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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머리말 

본 연구의 주제는 서양 근대 철학에 있어 가장 기초적인 개념 가 

운데 하나인 ‘반성’ 개념에 대한 연구다. 서양 근대 철학의 역사가 경 

험론과 합리론으로 득정 지워지는 ‘방법론적 반성’에 의해 시작되었 

고， 두 흐름을 ‘반성적으로 종합’한 것이 바로 칸트의 비판철학이며 

이를 토대로 ‘사변적 반성’에로 나아가 서양철학사상 가장 큰 처l계를 

서l운 것이 바로 헤겔로 대변되는 독일 이상주의에로의 전개였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그동안 근대철학에 대한 연구는 각각 

의 철학 전통의 득정과 개별 철학자들의 사상의 국면들에 대한 연구 

에 치우쳐왔을 뿐 근대 철학의 전 역사 속에서 가장 근본적인 개념 

이라고 할 수 있는 ‘반성’ 개념이나 그 기초 원리인 ‘동일과 차이’， 

‘질료와 형식’ 같은 개념에 대한 개념사적 연구는 등한시되어 왔다고 

보인다. 

그런데 칸트는 그의 주저 『순수이성비판』 속에서 아마도 가장 드 

물게만 주목되어 온 <반성개념> 장에서 모든 반성 일반에 사용되는 

필수 도구로서 “비 교개 념 "(conceptus comparationis) (B318) 이 라고도 

불리는 4쌍의 반성개념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동일과 차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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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외 모순’/나l변고} 외면’， 켈료외 형식‘고l 간이 맞짝 711넌틀로1 칸 

드는 。1틀 기} 넌쌍을 .9 집 함으로서 반성 기} 넌 악 모호성 (AmphibolieJ을 

야가시칸 라이=니측 볼=로 rll연되는 좋매의 양이휴석 행이상학애 

대해 나1판석 반성을 수행하고 있나_1 ) - ，_랴 L} 필사샤 볼 때 1 칸드샤 

순수이싱비핀의 분석돈의 부 ÷으보 상업힌 ζ 만성개념> 상의 시약 

내용은 새겨1 직이지 봇하고 매우 간략하거1 언닙되되[ 있기 때문에 칸 

브가 종래의 “놈라적 반싱 ’Oogische ReIlexion)과 대비시켜 제시하 

고 있는 자선의 “초원적 ln생’ (transzenclentale ReIlexion) 의 싱격이 

뚜릿이 부샤되그T 있지 봇하되[ 았다j1_ 여겨꺼다 따라사 이 당의 의노 

는 전펙λ}직 섭긴과 주저1 작 섭긴음 경l펙시겨 그가 시안하고 있는 초 

월적 반생의 성격을 증례의 경험은자와 합리은자들의 빈성의 성격파 

내비시키 고찰해 봄。도써 간튿의 반생의 특정파 칠학사적 우l 상을 

lι디 l~획히 드니1 내 주려얀마] 있디 이를 통해 필자얀 반생’이내톤 

주세를 가지고 연역파 까닙파 같은 학문 방맙은의 보새으E서깐 외 

적으E 특정지아왔딘 곤내 칠학의 내년적 헥심 얀으E 신임해 늘어 

가고자 란디 주 필자븐 칠학사적 집끈파 주세작 침곤을 걸합시키 

‘반성‘이라는 하냐의 개년이 납rll 천파시 약에서 시집 되는 여러 「「행 

l) 필지늑 일련의 논문음 동해서 이미 <반성개념〉 장에서 「행되 -]/_ 있뉴 종래 
형이상학애 대한 칸드의 "1 관의 내 g 용 다있 ]1.( r칸브의 니]이프니ι "1판
칸브의 반싱원리등에 핀하이(다 )J. IF 철학J6S 힌끽철학회 2000 겨응 참주) 
또한 이등 반싱개님등이 1772넌 비핀철학의 세계7싱아래 1781년 순수이싱 
비핀 추펀응 출간하시어] 이르시까시 진 비핀 11-~ 터 이미 」익 사고의 헝싱 

괴징 속에서 빔주듬의 반건 g 위한 심 "1 라보도 시용되고 있었g g 밝혔다 ( , 
초윌적 빈성의 윈리」‘ 『첨희연구A3， 첨학연구회 19，익 기 g ‘ )9,1-219) ê 키 
드 척혁의 큰문 벤성듬 ~1 선요약 형식 g- 1:l 1 곳하여 등인꾀 차이‘ 인치와 iir, 
내 1선파 외 l;j파 샅은 반성 권4 듬은 111 관기의 칸트의 반성작업의 필수거인 

노f었음 뿐만 아니 ι] 이미 111판칩학의 처]꺼1 듬 형성하늑 칸브의 초기 사유 

에 있이 9년여에 걸친 오렌 숙，'. 꺼애서 「1L껴인 반성틀로서 기능했다，'. 
겐이진q 또 이런 따싱개님등3 종래의 휘 ~I 룬자듬이 사선의 헝。1싱학의 세 

계를 건섣하는데 있어시 y _ __l등의 세계를 까응케 했던 니본 따싱등이있나고 
힐 수 있q， l'칸E 의 따싱원리등에 핀하이( 1 )" '철학dl 57, 힌끽철학회 
1998 기윌 107-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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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그 의미를 천착해 봄으로써 근대적 인식론과 방법론적 반성의 심 

장부를 해부해 볼 수 있으리라고 기대한다. 

따라서 이저l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모든 반성의 필수 도구로서 

여겨지는 바， 동일과 차이와 같은 反省개념들과 더불어 수행되는 反

省 일반의 本質이 해명되어야 한다 도대체 반성이란 무엇인가? 칸트 

의 철학함을 득정지우는 비판적 초윌적 반성은 종래 철학자들에 의 

해 행해져 온 여타의 반성들과 어떤 차이를 지니는가? 이저l 이하에 

서 필자는 경험론자들이 제시하고 있는 마음의 작용에 대한 내적 관 

찰인 경험적 반성이나， 이성론자들에 의해 행해진 한갓 개념들의 관 

계를 비교하는 논리적 반성과 구별되는 칸트의 초윌적 반성의 고유 

한 득징은 무엇인지를 밝혀 보고자한다. 

II. ‘반성’ 얼반에 관하여 

1. ~콰혀^~ 님}서 
0<:그 -끼 

먼저 경험론자들이 제시하고 있는 반성의 득정을 살펴보기로 하자. 

우리는 경험론을 대표하는 로크에게서 이런 경험적 반성의 성격과 

득징이 잠 드러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성론자들과 달리 마음에 

선천적으로 내재된 본유관념 (idea innata)을 부인하고 그 자체로 볼 

때 마음은 “백지"( tabula rasa)와 같다고 본 로크에게 있어서， 이런 
마음의 재료인 모든 표상들의 기원에 대한 물음은 다음과 같이 쉽게 

대탑될 수 있다. 

“이에 대해 나는 한 마디로 경험으로부터라고 대답한다 우리의 모 

든 지식은 경험 안에 기초하며， 궁극적으로 경험으로부터 유래한다 "2) 

2) Locke, Essay II ,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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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드?는 。1 랴한 성힘악 누 윈천을 구별펴고 있나 즉 히냐는 ‘단순 

관닌듣"(simple ideasl을 지Il-~ 해 수는 마， 외부 대상듣。II 대한 지각 

으로서의 “깎각" (sensaLion) 이시， 나른 히냐는 로='샤 “니1 깎‘’ (inLemal 

sensalion)이라 부드는 비유의 니1석 활동의 지각인 ‘반성" (reflecLion) 

이다 여기시 우리의 판심의 대싱은 후자다 이때 보크는 “1，1~싱”이라 

는 말보시 ‘마읍이 자기 자선의 기능등과 그 맹식음 획늑하는 것을 

주복하는 식용(notice) ’을 의미하며 이랜 식 용에 의해 “지싱 속에 이 

렌 마읍의 기능닫에 판히 핀념듣이 생낀다‘’ :1).31 섭명하.31 았다 보크 

에 따브변 인간의 판심읍 입1사작으보 바음 향하며， 따라시 김샤이 핀 

념의 주인 워천이다 

“사꽉듬꺼 외식 ~l 각에 대해 끊?1없이 핀심응 가시어 사라 /1 때문 

에 」등이 츄너 싱숙힌 나이에 도달힐 때까시는 츄서빈 자신등 속에 
서 ?1어니 는 것듬어) 관'0]-(겨 충분한 벤성 g 히지 않는디 "4-1 

1.랴냐 비흑 인반석으로 반성 또는 니1성이 깎각고1 동인한 정도로 

자수 수팽되지는 않을시라도， 로3_는 우 이가 사고0] 는 것괴 의적 하는 

것고} 간은 심이 작집에 관한 관남을 갖가 위해서는 석어도 :1.01] 며한 

니1 적 성힘[반성]이 필요0] 냐고 부았나 :r 랴므로 로큐에 있어 반성이 

란 칭휘직 자기 판갇 또는 자기 지샤이il_， “그 대싱”은 ‘’마음의 가능 

내지 식용닫’(the operations oI our own minds within)이다 따라시 

이랜 ’1，1~싱어1 의해 펙늑1 인 단순 핀념듣’‘은 의식의 식 용등에 대후1 퓨 

생등‘ 늑 “지샤 또는 사?식용‘’(perception or thinking) 그러끄 “의욕 

또는 의지식용"(、!olition or willing) 이다‘’f)) 이매 사피하는 휘은 “지 

싱 (the understanding) ’이라 g-r， j 지?， 의 욕하는 휘 은 ‘’의지 (the 

wi11)‘’내고 불려신디 그라고 도二l븐 ‘마응 속의 이 두 능랙 또끈 힘 

들’을 ‘기능들(t8cultics)" 01 내고 부εI디 이떤듯 마음의 기능에 내한 

3) Lockc, EsS'Cl} 다 1. 4 
4) 1씨(‘ke， Essav II , 1, K 
õ) Locke, Essa.v II , G,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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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힘 심이 석인 관찬인 로드7 삭악 반성을 우 이는 경힌적 반성으로 특정 

지울 수 있을 것이나 iì'J 여시서 모든 관넌틀익 시윈얘 관한 로3_의 이 

런 산병에 대해 나유고l 간은 물유이 지1 시된나 즉 로3_샤 모든 관넌으1 

윈천을 ζ오1 석〉 시각인 “깎각”고} ζ니1 석〉 시각인 “반성’으로 구얀할 

애 또 만성의 대생 9l ‘마음의 가능’닫의 〈긋F이>튼 ‘지샤 또는 그와 

〈농일>히 사1， 의지 또는 그와 ζ、동일S칭1 의 욕”으로 분큐승1 애 이 ul 

〈얀>과 〈배f>‘ ζ、동일〉과 ζ、자이S라는 만성개념 쌍음 사용하고 있다 

고 복 수 있는데， 이랜 바싱개념닫 자씨노 그 워허싱 김샤 칭힘으로부 

터 파생띤 것이라끄 한 수 있음까? 오히바 이닫 워리는 보크의 전학 

직 바싱 속에시 f별 일만의 기준으로 삭용하며 모든 칭험에 암시는 

신험적 원리기 아닌기'1 ;;:_二l얀 등일’(idcntitv)파 치이’ (divcrsityl의 

개념이 “마음의 분생|자연작인 힘 1" 。도부FI 생기닌 ‘최초의 작용‘이 

며 띠내서 모든 인식의 “절내작 Ò~~ 필수적인” 긴건인 S 디음파 같이 

시사한다 주) 도二l에 의하년 모든 “인식은 관념들의 일치 (3grccl11cntl 

휴은 불일치 (di s3grccl11cntl의 지각‘이디 

“이민 연치와 영연치으1 것 낸써 양퓨기 등인 (identity)괴 차이 

(diver지ity)디 이는 1'1--;:; 이 어띤 삼징이니 까꺼 g 지난지라도끼 7 까 
넘뇨음 지기하기 위해 f행뇌는 u}읍의 최초의 활농(Lhe firsL f:lcL of 
Lhe mind)이요 마음이 그섯듬용 지기하뉴 한에서 하나의 관넘이 다 
근 관넙파 다긴다는 섯응 이든 최초의 환농이다 이는 점대거 。 로 필 

수식인(_absolutdy ncccss에 YJ 깃이어시.-'갓 없이는 투대치] 아무번 

연시두， 추론tr. 싱싱투 생각등의 7벌투 있응 수 없q 즉 마유꺼 이 

깃에 의해 각 관님이 자신과 엘치한나는 깃파 」깃이 무엣인시를 「잉 

요히께 지각히머， 노든 판벙한 과년듬이 북인치하다는 것 g 다시 말 

해 하냐는 다른 히니기 이니라는 것g 이구린 고통아니 '-;---~니이니 연 

역 없이 지각하고 구벽히는 1 '1 ~;:;의 지연적인 휘 (nmural pmver)에 

(i) 이런 경핍저 반성은 칸브에 있이서는 “내감"(innerer Sinn)이] 해딩되며， 칸 

E에 따르면 이에 대한 인7는 “인간학"IAntln이기)log"ic)이나 “정헥직 심리 
학” 또는 “내 ~l 의 심리학"(D405J이 q과야 힐 대싱이나 따라시 」는 경핵식 
따싱응 고유한 철학의 영역 밖에 섣정한나 (D4051내ntlαopologie ~ ~ 4 
Anl11. 7‘ XVII, '11.31‘ .12.11 잔소: }\lein끼l.vsik ~ rölα2， S. 12G' 1‘갯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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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히) 난번에 (8t first vieìv) 지각한다 ‘ υ 

，.펑나면 마유은 한갓 수동적인 것이 이 니라 이런 펀비 자체를 부 

여하는 능농직인 기능욕 지민 것으로 간주되어야 하 것이며， 만싱개 

념등음 노f로 핀념등의 기워을 해명하기 위해 보크 자선이 수행하 

고 있는 전펙 작 만싱 활동 자세노 그가 판념의 두 워꺼 가운데 하Lf 

보 간주히 창1 갓 수동직 ~I 만성과는 f별되는 능농직 9l 바싱 삭용으 

보 간주되어야 하지 않음까?KJ 보크는 능농직 9l 휘 의 핀념 가지1가 

만싱 또는 내성에시 유래힘음 다음과 갇이 시사히다 

“긴각응 통해 지각되는 물제등F 우리에게 <능동직연 힘〉에 핀힌 
어떤 「갱 R 하고 뚜렷한 핀님P 주지 못하지만 우려 마음의 각용등에 

니]한 〈벤성 :>(re묘ection)-g 통해 우리는 이만 까꺼 g 지니셰 된다 ‘ 

「 “우리는 지선 안에서 여미 lll--~의 쟁위듣괴 시처)의 센 g듣 g 인으 

키거니 억세히고 지속시키거니 끼니1세 히는 힘 g 박션한디 ’띤1 “움까 

7) 1씨cke， Essay IV, ], 4 
81 보극기 수엔한 삼각괴 빈성의 구택지체가 또 다른 고치적인 빈성 ~ 보극 

지시으] ~I 식곤적 빈성에 의한 것이며 。1 렇듯 퓨상듬으] 우w에 ~}한 척혁적 

반성용 칸드는 개넘뇨의 관꺼1 딴음 11] 이하는 。l성온자닐의 한삿 논다1 저 반성 

보다 높이 평가하 -l/_ 있다 속 칸트는 “이런 탐f의 길음 치음。로 열이 놓은 

것은 유명한 로二i의 g(功)’(1l 1191이니l_-l/_ 인정 s} 이 있다 그러나 로늬는 캐 

님등의 원천응 9 우지 경핵에시 칫고사 하는 ‘정헥직 인역”응 시투핍으우써， 

만시 “사실문제 "(qllid r:ιtil에 해당히는 “심리학직 투출”에 머몽고 있나고 

비핀꾀t+， IDllG. CI. n. 4846; n. 485lì 이번 우크의 철학직 반싱꺼 ‘3土싱등 
괴 7 상이한 인식 우w듬괴의 과겨1]"픈 벤성히는 킨드의 ‘소입적 년1 성‘ 속에 

지양되어 보존되어 있디 :f 카드는 윈칙상 정헌에서 3 래히지 않는 선헌적 
111년듬이 어영세 정헌에 징당히게 적용핀 수 있는지픈 끼 는 “권리 ι 세 ‘ (qllid 
mn이듬 지]기하 -l/_ 이를 순?지성개념의 “초원저 연역’ é-에서 다루， 1， 있는 

데， 칸트뉴 자신의 입장용 민 개넙。l 갱핍에서 생셔났다는 로j식의 “다권 

받생실”이나 이미 신에 의해 자연파 인간의 。l성이 웅일한 생끽。로 강조됐 

나는 “예정헝싱섣”고:} 7-벌하이 “순수이싱의 추가받생치]겨I]"(SysWIIl dco 

Epigcncsis dcr rcinCIl Vcrnun[t) (D 167, n. :]537) 무 득깅시우고 있t+，m 

Drocckcn, Das AmphiùoüekapÎte! der KrÎtÎk der reinen ll ernurift, 
Köln, 1970, S. 33 11 소) 



근대 인식론에서 바성 1 개넘어1 관한 연구 

은 지체의 휘만으보는 격코 「 지선에 센 gg ?1으키 수기 없디 품선 

이 가지 -l/_ 있는 운웅은 永잭。 로부미 왔; 가 문짙보다 더 강력한 이 

띤 디른 존재에 의히여 산출되고 추기된 것암에 듬럼없다 ‘101 

'2'27 

또한， 수지하듯이 로R는 관닌 인반을 단순 관남고} 객암 관남으로 

f분하고 있는네， 우리가 소유하끄 있는 모든 단순 판념등의 기워은 

김샤과 만성이라는 정함으} 두 워허에 기 9l히다그T 하더라노 복합핀념 

의 유래는 단순 판념과 남리 후1갓 수농직으보 설명떤 수는 없으며 마 

음의 능농작 ~l 가능의 개입음 피요로 하지 않는가? 보크는 이 문제튼 

지싱의 비ι · 섣펙 • 추싱 식용에 의해 섭l맹하y_ 있다 그러냐 여기시부 

터는 이미 보크가 F만석에시 전제했던 칭험돈의 워리튼 인어시그T 있 

는 샌이디 왜니하번 애초의 그의 전세와는 달러 이세 u}음은 디 이상 

아무런 자발적인 기능보 갖지 않븐 무생격의 백지 (t2hu13 r3S8)가 아 

니내 작극작 Ò~_~ 만념날을 비교하고 겉합하며 눈리 FE톤 추상함으E 

써 일빈개념을 만들이 내븐 능동작인 기능을 지니고 있음 S 스스도 인 

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111 띠내서 이런 도二l식의 추상작용은 이미 

경험은의 빙위를 넘어서븐 섯인 한， 간튿톤 이를 개념을 그 형식상 산 

출하는 논이적 시성 활동(die logischen Verslandes-AcLus)의 01 나로 

서 간수01 여 논c'이파얘서 나튜고 있나 p) 이련 자받석연 지성의 시능을 

,1) 1씨cke， Essay IT , '21. :.. 

101 Locl、C， Essay , 1V, 10, 10 
11) 로늬는 “마읍이 단순관넘뇨A 판련해서는 선껴。로 수웅저( wholly 

passive)"이지만 넉 합관넙닐애 있이서는 “그 권전(이1eη ()liginal) 이 선혀 다 

르1'1"는 깃응 안정하고 있q 따라시 ‘이렌 복휘관님듬응 행싱렘헤 있어 마 

음F 종종 응동직인 힘 (activc pOìVCr)응 행사힌1'1"고 ?}정응 수정하고 있 

나 (Loclι ESSCfι 디. ~2. 2) 우크는 복후1관님응 헝싱하는 능동직인 “마음 
의 사용듬" (Acts 01 the Mind)보서 ‘ 검합，. (cα_11bining ), “비 

교"(comrχlrÌng) ， “수상" (abstracti이1) 시용 g 듣고 있다 걱 난순~}꺼듬으] 

‘ 검합”어) 의히) ‘양태’내 심체 와 간은 복합관념틀이 형성되고， ‘ 비교”픈 통해 
웅일파 차이 나 원인파 컬」내외 같은 관꺼1 개넙이 “추상’에 의해 일반 개 

넙이 생겨닌다， 1_ 실명하"- 있다 (1…:ke， E.'“‘.;ay. IT , '2'2~'27 감조) 
12) Lo"ik. \i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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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외시한 채 비 유을 맥시로 긴수하여 모든 개남의 끼윈을 한갓 수동적 

인 성힘으로부터만 산벙히고사 했던 로3_의 애순으] 시도는 ‘개닌빈생 

론의 체기1 이1 냐라 시성악 개넌듣을 모누 깎성회‘’(B327)펴고사 히는 

같못을 범한 셈이나 이재 우 이는 개년을 “행식상” 만듣어 내는 논이 

직 지성황농등음 종칭하여 넓읍 의미의 논리직 1，1~싱이라 부닉기로 하 

자 그렇다면 칭험돈자듬이 저1시히 논리직 1，1~싱의 득강은 무엇이며 그 

속에시 만싱 엘1만의 워리 9l 만싱 개념닫은 어떻거1 사용되j1_ 있는가? 

입만직으보 논리작 만싱이란 “싱이후1 관싱등이 어떻까 칭1 의식 속 

에 파익권 수 있는지튼 숙고(überlegen)하는 식용‘’(Logik ~6)이다 

즉‘ 주어진 여러 판싱닫보부터 하è+의 입\'~ïH 념 (conceptus COIll 

nnlncs)-3_ 산출해내기 위해서논 표상들의 관계를 서.~ Bl 교하여) 공통 

적인 것(noti1 S COlìlnn1l1 CS)을 의식하고) 니머지 것(산이란 정표날)을 

보외시함이 필 요하디 。1 섯이 바도 “)ν式 ~.， 개념의 원진인 논리작 지 

성 란딩이다 여기서 간튿기 염두에 두고 있븐 것은 경험에서 주어지 

는 디양란 개별 표상들 S 새료E 하여 공동 정표를 추상’해 냉 S 통 

해 일반개념을 산출해 내얀 논리작 반성작용 6，;;:'， 01 얀 도二l기 ‘일빈 

관닌듣‘의 행성괴정으로 재시펴고 있는 ‘추상’ 작집고l 유시하나고 마할 

수 있나}3) 

“존재히는 노든 것듬은 난지 특수한 것듣(particubrs)이기 때 ι 어) 

? ι1는 이떻게 일반저인 낱말듬음 얻게 되며 그삿듬이 나다낸다 이 가 
정노1는 일반거인 본성듬음 ? ι1는 이디。11서 받견한 섯인가? 낱말닐은 
일반 판넙닐 (general ideas)의 기호가 됨。로써 보편저이케 노1 며， 관 
님듬，0-- ___!_갓듬응 이러저러한 개별직 존재무 규정히는 시간과 정씌 

싱대 넷 」 밖의 나듀 핀님등응 」깃등우 7 터 분러시킨에 의해시 F 

언식이기] 둬 q 엘따관님등꺼 이러힌 추싱[내Jstract10n)의 맹시으무 

하나 이상의 여래 개벨자닐용 표상한 수 있Lζ록 딴닐이신다 "14) 

1.3) _Î_미니 3 시히다는 것이 딩인허다는 것 g 의미히는 것은 아니디 보그 Q~ 킨 

트의 “추상1 캐넘에 대한 이해의 차이와 끼산논의 "1판저 견해는 필자의 학위논 
문 lV부， :2장 l). (1)개넘파 판단 참조 

U) Locke, Essa.ν m, .3.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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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떤 경힌적인 얀반 기}남을 형성펴는 논c'이 석 반성 약에서 개남의 

‘ 정료"(MaLelie)는 깎각적으로 직관된 니1 용 즉 “대상’(Gegensμmd) 

이시~ ,_ “형식"(FOlm)은 여릿애 :9[ 상 석연 정표악 “벼편성 ’(Allge 

meinheiL!이나 (Log;1c !l 2.J 즉 이런 성힘석 기}넌틀으1 ?r애는 ‘니1 용 

생” 칭험 대싱닫을 지샤하는 김판으로부터 생겨났다고 한 수 있지만， 

그 보띤싱의 ’헝식’읍 \11ι· 만싱·추생하는 지싱의 놈리작 만싱에 

의해 만듬어지는 것이다 따라시， 로크식으로 퓨현하자변‘ 이렌 “보띤 

싱 내지 일바싱은 사딘 닫의 섣재직 ~슨재에 속하는 것이 아니며， 그것 

등이 단어듬이 _:n 핀념등이낀 간에 지싱에 의해 자선의 사용을 위해 

만듬어꺼 끄아닌이요 장식품입l 뿐이다 ’ J :=î l 이렇늦 개념음 “形λ上”

산출해내톤 “논리적 반생펀딩"(logischc [ècflcxion)은 개체를 1ι펀 

아래 포선하고 ‘ 눈류”하기 위해 개별표상날을 눈석하여 비교 · 빈성 · 

추상하톤 논리적인 지성란딩으E서 우리톤 이를 ‘뀌닙적 일빈화” 내 

지 “논리적인 추상화” 작용으E서 이해할 수 있 S 것이디 

“이딘 추상화시용의 기능한 최고 난페는 「보부터 어띤 규징도 디 

이상 게커할 수 없는 가장 추상적 111 년 걱1 최고 R-;Il년 g 게공한 

t+,"(Logik ~ 15,) 

。1 런 반성 약얘서는 정료샤 행삭얘 영선나 씨1냐하번 이때 질료만 

현재적이 1 끼 직접적으로 성힘되는 생생한 대상의 개별표상틀이라면， 

형식이만 ]것듣의 관개。” 며한 추후적인 반성의 걷고}로서 생각되는 

인반기}남의 벼편성얀 것이시 때퓨。1 나 1.랴 L} 이엠듯 개별자로부터 

보띤으보 Lf아가는 바싱의 가능은 단지 “주핀직 타당성 ’음 지닐 뿐 

“객핀직 타당성을 섣여힌다” 왜냐하면 ‘바싱작 핀 1단막이 늑수보부터 

받전시킨 보띤응 단지 정함작 보편싱”이요‘ 이는 놈리작 보편l싱의 

“히갓 유사딘’ (ein bloßes Analogon)(Logilc !l 8l.)이기 때문이다 그 

렇다변 이랭늦 새밸작 ~l 칭험 대싱[뀔씨]으로부터 추생인 보띤싱[形 

1;)) Locke, Essa.v m,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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式]이 논이적 ]껴편성의 “한갓 유사물”이1 지냐지 않는나면1 칸드샤 임 

누해 누고 있는 진정한 악 ['1 악 “논이석 벼편성”이만 무엇인가? 

2. 논리적 반성 

우이는， 칸드샤 기}넌을 형성펴는 지성악 활동인 “논이석 반성” 3F 

애서 선팽사틀악 누 샤시 상이한 。1휴애 정행되어 있냐는 점을 간피 

해서는 얀 된나 즉 칸드는 개닌행성애 관해 진응석연 누 모넨인 로 

:3 식의 추상이론고} 라이프니츠 볼표 학마의 。1론 모누듣 자신의 

논이석 반성 약에서 수용하고 있고. llt라서 칸드의 “반성’개남은 인 

의직인 의미보 이해떤 수 없다 그랜너1 라이프니츠 이후 18C 녹입 

/J단전학의 공통원 늑싱은 라이프니츠가 ‘통/['(ar까Jerceptio) I이이라고 

노 관랬던 ‘ln생’음 보크와 남리 칭휘직 자가지샤이내 내김의 황농이 

야민‘ 이생의 활농으보 간주하고 이렌 만싱’황농음 개념직 싱퓨닫의 

핀겨1 (일치와 건 일치 convenance ou clisconvenance) 1 í)듬 비교 • 분 

석하는 식사와 농입시하고 있다는 섞이다 1m 따라시 보크식의 추생이 

](i) (;. W. Leihniχ IJie Phiιιrι his시γn 씨hriηνn. L. 1-7. Berlin IK잉 L. (-j, 

S. iiOO(Principκs de la Nalure, ~ 4) 
17) ibid" t. 5, S. 1~9.(d . .3ι.39-.:>10) 

181 휘리 F자듬이 배교와 분시응 이싱의 /1 능으우 또 따싱활동의 핵션으우 중 

g 시한 이유는 。1싱응 분맹딛힌 표싱응역인 긴싱과 「갱 R싱의 자이에 있어시 

7벌짓고자 했시 때문이나 」듬어] 의하면 플맹딛한 시각으루 7 터 「잉유힌 개 

념에 도탁하는네 성퓨듣으1 비교약 분석 1 :f 빈성이 핀수적이디 라이므니츠 
기 “벤성 ‘(la reflexion)-g “우리 안에 있는 것 g 향한 주목‘ lune mtentl이1 

ðce qui est en nous)libid. , t. 5, S. /15)이라고 싱의한 이] 이어 뭘으드는 “벤 

성 "(reflexio-)용 “지각된 섯 얀애 있는 섯음 향한 꺼1 치저인 7 시 "(aLLenLionis 

succes인 va direcLio ad ea, Quae in re percerι":1 m‘mL)이 ι] 이 부연하여 
정의했다 (ChrisLian W이ft， P、;:ychoZogia νmpirica， Leillχig 17:lK. ~ ~7ò 

또한 마움가르덴꺼 이싱의 활동응 “진치] 표싱에 대한 주목”연 “비교”와 “힌 

표싱의 η 분등에 핀힌 주목”인 ‘바싱”으루 세분하고 이 두 작용이 “맹 R 한 

개님”응 산춘한나고 배있나(A. G. Daumgaπα1， J.l1etaphyS' Îα. llallc 1778. 
{iG31 꺼소) 이만 18C 끼인 상난척혁의 공통된 정향은 ‘빈성’ g 녕요한 ~l 



근대 인식론에서 바성 1 개넘어1 관한 연구 ~:ll 

론을 경 힘휴자틀。1 선호한 뀌넙 적 얀반회 악 방법으로 특정시울 수 

있나면， 후자는 진응적으로 이 성론자듣이 선호한 연역적 개넌큐정의 

망법으로 간수할 수 있나 

“놈이학자듬은 일찍이 보편음 입싸디]s} 이 특수한 차이를 什3A이 ι] 

이 불렀다"(H:W) 즉 “옛사램닐은 말하기등 보펀(das Universale) 
흑꺼 행(gCIlUS)를 질5라 하고 종자(di.f.[crcntÌa 페 cciiica)를 행 λ] 이 

라고 했나 에컨대 연간，0_- ~ \i., __!_러므우 절건이고 학시 있는 인간꺼 
裡폴요， 따비서 생끽이다 "19) 

그니1 니 이렇듯 l꼬펀 S 실표도 피고 특수|중치|를 형식 Ò~~ .!_ι톤 논 

리적 빈성의 관진은， 개별 내지 특수를 새표도 피고 형식을 Q편성 O~ 

E 간주한 앞서 살펴븐 반생의 안진 jl}는 상빈되븐 것이 아닌기‘/ 우 

리는 여기서 간튿기 앞에서 살펴본 논리적 반성의 관진파븐 정빈내 

의 안전에서 개념날의 관계를 비교하고 있응 S 알 수 있고， 이렌 상 

반된 시각 3F애서 질료오1 형식의 의 "1 역시 상반된 큐정을 얻게 된 

나 즉 암애서는 최 01 위의 기}벨사인 질료로부더 최상위얘 놓인 최고 

유기}남의 행삭으로까지 가슨리 융라샤는 논이석 반성을 임누에 누고 

있었지만， 이재 여시서 재사된 논이적 반성의 나른 사각 약얘서는 기 

식 g 얻기 위해 이성이 수행히는 비교 분석적 식치’보 끼주한다는미 있다 
니]이마루스는 lI ò1 성톤』애서 “이성”용 ‘대상듬음 lll_i-.l_ó-뚜 능력”이 ι] 이 정의 

s} 이(_H. S. Rei ll1f:1TU 、， Die Vérnunfllehre als eine Anu_:eisung 2UJη 

richligen Gebmuche der Vérnunfl in dem Erkenn lJúB der \Vahrheú , 

llambmg 1756, ~ 12 ,1, 당대의 유「갱헌 논리학자 u}이어는 “우리 연시에시 
일정 정P의 'll.c:.싱이 산출도l는 활동”응 “인시의 분시" (rcsolutio 떠lalysis 
anatomia cognitionis)이라고 ? 든나 IG. P. Mcicr. ALιS2Ug auS' der 
Fernu에'tlehnζ H씨e 175ë, ~ 1.39, Akad~ Ausgabe X끼， 깐101 ， 2.1 니 카드 

는 논리혁에 니]한 빈성 속에서 한깃 지성의 111 녀 분석에 의한 논리적 벙요 

성괴 낙랴 상상픽 g 미]세보 매상 과민적 ~l “양합적 L성요성” 이은g 세시함 

。로써 u}이이의 논ι]겨 반성음 "1판하 -l/_ 있다 (Akad-Ausga아 XVI, Nr 
~~셔 4， Nr. :김씨) 참조] 

191 1I;Ieta{Jhysik~ Pölitz, S τõ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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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로 최고 類캐넌을 최초의 지l료로 상이→ 특수한 싸이를 수복하여 하

뷔의 種캐넌틀로 세분회 (Spez냥ikation)하여 규정한으효써 최해뷔의 

개 1휠자를 규정하는데 까지 도한하는 과정을 λl 야애 누피 있는 것이 

다:1.런데 칸드는 이 넣듯 키}넌틀의 연관에 데한 논이 석 반성의 상반 

펀 시 샤음 각각 “농종생[쫓trJ의 워?-]‘’ (eîn Prinzip der Homogenit상t) 

내지 농입생의 원려와 “늑수화[倒의 원리"(eîn Prinzip der 

SpezîIikatîoin ,l 또는 차이생의 원리로 성명하:π 있다. 

“동일싱응 Çl.-;'하는 것E의 논<!l 직 원려에 또 하나의 원리 콕 種의 

원<!l가 대념한냐. 이는 통일한 쫓 아리)시 λ}뭉듬이 일치힘에도 블7하 

고 λ}물듬의 다양성파 차이싱을 Çl.-;'하머. 지성에게 이번 나양성과 차 

이성에 t:J1해서도 등익성에 꽂지 않게 주목할 것 g 녕령한다‘ 띠라서 

지이성의 윈라는 등인성의 원리의 ;생승 g 세한한디. τ려고 이성은 여 

기서 서보 니l립히는 ?1 가치의 과식 g 니다니l 는 바， 히녀는 했와 관린 

하여 외연(보펀성)에 관한 관심과 다곤 하나뉴 내포(I( 정성)애 대한 

관섬이다 이뉴 자연 연f가능의 서로 다든 사 ， 1.방쇠 산이애서노 나 

타나뉴데‘ 이번 이 날(득히 사면적인 사럼닐)은 이종성에 대해 야를터1 

변 직의즐 품고 항싱 ~의 동일싱반응 노리는데 반해. 나튿 이듬(득히 

경혁직인 사락듬).，0 자인응 에틴히 아주 많간 q양싱으루~ 분힐하러고 

하고 」 결과 사인 현싱듬응 년 1건식 원리에 의해 평가하라는 회망응 

거의 상신히치 않g- 수 없거) 한다 ·“ 천지의 정우에는 類보 올라가 

단순성 g 획늑히려고 히치만， 후지의 경우에는 뚫에서 증-받히여 7 속 

에 y짝년 디양으보 내려가며 이딘 r장식으보 체계듬 획상히려고 한 

다 그러 L!로 끼 類뉴 상야 한 種날윤‘ 종은 YE다시 상이 한 아종날음 
요뉘한다 그비 ,1. 항상 뚜다시 냄위(일반개념 。-로서 의연)를 깃지 않 

뉴 아종은 성립한 수 없71 따문애‘ 이성은 그 다 i : 화장애 있아 이떤 
종P 최하위 종으루~ 간주하시 맘 깃응 Çl. Î힌~냐 왜냐하면 종견 이 진 

히 각종 사물에 공동직인 깃반응 판힘하는 개념이 /1 때문에 이렌 개 

님컨 와진하게 규정피어 있지 않고， 따라시 캐세에 식겪 핀겨l힐 수 없 

으므보 헝상 디른 111 년 걱 〈이승듣g 지기 이래 포짝칭n야 히기 때 E이 

q ,‘’(I3682ü 

칸드γ- 이떤개 최고 유개념으쿄부터 최하뷔의 디양한 개저l날도 향 

해는 지성의 활동을 “논이 석 큐정"Oogîsche DeLermînaLion)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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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른다. 

“최 ， t의 완선한 I( 정은 더 이상 이빈 I( 정 (HeSlim1l1ung)노 부까하 

여 생기한 수 없뉴 칠서히 I(정된 개념 (concepLum omni1l1(셔e 

derermìnatlll11 )이디 " 

그랜더l “단지 개별 사난둡 내지 개처1 {，_-만이 전저히 규정쉰다:π 얄 

한 수 있:π， 이떻게 개세에 대히 전저히 규성원 인식은 개념이 아민 

단지 적판에 의해시만 가능하다”고 한 때‘ 

“캐넘어1 의현 」 어떤 논려직 규정도 결코 와싱꾀 깃으무 겐아질 

수 없는 깃”이내. 따라시 “이렌 개체에 식용피늠 개념븐 면씨 관습직 

으무 최하위 개님으무 간주되어 싸용되는 깃일 뿐 아직 너 세밀히 규 

정될 수 있음지노 디-든다 ’ (VJgik， ~ l~.l 

건-닫어1 의하번 이렌 논리적 반성 속에서 빈성개념날의 사용 역시 

필수적이디-

“우려가 한갓 깐리적으보 반성할 때， 우리 는 ',, 111년틀이 등-언한 

것(dasselbe)g 효한히고 있는지， 서보 모순되는지(wîdersprechen) ， 

뚜한 이넌 것이 개념 악에 내적 。 로(innerlich) 포함되이 있뉴치‘ 아 
니 1，2 [외객-。로) 그것이 부카된(h im~\l]\( nn1l1en) 것인지‘ 마‘ 두 개념 

중애 이느 섯이 :f이 신(gegehen) 섯[질뇨]이며‘ 이느 섯이 단지 주이 
진 갓응 사고하는 빙시 (Art) [형식]으무 노}당현지를 <;J.직 시성 속에시 

비교하는 깃이마.‘’([3335) 이렌 지성의 비교활동F 핀면 形式 속에시 

P 풍사낼 수 있나 콕， “모든 판만응 내려기 앞시， 우리는 개념듬을 
비교한디. 예컨t.:J1 “꺼 정판단 g 위해서는. (히니의 개년 이래 여마 휴

상블의) 등?!성(Eìnerleìheìrl이 주목되고 -특칭 판단g 니l리가 위해서 

는 치이성 (Verschìedenheìt) 이 고려되며， 인치됩(Eìnstìmmung )이 주 

1，'놔이 식정 판단이. 다순됨(\Viders IreiL)이 ， 1.셔뇌이 부정 판단아 생 

겨날 주 있다 이런 이유에서 우띠뉴 상술한 개념능음 111.nl.개념이 바이

영 긴1도 좋g 뭇히디‘"(8318) 

우려는 여기시 종래 이싱본·자갈에 의해 션호되어 온 이렌 놈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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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 약에서도 항상 지1료샤 행식애 영선냐는 점을 확인해 도 필요샤 

있나 이엠듯 영서 산펴]멍았듯이 하위의 기}벨표상틀을 받나 상위의 

]멍편적인 인반기}년 이매 오십시키는 얀뒤작엽 (Klassifikalion)얘 있어 

서냐， 상위의 냉면기}넌으로부더 ，，]위악 개별표상듣로 증변호](Spezifi 

kation)하는 삭입에 있어시내 힌갓 놈리직으보 선 • 푸 판겨1닫 비→1ι해 

복 애는‘ 죄뇨가 헝식에 암시는 것으보 생샤인다 이는 규성<Destirn 

rnung)이라는 개념으로부터 분석직으로 생샤판다 왜냐하면 모든 규 

정(형식)읍 규성 가능힌 것(짐료)음 전제하며， 규성?1 수 있는 것 없 

이는 규성을 생샤한 수 없기 미1문이다 즉， ’순수지성의 개념듬어1 있 

어시는 월μ가 形JC\.에 선행히다 ’ 왜냐하면， ‘지성이 무엇음 어떠 맹 

식으E뉴 1ì 칭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든 (작아보 개념에 있아서깐) 

그 무잇이 띤 ι1 주아져 있을 섯을 요구하기 때문이디 "(H;~ 갱) 

그니1나 이떤듯 한갓 논리적 반성 속에서 설정된 실표 형식 관계의 

규정이 이성은자날의 생각처힘 존새자 일빈에도 작용필 수 있을 것 

인기‘/ 유한한 인간의 순수 지생이 한삿 개념깐에 의해 사물 자체를 

창긴해 낼 수 있디 거니 rE든 지적직판을 소유하여 개념적 사고깐으 

로 츄지1 자 자체외 직접적으로 관기1 할 수 있나면， 0]생론자듣의 희맹 

대로 한갓 개넌듣의 관기1에 대한 논이적 반성만으로 사물의 본질을 

선힌적으로 규정할 수 있을 것이나 그러나 영서 냉았듯이 개체[현상 

적 쥬지]^~l 이1 대한 천저한 큐정은 단지 기}닌만으로는 불샤능하나면， 

한갓 논c'이 석 반성으로부더 쥬재자 사체의 질서 듣 받견했나고 생각한 

라이표니츠는 “현상을 지성회" (B327)한 으뒤 듣 범한 것이나 즉 라 

이프니츠 복프에거1 있어 직판과 개념， 김성과 지성읍 단지 J놈리직 9l 

명#싱의 형식에시 자이가 냥 뿐， 그 워허과 내 용싱의 본씌작 9l 자이 

가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시 관 t명뇨하그T 휴란판 김성작 식핀노 공二{ 

직으보는 개념 분석을 통해 명#히 지직 인식[분석펴도lJ으보 환워시 

김 수 있다그T 본20) “라이프니츠 복프의 전팩은 김싱과 지성의 f변 

201 라이표q츠에 따르면 에컨대 마나의 파투 끼、리에 대한 시각3 만시 불「잉유 
하고 휴란년 인식이지민 이것이 수많은 품방윷 업지플이 부낮쳐 냐는 소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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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단지 논이적인 것으로 껴으로써 우이 인식의 윈천괴 본성이1 관한 

연구애 부당한 관점을 재시했나 ’(862) 반면애 우 이 미 유을 백지로 

간수하여 모든 인식의 펀천을 단지 수동적인 깎각고} 니1 성에서 찾았 

던 “로3_는 그의 개넌받생휴(Noogoniel 의 체기1애 따라(만인 이런 마 

의 사용이 허용인다변) 보든 지생개녕등음 김생화했다 ’<D327 1 

“지성파 감성은 두 가지 선혀 다근 표상 원션이며 영자가 견합해서 

만 λ}뭉[헨싱]에 관한 끼관식연 판단!응 내딜 수 있유에P 불7하고 저 
두 우1대한 철학Â~는 각각 두 원천증 힌 쪽에만 짐작하。] 이를 식적 
사뭉 자치]와 관련시켜 생각하고 나든 하나는 진자의 료싱응 흔한하게 
히거니[라이표니츠] 혹은 징돈하는 것 이외 。1꾸것도 이니라고 생각 

했디 [보카]"(B3:m 

따라서 이재 우 이는 이런 선행자틀의 진천을 되밟지 않시 위해서， 

‘표상듣 얀반을 :1.것듣。1 유애한 상이한 인삭 펀천듣고l 의 연관 약。” 

서 반성 ’하는 “초월석 반성”이 요구된나 즉， 미 응의 시능얘 rll한 한 

갓 수동직인 內Z、이 è+ 핀싱듬의 내용과 주어진 워꺼음 노외시힌 채 

퓨생등의 핀겨1만음 분석작으보 \11ι하는 히갓 깅움f면89 .IZ업에 암시， 

퓨생등의 워허얀 마음의 능막닫 가지1에 대히 만싱이 요f되며 생이 

후I 퓨싱듬과 그 인식 워꺼과의 판겨1닫 종합직으로 만성해 봄이 ，，1 요 

하다 이것이 바보 종래 칭휘돈과 이싱돈음 인어시 양자닫 만싱 속에 

시 지양하j1_자 후1 칸브의 “초워직 만싱”이 노리는 것이라 하겠다 

3 초월적 반성 

칸브는 자선의 초워직 FZ쉽(transzenc1entale ReIlexionl음 히갓 놈 

임음 개넙껴。로 이해한 때뉴 명요한 인끽이1I '-ζ딛한 수 있는 것。로 간「된 

나 (_Lcibniz. De {a Iωωre et cle !a grace, fonclés en raÎs ι11. H3 참주 ) 
따라시 라이교 1니츠에 따르면 모든 인시 F 주어 개닙어] 이미 내재띤 

(in-cssc) ~-어듬응 。1끌어 내는 분시펀만에 분과하나 이렌 생각으우?터 

성이 없는 〈난지> (monad)라는 형이상희적 섣체 111꺼이 생기난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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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 1:1워고1 구별한나 즉 표상틀으1 “써유上’ 「「내 (Lrsprung)을 고려 

지 않고， 단지 수어진 표상듣의 관기1 비교이1] :'.치는 논이 석 1ι 휴고}는 

던이， 초월석 1ι워은 ‘수어진 표상틀괴 우 이의 상이한 인삭 윈천듣고} 

의 관개를 으1 삭 하는 작용 (das Bewußlsein des Verh,ûlnisses gege 

bener Vorstellungen zu unseren verschiec1enen ErkenntnisCjuellen) 

이다’(D316)21) 즉， 이런 反/t、 속에시는 핀싱듣 간의 판겨1만이 문제시 

되는 것이 아니 cj-， 표싱듬이 유래히 연식능녁등(김싱 또는 지싱)과의 

핀겨1 속에시 內씁8'')으로(식핀 또는 개념) 비Jι되며， 그것등의 객핀직 

타당싱이 EE힌 고리인다 따라시 우리는 다음과 김이 말한 수 있음 것 

이다 즉， ’놈리작 e，;:쉽、읍 창1 갓원 비→1ι(bloße KOlllparation)에 지내지 

않는다고 왜니하년 논리작 g품에 있아서든) 주이신 표상들이 까속하 

는 인식능랙은 선작 Ò~~ 보외 λ1되고 띠 내서 표상날이 u}음 속에 뷔치 

하는 한은 당중적인 것。→듀~(α1cichartig) 간주되기 때문이다" (H:mJJ 

그이나 개념의 논리적 lν式。1 문세기 아니내 그 내용이 문세기 되톤 

경우 주 “보내제 사물들이 서도 같은지 다ε지 일치하튼지 對j되 

튼지기 문세인 경우에튼 사물날이 우리 인식능랙에 내해 」핀의 관계 

를 지닌 수 있나 즉 깎성에 대한 관개의 시생애 대한 관개가 ~ ，_것이 

나 :1.런데 1 시볼듣이 서로 관기1 맺는 망식은 그것듣이 깎생괴 시생 

어느 곳애 위치 0] 느냐얘 던여있나 그러므로 순윌석 1ι 휴， 나λ1 마해 1 

수어진 표상듣고} 하냐 또는 나른 0] 나의 인식방식고l 의 관기1 의 식만이 

표상듣 서로 간의 관기1 듣 [객관석으로] 큐정할 수 있게 될 것이 1/"1 ， 사 

물듣이 간은샤， 나른샤1 인지 0] 는샤. rl] 랙하는가 하는 문재는 한갓 비 

→1ι듬 통해 개념닫 자씨만으보 섣l 성권 수 없고 초워직 당/t、어1 의해 사 

~l) 칸드는 「여j斷力」 判 第 序論J (ersLe Fassung m die KriLik der 
LJrLeil、이〈끼， fL) (1 7K9I V 우애서， 反껍일반의 기능용 판정능력이 ι] 이노 판이뉴 

反껍的 1111: í力 (_die reflek너에 ende lJrτeil 、krafL)의 기능。로 산1"-sl 이 이등 

나유과 같이 7벌힌t+ 즉 “反省한나 (rcilckticrcn: übcrlcgcn)고 힘 .0. 1) 

주어진 료싱등응 」깃에 의해 가능한 개님등과 얀핀하。l t+븐 요土싱듬과 비 

교하거1-1 또는 2) 주어진 n싱등응 자신의 인시능역과(mit scincm 
Erkenntnisvermögen) 대소하는 것이디 "(H l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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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듣이 뀌 약01 는 인삭방삭[직관 또는 사고]의 구벌을 응해 나1로t 걷 

정될 수 있는 것이나" (B318J 따라서， 표상듣의 윈천인 인식능력악 구 

변을 응해 “씌象듣 자체의 관기1하는"(A갱3) ， 씌象 관연 석 • 츄지1론적 

1ι 휴인 순윌석 Jι 업은 ‘표상듣 서로간의 ?후觀며 비교즘 가능카1 하는 

긴거듬 포힘"([3319)하되[ 있는 것 ~l 칭1 ， J놈<'1 작 e，;:쉽、과는 f밸판다 

즉， 놈리직 反업에 있어시는 주어꺼 표생등이 귀속하는 ~l식능녁과 

의 판겨1가 노외시인 채 그것등이 퓨싱 ~l 히 농종작 ~l 것듣로 간주되 

어 히갓 판싱듬의 판겨1만이 비 jtL되는데 만해， “초우J직 바싱 속에시는 

퓨생등과 그것듬이 능어지는 인식능막음 대조하여‘ 이튼 통해 퓨생등 

이 순수지싱에 속하는 것으로 비 jtL되는지， 김성직 식씌어1 속하는 것 

으E 비교되븐지를 구벌하얀 펀동이다"(H:i17l 따내서， 얀파 밖) 원*1 

와 )1갓 등의 “비교의 만진"(rcspCCU1S dcr Vcrgkichu l1 g)피)에서 수 

생되는 초월적 反省에 의해 경험 가능성의 긴건들이 발건된디 주 초 

월적 반생 속에서 그 곤거를 우리 밖에 (aulkr uns) 갖는 간각은 규 

정 기능란 요소I Matcricl.~ 반생되고 그 곤거를 우리 얀에 (i l1 uns) 

갖는 신험적 표상들(공산 사 간표상) 멤주들 맺 보삭날)은 규정하톤 

요쇠[FOffi1]로서 Jι 업된나 이때 깎각， 시간 · 강간표상의 잡나(多81 

YlannigfalLigkeilJ는 수집 성(RezepLivi띠L)인 깎생애 상인(Einheil)의 

形式인 범수듣은 자받성 (SponlιmeiläLJ인 시성이1 약하는 것으로 1ι 휴 

된나 L}이 샤 이 렇게 운전된 요t틀의 관기1구조 1.것듣의 걷양(reme 

Synlhesis) 악 가능성이 반성 얀얘서 수재회된나 또한， 단지 표상으1 

추觀Ji~ 윈천인 인식능랙듣의 활동샤式으로서 반성된 인식 形式듣이 

과연 사딘 일바에 성악하게 작용권 수 있는지， 그것닫의 타당히 사용 

의 'ßl界가 문제시판다 따라시 이랜 “초워직 F￡/t、의 수행은 사닌에 

핀해 어떤 것(etwasi음 선험직으보 핀단하리그T 하는 사람에까는 회 

피한 수 없는 의무다"(D319i 

221 [jωIlSOC야l “ IlcrkunIt ll. Entv.iclJlmg vα1 Ka:nts KatcgoI1cntaIcl" in 
Zur Kantforschung cler G‘-egι lwart (hcrsg. vα1 P. Ilcintd) , Dannstadt 
1981, S.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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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펑나면， 이지1 칸드의 순윌석 1:1워 약에서 :1. 난기를 ‘우이 얀애‘ 

지니는 것으로 반성된 形式듣익 선힘생 (Apriori띠L)이란 무엇을 의미 

하는가? -，.것틀은 우이샤 경힘으로부터 후힘적으로 획득한 것이 이 

닌 한에서， 시간적으로 성힘얘 선행한나는 악 1'1 악 “띠고난” 선천성을 

뜻하는 것인가? 

“ 11;껴(KriLikl은 컬서 I다， 1.난 선전저 표상[본유 판념]닐용 δI@ 하지 

않는나 」깃이 삭관에 속하건， 지싱개님에 속하건， 료싱등꺼 모두 획 

득된(en..v orht이] 섯 。 로 간 7된다 ":23) 

닌온 칸브는 여기시 인식의 형식닫이 칭힘으로부터 추싱되어 파생 

적으E 획특되었음 3 의미하는 것은 아니디 왜냐하번 획특에얀 경험 
적 획득1간이 있븐 것이 아니 ι1， “(자연빔학자들이 표띤하듯이 l 생뷔 

이전에톤 아직 존새하지 않았고， 띠내서 생우1 01 선에는 C어띤 사태보 

그에게 귀속되지 않인 섯에 내란 곤원적인 획특(cinc ursprünglichc 

Er\vαhung)"보 있기 때문이디 24) 각 한 사불의 “끈원적 획득”이란 

부민신|기 유산。도 불려준 새산|본유만녕|의 상속|란갓 개념작 눈 

23) Kant, Ubc'I' cinc Entdcckung, nach dcr allc IlCUC KIitik dc:• • ClIlcn 
νernunft dlU-ch eine ältere en이〕아，rlich gemacht werden so11.1 17901, A 
68 (1;), 1'. Cber eine Emdeckung으보 악정) 

241 칸디는 “」원식인 획끼 "(ac니uisitio O1igiwllia)이라 용어릎 사얀법학/띔 ldic 

L야uαdcs _:.. atulTcchts)에기]시 자용해 9 고 있나 (Kant， M et，따사l'ysÉsche 

/lnfan강Sj，긴 iinde der Rech.tsiehre, * 14,) “」원식 획 다"(aquÌsitio originå 
ria)이란 용어는 이미 ‘보"1 볍 에서 3 래든 찾。 1- ~_ 수 있디 (Cicero, De 
얘{CllS‘ T, τ Grotius‘ De Îure helli et J_ucis IL .3; PufandOli , Tu.s natu 
rae et !(cntiwn IV, G) 또한 히꺼의 벅척혁에서도 이 111년은 ‘ 선 3 취 
득"(Besi L/.:nehmung)의 캐념 치에 지양노1 이 보슨노]이있다 그애 의하낀 점 

유취득이] 의해 “개넙상의 연간， 즉 가능성파 능력， 소질로서의 연간이 헌실 

저 얀 섯 。 로 정 렵 완다 "(Hegel. Grundlinien der Philosophie des RechLS 
αler Naturrecht ω1CI 5tcμrfwissensc/떼è im GrundrÎsse * 57) 즉， ‘ 새/1 
사선의 육제와 정신응 두야 헝싱핍 (Ausbilclungl으우써， q시 막해 연간의 

사시의시아 자신응 사유무운 깃으무시 파이힘으우써 비우수 자신응 점유하 

여 지기의 소 R 보 되머， Fl7 에 "ll해 지선의 것으보 된다 ‘ íibid. ~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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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애 의한 。1 1'1 예정띄었던 t 유권익 손쉬운 。1 진。1 이니미~ ，_링나 

고 니인[대상]이 아내 t 「「하고 있던 사물[인상듣]을 매입[경힌적 추 

상]함으로써 아생적으로 얻게 되는 사물애 대한 추후적인 tf「권의 

취득도 이니냐 :1.것은 이진애는 없었던 한 사물[사간 강간 맞 범수] 

에 대히 소유와 성악히 사용의 꺼리닫 주지1의 자악작 ~l 행위에 의해 

비보소 최초보 획늑하거1 됨음 의미히다 

이렌 긴워직 ~l 팩늑의 과정음 우리 ~l식의 형식듬어1 직용해 본다 

변 다음과 김다 즉 시간 • 공간이è+ 범주와 김읍 순수 형식등은 선꺼 

직으보 시간생 칭휘에 앞시 타그7_ 1난 것이 아딛읍 닌온 추푸작으보 

“김샤지샤으로부터 이갈어내어친 것노 야니다(왜냐하면 김샤은 직# 

를 줄 뿐 인간적 인식의 형식 S 줄 수 없으므 ~I 오히려 간각되튼 

것 S 지속작인 맙작에 띠내 실서지우븐 인식능랙의 란당성 자처11~부 

티 (von clcr Tätigkcit s c1hcr clcr Erkcnntniskr8ft; 3h iPS8 mcntis 

i1ctlOnc) 이닫아 내야신 섯이디 ”떠 주， 우리 인식능랙이 “경힘을 기 

회 (occ8sionc)도 하여 작용하톤 자신의 펀동날에 주곡함"2GI(3Uf ihrc 

1I8ncllungcn 8chtct; 3ttcnclcnclo 8cl cius 8ctioncsl으도써 “끈원적으 

로 획득’(acquisiLio originιllia)27)된나 대상으1 촉받애 의해 수어지는 

깎각인상듣은 우 이 인삭 形式듣을 ‘ 산출해니1는 /1 회윈인"(B118) 이 

될 뿐 :1. 윈천이 될 수 없나 씨1냐하변， 우 이의 인식능랙은 직관의 

形式고} 사고의 행삭을 ‘대상듣로부터 취펴는 것이 아니라， 익히여 자 

11 자신으로부터 선힌적으로 성볍시키는”젠 것이시 때문이나 

“ ? 이뉴 분온 감각용 기회로 지성의 활농성음 움꺼이게 하며 
(seLZ에1 in Be\..v eg1mg) 지성의 냄칙애 I다니l 보펀껴 관케로부미 추상 
띤 관님응 의시하게 띤나 따라시 킨싱식인 긴각 없이는 우리 인의 어 

앙J) Kam‘ De Tnlmdi sensihilis at(fUe Întelligihilis forma et rwincÎrJÍis( 1770) 

이:J. A:!:-j 

261 ibid. s8. A11 
t낀) Uber eine Enldeckung. A6S 

281 Op. c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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띤 과년도 L성획하셰 되지 않는디는 보킥으1 규직이 여기서 또한 타낭 

하다 그래나 지성의 개념듬 (noLione ‘ j 써onales)은 문온 감각용 "B 개 
로 생셔나며 감기 。로부미 추상되는 개넙이] 껴 §될 때 사 -l/_되뉴 섯。l 

긴 하지딴 그래나 그 자제가 감각 é-애 있뉴 섯이 아니며 그것。로부 

터 추싱디는 갓P 아니나"([(， 38301엔 ‘(따라시 이런 선헥직 n싱등 

이) 마무 」렇게 싱뛰하며， 달라 싱뛰하지 않음응 가응케 하는 」거는 

~觀 속에 있어야 하며， 또 이번 표싱등이 아직 주어지시 않3 대싱듬 

어1 만겨1 맺g 수 있 Sg 가능케 히는 근거 역시 二三觀 속에 있어야민 

한나” 

간닫는 신험작 (3 prioril 표상들인 시간 • 공간 벚 멤주들의 끈거기 

수관 약얘 선천석얀(angeboren ι:onnaLus) 것임을 부인하지 않는나 

그러냐 이런 표상듣 사체는 선천석인 것이 아니라， 강힘을 시회로 사 

용됨을 응해 나1로t “ tf펀적으로 획득"(acquisiLio originaria) 된 것임 

을 강조한나 따라서， 우 이 인삭 形式"1 “선힘생，. (AprioriläLJ 익 악 ['1 

는 ]것틀의 획득얘 있어 “납윈생“(OriginmiμiLJ을 까한나 이에 반해 

경힌적 기}넌시닦 후힌적으로 수어지는 표상듣은 “아생석으로 휘 

늑 "(acquisitio clerivatival인 것이다 칸브는 시공 관싱이나 범주와 김 

은 인식 형식등이 “김 샤 칭험음 기회보” “정함과 더관어’‘(lIlit cler 

ErIalrrung) 펙늑되는 것임음 9l정히다는 샘에시 칭휘돈에 농조하는 

늦 하지만， 이렌 ~l식 형식등이 일1꺼 개념거럼 “칭휘으보부터"(aus 

cler ErL낀Irrung 1 고}생작으보 생겨난 것이 야니라 그 워꺼과 뿌리닫， 
즉 그것이 정함을 기회보 새악권 수 있는 “싹과 가능싱’‘음 인간의 9l 

식능랙 자제 속에 이미 신잔작 o __ ~ 지닌디고 Q는 진에서븐 오히려 

이성은에 기깐디 F지에 내딴 소유권의 〈곤왼적 획득〉이내톤 자연입 

적 개념파 연만하여 해서된 인식 n5式의 “신험성”에 관한 간튿익 이 

렇듯 i미}} 란 임장 표냉을 우리븐， 간튿기 “순수이성” S 생냉체에 비유 

하여 그 <유기제작 성격> 3 강각하고 있는 것파 연만지워 살 때 Q 

~mx때 :lò~ 이는 대략 1π-jH년갱의 반성。로 추정된다 。l에 대한 상세한 해명 
,o_- \V. Carl, Dcr sc'hweÎgenciι J(ant Die Entwiitfe zu einer De뼈ζ디011 
d낀 Kαegonen tηr 1781, Göttingen 1989. S , 1071 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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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병학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나 칸드는 딩 시의 생물악악 지1 악산틀 

고} 딩디}의 천파적 입장듣을 나1 쿄하는 샤운데 1 범수샤 성힘으로부터 생 

겨났나는 경힌톡의 수장을 얀풍의 ‘ 나펀빈생산"(generιllio aequi voca) 

로서 간수펴고， 인식의 형식듣은 。1생애 선천적으로 니1 재된 본유관남 

으보시 타그n나는 것이라는 이싱돈의 주성은 일종의 “예성형싱지1 

겨1" (Pr，i[ormationssystem)라고 늑싱짓는다 그리고 칸브는 이닫과 f 
변되는 자선의 입상음 순수이싱의 ’추가만생새겨1 ’ (System cler 

EpigenesisJ (ß167‘ R.5637)보시 제 시 하그T 았다 00) 칸브가 당시 생 딘 펙 

의 입상음 워 용하여 \11 '~ 비유튼 통해사이끼 하지만‘ 이싱의 “추가악 

생지1 겨1"듬 언닙하j1_ 있다는 섞은 칸브에 있어 이싱의 형식이 가능칭1 

경험파 연안하여 실료작 내용을 실서지우고 죠직화하븐 작용 속에서 

삼새적인 능랙 S 실현하고 자기를 선개하븐 헬딩적인 측년을 지님을 
말해주는 것이디 

띠내서 간튿 칠학 일반에 만해 ‘내용에븐 선혀 관계하지 않고 주 

만성의 추상작 형식날1간을 디룬디 "31)얀 간 E~의 ‘형식’ 개념의 추상성 

301 추까빌생섣이라 당시 생뭉학의 한 학션무시 나양한 무시몽에시 유 /1세가 자 

인직으우 생겨났나는 q원받생섣파 7벌디며 씨앗아 이미 거시시 사릴 생뭉 

치]의 와진힌 행대를 미라 갖추고 있나고 본 에정형싱섣과투 7벌도l는 임징 

으보1 씨앗은 완성년 R 기체보 성상할 기능성만 기지고 있지민 외부의 품선 

g 휴수 S화시켜 성상한으보씨 완꺼한 형태보 시치 분화한디 는 섣이다 킨 
드는 이만 ‘추기바생션 의 "ll 끼지보 “형성충S괴 생식쟁위에 관"ðl 여 "(l미)E'r die 

HildungsLlieh und das λ~ll밍mgsge::-:이läfL， 17Kl)이늑 서슬로 유명 한 당시 독 

일의 해부학자이자 인듀학자었닌 J F. Blull1enhachU7;김 1 K401등 꺼접 인§ 

하낀서 그의 JX저음 높이 평가s} 이 있다(J잉nL， Krilik dνr Urleilskl띠 ~Kl 
참주) ‘추가받생션’에 악하면， 비유시식인 물질우?터 유 /1 치]까 생겨나/1 위해 

시는 1) 휘목직직 끼、질(dic z\vcck.mäßigcn 퍼Jlagα11 ， 2) 헝싱증동 

(Dildungs미cb) ， 3) 가공되시 않 ð 재딛 (rohc 1\Iatlαic)라는 3 주건이 필 g하 

디 íH. W , Tngensiep, ‘ Die biologischen 퍼1810gien lUld die 

erkenntnistheoretischen 펴ternmi ven in Kants Kritik der rein잉1 Vel11Unft 

B \i 27", Kant-Studien 85 J8hrg" 199,1, S, .381-.3S 익 꺼소) 
31) Ilcgd, Enzyk;!opädie der plu[osophischen lT7ssensclqften im GrumlrÎsse 

1 , \i '10, Werke Bd, 8, Suhrkamp, 1980, S, 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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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 대한 허l 젤의 지적은1 칸드애 있어 ‘순수이성’(raLio pura) 이 독단적 

이성론애서치닦 강힘고1 낱이된 채 한갓 기}넌듣의 논이석 연관막을 

반성하는 추상석 이성이 이니라 가능한 경힌피 민접히 연관된 대상 

관던적인 성격을 지임을 고여해 올 때， 천악사상 중rl1한 실수요 으해 

보 간주되어야 힌다 “내 용(Inhaltl 없는 사끄(Gedankel는 공허하y_‘ 

개념 없는 식판읍 맹목직이다’(D7S1라는 식 암균1 ，;，1 명처1 속에시 뚜 

릿이 드러è+늦， 칸브는 ~I식의 요소보시 이싱이 자악작으보 산짝후1 

形λ 봇지 않게 수동직으로 주어지는 「될싸눈 ).fJ수직 9l 것으보 전처1 

하고 있다 따라시 칸브에 있어 형식 이란 Y든 직#직 9l 내용과 무 

핀후1 공허후1 형식논리직 사피트 내지 창1 갓 추싱직 ~I 개념 띤판음 으} 

미하는 것이 아니내 기능싼 경험파 연관하여 새묘들S 소화λ1치 실 

질|내용|작인 내상 인식 S 생런사키는 “경험을 기능케 하는 원 

리"(HWJ)디 즉 깐튿에 있어 한 내상3 형성하븐 ‘인식’의 본 질은 개 

념적인 눈서파 추상에 있디기」ι디븐) 그에 앞서 작만적인 내용의 중 

합에 있고‘ 띠 내서 한 내상에 만한 인식은 실표와 형식 S 눈리시키는 
작엄이 아니내 오히려 실표를 형식에 당화시키고 포션함으도써 내용 

을 갖추어 샤는 괴정이나￠ 

:l~) 오」날 이런 유"1에서 보여지는 유기제거 성격음 강조하여 칸브의 선핍껴 

형식음 생문학저 τL조나 기능파 연견시켜 해석하녀는 사노가 최듀 인식톤 닌 

야에시 활받히 이주어시고 있나 즉 록라드 우띠츠(K， LOrCIlZ)의 논문 “헨대 
생물학의 관겸에시 비추어 온 칸브의 션험싱에 핀힌 이-~-"(_“Kams L:•l1 'C V이l 

API10l1Schα1 im Lichtc gCgCIlìVäJ:τigCT Diologic ’ in; ßliιtα fiir deLιS'che 
PhilosQ{Jhie, Bd. 15. 1(}1l/-12J g 핀 11 보 엠쓰리네 노이 1 니 (E， Teumεr)의 “생 

움혁에서 구소와 가능의 상호연과의 첨혁적 {i세 "(Philoso미lÎsche Probleme 
der v\γechselbξziehung v-α1 Struktur und Funktion in der 8iologie, 19G.f)니 
마넌 웬호든(M. Schellholl1)의 ‘생문학겨 체꺼)의 f조 조꺼회외 신회의 문 

제 "(_Pmhlell1e der SLllJl이Dr， OrganizaLion llnd EvolllLion hiol(땅ischer 

Sy、Lem. 1대iHl 능。로 대댄되는 생분학껴 인끽온자능。l 실승껴인 자요등 비 

탕으우 주목힐만한 인7 싱고덩 겐이주고 있나[이선 정향에 대한 세나 사세 
힌 끼、개와 이해를 위해시는 E. 11αntcL GruruJriss der Dialektik. I. 
Dannst씨t 1984. S. 117-133 참주)_l렌데 9.늠날 생「잉 현싱에시 세이지는 
친화괴정 g 지기초입 (Selbstüberbienmg)-;2 통한 지기완성이라는 강:주목적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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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맺음말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경혐적 반성에서는 일면적으로 수동적인 

지각의 관점에서 경험적인 의식의 소여들을 내적으로 지각(내성)할 

뿐이며， 논리적 반성에 있어서는 일면적으로 지성적 사고의 관점에 

서 동종적인 개념들의 논리적 연관만이 비교되는데 반해， “초월적 

반성 속에서는 표상들과 그것들이 놓여지는 인식능력을 대조하여， 이 

를 통해 표상들이 순수지성에 속하는 것으로 비교되는지， 감성적 직 

관에 속하는 것으로 비교되는지를 구별하는 활동이다."(B317) 따라서 

안과 밖， 짙료와 형식 등의 “비교의 관점 "(respectus der 

Vergleichung)에서 수행되는 초월적 반성에 의해 경험을 가능케 하 

는 조건들이 발견된다. 즉 칸트의 초윌적 반성 속에서 그 근거를 우 

리 밖에 (außer uns) 갖는 감각은 규정 가능한 요소， 즉 質料로 반성 

되고 그 근거를 우리 안에 (in uns) 갖는 선험적 표상들[공간 · 시간표 

상， 범주들 및 도식들]은 규정하는 요소， 즉 形式으로 반성된다. 이때 

감각， 시간 · 공간표상의 잡다(多樣 Mannigfaltigkeit)는 수용성 

(Rezeptivität)인 감성에， 통일(Einheit)의 形式인 범주들은 자발성 

( Spontaneität)인 지성에 속하는 것으로 反省된다 나아가 이렇게 분 

절된 요소들의 관계구조， 그것들의 결합 가능성이 반성 속에서 주저l 

화된다 또한 단지 표상의 주관적 원천인 인식능력들의 활동방식으로 

연관시 켜 보려는 해석 의 관점 (K. Ralmer “Die Homoinisation 외S 

theologische Frage" in; Das Probleme der Homoinisation Uber den 
biologischen Ursprung des Menschen, Freiburg 1961, S. 13-90; B. 
Weissmahr‘ , Philosophische Gotteslehre, Stuttgart 1983, S. 135-178 참조) 
또한 존재한다는 점올 상기해 볼 때， 실증적인 생묻학의 연구 성과와 신학적 

인 해석 양자를 칸트의 초월적 관념론의 입장에서 포용함으로써 양자를 지 

양한 제3의 입장에서 새로운 해석의 가능성도 열려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 
나 이는 앞으로 수행해야 할 연구 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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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반성된 인식 形式듣이 고l 연 사물 인반애 정딩하게 석정될 수 있 

는지，.것틀의 미딩한 사용의 限싸가 문재 λ1 된나 따라서 칸드에 의 

하면 이런 “초윌석 반성의 수팽은 사물얘 관해 어떤 것을 선힘석으 

로 판단하려고 하는 사란애게는 회피할 수 없는 악무 l나 "(B319) 

수농성과 자만싱의 경l쉽!지I~I 인간 이싱은 그 형식음 비리 왼싱원 

타고난 형애보부터 h1 두 이갈어낸 것[PräIoTInationssystern 연역]노 

야니며‘ 그랭다끄 무싱격히 맥지에 샤~I 되늦 오직 정함으로부터 L〔든 

것음 파생직으로 펙늑 [acC!uisitio c1erivativa 꺼납]히 것노 야니다 연 

간 이싱은 정함음 기회로 자선의 힘듣음 사용힘으보씨 김싱과 지싱 

의 이워싱이 겸합되며， 김 샤작으보 주어지는 다양히 재J초등음 직시 

지워 하니의 내상 개념 S 행생하는 경험인식을 통해 자신이 지닌 잠 

새력흘 발휘하여 자신의 형식을 스스코 형성하고 실현ISystcrn 

dcr Epigcncsis I 란디 띠내서 이성의 자발적 란당성에 의해 “끈원 

적q또 획득된"(acC!uisitio originaria) 인식 1ν式들을 반성적q쿄 

주세화하는 초윌적 반성은 란갓 개념들의 관계를 비교하븐 추상적 

형식논리적 .51:省파 구벌필 뿐 아니내 닌지 주관의 심리작 상태를 경 

힌적으로 관찬하는 섬이적 니1 성과도 구별된나 즉， 01 랴한 이성의 자 

11 반성의 수행은 a pnon 할 수 있나 “애냐하면， 우 이 미 유애 의해 

난윈적으로[a ptioril 휘득된 행삭틀을 깎각적으로 인식된 것으로부터 

분이시키는 작엽 1 즉 이런 形式듣의 정악의 :1.것듣악 걷양은 미희 

(시간적으로는) 성힘。1 ~ 1 것애 선행한나고 01 더라도1 순수하게 a 

pnon 한 활동듣이시 때문이나”원 1 이엠듯 경힌을 샤능개 하는 ‘우이 

의 ~I식 方」인듣음 그것이 선휘직으보 가능히 힌에시 다푸는 9l 

식"([325)이 “초워직 인식’ 이다 그리고 이랜 인식은 초원작 만성의 

수행음 통해 싱쥐떤 수 있다 

연간직 인식의 본죄은 칭휘돈자등의 생샤커럼 김성작 지샤음 통후1 

유사 9l싱듣(impressiol1s)의 만복 칭휘에 따른 꺼납작 일만화라는 

331 [j 、「빠üngcr， Kommenrar .zu Kants Kritik der reinen Vernunft 1 ‘ 
Stuttgart 189ë. S. 1.3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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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동적 모넨1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이 아니시， 총애악 암이휴자듣의 생 

각치렌 경힌을 도외시한 채 신적 이생 [ralio pural이1 의한 지적 직관 

고1 연역석 체기1회에 악해 독만석으로 산병될 수 있는 것도 이나나 

이성론자듣이 깎성적 수용성을 무 λ1한 채 이성능랙의 자받성을 지냐 

치거1 과선했다되[ 히다변， 정휘돈자등은 ~l 간의 이싱능막의 자악싱음 

무시후1 채 김싱직 수농싱만음 과대 해석했다 칸브에 의하면 ~l 간의 

이싱은 마지 유기 ι11와노 같다 그것은 수농싱과 자악성의 섣협 ι11 다 

따라시 인간직 9l식은 ↑1 직 ~l 자악싱음 요f하는 지직 직판의 Y 덴 

이è+ 무기막힌 수농성만을 강조하는 기겨1 직 h1 델에 의해시보다 생딘 

의 유기직 형싱황농어1 비유펀 때 보다 석 이해펀 수 있다 이 섞어1시 

필자는 오늘날 컴퓨나R 내변되← 인공두뇌의 모델에 띠 ε 인지파학 

적인 연구기 인간적 인식의 본 실 S 밝혀주리내든 소바한 기내에 내 

해서는 회의적이디 연산규직의 모델에 띠E 오늘날 인지파학의 연구 

성파는 살아있← 유기체의 모델에 띠 t5 반성작인 새검F를 통해 수 

칭되고 꼬완되어야 하며， 01 • 인식은작 반생에 의해 디시 칠학적으 

E 정초되어야낀 할 것이디 ::\4) 

34) 9.이저와 사이델깨르거는 연간의 두나와 컴퓨터의 작용맹시과의 민직엔 자 

이픈 디 S 꾀 간이 섣벙히고 있디 ~ 뇌는 생L성처)의 기과IOrgan)으보서 

「 지제기 λ〈보든 소직화히고 “지시의 형식 g 형성히는 괴징‘ (der seine 
Form bildende Prozeß)엔 이] 빈히1 ， 껴뉴터는 “고안년 구조섣겨1에 따라 쥬은 

세도뇨로부디 만능이신 기꺼1 ’ (eine ,:lU S LoLem fvIaLelial nach einem 
erdach써n Haulllan hergesLellLe fvIaschine)요， 논다1 저 인 일련의 꺼1신음 ↑「
행하2.c톡 서」회된 프로그램용 입력해야 "1로소 컬」냐를 출력하거1 υ 만능이 

진 /1계정치나 」러나 유시재의 “두나에 있어사는 이와 같F 하드웨어(정 

치)와 f표는웨어[표무」템)의 분리는 분까응하t+，"(E， Ocscr und F 
Scitclbcrgc'I', G닝drn. ßewuβtseÎn L띠cl ErkennmÎs. Dannstadt 1088, S 
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