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설의 편/상학적 십리팍
『심리학J 과 『위기」를 중심으로-‘

엄헌규
(영산대)

1. 서 론
이 글의 목적은 에드문E 후설이 창시한 현상학적 심리학의 펼요
성과 그 이념을 제시하고 그갓이 후섣의 최종 관점인 선힘 현상학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는 논구하는 데에 있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우
선 “근대 심리학의 상황과 그에 대한 딜타이의 개혁안이 지닌 한계”

를 지적함으로써 왜 후설이 새로운 심리학을 구상하게 되었는지를
살펴보겠다(11 -1) ， 그리고 나서 우 리는 ‘현상학적 심리학’이라고 칭해

칠 이 새로운 심리학은 어떤 방법폰을 사용하고 m ← 2) ， 무엇을 탐구
하는지를 기술할 것이다m-:3) ，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현상학적

심리학은 선힘 현상학과 어떤 관게에 있는지를 제시하고자 한다(lID ，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사용할 대본은 이 점에 대한 후섣띄 최종 관

점 집약되어 나타나 있는 f 현상학적 심리학 강의~(~섬리혁 ~)J )와 『유
럽 학문의 위기와 선험 현상학~(I 위기 ，D) 의 3부 13[ 심리학에서 현상

학적 선험 철학에 이르는 겸 1 21 이다.

*

이 달은 필자의 석사학위 논문 「심리학을 통해 선험 현상학에 이르는 길

후

섣의 심리철학J(2000.8) 가운데 전반부를 요약한 것이다. 지면이 제한된 관계
로 논변은 최대한 자제하면서， 개요 만을 제시할 것이다

1) Hssserliana (D en IIaag , Martinus Nijho f) IX
Hrsg , W. Biemcl ,
Phnerwmenologische Psych(}!o땀le
Vorlesunge l1 Sommersemester
1925 , 1962 신오현 역 f 현상학적 심리학 강의 후섣의 현상학적 심리학L.
민읍사， 1992 , (f 심리학j)
2) Hssserliana (D en 1[aag , l\! artin \l s Nijho f) VI: Hrsg. W Biemel , Di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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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 현상학적 심리학의 이념

1.

새로운 심리학의

필요성

: 근대 심리학에

대한 딜타

이의 개혁안과 한계
후설은 『현상학적 성래학 강의』를 근대 심리학의 맹점을 지적하고，
그에 대한 딜타이의 개혁안파 그 한계를 지적함으로써 새로운 심리
학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것으로 출발한다(1 -2장). 후설에 따르변， 심
랴학은 모든 학문 중에 가장 오래된 학문에 속한다. 이는 논리학， 윤

리학， 정치이론 및 형이상학파 더불어 플라톤에 의해 정립되고， 아리
스토텔레스에 의해 체계적으로 구축되고 서술되었다. 그런데 17세기
에 케플러， 갈릴레이 및 데카르트의 학문적 성과에 힘입어 정밀과학

은 전대미문의

성과를 거두띤서 대두되었을 때， 이러한 자연과학이

심리학과 정신과학의 전형으로 소급 작용하였다. 그래서 심리학 내에

서도 자연과학적인 방볍적 개혁을 성취함으로써 심리학을 기본적인
법칙들로부터 대상을 정밀하게 설명하는 학문으로 정립하려는 노략
이 수반되었다. 데카르뜨의

이원룬적 심리학， 흡스적인 유물론의 심

라학， 스피노자의 형이상학적 일원론의 심리학， 그리고 내적 경험에
토대를 두고 경험 심리학을 구축하려고 한 로크의 시도가 그 예이다.

그러나 후설이 보기에 이러한 노력들은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
다. 후섣은 그 이유를 심리학에 뿌리박힌 올바뜸 연구의 어려움에서
찾았다.

심리학 분야에서 윤리희이나 수학의 분야에서 성취된 것과 유

사한 번영을 누릴 수 없는 배경에는 깊은 곳에 자리잡고 있는 .
난관이 숨어 있다. 처음부터 심리학은 자연주의의 유혹， 즉 자연
과학적 모형을 모방하려는 유혹을 뿌리칠 수 없었다 ... 심리학은

Krisis der europaeischen Wissensc빼ten und die transzendentale
Panomenologie: Eine Einleitung in die phaenomenologische
Philosophie, 1954. 선오현 띤역 r 섬리학에서부터 현상학적 선험철학에 이료
는 도정」 『심리현상학에서 선험 현상학으로 후섣의 현상학적 심리학 ll~ ， 민
음사，

1994.

(1"위기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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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거창한 의욕에도 불구하고 결코 하나의 결정적인 시착에 이플
수 없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f' 심리학J 4/(2)3)

그런데 후섣에 따르면， 19세기에 이르라 섬리학은 눈부산 원동팩
을 얻게 된다. 독일의 생리학자와 물리학자들 예컨대 밀러， 베버， 풍
크만， 분트 등의 공로였다. 이들의 공로로 인해 근세 초기부터 데카
르트와 흡스가 시도했던 자연과학주의적 심리학이 새로운 형태로 섣
현되었으며， 이 심리학은 고도로 발전한 생리학의 실험 방법을 감각
심리학 내지

감각심리물퍼학에

과학적으로 해명하기에

적용하여

심리

현상의

상당 부분을

이르렀고 국제적으로 공인받기에

이르렀다.

근세 심리학의 이러한 성과와 발전을 통하여 여러 분야띄 많은 학자

들이 드디어 심리학도 자연과학과 같은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과학으
로 성립되었으며， 모든 심리현상이 파학적으로 해명될 수 있을 것이

라는 확산에 도달하게 되었다. 즉 이들은 다만 그 당시에 해명하지
못한 문제는 새로운 설힘기술의 개발이나 사실적 근거의 제시를 기

다라면 해결될 것으로 기대했딘 것이다. 그러나 어떤 점에서는 성공
적임에 틀림이

없는 심랴학에 대해서 정밀 자연과학에서는 제기될

수 없는 극단적인 회의가 제기되었다. 이러한 회의적 비판은

이러한 심리학은 심령적 삶의 고유한 본질양식에 대해서 온통

맹목적이며， 지향적으로 활동하면서 정신적 형성체는 물론 정신적

공동체까지 구성하는 주체성인 바， 정신성에 특유한 것이 본질적
으로 갖고 있는 형식을에 대하여 맹목적이라는 것이다， (5죄/(4)

이러한 항의의 대표자가 다릅 아닌 딜타이와 후설 자신이다 딜타
이는 새로운 심리학에 대한 과장된 희망에 둡떠 있을 때인 1894 년에
“기술적 분석적 심리학의 이념”을 발표하여 심리학사에서 잊혀질 수
없는 노작을 남겼다 자띤과학윤 모방한 섬리학이 위기에 처해 있음
을 명확하게 인식한 최초의 인볼 중의 한 사람이 딜타이다 딜타이는

우리의 심적 삶에 대해 인과적 섣명을 추구하는 ‘구성적’ 섬리학 대
:5 ) 여기서 숫자는 후섣 전집판 및 한국어 번역본의 면수를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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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 ‘기술적 · 분석적 섬리학’윤 제안했다 딜타이는 그의 시대 ‘경험
심리학’이 정밀과학(특히 원자 불리학)의 이념을 실현하려고， 가설과

인위적 구성을 통해 결륜으로 나아가는 절차를 밟고 있음을 보았다.
그런데 그가 보기에 이러한 철차는 우리의 심적 삶의 본질을 이해하

는 데에는 전적으로 부당하다. 왜냐하면 붙리적 개념(들)을 정신과
역사의 영역에 확대 적용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자연파학은 인과적
으로 섣명되는 공간적으뢰 연장된 사물에 대한 우리의 외적 경험에
토대를 두고 있다

섬적 영역에서는 문제되어질 요소나 원자가 없다

는 점에서， 심리학은 통띤적인 의식적 삶에 대한 내적 경험에서 출발
해야 한다 심적 영역은 붉리적인 영역과 구별되는 고유한 특성을 지
니기 때문에， 이해적인( vcrstende) 방법의

체계에서

연구되어야 한

다 불리적 인과성의 개념은 이러한 새로운 방볍에 작용될 여지가 없
다， 왜냐하면 섬적 영역에서의 인과성은 ‘동기 행동의 인괴정’ (Motivation)

이기 때문이다. 심리학은 무엇보다도 ‘직관’과 그에 따콘 ‘기숨’에 바탕
을 둔 학문적 분석을 펼 요로 한다

따라서 여기서 딜타이가 말하는

‘분석’과 ‘기술’은 자연 현상의 분석이나 설명과는 전혀 다른 의미를
지난다， 그가 말하는 ‘분석’이란 어디까지나 삶의 연관을 통찰하기 위
하여 연관성을 투시하기 위한 조치이며， 기술은 삶의 의미가 직관될
수 있도록 드러내 보이눈 작업을 말한다. 즉 자연에게는 ‘설명’의 방
법이， 정선에게는 ‘이해’의 방범이 위주가 되어， 이른바 ‘설명’과 ‘이
해’가 자연과학과 정신과꽉을 구분하는 방법론적 개념으로 확정되기

에 이른다. 띨타이의 이런 입장에 대해 후설은

구체적 정신 삶， 즉 개별적 정신 삶 및 사회역사적 정신 삶을

그 생동하는 구체성에서 조망하고， 그것의 유형적 형태， 변화형식
및 동기연관을 직접 포착하고 이들 전체를 개관적으로 설명함으
로써 역사적 정신성이 구체적 필연성을 가지고 고유하게 존재하

고 생성된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딜타이)의 능력
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6-í,/6;=j)

라고 말하면서 저 『로고스』지에서의 비판보다 한층 공정하게 딜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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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높게 평가한다. 그렇지만 후션은 이러한 획기적인 업적에도 불구
하고 딜타이의

영향은 한정적일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했다

후설은

그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분석하여 제시한다. 우선 외적 요인으로
딜타이가 잘던 시대는 딜따이적얀 사상을 수용할 만큼 성숙해 있지

못했다. 즉 그의 시대 대부분의 심리학자들은 딜타이의 체계를 이해
하지 못했다 딜타이의 대부분의 기본 착상은 물리 과학과 인문 과학
간의 근본적인 불연속성에 놓여 였었으며， 그의 이런 기본 시각은 역
사학의 영역에 도입되어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었다. 그렇지만 그는
자연주의적 심리학과 심리학 그 자체와 연관해서는 비교석 철저성이
결여되어 있었다.

딜타이는 직관을 근거로

... 일존의 본질기술이 존재한다는 시

실을 아직껏 얄지 못했쓰며

.. 심령적 생활의 근원적 본질을 형

성하는 저 의식대상성들에 대한 관계야말로 체계적인 명혼분석‘
게다가 본질분석으로서 심령분석의 고유하고도 무한하게 유실한
주제가 된다는 것을 알 ;q 봇했다 .(J

1-13173 75)
•

환언하면 딜타이는 ‘지형성‘이 바로 우리의 심적 삶의 관질을 구성
한다는 것과， 따라서 지향성이 심리학의 방법적 분석의 고유한 주제
가 된다는 것을 지적하는 데에 선패했다 그의 방법은 구체적이고 개
별적인 것에 대한 기술과 이해에 있어서는 충전적일 수 있지만， 거기
에 놓여 있는 보편과 본질을 이해하는 데에는 실패했다. 즉 후설이
보기에， 심리학은 본질적으로 보펀적인 본질통찰에서 설명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의

법칙과학이어야 하며， 따라서

그것은 수학이나 이론

물리학이 자연과학에 대해서 역할을 수행하는 것과 같은 역할을 정
신과학을 위해 수행할 수 있는 이론적 토대를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딜타이가 추구한 기술적 · 내향적 심리학， 즉 그의 표현 그대로 “기술
적-분석적 심리학”은 인간 정신 삶의 기술적 자연사에 불과하다. 이
자연사는 기껏해야 개별 현상에서 필연성을 해명할 뿐 모든 순수 법
칙들이 그렇듯이 가섣적인 연관성이나 순수 가능성에 관계되는 순수
보편성의 연관성을 서술하는 필민성의 순수 법칙을 제시히-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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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컨대， 후섣은 딜타이의 ‘이해 심리학’은 현상학적 심리학으로 정

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달타이의

이해 심리학은 심리학에서

사용된 방법과 그 이론익 궁극적 토대가 무엇이지를 명확하게 제시
하지 못하고 있지만， 현상학적 심리학은 이를 명확히 해 주는데 그것
은 ι 곧 의식의 지향성과 관계한다는 것이다.

2.

방법론적 절차

1) 환원 . 객관 세계에서 직접

근원 경험(세계 경험)으로

‘현상학적 심리학’을 확보함에 있어 우선 다루어야 할 문제는 ‘심

랴학의 주제’를 설정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우선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대답할 수 있갈 것이다. 즉 “심리학의 문제영역은 자연과학
의 대상인 ‘물리적 자연’이 아니다. 심리학은 정신적인 사태를 다루

며， 인간과 동물이 정신적인 존재이며， 정선적 사건의 거주지인 한에

서

인간과 동물을 연구대상으로 한다”라고‘ 그런데 후설이 보기에，

근대 과학에서 ‘자연적인 것’파 ‘정신적인 것’은 “이쪽은 자연이고 지

쪽은 전적으로 다른 것인 정신”이라고 지적하기만 하면 충분할 만닫

분명하게 구별되고 있지 않다. 왜냐하면 큰대 자연과학은 일면적인
관심방향에서 발생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러한 (일면적인) 방향과 방법으로 자연과학은 ‘자연’이라는
표제 아래， 이를테면 단순히 근원적인 경험에서

... 경험에 소여된

것의 영역을 포착해 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연윷 이미 그때
방법이라는 기술에 의해 민들어진 인공물로 보았다. 그러므로 자
연과학의 자연은 이 전에 정험된 자연으화 소유하고 있던 자연이

아니라， 자연과학의 이론을 통해서 이미 실현하고자 기도한 하나
의 이념이었다.(34/]3.1)

그런데 이러한 자연과학의 방법에서는 ‘한갓 주관적인 것’에 불과한

특성들， 즉 주체성에서 유래하는 모든 특징틀을 일관되게 제거하였
다. 그래서 거기에는 순수 윌리적인 것

혹은 물리적인 것으로 남게

된 것만을 관심의 대상으로 삼게 되었으펴， 정신적인 것 · 주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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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 그 자체는 학문적으로 파악되고 설정되지 못했다. 그렇다면 다뜬

한편 자연과학과 다른 방법으로 ‘정신’을 탐구하고자했던 정신과학의
상황은 어떠한가? 후설이 생각하기에， 진정한 정신과학이란 자연과학
적인 방법이 ‘자연’의 이념을 확보하기 위하여 잘라내어 버린 정신성

의 단편을 그 근원적인 연관성으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 그러나 후섣
은 당시의 정선 과학이 추상적이며 기호적인 자연과학적 사고애 습
성이 된 나머지 ‘자연’개념의 구체적 근원적 의미를 염두에 두지 않
고 자연과학적 자연을 구체적 식관에 주어진 것으로 취급하는 데에
머물랴 있음을 본다. 그런데 후션의 관점에서， 자연과 정신은 학문적
인 주제로 기성적으로 거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론적인 관
심 속에서 자연스러우면서 선이콘적인 경험을 통해 비로소 형성된다.
즉 우리는 선학문적인 경험세계가 지니는 구체적이고 직관적인 통일
성으로 시작하여， 이 통일성 안에서 어떻게 자연과 정선이 통일적인
보편적 주제가 될 수 있으며， 또 어떻게 양자가 상호 붉가분적으로

연관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다. 후설은 바로
이 점을 견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모든 불합려한 이론이 산출되었다
고 주장한다.(55-56/137)
요컨대 우리는 문제가 되는 ‘자연’파 ‘정선’의 문제를 ‘첼저하게’ 탑

구해야 한다는 것이 후설의 주장이다. 그리고 이러한 철저한 탐구뜰
시도하면， 그 개념들은 과학 자체에서 유래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선

과학적 세계-경험을 통해 주어짐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이
선과학적 직접 경험의 세계가 주어져 있지 않다면， 세계의 사실윤 다
루는 사설과학은 그 기반품 잃게 되고 만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
서 후섣이 말하는 선과학석인 ‘단원}경험’ ‘근원적 경험의 세계’란 도

대체 무엇을 말하는가?
이

세계에서

가장 궁극적인

것은 ‘무엇이

존재한다’눈 사실이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관점때서 보자면， 이 세계의 존재는 현상하는 한
에서 우리의 의식에 최초로 알려진다. 우리는 세계를 우리의 의식과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기성의 사실로서가 아니라， 의식의 지향적 상관

자로 생각해야 한다. 즉 현상학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세계는 세계
의식의 상관자이며， 대상은 대싱-의식의 상관자이다 ‘현상학적 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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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어떻게 대상과 세계가 그 근원적 의미에서 의식에 나타나는지를

보여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우리는 단지 이러한 근원적인 의미를 해
명하는 데에 성공했을 때에만 어떻게 문화적 과학적 세계가 근원적
경험 세계에서 발생하는지를 관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최초의 환원은

세계가 이미 항상 우리 경험에 소여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 모든 변화하는 견해 · 사상 · 행동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계를 그것들이 연관 맺는 히-나의 동일한 세계로 경험한다. 이 세계
의 참된 존재를 향한 모든 우리의 물음은 이미 이 세계를 가정한다.

우리가 말하는 참된 세계는 우리가 직접 경험하는 세계에 대한 고도
의 정신적 조작의 산물이다. 우리의 직접 경험의 세계가 기본 영역이
며， 여기서 참된 세계가 우리의 과학적 탐구를 통해 형성된다. 그런
데 후설에 따르면， 이러한 근원적인 우리의 직접 경험의 세계논 우리
의 세계 관점에 의해 영향 받지 않는 어떤 일반 구조를 지닌다. 그

렇다면 여기서 후설이 말하는 일반적 · 산천적으로 필연적인 세계 구
조는 무엇인가? 후설은 이 문제의 해답은 오로지 경험과 세계의 상
관성에 대한 정확한 ‘기숲’에 의해서만 주어질 수 있다고 말한다
리고 ‘기술’은 ‘직관’으로 되돌아갈 것을 지시한다

그

이렇게 함에 있어

우리는 특수한 특성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자체의 가장 일반
적인 구조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후셜은 이를 다음과 같은 절차로

공식화한다

즉 우리가 사는 이러한 구체적인 세계 경험에서 출발하

면서 우리의 기억과 상상의 도움으로 ‘세계 경험’과 ‘경혐의 세계’의
가장 일반적인 특성을 밝혀 낼 수 있다고. 이것이 바로 후설이 말하
논 ‘자유 변양’과 ‘본질직판’의 방법이다.

2) 자유 변양과 본질직관(이념화작용)
첫 번째 환원을 통하여 우리는 이제 객관 세계에서

직접 경험의

세계로 이행하여， 직접 경험의 세계는 우리에게 어떻게 보편적으로

나타나는가 하는 불음잘 제기하였다. 즉 어떤 보펀적인 유형논리가
우리의 경험 세계를 관통하는가 하는 것이 환원에 도달하여 우리가
제기한 볼음이었다. 그런데 언제 어디서 실재적인 어떤 것을 발견한

쭈실워 언/장학적 십리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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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실재적인 것 일반’이 무엇인가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그때 그때의 개별적인 사실들을 념어서야 한다. 다시 말하띤
우리는 자유로운 순수 ‘상상작용’을 통해 우리의 현실 경험을 벗어나
서 직접 경험의 필증적인 아프리오리륜 확보하기를 추구해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후섣이 말하는 이른바 “본질직관’‘ (Wesensschau) 의 출
발점이다. 즉 후섣은 이념파작용(ldeation) 혹은 사물의 본질을 추구

하는 방법을 설명 · 정당화하기 위해 구체적 사실로 출발하여， 우리의
상상에서 자유돕게 變樣(\녕riation) 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것이다

순수 상상의 체계적인 형성갚 위한 견본형상의 구실을 하는 시

설로부터 시작하자. 그렇게 함으로써 견본형상과 유사한 형상들이
원본형상의 구체적인 유사체들인 모방형상으로서， 상상형상으로

서 계속적으로 획득되도록 되어 있다고 하자 그렇다면 모방형싱
의 이와 같은 다양성을 통하여 모종의 통일성， 이를테면 유사성을
근거 짓는 본질의 통일성 이 관통하고 있게 된다

(72/164)

이렇게 후설은 하나의 뭔본형상으로 출발하여， 자유로운 상상작용
을 통해 다양한 변양을 시도하면， 그 다양한 변양 가운데에 바로 ‘그

것이게 하는’ 불변체 Onvariante) ， 즉 필연적인 보펀형식닫 견지하고，
이 사물처럼 그런 종류의 어떤 것이 바로 그 종류 일반의 한 사례로

생각할 수 있기 위한 필수조건인 본질형식을 보존하는 그런 불변항
이 지속한다고 말한다. 다시 말히면 그 사물을 ‘바로 그 사물이게 하
는’ 본질형식이 없다면 그 사물을 그 사-물로 포섭하는 종류의 한 사
례로 간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즉 자의적인 ‘변양‘을 수행하는 가운데에， 그리고 변양을 수행

하는 기간 중에， 변양되어 차이나는 것과 관계없이 이를테면 변
체들 가운데 언제냐 모똥의 합치가 보존되 며， 이 합치 중에 필연
적 · 불변적으로 남아있는 그 무엇 혹은 그 내용으로서 보편적인

본질이 보존된다는 사실이다 … 이와 같은 보편적인 본질이 ‘형
상’(Eidos) 이며， 플라톤적인 의미에서

이데아이지만， 플파톤적인

모든 형이상학적 해석으로부터 벗어난 순수하게 파악된，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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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변양의 도정에 발생하는 이데아관조플 통하여 우리에게 직

접적 · 직관적으로

주어지는

그대로

피-악된

이데아이

다， (73/165-6: 강조는 펼지-)

그런데 후설에 따르면， 여가서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과정은 경험
된 혹은 상상된 대상을 ‘개방적으로 무한’ (offene Endlosigkeitl 한 다

양한 변체로 형성하는 ‘일이다. 그런데 여기서 ‘개방적으로 무한하다’
는 말은 “실제로 무한히-게 진행해 나감이 아니며'"

모든 가능적인

변체들을 현실적으로 산출하끼를 요구하는 불합리한 요구를 의띠하
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가 의미하는 것은 변체들의 형성과정 자체로
서 변양이 임의성형태를 지년다는 것이며， 그 과정은 임의적으로 계
속 형성해 나아가는 의식에서 수행된다’'(76-77/17 1)는 뜻이다. 즉 변

체의 ‘개방적 무한성’이판 곧 ‘임의성’을 의미할 따름이라는 것이 후
설의 설명이다. 다시 말하면 ‘자유변양’이란 모방형상에서 모방형상에
로， 유사체에서 유사체로 무한히 이행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모든 임의적인 개별체들은 그들이 둥장하는 계열에서 중첩하는 합
치에

이르고." 계속적인 합치에서

비로소 자기동알적인 어떤 것，

즉 순수하게 그 자체로서 직관해서 인출될 수 있는 어떤 것이 상합
한다"(78/ 173-4) 는 접이다. 환언하면， 후설의 ‘본질직관’은 다양한
변체들 가운데에 서로 부합하는 특별한 측면에 향해 았다. 그리고 이
렇게 서로 부합하는 측면들은 변체들이 하나이면서 바로 그것이라고

말할 수 있도록 해주는 똥합적 동일성을 가져온다. 이 동일성은 일련
의 변체들 가운데 변하지 않는 것으로 제시되며， 우리는 능동적 · 직
관적으로 우리의 직관에서 이러한 동일성올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다.
요컨대， 후설이 말하는 ‘이념화작용’에는

1l

다양성이며，

2)

연속적인

합치를 통한 통일적인 결합， 그리고 3) 차이들에 대립해서 상합하는

것을 직관적으로 인출하면서 확인하는 작용이라고 하는 세 가지 계
기가 속한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힐 것은 완전한 일랜의 변체가 ‘의식의 상상’에
의해 제시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즉 후션의 본질직관(이념화작용)은
일련의 변체 가운데 최좀의 것이 아니라 특수한 불변체가 일련의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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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과정에서 출현한다는 점에 의존한다. 그렇다면 우리눈 이렇게 후

설에게 반론해 보자. 즉 “상상을 통해 자유 변양하는 것은 불펼요하
다. 실재하는 개별자가 충분한 변체를 가져다 주지는 않는가(?"라고.

그런데 이러한 질문은 곧 후설이 말하는 ‘이념화작용’과 ‘경험적 일반
화’는 어떻게 다른 것인가 하고 묻는 것과 같다. 이런 물음에 대하여
후설은 전술한바 ‘임의적’이란 맏이 “한갓 말투에 그치거나 부수적인

태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파， 이년관조 행위 자체의 근본적인 성격”이
라고 전제하고 나서 다음파 같이 주장한다
우리는 여기 이 붉음과 저기 저 붉음에 대해서도 족헤 양측에
동일적이고 보펀적인 어떤 것윤 얻는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얻

는 것은 단지 바로 이 붉음과 자 붉음에 보편적인 어떤 껏일 뿐이

다. 이런 방식으로는 우리는 ‘순수한 붉음 일반’을 형상으로서 확
보하지 못한다， (7Ç) -80/175)

즉 ‘경험적 일반화’는 겸험과의 외연직인 관계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형상이 아니라 단지 일반성에만 도달할 따름이다. 이에 비해
‘무한한 자유로운 우리의 상상작용이 제공한 이념화작용’에서는 “무한
변양을 토대로 지니며 .. , 무한변양은 우리에게 그와는 불가분적 상관

자인 형상에 속하는 것을 제공하며， 형상의， 즉 순수 개념적인 본질의

외연을 제공하며

... 한편으로는 보펀자 그 자체를， 다른 한펀으로는

전체성으로서의 외연은 불론， 임의의 개별자 일반또 포함하는 보펀자
의 외연을 인지할 수 있다， "(79-

80/175-6) 환언하면， 자유 변양을 통

해서 얻은 사물의 본질은 경험작 일반화의 과정을 통해서 얻은 보편

자와 다른데， 그 이유는 후자는 항상 경험과의 외연적인 관계에 의해
얻어지는 반면에 전자는 개념적 본질의 외연， 즉 가능한 개별성의 무
한성과 관계되어 전청판탄의 타당성을 얻기 때문이다. 자유변양을 통
한 상합과 합치는 외적인 관찰이나 실험이 아니라， 의식의 활동이며，

이 결과로 우리는 사물의 본질을 파악하게 된다. 이와 같은 의식의 활
동에 의해 사물의 본질을 파악하는 것을 후섣은 ‘본질직관’이라고 부
르면서， 이러한 직관을 당연히 감성적 직관과 구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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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본질직관’에 관한 후섣의 기술을 정리해 보자. 후설은 일종의
사물， 의미， 행위 등과 같은 알려진 개별적 원본형상에 대한 개별적인

고찰에서 출발했다. 그리고 지각과 기억을 보조로 하여， 대상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변양하면서. 결정적으로는 상상을 통해 사물， 의미， 행
위 등을 바로 그것이게 하는 동일성을 침범하지 않으면서 그 대상을
변양할 수 있는 가틀 탐구했디

그런데 후섣은 ‘상상’이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작용이다라고 말했다 왜냐하면 오직 상상을 통해서만 우리는
경험과 경힘 가능한 세계에 구속되지 않는 임의적인 변양을 할 수 있
기 때문이다. 즉 변체는 문제된 사폴， 의띠， 행위의 현실성을 정립하지

않아도 된다. 이것은 분명 상상에서 가장 잘 성취될 수 있다. 변제틀
을 비교 · 분석하는 과정에서

I것 없이는 우 리가 바로 그러힌 종류의

것으로 생각할 수 없는 펼연적인 특성인 불변하는 측면들이 조병된다.
이 불변하는 것은 우리가 상싱하는 변체들 가운데서 상합하는 것으로
제시된다 그리고 우리눈 이렇게 제시된 것윤 불변하는， 참된， 순수한，
보편적인， 그리고 항상 황일한 본질로서 직관한다(86/185).4)

게다가 후설에 따르면 1 이라한 자유 변양의 벙-법 자체에 대해 말
하는 것이 이미 심리학적 기술에 관해 말한 것이다.(10절 참조) 그런

데 여기서 후션이 자유 변양을 통해 의도한 것은 새로운 심리학의
전형을 예시하기

위한 껏이

아니라， 세계학을 기본적으로 분류하는

데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자유

변양을 통해 ‘정신’이란 용어달 가지고 암시한 것에 대한 참된 기술
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후션은 이렇게 우리가 철저한 이러한 방법
을 통해 나아갈 때에만 심리학과 그 방법에 대한 전풍적 편견을 벗
어나서 심리학의 본질 - 주제 · 방법 · 체계에 대한 참된 통찰에 도달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3)

탐구과제

앞서 우리는 후설의 인도를 따라 객관 세계에서 직접 · 근원적인 경
험 세계에로 환원을 감행하였다. 그리고 이 경험 세계의 선천적 구조

4)

또한

U

경험과 판단~

5S. 204 , 224 , 314 5,
•

저7，

4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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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드러내기 위한 방법으로 후설이 제시한 자유변양과 본질직관(이념
화작용)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환원과 조작을 통하여

경험 세계의 선천적 본질을 소묘하였는데， 이제 이러한 소표를 토대로
하여 ‘현상학적 심리학’이 땀구해야 할 과제를 살펴보도록 하자.

‘현상학적 심리학’의 가장 원초적인 떤구과제는 심적인 것의 독자
적인 영역을 찾아내어 고유한 탐구대상으로 확보하는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다음과 같은 질문이 제기된다 즉 “어떻게 우리는 섬적인 것
과 물리적 사물을 각각 펀자적인 영역으로 분리 · 독립하여
수 있을까7" 하는 것이다.

01

고찰힐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후설이 제시하는

방책은 사물을 관찰하는 우리의 사선윤 直指的으로 바라보는 超在적
인 대상으로부터 전회하여 반성판 통하여 ‘내재적으로 주관적인 것‘
에 초점을 두는 것이다.

내가 이제 이러한 ‘반성적 태도’를 취함으로써 또한 직접적으로
파악하고 직접적으로 관조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다양적인 것의

계열을 통해서는 사물 자체가 판자적인 어떤 것으로서 결코 발견
될 수 없으며， 그것은 언제냐 필연적으로 오직 이러한 주관적인
양상에서만 제시되는 자로서

발견될 수 있을 뿐이다는 사실이

다.(152/298)

즉 심적인 것은 단지 물리적인 것에 의존해서 나타난다는 점에서

불리적 사물은 심적인 것보다 더 높은 독립성을 지니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섬적인 것은 그 자체 순수 귀납적-인과적으로
구성된 하나의 통일체 ‘이상’이라는 점에서， 우리는 심적인 것을 불리

적 사물로 환원하지 않고 양자를 각각 똑자적 영역으로 분리 · 독립
적으로 고찰할 가능성을 탐색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가능성은 우리가
‘반성적 태도’를 취함으로써 생취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우리는 자
연과학이 순수 객관성을 추구한 나머지 *용象해 버린 주관 현상들을
다시 찾아내어 그들을 독지적인 심리 현상의 영역으로 확보할 수 있

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객관적

사물들을 직지적으로 바라보는

우리의 시션을 반성적으로 전향하여 우리의 내면으로 돌릴 때 그 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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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적인 지각과 관련된 다양한 주관적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는 곧 자연적 태도와 구별되는 후설이 말하는 현상학적 태도를 딸
한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학적인 태도를 통해서 진정한 현상학적인

의미에서의 ‘현상’이 확복된다， (357-360/187-189)
다시

말하면， ‘현상학적

태도’에서

우리는 단지

주관적인 것에만

관섬을 갖는다. 여기서 우리는 외적 지각을 주관적 경험이자， 이 경
험과 필수불가결하게 떤관된 이념적 내용으로 본다

따라서

이러한

현상학적 태도에서 ‘객체 1 는 이제 더 이상 객체 자체가 아니다 우리
논 단지 모든 객체적 존:재의 초재성을 단념하고 그로부터 거리를 벌

리할 때에만 이 태도에 도틸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자연적 태도’

에서 우리의 지각은 정확히 객체적 존재에 초점을 뚜고 있으며， 그
객체성을 믿는다. 우리는 ‘자연적 태도’를 취함으로써 모든 객관지와
객관학의 가능성을 개시하떤서， 세계와 연관된 모든 실천에 나아갈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반해 ‘현상학적 태도’를 취함으로써 우리는 전
적으로 새로운 순수 주관성의 학의 가능성을 열어 보인다. 이 순수
주관성의 학에서 우리는 단지 의식의 체험과 그 양식에 관해서만 말

하고， 모든 객관 존재는 단지 ‘의향된 것’으로 간주된다. 그렇다면 여
기서 우리가 또 하나익 질문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자연적 태도와

현상학적 태도는 다른 주제뜰 다르게 살펴보는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후설의 대답은 다음과 같다. 즉 자연적 태도와 현상학적
태도는 그 방법론에서는 구별했다고 하더라도， 이 양자는 다른 주제
를 다루지는 않는다. 즉- 달라진 것은 단지 취급방식 혹은 보는 태도

의 차이일 뿐이다. 즉 떤상학적 태도에 있는 우리는

세계의 토대 위에， 그리고 일반적으로 말하여 내가 소박하게 획

득하고 파악하며 수용했던 객관적인 것과 객체 세계들의 토대 위
에서는 대신에， 혹은 이러한 토대 위에 머물러 있는 대신에

.. 나

의 주제적인 관심을 변경하여 이제는 이 주관적 과정 전체를 들여
다보게 된다. 이 전체적인 주관적 과정을 나는 독점적으로 주제로

삼게 된다. 이 과정을 존재하는 것으로서 가지는 반성적인 경험만

이 효력을 가지게 펀다. 오직 이러한 순순 반성만이 내가 그 위에

푸실의 뀐/상팍적 십리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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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고하게 서서 생각할 기반， 순수 주관성의 지반을 나에게 제공한

다. 여기서 나는 순수 처l 혐류를 처l 험들의 내실적 · 관념적 내용플
과 함께 발견한다 ( 192;:~()5)

요약하면 ‘현상학적 태도’는 본질적으로 자연 · 객관세계 일반 및 모
든 객관작 물리과학을 배제하고， 오직 배타적으로 주관적인 것에만
초점을 두고

1)

어떻게 주관성이 지향성의 형식으로 객관적인 것을

의식하게 되는가 2) 어떻게 진정한 학이 이 새로운 현상학적 태도를
기반으로 하여 가능한가 하는 문제를 제기한다. 바로 이 점에서 우리
는 현상학적 섬리학이 ‘순수 내재적 실재의 개시와 관련된 학’이라는
점을 간파할 수 있다. 그래서 후설은 이라한 순수 내면성을 개시하는

학문으로서 순수 심리학을- 의꽉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배
워야 한다고 지적한다. 즉

외면성의

태도에서는 내면성이 은폐된다는 시-실을， 그리고…

모든 인식의 모태， 모든 현상하는 객체의 모태를 관조하는 정신의
눈을 열어 보이기 위해서는 싼천하게 새로운 태도， 전면적으로 변
경된 지각과 사고방식딛 필요로 한다는 사실

(193/367)

그런데 여기서 후설이 비록 ‘관조하는 정신의 눈’이라는 표현을 사용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는 결코 이른바 ‘섬령의 내면적 본질’에 관

해서 사변을 늘어놓거나 ‘형이상학적’ 토대들을 고안할 의도는 지니

고 있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가 말하는 현상학적 심리학은 필연
적으로 심리학을 직관적

원천에서 수행되는 형상적 학문으로 실현하

고， 이를 통해 경험 섬리학의 토대를 건립시키기 위한 의도를 지닌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현상학적) 심리학은 정신의 자기인식인 바， 우선은 정신의 은
폐된 자기존재와 자기삶에 대한 현상학적으로 순화되고 원본적인

자기관조라는 형식을 취하고， 다음에는 이라한 경험에 정초된 엄
밀학의 형식을 취하는 자기인식이다 ... 순수하게 객체화하는 주

체성은 현상학적 환원과 그달 통해 가능해진 순수 심리학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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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해 진다.(193/368)

고 후설은 말한다

후섣의 이라한 진술에서 우리는 현상학적 심리학

에 대한 전형적인 규정블 본다 즉 그것은 바로 현상혁적 환원과 연
관된 태도와 관련된다. ‘현상화적 심리학자’는 먼저 의식 외부로부터
흘러 들어오는 일체의 유입을 차단하고 순수 섬적인 것만을 탐구대

상으로 삼는다. 그리고 이러한 순수 심적인 것을 선천적 · 형상적 · 직
관적 · 순수기술적 · 지향적 분식플 수행한다. ‘현상학적 섬리학’은 사
실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선천적이며

형식적이다

사섣로부터

추상된 순수 섬적인 것 속에는 플라톤적인 의미의 형상 또는 본절만
이 직관될 수 있다. 이러한 보편적 본질 · 유형 · 형상의 직판을 본질
직관이라고 하며，

이는 경험지

직관으로부터

구별된다. 사실로부터

분리된 내적 현상， 즉 겸 험 자체 속에서는 이러힌 형상 이외에는 아
무 것도 직관될 수 없디. 따라서 현상학적

심리학은 선천적 · 본질

적 · 형상적 · 직관적 · 보편적인 학문이 된다. 그리고 ‘지향적 분석’이
란 의식의 지향성에 관여하는 것으로서 심적인 것이 어떻게 의식작

용과 의식대상간의

의미관계보 맥락 · 질서 · 구조 지워져

있는가를

분석하는 일을 뜻한다.(40 절) 01 러한 모든 작업은 관찰하거나 구성하

거나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사태 자체를 순수하게 표출하는 기술이
다. 이렇게 심적인 것을 그것만으로 직관 · 기술 · 분석함으로써 심적
활동의 여러 유형과 구조를 직관해 내고 그것에 상응하는 대상 측면
을 사실체가 아니라， 의미체로서 즉 심적 활동의 의미내용으로서 파
악하는 것은 심리학에 하나의 새로운 지평을 마련해 준다. 즉 심적인
것의 선천적 개념구조， 연관 렛 그 형식들에 관한 사전 탐구는 경험
섬리학의 토대 · 끈거 · 예비 · 기초의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기에 후셜
은 이러한 현상학적 심떠학을 모든 경험 심리학의 근거， 예비학으로

서 “제일심리학”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67 및 331 면) 마치 선험 현
상학 혹은 현상학적 선햄철학이 모든 철학의 근거학으로서 제일철학
의 임무를 수행하듯이， 힌상학적 심리학은 모든 경험 심리학의 제일
심리학의 임무를 수행한다.
그런데 ‘현상학적 심리학’이 참으로 온전한 의미에서의 근본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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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학적 심리학에 경험 심리학 및 다른

가능적 학문을 정초하는 과제를 부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상학
적 심리학은 그 자신의 토대에 있어서 또한 선험 철학， 현상학적 철
학에 의존해야 한다.

역사적인 의미에서， 그리고 거기에 당연하게 결부되는 개혁된
의미에서， 모든 심리학은 미리 주어진 세계에 관계하며 세계학에

속한다. 선험적 칠학적인 환원을 집행함으로써 보편적인 세계고

찰에로 일보 더 전진하여 우리는 모든 자연적인 세계고찰을 포함
하여 세계 일반을 최후의 판짐

즉 우리휠 선험적 정신성에로 인

도하는 종국적인 관점에서부터 테마로 삼는다. 이제 근본학은 선
험적 현상학이 되떠， 모든 이성비판과 모뜬 진정한 첩학적 문제들
을 자기 내에 포함하는 하나의 심리학 즉 가장 놓은 새로운 의미
의 심리학으로 된다 .(222/4Hì ← 7)

후설의 이러한 언명과 더불어 이제 우리는 현상학적 심리학과 현
상학적

철학(선험

현상학)띄

관계를 문제삼을 때가 되었다.

후셜은

여기에 대해 『심리학』에서는 많은 언급을 하지 않는다. 그는 후기 저
작에서 이러한 문제룹 확정하여 본격적으로 다루는 바， 우리는 관련
된 텍스트인 『위기~ 3부B r 심리학으로부터 현상학적 선힘 철학에 이
르는 도정」을 중심으로 살펴보도촉 하겠다.

III. 현상학적 심리학과 선험 현상학
전술했듯이 현상학적 섬라학은 아직도 실증성을 완전히 청산하지

못한 이를테면 초보적인 힌상혁 혹은 본격 현상학의 예비학에 머무
르고 있는 셈이다. 즉 현상학적 섬리학은 경험적 심리학의 근거학이
자 최종적인 심리학으로 핑가될 수 있지만， 아직은 철학적인 반성에
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간주된다. 곧 “형상적 · 현상학적인 탐구에 있
어 섬적인 것은 세계적으보 현전하는 것으로 존재의미를 지니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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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학자는 물론 평상적인 현상학자도 선혐적으로 소박하다. 그

가 제아무리 모든 섬리물리적인 것을 자선의 순수 심리적인 관심방
향에서 도외시한다 하더라도， 역시 그것은 현실적이거나 혹은 가능적
인 영혼들이며， 이 말의 상대적인 의미에 따라서 전적으로 함께 현천
하고 있는 사유된 신체뜰， 혹은 공간세계 내 구체적 인간틀이기는 마
찬가지다"(335-6/246) 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C.j-.

요컨대

‘현상학적

심리학’은 그 ‘자연적 태도’로 말미암아 선험적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개진할 수 없다. 그렇다면 ‘선험적’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이는 훔의
저술을 보고 독단의 잠에서 깨어났던 칸트의 전가보도가 아닌가? ‘선
험’에 대한 칸트의 전형적인 언명은 다음 꾸절이다.

나는 대상들이 아니라， 대상들에 관한 우리의 인식방식을， 이

인식이 아프리오리하게 가능한 한에서， 일반적으로 다루는 모든
인식을 선험적이라고 부른다.( w 순수이성비판~，

B. 25)

경험의 가능성의 조건이 바로 경험 대상의 가능성의 조건이다.(B.

11 1)
기실 칸트는 ‘선천적 종합판단의 가능성’을 정초하기 위하여 『순수
이성비판』을 저술하면서， ‘선험성’을 ‘선천성’과 ‘분석성’의 개염과 함

께 제시하였다. 그런데 ‘선천성’이란 ‘경험으로부터의 선행성’을 의미
하며， ‘분석성’이란 ‘개념적 힘의성’을 의미하고， ‘선험성’이란 저 진술
에서 보듯이 ‘경험의 가능성의 근거’를 의미한다， 분석 판단은 주(王)
개념으로부터 빈(實)개념의 함의적 관계를 분석하여 양자간의 관계를
정립하는 판단을 지칭따며

선천적 판단은 경험에 의존하지 않고 주

개념과 빈개념의 관계활 정립하는 판단을 통칭하는데 비하여， 선험적
판단은 인식의 가능성의 근거에 언급하는 판단을 지시한다. 따라서
분석판단의 경우에는 논리적 함의 관계의 가능성을， 종합판단의 경우
에는 경혐의
가능성에

가능성에

관하여

언급하면서

모종의

분석적

인식이나 종합적

인식의

판단 · 주장을 정립할 경우 이러한 판단을

‘선험적 판단’이라 말할 수 있다 그런데 후섣은

푸싫의 언/상학적 십리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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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험적인 것’의 개념과 그 상관개념인 ‘초월적인 것’의 개념은
오로지 우리의 철학적쓰로←성찰하는 상황으로부터만 길러 내어져

야 한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 환원된 자아가 세계의 어떤
부분도 아니듯이， 역으로 세계와 세계적인 어떤 객체도 나의 자아
의 부분도 아니고， 나의 의식생 내의 그 내실적인 부분으로 ..

발

견되지 않는다. 모든 세제적인 것의 고유한 의미에 이 초월이 속
한다 ... 비내실적으로 내포되어 있음인 이 초월이 세계의 고유한

의미에 속한다변， 세계를 타딩한 의미로서 자기 안에 담지하고 있
는， 그리고 이 의미로부터 그 편에서 펀면적으로 전제하고 있는
그러한 자아 자체는 현상학적 의미에서 ‘선험적’이다.( ~성찰J ，

6::i)

라고 정의하여 칸트의 저 언명에서 ‘대상’을 현상학적 의미의 ‘현상’
으로 대체하고， ‘정혐 가능성의 조건’은 ‘경험 현상의 가능성의 조건’

으로

바꾸며，

의미구성

작용의

발산중심 (Ausstralungszentruml 인

자아 자체에 초점을 두었다. 그서면서 그는

모든 존재자들의 의비와 타당성에 따라서 구성하는 절대적 주

관성에도， 그리고 이 주관성을 펼증성에 따라 획득하고 탐문하고，
필증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에도 칸트는 침투해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 어떻게 그가 신화적인 개념 구축으로， 그리고 모든 진정

한 학문에 적대적인 위험한 형이상학으로 밀어붙여지게 되었는가

하는 점도 이미 분명해 졌다. 칸트의 모든 선험적 개념들， 이를 r11
변 선험적 통각인 자아의 개념? 다양한 선험적 직능들의 개념， (영
혼과 함께 신체의 기초로 놓여 있는) 묻차제의 개념은 궁극적인
해명을

원리적으로

거부하는

구성적

개념이다.(~위기~.

202- 4/307- í))
라고 말하면서 칸트를 비판한다 바로 이 점에서 후설이 비록 자신의

철학을 ‘선험 철학’이라고 언명했다고 하지만， 선험 철학의 전통에서
칸트의

길보다도

데차르드의

“필증적인 자아에서부터

b

제일철학에

판한 성찰』에서

절대적으로 주관적이게

저l 시된

정초하는 작엽"(위

기， 57 절)의 길을 더 많이 걸었다는 해석이 제기되기도 한디P 그래
서 후설은 ‘선험적인 문제’란

哲學論등E 第 28輯

212

근원적으로 그 자체적 · 최초적인 문제는 ... 순수하게 모든 가
능적인 객관성을 구성하는 익식 자체를 해명하는 현시에 지향되
어 있는 문제이며， 상판적으로는 이 의식에 의해서 성취되는 결과

를‘ 세계와 하나의 가능적인 세계 일반을 지향하는 문제이며， 그
래서 우리에 대해서 발원하는 존재의미보서의 문제이다. (337/:2 48)

라고 정의한다. 그런데 후섣은 이 문제블 관명히 하기 위해 우리는
‘주관 이중성’(重複) 문제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다음파 같은 것을 말한다. 즉 후섣에 따르띤 (자연적 태도의) 심리
학의 관점에서 본다변 인간은 세계 내의 선적 생활의 심리물리적 주

체이지만， 반면에 선험적 판점이l 서 보면 인간은 선험적 • 세계구성적
생활의

주체이다.

이는

후설이

말하는 ‘현상학적 섬리학적

환원’과

‘선험적 환원’간의 구별C337-40 면)과 띨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요컨대

실증 학문으로서 심리학관 항상 선소여된 사 • 공적 세계에 귀속되는
심적 주관성을 연구한다 그런데 형상학으로서 현싱학적 섬리학은 성
적인 것 (psyche) 의 로고스(]ogos) 를 추구했다. 그렇다변 여기서 주제

기반은 단적으로 존재하띤서 주어진 것으로 생각된 세계 일반이다.
즉 현상학적 섬리학은 세계 내에 살고 있논 인간의 영화된 주제뜰에
서 출발하면서 ‘현상학적 심리학적 환원’을 통하여 심적인 순수 주관
성의 본질을 해명하는 방볍이었다， 왜냐하면 섬리학자에게서 ‘현상학

적 심리학적 환원’이란 “실재피 영적인 것과 우선 지향적 삶을， 이
삶에서 운용되는 초윌적 정립뜰을 효력 정지 처분하거나， 혹은 도외
시함으로써 고유본질적띤 것이1

5) j. ]. Kockelmans. Edmllnd
1994 , pp. 174-99 참조

한정하는

방법이며

Il usser! 닝 Phenomo!uμγ，

... 순수 영적인

I' urduc Univ ]'ress ‘

이러한 기술로부터 다음과 같은 점이 분명해 졌다 즉 후설은 그의 철학
이 지닌 선험성을 주로 확고한 토대톨 추구한 데카르트톨 통해 이해했지，
유한한 인식의 본성과 한계에 관심울 지닌 칸트에 의해 이해하지 않았다는
접 나아가 후설은 용어의 의미릅 선험적으로 동지지워진 인식론에 한정했다

그리나 그가 실제로 이퍼한 이판에 대해 주장한 것은 너무나도 일빈적이어서
그의 규정은 오든 인식륜에 대하여 타당하다 후설은 또한 ‘자아’ 자치l 활 모든
인식과 그 니}용의 최종끽이며 순수한 원천으포 간주히는 모든 인식론은 더 이

상 논란의 여지없이 궁극적인 토대름 지닌다고 주장한다" (강조는 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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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체성을 우선 보편적 통일적인 현상학적 직관의 형식에서 확보하고，

거기에서부터 순수 현상학적 주관성의 형상적 심리학을 밀고 나가기
위하여 저 도외시한 현상학적 핀단중지까 미리부터 보편적으로‘ 그리
고 습득적인 의지를 가지 고 집행되는"(::40- 1/253 ← 4) 것이기 때문이
다.
그렇지만 ‘현상학적 심리학’은 세계에

대한 자연적 통각의

타당

성을 유지한다는 점에서 여전히 실증학문이었다. 따라서 우리는 ‘선
험적 주관’의 본성을 이해하기 위하여 (현상학적←심리학적 환원에 f「
비될) 새로운 ‘선험적 환원’을 적 용해야 한다. 즉 후설은 우리가 선험
적 환원， 즉 이 세계에 대한 자띤적 통각을 억제함으로써 선험 현상
학의 영역으로 진입할 수 있으며， 이와 함께 우 리의 삶 전체와 심리
화하는 행위 전체에 영향윤 미치는 “코페르니쿠스직 전회”가 실현된

다고 후설은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선험적 환원’을 통해 우리
는 더 이상 세계 자체를 까지지 않고， 더 이상 현전성들을， 세계 귀
속적인 설재들을 탐구하지 않는 선험 현상학자가 된다. 이러한 선험
적 환원을 수행하여 ‘실증성에 대한 일반정립’을 중단한 선험 현상학
자에게서 (모든 가능적) 세계는 이제 단순한 “현상" (phenomenon) 에
불과한 것이 된다. 즉 현상학자는 “이전에 자연인으로 가지고 있었턴

세계를 미리 주어진 현존으로서 가지는 대신에， 이제 그는 이 세계
소유작용을 고찰하며， 어떻게

어떤 세계가 의식의

방식으로 현상하

고， 그리고 어떻게 이 세제가 의미와 타당성에 따라서 현상하는가 하
는 세계현상 방식을 고찰하며， 그리고 경험과 경험분석에 의해서 이것
을 현시하는 자인， 순전히 ‘선험적 관망자”가 되는 셈이다."(μ 1/254) 심

리학적

경험， 심지어

순수 현상학적

정험마저도 여전히

일종의 외

적 · 세계적 경험이었다면， 세계 타당성에 대한 철저한 판단중지를 수
행한 후에는 시 · 공적 세계존재룹 더 이상 문제시하지 않는 새로운
경험작용， 즉 선험적 경험작용이 생겨난다. 심리학에서는 세계 내 존
재로서 현상학자가 여전히 탑구 주제의 일부로 남아 있었지만， ‘현상

학적 환원’ 후의 현상학자는 더 이상
그 자체로서의 자아가 아니고， 이 인간이 아니며? 오히려 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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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서의 현상학자는 괄호 안에 묶여지고， 그 자신 현상이다. 그

는 그의 선험적 자아의 현싱， 즉 철저한 판단중지를 통하여 바로
궁극적으로 기능하는 주관성으로서 이전에 보편적 세계통각이 은
폐된 채 수행해 온 바로 그랴한 주관성으또서 언제나 증시될 수

있는 자아존재와 자아삶의 현상이다

후설은 바로 여기에

‘선험적

(34112.55)

영역’과 ‘현상학적}심리학적

영역’간의

엄격한 대비관계 (eine ParalIele) 가 성립한다고 주장한다. 마치 ‘선험

적 판단중지’와 ‘현상학적 심리학적 환원’ 사이에 명확한 대비관계가
존재했던 것처럼. 그리고 후섣은 이 ‘대비’가 뜻하는 말은 “모든 변에

서 그리고 각각에 있어서 개밴적인 것들에서나 결합된 것들에서 대
비적으로 상응함이며， 아주 특이한 방식으화 구별되면서도， 어떤 자
연적인 의미에서 상호외재적으로 분리되어 있지 않음이다"(342/256)

고 규정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진술한다.
나의 ‘선험적 자아’는 선험적인 자기경험으로서 명백히 나의 자

연적인 인간→자아로부테 구별되지만 결코 통상적인 의미에서 제
2의 것， 자연적인 인간-자아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것， 자연적인 상
호외재에서의 이중성이 아니다. 명백하게도 그것은 진정 단순한

태도변경， 즉 나의 수수 심리학적 자기경험을 선험적인 자기경험
에로 변경시키는 선험적인 판단중지를 통하여 매개되어 있는 ‘태

도변경’에 지나지 않는다. 그에 따라서 나의 영혼에서 발견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이러한 태도변경을 풍하여， 그것들의 고유본질
적인 것을 인수하는 가운데， 하나의 새롭고， 절대적이며， 선험적인
의미를 얻게 된다

(342/256-7 :

강조는 펀자)

즉 ‘선험적 자아’와 ‘경험적 자아’는 그것의 경험 • 반성 · 직관 · 삶

과 함께 상호 대비를 이루고 있으나， 양자는 경험적 · 현상적 의미에
서는 별개는 아니지만， 정험적인 것과 선험적인 것의 절대적인 차이
를 지년다는 것이 후설의 주장이다. 현상적 자아와 선험적 자아는 언
제나 하나의 구체적 현설적인 자아로서 현상적 자아 이외 또 하나의
현상적 자아가 선험적 자아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종

푸설의 뀐/상팍적 십리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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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 궁극적 철두철미한 선험적 환원을 수행함으로써 확보된 선험적
자아는 경험적 자아가 자연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한에서 이 현상
적 자아에게 완전히 은폐되어 있다. 게다가 현상적 자아와 선험적 자

아의 상호연관성은 단지 선험적 태도에 의해서만 간취될 수 있다. 왜
냐하면 바로 이 태도에 의해서만 우리한 두 개의 대응하논 경험영역
이 상호 중첩된다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형상

적 · 현상학적 심리학’과 ‘선힘 현상학’은 유비적으로 상호 중첩된다고
말할 수 있다. 일단 우리가 자면적 태또 내에 있는 보편성 주관성에
대한 형상적 · 현상학적 심려학을 형성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이륜 자
유로운 선험적 환원에 의해 선혐 현상학으로 전환할 수 있다

물론

그 역도 가능하다. 단지 차이점은 우려가 단지 현상학적 심리학꾀 관
점에서 보았을 때는 선힘 현상학을 볼 수 없다는 점이다. 즉 우리는
자아론적， 현상학적 심리학에 관해 말해 왔었다， 이는 자연적인 태도
에서 시행되는 주관성에 대한 실증적 · 형상적 현상학으로 전개되었
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심퍼학에서 철저한 선험적 전회를 설헌함으로
써 선험적 태도에 도달한다. 선혐적 태도에서 보면， 단지 선힘적 주
처l 성만이 모든 실재 존재에 그 의미와 자치를 부여하는 절대적 기반
이다. 선험적 주관성 혹은 선험적 환원읍 칠저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선험적 주관성과 심리학적 주관성을 빙법론적으로 분리할 수 없다.
‘선험적 환원’과 ‘현상학적 환원’이 이해띈 이후에야， 세계를 구성하고
선험

철학의 주제가 되는 ‘세계 초월적 (supra -mundane) 주관성’이

형상적 · 현상적 심리학의 논제기) 되는 ‘순수 주관성’과 그리고 또 경
험 섬리학의 탐구주제가 되는 ‘세계 내적 (intra-mundane) 주관성’파

구별됨이 명백해진다.
그렇다면 이제

이러한 구별을 토대효 하여

후설이

말하고 있는

‘경험 섬리학’， ‘현상학적 심리학’. ‘선험적 현상학’의 관계를 최종적으
로 정리해보자. ‘경험 섬리학’은 인간의 의식， 심리， 정신 현상찰 선
체 · 정신의

복합현상으로 취급하는 소박한 판점에 선다. ‘현상학적

심리학’은 심리 현상을 내적 경험으로부터 기술하는 ‘기술 심리학’이
며， 이성적으로 섣멍하는 ‘이성 심리학’이며， 다른 모든 심리학의 끈
거학， 이를테면 “심령적인 것의

로고스에 관한 형상적

학분”으로서

21G
제일심리학이다 (~심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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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335 면 참조) 그러나 현상학적 섬

리학은 이를테면 경험심리학의 선천적 형상적 형식적인 틀일 뿐， 그
내용은 언제나 경험으로부터

암급 충족되어야 한다는 띄미에서 의식

의 자연적， 신채적， 물리적인 션증성과 사실성을 긍정하고 있는 셈이
다. 이에 대해 철저하게 최종석인 선험적 환원을 통해 획득되는 ‘선
험 현상학’은 선험적 환원을 동해 심리학적 실증성을 완전히 탈피하
고 심리물리적인 존재를 오직 젤대적 선험적 자아에 대한 하나의 현
상으로 간주한다. 즉 현상학적 환원을 통해서 심리물리 복합체는 단
순히 현상학적 심리학적 현상으로 환원되며， 다시 선험적 환원을 통

해 선험적 현상으로 환원된다. 반성은 선험적 반성으로， 경험은 선험
적 경험으로， 자아는 선험적 자아로， 현상학은 선혐적 떤상학으로 변
혁된다 따라서 후섣은 동힐한 정신에 대해 지니는 태도와 관점의 차
이에 의해 세 가지 단계(국변， 수준)의 심리학을 제시하고 있다고 하

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