다- 체 으로 단순하고 직 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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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성 일반은 더 규정 인 만큼 질 인 것일 수 있는 보편 인 것이다. 이 게 있는 는 직 인 규정성으로

서의 질의 일면성의 척도(Maßstab, 98)가 Dasein이다. 마찬가지로 없음의 규정 속에서도 직 인 는 있는 규

정성이 구분되어 반성 인 것으로서 정립될 수 있다.  없음은 규정성의 규정된 것을 나타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반성됨과 거부도 나타내기 때문이다.  이런 거부와 묶여진 질이 부정 일반이다. 부정 일반도 비록 부족으로서 간

주되기해도 마찬가지로 질이며, 자기를 계속해서 한계로서, 제한으로서 규정한다. 반면에 질이 있는 것으로서 구

분되는한 그 질은 실재성이다. 실재성은 거부 제한 부족이 배제된 정 인 무엇으로서만 효력이 있으므로, 이 

실재성 안에는 있는 것으로 있다는 강조(Akzente, 98)와 더불어 역시 마찬가지로 부정을 머 은 규정성이 포 된

다.

    1-2-1-3) 어떤 것.

    

    2-2-1) [개념의 둘째 계기인 본질(론)의 둘째 계기인 상(나타남)의 첫 계기를 이루는] 존재(Existenz)는 자

기-안의-반성과 타자-안의-반성의 통일성이다. 이 때문에 존재는 자기-안에-반성된 것으로서의 존재자의 무규정

인 많음이다. 이 많음은 동시에  같이 타자-안의-가상인 것으로서의 상 인 것이며, 상 와의 의존성과 무

한한 연 성의 세계를 근거들과 근거지워진 것들로부터 형성한다. 근거들은 그 자체 존재들이다. 그리고 존재자

들도 여러 측면에서 근거지워지는 것들과 마찬가지로 근거이다. 

    그 근거는 타자-안의-반성과 자기-안의-반성의 통일성이다. 그리고 이 통일성으로부터 존재가 유래한다. 이 

때문에 존재자는 계성 그리고 그 자신에서의 다른 존재자와의 그의 다양한 연 을 머 는다. 존재자는 자기 안

에서 반성된 근거로서 있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존재자가 Ding(사물)이다. Ding은 근거와 존재의 규정들의 통일 

안에서 정립된 발 으로서의 토탈성이다. 그래서 근거는 동일성과 구분의 통일성이며, 구분과 동일성에 주어진 

것으로서의 그것들의 진실성이다. 구분과 동일성에 주어진 바로 이것이 자기-안의-반성과 타자-안의-반성으로서

의 존재이다. 나아가서 이러한 근거가 토탈성으로 정립된 본질이다. 그래서 본질은 존재의 근거이다. 나아가서 이

러한 본질은 자기 안의 가상과 매개이며, 매개의 토탈성으로서의 그의, 구분의 그리고 그와 함께 매개의 자기 지

양으로서 정립된, 자기와의 통일성이다. 이것은 마찬가지로 매개의 지양을 통해 매개되는 한의 Sein의 는 직

성의 회복-존재-이다. 따라서 본질은 자기를 지양한 Sein이다. 그러나 본질은 자기와 도된 있음과의 단순한 동

일성이며, 본질과 련을 맺는 이러한 있음, 곧 본질 인 있음이 존재이다. 그래서 존재는 부정과 내면성으로부터 

반드시 나타난다. 따라서 본질은 반드시 나타난다. 

    Existenz(존재)는 근거의 조건을 통해 계하는 매개로부터 유래하는 직 성이기 때문에 이러한 유래는 유래 

속에서 자기를 지양한다. 그러나 존재는 근거를 지니면서  같이 근거를 지니지 않는다. 자기-안의-반성은 자기 

자신 안에서의 본질의 가상이다. 동일한 규정들이 단지 정립된 것으로서 단 으로 포함된 통일성으로 지양되거

나, 는 그것(sie-가상? 반성?) 그 법칙 안에서 직 으로 자기와 동일한 본질이다. 그러나 이것은 근거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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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es)은 자기 자신을 지양하는 는 자기에게로 되 돌아가는 반성을 통해 자기를 실제 으로 규정한다. 더 나

아가서 이 규정 는 근거 연 의 달리있음은 근거의 반성을 통해서 자기를 지양하여, 존재가 되므로 이 형식규

정들은 여기서 자존 인 독립요소를 지닌다. 그것의 가상아 자기를 나타남으로 완성한다. 직 성을 향하여 진행

하는 본질성은 본질과 그의 직 성과의 구분된 통일성으로서의 우선 으로 존재이고 그리고 존재자 는 Ding이

다. Ding은 더욱이 반성을 포함한다. 그러나 그것의 부정성은 그의 직 성 안에서 우선 으로 사라진다. 단지 그

의 근거는 본질 으로 반성이므로 그의 직 성을 지양한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의 법칙으로 발 한다.

    그래서 본질이 존재한다. 는 존재를 지닌다. 오히려 존재는 본질의 인 외화이다. 그러나 본질은 그것 

편 배후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다. 즉 본질은 존재이다. 그것은 그의 존재와 구분되지 않는다. 본질이 존재로 이

행한다. 근거로서의 본질이 근거지우는 것으로서의 자기와 더 이상 구부노지지 않는 한 는  근거를 스스로 

지양하는 한 그 다. 그러나 이런 부정은 마찬가지로 본질 으로 그의 Position이다. 는 자기 자신과의 단 으

로 정 인 연속성이다. 존재는 그의 부정성에서 성립하는 자기 자신과의 그이 동일성에 있어서의 근거의 반성

이다.

2-3) 실성(Die Wirklichkeit, 논리학 II, 156)

    실성은 본질과 존재의 통일성이다. 그리고 이 실성 안에서 모양없는(gestalose, 156)본질과 내용없는 나

타남 는 규정없는 존속(Bestehen)과 존속않는 다양성이 자신들의 진실성을 지닌다. 더욱이 존재는 근거들로부

터 유래하는 직 성이지만 아직 형식(Form)이 그 존재에 정립되지는 않았다. 그런데 [이러한] 존재가 자기 규정

하면서 형식을 지니게 된(formiert, 156)그것이 나타남이다. 그리고 단지 타자-안의-반성으로서만 규정된 이러한 

존속이 자기-안의-반성으로 계속 진행되면서, 그 하나는 자기 안에서 반성된 것으로서 다른 하나는 타자 안에서 

반성된 것으로서 규정된 내용의 토탈성들로 곧 두 세계들로 형성된다. 그러나 본질 인 계(Verhältnis)는 그것

들의 형식 련(Formbeziehnug)을 표 한다. 그리고 이러한 련의 완성이 내 인 것과 외 인 것의 계이다. 양

자의 내용이 하나는 동일한 토 (Grundlage, 156)일 뿐이라 하나는 그 형식의 동일성인 [그러한 계 말이다]. 이

러한 동일성이 형식을 고려함(in Ansehung)속에서 확보되면서 그 형식규정은 자신의 구분을 지양한다. 그리고 그

(세계)것들은 하나의 인 토달성이라는 것이 정립된다.

   2-3-1)내 인 것과 외 인 것의 이러한 통일성이 인 실성이다. 그러나 이러한 실성은 우선 자 

자체이다. 실성이 그 안에서 형식을 지양하여 밖과 안의 공허한(leeren, 156) 는 외부 인 구분을 형성하는 통

일성으로서 정립되는한 [그 다]. 반성은 자에(gegen)외부 인 것으로 계한다. 그것(es)은 오히려 그것(sie)

이 자신의 고유한 움직임일 것처럼 다룰 뿐이다. 그러나 본질 으로 그러는한 그것(sie)은 자기로의 그의 부정

인 복귀(Rückkehr)이다.

    2-3-2)둘째, 고유한 실성. 실성과 가능성과 필연성은 자의 형식 인(formellen)계기들 는 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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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selben)반성들을 이룬다.

    2-3-3)셋째, 자와 그의 반성의 통일성이 인 계 는 오히려 자기 자신과 계하는 자 곧 실

체이다. 

    2-3-1) 자

    자의 단순한 순수(gediegene, 157)동일성은 비규정 이다. 오히려 그 안에서 본질과 존재 는 반성으로

서의 있음 일반의 모든 규정성들이 마찬가지로 반성으로서 해소된다. 그러는한 자일 것의 규정들이 부정되며 

자 자신은 단지 모든 속성들의 부정으로서 그리고 공허한 것(das Leere)으로서만 나타난다. 그러나 반드시 

모든 속성들의 치(Position)로서 드러나는 그것(es)은 가장 형식 인(formeellste)모순으로 나타난다.  부정함

과 이 정립이 외부 반성에 속하는한 그것(es)은 하나의 형식 인, 비체계 인 변증법이다. (이러한 변증법은) 손

쉽게 여러 규정들을 여기 기서 악하며 마찬가지로 손쉽게 한편으로 그것들의 유한성과 단순한 련성(Relati  

-vität, 157)을 나타내고 한편으로 그것을 토탈성으로 떠 올리면서 모든 규정들이 그것에 거주함을 말한다-이런 

치들과  부정들을 하나의 진실한 통일성으로 고양할 수 없으면서(말이다). 그리고 자가 무엇인지는 표

되어야한다. 그러나 이런 표 은 하나의 규정도 아니며 그것을 통해서 동일하게 규정되는 외부 반성도 아니라, 

설명(Auslegung)이다. 그것도 자의 고유한 설명이며 자가 무엇인가에 한 지시(Zeigung)이다.

    2-3-1-1) 자의 설명

    자는 단지 있음만도 생성만도 아니다. 것(jene, 157, 자)는 반성되지 않는 첫 번째 직 성인 반면 이

것(diese, 후자)은 반성되어진 것이며 나아가서 자는 자기 지신에서의(an)토탈성인 반면 (후자는) 하나의 규정된 

것이다. 있음은 본질에서 존재로 나타난다. 그리고 있음과 본질의 련은 내 인 것과 외 인 것의 계로까지 

나아간다. 내 인 것은 본질이다. 그러나 본질 으로 규정을 지니는 그리고 있음과 련하는 그리고 직 인 있

음인 토탈성으로서의 본질이다. 반면에 외 인 것은 있음이다. 그러나 본질 인 규정을 지니는 그리고 반성과 

련하는 그리고 마찬가지로 본질과의 직 인 계없는 동일성인 있음이다. 자 자신은 [본질과 있음] 양자의 

인 통일성이다. 본질 인 계들의 근거를 이루는 것 일반으로서의 그러한 ( 자 자신)이다. (그러나 이

것)은 계로서의 아직 이러한 그의 동일성까지 소 되지 않으며 그리고 (이것의) 근거는 아직 정립되지 않는다.

    ....

    2-3-1-2) 인 속성

    2-3-1-3) 자의 양상

    2-3-2) 실성

    자는 즉자 으로 있는 첫 번째 통일성으로서의 내 인 것과 외 인 것의 통일성이다. 그 설명은 그 쪽에

서 발견되는 것(Vorgefundenes, 169)으로서의 직 인 것을 지니는, 그러나 동시에 자와 동일한 연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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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움직임인, 그리고 그러한 것으로서의 그것(es)은 이것으로 복귀하는 그리고 단순한 하나의 종류(Art, 169)와 

방식으로서 규정되는, 외 인 반성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러한 종류와 방식은 자 자신의 규정이다. 즉 그

의 첫 번째 동일성 는 그의 즉자 으로 있는 단순한 통일성이다. 더욱이 이러한 반성을 통해서  첫 즉자 인

있음(Ansichsein, 169)이 본질없는 규정으로서 정립될 뿐만 아니라, 그것(sie, 반성)은 자기와의 부정 인 연 이기 

때문에 그 반성을 통해서 처음으로 것의 양상(Modus)이된다. 그것들의 규정들로 지양하는 자기 자신으로서의, 

자기로 복귀하는 움직임으로서의 이러한 반성이 첫 진실한  동일성이다. 그리고 동시에 그 반성은  자

의 규정이거나 그 자의 양상이다. 그 때문에 양상은 자의 외화(Äußerlichkeit, 169)이다. 그러나 마찬가지

로 자기 안에서의 그 자의 반성으로서의 [외화이다]. 는 그 양상은 그 자의 고유한 표출(Manifestation)

이다. 그래서 이러한 외화는 그의 자기-안의-반성이며 그와더불어 그의 즉자- 자-있음(An-und-für-sich-sein)

이다.

    자의 표출인 것은 없음(nicht, 169)이며 그리고 어떤 내용도 지니지 않으므로 표출로서의 그 자는 

인 형식이다. 실성은 반성된 이런 자로 간주된다. 그래도 있음은 실 이지 않다. 있음은 첫 직 성이

다. 그 때문에 그( 있음)의 반성이 생성이며 타자로의 이행(옮겨 감)이다. 는 그(있음)의 직 성은 즉자 자 있

음이 아니다. 한 실성은 존재 보다 더 진행된 것(stehet höher, 169)이다. 더욱이 이(존재)는 근거와 규정들로

부터 그리고 본질과 그의 반성으로부터 유래한 직 성이다. 그 때문에 즉자 으로 그것(sie, 존재)은 실성인 것, 

곧 실제 인 반성이다. 그러나 아직 반성과 직 성의 정립된 통일성은 아니다. 그 때문에 존재는 나타남으로 옮

아간다. 그러면서 상 안에서 그(존재)는 자신이 담고 [있는] 반성을 개한다(entwickelt). 그것(sie, 상?)이 근

거로 나아갔던 근거이다. 그것의 규정은 동일한 것의 재정립이다. 그래서 그것(sie)은 본질 인 계로 된다. 그리

고 그것의 직 성이 자기-안의-반성으로서 그리고 그 거꾸로 정립된 것이 그것의 마지막 반성이다. 존재 는 직

성, 그리고 즉자 인 있음, 근거 는 반성된 것이 그 안에서 단 으로 계기들인 이러한 통일성이 이제 실성

이다. 그 때문에 실 인 것은 표출(분명하게 됨?)이다. 실 인 것은 그의 외화를 통해서 달리됨의 역과 과

련되는 것도 아니요, 타자 안에서의 그의 가상(Scheinen)도 아니라, 자기 표출된다. 다시 말해서 실 인 것은 

그의 외면성(외화)에서 자기 자신으로(그것 자체로) 있다. 그리고 단지 그 외화에서만, 즉 단지 자기가 자기와 구

분되면서 규정되는 움직임으로서만, 그것 자체로 있다.

    ....

    2-3-2-1)우연 인 는 형식 인 실성과 가능성과 필연성.

    2-3-2-2)상 인 필연성 는 실제 인 실성과 가능성과 필연성.

    2-3-2-3) 인 필연성.

    2-3-3) 인 계

    인 필연성은 필연 인 것도 하나의 필연 인 것도 아니라 필연성-반성으로서의 단 인 있음이다. 그것



                                  있음과 존재와 나타남과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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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계이다.

    2-3-3-1)실체성의 계

    2-3-3-2)인과 계

    2-3-3-3)상호작용



                                   내  시간 의식 - 과거 지(기억)

(김 익성)                                                                      존재론 논자시 답안 - 후설

62) 시간을 ‘의식’(넓은 의미의 의식)으로 환원하는 이유에 해 약술하시오(1994박사2학기) - ‘의식의 시간
성’을 한 철학자( 구라도 무방함)의 를 좇아 설명하시오(1993박사2학기) - 62-1) 후설의 내  시간의식
(inneres Zeitbewußtsein)의 분석이 지니는 존재론  의의에 해 논하시오(2000년1학기) - 62-2) 후설과 
하이데거의 시간 개념을 서로 비교 고찰하시오(2000년2학기) -63) ‘과거 - 재 - 미래’라는 시간지평의 구
성을 해명하시오(1995석사1학기).

 
                      [ Text : 내  시간의식의 상학(후설 집 X, 32-53-83-112쪽)]

(내 ) 시간 의식 - < 시간의식 즉 시간 직 (김규 논문 52) >

    : 시간의식 즉 시간직 의 성립 두 조건 - 1)지속(의식 혹은 사물) 2)과거 지(retention)의식-방 있었던 것에 한 의식.
                        : ‘2)’가 지속하는 재의식 속에 수반되어 그것이 하나로 연결될 때 시간직 이 성립하고, 시간의식이 성립된다.

           : 시간직 의 본질에는 시간직 은 지속의 각 시 (punkt ihrer Dauer, 내 시간의식의 상학, 32쪽, 14번째 )에 있어서의 방   
             있었던 것(eben Gewesen, 32, 16)에 한 의식이지, 지속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상 인 것의 지  시 (Jetzt punkt, 101)에   
             한 단순한  의식은 아니라는 것이 속한다.
                                                      : 은 우리가 반성 으로 상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다.
                                                      : 에서 하나의 팽창(Extension, 32, 21)이 거기(Da)성립한다.
                                                                       : 안에서 그 >> 상(나타남, Erscheinung, 32, 22)<<이 성립한다.  
                                                                         그리고 이 상은 이  팽창의 각 국면에서 그의 질의 계기와  
                                                                         그의 포착(Auffassung)계기를 지닌다.
                                                                             : 그 질(Qualität, 32, 24)의 계기는 어떤 실질 인 질(realle
                                                                               )이 아니다. 설령 내재 인 음-내용이 말하여 질 수 있  
                                                                               을지라도 그 다.
                                                                                                : 지  실질 인 어떤 음.
                                                                                                : 곧 지  있는 것으로서의 질.
                                                                                     : 지  의식의 실질 인 성분(Gehalt, 32, 27)은 감  
                                                                                       각 인 음들을 포함한다.
                                                                                           : 은 객 화된 악(포착) 속에서 지각된    
                                                                                              것으로서, 재 인 것으로서 필연 으  
                                                                                              로 지시됨, 그러나 결코 과거들로서 지  
                                                                                              시되지는 않음.
                    : 를들어 방  소리난 기차기 .                   
                    : 이 의식 안에서 방  있었던 것이 소유하는(gehörige, 32, 18)연속성(kontinuität, 32, 18)에 있어서 그리고 >>내용      
                      (inhalt)과 >>포착<<의 구분과 더불어 규정된 >>나타나는 방식들(erscheinungsweise, 32, 19)<<의 각 국면에 있어서  
                      의식된다.

    : 과거 지 인(retentional, 32, 30)의식[ 再지향 인 의식?]

        : 은 음에 한 실질 인 과거 의식, 일차 인 음-기억(Ton-Erinnerung, 32, 32~33)을 포함한다.
               : 기억은 하나의 꾸 한 흐름 속에 있다. 의식은 꾸 한 흐름 속에 있기 때문이다. 
                       : 단지 사슬로 이어지는 고리들이 아리라, 각기 새로운 [기억]이 오래 된 기억에 반응하는(zurückwirken, 54, 22~23)   
                         그러면서 그의 진행되는 지향을 채우고(refüllt sich, 54, 23~24, 충실하게 하면서), 그리고 스스로를 규정한다 - 그  
                         것이 재생(Reprouktion, 54, 24~25)에 하나의 규정된 색체(Färbung, 54, 25)를 제공하는 것이다 - 바로 여기에서 아  
                         리오하고 필연 인 반응(Rückwirkung,  54, 26)이 나타난다. 새로운 것이 새로운 것을 가리키고, 스스로를 규정  
                         한다. 그리고 오래된 것을 한 그 재생의 가능성을 제한한다(modifiziert, 54, 28). 그러면서 그 사슬에 반응(반 작  
                         용)힘이 물러난다(züruckgehen, 54, 28~29). 재생된 과거가 과거 특성과 규정되는 지향을 지 으로의 어떤 시      
                         (Zeitlage, 54, 31) 로 나른다.
                                                     : 여기서 우리는 일련의 가능한 충실에(auf......Erfüllungen, 54, 34~35)스스로 있는 하  
                                                       나의 지향(e i n e Intention, 54, 34)을 지닌다 - 이것은 단순한 하나의 사슬 곧    
                                                      하나가 다른 것을, 이것이 가장 가까운 것을 기억나게 하는 그러한 >>연합된    
                                                      <<지향들(>>assozierter<<, 54, 32)이 아니다. 

        : 은 감각된 음과 기억으로서의 악으로 해체될 수 없다.
               : 음 감각과 음 상상(phantasie, 32, 33)은 원래 으로 구분된다.
                          : 상상 - 음은  음이 아니라 음의 상상이다.
              : 직 으로 기억된 일차 인 음은 지각된 음과 원리 으로 다른 어떤 음이다. 
                          : 마찬가지로 음의 일차 인 기억(primäre Erinnerung, 32, 31~32)-음의 과거 지(retention, 32, 30)는 음의 감각과  
                            는 다른 어떤 것이다.

          : 과거 직 (Die Vergangenheitsanschauung, 32, 1)이 원래 인 의식이다.
               : 그 자체는 (감각) 象을 형성할 수 없다. 그러나 재의 음이 하나의 과거>>에(an, 31, 28)<<에 기억되어, 표상되고, 그 象이  
                 형성 될 수는 있다.                                 
                          : 를들어 메아리(Nachklänge, 32, 3, 반향)을 우리가 인식하고 구분하는 곳에서 우리는 그 메아리가 과거 지(재  
                            지향)그 자체에 속하는 것이아니라 지각에 속한다는 것을 확인한다.
                                 : 바이올린의 메아리(반향)는 여린 재 인 바이올린 음이다. 그래서 방 있었던 큰 음의 재지향(과거   
                                   지된 음)과 단 으로 구분된다.
                                 : 그러나 메아리 그자체-모사(복제)일반은 재지향(과거 지)의 본질과는 아무런 연 이 없다..
                                           : 물론 메아리 그 자체는 거부 될 수 없다 - 보다 더 강한 감각 소여에 환원됨.



                            지향의 이 성 그리고 과거 지 안의 미래 지(상기)

존재론 논자시 답안 - 후설                                                                     (김 익성)

               : 우리는 그 변양(Modifikation, 31, 11)을 과거 지 인것이라고(als retentionale, 31, 12)표 한다.
                          : 그러나 과거 지는 인상 인(impressionalen, 118쪽, 20번째 )데이터를 실제 으로(reell, 118, 21)포함하는 변양  
                             은 아니다. 
                    : 고유한 지각이 과거 지로 이행할 때 우리는 감각 내용들의 사라짐, 어짐에 해 말한다.
                          : 그러나 과거 지 인 >>내용<<는 근원 인 뜻에서 거의 내용이 아니다.
                                 : 를들어 하나의음이 약해질 때 그 음은 툭이한 충족(besonder Fülle(Intensität), 31, 18)을 겪는다 그리  
                                   고는 그 강도의 속한 멈춤으로 끝난다. 물론 음이 거기 있고 감각된다. 그러나 단순한 잔향(Nachhall,  
                                   31, 20)으로만 그 다.
                                           : 그러나 리한 진정한 음-감각은 그 거 지(재지향)의 음색(tonalen, 31쪽, 21번째 )의 계  
                                             기와는 구분된다.
                          : 과거 지 인 음은 재 이 아니라 지  안에서 >>일차 으로 기억된다<<
                                           : 은 과거 지 인 의식안에서 非실제 으로(nicht reell, 31, 24) (vohanden)한다.
                                                  : 이것에 속하는 과거 지의 음색은 실질 으로 하는 다른 음도 아니고 메아리와   
                                                    같은 연약해진 질 으로 동일한 것도 아니다. 

               : 이 듯 과거 지[과거 지의 이 지향은 뒤쪽으로]는 독특한 하나의 지향성(Intentionalität, 31, 10)이다 - 독특한 양식     
                 (Art, 118, 23)의 지향성이다.
                                                  : [지향된 어떤 것이 실질 인 감각내용이 아니라 과거의식 속에서 일차 으로 기억된  
                                                    그 감각내용이다]-[지속의 각 시 -지 -안에서의 방  있었던 것에 한 의식]

    : 상기 속에서의 미래 지(Protention in der Wiedererinnerung, 52, 23).

               : 상기하는 과정은 단지 이러한 미래 지를 기억에 맞게(erinnerungsmäsig, 52, 31)갱신하는 것만은 아니다.
                         : 미래 지는 닥아 오는 것 자체를 공허하게(leer, 52, 29)구성하고 표상한다.
                                 : 미래 지로부터(von, 52, 28)충실(Erfüllung, 52, 30)로 되는 생기 있는(ist beseelt, 52, 28)과정이 바로 각  
                                   기 근원 으로 구성되는 과정이다.
                                                  : 그리고 각기 기억은 기 지향(Erwahrtungsintentionen, 52, 27)을 포함한다.
                                                                               : 의 충실이 재에로 진행된다.
               : 상기하는 과정은 단지 거기(da)서 포착하는(auffangend)것만이 아니라 [이미] 포착되서 충족(erfüll...)됬다 -이것을 우리는 상  
                 기속에서 의식한다.
                         : 상기하는 의식 속에서의 충족이(기억정립의 변양(Modifikation, 53, 1)에 있어서 조차) 재-(Wieder-, 53, 1)충족이  
                             다(충실해진다)
                                  : 그리고 사건-지각의 근원 인 미래 지가 규정되지 않을 때 그리고 타자 는 있지않음(Nichtsein, 53,  
                                    4)이 명백해 졌을 때 우리는 상기 안에서 비된 기 를 지닌다.
                                           : 상기는 기 가 아니다. 그 지만 미래에로의 어떤 [기 ]를 지닌다.
                                           : 상기는 더욱이 상기된 것의 미래에 향해진 지평(Horizont, 53, 14), 즉 정립된 지평을 지닌다.
                                                  : 지평은 상기과정의 진  속에서 새롭게 열려지고 생동하며 부유해진다 이와 동시에   
                                                    이런 지평은 항상 새롭게 상기된 사건들로(Ereignissen, 53, 18)충실해진다. 이 에는  
                                                    단지 기(vorgedeutet, 53, 18~19)됬던 것이 이제는 실화된 재의 향상에 있어 유  
                                                    사한, 유사- 재(quasi-gegenwärtig, 53, 19)

    : 이러한 지향[가능한 충실에 있는 지향-과거 지의 독특한 지향-기억]은 非직 이고 >>공허한(leere, 54, 36)<<지향이다.

          : 의 상 인 것은 사건의 일련의 객 인 시간이며, 이것이 실 인(aktuell, 54, 38)상기된 것의 어두운 주 (Umgebung)이다.
                         : 연결된 상들의 많음과 련하는 그리고 개별 이고 다양한 진 인 소여 속에서 충실되는 통일 인 지향이   
                           그러한 어두운 주의를 특징지운다.
          : 시간 객 의 경우에 그 시간의 지속을 포함한 내용을 우리가 그 시간의 치설정(Zeitstellung, 53, 24)과 구분한다면 우리는 지속  
            하는 있음의 재생 속에서(in der Reproduktion, 53, 25)그 충실된 지속의 재생과 나란히 그 치설정에 계하는 지향을 그것도   
            필연 으로 지닌다.
                         : 시간 연  속에서 정립되지 않고서는, 시간 연 의 지향이 거기에(da, 53, 30)있지 않고서는 지속이  표상 될  
                           수 없거나 는 더 낫게 정립 될 수없다.
                                                              : 이러한 지향은 필연 으로 과거지향(Vergangenheitsintention, 53, 31)의   
                                                                형식을 지니든지, 는 미래지향의 형식을 지니든지 한다.
          : 그래서 지향의 이 성(Doppelheit, 53, 32)은 이 인 충실에 상응한다.
                  : 지향의 총체 인 복합(Gesamtcomplex, 119)은 상의 체계 속에서 가능한 그의 충실을 지닌다.
                                                                   : 동일한 지속에 속하는 상들이다.
                                                                   : 지속은 >>그<< 시간의 연  속에서 구분된 치(Stellung, 53, 24)  
                                                                     를 지닐 수 있다.
                                                                        : a) 충실된 지속에 향하는 지향.
                                                                        : b) 그 지속의 시간의 치에 향하는 지향.
                                                                   : 지향은 과거지속하는 객 의 상을 형성한다.
                         : 시간 속의 연 의 지향은 실 인(aktuellen, 54, 7) 재에 이르기까지 충실된 연 의 복구를 통해서 충실된다.
                         : 의식의 재생 그리고 >>과거<< 는 >> 재<< 는 >>미래<<의식을 향해(für, 54, 12)구성 인 것으로서의    
                           이러한 재생에 결부되는 것을 구분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각기 재화 속에서 이다.
                                       : 의식 안에서 과거지속 인 객 이 주어지거나 즉 지각되거나 일반 으로 근원 으로 구성된다.
                               : 체가 재생된다 - 그 흐름과 더불어 당시의 의식의 재 뿐 아니라 생동하는 재에 이르는(bis zur, 54,  
                                                    18)의식의 체 강이 >>포 으로(implicite, 54, 18)<<재생된다.

                  : >>복합 인(komplexe, 55, 10)<<지향은 >>고유하지 않는 지각<<의 구성요소이다.
                         : 규정된 양식의 연  속에서, 소여들의 연        : 본질 인 존립 요소로서의 각기 월 인 지각에 속하는 지
                           속에서 충실될 수 있다.                           각임.



                     시간 의식의 통일성은 지향의 이 성(가로와 세로지향)덕분이다.

(김 익성)                                                                      존재론 논자시 답안 - 후설

                             : 재생된 지속은  배열지향(Einordungsintentionen)은 배경(Hintergrund, 55, 16)을, 시간 인 배경을 경
(Vorderg
                           -rund, 55, 15)으로서 의식 한다. 그리고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든 지 , 이 , 이후를 지니는 지속하는 것 자체  
                            의 시간성의 구성 속에서 계속된다.        (유비)
                                    : 시간형식과 시간세계로의 배열    ↔   주 공간(umfassendenRaum, 55, 19~20)과 공간세계로의 배열
                                    : 시간사물자체 그리고 생생한      ↔   경과 배경을 지니는 공간사물자체.
                                      지 으로의 그 변동하는 정의(Orientierung, 55, 23)
                         : 공간 인 배경은 ( 경과 더불어 통일성을 이룬다)
                                    : 각기 사물은 그 지각에 있어 자신의 뒤쪽을 배경으로 지님 - 주의의 배경이 아니라 악의 배경이   
                                      문제시 되기 때문이다.
                                    : 배경없이는  경도 없다 - 나타남이 없이는 나타나는 것도 없다.

    : 시간의식의 통일성

         : 궁극 인 구성하는 의식 흐름의 통일성에 해 아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 답하기 어려운 물음이다.

           : 닫 진 흐름이 흐른다면 나는 그 흐름을 회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럴것이, 그 흐름은 기억 속에서 하나의 통일성을 형성하고   
             마찬가질 그 의식흐름은 의식안에서도 통일로서 구성된다. 그 안에서 를들어 음-지속 통일성을 구성하지만 그것 자체는 다시  
             음-지속-의식의 통일성으로도 스스로를 구성한다 자 그 다면,
                        : 이러한 통일성은 체 유비 인 방식으로 구성되야 하지 않겠는가? 구성된다면 시간 개념도 그래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시간 인 지 , 이후, 이 에 해서도 반드시 말하지 않는가?

           : 이 어려움의 해결지침을 과거 지의 지향성에 있어서의 이 성이 우리에게 내려 다 - 하나인 유일한 의식흐름에는 분리될 수  
             없는 통일 인 서로를 요구하는(fordernde, 83, 6)지향성들이 함께 얽 있다 - 동일한 사태의 두 측면처럼 말이다.

                        : 지향성들 의 하나는 내재 인 시간, 객 인 시간, 진정한 시간을 구성할 수 있는 반면,
                                                    : 내재 인 시간 안에 지속 그리고 지속하는 것의 변화(Veränderung, 83, 8~9)가 있다.
                                   :  내제 인 시간을 구성하는 의식의 흐름은 단지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의식 안에서 흐름의 자기 상  
                                      이 성립되고, 그 때문에 그 흐름 자체가 필연 으로 흘러감 안에서 반드시 악되는 그러한 성질의  
                                      것으로 도드라지게 명료하게 있다. 
                                           : 흐름의 자기 상은 두 번째 흐름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상으로서 자기 자신을 구성한다.
                                           : 구성하는 것과 구성되는 것은 합치한다. 그럼에도 이것들은 각기 에서는 자연스  합치   
                                             하지 않는다(decken, 83, 23).      

                        : 지향성들 의 다른 하나 안에는 그 흐름의 국면들의 유사-시간 인 배열(Einordung, 83, 10)이 있다.

                                                    : 이러한 배열은 흐르는 >>지 <<-시 (Punkt,83, 11)을, 실성의 국면을 항상, 필
                                                      연 으로 지닌다. 그리고 前 실 인 그리고 後 실 인 국면들을 지닌다.
                                                                                                   : 아직은 실 이지 않는 국면들.
                                                    : 이러한 상 이 의 내재 이 의 시간성은 시간을 구성하는 의식의 형식으로서의   
                                                      그리고 그 자체 안에서 지향 으로 구성된다.
                                                    : 의식흐름의 국면들은 구성된 이  국면들과 동일할 수 없으며, 동일하지 않다.
                                                                    : 국면들은 동일한 의식흐름을 상 으로 구성한다.
                                                    : 의식흐름의 계기 실 안에서 나타나는 것은 과거 지 인 계기들의 계열안에서 의
                                                      식흐름의 동일한 과거국면들인 것이다.

            : 의식의 흐름이 그의 고유한 통일성을 구성한다는 것은 좀 껄끄럽긴해도 말이다.

                   : 이것은 의식흐름의 본질구조로부터 분명해진다. 
                        : 흐름의 꾸 한 진행을 통해서 시선(Blick, 80. 25)은 음의 지향성으로서의 >>일치하는(deckenden, 80, 26)<<국면   
                          에 한번(einmal)행 할 수 있다.
                        : 그러나 시선은 그 흐름에, 그 흐름의 연장(Strecke, 80, 28)에, 음-시작(Ton-Einsatz, 80, 29)에서 음-끝으로 흘러가  
                          는 이에 향할 수도 있다. 

                   : 그런데 >>과거 지<<양식의 각기 의식의 잔 은 이 의 지향성을 지닌다.

                        : 그 하나는 내재 인 객 의, 음의 구성에 사하는 지향성이다.
                                : (감각 인) 음에 한 >>일차 인 기억<<이라고 부르는, 는 더 분명하게는 음의 과거 지라고 우리가  
                                  부르는 바의 지향성이다.
                           : 이제 내가 음으로 향해서 [거기에] 주목해 >>가로지향성(Querintentionalität, 82, 8~9)<<에 익숙해 진다면 지속  
                             하는 음이 거기(da,82, 14)에 성립할 것이다.
                                                                                      : 그 지속에 있어서 끊임없이 확 된다.
                                : 그 때의 음-지 의 경험으로서의 근본 경험에 있어, 진행하는 음-시 의 계열의 일차 인 기억으로서의  
                                  과거 지 인 변동에 있어, 그리고 근본감각과 이미 하는 과거 지의 과거 지 인 흐름의 변동에   
                                  있어 그 통일성을 끊임없이 경험하면서 익숙해진다면.

                        :  다른 하나는 흐름에 있어서의 이 일차 인 기억의 통일서을 구성하는 지향성이다.
                                : 아직-의식을 보존하는 막(eben, 81, 1)과거 지임을 통해서 과거 지는 하나이다[일치한다]
                                                                           : 흐르는 음-과거 지의 과거 지.
                                      : 흐름 안의 그 꾸 한 자기-잔 에 있어서의 꾸 한 前-과거국면의 꾸 한 과거 지이다.
                                                                           : 前-과거국면에서 음-지  그리고 방 -(Soeben-, 81, 1)흐  
                                                                             름의 양상에 있어서의 몸-지속 연장이 나타난다.
                                      : 의식흐름의 어떠한 이 국면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 그 국면은 과거 지의 前-동시 임 (Vor-zuglei
                                        ch, 81, 7)의 통일 인 연속성(Kontinuität)을 포 한다.
                                                   : 시작 부분에 있어 그것은 새로운 근본감각이며 이제(nun, 81, 11)잇따르는 꾸 한 첫  



                              나의 시선(視線)이 이 인 지향을 포착한다.

존재론 논자시 답안 - 후설                                                                     (김 익성)

                                                     부분(Glied, 81, 11)에 있어, 첫 잔 국면에 있어, 前-감각의 근본감각의 직 인 과  
                                                     거 지이며, 가장 가까운 순간국면에 있어서 前-감각의 근 본감각의 과거 지의 과  
                                                     거 지이다.

                                             : 이제 우리가 그 흐름을 계속 진행시킨다면 우리는 흐르는 흐름-연속체(Fluß-kontinuum,    
                                               81, 15)을 지닌다.
                                                   : 방  기술한 연속성을 과거 지 으로 변화시킨 연속체임. 이와 함께 순간-동시 으  
                                                     로 있는 국면(Phasen, 81, 18, 상)의 각기 새로운 연속성은 前-과거 인 국면에 있  
                                                     어서의 동시의 체 연속성과 련된 과거 지이다.

                                       : 그래서 그 흐름을 통해서 하나의 세로지향성(Längsintentionalität, 81, 20)이 진행한다.

                                             : 세로지향성은 자기 자신과의 꾸 한 일치(Deckungseinheit, 81, 21)통일성에 있어서의 그 흐  
                                               름의 진행안에 있다. 

                                                   : 그 첫 번째 근본감각은 그에 한 과거 지에서 변하며, 이 과거 지는 이 과거 지  
                                                     에 한 과거 지에서 변한다(wandelt sich, 81, 22).
                                                   : 그러나 그 첫 번째 과거 지와 동시에 하나의 새로운 >>지 <<, 하나의 새로운 근  
                                                     본감각이  거기(da, 81, 25)있다.  그리고  연속 인 순간과 묶어진다. 그래서 그   
                                                     흐름의 두 번째 국면( 상)은 새로운 지 의 근본감각과 그리고 보다 앞선 과거 지  
                                                     의 과거 지이다.
                                                   : 재차 세 번째 국면은 두 번째 근본감각과 더불은 새로운 근본감각 그리고 첫 번째   
                                                     과거 디의 과거 지의 과거 지이다.
                                                           : 그런데 어떤 과거 지의 과거 지는 직 으로 과거 지된 것과 련될 뿐  
                                                             만 아니라 과거 지함에 있어서의 과거 지된 것-두번째 단계-과도 련되  
                                                             며, 궁극 으로 근본데이터와도 련되는 지향성이다.
                                                                                  : 를들어 통하면서 상화 된 것임.
                                                           : 이와 유비 으로 사물의 나타남의 재화도 그 사물의 나타남과 련 될 뿐  
                                                             만 아니라 나타난 사물과도 련되는 지향성이다.
                                                                 : 더 낫게 표 하면 A의 기억은 기억일 뿐만 아니라, 그 A 역시 기억   
                                                                   의 기억된 것으로서 의식된다.

                                              : 그래서 과거 지 니 변화와 그 상세내용(Umstandes, 82, 5)의 꾸 함(Stettigkeit, 82, 4)덕  
                                                분에 의식의 흐름안에서 구성될 수 있다면 우리는 그것들은 꾸 한 前-과거 인 과거    
                                                지의 과거 지들이라고 여긴다 - 유사 시간 인 일차원  배열(Ordnung, 82, 7)로서의 그  
                                                흐름의 통일성을 말한다.

                                              : 세로지향성 그리고 그 안에서 구성하는 것에 내가 을 마춘다면 (그 고 그런 길이로  
                                                지속된) 음의 반성하는 시선을 근본감각의 새로운 하나의 시 에 따른(nach, 82, 18)前-동  
                                                시에 있어서의 그것에 그리고 하나의 꾸 한 계열에 따른 그와 함께 과거 지된 것과 >>  
                                                 동시 인<< 그것에 던질 것이다.
                                                           : 과거 지된 것은 그의 국면( 상)계열에 따른 (바로 그 다음의 그의 前-과거  
                                                             인 국면에 따른(nach, 82, 21, 이후의?)과거의식이다.
                                                     : 그리고 이제 이ㅡ식의 꾸 한 계속 흐름 안에서 나는 실 인 근본감각의 한계   
                                                      과 더불어 의식의 진행된 의식의 과거 지된 계열을 악하고 과거 지와 근본감각  
                                                      의 새로운 시작과 더불어 이 계열을 꾸 히 어 젖히는(Zurückschiebung, 82, 25)  
                                                      과거 지된 계열을 악한다.

        :  그런데 다음과 같은 물음이 던져 질 수 있다.

            : 하나의 시선 안에 과거의식 진행의 前-동시 인 포 인 과거 지 인 체의식을 발견하고 악할 수 있을까?

                  : 다음의 필연 인 과정은 분명하다.
                        : 나는 첫 번째로 前-동시 인 것 자체를 그리고 꾸 히 스스로 변양하는(modifiziert, 82, 31), 단지 있는 그 로 흐  
                          름에 있는 것을 반드시 악한다.
                        : 이제 이 흐름은 그것이 이 前-동시 인 것의 변동하는 한, 은폐된(in Deckung, 82, 33)자기 자신과의 일치와 더불  
                          어 지향 인 구성된 흐름에 있어서의 통일이다.
                                : 그리고 하나와 동일한 것은 간과(Zurückschiebing, 82, 35)의 꾸 한 하나의 양상을 포함하며,
                                : 즉시 막 바로 다시 그 순간 연 으로 흐르기 해서, 항상 새로운 것이 새로 시작한다.
                        : 반면에 이런 과정은 침 하는, 순간-동시 인(Momentan-Zugleich, 82,38)것에 그 시선을 고정시킬 수 있다.
                          그러나 과거 지 인 통일성의 구성은 그것을 넘어서서 항상 새로운 것을 덧 붙힌다.

                 : 바로 이런 과정 안에서 시선은 거기에(darauf, 83, 1)향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es, 83, 2, 시선?)은 항상 구성된 통일성으  
                   로서의 흐름 속의 의식이다.

             

    [ [후설에게 있어서 존재론 인 물음은 하이데거가 후설 앞에서 요구했던 것과 같은 존재(Dasein, 질라시, 

59쪽 ; 후서얼 노트 143쪽)가 아니라 생각된 것(das cogitatum, 59쪽)이다. 코기타툼 역시 본래 인  존재이다. 



    의식의 지향성은 의식의 있음특성이며, 시간의식(지속과 과거 지)은 있는 모든 것의 기 (基底)의식이다.

(김 익성)                                                                      존재론 논자시 답안 - 후설

단지 이러한 것으로서만 후서얼의 상학에서는 문제 삼아질 뿐이다. 따라서 후서얼에 있어서는 지향성의 있음방

식(Seinsweise, 58쪽)이  설명되지 않았다 라는 ‘있음과  시간’에서의 하이데거의 비 은 [어떻게 보면] 정당

하나, 부 한 것이다. 후서얼의 상학의 주제는 의식의 있음 방식이 아니라 그 의식의 작용성의 실행을 명백

하게 함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향성은 완결된 모든 사물 인 것과 같은 소박한 실증성(Positivität. 25쪽 ; 후설

노우트, 130-11쪽)을 본래 으로 월함을 수행한다. 그래서 새롭게 이해된 월 논리로부터 후서얼은 자신 이

의 헤애겔처럼 통일 으로 실행된 의식의 실행가능성들에 근거한(auf)의식의 진보된 자각을 기 한다. 따라서 

월논리는 의식의 있음 규정(Seinsbestimmung)곧 지향성이 그 월 가능성을 근거지우는한 의식의 존재론의 체계

이다. 더구나 지향 일반은 주 과 객 의 련이 아니다. 오히려 의식의 있음 특성(Seinscharakter, 22쪽 ; 후서얼

노우트, 130-8)이다. 그리고 이런 있음 특성의 의식에 한 반성을 해서 월 인 상학은 질료 인 세계를 함

께 정립하지 않음을 뜻하는 에포 를(64쪽 ; 147쪽를 행한다. 다시 말해 사태를 호친다. 호친다는 것은 그 사

태가 있지 않다고 가정함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들의 있음의 특성을 선명하게 만듦을 뜻한다. 사태가 

호쳐지므로서 세계가 버려진다. 그 세계를 보편 인 자각(Selbstbesinnung, 65쪽 ; 148쪽)속에서 다시 얻기 해서

이다]

    [시간의식이란 시간에 한 의식, 즉 시간을 상으로 주제화 하는 의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헬트(K. 

Held, 한 숙, 상학, 209쪽)는 시간의식을 <기 (基底)서열로 보아 최 로 의식된 것 일반>이라고 규정짓는다. 

우리가 어떤 것에 해 의식할 때 제일 먼  일어나는 것, 따라서 의식의 제일  바닥에 있는 것이 시간의식이

라는 것이다. 이것은  무슨 말인가? 의식이란 원래 체험의 흐름, 즉 흐르는 다양성이다. 따라서 종류를 달리하

는 많은 체험들이 제각기 출몰하여 흘러 마지 않는데 이 체험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나의 체험>으로서 나

에게 의식되어 있다. 즉 이들 다양한 체험은 <나>에게 속한다는 에서 모두 하나로 통일을 이룬다. 체험류의 

다양을 이 게 하나로 종합통일하는 원리가 시간성인 것이다. 후서얼 자신은 “시간성이란 체험 일반의 본질 인 

특성을 나타내는데 이 특성은 개개의 모든 체험에 일반 으로 속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의 체험을 다른 

여러 체험들과 결합하는 필연 인 형식이기도 하다(이념들 I, 163)” 이라고 말한다. 물론 이때 시간성이란 시간구

성 인 시간이지 구성된 시간, 객 인 시간은 아니다. 의식의 연구가 이 시간성의 차원에 들어 설 때 후설은 

이것을 <발생 > 연구라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내 시간의 [구성] 역에서는  악도식, 곧 감각  질료와 

지향  형식(노에시스, 214쪽)을 토 로한 형질(形質)도식은 용될 수 없다. “모든 구성이 악내용- 악이라는 

도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시간의식의 상학, 7, 각주)”. 를들어 아픔이라는 체험은 아픔따로, 체험따로

인 것이 아니다. “에고나 의식이 체험하는 것은 바로 그 체험이다. 체험되고 의식된 내용과 체험자체와의 사이에

는 구별이 없다. 가령 감각된 것은 감각 이외의 아무 것도 아니다(논리연구, I/1, 351)” 그러니 거기에서는 작용과 

상이 떨어져 있지 않고 하나인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있음과 내 으로 의식되어 있음은 하나이다(시간의

식, 117 ; 한 숙, 215)” 따라서 이 내  시간성의 역은 감각 질료와 지향  형식이라는 이원  구조가 아니라 



    의식의 지향성은 의식의 있음특성이며, 시간의식(지속과 과거 지)은 있는 모든 것의 기 (基底)의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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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원  구조이다. 그러면 이 역에서의 상, 즉 내 상은 어떻게 구성되는가? 그것은 형식없는 질료에 혼을 

넣어 (beseelen,한 숙, 215)이 아니라 지(把持)에 보유된 의식 자체의 지나간 시간 상들의 집 (集積, 모아

짐)에 의해서이다. 즉 시간 의 계속  흐름에 의해서이다. 여기는 형질도식이 용될 수 없는 흐름이요 과정이

다. 구성은 이 모아지는 과정, 쌓여 가는 과정이다. 그리하여 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는 형질 두 요소는 직  

재라는 동일한 원천, 동일한 소재로부터 흘러나오는 발생  과정상의 서로 다른 상[국면]에 불과하다. 이리하여 

우리는 질료와 형식의 이 성을 특징으로하는 정 구조의 역이 아니라 단일성(216쪽)을 특징으로하는 부단한 

흐름, 부단한 발생  과정의 역에 있게 된다. 구성  상학은 상을 흐름 속의 통일체(217쪽)로 고찰한다. 후

서얼은 내  시간의식의 구성은 제 1의 가장 기본 인 단계의 발생  문제라고 한다(성찰, 169쪽 참조 ; 한 숙, 

220)그리고 원래 시간성은 발생의 보편 인 형식이다(성찰, 169쪽 참조 ; 의 곳)]

    [따라서 내  시간의식 분석이 지니는 존재론 인 의의는 1)시간은 모든 의식의 기 에 있는 것이므로, 모든 

것이 의식되고 ‘있는’ 방식을 내  시간의식 상학은 기술한다는 것, 2)의식되고 있는 그 방식은 지향성이라는 

것-그래서 모든 의식은 지향성이라는 그 ‘존재’ 방식을 지닌다-, 나아가서 3)의식하면서 구성하는 월 인 그 주

체가 있다는 것을 드러낸다는 것에 있다] ]

    시간직 으로서의 (내 ) 시간의식은 1)(의식 는 사물의) 지속 2)과거 지-방  있었던 것( 를들어 방  

일어난 기차기 소리[의 포착])-을 두 가지 조건으로하여 성립한다. 과거 지가 지속하는 재 의식에 수반되어 

하나로 연결 될 때 시간의식이 성립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속의 각 시 에 있어서의 방  있었던 것에 한 의

식이지, 지속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상 인 것의 지 시 에 한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는 것이 시간직 의 본

질에 속한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조건 ] 우리가 반성의 상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지속의 각 시 이다. 그리 

이  팽창의 각 국면에서 그의 질의 계기와 그의 포착 계기를 지니는 > 상<이 그 안에서 성립하는 하나의 팽

창이 지속의 이러한 각 시 에서 성립한다. 물론 포착되는 그 질은 지  있는 것으로서의 실질 인 를들어 어

떤 음이 아니다. 지 의식의 실질 인 성분이 되는 이러한 감각 인 음들은 객 화된 악 속에서 지각된 것으로

서 재 인 것으로서 필연 으로 지시되지, 결코 과거들로서 지시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과거 지 인 의

식 안에서 방  있었던 것이 소유하는 연속성에 있어 그리고 >내용<과 >포착<의 구분과 더불어 규정된 나타나

는[ 상되는] 방식들의 각 국면에 있어 의식된다.

    본디 의식은 과거직 이다. 그리고 과거직 의 변양(變樣)이 과거 지 인 의식이다. 그런데 원래 과거직  

그 자체는 감각 상(象)을 형성할 수 없다. 그러나 재의 음(音)이 하나의 >과거<에 기억되고, 표상되어, 그 상

(象)이 형성 될 수는 있다. 를들어 메아리를 인식하고 구분하는 곳에서 우리는 그 메아리가 과거 지 그 자체

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지각에 속한다는 것을 확인한다. 그래서 여리게 울리는 재 인 바이올린 음의 메아니

는 방  있었던 큰 음의 과거 지와는 단 으로 구분되다. 메아리 그 자체는 과거 지의 본질과는 아무런 연 이 



                                        기억(記憶)과 상기(想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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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 물론 그 메아리 자체는 거부 될 수 없지만 말이다. 그러나 재 이 아니라 지  안에서 >일차 으로 기억

<되는 것으로서의 과거 지 인 음은 그 의식 안에서 비(非)실제 으로 한다. 과거 지 음색은 실질 으로 

하는 다른 음도 아니고 메아리처럼 연약해진 음과 질 으로 동일한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직 으

로 기억된 일차 인 음은 지각된 음과 원리 으로 다른 음이며, 과거 지된 >내용<은 근원 인 뜻에서 거의 내

용이 아니다. 를들어 하나의 음이 약해질 때 그 음은 특이한 충족을 겪는다. 그리고는 그 강도(强度)의 속한 

멈춤으로 끝난다. 물론 음은 거기 있고 감각된다. 단지 단순한 잔향으로만 그럴 뿐이다. 마찬가지로 음의 일차

인 기억, 곧 음의 과거 지는 음의 감각과는 다른 어떤 것이다. 나아가서 이러한 기억은 하나의 꾸 한 흐름에 

있다. 의식은 꾸 한 흐름 속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억은 단지 사슬로 이어지는 고리들이 아니라, 새로운 것

이 오래된 것에 반응하면서 그의 진행되는 지향을 채우고, 그리고 스스로를 규정한다. 다시 말해 재생된 것에 하

나의 규정된 음색을 제공한다. 바로 여기에서 아 리오리하고 필연 인 반응이 나타난다. 새로운 것이 새로운 것

을 가리키고 스스로를 규정한다. 그리고 오래된 것을 한 그 재생의 가능성을 제한한다. 그러면서 그 사슬에 반

응하는 힘이 물러난다. 그러는 가운데 재생된 과거가 과거 특성과 규정되는 지향을 지 으로의 어떤 시  로 

나른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일련의 가능한 충실에 스스로 있는 하 나 의 지향을 지닌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

한 하나의 사슬이, 곧 하나가 다른 것을, 이것이 가장 가까운 것을, 기억나게 하는 그러한 >연합된<지향들이 

아니다. 이 듯 과거 지는 독특한 하나의 지향성이다-독특한 양식의 지향성이다.

    나아가서 각기 기억은 그것의 충실이 재에로 진행되는 기 지향을 포함한다. 그러나 상기하는 과정은 닥

아오는 것 자체를 공허하게 구성하고 표상하는 미래 지를 기억에 맞게 갱신하는 것만은 아니다. 그리고 사건-지

각의 근원 인 미래 지가 규정되지 않을 때, 타자 는 있지 않음이 명백해졌을 때, 우리는 상기 안에서 비된 

기 를 지닌다. 그런데 비록 기 는 아니지만 상기는 미래에로의 어떤 기 를 지닌다. 더욱이 상기는 상기된 것

의 미래에 향해진 정립된 지평을 지닌다. 이러한 지평은 상기과정의 진  속에서 새롭게 열려지고, 생동하며 부

유해진다. 이와 동시에 항상 새롭게 상기된 사건들로 충실해진다. 이 에는 기됬던 것이 이제는 실화된 재

의 상황에 있어 유사한, 유사- 재이다. 그래서 상기하는 과정은 단지 거기(da)서 포착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미 

포착되서 충족된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상기 속에서 의식한다. 상기하는 의식 속에서의  충족은 기억정립의 

변양에 있어서조차 재 충족된다. 이 게 미래 지로부터 충실로 되는 생기 있는 과정이 바로 각기 근원 으로 구

성되는 과정이다.

    이제 이러한 지향은 비직 이고 >공허한<지향인데, 그 지향의 상 인 것은 사건의 일련의 객 인 시

간이며, 이것은 상기된 실 인 것의 어두운 주 이다. 그리고 어두운 이러한 주 를 연결된 상들의 많음과 

련하는 한 개별 이고 다양한 직 인 소여 속에서 충실되는 통일 인 지향이 특징지운다. 시간 객 의 경

우 그 시간의 지속을 포함한 내용을 우리가 그 시간의 치설정과 구분한다면 우리는 지속하고 있음의 재생 속



                             이 인 지향에 향하는 시선(視線)-의식의 통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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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그 충실된 지속의 재생과 나란히 그 치설정에 계하는 지향을 그것도 필연 으로 지닌다. 지속은 시간 

연  속에서 정립되지 않고서는, 시간 연 의 지향이 거기에 있지 않고서는  표상 될 수 없거나 는 더 낫

게 정립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지향은 필연 으로 과거지향 는 미래지향의 형식을 지닌다. 

    그 다면 지향의 이 성은 이 인 충실에 상응한다. 지향의 총체 인 복합은 동일한 지속에 속하는 상

들의 체계 속에서 가능한 자신의 충실을 지니기 때문이다. 지속은 >그< 시간의 연  속에서 구분된 치를 지닐 

수 있으며, 지향은 a)충실된 지속에 향하는 지향과 b)그 지속의 시간의 치에 향하는 지향이므로 그 다. 그리고 

시간 속의 연 의 지향은 실 인 재에 이르기까지 충실된 연 의 복구를 통해서 충실된다. 각기의 바로 이 

재화 속에서 >과거< 는 > 재< 는 >미래< 의식을 향한 구성 인 것으로서의 재생에 결부되는 것과 그리

고 의식의 이러한 재생이 구분된다. 이러한 재생은 체 이다. 그 흐름과 더불어 당시의 의식의 재 뿐 아니라 

생동하는 재에 이르는 의식의 체 강이 >포 으로< 재생되기 때문이다. 재생된 지속은 배열지향을  배경으

로 의식 하는 경(前景)이다. 그리고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든 지 , 이 , 이후를 지니는 지속하는 것 자체의 

시간성의 구성 속에서 계속된다. 여기서 배열지향은 시간형식과 시간세계로의 배열이면서 시간사물 자체와 그리

고 생생한 지 으로의 그 변동하는 정향[인 것으로서] 주 공간과 공간세계로의 배열이면서 경과 배경을 지니

는 공간사물 그 자체인 것에 유비 이다. 그리고 공간 인 배경은 그 경과 더불어 통일성을 이룬다. 나아가서 

각기 사물이 그 지각에 있어 자신의 뒤 쪽에 지니는 이러한 배경은 주 의 배경이 아니라 악의 배경이다. 아울

러 배경 없이는 경도 없다. 나타남 없이는 나타나는 것도 없듯이 말이다.

    그런데 구성하는 의식흐름의 궁극 인 통일성에 해 아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만약 닫 진 흐름이 흐른

다면 나는 그 흐름을 회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럴 것이, 그 흐름은 기억 속에서 하나의 통일성을 형성하고, 마찬

가지로 그 의식흐름은 의식 안에서도 통일로서 구성된다. 그 안에서 를들어 음-지속 통일성을 구성하지만 그것 

자체는 다시 음-지속-의식의 통일성으로도 스스로를 규정한다. 자 그 다면 이러한 통일성은 체 유비 인 방식

으로 구성되야 하지 않겠는가? 구성된다면 시간개념도 그래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시간 인 지 , 이후, 

이 에 해서도 반드시 말하지 않는가? 이러한 어려움은 과거 지의 지향성에 있어서의 이 성을 통해서 풀린

다. 하나의 유일한 의식흐름에는 분리될 수 없는 통일 인 서로를 요구하는 지향성들이 함께 얽 있기 때문이다. 

동일한 사태의 두 측면처럼 말이다. 나아가서 의식의 흐름이 그의 고유한 통일성을 구성한다는 것은 의식흐름의 

본질 인 구조로부터 분명해진다. 흐름의 꾸 한 진행을 통해서 음의 지향성으로서의 >일치하는< 국면에 한 번 

행할 수 있으면서 시선(視線)은 그 흐름에, 그 흐름의 연장에, 음-시작에서 음-끝으로 흘러가는 이(轉移)에 향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의 시선 안에 과거의식 진행의 (前)-동시 인 포 인 과거 지  체의

식이 발견되고 악된다. 왜냐하면 前-동시 인 것 자체를 그리고 꾸 히 변양하는, 단지 있는 그 로의 흐름에 

있는 것으로 먼  내가 악하는 그 흐름은 그 前-동시 인 것이 변동하는 한 은페된 자기 자신과의 일치와 더

불어 지향 인 구성된 흐름에 있어서의 통일이며, 그리고 하나와 동일한 것은 간과의 꾸 한 하나의 양상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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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즉시 막 바로 다시 그 순간 연 으로 흐르기 해서, 항생 새로운 것이 다시 시작하며, 이러한 과정은 침

하는, 순간-동시 인 것에 그 시선을 고정시킬 수 있으나 과거 지 인 통일성의 구성은 그것을 넘어서서 항상 

새로운 것을 덧 붙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시선은 이런 과정안에서 항성 구성된 통일성으로서의 흐름 속의 의식으

로 향할 수 있다.

    [따라서 음의 지향성으로서의 >일치하는< 국면을 한번에 포착하면서 동시에 본질 으로 시선은 흐르는 그 

음의 시작에서 음의 끝으로의 이를 곧 그 흐름(의 연장)을 포착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러한 시선의 이 성에 

과거 지  지향의 이 성이 상응하기 때문에 구성하는 의식 흐름의 통일성에 해 우리는 안다. 먼  그 흐름의 

연장을 포착하는 시선에는] 내재 인 진정한 시간을 구성하는 지향성이 상응한다. 이 내재 인 시간 안에 지속과 

그리고 지속하는 것의 변화가 있다. 내재 인 시간을 구성하는 의식의 흐름은 단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의식 

안에서 흐름의 자기 상이 성립하고, 그 때문에 그 흐름 자체가 필연 으로 흘러감 안에서 반드시 악되는 그

러한 성질의 것으로 명료하게 있다. 나아가서 이러한 자기 상은 두 번째 흐름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상으

로서 자기 자신을 구성한다. 이 경우 구성하는 것과 구성되는 것은 합치한다 그럼에도 이것들은 각기 에서는 

합치하지 않는다. 바로 이러한 지향성이 내재 인 객 -음-의 구성에 사한다. 감각 인 음에 한 >일차 인<

기억이라고 부르는, 는 더 분명하게는 음의 과거 지라고 우리가 부르는 바의 지향성이 바로 그것이다. 이제 

내가 음으로 향해서 거기에 주목해 >가로 지향성<에 익숙해 진다면 지속하는 음이 거기에 성립할 것이다. 이러

한 지속에 있어서 그 음은 끊임없이 확 된다. 그리고 이러한 익숙은 그 때의 음-지 의 경험으로서의 근본 경험

에 있어, 진행하는 음-시 의 계열의 일차 인 기억으로서의 과거 지 인 변동에 있어, 근본감각과 이미 하

는 과거 지의 과거 지 인 흐름의 변동에 있어, 그 통일성을 끊임 없이 경험하는 익숙함이다.

    나아가서 흐름의 꾸 한 진행을 통해서 >일치하는< 국면을 한 번에 포착하는 시선에는 그 흐름의 국면들의 

유사-시간 인 배열[을 구성하는] 지향성이 상응한다. 이러한 유사-시간 인 배열은 흐르는 >지 <-시 , 곧 

실성의 국면과 아직은 실 이지 않는 국면인 前 실 인 국면과 後 실 인 국면을 항상 필연 으로 지닌다. 

동일한 의식흐름을 상 으로 구성하는 의식흐름의 국면들은 구성된 이  국면들과 동일할 수 없으며, 동일하지 

않다. 의식흐름의 계기 실 안에서 나타나는 것은 과거 지 인 계기들의 계열 안에서 의식흐름의 동일한 과거 

국면들이다. 이러한 상 이 의, 내재 이 의 시간성은 시간을 구성하는 의식의 형식으로서의 그리고 그 자체 

안에서 지향 으로 구성된다. 이 지향성이 흐름에 있어서의 일차 인 기억의 통일성을 구성한다. 아직-의식을 보

존하는 방 과거 지를 통해서 과거 지--흐르는 음-과거 지의 과거 지--는 일치한다. 이러한 과거 지는 흐

름 안의 그 꾸 한 자기-잔 에 있어서의 꾸 한 前-과거국면의 꾸 한 과거 지로서, 시작 부분에 있어 그것은 

새로운 근본감각이며, 이제 잇따르는 꾸 한 첫 부분에 있어, 前-감각의 근본감각의 직 인 과거 지이며, 가장 

가까운 순간국면에 있어 前-감각의 근본감각의 과거 지의 과거 지이다. 그리고 前-과거국면에서 음-지  그리

고 방 -흐름의 양상에 있어서의 몸-지속 연장이 나타난다. 그래서 의식흐름의 이 국면은 과거 지의 前-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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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 통일 인 연속성을 포 한다. 나아가서 우리가 그 흐름을 계속 진행시킨다면 흐르는 흐름-연속체--흐름의 

연속성을 과거 지 으로 변화시킨 연속체--를 우리는 얻는다. 이와 함께 순간-동시 으로 있는 국면( 상)의 각

기 새로운 연속성은 前-과거 인 국면에 있어서의 동시의 체 연속성과 련된 과거 지이다. 따라서 이 흐름을 

통해서 하나의 세로지향성이 진행된다. 세로지향성은 자기자신과의 꾸 한 일치의 통일성에 있어서의 그 흐름의 

진행 안에 있다. 그 첫 번째 감각은 그에 한 과거 지에서 변하며, 이 과거 지는 이 과거 지에 한 과거

지에서 변한다. 그러나 그 첫 번째 과거 지와 동시와 하나의 새로운 >지 <, 하나의 새로운 근본감각이 거기

(da)있다. 그리고  연속 인 순간과 묶어진다. 그래서 그 흐름의 두 번째 국면( 상)은 새로운 지 의 근본감각

과 그리고 보다 앞선 과거 지의 과거 지이다. 재차(再次)세 번째 국면( 상)은 두 번째 근본감각과 더불은 새로

운 근본감각 그리고 첫 번째 과거 지의 과거 지의 과거 지이다. 그런데 과거 지의 과거 지는 직 으로 과

거 지된 것과 련될 뿐 아니라, 과거 지함에 있어서의 과거 지된 것-두 번째 단계-과도 련되며, 궁극 으

로 근본데이터- 를들어 통되면서 상화된 것-와도 련되는 지향성이다. 이와 유비 으로 사물의 나타남의 

재와도 그 사물의 나타남과 련될 뿐 아니라 나타난 사물과도 련되는 지향성이다. 더 낫게 표 하면 A의 

기억은 기억일 뿐 아니라, 그 A 역시 기억의 기억된 것으로서 인식된다. 그래서 과거 지 인 변화와 그 상세내

용의 꾸 함 덕분에 의식의 흐름 안에서 구성될 수 있다면 우리는 그것들을 꾸 한 前-과거 인 과거 지의 과

거 지로 여긴다. 그 결과 우리는 유사 시간 인 일차원 인 배열로서의 그 흐름의 통일성을 말하게 된다. 바로 

이러한 세로 지향성과 이 지향성 안에서 구성되는 것의 경우, 그 고 그런 길이로 지속된 음을 반성하는 시선은 

근본감각의 새로운 하나의 시 에 따른 前-동시에 있어서의 그것을, 그리고 하나의 꾸 한 계열에 따른 그와 함

께 과거 지된 것과 >동시 인< 그것을 포착할 것이다(붙잡는다). 과거 지된 것은 그의 국면( 상)계열에 따른 

바로 그 다음의 그의 前-과거 인 국면에 따른(이후의) 과거의식이다. 그리고 이제 의식의 꾸 한 계속 흐름 안

에서 나는 실 인 근본감각의 한계 과 더불어 의식의 진행된 의식의 과거 지된 계열을 악하며, 과거 지와 

근본감의 새로운 시작과 더불어 이 계열을 꾸 히 어 젖히는 과거 지된 계열을 악한다.

    [ 그래서 흐르는 (과거) 의식의 여러 과거 지 인 국면( 상)들의 통일성은 나의 시선에 의해 포착된다. 동

시에 나의 이 시선에는 그 국면들의 충실함 역시 포착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포착과 더불어 있는 어떤 것이 몸-

지속으로서 나에게 의식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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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Husserl의 ‘자아’(Ego)에는 밖으로 통하는 창이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있는 이유를, 없다면 없는 이유
를 설명하시오(1991박사2학기) - 후설의 ‘자아’(Ego)에는 밖으로 통하는 창이 있는가 없는가? 그 有無의 이
유를 밝히시오(1993석사2학기) - 훗설의 Ego(Monade)에는 窓이 있는가? 있다면 몇 개이며 어떤 역할을 하
는가? 없다면 훗설 철학의 성격은 어떻게 되는가(1996박사1학기)?

                                             [ Text ]

순수자아[(reinen) Ego, Szilasi, S.85] -- Ur-ich, 나의 에포 의 Ego, 월  주  등 후설은 여러 애매한 언어들을 사용한다.

                                                                         : 그의 유일성과 인격 인 불 변화성을 결코 잃지 않는다.
                                                 : 그의 와 그의 우리 그리고 공동주 들의 그의 공동체가 자연스런 타당성을 지니는   
                                                   그러한 ‘나’가 아니다.

    : 에로의 새로운 환원 

                              : 모든 구성의 궁극 인 유일한 기능의 심(Funktionszentum, 86)으로서의 인 자아로의 환원을 통해   
                                서 두 번째의, 의식 인 변용(Umgestaltung, 86)의 에포 가 필요하다.
                                             : 월 인 주 성 내부의 환원이 문제시 된다
                                                          : 세계 인 나, 인간 공동체의 나와 련된 모든 요소들을 호친다.
                                                                               : 다른 월 인 ‘나’들 주의 하나의 ‘나’로서만 기능함.
                                                          : 마찬가지로 삶의 역사 인 모든 시간 인 고정들(Fixierungn, 86)을 타당성   
                                                            밖에 놓아 둠.
                                                                 :  재의 과거 인 나는 (과거 인 재의 존재감각을 갖는) 과거들  
                                                                   에, 재 기억에 속하는 반면 실 인 재인 근원 인 나는 그 과거  
                                                                   성들을 통해서 두루 지속하는 자기-시간화(Selbstzeitigung, 86)하는   
                                                                   것으로서 스스로를 구성하기 때문이다.

            : 는 월 인 주 성의 내부로부터 세계 인 나와 세계 인 공동체와 세계의 객 성을 구성한다.
                              : 에포  속에서 인칭 명사들의 체 구분들(Scheidung, 86)과 질서가 그리고 체 인간성이 상들로 된다.

    : 는 있는 것의 무한한, 자기 겪리된(abgeschlossenes, 87),  독립 인(eigenständiges) 역이다.

                          : 이 안에서 자연 인 입장에서 근할 수 있는 세계 인 출(vorkommisse, 87)들에 앞선 모든 것들이 상응하는  
                            순수한 는 월 인 상들을 통해서 변호(vertreken, 87)된다.
                   
            : 은 인간의 삶의 세계와 상호 주 성의 그러한 성질의 체계를 건축한다.

                                               : 를들어 철도체계 : 여행 할 사람은 운반될 물건들, 도시의 일부, 부락을 묶어 , ......, 등  
                                                                     을 통한 미래의 인간성을 구성함. 그러나 그 구성연 에는 포함되  
                                                                     지 않는다. 그러는한 순수하다.
                    : 그러나 그 구성 연 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 나는 나에게 감각을 지니는 자연 인 Dasein 에(über, 87)선다. 그리고 그 때 그 때 월 인 삶의 나-극  
                                 (Ich-Pol, 87)이다.
                                                                : 나-극 안에서 우선 으로 세계는 나에 한 세계로서의 감각을 지닌다.

            : 구성과 더불어 비로서 있게 될, 그런데 아직은 있지 않는, 그러나 그 구성과 더불어 이미 하는(vorhanden, 88) 실성으로   
              들어선다 - 를들어 철도체계.
                    : 이러는 한 철도 체계는 구체 인 세계요소들과 묶어진다 - 철도 체계는 이 구체 인 세계 요소들을 이해하게 만든다.

     : 를 후설은 라이 니쯔의 모나드와 연 시킨다 - 그러나 모나드론의 결론까지 그 연 이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 단지 심리학 인 고찰에 있어서의 혼과 나란히 순수자아(의식의 혼)을 설정할 뿐이다.

                    : “우리 안의 모나드(순수자아)” - 우리는 모나드로서의 의식의 있음구조(Verfassung, 89)를 시선에 둔다.
                               : 그래서 체로서의 의식을 시선에 두고 그 의식의 실행(Leistung, 89)을 따라 이것을 근거지우는 임무는   
                                  단지 환원과 반성과 그 반성의 환원일 뿐이다.
                                      : 그리고 이런 실행의 궁극 인 근거지움(Begründung, 89)은 순수자아의 행 에서 발견된다.

                    : 라이 니쯔에 따르면 의식 안에는 지성 그 자체를 제외하면 아무 것도 없다 - 달리 말하면 내 인 틀을 지닌 의식은  
                                                                              각기의 자극(Affektion, 90)에 앞서 자기 스스로에 속한다.
                               : 혼은 빈 칠 이 아니다. 그러나 사람이 마구잡이로 써 넣을 수 있는 칠 은 아니다. 반항하면서 칠 은  
                                 자신의 고유한 있음 구조(Verfassung, 90, 틀)가 허락하는 것만을 받아들인다. 칠 은 능동 인 선택을 한  
                                 다 - 우리 의식은 세계와 세계연  과 자기 자신을 읽을 수 있는 하나의 경험의 연속 인 척도를 지닌다.

      : 의 비 인 활동 

            : 의식에 혼을 불어 넣으면서(beseelt, 91)개별 인 요소들을 기 으로 만든다.
                    : 월 인 주 성 일반의 텍스트가 읽 질 수 있는지, 세계의 실성이 히 항상 성장하는 근 속에서 가리켜지는  
                      지를 염려하면서 그러한다.
            : 비 인 법정으로서의 순수의식은 월 인 주 성의 분야(Disziplin, 91)를, 곧 그것이 읽을 수 있는 텍스트에 한정하는지를   



                       순수자아는 나 안의 모나드이다-그 창은 모나드 들의 수만큼 있다?

존재론 논자시 답안 - 후설                                                                     (김 익성)

              염려한다.
            : 월 인 주 성 내부에서 그 수용성(Empfängkichkeit, 91)을 넓힌다 - 경험 인 실성과 증가하는 명증을 기 지우는 항상   
               더 나은 규범들(Schematism, 91)속에서 그러한다
                     : 세계 텍스트(내용)의 읽을 수 있음의 회복은 후설의 구성(Konstitution)이 가리키는 바에 상응한다.
                                                                            : 월 인 모든 것의 내재 인 악.
            : 은 세계경험 인 나와 월 인 나의 통일성을 구성한다 - 구성 인 경험이 세계경험 인 경험과 월 인 경험의 통일에 종  
                                                                      사하듯 말이다.

       : 은 ‘나 안의 모나드(99)’이다 라고 후설은 말한다 - 만약 우리가 그 때 그 때 나에게 고유한 삶의 세계의 내재 - 월  
                        에만 주목한다면 각 개별자는 그의 고유한 지각충족(Perzeptionsfülle, 99)을 지니는 하나의 모나드의 성격을 지닌다.
            : 월  심리 인 ‘나’는 나에게 속함과 더불어 그 특성을 나타내는, 세계화된 순수한 나이다 - 무수한 모나드들이 내재 이면   
                                                                            서 월 인 내용의 풍부함과 선명함들에 있어서 구분된다.
            : 는 지각의 충족을 통해서 라이 니쯔의 모나드 보다 더 잘 특징지워진다.
                 : 지각은 나에게 속함의 아 리오리한 지각 방식임.
                                   : 나에게 속함이 사실 으로 첫 번째로 악 됨.

    근원 인 나 는 나의 에포 의 Ego 는 월  주  등 애매한 여러 낱 말로도 후설에 의해 쓰여지는 순

수자아는 모든 구성의 궁극 인 유일한 기능의 심으로서의 인 자아이다. 그리고 이 자아로의 환원을 

해 두 번째의 의식 인 변용의 에토 가 필요하다. 그래서 세계 인 나, 인간 공통체의 나와 련된 모든 요소들

이 호쳐지며, 마찬가지로 삶의 역사 인 모든 시간 인 고정들을 타당성 밖에 놓아 두어야한다.  재의 과

거 인 나는 과거 인 재의 존재 감각을 갖는 과거들에, 재 기억에, 속하는 반면 실 인 재의 근원 인 나

는 그 과거성을 통해서 두루 지속하는 자기-시간화로서 스스로를 구성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에포  속에서 인칭

명사들의 체 구분들과 질서가 그리고 체 인간성이 상들로 된다.

    에포 와 환원을 통해서 다다른  자아는 다른 월 인 ‘나’들 의 하나의 ‘나’로서만 기능한다. 이러한 

기능을 통해  자아는 월 인 주 성 내부로부터 세계 인 나와 세계 인 공동체와  세계의 객 성을 구성

한다. 그러나 그 구성 연 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를들어 여행하는 사람이 운반된 물건들과 도시의 일부와 부

락을 묶음 등을 통한 미래의 인간성을 구성하나 그 구성 연 (철도체계)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처럼 말이다. 그러

는한  자아는 순수하다. 이러한 순수자아가 인간의 삶의 세계와 상호주 성의 그러한 성질의 체계를 구성한

다. 그리고 그 구성과 더불어 비로서 있게 될, 그런데 아직은 있지 않는, 그러나 그 구성과 더불어 이미 하는 

실성으로 들어선다. 그리고 이 구성연 - 를들어 철도체계-이 구체 인 세계요소와 묶어지며, 그 구체 인 세

계요소들을 이해하게 만든다. 그러나 나는 나에게 감각을 지니는 자연 인 Dasein은 월한다. 그리고 그 때 그 

때 월 인 삶의 나-극(極)이다. 나-극 안에서 우선 으로 세계는 나에 한 세계로서의 감각을 지닌다. 이러한 

나는 그의 와 그의 우리 그리고 공동주 들의 그의 공동체가 자연스런 타당성을 지니는 그러한 ‘나’가 아니다.

    이러한 순수 자아를 후설은 라이 니쯔의 모나드와 연 시킨다. 그러나 모나드론의 결론까지 그 연 이 이어

지는 것은 아니다.  단지 심리학 인 고찰에 있어서의 혼과 나란히 순수자아(의식의 혼)을 설정할 뿐이다. 우

리는 우리 안의 모나드(순수자아)로서의 의식의 있음구조에 시선을 둔다. 그래서 체로서의 의식을 시선에 두고 

그 의식의 실행을 따라 이것을 근거지우는 임무는 단지 환원과 반성과 그 반성의 환원일 뿐이다. 그리고 이런 실

행의 궁극 인 근거지움은 순수자아의 행 에서 발견된다. 라이 니쯔 인 의식 안에는 지성 그 자체를 제외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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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 것도 없다. 달리 말하면 내 인 틀을 지닌 의식은 각기의 자극에 앞서 자기 스스로에 속한다. (의식의) 혼

은 빈 칠 이 아니다. 그러나 사람이 마구잡이로 써 넣을 수 있는 칠 은 아니다. 반항하면서 칠 은 자신의 고

유한 있음 구조(틀)가 허락하는 것만을 받아 들인다. 칠 (의식)은 능동 인 선택을 한다 우리 의식은 세계와 세

계연 과 자기자신을 읽을 수 있는 하나의 경험의 연속 인 척도를 지닌다. 이러한 의식에 순수자아는 혼을 불어 

넣으면서 개별 인 요소들을 유기 인 기 으로 만든다. 월 인 주 성 일반의 텍스트가 읽 질 수 있는지, 세

계의 실성이 히 항상 성장하는 근 속에서 가리켜지는 지를 염려하면서 말이다. 이러한 비 인 법정으

로서의 순수의식은 월 인 주 성의 분야에, 곧 그것이 읽을 수 있는 텍스트에, 한정하는지를 염려한다. 그러면

서 월 인 주 성 내부에서 그 수용성을 넓힌다. 경험 인 실성과 증가하는 명증을 기 지우는 항상 더 나은 

규범들 속에서 말이다.  그리고 세계 텍스트(내용)의 읽을 수 있음의 회복이 바로 월 인 모든 것의 내재  

악인 후설의 그 구성이 가리키는 바에 상응한다. 그러면서 순수자아는 세계 경험 인 나와 월 인 나의 통일성

을 구성한다. 구성 인 경험이 세계 경험 인 경험과 월 인 경험의 통일에 종사하듯이 말이다.

    그래서 후설은 순수 자아를 ‘나 안의 모나드’이다 라고 말한다. 만약 우리가 그 때 그 때 나에게 고유한 삶의 

세계의 내재 - 월에만 주목한다면 각 개별자는 그의 고유한 지각 충족을 지니는 하나의 모나드의 성격을 지닌

다. 월 인 심리 인 ‘나’는 나에게 속함과 더불어 그 특성을 나타내는, 세계화된 순수한 나이다. 그리고 무수한 

모나드들이 내재 이면서 월 인 내용의 풍부함과 선명함들에 있어서 구분된다. 이러한 ‘나 안의 모나드’는 지

각의 충족을 통해서 라이 니쯔의 모나드 보다 더 잘 특징지워진다. 지각은 나에게 속함의 아 리오리한 지각 방

식이며 나에게 속함이 사실 으로 첫 번째로 악되기 때문이다.

    [ 순수자아는 자신의 창을 통해서 다른 자아들을 맞 받아 비추어 낸다(Der Spiegelung, 질라시, 106 ; 후설 

노우트, 185). 그래서 변하지 않는 모나드들의 공동세계가 비추어진다--따라서 창은 있고, 모나드들 만큼의 수 만

큼있다?--. 그러나 이런 맞받아 비춤은 나의 구성 인 행 보다 앞서는, 공동 으로 변하지 않는 모나드의 그 세

계의 표 (Ausdruck, 108 ; 186)이다. 이러한 표 은 구분되는 각각의 유일한 모나드들이 자신의 고유한 세계들을 

단지 투사 방식(Projektionsweise)을 통해서만 공동 인 세계들로부터 떼어지기 때문에 단일한 실행으로서의 공동

인 세계 구성(맞 받아 비춤(Die gegenseitige Spiegelung, 123 ; 201)은 비 상 인 사물 이지 않는 구성이다)

이라는 임무를 떠 맡는다. 그리고 그 구성을 통해서(mittels der Konstitution, 105 ; 185) 월 인 것이 내재 인 

것으로 경험될 수 있다. 그 결과 나의 자아가 다른 자아를 구성하는 도 에 공동 인 세계가 구성된다.

    후설의 각각 모나드들은 스스로에 해사 단일한 실체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행 들의 단일한 주체이다. 개

체 으로 단일한 모나드들의 맞 받아 비춤 그리고 그 맞 받아 비춤을 통해서 고정된 개체 으로 단일한 모나드

들의 지 (Position, 123 ; 201)는 망의 근거인 아직은 사물 이지 않는 비 상 인 구성이다 - 후설이 라이

니쯔의 모나드를 끌어들이는 이유와 모나드론과 후설의 친화성에 해서는 ‘122-124 ; 200-201‘을 참조하라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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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헤겔에 있어서나 후설-하이데거에 있어서 상학(phänomenologie)이 존재론이 되는 이유를 서술하시오
(1995박사2학기) - 상학(Phänomenologie  )이 존재론(Ontologie)으로 되는 이유를 설명하시오(1991석사2
학기) - 상학은 어떻게 존재론이 될 수 있는가? 양자의 계를 설명하시오(1993박사2학기) - 60) 방법으
로서의 상학을 논하시오(1994박사1학기) - 상학의 방법론  성격을 약술하시오(1994석사2학기)-특히 
‘사상자체로!’와 련지워서-- 상학의 방법론  성격을 약술하시오-특히 “사상 자체로!”와 련지워서(1994
박사2학기)

                                           [ Text : ]

    [(소 희 감수, 83-84)

    III, 하이데거의 철학  방법론

    1. 기의 방법론 : 상학/해석학/ 존재 분석/존재론의 역사  해체

    1). 상학.

    <하이데거 상학의 형성과정>

    <하이데거 상학의 기본의미>

    그러면 하이데거에 있어 상학이란 도 체 무엇인가? 그 불변하는 근본의미는 무엇인가? 존재와 시간 제7

과 상학의 근본문제들 제4  그리고 시간개념의 역사에 한 시론 제8 과 제9 에서 확립된 내용을 들어보

자.

    그에따르면 ‘ 상학’(Phänomenologie)은 우선 ‘ 상’(Phänomen)과 ‘학’(-logie)이라는 두 구성요소의 결합으로

서 이해된다. 그는 이 두 요소의 그리스어 어원에까지 거슬러 올라가 각각의 특별한 의미를 찾는다.

    먼  ‘ 상’이란 희랍어 Fainomenon에서 유래하는 것으로, ‘자기를 나타내는 것’, ‘자기 시하는 것’, ‘드러나 있

는 것’이라 설명되며, ‘자신을 자기 자신에 있어서 나타내는 것’, ‘백일하에 드러나 있는 것’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그리이스어 Faino,mena는 ‘백일하에 있는 것 내지는 밝은 곳에 드러내 놓을 수 있는 것의 총체’로서, 그리이

스인들이 ta, o;nta(존재자)와 동일시 했던 것이라고 그는 말한다.

    따라서 상은 ‘은폐성’(Verdecktheit)과 반 되며, ‘가상’(Schein), ‘나타남’(Erscherinung), ‘단순히 나타남’(bloß

-oe Erscheinung)과 구별된다. 따라서 그  나타나 있는 것이라고 모두 상인 것은 결코 아니다. 그러나 모든 

나타난 것은 확실히 자기 시라는 의미에서의 상에 의거한다. 상이란 ‘어떤 것과 만나는 두드러진 방식’을 의

미하는 것이다.

    그런데 하이데거는 이 상이란 개념을 세 가지로 구별한다.

    첫째, 어떠한 존재자가 상으로 간주되는지 규정되지 않는 경우,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 그때마다 존재자

인지 아니면 존재자의 한 존재성격인지가 애당  미해결인 경우, 그것은 다만 ‘형식 인 상개념’이다.

    둘째,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 컨  칸트 인 의미에서의 ‘경험직 직 을 통하여 근할 수 있는 존재자’를 

말하는 경우, 그것은 다만 ‘통속 인 상 개념’이다.

    셋째,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 ‘존재자의 존재’일 때, 그것이 명백한 의미에 있어서의 ‘ 상’이며, 바로 ‘ 상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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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개념’이 된다.

    이러한 상학 인 상으로서의 존재는, 나타나지 않는 그 어떤 것( 컨  사물 자체 같은 것)이 그 배후에 

아직도 버티고 있는 그러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존재라는 상에는 ‘은폐’(Verdeckheit)가 있을 수 있다. 이 

은폐에는 일반 으로 세 가지 양식이 있는데 ‘은닉’(Verborgenheit)과 ‘매몰’(Verschüttung)과 ‘ 장’(Versstellung)

이 그것이다. 인 미발견의 형태로 감추어져 있는 것이 ‘은닉’이고, 이 에는 알려져 있었으나 감추어져 버린 

것이 ‘매몰’이고, 면 으로 은폐되지 않고 일부가 가상의 형태로 나타나 있는 경우가 ‘ 장’이다. 이 경우가 특히 

속기 쉽고 험하낟. 그리고 은폐가 이 셋  어떤 것으로 해석되든 은폐 자체에는 이 의 가능성이 있다고 그는 

말한다. 즉 ‘우연  은폐’와 ‘필연  은폐’가 그것인데, 특히 필연  은폐는 드러난 것의 존립양식 안에 그 게 될 

필연  경향이 있디고 그는 지 한다. 

    상학의 ‘학’이란 어떤 것인가? ‘학’은 하이데거에 있어 어떤 의미를 부여받고 있는가? 그에 따르면 ‘학’(-logi

-e)이란 그리스어 lo,goj에서 유래한 것으로, 이것은 le,gein즉 ‘말함’이라는 근본 의미를 지닌다. 말함이란 dhlo,n, 즉 

“ 말함에서 ‘언 되고 있는 것’을 드러나 한다”는 것이며, avpofai,nesqai. 즉 ‘어떤 것을 보게 하는 것’, ‘언 되고 있

는 것을, [그것을] 말하는 자로 하여 , 는 서로 화하고 있는 자들로 하여  보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경

우 ‘말함’은 물론 자신의 내용을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라, 다만 ‘말해지고 있는 것 자체 쪽으로부터’(avpo), ‘보게 

한다’(fai,nesqsi)는 것이다. 이 말은, 즉 그 말이 진정한 말인한, 말의 내용이 언 되고 있는 사태로부터 연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것으로서의 ‘말함’은  ‘ 달’이라는 성격을 갖는다. 말하면서 달할 때의 이 달이란 

‘이 달이 그것에 해 말하고 있는 그 화제를 말해진 달 내용 안에서 드러나게 하고, 이 게해서 타인에게 

근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설명된다. 이것이 ‘아포 시스로서의 로고스의 구조’라고 하이데거는 말한다.

    그리고 이러한 것으로서의 로고스는  avlhqeu,ein,  즉 ‘진리를 말하는 것’이라는 성격을 갖기도 한다. 이는 로

고스의 ‘진리’  성격이, ‘말해지고 있는 존재자를 아포 이네스타이로서의 게인 즉 말함에 있어서’, ‘은닉되지 

않는 것’(avlhqe.j)으로 ‘보게 하는 것, 즉 드러내는 것’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뜻이다.

    이상과 같은 것으로서 상학의 ‘학’은 한 ‘어떤 것을 제시하면서 보게 하는 것’, ‘어떤 것을 그것이 어떤 것

과 일체가 되어 있는 그 로 보게하는, 어떤 것을 어떤 것으로서 보게하는 것’, ‘솔직하게 바라보면서 인지하는 

것’, ‘어떤 것을 솔직하게 보게하는 것’, ‘존재자를 인지시키는 것’이라는 의미도 부여받고 있다.

    이상과 같은 기본 인 생각에 의해 상학은 결국, le,gein ta. faino,mena 내지 avpofai,nesqai ta, faino,mena  즉 ‘자

기를 나타내는 것을, 그것이 자신을 자기 쪽에서부터 나타내는 그 로, 그 자신으로부터 보이게 하는 것’이라는 

의미를 갖게된다.

    이와 같이 하이데거의 상학이란 ‘스스로를 나타내는 것’으로서의 ‘존재’라는 ‘ 상’을, ‘말하는 것’, 말함에 있

어서 ‘그것을 밝히는 것’, ‘그것을 드러내는 것’, ‘그것을 보게 하는 것’, ‘그것을 달하는 것’을 그 가장 기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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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로 삼는다. 하이데거 자신의 철학이 바로 이러한 성격을 갖는 것이다. 

    여기서 한가지 주의할 것은 상학이, 하이데거 자신이 말하는데로, 두 개의 ‘구성요소’를 갖는다는 것이다. 

즉 ‘ 상’과 ‘학’, 다시말해 ‘존재’와 ‘말함’, 다시말해 ‘가리워져 있지 않고 스스로를 나타내는 것’과 ‘(그것을) 밝히

고 보게 하고 달하는 것’이 그것인데, 자는 상학의 ‘무엇’(Was)을, 후자는 상학의 ‘어떻게’(Wie)를 각각 

해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주의해서 보면, 이상의 해명은 상학이  하나의 요소를 자체 안에 지니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즉 상학은 그것이 ‘말함’인 한, 말을 들을 자가 있다는 것이며, ‘보게하는 것’인 한, 보게 될 자가 있다는 것이며, 

‘ 달하는 것’인 한, 달받을 자가 있다는 말이 될 것이다. 사실 하이데거는 의 해명  ‘타인에게’(dem andere

-n...)라는 말로서 이를 살짝 비치고 있는데, 우리는 이 타인이라는 것에 상학을 필요로하는 근본사정이 포함될 

수 있다고 본다. 이 사정ㅇ이란 단 으로 말해, 존재의 의미에 한 물음에 올바른 답이 주어져 있지 않을 뿐 

아니라 물음 자체도 제 로 제기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 것, 더욱이 이 물음의 제기를 불필요한 것으로서 간주하

고 그것을 방해하는 여러 상황들이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나름 로 요한 의미를 가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를 

상학의  한 요소로, 상학의 ‘왜’(Warum)와 련된 제3의 요소로 간주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결국 하이데거의 상학은 세 가지 성립요소의 결합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가 있다. 즉 이 세가지 요소가, 1)

말해질 내용으로서의 ‘ 상’, 2) 말함 그 자체로서의 ‘학-로고스’, 3) 말로서 내용을 달받을 자로서의 ‘타인’(그 

제반 사정 : 존재망각)이라고 할 때, 상학 그 자체의 근본의미는 결국 ‘1)’을 ‘3)’에게 달하는 ‘2)’에 있다고 단

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궁극 으로 요한 것이 ‘1)’자체의 제반 모습이라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하이데거 상학의 포  의미>

    이상으로서 하이데거의 상학의 기본 인 의미는 확보되었다. 이제 그와 아울러 다음 몇가지 측면이 동시에 

언 되어야 하이데거의 상학이 갖는 포 인 의미가 보다 완 히 드러날 수 있다.

    1) 첫째, 이상과 같은 상학의 규정이 갖는 뜻은 실은 ‘사태 자체에로!’(Zu den Sachen selbst!)라고 정식화

된 칙이 갖는 뜻과 다른 것이 아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인가? ....

    2) 그리고 둘째는, 역시 에서 말한 칙의 기본 뜻에 포함되는 것이지만, 상학이 우선 무엇 보다도 사태 

자체(Sache Selbst)가 갖는 두 가지 성격에 그 근거를 두고있다는 것이다.

    첫째는, 그 사태가 ‘가장 고유한 사태 내실 쪽에서부터 상이 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기에, 즉 그것ㅇ

이 ‘특정한 물음을 발하지 않을 수 없는 사태 인 필연성’을 가진 것이기에, 자신을 묻도록끔 ‘요구’한다는 것이

다.......

    둘째는, 그것이 ......

    3) 그러면 이 ‘사태자체’란 무엇인가? 하이데거가 생각하는 두드러진 의미에서 상이라 불려야 할 것,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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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인 상은 무엇인가? 그것은 이미 보았듯이 ‘존재’(Sein), 즉 ‘존재자의 존재’ 내지 ‘이 존재자의 의미, …변양

들  생태들’이며, 이런 런 ‘존재자’ 자체는 아니다. 그는 이 게 ‘존재자’와 ‘존재’를 구별하며 [존재론  차이

(ontologische Differerz)], ‘존재자’로부터 ‘존재’에로 시선을 환하는 것을 특히 강조한다. 이런 ‘…존재자의 한정

된 악으로부터 이 존재자의 존재의 이해[ 그 비은폐성의 방식에로 기투하는 것]에로 상학  시선을 향시키

는 것’을 그는 ‘ 상학  환원’(phänomenologische Reduktion)이라고 규정한다(GP 29쪽). 단 상 내지 사태를 ‘존

재자’로 규정하는 ‘통속  상개념’도 상학 으로 요하다고 하이데거는 말한다. 왜냐하면 존재를 밝히기 해

서도 존재자를 올바르게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바로 이 으로 해서, 즉 상학이 향해야 할 사태 자체가 ‘존재’라는 으로 해서, 상학은 내용상 ‘존재자

의 존재에 한 학, 즉 존재론(Ontologie)’이 된다고 하이데거는 생각한다. 따라서 상학과 존재론은 철학의 두 

문 분야가 아니라, 동일한 것의 양면이다. 즉 철학자체를 상면에서 말하면 ‘존재론’이고, 방법론에서 말하면 

‘ 상학’이다.

    그의 상학은 이 게 해서 존재론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단 이것은 우선 존재와시간에서 천명된 기본

입장이며, 실질 으로는 ‘ 존재의 존재’, ‘실존’이 그 내실을 이룬다. 이 내실은 그 후 존재의 차원을 넘어 존

재 자체에로 진입하면서, 갖가지 다양한 형태로 논의되고 [ 컨   진리, 사물, 퓌시스, 언어, 사방, 자체 인 것

(Wahrheit, Ding, Physis, Sprach, Geviert, das Selbe...) 등],  갖가지 다양한 측면으로부터 논의되어 [ 컨  운

명, 에스 깁트(Geschick, Es gibt...)등], 결국 발 (Ereignis)이라는 것에 도달하게 된다.

    4) .... 상학은 특히 ‘진리론’ 인 성격을 갖는다는 것이 주목되어야 한다(이하 존재와시간 제7   제44  

참조). 상학이 ‘진리론’ 이라는 말은 그것이 진리를 논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특히 그 ‘로고스’가, avlhqeu,ei

-n 즉 ‘진리를 말하는 것’이라는 성격을 갖는다는 뜻이다. 이는 말해지는 바의 존재자를, [아포 이내스타이로서의 

게인에 있어서] 그 존재자의 은닉성으로부터 끄집어 내어, 은닉되어 있지 않는 것(avlhqe,j)으로서 보게하는 것, 

즉 드러내는 것이라는 것을 말한다. 즉 그는 ‘드러내는 것’, 따라서 은폐될 수 없는 ‘순수한 노에인(사유)’, 즉 ‘존

재자 그 자체의 가장 단순한 제 존재규정을 솔직하게 바라보며서 인지하는 것’ 그 자체가 ‘진’(wahr)이락 생각하

는 것이며, 상학은 바로 이러한 ‘진’의 성격을 근본 으로 갖는다고 하는 것이다. 이에는 그의 독특한 진리 이 

게재되어 있으므로, 어도 핵심 인 내용 두 가지는 밝  둘 필요가 있다. 즉 ‘진리’(Wahrheit)란 ‘존재’와 제휴하

고 있는 것으로서, ‘사태’ 즉 ‘자신을 나타내는 것’과 같은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 존자(Anwesendes)의 비은닉

태’, ‘ 존자의 나타남’, ‘ 존자의 자기 시’, ‘존재자가 자신을 나타내는 것 일체’, ‘존재자’가 ‘자신ㅇ르 나타내 비

은닉태’로 되어 ‘나타나고 있는 사태’로서, ‘본래 으로 사유되어야 할 것’, ‘ 상학에 있어 제 상의 자기고지로서 

수행되고 있는 것’인데2)-이것을 그는 ‘제2차  의미’에서의 진리, 즉 ‘드러나 있는 존재’(Entdeckt-sein)라 부른다. 

2) 이 사실을 그는 1922년경 후설의 논리학연구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감으로 알아차린 듯하다(SD 87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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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존재와 시간에서 이 게 규정할 때는 세계내부  존재자의 존재에 이 맞추어져 있다. 후에는 이것이 확

 변모해 간다.) 이것이 그 하나이며,  하나는 ‘진리’라는 것이 ‘ 존재의 하나의 존재양식’으로서, ‘드러나는-존

재(Entdeckend-sein), 즉 ’존재자를 그 존재자 자신에 즉해서 드러내는 것‘, ’존재자를 그 드러나 있음에 있어서 

진술하고, 제시하고, 보게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이것을 그는 ’제1차  의미‘의 진리라 부른다. 단 이 두가

지 진리는 ’가장 근원 인 의미에서 이해된 진리‘인 ’실존범주‘ 즉 ’ 존재의 개시성‘(Escholssenheit)에 근거를 두

는 것으로서, 근본 으로 분리할 수 없는 것임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이 은 아마도 사유와 존재의 동일성을 강

조한 르메니데스의 향인 듯하다.) 이러한 ’드러냄‘, 은폐를 ’벗겨냄‘으로서의 진리라는 성격을 상학은 갖는 

것이다.

    5) 그리고 상학은 한 다음과 같은 에서도 특징지워질 수 있다. 즉 그것은 이 학의 상들에 해 논구

되는 모든 것이 직  제시와 직  증시에 있어서 논해져야 하도록, 그런 식으로 그 상들을 포착한다는 성

격을 갖는데, 이는 달리 말해 상학이 애당  ‘기술 ’(deskroptiv)이라는 것을 의미한다(이 에서 그는 ‘기술  

상학’이라는 것이 동어반복이라고 까지 말한다).....

    6) 그런데 이러한 의미에서 ‘기술(記述)’의 방법  의미가 ‘해석’(Auslegung)이라는 을 하이데거는 한 부

언한다. 그러니까 상학의 학(logos)는 헤르메네우에인, 즉 해석한다고 하는 성격을 갖는다는 것이다.

    단 이러한 측면은 상학이 상-사태-존재를 드러내기 해서, 우선 존재  존재론 으로 특별한 한 범례  

존재자 즉 존재(인간)에 정 하는 한에서 그러한 것이다. 존재는 ‘평균 인 막연한 존재이해’를 하나의 ‘ 사

실’로서 갖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자신의 존재에 있어서 이 존재에로 태도를 취하는 ‘실존’이기도 하다. 이러한 

‘ 존재 자신에 속해 있는 본질  존재 경향’, ‘선존재론 인 존재이해3)’를 ‘철 화’한다는 방식으로 상학은 우선 

수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선-이해의 철 화, 즉 이해의 완성이 다름 아닌 ‘해석’이다. 이러한 해석의 결과로서 ‘존

재의 본래  의미와 존재에 고유한 존재의 근본구조들’이 존재 자신에 속해 있는 존재이해에 (그러니까 인간

에게) 고지된다.

    그런데 이 ‘해석’은 존재의 평균 인 존재이해가 이른바 퇴락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존재를 ‘사물  존재성’

으로 이해 악하려는 경향을 강하게 가지기 때문에, 이러한 통속 인 존재이해를 괴하면서 ‘폭력 으로’ 수행될 

수 밖에 없다. 즉 우리 인간의 근본 인 태도변경을 통해서 사태잧에 근해야 한다. 이 이 그가 말하는 해석학

의 특징 인 이다.

    이상과 같은 ‘해석’이 상학에 포함되  하나의 의미이고, 이 게 해서 그의 상학은 ‘해석학’(Hermeneutik

)이라는 모습을 각지고 하는 것이다4) ......

3) 이에는 지(豫持), 시(豫視), (豫把)가 포함될 수 있는데 상세한 논의는 다음  ‘해석학’ 부분을 참조바

란다.

4) ‘해석학’이라는 용어 잔체는 1923년 여름 경부터 사용되고 있다. 이해의 강의 ‘존재론’의 부재가 ‘ 사실성의 해



                                          상학은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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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상학이 어떤 ‘입장’이나 ‘경향’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그는 강조한다. 그는 본질 인 은 철학 인 방향

으로서 실화된다는 데 있지도 않다. 즉 상학이 여러 철학  경향 는 방향 의 하나로서 실 인 세력을 

획득하는 일 같은 것은 그로서는 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한 것으로서의 상학은 가변 이고,  실제로 

그 자신 후년에 그러한 경향으로서의 상학의 시 는 ‘지나갔다’(SD 90쪽)고 선언하다. 요한 것은 상학은 

실성 보다도 ‘고차의 가능성’(Mäglischkeit)으로서, 특히 존재(인간) 자신의 실존에 속한 ‘가능성’(Pr 104쪽)으로

서 이해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8) 이 가능성의 구체 인 내용은 상학이 결국 하나의 ‘방법’(Methode)이라는 것이다. 이는 그것이 철학  

탐구의 상들이 내용상 ‘무엇’인지를 성격지우는 것이 아니라, 철학  탐구이 ‘어덯게’(Wie)를 성격지우는 것이며, 

따라서 이것은 이론 인 문분야들 안에 다수 있는 ‘기술  조작’과도 거리가 먼 것이다.

    따라서 상학은 우선 컨  신학, 생물학, 생리학, 사회학 등과 마찬가지로 ‘ 상에 한 학문’(Wissenscha-

ft von den Phänomenen)을 의미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신학이나 기타의 표시법과는 다른 것으로서, 그 연구의 

상을 명기하고 있는 것도 아니며,  그 연구의 사태내용을 명기하고 있는 것도 아니며5), 오직 그리고 어디까

지나, 이 학에 있어서 논해질 그것을 ‘어떻게’ 제시하고 취 할 것인가 하는 그 ‘어떻게’, 그 ‘방식’에 다름 아닌 것

이다.

    <하이데거의 상학의 의의>

    하이데거이 상학이란 이상에서 살펴본 그런 특별한 의미를 지닌 것이며, 그러한 것으로서의 상하 ㄹ 하

이데거 자신 철 하게 그리고 끈질기게 (구체 으로는  100여권의 집이라는 방 한 형태로) 실천했던 것이다. 

즉 그는 드러나는 사태 자체를, 있는 그 로의 모습에 있어서, 보고, 밝히고, 말함으로서, 다들 더불어 함께 그것

에로 행하고자 하 던 것이었꼬, 그리고 오직 그것 뿐이었던 것이다. 그것이 상학의 핵심이오 부인 것이다....

석학’(Hermenenutik der Faktizität)으로 되어있다.

5) 이 게 그는 말하지만, 이미 보았듯이 이에 한 논의도 실제로는 행해지고 있다. 이 말은 명칭 자체가 그것을 

명기하지는 않는다는 말일 것이다.



                           Dasein과 그 존재론  우 (존재론 그 자체의 가능조건)

존재론 논자시 답안 - 하이데거                                                                  (김 익성)

69-1) 존재물음의 존재론  우 (Der ontologische Vorrang der Seindfrage)에 해 논하시오(2000년1학
기) - 67) Heidegger 철학에서 Kategorie와 Existenzial을 를 들어 區別하시오(1991박사1학기) - Heideg  
-ger 철학에서 Kategorie와  Existential의 구별을 를 들어 설명하시오(1992박사1학기) - 범주(Kategorie  
)와 실존주(Existential)는 어떻게 다른가(1993석사2학기) - 범주로서의 內存在(In-sein)와 실존주(Existenzi  
-alia)로서의 內存在(In-sein)를  구별하시오(1994석사1학기) - Heidegger가 구분하는 ‘범주 ’(kategorial) 
사고와 ‘실존범주’(Existenzialien)  사고를 를 들어 설명하라(1996년2학기).

                                    [ Text : Sein und Zeit, S.8-15]

        : 있음 우 (Seinvorrang, Sein und Zeit, 8)은 Dasein이 지닌다.

                    : 은 있는 것의 표본(Das axemplarische Seinde, 8) - 첫 번째로 있음 물음이 물어지는 것으로서 기능하기 때문이       
                                                                                다(fungieren, 8) - 첫 번째로 물어지는 것이다.

                    : 의 특성에 의해 있는 것이 있음 물음 그 자체와 련을 맺기 때문에 Dasein은 그 자체 있음(존재)우 를 지닌다.
                                  : [§2(있음물음의 형식 인 구조, 5~8쪽)의 내용에서] Dasein의 우 가 입증되거나 그 가능 인        
                               는 필연 인 기능이 첫 번째로 물어지는 것으로서 아직 결정되는 않았으나 Dasein의 그 우 는             
                           잘 알려졌다(gemelden, 8)

                    : 은 인간임 - 있는 이것(diese Seiende, -Mensch, 11).
                                  : 학문은 있는 이것의 있음 양식을 인간의 태도들로서 지닌다.
                           : Dasein은 있는 다른 것 보다 도드라진다.
                                  : 자신의 있음에 있어 있는 이것에게 이 있음(diese Sein)이 문제삼아진다는 에서 존재 으로 도       
                                드라진다 - (이 도드라짐으로부터 분석이 시작됨) - Dasein의 존재 으로 도드라짐은 그것이 존           
                                                                                       재론 으로 있다는 것에서 성립한다.
                                        : 있는 이것에게 고유한 것.
                                              : 그의 있음과 함께 그리고 그의 있음을 통해 있는 이것 자신이 열려진다는 것.
                                              : Dasein의 있음규정은 그 자체 있음이해(12)이다.
                                  : 있음물음은 있는 것-묻는 것-을 그의 있음에 있어 통찰하는 것이다.
                           : Dasein은 그의 있음에 있어 이 있음과 있음 계를 맺는다.
                                  : 바로 이것이 Dasein의 있음구조(Seinsverfassung, 12, 틀)이다.

                     : 은 그 때 그 때 묻고 있는 그리고 무엇 보다도 그 물음의 있음 가능성을 지닌 것.
                     : 의 있음양상(Seinsmodi, 7) - 있음에 유의함(Hinsen auf), 있음의 이해와 악, 선택들, 

존재론  우  → 올바르게 이해된(rechtverstande, Sein und Zeit, 11)존재론 인 탐구는 존재물음에게 다음에 한(über, 11)존재론  우  
                      를 다.
                                                               : 귀한 통의 단순한 수용과 여태까지의 불투명한 요구들에 한 우 임
                                                                       : 사태 인-학문 인(sachlich-wissenschaftlich, 11)우 임.
                                                                                : 그러나 이러한 우 가 유일한 것은 아님.

               : 있음물음은 학문들의 가능성의 아 리오리한 조건일 뿐만 아니라, 존재론 그 자체의 가능성의 조건이기도하다.
                          
                                                       : 존재 인(ontisch, 11)학문들 앞에(vor, 11)놓여 있어 그 존재 인 학문들을 근거  
                                                         지운다.
                                                                : 그러나 닫 진 여러 범주체계로 이루어진 그런 모든 존재론들은 근본  
                                                                  으로 맹목(blind, 11)이며, 자신의 본래 의도를 뒤집어 버린다.
                                                                      : Dasein 이지 않는 있음양식의 있는 것에 속하는 존재론 인 특  
                                                                       성은 우리가 범주들(Katergoriale, 54)이라고 부르는 바의 것이다  
                                                                        - 하나의 재자 >안의< 제 인 있음(vorhandensein, 54)양   
                                                                       식이다 - >안에 있음<
                                                                      : 그래서 있음의 여러 감각을 풍족하게 설명할 수 없으며, 이러한  
                                                                        있음해명을 자신의 근본과제로 지닐 수 없다.

                                                                  : [그러나] 존재론 인 물음은 존재 인 물음에 근원 으로 립된다   
                                                                    (ist ....... gegenüber, 11). 그럼에도 소박하고 불투명하다. - 있는 것  
                                                                    의 있음에 따른 그 뒤늦은 탐구들(nachforschung, 11)은 있음 일반   
                                                                    의 감각을 논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 있음에 한 선 이해(Vorverständigung, 11)를 필요로한다
                                                                   : Dasein 이지 않는 있음특성의 있는 것을 주제로 삼는 존재론은 D  
                                                                     -asein자신의 존재론 인 구조 안에서 근거지워지고 동기부여된다  
                                                                     -- Dasein에게는 하나의 세계 안의 있음이 본질 으로 속하기 때  
                                                                     문이다--.
                                                                       : 선 존재론 인 있음의 이해의 규정을 스스로 안에(in sich, 13)  
                                                                         포 한다.

                                                         : 그래서 다른 모든 존재론이 유래하는 기  존재론은 Dasein의 실존론 인 분  
                                                           석 안에서 추구된다.
           
                                 : 은 Dasein의 있음방식(Seinsweisen, 13)이다 - Dasein은 학문들 안에서 있는 것에 해 태도를 취한다.
                                 : 은 그 고 그 게 있는 것으로서의 있는 것을 탐구하면서 늘 어떤 있음이해 안에서 움직인다.



                                       Dasein의 여러 우
          Dasein의 존재론  우 (학문의 가능 조건)와 (실존의 실존성 해명으로부터의) 존재  우

(김 익성)                                                                  존재론 논자시 답안 - 하이데거

                                 : 실증 인 학문들로서, 존재 인(ontisch, 11)물음을 던짐.
                                      : 학문은 특정한 사태의 역을(Sachgebiete, 9)자신의 조사 상으로 삼아 그것을 주제화한다.
                                                                  : 역사, 자연, 공간, 생명, Dasein, 언어 등등
                                      : 비록 처음에는 소박하고, 거치나, 처음으로 고정된 그 역은 선학문 인 경험과 있음구획(Seinsbe
                                        -zirkes, 9)의 해명을 통해 완수된다.
                                                                                           : 있는 것 그 때 그 때의 있음임.
                                                                                           : 안에서 사태 역 그 자체가 한계지워진다.
                                      : 그래서 해당학문의 근본개념들이 생겨나 그 역의 구체 인 첫 추리를 한 실마리가 된다.
                                            : 그리고 이러한 탐구의 진보는 사태의 성장하는 인식으로부터 유래하는, 그 때 그 때 역의  
                                               근본 틀에 한 그 물음들 안에서 수행된다
                                            : 근본 개념들 안에서 학문의 본래 인 움직임이 이루어진다.
                                      : 그리고 학문의 수 은 자신의 근본개념의 기에 얼마만큼 견딜 수 있느냐에 달렸다. 그리고 이러  
                                         한 내재 인 기 속에서 물어진 그 사태 자체에 실증 으로 조사하는 학문이 계를 맺는다.
                                                                   : 수학(가장 엄 하고 가장 견고함), 물리학, 생물학, 신학
                                            : 근본개념은 규정들이다
                                                     : 규정 안에서 학문의 상의 근거가 되는 사태 역이 이해된다.
                                                            : 이 사태 역은 있는 것 자체의 구획 안에서 얻어진다.
                                                            : 그러는 한 이러한 근본개념을 길러내는(schöpfende, 10), 이러한 근본 개념  
                                                              에 선행하는 탐구는 그 있음의 근본 틀 에서의 이러한 있는 것의 설명(  
                                                              Auslegung, 10)이외의 그 어느 것도 아니다.
                                                                   : 이러한 탐구는 반드시 실증학문들 보다 선행(vorauflaufen, 10)되어  
                                                                     야만 한다
                                                                   : 바로 이러한 탐구가 학문의 근거부여(Grundlegung, 10)이다.
                                 : 학문들의 근거부여는 그 이후의(nachhinkenden, 10)작업인 논리학과 근본 으로 구분된다.
                                            : 논리학은 자신의 방법을 통해(auf, 10)어떤 학문의 우연 인 입장(Stand)을 조사한다.
                                      : 학문의 근거부여는 생산 인 논리이다.
                                            : 이러한 탐구는 특정한 있음 역으로 앞질러 뛰어들어가, 그 있음틀 안에서 그것을 가장 먼   
                                             개시하며 그리고 획득된 구조를 실증학문으로 하여  물음을 통찰하는 지침으로서 사용할 수  
                                             있게 한다는 감각에서 생산 인 논리이다.
                                      : 이러한 생산 인 논리가 철학 인 첫 번째 것임.
                                             : 그 역사성을 통한 본래 으로 역사 으로 있는 것들의 해석(Interpretation, 10)이다. 그래서
                                             : 은 역사의 개념형성이론도 역사 인 인식이론도 역사의 상으로서의 역사이론도 아니다.
                                                    : 그래서 칸트의 순수이성비 의 실증 인 이득은 자연일반에 속하는 것을 드러내기  
                                                      한 싹(Ansatz, 10)에 있지, 그 인식 이론에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칸트의 선  
                                                      험논리는 자연이라는 있음 역의 아 리오리한 사태논리(Sachlogik, 11)이다.
                                                            : 그러나 이런 물음-가장 은 의미로 받아들여진, 즉 존재론  제 방향과    
                                                              제 경향에 의존하지 않는 존재론-은 하나의 실마리(Laitfaden, 11)를 필요  
                                                              로한다.

존재  우  - 그러나 있음물음의 우 는 존재론 인 우 만을 지니는 것이 아니라, 있음물음의 존재 인(ontisch, 14)우 도 지닌다.

          : 는 실존(Existenz, 13, 존재)의 실존성의 해명의 가능성이 성립함과 더불어 부유하게 근거지워진 존재론 인 문제 일반의 착수 가  
            능성이 성립함과 함께 분명해진다.
                 : 이러한 성립은 철학 으로 탐구하는 물음들이 스스로를 그 때 그 때 실존하는 Dasein의 존재 가능성으로서 실존 으로   
                   (existenziall, 13)포착할 때만 가능하다.
                 : 실존론 인(existenziale, 13)분석은 궁극 으로 실존 (곧 존재 인(existenziall d.h. ontisch, 13)인 분석에 그 뿌리를 둔다.
                        : 바로 이러한 Dasein( 존)의 실존론 인 분석 안에서 기 존재론(Fundamentalontologie, 13)이 반드시 추구되어야  
                          한다. 
                                                                      : 기  존재론으로부터 다른 모든 [존재론] 것이 비로서 유래한다.

                                      : 은 그래서 다른 모든 있는 것 보다 (vor, 13)다양한 우 를 지닌다.
                                              : 첫 번째 우 는 존재 인(ontisch, 11)우 이다 - 있는 이것이 그의 있음에 있어서 실존    
                                                                                                (Existenz, 존재)를 통해 규정된다.
                                              : 두 번째 우 는 존재론 인(ontologischer, 13)우 이다 - Dasein은 그의 실존규정성의 근  
                                                                                          거 에서 자기자신에게(an, 17)존재론 이다.
                                              : 세 번째 우  는 모든 존재론의 가능성의 존재 -존재론 인 조건으로서의 우 이다.
                                                       :  Dasein 이지 않은 있는 모든 것의 있음이해가 이제 동일하게 Dasein에게 실존  
                                                          이해의 [본질 인] 구성요소로서(Konstituens, 13)속하기 때문이다.
            
                                       : 그래서 Dasein은  있는 다른 모든 것에 앞서(vor, 13)먼  묻는 자로서 알려진다 (erwiesen, 11)

                 : Dasein이 그것에 해 어떠한 태도를 취할 수 있는 그리고 항상 어떻게든 태도를 취하는 바로 그 있음 자체를 우리는 실  
                   존(Existenz, 12, 33, 72참조)이라고 부른다.
                          : 그래서 Dasein은 항상 자신의 실존으로부터 스스로를 이해한다. 
                                  : 스스로(selbst, 12) 는 스스로가 아닌 것으로 있을 자신 스스로의 가능성으로부터 Dasein은 스스로를   
                                    이해한다.
                                              : 이러한 가능성을 Dasein은 스스로 선택하든지 는 그 가능성 안에 빠지든지 는 이미   
                                                그 때 그 때 그 가능성 안에서 성장하든지 한다.
                                  : 은 얻거나 잃는 방식으로 단지 그 때 그 때의 Dasein 스스로에 의해서만 결정 될 뿐이다.
                                              : 실존의 물음은 스스로 실존함을 통해서만 순수하게 된다.
                          : 그리고 Dasein 자신의 이해(Verständnis, 12, 실존하는 Dasein 자신의 이해)를 우리는 실존 인(existenzielle, 12)  
                            것(이해, 실존범주)이라고 부른다.
                                              : 이 이해가 실존의 물음을 이끌고 감 - 바로 이 실존의 물음이 Dasein의 존재 인 심사  
                                                항(Angelegenheit, 용건,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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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존의 물음은 실존을 구성하는 것의 분해(Auseinanderlegung, 12, 설명)을 겨   
                                                         지, 실존의 존재론 인 구조의 이론 인 통찰이 아니다.
                          : 그리고 이러한 실존 인 것들의 구조연 (Zusammenhang, 12)을 우리는 실존성(Existenzialtät)이라고 부른다.
                                  : 그리고 이것의 분석은 실존 인(existenzielle)이해가 아니라, 실존론 인(existenzialen, 12)이해의 특성을  
                                    지닌다.
                                              : Dasein의 실존론 인 분석의 임무는 Dasein의 존재 인 틀에 있어서의  그것의 가능성과  
                                                필연성의 에서 주어진다.
                                              : 그러나 있는 이것(이 존재자)의 존재론 인 분석은 이미 그 때 그 때의 실존성의 선취     
                                                (Vorgängigen Hinblicknahme, 13)를 필요로한다. 
                                  : 이 실존성이 바로 실존하고 있는 것의 존재 틀이다.

                           : 그러나 Dasein에게는 하나의 세계 안의 존재가 본질 으로(Wesenschaft, 13)속한다.
                                  : 그래서 Dasein에게 속하는 있음(존재)이해는 세계와같은 어떤 것의 이해이며, 세계 내에서 근하고 있  
                                    는 것의 있음이해이다.

    ‘있음(존재)은 무엇인가?’가 아니라 ‘있음의 감각은 무엇인가?’ 라는 있음(존재)의 감각에 한 물음은, 올바르

게 이해된 존재론 인 탐구들에 따르면, 귀한 통의 단순한 수용과 불투명한 요구들에 한 우 로서, 그것들에 

한 사태 -학문 인 우 이다. 그래서 그러한 탐구는 그러한 존재(있음)물음에게 존재론 인 우 를 다. 비록 

이러한 우 가 유일한 우 는 아니긴 해도 말이다. 

    먼  이러한 있음물음은 학문들의 가능성의 아 리오리한 조건이다. 학문은 그 고 그 게 있는 것으로서의 

있는 것을 탐구하면서 늘 어떤 있음이해 안에서 움직인다. 그래서 이러한 실증 인 학문들은 존재 인 물음을 던

지면서, 특정한 사태 역을 자신의 조사 상으로 삼아 그것을 역사, 자연, 공간, 생명, 언어, 등 등으로 주제화한

다. 개별 학문에 의해 처음으로 고정된 그 역은, 비록 처음에는 소박하고 거치나, 선 학문 인 경험과 있는 것 

그 때 그 때의 있음인 있음구획-있음구획 안에서 사태 역 그 자체가 한계지워진다-의 해명을 통해 밝 지고, 이

에 따라 학문은 완수된다. 이러한 탐구의 진보는 사태의 성장하는 인식으로부터 유래하는 그 때 그 때 역의 근

본 틀에 한 물음들 안에서 수행된다-그래서 학문은 Dasein의 있음방식이다. 학문들 안에서 Dasein은 있는 것에 

한 태도를 취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해당 학문의 근본개념들이 생겨나, 그 사태 역의 구체 인 첫 추리를 

한 실마리로 된다. 바로 이러한 근본개념 안에서 학문의 본래 인 움직임이 이루어진다. 근본개념이란 그것 안

에서 학문의 상의 근거가 되는 사태 역이 이해되는 규정이다. 그리고 이 사태 역은 있는 것 자체의 구획 안

에서 얻어진다. 그러는 한 이러한 근본 개념을 길러내는, 이러한 근본개념에 선행하는 탐구는 그 있음의 근본 틀 

에서의 이러한 있는 것의 설명이외의 그 어느 것도 아니다. 이러한 탐구는 반드시 실증학문들 보다 선행되어야

만 한다. 그 학문들의 근거를 부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학문들의 이러한 근거 부여는 그 이후의 작업인, 그리

고 자신의 방법을 통해 어떤 학문의 그 때 그 때의 입장을 조사하는 논리학과는 근본 으로 구분된다. 특정한 있

음 역으로 앞질러 뛰어 들어가, 그 있음의 틀 안에서 그것을 가장 먼  개시하며, 그리고 획득된 구조를 실증학

문으로 하여  물음을 통한 지침으로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생산 인 논리이기 때문이다. 바로 이러한 생산 인 

논리가 철학 인 첫 번째 것이다. 그러나 그 역사성을 통한 본래 으로 역사 으로 있는 것들의 해석으로서의 이

러한 생산논리는 그래서 역사의 개념형성 이론도 역사 인 인식이론도 역사의 상으로서의 역사이론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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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칸트의 순수이성비 의 실제 인 이득은 자연일반에 속하는 것을 드러내기 한 그 싹에 있는 것이지, 그 

인식이론에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칸트의 선험논리는 자연이라는 있음 역의 아 리오리한 사태논리이다. 그

러나 이런 물음-가장 넓은 의미로 받아들여진, 즉 존재론  제 방향과 제 경향에 의존하지 않는 존재론-은 하나

의 실마리를 필요로한다.

    나아가서 있음물음은 존재론 그 자체의 조건이기도하다. 닫 진 여러 범주체계로 이루어진 그런 모든 존재론

들은 근본 으로 맹목이며, 자신의 본래의도를 뒤집어 버리기 때문이다. 소  범주들은 Dasein 이지 않는 있음 

양식의 있는 것에 속하는 존재론 인 특성을 지닌 것들로서, 하나의 재자 >안의< 존재 인 있음 양식에 속한

다. 그래서 이러한 존재론은 있음의 여러 감각을 풍족하게 설명할 수 없으며, 있음해명을 자신의 근본과제로 지

닐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존재론 인 물음은 존재 인 물음에 근원 으로 립한다. 그럼에도 소박하고 불투명

하다. 있는 것의 있음에 따른 그 뒤늦은 탐구들은 있음 일반의 감각을 논구하지 않으며, 그래서 있음에 한 선 

이해를 필요로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Dasein 이지 않는 있음특성의 있는 것을 주제로 삼는 이러한 존재론은  

Dasein 자신의 존재론 인 구조 안에서 근거지워지고 동기 부여된다. 하나의 세계 안의 있음은 본질 으로 

Dasein에게 속하므로 그 다. Dasein 자신의 존재론 인 존재구조는 그 안에 선 존재론 인 있음의 이해 규정을 

포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른 모든 존재론이 유래하는 기  존재론은 Dasein의 실존론 인 분석 안에서 추구

된다.

    그러나 있음물음의 우 는 존재론 인 우 만을 지니는 것이 아니라, 존재 인 우 도 지닌다. 존재  우

는 실존의 실존성의 해명 가능성이 성립함과 더불어 부유하게 근거 지워진 존재론 인 문제 일반의 착수 가능성

이 성립함과 함께 분명해진다. 이러한 성립은 철학 으로 탐구하는 물음들이 스스로를 그 때 그 때 실존하는 Da 

-sein의 존재 가능성으로서 실존 으로 포착할 때만 가능하다. 실존 인 즉 존재 인 분석에 궁극 으로 실존론

인 분석은 그 뿌리를 둔다. 바로 이러한 Dasein( 존)의 실존론 인 분석 안에서 기  존재론-다른 모든 것(존

재론)은 이러한 기  존재론으로부터 비로서 유래한다-이 반드시 추구되어야 한다. Dasein이 그것에 해 어떠한 

태도를 취할 수 있는 그리고 항상 어떻게든 태도를 취하는 바로 그 있음 자체를 우리는 실존이라고 부른다. 그래

서 Dasein은 항상 자신의 실존으로부터 스스로를 이해한다. 자기로 는 자기가 아닌 것으로 있을 자기 자신의 

가능성으로부터 Dasein은 스스로를 이해한다. 그리고 이러한 가능성을 Dasein은 스스로 선택하든지 는 그 가능

성 안에 빠지든지 는 이미 그 때 그 때 그 가능성 안에서 성장하든지 않다. 실존은 얻거나 잃는 반식으로 단지 

그 때 그 때의 Dasein 자신에 의해서만 결정 될 뿐이다. 실존의 물음은 스스로 실존함을 통해서만 결말이 난다. 

실존함 자체를 이끌고 가는 이 때의 이해(실존함 자체에 한 주도 인 이해)를 우리는 실존 인 이해라고 부른

다. Daein의 존재 인 심사는 바로 이러한 실존의 물음이다. 실존의 물음은 실존을 구성하는 것에 한 해명을 

겨 지, 실존의 존재론 인 구조의 이론 인 통찰이 아니다. 그리고 이 게 실존을 구성하는 것들의 구조 연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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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실존성이라고 부른다. 나아가서 이 실존성의 분석은 실존 인 이해가 아니라, 실존론 인 이해 라는 특성

을 지닌다. 그리고 Dasein의 실존론 인 분석의 임무는 Dasein의 존재 인 틀에 있어서의 그것의 가능성과 필연

성의 에서 주어진다. 그러나 있는 이것(이 존재자)의 존재론 인 분석은 이미 그 때 그 때의 실존성의 선취

를 필요로한다. 이 실존성이 바로 실존하고 있는 것의 존재 틀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Dasein은 다른 있는 모든 것에 앞선 다양한 우 를 지닌다. 먼  Dasein은 있음의 우 를 지닌다. 다

시 말해 Dasein은 있는 것의 표본이다. 첫 번째로 있음의 감각은 무엇인가? 라고 묻어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Dasein의 특성에 의해 있는 것이 있음물음 그 자체와 련하기 때문에 Dasein은 그 자체 있음(존재)우 를 지닌

다. 그래서 Dasein은 있는 다른 것 보다 도드라진다. 자신의 있음에 있어 있는 이것에게 이 있음이 문제삼아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존재 으로 도드라진다-이 도드라짐으로부터 분석이 시작됨-. 그리고 Dasein이 존재 으로 도

드라진다는 것은 그것이 존재론 으로 있다는 것에서 성립한다. [그러나] Dasein은 인간, 곧 있는 이것(이 존재자)

이다. 있는 이것에게 고유한 것은 그이 있음과 함께 그리고 그의 있음을 통해 있는 이것 자신이 열려진다는 것, 

그리고 Dasein의 있음 규정은 그 지체 있음이해이라는 것이다. 있음의 감각은 무엇인가? 라는 있음 물음은 묻고 

있는 것을 그의 있음에 있어 통찰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게 묻고 있는] Dasein은 그래서 그의 있음에 있어 이 

있음(있는 이것)과 있음 계를 맺는다. 바로 이것이 Dasein의 있음구조(틀)이다. 그래서 Dasein은 그 때 그 때 묻

고 있는 것이며 그리고 무엇 보다도 그 물음의 있음 가능성을 지니는 것이다. 따라서 Dasein은 다른 있는 모든 

것에 앞서 존재 인 우 를 지닌다. 있는 이것이 그의 있음에 있어 실존을 통해 규정되기 때문이다. 

    나아가서 Dasein은  다른 있는 모든 것에 앞서 존재론 인 우 를 지닌다. Dasein은 자신의 실존규정성의 근

거 에서 자기 자신에게 실존론 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Dasein의  있음 양상이 있음에 주목함, 있음의 이해와 

악, 선택들이다. 그리고 있는 이것의 있음 양식을 인간의 그 태도들로서 취하여진 것이 학문이다. 

    나아가서 Dasein은 모든 존재론의 가능성의 존재 -존재론 인 조건으로서 세 번째 우 를 지닌다. Dasein

이지 않는 있는 모든 것의 있음 이해가 이제 동일하게 Dasein에게 실존이해의 본질 인 구성요소로서 속하기 때

문이다.

    이 게 Dasein은 있는 다른 모든 것에 앞서 먼  묻고 있는 자로서 우리에게 알려진다. 이러한 Dasein에게는 

하나의 세계 안의 존재가 본질 으로 속한다. 그래서 Dasein에게 속하는 있음(존재)이해는 세계와 같은 어떤 것

의 이해이며, 세계 내에서 근하고 있는 것의 있음이해이다.

    [(소 희 감수, 110-116) 3) 존재의 실존론 인 분석론 ......

    하이데거의 기본 인 생각에 따르면, 존재문제가 하난의 물음(Fragen)인한, 그것에는 삼 의 구조계기가 있

다. 즉 ‘물어지고 있는 것'(Gefragtes), ’물음이 걸리는 것‘(Befragtes), ’물어 밝히고져 하는 것‘(Erfragtes)이 그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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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이 때, ’물어지고 있는 것‘은 ’존재‘이며, ’물음이 걸리는 것‘은 ’ 존재‘(Dasein)라고 하는 인간, 즉 ’물음 그 

자체를 존재 가능성으로서 가지고 있는 우리들 자신‘이며, ’물어 밝히고자 하는 것‘은 ’존재의 의미‘이다. 하이데거

는 ’ 존재라고 하는 성격을 지닌 존재자‘에게 ’물음을 던져서‘, ’존재‘를 묻고, 궁극 으로 그 ’의미‘를 ’물어 밝히

고자‘ 하는 것이다. 존재 분석의 의의는 바로 여기에 있다.

    그 다면 존재해명을 해 다른 수 많은 존재자들을 제쳐두고 왜 하필 존재가 채택되는가. 왜 그는 존재 

분석으로부터 존재론을 시작하는가. 이 채택은 임의의 것이 아니라, 존재야 말로 하나의 ‘특별한 범례  존재자’

이기 때문이다. 왜 존재가 범례  존재자인가. 그것은 존재가 이미 항상 어떤 존재이해 안에서 움직이고 있

다고 하는 , 즉 ‘평균 이고 막연한 존재이해’를 ‘ 사실’로서, 그리고 ‘본질기구’로서, 그리고 그 자신의 ‘존재규

정성’으로서 가지고 있다고 하는 , 더욱이 그것응로부터 존재의 의미를 명시 으로 묻는 물음과, 존재의 개념에 

도달하고자 하는 경향이 생긴다고 하는 에서 ‘우 ’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보다 엄 하게 말하자면, 그것이 세

가지의 ‘우 ’, 즉 ‘존재 (ontischer)우 ’와 ‘존재론 (ontologischer)우 ’ 그리고 ‘제3의 우 ’를 지니고있기 때문

이다. 이것은 각각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선 존재가 존재  우 를 갖는 것은, 그것이 자신의 존재에 있어서 이 

존재 자체에로 련되어 간다고 하는 것이 문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자신의 존재에 있어서 이 존재에로 태도

를 취하는 어떤 존재 계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 즉 그것이 이러 러한 태도를 취할 수가 있으며, 한 항상 

그 어떤 방식으로 태도를 취하고 있는 존재자체 즉 ‘실존’(Existenz)을 갖는다고 하는 것, 따라서 결국 그것이 그

때그때 이미 자신의 존재에 있어서, 이 물음에 있어서 물어지고 있는 바로 그것에로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존재론  우 를 갖는다는 것은, 그것이 자신의 실존규정성에 기 하여 자기 자신에 즉해서 ‘존재

론 ’이라고 하는 것, 즉 ‘ 존재가 [본래] 존재론 으로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다. 쉽게 말하자면 존재는 

애당  존재가 무엇인지 이해하고 그것을 문제삼는 자라는 에서 특별하다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제3의 우 를 

갖는다고 하는 것은, 존재에게 이상의 두 가지 우 와 등 근원 으로, 모든 비 존재  존재자의 존재의 이해

가 귀속한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곧 ’모든 존재론을 가능 하는 존재 ․존재론  조건이기도 하다. 이는 곧, 

이 존재론 인 존재의 존재이해 안에, [ 존재에게 ‘세계-내-존재’라고 하는 것이 본질상 속하고 있는한] ‘세계’

의 이해와, ‘세계내부에서 근가능한 존재자의 존재’의 이해가 등근원 으로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존재의 

실존론  분석론을 통해서, 그로부터 비 존재  존재자를 주제로 하는 제 존재론등 기타 모든 존재론이 비로서 

생겨날 수가 있다는 것이다. 존재가 모든 존재론의 가능조건이라고 하는 바로 이 으로 해서 존재의 실존론

 분석론은 ‘기  존재론’(Fundamentalontologie)의 성격을 갖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제3의 우 를 우리는 

‘기 존재론  우 ’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바로 이상과 같은 이유로 말미암아, 존재문제는 존재에 정 하게 되며, 존재 자신에 속하고 있는 어떤 

본질상의 존재경향의 철 화라고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지 않으면 안된다. 존재론이 존재 분석엣 시작되는 까닭

이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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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그는 ‘실존 ’(existenziell)이라는 것과 ‘실존론 ’(existenzial)이라는 것을 구분한다. 자신의 실존의 문

제를 각자가 개인 인 차원에서 그때그때 실제로 수행해 나가는 것, 즉 지도 인 존재 자신의 이해를 ‘실존 ’

이라고 한다. 그리고 실존의 존재론 구조, 실존을 구성하고 있는 바로 그것의 연 , 즉 ‘실존성’(Existenyialität)

을 해석해 나가는 것을 ‘실존론 ’이라고 그는 말한다. 말하자면 개인 인 차원이 아니라 보편 인 체  연  

내지 구조에 한 이론 인 심․태도가 곧 실존론 인 것이다. 존재  심사로서의 ‘실존’을 해서는 존재론

 구조가 이론 으로 통찰될 필요는 없지만, 이 존재론  구조 자체를 묻는 것(즉 철학  인식)은, 실존 인 것 

자체와는 그 차원이 다르며, 따라서 그 성격도 다르다. 그것은 ‘실존론 ’ 성격을 띠게 된다. 이러한 성격을 갖기 

때문에 존재의 분석론은 다름아닌 ‘실존론  분석론’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존재의 실존론  분석론의 실제 인 수행에는 특유의 곤란들이 있다. 즉 존재가 우 를 갖는

다고 해서, 그 존재가 존재 ․존재론 으로 제1차 으로 주어져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다.

    이것은 존재가 우리들 자신이므로 ‘존재 ’(ontisch)으로는 ‘가장 가까운 것’이지만, ‘존재론 ’(ontolgisch)

으로는 ‘가장 먼 것’이며, 그런 한 편, ‘선존재론 ’(vorontologisch)으로  ‘미지의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과 

련된다. 여기서 존재론 으로 가장 멀다고 하는 것이 문제이다. 우리 자신의 일이라고 해서 쉽사라 방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들의 인식능력이 결함투성이라든가, 한 개념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존재 자신이 본질 으로 자기자신에 해서 보다 자신의 바깥에 있는 존재자 내지 ‘세계’

에 해 심을 갖고 그것들과 련해서 자신의 존재를 이해하는 경향을 지니고 있다는 뜻이다. 이것을 그는 

존재 해석에 한 세계이해의 존재론  반 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컨  철학  심리학, 인간학, 윤리학, 정치학, 시작(詩作), 기  역사기술 등이 그때그때 서로 다

른 형태로 제공하는 존재 해석에 우리가 무비 으로 의지하기 쉽다고 하는 어려움도 있다. 이러한 해석들은 

실존론 으로 제 로 수행되었는지 의문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그것들에 의존하지 않고, 오히려 존재의 근원

 구조들을 존재문제 자체에 명시 으로 방향을 정하면서 충분히 두드러진 것으로 만들어 나가 그것들을 재 검

토해 보지 않으면 않된다.

    그런면 이 존재 분석은 어떻게 수행되어야 하는가. 우선 소극 인 형태로는, 이것에 치 않는 방식을 

배제해야 한다. 즉 존재나 실성에 한 자의 인 이념을, 비록 그것이 자명한 것일지라도, 존재에게 구성 ․

독단 으로 용해서는 안되고, 나아가 그러한 이념에 기 한 ‘범주들’이 존재론 으로 검토되지도 않고 존재에

게 강제되어서는 안된다. 그리고 극 인 형태로는, 존재가, ‘자기자신에 즉해서, 자시자신 쪽으로부터, 자기를 

내보일 수 있다는 것에 근거해서 존재 해석의 양식이 추구되어야 한다. 즉 그것은 상학 으로 수행되어야한

다.

    이상과 같은 존재의 실존론 인 분석론은 무차별 이고 우선 개 존재하는 상태 즉 ‘평균 인 일상

성’(durchschnittlische Alltäglischkeit)을 그 출발 으로 해서 추진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존재는 어떤 특정한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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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으로 실존하는 차별의 모습에 있어서 해석되어서는 않되기 때문이다. 평균  일상성6)이라고 해서, 이것이 ‘이무

것도 아닌 것’, 시시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것은 존재의 한 극 인 상  성격으로, 이 존재양식으로부터 

출발해서 이 존재양식 안으로 되 돌아오는 것이, 모든 실존하는 것의 있는 그 로의 모습이다. 따라서 이것은 

존재의 미개한 단계도 물론 아니며, 한 희미한 무규정성이라고 하는 의미에서의 평균 인 구조들이나, 임의

이고 우연 인 구조들도 아니다. 여기서는 오히려 본질상의 구조들, 즉 사실 인 존재의 모든 존재양식 안에 

그 존재를 규정하는 구조임을 시종일  견지하는, 그러한 것이 밝 지게 된다.

    존재의 실존성에 기 해서 규정되는 이러한 존재성격, 실존구조를 그는 ‘실존범주’(Existenzial)라고 하여, 

이른바 비 존재  존재자의 존재규정들인 ‘범주’(Kategorien)와 구별짓는다. 이 두 가지가 존재성격의 두 근본가

능성이다. 존재의 분석론에서는 이 의 실존범주가 철 하게 규명된다. 그리고 바로 이것의 구체 인 내용이 

존재와 시간의 본론부에서 개된, 존재의 존재와 련된 실질 인 내실이다.

   한가지 주의해 두어야 할 것은, 이상과 같은 존재의 분석론이 어디까지나 존재에 한 물음을 완성한다는 

주도 인 괴제를 겨냥하는 한, 완벽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오히려 어디까지나 ‘잠정 ’이라고 하는 것이다. 따라

서 이 분석은 존재의 완벽한 존재론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근원 인 존재해석을 한 지평으로부터 방

해물을 제거하는 비로서 ‘ 비 인’ 것이며, 이 지평이 획득된 후에는 고차의 본래 인 존재론  토 에서 다

시  반복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사실로부터, 이 분석론은 모든 심리학, 인간학, 그리고 생물학과도 구별되며, 그것들에 ‘선행한다’

는 성격을 갖는다.

    이상으로 하이데거가 존재문제에로 근하는 통로로서 제시한 존재의 실존론  분석론이 일단 윤 지워졌

다. 말하자면 여기서는 존재를 탐구하기 해서 어떠한 존재자에 거해야 하는가 하는 것, 왜 그래야 하는가 하

는 것, 그리고 그 존재자의 어떠한 을 보아야 하는가 하는 것, 이것이 비 으로 해명된 셈이다. 

    

6) 평균 일상성은, 존재의 존재 인 ‘우선 개’(zunächst und zumeist)의 존재양식을 이루므로 존재의 설명

에 있어서 거듭 건  뛰어졌으며,  건 뛰어지고 있다. 즉 존재 으로는 가장 가까운 숙지의 것이 존재론 으

로는 가장 먼 것으로, 인식되어져 있지 않으며, 한 그 존재론  의의에 있어서는 끊임없이 간과되고 있다고 하

는 을 그는 지 한다(SZ 4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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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재론의 역사의 해체에 하여 논하라 ]

                                        [ Text : Sein uns Zeit, §6 ]

    [(소 희 감수, 116-126) 4) 존재론의 역사  해체

    이상의 논의를 통해 우리는 하이데거가 그의 기에 있어 ‘어떻게’ 그의 근본주제인 존재에 근해 가는지를 

이미 충분히 악한 셈이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지 해 둘 필요가 있다. 그것이 곧 ‘존재론의 역사의 

해체(Destruktion der Geschichte der Ontologie)이다.



                                        존재의 의미는 시간이다.
                       존재론  차이-존재와 존재자의 구분-의 가능조건은 시간성이다.

(김 익성)                                                                  존재론 논자시 답안 - 하이데거

64) 시간과 시간성의 차이에 해 논하라(1996석사1학기) - 시간과 시간의 가능성을 ( 를 들어) 구분하고, 
시간을 시간성으로 환원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시오(1997년2학기) - 시간과 시간성의 차이를 설명하시오
(1991석사2학기) - 時間과 時間性은 어떻게 다른가? 를 들어 설명하시오(1991석사1학기) - 시간과 시간성
을 구별해 보시오(1993석사2학기) ⇔ 76) 하이데거에서 ‘존재’(Sein)와 ‘시간’(Zeit)의 계를 밝히시오(1995
박사1학기) ⇔ 68) 존재 (ontisch) 인식과 존재론 (ontologisch) 인식의 차이에 해 논하시오(1992박사1
학기) - 존재  인식과 존재론  인식을 구별해 보시오(1992박사2학기) - 존재  인식과 존재론  인식의 
차이를 구명하시오(1993석사2학기) - 존재  인식과 존재론  인식에 해 논하라(1996박사1학기) - 존재  
인식과 존재론  인식의 차이(소  존재론  차이)에 해 설명하시오(1997년2학기) - 존재자와 존재의 존
재론  차이에 해 논하시오(1998년1학기) - 존재론  차이(ontologische Differenz)에 해 서술하시오
(1992석사1학기) - ‘존재론  차이’에 해 약술하시오(1994박사2학기) - 존재 (omtisch) 인식과 존재론
(ontologisch) 인식의 차이에 해 논하시오(1998년2학기) 

     [ Text : Die Grundprobleme der Phänomenoloogy(XXIV), S.321-471 ; 김종욱박사논문(1998,7) ]

Die ontologische Differnz - Der Unterschied von Sein und Seiendem(321쪽 ; 56쪽)

                                              : 이 구분은 존재론 이 에(vorontologisch, ; 45)Dasein의 실존 안에 잠재해 있다 - 명확하  
                                                                                                             게 알려져 있지는 않다.
                                                      : 그러나 이 양자를 차이나는 것으로 (인식)이해 할 때 양자의 구분은 존재론 인   
                                                         차이(Differenz)가 된다.

    : 는 존재는 존재자가 아니라고(SZ 4 ; 45)차이 지우는 것을 말한다.

               : 이들이 처해 있는 상태 자체가 상이하다.
                                : 존재자는 경험과 지식과 포착에 의해 발견되고 규정되지만 이것들과 독립해 있다.

                                : 반면 존재는 오직 존재의 이해 가운데 있다. - 존재이해는 이 존재자의 존재이해에 속한다.
                                       존재는 개념 으로 악되지 않을 수는 있으나, 완 히 이해되지 않은채로 있을 수는 없다.

                                  
                      : 존재자는 이해되는 존재를 기반으로해서 발견된다 - 이 때 존재자의 존재는 그 자신 존재자는 아니다 - 존재자를   
                        존재자로 규정하는 것인 존재가 자신에 의해 규정되는 존재자와 동일할 수 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 바로 이 존재가 규정되는 그 존재자의 존재 틀(Seinsverfassung ; 45).

                       : 따라서 존재론 인 차이란 존재자가 그 때 그 때 어떤 특정한 존재 틀에 의해 규정지워져 있다는 것을 뜻하는 말  
                         이기도 하다.

                : 그래서 이 양자의 구분이 완수되어 그 차이가 드러 날 때 존재자에 한 존재 인 고찰로부터 존재를 존재론 으로 주제  
                  화 할 수 있다.

                       : 즉 존재에 한 학문으로서의 존재론의 성립 가능성이 주어진다.
                                 : 따라서 존재론 인 차이는 존재론의 가능근거가 된다.
                                         : 그 다면 존재의 실존론 인 분석론은 존재의 근본 틀을 해명하므로 기  존재론이 된다.
                       : 따라서 존재론 인 차이는 존재의 실존론 인 분석론을 통해서만 제 로 수행 될 수 있다.

    : 의 가능조건은 시간성(Zeitlichkeit, SZ 334-397 ; GP 324-429)이다.

                : 존재와 존재자의 구분이 존재자가 개시되어 열려있는(Erschossenheit des Seins, ; 46)존재의 이해에 의거하여 존재자가 발  
                  견된다는 존재의 실존 인 사태 속에서 이루어진다면,
                        : 바로 이러한 존재의 이해는 시간성에 의해서 가능  되며, 이러한 존재이해를 바탕으로 존재론  차이 역시 시간  
                          성에 의해서 가능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 존재이해의 가능조건으로서의 이러한 시간성을 하이데거는 존재시성(Temporalität, GP 389, 일시성 ; 소 희감수, 234), 존  
                  재시간성)이라고 한다.
                        : 시간성은 우리가 존재라고 부르는 존재자의 존재의미이다.
                                   : 1)시간은 그 속에서 모든 존재이해가 이루어지는 지평이다.
                                   : 2)시간은 이처럼 존재에 한 이해의 지평(의미)이 된다.
                                           : 바로 ‘1)’과 ‘2)’의 뜻에서 존재의 의미는 시간이다.
                        : 그리고 존재 체성의 실존론 이고 존재론 인 틀은 바로 이 시간성에 근거한다.
                                   : 다시말해 Dasein은 시간이라는 지평에서 존재를 이해하며 그리고 이러한 시간성은 존재의 Sorge(염  
                                     려, 마음 )의 존재론 인 의미라는 것이다.
                        : 시간성은 존재를 이루는 근본 틀의 가능조건이기 때문에,
                                   : 시간성은 존재의 근본틀인 월과 존재이해의 가능조건이며
                                   : 시간성은 이러한 이해에 기 를 둔 지향성들의 가능조건이 되기도 한다.

Zeitlichkeit(SZ 234 ; GP 323)



                                      시간성은 탈자 그 자체이다.
                             탈자 으로 열려져 알려지는 시간성이 시간이다.

존재론 논자시 답안 - 하이데거                                                                  (김 익성)

Zeitlichkeit(SZ 234 ; GP 323)

    : 은 Dasein의 실존성의 근원 인 존재론  근거이다 - Sorge(염려, 마음 )로서의 Dasein의 존재의 분 된 구조 체성은  
                                                                      비로서 시간성으로부터 실존 으로 이해된다.

                       : 일상성(Alltägkichkeit, SZ, 234)은 시간성의 양상으로 드러난 것이다.

             : 만약 시간성이 Dasein의 근원 인 존재감각을 결정하나(ausmachen), 그 있음에 있어 이 존재자가 존재자체에(diese Selbst,    
               235) 여한다면 
                       : Sorge는 반드시 >시간<울 필요로하며 그에 따라 >시간<을 고려해야만 한다.
                               : Dasein의 시간성이 >시간계산(ZeitRechnung)<을 형성한다면 그 경험 인 >시간<은 시간성의 가장 근   
                                 한 상  측면일 것이다.
                                       : 시간성으로부터 일상 이고-통속 인 시간이해가 성장한다. 그리고 이것이 통 인 시간개념.

             : >그 안에서< 세계내부 인 존재자가 만나는 >시간<의 근원의 해명-내 시간성으로서의 시간의 근원해명-은 시간성의 본질  
              인 시간화 가능성을 나타낸다.
                                       : 이와 더불어 시간성의 근원 인 시간화(Zeitigung, 235, 시숙, 時熟)를 한 이해가 비된다.
                       : 시간성 안에서 Dasein의 존재를 한 구성 인 존재이해가 근거지워진다 - 존재 일반의 감각의 기획은 시간의 지  
                         평 안에서 완수된다.

    : 은 탈자 (ekstatisch, 408 ; 논자아리 69-71)-지평 인 Da의 트임성(Gelichtethiet, 408, 밝 져 있음, 원조명,  
                                                元照明)을 구성한다 -- 시간성은 근원 으로 탈-자 그 자체이다(§65)

             : 이 때문에 시간성은 이미 항상 Da 안에서 해석(auslegbar)될 수 있으며, 그와 함께 알려진다.

                       : 그리고 우리는 해석하는(sich auslegende, 408) 재들을 >시간<이라고 부른다.
                               : 이러한 배려하는 해석성 안에서만 우선 으로 그리고 개 시간성은 알려진다.
                                                                   : 탈자 으로 열려져 알려지는 것으로서의 시간.
                                       : 즉 >지 <안에서 언표되는(angesprochene, 408)해석된 것들(Ausgelegte, 408).
                                               : 은 존재자의 재를 해석하므로 >지 , Da,......<안에 재의 탈자 인 성격이 놓인다.
                                               : 과 >그리고 나서<와 >그 당시<의 시간 측정 가능성(Datierbarkeit, 408)은 시간성의 탈   
                                                 자 인 틀의 반 (widerschein, 408)이다.
                                                         : 그 때문에 시간측정가능성은 언표된 시간 자체를 해 본질 이다.
                                                         : 시간 측정가능성의 구조는 시간성의 근간(stamme, 408)으로부터의 이 자체 시  
                                                           간이 있다는 것을 한 증거(Belag)이다.
                                                                    : >지 <, >dann<, >damal<의 해석하는 언표들은 가장 근원 인   
                                                                      시간 진술(Zeitangabe, 408)이다.
                               : 그럼에도 시간의 >직 인< 이해성과 인지성은 언표된 시간의 그 안에서 시간화된(zietigende, 408, 시숙  
                                 된)근원 뿐 아니라 근원 인 시간성 자체가 알려지지 않고 포착되지 않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

              : 시간성의 탈자 인 통일성 안에서 이미 그 때 마다 Dasein은 그 자신에게 그-세계-안에-있음으로서 개시되며 이와함께 하   
                나의 세계 내 인 존재자 안에서 발견되기 때문에 해석된 시간도 이미 그 때 그 때 Da의 개시성 속에서 만나는 존재자로부  
                터의 하나의 시간 측정을 지닌다.
                                : 지 (jetzt, 408), da - 문을 두드리다.
                                : 지 , da - 나에게 책이 없다.
                         : 은 그러나 시간측정가능성과 더불어 주제화되지도 않고 그 자체 알려지지 않는 것으로서 이해 됨.

              : 이와 동일한 근원의 근거 에서 탈자 인 시간성으로부터 >지 <, >그리고나서<, >그 당시에<가 속하는 지평(Horizonte,   
                409)은 >오늘, wo<, >späterhin, wann<, >früher, da......<로서의 시간측정가능성을 지닌다.
                         : 실 으로 기투된 Dasein만이 단지 시간을 >취<할 수 있고 잃을 수 있다.
                                : 왜냐하면 Da의 탈자 으로 길어진(erstrchken, 410)시간성 안에서 근거지워지는 개시성과 더불어(mit) 이  
                                  [탈자 으로 길어진] 시간성으로서 그 Dasein에게 하나의 >시간<이 지정되기(beschieden ist, 410)때문이  
                                  다.

    : 은 그 자신 근원 인 >탈-자(Außer-Sich, 329)<자체 이다.

              : 그리고 장래, 기존성, 재 라고 성격지운 상들을 시간성의 탈자태(die Ekstasen, 329)라고 부른다.
                         : >자기를 향해<, >～에로 돌아와<, >～을 만나게 함<

              : 본래 인 시간성은 본래  장래로부터 시숙하고(zeitigt sich, 329), 그 게 해서 장래 으로 기존하면서 비로서 재를 일깨   
                운다 - 모든 탈자태의 통일에 있어서의 시숙(Zeitigung, 329)이 시간성의 본질이다.
                         : 장래는 근원 이고 본래 인 시간성의 일차 인 상이다 - 이러한 장래의 우 는 생 >시간<에서도 여 히  
                           우 로 나타난다.
                                : 시숙에 따라 시간성이 비 본래  시간성으로서의 소  >시간<을 시숙시킨다.
                                                                                  : 통속  이해에서 통용되는 >시간<
                                                                                  : 시작도 끝도 없는 순수한 ‘지 -연속’으로서의 시간  
                              : 이러한 >시간< 속에서 근원 인 시간의 탈자  성격이 수평화 된다 - 이것이 >시간<의 특성이다.

               : 시간성은 염려(Sorge, 마음 )의 의미이며, Sorge는 죽음에 이르는 존재이다.
                         : 자기의 종말을 향한 그런 존재에 있어서, 존재는 >죽음 속에 던져져<있을 수 있는 그런 존재자로서, 본래    
                           체 으로 실존한다.
                                : 근원 이고 본래 인 장래는 무성(Nichtigkeit, 무성, 無性)의 뛰어 넘을 수 없는 가능성으로서 실존하면서  



                      존재론  차이-존재와 존재자의 구분-의 가능조건은 시간성이다

(김 익성)                                                                  존재론 논자시 답안 - 하이데거

                                  ‘자기에게로’, 즉 ‘자기를 향해’ [다가옴]이다. 근원  장래의 탈자  성격은 이 근원  장래가 존재가능을  
                                  막아버려서, 즉 근원  장래 자체가 막  버려서, 그런 [완결된] 장래로서 무성(無性)을 결의해서 실존   
                                  으로 이해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바로 그 에 있다
                                          : ‘자기에게로 도래한다’는 것은 ‘가장 독자 인 무성(無性)가운데 실존한다’는 의미이다.

    [시간과 시간성의 구분은 존재와 존재자의 구분에 상응한다]

    존재와 존재자의 구분으로서의 존재론  차이는 존재는 존재자가 아니라고 차이지우는 것을 말한다. 이 양자

의 구분은 先존재론 으로 존재의 실존 안에 잠재해 있다-명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다. 그러나 이 양자가 차이

나는 것으로 이해 될 때 양자의 그 구분은 존재론 인 차이가 된다.

    이 두 가지는 처해 있는 상태가 상이(相異)하다. 존재자는 자신과 독립해 있는 경험과 지식과 포착에 의해 

발견되고 규정되는 반면 존재는 오직 존재의 이해-존재이해는 이 존재자의 존재이해에 속한다- 가운데에만 있

다. 존재는 개념 으로 악되지 않을 수는 있으나, 완 히 이해 되지 않은 채로 있을 수는 없다. 이해되는 존재

를 기반으로해서 존재자는 발견된다. 이때 존재자의 존재는 그 자신 존재자는 아니다. 존재자를 존재자로 규정하

는 것인 존재가 자신에 의해 규정되는 존재자와 동일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바로 이 존재가 규정되는 그 존재자

의 존재 틀이다. 따라서 존재론 인 차이란 존재자가 그 때 그 때 어떤 특정한 존재 틀에 의해 규정지워져 있다

는 것을 뜻하는 말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 양자의 구분이 완수되어 그 차이가 드러날 때 존재자에 한 존재 인 

고찰로부터 존재를 존재론 으로 주제화 할 수 있다. 즉 존재에 한 학문으로서의 존재론의 성립 가능성이 주어

진다. 따라서 존재론 인 차이는 존재론의 성립 가능근거가 된다. 그 다면 존재의 실존론 인 분석론은 존

재의 근본 틀을 해명하므로, 기  존재론이 된다. 따라서 존재론 인 차이는 존재의 실존론 인 분석론을 통해

서만 제 로 수행 될 수 있다.

    이제, 존재론 인 차이의 가능조건은 시간성이다. 만약 존재와 존재자의 구분이 존재자가 개시되여 열려 있

는 존재의 이해에 의거하여 존재자가 발견된다는 존재의 실존 인 사태 속에서 이루어진다면, 바로 이러한 존

재의 이해는 시간성에 의해서 가능 되며, 이러한 존재이해를 바탕으로 존재론  차이 역시 시간성에 의해 가능

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존재이해의 가능조건으로서의 이러한 시간성을 하이데거는 존재시성(存在時性, 일시성,

一時性, 존재시간성)이라고 한다. 시간성은 우리가 존재라고 부르는 존재자의 존재의미이다. 그리고 시간은 그 

속에서 모든 존재 이해가 이루어지는 지평이므로, 존재에 한 이해의 지평(의미)이 된ㄷ. 바로 이런 뜻에서 존재

의 의미는 시간이다. 그리고 존재의 체성의 실존론 이고 존재론 인 틀은 바로 이 시간성에 근거한다. 다시

말해 존재는 시간이라는 지평에서 존재를 이해하며 그리고 이러한 시간성은 존재의 Sorge(염려, 마음 )의 

존재론 인 의미라는 것이다. 따라서 존재를 이루는 근본 틀의 가능조건이기 때문에, 시간성은 존재인 근본 

틀인 월과 존재이해의 가능조건이며, 이러한 이해에 기 를둔 지향성들의 가능조건이 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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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재자와 존재의 구분은 시간과 시간성의 구분에 상응한다]

    [경험 인 >시간<은 시간성의 가장 가까운 상 인 한 측면이다. 그 다면 시간성으로부터 일상 이고-통

속 인 시간이해가 성립할 것이다. 시간성은 이미 항상 Da 안에서 해석될 수 있으며, 그와 함께 알려진다. 그리

고 우리는 해석하는 재들을 우리는 시간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탈자 으로 열려  알려지는 시간성이 시간이다. 

시간성은 그 자신 근원 인 >탈-자<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시간성은 (시간화)시숙에 따라 비 본래 인 시간성

으로서의 소  >시간<을 시숙시킨다. >시간<은 통속 인 이해에서 통용되는 >시간<으로서 시작도 끝도 없는 

순수한 ‘지 -연속’으로서의 시간이다. 이러한 >시간< 속에서 근원 인 시간의 탈자  성격이 수평화된다. 이것

이 >시간<의 특성이다]

    시간성은 Dasein의 실존성의 근원 인 존재론  근거이다. Sorge(염려, 마음 )로서의 Dasein의 존재의 분

된 구조 체성이 비로서 시간성으로부터 실존성으로부터 이해되기 때문이다.  일상성은 이러한 시간성의 양상으

로 드러난 것이다. 그래서 만약 시간성이 Dasein의 근원 인 존재감각을 이루나, 그 있음에 있어 있는 이것이 존

재자체에 여한다면 Sorge는 반드시 >시간<을 필요로하며, 그에 따라 >시간<을 고려해야만 한다. 그래서 만약 

Dasein의 시간성이 >시간계산<을 요구한다(이룬다)면, 경험 인 >시간<은 시간의 가장 가까운 상 인 한 측

면일 것이다. 그래서 시간성으로부터 일상 이고-통속 인 시간이해가 성립한다. 그리고 이것이 통 인 시간개

념이다. 나아가서 >그 안에서< 세계 내부 인 존재자가 만나는 >시간<의 근원 인 해명, 곧 내  시간성으로서

의 시간의 근원 해명은 시간성의 본질 인 시간화(時間化 ; 시숙, 時熟)의 가능성을 나타낸다. 이와 더불어 시간

성의 근원 인 시간화(시숙)을 한 이해가 비된다. 이와 함께 시간성 안에서 Dasein의 존재를 한 구성 인 

존재 이해가 근거지워진다. 존재 일반의 감각의 기획이 시간의 지평안에서 완수된다.

    나아가서 시간성은 탈자 -지평 인 Da의 트임성(밝 짐성, 원조명, 元照明)을 구성한다. 이 때문에 시간성은 

이미 항상 Da 안에서 해석될 수 있으며, 그와 함께 알려진다. 우리는 이 게 해석된 재들을 시간이라고 부른다. 

이러한 배려하는 해석성 안에서만 우선 으로 그리고 개 시간성은 알려진다.  그래서 시간성은 탈자 으로 열

려져 알려지는 것으로서의 시간이다. 다시말해 시간은 >지 < 안에서 언표되어 해석된 재들이다. 지 은 있는 

것의 재를 해석하므로, >지 , Da<안에 재의 탈자  성격이 놓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 <과 >그리고 나

서<와 >그 당시<의 시간 측정 가능성은 시간성의 탈자 인 틀의 반 이다. 그 때문에 시간 측정 가능성은  언

표된 시간 자체를 해 본질 이다. 시간측정가능성의 구조는 시간성의 근간으로부터의 이 자체 시간이 있다는 

것을 증거한다. 그리고 이러한 시간의 가장 근원 인 진술은 해석하는 언표들인 >지 <, >dann<, >damal< 등

이다. 그런데 시간의 >직 인< 이해성과 인지성은 언표된 시간의 그 안에서 시간화된(시숙되) 근원임에도 불

구하고, 근원 인 시간성 자체는 알려지지 않고 포착되지 않는다. 이제, Dasein은 시간성의 탈자 인 통일성 안에

서 이미 그 때 마다 그 자신에게 그-세계-안에-있음으로서 개시되며, 이와 함께 하나의 세계 내 인 존재자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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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발견되기 때문에, 해석된 시간도 이미 그 때 그 때 Da의 개시성 속에서 만나는 존재자로부터의 하나의 시

간 측정을 지니나--문을 두두리는 지  Da 는 나에게 책이 없는 지  Da 처럼 말이다--, 시간성은 시간측정

가능성과 더불어 주제화 되지도 않고 그 자체 알려지지 않는 것으로서 이해되기 때문이다. 실 으로 기투된 

Dasein만이 단지 시간을 >취<할 수 있고 잃을 수 있으므로 그 다. 왜냐하면 Da의 탈자 으로 길어진 시간성의 

안에서 근거지워지는 개시성과 더불어 이 탈자 으로 길어진 시간성으로서 그 Dasein에게 하나의 >시간<이 지

정되기 때문이다. 이와 동일한 근원의 근거 에서 탈자 인 시간성으로부터 >지 <, >그리고나서<, >그 당시에

<가 속하는 지형은 >오늘, wo<, >späterhin, wann<, >früher, da< 로서의 시간측정가능성을 지닌다.

    따라서 시간성은 그 자신 근원 인 >탈-자(脫-自)< 자체이다. 그리고 장래, 기존성, 재 라고 성격지워지는 

상들은 이러한 시간성의 탈자태(脫自態)라고 [하이데거는] 부른다. 장래( 來)에서는 >자기를 향하<며, 기존(旣

存)에서는 >～에로 돌아오<고, 재에서는 >～을 만난다<[소 회감수 208-209쪽 참조-이 셋을 시간성의 세 계

기로 표 하면서 간략히 설명하나 별로 깊이는 없다] 그런데 장래는 근원 이고 본래 인 시간성의 일차 인 

상이다. 그리고 이러한 장래의 우 는 생 인 >시간<에서도 여 히 우 로 나타난다. 이제, 시간성은 시간화하

면서(시숙에 따라) 비 본래 인 시간성으로서의 소  >시간<을, 곧 통속 으로 이해되는, 시작도 끝도 없는 순수

한 ‘지 -연속’으로서의 시간을 시간화한다(시숙시킨다). 이 게 이러한 >시간< 속에서 근원 인 시간의 탈  성

격이 수평화된다-바로 이것이 시간의 특성이다-. 따라서 >시간<에 따라 본래 인 시간성은 본래 인 장래로부터 

시간화(시숙)하므로, [Dasein]은 장래 으로 기존하면서 비로서 재를 일깨운다. 모든 탈자태의 이러한 통일 인 

시간화(시숙)가 시간성의 본질이다. 그런데 시간성은 염려(Sorge, 마음 )의 의미이며, 염려(念慮)는 죽음에 이르

는 존재이므로, 존재(Dasein)은 자기의 종말을 향한 그런 존재에 있어서, >죽음에 던져져< 있을 수 있는 그런 

존재자로서, 본래  체 으로 실존한다. 근원 이고 본래 인 장래는 없음을 뛰어 넘을 수 없는 가능성으로 실

존하면서 ‘자기에게로’, 즉 ‘자기를 향해’ [닥아 옴]이며, 근원 인 장래의 탈자  성격은 이 근원 인 장래가 존재

가능을 막아 버려서, 즉 근원  장래 자체가 막  버려서, 그런 [완결된] 장래로서 없음을 결의(決意)해서 실존

으로 이해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바로 그 에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자기에게로 다가 온다’는 것은 ‘가장 독

자인 없음 가운데 실존한다’는 뜻이다.

    [ 시간성은 이미 항상 Da 안에서 해석되면서 >시간<으로 알려지나-그래서 시간성은 탈자 으로 열려져 알

려지는 시간이다-, 근원 인 시간성 자체는 알려지지도 않고 포착되지도 않는다. 시간성은 시간측정가능성과 더

불어 주제화 되지도 않고, 그 자체 알려지지도 않는 것으로서 이해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간은 시간성의 Da 안

에서의 자기 시간화(시숙화)로부터 유래하는 것이기는 해도, 시간성과 차이난다. 바로 이러한 차이가 존재자와 존

재의 차이로 상응한다. 그러나 시간성 는 일시성(존재시간성)이 시간과 존재를 매개한다는 소 희 선생(이수정

과 박찬국)의 아래의 견해는 시간성과 시간을 매개하는 일시성이 있는 것과 있음을 매개한다 라는 나의 견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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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되어야 하지 않을까? “ 시간성 안에서 Dasein의 있음 악이 근거지워지며(GP, 525), 그리고 있음이 시간으

로부터 이해 되며 포착되는 경우의 그런 조건으로서 만약 시간성이 기능한다면(fungiert, GP, 389)우리는 그 시간

성을 일시성(Tempralität, 같은 곳)이라고 이름하기(GP, 525, 389) ” 때문이다.

    “ (소 희 감수, 203-204) 하이데거는 시간이해를 존재이해를 한 비과제로 본다. 이 경우 그가 생각하는 

것은 ‘존재 자체’가 결코 ‘시간 안에서 존재하는 것’으로서의 ‘존재자’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성격이 ‘시간 ’이

라는 것이다. 여기서 시간 이란 시간 안에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니다. 그런데 이 용어는 

보통 시간 안에서 존재하고 있다는 의미에서만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혼란을 피하기 해 그는 그것 신에 ‘존

재시간 (temporal, 일시 , 一時的 ; 존재시성, 存在時性)’이라는 별도의 용어를 채택해, 이것을 시간에 기 하는 

존재와 그 성격들과 양태들의 근원 인 의미규정성으로서 사용한다 ”. “ (앞의 책, 225-226) 하이데거가 ‘ 존재의 

존재’인 ‘시간성’에 정 해서 시간을 해석하고 있다고 하는 것, 이 근원 인 시간성[소 희감수 209-212쪽에서는 

시간성의 근본특성을 네 가지로 요약하여 설명한다-1)시간은 시간성의 시숙으로서 마음 (Sorge)라는 구조의 구

성을 가능 한다 2)시간성은 본질상 탈자 이다 3)시간성은 근원 으로 도래로부터 시숙한다 4)근원 인 시간[시

간성]은 유한 이다]에 기 해서 소  세계시간[같은책 215-221쪽 참조, 거기에서 이들은 1)‘세계시간’은 ‘시간매김

이 가능한 것이다’ 2)‘세계시간’은 ‘펼쳐진 것이다’ 3)‘세계시간’은 ‘공공 이다’ 4)‘세계시간’은 ‘세계자체에 속하여있

다’ 라고 세계시간을 요약한다)이 가능해지며 세계시간의 완 한 구조가 시간성을으로부터 악된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세계시간이 평 화되고 계산됨으로서 ‘통속 인 시간개념’으로서의 ‘지 -시간[지 -시간에 한 요약

은 소 희감수 221-225쪽을 보라. 거기서 그들은 1)‘지 의 연속[지 -시간]은 ’그 어떤 사물  존재자‘로서 악

된다 2)’지 -시간‘은 ’ 단도 없으며 간격도 없다‘ 3) ’지 -시간‘은 ’무한하다‘ 4)’지 -시간‘은 ’되돌릴수 없는 잇

따름‘이다 5)통속  시간이해[지 -시간]’은 ‘시간의 근본 상을 ’지 ‘에 있어서. ․․․사람들이 ’ 재‘라 부르는 

순수한 지 에 있어서, 본다’ 이라고 지 을 요약한다]’이 생되어 나오며 이 지 -시간도 결국은 근원 인 인간

성으롭부터 발원한다고 하는 것, 이런 기본 인 생각들을 읽어 낼 수 있었다........비록 ‘존재시간성[일시성]’ 그 자

체에 한 본격 인 논의는 유보 됬지만[존재와 시간에서는 주제로 삼아지지 않으나 상학의 근본문제에서는 주

제로 삼아진다. 상학의 근본문제 §20. Zeitlichkeit und Temporalität(일시성)과 §21. Temporalität und 

Sein(384-429-452)를 참조하라], 우리는 이상을 통하여, ‘시간’과 [인간] 존재와의 근원 인 련성‘이 존재와 시

간에서의 하이데거의 시간 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만은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었다.

    바로 이 과 더불어, “ ‘존재’와 ‘ 존재’와의 근원 인 련성 ”을 그가 이 강조했던 것을 함께 생각해 

본다면, ‘시간’을 ‘존재’이해의 지평으로 보고자 한 그의 근본 인 착안 도 비로소 납득할 수 있게 된다. 즉 ‘시간

은 존재’와 근원 으로 련되어 있으며, 그 ‘ 존재는 존재와’ 근원 으로 련되어 있다. 따라서 ‘시간은 존재

와’ 근원 으로 련되어 있다고 그는 생각한 것이다. ‘ 존재’가, 특히 ‘ 존재의 시간성’이 ‘시간’과 ‘존재’를 매개



                                   시간성과 세계시간과 지 시간

(김 익성)                                                                  존재론 논자시 답안 - 하이데거

하고 있는 것이다. 지나치게 단순한 도식화일지 모르지만 어도 기 하이데거에게 이러한 착상이 있었으며 이

러한 도식하에서 그의 사유가 움직이고 있었다는 것은 그 결과를 놓고 볼 때 결코 부인할 수 없다. 하이데거 자

신이 존재와 시간 제1부 제 3편 시간과 존재의 새로운 완성(GP 1쪽)이라 규정하고 있는 상학의 근본문제들의 

마지막 부분, 19 20 21 의 제목이 각각 ‘시간과 시간성’, ‘시간성과 존재시간성’, ‘존재시간성과 존재’로 되어 있다

는 것은  해석과 련하여 볼 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즉 ‘시간성 내지 존재시간성’이 ‘시간’과 ‘존재’를 매개하

고 있다는 그의 착상이 여기에 명백히 드러나 있는 것이다. ”



                                            안에-있음

존재론 논자시 답안 - 하이데거                                                                  (김 익성)

72) ‘In-der-Welt-Sein’(세계내존재)라는 개념에서 ‘In-Sein’(내존재)이 가리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밝히시
오(1999년1학기) - 72-1) 하이데거의 세계내존재 개념이 갖는 철학사 인 의의에 해서 쓰시오(2000년2학
기) - 73) 하이데거의 ‘世界’ 개념을 설명하고, 이 ‘世界’가 갖는  철학  의의를 논하시오(1997년1학기) 
- 74) 하이데거의 Da-sein과 Dasein을 구별해서 설명하시오(1995석사2학기) - 70) 존재가능(Seinkönnen)
으로서의 ‘이해’(Verstehen)에 해 논하라(1994박사1학기).

                                  [ Text : Sein und Zeit ]

In-der-Welt-Sein → ‘ 그-세계-안에-있음 ’은 하나의 단일한 상(Phänomen, 있음과 시간, 53쪽)으로서,  Dasein의 아 리오리한 필  
                             연 인 구조(Verfasseung, 53쪽, 틀)이다.

In-Sein

    : 은 존재의 존재 틀을 뜻하는 하나의 실존론 인 범주(Existenzial, 54)이다.

                                 : 는 범주들(Kategoriale, 54)와 구분된다 - 존재론 인 범주들을 통해서는 근본 으로 악될 수 없다(55)
                                          : 존재론 인 특성임 - Dasein 이지 않는 존재 양식의 존재자에게 속하는 것들임.
                                                 : 어떤 재자(Vorhandenen, 54) >안의< 재  존재.
                                                         : 는 공간 >안에서< 넓 진 두 존재자들이 이러한 공간 안의 그들의 장소와 연  
                                                           되어 맺는 존재 계를 말한다.
                                                                 : 를들어 컵 >안의< 물, 옷장 >안의< 옷, 강의실 안의 의자, 학 안  
                                                                   의 강의실, 도시 안의 학, 세계 공간 안의 의자.
                                                                        : 이러한 존재자들은 세계 >내부에서< 생겨나는 사물로서의   
                                                                          재  존재의 동일한 모든 존재 양식(Art, 54)을 지닌다.

             : 그래서 In - Sein은 어떤 제  존재자 >안의< 물체(육신)의 제  존재로 간주될 수 없다 - >서로 안의< 공간 인 제  
               자를 In -Sein은 말하지 않는다.
                      : In은 소  방식(art, 54)의 공간 인 계를 근원 으로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 In은  ‘innane-'로부터 유래하는 것으로서, 살다, 거주하다, 체류하다를 뜻한다.
                                 : ‘innane-’의 ‘an’은 나는 익숙하다. 친숙하다, 돌보다를 뜻한다.
                                 : 이것은 나는 거주하다, 경애하다라는 뜻의 나는 살다, 돌보다, 경애하다의 뜻을 지닌다.

             : 이러한 뜻의 In-Sein이 속하는 이 존재자를   우리는 그 때 그 때 나 스스로인 존재자 라고 불 다.
                      : 여기의 ‘인(bin, 54)’이 >bei<와 연 된다.
                                 : >Ich bin<은 나는 거주하다, 이러 이러한 친숙한 세계 곁(bei)에 체재한다 라는 뜻이다.

                      : 그 다면 bin의 부정형(不定形)인 Sein은 실존론 인 것으로서 이해되어, ～곁에 거주하다, ～과 친숙하다를 뜻한다.

                                 : 세계 곁에 있음(Das >Sein bei< der Welt, 54)은 안에-있음 안에서 근거지워진 실존범주이다(Existenz-
                                   ial, 54).
                                 : 세계 곁에 있음은  범주 인 존재 계가 아니다 - 출하는(vorkommenden, 55)사물들의 곁에(beisamm  
                                   en, 55)- 제하는-있음과 같은 어떤 것이 아니다.
                                                         : 문 ‘곁’에 책상이 있다. 의자는 벽과 한다.
                                          : 어떤 존재자(소  존재)와 다른 존재자(소  >세계<)의 서로 나란함(Nebeneineander, 35)과  
                                            같은 어떤 것은 있지않다.
                                                  : 은 엄 하게 말해서 받아들여질 수 없다.
                                                         : 벽과 의자 사이에는 결국 그 사이 공간이 있다는 것 때문이 아니라, 설령 그   
                                                            사이 공간이 (Null, 55)이라고 하더라도, 의자는 벽과 할 수 없기 때문  
                                                             이다.
                                                                   : 하려면 벽이 의자와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제되야 한다.
                                                         : 세계 내부에서 재하는 그리고 더욱이 세계없이(weltlos, 55)있는 두 존재자는  
                                                           결코 > <할 수 없다 - 다른 >존재< 곁에 있을 수 없다.
                                           : 그러나 본디 In-Sein의 존재 방식을 지닌다면-그의 Da-sein과 더불어 세계와 같은 어떤 것  
                                             이 발견(entdecke, 55)된다면-세계 내부에서 재하는 존재자는 단지 할 수 있을 뿐이다
                                                  : 로부터 존재자는 할 수 있고, 그래서 그의 재  존재 안에서 근할 수 있다.

             : 따라서 In-Sein은 Dasein의 존재의 실존론 인 형식 인(formale, 54)표 이다.
                                 : Dasein의 존재는 그-세계-안에-있음이라는 본질 인 틀을 지닌다.

                      : 그러나 Dasein 자체(세계 없이는 있지 않는 존재자)도 세계 >안에< 재해 있기는 하다. 정확히 말하자면 어떤 한  
                        계 속에서 단자 재자로서만 악 될 수 있다.
                                 : 그래서 ‘더우기 세계 없이 있다’ 라는 첨가된 문장은 빠트려질 필요 없다.
                                 : 그런데 이를 해서는 In-Sein의 실존론 인 악을 완 히 무시해야만 한다.
                                           : 이 경우의 단지 하나의 재자로서의 > 존재<의 이런 가능한 악을 > 제성(Vorhandenh-  
                                             eit, 55)의 존재에게 고유한 방식(Weise, 55)과 뒤 섞을 필요는 없다.
                                                   : > 재성<은  독특한 존재의 구조를 무시하고는 근될 수 없다. 단지 독특한 그   
                                                     존재의 구조의 이해 속에서만 근될 수 있기 때문이다.
                                                          : 존재는 >사실 인 제  존재<의 감각에서 그의 본래 인 존재를 이해한  
                                                            다.



                                            안에-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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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래 인 Dasein의 사실의 사실성(Tatsächlichkei, 56)은 암석류의 사  
                                                                   실 인 출 (Vorkomme)과 존재론 으로 근본 으로 구분된다.

                                                          : 존재의 실(Faktums, 56)의 사실성을 우리는 실성이라 부른다 - 이 때  
                                                            의 존재는 그 때 그 때 각기의 존재임
                                                                 : 실성 이라는 개념 안에는 >세계 내 인< 존재자의 그-세계-안에-  
                                                                   있음이 포 되 있다.
                                                                 : 더욱이 이 존재자는 존재자의 존재와 묶어진 자신의 >운명<을 스스  
                                                                   로 이해한다.
                                                                       : 존재자의 존재는 그 존재자의 본래 인 세계 내부에서 그 존재  
                                                                        자와 말한다.

                       : 실존범주(Exisstenzial, 56)로서의 In-Sein과 범주들(Kategorie, 56)로서의 재자 상호간의 >내속성(Inwendigkeit)<  
                         사이의 존재론 인 구분을 보는 것이 우선 요하다.
                                  : 그러나 Dasein은 그 자체 본래 인  >공간-안에-있음<을 지닌다. 물론 그-세계-안에-있음 일반을 근  
                                    거로 해서만 가능해긴 해도 말이다.
                                  : 그래서 Dasein의 본질구조로서의 그-세계-안에-있음의 이해가 비로서 Dasein의 실존론 인 공간성에   
                                    한 통찰을 가능하게한다.
                                           : 이 때문에 In-Sein은 존재 인 특징의 서술을 통해서는 존재론 으로 분명해지지 않는다.
                                                   : 존재 인 특징의 서술의 경우, 하나의 세계 안의 In-Sein은 정신 인 속성이며, 인간  
                                                     의 >공간성<은 그의 육신성의 성질이다 - >공간성<은 항상 육신성을 통해 >근거  
                                                     지워진다<
                                                   : 이와함께 사람들은 정신 인 것과 육신 인 것의 함께(zusammen, 56)- 재해-있음  
                                                     에 직면한다.
                                                          : [그러나] 이 게 섞어진 있는 것의 있음 그 자체는 당연히 모호(dunkel, 56)해  
                                                                    진다.
                                   : 이러한 이해는 존재론 으로가 아니라 >형이상학 으로< 동기지워진 Dasein의 본질구조의 그 제거를  
                                     막아낸다 - 인간은 우선 으로 정신 인 것(Ding, 56)이며, 이 정신 인 것이 나 에 하나의 공간 >  
                                                 안에< 정립되다 라고 하는 소박한 견해 속에서의 그런 제거를 막아 낸다.
                                               
             : In-Sein의 다양한 방식은(Weisen, 56) 배려함(Besorgens, 57)이라는 독특한 존재양식(Art, 57)을 지닌다. In-Sein의 규정된 방  
               식들로  Dasein의 그-세계-안에-있음은 그의 실성과 더불어 그 때 그 때 이미 분산되거나 찢기워졌기 때문이다.
                              : 어떤 것에 여하다, 어떤 것을 사용하다, ～을 묶다, ～을 고찰하다, 말하다, 규정하다 등의 그러한 방식들.
                  : 배려함의 가능성들에 련된 >단지～일뿐(Nur noch, 57)<의 모든 양상들(modi, 57)이다 - 그만둠, 잃음, 단념, 푹쉼      
                                                                                                               의 일정한 양상임.
                     : 배려함은 학문이 의 의미들-존재  의미들-을 지닌다 - 어떤 것을 수행하다, 처분하다, >깨끗이 정리하다(결말짓다,  
                                                         ins Reine bringen), >어떤 것을 조달하다<,  실패할 것을 염려하다, 두려워하다.
                     : 배려함은  이런 존재 인, 학문이 인 의미들과는 반 로 가능한 하나의 그-세계-안의-존재의 존재의 표시로서  
                       의 존재론 인(실존 인 것)용어로서 우리의 조사 안에서는 가져와 질 것이다.
                              : Dasein의 존재는 Sorge(염려, 마음 )로서 밝 져야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명칭을 선택했다.
                                    : Dasein은 존재론 으로 이해된 Sorge이기 때문이다. Dasein에게는 그-세계-안에-있음이 본질 으로  
                                      속하기 때문에 존재의 존재는 세계에 본질 인 배려함(Besorgen, 57)이다.
                                     : 이 경우 배려함은 존재 인 상태의 그러한 것이 아니다.

              : In-Sein은 어떤 속성(Eigenschaft, 57)도 아니다.
                              : 그것(Dasein)이 때로 가졌다가 때로 갖지않는 그런 속성.
                     : In-Sein 없이 그것이 있을 수 있거나 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다 - Dasein은 그-세계-안에-있음으로서 있는 그 로 있  
                       다
                              : 존재 으로든 존재론 으로든 배려함으로서의 그-세계-안에-있음는 우 를 지닌다.

              : In-Sein의 본 보기(Exempe Fizierung, 59) - 세계 인식(Das Welterkennen)
                     : 정 된 하나의 양상으로서의 본 보기임

                            : 인식함(Das Erkennen, 60)은 재 이지 않다. 그리고 이 존재자에게 속하는 한 인식함은 반드시 >innen<    
                                인 것이다.
                              : 인식(Erkennen, 61)은 그-세계-안에-있음으로서의 있음양상(modus)이다. 그래서 인식은 그 존재 인 기   
                                를 이러한 존재 틀 속에서 지닌다.
                                     : 인식은 그-세계-안에-있음의 있음양식(Art, 61)
                                     : 인식은 이미 그 세계 곁에(bei, 61)있다 -- 인식은 그-세계-곁에-이미-있음 안에서 선행 으로 근거  
                                                                               지워진다
                                             : ‘곁에’는 순수한 재자들을 고정된 시선으로 망연히 바라 이 결코 아니다.
                                                     : 그-세계-안의-존재는 배려된 세계에 마음을 뺏긴다(benommen, 61). 배려 로서의   
                                                       그-세계-안에-있음이기 때문이다.
                                                     : Dasein은 그-세계-안에-있음으로서 스스로를 인식한다.
                                     : 따라서 인식은 세계와 주 의 >의사소통(Commerciumm, 62)<을 만드는 것도 아니요, 주 이 세계  
                                                                         에 미치는 향으로부터 이 의사소통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다.
                                              : 인식은 주 과 객 의 계로서 설정(Ansetzung, 60)되는 것이 아니다 - 주 과 객 은   
                                                Dasein과 세계에 결코 부합되는 것이 아니다.

               : In-Sein의 설명은 곧(143) Da의 존재의 설명이다.
                                   : 이 설명은 1)Da의 실존론 인 구성 2)Da의 일상 인 존재와 Dasein의 퇴락 등 두 가지로 이루어진다.

Da-Sein과 Dasein의 구분



             안에-있음=Da-Sein( -존재 : 심정성과 이해)=Da의 있음( 존) 그리고  Dasein( 존재)

존재론 논자시 답안 - 하이데거                                                                  (김 익성)

Da-Sein(있음과 시간, 160쪽, §34)
Da-Sein과 Dasein의 구분

    : Dasein은 그-세계-내-존재를 뜻한다.
           : Da의 있음(존재)을 즉 심정성과 이해를 구성하는 것은 말이나, 그-세계-내-존재를 뜻하는 Dasein은 말하는 내-존재(redendes   
            In-Sein, 165)라고 이미 언  으므로 Dasein은 언어를 지니기 때문이다.

    : 반면 세계의 Da-sein은 안에-있음(In-sein, 143)이다.
           : Dasein은 실존하는 그의 Da라는 것은 세계는 >da<로 있으며, 그 세계의 Da-sein은 안에-있음을 뜻하기 때문이다.

    : 그리고 Da-sein[ 곧 Da의 있음]은 심정성과 이해이다.
           : 그리고 심정성과 이해를 구성하는 실존론 인 것(범주)은 말이다.

Da-Sein(있음과 시간, 160쪽, §34)

    : 그 개시성(Erschlossenheit, 132)을 통해서 세계의 -존재(Da-Sein, 132)와 하나된 이 존재자( 존재)(dies Seiende(Das Dasein, 132)가  
      그 자신으로 > <존한다(ist......für es Selbst >da<)
          : 그-세계-안에-있음을 통해서 본질 으로 구성되는(konstituiert, 132)존재자가 그 자신 그 때 마다 >Da(132)<존한다(ist.....da, 132)
                  : >Da<는 >여기(hier)< 그리고 > 기(dort)<를 일상 으로 뜻한다.
                         : >나-여기<의 >여기<는 용재 인(Zuhandenen, 132)> 기<로부터 항상 이해 된다.
                                : 즉 기를 향해(zu)멀어지면서(entferne)-방향을(ausrichtend)열면서-염려하는(besorgenden 존재의 감각에  
                                  서 그 게 이해된다
                         : 기는 세계 내부 으로 마주치는 것들의 규정이다.
                         : >여기<와 > 기<는 >Da< 속에서만 가능할 뿐이다.
                                : 즉 >Da<의 존재로서의 공간성을 개시한 하나의 존재자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
                                       : 바로 이 존재자가 그 본래 인 존재에 있어서의 非폐쇄성(Unverschlossenheit, 132을 담지한다.
                                               : Lumen naturale 라는 비유 인 존재 인 말은 이 존재자의 실존론 -존재론  구조 이   
                                                 외의 다른 말이 아니다.
                                                                           : 이 존재자는 그의 Da로 있는 방식 그 로 있다.
                                       : Dasein의 실존론 인 공간성은 그-세계-내-존재에 근거한다
                                               : 이 Dasein에게 이와같이 그의 >자리(Ort)<를 규정한다.

                                  : Dasein은 본디(von Haus aus, 133)자신의 Da를 가지고 온다. 그래서 사실 으로 Dasein은   
                                             Da 없이는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Da 없이는 이러한 본질의 존재 한 아니다.
                                           : Dasein은 그의(seine, 이 존재자?)개시성(Erschlossenheit, 133)이다 - 이 문장은 실존론 인   
                                             문장임.
                                               : 이 존재자의 본질이 실존(78-1참조)이라면  문장은  그의 있음에 있어서의 이 존재자   
                                                 에게 문제시되는 있음(존재)이 그의 >Da<로 있다는 것을(> <존(sein >Da< zu sein,   
                                                  133)한다는 것을) 말한다.
                  : Da로 있음(des Das zu sein, 133)의 동근원 인 양자의 구성 방식들을 우리는 심정성(Befindkichkeit, 133)과 이해 속에서  
                    본다.

                         : 그리고 심정성과 이해는 말을 통해(die Rede, 133)동 근원 으로 규정된다.

          : 개시성은 존재의 일차 인 구성을 특징지우는 말이다.

    : Da의 실존론 인 구성(Konstitution, 133)은 심정성으로서의 -존재와 심 정성의 한 양상으로의 두려움, 그리고 이해로서의 -존재와  

      이해와 해석과 해석의 생  양상으로서의 진술, 그리고 -존재와 말과 언어를 다룬다.

Da-Sein의 존재특성의  분석은 실존론 인 것이다 - 그래서 이 특성들은 재자의 속성들이 아니라 본질 으로 실존론 인 방식들로 있다.
                   : 이 때문에 그래서 일상성(alltäglichkeit)에 있어서의 이것들의 존재양식이 반드시 밝 져야한다.
                                          : 존재론 인 심정성은 존재 을 볼 때 가장 잘 알려지고 가장 일상 인 것이다.
                                                              : 기분, 기분에 젖어 있음이다(die Stimmung, das Gestimmtsein, 134)

    : 심정성으로서의 Da-Sein
      기분

            : 기분들의 근원 인 개시들(Erschließen, 134)에 비해 인식(작용)의 개시 가능성은 무나도 짧다(kurz, 134)
                    : 기분성 안에서 Dasein은 미리(vor, 134)Da로서의 그의 존재를 얻는다 - 그래서 기분은 >어떻게 어느 가 있고       
                          되는가(wie einem ist und wird, 심경여하)를 분명하게 한다.
                          : 안에서 기분에 젖어 있음이 그의 Da에 있어서의 존재를 가져온다.
                    : 기분성 안에서 Dasein은 그 존재자(Das Seiende)로서 항상 이미 개시되 된(됬)다.
                                               : 에게 그의 있음에 있어서의 Dasein이 실존하면서 있는 그러한 있음(존재)으로서 넘       
                                                 겨지게 된다.
                                                      : 존재의 존재는 일상성 안에서 >있고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서 열려질 수      
                                                        있다(aufberchen, 134)

                                         : 이 >있다는 것(Daß es ist, 135)<을 그의 Da로의 이 존재자의 던져짐(피투성, Geworfenh-      
                                           et, 135)이라고 부른다.
                                                                 : 던져짐은 넘겨짐(떠 맡음)의 실성(die Faktizität der überantwo     
                                                                   -rtung, 135)을 의미한다.
                                                                 : >있고 있어야 한다는 것<은 Dasein의 심정성 안에서 개시된다.
                                                          : >있고 있어야 한다는 것<은 존재론 -범주론 인  >것<이 아            
                                                                     니라, 그 존재자의 실존론 인 규정성으로 악되어야 한다 -- 그  
                                                                      -세계-안에 있음의 방식으로 있다.
                                                                                           : 은 재성에 속하는 사실성을 묘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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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익성)                                                                  존재론 논자시 답안 - 하이데거

                                                                       : 실성은 재자의 무뎌진 사실의 사실성이 아니라 비록 우    
                                                                           선 으로 어제쳐져있다손 치더라도 받아드려진 Dasein의   
                                                                           존재특성이다.

          : 심정성 안에서 Dasein은 항상 이미 그 자신과 직면하면서, 앞의 자기를 지각을 통해서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기분에 젖 은 심정  
            으로 항상 이미 자기를 본다-발견한다.

                    : 기분은 조하는 방식으로 피투성을 개시하는 것이 아니라, 따르거나 거스리는 방식으로 개시한다.
                    : 심정성의 첫 번째 존재론 인 본질 특성(성격)은 다음과 같다
                           : 심정성은 Dasein을  그의 피투성 속에서 개시하는데, 우선 으로 개 회피하면서 거스리는 방식으로 개시한   
                             다.
                                     : 이러한 개시는 모든 인식과 의욕 이 (vor, 136)이며, 인식과 의욕의 개시 범 를 훨씬 넘어서서 기  
                                      분에 있어 자기 자신에게 개시되는 것이다.
                    : 심정성의 두 번째 존재론 인 본질 특성(성격)은 다음과 같다.
                           : 심정성은 세계, 공동Dasein과 실존의 동근원 인 개시성의 실존론 인 근본양식이다 - 기분은 그 때 그       
                                                                                          때 이미 세계-내-존재를 체로서 개시한다.
                    : 심정성을 통해서 세계의 내-존재에 속하는, 선행 인 개시성이 함께 구성된다 - 선행 으로 이미 개시된 세계가      
                      세계 내부 인 것을 만나게 한다 - 용재자가 쓸모 없고, 항하고, 한다는 성격을 가지고 우리와 존재론 으      
                                                                                                                       로 마주친다.
            : 심정성의 구분된 양상들과 그 근본연 들은 존재 으로는 이미 감정과 느낌(Affekte und Gefühle, 138)이라는 명칭으로        
              오랫동안 인지되어왔고, 철학에서 가르쳐졌다. 그러나 심리 인 상 에 함몰되어 수반 상(隨伴現象)으로 떨어져버리       
              거나, 감정(Affekte, 139)일반에 한 원칙  존재론  해석이 아리스토텔 스 이후 진 을 보지 못했다.
                   : 심정성은 그 자체 실존론 인 존재양식이며, 이러한 존재양식으로 부단히 Dasein은 >세계<에 떠맡겨지고(auslie-       
                     fert, 139), Dasein이 어떠한 방식으로든 자기 자신으로 회피하도록 세계로부터 자신을 자기를 덮치게한다 - 이러       
                     한 회피의 실존론 인 틀은 퇴락의 상에서 분명해질 것이다.

         : 심정성의 한 양상으로서의 두려움(Die Furcht, 140)         

           : 비록 이해를 억제할 뿐이라고 하더래도 심정성은 자신의 이해내용(Verständnis, 142)을 지닌다.

                      

     : 이해로서의 Da-Sein -- 이해는 심정성과 더불어 >Da<의  존재를 동근원 으로(Gleichursprunglich, 142)구성한다.
                                     : 이해는 항상 기분에 젖어 있다(ist gestimmtes, 142).

           : 이해가  기 인 실존론  범주로 해석된다면 이해라는 이 상은 Dasein의 Sein의 근본양상으로서 악된다.
           : 그러나 반 로 >이해<가 하나의 가능한 인식 양식인 >설명(Erklären, 143)<과 구분되는 가능한 인식 양식 의 하나로 악된  
             다면, >이해<는 Da의 존재 일반을 함께 구성하는 일차 인 이해의 실존론 인 생태(Derivat, 143)라고 해석된다.
                                     : Dasein은 실존하는 그의 Da이다 라는 것은 세계는 >Da<로 있다(ist >Da<)는 것, 세계의 Da-Sein  
                                       은 In-Sein(143)이라는 것을 한편으로 말한다.
                                            : 그리고 In-Sein은  마찬가지로 >Da<로 있다( 존한다). 한 Dasein이 그것 때문(궁극목 )  
                                              에 있는 바로 그것으로서 있다.
                                                   : 실존하는 In-der-Welt-sein 자체가 바로 그것 안에서 개시된다.
                                                   : 그리고 실존하는 그-세계-내-존재 자체의 개시성이 이해라고 불리운다
                                                   : 그리고 그 이해 안 근거하는 유의미성(Bedeutsamkeit, 143)이 그것 안에서 함께 개시된다.

                                                                       : 유의미성은 세계가 그러한 것으로서(세계자체로서)개시되는 곳  
                                                                         (Woraufhin, 343)이다.
                                                            : 그것과 유의미성이 Dasein 안에서 개시해 있다는 것은 Dasein이 그-세계-  
                                                              내-존재 자체에 여하는 존재자라는 것을 말한다.

           : 이해 속에 실존론 으로 놓인 것은 존재-가능으로서의 Dasein의 존재양식.
                    : 실존론 인 것으로서의 이해 속에서 하여질 수 있는 것(Gekonnte, 143)은 무엇(was)이 아니라, 실존함으로서의 존재이  
                      다.
                             : Dasein은 일차 인 가능존재(Möglicsein, 143)이다.
                             : Dasein은 존재할 수 있는 바의 그것이고 자신의 가능성 그 로의 그것이다(das).

           : 이해는 Dasein 자체의 본래 인 존재가능의 실존론 인 존재이다. 더욱이 이 존재는  자시 자신의 존재와 함께하는 그것(Woran  
             , 144)을 자기 자신에게 개시한다.
                    : 이해가 심정  이해이며, 이러한 이해로서 실존 으로 피투성에 내 맡겨진 이해인한 Dasein은 그 때 마다 갈피를 못   
                      잡고 자기를 잘못안다. 그러므로 Dasein은 그의 존재 가능들 속에서 자기를 다시 발견할 가능성에 맡겨져 있는 것이  
                      다.

           : 이해는 그-세계-내-존재로서의 Dasein의 완 한 개시성과 련하기 때문에 이해가 이 게 자기를 놓는 것은 체로서의 기투   
             (Entworfes, 146)의 한 실존론 인 한 변양(Modifikation)이다,
                                                     : 자기를 놓는다는 것은 이해의 두 근본 가능성 의 어느 하나에 자기를 놓는 것임.
                                                              : 자신의 기투 때문에 이해는 언제나 자신이 가능성으로 고든다. 이해의  
                                                                기투성격은 그-세계-내-존재의 Da가 존재가능의 Da로서 개시된다는   
                                                                에서 그-세계-내-존재를 구성한다.
                                                              : 기투는 던짐으로서 가능성을 가능성으로서 자신에게 선취하고, 가능성으  
                                                                로 있게한다.
                     : 그래서 이해는 기투로서 Dasein이 가능성으로서의 자기의 가능성으로 있는 Dasein의 존재양식이다.
                               : 이해의 완성을 우리는 해석(Auslegung, 148)이라고 부른다.
                                      : 이해의 기투작용은 자기를 완성하다는 고유한 가능성을 지닌다.

                                  



                             Da-sein과 말(의 구조). 언어(공존재 : 들음과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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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Sein과 말. 언어((Da-Sein und Rede. Die Sprach, 있음과 시간, §34, 160쪽)

    : 심정성과 이해는 Da의 있음을, 그-세계-안에-있음의 개시성을 구성하는(Konstituieren, 160) 기 인 실존 인 것들(범주)들이다.
          : 이해는 이해된 것을 자기 것으로 하는 해석의 그 가능성을 스스로 안에 감추고 있다.
          : [그리고] 심정성이 이해와 등근원 인 한  심정성은 어떤 이해 안에 보존된다.
          : [이해가 해석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심정성에[도] 어떤 해석가능성(Auslegbarkeit, 160)이 상응한다.
                 : [그런데] 진술과 더불어 해석의 극단 인 생태(Derivat)가 선명해 졌었다.
                 : [이제] 달(표명)(Mitteilung(Heraussage))로서의 진술의 그 세 번째 의의가 말함과 언어(Sagens und Sprechen, 160)의   
                   개념 속에서 선명해져야 할 것이다.

    : 언어 라는 상은 Dasein의 개시성의 실존론 인 틀 안에 그 뿌리를 지닌다. 그리고
    : 말(die Rede, 160)은 언어의 실존론 인-존재론 인 기 이다.
                  : 말은 심정성과 이해를, 즉 Da의 있음을, 구성하는 것(konstitutive, 165)이다.
                         : 그러나 그-세계-내-존재를 뜻하는(besagt, 162)Dasein은 말하는 내-존재(redendes In-Sein, 162)임이 이미 언표   
                                  (ausgeschprochen) 다.
                  : 따라서 Dasein7)은 언어(Sprach)를 지닌다. [반면 Da-sein은 말을 지닌다?]

          : 말은 심정성과 이해와 더불어 등근원 인(gleichursprünglich, 161)실존론 인 것(existenzial)이다.
                  : 이해가능성(Verständlichkeit, 161)역시 해석을 자기의 것으로 하기에 앞서 이미 분 되 있다. [그리고]
                  : 말은 이해가능성의 선명한 분 된 발음(Artikulation)이다. 그 때문에 말은  이미 해석과 진술의 근거로 놓인다.
                         : 해석에 있어, 그러므로 이미 근원 으로 말에 있어, 선명한 분 된 발음 가능한 것을 우리는 감각(Sinn, 의미) 불  
                           다.
                         : 그리고 말하는 선명한 발음 안에서 분 되는 것 자체를 우리는 체의의(das Bedeutungsganze, 161)라고 부른   
                           다. 이 체의의가  의의들(Bedeutungen)로 해체된다.
                                  : 의의들은 항상 선명한 발음될 수 있는 것의 선명하게 발음된 것으로서 항상 감각 (sinnhaft, 161, 의   
                                    미를 지닌다)이다
                  : 말이, [즉] Da의 이해가능성의 선명하게 분 된 발음이, 개시성의 근원 인 실존론 인 것(Existenzial, 161, 실존범주)라  
                    면, 그러나 이것이 그-세계-내-존재를 통해서 구성된다면, 반드시 그 말은 본질 으로 역시 하나의 특수한 세계 인 있  
                    음양식을 지녀야만 한다.
                  : 말로부터 그-세계-내-존재의 심정 인 이해가능성이 스스로 언표한다(spricht......aus, 161).
                         : [그래서] 그 이해가능성의 체 의의가 낱말(Wort)로 된다 - 의의로부터 낱말이 자란다(wachsen......zu, 161).
                                  : 그러나 낱말사물들이(Wörterdinge, 161)이 의의들을 지니는(mit Bedeutungen versehen)것은 아니다

           : 말이 밖으로 언표된 것이(Die Hinausgesprochenheit, 161, 밖으로발언된 것) 언어(die Sprache)이다.
                  : 이 언어 안에서, [즉] 체 낱말 안에서, 말은 하나의 고유한 >세계 인< 있음을 지닌다.
                  : 그래서 이 낱말 체(언어)는 하나의 용재자(eine Zuhandenes, 161)처럼 세계내부 으로 있는 것으로서 발견된다( 에뜨  
                    인다)
                          : 언어는 부서져서 세계 내부  존재자로서 재 인(vorhandene)낱말사물이 될 수는 있다.
                  : 말은 실존론 인 언어이다.
                          : 말이 그것의 개시성을 의의에 맞게 선명하게 분  발음하는 그 존재자는 던 져서 그 >세계<에 의지하는 그-  
                            세계-내-존재의 존재양식을 지니기 때문이다.
         
           : 말은 존재의 개시성의 실존론 인 틀로서, 존재의 실존(Existenz, 161)을 구성한다(Konstitutiv).
                  : 말하는 언표(Sprechen, 161, 이야기?)에는 들음과 침묵(Hören ind Schweigen)이 가능성들로서 속한다.
                                  : 이 두 상에서 실존의 실존성에 한 말의 구성 인 기능(Funktion, 161)이 비로서 완 히 분명해진다.
                                  : 그래서 우선 말 자체의 구조(der Struktur, 163)를 밝히는 것이 요하다.
                  : 말함은 그-세계-내-존재의 이해가능성을 >의의 부여하면서(bedeutende, 161)< 분 함(Gliederen)이다.
                                  : [그런데] 그-세계-내-존재에는 공존재(Mitsein, 161)가 속하므로, 말함은 배려하는 상호존재(Miteinande  
                                    -rseins, 161)의 일정한 방식 속에서 유지된다.

                         : 그리고 이러한 말에 1)말의 련된 그 곳(das Worüber, 162), 2)말하여진 것(내용, Geredete), 3) 달, 4)표명(Beku
                           -ndung)등 구성 인 계기들이 속한다.
                                          : 이것들은 단지 경험 으로 언어에서 주어 모은 특성들이 아니라, 존재의 존재 틀에 뿌리박은  
                                            실존론 인 성격이다. 바로 이 성격이 언어와 같은 것을 존재론 으로 비로서 가능하게 한다.
                                    : 이것들은  특정한 말의 실 인 언어형태에서는 어느 하나가 빠지거나 주목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계기들이 >낱말<로 표 되지 않는 경우가 더러 있다는 것은 말의 한 특정   
                                            양식을 보이는 지표에 불과한 것이다. 말이 있는 한 그 말은 매양 에서 말한 구조의 체성  
                                            내에 있지 않으면 않된다.

                                  : 1)말함은 ....에 한 말이다(Rede über......, 161)이다. 말은 반드시 ‘어떤 곳에 함(Worüber, 162)’ 이라  
                                      는 구조계기(Strukturmoment, 162)를 반드시 지닌다. 왜냐하면 말은 그-세계-내-존재의 개시성을 함  
                                      께 구성하고  말의 고유한 구조상 존재의 근본 틀에  의해 미리 형성되기 때문이다.
                                         : 말의 그 상(Worüber, 161, 화제거리)은 규정된 진술의 주제의 성격을 필연 으로 지니는 것도  
                                                아니고, 더욱이 개는 지니지 않는다 - 명령도 ‘ …에 해’ 일어나며, 소망도 자신의 ‘ …에 해 (말하여지   
                                                 는) 곳을 지니고, 변(der Fürsprach, 162, 代辯)도 ‘…에 해 (말하여지는) 곳을 결여하지 않는다.
                                               : 말 하여진 것(Das Beredete der Rede, 162, 말의 상)은 규정된 에서 그리고 어떤   
                                                 한계 속에서 항상 >말걸어진다(angeredet, 162)<.

                                  : 2)각기 말에는 말하여진 것(Geredetes, 162, 잡담, 언 되는 것[事, 物, 意])이 놓인다, 곧 ‘.....에 한’ 그   

7) 하이데거의 책에서는 Das Da-sein(165)으로 쓰인다. 아마 여기 ‘-’은 133쪽과 143쪽에 쓰여진 ‘-’과는 구분될 것이다. 의 끝에 놓여진 단
어가 끊어 질 경우 다음 로 그 단어의 일부가 ‘이어짐’을 앞 ‘-(하이 )’이 나타내는 반면 뒤 ‘-’은 그런 ‘이어짐’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Da
의 있음(이 개시성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Da-sein의 ‘-’인 것 같기 때문이다.



                             Da-sein과 말(의 구조). 언어(공존재 : 들음과 이해)

(김 익성)                                                                  존재론 논자시 답안 - 하이데거

                                                                  때  그 떄의 소망, 물음, 천명함에 있어서 말하여진 것 자체가 놓인다.

                                   : 3)그리고 이 말하여진 것 안에서 말이 달된다.
                                     : 실존론 으로 악된 달에서 이해하는 상호존재의 선명한 분 된 발음(Artikulation,              
                                                   161)이 구성된다.
                                                : 달은 공동의 심정성과 공동존재의 이해내용을 >나 <다.
                                                      : 그러나 달은 의견이나 소망의 체험을 한 주 의 내면에서 다른 의 내면으  
                                                        로 옮기는 그러한 것이 아니다. 
                                                      : 공동 존재는 이미 공동의 심정성과 공동의 이해 안에서 노 되 있다 - 다시 말  
                                                        해 말 가운데서 공동존재는 >명확하게< 나뉘어져 이미 있다. [그러나] 공존재는  
                                                         단지 포착되지 않고 자기 것으로 되지 않은 것으로서만 나뉘어지지 않은 채로   
                                                         [이미 있을 뿐이다]

                                   : 4)그 말하여진 것 안에서 달되는 ‘....에 한’ 모든 말은 동시에 자기언표(Sichaussprechens, 162)의   
                                       성격을 지닌다. 말하면서 언표하는(ausspricht, 162) 존재는 그-세계-내-존재로서 이해하면서 이미  
                                        >밖에(draußen, 162)에 있기 때문이다.
                                          : 언표된 것(Das Ausgesprochen, 162)은 곧 밖에 있음(das Draußensein)이다 - 즉 심정성의, (기  
                                            분의, Stimmung)그 때 그 때의 방식이다.
                                                         : 이 심정성은 내-존재의 완 한 개시성에 해당됨은 이미 지 된다.
                                                 : 심정 인 내-존재의 [그리고] 말에 속하는 그 표명(Bekundung, 162)의 언어 인 지표  
                                                   (Index, 162)는 억양, 조(轉調), 말의 템포, 이야기 양식에서 나타난다.
                                          : 심정성의 실존론 인 가능성들의 달은, 즉 실존의 개시(Erschließen, 162, 開示)는 >시를 짓  
                                            는< 말의 고유한 목표가 될 수있다.
                  :  언표의 두 가능성들.

                           : ㄱ)들음은 말 자체에 속하는 실존론 인 가능성(Möglichkeit, 163)이다.
                                  : 그리고 이러한 들음으로부터 말이 이해와 이해가능성(Verstänadlichkeit, 163)에 해 맺는 연 이 분명  
                                    해진다.
                                            : 들음을 말을 구성한다(für......konstitutiv, 163). 
                                                  : 그리고 언어 인 표시(Verlautbarung, 163)가 말 안에서 근거지워지듯이, 음향 인 지  
                                                    각(Vernehmen)은 들음 안에서 근거지워진다.
                                            : ( 구의 말)을(auf......, 163) 들음은 함께-있음(Mit-sein)으로서의 Dasein이 타자를 향해 실존  
                                              론 으로 열려있음(Offensein)이다.
                                                  : 더욱이 들음은, 각기 존재가 자기와 더불어(bei sich, 163)지니는 친구의 음성[ 는   
                                                    양심, Stimme)의 들음으로서의, 그의 가장 고유한 있음가능(Seinkönnen)을 한      
                                                    Dasein의 일차 이고 고유한 열림성(Offenheit, 개방성)을 구성한다.

                                   : 이해하기 때문에 Dasein은 듣는다 - 들음과 말함은 이해 안에 근거한다(gründen, 164)
                                            : Dasein은 타자와 함께하는 이해하는 그-세계-안에-있음으로서 공동 존재(Mitdasein, 163)와  
                                             자기 자신에게 > 속(hörig)<해 있으며 그리고 이러한 속성 안에서 그 공동 존재와 자기  
                                             자신에게 귀를 기울인다(zugehörig) - [소 희 : >청종(聽從)<하고, 이 청종성에 있어서 ......  
                                             귀속된다]
                                                    : 공존재(das Mitsein, 163)는 서로-들음 안에서 형성된다.
                                                    : 이러한 서로-들음에는 순종하고 동행하는 가능한 방식도 있지만 불복 반항 이반 등  
                                                      의 결여 인(privativen, 163)양상들도 있다.
                                             : 타자의 말을 분명하게 들을 때 우리는 말하여진 것(Gesagte, 164)을 우선 이해한다. 더 정  
                                              확히 말하면 말이 걸려 있는 것 곁에(bei dem Seienden, worüber 164)타자와 함께 이미 처  
                                              음부터 우리는 있다.
                                                     : 그 때문에 우리는 언표된 것을(das Ausgesprochene der Verlautbarung, 164, 소   
                                                       희 : 음성화를 통해 발음된 것을)듣는 것이 아니다. 더욱이 이야기(das Sprechen,  
                                                       164)가 불분명하거나 언어가 낯선 곳에서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낱말들을 듣지,   
                                                       다양한 음향자료들을 듣지 않는다.

                                    : 이러한 실존론 인 일차 인 들음가능(Hörenkönnen, 163)을 근거로 해서 경청(Horchen, 163)과 같은  
                                      어떤 것이 가능하다.
                                               : 경청도 이해하면서 듣는다는 존재 양식을 지닌다. 그리고 이러한 경청은 심리학에서 >우  
                                                 선(zunächst, 163)< 듣는 것 이라고 규정하는 것 보다 훨씬 더 근원 이다 - 즉 음향의  
                                                 감수(感受)나 음성의 지각보다 상 으로 훨씬더 근원 이다.
                                                        : [ 를들어] 우리가 우선 오토바이와 차를 듣는다는 것은, 존재가 세계내부   
                                                          용재자 곁에(beim, 164)머무는 것이지, 우선 으로 >감각들(Empfindungen,     
                                                           164)<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의 상 인 증거이다.

                           : ㄴ)침묵(Schweigen, 164)은 말함의 [들음과는] 다른 본질 인 가능성이다.

                                  : [그러나] 침묵도 [들음과] 동일한 실존론 인 기 [-이해-]를 지닌다. 서로 말하는 가운데 침묵하는 자  
                                    는 끝없이 말하는 자보다 더 본래 으로 >이해하고 있다(zu vestehen geben, 164)<고 여겨질 수 있다.  
                                    침묵은 벙어리가 아니다. 침묵할 수 있기 해서, 존재는 말해야할 어떤 것을 갖고 있지 않으면 안된  
                                    다. 즉 그 자신을 본래 이고 풍부하게 마음 로 개시할 수 있지 않으면 않된다. 이 때 침묵함         
                                     (Verschwiegenheit, 165, 묵언, 黙 )을 깨트리고(offenbar, 열고) >잡담(Gerede, 수다, 빈말)을 억제한  

                                    다.



                                              내-존재

존재론 논자시 답안 - 하이데거                                                                  (김 익성)

    [(소 희 감수, 168-69) ‘일상성’의 차원에서 보여지는 존재의 존재방식은 ‘세계-내-존재’ 그 구조의 심인 

‘개시성’ 내지 그 구조의 체성인 ‘마음 ’이며, ‘근원성’의 차원에서 보여지는 존재의 존재 방식은 ‘ 체 존재’, 

‘본래  존재’, ‘시간서’ 내지는 ‘역사성’ 등이다. 이 요 개념들이야 말로 존재의 존재에 괸련된 내실이라고 말

할 수 있으므로, 이하 이 개념들의 의미를 개략 으로나마 흝어 보기로하자.

    <세계-내-존재> 

    일상성의 차원에서 하이데거가 가장 먼  제시하고 있는 존재의 존재 방식은 ‘세계-내-존재’이다 이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가?

    1)우선 ‘세계-내-존재’라고 할 때의 그 ‘내’란 어떤한 의미인가? 그의 설명에 따르면, ‘내’는 컨  컵 안에 

물이 있다든지 옷장 안에 옷이 있다든지 하는 경우처럼 공간 안에 연장을 지닌 두 존재자의 장소에 련된 서로

의 존재 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내’란 비 존재  존재자의 성격인 그와 같은 ‘범주 ’ 성격이 아니라, 어디

까지나 존재의 한 ‘실존범주’로서 ‘산다, 거주하다, 체재하다’고 하는 것, ‘익숙해져있다, 무엇무엇에 친숙해 있다, 

어떤 일에 손 고 있다’고 하는 것, ‘ …에 들어가 산다지, 경애한다고 하는 의미에서의 …돌본다’고 하는 것과 

련하여, ‘무엇 무엇 곁에서 살고 있다. 무엇 무엇과 친구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세계-내-존재’란 존

재와 세계와의 병존 계 는 존재와 세계와의 주 -객  도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SZ 59쪽 참조).

    2)그러면 존재가 그것 안에서 살고 있다고 하는 ‘그것’이란 어떤 것인가. 즉 ‘세계-내-존재’라고 할 때의 그 

‘세계’(Welt)란 어떤 의미인가. 하이데거는 네 가지 의미를 구별한다........

    3)(소 희감수, 171-173)그러면 그러한 세계 ‘안에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구체 으로 어떠한 일인가. 즉 ‘세계

-내-존재’라고 할 때의 그 ‘존재’, 즉 ‘내-존재’(In-Sein)이란 어떠한 것인가.

    이것은 결국, 존재가 취하고 있는 구체 인 본질상의 존재양식을 말하는 것이다 이와 련한 하이데거의 

지 은 편의상 다음과 같이 정리해서 이해하는 것이 좋겠따.

    첫째, 세계-내-존재하는 그 존재자가 ‘ 구’인가 하는 에 련된 ‘공존재’, ‘공 존재’ 내지 그것에 기 하고 

있는 ‘세인’이라고 하는 존재방식.

    둘째, 그가 이른바 ‘개시성’이라고 부르는 방식, 즉 ‘심정성’, ‘이해’, ‘말힘’이라는 방식과 특히 그 ‘일상  존재’

로서의 ‘퇴락’이라는 방식.

    셋째, 세계-내-존재라고 하는 이 구조의 [개별  존재방식의] ‘ 체성’이라고 그가 부르는 이른바 ‘마음 ’의 

방식.

    이상의 존재 양식들은 세계-내-존재인 존재의 구체 이고도 핵심 인 내용이라고 말 할 수 있으므로, 각각 

따로따로 살펴보기로 한다.

    (단 첫 번째 ‘세인’에 련된 것은 두 번째 ‘퇴락’이라는 방식돠 내용 상 동일차원의 것이므로, 이것에 편입시

켜 이해해도 무 하다. 그리고 이것은 외형상 세계-내-존재하는 그 존재자가 ‘ 구’인가 하는 논의지만, ‘ 존재의 



                                           내-존재(개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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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존재구조는, 따라서 구인가는 하는 이 물음에 답하는 상[세인]도, 존재의 존재의 방식이다’ 라고 그 

자신 말하고 있는 로, 존재의 세계-내-존재의 구체 인 한 존재양태로 간주 될 수 있다.)

    <개시성>

    ‘내-존재’의 ‘ 심’이라고 할 수 있는 ‘개시성’이란 어떤 것인가? 

    간단히 말하자면 이것은 ‘열려 있음’을 뜻한다. 즉 존재가 스스로 그 때 그 때 자신의 이라고 하는 것, 

즉 존재가 폐쇄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 성격, 존재가 자신의 존재잉해를 가지고 자신의 세계와 련하여, 그 

결과 거기에 밝음의 장이 열려져 오는 사태를 말한다. 즉 이것에 의해 존재가, 세계의 존재와 함께 존재 

자신에게 있어서도 ‘거기에’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그러한 것이다. 다시 말해, 개시성이란 존재가 자신의 이라

고 하는 방식에 있어서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 조명되어 있다고 하는 것, 즉 자기 자신에 있어 세계-내-존재

로서 밝 져 있다고 하는 것, 즉 ‘다른 존재자에 의해서 밝 져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밝음이라고 하는 

식으로 밝 져 있다고 하는 것을 나타낸다. 존재는 이러한 ’ ‘(Da) 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개시성‘을 애 부터 

지니고 있다.

    바로 이러한 개시성의 ‘구성 인 방식’으로서 하이데거는 ‘심정성’, ‘이해’, ‘말함’ 이라는 세 가지를 제시한다. 

그리고 그 의 일상 인 존재, 즉 일상성에서 나타나는 제 성격의 존재양식을 ‘퇴락’이라고 묘사한다. ]

    [내-존재는 세계의 -존재를 뜻한다. 존재가 실존하는 그의 (現, Da)이라는 것은 세계는 > (現)<존(存)

하며 그 세계의 -존재는 내-존재라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존재, 곧 Da의 존재는 심정성과 이해이

며, 이러한 심정성과 이해를 구성하는 실존론 인 것(범주)는 말이다. 아울러 ‘말하는 내-존재’가 바로 존재이다. 

존재는 언어를 지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존재는 그-세계-내-존재이다. 언 된 것처럼, 내-존재는 세계의 -

존재를 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세계-내-존재 라는 단일한 상(現象)은 존재의 아 리오리한 필연 인 틀

이다]

    내-존재는 존재의 존재 틀을 뜻하는 하나의 실존론 인 것으로서 범주들과 구분된다. 존재론 인 특성을 

지니는 범주들을 통해서는 존재의 존재 틀, 곧 내-존재가 악될 수 없기 때문이다. 범주들은 존재 이지 않

는 존재 양식의 존재자에게 속하는 것들로서, 어떤 재자(前在 ) >안의< 존재이므로 그 다. 여기서의 >안<은 

공간 >안에서< 넓 진 두 존재자들이 이러한 공간 안의 그들의 장소와 연 되어 맺는 존재 계를 말한다. 를

들어 컵 >안의< 물, 옷장 >안의< 옷, 강의실 >안의< 의자, 학 >안의< 강의실, 도시 >안의< 학, 세계 공간 

>안의< 의자처럼 말이다. 이러한 존재자들은 세계 >내부에서< 생겨나는 사물로서의 재  존재의 동일한 모든 

존재 양식을 지닌다. 반면에 내-존재는 어떤 제  존재자 >안의< 물체(육신)의 제  존재로 간주 될 수 없

다. 내-존재는 >서로 안의< 공간 인 재자를 말하지 않기 때문이다. 내-존재의 ‘내(內)’는 소  방식의 공간



                                             내(內)-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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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계를 근원 으로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innane --’로부터 유래하는 것으로서, 살다 거주하다, 체류하다를 

뜻한다. 이러한 뜻의 내-존재자가 속하는 이 존재자를 우리는 그 때 그 때의 나 스스로 ‘인’ 존재자 라고 부른다. 

그리고 여기의 ‘인(있는)’은 >곁에(bei)<와 연 되므로, ‘나이다(내가 있다)’는 나는 거주하다, 이러 이러한 친숙한 

세계 곁에 체류(滯留)하다 라는 뜻이다. 이럴경우 ‘인-있는(bin)’의 부정형(不定形)인 ‘있다(Sein, 존재하다)’는 실존

론 인 것으로 이해되어, ‘곁에 거주하다’, ‘친숙하다’를 뜻한다. 

    세계 >곁의 존재<가 바로 이러한 내-존재 안에서 근거지워진 실존 인 것이다. 따라서 세계 >곁의 존재<는 

범주 인 계가 아니다. 를들어 >문 ‘곁에’ 선 책상<, >벽과 ‘ 하는’ 의자<와 같은 출하는 사물들의 곁에

- 재(前在)하는-존재와 같은 어떤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어떤 존재자(소  존재)와 다른 존재자(소  >세계

<)의 소  나란함과 같은 것은 없다. 은 엄 하게 말해서 받아 들여질 수 없기 때문이다. 벽과 의자 사이에

는 결국 그 사이 공간이 있다는 것 때문이 아니라 설령 그 사이 공간이 제로라 하더라도, 의자는 벽과 할 수 

없을 것이므로 그 다. 하려면 벽이 의자와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제되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세계 

내부에서 재하는 그리고 더욱이 세계 없이 있는 두 존재자는 결코 > <할 수 없다. 다른 >존재< 곁에 있을 

수 없다. 그러나 내-존재의 존재 방식을 지닌다면, 그래서 그의 -존재와 더불어 세계와 같은 어떤 것이 발견된

다면, 세계 내부에서 재하는 존재자는 단지 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내-존재는 그-세계-안에-있음 이라는 본질 인 틀을 지니는 존재의 존재의 실존론 인 형식의 표

이다. 그러나 세계 없이는 있지 않는 존재자인 존재 자체도 세계 >안의< 재 해 있기는하다. 정확히 말하

자면 어떤 한계 속에서 단지 재자로서만 악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세계 없이 있다’ 라는 부가 인 문장

이 빠트려져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이런 악을 해서는 내-존재의 실존론 인 악이 완 히 무시되야만 한다. 

그러나 이 때 단지 하나의 재자로서의 > 존재<의 이런 가능한 악을  > 재성<의 존재의 고유한 방식으

로 보아서는 안된다. > 재성<은 독특한 존재의 구조를 무시하고는 근될 수 없고, 단지 독특한 그 존재의 

구조의 이해 속에서만 근될 수 있기 때문이다. 존재는 >사실 인 제  존재<의 감각에서 그의 본래 인 

존재를 이해한다. 나아가서 본래 인 존재의 사실의 사실성은 암석류의 사실 인 출 과 존재론 으로 구분된

다. 그리고 그 때 각 각의 존재의 실의 사실성을 우리는 실성이라고 부른다. 실성 이라는 개념안에는 >

세계 내 인< 존재자의 그-세계-내-존재가 포 되 있다. 더욱이 이 존재자는 존재자의 존재와 묶어진 자신의 >

운명<을 스스로 이해한다. 존재자의 존재는 그 존재자의 본래 인 세계 내부에서 그 존재자와 말한다.

    그래서 실존론 인 범주로서의 내-존재와 그리고 존재론 인 범주로서의 재자(前在 ) 상호 간의 >내속성

< 사이의 존재론 인 구분을 보는 것은 요하다. 그러나 존재는 그 자체 본래 인 >공간-내-존재<를 지닌다. 

물론 그-세계-내-존재 일반을 근거로 해서만 가능하긴는 해도 말이다. 그래서 존재의 본질구조로서의 그-세계

-내-존재의 이해서 비로서 존재의 실존론 인 공간성에 한 통찰을 가능하게 한다. 이 때문에 내-존재는 존

재 인 특징의 서술을 통해서는 존재론 으로 분명해지지 않는다. 존재  특징의 서술의 경우, 하나의 세계 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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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존재는 정신 인 속성인 반면 인간의 >공간성<은 그의 육신성의 성질이고, 그 >공간성<은 항상 육신성을 통

해서 >근거지워진다<. 이와함께 사람들은 정신 인 것과 육신 의 것의 함께- 재해-있음에 직면한다. 그러나 

이 게 섞어져 있는 것의 있음 그 자체는 당연히 모호해진다. 이제 존재의 본질구조로서의 그-세계-내-존재의 

이해는 존재론 으로가 아니라 >형이상학 으로< 동기지워진, 그리고 인간은 우선 으로 정신 인 것이며 이 정

신 인 것이 나 에 하나의 공간 >안에< 정립된다 라고 하는 소박한 견해 속에서 성립하는, 존재의 본질구조

의 그 제거를 막아낸다.

    내-존재의 다양한 방식은 배려함 이라는 독특한 존재양식을 지닌다. 내-존재의 규정된 방식들로 존재의 그

-세계-내-존재는 그의 실성과 더불어 그 때 그 때 이미 분산되거나 나뉘어졌기 때문이다. 어떤 것에 여하다, 

어떤 것을 사용하다, ～을 묶다, ～을 고찰하다, 말하다, 규정하다 등의 그러한 방식들로 말이다. 배려함은 학문 

이 의 의미들, 곧 존재 인 의미들을 지닌다. 어떤 것을 수행하다, 처분하다, >깨끗이 정리하다<, >어떤 것을 조

달하다<, 실패할 것을 염려하다, 두려워하다 등처럼 말이다.  배려함은 이런 존재 인, 학문 이 인 의미들과

는 반 로 가능한 하나의 그-세계-내-존재의 존재의 표시로서의 존재론 인(실존 인 것) 용어로서 우리의 조사 

안에서는 가져와 질 것이다. 존재의 존재는 Sorge(염려, 마음 )로서 밝 져야 할 것이므로 우리는 배려 라는 

명칭을 선택했다. 존재는 존재론 으로 이해하는 Sorge(염려)이기 때문이다. 그-세계-내-존재는 존재에 본질

으로 속하므로, 세계에 본질 으로 속하는 존재의 존재는 배려이다.

    나아가서 내-존재는 존재가 때로 가졌다가 때로 갖지 않는 어떤 속성도 아니다. 내-존재 없이는 존재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존재는 그-세계-안에-있음으로서 있는 그 로 있다. 그래서 존재 으로든 존재론 으

로든 배려함으로서의 그-세계-내-존재는 우 를 지닌다. 내-존재의 정 된 하나의 양상으로서의 본 보기가 바로 

세계인식이다. 인식은 재 이지 않다. 그리고 이 존재자에게 속하는한 인식은 반드시 >내 <인 것이다. 그래서 

인식은 그-세계-내-존재로서의 존재양상이다. 따라서 반드시 이러한 존재 틀 속에서 인식은 자신의 존재 인 기

를 진니다. 이미 그 세계 곁에 있는 인식은 그-세계-곁에-이미-있음 안에서 선행 으로 근거지워진다. 물론 

‘곁에’는 순수한 재자들을 고정된 시선으로 망연히 바라 이 결코 아니다. 그-세계-내-존재는 배려된 세계에 

마음을 뺏긴다. 배려로서의 그-세계-내-존재이기 때문이다. 존재는 그-세계-내-존재로서 스스로를 인식한다. 

따라서 인식은 세계와 주 의 >의사소통<을 만드는 것도 아니요, 주 이 세계에 미치는 향으로부터 이 의사소

통이 생겨나는 것도 아니다. 인식은 주 과 객 의 계로서 설정되는 것도 아니며, 주 과 객 은 존재와 세

계에 결코 부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나아가서 내-존재의 설명은 곧 Da( )의 존재 설명이다. 그리고 이 설명은 1)Da의 실존론 인 구성 2)Da의 

일상 인 존재와 존재의 퇴락 등 두 가지로 이루어진다.

    [ 존재는 그-세계-내-존재인 반면 -존재, 곧 Da의 존재는 심정성과 이해이다. 그리고 심정성과 이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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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하는 실존론 인 것이 말이다. Da의 존재를, 곧 심정성과 이해를 구성하는 것은 말인 반면 ‘말하는 내(內)-존

재’는 -존재 라기 보다는 그-세계-내-존재를 뜻하는 존재이다. 존재는 언어를 지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세

계의 -존재는 내(內)-존재이다. 존재는 실존하는 그의 Da라는 것은 세계는 >da<로 있으며, 그 세계의 

Da-sein은 내-존재라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 ]

    존재의 일차 인 구성을 성격지우는 개시성(開示性)을 통해서 세계의 -존재와 하나된 이 존재자( 존재)

가 그 자신으로 > <존한다. 그리고 그러한 존의 등 근원 인 양자의 구성 방식들을 우리는 심정성과 이해 속

에서 보며, 심정성과 이해는 말을 통해 등 근원 으로 규정된다. 그래서 구성되는 이 존재자는 [심정성과 이해]를 

통해 그 자신 그 때 마다 > <존한다. 즉 이 존재자는 자신의 존하는 방식 그 로 있다. 존재는 본디 자신

의 Da( )을 가지고 온다. 일상 으로 >Da<는 >여기<와 > 기<를 뜻한다. 그리고 >나-여기<의 >여기<는 용

재 인 > 기<로부터 항상 이해된다. 즉 기를 향해 멀어지면서, 즉 방향을 열면서, 염려하는 존재의 감각에서 

그 게 이해된다. 그리고 > 기<는 세계 내부 으로 만나는 것들의 규정이다. 이러한 >여기<와 > 기<는 

>Da<속에서만 가능할 뿐이다. 즉 >Da<의 존재로서의 공간성을 개시한 하나의 존재자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 바

로 이 존재자가 그 본래 인 존재에 있어서의 비폐쇄성을 담지한다. 자연의 빛이라는 비유 인 존재 인 말은 이 

존재자의 실존론 -존재론  구조 이외의 다른 말이 아니다. 나아가서 존재의 실존론 인 공간성은 그-세계-내

-존재에 근거한다. 존재에게 그의 >자리<를 규정한다. 그래서 존재는 본디 자신의 Da를 가지고 온다. 따라

서 사실 으로 존재는 Da 없이는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Da 없이는 이러한 본질의 존재 한 아니다. 그래서 

존재는 자신의 개시성이다. 이것(문장)은 실존 이다. 이것(문장)은 만약 이 존재자의 본질이 실존이라면 그의 

있음에 있어서의 이 존재자에게 문제시 되는 존재는 그의 > <존이라는 것을 말한다. Da의 실존론 인 구성은 

심정성으로서의 -존재와 심정성의 한 양상으로서의 두려움, 그리고 이해로서의 -존재와  이해와 해석과 해

석의 생  양상으로서의 진술, 그리고 -존재와 말과 언어를 다룬다. 

    -존재의 존재성격의 분석은 실존론 인다. 그래서 이 성격들은 재자의 속성들이 아니라 본질 으로 실

존론 인 방식들로 있다. 이 때문에 그래서 일상성에 있어서의 이것들의 존재양식이 반드시 밝 져야만 한다. 이

제 존재 으로 볼 때 가장 잘 알려지고 가장 일상 인 것은 존재론 인 심정성이다. 즉 기분(에 젖음)이다. 기분

성 안에서 존재는 미리 Da로서의 그의 존재를 얻는다. 그래서 기분은 >어떻게 가 있고 되는지(심정여하, 心

精如何)<를 분명하게 한다. 있고 되는 방식(심정여하) 안에서 기분에 젖음이 그의 Da에 있어서의 존재를기져온

다. 이 듯 기분성 안에서 존재는 그 존재자로서 항상 이미 개시된다. 그 존재자에게 그의 있음에 있어서의 

존재가 실존하면서 있는 그러한 존재로서 넘겨진다. 그래서 존재의 존재는 일상성 안에서 >있으며, 있어야 한

다는 것<으로서 열려질 수 있다. >있으며, 있어야 한다는 것<은 존재의 심정성 안에서 개시된다(열린다). 그리

고 >있으며, 있어야한다<는 존재론 -범주론 인  >것<이 아니라, 그 존재자의 실존론 인 규정성으로 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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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야 한다. 그-세계-내-존재 방식으로 있지만, 존재론-범주론 인  >것<은 재성에 속하는 사실성을 묘사

하기 때문이며, 실성은 재자의 무뎌진 사실성이 아니라, 비록 우선 으로 어제쳐  있다 손 치더라도 받아 

드려진 존재의 존재특성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바로 우리는 이 >있다는 것<을 그의 Da로의 이 존재자의 던져

짐(피투성, 被投性)이라고 부른다. 던져짐은 넘겨짐의 실성을 의미한다.

    이러한 기분들의 근원 인 개시들에 비해 인식작용의 개시 가능성은 무나 짧다. 그래서 심정성 안에서 

존재는 항상 이미 그 자신에 직면하면서, 앞의 자기를 지각을 통해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기분에 젖은 심정으로 

항상 자기를 본다. 발견한다. 그런데 기분은 조하는 방식으로 피투성을 개시하는 것이 아니라, 따르거나 거스리

는 방식으로 개시한다. 심정성의 첫 번째 존재론 인 본질성격은 심정성이 존재를 그의 피투성(던져짐) 속에서 

개시 할 때 우선은 개 회피하면서 거스리는 방식으로 개시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개시는 모든 인식과 

의욕에 앞서며, 인식과 의욕의 개시 범 를  훨씬 넘어서서 기분에 있어 자기 자신에게 개시되는 것이다. 나아가

서 심정성의 두 번째 존재론  본질 성격은 심정성은 세계, 공동 존재와 실존의 등 근원 인 개시성의 실존론

인 근본양식이라는 이다. 기분은 그 때 그 때 이미 세계-내-존재로서 개시한다는 것이다. 심정성을 통해서 세

계의 내-존재에 속하는, 선행 인 개시성이 함께 구성되며, 선행 으로 이미 개시된 세계가 세계 내부 인 것을 

만나게 한다. 이 때 용재자는 쓸모 없고, 항하고, 한다는 성격을 가지고 우리와 존재론 으로 마주친다. 그

래서 심정성은 그 자체 실존론 인 존재 양식이며, 이러한 존재양식으로부터 부단히 존재는 >세계<에 떠 맡겨

지고, 존재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자기 자신으로 회피하도록 세계로부터 자신을 자신을 덮치게한다. 이러한 회

피의 실존론 인 틀은 퇴락의 상에서 분명해질 것이다. 그런데 심정성의 구분된 양상들과 그 근본연 들은 존

재 으로 이미 감정과 느낌이라는 명칭으로 오랫동안 인지돼 왔고, 철학에서 가르쳐졌다. 그러나 심리 인 상 

에 함몰되어 수반 상(隨伴現象)으로 떨어져 버리거나, 감정일반에 한 원칙  존재론  해석이 아리스토텔

스 이후 진 을 보지 못했다.

    심정성의 한 양상으로서의 두려움.

    나아가서 이해를 억제할 뿐이라고 하더래도, 심정성은 자신의 이해 내용을 지닌다.

이해는 심정성과 더불어 >Da<의 존재[ 즉 -존재]를 등 근원 으로 구성한다(이해로서의 -존재). 이해 역

시 항상 기분에 젖어 있다. 이해가 기 인 실존론  범주로 해석된다면 이해라는 상은 존재의 존재의 근본 

양상으로 악된다. 그러나 반 로 >이해<가 하나의 가능한 인식양식인 >설명><과 구분되는 가능한 인식양식 

의 하나로 악된다면, >이해<는 Da의 존재 일반을 함께 구성하는 일차 인 이해의 실존론 인 생태라고 

해석된다. 존재는 실존하는 그의 Da이다 라는 것은 한편으로 세계는 > <존한다는 것, 세계의 -존재는 내

-존재라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내-존재는  마찬가지로 > <존한다. 한 존재는 ‘그것 때문(궁극목 )’에 있

는 바 그것으로서 있다. 실존하는 그-세계-내-존재 자체가 그것 때문(궁극목 ) 안에서 개시된다. 그리고 실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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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그-세계-내-존재 자체의 개시성이 이해라고 불리운다. 그리고 궁극목 을 이해 할 때 거기에 근거를 두는 유

의미성이 함께 개시된다. 유의미성은 세계 자체가 개시되는 곳이다. 궁극목 과 유의미성이 존재 안에서 개시

해 있다는 것은 존재가 그-세계-내-존재 자체에 여하는 존재자라는 것을 말한다.

    이해 속에 실존론 으로 놓인 것은 존재-가능으로서의 존재의 존재양식이다. 그리고 실존론 인 것으로서

의 이러한 이해 속에서 가능한 것은 무엇이 아니라 실존함으로서의 존재이다. [여기서] 존재는 일차 인 가능

존재이며, 존재할 수 있는 바의 그것이고, 자신의 가능성 그 로의 그것이다. 그래서 이해는 존재 자체의 본래

인 존재가능의 실존론 인 존재이다. 더욱이 이 존재는 자기 자신의 존재와 함께하는 그것을 자기자신에게 개

시한다. 그래서 이해가 심정  이해인한, 그리고 이러한 이해로서 실존 으로 피투성에 내 맡겨진 이해인 한, 

존재는 그 때 마다 갈피를 못 잡고 자기를 잘못안다. 그러므로 존재는 그의 존재가능 속에서 자기를 다시 발견

할 가능성에 맡겨져 있는 것이다.

    이해는 그-세계-내-존재로서의 존재의 완 한 개시성과 련하기 때문에 이해가 이 게 자기를 놓는 것은 

체로서의 기투의 한 실존론 인 변양이다. 자기를 놓는다는 것은 이해의 두 근본 가능성 의어느 하나에 자기

를 놓는 것이다. 이해는 자신의 기투 때문에 언제나 자신의 가능성으로 고든다. 이해의 기투성격은 그-세계-내

-존재의 Da가 존재가능의 Da로서 개시된다는 에서 그-세계-내-존재를 구성한다. 그래서 기투는 던짐으로서 

가능성을 가능서으로서 자신에게 선취하고, 가능성으로 있게한다. 그래서 이해는 기투로서 존재가 가능성으로

서의 자기의 가능성으로 있는 존재의 존재양식이다. 그리고 이해의 기투작용은 자기를 완성한다는 고유한 가능

성을 지닌다.  이해의 완성을 우리는 해석이라고 부른다. 

    심정성과 이해는 Da의 있음(곧 -존재)를, 그-세계-내-존재를 구성하는 기 인 실존 인 것(범주)들이다. 

그런데 이해는 이해된 것을 자기 것으로 하는 해석의 그 가능성을 스스로 안에 감추고 있는 반면 심정성은 이해

와 등 근원 인 한 어떤 이해 안에 보존된다. 그래서 이해가 해석의 가능성을 가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심정성에

도 어떤 해석의 가능성이 상응한다. 그런데 해석의 극단 인 생태로서의 진술이 선명해졌으므로, 이제 달(표

명)로서의 진술의 그 세 번째 의의가 말함과 언어(언표)의 개념 속에서 분명해져야한다.

    말은 심정성과 이해를, 즉 Da의 존재를 구성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세계-내-존재는 ‘말하는 내(內)-존재’ 

다. 따라서 존재는 언어를 지닌다. 그래서 언어라는 상은 존재의 개시성의 실존론 인 틀안에 뿌리를 두

는 반면 말은 언어의 실존론 인-존재론 인 기 이다.

    말은 심정성과 이해와 더불어 등 근원 인 실존론 인 것(실존 범주)이다. 이해가능성 역시 해석을 자기의 

것으로 하기에 앞서 분 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이해가능성의 분 된 선명한 발음이 바로 말이다. 이 때문에 말

은 이미 해석과 진술의 근거로 놓인다. 우리는 해석에 있어, 그러므로 이미 근원 으로 말에 있어, 선명하게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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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채 발음가능한 것을 우리는 감각(의미)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말하는 선명한 발음 안에서 분 되는 것 자체를 

우리는 의의 체라고 부른다. 그리고 의의 체가 의의들로 해체된다. 의의들은 항성 선명히 발음될 수 있는 것의 

선명하게 발음된 것으로서 항상 감각 이다(의미를 지닌다). 그래서 만약 Da의 이해가능성의 선명하게 분 된 발

음이 즉 말이 개시성의 근원 인 실존론 인 것(실존 범주)이라면 그러나 이것이 그-세계-내-존재를 통해서 구

성된다면 반드시 그 말은 본질 으로 하나의 특수한 세계 인 존재양식을 반드시 지녀야한다. 말로부터 그-세계-

내-존재의 심정  이해가능성이 스스로 언표되어, 그 이해가능성의 의의 체가 낱말로 된다. 의의로부터 낱말이 

자란다. 그러나 낱말사물들이 의의들을 지니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말이 밖으로 언표된 것이 언어이다. 그리고 언어 안에서 즉 체 낱말 안에서 말은 하나의 고유한 >

세계 인< 존재를 지닌다. 그래서 이 낱말 체(언어)는 하나의 용재자처럼 세계내부 으로 있는 것처럼 발견된

다( 에 뜨인다). 물론 언어가 부서져서 세계 내부  존재자로서 재 인 낱말사물이 될 수는 있다. 그러나 말은 

실존론 인 언어이다. 하나의 존재자의 개시성을 말이 의의에 맞게 선명하게 분  발음 할 때 그 존재자는 던

져서 그 >세계<에 의지하는 그-세계-내-존재의 존재양식을 지니기 때문이다. 말함은 그-세계-내-존재의 이해가

능성을 >의의 부여하면서< 분 함이다. 그런데 그-세계-내-존재에는 공존재가 속하므로, 말함은 배려하는 상호

존재의 일정한 방식 속에서 유지된다. 그래서 말은 존재의 개시성의 실존론 인 틀로서 존재의 실존을 구성

한다. 그리고 실존의 실존성에 한 말의 구성 인 기능은 말하는 이야기인 들음과 침묵 이라는 두 상에서 비

로서 완 히 분명해진다. 말하는 이야기에는 들음과 침묵이 가능성들로서 속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선 말 자체

의 구조를 밝히는 것이 요하다.

    말에는 1)말하여지는 곳 2) 말하여진 것(내용) 3) 달 4)표명 등의 구성  계기들이 속한다. 그러나 이 계기

들은 단지 경험 으로 언어에서 주어 모은 특성들이 아니라 존재의 존재틀에 뿌리 박은 실존론 인 성격이다. 

바로 이 성격이 언어와 같은 것을 존재론 으로 비로서 가능하게 한다. 이 계기들은 특정한 말의 실 인 언어 

형태에서는 어느 하나가 빠지거나 주목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계기들이 >낱말<로 표 되지 않는 경우

가 더러 있다는 것은 말의 한 특정 양식을 보이는 지표에 불과한 것이다. 말이 있는한 그 말은 매양 에서 말한 

구조의 체성 내에 있지 않으면 않된다. 말함은 ‘…에 한’ 말이다. 말은 반드시 1)(말하여지는) 곳에 함 이라

는 구조계기를 반드시 지닌다. 왜냐하면 말은 그-세계-내-존재의 개시성을 함께 구성하고  말의 고유한 구조

상 형존재의 근본 틀에 의해 미리 형성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말하여지는 곳(말의 상)은 규정된 진술의 주제의 

성격을 필연 으로 지니는 것도 아니고, 더욱이 개는 지니지 않는다. 명령도 ‘…에 하여’ 일어나며, 소망도 자

신의 …에 하여 (말하여지는) 곳( 상)을 지니며, 변(代辯) 역시 …에 하여 (말하여지는) 곳을 결여하지 않

기 때문이다. 2)말하여진 것(내용--事, 物, 意)은 규정된 에서 그리고 어떤 한계 속에서 항상 >말 걸어진다< 

그래서 각기 말에는 말하여진 것 자체, 곧 ‘…에 한’ 그 때 그 때의 바램들과 물음들과 천명함 안에서 말하여진 

것 자체가 놓인다. 그리고 이 말하여진 것 안에서 말이 3) 달된다. 실존론 의 악되 달에서 이해하는 상호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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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의 선명한 분 된 발음이 구성된다. 달은 공동의 심정성과 공동존재의 이해내용을 >나 <다. 그러나 달은 

의견이나 소망의 체험을 한 주 의 내면에서 다른 주 의 내면으로 옮기는 그러한 것이 아니다. 공동 존재는 이

미 공동의 심정성과 공동의 이해 안에서 노 되 있다. 다시 말해 말 가운데서 공동존재는 >명확하게< 나뉘어져 

있다. 그러나 공(共)존재는 단지 포착되지 않고 자기 것으로 되지 않는 것으로서만 나뉘어지지 않은 채로 이미 

있을 뿐이다. 말하여진 것 안에서 달되는 ‘…에 한’ 모든 말은 4)자기 표명의 성격을 지닌다. 말하면서 언표하

는 존재는 그-세계-내-존재로서 이해하면서 이미 >밖에<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언표된 것은 곧 밖에 있음이

다. 즉 심정성(기분)의 그 때 그 때의 방식이다. 이 심정성은 내-존재의 완 한 개시성에 해당 됨은 이미 지 된 

바 있다. 나아가서 심정 인 내-존재의 그리고 말에 속하는 그 표명의 언어 인 지표는 억양, 조(轉調), 말의 

템포, 이야기 양식 등에서 나타난다. 그리고 이러한 심정성의 실존론 인 가능성들의 달은 즉 실존의 개시는 >

시를 짓는< 말의 고유한 목표가 될 수 있다. 

    언표의 두 가능성들은 ㄱ)들음과 ㄴ)침묵이다. ㄱ)들음은 말 자체에 속하는 실존론 인 가능성들이다. 들음으 

말을 구성한다. 그리고 언어 인 표시(발설)가 말 안에서 근거지워지듯 음향 인 지각은 들음 안에서 근거지워진

다. 구의 말을 들음은 함께-있음으로서의 존재가 타자를 향해 실존론 으로 열려있음이다. 더욱이 이 들음은 

각기 존재가 자기 곁에 지니는 친구의 음성 는 양심의 들음으로서의, 그의 가장 고유한 존재가능을 한 

존재의 일차 이고 고유한 열림성을 구성한다. 나아가서 이러한 들음으로부터 말이 이해와 이해가능성에 해 맺

는 연 이 분명해진다. 이해하기 때문에 존재는 듣는다. 들음과 말함은 이해 안에 근거하기 때문이다. 존재는 

타인과 함께하는 이해하는 그-세계-내-존재로서 공동 존재와 자기자신에게 > 속<해 있으면서, 그 속성 안에

서 그 공동 존재와 자기자신에게 귀를 기울인다. 공(共)존재는 서로-들음 안에서 형성된다. 이러한 서로-들음에

는 순종하고 동행하는 가능한 방식도 있지만 불복, 반항, 이반 등의 결여 인 양상들도 있다. 타인의 말을 분명하

게 들을 때 우리는 말하여진 것을 우선 이해한다. 더 정확히 말하면 말이 걸려 있는 곳 곁에 타인과 함께 이미 

처음부터 우리는 있다. 그 때문에 우리는 발설된 언표를 듣는 것이 아니다. 더욱이 언표가 불분명하거나 언어가 

낯선 곳에서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낱말을 듣지, 다양한 음향자료들을 듣지 않는다. 나아가서 이러한 실존론

인 일차 인 들음가능을 근거로 해서 경청과 같은 어떤 것이 가능하다. 경청도 이해하면서 듣는다는 존재양식을 

지닌다. 그리고 이러한 경청은 심리학에서 >우선< 듣는 것 이라고 규정하는 것 보다 훨씬 더 근원 이다. 즉 음

향의 감수(感受)나 음성의 지각보다 상 으로 훨씬 더 근원 이다. 를들어 우리가 우선 오토바이와 차를 듣

는다는 것은 존재가 세계내부  용재자 곁에 머무는 것이지, 우선 으로 >감각들<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는 것

의 상 인 증거이다. 아울러 말함의 들음과는 다른 본질 인 가능성은 ㄴ)침묵이다. 그러나 침묵도 들음과 동일

한 실존론 인 기 를 지닌다. 서로 말하는 가운데 침묵하는 자는 끝 없이 말하는 자 보다 더 본래 으로 >이해

하고 있다< 라고 여겨질 수 있다. 침묵은 벙어리가 아니다. 침묵할 수 있기 해서, 존재는 말해야 할 어떤 것

을 갖지 않으면 않된다. 즉 그 자신을 본래 이고 풍부하게 마음 로 개시할 수 있지 않으면 않된다. 이 때 침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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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을 깨트리고 한담(閑談)을 억제한다.

    [(소 희감수, 173-176) 바로 이러한 개시성의 ‘구성 인 방식’으로서 하이데거는 ‘심정성’, ‘이해’, ‘말함’ 이라

는 세 가지를 제시한다. 그리고 그 의 일상 인 존재, 즉 일상성에서 나타나는 제 성격의 존재양식을 ‘퇴락’이라

고 묘사한다. 

    ① ‘심정성’(Befindlichkeit)이란 일반 으로 말하는 ‘기분’이라든가 ‘기분지어져 있다고 하는 것’과 같은 것으

로, 존재가 그때 그때 이미 항상 기분 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한다8). 를들어 방해받지 않는 안

정된 기분, 억제된 불쾌한 기분, 자로부터 후자에로의 변화, ‘기분이 손상되다든지 변하는 것, 종종 지속되는 

기복이 없는 무기분 등도 결국은 모두 이것에 귀착되는 것이다. 이러한 기분은 사람들이 어떤 상태이며 한 어

떤 상태가 되는가를 드러낸다.

    바로 이러한 심정성에 있어서 존재의 한 특별한 존재성격이 개시된다고 하이데거는 지 한다. 그것이 바로 

존재는 존재하며, 존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사실, 다시 말해 자신이 어디서부터 유래하고 어디로 귀속

되는가 하는 에서는 차단되어 있지만, 자기자신에 있어 더 이상 차단되어 있지 않고 개시되어 있다는 존재성격, 

즉 그가 말하는 ‘피투성’(던져져 있음, Geworfenheit)이다. 이것은 한 ‘ 맡겨져 있다’고 하는 ‘ 사실성9)’이라고도 

표 된다. 바로 이러한 성격이 심정성에 있어서 개시된다10).

    ② 두 번째로 그가 제시하는 개시성, 즉 열려 있음의 두 번째 방식이 ‘이해’(Verstehn)이다. 이것은 하나의 실

존범주, 존재의 존재의 근본양태로서, 일반 으로 말해지는 인식의 양식과 같은 것이 아니다. 

    ‘이해’란 무엇 보다도 어떤 것을 담당할 수 있다. 그만한 힘이 있다, 어떤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단 그 ‘무엇’은 상 인 어떤 것이 아니라, 실존하는 것으로서의 ‘존재’이다. 즉 ‘이해’란 존재가 자시자신에 

해, 다시 말해 자신의 존재가는에 해, 자신이 취해야 할 입장을 알고 있다는 것, 즉 ‘실존 이라는 의미에서의 

존재의 존재와 함께 ’존재하고 있는‘ 그러한 존재가능의 존재이다.

    이와 같은 끊임없이 자신을 존재시켜 가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 내지 끊임 없이 가능성을 기투해 실 해 

간다고 하는 존재의 존재양식, 자신의 존재가능을 향한 개시하는 존재를 하이데거는 ‘기투(Entworfen)’라고 부

른다. 바로 이 가능성 때문에 기투는 ‘실존성’과 함께 취 되기도 한다.

    그는 한 이 이해가 ‘본래성’일 수도 ‘비본래성’일 수도 있다는 것을 지 한다.

8) 단, ‘기분’은 ‘존재 ’(SZ 134쪽)명칭인데 비해, ‘심정성’은 ‘존재론 인’ 명칭이며, 하나의 ‘실존범주’(SZ 139쪽)이

며, 한 ‘실존론 인 존재양식’(SZ 139쪽)이다.

9) 사실성(Faktizität)이란 사물  존재자에 귀속되는 사실성(Faktum)과 구별되는 하나의 ‘실존론 인 규정성’ 

‘ 존재의 한 존재성격’(SZ 135쪽)을 나타낸다.

10) 이 심정성의 한 양태로서 그는 ‘두려움’이라는 상도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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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는 이 이해가 구성하고 있는 ‘배시’, ‘고시’와 같은, 존재의 근본 인 존재방식으로서의 ‘ ’이라고 

하는 것도 지 한다.

    그리고 이해가 지니는, 스스로를 ‘완성’하여 내 것으로 삼는다고 하는 측면을 지 하여, 그것을 ‘해석’이라고 

부른다.

    나아가 그는 이 해석으로부터 ‘진술’이라는 것이 생되어 온다는 것을 지 한다.

    ③ 하이데가가 지 하는  존재의  하나의 ‘개시성’은 ‘말함’(Rede)이다. 말함도 재가 열려있음의 한 방

식인 것이다. 이것도 하나의 실존범주이며, 존재의 기 인 존재양식이다. 이것은 세계-내-존재의 이해가능성

을 유의미화하면서, 존재가 배려 으로 마음쓰고 있는 상호공존재라는 사실을 기 로하낟. 존재가 만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는 공존재가 아니라면 말함이란 아무 의미도 갖지 못할 것이다. 이 말함은 실제에 있어서 다양

한 형태로 나타난다. 즉 승인이나 거부, 권고, 언명, 상담, 변, 진술, 연설 등이 모두 그 구체 인 방식이다. 이런 

여러 가지 방식으로 존재는 말하고 있다. 이러한 것으로서 말함은 ‘무언가에 한 말함’이라는 성격을 갖는다. 

즉 ‘화제’라고 하는 구조계기를 갖는다. 그러한 의미에서 말함은 ‘ 달’의 성격을 갖는다. 그리고 말함은 동시에 자

신을 언표한다고 하는 성격도 갖는다.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그는 ‘인간은 언어를 갖는 동물’(zōon logon echon)

이라는  그리스  규정을 이해하고 있다. 이것은 결국 인간이 세계와 존재 자신을 드러 낸다고 하는 방식으

로 존재한다는 것을 지 하게 된다. 바로 이러한 성격을 갖는 말함이 ‘밖으로 언표된 것’이 다름 아닌 언어라고 

하이데거는 말한다.

    한 가지 부언하자면, 이 말함 안에 ‘듣는 것’과 ‘침묵하는 것’이 가능성으로서 속한다는 것이다.

    이상의 이 세 가지, 즉 심정성, 이해, 말함이 존재의 개시성을 등근원 으로 구성한다고 하이데거는 통찰한

다 ]

70) 존재가능(Seinkönnen)으로서의 ‘이해’(Verstehen)에 해 논하라(1994박사1학기).69. 논리  가능성과 
존재론  가능성에 구분에 해 논하시오(1997년2학기) - 논리  가능성과 존재론 (실존론 ) 가능성에 
하여 논하시오(1998년1학기) - 논리  가능성과 존재론  (특히 실존론 ) 가능성을 구별해서 논하시오
(1999년1학기).

    (소 희감수, 99-109) 이해는 ‘개시’(열어 밝힘 Erschließen) 는 ‘개시성’(열어 밝 져 있음 Erschlossenheit)

으로서, ‘ 존재가 그것 때문에 존재하는 바 궁극목 ’(Worumwillen)과 거기에 근거를 두는 ‘유의미

성’(Bedetsamkeit)의 개시성이며, ‘ 체 인 세계-내-존재’에도 등근원 으로 련한다. 이는 곧 존재가 세계-내

-존재로서 세계-내-존재 자체에 여하는 그런 존재자라는 것을 뜻한다.

    다음 논 은, 이해가 ‘개시  존재가능’(erschließendes Seinkönnen)으로서 실존범주로서의 ‘가능성’을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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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상  지반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하이데거는 ‘이해한다’는 것을 ‘무엇을 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한다. 일반

으로 이해(Verstehen)라는 말은 무언가를 잘 보기 해 는 지배하기 해 그것의 주 에(ver-)선다(stehen)는 

어원 인 뜻을 지니고 있다. 즉 이 말은 단순히 념 으로 납득한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문제의 장에 선다

고 하는 실천 인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 실제로도 컨  컴퓨터를 이해한다는 것은 그것을 작동시켜 문서를 작

동한다든지 자우편을 주고 받는 일이 가능하다는 것을 뜻한다. 하이데거도 이런 수행가능성에서부터 이해라는 

것을 해명한다. 단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 상 인 어떤 것’이 아니라 ‘실존함으로서의 존재’이다. 즉 ‘이해’ 속

에 ‘존재-가능’이라고 하는 존재의 존재양식이 가로 놓여 있다는 것이다. 존재의 ‘존재가능’(Seinkönnen)이란 

존재가 일차 으로 ‘가능존재’(Möglischsein)라는 것을 말한다. 가능존재란 존재의 ‘가장 근원 이고 최종 이

며 극 인 존재론 인 규정서’으로서 존재가 그 때마다 자신이 존재할 수 있는 그것이고 자신의 가능성 로

의 그것이라는 것을 말한다. 이 본질 인 가능존재는 “‘세계’에 한 배려”, ‘타자에 한 고려’ 그리고 ‘자기를 궁

극목 으로 하는 자기자신에 한 존재가능’에 계한다. 이해란 바로 이러한 존재의 존재가능이 무엇에 연

되는지를 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앎’ 자체가 한 인 것이 아니라 ‘가능 ’인 것이다. 즉 존재는 자신

이 이 게 는 게 존재함을 그 때만다 이해하고 있거나 이해하지 않고 있거나 하는 방식으로 존재한다. 그

기 때문에 이해 자체가 한 하나의 ‘존재 가능’인 것이다. 이해란 이 게 자기자신의 존재가 무엇에 연 되는

지를 자기 자신에게 개시하는, ‘ 존재 자신의 존재가능의 실존론 인 존재’이다.

    다음 논 은, 이해가 ‘기투’(Entwurf)라는 실존론 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기투란 일반 으로 말하

는 ‘청사진’이나 ‘계획’ 등을 의미하지 않는다. 하이데거가 말하는 기투는 ‘ 사실  존재가능의 활동공간이라는 실

존론 인 존재 틀’, 존재의 ‘존재양식’이다. 즉 존재는 그 때마다 이미 자기를 기투하 고, 기투하면서 존재한

다는 것이다. 기투는 던짐으로서 가능성을 가능성으로서 자신에게 선취하고 가능성으로서 있게 하는 것이다. 그

러니까 다름 아닌 자기 자신의 가능성 속으로 자기 자신을 내 던진다고 하는 것이 기투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인 

것이다. 이러한 생각의 근 에는 존재 즉 인간이 본질 으로 ‘기능존재’라고 하는 근본통찰이 가로놓여 있다. 

‘ 존재의 실성에는 본질 으로 존재가능이 속한다’ 든지 ‘존재하는 바의 가 되라’는 문구를 그가 원용하는 것

도 이런 근본통찰을 기 로 한 것이다. 단 이러한 기투는 존재가 자기의 존재를 정비하기 해 고안해 낸 어떤 

계획에 따라 태도를 취하는 것과  무 하며, 오히려 ‘피투된 기투’라고 하는 을 유념해야 한다. 바로 이 기

투라는 성격을 근거로 해서 이해는 자신 속에서 개시 가능 한 모든 본질  차원들에 따라 가능성 속으로 내 닫

는 것이다. 이러한 기투로서의 이해는 존재가 자신의 가능성으로서의 가능성인 바 존재의 존재 양식이다.

    그런데 기투는 언제나 세계-내-존재의 완 한 개시성에 계하며,  그런 기투에 근거하는 이해는 존재 가

능 자체이므로, 이해는 이해 속에서 본질 으로 개시 될 수 있는 것의 범 에 의해 미리 그림 그려진 여러 가

능성을 갖고 있다. 즉 이해는 ‘세계’에 입각한 것일 수도 있고, ‘ 존재 자신’에 입각한 것일 수도 있다. 따라서 이

해는 존재의 존재를 ‘ 존재의 궁극목 ’과 ‘유의미성’을 향해 근원 으로 기투한다. 한 이해는 ‘본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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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수도 있고 ‘비본래  이해’일 수도 있다. 그리고 이 본래  이해와 비 본래  이해는 다같인 ‘진정한’ 것일 수

도 있고, ‘진정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이해는 ‘존재가능’으로서 철두철미 ‘가능성’으로 일 되어 

있다.

    다음으로 하이데거는 이해가 존재의 ‘ ’(Sicht)을 구성한다고 덧 붙힌다. 은 물론 육안으로 지각한다는 

뜻이 아니라, 존재의 개시성을 특징짓는 ‘밝 져 있음’과 일치하는 것이다. 이해한다는 것이 곧 본다는 것이다. 

이 은 도구에 해서도, 타자에 애해서도, 그리고 자기자신의 실존에 해서도 등근원 으로 계한다. 도구에 

계되는 이 ‘둘러 ’(Umsicht)이고, 타자에 계되는 이 ‘돌 ’(Rücksicht)이며, 자신의 실존에 괸계되는 이 

‘꿰뜷어 ’(Durchsicht)이라고 아이데거는 각각 이름짓는다. 무릇 은 그 에 근하는 존재자를 그 존재자 자

체에 즉해서 은폐하지 않고 만나게한다. 이것이 의 근본 인 의의이다. 본다는 것은 그러니까 존재자  존재

에 이르는 각각의 통로를 통로 일반으로서 성격짓는 보편  술어인 셈이다. 이 게 해서 우리는 존재가 ‘ 재

이해’를 가지고 있다는 하이데거의 기본 제를 충실히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이상과 같은 논의들을 바탕으로하여 하이데거는 ‘해석’(Auslegung)으로 논의를 옮아간다. 이 ‘해석’이 하이데

거의 해석학에서 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말할 것도 없다. 그런데 하이데거가 말하는 해석이 단순한 

택스트 해석이 아님은 물론이다. 그는 ‘이해의 완성’(Ausarbeitung)을 ‘해석’이라고 부른다. 해석은 이해된 것의 인

지가 아니고, 이해에서 기투된 가능성들을 완수하는 것을 가리킨다. 이는 마치 필름에 이미  있는 잠상이 

상과 인화를 거쳐 완성된 상응로 나타나는 것과도 유사하다. 해석(Auslegung)이라는 말 자체가 안에서 밖으로

(aus)끄집어 내어 놓는다(legen)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한 가지 주의할 것은이해와 해석이  

다른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어디까지나 이해를 완수하는 것이 해석이므로, ‘해석의 근거’가 곧 이해인 셈

이다. 따라서 일반 으로 생각되고 있듯이 해석을 통해 이해가 성립되는 게 아니다. 그 기 때문에 그는 ‘이해는 

해석에 있어서 자기가 이해한 것을 이해하면서 자기 것으로 한다’, ‘해석에 있어서 이해는 다른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것으로 된다’고 말한다. 해석은 어디까지나 이해의 자기완성인 것이다.

    이러한 이해․해석은 도 체 무엇의 이해이며 무엇의 해석인가? 이해가 세계-내-존재 체에 괸계되는한, 이

해는 자기, 타자, 도구 이 삼자 모두에 한 이해이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하이데거는 우선 ‘세계의 이해’에 

해서만 논의를 개한다.

    여기서 하이데거는 이해의 ‘으로서-구조’(Als-struktur)를 지 한다. ‘으로서’란 해석에 있어, 도구  존재자가 

이해의 ‘ ’ 속에 들어와, 그것이 무엇을 한 것이가 하는 것이 ‘명백히’ 이해된다고 하는 것, 즉 ‘어떤 것으로서

의 어떤 것’ 이라는 형태로 ‘이해’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으로서’가 이해의 명료성의 구조를 형성하고 해석을 구성

한다. 해석이 이러한 ‘으로서-구조’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배시 으로-해석하면서 환경세계의 도구  존재자와 

만나는 교섭은 그 도구  존재자를 책상, 문, 차, 다리‘로서’ ‘보’게 되는 것이다. 단 주의해야 할 것은, 어떤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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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것으로서 명백히 이해한다고 하는 이 해석이 발가벗은 사물  존재자 에 어떤 ‘의의’를 던져서 거기에 어

떤 가치를 덧붙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해석에 있어서는 사물  존재자가 세계내부  존재자와 함께 그 

때만다 이미 가지고 있는 재성(세계 이해 속에서 개시된 재성) 즉 그것이 무엇을 한 것이냐 하는 것이 밝

지는 것이다. 그리고  한가지 주의해야 할 것은, 이 ‘으로서’라고 하는 것이 ‘주제  진술’ 속에서 비로소 떠오

르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주제  진술 ‘이 ’의 것이라고 하는 것이다. 즉 우리가 어떤 꽃을 두고 ‘이거 꽃이야’ 

라고 명시 으로 말하기 이 에 이미 그것이 꽃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듯이, 말이 그것을 처음으로 결정짓는 것

은 아니다.

    그리고 아이데거는 ‘어떤 것을 어떤 것으로서’ 해석하는 것이 본질 으로 지(Vorhabe, 銳智), 시(Vorsicht, 

豫示), (Vorgriff, 豫把)라고 하는 ‘ -구조’(Vor-struktur)를 기 로 삼고 있다는 것을 지 해 보여 다. 이해

의 이러한 아 리오리한 구조를 그는 ‘해석학  상황’(hermeneutische Situation)이라고 부른다. 간단히 말하자면 

이는 우리가 어떤 용재자[도구  존재자]를 해석할 때 우리가 그 용재자가 소용되는 재 체성을 미리 가지고 

있으며( 지), 다음에 해석할 을 정하고( 시), 그것을 개념 으로 악한다( 는 것을 가리킨다. 명제로 언

표되기 이 의 이런 과정이 곧 해석학  상황인 것이다. 이러한 ‘ -구조[선-구주]’의 근본 인 의의는 해석이 앞

에 주어진 것을 무 제 으로 포착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 다시 말해, 해석을 구체 으로 수행할 때, 컨  

논의를 거치지 않는 해석자의 ‘선입견’이 해석일반과 함께 ‘이미 설정된 것’으로서 즉 ‘ 지, 시, 에 미리 주

어진 것’으로서, 모든 해석의 단 에 불가피하게 놓여 있다고 하는 것이다. 지(Vorhabe)란 우리가 어떤 도구  

존재자를 이해할 때, 그것이 무엇을 의한 것인가 하는 제 제성을 주제  해석을 통해 명시 으로 포착하기 

에 뚜렷하지 않는 양상에 있어서 이미 이해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 이미 이해된 재 체성을 

이해하고 있으면서, 이해 내용을 내 것으로 하는 것[가리움을 벗기는 것], 이것이 지인 것이다. 컨  우리는 

벽에다 못을 박기 해 도구통을 열 을 때 무나도 당연히 망치를 집어든다. 망치 신 숟가락이나 연필을 집어

드는 일은 없다. 그것은 망치가 못을 박기 한 도구라고 하는 이해를 우리가 이미 지니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

다. 이것이 바로 지인 것이다. 그리고 시(Vorsicht)란 우리가 어떤 것을 어떤 것으로서 해석할 때에 지에서 

받아들여진 것을 특정한 해석가능성을 겨냥해서 ‘ 여겨둔다’고 하는 것, 즉 해석이 어떤 의 주도하에 수행된

다는 것을 미리 보는 것을 말한다. 컨  우리가 어떤 망치를 보고 ‘아, 망치구나’ 하고 그것을 집어 들었을 때 

그것은 지  당장 못을 박기 해서 일 수도 있고, 상품으로 팔기 해서 일 수도 있고, 여행의 기념으로 는 

선물로서 사기 해서 일 수도 있다. 그 때 우리는 이 망치를 도구로서 상품으로서 는 선물로서 라고 하는 시

을 가지고 이미 바라보는 것이다. 이러한 것이 다름아닌 시이다. 그리고 (Vorgirff)란 우리가 어떤 것을 

해석할 때에, 해석되어야 할 존재자에 속하는 개념성을 이 존재자 자신으로부터 이끌어내든 혹은 그 존재양식으

로 보아 립되는 개념속으로 존재자를 억지로 끌어넣든, 아무튼 그 때마다 이미 어떤 일정한 개념성에 해 결

정한다는 것을 말한다. 컨  내가 못을 박기 해 딸 아이에게 ‘미안하지만 망치좀 갔다 래?’라고 부탁했을 



                                            해석의 순환

존재론 논자시 답안 - 하이데거                                                                  (김 익성)

때 그 아이가 펜치가 아닌 망치를 제 로 갖다 주었다고 하면 그 망치를 골라잡는 순간 딸 아니는 ‘아 이것이 망

치다’, ‘이 펜 는 망치가 이니다’, ‘망치란 이러이러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미 악하고 있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이해를 라고 하는 것이다. 이와같은 형태로 해석은 지, 시, 에 의해 본질 으로 기 지워져 

있다고 하는 ‘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하이데거는 세계내부  존재자가 이해 될 때, ‘의미’(Sinnn)를 갖게 된다고 지 한다. ‘의미’란 무엇인

가. 하이데거는 이것을 어떤 것의 이해가능성이 그 속에 간직되어 있는 그것, 이해하면서 개시하는 가운데 분

가능한 것, 지, 시, 의 구조를 가진 기투의 기반, 이해에 속하는 개시성의 형식 -실존론  받침  라고 

설명한다. 요컨  이해에 있어서 개시될 내용  기반이 곧 의미인 셈이다. ............

    그리고 하이데거는 해석에 있어서의 ‘순환’(Zirkel)의 문제를 제기한다. 즉 순환이라는 상이 존재의 실존

론 인 틀에, 즉 해석하면서 이해한다는 데에 뿌리박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모든 해석은 앞에서 말한 [선]-

구조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에 기 하고 있다. 이것은 무슨 뜻인가. 모든 해석은 이해내용에 기여해야 하므

로, 해석되어야 할 것을 이미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 해석이 매양 이미 이해된 것 안에서 호라동하고, 그 이

해된 것을 자 으로 해서 자라야 한다는 것, 다시말해, 해석에 있어서는 결과로서 얻어져야 할 것이 이미 제되

어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일반 으로서는, 특히 논리학에 따르면, 순환은 ‘순환논증’으로서 회피되어야 할 ‘오류’로 

치부된다. 그러나 하이데거는 해석에 있어서의 이 순환은 결코 부정 인 것으로 보지 않고 오히려 극 으로 평

가한다. “순환 속에서 어떤 vitiosum(오류)을 보거나 그것을 회피할 방도를 기 한다면, 아니 그것을 불가피한 불

완 성으로서 ‘느끼는 것’만으로도, 이해를 근본 으로 오해하는 것이다”. “결정 인 것은 순환에서 빠져나오는 것

이아니라, 올바른 방식으로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해의 이 순환은, 그 속에서 임의의 인식양식이 활동하

고 있는 하나의 원환이 아니라, 존재 자신의 실존론  -구조의 표 이다. 순환은 vitiosum(오류)으로, 그것이 

참아 낼 수 있는 오류라하더라도, 폄하되어서는 안된다. 순환 속에는 가장 근원  인식의 한 극  가능성이 감

추어져 있다”.

    그런데 하이데거는 이 순환의 문제를 이미 존재와 신간의 제 2 에서도 논의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우리가 

존재물음을 규명할 때, 우리가 언제나 이미 어떤 존재이해 솏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시실에 주목한다. 다시말해, 

우리는 ‘존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시 으로] 알지는 못하지만, ‘존재’란 무엇인가‘라고 물을 때, 우리는 그 ’있

다‘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개념 으로는 악하지 못하더라도 이미 그 ’있다‘를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을 그

는 ’평균 이고 막연한 존재이해(Das durchschnittliche und vage Seinsverständis)라고 규정한다. 이것은 하나의 

‘ 사실’이다. 바로 이러한 평균 인 존재이해로부터 존재의 의미에 한 명시  물음과 그것을 개념화 하려는 의

도가 생긴다. 이러한 물음의 구조자체가 하나의 순환이 아닌가 하고 하이데거는 스스로 의문을 제기한다. 즉 물

음에 한 답을 통해 먼  밝 져쟈 할 것이 그 물음의 수행에 이미 ‘ 제’되어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이다. 형식



                   존재의 존재와 非 존재 인 존재( 재  존재와 용재  재)

(김 익성)                                                                  존재론 논자시 답안 - 하이데거

으로 보자면 이것은 명백한 하나의 순환논증이다. 그러나 여기에 순환은 없다고 그는 몇차 에 걸쳐 단호하게 

말한다. 왜냐하면 ‘불완 하고 막연한’ 이 존재이해의 ‘무규정성’이 그 자체로 해명을 필요로하는 하나의 극

상이라고 그는 보고 있기 때문이다. 존재에 한 물음에서 탐구되는 것은 비록 당장은 완 히 악된 것이 아니

라 하더라도  무지한 상태로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 이것이 존재물음이 개시되는 근본 인 상황이기도 

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 즉 ‘ 존재 자체에 속해 있는 어떤 본질상의 존재경향’, ‘선존재론 인 존재이해’를 극

으로 살려 그 막연한 존재이해(선이해)를 ‘철 화’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존재해면의 올바른 방식이라고 그는 생

각하는 것이다. 그의 해석학의 참뜻은 바로 이 에 있다 ]

71) 재성(Volhandenheit)과 용재성(Zuhandenheit)를 구별하는 거를 논하시오(1994석사1학기).

                                      [ Text : ]    

    [(소 희 감수 158-165) 존재와 시간에서는 존재와 련하여 우선 몇가지 비 이고도 기본 인 사실들이 

에 띈다. 이 사실들은 존재라고 하는 주제를 어떠한 방향에서 생각해 나가아 할지를 알려 다. 그것들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⑤존재의 다양한 의는 구체 으로 어떻게 개되어 있는가 이 을 알기 해서 우리는 먼 , 그가 ‘존재자’들

을 어떻게 구별하고 있는지를 이해해야 한다. 존재란 존재자와 근본 으로 구별되지만, 일단 존재자의 존재이며, 

따라서 존재자 자체가 다양함에 따라 그 존재자들의 존재역시 제각기 달라지는 것이다. 존재와 시간에서 하이데

거는 존재자들을 기본 으로 두 가지 역 속에 편입시킨다. 즉 그에 따르면, 모든 존재자는 ‘ 존재’(Dasein)라는 

성격의 존재자(즉 인간)이거나, ‘비 재  존재자’(nicht daseinsmäßiges Seiende)이다. 하이데거에 있어서는 이

게 ‘ 존재’와  ‘비 존재  존재자’, ‘ 존재’와 ‘세계내부에서만나게 되는 존재자’, ‘ 구’(Wer)라는 방식을 취하는 

존재자와 ‘무엇’(Was)이라는 방식을 취하는 존재자라는 날카로운 구별이 그 근본에 있어 존재하는 것이다(SZ 45

, 18 , 21 , 83  참조). 그는 이 에서 후자, 비 존재  존재자를 다시 둘로 구별한다. 그  하나가 ‘도구

 존재자’( 는 用在 , das Zuhandene)이고  하나가 ‘사물  존재자’( 는 前在 , das Vorhandene)이다(SZ 

18 , 21 , 66  참조). 그러나 이 양자는 완 히 단 된 별개의 것은 아니다. 사물  존재자도 이것이 인간 존

재에 의해 사용되는 경우엔느 도구  존재자가 되며, 도구  존재자도 사용되지 않고 그  놓여있기만 하는 경우

에는 사물  존재자가 된다. 컨  빗자루 같은 도구도 못쓰게 되어 창고에 처박  있는 경우라면 도구  존재

자가 되며, 돌멩이같은 사물도 그것으로 못을 박는 경우라면 도구  존재자된다. 이 게 양자는 서로 변환 간으

한 것이다. 그러나 양자의 존재성격은 명확히 구별되다.

    따라서 존재와 시간에 있어서는 ‘ 존재의 존재’, ‘도구  존재자의 존재’, ‘사물  존재자의 존재’ 라는 모습으

로 ‘존재’가 사용되고 있다(SZ 88쪽 참조)

    이  존재의 존재가 실질 인 주제를 이루지만, 이는 집 인 논의를 해 잠시 뒤로 미루고, 우선 도구



                               도구  존재자(세인에 의해 고려되는 존재자)

존재론 논자시 답안 - 하이데거                                                                  (김 익성)

 존재자의 존재와 사물  존재자의 존재가 어떻게 이해 되고 있는지를 간단히 살펴보자. (그러나 우리는 이것

들이 어디까지나 ‘세계-내-존재’라고 하는 존재의 존재틀을 밝히려는 맥락에서 존재론  심의 상이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않된다)

    ⑥ 사물  존재자의 존재, 즉 ‘사물  존재’(Vorhandensein, Vorhandenheit)란 무엇인가. 그것은 그야말로 사

물  존재자가 사물 으로 존재한다고 하는 그 존재성격, 즉 우리가 통 으로 ‘existentia’라 불 던 것을 말한

다. 그러면 이것을 ‘우선 만나게 되는 세계내부 인 존재자[도구  존재자]를 독자 으로 드러내면서 지내는 가운

데  앞에 발견되고 규정되게 되는 바로 그 존재자’라고 성격짓는다. 이를테면 길 바닥에 나뒹구는 돌멩이나 창

고 구석에 처박  있는 못 쓰게 된 빗자루 같은 것이 그런 것이다. 인간들의 심내지 사용으로부터 단 된 그런  

것들의 존재 방식이 곧 사물  존재이다. 이 존재는 사물 존재자 자신에게 있어서는 아무래도 좋은 것이라는 성

격을 갖는다. 좀더 엄 히 말해, 사물  존재자는 자신에게 있어 그 존재가 아무래도 좋은 것일 수도 없으며, 아

무래도 좋지 않은 것일수도 없다고 하는 식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스스로가 그 자신에게 있어  문제되

지 않는다는 말이다. 

    그러한 것으로서 사물  존재자[사물]은, ‘사물성, 실재성’, 나아가서는 ‘실체성, 물질성, 연장성, 병존성’이라는 

존재성격을 갖기도 한다.  이러한 규정들은 이른바 진술의 명제 인 ‘로서’(Als)에 의해 규정되는 면을 갖는다.

    이상과 같은 ‘사물  존재성’이 말하자면 ‘사물  존재자’의 ‘존재’로서 하이데거에게는 이해되어 있다.

    ⑦ 그리고 존재와 시간에  따르면, 의 사물  존재자와 근본 인 차이를 갖는 존재자로서 ‘도구  존재자’

가 있다. 이는 우리 인간이 일상성에 있어서 우선 만나게 되는 세계내부 인 존재자로서 배려[고려] 으로 마음

쓰여지는 것 일반을 가리킨다( 배려(Besoge, [고려])란 고려(Fürsorge, [배려])와 비되는 것으로 우리들 존재

가 일상성에 있어서 비 존재  존재자에 련하는 태도․방식을 가리킨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사용을 해 인

간들이 만든 소  도구(Zeug, 망치나 청소기 같은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환경세계를 이루는 자연조차도 

일차 으로는 도구  존재자로서 만나게 된다. 컨  빗물이나 햇빛같은 것도 도구나 연장은 아니지만 그것이 

인간들의 농사에 소용되는 경우는 도구  존재자가 되는 것이다. 강물도 컨  낚시나 발 을 한 것이 되며, 

바람도 항해나 비행을 한 것이 된다. 도구 자체가 하나의 형 인 도구  존재자임은 말할 것도 없다.

    이러한 ‘도구  존재자’에 원천 으로 귀속되는 여러 존재성격, 존재방식, 존재양식, 그리고 단 으로 ‘존재’가 

‘도구  존재성’(Zuhandenheit)이라고 그는 말한다. 이의 해명을 그는 존재와 시간에서 시도하고 있다. (이것은 앞

서 말했듯이 그것을 해명함으로서 세계라고 하는 것의 구조(즉 세계성)을 명시하기 함이며, 나아가 ‘세계-내-존

재’라는 존재의 존재틀을 밝히기 한 것이다.)

    그 해명의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자. 도구  존재자는 ‘무엇 무엇하기 한’(Um-zu)수단이 되는 것이다. 컨



                                세계의 세계성(유의미성) - 도구  존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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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치는 못을 박기 한 것이고 의자는 앉기 한 것이고 숟가락으 밥을 먹기 한 것이다. 이 ‘무엇무엇하기 

한’이라는 특성은 갖가지 도구  존재자를 연쇄 으로 ‘지시’(Verweisnug)하며, 도구가 하나의 체 인 지시연

을 이루어 존재하며 그 속에서 제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을 알려 다. 컨  망치는 못을 박기 함을 지시하

고, 못은 목재를 짜맞추기 함을, 목재는 테이블을 만들기 함을, 테이블은 식사를 하기 함을 지시하는 것이

다. 이러한 성격이 곧 지시연 인 것이다. 이 ‘지시’라는 구조가 한 도구  존재자의 ‘존재’라고 그는 말한다.

    그리고 이 지시라는 상은, 도구  존재자의 용이라는 면에서, 새로이 ‘ 재성’(Bewandnis)으로 해명되는

데, 이것이 한 도구  존재자의 존재성격 내지 세계내부  존재자의 ‘존재’로 규정받는다. 재성이란 도구  존

재자가 어떠 어떠한 사정 는 상황 속에서 그에 합하도록 존재한다는 것을 가리킨다. 다시 말해 그것은 무엇

무엇을 가지고(mit)(망치질) 어떠어떠한 일 내지 경우에(bei)(못박기)에 용되기 해서 존재한다는 것이다. 어디

에 용되는가 하는 이 재성이야말로 도구를 도구이게하는 소이(所以)라고 할 수 있다. 컨  망치는 못질에, 

못질은 자고정에, 자고정은 벽만들기에, 벽만들기는 피소건설에, 피소 건설은 악천후로부터 ‘인간 존재’

를 지키기에 용되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의 도구에서 그 지시연 을 따라 궁극목 인 존재의 존재에 이르는 이 과정을 뒤집어 보면, 

는 거슬러 내려오면, 거기서 도구  존재자의 ‘유의미성’(Bedeutsamkeit)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된다. 하이데거는 

이것을 ‘세계의 세계성’(Die Weltlihkiet der Welt)이라고 규정한다. 유의미성이란 무엇무엇이 어디어디에 용됨으

로서 그 어디어디에가 무엇무엇을 의미있게 하는 사태를 가리킨다. 컨  궁극목 인 존재의 존재가능은 악천

후에 한 피소를 의미있게 하고, 못은 망치를 의미있게 하는 것이다. 의미있게 하는 이러한 작용 체가 바로 

유의미성인 것이다. 존재가 있음으로서만 이러한 의미연 이 드러난다. 만일 존재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망치

든 못이든 아무 소용이 없고 의미도 없는 것이다. 이와같이 존재와 시간에서 사용되는 비 존재  존재자의 존재

도 결국은 존재의 존재와 연결되고 있음을 우리는 충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상을 간단히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즉 존재와 시간에서는 ‘존재’와 련하여, 그것이

    1)논리학 인 추상에 의해 얻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2)이른바 최고 유개념도 아니라는 것,

    3)그러나 그것은 존재자와는 근본 으로 다르다고 하는 것,

    4)일단 존재자의 존재로서 다양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

    5)그러한것으로서 실제로 존재의 존재, 사물  존재자의 존재, 도구  존재자의 존재 등이 언 되고 있다는 

것,

    이러한 것들이 우선 에 뜨이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들을 먼  비 으로 악해두지 않으면 않된다] 

    [(김익성, 존재론 리포트(8) : 재  존재와 존재의 존재, 하이데거노트) 이제까지 밝힌 것을 주제화 시켜



                                      제  존재와 존재의 존재

존재론 논자시 답안 - 하이데거                                                                  (김 익성)

보자. ‘2)’를 근거로 해서 ‘1)’이 있으므로, ‘2)’로부터 ‘1)’이 생된다. 생된다고 해서, 논리 으로 ‘2)’가 ‘1)’을 함

축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다. 존가 ‘2)’를 통해서 ‘1)’을 발견한다는 것을 ‘ 생한다’는 것을 뜻한다. 즉 존재이해

가 ‘2)’로부터 ‘1)’로 환됨을 뜻한다. 그 결과 존재양식이 달리진다.

    나의  도표에서의 재  존재와 존재의 존재의 두 구분은 소 희 선생의 존재의 존재와 비 존재

인 존재( 재  존재와 용재  존재)의 두 구분과는 다른다. 나는 존재의 존재와 용재  존재를 구분하지 않는 

반면 소 희 선생-소 희선생님은 이 때 이 존재론 강좌(그분의 번역서를 요약하는 방식으로 그 세미나는 진행

됨)를 여신 분이다)은 구분하기 때문이다. 이런차이는 하이데거를 보는 이 다르기 때문으로부터 오는 것일까? 

아니면 나의 하이데거의 ‘몰이해’로부터 오는 것일까? 라고 이 리포트를 쓰고 난 오년 후에 다시 생각해 본다]

74) 하이데거의 ‘世界’ 개념을 설명하고, 이 ‘世界’가 갖는  철학  의의를 논하시오(1997년1학기).

                                             [ Text : ]

    [(소 희감수, 169-171쪽) ② 그러면 존재가 그것 안에서 살고 있다고 하는 ‘그것’이란 의미는 어떠한 것인

가. 즉 ‘세계-내-존재’라고 할 때의 그 ‘세계’(Welt)란 어떤 의미인가.

    하이데거는 세계의 네 가지 의미를 구별한다.

    첫째는, ‘세계내부에서 사물 으로 있을 수 있는 존재자의 총체’ 라고 하는 ‘존재  개념’으로서의 세계이다. 

말하자면 있을 수 있는 모든 사물들을 통틀어 하나의 체로서 일컫는 것이다.

      1) 재  존재      2) 존재의 존재

    essentia, existentia    종래의 존재론 용어            ×

  res, 재자, 무엇, 자연          존재자     용재자, 구, 세계

          범주   존재성격의 두 가능성    실존 인 것(실존범주)

 공간 상호내속, 불가       내-존재,  可

     무세계, 자연세계     환경세계, 세계자체

         사실성       실의 사실성      실성(Faktizität)

  조Hinsehen, 사고직         인식작용   배시Umsicht, 배려 교섭

      시공간의 치          공간성    방역(Gegend), 재성

   가치, 재성, 실체성      실재성(Realität)    유의의성, 용재성,실존

       이론 태도        실천 태도

        ‘망치무게’    주제화, 존재 월     ‘이 망치는 무겁다’



                                           세계(의 세계성)

(김 익성)                                                                  존재론 논자시 답안 - 하이데거

    둘째는, 첫 번째로 말해진 그 존재자의 ‘존재’라고 하는 ‘존재론  개념’으로, 각각의 다양한 존재자를 포 하

는 역, ‘가능 인 상들의 역( 컨  수학의 세계와 같은 것)을 의미할 수 있는 그러한 세계이다. 철학계, 연

계. 정계, 언론계 등도 이런 의미의 세계를 지칭하는 것이다.

    셋째는, 존재가 실제로 그 안에서 살고 있는 사실 인 세계라고 하는 ‘선 존재론 ․실존 ’개념으로, 공

공 인 우리-세계라든가 우리에게 가장 친근한 (가정 ) 환경세계라든가 하는 것을 가리키는 그러한 세계이다. 

말하자면 이것은 우리 존재의 삶의 터 을 가리키는 것이다.

    넷째는, ‘세계성’이라고 하는 ‘존재론 ․실존  개념’으로, 특수한 ‘세계들’의 그때그때의 구조 체에로 변양

될 수 있는 그러한 세계이다.

    세계는 이 게 존재자의 총체/ 존재자의 역/ 존재의 삶의 터 / 세계성 등 다양한 의미로 이해될 수 있

지만, 하이데거 자신은 이  세 번째 의미로 세계를 이해하고 있다. 그리고 첫 번째 의미로 사용될 경우는 특별

히 인용부호와 함께 “세계”라고 표기한다.

    이러한  ‘세계’에는 근본 으로 다른 두 가지의 존재자, 즉 ‘ 존재’와 ‘비 존재  존재자’가 있다고 하이데거

는 본다. 이  후자가 존재하는 방식을 ‘세계내부 ’(innerweltlich), ‘세계귀속 ’(weltzugehörig)이라고하며, 자

가 존재하는 양식을 ‘세계 ’(weltlich)이라고 한다.

    이  세계내부  존재자의 존재양식을 그는 먼  밝  나가는데, 바로 그것이 지시, 재성, 유의미성등의 

개념을 심으로 해명되어간다. 앞에서 이미 살펴본 이 개념들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

 ‘지시’란 우리가 주변 환경세계에서 우선 먼  만나게 되는 존재자 즉 도구  존재자들이 애당  무엇무엇하

기 한 것임으로 해서  다른 도구  존재자들을 알려 다고 하는 사태를 말한다. 이러한 지시는 연쇄 으로 

이루어지며 하나의 체 인 연 을 이룬다. 도구는 이러한 지시연  속에서 제 역할을 수행한다. 그리고 ‘ 재성’

이란 도구  존재자가 애당  그것을 가지고 어디어디에 용된다고 하는 사용사태를 가리킨다. 이러한 재성은 

A는 B에, B는 C에, C는 D에… 하는 식으로 하나의 재 체성을 이루는데 그것은 모든 재성이 최종 으로 

궁극목 (Worumwillen)에 이른다는 것을 알려 다. 이 궁극목 이 다름아닌 존재의 존재가능이라고 하이데거

는 밝힌다. 그리고 ‘유의미성’이란 무엇무엇이 어디어디에 용된다고 하는 재성의 연 을 뒤집어 보았을 때, 

용되는 그 어디어디에가 그 무엇무엇을 의미있게 한다고 하는 사태를 가리킨다. 이 유의미성이 재성과 더불어 

결국 세계의 ‘세계성’을 이룬다고 하이데거는 밝힌다.

    아무튼 이상과 같은 의미에서 ‘세계’ 안에 존재는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다]



                     Dasein의 존재로서의 염려(Sorege, 마음 )는 자기를-앞질러-있다

존재론 논자시 답안 - 하이데거                                                                  (김 익성)

75) 하이데거의 Sorge개념을 설명해 보시오(1995석사2학기) - 하이데거의 Sorge개념을 설명해 보시오(1995
박사2학기) - 65) Husserl의 Intention 개념과 Heidegger의 Sorge 개념의 異同에 해 논하시오(1998년1학
기).

                                           [ Text : ]

Dasein의 존재로서의 Sorge(염려, 마음 )

    : Sorge 라는 명칭의 의의(Bedeutung, 192)를 이 존재(dieses Sein)는 충족시킨다.
                          : 순수 존재론 -실존론 인 말로 사용되는 명칭임 그러나 배려(Besorgenis, 192)  염려없음(Sorglosigkeit, 192)  
                            과 같은 존재 으로 의도된 각기 존재경향은 배제된다

          : Dasein의 존재란 (세계내부 으로 만나는 존재자곁에-있음으로서의 (그-세계-)-안에-이미-자기를-앞질러-있음(Sich-vorweg-
           schon-sein-in-(der-Welt-)als-sein-bei( innerweltlich begegnendem Seienden), 192)을 말한다.

                : 본질 으로 > 여하다(문제삼는다, es geht um .... , 192)<의 이 존재구조를 우리는 자기를-앞질러-있음(Sich-vorweg-    
                  sein, 192)으로서 악한다.
                                                                                   : 이 구조는 Dasein의 틀 체와 연 된다.
                                    : 그의 있음에 있어 이 존재 자체(diese selbst, 191)에 여하는(문제삼는) 존재자가 [바로] Dasein이다.

                     : > 여하다<는 가장 본래 인 존재가능을 행해(zum) 자기를 기투하는(sich entwerfen, 191)존재로서의 이해의 존재   
                       안에서 분명해 졌다.
                            : 가장 본래 인 존재가능(을 향해)으로 있음은, 그러나 존재론 으로, Dasein은 자기존재에 있어 이미 그때마   
                              다 자기자신에 앞질러 있다는 것을 말한다.
                                     : Dasein은 자기 존재에 있어 자가ㅣ자신의 하나의 가능성과 그때마다 이미 함께 놓여진다.
                                     : 그리고 가장 본래 인 존재가능을 한 그리고 본래성과 비본래성의 가능성을 한 자유존재는 불  
                                       안에서의 근원 이고 요소 인 응고에 있어 나타난다.
                            : Dasein은 그것이 아닌 다른 존재자와의 태도(verhalten, 192)로서가 아니라 그것이 자신인 존재가능(을 향한)  
                              으로의 존재로서 >자기를 넘어서(über sich hinaus, 192)있다.

                      : 자기를-앞질러-있음은 하나의 무 세계 인 >주 < 안에 있는 겪리된 경향같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세계-안에-있음의 성격을 나타낸다.
                            : 그러나 이것에는 그것이 자기자신에 넘겨져서(überentwortet, 192)그 때 그 때 이미 하나의 세계 안에 (기투)  
                              던져져 있다는 것이 속한다.
                                      : 그것이 자신에게 떠 넘겨짐(überlassenheit, 192)은 근원 으로 불안 안에서 구체 으로 나타난다.
                            : 그래서 자기를 앞질러 있음은 하나의-세계-안에서-이미-자기를-앞질러-있음(Sich-vorweg-schon-sein-in-    
                               einer-welt, 192)이라고 말하는 것이 보다 완 하게 말하는 것이다.
                                      : 세계성을 구성하는 유의미성(Bedeutsamkeit, 192)의 지시 체는 그것 때문에-함(worum-willen,     
                                         192)에 있어 >고정<된다.
                                             : Dasein이 문제삼는( 여하는)그것과 그 지시 체, 곧 >하기- 함(um-zu)<의 다양한 연   
                                               이 얽힘은 객 의 재  >세계<와 하나의 주 의 어떤 결합도 의미하지 않는다 - 그 얽  
                                               힘은 오히려 Dasein의 근원 인 체 틀의 상 인 표 이다.
                                                     : Daein의 체성은 …안에-이미-자기를-앞질러-있음으로서 명시 으로 뚜렷해진    
                                                       셈이다. 달리말해서 실존함은 항상 실 이다. 실성을 통해서 본질 으로 실존  
                                                       성은 규정된다. 
                                                            : 그리고 Dasein의 실 인 실존은 일반 으로 그리고 무차별 으로 그-세  
                                                              계-안의-가능-존재일 뿐 아니라, 이미 항상 배려된(besorgten, 192)세계에  
                                                              몰입해 있다.
                                                            : …의 곁의 퇴락한 있음 안에서 명시 으로든 아니든 이해했든 아니했든 섬  
                                                               뜩한 앞에서의 도망이 고지된다.
                                                                  : 개는 잠재 인 불안(Angst, 192)과 더불어 섬뜩함이 은폐된다.
                                        : 하나의 세계 안에는 배려된 세계 내부 인 용재자의 곁의 퇴락하는 존재가 함께 포 된다.

        : 그-세계-안에-있음은 본질 으로 Sorge(염려, 마음 )이기 때문에,

                : (이상의 분석에서) 용재자 곁의 존재는 배려(Besorgen, 193, 고려)로서 그리고 세계내부 으로 만나는 타자의 공동 존재와  
                                     공동존재는 고려(Fürsoge, 193)로서 악 될 수 있다.
                              : 곁의 존재는 그것의 근본구조인 Sorge를 통해서 내-존재의 방식으로 규정되기 때문에 배려(Besorgen, 193)  
                                이다.

                : Sorge는 실성과 퇴락과 분리된 실존성을 성격지울 뿐만 아니라 이러한 존재규정들의 통일을 포 한다.
                              : 이 때문에 Sorge는 나 그 지신에 한 고립된 태도(verhalten, 193)를 실천 으로 그리고 배타 으로 의미   
                                하지 않는다 - 그래서 배려(고려)와 고려(배려)에 유비 인 >자기염려(Selbst sorge, 193)라는 표 은 동어  
                                반복일 것이다.
                                         : 염려는 자기에 한 특별한 태도를 취할 수 없다.
                                                  : 이것은 자기를-앞질러-있음을 통해서 이미 존재론 으로 성격지워지기 때문이다.

                : Sorge의 다른 구조 인 두 계기(ㄱ)…안에-이미-있음과 ㄴ)…곁에 있음)가 이 규정 안에 함께 정립되 있다.
                              : 그런데 본래 인 존재가능을 향한(zu, 193)존재로서의 자기를-앞질러-있음에는 본래 인 실존  가능성들을  
                                향한(für)자유존재의 가능성의 실존론 -존재론  조건이 놓인다.



                          자기를-앞질러-있음의 자기는 사람-자신을 가리킨다. 
               자기를-앞질러-있음 안에는 …안에-이미-있음과 …곁에-있음이 함께 정립해 있다.

(김 익성)                                                                  존재론 논자시 답안 - 하이데거

                              : 존재가능은 Dasein 그것이 실 으로(faktisch, 193)있는 그 로 그때마다 그 때문에(worumwilien, 193)있  
                                는 바로 그것이다. 
                              : 그러나 존재가능을 향한 이 존재가 자유성을 통해서 규정되는한 Dasein은 그의 가능성들을 향한 비자발   
                                인 태도를 취할 수 있다. 
                                                                                     : 곧 비본래 으로 있을 수 있다.
                                                                                           : 그리고 실 으로 우선 으로 개 이런  
                                                                                             방식으로 있다.
                                          : 본래 인 그 때문에는 포착되지 않은채로 머물면서 그 자신의 존재가능의 기투(Entwurf)는 사  
                                            람의 처리에 맡겨진다.
                                                 : 이 때문에 자기를-앞질러-있음의 >자기(sich, 192)<는 사람-자신(Man-Selbst)의 감    
                                                   각에서 그때 그때 그 자신을 뜻한다.
                                                         : 그리고 비본래성 안의 Dasein도 본질 으로 자기를-앞질러 머무른다.
                                                                                : 그 자신 앞에서 Dasein의 퇴락하는 도피가 그 존재틀  
                                                                                  (die Seinsverfassung, 193)을 가리키는 것처럼 말이  
                                                                                  다.
                                                                                : 이 존재에서 문제삼아지는( 여되는) 그 존재의 틀.

        : Sorge는 근원 인 구조 체성으로서 각자 >앞에< 실존론 으로 아 리오리하게 놓인다.
                                        : Dasein의 각기 실 인 >태도<와 >처지(Lage< 193)< 안에 항상 이미 (아 리오리하게놓인다)
               : 그러므로 이 상(염려, 마음 )은 이론 인 태도에 한 >실천 인<태도의 우 를 결코 빠트리지 않는다.
                         : >정치 인 행 <는 는 인 만족만큼이나 재자의 단지 조 인 규정들은 Sorge의 성격을 지니지 못한다.
                                        : >이론<과 >실천<은 [단지] 하나의 존재자의 존재가능들일 [뿐]이다.
                                                   : 그것의 존재가 Sorge로서 반드시 규정되어야만 하는 그런 하나의 존재자의 존재가   
                                                     능들일 뿐이다.
               : Sorge에 의욕, 소망, 성향, 충동이 근거한다.
                                                   : Sorge로서의 Dasein에 필연 으로, 존재론 으로 근거한다.
               : 그런데 염려(Sorge)의 구조의 존재론  요소 인 체성은 존재 인 >근본요소<로 환원될 수 없고 그래서 존재는 존재로   
                 부터 >설명(erklärt< 196)될 수 없다.
                         : 그래서 Sorge가 지니는 구조  다양성의 통일성과 체성은  존재론 으로 귀고 있는 더욱 근원 인(233쪽 참   
                           조) 상을 밝 내는 데까지 존재론 인 물음들을 더 고 나가야만 한다.

Sorge의 존재론 인 감각으로서의 시간성[§65(323쪽) - Sorge와 Selbstheit(316쪽)]

    

    [ 하나의 상으로서의 Sorge(염려, 마음 ) 라는, 순수 존재론 -실존론 인인 말로 사용되는 명칭의 의의를 

충족시키는 것은 이 존재, 곧 Dasein의 존재이다. 따라서 그-세계-안에-있음은 본질 으로 Sorge이다. 그래서 용

재자 곁의 존재는 배려(고려)로서, 그리고 세계내부 으로 만나는 타자의 공동 존재와 함께있음(공동존재)은 고

려(배려)로서 악될 수 있다. 그리고 Sorge는 실성과 퇴락과 분리된 실존성을 성격지울 뿐아니라, 이러한 존재

규정들의 통일을 포함한다. 나아가서 이러한 존재규정들 안에는 염려(Sorge, 마음 )의 다른 구조 인 두 계기, 

곧 1) ‘…안에-이미-있음’과 2) ‘…곁에-있음’이 함께 정립해 있다. 이러한 염려는 근원 인 구조 체성으로서 

[Dasein] 자기 >앞에< 실존 으로 아 리오리하게 놓인다. 곧 Dasein의 각기 실 인 >태도<와 > 실< 안에 

항상 이미 아 리오리하게 놓인다.

    나아가서 시간성은 이러한 염려의 존재론 인 감각이다 ]

    Sorge는 Dasein의 존재이다. 그리고 이 존재는 Sorge라는 명칭의 의의를 충족시킨다. Sorge라는 명칭은 순

수 존재론 -실존론 인 말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그러나 배려  염려없음과 같은 존재 으로 의도된 각기 존재

경향을 배제하며, 그의 있음에 있어 존재 자체에 여하는 존재자인 Dasein의 존재란 이미-(세계내부 으로 만나

는 존재자) 곁에-있음으로서의-자기를-(그-세계)-안에서-앞질러-있음을 말하기 때문이다. 본질 으로 여하는 

이 존재구조를 우리는 자기를-앞질러-있음으로서 악하며, Sorge에는 1)…안에 있음과 2)…곁에-있음이라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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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구조  계기가 정립해 있으므로 그 다. 여하다는 가장 본래 인 존재가능으로 자기를 기투하는 존재로서의 

이해의 존재 안에서 분명해졌다. 그러나 가장 본래 인 존재가능으로 있다는 것은 자기존재에 있어 자기자신의 

하나의 가능성과 그때마다 이미 함께 놓인 Dasein이 존재론 으로 이미 그때마다 자기존재에 있어 자기자신에 

앞질러 있다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가장 본래 인 존재가능을 한 그리고 본래성과 비본래성의 가능성을 한 

자유존재는 불안에서의 근원 이고 요소 인 응고에 있어 나타난다. 이 게 Dasein은 자신이 아니 다른 존재자와

의 태도가 아니라 자신인 존재가능으로의 존재로서 >자기를 넘어서< 있다. 자기를-앞질러-있음은 하나의 무 세

계 인 >주 < 안에 겪리되 있는 경향같은 것이 아니라 그-세계-안에-있음의 성격을 나타낸다. 그러나 그-세계

-내-존재에는 그가 자기자신에게 자기자신에게 넘겨져서 그때마다 이미 하나의 세계 안에 기투해(던 져)있다는 

것이 속한다.  존재가 자기자신에게 떠 넘겨짐은 이미 근원 으로 불안 안에서 구체 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자기를-앞질러-있음은 하나의-세계-안에서-자기를-앞질러-있음 이라고 말하는 것이 보다 완 하게 말하는 것이

다. 세계성을 구성하는 유의미성의 지시 체가 그것때문에(궁극목 )-함에 있어 >고정<된다. Dasein이 문제삼는

( 여하는) 그것과 그 지시 체, 곧 >하기- 함<의 다양한 연 이 얽힘은 객 의 재  >세계<와 하나의 주

의 어떤 결합도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얽힘은 Dasein의 근원 인 체 틀의 상 인 표 이다.  그리고 

Dasein의 체성은 …안에-이미-자기를-앞질러-있음으로서 명시 으로 뚜렸해진다. 달리말해서 실존함은 항상 

실 이다. 실성을 통해서 본질 으로 실존성이 규정된다. 그리고 Dasein의 실 인 실존은 일반 으로 그리

고 무차별 으로 그-세계-안의-존재일 뿐만 아니라 이미 항상 배려된 세계에 몰입해 있다. 분명하든 하지 않든, 

이해 했든 안했든, 퇴락하면서 …곁에 이 있음 안에서 섬뜩함으로부터의 도망이 고지된다. 그러나 개는 잠재

인 불안과 더불어 그 섬뜩함이 은폐된다. 세인의 공공성이 친숙하지 않는 것을 모두 억 르고 있기 때문이다. 그

리고 하나의 세계 안에는 배려된 세계 내부 인 용재자 곁의 퇴락하는 존재가 함께 포 된다.

    따라서 본질 으로 Sorge는 그-세계-안에-있음이므로 [이상의 분석에서] 용재자 곁의 존재는 배려(고려)11)

로서, 그리고 세계내부 으로 만나는 타자의 공동 존재와 공동존재는  고려(배려)로서 악될 수 있다. 곁의 존

재는 그것의 근본구조인 Sorge를 통해서 내-존재 방식으로 규정되기 때문에 배려(고려)이다. Sorge는 실성의 

퇴락과  분리된 실존성을 성격지울 뿐만 아니라 이러한 존재규정들의 통일을 포 한다. 이 때문에 Sorge는 나 그 

자신에 한 고립된 태도를 실천 으로 그리고 배타 으로 의미하지 않는다 그래서 배려(고려)와 고려(배려)에 

유비 인 >자기염려< 라는 표 은 동어반복일 것이다. 염려(Sorge)는 자기에 한 특별한 태도를 취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자기를-앞질러-있음을 통해서 이미 존재론 으로 성격지워지므로 그 다. 그러나 이러한 존재

11) 배려 보다는 고려로, 고려 보다는 배려로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언어에 더 합할 것 같다는 것을 ‘( )’는 

뜻한다. 소 희 선생의 용어들을 여건 상 어쩔 수 없이 쓸 수 밖에 없음이 안타갑다. 하이데거의 핵심 용어들에 

한 그의 번역에는 순수하지 못한 그래서 불교 인 색채가 묻어 있으므로 더욱 그 다. Sorge를 마음 으로 옮

기는 것은 하나의 좋은 그 본보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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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안에는 ㄱ)…안에-이미-있음과 ㄴ)…곁에-있음 이라는 다른 구조 인 두 계기가 함께 정립되 있다.

    그런데 본래 인 존재가능을 향한 존재로서의 자기를-앞질러-있음에는 본래 인 실존  가능성들을 향한 자

유존재의 가능성의 실존론 -존재론  조건이 놓인다. 존재가능은 Dasein 그것이 실 으로 있는 그 로 그때마

다 그 때문에 있는(자기목 으로 삼는)12)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존재가능을 향한 이 존재가 자유성을 통해서 규

정되는한 Dasein은 그의 가능성들을 향한 비자발 인 태도를 취할 수 있다. 곧 비 본래 으로 있을 수 있다. 그

리고 실 으로 우선 으로 개 이런 비 본래 인 방식으로 있다. 그런데 본래 인 그 때문에 포착되지 않은 

채로 머물면서 그 자신의 존재가능의 기투는 사람의 처리에 맡겨진다. 이 때문에 자기를-앞질러-있음의 >자기<

는사람(세인, 世人)-자신의 감각에서 그 때 그 때 그 자신을 뜻한다. 그러나 비본래성 안의 Dasein도 본질 으로 

자기를-앞질러 머무른다. 그 자신 앞에서 Dasein의 퇴락하는 도피가 이 존재에서 문제삼아지는( 여하는) 그 존

재틀을 가리키는 것처럼 말이다.

    [본디] Sorge는 근원 인 구조 체성으로서 각자 >앞에< 실존론 으로 아 리오리하게 놓이다.  Dasein의 

각자 실 인 >태도<와 >처지< 안에 항상 이미 (아 리오리하게 놓인다) 그러므로 Sorge라는 이 상은 이론

인 태도에 한 >실천 인< 태도의 우 를 결코 빠트리지 않는다. >정치 인 행 < 는 인 만족만큼이

나 재자의 단지 조 인 규정들은 Sorge의 성격을 지니지 못한다. >이론<과 >실천<은 단지 하나의 존재가능

일 뿐이다. 그것의 존재가 Sorge로서 반드시 규정되어야만 하는 그런 하나의 존재자의 존재가능일 뿐이다. 

    의욕, 소망, 성향, 충동은 Sorge에 근거한다. Sorge로서의 Dasein에 필연 으로 존재론 으로 근거한다. 그런

데 염려(Sorge)의 구조의 존재론 인 요소 인 체성은 존재 인 >근본요소<로 환원될 수 없고 그래서 존재는 

존재로부터 >설명<될 수 없다. 그래서 Sorge가 지니는 구조  다양성의 통일성과 체성은 존재론 으로 쥐고 

있는 더욱 근원 인 상을 밝 내는 데 까지 존재론 인 물음들을 더 고 나가야만 한다.

    Sorge의 존재론 인 감각은 시간성이다.

    [(소 희감수 182-185) 하이데거는 이상과같이 살펴 본 세계-내-존재의 구체 ․개별 인 존재양식들을, 즉 

그 구성 인 계기들[개시성(심정성과 이해와 말․언어) 그리고 세계-내-존재인 존재의 일상 인 모습(퇴락한 

세인의 개시성의 양태)인 잡담과 호기심과 애매성(같은 책, 178)]을 ‘ 체성’이라는 에서 포 으로 종합한다. 

그 체성을 그는 ‘마음 ’이라고 정리한다. 세계-내-존재는 마음 이라고 하는 존재에 합하도록 짜여져 있다.

    <마음 >

    세계-내-존재의 체성인 이 ‘마음 ’(Sorge)이란 어떠한 것인가, 하이데거는 이 미음 을 특별히 ‘ 존재의 

12) 이 경우의 ‘( )’은 각주 5번의 ‘( )’와는 그 반 를 뜻한다. 다시 말해 호 안의 번역이 소 희 선생의 번역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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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라고 규정한다. 이 명칭에서 이미 짐작되듯이 마음 은 지 까지 살펴본 평균 ․일상  세계-내-존재의 개

별  계기들을 포 으로 수렴하는 하나의 통일된 상이다. 그 구체 인 내용을 살펴보자.

    그는 이것이 하나의 실존론 ․존재론 인 근본 상으로서, 근원 으로 통일 인 상임을 분명히 한다. 통

일 이란 그 체 안에 이미 숨어 있다는 것이며, 모든 구조계기를 각각의 구조상의 가능성에 있어서 존재론 으

로 기 지우고 있는 것임을 뜻한다.

    먼  있을 수 있는 오해가 배제되어야한다. 즉 마음 은 요소들의 조립에 의해서는 상 으로 달성될 수 없

는 것이며, 지 까지 획득된 것을 어 모아서 정리하는 것도 아니며, 인간의 어떤 이념으로부터 연역되어서도 

안 되는 것이다. 마음 은 어디까지나 존재의 모든 사실 인 태도나 상태에 실존론 으로, 그리고 아 리오

리하게 선행하고 있는 것이며, 그 모든 것 안에 항상 숨어 있는 것이다.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마음 은 의지, 소

망, 갈망, 성벽, 충동이라는 상으로부터 도출될 수는 없으며, 오히려 이 모든 것이 이 마음  안에 그 근거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그것은 단순한 걱정, 우려도 아니며, 근심도 아니다.

    이 게 해서 마음 은 단 으로, 존재가 “[세계내부 으로 만나게 되는 존재자의] 곁에 있는 존재로서 자신

에 앞서 [세계]안에서 이미 존재하고 있다는 것(Sich-vorweg-schon-sein-in-[der-Welt-]als-Sein-bei[innerweltlic  

 h begegnendem Seinden])”(SZ 192, 196쪽)이라고 정식화된다. 이 정식화는 마음 이 이 세 가지의 계기 즉 ‘

사실성(피투성)’, ‘실존성(기투성)’, ‘퇴락’에 의해 구성된다는 것을 가리킨다. ‘곁에서의 존재’라는 것이 ‘퇴락’이며, 

‘자신에 앞서 존재한다’는 것이 ‘실존성’이며, ‘안에서 이미 존재한다’는 것이 ‘ 사실성’이다. 간단히 돌이켜보면, 

‘퇴락’이란 “세계”와 타인의 공존재에 몰입해 있는 비본래 인 존재의 존재양식이었고, ‘실존성’이란 가장 고유

한 자신의 존재가능을 향해 기투하면서 련하는 존재 즉 이해라는 존재양식이었으며, ‘ 사실성’이란 존재가 

자신의 뜻과는 무 하게 이미 세계 안에 던져져 있다고 하는 존재양식이었다. 이 상들은 각기 독립된 개별 인 

계기들을 그  나열해서 연결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세 가지의 계기 안에는 하나의 근원 인 연 이 생생하

게 활동하고 있어서, 이 연 이 구조 체의 체성 즉 마음 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그는 마음 이 

사실성과 퇴락으로부터 분리된 실존성만을 성격지우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니며, 이들 세 가지 존재규정의 통일을 

포 하고 있다고 강조하는 것이다13).

    그런데 하이데거는 이러한 마음 이 ‘불안(Angst)’이라는 ‘근본심정성’에 있어서 분명히 밝 질 수 있다고 설

명한다. 불안이란 물론 단순한 두려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불안해하는 것’은 ‘심정성’으로서 세계-내-존재‘의 

한 방식이며, 불안의 ’ 상‘은 ’피투된 세계-내-존재‘ 자체이며, 불안의 ’이유‘는 ’세계-내-존재가능‘이다. 바로 이 

불안을 지반으로해서 존재의 구조 체의 체성의 존재가, 컨  이 불안의 ’단독화‘라고 하는 성격이, 존재

를 그 퇴락으로부터 건져내어 본래성과 비본래성을 존재의 존재의 두 가지 가능성으로서 존재에게 드러나게 

13) 하이데거는 ‘마음 ’에 한 이러한 견해가 그 자신의 안출에 의한 것이 아니며, 컨  ‘cura의 우화’와 같이 

‘선존재론 인 증언’이 있다고 하여 그것을 소개하고 있다(SZ 42  참조)



             본래 인 자기와 비 본래 인 자기(퇴락) -- Sorge의 존재론 인 감각은 시간성이다

(김 익성)                                                                  존재론 논자시 답안 - 하이데거

한다는 식으로 개시 될 수 있다. 존재론 으로 독특한 역할을 수행하느 이 불안에 한 논의는 1929년의 형이상

학이란 무엇인가?에서 주제 으로 개된다.

    이상과 같이 하이데거는 ‘ 존재의 존재’를 해명하고 있다. 단 지 까지 살펴본 것은 어디까지나 ‘일상성’의 

차원에서 본 존재의 존재 다. 따라서 그것은 어디까지나 ‘비본래 ’이고 ‘비 체 ’이고 ‘비근원 ’인 것을 충분

한 것이 아니라고 그는 본다.

    그래서 하이데거는 ‘일상성’으로부터 ‘비일상성’으로 시선을 돌린다. 그 게 해서, 제1편에서 소홀히 한 존재

의 ‘ 체존재’와 ‘본래  존재’를 빍히고 나아가 양자의 ‘가능  연 ’을 해명함으로서, 존재의 ‘근원성’을 악하

며 존재의 존재의미의 어떤 근원 인 해석을 한 상 으로 충분한 지반을 확보해 나가려한다. (물론 궁극

으로는 이 근원  해석을 통하여 존재일반의 의미에 한 물음의 답을 얻고자 하는 것이 그의 의도임은 말할 

것도 없다.) 그 결과 존재의 존재의 의미는 결국 ‘시간성’(Zeitlichheit)으로서 해명된다.

    그런데 이 ‘시간성’에 련된 내용은 ‘시간’의 개념과 련하여 따로 살펴볼 필요가 있으므로 잠시 미루어두기

로하고(201-226쪽), 여기서는 우선 그 결론에 이르는 논의의 개과정만을 간략하게 추 해 보기로 한다.

    존재의 존재를 그 가능 인 본래성과 체성에 있어서 밝 나가기 해, 제2부에서 하이데거가 가장 먼  

제시하고 있는 것은 존재의 ‘ 체존재’이다]

66) Heidegger 철학에서 現存在의 本來性(Eigentlichkeit)과 非本來性(Uneigentlichkeit)을 區別하는 기 은 
무엇인가(1991석사1학기) - Heidegger 철학에서 現存在의 本來性(Eingentlichkeit)과 非本來性(Unenigentli
-chkeit)을 구별하는 기 은 무엇인가(1992석사1학기) - 하이데거는 존재의 본래성과 비본래성을 구별하
는데 그 구별의 거에 해 설명하시오(1994박사1학기) - Heidegger가 말하는 ‘본래성’과 ‘비본래성’의 구
분의 기 은 무엇인가(1996박사1학기)?

                                         [ Text : ]

    [(소 희 감수, 185-191) 존재의 존재를 그 가능 인 본래성과 체성에 있어서 밝 나가기 해, 제2부에서 

하이데거가 가장 먼  제시하고 있는 것은 존재의 ‘ 체존재’이다.

    <가능  존체존재 : 죽음에의 존재> 

    ......

    <본래  존재>

    ‘근원성’의 차원에서 보여지는 존재의 존재로서 다음으로 하이데가가 지 하고 있는 것은 ‘본래  존

재’(eigentliches Sein)라는 것이다. 이것은 어떠한 것인가.



                                       본래성(양심)과 비본래성

존재론 논자시 답안 - 하이데거                                                                  (김 익성)

    ‘본래  존재(=본래성)’는 ‘비본래성’(Uneigentlichkeit)14)과 함께 존재의 두 가지 ‘존재양태’(Seinsmodi) 의 

하나이며, 한 ‘존재가능’(Seinkönnen) 의 하나이다. 단 으로 말해 이것은 존재의 고유한 참모습으로, ‘비본래

성’, ‘일상성’으로부터 벗어난 존재의 특별한 존재방식을 가리킨다. 이것은 말하자면 가장 고유한 자기를, 자기자

신쪽으로부터, 자신의 짊어지워져 있음(Schuldigsein)에 있어서, 자신 안에서 행 하게 한다는 것이다15). 즉 세인

의 어떤 실존 인 변양, 이것이 ‘본래 인 자기존재’인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 존재의 실존의 본래성의 근본틀’은 존재 자신 안에서 개시된다. 그것은 존재 자신의 ‘결

의성’(Entschlossenheit)이라는 개시성에 있어서 개시된다는 것이다. 이 ‘결의성’이라는 개시성은 불안이라는 심정

성과, 가장 고유한 짊어지워져 있음으로 향하는 자기 기투로서의 이해와, 침묵으로서의 말함에 의해 구성된다. 즉 

그것은 가장 고유한 짊어지워져있음을 향하여 침묵한 채 불안에의 비를 하고 자신을 기투하는 것이다.

    이 ‘결의성’은 다름아닌 ‘양심을 갖고자 의지하는 것’(Gewissenhaben-wollen)을 말한다. ‘양심을 갖고자 의지

하는 것’이란 자기존재라는 것의 선택을 실존 으로 선택한다는 것이며, 양심의 부름에 응하는 하나의 가능

인 듣기로서의 호소의 이해이다.

    그런데 여기서 하이데거가 말하는 ‘양심’(Gewissen)이란 일반 으로 말하여지는 윤리 인 양심이 아니다. 그

것은 존재론 으로 하나의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서 존재의 한 근원 인 상이며, 사물 으로 생겨나와 

때로 사물 으로 존재하는 사실이 아니라 오직 존재라고 하는 존재양식에 있어서만 존재하는 바의 사실이다.

    이러한 ‘양심’은 무엇인가를 이해하도록 알려주는 즉 개시하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바로 이  때문에 양심은 

‘부름’(Ruf)이라는 성격을 갖는다. 바로 이 ‘양심의 부름’이 가장 고유한 짊어지워져 있음에로 불러 연다고 하는 

방식으로, 형존재의 가장 고유한 자기존재가능을 향하여 존재를 불러들인다.

    이러한 부름에로의 응이 곧 ‘결의성’이며, 이 결의성에 있어서 존재는 ‘비본래성’으로부터 벗어나 ‘본래  

존재가능’을 자기에게 가능  한다는 것이 증시된다.

    <본래 인 체존재가능 : 선구  결의성>

14) 이 ‘비 본래성’은 그 어감 때문에 ‘근소한 존재’라든가 ‘존재의 한 정도’라든가 하는 식으로 해석되기 쉽지

만, 결코 그러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존재의 ‘가장 충실한 구체화’, 그 ‘다망, 활가. 이해, 계, 향유력’에 있어

서 존재를 규정할 수 있다고 하는 극 인 의미를 지닌다(SZ, 43쪽 참조 ; 소 희 감수, 168쪽)

15)  이것은 존재가 ‘ 구에게 빚지고 있다’든지 ‘무언가에 책임이 있다’든지 하는 통속 인 의미에서의 ‘죄를 

범한다’는 뜻이 아니라, ‘피투성의 구조에 있어서도, 한 기투의 구조에 안에서’ 본질상 숨어있는 ‘무력

함’(Nichtichk

-eit)즉 ‘자기자신의 일이면서도 그것이 자기자신에 의한 것이 아니다(SZ 284쪽 참조)라고 하는 ’ 존재의 존재양

식‘, ’ 존재의 존재‘를 말한다.



                      본래 인 체가능 ↔ 선구  결의성, 존재의 존재 의미 ↔ 시간성

(김 익성)                                                                  존재론 논자시 답안 - 하이데거

    이 게 해서 하이데거는 존재의 ‘본래 인 체존재가능’(eigentliches Ganzeinkönnen)이라는 것을 제시한

다. ‘본래  체존재가능’이란 결론 으로 말해 존재가 자신을 자기 자신에로 회복하여 자기 자신에게 당면시

키는 그런 존재의 존재방식, 즉 자기자신의 고유한 본모습에 직면하게 되는 것을 가리킨다. 

    하이데거는 이러한 ‘존재가능’이 단 으로 ‘선구  결의성’(vorlaufende Entschlossenheit)이라고 한다. 즉 선구

으로 결의하는 것이 다름 아닌 본래 으로 체존재할 수 있음이라는 것이다.

    이 선구  결의성은 ‘죽음을 향한 본래  존재’로서의 ‘선구’와 ‘양심을 갖고자 의지하는 것’으로서의 ‘결의성’, 

이 두가지 ‘사이’의 가능  연 에서 성립된다. 그것들은 억지로, 외면 으로 함께 결합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근본

에 있어 연 되어 있다. 즉 ‘결의성’은 자신의 가장 고유한 실존 인 존재경향 자체 안에서 선구  결의성을 자신

의 가장 고유한 본래  가능성을 향해 자신을 기투하지마자 자신의 본래성 안으로 자신을 데려가게 되다. ‘결의

성’은 죽음을 향한 선구에 있어서 비로소 자신에게 귀속되어 있는 본래 인 확실성을 획득한다.

    요컨  선구성과 결의는 근본 으로 서로 얽  있어서 죽음을 앞질러 생각해 보는 것이 필연 으로 자신의 

본모습에 직면하게 한다는 것이다. 자신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한가롭게 세상에 빠져 있을 사람이 있겠는가.

    이러한 ‘선구  결의성’으로서 존재의 존재의 ‘본래성’과 ‘ 제성’ 즉 ‘근원성’이 보여지게 된다는 것이 하이

데거의 지 이다.

    < 존재의 존재[의미] : 시간성>

    다음으로 하이데거는 존재의 ‘존재’의 ‘의미’, 아니 어떤 에서는 ‘ 존재의 존재’로서 ‘시간성’(Zeitlichkeit)

이라는 것을 제시한다. 존재는 시간 으로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는 이 ‘시간성’이라는 것이 존재의 존재인 

‘마음 ’의 세가지 계기를 근 에서 통 하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존재의 기 인 구조들 모두가 ‘시간 ’이며, 

‘시간성의 시숙의 양태들’이라고 본다. 따라서 이것이 존재의 존재를 ‘가능하게 하는 것’, 그런 뜻에서의 ‘의

미’(Sinn)라고 보고, 존재의 일상 ․비본래 인 세계-내-존재-로 다시 돌아가, 그것들을 시간성에 거하여 보

다 근원 인 형태로 살펴나간다. 이 시간성의 문제는 주과제인 존재 이해의 지평으로서 특별히 요한 만큼 뒤에

서 따로 상세히 살펴 보기로 한다(201-226쪽)]



                                    생명의 진화 - 본능과 지성

존재론 논자시 답안 - 하이데거                                                                  (김 익성)

80) Bergson의 ｢창조  진화ꡕ에서 지성(intelligence)과 본능(instinct)이 상호 비되는 목을 논평하시오
(1998년1학기).

                                              [ Text ]

지성과 본능

                             : 생명의 진화의 주요 방향들 - 무 감각(torpor, vii), 지성, 본능(2장 3  제목)

    : 지성과 본능은 립 지만(opposite, 149)보완 이다 - 이 둘은 사물이 아니라, 경향(tendencies, 151)들이다  
                                                      - 그리고 정의되는 것들이 아니다.

                      지성                                            본능

           : 인 인 상(특히 도구를 만들기 한 도구(tools, 154))을 만드는,  : 유기 인 몸을 도구(instrument, 154)로 사용하는 능력 - 

             만들어진 것들을 변형시키는 능력(faculty, 153).                     살아있는 질료를 조직하는 활동(works)

               : 완 한 지성은 非유기 인(inorganized, 155)도구를 만들고           : 완 한 본능은 유기 인 도구들을 사용하는 심지어 

                 사용하는 능력.                                                    성하는 능력.

               : 손으로 다루기 힘든, 불완 한 도구임.                              : 손에 한, 스스로 만들고 회복하는 도구임.
                                                                                      : 이 도구는 거의 바꾸어질 수 없는 구조를 지님.
                                                                                           : 이러한 구조의 변경은 종(speceis, 155)의  
                                                                                             변경을 포함한다.
                                                                              : 그래서 본능은 필연 으로 종화(種化)된다.
                                                                                  : 종 인 상을 해 종 인 도구를 쓴다(utilization)
                            : 어느 것이 자연을 더 많이 지배(empire, 156)하여 생물을 보호하는지 측하기 힘들정도로 이 두 도구는 균형  
                              을 이룬다-장단 이 있다.

           : 이 둘은 생명으로부터 나오는 것들이다. 생명이 자신의 과정 도 에 내어 놓는(deposits, 151)것들이다.
               : 유기체의 생명은 물질세계로부터 어떤 사물들을 획득하려는 노력(effort, 151)이다. 그래서 우리는 지성과 본능 안에서 이런  
                 노력의 다양성(diversity, 151)을 본다.

                                             : 무활성(inart)의 질료 에로의 행 의 두 가지 다른 방법들로 우리는 본다.
                                    : 본능과 지성은 요소 인 조건에서는 질료의 죄수(prisoner, 156)들이었을 것이다.
                                                      : 본능은 곤충의 본능(과 지성) 보다 더 지성에 가까웠을(nearly approaching, 156)  
                                                        것이고 지성은 척추동물의 지성(과 본능) 보다 더 본능에 가까웠을 그러한 조건.

               : 그러나 생명의 내재 인 힘(force, 156)은 조직(organisms)의 한계 때문에 제한 되어져 본능과 지성 이 양자를 한꺼 번에    
                 발 시킬 수 없었을 것이다.
                       : 그래서 생명의 그 힘은 질료세계에 행 하는 두 가지 양상(mode, 156) 의 어느 하나를 선택했다.
                                    : 유기 인 도구를 창조함으로서 이러한 행 를 직  할 수 있거나,
                                    : 요구된 자연스런 그러한 도구를 소유함 신에 비유기 인 질료의 어떤 모양을 빚는 식으로(by fash
                                      -ioning, 157) 도구를 구성함에 의해서 그러한 행 를 할 수 있다.
                                          : 그러나 자연은 이 두 가지 사이에서 반드시 망설(hesitated, 158인다.
                            : 이러한 행 는 혼 인(psychial, 158)행 의 두 가지 양상이다.

           : 따라서 지성과 본능은 발 할수록 비록 결코 분리 될 수는 없지만 갈라진다(diverge, 156).
               : 곤충의 가장 완 한 본능은 희미한(gleams, 156)지성을 필요로하지만 지성은 이 보다 더한 본능을 필요로 할 것이다. 조잡  
                 한 질료의 모양(to shape, 156)을 뜨는 힘은 동물이 하기 힘든 이미 고도의 조직화를 포함하기 때문이다.
                            : 여 히 본능은 척추동물 [등]의 혼 인(psychial, 157)행 의 토 를 형성하며, 그 에서 지성은 들어 앉을    
                              것이다.
                                     : 그래서 가능한 본능없이 할 수 있는데까지 발버둥치다가 단지 사람 안에서만 지성은 완 한 자기-  
                                       자리(self-possession, 157)를 획득한다.
                                             : 신에 과 추 와 배고픔으로부터 벗어나기 한 자연 인 수단의 불충분성에 의해 그   
                                               승리는 체포된다.
               : 이러한 불충분성이 지성과 본능의 마지막 분깃- (the final leave-taking, 158)이다.                  

   : 본능과 지성은 동일한 문제의 두 다른(divergent, 158)해결들을 나타낸다-이 문제에 본능과 지성은  같이 합하    
                                                                                           다.

   : 생물의 의식은 잠재 인 행 성와 실제 인 행 성 사이의 산술 인(artimetical, 160)차이로서 정의될 수    
     있으리라. 의식은 표상과 행  사이의 간격을 측정한다.

   : 타고난 한, 지성은 하나의 형상(form, 164)의 앎인 반면 본능은 하나의 질료의 앎을 함축한다-무엇이든 타고     
                                                              난 앎은 처음에는 사물들(things, 163)에 두 번째는 계들에 연 된다.

   : 비록 그 자체로는 결코 발견할 수는 없지만 지성만이 추구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 바로 이것들을 본능만   
      이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능은 그것들을 결코 추구(seek, 167)할 수는 없다.



                      본능과 지성의 선택된 도구 인 행 -분리는 아니나 갈라진다

(김 익성)                                                                  존재론 논자시 답안 - 베르그송

   : 자연의 손들을 떠나자마자 우리의 지성은 비유기 인 덩어리(unorganized solid, 169)를 그 주요 상으로    
     지닌다-지성은 단지 불연속 인(discontinuous, 170)것만의 선명한 념을 형성한다-단지 비유동 인(immobility, 171)것만의 선명    
                한 념을 형성한다[이러한 로고스로부터 이제 지성과 본능 이 양자가 아니라 단지 지성만의 기능에 한 설명이 시작된    

                다 그리고 지성만의 기능에 한 설명에 이어 본능만의 기능에 한 설명이 이어진다.

    항하는 질료로부터 생명이 사물을 획득하려는 노력하는 가운데 나오는 그 생명의 경향들이 지성과 본능이

다. 따라서 사물들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활성의 질료에로의 이러한 노력의 행 의 두 가지 다른 방식을 지

성과 본능에서 본다. 본능은 곤충의 본능 보다 더 지성에 가까웠을 것이고 지성은 척추 동물의 지성 보다 더 본

능에 가까웠을, 그리고 그러한 지성과 본능은 질료의 죄수 을 그러한 요소 인 상황에서 생명(의 내재 인 힘)

은 기 의 한계 때문에 제한되어져 본능과 지성 이 양자를 한꺼번에 발 (진화)시킬 수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생명은 망설이다가 행 의 이 두 방식  어느 하나를 선택한다. 그래서 유기 인 도구를 창조함으로서 이러한 

행 를 직 할 수 있는 방식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요구된 자연스런 도구를 소유함 신에 비유기 인 질료의 어

떤 모양을 빚는 식으로 도구를 구성함에 의해서 그러한 행 를 간 으로 할 수 있는 방식을 선택할 것이다. 이

러한 선택의 결과 지성과 본능이 그 생명으로부터 나온다.

    지성은 인 인 상( 특히 도구를 한 도구)를 만드는, 그리고 만들어진 도구를 변형시키는 능력인 반면 

본능은 유기 인 도구를 사용하는 능력으로서 살아있는 질료를 조직하는 활동이다. 그리고 완 한 지성은 비 유

기 인 도구를 사용하는 능력인 반면 완 한 본능은 유기 인 도구들을 사용하는 심지어 구성하는 능력이다. 그

런데 인 인 도구는 다루기 힘든 불 완 한 것인 반면, 유기 인 도구는 스스로 만들고 회복하는 한 도구

이다. 이러한 유기 인 도구는 거의 바꾸어질 수 없는 구조를 지닌다. 그 구조의 변경이 종(種)의 변경을 함축할 

정도로 말이다. 그래서 본능은 필연 으로 종화(種化)된다. 종 인 상을 한 종 인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 본

능이다. 그러나 이러한 두 가지 도구는 어느 것이 자연을 더 많이 지배하여 생물을 보호하는지 측하기 힘들정

도로 균형을 이룬다. 다 그 장 단 이 있다.

    그래서 비록 결코 분리될 수는 없지만 지성과 본능은 생명의 진화(발 ) 속에서 갈라진다. [ 를들어] 곤충의 

가장 완 한 본능은 희미한 지성을 필요로 하지만 지성은 [본능이 지성을 필요한 만큼 보다 더] 많이 본능을 필

요로한다. 조잡한 질료의 모양을 뜨는 힘은 동물이 하기 힘든 이미 고도의 조직화를 포함하기 때문이다. 그 지

만 여 히 본능은 [ 를들어] 척추 동물의 혼 인 행  토 를 형성하며, 그 에 지성은 들어 앉는다. 그래서 가

능한 본능없이 할 수 있는데 까지 발버둥치다가 단지 사람 안에서만 지성은 완 한 자기-소유를 획득한다. 신

에 그 승리는 과 추 와 배고픔으로부터 벗어나기 한 자연 인 수단의 불 충분성에 의해 체포된다. 그리고 

이러한 불 충분성이 지성과 본능의 마지막 분기- 이 된다.

    그래서 본능과 지성은 동일한 문제의 두 갈라진 해결들을 나타낸다. 그러나 이 문제에 본능과 지성은  같

이 합하다.

    그리고 생물의 의식은 잠재 인 행 와 실재 인 행  사이의 산술 인 차이로서 정의될 수 있다. 의식은 표



                              지성은 불연속 인 것만의 념을 형성한다

존재론 논자시 답안 - 베르그송                                                                  (김 익성)

상과 행  사이의 간격을 측정한다.

    나아가서 타고난 한, 지성은 어느 형상 하나의 앎인 반면 본능은 어느 질료 하나의 앎을 함축한다. 무엇이든 

타고난 앎은 처음에는 사물들에 그리고 두 번째는 계들에 연 된다.

    그리고 비록 그 자체로는 결코 발견할 수는 없지만 지성만이 추구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 바로 이것들을 본

능만이 발견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능은 그것들을 결코 추구할 수는 없다.

    나아가서 자연의 손을 떠나자마자 우리의 지성은 비 유기 인 덩어리를 그 주요 상으로 지닌다. 그리고 지

성은 단지 불 연속 인 것만의 선명한 념을, 비 유동 인 것만의 선명한 념을 형성한다. [이러한 로고스에 

이어 베르그송은 이제 지성과 본능 이 양자가 아니라 단지 지성만의 기능에 한 설명을 시작한다. 그리고 지성

만의 기능에 이어 본능만의 기능에 한 설명이 이어진다]

    



                                      무는 환상이다 - ‘not’과 부정

(김 익성)                                                                  존재론 논자시 답안 - 베르그송

79) 베르그송의 ꡔ창조  진화ꡕ에서 無 개념이 비 되는 논거는 무엇인가? 베르그송 철학의 근간이 드러날 
수 있도록 논하시오(1997년1학기) - 81) Bergson의 ꡔ창조  진화ꡕ에 나오는 ‘무’(nèant) 개념에 기 한 서
양 철학사 비 을 서술하시오(1997년2학기) - 82) 베르그송의 무 개념 비 에 하여 논하시오(1999년1학기, 
2000, 2) - 83) <창조  진화>에서 베르그송이 라톤철학을 비 하는 목을 논하시오(1998년 2학기).
                                         [ Text ]
                                           
                   : 무 념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들의 무화(abolition, annihlation, 747, 324)를 본다

무 개념 비  = 우리는 ‘1)’과 ‘2)’를 보여 으로서 환상(Illusion, 747)을 제거해야 한다.

   1)무 념(ieée de Rien, 747)은 자기 괴 (destrustive, 747, 324)이고, 단지 단어인 것으로 환원된다는 것을,
   2)그리고 이와는 반 로 무가 진실로 하나의 념이라면 우리는 그 안에서 모든 것의 념 안에서 발견되는   
     것 만큼의 내용(matter)을 본다

         : 자기 충족 인 실재성이 반드시 지속에 낯선 실재성인 것만은 아니다. 만약 우리가 있는 것의 념에 도달하기 해서 제로       
           (nought, 324)의 념을 통과한다면 非 시간 인 논리  는 수학 인 본질의 있는 것에 우리는 부딪힌다. 결국 실제 인 것의   
           정 (static, 324)인 개념에 우리는 부딪힌다.
                                                  : 각기 것이 원성 속에서 일회 으로 주어져(given once for all, 324)나타난다.
                        : 부분 인(patial, 321)제로( ) 는 텅빔(void, 321)

                : 환상임(illusion, 324) ↔ 텅빔을 실재성(reality, 324)이 채우며, 그러기에 각기 것의 부재(absence, 324)로서 간주되는 텅빔.
                                        무(nothing, 324), 설령 사실은 그 지 않더라고, 모든 것들 이 에 미리 존재(pre-exist, 324, 300)  
                                        해야 한다.
                : 이러한 환상은 고정 인 것(the stable, 297)에 의해서 비 고정 인 것을, 부동 인 것에(the immobile)의해서 움직이는 것  
                   을 생각할 수 있다고 하는데서 성립한다.

          : 그러나 우리는 제로라는 유령(phantom, 322)에 먼  호소함이 없이, 곧 우회 으로가 아니라 직  우리는 있는 것을 반드시 생각  
            해야만 한다.               : 유령은 그 자체 자신과 우리 사이에 끼어 있다.

    2)존재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상(object, 311)의 념 안에 있는 것 만큼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는   
      상 안에도 있다 - 덜 있는 것이 아니다.

       : 존재하지 않는 상의 념은(덩어리로 취하여진 실 인 실재성에 의한 존재하는 상의 배제(exclusion, 311)의 표상(the         
             representation)과 더불은 덧 붙 짐(in addition)이러한 존재하는 상의 념이기 때문이다-필연 으로 그 다-.

                 : 존재하지 않는 상(non-existant) A를 표상한다는 것은 이러한 상의 념에 어떤 것을 덧 붙힘(inadding, 310)안에서   
                   성립한다.                 : 실 인 실재성 일반에 의한 이 특별한 상의 배제의 념을 덧 붙힌다.
                         : 그래서 존재하지 않는 ‘A’를 표상한다는 것은 먼  그 상을 생각하고 그 결과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  
                           이다 - 양립할 수 없어 그것 신에 들어 앉은 다른 실재성을 생각한다는 것이다. 
                                                                 : 그러나 이 실재성을 뚜렷하게 표상할 필요는 없다.
                                 : 표상한다는 것은 어떤 상을 비 실재 인 것이라고 선언 하는 행 (act, 310) - 이 행 를 통해서 우리  
                                   는 실재 인 것 일반의 존재를 정립(posits, 310)한다.
                                                        : 체 으로 이상 인 존재 - 단지 가능한 것(possible, 311)의 존재일 뿐임.
                                             : 다시 말해 그 상으로부터 존재의 각기 종류를 빼앗는 것이 아니다 - 필연 으로 어떤   
                                               상의 표상은 존재하는 상의 표 이기 때문이다.

                 : ‘not’를 덧 붙힌다는 것은 으로 지성 인 작업일 뿐이다  - 마음 바깥에 나타나는 것과는 독립 임
                         : 그것이 포함하는 것의 거부(rejection, 312)를 규정한다.
                                              : 각기 것을 정신 으로 무화한다(annihilate, 312)  - 그것의 무화를 명령하는 단지 사실에  
                                                                                                 의해 무화한다.
                                                         : 무화의 념은 순수한 념이 아니다 - 우리가 과거에 그것을 유감스러웠던   
                                                                                 것(as regrettable, 320)으로 간주했다는 것을 함축한다.
                                                                   : 첫 번째 반만을 단지 숙고하는 마음에 의해서 거부할 때는 우리는  
                                                                     치함(319). 치의 상이 둘로 나뉠 때 무화의 념이 발생한다.
                                                                          : 단지 첫 번째 반만에 심을 갖고 모든 느낌과 모든 심을  
                                                                            억 러서, 그 재의 상태로서 우리에 인 것이 다시 우리  
                                                                            앎과 더불어 새롭게 되면서 흐르는 실재 이외의 어떤 것도  
                                                                            남지 않기 때문에 그 다.
                         : 무화로부터 더 일반 인 작업인 부정에로에는 단지 새로운 한 단계만이 있다.
                                              : 있는 것의 조(contrast, 321)-있었던 것 뿐 아니라 있었을 것을 제시하는 것.
                                                   : 그 조를 있었을 것의 기능으로서 표 한다 - 있는 것의 기능(function, 321)이 아님
                                   : 부정은 정확히 정에 칭 (symmetrical, 321) - 반 인(contrary, 315)방향.
                                   : 부정은 정처럼 념을 창조하는 힘을 지닌다 - 자기 충족 이다(self-sufficient, 312).
                                                   : 그러나 정과는 달리 부정 인 념이다 - 곧, sui generis( 740, 315, 고유하게)하게  
                                                     념을 창조하는 힘을 부정에게 부여함은 헛일이다. 부정의 고유한한 특성은 ‘ㄱ)’에  
                                                     ‘ㄴ)’을 덮어 우는 것임(superimposing(315)

                         : ‘not’이 정에 붙 질 때 두 가지 규정된 작용이 수행됨 - 이 두 작용에는 정이외에는 어떤 것도 있지 않음
                                     : ㄱ) 동료가 정하는 것에 심을 지님
                                     : ㄴ) 무 규정 인 다른 정을 주장하게 됨 



                        텅빔은 없다 - 이 유령은 사회 인 느낌 때문에 생겨난다

존재론 논자시 답안 - 베르그송                                                                  (김 익성)

                 : 하나를 정, 다른 것을 정 ..... 모든 것의 념을 형성.   하나를 거부(denying, 312), 다른 것을 거부 ..... 무의 과념에   
                   도달한다.                 : 거부는 가능한 정을 제쳐놓음을 통해 성립한다 - 거부할 때 어떤 교훈(lesson, 312)을 .
                     : 정의 마음의 완 한 작용 - 하나의 념을 완성  : 부정은 지성 인 행 이 반(半)일 뿐이다  -  다른 반은 무 규
                                                        하는데 성공함    정 인 미래로 이해되어져 제거 된다. 다시 들어서는 무규정   
                                                                         인 다른 정 단이 필요함.           
                     : 정은 순수하게 지성 인 작용임                 : 부정에는 지성 이지 않은 요소가 끼어듬 - 이 요소로 인해 부  
                                                                          정 자신의 특성을 얻음
                     : 정은 직  사물(thing, 313)을 담지한다           : 부정은 사이에 끼어든 정을 통해 간 으로 사물을 겨 다.
                     : 정명제는 상에 한 단을 표 한다           : 부정명제는 단에 한 단을 표 한다. 그래서
                                                                       : 부정은 두 번째 정도(degré, 738, 313)의 정 이다. 곧 상의  
                                                                         어떤 것을 그 자체 정하는 정의 어떤 것을 부정은 정한다
                                                                       : 부정은 사건 인 정을 향한 마음의 태도일 뿐이다.
                     : 객 인 실재성을 정이 정한다면            : 부정은 순수한 마음(esprit, 738, 313)의 활동이 아니다 - 단지   
                                                                        상들에만 련 하는 것이 아니다. 상들에게 련하는 것이 순  
                                                                         수한 마음의 작용이다(314)
                                                                       : 부정은 교육 이고 사회 인 자연을 지님(314)
                                                                       : 부정은  같이 객 인 非실제성을 반드시 정한다 - 그래  
                                                                         서  같이 실제 이다. 이러한 정은 그 치물의 잠재 인  
                                                                         정이다(321)

          : 경험을 따르는 마음에는 어떤 텅빔도 제로(nought, 319)도 가능한 부정도 없다 - 단한다면 재 존재하는 어떤 것도 단할 것  
                                                                                       이다.
               : 연이어지는 사실들, 상태틀, 사물들(thing, 319)만을 볼 것이다 - 존재하는 사물들, 나타나는 상태들, 발생하는 사건들만을    
                 볼 것이다. - 실 인 것들 안에 안에서만 산다. 
               : 이러한 마음에게 이것(memory, 320)이, 특별히 과거에 거주해 사려는 욕망이부여되면 그 마음은 흐르는(Passing)실재성의   
                 재의 상태에만 주목하지는 않을 것이다 - 그 흐름을 변화(change, 320)로서, 따라서 있던 것과 있는 것 상의 조로서 나  
                 타낼 것이다. - 부정으로 돌아선다(shunton, 320).
                                                       : 우리가 기억하는 과거와 우리가 상상하는 과거 사이에는 본질 인 차이가 없다.
                                                       : 과거에는 가능성 일반의 념을 재빨리 일으킨다.
                       : 과거 안에 의해서 과거를 재와 조함 - [부정을 통해] 이 유령이 스스로를 상화 한다(objectifies, 312).
                            : 과거에 거주하면서, 과거 안에 재를 나타내려 하지 않음.
                                 : 그러나 부정 인 한 부정은 상화 될 수 없기 때문에 부정은 개 으로 정과  같이 실재 이다   
                                   라는 그르다(wrong, 321) 그러나 부정은 자신의 치물의 잠재 인 정이므로(이것은 옳다) 이것에 근  
                                   거하여 스스로를 상화 한다.
                       : 결국 이 게 해서 텅빔 는 부분 인 제로의 념이 형성된다(321) - 부정 그 자체에 의하여 곧 치 되어질 것   
                                                                                            이 상화 됨.
                                  : 이러한 작동은 각기 사물에 실행되고 마지막으로 모든 사물에 덩어리로(in block, 321)수행된다고 상정  
                                    되면 우리는 인 무(absolute Nothing, 321)의 념을 획득하게 된다.
                                        : 의 념을 우리가 분석하게 되면 결국(at bottom, 321)그 념은 각기 사물의 념이라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그래서  무의 념은 아주 포 이며 꽉찬(full, 322) 념이다 - all의 념  
                                          처럼 말이다.
                       : 그 다면 어떻게 제로의 념이 모든 것의 념에 반 (opposde to, 322)될 수 있을까? - 이것은 꽉찬 것이 꽉찬   
                         것에 반 된다는 것이 아닌가?
                                                   
             : 그 다면 어떤 것이 왜 존재하는가 라는 물음은 사이비 념으로부터 유래하는 사이비(pseudo, -, 322)물음이라는 것이 분명  
               하지 않은가? - 유령(phantum, 322)임. 이 유령이 왜 끈질지게 사람의 마음에 출몰할까? - 이 물음에 한 답으로서 ‘1)’ ‘2)’  
               ‘3)’을 보여주는 것은 헛되다(invain, 322) - ‘1), 2), 3)'에도 불구하고 사물들 이 에 무가 있다는 신념이 유지됨으로-.
                                   : [ 왜 어떤 것이 존재하지 않는가 라는 물음과 같기 때문이다? ]
                        : 1) 실제 인 것의 무화에는 서로를 끊임없이 배제하는 모든 실재성들의 심상(image, 322)들만이 있을 뿐이라는 것.
                        : 2) 비 - 존재의 념은 보다 더 실체 인 존재에 의한 단지 가능한 존재 는 아주 미세한 존재의 배제의 념   
                             뿐이라는 것.
                        : 3) 부정의 고유한 형식안에서 우리는 지성 이지 않는 요소를 발견할 뿐이어서, 부정에게 새로운 념을 창조하는  
                             힘을 부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     : 단의 단으로서의 부정. 어떠한 권고.
                  : 이러한 신념의 이유는 사회 인 실천 인 요소인 느낌(feeling, 322)안에 있다 - 이 느낌은 부정에 독특한 형식을 제공한  
                                                                                                                                다.
                        : 각기 사람의 행 는 불 만족 안에서 그래서 부재(absence, 323)의 느낌 안에서 그 출발 을 지닌다 - 사물이 부족  
                          함을 느낄 때만 그 사물을 우리는 추구한다.
                              : 고로 우리의 행 는 무로부터 어떤 것으로부터 진행한다 - 바로 그 본질은 무의 화폭 에 어떤 것을 수 놓  
                                는 것이다.
                                          : 사물(thing, 323)부재 보다는 유용성(l'utilité, utility, 747, 323, 쓸모)의 부재이다.
                                           방안의 공기.                 (공기로 꽉찬 방안에 쓸모 있는 어떤 가구가 없다면) 그 방은 어  
                                                                         떤 것이라고 헤아려질 수 있는 어떤 것은 아무 것도 없다.
                              : 가장 큰 철학 인 그 어려움은 사람의 행  형식을 그 고유한 역 밖에 감히 두려 할 때 발생한다.
                                          : 우리는 생각 하기 해서 보다는 휠씬 더 많이 행 하기 해서 만들어진다(made, 323) 는   
                                             우리의 자연의 기질을 따른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행 하기 해서이다.
                                          : 따라서 행 의 습 이 사유의 습 의 특색(tone)을 제공한다.
                        : 사람의 활동은 쓸모를 창조함 안에서 성립한다 그리고 그 활동이 행하여지지 않는한 무가 있다 - 우리가 (결여하  
                          는) 원하는(wont, 323)무이다 
                        : 그래서 우리의 삶(생명)은 텅빔을 채우는데 소비된다 - 욕망과 유감의 향아래서, 생명 인 필요의 압력아래서   
                          우리의 지성은  이 텅빔을 숙고한다 
                                          : 사물의 텅빔이 아니라 유용성의 텅빔이다. 바로 이러한 텅빔으로부터 꽉참으로의 방향이 우리  
                                            의 행 가 취하는 방향이다 - 상 인 감각(324)에서 그 다. 인 감각에서는 사물들    
                                            자체에 그 숙고가 행하여질 것이다.
                        : 그런데 인 감각(absolut sense, 324)에서 보자면 우리의 명상은 유용성이 아니라 사물 그 자체로 향하게 되  



                                  앎의 구조는 화촬 술 인 종류이다

(김 익성)                                                                  존재론 논자시 답안 - 베르그송

                          고 그 결과 우리 안에 환상이 심어진다.

 ‘무’(nèant) 개념에 기 한 서양 철학사( 라톤철학)을 비  - 베르그송에 따르면 실재성은 움직임이고, 형상은 非 유동   
               인(immobile, 328)것이며, 실재 인 것은 형상의 연속 인 변화이기 때문에, 형상은 어떤 이(transition, 328)순식간의 어느   
               한 (instantané Pris, 750, 328), 스냅사진의 view일 뿐이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화 촬 술(cinematographical methode,    
               345)에 의해서 생성을 고찰한다면 형상들은 변화의 어느 한 (napshots, 345, 스냅사진)인 것들이 아니라 그 구성요소들이    
               되며, 생성 안의 정 인 모든 것들이 될 것이다. - 원성은 실재로서 시간의 근거가 될 것이다.

                          : 우리가 해야 할 모든 것은 우리 지성의 화 촬 술 인 습 들을 포기하는 것이다(339)

                   : 를들어 군  행진의 경우 지나가는 군 의 일련의 스냅사진들을 스크린 에 동시에 보이도록(instantaneous)펼치면  
                     서, 이것들이 서로 재빨리 자신의 자리를 뒤 바꾸도록(replace, 331)하는 것이 바로 화촬 술이다.
                          : 화촬 은 행진하는 군 의 유동성(mobility, 331)을 재구성한다 - 사진들을 움직거리도록한다(animated, 331)
                               : 그러나 그 그림이 움직이려면 어디엔가 움직임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 非 유동성을 비 유동성 에 놓아  
                                 보았자 결코 움직임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 바로 이 움직임이 장치 안에 있다 - 필름이 풀리면서 무 에 다른 사람들이 서로 연이어지게 하기  
                                       때문에 그 무 의 각 배우는 자신의 유동성을 회복한다 그러면서 배우는 필름의 볼 수 없는 움직임  
                                       에 근거하여 자신의 연이어진[고정된] 태도를 펼친다.
                                            : 이러한 과정을 통해 움직임 일반을 축출한다(movement in general, 532).
                                                                      : 이 움직임 일반에는 이름이 없다.
                                                                      : 이 움직임 일반이 장치 안에 있다 - 이 움직임을 배우들의 태도  
                                                                        들과 연결지우므로서 각기 특별한 움직임의 개별성을 우리는 재  
                                                                        구성한다. 바로 이것이 화촬 술이다.
                          : 사물들의 내 인 생성에 우리를 탁하는 것이 아니라, 사물들의 생성을 인 으로 재생하기 해 그 사물들   
                            외부에 우리를 놓는다.
                               : 지나가는 실재성의 스냅사진을 취해서, 실재성의 특성인 이것들을 생성 에 정돈하고서는 앎의 장치의 배  
                                 후에 놓는다 - 생성 그 자체에 특징인 그 무엇을 모방(emitate, 332)하기 해서이다.
                                    : 지각과 지성과 언어 일반이 이 게 진행한다.
                                           : 생성을 생각하든, 표 하든, 우리는 화촬 술 이외의 어떤 것을 행할 수 없다.
                                    : 따라서 우리의 일상 인 앎의 구조(machaism, 생성구조, 332)는 화촬 술 인 종류이다.
                                           : 사물들에 한 화촬 술 인 특성은 그 사물들에 한 우리의 응(adaptation, 333)의 주마  
                                             등(만화경, kaleidoscopic, 333) 인 특성에 기인한다.
                               : 그러나 생성은 무한히 다양하다.
                                    : a)질 인 움직임 - 노랑에서 녹색으로의 생성과 녹색에서 랑으로의 생성은 다르다.
                                    : b)진화 인 움직임 - 꽃에서 열매로 가는 것은 유충에서 애벌 로 애벌 에서 성충으로 가는것과 다  
                                                          르다        
                                    : c)외연 인(extansive, 330) - 먹는 는 마시는 행 는 싸우는 행 와 같지 않다.
                                           : a), b), c)는 각기 근본 으로(profoundly, 330)다르다. 
                                           : 그럼에도 우리 지각, 지성, 언어는 이 세가지 생성으로부터 생성 일반의 단일한 표상을 축출  
                                             하려한다. 그러나 이것은 사기(trick, 330)이다. 생성 일반의 단일한 표상은 아무 것도 말하지  
                                             않는 단순한 추상일 뿐이기 때문이다.

                   : 화 촬 은 실천 인 방법이다 - 행 의 특성에 근거하여 삶 그 자체의 일반  특성을 만듦안에서 성립하기 때문이다.
                               : 그래서 각기 행 의 세부 사항은 결국 앎의 세부 사항에 의존한다 - 행 가 항상 계몽되기 해서는 지성  
                                 이 항상 그 안에 재해야 만 한다.
                                    : 그런데 행 는 생명의 맥박처럼 불 연속 이다(discontinuous, 333) - 따라서 앎도 불 연속 이다.

                   : 마음은 화촬 술을 응용하여 실재 인 것의 움직임을 그 고정성에 의해서 모방한다 그리고 유동성(mobility, 341)의   
                     환상을 스스로에 제공하므로서 끝날 것이다.
                               : 엘 아 학자들이 환상 - 이들은 공간 인 움직임과 변화 일반 안에서 단지 순수한 환상(illusion, 341)만을  
                                 보았다.
                                          : 이들은 사유의 ( 화 촬 술 인) 습 으로 생성을 흡수하여(shocks, 341)언어의 모델등에 나   
                                            쁘게 맞추어서 생성을 비 실재 인 것이라고 하 다.

    : 형상의 철학, 곧 이데아(ei=doj, 342)의 철학의 근본 원리는 질 인 생성, 진화 인 생성, 외연 인 생성 아래  
      서 마음이 변화를 무시하는(defies, 341)것, 곧 규정된 질, 형상 는 본질, 목 (end)을 반드시 추구하는 것  
      이었다.
                                               : 이 셋은 에이도스의 세 가지 의미임 - 언어의 세 가지 본질 인 범주들에 상응한다.
                                                                                   : 질↔형용사, 형상↔명사, 목 ↔동사(330, 342).
                                               : 이 셋 이외에도 vue(view, 761, 341) 는 moment로고 옮겨질 수 있으리라. 에이도스는  
                                                 사물들의 비 고정성으로부터 취하여진 고정 인 개체이기 때문이다.
                                                     : 질은 생성의 계기, 형상은 진화의 계기, 본질은   아래의 다른 형상들이 그것의  
                                                       변질(alteration, 342)으로 배열되는 바로 그 수단(means, 342), 목  는 의도는   
                                                       수행되어진 행 에 거주하는 것으로서 질료 인 의도 이외의 알론한 것이 아니다.

                    : 고로 사물을 이데아로 환원하는(reduce, 342)것은 생성을 그 주요한 계기들로 해체하는 것이다. 이 계기들은 그 가정에  
                      의하여 시간의 법칙으로부터 숨겨진, 그리고 원성으로부터 나꾸어채진 것들이다.
                                 : 바로 이것이 지성의 화촬 술 인 구조를 실제 인 것의 분석에 용했을 때 이데아 철학에서 우리가  
                                   결론 짓는 바의 것이다.
                    : 불변 인(immutable, 342)이데아를 움직이는 실제성의 토 에 놓았을 때, 필연 으로 체 자연학과 체 우주론과   
                      체 신학이 잇따른다.
                                 : 화 촬 술 인 구조에서는 실재성에 한 무슨 념으로 나아가는가?
                                         : 체계 인 지성은 보편 인 생성의 흐름의 스냅사진들에 의해서, 간격에서(intervals, 343), 그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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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 인 생성을 획득한다 - 라톤, 아리스토텔 스, 로티 스.
                                                 : 만약 형상들이 스냅사진들 뿐이라면 형상들은 독립 인 존재를(existence, 349)지니자   
                                                     못할 것이다. 기껏해야 이상(ideal, 349)으로 있다.

    : 움직이는 상에 부여된 연이어지는 2) 치들(postions, 343)에 보다는 1)움직임 안에, 2)두루 지나가는 형   
      상들 안에 보다는 1)생성 안에, 2)서로 연달아 추측된 형상들 안에 보다는 1)형상의 진화 안에, 보다 더 많  
      은 것(more, 343)이 있다. 라고 우리는 말한다. 따라서 ‘1)’에서 ‘2)’를 이끌어 낼 수 있지 ‘2)’에서 ‘1)’을 이  
      끌어 낼 수는 없다. 즉 ‘1)’로부터 명상은 반드시 시작되야만 한다.

             : 그러나 지성은 이 두 그룹의 순서를 뒤 바꾼다 - 바로 이 에 근거해서 고 철학은 지성이 했던 로 나아갔다.
                    : 지성은 불멸 인 것 안에서 스스로를 장착(installs, 343)했다. 그래서 단지 이데아만을 정립한다. 그 지만 생성은 존재  
                      한다. 생성은 사실이다. 그러나 불변성만을 정립한다면 우리는 그로부터 어떻게 생성을 오게할까?
                                   : 어떤 것을 덧 붙힘에 의해서는 아니다 - 가정에 의해서 이데아 이외에는 정립된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 따라서 반드시 감소(diminution, 344)에 의해서야만 한다. 따라서 고 철학은 다음을 필연 으로 요청  
                                     해야만 한다.
                                                  : 움직이는 것 안에 보다는 움직임이 없는 것 안에 더 많이 있다.
                                                  : 감소에 의해서 우리는 불변성(immtability, 344)으로부터 생성으로 나아간다.
                    : 따라서 변화를 획득하기 해서 이데아들에 반드시 덧 붙 지는 것은 부정 인 어떤 것 는 거의 zero(344)인 것이   
                      다 - 그러나 제로는 사이비(nought, 355).
                                   : 바로 이 부정 인 어떤 것 안에 라톤의 ‘있지 않는 것’, 아리스토텔 스의 질료가 성립한다.
                                          : 이것들은 이데아와 연결되는 형이상학 인 제로 - 하나와 묶어지는 수학 인 제로처럼 -
                                                : 이데아와 창조된 무한한 동요(흔들거림)사이에 끼어드는 것은 교묘히 회피하는 무?이다.
                                                : 형이상학 인 제로가 이데아를 공간과 시간 안에 증가시킴. 그래서 결국 움직임이 없는  
                                                  단순한 이데아가 무한히 펼쳐진 움직임으로 굴 된다(re?, 349).
                                   : 불변 인 이데아만이 지성 인 실재성의 체이다.
                                          : 이데아의 등 을 낮추어 보라(degrade, 344)단지 이러함에 의해서만 사물들의 원한 흐름을   
                                            획득할 것이다.

    : 이데아 체 철학 안에는 시간이 원성에 맺는 계의 개념으로서의 지속(duration, 345)의 개념이 있다.

              : [베르그송 철학] 그러나 지속 안에서 우리는 사물들의 바로 그 생명-근원 인 실재성임-을 본다. 그 다면 마음이 겪리시켜  
                               개념들 안에 장한 형상은 단지 변하는 실재성의 스냅사진일 뿐이다. 생성의 연속성으로부터 마음에 의해  
                               서 취하여진 단순한 스냅사진이 형상일 뿐이다.
                                                          : 그리고 형상은 단지 시간의 과정에서 모아진 계기들(moments, 344)일 뿐이다
              : [베르그송 철학] 그래서 이 형상들을 시간과 묶는 것만 잘라버리면(?)더이상 형상들은 지탱할 수 없다(endure, 345)그래서   
                               원성으로 들어 설 것이다. 그러나 형상들 안에서 원 인 것은 바로 비-실재 인 것들이다<스냅사진에   
                               한 맨 윗 설명 참조>.
                                                          : 원성은 추상 인 것으로서 시간 에서 방황할 것이다.

     : 이데아 철학 안에서의 시간과 공간은 움직임 그 자체 만큼이나 실재성(positivity, 346, 실증성)을 지니지   
       못한다 - 시 공간 안에서의 팽창(extension, 347)은 단지 생각과 진리 사이의 거리(distance)일 뿐이다.
               : 있는 것의 동일한 감소가 공간 안의 팽창과 시간 안의 정체(detention, 346)를 표 한다 - 그러나 이 양자는 있는 것과 있어  
                 야 할 것 사이의 거리일 뿐이다. 따라서 공간과 시간은 미 완성 인 실재가 그 자체 그러하기 해 필요한 장(field, 場)이  
                 외의 그 어떤 것도 아니다.
               : [베르그송 철학] 그러나 형상은 [본디]-각기 질, 각기 연이어진 상태-단지 보편 인 생성 안에서 생각에 의해 만들어진 하   
                 나의 coupe(cut, 764, 345)으로서 마음에 의해 보여진다 그 다면 결국 형상은 흐름의 과정에서 질료화된 생성의 그 팽창성  
                 (extensity 345). 분리 될 수 없는 것으로서 본질 으로 팽창된다.

      : 이데아 체 철학의 요약 - 자연학이 단지 오염된 논리학으로 되 버렸다 - 이데아의 논리 인 체계가 우연 으로 연달아 자  
                                                                            리 잡아진 일련의 물리 인 상들과 사진들로 흩뿌려진다.
                                                                      : 이데아들 사이에 합리 으로 종속되고 질서지워진 쳬계.
                                                                      : 논리 인 질서를 공간과 시간 안으로 떨어뜨림(fall, 348)
                                                                      : 물리 인 것이 논리 인 것에 의해 정의될 것이다(356).

     : 고  철학은 이데아들은 반드시 그 자체로 존재해야만 한다 라는 결론을 회피할 수 없다. 
                : 라톤으로부터의 이러한 결론을 *텔 스가 회피해 보려고 했으나 헛 수고 다 ↔ 움직임은 불변 인 것의 퇴화(degrad-
                  ation, 349)로부터 오므로 움직임, 결국 감각세계는 있을 수 없을 것이다. 만약 그 지 않으면 어디에선가 불변성이 실 해  
                  있어야만 할 것이며, 결국 *텔 스는 물리 인 세계 에 형상을 놓게 되었고, 형상 의 형상 곧 신(생각의 생각)을 설정  
                  하게 된다. 그러나 신은 반드시 불변 인 것이다.
                        : [베르그송 철학] 그러나 형상들이 생성의 연속성으로부터 마음에 의해 취하여진 단지 스냅사진들 일 뿐이라면 형  
                                         상들은 자신들을 생각하는 마음에 반드시 상 인 것일 것이고, 그래서 결코 독립 인 존재     
                                          (existence, 349)를 지닐 수 없을 것이다. 기껏해야 하나의 이상(ideal)일 뿐이다.

     : 이데아 철학 안에는 인과성의 특별한 개념이 내재 해 있다 - 신과 세계의 인과 인 계(353) - 실재성의 정은 그  
                것과 무 사이에 끼어드는 실재성의 모든 정도의 동시 인 정을 함축함 - 완 함과 제로(nought, 352)사이의 퇴화         
                (degradation, 351)의 체 인 연속성으로부터 신성한 인과성이 더 잘 보여진다 ( 로티 스)
                                                                  : 있는 것의 정도임.

     : 그리이스 철학의 맨 마지막 단어 - 불변성(immutability, 353)
                : 이 불변성의 원성으로 거슬러 올라가지 않는한 유동성(mobility, 353)의 원함(perpetuity, 353)은 불 가능하다.
                      : 그러나 지각과 생각의 이런 화촬 술 인 경향은 진화 인 변화의 연속성 신에 일련의 변할 수 없는 형상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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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함으로서 시작한다 - 그 다음 우리 사유는  그 자체는 무 규정 인 부정 인 태도 이외에는 그 어떤 것도 형   
                        상이 배후에 놓는 비 고정성을 해 남겨 놓지 않는다(354) - 형상의 고정성은 변화로부터 규정된 각기 것을 축출  
                        하므로서 얻어진다 - 이 결과 사유는 변화를 고정 인 규정된 형상과 항상 무 규정 인 동일한 생성일반으로 분리  
                        시킨다.
                      : 그 결과 우리 사유는 규정된 형상(불변 인 요소들)과 유동성의 원리(mobility, 353)로 실제 인 것을 규정한다.
                                                                  : 형상의 부정(negation)으로서, 가정에 의해, 모든 정의를 벗어난, 순   
                                                                    수하게 비 규정 인 것이다.
                               : 우리의 사유가 형상들에 향하게 되면 될수록 실제 인 것은 감각 인 것들이 되며 순수한 개념들로 미  
                                 세해진다(subtilized, 355). 이와는 반 로 보편 인 유동성의 가시 인 재원으로 하강하면 할수록 이런 유  
                                 동성을 더 많이 느끼며, 텅빔으로 되어 있지 않는 것이라고 불리우는 것으로 사라진다.
                                        : 결국 실제 인 것은 한 편으로 이데아의 체계와 다른 한편으로 사이비-제로를 지닌다.
                                                                                        : 라톤의 있지 않는 것 는 *텔 스의 질료.
                                                                                        : 감각 이하의 것임(infra-sensible).
                                                                        : 논리 으로 함께 정립되거나 하나에 집 된다.  감각 임.
                                        : 이것은 형이상학 인 필연성을 요청할 때만 가능하다.
                                               : 이 모든 것을 이 제로와 만나게함은 이런 형이상학 인 필연성에 의해서 실재성의 모든  
                                                 정도들의 정과 동치(is eqvivalent, 355).
                                                        : 실제성의 모든 정도들의 각기 특성을 설명하기 해서는 그것들 내 인 실재성  
                                                          과 분리시키는 거리를(distance, 356)측정하는 것 이상의 그 어떤 것도 필요치  
                                                          않다.
                                                                 : 각기 낮은 정도는 더 높은 정도의 감소(diminution, 356)속에서 성립   
                                                                   한다. 그리고 감각 인 새로움은 그것에 더해지는 부정의 새로운 량  
                                                                   으로 분해된다.
                                        : 이것은 자연스러운 요청이고 그리이스 철학의 토 로 간주된다.

    

    [무 개념 비 ]-[그는 무 개념의 생성과정을 숙고 한 결과 생겨나는 ‘실재성’은 우리의 직  는 제에 어

나기 때문에 무 개념을 비 한다]

    무는 환상이다. 1)만약 우리가 무 념 안에서 모든 것들의 무화를 본다면 무 념은 자기 괴 이며 단지 

단어 뿐인 것으로 환원된다는 것 그리고 2) 이와는 반 로 무가 진실로 하나의 념이라면 우리는 그 안에서 모

든 것의 념 안에서 발견되는 것 만큼의 내용을 본다는 것을 보여주므로서, 우리는 이 환상을 제거해야한다.

    1) 무는 환상이다. 단지 말 뿐이다. 자기 충족 인 실재성은 반드시 지속에 낯선 실재성인 것만은 아니다. 왜

냐하면 만약 우리가 있는 것의 념에 도달하기 해서 (부분 인) 제로 는 텅 빔의 념을 통과한다면 非시간

인 논리  는 수학 인 본질의 있는 것에 부딪히게 돼 결국 우리는 실제 인 것의 정 인 개념에 부딪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각기 것은 원성 속에서 주어진 일회 인 것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사실은 그러하지 않지만 

모든 것들 이 에 그것이 미리 존재해야 하는, 그리고 실재성이 그것을 채우기 때문에 각기 것의 부재로서 간주

되는 텅빔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것은 환상이다. 이러한 환상은 고정 인 것에 의해서 非고정 인 

것을, 부동 인 것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고 하는 데서 오는 유령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 자체 

자신와 우리 사이에 끼인 제로 라는 이 유령에 먼  호소함이 없이, 곧 우회 으로가 아니라 직  있는 것을 

해 반드시 생각해야만 한다.

    2)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는 상의 념 안에 있는 것 만큼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는 상 안

에도 있다. 덜 있는 것이 아니다. 존재하지 않는 상의 념은 (덩어리로 취하여진 실 인 실재성에 의한 상

의 배제의 표상과 더불은 덧 붙 진 이러한) 존재하는 상의 념이기 때문이다. 존재하지 않는 상 A를 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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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것은 이러한 상의 념에 어떤 것을 덧 붙힘 안에서 성립한다. 실 인 실재성 일반에 의한 이 특별한 

상의 배제의 념을 덧 붙힌다. 그래서 존재하지 않는 ‘A’를 표상한다는 것은 먼  그 상을 생각하고 그 결

과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이다. 양립할 수 없어 그것 신에 들어 앉은 다른 실재성을 생각한다는 것이

다. 이 경우 이 실재성을 뚜렷하게 생각 할 필요는 없다. 그런데 그 게 표상한다는 것은 어떤 상을 비 실재

인 것이라고 선언하는 행 이다 그리고 이러한 행 를 통해 우리는 실재 인 것 일반의 존재를 정립한다. 그러나 

체 으로 이상 인 존재 그러나 단지 가능한 것일 뿐인 존재를 정립한다. 다시 말해 그 상으로부터 존재의 

각기 종류를 빼앗는 것이 아니다. 펼연 으로 어떤 상의 표상은 존재하는 상의 표 이기 때문이다.

    나아가서 ‘not’를 덧 붙힌다는 것은 마음 바깥에 나타나는 것과는 독립 인 으로 지성 인 작업일 뿐이

다. 이러한 작업은 ‘not’가 포함하는 것의 거부를 규정한다. 그래서 각기 것을 정신 으로 무화한다. 그것의 무화

를 명령하는 단지 사실에 의해 무화한다. 그런데 우리가 과거에 그것을 유감스러웠던 것으로 간주했다는 것을 함

축하는 무화의 념은 순수한 념이 아니다. 첫 번째 반만을 단지 숙고하는 마음에 의해서 거부 할 때 우리는 

치하나, 그 치의 상이 둘로 나뉠 때는 무화의 념이 발생한다.  단지 첫 번째 반만에 심을 갖고 모든 

느낌과 모든 심을 억 러서, 그 재의 상태로서 우리에 인 것이 다시 우리의 앎과 더불어 새롭게 되면서 흐

느는 실재 이외의 어떤 것도 남지 않기 때문에 그 다. 이제, 이러한 무화로부터 더 일반 인 작업인 부정에로는 

있는 것의 조를 곧 있었던 것 뿐만 아니라 있었을 것을 제시하는 그러한 단지 새로운 한 단계만 있다. 우리는 

그 조를 있는 것의 기능이 이 아니라 있었을 것의 기능으로 표 한다. 정에 반 인 방향의 이러한 부정은 

정에 정확히 칭 이다. 정과  같이 부정 역시 념을 창조하는 힘을 지닌다. 다시 말해 자기 충족 이다. 

그러나 정과는 달리 부정 인 념이다. 그래서 고유하게 념을 창조하는 것을 부정에게 부여함은 헛일이다. 

부정의 고유한 특성은 ㄱ)‘동료가 정하는 것에 심을 지님’에 ㄴ)‘무 규정 인 다른 정을 주장함’을 덮어 

우는 것이다. 그래서 ‘not’이 정에 붙 질 때 ‘ㄱ)’과 ‘ㄴ)’ 이 두 가지 규정된 작용이 수행된다. 이 두 작용이외

에는 어떤 것도 있지 않다. 

   2)1)하나를 정하고 다른 것을 정 … 하므로서 모든 것의 념이 형성되는 반면에 하나를 거부하고 다른 

것을 거부 … 하므로서 무의 념에 도달한다. 가능한 정을 제쳐 놓음을 통해 성립하는 거부는 하나의 교훈을 

다. 그리고 정은 하나의 념을 완성하는데 성공하는 마음의 완 한 작용인 반면에 부정은 다른 반(半)은 무 

규정 인 미래로 이해되어져 제거되는 지성 인 행 의 반일 뿐이다. 그래서 다시 들어서는 무규정 인 다른 

정 단이 필요해진다. 나아가서 정은 순수하게 지성 인 작용인 반면 부정에는 지정 이지 않는 요소가 끼어든

다 그리고 바로 이 요소로 인하여 부정 자신의 특정을 얻는다 나아가서 정은 직  사물을 담지하는 반면 부정

은 사이에 끼어든 정을 통해 간 으로 사물을 겨 다 그러기에 정명제는 상에 한 단을 표 하는 반

면 부정명제는 단에 한 단을 표 한다. 그래서 부정은 두 번째 정도(程度)의 정이다. 곧 상의 어떤 것

을 그 자체 정하는 정의 어떤 것을 부정은 정한다는 에서 정과 고유하게 다르다. 부정은 사건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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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향한 마음의 태도일 뿐이다. 그래서 만약 정이 객 인 실재성을 정한다면 부정은 상들에게만 련

하는 순수한 마음의 활동이 아니다. 부정은 단지 상들에게만 련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그러나 부정은 

 같이 객 인 非 실재성을 정하므로 비록 그 치물의 잠재 인 정이기는 해도  같이 실재 이다. 

    경험을 따르는 마음에게는 어떤 텅빔도 제로도 가능한 부정도 없다. 단한다면 재 존재하는 어떤 것을 

단할 것이다. 경험 인 마음은 연이어지는 사실들, 발생하는 사건들, 나타나는 상태들, 존재하는 사물들 만을 볼 

것이다. 실 인 것들 안에서만 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마음에게 기억이, 그래서 특별히 과거에 거주 해 

사는 욕망이 부여되면 그 마음은 흐르는 실재성의 재의 상태에만 주목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 흐름을 변화로서, 

따라서 있던 것과 있는 것 상의 조로서 나타 낼 것이다. 결국 부정(否定)으로 돌아 선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하

는 과거와 우리가 상상하는 과거 사이에는 본질 인 차이가 없다. 어느 것이든 과거는 가능성 일반의 념을 재

빨리 일으킨다. 과거 안에 거주하면서 과거를 재와 조 해, 과거 안에 재를 나타내려 하지 않고 부정을 통

해 그 유령이 스스로 상화한다. 그러나 부정 인 한 부정은 상화 될 수 없기 때문에 부정은 객 으로 정

과  같이 실재 이라는 것은 그르긴 하나, 부정은 자신의 치물의 잠재 인 정이므로(이것은 옳다), 이것에 

근거하여 스스로 상화하기 때문이다. 결국 이 게 해서 텅빔 는 부분 인 제로 라는 념이 형성된다. 부정 

그 자체에 의해서 곧 치 될 것이 상화 된다. 이제 이러한 작동은 각기 사물에 실행되고 마지막으로 모든 사

물에 덩어리로 수행된다고 상정되면 우리는 인 무의 념을 획득  된다. 인 무의 념을 우리가 분

석하게 되면 결국 그 념은 각기 사물의 념이라는 것을 발견 할 것이다. 그래서 인 무의 념은 아주 

포 이며 꽉찬 념이다. 모두의 념처럼 말이다. 그 다면 어떻게 제로의 념이 모든 것의 념에 반  될 

수 있을까? 이것은 꽉찬 것이 꽉찬 것에 반 된다는 것이 아닌가.

    1)그 다면 어떤 것이 왜 존재하는가 라는 물음은 사이비 념으로부터 유래하는 사이비 물음이라는 것이 분

명하지 않은가? [왜 어떤 것이 존재하지 않는가 라는 물음과 같기 때문이다?] 인 무라는 념은 유령이다. 

그 다면 왜 이 게 이 유령이 끈질지게 사람의 마음에 출몰할까? A)실제 인 것의 무화에는 서로를 끊임없이 

배제하는 모든 실재성들의 심상들만이 있을 뿐이라는 것, B) 非-존재의 념은 보다 더 실체 인 존재에 의한 단

지 가능한 존재 는 아주 미세한 존재의 배제의 념 뿐이라는 것, C)부정의 고유한 형식안에서 우리는 지성

이 않는 요소( 단의 단으로서의 부정. 어떠한 권고)를 발견할 뿐이어서, 부정에게 새로운 념을 창조하는 것

을 부여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 등을 보여주는 것은 헛되다. ‘1), 2), 3)’에도 불구하고 사물들 이 에 무가 

있다는 신념은 유지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신념의 이유는 사회 ․실천  요소인 느낌 안에 있다. 이 느낌은 부정에 독특한 형식을 제공

하기 때문이다. 각기 사람의 행 는  불만족 안에서 그래서 부재의 느낌 안에서 그 출발 을 지닌다. 사물이 부

족하다고 느낄 때만 그 사물을 우리는 추구하기 때문이다. 고로 우리의 행 는 무로부터 어떤 것으로부터 진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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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리고 그 본질은 무의 화폭 에 어떤 것을 수 놓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무는 사물의 부재 보다는 유용성

(쓸모)의 부재이다. 를들어 가구가 배치되는 않는 방에 들어서서 그 방 안에는 아무 것도 있지 않다 라고 말할 

경우에도 나와 방문객은 그 방에 공기가 가득차 있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공기 에 앉지는 않는다  

그래서 실로 이 순간에는 나와 방문객에게는 방이 어떤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가장 큰 철학 인 어려움은 사

람의 행  형식을 그 고유한 역 밖에 감히 두려할 때 발생한다. 우리는 생각하기 해서 보다는 생각하는 만큼 

그리고 훨씬 더 많이 생각하기 해서 만들어지거나 는 우리의 자연의 기질에 따른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행 하기 해서 이다.  따라서 행 의 습 이 사유의 습 의 특색을 제공한다. [그런데] 사람의 활동은 쓸모를 

창조 함 안에서 성립한다. 그리고 그 활동이 행하여지지 않는한 무가 있다. 우리가 결여하는 것은 무이다. 그래서 

우리의 삶(생명)은 텅빔을 채우는데 소비된다. 욕망과 유감의 향 아래서, 생명 인 필요의 압력아래서 우리의 

지성은 이 텅빔을 숙고한다. 사물의 텅빔이 아니라 유용성의 텅빔이다. 바로 이러한 텅빔으로부터 꽉참으로의 방

향이 우리의 행 가 취하는 방향이다 상 인 감각에서 그 다.  인 감각에서는 사물들 자체에 그 숙고가 

행하여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인 감각에서 보자면 우리의 명상은 유용성이 아니라 사물 그 자체에로 

향하게 되고 그 결과 실재성이 텅빔을 채운다는, 그리고 각가 것의 부재로 간주되는 없음이 사실은 그 지 않지

만 모든 것이 에 올바로 미리 존재해야 한다는 념(환상)이 우리 안에 심어진다.

    

    [무 개념에 기 한 서양철학사( 라톤)비 ]

    [앎의 구조는 화촬 술 인 구조이다]

    베르그송에 따르면, 실재성은 움직임이나 형상은 非유동 인 것이며, 실재 인 것은 형상의 연속 인 변화이

기 때문에, 형상은 어떤 이의 순식간의 어느 한 일 분이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화촬 술에 의해서 생성을 

고찰한다면 형상은 변화의 어느 한 인 것들이 아니라 그 구성요소들이 되며, 생성 안의 정 인 모든 것들이 

될 것이다. 그래서 원성은 실재로서 시간의 근거가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모든 것은 우리 지성의 

화촬 술 인 습 들을 포기하는 것이다.

    를들어 군  행진의 경우 지나는 군 의 일련의 스냅사진들(어떤 이의 순식간의 어느 한 )들을 스크린 

에 동시에 보이도록 펼치면서, 이것들이 재빨리 자신의 자리를 뒤 바꾸도록 하는 것이 화촬 술이다. 화촬

은 행진하는 군 의 유동성을 재 구성한다-그 사진( )들이 움직거리도록한다. 그러나 그 그림이 움직이려면 

어디엔가 움직임이 반드시 있어야한다. 非유동성을 비유동성 에 놓아보았자 결코 움직임을 주기 못하기 때문이

다. 바로 이 움직임이 장치 안에 있다. 필름이 풀리면서 무 에 다른 사람들이 서로 연이어지게 하기 때문에 그 

무 의 각 배우는 자신의 유동성을 회복한다. 그러면서 배우는 필름의 볼 수 없는 움직임에 근거하여 자신의 연

이어진[고정되]태도를 펼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움직임 일반을 축출한다. 그러나 장치 안에 있는 이 움직임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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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에는 이름이 없다. 그리고 이 움직임을 배우들의 태도들과 연결지우므로서 각기 특별한 움직임의 개별성을 우

리는 재구성한다. 바로 이것이 화촬 술이다. 

    사물들의 내 인 생성에 우리를 탁하는 것이 아니라, 사물들의 생성을 인 으로 재생하기 해 그 사물

들 외부에 우리를 놓는다. 지나가는 실재성의 스냅사진( )을 취해서, 실재성의 특성이 이것들을 생성 에 정돈하

고서는 앎의 장치의 배후에 놓는다. 생성 그 자체에 특징인 무엇을 모방하기 해서이다. 지각과 지성과 언어 일

반은 이 게 진행한다. 생성을 생각하든, 표 하든, 우리는 화촬 술 이외의 어떤 것을 행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의 일상 인 앎의 구조는 화촬 술 인 종류이다. 사물들에 한 화촬 술 인 특성은 그 사물들에 한 

우리의 응의 주마등(만화경) 인 특성에 기인한다. 그러나 1)질 인 움직임-노랑에서 녹색으로의 생성과 녹색에

서 랑으로의 생성은 다른다-, 2)진화 인 움직임-꽃에서 열매로 가는 것은 유충에서 애벌 로 에벌 에서 성충

으로 가는 것과 다른다-, 3) 외연 인 움직임-먹는 는 마시는 행 는 싸우는 행 와 같지 않다- 등, 생성은 무

한히 다양한다. 그리고 ‘1)’과 ‘2)’와 ‘3)’은 무한히 다른다. 그럼에도 우리 지각, 지성, 언어는 이 세 가지 생성으로

부터 생성 일반의 단일한 표상을 축출하려 한다. 그러나 이것은 사기이다. 생성 일반의 단일한 표상은 아무 것도 

말하지 않는 단순한 추상이기 때문이다.

    화촬 술은 실천 인 방법이다. 행 의 특성에 근거하여 삶 그 자체의 일반  특성을 만듦 안에 성립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각기 행 의 세부 사항은 결국 앎의 세부 사항에 의존한다. 행 가 계몽되기 해서는 지성이 

항상 그 안에 재해야 만 한다. 그런데 행 는 생명의 맥박처럼 불 연속 이다. 따라서 앎 역시 불 연속 이다. 

마음의 화촬 술을 응용하여 실제 인 것의 움직임을 그 고정성에 의하여 모방한다. 그리고 유동성의 환상을 

스스로에게 제공하므로서 끝 날 것이다. 엘 아 학자들은 공간 인 움직임과 변화 일반 안에서 단지 순수한 환상

만을 보았다. 이들은 사유의 화촬 술 인 습 으로 생성을 흡수하여 언어의 모델등에 나쁘게 맞추어서 생성을 

비실재 인 것이라고 하 다.

    [이데아(형상)비 ]

    형상의 철학, 곧 이데아(ei=doj)의 철학의 근본원리는 질 인 생성, 진화 인 생성, 외연 인 생성 아래서 마음

이 변화를 무시하는 것, 곧 규정된 질, 형상 는 본질, 목 을 반드시 추구하는 것이었다.  에이도스의 세 가지 

의미인 질과 본질(형상)과 목 (끝)은 각기 형용사와 명사와 동사 등 언어의 세 가지 본질 인 범주들에 상응한

다. 이 셋 이외에도 에이도스는 vue(view) 는 moment(moment)로도 옮겨질 수 있으리라. 에이도스는 사물들의 

비 고정성으로부터 취하여진 고정 인 개체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질은 생성의 계기, 형상은 진화의 계기, 본질

은  아래의 다른 형상들이 그것의 변질로 배열되는 바로 그 수단, 목  는 의도는 수행된 행 에 거주하는 

것으로서 질료 인 것이외의 알론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사물을 이데아로 환원하는 것은 생성을 그 주요한 계기

들로 해체하는 것이다. 이 계기들은 그 가정에 의하여 시간의 법칙으로부터 숨겨진, 그리고 원성으로부터 나꾸



     이데아철학은 화촬 술의 용 결과이다. (정 인) 이데아(불변)→감소→생성→있지않는 것(질료) 
  원성과 계 맺는 것으로서의 시간의 지속은 그르다. 지속에서 우리는 근원 인 실재로서의 생명을 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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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채진 것들이다. 바로 이것이 화촬 술 인 구조를 실제 인 것의 분석에 용 했을 때 이데아 철학에서 우리

가 이데아 철학에서 결론짓는 바의 것이다. 불변 인 이데아를 움직이는 실제성의 토 로 놓았을 때, 필연 으로 

체 자연학과 체 우주론과 체 신학이 잇따른다. 그 다면 화촬 술 인 구조에서는 실재성에 한 무슨 

념으로 나가는가. 체계 인 지성은 보편 인 생성의 흐름의 스냅사진( )들에 의해서, 간격에서 그 보편 인 생

성을 획득한다( 라톤, 아리스토텔 스, 로티 스). 만약 형상들이 스냅사진( )들이라면 형상들은 독립된 제

들을 지니지 못할 것이다. 기껏해야 이상으로 있다.

    움직이는 상에 부여된 연이어지는 4-0)) 치들에 보다는 5-0))움직임 안에, 4-1)두루 지나가는 형상들 안에 

보다는 5-1)생성 안에, 4-2)서로 연달아 추측된 형상들 안에 보다는 5-2)형상의 진화 안에 보다 더 많은 것이 있

다 라고 우리는 말한다. 따라서 ‘5)’에서 4)’를 이끌어 낼 수 있지 ‘4)’에서 ‘5)’를 이끌어 낼 수는 없다. 즉 ‘5)’로부

터 명상은 반드시 시작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성은 이 두 그룹의 순서를 바꾼다. 바로 이 에 근거해서 고  철

학은 지성이 했던 로 나아갔다. 지성은 불멸 인 것 안에서 스스로를 세워 두고선, 단지 이데아만을 정립한다. 

그 지만 생성은 존재한다. 생성은 사실이다. 그러나 불변성만을 정립한다면 우리는 그로부터 어떻게 생성을 오

게할까. 어떤 것에 덧붙힘에 의해서는 아니다. 가정에 의해서 이데아 외에는 정립된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기 때

문이다. 따라서 반드시 감소에 의해서 야만 한다. 따라서 고  철학은 ㄱ)움직이는 것 안에 보다는 움직임이 없는 

것 안에 더 많이 있다는 것, ㄴ)감소에 의해서 우리는 불변성으로부터 생성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필연 으로 요

청해야만 한다. 따라서 변화를 획득하기 해서 이데아들에 반드시 덧 붙 지는 것은 부정 인 어떤 것 는 거

의 제로인 것이다. 그러나 제로는 사이비 다. 바로 이 부정 인 어떤 것 안에 라톤의 ‘있지 않는 것’, 아리스토

텔 스의 ‘질료’가 성립한다. 이것들은 이데아와 연결되는 형이상학 인 제로이다 하나와 묶어지는 수학 인 제로

처럼 말이다. 이데아와 창조된 무한한 동요(흔들거림)사이에 끼어드는 것은 교모히 회피하는 무이다. 형이상학

인 제로가 이데아를 공간과 시간안에서 증가시킨다. 그래서 결국 움직임이 없는 단순한 이데아가 지성 인 실재

성의 체로 된다. 이데아의 등 을 낮추어 보라. 단지 이러함에 의해서만 사물들의 원한 흐름을 획득할 것이

다.

    이데아 체 철학 안에는 시간이 원성에 맺는 계의 개념으로서의 지속의 개념이 있다. 그러나 지속 안

에서 우리는 사물들의 바로 그 생명-근원 인 실재성-을 본다. 그 다면 마음이 겪리시켜 개념들 안에 장한 

형상은 단지 변하는 실재성의 스냅사진( )들일 뿐이다. 생성의 연속성으로부터 마음에 의해 취하여진 단순한 수

냅사진( )이 형상일 뿐이다. 그리고 형상은 단지 시간의 과정에서 모아진 계기들일 뿐이다. 그래서 이 형상들을 

시간과 묶는 끈만 잘라버리면 더 이상 형상들은 지탱할 수 없다. 그래서 원성으로 들어 설 것이다. 그러나 형

상들에 있어서 원 인 것은 바로 비실재 인 것이다. 그리고 원성은 추상 인 것으로서 시간 에서 방황할 

것이다.

    이데아 철학 안에서의 시간과 공간은 움직임 그 자체 만큼이나 실재성(실증성)을 지니지 못한다. 시․공간 



             형상은 이상일 뿐이다-보편 인 생성 안에서 마음에 의해 만들어진 하나의 컷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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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에서의 팽창은 단지 생각과 진리 사이의 거리일 뿐이다. 있는 것의 동일한 감소가 공간 안의 팽창과 시간 안의 

정체(停滯)를 표 한다. 그러나 이 양자는 있는 것과 있어야 할 것 사이의 거리일 뿐이다. 따라서 공간과 시간은 

미 완성 인 실재가 그 지체 그러하기 해 필요한 장(場)이외의 그 어떤 것도 아니다. 그러나 형상은 본디 가기 

질, 각기 연이어진 상태으로서 단지 보편 인 생성 안에서 생각에 의해 만들어진 하나의 컷(coupe, cut, 자름, 벰)

으로서 마음에 의해 보여진다. 그 다면 결국 형상은 흐름의 과정에서 질료화된 생성의 그 팽창성이다. 분리 될 

수 없는 것으로서 본질 으로 팽창된다.

    그리고 이데아 철학 안에는 신과 세계의 독특한 인과 인 계인 인과성의 개념이 내재해 있다. 그리고 실재

성의 개념은 그것과 무 사이에 끼어 드는 실재성의 모든 정도-있는 것의 정도임-의 동시 인 정을 함축한다. 

그래서 완 함과 제로 사이의 퇴화의 체 인 연속성으로부터 신성한 인과성이 더 잘 보여진다( 로티 스).

    이데아 체 철학을 요약하면, 자연학이 단지 오염된 논리학이 되 버렸다. 이데아의 논리 인 체계 곧 이데

아들 사이에 합리 으로 종속되고 질서지워진 체게가 우연 으로 연달아 자리 잡아진 일련의 물리 인 상들과 

사진들로 흩 뿌려진다. 논리 인 질서를 공간과 시간 안으로 떨어트려졌다. 그래서 물리 인 것이 논리 인 것에 

의해 정의될 것이다.

    고 철학은 이데아들은 반드시 그 자체로 존재해야 한다는 결론을 회피할 수 없다. 라톤으로부터의 이러한 

결론은 *텔 스가 회피해 보려 했으나 헛 수고 다. 움직임은 불변 인 것의 퇴화(정도의 감축)로부터 오므로, 움

직임 결국 감각세계는 있을 수 없을 것이다. 만약 그 지 않으면 어디에선가 불변성이 실 해 있어야만 할 것이

며, 결국 *텔 스는 물리 인 세계 에 형상을 놓게 되었꼬, 형상 의 형상 곧 신(생각의 생각)을 설정하게 된

다. 그러나 신은 반드시 불변 인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형상들이 생성의 연속성으로부터 마음에 의해 취하여

진 단지 스냅사진( )들일 뿐이라면 형상들은 자신들을 생각하는 마음에 반드시 상 인 것일 것이고, 그래서 

결코 독립 인 존재를 지닐 수 없을 것이다. 기껏해야 하나의 이상이다.

    따라서 그리이스 철학의 맨 마지막 단어는 불변성이다. 이 불변성의 원성으로 거슬러 올라가지 않는 한 유

동성의 원함은 불 가능하다. 그러나 지각과 생각의 이런 화촬 술 인 경향은 신화 인 변화의 연속성 신

에 일련의 변할 수 없는 형상들을 치함으로서 시작한다 그 다음 우리 사유는 그 자체 무 규정 인 태도 이외

에는 그 어떤 것도 형상이 배후에 놓은 비 고정성을 해 남겨 놓지 않는다. 형상의 고정성은 변화로부터 규정된 

각기 것을 축출하므로서 얻어진다 이 결과 사유는 변화를 고정 인 규정된 형상과 항상 무 규정 인 동일한 생

성 일반으로 분리시킨다. 그 결과 우리 사유는 규정된 형상(불변 인 요소들)과 유동성의 원리로 실제 인 것을 

규정한다. 유동성의 원리는 형상의 부정(否定)으로서, 가정에 의해, 모든 정의를 벗어난, 순수하게 비규정 인 것

이다. 우리의 사유가 형상들로 향하게 되면 될수록 실제 인 것은 감각 인 것들이 되며 순수한 개념들로 미세

해진다. 이와는 반 로 보편 인 유동성의 가시 인 재원으로 하강하면 할수록 이런 유동성을 더 많이 느끼며, 



                       이데아론은 실재성의 정도(程度)라는 필연 인 형이상학을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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텅빔으로 되어 있지 않는 것이라고 불리우는 것으로 사라진다. 결국 실제 인 것은 한 편으로 논리 으로 함께 

정립되거나 하나에 집 되는  감각 인 것으로서의 이데아의 체계와 다른 한 편으로 - 라톤의 있지 않는 것

과 *텔 스의 질료 그리고 감각 이하의 것-사이비 제로를 지닌다. 이것은 모든 것을 제로와 만나게 하는 것은 실

재성의 모든 정도들의 정과 동치인 것이라는 형이상학의 필연성을 요청할 때만 가능하다. 각기 낮은 정도는 더 

높은 정도의 감소 속에서 성립한다. 그리고 감각 인 새로움은 그것에 더해지는 부정의 새로운 량으로 분해된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요청이고 그리이스 철학의 토 로 간주된다.

[노우트, 베르그송, 4-7~4-8]

    [지속 세계 신 물질 인간]

    쇼오펜하우어와 비슷하게 베르그송은 나(Ich)로부터 나아간다. 나의 본질(Wesen)을 지속(Dauer, Durée)으로

서 곧 있음의 흐름으로서 직 은 표 한다. 그러나 나는 총체성의 한 조각이므로 그에 본질에 따라서 흐르고 있

는 있음은 반드시 살아 있는 과정(Prozeß)이어야한다. 이에 알맞게 베르그송은 실성의 본질을 Evolution Créet

-rice으로 정의한다. ‘ 실성의 체는 창조로부터 창조로의 나뉘어질 수 없는 계속되는 걸음(Schreiten)이다’. 사

물들의 심에는 창조 인 élan vital 곧 생명의 비약하는 힘이 있다. 베르그송이 묘사한 것처럼 엄청난 불 숲의 

불 꽃처럼 각 심으로부터 끊임없이 세계들이 튀어나온다. 그리고 그 심은 사물과 실체가 아니라 튀어나옴의 

연속성(der Kontinuatät des Entsphröens)이다. 베르그송은 그것을 신과 동일시한다. “신은 고립된 것들을 아무 

것도 갖고 있지 않다 라고 정의된다. 멈추어질 수 없는 삶이 그것(신)이다. 행 (Tat)이다. 자유이다. 그래서 창조

는 어떤 기이함도 아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행동하자마자 우리는 우리 속에서 그( 창조)를 경험한다”. 창조 인 

생명의 비약은 물질에 한 항을 발견한다.  생명의 비약은 물론 딱딱히 굳어 있음이 아니라 흐르고 있는 있음 

곧 살아 있는 움직임이다.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의 방향은 심 인 삶의 흐름에 맞서 있다. 물질은 생명의 도

에 항한다. 물질은 생명의 도를 체 으로 거의 정지하게 하는데 성공한다. 단지 한  즉 인간과 더불어서

만 그 방해는 제거된다. 생명의 충동이 자유롭게 휘돈다. 그 때문에 자유는 인간의 가장 깊숙한 본질을 형성한다. 

“자유는 인간을 기호로 나타낸 것이다. 만약 그 지 않다면 의식은 인간 밖에서 하나의 막다른 골목으로 다그친

다. 인간 안에서만 의식은 자신의 길을 따라간다. 마찬가지로 인간은 생명의 움직임을 무한히 계속 정립한다” 따

라서 베르그송은 의지의 자유의 단호한 지지자이며 옹호자이다. 베르그송이 자연철학의 역에 근거한 기계론과 

투쟁해서 그 기계론에 자신의 형이상학 인 생명주의를 맞세워 놓은 것처럼 베르그송은 심라학  역에 근거한 

결정론을 거부한다. 그리고 두드러지게 비 결정론으로 들어선다. 이런 비 결정론은 어느 정도 정신주의 인 형이

상학의 완료를 형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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