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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자연과학’과 대비되는 ‘정신과학’은 ‘인간’과 인간의 ‘삶’이 영위되는 현실인 

‘사회적-역사적 세계’를 탐구하는 제반 ‘인문·사회과학’을 일컫는 개념이다. 그런

데 수학에 기초하여 자연을 탐구하는 자연과학이 확고한 토대를 지니고 있는 

것과 달리, 인문·사회과학에 속하는 여러 학문은 확고한 토대를 지니고 있지 못

하다. 이러한 까닭에 정신과학은 ‘과학’이 아니라거나, 설령 과학이라 불리더라

도 미숙한 단계의 탐구로 평가절하 되기도 한다. 단적으로 ‘자연주의’ 또는 ‘실

증주의’는 자연과학의 기초 위에서만 정신과학이 과학의 지위를 획득할 수 있다

는 형이상학적 입장이다.   

본고는 후설 현상학의 관점에서 정신과학이 자연과학에 종속되지 않고 독자

적인 학문으로 존립할 수 있는 철학적 토대를 규명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이

러한 작업은 ‘정신과학의 현상학적 정초’라고 부를 수 있다. ‘정초’란 건축술에 

빗대어 ‘토대 놓기’를 의미하는 철학의 고유한 개념이다. 건물을 짓기 위해 터

파기와 터다지기가 필요한 것처럼, 학문적 사유 역시 이성적 토대 위에서 건립

된 체계를 이루고 있다. 즉 본고는 자연과학과 본질적으로 다른 정신과학의 토

대를 규명하고, 인문·사회과학을 정신과학으로 정당화할 수 있는 이성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정신과학의 현상학적 정초’는 다음과 같은 단계에 따라 수행될 것이다.

첫째, 자연과학과 정신과학이 ‘대상’의 관점에서 구분되는 것인지, 아니면 대

상은 동일하되 ‘방법’의 관점에서 구분되는 것인지의 문제가 해명되어야 한다. 

이 문제는 자연과학과 정신과학의 대상영역을 ‘구획’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또 

대상영역이 확보되었다면 정신과학의 고유한 ‘방법’적 기초가 무엇인지를 해명

하는 것으로 구체화된다. 본고는 2부와 3부에서 신칸트학파와 딜타이의 논쟁을 

살펴봄으로써 이 문제를 고찰할 것이다. 신칸트학파와 딜타이의 철학은 단지 후

설의 현상학을 예비하는 전사(前史)로서 의미를 지니는 것이 아니라, 정신과학

의 현상학적 정초를 위해 검토해야 하는 문제의 윤곽과 해명해야 하는 여러 과

제를 제시한다.

둘째, 정신과학의 학문적 기초를 마련하려 했던 신칸트학파와 딜타이의 입장

은 후설 현상학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 신칸트학파와 딜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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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입장은 후설 현상학의 관점에서 부인할 수 없는 통찰도 지니고 있지만, 근

본적으로는 후설의 현상학에 의해 비판적으로 해체되어야만 하는 한계를 지닌

다. 본고는 4부 ‘생활세계의 현상학’과 5부 ‘현상학적 심리학’에서, 후설의 현상

학이 신칸트학파 및 딜타이의 철학과 어떤 점에서 유사하고 어떤 점에서 근본

적인 차이가 있는지 규명할 것이다.

이로써 ‘생활세계’는 모든 객관적 학문이 수립될 수 있는 인간 삶의 근원적 

터전임이 해명되고, 자연과학과 정신과학의 구획은 생활세계에 대한 다양한 방

식의 직관적 체험에 근거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정신과학을 위한 고유한 대상영

역인 ‘체험’이 확보되면, 이것을 대상으로 탐구하는 ‘현상학적 심리학’이 등장한

다. 이에 따라 ‘지향성’의 다양한 유형과 본질구조에 대한 현상학적 심리학적 

분석은 곧장 정신과학의 방법론적 기초가 된다. 

셋째, 인간의 삶과 정신적 세계를 탐구하는 정신과학의 궁극적인 토대는 ‘초

월론적 주관’에 의한 ‘세계 구성’의 전모가 해명되는 6부 ‘초월론적 현상학’의 

단계에서 마련된다. 인간은 정신과학이 의지하는 경험적 관점에서 보면 세계 안

에서 살아가는 주관이지만, 초월론적 현상학의 관점에서 보면 세계를 구성하며 

살아가는 주관이다. 그런데 이렇게 세계의 구성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세

계가 ‘상호주관적’ 구성의 시간적 이력을 지평으로 함축하고 있는 ‘역사적 세계’

임을 확인하게 된다. 다시 말해 모든 경험적 정신과학은 본질적으로 역사학이

며, 따라서 정신과학의 궁극적 토대가 되는 초월론적 현상학은 ‘역사성’을 해명

하는 것을 본질로 삼는 ‘보편적 정신과학’이다.

이상으로 우리는 정신과학의 수립을 가능하게 하는 근거로서의 현상학적 토

대가 다층적 위상의 구조로 이루어진 통일적 체계임을 알 수 있다. 이로써 우리

는 정신과학이 자연과학과 다른 독자적인 학문적 기초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

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자연과학이 보편적 정신과학인 초월론적 현상학에 토대

를 두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주요어 : 인문학, 사회과학, 역사학, 분류학, 방법론,

        빈델반트, 리케르트, 딜타이,

 생활세계의 현상학, 현상학적 심리학, 초월론적 현상학

학번 :  2009-3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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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서론

  

1장 문제의 지평

 ‘정신과학(Geisteswissenschaften)’은 오늘날 한국에서 거의 쓰이지 않는 생소한 

용어다. 19세기 독일어에서 유래한 만큼 고답적인 어감을 지닌 이유도 있겠으

나, 근본적으로는 영어권의 학술용어가 주도하는 한국 학계에 온전히 정착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대학의 학문체계에서 ‘자연과학(natural sciences)’과 대비되는 

개념은 우리가 통상 ‘인문학’과 ‘사회과학’이라고 부르는 ‘human studies’와 

‘social sciences’다. 학문의 분화가 아직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19세기 

독일에서는 ‘역사학(historical science)’을 포함하여 인문․사회과학에 속하는 여러 

분과학문이 모두 ‘정신과학’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다. 즉 ‘정신과학’은 ‘자연과학

(Naturwissenschaften)’과 대비하여 ‘역사적’ 성격을 띠는 제반 ‘인문·사회과학’을 

두루 일컫는 개념이며, 이러한 용법은 독일에서 오늘날에도 여전히 효력을 지니

고 있다.1)

그런데 ‘정신과학’의 뜻을 ‘인문·사회과학’으로 새긴다고 하더라도 생경함이 

완전히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모든 학문은 자신이 탐구하는 고유한 ‘대상’을 

가지고 있다. 자연과학은 ‘자연(Natur)’을 탐구한다. 그렇다면 정신과학이 탐구하

는 ‘정신(Geist)’은 무엇인가? 정신(精神)을 탐구하는 학문이 과연 인문․사회과학

인가? 오히려 정신은 자연과학에 속하는 ‘정신의학’ 또는 ‘뇌(腦)과학’에서 탐구

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 만일 그렇다면 인문학과 사회과학을 ‘정신과학’이라고 

부르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다.

본고는 ‘인간(人間)’과 인간의 ‘삶’이 영위되는 현실로서의 ‘세계(世界)’를 탐구

한다는 점에서 인문학과 사회과학에 속하는 여러 분과학문을 ‘정신과학’이라 부

르는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제반 인문·사회과학이 더 포괄적인 학

문의 범주로 묶일 수 있는 공통의 기반과 이성적 근거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1) 본고의 논의를 전개해 가면서 살펴보겠지만, ‘정신과학(Geisteswissenschaften)’ 개념은 

일의적이지 않다. 가령 딜타이와 후설이 ‘정신과학’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 빈델반트

는 ‘역사학(Geschichte)’, 리케르트는 ‘문화과학(Kulturwissenschaften)’이라는 개념을 사

용한다. 각기 취하고 있는 철학적 입장에 따라 이들이 사용하는 개념에 미묘한 차이

가 있기는 하지만, 본고는 ‘인간(人間)’, ‘사회(社會)’, ‘역사(歷史)’를 대상으로 탐구하

는 ‘인문․사회․역사과학(social-historical-human studies)’에 속하는 분과를 통칭하여 ‘정신

과학’이라고 부를 것이다. 다만 2부에서 신칸트학파의 논의를 고찰하는 과정에서 필

요한 경우에 한해, 본고는 ‘정신과학’과 구분하여 ‘역사학’이나 ‘문화과학’이라는 개념

을 사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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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무엇인지는 본고의 논의를 통해 규명할 것이다. 다만 여기서는 ‘정신과

학’이 ‘자연과학’과의 확연한 대비 속에서 자신의 정당한 의미를 획득한다는 점

만을 강조한다. 그러니까 심리적-정신적 존재로서의 ‘인간’과 인간이 살아가는 

인격적-문화적-사회적-역사적 삶의 현실인 ‘정신적 세계’를 다룬다는 점에서, 정

신과학은 ‘몰(沒)인간적’ 사태를 탐구하는 자연과학과 대립되는 학문들의 유(類)

개념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정신과학의 의미를 자연과학과 대비되는 유개념으로 확정한다고 하더

라도, 논란의 여지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탐구의 ‘대상’이라는 관점에

서, 인간의 본성과 인간이 살아가는 현실을 탐구하는 정신과학은 자연을 탐구하

는 자연과학과 구분됨이 당연해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과학 역시 ‘과

학’인 이상, 탐구의 ‘방법’은 자연과학과 동일해야만 하는 것은 아닌가? 그러니

까 정신과학과 자연과학을 포괄하는 유개념으로서의 ‘과학’이 있다면, 설령 다

루는 대상은 다르다고 하더라도 ‘과학’으로서의 탐구의 절차적 원리는 동일해야

만 하는 것 아닌가?

이러한 문제는 독일어에서 ‘학문(學問)’을 의미하는 ‘Wissenschaft’가 영미권에

서 ‘science’로 번역되고, 이에 더하여 ‘science’에 전적으로 자연과학의 함의가 

전가됨으로써 생겨난다. 정신과학 역시 자연과학과 마찬가지로 ‘과학’인 한에서, 

정신과학은 자연과학의 방법을 모델로 추구되어야만 한다는 암묵적인 전제가 

배후에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신과학 내의 ‘사회과학’ 진영

에서는 ‘인문학’을 온전한 의미에서 ‘과학’으로 인정하기를 주저하는 분위기마저 

감지된다. 이것은 모두 ‘과학’이라는 개념이 ‘자연과학’으로부터 전적으로 의미

를 부여받고 있기 때문이다. 즉 사회과학은 어느 정도 자연과학적 방법을 적용

하여 탐구를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나, 인문학은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정당한 

의미에서 ‘과학’으로 승인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양적연구(quantitative research)’와 ‘질적연구(qualitative research)’를 구분하는 문

제에서도 이러한 사정은 예외가 아니다. 학계 일각에서는 비록 내용상 인문․사
회과학이라 하더라도 ‘양적(量的)’ 방법을 사용하는 탐구는 본질상 ‘자연과학’이

며, ‘질적(質的)’ 방법을 사용하는 탐구는 ‘과학’이 아니라고 폄훼하는 경향이 있

다. 즉 방법적으로 자연과학에 경도되어 있는 일군의 연구자들은 여전히 질적연

구의 한계를 지적하며 양적연구만을 ‘과학’으로 인정하려 하는 것이다. 설령 질

적연구의 필요성에 공감한다 하더라도 양적연구를 위한 기초적 자료수집의 단

계로 격하시킴으로서, 질적연구 자체를 독자적인 학문으로 인정하기를 꺼린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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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 이후 자연과학은 ‘관찰’과 ‘실험’에 의한 ‘인과법칙’의 확립이라는 방법

을 사용해왔다. 그리고 과학기술의 눈부신 발전은 자연과학의 방법을 모든 학문

을 위한 유일한 방법으로 맹신(盲信)하기에 이르렀다. 인간이나 사회 및 역사를 

탐구하는 정신과학 역시 자연과학의 방법을 적용할 때에만 ‘과학’의 지위를 획

득할 수 있다는 믿음은 19세기 밀(J. S. Mill)과 콩트(A. Comte)의 ‘실증주의

(positivism)’에 의해 철학적으로 정당화되었다. 수학에 기초하여 물리학이, 그 위

에서 생물학이, 그 위에서 사회학이 수립되는 ‘통합과학(Gesamtwissenschaft)’의 

이상(理想)은, 모든 학문이 자연과학이거나 적어도 자연과학의 토대 위에서만 

참된 의미의 과학이 될 수 있다는 ‘방법론적 일원론(methodological monism)’을 

전제한다.

비록 고전적 형태의 ‘실증주의’는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지만, 다양한 모습으

로 변형된 ‘실증주의’는 오늘날에도 주도적인 힘을 상실하지 않고 있다. 대표적

인 사례로 우리는 윌슨(E. O. Wilson)의 ‘통섭(Consilience)’ 이론을 꼽을 수 있다. 

윌슨의 통섭은 ‘학제적(學際的) 연구’의 다양한 가능성을 제시하고 독려하는 획

기적인 이론으로 선전되고 있지만, 실상 그 철학적 기초는 모든 종류의 경험과

학을 ‘생물학적 자연주의’로 환원하려는 통합과학의 이상을 대변한다.3) 또한 도

킨스(R. Dawkins)에 의해 주목받는 ‘진화생물학’ 역시 겉보기에는 자연과학과 정

신과학의 교류를 촉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자연과학의 관점에서 파악된 

생물학적 원리를 인간의 심리적 현상뿐 아니라 다양한 사회․문화적 현상마저 설

명할 수 있는 이론적 기초로 절대화한다는 점에서, 통섭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형태의 실증주의에 지나지 않는다.4)  

2) 요컨대 본고가 사용하는 ‘정신과학’의 개념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①인간과 인간이 

살아가는 세계를 대상으로 삼는다는 조건, ②그러한 대상을 다룬다고 하더라도 질적

(質的) 방법으로 연구해야 된다는 조건이 요구된다. ‘대상’과 ‘방법’이라는 두 조건 사

이의 관계는 본고가 논지를 전개하면서 해명할 핵심적 과제 중의 하나다.     
3) 현상학의 관점에서 윌슨의 통섭이론에 대한 비판적인 검토는 이남인,『통섭을 넘어

서』, 서울대출판문화원, 2015.; 박승억,「통섭 - 포기할 수 없는 환원주의자의 꿈」, 
한국현상학회,『철학과 현상학 연구』36(2008), pp.197-218. 참고.    

4) 가령 사회생물학자인 올콕(J. Alcock)은 ‘근접원인 연구(proximate research)’로서의 자연

과학적 생물학과 ‘궁극원인 연구(ultimate research)’로서의 사회생물학을 구분하면서 다

음과 같이 언급한다. “궁극원인과 근접원인은 상하관계에 있지 않다. 생물학에서 ‘궁
극’이란 ‘최종 설명’이나 ‘가장 중요한’이 아니라 단지 ‘진화[론]적인’이라는 의미를 지

닌다. 근접과 궁극이라는 두 개념은 [각기 생명] 현상의 직접적인 원인들과 진화[론]
적 원인 사이의 근본적 차이를 인식하게 해준다.” 존 올콕,『다윈, 에드워드 윌슨과 

사회생물학의 승리』, 김산하․최재천 옮김, 동아시아, 2013, p.26. 올콕은 양자가 생명

현상을 통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서로 보완적인 입장이 될 수 있음을 ‘주장’한다. 하
지만 필자가 보기에 정작 문제가 되는 것은 ‘통합’이나 ‘보완’의 의미 자체다.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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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태는 모두 자연과학이 경험적 학문이라는 자신의 고유한 지위를 넘

어서서, 자연에 대한 지식을 불법적으로 절대화하여 일종의 철학적 기초로 삼으

려는 데에서 비롯된다. 그러니까 자연에 관한 사실을 경험적으로 탐구하는 ‘자

연과학’이 부지불식간에 자연과학을 절대화하는 철학적 입장인 ‘자연주의

(naturalism)’로 전환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경험과학으로서의 ‘자연과학’

과 철학적 형이상학으로서의 ‘자연주의’를 엄밀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 왜냐

하면 이러한 구분 위에서만 우리는, 정신과학이 자연과학으로 포섭되거나 적어

도 자연과학의 방법을 따라야만 진정한 의미의 과학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주장

이 타당한지를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요컨대 정신과학이 자연과학에 종속되지 않는 독자적인 학문으로 존립할 수 

있는지를 규명하기 위해, 우리는 철학의 입장에서 ‘자연주의’ 또는 ‘실증주의’라

는 문제를 비판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다. 실증주의가 강화될수록 그에 반발하

는 문제제기 역시 강해졌으며, 19세기 이래 학문의 역사는 오늘날까지 실증주의

를 둘러싼 논쟁으로 점철되어 왔다. 반(反)실증주의 진영에서는 정신과학의 본

성은 자연과학과 다르며 따라서 전자를 후자에 포섭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과학에 종속되지 않고 정신과학이 독자적 학

문으로 존립할 수 있는 고유한 학문적 토대가 무엇이며 또 무엇이어야만 하는

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해명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장 문제의 제기

본고는 후설(E. Husserl) 현상학의 관점에서 정신과학을 ‘학문’으로 성립시키는 

가능근거로서의 정신과학의 고유한 철학적 토대가 무엇인지 규명하는 것을 목

표로 삼는다. 필자는 이 작업을 ‘정신과학의 현상학적 정초(phänomenologische 

Grundlegung der Geisteswissenschaften)’라고 부를 것이다. ‘정초(定礎, Fundierung)’

란 건축술(建築術)에 빗대어 ‘토대 놓기(laying foundation)’를 뜻하는 철학의 고유

한 개념이다. 대지 위에 건물을 짓기 위해 ‘터파기’와 ‘터다지기’가 필요한 것처

럼, 인간의 이성적 활동에 의해 형성되는 구조물인 학문이 수립되기 위해서도, 

이성적 작업 자체를 원리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근거로서 철학적 기초가 요구되

는 것이다. 정신과학의 철학적 정초는 다음의 두 가지 과제로 제시된다.

설명의 기초가 되는 진화생물학 자체는 자명한 진리이자 다른 모든 학문을 위한 전제

로 간주되며, 그것을 사회적-심리적 현상에 ‘적용’하는 작업 자체의 타당성은 전혀 문

제시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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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만일 정신과학이 자연과학과 ‘대상’의 관점에서 구분된다면, 우리는 자

연과학의 대상인 ‘자연(Natur)’과 정신과학의 대상인 ‘정신(Geist)’을 ‘구획(區劃)’

하는 원리적 기준이 무엇인지 해명해야만 한다. 이러한 경우 우리는 대상이 다

르기 때문에 방법이 반드시 달라야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대상이 다르더라도 

방법은 동일할 수 있는지를 더불어 검토해야 한다.

둘째, 만일 정신과학이 자연과학과 ‘방법(方法)’의 관점에서 구분되어야 한다

면, 우리는 자연과학의 방법과 원리적으로 구분되는 정신과학의 고유한 방법이 

있는지, 또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해명해야만 한다. 이러한 경우 우리는 방법

이 다르기 때문에 대상도 달라야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방법은 다르지만 대상

은 동일할 수 있는지를 더불어 검토해야 한다.

다시 말해, 자연과학에 종속되지 않는 정신과학의 독자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정신과학이 존립할 수 있는 ‘가능근거’나 ‘토대’로서 다음과 두 가지 문

제를 해명해야만 한다.

(1) ‘구획(demarcation)’의 문제 : 정신과학이 탐구하는 ‘대상’, 즉 인간의 본성

과 인간이 살아가는 사회적-문화적-역사적 현실을 다루는 탐구의 ‘영역’은 어떻

게 확보되는가? 이것은 정신과학의 고유한 대상영역을 마련하기 위한 가능근거

가 된다.

(2) ‘방법(method)’의 문제 : 정신과학의 영역을 탐구하기 위한 일련의 방법적 

체계는 무엇인가? 이것은 정신과학의 고유한 방법론을 수립하기 위한 가능근거

가 된다.   

요컨대 정신과학의 현상학적 정초에서 ‘구획’과 ‘대상’ 및 ‘방법’의 문제는 불

가분하게 얽혀있다. 후설 현상학의 관점에서 서로 얽혀 있는 이러한 문제에 답

하기 위해서는, 후설에 앞서 정신과학의 독자성과 고유한 방법을 철학적으로 규

명하려 했던 시도를 먼저 고찰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논의가 정신과

학의 현상학적 정초를 위한 연구의 지평과 과제의 윤곽을 제시하기 때문이다. 

빈델반트(W. Windelband), 리케르트(H. Rickert), 딜타이(W. Dilthey)는 ‘인식비판’이

라는 이름으로 정신과학에 대한 체계적인 철학적 탐구를 수행했다. 실증주의와 

대결했다는 점에서 전선을 같이했지만, 딜타이와 신칸트학파(Neo-Kantianismus)

의 철학적 입장은 근본적으로 상이하다.5) 본고는 딜타이와 신칸트학파 사이의 

5) 칸트(I. Kant)로의 회귀를 표방하는 19세기의 ‘신칸트주의’는 철학자들이 활동한 지역을 

중심으로 크게 ‘마부르크(Marburg) 학파’와 ‘바덴(Baden) 학파’로 구분된다. 본 연구에

서 다루는 신칸트학파는 스트라스부르(Strasbourg) 대학과 프라이부르크(Freiburg) 대학

을 중심으로 서남(西南) 독일에서 활동한 신칸트학파, 즉 빈델반트와 리케르트로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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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립과 논쟁을 정신과학의 현상학적 정초를 위한 논의의 단초를 삼을 것이다.

딜타이와 신칸트학파의 논쟁은 우선 자연과학과 정신과학을 ‘구획’하는 ‘분류

학(taxonomy)’의 문제로 전개된다. 먼저 딜타이는 자연과 정신을 학문적 탐구의 

‘대상영역’으로 간주한다. 딜타이에게 모든 학문은 정신을 대상으로 하는 정신

과학이나 자연을 대상으로 하는 자연과학 중 한쪽에 속한다. 이것은 자연과 정

신을 ‘존재론적(ontological)’ 또는 ‘내용적(material)’ 기준으로 구분하는 것이다. 

반면 빈델반트는 학문은 대상이 아니라 ‘방법’을 기준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주

장한다. 왜냐하면 동일한 대상에 어떠한 방법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방식의 탐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학문의 성격을 결정하는 것은 자연과 정신과 

같은 특정한 존재의 내용이 아니라, 상이한 ‘목적’에 따라 수행되는 탐구의 방

법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빈델반트는 ‘인식론적(epistemological)’ 또는 ‘형식적

(formal)’ 기준에 따라 ‘법칙-정립적’ 학문과 ‘개성-기술적’ 학문을 구분한다. 한

편 리케르트에 따르면 경험적 실재는 오직 ‘개념’을 통해서만 ‘인식의 대상’이 

된다. 어떤 학문적 탐구에 적합한 ‘개념형성’은 탐구자의 ‘이론적 관심’에 근거

한다. 자연과학의 ‘일반화하는’ 관심은 개별적인 것을 일반적인 것으로 포섭하

는 반면, 정신과학은 ‘개별화하는’ 관심을 통해 개별적인 것이 지닌 독특한 개

성에 주목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딜타이와 신칸트학파의 논쟁이 자연과학과 정신과학을 구획하는 문제

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구획의 문제는 ‘방법론(methodology)’의 문제와 긴밀

하게 결부된 형태로 나타난다. 딜타이는 정신과학이 올바른 기초 위에 수립된 

‘심리학적(psychological)’ 방법의 토대 위에서만 수립될 수 있다고 보았다. ‘삶의 

관점’에서 주어지는 ‘체험’에 대한 해명을 통해서 정신적 세계에서 살아있는 의

미의 구조연관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신칸트학파에게 심리학은 정신

과학을 정초하는 데에서 아무런 역할도 할 수 없다. 왜냐하면 학문적 인식의 토

대는 심리적인 것으로부터 도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역사주의나 심리주

의는 ‘사실의 문제’와 ‘권리의 문제’를 혼동하고 ‘발생적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철학적 문제를 경험적 문제로 치환하는 오류를 범한다. 그래서 빈델반트와 리케

르트는 자연과학과 정신과학의 방법적 차이를 사유의 선험적 형식에서 찾았다. 

정신과학이 지닌 고유한 학문적 성격은 ‘비판적(critical)’ 방법에 의해 인식적 타

당성의 선험적 조건을 규명함으로써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빈델반트나 리케르트 그리고 딜타이가 명백히 정신과학의 정초라는 문제의식 

되는 ‘바덴 학파’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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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에서 자신의 철학을 전개했던 것과 달리, 현상학이 정신과학을 정초하려는 주

된 관심에서 출발했던 것은 아니다. 오히려 후설은 의식과 대상의 지향적 상관

관계를 통해 모든 종류의 학문이 수립될 수 있는 보편적 토대를 마련하려는 기

획 속에서 현상학을 발전시켰다. 그럼에도 필자가 보기에 후설 현상학의 이념은 

정신과학의 정초라는 문제와 본성상 긴밀하게 결부되어 있다. 왜냐하면 정신과

학을 수행하는 주체와 정신과학이 다루는 대상이 모두 의식의 지향적 삶을 본

질로 하는 정신적 존재이기 때문이다. 

후설은 현상학의 체계를 발전시키고 심화시켜가면서 ‘생활세계의 현상학’과 

‘현상학적 심리학’을 경유하여 정신과학의 궁극적 토대인 ‘초월론적 현상학’에 

이른다. 즉 초월론적 주관에 의한 세계 구성의 전모를 해명하는 것을 목표로 하

는 초월론적 현상학에 이르러서야, 정신과학은 비로소 진정한 철학적 기초를 마

련하게 되는 것이다. 요컨대, 후설의 초월론적 현상학은 모든 경험적 정신과학

의 뿌리가 되는 근원적 토대인 ‘보편적 정신과학(universale Geisteswissenschaft)’

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6)

그런 점에서 정신과학의 현상학적 ‘정초’는 한편으로는 다양한 위상에서 다층

적인 의미를 지니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이성적인 체계로서 통일성을 지니고 

있다. 처음에는 정신과학에 대한 정초의 과제가 단순히 자연과학과의 대비 속에

서 대상영역을 ‘구획’하고 그에 부합하는 ‘방법’의 문제를 해명하는 것으로 제시

되었던 과제가 후설의 현상학 전체 체계에 대한 조망 속에서 세 차원으로 구분

되고 심화되는데, 그것이 바로 생활세계의 현상학, 현상학적 심리학, 그리고 초

월론적 현상학이다.7)

6) 후설의 초월론적 현상학을 ‘보편적 정신과학’으로 규정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오해를 

살 여지가 있다. 정신과학의 토대가 초월론적 현상학인데 초월론적 현상학 역시 정신

과학이라면, 정신과학의 궁극적 토대가 정신과학이 되기 때문에 철학적 정초가 올바

로 이루어진 것인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필자는 초월론적 현상학을 ‘보편

적’ 정신과학이라고 규정함으로써 ‘경험적’ 내지 ‘사실적’ 또는 ‘개별적’ 분과학문으로

서의 정신과학과 그 차원을 구분하고자 한다. 즉 본고는 모든 개별적 정신과학이 ‘정
신과학’이라고 불릴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근거를 초월론적 현상학을 통해 해명하고

자 하는 것이며, 그런 의미에서 필자는 초월론적 현상학이 가장 궁극적이고 일반적인 

의미에서 ‘보편적 정신과학’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본고의 논의가 진행되

어가면서 드러나게 되겠지만, 보편적 정신과학으로서의 초월론적 현상학은 비단 경험

적 정신과학에 대해서만 기초가 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초월론적 현상학은 자연과

학을 포함하는 모든 객관적 학문의 궁극적 토대가 된다. 왜냐하면 초월론적 현상학이 

탐구하고자 하는 세계의 구성이라는 사태가 정신적 존재인 초월론적 주관의 구성 작

용을 해명함으로써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초월론적 현상학은 비단 개별

적 정신과학에 대해서 뿐만이 아니라 자연과학을 포함하는 모든 학문의 기초가 된다

는 절대적인 의미에서 ‘보편적 정신과학’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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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세계의 현상학(Phänomenologie der Lebenswelt)’은 정신과학이 다루는 대

상영역의 가능근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학문구획’의 토대가 되며, ‘현상학적 

심리학(phänomenologische Psychologie)’은 정신과학이 탐구를 수행하기 위한 방

법의 가능근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방법’의 토대가 된다. 그리고 초월론적 주

관에 의한 세계 구성의 전모를 해명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초월론적 현상학

(transzendentale Phänomenologie)’은 정신적 세계 전체의 ‘존재론적’ 토대, 그리고 

정신과학이 추구하는 모든 인식을 가능하게 하는 ‘인식론적’ 토대를 제공함으로

써 정신과학의 궁극적인 철학적 토대가 된다. 이렇게 중층적인 각 단계에서 다

양한 의미로 제시되는 기초들은 모두 정신과학의 성립을 가능하게 하는 가능근

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유기적이고도 구조적인 통일을 이루고 있다.  

본고는 신칸트학파, 딜타이, 그리고 후설의 입장을 단순히 비교하여 정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 후설의 초월론적 현상학은 ‘대상’을 구획하고 ‘방법’

을 규명하는 과제와 관련하여, 신칸트학파와 딜타이가 수행한 작업의 의의와 한

계를 진지하게 검토한다. 이러한 고찰을 통해 후설은 신칸트학파와 딜타이의 문

제의식을 수용하기도 하도 비판적으로 변용하기도 하면서 초월론적 현상학의 

틀로 전환시킨다. 즉 정신과학의 정초라는 문제를 더 넓은 시야에서 바라보면, 

후설의 초월론적 현상학은 신칸트학파와 딜타이의 초월론적 철학에 대한 근본

적 개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고는 후설 초월론적 현상학의 전체 체계를 조망하면서 정

신과학의 철학적 토대를 규명하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본고의 목표인 정신과학

의 정초와 관련하여, 후설의 현상학이 어떤 점에서 신칸트학파와 딜타이의 철학

보다 더 근본적인 의의를 지니는지가 해명될 것이다.                    

7) 후설의 현상학 전체 체계를 어떤 이유에서 ‘생활세계의 현상학’, ‘현상학적 심리학’, 
그리고 ‘초월론적 현상학’의 세 단계로 나누어 고찰하는지에 대해서는 문제제기가 있

을 수 있다. 다만 필자는 이에 대해 간략히 두 가지 관점에서 답하고자 한다. 첫째, 
일차적으로 세 단계의 현상학은『위기』의 구도를 따른 것이다.『위기』에서 후설은 

초월론적 현상학으로 진입하기 위한 두 가지 길로서 생활세계를 통한 길과 현상학적 

심리학을 통한 길을 언급하고 있다. 물론 양자 사이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해명하는 

일이 별도의 과제이긴 하지만, 적어도 우리는 초월론적 현상학이 두 현상학 보다 더 

근원적이고 궁극적인 단계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그렇다면 필자는 왜 생활

세계의 현상학보다 현상학적 심리학을 더 근원적인 단계로 배치하였는가? 본고의 6부
에서 좀 더 상술되겠지만, 필자는 객관적 학문으로서의 정신과학, 객관적 학문에 대한 

판단중지를 통해 복귀해야 하는 토대로서의 생활세계, 생활세계에 존재하는 주관성에 

대한 경험적 탐구로서의 현상학적 심리학, 세계 전체를 구성하는 궁극적 근원으로서

의 초월론적 주관성을 탐구하는 초월론적 현상학이 객관성에 대해 주관성이 심화되는 

단계로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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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장 연구사 검토

신칸트학파와 딜타이의 철학적 시도는 현상학의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또 부

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따라서 본고는 딜타이나 신

칸트학파가 후설에게 주었던 영향뿐만 아니라 후설이 그들을 비판하면서 극복

한 지점들, 그리고 후설이 독자적으로 개척한 점을 밝혀야만 한다. 그런데 기존

의 연구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명하는 데에서 다음과 같은 성과와 더불어 한계

를 남겼다.

밤바흐(C. Bambach)는 19세기 이래 ‘역사주의’라는 흐름을 고찰하면서 딜타이

와 신칸트학파의 이론에 대한 극복을 하이데거(M. Heidegger)에게서 찾는다.8) 즉 

정신과학의 인식론과 방법론을 둘러싼 딜타이와 신칸트학파의 철학적 대립은 

‘역사’의 문제에 주목한 하이데거에 와서야 해소되거나 궁극적인 해결을 보았다

는 것이다. 그러나 하이데거의 해석학적 현상학에 앞서 후설의 초월론적 현상학

이 전개되어야만 했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후설의 현상학에서 역사철학의 가능

성을 간과한다는 점에서 밤바흐의 연구는 철학사의 구성에서 한계를 보인다. 그

러나 연구의 공백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연구의 관점에 있다.

밤바흐의 논의는 전반적으로 가다머(H.-G. Gadamer)의 관점을 원용하여 수행

되고 있다. 가다머는『진리와 방법』에서 정신과학 방법론과 관련하여 딜타이와 

후설을 비판하고 하이데거의 해석학에 의지하여 자신의 ‘철학적 해석학’을 발전

시킨다.9) 하지만 가다머는 신칸트학파의 입장을 다루고 있지 않은 아쉬움을 남

기는데, 이는 그가 명시적으로 ‘구획’의 문제를 논외로 하고 ‘방법’의 문제에 논

의를 국한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방법’의 문제에 한해서도 필자가 보기에 가다

머의 평가는 공정하지 못하다. 왜냐하면 가다머는 초월론적 현상학의 두 가지 

정초이념을 엄밀하게 구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초월론적 현상학의 일면에 편향

된 가다머는 딜타이의 삶의 철학과 후설의 현상학이 차별화되는 지점을 면밀하

게 천착하지 않고 양자를 동일시하여 비판하는 한계를 드러낸다.

케른(I. Kern)은『후설과 칸트』라는 기념비적 연구를 수행했다.10) 우리는 이 

연구의 후반부에서 거의 동시대를 살며 영향을 주고받았던 후설과 신칸트학파

8) C. R. Bambach,  Heidegger, Dilthey, and the Crisis of Historicism, Cornell University 
Press, 1995.

9) H.-G. Gadamer, Wahrheit und Methode: Grundzüge einer philosophischen Hermeneutik, 
Gesammelte Werke Band 1, Tübingen: J.C.B. Mohr, 1990.

10) I. Kern, Husserl und Kant: Eine Untersuchungen über Husserls Verhältnis zu Kant und 
zum Neukantianismus, Springer, 1964. (Phänomenologica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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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영향 관계 및 철학적 입장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케른의 연구는 

정신과학의 구획이나 방법의 문제를 주제적으로 염두에 두고 수행된 것은 아니

다. 즉 거시적인 관점에서 신칸트학파에 대한 후설의 입장을 이해하는 데에서 

큰 도움이 되지만, 정신과학의 구획이나 방법, 또는 정초의 문제에 국한한다면 

본격적인 도움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신칸트학파와 현상학에서 ‘직관’ 개념의 

차이에 대해 홀쯔헤이(H. Holzhey)가 논한 중요한 연구가 있으나, 여기에서도 직

관의 문제가 ‘정신과학’의 관점에서 주제로 다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11)

마크릴(R. Makkreel)은 독보적인 딜타이 연구자로서, 신칸트학파와 딜타이의 

논쟁을 본격적으로 다룬 연구뿐만 아니라, 후설의 현상학을 딜타이의 철학과 상

당히 유사하게 해석하는 입장에서 다수의 주목할 만한 연구를 수행했다.12) 그런 

점에서 본고가 해명하고자 하는 문제의 전체 지형도와 세부적인 과제의 윤곽을 

그리기 위해 마크릴의 연구를 검토하는 것은 필수불가결하다. 하지만 그의 연구

는 기본적으로 딜타이 철학의 체계와 발전사를 조명하는 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신칸트학파와 후설에 대한 논의가 부수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이

러한 점이 마크릴이 수행한 연구의 탁월한 가치를 훼손하는 것은 아니지만, 딜

타이의 삶의 철학과 후설 현상학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데에서 적지 않은 아

쉬움을 남긴다.

잘버트(J. Jalbert)의 연구는 정신과학 방법론이라는 주제에 관해 딜타이, 신칸

트학파, 후설이 취한 입장을 개괄적으로 파악하는 데에서 큰 도움이 된다.13)

「딜타이와 빈델반트-리케르트 신칸트학파 사이에 있는 후설의 입장」이라는 논

문의 제목이 그대로 보여주듯, 잘버트는 후설의 현상학을 딜타이와 신칸트학파 

‘사이에’ 자리매김하였다. 여기서 “사이에(between)”라는 표현으로 그가 의도한 

것은, 삶을 강조하는 딜타이의 입장과 개념적 사유를 강조하는 신칸트학파의 입

장의 ‘절충적 종합’임을 암시한다. 그러나 잘버트가 절충적 종합의 결정적 근거

로 내세우는 것은 후설 현상학의 방법들 중 하나인 ‘본질직관’인데, 문제는 단

11) H. Holzhey, “Neo-Kantianism and Phenomenology: The Problem of Intuition”, 
Neo-Kantianism in Contemporary Philosophy, ed. by Makkreel, R. A. and Luft, S., Indiana 
University Press, 2010. pp.25-40.

12) R. A. Makkreel, Dilthey: Philosopher of the Human Studies,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5; “Husserl, Dilthey and the Relation of the Life-World to History”, Research in 
Phenomenology, Vol. XII, pp.39-58.; “Wilhelm Dilthey and the Neo-Kantians: The 
Distinction of the Geisteswissenschaften and the Kulturwissenschaften”,  Journal of the 
History of Philosophy 7:4, 1969, pp.423-440.

13) J. E. Jalbert, “Husserl’s Position Between Dilthey and the Windelband-Rickert School of 
Neo-Kantianism”, Journal of the History of Philosophy, 26/2(1988), pp.279-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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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히 본질직관만으로는 정신과학 방법론의 전모를 재구성할 수 없다는 데에 있

다. 게다가 절충이라면 어떤 의미에서 절충인지가 분명해져야 하는데, 이는 좀 

더 상세하고도 체계적인 해명을 요구한다. 

잘버트가 후설의 현상학을 딜타이와 신칸트학파의 ‘절충적 종합’으로 평가하

는 것에 대해, 코놉카(A. Konopka)는 그러한 이해가 후설 현상학이 갖는 근본적

인 새로움과 철저함의 성격을 드러내지 못한다고 비판한다.14) 코놉카는 ‘범주적 

직관’과 ‘본질직관’이 후설로 하여금 ‘영역적 존재론’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해주

었다고 인정하면서도, 후설의 현상학이 두 입장을 종합하는 데에서 더욱 결정적

인 역할을 하는 것은 ‘생활세계’ 개념이라고 주장한다. 코놉카는 딜타이의 삶의 

철학과 후설의 현상학을 이어주는 공통적인 지반에 ‘생활세계’가 있음을 강조하

면서 생활세계의 현상학을 중심으로 정신과학의 기초를 마련하고자 한다. 하지

만 코놉카는 후설 현상학의 체계 전체를 염두에 두고 생활세계의 현상학에서 

출발하여 초월론적 현상학으로 심화되는 길을 추적하고 있지는 않다.  

하마우쯔 신지(浜渦辰二, S. Hamauzu)는 후설의 1927년 강의인『자연과 정신』
의 전체 구조를 개관하면서, 1910년대 중․후반『이념들2』에서 자연과 정신에 

대한 후설의 입장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추적한다.15) 자연과 정신의 구분에서 

‘생활세계’가 갖는 중요한 의의를 지적하는 점에서, 하마우쯔는 마크릴이나 코

놉카와 기본적으로 공통된 견해를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정신과학 방법론의 정

초를 위해서는 비단 생활세계 뿐만 아니라 후설 현상학의 다양한 차원, 즉 현상

학적 심리학, 초월론적 현상학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만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하마우쯔의 통찰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후설 현상

학의 학문 체계에 대한 포괄적인 해명을 시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사까끼바라 테츠야(榊原哲也, T. Sakakibara)의 한 논문은 후설의 현상학에서 

자연과 정신의 구분이 두 가지 차원에서 수행될 수 있음을 논하고 있지만, 정신

과학의 정초와 관련하여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은 아니다.16) 오히려 사까끼

바라는 다른 논문에서 딜타이에 대한 후설의 독해가 후설 현상학의 발전에 지

14) A. Konopka, “The Role of Umwelt in Husserl’s Aufbau and Abbau of the Natur/Geist 
Distinction”, Human Studies, 32, Springer, 2009, pp.313-333.

15) S. Hamauzu, “From Ideas 2 to Nature and Spirit”, Essays in Celebration of the Founding 
of the Organization of Phenomenological Organizations, ed. by Cheung, Chan-Fai, Ivan 
Chvatik, Ion Copoeru, Lester Embree, Julia Iribarne & Has Rainer Sepp. Web-Published 
at www.o-p-o.net, 2003.

16) T. Sakakibara, “The Relationship between nature and spirit in Husserl’s phenomenology 
revisited”, Continental Philosophy Review 31(1998), pp.255-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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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영향을 주었다는 점을 논하면서17), 후설의 생활세계의 현상학이 신칸트학

파의 학문분류를 비판하는 데에서 딜타이의 ‘유형론’이 결정적인 근거가 됨을 

설득력 있게 보여주었다.18) 하지만 사까끼바라의 연구 역시 후설 현상학의 체계 

전체를 염두에 두고서 정신과학의 문제를 조명한 것이 아니라는 한계를 지닌다.

본고의 주제와 관련하여 가장 주목할 만한 최근의 연구는 스타이티(A. Staitti)

에 의해 수행되었다. 스타이티의 연구는 신칸트학파와 딜타이의 논쟁을 분석하

고 신칸트학파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후설의 현상학을 고찰하였다.19) 또한 이

에 대한 후속 연구에서 스타이티는 신칸트학파와 딜타이의 논쟁을 통해 제기되

는 문제들을 극복해 가면서 후설의 현상학이 전개되고 발전되는 모습을 설득력 

있게 보여주었다.20)

특히 스타이티는 신칸트학파에게서 학문구획의 기준이 되는 ‘이론적 관심’이 

후설 현상학의 ‘현상학적 태도변경’과 구조적으로 유사함을 적절하게 지적하고 

있으며, 또한 딜타이의 삶의 철학이 후설의 현상학적 심리학이나 생활세계의 현

상학과 공유하는 내용적 유사성을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스타이

티의 연구는 본고가 해명하고자 하는 주제를 조망하기 위한 거시적인 틀과 이 

목표를 수행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검토해야만 하는 여러 문헌학적 전거를 제공

해준다.

그러나 스타이티는 특정한 개념이나 주제를 중심으로 신칸트학파와 딜타이 

그리고 후설의 현상학을 ‘외적으로’ 비교하는 데에 몰두한 나머지, 후설 현상학

의 ‘내적’ 체계를 염두에 두고서 연구를 수행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후설 현상

학의 방법적 절차와 단계를 차근차근 되물어가면서 정신과학을 정초하기 위해

서는, 스타이티의 연구 전체를 새로운 틀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4장 논문의 구성

본고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논의를 전개할 것이다.

17) T. Sakakibara, “Husserl und Dilthey: Zu Diltheys Einflüssen auf den Göttinger Husserl”, 
Interdisciplinary Phenomenology(2005) vol. 2, Kyoto University, pp.163-180.

18) 榊原哲也,「ディルタイ、ヴィンデルバント、リッカート―フッサールによる批判的考
察と、歴史の現象学の起源―」, 千田義光, 久保陽一, 高山守編,『講座　近・現代ドイツ
哲学 Ⅱ』, 理想社, 2006, pp.111-148.

19) S. A. Staiti, Geistigkeit, Leben und geschichtliche Welt in der Transzendentalphänomenologie 
Husserls, Würzburg: Ergon, 2010.

20) S. A. Staiti, Husserl’s Transcendental Phenomenology: Nature, Spirit, and Lif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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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는 신칸트학파에 의해 시도된 정신과학의 정초를 고찰할 것이다. 비록 큰 

틀에서 신칸트학파라는 이름으로 묶이고 있으나, 빈델반트와 리케르트의 입장은 

따로 살펴보아야만 한다. 왜냐하면 구획과 방법이라는 문제에서 양자 사이에는 

간과할 수 없는 결정적인 입장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1장에서는 빈델

반트의 ‘역사학’이, 2장에서는 리케르트의 ‘문화과학’이 다루어진다. 신칸트학파

는 자연과학과 정신과학의 구획 기준으로서 ‘이론적 관심의 전환’을 제시하는

데, 특히 리케르트는 단지 학문분류의 문제를 넘어서서 정신과학의 인식적 정당

화의 기초로서 ‘개념형성’을 강조한다.

3부는 딜타이에 의해 시도된 정신과학의 정초를 고찰할 것이다. 개념형성과 

사유의 선험적 형식을 강조하는 신칸트주의와 근본적으로 대립하여, 딜타이는 

심리적 체험과 삶의 관점을 취한다. 우리는 딜타이의 삶의 철학을 주요 저술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세 단계로 구분하여 살펴볼 것이다. 1장에서는 딜타이의 

철학 전체를 떠받치고 있는 기초인 ‘삶의 관점’이 무엇인지 해명된다. 2장에서

는 ‘체험’ 분석의 토대 위에서 정신과학을 수립하고자 하는 ‘기술-분석심리학’

을, 3장에서는 객관정신의 토대 위에서 정신과학을 수립하고자 하는 ‘해석학’을 

고찰한다.

4부는 후설의 ‘생활세계의 현상학’을 살펴볼 것이다. 1장에서는 후설이 자연

과학과 정신과학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제시하는 ‘현상학적 태도변경’이 제시되

고, 이에 기초하여 신칸트학파의 이론적 시야에 드러나지 않는 생활세계로 진입

한다. 2장에서는 생활세계의 경험에 기초하여 수행되는 ‘현상학적 학문구획’이 

다루어지는데, 여기서 ‘형식적’ 관점과 ‘내용적’ 관점의 두 기준에 의해 수행되

는 후설의 학문구획이 신칸트학파와 딜타이가 수행한 학문구획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이 확인된다. 3장에서는 생활세계에서 구조적 통일을 이루고 있는 

자연과 정신이 어떠한 절차에 의해 각각 자연과학과 정신과학의 대상영역으로 

분화되는지를 해명할 것이다.

5부는 후설의 ‘현상학적 심리학’을 살펴볼 것이다. 1장에서는 자연주의 심리

학에 대한 후설의 비판을 통해 현상학적 심리학이 갖는 의의가 규명된다. 2장에

서는 현상학적 심리학의 분석을 통해 드러나는 다양한 지향적 체험의 구조가 

제시되고, 이것이 ‘정신과학의 방법’으로 전환될 수 있는 원리적 가능성을 보일 

것이다. 3장에서는 딜타이의 기술-분석심리학이 지닌 의의와 함께 아직 청산되

지 않은 자연주의적 또는 형이상학적 잔재를 한계로 지적하면서, 후설의 현상학

적 심리학이 지닌 근본적 의의를 고찰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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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부는 후설의 ‘초월론적 현상학’을 고찰할 것이다. 1장은 본고의 목표와 관련

하여 ‘정초’라는 개념이 해명되고 후설 초월론적 현상학의 두 가지 이념이 제시

된다. 2장에서는 ‘정적 현상학(statische Phänomenologie)’의 관점에서, 3장에서는 

‘발생적 현상학(genetische Phänomenologie)’의 관점에서 초월론적 주관에 의한 세

계 구성이 해명되고, 이를 통해 후설의 초월론적 현상학이 어떠한 점에서 정신

과학의 궁극적인 토대가 되는지 의의를 드러낼 것이다. 4장에서는 정신과학의 

초월론적 현상학적 정초의 범례로서, 정적 현상학과 발생적 현상학의 관점에서 

‘경험적 역사학에 대한 현상학적 정초’가 시도된다. 5장에서는 초월론적 철학의 

근본적인 개혁이라는 관점에서, 신칸트주의 및 딜타이의 삶의 철학에 대해 후설

의 초월론적 현상학이 지닌 의의를 다시 한 번 살펴볼 것이다.

7부는 1장에서 본고가 수행한 연구의 논의를 요약하고, 2장에서는 본고의 연

구가 지닌 성과와 의의를 언급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3장에서는 본고의 한계와 

더불어 후속 연구의 과제를 시사하며 논의를 마무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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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 신칸트학파와 정신과학의 정초

1장 빈델반트와 역사학의 정초

자연과학과 정신과학을 구획하는 문제에 대한 빈델반트의 입장은 그가 1894

년 스트라스부르 대학 총장에 취임하면서 발표한「역사학과 자연과학(Geschichte 

und Naturwissenschaft)」이라는 논문에서 분명하게 제시된다. 그런데「역사학과 

자연과학」에서 표명되는 빈델반트의 입장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연

과학과 정신과학의 구분에 앞서 먼저 그가 학문들의 체계를 어떻게 그리고 있

으며, 그 안에서 철학이라는 학문이 차지하는 위상과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은 신칸트학파의 철학이 견지하고 있는 근본성격

을 이해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1절 경험적 학문과 선험적 학문  
헤겔 형이상학 체계의 붕괴 후 19세기 독일에서는 화학, 생물학과 같은 자연

과학뿐만 아니라 언어학, 역사학, 사회학 등 정신과학에 속하는 다양한 경험과

학이 태동하여 발전하고 있었다. 다발적으로 만개하는 경험과학의 위세에 눌려 

입지가 축소된 철학은 학문체계 내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고민하고 진로를 새로

이 모색해야만 했다.21) 신칸트학파는 반(反)형이상학의 시대적 조류에 동참하면

서, 철학이 자신의 정체성과 고유한 기능을 경험과학과의 적극적인 협력관계 속

에서 찾아야만 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니까 신칸트학파에 따르면, 철학은 경험

과학과 유리되어서는 안 되며, 오히려 경험과학에서 출발해야만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칸트학파에게 철학 자체는 결코 경험과학일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인식이 경험과 더불어 생겨난다고 해서 전적으로 경험에서 비롯되는 

것은 아니라고 했던 칸트의 말처럼22), 경험과학이 추구하는 인식이 경험과 ‘더

21) “헤겔 사후 철학과 학문이 처한 내적 위기가 가장 특징적으로 드러나는 곳은 자연과

학과 문화과학 사이의 관계다.” E. 카시러,『문화과학의 논리』, 박완규 옮김, 길, 
2007. p.137. “자연과학과 정신과학의 이러한 분리는 이제 의심의 여지가 없는 확실한 

것으로 보인다. 19세기 철학의 발전은 자연과학과 정신과학 사이의 벌어진 틈을 제거

하기는커녕 오히려 틈을 더 크게 벌렸다. 왜냐하면 철학 자체가 자연주의와 역사주의

라는 적대적인 두 진영으로 점점 더 갈라져 나갔기 때문이다.” 같은 책, p.139.
22) “우리의 모든 인식이 경험과 함께 시작된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인식 

모두가 바로 경험으로부터 생겨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경험 인식조차도 

우리가〔감각〕인상들을 통해 수용한 것과 (순전히 감각 인상들의 야기로) 우리 자신

의 인식 능력이 자기 자신으로부터 산출해 낸 것의 합성이겠으니 말이다.” 칸트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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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어 생겨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그 인식이 전적으로 경험에서 ‘비롯

된다’고 말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신칸트학파에게 철학은 경험에 앞서면서 경

험의 가능근거를 탐구하는 ‘선험적(a priori)’ 학문이어야만 했다. 이렇게 큰 틀에

서 칸트의 노선을 계승한 신칸트학파는 경험과학이 범람하는 시대에 위축된 철

학의 입지를 확고히 다지면서 철학이 나아갈 새로운 길을 열어주었다.23) 그리고 

이러한 작업은 경험적 학문에 대한 인식비판, 즉 경험과학이 추구하여 획득한 

인식의 성립가능성과 타당성의 선험적 조건을 비판적으로 탐구하는 형태로 전

개되었다.

경험과학은 자신이 수행하는 탐구의 본질을 감각기관을 통해 주어지는 경험

적 사실을 수집하고 관찰하여 입증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빈델반트가 

보기에 이것은 인식의 원천을 오직 경험에만 귀속시키는 경험주의의 편견에 불

과하다. 인식은 감각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 주어진 경험적 자료를 가공하여 

처리할 수 있는 이성적 사유를 필요로 한다. 1883년에 발표한 논문「비판적 방

법과 발생적 방법(Kritische oder genetische Methode)」에서 빈델반트에 따르면, 

“모든 학문적 사유는 논리적 결합의 형식을 통해 감각을 일반명제 아래로 정돈

시키는 것이다.” 감각경험을 통해 주어지는 개별적 사실만으로는 인식이 성립할 

수 없으며, 개념적 사유를 통해 “일반적인 것”으로 포섭될 때에만 인식이 성립

한다.24) 따라서 경험과학이 수행하는 탐구는 비록 그 자료가 경험을 통해 주어

지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이성의 조작이며, 경험과학이 귀납적으로 

획득한 인식의 궁극적 원천은 사유에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이성적 조작으로서의 사유는 실제로 경험과학을 수행하는 연

구자에게는 철저하게 은폐되어 있다. 다시 말해 경험과학에 종사하는 연구자의 

관심과 시선은 철저하게 경험적 사실의 차원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자신이 수

행하는 탐구의 본질이 무엇이며 또 자신이 획득한 인식이 어떻게 타당성을 확

보하게 되는지에 대한 근원적인 자기반성을 결여하고 있다. 이렇게 경험과학의 

시선에는 포착되지 않고 철저하게 베일에 가려진 이성의 기능은 오직 철학적 

비판을 통해서만 해명이 가능하다.25) 빈델반트는 학문체계 내에서 경험과학과 

수이성비판1』, 백종현 옮김, 아카넷, 2006, p.215. 
23) S. A. Staiti, Husserl’s Transcendental Phenomenology: Nature, Spirit, and Lif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4, p.19.
24) W. Windelband, “Critical or Genetic Method?” trans. of “Kritische oder genetische 

Methode?” by Duncan, A., Neo-Kantian Reader, ed. by Luft, S., Routledge, 2015, 
pp.272-273. (이하 KG로 약칭)

25) S. A. Staiti(2014), p.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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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질적으로 구분되는 철학의 자율성을 옹호하면서 경험적 학문과 선험적 학문

을 다음과 같이 학문을 구분한다.26)

경험적 학문은 ‘사실의 문제’를 다루며 ‘관찰에 의한 사실의 검증’을 통해 인

식을 추구한다. 경험적 학문에는 물리학, 생물학, 심리학, 역사학 등이 속하는데 

빈델반트에 따르면 이러한 학문들은 모두 ‘발생적 방법’을 사용한다. 경험적 학

문이 추구하는 관찰에 의한 사실의 검증은 어떤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또 다른 

사실에 대한 관찰에 의거하며, 인식은 두 경험적 사실로부터 생겨난다. 반면 선

험적 학문은 경험에 앞서는 것으로서의 ‘권리의 문제’를 다룬다. 선험적 학문에 

속하는 수학과 철학은 특정한 사실에 국한되지 않는 언제 어디서나 보편타당한 

진리를 추구한다. 이러한 선험적 인식은 경험적 관찰에서 생겨나는 발생적 방법

이 아니라 ‘비판적 방법’을 통해 획득될 수 있다. 발생적 방법에 의지하는 경험

과학이 자신이 획득한 인식의 근거를 또 다른 경험적 사실에 호소하는 반면, 철

학은 비판적 방법에 의해 일반적으로 보편타당한 선험적 공리를 규명함으로써 

인식에 궁극적인 확실성을 부여한다. 

선험적 학문과 경험적 학문이라는 빈델반트의 구별은 기본적으로 칸트의 노

선을 따르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빈델반트가 그리고 있는 학문체계가 칸트와는 

다른 독창적인 면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눈여겨보아야만 한다.「자연과학의 형

이상학적 정초」에서 칸트는 “자연에 관한 모든 과학은 수학에 토대를 두고 있

는 한에서만 정당하게 과학일 수 있다”고 말한다.27) 그렇게 함으로써 칸트는 발

생적 방법을 사용하는 생물학과 심리학을 정당한 의미에서의 ‘과학’에서 배제하

였다. 나아가 칸트는 역사학에도 ‘과학’으로서의 지위를 부여하지 않았다.『판단

력 비판』에서 칸트에게 역사는, 법칙을 따르는 ‘규정적 인식’의 대상이 아니라 

반성적 판단력을 통해 합목적적인 ‘규제적 이념’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종류의 

것이기 때문이다. 단적으로 말해서, 칸트에게 참된 인식, 즉 진리를 추구한다는 

의미에서 정당하게 ‘학문’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오직 철학, 수학, 그리고 물

리학뿐이었다.

그러나 19세기 경험과학의 발전은 칸트의 이러한 학문체계에 근본적인 도전

을 가했다. 먼저 심리학은 자연과학의 방법에 따라 심리적 현상을 탐구하는 과

학으로서의 입지를 다져가고 있었다. 뉴턴의 물리학이 물리적 현상을 설명하는 

26) L. Patton, “Methodology of the Sciences”, Oxford Handbook of German Philosophy in 
the Nineteenth Century, ed. by Forster, M. and Gjesdal, K., Oxford University Press, 2015. 
pp.602-603.

27) L. Patton(2015), pp.596-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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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과 마찬가지로, 심리적 현상도 양적인 법칙에 따라 설명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헤르바르트나 페히너 등이 견지한 입장이었다. 이들에 따르면 물리학과 마

찬가지로 심리학 역시 관찰과 실험에 의한 귀납이라는 방법적 논리에 의해 탐

구하는 것이 가능한 자연과학이다. 그리고 이러한 견해는 정신과학의 논리가 자

연과학과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밀의 논리학으로 정당화되어, 사회학이 진

정한 과학으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자연과학적 모델을 따라야만 한다는 콩트의 

실증주의로 확장되기에 이르렀다.

빈델반트는 당대에 발전하고 있는 여러 경험적 학문의 고유한 권리를 인정하

고 다양한 경험과학을 학문의 체계에 편입시켰다. 생물학은 물론이고 심리학과 

역사학도 참된 인식, 즉 진리를 추구한다는 정당한 의미에서의 학문이 된 것이

다. 이점은 칸트와 차별화되는 빈델반트 학문체계의 독창적인 면이다. 그런데 

뒤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빈델반트에게 심리학은 자연과학에 속한다. 심

리학을 자연과학으로 간주했다는 점에서 빈델반트는 실증주의와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빈델반트는 정신과학이 자연과학과 근본적

으로 다르지 않다고 하는 실증주의에는 철저하게 반대하였다. 즉 정신과학은 자

연과학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종류의 인식을 추구하는 학문이라는 것이다. 그렇

다면 정신과학이 추구하는 인식의 본질과 타당성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만 하는가? 빈델반트는 이 지점에서 다시 칸트의 노선으로 복귀하여 비판

철학의 입장에 선다.

요컨대 빈델반트의 입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자연과학은 17세기에 확립

된 수학적 방법에 의해 이미 독자적인 발전의 노선을 걷고 있고, 이에 대해서는 

이미 18세기에 칸트의 비판에 의해 철학적 정당화가 이루어졌다. 그런데 19세기 

들어 독자적인 학문으로서의 걸음마를 떼기 시작한 정신과학에 대해서는 인식

비판에 의한 철학적 정초가 수행되지 않았으며, 이러한 상황이 정신과학을 자연

과학으로 간주하는 실증주의의 발호를 조장하고 있다. 그러나 실증주의는 자연

주의 및 방법론적 전체주의에 기초한 잘못된 철학이며, 따라서 정신과학에 대한 

철학적 정당화는 철저하게 칸트를 계승한 비판적 방법에 따라 새롭게 추구되어

야만 한다. 빈델반트의 문제의식은「역사학과 자연과학」에서 역사학과 자연과

학이 본질적으로 어떻게 다른지를 해명하는 학문구획의 문제로 구체화된다.

2절 발생적 방법과 비판적 방법

그런데 빈델반트의 입장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문제의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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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녔던 딜타이와 비교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딜타이 역시 실증주의에 맞서 자

연과학으로부터의 정신과학의 독자성을 철학적으로 확립하려고 하였다. 본고는 

3부에서 딜타이에 대해 상세하게 다룰 것이다. 여기서는 다만, 자연과학과 정신

과학을 구획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논쟁의 지형도에서 빈델반트의 입

장을 좀 더 분명하게 제시하기 위해 딜타이를 간략하게 언급한다.

공교롭게도 또는 의도적으로, 딜타이의 주요저술과 같은 해에 발표된 빈델반

트의 논문들은 양자가 취한 입장의 차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딜타이의『정신

과학 입문』이 간행된 1883년에「발생적 방법과 비판적 방법」이라는 논문을 

발표하면서, 그리고 딜타이의「기술-분석심리학」이 간행된 1894년에「역사학과 

자연과학」이라는 논문을 발표하면서, 빈델반트는 정신과학을 심리학 위에 정초

하려는 딜타이의 기획을 비판한다.28) 빈델반트는 자연과학과 다른 정신과학의 

고유한 방법론을 수립하려는 딜타이의 문제의식에는 공감한다. 하지만 딜타이의 

기획은 올바로 수행될 수가 없는데, 왜냐하면 이성이 무엇인지에 대한 탐구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심리학의 토대 위에 정신과학을 세우겠다는 딜타이의 

기획은 선험적 ‘타당성’이 아니라 경험적 ‘사실성’에 기초한 발생적 방법일 뿐이

다. 즉 경험적 심리학에 의지해서는 학문적 인식의 선험적 조건과 타당성을 규

명할 수 없다. 이성 자체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 우리는 비판적 방법을 통해 선

험적 규범을 탐구해야만 한다. 사실적 경험은 판단의 기준을 제공하지도 않고 

제공할 수도 없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에서 이성은 오직 경험의 선험적이고 형

식적인 원리를 탐구하는 비판적 방법을 통해서만 해명될 수 있는 것이다.29)

그렇다면 빈델반트가 비판하는 딜타이의 심리학은 어떤 것인가? 로크는 물체

와 영혼이라는 데카르트의 이원론을 주관성의 차원으로 옮겨, 외적지각인 ‘감

각’과 내적지각인 ‘반성’의 대립으로 정식화하였다. ‘감각’은 물체로 이루어진 

외부세계인 자연에 대한 인식을, ‘반성’은 내부세계인 정신에 대한 인식을 가능

하게 하는 마음의 능력이다. 그런데 빈델반트에 따르면, 딜타이는 ‘자연’과 ‘정

신’이라는 데카르트의 존재론적 구분에 기초하여 로크가 정식화한 ‘외적지각’과 

‘내적지각’의 방법론적 구분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한 다음, 외적지각을 자연과학

의 방법으로 내적지각을 정신과학을 위한 방법으로 간주하였다. 즉 딜타이는 내

적지각에 의지하여 영혼을 탐구하는 학문인 심리학을 정신과학의 토대학문으로 

간주하였던 것이다.30)

28) M. Ermarth, Wilhelm Dilthey: The Critique of Historical Reas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8,  p.186.

29) M. Ermarth(1978), p.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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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구분은 보편적인 객관적-실재적 존재영역에서, [한편에는] 물질적인 것, [다

른 한편에는] 정신적 또는 영혼적인 실재가 있다고 하는, 데카르트에 의해 정초되고 지

배적인 것이 되어버린 이원론으로 소급된다. 이에 따라 사람들은 실재적인 것의 영역을 

기준으로 학문을 구획한다.”(Hua XXXII, 80)  

이에 대해 빈델반트는 다음과 같이 비판한다.31) 정신과학이 추구하는 역사적

인 지식이 반드시 내적지각을 통해서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GN, 174) 우리는 

다음의 사례를 통해 역사적인 지식이 과연 내적지각을 통해 획득되는 것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우선 ‘고고학’의 경우를 살펴보자. 고고학은 유적과 유물을 

탐구함으로써 과거 인류의 사회와 문화를 재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런 

점에서 분명 고고학이 추구하는 지식은 역사적인 성격을 지닌다. 하지만 유적과 

유물의 발굴과 복원은 ‘내적지각’이 아니라 ‘외적지각’을 요구한다. 심지어 오늘

날에는 유물의 연대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동위원소측정법이라는 전적으로 

자연과학적인 방법이 사용되기도 한다. 또 다른 사례로 ‘자연사’라는 학문의 경

우를 생각해보자. 자연사는 인류가 아니라 동식물을 포함하여 지질과 기후 등 

자연계의 변화와 발전을 탐구하는 학문이다. 그런데 자연사는 분명 역사적인 지

식이긴 하지만, 그것은 내적지각이 아니라 자연에 대한 ‘외적지각’을 통해 성립

된다. 즉 자연사는 내용은 역사적이지만 자연과학에 속하는 학문인 것이다.

빈델반트는 이러한 사정이 심리학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보았다. ‘주제’라

는 관점에서 심리학이 탐구하는 ‘대상’인 인간의 마음은 언뜻 보기에 정신과학

의 영역에 속한다고 말할 수도 있다. 하지만 ‘탐구’라는 관점에서 심리학의 ‘방

법’은 오히려 자연과학에 가깝다.(GN, 174) 앞서 살펴본 바 있듯이 19세기는 분

트, 페히너, 헬름홀츠 등에 의해 실험심리학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인간의 

마음을 설명할 수 있는 일반법칙의 확립을 목표로 삼아 심리학이 자연과학으로

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던 시기였다. 그러므로 빈델반트가 보기에 심리학은 정신

과학이 아니라 자연과학에 속하는 것이었다. 탐구의 방법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심리학과 화학의 거리는, 물리학과 생물학의 거리보다 멀지 않다.”(Hua XXXII, 

80) 

30) W. Windelband, “History and Natural Science” trans. of “Geschichte und 
Naturwissenschaft” by G. Oakes, History and Theory 19, 1980, p.173. (이하 GN으로 약

칭)
31) G. Oakes, Weber and Rickert: Concept Formationin the Cultural Sciences, The MIT 

Press, 1988, p.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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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심리학은 통상적인 ‘정신과학들’과 더불어 한 지붕 아래 놓일 수가 없는데 (…) 

[왜냐하면] 그것의 전체적인 방법적 태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자연과학의 방법

이며, [그러므로] 소위 정신과학의 방법적 태도와는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Hua XXXII, 

80)  

요컨대 빈델반트가 제기하는 비판의 핵심은 심리학을 정신과학의 토대학문으

로 삼으려는 딜타이의 기획이 의심스럽다는 데에 있다. 일단 심리학 자체가 자

연과학인 마당에, 자연과학인 심리학 위에 정신과학을 정초하겠다는 생각부터 

첫 단추를 잘못 끼우는 우를 범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 정신과학은 

자연과학과 방법론에서 다를 바가 전혀 없어지기 때문이다. 이것은 딜타이가 비

판하는 실증주의로 되돌아가는 것일 뿐이다. 비록 심리학을 자연과학으로 간주

하기는 했으나, 빈델반트는 자연과학의 방법을 정신과학에까지 적용하려는, 그

러니까 방법론적 전체주의를 지향하는 실증주의에는 철저하게 비판적이었다.

추후에 상세히 살펴보겠지만 딜타이가 추구한 심리학은 실험을 통한 ‘설명적 

심리학’이 아니라 내적지각에 의한 ‘기술-분석심리학’이다. 그런 점을 고려하면, 

심리학이 자연과학이라는 전제 위에서 제기되는 빈델반트의 비판은 부당하다고 

평가할 수도 있다. 그러나 설령 딜타이의 심리학이 설명적 심리학이 아닌 다른 

성격의 심리학이라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빈델반트의 입장에서는 딜타이의 기획

이 심리주의에 빠져있다고 비판할 수 있다.32) 즉 딜타이는 ‘사실적’ 차원에서 

‘발생적-경험적 방법’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정신과학뿐만 아니라 자연과학에 

대해서도 학문적 인식의 충분한 근거와 규범적 타당성을 마련해주지 못한다는 

것이다. 경험과학에 대한 정당한 인식비판은 ‘타당성’과 ‘규범성’을 다루는 ‘비

판적 방법’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심리학이 획득한 인식은 단지 경험적인 

‘사실’에 대한 것일 뿐이므로, 인식의 ‘권리’에 관한 문제는 비판적 방법을 통해 

인식의 선험적 형식을 탐구하는 철학에서 구해져야만 한다는 것이다.33)

인식의 성립을 위한 조건을 경험적 ‘사실’이 아니라 선험적 ‘타당성’에서 구한

다는 점에서, 빈델반트는 칸트 비판철학의 노선을 계승하고 있다.34) 빈델반트에 

32) 신칸트학파는 브렌타노의 심리학 역시 ‘심리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비판한다. 
A. C. Zijderveld, Rickert’s Relevance: The Ontological Nature and Epistemological 
Functions of Values, Brill: Leiden, Boston, 2006, p.95.

33) M. Ermarth(1978), pp.187-188.
34) 다음의 연구는 신칸트학파가 의식적으로 칸트를 표방하는 것과 달리, 그들의 철학적 

입장이 실제로는 칸트가 아닌 피히테(J. G. Fichte)의 영향을 받았다고 분석한다.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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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르면, 심리학에 의지하여 정신과학을 정초하려는 딜타이의 기획은 ‘사실적 세

계’와 ‘타당성의 세계’를 구분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오류에 불과하다. 그러

므로 자연과학과 정신과학을 구획하는 문제 및 각각의 학문에 적합한 방법론을 

마련하는 작업은 초월론적 인식비판에 의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35)

3절 법칙의 정립과 개성의 기술

이제 본격적으로「역사학과 자연과학」에서 제시되는 빈델반트의 학문구획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대학에서 연구하는 학문들을 통상적인 기준에 따라 분류

하면 크게 두 그룹으로 나뉜다. 자연을 탐구하는 학문은 자연과학이고, 정신을 

탐구하는 학문은 정신과학이다. 이러한 구분은 학문이 탐구하는 ‘대상’ 또는 ‘존

재’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데카르트가 영혼과 물체를 구분한 이래 유지되어 온 

‘존재론적’ 이분법은, 학문을 통상적으로 물리학과 같이 자연을 다루는 자연과

학과 심리학과 같이 인간의 마음을 다루는 정신과학의 두 부류로 나누는 기준

이 되어왔다.(GN, 173)    

그러나 인식비판의 관점에서 빈델반트는, 동일한 대상이 때로는 자연과학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역사학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앞서 고고학과 자연사의 예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학문적 탐구에서 중요한 것

은 학문이 다루는 ‘대상이 무엇이냐’라기보다는 그 대상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다. 인간의 마음을 탐구하는 심리학이 실험과 관찰에 의해 인과적 설명력을 지

닌 일반법칙을 탐구하는 자연과학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이를 잘 보여준다. 그렇

기 때문에 학문의 분류는 대상을 기준으로 한 존재론적 근거가 아니라, ‘인식론

적’ 또는 ‘방법론적’ 근거에 따라 수행되어야만 한다.

그렇다면 정신과학과 자연과학을 구획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빈델반트는, 이

제까지 자연과 정신이라는 존재론적 기준에 따라 분류해 왔던 자연과학과 정신

과학을, 탐구방법을 기준으로 “법칙-정립적 학문(nomothetische Wissenschaften)”과 

“개성-기술적(idiographische Wissenschaften) 학문”으로 구분한다.(GN, 175)

“자연과학은 일반적인 것, 법칙적인 것에 관계한다. [그러므로] 자연과학은 법칙-정립

적 학문으로 정의된다. 역학의 영역에서 그것은 역학적 법칙이요, 생물학의 영역에서 그

것은 생물학적 법칙이며, 심리적인 영역에서 그것은 심리학적 법칙이다. 반면, 역사과학

Ermarth(1978), p.194.; C. R. Bambach,  Heidegger, Dilthey, and the Crisis of Historicism, 
Cornell University Press, 1995, p.89.; G. Oakes(1988), pp.49-53.

35) C. R. Bambach(1995), pp.76-77.; M. Ermarth(1978), pp.189-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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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그 이름이 이미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일어난 것(Geschehen), [즉] 일회적이고 시간

적으로 다소간 연장된 것으로서 일어난 [사건]에 관계한다. (…) 여기에는 인간적 삶의 형

성물이 그것이 지닌 일회적인 사실로서 재현하고, 이해하고, 기술하고자 하는 인식의 목

표가 있다. 그러므로 법칙-정립적 학문과 개성-기술적 학문은, 전자는 일반적 법칙을 향

해 있는 반면, 후자는 역사적 사실을 향해 있다는 점에서 대조된다.”(Hua XXXII, 81) 

밤바흐는「역사학과 자연과학」에서 빈델반트가 주장하는 내용을 다음의 표

로 정리하여 제시하는데, 법칙-정립적인 학문과 개성-기술적인 학문은 각각 다

음과 같은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GN, 175)36)

빈델반트의 구획에 따라 우리는, 자연과학은 추상적 사유를 통해 보편적으로 

타당한 형식적 법칙을 정립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양(量)’에 관한 학문이며, 역

36) C. R. Bambach(1995), p.75. 이것은 칸트가『판단력 비판』에서 제시하는 두 가지 관

심, 즉 ‘일반화하는’ 관심과 ‘특수화하는’ 관심에 상응하는데, 이것은 소크라테스 이래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해서도 이미 단서를 찾을 수 있는 고전적인 문제다. M.
Ermarth(1978), p.188. 빈델반트는「역사학과 자연과학」에서 소크라테스에게서 일반적

인 것과 개별적인 것의 관계가 문제가 된다고 지적하면서, 플라톤은 일반적인 것에 

대한 탐구로 나아간 반면, 소크라테스는 개별적인 것에 대한 관심을 도외시하지 않았

음을 지적한다.(GN, 175)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가 객관적으로 참된 지식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다시 말해 역사학이 ‘학문’으로 성립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공히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J. E. Jalbert, “Husserl’s Position 
Between Dilthey and the Windelband-Rickert School of Neo-Kantianism”, Journal of the 
History of Philosophy, 26/2(1988), p.279. 각주2) 참고. 칸트 또한 자연과학적 지식만을 

염두에 둘 뿐 역사를 지식으로 인정하지 않는데, 그런 점에서 빈델반트는 칸트의 입

장에서 벗어난다. G. Oakes(1988), pp.43-45. 

법칙-정립적 학문 개성-기술적 학문

1 일반적이고 필증적인 판단 개별적이고 실연적인 판단

2 실재의 불변하는 형식 실재의 유일하고 독특한 내용

3 보편적 특수적

4
(플라톤적 의미의) 이데아,
(현대적 의미의) 자연법칙

(아리스토텔레스적 의미의) 발전, 
개별적 존재, 사물, 사건

5
인식론적 목표

: [인과적] 법칙

인식론적 목표

: 구조 [또는 형태]
6 [추상적] 사유 [구체적] 지각 [또는 직관]
7 법칙에 관한 학 과정과 사건에 관한 학

8 자연과학 역사학

9* [양]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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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은 구체적 지각을 통해 특수한 개별자의 개성적 내용을 기술하는 것을 목

표로 삼는 ‘질(質)’에 관한 학문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37)

“동일한 대상이나 대상영역도 [어떤 경우에는] 법칙-정립적 방법에 의해, [다른 경우에

는] 개성-기술적 방법에 의해 종속될 수 있으며, 그 각각에 따라 [그 대상은] 자연과학을 

위한 주제가 되거나 정신과학의 주제가 된다. 우리는 빈델반트가 제시한 의미에 따라 다

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즉] 모든 것은 자신의 자연(Natur)을 가지며, 모든 것은 자신의 

역사(Geschichte)를 가진다.”(Hua XXXII, 93)  

예를 들어, 금(金) 조각의 물체가 눈앞에 놓여있다고 가정해 보자. 화학자는 

이 금 조각을 원자번호 79번인 금(Au)의 한 개별적 사례로 간주한다. 화학자에

게는 ‘이 금’이 아니라 다른 ‘모든 금’에 대해서도 녹는점이 1064℃라고 하는 

‘불변하는 것’으로서의 ‘일반적 법칙’이 중요하다. 반면 역사학자에게는 이 물체

의 성분이 금이라는 사실 외에 이 금 조각의 형태와 거기에 새겨진 무늬가 다

른 금 조각과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출토된 지역이 어디인지 등이 중요한 의미

를 지닌다.

그래서 만약 그것이 로마 시대의 동전으로 특정 시기 특정 지역에서 어느 황

제가 영토 확장을 기념하기 위해 주조한 것이라는 사실이 밝혀진다면, 역사학자

에게 ‘이 금’ 조각은 다른 금과는 차별화되는 ‘일회적인 것’, 즉 ‘개별적인 사건’

의 자격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38) 빈델반트의 용어를 빌자면, 자연과학으로

서 화학이 지닌 본성은 ‘법칙-정립적’인 반면 역사적 학문의 본성은 ‘개성-기술

적’이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다음과 같은 점에 주의해야만 한다. 우선 언급해야 하

는 것은 빈델반트가 사용하는 ‘역사학’이 반드시 과거의 사실을 경험적으로 탐

37) 위 표의 9번 항목인 ‘양(量)’과 ‘질(質)’의 대립은 빈델반트가 직접 언급한 것도 아니

고, 밤바흐가 정리하여 제시한 것도 아니며, 전적으로 필자가 추가한 것이다. 필자가 

의지하고 있는 ‘양적연구’와 ‘질적연구’의 구분에 대해서는 이남인,『현상학과 질적연

구』, 한길사, 2014. 참고. 이남인에 의하면 양적연구의 연구풍토에 맞서 질적연구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에도 ‘질적연구’의 개념은 아직 확고히 정립되어 있지 않

다. 본고는 철학사에서 양적연구와 대립하는 질적연구 개념의 직접적 기원을 빈델반

트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빈델반트의 ‘법칙-정립적 학문’과 ‘개성-기술적 

학문’의 구분이 정확히 ‘양적연구’와 ‘질적연구’에 대한 이남인의 구분에 대응하는지

에 대해서는 더 엄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하지만 적어도 빈델반트의 학문구획이 양적

연구와 질적연구를 철학적으로 규정하는 데에서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만은 

분명하다. 
38) S. A. Staiti(2014), p.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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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는 분과학문으로서의 역사학만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여기서 

역사학은 자연과학과 대립되는 학문을 가리키는 유(類)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빈델반트가 기존의 학문분류에서 ‘정신과학’이라고 불리던 것을 대체할 개념으

로 왜 ‘역사학’이라는 용어를 선택했는지 그 이유는 분명치 않다. 다만 우리는 

빈델반트가 다분히 딜타이의 ‘정신과학’을 의식하면서, 심리적 존재의 함의를 

지니는 ‘정신’이라는 용어를 극구 회피하려 했다고 추정해볼 수 있다. 더욱이 

빈델반트가 말하는 ‘역사학’은 정신과학의 내용이 아니라 탐구의 방법적 양상을 

지칭한다는 점에서 딜타이가 말하는 역사학과도 근본적으로 다르다.

“역사적 사실에 대한 의미의 문제 (…) 딜타이에게 그 문제는 원리상 정신과학으로서

의 역사학, 공동체적-역사적 현실성에 대한 학문으로서의 역사학에 관계되는 개념이다. 

[반면] 빈델반트에게 (…) 역사학이라는 개념은 순수하게 방법적인 것으로서, 물리적 세계

에 대해서조차도 공히 타당성을 지니는 것이다.”(Hua XXXII, 84)    

특히 더 유념해야 하는 것은, 빈델반트가 대립시키는 학문구획의 두 항이 자

연과학과 역사학이 아니라는 점이다. 다시 말해 위 표의 8번 항목을 주어로 삼

아 자연과학은 법칙-정립적인 학문이고, 역사학은 개성-기술적인 학문이라고 표

를 해석한다면, 그것은 아예 틀린 말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정확한 이해를 위해 

다음을 반드시 명심해야만 한다.

‘자연과학’과 ‘역사학’이라는 용어에서 우리는 은연중에 두 학문이 탐구하는 

대상이 각기 자연과 정신이라는 선입견을 가지게 된다. 그러나 빈델반트에 따르

면 대상에 의한 구분은 학문의 분류에서 부차적인 것이다. 왜냐하면 심리학의 

경우처럼 정신적 존재도 자연과학적 방법에 의해, 자연사의 경우처럼 자연적 존

재도 역사학적 방법에 의해 탐구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위의 표를 ‘자

연과학’은 법칙-정립적인 학문이고 ‘역사학’은 개성-기술적인 학문이라고 이해해

서는 안 된다. 오히려 그것이 정신이든 자연이든 어떤 대상을 ‘법칙-정립적’으로 

탐구하는 학문은 자연과학이고, ‘개성-기술적’으로 탐구하는 학문은 역사학이라

고 이해하는 것이 정확하다.

“빈델반트의 이론에 따르면, 대상영역이 관계되는 것[으로서의] 유일한 자연에 대한 

학문이라는 ‘자연과학’ 개념과, [역시] 대상영역의 관점에서 유일한 정신에 대한 주제학

으로서의 ‘정신과학’이라는 개념은 포기되는데, [그 개념은] 단지 방법을 나타내는 이름

일 뿐이다.”(Hua XXXII,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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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컨대, 빈델반트에게 자연과학과 역사학은 자연과 정신이라는 어떤 특정한 

존재 영역에 대한 탐구가 아니라, 상이한 ‘목적’에 따라 수행되는 ‘탐구의 양상’

을 지칭하는 방법론적 개념이다. 자연이든 정신이든 학문이 탐구하는 경험적 사

실은 ‘중립적(neutral)’이다. 오직 연구자가 어떤 “인식의 목적(Erkenntnisziele)”을 

가지고 어떠한 ‘방법’을 택하느냐에 따라(GN, 174), 대상에 대한 탐구의 성격과 

획득되는 인식의 내용이 달라지는 것일 뿐이다. 빈델반트는 이러한 자신의 입장

을 칸트 철학의 틀로써 정당화한다. 즉 법칙-정립적인 자연과학과 개성-기술적

인 역사학은 “사실들에 의해 수행되는 [경험의] 역할”과 “그러한 사실들을 해석

하기 위한 [선험적] 전제들에 의해 수행되는 역할”이라는 소위 내용과 형식의 

이분법을 전제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없다.(GN, 177) 양자는 모두 선험적 형식이 

경험적 내용을 포섭함으로써 성립하는 인식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자연과학과 역사학의 차이는 단지 [경험적] 사실들에 대한 [선험적 원리의] 

인지적 내지 이론적 사용과 관련해서만 나타난다.”(GN, 178)

   

빈델반트에게 ‘법칙-정립적’ 탐구와 ‘개성-기술적’ 탐구는, 이 두 가지 이외에 

어떠한 탐구 양상도 가능하지 않다는 의미에서 ‘망라적(exhaustive)’이며, 또한 양

자가 동시에 성립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의미에서 ‘배타적인(exclusive)’ 관계에 

있다. 그런 의미에서 양자의 대립은 ‘절대적(absolute)’이다. 또한 바로 그러한 이

유 때문에 개성-기술적 방법과 법칙-정립적 방법은 어느 하나의 우위를 주장할 

수 없다.39) 그런데 연구자는 ‘이론적 목적’에 따라 동등한 권리를 가지는 두 방

법 중 어느 하나를 ‘선택적(selective)’으로 취함으로써 학문적 탐구를 수행한다. 

다시 말해 빈델반트에 따르면, 연구자는 앞에 놓여 있는 금 조각을 보면서 화학

자가 되거나 역사학자가 되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한다. 선택의 원리는 

연구자의 ‘이론적 목적’ 내지 ‘이론적 관심’이다. 그리고 그 목적과 관심에 따른 

선택이 언제든 서로 전환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양자는 ‘상대적(relative)’인 관계

에 있다.40) 

빈델반트가 학문을 구획하는 목표가 실상 자연과학과 구분되는 정신과학의 

독자적인 방법론을 규명하는 데에 있다고 한다면, 법칙-정립적인 자연과학과 달

리 개성-기술적인 역사학이 지니는 고유한 이론적 관심은 무엇인가? 다시 말해, 

빈델반트에게 역사적 의미의 문제가 방법에 따라 “사실적인 것을 선택하는 형

39) S. A. Staiti(2014), p.23.
40) G. Oakes(1988), pp.xi-x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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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적인 문제”라고 한다면, “어떤 사실이 지닌 역사성을 [선택하도록] 만드는 것

은 무엇인가?”(Hua XXXII, 84)

“인간에 대한 모든 관심, 평가하는 판단, 모든 가치규정은 개별적인 것과 일회적인 것

과 관계한다. 대상이 지닌 일회성과 비교불가능성은, 가치를 느끼는 감정(Wertgefühle)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Hua XXXII, 85)   

‘가치(Wert)’는 원리상 반복될 수 없는 역사적 사건이 지니는 독특한 성격으

로, 역사학적 탐구는 유일무이한 사건이 지닌 독특함, 즉 ‘개성’에 관심을 둔다. 

예를 들어, 예수의 탄생은 인류의 역사에서 전대미문의 유일무이한 사건이다. 

만일 예수와 모든 점에서 “똑같은 인물(Doppelgänger)”이 다시 나타난다면 역사

적인 관점에서 이상함을 불러일으킬 것이다.(GN, 182) 그러므로 역사학은 반복

가능하지 않은 예수라는 특정 인물의 삶의 행적과 양도할 수 없는 고유한 가치

를 기술한다. 자연과학이 개별적인 사실이 지닌 질적인 독특함을 배제한 후 그

것을 경험적 자료로 삼아 일반화함으로써 법칙을 획득하는 추상적 학문인 반면, 

역사학은 개별적인 것 그 자체가 지닌 질적인 특성, 즉 가치에 대해 충실한 윤

곽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구체적인 학문이기 때문이다.(GN, 178) 

법칙-정립적 자연과학은 이러한 문제에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자연과학에서 개별적인 것은 오직 일반적 개념의 한 사례로서, 일반적인 것에 

포섭되는 한에서만 의미를 지니기 때문이다. 자연과학이 추구하는 법칙은 구체

적 실재에 대한 지각을 ‘추상(Abstraktion)’하는 ‘사유’에 의해서만 파악되는 것이

다. 추상적인 양(量)으로 환원되는 자연과학은 구체적 사건이 지닌 개성적인 질

(質)의 가치를 전혀 파악할 수 없다. 반면 역사학은 ‘직관(Anschaulichkeit)’을 사

용하여 개별적인 것을 구체적이고 충실하게 기술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빈델반

트는 지나간 과거를 마치 직접 보기라도 하듯 “마음의 눈”을 통해 생생하게 기

술하는 역사가의 능력을, 예술가의 창조적 재능에 비유하였던 것이다.(GN, 

178-179)

  

4절 역사학에서 두 종류의 원인

법칙-정립적 학문으로서의 자연과학과 개성-기술적 학문으로서의 역사학은 유

(類)개념, 즉 원리상 대립하는 일반적인 대립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의미

에서의 역사학을 경험적 역사학과 구분할 필요가 있다. 유(類)개념이 아닌 개별

적 경험과학으로서의 역사학은 물론 개성-기술적인 방법을 사용한다. 하지만 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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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반트는 경험과학으로서의 역사적 탐구가 순전히 직관에 의해 개별적 사건을 

기술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역사학도 학문으로서 개념적 도

구를 통해 작업하며(GN, 179), 따라서 개별적인 것뿐 아니라 일반적인 것도 반

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GN, 177)

그런데 빈델반트에 따르면, 역사학은 그 일반적인 명제를 법칙-정립적인 학문

에서 빌려온다. 즉, 원리상 법칙-정립적인 학문과 개성-기술적인 학문이 구분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의 경험적 역사학은 법칙-정립적인 방법과 개성-기술

적인 방법을 함께 사용하는 혼합적 성격의 학문인 것이다. 예를 들어, 인간이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는지에 대한 심리학에 대한 일반 지식이 전혀 없는 역사

가는, 그가 탐구하는 과거 인물의 심정을 전혀 알 수 없을 것이다. 다시 말해, 

일반적인 법칙에 전혀 의존하지 않고서는 개별적인 사건이나 과정을 구체적으

로 기술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다.(GN, 182-183)

더욱이 역사학은 어떤 사건에 대해 인과적 설명을 제시할 수 있어야만 한다. 

빈델반트에 따르면, 역사학이 어떤 사건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종류의 

원인이 필요하다. 하나는 일반적 법칙으로서의 인과법칙이다. 이 법칙은 초시간

적인 필연성을 지니면서 사물의 항상적인 본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위에서 말한 

일반적인 명제로 표현된다. 다른 하나는 시간 계열에서 특정한 순간에 나타나는 

특수한 조건이다. 빈델반트는 전자를 “법칙-정립적 의미의 원인”, 후자를 “개성-

기술적 의미의 원인”이라고 부른다.(GN, 183-184)

예를 들어, ‘2008년 2월 10일 숭례문의 전소’라는 사건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목재와 염료의 인화성에 관한 초시간적으로 보편타당한 물리․화학적 법칙

이 전제되어야만 한다. 그러나 이러한 법칙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그 사건에 대

해 아무것도 설명되지 않는다. 2008년 2월 10일이라는 특정 시점에 방화범이 실

제로 불을 질렀다는 또 다른 조건이 제시되어야만 한다. 일반적 법칙과 특수한 

조건이 결합될 때에만 역사적 사건이 온전히 설명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일반

적 법칙과 특수한 조건은 어떤 사건을 설명하는 ‘원인’이 되고, 이러한 두 원인

에 의해 설명의 대상이 되는 사건은 ‘결과’가 된다. 빈델반트는 이것을 “연역적 

삼단논법(deductive syllogism)”의 형식으로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GN, 183-184)

(대전제) [법칙-정립적 원인] C1: 필연성으로서의 일반법칙 

(소전제) [개성-기술적 원인] C2: 어떤 순간의 특정한 조건 

(결론) [결과] E: 개별적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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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델반트가 강조하는 것은, ‘개성-기술적 원인(C2)’이 초시간적으로 보편타당

한 일반법칙인 ‘법칙-정립적 원인(C1)’에서 논리적으로 도출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즉 빈델반트에 따르면 원인의 두 계열은 서로 독립적이며 각기 원천이 

상이하다. 특정한 시간적 조건인 C2는 그에 선행하는 다른 시간적 조건인 C2′
의 귀결이며, C2′는 또 다른 선행 조건인 C2″의 귀결이다. 숭례문에 불을 지른 

사람은 불을 붙이기 전에 시너와 라이터를 구입했으며, 그것을 구입한 까닭은 

우발적인 범행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방화를 계획했기 때문이고, 방화를 계

획한 이유는 정부의 토지보상정책에 불만을 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기에는 

시간적 선후관계에 따른 사건들 사이의 개연성만 있을 뿐 인과법칙의 필연성이 

없다. 정부의 토지보상정책에 불만이 있다고 해서 누구나 반드시 불을 지르겠다

는 마음을 먹는 것도 아니고, 설령 누군가가 그러한 마음을 먹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게다가 C2에 ‘다수의 원

인’이 있다면 상황은 더욱 복잡해진다.(GN, 184)

“따라서 시간적으로 주어지는 개별적 현상에 대한 궁극적 원인을 일반 법칙으로 포섭

함으로써 분석하는 것은 무용한 일이다. 그러므로 역사적이고 개별적인 경험의 자료에는 

[법칙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날것으로서의 사실이, 즉 [일반법칙으로] 표현할 수도 규정

할 수도 없는 현상이 남게 된다. 그러니까 인격의 가장 궁극적이고도 심오한 본성은 일

반적 범주에 의한 분석을 허용하지 않는다. (…) 인격이 지닌 이러한 불가해한 성격은 본

성의 미규정적 성격, 다른 말로 하면 개별적인 자유의 의미로서 등장한다.”(GN, 184)

빈델반트의 논의는 역사학에서도 법칙-정립적 요소가 필요하다고 전제한다는 

점에서, 실증주의와 마찬가지로 역사학적 탐구를 자연과학에 종속시킨 것 같은 

인상을 주기도 한다. 실제로 논리실증주의의 입장에서 과학철학자 헴펠(C. G.

Hempel)은 역사학적 설명의 본성을 자연과학의 법칙-포괄적 설명과 동일시하면

서, 빈델반트의 연역적 삼단논법을 차용한다.41) 하지만 삼단논법을 제시함으로

써 빈델반트와 헴펠이 각기 주장하는 견해는 전혀 다르다. 실증주의자 헴펠의 

경우 역사학적 설명도 자연과학의 설명과 원리상 다르지 않다는 것을 강조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즉 헴펠의 강조점은 역사학적 설명의 본질이 법칙-정립적 원

인인 C1에 있는 것이다.

41) 빈델반트가 제시하는 연역적 삼단논법에 의한 역사학에서의 인과관계는, 과학철학자 

헴펠이 역사학에서 일반법칙의 역할을 논하는 ‘법칙-포괄적인 설명’의 원형이 된다. 
칼 구스타프 헴펠,『과학적 설명의 여러 측면(Aspects of Scientific Explanation)』, 전영

삼․여영서․이영의․최원배 옮김, 나남, 2011, pp.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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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빈델반트의 궁극적인 강조점은, 법칙-정립적인 탐구와 개성-기술적인 탐

구가 방법의 유(類)에서 본성이 전혀 다르다는 데에 있다. 그러니까 실제의 경

험적 역사학이 아무리 두 가지 방법을 함께 사용하는 혼합적인 성격을 지닌 학

문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사건을 자연과학처럼 필연적인 법칙에 의해 인과적으

로 설명할 수 없는 까닭은 일반적 법칙으로 완전히 포섭되지 않는 그 사건이 

지닌 고유한 개성, 즉 개성-기술적 원인인 C2 때문이라는 것이다. 개성은 칸트

적인 의미에서 자연의 필연성에 제약되지 않는 인간이 지닌 자유의 원천으로서, 

법칙에 의해 규정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어두운 심연으로 항상 남게 된다.42)

“[일반적] 법칙(Gesetz)과 [개별적] 사건(Ereignis)은 우리의 세계관 안에서 궁극적이고도 

[서로] 통약불가능한(inkommensurabel) 실체로 남는다. 이것은 [철학에 의한] 학문적 탐구

가, 해결할 수 없다는 명확한 의식 하에서, 오직 문제를 정의하고 물음을 제기할 수 있

을 뿐인, [인식의] 한계점(Grenzpunkte) 중 하나다.”(GN, 185) 

빈델반트는 형식과 내용, 일반적인 것과 개별적인 것, 일(一)과 다(多), 무한과 

유한, 본질과 현존 등 양자 사이의 넘어설 수 없는 간극을 이야기하면서(GN, 

185), 법칙-정립적인 자연과학과 대비하여 개성-기술적인 역사학의 ‘한계’를 논

하였다. 하지만 여기서 빈델반트가 말하는 ‘한계’란, 역사학이 자연과학보다 열

등하다는 의미에서 폄훼하는 의미가 아니라, “단지 [인식비판의 관점에서, 역사

학이라는] 개별적인 분과가 다루는 지식의 [본성이 지니는, 권리상의] 한계를 지

적하는 것[일 뿐]이다.”(GN, 185) 즉 일반법칙을 획득하기를 추구하는 자연과학

과 달리, 역사학은 본성상 그러한 지식을 획득하는 것이 원리상 불가능하므로, 

정신과학을 자연과학으로 환원하려고 하는 실증주의는 잘못이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델반트에게 다음과 같은 의문이 제기되는 것은 불가피

하다. 즉 빈델반트가 아무리 개성-기술적 원인을 강조하더라도 일단 법칙-정립

적 원인이 자연과학의 일반법칙인 한에서, 삼단논법에 의해 도출되는 결론은 과

연 진정한 의미에서 ‘역사학적’ 설명일 수 있는가? 역사학이 탐구하는 대상은 

일어난 것으로서의 개별적인 사건인데, 개별적 사건에 이미 자연과학의 법칙이 

개입한다면 그것은 이미 ‘역사학’이 아니지 않은가? 설령 역사학에서도 법칙이 

42) 하지만 빈델반트가 제시한 역사학의 연역적 삼단논법이 헴펠의 법칙-포괄적 설명과 

궁극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개성-기술적 학문에서 이러한 정도의 

소극적 ‘자유’를 인정하는 것이 과연 진정한 의미의 역사적 설명인지는 비판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어떤 사건에 대한 역사적 탐구가 반드시 일반법칙을 전제로 

수행되어야만 하는 지는 의문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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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피하게 요구된다면, 그 법칙은 자연과학의 법칙과 성격이 다른 종류의 것일 

수는 없는가? 빈델반트는 이러한 물음에 대해 답하고 있지 않다. 왜냐하면 철학

자로서 그는 분과학문으로서의 역사학적 탐구의 실제보다도, 법칙-정립적 탐구

와 개성-기술적 탐구를 원리상 대립시키는 데에 관심을 두기 때문이다.      

5절 빈델반트의 의의와 한계

플라톤 이래 철학의 전통에서 개별적인 것은 인식의 대상이 아니었다. 참된 

의미에서 인식의 대상은 오직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것이었다. “심지어 아리스토

텔레스조차도 학문이라는 개념을 일반적인 것에 대한 인식에 국한시켰으며, 역

사학은 학문이 아니라고 말하였다. 그리하여 학문에 관해 직관에 대한 추상의 

우위가 말해지는 것이다.43)”(Hua XXXII, 83)

하지만 자연과학적 방법과 역사학적 방법에 대한 빈델반트의 구분은 역사적 

객관성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였다.44) 왜냐하면 빈델반트는 각각의 지식 영역

에는 각자만의 고유하고 독특한 논리적 형식이 필요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45) 

그런 의미에서 개별적인 것을 인식의 대상으로, 즉 학문이 추구하는 이론적 탐

구의 대상으로 지위를 격상시킨 것은 빈델반트의 독창적인 발상이자 철학적 학

문이론에서의 획기적인 공로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46) 

그러나 빈델반트는 다음과 같은 점을 문제로 남겨두었다. 역사학이 참된 인식

을 획득하기 위한 이론적 목적을 지닌 학문적 탐구라고 한다면, 개별적인 것에 

관한 학문인 역사학은 도대체 어떻게 참된 인식을 획득할 수 있는가? 다시 말

해, 역사학적 지식의 가능성과 타당성은 어디에서 구해야만 하는 것인가?47) 빈

델반트는 학문의 분류 자체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법칙-정립적 또는 개성-기

술적이라는 탐구의 방법적 양상을 구분하는 데에 만족했을 뿐 이 문제를 본격

43) 후설이 여기에서 염두에 두는 것은 아리스토텔레스의『시학』이다. 아리스토텔레스

는 역사가 온전한 의미에서 지식일 수 없다고 주장하는데, 그 이유는 역사가 보편적

인 것이 아니라 개별적인 것을 다루기 때문이다. 아리스토텔레스,『시학』, 천병희 옮

김, 문예출판사, 2002, pp.62-63. 
44) C. R. Bambach(1995), p.58.
45) C. R. Bambach(1995), p.74.
46) 물론 역사적 지식에 대한 탐구의 기원은 비코(G. Vico), 헤르더(J. G. von Herder), 훔볼

트(K. W. von Humboldt), 드로이젠(J. G. Droysen) 등으로 소급할 수 있다. 그러나 필자

가 보기에 이들은 명료한 개념과 논리로 역사적 지식이 왜 지식이 되는지 그 가능근

거를 인식론적으로 정당화하지 않았다. 단지 자연과학과 다른 종류의 지식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그것을 추구했을 뿐이다. 따라서 필자는 초월론적 철학의 인식비판을 

통해 역사적 지식의 가능성을 최초로 탐구한 철학자가 빈델반트라고 생각한다.
47) G. Oakes(1988), p.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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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천착하지 않았다. 그가 역사학적 탐구의 성격을 영감에 의한 예술적 창

조와 유사한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러한 이유 때문이었는지도 

모른다.(GN, 178) 그러나 과연 객관적 인식을 추구하는 학문으로서의 역사학이 

예술과 같은 성격의 것인지는 의문이 아닐 수 없다.48)

빈델반트가 남겨놓은 이 문제는, 학문의 분류 자체보다는 ‘인식의 가능조건에 

대한 비판적 정당화’로 논의의 무게중심을 옮긴 리케르트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논구된다.49) 요컨대, 빈델반트의 이론적 관심은 형식적-논리적 방법을 기준으로 

하여 학문을 자연과학과 역사학으로 구획하는 것 자체에 있었다. 반면 리케르트

는 좀 더 칸트의 비판철학의 노선에 충실하여, 학문구획의 문제를 학문적 인식

의 ‘형식’과 ‘내용’이라는 틀로 다시 정식화한다.

48) G. Oakes(1988), p.48. 
49) C. R. Bambach(1995), pp.90-91.; p.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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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 리케르트와 문화과학의 정초

리케르트는 빈델반트의 노선을 계승한다. 철학은 ‘비판적 방법’에 의해 인식

의 타당성을 위한 조건, 즉 ‘권리의 문제’를 탐구해야만 하며, 이를 위해서는 철

저하게 칸트 철학의 문제의식으로 복귀해야 한다. 학문구획에 대한 리케르트의 

비판철학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두 가지 키워드는 ‘가치(Wert)’와 ‘개념형성

(Begriffsbildung)’이다.

그런데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연에 대한 칸트의 규정을 리케르트가 

어떠한 방식으로 해석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지점에서 

정신과학에 대한 인식비판의 새로운 가능성이 도출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함으

로써 본고는 리케르트의 비판철학이 칸트의 문제의식에 충실하면서도 동시에 

칸트와 차별화되는 독특한 성격을 지니게 됨을 보일 것이다.

1절 칸트 철학의 비판적 변용

칸트가 제기한 위대한 물음은 다음과 같다. “선험적이면서도 모든 가능한 경

험에 대해 타당한 인식의 가능성, 그러므로 모든 경험가능한 세계의 사실에 대

해 객관적으로 타당한 엄밀한 학문적 인식의 가능성은 어떻게 이해될 수 있는

가? 그가 [제기한] 문제에 대한 해답은 이른바 초월론적 연역의 형식이다.”(Hua

XXXII, 87) 감성에 의한 직관과 지성으로서의 개념이 형식으로 기능함으로써 

감각적으로 경험되는 세계를 인식할 수 있는 것으로, 즉 모두에게 객관적으로 

규정될 수 있는 것으로 만든다는 것이다.    

칸트의 노선을 충실히 따르면서, 리케르트는『형이상학 서설』에서 칸트에 의

해 제시되는 자연의 규정을 검토한다.50) “칸트는 자연 개념을 보편적 법칙에 따

라 규정되는 한에서의 사물의 현존으로 규정했는데, 이것은 방법론과 관련하여 

결정적으로 중요한 자연 개념이다.”51) 리케르트는 자연에 대한 칸트의 규정에서 

다음의 두 가지 조건을 강조하여 해석한다.

첫째, “칸트는 ‘규정되는 한’이라는 [조건을] 말함으로써 […] 철학에서 자연 

개념의 독재를 무너뜨렸다.”(KN, 6) 경험과학으로서의 자연과학에 종사하는 연

구자는 자연이란 것이 당연히 전제되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칸트에

게 자연은 ‘내용적으로는’ 감각적 경험의 산물이지만 ‘형식적으로는’ 지성의 산

50) “자연은 보편적인 법칙들에 따라 규정되어 있는 한에서의 사물들의 현존재〔현존하

는 사물들〕이다.” 칸트,『형이상학 서설』, 백종현 옮김, 아카넷, 2012, p.181.
51) H. Rickert, Kulturwissenschaft und Naturwissenschaft, Reprints from the collection of the 

University of Michigan Library, 2011, pp.5-6. (이하 KN으로 약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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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이다. 즉 초월론적 의미에서, 자연은 인식의 대상으로 ‘구성’되는 것이다.52) 

자연주의의 독단을 무너뜨리고 자연을 구성된 산물로 간주한다는 점에서, 리케

르트는 칸트가 ‘방법론적으로’ 결정적인 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한다.(KN, 8-9)

둘째, 자연과학은 “보편적 법칙에 따른” 규정을 추구한다. 즉 자연은 인과적 

법칙에 의해 규정되는 것으로 구성된다. 인과법칙에 종속되지 않는 것은 자연으

로 간주할 수 없다.(KN, 15-16; 40) 이것은 자연과학의 대상이 형식적 구성의 산

물이기는 하되, 그 구성이 인과법칙이라고 하는 특정한 형식적 조건, 그러니까 

‘특정한 관점’에 의존해서만 구성된다는 것을 의미한다.53)

우리는 여기에서 리케르트가 칸트를 검토하고는 있으나, 실상 그 해석의 배후

에 빈델반트의 법칙-정립적 자연과학이라는 테제가 강하게 드리워져 있다는 점

을 알 수 있다. 요컨대 리케르트의 해석에 의하면,『형이상학 서설』에서 제시

되는 자연에 대한 칸트의 규정은 자연과학을 특정한 ‘관점’에 의해 수행되는 탐

구로, 그리고 자연을 그러한 ‘관점’에서 수행되는 탐구의 대상으로 바꾸어 놓았

다는 것이다. 즉 학문이 탐구하는 대상은 중립적이고 무차별하게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인식의 관점에 상응해서만 구성된다.

칸트의 자연 규정에 대한 리케르트의 해석이 빈델반트의 논의를 전제로 하고 

있다면, 법칙-정립적 자연과학의 대립물인 개성-기술적 역사학에 대해 리케르트

가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리고 바로 여

기가 리케르트가 칸트의 한계를 비판하는 지점이다. 리케르트에 따르면, 칸트는 

비판철학을 통해서 오직 자연과학의 가능성만 보았을 뿐, 자연과학과 성격이 다

른 또 다른 종류의 학문의 가능성을 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보편적 법칙에 의해 

규정되는 한에서의 사물의 현존인 ‘자연’을 구성하는 관점과는 본성상 다른, 또 

다른 관점에서 구성되는 또 다른 사물의 현존을 보지 못했다는 것이다.54)

하지만 리케르트가 보기에 이것은 칸트 철학의 한계인 동시에 잠재되어 있는 

또 다른 가능성을 시사한다. 왜냐하면 자연이 학문적 탐구를 수행하는 주체에 

의해 구성적으로 ‘파악’된 것이라면, 다시 말해 자연에 대한 규정을 통해 칸트

가 궁극적으로 의도한 것이 ‘방법’이라면, 논리적으로 자연에 대한 관점이 아닌 

또 다른 관점에서의 인식비판이 가능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즉 칸트의 규정은 

52) C. R. Bambach(1995), pp.91-93.; 스타이티는 자연과학의 독단을 무너뜨린 칸트의 초월

론적 철학의 입장을 “칸트적 해방의 서사”라고 규정하면서, 신칸트학파, 딜타이, 후설

의 현상학 역시 큰 틀에서 이러한 노선을 따르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런 의미에서 본

고는 자연에 대한 ‘구성’을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S. A. Staiti(2014), pp.223-228.
53) S. A. Staiti(2014), pp.26-27.
54) S. A. Staiti(2014), pp.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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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과학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소위 정신과학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다.55) 

왜냐하면 자연과학과 마찬가지로 정신과학 역시 특정한 관심에 의해 수행되는 

탐구로 ‘구성’하는 것이 원리상 불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 리케르트는 형식적이고 완전히 원리적인 고찰에 의해서, 자연과학에 대한 빈델

반트의 방법적 이념(Methodenidee)을 세우면서 (…) 동시에 이러한 사유는 [자연과학의 방

법적 이념에] 상관적인 역사학의 방법적 이념을 향한 길을 열어젖힌다.”(Hua XXXII, 90)

이렇게 한편으로 칸트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칸트의 원리를 자

연뿐만 아니라 정신에도 관철시킴으로써, 리케르트는 자연과 정신이라는 대상영

역의 규정을 철저하게 순수-논리적 구성의 형식적 원리에 따라 구분하고자 한

다.56) 다시 말해,『자연과학 개념형성의 한계』와『문화과학과 자연과학』에서 

표명되는 리케르트 철학의 목표는 자연과 정신을 탐구의 영역으로 삼는 학문을 

구분하고 각각에 대해 그 구성적 원리와 방법을 규명하는 것이다. 즉 리케르트

는 논리적-인식론적 원리에 초점을 맞추어 자연과학과 정신과학에 대한 철학적 

비판과 정초를 시도하였다.57) 학문구획과 방법론에 대한 리케르트의 논의를 본

격적으로 고찰하기 위해서는 먼저 ‘개념형성’과 관련한 리케르트의 인식론을 살

펴볼 필요가 있다.

2절 경험적 실재의 비이성성

리케르트는 ‘인식론적 실재론’, 즉 인식은 우리가 경험하는 그대로의 것이라

는 소박한 입장을 비판한다. 인식론적 실재론은 외부의 ‘실재’를 경험할 때 우

리의 의식에 전달되는 ‘감각’과 그 감각으로부터 형성되는 ‘표상’을 통해 실재에 

대한 인식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그런 의미에서 인식론적 실재론은 의식 밖의 

실재와 의식 안의 관념이 서로 대응할 때 인식이 성립한다고 보는 ‘모사이론’이

다.58) 그러나 “인식을 실재의 모사라고 생각하는 (…) 인식개념은 근거가 희박하

55) “빈델반트와 리케르트는 칸트의 제자로서 말한다. 그들은 칸트가 수학적 자연과학에

서 이룩한 것을 역사학과 문화과학에서 성취해내려고 한다. 그들은 형이상학적 관할

권을 배제하려고 한다. 칸트가 수학적 자연과학을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였듯이, 그들

은 역사학과 문화과학을 주어진 사실로 간주하고, 칸트의 ‘선험적’ 탐구방식에 따라 

이들의 가능조건을 탐색하고자 한다.” E. 카시러(2007), p.142.
56) S. A. Staiti, Geistigkeit, Leben und geschichtliche Welt in der 

Transzendentalphänomenologie Husserls, Würzburg: Ergon, 2010. pp.30-33.
57) C. R. Bambach(1995), p.89.
58) H. Rickert, Die Grenzen der naturwissenschaftlichen Begriffsbildung. Eine logisc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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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KN, 28-30) 리케르트가 일차적으로 겨냥하는 것은 경험론이지만, 리케르트

는 후설의 현상학 역시 인식론적으로 소박한 입장에 머무르고 있다고 비판한다. 

현상학은 보이는 그대로의 순수한 기술을 통해 인식을 추구하는데, 이것을 확실

한 인식의 토대로 삼을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는 것이다.(KN, 30; 32)59)

그리하여 리케르트는 칸트의 ‘구성주의’ 노선을 따라 실재적인 대상과 그 대

상에 대한 개념을 엄격하게 구분한다. 경험되는 실재의 내용과 사유에 의한 개

념의 내용 사이에는 극복되지 않는 커다란 간극이 있다. 그리고 참된 학문적 인

식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실재로부터 거리를 두고 ‘개념’을 탐구해야만 한다. 인

식은 실재가 경험에 의해 표상됨으로써가 아니라, 실재가 개념으로 ‘변형’됨으

로써 성립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문적 인식론을 수립하기 위한 “논리학은 우

선 인식을 모사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주어진 대상을 개념을 통해 변형하는 일

(Umformung)로 간주해야만 한다.”(KN, 29) “인식은 현상의 기술을 통한 모사

(Abbilden)가 아니라 변형(Umbilden)이며, 더욱이 인식은 실재적인 것 자체에 대

해 언제나 단순화된 것이다.”(KN, 31) 모사이론에 대한 비판과 구성주의는 리케

르트뿐만 아니라 빈델반트에게서도 역시 엿볼 수 있는 신칸트학파의 근본적인 

입장이다.

“칸트가 이룬 불후의 업적은 종합적 의식의 발견이다.『순수이성비판』이래 성숙한 철

학적 의식이 세계를 ‘주어진’ 것으로 그리고 소박한 관찰자에게 나타나는 것처럼 세계가 

의식에 반영되는 것처럼 간주하는 것은 영원히 불가능하다. 우리가 주어진 것으로 여기

는 모든 것은 이미 우리 이성의 작업을 함축하고 있으며, 사물에 대한 우리의 인지적 권

리는 전적으로 우리가 처음부터 그것을 우리에 대해서 창조했다는 점에 있다.”60)    

Einleitung in die historischen Wissenschaften, Reprints from the collection of the 
University of Michigan Library, 2014, pp.211-212.; p.214.(이하 GB로 약칭); G.
Oakes(1988), pp.56-57.

59) 리케르트 연구자인 지더벨트는 리케르트의 입장에서 후설의 현상학을 ‘소박실재론’
으로 간주한다. A. C. Zijderveld(2006), p.94. 하지만 이것은 현상학에 대한 오해에 불과

하다. 왜냐하면 본고가 이후에 상세히 고찰하겠지만, 현상학에서 후설이 말하는 근원

적 경험으로서의 ‘직관’은 신칸트주의가 ‘지성’과 대립되는 것으로 상정하는 ‘감각적 

경험’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신칸트주의와 후설 현상학에서 ‘직
관’ 개념의 차이는 다음의 연구를 참고. H. Holzhey, “Neo-Kantianism and 
Phenomenology: The Problem of Intuition”, Neo-Kantianism in Contemporary Philosophy, 
ed. by R. A. Makkreel and S. Luft, Indiana University Press, 2010. pp.25-40.

60) W. Windelband, “Philosophy of Culture and Transcendental Idealism” trans. of 
“Kulturphilosophie und transzendentaler Idealismus” by A. Duncan, Neo-Kantian Reader, 
ed. by S. Luft, Routledge, 2015, p.318.; S. A. Staiti(2014), p.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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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경험적 실재는 왜 참된 인식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가? “경험적 실

재는 우리로서는 개관할 수 없는 다양성(Mannigfaltigkeit), 즉 깊이 들어가 세밀

히 분석하면 할수록 점점 더 크게 나타나는 다양성이[기 때문이]다.”(KN, 30) 감

성적 직관에 주어지는 경험이 현상들의 잡다(雜多)라는 점에서, 칸트와 리케르

트는 기본적으로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리케르트는 

칸트와 차별화되는 독특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

리케르트는 경험적 실재를 단순히 다양하기만 한 무질서의 혼잡이 아니라, 적

어도 ‘흐름 속에 있는’ 무한한 것의 잡다로 간주한다. 즉 경험되는 실재는 끊임

없이 변화하는 흐름 속에 있는 연속체다. 다시 말해 경험적 의식에 주어지는 

“모든 것은 흐른다.” 감성적 직관에 주어지는 모든 경험에서 우리는 “이행”을 

발견할 수 있을 뿐이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풍경은 방금 전에 지나가버린 풍경

과 다르다. 사물에서도 그것의 속성은 시시각각 변한다. 직관에 감각적으로 주

어지는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한다. 리케르트는 이것을 “모든 실재적인 것이 지

닌 연속성(Kontinuität)의 원리”라고 부른다.(KN, 32)

그런데 경험적 실재는 단순히 흘러가는 것일 뿐만 아니라, 흐름 속에 있는 각

각의 계기들이 서로 다르다는 특징을 갖는다. 시간적, 공간적 차원에서 어떤 특

정한 부분은 다른 부분과 질적으로 같지 않고 늘 차별화된 것으로 주어진다. 그

러므로 원리상 “그 어느 누구도 언젠가 절대적으로 동질적인 것을 현실 속에서 

마주친 일이 있다고 주장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만물은 흐름 속에 있을 뿐

만 아니라, “만물은 서로 다르다.” 리케르트는 이것을 “모든 실재적인 것이 지닌 

이질성(Heterogenität)의 원리”라고 부른다.(KN, 32)  

위의 두 원리에 따라 리케르트는 경험적 실재를 ‘이질적 연속체(heterogeneous 

continuum)’로 규정한다.61) 그런데 리케르트에 따르면 이러한 실재는 두 가지 의

미에서 ‘무한’하다. 첫째, 경험적 실재는 남김없이 파악될 수 없다는 점에서, 그

리고 한계가 없이 조망될 수 없다는 점에서 무한하다. 눈앞의 풍경을 보자. 우

리는 눈앞에 주어진 풍경을 남김없이 파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시야 너머까

지 포함하는 풍경 전체를 완전히 파악하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하다. 이것이 경

험적 실재의 ‘외적 무한성’이다.62)

둘째, 경험적 실재는 그것을 이루고 있는 요소와 구성의 수에 한정이 없다는 

점에서 ‘양적’으로 무한하며, 또한 그것을 이루고 있는 측면의 수에 한정이 없

61) A. C. Zijderveld(2006), pp.235-236.
62) G. Oakes(1988), p.54.; C. R. Bambach(1995), p.94.



- 38 -

다는 점에서 ‘질적’으로 무한하다. 눈앞에 보이는 사물은 양적으로 무수히 많다. 

게다가 어떤 하나의 사물로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더라도 그것을 이루고 있는 

측면, 즉 길이, 넓이, 두께, 색깔, 형태 등등은 무수히 많다. 이것을 경험 속에서 

모두 파악하는 것은 원리상 불가능하다. 리케르트는 이러한 양적 무한성과 질적 

무한성을 경험적 실재의 ‘내적 무한성’이라고 부른다.63)

경험적 실재는 외적으로 무한하기 때문에 실재 ‘전체’에 대한 인식은 가능하

지 않으며, 또한 실재는 그것을 이루는 내적으로 무한한 요소의 양과 질에 대한 

완전한 파악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부분’에 대한 인식도 허락하지 않는다. 이

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유로 리케르트는 경험적 실재의 본성을 “非이성적”

이라고 규정한다.(GB, 222-223) “이질성과 연속성의 결합이 바로 실재에 非이성

성(Irrationalität)이라는 특성을 부여한다.”(KN, 31) 이때 말하는 실재의 非이성성

은 실재하는 것에 대한 경험, 즉 세계에 대해 우리의 의식이 지닌 원리적 한계

를 의미한다.64) 그러니까 실재는 그 자체로 非이성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각적 

경험을 통해서는 실재에 대한 인식을 획득하는 것이 원리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다. 이렇게 리케르트는 감각경험을 통해 주어지는 실재와 인식 사이에 존재하는 

건널 수 없는 ‘간극’을 ‘非이성적 심연(hiatus irrationalis)’이라고 표현한다.65) 

그렇다면 “무한한 다양체로서의 세계는 어떻게 우리의 인식을 통해서 극복되

는가?”(Hua XXXII, 93) 바꾸어 말해, 이질적 연속의 무한한 다양체인 실재는 어

떻게 “이성적인(rational) 것 [즉] 인식가능한 것”이 되는가?(KN, 31) 그것은 바로 

실재를 “개념적으로 분리함(begriffliche Trennung)으로써만” 가능하다.(KN, 33) 다

시 말해 이질적 연속체인 실재에 경계선을 그어 개념적으로 변형할 때에만 학

문적 인식의 대상이 된다.(GB, 223) “유한한 인간의 정신이 이러한 무한성을 극

63) G. Oakes(1988), p.54.; C. R. Bambach(1995), p.95.
64) G. Oakes(1988), pp.54-56. 리케르트는 ‘무엇에 대한 내재적 의식 경험’을 ‘현상학적’이

라고 부른다. 그러나 후설 현상학의 입장에서 볼 때 실재의 무한성에 대한 리케르트

의 견해는 전혀 동의할 수 없다. 본고가 추후에 더 상세히 고찰하겠지만, 후설 현상학

의 관점에서 리케르트는 ‘외적지평’과 ‘내적지평’이라는 ‘지평의 현상’을 전혀 보지 못

했다. 실재는 외적으로 내적으로 무한하기 때문에 전혀 알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보이

는 만큼은 확실히 알고 설령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장차 알려질 지평으로 거기에 

있는 것이다.
65) 오크스에 따르면, 실재의 ‘非이성성’이라는 테제의 기원은 피히테에게로 소급된다. 

피히테는 개념은 추상적이기 때문에 비록 존재론적으로는 실재보다 빈약하지만, 그럼

에도 불구하고 실재는 개념을 통하지 않고서는 인식될 수 없다고 보았다. 개념과 실

재 사이의 이러한 간극을 피히테는 ‘비이성적 심연(hiatus irrationalis)’이라고 불렀다. 
리케르트는 이러한 문제 틀을 받아들여 ‘개념형성’의 이론을 발전시킬 수 있었다는 

것이다. G. Oakes(1988), pp.5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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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개념과 법칙을 통해서만 가능하다.”(Hua XXXII, 94)

그런데 개념에 의한 실재의 변형에는 “두 가지 길(zwei Wege)”이 있다. (1)하

나는 실재의 이질성을 동질성으로 변형하는 길이며, (2)다른 하나는 실재의 연

속성을 불연속으로 변형하는 길이다. 그러니까 “실재라는 이질적 연속을 ‘동질

적 연속’이나 ‘이질적 불연속’으로 변형하는 것이 가능한 한에서만 실재는 비로

소 이성적”이 될 수 있는 것이다.(KN, 32-33)

(1)먼저 실재를 ‘동질적 연속(homogenes Kontinuum)’의 개념으로 변형하는 길

을 추구하는 대표적인 학문은 수학이다. 수학에서 모든 수들 사이에는 질적으로 

전혀 차이가 없는 일정한 간격이 있다. 이런 의미에서 “수학은 연속체를 동질로 

간주하며” 나아가 “연속체를 [동질적인] 개념으로 지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수학의 경우 동질적 연속의 세계는 순수한 양(量)의 세계다.” 이를 통해 “수학

은 [비이성적 실재에 대한 인식이라는 점에서] 최고의 승리를 구가한다.”(KN, 

33) 혼잡의 다양체에서 질적인 요소를 추상하여 모든 것을 양으로 환원해 버리

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의 과학만이 현실을 완전히 개념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오늘날의 이성주의는 주로 수학적 물리학과 연관되어 있

다.”(KN, 34)

그러나 리케르트에 따르면 실증주의의 토대가 되는 이러한 입장은 일종의 

“허상”에 불과하다.(KN, 34) “실재[에 대한] 인식[을 추구]하는 학문의 입장에서 

볼 때 [수학의] 이러한 승리는 비싼 대가를 치르는 것이다.” 왜냐하면 “수학에서 

언급되는 동질적 형상은 ‘실재적’ 존재를 전혀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 (…) [그것

은 단지] ‘이념적’ 존재의 영역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비실재적인”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감성계에서 오직 질적으로 규정된 실재만을 알기 때문이

다.”(KN, 33-34) 그래서 “수학과 같은 이념적 존재에 관한 학문은 자연과학에도 

문화과학에도” 속하지 않는다.(KN, 34) 

(2)자연과학과 문화과학은 이념적인 것에 관한 학문이 아니라 실재적인 것에 

관한 학문이다. 따라서 자연과학과 문화과학은 “질(質)과 더불어 있는 실재를 

놓치지 않기 위해 실재에서 이질성을 고수하는 방식으로 실재의 연속성에 경계

선을 그어야만 한다.”(KN, 34) 그리고 이러한 시도는 실재에 최대한 밀착하는 

개념을 통해서 실재의 연속을 불연속으로 바꿈으로써만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실재와 개념의] 경계를 [아무리] 서로 가깝게 설정한다고 하더라도, 연

속성과 이질성을 지닌 실재 자체는 남김없이 개념화되지 못한 채 [불연속의] 경

계선 사이를 빠져나가 버린다.”(KN, 34) 비유하자면 그물망이 아무리 촘촘하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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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도 물고기는 건질 수 있을지언정 바닷물 자체는 그물을 통과해 버리는 것과 

같은 이치다.

따라서 실재적인 것을 다루는 학문의 개념적 변형은 “실재 그 자체에 원리적

으로 가까이 있는” 방식으로 수행되어야만 한다.(KN, 34) 실재 자체를 포착하는 

것이 원리상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학문적 인식을 위해 “우리는 개념을 통해 

실재의 흐름 위에 다리를 놓아야”만 하는 것이다.(KN, 34) 그리고 바로 여기에

서 “학문적 인식은 실재적 내용의 단순화일 뿐이지 모상이 아니라는” 신칸트학

파의 구성주의적 입장을 다시 확인한다.(KN, 35)

“여기에서 방법론에 대한 결정적인 통찰이 생긴다. 만약 학문에서 나타나는 [개념적] 

변형의 방식이 자의적이어서는 안 된다면, 학문은 실재에 한계를 설정하고 이질적 연속

을 불연속으로 바꿀 때 사용할 수 있는 [경험에 앞서는] ‘선험적인 것(a priori)’이나 ‘선-

판단(Vorurteils)’을 필요로 한다.”(KN, 35)

           

요컨대 실재에 대한 인식은 경험적인 것을 변형시키는 선험적인 ‘개념’을 통

해서만 가능하다. 리케르트의 철학은 형식과 내용의 이분법이라는 칸트적 사유

에 기초를 두고 있다. 실재는 경험적 내용이며 개념과 판단은 선험적 형식이다. 

비이성적 실재의 내용은 개념과 판단의 형식을 통해서만 인식의 대상으로 구성

되는 것이다.

 

3절 구성적 형식과 방법적 형식

그런데 리케르트는 인식의 형식을 다시 ‘구성적 형식’과 ‘방법적 형식’의 두 

가지로 구분한다. 이것은 서로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는 ‘인식론’과 ‘방법론’을 

리케르트가 한층 더 섬세하게 두 단계의 구성으로 구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구성적 형식’으로서의 인식론은 ‘방법적 형식’으로서의 방법론보다 일반적이며 

논리적으로 선행한다.66)

먼저 ‘구성적 형식’은 경험에서 주어진 자료를 일반적인 인식의 대상으로 정

66) G. Oakes(1988), pp.62-63. ‘인식론’은 개념형성의 논리적 차이를 다루는 반면, ‘방법론’
은 과학적 개념에 의해 파악된 객관성의 종류를 다룬다. 그런 점에서 방법론은 인식

론의 특수한 분과라고 말할 수 있다. S. A. Staiti(2014), p.28. 리케르트의 ‘구성적 형식’
과 ‘방법적 형식’은 후설 현상학의 틀에서는 ‘형식적 존재론’과 ‘영역적 존재론’에 대

응한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고가 4부에서 상세히 논의하겠지만, 겉보

기에 유사한 것과 달리 양자는 근본적으로 다른 전제에서 출발하고 있다. 왜냐하면 

후설의 현상학에서는 인식론이 ‘직관’에서 출발하여 ‘개념’으로 상승하는 반면, 리케

르트의 인식론은 ‘직관’을 도외시하고 오직 ‘개념’만을 문제 삼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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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는 데에 본질적인 범주로서, 非합리적 실재를 우리가 사유할 수 있는 일반

적 대상으로 구성한다. 반면 ‘방법적 형식’은 특정한 인지적 관심의 관점에서 

수행되는 개념화를 통해 그 대상을 특정한 종류의 인식의 대상으로 변형시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경험을 결합하는 넓은 의미의 ‘인과’는 ‘구성적 형식’으로 이

것이 없으면 경험 자체가 아예 표상되지 않는다. 그러나 필연적 법칙으로서의 

‘인과’는 ‘방법적 형식’으로 자연과학에만 본질적인 것일 뿐, 정신과학이 추구하

는 지식의 성립을 위해서는 본질적이지 않다.67)

칸트에 대한 리케르트의 독해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법칙’에 의해 규정되

는 한에서의 ‘자연’은 개념적으로 구성된 것이지 원래부터 자명하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애초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자연이 아니라 감각적 경험의 무

한한 다양체로서의 비이성적 실재다. ‘자연’은 그러한 비이성적 실재가 구성적 

형식과 방법적 형식에 따라 인과법칙의 관점에서 개념화된 것이다. 바꾸어 말하

면, 인과법칙이 지배하게 되는 자연은 이미 실재를 추상하여 구성한 산물이다.

여기에서 리케르트는 칸트의 한계를 다시 한 번 지적한다. 칸트가 미처 생각

하지 못했던 점은, 자연과학에만 적합한 ‘방법적 형식’을 인식 일반의 ‘구성적 

형식’으로 전가했다는 데에 있다. 즉 개념적으로 구성되는 대상을 전적으로 ‘보

편적 법칙에 의해 규정될 수 있는 것들의 현존’68)인 ‘자연’으로 국한함으로써, 

칸트는 자연에 대한 자연과학적 인식을 유일하게 가능한 학문적 인식인 것처럼 

간주하였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학문 일반의 인식이 자연과학적 인식으로 협소

해지는 결과를 초래하였다.69)

그러므로 리케르트는 먼저 ‘구성적 형식’에 의해 실재가 개념으로 변형된 것

이기는 하나 아직은 그 어떠한 ‘방법적 형식’으로도 떨어지지 않은 대상, 즉 학

문적 방법에 의해 가공되지 않은 ‘대상 일반’이라는 개념을 도입한다. 이것이 

바로 ‘대상적 실재성’이다.70) 구성적 형식에 의해 논리적으로 먼저 확보되는 개

67) G. Oakes(1988), p.62.
68) C. R. Bambach(1995), p.103.
69) G. Oakes(1988), p.63.; p.67.; A. C. Zijderveld(2006), pp.241-242.
70) G. Oakes(1988), p.63. 필자가 보기에 리케르트의 ‘대상적 실재’는 내용상 후설이 말하

는 ‘생활세계’와 완전히 동일하다. 지더벨트는 리케르트의 대상적 실재가 후설의 생활

세계에 대응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생활세계에 대한 학문

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를 거리를 두고 분석하기 위한 개념이 필요하다고 한다. A.
C. Zijderveld(2006), p.229.; p.252. 하지만 본고가 4부 2장에서 언급하게 될 것처럼, 현
상학적으로 개념이란 생활세계의 직관에 근거하여 획득되는 것이지, 삶과 유리된 한

낱 지성의 산물은 아니다. 즉 후설 현상학의 입장에서 리케르트의 오류, 그리고 리케

르트 연구자인 지더벨트의 오류는 생활세계를 ‘개념’이나 ‘형식’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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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인 대상적 실재성은 그 자체로는 자연도 정신도 아니다. 이러한 대상적 실재

성의 개념이 논리적으로 먼저 확보된 다음에야, 그것을 다시 방법적 형식에 따

라 ‘자연’의 영역으로 또는 ‘정신’의 영역으로 개념화하는 학문이 성립할 수 있

는 것이다.

그런데 구성적 형식에 의한 개념화 이후에 성립하는 방법적 형식에 의한 개

념화는 연구자의 ‘이론적 관심’에 의해 좌우된다. 즉 자연과학과 문화과학의 개

념화에는 인식의 일반적 대상으로서의 대상적 실재에서 무엇이 중요하고 본질

적인 것인지를 가려내는 ‘선택의 원리’가 작동한다. “이론적 관심은 선택의 원

리(Auswahlprinzip)와 결합되어 있다.”(Hua XXXII, 90)

“방법론의 과제는 개념적 본질의 구성에서 표준이 되는 관점, [즉] 개별과학에 종사하

는 사람들이 서술할 때 무의식적으로 의거하고 있는 관점을, 그 형식적 성격의 측면에서 

분명히 알도록 하는 데에 있을 것이다. (…) [그리고] 학문적 방법의 성격은 실재의 흐름

에 어떻게 경계를 정하며 본질적 구성요소를 어떻게 선택하는지에 전적으로 의존한

다.”(KN, 35-36)

빈델반트에게서도 그러했던 것처럼 이러한 선택은 ‘이론적 관심’에 의해 수행된

다.71) 리케르트는 학문적 방법론을 바로 이러한 이론적 관심에 의한 ‘개념형성’으

로부터 도출한다. “개별과학은 관점에 따라 실재에서 [특정한 관심에 대해] 본질적

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을 구분하고, 실재의 직관적 내용을 개념의 형식에 집어넣는

다.”(KN, 36) 그리고 “형식적 원리의 도움을 받아 실재에서 분리되는 [영역의] 총체

가 사물의 본질이다.”(KN, 35) 그러니까 이론적 관심 내지 탐구의 목적에 따라 실

재에서 어떤 것을 본질적인 것으로 선택하느냐 하는 개념형성의 차이가 자연과학

과 정신과학에 대한 방법론적 구획의 기준이 되는 것이다. “실재를 학문 안으로 끌

어들이는 개념형성에 학문적 방법의 중요한 형식적 성격이 들어있음에 틀림없다. 

따라서 우리가 [자연과학이든 문화과학이든] 그 학문의 방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학문의 개념형성의 원리를 알아야 한다.”(KN, 37-38) 왜냐하면 “실재적 세계를 

다루는 경험과학의 본질적인 논리적 차이는 (…) 오직 이러한 개념형성의 원리에서

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문자』, 83)72)

점이다.    
71) G. Oakes(1988), pp.61-62.
72) 필자가 다음과 같이 참고한 리케르트의 책은 1910년 발간된 제2판이다. H. Rickert, 

Kulturwissenschaft und Naturwissenschaft, Reprints from the collection of the University 
of Michigan Library, 2011. 한국에는 이에 대한 번역본이 다음과 같이 출간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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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절 자연과학 개념형성의 한계

리케르트는 대체로 빈델반트의 문제의식을 이어받고 있으며 칸트의 비판철학

이라는 큰 틀에서 같은 노선을 걷고 있다. 하지만 엄밀히 살펴보면 학문의 체계

에서 리케르트와 빈델반트의 입장이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다.73) 빈델반트는 학

문을 법칙-정립적 자연과학과 개성-기술적 역사학으로 분류하였으나, 리케르트

가 보기에 역사학은 단지 기술적이기만 한 학문이 아니고 예술은 더욱 아니다. 

리케르트에게 역사학은 엄연히 객관적 진리를 추구하는 ‘학문’이다. 학문은 경

험적 자료를 바탕으로 개념과 이론이라는 사유의 도구를 사용하여 참된 인식을 

목표로 단계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해나가는 ‘탐구’이지, 한낱 직관에 의한 기

술에 머무는 성격의 것이 아니다.

리케르트가 보기에 빈델반트가 역사학의 방법을 마치 예술적 직관과 비슷한 

것으로 간주한 것은, 실상 그가 학문으로서의 역사학의 지위를 박탈한 것이나 

다름없다. 학문은 단지 직관에 의한 기술이 아니라 개념에 의한 복합적인 사유

를 요구하기 때문에74) 직관에 의존하는 예술 자체가 학문일 수는 없는 것이다. 

“역사학이 학문으로 존립하는 한 [역사학은] 직접적인 직관을 폐기하고 이것을 

개념으로 바꾼다.”(KN, 76-77) “역사학의 학문적 성격은 오직 비직관적인 개념을 

형성하는 방식에서만 찾을 수 있고, 역사학이 직관을 개념으로 바꾸는 한에서만 

역사학[의 학문적 성격]이 논리적으로 이해될 수 있다.”(KN, 78-79)

그러므로 리케르트는 빈델반트의 ‘개성-기술적’이라는 용어가 학문에서 예술

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비판한다.75) 이러한 이유에서 리케르트는 ‘법칙-정립적’ 

학문과 ‘개성-기술적’ 학문이라는 빈델반트의 용어 자체를 거부한다. 그리고 전

자를 ‘일반화하는 학문(generalisierende Wissenshcaften)’으로, 그리고 후자를 ‘개별

화하는 학문(individualisierende Wissenshcaften)’으로 바꾸어 부른다. 그런데 이러

한 용어의 변화는 단순히 예술을 학문에서 배제하고 자연과학과 역사학에 각각 

하인리히 리케르트,『문화과학과 자연과학』, 이상엽 옮김, 책세상, 2004. 그런데 한국

어 번역은 1926년에 간행된 개정판을 대본으로 삼고 있으며, 여기에는 필자가 참고한 

제2판에는 없는 내용이 리케르트 본인에 의해 상당 부분 가필(加筆)되어 있다. 따라서 

제2판에는 없고 오직 개정판에만 있는 내용을 인용하는 경우, 필자는 KN과 구분하여

『문자』라고 약칭하고 그에 해당하는 페이지를 언급할 것이다.
73) A. C. Zijderveld(2006), p.246.; p.250.
74) S. A. Staiti(2014), p.28.
75) R. A. Makkreel, Dilthey: Philosopher of the Human Studies,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5, p.42.; R. A. Makkreel, “Wilhelm Dilthey and the Neo-Kantians: The Distinction of 
the Geisteswissenschaften and the Kulturwissenschaften”,  Journal of the History of 
Philosophy 7:4, 1969, p.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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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이름을 부여하는 것으로 그치는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이러한 용어의 변

화는 리케르트 철학의 중핵인 ‘개념형성’과 관련하여 결정적인 중요성이 있다.

리케르트는 빈델반트가 ‘판단’과 ‘개념형성’을 엄밀하게 구분하지 않았다고 비

판한다. ‘일반화’와 ‘개별화’는 논리적으로 가능한 개념형성의 두 가지 방식인 

반면, ‘법칙-정립’과 ‘개성-기술’은 이미 형성된 개념들로 수행되는 판단 차원에

서의 구분이라는 것이다. 리케르트에 따르면, 진술에 의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

서는 ‘개념형성’이 논리적으로 먼저 요구되는 것임에도, 빈델반트는 이점을 간

과하고 섣불리 진술과 판단으로 이루어지는 학문의 구획으로 나아갔다. 다시 말

해 리케르트가 보기에는, 단순히 자연과학과 역사학을 분류하는 것보다는 각각

의 학문이 탐구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개념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그 방식

의 차이가 더 근본적인 문제였던 것이다.76)

‘일반화하는’ 학문은 이질적 연속으로서의 무한한 실재에서 공통적인 것을 찾

아 일반적인 개념을 사용하여 실재를 인식의 대상으로 만든다. 일반화하는 학문

의 관심은 여러 개별적 사실들 간의 공통점에 있다. 공통점으로부터 일반적인 

속성을 찾아내어 보편적으로 타당한 법칙을 확립하는 것이 일반화하는 학문의 

목적인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학문은 대체로 자연과학이다. 즉 일반화하는 학

문으로서의 자연과학은 일반화를 통해서 ‘실재의 무한성’이라는 문제를 해결한

다. 즉 본성상 비이성적이어서 파악이 가능하지 않았던 무한한 경험적 실재를, 

자연과학은 공통적인 것에 기초하여 찾아낸 개념과 법칙을 통해 인식의 대상으

로 구성한다. 자연과학이 이러한 방식으로 개념을 형성하는 이유는 “계산할 수 

있으며 기술을 통해 그것을 지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세계가 일반화되

고 단순화되어 있지 않다면, [자연과학이] 세계를 계산하고 지배하는 일은 결코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다.”(『문자』, 93)

그런데 “자연과학적 개념의 보편성과 (…) 일회적인 실재 사이의 틈”은(『문

자』, 93) 너무 “넓어서 그 사이에 다리를 놓을 수가 없다.”(『문자』, 92) “우리

는 실재의 개성을 고려하지 않을 때에만 자연과학과 실재의 틈을 무시할 수 있

다.”(『문자』, 94) “자연과학은 수많은 개념형성에 의해 인식된 아주 자세한 지

식의 경우일지라도 오직 하나의 유일한 대상에만 나타나는 것은 언제나 비본질

적인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개성적인 실재 속에서 구성된 자연과학적 개념을 

전부 조합하더라도 결코 유일한 실재적 대상의 특수성과 개성을 재현할 수 없

다.”(KN, 43) 그러므로 실재에 대한 구체적인 지각은 자연과학에서 도외시된다. 

76) C. R. Bambach(1995), p.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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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은 본성상 추상적인 것이고, 또한 추상의 정도가 높을수록 구체적 개별성으

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에, 자연과학의 개념형성에서 사라지는 것은 결국 실재 자

체가 된다.77)

“우리는 이러한 이유에서 자연과학의 방법을 일반화의 방법이라고 부를 수 있고 이를 

통해 자연의 형식적 개념을 부각시킬 수 있다. 자연에 대한 인식은 일반화한다. 여기에 

자연에 대한 인식의 논리적 본질이 있다.”(KN, 44) 

“자연과학의 방법은 경험으로부터, 비록 구체적인 직관으로부터 나오기는 하

지만, 점점 더 높은 그리고 점점 더 내용이 결여되는 추상으로 진행하는 과정을 

거쳐, 직관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것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져 가는데, 리케르트는 

이러한 사정을 개별적인 것으로부터 멀어져가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했다. 

그에게 일반화는 탈-개별화였으며, 처음부터 개별적인 것에 무관심한 것이라기

보다는, 전적으로 일반적인 것에 관심을 갖는 것이었다.”(Hua XXXII, 95) 비유하

면 “자연과학은 파울 뿐만 아니라 페터에게도 똑같이 맞는 기성복을 만들어내

는 것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그것은 두 사람 중 어느 쪽의 체격도 [실제로] 본

뜬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문자』, 94) 추상적 일반화에 의한 구체적 실재의 

소멸, 즉 일반화하는 개념에 의해 사라지는 “실재적인 것의 특수성과 개성이 모

든 자연과학적 개념형성의 한계인 것이다.”(『문자』, 95)

그러나 빈델반트에게서도 그러했던 것처럼, 여기서 리케르트가 말하는 한계는 

자연과학에 어떤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의미에서의 한계가 아니다. 단지 인식비

판의 관점에서 자연과학이 추구하는 지식의 본성이 지니는 권리상의 한계를 의

미하는 것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과학이 수행하는 개념형성의 한계는 오

히려 전혀 다른 방식으로 형성된 개념을 통해 탐구를 수행하는 새로운 종류의 

학문으로 넘어가는 문지방이 된다.78)

“과연 모든 학문의 형식적 성격이 이렇게 [일반화하는] 방식의 개념형성에 의

해 규정되는가?”(KN, 40) 리케르트는 그렇지 않다고 답한다. “학문이 반드시 어

디서나 자연과학의 방법 내지 일반화하는 방법과 동일한 형식을 띠고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KN, 56) “자연과학과 병행하는 또 다른 학문, 그러니까 개별적인 

것, 일회적인 것에서 자신의 목표를 가지는 또 다른 학문이 있을 수 있는

가?”(Hua XXXII, 95) 리케르트는 그렇다고 말한다. “보편적 개념형성만을 지향하

77) G. Oakes(1988), pp.64-66.
78) A. C. Zijderveld(2006), p.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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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는 [또 다른 종류의] 학문이 있는데, 이것은 가장 넓은 의미에서 역사적 

학문을 지칭한다. 이러한 학문은 파울에게도 잘 맞고 페터에게도 잘 맞는 기성

복만을 만들려고 하지 않는다.(『문자』, 110) 다시 말해 이 학문은 보편적인 실

재가 아니라 언제나 개성적인 실재를 개성의 관점에서 서술하려 한다.”(KN, 53)

이러한 학문은 비록 개념형성을 통해 어느 정도 실재를 추상화하는 것이 불

가피하다 하더라도, 개별적인 것이 지닌 질(質)적인 독특함, 즉 개성에 최대한 

밀착하기를 추구하는 탐구다. 자연과학과 대비되는 이러한 학문에 리케르트는 

‘역사학’이라는 이름을 붙인다. “역사학은 ‘역사’로서, 자연과학과 같은 방식으로 

일반화되기를 원하지 않는다.”(KN, 54)

“우리가 실재를 보편적인 것과 관련시켜 고찰하는 경우 실재는 자연이 되고, 우리가 

실재를 특수하고 개성적인 것과 관련시켜 고찰하는 경우 실재는 역사가 된다.(『문자』, 

112) 따라서 자연과학의 일반화하는 방법과 역사학의 개별화하는 방법은 대립된다.”(KN, 

55)

예를 들어, “달걀 속에서 병아리가 성장하는 것에 대한” 자연과학적 서술과 

“16세기와 17세기의 로마 교황에 대한” 역사적 서술을 비교해 보자.(KN, 56) 전

자에서는 “무수히 많은 대상이 하나의 보편적인 개념체계 안으로 들어온다. 이

때 이 체계는 수많은 대상의 모든 임의의 사례에 대해서도 타당해야 하고 항상 

다시 반복되는 것을 서술해야 한다. 반면 [후자의] 경우에는 일련의 특정한 일

회적 실재를 파악함으로써 각각의 개별적 실재가 지닌 특수성과 개성을 표현하

고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것을 서술해야 한다.”(KN, 56-57) 

이렇게 자연과학은 “상이한 대상에 공통되는 것을 포괄하는 (…) 보편적 유개

념”을 방법적으로 사용하는 반면, 역사학은 특수한 개인에 대한 “개성적 내용을 

지닌 개념”을 구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KN, 57) 이것은 학문적 탐구의 “고유한 

사유목적(Denkzwecke)”에 따른 “논리적으로 상이한” “사유의 형식(Denkformen)”

이다. 즉, “대상을 공통적인 것 또는 보편적인 것과 관련하여 고찰”하는 것과 

“특수하고 개별적인 것과 관련하여 고찰”하는 것은 실재적인 것을 탐구하는 “경

험과학의 방법들 사이에 존재할 수 있는 [원리상] 최대한의 논리적 차이”인 것

이다.(KN, 57)

이렇게 함으로써 리케르트는 “형식적 구별에 기초한” 학문구획의 원리를 획

득한다.(KN, 55) 그것은 바로 “일반화와 개별화라는, 형식적으로 서로 상이한 목

표[에 따라] (…) 서로 상이한 개념을 형성하는”(KN, 56) 자연과학과 역사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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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문적 개념형성은 논리적으로 서로 대립되는 두 방향으로 분리된다.”(KN, 55) 

“방법은 목표로 인도하는 길이다(Methode ist der Weg, der zum Ziele führt).”(KN, 

54) 그런 점에서 고찰할 때 “자연과 역사는 순수하게 논리적이고, 따라서 순수

하게 형식적인 두 가지 개념”으로서 “학문적 방법”을 규정하는 것이다.(KN, 55)

  

5절 정신과학에서 문화과학으로

자연과학과 대비되는 학문의 부류인 정신과학을 빈델반트는 ‘역사학’이라고 

부른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리케르트에게 역사학은, 간혹 경험적 분과학문의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79), 주로 형식적-방법적으로 자연과학에 

대립하는 학문의 의미를 지닌다.

그런데 빈델반트와 달리 리케르트에게는 자연과학에 대립하는 또 다른 학문

이 등장한다. 이때 자연과학의 대립물을 부르는 명칭은 정신과학이 아니라 ‘문

화과학(Kulturwissenschaften)’이다. 이러한 변화는 빈델반트가 사용한 ‘법칙-정립

적’ 학문과 ‘개성-기술적’ 학문을 각각 ‘일반화하는’ 학문과 ‘개별화하는’ 학문의 

구분으로 바꾸어 부르는 것보다 더 의미심장한 용어의 변화다. 이러한 변화는 

빈델반트와 리케르트의 학문구획이 지닌 근본적인 차이와 관계된다. 리케르트는 

전적으로 방법론적 기준에만 의존하는 학문구획이 충분히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빈델반트를 비판한다.(KN, 54) 

“자연과학이 오직 법칙과 관련이 있는 데 반해 역사학은 오직 완전히 일회적인 것에

만, 즉 합법칙적인 것에 최대한 대립되는 것에만 관련이 있다는 (…) 이러한 오해는 내 

저작이 아니라 기껏해야 빈델반트가 총장 취임식 때 한「역사학과 자연과학」이라는 그 

유명한 강연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이 강연에서 빈델반트는 자연과학의 방법으로서의 

‘법칙-정립적’ 방법과 역사학의 방법으로서의 ‘개성-기술적’ 방법을 서로 대립시키고 있

다. [그러나] 나는 결코 이 용어를 조건 없이 사용한 적이 없다.”(『문자』, 111)

실제로 빈델반트가「역사학과 자연과학」에서 수행한 방법론적 학문구획에 

대해 리케르트  뿐만 아니라 딜타이 역시 다음과 같은 반박을 개진하였다. 첫

째, 모든 자연과학이 법칙-정립적인 것은 아니다. 천문학과 생물학은 비록 자연

과학에 속하지만 법칙-정립적인 성격보다는 개성-기술적인 성격이 강하다. 둘째, 

역으로 모든 정신과학이 개성-기술적인 것도 아니다. 정신과학에 속하는 학문들 

79) 리케르트가 사용하는 ‘역사학’의 다의성에 대해서는 A. C. Zijderveld(2006), p.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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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에서 경제학, 언어학 등은 어느 정도 일반화된 지식에 도달할 수 있다. 셋째, 

빈델반트의 구분은 심리학을 정신과학에서 배제한다.80)

여기서 세 번째 비판은 심리학에 대한 딜타이와 신칸트학파의 근본적인 입장 

차이를 확인하는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유효한 반박이 되지 못한다. 하지만 

첫 번째와 두 번째 문제제기는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것은 결국 학문의 분류에

서, 존재론적-내용적 기준과 방법론적-형식적 기준을 함께 고려할 때에만 온전

한 구획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시사하기 때문이다.81) 즉 위의 인용에서 리케르

트는 빈델반트의 학문구획을 ‘방법론적-형식적’ 기준이라는 제한적인 조건에서

만 수용하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존재론적-내용적’ 기준을 조건으로 하면 

빈델반트의 학문구획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말이다.

“우리가 이렇게 형식적 관점에서 시도하고 있는 분류는 [사람들이] 흔히 학문을 자연

과학과 정신과학으로 구분할 때와 같은 내용적 관점에 따른 분류와는 결코 동일하지 않

다. 따라서 자연과 역사를 형식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 자연과 정신을 내용에 따라 구분

하는 것을 대신할 수 있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KN, 16-17)   

“가장 넓은 형식적 의미에서 볼 때 역사의 개념, 즉 특수성과 개성을 지닌 일

회적인 사건의 개념은 보편적 법칙의 개념과 형식적으로 대립된다. 따라서 개별

학문을 분류할 경우 자연과학의 방법과 역사의 방법의 구별에 대해 언급해야 

할 것이다.”(KN, 16) 하지만 “방법에서 나타나는 형식적 대립(formale Gegensätze 

der Methoden)”(KN, 16) 이외에 “대상들의 내용적 대립(materialer Gegensatz der 

Objekte)” 역시 “학문구획의 기초가 될 수 있다.”(KN, 15) 즉 완전한 학문구획을 

위해서는 “내용에 따라 구분하는 원리에 형식에 따라 구분하는 원리가 첨가되

어야만 한다.”(KN, 15) “우리가 일정한 사물과 현상이 어떤 특별한 의의나 중요

성을 갖고 있다고 파악하여 이런 사물과 현상을 실재 전체로부터 분리하여 강

조하는 한에서 (…) 우리는 이러한 사물과 현상에서 단순한 ‘자연’과는 다른 어

떤 것을 보게 된다.”(KN, 15)

결국 리케르트가 이렇게 두 가지 기준에 의해 학문을 구획해야 할 필요성은 

“‘자연(Natur)’이라는 말이 지닌 다의성” 때문이다.(KN, 15) 전자의 구분에서 자

연은 개별화하는 역사에 대립하는 일반화의 ‘방법’을 의미하지만, 후자의 구분

에서 자연은 학문이 탐구하는 ‘대상’ 또는 ‘영역’을 의미한다. 인식의 방법이 아

80) R. A. Makkreel(1975), pp.206-208. 
81) G. Oakes(1988), p.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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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인식의 내용이라는 관점에서 자연에 대립하는 것은 ‘문화(Kultur)’다. 즉, 

리케르트에게는 자연의 의미가 형식과 내용이라는 관점에서 이중적이기 때문에 

대립물도 두 가지로 설정되는 것이다. “자연과 문화라는 ‘내용적 대립’과 자연

과학의 방법(naturwissenschaftliche Methode)과 역사의 방법(historische Methode)이

라는 ‘형식적 대립’”이라는(KN, 17-18) 서로 독립적인 두 기준을 교차시킨 결과

“당연히 자연과학의 방법이 저 멀리 문화의 영역에도 힘을 미치게 되며, 그리하여 오직 

역사적인 문화과학만이 존재한다고 말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역으로 어떤 점에서는 자연과

학 안에서 역사의 방법을 말할 수도 있기 때문에 결국 논리적으로 고찰해 보면 여러 중간영

역들(Mittelgebiete)이 생기게 된다. [그러니까] 이 중간영역의 한편에는 ‘내용적으로’ 문화과학

적인 연구와 ‘방법적으로’ 자연과학적인 연구가, 다른 한편에는 ‘내용적으로’ 자연과학적인 

연구와 ‘방법적으로’ 역사적인 연구가 서로 밀접히 결합되어 있는 것이다.”(KN, 17)

이상의 논의에 따라 필자는 존재론적-내용적 기준과 방법론적-형식적 기준을 교

차시킴으로써, 리케르트의 학문구획을 다음과 같은 사분면으로 나타내 보았다.82)

(Ⅰ)은 문화라는 영역에 대해 개별화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학문을 가리킨다. 

역사학이 대표적이다. (Ⅱ)는 문화라는 영역에 대해 일반화하는 방법을 사용하

는 학문을 가리킨다. 리케르트는 심리학과 사회학을 언급함으로써 문화의 영역

을 다루는 학문도 일반법칙의 확립을 목표로 탐구를 수행할 수 있다고 보았

다.(KN, 106-119) 딜타이가 어느 정도 일반화된 지식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

82) A. C. Zijderveld(2006), p.240.

문화

(Kultur)

(Ⅱ) (Ⅰ)
일반화

(Generalisierung)
(자연)

개별화

(Individualisierung)
(역사)

(Ⅲ) (Ⅳ)

자연

(Nat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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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경제학, 언어학도 여기에 속할 것이다.83) (Ⅲ)은 자연이라는 영역에 대해 일

반화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학문을 가리킨다. 물리학과 화학이 대표적이다. (Ⅳ)

자연에 대해 개별화하는 탐구에는 진화생물학이 속한다.(KN, 106-111) 단적으로 

(Ⅳ)가 보여주듯 “자연과학의 영역에는 역사적인 방법이 침투해 있고, [(Ⅱ)가 

보여주듯이] 문화과학의 영역에도 자연과학적인 방법이 침투해 있기 때문에 (…) 

사실상 학문적 연구 활동은 양쪽 극단의 중간에서 이루어진다.”(KN, 106)84)

하지만 철학자로서 리케르트의 관심은, 여러 경험학문이 이러한 “혼합형식”의 

중간적 양상에서 탐구를 수행한다는 실제적인 사실보다는 원리적인 양쪽의 극

단에 있다. 그것은 바로 (Ⅲ)‘자연’에 대해 ‘일반화하는’ 전형적인 의미의 자연과

학과 (Ⅰ)‘문화’에 대해 ‘개별화하는’ 전형적인 의미의 역사적 문화과학이다.(KN, 

101-102)

“학문은 다루는 대상의 관점뿐만 아니라 사용하는 방법의 관점에서도 구분할 

수 있으므로, 학문은 내용적 관점과 형식적 관점[의 두 가지 기준에서] 구분될 

수 있다.”(KN, 11) 그렇다면 우리는 “형식적 구분의 원리와 내용적 구분의 원리 

사이의 연관을 제시하고 이 [두 가지 기준]에 따라 [자연과학과 다른] 역사적 문

화과학의 본질을 이해”해야만 한다.(KN, 80)그런데 여기서 다음과 같은 의문이 

드는 것은 당연하다. 자연과 문화에 대한 리케르트의 ‘실질적-내용적’ 구분은, 

자연과 정신에 대한 딜타이의 ‘존재론적’ 구분과 어떻게 다른가?

첫째, 딜타이는 정신과학의 기초적인 내용을 심리학에서 길어온다. “[딜타이

는] 심리적 삶에 대한 보편과학, 즉 심리학에 기초한 [소위] ‘정신과학’을 정립

한다. 그에 따라 정신과학 영역에서 나타나는 근본적인 진보를 특히 심리학적 

방법에서 기대하게 된다.”(KN, 12) 그러나 리케르트에 따르면, “만일 [딜타이가 

생각하는 것처럼] 자연이 물리적 존재를 의미하고 정신이 심리적 존재를 의미한

다면, 자연과 정신의 대립적 관점에서 기획된 구분의 시도가 실제로 현존하는 

경험과학의 구분을 이해하는 데에 이르지 못한다.”(『문자』, 46) 왜냐하면 “학

문론에서 본질적인 구별의 징표가 적중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 [즉] 서로 

다른 두 가지 개별연구 방법 사이에서 유용한 논리적 대립인 형식적 대립을 도

출할 수 없는 것이다.”(KN, 13)

83) R. A. Makkreel(1975), p.219.
84) “논리적 이론이 강제로 세운 구분의 경계선들이 이러한 구체적인 작업에서는 분명하

게 구분되는 양극단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 혼합되고 서로 넘나드는 형태들을 만난다. 
한편으로 자연과학에서 제기되는 어떤 문제는 오직 역사학의 개념방법에 의해서만 다

루어질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 자연과학적인 탐구방식을 역사학의 대상들에 적용해

서는 안 되는 어떠한 이유도 없다.” E. 카시러(2007), p.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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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리케르트가 설정하는 ‘문화’의 영역은 딜타이가 말하는 ‘정신’의 영역과 

일치하지 않는다. 리케르트가 ‘정신’이라는 용어를 ‘문화’로 대체하는 이유는 다

음과 같다. 만일 ‘정신’이 초자연적 실체를 가리킨다면 그것은 무비판적인 형이

상학의 잔재일 것이다. 경험과학과 보조를 맞추어 반(反)형이상학의 조류에 동

참하는 리케르트로서는 초자연적 실체로서의 정신과 같은 것을 받아들일 수 없

었다. “‘정신’이라는 말의 오래전 의미가 오늘날에도 [형이상학적] 여운을 남기

고 있기 때문에 (…) 정신과학이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는 것은 오직 이 말의 

모호함 때문이고 동시에 원리상의 불명료함 때문이다.”(KN, 103) 

만일 정신이 초자연적 실체가 아니라 경험적 대상으로서의 인간의 마음, 영

혼, 심리적인 것을 가리킨다면(『문자』, 21), 그것은 경험과학인 심리학의 탐구

대상이어야만 할 것이다. 그런데 리케르트가 보기에, 인간의 마음을 의미하는 

정신을 자연과 대립시키는 것은, 자연을 지나치게 협소한 개념으로 만들어 버린

다.85) 왜냐하면 자연과 대비되는 것은 심리적인 것 외에도 더 많이 있기 때문이

다. 우리는 예술이나 문화, 도덕, 종교에 대해서도 자연과 대립된다고 말할 수 

있다. 즉 자연의 대립물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므로, 그것을 반드시 인간의 마음

으로 국한해야만 하는 이유는 없는 것이다.

“문화과학을 심리적 현상에 대한 탐구에만 제한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만일 정신과학

이 단순히 심리적 삶의 탐구로 이해된다면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정신과학이라는 표현

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KN, 23)

물론 딜타이는 예술, 문화, 도덕, 종교를 모두 포괄하는 상위의 개념으로 ‘정

신’을 사용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정신은 단지 개인의 심리적 삶이 아니다. 오

히려 정신은 단순히 심리적인 모든 존재와 원리적으로 구별되는, 말하자면 이러

한 존재에서 고차원적으로 독립된 형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주관정신(subjektiver 

Geist)’에 대립되는 ‘객관정신(objektiver Geist)’으로 (…) 헤겔이 지칭한 것과 유사

한 것이다.”(『문자』, 20) 만약 정신과 심리적인 것을 엄격히 구별한다는 전제

에서라면 리케르트는 ‘정신과학’이라는 용어를 수용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이러한 전제에서 문화를 자연과 구별하는 것은, 문화의 [주관적이고] 심리적인 내용

이 아니라 문화의 객관적이고 정신적인 내용이기 때문이다.”(『문자』, 21)

85) G. Oakes(1988), p.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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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의의나 의미를 가진 것으로서의 정신적 내용은 딜타이가 생각하는 

것처럼 “내적지각에 의해서 파악되지 않는다.”(『문자』, 21) 왜냐하면 의의나 

의미는 심리적인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지각되는 것이 아니라 “이해되는 것”이

기 때문이다.(『문자』, 21) 여기서 우리는 리케르트가 딜타이와 ‘지각’과 ‘이해’

라는 말을 다르게 사용한다는 점에 유의해야만 한다.86) 리케르트에게 정신적인 

것은 “예지계나 사유계로 지칭되는, 그리하여 물리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실재

하지] 않는” 이념적인 것이다.(『문자』, 21) 따라서 “이해와 지각은 구별해야만 

한다.”(『문자』, 57) “이해의 대상은 (…) 단지 비감성적인 의의나 의미 형상뿐

이다. 오직 의의나 의미 형상만이 직접 이해될 수 있을 뿐이다.”(『문자』, 57)

결국 리케르트가 보기에, 소위 정신과학의 문제를 심리적 경험과 결합시키려

는 딜타이의 시도는 이념적인 것과 실재적인 것, 타당한 것과 현존하는 것, 사

유와 지각의 차원을 구분하지 못하는 심리주의의 편견일 뿐이다. 다시 말해, 심

리학이 철저하게 경험적 분과학문으로 남기를 거부하고 다른 학문을 정초하는 

철학의 역할을 자임한다면, 더욱이 형식적 대립을 보지 못하고 철저하게 내용에 

의지한다면 심리주의의 오류에 빠진다.87)

셋째, 더욱이 리케르트는 심리학이 관찰과 실험을 통해 법칙을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발전해가는 설명적 심리학이어야만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심리학의 

방법을 역사과학에 적용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오류에 빠질 수밖에 없다.”(KN, 

14) “심리적 삶 그 자체는 자연으로 고찰될 수 있으므로 단순히 심리적인 것의 

현존만으로는 아직 문화적 대상이 아니며, [따라서] 심리적인 것의 현존 [자체

가] 문화 개념의 정의를 위해 사용될 수는 없다.”(KN, 25) 그래서 리케르트는 

심리학을 정신과학에서 배제하여 자연과학으로 편입시키고, 기존에 정신과학이

라 불렸던 학문이 심리적인 것과 전혀 무관함을 강조하기 위해 ‘문화과학’이라

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다.88)

86) 딜타이가 사용하는 ‘지각’과 ‘이해’의 개념에 대해서는 본고의 3부에서 상세히 다루

어질 것이다.
87) R. A. Makkreel(1975), p.39.; A. Konopka, “The Role of Umwelt in Husserl’s Aufbau and 

Abbau of the Natur/Geist Distinction”, Human Studies, 32, Springer, 2009, p.316.; A. C.
Zijderveld(2006), pp.95-96.; p.180. 리케르트에 따르면 자연과학과 정신과학에 대한 존

재론적 구분은 이처럼 정신과학에 대한 실증주의를 배제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이

것은 심리학이 자연과학이라는 리케르트의 전제에서만 성립하는 비판이다. 리케르트

는 딜타이의 기술-분석 심리학이나 후설의 현상학적 심리학과 같이 자연과학적 심리

학과는 다른 종류의 심리학이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
88) 그러나 마크릴이 적절하게 지적하는 것처럼, 심리적인 것을 배제하는 리케르트의 ‘문

화과학’ 개념은 자칫 가치를 부여하는 주체로서 문화를 창출하는 ‘인간’을 도외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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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절 의미의 영역으로서의 문화

우리는 앞에서 형식적-방법적 기준의 관점에서 자연과학의 일반화하는 개념형

성과 역사학의 개별화하는 개념형성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이제 존재론적-내용

적 기준의 관점에서 자연과 대립되는 문화를 살펴보기로 하자.

리케르트는 “가치와의 연관의 유무에 따라 학문적 대상을 [자연과 문화의] 두 

종류로 나눈다.”(KN, 20) 즉 내용적인 측면에서 자연과학과 문화과학을 구획하

는 기준은 ‘가치(Wert)’의 유무다. 리케르트에게 문화는 인간의 목적에 따라 제

작된 것으로서 인간이 부여한 가치와 의미를 담고 있는 영역을 의미한다.89) “문

화는, 가치 있는 목적에 따라 행동하는 인간이 직접 생산한 것이거나, 그것이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적어도 그것에 담겨있는 가치 때문에 의식적으로 

가꾸어 보존한 것이다.”(KN, 19) “모든 문화현상에는 인간이 인정한 어떤 가치

가 구현되어 있다는 사실이 항상 본질적인 관계로 있다.”(KN, 19) 결국 문화과

학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가치’가 무엇인지 알아야만 한다.

리케르트는 존재론적으로 세 가지 독립적인 영역을 존재의 범주로 상정한다. 

첫째는 ‘실재적(real)’ 영역이다. 실재적인 영역은 시간적 공간적 질서 안에 있으

면서 무엇보다도 감성을 통해 우리에게 지각되는 영역이다. 여기서 지각은 “직

접적으로 주어지는 모든 물리적이고 심리적인 현상 전체의 감성계가 [모두] 지

각의 대상으로 간주될 정도로 넓게 파악되지 않으면 안 된다.”(『문자』, 57) 물

리적인 것과 심리적인 것은 모두 실재적인 것으로서 지각의 대상이다. 지각은 

가치로부터 자유로운 영역을 구성한다.

둘째는 ‘이념적(ideal)’ 영역이다. 여기에는 참과 거짓의 ‘이론적(theoretical)’ 가

치와 도덕적, 미적, 종교적 가치인 ‘非이론적(atheoretical)’ 가치가 속하는데, 가치

가 속하는 영역은 실재적인 영역이 아닌 이념적인 영역이다. 리케르트에게 가치

는 시간적-공간적 위치를 점하는 ‘실재적’인 방식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가치는 어떤 실재가 아니다. 물리적인 실재도 심리적인 실재도 아니다. 가치의 

본질은 실재적 사실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타당성에 있다.”(KN, 89) 그렇기 때

문에 우리는 가치에 대해 존재하는지 아닌지를 물을 수는 없고 “타당한지 아닌

지를 물을 수 있을 뿐이다.”(『문자』, 59)90)

우려가 있다. R. A. Makkreel(1975), p.42. 
89) A. C. Zijderveld(2006), p.242.
90) 리케르트에게 가치는 오직 가치론적 ‘타당성’을 지닐 뿐 존재론적으로 ‘존재’를 지니

는 것은 아니다. C. R. Bambach(1995), pp.114-115. 신칸트학파의 전통에서 ‘존재’와 ‘타
당성’의 구분에 관해서는 A. C. Zijderveld(2006), pp.168-174.; S. A. Staiti(2014), p.37 참
조.



- 54 -

실재적인 영역과 이념적인 영역은 서로 독립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관계를 맺음으로써 제3의 영역을 구성한다. 그것이 바로 세 번째인 ‘의미’의 영

역이다. 의미의 영역에서 만나게 되는 대상은 단순히 시간-공간상에 있는 실재

적인 것도 아니고, 이념적인 가치 그 자체도 아니다. 의미의 영역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대상은 비록 실재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동시에 가치가 구현되어 있다. 

리케르트는 이념적 가치가 구현되어 있는 실재적인 것, 즉 ‘가치 있는 사물’을 

‘재(財, Güter)’라고 부르며, 의미가 부여된 것이라서 ‘의미형성물(Sinngebilde)’이

라고 부르기도 한다.91) 이러한 의미의 영역이 바로 문화과학이 탐구하는 영역이

다. “문화적 대상에는 언제나 가치가 담겨 있다. 그래서 문화적 대상은 재화(財
貨)라고 불린다.”(KN, 19; 89) 이러한 세 영역은 서로 독립적인 만큼, 그 영역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도 각기 다르다. 지더벨트는 이를 다음과 같은 표로 정리하

여 제시한다.92)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위의 표가 무엇을 뜻하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자연과학

의 관심에서 제주도의 돌하르방은 실재적으로 존재하는, 그래서 감각적으로 지

각할 수 있는 자연적 사물로서의 현무암일 뿐이다. 돌하르방의 현무암은, 용암

이 분출한 후 식어버리는 원리에 의해 생성되어 강도와 색깔 등에서 일정한 속

성을 지니게 된 현무암 일반의 개별적 사례라는 사실 이외에 그 어떠한 특별한 

의미도 지니지 않는다. “자연은 의의와 상관없이 단순히 지각적이고 非이해적이

다.”(『문자』, 58) 그렇기 때문에 이 현무암은 다른 모든 현무암과 마찬가지로 

물리적 강도와 화학적 성질에서 자연과학에 의해 ‘설명(erklären)’된다.

91) A. C. Zijderveld(2006), p.151.
92) A. C. Zijderveld(2006), p.179. 리케르트에게서 ‘자연’과 ‘정신’에 이은 세 번째 영역 범

주로서의 ‘가치’에 관해서는 C. R. Bambach(1995), p.114 참조. 

학문  영역 대상   방법

3 철학
 가치

(이념적)

이론적인 것(학문적),
非이론적인 것

(도덕적, 미적, 종교적)
  이해

2
문화

과학

 의미

(문화적)
가치와 관계를 맺어

의미를 지니게 된 것
  해석

1
자연

과학

 자연

(실재적)

그 자체로는 의미가 없는

가치로부터 자유로운 것

(물리적, 심리적)

  지각,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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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움은 非이론적 가치 중의 하나인 미적 가치다. 이러한 가치는 시간적-

공간적인 실재의 영역에서 발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실재적 사물인 현무암 

돌하르방이 아름다울 수는 있으나, 그렇다고 현무암 돌하르방이 곧 아름다움 자

체, 그러니까 그 자체로 아름다움이라는 가치인 것은 아니다. 즉 우리는 가치를 

담지하고 있는 어떤 것과 “가치 자체(Wert selbst)를 구분해야만 한다.”(KN, 19) 

아름다움 자체는 실재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념적으로 타당하다. 리케

르트는 이러한 가치를 ‘이해(verstehen)’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그런데 이러한 가치는 이념적으로 공중에 부유하는 것이 아니라 실재적 대상

에 구현되는 구체화의 방식으로 존재한다. “이해될 수 있는 의미 형상은 오직 

지각될 수 있는 대상을 통해서만 나타난다.”(『문자』, 58) 제주도주민들은 물리

적 자연에 그들이 향유하고 추구하는 미적 가치를 부여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현무암은 자연적 사물에서 문화적 대상으로 탈바꿈한다. 돌하르방은 아름다움의 

가치를 지니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돌하르방은 자연물로서의 현무암과는 다

른, 의미를 지닌 가치 있는 대상이 된다.93)

“[이로써] 학문의 한편에는 문화처럼 의의나 의미를 통해 이해되는 대상이 존재하고, 

다른 편에는 자연과 같이 의미나 의의와 상관없는 것으로 간주되기에 이해되지 않고 남

는 대상이 존재한다.”(『문자』, 58)

리케르트에 따르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가치나, 이러한 가치에 의해 

확립된 의미 형상을 담고 있고, 이러한 가치와 관련되어 가꾸어진 실재적 대상

들의 총체를 문화로 간주한다.”(KN, 27) 즉, 예술작품으로서의 현무암 돌하르방

은 단순히 물리적․화학적 법칙에 의해 설명되어야 하는 자연적 사물이 아니라, 

거기에 깃든 가치를 이해하기 위해 그 의미를 ‘해석(deuten)’해야 하는 문화적인 

대상, 즉 ‘문화재(文化財)’가 되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문화재’를 반드시 선조들에 의해 창조되어 오늘날까지 전승되

어 오는 소중한 자산으로 협소하게 이해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재(財, Güter)’

는 더 넓은 의미를 지닌다. “가치가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에 의해 타당한 것으

로 인정받거나 아니면 그런 가치의 승인이 구성원에 의해 요구되는 경우, 이것

들은 어떤 발전의 단계에 놓여 있든지 문화적 대상 또는 재화다.”(KN, 21) 즉 

“문화란 가치를-지닌-대상들(Wertobjekte)을 위한 이름이다.”(Hua XXXII, 85) 인간

93) M. Ermarth(1978), p.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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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사회의 활동을 통해 의미가 부여되어 가치를 구현하고 있는 모든 문화적인 

사물이 ‘재’인 것이다.94) 그리고 좁은 의미의 문화재는 당연히 이러한 ‘재’의 일

부가 된다. 

“우리는 가치와 무관한 자연과 가치를 지닌 문화를 구별함으로써 [학문구획이라는] 우

리의 맥락에서 본질적인 계기를 이미 얻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

다. 즉, 가치연관의 방법론적 의미를 명확히 했을 때에야 비로소, 의미와 무관한 대상과 

의미를 지닌 대상의 구별 또는 비이해적 대상과 이해적 대상간의 구별이, 전문적인 학문

적 방법론의 논리적 구조에서 어떤 의의를 갖는지를 밝힐 수 있다.”(『문자』, 59)

이로써 우리는 다시 한 번 딜타이와 리케르트의 차이를 확인하게 된다. 첫째, 

리케르트가 말하는 지각은 딜타이가 말하는 지각과 다르다. 딜타이는 외적지각

과 내적지각을 언급하면서 물리적 자연은 전자에 의해서, 심리적인 것은 후자에 

의해서 파악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정신과학의 대상은 심리적인 것에서 생성

된 것이며, 따라서 내적지각에 의해 파악되어야만 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즉 딜

타이에게는 심리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의 경계가 생성이라는 관점에서 유동적

이다. 정신적인 것은 심리적인 것의 표현이며, 심리적인 것에서 생성되는 것이

기에, 심리적인 것의 확장일 뿐이다.

하지만 리케르트에게는 문화적인 것과 심리적인 것 사이에 절대적인 단절이 

있다. 문화과학의 대상은 실재적인 것이 아니기에 물리적인 것도 심리적인 것도 

아니다. 따라서 문화적 대상은 외적지각은 물론 내적지각에 의해서도 파악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오직 이념적 가치에 대한 접근을 통해서만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리케르트의 관점에서는 심리학이 문화과학의 방법론적 토대가 될 

수 없다. 물론 딜타이의 입장에서는 가치에 대한 이해가 가치평가라는 심리적 

94) 리케르트와 마찬가지로 후설은『이념들1』에서 현상학의 노에시스-노에마 상관관계

에 따라 ‘가치지각(Wertnehmung)’이라는 직관의 지향적 대상이 되는 ‘가치 자체(Wert 
selbst)’와 일상적 지각의 대상이 되는 ‘가치 있는 대상’을 엄밀히 구분한다. “더욱 명

료한 판명성을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상대적인 용어들을 도입해야만 한다. [그것

은 바로] 가치있는 대상(werter Gegenstand)과 가치대상(Wertgegenstand), 가치있는 사태

와 가치사태, 가치있는 속성과 가치속성(이것은 자체적으로 보자면 또 이중적 의미를 

띠게 될 것이지만)을 더 잘 구분하기 위해서는 말이다.”(Hua III/1, 220-221) 이런 맥락

에서 필자가 위의 본문에서 인용한『자연과 정신』에서 후설이 ‘Wertobjekt’라고 언급

한 용어는 ‘Wertgegenstand’와 형태가 유사하기 때문에 ‘가치 자체(Wert selbst)’를 지칭

하는 것처럼 혼란을 줄 여지가 없지는 않다.(Hua XXXII, 85) 그럼에도 필자는 문맥상 

‘Wertobjekt’를 ‘werter Gegenstand’의 뜻으로 새기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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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용을 통해 접근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니냐고 반문할 수 있다. “문화 현상이 

재화라고 한다면 거기에는 항상 가치를 평가하는 작용이 관여하고, 따라서 동시

에 정신적 내지 심리적 삶이 관여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KN, 25) 그러나 이

에 대해 리케르트는 다음과 같이 반박한다.

“실재적 재화와 여기에 담겨 있는 가치를 구별하는 경우처럼, ‘정신적’ 존재, 즉 심리

적인 평가 작용, 가치 그 자체, 그리고 가치의 타당성을 개념적으로 구별해야만 할 것이

다. 우리는 ‘정신적 가치’에서 [정작] 중요한 것은 정신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치라

는 점을 깨달아야만 한다. 이렇게 할 때 자연과 문화의 경계를 구분하기 위해 더 이상 

심리적인 것을 이용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심리적인 것은 단지 평가 작용으로서 문화

와 연결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평가 작용으로서의 심리적인 것이 실재를 문화적 재화

로 만드는 가치와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KN, 25-26)

둘째, 리케르트가 자연과학과 문화과학을 대립시킨 것은 딜타이가 자연과학과 

정신과학을 대립시키는 것과 또 다른 측면에서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 리케르트

에게 자연과 문화는 연구자의 관심에 ‘대칭적(symmetric)’이다. 즉 딜타이의 학문

구획에서 자연과학은 정신과학을 추상한 일종의 파생적 양상에서 수행되는 탐

구인 반면, 리케르트에게 자연과학과 문화과학은 연구자의 관심에 대해 동등한 

무게를 지니는 두 가지 선택지인 것이다.

따라서 방법론적-형식적 기준에서 일반화하는 탐구 또는 개별화하는 탐구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존재론적-내용적 기준에서 자연과 문화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데에서도 연구자의 관심은 ‘중립적(neutral)’이다. 만일 

연구자가 가치와 의미가 깃든 문화의 영역을 탐구하고 있다가 이론적 관심을 

전환하면, 방금 전까지 탐구하던 대상은 더 이상 문화적인 대상의 모습으로 나

타나지 않는다. 오히려 그러한 경우 연구자에게는 일체의 가치와 의미로부터 자

유로운 자연의 영역이 드러나게 된다.95)

95) 지리학의 대가(大家)인 알프레트 헤트너(Alfred Hettner)는 ‘자연지리학(Physical 
Geography)’과 ‘인문지리학(Human Geography)’의 구분에 대한 철학적 근거를 리케르트

의 논의에서 구하고 있다. 즉 ‘자연지리학’과 ‘인문지리학’은 자연과학과 문화과학의 

‘이론적 관심’에 따라 구분된다는 것이다. 자연지리학이 자연의 관점에서 지형과 기후

를 탐구한다면, 인문지리학은 그러한 지형과 기후에서 살아온 인간의 삶의 방식과 문

화를 탐구한다. A. 헤트너,『지리학 : 역사․본질․방법』제 1권, 안영진 옮김, 아카넷, 
2013. p.269. 하지만 필자는 헤트너가 후설의 현상학에 의지할 때 더욱 설득력 있는 지

리학의 기초를 마련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필자는 그 이유를 본고의 4부에

서 후설의 학문구획을 제시함으로써 상술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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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적으로 제시되는) 사태 자체에 관계하는 모든 가치-관심(Wertinteresse)이 작동하

지 않은 채로 남아 있거나 또는 [의도적으로] 자의에 따라 작동하지 않게끔 만들면, 그것 

말고 유일하게 남는 관심으로서, 무한성의 극복에 대한 관심, 자연과학적인 관심, 다른 

말로 하면, 무한한 것[으로서의] 객관적 존재를 규정하고자 하는 관심이 생겨나는데, 그

러한 관심은 가치를 도외시한다. 자연은 가치에서 자유롭게 고찰된 세계다. [반면] 세계

가 가치의 관점 하에서 고찰되면, 새로운 학문적 목표, 역사라는 목표가 제공된다.”(Hua

XXXII, 96)

결국 이것은 리케르트가 아무리 존재론적 기준에 의한 대상영역의 구분을 말

한다고 하더라도, 문화나 자연은 연구자의 이론적 관심에 의한 선택에 전적으로 

의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96) 즉 학문의 구획은 일반화와 개별화라는 방법론적-

형식적 관점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존재론적-내용적 관점에서도 “대상을 어떠한 

관점(Gesichtspunkt)에서 보는가, 다시 말해 대상을 단순한 자연으로 간주하는가, 

아니면 문화적 삶과 관계를 맺는가에 달려있다.”(KN, 21-22)

그런 점에서 리케르트는 자연보다 정신을 더 근원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딜타

이와 근본적으로 입장이 다르다. 왜냐하면 연구자는 리케르트가 제시한 학문구

획의 사분면에서 형식과 내용이 교차하는 두 개의 이론적 관심을 따라, 네 평면

을 자유롭게 전환할 수 있기 때문이다.

7절 역사적 문화과학의 개념형성

그렇다면 일반화와 개성화라는 ‘방법론적-형식적’ 기준과 가치의 유무라는 ‘존

재론적-내용적’ 기준은 서로 완전히 독립적인 두 가지 기준인가? 앞에서 본고가 

제시한 사분면에서, 리케르트는 비록 (Ⅱ)와 (Ⅳ)에 속한 혼합된 형식의 학문들

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두 가지 기준이 수렴함으로써 성립하는 전형적인 학문이 

있다고 보았다. 그것은 바로 (Ⅲ)전형적인 의미의 ‘자연과학’과 (Ⅰ)전형적인 의

미의 ‘역사적 문화과학’이다.

전형적인 의미의 자연과학에서 “자연이라는 말은 대상의 측면뿐만 아니라 방

96) 스타이티는 리케르트가 아무리 존재론적 구분과 방법론적 구분의 두 가지 기준을 사

용한다 하더라도 존재론적 구분이 방법론적 구분보다 우위에 있다고 주장한다. S. A.
Staiti(2014), pp.25-26.; p.28. 그러나 필자가 보기에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해석의 

근거는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 오히려 필자는 리케르트가『문화과학과 자연과학』
에서 직접 표명하고 있는 것에 의거하여, 두 기준이 독립적이라고 생각한다. 독립적인 

두 기준을 선택하는 원리에 따른 ‘이론적 관심의 전환’은 직접적으로 후설 현상학의 

‘태도변경’으로 연결된다. 그러나 본고가 추후 4부에서 상세히 논하겠지만, 후설의 ‘태
도변경’은 리케르트의 ‘이론적 관심의 전환’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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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측면에서도 자연과학의 특색을 잘 드러낸다. 자연과학은 자신의 대상을 모

든 가치연관과 무관한 존재나 사건으로 간주하고, [따라서] 자연과학의 관심은 

이러한 존재와 사건에 타당한 일반적 개념과의 관계나 더 나아가 가능한 한 보

편적 법칙을 인식하는 것을 향해 있다.”(KN, 101) 즉 전형적인 자연과학에서 

“자연은 [내용적으로] 가치와 무관하게 [형식적으로] 일반화됨으로써 파악된 심

리적이고 물리적인 실재 전체다.”(KN, 101)    

다른 한편에는 전형적인 의미의 “역사적 문화과학”이 있다. 리케르트에 따르

면 “‘자연’이라는 표현에 상응하면서 동시에 대상의 측면이나 방법의 측면에서 

이 학문의 특색을 드러낼 수 있는 말은 없기에, 이 학문을 지칭하는 말과 관련

해 우리는 자연이라는 말이 지닌 [형식과 내용] 두 가지 의미에 [각각] 대응되는 

두 가지 표현을 [함께] 택해야만 한다.”(KN, 101)

“이 학문, [즉 역사적 문화과학]은 [내용적으로는] 문화과학으로서 보편적인 문화가치

와 연관된 대상, 즉 의미있는 것으로 이해되는 대상을 다루고, [방법적으로는] 역사적 학

문으로서 이 대상의 일회적 발전을 특수성과 개성에서 서술한다.”(KN, 101-102)  

요컨대 “역사[적 문화과]학은, 자연과학이 일반화하면서 실재를 ‘자연’으로 간

주할 때 실재에서 선택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을, 개별화하면서 동일한 실재

를 ‘문화’로 선택하는 것이다.”(KN, 102) 선택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이론

적 관심에 따라 실재를 개념으로 변형하는 것이다. 따라서 자연과학과 역사적 

문화과학의 차이는 결국 개념형성의 차이를 살펴봄으로써 구해져야만 하는 것

이다.

자연과학은 ‘일반화하는 개념형성’을 통해 경험적 실재에서 질적인 차이를 사

상(捨象)하고 모든 것을 동질적인 양(量)의 평면으로 탈바꿈시킨다. “일반화하는 

과학은 개념 안에서 대상의 개성뿐만 아니라 대상에 대한 직접적인 직관도 폐

기해버린다.”(KN, 76) 물론 역사적 문화과학도 학문인 이상 실재 자체와 어느 

정도의 거리는 불가피하다. “역사[적 문화과]학도 학문으로 존재하는 한 역시 

직접적인 직관을 폐기하고 [실재를] 개념으로 바꾸어 놓는다. 그러나 역사[적 문

과화]학은 일반화하는 [자연]과학과 반대로 개성을 유지하려고 한다.”(KN, 76-77; 

78-79) 즉 자연과학이 의지하는 개념이 실재로부터의 철저한 추상을 통해 확보

되는 반면, 역사적 문화과학에서 개념과 실재의 거리는 비교적 가깝다. 왜냐하

면 개별적 존재들 간의 공통점이 아니라 각각의 개별적인 존재가 지니는 독특

한 성격인 ‘개성’에 관심을 갖기 때문이다.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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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을 통해 실재를 추상하면서 동시에 “역사[적 문화과]학이 일회적인 것, 

특수한 것, 개성적인 것을 기술해야 한다면, 어떻게 그것이 학문으로서 가능한

지 물어야만 한다.”(KN, 80) 그러니까 역사적 문화과학이 자연과학과 다른 고유

한 학문적 성격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실재의 지각적 구체성을 크게 훼손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인식의 대상인 ‘개별성’을 확보할 것인지가 관건이 된다. 자연

과학의 ‘일반화하는 개념형성’과 다른 ‘개별화하는 개념형성’이 바로 역사적 문

화과학을 구체적인 것에 대한 학문으로 존립하게 하는 핵심인 것이다.98)

그런데 우리는 다시 한 번, 리케르트가 구분한 자연과학과 역사적 문화과학의 

개념형성이 개성과 가치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빈델반트가 구분한 법칙-정립적 

탐구 및 개성-기술적 탐구의 구분과 서로 동일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인상을 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단적으로 말해서 양자의 구분은 같지 않다. 그 이유는 다음

과 같다.

빈델반트는 개성-기술이라는 방법을 넓은 뜻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반드시 학

문적인 탐구의 대상이 아닌 것도 기술의 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하늘에서 떨

어지는 빗방울 하나하나는 모두 개별성을 지닐 수 있다. 빗방울이 반드시 기상

학의 법칙이 적용되는 하나의 사례, 즉 법칙-정립적 탐구의 자연과학의 대상으

로 파악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빈델반트에게는 법칙-정립적인 것이 

아니면 반드시 개성-기술적이어야만 하는 ‘양자택일’이 있기 때문에, 개별적인 

빗방울 하나하나는 모두 개성-기술의 대상이어야만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로

마 시대의 동전이나 빗방울이나 모두 개별적인 것으로 기술의 대상이라는 점에

서는 하등의 차이가 없다.

그런데 이점이 바로 리케르트가 빈델반트를 비판하는 지점이다. 즉 빈델반트

는 오직 형식적인 기준만 고려하고 내용적인 기준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빗방울마저 개성-기술적 탐구의 대상으로 간주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었

다는 것이다. 리케르트의 학문구획에서 보면, 로마의 동전이 지니는 개별성은 

역사적 문화과학의 탐구대상이지만 빗방울의 개별성은 문화과학의 탐구대상으

로 적절하지 않다. 그 이유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하늘에서 떨어지는 빗방울에

는 ‘가치’가 없기 때문이다.99)

여기서 말하는 ‘가치’를 쓸모나 효용과 같은 것으로 국한하여 이해해서는 곤

란하다. 리케르트는 문화과학의 대상이 지니는 ‘가치’에 대해서도 형식과 내용

97) G. Oakes(1988), p.72.
98) G. Oakes(1988), p.73.
99) S. A. Staiti(2014), p.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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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두 가지 규정을 요구한다. 존재론적-내용적인 관점에서 ‘가치’는 실재에 부여

되는 이념적인 것이다. 이념적인 가치가 실재적인 것에서 구현된 것이 바로 의

미를 지니는 문화적 대상이다. 하지만 개념형성이라는 방법론적-형식적 관점에

서 볼 때, 가치는 실재에서 어떤 것을 다른 것과 질적으로 차별화함으로써 주목

할 만한 자격을 띠게 만드는 속성이다. 그런데 전형적인 의미의 역사적 문화과

학은 내용적 규정과 형식적 규정을 모두 충족시키는 가치로 이루어진 영역을 

탐구한다. 형식과 내용이라는 점에서 모두 “가치에 의해 규정될 수 있는 것들의 

존재”가 바로 ‘문화’인 것이다.100)

실재의 이질적 연속성은 바로 개별적인 것들의 무한한 흐름이다. 따라서 우리

는 모든 실재가 그 자체로 개별적인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리케르트

에 따르면 반드시 그러한 것은 아니다. 길을 걷다가 주위에서 보이는 수많은 돌

멩이들은 하나하나씩 보면 물론 개별적이다. 하지만 우리는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대체로 각각의 돌멩이가 지닌 개별성을 주목하지는 않는다. 어떤 돌멩

이의 개별성이 주목되려면 그 돌멩이가 내용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형식적인 의

미에서도 ‘가치’와 결합되어야만 한다.101) 그렇다면 개별성 중에서 어떠한 것은 

가치가 없고 어떠한 것은 가치가 있는가? 리케르트는 실재에 대한 ‘지각적 구체

성’이라는 의미에서의 개별성과 ‘가치와 결합된’ 개별성을 구분함으로써 이 문

제를 해결한다.(GB, 194-196; KN, 83-84)

가장 넓은 의미에서 개별성은 유일하고 독특한 것이다. 예컨대 “우리가 직접

적으로 관찰하고 지각하는 그대로의 모든 물리적이고 심리적인 과정은 개별적

이다. 다른 말로 하면, 그것은 시간과 공간이 어떤 특정한 접합을 이루는 순간

에 단 한번만 일어나므로 그 이외의 물리적이고 심리적인 과정과 차별화되며 

또 결코 되풀이되지 않는다.”(GB, 195) 이것이 “단순한 이질성”(KN, 83) 또는 지

각적 구체성이라는 의미에서 ‘개별적인 것(Individuum)’이다. 백사장에 있는 무수

한 모래 알갱이 하나하나는 모두 이런 의미에서 개별적인 존재다. 하지만 개별

적이라고 해서 모두 그 자체로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다.

“순전히 다름(bloß Anderssein)”이라는 의미에서의 “개별성(Individualität)은 [이

질적 연속이라는] 실재적인 것 자체의 특성과 일치하는 것으로 그 어떠한 학문

에도 포함되지 않는다.”(KN, 83) 해수에 의한 해안선의 침식을 탐구하는 자연과

학의 관점에서 모래 알갱이 하나하나는 의미가 없다. 심지어 백사장을 사람이 

피서를 즐기는 장소라는 문화적인 의미로 간주하더라도 그렇다. 왜냐하면 피서

100) C. R. Bambach(1995), p.96.
101) S. A. Staiti(2014), p.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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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하더라도 모래알 하나하나가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유일하고 독특한 것이 관심이 아닐 때에 이러한 모래알 각각이 지닌 개별성은 

백사장이라는 일반적 개념으로 떨어져 인식의 대상이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

은 “비본질적 이질성(unwesentliche Andersartigkeit)”이다.(KN, 85) 

하지만 이와 다른 의미에서의 개별성이 있는데, 이것은 본질적인 의미에서 유

일하고 독특한 것이다. “좁은 의미의 개성”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KN, 83) 이러

한 “개별성은 차별성, 독특함, 유일무이함을 나타낸다.”(GB, 195) 리케르트의 논

의를 따라가는 데에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편의상 전자와 구분하여 

이러한 의미의 개별성을 ‘개-별성(In-dividualität)’으로 표기하기로 한다. 물론 이

러한 개-별성이 문제가 되는 현상적 실재의 모든 속성을 지시하지는 않는다. 왜

냐하면 실재는 내적으로 무한하기 때문이다. 무한한 실재를 남김없이 재현하는 

것은 원리상 불가능하다.

하지만 개념형성의 과정에서 우리는, 질적으로 무한한 속성 중에 특정한 속

성, 즉 다른 것과 공유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나눌 수 없고’ 다른 것으로 대

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의미에서 관심을 끄는 유일하고 독특한 어떤 것에 

주목할 수 있다. 실재에서 이러한 점을 선택하고 나머지를 추상함으로써 우리는 

다른 것과 본질적으로 차별화되는 개-별성을 인식의 대상으로 획득할 수 있게 

된다. 선택과 추상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개-별성은 실재적인 것에 대한 일정한 

해석[을 통해] 개념에 포함되는 것이다.”(KN, 83)

예를 들어, 석탄과 다이아몬드를 살펴보기로 하자.102) 석탄 더미에서 석탄 한 

조각은 개별적인 것이다. 하지만 탄소로 이루어진 물질이라는 점에서 그 각각의 

조각이 유일하고 독특하지는 않다. 필요에 따라서는 다른 조각으로 대체되는 것

이 얼마든지 가능하며, 그런 점에서 각각의 개별적인 석탄은 석탄 일반의 한 사

례에 불과하다. 이런 의미에서 석탄 조각은 ‘개별적’이다. 반면 석탄과 동일한 

원소로 이루어진 다이아몬드는 ‘개-별적’이다. 단단한 강도 때문에 물리적으로 

‘나눌 수 없다’는 의미에서가 아니라, 다른 어떠한 광물과도 ‘나눌 수 없는’ 독

특하고 유일한 성질을 지닌 것이기 때문이다. 이 예시가 얼마나 엄밀한 것인지

는 따져볼 여지가 있다. 왜냐하면 동일한 원소임을 전제하는 것 자체가 이미 자

연과학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을 철저하게 비유로 받아들인

다면, 리케르트가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점을 파악하기는 어렵지 않다.

그러니까 ‘개별성’과 달리 ‘개-별성’은 ‘가치(Wert)’를 지닌다. 이때 가치는 내

102) G. Oakes(1988), p.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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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이고 형식적인 의미를 모두 함축한다. 즉 가치를 지닌 존재는, 내용적인 측

면에서 유일하고 독특한 성격 때문에 우리의 ‘관심’을 끈다. 그리고 그러한 이

유 때문에 ‘개-별성’은 형식적 개념화를 통해 실재의 무한성을 극복하는 본질적 

계기가 된다. 리케르트가 말하는 실재의 내적 무한성은, 구성하는 요소의 수와 

그에 귀속하는 성질이 무한하기 때문에 실재를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테

제였다. 만일 실재를 파악한다는 것의 의미가 그것을 이루고 있는 요소들과 속

성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열거하여 확인하는 것이라면, 실재를 파악하는 것은 말 

그대로 불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어떤 개별적 존재에 유일함과 독특함을 부여하

는 가치는, 그것을 다른 그 어떠한 것과도 ‘나눌 수 없는’ ‘개-별적’인 것으로 

개념화하기에 충분하다.

“이로써 [역사적 문화과학에 대한] 전문적인 학문적 방법으로서, 내용적 구분 원리와 

형식적 구분 원리 사이의 가장 보편적인 연관이 제시되었다. (…) 어떤 대상의 문화적 의

의, 즉 이 대상이 지니고 있는 이해할 수 있는 가치와 의미는, 이 대상이 전체로서 문제

시되는 한, 다른 실재와 함께 갖는 공통성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실재와 구별되

는 특성에 기인하는 것이다.”(KN, 81)

이렇게 함으로써 역사적 문화과학에서도 개념형성의 원리가 마련되었다. “다

른 어떠한 실재로도 대체될 수 없는 것이라는 의미에서 문화에 대해 하나의 개

체가 되도록 만드는 것”은 바로 “역사적으로 의의를 갖는 의미를 지닌 개-별성

이다.”(KN, 83) 인류 역사에서 살고 죽어간 무수히 많은 사람들 중에서 괴테가 

역사적 문화과학의 탐구대상이 될 수 있는 이유는, 그가 단지 다른 사람들과 인

격적으로 구별된다는 점에서 개별성을 지닌 존재이기 때문만이 아니다. 만일 이

러한 이유에서라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들을 동등하게 연구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역사적 문화과학이 괴테를 주목하고 연구하는 것은, 그가 단지 

‘개별성’을 지닌 존재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문학적 천재성이라는 주목할 만한 

개성인 ‘개-별성’을 지닌 존재이기 때문이다. 역사적 사건도 마찬가지다. 시간적 

흐름에서 모든 순간은 개별적이다. 역사적 문화과학은 이 모든 순간이 동등한 

값을 지닌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역사적 문화과학은 소위 ‘결정적 순간’ 내

지 ‘특별한 사건’에 주목한다. 그것은 향후 역사 전개에 중요한 영향을 초래함

으로써 다른 ‘개별적’인 것들과 질적으로 차별화되는 ‘개-별성’의 가치를 지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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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절 가치관계와 문화과학의 객관성 

그런데 역사적 문화과학이 ‘가치론적’이라고 하면 학문의 ‘객관성’은 어떻게 

확보될 수 있는가? 왜냐하면 연구자마다 주목하는 가치가 다른 데다, 가치평가

마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결국 역사적 문화과학은 ‘상대주의’를 

벗어날 수 없는 것 아닌가?103) 이것은 객관적 학문으로서의 역사적 문화과학의 

지위를 위협할 수도 있는 문제다. 이 문제는 빈델반트가 ‘가치’를 일종의 주관

적인 느낌과 같은 것으로 간주하는 모호함에서 비롯된다. 빈델반트는 “모든 관

심과 평가하는 판단, 인간에 대한 모든 가치규정이 개별적인 것과 일회적인 것

에 관계된다”고 말한다.(Hua XXXII, 85)  

“[하지만] 빈델반트가 말한 바에 따르면, 마치 역사학이 가치를 지닌 유의미한 것으로

서의 ‘역사적’ 사실을 확립하는 데에 있어서 [주관적인] 느낌(Gefühl)이 관여하는 것처럼,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역사가가] 편파적이어야만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역사학은 편파적이지 않아야만 하며, 사실을 확립하는 데 있어서 객관적이고 냉

정해야만 한다.”(Hua XXXII, 85)

그렇다면 역사적 문화과학은 어떻게 객관성을 보증할 수 있는가? 리케르트는 

두 가지 측면에서 답을 제시한다. 첫째, 만약 가치가 주관적인 것이라면, 역사적 

문화과학은 연구자의 자의에 빠질 수 있다. 즉 “가치의 타당성”이 문제가 된다. 

만약 참된 인식을 추구하는 “역사가라면 자신이 [탐구하는] 대상을 임의의 가치

에 관련시키지는 않을 것이다.”(KN, 99) 역사적 문화과학은 연구자 개인에게만 

타당한 주관적 가치가 아니라 “보편적 가치”에 의지해야 한다. 즉 다른 사람과 

더불어 “일반적으로 가치로 인정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가치로 이해하고 있음을 

전제해야 한다.”(KN, 99)

“문화적 가치의 보편성이 역사적 개념형성의 개인적인 자의를 제거하는 것이고, 또한 

역사적 개념형성의 ‘객관성’도 여기에 근거를 두고 있다. 역사적으로 본질적인 것은 여러 

개인에게 의의가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의의가 있는 것이어야 한

다.”(KN, 99)    

그러나 어떤 대상이 보편적 가치와 연관된다고 하더라도, 연구자는 그 가치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하게 마련이니 결국 역사적 문화과학은 객관성을 확보할 

103) A. C. Zijderveld(2006), p.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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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다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다. 이에 대해 리케르트는 주관의 행위로서의 

‘가치평가’와 순수하게 이론적인 ‘가치관계’를 구분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자 한다. 가치는 이념적인 것으로서 물리적이고 심리적인 실재와 결합된다. “가

치는 [물리적인] 어떤 대상에 ‘담겨’ 이 대상을 재화로 만들고, 주관의 [심리적] 

작용과 결합하여 이 작용을 가치평가로 만든다.”(KN, 89)  

이러한 두 가지 결합에 따라 우리는 가치에 대해 서로 다른 두 가지 태도를 

취할 수 있다. 하나는 순수하게 이론적인 관계다. 이것은 가치를 파악하고 그 

의미를 이해하는 것으로, 여기서 가치는 긍정되는 것도 부정되는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가치를 평가하는 것과는 다르다. 이것은 ‘가치관계(Wertbeziehung)’로서, 

가치가 물리적 실재와 결합하여 산출되는 재화를 ‘이론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다. 다른 하나는 평가적이며 실천적인 태도다. 이러한 태도에서 가치는 주관에 

의해 평가되는 것이고 따라서 ‘실천적인’ 관점에서 긍정이나 부정이 된다. 이것

이 바로 가치가 심리적 실재와 결합하여 산출되는 ‘가치평가(Wertung)’다.

리케르트에 따르면, 역사적 문화과학의 연구자는 자신이 탐구하는 대상에 대

해 실천적으로 ‘가치평가’를 내리기 이전에, 그저 이론적인 관심에서 가치와 관

련하여 대상을 파악할 수 있다. 즉 리케르트는 ‘가치를 평가하는 고찰(wertende 

Betrachtung)’로서의 “가치 평가적 방법(wertendes Verfahren)”과 ‘가치와 관계를 

맺는 고찰(wertbeziehende Betrachtung)’로서의 “가치 연관적 방법(wertbeziehendes 

Verfahren)”을 구분함으로써(KN, 89-90) 문화과학에서 인식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았다. 가치에 대한 이론적인 관계, 즉 이론적인 ‘가치관계’를 통해

서만 개-별성이 문화과학의 대상이 된다. 이것은 문화과학의 대상이 되는 개-별

성에 대해 ‘가치평가’를 내리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 왜냐하면 ‘가치관계’와 ‘가

치평가’는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실천적인 평가와 이론적인 가치 연관은 논리적인 본질에서 볼 때 근본적으로 다른 

두 가지 작용인 것이다. (…) 이론적인 가치 연관은 사실 확립의 영역에 머무는 데 반해, 

실천적인 가치 평가는 그렇지 않다.”(KN, 90)

예를 들어, 상반되는 두 가지 정치적 입장이 대립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이 경우 어느 한쪽은 자신과 반대되는 견해를 가진 다른 한쪽이 관심을 갖는 

것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는 것일까? 결코 그렇지 않다. 문제가 되는 어떤 객관

적인 사안이 있다는 점을 양자가 모두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사안에 대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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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주관적 견해를 표명하는 것 역시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더욱이 문제가 되

는 사안이 있다는 것에 대한 공통의 인식이 없다면, 동일한 사안에 대해 서로 

견해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조차도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해, 서로 공통으로 전제하여 문제로 삼고 있는 정치적 사안이 없다면, 

대체 무엇에 대해 반대를 할 것인가? 따라서 “역사학이 가치를 문제 삼는 경우

라고 하더라도, 역사학은 결코 [근원적으로는] 가치를 평가하는 학문이 아니다. 

오히려 역사학은 오직 존재하는 사실을 확립하는 학문이다.”(KN, 89-90) 이것은 

곧 관심을 가지는 어떤 사안에 정치적 ‘가치를 관련’시키는 것과 그 사안과 관

련된 정치적인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서로 별개의 차원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가치평가는 언제나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둘 중의 하나일 수밖에 없다. 어

떤 실재가 가치연관에 의해 의심의 여지없이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다고 하

더라도, 이 현실이 갖는 긍정적 또는 부정적 가치에 대해서는 논쟁이 벌어질 수

도 있다.”(KN, 91) 예를 들어,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에 대한 카톨릭의 해석과 

프로테스탄트의 해석은 가치평가에서 서로 대립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자마다 

다른 주관적 가치평가에서 대립의 해소는 어쩌면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넓게는 인류의 역사에서 좁게는 종교사의 관점에

서, 루터의 종교개혁이 가지는 의의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며 그 중요성 

자체는 의심의 대상이 아니다. 만약 루터의 종교개혁이 지니는 역사적인 중요성 

내지 가치에 전혀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카톨릭과 프로테스탄트의 논쟁 자체가 

무의미한 것이며, 그에 대한 입장의 표명이 필요조차 없을 만큼 처음부터 아예 

관심과 주목의 대상이 되지도 않았을 것이다. 이것은 곧 문화과학에서 가치평가

의 대립은 불가피하지만, 그것이 가치관계에서의 대립은 아니라는 것을 뜻한

다.(KN, 90-93) “역사적 문화과학은 [불가피하게] 가치평가에 관한 진술을 하게 

될 것이지만, 실천적으로 대상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결코 [이론적 관심에서] 

대상을 역사적으로 파악하는 것일 수는 없다.”(KN, 89)

“오히려 ‘역사적으로 영향력 있는 것’은 다만 역사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 

즉 우리가 이해가능한 어떤 의미를 연결시키는 것뿐이다. 결국 이것은 문화적 가치가 역

사적으로 본질적인 것을 선택할 때 기준이 된다는 의미와 다름없다.”(KN, 97)

결국 리케르트는 가치관계와 가치평가를 구분함으로써, 역사학의 학문적 객관

성을 확보하려고 하였다. 통상적으로 사람들은 주관적인 것은 ‘가치-적재적인

(value-laden)’ 반면 객관적인 것은 ‘가치로부터-자유로운(value-free)’ 것이라고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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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한다. 그러나 리케르트에 따르면, 실재에 가치를 관련시켜 의미를 획득하는 

가치관계는 주관적인 가치평가와는 구분되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 문

화과학이 ‘가치평가’라는 관점에서 ‘가치-적재적인 것’인지 ‘가치로부터-자유로운 

것’일 수 있는지를 논하는 것은 부차적인 일이다. 왜냐하면 역사적 문화과학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일단 ‘가치와 관계’를 맺어야 하기 때문이다. 가치가 깃든 

영역을 탐구하는 문화과학은 이렇게 함으로써 인식에서 객관성을 확보하게 되

는 것이다.104)

그럼에도 리케르트에게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해명되지 않은 채 남는다. 리케

르트는 보편적 가치를 전제하고 논의를 시작한다. 그리고 그에 따르면 보편적 

가치는 여러 사람들이 문화세계의 역사적 경험 속에서 공동으로 중요성을 인정

하는 가치다. 즉 가치는 삶의 의미에 대해 우리가 취하는 태도, 즉 의도, 행위, 

추구, 목적, 중요성, 깊이, 차원, 관점 등이 관여한다.105) 다시 말해, 사실상 가치

를 부여하는 주체가 없다면 가치도 없을 것이다.106) 만약 사정이 그렇다고 한다

면, 리케르트는 다시 심리학과 역사학을 도입해야만 하는 것 아닌가? 요컨대 

“어떤 사실을 역사적으로 해석하고 정리하는” 문화과학의 작업은 “그 사실을 보

편적 가치와 관계를 맺도록 하는 일”인데, 문제는 “어떻게 역사학자가 이러한 

가치체계에 도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체계의 객관적 타당성을 어떻게 증명

할 수 있는지”인 것이다.107) 역사적 문화과학을 위해 가치가 요구되는데, 그 가

치가 역사적 문화세계에서 사람들에 의해 의미가 부여되는 것이라면, 리케르트

의 논의는 일종의 순환논증에 빠져 있는 것처럼 보인다.108)

104) 요컨대 필자는 ‘가치-적재적(value-laden)’이라는 개념이 좀 더 엄밀히 규명되어야만 

인문․사회과학에서 인식의 객관성이 가능한지의 논의가 철저해질 수 있을 것이라 생

각한다. 즉 ‘가치-적재적’인 것을 ‘가치관계’와 ‘가치평가’ 중 어떤 의미로 새기느냐에 

따라 인식의 객관성에 대해 전혀 다른 논의로 진입하게 된다. 리케르트의 역사적 문

화과학에서 인식의 객관성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할 것. G. Oakes(1988), pp.84-90.; 
M. Ermarth(1978), p.191.; C. R. Bambach(1995), pp.106-108.; A. C. Zijderveld(2006), p.255.; 
pp.272-274. 자연과학뿐만 아니라 역사적 문화과학에서 인식의 객관성을 확보하려는 

리케르트의 이러한 시도는 직접적으로 막스 베버(M. Weber)에 영향을 주었다. 막스 베

버,『사회과학방법론 선집』, 전성우 옮김, 나남, 2011, pp.30-35.; pp.140-146. 이것은 

인문학이나 사회과학 방법론을 둘러싸고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는 논쟁의 주제다. 
C. R. Bambach(1995), pp.110-111.; G. Oakes(1988), pp.112-128. 

105) G. Oakes(1988), p.97.
106) G. Oakes(1988), p.101.
107) E. 카시러(2007), p.142.
108) 이 문제는 리케르트의 ‘가치이론’을 좀 더 엄밀하게 탐구해야 하나, 본고의 주제를 

벗어나기에 더 깊이 다루지 않고 다만 문제를 제기하는 선에서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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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부 딜타이와 정신과학의 정초

본고의 3부는 학문구획과 정신과학 방법론과 관련한 딜타이의 기획을 고찰하

고자 한다. 딜타이의 철학은 (1)실증주의의 영향 하에서 역사에 대한 연구를 수

행하던 시기, (2)실증주의를 비판하면서 정신과학의 독자적인 방법론을 모색하

던 시기, (3)원숙한 해석학의 시기로 구분된다.109) 본고의 논의를 위해서는『정

신과학 입문(1883)』과「기술-분석심리학(1894)」으로 대표되는 두 번째 시기를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두 저술이 딜타이 철학의 근간을 이루

면서,『역사적 세계의 구조(1911)』로 대표되는 해석학으로 심화되고 발전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고는 1장에서『정신과학 입문』, 2장에서「기술-분석심리

학」, 3장에서『역사적 세계의 구조』를 중심으로 딜타이의 정신과학 방법론을 

살펴볼 것이다.

 

1장 정신과학의 토대로서의 삶

딜타이는『정신과학 입문』에서 ‘정신과학(Geisteswissenschaften)’의 개념을 제시

한다.110) 정신과학은 “자연과학에 대립되는” 학문들의 유(類)를 가리킨다.(GS I, 4) 

109) 본고가 여기서 제시한 딜타이 철학의 시기구분은 밤바흐에 따른 것이다. C. R.
Bambach(1995), p.130. 에르마쓰(M. Ermarth)는 딜타이의 철학을 ①정신과학을 경험적-
존재론적으로 정초하는 시기와 ②정신과학을 비판적으로 정초하는 시기 ③정신과학을 

해석학적 반성에 의해 정초하는 시기로 구분하는데, 이것은 밤바흐의 구분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밤바흐의 구분에서 (2)에 해당하는 시기가 에르마쓰의 구분에

서는 ①과 ②로 다시 구분되는데, 대체적으로 에르마쓰의 구분은 딜타이의 저작이 출

간된 순서에 따라 ①은『정신과학입문』의 시기, ②는「기술-분석심리학」의 시기를 

나타낸다고 말할 수 있다. 이보다 더욱 엄밀하게 저작의 순서대로 딜타이의 철학을 

분석한 연구자는 마크릴(R. A. Makkreel)이다. 하지만 마크릴의 연구에서도 (2)‘심리학’
과 (3)‘해석학’은 딜타이 철학을 이해하는 데에 커다란 분수령을 이룬다.

110) 학계에서는 밀(J. S. Mill)의『논리학의 체계(A System of Logic)』가 1849년에 독일어

로 번역되면서 ‘물리과학(physical science)’과 대비되는 ‘도덕과학(moral science)’의 번

역어로 ‘정신과학’이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했다는 주장이 오랫동안 설득력을 지녀왔

다. 그러나 문헌학적 연구에 의하면 ‘정신과학’이라는 용어는 1843년 드로이젠에 의해 

처음 사용된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드로이젠에게 정신과학은 자연과학과 대비되는 

학문들의 유(類)개념이 아니라 경험적 분과학문으로서의 ‘역사학(Wissenschaft der 
Geschichte)’을 뜻하는 것이었다. 이점에 대해서는 Makkreel, R. A.(1975), p.36. 참조. 
1861년 딜타이는 두 개의 사유체계를 구분하는데, 하나는 “무조건적으로 타당한 법칙

의 체계”로서의 ‘과학’이고, 다른 하나는 “가치를 지니고 있는 의미 있는 존재들의 체

계”로서의 ‘세계관’이다. 전자와 달리 아직 ‘학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지 않고 있던 

후자는 1863년 딜타이가 “정신적 학문(geistige Wissenschaften)”이라고 명명함으로써 비

로소 학문의 지위를 획득하게 되지만, 그 이후에도 이 용어가 확고하게 자리를 잡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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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자연과 정신은 학문이 탐구하는 지성적 세계(globus intellectualis)를 반분(半分)

하는 존재의 두 영역으로, 모든 학문은 정신을 대상으로 하는 정신과학이거나 자

연을 대상으로 하는 자연과학 중 어느 한 진영에 속한다.(GS I, 5) 딜타이에게 자

연은 물리적인 것이며, 정신은 “역사적-사회적 실재”라고 불리는 인간의 세계

다.(GS I, 25) 그런데 딜타이는 전자를 탐구하는 학문이 정당하게 ‘자연과학’이라

고 불리는 반면, 후자를 탐구하는 학문은 아직 “일반적으로 승인된 이름을 갖고 

있지 않다”고 개탄하면서(GS I, 5) “역사적-사회적 실재를 탐구대상으로 삼는 학

문 전체”에 ‘정신과학’이라는 이름을 붙인다.(GS I, 4) 여러 분과학문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정신과학’이라는 유개념 아래 묶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인간적-역사적-사회적 세계(menschilich-geschichtlich-gesellschaftliche Welt)에서 인간의 

체험이 지닌 [삶의] 연관에 관한 대상적이고 객관적인 인식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공통

적인] 하나의 인식의 연관을 형성한다.”(GS VII, 3)

그런데 딜타이에 따르면, 이제까지 정신과학이 고유한 이름을 획득하지 못한 

이유는 그것이 학문체계 내에서 정당한 입지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실증주의가 정신과학에 “자연과학의 원리와 방법을 전용(轉用, 

Übertragung naturwissenschaftlicher Prinzipien und Methoden)”함으로써(GS I, xvi) 

“사회적-역사적 실재에 대한 연구를 자연에 대한 인식에 종속시켜” 버렸기 때문

이다.(GS I, 17) “실증주의자는 대부분 자연과학의 작업을 통해 생겨난 지식의 

정의로부터 학문의 개념 내용을 이끌어내고, 또 그와 같은 행위를 통해서 어떤 

종류의 지성적 작용이 ‘과학’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를 결정한다.”(GS I, 5) 그리

하여 콩트와 밀은 “자연의 사실들을 정신적인 삶의 하부조건으로 삼는”, 다시 

말해 “수학적 토대 위에서 구축된” 자연과학 위에 다시 정신과학을 구축하려는 

“통합과학(Gesamtwissenschaft)”의 학문체계를 수립하고자 한다.(GS I, 17)

는 않았다. 딜타이는 이후에도 용어를 일관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데, 1865년에는 ‘외부

세계(자연)에 대한 학문’에 ‘정신(문화)에 대한 학문’을 대립시키며, 1875년에는 ‘사회

적-역사적 실재에 대한 학문’, ‘도덕과학’, ‘인간, 사회, 국가에 대한 학문’, 1876년에는 

‘실천적 세계에 대한 학문’이라는 표현이 등장한다. 그러다가 1883년『정신과학 입

문』이 출간된 이후로 딜타이는 말년까지 철저하게 ‘정신과학’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다. 딜타이의 ‘정신과학’ 개념이 형성되어 온 역사적 변천에 대해서는 M.
Ermarth(1978), pp.94-96. 참조. 특히 복수(複數) 형태인 딜타이의 ‘정신과학

(Geisteswissenschaften)’과 단수(單數)인 헤겔의 “정신의 학(Geisteswissenshaft)” 사이의 

개념적 차이에 대해서는 R. A. Makkreel(1975), p.36.; R. A. Makkreel(1969), p.42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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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의 “인과적 연관”을 분석하는 “자연과학의 탐구방법”에 따라 인간의 마음

을 분석하면, “물리적 변화가 어떤 심리적인 사건이나 심리적인 변화와 규칙으

로 결합되는 지점에 도달하게” 된다. 하지만 이것은 본성이 서로 다른 “경험의 

두 영역에 단일한 근거”를 적용함으로써 양자를 인과적 “함수(函數, Funktion)”

로 연결시키는 것에 불과하다.(GS I, 16) “영혼과 물체의 두 현상영역 사이에 존

재하는 사실적인 관계들을 최대한 정밀하게 확립하길 원하는” 정신물리학의 입

장에서 보면, 인간은 결국 물리적인 “자극과 감각적 느낌 사이에서 작용하는 함

수관계”에 불과한 존재로 전락한다.(GS I, 34) 이러한 논리가 역사학과 사회학으

로 확장된 실증주의는 인간이 살아가는 세계인 역사적-사회적 실재를 마치 자연

을 다루듯 물리적인 인과관계에 따라 기계적으로 설명하려 시도한다. 딜타이에 

따르면 이렇게 “점점 더 커져가는 자연인식의 권력은 역사와 사회를 다루는 경

험과학에 대해 새로운 굴종의 관계를 도모했으며, 이 관계는 종래의 형이상학 

못지않게 억압적이다.”(GS I, xv)

딜타이에 따르면, 이것은 “역사적 실재를 왜곡하여 자연과학의 방법과 개념에 

[견강부회 식으로] 끼워 맞추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GS I, xvii) 왜냐하면 정신

과학이 탐구하는 대상인 역사적-사회적 실재로서의 인간적 세계는 물리적인 자

연과는 본성이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정신과학의 [탐구] 절차방식의 연관은 

자연과학과는 애당초 상이하다.”(GS VII, 130) “자연과학에서 추상적인 것으로 

특징지어진 [탐구] 방법이 정신과학에 전용되면, 이는 자연과학적 사유의 한계

를 넘어서는 월권(越權, Grenzüberschreitung)인 것이다.”(GS VII, 197) 그러므로 

정신과학은 자연과학과는 다른 독자적이고도 고유한 인식론과 방법론의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딜타이는 자신이 추구하는 철학의 목표를 

“정신과학을 위한 인식론적 정초(erkenntnistheoretische Grundlegung)”로 설정한

다.(GS I, xv) 

1절 존재론적 학문구획의 의미

“역사적-사회적 현실[로서]의 세계에 대한 인식의 토대”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GS I, 3), 자연과 정신의 본성이 어떻게 다른지를 규명함으로써 자연과학과 정

신과학이 각기 다른 방법에 의지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이 필요하다. 요컨대, 

자연과학에 종속되지 않는 정신과학을 수립하기 위한 철학적 작업의 핵심은 자

연과 정신을 구분하는 데에 있다. 이와 관련하여 앞서 우리는 신칸트학파가 딜

타이의 학문구획을 비판하면서 탐구의 형식이 아니라 내용을 기준으로, 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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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니라 대상을 기준으로 삼았다고 비판한 것을 살펴보았다. 그런데 우리는 

신칸트학파의 인식론적 구획과 대립하는 딜타이의 존재론적 구획이 무엇인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딜타이가 존재론적 구분의 기준으로 삼는 자연과 정신은 데카르트(R.

Descartes)의 이원론이 상정하는 물체 및 영혼과 같은 것인가? 만약 그렇다면 딜

타이는 독립적인 실체로서의 자연과 정신을 미리 상정하고서 자연과학과 정신

과학을 구분하는 것이 된다. 데카르트의 이원론을 전제로 하여 자연과 정신의 

본질적 차이를 주장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딜타이는 이원론의 모순을 

지속적으로 비판하는데, 이러한 비판은 직접적으로 자연과 정신을 독립적 실체

로 간주한 데카르트를 겨냥하고 있다. 즉 데카르트가 “영혼의 세계(Welt der 

Geister)와 물체의 세계(Welt der Körper)”를 구분한 이래 말브랑슈나 라이프니츠

가 영혼과 물체의 “상호작용”으로 인간을 설명하기 위해 여러 이론을 제시하였

지만, 이는 모두 “인간 정신에 대한 형이상학”에 불과하다는 것이다.(GS I, 7-8)

하지만 자연과 정신의 이원론에 대한 딜타이의 입장은 양가적인 것처럼 보인

다. 왜냐하면 한편으로는 “물리적인 것과 심리적인 것을 구분할 수 없는 (…) 살

아있는 연관”(GS VII, 80) 내지 “심리적-물리적 삶의 통일체(psycho-physische 

Lebenseinheit)”로서의 인간 존재를 언급하며 이원론을 부정하지만(GS I, 15), 다

른 한편 “정신적 과정과 물리적 과정 사이의 통약불가능성(Unvergleichbarkeit)”을 

언급하면서(GS I, 10; 11-12) 자연과 정신이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주장하기 때문

이다.

실제로 여러 저술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자연과 정신의 관계에 대한 딜타이의 

입장은 애매모호하다. 어떤 곳에서는 자연과 정신의 본성적 차이를 주장하는 것 

같다가도 다른 곳에서는 자연과 정신의 이원론을 비판한다.111) 그렇기 때문에 

서술의 애매함을 극복하고 일관되고 정합적인 체계를 획득하기 위해서, 필자는 

딜타이의 입장을 다음의 두 단계로 나누어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 형이상학의 관점에서 그는 자연과 정신의 이원론이 아니라 일원론의 입

장을 취하고 있다. 딜타이는 자신의 저술 곳곳에서 “심리-물리적 통일체”로서의 

실재인 “삶(Leben)”을 언급한다.(GS I, 17-18) 즉 자연과 정신이 통일을 이루고 

있는 근원적 존재는 삶이다. 다시 말해 자연과 정신은 “단지 추상(Abstraktion)에 

의해서만 분리될 수 있을 뿐인, 삶이라는 심리-물리적 통일체의 부분”이다.(GS 

111) 본고가 5부에서 좀 더 상세히 논하겠지만, 딜타이의 양가적이고 모순적인 입장은 

그가 방법적 절차로서의 ‘현상학적 태도변경’, 즉 ‘현상학적 환원’을 제대로 통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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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15) 물론 삶에서 자연과 정신이 분화되어 나오는 그 추상이 무엇인지, 그리하

여 어떻게 서로 독자적인 학문인 자연과학과 정신과학이 성립하는지에 대해서

는 여전히 해명이 필요하다. 하지만 적어도 현시점에서 우리는 딜타이가 자연과 

정신이 통일된 더 근원적인 존재인 삶의 일원론을 견지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

어야만 한다.

둘째, 근원적인 존재인 삶에서 일단 자연과 정신이 분화되어 나오면, 양자는 

서로 본성을 달리하는 존재가 된다. 자연과 정신은 본성이 서로 다른 “영역

(Gebiet)”이다.(GS V, 169) 그러므로 “정신적 사건과 물리적 세계”에 대한 각각의 

학문도 “상호간에 지양하는 것이 불가능한 두 가지 [독자적인] 입장(zwei 

verschiedene, nicht ineinander aufhebbare Standpunkte)”이 된다.(GS I, 15) 자연과 

정신의 대립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딜타이는 데카르트의 입장을 수용하는 것처

럼 보이기도 한다. 그런데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면, 우리는 딜타이가 데카르트

가 자연과 정신을 나눈 것 자체에 대해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게 된

다. 오히려 딜타이가 데카르트를 비판하는 핵심은, 데카르트가 자연과 정신을 

구분하기는 했으나 양자를 각각의 본성에 맞게 탐구하는 방법론을 수립하는 데

에서 실패했다는 점에 있다.

“철학 체계는 [자연과 정신의] 이원성을 극복하려는 헛된 시도를 해왔다. 철학 체계의 

본질은 – 데카르트 이후의 철학이 그러했던 것처럼 – 자연을 구성하고 [이렇게 구성된] 

자연으로부터 [다시] 정신의 본질을 규정한다는 데에 있다. 그러면 정신은 이러한 체계에 

입각해 볼 때 오직 [자연과의 평행론에 따른] 함수의 연관이거나 [아예 자연에 편입되어 

버린] 부분들의 [인과] 법칙적 연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어느 경우건 정신의 내용과 

형식은 부당하게도 분리되어 버린다. 즉 [정신에 고유한 본질적인] 내용들은 정신을 스쳐

지나가는 우연적인 것이 되어 버린다.”(GS VII, 276) 

즉, 자연과 정신을 구분했음에도 불구하고 데카르트는 정신에 대해 자연의 규

정을 전가함으로써 결국 정신을 자연과 다름없는 것으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모순은 어떤 영역에 있는 사실들의 관계를 또 다른 영역에 있는 사실들의 관

계에 종속시키려고 시도할 경우에 발생한다.”(GS I, 12) 다시 말해, 수학에 의해 

구축된 방법을 자연의 권역을 넘어 정신적 영역에 적용하려는 자연주의, 물리주

의, 실증주의의 월권은 그 역사적 연원을 따지고 보면 데카르트 이원론의 형이

상학적 귀결이라는 것이다.(GS V, 158-159)112)

112) 자연과 정신의 구분에 대한 딜타이의 비판이 데카르트의 이원론을 겨냥한다는 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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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과 정신의 관계에 대한 딜타이의 입장은 위 두 가지 관점을 함께 고려할 

때에만 정합적으로 이해될 수 있다. 자연과 정신이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은 

딜타이에게 결코 양도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양자가 구분된다는 것이 반

드시 형이상학적인 의미에서 독립적인 두 실체의 이원론을 전제로 한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 데카르트와 달리 딜타이는 명시적으로 자연과 정신을 독립적

인 실체로 정립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않는다.

즉 딜타이에게 심리-물리적 통일체인 실재는 물리적인 것으로서의 자연과 심

리적인 것으로서의 정신을 전제한 후 다시 양자를 붙인 것이 아니다. 오히려 딜

타이는 심리-물리적 통일체로서의 삶이라는 존재론적 일원론의 형이상학을 견지

한다. 자연과 정신은 더 근원적 존재인 삶에서 추상적으로 분화되어 나오는 파

생적 존재인 것이다. 그리고 일단 두 존재가 분화되면 양자는 서로 본성을 달리

하기에, 각각 다른 방법에 의해 탐구되어야만 한다.

그렇다면 딜타이가 자연과학과 정신과학을 구분하는 기준, 즉 근원적 존재인 

삶을 자연과 정신으로 분화시키는 원리는 무엇인가?

“정신과학과 자연과학이 형성하는 두 개의 사실영역(Tatsachenkreise)을 통해서 이들을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두 개의 집단으로 구분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은 명백하다. 

예를 들어, 생리학은 인간의 한 측면을 다루지만 자연과학의 하나다. 그러므로 학문을 

이분하는 근거는 결코 사실의 상태 그 자체 안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정신과학은 

인간의 물리적 측면을 인간의 심리적 측면을 다루는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태도를 취

해야만(sich verhalten) 할 것이다.”(GS VII, 81-82) 

놀랍게도 딜타이의 이 진술은 본고가 2부에서 살펴본 빈델반트의 법칙-정립적 

학문과 개성-기술적 학문의 대립을 강하게 연상시킨다. 빈델반트와 마찬가지로 

딜타이가 자연과 정신에 대한 구분의 근거로 제시하는 것은 대상을 탐구하는 

‘두 가지 방식’이다. 물리적인 대상과 정신적인 내용의 차이는 ‘객관적인’ 차이

일 뿐만이 아니라 의식에 주어지는 ‘주관적인’ 방식의 차이이기도 하다는 것이

다. 이로써 우리는 자연과학과 정신과학에 대한 딜타이의 학문구획이 전적으로 

존재론적인 구분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즉 자연과 정신의 

서, 딜타이의 입장은 후설의 현상학을 강하게 연상시킨다. 후설은『위기』를 비롯하여 

여러 저술에서 철학사에 대한 비판을 수행하면서, 정신적인 것을 정신적인 것의 본성

에 맞게 탐구하는 학문이 수립되지 못하고 심리학이 ‘자연주의’로 귀결된 결정적인 

계기를 데카르트의 이원론에서 찾는다. 본고는 4부와 5부에서 이에 대해 좀 더 상세

하게 살펴볼 것이다.



- 74 -

‘내용적’ 차이뿐만 아니라 그것이 ‘경험되는 방식’의 차이가 바로 자연과학과 정

신과학을 구획하는 기준이 된다.

“대상(Gegenstand)과 주어지는 방식(Art der Gegebenheit)이 [그 대상을 다루는 학문의] 

논리적 방법을 결정한다.”(GS VII, 18) 

그렇다면 여기서 다음과 같은 물음이 제기되는 것은 당연하다. 딜타이가 학문

을 구획하는 기준이 존재론적일 뿐만 아니라 인식론적이기도 하다면, 더욱이 어

떤 점에서는 존재론적인 구분의 근거가 인식론적인 구분에 있다고 한다면, 자연

과학과 정신과학에 대한 딜타이의 입장과 신칸트학파의 입장은 서로 어떻게 다

른가? 양자가 모두 인식론적 기준을 취하고 있다면, 도대체 왜 학문구획을 둘러

싸고 신칸트학파와 딜타이는 치열한 논쟁을 주고받으며 대립하는 것인가?

이제까지 거의 모든 기존의 연구가 신칸트학파가 ‘인식론적’ 기준에 따라 학

문을 구획한 반면, 딜타이는 자연과 정신을 전제한 후 양자의 ‘존재론적’ 차이

에 근거하여 학문을 구획한다고 해석해 왔다.113) 더욱이 우리는 후설마저『자연

과 정신(1927)』에서 학문구획을 둘러싼 딜타이와 신칸트학파의 대립을 그러한 

구도로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114) 하지만 이 대립의 의미를 엄밀하게 

고찰하지 않으면 심각한 오해를 낳을 수 있다. 왜냐하면 비록 신칸트학파와 동

일한 의미에서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딜타이 역시 실재가 의식에 주어지는 경험

의 방식, 즉 인식론적 기준에 따라 자연과 정신을 구분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자연과학과 정신과학에 대한 딜타이의 구획도 인식론적-방법론적인 기준에 의지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오해가 생겨나게 된 주된 이유는 딜타이 본인 때문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딜타이의 저술을 읽어보면, 일견 그가 자연과 정신을 먼저 상정하고서 

각각에 대한 탐구를 자연과학과 정신과학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 

대목이 적지 않다. 정신과학을 독자적인 학문으로 수립하려는 그의 입장에서 자

113) 다음의 연구는 이러한 구도에서 신칸트학파와 딜타이를 대립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C. R. Bambach(1995); M. Ermarth(1978); R. A. Makkreel(1969); R. A. Makkreel(1975); R. A.
Makkreel,“Dilthey and the Neo-Kantians: the dispute over the status of the human and 
cultural sciences”, The Routledge Companion to Nineteenth Century Philosophy, ed. by 
Dean Moyar, Routledge, 2010. pp.554-597.; J. E. Jalbert(1988); A. Konopka, “The Role of 
Umwelt in Husserl’s Aufbau and Abbau of the Natur/Geist Distinction”, Human Studies, 
32, Springer, 2009, pp. 313-333.

114) E. Husserl, Natur und Geist. Vorlesungen Sommersemester 1927. Hrsg. von M. Weiler. 
Dordrecht: Kluwer, 2001. (Hua XXX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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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과 정신의 대립을 강조하는 것은 불가피한 서술상의 한계일지도 모른다. 하지

만 단순히 서술상의 한계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지속적으로, 딜타이는 학문

구획의 기준이 대상인지 방법인지에 대해 오락가락 애매한 입장을 취하는 것처

럼 보인다.

이러한 마당에 딜타이가 스스로 빌미를 제공한 것보다 더욱 오해를 증폭시킨 

것은 신칸트학파다. 빈델반트와 리케르트는 형식적-방법론적 구획기준을 강조하

기 위해 딜타이가 탐구의 대상영역에 따라 학문을 분류한다고 단정함으로써, 결

과적으로 딜타이가 내용적-존재론적 기준에 따라 학문을 구분한다는 인상을 고

착화시켰던 것이다. 물론 이러한 대립은 양쪽의 입장을 선명하게 부각시킨다는 

점에서는 적절하다. 하지만 딜타이가 의거하고 있는 내용적-존재론적 기준이 무

엇인지 좀 더 해명되지 않으면, 딜타이가 데카르트의 이원론을 답습하고 있다는 

심각한 오해마저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렇다면 결국 딜타이의 정신과학 방법론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 해명되어

야만 하는 점은 세 가지다. (1)첫째, 자연과 정신이라는 두 존재가 각각 의식의 

대상으로 주어지는 경험의 방식이 무엇인지 해명해야만 한다. (2)둘째, 딜타이 

역시 학문의 구획에서 인식론적 기준 내지 방법론적 기준을 고려하고 있는 것

이 사실이라면, 신칸트학파의 입장과 다른 점이 무엇인지가 해명되어야 한다. 

(3)셋째, 자연과 정신이 분화되기 이전의 근원적 존재인 삶이 무엇인지 해명되

어야만 한다. 우리는 첫 번째 문제를 먼저 살펴본 다음 이것을 실마리로 삼아 

두 번째 문제를 고찰할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세 번째 물음에 대한 

답으로 나아갈 것이다.

2절 외적지각과 내적지각

우선 (1)첫 번째 문제부터 살펴보도록 하자. 자연과 정신이 의식에 주어지는 

방식, 또는 각각이 대상으로 경험되는 방식은 어떻게 다른가? 딜타이는 데카르

트가 확립한 이래의 형이상학적 이원론을 비판한 후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물리적 실체들과 정신적 실체들의 대조가 있던 자리에는 감성을 통한 외적지각(감각)

에 주어진 것으로서의 ‘외부세계’와 심리적 사건들의 활동들에 대한 내적파악(반성)을 통

해 일차적으로 제출된 어떤 것으로서의 ‘내부세계’ 사이의 대조가 들어섰다. 이로써 정신

적 실체의 세계와 자연의 세계를 둘러싼 그 문제는 경험적으로 다룰 수 있는 가능성을 

포괄하는 더 겸손한 자세를 수용하게 된다.”(GS I,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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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위의 인용은 딜타이가 로크(J. Locke)를 염두에 두고서 하는 말이다. 그리

고 딜타이는 데카르트 이원론을 주관적 차원으로 변용한 로크의 경험론 역시 

인간의 마음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고 비판한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분명

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딜타이가 자연과 정신을 “경험적으로 다룰 수 있는” 방

식으로 탐구해야 한다고 강조한다는 점이다. 딜타이는 정신과학이 탐구하는 “심

리적 사실들의 연관구조로서의 현존”은 “내적으로 알려지는 것”이지만, 자연과

학이 탐구하는 “물리적인 전체로서의 현존”은 “외적으로 알려지는 것”이라고 말

한다.(GS I, 15) 즉 자연과학의 방법은 외적경험에 의지하고, 정신과학의 방법은 

내적경험에 의지한다는 것이다.  

자연과학은 ‘감각’이라고 불리는 ‘외적경험(äussere Erfahrung)’에 의지하여 탐

구를 수행한다. 외적경험 또는 “외적지각은 지각하는 주체와 [지각되는] 대상이 

분리되어 있다는 것을 전제한다.”(GS V, 197) 외적지각에서 주어지는 것은 주체

와 분리된 것으로 가정되는 물리적 현상들이다. 그런데 외적으로 경험되는 것은 

공간적 잇따름인 “공존(Koexistenz)”과 시간적 잇따름인 “계기(Sukzession)” 외에 

아무것도 없다.(GS V, 140; 170) 외적경험에서 ‘인과’와 같은 연관은 직접적으로 

발견되지 않는 것이다. 그러한 까닭에 분리된 사실들의 연관을 설명하기 위해 

자연과학은 “가설(Hypothese)”을 도입한다.(GS V, 140)

그런데 자연과학이 도입하는 가설은 모든 현상들이 환원될 수 있는 수학적-물

리적 연속체를 ‘구축(Konstruktion)’하는 것이다.115) 예를 들어, 물리학은 자연에

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인과법칙으로 설명하기 위한 단위로서 원자를 도입한

다. 운동의 법칙을 도출하려면 정밀한 수학적 계산에 의한 실험의 측정이 필수

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분석을 위해 필요한 단위요소가 동질적이고 등가적이지 

않으면 안 된다. 하지만 문제는 수학적 양화의 단위인 원자가 직접적으로 경험

되는 것이 아니라 인과적 설명을 위해 인위적으로 도입된 가설적 요소라는 데

에 있다. 추상적인 “가설은 자연에 대한 인식의 모든 발전에서 필수적인 방편”

이며 이러한 가설 덕분에 자연과학은 “수학과 실험에서 높은 정도의 정확성

(Genauigkeit)과 확실성(Sicherheit)”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GS V, 140)116) 

115) 후설은 현상학적 ‘구성’이 자연주의나 지성주의의 ‘구성’과 다른 것임을 보이기 위

해 ‘Konstitution’이라는 고유한 개념을 사용한다. 후설 현상학에서 ‘구성’ 개념에 대해

서는 이남인,『현상학과 해석학』,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4, pp.73-81. 본고에서는 현

상학적 구성과 구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자연주의나 지성주의의 구성을 ‘구축

(Konstruktion)’으로 표기할 것이다.  
116) 필자는 딜타이가 말하는 ‘정확성’과 ‘확실성’을 후설이 ‘엄밀성(Strenge)’과 구분하는 

‘정밀성(Exaktheit)’으로 이해한다. 후설의 현상학이 추구하는 ‘엄밀성’에 대해서는 이

남인(2004), pp.38-47. ‘사태 자체로(zu den Sachen selbst)’라는 구호가 단적으로 보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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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컨대 자연과학은 감각을 통해 외부에서 주어지는 사실들을 관찰하고, 거기

에 가설을 도입하여 공존과 계기에 따른 규칙성을 발견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인

과법칙에 의해 지배되는 객관적 현상들의 질서를 설명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그러한 작업 속에서 자연은 인과법칙에 의해 일의적으로 규정되고 설명되는 물

리적인 세계가 되는 것이다. “가장 보편적인 기초로서의 수학(allgemeinste 

mathematische Grundlage)” 위에서 물리학이 수립되고 그것을 토대로 하여 생물

학을 수립하는 것이 바로 자연과학의 학문체계다.(GS VII, 89-92) 결국 “외적인 

자연에서는 [수학의 토대 위에서] 추상적 개념들의 연결을 통한 연관이 현상들

의 근저에 놓인다.”(GS VII, 119) 

반면 정신과학이 의지하는 ‘내적경험(innere Erfahrung)’ 또는 내적지각은 가설

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단적으로 인간의 마음을 살펴보자. 내가 나의 마음을 

“외부 감관의 매개 없이” 곧장 알 수 있는 것처럼(GS V, 198), 심리적인 것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주어진다. 예를 들어, 나는 지금 ‘내가 기쁘다’고 하는 사

실을 직접적으로 안다. 또한 내 자신의 심리적 상태에 대한 앎은 나에게 ‘구체

적으로’ 경험된다. 내가 기쁨을 느끼는 경우 나는 이 기쁨이 어제 친구로부터 

받은 생일선물 때문이라는 것을 안다. 기쁨의 이유가 선물이라는 것은 가설을 

도입함으로써 알려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직접적으로 주어지는 체험

(Erlebnis)”으로서 알려진다.(GS V, 170)

그런데 지금 느끼는 기쁨에는 어제에 대한 기억이 관련되어 있다. 즉 기쁨이

라는 심리적 경험에는 기억이라는 심리적 경험이 연결되어 있다. 또 기억이라는 

심리적 경험에는 기억의 대상인 어제 받은 선물이 결부되어 있다. 더욱이 선물

에는 축하라는 의미도 결합되어 있다. 분명 선물은 물리적인 것으로서 내 마음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밖’에 있다. 하물며 축하라고 하는 의미는 공간적인 

관점에서 마음 ‘밖’에 있다고 말할 수조차 없는 어떤 것이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기쁨이라는 나의 심리적인 경험과 불가분하게 얽혀있다. 즉 ‘내적경험’

은 문자 그대로 순수하게 고립된 내면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사물

과 관련을 맺으면서, 더욱이 개별적인 단위가 아니라 다른 여러 경험과 더불어, 

“불가분한 살아있는 전체”인 심리적 연관으로 주어진다.(GS V, 170) 이렇게 내

적경험을 통해 심리적인 영역에 접근하여 그것의 ‘연관’을 탐구하는 학문이 바

로 정신과학이다.

듯, 엄밀한 학문으로서 현상학은 사태의 본성에 맞는 탐구를 추구한다. 즉 ‘정밀성’은 

어디까지나 자연과학에 적합한 이념일 뿐이므로, 인간의 마음을 탐구하는 심리학이나 

인간의 삶이 영위되는 사회 및 역사를 탐구하는 정신과학에 전용되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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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학이 방법으로 의지하는 “정신적 세계에 대한 전체적 경험”과 자연과

학이 방법으로 의지하는 “자연에 대한 감각적 경험”의 대비를 통해서, 딜타이는 

내적이고 외적인 “이중적 감관(zweifacher Sinn)”을 통해 경험되는 “두 사실 영역

의 통약불가능성(Unvergleichbarkeit)”을 주장한다. 정신과학의 고유한 영역은, 외

적경험에 의지하는 자연과학과는 달리 “내적경험에서 자신의 독립적인 근원과 

내용을 가지고” 있다.(GS I, 9) 즉, 외적경험에 의해 주어지는 물리적인 것과 내

적경험에 의해 주어지는 심리적인 것은 그 기원이 서로 “다른 영역들”이다.(GS 

V, 169) 자연과 정신의 “통약불가능성은 어느 한쪽에서 기원하는 특정한 사실을 

또 다른 쪽의 사실로부터 도출하는 일을 거부”하기 때문에, 정신과학은 자연과

학에 종속되지 않고 자연과학과 “병존(竝存)하는” 독자적인 경험과학이 될 수 

있는 것이다.(GS I, 10)

이제 우리는 (2)두 번째 물음에 답해야만 한다. 위와 같이 딜타이가 대상이 

의식에 주어지는 양상을 기준으로 하여 자연과학과 정신과학의 방법을 구분한

다면, 신칸트학파의 인식론적-방법론적 학문구획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 본고는 

이 물음에 대해 다음의 두 단계에 따라 답하고자 한다.

우선 딜타이와 신칸트학파는 인식론적 관점에서 실재론자가 아니라는 공통점을 

지닌다. 앞서 리케르트에 대한 논의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실재론은 외부의 사물

이 우리의 의식에 전달하는 감각과 그 감각으로부터 형성되는 표상을 통해 실재에 

대한 인식이 가능하다는 모사이론이다. 하지만 딜타이와 신칸트학파는 모사이론이 

아니라 넓은 의미에서 칸트의 노선을 계승하는 관념론의 입장에 서 있다. 딜타이

가 비록 칸트의 한계를 비판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딜타이의 철학은 

칸트 철학을 유산으로 하는 ‘초월론적 철학(Transzendentalphilosophie)’의 분위기를 

배경으로 전개되고 있다.

그러므로 딜타이에게 대상은 그 자체로 알려지는 것이 아니라 의식에서 인식의 

대상으로 ‘구성’되는 것이다. 앞서 딜타이가 근원적인 존재에서 자연과 정신을 인

식의 대상으로 분화시키는 원리로 경험의 두 가지 방식을 제시할 때, 비록 칸트의 

구성주의는 아니지만 딜타이는 분명 넓은 의미에서 ‘구성주의’의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그런 점에서 신칸트학파와 태도를 같이 한다.

하지만 딜타이와 신칸트학파의 결정적인 차이는 ‘경험’ 개념을 어떻게 사용하

는지에 달려있다. 본고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신칸트학파에게 경험적 실재는 非
이성적인 무한한 이질적 연속체였다. 이 실재가 학문적 인식의 대상인 자연과 

정신으로 분화되는 것은 오직 지성적 ‘사유’에 의한 개념형성을 통해서만 가능

했다. 딜타이와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바로 여기에 있다. 딜타이에게 자연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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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 개념에 의해 구성되는 사유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더 근원적으로는 경험의 

대상이다. 신칸트학파가 간주하는 무차별한 경험과 달리 딜타이의 경험에는 자

연과 정신의 본성이 다르다고 하는 앎이 포함되어 있다.

물론 이 경험적 차원의 앎은 지성적 사유에 의한 개념적 인식과 ‘구분’되어야

만 할 것이다. 그러나 구분된다고 하는 것이 ‘단절’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딜타

이에게 경험적 앎과 개념적 인식은 주관적 체험 내에서 상승하는 일련의 ‘단계’

로 구분되며, 전자는 후자가 생겨나기 위한 발생적 토대가 된다. 지성적 사유에 

의해 획득되는 인식은 더 근원적인 경험적 앎을 통해 생성되는 것이다. 즉 경험

은 인식에 대해 맹목(盲目)이 아니라 인식을 위한 맹아(萌芽)인 것이다.

그러므로 필자는 학문구획과 방법론을 둘러싸고 신칸트학파와 딜타이가 논쟁

을 벌이는 핵심이 ‘인식론적’ 기준과 ‘존재론적’ 기준의 대립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양자는 동일하게 인식론적-방법론적 기준에 따라 자연과학과 정신과학

을 구분하고 있다. 양자는 또한 인식론적-방법론적 기준에 상응하는 대상영역의 

존재론적 구분을 말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공통적이다. 오히려 양자가 대립하는 

진정한 핵심은 그 학문적 인식을 위한 방법을, 신칸트학파처럼 개념적 ‘사유’의 

수준에서 ‘형식에 따라’ 구분하느냐, 아니면 딜타이처럼 사유 이전에 ‘경험’의 

수준에서 지각에 주어지는 ‘내용에 따라’ 구분하느냐에 있는 것이다.

요컨대, 신칸트학파는 경험에 주어지는 내용 자체는 무차별적이고 자연과 정

신의 구획은 사유의 개념과 형식에 의해서야 비로소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반면 

딜타이는 형식적이고 개념적인 사유 이전에, 이미 경험적으로 의식에 주어지는 

내용에 자연과 정신의 차이가 있다고 보았으며, 자연과학과 정신과학의 학문적 

방법은 이러한 경험내용의 차이에 근거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딜타이가 자연과 정신을 구획하는 데에서 방법적 기준과 

내용적 기준을 함께 고려하고 있다고도 말할 수 있다. 구성주의적 입장에서 방

법적 기준에 따르면 자연과학이나 정신과학은 특정한 대상 자체가 아니라 오직 

대상에 대한 태도에 의해 정의될 수 있다. 하지만 자연과학과 정신과학이 단지 

태도에 의해서만 구분되는 것은 아니다.

“정신과학과 자연과학 사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단지 대상에 대해 주관이 취하는 

입장(Stellung)의 차이, 태도방식(Verhaltungsweise)의 차이, 즉 방법(Methode)의 차이만은 

아니다. (…) [문제는] 오히려 ‘정신과학의 대상을 형성하는 [대상인] 외적인 것이 도대체 

자연과학의 대상과는 [내용적인 면에서] 전적으로 다르다’는 데에 있다.”(GS VII,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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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타이가 구성주의 노선을 취한다고 해서 신칸트학파처럼 형식적-개념적 사유

에 의한 구성을 따르지는 않는다. 맹목적이고 무차별한 질료에 개념적 형식을 

덧씌우는 방식의 구성은 딜타이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딜타이에게는 

사유의 형식에 내용을 제공하는 경험 자체가 이미 영역의 본질에 따른 내용적 

차이를 지니고 있다. 그런 점에서 딜타이는 학문구획에서 내용적 기준을 고려한

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고는 기존의 연구가 신칸트학파와 딜타이를 ‘인식론적’ 구획과 ‘존

재론적’ 구획으로 대립시키는 것은 문제를 잘못 설정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설

령 딜타이가 존재론적 구획의 입장을 취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데카르트 식의 

이원론이 아니라, 초월론적 철학의 구성주의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전제 위에

서 그렇게 이해해야 한다. 양자의 차이는 오히려 경험 자체의 구성적 기능과 경

험이 제공하는 내용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있다. 그러므로 자연과 정신의 구획

을 둘러싼 신칸트학파와 딜타이의 대립은 ‘개념적 사유에 의한 형식’과 ‘경험에 

주어지는 내용적 차이’라는 대립의 구도에서 이해해야만 하는 것이다.117)

3절 근원적 체험과 삶의 관점

이제 (3)세 번째 물음에 답해야만 한다. 우리는 딜타이에게 다음과 같은 물음

을 제기할 수 있다. 미리 상정된 대상이 아니라 경험방식에 따라 의식에 주어지

는 내용을 기준으로 자연과 정신을 구분하더라도, 경험방식에 대한 구분 자체의 

근거는 무엇인가? 다시 말해, 내적경험을 통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연관으로 

주어지는 것과 외적경험에 의해 가설적으로 구축되는 것, 양자에 대한 경험방식

의 차이를 낳는 더 깊은 근거는 무엇인가?

나중에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지만, 후설 현상학의 입장에서는 위 물음에 대해 

초월론적 주관의 태도라고 답할 것이다. 하지만 딜타이는 이성에서 역사적 차원

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칸트를 의식하면서, 극구 초월론적 주관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기를 꺼린다. 오히려 딜타이는 경험 방식의 구분이 경험 자체에 근거한다

고 말한다. 딜타이 철학에서 ‘경험’은 단순히 외적경험이나 내적경험만을 의미

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에 대한 반성으로서의 경험, 즉 초월론적 주관이 수행하

117) 이러한 관점에서 본고는 4부에서 딜타이의 철학을 후설의 생활세계의 현상학으로 

연결시킬 것이며, 이에 따라 신칸트학파의 학문구획에 대한 비판을 수행할 것이다. 요
지만 간략하게 미리 언급하자면, 신칸트학파는 생활세계에서 수행되는 근원적인 삶의 

경험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으며, 따라서 ‘사유와 개념’을 통한 형식적 학문구획은 

그에 토대가 되는 ‘직관적 경험’의 내용을 도외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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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반성적 경험’까지 포괄하는 넓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118)

그러므로 딜타이는 경험 자체가 근원적인 것이며 내적경험과 외적경험의 구

분은 단지 반성적 경험에 의한 분석의 결과일 뿐이라고 말한다. 즉 정신과학이 

의지하는 내적경험과 자연과학이 의지하는 외적경험은 별도로 성립하는 두 가

지 경험이 아니라, 근원적으로 주어지는 하나의 경험이 반성적 경험에 의해 분

화되는 경험의 두 가지 양상일 뿐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딜타이가 말하는 더 근

원적인 경험이란 생생하게 주어지는 ‘살아있는 경험’, 즉 ‘삶의 경험’으로서의 

‘체험(Erlebnis)’이다.

그런데 딜타이는 근원적인 체험에서는 자연과 정신 사이에 단절이 없다고 말

한다. 즉 심리-물리적 통일체인 삶에서는 자연과 정신의 대립이나 분열이 존재

하지 않는다. 체험에서는 안과 밖, 주관과 객관이 분리되지 않기 때문에, 체험 

자체는 내적인 것도 외적인 것도 아니다. 주관적인 체험은 언제나 외부세계와 

관련되어 있다. 예를 들어, 생일에 받은 선물을 외적경험의 대상으로 파악하고, 

그에 대한 심리적 상태인 기쁨을 내적경험의 대상으로 파악하는 것은 오직 반

성에 의해서나 가능한 추상적인 구분인 것이다. 오히려 근원적으로 주어지는 것

은 선물에 대한 기쁨이라는 ‘살아있는 경험’ 자체다.

그러므로 “우선적으로 주어지는 것은 체험이다.”(GS VII, 80) 체험에서는 안과 

밖, 주관과 객관, 정신과 자연은 서로 불가분하게 얽힌 통일을 이루고 있다. 그

렇기 때문에 ‘내적경험과 외적경험은 동일한 하나의 체험이 지닌 두 측면으로

서, 근원적인 하나의 체험이 반성에 의해 두 가지 방향으로 분화되면서 생겨나

는 구분일 뿐이다.(GS 5, 434) ‘자연’과 ‘정신’의 구분은 오직 그것이 일종의 추

상을 거친 산물임을 자각할 때에만 적법하게 사용될 수 있다. 그러니까 자연과 

정신의 영역을 나누는 것은 자연과학과 정신과학이 착안되는 “이중적 관점

(doppelte Standpunkte)” 안에서만 근거를 가진다.(GS I, 15) “자연적 대상과 정신

적 대상의 차이는 존재하지 않는다.”(GS V, 248) 존재하는 것은 오직 근원적으

로 경험되는 실재인 심리-물리적 통일체로서의 삶이다.

그렇다면 정신과학이 의지하는 ‘내적경험’과 근원적인 삶의 경험인 ‘체험’은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양자의 실질적인 차이는 존재하지 

않는다. 딜타이는 자신의 저술 곳곳에서 내적경험과 체험을 거의 동일한 의미로 

사용한다. “내적지각은 내적인 앎, 체험이며, 그것은 직접적으로 주어진다.”(GS 

118) 딜타이의 ‘경험’ 개념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 M. Ermarth(1978), pp.102-104.; R. A.
Makkreel(1975), pp.22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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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170) 하지만 딜타이가 “내적경험에서 체험으로 주어지는 것(ein in der inneren 

Erfahrung als Erlebnis Gegebenes)”을 말할 때, 우리는 그가 양자를 미묘하게 구

분하고 있다는 인상도 받게 된다.(GS V, 170) 그러므로 본고의 논의 전개를 위

해서는 양자가 운위되는 차원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때 우리는 ‘삶’

과 ‘학문’의 경계를 설정해야 한다. 체험은 우리가 삶 속에서 일상적으로 살아

갈 때 주어지는 생생한 경험을 일컫는다. 이렇게 근원적인 체험이 반성과 추상

을 거치면 내적경험과 외적경험으로 탈바꿈하고, 정신과학과 자연과학은 이것을 

방법으로 의지하여 탐구를 수행한다. 다시 말해, 체험은 삶의 차원에서 운위되

는 반면, 내적경험과 외적경험은 학문적 방법 차원에서 운위되는 것이다.119)

비록 삶에 토대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자연과학에 비해 정신과

학은 삶과의 연계를 놓지 않고 있으며 그런 점에서 후자는 전자보다 삶에 더 

직접적으로 뿌리를 내리고 있다. 자연과학은 이러한 체험을 추상한 외적경험에 

의지하여 탐구를 수행한다. 그런데 자연과학의 방법론적 절차는 환원, 형식화, 

가설 등의 인위적인 조작에 의해 획득된다. 그리하여 자연과학의 대상은, 인간

적 세계에서 구체적으로 체험되는 가치, 목적, 의미가 박탈된 것으로 경험된다. 

자연과학이 외적경험의 대상으로 삼는 자연은 철저하게 추상화에 의해 구축된 

가설적 존재다. 그런 점에서 자연과학의 자연은 우리에게 “낯설다.”(GS I, 36) 

반면 정신과학이 탐구하는 인간의 세계는, 바로 우리가 근원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세계와 동일하다. 왜냐하면 정신과학의 방법인 내적경험에서는 삶의 체험

에서와 마찬가지로 실재가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주어지며, 설령 학문적 조작

에 의해 추상을 하더라도 삶의 본질적인 요소가 훼손되지 않기 때문이다. 정신

과학은 체험을 근거로 삶의 의미연관을 탐구한다.(GS V, 143-144) 그렇기 때문

에 정신과학이 탐구하는 인간적 세계가 자연과학이 탐구하는 자연적 세계보다 

더 ‘자연적’이다.120) 

이렇게 정신과학의 뿌리인 삶을 파악하기 위한 자세를 딜타이는 “삶의 관점

(Standpunkt des Lebens)”이라고 부른다.(GS V, 136) 삶의 관점이란 일체의 학문

적 작업에 선행하는 “날것의 상태(Rohzustand)”로서의 근원적인 삶을 생생하게 

119) 이러한 관점에서 본고는 4부에서, 정신과학을 위한 현상학적 태도인 ‘인격주의적 태

도’와 생활세계의 ‘자연적 태도’를 구분할 것이다. 정신과학의 ‘인격주의적 태도’는 인

간이 살아가는 환경세계를 탐구의 시야에 확보한다는 점에서 생활세계의 ‘자연적 태

도’와 내용상 구분되지 않는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설의 현상학을 체계적으

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학문’과 ‘삶’이라는 기준에 의해 양자를 구분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필자는 이러한 요구가 딜타이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본다.
120) M. Ermarth(1978), p.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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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악하는 체험의 관점을 일컫는다.(GS VII, 13)121) 삶의 관점은 사물을 “나에 대

해 거기에 있는(für mich da ist)” 무엇으로 드러나게끔 한다. 즉 자연과학이 “그

저 내 앞에 있다(vor mir dastehen)”고 해도 무방한 대상을 객관적으로 탐구하는 

것과는 달리, 삶의 관점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대상을 주관과 결부되어 있는 것

으로 바라보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GS VII, 139) “우리에 대해 거기에 있음, 우

리에게 주어져 있음 (…) 이라는 상태에서 [주관적] 파악과 [객관적] 대상은 서로 

대립하지 않는다”(GS VII, 27) 자연과학은 삶의 체험을 추상적인 감각경험으로 

환원함으로써 인간적 의미가 박탈된 외부자연을 탐구의 대상으로 삼는다. 반면 

정신과학은 대상을 ‘우리에 대해 거기에 있는’ 것으로, 즉 우리의 삶과 내적으

로 결부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여기서 딜타이가 말하는 삶, 즉 체험된 ‘실재’가 무엇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

다. 딜타이에게 ‘실재(das Wirkliche)’는 ‘작용하는 것(das Wirkende)’이다.122) 먼저 

실재는 외부의 대상이 의식에 작용하여 그것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경험된다. 대

상에 대한 ‘표상’은 이러한 방식으로 경험되는 실재다. 하지만 우리의 의식은 

수동적으로 작용을 겪는 것만이 아니다. 대상에 대한 의식에는 ‘정서적’ 측면뿐

만 아니라 ‘의지적’ 측면이 끊임없이 함께 작동한다. 그런 점에서 정서나 의지

의 방식으로 경험되는 것 역시 작용하는 실재다. 그리고 행동으로 옮겨진 의지

는 대상과 세계에 영향을 준다. 

그러므로 ‘실재’란 주관이 세계와 영향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작용하는 모든 

것’이다. 삶 속에서 우리는 “실재[를] 사유, 의지, 정서라는 의식의 총체와의 관

계 속에 있는 것”으로 경험한다.(GS  VII, 257) 실재는 순수하게 사유하는 주체

가 이론적으로 표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실제적인 삶 속에서 사유

하고, 정서적으로 느끼며, 의지를 발휘함으로써 행동으로 옮기는 구체적인 경험

으로서의 총체적 현실을 뜻한다. “살아있는 통일체는 자신이 살아가고 또 그것

에 반응하는 환경에 의해 조건화된 것으로서 자신을 발견한다. 그리고 거기에서 

[표상, 정서, 의지적 체험과 같은] 내적인 상태의 [삶이] 분절된 조직들

(Gliederung)이 출현한다.”(GS V, 200) 즉, 경험의 총체적 현실로서의 삶은 여러 

차원으로 분절된 체계적인 연관인 것이다.

121) 필자는 딜타이의 ‘삶의 관점’을 후설이 생활세계로 복귀하기 위한 현상학적 태도로

서 강조하는 ‘자연적 태도’와 같은 입장으로 해석한다. M. Ermarth(1978), pp.110-111. 
에르마쓰에 따르면 실제로 딜타이는 ‘삶의 관점’을 “자연적 태도”라고 부르기도 한

다.(GS VI, p.319.)
122) M. Ermarth(1978), p.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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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연관을 이루고 있는 것이 비단 개인의 삶만은 아니다. “개인적인 삶은 

[역사적-사회적 실재인] 전체로서의 삶의 한 부분”일 뿐이다.(GS I, 100; GS VII, 

359) 우리는 “자기 자신이 아닌 어떤 것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점을 깨달음

으로써, 개인적인 삶이 사회적 공동체의 삶, 그리고 그 공동체의 역사적 삶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GS I, 30) 삶의 연관에 대한 반성을 통해 우리는 개

인적 체험이 초개인적 경험에 관련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 예를 들어, 개인은 

가족의 구성원, 회사의 직원, 국가의 시민이라는 다양한 삶을 가지며, 결국 개인

은 이러한 다양한 사회적-역사적 삶들이 교차하는 중심이다. 개인의 삶은 이러

한 사회적-역사적 삶을 떠나서는 성립할 수 없기에 “사회나 역사에 앞서는 사실

로서의 인간은 발생적 설명의 허구”다.(GS I, 31)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삶 속에

서 작용하는 다양한 작용연관들(Wirkungszusammenhänge)은 개인의 삶과 ‘전체와 

부분’의 관계다.

딜타이는 전체로서의 사회적-역사적 삶이 궁극적으로 그 부분인 개인적인 삶

을 소급하여 지시한다고 생각한다. 정신과학이 탐구하는 사회적-역사적 실재는 

개인적인 삶을 탐구함으로써 이해할 수 있다. “건전한 분석에 입각한 [정신적] 

학문이 연구대상으로 삼는 인간은 사회의 구성요소로서의 개별자다.”(GS I, 

31-32)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삶이 지닌 구조적 연관을 분석하고 그것을 확장하

여 사회와 역사적 삶 전체 연관을 해명할 수 있다는 것이 딜타이의 생각이다.

정신과학의 근거가 위와 같이 다양한 수준에서 연관을 이루고 있는 삶이라고 

한다면, 삶 자체의 근거는 무엇인가? 이에 대한 딜타이의 대답은, 앞서 그가 경

험 자체의 근거가 경험이라고 말했던 것만큼이나 다소 ‘형이상학적’이다. 즉 삶

은 그 자체로 궁극적인 근거이며, 삶의 배후에는 더 이상의 토대나 준거가 존재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GS V, 194) “삶의 증거는 삶 자체”다.(GS  V, 131) 하지

만 딜타이는 궁극적 토대인 이러한 삶이 문자 그대로 경험 너머에 있다는 의미

에서 ‘형이상학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고 있으며 또 앞으로도 

경험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경험적인 것(Empirie)”이라고 강조한다.(GS V, 147)

요컨대, 형이상학적인 관점에서 딜타이는 삶 일원론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근원적 존재인 삶은 우리가 경험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

이다. 딜타이에 의하면 경험과학의 “인식론적 토대를 마련하는 과제는 대지의 

토양 아래로 파고들어 그 속에 뻗친 나무뿌리들을 찾아 밝히는 과정과 동일하

다.”(GS I, xix) 그러므로 정신과학적 탐구는 바로 삶의 관점이 지시하는 대로 

이 삶의 연관을 충실히 따라가야만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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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 기술-분석심리학과 정신과학의 정초

정신과학이 ‘삶’에 토대를 둔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정신과학을 위한 충분한 

토대를 제공할 수 없다. 왜냐하면 정신과학이 학문으로 존립하기 위해서는 학문

적으로 정초된 인식론과 방법론을 필요로 하는데, ‘삶’ 자체가 ‘학문’은 아니기 

때문이다. 물론 삶과 학문의 단절을 전제하는 신칸트학파와 달리, 딜타이에게 

학문은 삶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삶이 그 자체로 학문인 것

은 아니다. 학문이 추구하는 인식은 그저 살아가는 것 자체에 만족하는 것이 아

니라, 명확하게 분절된 개념과 논리를 사용하는 방법적 절차에 의해 인도되는 

체계적인 앎이기 때문이다.

1절 설명적 심리학과 기술-분석심리학

딜타이는 정신과학에 인식론과 방법론을 제공하기 위한 토대학문의 이념을 

제시한다. 이러한 학문은 정신과학의 토대인 ‘삶’과 ‘체험’을 분석하는 데에 적

합한 학문이어야만 할 것이다. 딜타이는 “수학이 자연과학에 대해 그러한 것처

럼, [체험을 분석하는] 심리학이 정신과학에 토대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한

다.(GS V, 193)

“심리학은 인간의 정신을 다루는 분과학문들 중에서 가장 우선적이고 가장 기초적인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에 상응하여 심리학이 [밝힌] 진리들은 ‘더 높은 구조’의 정

신과학을 위한 토대를 형성한다.”(GS I, 33)

정신과학의 인식론과 방법론은 심리적인 것을 탐구하는 심리학에 의지해야만 

한다. 그런데 딜타이가 구상하는 심리학은 당대에 위세를 떨치던 자연과학적 심

리학, 즉 ‘설명적 심리학(erklärende Psychologie)’이 아니다. 정신과학의 토대가 

되는 심리학은 삶의 관점에서 체험을 탐구하는 ‘기술-분석심리학(beschreibende 

und zergliedernde Psychologie)’이다. 그렇다면 딜타이의 심리학을 이해하기 위해

서는, ‘기술’과 ‘분석’이라는 심리학적 방법이 설명적 심리학의 방법인 ‘설명’과 

어떻게 다른지를 해명해야만 한다.

먼저 ‘설명’이 무엇인지 살펴보기로 하자. 딜타이는 ‘설명’을 “그 자체로 가설

적인 성격을 갖기 때문에 심리적 삶의 사실을 단순한 가정에 종속”시키거나(GS 

I, 34) 또는 가설에 의해 도입되는 “제한된 수의 결정적 요소, 즉 체계의 구성요

소를 수단으로 하여, 경험의 영역을 인과적 연관에 종속시키는” 것으로 정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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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GS V, 139) 앞서 외적지각의 방법을 고찰할 때 살펴보았던 것처럼, 가설을 

사용하는 자연과학은 이런 점에서 전형적인 설명적 학문이다. 그렇다면 설명적 

심리학은 심리적인 영역에 자연과학적 방법을 적용하는 심리학일 것이다. 즉 

“인간의 심리적 삶의 전체 연관을 확실한 가정들을 통해 연역이 가능한 것으로 

만들기를 원하며”(GS I, 32) 결과적으로 인간의 마음을 인과의 체계로 간주하는 

것이 설명적 심리학이다. 그렇다면 설명적 심리학이 전제하고 있다고 딜타이가 

비판하는 가설들은 무엇인가? 

첫째, ‘연합주의’는 체험이 그 자체로 살아있는 의미를 지닌 구조적인 연관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감각과 표상의 요소들이 결합되어 마음을 구성하다는 가정

이다. 즉 요소들의 총합이 전체를 이룬다는 것이다. 하지만 딜타이가 보기에, 연

합주의가 지각의 최소단위로 간주하고 있는 소위 ‘요소적’ 감각이라는 것은 구

조적 연관의 전체인 참된 경험에 비해 부분적이고 추상적으로 가정된 내용일 

뿐 체험 자체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실제의 지각 체험을 살펴보면 의식에 

단순한 지각요소라는 것은 없다. 모든 지각은 부분과 전체의 관계로 의식된다. 

즉 인간의 마음에서 그 자체로 먼저 주어지는 것은 심리적 연관의 전체이지, 그

러한 연관을 이루고 있다고 가정되는 심리적 요소가 아니다. 

둘째, ‘원자주의’는 물리적 사건과 심리적인 과정 사이의 “심리-물리적 평행관

계”를 가정하여(GS V, 162; 165), 경험을 “양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측정이 가능

한 기계적 모델로 간주한다.(GS V, 159; 164) 설명적 심리학은 “항상성의 원리”

에 따라 감각자극의 강도에 따른 감각 강도의 증가를 수로 계량화한다.(GS V, 

158; 164) 이렇게 하여 심리적 사실은 물리적인 과정의 “부수현상”이 되며 심리

적인 과정은 원자처럼 법칙을 따르는 것으로 가정된다.(GS V, 142-143; 165) 연

합주의가 심리적 사실들 사이의 관계를 잘못 파악했다면, 원자주의는 아예 심리

적 사실을 물리적 과정의 체계에 통합시킨다.(GS V, 162-163) 하지만 이것은 실

제로 체험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형이상학적 “편견”일 뿐이다.(GS V, 145; 

166) 심리적 현상이 물리적 과정에 동반된다고 정신적 과정이 물리적 과정으로 

환원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심리학적 기계론은 외부자연과의 유비에 의해 

세워진 추론을 위해, [근원적인] 내적지각 [즉, 체험]에서 우리에게 알려지는 것

을 희생시킨다.”(GS I, 378)

요컨대 설명적 심리학은 심리적 현상에서 요소를 ‘분석’한 다음 그것을 종합

에 의해 다시 “구축(Konstruktion)”함으로써 인간의 마음을 ‘설명’한다.(GS V, 

159) 하지만 딜타이에 따르면 이 모든 것은 ‘가설’이자 형이상학적 편견에 불과

하다. 왜냐하면 자연과학의 방법을 모델로 삼아 인간의 마음을 그것의 요소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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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괴한 후(GS V, 166-167) 그것을 다시 “인과의 원리 또는 연합의 법칙”으로 결

합하기 때문이다.(GS V, 158) 그러니까 설명적 심리학은 우리가 삶 속에서 생생

하게 체험하는 그대로의 “순수하게 심리학적인(rein psychologisch)” 관점을 벗어

나 있다.(GS V, 166)123)

물론 심리학이나 정신과학도 가설을 전혀 사용하지 않을 수는 없다.(GS V, 

140; 183) 예를 들어, 심리적인 것이 연관을 이루고 있다는 것도 하나의 가설이

다.124) 그러나 딜타이에 따르면 “심리적인 삶, 그리고 역사 및 사회에 대한 연구

에서 사용하는 방법은 자연에 대한 인식으로 이끄는 방법과 다르다.” 즉, 정신

과학과 심리학이 사용하는 가설이 자연과학의 가설과 “동일한 역할을 하는 것

은 아니다.”(GS V, 144) 왜냐하면 추상적인 세계를 구축하는 데에 이용된 자연

과학의 가설은 직접적으로 경험되지 않지만, 심리학과 정신과학이 전제하는 삶

의 연관의 가설은 직접적으로 경험되기 때문이다. 체험과 삶이 연관을 이루고 

있다는 것은 경험 속에서 직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123) 여기서 딜타이가 추구하는 “순수하게 심리학적인 관점”은 후설의 ‘현상학적 심리학’
이 추구하는 문제의식과 동일하다. 필자는 5부에서 자연과학적 심리학에 대한 극복이

라는 점에서 딜타이의 ‘기술-분석심리학’이 후설의 현상학적 심리학의 선구적 형태임

을 보일 것이다.『현상학적 심리학』에서 후설 자신이 인정하는 것처럼 딜타이의「기

술-분석심리학」은 심리적 체험을 본성에 맞게 여실히 탐구하기 위한 결정적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E. Husserl, Phänomenologische Psychologie. Vorlesungen Sommersemester 
1925. Hrsg. von W. Biemel. Den Haag: Martinus Nijhoff, 1962. (Hua IX) 그런데 설명적 

심리학이 의지하는 ‘연합주의’와 ‘원자주의’에 대한 딜타이의 비판은, 후설의 현상학

뿐만 아니라 메를로-퐁티(M. Merleau-Ponty)의 현상학을 직접적으로 연상시킨다. 메를

로-퐁티는『지각의 현상학』에서 흄이나 로크의 ‘경험주의’와 칸트의 ‘지성주의’에 모

두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들이 감각과 지각을 설명하는 방식의 배후에는 ‘연합주의’와 

‘원자주의’라는 형이상학적 편견이 도사리고 있음을 신랄하게 비판한다. M.
Merleau-Ponty, Phénoménologie de la perception, Gallimard, 2005. 감각과 지각 경험에서 

연합주의와 원자주의에 대한 현상학적 비판은 拙稿,「후설과 메를로-퐁티의 현상학에

서 감각의 지향성 문제」, 서울대학교 문학석사학위논문, 2009. 하지만 후설의 현상학

적 심리학의 관점에서 볼 때 딜타이의 ‘기술-분석심리학’은 결정적 한계도 지니고 있

는데, 그것은 바로 딜타이가 ‘순수하게 심리학적인 관점’으로 복귀하기 위해 요구되는 

방법적 절차인 ‘심리학적 환원’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본

고의 5부 3장을 참고.        
124) 이와 더불어 딜타이가 전제하고 있는 또 다른 가설은 ‘정신의 동형성’이다. 딜타이

는 정신의 동형성에 근거하여 정신이 또 다른 정신을 ‘이해’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주

장한다. 이에 대해서는 6부에서 좀 더 상세히 논의될 것이다. 한편 ‘무전제의 철학’이
기를 추구하는 후설의 현상학도 문자 그대로 ‘무(無)전제’에서 출발하지는 않는다. 후
설의 현상학이 폐기하고자 하는 전제는 ‘자연주의’나 ‘지성주의’와 같은 형이상학적 

편견으로서의 전제일 뿐이다. 후설의 현상학이 출발하는 전제는 다양한 사태의 본성

에 맞게 그 사태가 의식에 주어지는 방식이 규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전제는 

현상학의 근본전제로서 문자 그대로 아무런 전제도 없이 출발하는 학문은 존재할 수 

없다. 이에 대해서는 5부에서 좀 더 상세하게 다루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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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자연에 대한 연구에서는 (…) 가설을 형성함으로써 모든 연관이 획

득되는 [반면] 심리학에서의 연관은 체험에서 근원적이고 연속적인 것으로 주어

진다. 삶은 어디에서나 [생생한] 연관에 의해 결합된 전체로 존재한다.”(GS V, 

144) 자연과학을 모델로 삼는 설명적 심리학은 탐구대상인 인간의 마음을 마치 

자연을 관찰하듯 “외부에서” “고립된 현상”으로 파악한 후, 그것으로부터 가설

적인 연관을 구축한다. 반면 “정신과학의 [토대가 되는 심리적] 대상은 [삶이라

는] 실재의 내부에서, 살아있는 연관으로, 근원적으로 주어진다.”(GS V, 143)

         
“그러므로, 물리적 자연과학에 대해 자연의 체계는 오직 가설의 조합에 의해 경험적 

자료를 보충하는 추론적 논증을 통해서만 존재하는 반면, 정신과학에서는 심리적인 삶의 

연관이 근원적으로 일차적이고 근본적인 자료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을 [가

설적으로] 설명(erklären)[해야] 하지만, 심리적 삶은 [직접적으로] 이해(vestehen)한다. 왜냐

하면 내적경험은 (…) 체험된 전체이기 때문이다.”(GS V, 143-144)

정신과학이 역사적-사회적 실재 전체를 탐구하기 위해서는 그것의 부분이 되

는 개인의 심리적 삶을 탐구해야 한다. 그런데 개인의 심리적 삶 역시 전체와 

부분의 관계 속에서 다양하고 복합적인 구조적 연관을 이루고 있다. 그런데 이 

연관은 생생한 체험을 통해 근원적이고 직접적으로 주어지는 것이지 분해한 요

소를 먼저 놓고 그것을 가설에 의해 이어붙이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정신과

학의 정초를 위해서는 심리적인 연관을 그 본성에 맞게 탐구하기 위한 학문, 즉 

“정신적 삶의 전체 내용이 자신의 [올바른] 자리를 찾는 심리학”이 필요하

다.(GS V, 156)

정신과학의 토대학문으로서의 참된 경험에 입각한 심리학을 위해 딜타이는 

기술-분석심리학의 이념을 제시한다. 기술-분석심리학은 물리주의를 포함한 일

체의 형이상학에서 해방되어’ 있다는 의미에서 진정으로 경험적인 학문이다. 왜

냐하면 삶의 관점에서 수행되는 ‘기술’과 ‘분석’의 방법이 근원적 체험의 구조적 

연관을 “파괴하지 않고(unverstümmelt)”(GS V, 153) “편견 없이(unbefangen)”(GS 

V, 193) 탐구하는 데에 적합하기 때문이다.

체험은 서로 연관되어 있다. “심리적인 것 전체의 과정은 체험에서 함께 작동

한다.” 다시 말해 “체험에서는 특정하게 일어나는 것이 심리적인 삶 전체에 의

해 지지된다.”(GS V, 172) 심리적인 경험은 개별적으로 고립되어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체험은 전체적인 연관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특성이 바로 정신과학이 

추구하는 “이해(Verstehen)의 본성”을 규정한다. “개별적인 것을 이해할 수 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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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는 생생하게 [근원적으로] 주어지는 연관된 전체로부터 출발해야만 한

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것에 대한 파악이 개별적인 것에 대한 이해를 가능하

게 하며 또 규정한다.”(GS V, 172) 그렇기 때문에 개별적인 것에 대한 분석은 

“심리적 삶의 연관에서 개별적인 것을 고립시키는 추상”의 작업을 통해서만 가

능하다.(GS V, 172) 다만 그 추상은 연관을 구축하기 위해 가설적인 요소를 도

입하는 것이 아니라, 체험의 전체 연관에 이미 있던 부분을 그저 이끌어내는 것

일 뿐이다.125)

체험이 지닌 전체와 부분의 연관이 기술-분석심리학의 방법적 특징인 ‘기술’

과 ‘분석’을 규정한다. 분석은 본성상 보편적인 것을 전제하고서 개별적인 것을 

파악하는 것이다. 반면 기술은 본성상 보편적인 것을 표현하는 일반개념에서 개

별적인 것을 표현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수단을 발견한다.(GS V, 228-229) 결

국 기술과 분석은 모두 개별적인 것과 보편적인 것, 부분과 전체의 방법적 순환

을 전제한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 심리학은 동시에 분석적 심리학이어야만 

하는 것이다.”(GS V, 174)

“심리학의 가능성은 [의식의 살아있는 전체라고 하는] 보편적으로 파악된 심

리적 연관으로부터 출발하여, 이러한 연관의 개별적인 항들을 분석하고, 그것의 

구성부분들과 결합된 기능들을 기술하여, 그것을 가능한 한 철저하게 탐구하는 

데에 있다.”(GS V, 175) 그리고 그런 점에서 기술-분석심리학의 ‘분석’은 설명적 

심리학의 ‘분석(Analysis)’과 엄밀하게 구분되어야 한다.

삶의 연관은 다양한 지절(枝節, Gliederung)들이 유기적 결합을 이룬 전체이기 

때문에, 구조적 연관을 훼손하지 않고 부분의 항들을 분리하여 해명하는 방법이 

요구된다.(GS V, 176) 그러므로 ‘분석(Zergliderung)’은 ‘분절(分節, Artikulation)’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126) 딜타이가 “‘분절’의 개념을 사용하는 것은, 살아있는 맥

락이 발전의 토대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다. [체험에서 일어나는] 모든 분화

와 더 명료하고 섬세한 관계는 이러한 [연관의] 구조에서 발생”하기 때문이

다.(GS V, 217-218)

2절 인식체험의 구조적-발생적 연관

그런데 우리는 딜타이가 심리학을 정신과학의 인식론과 방법론의 토대로 간

주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물을 수 있다. “칸트의 이성비판은 원리상 심리학으

125) 마크릴은 이런 점에서 딜타이와 후설의 현상학의 근본적인 유사함을 지적한다. R.
A. Makkreel(1975), p.209.

126) R. A. Makkreel(1975), p.166.



- 90 -

로부터 인식론을 해방”함으로써 “인식론이 심리학과 절대적으로 독립”되어 있음

을 이미 말하지 않았는가?(GS V, 148) 신칸트학파가 딜타이를 비판하는 점도 

바로 ‘비판적 방법’이 아니라 심리학에 의지하는 ‘발생적 방법’을 사용한다는 데

에 있었다.

물론 딜타이는 칸트 철학의 의의를 매우 높게 평가한다. 칸트가 위대한 점은 

그가 모든 현상을 인간 정신의 창조적 근원으로 소환함으로써 타당한 인식의 

가능조건을 탐구한 데에 있다. 즉 이성에 대한 비판적 접근의 핵심은 자기성찰

에 의해 정신이 지닌 구성적 기능을 인식하는 데에 있다.

“칸트는 인식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 형식논리학과 수학 안에 놓여있는 기초에서 출발

한다. (…) 형식논리학은 모든 학문적 문장이 지닌 타당성의 궁극적이고 불변하는 논리적 

근거를 논리적 추상화를 통해 사유법칙과 사유형식에서 찾는다. 칸트에게 사유법칙과 사

유형식 [특히] 범주를 찾아낼 수 있었던 판단은, 인식을 위한 조건들을 포함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이 조건들을 수학의 가능조건들을 통해서 확장했다. 그의 업적의 위대한 점

은 그가 수학적, 자연과학적 앎에 대한 완전한 분석을 제공했다는 점이다.”(GS VII, 191)

그런데 딜타이는 다음과 같이 묻는다. “역사에 대한 인식론이 그의 개념적 틀 

안에서 [과연] 가능한가?”(GS VII, 191) 딜타이가 보기에 칸트가 수행한 비판은 

아직 편견에서 완전히 해방되지 않았다. 칸트는 인식이 필증적 토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체의 경험을 벗어나야만 한다고 말한다. 그는 지각과 개념, 내용과 

형식, 경험과 사유라는 확고한 이분법을 전제하고, 분리시킨 양자를 다시 결합

하기 위해 초월론적 아프리오리를 요구한다.

하지만 딜타이의 입장에서 보면, 칸트의 인식론은 초월적인 것으로부터 절대

적 형식과 원리를 빌려오는, 다시 말해 인간이 실제로 경험하는 것으로서의 삶

을 넘어서는 유사-형이상학이다. 칸트가 인간의 인식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는 

이유는, 삶의 관점에서 바라본 참된 경험을 도외시함으로써 인간의 이성이 지닌 

역사적 성격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즉 칸트의 초월론적 아프리오리는 인식 

자체의 역사적 본성을 무시한다.(GS VII, 277; 278)

“초월론적 방법의 창안은 [곧] 역사의 죽음이다. 왜냐하면 이 방법은 생산적인 역사적 

개념을 통해 [삶의 연관이라는] 현실성 안으로 들어가 침잠하는 일을 배제하기 때문이

다.”(GS VII, 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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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트는 순수한 이성으로서의 자아 또는 의식일반으로서의 초월론적 의식을 

상정한다. 하지만 생생한 삶의 경험에 대한 통찰은 딜타이로 하여금 경험적 직

관과 논리적 사유, 인식의 내용과 형식이라는 칸트의 이분법을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는 것으로 의문시하게 만들었다.(GS V, 149) 왜냐하면 살아있는 인식주관

의 의식은 언제나 ‘경험’을 하고 있으며, 심지어 의식이 자신을 성찰하고 인식

의 토대를 반성하는 것조차도 하나의 ‘경험’이기 때문이다. 즉 딜타이가 말하는 

삶의 경험은 칸트가 편견에 의해 맹목(盲目)으로 간주한 감각자료의 잡다가 아

니라, 그 안에 이미 사유의 맹아(萌芽)를 품고 있는 경험, 심지어 그러한 경험에 

대한 반성적 성찰까지 포함하는 넓은 의미에서의 ‘경험’인 것이다.127)

그래서 딜타이는 진정한 이성비판을 위해서는 칸트를 넘어 삶의 관점에서 참

된 경험으로 가야한다고 말한다. 경험과학에 대한 인식비판이 칸트가 제기한 물

음에서 시작하는 것은 맞지만, 그 문제는 오직 경험 자체의 본성을 해명할 때에

만 풀릴 수 있다. 딜타이에게 사유의 형식과 경험의 내용은 분리될 수 없는데, 

왜냐하면 삶이라는 인식의 참된 근원에서 보자면 양자는 불가분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유의 형식과 범주는 경험적 삶의 연관이 지닌 역동적 과정 자

체에서 생성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신과학을 위한 진정한 인식론은 삶의 관점

에서 참된 경험을 탐구하는 기술-분석심리학에 기초해야만 한다.

“[칸트처럼] 인식론의 내용을 (…) 심리적 연관에 의지하지 않고 결합하는 것

은 [처음부터] 불가능하다.”(GS V, 148-149) 삶의 연관에서 작동하는 살아있는 

경험을 파악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로크와 흄, 그리고 칸트가 구성한 인식주체

의 혈관을 흐르는 것은 ‘진정한 피(血)’가 아니다. 그것은 단순한 사유작용의 묽

은 즙에 불과하다.”(GS I, xviii) 딜타이는 오직 삶의 경험으로서의 살아있는 “심

리적 연관이 [인식론이 탐구하는] 인지적 과정의 토대를 형성한다”고 말한

다.(GS V, 151) 칸트의 인식론에 비해 기술과 분석에 의지하는 “심리학이 지닌 

방법론적 우위는 심리적 연관이 [삶 속에서] 직접적이고 생생한 방식으로, [즉] 

살아있는 실재로 주어진다는 데에 있다. 이러한 연관에 대한 체험은 모든 정신

적, 역사적, 사회적 사태의 파악에 대한 기초에 놓인 것이다.”(GS V, 151)

127) 필자는 딜타이가 취하는 이러한 입장이 후설 현상학의 ‘초월론적 현상학’과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딜타이는 칸트를 비판적으로 의식하면서 극구 ‘초월론적 

주관’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기를 꺼리지만, 실상 딜타이의 ‘반성적 경험’은 초월론적 

주관이 세계를 구성하는 경험, 그리고 그에 대한 반성적 의식을 모두 포함하는 후설 

초월론적 현상학의 ‘초월론적 경험’으로 이해할 때 그 적절한 의미를 획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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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적 삶에 대한 학문은 내적경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체험의] 연관 배후로 넘어

갈 수는 없다. 의식은 자기 자신을 넘어설 수 없다. 그 안에서 사유 자체가 작동하고 또 

그것으로부터 사유가 시작하고 의지하는 [체험의] 연관이야말로, [인식론을 위한] 불가결

한 전제다.”(GS V, 194)

딜타이는 심리적 체험에서 세 가지 주요 연관을 다음과 같이 분절한다. 첫 번

째는 “지각(Wahrnehmung), 관념(Vorstellung), 인식(Erkenntnis)”의 ‘표상적’ 연관

(GS V, 181; 201), 두 번째는 “본능(Triebe)과 느낌(Gefühl)”의 ‘정서적’ 연관(GS 

V, 185; 205), 세 번째는 “의지행위(Willenshandlung)”의 ‘목적적’ 연관이다.(GS V, 

189; 207) 이것은 칸트가 이성을 셋으로 나눈 것에 상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딜타이의 세 영역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역동적인 과정을 통해 총체적 경험

의 구조를 형성한다는 점에서 칸트의 형식적인 구분과는 다르다. 예를 들어, 목

이 마른 느낌은 어제 냉장고에 넣어 두었던 우유를 기억나게 하고, 냉장고를 열

어 우유가 있음을 지각한 후 의지가 그것을 마시게 함으로써 갈증이 해소된다. 

지각, 기억, 주의, 의지, 그리고 본능과 느낌 등은 체험 전체의 관점에서 보자면 

각기 따로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역동적인 연관을 이

루고 있다. “표상, 판단, 감정, 욕구, 의지의 행위 등은 심리적 연관의 어디에서

나 서로 얽혀있다.”(GS VII, 24)

그러므로 “충만한 계기로서의 삶의 층(層, Schichtung)을 묘사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세 연관을] 가로질러야만(橫斷, Querschinitt) 한다.”(GS V, 201) 다시 

말해, 이러한 체험의 세 차원이 고립적으로 고찰될 수도 있지만, 이것은 어디까

지나 추상일 뿐이다. 구체적인 체험은 이러한 세 차원이 언제나 함께 작용한다. 

체험의 심리적인 연관이 이렇게 “목적론적” 관점에서 유기적으로 조직되어 나

아가는 것을 딜타이는 “발전(Entwicklung)”이라고 부른다. 심리적 삶 또는 체험 

전체는 위와 같은 세 연관이 ‘폭’으로서의 ‘구조’와 ‘길이’로서의 ‘발전’이라는 

두 관점에서 서로 얽혀 있는(GS V, 213) 입체적 깊이를 지닌 존재인 것이다. 

이렇게 “심리적 삶의 모든 과정이 [목적론적으로] 협력함으로써 [특정한] 연관

이 실현되고, 이른바 영혼에 형태(Gestalt)가 부여된다.”(GS V, 176; 220)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지각, 기억, 주의, 의지 등은 심리적 삶의 전체 연관이 “발전되어 

[나가면서] 구조적 분화”를 이루는 분지(分枝)들이다.(GS V, 177-178) 이러한 분

지들은 실천적 관심이나 의식에너지의 집중에 따라 활성화되는 정도가 달라지

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심리적 연관 전체를 특정한 형태로 재배열한다. 딜타이

는 이러한 “심적 연관의 발생”을 “역사적 과정”이라고 부른다.(GS V, 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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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기술-분석심리학은 어떻게 정신과학을 위한 인식론의 기초를 제공할 

수 있는가? 딜타이는 주관적으로 “체험된 것 또는 주어진 것”과 인식론이 다루

는 객관적으로 타당한 “사유의 규범”을 조화시키고자 한다. 정신과학의 “모든 

앎은 체험된 것 또는 지각에 의거하여 주어진 것[에 대한 기술] 위에서, [하지만 

동시에] ‘사유의 규범’에 입각해서 세워져야 한다.” 정신과학이 추구하는 “객관

적 인식의 가능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결정적인 것”은 양자를 조화시키는 것

이다.(GS VII, 13) 이것은 형식과 내용, 사유와 경험, 철학과 심리학을 단절적으

로 파악하는 칸트 또는 신칸트학파의 입장에서는 결코 제기될 수 없는 과제다.

그런데 딜타이는 주관적 체험에 대한 “심리학적 기술이론과 [객관적인] 인식

론”의(GS VII, 9) 간극을 극복하는 데에서 후설 현상학의 도움을 받았다고 인정

한다. 즉 “인식론의 엄밀한 기술적 기초를 인식의 현상학으로, 그리고 하나의 

새로운 철학적 영역으로 창출해 낸 후설의 탁월한 연구”에 빚지고 있다는 것이

다.(GS VII, 9)128)

그렇다면 딜타이가 후설의 현상학에 빚지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후설이『논리연구』에서 수행한 지향적 체험에 대한 분석이다. 딜타이는 

후설의『논리연구』에서 자신이 구상한 정신과학의 인식론적 기초를 마련하기 

위한 결정적인 핵심, 즉 대상적 파악이라는 체험이 지닌 지향성의 구조적 연관

을 발견하였다.

물론 딜타이는 자신의 저술 그 어디에서도 ‘지향성’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다만 ‘내적관계’에 기초한 태도방식에 따른 대상적 관계를 언급한다. 하지

128) 딜타이와 후설의 영향관계를 철학사의 관점에서 재구성하는 것은 본고의 관심을 벗

어난다. 하지만 딜타이와 후설 사이에는 상대의 저술에 대한 독서를 비롯하여 서신교

환과 방문으로 이어지는 영향관계가 존재한다. 양자의 관계에 대해서는 다음의 연구

들에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O. F. Bollnow, “Dilthey und die Phänomenologie”, 
Dilthey und die Philosophied der Gegenwart, Hrsg. von Orth, E. W., Freiburg/München: 
Karl Alber, 1985, pp. 31-61.; 한전숙,「생철학과 후설 현상학」,『후설과 현대철학』, 
한국현상학회, 서광사, 1990. pp.67-95.; 이남인,「후설의 현상학과 딜타이의 생철학」,
『후설의 현상학과 현대철학』, 풀빛미디어, 2006, pp. 237-255. 딜타이와 후설이 주고

받은 서신들은 W. Biemel, “Introduction to The Dilthey-Husserl Correspondence”, tras. of 
“Der Briefwechsel Dilthey-Husserl” by Jeffner Allen, Peter McCormick & Frederick A. 
Elliston (eds.), Husserl: Shorter Works,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1981, 
pp.198-209. 참조. ‘상대주의’ 및 ‘세계관’과 관련하여 딜타이와 후설이 주고받은 논쟁

은 C. R. Bambach(1995), pp.172-175.; S. A. Staiti(2014), pp.227-229.; R. A. Makkreel(1975), 
pp.273-287. 참조. 딜타이에 대한 독서가 후설에게 준 영향은 T. Sakakibara, “Husserl 
und Dilthey: Zu Diltheys Einflüssen auf den Göttinger Husserl”, Interdisciplinary 
Phenomenology(2005) vol. 2, Kyoto University, pp. 163-180. 참조. 후설에 대한 독서가 

딜타이에게 준 영향은 M. Ermarth(1978), pp.197-20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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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딜타이가 “태도방식(Verhaltungweise)에는 항상 어떤 무엇이 있으며, 태도방식

은 항상 이 무엇에 관계한다”고 말하면서 언급하는 “작용과 내용 사이”의 “내적

(inne)” 관계는(GS VII, 16; 20-21), 실상 후설 현상학의 기본이 되는 ‘지향성’으

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다분하다.129) 후설의 현상학적 분석에서와 마찬가지

로, 의식이 어떠한 방식으로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 또는 층의 구조를 이루고 

있는 의식에서 어떤 특정한 층이 활성화되느냐에 따라, 의식은 동일한 대상에 

대한 ‘지향적’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파악의 내용을 달리하는 것이다.

그러면 의식의 태도방식은 무엇인가? 딜타이는 “대상적 파악(gegenständliches 

Auffassen)”과(GS VII, 24) “대상적 소유(gegenständliches Haben)”(GS VII, 45)를 

구분하는데, 전자에는 대상에 대한 ‘표상적’ 체험이, 후자에는 대상에 대한 ‘정

서적’ 체험과 ‘의지적’ 체험이 속한다. 그러니까 앞서 살펴보았던 체험 연관의 

세 가지 주요한 체계가 모두 태도방식에 관련되는 것이다.

의식에 경험되는 “내용은 [어떤 것에 대한] 대상적 파악을 향하여, 또는 [어떤 

것에 대한] 감정을 향하여, 또는 [어떤 것에 대한] 추구를 향하여 있다.”(GS VII, 

16) 딜타이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체험 속에는 하나의 구조적인 의식의 연

관이 있으며”(GS VII, 139) 그렇기에 대상에 대한 의식의 태도가 변한다고 하더

라도 대상에 대한 의식의 관계는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하는 점이다.

“대상적 파악의 작용이 느낌의 기초다. (…) [주관적인] 파악작용들 안에서 [객관적인] 

파악을 위해 계속 관철되는 도식인 주체와 대상적 세계의 관련이 우리의 느낌뿐 아니라 

의욕의 객관적인 기초가 된다.”(GS VII, 49)130)   

129) 딜타이의 ‘내적관계’를 후설의 ‘지향성’으로 해석하는 입장은 다음의 연구를 참고할 

것. M. Ermarth(1978), pp.197-209.; J. Scanlon, “The Status of Intentionality in Dilthey’s 
‘Studies toward the Foundation of the Human Sciences’”, Dilthey and Phenomenology, ed. 
by R. A. Makkreel and J. Scanlon, University Press of America, 1987. pp.55-69. 딜타이의 

‘현상성의 원리(Satz der Phänomenalität)’를 후설의 ‘지향성’으로 해석하는 연구는 R. A.
Makkreel(1975), pp.428-430.; E. W. Orth, “The Problem of Generalization in Dilthey and 
Husserl”, Dilthey and Phenomenology, ed. by R. A. Makkreel and J. Scanlon, University 
Press of America, 1987. pp.1-22. 참조.  

130) 딜타이의 이러한 입장은 ‘객관화 작용’이 ‘비객관화 작용’의 기초가 된다는『논리연

구』와『이념들1』로 대표되는 후설의 초․중기 ‘정적 현상학’을 연상시킨다. 딜타이가 

후설의『논리연구』에서 영향을 받았다고 인정한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분석이 갖는 

의의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본고가 6부에서 상세하게 고찰하겠지만, 이러한 분석

이 언제나 체험의 사태에 적합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발생적 현상학’의 관점에서 

체험들의 정초관계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드러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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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이러한 사정은, “직관, 회상, 전체표상, 이름의 부여, 보편자를 특수자

에 종속시키기, 부분들을 전체에 연결하기, 판단”과 같은 여러 “파악의 방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GS VII, 37) “대상적 파악은 지각과 체험, 회상된 표상, 판

단, 개념, 추론들과 이들의 복합체들이 포함된 하나의 관계 체계를 형성한

다.”(GS VII, 121) 파악하는 의식의 성격이 아무리 다양하게 변하더라도 의식이 

겨냥하는 목표, 즉 체험이 내적으로 관계 맺는 대상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바로 객관적 인식의 조건이다.

“대상 자체는 변할 필요가 없다. [아무리 대상적 파악의 방식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이

들 모두에 공통된, 동일한 대상에로 방향잡음(gemeinsame Richtung auf denselben 

Gegenstand)이 이들을 하나의 목적론적 연관을 향하여 연결해 주기 때문이다. (…) 이 목

적론적 특성은 대상의 포착이라는 방향잡음에 의해 제약되어 있는 것이다.”(GS VII, 37)

“세계는 이렇게 대상적으로 파악된 것들의 총화이거나 질서”다.(GS VII, 25) 

즉 “체험된 것 또는 직관된 것 안에 포함된 모든 관계들의 완성체, 그것이 바로 

세계(Welt)라는 개념이다.”(GS VII, 129) 그리고 “세계라는 개념에는 모든 체험 

가능한 것 및 직관 가능한 것을, 이들 안에 포함된 사실적인 것의 상관관계의 

연관을 통해 진술하라는 요구가 언표되어 있다.”(GS VII, 41) 그러므로 인간의 

삶이 영위되는 세계를 탐구하는 정신과학의 인식론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체험

에서 의식의 태도방식과 대상적 관계가 맺고 있는 구조적 연관을 해명해야만 

한다. 세계에 대한 인식론적 기초는 바로 심리학적 탐구의 조건이 되는 체험의 

구조연관 자체에 있다. 객관적으로 타당한 사유의 규범 역시 체험의 구조적 연

관에서 해명되어야만 한다. 즉 심리학을 통해 인식론을 수립하기 위한 핵심은, 

주관적 체험에서 학문적 사유를 위한 개념과 범주가 생겨나는 인식의 구조적이

고 발생적인 연관을 추적하는 데에 있다.

그러면 이제 체험의 구조적 연관을 분석해 보자. 체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내적관계’에 의한 대상적 앎의 성격을 지닌다는 점이다. 딜타이는 이것을 “내

적지각(체험)의 지성성(Intellektualität der inneren Wahrnehmung)”이라고 부른

다.(GS V, 172; GS VII, 196) 딜타이에 따르면, 체험은 자신 안에 ‘지성’의 성격

을 함축하고 있다. 그런데 체험이 지닌 이러한 앎은, 수평적 기준에서 표상, 정

서, 의지의 기능적 영역으로 구분될 수도 있지만, 앎의 단계라는 기준에서 수직

적으로 구분하면 낮은 차원의 앎과 높은 차원의 인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삶의 경험으로서의 인식체험에서, 우리는 지각이라는 낮은 단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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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작동하는 ‘기초적 인식’과 높은 단계에서 기능하는 ‘형식적 사유’에 의한 인

식을 구분할 수 있다. 딜타이는 이것을 각각 “기초적인(elementar) 논리적 조작에 

의한 파악”과 “추론적(diskursiv) 사유작용”으로 나눈다.(GS VII, 30; 45; 122; 124) 

체험의 연관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전자는 후자가 발생하기 위한 토대가 된다. 

그러니까 대상적 파악의 의식은 직관적 “체험이 자신 안에 품고 있는 기초적 

사유의 실행”이라는 토대 위에서(GS VII, 196) “직접적으로 개념적 질서로 나아

가는 재현의 연결선”을 따라(GS VII, 139) 본래적 의미에서 ‘논리적’이라 부를 

수 있는 사유작용으로 상승한다.

그런 의미에서 기초적인 논리적 조작은 “일차적(primär)이다. 왜냐하면 추론적 

사유[의 발생을] 되짚어 거슬러 올라가는 분석을 해봐도 이것보다 더 단순한 실

행은 발견되지 않기 때문이다.”(GS VII, 122) 형식적 사유의 발생적 토대가 되는 

지각적 경험은 논리적 사유와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지각적 경험 자체가 추론

적 사유의 맹아(萌芽)를 품고 있다. 그래서 딜타이는 체험 자체에서 기능하는 

기초적 사유를 ‘침묵하는 사유’라고 부른다.131)

“[삶의 연관이 지닌] 이러한 과정은 침묵하는 사유(schweigendes Denken)라고 하는 광

활하고도 무한히 풍요로운 장(場)을 형성한다. [사유의] 형식적 범주들은 일차적이고 논

리적인 이러한 기능들이 추상된 것이다. 그러므로 칸트는 추론적 사유의 범주를 [초월론

적 논리학에 의해] 연역할 필요가 없었다. [왜냐하면] 모든 추론적 사유는 [삶의 경험 자

체가 지닌] 침묵하는 사유작용[에서 발원하는] 더 높은 단계로 표현될 수 있기 때문이

다.”(GS V, 149)

요컨대, 논리학의 형식적이고 추론적인 사유는 근원적인 체험이 지니고 있는 

암묵적인 연관의 확장, 즉 “두 번째 차수(次數)의 지각(Wahrnehmung zweites 

131) ‘체험의 지성성’에 대해서는 M. Ermarth(1978), p.163. 참조. 이것을 후설 현상학의 

‘선-반성적 앎’과 관련지어 해석하는 연구는 Makkreel, R. A.(1975), pp.431-443. 참조. 딜
타이가 말하는 ‘체험의 지성성’ 내지 ‘암묵하는 사유’는 후설 현상학의 ‘선-반성적’ 의
식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특히 후설이 객관적 학문에 대한 판단중지를 통해 복귀하

고자 하는 생활세계의 근원적인 경험은 반성적 의식이 아니라 선-반성적 의식이다. E.
Husserl, Die Krisis der europäischen Wissenschaften und die transzendentale 
Phänomenologie. Eine Einleitung in die phänomenologische Philosophie. Hrsg. von W.
Biemel. Den Haag: Martinus Nijhoff, 1962. 후설은『위기』의 여러 곳에서 자아의 “침
묵하는 구체성(stumme Konkretion)”(Hua VI, 191), 초월론적 자아의 “은폐된 익명성

(verschlossene Anonymität)”을 말하는데(Hua VI, 209) 이는 모두 생활세계에서 수행되는 

선-반성적 경험을 가리킨다. 그리고 이러한 후설의 논의는 ‘침묵하는 자아(cogito 
tacite)’라는 메를로-퐁티의 테제와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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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es)”이다.(GS VII, 302) 논리학은 주어진 체험 내용에 의지하면서, 그것을 범

주, 판단, 그리고 추론의 체계로 분석하여 명료화한다. 하지만 체험 자체가 선-

술어적 차원에서 세계를 근원적으로 파악하는 침묵하는 사유이기 때문에 논리

학의 작업은 단지 체험에 암묵적으로 있는 것을 끄집어내는 것일 뿐이다. 삶의 

관점에서는 체험에 내재한 기초적인 사유작용이 새로운 경험에 스스로 형식을 

제공하기 때문에, 칸트가 상정하는 것과 같은 순수하게 날것인 맹목(盲目)으로

서의 경험은 없다. 경험은 이미 실재가 지니고 있는 연관에 따라 구조화하는 지

성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기초적인 논리적 조작에는 어떠한 것

들이 있는가? 대상적 파악의 “체험이 자신 안에 품고 있는 재현의 연결선”을 따

라가 보자.(GS VII, 139)

첫째, 체험은 ‘비교(Vergeichen)’의 작용을 수행한다. 흔히 비교는 두 대상을 

정립한 후 사유를 통해 양자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하는 과정으로 간주된다. 

물론 이것은 틀린 말이 아니다. 하지만 이러한 비교의 원천이 사유작용에 있는 

것은 아니다. 비교는 사유보다 더 낮은 단계인 지각에서부터 작동한다. “내 앞

에 두 장의 상이한 회색 종이가 있다. 그러면 나는 [두 종이가] 다르다는 것과, 

색깔이 다른 정도를 알아본다. 그러나 이것은 주어진 것에 대한 반성[적 사유

를] 통해서가 아니라 [지각에서 주어지는] 사실적 상태 자체로서 알려지는 것이

다.”(GS VII, 122)  같음, 다름, 정도, 유사성과 같은 논리적 관계개념은 물론 사

유의 영역에 속한 것이지만, 그럼에도 이미 지각에서부터 그 발생이 ‘암묵적으

로’ 준비되고 있다.

둘째, 비교에 기초해서 ‘분리(trennen)’가 들어선다. “예컨대 나는 한 장의 녹색 

잎에서 색과 형태를 서로 분별할(sondern)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을 다시 한 대상

의 통일성에 함께 귀속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물론 이것은 현실적으로는 

분리될 수 없지만, 이념적으로는 분리가 가능하다.” 그런데 이러한 분리는 명시

적인 사유작용이 아니라 “단순한” 지각체험에서부터 이미 ‘암묵적으로’ 수행된

다. 그리고 이러한 지각적 분리에 기초하여 비로소 논리적인 작업으로서의 “추

상화(Abstraktion)”가 생겨난다. 구체적 현실성을 이루고 있는 실재의 어느 한 부

분에 주의를 기울이면 “이념적으로 분리하여 취해진 것을 통해 어느 한 측면 

자체가 떨어져 나와 두드러지게 되는 것이다.”(GS VII, 122-123)  

셋째, 비교와 분리에 기초해서 ‘관계’가 들어선다. 분리된 사실들의 공간적인 

위치와 시간적 연속을 우리는 ‘관계맺음(beziehen)’과 ‘연결’을 통해 묶어낸다. 

“시계가 연이어 몇 차례 타종을 한다고 하자. 이때 현존하는 것은 단지 연속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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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주어지는 [그때마다의] 인상들뿐인데, 이것들을 함께 잡아 묶어낼 때 비로소 

계기(繼起)에 대한 파악이 가능해진다.”(GS VII, 123) 비교나 분리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총괄의 작업 역시 지각 자체에서 수행되며, ‘관계’에 대한 개념적 사유

는 이러한 지각에 기초하여 생겨난다.132)

이상의 세 가지는 지각적 차원에서 수행된다. 그러나 인식이 지각으로만 성립

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의 의식은 “감성적으로 지각되거나 체험된 것의 주어짐

[에서] 기억된 표상(erinnerte Vorstellung)이라는 의식의 또 다른 단계로 이행한

다.” 즉, 대상적 파악은 표상으로 이행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제 지각한 

사물에 대해서 오늘 다시 기억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대상에 대한 표상적 

파악은 근원적으로 주어진 대상에 대해 “모사(Abbilden)”의 관계에 있다. 표상은 

비록 근원적으로 주어진 것의 모사에 불과하지만 감성적 파악에 국한되지 않은 

“자유로운 운동성”을 획득함으로써 시공간에 구애되지 않는 보편적인 사유작용

을 예비한다. 즉 표상을 통해 우리는 지금 눈앞에 주어지지 않는 대상을 언제 

어디서든 재인식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다.(GS VII, 34; 124; 128)

“[위와 같은] 기초적인 사유 실행들은 주어진 것[으로서의 사태의 연관]을 드러내 밝힌

다(aufklären). 이것은 추론적 사유에 앞서는 실행으로서 [장차] 추론적 사유로 발전하게 

될 [다음의 세 가지] 단초를 갖는다. [첫째] 같음의 발견을 통해 보편개념과 보편판단의 

형성 및 비교의 절차를 예비하고, [둘째] 분리를 통해 추상화와 분석적 절차를 예비하며, 

[셋째] 관계맺음을 통해 모든 종합적 사유조작의 형식들을 예비한다. 이렇게 해서 [사태

가 지닌] 내적인 근거연관은 ‘기초적인 사유실행’으로부터 ‘추론적 사유’로, 즉 ‘대상[이 

지닌] 사태의 파악’으로부터 ‘이 사태에 대한 판단의 영역’으로 이행한다.”(GS VII, 124)

지각과 표상이라는 직관의 토대 위에서 본격적인 의미의 사유작용인 “추론적 

사유”가 들어선다. “추론적 사유는 표현, 무엇보다도 언어와 결부되어 있다. 여

기에 표현되는 것에 대한 표현의 관계가 존립한다.”(GS VII, 124) 지각은 단지 

사태를 의식에 열어 보여주었을 뿐이다. 하지만 이제 사유에서는 언어를 매개로 

하여 그 사태가 지닌 의미가 표현된다. 언어를 매개로 한 “기호적(signitiv) 파악”

에서, 의식의 “관심은 뜻해진 바의 대상에 있다. 이 관심은 직관적인 단어표상

132) 필자는 ‘침묵하는 사유’에 대한 딜타이의 분석이『수동적 종합』에서 후설이 수행

한 분석과 유사한 점이 많다고 생각한다. 실상 외견상 유사한 점이 많은 정도가 아니

라, 두 철학은 동일한 사태를 비슷한 문제의식에서 분석하고 있다. 딜타이의 분석이 

후설의 ‘수동적 종합’과 어떤 점에서 근본적으로 궤를 같이하는지에 대해서는 본고의 

5부 2장, 특히 각주 189)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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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출발하여 이 표상의 기능에 의거하여 종국에는 대상으로 나아가고, 이 대

상을 제시한다. 그러므로 하나의 이름을 하나의 대상에 관계시키고, 이 이름의 

대상을 의미하고, 이 관계를 그에 상응하는 직관을 통해 온전히 실현하는 체험

은 하나의 내적 통일을 형성한다.”(GS VII, 39)

기호적 파악의 토대 위에서 의식은 의미를 지닌 “단어들을 문장으로 연결해

주는 판단”으로 이행한다.(GS VII, 40) “판단[은] 어떤 대상의 사태를 진술하는 

것이다.”(GS VII, 124) 그런데 판단에서는 대상적 “파악의 국면에서 하나의 새로

운 구조적 관계, [즉] 진술 안에서 말의 부분들을 결합하는 과정을 규제하는 관

계인 순수문법”이 들어선다.(GS VII, 40) 의미의 형식과 아프리오리한 법칙에 의

해 규정되지 않는 언어는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판단에서는 아프리오리

한 사유연관의 구조가 문제가 된다. 그리고 체험에서 인식의 기초적 사유작용은 

본격적인 의미에서의 고차적인 사유작용, 즉 형식적 사유로 상승한다. “사유의 

형식들은 판단, 개념, 추리다.”(GS VII, 125) 유비추리, 귀납, 분류, 정의 등은 추

론적인 사유연관의 어디에서나 항상 나타나는 것이다.

그런데 대상적 파악의 구조연관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형식적 사유는 

앞서 살펴본 기초적 사유와 “이중성”의 관계에 놓여 있다. 한편으로 형식적 사

유는 직관적으로 주어진 것을 자신의 발생적 토대로 삼는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판단, 개념, 추리는 직관적으로 주어진 것에 대해 “대리(Vertretung)”의 관

계에 있다.(GS VII, 125) 즉 직관적으로 주어진 대상적 파악의 경험은 좀 더 고

차적인 형식적 사유에 의해 대변된다.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 “판단 또는 개념은 [직관적] 대상으로의 회귀, [즉] 

자신의 직관적 현존에서 충족된 대상으로의 회귀를 통해 확증되고 검증된다

(verifiziert).”(GS VII, 125) 다시 말해, “모든 작용, 즉 [체험이 지닌 구조적 연관

의] 토대 위에 건립되는 대상적 파악의 요소를 만들어내는 모든 작용은 체험 또

는 순수직관으로의 소급적 관계(Rückbeziehung auf das Erleben oder riene 

Anschauen)를 나타내고, 뜻하고, 의미한다.”(GS VII, 42)133) 이렇게 할 때에만 형

식적 사유는 대상적 파악이라는 본래의 목적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모든 

파악의 방식이 사념하는 것이 직관적으로 체험되어서 그 근거에 놓여 있는 것

과 동일시될 때에만, 이 파악의 방식의 진리치가 확고해질 수 있다. [여기서] 확

133) 딜타이의 이러한 논의는 논리적 사유를 포함하는 모든 학문적 진리의 타당성이 생

활세계에서 수행되는 ‘직관의 경험’에 토대하고 있다는 후설의 현상학적 통찰을 연상

시킨다. 후설은『논리연구』,『형식적 논리학과 초월론적 논리학』,『경험과 판단』등

에서 이러한 주제를 심도 있게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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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함(Sicherung)이라는 표현은 확신하는 의식(Überzeugungsbewußtsein)이다.”(GS 

VII, 37) 형식적 사유가 직관으로 회귀해야 한다는 것은 인식, 즉 진리체험의 근

거가 된다.134)   

“대상적 파악의 모든 체험들은 이 파악이 [겨냥하는 대상에 대한] 목적론적 연관에 놓

여 있다. 즉, 존재하는 것의 파악, 현실성의 파악이라는 목적에 방향을 잡고 있다. 여기

서 앎은 실행들의 단계로 이루어진 왕국을 형성한다. 주어진 것은 기초적인 사유작용에

서 드러내 밝혀지고, 표상에서 모사되고, 추론적 사유에 의해 대리되고, 그렇게 여러 다

양한 방식으로 재현된다. 왜냐하면 기초적 사유 실행에 의해 주어진 것을 드러내 밝힘, 

회상된 표상에서의 모사, 그리고 추론적 사유에서의 대리(代理), 이들은 모두 재현

(Repräsentation)이라는 가장 포괄적인 개념에 종속될 수 있기 때문이다.”(GS VII, 127)

3절 형식적 범주와 실질적 범주

그런데 위와 같은 인식체험의 구조연관, 특히 고차적인 사유형식은, 반드시 

정신과학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학에도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보편적

인 구조다. 딜타이가 “정신과학에서 [인식] 연관의 보편적 성격을 밝히기” 위해 

우선적으로 착수한 인식론적 “출발점은 보편적 의미에서 대상적 파악의 구조이

론이다.”(GS VII, 121) 다시 말해 체험에서 주어진 것에 토대를 둔 사유형식의 

연관 그 자체는 보편적인 것이어서 정신과학이나 자연과학에 대한 구분 없이 

모든 학문적 탐구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

“형식적인 범주는 구분, 동일시, 차이의 정도에 대한 파악, 연결, 분리와 같은 논리적 

관계방식에 대한 추상적 표현들이다. 이들은 말하자면 고차원의 인지작용[인데] (…) 이들

은 이미 우리의 기초적 사유에서 나타나고, 나아가 한 단계 상승한 추론적 사유, 즉 기호

와 관련된 사유에서도 동일하게 남는다. 이것은 자연과학과 정신과학의, 그리고 [자연과학

의] 인식과 [정신과학의] 이해[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형식적 조건이다. 그러나 정신과

학에서의 실재적 범주는 결코 자연과학의 [실재적] 범주와 동일하지 않다.”(GS VII, 197)

다시 말해, 보편적인 사유형식은 “개별적인 사유영역의 구획, [즉] 자연과학과 

정신과학의 구분과는 무관하다. 이 [보편적인 사유형식은] 현실성을 현실성 자

134) 필자는 딜타이의 이러한 입장을 모든 논리적 판단의 타당성이 지각적 경험에 토대

를 두고 있다는 후설의 ‘명증(Evidenz)’으로 간주한다. 실제로 딜타이가 말하는 ‘확신

하는 의식’은 내용상 현상학의 ‘명증’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본고는 5부에서 후설 

현상학의 ‘명증’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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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의 보편적 근본관련에 의거하여 제시해야 한다는 사유연관 전체의 과제를 안

고 있다. “자연과학에서나 정신과학에서나 사유형식과 이것 아래에 놓인 여러 

사유작용은 동일한 것이고, 이들이 학문적 연관을 가능하게 한다.”(GS VII, 121)

반면 자연과학과 정신과학이 사용하는 “방법의 특수한 형태들은 [각각이 탐구

하는] 개별적인 영역(Gebiet)의 특성에 의해서 비로소 규정된다.”(GS VII, 125) 

그러니까 정신과학과 자연과학의 구분은 사유형식이 아니라 각각의 학문이 탐

구하는 영역의 본질적 특성, 즉 내용적 차이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다. “학문은 

구획이 가능한 특정한 대상하고만 관계한다. [동질적인 체계로 이루어진] 이 대

상적인 것들에 그 학문의 통일성이 놓여있다.”(『구조』, 308)

요컨대 사유의 형식은 자연과학이나 정신과학이나 동일하다. 자연과학과 정신

과학의 방법적 차이는 단지 그것이 탐구하는 영역이 이루고 있는 사태연관의 

차이일 뿐이다. 그러므로 “사유형식[에 의한] 보편적 사유의 실행이 [영역적으

로] 특수한 [내용을 다루는] 학문적 과제의 해결이라는 목적을 위해 하나의 조

합된 전체로 연결될 때 비로소 학문적 방법(Methode)이 생겨난다.”(GS VII, 126)

“정신과학의 특수한 방법들은 (…) 자신의 [영역에 고유한] 특수한 과제들에 입각하여, 

그리고 자신의 특수한 [내용적] 제약들 안에서, 이러한 [보편적] 사유형식과 사유실행이 

적용되면서 생성되는 것이다.”(GS VII, 121)

그러므로 학문적 사유가 체험에 토대를 두고 있다는 것, 그리고 사유의 형식

은 모든 학문에 보편적으로 타당하다는 점을 언급하는 것만으로는 정신과학의 

특수한 내용과 고유한 방법론을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다. 정신과학에 고유한 방

법론의 기초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삶의 연관을 탐구하기 위한 고유한 범주를 

획득해야만 한다. 딜타이는 인식론과 방법론의 기초가 되는 ‘범주’를 다음과 같

이 정의한다. “대상을 진술하는 술어들에는 대상을 파악하는 방식이 포함된다. 

이러한 방식을 가리키는 개념을 ‘범주(Kategorien)’라고 부른다.”(GS VII, 192) 즉 

우리가 학문적 사유에 의한 대상적 파악을 위해 요구되는 근본적 개념들이 바

로 범주인 것이다. 그런데 딜타이는 ‘형식적 범주’와 ‘실질적 범주’를 구분한다.

“형식적(formal) 범주는 모든 현실성에 대한 진술의 형식이다. 반면 실질적(real) 범주 

중에는 [자연에는 적용되지 않는, 오직] 정신적 세계에 대한 파악을 [위해서만] 생겨나는 

것이다.”(GS VII, 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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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 ‘형식적 범주(formale Kategorien)’는 앞에서 고찰한 보편적으로 타

당한 사유의 형식을 위해 필요한 것이다. 다시 말해, 형식적 범주는 실재 일반

의 개념적 질서에 적용되며 정신과학과 자연과학 모두에 대해 인식의 형식적 

조건을 구성한다. 자연과학과 “정신과학의 사유연관에서 [형식적] 개념의 보편

적 기능은 내용적 규정으로부터 독립적이다. [왜냐하면] 이 기능은 개념의 규정

성과 일관성이 모든 판단에서 유지될 것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 개념이 연결

되어 구성된 진술은 자기모순 또는 다른 진술과의 모순을 포함하면 안 된다. 이

렇게 획득된 타당성은 [보편적] 사고의 연관 위에 존립하고 개념의 ‘형식(Form)’

을 규정하는 것이기에 시간의 흐름으로부터 독립적인 타당성이다. 그런데 이 

[형식적] 타당성은 정신과학적 개념의 ‘내용(Inhalt)’을 재현할 수 있다는 사실과

는 전혀 관련이 없다.”(GS VII, 156-157)

반면 ‘실질적 범주(reale Kategorien)’는 경험에 주어지는 것을 개념적 형식으로 

구성한다. 즉 정신과학은 모든 사유에 보편적으로 요구되는 형식적 범주뿐만 아

니라 내용을 제시하는 개념형식으로서의 실질적 범주를 필요로 한다. “과학적 

사유가 개념형성을 시도하는 곳에서는 어디서나 개념을 구성하는 특징의 규정

을 위해 이 개념 안에서 총괄되어야 할 사실 상태가 무엇인지가 먼저 확정되어

야 한다. (…) 왜냐하면 [사실 상태의] 특징에서 그것들이 귀속하는 개념의 범위

가 확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GS VII, 152-153) 그러므로 자연과학과 달리 정신

과학에 요구되는 실질적인 범주는 정신적 세계, 즉 삶의 연관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개념이다. “자신의 고유한 본성에서 삶은 자연인식과는 무관한 범주들에 

의해서만 이해된다. (…) 이러한 범주들은 삶에 생소한 어떤 것으로서 아프리오

리하게 삶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삶 자체의 본성에 놓여 있다.”(GS 

VII, 232)135)

135) 딜타이가 여기서 제시하는 ‘형식적 범주’와 ‘실질적 범주’는 후설 현상학의 ‘형식적 

존재론’과 ‘영역적 존재론’에 대응할 수 있다. 후설 현상학에서 ‘형식적 존재론’과 ‘영
역적 존재론’에 대해서는 본고가 4부에서 좀 더 상세하게 고찰할 것이다. 딜타이는

『역사적 세계의 구조』에서 ‘삶’을 파악하기 위한 본질범주로 ‘시간’, ‘흐름’ ‘의미’, 
‘가치’, ‘목적’ 등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바로 ‘정신과학 방법론’을 형성하

는 근원적 범주들이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이남인이『현상학과 질적연구』
에서 체험을 분석하기 위해 필요한 본질적 요소로 제시하는 ‘시간성’, ‘동기와 목적’, 
‘변화와 전개과정’, ‘의미’, ‘가치평가’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남인(2014), 
pp.125-128. 비록 현상학적 질적연구와 정신과학의 관계에 대해서는 좀 더 엄밀한 연

구가 필요하지만, 적어도 체험에 관한 현상학적 질적연구와 심리학에 기초한 정신과

학이 양적연구 일변도의 자연과학에 대한 비판적인 함의를 지닌다고 할 때, 이남인이 

제시한 현상학적 질적연구의 본질적 요소들은 딜타이가 제시한 삶의 범주들과 불가분

의 연관성을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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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사유의 일반적 범주 외에 삶의 연관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

적 범주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딜타이는 시간성, “가치, 목적, 의미” 그리고 

“형성과 발전”과 같은 범주들을 제시한다.(GS VII, 201)

우선, 딜타이가 언급하는 삶의 범주는 ‘존재(Wesen)’ 범주로서의 “시간성

(Zeitlichkeit)”이다.(GS VII, 192) “삶은 시간에 의해 규정된다.”(GS VII, 232) 즉, 

삶의 연관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끊임없이 변화하면서도 지속성을 지닌 통일체

라는 점을 자신을 존재로 가진다. “과거의 체험의 기초 위에서 새로운 체험의 

지속적인 획득을 통하여, [역사적으로] 획득된 심리적 연관이라고 부르는 것이 

형성된다. 이 연관의 형식들, 이 과정의 본성은 변화 가운데에서도 연관의 지속

성을 유지한다는 것이다. 모든 정신적 삶에서 증시할 수 있는 이러한 사실 상태

를 존재 범주로 나타낸다. [이러한] 존재는 지속적인 변화다.”(GS VII, 244)

즉, 삶은 새로운 체험을 획득함으로써 끊임없이 변화하지만 그럼에도 지속적

인 통일체로서 연관을 형성한다. “상이한 작용연관들 사이에 하나의 통일성을 

만들어 내는 관계들은 무엇인가? (…) 그것은 [칸트의 초월론적 주관과 같은] 어

떤 근원적 사유를 통해 표현될 수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삶의] 흐름 

안에서 스스로를 형성하는, 그리고 삶 자체의 경향들 사이에 존립하는 [내재적] 

연관이다.”(GS VII, 185) 정신과학에는 “[변화와 지속에 의한 삶의 흐름이라는] 

전제와 이 전제에서 출발하여 이 전제에 접합되어 있는 것으로 나아가는 전진 

사이의 자유로운 관계만이 있다. [삶에서] 새로운 것은 전제에서 형식적으로 주

어지지 않는다. 오히려 이해의 내용은 하나의 이미 파악된 특징으로부터 이 특

징으로부터만 이해될 수 있는 새로운 특징으로 나아갈 뿐이다.”(GS VII, 234)

이러한 점이 전제되지 않으면 삶을 그 고유한 특성에 맞게 파악할 수 없다. 

그리고 만약 “[정신과학이] 개념화를 통해 삶[의 흐름]으로부터 특정한 무엇인가

를 뽑아내어 부각시킨다면 (…) 이러한 보편개념들은 삶에 대한 이해의 내용을 

표현하기 위해”(GS VII, 234) “진행되어 나아가는 것을 고정시켜 재현한 것, 

[즉] 그 자체로 하나의 흐름이자 또 운동의 방향인 [삶]을 사유 속에 고정시킨 

것[일 뿐]이다.”(GS VII, 157)

그러므로 “개념형성의 기초는 [칸트주의가 전제하는 것처럼] 대상적 파악의 

피안에서 출현하는 어떤 규범이나 가치가 아니다. 개념형성은 모든 개념적 사유

를 지배하는 하나의 경향, 즉 고정된 것, 지속하는 것을 흐름의 진행과정으로부

터 분리하려는 경향에서 생겨난다.”(GS VII, 145)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 정신과

학과 체계적 정신과학에 제기되는 과제는, 개념들의 관계를 형성하되, [삶의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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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적 흐름에] 상응하게끔 형성[해야만 한다는] 것이다.”(GS VII, 157) 여기에는 

시간, 역사, 실재, 가능성, 힘, 부분과 전체, 연관, 상호작용, 상승, 충동, 구조, 발

전, 가치, 목적, 의미, 본질, 유형, 형태, 특별한 종류의 인과 등이 속한다. 정신

과학이 방법적으로 요구하는 이러한 범주들은 “삶의 개념들”이다.(GS VII, 239)

삶을 파악하기 위한 또 다른 범주로 ‘의미(Bedeutung)’가 제시된다. “의미는 

[자연이 아니라] 삶과 역사적 세계에만 고유한 범주”로서(GS VII, 73; 202) “의

미 범주는 삶의 부분들이 전체에 대해 갖는 관계를 말한다.”(GS VII, 233) 그러

니까 삶에서 어떤 계기가 “의미를 지닌다고 하는 것은 [삶의] 작용연관이라는 

토대 위에서 생성된, 어떤 부분이 전체에 대해 갖는 규정성[을 뜻한다.]”(GS 

VII, 238-239; 155) “우리는 삶의 흐름의 개별적 부분을 전체에 연결하고, 이 전

체로부터 삶을 이해한다. 그렇다면 우리 자신의 삶의 흐름을 관찰할 때, 부분을 

전체로 연결해주는 연관을 구성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의미다. 왜냐

하면] 체험은 부분들이 공통적인 의미에 의해 결속되어 있는 하나의 통일체[이

기 때문]이다.” 즉 “삶의 흐름의 부분들은 이 흐름의 전체에 대해[서만] 규정된 

의미를 갖는다.”(GS VII ,234) 삶을 의미로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은, 획득된 

연관으로서의 “지나온 삶의 흐름 전체를 조망하게 해주는 회상(Erinnerung)에 힘

입어서다.”(GS VII, 233) “회상을 통해 [지나온 삶 전체를] 되돌아보면서 삶의 

흐름이 거쳐 온 매듭의 연관을 의미라는 범주로 파악한다.(GS VII, 201)

“삶의 흐름의 연관은 오직 삶의 낱낱의 부분들이 전체의 이해와 관련하여 갖게 되는 

의미의 범주를 통해서만 파악될 수 있고, 인간의 삶의 어떠한 국면도 오직 이런 방식으

로만 이해된다. 이 두 가지 사실에서 볼 때,  [가치, 목적, 발전 등] 모든 다른 범주들은 

의미의 범주에 의존적이다. 의미는 포괄적인 범주이고 오직 이것을 통해서만 삶이 파악

된다.”(GS VII, 232)

정신과학에 요구되는 모든 “범주들의 주어(Subjekt)”는 바로 “삶의 흐름

(Lebensverlauf)”이다.(GS VII, 203) 딜타이는 이러한 “삶의 흐름 속에서 내적으로 

규정된 연관, 변화에로의 간단없는 전진을 규정하는 연관을 발전(Entwicklung)이

라고 부른다.”(GS VII, 232; 244-245) 삶의 “작용연관은 자신의 본질에 따라 내부

로부터 변화의 계열을 거쳐 진행되고, 이 변화 중의 어떤 것도 바로 앞선 것의 

기초 위에서만 가능한 것이다.”(GS VII, 164) 이렇게 발전하는 삶의 연관으로부

터 “가치와 목적이라는 역사적 범주가 생성된다.”(GS VII, 255)

먼저 삶에서 ‘가치(Wert)’라는 범주가 생성되는 과정을 살펴보자. 처음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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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는 느낌과 본능 [그리고 충동의] 삶 속에서 일어난다.”(GS V, 205; 207) 하지

만 시간의 흐름 속에서 “가치는 격정의 출현과 소멸로부터 떨어져 나와 점점 

자립적으로 된다.”(GS VII, 242) 다시 말해 과거 어느 시점에 근원적으로 생생한 

정서적 체험에서 비롯되었던 가치가 오랜 시간이 흐르면, 언젠가는 직접적이거

나 “실천적인 행동과는 더 이상 아무런 관계도 없는, 가치에 대한 새로운 산정

방식이 출현하게 된다. (…) [그러니까 현재의 관점에서 보자면] 우리의 눈길이 

과거로 거슬러가며 더 멀리 향하면 향할수록, 이 가치들은 더욱 멀어지고, 더욱 

객관적으로 된다.”(GS VII, 256) 예를 들어, 민주주의가 기초하고 있는 자유와 

평등의 가치를 생각해 보자. 오늘날 우리는 자유와 평등이라는 가치를 객관적인 

것으로 간주한다. 하지만, 자유와 평등이라는 가치는 인류 역사에서 근대라고 

하는 특정한 시기에 투쟁과 혁명을 통해 생성된 산물이다. 오늘날의 관점에서는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만, 자유와 평등은 그것을 근원적으로 형성했었던 시민계

급에게는 한때 생생하게 체험되었던 것이다.

“목적(Zweck) [역시] 이러한 [삶의] 연관의 체험에서 근본적인 속성이다.” “목

적은 자연에 대한 객관적 개념이 아니다. 그것은 [근원적으로는] 본능, 기쁨, 그

리고 고통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처럼, 동물 또는 인간에 대한 살아있는 연관으

로 체험된 것이다.”(GS V, 210) 삶이 미래로 향할 때 “목적들로부터 목적들 상

호간의 연관으로서의, 또는 목적과 수단의 연관으로서의 삶의 계획이 생겨난

다.”(GS VII, 249) 그리고 그 계획을 실현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특정한 목적적 

규정을 위하여 가치를 산정하는 실천적 관계에서” 생겨나는데, 어떤 가치가 특

정한 목적을 위해 부합하는지 여러 가치들을 비교하고 선택하게 된다. 즉 “이 

경우 가치는 [가치가 현실화된 것으로서의] 재화(財貨, Gut), 또는 [추구해야 하

는] 목적으로 미래에 관계된다.”(GS VII, 242) 예를 들어, 일제강점기에 식민지 

조선의 독립을 추구했던 운동가들에게는 여러 삶의 가치들 중에서 자유와 평등

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겼다. 그리고 이러한 가치의 평가와 선택은 일제의 압

제로부터 식민지 조선의 해방이라고 하는 목적을 수립하게 했다. 그리고 이 목

적의 실현을 위해 그들은 의지를 발휘하여 목숨을 걸고 저항했다. 

이상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가치와 목적은 각기 따로 기능하는 범주가 아니

다. 그것들은 삶의 흐름의 연관에서 얽혀 있다. 우리는 과거에 대한 회상에 기

초하여 대상을 표상한다. 반면 “현실성으로 충족되어 있는 현재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감정 안에서 긍정적 또는 부정적 가치를 체험한다. 그리고 우리가 미래

를 향해 나아갈 때, 이러한 태도에서 목적의 범주가 생겨난다.”(GS VII,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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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 딜타이는 이렇게 얽혀 있는 연관을 좀 더 분명히 드러내기 위해 ‘구조

(Struktur)’의 범주를 제시한다. “의미가 [단지] 해체될 수 없는 삶의 연관에 대한 

범주라고 한다면, 구조의 범주는 삶의 주체가 삶의 연관 안에서 [규칙적으로] 

되풀이하는 것에 대한 분석을 통해 생겨난다.”(GS VII, 237) 구조라는 범주는 심

리적 체험과 행동에 모두 적용된다. 

“심리적 삶의 내적구조”는(GS V, 212) “심리적 사실들을 체험 가능한 내적관

계에 의해 [반복되는] 규칙성으로 서로서로를 연결하는 질서”를 뜻한다.(GS VII, 

15) 다시 말해 “표상, 느낌, 의지와 같은 다양한 과정들이 연관으로 결합하여 심

리적 삶의 구조를 구성한다.”(GS V, 210) 그런데 심리적인 연관은 환경 안에서 

삶의 통일체가 [놓인] 상황에 의해 조건화되고 행동으로 표출된다. 즉 삶의 통

일체는 외부세계와의 상호작용에 놓여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문제 상황에 닥쳤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궁리하

기보다는 그러한 상황 속에 놓인 것 자체에 대해 번번이 화를 낸다고 가정해보

자. 이러한 상황과 행동이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일정한 패턴으로 반복된다고 

할 때, 우리는 이 사람의 마음과 행동이 분노에 취약한 구조로 되어있다고 파악

하게 된다. 이러한 구조에는 그 사람의 “본능이나 충동 그리고 느낌의 다발이 

[바로] 심리적 구조의 핵심”으로 얽혀있으며, “의지작용은 지각 및 사유작용과 

구조적 연관(Strukturzusammenhang)으로 결합되어 있다.”(GS V, 206) 이렇게 표

상, 정서, 의지 등 주체의 “행동이 지닌 다양한 측면들의 내적관계가, 마치 실타

래가 서로 얽혀있는 것과 같은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GS V, 204)

그런데 살아있는 심리적 연관의 특징은 자연을 지배하는 인과관계처럼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에서 필연적으로 파생되지 않는다는 데에 있다. 삶의 “작용연

관은 정신적 삶의 구조에 따라 가치를 창출하고 목적을 실현한다는 점에서 자

연의 인과연관과 구분된다.”(GS VII, 153) 예를 들어, 일제의 압제를 겪으면서 

어떤 사람은 자유와 평등이라는 가치의 실현을 목적으로 독립운동에 투신한 반

면, 어떤 사람은 오히려 일신의 안위와 부귀영달을 도모하기 위해 일제에 적극 

부역하는 길을 택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가치를 선택하고 그에 따른 목

적을 설정하는 심리적 연관의 구조가 물리적 자연의 필연적 인과관계와는 본성

이 전혀 다르다는 점이다. 가치를 창출하고 목적을 실현하는 정신의 구조를 딜

타이는 “정신적 작용연관의 내재적-목적론적 특성이라고 부른다. 이것은 작용연

관의 구조 위에 근거하는 수행들의 연관을 뜻하지만”(GS VII, 153) 그럼에도 정

신과학이 추구하는 연관은 자연과학과는 달리 필연적인 인과의 연관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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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우리는 정신과학이 탐구를 위해 필요로 하는 범주가 모두 삶에서 

발원한 개념들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정신과학이 범주를 통해 수행하는 

“개념형성은 [자연과학에서 그러한 것처럼] 개별적인 사례들의 계열로부터 공통

적인 것을 얻어내는 단순한 일반화가 아니다. [정신과학에서] 개념은 유형

(Typus)을 의미한다.” 이러한 “유형은 비교의 절차를 통해 생겨나는데,” 다른 것

과의 비교 속에서 “현상들의 다양체는 [삶의] 영역 안에서, 어떤 수행이 완벽하

게 실현되는 이상적인 경우를 형성하는 중심점을 기준으로, [특정한 유형의] 그

룹으로 묶인다.”(GS VII, 188) 그리고 정신과학이 보편적 개념을 획득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과거의 경험을 기준으로 한 비교에 의해 형성된 유형을 통해서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를 생각해 보자. 법원은 과연 이 사건이 전형적인 의미에서 명예훼

손에 해당하는지, 다시 말해 유형적으로 명예훼손 사건으로 다루는 것이 정당한

지를 판단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명예훼손’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는데, 이

것의 준거는 과거의 판례에 비추어 획득된 유형으로서의 보편개념이다. 그러니

까 “이러한 유형을 통해서 [정신과학의] 이해는 개별적인 것을 파악한다.”(GS 

VII, 213) 정신과학의 인식은 과거의 체험을 통해 역사적으로 획득한 것으로서 

유형화라는 “그룹짓기(Gruppierung)를 자신 안에 [이미] 포함하고 있다.”(GS VII, 

148) 즉, 정신과학이 추구하는 대상적 파악은 이러한 유형화에 근거한다.136)

직관적인 것 또는 주어진 것으로서의 주관적인 삶의 체험과 보편적으로 타당

한 객관적이고 학문적인 인식을 조화시키고자 하는 딜타이의 문제의식에 비추

어 볼 때, 딜타이가 제시하는 ‘유형’은 실재적인 경험의 내용과 인식의 타당성

을 연결하는 가교다. 즉 유형에 대한 봄은 전적으로 지각적 경험이지만 거기에

는 이미 과거의 경험을 통해 획득된 것으로서 보편성과 타당성을 지닌 유형이 

함축되어 있으며 지성적 형식의 계기로 기능한다. 

“[위에서 고찰한] 삶과 역사의 이 모든 범주들은 정신과학의 영역에 보편적으로 적용

될 수 있는 진술의 [내용적] 형식들이다. (…) 이 범주들은 체험 자체에서 생겨난다. 이것

136) 본고가 4부에서 좀 더 상세히 논하겠지만, 생활세계의 근원적인 경험에는 유형적 

파악이 지평적 지향성의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다. 이러한 점이 바로 후설의 ‘현상학’
이 ‘해석학’과 조우할 수 있는 기반을 형성한다. 딜타이의 철학에서 ‘유형’의 의의와 

그것이 후설의 생활세계의 현상학에 끼친 영향에 대해서는 다음의 연구를 참조. T.
Sakakibara,「ディルタイ、ヴィンデルバント、リッカート―フッサールによる批判的考
察と、歴史の現象学の起源―」, 千田義光, 久保陽一, 高山守編,『講座　近・現代ドイツ
哲学 Ⅱ』, 理想社, 2006, pp. 11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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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신칸트학파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삶에 덧붙여지는 형식화(Formung)의 양식이 아니

다. 오히려 시간적 흐름 속에서 삶 자체의 구조적인 형식들이 이 범주들을 통해 표현된

다.”(GS VII, 203)

신칸트학파는 이렇게 유형화하는 봄, 즉 지성적 지각을 보지 못했다.137) 그렇

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타당한 개념을 아프리오리한 형식적 사유에 귀속시켰다. 

물론 딜타이가 정신과학의 보편개념으로 제시한 유형도 아프리오리하다. 하지만 

그것은 근원적으로 삶에서 생성되어 획득한 것이고, 더욱이 도래할 경험을 위해 

앞으로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자산(資産)이라는 점에서 삶의 경험 자체에 내

재된 역사적인 아프리오리다. 정신과학의 개념, 논리적 범주, 방법론적 절차는 

구체적인 삶의 경험이 지닌 의미연관의 구조로부터 자연스레 파생되는 것이다.

3장 해석학과 정신과학의 정초

딜타이는『역사적 세계의 구조』에서 체험을 분석하는 ‘심리학’을 통해 정신

과학을 정초하려 했던「기술-분석심리학」의 기획에서 ‘해석학’의 입장으로 돌

아선다. 물론 해석학에서도 ‘체험’은 여전히 정신과학을 위한 확고한 기초다. 다

만 체험을 파악하는 것만으로는 정신과학의 목표에 충분히 도달하기 어렵다. 왜

냐하면 내적인 체험이 ‘반성’을 통해 완전히 파악되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이

것은 제한적인 경우에 국한되며, 대부분의 경우 타인은 물론 심지어 나 자신의 

체험조차도 ‘해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138)

따라서 인간의 삶이 영위되는 역사적 세계를 탐구하기 위해서는 체험의 객관

화인 ‘표현’을 매개하여 의미를 ‘우회적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안 된다.(GS V, 

317-318)『역사적 세계의 구조』에서 ‘체험-표현-이해’라는 해석학의 삼각형 모

델은 이런 맥락에서 제시된다. 정신적 삶은 역사적 세계에서 객관적인 의미를 

지닌 것으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이다.

137) M. Ermarth(1978), p.177.
138) ‘반성’은 주관이 자신을 파악하는 방법이고 ‘해석’은 주관이 타인을 파악하는 방법

이다. 현상학적 질적연구의 방법으로서 ‘반성’과 ‘해석’의 구분에 대해서는 이남인

(2014), pp.102-103; pp.180-181. 그러나 본고는 자신의 체험을 파악하기 위해서도 ‘해
석’의 방법이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첫째, 나의 체험은 언제나 즉각적

으로 파악되는 것을 허용할 만큼 늘 단순하기만 한 것은 아닌 복잡한 구조연관을 형

성하고 있기 때문이며, 둘째는 나의 체험은 이미 내가 아닌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

해 형성된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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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절 체험의 객관화로서의 삶의 표현

앞서 우리는 딜타이가 말하는 삶의 연관이 단순히 개인의 삶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살펴보았다. 개인의 삶은 사회적-역사적인 삶이 지닌 전체연관의 

부분일 뿐이다. 물론 개인의 삶, 개인의 심리적 체험에 대한 심리학적 분석은 

정신과학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하지만 사회적-역사적인 삶을 탐구하는 데

에서 심리학은 다음과 같은 한계도 지니고 있다.

예를 들어, 역사학자가 1940년대 일제강점기에 일본군에게 끌려가 강제노역의 

고초를 겪은 조선인의 삶에 대해 연구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당장 부딪히게 

되는 한계는, 연구의 대상이 되는 당사자가 현재 생존해 있지 않은 경우다. 이

미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의 체험을 파악하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설

령 연구대상이 생존해 있다고 하더라도 타인이 살아온 삶과 심리적 경험을 파

악하는 데에 따르는 어려움은 근본적으로 해소되지는 않는다. 이러한 어려움은 

두 가지 이유에서 비롯되는데, 첫째는 연구자가 타인의 체험과 마음을 직접적으

로 파악할 수 없다는 어려움이고, 둘째는 설령 생생하게 알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 체험의 연관을 완전히 밝혀내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어려움이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타인이 아니라 연구대상을 나 자신의 체험으로 설정하는 

경우에도 완전히 극복되지 않는 원리적인 난점이다. 타인의 마음보다 내 자신에 

대해 더 잘 알 수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연관을 이루고 있는 나의 체험의 전모

를 파악하기는 여전히 어렵다. 더 나아가 나 자신에 대한 앎이 과연 타당한지 

의문시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무슨 이유로 그러한 행동을 

했는지 자신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심리학의] 방법은 체험 내용의 포착과 완전한 발굴을 지향한다. 그러나 체험의 심연

을 파헤치기는 불가능하고 또 어떠한 사유도 체험의 배후로 나아갈 수 없다. 그리고 인

식 자체는 오로지 체험에서만 나타나고, 체험에 대한 의식도 체험과 더불어서만 천착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심리학의] 과제는 무한할(unendlich) 것이다. 이것은 이 과제가 

항상 새로운 학문적 작업을 요구한다는 것뿐 아니라, 이 과제가 자신의 본성상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GS VII, 224-225)139) 

139) 본고가 5부와 6부에서 좀 더 상세하게 논하겠지만, 딜타이의 이러한 진술은 ‘현상학

적 환원’의 과제가 종결될 수 없는 무한한 과제라고 하는 후설의 언급을 연상시킨다. 
초월론적 주관이 세계를 구성하는 모든 지향적 연관을 천착하여 해명하는 것은 무한

한 과제다. 메를로-퐁티는『지각의 현상학』에서 이를 일컬어 후설이 제시한 현상학

적 “환원의 가장 중요한 교훈은 완전한 환원의 불가능성”이라고 인상적으로 논평하였

다. M. Merleau-Ponty(2005), p.14. 그러나 이남인이 정확하게 지적한 것처럼, 메를로-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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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컨대 심리학은 정신과학에서 체험을 기술하고 분석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

지만 한계가 있다. 심리학적 분석이 완전한 것이 되려면 직접적으로 주어지지 

않는 체험, 또는 단순히 개인의 체험에 국한되지 않는 광범한 삶의 연관에 대한 

‘해석(解釋)’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딜타이는 심리학에서 해석학으로

의 전회를 수행한다. 해석학을 통해 개인의 체험에 국한되어 삶은 사회적이고 

역사적인 삶의 연관, 즉 역사적 세계로 진입한다. 정신과학은 ‘해석’을 통해서 

역사적인 세계에 대한 ‘이해’를 획득하는 것이다.

물론 “역사적 세계를 구성하는 근원세포는 [여전히] 체험이다. 그리고 이 체

험을 통해서 주체는 자신의 환경(Milieu)을 향하고 있는 삶의 작용연관 안에 놓

이게 된다. 우선 환경이 주체에 작용하지만, 또한 주체로부터 [역으로] 작용을 

받기도 한다. 환경은 물리적, 정신적 주위(Umgebung)로 조합되어 있다.”(GS VII, 

161) 즉 역사적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체험에서 시작해야만 한다. 

그리고 개인의 체험은 삶의 작용연관 속에서 외부세계와의 관련 속에 놓여있다. 

그런데 비록 이 외부세계가 물리적인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이 세

계는 본질적으로 “정신적 환경세계(Umwelt)”다.(GS VII, 161) 왜냐하면 정신과학

이 탐구하는 세계에서 주어져 있는 것은 “감성계에 나타난 정신적인 것의 표현

(Ausdruck eines Geistigen, [die] in der Sinnenwelt auftretend sind)”이기 때문이

다.(GS VII, 205)

딜타이가 말하는 핵심은 다음과 같다. 개인이 속해 있으면서 삶을 영위하는 

세계는 일차적으로는 감각을 통해 주어지는 물리적인 것의 총체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우리는 이 세계를 물리적인 자연으로 파악하지 않는다. 이 세계는 삶의 

세계, 즉 정신적인 세계인 것이다. 그렇다면 물리적인 것을 정신적인 것으로 파

악하는 것, 그렇게 함으로써 정신적인 세계를 ‘이해’하는 것은 대체 어떻게 가

능한가? 그것은 세계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은 누군가의 “삶이 표출된 

것(Lebensäußerung)”이라는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GS VII, 205)

예를 들어, 제주도의 돌하르방은 물리적 자연의 관점에서 보면 특정한 형태를 

지닌 현무암 덩어리에 불과하지만, 삶의 관점에서 보면 현무암을 가공하는 제작

의 행위에는 제주도의 독특한 자연환경 속에서 오랜 시간에 걸쳐 살아온 사람

들의 독특한 생활방식과 문화 및 역사적 삶이 오롯이 투영되어 있다. 돌하르방

티의 논평이 진정으로 함의하는 바는 현상학적 환원이 ‘완전히 불가능하다’는 것이 

아니라, 세계 구성의 모든 층들을 되물어가는 현상학적 환원의 과제가 무한하기 때문

에 ‘완전한 환원’이 불가능하다는 뜻으로 새겨야만 할 것이다. 이남인,『후설과 메를

로-퐁티: 지각의 현상학』, 한길사, 2013, pp.24; p.85; pp.285-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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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제주도민의 주관적 체험이 밖으로 표현된 것, 즉 “삶의 객관화(Objektivierung 

des Lebens)”로서 “감성적 세계에서 정신이 실현된 것(Realisierung des Geistes in 

der Sinnenwelt)”이다.(GS VII, 146-147)

다시 말해, 외적감각에 의해 파악되는 “감성계에[는 삶이] 자신을 드러내 보

여주는 하나의 정신적 연관이 실현되고 있다.”(GS VII, 85) 세계에 존재하는 모

든 것들은 “[비록] 감성적 세계 자체에 얽혀 있다”고 하더라도 본래적으로는 정

신적 의미가 깃든 역사의 산물이다.(GS VII, 147) 딜타이가 말하는 ‘이해’란 바

로 “이 감성계에서 출발하여 [그것을 산출한 원천인 정신적 연관으로] 다시 되

돌아가는 것이다.”(GS VII, 85) “이해는 [비록 물리적인 것으로서] ‘인간의 역사

에 감성적으로 주어진 것’에서 출발하지만, 이해는 결코 감관에는 주어지지 않

는 [정신적인] 것, 그러나 [엄연히] 이 외적인 것에서 작용하고 있으면서, 또 스

스로를 표현하는 [정신적인] 것으로 되돌아간다.”(GS VII, 83) 이렇게 눈앞에 주

어져 있는 감성적인 것에서 그 안에 담겨있는 정신적인 것으로 회귀하는 이해

를 통해, 정신과학에 종사하는 연구자는 물리적 자연을 “밖으로 드러난 정신의 

왕국(äußeres Reich des Geistes)”으로 간주한다.(GS VII, 146)

물리적인 것 ‘안에서’ 정신적인 것을 발견하는 것, 또는 물리적인 것을 정신

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물리적 자연의 관점과 삶의 관점이라는 서로 다

른 두 가지 파악의 방식, 즉 동일한 대상을 대하는 상이한 두 가지 태도를 암시

한다. 심리학을 정신과학의 토대학문으로 정초하려 했던 딜타이는 정신과학과 

자연과학에 대해 각각 ‘내적지각’과 ‘외적지각’을 대립시켰지만, 해석학에서 딜

타이는 ‘이해(Verstehen)’와 ‘인식(Erkennen)’을 대립시킨다. “정신과학에서는 ‘이

해’를 통해 ‘정신적 대상(geistiges Objekt)’이 생성되지만, 자연과학에서는 ‘인식’

을 통해 ‘물리적 대상(physischer Gegebstand)’이 생성된다.”(GS VII, 86)

“정신의 태도를 통해 자연과학적 인식과는 다른 정신과학의 대상이 형성된다. 지각과 

인식에 의해 파악된 인간이란 우리에게 하나의 물리적 사실에 불과하며, 이것 자체는 단

지 자연과학적 인식에 의해서만 접근 가능하다. 정신과학의 대상으로서 인간이 나타나는 

것은 오직 인간적 상황이 체험되고(erlebt), 이것이 삶의 표출 안에서 자신의 표현

(Ausdruck)을 발견하고, 이 표현이 이해되는(verstanden) 한에서다.”(GS VII, 86)

여기서 ‘체험-표현-이해’라는 해석학의 삼각형 모델이 제시된다.(GS VII, 70; 

191) “[정신과학은] 하나의 고유한 왕국을 형성한다. 이 왕국은 체험가능한 것, 

표현가능한 것, 그리고 이해가능한 것의 본질 안에 근거하고 있는 고유한 법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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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지배를 받는다.”(GS VII, 71) 이 삼각형에서 정신과학의 출발점이 되는 항은 

체험이다. ‘체험’은 정신과학적 탐구가 발원할 뿐만 아니라 정신과학이 추구하

는 앎의 목표가 되는 근본전제다.

그런데 체험은 한낱 주관적인 내면의 삶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외적으로 표

현된다. 외적으로 표현되는 것은 일차적으로 물리적인 것을 전제한다. 예를 들

어, 엄숙한 자리에서 젊은 사람이 경망스러운 행동을 했을 때 어른이 헛기침을 

했다고 해보자. 헛기침은 물리적인 관점에서 기도(氣道)라는 해부학적 기관을 

통해 발산되는 공기의 흐름에 불과하지만, 우리는 거기에서 언짢음과 경고를 읽

을 수 있다. 또한 책은 물리적인 관점에서 보면 흰 종이 위에 인쇄된 검은 잉크

자국의 배치에 지나지 않지만, 책에는 저자가 글로 표현한 생각이 오롯이 담겨

있다. 즉 내적인 체험은 물리적인 것에서 자신이 실현될 수 있는 수단, 즉 ‘표

현’을 발견한다. 정신과학은 이 표현을 해석함으로써 그것이 담지하고 있는 정

신적 의미를, 그리고 그 표현을 산출한 원천인 체험의 연관을 되물어가는 작업

이다. 이러한 일련의 작업 속에서 자연과학의 인식과는 성격이 다른 정신과학의 

‘이해’가 성취된다. 정신과학에서 체험, 표현, 이해는 순환적인 불가분한 연관을 

이룬다.

이러한 순환에서 우리는 심리학에 대한 해석학의 우위를 확인하게 된다. 첫

째, 해석학을 정신과학의 토대학문으로 설정함에 따라 정신과학이 탐구하는 범

위는 매우 광범해진다. 심리학에서는 개인의 체험이 지닌 연관을 해명하고 그 

연관을 확장함으로써 사회적-역사적 실재에 대한 앎으로 나아갔다. 비록 딜타이

가 체험에서는 ‘안’과 ‘밖’의 단절이 없다거나, 내적지각은 외부세계와 단절된 

순전한 내면을 탐구하는 것이 아니라고 거듭 강조하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심

리학과 정신과학은 물리적인 연관으로 환원되지 않는 인간의 ‘내적’ 측면인 심

리적 체험을 탐구하는 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런데 이러한 심리학적 탐

구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비단 타인의 체험을 직접적으로 완전히 파악하기 어

렵다는 어려움뿐만 아니라, 자칫 정신과학이 탐구하는 범위 자체를 인간의 마음

으로 협소하게 만들어 버릴 위험이 있다. 인간의 마음에 국한된 딜타이의 ‘정

신’ 개념이 협소하다고 지적하면서, 심리학에 정초된 ‘정신과학’을 거부하고 ‘문

화과학’을 주창한 리케르트의 비판도 충분히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140)

그러나 이제 해석학에 의해 심리적인 것에 국한되었던 탐구의 범위가 확장됨

에 따라 물리적인 것을 다루는 것에 대한 제약이 극복된다. 왜냐하면 물리적인 

140) 딜타이의 ‘정신’ 개념에 대한 리케르트의 비판은 본고 2부 5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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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정신과학적 탐구를 위해 배제되거나 심리적 연관을 해명하는 데에서 조건

적인 역할을 하는 체험의 외적계기가 아니라, 그 자체로 정신적인 삶의 의미를 

품고 있기에 적극적으로 해석해야 하는 것, 즉 누군가의 체험과 삶의 연관을 지

시하는 매개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정신이 객관화한 모든 것은 정신과학의 영역에 속한다.”(GS VII, 148) 자연과

학과 마찬가지로 정신과학에서도 우리에게 먼저 주어지는 것은 감관에 의해 주

어지는 물리적 사물이다. 정신과학 역시 자연과학과 마찬가지로 사물을 단초로 

삼아 탐구를 시작한다. 다만 정신과학은 자연과학과 달리 그 사물을 물리적 자

연에 속한 인과체계의 일부가 아니라 정신적 의미가 담긴 삶의 객관적 표현으

로 간주한다.

“[정신과학은] 오직 그 재료만을 자연에서 취할 뿐이다. 물론 정신과학적 조작도 외적

인 사태와 더불어 시작되지만, 그 모든 조작에서 중요한 것은 단지 정신의 작용을 통해

서 얻을 수 있는 뜻과 의미일 뿐이다. 그러므로 정신과학적 조작은 외적인 사태에서 뜻

과 의미를 포착하는 이해에 봉사한다.”(GS VII, 118)

둘째, 심리학에 대해 해석학이 지니는 또 다른 우위는 바로 ‘발생적 관점’에

서 삶의 연관이 지닌 보편적인 영역, 즉 사회적-역사적 세계를 시야에 확보할 

수 있다는 데에 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개별적인 체험에 대한 심리학적 기

술과 분석은 체험의 전체연관으로부터 길어낸 보편적인 개념을 필요로 했다. 그

런데 객관적으로 타당한 보편적 개념의 발생은 어떤 한 개인의 주관적인 체험

에만 기대서는 충분히 해명되지 않는다. 심리학적 탐구를 위해서는 개념, 유형, 

범주와 같은 것이 필요한데, 우리는 이미 딜타이가 그러한 것들이 체험의 연관

인 삶에서 생성되었다고 말한 것을 앞에서 살펴보았다. 하지만 그것은 다소 막

연한 권리상의 요청이었지 구체적으로 그러한 삶의 연관이 무엇인지, 또 삶의 

연관에서 보편적으로 타당한 일반적인 것이 어떻게 생성되는지에 대해서는 명

확한 답을 찾기가 어려웠다.

심리학에서 해석학으로의 전회는 이에 대해 답을 제시한다. 해석학은 분석을 

위해 필요한 보편적 개념의 발생적 기원이 인간이 살아가는 역사적 세계라고 

간주한다. 이로써 “체험의 주관성과 대비되는 삶의 객관화”로서의(GS VII, 146) 

역사적-사회적 실재라고 불릴 수 있는 모든 것, 즉 사회적이고 역사적인 존재로

서의 인간이 살아가는 정신적 세계전체가 정신과학의 시야에 들어온다. 보편적 

개념은 역사적 세계에서 발원한다. 역사적 세계는 개인의 체험과 삶이라고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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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私的)이고도 협소한 범위를 넘어선다. 그것은 특정한 개인이 아니라 여러 

인격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하여 전승되어 온 공동적 의

미의 터전이다. 딜타이는 이것을 헤겔의 용어를 빌어 “객관정신(objektiver 

Geist)”이라 부른다.(GS VII, 86; 148)

                      

2절 객관정신과 역사적 존재

딜타이는 ‘객관정신’의 개념을 제시하면서, 헤겔의 용법과는 다른 의미를 강

조한다. “헤겔의 체계에서 객관정신은 정신의 발전단계 상의 한 단계”로서, “주

관정신(subjektiver Geist)과 절대정신(absoluter Geist) 사이에 위치한다.”(GS VII, 

148-149) 헤겔에게 인륜적 세계와 관련하여 등장하는 객관정신은 민족과 국가, 

법률, 도덕 등으로 객관화된 “역사의식(geschichtliches Bewußtsein)”, 즉 “역사에서

의 공동성(Gemeinsamkeit)”을 전제로 수립된 인륜적 이념이 외화(外化)된 현실성

을 의미한다.(GS VII, 150) 딜타이는 ‘객관정신’이라는 개념을 통해 “헤겔 철학

이 자유롭고, 이성적인, 따라서 그 자체로 보편적인 의지가 어떻게 인륜의 세계

에서 스스로 객관화하는지를 보여준다”고 그 의의를 인정한다.(GS VII, 149)

하지만 딜타이는 헤겔의 객관정신이 추상적인 것이어서 “단지 사변적으로만 

개념화될 수 있을 뿐이고, 따라서 [구체적인] 시간적, 경험적, 역사적 관계들이 

이념적 구축의 배후로 은폐된다”는 한계를 지닌다고 비판한다.(GS VII, 149) 즉 

헤겔은 객관정신이라는 개념을 통해 “[역사적] 운동의 모든 결과를 하나의 개념

으로 총괄”하였으나, 이것은 “세계정신의 본질을 운위하는 보편적 이성의 일방

적인 정초”이자 한낱 “형이상학적 구축”에 불과하다는 것이다.(GS VII, 150)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딜타이에게 형이상학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삶의 경

험 자체다. 모든 것은 삶의 경험 자체로부터 생성되고 근거를 부여받는다. 따라

서 헤겔이 말한 객관정신의 내용을 보존하면서도, 딜타이는 헤겔처럼 보편적 이

성의 형이상학이 아니라 경험에 “주어진 것”, 즉 “삶이라는 실재성에서 출발해

야만 한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삶 안에는 정신적 연관의 총체성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객관정신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공동체 안에서 스스로 전개해 나

가고 있는, 삶의 통일체의 구조연관으로 되돌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 요컨대, 

객관정신은 “자신의 현실성의 근거를 [생성적 기반으로서의 구체적인] 역사에서 

발견해야만 한다.”(GS VII, 150-151)  

딜타이가 정신적 연관의 토대로 간주하는 ‘객관정신’은 이러한 구체적인 역사

의 생성적 운동 속에서 삶이 객관적으로 표현된 모든 현실성을 의미한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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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딜타이의 객관정신, 즉 정신과학이 탐구하는 대상영역에는 비단 역사적-사

회적 세계뿐만 아니라 “헤겔이 객관정신과 구분하여 절대정신에 귀속시켰던 예

술, 종교, 철학[이 모두] 포함된다.”(GS VII, 151) 왜냐하면 예술, 종교, 철학도 

인간의 정신적 삶이 객관화한 것으로서 역사적인 운동 속에서 형성된 것이기 

때문이다. “‘정신과학’이라는 용어가 비로소 정당화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의미

에서다. 왜냐하면 “정신이 [삶의 표현으로] 객관화한 모든 것은 정신과학의 영

역에 속하기” 때문이다.(GS VII, 148)

‘객관정신’을 통해 딜타이는 “삶의 객관화”가 지닌 “역사성(Historizität)”을 말

한다.(GS VII, 147) 정신과학의 대상은, 그것이 인간이든 사물이든 언제나 역사

적이다. “정신이 오늘 자신의 성격을 삶의 표출에 투입하여 표현한 것, 이것이 

만일 내일까지 남아 있다면 역사가 된다.”(GS VII, 147) “개별적 존재로서의 인

간은 역사적 존재다.”(GS VII, 135) 개별적 존재가 지닌 삶의 연관은 더 근원적

인 “작용연관인 역사적 세계(geshichtliche Welt als eines Wirkungszusammenhang)”

를 전제한다.(GS VII, 138) 역사적 세계와 개별적인 인간은 삶의 구조연관 내에

서 부분과 전체의 관계를 이루고 있다. 그러므로 개인의 삶과 체험을 해명하기 

위해서는 그 개인의 삶과 체험이 생성된 맥락을 따라 더 근원적인 삶의 연관으

로서의 다양한 문화적 체계, 궁극적으로는 역사적 세계로 되물어가야만 한다. 

“개별자는 자신 안에 얽혀 있는 공통성의 담지자이자 대행자이며, 그러한 한에서 이 

공통성의 생성 기반으로서의 역사를 향유하고 파악한다. 개별자가 역사를 이해하는 것은 

그 자신이 역사적 존재(historisches Wesen)이기 때문이다.”(GS VII, 151)

“개별적인 것은 [정신적 삶의 연관인] 관계체계들의 교차점(Kreuzungspunkte 

von Beziehungssystemen)”으로서(GS VII, 154) 역사적 생성의 “보편적 운동이 개

별적인 것을 관통하여 지나가[는 한에서], 개별적인 것은 이러한 [역사적] 운동

의 통과점(Durchgangspunkt)”이자 ‘객관정신’이라 불릴 수 있는 모든 “문화체계와 

조직체의 교차점”인 것이다.(GS VII, 251)

“역사적 세계는 항상 현존하고 있다. 그리고 개별자는 이 세계를 외부로부터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계 안에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다. 이 관계들을 분리하는 것은 가능하

지 않다. (…) 우리는 역사의 관찰자이기에 앞서서 역사적 존재자다. 그리고 우리가 역사

적 존재자인 까닭에 우리는 역사의 관찰자도 될 수 있다.”(GS VII, 277-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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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학이 삶의 객관적 표현에서 출발하여 그것이 생성되어 온 역사를 되물

어갈 때, 그 되물어감의 근거는 정신과학에 종사하는 연구자 자신이 역사적 존

재라는 사실에 놓여 있다. 그런데 정신과학의 연구자가 역사에서 발견하는 것은 

비단 자기 자신만의 삶이 아니다. 그것은 공간적인 폭의 관점에서 자신의 삶을 

넘어서 있는 타인의 삶, 그리고 시간적인 깊이의 관점에서 현재를 넘어서 있는 

과거 전체를 의식하게 된다. 정신과학에서 개별자가 역사적 존재라는 것은, 이

미 그 개별적인 존재의 삶 안에 타인의 삶이 들어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러나 역사적-사회적 세계라고 하는 삶의 연관에서 보면 각각의 개별적인 존재가 

지닌  차이는 더 근원적인 공통의 기반 위에서 생성되는 일면적인 차이다. 정신

과학에서 개별성은 공통적인 것 내지 보편적인 것의 토대 위에서 성립한다. 그

리고 이러한 근원적 연관에서 분화된 각각의 개별적인 삶은 객관화를 통해 다

시 보편적인 역사적 연관으로 편입되어 공통성의 연관을 형성한다.

“이해는 [개별적인 존재에 국한된 체험과 삶을 넘어] 다수의 타인들, 그리고 정신적 창

조물과 공통성으로 확장된다. 즉 이해는 개별적 삶의 지평(Horizont des Einzellebens)을 확

장하고, 정신과학 내부에 [개별성으로부터] 공통적인 것을 거쳐 보편적인 것에 이르는 길

을 마련한다. 상호적인 이해가 우리에게 개별적인 것 사이에 존립하는 공통성이 있음을 

확신하게 해준다.”(GS VII, 141)

이렇게 개별적인 것이 다른 것과 차별화되면서 분화되고 또 함께 형성되어가

는 공통적이고 보편적인 경험의 역사적 세계, 딜타이는 이것을 헤겔의 용어를 

빌어 ‘객관정신’이라는 개념으로 표현하였다. 정신과학의 연구자가 탐구의 대상

으로 삼는 눈앞에 주어진 사물은 과거에 살았거나 또는 현재 살아가고 있는 누

군가의 삶의 표현이다. 그 대상을 마주하는 경험은 나의 체험이 지닌 주관적인 

삶과 타인의 객관화된 삶이 만나는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서로 다른 삶이 만나 

하나의 세계를 형성할 수 있는 것, 즉 정신과학에서 대상에 대한 이해가 가능한 

것은 이미 타인의 삶과 나의 삶이 공유하고 있는 공통의 기반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141) 그런 점에서 정신과학의 연구자와 정신과학의 대상 사이에는 “공

141) 우리는 메를로-퐁티의『지각의 현상학』에서도 이러한 용법의 ‘객관정신’을 발견하

게 된다. 메를로-퐁티는 “사물과 자연적 세계”와 대비되는 “타인과 인간적 세계”를 논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문화적 세계(le monde culturel)는 비록 애매하기는 하나 

이미 현존하고 있다. 거기에는 인식해야 할 사회가 있다. ‘객관정신(Esprit Objectif)’이 

유적과 풍경에 거주한다. (…) 문화적 대상에서 나는 익명성의 면사포 아래에 있는 타

인들이 가까이 현존하고 있음을 느낀다.”(PP, 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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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심연(gemeinsame Tiefe), 그 어떤 묘사도 결코 완전히 밝혀낼 수 없는 심

연”으로서의 객관정신이 있다.(GS VII, 171)

그리고 설령 다른 문화체계에 속한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정신과학의 연구자

는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자신이 경험하며 형성해 온 삶의 지평에 비추어 그 대

상을 이해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딜타이가 강조하는 핵심은 연구자가 참조

해야 하는 지평이 전적으로 사적(私的)인 삶이 아니라는 데에 있다. 철저하게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개인만의 고유한 삶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미 개

인적인 삶의 경험은 타인의 삶과 과거 공동체의 삶을 전제하고 있다.

즉 삶은 역사적 세계라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그리고 정신과학이 연구하

는 대상도 비록 주관과 독립하여 있는 객관적인 것으로 간주되지만, 실상 그것

은 누군가의 체험과 삶이 표현된 것으로서 수면 아래 잠겨있는 거대한 주관성, 

즉 딜타이가 말하는 ‘객관정신’이라는 역사적 세계 속에서 생성되어 출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역사성이야 말로 정신과학의 정초를 위한 “초월론적 철학의 

마지막 심연(letzte Tiefe der Transzendentalphilosophie)”이다.(GS VII, 173) 

따라서 정신과학은 ‘체험’과 ‘이해’라는 “이중적 관계”에 동시에 의지하지 않

으면 안 된다.(GS VII, 143) “정신과학은 두 개의 측면으로부터 [역사적-사회적] 

현실성 안으로 더 깊이 천착해 간다. 두 측면 중의 하나는, 자신의 고유한 상황

에 대한 체험의 측면이고, 다른 하나는 외부 세계에 객관화된 정신적인 것에 대

한 이해의 측면이다.”(GS VII, 119)

“이해는 체험을 전제하고 체험은 오로지 이해가 체험의 협소함과 주관성을 넘어서 전

체와 보편의 영역으로 나아간다는 사실을 통해서만 삶의 경험이 될 수 있다. 각 개인들

에 대한 이해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지식이 요구되지만, 반면 체계적인 지식은 

다시 각각의 삶의 통일체에 대한 생생한 파악[인 체험]에 의존적이다.”(GS VII, 143)

즉 정신과학에서 체험과 이해 사이에는 “상호적인 의존성”이 있다.(GS VII, 

143) 결론적으로, 정신과학은 “체험과 이해[라는] (…) 두 종류의 진리 사이의 지

속적이고도 상호적인 규정을 통해 [인간과 인간이 살아가는 역사적-사회적 세계

에 대한] 점진적인 해명”을 추구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현재의 관점 아래 잠겨 

있던 과거의 또는 타인의 낯선 “체험의 어두움은 명료해지고 [연구자 개인만의] 

주관의 협소한 견해에서 생겨하는 오류들은 [끊임없이] 수정된다. 즉 [주관적인] 

체험 자체가 확장되어 [객관적인 것으로 표현되어 있는 역사적 세계를 의식함으

로써] 타인에 대한 이해[가] 완성된다.”(GS VII,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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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 앎의 확대는 이러한 진행과정 중에 일회적인 것들로 구성된 세계에 침투하기 

위해 늘 더 새로운 보편적 진리들을 요구한다. 역사적 지평(historischer Horizont)의 이러

한 확장이 동시에 항상 더 보편적이고 더 생산적인 개념의 형성을 가능하게 한다. 이렇

게 해서 정신과학적 작업에는 – 이 작업의 어떤 시기, 어떤 지점에서도 – 체험, 이해, 그

리고 보편개념에 의한 정신적 세계의 재현 사이의 순환이 생긴다.”(GS VII, 145)

3절 유비추리와 추체험으로서의 이해

정신과학이 추구하는 ‘이해’는 본성상 역사적 이해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방

법적인 측면에서 이해란 구체적으로 어떻게 획득되는 것인가? 딜타이는 이에 

대해 ‘유비추리’와 ‘추체험’을 제시한다. 그런데 유비추리와 추체험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먼저 삶의 표출의 종류와 이해의 단계에 대해 고찰할 필요

가 있다.

딜타이는 가장 기초적인 삶의 표현으로 “체험표현(Erlebnisausdruck)”을 언급한

다. 체험표현은 문자 그대로 체험을 직접적으로 지시하는 표현을 뜻한다. “체험

표현은 [반성적] 의식이 밝힐 수 없는 심연으로부터 삶을 [생생하게] 길어낸다.” 

그러나 체험표현에서는 “표현과 그것을 통해 표현된 정신적인 것 사이의 관계

가 매우 제한적으로만 이해의 기초가 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GS VII, 206)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자신이 겪은 고통에 대해 심경을 고백하는 경우, 그것

은 그 사람의 체험에 대해 직접적이고 생생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파악하

기 어려운 부분까지 드러내는 깊이 있는 진술일 수 있음에는 분명하다. 하지만 

정신과학이 체험표현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어려운 이유는 그것이 “참과 거짓을 

판단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가령 의도하지 않은 약물복용으로 인한 징

계에 대해 국가대표 수영선수가 자신의 억울한 심경을 고백하는 것은 당사자가 

자신의 체험을 직접 표현한다는 점에서는 진실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억울함이 

아무리 솔직하고 진실하다고 하더라도, 학문으로서의 정신과학의 관심은 “비진

실과 진실”의 문제가 아니라 “참과 거짓”의 문제에 있다.(GS VII, 206) 

삶의 표현에 속하는 두 번째는 “행위(Handlung)”다. 행위는 특정한 목적을 향

하고 있다. 행위가 정신의 내용인 목적을 표현한다는 점에서 행위는 정신적인 

것의 표현이며, 더욱이 목적적인 행위가 특정한 상황에서 나타난다는 점에서 행

위는 삶이 처한 상황을 지시한다. 그런데 딜타이는 행위를 통해 지시되는 상황

과 삶의 연관 자체를 구분해야 한다고 말한다. 상황을 통해 지시되는 것은 “삶

의 풍부함”이 아니라 그 행동을 유발한 “결정적 동인(Beweggrund)”에 지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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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다. 그러니까 행위는 분명 삶의 표현으로서 정신적인 것을 지시하지만, 그 행

위를 직접 촉발시킨 동인에 주목함으로써 배후에 놓인 더 풍부하고 복합적인 

삶의 연관을 놓치게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1848년 아편전쟁은 청(淸)의 관리인 임칙서(林則徐)가 광저우 항에 

정박해 있던 영국의 상선에서 아편을 몰수하여 불에 태운 행위로 인해 일어났

다. 그러나 이러한 진술은 일면적이다. 임칙서의 행위가 아편전쟁의 직접적인 

동인이 되었음은 분명하지만, 그 사건의 배후에는 더 깊은 근거와 복합적으로 

얽힌 연관이 있다. 따라서 정신과학이 “사정, 목적, 수단 그리고 삶의 연관이 

[어떤] 행위 안에서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한 해명이 없다면, 이 행위가 

생겨난 내면적인 것에 대한 전면적인 규정은 전혀 가능하지 않다.”(GS VII, 206)

삶의 표현의 세 번째 종류는 “사유의 형성물”로서 여기에는 “개념, 판단” 등

이 속한다. 이러한 표현의 특징은 “학문의 구성요소”로서, 분명 “체험에서 생겨

난 것이기는 하지만, [직접적인] 체험에서 벗어나 있다”는 데에 있다. “판단은 

(…) 어느 시대, 어떤 사람이 내리든 그와 무관하게 사유 내용의 타당성만을 진

술한다.” 예를 들어, ‘a가 b보다 크면, a+b는 a+c보다 크다’는 판단은 언제 어디

서나 보편타당하다. 여기서는 체험의 내용이 들어설 필요가 없다. 판단의 내용

을 진술하는 자에게나 판단의 내용을 이해하는 자에게나 판단의 의미는 같다. 

“이러한 이해는 오직 단순히 사유내용만을 향하고 있고, 이 내용은 그 어떠한 

연관에서도 자기동일적이다.” 사유형성물은 타인과의 의사소통 및 정신적 산물

의 역사적 전승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이러한 것은 삶의 표현이라

는 점에서 결정적인 한계가 있는데, 왜냐하면 “이러한 이해는 파악하는 자에 대

해서나 그가 [명시적으로 드러난 표현 너머의] 어두운 이면과 정신적 삶의 풍부

함에 대해 갖는 관련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는 바가 없기” 때문이다.(GS VII, 

205-206)

이러한 고찰을 통해 우리는 삶의 표현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것으로부터 매

개적이고 추상적인 것까지 일련의 단계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에 상응하여 딜타이는 이해에서 ‘낮은 차원의 이해’와 ‘높은 차원의 이해’를 구

분한다. 그리고 이에 대해 각각을 “이해의 기초적(elementar) 형식”과 “이해의 고

차적(höher) 형식”으로 부른다.(GS VII, 207)

“기초적 이해는 개별적 삶의 표출에 대한 이해”로서 “기초적 이해의 과정이 

근거하고 있는 것은 피표현체에 대한 표현의 [직접적] 관련이다.”(GS VII, 207)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의 표정은 그가 체험하고 있는 기쁨이나 고통을 직접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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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표현한다. 그리고 누군가가 망치를 내리치거나 톱으로 나무를 자르는 행위는 

그 행위에 특정한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그러니까 기초적인 이해의 

특징은 이해의 직접성이다. 밖으로 드러난 경악의 “표정과 [내면의 심리적인] 

공포는 단지 [두 겹으로] 병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표현되는 것과 표현이 서

로 구분되지 않을 만큼] 하나의 통일체”를 이루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관에 주어진 표출[을 그것이 지시하는 피표현체인] 정신적인 것 속으로 소멸

시키지 않으며” 객관적으로 드러난 외적인 표현에서 주관적이고 내면적인 체험

과 삶을 직접적으로 이해한다.(GS VII, 208) 그렇기 때문에 “기초적 이해에서는 

전체 삶의 연관으로 회귀”하여 맥락 전체를 참조해야할 필요성은 제기되지 않

는다.(GS VII, 207) 다시 말해 기초적인 이해는 직관적 체험이다.

딜타이는 객관정신의 파악에서도 역시 기초적 이해가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

한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객관정신은 개인들 간에 존립하는 공통성이 감성계

에 객관화되어 나타난 다양한 형식”으로서, 과거가 지속하는 현재로서 우리 앞

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발생적인 관점에서] 우리는 이미 우리의 유아기부

터 객관정신의 세계에서 우리 자아의 자양분을 섭취해 왔다. 이 [역사적인] 세

계는 그 안에서 타자와 타자의 삶의 표출에 대한 이해가 수행되는 매개체다.” 

“개인은 객관정신의 세계에서 [삶의] 방향을 찾게 된다.”(GS VII, 208-209)

예를 들어, “각 문화영역마다 그 내부에는 고정된 행동거지의 질서가 있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인사말과 허리를 굽히는 정도는, 타인에 대한 특정 정신적 

태도를 표현하게 된다.”(GS VII, 209)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에게 특정한 존칭어

를 사용하면서 허리 숙여 인사를 정중하게 하는 경우, 나는 사회적 관계 속에서 

그 사람과 나의 위계서열을 즉각적으로 파악한다. 그리고 이러한 위계서열에 비

추어 그 사람이 나에게 무례한 행동을 하는 경우 즉각적인 언짢음을 체험한다. 

이때 이 즉각적임의 근거는 바로 과거로부터 형성되어 객관적으로 표현된 역사

적 공통성이다. 즉, 객관정신에서도 “표현과 표현된 것 사이의 연관은 공통성의 

내부에 주어지는 것이다.”(GS VII, 210)

그런데 “여기에는 [공통성에 기초한] 유비추리(Schluß der Analogie)가 있다. 유

비추리에서 우리가 특정한 주어에 특정한 술어를 개연성 있게 연결하는 것은, 

[비록] 많은 경우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특정한 방식으로] 제한되어 있는, 공통

성 안에 포함된 계열에 힘입어서다.”(GS VII, 210) “어떤 말, 몸짓, 외적 행위 등

이 반복적으로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는 점으로부터 새로운 사례도 같은 의미를 

갖는다는 사실로의 [유비적] 추리가 이루어진다.”(GS VII, 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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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이해의 고차적 형식은 무엇인가? “이해의 기초적 형식으로부터 고

차적인 형식으로의 이행은 이미 기초적 이해[가 지닌 유비추리의 성격] 자체 안

에 놓여 있다.”(GS VII, 210) 기초적인 이해에서 유비추리는 삶의 표현에서 정신

적 의미에 대한 즉각적인 파악을 가능하게 해주었다. 반면 고차적 이해의 유비

추리는 “이해의 결과 속에서 어떤 내적인 난점이 발견되거나 또는 이 결과가 

그 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모순될 때, 이해하는 자가 [이해 과정을] 다시 

검토하는” 경우 생겨난다.(GS VII, 210)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의 표정, 안색, 말이 [서로] 내적으로 모순될 수 있다.” 

말로는 아무 일 없다고 괜찮다고 말하면서도 표정은 침울한, 그러니까 정상적인 

연관에서 벗어나는 일탈의 경우에는, ‘왜?’라는 물음이 새롭게 등장하면서 타인

을 이해하기 위해 “다른 삶의 표현들을 끌어오거나 또는 삶의 연관 전체를 되

돌아보거나 하는 다양한 방식의 과제가 제기되는 것이다.”(GS VII, 210) 이러한 

경우에는 표정과 안색 그리고 말이라고 하는 “개별적인 삶의 표현들로부터 삶

의 연관 전체로의 귀납추리가 발생한다.” 어두운 얼굴을 하고 있지만 괜찮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적 맥락과 그 배후에 있는 삶의 연관 전체를 참조해야만 

하는 것이다. “이러한 [귀납적 유비]추리는 정신적 삶에 대한 앎, 그리고 이 삶

과 삶의 환경, 상황 간의 관계에 대한 앎을 전제한다.”(GS VII, 211)

물론 이러한 귀납적 유비추리의 결론은 “다만 개연성 이상을 주장할 수는 없

다.” 타인을 이해하는 데에서 이러한 추론은 “단지 기대일 뿐이고 어떠한 확실

성도 산출하지 않는다.”(GS VII, 211) 유비추리를 통해 “우리는 어떻게든 구획된 

특정 정도의 기대만을 할 수 있을 뿐”이며, “이 정도를 넘어서는 어떠한 보편적 

규칙도 주어지지 않는다.”(GS VII, 219-220) 더욱이 과거에 형성되어 역사적으로 

전승되어 온 유산처럼, “주어진 삶의 표현과 이해하는 자 사이의 내적거리가 멀

어지면 멀어질수록, 그만큼 자주 불확실성이 나타난다.”(GS VII, 210)

예를 들어, 신라 시대에 만들어진 첨성대의 용도에 대해 우리는 확실히 알지 

못한다. 천문을 관측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었을 것이라는 추측이 일반적이지

만, 천문대가 아니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근거도 충분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것은 자연과학이 추구하는 인식의 확실성에 도달하지 못하는 정신과학의 한계

가 아니다. 오히려 이러한 한계는 자연과학과 정신과학의 본성이 어떻게 다른지

를 보여주는 정신과학의 고유한 방법을 지시한다. 왜냐하면 다양한 해석의 가능

성이야말로 정신과학의 이해를 풍부하게 해주는 원천이기 때문이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주어진 [삶의] 표출로부터 귀납추리를 거쳐 전체의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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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을 이해한다는 것”은 “외적인 것에서 내적인 것으로의 진전”이며, 이것은 타

인의 삶을 “재구성(Rekonstruktion)”하는 것이다.(GS VII, 212) 딜타이는 이러한 

재구성을 통한 이해가 객관적 표현을 산출한 타인의 삶을 다시 체험한다는 의

미에서 “추체험(Nacherleben)”이라고도 말한다. “추형성(Nachbilden)”이라고도 불

리는 추체험은 “개별적으로 주어진 것으로부터 생소한 현존재의 심리적 연관 

자체가 파악되는 과정이다.”(GS VII, 47) “이해는 그 자체 [본래적인 정신적] 작

용과정에 대한 [사후적인] 역방향의 조작”이며, 그렇게 함으로써 정신과학의 연

구자는 탐구하는 대상으로서의 타인의 인격과 “완전히 함께 살 수 있게 되는 

것이다.”(GS VII, 214)

하지만 딜타이는 이러한 추체험이 “뒤따라 느낌(Nachfühlen)” 내지 “함께-느낌

(Mitfühlen)”이나 “감정이입(Einfühlung)”과는 전혀 다른 것이라고 강조한다.(GS 

VII, 47; 215) 물론 추체험을 통해서도 타인의 감정을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다

는 점은 분명하다. 하지만 “낯선 주체에 대해서 추체험된 감정”과 “추체험된 타

인의 감정에 대해 [느끼는] 감정”은 엄연히 다르다. 후자는 단순히 원본적인 느

낌을 사후적으로 함께 뒤따라 느끼는 감정에 지나지 않지만, 전자는 이해가 객

관성을 보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왜냐하면 학문적 앎을 방법적으로 추구하

는 정신과학에 종사하는 연구자가 타인을 이해하기 위해서, 굳이 그 타인과 공

감하며 느낌을 공유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GS VII, 51-52)142)

더욱이 딜타이의 추체험은 기본적으로 감정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 

삶의 연관 전체인 ‘세계’와 관계된다는 점에서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GS VII, 

221-223) 예를 들어, 드라마가 상연되는 경우를 가정해 보자. 고차적 이해의 훈

련을 받은 관객은 극중 인물들의 행위를 따라가는 데에 급급하거나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인물이 처한 상황적 조건, 행위의 동기, 인물의 성격, 다른 인물과

의 갈등, 주인공의 운명과 같은 여러 계기들이 맞물려 얽혀 있는 삶의 연관 전

체, 즉 극중에서 제시되는 인격적 세계 전체를 고려한다.

이런 점에서 극중 인물에 대한 이해는 극중 인물의 삶의 연관, 즉 낯선 세계

에 감상자 “자신을 옮겨놓음(Sichhineinversetzen)”으로써 가능해진다.(GS VII, 

214) “옮겨가기(Hineintragen)”(GS VII, 87), “전위(Übertragung)”(GS VII, 161) 또는 

“전치(Transposition)”(GS VII, 118)라고도 불리는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이해는 

타인의 감정을 답습하거나 심리적으로 국한된 체험을 파악하는 데에 그치는 것

142) 딜타이의 ‘추체험’과 ‘감정이입’에 대해서는 본고의 5부와 6부에서 후설의 ‘타인지

각’과 관련하여 좀 더 자세하게 고찰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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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니다. 오히려 이러한 과정은 타인의 삶의 연관 전체인 세계의 재현, 즉 재

구성을 겨냥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이해의 과정은 미처 타인이 본래 생각하지 못했던 행위의 동

기나 상황적 맥락을 재구성하는 일을 허용한다. 그렇기 때문에 딜타이는 슐라이

어마허(F. Schleiermacher)의 말을 빌어 해석자가 “[타인을] 그 자신보다 더 잘 이

해하는 일이 타당하다”고 말한다.(GS VII, 217) 실제로 전개된 사실적 연관이 아

니라 가능한 모든 연관과 배후의 맥락을 해명함으로써 “이해는 [이미] 결정되어 

있는 [타인의] 현실적 삶에는 [원래] 현존하지 않았을 [새로운] 가능성의 광활한 

왕국을 개시(開示)한다.”(GS VII, 215)

그렇게 함으로써 이해를 통해 열리는 정신적 “세계는 우리의 지평을 인간 삶

의 [새로운] 가능성”으로, 다시 말해 우리 자신이 “결코 디뎌본 적이 없는 삶의 

영역”으로 확대시켜 준다.(GS VII, 216) 그리고 이렇게 타인에 대해 확대된 지평

은 나 자신에 대한 이해의 폭과 깊이도 확장시킨다. 따라서 “인간은 오직 이해

라는 우회로를 거쳐서만 자신에 대해 배울 수 있다.” “오직 우리의 체험된 삶을 

[나의] 고유한 또는 [타인의] 생소한 삶에 관한 여러 형태의 표현들에 전위함으

로써만 자신과 타인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GS VII, 87) 

이러한 방식으로 수행되는 고차적인 이해가 역사적으로 전승된 텍스트에 대

한 “비판(Kritik)”, 텍스트의 “순화(Reinigung)”, 텍스트 “해석(Auslegung)”의 기술

과 규칙 등 방법적인 면에서 정교해지고 체계화되면 그것이 바로 “해석

(Interpretation)”이 된다. 그리고 이러한 해석에 대한 학문을 딜타이는 “해석학

(Hermeneutik)”이라고 부른다.(GS VII, 216-217) 결국 “해석학은 역사적 세계의 

연관에 대한 앎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이 앎의 현실화를 위한 수단을 발견해야

만 한다는 보편적 인식론적 과제”에 관계하는 학문으로서 정신과학 전체의 학

문적 토대가 될 수 있는 것이다.(GS VII,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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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부 생활세계의 현상학과 정신과학의 정초

우리는 앞에서 학문구획 및 방법론과 관련하여 신칸트학파와 딜타이의 대립

하는 입장을 살펴보았다. 2부에서 신칸트학파는 이론적 관심에 따른 논리적-형

식적 차이를 자연과학과 문화과학을 구획하는 기준으로 삼았다. 반면 3부에서 

딜타이는 자연과학과 달리 정신과학의 고유한 내용과 방법이 심리적 체험과 역

사적 삶에서 발원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한 후설의 입장은 무엇인가? 후설은 현상학을 통해 신

칸트학파와 딜타이의 입장을 ‘종합’한다. 즉, 한편으로는 학문의 토대로서의 ‘삶’

이라는 딜타이의 문제의식을 견지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이론적 관심의 전환’

이라고 하는 신칸트학파의 문제의식을 수용하는 것이다. 학문의 토대로서의 삶

이라는 딜타이의 테제는 후설의 ‘생활세계의 현상학’과 유사하며, 방법론에서 

이론적 관심의 전환이라는 신칸트학파의 테제는 ‘현상학적 태도변경’과 비슷한 

측면이 있다.

본고는 4부에서 후설의 현상학에서 신칸트학파의 형식적-방법론적 구획과 딜

타이의 내용적-존재론적 구획이 어떻게 종합되는지 살펴볼 것이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후설이 단순히 양자의 입장을 ‘절충’한 것이 아니라 ‘비판적 변용’을 거

쳐 독자적인 관점에서 학문론을 수립함을 알 수 있다. 후설의 현상학적 학문구

획은 언뜻 신칸트학파와 딜타이의 입장이 절충된 것처럼 보이지만, 엄밀히 고찰

하면 두 철학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통찰에 의해 수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1장에서는 후설이 ‘현상학적 태도변경’이라 부르는 ‘현상학적 환원’의 의

미를 고찰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변경이 가능한 ‘현상학적 태도’들을 살펴볼 것

이다. 이로써 우리는 신칸트학파의 두 가지 ‘이론적 관심’이 분명 후설의 현상

학에서 두 가지 ‘이론적 태도’와 유사한 점이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하지만 후

설은 이론적 태도보다 더 근원적인 ‘자연적 태도’로의 현상학적 태도변경을 수

행함으로써, 객관적 학문에 앞서 미리 주어져 있는 ‘생활세계’로 진입한다.

2장에서는 생활세계를 전제로 논의되는 후설의 학문구획을 살펴볼 것이다. 후

설의 현상학적 학문구획은 ‘형식적 학문구획’과 ‘내용적 학문구획’이라는 두 가

지 기준에 의해 수행된다. 이것은 리케르트의 학문구획과 유사한 것처럼 보이나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후설의 학문구획은 개념적 사유에 선행하는 

직관의 경험에서부터 세계를 다양한 방식으로 탐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미리 

제시되기 때문이다. 또한 그런 점에서 후설의 학문구획은 딜타이의 학문구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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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것처럼 보이나 그렇지만도 않다. 왜냐하면 딜타이는 자연과학의 ‘외적지

각’에 대립하여 정신과학의 ‘내적지각’을 강조하지만, 삶의 세계에서 주어지는 

대상이 내적지각 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식의 직관에 의해 경험될 수 있음을 통

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3장에서는 생활세계가 자연과 정신이 층의 구조를 이루고 있는 현상학적 통

일체임을 살펴봄으로써 생활세계가 자연과학의 대상과 정신과학의 대상으로 분

화될 수 있는 근원적인 터전임을 보일 것이다. 현상학적 환원의 참된 의미를 되

새겨보면, 생활세계가 품고 있는 자연과 정신의 현상학적 층의 구조는, 외견상

의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실증주의나 자연주의와 전혀 다르다. 자연주의는 수학

화를 통해 생활세계를 수학적 자연으로 대체할 수 있었다. 그런데 후설에 따르

면 이것은 형이상학적 편견이다. 왜냐하면 자연주의는 근원적으로 경험되는 생

활세계에서 다양한 정신적 작업수행에 의해 획득되는 수학적 구축물을 불법적

으로 절대화함으로써 토대를 바꿔치기(metabasis) 때문이다.

1장 현상학적 태도변경과 생활세계 
후설 현상학의 출발점은 의식과 대상의 지향적 상관관계다. ‘의식은 무엇에 

대한 의식’이라는 지향성의 원리에 따르면 대상은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

니라 의식에 대해 존재하는 대상, 즉 의식에 의존적인 상관자로 존재한다. 다시 

말해, 의식이 어떠한 방식을 취하느냐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대상이 의식에 주

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어떤 특정한 대상이 나타나 보일 수 있도록 의

식이 취하는 자세를 후설은 ‘태도(Einstellung)’라고 부른다. 그리고 취하고 있던 

어떤 자세를 다른 자세로 바꾸는 의식의 작업수행이 바로 후설이 말하는 ‘현상

학적 태도변경’ 또는 ‘현상학적 환원(phänomenologische Reduktion)’이다.143)

“일반적으로 말해서 ‘태도’란 의지의 방향 또는 관심(Interesse), 궁극적 목적과 문화적 

성취가 전체적 양식으로 미리 지시되고 규정되는, 습관적으로 확립된 의지적 삶의 양식 

[내지 파악의 양상을 뜻한다.](Hua VI, 326)

143) 후설이 말하는 ‘현상학적 태도변경’에 대해서는 S. A. Staiti, “Systematische 
Überlegungen zu Husserls Einstellungslehre”, Husserl Studies 25, 2009, pp. 219-233.; 
Staiti, S. A.(2014), pp.97-104. 후설의 ‘현상학적 태도변경’을 ‘현상학적 환원’과 동일시

하는 입장은 이남인(2014), pp.145-161. 특히 다양하게 가능한 현상학적 태도에 따라 

그에 상관적으로 다양한 영역을 탐구하는 다양한 학문 영역이 성립할 수 있음을 논하

는 연구로는 M. Fischer, Differente Wissensfelder – Einheitlicher Vernunftraum. Über 
Husserls Begriff der Einstellung, München, W. Fink,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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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도변경(Änderung der Einstellung)은 특정한 파악의 방향에서 다른 파악의 방향으로, 

그리고 [지향적] 상관관계에 따라 다른 대상으로 주제를 이행하는 것(thematischer 

Übergang)을 뜻한다.”(Hua IV, 210)

학문적 탐구를 위해서도 연구자는 어떤 사태가 탐구에 적절한 대상으로 드러

날 수 있도록 그에 적합한 의식의 태도를 취해야만 한다. 자연과학자가 자연을 

연구하고 정신과학자가 인간이 살아가는 사회와 역사의 정신적 세계를 연구한

다고 말할 때, 많은 경우 그들은 자신이 그렇게 하고 있는지 자각하지 못하지

만, 그들은 이미 학문적 탐구를 수행하기 위해 적합한 특정한 의식의 태도변경, 

즉 현상학적 환원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144) 그러한 경우 자연과 정신은 그들

이 취한 학문적 태도의 지향적 상관자로 의식에 주어지는 대상영역이 된다.

후설은 경험적 학문을 ‘자연과학’과 ‘정신과학’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탐구를 

위해 필요한 연구자의 태도를 ‘자연주의적 태도’와 ‘인격주의적 태도’라고 부른

다. 즉 자연과학자는 자연에 대한 탐구에 적합한 ‘자연주의적 태도’를 취해야만 

하며, 정신과학자는 인간과 사회, 그리고 역사를 탐구하기에 적합한 ‘인격주의적 

태도’를 취해야만 한다. 그러면 이 두 가지 태도에서 수행되는 각각의 학문적 

탐구가 서로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기로 하자.

1절 자연주의적 태도와 자연과학

물리학은 질량, 에너지, 힘, 운동 등 물체를 규정하는 법칙을 탐구한다. 그런

데 물리학자에게 모든 물체는 물리적 ‘자연’이라는 점에서 무차별하다. 예를 들

어, 질량과 운동의 관계를 탐구하는 물리학자의 관점에서는 책과 사과의 구분은 

의미가 없다. 책이든 사과든 물리학자에게는 그것이 물체라는 사실만이 중요한 

것이다. 금(金)의 녹는점에 관심이 있는 화학자에게도, 광산에서 채굴된 금과 유

144) 이것은 다음의 두 가지 관점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기술적인

(descriptive)’ 관점에서 현재 많은 학문 연구자들이 비록 명료하게 의식하고 있지 못하

지만 실상 자신들의 탐구활동을 위해 그에 적합한 의식의 자세인 ‘태도’를 취하고 있

다. 이러한 경우 후설의 현상학은 ‘현상학적 태도’와 ‘현상학적 환원’에 대한 탐구를 

통해서 다양한 경험과학에 종사하는 연구자들이 자신들의 탐구 작업을 완전히 명료한 

자각 속에서 반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할 수 있다. 둘째, ‘규범적인

(normative)’ 관점에서 후설의 현상학은 각각의 학문의 탐구 작업을 위해 그것이 탐구

하는 사태의 본성에 적합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만일 사태의 본성에 

부합하는 태도나 연구의 관점을 취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계

도할 수 있다. 비록 첫 번째 관점을 도외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본고는 자연주의에 대

한 현상학적 비판이라는 맥락에서 두 번째 관점을 강조하여 후속 논의를 전개할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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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에서 출토된 금관은 질적인 차이가 없으며,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그 차이는 

본질적으로 중요하지 않다. 자연과학의 이론적 관심에서, 자연과학자는 모든 사

물을 ‘자연’이라는 관점에서 동등하게 취급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자연과학의 

태도를 후설은 ‘자연주의적 태도(naturalistische Einstellung)’라고 부른다.

그런데 우리는 ‘현상학적 태도변경’ 내지 ‘현상학적 환원’의 일반적 성격을 정

확히 이해하기 위해서, 다음의 몇 가지 사실을 상술할 필요가 있다.

첫째, 현실적으로 자연과학자도 일상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 전자기파를 연구

하는 물리학자도 무선전화로 지인과 통화를 한다. 하지만 통화는 일상적 생활을 

하는 사람의 자격으로 하는 것이지 과학자의 자격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전자

기파를 연구를 하는 사람과 지인과 무선통화를 하는 사람은 동일한 사람이다. 

하지만 두 행위의 ‘자격’은 엄밀히 구분되어야만 한다. 후설 현상학의 용어로 

표현하면, 물리학자로서 이론적 탐구를 위해 취하는 ‘태도’와 그가 일상인으로

서 취하는 ‘태도’는 서로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대상은 두 태도에서 서로 다른 

모습으로 주어진다. 물리학자에게는 물리적 자연으로 나타나는 것이, 일상인에

게는 삶의 편의를 위한 도구로 나타나는 것이다.

둘째, 이렇게 현상학적 태도변경에 따라 세계가 의식에 드러나는 모습이 바뀌

는 방식은 ‘전면적’이고 ‘보편적’이다. 그러니까 하나의 태도에서 다른 태도로의 

전환은 의식에 상관적인 세계의 모습 전체를 단번에 전면적으로 바꾸는 것이지, 

세계의 일부만을 부분적으로 바꾸는 중간적 양상의 변경을 허용하지 않는다. 비

유하자면, 스위치를 켤 때 불이 들어온 방에 있는 모든 사물이 환해 보이고, 스

위치를 끄면 불이 꺼진 방에 있는 모든 사물이 어두워 보이는 것과 마찬가지다. 

불을 켜고 끄는 것 사이에 논리적 중간이 없는 것처럼, 방의 일부는 환해 보이

고 일부는 어두워 보이는 중간적 양상의 변경은 가능하지 않다. 즉 연구를 할 

때에는 ‘전적으로’ 물리학자의 자격으로 살고 통화를 할 때에는 ‘전적으로’ 일상

인의 자격으로 사는 것이지, 일상인으로 살아가는 한에서 물리학자일 수는 없으

며, 그 역도 마찬가지여서 물리학자로 살아가는 한에서 일상인일 수는 없다. 그

렇기 때문에 우리는 후설이 ‘태도’를 정의하면서 “전체적 양식(gesamter Stil)”이

라고 말한 점에 유의해야 한다.(Hua VI, 326) 

셋째, 어떤 태도가 지닌 위와 같은 전면적이고 보편적인 성격 때문에, 현상학

적 태도변경 내지 현상학적 환원은 ‘판단중지’, ‘배제’, ‘추상’의 함의를 띠게 된

다. 다시 말해, 자연과학자는 이론적 탐구를 위해 철저하게 “자연과학적 태도 

안에 순수하게 머물면서, 일종의 배제함, 즉 일종의 판단중지(Epoche)를 수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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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Hua IV, 27) 자연주의적 태도가 판단중지인 이유는 일상적 삶에서 경험하는 

사물의 목적과 가치 등이 도외시(度外視)되기 때문이다. 전자기파의 원리에 주

목하는 물리학자는,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무선전화의 제작용도나 디자인 등에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즉 의식의 시선에 드러나 보이는 세계의 모습은 

철저하게 태도의 관심에 의존적이기 때문에, 특정한 관심에서 벗어나는 사태는 

전혀 시야에 들어오지 않는다.145) 즉 어떤 태도를 취한다는 것은, 의식이 겨냥

하는 것 이외의 것을 “주제로 가지고 있지 않음(Nicht-als-Thema-haben), 또는 주

제적인 영역에서 벗어남(aus dem thematischen Bereich Entlassen), [즉] 고려하지 

않고 [관심] 밖에 둠(außer Rechnung Stellen)”을 뜻한다.(Hua IX, 189) 따라서 태

도변경이 지닌 이러한 성격에 의해 역설적으로

“주제화한다는 것(Thematisieren)은 어떤 점에서 동시에 추상함(Abstrahieren)이다. (…) 

전적으로 어떤 것에 주목하는 것(ausschließliches Auf-etwas-hinsehen)은, 바로 그러한 이유

에서 다른 어떠한 것에도 주목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Hua VI, 308-309) 

이로써 우리는 일상적 태도에서 경험되던 많은 것들이 자연과학의 시선에는 

더 이상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일상적 삶에서 우리는 [자연

과학이 탐구하는] 자연대상에 전혀 관계하지 않는다. [일상적 삶에서] 우리가 사

물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림, 조각, 정원, 집, 책상, 옷, 도구 등이다. 이 모든 것

들은 자연과학의 대상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가치대상, 사용대상, 실천적 대상

이다.”(Hua IV, 27) 반면 자연과학의 시선에 주어지는 “자연주의적 태도의 세계 

전체는 가장 넓은 단어의미에서의 ‘자연(Natur)’이다.”(Hua IV, 174) 자연과학자는 

모든 것을 철저하게 자연으로 간주하며, 따라서 자연주의적 태도는 다른 태도에

서 주어질 수 있는 모든 가능한 세계를 오직 자연으로 ‘환원’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자연과학이 말하는 ‘자연’이 단지 물리적인 것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후설은 좁은 의미의 자연과 넓은 의미의 자

연을 구분한다. “우리는 자연이라는 이름 하에서 근본적으로 구획되는 개념을 

확고히 유지한다. [그것은 바로]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의 [자연으로서, 각각을 

우리는] 물리적 자연과 심리-물리적 자연이라고 [부른다.]”(Mat. IV, 136-7.) 전자

145) 이러한 이유 때문에 후설은『위기』에서 ‘현상학적 환원’에 대해 논의하면서, 현상

학적 환원과 현상학적 판단중지를 ‘직업(Beruf)’에 비유하여 설명한다. 직업으로서 어

떤 일을 하는 동안에는 곧 그 일에 적합한 특수한 관심만이 들어서기 때문이다.(Hua
VI, §35; 153-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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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물체로 이루어진 자연인 반면, 후자는 심리적 측면을 지닌 생명체, 심지어 

인간까지 모두 포함하는 자연이다.

이렇게 “자연주의적 경험들의 총체적 체계는, 좁은 의미에서나 넓은 의미에서 

자연과학의 총체적 영역인 자연 전체(Allnatur)다.”(Hua IV, 174) 즉 자연주의적 

태도는 물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물리적인 것과 본성을 달리하는 것마저도 모두 

동일한 의미의 자연으로 환원한다.(Hua IV, 211) 그러니까 자연주의적 태도는 심

리적인 것마저 물리적인 것으로 간주하거나, 또는 심리적인 것을 물리적인 것과 

결합되어 있는 부속물로 파악하는 태도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을 이론

적으로 인식하는 자연주의적(자연과학적) 태도”에서 물리적인 것, 신체적인 것, 

심리적인 것은 모두 물리학과 생리학 등 다양한 “자연과학의 주제들”이 될 수 

있는 것이다.(Hua IV, 182-183)

예를 들어, 인간의 신체를 물리적인 것과 심리적인 것의 통일체로 간주하는 

신경생리학의 경우를 생각해 보자. 신경생리학은 “자극이 물리적 자연대상에서 

나온다고 말한다. [그리고] 물리적 자극을 통해 감각신경들이 자극을 받았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경우에 따라 [우리는] 영혼이 자극을 받았다고 말할 수도 있

다. 즉 신경계 속에 전달된 [물리적] 자극은 중추신경계 속의 말단자극에서 끝

나며 (…) [이러한 자극은] 영혼이 감각 속에서 반응하게 한다.”(Hua IV, 189) 이

렇게 함으로써 신경생리학은 신체에 작용하는 물리적 자극과 그에 반응하는 심

리적 상태 사이에 인과법칙을 수립한다. 신경생리학이라는 학문의 의의는 인과

적 탐구의 성과가 건강증진과 생명연장을 위해 기여한다는 데에 있다. 그런데 

후설은 자연과학적 태도의 한계를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즉 자연과학은 “어떤 

한계 내에서는 [분명] 정당성이 있지만, 다음과 같은 사실을 잘못 이해하는 경

우에는 부당한 것이 되고 만다.”(Hua IV, 190-191)

“인격성의 전체적 사실들이 이러한 자연주의적 고찰방식 속에서 곧바로 자연의 사실

들로 등장하며 (…) [따라서] 자연과학적 고찰을 요구한다는 것. 궁극적으로 이러한 점은 

분명히 물리적 자연의 분야로 이끌고, 따라서 올바른 근원적 의미에서 심리-물리적인 것

이다. 인격의 심리적 자료들은 심리적 자료들과 자연적 자료들 일반의 어떤 부분을 형성

할 뿐이다. 즉 자연의 관점(Standpunkt der Natur)에서 모든 인격적인 것(alles Persönliche)

은 [자연에] 종속된다(untergeordnet).”(Hua IV, 184-185)

요컨대, 자연주의적 태도에서 바라보는 인간은 인과법칙에 의해 지배되는 자

연적 사물에 불과하거나, 비록 심리적인 측면을 지녔다고 하더라도 물리적 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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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토대 위에서 구축된 심리-물리적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 이때 인간의 마음이

라는 것은 물리적인 것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인과법칙에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비록 명목상 심리적인 것이라 불리고는 있으나 실상은 물리적인 것으로 환원되

는 자연의 일부에 불과한 것이다. “자연의 실재성인 사물과 인간 사이의 인과관

계 [안에서] (…) 이 [심리적] 사물은 그 자체로 존재하는 자연의 사물, [즉 물리

적] 사물을 오직 객관적으로 참된 것으로 만드는 규정성을 지닌, 정밀한 자연과

학(exakte Naturwissenschaft)의 사물이 된다.”(Hua IV, 189)

“이러한 [자연주의적] 태도 속에서 [자연과학을 수행하는] 주체는 정신을 신체에 ‘봉

(封)해진 것’, 즉 정신이 신체라는 토대를 지닌 것으로, 신체와 함께 [자연의] 실재성에 

속한 것으로 고찰하며 (…) [이때] 인간 자체는 하나의 [자연적] 사물로 정립된다. (…) [이

때 인간의] 정신은 자연고찰이라는 의미에서 단지 심리적 존재로, 정신이 덧붙여진 것으

로 나타나는 신체에 인과적으로 종속하는 것으로 기능한다.”(Hua IV, 190)

자연주의적 태도를 취하는 자연과학의 시선에서 인간은 인과법칙의 지배를 

받는 심리-물리적 통일체로서의 자연적 사물이지, 정신적 존재라는 본연의 모습

으로서의 인간이 아니다. 의식을 잃은 환자에게 전기충격을 가할 때, 어떤 의미

에서 그 환자는 인과관계의 지배를 받으면서 물리적 자극에 대해 반응하는 자

연적 사물에 지나지 않는다. 즉 자연주의적 태도는 

“인간을 [정신적 존재가 아닌] 단순한 사물로 취급하며 (…) 단순한 사물처럼 권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 [자연적 태도는 인간을] 순수한 사물들, 자연대상들의 단순한 

부속물(Annex)로 (…) [즉] 이론상 [기계적 인과법칙에 종속되는] 사물로 취급하는 것이

다.”(Hua IV, 190)

자연주의적 태도에서 수행되는 자연과학은 탁월하고 유용하며 그 성과는 근

대 이래로 오늘날까지 지속되는 과학기술의 눈부신 성취를 통해 확인할 수 있

다. 즉 인간에 대한 자연과학적 탐구는 다른 학문에 양도할 수 없는 그 나름의 

고유한 의의를 지니고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학문적 탐구가 반드시 

자연주의적 태도에서 수행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자연주의적 태도가 인간

과 세계에 대한 모든 가능한 학문적 탐구의 절대적으로 유일한 방식은 더더욱 

아니다. 자연주의적 태도는 그 나름의 의의를 지닌 관점이기는 해도, 자연과학

의 인과적 설명이 지닌 정당성의 ‘권리’에는 ‘한계’가 있다.(Hua IV, 190-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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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한계는 바로 자연주의가 인간을 자연으로 환원함으로써 목적과 가치 등 

인간적 삶에서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들을 철저하게 배제하고 도외시한다는 데

에 있다. 만약 자연과학이 자신의 정당성이 확보되는 권리의 한계를 넘어 인간

과 사회를 자연과학적 인과법칙으로 설명하고자 한다면, “자연주의적 태도는 

(…) [삶에 대한] 추상 내지 인격적 자아에 대한 자기망각을 통해 어떤 독자성을 

획득하며, 이렇게 함으로써 동시에 자신의 세계, 즉 자연을 불법적으로 절대화

하는 것(verabsolutieren)이다.”(Hua IV, 183-184) 다시 말해, 자연주의 내지 실증주

의의 오류는 바로 일종의 철학적 형이상학으로서 자연과학이 가진 정당성의 한

계를 침범하는 월권(越權)을 행사한다는 데에 있다.146) 실증주의자가 자연과학을 

이상으로 삼아 “자연주의적 태도의 형식으로 [인간과 세계에 대한 탐구를] 실행

하는 경우 (…) 그는 습관적으로 차안대(遮眼帶, Scheuklappe)를 하고 있는 것이

다. [왜냐하면] 연구자로서 그는 오직 ‘자연’만을 보기” 때문이다.(Hua IV, 183) 

“어디에서든 자연, 자연과학의 의미에서의 자연, 그러니까 자연과학의 눈을 통한 자연

만 보는 사람은 정신과학의 특유한 영역인 정신분야에 대해 맹목적(盲目的, blind)이다. 

그는 어떠한 인격도, 인격적 작업수행에 의해 의미를 받아들이는 대상, 즉 어떠한 ‘문

화’-대상도 보지 못한다.”(Hua IV, 191)147)

146) 여기서 후설이 말하는 ‘차안대’는 눈을 덮어서 시야를 완전히 가리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예민하고 겁이 많은 말(馬)을 다루기 어렵기 때문에, 좌우 시야의 범위를 제

한하여 오직 ‘눈앞의 한 길만 보도록’ 말머리에 채우는 도구를 일컫는다. 즉 후설은 

‘현상학적 환원’의 비유로 ‘차안대’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자연주의적 태도

는 다른 가능한 태도에서 볼 수 있는 사태를 도외시하고 오직 자연과학의 관점에서 

보고 싶은 ‘자연’만을 보기 때문이다.     
147) 여기서 필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언급할 필요가 있다. ‘자연주의’에 대한 후설의 

입장은 다소 애매한 점이 있다. ‘자연과학’을 위해 ‘자연주의적 태도’를 취해야 함은 

현상학적으로 자명하다. 그럼에도 문제는 자연과학이 아닌 ‘형이상학적 철학’으로서의 

‘자연주의’에 대해서는 후설이 철저하게 비판한다는 데에 있다. 이것은 ‘자연주의’라
는 용어가 갖는 중의적 의미 때문에 불거지는 문제이며, 안타깝게도 후설은 이에 관

한 명확한 해명을 하고 있지 않다. 즉 ‘자연주의’라는 개념에서 경험적 학문과 철학적 

형이상학을 구분하지 않는 것이다. 필자는 이러한 사정을 의식하면서 자연주의적 태

도의 ‘권리’와 ‘한계’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양자의 차별성을 드러내려 했다. 즉 자연

주의적 태도의 정당한 권리는 자연의 영역을 개시함으로써 ‘자연과학’을 가능하게 한

다는 점이고, 이것은 현상학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 하지만 자연주의적 태도가 경험

학문의 정당한 권리한계를 넘어서서 유일하게 가능하고 절대적인 태도임을 자처하는 

경우 자연과학은 곧장 형이상학적 철학인 ‘자연주의’로 귀결되며, 이것은 현상학적으

로 비판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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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절 인격주의적 태도와 정신과학

그렇다면 자연과학과 다른 방식으로 가능한 경험적 탐구는 무엇인가? 인격적 

주체로서의 인간과, 인간이 살아가는 사회, 문화, 역사의 정신적 세계를 탐구하

는 학문은 정신과학이라고 불린다. 후설은 정신과학에 요구되는 이론적 태도를 

‘인격주의적 태도(personalistische Einstellung)’라고 부른다. 우리는 “자연주의적 

태도에서 인격주의적 태도로[의 현상학적 태도변경을 통해] 자연과학에서 정신

과학으로” 이행한다.(Hua IV, 180)

즉 서로 전환되는 두 태도에 상응하여 “영혼과 정신, 자연과 정신세계, 자연

과학과 정신과학”이라고 하는 본질적으로 대립하는 개념의 쌍들이 획득된

다.(Hua IV, 172) 왜냐하면 “인격적 세계 속에 사는 태도는 실상 자연주의적 태

도와 본질적으로 다르며,”(Hua IV, 185) 의식의 태도가 바뀜에 따라 그에 상관적

으로 주어지는 대상과 세계의 모습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우리는 [인간에 대한] 두 가지 태도 또는 파악을 (…) 상이한 세계와 학문의 구성에 

관해 그것이 지닌 의미 속에서 상세히 연구할 것이다. 용어상 우리는 심리학적 파악과 

정신과학적(인격적) 파악을 구별한다. ‘심리적으로’ 파악된 것인 자아는 영혼적 자아이며, 

정신과학적으로 파악된 것은 인격적 자아 또는 정신적 개체다. 심리학적 경험은 물리적 

자연과 물리적인 것 속에 토대를 둔 물리적-심리적 자연에 관한 학문인 더 넓은 의미의 

자연과학적 경험에 편입된다. 이와 평행하게 인간에 관한 논의도 이중의 의미를 지니게 

된다. 즉 (동물학과 자연과학적 인간학의 대상으로서) 자연이라는 의미에서의 인간과, 

(정신과학의 대상으로서) 정신적 실재 또는 정신세계의 구성원으로서의 인간이다.”(Hua

IV, 143)

인격주의적 태도에서 인간은, 물리적 자연의 토대 위에 심리적인 층을 얹어 덧

붙인 심리-물리적 통일체가 아니라, 정신적 존재인 인격적 주체로 드러난다. 의

식은 자연주의적 태도에서는 물리적인 자극에 반응하는 심리적인 것으로, 그러니

까 물리적인 것의 토대 위에서 구축된 자연의 부속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인격주

의적 태도에서 의식은 지향적 의식으로, 그러니까 인격적 주체가 수행하는 다양

한 정신적 기능으로 드러난다. 인간은 지향적 의식을 지닌 주체로서, 감각, 지각, 

기억, 기대, 상상, 판단에 의한 표상작용 뿐만 아니라 감정, 의지 등 다양한 종류

의 정신적 기능을 수행한다. 인격적 “주체는 언제나 상이한 단계의 가능한 모든 

종류의 작용을 수행하며, 이러한 작용으로부터 적절한 전환을 통해 항상 더 높은 

단계의 언제나 새로운 객관화작용을 산출할 수 있다.”(Hua IV, 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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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 주체는 지각하고 기억하고 기대하는 의식작용을 통해 대상을 표상

적으로 파악하며, 더 고차적인 판단작용을 통해 이론적으로 사고할 뿐만 아니

라, 정서작용 및 평가작용에 의해 대상에 대해 감정을 느끼고 평가하며, 이러한 

기초 위에서 의지작용을 통해 실천적으로 행위한다. 예를 들어, 어떤 학생이 방

을 구하는 과정을 생각해 보자. 학생은 공인중개소에 나온 매물 중 어느 하나의 

방을 대상으로 파악하고, 감정과 느낌에 기초하여 사용가치 및 미적 가치에 대

한 평가를 수행한 후, 의지를 발휘하여 임대인과의 계약을 결정한다. 이때 학생

은 방이라는 객관적 대상을 표상하는 주체일 뿐만 아니라 평가하는 주체이자 

의지를 실천으로 옮기는 주체인 것이다.(Hua IV, 217)  

그런데 인격적 주체가 수행하는 표상, 평가, 의욕 등의 작용과 실천적 행위는 

좁게는 지향적 대상과의 관련 속에서, 넓게는 인격적 주체와 대상이 함께 속해 

있는 세계 전체와의 관련 속에서만 이해될 수 있다. 인격적 주체가 속해 있으면

서 부단히 교섭하며 삶을 영위하는 세계를 후설은 ‘환경세계(Umwelt)’라고 부른

다. 학생이 방을 구하는 것은, 고향을 떠나 서울로 대학을 진학했고, 기숙사에 

지원했다가 선발되지 않았으며,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머물 수 있는 거처를 마

련해야만 한다는 상황에서 비롯된다. 이러한 객관적 상황 자체가 인격적 주체를 

둘러싸고 전개되어 가는 주어진 것으로서의 환경세계를 형성한다.

“환경세계는 [주체가 없이도 존재하는] 세계 ‘그 자체’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나에 대

한’ 세계, 곧 세계의 자아주체의 환경세계, 자아주체에 의해 경험되거나 의식된 세계, 즉 

자신의 지향적 체험들 속에 그때그때의 의미내용과 함께 정립된 세계다.”(Hua IV, 185)

즉, 환경세계는 주체의 삶에 상관적으로 결부되어 있는 세계다. 인격적 주체

는 자신의 삶에 고유한 의미로서의 세계를 갖는다. 그래서 학생의 세계는 교수

의 세계와 다르고 세입자의 세계는 집주인의 세계와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세계는 비단 한 사람의 인격적 주체에 의해서만 파악되는 주관적 세계가 

아니라, 여러 인격적 주체들이 공동으로 속해 있고 또 공동으로 파악되는 상호

주관적 객관적 세계이기도 하다. 인격적 주체는 환경세계에서 “타인의 현존재에 

관해 함께 파악하는 경험”, 즉 다른 인격적 주체와 더불어 살아가는 “함께-파악

함”의 작용을 수행한다. 인격적 주체들의 연대 속에 있는 “공통적 환경세계는 

서로 ‘함께-파악함’에 근거하여 진행되는 인격적으로 서로 규정하는 작용들을 

통해, 새롭고 더 높은 단계의 의미의 공통성을 획득한다.”(Hua IV, 191)

방을 구하는 학생과 방을 내놓은 집주인 사이에는 거래하고 있는 방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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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의 파악이 전제되어 있으며, 계약을 위해서는 더더욱 상호간에 의사소통이 

가능한 세계가 전제되어 있어야만 한다. “다른 사람에 대한 경험 속에서, 상호

이해와 의사소통 안에서 구성된 환경세계를 우리는 의사소통적 환경세계라고 

한다.”(Hua IV, 193) 그리고 의사소통적 환경세계에는 언어적 표현뿐만 아니라, 

“표정이나 몸짓”과 같은 비언어적 표현도 타인의 “인격적 삶이 표명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하는 암묵적 합의가 놓여있다.(Hua IV, 192) 집주인이 제시한 금액에 

대해 학생이 얼굴을 찌푸리며 고개를 가로 젓는다면, 비록 아무 말이 오가지 않

았어도 집주인은 학생이 경제적으로 부담스러워 한다는 것을 안다. 그런 점에서 

환경세계는 언어적 의사소통에 의해 합의되는 세계이기 이전에, 이미 지각의 단

계에서부터 여러 인격적 주체에 의해 공통적 의미로 파악되는 세계인 것이다.

“환경세계의 주체로서 (…) 자아와 환경세계라는 개념은 불가분하게 서로 연관되어 있

다. 그래서 각각의 인격에는 자신의 환경세계가 속해 있는 반면, 동시에 서로 의사소통

하는 다수의 인격은 하나의 공동의 환경세계를 갖는다. 환경세계는 인격에 의해 그의 작

용들 속에서 지각되고, 기억되며, 사고에 적합하게 파악되고, 이러저러하게 추정되거나 

밝혀진 세계다.”(Hua IV, 185)  

이러한 환경세계에서 인격적 주체에 의해 “가치, 욕구, 실천의 특성들이 부여

된 [지향적으로] 관련된 대상들은, 다시 자아에 대해 그 환경세계의 대상들이 

된다. (…) [즉] 자아는 대상들을 변형시키며, 그러면 대상들은 자아의 ‘산출물’이

나 ‘조작물’이 되고, 이러한 것으로서 대상들은 또다시 자아의 환경세계 안으로 

들어온다.”(Hua IV, 188) 환경세계는 인격적 주체에 의해 단지 표상적으로 파악

되기만 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평가될 뿐만 아니라 의지작용에 의한 실천적 

행위를 통해서 변형을 겪게 된다. 그리고 그러한 변화는 다시 주체가 속한 객관

적 상황에 유입됨으로써 다시 그에게 영향을 미친다. 

정신과학은 바로 환경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인격적 주체의 의식작용 및 실천

적 행위, 나아가 주체와 환경세계의 상호적 영향관계에 대한 이론적 인식을 추

구한다. 자연주의적 태도에 편향된 실증주의자는 인간과 사회의 변화를 궁극적

으로 자연의 인과관계로 환원하여 설명한다. 그러니까 인간의 사고와 행동, 나

아가 사회의 모습을 물리적 조건의 변화에서 인과관계에 따라 설명하는 것이다. 

물론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러한 연구도 일정한 권리 한계 내에서 그 나름의 

정당성과 의의가 있음에 분명하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는 인격적 주체

로서 환경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 본연의 삶이 궁극적으로 해명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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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살해된 사건의 경우를 생각해 보자. 현장에 도착한 

감식반은 피해자가 직접적으로 사망에 이른 원인을 규명하는 데에 관심을 기울

인다. 만일 사망원인이 흉기에 의한 자상과 과다출혈이라고 한다면, 현장에서 

발견된 피 묻은 칼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성립한다. 

하지만 살인의 원인을 칼에 귀속시키는 것으로 충분히 만족스러운 답이 되었다

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왜냐하면 칼은 어디까지나 물리적인 원인일 

뿐이므로, 피해자가 누구에 의해 어떠한 이유에서 살해되었는지가 해명되지 않

는 한, 사건의 전모가 밝혀졌다고 말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감식반의 분석을 토대로 형사는 피해자 주변의 인물들을 탐문한다. 여기서 중

요한 것은 피해자가 살해될 만한 ‘정황’이 무엇인지, 또 살해의 ‘의도’를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를 밝혀내는 것이다. 의도는 한낱 주관적이기만 한 것이 아니

라, 인격적 주체가 처한 환경세계를 참조할 때에만 드러난다. 결국 사건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렸던 친구가 집요한 채무상환독촉에 분노하여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환경세계에서 객관적 정황과 결부되어 있는 주관적 의

도와 행위는 ‘동기(Motivation)’에 의해 지배된다. 즉 동기란 환경세계에서 살아

가는 인격적 주체의 의식과 행위가 형성하고 있는 질서의 원리다. 자연주의적 

태도에서 보면, 칼은 피해자의 생명을 앗아간 직접적이고도 물리적인 원인이다. 

그러나 인격주의적 태도에서 보면, 칼은 어디까지나 살해의 의도와 목적을 실행

하기 위한 도구, 즉 “인격적 의식의 지향적 대상”에 지나지 않는다.(Hua IV, 189)

“[따라서] 만일 우리가 인격과 환경세계의 관계인 지향적 주체-대상-관련의 토대 위에 

우리 자신을 세운다면 (…) 자연의 실재성인 사물과 인간 사이의 인과성 대신에 인격과 

사물 사이에 동기관계(Motivationsbeziehung)가 등장한다.”(Hua IV, 189) 

인격적 존재로서의 “정신적 주체”, 그리고 이러한 “주체에 의해 정립된 세계”

인 “환경세계”에서 “주체와 대상의 연관”은 자연을 지배하는 “실재적 인과성이 

아니라 동기인과성(Motivationskauslität)”인 것이다.(Hua IV, 216) 인격적 주체로서

의 인간은 환경세계에 속해 있으며, 환경세계에 있는 타인 및 사물과의 교섭을 

통해 영향을 주고받는다. “우리는 항상 ‘무엇으로부터 겪는’ 무엇을 통해 수동

적으로 규정된 것과, 이에 대해 능동적으로 반응하는 어떤 행동으로 이행한다. 

이러한 행동에는 어떤 목적(Ziel)이 있다.”(Hua IV, 217) 즉 정신과학이 탐구하는 

대상영역은 인격적 주체가 속해 있는 객관적 정황으로서의 환경세계, 그가 환경

세계를 변화시키기 위한 의도, 이 의도를 관철시키기 위한 목적의 설정과 이것



- 136 -

의 실현을 위한 의지적 행위, 실천적 행위에 의해 변화된 환경세계가 다시 주체

에게 영향을 주는 상호교섭으로 이루어진다. 이 모든 과정을 지배하는 핵심적 

원리가 바로 ‘동기관계’다. 정신과학은 바로 동기관계의 연관에 따라 “전체적 

총괄의 형식인 정신세계(Geisteswelt)”를 탐구하는 학문인 것이다.(Hua IV, 196)

“[즉] 정신과학은, 인간의 의식에 대해 나타나고 행위와 겪음 속에서 그에게 동기를 부

여하는 것으로서의 세계와 맺는 관계 속에서, 인간의 주관성을 [탐구하는] 학문이며, [주

관에 대해 상관적이라는 의미에서] 다른 한편으로는 환경세계로서의 세계, 또는 인격들

에 나타나는 타당한 세계를 [탐구하는] 학문이다.”(Hua VI, 297)

자연과학과 정신과학 모두 이 세계에서 일어나는 사건들 사이의 질서를 이론

적으로 파악하려 한다는 점에서 학문이 추구하는 일반적인 목표가 같다. 하지만 

“자연과학적 객관성의 의미 또는 자연과학적 과제와 방법의 의미는 정신과학적 

객관성이나 과제와 방법의 의미와 근본에 있어 본질적으로 다르다.”(Hua VI, 

271) 왜냐하면 정신과학에서 “동기관계의 ‘~ 때문에 ~하다(Weil―So)’는 자연의 

인과와는 완전히 의미가 다르기” 때문이다.(Hua IV, 229) 정신과학자는 “나는 왜 

다른 사람이 그렇게 결심했는지, 왜 그가 이러한 판단을 내렸는지를 이해한다

(verstehen)고 말한다. [이때] 이 모든 ‘인과’는 동기관계다.”(Hua IV, 230) 그러나 

이러한 동기관계는 자연과학에서의 인과처럼 기계적이지 않다. 채무독촉에 의해 

심리적 압박을 받는다고 모든 사람이 반드시 살인을 저지르는 것은 아니며, 또 

표면적으로 드러난 금전적 동기 외에 치정과 같이 더 깊이 숨겨진 결정적인 동

기가 있을 수도 있다. 필연적 법칙이라는 의미에서 자연의 인과에 상응하는 것

을 정신과학에서 찾는 것은 원리상 가능하지 않다.

하지만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 정신과학은 학문이 아니라거나, 자연과학보다 

열등한 학문으로 간주되어서는 곤란하다. 왜냐하면 양자는 상이한 내용을 상이

한 방법으로 다루는, 본성상 서로 다른 종류의 탐구이기 때문이다. 물론 우리가 

어떤 인격적 주체의 행위를 초래한 동기의 전모를 단번에 파악하지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이 정신과학적 탐구의 원리적 가능성마저 부정하는 것

은 아니다. 정신과학이 추구하는 “동기관계[로서의] 이유(Weil der Motivation)”는 

인격적 주체의 지향적 동기연관을 따라 점점 더 심화되는 탐구를 통해 새롭게 

의미가 해명될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정신과학의 탐구는 인간과 사회에 대

한 새로운 이해의 가능성에 항상 열려있기 때문이다.(Hua IV,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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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과학에서 자연의 인과성은 자연법칙들 속에서 자신의 상관자를 가지며, 명백하게 

규정하는 상황들에 따라야만 할 것은 자연법칙에 적합하게 (적어도 물리적 자연의 분야

에서) 명백히 규정될 수 있다. 반면 정신과학의 분야에서 역사학자․사회학자․문화인류학자

가 정신과학적 사실들을 ‘설명하고자’ 한다면, 이것은 그가 동기부여들을 해명하고자 하

며, 관련된 인간이 어떻게 ‘그것에 이르게 되었고’ 이러저러하게 행동하게 되었는지, 그

들이 어떤 영향을 겪었고 어떤 영향들을 끼쳤는지, 그들이 영향의 공통성에서 또 이것에 

무엇을 규정했는지 등을 이해할 수 있게끔 만든다는 사실을 뜻한다.”(Hua IV, 229)

3절 자연적 태도와 생활세계 
이상으로 우리는 연구자가 취하는 태도변경에 따라, 동일한 대상이 자연주의

적 태도에서는 자연과학의 자연으로, 인격주의적 태도에서는 정신과학의 환경세

계로 드러남을 확인했다. 그런 점에서 후설의 ‘현상학적 태도변경’은 신칸트학

파의 ‘이론적 관심의 전환’과 매우 유사하다. 왜냐하면 연구자가 취하는 태도 

내지 이론적 관심에 따라, 동일한 대상이 한번은 자연적인 것으로 한번은 정신

적인 것으로 모습이 바뀌어 나타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유사성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는 본고가 규명하고자 하는 목표

에 도달했다고 말할 수 없다. 왜냐하면 자연과학과 정신과학의 구획기준으로 후

설이 제시하는 자연주의적 태도와 인격주의적 태도를 언급하는 것은, 빈델반트

나 리케르트에 의해서도 이미 표명되었던 것이므로 후설의 현상학이 그들보다 

더 나아간 점을 지적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는 ‘생활세계의 현상학’

을 통해서, 후설의 현상학적 태도변경이 신칸트학파가 제시한 이론적 관심의 전

환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는 자연과학의 자연주의적 태도와 정신과학의 인격주의적 태도를 살펴보

았다. 그런데 후설에 의하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태도에는 두 가지만 있는 것

이 아니다. 자연주의적 태도나 인격주의적 태도는 모두 학문적 탐구를 위한 ‘이

론적 태도(theoretische Einstellung)’다. 이론적 태도는 학문적 인식을 획득하기 위

하여 대상을 탐구하는 객관적 태도다. 여기에는 평가적이거나 의지적인 요소가 

배제되어 있다. 이것은 학문적 연구가 지니는 직업적 특성과 관계된다. 일상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취하는 의식의 태도를 전체로 본다면, 이론적 작용이나 

평가적 작용, 그리고 의지적 작용은 모두 전체에 대해 부분이 된다. 세 가지 작

용이 연관을 이루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일상적 태도에서, 학문적 탐구를 위

해 인식 기능만을 전적으로 활성화시킨 태도가 바로 이론적 태도다. 이로써 나

머지 의식 작용들은 억압되지만, 이것은 문자 그대로 배제되어 사라지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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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태도변경에 의해 언제든 다시 활성화될 수 있는 잠재성의 영역으로 잠

시 밀려나게 되는 것일 뿐이다.148)

우리는 연구자로 살아가는 것만이 아니라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일상인으로

도 살아간다. 그리고 아무리 연구자로서의 정체성과 신념이 확고한 사람이라도, 

그는 삶의 대부분을 일상인으로 살아왔으며 또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일어나서 씻고 옷을 갈아입고 통근을 하고 밥을 먹고 쉬고 잠자고 하는 대부분

의 시간 동안, 그는 연구자가 아니라 일상인인 것이다. 후설에 의하면 일상적으

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취하는 태도는 ‘자연스러운’ 태도로서의 ‘자연적 태도

(natürliche Eistellung)’다. 학문적 태도보다 자연적 태도가 더 자연스러운 이유는 

인간은 학자이기 전에 일상인이며, 학문을 연구하는 삶은 일상을 영위하는 근원

적인 삶에 대해 파생적인 것으로서, 태도의 인위적 변경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학문적 탐구를 위한 태도가 자연적 태도로 바뀔 때, 의식의 상관자인 

세계의 모습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자연과학자의 탐구영역이었던 자연이나 정

신과학자의 탐구영역이었던 정신은 일상적 삶이 영위되는 세계, 즉 ‘생활세계

(Lebenswelt)’로 드러난다. 따라서 학문적 태도에서 자연적 태도로의 태도변경은, 

객관적 학문에 대한 판단중지를 통한 생활세계에로의 환원과 같은 의미가 된다. 

학문적 태도에서 드러나는 세계가 이론적 인식을 위해 철저하게 주관성을 배제

한 객관적인 세계라고 한다면, 생활세계는 ‘선-학문적으로(vorwissenschaftlich)’ 미

리 주어져 있으며, 주관의 삶과 관련을 맺고 있는 ‘주관적-상대적’인 세계다.

148) 이에 대해서는 좀 더 상세한 부연이 필요하다. ‘이론적 태도’라고 해서 오로지 ‘인
식’을 위해서만 복무하고 ‘평가’나 ‘의지’가 억제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연구자도 다

른 연구자의 성과를 평가하며, 어떤 의미에서 진리의 추구라는 학문적 탐구활동 자체

가 의지적 행위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론적 태도를 오로지 인식만을 위한 

태도라고 말하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여기서 우리는 2부에서 고찰한 바 있는 ‘가치

관계’와 ‘가치평가’를 엄격하게 구분한 리케르트의 논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이다. 가치와 관계되는 탐구는 객관적 인식을 위한 것으로, 문제가 되는 대상을 평가

하고 원하는 것과는 본질적으로 구분된다. 이와 동일한 논리에 근거하여 필자는, 후설

이 말하는 ‘이론적 태도’가 어떤 대상을 ‘이론적 가치’와 관계를 맺게끔 하는 의식작

용이지, 그 자체로 대상을 정서적으로 평가하거나 원하는 작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엄밀히 말해 연구자가 탐구 중에 수행하는 평가는 ‘이론적 가치와 관계되는’ 대상에 

대한 것이지, 그 대상이 지닌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필자의 

이러한 입장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유의할 점이 있다. 첫째, 리케르트는 ‘가
치관계’를 오직 문화과학에만 배타적으로 귀속시켰지만, 필자는 후설의 이론적 태도

에서 문제가 되는 이론적 가치관계가 정신과학뿐만 아니라 자연과학에도 적용되어야

만 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자연에 대한 탐구도 대상을 이론적 가치와 관계 맺게

끔 하는 의식적 활동이기 때문이다. 둘째, 필자가 곧이어 논의하겠지만 ‘일상적 태도’
라고 부를 수 있을 생활세계의 자연적 태도는 ‘이론적 가치’가 아닌 다른 여러 가치

와 관계를 맺을 뿐만 아니라 가치를 평가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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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여기서 ‘주관적-상대적’이라는 말을 혼자만의 느낌과 생각으로 이루어지

는 사적(私的)인 세계의 뜻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일상적인 삶을 살

아가면서 다양한 대상을 경험한다. 그리고 이러한 대상은 오직 나에 대해서만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공통적인 경험의 대상으로 주어져 

있다. 예를 들어, 책상 위의 컴퓨터를 나 혼자서만 지각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물론 바라보는 각도에 따라 사람마다 보는 모습이 일치하지 않을 수는 있다. 그

럼에도 사람들은 컴퓨터가 책상 위에 있다는 객관적 사태를 공통적으로 파악한

다. 요컨대, 주관성과 객관성은 양립 불가능한 모순이 아니다. 생활세계라는 “주

관적-상대적인 것의 왕국(Reich des Subjektiv-Relativen)에서, 객관성은 ‘한갓 주관

적-상대적인 것’과 대립되지 않는다.”(Hua XXXII, 77) 즉 생활세계는 ‘한낱 주관

적’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상호주관적 의미에서 객관성을 띤 세계인 것이다.

“세계는 일상적인 감각경험에서 학문 이전에 주관적-상대적으로 주어져 있다. 우리는 

누구나 자기에게 보이는 현출을 가지고 있으며, 이 현출은 각자에게 실제적 존재자로 간

주된다. 우리는 [현출들 간의] 존재타당성의 불일치를 서로간의 교제를 통해 오래 전부터 

깨닫고 있지만, [그럼에도] 수많은 세계가 존재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는 필연

적으로 동일하지만 다만 상이하게 현출할 뿐인, 그러한 사물들로 이루어진 [하나의] 그 

세계(die Welt)의 존재를 믿는다.”(Hua VI, 88-89) 

 

세계가 객관적으로 존재한다고 하는 근원적인 믿음을 후설은 “자연적 태도의 

일반정립(Generalthesis)”이라고 부른다.(Hua III/1, §30) 후설은『이념들1』에서 이 

자연적 태도의 일반정립을 극복해야만 하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그 이유는 바로 

자연적 태도가 객관적 학문의 자연주의와 실증주의로 발전하는 근본전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객관적 학문에서 자연과학적 탐구는 철저하게 주관성을 배

제하고 객관적 세계가 그 자체로 존재한다고 전제한다. 일상적 삶에서도 세계가 

존재한다는 믿음 자체는 확고하게 유지된다. 객관적 대상이 있다는 믿음, 그리

고 더 근본적으로는 사물들의 총체로서의 “객관적이고 종국적으로 참인 하나의 

세계가 있다는 (…) 유일하게 참된 그 세계(die wahre Welt)가 존재한다는 확실성

이, 자연적인 삶에서 여전히 우리를 지배한다.”(Hua IX, 125) 후설은 자연주의 내

지 실증주의의 뿌리가 바로 이러한 자연적 태도의 일반정립이라고 보았다. 그리

고 이러한 뿌리 깊은 믿음에 대해 판단중지하고 회귀해야 하는 근원은, 세계를 

구성하는 주관으로서의 초월론적 주관성이었다.

그런데 후설은『이념들1』에서 수행한 초월론적 현상학적 환원을 통한 초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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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적 주관성으로의 진입이 ‘성급한 비약’이었다고 인정하면서『위기』에서 전략

을 수정하기에 이른다.(Hua VI, 157-158) 그러니까 초월론적 현상학적 환원에 의

해 단번에 초월론적 주관성의 영역으로 뛰어들기 이전에, 일상적 세계와 그에 

상관적인 주관적 삶의 경험을 먼저 철저하게 고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일

상적 삶은 비록 세계구성의 근원인 초월론적 주관성에 이르지 못한다 하더라도, 

주관성을 도외시하는 객관적 학문에 비해서는 주관성의 근원에 가까이 있다.

이로써 초월론적 현상학이라는 궁극의 목적지는 바뀌지 않았지만 그에 도달

하는 길에 경유지가 마련된다. “앞서 주어진 생활세계를 되물어감으로써 현상학

적 초월론적 철학에 이르는 길”이라는 표제가 단적으로 보여주는 전략수정에 

따라(Hua VI, 105), 세계에 대한 경험은 넘어서야 할 장애물이기 이전에 먼저 철

저하게 천착해야 하는 것이 된다. 세계를 구성하는 초월론적 주관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연적 태도에서 주어지는 생활세계, 즉 주관적 삶과의 관련 속

에서 경험되는 세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하는 것이다.

요컨대, 자연적 태도와 생활세계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객관적 인식을 추구

하는 일체의 학문적 태도를 일단 잠정적으로 유보한 채, 객관적 학문의 시선에 

드러나 보이는 이론적 세계보다 더 근원적으로 경험되는 세계의 모습을 바라보

자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철저하게 주관과 관련을 맺고 있는 삶의 세계, 즉 근

원적 경험의 상관자인 생활세계다.

그런데 여기에서 다음과 같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자연주의적 태도에서 

주어지는 자연과학의 자연과, 자연적 태도에서 주어지는 생활세계 사이에 차이

가 있음은 명백하다. 하지만 정신과학의 인격주의적 태도에서 주어지는 환경세

계와, 자연적 태도에서 주어지는 생활세계 간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생활세

계는 인격적 주체가 살아가는 세계로서 그 안에서 대상을 삶의 관련 속에서 의

미를 지닌 것으로 경험하며, 또 다른 인격적 주체와 부단히 교섭하며 더불어 살

아가는 삶의 세계가 아닌가? 그렇다면 환경세계와 생활세계를 구분하여, 후설이 

정신과학에 앞서 주어져 있는 생활세계를 재론하는 것은 무의미한 것 아닌가? 

다시 말해 자연적 태도의 생활세계를 따로 언급할 필요 없이, 그저 자연과학적 

태도에서 인격주의적 태도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은가?

하지만 후설의 현상학에서 생활세계와 환경세계는 비록 내용에서 차이가 없

다 하더라도 엄밀하게 구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후설의 현상학이 회귀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근원인 초월론적 주관성의 

관점에서 ‘태도’라고 하는 의식의 지표에 의해 두 세계는 서로 다른 ‘위상’을 지

니게 되기 때문이다. 앞서 우리는 여러 태도를 언급하고 태도변경의 가능성을 



- 141 -

논하였다. 그런데 이렇게 태도를 취하는 주체 및 태도를 변경하는 주체는 누구

인가? 학자와 일상인 모두 자신이 바라보는 세계가 존재한다는 확고한 믿음 속

에서 살아간다.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 그에게는 자신이 바라보는 세계가 전부

다. 특정한 태도를 취하고 있고 그 안에서 세계 존재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

지고 살아가는 한에서, 그는 특정한 세계에 함몰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태도를 

통해 주어지는 다른 세계의 가능성을 보지 못하는 것이다.

“자연적 인간(natürliche Mensch), [그중에서도] 특히 자연과학자는 [자신이 취하고 있는 

태도가 지닌] 한계를 알아차리지 못하며, 자신의 모든 성과가 [절대적 주관성에 대해] 단

순히 상대적 의미를 지시하는 어떤 특정한 지표(Index), [즉 태도가] 부착되어 있다는 사

실을 알아차리지 못한다. 그는 자연적 태도(natürliche Einstellung)가 유일하게 가능한 태

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Hua IV, 179) 

하지만 “현상학적 환원의 권리[이자] (…) [현상학적 환원이라는] 근본적 방법

이 지닌 구원적 요소는 그것이 자연적 태도와 모든 상대적 태도의 의미한계에

서 우리를 해방시켜준다는 것이다.”(Hua IV, 179) 즉 현상학적 환원은 어떤 특정

한 태도에서 주어지는 세계를 유일하게 가능한 세계로 절대화하면서 거기에 함

몰되지 않고, 다른 태도로 전환하여 세계를 다르게 볼 수 있는 근원적인 자유를 

뜻한다. 다시 말해 “현상학적 환원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로 하여금 ‘태

도변경’이라는 것에 대해 예민하게끔 만든다는 데에 있다.”(Hua IV, 179)

그렇다면 자유로운 태도변경의 진정한 주체는 누구인가? 바로 세계를 구성하

는 초월론적 주관이다. 연구자가 일상인으로 태도를 변경하는 경우, 역으로 일

상인이 연구자로 태도를 변경하는 경우, 태도변경은 연구자나 일상인의 자격으

로 수행하는 것이 아니다. 물론 연구자나 일상인이나 초월론적 주관이나 모두 

실제로는 동일한 사람이다. 하지만 동일한 사람도 ‘자격’에 따라 얼마든지 다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 어떤 태도를 취하고 변경할 수 있는 능력은 원리상 

오직 진정한 자유의 주체인 초월론적 주관의 자격에만 귀속되는 것이다.

즉 이론적 태도나 자연적 태도는 초월론적 주관이 취할 수 있는 여러 가능한 

태도 중의 하나일 뿐이다. 그러므로 정신과학의 환경세계와 일상적 생활세계가 

설령 경험되는 내용에서 차이가 없다고 하더라도, 초월론적 주관이 취하는 ‘태

도’라는 지표에 의해 주관성의 위상이 구분된다는 점에서, 정신과학의 인격적 

태도와 생활세계의 자연적 태도는 구분되어야 한다.

둘째, 양자를 구분해야 하는 더 결정적인 이유는 환경세계에 대한 정신과학의 



- 142 -

분석이 생활세계의 현상학적 분석과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다는 데에 있다. 왜냐

하면 정신과학은 이미 객관적 학문의 시야에서 확보된 정신적 세계를 대상으로 

다루지만, 생활세계의 현상학은 장차 정신과학의 탐구대상이 될 환경세계뿐만 

아니라, 자연과학의 탐구대상이 될 자연에 대한 분석을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

문이다. 다시 말해, 비록 생활세계가 정신과학의 환경세계와 내용상 밀접한 관

계에 있다는 점은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생활세계는 환경세계가 자연에 대립하

듯 자연과학과 대립되는 위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신과학과 자연과학

이 모두 수립될 수 있는 근원적인 터전이다.

그러므로 생활세계와 정신과학의 환경세계가 비록 내용적으로 중첩되는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초월론적 현상학을 전제하는 후설의 현상학적 학문체계 내에

서, 양자가 차지하는 위상과 역할은 전혀 다르다. 오직 정신과학에만 이론적 관

심이 국한되어 있는 인격주의적 태도에서는, 자연과학과 생활세계의 관계가 조

망되지 않으며 논의될 여지도 전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학문과 삶의 

관계에 대한 체계적인 현상학적 분석을 위해서, 인격주의적 태도상관자인 환경

세계와 자연적 태도의 상관자인 생활세계를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후설의 ‘생활세계’는 딜타이의 ‘정신적 세계’와도 미묘하게 다

르다. 3부에서 살펴본 것처럼, 딜타이는 자연과학은 삶과 유리되어 있는 반면 

정신과학은 삶의 관점에서 수립된다고 말하면서 자연과학과 정신과학을 대립적

인 구도에서 이해했다. 하지만 후설 현상학의 관점에서 보자면, 정신과학이 생

활세계와 본성상 긴밀한 것은 두말의 여지가 없지만, 그렇다고 자연과학이 삶의 

세계와 단절적으로 유리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자연과학 역시 정신과

학과 마찬가지로 주관적-상대적인 생활세계에서 발원한 객관적 학문이기 때문이

다. 그렇기 때문에 필자는 환경세계와 생활세계를 엄밀하게 구분하는 관점에 따

라, 딜타이의 철학에서도 정신과학이 탐구하는 삶의 세계와 그보다 근원적인 삶

의 세계는 구분되어야만 할 필요가 있다고 3부에서 언급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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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 생활세계와 현상학적 학문구획

앞에서 우리는 후설의 ‘현상학적 태도’ 개념을 통해 자연과학을 위한 자연주

의적 태도와 정신과학을 위한 인격주의적 태도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자연적 태

도가 학문을 위한 이론적 태도보다 더 근원적이라는 점도 살펴보았다. 이제 우

리는, 학문과 삶의 관계, 즉 자연적 태도에서 경험되는 생활세계로부터 어떻게 

객관적 학문이 수립되는지를 해명하고자 한다.

우리는 먼저 생활세계의 존재론에 따라 생활세계의 본질구조를 살펴볼 것이

다. 생활세계의 본질구조와 그에 상관적인 주관의 경험은 객관적 학문이 의지하

는 규범을 제공하며,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생활세계가 다양한 종류의 학문적 

탐구로 발전할 수 있는 이성의 맹아를 자신 안에 품고 있는 근원적인 터전임을 

알게 된다.

이로써 우리는 자연과학과 정신과학의 구획기준에 대한 신칸트학파의 입장을 

비판할 것이다. 후설 현상학의 관점에서 보면, 모든 객관적 학문에 앞서 미리 

주어져 있는 생활세계를 전혀 보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신칸트학파의 학문구

획은 근원적 토대가 결여된 사상누각(沙上樓閣)에 불과하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후설이 수행한 현상학적 학문구획과 체계를 살펴볼 것이

다. 후설은 객관적 학문을 ‘형식적 기준’과 ‘내용적 기준’에 따라 구획하는데, 우

리는 생활세계를 전제로 수행되는 후설의 형식적 학문구획과 내용적 학문구획

이, 신칸트학파의 학문구획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절 생활세계의 존재론과 경험의 구조

생활세계는 구체적이고 생생한 경험을 통해 주어지는 삶의 세계다. 생활세계

의 자연적 태도에서 우리는 이런저런 대상을 경험하며 살아간다. 그런데 자연적 

태도의 일반정립은 우리로 하여금 대상에 몰두하게 함으로써, 그것을 경험하는 

주관에 시선을 향하지 못하도록 한다. “자연적인 삶(natürliche Leben)에서 (…) 객

관적 세계가 완전히 자명하고도 선행적으로 우리에 대해 거기에 있다고 할 경

우, 아주 일상적으로 그러하듯, 우리는 객관적인 것에 대한 믿음 속에서 살고 

있다.”(Hua IX, 190) 하지만 반성을 통해 “주관적인 방식과 관련하여 경험적 세

계를 고찰함”으로써(Hua XXXII, 113) 세계가 주어지는 방식을 묻는다면, 우리는 

어떤 대상이 주관의 의식과 관련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경험된다는 점을 자각하

게 된다.

우선, 우리는 어떠한 대상을 ‘사실’로 경험할 수 있다. 사실이란 지금-여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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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어진 개별적인 것이다. 예를 들어, 식탁 위에 놓인 사과는 경험할 수 있는 특

정한 사실이다. 우리는 사실의 관점에서 이 사과가 지닌 특정한 형태, 크기, 색

깔 등에 대해 기술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눈앞에 주어져 있는 ‘이’ 사

과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사과에 타당한 내용을 기술할 수도 있다. 우리는 이

러한 것을 사과의 ‘본질’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사과의 본질을 찾기 위해 우리

는, 이 사과만이 아니라, 저 사과, 썩은 사과, 푸른 사과, 다른 품종의 사과 등 

사과를 상상 속에서 자유롭게 변경시켜보면서, 모든 가능한 사과에 대해서도 변

치 않는 확고한 것을 발견해야만 한다. 후설은 이와 같이 상상과 자유변경에 의

해 사실을 본질로 전환하는 작업을 ‘본질직관(Wesensintuition)’, 또는 ‘형상적 환

원(eidetische Reduktion)’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사실에서 본질로의 이행은 이론

적 인식으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이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사실에 대한] 통상적인 기술(Beschreibung) 개념의 확장, 더

욱이 그 개념 안에 내재한 순수한 경향을 따르는 확장이다. (…) 우리는 기술 개념을 [통

해] 감각적인 직관 및 경험의 영역으로부터 본질 직관(eidetische Intuition)의 영역으로 이

행한다.”(Mat. IV, 152) 

그런데 우리는 개별적인 대상이 아니라 대상들의 총체인 세계에 대해서도 두 

가지 방식의 기술을 수행할 수 있다. 하나는 생활세계의 경험을 주어져 있는 사

실로서 기술하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자유변양이라는 의식의 조작을 통해 

사실로서 주어진 세계를 본질로 전환할 수 있다. 나의 세계, 너의 세계, 제 3자

의 세계, 다른 나라의 세계, 과거의 세계, 미래의 세계 등 모든 가능한 세계에서 

변하는 않는 공통적인 것이 바로 세계의 본질이다. 후설이 “생활세계의 존재론

(Ontologie der Lebenswelt)”이라고 부르는 현상학적 탐구의 과제는(Hua VI, §36-7; 

§51) 본질구조의 관점에서 “경험세계 자체의 보편적 아프리오리”를 탐구하는 것

이다.(Hua XXXII, 117-8)

        
“우리는 이제까지 사실적인 것으로서 우리의 경험을 다루었다. 만일 우리가, 상상의 

방식으로 자유롭게 수행되는 변양의 방식으로, 모든 사실성으로부터 순수해진 내용적으

로 순수한 모든 본질필연성을 제공하는 [변양의 방식으로] 사실적인 것의 구속에서 벗어

난다면, [그때] 우리는 경험의 사실적인 세계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가장 자유로운 변경

을 통해서 주어지는 모든 가능한 경험에 대해서도, 확고한 필연성 속에서 고유한 것[으

로 주어지는] 아프리오리한 양식을 획득하게 된다.”(Hua XXXII, 1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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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세계의 본질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때마다 경험되는 세계 자체에 

곧장 들어가 살면서 소박하게 기술해서는 안 되고, 일반적으로 경험이 주어지는 

방식(Wie)을 눈으로 보면서 파악해야만 한다.”(Hua XXXII, 112-3) 즉, 생활세계의 

본질구조는 구체적이고 생생한 직관의 경험을 통해 주어지는 것에 근거하여 해

명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먼저 생활세계에서 가장 근원적인 경험인 지각의 구조를 살펴보기로 하자. 우

리가 지각하는 대상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다. 우리는 물리적인 것으로서의 물

체, 생명을 지닌 것으로서의 생명체, 그리고 인격적 주체로서의 타인을 지각한

다. 하지만 그것이 어떠한 종류의 대상이든, 대상에 대한 우리의 지각은 시간적 

지평과 공간적 지평을 전제한다. 지각되는 모든 대상은 방금 지나간 것, 지금 

눈앞에 주어지는 것, 앞으로 다가올 것이라는 시간의 구조 속에서 경험된다. 그

리고 시간의 구조는 지각의 권역을 넘어 기억과 기대의 경험으로 확장된다.

또한 모든 대상은 좌-우, 위-아래, 앞-뒤라고 하는 세 차원의 공간적 지평 속

에서 지각된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에는 지각의 주체가 몸을 지니고 있으며, 그 

몸의 위치를 변경함으로써 언제든 대상이 지닌 다른 측면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 즉 사물은, 비록 지금은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장차 

시선의 이동을 통해 언제든 보일 수 있는 다양한 측면을 지니고 있다. 원리상 

관점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보이는 것이 가능한 사물에 대해 어떤 특정한 위

치에서 주어지는 사물의 모습은, 주체의 몸이 이동할 수 있는 잠재적인 장에서 

시선이 특정한 공간적 위치를 점함으로써, 사물에 대한 최적화된 파악의 결과로 

주어진다. 대상이 이렇게 시간적 지평과 공간적 지평이 서로 얽혀 있는 장의 체

계 안에서 주어진다는 것은 생활세계의 경험이 지닌 본질구조에 속한다.

그런데 우리는 본질구조로서의 이러한 시간적-공간적 장의 체계가 일차적으로

는 ‘유형적인 것’으로 경험된다는 점에 유의해야만 한다. 예를 들어, 말을 갓 배

우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어린 아이가 시간, 공간, 지평에 대한 명확하고

도 분절적인 개념을 사용하여 자신의 경험을 반성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

하다. 그렇지만 개념을 알지 못한다고 해서 그 아이가 시간, 공간, 지평에 대한 

앎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고는 말할 수 없다. 왜냐하면 세상에 태어난 이후 

부단히 축적되고 확장되는 경험의 과정을 통해서, 그 아이는 시간, 공간, 지평에 

대한 암묵적인 앎의 체계를 이미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방금 전에 울린 시계 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는다는 것, 밤이 지나면 아침

이 밝는다는 것, 장난감을 이리저리 돌려보면 그때마다 모습이 달라 보인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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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 방금까지 곁에 있던 엄마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부엌으로 가면 다시 볼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아이는 추정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다. 즉 명료한 개념을 통한 

본질의 인식은 반성을 통해 획득되는 차후의 것이고, 근원적인 것은 유형을 통

해 경험되는 선-반성적인 암묵적인 앎이다.

그런데 이러한 암묵적 앎에 속하는 것이 비단 시간적-공간적 지평으로 이루어

진 장의 체계만은 아니다. 생활세계의 경험은 대상의 종류와 그것이 속한 본질

을 암묵적으로 지시하고 있다. 우리는 바위를 생명이 없는 물체로 파악한다. 그

리고 바위와 사람이 어떻게 다른지도 잘 알고 있다. 이것은 개념적 구분이기 이

전에 유형에 의한 구분이다. “즉 개별적 실재들은 내용의 종류와 내적구조의 방

식에 따라 하나의 보편타당한 유형논리(Typik)를 가진다.”(Hua IX, 67) 바위와 사

람이 무엇인지 비록 명료하고 분절된 개념으로 진술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우

리는 양자를 좀처럼 혼동하지 않는다. 심지어 말을 배운 적이 없는 아이도 바위

와 사람을 구분한다. 바위와 사람이 서로 다른 종류의 대상이라는 것을 아이는 

이미 선-언어적이며, 선-반성적인 차원에서 수행되는 ‘유형적 직관’에 의해 대상

을 파악하기 때문이다.

물론 우리는 바위를 사람으로 착각하거나 또는 실제로는 아무도 없음에도 사

람이 있다는 환각을 경험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례는 후설의 현상학이 

말하는 근원적 직관의 경험을 반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입증할 뿐이다. 왜

냐하면 바위를 사람으로 착각하거나 실제로 없는 사람이 있다는 환각을 경험하

기 위해서도, 일단 ‘사람’이 무엇인지에 대한 앎을 전제해야하기 때문이다. 게다

가 그것이 착각이었다는 인식의 교정 역시 ‘바위’가 무엇인지에 대한 앎이 전제

되어야만 가능하다. 결국 생활세계에서 대상에 대한 경험은, 그 대상의 종류와 

유형에 대한 암묵적인 직관을 전제한다.

이렇게 암묵적이고 유형적인 앎에서 우리의 경험은 언어적 인식의 차원으로 

상승한다. 즉 우리는 선-학문적 생활세계의 경험 내에서 선-언어적 지각 경험과 

그 지각에 대한 언어적 경험을 구분할 수 있다. 우리는 언어를 통해 대상에 대

한 개념을 획득하고, 개념을 사용한 진술을 통해 판단을 내린다. 게다가 언어적 

진술을 가능하게 하는 ‘범주’나 평가를 위한 ‘가치’에 대해서도 근원적인 파악의 

경험을 수행한다. 범주, 개념, 판단, 가치에 대한 경험은 본질적으로 이념적인 

대상에 관계한다는 점에서 감각적인 경험과는 서로 다른 의식작용의 종(種)으로

서 구분되지만, 그럼에도 생활세계의 근원적인 경험은 다양한 종류의 의식경험

이 종합적으로 통일을 이루는 일련의 체계를 형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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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세계에 대한 파악의 방식이 달라진다 하더라도, 종합적으로 통일된 의식의 

상관자로서의 세계는 언제나 하나의 동일한 세계로 경험된다. 후설은 생활세계

의 경험이 지닌 의식의 종합을 ‘수동적 종합(passive Synthesis)’이라고 부른다.

“수동적인 종합이 바로 경험의 다양성이 경험대상, 즉 일관되게 현존하는 것에 통일성

을 제공하거니와, 언제나 우리를 인도한다. 수동적인 종합은 그 자체가 다양한 형태로 

언제나 경험 자체에 속하는 원리상 경험이 지닌 통일성[으로서], 우리에 대해 그 어디에

서나 논리적으로 보편화하는 보편개념들과 명제들을 관계 맺고 구성하는 능동성의 작용

들을 가동시키기 위한 지주(支柱) 역할을 수행한다. 그것도 개념들, 보편적 사태들, 사태

연관들이 논리적 직관(logische Intuition)을 획득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직관적인 인식

(einsichtig Erkenntnis)이 되게끔 하는 방식으로 수행한다.”(Hua IX, 99)

요컨대, 수동적 종합이 지배하는 생활세계에는 다양한 종류의 대상들이 존재

하고, 이러한 대상은 시간적-공간적 지평에 의해 구조화된 것으로서 경험된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경험 역시 감각, 지각, 개념, 범주, 판단, 가치, 본질 등에 

대한 여러 종류의 의식작용이 체계적인 통일을 이루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구

조화된 체계적 통일로서의 세계경험을 지배하는 것은 바로 ‘유형(Typus)’이다. 

“경험 속에서 우리에게 [수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으로서 순수하게 파악된 세계

는 어떤 추정적인 양식(präsumtiver Stil)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다.”(Hua XXXII, 

113) 즉 세계는 아마도 이러저러할 것이라고 전제되어 있는 어떤 구조화된 스타

일 속에서 유형적으로 경험된다. 그러니까 “모든 세계인식은 언제나 선-확신들

을 통한 인식으로서의 추정적 경험(präsumtive Erfahrung als Erkenntnis durch 

Vorüberzeugungen)에 근거하여 수행되는 것이다.”(Hua XXXII, 134) 

“세계경험은 언제나 항상 추정적인 존재믿음이다. 거기에서 이러한 존재의 의미에 속

하는 것은, 무한하지만 현실적으로 경험되지 않는 지평, [즉] 순전히 가능한 경험의 지평

이자 무한한 것으로 개방되어 있는 바, 비록 규정되지는 않았으나 항상 다시 [경험이] 가

능한 것으로서 추정되는 경험의 지평으로서의 [지평이다.]”(Hua XXXII, 104)

즉, 모든 경험은 무(無)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유형과 스타일에 

따라 체계적으로 구조화되어 있는 세계를 전제하여 수행된다. 세계에 대한 경험

은, 비단 지금 이 순간에 국한하여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경험한 것으로서

의 과거의 지평과, 또 앞으로 경험할 것으로서의 미래의 지평으로 열려 있다. 

이렇게 개방된 ‘지평(Horizont)’으로서의 세계는 비록 무한(無限)하지만, 그럼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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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세계를 기존의 경험을 통해 이미 다소간 알고 있으며, 또 앞으로 경험하

게 될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는 세계를 가변적이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계로 

경험할 뿐만 아니라, [세계에 대한] 우리의 ‘파악’도 변화하며, 이론적이고 실천

적인 작용에서 생겨나는 의견도 경험과 의미에 새로운 의미층(Sinnesschichten)을 

옷 입힌다.”(Hua IX, 56)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보편적 경험은 세계라는 이름 아래 다양한 것들과 더불

어 (…) 이러한 경험에 불가분한 의미구조라는 의미로서, 어떤 일반적인 의미를 자신 안

에 품고 있다.”(Hua XXXII, 118)

그런 점에서 모든 지평의 지평으로서의 세계는 가능한 모든 종류의 경험이 

발원하는 터전이다. 그리고 세계에 대한 학문적 탐구 역시 세계에 대한 경험의 

한 방식라면, 객관적 학문을 위한 경험은 세계의 경험에 기초를 두고 있어야만 

할 것이다. 더욱이 학문이 추구하는 목표가 세계에 대한 참된 인식을 획득하는 

것이라면, 학문적 탐구는 세계에 대한 사실적 경험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세계

의 본질구조를 인식하는 경험으로 나아가야만 한다. 

그런데 세계의 본질구조에 대한 인식의 가능성은 이미 세계에 대한 일상적 

경험 자체에 함축되어 있다. “세계경험에 내포되어 있는 일반적인 양식을 점점 

더 깊이 천착해 들어가면서 우리는, 순전히 소박한 경험에서 나온 세계로서의 

세계가 지닌 보편적 구조형식을 학문적으로 부각시켜주는, 내용이 풍부한 세계

개념을 창출할 수 있다.”(Hua IX, 69) 즉 우리는 유형적으로 구조화된 세계의 경

험을 토대로, 감각에서부터 지각을 거쳐 개념적 판단과 본질인식에 이르는 더 

높은 객관화 작용으로 상승하면서, 세계에 대한 학문적 인식으로 나아간다. 그

런 점에서 세계는 모든 종류의 객관적 학문이 수립될 수 있는 터전인 것이다.

“언제나 추정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경험될 세계라는, 참된 존재의 가능성의 조건에 

대한 물음은, 그 세계를 이론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가능성의 조건에 대한 물음 또는 학

문의 가능성의 조건에 대한 물음과 등가적이다. (…) 세계의 존재는, 마치 그것이 진리인

식의 가능성에 대해 무관하게 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의미에서 그 자체로 있는 것이 아

니라, [세계의 존재와 진리인식] 양자는 필연적인 상관관계에 있으며, 이러한 [상관관계

가] 세계 자체의 존재에 어떤 필연적인 구조, 어떤 존재구조를 규정한다.”(Hua XXXII,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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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빈델반트의 학문구획에 대한 현상학적 비판

생활세계에 대한 이상의 논의는 우리에게 신칸트학파에 대한 비판의 거점을 

마련해 준다. 먼저 빈델반트에 대한 후설의 비판을 살펴보기로 하자. 빈델반트

는 이론적 관심의 차이를 기준으로 법칙-정립적 자연과학과 개성-기술적 정신과

학을 구분하였다. 하지만 빈델반트의 학문구획을 검토한 후설은 빈델반트가 구

분한 두 가지 학문보다 더 근원적인 양상의 탐구를 제시한다. 즉 법칙-정립적 

탐구나 개성-기술적 탐구로 분화되기 이전에 양자 모두에 토대가 되는 방법적 

탐구로서 후설은 ‘형태론(Morphologie)’을 언급한다. 그런데 후설이 형태론이라고 

부르는 것은 실상 ‘유형적인 것에 대한 파악’에 다름 아니다. 즉 우리는, 법칙의 

정립이나 개성의 기술과 같은 학문적-이론적 탐구보다 더 근원적인 경험의 수준

에서, 대상과 세계에 대한 유형적 파악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후설에 따르면 “형태론적 개념들(morphologische Begriffe)”은 우리가 볼 수 없

는 이념적 개념 또는 정밀한 개념으로서의 기하학적 개념이 아니라, 직접적인 

봄을 통해 내용적 본질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기술적 개념이다. 기술적 개념은 

“감성적 직관의 토대 위에서 직접적으로 경험될 수 있는 모호한 유형들(vage 

Typen, die auf Grund der sinnlichen Anschauung direkt erfaßbar)”인데, 후설은 형

태론적 개념이 지닌 이러한 “유동적(fließend)” 모호함이 결코 인식에 대해 결함

이 아니라고 강조한다. 왜냐하면 유형적 직관에 의해 주어지는 사물의 ‘형태적 

본질(morphologische Wesen)’에 기초해서만 그 사물에 대한 명료한 본질인식이 

정당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Hua III/1, 154-155) 즉 반성적 사유의 차원에서 명료

한 개념에 의해 사물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경험적 차원에서 수행

되는 사물의 유형적 본질이 파악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유형’은 

인식이 ‘사실’의 차원에서 ‘본질’의 차원으로 상승하기 위한 가교(假橋)로서, 대

상적 파악을 위한 근원적 이해의 지평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살펴보자. 우리는 앞에서 빈델반트의 법칙-정립적 탐구와 개성-기

술적 탐구가 나뉘는 사례로서 화학자와 역사학자가 금(金)을 연구하는 경우를 

언급하였다. 일반법칙의 정립에 관심이 있는 화학자는 모든 금의 본질적 속성인 

녹는점을 탐구하고, 개성의 기술에 관심이 있는 역사학자는 유적에서 출토된 금

화가 지닌 역사적 의미를 탐구한다. 후설의 자연주의적 태도와 인격주의적 태도

가 보여주는 것처럼, 빈델반트의 입장은 현상학의 관점에서도 부인할 수 없는 

통찰을 지니고 있다. 그런데 후설이 제시하는 ‘형태론적 탐구’의 관점에서 고찰

해 보면, 빈델반트의 논의는 간과할 수 없는 맹점을 지니고 있다.149)



- 150 -

그것은 바로 화학자나 역사학자가 각자 자신의 이론적 관심에 따라 탐구를 

수행하기 이전에, 과연 금을 금‘으로(als)’ 알아볼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만일 

금이라는 대상이 탐구의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중립적이라면, 학문적 탐구 이

전에 ‘중립적’인 양상에서 금이라는 것이 먼저 파악되어야만 하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금은 철과는 어떻게 다르며, 구리와는 어떻게 다른가? 그리고 금속이 

아닌 플라스틱과는 어떻게 다르며, 물체가 아닌 동물과는 어떻게 다른가?

후설 현상학의 입장에서 답하자면, 금에 대한 개념적 파악 이전에 금을 금으

로 알아볼 수 있는 것은, 바로 과거 여러 번에 걸쳐 다양한 종류의 사물에 대한 

경험을 통해 형성된 인식의 지평, 즉 어떤 대상을 ‘~로(als)’ 파악할 수 있는 유

형적 지각을 통해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후설의 입장에서 볼 때 

두 가지 이론적 관심에 대해 중립적인 양상은, 객관적 학문을 위한 이론적 태도

보다 더 근원적인 생활세계의 자연적 태도가 될 것이다. 그러나 빈델반트는 자

연적 태도나 생활세계에 관해 아무런 상술도 하지 않는다.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반박할 수도 있을 것이다. 빈델반트는 당연히 전제하

고 있는 것에 대해 굳이 말할 필요조차 느끼지 않았던 것 아닌가? 그의 관심은 

두 가지 학문적 탐구의 양상을 분류하는 데에 있었으므로, 중립적인 양상에서 

수행되는 일상적인 경험에 대해 논하는 것은 부차적이라고 말이다. 그러나 빈델

반트가 부차적이라고 생각하고 논외로 한 바로 그 지점이야말로 두 가지 학문

적 탐구를 구분하는 근본적으로 중요한 지점이다.

빈델반트의 논의는 자연과학과 정신과학이 다르다는 것을 기정사실화한 후 

각각이 어떤 점에서 다른가를 ‘분류’하고 ‘대조’하는 데에 그친다. 하지만 후설 

현상학의 입장에서 보면, 빈델반트가 기정사실로 전제하고 언급하지 않는 바로 

그것을 해명할 때에만, 학문적 탐구가 무엇에 ‘근거’하여 생겨나며, 또 서로 다

른 방향으로 어떻게 ‘분기(分岐)’하는지를 보여줄 수 있다.

149) 빈델반트의 학문구획에 관한 후설의 입장은 에르트만의「유형에 의한 구분이론」에 

대한 서평(Hua XXII, 147f.)과 1905년 여름학기「역사철학연습」에서 표명된다. 이 내

용은 1905년 당시「역사철학연습」을 수강한 후설의 제자이자 훗날 뮌헨 학파의 현상

학자가 되는 다우베르트가 정리한 강의노트「다우베르트 초고」(Daubertiana A I 12)를 

통해 접할 수 있다. 사까끼바라 테츠야(榊原哲也)는 다음 논문에서 다우베르트 초고에

서 제시되는 후설의 유형이론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T. Sakakibara,「ディルタ
イ、ヴィンデルバント、リッカート ―フッサールによる批判的考察と、歴史の現象学
の起源―」, 千田義光, 久保陽一, 高山守編,『講座　 近・現代ドイツ哲学 Ⅱ』, 理想社, 
2006, pp.11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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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경험의 세계는 자신의 본질적인 보편구조를 지니고 있는데, [그것은] 자연

과 정신이라는 권역에 따라 추상적인 부분으로서 [지니는 보편구조이기 때문이다.] 모든 

개별학문은, 본질적이고 통일적인, 보편적 학문의 나무에서 [갈라져 나온] 살아있는 가지, 

[즉] 기관일 뿐이다. 그런데 이 통일체로서의 나무는, 모든 학문들이 그 안에 뿌리를 내

리고 있는 보편적 토대에서 생겨난다.”(Hua XXXII, 18)

이렇게 보편적인 토대로서의 생활세계의 경험을 전제한다면, 우리는 빈델반트

에게 다음과 같이 되물을 수 있다. 개별적인 것에 대한 기술은 전적으로 정신과

학의 고유한 방법인가? 오히려 일반법칙의 정립도 개별적인 것에 대한 기술에

서 출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닌가? 역으로 일반법칙의 정립은 전적으로 자연과

학의 고유한 방법인가? 정신과학도 개별적인 것에 대한 기술에서 출발하여 일

반법칙을 도출할 수 있지 않은가? 빈델반트는 형식적인 양자택일의 이분법에 

사로잡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적인 것에 대한 기술이라고 말할 때, 빈델반

트는 그것이 지닌 근원적이고도 참된 의미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괴테가 아무리 독특한 개성을 지녔더라도 그 역시 인간이며, 괴테의 천재성은 

인간이 지닌 일반적인 능력과의 비교를 통해 도드라지는 것일 뿐이다. 즉 개별

적인 것에 대한 기술을 위해서도 어느 정도 일반성을 지닌 유형적인 파악에 의

지하지 않을 수 없다. ‘비교’의 관점에서 기준이 되는 어떤 일반적인 앎이 전혀 

없다면, 개성-기술적 탐구가 추구하는 개별적인 것에 대한 인식은 원리상 가능

하지 않다. 자연과학에서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자연과학의 관심에서 곧바로 일

반법칙이 도출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일반법칙의 도출을 위한 실험과 관찰은 

개별적인 것에 대한 충실한 기술에서 비롯된다. 개별적인 사태에 대한 기술로부

터 출발하여, 그 사태가 유형적 일반성과 규칙성을 획득한 후, 더 나아가 필연

적 성격을 얻게 되면 일반법칙으로 격상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후설은 

개별적인 것에 대한 기술과 일반법칙에 의한 설명을 대립시키는 도식을 다음과 

같이 비판한다.

“높은 단계의 작업수행인 설명은 기술적 영역, 실제로 경험하는 직관을 통해 실현할 

수 있는 영역을 넘어서는 하나의 방법 이외에 다른 것을 뜻하지 않는다. 이 넘어섬은 기

술적 인식의 토대 위에서 일어나며, 기술적으로 주어진 것 속에서 최종적으로 검증될 수 

있는 통찰적 수행절차를 통한 학문적 방법으로서 일어난다. 이러한 형식적이고 일반적인 

의미에서 모든 학문에 대해 ‘기술’의 필수적인 기초단계와 높이 끌어올려진 ‘설명’의 단

계가 존재한다.”(Hua VI, 225-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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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을 통해 획득되는 유형적 일반성은 예외를 허용하는 느슨한 의미의 모호

한 형태론적 규칙성으로서, 경험의 지평 속에서 끊임없이 작동하면서 직관적 파

악에 개입하고, 또 새로운 경험을 통해 끊임없이 확증되거나 수정되어 간다. 이

렇게 모호한 유형적 경험이 지배하는 장소가 다름 아닌 지평으로서의 생활세계

다.150) 과거의 경험을 통해 획득한 앎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주관적 의식의 

소유물로 잠재되어 있다가, 앞으로 마주치게 되는 새로운 대상의 파악을 위해 

언제든 다시 소환되어 인식에 개입한다. 이것은 우리의 경험이 통일체를 이루고 

있는 의식의 흐름 속에서 비교를 통해 형성된다는 것을 뜻한다. 과거의 경험에

서 획득한 인식은 주관적 의식이 획득한 수행물이 되고, 비교 속에서 다시 새로

운 인식이 획득된다.

요컨대, 빈델반트는 객관적 학문의 두 가지 방법적 양상인 법칙-정립적 탐구

와 개성-기술적 탐구에 앞서 유형적 파악이 작동하고 있는 근원적 경험을 보지 

못했다. 다시 말해, 유형적 파악으로 구조화된 경험의 장(場)인 삶의 세계, 즉 

객관적 학문에 앞서 미리 주어져 있는 근원적 토대인 생활세계를 보지 못했다. 

후설 현상학의 관점에서 보자면, 빈델반트의 학문구획과 방법론은 마치 터다지

기와 주춧돌도 없이 두 개의 기둥을 평행하게 세워 올린 공중누각(空中樓閣)과 

같아서, 객관적 학문의 지반(地盤)인 생활세계를 결여한 피상적이고 형식적인 

분류에 그치고 말았던 것이다. 그래서 후설은 다음과 같이 비판한다. “빈델반트

와 리케르트의 노력은 유감스럽게도 기대할 만한 통찰을 이끌어내지 못했다. 

(…) [왜냐하면] 객관주의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다.”(Hua VI, 344)

“빈델반트와 리케르트는 (…) 문제가 된 [자연과학과 정신과학의] 대립을 새로운 측면

에서 바로잡으려 노력했다. 그러나 우리는 이들[의 이론]을 통해서는 실제로 궁극적인 결

론에 이르는 해명과 엄밀한 학문적 파악의 토대로 천착해 들어가지 못한다. (…) [생활세

계라는] 현상학적 원천을 향한 철저한 연구만이 여기에서 결정적인 해명을 줄 수 있고, 

동시에 그러한 모든 연구가 지니고 있는 소중한 동기에 그들의 권리를 부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Hua IV, 173)

150) 이점에서 필자는 메를로-퐁티의 ‘애매성의 철학(philosophie de l’ambigüité)’이 후설의 

현상학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물론 메를로-퐁티의 철학이 드러내고자 하는 사태

의 ‘애매성’과 ‘모호함’은 단순히 인식론의 차원에서 운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살
의 존재론과 같은 형이상학의 차원으로 확장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를로-
퐁티가 모든 객관적 사유에 선행하는 애매모호한 경험을 논할 때 이것은 후설 현상학

의 분석과 전혀 다르지 않으며, 오히려 메를로-퐁티는 후설의 문제의식을 계승하여 

독창적인 방식으로 발전시켰다고 이해하는 것이 온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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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리케르트의 학문구획에 대한 현상학적 비판

그렇다면 후설이 리케르트를 비판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현상학의 관점에서 

보면, 리케르트의 학문구획과 학문적 방법론도 공중누각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다. 빈델반트의 논의를 철학적으로 정당화한 리케르트는 경

험적 학문에 대한 인식론적 근거, 그리고 자연과학과 정신과학에 대한 방법론적 

근거를 선험적-형식적인 것에서 구했다. 경험에 대한 객관적 인식의 근거는 초

월론적 연역에 의해 마련되며, 자연과학과 정신과학의 차이는 선험적 형식으로

서의 개념형성의 차이였다. 하지만 후설에 따르면

“이러한 종류의 형식적인 구축(formale Konstruktionen)은 (…) 매우 위험하며, 심지어 

[형식적 구축을 가능하게 한] 명증은 곧 가상의 명증에 지나지 않는다. 만일 우리가 구성

이 진행되는, 가장 구체적인 직관으로부터 추상작용으로 고양되는 엄밀하게 질서를 갖춘 

과정을 [수행할] 때에만, 우리는 그러한 [가상의 명증을] 막을 수 있다. [따라서] 우리에

게 필요한 것은, 참으로 구체적인 인식이론, 또는 더 적절하게 말하자면, 공중에 뜬 형식

적 일반성(luftige formale Allgemeinheiten)을 [생활세계의] 직관적 근원으로부터 길어내는 

현상학적 정초인 것이다.”(Hua XXXII, 90)

후설은 ‘초월론적 연역(transzendetale Deduktion)’의 길을 두 가지로 구분한다. 

첫 번째는 칸트가『순수이성비판』에서 수행한 것으로서, “분석적-형식적인 것

으로부터 실질적-형식적인 것으로, [즉] 한갓 무모순성에 대한 가능성의 조건으

로부터 가능한 [것으로서의] 실질적 진리에 대한 새로운 법칙적 조건으로, [그러

니까] 분석적-수학적 아프리오리로부터 종합적-실질적 아프리오리로 하강하는 

길(absteigender Weg)이다.”(Hua XXXII, 110) 즉 칸트는 대상 인식의 선험적 조건

으로부터 경험적 내용으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방향으로 형식적인 구성을 

수행하면서, 객관적인 인식이 성립할 수 있는 가능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

그러나 후설은 칸트의 초월론적 연역과는 반대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초

월론적 연역의 길을 따르고자 한다. “거슬러 올라가는 길(aufsteigender Weg) (…) 

여기에서 우리는, 주어진 세계로부터, [그러니까] 설령 추정적이고 불완전한 일

면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생하게 규정되는 경험의 세계로부터 

출발한다.”(Hua XXXII, 112)

      
“거슬러 올라가는 길은, 우리에게 주어진 경험세계에 대한 구체적인 직관으로부터 [출

발하여], 자유변양(freie Variation)[을 통해] 가능한 경험세계 일반에 대해, 그리고 세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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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는 실재적인 것들에 대해, 순수한 직관으로부터 길어내어진 구체적인 아프리오리

(konkrete Apriori)를 제공하는 [그러한] 길이다.”(Hua XXXII, 110) 

우리는 여기에서,『이념들1』에서 “데카르트적 길”을 따라 수행한 초월론적 

현상학적 환원의 문제점과 한계를 후설 스스로 지적하는『위기』에서의 한 대

목을 다시 떠올리게 된다. “이 길은 실로 단 한 번의 비약으로 초월론적 자아에 

이르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 길은 선행하는 어떠한 [예비적] 설명도 없기 때문

에, 초월론적 자아를 가상적인, 내용이 비어있는 공허한 것으로 보이게 만든

다.”(Hua VI, 157-158) 초월론적 연역에 의한 세계의 구성이, 내용이 비어있는 공

허한 형식에 의해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용을 지닌 것이기 위해서는, 생활세

계의 경험이 지닌 순수한 직관을 통해서 세계가 품고 있는 내용의 구체적인 본

질을 획득하지 않으면 안 된다.

물론 “보편적인 진리들은 그 타당성에 있어서 사실에 관한 모든 물음과 그 

사실적인 진리에 선행한다. 그러므로 본질진리는, 모든 사실적인 것의 경험에서 

유래하는 모든 정립에 대해서 그 타당성의 측면에서 선행한다는 점에서 ‘아프리

오리’라고 부른다.”(Hua IX, 86) 하지만 후설은 칸트가 말하는 선험성이 지닌 한

계를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칸트는 ‘가능한 경험의 아프리오리한 조건들’을 찾고자 했다. (…) 그에 따르면, 순수

한 지성의 근본명제에 속하는 것이 [바로] 아프리오리한 조건들이었다. 하지만 그에게는 

이미 대상경험이 세계에 대한 경험과 불가분하게 하나라는 것이 해명되었어야 했다. 대

상은, 단지 가능한 세계와 세계경험의 열려있는 무한성 안에서만, 대상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칸트가 가능한 경험의 아프리오리한 조건

들을 확립하고자 한다면, 그는 [세계의] 존재적이고-아프리오리한 본질구조를 찾아야[만] 

했다. [이러한 본질구조가] 없이는 가능한 경험의 세계로서의 세계도 생각될 수 없[기 때

문이]다. [그러므로] 상관적으로 주관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세계에 대한] 보편적 경험의 

주관적인 방식이 기술되어야만 하는 것이다.”(Hua XXXII, 118)

그러니까 후설에 따르면, 칸트는 초월론적 전회를 통해 대상 인식의 타당성을 

물었음에도 불구하고, 경험적 세계가 지닌 보편적 구조형식에서 선험적인 것을 

찾지 않았다는 것이다.151) 하지만 칸트 역시 선험적 종합판단의 가능성을 물으

151) “칸트가 ‘세계는 경험의 대상으로서 가능하지 않다’고 설득력 있게 가르치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 우리는 언제나 세계를 보편적으로 확장된, 그리고 확장될 수 있는 경험

의 보편적인 대상으로서 아주 진지하게 말하고 있다. (…) 나는 세계에 관한 칸트의 



- 155 -

면서, 이성에 기초한 분석적 판단과 경험에 기초한 종합적 판단을 언급하지 않

았는가? 칸트의 선험적 종합판단도 어찌되었든 경험적 내용에 관한 것이고, 그

렇다면 칸트의 선험적 종합판단을 순전히 내용이 비어있는 한낱 형식적-논리적

인 것이라고 평가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 아닌가? 이에 대해 후설은 다음과 

같이 답한다. 칸트에게서는 “형식적-수학적 아프리오리로부터 내용적 아프리오

리로의 이행을 통해, ‘형식적인 것’의 개념의 확장이 일어난다.”(Hua XXXII, 108)

“그 실질적인 아프리오리가 형식적인 ‘무엇’의 이념에 그리고 형식적으로 덧붙여진 판

단내용에 관계되고, 그리하여 그 실질적 아프리오리가 진리에 대한 ‘권리물음’ 내지 실질

적 가능성에 대한 ‘권리물음’ 하에 놓여있게 되는 한에서는, 분석으로부터 종합의 영역으

로, 실질적 아프리오리의 영역으로 이행하는 것 [역시] 일종의 형식적인 것이다.”(Hua

XXXII, 109) 

즉 칸트가 아무리 경험적 내용을 말한다고 하더라도, 후설이 보기에 칸트의 

선험적 종합 판단은 형식적인 것의 확장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선험적 종합

판단에 앞서 오히려 물어야 하는 것은, 세계 경험이 이미 자신 안에 품고 있는 

종합, 즉 내용이 형식을 품고 있고 형식이 내용을 품고 있는 경험이 지닌 선험

적 종합의 직관인 것이다.

이와 같이 칸트에 대한 비판적 맥락에서, 후설은 리케르트의 철학 역시 “칸트

의 초월론적 관념론”이 “변형된 이론”으로 규정한다.(Hua XXXII, 87) 그런데 후

설은 칸트가 비록 “높은 망루 위에서 조망하는” 듯한 고공비행(高空飛行)을 하

면서도 대상 경험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를 잃지 않으려 노력했던 반면, 리케르

트는 세계의 “무한성에 대한 인식적 극복이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단지 “형식적

인 요구를 제시하면서 형식적인 필연성을 구성하는” 데에 치중했다는 점에서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Hua XXXII, 99)

다시 말해 후설은 “리케르트[의 초월론적] 연역이 지닌 형식주의”를 지적하면

서 세계의 본질구조가 지닌 아프리오리한 것으로서의 “형식적인 것(das Formale)

과, 형식주의적인 것(das Formalistische)은 같은 것이 아니라고” 비판한다.(Hua

XXXII, 105) 즉 “형식주의적 연역”으로서의 “리케르트의 이론”은 본질적으로 파

악되는 “가능한 세계로부터 길어낸 실제로 초월론적인 것”, 그러니까 “참된 초

명제를 승인할 수 없다. 우리에게는 실재적 개별자들이 경험되지만, 또한 세계도 경험

되는 것이며, 더욱이 [개별적 대상에 대한 경험과 세계 경험] 양자는 불가분적이

다.”(Hua IX,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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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론적 방법의 고유한 의미에 속하는” 것이 아니다.(Hua XXXII, 123)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리케르트는 경험적 실재가 내적무한성과 외적무한성을 지닌 이질적 연

속의 다양체이므로 객관적 인식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현상

학의 입장에서 보면, 삶에서 경험되는 세계는 ‘非이성적인’ 것이 결코 아니다. 

오히려 생활세계는 사태가 지닌 본성에 의해 체계적인 구조의 질서를 이루고 

있다. 우리는 지금 여기에 주어져 있다는 의미에서 지각의 대상을 경험한다. 그

런데 앞서 살펴본 것처럼, 시공간의 지평적 구조에서 전개된다는 것은 지각 경

험의 본질이다. 이에 따라 지각의 대상은 내적지평과 외적지평에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구조를 지닌다.

후설이 말하는 경험의 지평은 리케르트가 상정하듯 경험의 무한한 이질성과

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왜냐하면 무한한 이질성은 원리상 인식이 불가능하지만, 

지평은 비록 보이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장차 앞으로 언제든 볼 수 

있는 것으로서 보이는 것과 함께 주어져 있기 때문이다. 세계는 “본래적으로 경

험되는 것의 장(場)과 본래적으로 경험되지 않는 것의 열린 지평으로 나뉘는

데”(Hua XXXII, 113) “본래적으로 직관된 것 너머에는 [항상] 추정적인 것이 붙

들려 있다.”(Hua XXXII, 112-3) 즉 생활세계는 체계적으로 구조화되어있는 지평

적 장의 질서를 이루고 있는데, 이러한 질서는 형식적 개념에 의해서야 비로소 

인식 가능한 것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근원적인 경험을 통해서 “직

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Hua XXXII, 100-101)

따라서 경험적 실재를 이질적 연속의 무한한 다양체로 이론적으로 상정하고, 

경험적 실재와 객관적 인식 사이에 소위 ‘비이성적 심연’의 단절을 가정한 후, 

‘어떻게 무한한 것이 경험될 수 있는가?’라고 묻는 리케르트의 접근은 첫 단추

부터 잘못되었다. 왜냐하면 생활세계에서 우리의 삶을 고찰해 보면, 경험은 리

케르트가 상정하듯 사유에 의한 개념적 형식화를 기다리는 무기력하고 무차별

한 내용의 잡다가 아니기 때문이다. 세계 경험은 감각과 지각의 단계에서부터 

침묵하는 사유로서의 유형적 파악이 작동하고, 개념적 파악을 거쳐 본질의 인식

에 이르는 일련의 상승하는 계열을 따라, 다양한 방식의 대상적 파악이 통일을 

이루는 인식의 체계인 것이다.

“세계가 우리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된 의미를 가지면서, [또] 우리에 대해 [내용을 

결여한] 공허한 무한한 다양성이 아니라 유일하게 의미로 충만한 세계이자, 그것에 속하

는 이러저러한 아프리오리한 의미구조를 지니는 세계가 되도록 하는, [그러한] 경험의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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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적 방식과 경험에 관계되는 사유의 본질적 방식은, 리케르트의 체계적인 연역에서는 

본질적으로 완전히 물어지지 않은 채 남아있다. (…) 그 모든 것은 공허하고도 형식적인 

것으로서 사태와는 거리가 먼 것이다.”(Hua XXXII, 101)   

둘째, 위와 같은 논의를 통해서, 리케르트의 ‘이론적 관심의 전환’이 후설의 

‘현상학적 태도변경’과 외견상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양자 사이에는 간과할 수 

없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음이 분명해진다. 눈앞에 있는 금(金)이 이론적 관심의 

전환에 따라 화학자에게는 자연과학의 대상으로, 역사학자에게는 정신과학의 대

상으로 바뀐다는 리케르트의 통찰은 분명 일리가 있다. 하지만 빈델반트와 마찬

가지로 리케르트의 논의는 근본적인 전제에서 오류를 범하고 있다.

왜냐하면 특정한 이론적 관심에 따라 학문적 대상으로 구성되기 전에 근원적

으로 주어져 있는 눈앞에 있는 사물로서의 금, 더욱이 다른 종류의 사물과 유형

적으로 구분되는 것으로서 주어지는 사물로서의 금에 대해서 아무런 해명을 하

지 못하기 때문이다. 리케르트의 학문이론에 충실하면 개념에 의해 구성되는 인

식의 대상 이전에 지각적으로 인식되는 대상은 원리상 존재할 수 없다. 즉 객관

적 학문의 인식 대상에 앞서 주어져 있는 근원적인 존재가 결여되어 있는 것이

다.152)

그럼에도 리케르트는 자신의 철학에서 인정할 여지가 전혀 없는 이러한 지각

의 대상을 두 가지 탐구양상의 대립이라는 방법론적 이론을 정당화하기 위해 

슬그머니 다시 도입하여 오히려 전제로 삼는다. 리케르트가 금이 서로 다른 학

문적 탐구의 대상으로 분화될 수 있다고 말할 때, 그는 개념형성에 대해 중립적

인 금을 암묵적으로 전제하고 논의를 전개하는 것이다. 바로 여기에 리케르트의 

이론적 관심의 전환과 후설의 현상학적 태도변경 사이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 

리케르트는 오직 이론적 관심에 의해 수행되는 두 가지 종류의 학문적 대상만

을 본다. 반면 후설의 현상학에는 이론적 태도보다 더 근원적인 자연적 태도에

서 경험되는 선-이론적 생활세계가 있다.153) 

 
“자연과 정신은 학문적인 주제들로서 [그 자체로] 미리 앞서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론적인 관심 속에서, 그리고 이론적 관심에 의해 인도된 이론적인 노력과 작업수

행 속에서, [더욱이] 자연적이고 선-이론적인 경험을 토대로 비로소 형성된다.”(Hua IX, 55) 

152) S. A. Staiti(2014), p.104.
153) S. A. Staiti(2014), p.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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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물론 2부에서 고찰한 것처럼 리케르트도 구성적 형식과 방법적 형식을 

구분하면서, 특정한 종류의 학문적 대상의 구성인 후자에 선행하여, 전자에 따

라 그 어떠한 학문적 대상으로 구성되기 전에 대상 일반으로 구성되는 ‘대상적 

실재’라는 것을 언급하기는 한다. 필자는 리케르트의 학문론에서 ‘대상적 실재’

가 차지하는 위상과 기능이 대상에 대한 근원적인 경험이 수행되는 후설의 생

활세계와 정확히 동일하다고 해석한다.154)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자의 결정적 차이는 리케르트가 ‘대상적 실재’라는 이름

으로, 생활세계를 개념적 사유의 구성물로 취급한다는 점에 있다. 하지만 후설 

현상학의 견해에서 보자면, 생활세계는 구성된 개념이 아니라 오히려 직관적 경

험의 전제로 미리 앞서 주어져 있는 것이다. 우리는 개념을 통해 생활세계를 객

관적 실재로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다양한 경험을 하며 삶을 영

위하는 생활세계야말로 모든 개념이 발원하는 터전이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우리는 후설의 생활세계의 현상학을 통해서, 빈델반트와 

리케르트의 학문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일반적으로 비판할 수 있다. 신칸트학파

는 이성과 경험, 사유와 직관, 학문과 삶을 단절적 이분법에 의해 파악한 나머

지, 직관적 경험에 의해 파악되는 생활세계가 장차 객관적 학문의 사유로 발전

할 수 있는 이성적 맹아를 암묵적인 형태로 품고 있는 체계적인 구조의 장이며, 

그런 점에서 모든 학문이 발원하여 수립될 수 있는 근원적인 터전이라는 점을, 

전혀 보지 못하고 있다. 반면 후설의 현상학은 학문이 추구하는 객관적으로 타

당한 인식이 ‘발생하는 로고스’로서 생활세계에 토대를 두고 있음을 주장한다. 

“경험의 통일체로서의 세계(감각적 세계, 일상적 세계)는 자신 안에 학문적으로 참된 

세계, [즉] ‘이성적으로(logisch)’ 규정될 수 있고, 학문의 방식으로 객관적으로 규정될 수 

있는 세계를 품고 있다. (일상이라는 의미에서의 경험인) 경험의 세계는 이성화될

(logifizierbar) 수 있어야만 하며, 일상의 경험은 학문적 경험(로고스logos)이어야 한다. [그

러니까] 참된 존재를 단지 모호하게 예견하고 사념하는 경험이 아니라, ‘선험적으로(a 

priori)’ 가능한 경험의 보편성 속에서, 경험의 보편적 구조 덕분에 학문적 규정을 필연적

으로 가능하게 만드는, 참된 존재 일반을 자신 안에 품고 있는 그러한 경험이어야만 하

는 것이다.”(Hua XXXII, 100-101)

154) 이에 대해서는 본고의 2부 2장, 특히 각주 70)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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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절 생활세계에 정초된 형식적 학문구획

이제 생활세계의 토대 위에서 객관적 학문의 체계가 어떻게 수립되는지를 규

명해야만 한다. 우리는 다양한 방식의 직관적 경험에 의거하여 생활세계에서 다

양한 종류의 객관적 학문이 수립됨을 보일 것이다. 이로써 후설의 현상학적 학

문구획이 신칸트학파 및 딜타이와 어떻게 다른지 확인하게 될 것이다.

후설은『자연과 정신』에서 ‘형식적 기준’과 ‘내용적 기준’에 따라 학문을 구

획한다. “형식적-일반적 학문구획(formal-allgemeine Klassifikationen)”은 어떠한 내

용을 지닌 실재에도 적용되는 일반적인 학문의 체계를 수립하는 것이며(Hua

XXXII, pp. 30-66), “내용적-실질적 학문구획(sachhaltige Klassifikationen)”은 자연과

학과 정신과학을 수립하기 위한 근거로서, 생활세계에서 경험되는 실재의 내용

을 자연과 정신으로 구분하는 것이다.(Hua XXXII, pp. 66-102)

본고의 궁극적인 관심이 ‘내용적 학문구획’에 있기는 하지만, 우리는 먼저 ‘형

식적 학문구획’을 살펴볼 것이다. 왜냐하면 이로써 우리는 모든 종류의 객관적 

학문이 사용하는 근본개념이 생활세계의 경험인 근원적인 직관에서 발원한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내용적 학문구획에 따른 자연과학과 정

신과학의 수립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연과 정신의 내용적 

구획에 앞서, 우리는 후설의 형식적 학문구획을 먼저 살펴보지 않으면 안 된다. 

후설은 다음의 네 가지 기준에 따라 형식적 학문구획을 수행한다.

첫째, “선험적(apriorisch)” 학문과 “경험적(aposteriorisch)” 학문의 구분이다.(Hua

XXXII, 33) 경험적 학문은 “사실적으로 존재하는 것”을 탐구하는 반면, 선험적 

학문은 “이념적 대상”, 즉 “다양한 정도의 일반성 속에 있는 순수한 가능성”을 

탐구한다.(Hua XXXII, 33) 그러니까 선험적 학문은 특정한 ‘사실’이 아니라, 그 

사실이 속하는 ‘본질’에 따라 모든 가능한 사실이 부합해야 하는 규범을 정립한

다. 예를 들어, 기하학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특정한 사실로서의 공간을 탐구

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공간의 형태와 그 형태를 이루는 여러 속성들의 본질

적인 관계를 탐구한다. 사회학은 대체로 관찰과 조사에 의해 수행된다는 점에서 

경험적 학문이지만, 사회학에는 모든 가능한 사회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규범

적이고 본질적인 것을 탐구하는 사회학이 있을 수 있다. 현실적으로 사회학 연

구가 양자가 혼합된 양상에서 수행된다고 하더라도, 엄밀한 학문체계의 수립을 

위해 양자의 구분은 반드시 필요하다. 선험적인 것과 경험적인 것은 “본질진리

(Wesenswahrheiten)”와 “사실진리(Tatsachenwahrheiten)”로서 그 성격을 달리 하기 

때문이다.(Mat. IV,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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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논리적-형식적(logisch-formal)” 학문과 “실질적-내용적(sachhaltig)” 학문

의 구분이다.(Hua XXXII, 34) 형식적 학문에는 형식논리학과 순수문법 및 순수

수학 등이 있는데, 형식적 학문의 판단은 특정한 내용에 국한되지 않으며, 그런 

의미에서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규정하지 않는” “공허한 형식적 개념”에 의해 

수행된다.(Hua XXXII, 34) 예를 들어 ‘a가 b보다 크고, b가 c보다 크면, a는 c보

다 크다’라는 판단은 언제나 무엇에 대해서나 타당하다. 미지수 a, b, c는 아무

런 내용도 지니지 않지만, 오히려 그러한 이유에서 모든 내용에 보편적으로 적

용될 수 있다. 반면 실질적인 학문은 특정한 내용을 지닌다. 예를 들어, 기하학

은 공간을 탐구하고 역사학은 역사를 탐구한다. 기하학의 공리는 공간에 대해서

만 타당한 것이지, 역사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공간적인 것과 역사

적인 것은 내용이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하학이든 역사학이든 그것이 

학문으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형식적 논리학적 판단”의 규범을 준수해

야만 한다.(Hua XXXII, 35)

셋째, “구체적(konkret)” 학문과 “추상적(abstrakt)” 학문의 구분이다.(Hua XXXII, 

35) 후설의 현상학에서 구체적인 것과 추상적인 것은 주어가 되는 기체와 그 기

체에 속하는 술어적 속성의 관계로 이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과는 빨갛고 

둥글다’고 말할 때, 빨간 ‘색’과 둥근 ‘형태’ 그리고 공간적 ‘연장’과 같은 속성

들은 사과라는 구체적 대상이 지닌 비자립적 계기일 뿐이다. 구체적 학문은 개

별적인 것 또는 개별적인 것의 집합을 탐구하는 반면, 추상적 학문은 이러한 개

별적인 것의 추상적 계기를 탐구한다.155) 예를 들어, 물체에서 힘과 운동만을 

고려하는 역학은 일반물리학에 대해서는 추상적 학문이다. 구체적인 실재에서 

공간적 형태만을 분리하여 탐구한다는 점에서 기하학은 추상적 학문이지만, 평

면기하학은 기하학에 비해 더 추상적인 학문이다. 왜냐하면 다양한 공간적 형태 

중 오직 평면적 속성에만 관심을 갖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떤 학문의 구체성과 

추상성은 다른 학문과의 상대적 관계 속에서만 규정된다. 우리는 이점을 역사학

과 경제학의 관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경제학이 탐구하는 경제적 현실은 역

사학이 탐구하는 인간의 모든 구체적인 현실에 비하면 추상적이다. 

넷째, “자립적(selbständig)” 학문과 “비자립적(unselbständig)” 학문의 구분이

다.(Hua XXXII, 51) 지리학은 일차적으로는 지표면을 탐구하지만 지표면을 알기 

위해서는 지질과 기후에 대해서도 알아야 한다. 따라서 지리학의 탐구 범위는 

지질학과 기상학 등 다른 권역으로 확장되며, 이렇게 탐구의 범위가 완결되어 

155) S. A. Staiti(2014), p.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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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 않다는 점에서 ‘비자립적’ 학문이다. 지구에 대한 탐구는 태양계와 우주까

지 탐구의 범위가 확장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이념적으로 이 모든 것을 포

괄하는 ‘무한한 것’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다.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물리적 

대상은 모두 ‘자연(Natur)’이라는 이름으로 묶일 수 있으며, 그런 의미에서 자연

은 무한한 것을 포괄하는 최고 유개념이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자연의 권역은 

완결되어 있다.156)

그런데 후설에 따르면 우리는 자연과 더불어 ‘정신(Geist)’을 또 하나의 완결

된 최고유의 권역으로 주제화할 수 있다.(Hua XXXII, 54) 왜냐하면 정신이라는 

최고 유개념 하에 인간, 사회, 역사의 모든 것이 묶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정

신과학은 인간학, 사회학, 역사학이 다루는 모든 것을 포괄하기 때문이다.157) 자

연과 정신처럼 그 안에 본질이 같은 무한한 것을 포괄하는 자족적이고 완결된 

탐구의 권역을 후설은 “영역(Region)”이라고 부른다.(Hua XXXII, 29) 즉 “영역의 

개념은 자립적 학문에서 [비로소] 획득되는 것이다.”(Hua XXXII, 51) 자연과학과 

정신과학은 경험적 학문의 분류에서 최고 유인 자립적 학문으로서, 그 아래에 

영역의 일부를 탐구의 권역으로 삼는 다양한 비자립적 학문들을 거느린다. 

이상으로 후설이 수행한 형식적 학문구획의 네 가지 기준을 알아보았다. 그런

데 우리는 후설의 형식적 학문구획에서 첫째와 둘째 기준에 의한 구획이 서로 

등가적이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본질적인 것’과 ‘사실적인 것’의 대

립은 ‘논리적-형식적인 것’과 ‘실질적-내용적인 것’의 대립과 같은 것을 뜻하지 

않는다. 양자가 서로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두 가지 기준을 교차시켜 

다음과 같은 사분면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런데 ‘논리적-형식적’인 것은 원리

상 ‘사실적인 것’일 수 없으므로 (Ⅳ)를 제외하면, 우리는 세 가지 종류의 학문

을 획득하게 된다.

156) S. A. Staiti(2014), p.157.
157) 필자의 견해에 따르면 후설은 여기에서 자연과 정신의 구분을 전제하고 들어간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즉 후설은 형이상학적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은 자연과 정신의 

사태를 현상학적으로 규명하려고 시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수준에서 

자연과 정신에 대한 구분 자체는 현상학이 의지하는 전제이지 현상학적으로 도출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점은 본고가 ‘형식적 학문구획’에 이어서 고찰할 ‘내용적 학문구

획’을 통해 좀 더 상세히 규명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필자가 생각하기에, 후설

은 자연과 정신을 경험할 수 있는 사태로서 이러저러한 기준에 따라 구분할 수 있음

을 논하는 것이지, 대립되는 ‘영역’으로서의 자연과 정신의 이분법 자체를 문제시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점에서 이러한 이분법은 ‘현상학적 형이상학’에 속하는 근본전제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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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은 현실적 존재의 내용을 탐구하는 “사실학(Tatsachenwissenschaften)”으로서

의 “경험과학(Erfahrungswissenschaften)”이다.(Hua III/1, 12) 자연과학과 정신과학

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실재의 사실적인 내용을 탐구하며, 따라서 경험과학에

는 자연과학과 정신과학의 모든 분야가 속한다. 우리는 자연과학과 정신과학의 

내용적 구획에 대해서는 일단 논의를 유보한다. 왜냐하면 형식적 구획과 관련해

서는 다만 모든 경험과학이 탐구를 통해 산출하는 개념과 판단이 특정한 경험

적 사실에 관계된다는 점만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상학적 원리에 따르

면, 모든 개념과 판단은 그에 선행하는 직관을 전제한다. 따라서 경험과학의 사

실적 개념과 사실적 판단에도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근원적인 직관이 요구된다. 

후설은 이것을 “경험적 직관(Empirische Anschauung)”, 줄여서 “경험(Erfahrung)”

이라고 부른다.(Hua III/1, 14) 즉 경험과학은 방법적으로 ‘경험’에 의지한다.

그런데 경험과학이 학문으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형식적이고 논리적인 규범을 

준수해야만 한다. 즉 어떤 학문이 사용하는 개념과 판단이 논리적이고 형식적인 

규범에 위배되는 한, 우리는 그것을 학문이라고 말할 수 없게 된다. 이렇게 모

든 학문이 의지하는 논리적-형식적 규범을 탐구하는 (Ⅰ)의 학문을, 후설은 ‘형

식적 존재론(formale Ontologie)’이라고 부른다.158) 형식적 존재론이 탐구를 위해 

사용하고 또 탐구를 통해 산출하는 개념과 판단은, 특정한 경험적 사실에 대해

158) 후설의 형식적 존재론의 개념에 대해서는 T. M. Seebohm, History as a Science and 
the System of the Sciences: Phenomenological Investigations, Contributions to 
Phenomenology 77, Springer, 2015, pp.16-25.

선험-가능-본질-형상

(a priori)

(Ⅱ)
내용적 존재론

(Ⅰ)
형식적 존재론

실질-내용

(sachhaltig)

[본질직관] [범주적 직관]
논리-형식

(logisch-formal)(Ⅲ)
경험과학 (Ⅳ)

[경험적 직관]

경험-현실-사실

(a posterio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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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만이 아니라 모든 경험적 사실에 대해 적용된다. 그러므로 형식적 존재론은 

사실적 학문에 대비되는 형상적 학문이며, 형상적 학문으로서의 형식적 존재론

은 사실적 학문인 모든 경험과학의 토대가 된다. 그런데 후설 현상학의 원리에 

따르면, 논리적-형식적인 것에 대한 개념과 판단도 그것을 예비하는 토대로서 

근원적 직관을 필요로 한다. 그것은 바로 “형식적 범주들에 관계하는”(Hua III/1, 

25-26) ‘범주적 직관(kategoriale Anschauung)’이다.159)

그런데 두 가지 구획기준을 교차시킨 위의 사분면에서 우리는, 선험적인 것이

라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형식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내용을 지닌 것

이라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경험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라는 점에 특히 

주목해야 한다. 다시 말해 후설 현상학의 학문체계에는 선험적인 것에도 내용을 

지닌 것이 있다. 그것은 무엇인가? 바로 경험적 사태가 지닌 내용적 본질이다. 

후설이 사실학으로서의 경험과학에 대립시키는 형상적 학문에는 논리적-형식적

인 것의 본질을 탐구하는 형식적 존재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 사실이 지

닌 내용적인 것의 본질을 탐구하는 또 다른 종류의 학문이 있다. 그것이 바로 

(Ⅱ)의 ‘내용적 존재론’이다.

이러한 내용적 본질은 물론 개념과 판단을 통해 표현될 수도 있다. 하지만 본

질에 대한 개념과 판단은 본질에 대한 직관의 경험을 토대로 차후 더 높은 단

계의 객관화하는 의식으로 상승하여 획득되는 것이다. 물론 그렇다고 이것이 단

번의 직관에 의해 사태의 완전한 본질을 간취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완전한 본질을 표현하는 개념으로 획득하기 위해서는 의식적으로 수행

되는 자유변양의 방법과 경험에 의한 끊임없는 교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본질이 

경험의 과정을 통해 획득된다는 점이 어떤 사실적 내용이 형상적 본질로 전환

될 수 있다고 하는 원리적 가능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어디에서나 

일반적으로,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인 사실을 추상할 수 있다. 이것은 우리가 현

실성정립을 무력화하고 순수한 가능성으로 이행한다는 것을 의미한다.”(Hua

XXXII, 47) 어떤 사실을 본질로 전환하기 위한 의식이 작업수행이 바로 ‘본질직

관(Wesensanschauung)’이다. 그리고 본질직관을 토대로 수행되는 학문적 탐구가 

바로 ‘내용적 존재론’이다.160)

159) 필자는 여기에서 ‘범주적 직관’을 후설이『논리연구』에서 분석하는 논리적 의미 

항들에 국한되지 않고, ‘형식적 존재론’ 전체를 가능하게 하는 직관이라는 넓은 의미

로 사용한다. 이에 대한 근거는 T. M. Seebohm(2015), pp.16-17.
160) 물론 여기서 ‘본질직관’은 ‘내용적 존재론’을 위한 직관으로 이해되어야만 한다. 그

러나 본질직관은 넓은 의미에서 ‘사실’에서 ‘형상’으로 이행하는 직관인 ‘형상적 환원’
으로 이해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경우 본질직관은 ‘내용적 존재론’과 ‘형식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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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내용적 존재론이 탐구하는 권역은 비자립적일 수도 있고, 자립적일 수

도 있다. 학문이 탐구하는 내용에는 위계가 있으며, 앞서 후설은 내용적으로 같

은 본질을 지닌 무한한 것을 포괄하는 최고의 유(類)를 ‘영역’ 개념으로 나타냈

다. “우리는 영역을 본질적으로 완결된 존재권역으로 정의한다.”(Hua XXXII, 29) 

본질직관은 “최고 유, 그것이 구체적인 유인 경우에는 특히 영역이라고 불리는 

최고 유로서, 최고의 본질보편성을 구성한다.”(Hua IX, 82) 따라서 경험과학을 가

능하게 하는 다양한 위계의 내용적 존재론 중 가장 넓고 포괄적인 의미에서 영

역적 본질을 탐구하는 학문은 ‘영역적 존재론(regionale Ontologie)’이다.

경제학과 사회학 그리고 문화인류학은 각기 다루는 탐구의 권역인 경제와 사

회 문화의 본질에 대한 내용적 존재론을 전제하고 있다. 하지만 이 모든 학문들

은 최고 유로서의 정신과학의 영역적 존재론의 규범을 준수하지 않으면 안 된

다. 마찬가지로 물리학과 화학과 생물학이 탐구하는 내용의 본질에 대한 존재론

도 최고 유인 자연과학의 영역적 존재론에 토대를 두고 있다. 여기서는 자연과

학의 영역적 존재론과 정신과학의 영역적 존재론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를 유

보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형식적 학문구획과 관련하여 우리는, 자연과학이든 

정신과학이든 모든 경험과학은 자신이 탐구하는 대상이 속한 권역에 고유한 내

용적 존재론뿐만 아니라, 최고 유로서의 자연과 정신에 대한 영역적 존재론적 

규범을 위배할 수 없다는 점만을 강조한다.161)

이로써 우리는 형식적 학문구획의 관점에서 원리상 세 가지 방식의 학문적 

탐구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Ⅲ)의 경험과학이 다루는 사태는 경험적 

직관에 의해 파악되며, 많은 부분 사실을 표현하는 개념과 판단으로 수행된다. 

하지만 경험에 의존하는 사실적인 진술만으로는 학문이 가능하지 않다. 자연과

학이든 정신과학이든 모든 경험과학의 개념과 판단은 사유가 충족해야 하는 형

식적 논리학의 규범을 전제로 한다. 이러한 형식적인 규범은 (Ⅰ)의 형식적 존

재론에 의해 탐구된다.

하지만 경험과학이 학문으로 존립하기 위해서는 단지 논리적-형식적 규범을 

준수하는 것만으로는 가능하지 않다. 경험과학은 내용의 측면에서 자신이 탐구

하는 사태의 고유한 본질을 표현하는 근본개념을 전제하는데, 이러한 개념은 궁

극적으로 (Ⅱ)의 영역적 존재론을 통해 획득된다. 영역적 존재론에 따라 자연과

존재론’ 모두를 위한 직관이 된다. 왜냐하면 형상적인 것이 다시 내용적인 것과 형식

적인 것으로 구분될 수 있기 때문이다.   
161) 후설의 ‘형식적 존재론’과 ‘영역적 존재론’의 의미와 구분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 

이남인(2014), pp.207-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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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은 자연의 본질을 규정하는 개념들을 전제하며, 정신과학은 정신의 내용적 본

질을 규정하는 개념들을 전제한다.(Mat IV, 145-146)

요컨대, 위의 세 가지 종류의 학문은 서로 무관한 별개의 것이 아니라, 사실

적 학문으로서의 경험과학은 형상적 학문으로서의 형식적 존재론과 영역적 존

재론에 정초되어 있다. “한편에는 선험적인 학문이 있으며 (…) [다른 한편에는] 

그에 대립하여 사실적인 학문이 있다. 그럼에도 모든 사실적인 현존은 자신의 

선험적인 본질을 가지고 있으며, 사실 안에서 인식할 수 있는 술어는 자신 안에 

이념적이고 선험적인 술어, 선험적인 본질권역으로 고양될 수 있는 내용을 지니

고 있다.”(Hua XXXII, 47)

따라서 자연과학이든 정신과학이든 “[사실학으로서의] 모든 경험적 학문은 형

식적 존재론[에 속하는] 분과학문들은 물론이고 영역적 존재론[에 속하는] 분과

학문들과도 본질적으로 관계를 맺는다.”(Hua III/1, 23) 왜냐하면 “경험학문이 엄

밀한 학문이 되어야 한다면” “모호하고 귀납적인 경험의 단계를 넘어야만 하

며”, 이를 위해서는 “우연적이고 사실적인 것에 관한 어떠한 부수적 고려에도 

앞서 선험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본질법칙을 확립해야만”하기 때문이다.(Hua IX, 

49)  

“사실성의 모든 규정을, 사실을 고양시킴으로써, [그에] 상응하는 본질 규정에서의 순

수한 가능성으로 옮겨놓는 이러한 [사유의] 조작을 우리는 이성화(Rationalisierung)라고 

부른다. (…) [이것은] 사실 및 사실의 경험적 규정으로부터, 전형적인 의미에서 원리적인 

것으로 (오래된 단어의미를 빌자면, 본질로) 이행하는 것이다.”(Hua XXXII, 48)

학문적 탐구의 이념이 ‘이성(Vernunft)’이라는 개념으로 집약될 수 있다면, 경

험적 사태에 대한 “이성화(Rationalisierung)는 실질적 내용에 관계되는 이성화

[와] 순수한 [논리적 형식에 관계되는] 형식화” 모두를 필연적으로 요구한

다.(Hua XXXII, 49) “자유로운 변양으로부터 생겨난 명증적으로 이념화된 것이 

[타당한 효력을] 미치는 한에서” “이에 속하는 모든 아프리오리는 모든 가능한 

경험인식에 대해서 규범(Norm)”으로 기능한다.(Hua XXXII, 118)

다시 말해, 어떤 경험적 사실에 대한 학문적 탐구는, 내용적 본질에 따른 규

범과 형식적 본질에 따른 규범의 전제를 모두 충족시키는 방식으로 수행되어야

만 하며, 두 가지 본질적 규범 중 하나라도 위배하는 경우 우리는 그러한 학문

적 탐구를 ‘이성적’이라고 말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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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모든 가능한 [학문적] 세계는 이중적인 아프리오리를 가지고 있다. 세계가 

(분석적이라는 의미에서) 공허한 형식적 일반성 안에서 무한한 것과 더불어 고찰되는 한

에서, 형식적-수학적인 것은 일체의 내용적 규정들을 추상한 수학적 다양체로 있게 된다. 

반면 세계는 또한 보편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적-실질적 아프리오리도 지니고 있는데, 그

것은 분석적인 [아프리오리와] 더불어 모든 경험적 탐구에 선행할 수 있는 것이며, 학문

적으로 파악된다면, [학문적] 방법(Methode)이라는 도구로 기여할 수 있는 것이다.”(Hua

XXXII, 44)   

후설의 형식적 학문구획에 대한 고찰을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결

론을 이끌어낼 수 있다. 첫째, 후설의 학문구획은 학문적 방법으로서의 현상학

적 환원의 다양성에 대한 논의를 함축한다. 후설의 현상학적 학문체계에는 다양

한 종류의 학문이 있으며, 이를 위해 요구되는 방법도 다양하다. 우선 사실의 

차원에서 ‘경험적 직관’이 요구된다. 경험과학에 속하는 자연과학과 정신과학은 

자신이 탐구하는 대상이 속한 영역의 내용적 본질을 파악해야 하는데, 이를 위

해서는 ‘본질직관’이 요구된다. 그리고 이것을 형식적 논리의 규범에 맞게 진술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범주적 직관’이 요구된다. 이렇게 다양한 방법이 

요구된다는 것은, 어떤 경험적 사태가 연구자가 취하는 현상학적 태도의 전환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탈바꿈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빈델반트의 이론적 관심의 전환이나 리케르트의 개념형성의 차이와 

일견 비슷한 점이 없지는 않지만 근본적으로 다르다. 왜냐하면 후설의 현상학에

서는, 개념이나 판단의 차원이 아니라 직관적인 세계 경험 자체에, 장차 이성화

될 것으로서의 다양한 학문적 방법의 맹아와 단초가 이미 함축되어 있기 때문

이다.

둘째, 후설의 형식적 학문구획에서 우리는 모든 종류의 학문의 근원적 토대가 

세계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어떤 대상이 다양한 모습으로 탈바꿈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대상들의 총체인 세계도 다양한 방식의 현상학적 환원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탈바꿈하는 것이 가능하다. 세계는 지각에 의해 드러나는 경험

적 세계이기도 하지만, 형상적 환원에 의해 본질의 세계로 드러나기도 하며, 형

식화에 의해 논리적이고 수학적인 세계로 드러나기도 한다. 자연과학에서는 자

연이, 정신과학에서는 인격적 주체의 환경세계가 드러나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

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현상학적 환원에 의해 다양하게 탈바꿈하는 것이 가능

한 이 모든 학문적 세계의 토대에는, 우리가 일상적 삶을 영위하는 구체적인 생

활세계가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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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상적 학문으로서의 형식적 존재론이나 영역적 존재론, 그리고 경험적 학문

으로서의 자연과학도 정신과학은 모두, 그 탐구의 권역에 있어서 완결된 무한으

로서의 영역을 다룬다. “‘본질적으로’ 완결된 통일적인 권역을 우리는 영역, 영

역적 권역(regionales Gebiet)이라고 부른다. [영역은] 영역적 기초개념,” 즉 “우리

가 ‘공리적 개념(axiomatische Begriffe)’이라고도 부르는 근본개념(Grundbegriffe)에

서, 서로서로 분리되어 있다. 그러므로 ‘근본개념’은 영역적 통일에만 근원적으

로 속하는 무엇이다.”(Hua XXXII, 28-9) 즉, 학문들 간에는 본질을 달리 하는 완

결된 구획으로서의 영역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역이라는 표현은 또한 전체를 지시한다. 그 [전체] 안에서 영

역은 다른 영역과 더불어 있다. 전체는 당연히 존재하는 것의 총체(Allheit des Seienden)

[를 뜻하는 것로서], 그 전체는 여러 영역들로 분화되거나 분할된다. (…) 이 [존재하는 

것의] 총체 자체가 본질적 근거에 의해 스스로 완결된 통일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

을 전체영역(Totalregion)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전체영역은] 모든 영역들의 영역

(Region aller Regionen)이라는 성격을 갖는다.”(Hua XXXII, 29)    

여기서 후설이 ‘존재하는 것의 총체’, ‘전체영역’, 또는 ‘영역들의 영역’이라고 

부르는 것은 바로 생활세계를 의미한다. 존재하는 것의 무한한 전체, 즉 보편적 

존재를 우리는 ‘세계’라고 부른다. “이론적 태도 속에서 가능한 모든 [학문적] 

탐구의 지평 전체가 세계라는 한 단어로 지칭된다. (…) 이러한 학문들은 모두 

세계에 관한 학문인 것이다.”(Hua III/1, 11) 다시 말해 모든 객관적 학문은 세계

를 전제한다.

“세계에 관한 학문 또는 자연적 태도에서 수행되는 학문[에는] (…) 물질적 자연에 관

한 학문뿐만 아니라, 심리-물리적 본성을 지닌 동물의 본질에 관한 학문, 생리학, 심리학 

등이 [속한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소위 모든 정신과학, 즉 역사문화과학 모든 유형의 

사회분과학문도 포함된다.”(Hua III/1, 11)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심지어 사실적 경험과학이 형상적 환원에 따라 전환된 

“선험적인 학문 [역시] 주제에서나 정초작업에서 세계사실(Weltfaktum)에 관한 

아무것도 내포하지도 전제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러한 자연적 태

도를 상실하지 않는다”는 점이다.(Hua IX, 48) 즉 학문이 요구하는 현상학적 환

원에 의해 다양한 방식으로 세계의 모습이 바뀔 수 있지만, 사실적 학문이든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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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적 학문이든 대상이 존재하며 대상들의 총체인 세계가 존재한다고 하는 믿음

에는 변화가 없다. 다시 말해, 초월론적 주관에 의한 세계의 구성을 탐구하는 

초월론적 현상학을 제외하고, 사실적 학문과 형상적 학문을 포함하는 모든 종류

의 객관적 학문은 ‘자연적 태도’의 상관자인 세계를 전제로 수행되는 것이다.162)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앞에서 이론적 태도와 자연적 태도의 구분에 상응하여 

객관적 학문과 생활세계를 구분하여 논하였지만, 실상 세계를 전제한다는 점에

서 학문적 태도도 넒은 의미의 자연적 태도로 간주해야 한다. 그리고 이에 따라 

학문적 태도 내에서 구분했던 자연주의적 태도와 인격주의적 태도도 모두 넓은 

의미의 자연적 태도에 속한다. 객관적 학문과 주관적 삶은 단절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론적 태도에서 수행되는 객관적 학문을 위한 탐구활동 자체가 생활세

계를 전제하며 살아가는 자연적 태도의 한 방식이기 때문이다.163)

모든 종류의 객관적 학문은 생활세계에 토대를 두고 있다. “세계는 [모든] 가

능한 경험과 경험적 인식[이 가능한 모든] 대상들의 총체이며, 참된 이론적 사

유[를 통해] 현행적인 경험의 근거 위에서 인식할 수 있는 대상들의 총체

다.”(Hua III/1, 11) 즉 다양한 방식의 직관에 의해 탐구의 권역이 개시되고 나아

가 개념적 사유에 의해 탐구를 수행하는 학문들은 모두 생활세계의 토대 ‘위에

서’, 바꾸어 말해 그렇게 전제되어 있는 세계에 ‘대해서’ 수립되는 것이다. 생활

세계에서 근원적 직관에 의해 근본개념을 획득함으로써 수립되는 학문들이 일

련의 위계와 체계를 형성하는 까닭은, 이 생활세계가 장차 학문적 탐구로 발전

할 모든 요소들을 맹아(萌芽)의 형태로 이미 함축하고 있는, 아프리오리하게 구

조화된 질서의 장(場)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직관적으로 경험의 세계와 학문적 진리세계의 본질적

인 연관을 [경험세계가 지닌] 구체적이고도 일반적인 구조에서 천착해야만 한

다.”(Hua XXXII, 101) 선-학문적이고 선-반성적이라는 의미에서 “개념적으로는 

아직 침묵하는 보편적인 경험과 [보편적인] 경험의 세계(die universale, begrifflich 

noch stumme Erfahrung und ihre Erfahrungswelt)로 되돌아가는 것, [그리고] 그 세

162) “학문이 필연적으로 전제로 삼는 것은, 학문의 보편적인 주제, 즉 학문의 세계영역

이 학문에 주제로서 미리 주어져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가장 보편적인 세계학문

은 세계가 미리 주어져 있음을 전제로 한다.”(Hua IX, 225)
163) S. A. Staiti(2014), p.106. 그런 의미에서 필자는 후설의 ‘자연적 태도’를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좁은 의미에서의 자연적 태도는 객관적 

학문을 가능하게 하는 이론적 태도와 구별되는 것으로서, 객관적 학문에 대한 판단중

지를 통해 일상적 삶의 세계를 개시하는 태도가 바로 좁은 의미의 자연적 태도다. 그
러나 객관적 학문이든 생활세계든 모두 ‘세계’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넓은 의미의 

자연적 태도와 대립되는 것은 초월론적 현상학적 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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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관통하는 (…) 필연적인 것으로 인식될 수 있는 구조들을 탐구하는 일”이 

필요한 것이다.(Hua XXXII, 26)164) “경험세계의 보편적 구조에 대한 학문인 보편

적 세계학은 (…) 모든 가능적인 개별과학에 불가침적 규범을 예시하며, 그 본질

적인 구획들(Demarkationen), 그 영역과 문제의 구획은 물론 연구의 구획도 미리 

윤곽을 그릴 것이기” 때문이다.(Hua IX, 194)

“고유한 구조를 지닌 경험세계 자체는, 스스로 완결되어 있는 경험세계의 무한한 구조

로서 [학문적으로 탐구하는 것이] 가능한 권역들에 대한 입문을 제공한다. 그리고 이론적

인 세계관심이 지배하는 곳에서, 각각의 권역은 어떤 고유한 학문의 주제적인 권역이 될 

수 있고 또 그렇게 되어야만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그 자체로 근본적으로 정초

된 학문들의 ‘구획(Klassifikation)’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다.”(Hua XXXII, 26)

3절 생활세계에 정초된 내용적 학문구획

위에서 우리는 자연과학과 정신과학의 구분에 대한 논의를 유보한 채, 모든 

경험과학에 대해 적용되는 형식적 학문구획을 고찰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형식적-일반적인 것을 떠나, 내용적-실질적 규정의 완전한 충만함을 염두에 두

면서 현실적인 세계를 파악한다.”(Hua XXXII, 68) 그리고 이렇게 파악된 세계 

경험에 기초하여, 자연과 정신에 대한 후설의 내용적 구획을 살펴볼 것이다. 그

렇게 함으로써 생활세계가 어떻게 자연과 정신의 영역으로 분화되고, 자연과학

과 정신과학이 수립되는 근거인지 알게 된다.

자연과 정신이라는 “본질적으로 완결된 존재권역으로서 영역의 이념은, 그 자

체로 고찰하면, [그에] 상응하는 학문의 이념에 선행한다.”(Hua XXXII, 29) 즉 자

연과학과 정신과학의 구분의 근거에는 자연과 정신의 영역적 구분이 전제되어 

있다. 그런데 “자연과 정신은 (…) 그 자체로 완결된 권역이 아니라, 완결된 더 

상위의 권역을 지시해야 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전형적인 의미에서 학문의 통

일성을 만든다.”(Hua XXXII, 27) 왜냐하면 모든 종류의 객관적 학문은 모두 ‘세

계’에 대한 것이기 때문이다.

164) 본고가 3부에서 고찰한 것처럼, 딜타이도 삶의 경험이 지닌 ‘암묵적 사유’로서의 

‘체험의 지성성’을 강조했었다. 이러한 점에서 근본적으로 후설과 딜타이는 기본적인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다만 딜타이의 결정적인 한계는 바로 

체험에서 ‘암묵적인 사유’가 작동하고 있다고 말할 뿐, 그것이 ‘세계 경험의 보편적 

구조’와 관련하여 천착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서는 본고가 논의를 진행해 

가면서 추후에 상세하게 다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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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과학과 정신과학이라는] 완결된 학문영역의 근본적인 분할(Austeilung)은 [세계라

는] 근본적인 토대를 탐구하는 과제와 연관되고, 또 철학적으로 요구되는 의미에서 유일

하게 가능한 가장 엄밀한 학문을 만드는 것이다.”(Hua XXXII, 27) 

즉 자연과 정신에 대한 후설의 내용적 “구분은 [객관적 학문에] 앞서-주어져 

있는 개별적인 존재의 왕국[으로서의] 세계(Welt)와 관계한다. [그리고] 우리는 

그 출발에 있어서 선-학문적인 세계를 획득하기 위해 모든 [객관적] 학문을 배

제한다.”(Mat. IV, 140) 물론 생활세계의 구조를 탐구하는 현상학적 분석 역시 학

문적 이론화이며, 따라서 완전한 객관적 이론화를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법적으로’ 이러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그것이 “학문에 앞서는 직

관적 대상으로의 길을 열어주기” 때문이다.(Mat. IV, 143) “자연과 정신의 구획”

에서 “자연과 정신의 정당한 의미”는 “그것이 선-이론적으로 주어지는 한에서”, 

그러니까 “선-이론적 인식이라는 의식작용”에서 “근원적으로 주어지는 직관”에 

근거하여 수행되어야만 하는 것이다.(Mat IV, 118)

“정당한 이론은 우선은 원본적으로 부여하는 직관(우리의 경우에는 경험)이 단적인 방

식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즉] 일정한 ‘내용’ 또는 의미를 지니고 존재하는 것으로 정립

한 것을 간접적인 사유 속에 술어적으로 규정하는 것 이외에 아무것도 수행할 수 없다. 

따라서 ‘근원적 분석’이 대상의 원본적 의미로서 원본적 직관으로부터 길어낸 것은 어떤 

이론을 통해서도 폐기될 수 없다. 이 의미는, 모든 가능한 이론적 인식이 이성에 적합하

게 결합된, 전제되어야 하는 규범이다.”(Hua IV, 91)

세계에 대한 직관은 일차적으로는 사실적인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주어져 

있는 경험의 세계를 선험적인 고찰을 목표로 변양시킨다면, [즉] 자유로운 상상 

안에서 [모습을] 바꾸어 생각한다면,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사실적인 경험을 

가능적인 경험으로 변경하게 되고, 그리하여 우리는 직관적인 영역에 머물면서, 

우리의 아프리오리는 내용적인 아프리오리의 성격을 갖는다.”(Hua XXXII, 104)

“모든 사실은 자신의 아프리오리를 가진다. 그러므로 사실학들이 전체적으로 체계를 

이루고 있는 조직의 사실 역시, 모든 가능한 세계 일반과 더불어 아프리오리를 분유하는 

세계의 본질형식에 상응하여, 각자의 본질유형을 지닌다. 아프리오리는 원리적인 것이고, 

세계 일반의 원리적인 구조형태는 한갓 분석적인 것이 아니라 내용적인 세계형식[으로

서], 세계에 대해 가능한 모든 학문들에 과제를 미리-그리고, 그것도 이러한 형식에 맞는 

일반성 안에서 [미리-그린다.] (…) 가능한 세계의 체계적인 통일구조는, 자신의 상관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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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구조 내지 그 구조에 체계적으로 연관된 부분구조에 관계되는 학문의 유형의 체

계적인 통일구조 안에서 갖는다.”(Hua XXXII, 122)     

 

즉 생활세계에서 직관적으로 경험되는 아프리오리한 내용의 구조는 그에 상

응하여 수립되는 학문을 미리 지시한다. 왜냐하면 “감각적으로 [주어지는] 세계 

자체(die Welt Selbst)가 자신의 고유한 의미를 통해 (…) 자신 안에 ‘객관적인’ 

것으로 이념화(Idealisierung)될 가능성과 경향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Hua

XXXII, 102) 생활세계에 기초한 “아프리오리한 존재론(apriorische Ontologie)”으

로서의 영역적 존재론을 통해서 “우리는 자연적 세계로 또는 정신적 세계로 구

조화될 세계의 가능성을, 거기에 아프리오리하게 포함되어 있는 구조들과 더불

어서 인수한다.”(Mat IV, 144-5)

“[왜냐하면] 우리는 이러한 일반적 방법에 의해[서만] 확실한 실마리, 곧 가능한 세계

학문들을 미리 분류하고, 이들을 경험세계의 본질구조 위에 정초하며, 이들에게 근원적

으로 천착된 본질개념을 공급하기 위한 실마리를 획득하기 [때문이다.]”(Hua IX, 90)

그러므로 우리는 생활세계의 경험이 지닌 “유형의 관점에서, 세계의 구조적인 

항들에 대한 고찰을 통해 학문적 수행이 산출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어

떻게 가능한 학문들이 구획될 수 있는지를 물어야만 한다.”(Mat. IV, 142) “[즉] 

경험작용 속에 본질적으로 놓여있는 지향들을 전개하는 가운데 경험된 것 자체 

– 영역적 대상들의 관련된 유(類) - 의 의미를 직관하면서 파악하고, 이 의미를 

엄밀한 분석과 기술 속에 표현하기 위해, 본질직관 속에서 경험된 것 일반과 그 

자체에 관한 본질을 숙고하는 것이 타당하다.”(Hua IV, 91)

이제 본격적으로 생활세계에서 자연과 정신에 대한 근원적인 경험을 살펴보

자. 생활세계에서 우리는 다양한 종류의 대상을 경험하며 살아간다. “경험적인 

것으로부터 출발하여 외적직관과 직관된 대상 자체를 고찰하면, 우리는 외적으

로 공간사물적인 지각과 상상직관의 상관자로서 사물(Dinge), 더 분명히 말해 

공간사물이 유형(Typus)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다.”(Mat. IV, 120) “사물들은 언

제나 그때마다 언어적 명사 속에서 주조된 구체적인 유형을 갖는다. 그리고 모

든 특수한 유형은 모든 것의 가장 일반적인 영역적 유형에 의해 포괄된다.”(Hua

VI, 230) 즉 생활세계의 경험은 대상의 일반적 유형으로서 물체와, 생명체, 인격

체에 대한 직관적인 앎을 전제한다. 바위는 생명이 없는 물체로서 물리적 자연

에 속한 것이고, 개(犬)는 자연에 속하는 생명체이며, 사람은 의식을 지닌 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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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주체로서 정신적 세계에 속한다. 그러니까 생활세계에서 어떤 실재에 대한 

우리의 경험은 그것이 속해 있는 “영역적 유형론(regionale Typik)”을 전제하고 

있다.(Hua IX, 68)

그렇다면 다양한 종류의 존재를 나누는 기준은 무엇인가? 후설은 대상의 측

면에서 사물이 연장을 지니고 있는지의 여부가 생활세계에서 자연과 정신을 내

용적으로 구분하는 적절한 지표가 될 수 있는지를 검토한다. 일단 물리적인 것, 

즉 연장된 것으로서의 ‘물체’가 자연과학의 주제가 된다는 점은 분명한 사실이

다.(Mat IV, 121) “연장된 것에 국한하여, [우리는] 자연과 정신 사이의 명료한 

구분을 [획득하게 된다.] 자연과학의 주제인 종(種)적인 의미에서 자연은 순전한 

사물, 순전한 자연으로서의 사물, 즉 연장된 것(res extensa)이다.”(Mat IV, 121) 

“자연이란 서로에 대해 외부에 있는 형식을 지닌 실재들 전체의 세계로서 (…) 

순수하게 연장된 것이다.”(Hua VI, 294)

그렇다면 연장된 것으로서의 물체는 모두 자연으로 파악되는가? 그렇지 않다. 

물리적인 것이라고 해서 곧장 자연과학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천체, 돌, 

책상, 벤치, 작업도구, 그림, 예술작품, 사원과 교회, 무기, 100마르크 지폐 등과 

같은 물리적 사물은 (…) 자신이 지닌 본질에 따르면 모두 [자연]이지만, 그럼에

도 대부분은 그 이상(以上)이다.”(Mat. IV, 122) 위의 사물은 인간이 살아가는 정

신적 세계에 속한 대상인 것이다.

주검(屍體)의 경우 또한 흥미로운 사례를 제공하는 것처럼 보인다. 숨을 거둔 

인간이 남긴 신체는 의식이 결여되어 있는 존재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시신

(屍身)을 자연에 귀속시키기도 한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한낱 돌이나 금속과 

같은 물체로 취급하지는 않는다. 만약 의식이 없는 주검이 물체라면, 인간에게 

장례의 문화는 없을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면, 우리는 인간의 주검을 오히려 정

신적 세계에 속한 대상으로 간주해야만 하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인격적 주체는 언제나 정신과학의 주제가 되는가? 그렇지 않다. 우

리는 정신적 주체로서의 인간을 반드시 정신과학의 대상으로 간주하는 것은 아

니다. “주관은 신체를 지닌 한에서 연장된 것에 속하며 […] 신체를 통해 매개적

으로 공간에서 위치를 지닌다.”(Mat IV, 121) 이러한 이유에서 우리는 신체를 연

장된 사물로 파악할 수 있다. 즉 위에서 예로 든 주검처럼 “우리는 신체가 주관

을 위해 있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물리적] 사물로 생각할 수 있다. 심

지어 신체를 눈앞에서 보고 있을 때조차도 우리는, 신체가 진짜 [사람의 몸으로

서의] 신체가 아니라, [마네킹의 경우처럼] 주관과 결합되지 않은 [것으로서] 다

른 여러 사물들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할 수 있다.”(Mat IV,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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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자연과 정신 및 이들 양자의 명칭에 귀속되는 모든 학문들이 어떻게 상호 

관계하고 있는지에 대한 불명료함이 존재한다. 자연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이 명료하게 

구분된 채 우리 앞에 마주하고 서 있어서, 우리가 단지 전적으로 이쪽은 자연이고 저쪽

은 정신이라고 지적하기만 하면 족할 만큼 [양자를 구분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

은 것이다. 오히려 처음에 자명하게 구별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더 정확하게 숙

고해 보면 불분명하게 서로 엉켜 있고 이해하기 어렵게 상호 침투하고 있는 것으로 밝

혀진다.”(Hua IX, 54)

하지만 우리는 자연과 정신의 내용적 구획을 위해 “순수경험의 구체적인 세

계에서 [한편으로] 물리적인 자연과 정신성이 도처에 불가분한 것으로 상호 연

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한편으로 [자연과 정신이] 각기 그 자체로 완결

적인 연관으로서 순수하게 추적될 수 있다는 기본적인 통찰로 나아가야만 한

다.”(Hua IX, 104) 그러기 위해서는 복잡하게 얽혀 있는 이 문제를 두 가지 기준

으로 나누어 분석할 필요가 있다.

첫째, 바위와 사람의 경우처럼 자연적 존재와 정신적 존재가 단적으로 경험되

는 경우다. 이때 어떤 존재가 자연의 영역에 속하느냐 정신의 영역에 속하냐는 

그 존재가 물리적 존재인지 아니면 의식을 지닌 심리적 존재인지의 여부에 따

라 직관에 의해 단적으로 파악된다. 물리적인 것과 심리적인 것은 각각이 지닌 

내용적으로 고유한 본질에 따라 자연과 정신으로 구분된다. 둘째, 주검과 예술

작품처럼 단적으로 직관된 것을 다른 방식의 파악으로, 그러니까 물리적인 것을 

정신적 영역에 속한 것으로 또는 심리적인 것을 자연의 영역에 속한 것으로, 단

적인 경험에서 파악된 의미를 다른 영역으로 전용하는 경우다. 이때는 단순히 

물리적인 것과 심리적인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물리적인 것을 정신적

인 것으로, 또는 심리적인 것을 자연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파악의 방식이 문제

가 된다. 

이 두 가지 파악 중에서 더 근원적인 경우는 전자다. 왜냐하면 후자의 파악이 

가능한 것은 파악의 전환을 수행하는 의식작용의 주체를 전제하는 것인데, 그러

한 주체는 물리적인 것과 대비되는 심리적 존재이기 때문이다. 즉 후자의 파악

을 위해서는 자연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전제되어야 하

는데, 그것은 더 직접적이고 단적인 경험인 전자의 경우에 의미를 빚진다. 그러

니까 심리적 존재이자 파악된 의미를 다른 영역으로 전용하는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의식의 주체가 물리적 사물과 다르다는 것은 근본적인 구분인 것이

다.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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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우리는 후설 현상학에서 내용적-존재론적 기준이 한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라는 점을 알 수 있게 된다. 하나는 본래적인 의미에서 연장된 것으로서의 

물리적 존재와 의식을 지닌 것으로서의 심리적 존재의 구분이고, 다른 하나는 

이렇게 파악된 의미를 자연과 정신의 영역으로 전용함으로써 생겨나는 구분이

다. 이 두 가지 기준을 교차시킴으로써 후설 현상학에서 자연과 정신의 내용적 

구획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위의 사분면은 생활세계에서 근원적으로 경험되는 네 가지 종류의 존재를 보

여준다. 우선 세계에 있는 모든 존재는 내용의 관점에서 연장을 지닌 물리적인 

것과 의식을 지닌 심리적인 것이 내용적 본질에 따라 구분된다. 물리적인 것은 

165) 하지만 주의할 것은,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후자의 파악 역시 생활세계의 경험

이 지닌 직관의 한 방식이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파악된 의미가 전용된 존재

를 직관적으로 경험하지, 사유에 의해 의미의 전용을 추론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우리는 책상을 앉을 수 있는 도구로 직접 파악하지, 우선적으로 물리적 자

연사물로 파악한 다음 그것으로부터 다시 용도나 사용가치를 추론하여 덧붙이지 않는

다.
166) 여기서 ‘동물’이란 ‘식물’과 대비되는 존재로서의 ‘금수(禽獸, Tier)’가 아니라, 영혼

이 결부되어 있는 ‘생명적 존재(animalisches Wesen)’를 지칭한다. 후설은 생활세계에서 

경험하는 실재의 종류를 물리적 존재, 심리적인 것으로서의 영혼이 결부된 생명적 존

재, 정신적 존재의 세 가지로 구분한다. 즉 인간은 세 가지 존재의 층을 모두 갖는 존

재다. 즉 인간도 어떤 의미에서는 생명적 존재로서 동물과 다르지 않지만, 전적으로 

동물과 같은 의미에서 생명적 존재이기만 한 것은 아니다. 후설은 동물을 생명적 존

재에 포함시키지만 식물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취한다.(Hua IX, 103-104)

정신-문화

(Geist-Kultur)

(Ⅱ)
문화적 대상

(Ⅰ)
인격적 주체

물리적인 것

(das Physische)
[자연]

의미․가치․목적이

부여된 것
나 / 나의 몸 / 타인 심리적인 것

(das Psychische)
[정신](Ⅲ)

물체

(Ⅳ)
심리-물리통일체

물리적인 것
동물166) / 객관적 

신체

자연

(Nat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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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되어 있으며 심리적인 것의 본질인 의식을 결여하고 있다. 양자의 차이가 

바로 위 표에서 좌우를 나누는 기준이 된다. 세계에 존재하는 사물들은, 사람이

나 동물과 같이 영혼을 지닌 살아있는 존재인‘심리적인 것(das Psychische)’과, 바

위나 금속처럼 살아있지 않은 ‘물리적인 것(das Physische)’으로 나뉜다.(Hua IX, 

103) 필자는 이것을 후설의 수행한 ‘내용적 학문구획’ 중에서 ‘존재론적 구획’이

라고 부르고자 한다.

그런데 후설의 내용적 학문구획에는 존재론적 구획뿐만 아니라 다른 한편으

로 ‘방법론적 구획’이라고 부를 수 있는 ‘자연’과 ‘정신’의 구분이 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현상학적 태도변경에 의한 정신과학과 자연과학의 대상영역에 상

응하는 것으로, 사분면의 위와 아래를 가르는 기준이 된다.

그러면 이에 따라 먼저 자연과학의 대상영역이 되는 ‘자연(Natur)’이 무엇인지 

살펴보자. 심리적 존재로서의 사람과 동물은 순전히 심리적인 존재이기만 한 것

이 아니라, 물리적인 것으로서의 신체(身體)를 반드시 지녀야만 한다. 신체는 그 

자체로 순수하게 파악하면 물리적인 것으로서 심리적인 것과는 다르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물체로서의 신체는 인간과 동물에게 실재적으로 속한다. 그리고 물

리적인 신체가 없이는 영혼을 지닌 생명적 존재가 지각될 수 없다는 점에서, 물

리적 신체는 영혼을 지닌 생명적 존재의 존립을 위해 불가결하다. “모든 정신은 

‘자연’의 측면을 지니고 있다(Jeder Geist hat eine ‘Naturseite’).”(Hua IV, 279) 그렇

기 때문에 신체는 다른 방식으로 파악될 보편적인 가능성, 즉 그것이 영혼을 지

닌 주체에서 영혼이 없고 생명이 없는 물체로 환원될 수 있는 경험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모든 생명적 존재는 순전한 물체로 (…) 죽은 물체, 즉 시체(Leichnam)라고 불

리는 물체로 변화될 수 있는 것이다.”(Hua IX, 106) 따라서 인격적 주체로서의 

정신적 존재도 신체를 지니고 있는 한에서 외부세계의 대상으로 파악되면 실재

적인 것으로 간주된다.(Mat. IV, 128) “실재적인 것으로서의 주관”은 신체를 지니

면서 물리적 세계에 편입되어 있는 주관이다.(Mat. IV, 136) 그런 점에서 (Ⅲ)“전

형적인 의미에서의 자연은 물리적 실재성 및 물리적인 세계”에 국한되지만, 

(Ⅳ)“확장된 개념으로서의 자연”은 비단 물리적으로 실재적인 것만이 아니라 

“실재적인 것으로서의 정신”인 “주관적-실재적인 것”을 모두 포함한다.(Mat. IV, 

136) 이로써 ‘자연’은 위의 내용적 학문구획의 사분면에서 (Ⅲ)과 (Ⅳ)를 포괄하

는 영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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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재적인 모든 것을 포괄하는 이러한 자연 개념은, 특히 ‘자연적 세계’라는 의미에서 

불가결하다. 우리는 거기에서 결합되어 있는 통일체를 가지는데, 왜냐하면 물리적인 것

의 총체로서의 자연과 더불어 모든 개별적 주관들이 결합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로써] 

우리는 이제 ‘좁은 의미의 자연’과 ‘넓은 의미의 자연’이라는 이름 하에서 근본적으로 구

획되는 개념들을 확립하게 된다. [이것을 각각] 물리적 자연과 심리-물리적 자연[으로 부

를 수도 있겠다.]”(Mat. IV, 136-7) 

이제 정신과학의 대상영역이 되는 ‘정신(Geist)’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위에서 

우리는 신체를 심리-물리적 통일체로서 자연의 영역에 귀속시켰다. 하지만 다른 

측면에서 “현상학적으로 고찰할 때, 세계에 존재하는 주관성(영혼을 지닌 정신)

과 세계에 존재하는 물리적 사물성은, 두 가지로 분리된 채 단지 외적으로만 결

합되어 있는 실재적 사건들의 묶음이 아니라, 자신 안에 이미 고유한 감성의 존

재층을 지니고, 자유로운 운동성을 지니면서, 그것을 통해서만 오직 정신이 자

연, [즉] 퓌지스의 왕국에서 위치를 지닐 수 있게 되는, [양자를] 결합하는 가교

로 드러난다.”(Mat. IV, 186)

다시 말해 신체는 자연적 대상인 물체로 드러나기도 하지만, 자연과 다른 관

점에서 보면 심리-물리적 존재보다 한층 더 높은 단계의 통일체인 정신적 주체

로 파악된다. “신체는 (…) 자연의 관점에서 실재성이며, 동시에 정신의 관점에

서도 실재성이다. 즉 신체는 실재적 상황의 두 가지 방향에 속한 이중적 실재성

(doppelte Realität)이다.”(Hua IV, 284) 따라서 신체가 자연이 아니라 정신의 관점

에서 누군가의 신체로 파악된다면, 그 “신체는 (…) 심리적 삶이 주재하고 있는 

거처로 주어진다.”(Hua IX, 107) 이로써 우리는 자연에서 단순히 물리적인 것으

로서의 신체와 정신적 주체로서의 인격을 구분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우리가 경험하는 이러한 인격체에는 비단 ‘나’ 뿐만 아니라 ‘타인’이 

있으며, 또 여러 인격적 주체의 상호주관적 결합으로서의 ‘공동체’ 역시 개별적 

인격체보다 더 높은 단계의 인격체로 간주할 수 있다. 그리고 개별적이거나 상

호주관적인 모든 인격체는 정신적 기능을 수행하는 주체로서, 자신이 살아가는 

환경세계에서 다양한 경험을 통해 의식작용을 수행하면서 사물에 목적, 가치, 

의미 등을 부여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인격적 주체는 다양한 종류의 사물에 의

미와 가치를 부여하고, 그것에 대해 의지와 목표를 가지며, 그것을 실현하기 위

한 제작과 실천적 행위를 통해 다양한 종류의 대상을 창출한다. 그리고 정신적 

의도를 실천에 옮겨 다양한 대상을 창출하는 행위는 비단 한 개별적 주체에 의

해서만 수행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주관적으로 결합된 인격체로서의 공동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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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함께 수행된다. 우리는 정신의 관점에서 이러한 방식으로 형성되는 사물을 

문화대상 또는 ‘재(Güter, 財)’라고 부른다.

후설은 자연과 대비되는 것으로 ‘정신’과 “문화(Kultur)”를 같은 개념으로 사용

한다.(Mat. IV, 137) 즉 문화에는 “협의의 문화”와 “광의의 문화”가 있다. (Ⅰ)좁

은 의미의 문화는 인격적 주체로서의 개별적 주관과 공동주관의 연대와 결합으

로서의 인격적 공동체를 일컫는다. (Ⅱ)반면 가장 넓은 의미에서 자연과 대비되

는 것은, 개별적 주관이든 공동적 주관이든 정신적 기능을 “수행하는 주관의 

[지향적] 상관자”로서 주체의 정신적 작업수행을 통해 의미를 부여받은 모든 것

을 지칭한다.(Mat. IV, 138-9) 이에 따라 우리는 위의 사분면에서 (Ⅰ)과 (Ⅱ)를 

포괄하는 영역을 ‘문화’라고 부를 수 있다. 

“이제까지의 대립을 통해 한편에는 순전히 실재적인 것들의 세계, 의미가 없는 것으로 

고찰된 세계, 의미와 전혀 관계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는 세계인 ‘자연(Natur)’이 있게 

된다. [그리고] 다른 한편에는 의미로 충만한 세계, 개별적 주체 또는 공동적 주체에 의

해 부여되었던 의미 내지 어쩌면 가능한 주체에 의해서 부여될 의미의 세계가 있다. […] 

만일 우리가 후자의 관점에서 특히 ‘정신과학’을 생각하고, 또 거기에서 ‘정신(Geist)’이라

는 단어가 유일하게 가지고 또 가질 수 있는 뜻을 생각해 본다면, [자연과 문화의 대립

은] 자연과 정신의 대립과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문화(Kultur)’라고 말할 

때 우리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의미를 부여하고, 의미작용수행을 통해 정신화시키고, 

정신적으로 결합시키는 주체의 형성물이다. 반면 ‘정신’이라는 말에서 이러한 형성물은 

[주체와의] 상관작용에 우선적인 강조점이 있는 것이다.”(Mat. IV, 139)

요컨대, 우리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우리는 자연과 정신을 구분하는 

기준으로서 일차적으로는 물리적인 것과 심리적인 것의 구분에 의지한다. 물리

적인 것은 자연에 속한다. 그러나 심리적 존재가 지닌 신체가 자연에 속하는 대

상으로 파악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자연 내에서 (Ⅳ)심리-물리적 통일체를 

(Ⅲ)순전히 물리적인 것과 구분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신체를 자연적 대상으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고유한 몸으로 주재하면서 정신적 기능을 수행하는 (Ⅰ)

인격적 주체를 우리는 정신적 존재라고 부른다. 그리고 정신적 존재가 의식작용

을 통해 의미를 부여한 물리적인 사물은 더 이상 물리적인 자연에 속하는 대상

이 아니라 정신적 세계에 속하는 (Ⅱ)문화적 대상이 된다.167)

167) 여기서 필자는 위에서 제시한 사분면을 좀 더 상술할 필요성을 느낀다. 가령 이제

까지 소위 ‘현상학적 존재론’은 ‘물리적 존재’, 심리-물리적 통일체로서의 ‘생명적 존

재’, 인격체로서의 ‘정신적 존재’라는 3층의 구조로 논의되어 왔다. 필자가 위에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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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생활세계에 존재하는 실재의 종류를 위와 같은 사분면을 통해 현상학적

으로 구획하는 것이 언제나 명료한 것은 아니다. 앞서 후설이 고백한 것처럼 여

기에는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 공백이 있고 여전히 불명료한 점이 많다. 단적으

로 ‘신체’는 물리적인 것, 심리-물리적인 것, 인격적인 것에 모두 귀속될 수 있

으며, 그런 의미에서 ‘신체’를 위의 사분면 중 어느 하나에 전적으로 배치시키

기에는 무리가 있다. “신체와 정신의 통일체는 이중적이며, 상관적으로 통일적

인 인간지각에는 이중적 파악(doppelte Auffassung)(인격주의적 파악과 자연주의

적 파악)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Hua IV, 247) 비단 신체뿐만 아니라 생활

세계에서 경험되는 많은 대상들이 위의 사분면의 어느 하나에 전적으로 속하는 

것이 아니라, 현상학적 태도변경에 의해 사분면을 넘나들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파악될 수 있다.168) 

그래서 후설은 “정신이 없는 자연은 없고, 자연이 없는 정신도 없다(Natur ist 

nicht ohne Geist, Geist nicht ohne Natur denkbar)”고 말한다.(Hua XXXII, 16) 다시 

말해 생활세계에서 구체적으로 경험되는 실재에서 “자연은 정신적 규정을 지니

고 있으며, 정신 역시 자연의 규정을 지닌다. 이것은 학문적으로 완결된 모든 

[영역적] 개념파악이 추상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Hua XXXII, 16) 생활세계에

서 우리가 마주하는 실재에 대한 경험은 구체적인 반면, 영역적으로 분할되는 

자연과 정신의 개념은 구체적인 세계 경험에 대해서는 한낱 추상적인 구분일 

뿐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재론적 기준과 방법론적 기준의 교차에 따라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 [자연과 정신에 대한] 분할은, 자연과학과 정신과학

시한 사분면은 소위 3층 구조의 현상학적 존재론의 논의와 무관하지 않으며, 어떤 점

에서는 이러한 논의를 포함하고 있다. 다만 필자가 3층의 구조가 아니라 존재의 사분

면을 제시한 이유는, 3층의 존재론이 현상학적 태도변경과 다양한 직관의 방식에 따

라 하나의 존재가 다른 양상으로 드러나 보일 수 있다는 사태를 시각적으로 (또는 직

관적으로) 보여주는 데에 한계가 있으며, 이에 따라 학문의 구획을 제시하는 데에 적

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 본고가 해명하려고 하는 사태와 목적에 비추어 볼 때 필자

는 이제껏 많이 논의되어 온 3층 구조의 현상학적 존재론보다는 필자가 제시한 사분

면이 더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양자가 무관하지 않음을 보이기 위해서 필

자는 다음을 언급한다. 즉 위 사분면의 (Ⅲ), (Ⅳ), (Ⅰ)은 각각 현상학적 존재론의 물

리적인 것, 생명적인 것, 정신적인 것에 해당한다. 그리고 정신적인 것을 ‘주관정신’과 

‘객관정신’으로 나눈다면, (Ⅰ)은 개별적 주관 또는 그러한 주관에 의해 구성된 정신

적 존재 (Ⅱ)는 상호주관적 주관 또는 그러한 주관에 의해 구성된 정신적 존재를 지

칭한다.         
168) 메를로-퐁티가『지각의 현상학』에서 ‘신체’를 다양한 차원에서 분석할 수 있는 것

은, 바로 신체에 대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다양한 현상학적 태도 또는 다양한 방식

의 직관과, 그로 인해 가능해지는 다양한 관점적 시각 덕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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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각자의 정당한 위치를 제공하고, 각각의 학문들이 이러한 위치에서 자신의 

정당한 의미에 따라 규정되는 데에 이용된다.”(Hua XXXII, 69) 즉 위의 구획은 

생활세계에서 경험할 수 있는 존재의 종류와 그에 대한 파악의 방식을 분류함

으로써 “근원적 경험의 세계인 생활세계로부터 이루어진 그와 같은 일반적 구

분(Scheidung)과 분류(Gruppierung)가 학문적 영역들의 구별에 결정적이다.”(Hua

VI, 230) 왜냐하면 생활세계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종류의 대상들을 유형적 본질

에 따라 물질적 자연, 생명체, 인격, 인격적 공동체, 정신적 산출물로서의 문화

대상으로 분류하는 고찰을 통해서만, 비로소 자연과학과 정신과학의 구분이 시

야에 들어오기 때문이다.169)

“여러 학문들의 근원을 분명하게 분할하는 작업은 경험세계로 소급하여 수행되어야만 

하며, 모든 특수한 학문영역은 우리를 근원적 경험세계 내의 어느 영역으로 되돌려 보내

야만 한다. 여기서 우리는 철저하게 정초된 것으로서, 가능적인 학문들의 분배 또는 분

할을 발원시킨 근원지(Ursprungsort)를 파악하게 된다.”(Hua IX, 64) 

리케르트는 학문구획의 사분면을 제시하면서, 전형적인 의미의 문화과학은 가

치에 관계하는 개별화하는 학문이고, 전형적인 의미의 자연과학은 가치에 관계

되지 않는 일반화하는 학문이라고 규정하였다. 하지만 후설의 내용적 학문구획

의 사분면에 따르면, 모든 자연과학과 정신과학은 ‘이론적 가치’에 관계하며 또

한 모두 개별화와 일반화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리케르트의 학

문구획은 핵심을 적중하지 못한 것이다. 오히려 자연과학과 정신과학을 가르는 

결정적인 기준은 다양한 존재가 지닌 사태의 본성에 따라 본질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직관적 경험의 내용에 있다. (Ⅲ)물리적인 것과 (Ⅳ)심리-물리적 통일체를 

탐구하는 학문은 자연과학이며, 심리적-정신적 존재로서의 (Ⅰ)인격적 주체와 

(Ⅱ)주체가 의미를 부여한 문화세계를 탐구하는 학문은 정신과학인 것이다.    

이로써 우리는 자연과학과 정신과학 또는 자연과학과 문화과학의 구획을 수

행하였다. 그런데 우리는 현상학의 지향성의 원리에 따라 위와 같이 구획되는 

169) “우리는 세계파악을 지배하는 물질적 사물, 신체, 영혼 또는 심리적 자아 사이의 기

본적인 구별을 확인했고, 동시에 그것의 현상학적 근원원천에 관해서 그 구별을 연구

했다. 경험된 실재성이 직관적으로 주어진 항으로 조직됨으로써 그것은 모든 사유작

용, 특히 학문적으로 이론화하는 모든 사유작용에 선행하며, 경험사유 일반이 궁극적 

권리근거를 오직 경험에서 길어낼 수 있는 한 (…) 구성하는 파악 속에서 근본본질적

인 것으로부터 생기는 대상들의 근본본질적인 구별들이 학문적 영역들의 분리에 대해

서, 그리고 그 영역들이 제기하는 문제의 의미에 대해서 결정적임에 틀림없다는 사실

이 확실해진다.”(Hua V,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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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존재에 대해, 그 본성에 맞게 선험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고유한 파악의 

방식을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먼저 (Ⅲ)물리적 사물은 전적으로 감각에 

기초한 ‘외적지각(äußere Wahrnehmung)’에 의해 경험된다. 금속, 목재, 플라스틱

과 같은 고체 및 모든 종류의 액체와 기체는 우리의 감관에 주어지는 성질을 

통해서 파악된다. (Ⅳ)심리-물리적 통일체에 대한 경험도 역시 외적지각에 의해 

파악된다. 동물에 대한 지각이나 의식을 잃고 수술대에 오른 환자에 대한 지각

처럼, 객관적 신체도 마찬가지다. 심리-물리적 통일체로서의 객관적 신체가 외적

지각의 대상으로 파악되는 경우, 심리적인 것은 물리적인 자극에 대한 반응으로 

현출한다. 

(Ⅰ)인격적 주체로서의 인간에 대한 파악에서 우리는 세 가지 경우를 구분할 

수 있다. 한편으로 인간은 정신적 존재로서 자기 자신에 대한 경험을 할 수 있

다. 이 경우 자신이 수행하는 정신적 기능은 ‘내적지각(innere Wahrnehmung)’ 또

는 ‘반성(Reflexion)’에 의해 파악된다. 인간은 반성을 통해서 정신적 존재로서 

자신이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종류의 의식작용, 그러니까 자신의 마음을 파악한

다. 하지만 인간이 자신의 신체를 파악하는 두 번째의 경우는 이와 다르다. 나

의 몸은 물리적 측면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외적지각에 의해 파악되기도 하

지만, 신체는 전적으로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심리적 측면도 지닌다. 심리적인 

것은 마치 공간상에서 연장을 지닌 물체처럼 특정한 장소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감각을 통해 경험된다. 인간은 이러한 방식의 감각을 통해 자신의 신체를 

파악하는데, 외적지각과 구분되는 이러한 감각은 ‘정위감각(Empfindnisse)’이다.

다른 한편, 인간은 자신이 아닌 인격적 주체로서 타인에 대한 경험을 갖는다. 

이 경우 타인의 신체는 일차적으로 외적지각의 대상으로 파악된다. 자기 자신의 

신체는 정위감각에 의해 파악되지만, 타인의 신체는 원리상 정위감각에 의해 파

악될 수 없고 오직 물리적 사물과 마찬가지로 외적지각에 의해서만 파악된다. 

하지만 타인은 물리적 사물 그 이상이다. 이렇게 물리적인 신체에 대한 파악을 

통해 본래적으로는 파악되지 않는 타인의 정신적 측면을 파악하는 직관이 바로 

‘타인지각(Einfühlung)’이다.

그런데 타인지각이라고 해서 단번에 타인의 마음 전부를 알 수 있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 타인의 마음은 직접적으로 파악되는 경우도 있지만 ‘해석’을 

요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주의해야할 점은, 해석에도 낮은 차원의 기초적인 

이해와 높은 차원의 고차적인 이해의 여러 차원이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해석

이라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추론적 사고를 요하는 고차적인 이해를 말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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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아니다. 즉 현상학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해는 근원적인 직관의 범위를 넘어

서지 않는다.

(Ⅱ)인간에 의해 물리적 자연에 정신적 의미, 가치, 목적 등이 부여된 문화적 

대상은, 자연적 물체와 마찬가지로 일차적으로는 ‘외적지각’에 의해 파악된다. 

그러나 그 사물에 부여된 가치, 용도, 목적, 그리고 정신적 의미는 ‘가치지각

(Wertnehmung)’에 의해 직접적으로 파악되기도 하지만 경우에 따라 ‘해석

(Deutung)’을 요하기도 한다. 다른 문화권을 여행할 때에 난생 처음 접하는 물건

의 용도를 우리는 단번에 알 수 없다. 우선적으로는 자신이 속한 생활세계에서 

비슷하게 생긴 물건에 대한 경험을 토대로 미루어 짐작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또한 다른 종교에서 신성시하는 물건에 담긴 의미를 알기 위해서도 우리는 그 

종교가 추구하는 가치와 규범을 배워가면서 그 종교가 지향하는 바를 참조하여 

알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

생활세계의 토대 위에서 수립되는 모든 종류의 객관적 학문은, 그것이 탐구하

는 대상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그 대상의 본질에 부합하는 고유한 경험

의 방식에 의지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위와 같이 존재의 유형적 분류에 따

라 그 존재가 경험될 수 있는 고유한 방식이 본질적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사실

은, 생활세계에 존재하는 다양한 종류의 존재에 대한 경험의 방식이 곧 객관적 

학문으로 발전하기 위한 방법적 기초라는 것을 의미한다.170) 객관적 학문의 “방

법들을 형성할 수 있기 위해서는, 언제나 [직관적 주어짐 속에서] 방법들이 전

제되어 있어야만”하기 때문이다.(Hua IX, 226)

“방법이란 목표로 인도하기에 적합한 방식, [즉] 이성적이고 통찰력 있는 방식에 의한 

목표 지향적 행위를 의미한다(Methode sgat: zielgerichtetes Tun in verständlicher einsichtiger 

Weise, welche geeignet, zum Ziele hinzuführen). 더 적절하게 말하면 그 목표 지향적 행위

는, 행위자가 가는 길, 행위하고 보면서 가는 도정, 그 이정표와 더불어, 그 산물을 함께 

제시한다.”(Hua IX, 226 각주1) 

170) “원리적 본질, 어떤 범주적 유형(kategorialer Typus)에 관한 모든 학문의 이념 그리

고 모든 학문의 ‘의미’인 방법(Methode)의 이념은 학문 자체에 선행한다.”(Hua V, 13) 
“방법을 만드는 것은 소위 ‘현대과학’이나 ‘전문가들’이 아니다. 오히려 대상의 본질 

그리고 관련된 범주의 대상들에 관한 그에 속한 가능한 경험의 본질인 현상학적 구성

의 아프리오리가 방법의 모든 원리적인 것을 규정한다.”(Hua V, 22) “모든 학문의 방

법은 그 학문에 관련된 대상범주에 본질적으로 속한 원본적으로 부여하는 직관

(originär gebende Anschauung), 즉 원본적 파악의 종류에 의해 규정되어야만 한

다.”(Hua V,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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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칸트학파의 학문구획에 대한 현상학적 비판

이로써 우리는 다시 한 번 후설의 현상학적 학문구획이 리케르트의 학문구획

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후설의 내용적 학문구획에서 두 

가지 기준인 물리적인 것-심리적인 것의 구분과 자연적인 것-정신적인 것의 구

분은, 일견 리케르트가 학문구획의 두 가지 기준으로 제시한 내용적-존재론적 

구분과 형식적-방법론적 구분에 각각 상응하는 것처럼 보인다. 특히 리케르트가 

단지 방법론적 기준 하나로 만족하지 않고 자연과 정신의 영역적 구분을 말할 

때, 이것은 후설이 제시한 자연과 정신의 구분과 일치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

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양자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

먼저 리케르트의 이론에서 등장하는 학문구획의 두 기준은 소위 ‘형식적인 

것’과 ‘내용적인 것’의 구분이지만, 후설의 현상학에서는 ‘형식적 학문구획’에 

대해서도 두 가지 기준이, ‘내용적 학문구획’에 대해서도 두 가지 기준이 제시

된다. 우리는 앞에서 후설이 제시하는 형식적 학문구획의 두 가지 기준으로써, 

선험적인 것과 경험적인 것의 구분, 그리고 내용적인 것과 형식적인 것의 구분

을 살펴보았다. 이중에서 내용적인 것을 다시 두 가지 기준에 의해 구획하면서 

우리는 다시 물리적인 것과 심리적인 것의 구분, 그리고 자연과 정신의 구분을 

제시하였다. 그런 의미에서 후설의 학문구획은 소위 ‘형식적인 것’과 ‘내용적인 

것’의 두 가지 단순한 기준을 통해 수행되는 리케르트의 학문구획보다 훨씬 더 

중층적이고 다차원적인 입체적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물론 후설의 내용적 학문구획에 논의를 국한하자면, 우리는 자연과 정신에 대

한 후설의 구분이 리케르트가 제시하는 자연과 정신의 구분과 일치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후설이 제시하는 자연주의적 태도에서 인격주

의적 태도로의 현상학적 태도변경이, 리케르트가 제시하는 이론적 관심의 전환

이라는 테제와 문제의식이 같다는 점에 기꺼이 동의한다. 적어도 이러한 조건하

에서 우리는 후설의 현상학적 태도변경을 리케르트가 제시하는 내용적 구분의 

의미에서 ‘방법론적 기준’이라고 불러도 무방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양자의 근본적이고도 결정적인 차이는, 리케르트가 자연과학과 정신과

학의 또 다른 물리적인 것과 심리적인 것이 지닌 내용적 차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데에 있다. 왜냐하면 리케르트는 경험적 실재를 이질적 연속으로서의 

무한하고 무차별한 다양체로 가정하기 때문에, 후설처럼 경험적으로 직관되는 

실재에서 물리적인 것과 심리적인 것이 지닌 유형적이고 본질적인 내용적 차이

를 원리상 전혀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설령 리케르트가 물리적인 것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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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적인 것을 구분한다고 하더라도, 양자는 모두 자연과 정신의 이론적 관점에

서 구성된 개념적 인식의 대상일 뿐이다. 개념형성 이전에는 물리적인 것과 심

리적인 것이 원리상 구분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개념적 인식 이전에 근원적인 

직관에서 각각의 내용적 차이를 파악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후설의 입장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2) 딜타이의 학문구획에 대한 현상학적 비판

더 나아가 우리는 후설의 현상학적 학문구획이 딜타이의 학문구획과도 근본

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딜타이가 정신과학의 토대에 근원

적인 삶이 있음을 논함으로써, 그리고 근원적인 삶에서 외적경험을 통해 자연과

학의 자연이, 내적경험을 통해 정신과학의 정신이 분화됨을 보임으로써, 딜타이

는 후설의 현상학과 매우 유사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더욱이 자

연과 정신의 구분이 내용적-존재론적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이라는 딜타이의 입

장은 대상의 본질내용에 따른 ‘영역적 존재론’을 전제하는 후설의 학문구획에서

도 부인할 수 없는 통찰을 지닌다. 그럼에도 후설과 딜타이의 학문구획에는 다

음과 같은 결정적 차이가 있다.

딜타이는 자연과학과 정신과학을 구분하는 방법적 기준으로 외적지각과 내적

지각을 제시하지만, 오히려 정신과학을 위해서도 외적지각의 방법이 요구됨을 

간과하고 있다. 문화재는 주관적 삶이 표출된 것으로서 거기에 담긴 주관적 삶

을 ‘내적으로’ 이해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리적 측면을 지닌 이상 

우선은 ‘외적으로’ 파악되지 않으면 안 된다. 또한 인격체는 비록 정신적 존재

이지만 심리-물리적 통일체로서 자연과학의 대상으로 파악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다시 말해 물리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의 구분에 대한 딜타이의 견해

는 다소 완고하고 경직되어 있어서, 파악의 방식이 교차․전환될 수 있는 태도변

경의 가능성이 섬세하게 규명되고 있지 않다. 물론 체험에 대한 기술과 분석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심리학적 탐구에 비해 ‘객관정신’에 대한 ‘해석학적 탐구’에

서는 외적지각에 의해 파악되는 물리적인 것이 정신과학의 대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전환의 가능성이 시사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딜타이는 태도변경과 다양

한 직관적 파악의 가능성을 후설이 제시한 것만큼 방법론의 관점에서 체계적으

로 정교하게 논구하지 않았다.  

더욱이 딜타이가 자연과학과 정신과학의 구분을 위해 방법론적 기준으로 삼

는 ‘내적지각’과 ‘외적지각’의 대립은 다소 피상적이다. 딜타이는 타인을 이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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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서 요구되는 경험의 방식과 문화대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파악

의 방식을 모두 ‘내적지각’이라는 유개념으로 포함시킨다. 그러나 후설에 따르

면 타인과 문화대상은 사태의 본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파악하기 위해 요

구되는 경험의 방식도 좀 더 세분화되어야만 한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신

체’는 내적지각이나 외적지각 어느 한 방식으로 파악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다양한 파악의 방식이 요구된다. 후설은 ‘현상학적 태도변경’ 내지 ‘다양한 종류

의 직관들’을 염두에 두고 이러한 점을 정확하게 포착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상

학적 학문구획은 다양한 경험의 사태에 부합하는 더욱 엄밀하고도 다양한 방법

론의 수립을 가능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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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장 생활세계에서 수립되는 자연과학과 정신과학

앞에서 우리는 생활세계의 현상학의 토대 위에서 수행된 내용적 학문구획을 

통해 자연과학과 정신과학이 수립되는 근거가 자연과 정신에 대한 근원적 직관

의 경험에 있음을 보였다. 이러한 직관이 가능한 것은 자연과 정신이 현상학적 

통일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즉 자연과 정신의 통일체인 생활세계가 현상학적 

태도변경에 따라 한번은 자연으로 한번은 정신적 세계로 나타나는 것이다. 하지

만 생활세계에서 자연과 정신이 통일을 이루고 있다는 말은 여전히 해명을 요

구한다.

첫째, 본고는 후설 현상학의 ‘구성적 층(層)’의 개념을 통해서, 생활세계가 자

연과 정신이 층의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통일체라는 점, 그럼에도 인간이 삶을 

영위하는 세계는 근원적으로 물리적 자연이 아니라 주관에 의해 의미가 부여된 

정신적 세계라는 점을 보일 것이다.

둘째, 우리는 현상학적 환원의 의의를 되새김으로써 후설 현상학에서 말하는 

구성적 층의 구조와 자연주의가 전제하는 층의 구조 사이의 근본적인 차이를 

적시하고, 자연주의와 실증주의의 근본적인 오류가 어디에서 비롯되는지 보일 

것이다.

셋째, 우리는 현상학적 환원으로서의 추상, 수학화, 이념화, 형식화가 자연과

학의 발전에서 차지하는 방법적 의의를 확인하면서, 생활세계에서 자연과학이 

수립되는 과정을 추적할 것이다. 이로써 우리는 자연주의와 실증주의가 생활세

계에 대해 초월론적 주관이 여러 방법적 조작을 수행함으로써 구성한 산물인 

‘수학적 자연’을 오히려 생활세계의 토대로 뒤바꿔 놓는(metabasis) 본말전도(本
末顚倒)의 오류를 범하고 있음을 보일 것이다.

 

1절 생활세계에서 자연과 정신의 층의 구조 
앞에서 우리는 생활세계가 자연과 정신이 통일을 이루고 있는, 그래서 장차 

자연과 정신으로 분화될 수 있는 근원적 터전이라는 것을 살펴보았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의문이 남는다.

(1)우선 자연과 정신이 근원적 통일을 이루고 있다는 말은 여전히 애매하다. 

왜냐하면 통일이라고 말하기는 쉽지만,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의 통일인

지가 분명치 않기 때문이다. “정신이 없는 자연은 없고, 자연이 없는 정신도 없

다(Natur ist nicht ohne Geist, Geist nicht ohne Natur denkbar)”는 후설의 말은 일

종의 선언적 구호처럼 들릴 뿐 자연과 정신의 관계, 더 나아가 자연과학과 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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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의 성립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Hua XXXII, 16)

(2)자연주의적 태도와 인격주의적 태도라는 현상학적 태도변경에 의해, 구체

적인 생활세계가 한번은 자연으로 한번은 정신으로 드러난다고 하는 것도 의문

을 해소하기에 충분치 않다. 왜냐하면 이때, 한번은 자연으로서의 세계가 한번

은 정신으로서의 세계가 드러나는 것일 뿐, 자연과 정신의 근원적 통일로서의 

세계라는 말 자체가 해명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3)더욱이 생활세계가 인격적 주체인 인간의 삶이 영위되는 정신적 세계라면, 

자연과 정신이 통일된 것으로서의 생활세계에서 정신 외에 나머지 계기인 자연

의 위상은 무엇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일견 정합적이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이러한 테제들을 조화시키는 것이 바로 

생활세계에서 자연과 정신의 관계를 현상학적으로 해명하기 위한 결정적 관건

이다. 후설은 자연과 정신이 실제로 분리되는 두 개의 세계가 아니라는 점을 강

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실제로 두 종류의 세계, [즉] 존재적 차이를 통해 한편으로는 ‘자연’으로, 다른 한편으

로는 정신세계로 분리되는 두 세계가 문제인가? [어떤 점에서 설령 그렇다는 것을 인정

하더라도] 이것이 두 세계가 서로 전혀 관계를 맺고 있지 않다는 것, 두 세계의 의미가 

양자 사이의 본질적 연관을 수립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뜻할 필요는 없으며, 뜻해서도 안 

된다.”(Hua IV, 210) 

그렇다면 하나의 세계에서 자연과 정신은 어떠한 관계 속에 있는가? 형이상

학적 실체를 가정하는 데카르트의 이원론이 해법이 아니라면, 대상이 의식에 주

어지는 방식을 탐구하는 현상학은 어떠한 답을 내놓을 수 있을까? 후설이 제시

하는 답은 바로 생활세계가 자연 위의 정신이라는 ‘층(層, Schicht)의 구조’를 지

닌 통일체라는 것이다.

“인간은 (모든 생명을 지닌 실재와 마찬가지로 [심리-물리적 통일체라는 점에서] 이중

의 층을 지닌 실재(doppelschichtiges Reales)이며, 이러한 사실은 순수한 생활세계적 경험 

즉 순수한 경험 속에서 주어진다.”(Hua VI, 231)  

그런데 여기서 다음과 같은 의문이 드는 것은 불가피하다. 물리적 층 위에 심

리적 층을 쌓아올리는 자연주의와 실증주의를 이미 후설은 기각하지 않았던가? 

한편으로 자연주의적 태도의 자연과학이 자연적 태도의 생활세계에 토대를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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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고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생활세계를 해명하기 위해 자연주의의 이중적 

층을 다시 도입하는 후설은 일종의 선결문제의 오류를 범하는 것 아닌가? 만일 

그렇지 않다면 후설의 현상학에서 자연과 정신의 층이란 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우리는 이러한 물음을 염두에 두면서, 생활세계에서 자연과 정신의 이

중적 층의 구조가 무엇인지 논할 것이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현상학과 자연주의 

및 실증주의에서 말하는 층의 구조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입증할 것이다.

앞서 우리는 생활세계에서 자연과 정신의 구분이 직관적 파악에 근거한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자연은 외적지각에 의해서 파악되는 반면, 인격적 주체의 경

우에는 타인지각에 의해서 파악된다. 두 가지 방식의 지각은 의식작용의 종(種)

으로서 본질적으로 서로 다른 기능을 수행한다. 전자는 물리적 존재를, 후자는 

정신적 존재를 파악하는 서로 다른 작용이다. 그럼에도 두 가지 지각적 파악 사

이에는 일종의 정초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인격적 주체로서의 타인

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선 타인의 신체라는 물리적 측면에 대한 외적지각이 

없이는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정신적 세계에 속하는 문화적 대상의 경우에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가치, 목적, 의미가 부여된 문화적 대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는 먼저 그것의 물리적 측면에 대한 외적지각을 수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다면 정신적 존재에 대한 파악은 자연적 존재에 대한 파악에 의존하는 

것 아닌가? 우리는 정신적 세계가 물리적 자연에 기초하여 구성된다는 생각으

로 이끌리게 된다. 그리고 후설의 분석은 이러한 생각을 뒷받침하는 것처럼 보

인다. 후설은 물리적 자연으로서의 물체와 구분되는 생명적 자연으로서의 신체

의 구성 및 심리적 실재의 구성을 분석하면서, 마치 물체에 대한 파악에 기초하

여 그것에 심리적 층을 덧입히는 것처럼 서술한다. “더 높은 층, 종적으로 심리

적인 층은 신체사물에서 층으로서 ‘장소를 지니는’ 한에서, [물리적 사물에] 관

한 감각적 경험과 비슷한 방식으로 경험된다. 영혼은 [물리적 사물인] 신체에 

혼을 불어넣고(beseelen), [이렇게 해서] 영혼이 깃든 신체는 공간적-시간적 세계

의 통일체 안에 있는 하나의 자연대상이 된다.”(Hua IV, 175)

“심리적인 것은 경험에서 보면 신체와 하나이거나 실재적으로 하나다. 그러한 한에서 

[영혼은] (…) 신체에 또는 신체 안에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우리는 (…) [신체에 영혼

을] ‘주입(Introjektion)’한다는 표현을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Hua IV, 176)

후설은 다른 저술에서도 여러 차례 ‘주입’과 같은 의미에서 ‘혼을 불어넣음

(Beseelung)’의 개념을 사용한다. “물체적인 것은 영혼이 없는 것으로 경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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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영혼적인 것이 경험되고 경험될 수 있기 위해서는 (…) 신체를 토대

로 삼아야만 한다. 즉 혼이 깃든 물체가 경험되기 위해서는 [신체가] 토대로 전

제되어 있어야만 한다.”(Hua IX, 107) “만일 타인의 신체물체가 유기체의 양식을 

상실해 버리는 경우, 그때 신체라는 물체는 (…) 혼을 불어넣는 작용을 경험적인 

방식으로 고지하는 능력을 상실하며, 따라서 타인의 영혼적 삶도 원리적으로 경

험될 수 있기를 그친다.”(Hua IX, 108)

여기서 ‘주입’이나 ‘혼을 불어넣음’은 자연주의적 태도에서 인간을 심리-물리

적 통일체로 파악하는 분석에 국한되지 않는다. 후설은 정신적 존재인 인격적 

주체의 구성에 대한 분석에도 동일한 논리를 적용한다. 후설은 혼을 불어넣는 

작용을 낮은 차원에서 “물리적 신체 또는 물체에 혼을 불어넣는” 경우와 높은 

차원에서 “주재하는 자아-주체를 통해서 혼을 불어넣는” 경우의 두 가지로 구분

한다. 즉 앞서 4부 2장에서 살펴본 후설의 내용적 학문구획의 사분면에서 (Ⅲ)

에서 (Ⅳ)로 이행하면서 영혼이 깃든 물체는 심리-물리적 통일체로서의 신체가 

되지만, (Ⅳ)에서 (Ⅰ)로 이행하면 더 높은 차원의 존재인 “인격적 주체인 정신”

이 되는 것이다. 두 경우 모두에서 “혼을 불어넣는 작용은, 영혼이 공간계 내에

서 장소를 확보하고 물체적 토대와 함께 실재성을 획득하는 방식”을 뜻한

다.(Hua IX, 132)

예를 들어, 우리는 타인의 “표정이나 몸짓, 진술”에서 “한갓 물리적인 것을 경

험하는 것이 아니라 혼이 깃들어 있는 물리적인 것을 경험한다.”(Hua IX, 

111-112) 이때 인격적 주체로서 타인의 정신적 작용이 지향하는 의미는 그 자체

로는 실재적인 것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물리적인 것에 “구현됨(verkörpert)”으로

써만 “객관화된(objektiviert)” 실재가 될 수 있다.(Hua IX, 112) 후설은 이렇게 정

신적인 것이 물리적인 것으로 구현되는 방식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타인을 실재

적인 존재로서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한다.

“실재적인 주체는 동물적-인간적 주체의 양식에 따라 구체적으로 본다면 [물리적인 것

과 심리적인 것의] 두 개의 층을 가지기는 하지만, 각층이 서로 완전히 대등한 것으로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 비록 유기적 신체라는 형태로 변경된 것이기는 하지만 물리적인 

것은 독자적으로 하나의 완전한 구체적인 것을 제공할 수 있는 반면, 심리적인 것은 결

코 세계 안에서 구체적 자립성을 지닌 독자적 실재로 존재할 수 없다. 그러한 한에서 물

리적인 것은 [심리적인 것] 보다 더 높은 자립성(höhere Selbständigkeit)을 지닌다.”(Hua

IX,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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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심리적인 것, 또는 정신적인 것이 생활세계에서 실재적인 것으로 경험되기 

위해서는 더욱 높은 자립성을 지닌 존재인 물리적인 것에 구현되는 방식으로 

드러나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정은 (Ⅲ)물리적 사물에

서 (Ⅱ)정신적 의미가 부여된 “정신적 형성물(Geistesgebilde)” 내지 “문화대상

(Kulturobjekt)”으로 이행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Hua IX, 112) “객관화된 정신

(objektivierte Geistigkeit)”인 “문화의미(Kultursinn)”는 인격적 주체가 수행한 “의

도, 목적, 목표-수단의 설정, 실현행동에서 유래하는 주체적 형성작용에 의해 산

출된 형성체다.”(Hua IX, 114) 이때 문화대상이 지닌 정신적 의미는 비록 그 자

체로는 “실재성의 층(Realitätsschicht)이라는 방식으로 물리적 사물에 속하는 것

은 아니지만”(Hua IX, 116) 그럼에도 “[정신적] 의미는 어떤 물리적 실재 중에 

장소를 차지하고 있는 특유의 非실재적 층(irreale Schicht)”을 이루고 있다.(Hua

IX, 117) 즉, 정신적 주체의 의도, 목표, 평가, 의지는 그 자체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물리적인 것에 구현되어 실재적인 것이 됨으로써만 우리에게 경험될 수 

있는 것이다.   

요컨대, 후설이 수행한 구성적 층에 대한 현상학적 분석의 핵심은, 물리적 자

연에 혼을 불어넣음으로써 또는 정신적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심리-물리적 통일

체가 인격적 주체로, 그리고 물리적 사물이 정신적 의미를 지닌 문화대상으로 

탈바꿈한다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물리적 사물에는 정신적 주체가 수행하는 

“평가적 작용, 실천적 작용”에 따라 “아름다움, 필요, 목적” 등과 같은 새로운 

“의미의 술어가 덧붙여질” 수 있다.(Mat IV, 122) 이것은 혼을 불어넣는 의식의 

의미부여가 변함에 따라, 그에 상관적으로 주어지는 대상의 모습도 변한다는 것

을 의미한다.(Mat IV, 122-3)

예를 들어, 길가에 있는 돌을 위급한 상황에서 던질 수 있는 무기로 발견한다

고 해서, 돌이라는 사물 자체가 변하는 것은 아니다. 사물은 불변하지만 그럼에

도 새로운 술어를 취함으로써 전혀 다른 의미를 지닌 모습으로 드러난다.(Mat

IV, 123) 그것은 마치, 숲을 지나다가 어떤 나무를 ‘이정표’로 삼는 경우, 실재로

서는 변화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나무가 이제 나에게 특별한 정신적 의미를 지

니는 나무가 되는 것과 같은 이치다.(Mat IV, 124) 이때 자연적 사물은 “의미를 

창조하는 [의식] 작용의 수행 덕분에, 새로운 술어의 층을” 인수하는데, 그것은 

바로 “정신적 의미”의 층이다.(Mat IV, 123) 그러므로 우리는 후설이 물리적 자

연을 토대로 삼아 그 위에 다시 정신적 의미의 층을 쌓아올리는 방식으로 정신

적 세계를 구성하고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정신적 세계로서의 생활세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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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적인 자연이 정신적 의미를 덧입고 있는 층의 구조의 통일체인 것이다. 

생활세계에서 자연과 정신이 층의 구조를 이루고 있다는 분석을 통해, 우리는 

위에서 일견 정합적이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했던 테제들 중 두 가지를 

조화시킬 수 있다. (1)생활세계가 자연과 정신의 근원적 통일이라는 테제는 (2)

현상학적 태도변경에 의한 대상의 전환이라는 테제와 조화된다. 실재가 지닌 층

의 구조와 현상학적 태도변경을 일관된 방식으로 이해하는 경우, 정신적 세계에 

대한 직관은 외적지각에 의해 파악된 자연에 혼을 불어넣음으로써, 자연의 모습

을 변화시켜 인격적 주체 및 문화적 대상을 파악한다. 결국 혼을 불어넣는 의미

부여 작용은 자연에 대한 자연주의적 파악에서 정신에 대한 인격주의적 파악으

로 태도를 전환하는 작용과 다르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이것으로써 아직은 자

연과 정신의 층의 구조가 (3)생활세계가 근원적으로 정신적 세계라는 테제와 어

떻게 조화되는지 밝혀진 것은 아니다. 이를 해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후설

이 말하는 층의 의미를 되새겨보지 않으면 안 된다. 

 

2절 현상학과 자연주의에서 층의 의미 차이

생활세계에서 자연과 정신이 층의 구조를 이루고 있다고 하는 후설의 논의는 

주의 깊게 살펴보지 않으면 심각한 오해를 낳을 수 있다. 왜냐하면 자연주의 역

시 자연과 정신의 관계를 층의 구조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연주의는 물

리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의 관계를 인과법칙에 의해 설명하는데, 이러한 설명의 

전제가 바로 물리적 자연의 하부토대 위에 정신적인 것을 상부구조로 구축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후설의 현상학이 말하는 물리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의 층의 

구조는 외견상 자연주의가 취하는 입장과 별반 다르지 않게 보일 수 있다. 하지

만 후설의 현상학이 말하는 자연과 정신의 층의 구조는 자연주의가 전제하는 

자연과 정신의 층의 구조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근본적으로 다르다.

첫째, 현상학적 구성에서 물리적 층과 정신적 층의 관계는, 마치 ‘표현’과 ‘표

현된 것’의 관계처럼, 직접적 통일을 이루고 있다. 청각적인 말과 시각적인 글로 

표현되는 언어적 표현은 물리적 성격을 지닌다. 하지만 언어적 표현에 대한 파

악은 곧장 그것이 나타내는 의미에 대한 파악으로 이행한다. 책을 읽는 경우 우

리가 파악하는 것은 문자로 표현된 저자의 생각이지, 물리적인 종이 위의 검은 

무늬가 아니다. 즉 책에 대한 파악에서 물리적인 것에 대한 지각은 그것이 표현

하는 정신적 의미를 지시하는 역할을 하자마자 곧장 시야에서 사라져버린다. 다

시 말해, 책을 읽을 때 “나는 물리적인 것을 향해 있지 않다. 나는 사물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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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나에게 나타나는 한에서 [분명] 사물적인 것을 보고 있지만, [그럼에도] 나는 

[정신적인] 의미 속에서 [그 의미를] 함께 파악하며 살고 있다.”(Hua IV, 236)   

이처럼 생활세계에서 정신적-문화적 의미는 물리적인 것에 구현됨으로써 표현

된다. 이때 정신적인 것과 물리적인 것은 상호적으로 직접적으로 얽혀있는 내적  

연관이지 병존하는 외적 연관이 아니다. “순수하게 연장된 것으로서의 영역인 

자연”은 “서로가 서로에 대해 외부에 있는(Ausereinander) 형식으로 실재하는 것

들의 전체인 세계” 뜻한다.(Hua VI, 294) 자연에서 실재하는 것은 모두 서로의 

외부에 존재한다. 하지만 물리적인 것을 ‘통해’ “표현된 [정신적] 의미는 표현하

는 물리적인 것과 병렬적으로(neben) 있는 것이 아니며, 양자는 하나가 되어 구

체적으로 경험된다.”(Hua IX, 111) 다시 말해 “정신적 의미는 감각적 현출에 영

혼을 불어넣으면서, 상호병존(Nebeneinander) 속에서 단지 결부되어(verbunden) 있

다기보다는, 차라리 현출과 더불어 융합된다(verschmolzen).”(Hua IV, 238)

예를 들어, 생활세계에서 타인의 표정과 행동을 통해 타인의 마음을 파악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얼굴의 표정과 신체적 동작은 타인의 마음이 외적으로 객

관화되어 실재로 표현된 것이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표정이나 몸짓을 

타인의 마음이 표현된 행동이 아니라, 근육의 움직임과 같은 물리적 운동으로 

간주하고 말 것이다. 행동과 운동의 차이는 명백하다. 행동은 인격적 주체의 정

신적 의도가 직접적으로 표현된 것이지만, 운동은 물리적인 근육의 움직임에 지

나지 않는다. 전자의 경우 우리는 물리적인 것에 깃든 정신적 의도, 즉 “실재적 

지향성(reale Intentionalität)”을 직접 파악하지만(Hua VI, 242) 후자의 경우 우리는 

타인의 마음을 물리적인 것 위에 구축하여 재구성해야만 한다. 과일이 놓인 식

탁에 앉은 사람이 옆에 있는 칼을 집는 경우, 우리는 과일을 깎으려는 의도를 

직접적으로 파악한다. 만일 칼을 집는 행위를 정신적 의도의 직접적 표현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물리적인 운동과 정신적 의도를 추론을 통해 끼워 

맞추는 방식으로 구축해야 할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첫 번째 대상인 ‘물리적으로 현출하는 것’이 두 번째 대상인 

‘물리적인 것에 혼을 불어 넣는 의미’와 결합되어(verbunden) 있다고 말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나는 다음과 같이 되묻는다. 나는 첫 번째 대상과 단지 외적으로 연결

된 두 번째 대상을 향해 있는가? 오히려 내가 향해 있는 것은 물리적인 것 옆에(neben) 

[병렬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지향적으로] 융합된 통일체

(verschmolzene Einheit)가 아닌가?”(Hua IV, 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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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타인의 마음은 전모를 단번에 파악하기 어려우며, 그렇기 때문에 표정이

나 몸짓을 통해 타인의 마음을 해석해야만 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해석’이라는 의미에서의 재구성은 ‘구축’에 의한 재구성과는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르다. 왜냐하면 전자는 물리적인 것을 정신적인 것의 직접적인 표현으로 간주

하하는 전제 위에서, 표현과 표현된 것 사이의 연관을 더욱 상세히 해명해 가는 

것인 반면, 후자는 물리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 사이의 관계 자체가 해명을 필요

로 하는 가설이기 때문이다. 행동주의가 범하는 오류가 바로 여기에 있다. 즉 

‘행동주의(behaviorism)’는 가설에 불과한 것을 당연한 전제로 삼는다. 행동주의

가 전제하는 가설은 바로 물리적인 것과 그 위에 구축되는 정신적인 것의 병렬

적 관계, 그리고 양자 사이의 인과적 관계다.171) 하지만 양자 사이의 인과는 자

연주의라는 특정한 관점이 전제하는 이론적 가정일 뿐, 생활세계의 근원적인 경

험에서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정신적인 것은 [물리적인 것과] 외적으로 연합되어(äußerlich assoziiert) 있는 것이 아니

라, 물리적인 것 안에 들어앉아 있는, 물리적인 것 안에 표현되어 있는 – 또는 이렇게 말

할 수 있다면 – 물리적인 것 안에 ‘상감(象嵌)되어(eingedrückt)’ 있는 의미로서 내적으로 

융해되어 있다(innerlich eingeschmolzen). 이때 [정신적] 의미[가 부여되는 기체로서의] 물

체와 [정신적] 의미 자체의 분리는 추상적인 층의 구분(abstraktive Schichtenscheidung)으로

만 가능하다. (…) 모든 문화대상을 직관하는 경우 우리는 양면성이 아니라 통일성을 경

험하며, 이러한 통일성은 단지 사후적으로만(hinterher) (…) [자연과 정신이라는] 두 측면

에 따라(nach zwei Seiten) 추상적으로 고찰될 수 있을 뿐이다.”(Hua IX, 112)

둘째, 현상학적 구성의 층과 자연주의가 전제하는 층 사이의 근본적 차이를 

더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현상학적 환원’의 참된 의미를 

되새길 필요가 있다. ‘현상학적 태도변경’으로서의 현상학적 환원이 지닌 전면

적이고 보편적인 성격에 비추어보면, 후설이 말하는 현상학적 구성의 층은 자연

주의가 전제하는 층의 구조와 근본적으로 다르다. 필자가 앞에서 거듭 강조했던 

것처럼, 현상학적 환원의 보편적이고 전면적인 성격은 부분적이고 중간적인 양

상의 변경을 허락하지 않는다.

171) 후설은 이와 같은 맥락에서 ‘행동주의’를 다음과 같이 비판한다. “물론 나는 여기서 

행동주의자들의 과장은 논외로 하기로 한다. [왜냐하면] 행동주의자들은 그렇게 하더

라도 마치 타인지각이나 표현의 이해를 통해 행동에 부여되는 의미가 상실되지 않기

라도 하듯, 오직 행동의 외적인 측면만을 가지고 조작하기 [때문이다.]”(Hua VI, 251 
각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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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파악들이 파악들 속에 정초되고 더 높은 질서의 파악들이 형성되는 곳에

서는, 복잡한 파악들의 본질 속에 근거한 주제적 시선(thematischer Blick), [즉] 파악이 미

리 지시하는 의미 속에서 이론적 주제를 규정하는 이론적 시선이 지닌 상이한 [현상학

적] ‘태도(Einstellung)’의 가능성에 주의해야만 한다.”(Hua V, 3) 

다시 말해, 현상학적 태도변경을 통해 자연적 대상이 문화적 대상으로 전환되

는 경우, 정신적 층이 얹히는 그 아래의 물리적 층은 더 이상 ‘주제적으로’ 구

성되는 자연이 아니다. 그러니까 물리적 자연에 혼을 불어넣어 정신적 의미를 

부여하면, 이중의 층으로 현출하는 통일체 전체가 정신적 대상으로 탈바꿈하는 

것이지, 물리적인 것이 자연의 성격을 유지하면서 여전히 존속하고, 그 위에 한

갓 외피로서 정신적인 것이 덧붙여지는 것이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물리적인 

것 위에 정신적인 것을 덧붙이는 자연주의의 구축은 현상학적 환원의 전면적이

고 보편적인 성격에 위배된다.

“[문화적 대상에 대한 지각에서] 사람들은 [물체의] 존재정립을 지닌 지각이 바로 정신

적 파악의 토대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정신적인 것은 두 번째의 대상, [즉 

첫 번째 대상인 물체에] 결부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깃든 것이고, [그렇기에 양자

의] 통일체는 두 가지 [별도의 대상 간의] 결합이 아니라 하나이며 오직 하나로만 현존

한다. 물리적 존재는 그 자체만으로 자연을 지닌 태도를 통해 자연의 존재로, 사물적 존

재로 파악될 수 있고, 우리가 이러한 태도를 취할 수 있는 한, 그것은 [정신적 대상] 안

에 포함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문화적 대상에 대한 지각에서 파악이] 실로 도달하게 

되는 것은, 마치 물리적인 것의 부분이 다른 물리적인 것의 부분인 양 [물리적인 것] 위

에 정립되는 나머지가 아니라, [물리적인 것에 대해] 부분으로 포함되지 않는 정신적 존

재다.”(Hua IV, 239)     

다시 말해, 생활세계에서 정신적 층 아래에 있는 자연의 층은 자연주의적 태

도에서 ‘주제적으로(thematisch)’ 구성되는 물리적 자연이 아니라, 문화적 대상의 

구성을 위해 필요한 소재(素材), 또는 혼을 불어넣는 파악을 위한 구성의 계기

인 ‘질료(hyle)’일 뿐이다. 생활세계에서 주제적으로 경험되는 대상은 정신적 세

계에 속하는 인격적 주체와 문화적 대상이다. 목적론적 성격을 지닌 의식의 지

향성은 언제나 계기가 아니라 인식의 최종 목표를 겨냥한다. 즉 생활세계에서 

지향적 시선은 물리적인 것에 고착되어 머무는 것이 아니라, 물리적인 것을 도

약의 발판으로 삼아 더 높은 층의 객관성인 정신적 세계의 구성으로 나아간다.



- 194 -

“인간에 대한 파악은 신체가 있는 물체의 현출을 어떤 식으로든 관통해 간다. 그 파악

은 어떤 정도로든 물체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지향적 시선이라는] 파악의 화살은 물

체로 향하지 않고 이것을 관통하여, 또한 물체와 결부된 정신이 아니라 바로 인간을 향

한다.”(Hua IV, 240)

그렇기 때문에 후설은 인간에 대한 지각에서 “처음에 물체에 대한 파악이 [들

어서고], 그 다음에 인간에 대한 파악[이 들어서는]” 방식으로, 마치 두 가지 파

악 사이의 “시간적 연속이 문제인 것처럼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

다.(Hua IV, 240) 그러니까 현상학적 환원으로서의 태도변경은 단번에 전면적으

로 대상을 전환한다. 그렇기 때문에 설령 “다른 파악의 층의 대상화에 겹쳐지

는” 방식으로 “대상을 통일체로 구성”하는 “더 높은 단계의 대상화”를 언급한다

고 하더라도(Hua IV, 244), 여기서 더 낮고 더 높은 층의 구별은 사후적으로 비

로소 가능한 추상적인 구분일 뿐이다. 즉 정신적인 것 아래에 놓여 있는 물리적

인 것은 정신적 대상을 위한 구성의 계기인 질료로 기능하는 층이지 실재적인 

것으로 분리될 수 있는 층이 아니다.

“의미(Sinn)는 실재하는 것으로서의 물체에 달라붙어 있는 독특한 비실재적 

층(irreale Schicht)이다.”(Hua IX, 117) “그러나 그것은 실상 대상 자체의 층이 아

니며, 따라서 마치 대상 자체가 (…) 층별로 분해되는 그러한 상황은 아니

다.”(Hua IX, 154) 그래서 후설은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 “자연적이고 세계에 존

재하는 것에서 유래하는 ‘구성요소’나 ‘층’과 같은 단어들은 [자연주의적 편견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위험하며, 따라서 [현상학적 태도변경에 의해] 그 의미가 

필연적으로 변경된다는 사실에 주의해야 한다.”(Hua VI, 177) 즉 자연주의적 태

도에서 인격주의적 태도로 태도가 전환되면, 각각의 태도에서 상관자로 주어지

는 두 개의 층이 포개져서 하나의 대상이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혼을 불어넣는 

의식이 물리적인 층을 관통하여 의미와 융합함으로써 정신적 대상을 구성한다.

“물리적인 신체를 통해서 [실재화됨으로써] 세계에 편입된다는 것은 [다음을 의미한

다.] (…) [물리적인 것으로서] 실재적인 것이 심리적인 것을 가지는 것은, 한낱 신체 위

를 부유하고 있는 것으로서가 아니라 신체와 연루되고 결부되면서, 단지 외면적으로 접

합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동물이나 인간으로서 양면적이고도 통일적인 실재성을 형성하

는 특수한 방식으로, 신체에 혼융되어 있는 심리적인 것을 지니게 되는 것이다.”(Hua IX,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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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물리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의 관계에 관한 현상학과 자연주의의 입장 

차이는 결정적으로 초월론적 현상학의 관점에서 드러난다. 우리는 앞에서 현상

학적 태도변경의 진정한 주체가 초월론적 주관이라는 점, 그리고 생활세계의 자

연적 태도는 초월론적 주관이 취할 수 있는 여러 태도 중 하나라는 점을 언급

하였다. 그러므로 생활세계에서 자연을 정신으로 또는 정신을 자연으로 전환하

는 태도는, 본질적으로 초월론적 주관이 수행하는 구성작업이다. 즉 생활세계에

서 정신적 층 아래에 놓인 물리적 층은 그 자체로 자연이 아니라, 초월론적 주

관에 의해 ‘자연으로 구성된 것’이다. 그런데 ‘자연으로 구성된 것’이라는 말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연과 정신의 구분에 관한 후설의 논의를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후설은 대상에 귀속되는 술어를 “실재적 술어와 의미술어”로 구분한다.(Mat.

IV, 125) 앞서 살펴본 것처럼 생활세계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실재적 대상은 실

재적 술어와 의미술어가 서로 얽혀 있다. 책상이라는 사물은 ‘앉는 목적을 위해 

제작된 유용한 도구’라고 하는 실재적 술어를 지니는데, 우리는 여기에서 앉다, 

목적, 제작, 유용함, 도구 등의 술어를 분리할 수 있다. 이렇게 실재적 술어가 

의미술어를 갖는 경우, 의미술어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기체를 찾아 계속 분리를 

수행할 수 있다. 마치 “가치 있는 대상과 [가치 자체로서의] 가치대상 [또는] 가

치 있는 사태와 [가치 자체로서의] 가치사태”를 구분할 수 있는 것처럼(Hua

III/1, 220-221) “의미를 지닌 물체와 의미 자체의 분리는 실로 언제나 가능하며, 

이러한 분리는 추상적으로 층들을 구별하는 것이다.”(Hua IX, 112)

이러한 추상의 작업을 통해서, 우리는 주관의 모든 의미부여 작용이 전제하는 

“순수하게 실재적인 것”, “순전한 자연대상”, 즉 “실재적인 것으로서의 순전한 

공간사물”을 획득하게 된다.(Mat. IV, 127) 즉 “자연과학자가 순수한 자연을 추상

적인 방식으로 추출해내는 접근방법”을 통해 획득한다.(Hua IX, 115) “순전히 실

재적인 것으로서 주어지는 대상, [즉] 한갓된 자연(bloße Natur)으로 간주되는 사

물은, 모든 [정신적] 의미를 도외시한 것으로, [그러니까] 파악의 근원을 [정신

적] 주체에서 가지는 모든 술어를 도외시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것을 의미한

다.”(Mat. IV, 127) 이러한 추상의 작업을 통해서 “순수하고 단순한 자연의 이념”

이 획득되며, “이러한 이념은 근대 자연과학의 기초가 되었다.”(Hua IX, 110)

“근대 자연과학은 [순수한 자연이라는] 일면적인 관심방향과 [추상이라는] 방법에서 생

겨났다. 자연과학은 자연이라는 표제 아래, 근원적인 경험에서부터 단순하고도 꾸밈없이 

증시할 수 있는 경험적으로 주어지는 것들의 영역인 [생활세계를]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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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자연을 [추상이라는] 방법적 기술에 의해 만들어지는 인공물로 간주하고 있는 것

이다. 그러므로 자연과학의 자연은 앞서 [주어진 것으로서] 경험된 자연으로 소유하고 있

던 자연172)이 아니라, 자연과학이 이론을 통해서 이미 실현하고자 기도한 하나의 이념인 

것이다. 이러한 자연과학의 방법에는 (…) 주체성에서 유래하는 모든 특성들을 일관되게 

제거하는 작업이 본질적으로 속해 있다. 이렇게 주관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을 잘라내는 

작업은 정신적인 것에 전혀 관심을 갖지 않은 채, 오로지 그러한 [추상의] 방법을 통해 

남는 잔여인 순수하게 물리적인 것 또는 물질적인 것만을 관심의 대상으로 삼을 뿐이

다.”(Hua IX, 54)  

자연과학은 경험적 실재에서 정신적 의미 술어의 층을 배제함으로써 획득되

는 자연을 탐구하는 반면, 정신과학은 정신적 주체에 의해 의미가 부여된 형성

물로서의 정신적 세계인 생활세계를 탐구한다. 여기서 우리는 후설이 자연주의

적 태도와 인격주의적 태도의 대립과 상호전환 가능성을 다시 한 번 반복하여 

언급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후설의 말을 곰곰이 되새겨보면, 우리는 후설이 자연과 정신을 대립의 

구도에서 논하고는 있으나, 근본적으로는 자연에 대한 정신의 우위를 말하고 있

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다. 다시 말해 “세계는 자연과 정신이라는 소위 동등

한 권리가 부여된 두 가지 실재성의 영역, 즉 어느 하나도 방법적으로나 사실적

으로나 다른 것보다 특권을 부여받지 않은 실재성의 영역으로 구성된 것과는 

사정이 전혀 다르다.”(Hua VI, 316) 

생활세계에서 경험되는 “실재성의 개념은 [순수한] 자연의 개념과 정확히 일

치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생활세계의 “실재성은 [순수한 자연보다] 더 넓은 

개념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활세계에서 근원적으로 경험하는 실재는 “우리가 

정신적 의미라는 이름으로 문화적 대상에 전가시키는 정신성”을 함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화로 대상화되어 있는 정신성은 근원적으로 인격적 [주체의] 정신

성을 소급지시한다.”(Hua IX, 114) 왜냐하면 “그러한 대상은, 의도, 목적, 목표, 

수단의 설정, 실현행위에서 유래한, 주체가 [수행하는 의식의 작업인] 형성작용

에 의해 산출된 것이기 때문이다.”(Hua IX, 114)

다시 말해 인간이 살아가는 생활세계는 자연적 태도에서 자연스럽게 경험되

는 세계이자, 정신적 주체인 인간에 의해 부여된 의미로 충만한 정신적 세계인 

172) 여기서 자연은 근대 자연과학에 의해 방법적으로 가공되어 산출된 자연이 아니라 

자연적 태도라는 근원적인 의미에서 상관자로 주어지는 자연, 즉 생활세계다. “이러한 

자연은 자연과학적 의미의 자연이 아니라, 오히려 고대그리스인들이 자연으로 간주했

던 것, 즉 자연적 실재들로 둘러싸인 환경세계다.”(Hua VI, 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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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자연과학이 탐구하는 순수한 자연은 정신적 의미를 도외시함으로써 획득

되는 인위적 세계다. 도외시함이란 방법적 추상으로서의 현상학적 환원, 즉 현

상학적 태도변경을 의미한다. “구체적인 경험세계는 순화하는 환원(reinigende 

Reduktion)을 허용한다.”(Hua IX, 118) “인격적 삶을 이끌어가는 인격으로서의 주

체들, 총괄적 의미에서 모든 정신적인 것, 인간의 실천에서 사물들로 성장된 모

든 문화적 성질을 추상한다. 이러한 추상(Abstraktion)의 결과 순수한 물체적 사

물들이 나타난다.”(Hua VI, 60-61) 순수한 자연을 획득하기 위한 현상학적 환원, 

즉 자연주의적 태도를 취함 자체가 이미 정신적 주체의 작업수행인 것이다.

“우리가 순수하게 물리적인 것이 언제나 독자적으로 존재한다거나 존재할 수 있다고 

말한다고 하더라도, 마치 세계를 순수한 자연으로 상정할 수 있기라도 한 것처럼 주장하

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아주 주의해야만 한다. (…)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다만 (…) 추상

화작업을 관철해 왔다는 사실 뿐이다.”(Hua IX, 119-120)

그렇기 때문에 자연과학은 정신적 세계와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연

과학 자체가 생활세계에서 살아가는 여러 정신적 주체의 활동에 의해 수립된, 

정신적 세계의 산물이다. 즉 초월론적 현상학의 관점에서 “모든 자연과학은 (일

반적으로 모든 학문이 그러하듯) 정신적 작업수행(geistige Leistungen), (…) 자연

과학자의 정신적 작업수행을 나타내는 하나의 명칭이다.”(Hua VI, 317-318) 그렇

기 때문에 자연과 정신 사이에는 근본적인 ‘非대칭성(asymmetricity)’이 있다. 자

연적 태도에서 자연과 정신은 대립물처럼 보이지만, 초월론적 현상학의 관점에

서 보자면 근원적인 것은 정신이고 자연은 정신적 작업수행의 산물로서 획득된 

것이다. 바꾸어 말하자면, 자연과학이 방법적 추상에 의해 확보한 탐구영역인 

자연 자체가, 이미 정신적 작업수행에 의해 의미가 부여된 문화적 산물이다.

“이제까지의 고찰로부터 자연화(Naturalisierung)의 한계가 생겨난다. 즉 [자연주의적 태

도에서] 정신은 자연에 종속된 것으로 파악될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 자체로 자

연화 될 수도 있기는 하지만, 일정한 정도에서만 그러하다. (…) 주체는 자연의 존재 속

으로 분해될 수 없다. [왜냐하면] 그러한 경우 자연에 [자연이라는] 의미를 부여하는 것

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자연은 철저한 상대성의 장이다. (…) 왜냐하면 상대성은 어찌되

었든 절대적인 것, 그러니까 모든 상대성을 짊어지고 있는 정신에 상대적이기 때문이다. 

(…) 즉 만약 우리가 세계에서 모든 정신을 말소한다면, 더 이상 어떤 자연도 존재하지 

않는다.”(Hua IV, 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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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적으로 정신적 존재인 초월론적 주관에 대해서, 자연은 초월론적 주관에 

의해 구성된 ‘현상’일 뿐이다. 자연이란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

적 작업수행을 통해 ‘자연’이라는 의미를 부여받은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

상학적 구성에서 자연과 정신의 층을 새로운 관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앞

에서 우리는 자연의 층을 먼저 놓고, 그 위에 영혼을 불어넣거나 의미를 부여하

여 정신적 대상을 산출하는 것처럼 서술하였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정신이 자

연의 층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연이 정신적 세계의 형성물이라는 

점을 알게 되었다. 

요컨대, 자연에 의미를 더함(+)으로써 정신적 세계가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신적 세계에서 의미를 덜어냄(-)으로써 자연이 구성되는 것이다. 따라

서 근원적으로 주어지는 것은 정신적 세계로서의 생활세계이며, 물리적인 것은 

정신적 의미술어에 대한 배제, 즉 의미를 박탈함으로써 획득되는 것으로 간주되

어야만 하는 것이다. 이로써 우리는 자연과학이 수립되는 토대가 생활세계라는 

말의 의미를 다시 한 번 확인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연의 토대 위에서 정

신을 구축하고자 하는 실증주의의 근본적인 오류를 비판할 수 있게 된다. 그래

서 후설은 자연에 대한 정신의 우위를 논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정신의 근본적 본질을 지향성 속에서 파악하고, 이것으로부터 철두철미하게 무한한 

정신에 대한 분석을 수립하는 참된 방법을 형성하는 작업인 초월론적 현상학은, 유일하

게 가능한 방식으로, 그러니까 철학하는 자가 자신의 자아로부터 출발하여, 더욱이 자신

의 모든 타당성을 수행하는 자로서 순수하게 출발하여, 순수한 이론적 관찰자가 됨으로

써, 자연주의적 객관주의와 모든 객관주의 일반을 극복하였다. 이러한 태도에서 [초월론

적 현상학이라는] 절대적으로 자립적인 [보편적] 정신과학은 정신적 작업수행으로서 일

관되게 자기를 이해하고 세계를 이해하는 형식으로 성공적으로 구성될 수 있다. 이러한 

[보편적인] 정신과학에서 정신은 자연 안에(in) 또는 자연 옆에(neben) 존재하는 정신이 

아니라, 오히려 자연 그 자체가 정신적 영역 속으로 옮겨지는 것이다.”(Hua VI, 346)

따라서 빈델반트나 리케르트가 주장하듯 자연과학과 정신과학은 이론적 관심

에 대해 대칭이 아니다. 오히려 자연과학 자체가 정신적 작업수행의 결과물로서 

정신과학의 대상이다. 물론 이때 정신과학은 자연과학과 대립되는 위상을 지닌 

‘경험적 정신과학’이 아니라 자연과학의 성립을 가능하게 하는 근원적 의미의 

‘보편적 정신과학’이어야만 한다. 후설의 초월론적 현상학은 바로 이런 의미에

서 ‘보편적 정신과학’이기를 추구한다.

그런 점에서 딜타이는 비록 삶의 관점에서 자연과학에 대해 정신과학의 우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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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주장하기는 했으나, 그럼에도 자연과학이 ‘보편적 정신과학’의 관점에서 탐

구될 수 있는 ‘정신적-문화적 산물’임을 통찰하지는 못했다는 한계를 지닌다. 딜

타이의 정신과학은 여전히 자연과학에 대비되는 유개념의 지위에 국한되는 반

면, 후설에게서 초월론적 현상학은 ‘보편적 정신과학’으로서 자연과학을 포괄한

다. 왜냐하면 자연과학 역시 인간이 삶에서 성취한 것으로서 자연과학의 성립 

자체가 초월론적 현상학에 의해 해명되어야만 하는 사태이기 때문이다.

“지향성에 기반을 두는 [초월론적] 현상학은 비로소 [구성하는] 정신 그 자체를 체계적 

경험과 학문의 장으로 만들었고, 그럼으로써 [정신과학을 위한] 인식론의 과제를 완전히 

바꾸어 놓는 결과를 가져왔다. [왜냐하면 초월론적으로 구성하는] 절대정신의 보편성은 

모든 존재자를 절대적 역사성의 장으로 끌어들이면서, [자연과학의] 자연마저도 정신의 

형성물로서 역사성의 장에 편입되기 [때문이다.]”(Hua VI, 346-347)

3절 수학화된 자연에 의한 생활세계의 왜곡 

위에서 우리는 자연과학을 가능하게 하는 자연주의적 태도가, 이미 초월론적 

주관에 의해 의미가 부여된 정신적 세계에서 정신적 의미를 추상하는 작업이라

는 점을 알아보았다. “자연과학의 주제는 오직 순수하게 물리적인 것일 뿐이다. 

(…) 순수하게 물리적인 자연에 관한 학문이라는 최우선적 의미에서의 자연과학

은 [물리적인 것 이외의 것을] 모두 추상해 버린다. 물리학적 태도를 취하는 자

연탐구자는 순수하게 연장된 것의 세계에 관심을 가지면서 모든 형태의 주관적

인 것을 그의 판단영역에서 배제한다.”(Hua IX, 129)

이렇게 “자연과학의 추상적인 태도를 통해 구조적으로 단순화된 공간-시간적

인 세계, 즉 순수하게 연장된 것의 세계에서는 (…) 어떤 사물의 모든 변화가 이 

변화를 둘러싸고 있는 사물의 변화와 연관하여 [인과성이라는] 어떤 확고한 변

화양식에 의존한다.”(Hua IX, 133-134) “물리적 자연에 적용되는 인과성은 공존

과 계기의 확고한 경험적 규칙성”이며, “정확히 말하면 귀납적 인과성이다.”(Hua

IX, 135) “자연과학의 개념에는 물리적 자연과학을 근거로 (…) 귀납적-인과적인 

존재영역과 귀납적-실재적으로 연루되어 있는 존재 전체를 모든 귀납적-인과적

인 특성으로 탐구하게끔 강요하는 어떤 강제성이 도사리고 있다. 공간세계 전체

가 사실상 정확하게 물리적 자연이라는 주장이 바로 여기에 끼어드는 선입견이

다.”(Hua IX, 143) “이러한 선입견에서만 자연적 세계를 기계화하는 결정론, 즉 

세계를 원리적으로 불가해하고 무의미하게 돌아가는 기계로 만드는 결정론이 

생겨난다.”(Hua IX,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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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초월론적 현상학의 관점에서 볼 때, 자연주의는 생활세계의 구체적이고 근

원적인 경험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것을 파악하기 위해 물리적 자연

을 토대로 삼겠다는 전제 자체가 이미 왜곡되어 있다. 즉 자연주의는 그것이 표

방하듯 철저한 경험적 사실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자연주의가 명백한 사실이라

고 간주하는 경험 자체가 이미 어떤 편견에 사로잡힌 전제에 의지하고 있다. 그

것은 바로 우리의 근원적인 경험이 물리적 자연에 대한 경험이라는 편견, 그리

고 그것이 수학에 정초되어 있다는 편견이다. 그런데 이러한 편견도 인간의 정

신적 작업수행을 통해 형성되어 획득된 어떤 이론적 관점이라면, 우리는 자연주

의와 실증주의가 생겨나게 된 연원을 따져 되물어가야만 할 것이다.

(1) 문화적 술어의 추상과 순수한 자연의 확보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세계는 주관적 삶이 지닌 목적의 연관 속에서 의미와 

가치로 이루어지는 정신적 세계다. 이러한 세계에서 우리의 경험은 삶의 의미와 

질적인 규정으로 충만해 있으며 구체적이다. 그런데 자연과학이 관심을 갖는 것

은 이러한 세계가 아니라 공간적 형태다. 그러므로 자연과학자는 우선적으로 정

신적 세계에서 목적, 의미, 가치 등의 규정을 도외시해야 한다. 생활세계에서 정

신적 의미의 층을 추상함으로써 자연과학자는 이러한 추상 후에도 남아 있는 

순수한 자연의 영역을 대면하게 된다.

(2) 순수한 자연에 대한 수학화와 이념화

그런데 정신적 의미의 추상은 수학화와 이념화로 이행한다. 갈릴레이에게 이

념화된 기하학은 경험적 세계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이며, 경험의 상대성을 극복

하기 위해서는 경험적 대상이 신뢰할 수 있고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규정되어

야만 한다. 갈릴레이에 의한 수학화는 다음의 두 가지 측면에서 근대 자연과학

의 방법적 모델이 된다.

우선 “수학은 시간공간적 형태를 취하는 것들에 관해 물체들의 세계를 이념

화하여 이념적 객관성들을 창조한다. (…) 수학은 방법적으로 그리고 전체적-보

편적으로 모든 사람에 대해 일의적으로 규정될 수 있는 이념적 대상들의 무한

한 총체성(unendliche Totalität von idealen Gegenständigkeiten)을 만든다. 이렇게 

함으로써 수학은 주관적-상대적이고 단지 모호한 보편적 표상 속에서만 생각된 

대상들의 무한성이 아프리오리하게 모든 것을 포괄하는 방법으로 객관적으로 

규정될 수 있고 그 자체로 규정될 수 있는 것으로 실제로 생각될 수 있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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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Hua VI, 30) 즉 “갈릴레이에 의한 자연의 수학화(Mathematisierung der Natur)

에 의해 (…) 자연은 그 자체로 수학적 다양체(mathematische Mannigfaltigkeit)가 

된다.”(Hua VI, 20)

이렇게 자연의 모습을 수학적 다양체로 변형시킨 것과 더불어, 수학화는 측정

과 계산에 의한 정밀성의 확보라고 하는 방법적 이념에 의해 주도된다. 정밀한 

계산과 측정은 우리로 하여금 자연을 “절대적으로 동일성에서 규정하고, 절대적

으로 동일하며 그 방법에 따라 일의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성질들의 기체로 인

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다.”(Hua VI, 24) 다시 말해, 연장을 가진 “물체들

의 보편적 배치로서의 세계(Welt als universale Konfiguration aller Körper)는 모든 

형식을 포괄하는 [수학이라는] 하나의 총체적 형식을 가지며, 이 총체적 형식은 

[수학적 측정과 계산에 의해] 분석되는 방식으로 이념화될 수 있고, [수학화에 

의한] 구축(Konstruktion)을 통해 지배될 수 있다.”(Hua VI, 33)

“순수수학과 [수학적 계산이라는] 실천적 측정술에 의해 우리는 물체세계 속에서 연장

성을 갖는 모든 것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귀납적 예측을 낳을 수 있다. 즉 우리

는 그때그때 주어지거나 측정된 형태의 사건들에 근거하여, 알려지지 않았거나 직접적 

측정으로는 결코 도달할 수 없는 형태의 사건을 이론의 여지없는 필연성에서 계산할 수 

있다. 이렇게 하여 [삶의] 세계로부터 떨어져 나간 이념적 기하학은, 응용의 방법, 어떤 

관점에서는 실재성에 관한 인식의 보편적 방법이 된다.”(Hua VI, 31) 

  

(3) 수학화될 수 없는 사태에 대한 간접적 수학화

이러한 수학적 방법은 그 자체로는 결코 수학화될 수 없는 본성을 지닌 사태

들에도 적용된다.(Hua VI, 33) 물체세계의 시공간적 형태의 계기를 구체적으로 

보충하는 질료적 충족과 종(種)적인 감각성질(Sinnesqualitäten)은 시공간적 형태

와 마찬가지로 곧바로 직접적으로 그렇게 취급될 수는 없다.(Hua VI, 31) 순수하

게 감각성질 속에 놓여있는 질적인 배치(qualitative Konfigurationen)는 결코 시공

간적 형태와 유사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Hua VI, 33)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

과학은 다음과 같은 목표를 설정한다. 즉 “감각적 성질처럼 (…) 순수수학에서 

추상되어버리는 그와 같은 계기들이, 비록 그 자체로는 직접적으로 수학화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간접적으로나마 수학화될 수 있다면, 세계에 대한 

객관적 인식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Hua VI, 32)

이러한 객관적 인식의 목표를 위해 “충족의 성질들의 변동 전체는 (…) 세계

의 이러한 추상적 측면 전체가 세계의 형태적 측면 속에서 인과적으로 일어남



- 202 -

에 의해 통일적으로 의존하는 방식으로 인과규칙에 따라 진행된다.” 다시 말해, 

충족 전체에서 그때그때 일어난 변화가 형태의 영역 속에서 인과적 대응상을 

갖는 방식으로 다루어지게 된다.(Hua VI, 34)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학문 이

전의 생활[세계]에서 사물 자체에 속한 색깔, 소리, 따뜻함 그리고 무게로서 경

험하는 것은 (…) 당연히도 ‘물리적인 것’, 즉 소리의 진동, 따뜻함의 진동, 그리

고 형태들이 세계에서 일어나는 순수한 사건들을 나타내게 된다.”(Hua VI, 35)

결국 “감각성질에 대한 간접적 양화(量化)가능성(Quantifizierbarkeit)”이 바로 간

접적 수학화인 것이다.(Hua VI, 36) “순수수학은 형태들(공간형태, 지속, 운동, 변

형)이 이념화된 것과 더불어 형태들에 속한 감각적 충족[마저] 함께 이념화하는 

작업을 수행한다.”(Hua VI, 37) 이렇게 “세계의 이중적 측면의 이념화와 더불어 

보편적인 정밀한 인과성(universale exakte Kausalität)이라는 자명성도 주어진

다”(Hua VI, 38)

“종적 감각성질들에서 실재적으로 알려진 것으로서의 모든 것은 항상 자명하게 이미 

이념화될 것으로 생각된 형태들의 영역에서 일어난 사건들에서 그 수학적 지표

(mathematischer Index)를 가져야만 한다는 것 (…) 충족의 측면에서 일어난 모든 사건이 

주어진 것으로부터 구축하고, 따라서 객관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가능함에 틀림없다는 것

을 [뜻한다. 이로써] 인과성이 지배하는 구체적 우주로서의 무한한 자연 전체는 (…) 하나

의 독특한 응용수학[의 대상]이 된다.”(Hua VI, 35-36)

(4) 형식화

수학화는 이제 형식화로 이행한다. “직관적으로 주어진 세계에 대한 객관화의 

방법으로 행해지는 세계에 대한 간접적 수학화는 [측정의 정밀도를 고양시키는] 

일반적인 수의 공식들을 초래한다.”(Hua VI, 40) 기하학적-수학적 사고는 공식 

안에서 기호들로 대체된다. “일단 공식들을 획득하게 되면, 우리는 구체적 실제

생활에 (…) 직관적으로 주어진 세계에서 경험적 확실성을 통해 기대하는 것을 

실천적으로 획득하고자 하는 예견을 지니게 된다.” 즉 수학화된 공식은 “자연과

학적 방법(naturwissenschaftliche Methode), 즉 참된 자연인식의 방법”이 된다.(Hua

VI, 43)

이제 자연은 이념적으로 정확하게 측정될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왜냐하면 

“그 자체로 이념적 측정의 단위가 시공간적 크기라는 의미를 갖는 것에 불과하

기” 때문이다.(Hua VI, 44) “수(數)와 양(量)에 대한 대수학 이론이 발전되고 확

장됨으로써”(Hua VI, 44) 대수학의 산술은 사실상 카드놀이나 장기놀이와 다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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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방식으로, 문자나 결합부호와 같은 관계부호를 사용하는 계산법을 통해 성

과를 획득하는 단순한 기술이 된다.(Hua VI, 46)

위와 같은 일련의 방법적 절차에 의해 자연과학은 “인과법칙, 즉 (이념화되거

나 수학화된) 참된 세계의 아프리오리한 형식, 이념화된 자연에서 일어난 모든 

사건이 정밀한 법칙에 의해 지배됨이 틀림없는 정밀한 규칙성의 법칙을 발견한

다.”(Hua VI, 53) 수학화는 자연과학에 획기적인 방법을 제공하고 눈부신 성과를 

가능하게 하였다. 이것은 양도할 수 없는 자연과학의 성취이며, 현상학적으로도 

부정할 수 없는 학문의 근본적인 현상이다.

그러나 후설은 갈릴레이의 수학적 자연과학의 성취 이면에, 그것이 초래한 중

대한 한계를 지적한다. “물리학 또는 물리학적 자연을 완성한 발견자인 갈릴레

이는 (…) 발견의 천재인 동시에 은폐의 천재다.”(Hua VI, 53) 왜냐하면 갈릴레이

는 자신의 수학화가 일종의 가설이라는 것, 더욱이 특정한 목적론적-형이상학적 

믿음에 기초한 가설이라는 점을 자각하지 못한 채, 수학화된 자연을 객관적인 

진리 그 자체로 간주했기 때문이다.173) “갈릴레이의 이념은 하나의 가설이며, 더

욱이 극도로 주목할 만한 가설이다.”(Hua VI, 41) 하지만 이 가설이 검증되고 그 

의미가 “완전히 자각된” 방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한, 수학화된 자연과학의 이념

은 필연적으로 “의미의 전이와 은폐에 사로잡혀” 있게 된다.(Hua VI, 58)

“[그것은 바로] 유일한 실제적 세계, 지각을 통해 실제적으로 주어진, 우리의 일상적 

생활세계이자 항상 경험되거나 경험할 수 있는 세계를. 수학적으로 구축된 이념적인 것

의 세계로 대체한다는 점이다.”(Hua VI, 49)

앞서 살펴본 것처럼, (1)정신적 의미의 추상, (2)기하학적 이념화, (3)간접적 수

학화, (4)기호에 의한 형식화 등 자연과학을 위한 일련의 작업수행은 직관적으

로 주어지는 구체적인 생활세계의 경험에 기반하고 있다. 하지만 갈릴레이가 실

천적 생활과 모든 이론적 생활의 근원적 토대, 즉 직접적으로 직관된 세계로 돌

아가 기하학적 이념적 형상이 생기게 되는 작업수행의 근원을 묻지 않았다는 

사실은 숙명적 태만이었다.(Hua VI, 49) 즉 직관적으로 경험되는 생활세계에 방

법적 조작과 절차를 적용하는 작업의 의미원천이 “갈릴레이와 그 이후의 시대

에는 은폐된 채 남게 되었으며, 그러므로 갈릴레이와 더불어 객관적 학문에 선

행하는 직관된 자연이 이념화된 자연으로 대체되었던 것이다.”(Hua VI, 50)

173) Staiti, S. A.(2014), p.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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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이념화에 [앞서] 전제된 현실성으로서 직접 주어져 있는 것, 그 나름의 

방식으로 탁월한 확증으로 주어져 있는 것 (…) 우리의 삶 전체가 실천적으로 

영위되고 있는 이러한 현실적으로 직관된 세계, [즉] 현실적으로 경험되거나 경

험할 수 있는 세계는” 은폐되었다.(Hua VI, 51) “기하학적 그리고 자연과학적 수

학화를 통해 우리는 가능한 경험들의 개방된 무한성에서 생활세계에 (…) 이른

바 객관적으로 과학적 진리의 이념의 옷, 즉 매우 잘 들어맞는 이념의 옷을 맞

추려고 치수를 잰다.”(Hua VI, 51) 즉 모든 것을 자연으로 간주하는, 더욱이 수학

화된 자연으로 간주하는 형이상학적 편견으로서의 자연주의와 실증주의의 기원

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수학과 수학적 자연과학이라는 이념의 옷, 혹은 이것에 대해 상징적-수학적 이론들의 

상징의 옷은 과학자들에게와 마찬가지로 교양인들에게도 객관적으로 현실적이며 참된 

자연으로서 생활세계를 대신하고, 생활세계를 분장시키는 모든 것을 포괄한다. 이 이념

의 옷은 하나의 방법에 지나지 않는 것을 참된 존재로 간주하게 만든다. (…) 이념의 옷

을 입힘으로써 [생활세계에서 근원을 가지는] 방법, 공식, 이론의 본래적 의미가 이해될 

수 없는 것이 되었다.”(Hua VI, 52)

자연과학의 탐구영역인 순수한 자연을 확보하기 위해 먼저 요구되는 철차인 

(1)과 그러한 기초 위에서 수행되는 (2)~(4)의 방법적 절차는, 자연주의의 수학화

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전자는 생활세계에서 정신적 의미의 층을 걷어내고 자

연만 보려고 하는, 그러니까 ‘자연과학’을 위해 생활세계에서 자연을 확보하려

고 하는 추상이지만, 후자의 ‘자연주의’는 생활세계의 배후에 수학화된 자연이 

있다고 하는 토대구축, 그러니까 토대를 바꿔치기하는 것(metabasis)이기 때문이

다. 자연주의는 객관적 진리를 수학화된 자연에 귀속시킴으로써, 생활세계의 경

험을 한낱 주관적이고 상대적인 ‘가상(Schein)’이라는 의미에서 ‘현상’으로 격하

시킨다. 수학화의 근원적 전제였던 생활세계가 오히려 수학화된 자연에 의해 대

체되고, 객관적으로 참된 진리인 수학적 자연에 대해 오히려 한갓 주관적이고 

상대적인 가상이라는 의미에서 현상으로 전락하는 것은, 후설 현상학의 관점에

서 보면 본말전도(本末顚倒)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주의는 정신과학을 위한 토대인 정신적 세계뿐만 아니라 

건전한 자연과학을 위한 토대인 순수한 자연도 제거하기에 이른다. 자연과학과 

정신과학에 대한 후설 현상학의 내용적-존재론적 구획에서 결정적인 것은, 자연

과학의 수학화된 자연과 일상적 삶의 정신적 세계의 대립이 아니라, 생활세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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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대 위에서 정신적 의미를 지닌 문화적 세계와 정신적 의미의 층이 추상된 물

리적 자연의 대비다.174)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물리적 자연은 자연과학의 고유한 

대상 영역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그 물리적 자연이 자연주의가 상정하는 

수학화된 자연일 필요는 없다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실증주의는 생활세계에

서 근원적으로 파악되는 정신적 의미는 물론이고, 장차 건전한 자연과학으로 발

전할 수 있는 토대인 근원적 직관에 주어지는 순수한 자연마저 파악하지 못한

다. 자연주의와 실증주의가 상정하는 자연은 우리가 근원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순수한 자연이 아니라 수학에 의해 형이상학적 편견에 의해 구축된 자연이기 

때문이다.

자연주의와 실증주의의 수학화된 자연은 정신적 작용에 의해 성립한 문화적 

형성물에 지나지 않는다. 즉 자연과학의 자연은 이미 정신적 세계인 생활세계를 

여러 단계의 방법적 추상과 의식의 작업수행을 거쳐 성립한 산물인 것이다. 실

증주의가 정신의 토대로 전제하는 자연은 근원적으로 파악되는 자연이 아니라, 

자연주의라는 편견에 의해 바라본 자연이다. 이러한 자연의 토대에는 수학이 있

으며, 수학 위에서 물리학이, 그리고 그 위에서 생물학과 심리학이 차례로 구축

된다. 그러나 이러한 구축은 실상 정신적인 것을 물리적인 것으로, 물리적인 것

을 수학적인 것으로 환원하는 형이상학에 지나지 않는다. 방법적으로 다양한 정

신적 작업수행의 절차를 통해 생활세계를 환원하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

니라, 본말을 전도시켜 생활세계의 토대를 수학화된 자연으로 바꿔치기 하는 형

이상학이라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수학화된 자연이 생활세계의 토대가 아

니라, 생활세계에서 근원적으로 직관되는 자연이 수학화의 토대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곧 정신과학과 자연과학을 자연과 정신의 대립이라는 편견 위에서 논

하는 것이 근본적이지 않고 피상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리케르트는 ‘자연’이 

구성적 산물이라는 점을 잘 보았으나, 직관을 통해 주어지는 자연을 보지 못했

다. 다시 말해 리케르트에게서 개념에 의해 구성되는 자연은 수학적 자연이지, 

생활세계에서 근원적으로 주어지는 순수한 자연이 아니다.175) 그래서 리케르트

에게 자연과학과 문화과학의 대립은 해소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그는 자연과 

정신의 근원적 통일인 생활세계를 보지 못했고, 더욱이 정신을 정신의 본성에 

맞게 탐구할 수 없었다는 점에서 여전히 형이상학적 편견에 사로잡혀 있기 때

문이다.

174) S. A. Staiti(2014), p.261.
175) S. A. Staiti(2014), p.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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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타이 역시 예외는 아니다. 물론 딜타이는 수학과 인과법칙이 지배하는 자연

을 탐구하는 자연과학과 삶의 세계인 정신적 세계를 탐구하는 정신과학의 대립

을 인상적으로 강조하였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딜타이는 근원적인 삶의 

세계가 정신과학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자연과학에 대해서도 토대가 된다는 사

실을 전혀 감지하지 못했다. 즉 자연과 정신의 근본적인 구획이, 수학화된 자연

과 일상적 삶의 대립이 아니라 현상학적 태도변경에 의해 생활세계에서 의미술

어의 층을 추상하는 것의 여부임을 파악하지 못했다.   

반면 후설은 수학화된 자연으로서의 ‘형이상학적 자연’과 근원적으로 주어지

는 ‘생활세계의 자연’을 엄밀하게 구분한다. 그렇기 때문에 후설의 현상학에서

는 자연과학이 정신적 세계인 생활세계의 산물로서 보편적인 정신과학인 초월

론적 현상학의 영역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 이제 후설 현상학의 과제는 자연주

의의 편견에서 벗어나 이 생활세계에서 경험되는 정신을 그 본성에 맞게 탐구

하기 위한 올바른 심리학을 수립하는 것, 더 나아가 보편적 정신과학으로서의 

초월론적 현상학을 수립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상학적 심리학과 초월론적 현상학으로 나아가는 길에는 여전히 장

애물이 많다. 왜냐하면 자연주의가 자연을 왜곡함에 따라 정신마저도 왜곡하고 

말았기 때문이다. 5부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자연주의적 심리학은 영

혼의 본질적 성격을 훼손함으로써 수학화된 자연과 물리적 자연의 토대 위에서 

구축되는 자연의 부속물로 간주한다. 즉 자연주의라는 형이상학을 전제한 시선

에서 구축되는 심리적인 것은 생활세계에서 근원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영혼이 

아니다. 데카르트 이래 모든 형태의 심신이원론의 난제는 이러한 자연주의적 형

이상학을 전제로 개진되는 것이다.



- 207 -

5부 현상학적 심리학과 정신과학의 정초

본고는 4부에서 후설의 자연과학의 ‘자연’이 정신적 주체인 인간이 생활세계

에 대해 여러 방법적 작업수행을 통해 확보한 구성물임을 보임으로써, 생활세계

의 배후에 수학적 진리가 있음을 주장하는 자연주의와 실증주의의 오류를 지적

하였다. 그런데 자연주의와 실증주의에 의한 왜곡은 생활세계에 대해서만 일어

나지 않는다. 자연주의와 실증주의는 인간 삶의 ‘내적’ 측면도 물리적 자연과 

같은 값을 지닌 것으로 왜곡한다. 자연주의의 편견에 사로잡힌 심리학은 인간 

삶의 ‘내적’ 측면인 영혼과 ‘외적’ 측면인 생활세계의 연관을 탐구하는 정신과학

의 기초가 될 수 없다. 후설은 이러한 자연주의 심리학을 비판하고, 정신과학을 

위한 정당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현상학적 심리학을 제시한다.

이점에서 우리는 후설의 현상학적 심리학과 딜타이의 기술-분석심리학이 추구

하는 목표가 서로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다. 본고는 3부에서 딜타이가 자연주의

와 실증주의의 이념을 추종하는 설명적 심리학을 비판하면서, 정신과학을 위한 

참된 토대로 기술-분석심리학의 이념을 제시했음을 살펴보았다. 실제로 딜타이

의 기술-분석심리학과 후설의 현상학적 심리학 사이에는 많은 유사한 점이 있으

며, 후설이 인정하듯 딜타이가 현상학적 심리학의 이념을 선취했다고 말하는 것

도 지나친 평가는 아니다.(Hua IX, 33-35)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자 사이에는 근본적이고도 결정적인 차이가 있으며, 우

리는 후설의 현상학적 심리학이 딜타이의 기술-분석심리학보다 더 나아간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본고의 4부가 전반적으로 생활세계를 고려하지 않은 신

칸트학파에 대한 비판에 할애되었다면, 5부는 현상학의 관점에서 딜타이의 삶의 

철학을 비판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논의를 위해 우리는 먼저, 

자연주의 심리학에 대한 비판의 맥락에서 후설의 현상학적 심리학이 무엇인지 

살펴보지 않으면 안 된다.

1장 현상학적 심리학적 환원과 의의176)

후설의 현상학적 심리학(phänomenologische Psychologie)은 학문체계에서 특정

한 분과학문으로서의 심리학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사회학과 역사학

176) 본고의 5부 1장은 필자가 게재한 다음의 글을 수정하고 보완한 것이다. 拙稿,「자연

주의 심리학에 대한 현상학의 비판」, 한국현상학회,『철학과 현상학 연구』50(2011), 
pp.143-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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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비롯하여 종교, 문학, 예술 등 넓은 의미의 ‘정신적 사태’를 다루는 모든 정

신과학을 포괄한다.(Hua IX, 53) 즉 후설의 심리학은 “정신과학으로서의 심리학

(Psychologie als Geisteswissenschaft)”이다.(Hua V, 49) 『현상학적 심리학』이 정

신과학의 토대학문으로 기술-분석심리학을 제시한 딜타이의 공적과 한계를 논하

면서 시작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다. 딜타이와 마찬가지로 후설은 자연

과학에 입각한 심리학이 영혼을 물체처럼 인과법칙에 따라 탐구하는 것을 비판

하면서, 심리학이 ‘순수하게 심리적인 것’을 다루는 학문이어야 함을 강조한다.

그런데 심리학이 자신의 연구대상인 ‘순수하게 심리적인 것’을 확보하는 방법

은 무엇인가? 자연과학의 방법에 의지하는 설명적 심리학의 배후에는 자연주의

라는 형이상학적 선입견이 도사리고 있다. 하지만 이에 반대하여 ‘순수하게 심

리적인 것’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선언만으로는 충분한 대안이 되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심리학의 본령인 ‘순수하게 심리적인 것’이 무엇이며 또 그것이 어떻

게 확보될 수 있는지가 여전히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현상학적 심리학이 자연

주의 심리학과 근본적으로 어떻게 다른지도 해명되지 않기 때문이다. 단적으로, 

‘순수한 주관성’이 무엇인지에 관해서는 여러 철학적 입장에 따라 얼마든지 해

석을 달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현상학적 심리학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심리적인 것을 그 본성에 맞

게 대상영역으로 확보하기 위한 방법을 해명하는 일이 과제로 제기된다. 그리고 

후설에 따르면 이 과제는 ‘심리학적 환원’에 대한 오해를 해소하는 문제와 직결

된다. 왜냐하면 ‘순수하게 심리적인 것’을 탐구의 영역으로 확보하는 방법적 절

차인 ‘심리학적 환원’을 올바로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데카르트 이래 실험심

리학에 이르기까지 모든 형태의 심리학은 자연주의의 멍에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현상학적 심리학에 대한 논의는 우선 데카르트에 대

한 후설의 비판에서 시작해야만 한다.

1절 자연주의 심리학에 대한 비판

후설은 인식이 형성된 궁극적 원천으로 되물어가려는 시도를 ‘초월론적 동기’

로 규정한다. 초월론적 철학은 객관성의 의미를 주관에 ‘대해’ 있는 것으로 규

정하고, 주관성으로 되물어가는 반성에서 인식의 타당성을 구명하는 자기성찰의 

철학이다.(Hua VI, 100-102) 후설에 의하면, 이러한 초월론적 동기를 처음으로 개

척한 사람이 바로 데카르트다.

그렇다면 데카르트는 어떤 점에서 초월론적 철학에 결정적으로 기여하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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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철학적 인식은 모든 의심을 배제한 절대적으로 정초된 인식이어야만 한다. 

가능한 모든 의심을 통해서도 절대로 의심할 수 없는 인식의 토대를 확보하기 

위해, 데카르트는 ‘방법적 회의’라는 방편을 취한다. ‘회의주의의 회의’는 불확실

성의 상태로 극복이 불가능한 반면, 데카르트의 방법적 회의는 필연적으로 불확

실성을 중지시키는 것을 만나게 된다.(Hua VI, 78)

후설은 데카르트의 방법적 회의를 ‘현상학적 환원’, 즉 ‘현상학적 판단중지’로 

해석한다. 판단중지란 “소피스트처럼 이 ‘세계’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고, 회의주

의자처럼 이 세계의 거기 있음을 의심하는 것도 아니다.”(Hua III/1, 65) 단지 “이

제까지 지녀온 모든 확신 전체를 문제시하고, 확신에 관한 어떠한 판단도 사용

하는 것을 미리 방지하면서, 타당성이나 부당성에 대한 어떠한 태도결정도 금하

는 것이다.”(Hua VI, 76-80) 즉 주관의 절대적 의식에 실제로 원본적으로 드러나

는 것만이 타당한 진리로 인정되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나는 사유된 것을 사유

된 것으로서 사유한다(ego cogito - cogitata qua cogitata)”로 이해된 데카르트의 

코기토를 후설은 ‘의식은 무엇에 대한 의식’이라는 현상학의 ‘지향성’으로 정의

한다.(Hua VI, 79)

이로써 데카르트의 판단중지는 “전대미문의 근본주의”적 성격을 지닌다.(Hua

VI, 77) 왜냐하면 자명하게 타당한 것으로 소박하게 전제되어 있는 세계와 이 

세계에 속한 모든 규정이, 판단중지에 의해서 의식의 지향적 상관자인 ‘현상’으

로 바뀌기 때문이다. “판단중지를 통해서 나는, 원리상 생각해 볼 수 있는 나에 

대해 존재하는 모든 것과 그 존재영역보다 선행하는 존재영역, 즉 절대적으로 

필증적인 전제인 [초월론적 의식으로] 진입한다.”(Hua VI, 79-80)

결국 판단중지는, 자연적 태도에서 타당하게 전제된 모든 것을 절대적 주관성

의 심급으로 회부하는 태도변경이다. ‘미리-판단하지-않음(Vorurteilslosigkeit)’ 내

지 ‘앞서-놓지-않음(Voraussetzungslosigkeit)’이라는 현상학의 이념은, 문자 그대로 

‘아무것도 전제하지 않겠다’는 뜻이 결코 아니다. 단지 세계에 대한 전제나 선

입견으로 기능하는 형이상학적 가정을 비롯한 그 어떠한 철학적 이론을 유보한 

채 초월론적 주관성만을 ‘유일한 전제’로 인정함으로써, 오로지 그 절대적 의식

에 직관적으로 주어지는 것, 즉 ‘명증(Evidenz)’에 의거해서만 타당한 진리를 승

인하겠다는 철저한 근본주의의 표현일 뿐이다. 그런 점에서 데카르트의 코기토

는 후설에게 객관적 인식에 대한 초월론적 비판의 진정한 역사적 출발이다.(Hua

VI, 202)

그런데 후설은 데카르트 철학에 내재한 초월론적 동기와 자연주의 사이의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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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긴장을 지적하면서(Hua VI, 349) 초월론적 철학의 진정한 의미가 성취되기 

무섭게 곧바로 전도(顚倒)되고 말았다고 비판한다.(Hua VI, 202) 그렇다면 후설이 

비판하는 전도는 무엇이며, 어떤 점에서 데카르트는 자신이 제시한 초월론적 철

학의 원리를 스스로 저버리는 과오를 범했던가?

데카르트는 ‘사유하는 것(res cogitans)’으로서의 정신과 ‘연장된 것(res extensa)’

으로서의 물체를 독립적인 두 ‘실체’로 상정한다. 사유하는 영혼은 공간적으로 

연장된 신체를 결코 가질 수 없으며, 지각은 신체의 그 어디에서도 비롯되지 않

는 순수한 영혼의 사건이다. 그럼에도 정신과 물체가 무관하지 않으며 서로 영

향을 주고받는 것처럼 보이는 한에서, 데카르트는 양자를 연결하는 역할을 두뇌

의 송과선에 일임함으로써 정신적 사건을 물리적 사건과 더불어 ‘인과적으로’ 

설명한다.

그런데 이러한 이원론은 데카르트 자신이 천명한 초월론적 철학의 원리에 근

본적으로 배치된다. 왜냐하면 심신관계의 설명에 앞서 자명한 것으로 놓고 들어

가는 실체로서의 ‘물체’니 ‘정신’이니 하는 것들이, 실상 모두 판단중지를 해야

만 하는 대상들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데카르트가 말하는 물체나 정신은 모

두 세계 안에 전제된 것들로서, 철저하게 초월론적 주관의 구성하는 의식에 대

해서만 그 존재의미가 해명되어야하는 지향적으로 구성된 사태일 뿐이다.

요컨대 데카르트가 정신을 물체와 병존하는 실체로 기정사실화하고, 더욱이 

송과선을 매개로 물체와의 인과작용으로 정신을 설명하는 것은 초월론적 철학

의 원리에 위배된다. 왜냐하면 자연을 지배하는 인과법칙이 의식에 대해 구성된 

것으로서만 의미를 지닌다면, 의식을 인과로 설명한다는 것 자체가 처음부터 본

말(本末)이 뒤바뀐 오류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초월론적 철학의 정초라는 목적에 비추어 볼 때, 다음과 같은 결정적 

패착을 의미한다. 데카르트가 가정하는 소위 실체로서의 ‘정신’은, 판단중지를 

통해 세계라는 성격을 상실한 절대적 주관성이 아니라, 단지 세계 ‘안’에서 객

관적 실재로 등장하는 ‘심리적 주관성’일 뿐이다.(Hua VI, 83-84) 다시 말해, 그

는 세계를 ‘넘어서서’ 세계를 구성하는 초월론적 주관성에의 입구를 발견했지만 

그 문턱을 넘지 못하고 다시 이미 구성된 세계 ‘안으로’ 떨어져 버렸다. 데카르

트가 말하는 영혼은 초월론적 주관성이 아니라 “자연적 태도에서 심리학자가 

사물을 고찰하는 방식 속에서 등장하는” 경험적 심리학의 대상이며, 결국 그는 

세계에 대한 모든 타당성을 괄호로 묶는 판단중지를 철저하게 수행하지 않은 

것이다.(Hua VI, 8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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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문제는 초월론적 철학이 올바로 정초될 수 없다는 점에 그치지 않는

다. 그것은 세계 ‘안’에서 영혼을 대상으로 탐구하는 ‘경험적 심리학’이 올바로 

수립되는 것마저도 근본적으로 저해한다.

“전통적으로 데카르트적 이원론의 의미에서 실재적인 것은 두 가지 부류로, [즉] 물체 

그리고 정신 내지 영혼으로 나뉜다. 그리고 오늘날 이러한 구분은 (…) 물리적 현상과 심

리적 현상의 구분으로 대체되었다.”(Hua XXXII, 70)

물리적인 것을 탐구하는 학문은 자연과학이며, 심리적인 것을 탐구하는 학문

은 심리학이다. 데카르트가 물체와 정신을 근본적으로 다른 본성을 지닌 존재로 

구분했기 때문에, 그의 이원론이 일견 자연과학의 토대로서의 수학적 물리학과 

정신과학의 기초로서의 심리학을 구분하기 위한 결정적 계기를 마련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후설은 데카르트가 제시한 이원론에 대해 철저하게 비판

적인 태도를 취하는데, 왜냐하면 데카르트가 물체와 대립하여 ‘영혼’으로 상정

한 것은 심리적 존재의 본성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데카르트가 ‘영혼’이라고 부르는 것은 본래적인 의미의 영혼이 아

니다. 즉 생활세계에서 근원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사태인 ‘순수하게 심리적인 

것’이 아니라, 자연주의에 의해 본성이 왜곡됨으로써 물리적 자연에 결부되어 

있는 부속물일 뿐이다. 비록 물체와 완전히 동일하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

럼에도 본성상 심리-물리적 인과법칙에 따라 탐구될 수 있는 자연의 일부에 지

나지 않은 것이다.(Hua VI, 218) 

본고가 4부에서 물리적인 것과 심리적인 것의 층의 구조를 언급한 것과 유사

하게, 데카르트는 물체와 영혼을 병렬적으로 등치시키면서 세계를 두 조각으로, 

즉 통일적인 하나의 경험세계를 실재적 물체와 내실적 영혼이라는 실재의 두 

층으로 분할한다.(Hua VI, 219) ‘내실적인 것’은 영혼에 대해 ‘안’에 있는 것이고, 

‘실재적인 것’은 영혼에 대해 ‘밖’에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언뜻 다음과 같은 

생각이 드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세계는 물체와 정신으로 이루어지는데, 영혼 

바깥에 있는 물체를 ‘외적지각’의 방법에 의해 탐구하는 학문은 자연과학이고, 

안에 있는 영혼을 ‘내적지각’의 방법에 의해 탐구하는 학문은 심리학이라고 말

이다.(Hua VI, 222)

실제로 데카르트의 이원론에 대한 변용으로서 ‘감각주의’라는 형태로 전개된 

로크의 경험적 심리학은, 영혼을 “심리적 자료의 고유한 실재적 영역”으로 간주

함으로써 “의식을 공간적으로 폐쇄된 통일체(abgeschlossene Einheit e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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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wußtseinsraumes)로 격리”시켰다.(Hua VI, 234) 영혼을 “심리적 자료들이 나타나

고 사라지는 서판(書板)” 또는 “백지(白紙)”로 간주하는 로크의 비유는, 마치 

“캡슐이 되어버린 영혼(abgekapselte Seele)”처럼 영혼을 물리적 자연에 의해 포

위된 ‘텅 빈 공간’으로 취급할 때에만 성립하는 것이다.(Hua VI, 87)177) 영혼은 

외부의 물체로부터 자극을 수용하기 때문에 심리-물리적 인과관계를 통해 주어

지는 감각자료에 의해 설명되어야 한다는 심리학의 방법은, 영혼을 물체처럼 사

물로 취급하는 자연주의의 전제 위에서만 생겨날 수 있었다. 이로써 심리적 주

관의 체험은 소위 의식에 주어진다고 추정되는 외부자극이나 감각자료의 경험

으로 치환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후설에 따르면 이러한 방식은 인간의 마음을 물체의 지위로 전락시키

는 것, 즉 의식을 물리적 자연과 동일시하는 “사물화(Verdinglichung)”에 지나지 

않는다.(Hua VI, 234-236) 왜냐하면 영혼을 외부의 자연과 구분되는 내부의 공간

으로 간주하는 설정에서는 결국 “심리적인 것이 물리적 자연의 유비물”로 전락

하기 때문이다.(Hua XXXII, 76-77; 126)

“데카르트의 이원론은 정신과 물체의 평행화를 요구하고 (…) 심리적 존재의 자연화

(Naturalisierung)를 관철함으로써 [심리적 존재에 관한 탐구에] 요구되는 방법론마저 평행

화한다.”(Hua VI, 224)

다시 말해 “물리주의의 방법적 이상”에 따라(Hua VI, 349) “외적경험과 내적경

험 또는 물리적 경험과 심리적 경험을 등가적으로 취급하는 것(Gleichstellung), 

이에 상관적으로 물리적으로 실재하는 것의 왕국과 심리적으로 실재하는 것의 

왕국이 지닌 경험의 장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경험과 귀납을 통해, 그리

고 가능하다면 양화(Quantifizierung)와 수학을 통해 [양쪽이] 동일한 방식으로 다

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한다.(Hua XXXII, 127) 그러니까 4부에서 고찰한 

바 있는 갈릴레이가 창안한 수학적 방법이, 물리적 연관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본성이 전혀 다른 심리적 연관에 대해서도 관철되는 것이다.(Hua XXXII, 94)

19세기에 등장한 실험심리학은 데카르트의 이분법에 로크의 경험론적 색채가 

가미된 “심리학적 자연주의(psychologischer Naturalismus)”의 귀결일 뿐이다.(Hua

177) “내가 나 자신을 자연적 인간으로 파악할 때, 실로 나는 이미 공간세계를 파악했고, 
나를 공간세계 속에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따라서 공간 속에서 나는 ‘나의 외부

(Außer-mir)’를 갖는다. 그렇다면 [자연의 관점에서 수행된] 세계파악이라는 [자연주의

의] 타당성이 이미 문제제기 속에 전제되어 있고, 물음의 의미 속에 들어와 있는 것

은 아닌가?”(Hua I,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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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X, 140) 헤르바르트나 페히너의 심리물리학은, 물리적인 것과 심리적인 것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구조를 지닌다는 형이상학적 전제에서 출발한다. 그리하여 

물리적 자연과 마찬가지로 “심리적 원자론(psychischer Atomismus)”에 따라 인간

의 마음이 심리적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요소를 분석하고 귀납을 통해 일

반화함으로써 정밀한 법칙을 도출할 수 있다는 설명적 학문으로서의 자연과학

의 이념이 자명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리고 이러한 방법적 이념은 비단 심리학뿐만 아니라 심리학과 결부된 정신

과학에도 영향력을 행사한다.(Hua XXXII, 127) 다시 말해 실증주의적 자연주의

는 “모든 개별적 대상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의미구조를 지니고 있어야만 하며, 

물리학의 의미에서든 생물-물리학의 의미에서든 모든 물질적 대상뿐만 아니라, 

인간의 영혼이든 동물적 영혼이든 심리적 존재로서의 개별자 역시 그러해야만 

한다”는 ‘방법론적 일원론(methodological monism)’의 논리인 것이다.(Hua XXXII, 

124) 그러나 후설은 이른바 철저한 경험주의를 자처하는 실증주의가 실상은 형

이상학적 “선입견(Vorurteil)”에 불과한 것이라고 비판한다.(Hua XXXII, 78)

“경험론자가 말하는 모든 것은 오해와 편견[이다.] (…) 경험론자의 논증이 지닌 원리적

인 결함은 다름 아니라 ‘사태 자체’로 되돌아가야 한다는 근본적인 요구를 곧 모든 인식

의 정초를 경험에 두어야 한다는 요구와 동일시하는, 말하자면 [두 가지 요구를 서로] 혼

동하고 있다는 사실에 있다. [그들은] 인식할 수 있는 ‘사태’의 틀을 명백히 자연주의적

으로 국한한다(naturalistische Einschränkung). (…) [그러나] 이것은 곧 ‘선험적인 사변적 구

축물(spekulative Konstruktion a priori)’이며, 경험론자가 주장한다고 해서 특별히 더 나아

질 것도 없는 그러한 사변적 구축물에 지나지 않는다.”(Hua III/1, 41-42)

그러니까 철두철미하게 근원적으로 주어지는 경험 자체, 즉 사태 자체에 충실

한 연구자로서가 아니라 형이상학적 전제에서 출발하는 “철학자로서의 경험론

자는, 미리-판단하지-않음이라는 자신이 [표방하는] 원리와 공공연히 모순되게, 

해명되지도 않고 정초되어 있지도 않은 선입견에서 출발한다.”(Hua III/1, 45) 그

것은 바로 수학적 물리학이 모든 학문의 모범이며 수학에 기초한 물리학적 방

법이 모든 학문을 위한 방법의 참된 “원형(Prototyp)”을 제공한다는 편견이

다.(Hua XXXII, 124-5)

4부에서 살펴본 것처럼, 물리학은 직관적으로 주어진 것을 넘어서 그 아래에 

비직관적인 존재,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양화될 수 있는 물리적 자연과 같은 존

재를 놓는다. 즉 올바른 방법에 의해 인도되는 심리학은 생활세계에서 직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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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어지는 근원적 사태로서의 주관적 경험을 탐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객관주

의‧자연주의‧실증주의를 전제한 심리학적 선입견은, 주관적 경험이 한낱 가상이

라는 의미에서의 현상일 뿐이라는 편견으로 이어진다. 즉 현상이란 한낱-주관적

인 것인 반면, 객관적 진리는 수학에 의해 규정된 참된 존재라는 것이다.(Hua

XXXII, 126-7) 

하지만 이러한 “선-확신(Vorüberzeugung)”은(Hua XXXII, 130) “물리학적 방법에 

대한 맹목적인 모방(blinde Imitation)”에 지나지 않는 선입견이다.(Hua XXXII, 

125-6) 물론 아무런 ‘선-확신’ 없이 학문적 탐구가 수행될 수 없음에는 분명하

다. 하지만 문제는, 학문에 선-확신이 요구된다는 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선-

확신의 내용이 무엇이냐에 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학문에 요구되는 정당

한 선입견은 모든 객관적 학문의 토대로서의 생활세계, 그리고 생활세계에서 근

원적으로 경험되는 주관의 체험이지, 물리학과의 유비에서 “자연으로 취급되는 

정신(naturalisierte Geistigkeit)”이 아닌 것이다.(Hua XXXII, 78)

후설 현상학의 관점에서 보면 정신과 자연 또는 “내부 및 외부와 같은 모든 

구별은 절대적 자아에 의해서 ‘구성되는 것’”이다.(Hua VI, 84) 영혼을 마치 내

적으로 완결된 공간적 실재처럼 표상하고 그것을 외부 실재와 구분하는 자연주

의, 다시 말해 소위 의식의 ‘안’과 ‘밖’을 추정적으로 예단하는 것 자체가, 이미 

자연주의라는 선입견에 의해 ‘구성된’ 표상에 불과하다. 더욱이 자연주의 심리

학은, 생활세계에서 근원적으로 경험되는 지향성의 주체를 마치 물리적 사물처

럼 취급하여 왜곡한다는 점에서(Hua VI, 225), 그저 구성된 것이 아니라 근본적

으로 잘못 구성된 것, 즉 “형이상학적으로 구축된 것”이다.(Hua IX, 139)

따라서 일견 물체와 영혼을 구분한 데카르트의 이원론이 자연과학과 심리학

의 구분을 위해 결정적 계기를 마련한 것처럼 보이나, 후설이 데카르트의 이원

론을 비판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다. 후설은 데카르트가 물체와 영혼을 

구분한 것 자체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다. 비판의 핵심은, 데카르트가 외견상으

로는 물리적인 것과 심리적인 것을 정당하게 구분한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

는 심리적인 것에 물리적 규정을 전가하는 형이상학적 편견으로서의 자연주의

를 벗어나지 못했다고 비판하는 것이다.

“심리학은 (…) 데카르트의 이원론에서 유래하는 ‘영혼’ 개념에서 출발하였다. 그런데 

데카르트적 이원론에서 유래하는 [영혼] 개념은, 물리적 자연과 수학적 자연과학이라는 

과거의 구축적 이념을 통해 이미 마련되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심리학은 [자연과학과] 평

행하는 학문이라는 과제에 의해, 그리고 심리학의 주제인 영혼이 자연과학의 주제인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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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적 자연과 동일한 의미에서 실재적인 것이라는 견해를 이미 멍에로 짊어지고 있다. 여

러 세기에 걸친 이러한 편견이 그 모순을 통해 밝혀지지 않는 한, 영혼에 관한 진정한 

학문, [즉] 모든 객관적 학문과 마찬가지로 생활세계에 불가피하게 결부되어 있는 심리

학, [그러니까] 생활세계로부터 근원적인 의미를 갖는 것에 관한 학문인 심리학은 결코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Hua VI, 347) 

결국 “근대 심리학 전체의 자연주의적 편견, 더 정확히 말하자면 물리주의적 

편견”은(Hua VI, 226), 데카르트가 판단중지를 발견하고도 지향성의 의미를 철저

하게 묻지 않았던 데에서 기인한다. “물리적 자연과학의 작업수행이 방법적 형

태에 있어서 아무런 유보도 없이 모든 학문 일반의 작업수행으로 승인될 수는 

없으며, 처음부터 정신과학의 작업수행은 완전히 다른 의미의 작업수행으로 간

주되어야 한다.”(Hua XXXII, 78) 그러므로 현상학적 심리학의 일차적 과제는, 자

연주의적 편견에 오염되지 않은 본래적인 심리학이 어떻게 가능한지 밝혀내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상학적 심리학적 환원’의 의미를 다시 되새기는 것으

로부터 시작하지 않을 수 없다.

2절 정신의 본질에 관한 영역존재론

모든 학문은 탐구영역을 확보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특정한 주제적 관심

에서 대상영역을 열어 보이는 작업이 현상학적 환원으로서의 판단중지다. 통상 

‘괄호침’이나 ‘배제’라는 부정적인 뉘앙스를 지니는 판단중지를, 어떻게 의식에 

대상영역을 열어 보인다(開示)는 적극적인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

해 본고는 이미 4부에서 고찰한 바 있다.

즉 현상학적 판단중지는 초월론적 주관성에 대해 세계가 어떻게 근원적으로 

드러나는지를 보는 일이다. 모든 학문은 주제가 되는 자신만의 대상영역을 근원

적으로 드러내 보이는 고유한 판단중지를 요구하며, 따라서 심리학도 심리학적 

판단중지를 요구한다. 문제는 심리적 현상을 그 본질에 적합한 방법으로 탐구하

는 참된 심리학이 되기 위해, 판단중지를 올바로 수행해야만 한다는 점이다. 참

된 심리학을 위한 올바른 판단중지, 그러니까 ‘현상학적 심리학적 환원’이 무엇

인지 이해하기 위해서, 근대 심리학이 범했던 근본적인 과오를 다시 짚고 넘어

갈 필요가 있다.

앞서 우리는 자연주의 심리학의 역사가, 세계경험을 의식 ‘밖’의 물리적 존재

와 의식 ‘안’의 심리적 존재라는 소위 실재성의 두 층으로 간주하는 이원론으로 

점철되어 왔음을 살펴보았다.(Hua VI, 227) 그런데 현상학적 태도변경으로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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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학적 환원의 의미를 되새기면, 현상학적 심리학적 판단중지는 의식과 세계 

사이에 어떤 ‘막(幕)’을 드리워서 외부의 자연을 차단하고 심리적 주관성 ‘안’으

로 들어가는 것이 결코 아니다. 오히려 우리는, 안과 밖이라는 표상이 애초에 

어떻게 성립되는지를 물어야 한다.

그러한 물음을 던지면 우리는 자연주의 심리학이 참된 의미의 심리학적 판단

중지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왜냐하면 구체적인 삶의 세계를 일

단 추상적인 물체의 세계로 환원한 다음, 그렇게 확보되는 물리적 자연 ‘안’에 

다시 평행하는 보완물인 정신을 위한 별도의 공간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물체는 자연과학의 대상이, 정신은 심리학의 대상이 될 수 있었

다.(Hua VI, 231) 하지만 후설에 따르면 이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근본적으

로 잘못 수행된 방법적 절차다.

첫째, 앞서 4부에서 강조한 것처럼, 구체적인 삶의 세계가 특정한 학문적 관

심에 따른 추상에 의해 또 다른 현상적 의미의 세계로 탈바꿈한다는 것은 판단

중지의 ‘보편적’이고 ‘전면적’인 성격을 뜻한다. 자연과학의 판단중지는 세계를 

‘일거에’ 물리적 자연으로, 심리학의 판단중지는 세계를 ‘단번에’ 심리적인 것의 

보편적 우주로 변모시킬 수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일단 ‘자연’과 ‘정신’ 어느 

하나의 주제적 관심에서 판단중지가 수행되면 그 안에서 재차 나머지를 위한 

별도의 영역이 마련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론적 목표와 주제

에 따라 ‘전적으로 무엇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그 이외의 것에는 일체의 관심을 

두지 않음’이라고 하는 현상학적 판단중지의 원리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만일 심리학자가 현상학적 판단중지를 통해 정확하게 현상학적 심리학적 환

원을 수행한다면, 그것은 세계 전체의 모습을 심리적 주체와의 지향적 연관 속

에서 의미가 부여된 정신적 세계로 간주함을 뜻해야만 할 것이다. 그런데 자연

주의 심리학은 주관의 심리적 측면을 오히려 자연으로 환원된 물리적 세계의 

유비로부터 재구축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근대 심리학은 애당초 자신이 탐구

해야 할 영역, 즉 심리적인 것으로만 이루어진 세계를 아예 펼쳐보이지도 못했

다. 왜냐하면 물리적 세계 안에 더부살이하고 있는 영혼은 본래적인 의미의 영

혼이 아니기 때문이다. 영혼을 자연화하여 사물처럼 간주하는 자연주의 심리학

은, 처음부터 올바로 수립된 참된 심리학일 수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자연주의 

심리학의 영향 속에서 전개된 경험적 심리학이 아무리 ‘외적경험’ 내지 ‘외적지

각’과의 대비를 강조하여 ‘내적경험’ 또는 ‘내적지각’을 말하더라도, 후설 현상

학의 입장에서 이러한 용어는 본령을 상실한 구축적 개념에 지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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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판단중지의 전면적이고 보편적인 성격으로부터 도출되는 또 하나의 중

요한 함의는, 정신과 물체라는 것이 결코 데카르트가 상정한 것과 같은 형이상

학적 실체일 수가 없다는 점이다.(Hua VI, 232) 4부에서 고찰한 것처럼, 물체와 

영혼은 그 자체로 존재하는 두 형이상학적 실체가 아니라, 초월론적 주관의 관

심과 태도의 변경에서 드러나는 통일적 세계경험의 두 추상적 ‘측면(Aspekt)’ 내

지 구성적 ‘층(Schicht)’일 뿐이다. ‘추상적 측면’이라는 말은 비록 ‘내적으로 통

합’되어 있으나 특정한 관심에서 나머지를 도외시하고 보이는 ‘현상적 층’을 뜻

하지, 결코 ‘외적으로 분리’하는 것이 가능한 ‘실재적 층’을 가리키지 않는다.

따라서 흔히 오해하듯 자연과학은 ‘외적경험’에 의해, 심리학은 ‘내적경험’에 

의해 탐구되는 것이 결코 아니다. 물론 구체적인 통일체로서의 생활세계에 대해 

자연과학은 정신적 측면을, 심리학은 물리적 자연의 측면을 도외시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다만 여기에는 중요한 단서조항이 추가되어야 한다. 

그것은 바로 ‘도외시’한다는 것의 의미가, 실재하는 세계의 ‘안’과 ‘밖’을 전제한 

후 어느 한 쪽을 제거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바로 그 하나의 세계를 한

번은 자연으로 한번은 정신으로, 즉 전적으로 다른 의미를 지닌 현상으로 탈바

꿈한다는 것을 뜻한다는 점이다. 4부에서 언급한 것을 다시 강조하자면, 현상학

적 태도변경은 물리적인 것의 층 ‘위에’ 심리적인 층을 얹는 것이 아니며, 물리

적인 층 ‘옆에’ 심리적인 층을 덧붙이는 것도 아니다.

참된 심리학은 물리적 자연을 포함하는 세계의 모습을 심리적인 것, 정신적 

의미가 깃든 것으로 전면적으로 탈바꿈하는 태도변경을 통해서만 확보할 수 있

다. 즉 “현상학적 심리학적 환원”은 지향성이라는 영혼의 본질을 고유한 주제로 

획득하기 위한 방법이다.(Hua VI, 239; 247) ‘현상학적 심리학적 환원’의 보편적 

판단중지를 통해, 순수하게 지향성을 지닌 의식의 상관자, 정신적-문화적 의미가 

깃든 보편적 우주가 개시될 때에야 비로소, 정신과학이 탐구해야할 사회적-역사

적 세계뿐 아니라 그 안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마음을 탐구하는 심리학의 영역

도 확보되는 것이다.(Hua VI, 248)

따라서 심리학자는 우선 생활세계에서 어떤 사람의 ‘외적인 행동’에 주목할 

수밖에 없다. 누차 강조하지만, 사람의 ‘내면’에 주목하는 것은, 자연에서 물리

적인 것을 추상하고 남는 또 하나의 ‘실재적 층’을 발견하는 것, 그러니까 순수

한 물체를 주제로 삼는 자연과학적 추상화의 단적인 대립물을 획득하는 것이 

아니다.(Hua VI, 238) 인간 세계에서 행동의 의미는, 행동에서 물리적인 면을 박

탈하고 순수한 내부공간을 투시함으로써 파악되는 것이 결코 아니다. 후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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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성(內省, introspektion)”의 방법을 비판하는 까닭은 현상학적 심리학은 이른바 

“내부세계”에서의 “의식상태” 내지 “심리적 사실”을 관찰하는 “내성심리학”이 

아니기 때문이다.(Hua VI, 86)

정신과학으로서의 현상학적 심리학은, 소위 ‘내성’에서 주어지는 내면의 자료

가 아니라, 물리적인 것으로 드러나는 ‘실재적인 행동’과 통합되어 있으면서도 

그것을 ‘넘어서서’ ‘주관성’이 그 행동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여 ‘지향’하고 있

는지를 탐구한다. 그러니까 현상학적 심리학의 과제는 외적지각에 의해 파악되

는 인간의 행동을 정신적 의미가 깃든 지향성의 표현으로, 인간이 살아가는 세

계를 정신적-지향적 의미가 깃든 세계로 파악하는 것이다. 이때 신체는 단순한 

물리적 사물이 아니라 지향적 의식의 살아있는 외피다. 그러므로 심리학자에게 

물리적 또는 외적인 ‘행동’은 정신적 내면이 객관적으로 표출된 “실재적 지향성

(reale Intentionalitäten)”으로 드러난다.(Hua VI, 242)

이에 대해 후설은 “외화된 지향성(veräußerlichte Intentionalität)”(Hua VI, 252), 

“심리적인 것의 육화(Verleiblichung des Psychischen)”(Hua IX, 129), “자연에 동화

된 주체성(Subjektivität der Natur einverleibt)”(Hua IX, 156)을 말한다. 다시 말해 

신체적 행동은 물체의 운동이 아니라 “영혼이 깃든” 지향성이 밖으로 “표현”된 

것이다.(Hua IX, 111-112; §21; 141-142; §39; 197) 정신과학에 종사하는 연구자가 

타인의 심리를 파악하는 것은 타인의 표정, 몸짓을 통해서다. 이러한 방식으로

가 아니라면 연구자는 대체 어떻게 타인의 내면적 고통에 접근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심리적 측면과 신체적 행동은 독립된 별개의 실체가 전혀 아니며, 

오히려 후자를 배제하고 ‘순수한(?)’ 내면을 탐구하겠다는 발상이야말로 자연주

의적 편견과 마찬가지로 ‘형이상학적’이다. 그러니까 후설의 말처럼, “만약 ‘실

증주의’라는 말로써 모든 학문이 ‘실증적인 것’, 즉 원본적으로 파악되는 것 위

에 절대적으로, 無편견에 근거하고 있음을 뜻한다면, [현상학자인] 우리야말로 

진정한 실증주의자”인 것이며(Hua III/1, 45), ‘감각자료’를 찾겠다는 경험적 심리

학자야말로 도리어 편견과 선입견에 사로잡혀 있는 형이상학자인 것이다.

후설이 “기술적 심리학이 우선 착수하는 지점이 [생활세계에서 살아가는] 자

연적 태도에서의 행동방식”이라고 말한 것은 이런 까닭이다.(Hua VI, 242) 실재

적 행동에서 물리적 측면을 ‘넘어서’ 주체의 내면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현상

학적 심리학적 환원을 통해서만 가능한데, 이때 현상학적 심리학적 환원은 물리

적 측면을 ‘배제한 잔여’를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물리적 측면의 표현에 ‘깃들

어 있는’ 지향적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현상학적 심리학적 환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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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서 심리학자는 비로소 지향적 삶이라는 문제를 원본적인 연구지평으로 가

지게 되는 것이다.(Hua VI, 243)

하지만 현상학적 심리학적 판단중지와 환원이 일거에 심리적인 것의 보편적 

우주를 개시하는 방법적 조치라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지향적 분석 자체가 단번

에 종결됨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심리학적 탐구의 영역

을 개시하여 확보하는 시작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지향성은 의미를 지닌 체험들

이 서로 내적으로 얽혀드는 의식 삶의 전체이며, 현상학적 심리학의 목표이자 

과제는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있는 지향적 체험의 구조와 연관을 단계적으로 되

물어가면서 해명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심리학의 근본적인 과제는 사람의 행동을 관찰한 후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행

동하는지 그 ‘이유’를 알아내는 것이다. 그런데 일단 현상학적 심리학적 환원이 

수행된 이상, 그것이 물리적 조건인 ‘인과’일 수는 없다. 어떤 의도에서 왜 그러

한 행동을 하는가라는 ‘동기’는 전적으로 지향적 의미를 캐물어가는 분석을 통

해 해명되어야만 한다. 그런데 행동에 담긴 의미의 전모를 일회의 지향적 분석

으로 밝혀내는 것은 원리상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어떤 동기가 밝혀진다 하더라

도, 그것은 또 다른 동기를 자신 안에 함축하기 때문이다.

다양한 체험들을 기술하고 각각의 구조를 해명하는 작업만으로도 이미 현상

학적 심리학의 과제는 무한한데, 그 체험들조차도 다양한 방식으로 연관을 형성

한다. 이렇듯 다양하고 중층적인 층으로 얽혀진 의식 삶의 동기연관 전체는 지

향성의 그물이다. 지향적 의미는 실타래와 매듭을 풀어내는 매 순간 더 심층에 

있는 새로운 동기를 지시한다.(Hua VI, 250) 의미의 근거가 자신 안에 또 다른 

근거를 포함하는 원리상 무한히 계속되는 지향적 함축은 끝을 가늠할 수 없는 

“의미의 심연”을 형성한다.(Hua VI, 252) 이렇듯 심리적 삶을 형성하는 체험의 

폭과 깊이는 거대한 총체성을 이루기 때문에, 지향적 상관관계를 되물어가는 현

상학적 심리학의 분석은 원리상 무한히 진행될 수밖에 없는 지난한 작업이다.

“심리학이 의식과 그 본질상관자들을 지닌 체험의 전체분야에 관한 현상학적 탐구를 

통해 새로운 단계의 지위에 도달해야만 한다는 주장은 (…) 체험의 계기들과 층들에 따

라, 그 연관들과 경과양상의 얽혀있음에 따라, 자아와의 관련들과 인식대상적 관련들에 

따라, 체험에 대한 현상학적 분석이 지니는 엄청난 어려움을 인식함으로써 생겨난

다.”(Hua V,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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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절 초월론적 현상학의 예비적 단계

그러면 ‘현상학적 심리학’과 궁극적 자기성찰의 철학인 ‘초월론적 현상학’의 

관계는 어떠한가? “심리학으로부터 현상학적 초월론적 철학에 이르는 길(Der 

Weg in die Phänomenologische Transzendentalphilosophie von der Psychologie aus)”

이라는『위기』제 3부 B의 표제가 보여주는 것처럼, 후설의 현상학적 심리학은 

궁극적으로 초월론적 현상학으로 나아가기 위한 하나의 길, 또는 예비적 단계로 

제시된다.(Hua VI, 194)

앞서 고찰한 것처럼, 현상학적 심리학적 판단중지는 아직 세계 전체에 대한 

일반 정립을 철회하지 않고, 다만 세계를 심리적인 것의 우주라는 보편적 의미

의 현상으로 환원하는 방법적 조치였다. 그런데 여기서 ‘세계’란 다름 아니라 

절대적으로 순수한 주체의 모든 지향적 함축에 의해 기능적으로 구성된 보편적 

지향성의 상관자다.(Hua VI, 260) 다시 말해, ‘세계’는 초월론적 주관의 지향성 

일반에 의해 구성될 수 있는 ‘현상 일반’이다. 자명한 것으로 주어진 일반적으

로 정립된 세계를, 절대적 주관성에 의해 지향적으로 구성된 ‘현상 일반’으로 

탈바꿈시키는 태도변경이, 곧 초월론적 현상학적 환원인 것이다.

따라서 현상학적 심리학이 세계 ‘안’에 존재하는 심리적 주관인 영혼을 탐구

하는 것이라면, 거기에 함축된 모든 지향성을 철저하게 남김없이 해명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세계의식 전체가 지향적 분석의 대상이 될 때, 현상학적 심리학은 

곧장 초월론적 현상학으로 변환된다.

“모든 심리학은 앞서-주어진 세계에 관계하며 세계학에 속한다. 초월론적-철학적 환원

을 수행함으로써 보편적인 세계 고찰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는 모든 자연적인 세계 

고찰을 포함하여 세계 일반을 주제로, 즉 우리를 초월론적 정신성으로 인도하는 궁극적

인 관점에 대한 세계 고찰을 주제로 삼는다. 이제 근본학은 초월론적 현상학이 되며, 모

든 이성비판과 모든 진정한 철학적 문제를 그 안에 포함하는 하나의 심리학, 즉 가장 높

고 새로운 의미의 심리학이 된다.”(Hua IX, 222)

이로써 “놀랍게도 우리는, 영혼의 순수한 본질을 해명하려는 기술적 심리학의 

이념을 순수하게 성취함으로써, 필연적으로 현상학적 심리학적 판단중지 및 [현

상학적 심리학적] 환원이 초월론적 판단중지 및 [초월론적] 환원으로 전환된다

(Umschlag der phänomenologisch-psychologischen Epoché und Reduktion in die 

transzendentale)는 점을 깨닫게 된다.”(Hua VI, 259) 즉 현상학적 심리학과 초월론

적 현상학은 원리상 다른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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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말은 곧 ‘현상학적 심리학’이 ‘초월론적 현상학’으로의 이행을 위한 입문이

라는 것, 나아가 경험적 심리학이 참다운 심리학이 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주

관성으로 되물어가는 초월론적 동기에 의해 수행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뜻한다. 초월론적 현상학으로의 입문이라는 점에서, 후설이 현상학적 심리학을 

“결단의 참된 영역”으로 평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Hua VI, 212; 218) 

요컨대, “초월론적 철학과 동일한 초월론적 심리학(transzendentale Psychologie)만

이 존재한다.”(Hua VI, 261)

“[초월론적] 현상학과 [현상학적] 심리학 양자는 비록 서로 다른 방식으로 서로 다른 

‘태도’를 취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들이 모두 의식을 다루는 한 매우 밀접한 관계에 놓여 

있음이 틀림없다. 이것을 우리는, [현상학적] 심리학은 ‘경험적 의식’을 자연과의 관련 속

에서 존재하고 있는 사실로서 경험적 태도에서 다루는 반면, [초월론적] 현상학은 ‘순수

한’ 의식, 그러니까 의식을 [초월론적] 현상학적 태도에서 다룬다고 표현할 수도 있겠다. 

(…) [경험적] 심리학은 본질적인 이유에서, 즉 현상학의 매개를 통해, 더 밀접하고 운명

적으로 가장 긴밀하게 [초월론적] 철학에 결합되어 있음에 틀림없다.”(PSW, 17)

그런데 혹자는 심리학은 경험적인 학문인데 어떻게 대체 ‘초월론적 심리학’이 

가능할 수 있는지 반문할지 모른다. 후설은 경험적인 것과 초월론적인 것을 혼

동하며 양자를 뒤섞는 것 아닌가? 객관주의와 자연주의에 비판적이었던 칸트는 

자신의 철학에서 아예 경험적 심리학을 도외시하기에 이르렀다. 물리적 자연주

의와 객관주의에 대해 칸트는 비판적 관념론을 통해 “독단의 꿈”을 일깨웠

다.(Hua VI, 323-4) 그리고 신칸트주의는 실증주의적 동기에 의해 미리 규정된 

이전 철학들을 비판함으로써 경험과학에 대한 비판철학에 다시 이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Hua VI, 327)

하지만 후설이 보기에, “칸트의 모든 초월론적 개념, 즉 초월론적 통각의 자

아, 다양한 초월론적 능력들, (영혼과 마찬가지로 물체의 배후에 놓여 있는) ‘물 

자체’의 개념들은 궁극적 해명에 원리적으로 거역하는 구축적인 개념들”에 지나

지 않는다.(Hua VI, 331-2) 이러한 개념들이 한낱 구축적일 수밖에 없었던 결정

적 이유는, 초월론적 철학이 객관적 자연주의에 대한 “반작용”으로서 “철저하게 

어떠한 [경험적] 심리학도 되지 않겠다고 자임하는 심리학”이 되고자 했기 때문

이다.(Hua VI, 333) 

하지만 자연적 태도에서 살아가는 생활세계의 주관적 삶이라 하더라도, 심리

적 영혼은 한낱 객관적인 사물이 아니라, 지향적으로 ‘객관화하는 의식’이다. 경

험적 차원의 심리적 주관성은 불활성의 물체와 같은 무기력한 서판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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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에 대한 의식, 세계에 대한 의식, 심지어 자신에 대한 의식마저 가지는 ‘살

아있는 서판’이며, 그렇기 때문에 세계에서 ‘단적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über)” 반성적으로 자신을 고양하는 것이 가능한 의식의 기능적 활동성 자체

다.(Hua VI, 254-255) 그러므로 경험적 주관은 이미 그 자체로 초월론적 주관이

나, 다만 아직은 빙산의 일각처럼 ‘심층’의 절대적 차원이 전부 드러나지 않은 

채 ‘세속화’의 형태를 띠고 있는 초월론적인 주관의 ‘표층’이지, 소위 초월론적

인 것과 대립되는 의미에서 한낱 경험적인 것은 아니다.

경험적 주관에서 초월론적 기능을 인정하지 않고 사물처럼 취급한다는 점에

서, 비판적 관념론의 형태로 전개된 칸트의 초월론적 철학은 자연주의 심리학과 

동일한 편견을 공유한다. 의식을 감각자료가 새겨질 수 있는 종이로 간주한 로

크의 비유가, 잡다로서의 질료를 도입하는 칸트에게서 전혀 문제시되지 않는다

는 것이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칸트는 비록 경험론에 대립해 있다고 하더라

도, 영혼에 관한 해석과 심리학의 과제영역에 관한 해석에서는 여전히 [자신이 

비판하는] 그 경험론에 의존한 채 남아있으며, [따라서] 그는 자연의 시간과 시

간-공간성 속에서 심리-물리적 인간의 구성요소로 생각된 자연화된 영혼을 [진

정한] 영혼이라고 착각한다.”(Hua VI, 212)

자연주의적 경험심리학이 수행한 것과 같은 잘못된 방식의 추상을 통해 영혼

을 파악했기 때문에, 칸트에게 경험적 주관은 초월론적 동기에 무력한 객관적 

실재로 전락해 버렸던 것이다.(Hua VI, 117) 후설이 칸트 이래 경험적 심리학과 

분리된 초월론적 철학의 운명이 한낱 개념을 구축하는 신비화에 빠질 수밖에 

없었음을 개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Hua VI, §56-§57) 그래서 후설은 

현상학적 판단중지의 진정한 의미, 그리고 현상학적 심리학을 통한 초월론적 현

상학으로의 전환을 거듭 강조하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진정한 초월론적 철학의 발전은 심리학에 본질적으로 고유한 과제와 방법이 가장 심

오한 자기성찰에 입각하여 명백하게 제기되는 철저한 개혁이 이루어진 후에야 비로소 

가능하다. (…) 즉 우리는 [경험적] 심리학을 초월론적 주관성에 대한 학문, 보편적 초월

론적 철학으로 변경시켜야 한다.”(Hua VI, 207)

이상으로 초월론적 현상학의 예비 학문으로서의 현상학적 심리학이 무엇이며, 

또 그것이 자연주의 심리학과 어떻게 다른지, 현상학적 심리학적 환원이라는 방

법을 규명함으로써 살펴보았다. 이 과정에서 세계를 ‘넘어서는’ 초월론적 현상

학이, 세계 ‘안에서의’ 경험적 연구인 심리학에 어떻게 이바지할 수 있는지,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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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으로 후자가 전자에 어떻게 공헌할 수 있는지, 일견 역설(Paradox)처럼 보이는 

문제가 해소된다. 칸트의 비판철학이 ‘한낱 경험적인 것’으로 논외로 하고 깊이 

해명하려 하지 않는 심리적 주관의 ‘소박한 경험’은, 이미 초월론적 기능의 수

행인 지향적 체험이다. 그래서 자연적 태도를 취하는 경험의 주체인 ‘세속적 자

아(mundanes Ich)’는, ‘초월론적 자아(transzendentales Ich)’와 대립하는 것이 아니

라, 다만 빙산의 일각처럼 그 ‘심층’을 전부 드러내지 않은 초월론적 주관성의 

‘표층’일 뿐이다.

“세계 안에 존재하는 내면성”은(Hua VI, 266) “객체로서 세계 ‘안에 있는(in)’ 

주관성인 동시에 세계에 ‘대해(für) 있는’ 의식주체로 함께하는 것”이다.(Hua VI, 

184) 그렇기 때문에 심리학은 여타의 경험적 학문처럼 학문체계에서 분과학문의 

지위를 갖는 것이 아니다. 현상학적 심리학의 수립은 참된 초월론적 현상학의 

정초를 위한 교두보다. 이것이 바로, 자연주의에 의해 왜곡된 심리학을 개혁함

으로써, 경험심리학을 초월론적 철학에 이르는 ‘참된 결단의 영역’으로 수립해

야만 하는 근본적인 이유인 것이다.

 

요컨대 위의 사분면을 통해서, 우리는 현상학적 심리학과 초월론적 현상학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후설의 학문체계에서 궁극적 토대가 되는 

학문은 초월론적 현상학이다. 즉 현상학적 학문체계에는 사실학으로서의 경험적 

학문, 본질학으로서의 형식적 존재론과 영역적 존재론, 그리고 초월론적 현상학

의 위계가 존재한다. 4부에서 살펴본 것처럼, 사실학과 본질학은 모두 자연적 

태도에서 세간적 주관에 의해 경험되는 생활세계를 전제한다. 그런 점에서 세계

세간적-자연적

(mundan-natürlich)

(Ⅱ)
사실학으로서의

(Ⅰ)
본질학으로서의

사실적

(faktisch)

경험적 심리학 형상적 심리학
본질적

(eidetisch)(Ⅲ)
사실학으로서의

(Ⅳ)
본질학으로서의

초월론적 현상학 초월론적 현상학

초월론적-현상학적

(transcendental-phänomenologis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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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주관에 대해 있는 현상으로 간주하고, 주관에 의한 세계의 구성 자체를 묻는 

초월론적 현상학은 경험과학이나 존재론과는 구분된다. 후설 현상학의 학문체계

를 의식체험을 탐구하는 심리학에 적용함으로써 우리는 위와 같은 현상학적 학

문구획의 세 번째 사분면을 획득한다. 즉 심리적 존재 대한 탐구는 다음의 네 

가지 관점적 태도, 또는 네 차원에서 수행될 수 있다.

후설은 사실학으로서의 경험과학과 대비하여, 본질학으로서의 존재론이 “객관

적-존재론적(objektiv-ontologish) 태도”에서 수행된다는 점을 언급한다. 그리고 후

설은 사실학과 본질학에 대해 다시 “현상학적(phänomenologisch) 태도”, 즉 ‘초월

론적 현상학적 태도’와 구분한다. 그러니까 사실적 학문인 경험적 심리학의 토

대에는 형상적 존재론적 분과로서 형식적 존재론과 영역적 존재론이 있는데, 양

자는 생활세계를 전제하고 거기에서 경험되는 다양한 객관적 존재를 논한다는 

점에서, 존재하는 모든 것의 총체인 세계 자체를 구성된 ‘현상’으로 간주하는 

초월론적 현상학과는 대비되는 것이다.(Mat. IV, 147)

그런데 초월론적 현상학은 다시 사실학으로서의 초월론적 현상학과 본질학으

로서의 초월론적 현상학으로 구분된다. (Ⅲ)전자는 어떤 개별적인 주관에 대해 

사실로서 타당한 세계 구성의 경험을 탐구하며, (Ⅳ)후자는 모든 가능한 주관에 

대해 본질적으로 타당한 세계 구성의 경험을 탐구한다. 물론 후설은 철학자로서 

사실학으로서의 초월론적 현상학보다는 본질학으로서의 초월론적 현상학에 더 

많은 중요성을 부과한 것이 사실이다.

“보편적인 초월론적 주관성의 완전한 구체적 사실성은 (…) 형상적 [환원의] 방법을 통

해 다음의 과제를 제기하고 학문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즉 개별적 [주관의] 작업수행과 

상호주관적 작업수행의 모든 유형에서 초월론적 작업수행의 본질형식을 탐구하는 것, 그

러니까 초월론적으로 작업수행을 하고 있는 주관성의 본질형식 전체를 (…) 탐구하는 것

이다. 이 경우 사실은 본질에 속한 것으로서 오직 그 본질을 통해서만 규정될 수 있

다.”(Hua VI, 181-182)

하지만 이러한 점이 사실과 본질의 두 가지 관점에 상응하여 수행되는 두 가

지 방식의 초월론적 현상학의 원리적 가능성을 부정하지는 않으며, 어떤 의미에

서 양자는 서로 양도하거나 대체될 수 없는 학문적 탐구로서 각기 고유한 목표

와 의의를 지닌다.178)

또한 우리가 강조해야만 하는 것은, 초월론적 주관에 의한 세계의 구성을 탐

178) 양자의 구분의 필요성과 각각이 지닌 의의에 대해서는 이남인(2014), 4장~5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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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는 초월론적 현상학이 개별적 주관의 체험에 대한 탐구로서의 경험적 심리

학 및 본질학으로서 심리적인 것의 영역적 본질을 탐구하는 형상적 심리학과 

본질적으로 무관하지 않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Ⅱ)자연적 태도에서 생활세계

를 전제하며 살아가는 세속적 주관의 체험을 사실의 관점에서 탐구하는 경험적 

심리학이나, (Ⅲ)심리적인 것에 대한 영역적 존재론으로서 동일한 체험을 본질

의 관점에서 탐구하는 형상적 심리학은, 세계를 “근원적으로 구성하는 의식”으

로 되물어가는 길을 지시하는 “초월론적 실마리(transzendentaler Leitfaden)”로 기

능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초월론적 현상학으로 나아가는 길을 예비한다.(Mat. IV, 

147; 150)

즉 현상학적 심리학적 태도에서 수행되는 경험적 심리학 및 형상적 심리학적 

탐구의 성과와 내용은 실상 초월론적 현상학적 환원이라는 현상학적 태도변경

에 의해 언제든 초월론적 현상학의 구성적 분석으로 전환될 수 있는 것이다.179) 

우리는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면서 후설의 현상학적 심리학이 어떻게 정신과학 

방법론의 토대가 되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179) “즉 존재론의 실마리를 통해서[만], 모든 가능한 종류의 참되게 존재하는 대상들을 

구성하는 의식, 근원적으로 [의미를] 부여하고 전면적으로 토대를 세우는 의식을 연구

하는 학문으로서의 [초월론적 현상학], 그러니까 존재와 의식의 모든 관계를 규정하

고, 모든 단계에서 [존재와 의식의] 상관관계를 해명하는 구성적 [초월론적] 현상학의 

과제가 생겨나는 것이다.”(Hua Mat.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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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 정신과학 방법론으로서의 현상학적 심리학

위에서 우리는 심리적 존재로서의 인간의 마음을 파악하기 위해 요구되는 방

법적 절차로서 현상학적 심리학적 환원의 의미를 고찰하였다. 현상학적 심리학

적 환원은 인간의 신체를 의식이 깃든 것으로, 자연을 정신적 의미가 깃든 문화

적 세계로 파악하는 작업이었다. 이에 따라 인간은 지향성을 지닌 정신적 존재 

내지 인격적 주체로 파악되며, 물리적인 것도 자연에 귀속된 사물이 아니라 지

향적 의미가 깃든 문화적 대상으로 탈바꿈된다.

그런 점에서 현상학적 심리학은 생활세계의 현상학과 근본적으로 불가분한 

관계에 있다. 여기서 불가분하다는 것은 세계의 구성을 탐구하는 초월론적 현상

학에 대해, 현상학적 심리학과 생활세계의 현상학이 이미 구성된 세계를 전제한

다는 점에서 후설 현상학의 체계 내에서 동등한 위상을 지닌다는 말이다. 현상

학적 심리학은 세계 안에서 살아가는 심리적 주체인 인간을 탐구하며, 생활세계

의 현상학은 인간이 살아가는 정신적 세계를 탐구한다. 현상학적 심리학이든 생

활세계의 현상학이든 세계를 전제하는 자연적 태도라는 점에서, 세계 전체를 현

상으로 간주하는 초월론적 현상학에 대해서는 동일한 차원에 있다. 다만 생활세

계의 현상학이 지향적 상관관계의 대상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현상학

적 심리학은 의식이라는 주관적 측면에 무게중심이 있을 뿐이다. 후설은 이를 

다음과 같이 말한다.

“진정으로 영혼에 관한 학문인 심리학은 생활세계에 불가피하게 결부되어 있으며, 생

활세계로부터 근원적인 의미를 지니게 된다.”(Hua VI, 216) 

“생활세계 전체는 심리학의 출발과 더불어 즉시 심리적인 것, 그것도 우선적으로 접근

할 수 있는 심리적인 것, 유형을 통해 직접적으로 주어진 심리적 현상들을 해명할 수 있

는 최초의 영역이다.”(Hua VI, 223)

이로써 우리는 앞서 3부에서 딜타이가 정신과학의 토대학문으로서 기술-분석

심리학과 해석학을 구분했음에도 불구하고, 후설 현상학의 체계에 비추어 보면 

양자의 구분에 근본적인 차이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한편으로 기술-분

석심리학은 인간의 마음을 탐구하는 현상학적 심리학과, 다른 한편으로 인간의 

마음이 표현된 객관정신으로서의 정신적 세계를 탐구하는 해석학은 생활세계의 

현상학과, 서로 궤를 같이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딜타이의 삶의 철학과 후설의 현상학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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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적인 차이가 존재한다. 그것은 바로 딜타이에게는 정신과학적 탐구의 인식

론적 근거에 관한 토대가 결여되어 있거나,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명시적으로 

제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물론 3부에서 고찰한 것처럼, 딜타이는 인식체험의 

구조적-발생적 연관을 언급하면서 학문 일반의 인식론적 기초를 마련하고자 시

도하였다. 딜타이는 이러한 작업에 후설이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인정한다. 

“인식이론의 ‘엄밀한 기술적 기초’를 ‘인식의 현상학’으로, 그리고 하나의 새로

운 철학적 영역으로 창출해 낸 후설의 탁월한 연구도 이와 유사한 관점에서 출

발한다.”(GS VII, 10)

“이제 나는 실재적인, 또는 비판적으로 객관적인 방향을 잡고 있는 인식론에 대한 나

의 정초작업을 계승하는 데에서, 인식론에서 기술을 활용한다는 관점에서 볼 때 획기적

인 저작이라고 할 수 있는 후설의『논리연구』에 얼마나 많은 덕을 보았는지를 분명하

게 밝히지 않을 수 없다.”(GS VII, 13-14 각주1)

하지만 후설 현상학의 관점에서 보면, 인식체험의 구조와 발생의 연관에 관한 

딜타이의 분석이 충분히 만족스러운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딜타이는 후설에 대

한 독서를 통해 다양한 체험의 연관을 기술적으로 다루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 

공감을 표했지만, 그럼에도 체험의 본질인 ‘지향성’을 명시적으로 통찰하는 데

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딜타이가 후설에 동의한 것은 체험에 대한 기술을 

통해 인식론을 정초하겠다는 일반적인 목표지, 정확하게 ‘의식은 무엇에 대한 

의식’이라는 체험의 본질로서의 지향성이 아니었다. 후설은 그런 점에서 딜타이

에 대해 다음과 같이 비판한다.

“일단 분명하게 보기만 한다면, 지향성은 심리학적 주제이며, 그것도 핵심적인 주제임

에 틀림없다. (…) [그런데] 이점에서 딜타이가 브렌타노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 같지는 않

다. (…) 지향성의 핵심적인 의미가 딜타이에게서 그 어떠한 역할도 수행하지 못하고 있

다는 점은 특기할 만하다.”(Hua IX, 33)

본고가 3부에서 언급한 것처럼 딜타이의 기술-분석심리학에는 ‘내적관계’라는 

것이 강조되고 있으며, 이 내적관계를 후설의 지향적 관계로 해석하는 것도 일

리가 없지는 않다.180) 그러나 설령 딜타이가 ‘내적관계’라는 표현을 통해 지향성

을 막연하게나마 염두에 두고 있었다 하더라도, 딜타이는 지향성을 개념적으로 

180) 본고 3부 2장 각주 129)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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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료화하여 체계적인 방법론의 수립을 위한 확고한 이론적 전제로 삼지 않았다. 

그러므로 인식비판을 통한 정신과학 방법론의 정초라는 목표에서, 딜타이의 심

리학에는 지향적 본질구조에 따라 대상이 인식되는 진리의 체험인 ‘명증’에 관

한 이론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다.

1절 인식의 권리원천으로서의 명증

우리는 어떤 근거로 대상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대상이 이러저러한 속성을 

지닌다는 것을 말할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내가’ 그 컵을 ‘보았기’ 때문이다. 

본다는 것, 즉 대상이 ‘의식에 주어지는’ 봄의 체험이야 말로 대상 인식의 근거

인 것이다. 이와 같이 대상이 의식에 주어지는 봄의 체험을 후설은 ‘명증

(Evidenz)’이라고 부른다. “모든 정당한 권리는 명증에서 나온다.”(Hua I, 95) 일상

적 삶에서든 학문적 활동에서든, 모든 진술은 문제가 되는 사태를 명료하게 ‘보

았다’는 체험에서 진리주장의 근거를 갖는다. 그래서 후설은 대상이 의식에 원

본적으로 주어지는 “완전한 명료성”이자 “진리의 척도”인 명증을 “모든 원리 중

의 원리(Prinzip aller Prinzipien)”라고 부른다.(Hua III/1, 169)

“[명증이란] 원리 중의 원리, 즉 [대상을] 원본적으로 제시하는 모든 직관이 인식의 권

리 원천이라는 원리, 그리고 직관 속에서 원본적으로 (말하자면 생생하게 구체적인 실제

세계 속에서) 제시되는 모든 것은 간단히 그것이 주어져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원리, 그럼에도 거기에 주어져 있는 테두리 속에서만 받아들여야 한다는 원리다. (…) 진

리 자체는 단지 원본적으로 주어지는 것으로부터만 도출될 수 있다.”(Hua III/1, 51)

물론 내가 보고 있는 것이 환각이어서,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대상을 진리로 

오인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모든 명증성은 존재자 혹은 그렇게 존재하는 

것을 그 존재의 완전한 확실성에서 ‘그것 자체’라는 양상에서 자신을 파악하는 

것이며, 따라서 모든 의심을 배제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명증성은 명증적인 

것이 차후에 의심스러운 것이 될 수 있을 가능성, 존재가 가상으로 밝혀질 가능

성마저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Hua I, 56) 그러나 이러한 반론은 후설이 말하는 

‘명증’의 체험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입증한다. 왜냐하면 환각 역시 

대상에 대한 일종의 봄이며, 그것이 환각이었다는 것이 밝혀지기 전까지 대상은 

의식에 생생하게 주어지기 때문이다. 차후 그것이 환각으로 밝혀지는 진리체험

마저도 우리는 또 다른 ‘봄’, 더 확실한 ‘봄’인 ‘명증’에 의지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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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객관적 진리를 특정 개인의 명증에 호소하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으며, 

상호주관적 검증을 필요로 한다는 점 역시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객관적 검증 

역시 여러 사람들이 각자 자신의 ‘체험된 봄’에 의거하지 않고서는 수행될 수 

없다는 점에서, 현상학에서 모든 인식과 진리주장의 근거가 봄의 체험이라는 명

증의 원리는 결코 훼손되지 않는다.

그런데 위의 인용에서 주의할 점은, 명증의 원리가 일정한 “테두리(Schranke) 

안에서만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후설의 언급이다.(Hua III/1, 51) 대상이 의식에 

주어지는 봄의 체험으로서의 명증은 무제약적인 것이 아니라, 일정한 ‘유효범

위’로서의 한계를 갖는다. 즉 대상이 주어지는 봄의 방식으로서의 체험의 종류

는 한 가지가 아니라, 다양한 방식의 체험마다 각기 고유한 지향적 본질구조를 

지니고 있으며, 그에 따라 진리주장에 대해 일정한 권리와 한계를 갖는 것이다. 

가령 동일한 대상에 대한 체험이라고 하더라도 지각과 기억은 서로 다른 권

리한계를 갖는다. 지금 보고 있는 나무와 어제 보았던 나무는 동일한 나무다. 

하지만 동일한 나무가 지각과 기억을 통해 의식에 주어지는 봄의 방식은 서로 

다르며, 그에 따라 진리주장의 근거에도 권리상의 차등이 생긴다. 지각은 지금 

여기 내 눈 앞에 생생하게 주어지는 것으로서 가장 확실한 양상의 명증이다. 반

면 기억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망각된 부분과 왜곡된 부분이 생기며, 그러한 한

에서 지각보다 명증의 확실성이 덜 하다.

하지만 지각에 비해 기억이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기억이 대상인식을 위해 기

여하는 바가 없이 무가치한 것은 결코 아니다. “[왜냐하면] 대상의 진리 또는 

참된 현실성은 명증에서부터 이끌어낼 수 있고,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정당하게 

타당한 참된 대상은, 그것이 어떠한 형식이나 종류라고 하더라도, 명증을 통해

서만 우리에 대해 의미를 지니기 [때문이다.](Hua I, 95) 과거의 사태는 오직 기

억이라는 지향적 체험의 방식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지며, 그런 의미에서 기

억은 과거의 대상에 대해 의식이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요컨대 지각

과 동일한 정도의 생생함과 확실성을 요구할 수는 없으나, 기억은 의식이 과거

의 사태와 만나게 되는 유일한 ‘길’이라는 점에서 과거를 인식할 수 있는 유일

한 ‘방법’이며, 그런 점에서 대상인식과 진리주장에서 지각이나 다른 체험이 대

체할 수 없는 고유한 ‘권리’를 지니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체험에는 지각과 기억 이외에도 그림의식, 상상, 타인지각, 추

체험 등 다양한 종류의 체험이 있으며, 이러한 체험들 각각에는 자신에게 고유

한 대상적 주어짐의 방식이 규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지향적 체험이 지닌 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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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에 따라 각기 자신만의 고유한 ‘권리’와 ‘한계’를 지니는 다양한 양상의 명

증은, 문제가 되는 사태를 그 본성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인식하기 위한 ‘근거’

이자 ‘방법’이 되는 것이다.

2절 다양한 의식체험의 지향적 구조

(1) 반성

현상학적 심리학은 순수한 체험의 본질적인 특성으로서 먼저 ‘반성(Reflexion)’

을 다룬다. 왜냐하면 “현상학적 [심리학의] 방법은 철저하게 반성의 작용 속에

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Hua III/1, 162) “반성이란 다양한 체험의 계기들과 

지향의 범주를 지닌 체험의 흐름을 명증적으로 파악하고 분석하는 작용”으로서, 

단적으로 “의식일반을 인식하기 위한 의식 자신의 방법”이다.(Hua III/1, 165)

예를 들어, 눈앞에 있는 사물을 지각할 때 우리의 시선은 지향적 의식이 겨냥

하는 목표인 사물에 가 있다. 그런데 대상에 우리의 시선이 머물 때, 의식에는 

겨냥된 목표인 대상만이 주어질 뿐, 그것이 지각이라는 특정한 주관성의 양상으

로 주어진다는 사실은 파악되지는 않는다. 사물이 주어지는 지각의 방식은 오직 

지향적 시선을 주관적 내면으로 되돌리는 ‘내적 봄’으로서의 반성을 통해서만 

경험된다. 단적으로 나는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무엇을 느끼는지, 또는 

과거에 무슨 생각을 했고 무엇을 느꼈는지 체험을 반성해 봄으로써 알 수 있다.

정신적 존재가 자신을 알기 위한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서의 반성은 본질적

으로, 비반성적으로 “주어진 체험 또는 체험에 주어진 것을 반성적으로 의식되

는 양상으로 변형시키는” 일종의 태도변경(Einstellungänderung)을 요구한다.(Hua

III/1, 166) 다시 말해 우리는 “반성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체험을 반성적으로 변

양된 상태로 옮겨놓을 수 있으며” 그런 점에서 “현상학의 임무는, 반성이라는 

표제 아래에 들어오는 모든 [다양한] 체험의 양상들을, 그리고 이러한 체험의 

양상들과 본질적 관계에 놓여 있는, [그러니까] 이 체험의 양상들이 전제하고 

있는 모든 [가능한] 양상들을 체계적으로 탐구하는 것이다.”(Hua III/1, 166-167)

“『논리연구』가 의도했고 또 의도하지 않을 수 없었던 유일한 목표는, 사고하는 사람 

자신에게 은폐되어 있는 사고체험을 드러내는 내적인 봄(Innenschau), [즉 반성]을 확립하

는 일이었고, 또한 이러한 봄 안에서 수행되는 [것으로서] 순수하게 체험에 주어지는 것

에 관계되는 본질기술이었다. (…) 이러한 방법의 새로운 고유성을 특징짓기 위해 ‘현상

학’이라는 명칭이 선택되었다.”(Hua IX, 2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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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체험에 대한 본질을 기술하려는『논리연구』의 관심에서 후설은 ‘내적 

봄’의 방법을 제시하고, ‘반성’의 방법을 사용하여 체험을 탐구하는 학문을 ‘현

상학’이라고 불렀다. 후설이 위에서 고백하듯『논리연구』에서 반성은 명백히 

논리학이 다루는 ‘이념적 대상’에 대한 사유체험을 해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

시되었다. 하지만 원리상 현상학적 반성은 “명백히 모든 대상들, 심지어 ‘실재적 

대상(reale Gegenständlichkeiten)’에 대해서도 제기되지 않으면 안 된다.”(Hua IX, 

28) 그러니까『논리연구』에서 사유체험의 본질을 기술하기 위한 현상학의 방법

으로 제시되었던 반성은, 원리상 사물이나 인간뿐 아니라 심지어 체험 자신을 

포함하는 모든 종류의 대상체험을 분석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는 현

상학 일반의 방법인 것이다.

그렇다면 심리적 체험을 탐구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경험적 심리학과 현상학

은 어떤 관계에 있는가? 본고가 5부 1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경험적 심리학은 

사실학으로서 특정한 체험을 하나의 ‘사실’로서 탐구하는 반면, 현상학은 체험

의 ‘본질’의 관점에서 체험 자체에 관계하는 원리적 가능성과 유효범위에 대한 

물음을 다룬다는 점에서, 엄밀히 말해 두 학문이 추구하는 물음은 서로 다르

다.(Hua III/1, 170) 그럼에도 양자 사이에는 체험을 다룬다는 점에서 불가분한 

내적인 관계가 있으며, 그 내적인 관계란 본질의 관점에서 탐구되는 가능성이 

사실의 관점에서 탐구되는 현실성에 대해 가능성의 조건이 된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현상학은 심리학의 방법론적 근본물음을 다루는 심급(審級)이다

(Phänomenologie ist die Instanz für die methodologischen Grundfragen der 

Psychologie).”(Hua III/1, 177) 즉 “현상학은 마치 수학적 분과학문이 물리학에 대

한 기초가 되듯, 경험적 심리학에 대해 똑같은 의미에서 방법론적 토대를 놓는 

[형상적] 학문”인 것이다.(Hua III/1, 178) 다시 말해, 사실의 관점에서 체험을 탐

구하는 경험적 심리학은 현상학적 반성에 의해 심리적 체험의 본질과 방법적 

원리를 완전히 자각하는 단계로 고양될 때에만, 방법론적 토대를 갖춘 체계적인 

학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요컨대 본고의 주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모든 경험적 

‘정신과학’의 토대에는 주관적 체험을 탐구하는 심리학이 있다. 그런데 우리는 

심리학을 다시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한편에는 주어진 방법적 

절차에 따라 체험을 사실로서 탐구하는 ‘경험적 심리학’이 있다. 다른 한편에는 

체험을 탐구한다는 점에서는 경험적 심리학과 동일하되, 다만 사실이 아닌 본질

의 관점에서 탐구를 위한 모든 가능한 자신의 방법적 원리와 체계가 완전히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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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된, 진정한 의미의 형상적 학문으로서의 ‘현상학적 심리학’이 있다. 따라서 현

상학적 심리학의 일반적 방법인 반성을 통해 드러나는 다양한 체험의 본질은, 

곧 사실의 차원에서 체험을 탐구하는 경험적 심리학이 의지하는 다양한 방법의 

원리적 기초가 된다. 사실적 학문과 형상적 학문으로서의 두 학문은 현상학적 

태도변경에 따라 언제든지 상호 전환되는 것이 가능하다.181)

더욱이 후설이 심리학을 정신과학의 토대로 간주하는 한에서, 필자는 현상학

적 심리학의 방법이 얼마든지 정신과학의 방법으로 전환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물론 이 모든 학문적 위계의 가장 깊은 토대에는 ‘초월론적 현상학’이 있다. 5

부 1장에서 고찰한 것처럼, 현상학적 심리학은 초월론적 현상학을 위한 예비적 

학문으로서, 현상학적 심리학의 내용과 성과는 초월론적 현상학적 환원이라는 

태도변경에 의해 얼마든지 초월론적 현상학의 내용과 성과로 전환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초월론적 현상학으로 나아가기에 앞서 반성에 의해 드러나는 체

험을 하나씩 분석해 보기로 하자.

(2) 지각

우선적으로 고찰해야 할 것은 인간의 삶에서 가장 근원적인 경험의 방식인 

‘지각(Wahrnehmung)’이다. 그런데 필자는 후설을 비롯한 여러 현상학자들의 저

술에서 사용되는 ‘지각’ 개념이 일의적이지 않으며, 맥락에 따라 지각에서 다음

과 같은 세 차원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 현상학은 이론적 사유에 대비하여 근원적 경험을 논할 때 ‘지각’이라는 

개념을 사용한다. 이러한 경우의 지각을 우리는 가장 넓은 의미에서 ‘체험’으로

서의 지각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체험으로서의 지각에는 기억이나 타인지각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체험이 속한다. 둘째, 체험을 ‘현전(Gegenwärtigung)’으로서

181) 후설에 따르면 다양한 정신과학이 단지 “역사적 실재성 안에 있는 개별적이고 구체

적인 것에 대한 학문임에 반하여, 심리학은 정신적 사태의 가장 보편적인 형식과 법

칙에 관한 학문”이라는 점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Hua IX, 53) 즉 후설에 따르면, 
심리학은 개별적 사실을 다루는 ‘사실학’이 아니라, 심리적 현상의 아프리오리한 구조

를 형상적 직관에 의해 순수하게 기술함으로써 법칙적으로 파악하는 ‘본질학’이
다.(Hua IX, §4) 그러나 본고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후설과 입장을 달리한다. 형상적 

환원(본질직관)을 수행하지 않은 채 ‘사실’로서의 ‘심리적 현상’을 파악하는 것도 원리

상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본질학이 아닌 경험학으로서의 현상학적 심리학이 성립할 

수 있다. 그러므로 심리학이 정신과학의 토대학문이라는 주장과, 심리학이 본질학이기 

때문에 사실학으로서의 정신과학의 토대가 된다는 주장은 같은 말이 아니다. 이에 관

한 더 자세한 논의는 ‘사실적 현상학적 심리학적 체험연구’와 ‘본질적 현상학적 심리

학적 체험연구’를 구분한 이남인(2014), 4~6장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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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체험과 ‘현전화’로서의 체험으로 구분하고, 후자와의 대비 속에서 지각이라

는 개념을 전자에 국한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이러한 경우 기억이나 타인지각과 

같은 현전화의 체험은 지각이 아니다. 셋째, 현상학은 물리적 사물에 대한 파악

에 국한하여 지각 개념을 사용하기도 한다. 이러한 경우의 ‘지각(Perzeption)’은 

가장 좁은 의미에서 체험의 한 종(種)을 의미한다.

물론 이러한 세 차원의 지각 개념을 엄밀하게 구분하는 것은 중요한 현상학

적 과제일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과제는 본고가 4부에서 생활세계에서 경험하

게 되는 대상의 유형적 본질에 따라 근원적인 직관의 방식을 구분하여 제시한 

외적지각, 내적지각, 신체지각, 타인지각 등의 의미를 좀 더 명확하게 규정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182)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위의 여러 

지각 개념은 서로 무관하지 않으며, 어떤 점에서는 본질적인 의미를 공유하고 

있다. 그것은 바로 지각이 다른 종류의 체험과 달리 ‘지금 여기에서’ ‘원본적인 

것’을 제공한다는 고유한 특징을 갖는다는 점이다. 즉 지각의 원본적인 명증은 

문제가 되는 사태가 ‘몸소’ ‘생생하게’ 주어진다는 점에서 인식에서 가장 근원적

이고 탁월한 권리를 지닌다.

“그 자체에 대한 생생한 파악으로서의 경험은, 가장 일차적이고 근원적인 방식으로 지

각을 입증한다. 지각은 (충족되지 않은 예기로서의) 선-사념에 대해 선-사념된 것의 생생

함 자체라는 충족을 제공한다. 그리하여 한갓 사념된 것과 [충족을 통해] 주어진 것 사이

의 사유종합에서, 사념에 대한 권리성격으로서 ‘그것 자체’라는 성격을 자라나게 한다는 

점에서, 가장 근원적인 방식으로 권리를 부여한다.”(Hua XXXII, 135)      

막연하게 떠올려본 사태가 실제로 그러하다는 진리로 입증되기 위해서는 문

제가 되는 사태를 직접 눈으로 보아야만 한다. ‘그것 자체’로서의 진리가 가장 

탁월한 방식으로 입증되는 것은 ‘지금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사태를 내가 눈으

로 직접 보고 겪은 지각 덕분이다. 예를 들어, 빈곤층 독거노인의 힘겨운 겨울

나기에 대해 취재하는 언론사의 기자가 달동네 쪽방을 찾아 문제가 되는 실태

182) 그런 의미에서 필자는 메를로-퐁티가『지각의 현상학』에서 사용하는 ‘지각’ 개념이 

좀 더 엄밀한 분석을 필요로 한다고 생각한다. 실제로『지각의 현상학』에서 메를로-
퐁티는 객관적 사유에 대비되는 것으로서의 ‘근원적 체험’이라는 가장 넓은 의미에서 

‘지각’ 개념을 사용하는데, 후설의 현상학의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지각 개념은 너무 

느슨하기 때문에, 현전적 체험이나 현전화로서의 체험을 구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물지각, 신체지각, 타인지각, 의미체험 등 대상적 사태의 관점에서 체험의 종(種)을 

엄밀하게 구분하지 않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애매모호함이 오히려 메를로-퐁
티의 지각 개념이 지닌 의미를 풍성하게 만드는 장점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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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직접 목격하고, 그러한 지각 체험을 근거로 기사를 작성했다고 해보자. 이 

기사는 소문이나 제보에 근거하여 작성된 기사나 다른 보도를 인용하여 작성된 

기사에 비해 신빙성이 높다. 왜냐하면 기사의 작성자가 문제가 되는 사태를 몸

소 직접 눈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정은 법학이나 역사학과 같은 정신과학에서도 마찬가지다. 법률적 

판단에서 문제가 되는 사건을 현장에서 직접 본 목격자의 생생한 증언이나, 역

사적 탐구에서 어떤 사건을 직접 겪은 당사자의 진술이 진리주장에서 높은 신

빙성을 갖는 근거로 작용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다. 일본군에 의해 비

인간적 모멸을 겪은 할머니들의 증언이 법률적 또는 역사적 판단에서 양도할 

수 없는 가치와 무게감을 지니는 까닭은, 이들의 주장이 과거에 직접 보고 겪은 

자신의 체험에 근거한다는 데에 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지각에 근거한 목격자의 진술만이 인식에서 유일하고도 

최종적이라는 의미에서 절대적인 근거가 될 수는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목격자

나 당사자의 지각 체험도 한낱 주관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어떤 주장이 객

관적 진리로서의 신빙성을 지니고 있는지의 여부는 단지 누군가가 직접 보았다

는 사실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여러 관점에서 교차적으로 수행된 비교와 검증

에 의해서 결정된다. 나의 체험과 타인의 체험, 그리고 타인의 체험에 대한 나

의 체험은 구분되어야만 하며, 이에 따라 객관성의 확보를 위한 상호주관적 검

증의 요구가 생겨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이렇게 상호검증의 요구가 제기된

다는 사실이, 지각이 모든 체험 중에서 가장 원본적인 직관을 제공한다는 원리

를 훼손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가 일어난 도로에서 두 차량의 운전자가 책임소재를 놓고 

시비를 가리는 상황을 가정하자. 경찰관은 두 운전자의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하기 위해 당시 상황을 본 목격자가 있는지 탐문한 후, 목격자의 진술을 토

대로 과실을 입증하고자 한다. 이 상황에서 여러 진술들이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전적으로 경찰관 자신의 몫이며, 그는 이 판단을 내리기 위해 자

신의 지각 체험에 호소하지 않을 수 없다. 즉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것만으로

는 충분치 않고, 타이어 자국이나 두 차량 간의 위치 등 자신이 ‘지금 여기에

서’ 본 지각을 근거로 최종적인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3) 기억

현재의 지각은 시간적 흐름에 따라 변양을 겪으면서 과거로 흘러간다. 과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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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기억(Wiedererinnerung)’은 지각에 비해 언제나 불명료한 양상에서 사태가 

주어진다는 특징을 갖는다. 이것은 다시 말해 기억에 기초하여 진술되는 과거의 

사태가 지각에 기초하여 진술되는 현재의 사태보다 명료함과 확실성이 떨어진

다는 것을 의미한다. 단적으로 기억을 통해 떠올린 과거의 체험은 지금 여기 눈

앞의 지각에 비해 불명료하다. 그런 점에서 기억은, 이미 지나가 과거가 되어버

린 체험을 소환하여 마치 지금 눈앞에 주어져 있는 것처럼 의식하는 현전화

(Vergegenwärtigung)의 한 방식이다. 

그런데 어떤 종류의 기억은 평생 잊히지 않을 만큼 또렷하게 남아서, 오히려 

현재보다 더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어린 시절 부모에 의

해 겪었던 학대의 경험은 수십 년이 지나도록 지워지지 않고 마음의 상처로 남

기도 한다. 위안부 할머니에게는 수십 년 전의 치욕과 모멸이 현재 노환에 의한 

신체적 통증보다 더 생생하게 의식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현전화를 통한 기억

은 비록 지금 여기에서 주어지기는 하지만 주제적이지는 않은 체험보다 더 생

생하게 의식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차이는 ‘지금 여기’라는 현전의 양상에서 원본적인 

것을 제공하는 지각과, 지나간 과거의 것을 환기시키는 현전화로서의 기억이 지

닌 원리적 차이를 무화시키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 설령 ‘강도상의 차이’에

서 현재보다 또렷한 기억을 이야기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시간적 흐름에 따른 

변양의 관점에서 지각과 기억이 체험의 종(種)으로서 구분되는 ‘본질상의 차이’

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 아무리 비주제적이고 암묵적인 양상

으로 주어진다 하더라도, 현재는 지나가 버린 과거보다 ‘그것 자체’에 대한 인

식에서 항상 권리상의 우위를 지닌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이 현전화로서의 기억이 지각에 대해 열등하다는 것을 의

미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기억은 현재의 의식이 과거의 사태로 접근할 수 있

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다. 단적으로, 과거의 사태는 원리상 지각을 통해서는 

도저히 인식될 수 없다. 과거에 일어난 역사적 사건을 몸소 체험한 당사자가 회

고록을 쓰는 경우, 방법적으로 기억에 의지해야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물론 역

사학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연구자 자신의 체험인 과거의 기억이 아니라, 타인

의 체험을 매개로 전수되고 계승되는 공동체의 기억이지만, 기억은 원리상 역사

학적 탐구에서 과거의 사태를 개시하는 본질적 방법으로 기능한다. 그런 점에서 

지각과 기억은 방법이라는 관점에서 근본적으로 서로 다른 기능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대상인식에서 서로 양도할 수도 없는 각자 고유한 권리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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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것은, 의식 체험이 시간적 흐름에 따라 현재에서 과거로 이행하는 양

상의 변화를 겪을 뿐만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부단히 침전되는 깊이를 지닌 심

연을 형성한다는 것이다. 더욱이 체험은 그 아래에 침전되어 있는 과거의 심연

으로 일방적으로 흘러들어가는 것만이 아니라, 현전화작용을 통해 언제든 소환

되어 다시 현재의 의식으로 부상할 수 있는 역동적인 구조를 지닌다. 기억은 지

각이 변양된 것이지만, 그럼에도 과거는 현재의 지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4) 기대

이와 같이 체험의 역동적 흐름의 구조를 전제할 때 ‘기대(Erwartung)’라는 체

험이 해명된다. 기억이 과거를 지향하는 의식이라면, 기대는 미래를 지향하는 

의식이다. 그러한 점에서 기억과 마찬가지로 기대 역시 현전화다. 왜냐하면 아

직 일어나지 않은 사태를 떠올림으로써 아직 도래하지 않은 사태를 미리 소환

하여, 마치 현재 눈앞에 주어져 있는 것처럼 드러나 보이게 해주기 때문이다.

그런데 삶에서 대부분의 기대는 과거의 경험에 의지하여 수행된다. 과거에 특

정한 조건과 상황에서 생겨난 어떤 일이 일회적인 것으로 그치지 않고 반복적

으로 일어났다면, 우리는 과거와 유사한 조건이나 상황이 현재에 주어졌을 때, 

앞으로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과 유사한 사건이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한다. 즉 

미래를 향한 기대에는 과거에 겪었던 일련의 체험에 근거한 일종의 경험적 귀

납이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경험적 귀납은 고차적인 귀납추론이라기보다는, 추론적 

사유보다 더 낮은 삶의 차원에서부터 이미 작동하고 있는 의식체험 자체의 성

격이다. 고차적 사유로서의 귀납추론은 독립적으로 분리된 여러 항들을 매개하

는 원리로서 도출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의식체험 자체에서 작동하고 있는 경험

적 귀납은 무매개적이다. 다시 말해, 이미 지나가버린 과거의 의식은 앞으로 도

래할 미래의 의식에 직접적으로 작용한다. 물론 기대가 좌절되는 경우도 얼마든

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기대가 좌절될 가능성이 원리적으로 배제되지 않는다

고 해서 기대에 어떤 결함이 있다고 간주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기대는 삶에서 

끊임없이 작동하고 있는 미래에 대한 근원적 양상의 체험으로서, 정신과학이 수

행하는 추론적 사유는 삶의 차원에서 작동하고 있는 이러한 귀납에 기초한다.

예를 들어, 농민들은 가을에 태풍이 길어지면 시장에서 쌀값이 올라갈 것이라

고 기대한다. 이것은 농민들이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배워 적용함으로써 아는 

것이 아니라 삶의 차원에서 이미 과거의 경험을 통해 습득된 직관적인 앎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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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예측은 여러 요인에 의해 빗나갈 수 있다. 태풍에 의해 추수를 앞둔 벼가 

피해를 입었지만, 정부가 수매하여 저장해 둔 다량의 쌀을 출하하고 외국산 쌀

의 수입이 늘어 오히려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요지는, 정신과학의 

예측은 근원적으로 삶의 경험에 기초한 기대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점이다.

    

(5) 기호의식

‘기호의식(Signifikation)’은 지각이나 기억 및 기대와 본질적으로 구분되는 독

특한 종류의 지향적 체험이다. 후설은『논리연구』에서 기호와 표현, 그리고 의

미에 대한 지향적 의식을 엄밀하게 분석한다. ‘기호(Zeichen)’는 다른 무엇인가를 

지시한다. 연기는 화재를 지시하고 언어는 대상을 지시한다. 연기가 나면 우리

는 불이 났다는 것을 즉각적으로 떠올리는데, 이것은 연기가 불의 기호로 기능

하기 때문이다. 또 어떤 말소리를 듣거나 글자를 보면, 우리의 의식은 물리적 

음향과 시각적 자료를 감지하는 데에 머물지 않고, 언어적 ‘표현’이 지시하는 

의미와 대상을 파악한다. 중요한 것은, 기호와 그것이 지시하는 사태가 무매개

적으로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지, 사유를 통해서 기호에서 의미나 대상을 추론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즉『논리연구』에서 후설이 말하는 것처럼,  “언어

적 표현”은 “의미지향” 및 “의미충족” 그리고 “구체적인 심리적 체험과” 더불어 

“현상학적 통일(phänomenologische Einheit)”을 이루고 있다.(Hua XIX/1, 8)

우리는 소리나 문자를 통해 그것이 지시하는 사태를 직접적으로 파악하며, 그

런 점에서 우리는 기호를 통해 의미나 대상을 ‘지각’한다고 말할 수도 있다. 하

지만 본래적 의미에서, 지각은 현실적으로 주어져 있는 대상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것인데, 연기를 통해 지시되는 화재는 엄밀한 의미에서 현실적인 것으로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현전화’되는 것이다. 더욱이 단어가 지시하는 대상 

중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도 있으며, 그런 점에서 ‘의미’라는 것은 현실적 존재

와 구분되는 양상으로 존재하는 이념적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호의 지

시적 관계를 통해 대상과 의미가 무매개적 양상에서 파악된다는 점에서, 비언어

적인 것과 언어적인 것을 포함하는 기호의식은 지각과 비슷하지만 그럼에도 종

(種)적으로 지각되는 구분되어야만 하는 독특한 지향적 체험인 것이다.183)

183) 즉 사유(Denken), 표현(Ausdruck), 의미(Bedeutung), 대상(Gegenstand)은 객관적으로 반

성하면 서로 독립된 항(項)으로 분리할 수 있지만, 그러한 분석 이전에 선-객관적인 

관점에서 기호의식을 분석하면 그것은 현상학적 통일을 이루면서 마치 지각처럼 구체

적인 양상을 띤 지향적 체험으로 드러난다. 메를로-퐁티는『지각의 현상학』에서 언

어적 표현이 지닌 선-반성적 지각적 체험의 성격을 강조하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대상의 호칭은 인식 다음에 오는 것이 아니다. 호칭은 [대상에 대한] 인식 자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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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그림의식

다음으로 ‘그림의식(Bildbewußtsein)’을 살펴보자. ‘그림(Bild)’은 비단 회화(繪
畵)로서의 그림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지로서의 상(像)을 지닌 모든 

것에 대한 의식을 뜻한다. 예를 들어, 지도(地圖)는 지형과 위치가 일련의 기호

적 규약에 따라 일목요연하게 표시되어 있는 이미지의 체계다. 지도에 표시되어 

있는 등고선을 보고 우리는 산세와 방위 그리고 거리와 높이를 파악할 수 있다. 

그런데 각종 기호가 그려진 종이, 즉 물리적 사물로서의 지도는 분명 지금 여기

에서 ‘지각’의 방식으로 나에게 경험된다. 하지만 우리는 지도에 그려진 산의 

기호를 보면서 엄밀히 말해 산 자체를 지각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

기 내 눈 앞에 있는 것은 종이지 산이 아니기 때문이다. 엄밀히 말해 산 자체는 

지각되는 것이 아니라 물리적 사물인 지도에 그려진 상을 통해 지시되는 것이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도를 보면서 산을 파악한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 후설은 그림의식의 구조를 분석하면서 ‘상(像)’을 “물리

적인 그림(physisches Bild)”, “상-대상(Bild-objekt)”, 그리고 “상-주체(Bild-subjekt)”

의 세 차원으로 구분한다.(Hua XXIII, 18-20) 물리적인 그림은 지도의 종이나 물

감이 칠해진 캔버스와 같은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물리적 대상을 ‘지각’한다. 

그런데 우리는 종이나 캔버스만을 지각하는 것이 아니라 형태나 색을 통해 의

식에 떠오르는 ‘이미지’도 지각한다. 후설은 이것을 ‘상-대상’이라고 부른다. 그

런데 이것이 ‘대상’인 이유는 그 상이 표현하는 주체가 있기 때문이다. 화폭에

서 떠오르는 모나리자의 상은 다빈치가 그린 실제 모델인 모나리자라는 인물을 

지시하는데 이때 모나리자가 바로 ‘상의 주인’으로서의 대상 자체인 것이다.

그림의식은 이렇게 3중적 구조를 지니고 있지만(Hua XXIII, 21) 그럼에도 불구

하고 우리의 지향적 시선은 물리적인 것에 머물지 않고 상-대상을 관통하여 상-

주체로 향해 있다. 즉 모나리자의 상이 모나리자를 ‘재현(Repräsentation)’하듯, 상

-대상은 상-주체를 ‘현전화’한다. 만일 우리가 그림을 보면서 최종적인 목표인 

상-주체로 향하지 않고, 지향적 의식이 물리적인 그림에 머문다면 그러한 체험

은 그림의식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물리적 사물에 대한 지각이기 때문이

다. 하지만 우리가 지각에서 그림의식으로 현상학적 태도변경을 수행하면, 우리

(…) 말은 의미를 담고 있고, 그 의미를 대상에 부여함으로써 나는 그 대상에 도달하

는 것을 의식한다. (…) 선-과학적 사고에서 명명한다는 것은 대상을 존재하게 한다는 

것이다.”(PP, 217) [따라서] “말은 사유를 위한 [한낱 매개물로서의] ‘기호’가 아니다. 
말과 사유는 양쪽 모두 주제적으로 주어졌을 때만 그러한 외적 관계를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실상 이들은 하나가 다른 하나에 포함되어 있고, 의미는 말에 

포함되어 있으며, 말은 의미의 외적 현존이다.”(PP, 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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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의식에는 상-주체가 ‘현전화(Vergegenwärtigung)’의 양상에서 직접적으로 주어

진다. 즉, “동일한 파악의 토대 위에서 다양한 표상작용이 수립될 수 있으며 

(…) 사념하는 지향의 방향이 변하면 [상관적으로 의식에 주어지는] 대상도 변한

다”(Hua XXIII, 38) 

중요한 것은 그림의식 역시 추론이 아니라 대상에 대한 직접적인 파악으로서

의 체험이라는 점이다. 우리는 액자를 보고 모나리자를 추론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상과 상-주체 간의 “마치 ~인 것처럼(als ob)”의 유사성에 의한 “일치”, 즉 

“동일성의식”에 기초하여 모나리자를 직접 파악한다.(Hua XXIII, 38) 이런 점에

서 그림의식은 기호의식과 비슷한 점이 있다. 기호나 그림을 통해 지시되는 대

상이 ‘지금 여기에’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향적 지시연관을 따라 대상

이 마치 눈앞에 있는 것처럼 현전화의 방식으로 주어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양자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지리

학자가 지도를 통해 떠올리는 북한산은 비록 눈앞에 주어져 있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존재한다. 하지만 역사학자가 어떤 지역에서 출토된 유물

을 보고 고대문명의 문화적-지리적 강역을 떠올린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지금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7) 상상

‘상상(Phantasie)’은 그림의식과 흡사하면서도 다르다.(Hua XXIII, 82-83) 의식에 

떠오르는 어떤 상(像)을 통해 어떤 원본적인 것을 재현하는 점에서는 공통적이

지만, 그림의식은 3중적 구조의 체험인 반면 상상은 2중적 구조의 체험이라는 

지향적 구조의 차이가 있다. “[그림의식에는] 물리적 대상이 전제되어 있으며 

그 대상이 ‘정신적 상’을 일깨우는 기능을 수행한다. [반면] 통상적 의미의 상상

표상에서는 정신적 상이 있기는 하지만, 물리적 자극물에 결합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 [그렇다고는 해도] 양쪽 모두 정신적 상은 상으로서 [현전화의 방식으로] 

어떤 주제를 재현한다.”(Hua XXIII, 21)

물론 상상에는 명료한 상상이 있고 불명료한 상상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명

료함의 정도를 논외로 하더라도, 상상의식의 가장 큰 특징은 아예 ‘허구’를 낳

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 “상상대상은 공허한 환영(leere Schemen)처럼 현출한

다.”(Hua XXIII, 59) 즉 “상상의 일차적인 대상은 허구다(Das primäre Objekt der 

Phantasie ist ein Fiktum).(Hua XXIII, 68) 고대문명은 비록 지금 여기에 현존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비현실적이기는 하지만, 여러 유적과 유물을 통해 그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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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 확실하다고 추정되는 과거의 대상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정확히 어떤 경위

로 그 유물이 여기에 묻히게 되었는지의 과정은 역사학자의 상상에 맡길 수밖

에 없으며, 이때 역사학자의 상상은 한낱 허구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 하

지만 이것은 상상의식이 지닌 원리적 결함이 아니다. 왜냐하면 과거를 탐구하는 

역사학에서 직접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사태에 대해 상상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명증의 원리상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요컨대 기호의식과 그림의식, 그리고 상상의식 사이에는 구조적으로 유사함과 

차이가 존재한다. 유사한 구조는 지각의 방식을 통해 어떤 것이 현실적으로 파

악되지만, 의식의 시선은 그것에 머물지 않고 그것이 지시하거나 표현하는 또 

다른 사태를 겨냥한다는 점이다. 차이점은 현실적으로 주어진 것을 통해 지시된 

그 다른 사태의 존재 양상에 있다. 물론 여기에는 기호와 그림, 그리고 상상을 

명확하게 나누기 어려운 애매한 지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며 이에 대해서는 좀 

더 엄밀한 현상학적 분석이 과제로 남아 있다. 다만 본고의 논의와 관련하여 강

조할 것은, 현상학적 심리학을 통해 밝혀진 기호의식과 그림의식 그리고 상상의

식의 지향적 구조가 정신과학적 탐구에서 보조적인 역할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이고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정신과학에 종사하는 연구자는 지각과 기억, 기대의 체험에만 의지해서는 충

분한 연구를 수행할 수 없다. 비록 현상학적 심리학이 전제하는 것처럼 의식의 

본질인 지향성에 의해 주관과 객관이 불가분하게 결부되어 있기는 하지만, 지

각, 기억, 기대에 의존하는 방법은 탐구의 범위를 연구자 자신의 체험으로 협소

하게 제한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과거의 기억도 ‘내’가 과거에 지각했던 것에 

대한 기억이며, 기대도 ‘내’가 과거에 체험했던 것에 기초하여 수행되는 ‘나’의 

기대이기 때문이다. 즉 기억과 기대는 지각과 더불어 일련의 시간적 흐름의 구

조 속에서 연구자 자신의 체험을 참조해야 한다는 제약, 즉 사태해명에 있어서 

권리상의 한계를 노정한다.

반면 기호의식, 그림의식, 상상은 정신과학적 탐구의 시선을 연구자 자신의 

주관적 체험이 아닌 다양한 사태, 즉 객관적인 대상으로 향하게 한다. 정신적-문

화적 세계에서 인격적 주체의 삶은 대체로 기호적-의미적 지시기능을 수행하는 

언어로 표현되며, 제작의 행위를 통해 사물에 구현될 뿐만 아니라, 다른 인격적 

주체와의 사회적 상호작용과 역사적 전승을 통해 점점 더 넓고 깊어지는 의미

로서의 정신적-문화적 세계를 형성한다. 문헌, 유물, 유적 등 문화재(Güter, 財)는 

체험의 지향적 구조에 따라 원리상 기호의식과 그림의식의 방식을 통해서만 파

악이 가능하며, 그것의 제작이나 전승의 과정을 확인하는 작업은 상상에 의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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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로써 우리는, 본고의 2부에서 딜타이가 기술-분석심리학에서 해석학으로 전

향하는 까닭을 다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딜타이는 기술-분석심리학이 탐구의 

대상을 체험에 국한시킴으로써 정신과학의 탐구 범위를 너무 협소하게 만든다

고 생각했다. 하지만 딜타이는 해석학으로의 전회 이후에도 기술-분석심리학을 

포기하지 않으며, 때로는 후자가 전자의 기초라고 말한다. 양자의 관계를 단절

적이면서도 보완적으로 파악하는 이중적 태도는 정신과학의 토대로서 기술-분석

심리학과 해석학 중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우위를 인정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

기 때문이다.

딜타이는 굳이 주관정신과 객관정신이라는 헤겔식 용어를 도입하여 심리학과 

해석학을 구분했지만, 후설의 현상학적 심리학의 관점에서 보면 주관에 대해 직

접적인 비교적 단순한 구조의 체험과, 다양하고 중층적인 표현의 매개를 통해 

지향적으로 얽혀있는 복잡한 구조의 체험이 있을 뿐이다. 후자는 체험의 다양한 

본질구조에 따른 지향적 지시연관을 되물어감으로써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며, 

이렇게 현상학적 심리학을 통해 수행되는 후설의 지향적 분석은 딜타이가 정신

과학의 방법으로서 제시한 ‘이해’와 결코 다르지 않다. 정신과학의 이해에서 체

험과 표현은 서로 불가분하게 얽혀 있으며, 따라서 해석학과 심리학은 서로 밀

접한 관계에 놓인다. 

그러므로 우리는 후설이 현상학적 심리학을 통해 밝혀낸 기호의식과 그림의

식의 구조가 딜타이가 제시한 해석학적 탐구를 위한 예비적 방법이거나, 적어도 

해석학적 탐구가 가능하기 위한 장을 의식에 열어주는 근원적 직관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우리는 타인지각과 추체험에 대한 다음의 현상학적 

심리학적 분석을 통해 이러한 점을 더욱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8) 타인지각과 추체험

정신과학이 궁극적으로 탐구하고자 하는 것은 정신적-문화적 세계 속에서 살

아가는 인격적 주체의 삶이다. 그런데 ‘나’ 자신과 달리 ‘타인’의 삶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본고의 목표에 비추어 볼 때, 후설이 분석한 ‘타인지각

(Einfühlung)’의 체험은 정신과학적 탐구를 수행하기 위한 핵심적 방법이라고 말

할 수 있다. 후설의 타인지각은 딜타이가 제시한 해석학적 방법으로서의 ‘추체

험’과 기본적으로 같은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다. 그러나 후설은 ‘명증’의 원리

에 따라 타인지각의 본질구조를 심리학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점에

서 딜타이보다 더 진전을 이루었다.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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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타인의 표정을 통해 그의 감정을 알아차리며, 몸의 움직임을 통해 의

도와 사고를 파악한다. 그래서 립스(T. Lipps)와 같은 심리학자는 ‘Einfühlung’을 

‘감정이입(感情移入)’으로 간주하기도 했다. 그러나 후설에 따르면 ‘Einfühlung’은 

인지적 기능을 포함하는 대상 파악의 한 방식으로서, 단지 감정적이고 정서적인 

차원에서 같은 감정을 함께 느끼는 ‘공감’이나 ‘동감’과는 명백히 구분되어야만 

한다. 단적으로, 우리는 일그러진 표정과 붉힌 얼굴을 보면서 친구가 화가 나 

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데, 그 인지적 파악에 우리가 친구가 

느끼는 분노의 감정에 반드시 동참해야만 하는 필연적인 이유가 수반되지는 않

는다. 즉 후설의 ‘Einfühlung’은 립스의 ‘감정이입’과 전혀 같은 것이 아니다.185)

3부에서 고찰한 것처럼, 이러한 점은 딜타이의 ‘Einfühlung’에서도 동일하게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후설의 ‘Einfühlung’과 딜타이의 ‘Einfühlung’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간과할 수 없는 차이가 있다. 딜타이는 ‘Einfühlung’과 ‘추체험’을 

인격적 주체로서의 타인만이 아니라 문화적 사물에 대한 경험에도 무차별적으

로 적용한다. 본고가 3부에서 이미 살펴본 것처럼, 딜타이의 ‘추체험’은 기본적

으로 객관정신을 이해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시된다. 문화적 사물을 이해하기 위

해서는 그 사물을 제작한 타인의 입장에서 그의 의도나 사고 등을 ‘뒤따라 체

험’해야만 한다는 것이 딜타이의 ‘추체험’이다. 여기서 분명하게 드러나듯, 딜타

이의 추체험은 반드시 인격적 주체를 파악하기 위한 방법에 국한되는 것이 아

니라, 오히려 객관정신에 대한 이해에 무차별하게 적용되는 정신과학의 일반적 

방법인 것이다.

반면 후설에게서 ‘Einfühlung’은 전적으로 인격적 주체로서의 타인을 파악하기 

위한 방식 이라는 점에서, 문화사물에 대한 파악과 종(種)적으로 구분되는 독특

한 구조의 지향적 체험이다. 그렇다면 타인체험의 고유한 지향적 구조는 무엇인

184) 후설의 Einfühlung 개념이 립스와 다른 점에 대해서는 Nam-In, Lee, “Problems of 
Intersubjectivity in Husserl and Buber”, Husserl Studies 22(2006), Springer, pp.141-142. 
참조. 특히 후설의 Einfühlung이 딜타이와 다른 점은 다음의 연구를 참조. M. Sawicki, 
“Empathy Before and After Husserl”, Philosophy Today, 41:1(1997), DePaul University, 
pp.123-127.; S. A. Staiti(2014), pp.192-193.; pp.195-197.

185) 막스 셸러(M. Schler)는『동감의 본질과 형식들』에서, 현상학적으로 동감을 여러 종

류와 단계로 분석하면서 ‘투사적 감정이입’과 ‘모방충동’이 타인의 이해를 위한 본래

적 조건이 아님을 설득력 있게 해명하고 있다. 막스 셸러, 조정옥 옮김,『동감의 본질

과 형식들』, 아카넷, 2006. pp.39-126. 그런데 셸러의 이러한 분석은 후설의 ‘타인지

각’과 정확히 동일한 사태를 다루고 있다. 왜냐하면 셸러는 정신과학의 정초를 위한 

인식론적 근본문제로서 타인의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셸러의 ‘타인

지각’은 후설 현상학의 관점에서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닌데, 이에 대해서는 본고

의 각주 187)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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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infühlung’은 물리적 사물로서의 타인의 신체에 대한 ‘지각(Perzeption)’에 

더하여, 그것이 물리적 사물이 아니라 인격적 존재라는 것에 대한 파악이 덧붙

여진 ‘통각(Apperzeption)’이다. 즉 타인의 신체는 비록 사물과 마찬가지로 지각

을 통해 ‘직접제시(Präsentation)’ 또는 ‘현전(Gegenwärtigung)’의 방식으로 주어지

지만, 타인의 인격은 직접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물로서의 신체를 매개하여 

그것과 불가분하게 결부된 것으로 드러나는 ‘간접제시(Repräsentation)’ 또는 ‘현

전화(Vergegenwärtigung)’의 방식으로 주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후설이 직접제시와 구분하여 말하는 ‘간접제시’를 다음과 같이 

오해하면 안 된다. 혹자는 본래적 의미에서 지각은 감각에 주어지는 것에 기초

하여 대상적 파악이 덧붙여질 때에 성립하는 것인데, ‘Einfühlung’에서 신체는 

감각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있어도 인격은 그러한 것을 전혀 제공하지 않기 때

문에, 인격은 감각적인 것에 기초하여 수행되는 추론적 사유의 결과물일 뿐이라

고 주장한다.186) 다시 말해 본래적으로 감관에 의해 지각할 수 있는 것은 신체

일 뿐이고, 인격은 추론적 사고의 대상일 뿐이라는 것이다. 물론 후설 역시 이 

두 가지 파악 사이에는 심리적 존재로서의 내가 신체를 지니고 있는 것처럼, 지

각의 대상으로서의 물리적 사물인 신체에는 심리적인 존재가 깃들어 신체를 주

재하고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일종의 ‘유비’가 작동하고 있다고 인정한다.

하지만 타인에 대한 파악에 유비가 작동한다고 해서 그것이 곧 유비추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타인을 파악하는 유비는 추론적 사유가 아니라 근원적으

로 ‘지각’, 즉 ‘체험’의 성격을 지닌다. 다시 말해 우리는 생활세계에서 신체 속

에 깃든 인격적 주체를 하나의 통일체로 직접 파악하지, 문자 그대로 먼저 신체

를 보고 난 다음 거기에서 인격적 주체가 깃들어 있다는 사태를 미루어 짐작하

는 것이 아니다.187)

186) 스타이티에 따르면 생(生)철학의 입장에서 사회학을 전개한 게오르크 짐멜(G.
Simmel)이 ‘Einfühlung’을 이러한 방식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다. S. A. Staiti(2014), 
p.196. 또한 이남인에 따르면 에르트만(B. Erdmann)이 타인지각을 유비추론으로 간주

하는 오류를 범한다. Nam-In, Lee(2006), pp.141-142.
187) 셸러는 ‘타인지각’을 고찰하면서, Einfühlung을 ‘감정이입’과 ‘유비추론’으로 간주하

는 이론을 현상학적으로 비판한다. 위의 책, pp.471-520. 그런데 셸러는 어떠한 이유에

서인지 후설조차도 타인을 유비추론에 의해 파악하는 관념론자로 매도한다. 위의 책, 
p.451. 필자는 셸러가 후설을 이런 식으로 비판하는 것이 온당치 않다고 생각한다. 왜
냐하면 후설은 타인에 대한 직접적 파악의 체험으로서 ‘타인지각’을 말하는 것이지 

‘유비추론’을 말한 적이 없으며, 설령 후설이 ‘유비추론’을 말하고 있더라도 그것은 

유사성에 의한 연상적 파악이라는 근원적 경험의 성격을 언급하는 것일 뿐, 사유에 

의한 추론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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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에 주어지는 양상으로서 직접제시와 간접제시의 구분이 현상학적 분석을 

위해 필요하기는 하지만, ‘Einfühlung’은 근원적인 체험인 ‘지각’의 성격을 벗어

나지 않는다. 유비를 근원적인 체험인 지각이 아니라 추론적 사고로 간주하는 

오해는, 물리적 신체와 심리적 주관을 분리시켜 생각하는 편견에서 기인한다. 

타인지각은 신체에 대한 지각에서 인격에 대한 통각으로 이행할 때, 물리적인 

층 위에 심리적인 층을 덧붙이지 않는다.

후설이 ‘Einfühlung’에서 지각의 성격을 강조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타인이 주

관성이 신체에 귀속되어 있다는 사실이 근원적으로 파악될 수 있는 사태이며, 

‘Einfühlung’이 다른 체험과 종(種)적으로 구분되는 독특한 지향적 구조를 지닌 

명증적 체험이라는 데에 있다. 비록 직접적으로 제시되는 신체에 대해 인격은 

직접적으로 제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불가피하게 간접적으로 주어진다고 말하

지 않을 수 없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Einfühlung’은 사태가 지닌 본성에 따라 

타인의 인격이 근원적으로 파악되는 유일하게 가능한 방식이다.

타인지각이 지금 여기에서 타인의 체험을 파악하는 것이라면, 추체험

(Nacherleben)은 시간적 경과를 전제한다. 그러니까 나의 체험에서 지각이 시간

적 변양에 따라 기억으로 침잠해 가는 것과 동일한 구조 속에서, 추체험은 이미 

과거가 되어버린 타인의 체험을 파악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위안부 할머니가 

일본군에게 겪은 고통을 진술하는 경우, 그 진술의 행위 자체는 비록 지금 여기

에서 수행되고 있지만 그 진술의 내용은 과거의 체험에 관한 것이다. 그런데 우

리는 지금 그 진술을 듣고 할머니의 현재 심경뿐만 아니라 수십 년 전에 겪은 

경험에 대해서도 파악한다. 즉 비유하자면 추체험을 통해서 나의 체험은 타인의 

체험으로 확장되어가는 공간적 너비뿐만 아니라, 시간적 깊이를 가지게 된다. 

다시 말해, 사회적 지평과 더불어 역사적 지평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결국 타

인지각을 통해 우리는 본래적으로는 내가 직접 겪은 것이 아닌 것을 ‘간접적으

로’ 겪는 체험, 즉 ‘간접체험’을 하게 되는 것이다. 타인지각과 추체험에 대해서

는 6부에서 좀 더 상세하게 다룰 것이다.

(9) 유형과 범주에 대한 직관188)

위에서 우리는 근원적인 체험의 다양한 종류와 각각의 고유한 지향적 구조를 

188) 필자가 여기에서 ‘범주에 대한 직관’이라고 표현한 것은 정신과학의 ‘내용’에 관한 

범주를 파악하는 의식을 뜻한다. 따라서 본고가 여기서 다루고 있는 ‘범주적 직관’은 

본고가 4부에서 현상학적 학문구획을 다루면서 언급한 바 있는 형식적-논리적 의미에

서의 ‘범주적 직관’과는 엄밀히 구분되어야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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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보았다. 그런데 우리의 인식은 명백히 근원적 체험에 토대를 두고 있지만, 

근원적 체험에만 머문다고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이제 우리는 근원적 체험의 

기초 위에서 개념적 사유의 체험으로 상승한다. 그리고 근원적인 체험에는 장차 

개념적 사유로 발전할 논리적 단초가 맹아의 형태로 이미 암묵적으로 작동한다. 

생활세계에서 다양한 체험을 통해 주어지는 것들은 기계적으로 연합되거나 

무차별하게 축적되는 것이 아니라, ‘유사성’과 ‘대조’라고 하는 내적 구조에 따

라 융합되거나 분절됨으로써 일련의 질서를 지닌 통일적인 체계를 형성한다. 후

설이『수동적 종합』에서 수행한 유사성과 대조에 관한 분석은 비록 사물인식

에서 감각과 지각체험에 국한되어 있지만, 원리상 모든 다양한 종류의 경험이 

유사성과 차이에 따라 체계를 이루고 있는 체험의 통일체 내에서 질서를 형성

한다. 즉, 유사성과 대조를 위한 비교의 체험은 근원적인 체험에서 사유의 체험

으로 상승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이고도 본질적인 단계의 체험이다.189)  

가령 정신과학에서 이해하기를 추구하는 어떤 사람의 인격적 특성이라고 하

는 것은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되는 그의 행위를 사실적 경험의 차원에서 사실

들을 모조리 기록하고 수집하는 것만으로 획득되는 것이 아니다. 어떤 사람의 

무수히 많은 행위들은 유사성과 대조에 따라 분류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반복

되거나 강화되는 어떤 특성을 중심으로 그 사람의 ‘유형’을 파악할 수 있다. 가

령 소외된 이웃을 위한 봉사와 기부에 앞장서는 사람을 ‘인정이 많다’고 할 때, 

‘인정이 많음’은 그 사람의 무수히 많은 행위를 관통하면서 발현되는 여러 특성

들 중에서 주도적인 지위를 점하는 성격적 중심을 형성한다. 이러한 중심에 따

라 수많은 행위들이 전체적으로 어우러지는 통일적인 색조 속에서 인격적 주체

의 고유한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형성된다.   

연구자의 입장에서, 이러한 ‘유형’과 ‘스타일’은 앞으로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때 그 사람이 취할 반응과 행위를 파악하기 위한 ‘범주’로 기능한다. 어떤 사람

을 ‘인정이 많다’고 간주하면, 우리는 그가 어떠한 상황에 처한 경우 자비롭게 

행동할 것이라고 기대하는데, 이러한 기대에는 자비로움이 범주로 작동하고 있

다. 나아가 이러한 범주는 ‘S는 P이다’의 술어적 판단을 위한 ‘개념’으로 발전한

다. 즉 사유를 위한 개념은 경험과 무관하게 선험적으로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근원적인 체험인 직관에 그 실질적인 내용을 빚지고 있으며, 그런 점

에서 궁극적으로 사유는 삶의 근원적 경험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이다.

189) 후설의『수동적 종합』에서 ‘유사성’과 ‘대조’에 관한 좀 더 상세한 분석은 다음을 

참고. 拙稿(2009), pp.90-111.; 拙稿,「현상학적 공간구성에서 ‘깊이’ 지각」,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인문논총』64, 2010, pp.15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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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다음과 같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경험적 삶의 근원적 직관을 통해 

주어진다고 하여 범주 자체가 실재적인 것은 전혀 아니다. 범주 자체는 이념적

인 것으로서 원리상 모든 경험에 앞서서 주어지는 선험적인 것이다. 그렇다면 

선험적인 것이 한편으로는 경험에서 비롯되어 생성된 것이라고 하면서, 다른 한

편으로는 경험에 앞서 주어진다고 말하는 것은 서로 양립불가능한 모순적 진술

이 아닌가?

여기서 우리는 후설의 현상학에서 말하는 ‘선험적인 것’이 칸트주의가 말하는 

선험적인 것과 의미가 서로 다르다는 점에 유의해야만 한다. 칸트주의에서는 선

험적인 것이 경험적인 것과 원천적으로 단절되어 있다. 그러나 후설의 현상학에

서 선험적인 것은 경험에서 발원한다. 실재적인 경험에 기초하여 획득된 것은 

더 이상 실재적인 것에 머물지 않고 이념적인 차원으로 상승한다. 후설은 이러

한 과정을 ‘이념화(Idealisierung)’라고 부른다. 그런데 일단 이념화된 것은 차후 

또 다른 경험을 가능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선험적인 ‘도식(Schema)’으로 작동한

다. 그리고 이러한 선험적 도식 위에서 가능해진 실재적인 경험은 다시 이념적

인 것이 되어 선험적으로 기능한다.

실재적인 것과 이념적인 것, 경험적인 것과 선험적인 것을 연결시키는 것이 

바로 초월론적 의식이 지닌 시간성과 역사성이다. 한번 경험한 것은 주관이 획

득한 작업수행의 소유물로서 차후에 들어서는 경험을 예비하는 선험적 도식의 

기능을 수행한다. 물론 전적으로 낯선 경험에 의해 기존의 선험적 도식이 타당

성을 의심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경험을 통해 기존의 도식이 끊임없

는 조정과 교정에 노출되는 것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이것이 경험에서 발원한 

도식이 선험적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을 부인하는 근거가 되지는 못한다.

예를 들어, 인신매매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사회적 탐구는 인간의 기본권으

로서 신체의 자유를 언급한다. 이것은 어떤 비자발적 인신구속의 경험적 사실을 

파악하기 위해 ‘자유’의 범주와 개념을 인식의 도구로써 적용한다는 것을 의미

한다. 이때 인식의 내용적 범주로 기능하는 ‘자유’는 그 자체로는 이념적 가치

다. 그러나 그 자유는 생활세계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오랜 시간에 걸

쳐 끊임없는 투쟁의 경험을 통해 획득된 역사적 형성물이다. 그 자체로는 이념

적 존재지만 그 실질적 내용과 발생의 기원을 역사적 경험에 빚지고 있는 자유

의 개념은 법적 현실과 사회적 현실을 파악하는 데에서 선험적 범주로 기능하

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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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본질직관

정신적 세계로서의 생활세계에서 우리는 사실, 유형, 범주를 통해 인간이나 

문화적 대상을 파악하고 인식한다. 일상적인 생활에서 우리의 경험적 인식은 사

실과 유형과 범주와 개념이 상호적으로 관여하고 작동함으로써 성립한다. 그러

나 정신과학은 단순히 삶이 아니라 학문이며, 연구자는 일상적인 앎이 아니라 

학문적으로 정초된 인식을 획득하기를 추구한다. 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요구

되는 것이 바로 본질이다. 다시 말해, 인식을 위한 여러 범주들 중에서, 학문적 

인식을 위한 범주가 바로 ‘본질’인 것이다.

본질이란 어떤 대상을 바로 그것으로 존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 무엇이다. 

예를 들어, 사회적 문제를 파악하고 설명하기 위한 학문은 사회학이다. 그런데 

사회학을 성립시키는 가장 근본적인 개념인 ‘사회’에 대해 우리는 ‘사회’가 대체 

무엇인지 물을 수 있는데, 사회를 사회이게끔 만드는 핵심적인 무엇을 우리는 

‘사회의 본질’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본질은 보편적이고 필연적인 것으로서 모든 변양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불변

하는 형상(eidos)이다. 예를 들어, ‘사회의 본질’은 인간과 더불어 실제로 존재해 

온 모든 형태의 사회들의 역사적 변천에도 불구하고 그 사이를 관통하면서도 

일치하는 불변의 것일 뿐만 아니라, 상상을 통해 자유롭게 변경시켜 떠올려 볼 

수 있는 모든 가능한 사회에 대해서도 변하지 않을 필연적이고 보편적인 것이

어야 한다. 이렇게 ‘사회의 본질’을 파악하고 나서야 우리는 ‘사회적’ 존재로서

의 인간에 대해 논할 수 있으며, 사회적 존재인 인간의 ‘사회적’ 삶과 문제에 

대해 논할 수 있다.  

물론 본질에 대해 명료하게 알고 있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어떤 경험적 사실

을 이미 암묵적인 본질과 더불어 파악한다. 적어도 생계형 범죄의 증가라는 문

제가 미학적이거나 수학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정도에서만큼은 우리

가 이미 ‘사회적인 것’의 본질이 무엇인지 암묵적으로 알고 있다고 말할 수 있

는 것이다. 즉 경험적 사실에 대한 앎에는 이미 어느 정도 본질에 대한 앎이 전

제되어 있다.

그러나 학문적으로 고양된 인식은 철두철미한 반성을 통해 방법적으로 완전

한 자각에 이른 참된 앎이다. 사실, 유형, 범주, 본질을 인식의 도구로 기능적으

로 사용하는 데에 만족하는 앎이 아니라, 학문을 구성하는 모든 개념과 진술의 

종류 및 인식의 단계를 명료하게 의식하면서 사실, 유형, 범주, 본질을 파악하는 

방법에 의해 인도되는 체계적인 앎이 바로 학문적 인식이다. 그렇다면 모든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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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 각자 자신이 탐구하는 대상의 본질에 대한 인식을 필요로 한다. 수학이 완

전한 자각에 이른 학문이 되고자 하면 수(數)의 본질을 파악해야 하듯, 정신과

학 역시 명료한 방법을 따라 추구되는 궁극적인 인식의 체계이고자 한다면, ‘정

신’의 본질을 파악해야 한다.

우리는 이로써 다시 정신과학이 무엇인지 해명하는 문제로 복귀하게 된다. 정

신과학은 인간이 삶을 영위하는 역사적-사회적 현실로서의 생활세계를 탐구하는 

학문이다. 따라서 정신과학은 정신적 존재로서의 인간에 대한 파악을 전제하며, 

그것도 단순히 사실적이고 경험적인 인식과 더불어 그것을 넘어서는 본질적인 

인식을 추구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학과 역사학과 법학 등 각각의 개별 정신

과학에 대해서 우리는 각각의 대상영역과 탐구의 인식적 목표에 부합하는 고유

한 내용을 지닌 다양한 본질 범주들을 언급할 수 있겠으나, 궁극적으로 정신과

학은 인간의 정신적 삶을 탐구하는 심리학, 그것도 정신적 삶을 본질의 관점에

서 탐구하는 현상학적 심리학에 의지해야만 하는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현상학적 심리학에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본질’ 범주는 다음과 

같다. 그리고 인간의 심리적 삶에 대한 본질직관에 의해 인도된 방법적으로 체

계화된 정신과학은 체험의 주체, 체험의 지향적 대상, 시간성, 공간성, 타인과의 

관계, 자기와의 관계, 동기와 목적, 변화와 전개과정, 주체의 삶에 대한 의미, 주

체의 가치평가, 사회성 및 역사성 등의 요소들을 본질 범주로서 필요로 한

다.190) 

3절 현상학적 ‘명증’과 정신과학의 ‘증거’
이상으로 우리는 현상학적 심리학의 관점에서 심리적 체험의 다양한 종류와 

각각의 본질구조에 대해 알아보았다. 각각의 심리적 체험은 본질적으로 상이한 

지향성의 구조를 지니고 있으며, 그러한 이유에서 대상이 의식에 주어지는 방식 

또한 다양하다.

190) 이남인은 현상학에 기초한 질적연구 방법론의 수립을 모색하면서 질적연구의 본질

적 요소로서 이상의 11가지를 언급하였다. 이남인(2014), pp. 125-128. 물론 이남인이 

제시한 양적연구 방법과 질적연구 방법의 대립이 본고가 논의하고 있는 자연과학과 

정신과학의 구획과 정확히 일치하는지는 좀 더 엄밀한 비교연구를 필요로 한다. 하지

만 본고는 이남인이 설득력 있게 제시한 바 있는 현상학적 질적연구 방법이 본고가 

논의하고 있는 정신과학 방법론에 대해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한다. 다만 분

명히 조건을 달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점은, 이남인은 질적연구 방법을 논하면서 

11가지의 본질적인 요소를 논했으나, 그 각각의 요소들을 연구자가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루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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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앞서 언급한 여러 종류의 체험들은 외적으로 서로 분리되어 있는 별

개의 것이 아니라, 내적으로 복합적이고 중층적으로 얽혀 있는 하나의 통일적인 

구조연관을 형성한다. 예를 들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의 인터뷰를 보도

하는 다큐멘터리를 TV화면을 통해 본다고 하자. 이러한 체험은 우선은 물리적 

사물인 TV에 대한 ‘지각’에 기초하고 있지만, TV화면은 일종의 이미지로서 ‘그

림의식’의 성격을 지닌다. 화면을 통해 지각된 이미지는 강제징용의 피해자를 

지시하는데, 이러한 지시적 관계를 통해 우리는 이미지의 주체인 ‘타인’에 대한 

지각을 수행한다.

이 과정에서 인간성의 ‘본질’이 잔인한 만행을 판단하는 사고의 ‘범주’와 개념

으로 작동한다. 이러한 개념 규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피해자의 증언과 언어적 

문헌자료는 또 다시 ‘기호’로 기능하면서 일제강점기에 자행되었던 만행과 그러

한 사건을 겪은 피해자의 체험을 지시한다. 이러한 체험들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중층적이고 구조적인 지향적 지시연관을 따라 타인에 대한 ‘추체험’이 가능해지

며, 이렇게 마련된 사회적-역사적 지평 속에서 과거의 사태에 대한 이해와 인식

이 확장된다.

연구자는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의 만행이라는 사태를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TV에서 보도된 인터뷰와 각종 문헌자

료들을 자신의 논지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활용하여 한편의 논문을 작성하였

다. 그런데 이때 논지의 신빙성을 더하기 위해 제시된 여러 ‘증거’들은 대체 어

떠한 이유에서 진리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연구자가 사태를 ‘보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본’ 것에 근거해서

만 어떤 진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은, ‘본다’고 하는 것이 꼭 감각기관인 눈을 통해 보는 

시각적 체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말을 ‘들음’으로써 보든, 글을 

‘읽음’으로써 보든, 마음속에 ‘그려봄’으로써 떠올리든, 타인의 체험을 경유해서

든, 우리는 다양한 방식으로 사태를 파악할 수 있다. 바꾸어 말하면, 문제가 되

는 사태가 우리의 의식에 ‘주어지는’ 한에서만 우리는 그것을 진리주장의 근거

로 삼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사태가 의식에 주어지는 다양한 방식의 봄들 

사이에는 권리의 한계가 있는데, 이것은 다양한 방식의 명증이 지닌 본질의 차

이 때문이다. 누군가에게 전해들은 것과 내가 직접 체험한 것 사이에는 진리주

장의 신빙성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으며, 또한 내가 직접 체험했다고 하더라도 

5년 전의 기억과 생생한 지각 사이에는 권리상의 차등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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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현상학적 ‘명증(Evidenz)’과 정신과학의 ‘증거(evidence)’ 사이에는 본질

적인 지향적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정신과학에서 진리주장의 근거로서 

제시되는 객관적 ‘증거’는 실상 그것을 증거로서 제시한 해당 연구자의 의식에 

문제가 되는 사태가 드러나 보인다고 하는 ‘명증’에 근거하고 있다. 물론 정신

과학에서 각 개별학문의 고유한 성격에 따라 탐구에 요구되는 경험적 자료의 

종류는 상이하며, 나아가 증거의 성격을 분류하고 신빙성의 경중을 가리는 전문

적 방법 역시 각 학문의 고유한 본성에 따라 상이할 것이다. 단적으로 법학에서

의 ‘증거’와 역사학에서의 ‘증거’에 대해 우리는 비록 일반적으로 ‘증거’라고 부

를 수는 있겠지만, 두 학문이 추구하는 목표와 전문적인 연구방법이 지닌 본성

의 차이에 따라 어떤 자료를 신빙성 있는 증거로 채택할 것인가의 기준은 세부

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과학 방법론을 위한 철학적 기초를 놓으려는 일반적

인 목표에서 필자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연구자 자신이 ‘본’ 것에 입

각하지 않고서는 그 어떠한 종류의 학문적 진리주장도 원리상 가능하지 않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현상학자로서 우리는 정신과학에서 진리주장을 위한 ‘증거’의 

인식론적-방법론적 토대가, 바로 대상파악을 위한 다양한 지향적 구조의 ‘봄’의 

체험인 ‘명증’이라고 말할 수 있다.

3장 딜타이에 대한 현상학적 비판

위에서 우리는 체험에 대한 후설의 현상학적 심리학적 분석이 어떤 점에서 

정신과학의 인식론적-방법론적 토대가 될 수 있는지를 고찰하였으며, 그 과정에

서 동일한 문제의식을 가졌던 딜타이의 철학이 후설의 현상학적 심리학과 서로 

어떻게 연관되는지 언급하였다. 이제 우리는 후설의 관점에서 딜타이의 공과(功
過)를 본격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딜타이에 대한 후설의 평가는『현상학적 심리학』에서 제시된다. 후설은 딜타

이의「기술-분석심리학」이 “자연주의적 심리학에 대한 최초의 반격으로서, [다

소] 미숙하기는 하지만 천재적인 저술이며, 심리학사에서 결코 잊힐 수 없는 노

작(勞作)”이라고 평가한다.(Hua IX, 6) 후설이 보기에 딜타이는 “구체적인 정신생

활, 즉 개별적 정신생활 및 사회․역사적 정신생활을 그 생동하는 구체성에서 조

망하고, 그것의 유형적 형태, 변화형식 및 동기연관을 직관적으로 포착하며, 이

들 전체를 개괄적으로 설명함으로써, 역사적 정신성이 구체적인 필연성을 가지

고 고유하게 생성된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게 만들었다.”(Hua IX,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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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함으로써 딜타이는 “정신과학에서 작동하는 이성을 비판하고, 새로운 

정신과학으로 존재하고 있던 [심리학의] 엄청난 성취들의 본질과 가능성을 인식

론적으로 해명하는 작업에 골몰하였다.” 이러한 목표에 따라 딜타이는 “설명적-

구축적 심리학(erklärende oder konstruktive Psychologie)”을 비판한다. 왜냐하면 

“심리적 삶의 현상들을 일의적으로 규정된 일정한 수의 요소들에 의해서 일종

의 인과관계에 종속”시키고 “경험되지 않는 인과적 연관의 가설적 기초와 이러

한 연관에 관여하는 법칙가설을 설계”한 후 “추리를 사용하여 가설적-구축적으

로” 탐구를 진행하는 설명적 심리학의 모든 절차는(Hua IX, 7)

“심리적인 것의 본질과 전혀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자연과학적 개념들을 심리

적 삶과 역사의 영역에까지 부당하게 확대하여 적용(unberechtigte Erweiterung 

naturwissenschaftlicher Begriffe über das Gebiet des Seelenlebens und der Geschichte)하는 데

에서 비롯된 것이다.”(Hua IX, 7-8)

“자연과학은 자연을 단지 공간적으로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하는 

외적경험에 의존한다.” “반면 심리학, 그리고 그 뒤를 좇는 모든 정신과학은 내

적경험을 통하여 접근할 수 있게 주어지는 정신적 연관(geistige Zusammenhang)

에 관여한다.” 내적경험은 분리되어 있는 존재가 아니라 “내적으로 연루된

(innerlich verflochten)” 통일체다. 심리적 삶은 “모두가 체험이고, 더욱이 하나의 

연관으로서의 체험이다.”(Hua IX, 8) 여기에서 자연과학적 인식과 심리학적 인식

이 가지는 근본적인 차이가 성립한다.

“자연과학의 설명은 정신과학의 이해와 다르다.”(Hua IX, 9) [왜냐하면] “자연에 대한 

인식은 단지 가설적으로 토대를 세우고 그 위에 구축하는 방식으로 ‘설명(Erklären)’하는 

반면, 정신과학의 본질은 ‘이해(Versehen)’하는 것 또는 이해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다.]”(Hua IX, 8-9)

그러므로 딜타이의 기술-분석심리학에 요구되는 방법은 “순수하게 직관적인 

근거 위에서 수행된 학문적 분석, 개념구성 및 체계적인 기술”이며, 이러한 과

제는 단지 “개별적인 심리적 자료의 유형들(Typen)뿐만 아니라 또한 전체연관들

의 유형들을 기술적으로 제시하는 일에도 관계한다.” 왜냐하면 “심리적 영역에

서 개별성이란 한갓 추상성에 지나지 않으며” 개별적이고 고립된 체험은 더 커

다란 연관에서 “서로 얽혀 있고(Verflechtungen) 동기관계(Motivationen) 속에서 

다른 것을 지시하는(Indikationen)” 심리적 연관의 계기들이기 때문이다.(Hua 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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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결국 기술-분석심리학의 과제는 개별적 체험에서 “그때그때마다 하나의 구조

연관으로 통일되면서 다면적으로 얽혀있는 것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그 유형

에 따라 기술하는 일이다.” “구조(Struktur)란 흘러가는 심리적 삶의 구체적인 국

면에 속하는 복합적인 연루관계를 가리키기” 때문이다.(Hua IX, 9)

이로써 우리는 후설이 딜타이의 업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기술-분

석심리학의 목표와 방법에서 지향적 분석을 추구하는 현상학적 심리학과 적지 

않은 공통점을 발견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는 

후설의 현상학적 심리학이 딜타이의 기술-분석심리학보다 자연주의에 대한 반박

이라는 점에서 더욱 근본적일 뿐만 아니라, 정신과학의 정초라는 목표를 위해서

도 더욱 철저한 시도였다는 점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1절 심리적 주관에 대한 자연주의적 편견의 잔재

앞서 우리는 딜타이가 학문구획에서 자연과 정신의 존재론적 구분 외에 외적

지각과 내적지각이라는 방법론적 기준에도 의지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그런데 

현상학의 입장에서 딜타이가 사용하는 ‘외적지각’과 ‘내적지각’은 상당히 애매모

호한 개념이 아닐 수 없다. 자연과학이 외적지각에 의지하여 탐구를 수행한다는 

점을 일단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정신과학이 오로지 내적지각에 의지하여 탐구

를 수행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왜냐하면 정신과학 역시 인격적 주체로서의 

타인과 문화사물을 외적지각을 통해 경험하는 것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설령 딜타이의 ‘내적지각’을 현상학적 의미의 ‘반성’으로 이해하더라도, 위에

서 제기한 의문이 충분히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반성은 분명 현상학적 심리학 

일반의 방법으로서 정신과학의 방법적 기초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 말이 오직 

반성만이 정신과학의 유일한 방법이라는 점을 뜻하는 것은 아니며 또 그래서도 

안 된다. 왜냐하면 앞서 고찰한 것처럼, 정신과학의 다양한 방법들이 드러날 수 

있는 방법적 기초가 반성이라고 하더라도, 정신과학이 의지하는 방법은 반성 외

에도 다양한 종류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딜타이가 ‘외적지각’과 대립하여 말하는 소위 ‘내적지각’의 정체는 

무엇인가? 필자는 그것을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시도로서, 딜타이의 ‘내적지각’

을 후설 현상학에서 ‘현상학적 심리학적 태도’로 간주하고자 한다. 물리적 자연

은 연구자가 ‘외적지각’에서 ‘내적지각’으로 방법적 전환을 수행하는 순간, 인간

이 살아가는 사회적-역사적 실재로서의 정신적 의미의 세계로, 그것도 순수하게 

지향적 체험의 구조연관으로 얽힌 심리적인 세계로 변환된다. 본고가 3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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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본 것처럼, 후설 현상학의 관점에서 딜타이의 내적지각을 이해하기 위한 이

러한 시도는 설득력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해석에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단서가 덧붙여져야만 한다. 그리

고 이것이 바로 딜타이의 기술-분석심리학이 후설의 현상학적 심리학보다 근본

적이지 못함을 드러내는 결정적 증거가 된다. 그것은 바로 딜타이의 기술-분석

심리학에는 후설의 현상학적 심리학을 개시하는 근본적인 방법론적 절차인 ‘현

상학적 심리학적 판단중지’로서의 ‘현상학적 심리학적 환원’이 명시적으로 드러

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것은 딜타이가 미처 고려하지 못한 것을 후설은 고려

했다는 식의 단순한 비교우위가 아니다. 오히려 딜타이가 미처 명료하게 통찰하

지 못한 바로 그 지점 때문에, 후설의 현상학적 심리학과 달리 딜타이의 기술-

분석심리학은 진정한 정신과학의 인식론적 기초가 될 수 없는 것이다.

앞서 5부 1장에서 고찰한 것처럼 현상학적 심리학적 판단중지를 통한 현상학

적 심리학적 환원은, 이 세계를 일거에 순수하게 심리적인 것의 영역으로 전환

시키는 보편적이고 전면적인 현상학적 태도변경을 의미했다. 이것은 일단 현상

학적 심리학적 환원이 수행되면, 심리적인 것으로만 이루어진 우주에 자연주의

적 태도의 상관자인 자연의 요소가 들어설 여지가 전혀 없다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딜타이의 내적지각이 후설의 현상학적 심리학적 환원과 같은 것이라

면, 딜타이의 심리학에는 자연주의적 요소 내지 자연과학적 요소가 전혀 등장하

지 않아야만 할 것이다. 그러나 딜타이의 철학에 여전히 다음과 같이 자연주의

적 요소가 내재해 있으며, 딜타이 철학에는 명료하게 해소되지 않는 정신과학과 

자연과학의 내적긴장이 도사리고 있다. 본고가 2부에서 언급한 것처럼, 딜타이

는『정신과학 입문』에서 한편으로는 정신과학이 자연과학과 다른 독자적 학문

임을 역설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정신과학의 기초로서의 자연과학이라는 모순

되는 견해를 곳곳에서 드러낸다. “정신과학은 자연의 사실들을 자신의 내부에 

포괄하며, 나아가 자연인식 위에 정초되어 있다”(GS I, 14) “자연 속에 놓여있

는, 그리고 자연과학의 탐구로써 전개되는 어떤 조건들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넓은 범위에서 정신적 사실들의 연구를 위한 토대를 형성한다.”(GS I, 18-19)

“인간과 역사 그리고 사회에 대한 학문은, 우리가 생물학의 도움을 통해서만이 심리적

-물리적 통일체를 연구할 수 있다고 하는 처지에서 벗어날 수 없는 한, 그러나 동시에 

심리적-물리적 통일체의 발전과 의지에 찬 행동들을 발생시키는 수단이 자연이라는 사실

을 부인할 수 없는 한, 우선은 자연에 대한 학문 위에서 건립될 수밖에 없다.”(GS I,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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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타이가 이렇게 양가적이고 모순적인 견해를 피력하는 배경에는 그가 인간 

존재를 “이중적 존재”로, 즉 인간을 한편으로는 정신적 존재이면서 다른 한편으

로는 “자연의 인과적 연관구조에 처한 자신의 위치에 따라 이중적 관계 속에서 

자연의 제약을 받는” 존재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이중적 의존성 안에 있는 심

리-물리적 통일체(psycho-physische Einheit in einer doppelte Abhängigkeit)”라는 인

간 본성으로 말미암아(GS I, 17)

“한편으로는 자연과정과 자연과정의 상태가 목적들 자체를 형성하는 과정 중에 주도

적이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연의 과정이 심리-물리적 통일체

와 이러한 목적들에 이르기 위한 어떤 수단의 체계로써 함께 참여하는 상황이 생길 수

도 있다.”(GS I, 17)

다시 말해 한편으로는 “자연의 연관구조가 정신의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지

점”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연의 연관구조가 정신의 영향을 수용하는 지

점”이 있다는 것이다. 딜타이는 “학문의 두 유형을 구분하는 경계가 얼마나 상

대적인가”라고 탄식하면서 “자연과학의 인식은 정신과학의 인식과 혼합된다”고 

고백하기에 이른다.(GS I, 18) 후설이『정신과학 입문』을 읽은 소회를 언급하는

『현상학적 심리학』의 한 대목에서 “그 책에 나타난 강한 실증주의적 경향

(starke Hinneigung zum Positivismus)이 나로 하여금 강한 반발심이 들게 하였다”

고 비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Hua IX, 34)

『정신과학 입문』이 자연주의와 실증주의에 반발하는 최초의 모색으로서 아

직은 미숙한 초기의 저술임을 고려하더라도,「기술-분석심리학」을 거쳐 원숙한 

해석학의 단계에 이른『역사적 세계의 구조』에서조차 다음과 같은 견해가 제

시된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물리적인 것의 기반 위에서 정신

적 삶이 나타난다. […] 일단 자연과학이 물리적 현상에서 법칙에 따른 질서를 

발견하면서 정신적 삶이 나타나기 위한 조건이 마련된다.”(GS VII, 196) 급기야 

딜타이는 자연을 정신의 하부토대로 규정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정신적] 삶은 하나의 연관이다. 이 연관 안에 상호작용이 존립한다. 그런데 이 상호

작용은 인과성의 법칙을 따르고 육체 안의 심리적 과정을 모두 포괄하는, [그러한] 자연

의 객체들의 연관의 제약 아래에 놓인다. [즉] 이러한 삶은 언제나, 그리고 어디에서나 

[자연의] 공간-시간에 의해 규정된다.”(GS VII, 229)



- 255 -

후설이 수행한 현상학적 분석에서도 물리적-심리적 자연은 정신의 하부토대로 

기능한다. 본고는 4부 및 5부의 1장에서 현상학적 통일체가 자연과 정신의 층의 

구조를 이루고 있음을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은 ‘현상학적 태도변경’으로

서의 ‘현상학적 판단중지’와 ‘현상학적 환원’을 전제로 논의되고 있는 것이다. 

자연과학의 관점에서 인간이 심리-물리적 통일체임에는 분명하다. 그러나 현상

학적 심리학적 판단중지와 환원을 수행하면, 인간은 단순히 심리-물리적 통일체

가 아니라 인격적 주체로서의 정신적 존재로 드러나며, 이때 자연을 지배하는 

인과는 그 영향력을 상실하고 오직 동기연관에 의해 지배되는 순수하게 심리적

인 것의 세계가 펼쳐진다. 

요컨대, 인간이 자연적 존재임에는 분명하지만, 현상학적 환원을 수행한 이후 

‘우리 안에서 작동하고 있는 자연’은 이미 자연과학의 자연이 아닌 것이다. 즉 

현상학적 태도변경을 거친 자연은 더 이상 정신과 대립되는 의미의 ‘죽어있는 

자연’이 아니라, 정신적 존재의 구성을 위한 질료로 기능하는 자연이며, 그것도 

자연주의적 함의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진 의미에서 ‘살아있는 자연’이다.

「기술-분석심리학」에서 딜타이는 유기체와의 유비 속에서 ‘느낌(Gefühl)’과 

‘충동(Trieb)’ (GS V, 185; 205) 그리고 식욕과 성욕 및 자기보존의 ‘본능’에 대해 

분석하는데(GS V, 209), 이러한 시도는 정신과 대립하는 것으로 간주되던 자연

을 정신적인 것의 심층에서 기능적으로 작동하는 생동하는 자연으로 해석할 여

지도 있다. 즉 현상학적 태도변경이라는 올바른 조치에 의해 ‘자연’의 의미를 

적절히 변경시키기만 한다면, 딜타이의 분석은 얼마든지 후설의 현상학적 분석

으로 전환될 수도 있을 것이다.191)

하지만 이렇게 후설 현상학의 관점에서 딜타이에 대한 긍정적 해석을 시도한

다 하더라도, 딜타이의 철학에는 ‘자연의 의미가 변경되어야만 한다’는 필수불

가결한 전제가 결여되어 있다. 설령 그가 이것을 어떤 식으로든 염두에 두고 있

었다고 하더라도 명료하게 제시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딜타이는 심리학과 정신

191) 이러한 관점에서 후설이 자연을 정신의 하부토대라는 방식으로 의미를 변경하여 초

월론적 현상학의 틀 안으로 수용함을 보여주는 연구는 다음을 참고. T. Sakakibara, 
“The Relationship between nature and spirit in Husserl’s phenomenology revisitied”, 
Continental Philosophy Review 31, Kluwer Academic Publishers, 1998, pp.255-272. 스타이

티는 딜타이 철학의 자연주의적 잔재를 지적하는 맥락에서 다음과 같이 딜타이를 인

용한다. “우리 [인간은] 자연이며, 우리 안에서 자연은 무의식적으로, 어두운 충동 안

에서 작동하고 있다.” S. A. Staiti(2014), p.79.; p.177. 그런데 필자가 보기에 딜타이에 

대한 스타이티의 해석에는 문제가 있다. 스타이티는 인간 내부에서 작동하고 있는 자

연을 ‘자연주의’의 잔재로 해석하지만, 필자가 보기에 딜타이의 문장은 오히려 후설의 

초월론적 현상학을 더 잘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 256 -

과학이 자신의 고유한 대상영역을 확보하는 ‘방법적 절차’로서 ‘현상학적 태도

변경’ 또는 ‘현상학적 판단중지’와 ‘현상학적 환원’을 통찰하고 자신의 철학 체

계 안에 자리매김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자연과학으로부터 독자적인 고유한 학문으로서의 정신과학을 주장한 애초의 

취지가 무색하게도, 여전히 주관성에 대한 자연주의적 견해로부터 완전히 자유

로워지지 못했다는 한계로 인해, 딜타이의 심리학 내에는 아직도 자연과 정신의 

평행한 관계라는 데카르트 이원론의 형이상학적 난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딜타이에게서 자연과학과 정신과학의 관계는 한편으로는 평행하게 독립적

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전자가 후자의 토대가 되는 애매모호하고 모순적인 

상태로 남아있는 것이다. 하지만 후설이 정당하게 지적한 것처럼 기술-분석심리

학과 자연주의에 물든 견해는 결코 양립할 수 없으며, 자연과 정신의 통일적 연

관과 분화는 현상학적 태도변경에 의해서만 해명될 수 있다.

2절 본질에 기초한 엄밀한 방법론의 결여

딜타이의 한계는 방법적으로 심리학의 고유한 영역을 확보하는 데에서 실패

했다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심리학을 기껏해야 사실적인 것을 다루는 기술적 

학문으로 국한시켰다는 데에서도, 딜타이는 한계를 드러낸다. 후설에 따르면, 

“딜타이가 수행한 비판은 충분할 만큼의 원리적인 예리성을 결여하고 있는데” 

이것은 “순수기술적인 내적 심리학의 방법과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심리학이 

직관적인 개별성과 이에 결부된 기술로부터 생겨나는지를 확신시키는 데에 실

패했기” 때문이다. 즉 딜타이의 심리학에서는 “언제나 개별자를 직관적-기술적

으로 분석함으로써 설명하는 것[만]이 문제가 된다.”(Hua IX, 12)

하지만 후설은 심리학이 개별자에 대한 기술을 통해 사실을 이해시키는 학문

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오히려 심리학은 [사실학이 아닌 본질학으

로서] 심리적 삶의 법칙이나 공동정신성과 문화일반의 생성에서 준거가 되는 법

칙들을 인식하는 학문이어야만 한다.” 즉 “법칙에 의거하여 설명할 수 있는, 그

러니까 정신과학을 위해서도 개별적인 설명을 넘어서 법칙적으로 설명하는 과

업이 성사될 수 있기를 추구하는” 본질학이어야만 하는 것이다.(Hua IX, 12)

“심리학은 보편적 통찰에 의해 설명해야 하며, 법칙과학이어야 하고, 마치 수학이론이

나 이론물리학이 자연과학의 토대가 되듯이, 정신과학에 대해서도 이와 유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보편적으로 이론적인 하나의 법칙토대를 획득해야만 한다.”(Hua IX,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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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후설의 현상학적 심리학에서 보편적 법칙의 토대로 기능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의식체험의 본질인 ‘지향성’이다. 후설의 현상학적 심리

학에서 의식체험은 유와 종에 따라, 각각에 고유한 지향적 본질구조를 지니고 

있다. 타인은 그림과 같은 방식으로 의식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지각의 대상

은 상상의 방식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며, 그 역도 마찬가지다. 모든 사태에는 

그 사태가 경험될 수 있기 위해 적합한 고유한 의식의 방식이 본질적으로 규정

되어 있다. 다양한 체험이 지닌 지향적 본질구조에 따라 대상이 의식에 주어지

는 ‘명증’이 곧 심리학과 정신과학을 위한 확고한 인식론적 토대를 형성한다. 

물론 심리적 삶의 구조연관을 포착했다는 점에서 딜타이는 성공적이었다. 하

지만 딜타이는 단지 ‘심리적 삶의 구조적 연관’을 전제하고 그 전제 위에서 출

발할 뿐, 체험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조직되어 체계적인 연관을 이루고 있는지 

그 원리를 더 이상 천착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는 본질직관의 방법을 사용하

여 체험의 본질인 지향성을 통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향성이라는 확고한 전

제가 없기 때문에,『논리연구』에서 후설이 수행한 체험 분석은 딜타이에게 일

종의 ‘스콜라주의’로 간주된다.

“자연과학적, 원자론적 심리학의 분석에 이어 심리학적 스콜라주의로서의 브렌타노 학

파가 등장했다. 왜냐하면 이 학파는 태도방식, 대상, 내용 등의 추상적 실체들을 가공하

고, 이들로 삶을 조합하려 하기 때문이다. 가장 극단적인 경우는 후설이다.”(GS VII, 237)

하지만 후설은 마치 자연과학이 체험을 심리적 원자들로 분해하는 것처럼 체

험을 추상적 요소들로 분해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체험을 형성하는 지향성

의 계기들을 본질직관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 엄밀하게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지향적 체험에 대한 분석에 기초해서만 체험들 사이의 본질적인 구조

연관이 해명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지각, 기억, 기대는 동일한 대상에 대

한 지향성을 유지하면서도 시간적 흐름에 따라 변양된다. 반면 그림의식의 구조

는 사물지각을 토대로 하고 있으나 그럼에도 사물지각과는 다른 지향적 구조를 

지니고 있다. 또한 타인지각과 추체험은 의식이 지향하는 사태가 인간이라는 점

에서 사물에 대한 파악과 구분되지만, 그럼에도 지각과 기억의 관계처럼 시간적 

흐름에 따른 변양의 구조에 상응한다. 이러한 체험의 연관은 다양한 체험이 지

닌 지향적 본질구조를 해명함으로써만 밝혀지는 것이다. 따라서 딜타이의 기술-

분석심리학이 본질학이 아닌 사실학에 머물고 만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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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질직관을 근거로 한 일종의 일반적인 본질기술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으며, 심리적 삶의 근원적인 본질을 형성하는 저 ‘의식대상들’에 대한 [지향적] 관계

야말로 체계적인 영혼분석, 더욱이 본질분석으로서 심리적 분석의 고유하고도 무한히 생

산적인 주제가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Hua IX, 13)

후설이 보기에 바로 “이러한 점이 우리가 딜타이의 직관에 더없이 감탄하면

서도 그의 이념에 머물러 서 있을 수 없으며, 그가 염두에 두었던 방법을 모방

하도록 권장할 수 없는 결정적인 이유다.”(Hua IX, 16) 왜냐하면 본질에 대한 통

찰을 결여한 채 사실적 기술에 의존하는 딜타이의 심리학에서는 법칙적 보편성

에 도달하는 것이 불가능한데,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는 한갓 개별적인 삶의 형

태가 다른 개별적인 삶의 형태와 어떤 점에서 같고 다르며 그에 따라 발전되어

가는 형태가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관한 유형적 분석인 ‘비교하는 경험적 심리

학’에 그치기 때문이다.(Hua IX, 17)

딜타이의 ‘비교심리학(Vergleichende Psychologie)’은 기술-분석심리학을 보완하

여 역사적 이해의 중심적 문제인 ‘개별성’을 규정하고 그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

키기 위해 제시된다.192) 비교심리학은 비교에 의한 유사성을 통해 개별적인 것

과 보편적인 것을 연결시키면서, 유형적 형태론을 통해 개별적인 것이 다른 것

과 어떻게 구별되는지 개별성을 이해하고자 한다.193) 이런 점에서 비교심리학은 

‘세계관(Weltanschauung)’ 철학의 기초가 된다. 역사란 특정한 개인이나 민족의 

삶이 전체 연관으로부터 분절되고 분화됨으로써 다른 개인이나 민족과 다른 궤

적을 거쳐 독특한 삶의 형태로 발전해 온 것이다. 후설이『엄밀학』에서 딜타이

를 ‘역사주의(Historiszismus)’라고 비판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다.194)

“이와 같은 철학에서는 그 발전관계와 더불어 그것의 형태학적 구조와 유형을 철저히 

탐구하고 가장 내적인 추체험을 통해 그것의 본질을 규정하고 있는 정신의 동기들을 역

사적으로 이해하려는 과제가 생긴다.”(PSW, 41-42) 

192) 딜타이의 ‘비교심리학’에 대해서는 R. A. Makkreel(1975), p.206; 최성환,「딜타이의 해

석학 구상:『비교심리학에 관하여』(1895/6)와『해석학의 탄생』(1896/7)을 중심으로」, 
한국하이데거학회,『현대유럽철학연구』40(2016), pp.97-133.

193) R. A. Makkreel(1975), pp.238-241.
194) 딜타이의 ‘세계관 이론’ 자체에 대해서는 R. A. Makkreel(1975), pp.343-421. 스타이티

는 흥미롭게도 딜타이를 비판한 후설이 생활세계의 현상학을 본격적으로 전개하면서,
『엄밀학』에서 신랄하게 비판한 ‘세계관 이론’을 자신의 초월론적 현상학의 체계에 

편입시킨다고 지적한다. 즉 후설은 초월론적 현상학 자체를 자연주의를 극복할 수 있

는 또 하나의 세계관으로 만들고자 했다는 것이다. S. A. Staiti(2014), pp.233-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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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후설이 보기에 딜타이는 “엄밀한 필연성[으로서의] 설명하는 이해를 

[개별적 사례에 대한] 경험적 보편성과 경험적 귀납으로부터 분명하게 구별짓지 

않았다.”(Hua IX, 19) 그리하여 딜타이는 정신과학을 위한 “인식-비판적 정초”에 

실패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인식론은 인식작용이 어떻게 심리적 내면성에서 객

관적 타당성을 창출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일반적 원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

게 하려는 작업”임에도 불구하고, 기껏해야 유형적 보편성만을 제공하는 딜타이

의 심리학을 통해서는 이러한 과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다.(Hua IX, 19)

요컨대 후설의 현상학적 심리학의 관점에서 볼 때, 딜타이의 “기술적 혹은 심

리발생적 연구”는 심리적 체험의 본질인 지향성을 명료하게 통찰하지 못했기에 

“진정한 지향적 분석으로 파고들어갈 수 없으며”(Hua IX, 42) 따라서 후설이 비

판하듯, 본질직관의 방법에 의해 획득된 보편적이고 필연적인 타당성과 법칙들

의 체계인 ‘엄밀한 학문’으로 고양되지 못하고, 기껏해야 정신적 삶의 역사적 

발전과정을 사실적 유형에 따라 기술하고 분류하여 비교하는 ‘세계관 철학’이 

될 수 있을 뿐이다.

   

3절 삶의 형이상학에 머문 불철저한 역사이성비판 

딜타이의 삶의 철학은 삶과 인식의 연속성을 강조하면서 모든 개념의 기원이 

삶에 있음을 주장한다. 생활세계의 현상학을 통해 모든 종류의 학문이 삶에 뿌

리내리고 있음을 주장하는 후설 현상학의 관점에서 딜타이의 삶의 철학은 큰 

틀에서 문제의식을 같이 하고 있다. 그런데 삶의 철학은 모든 것의 근원인 삶으

로 회귀할 것을 주장하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정작 삶의 철학 자체를 다소간 불

가해한 형이상학으로 만드는 측면이 있다.

칸트 철학의 영향 속에서 딜타이는 삶 자체를 마치 ‘물자체’와 흡사한 위상에 

놓으면서, 객관화된 표현으로서의 현상 너머에 있는 무엇으로 간주한다. 물론 

딜타이는 삶 자체는 칸트의 ‘물자체’와 달리 얼마든지 우리가 ‘내적지각’에 의해 

접근할 수 있고 인식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한다.195) 하지만 개인의 심리적 

삶이기에 앞서 사회적-역사적 실재인 근원적 삶 자체가 어떤 방법과 절차에 의

해 체계적으로 해명될 수 있는지에 대해, 딜타이가 충분히 만족스러운 답을 제

시하였는지는 의문이 아닐 수 없다. 단적으로 말해, 딜타이는 삶을 일종의 형이

상학적 전제로 상정하고 그 위에서 심리학과 방법론의 수립을 모색할 뿐이지, 

철두철미하게 인식비판의 목표에 인도되는 심리학을 통해 삶의 연관 자체의 해

195) S. A. Staiti(2014), p.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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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으로 천착해 들어가는 체계적인 방법론을 궁구하지는 않은 것처럼 보인다.

실제로 삶을 이해하기 위한 심리학의 방법으로 제시되는 딜타이의 ‘내적경험’

은 역사적 세계가 마치 연구자 개인의 ‘내면’에 있는 것처럼 오인할 수 있는 빌

미를 제공한다.196) 역사적 세계는 정신과학 연구자가 심리학적 기술이나 분석 

및 해석학적 이해를 통해 추체험함으로써 복원한 ‘내적경험’의 세계다. 하지만 

이때 ‘내적경험’은 연구자 자신의 주관적 내면을 의미하는 것인가? 만일 그렇다

면 역사적 세계를 한낱 연구자 개인의 주관적 구성의 산물로 간주하는 오해의 

여지를 남겨둔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딜타이의 ‘내적

경험’을 현상학적 관점에 최대한 가깝게 긍정적으로 해석해 볼 여지도 있다. 필

자가 여러 차례 언급한 것처럼 ‘내적연관’은 언뜻 보면 후설 현상학을 주도하는 

개념인 ‘지향적 관계’와 내용상 흡사한 것처럼 보이며, 실제로 이러한 관점에서 

딜타이의 내적관계를 후설의 지향성으로 해석하는 연구도 그 나름의 설득력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필자는 딜타이의 ‘내적’ 연관이 후설의 지향성과 근본적이고도 결정적

으로 다른 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바로 후설 현상학의 궁극적인 토대이

자 목표가, 의식의 본질인 ‘지향성’이 논의의 중심을 차지하는 현상학적 심리학

이 아니라, 지향적 의식의 ‘구성’이 핵심으로 등장하는 초월론적 현상학이기 때

문이다. 초월론적 현상학적 분석의 본령은 구성하는 것으로서의 초월론적 주관

과 구성된 것으로서의 세계를 구분하는 데에 있으며197), 따라서 구성된 것으로

서의 세계에 대한 인식과 이해는 지향적 연관에 따라 초월론적 주관의 구성적 

기능을 되물어 감으로서만 획득될 수 있는 것이다.

요컨대 정신과학을 위한 엄밀한 인식비판을 위해서는, 딜타이처럼 막연하게 

‘내적’ 연관으로서의 삶을 형이상학적 전제로 요구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

다. 오히려 후설처럼 ‘구성하는’ 주관으로서의 삶과 그러한 주관에 의해 ‘구성

된’ 삶으로서의 사회적-역사적 실재를 구분할 필요가 있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만 우리는 구성된 실재로서의 사회적-역사적 세계를 해명하고 인식할 수 있는 

방법적인 절차를 획득할 수 있다.

초월론적 주관에 의해 구성된 것으로서의 사회적-역사적 세계는 개별적인 주

관이 아니라 여러 개별적 주관에 의해 상호주관적으로 구성된 것이다. 물론 딜

타이는 개별적 주관으로서의 주관정신과 구분하여 사회적-역사적 지평을 지닌 

공동주관으로서의 객관정신을 언급하기는 한다. 실제로 딜타이는 ‘객관정신’을 

196) S. A. Staiti(2014), p.175.
197) S. A. Staiti(2014), p.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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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급하고 ‘추체험’을 통한 ‘이해’를 방법으로 제시함으로써 후설 현상학에서 ‘타

인지각’과 ‘상호주관성’이라는 표제 하에서 탐구되는 사태를 막연하게나마 감지

하기는 했다. 그러나 객관정신을 상정하고 정신의 동형성을 전제하면서 추체험

에 의해 정신은 다른 정신을 ‘이해’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초월론

적 철학이 추구하는 ‘인식’을 위한 방법론적 비판의 엄밀한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한다.

왜냐하면 후설이 보기에, 딜타이는 ‘객관정신’이라는 표제 하에서 타인에 대

한 경험과 문화사물에 대한 경험의 본질적인 차이를 엄밀하게 구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198) 아무리 객관정신에 대한 추체험을 역설하더라도 딜타이에게 타인

은 문화사물과 마찬가지 방식으로 이해되고 해석되어야만 하는 객관적-대상적 

존재이지, 구성적 능력을 지닌 초월론적 주관이 아니다. 하지만 사회적-역사적 

실재로서의 정신적 삶의 세계 전체는, 정신과학의 연구자가 유비추론과 추체험

을 통해 타인의 체험을 재구성한, 그러니까 한낱 연구자의 내면에서 주관적으로 

해석된 객관적 대상으로서의 세계가 아니다. 오히려 세계는 나와 타인이 지금 

현재 사회적 지평 속에서 공동으로 구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인격적 

주체가 시간적 흐름 속에 있는 역사적 지평 속에서 공동으로 구성해 온 정신적 

삶의 세계다.

후설의 현상학에서 타인경험은 타인이 나의 의식에 주어질 수 있는 근원적인 

방식으로서의 명증이며 다른 체험과 종(種)적으로 구분되는 고유한 지향적 구조

를 지닌 체험이다. 타인은 사물의 지각이 진행되어 가면서 또는 사물의 지각에 

덧붙여져서 파악되는 것이 아니라 원리상 그렇게 주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타인지각은 타인을 인식하기 위한 본질적이고 필연적인 방법이다.199) 그런데 후

설은 타인지각에서 단순히 타인이 지향적 대상으로서 나의 의식에 주어진다는 

점에 만족하지 않고, 타인에게 구성하는 주관의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초월론적 

주관으로서의 나와 타인이 함께 상호주관적으로 형성해 왔고 또 형성해 가는 

사회적-역사적 세계를 보았다.

후설의 초월론적 현상학은 근원적인 삶을 단순히 요구하거나 전제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개별적인 주관으로서의 연구자가 자신이 타인과 함께 속해 있으면

서 또 타인과 더불어 공동으로 형성해 가는 근원적 실재로서의 상호주관적 삶

의 세계를 분석적으로 해명할 방법적 도구를 확보하게 된다. 다시 말해, 후설의 

현상학은 딜타이의 삶의 철학과 달리 인식비판에 충실한 학문이고자 하며, 더욱

198) S. A. Staiti(2014), p.195.
199) S. A. Staiti(2014), p.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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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방법적으로 완전한 자각에 이른 근본적이고도 엄밀한 학문으로서의 초월론

적 학문이고자 한다. 그러므로 후설은 모든 학문의 토대에 생활세계가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단지 생활세계의 경험이 연관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지향적 분석에 따라 삶의 경험 자체가 어떻게 복합적이고 중층적

으로 얽혀 있는지 그 본질적인 구조연관을 해명하고자 하는 것이다.200) 

그런 점에서 딜타이가 아무리 심리학과 해석학을 통해 근원적 삶으로서의 객

관정신을 해명할 수 있다고 강조하더라도, 우리는 그의 삶의 철학에 주관정신으

로서의 심리학자 또는 정신과학 연구자가 자신의 개별적인 삶을 초개인적인 사

회적-역사적 존재로서의 객관정신과 서로 연결하고 매개할 수 있는 개념적 도구

나 방법적 절차가 결여되어 있다는 한계를 지적할 수 있다.201) 이러한 이유에서 

정신과학의 정초를 위한 딜타이의 문제의식과 공적을 간과할 수 없다고 하더라

도, 구성하는 주관의 지향적 연관과 그러한 상호주관에 의해 구성된 사회적-역

사적 세계에 대한 체계적인 해명은 후설의 초월론적 현상학을 통해서만 그 궁

극적인 성취에 도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200) S. A. Staiti(2014), pp.168-169.
201) S. A. Staiti(2014), pp.175-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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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부 초월론적 현상학과 정신과학의 정초

본고의 4부 ‘생활세계의 현상학’은 정신과학이 탐구하는 대상적 세계가 인격

적 주체에 의해 정신적 의미가 부여된 사회적-역사적-문화적 세계라는 점을 보

여주었다. 이어서 5부 ‘현상학적 심리학’은 의식체험의 본질인 지향성에 입각하

여 인격적 주체의 심리적 체험을 탐구하는 일련의 방법적 절차를 해명하였다. 

이제 본고는 6부에서 정신과학의 궁극적 토대인 후설의 ‘초월론적 현상학’을 살

펴보고자 한다.

초월론적 현상학은 생활세계의 현상학이나 현상학적 심리학보다 더 근원적인 

토대가 되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생활세계의 현상학은 객관적 학문의 존

재론적 기초에 생활세계가 있음을 보였지만 여전히 세계가 앞서 주어진 것으로 

전제되어 있었다. 더욱이 현상학적 심리학을 통해 의식체험의 본질인 지향성의 

구조를 드러내 보였지만, 아직은 모든 정신적 의미가 발원하는 궁극적 원천인 

초월론적 주관에 도달한 것은 아니었다.

초월론적 현상학적 환원과 더불어 존재하는 모든 것은 초월론적 주관에 의해 

구성된 것, 즉 ‘현상’으로 모습이 바뀌어 드러난다. 존재하는 것의 총체이자 그 

‘안’에서 살아가는 나에 대해 자명하게 주어져 있는 것으로 간주되던 세계는 세

계를 ‘넘어’ 있는 초월론적 주관인 ‘나’에 의해 구성된 ‘현상 일반’으로 전환되

는 것이다. 세계는 초월론적 주관에서 발원한 모든 지향성의 보편적 상관자다. 

그러므로 초월론적 현상학의 과제는 노에시스-노에마 상관관계를 되물어가면서 

초월론적 주관에 의한 세계 구성에 함축된 지향성의 실타래를 풀어내 밝히는 

것으로 설정된다.

그런데 후설의 초월론적 현상학이 세계구성의 지향성을 되물어가는 방식은 

두 차원에서 수행될 수 있다. 하나는 초월론적 주관에 의한 세계구성을 인식적 

타당성의 관점에서 해명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구성되는 세계는 나의 반

성적 의식에 명료하게 주어지는 것이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 토대가 되며, 우리

는 이러한 관점에서 세계구성을 해명하고자 하는 초월론적 현상학을 ‘정적 현상

학(statische Phänomenologie)’이라고 부른다. 다른 하나는 초월론적 주관에 의한 

세계구성을 시간적-발생적 관점에서 해명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구성되

는 세계는 시간적으로 앞서 주어진 것이 뒤에 주어지는 것에 대해 발생적 토대

가 되며, 우리는 이러한 관점에서 세계구성을 해명하고자 하는 초월론적 현상학

을 ‘발생적 현상학(genetische Phänomenologie)’이라고 부른다. 본고의 목표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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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어 볼 때, 초월론적 현상학이 지닌 두 차원은 정신과학에 대한 현상학적 정초

가 두 가지 관점에서 수행되어야 함을 뜻한다.

본고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6부의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먼저 1장에서는 ‘정

초’와 ‘구성’의 의미를 고찰한 후, 세계구성을 해명하는 초월론적 현상학의 두 

차원이 지닌 목표와 의의를 좀 더 상세히 규명할 것이다. 다음으로 2장에서는 

정적 현상학의 관점에서 정신과학이 인식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반성적으

로 검토해야 하는 요소들을 확인하고, 이에 근거하여 초월론적 현상학의 관점에

서 정신과학의 인식론 및 방법론을 정초할 것이다. 3장에서는 발생적 현상학의 

관점에서 정신과학이 탐구하는 존재가 시간적 발생의 관점에서 쌓아올려지는 

‘층(層)의 구조’를 이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호주관적 구성의 ‘역사적 지평’을 

함축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것이다. 4장에서는 정신과학에 대한 현상학적 정

초의 범례로서 경험적 역사학이 요구하는 철학적 토대를 정적 현상학과 발생적 

현상학의 관점에서 고찰한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2부와 3부에서 이미 고찰한 

바 있는 신칸트학파 및 딜타이의 성과와 한계를 다시 한 번 조망할 것인데, 이

렇게 함으로써 본고는 초월론적 철학에 의한 정신과학의 정초라는 관점에서 후

설의 초월론적 현상학이 지닌 의의를 드러낼 것이다.

1장 초월론적 현상학의 두 얼굴

본고는 정신과학을 철학적으로 ‘정초’하겠다는 목표에 따라 논의를 진행해 왔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초’라는 의미가 아직 충분히 해명된 것은 아니다. 필

자는 이제까지 ‘토대’니 ‘정초’니 하는 용어를 개념적 의미를 명확히 하지 않은 

채, 어떤 점에서는 암묵적으로 특정한 의미를 전제하고서 사용해왔던 것이다. 

이제 필자는 ‘정초’의 의미를 본격적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후설이 사용하는 ‘정

초’의 개념이 명료해질 때에만, 정신과학의 현상학적 정초라는 본고의 목표도 

더욱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기 때문이다.

1절 초월론적 현상학적 정초의 의미

‘정초(定礎)’는 건축술에 빗대어 ‘기초’ 또는 ‘토대’를 놓는 작업을 뜻하는 철

학의 고유한 개념인 ‘Grundlegung’, ‘Begründung’ 또는 ‘Fundierung’의 번역어다. 

칸트는『순수이성비판』에서 ‘순수이성의 건축술(Architektonik)’을 언급하면서, 

인간의 이성은 본성상 건축학적이며 이성의 표출로서의 학문은 체계적인 것이

라고 간주하였다. 그러니까 ‘터를 다지고’ 그 위에 기둥과 들보를 얹어 구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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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쌓아올리는 것처럼, 인간의 이성적 사유에는 토대가 되는 ‘기초(基礎)’가 있

으며 학문이란 그러한 ‘토대(土臺)’ 위에서 방법적 절차에 따라 구조화되는 정신

적 형성물의 체계인 것이다.

모든 경험적 학문에는 토대가 필요하다. 가령 자연과학에 속하는 물리학이 학

문으로 존립하기 위해서는 ‘시간’, ‘공간’, ‘물체’, ‘에너지’, ‘힘’, ‘운동’과 같은 

근본개념들과 방법적 기초로서의 수학이 전제되어야만 한다. 이러한 사정은 정

신과학에서도 마찬가지다. 가령 ‘주체’, ‘의미’, ‘행위’, ‘상호작용’ 등과 같은 개

념이 근본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거나, 또는 그러한 개념들이 표현하는 사태를 

다루는 방법적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는 그것을 정당한 의미에서 

학문이라고 말할 수 없다. 그런 점에서 정초는 ‘만일 그것이 없다면 그 위에서 

어떤 것이 수립되는 것이 원리상 가능하지 않다’는 의미에서 ‘전제(前提)’ 또는 

‘가능근거(可能根據)’라는 의미를 지닌다.

이처럼 경험과학의 토대가 되는 전제, 가능근거를 해명하는 것을 자신의 고유

한 과제로 삼는 학문은 철학이다. 본고는 4부와 5부에서 형이상학으로서의 자연

주의 또는 실증주의를 살펴보았는데, 우리는 이러한 철학 역시 그 나름대로 자

연과학에 대한 정초의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실증주의는 수학

적으로 양화 가능한 물리적 자연을 모든 실재의 기초로 간주한다는 점에서 자

연과학에 대해 일종의 철학적 토대를 놓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여러 형태의 철

학적 논의는 각각이 취하고 있는 이론적 입장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경험적 

학문에 기초를 마련해 줄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다양한 종류의 철학이 경험과학에 토대를 제공할 수 있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렇게 마련된 철학적 토대가 얼마나 정당한가 하는 점이다. 본

고는 4부에서 생활세계의 현상학을 통해 자연과학에 대한 실증주의의 정초가 

아무런 유보도 없이 무조건적으로 타당한 토대가 아님을 비판하였다. 또한 5부

에서 본고는 자연주의에 기초한 설명적 심리학을 비판하면서, 현상학적 심리학

이 정신과학의 토대가 되어야 함을 논하였다. 그러니까 본고가 비록 처음부터 

‘정초’의 의미를 규정하고서 논의를 시작한 것은 아니지만, 경험과학의 근본전

제에 문제를 제기하고 그 토대가 타당한지 검토하고 비판함으로써 이미 현상학

적 정초를 위한 예비 작업을 수행해 왔던 것이다.

더욱이 본고는 4부와 5부의 논의를 전개하면서 어느 정도는 불가피하게 초월

론적 현상학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생활세계의 현상학

과 현상학적 심리학의 궁극적인 토대가 바로 초월론적 현상학이기 때문이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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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곧 생활세계와 심리적인 것에 대한 현상학적 분석이 초월론적 현상학에서 

근원적 의미를 길어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뜻한다. 즉 초월론적 현상학은 사실

적 학문으로서의 모든 경험과학 및 형상적 학문을 포함한 모든 가능한 종류의 

학문이 발원하는 절대적 토대이며, 초월론적 현상학이 해명하고자 하는 초월론

적 주관의 구성작용은 학문적 사유를 위해 요구되는 모든 지향적 의미가 발원

하는 궁극적 ‘원천(原泉)’인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초월론적 현상학의 의의를 좀 더 잘 드러내기 위해 다

음과 같이 자문해 볼 필요가 있다. 경험과학에 대한 초월론적 현상학적 정초가 

반드시 필요한가? 초월론적 현상학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경

험과학자는 자신의 연구를 수행하는 데에서 아무런 문제도 불편도 느끼지 못한

다. 어쩌면 자신이 하고 있는 연구의 토대를 마련해주겠다는 초월론적 현상학의 

호의를 탐탁지 않게 여길지도 모른다. 경험과학이 수행하는 연구의 내용이나 방

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잘 알지도 못하면서 철학이 공허하고 피상적인 고담준론

(高談峻論)이나 늘어놓는다고 말이다. 설령 경험과학이 전제와 토대 없이는 성

립할 수 없다는 점을 사실로 인정하더라도, 초월론적 현상학이 경험과학이 수행

하는 탐구의 실제에 대해 기여하는 바는 무엇이란 말인가? 필자는 이에 대해 

다음의 세 가지 관점에서 답하고자 한다.

첫째, 초월론적 현상학의 성과가 직접적으로 경험과학의 성과로 이어지지 않

는다는 지적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자연과학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거니

와 정신과학에 대해서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가령 초월론적 현상학을 공부한다

고 해서 역사학이 규명하려는 특정한 과거 사건의 배경과 원인에 대한 지식이 

증대되는 것은 아니다. 현실적으로 별도의 경험적 연구를 병행하지 않는 한, 초

월론적 현상학은 경험과학이 성취한 진리에 대해 잘 알지 못하며 잘 알 수도 

없다. 그런데 주의할 점은 경험과학의 성과가 아무리 풍요롭다 하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사실’에 관한 진리라는 점이다. 반면 초월론적 현상학이 추구하는 

것은 경험과학의 탐구 자체를 돌아봄으로써 드러나는 ‘반성’적 진리인 것이다.

가령 역사학자는 과거의 사실에 관한 풍부한 지식을 지니고 있다 하더라도, 

역사의 본질이 무엇인지, 과거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할 수도 있다. 전혀 모른다고 말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그것을 명료한 개념

으로 진술하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다. 왜냐하면 그는 역사가 무엇인지에 대한 

앎을 암묵적으로 전제하고서 경험적 사실을 탐구해 왔을 뿐, 막연하게 전제되어 

있는 앎을 반성을 통해 주제화함으로써 해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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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역사학자가 이러한 물음을 제기하는 순간, 그는 더 이상 사실을 탐구하

는 경험적 연구자가 아니다. 왜냐하면 초월론적 현상학적 환원을 통해 반성적 

태도를 취하는 순간 그가 해명하기를 추구하는 사태와 물음의 성격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즉 그는 이제 초월론적 현상학자의 자격으로 역사학의 대상적 본질과 

인식의 가능조건에 관해 묻고 있는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초월론적 현상학은 

경험과학이 자신이 수행하는 탐구의 본성을 반성적으로 명료히 자각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둘째, 초월론적 현상학은 다양한 사태가 지니는 고유한 본성을 드러내고 그에 

적합한 방법을 규명함으로써, 만일 어떤 학문이 자신의 권리한계를 넘어서는 방

법적 월권을 자행한다면 사태의 본성에 맞게 탐구를 수행하라고 촉구하는 계도

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즉 자연과학을 불법적으로 절대화하는 자연주의를 비

판한 것처럼, 초월론적 현상학은 경험과학의 대상과 방법에 관해 정당한 토대를 

마련해줄 수 있다. 물론 심리학이나 사회학과 같은 정신과학이 자연과학의 방법

을 사용하여 탐구를 수행하는 것도 가능하며, 현상학은 이에 대해 반대하지 않

는다. 다만 현상학은 그것이 절대적으로 타당한 것이 아니라 일정한 전제조건하

에서만 타당할 뿐이라는 권리한계를 지적하면서, 사태의 본성에 맞는 탐구의 가

능성을 제시하고 전향을 권고하는 규범적 학문의 역할을 할 수 있다.

필자는 그런 점에서 초월론적 현상학이 자연과학보다는 정신과학에 대해 더 

큰 의의를 지닌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정신과학이 다루는 사태가 정신적 존재

로서의 인간이 의미를 부여하며 살아가는 정신적 세계인데, 의미를 부여하는 모

든 지향성의 궁극적 원천이 바로 초월론적 주관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정신

과학은 본성상 현상학적 심리학 및 초월론적 현상학과 본성상 긴밀한 관계에 

놓여 있다. 왜냐하면 정신과학에 종사하는 연구자 자신이 이미 정신적 존재일 

뿐만 아니라, 그가 탐구하는 타인도 정신적 존재이고, 사회적-문화적-역사적 세

계 역시 상호주관성이라는 정신적 존재에 의해 구성된 삶의 현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초월론적 현상학은 궁극적으로 연구자 자신, 더불어 살아가는 타인, 

그리고 상호주관적으로 구성된 정신적 세계에 관한 이해를 심화시킨다. 즉 정신

과학이 추구하는 앎은 대상인식이기 이전에 근원적으로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이

해이며, 그런 점에서 초월론적 주관에 의한 세계 구성의 해명을 목표로 하는 초

월론적 현상학은 ‘보편적 정신과학’으로서 궁극적인 자기이해를 추구한다. 즉 

경험적 사실에 매몰된 ‘경험적 정신과학’의 시야에는 원리상 보이지 않았던 자

기 자신에 대한 근원적 이해를 초월론적 현상학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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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정신과학에 대한 초월론적 현상학적 정초가 위와 같은 의의를 지닌다

면, 우리는 신칸트학파와 딜타이의 철학 역시 위와 같은 의의를 지니는 것 아닌

가라고 반문할 수 있다. 왜냐하면 2부과 3부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신칸트학

파와 딜타이의 철학 역시 모든 학문적 인식의 가능 조건과 근거를 초월론적 주

관에서 구명하려고 하는 초월론적 철학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시 한 번 강조

하면, 정초와 관련하여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철학이 경험과학에 대해 이론적 

토대를 제공할 수 있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렇게 제공된 토대가 과연 ‘사태 자

체’라는 이념에 비추어 직관에 의해 통찰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정당한 것인가

라는 점이다. 본고는 5장에서 초월론적 현상학의 입장에서 신칸트학파와 딜타이

의 초월론적 철학이 지닌 의의와 한계를 다시 한 번 비판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비록 본고가 ‘정초’의 의미를 형식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칸트의 건축술로 논의를 시작했으나, 후설의 초월론적 현상학이 칸트의 초월론

적 철학과 근본적으로 다른 차이점도 규명될 것이다.

2절 초월론적 현상학의 두 정초관계

초월론적 현상학은 ‘초월론적 경험(transzendentale Erfahrung)’, 즉 초월론적 주

관에 의한 세계 구성의 해명을 목표로 한다. ‘구성(Konstitution)’이란 ‘더 많이 

사념함(Mehr-meinen)’을 뜻한다. 즉 초월론적 의식은 본성상 그때그때 주어지는 

의미를 ‘넘어서서’ 그 이상의 의미를 지향한다. 단적으로 우리는 사물의 보이는 

면을 지각하면서 보이지 않는 면을 함께 파악할 뿐만 아니라, 非주제적 양상에

서 나의 몸도 의식하고 있으며, 사물이 놓인 배경으로서의 지평도 의식하고 있

다.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지향적 체험들은 독자적으로 존립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구성에서 기능적으로 함께 작동하는 구조의 연관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현상학적 심리학이 심리적인 것의 본질로서 다양한 종류의 의식체험이 지닌 

지향성을 드러내기는 했지만, 지향적 체험들 간의 연관이나 그러한 연관에 입각

한 세계 구성의 전모가 해명된 것은 아니었다. 초월론적 현상학적 환원을 통해 

드러나는 세계는 초월론적 주관에서 발원하는 모든 지향적 의식의 보편적 상관

자, 바꾸어 말해 다양한 종류의 지향적 체험들의 구조연관을 통해 구성되는 의

미의 총체다. 그러므로 초월론적 현상학이 세계의 구성을 해명한다는 것은, 초

월론적 주관에서 발원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구성적 기능을 수행하는 다양한 종

류의 지향적 체험들의 구조연관을 해명한다는 것과 같은 뜻이다.

그런데 세계를 구성하는 의식의 구조연관은 그저 단순히 함께 기능하는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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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체험들의 집합이 아니라, 일정한 원리에 따른 체계를 이루고 있다. 지향적 

체험들을 조직하는 원리는 ‘동기관계(Motivation)’로서, 어떤 체험은 다른 체험을 

들어서게 하는 동기를 부여한다. 초월론적 주관의 의식은 이러한 동기관계에 따

라 조직되는 ‘층(層)의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동기관계에 따라 

층으로 조직되는 다양한 종류의 지향적 체험들 사이에는 ‘더 근원적인 것’과 

‘덜 근원적인 것’의 구분이 있으며, 이들 사이에는 전자가 후자에 대해 전제 또

는 토대가 되는 방식으로 수립되는 ‘정초’의 관계가 있다. 즉 세계는 더 근원적

인 체험에 기초하여 그 위에서 덜 근원적인 체험이 들어서는 방식으로 구성되

는 것이다. 따라서 초월론적 현상학은 ‘덜 근원적인 것’으로부터 ‘더 근원적인 

것’을 지시하는 소급적 관계에 따라 구성적 층을 되물어감으로써 세계 구성의 

궁극적 근원에 도달해야만 한다. 그런데 초월론적 현상학은 서로 독립되는 두 

가지 정초이념에 따라 두 차원에서 세계 구성을 분석할 수 있는데, 하나는 ‘정

적 현상학’이고 나머지는 ‘발생적 현상학’이다.

우선 ‘정적 현상학(statische Phänomenologie)’에 대해서 알아보자. 대상이 의식

에 주어지는 방식에는 ‘더 높은 단계’와 ‘더 낮은 단계’가 있는데, 더 명료한 지

향적 체험인 전자가 덜 명료한 후자에 대해 ‘타당한 인식’의 관점에서 더 근원

적인 토대가 되는 것이 바로 ‘타당성 정초관계’다. 즉 대상의 존재확실성이 제

공된다는 점에서 명료한 체험은 덜 명료한 체험에 대해 권위를 지니는 의식이 

된다. 따라서 대상에 대한 확실한 인식을 획득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한, 우리

는 덜 명료한 체험으로부터 더 명료한 체험으로 지향적 지시연관을 되물어가면

서 대상과 세계의 구성을 해명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인식적 타당성의 관점에

서 세계를 구성하는 지향적 층들 사이의 지시연관 내지 정초관계를 해명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초월론적 현상학이 바로 ‘정적 현상학’이다.202)

반면 ‘발생적 현상학(genetische Phänomenologie)’은 추구하는 목표가 전혀 다르

다. 대상이 의식에 주어지는 방식에는 시간적으로 ‘먼저 주어지는’ 소여방식과 

‘나중에 주어지는’ 소여방식이 있는데, 시간적으로 먼저 주어지는 지향적 체험

인 전자가 나중에 주어지는 후자에 대해 ‘시간적 발생’의 관점에서 더 근원적인 

토대가 되는 것이 바로 ‘발생적 정초관계’다. 즉 시간적으로 먼저 주어지는 체

험은 나중에 주어지는 체험과 비교하여, 전자가 선행적으로 들어서지 않으면 차

202) 후설의 초월론적 현상학의 ‘두 얼굴’로서 ‘정적 현상학’과 ‘발생적 현상학’의 구분에 

관해서는 다음을 참고할 것 N.-I. Lee, Edmund Husserls Phänomenologie der Instinkte, 
Martinus Nijhoff, Den Haag, 1993, p.17. 이하; 이남인,『현상학과 해석학』,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4. pp.31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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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에 후자가 그 위에서 생성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이유에서 더 근원적인 

의식이 된다. 그러므로 지향적 체험의 선후관계가 문제가 되는 한 우리는 시간

적으로 차후에 생겨난 체험에서 선행하는 체험으로 지향적 지시연관을 되물어

가면서 대상과 세계의 구성을 해명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시간성 또는 의식의 

발생이라는 관점에서 세계를 구성하는 지향적 층들 사이의 지시연관 내지 정초

관계를 해명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초월론적 현상학이 바로 발생적 현상학이다.

실제로 필자는 4부와 5부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사태의 해명을 위해 적지 않

은 부분 초월론적 현상학적 분석을 도입하여 의지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럼에

도 서술상의 불가피함과 한계로 인해 생활세계의 현상학과 현상학적 심리학에

서는, ‘정적 현상학’의 이념에 따른 분석과 ‘발생적 현상학’의 이념에 따른 분석

이 엄밀하게 구분되지 않은 채 혼재되어 있었다. 실상 자연적 태도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구체적 현실의 모든 사태는 ‘타당성’과 ‘발생’이라는 두 차원이 교차하

면서 얽혀있어서, 두 가지 정초관계를 일도양단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하

지만 자연적 태도에서 은폐되어 있는 상태로 모호하게 얽혀 있는 세계 구성의 

전모를 해명하려는 초월론적 현상학의 이론적 관심에서, 원리상 두 이념을 엄밀

하게 구분하는 것은 필수불가결하다.

후설에 따르면 ‘정적 현상학’과 발생적 ‘현상학’이 초월론적 현상학의 ‘두 얼

굴’로서 어느 하나가 나머지를 포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특히 상부구조와 

하부구조의 관계처럼 후자를 전제로 그 위에서 전자가 수립되는 것도 아니

다.203) 그러니까 동일한 사태가 ‘현상학적 태도변경’에 따라 다른 모습으로 바뀌

어 드러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초월론적 현상학 역시 그 주제적 관심이 ‘인식적 

타당성’인지 ‘시간적 발생’인지에 따라, 세계의 구성적 층을 되물어가는 초월론

적 현상학의 해명은 서로 다른 ‘두 얼굴’의 모습으로 드러난다는 것이다. 다음

의 탐구주제는 정적 현상학과 발생적 현상학이 추구하는 이론적 관심이 근본적

으로 어떻게 다른지 보여준다.204)

정적 현상학의 탐구주제는 다음과 같다.

a)모든 유형의 타당성을 떠받드는 타당성의 최종적인 원천은 무엇인가?

b)회의주의에 굴하지 않는 절대적 타당성을 지닌 인식이 존재하는가?

c)특정한 대상영역에는 어떤 유형의 타당성 정초관계가 상응하는가?

203) 이남인(2004), pp.314-315.
204) 이남인(2004), pp.324-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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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다양한 유형의 타당성 사이에는 어떤 유형의 정초관계가 존재하는가?

e)타당한 인식의 근거와 한계는 무엇인가?

이런 의미에서 대상과 세계에 대한 인식적 타당성의 문제를 탐구하는 정적 

현상학은 전통적 의미의 인식론의 한 유형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다.  

반면 발생적 현상학의 탐구주제는 다음과 같다.

a)초월론적 발생의 관점에서 대상영역의 구성은 어떤 구조를 지니는가?

b)초월론적 발생의 관점에서 개별적 대상과 세계는 어떤 관계에 있는가?

c)세계의 초월론적 발생의 층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d)초월론적 발생의 형식적 틀인 초월론적 시간성의 구조는 무엇인가?

e)모든 초월론적 발생의 최종적인 원천은 무엇인가?

f)초월론적 발생의 목적은 존재하는가?

발생적 현상학은 전통적인 의미의 인식론의 한계를 벗어나며, 어떤 점에서는 

현상학적으로 정초된 형이상학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두 가지 정초 이념에 따라 제기되는 위의 물음들은 초월론적 현상학이 해명

해야 하는 일반적이고도 무한한 주제로서, 이 모든 것을 다루는 것은 본고의 범

위를 넘어선다. 본고의 관심에서는 위의 주제들 중 정신과학의 정초와 관련지을 

수 있는 핵심적 물음들을 선별하여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2장과 3장에서 각각 

정적 현상학과 발생적 현상학이 해명해야 하는 과제들을 고찰할 것이다.

2장 정적 현상학과 정신과학의 정초

정신과학의 정초를 위해 정적 현상학이 해명해야 하는 과제는 다음과 같다. 

1)인식적 타당성을 획득하기 위해 되물어가야 하는 근원적 영역은 무엇인가? 또 

이러한 영역으로 진입하기 위해 요구되는 방법적 절차는 무엇인가? 2)타당성 정

초의 관점에서 지향적 체험들을 주도하는 동기관계는 무엇인가? 3)타당성 정초

의 관점에서 사물 구성은 어떻게 정당화되는가? 4)타당성 정초의 관점에서 타인 

구성은 어떻게 정당화되는가? 5)타당성 정초의 관점에서 정신적 세계는 어떻게 

구성되는가? 6)정신과학이 추구하는 인식의 목표는 무엇이며, 인식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 분석을 진행해 가면서 이러한 문제들을 하나

씩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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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절 원초적 환원과 반성적 자기의식

‘정적 현상학’의 관점에서 해명해야 하는 것은 대상과 세계에 대한 ‘인식적 

타당성’이다. 즉 인식에 타당성을 부여하고 정당화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초월

론적 현상학이 이러한 물음을 던질 때, 우리는 인식적 타당성을 보증하는 근원

적인 영역으로 소급해 들어가야만 한다. 이러한 영역으로 진입하기 위한 방법적 

절차는 ‘원초적 환원(primodiale Reduktion)’이다. 원초적 환원은 객관적 세계 및 

타인에게서 유래하는 모든 지향적 연관을 괄호에 묶고, ‘오직 나에게만 주관적

으로 타당한’ 영역에서 세계 구성을 해명하려는 방법적 조치다. 이렇게 ‘데카르

트적 길’을 따라 초월론적 현상학적 환원을 수행할 때, 나는 세계에 관한 모든 

인식이 궁극적인 타당성을 조회하는 절대적인 영역으로 진입하게 되는데, 그것

은 바로 ‘반성적 자기의식’이다.

다양한 종류의 지향적 체험을 통한 앎 중에서 가장 확실한 타당성을 보증하

는 앎은 바로 주관 자신의 반성적 앎이다. 가령 사물에 대한 앎은 확실하지 않

은데, 왜냐하면 사물은 ‘음영(陰影, Abschattung)’과 더불어 현출하기 때문이다. 

가령 사물은 전면이 단번에 주어지지 않는다. 후설은 이렇게 음영과 더불어 주

어지는 앎을 ‘非충전적 명증(inadäquate Evidenz)’이라고 부른다. 지각의 명증은 

‘非충전적’이다. 하지만 나의 체험은 나 자신에게 확실하고도 자명하게 알려진

다. 왜냐하면 나의 체험 자체는 사물처럼 앞면도 뒷면도 없기 때문이다. 즉 나

의 체험은 나 자신에게 전체적이고도 완전하게 알려진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반성을 통해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느끼는지 확실하게 알 수 있다. 데카르트의 

코기토와 같은 반성적 자기의식은 의심할 수 없는 확실성인 ‘충전적 명증

(adäquate Evidenz)’의 영역인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사태를 좀 더 정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언급한 것처럼 사

물에 대한 지각은 非충전적 앎이다. 하지만 사물에 대한 지각적 앎이 본질적으

로 非충전적이라는 체험 자체에 대한 앎은 非충전적이지 않다. 왜냐하면 그러한 

앎은 지각 체험에 대한 반성을 통해 자기의식의 확실성 속에서 절대적 타당성

과 더불어 획득되는 충전적 인식이기 때문이다. 즉 우리는 반성을 통해 지각 체

험의 지향적 상관관계 자체를 주제화함으로써 사물에 대한 앎이 그러한 명증의 

구조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사정은 사물 지각뿐만 아니

라 모든 체험에 대해 동일하다. 모든 종류의 체험은 현상학적 태도변경을 통해 

반성적 자기의식 속으로 옮겨질 수 있으며,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는 다양한 명

증을 정당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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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정신과학 연구자도 이미 자연적 태도에서 명증의 체험을 수행하고 있다. 

본고가 5부에서 현상학의 ‘명증’을 정신과학의 객관적 ‘증거’와 연관시킨 것은 

그 때문이다. 하지만 자연적 태도에서 의식은 언제나 객관적인 대상과 세계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명증의 구조를 좀 더 명료하게 드러내기 위해서는 반성을 

통해 의식의 시선을 주관의 체험 자체로 돌릴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반성의 역할

은 이미 5부에서 현상학적 심리학을 논하면서 고찰한 바 있다. 그런 점에서 여

기서 다시 정적 현상학의 분석을 통해 명증의 체험을 거론하는 것은 동어반복

이 아니냐고 반문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현상학적 심리학에서는 다양한 

지향적 인식 체험의 본질구조를 해명하고 제시하는 데에 분석의 초점이 있었다

면, 초월론적 현상학에서는 세계 구성이 인식적으로 정당화되는 타당성의 궁극

적인 원천이 초월론적 주관의 반성적 자기의식이라는 점을 드러내는 데에 강조

점이 있다. 그런 점에서 6부에서 다루어지는 명증에 대한 정적 현상학적 분석은 

5부에서 제시된 현상학적 심리학적 명증에 대한 근본적인 심화인 것이다.

2절 타당성 정초관계와 이성적 동기관계 
모든 인식이 궁극적 타당성을 획득하는 것은 ‘나’다. 지향적 체험을 통해 알

려지는 대상이 확실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대상이 ‘나’의 반성적 의식에 

명증으로 주어졌기 때문이다. 즉 ‘내’가 어떤 사태에 대해 진리주장을 할 수 있

는 권리근거는 그것이 ‘나’에게 그렇게 드러나 보였다는 점에 있는 것이다. 지

향적 체험의 종(種)에 따라 본질적으로 다양한 방식의 명증이 있음은 이미 5부

에서 논하였으며, 다양한 종류의 명증이 지닌 고유한 권리와 한계에 대해서도 

이미 다루었다.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방식의 명증은 타당성 정초관계와 어떠한 관련이 있는

가? 그것은 바로 진리주장의 권리근거라는 점에서, 더 우위에 있는 명증이 상대

적으로 열위에 있는 명증에 대해 인식적 타당성의 토대가 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타당성 정초관계의 관점에서 보면, 더 명료한 지향적 체험이 덜 명료한 지

향적 체험에 대해 더 확실한 인식의 토대가 된다.

예를 들어 기호의식과 그림의식, 그리고 지각이라는 세 가지 체험을 비교해 

보자. 가령 신문기자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어떤 사건에 관한 기사를 쓰고 

있다. 그가 처음 이 사건에 관해 관심을 가지게 된 경위는, 익명의 발신자가 투

서를 통해 알려온 제보 때문이었다. 그는 이 사건을 편지에 쓰인 문자를 통해 

떠올릴 수밖에 없었다. 편지 자체는 지각의 대상이지만 편지에 쓰인 기호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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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는 사태는 막연한 떠올림의 대상이다. 즉 기호의식을 통해 기자는 떠올림의 

방식으로 문제가 되는 사태를 처음 인지하였다. 그런데 제보를 받은 다음날 방

송사가 먼저 취재하여 보도한 TV 뉴스 화면으로 신문기자는 이 사태를 다시 접

하게 되었다. TV는 문제가 되는 사태에 대한 사진과 영상을 보여주었는데, 신문

기자는 이 사진과 영상을 보고 자신이 제보 편지를 읽고 떠올려본 것과 달리 

문제가 더 심각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기자는 다음날 직접 현장으로 

나아가 눈으로 사태를 직접 목격하고 신문기사를 작성하였다.

이 경우 사태에 대한 신문기자의 인식적 타당성과 진술의 신빙성은 어떻게 

보증되는가? 시간적 발생의 관점에서 사태에 대한 지향적 체험이 일어난 순서

는 편지제보에 의한 기호의식, TV보도를 통한 그림의식, 그리고 지각이다. 그러

나 인식적 타당성의 관점에서 사태에 대한 기자의 진술이 정당화되는 근거는 

나중에 들어서는 체험에 의해 점점 강화되고 있다. 왜냐하면 명증의 관점에서, 

글을 읽고 떠올린 것보다는 사진과 영상으로 보는 것이 더 확실하며, 그림의식

보다는 지각이 더 확실하기 때문이다. 즉 시간적 발생의 순서와 상관없이 인식

의 타당성은 명증성이 높은 명료한 의식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다.

이러한 지향적 체험들 간에 명증성이 높고 낮음을 결정하는 궁극적인 근거는 

바로 기자 자신의 반성적 자기의식이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신문기자에게 문제

가 되는 사태에 대해 그렇게 진술한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기

자는 자신의 체험을 반성해 본 후 “편지를 읽고서”나 “TV를 보고서”가 아니라 

“내가 직접 보았기 때문에”라고 답할 수밖에 없다. 즉 반성적 자기의식으로 되

물어가는 타당성 정초의 관점에서, ‘내가’ 사태를 ‘왜’ 그렇게 보는지의 이유는 

바로 명증성이 높은 명료한 체험 ‘때문’인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때문에 ~하다(Weil~So~)’라는 동기관계를 발견하게 된다. 세

계에서 살아가는 인격적 주체의 사고와 행위는 다양한 동기관계의 지배를 받는

다. 동기관계에는 능동적인 것도 있고 수동적인 것도 있으며, 주관적인 것도 있

고 상호주관적인 것도 있다. 그런데 타당성 정초의 관점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동기관계는 ‘이성적’이라는 특성을 띤다. 나는 ‘~ 때문에(weil)’ 사태를 ‘그

렇게(so)’ 파악한다. 이때 ‘~ 때문에’는 반성적 자기의식의 주체인 ‘내’가 진리주

장을 위해 정당화할 수 있는 납득할 만한 이유, 즉 ‘이성적 근거’다. 이성적 근

거를 제공하는 명증의 체험은, 더 명료한 체험이 덜 명료한 체험에 타당성의 동

기를 부여하는데, 이것이 바로 ‘이성적 동기관계(vernünftige Motivation)’다. 즉 

타당성 정초의 관점에서 지향적 체험들은 이성적 동기관계에 따른 구조연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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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고 있으며, 정적 현상학은 이러한 지시연관을 소급하여 타당성의 근거인 

‘왜’를 되물어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므로 초월론적 주관에게 인식적으로 타당한 세계는 ‘이성적 동기관계’에 

따라 구성되는 세계다. 그런 점에서 이성적 동기관계와 타당성 정초관계는 학문

의 이념을 구성하는 본질적 요소가 된다. 왜냐하면 학문적 탐구란 연구자가 세

계를 이성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해명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정신적 

활동이기 때문이다. 즉 학문적 탐구를 통해 연구자는 세계가 이런저런 이유에서 

납득할 만한 근거로 이루어져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상 그것은 세계에 내재하는 

질서이기 이전에 세계를 그러한 방식으로 인식하는 연구자 자신의 이성적 질서

인 것이다. 

 

3절 사물의 구성에 대한 정적 분석 

그렇다면 인식적 타당성의 관점에서 세계는 어떻게 구성되는 것일까? 세계 

구성을 살펴보기 전에 단순한 경험인 사물 구성에서부터 실마리를 풀어가기로 

하자.

위에서 우리는 반성적 자기의식 속에서 드러나는 다양한 종류의 지향적 체험

들 중, 가장 명증성이 높은 대상 인식이 ‘지각(Wahrnehmung)’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런데 필자가 5부에서 언급한 것처럼, 후설의 현상학에서 ‘지각’은 다양한 의

미를 지니고 있다. 첫째, 후설은 추론적 사유와 같은 높은 단계의 경험에 대해 

더 낮은 단계의 근원적 경험을 ‘지각’이라고 부른다. 이러한 경우의 지각은 가

장 넓은 의미에서 ‘체험(Erlebnis)’을 뜻한다. 둘째, 후설은 체험을 다시 ‘현전’으

로서의 체험과 ‘현전화’로서의 체험으로 구분하는데, 현전화로서의 체험에 대하

여 ‘현전(Gegenwärtigung)’으로서의 체험만을 ‘지각’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셋째, 

후설은 비록 현전적 체험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서 특별히 물리적 사물에 대한 

지향적 파악의 계기에 국한하여 ‘지각(Perzeption)’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5부에서는 이 세 차원을 구분하는 일의 중요성이 충분히 고찰되지 않았다. 왜

냐하면 5부의 맥락에서는 다른 체험에 대해 지각이 가장 명증성이 높다는 점을 

드러내는 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초월론적 현상학의 관

점, 특히 타당성 정초관계를 해명하는 정적 현상학의 관점에서는 ‘지각’이 가지

고 있는 다의성을 구분하여 해명하는 일이 중요한 과제로 등장한다. 왜냐하면 

정적 현상학의 관점에서는 대상이 지향적 의식에 주어지는 방식이 ‘지각’이라는 

점을 밝히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지각’ 체험 차체가 어떤 동기관계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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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정당화되는지를 해명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가령 사물 지각의 경우를 살펴보자. 사물은 보이는 면과 보이지 않는 면을 지

니고 있다. 또 사물은 내적 지평 및 외적 지평과 더불어 주어진다. 뿐만 아니라 

사물은 쓸모 있는 물건, 아름다운 작품처럼 가치를 지닌 대상으로 드러나기도 

한다. 즉, 우리가 ‘사물 지각’이라고 부르는 ‘현전’으로서의 지각 체험은 실상 이

렇게 다양한 지향적 파악의 계기(契機)들이 구조적 연관을 맺고 있는 경험의 총

체다. 정적 현상학의 관심은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지향적 파악의 계기들이 인

식적 타당성의 관점에서 어떤 정초관계를 이루는지를 해명하는 것이다.

‘구성적 층’이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사물 지각을 성

립시키는 가장 확고한 지향적 층은 바로 사물의 보이는 면이다. 보이는 면에 대

한 지각은 다른 지향적 파악의 계기에 비해 가장 명증도가 높다. 왜냐하면 “거

기에 ‘무엇’이 있다” 또는 “그것은 ‘무엇’이다”라는 인식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명료한 ‘이성적 근거’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보이는 면에 대한 파

악은 인식적 타당성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다른 지향적 파악의 계기에 대해 더 

권위를 지닌다. 

보이지 않는 면은 지평적 지향의 방식으로 보이는 면과 더불어 지각되는 것

은 맞지만, 보이는 면이 제공하는 것만큼 확실한 인식적 타당성을 제공하지는 

않는다. 사물의 배경을 형성하는 외적 지평도 마찬가지다. 사물 지각에서 ‘주제

적’인 의식은 사물에 대한 것이지, ‘非주제적’으로 주어지는 배경이 아니다. 사

용가치나 미적 가치에 대한 파악작용도, 일단 인지적 ‘객관화 작용’으로서의 대

한 사물에 대한 지각을 전제로 할 때에만 그 위에 ‘非객관화 작용’으로서의 가

치를 부여하는 의식이 들어설 수 있다는 점에서, 인식적 타당성의 관점에서 대

상적 파악보다 우위를 지니는 의식이 아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우리는 정적 현상학의 관점에서 사물 지각의 구성적 층

을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인식적 타당성의 관점에서 사물 지각을 성립시

키는 가장 근원적인 토대는 바로 물리적인 층, 특히 ‘객관화 작용’으로서의 보

이는 면에 대한 지향적 파악이다. 어떤 점에서 보이지 않는 면이나 배경으로서

의 외적 지평도 물리적인 층의 일부라고 말할 수도 있으며, 시간적으로는 사물

에 대한 지각과 지평적 지향의 선후관계를 따지기가 곤란할 만큼 지향적 파악

의 다양한 계기들은 서로 얽혀 있다. 하지만 같은 물리적 층에 속한다고 하더라

도, 비주제적인 지향은 주제적인 지향에 대해 인식적 타당성의 근거인 명증성이 

약하다. 이렇게 물리적인 것에 대한 파악에 기초하여 소위 정신적인 의미의 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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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부를 수 있는 ‘非객관화 작용’이 들어선다. 일단 사물이 객관적 대상으로 

인지가 되어야, 그에 대해 가치를 평가하고 그것을 의욕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즉 인식적 타당성 정초의 관점에서, 객관화 작용은 비객관화 작용에 대해 토대

가 되며, 객관화 작용 내에서도 주제적인 파악이 비주제적 파악의 토대가 된다.

만일 본고가 4부의 생활세계의 현상학과 5부 현상학적 심리학을 고찰하면서 

사물 지각을 위와 같은 구조에서 분석한 대목이 있다면, 그것은 초월론적 현상

학의 관점에서 사물 지각에 대한 정적 현상학적 분석을 미리 도입하여 원용한 

것이다. 그리고 굳이 사물 지각에 국한하지 않더라도, 위의 분석은 다양한 종류

의 지향적 체험에 적용될 수 있다. 가령 그림의식의 경우 물리적인 것에 대한 

지각, 이미지로서의 상-대상, 이미지가 지시하는 상-주체의 3중적 층의 구조를 

이루고 있다. 여기서 후설이 물리적인 것에 대한 지각을 나머지에 대해 가장 근

원적인 토대가 되는 층으로 간주하는 이유는, 일단 물리적 사물로서의 ‘그림’이 

제공되지 않으면 나머지 지향적 파악의 계기들이 성립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 상-대상이나 상-주체에 대한 파악은 물리적인 것에 대한 파악을 

전제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는 다른 종(種)의 지향적 체험에 대해서도 인식

적 타당성의 관점에서 구성적 층을 분석할 수 있으며, 이러한 분석은 정적 현상

학적 분석이다. 그런데 본고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첫째, 정적 현상학적 분석은 시간적 발생의 순서를 도외시한다. ‘도외시한다’

는 것은 ‘무관하다’는 것이 아니다. 모든 체험과 체험을 이루는 지향적 계기들

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잇따라 들어선다. 가령 그림의식에서 물리적인 것에 대

한 지각은 상-주체에 대한 지향적 파악에 시간적으로 선행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돌아가신 할아버지를 떠올리기 위해서는 ‘시간적으로 먼저’ 할아버지의 

사진을 보아야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제기는 정적 현상학의 논점을 

벗어나 있다. 할아버지를 떠올리는 체험이 반드시 사진 지각에 시간적으로 선행

한다는 의미에서 기초가 되어야만 하는지는 여기서 별개의 문제다. 왜냐하면 사

진을 보지 않고도 누군가를 마음속에 그려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적 현상학의 맥락에서 문제가 되는 사태는 ‘그림의식’이라는 종(種)

적으로 단일한 체험 내에서 구성적 층을 형성하고 있는 지향적 파악의 계기들 

사이의 정초관계다. 그러니까 일단 그림의식이라는 체험의 방식으로 할아버지를 

떠올렸다면, 그림의식을 통해 떠올려진 할아버지에 대한 인식은 사진에 대한 지

각에 기초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적 현상학적 분석은 시간

적 차원을 도외시하며, 설령 시간적 잇따름에서 연관을 맺는 두 체험의 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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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한다고 하더라도 시간적 발생의 관계는 非본질적이라는 의미에서 부차적인 

것이다.

둘째, 정적 현상학에서도 시간적 관계가 중요하지 않은가라는 오해는, 종적으

로 단일한 체험을 구성하는 다양한 지향적 계기들의 관계를, 종적으로 다양한 

지향적 체험들의 관계로 잘못 인식하는 데에서 비롯된다. 그리고 이러한 오해는 

마치 종적으로 단일한 체험에서 다양한 지향적 계기들이 마치 시간적 선후관계 

속에서 등장하는 종적으로 다양한 지향적 체험들로 나뉠 수 있을 것만 같은 착

각을 불러일으킨다.

하지만 사물 지각에서 보이는 면, 보이지 않는 면, 지평적 배경, 가치부여 등

의 지향적 의식은 시간적으로 어느 것이 먼저고 나중인지를 따지는 것이 의미

가 없을 정도로 하나의 체험으로 ‘융합’되어 있다. 바꾸어 말할 수 있다면, 사물 

지각은 시간적 흐름의 통일체인 초월론적 주관의 체험 전체에 대해 어느 한 시

점에서 주어지는 체험의 ‘단면(斷面)’과 같은 것이다. 정적 현상학은 그렇게 주

어진 체험의 단면 내에서, 그 체험을 구성하는 지향적 계기들의 층을 다시 분석

하는 것이다. 가령 그림의식의 경우, 우리는 불가피하게 사진을 보고나서 누군

가를 떠올린다고 서술할 수밖에 없지만, 물리적 대상으로서의 사진에 대한 지

각, 사진이 놓인 배경으로서의 탁자, 더 넓은 배경으로서의 거실, 사진이 지시하

는 인물에 대한 떠올림, 그 인물에 대한 느낌과 감정 등 이 모든 체험은 초월론

적 주관의 전체 체험에 대해 한 ‘점(點)’으로 응축되어 있다.

위와 같은 이유에서 본고는 4부 생활세계의 현상학과 5부 현상학적 심리학에

서 다양한 체험을 분석하면서, 구성하는 지향적 의미의 층들을 실제적으로 분해

하는 것이 아니라고 여러 번 강조하였다. 구체적인 사물 지각에서 우리는 물체

에 대한 지향과 가치에 대한 지향을 실제로 분리할 수는 없다. 만약 구성적 층

을 나눌 수 있다면 그것은 ‘추상적 분석’ 속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그리고 정적 

현상학은 ‘추상적 분석’ 속에서 드러나는 체험의 지향적 계기들을 타당성의 관

점에서 조명한다. 따라서 체험에 대한 타당성 정초관계의 분석은 추론적 사유일 

수가 없다. 종적으로 단일한 지향적 체험 내에서 어느 계기를 전제로 다른 계기

가 들어서는 구성은, 전자에 기초하여 후자를 미루어 짐작하는 것이 아니라 초

월론적 경험의 본성인 ‘더 많이 사념함’이기 때문이다. 즉, 매 순간마다 이미 주

어진 의미의 층에 기초하여 더 높은 단계의 의미의 층으로 초월해가면서, 보다 

더 풍부한 의미를 지닌 대상을 파악하는 작용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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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절 타인의 구성에 대한 정적 분석

위와 같은 사정은 ‘타인지각(Einfühlung)’에서 더 잘 드러난다. ‘타인지각’은 종

(種)적으로 단일한 구체적인 체험이다. 하지만 정적 현상학의 관점에서 타인지

각을 구성하는 다양한 지향적 파악의 계기들을 추상적으로 분석하면, 우리는 다

음과 같은 동기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파악의 계기들을 제시할 수 있다.

절대적으로 나에게만 타당한 주관성의 영역, 즉 ‘오직 나에게만 타당한 주관

적 세계’에서 나는 많은 사물들을 만나게 된다. 그중에서 다른 사물과 구별되는 

독특한 사물이 발견되는데 그것은 바로 ‘나의 몸’이다. 나는 나의 몸을 사물로 

지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여타의 사물과 달리 나의 몸은 다른 사물에 대한 파

악을 가능하게 하는 지각의 기관으로 기능하며, 나의 의지에 따라 주재할 수 있

는 운동의 기관으로 경험된다. 이에 ‘근거하여’ 나는 몸이 나의 영혼과 결부되

어 있는 살아있는 존재라는 것, 즉 내가 몸을 지닌 주체라는 것을 안다.

그런데 다른 사물 중에서 나의 몸과 유사한 사물이 또 발견된다. 그 사물은 

외관상의 형태나 움직임의 방식에서 나의 몸과 유사하다. 이러한 유사성의 체험

에 ‘근거하여’ 나는 그 사물 역시 나의 몸과 마찬가지로 신체라는 것을 알게 된

다. 하지만 아직은 그 신체에서 타인의 의미가 획득된 것은 아니다. 타인에 대

한 파악은 다음과 같은 동기관계에 따라 들어선다. 나의 몸은 인격적 존재인 나

의 주관성에 대해 불가분한 구성적 계기다. 이에 ‘근거하여’ 나의 몸과 유사해 

보이는 신체에서도, 나는 그 안에 또는 배후에 그것을 주재하는 인격적 주체로

서의 ‘타인’이 있음을 알아차린다.

타인지각은 비록 종적으로 단일한 구체적인 체험이지만, 정적 현상학의 추상

적인 분석을 통해서 우리는 위와 같이 다양한 지향적 파악의 계기들을 드러낼 

수 있다. 타인지각은 나에 대한 자기의식, 나의 몸에 대한 의식, 다른 신체에 대

한 의식, 타인에 대한 의식으로 층을 나눌 수 있는데, 이러한 구성적 층에 동기

를 부여하는 계기는 유사성의 의식이다. 즉 나는 몸을 지닌 나와의 유사성에 

‘근거하여’ 몸을 지닌 타인을 지각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필자는 다

음과 같은 세 가지를 강조하고자 한다.

첫째, 본고가 4부와 5부에서 강조한 것처럼, 타인지각은 ‘유비추론’이 아니다. 

즉 몸을 지닌 나에 대한 의식에 기초하여 추론적 사유를 통해 몸을 지닌 타인

을 미루어 짐작하는 것이 아니다. 종적으로 단일한 구체적인 체험으로서 나는 

타인지각을 통해 타인을 즉각적으로 알아본다. 그러나 이 체험을 추상적으로 분

석해 보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지향적 파악의 계기를 구분할 수 있다. 타인의 



- 280 -

신체는 다른 사물처럼 ‘직접제시’의 방식으로 나에게 주어지지만, 인격으로서의 

타인은 그러한 직접제시에 기초하여 ‘간접제시’의 방식으로 주어진다. 하지만 

직접제시로서 신체에 대한 파악은 자신에게 주어진 의미에 기초하여 더 높은 

단계의 의미, 즉 간접제시로서 타인에 대한 파악으로 초월한다. 이렇게 더 많이 

사념함으로서 자기 동일적인 지향적 대상을 구성하는 ‘통각’을 통해 나의 의식 

속에서 ‘타인’이 구성된다. 이러한 구성에 동기를 부여하는 유사성은 체험의 구

조연관 내에서 기능적으로 작동하는 동기부여의 계기이지, 사유작용에 의한 유

비추론이 아니다.

둘째, 타인지각에 대한 위와 같은 분석은 정적 현상학적 분석이다. 그렇기 때

문에 이러한 분석이 추구하는 물음은 타인에 대한 인식적 타당성, 즉 타인에 대

한 인식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한 것이다. 가령 나는 지하철에서 

앞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을 알아본다. 이때 내가 알아보는 것이 사람이라는 인식

을 뒷받침하는 이성적인 근거는 무엇인가? 만일 누가 나에게 이렇게 묻는다면, 

나는 “그가 몸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라고 답할 수 있다. 그러면 다시 몸을 지

닌 것은 모두 사람인지 물을 수 있다. 왜냐하면 인형이나 마네킹도 몸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나는 다시 외관이나 움직임에서 “그 몸이 나의 몸과 

유사하기 때문”이라고 답할 수 있다. 어떤 점에서 유사한지 다시 묻는다면, 나

의 몸은 나를 구성하는 주관성의 일부로서 의지의 기관이자 지각의 기관인데, 

그 몸도 나의 몸과 마찬가지로 “어떤 인격적 존재가 주재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라고 답할 수 있다. 이러한 답의 최종적인 근거는 인식적 판단의 최종적 

주체로서 “내가 그렇게 보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나중에 제시되는 이유로서의 ‘~때문’이 먼저 제시

되는 이유로서의 ‘~때문’을 이성적으로 정당화하는 근거가 된다는 점이다. 여기

서 선행한다는 것은 시간적으로 먼저라는 뜻이 아니라 인식적 타당성의 전제가 

된다는 뜻이다. 물론 앞서 언급한 것처럼, 시간성의 차원이 결여된 구체적인 체

험은 있을 수 없다. 다만 정적 현상학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체험들 또는 체험

을 이루는 계기들 사이의 시간적 발생의 관계가 아니라 인식의 정당화를 위한 

초시간적 타당성의 관계다. 즉 내가 타인지각의 체험을 정당화할 수 있는 것은, 

나에 대한 반성적 의식이 나의 몸에 대한 의식으로, 나의 몸에 대한 의식이 다

른 몸에 대한 지각으로, 다른 몸에 대한 지각이 타인에 대한 인식으로 타당성을 

부여하기 때문이다. 즉 타인의 구성 또는 타인에 대한 인식의 정당화는 위와 같

이 다양한 종류의 지향적 체험들이 타당성 정초의 관점에서 구성적 층을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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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동기관계에서 이루어진다.

셋째, 위와 같은 이유에서 타인지각에 대한 분석이라고 해서 모두 발생적 현

상학적 분석은 아니다. 또한 사물지각에 대한 분석이라고 해서 모두 정적 현상

학적 분석인 것도 아니다. 몸에 대한 분석 역시 마찬가지다. 우리는 사물, 타인, 

몸을 각각 정적 현상학과 발생적 현상학의 관점에서 분석할 수 있으며, 이때 분

석을 통해 드러나는 지향적 체험들 간의 동기관계와 정초관계는 서로 다른 모

습으로 드러날 것이다. 우리는 4장에서 발생적 현상학의 관점에서 사물, 타인, 

몸의 문제를 고찰할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는 우선 정적 현상학의 관점에서, 타

인지각에 기초하여 수립되는 상호주관적 세계의 구성을 먼저 살펴볼 것이다.

  

5절 세계의 구성에 대한 정적 분석

몸을 지닌 타인이 몸을 지닌 나와 마찬가지로 인격적 주체라면, ‘나’가 초월

론적 주관으로서 다양한 종류의 지향적 의식을 통해 세계를 구성하는 초월론적 

구성기능이 발산하는 중심인 것처럼, ‘타인’ 역시 나와 마찬가지로 초월론적 주

관일 것이다. 나와 타인에 의한 공동의 세계 구성, 즉 상호주관적 세계 구성이 

해명의 과제로 제시되는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다. 그런데 아무리 내가 타인을 

또 다른 초월론적 주관으로 인정하고 상호주관적 세계구성을 고찰한다 하더라

도, 정적 현상학에서 무게중심은 타인이 아니라 전적으로 ‘나’에게 있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면서, 정적 현상학의 관점에서 상호주관적 세계 구성을 단계적으

로 해명해 보자.

(1) 주관적 공간의 구성

먼저 해명되어야만 하는 것은 나와 타인이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적 세계의 

기초가 되는 ‘자연’ 즉, ‘객관적 공간’이다. 그런데 객관적 공간의 구성을 해명하

기 위해서는 먼저 나의 주관적 공간의 구성에 대해 해명할 필요가 있다. ‘주관

적 공간’이란 오직 나에 대해서만 타당성을 지니는 체험되는 공간을 뜻한다. 후

설은 주관적 공간 구성을 해명하기 위한 전제로서, 공간에 놓여있는 사물에 대

한 구성에서 출발한다.

앞서 우리는 사물 지각에 보이는 면과 보이지 않는 면에 대한 의식, 그리고 

배경에 대한 지평의식이 구조연관을 이루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그런데 우리는 

보이는 면에 대한 의식에 기초해서 사물을 좌-우, 상-하의 2차원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우리는 비록 눈에 보이는 면이 너비와 높이를 지닌 평면인 것처럼 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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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하더라도, 옆에서 보면 앞-뒤의 깊이의 차원이 드러난다는 점을 알 수 있

다. 더욱이 뒤에서 보면 앞에서는 보이지 않던 면이 보이게 된다는 것도 알고 

있다. 즉 사물은 3차원의 존재인 것이다.

그런데 사물을 3차원으로 인식하는 체험의 근거는, 몸을 지닌 내가 ‘여기’에

서 ‘저기’로 이동하여 보면 보이지 않는 면을 볼 수 있을 것이라는 데에 있다. 

그러니까 사물 지각은 특정하게 보이는 면을 의식에 개시(開示)하는 ‘관점적 시

각’을 전제로 해서만 성립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저기’로 관점적 시각을 옮

기는 몸의 이동에 상응하여 현출하는 사물의 모습도 변하는 것이다. 즉 우리는 

이렇게 그때그때 현출하는 모습을 기초로 ‘더 많이 사념하는’종합을 통해 사물

을 3차원의 입체로 구성한다.205)

주관적 공간 역시 마찬가지다. 비록 나는 지금 ‘여기’에서 의식에 주어지는 

공간을 체험하지만, 몸을 ‘저기’로 이동하면 공간이 여기에서 보이는 것과는 또 

다른 모습으로 보일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체험되

는 공간을 3차원의 자기 동일적인 것으로 구성하는데, 왜냐하면 여기에서 주어

지는 공간과 저기에서 주어지는 공간을 지향적으로 종합하기 때문이다. 즉 주관

적 공간은 전적으로 나의 지향적 종합 속에서 타당성을 획득한다.

                     

(2) 객관적 공간의 구성

그렇다면 객관적 공간 구성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객관적 공간 구성에서 

우리는 ‘타인’의 문제와 만나게 된다. ‘여기’에 있는 나는 ‘저기’에 있는 타인을 

지각한다. 그런데 내가 몸을 움직여 ‘여기’에서 ‘저기’로 관점적 시각을 옮기지 

않더라도, 나는 ‘저기’에서 ‘여기’를 보고 있는 타인의 관점적 시각을 ‘상상’해 

볼 수 있다. 즉 나는 비록 지금 여기에 있지만 ‘상상’을 통해 “마치 내가 거기

에 있는 것처럼”의 양상 속에서 나의 관점적 시간을 ‘거기’로 옮겨놓을 수 있

다. 이렇게 함으로써 나는 ‘여기’에서 지각한 사물의 모습과, 상상을 통해 ‘저기’

에서 지각한 사물의 모습을 종합시킴으로써 3차원의 공간을 구성할 수 있다.

앞서 주관적 공간이 전적으로 나에게만 타당성을 지니는 것으로 구성되었던 

것인 반면, 이제 타인지각과 상상의식을 경유하여 구성되는 공간은 비단 나에 

대해서만 타당성을 지니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 대해서도 타당성을 지닌다. 즉 

초월론적 주관으로서 오직 ‘여기’에 있는 나에게만 타당한 것으로 체험되는 주

205) 현상학의 관점에서 3차원 공간의 구성, 특히 사물 구성에서 ‘깊이’의 차원에 대한 

분석은 다음의 연구를 참고. 拙稿(2010), pp.131-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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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적 공간은, 초월론적 주관으로서 오직 ‘거기’에 있는 타인에 대해서만 타당한 

것으로 체험되는 주관적 공간과 교차되는 지향적 종합을 통해, 각자의 주관적 

타당성 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은 단계의 타당성이 보증되는 공동의 공간으로 

더 높은 단계의 의미를 획득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타인은 한두 명이 아니다. 내 몸이 위

치하고 있는 특이점인 ‘방위설정의 영점(零點)’으로서의 ‘여기’에 대해, 타인의 

몸이 위치하고 있는 ‘저기’는 무수히 많다. 타인은 비록 지금은 ‘저기’에 없지만, 

언제든지 ‘저기’에 있을 가능성도 있다. 즉 ‘저기’는 타인이 현실적으로 존재하

는 ‘저기’ 뿐만 아니라 타인이 가능적으로 존재할 ‘저기’를 모두 포함한다. 이렇

게 ‘여기’에 있는 나의 지향적 시선이 현실적이고 가능적인 무수히 많은 ‘저기’

에 있는 타인의 지향적 시선과 종합됨으로써, 상호주관적 타당성이 보증되는 객

관적 공간, 즉 ‘자연’이 구성된다.

이러한 객관적 공간은 상호주관적 세계 구성의 기초다. 만일 이렇게 구성되는 

객관적 공간이 없다면, 인격적 주체들 간의 정상적인 상호 교류가 가능하지 않

을 것이다. 가령 야구경기에서 투수가 던진 공을 포수가 받는 경험이나 타자(打
者)가 친 공을 야수가 잡는 경험은, 경기장에 있는 모든 선수가 상호주관적으로 

객관적인 공간을 구성하기 때문에만 가능한 현상이다. 이것은 비단 특정한 스포

츠 활동에 국한되는 특이한 현상이 아니라, 언어적 의사소통에서 다른 나라와의 

무역에 이르기까지,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분야에서 타인과의 상호주관적 교류

를 위한 객관적 토대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다음과 같은 점을 언급할 

필요가 있다.

첫째, 상호주관적으로 객관적인 공간을 구성하는 작업은 현실적이고 가능적인 

모든 의미에서 관점적 시각으로 기능할 수 있는 무수히 많은 지평적 의식을 종

합하는 과정이다. 이러한 지평의 종합은 내가 의식적으로 사유의 종합을 수행하

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암묵적인 방식’으로 수행되는, 공간과 사물 체험에 본

질적으로 결부되어 있는 종합이다. 자연적 태도에서 객관적 공간에 대한 경험은 

당연한 것으로 간주될 만큼 자연스럽다. 하지만 초월론적 현상학을 통해 객관적 

공간 경험이 구성되는 과정을 반성적으로 고찰함으로써, 우리는 자명한 것으로 

경험되는 공간을 구성하는 다양한 지향성의 계기들을 분석하고 그것들 사이의 

동기연관을 드러낼 수 있다.

둘째, 아무리 객관적 공간이 상호주관적 구성의 산물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구성된 객관적 공간에 대한 인식의 주체는 ‘타인’이 아닌 ‘나’다. 가령 야구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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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서 투수가 던진 공을 타자(打者)인 내가 타석에서 치려고 한다면, 선수들이 

객관적 공간을 기초로 그 위에서 상호주관적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더

라도, 어디까지나 나의 공간체험에 대한 인식의 최종적 권리는 ‘나’에게 있다. 

그렇기 때문에 투수가 던진 공에 헛스윙을 한 행위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은, 날

아오는 공의 궤적과 위치를 잘못 파악한 ‘나’에게 있는 것이다.

요컨대 현상학이 아무리 지평과 상호주관성을 말하더라도, 지평과 상호주관성 

자체가 발생적 현상학의 고유한 주제는 아니다. 우리는 정적 현상학의 관점에서

도 지평과 상호주관성을 분석할 수 있으며, 그렇게 해명되는 사태는 발생적 현

상학을 통해 해명되는 사태와 다른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3) 문화적 세계의 구성

우리는 앞서 사물 지각을 분석하면서, 물리적인 층의 기초 위에서 정신적 의

미의 층이 수립되는 사태를 고찰하였다. 가령 사전(事典)을 모르는 어휘가 있을 

때 찾아보기 위해 제작된 단어가 수록된 책으로 지각할 때, 거기에서 용도나 쓸

모와 같은 ‘정신적 의미’가 파악되기 위해서는 ‘가치’나 ‘목적’이 구현될 수 있

는 물리적인 토대, 즉 여러 장의 얇은 종이 묶음으로서의 ‘물체’가 먼저 전제되

어야만 하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우리는 물체에 대한 지향적 파악의 층 위

에 가치나 목적과 같은 정신적 의미의 층을 수립함으로써, 자연에 속하는 물체

를 문화적 대상으로 구성한다.

그런데 이것은 초월론적 주관으로서 오직 나만이 수행할 수 있는 구성적 작

업은 아니다. 상호주관적으로 구성되는 자연적 세계에 서로 교차하는 나의 지향

적 시선과 타인의 지향적 시선이 종합되어 있는 것처럼, 상호주관적으로 구성되

는 문화적 세계도 나의 정신적 의미부여와 타인의 정신적 의미부여가 교차하며 

종합된다. 가령 ‘사용가치’를 지닌 문화대상의 경우를 살펴보자. 마트 욕실용품 

매대에 샤워커튼이 진열되어 있다. 이때 샤워커튼의 제작목적과 용도 및 가치는 

오직 나에게만 고유하게 의미를 지니는 주관적인 가치가 아니다. 그것에 부여된 

가치는 문화적 세계의 구성원 모두가 인정한 객관적 가치이며, 그렇기 때문에 

가치의 상호주관적 교환이 이루어지는 시장(市場)에 나와 있는 것이다. 즉 문화

적 세계는 객관적 자연의 기초 위에서 여러 인격적 주체가 정신적 의미를 부여

하는 공동의 작업을 통해 구성되는 상호주관적 의미의 세계다.

여기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문화적 대상의 구성이 

위와 같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문화적 대상이 객관적 인식의 대상이 될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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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 문화적 대상이 물리적인 층의 기초 위에 정신적인 의

미의 층을 불어넣는 방식으로 구성된다고 하더라도, 문화적 대상이 객관적 인식

의 대상이 되지 않고 항상 가치평가나 정서 또는 의욕의 대상이 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물리적인 층’과 ‘정신적 의미의 층’ 사이의 정초관계는 

‘객관화 작용’과 ‘非객관화 작용’ 사이의 정초관계와 정확히 일치하는 것이 아니

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정신적 의미가 깃든 문화대상은 얼마든지 그 자체로 다

시 객관화 작용의 객체, 즉 인지적 파악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문화대상에 대한 리케르트의 분석은 현상학적으로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통찰을 지닌다. 왜냐하면 ‘가치를 관련시키는’ 작용’과 ‘가치를 평

가하는’ 작용은 엄연히 구분되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자연적 대상에 정신적 의

미를 부여함으로써 객관화 작용의 상관자인 문화적 대상으로 구성하는 작업과, 

그렇게 인지적으로 파악된 문화적 대상에 대해 가치를 평가하거나 의욕하는 非
객관화 작용은 엄밀히 구분되지 않으면 안 된다. 더 나아가 문화적 대상에 대해 

가치를 평가하고, 그렇게 평가된 가치가 문화적 대상에 구현되고, 그것이 다시 

인지적 파악의 대상이 되는 과정이 원리상 무한히 반복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문

화적 세계를 구성하는 정신적 의미의 층들을 되물어가는 현상학적 해명은 단번

에 성취될 수 없는 작업이다.

6절 정신과학의 인식론적 토대로서의 정적 현상학

이처럼 문화적 대상이 인지적 파악, 즉 객관적 인식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은 곧 문화적 대상에 관한 이론적 학문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문화적 대상에 

관한 객관적 학문은 곧 정신과학이다. 그런데 문화적 대상은 인격적 주체의 정

신적 의미부여라는 구성작용을 전제하기 때문에, 실상 정신과학이 탐구해야 하

는 사태는 지향적 상관관계의 원리에 따라 ‘노에마’ 측면에서의 문화적 대상과 

‘노에시스’ 측면에서의 인격적 주체 사이의 상호작용, 그리고 그러한 상호작용

을 통해 구성되는 ‘정신적 세계’가 된다.

정신적 세계에서 인격적 주체의 의미부여 작용은 아무런 이유 없이 이루어지

는 것이 아니다. 모든 문화적 대상에 깃든 정신적 의미에는 그 의미를 부여한 

인격적 주체의 정신적 동기가 작용하고 있다. 즉 문화적 세계를 이론적으로 파

악하기 위해서는, 나에게서 발원한 주관적 의미, 타인에게서 발원한 주관적 의

미, 나와 타인이 상호주관적으로 구성한 객관적 의미, 이러한 정신적 의미가 실

재화된 것으로서의 나와 타인의 주체적 행위, 지향적 행위를 통해 제작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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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출되는 문화적 대상, 이러한 것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구성되는 환경세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만 한다.

그런데 정신과학이 추구하는 인식적 목표는 이러한 것들을 지배하는 질서로

서의 ‘이성적 동기관계’다. 즉 정신과학은 ‘누가’ ‘어떤 동기’에서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를 파악하기를 원한다. 가령 살인 사건이 일어난 경우, 우리는 범인

이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된 납득할 만한 이유, 즉 이성적 동기관계를 알고 싶어 

한다. 설령 정신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현상에서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객관적

인 동기관계를 발견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정신과학의 연구자는 그 사태를 이

성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가설’로서의 동기관계를 만들어 제시한다. 제시된 가

설이 정말로 참인지 객관적으로 타당한지를 입증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

제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신과학의 인식적 목표가 정신적 세계에서 일어나

는 인격적 주체들의 행동에 깃든 지향적 의미를 어떤 식으로든 이성적 동기관

계에 따라 파악하려 한다는 점에 있다. 즉 정신과학자는 인격적 주체로서의 타

인이나 상호주관적으로 구성되는 모든 종류의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현상에서, 

자신이 납득할 수 있는 이성적 동기관계인 ‘~ 때문에 ~하다’를 발견하려 한다.

가설로서 제시되는 이성적 동기관계인 ‘~ 때문에’는 다양한 차원에서 수행될 

수 있는 상호주관적 검증을 통해 인식의 객관적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

다. 가령 주어진 상황 조건에서 인간이라면 누구나 그렇게 할 것이라는 행위의 

보편성에 호소할 수도 있고, 이미 본질적 타당성을 획득한 심리학적 법칙에 의

거할 수도 있으며, 또한 경험적 자료에 대한 비판을 통해 발견된 증거에 권위를 

부여함으로써도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사태에 대한 판단과 진리주

장의 최종적인 권리 근거는 정신과학 연구자 자신에게 있다. ‘가설’을 제기해보

고, 이런저런 경험적 ‘자료’를 수집하고, 비교하고 대조하는 ‘비판’을 통해 ‘증

거’를 제시할 뿐만 아니라, 상호주관적 검증에 따라 인식의 객관적 타당성을 확

보해야 하는 몫은, 전적으로 반성적 자기의식의 주체인 연구자 자신에게 달려있

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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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장 발생적 현상학과 정신과학의 정초

정신과학의 정초를 위해 발생적 현상학이 해명해야 하는 과제는 다음과 같다. 

1)발생의 관점에서 되물어가야 하는 근원적인 영역은 무엇인가? 2)발생적 정초

의 관점에서 지향적 체험들을 주도하는 동기관계는 무엇인가? 3)발생적 정초의 

관점에서 사물 구성은 어떻게 생겨나는가? 4)발생적 정초의 관점에서 타인 구성

은 어떻게 생겨나는가? 5)발생적 정초의 관점에서 정신적 세계는 어떻게 생겨나

는가? 6)발생적 관점에서 상호주관적으로 구조화된 역사적 세계는 발생적인 관

점에서 어떻게 존재론적 토대가 되는가? 분석을 진행해 가면서 이러한 문제들

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자.

1절 발생의 근원영역인 선-반성적 의식

정적 현상학의 관점에서 초월론적 주관에 의한 세계 구성을 해명할 때 회귀

해야 하는 가장 근원적인 영역은 반성적 자기의식이었다. 발생적 현상학의 관점

에서 초월론적 주관에 의한 세계 구성을 해명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가장 근원

적인 영역으로 소급해 들어가야만 한다. 그것은 바로 모든 발생의 토대가 되는 

‘선-반성적 의식’이다. 대상 인식을 정당화하는 궁극적 타당성의 원천이 반성적 

자기의식으로서의 ‘나’였던 것과 달리, ‘선-반성적 의식’이란 반성적 자기의식의 

시야에서 주어지지 않거나 설령 주어진다 하더라도 명료하게 자각하지 못할 수

도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를 구성하는 초월론적 주관의 생성에 관여하

며 지속적으로 동기를 부여하고 있는 발생의 원천을 의미한다.

그런데 초월론적 발생의 근원적 토대인 ‘선-반성적’ 의식을 흔히 다음과 같이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 우리는 4부에서 생활세계의 일상적 경험을 ‘선-반성적’이

라고 언급하면서, 자연적 태도와 초월론적 현상학적 반성을 대비시킨 바 있다. 

자연적 태도를 취하면서 이미 주어진 세계 안에서 일상적 삶을 살아가는 나에

게는, 실상 내가 초월론적 주관으로서 초월론적 경험을 통해 세계를 구성하고 

있다는 사태가 드러나 보이지 않는다. 어떤 점에서 자연적 태도에서 살아가는 

나는 심지어 내가 자연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것조차 자각하지 못하고 그저 

살아갈 뿐인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자연적 태도의 일반적 성격을 ‘선-

반성적’이라고 규정할 수 있으며, 이와 대비하여 초월론적 현상학적 태도의 일

반적 성격을 ‘반성적’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다.

그런데 우리는 다음과 같은 점을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인 의미

에서 ‘초월론적 현상학적 반성’이 반드시 타당성의 원천으로서의 ‘반성적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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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에만 국한되는 개념이 아니라는 점이다. 우리는 제1의 환원으로서의 초월

론적 현상학적 환원을 수행한 후, 정적 현상학을 위해 다시 제2의 환원으로서의 

‘원초적 환원’이라는 방법적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당성 정초의 근원적 영역인 

반성적 자기의식으로 진입하였다. 하지만 우리는 1차적으로 초월론적 현상학적 

환원을 수행한 후, 발생적 현상학을 위해 제2의 환원으로서 위와는 또 다른 의

미의 ‘원초적 환원’을 수행할 수 있는데, 이러한 방법적 조치를 통해 드러나게 

되는 발생적 정초의 근원적인 영역이 바로 ‘선-반성적’ 의식이다. 그러니까 발생

적 근원으로서의 ‘선-반성적’ 의식은 이미 초월론적 환원을 통해 진입한 초월론

적 주관의 영역 내에서 타당성의 근원으로서의 ‘반성적-자기의식’과 구분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적 태도의 일반적 성격을 규정하는 ‘선-반성적 의식’과는 운

위되는 차원이 전혀 다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철학자와 연구자들이 ‘반성적 의식’과 ‘선-반성적 의

식’이라는 개념이 운위되는 차원을 엄밀하게 구분하지 않거나 혼용하기 때문에, 

후설의 초월론적 현상학에 대한 심각한 오해가 생겨난다. 이미 초월론적 주관의 

영역 내에서 발생적 근원을 의미하는 ‘선-반성적’ 의식을 자연적 태도의 ‘선-반

성적’ 의식으로 간주하는 착각 때문에 후설의 초월론적 현상학적 환원이 오로지 

‘반성적 자기의식’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오해는 

결국 다음과 같은 더 중대한 오해를 낳는데, 후설의 초월론적 현상학은 결국 

‘반성적 자기의식’의 철학이기 때문에 따라서 ‘선-반성적’ 의식을 탐구할 여지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본고가 정적 현상학의 ‘반성적 자기의식’과 발생적 현상학의 ‘선-반성적’ 의식

으로 구분한 것은, 논의의 큰 틀에서 보면 ‘근원자아(Ur-Ich)’와 ‘선자아(Vor-Ich)’

에 대한 후설의 구분과 맞닿아있다.206) 그런데 필자의 견해에 따르면 ‘선-자아’

에 관한 논의와 발생적 현상학을 위한 근원적인 영역을 확보하는 논의는 엄밀

하게 구분되어야만 한다. 후설은 ‘근원자아’와의 대비 속에서 선-자아를 동물적 

지향성의 발산 중심으로 규정하면서, 발생적 현상학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206) 초월론적 자아에서 ‘근원자아’와 ‘선자아’의 구분에 관해서는 이남인(2004), 
pp.343-345. 반성을 통해 자아가 반성하는 자아와 반성되는 자아로 분열되는 매 순간 

선-반성적인 양상에서 반성하는 자아가 감지되는데, 이남인은 이를 ‘근원자아’라고 부

른다. 이렇게 함으로써 정적 현상학의 주체인 이성적 주체인 근원자아가 선-반성적 

의식의 차원에서 논의될 수 있는 여지가 마련되었다. 하지만 이남인이 ‘선-반성적’이
라고 부르는 것이 필자가 제시한 ‘선-반성적’인 것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는 더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선-반성적’이라는 개념 자체가 다양한 차원에서 규명을 

요구할 만큼 다소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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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아를 선-자아라고 말한다. 이러한 견해는 분명 일리가 있으며 발생적 현상학

은 동물적 지향성이라고도 부를 수 있을 ‘본능’이나 ‘충동’과 같은 계기들을 적

극적인 탐구의 주제로 끌어들여야만 한다. 하지만 동물적 지향성이 발생적 현상

학이 다룰 수 있는 논의의 전체 윤곽을 그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발생적 현상

학은 ‘지각’과 같은 비교적 높은 단계의 의식에 대해서도 분석을 수행할 수 있

으며, 심지어 ‘역사’의 문제 같은 지극히 높은 단계의 인간적이고 사회-문화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분석을 수행해야만 한다. 만일 이러한 주제들이 모두 선-자아

에서 발원하는 동물적인 지향성의 발현이라면, 그것은 발생적 근원을 강조하려

는 의도를 백번 인정한다 하더라도 다소 지나친 해석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발생적 현상학이 선-자아에서 발원하는 동물적 지향성을 다룬다고 하

더라도, 필자는 본능이나 충동과 같은 사태를 분석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맹목적인 충동에 사로잡혀 있는 동물적인 자아가 자신의 동물적

인 본능을 발생적 현상학적으로 분석할 수 있을까? 필자는 이것이 가능하지 않

다고 생각한다. 초월론적 현상학적 환원을 통해 세계 구성을 해명하려는 주관은 

이미 ‘반성하는’ 주관이다. 동물적인 본능이 발생적 현상학의 주제적인 시선에 

포착이 되고 이론적 해명의 대상이 되는 것도 초월론적 현상학의 일반적 성격

인 ‘반성’ 속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다만 위에서 필자가 강조한 것처럼, 초월론

적 현상학의 일반적 성격으로서의 ‘반성’과 정적 현상학을 수행하기 위한 근원

인 ‘반성적 자기의식’은 엄밀히 구분되어야만 한다.

그런 점에서 필자는 만일 선-반성적 의식의 발생적 원천을 선-자아라고 한다

면 그러한 입장에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다. 하지만 발생적 현상학을 수행하기 

위한 근원영역 자체를 선-자아라고 한다면 동의할 수 없다. 바로 이러한 이유에

서 필자는 초월론적 주관이 자신의 선-반성적 의식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정적 

현상학을 위한 원초적 환원과는 또 다른 의미에서의 원초적 환원이 필요하다고 

했던 것이며, 이러한 방법적 절차를 취하는 것은 지극히 이성적인 존재로서의 

초월론적 주관이다. 발생적 현상학은 선-자아로서 선-반성적으로 살자는 것이 

아니라, 초월론적 주관의 심층인 선-반성적 영역을 초월론적 현상학적 반성을 

통해 시간적 발생의 관점에서 이론적으로 규명하자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초월론적 현상학적 환원의 일반적 성격으로서의 ‘반성적 의

식’과, 초월론적 현상학적 환원을 수행한 후 해명하고자 하는 세계 구성의 정초

관계에 따라 다시 구분되는 타당성의 근원으로서의 ‘반성적 자기의식’ 및 발생

의 근원으로서의 ‘선-반성적 의식’을 엄밀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 발생적 근원



- 290 -

으로서의 선-반성적 의식의 영역에서 시간적 선후라는 관점에서 초월론적 주관

에 의한 세계 구성의 지향적 층을 되물어갈 때, 우리는 노에시스-노에마의 상관

관계가 정적 현상학을 통해 분석되는 것과는 또 다른 모습으로 해명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절 발생적 정초와 연상적 동기관계

초월론적 주관의 선-반성적 의식의 영역에서 우리는 정적 현상학에서는 드러

나지 않았던 다양한 종류의 초월론적 기능을 발견하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수동

성의 영역에서 작동하는 본능, 연상, 습성 등을 언급할 수 있다.

주관적 의식을 층의 구조로 보았을 때, 상부구조인 능동적 이성에 대해 하부

토대가 되는 체험의 성격을 우리는 ‘수동성’이라고 부를 수 있다. 가령 사유작

용을 위해서는 우선 사유작용을 가능하게 하는 기초로서 지각체험이 선행되어

야 하며, 지각체험을 위해서는 다양한 감각체험이 선행적으로 요구된다. 즉 더 

높은 단계의 지향적 체험이 들어서기 위한 더 낮은 단계의 지향적 체험이 선행

적으로 요구되는데, 우리는 이렇게 발생적 관점에서 요구되는 하부토대를 ‘수동

성’이라고 부른다. 수동성에서 발원하는 모든 체험은 ‘연상적 동기관계

(assoziative Motivation)’ 따라 조직된다. 연상이란 유사한 것이 유사한 것을 불러

일으키는 것을 뜻한다.

가령 ‘본능(Instinkt)’의 경우, 어떤 것에 대한 특정한 본능은 자아로 하여금 그

것을 추구하도록 지속적으로 동기를 부여한다. 초월론적 주관의 의식은 이성적

인 측면뿐만 아니라 비이성적이라고 부를 수도 있을 맹목적이고 충동적인 측면 

역시 지니고 있다. 이러한 영역에서 우리는 세계의 구성 기능을 수행하는 계기

의 하나로 ‘본능’을 마주하게 된다. 본능이 초월론적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은, 

본능적 지향성에 의해 현출하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뜻한다. 가령 성(性)적 본

능의 지향성은 언제나 발현된 상태로 있는 것은 아니고, 대체로 잠재적인 영역

에 머물고 있다가 성적인 자극에 의해 촉발될 수 있는데, 이러한 계기를 통해 

활성화된 성적인 본능은 초월론적 주관에 의해 구성되는 세계를 성적인 뉘앙스

로 물들인다. 식욕도 마찬가지다. 생명적 존재가 자기보존을 위해 음식을 찾는 

것은 본능이며, 이러한 본능적 욕구가 충족되지 않는 경우 초월론적 주관의 의

식의 촉수는 오직 먹을 것을 찾는 데에 몰두하게 된다.

그런데 본능이 항상 식욕이나 성욕과 같은 동물적인 지향성에만 해당되는 것

은 아니다. 인간이 타인과 상호교류를 하고자 하는 욕구를 우리는 사회적 본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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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부를 수 있다. 또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욕구를 미적 본능, 신과 같은 초

월적 존재에 의지하고 싶은 욕구를 종교적 본능이라고 부르는 것도 가능할 것

이다. 이러한 본능이 어떻게 계발되거나 강화될 수 있는지, 또 다른 종류의 본

능과 기능적으로 협력하거나 상충하는 경우가 있는지, 또 특정한 본능을 제어하

는 것이 가능한지 등은 초월론적 현상학이 해명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다. 다만 

여기서는 본능은 언제나 활성화된 의식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초월

론적 주관이 수행하는 모든 작업수행의 심층에 잠재적인 상태로 암약하고 있으

면서 세계 구성에 끊임없이 동기를 부여하고 있는 점만을 강조한다.

발생적 현상학에서는 감성의 영역도 정적 현상학과 다른 모습으로 드러난다. 

가령 감관을 통해 주어지는 감각은 정적 현상학적 분석에서는 대상 파악을 위

한 자료에 불과했다. 하지만 발생적 현상학의 관점에서 보자면 감성의 영역은 

그 나름의 고유한 지향적 의식으로서, 연상에 의한 종합을 통해 대상 구성의 발

생적 기초로 작용한다. 가령 특정한 색에 대한 의식은 유사성과 대조의 의식을 

불러일으키는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의식의 시선을 같은 색으로 유도한다. 감성

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지향성의 종합은 능동적인 의식에서 수행되는 것

이 아니라, 수동성의 영역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수동적 종합(passive 

Synthesis)’이다.

수동적 종합은 ‘연상적 동기관계’의 지배를 받는다. ‘연상’이란 유사한 것인 

유사한 것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이러한 연상은 비단 감성의 영역만이 아니라 

더 높은 단계의 의식인 지각의 영역에도 지속적인 동기를 부여하는데, 가령 길

을 가다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과거에 알고 지내던 어떤 사람으로 잘못 파악하

는 경우, 지각은 과거의 경험에 의한 연상이 작용한 것이다. 이러한 연상은 의

식적으로 누군가를 떠올려 보는 능동적 체험과는 구분되어야한다. 엄밀히 말하

자면 나의 능동적인 의식작용의 개입 없이, 과거의 경험에 기초하여 어떤 사태

가 수동적으로 떠올려진 것이기 때문이다.

발생적 현상학의 시야에서 드러나는 또 다른 사태는 ‘습성(Habitualität)’이다. 

선-반성적 의식으로서의 습관은 오랜 시간에 걸쳐 나의 일부가 된 것이다. 이러

한 습성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은 나의 의식을 구성하는 하부토대로서의 ‘몸’이

다. 몸에 배어있는 ‘습관’은 이후에 들어설 모든 행위에 나 자신도 모르게 영향

을 미친다. 그런데 이러한 사정이 몸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사고방

식으로서의 가치관이나 특정한 상황에 대응하는 행위의 방식 역시 습관을 통해 

형성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습성은 자아론적 주관성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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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문화적 양식 및 의미체계 역시 상호주관적 공동체의 ‘관습’을 통해 역사

적으로 구성된 산물이다. 즉 어떤 점에서는 나의 의식 전체가 습성의 산물이라

고 말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발생적으로 근원적인 수동성의 영역에서 선-반성적 의식에서 

드러나는 현상을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다. 물론 위에서 언급한 것들 이외에도 세

계 개시 기능을 수행하는 ‘기분’과 같은 것을 더 제시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러한 주제들 각각에 대한 더욱 엄밀하고도 심층적인 현상학적 분석은 본고의 

관심을 벗어난다. 다만 우리는 위와 같은 분석을 통해 발생적 현상학적 분석의 

일반적이고도 핵심적인 요소로 ‘2차적 수동성(sekundäre Passivität)’을 지적할 수 

있다.

‘2차적 수동성’은 본래적으로는 능동적 이성의 작업을 통해 획득된 성취물이 

시간적 흐름 속에서 점차 하강하여 의식의 하부토대로 내려앉은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우리가 능동적으로 성취한 모든 것은 비록 시간의 경과 속에서 의식의 

어두운 심층으로 밀려나 있다고 하더라도, 언제든 다시 의식의 표면으로 소환할 

수 있는 일종의 정신적 자산(資産)이 된다. 침전되어 있는 의식은 문자 그대로 

고여 있거나 사라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발생적 관점에서 차후 새로운 체험이 

들어서는 데에 지속적인 동기를 부여한다.

3절 사물의 구성에 대한 발생적 분석

이제 발생적 현상학의 관점에서 사물 구성을 분석해 보자. 정적 현상학에서는 

사물 구성에서 객관화 작용이 비객관화 작용의 토대였다. 즉 대상에 대한 인지

적 파악이 먼저 전제가 되어야만 그에 대해 가치를 평가하거나 의욕하는 지향

적 체험이 가능했다. 반면 발생적 현상학에서는 반드시 비객관화 작용에 대한 

객관화 작용의 우위가 확인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발생적 현상학에서는 인

식적 확실성을 보증하는 정당화의 토대가 아니라, 대상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다양한 지향적 체험들 간의 시간적 선후관계가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가령 식탁 위에 놓인 빵에 대한 지각을 살펴보자. 정적 현상학의 관점에서는 

인지적 파악의 객관적 대상인 ‘빵이 있다’가 전제되어야 그 위에서 ‘빵을 먹고 

싶다’라는 의욕작용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그런데 발생적 현상학의 관점에서는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다. 왜냐하면 생명적 존재의 본능으로서의 ‘식욕’, 허기

짐과 같은 결핍의 ‘느낌’, 무언가를 먹고 싶다는 ‘의욕’, 무언가 먹을 것이 없는

지 둘러보는 ‘대상이 비어있는 지향’ 등 이러한 다양한 체험들이 동기를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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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써 의식의 시선을 탁자로, 그리고 그 위에 놓인 빵으로 향하도록 추동하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는 사물에 대한 지향적 파악에는 지평으로서의 배경에 대한 지향이 

결부되어 있음을 알고 있다. 그런데 정적 현상학에서는 인식의 대상이 되는 사

물이 지평보다 더 근원적인 의미를 지녔지만, 사물과 지평 중 어떤 것이 발생적

으로 선행하는지는 본질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다. 반면 발생적 현상학에

서는 사물보다는 지평이 먼저 선행한다. 개별적인 사물은 배경을 이루고 있는 

지평 속에서 유사성과 대조에 의해 부각됨으로써만 주목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위의 사례에서 탁자가 지평으로 먼저 지각되지 않으면, 탁자의 색, 형태, 질감 

등과의 비교와 대조를 통해 부각되는 사물인 빵이 주목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지평이란 개별적인 대상이 생겨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의

미의 전체로서의 터전이다.

그런데 본고는 4부에서 모든 지평들의 지평이 바로 ‘세계’임을 논한 바 있다. 

즉 개별적 사물에 대한 지각에는, 그 사물의 배경에 대한 지향적 의식이 선행되

어야만 하며, 배경에 대한 지향적 의식에는 모든 지평들의 지평에 대한 의식, 

즉 세계의식이 선행되어야만 한다. 즉 대상 인식의 타당성의 구조를 해명하려고 

하는 정적 현상학에서는 세계에 대한 의식이 중요한 문제로 등장하지 않았지만, 

발생적 현상학에서는 세계의식이 모든 다른 지향적 의식에 선행하는 발생적 근

원으로 등장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평은 노에마의 측면, 즉 사물의 지평에서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

다. 우리는 사물 지각의 노에시스 측면에서도 지평이 중요한 문제로 들어섬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지각하는 주체는 어떤 ‘의미의 지평’에 기초해서만 그 사

물을 어떤 의미를 지닌 것으로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가령 다른 문

화권을 여행하다가 난생 처음 보는 형태의 물건을 접했을 때, 그것의 용도가 무

엇인지 알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사물 지각은 단지 시공간 상의 물체를 인지하

는 작용이 아니라, 그 물체에 부여되어 있는 가치, 목적 등의 정신적 의미와 더

불어 파악하는 작용이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적인 의미가 파악되기 위한 전체로

서의 정신적 의미의 지평, 즉 문화적 세계가 공유하는 가치의 체계가 전제되지 

않으면, 사물에 대한 적합한 파악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바로 동일한 이유에서 우리는 언제나 사물을 어떤 식으로든 파악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초월론적 주관으로서 우리의 의식이 이미 구조화된 의미

체계인 지평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나의 의식은 이미 오랜 시간의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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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을 통해 내가 몸담고 있는 문화세계의 의미체계와 가치체계를 습득하고 있

다. 이렇게 습득된 의미체계는 나의 초월론적 의식의 해석 기능을 위한 지평의 

구조를 형성한다. 즉 지평으로서의 세계란 단지 노에마의 측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초월론적 주체의 노에시스의 측면에서도 문제가 되며, 결국 발생적 

현상학은 노에시스-노에마 상관관계 속에서 초월론적 주관에 의한 세계 구성의 

지평을 되물어가는 분석을 수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초월론적 주관에 

의한 세계 구성이 이미 정신적-문화적 세계를 전제하는 상호주관적 구성인 한, 

발생적 현상학은 상호주관성의 문제를 해명해야만 하는 것이다.

  

4절 타인의 구성에 대한 발생적 분석

정적 현상학에서 타인지각은 타인에 대한 인식적 정당화의 관점에서 수행되

었다. 반면 발생적 현상학에서 타인지각 분석은 타인경험의 발생적 과정을 해명

하는 데에 있다. 정적 현상학에서는 자아론적 주관성이 상호주관성에 대해 근원

적인 권리를 지녔으나, 발생적 현상학에서는 상호주관성에 대한 자아론적 주관

성의 우위가 언제나 확인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발생적 현상학의 관점에서 

보면 성숙하고 책임 있는 자아가 구성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에 걸친 타인과

의 상호교섭이 선행되어야만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상호주관성이 

자아론적 주관성에 대해 발생적 토대가 된다고 말할 수 있다.

인간은 탄생과 더불어 세계에 진입한다. 이것은 비단 생물학적 출생만이 아니

라, 가족공동체를 구성하는 일원의 자격을 취득함을 의미한다. 부모는 아이가 

이 세계에서 가장 먼저 상호주관적 관계를 맺는 타인이다. 부모와의 상호작용의 

경험은 아이가 의식적으로 성장하는 이후 모든 단계의 구성에서 가장 심층적인 

토대가 된다. 여기서 심층적 토대라는 말은 시간적 발생에서 가장 선행한다는 

의미에서 ‘기원’을 뜻하기도 하지만, 향후 더 높은 단계의 의식이 발현되고 전

개되는 매 순간에 동기를 부여하고 제공한다는 점에서 ‘근원’을 뜻하기도 한다.

아이는 처음에는 자신의 몸을 제대로 가누지도 못하고, 사물을 인지하지도 못

하며, 공간과 시간에 대한 의식도 갖지 못한 상태에 있다. 하지만 아이는 부모

와의 상호작용에서 부모의 표정과 몸짓을 지각하고 모방하는 과정을 통해 부모

의 행위에 담긴 의미를 점차 자신의 체계로 인수해 나간다. 아이는 비록 명료한 

방식으로는 아니지만 부모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하면 ~하다’의 상황적 조건과 

행위의 연관을 조금씩 배워간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아이는 타인지각을 통해 

간접적으로 제시되는 지향적 구조연관과 의미의 체계를 수용하고, 그것을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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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경험하고 모방함으로써 본래는 타인의 것이었던 의미연관을 자신의 것

으로 습득해 나간다.

위와 같은 방식을 통해 아이는 본격적으로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문화세계

에 진입하게 된다. 통상적으로 ‘사회화’라고 부르는 이러한 적응과 형성의 과정

은 언어를 습득함으로써 획기적으로 진전된다. 아이는 이제 즉각적으로 반응하

고 수용적으로 인지하며 단순하게 욕구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타인과의 적극적

인 의사소통과 능동적인 사고작용을 통해 복잡하게 분절되는 의미의 구조연관

을 형성해 나간다. 언어를 통한 사회화는 일련의 교육을 통해 가속화되는데, 교

육은 문명화된 사회가 앞서 여러 세대에 걸쳐 형성하여 축적한 지식을 후속 세

대에 전달함으로써, 사회가 공유하고 있는 의미체계와 가치체계의 습득을 촉진

한다. 뿐만 아니라 언어의 능동적 사용은 아이로 하여금 타인에 의해 형성된 의

미의 구조연관을 단순히 습득하는 단계를 넘어서, 자기만의 고유한 의미체계를 

형성하게끔 만든다.

수동적이고 수용적인 차원에서 능동적이고 주도적인 차원으로 의식이 성장하

는 이러한 과정에는 ‘자기의식’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나 자신에 대한 나

의 의식인 ‘자기의식’은, 내가 살아가고 있는 세계의 의미체계를 구성하는 중심

이 바로 ‘나’라는 것을 자각하는 의식이다. 이제 아이는 이러저러한 의미를 경

험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경험의 주체가 바로 ‘나’이며 따라서 자신이 경험하

는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 ‘나’에게 귀속된다는 것을 의식하게 된다. 즉 이제까

지 다양한 경험을 통해 주어졌던 모든 흘러가는 의미들이 이제 ‘나’를 중심으로 

조직화되고 구조화되면서, 세계는 이제 ‘나의’ 세계로, 더 정확히 말하면 ‘나에 

대해’ 의미가 있는 세계로 간주된다. 자기의식은 독립된 인격적 주체로서 모든 

사고와 판단과 행위의 책임이 궁극적으로 ‘나’에게 있음을 인정하게 한다는 점

에서, 한 인간이 성숙한 인격체로 도약하기 위한 불가결한 계기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세계 구성의 중심으로 제시되는 ‘나’가 정적 현상학의 

반성적 자기의식으로서의 나와는 전혀 성격이 다른 것임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발생적 현상학의 나는 상호주관적으로 구조화된 나다. 즉 초월론적 주관인 나의 

관점적 시선에는 이미 다른 초월론적 주관인 타인과의 교섭을 통해 형성된 의

미체계의 지평, 즉 타인의 관점적 시선이 함축되어 있다. 내가 세계에서 교류하

게 되는 타인은 부모만이 아니라 무수히 많으며, 따라서 타인지각과 더불어 직․
간접적으로 수행한 현실적이거나 가능적인 경험 역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다

양하다. 즉 나의 의식은 무수히 많은 타인과의 경험을 통해 구조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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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세계란 이렇게 무수히 많은 인격적 주체의 관점적 시각이 서로가 서로를 

지향적으로 함축함으로써 형성되는 공동적 의미의 세계다. 요컨대, 나의 세계에

서 무수히 많은 타인들의 세계가 열리고 또 그렇게 구성되는 타인의 세계에서 

다시 나의 세계가 열리면서, 나의 세계와 타인의 세계가 서로를 지향적으로 함

축하는 방식으로 일치의 종합을 이루는 하나의 공동세계가 펼쳐진다. 후설은 이

러한 양상으로 전개되는 초월론적 상호주관성의 현상학을 “모나드론

(Monadologie)”으로 규정한다.(Hua I, 176) “나에 대해 타인들은 서로 떨어져 있지 

않으며, 오히려 (…) 더불어 상호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서 나 자신을 포함하는 

자아-공동체가 구성되며, 최종적으로는 모나드 공동체, 곧 하나의 동일한 세계를 

(공동체적으로 구성하는 모나드 공동체의 지향성 속에서) 구성하는 모나드 공동

체가 구성된다.”(Hua I, 137)

라이프니츠의 창(窓)이 없는 모나드와 달리 후설의 모나드에는 창이 있다. 

“모나드는 외부의 영향을 받아들이기 위해 창을 갖는다. 이 창은 타인지각의 창

이다.”(Hua XIV, 295) “모든 자아는 ‘모나드’다. 그런데 모나드 간에는 창이 있

다. [물론] 모나드는 다른 주체가 실제로 들어갈 수 있는 창이나 문을 갖고 있

지는 않다. 하지만 나의 고유한 과거가 기억을 통해 체험될 수 있는 것과 마찬

가지 방식으로, 타인지각이라는 창을 통해 다른 주체 역시 체험될 수 있

다.”(Hua XIV, 260)

즉 타인지각이라는 창을 통해 “타인의 모나드는 나의 모나드 속에서 간접제

시의 방식을 통해 구성되며” 상호적으로 나의 모나드 역시 타인의 모나드 속에

서 구성된다.(Hua I, 144) 결국 객관적 세계를 구성하는 주체는, 무수히 많은 모

나드가 서로가 서로를 지향적으로 함축하는 방식으로 존재하는 “개방된 모나드 

공동체”, 즉 “초월론적 상호주관성(transzendentale Intersubjektivität)”이다.(Hua I, 

158)

‘인간(人間)’이라는 용어가 문자 그대로 보여주는 것처럼 ‘사람들 사이에’ 존

재하는 “인간은 개별자로서 이미 ‘공동체의 일원’”이다.(Hua I, 157) 즉 ‘인간’의 

의미에는 “나의 현존과 타인의 현존을 객관화하며 동등하게 간주하는 ‘상호적으

로 있음(Wechselseitig-für-einander-sein)’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므로 나를 비롯한 

모든 사람은 인간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만] 존재한다.”(Hua I, 157-158)

요컨대 개별적인 존재로서 나의 고유한 삶과 타인의 고유한 삶은 질적으로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깊은 수준에서는 공동의 삶을 형성하고 있

다.207) 비유하자면, 나의 세계와 타인의 세계는 상호주관성이라는 산맥에서 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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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별개의 봉우리 같은 것이다. 이러한 봉우리는 서로 무관한 것처럼 보이지

만, 실상은 더 근원적인 공동적 삶을 지반으로 삼고 있다. 즉 지금의 나와 과거

의 나가 서로 구분됨에도 불구하고 통일적인 흐름인 나의 체험 속에서 근원적

으로 하나인 것처럼, ‘세계’는 모든 개별적인 주관이 구성하며 살아가는 각자의 

개별적 삶의 장(場)으로서 구분되지만, 그럼에도 더 근원적으로는 모든 주체에 

대해 서로가 서로에 대해 지평으로 함축되어 있는 ‘장들의 장’, 즉 통일적인 공

동적 삶의 터전인 것이다.

 

5절 세계의 구성에 대한 발생적 분석

그런데 우리는 상호주관적 삶의 터전인 문화세계의 구성에서 다음과 같은 점

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첫째, 더 높은 단계의 문화적 삶은 그것을 가능하

게 하는 자연적 토대와 무관하거나 단절적인 별개의 것이 결코 아니다. 오히려 

자연은 문화적 삶이 구성되기 위한 토대가 된다. 음식을 먹고 옷을 입는 등 다

양한 행위의 양식을 배워가는 문화적 삶 자체가, 이미 앞서 주어져 있는 자연적 

환경에 적응하거나 그것을 이용함으로써만 가능하다. 예를 들어, 열대우림 기후

인 아마존과 북극권의 극한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삶은 의․식․주를 포함한 문화적 

양식 전반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다.

정확히 말하면 문화적 삶의 뿌리에는 삶의 조건이 되는 자연이 있는데, 이러

한 자연은 문화세계와 구분하여 독립적이거나 대립적인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정신적 세계에서 자연은 문화와 교착(交錯)되어 있으면서, 

자연은 문화에 끊임없이 자양분을 제공하는 토양으로 기능한다. 다만 이때 ‘자

연’은 현상학적 환원에 의해 변경된 의미로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문화세계의 토대이자 문화세계에 자양분을 제공하는 자연은 자연과학의 자연이 

아니라, 초월론적 현상학적 환원을 통해 문화세계 구성의 기저가 되는 질료의 

층으로 드러나는 자연인 것이다.      

둘째, 시간적 발생의 관계에서 먼저 주어지는 경험이나 구성의 단계에서 낮은 

207) “서로가 서로에 대해 상호적으로 있음이라는 가장 근본적인 형식의 토대 위에서, 
전혀 서로 다른 나-너 작용과 우리-작용이 가능해진다. (…) 이러한 방식으로 더 높은 

다양한 형식의 상호적 삶이 가능해진다. 그것이 지닌 주목할 만한 성격은, 단지 많은 

주체들이 일반적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들이 타인지각의 지향성을 

통해 각자가 서로에 대해 타인으로 주어지는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점에 있다. 
공존하는 존재로서, 부분적으로는 원본적인 체험의 형식으로 부분적으로는 규정되어 

있거나 열려있는 미규정적 앎의 형식으로, 많은 주체들은 [서로에 대한 서로의] 실존

적 장(場)에 현전한다.”(Hua VIII,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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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의 경험은 차후 그 위에서 수립되는 더 높은 단계의 경험에 대해 ‘발생적 

토대’가 된다. 발생적 토대란 주체가 의식적으로 수행하여 획득한 성취가 잠재

적인 것으로 침전되어 있는 습성의 지평으로서, 새로운 의미가 발원할 수 있는 

가능성의 터전을 뜻한다. 즉 우리가 앞에서 나의 몸에 국한하여 ‘습성’을 고찰

한 내용은, 상호주관적 문화세계에서 살아가는 공동적 삶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즉 상호주관적 문화세계에서 어떤 경험이 근원적으로 수립되면 그것

은 이제 공동체가 성취한 ‘자산’이 되고, 그것은 반복과 학습을 통해 익숙하고 

자연스러운 것으로 간주되는 습성의 체계를 형성함으로써, 향후 더 높은 단계의 

수행을 가능하게 하는 잠재적 역량의 지평을 형성한다.

위에서 언급한 두 가지 관점에서 문화세계의 구성에서 ‘몸’이 다시 중심적인 

주제로 등장한다. 인간이 몸을 지니고 태어난다는 것은, 단순히 생물학적 출생

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문화적 공동체의 일원인 정신적 존재로 태

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인격적 주체가 수행하는 정신적 기능의 하부토대로

서 몸은 자연과 문화의 교차점이다. 정신적 존재인 인간은 몸을 지닌 한에서 또

한 자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자연적 환경이 제공하는 것을 소재로 삼아 정신

적 의미부여와 실천적 노동을 수행함으로써 자연의 토대 위에서 의‧식‧주의 문화

적 삶의 양식을 만들어 간다.

이러한 사정은 문화적 삶이 더 높은 단계로 이행해 가는 정신적 발전의 도상

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적 세계는 ‘몸’을 중심으로 조직된다. 즉 

내가 속해서 살아가는 문화세계는 내가 ‘몸담고 있는’ 세계이며, 일정한 자연적 

환경에 ‘몸담고 있음’ 덕분에 나는 문화세계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다. 왜냐하

면 문화세계의 의미체계를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은 몸을 통해 습득하고 숙달하

여 자연스러운 것으로 형성하는 과정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몸담고 있

음’이 바로 후설이 말하는 ‘고향세계’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드러낸다.

‘고향세계(Heimwelt)’는 나에게 익숙하고 친숙한 세계로서 한 마디로 내가 ‘몸

담고 있는’ 세계다.208) 한국어에서 ‘몸담고 있다’는 말이 단적으로 보여주듯, 이

208) 후설의 현상학에서 ‘고향세계’와 ‘이방세계’에 대한 분석은 다음을 참조하였다. K.
Held, “Heimwelt, Fremdwelt, die eine Welt”, Phänomenologische Forschungen, Bd. 24/25, 
1991. 실제로 후설의 현상학은 문화세계의 구성에 관련된 많은 단초를 제공하였으나, 
본격적인 연구를 수행하지는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후설의 문제의식을 계승

한 다른 현상학자들의 연구를 참조하지 않을 수 없는데, 필자는 메를로-퐁티의 ‘몸담

고 있음’이 후설이 말하는 ‘고향세계’의 의미를 적절하게 해명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한

다. 그런 점에서 상호문화성의 기초로서 몸을 분석하는 박인철의 논의는 본고의 문제

의식과 방향을 같이 한다. 박인철,『현상학과 상호문화성』, 아카넷, 2015, pp. 137-144; 
pp.266-273. 다만 그는 ‘고향세계’와 ‘몸’의 강한 연관성을 시사할 뿐, 메를로-퐁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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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단지 객관적인 의미에서 나의 신체가 객관적인 공간상의 어떤 위치를 점

유하고 있다는 뜻으로 이해해서는 곤란하다. 오히려 ‘몸담고 있다’는 말은 정서

적 공감의 기초 위에서 다양한 방식의 의사소통을 통해 형성된 의미의 체계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그러한 의미체계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규정한 

사고방식과 행동방식을 수용함으로써 일련의 규범적 양식을 습득하고 내면화한 

지향성의 주체로 살아간다는 뜻이다. 즉 ‘몸담고 있음’은 일련의 의미체계인 문

화세계에 참여하는 상호주관적 주체로 살아감을 의미하는 것이다. 

객관적 공간구성에서 몸이 방위설정을 위한 지향적 시선의 발산 중심으로 기

능하는 것처럼, 문화세계에서도 ‘몸’은 모든 지향적 의미의 발산 중심이다. 구성

하는 주체는 ‘세계에 몸담고 있음’으로 해서 지향적 의미를 세계로 실어 나르

며, 그렇게 함으로써 세계는 지향적 의미의 총체로 구성된다. 그래서 메를로-퐁

티는 몸을 ‘세계-에로-존재(être-au-monde)’로 규정한다. “몸을 지니고 있다는 것

은 생명적 존재가 일정한 환경에 가담하는 것이며, 어떤 기획과 일체가 되는 것

이고, 지속적으로 거기에 참여한다는 것이다.”(PP, 111)

이러한 의미에서 세계에 ‘몸담고 있음’을 우리는 가족공동체에서 단적으로 확

인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인간이 태어나서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타인은 부모와 형제이며, 이들과의 상호주관적 교섭은 나의 정신적 세계가 형성

되는 데에서 가장 근원적인 토대가 된다. 물론 구성원마다 서로 다른 각자의 고

유한 개성이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음식문화나 생활방식이

나 가치관 등에서 어떤 가족공동체가 다른 가족공동체와 구별되는 고유한 문화

를 형성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것은 바로 내가 가족의 일원으로서 함께 

형성해 온, 다른 가족과 차별화되는 고유한 문화세계에 ‘몸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화세계는 지역공동체로 확장된다. 같은 지역에 ‘몸담고 있으면서’ 

오랜 시간에 걸쳐 경험을 공유해 온 지역공동체는 다른 지역공동체와 구별되는 

고유한 문화세계를 형성한다. 섬진강을 사이에 둔 양안(兩岸)은 서로 다른 고유

한 문화를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몸담고 있는 시대적 환경과 사회적 여

건에 따라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갖게 되는 세대의 문화에서도 드러난다. 즉 한국

이라는 동일한 객관적 공간에 몸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이나 세대는 자신

의 고유한 경험을 통해 서로 다른 의미체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직업적 세계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교육의 정도나 업무의 성격이나 소득의 차

‘몸담고 있는 세계’를 과감히 후설의 ‘고향세계’와 동일시하는 입장에 대해서는 조심

스러운 것처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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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등에 따라 다양한 직업군에 종사하는 사람은 각자 서로 ‘다른’ 세계에 ‘몸담

고 있다.’ 이때 세계가 다르다는 것은 바로, 감정이나 정서, 인식, 가치판단, 목

적설정, 실천적 행위 등에서 각자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습득하고 내면화한 

사고와 행동의 규범적 양식의 내용이 질적으로 동일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직업공동체라는 것이 반드시 객관적 장소로서 공동의 작업장을 전제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의미체계에 ‘몸담고 있다’는 것이 반드시 특정한 범위의 지리적 

공간을 점유하며 살아감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가령 영국의 자

본가는 경제적 현실에 대해 자국의 노동자보다 일본의 자본가와 더 유사한 인

식을 보일 수 있다. 즉 ‘몸담고 있음’은 단지 신체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문화세

계에서 나의 의미부여하는 구성작용이 ‘정박(碇泊)’해 있는 중심을 의미한다.

후설이 말하는 ‘고향세계’가 근원적인 의미를 획득하는 것은 바로 이 지점에

서다. 고향은 누구에게나 익숙하고 편안한 곳이며, 내가 사고와 행동을 위한 일

련의 규범과 양식을 습득한 원천이다. 고향이 반드시 생물학적으로 태어난 곳으

로서의 출생지를 가리킬 필요는 없지만, 대체로 인간은 가족공동체와 지역공동

체, 그리고 민족공동체를 통해 문화세계로 진입한다는 점에서, 고향은 내가 나

고 자란 정신세계의 근원을 뜻한다. 그리고 상호주관적으로 구성된 문화세계는, 

과거로부터 구성되어온 상호주관적 지평을 함축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지평

을 정신적 세계의 ‘역사적 지평’이라 부를 것이다. 초월론적 주관이 살아가는 

세계는 상호주관적으로 구성된 역사적 세계인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역사적 지

평에 따라 초월론적 주관의 의식은 역사적으로 구조화되어 있는 세계관에 기초

를 두고 있다.

6절 정신과학의 존재론적 토대로서의 발생적 현상학

여기서 다음과 같은 물음을 제기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후설은『엄밀학』에서 

‘세계관 철학’이라는 혐의를 씌워 딜타이의 삶의 철학을 ‘역사주의’라고 비판하

지 않았던가? 또한『현상학적 심리학』에서 후설은 딜타이가 역사적 삶의 구조

연관을 사실적 유형에 따라 기술하고 분류하는 데에 머물렀다고 근본적인 한계

를 지적하지 않았던가? 그렇다면 딜타이에 대한 후설의 평가는 재고되어야만 

하는 것 아닌가? 왜냐하면 후설이 문화적 세계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그 다양성

이 서로 다른 역사적 지평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할 때, 문화적 세계를 구성하는 

초월론적 상호주관성의 의식은 딜타이가 말하는 ‘역사적 세계관’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본고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두 가지 방향에서 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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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역사적 세계관에 대한 후설의 입장이 변화된 것이 아니라면, 언뜻 모순

되는 것처럼 보이는 후설의 견해를 정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일관된 해석의 

틀을 제시해야만 할 것이다. 이러한 방향에서 본고는, 딜타이에 대한 후설의 비

판이 유효하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동시에 현상학 안에서 ‘역사적 세계관’을 정

당화할 수 있는 이론적 공간의 여지를 마련해야만 한다. 둘째, ‘역사적 세계관’

에 대한 후설의 입장에 다소나마 어떤 변화가 일어난 것이라면, 그 변화의 계기

와 내용을 해명해야만 할 것이다. 곧이어 상세하게 살펴보겠지만, 이 두 가지 

방향의 해명은 양자택일이 아니라 긴밀하게 결부되어 있다. 따라서 본고는, 후

설의 초월론적 현상학이 심화되고 발전되는 과정을 고찰하면서 ‘역사적 세계관’

이 현상학적 해명을 요구하는 중요한 사태로 간주되는 분기점을 적시할 것이다.

먼저 첫 번째 관점에서 살펴보기로 하자. 위에서 제기된 물음처럼, 초월론적 

상호주관적으로 구성된 문화세계가 함축하고 있는 역사적 지평의 다양성을 인

정하게 되면, ‘역사적 세계관’에 대한 후설의 입장은 딜타이의 ‘역사주의’와 유

사해지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후설이 아무리 상호주관적 문화세계의 역사적 

지평을 강조하면서 그에 상관적으로 ‘역사적 세계관’이라 불리는 것의 다양성을 

주장하더라도, 후설의 입장이 딜타이의 입장과 전적으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그 이유는 바로 문화세계가 ‘사실적 내용’과 ‘본질적 형식’이라는 두 가지 관점

에서 탐구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사실’의 관점에서 문화세계가 지닌 의미체계의 ‘내용’을 문제로 삼는다

면, 본고는 후설의 견해가 딜타이의 ‘역사주의’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생

각한다. 유럽과 아시아의 세계관이 다른 것만큼이나, 자본가와 노동자의 세계관

은 다르다. 다양한 세계관이 출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문화세계를 형성한 상호

주관적 공동체의 역사적 경험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런데 특정한 어떤 세계관이 

다른 세계관과 ‘다르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세계관을 ‘유형’에 따라 분류하여 

파악하는 것이며, 그러한 유형적 분류의 근거는 ‘사실적 내용’의 차이에 있다. 

그런 점에서 ‘사실적 내용’의 관점에서 문화세계의 다양성을 논한다면, 후설이 

분석하는 사태는 딜타이의 ‘역사적 세계관’과 다르지 않다.

하지만 본고는 문화세계에 대한 후설의 현상학적 고찰이 ‘사실적 내용’의 관

점에서 수행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사실적 내용의 관점에서 문화세계를 탐

구하는 것은 정신과학에 속하는 다양한 경험적 분과학문의 몫이다. 예컨대 문화

인류학은 사실의 관점에서 특정한 문화공동체의 의미체계가 지닌 내용을 경험

적으로 탐구한다. 하지만 철학자로서 후설이 관심의 주제로 삼는 것은 특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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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세계의 사실적 내용이 아니다. 오히려 후설의 관심은 문화세계를 형성하는 

본질적 형식에 있으며, 따라서 거기에는 그 어떠한 내용도 담길 수 있다. 예를 

들어, 크리스트교와 불교의 문화세계는 내용상 다르지만 고향세계와 이방세계의 

‘구조’는 달라지지 않는다.

요컨대 ‘본질’의 관점에서 문화세계의 구성을 탐구하는 현상학의 관점에 비추

어 본다면, 딜타이의 ‘세계관 철학’을 ‘역사주의’로 규정한 후설의 비판은, 여전

히 유효한 타당성을 지닐 수 있다. 후설은 궁극적으로 상대주의로 귀결될 수 있

다는 의미에서, 역사적 세계관만으로도 철학의 소임을 다할 수 있다고 자처하는 

‘역사주의’를 비판한 것이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다양한 역사적 세계관 자체

를 부인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역사적 세계’는 초월론적 현상학에 

의해 그 본질이 해명되고 가능성의 근거가 마련되어야만 하는 사태인 것이

다.209)

이제 두 번째 방향에서 물음에 답해보기로 하자. 사실과 본질의 구분은 근본

적인 구분으로서, 철학자로서 후설이 사실보다 본질에 더 큰 비중을 두어 현상

학적 탐구를 진행한 것은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설은 현

상학적 탐구를 심화․발전시켜 나가면서, 특히 초월론적 현상학을 통해 세계의 

발생적 구성에 대한 탐구를 심화시켜 나가면서 ‘사실’에 대해 새로운 통찰을 획

득한다. 그것은 바로 상호주관적 역사적 구성의 산물인 생활세계가 초월론적 경

험에 대해 선행하는 근원적 사실로서 미리 앞서 주어져 있다는 점이다.

위의 첫 번째 관점에서 강조되었던 것은 ‘본질’과 ‘사실’의 대립이었다.『이념

들1』에서 후설에 따르면, ‘사실(Faktum)’에 대한 경험은 “실재하는 것을 개별적

인 것으로, [즉] 시-공간적으로 거기에 존재하는 것으로” 정립하는데, 이와 같은 

209) 딜타이의 역사적 세계관에 대한 후설의 비판을 분석하면서, 역사적 세계관이 후설

의 현상학과 조화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연구로는 이남인(2006),「후설의 

현상학과 딜타이의 생철학」참고. 여기서 이남인은 후설의 초월론적 현상학에서 ‘발
생의 문제’와 ‘타당성의 문제’를 구분할 때, 후자의 관점에서 보면 딜타이에 대한 후

설의 비판이 적절할 수 있으나, 전자의 관점에서 보면 양자는 조화될 수 있다고 주장

한다. 위의 글, pp.253-255. 그럼에도 이남인이 주장하는 논지의 핵심이 되는 ‘발생의 

관점’과 ‘타당성의 관점’의 구분이, 본고가 의거하고 있는 ‘사실의 관점’ 및 ‘본질의 

관점’의 구분과 서로 일치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한 논구가 필요하다. 왜
냐하면 이남인이 발생과 타당성을 구분하는 맥락은 초월론적 현상학의 관점에서 세계 

구성의 두 가지 방식을 논한 것인데, 본고가 여기에서 ‘내용적 사실’과 ‘형식적 본질’
을 구분하는 것은 반드시 초월론적 현상학을 전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세계에 

대한 초월론적 구성이 아니라 구성된 세계를 객관적으로 주어진 사태로 간주하더라도 

내용과 본질은 구분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이남인은 필자가 첫 번째 관점과 두 번

째 관점이라고 부르는 것을 함께 고려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 303 -

의미에서 ‘사실’이란 순전히 가능성으로 존재하는 것과 대비하여 실제로 여기에

서 일어나는 “우연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이러한 의미에서 ‘사실적인 것’은 그

에 귀속되는 고유한 양식이자 그에 대한 모든 가능한 경험에 대해서도 보편적

으로 타당한 ‘본질적인 것’에 대비된다.(Hua III/1, 12) 물론 이러한 대립은 철학

적 탐구를 위해 근본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여기서 ‘사실’의 의미는 다소 평면

적이다. 즉 형상적 환원에 의해 경험적 사실이 보편타당한 본질로 전환될 수 있

다는 원리적 가능성이 강조되기는 하지만, 그 사실이 어떠한 내용을 지닌 어떠

한 종류의 것인지, 나아가 사실에 대한 경험의 본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구

체적으로 논의되지는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후설은 초월론적 현상학을 심화시켜가면서, 본질과 대비되는 의미에서

의 ‘사실’과는 분명히 구분되는 다른 의미에서의 ‘사실’ 개념을 발전시킨다. 그

것은 바로 초월론적 구성의 가장 근원적인 질료로서 초월론적 경험에 앞서 미

리 주어져 있는 것이라는 의미를 지니는 ‘사실성(Faktizität)’이다. ‘사실성’이 후

설의 현상학적 분석에서 중심적인 개념으로 등장하는 것은 바로『제일철학1』
에서다. 여기서 논의되는 사실성은『이념들1』에서 논의되는 방식에서처럼 가능

적인 것의 한 사례에 지나지 않는 한낱 우연적인 것이 아니라, 모든 가능한 경

험에 대해 앞서 주어져 있다는 절대적 의미를 지니는 형이상학으로서의 ‘근원적

-사실성(Urfaktum)’을 가리킨다.

후설은 인간의 삶을 “사실적 세계와 사실적 정신적 삶의 구성 속에서 나타나

는 초월론적 사실의 비이성성(Irrationalität des transzendentalen Faktums, das sich 

in der konstitution der faktischen Welt und des faktischen Geisteslebens ausspricht)”

으로 규정한다.(Hua VII, 188 각주1) 이때 후설이 말하는 ‘초월론적 사실의 비이

성성’이란 초월론적으로 구성하는 삶에 대해 원리상 극복이 가능하지 않은 일반

적 우연성으로서의 사실성을 뜻한다. 언뜻 보기에 후설이 말하는 ‘비이성성’은 

이성적 사유와 경험적 삶을 단절적 이분법으로 파악하는 신칸트학파의 견해, 특

히 본고가 2부에서 고찰한 리케르트의 입장을 상기시킨다. 하지만 후설이 말하

는 초월론적 사실성은 리케르트가 이성적 사유와의 대비 속에서 상정하는 비이

성적 실재로서의 경험이 아니라, 모든 초월론적 구성에 앞서 미리 주어져 있는 

절대적 사실성으로서의 원초적 경험, 또는 초월론적으로 구성하는 삶이 기초하

고 있는 절대적 근원성을 뜻한다. 본고가 4부에서 강조했던 것처럼 근원적으로 

절대적인 것은 바로 미리 주어져 있는 것으로서의 생활세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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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모든 [객관적] 학문이 그 어떠한 유보도 없이 세계에 관계되어 있다는 자명성, 

그리고 이러한 세계가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경험의 사실(Tatsache der Erfahrung)로서 전제

되어 있다는 자명성을 보게 된다.”(Hua VII, 55)

그렇다면 자명한 것으로 주어지는 생활세계는 어떤 의미에서 초월론적 경험

의 한계인가? 우리는 초월론적 주관으로서 세계를 구성하며 살아가지만, 그럼에

도 세계는 나의 구성에 앞서 존재하고 있는 것이며, 더욱이 나의 출생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존재해왔던 것이다. 세계는 이미 다른 주체들에 의해 상호주관적으

로 구성된 것으로서, 초월론적 주관으로서 나의 구성작업의 가능조건이자 한계

지평으로서 미리 주어져 있다.

한국어에서 ‘사실’로 번역하는 ‘fact’의 라틴어 어원은 ‘하다(do)’ 또는 ‘만들다

(make)’를 뜻하는 ‘facere’다. 그런 의미에서 근원적 사실성으로서의 세계는 내가 

태어나기 오래 전부터 상호주관적 구성의 정신적 작업수행에 의해 ‘이미 만들어

져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성은 본질필연성과 대비되는 맥락에서 한낱 우연

적인 것이 아니라, 본질필연성과 우연성의 대립을 넘어서 있으면서도, 오히려 

본질필연성 및 사실성에 대한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절대적으로 근원적인 의미

에서의 사실성이다.210) 초월론적 세계구성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러한 사실성은 

상호주관적으로 형성된 문화세계의 역사적 지평을 의미한다.

요컨대 우리는 생활세계에 함축되어 있는 역사적 지평의 발견이 후설로 하여

금 역사적 세계관에 대한 입장을 변화시키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말

할 수 있다.211) 왜냐하면 ‘근원적-사실성’은 곧 ‘역사성’이기 때문이다. 즉 생활

세계가 상호주관적 구성의 역사적 산물이라는 통찰로 인해 후설의 현상학에서 

‘사실성’의 의미가 획기적으로 변경되었던 것이다. 이렇게 초월론적 세계구성의 

관점에서 사실성의 의미가 변함에 따라 우리는 근원적 사실성으로 주어져 있는 

생활세계에 대해 다시 사실적 탐구와 본질적 탐구를 구분하는 것이 가능하다.

210) “나는 나의 사실적 존재(mein faktisches Sein)를 넘어설 수 없으며, 또한 거기에 지

향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공동존재인 타인, 그러니까 절대적 현실성(absolute 
Wirklichkeit)을 넘어설 수도 없다. 그 절대적인 것은 자신 안에 그 자체로 근거를 가

지고 있으며, 자신의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깊은 존재(grundloses Sein) 속에서 자신

의 절대적 필연성(absolute Notwendigkeit)을 하나의 ‘절대적인 실체’로서 가지고 있다. 
그 필연성은 우연적인 것을 열어 놓는 본질필연성이 아니다. 모든 본질필연성은 그 

[절대적 실체가 지닌 근원적] 사실성의 계기[일 뿐]이다.”(Hua XV, 386)
211) 실제로 후설은『이념들1』에 덧붙인 수정의견에서 분명한 자기비판의 어조로 1913

년 당시만 해도 세계현상(Weltphänomen)의 의미를 분명히 깨우치지 못했다고 술회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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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문화세계에 대해 가능한 탐구는 위와 같은 사분면으로 정리할 수 

있다. 실제로 후설은 (Ⅲ)사실성의 관점에서 문화세계의 초월론적 구성을 논의

할 가능성을 제대로 보지 않은 것 같다. 왜냐하면 철학자로서 그는 초월론적 현

상학이 그 자체로 본질학이어야만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212) 후설이 더 관

심을 쏟았던 것은 (Ⅳ)였다. 근원적 사실성으로서의 생활세계에 대한 본질적 탐

구는 본질의 관점에서 문화세계의 초월론적 구성을 탐구하는 초월론적 현상학

으로 전개되며, 우리는 이것을 생활세계의 본질구조에서 출발하여 초월론적 상

호주관적 세계 구성의 본질을 묻는 탐구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4부에서 고찰한 것처럼, 후설이 언급하는 생활세계는 특정한 사회적-문화적 

공동체를 전제한 사실로서의 생활세계가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공통적인 생활

세계의 ‘아프리오리’, 즉 ‘형상적 환원’을 통해 주어지는 생활세계의 본질을 의

미한다. 앞서 주어진 것으로서 무한히 함축된 지평들의 지평이라는 세계의 구조

는 어느 특정한 사회적-문화적 세계에만 국한되는 내용이 아니라 모든 세계에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것’이다. 그러므로 후설이 문화세계마다 내용적으로 

212) 하지만 사실과 본질의 구분이 주어진 세계를 객관적으로 전제하는 경험적 탐구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세계의 구성을 탐구하는 초월론적 현상학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Ⅲ)은 후설의 현상학 체계 내에서 다른 방식의 탐구가 대체하는 

것이 불가능한 고유한 의의를 지닌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탐구가 후설의 현상학적 

학문체계 내에서 딜타이의 역사적 세계관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이론적 여지를 마련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세간적-자연적

(mundan-natürlich)

(Ⅱ)
세계의 사실에 대한

(Ⅰ)
세계의 본질에 대한

사실적

(faktisch)

경험적 학문 형상적 학문
본질적

(eidetisch)(Ⅲ)
세계의 사실에 대한

(Ⅳ)
세계의 본질에 대한

초월론적 현상학 초월론적 현상학

초월론적-현상학적

(transcendental-phänomenologis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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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역사적 세계관을 말하더라도, 문화세계를 구성하는 ‘본질구조’로서의 역사

적 지평은 보편적이다. 이렇게 특정한 사실적 내용에 국한되지 않는 생활세계의 

보편적 본질구조가 바로 그 위에서 다양한 문화세계가 각자의 고유한 수립될 

수 있는 ‘발생적 존재론’의 토대가 된다.213)

213) 후설 현상학에서 ‘존재론’이란 용어는 일의적이지 않다. 본고는 4부에서 현상학적 

학문구획을 고찰하면서, ‘형식적 존재론’과 ‘영역적 존재론’을 살펴보았다. 거기서 ‘존
재론’이란 자연적 태도에서 주어지는 세계를 전제한 채 사실적인 것에 대비되는 형상

적인 것, 즉 어떤 사태의 ‘본질’ 근거에 관한 학문을 의미했다. 하지만 6부에서 본고

가 언급하는 ‘존재론’은 초월론적 주관의 세계 구성에 관한 ‘본질학’을 의미한다. 따
라서 발생적 현상학적 관점에서 시간적으로 선행하여 주어진 세계나 대상이 새로운 

세계나 대상이 산출되는 발생적 근거가 되는 방식으로 초월론적 주관에 의한 세계 구

성이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그것을 ‘발생적 존재론’이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이다. 그
런 의미에서 본고가 말하는 ‘발생적 존재론’은 하이데거가 말하는 ‘존재론적 발생’의 

사태를 ‘본질’ 근거의 관점에서 다루는 학문으로 간주할 수도 있다. 후설의 ‘초월론적 

발생’과 하이데거의 ‘존재론적 발생’을 동일시하는 논의에 대해서는 이남인(2004), 
pp.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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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장 정신과학의 범례로서 역사학의 정초

본고는 초월론적 현상학의 두 가지 정초이념에 따라 2장과 3장에서 각각 정

적 현상학과 발생적 현상학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가 후설의 초월론

적 현상학에 관한 개괄적 이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정신과학의 현상학적 정초

라는 본고의 목표에 부합하는 것이 되려면, 실제로 정신과학에 대해 초월론적 

현상학이 어떤 방식으로 철학적 토대를 제공하는지 보여줄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고는 정신과학의 대표적인 분과인 ‘역사학’을 범례로 삼아214) 정적 현상학과 

발생적 현상학의 관점에서 정초를 시도한다.215)

1절 경험적 역사학과 현상학적 역사학

‘사실로서의 역사’를 탐구하는 정신과학의 한 분과학문으로서의 경험적 역사

학이다. 경험적 역사학은 역사적 세계가 객관적 탐구의 대상으로 주어져 있다고 

상정하면서, “그것이 실제로 어떻게 있었는지(wie es wirklich gewesen)”를 사실적

으로 밝히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216)(Hua VI, 382) 역사학자는 정신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조사하고 거기에서 인격적 주체들의 행위를 추적함으로써 

동기를 해명하는 방식으로 탐구를 진행한다. 하지만 역사학자는 세계에 대한 확

214) 정신과학의 다양한 분과 중 왜 ‘역사학’을 범례로 고찰하는지에 대해서 다음과 같

이 답하고자 한다. 본고는 바로 앞에서 발생적 현상학을 살펴보았고, 정신과학이 탐구

하는 정신적 세계가 상호주관적으로 구성된 역사적 지평을 함축하고 있음을 확인하였

다. 이러한 논의는 반드시 분과학문으로서의 역사학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며, 사회

학 등 다른 모든 정신과학에도 적용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학문이 모두 ‘정신과

학’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정신적 존재와 그에 의해 구성된 정신적 세계를 다루는 ‘보
편적 정신과학’으로서의 초월론적 현상학을 토대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초월

론적 주관이 역사적 삶을 지닌 한에서, 보편적 정신과학으로서의 초월론적 현상학은 

‘보편적 역사학’이기도 하다. 필자는 ‘보편적 역사학’으로서의 초월론적 현상학의 성

격이 경험적 정신과학의 대표적인 분과인 ‘경험적 역사학’과 비교하여 가장 잘 드러

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
215) 경험적 정신과학이 궁극적 토대인 초월론적 현상학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본질에 

관한 탐구인 영역적 존재론을 경유할 필요가 있다. 즉 역사학에 대한 현상학적 정초

가 체계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사실학으로서의 경험적 역사학이 우선 본질학으로

서의 역사학으로 전환된 다음, 거기서 해명되는 성과를 토대로 다시 초월론적 현상학

으로 전환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그러나 본고는 역사학의 영역 존재론을 본격적으로 

다루지 않는다. 6부와 관련해서 발생적 현상학과 정적 현상학이 더 중요한 해명의 과

제이도 하지만, 역사의 본질에 관한 분석이 초월론적 현상학적 분석과 서술상 분리될 

수 없다는 이유에서, 초월론적 현상학적 분석만으로도 역사의 본질을 드러낼 수 있다

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216) 후설이 여기서 “wie es wirklich gewesen”이라고 표현한 것은 그 의미를 새겨볼 때 

랑케가 역사학의 탐구를 통해 획득하고자 하는 인식의 목표로서 제시한 “wie es 
eigentlich gewesen”과 다르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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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한 믿음을 견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연적 태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즉 역

사학자는 자신이 탐구하는 세계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세계를 탐구하는 역사학

의 방법적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주제적 관심을 두고 있지 않은 것이

다.217)

물론 이에 대해 경험적 역사학은 다음과 같이 반박할 수 있을 것이다. 역사적 

사실에 대해 잘 알지 못하면서 역사학적 탐구를 수행한다는 현상학자의 말은 

어불성설 아닌가? 역사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것은 역사학자이며, 따라

서 역사학을 철학적으로 정초하려는 현상학의 시도는 오히려 역사적 사실에 대

해 먼저 배워야만 하는 것은 아닌가? 물론 과거의 어떤 ‘사실’에 대해 현상학자

가 역사학자보다 더 많이 더 정확하게 아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설령 

‘본질’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역사학자가 역사의 본질을 전혀 모른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역사학자가 역사를 탐구하기 위해서는, 비록 암묵적인 

양상에서나마 이미 어떤 식으로든 역사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아야만하기 때문

이다.

하지만 현상학적 역사학의 고유한 과제는 역사학자로 하여금 역사의 본질을 

완전히 명증적으로 의식하는 고양된 상태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역사학의 방법

적 본질에 대해서도 완전히 명료하게 자각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역사학자가 역사의 본질과 역사학의 방법적 본질을 완전히 명증적인 상태에서 

자각하게 되는 경우, 그는 이미 경험적 사실을 탐구하는 분과학문 연구자로서의 

역사학자가 아니라 초월론적 현상학자로서의 역사학자다. 왜냐하면 ‘현상학적 

태도변경’의 원리에 따라 역사의 본질이나 역사학의 방법적 주제에 대한 이론적 

관심은, 역사를 사실의 차원에서 탐구하는 경험적 역사학이 아니라, 오직 역사

를 본질의 관점에서 탐구하는 초월론적 현상학의 시야에서야 비로소 주어지기 

때문이다.218) 

217) “모든 사실적 역사는 이해할 수 없는 상태로 남아있다. 왜냐하면 언제나 사실들로

부터만 소박하고 곧장 결론을 추론해가는 사실적 역사는 그 추론들이 총체적으로 의

거하고 있는 보편적 의미토대를 결코 주제로 삼지 않으며, 그것에 고유하고 거대한 

구조적 아프리오리를 탐구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의 현재. 그리고 과거나 미래의 

모든 현재 그 자체 속에 놓여있는 보편적인 본질구조를 드러내 밝히는 것, 그리고 우

리가 살고 있으며 우리의 모든 인간성이 살고 있는 구체적인 역사적 시대를 본질적으

로 보편적인 그 총체적 구조 속에서 드러내 밝히는 것, 이것만이 역사를 참으로 이해

하는 일을 통찰하고, 그 본래의 의미상 학문적으로 만들 수 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생성되어 있음이나 생성과정 속에서 혹은 그것의 본질적 존재 속에 전통이나 전통으

로 계승된 것으로 모든 존재자를 포함하는 구체적인 역사적 아프리오리다.”(Hua VI, 
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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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후설이 초월론적 현상학의 관점에서 해명한 역사의 본질이 무엇인지 살

펴보기로 하자.『위기』의 한 부록인「기하학의 근원」은 기하학이라는 학문이 

생겨나게 된 근원적인 통찰을 해명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기하학은 땅에 대

한 모양을 획정하고 측량하려는 실천적 목적에서 출발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다

양한 단계의 정신적 작업을 수행함으로써 눈앞에 사실로서 주어져 있는 실재적

인 토지를 이념적 도형으로 변모시켜야만 한다. 기하학자는 이렇게 확보되는 이

념적 대상을 가지고 작업하면서, 명제, 증명, 정리, 공리와 같은 다양한 기하학

의 진리를 산출한다.

그런데 후설이 던지는 의문은 다음과 같다. 기하학적 진리는 그 진리를 최초

로 통찰한 기하학자의 고유한 작업수행을 통해 획득된 것 아닌가? 그런데 주관

적 체험에서 산출된 기하학적 진리가 어떻게 객관적인 진리로 보존될 수 있는

가? 즉 “어떻게 개인의 마음에서 생기는 본래의 근원으로부터 이념적 객관성으

로 나아가는가?”(Hua VI, 368-369) 후설의 물음은 수천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기하학 연구가 지속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를 겨냥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

리의 관심은 일찍이 기하학이 형성되고 그 후 수천 년간 전통으로 현존하였고, 

여전히 우리에게 현존하고 있으며, 생생하게 계속해서 연구 중인 가장 근원적인 

의미로 되돌아가 묻는 것이다.”(Hua VI, 366) 요컨대, 기하학적 진리를 근원적으

로 창출한 정신적 작업은 이미 오래전 누군가에 의해 수행된 것인데, 우리가 오

늘날에도 기하학을 연구하고 기하학적 진리를 승인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

인가?

후설은 근원적인 경험이 우선 한낱 주관적인 것을 벗어나 객관성을 획득하게 

되는 중요한 계기로 ‘타인지각’을 거론한다. 즉 타인과 더불어 언어적 공동체에 

속한 인간은, 주관적으로 구성된 이념적 형성물을 ‘말’로 표현함으로써 타인과 

공유할 수 있는 상호주관적인 존재로 만들 수 있다. 하지만 말에 의한 직접적 

의사소통을 인정하더라도, 사람이 자신의 원본적인 경험을 타인에게 완전하게 

전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여기에 ‘글’이 들어선다. “문서, [즉] 기록된 언어

의 표현이 갖는 중요한 기능은 그 표현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개인의 연설 

218) “‘그것이 실제로 어떻게 존재했었는가(wie es wirklich gewesen)’라는 정신과학의 과

제설정 속에서는 결코 주목되지 않았고 주제가 된 적도 없는 타당성의 토대, 즉 논란

의 여지없는 단적인 명증성이 지닌 타당성의 토대가 이미 놓여있는 것 아닌가? [왜냐

하면 만일] 이것이 없다면, 역사[적 탐구]라는 것 자체가 무의미한 시도일 [것이니 말

이다.]  일상적 의미에서 역사적으로 물음을 제기하고 제시하는 모든 것은 보편적 물

음의 지평으로서, 즉 명료하게는 아니지만 어떤 식으로든 함축되어 있는 확실성의 지

평인 역사를 이미 전제한다.”(Hua VI, 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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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이도 의사전달을 가능하게 만든다는 점, 즉 잠재적으로 형성되는 의사소통이

라는 점이다.”(Hua VI, 371) 

문서를 통해 남겨진 학문적 진리 자체는 이념적 존재로서 객관적인 것이다. 

하지만 이념적 존재는 “언어의 옷(Sprachleib)”을 입고 실재적 존재인 문서에 구

현되어 있다.(Hua VI, 369) 후대의 기하학자는 선대 기하학자가 문서로 남긴 기

하학의 명제, 정리, 공리들을 파악할 수 있다. 문서의 독해가 문자를 기계적으로 

따라가는 공허한 놀음이 아니라 실제로 누군가의 근원적 통찰과 정신적 작업수

행을 이해하는 일인 까닭은, 후대가 선대가 수행한 기하학적 증명을 반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즉 기하학적 진리는 이념적 대상이지만, 지금 

여기에서 감각적으로 구체화되는 반복의 행위를 통해 언제든 되살아날 수 있다.

여기서 “반복가능성(Wiederholbarkeit)”이라는 중요한 계기가 들어선다.(Hua VI, 

368) ‘반복’한다는 것은 단순히 기계적으로 따라해 본다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오히려 반복가능성은 과거에 근원적으로 산출된 명증적 진리로 소급할 수 있으

며, 그렇게 함으로써 과거에 근원적으로 획득된 정신적 작업수행의 원본적 명증

성을 현전화를 통해 복원함으로써 지금 여기에서 다시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즉 다시 처음부터 땅에 도형을 그려보는 작업에서 출발하지 않더라도,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러한 수고를 처음부터 되풀이할 필요가 없이, 우리는 과

거에 누군가가 자신의 고유한 체험을 통해 근원적으로 획득한 명증성을 언제든 

반복적으로 경험하여 통찰함으로써 그것을 객관적으로 타당한 진리로 승인한다.

이로써 우리는 기하학이라는 학문에 지속적인 진리의미를 필연적으로 부여할 

수 있었고 부여하였던 근원적인 의미, 즉 역사적 탐구의 본질을 발견한다.(Hua

VI, 385) 기하학의 이념적 진리가 수천 년의 시공간을 넘어 전승될 수 있는 것

은 바로 “근원적으로 고유한 재현행화(Reaktivierung)의 능력” 덕분인 것이

다.(Hua VI, 371) 재현행화란 타인지각과 언어적 의사소통 등을 매개로 형성된 

역사적 지평을 되물어감으로써, 과거에 원본적으로 수립되었으나 지금은 역사적 

지평으로 머물러 있는 근원적 명증성을 지금 여기에서 다시 우리의 것으로 만

들 수 있는 정신적 작업수행의 능력을 뜻한다.

2절 발생적 현상학 : 역사적 지평과 역사의식

그런데「기하학의 근원」이라는 제목이 다소 무색하게, 후설이 궁극적으로 논

하려는 내용은 기하학에 관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기하학은 인간이 생성하고 

산출한 모든 정신적인 것, 즉 문화세계에 존재하는 정신적 대상의 한 사례로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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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되고 있을 뿐이다. “이념적 대상은 문화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부류의 정신적 

산출물(geistige Erzeugnisse)을 뜻한다.”(Hua VI, 368) “‘문화(Kultur)’라는 명칭 아

래 주어진 모든 사태에 대해 경험사실로서 그것을 단적으로 이해하는 모든 것 

속에는, 이미 그것이 인간의 형성작용으로부터 나온 형성물(Gebilde)이라는 점을 

함께 의식하고 있다는 점이 보편적으로 타당하다.”(Hua VI, 379)

즉 문화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대상은 누군가의 정신적 작업수행을 통해 원본

적 명증성과 더불어 성취된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세월의 흐름 속에서도 사멸

하지 않았던 까닭은, 상호주관적 공동체가 그것을 공유하여 객관적인 것으로 만

들고 이념적 진리를 보존하여, 끊임없이 되새기는 재현행화를 통해 후대에 전수

하였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문화세계가 지닌 본질적 성격으로서 ‘전통(Tradition)’

의 의미가 도출된다. “문화세계 전체는 모든 형태상 전통에 근거하여 현존한다. 

이 형태들은 단지 인과적으로는 형성되지 않는다. 또한 우리는 전통이 인간의 

활동을 통한 우리 인간성의 공간 안에서,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형성된 전통이라

는 점도 알고 있다. 비록 사실적으로 우리가 그 특정한 출처나 이것을 성취한 

정신에 관해 일반적으로 아무것도 알지 못하거나, 혹은 거의 알지 못하는 것과 

다름없다 하더라도 말이다.”(Hua VI, 366)

후설이 강조하는 것처럼, 전승된 문화적 대상을 원본적으로 형성한 주체가 누

구인지를 특정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오히려 역사에서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

은 문화세계의 전통이 익명적 주체로서의 누군가에 의해 형성되었다는 점에 있

다. 그러니까 문화세계에 “익명성(Anonymität)”의 방식으로 함축되어 있는 상호

주관성의 지평이 바로 역사의 본질인 것이다.219) 누군가에 의해 원본적 명증성

과 더불어 창출된 정신적 산물은 문화세계의 역사적 지평으로 “침전(沈澱, 

Sedimentierung)”된다. 지평이 침전되는 역사적 과정은 세대가 거듭되고 경험이 

축적됨으로써 문화세계가 지닌 지층은 점점 두터워진다.

하지만 세월의 흐름에 따라 침전의 두께가 깊어진다고 해서 사멸해버리는 것

219) 문화세계가 지닌 익명성의 지평을 메를로-퐁티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문화적 세계

(le monde culturel)는 비록 애매하기는 하나 이미 현존하고 있다. 거기에는 인식해야 

할 사회가 있다. ‘객관정신(Esprit Objectif)’이 유적과 풍경에 거주한다. (…) 문화적 대

상에서 나는 익명성의 면사포 아래에 있는 타인들이 가까이 현존하고 있음을 느낀

다.”(PP, 405) 필자는 본고의 3부에서 딜타이의 해석학을 고찰하면서 메를로-퐁티의 

이 구절을 각주에서 인용한 바 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객관정신’이라는 개념에 강

조점이 있었던 반면, 여기서는 ‘익명성의 면사포’에 강조점이 있다. 면사포는 대상을 

보일 듯 말 듯 은폐하면서도 드러낸다. 그런 점에서 메를로-퐁티는 우리가 상호주관

적으로 구성된 문화세계의 역사적 지평에서 타인이 있음을 보기는 하되 익명적 존재

로 밖에 볼 수 없는 애매한 사태를 ‘면사포’에 비유하여 논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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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아니다. 왜냐하면 재현행화라는 인간이 지닌 보편적 능력에 의해 언제든 원

본적인 명증성을 복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Hua VI, 371-372) 문화세계의 정신적 

성취는 과거의 지평으로 밀려나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재현행화에 의해 언제든 

그 근원적인 의미가 생생하게 되살아날 수 있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부단히 명

맥(命脈)이 이어지는 전통과 더불어 문화세계 전체가 초월론적 상호주관적 현상

학의 구성적 통일체로 존립하는 것이다. 

  
“총체성으로 이해된 현재의 문화 전체는, [익명적이라는 점에서] 규정되지는 않았으나 

구조적으로는 규정된 보편성에서, 과거의 문화 전체를 함축한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현

재의 문화 전체는, 과거 당시에 현재였었던 그때그때의 문화들이 서로를 함축하는 과거

의 연속성을 함축한다. 그리고 이 전체의 연속성은 현재 – 우리의 현재이며, 흐르고 있으

면서도 머물러 있는 생생함에서 그 자체로 전통이 될 것 – 까지 전통으로 만드는 통일성

이다.”(Hua VI, 379-380)

그렇기 때문에 문화세계에서 등장하는 “새로운 것은 의미가 전승되어 전파되

는 통일로서 [이후에 출현하는] 또 다른 새로운 것의 기초가 된다.”(Hua VI, 373) 

즉 문화세계가 통일성을 지니면서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방식은 (…) 모든 성취

물이 지속적인 타당성을 지니게 되고, 각각의 현재에서 총체적 성취물이 이른바 

새로운 단계의 성취물에 대해 총체적 전제가 되는, 그러한 방식으로 총체성을 

형성하는 지속적인 종합이다.”(Hua VI, 367) “이러한 존재방식에서 [정신적 작업

수행의] 성과들은 시대를 통해 지속적으로 펼쳐진다. 왜냐하면 모든 새로운 획

득물은 다시 침전되며, 다시 [새로운] 작업수행의 소재가 되기 때문이다.”(Hua

VI, 378)

후설이 수행한 현상학적 분석은 “인간성과 문화세계의 상관적 존재방식을 지

닌 보편적 역사성(universale Historizität)의 총체적 문제와 이 역사성 속에 놓인 

아프리오리한 구조를 일깨운다.”(Hua VI, 378) 결국 ‘역사(歷史)’란 사회적 공동

체를 구성하는 여러 주체들이 과거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정서적 감정, 인식

과 판단, 가치평가와 목적의 설정, 의지와 실천적 행위의 다양한 차원에서, 상호

교섭을 통해 영향을 주고받으며 발전해 온 구성적 작업수행의 이력을 뜻한다. 

근원적으로 설립된 성취가 사회적 공동체가 공유하는 정신적 자산이 되고 세대 

간에 전승됨으로써, 상호주관적 문화세계는 켜켜이 축적되는 의미의 층들을 역

사적 지평으로 함축하게 된다. 요컨대 후설은 현상학적으로 역사의 본질을 다음

과 같이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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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란 본디 근원적인 의미형성과 [그렇게 형성된 의미의] 침전화가 서로서로 얽혀드

는 살아있는 운동에 다름 아니다(Geschichte ist von vornherein nichts anderes als die 

lebendige Bewegung des Miteinander und Ineinander von ursprünglicher Sinnbildung und 

Sinnsedimentierung).”(Hua VI, 380)

독일어에서 ‘역사(Geschichte)’라는 단어가 지닌 두 가지 어원이 후설이 해명한 

역사의 본질을 잘 드러낸다. 우선적으로 언급할 수 있는 ‘역사’의 첫 번째 어원

은 ‘일어남(Geschehen)’이다. 역사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일어난 것에 관계한다. 

하지만 무수히 많은 일어난 것들의 집합을 역사라고 하지는 않는다. 무수히 많

은 일어난 것들 중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 더욱이 오늘날까지 전승됨으

로써 부단히 생생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의미에서 특별히 중요한 것에 대해

서만 역사를 말한다. 즉 상호주관적으로 구성되는 문화세계에서 ‘근원적으로 수

립되는 것(Urstftung)’, 그렇게 함으로써 문화세계의 이전과 이후를 가르는 획기

적인 것이 역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

하지만 ‘일어남’이라는 어원은 역사를 마치 선형적 진행처럼 간주하는 오해의 

여지를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여기에는 두 번째 어원을 통해 의미가 보강되어

야만 한다. 그것은 바로 ‘층(Schicht)’이다. ‘층(層, stratum)’이라는 어원은 역사가 

단순히 선형적으로 진행되는 연대기적 서사가 아니라, 그 아래에 침전되어 있는 

지층의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는 고고학적 함의를 반영한다.220) 즉 문화세계가 

지닌 역사성은 시간의 흐름과 함께 단순히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과거

의 토대 위에서 새로운 것이 출현하고 그것은 다시 과거로 침전됨으로써 그 위

에서 또 다른 새로운 것이 창출될 수 있는 토대가 되는, 발생의 관점에서 수많

은 층들로 이루어진 지평의 본질구조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221)

220) Makkreel, R. A.(1975), p.98.
221) 예를 들어, 쌀을 주식으로 하는 한국의 음식문화를 살펴보자. 세계적으로 벼를 재배

할 수 있는 고온다습의 기후분포가 제한적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음식문화에서 쌀은 

주식으로서 핵심적인 위상을 가진다. 단적으로 조선인들이 일제의 강점을 피해 간도

(間島)로 이주하여 개간(開墾)을 통해 벼농사를 정착시킨 것이 대표적이다. 이것은 인

류의 농업사에서 획기적인 것으로 평가받는 중요한 의의를 지닌 역사적 사건이다. 왜
냐하면 척박한 간도로 이주한 조선인들이 당시 지리학계에서 정설로 통용되던 수도작

(水稻作) 가능지역의 북방한계선을 끌어올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을 단지 하나의 

단편적 사실로 아는 것은 ‘몰(沒)역사적’ 이해에 지나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는 발생

적 토대로서 그러한 성취가 가능했던 역사적 지평을 물어야만 한다. 즉 한반도에 살

았던 사람들은 기후적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오랜 세월 수많은 시행착오 속에서 다양

한 농업기술을 개량하고 발전시켜 왔으며, 이렇게 축적된 문화적 역량이 역사적 지평

을 형성함으로써 척박한 자연환경에서도 벼를 재배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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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속한 문화세계의 정신적 산물이 정확히 누구에 의해 어떻게 생성된 

것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역사적 지평은 익명성을 본질로 갖는다. 그런데 

‘특정한 어느 누구’를 적시할 수 없다는 익명적 성격으로 인해, 오히려 역사적 

문화세계를 구성하는 주체는 ‘어느 누구라도’ 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 ‘모두’의 

것이다. 즉 문화세계의 진정한 주체는 상호주관적 공동체로서, 거기에는 단지 

지금 여기에서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동시대인만이 아니라, 과거에 살았던 모든 

구성원과 앞으로 살아갈 모든 구성원인 것이다. “그러므로 비록 그것에 관해 명

확하게 규정된 것을 조금밖에 알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 안에 있는 모

든 것이 역사적인 것이 되는 역사적 지평(historischer Horozont)에 서 있다.”(Hua

VI, 378)

후설에 따르면 “이성(Verninft)은 인격적 활동이나 습득성 속에서 살아가고 있

는 존재인 인간의 종적(種的) 특성이다. 인격적 삶으로서의 이러한 삶은 발전의 

끊임없는 지향성 속에서 끊임없이 생성됨(Werden)이다.”(Hua VI, 272) 그러므로 

이성적 존재인 인간은, 자신이 과거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시간적 흐름에 따

라 전개되면서 성장해 온 발전의 과정 속에서 지향적으로 구성한 세계의 층들

인 역사적 지평을 되물어갈 때에만, 진정한 의미에서 이성적인 존재로 거듭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가다머가 적절하게 지적한 것처럼,

“역사의식은 [자기] 성찰의 한 방식으로서, 자기 자신으로 회귀하고 전통으로 회귀할 

줄 아는 [의식이다.] 즉 자기 자신의 역사에서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것으로, 역사의식은 

자기인식의 한 방식이다.”(WM, 94)

그러므로 진정한 의미에서 ‘역사이성비판’은 객관적으로 주어진 사실 내지 경

험적 자료로서의 ‘역사에 대한 이성적 비판’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이성이 스스

로 걸어온 정신적 발자취를 되돌아봄으로써 자신을 성찰하는 ‘이성에 대한 역사

적 비판’이다. 후설의 초월론적 상호주관성의 현상학이 ‘보편적 정신과학’으로서 

다. 따라서 한국 음식문화에서 쌀은 마트에서 선택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 다양한 식

재료 중의 하나가 아니다. 거기에는 주어진 자연환경을 극복하면서 수립한 문화세계

의 역사적 지평이 오롯이 함축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반도에서 쌀을 누가 가장 먼저 

재배했는지, 농법을 개량한 것이 누구인지를 개별적인 사실로서 아는 것은 오히려 부

차적이다. 우리의 관심에서 중요한 것은, 상호주관적으로 구성된 문화세계가 익명적인 

역사적 지평을 함축하고 있으며, 그러한 토대 위에서 우리가 쌀을 주식으로 삼는 생

생한 문화 속에서 여전히 살아가고 있다는 점이다. 만약 이러한 역사성의 본질구조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후설이 비판하는 것처럼 껍데기만 남은 “의미가 공동화

(空洞化)된 전통(sinnentleerte Tradition)”에 다름 아닐 것이다.(Hua VI, 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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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에 대해 의미를 지니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다. 왜냐하면 후설의 초

월론적 현상학은 구성적 기능을 수행하는 초월론적 의식의 보편성에 근거하여 

모든 존재하는 것을 역사적 지평으로 회부하기 때문이다.

3절 정적 현상학 : 역사적 타인지각과 역사인식

하지만 초월론적 현상학의 관점에서 가다머의 진술은 일면적인 타당성을 지

닐 뿐이다. 역사의식이 자기인식의 한 방식인 것은 맞지만, 역사의식이 자기인

식의 전부는 아니기 때문이다. 역사의식을 통해 역사적 존재로서의 나를 더 잘 

알게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역사의식이 그 자체로 역사학적 인식인 

것은 아니다. 역사학이 추구하는 인식은, 우리가 정신적 삶의 근원적 조건으로

서 문화세계에 함축되어 있는 역사적 지평을 의식하는 것으로 만족할 수는 없

다. 왜냐하면 역사적 지평에 대한 의식이 역사학적 탐구를 가능하게 하는 필요

조건이라고 하더라도, ‘역사의식(historisches Bewußtsein)’ 자체가 곧 ‘역사인식

(historisches Erkenntnis)’인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후설 현상학에서 ‘의식(Bewußtsein)’은 넓은 의미에서 모든 가능한 체험 일반

을 일컫는 개념인 반면, ‘인식(Erkenntnis)’은 다양하게 가능한 체험 중 오직 ‘진

리체험’을 지칭하는 좁은 의미의 개념이다. 즉 인식은 막연하고 암묵적인 의식

이 아니라 완전히 고양된 의식 속에서 명료한 방법에 의해 인도되는 앎, 즉 진

리의 체험인 것이다. 따라서 역사학자는 정신적 세계에서 상호주관적으로 구성

된 역사적 지평에 회부함으로써 자신이 역사적 존재라는 사실을 자각하는 ‘역사

의식’을 가져야 할 뿐만 아니라, 명증의 원리에 따라 그렇게 해명되는 과거의 

지평에 대해 타당성의 관점에서 진리판단을 수행함으로써 ‘역사인식’에 도달해

야 한다. 즉 역사학적 탐구는 존재론적 토대로서의 발생적 현상학과 인식론적 

토대로서의 정적 현상학을 함께 요구하는 것이다.

역사학적 탐구의 자료는 문서로 남겨진 사료나 문화재와 같은 유물이다. 그런

데 이러한 대상은 과거의 누군가에 의해 근원적인 명증과 더불어 구성된 정신

적 작업수행의 산물이다. 따라서 문서나 문화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지

시하고 있는 과거의 어떤 사태나 또는 누군가에 의해 체험된 근원적 의미를 되

물어가야만 한다. 즉 정신적 세계가 지닌 역사성은 “방법적으로 물어봄으로써 

드러나게 될 자신의 본질구조를 지니고 있다.”(Hua VI, 378) 역사적 이해는 문화

세계가 품고 있는 층의 구조를 되물어감으로써 해명할 수 있는 “보편적인 지평

적 앎, 그 본질구조에 따라 체계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함축적 앎”이다.(Hua 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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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2) 이것이 바로 역사적 탐구의 본질을 규정한다. 즉 역사적 탐구는 지평으로 

침전되어 있는 암묵적인 근원적 명증성을 밝히는 것이다.(Hua VI, 380) 문화세계

에 대한 역사적 탐구가 가능한 것은 바로 우리가 “반성할 수 있는 명증적 능력, 

즉 지평을 기대할 수 있고 지평 속에서 설명하면서 천착해갈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Hua VI, 383)

그렇다면 후설이 말하는 명증성과 더불어 지평을 천착해 가는 반성적 능력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역사적 타인지각(historische Einfühlung)”이다.222) 역사학

적 탐구의 목표란 정신적 세계에 함축되어 있는 상호주관적으로 구조화된 역사

적 지평을 해명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타인을 이해하는 것이다. 역사적 세계가 과

거에 살았던 타인들에 의해 형성된 것임을 전제할 때, 연구자는 과거의 타인들

을 파악하기 위한 ‘추체험(Nacherleben)’에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타

인의 체험에 지향적 동기들을 부여한 구조연관을 되물어 가면서 과거를 해명해 

가는 “추이해(Nachverstehen)”의 체험을, 후설은 지금 여기서 인격적 주체를 알아

보는 ‘타인지각(Einfühlung)’과 구분하여 ‘역사적 타인지각’이라고 부른다.

우리는 여기서 딜타이와 후설이 과연 동일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단적으로, 후설의 ‘역사적 타인지각’과 딜타이의 ‘추체험’은 동일한 

것인가? 언뜻 보면 딜타이와 후설이 동일한 사태를 논하고 있으며, 따라서 딜타

이와 후설에게서 ‘Einfühlung’ 역시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본고는 양자를 엄밀하게 구분함으로써 정신과학의 방법론을 정초하는 

문제에서 딜타이의 삶의 철학과 후설의 현상학 사이에 근본적이고도 결정적인 

차이를 드러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223)

2부에서 고찰한 것처럼 딜타이는 ‘Einfühlung’을 통해 타인의 체험의 연관으로 

‘전위’함으로써 정신적 세계에 대한 이해가 수행된다고 보았다. 딜타이에 따르

222) “내가 이른바 ‘역사적 타인지각’을 통해 나 자신을 타인에게 옮기고, 그들과 더불어 

살며, 더불어 결정을 내리고, 또 그들에 동의하는 것이 실제로 가능하다면, 이것은 추

이해와 다른 식으로 가능할 수 있을까?”(Hua XV, 233 각주2)
223) 필자는 이러한 점에서 가다머의『진리와 방법』이 취하고 있는 기본 입장에 동의하

지 않는다. 첫째, 가다머는 ‘역사의식’을 강조하면서 ‘역사인식’의 측면을 도외시한다. 
즉 발생적 현상학의 측면만 보고 정적 현상학의 측면의 의의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
러나 필자는 정신과학이 이성에 기초한 ‘학문’으로 존립하려면 ‘존재론적’ 기초뿐만 

아니라 ‘인식론적’ 기초도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둘째, 가다머는 존재론의 입장에서 

인식론 내지 방법론을 비판하면서, 딜타이와 후설을 동일한 논리로 비판한다. 그러나 

필자가 보기에 딜타이와 후설 사이에는 적지 않은 차이가 있다. 본고가 4부와 5부에

서 그 차이를 제시한 바 있지만, 6부에서는 역사학의 방법이라는 관점에서 후설의 

‘역사적 타인지각’과 딜타이의 ‘추체험’의 차이를 초월론적 현상학의 관점에서 논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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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역사적 세계는 다른 정신에 의해 산출된 ‘객관정신’이다. 정신과학이 객관정

신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정신은 다른 정신을 알아볼 수 있다는 ‘동형성의 원

리’에 의해 연구자가 과거의 타인의 삶을 ‘추체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

으로 볼 때, 딜타이가 주장하는 객관정신으로서의 역사적 세계와 동형성의 원리

에 따른 이해의 방법으로서의 추체험은, 후설이 정신적 세계의 역사적 지평을 

되물어가는 ‘역사적 타인지각’의 방법과 전혀 다르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필자가 문제를 제기하는 핵심은 딜타이가 겨냥한 ‘사태’가 후설이 겨

냥한 ‘사태’와 다르지 않다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두 철학자가 공히 주제로 

삼고 있는 동일한 사태에 대해 누가 더 명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이론적 해

명을 제시하였는가에 있다. 그런 점에서 필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측면에서 

딜타이의 ‘추체험’이 지닌 한계를 지적하고 후설의 ‘역사적 타인지각’이 지닌 우

위를 옹호할 것이다.

첫째, 필자는 딜타이가 ‘추체험’이라고 부르는 개념이 실상 후설 현상학의 개

념에 비추어 볼 때 ‘직관’이 아니라 ‘유비추리’라고 생각한다. 다시 말해 딜타이

는 추체험을 말하고 있으나 그 체험은 직관적 체험이 아니라 추론적 체험이다. 

이러한 차이는 정신과학의 방법론적 토대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특히 정적 현상

학의 관점에서 역사학적 인식의 타당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왜

냐하면 ‘직관’으로서 후설의 ‘역사적 타인지각’은 지향적 체험의 종적 본질에 따

른 고유한 ‘명증성’을 지니고 있지만, ‘추론’으로서 딜타이의 ‘추체험’은 명증이

라는 체험의 기초 위에서만 수행될 수 있는 고차적인 작용이기 때문이다.

물론 딜타이는 이해에서 ‘고차적 이해’와 ‘기초적 이해’를 구분함으로써 추론

적 사유가 강조되는 되는 해석인 ‘고차적 이해’에 대해 직관적 성격이 강조되는 

해석으로서 ‘기초적 이해’를 언급하기는 한다. 그러나 딜타이가 스스로 언급하

는 것처럼, 이러한 기초적 이해 역시 ‘유비추론’의 성격을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한다. 이러한 사정은 추체험에 대해서도 예외가 아니다. 과거의 사태를 이해

하기 위해서는 사태를 해석해야 하는데, 그 해석은 유비추론의 성격을 지닌다.

반면 후설의 역사적 타인지각은 직관적 체험의 종으로서 고유한 명증의 구조

를 지닌다. 타인지각에서 타인의 신체로부터 타인의 인격을 추론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역사적 타인지각에서도 문서나 문화재에서 역사적 타인을 ‘추론’하는 

것은 아니다. 역사적 타인은 이미 거기에 깃들어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지각’

된다. 일단 역사적 타인이 직관적으로 의식에 주어져야, 그것을 기초로 그의 근

원적 체험을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다. 즉 추론이란 직관이라는 더 낮은 단계



- 318 -

의 기초 위에서 수립되는 높은 단계의 의식작용이며, 추론을 통한 인식적 타당

성은 명증성의 기초를 직관에서 길어낼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딜타이의 추

체험은 후설의 역사적 타인지각을 전제한다.

둘째, 위와 같은 사정은 역사적 세계의 ‘지평’을 이해하는 데에서도 무관하지 

않다. 필자는 이제까지 딜타이가 객관정신으로서의 역사적 세계를 시야에 드러

낸 업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딜타이가 ‘역사적 지평’이라는 개념을 제시한 

것처럼 서술해왔다. 그러나 적어도 필자의 제한된 독해 범위에서 볼 때, 딜타이

는 몇 차례 ‘지평’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긴 했지만, 결코 그 용어를 자신의 철학

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이론적 개념으로 제시한 적이 없다.

이것은 딜타이가 지평의 현상을 보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필자

는 딜타이가 역사적 세계를 탐구하면서 지평의 현상을 비록 암묵적인 양상에서

나마 통찰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가다머 역시 딜타이가 역사적 세계에서 지평

을 보았다고 평가한다. 하지만 딜타이를 그런 방식으로 해석하는 것과 딜타이 

자신이 명료한 의식 속에서 지평의 개념을 제시했다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

다. 이것은 후설이 초기부터 ‘지평’의 개념을 염두에 두면서 발생적 현상학을 

통해 ‘지평’을 초월론적 현상학의 중심적인 개념으로 삼았던 것과 비교하면 단

적으로 대비된다.

후설에게서 역사적 지평이란 상호주관적 구성의 성취물이다. 그런데 역사적 

지평은 세계의식이라는 지향적 의식 속에서 직관적으로 체험되는 사태다. 즉 상

호주관적 구성의 산물인 역사적 지평은 타인지각과 역사적 타인지각을 통해서 

나의 의식에 직접적으로 주어진다. 후설이 상호주관성의 현상학으로서 모나드론

을 전개하면서, 비록 익명적이고 미규정적 앎의 방식이긴 하나 나와 타인이 서

로가 삶의 장에 공존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에

서 타인의 체험이 지닌 근원적인 명증성을 재현행화 하는 방식으로 지평을 되

물어가는 후설의 역사적 타인지각은 직관적 체험일 수 있다. 왜냐하면 나와 역

사적 타인의 체험이 근원적인 초월론적 상호주관성의 삶에서 이미 지향적 함축

의 방식으로 통일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딜타이의 역사적 세계는 타인의 삶이 표출된 것으로서의 ‘객관정신’이

다. 딜타이는 ‘객관정신’을 언급함으로써 정신적 세계의 모든 존재가 역사적 존

재이며, 개별적인 것이 결국 공동적인 것의 담지자라는 점을 보여주었다. 그런 

점에서 딜타이는 비록 ‘상호주관성’이라는 개념을 사용한 것은 아니지만, 내용

적으로는 후설이 ‘상호주관성’이라고 부른 사태를 겨냥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



- 319 -

한 점을 인정하더라도, 필자는 딜타이의 객관정신이 후설의 상호주관성과 완전

히 일치하는지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 왜냐하면 후설의 상호주관적으로 구

성된 역사적 지평은 지향적 함축의 방식으로 얽혀 있는 삶의 통일체로서, 내가 

직관을 통해 타인에게 접근하는 것이 가능한 체험이지만, 딜타이의 객관정신은 

‘직관’이라는 체험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딜타이의 추체험은 유비추론과 전위에 의해 타인을 ‘해석’하는 것이다. 딜타

이는 전위와 해석의 가능근거로 ‘정신의 동형성’을 제시한다. 정신의 동형성은 

나와 타인이 모두 정신적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타인을 이해할 수 있다는 원리

다. 그런데 필자가 보기에 이것은 일종의 ‘형이상학적 근거’지, 직관적 체험의 

근거로서의 ‘명증’은 아니다. 즉 필자의 견해에 따르면 딜타이의 ‘객관정신’이나 

‘정신의 동형성’은 아직 형이상학적 전제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지 못했다. 

왜냐하면 역사적 지평 속에서 명증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상호주관적 삶의 통

일성이 제시되지 않기 때문이다.

셋째, 스타이티는 후설의 ‘역사적 타인지각’에 대해 딜타이의 ‘추체험’이 지닌 

한계가 구성적 능력이 결여된 ‘Einfühlung’의 성격에서 기인한다고 지적한다. 딜

타이의 ‘Einfühlung’에 의해 파악되는 타인에게는 구성적 기능이 없는 반면, 후

설은 ‘Einfühlung’에 의해 파악되는 타인에게서 구성적 기능을 발견했다는 것이

다.224) 그러한 이유에서 딜타이에게 정신적 세계는 일종의 해독해야 하는 ‘텍스

트’의 지위를 갖는다. 딜타이는 심리학에서 해석학으로의 전회를 수행함으로써, 

자신을 타인에게로 전위할 수 있는 ‘Einfühlung’의 능력으로서의 이해를, 문자에 

의해 고정된 삶의 표현들에 대한 이해라는 명확한 의미를 가진 해석으로 논의

의 무게중심을 옮긴다. 이에 따라 해석학은 문자나 문자와 동등한 다른 기록방

법에 의해 고정된 것들과 같은 기호들을 근거로 심리적 체험의 연관이나 구조

화된 전체를 재현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타인의 정신적 삶의 직접적인 표현을 

통하여 타인의 정신적 삶을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오직 객관화된 기호들을 

해석함으로써만 타인의 정신적 삶을 재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225)

사정이 그러하기 때문에 타인의 삶이 표현된 객관정신은 해석을 기다리는 객

관적 자료라는 점에서 전승된 문헌이나 유물과 존재론적 위상이 근본적으로 다

르지 않다. 즉 타인의 삶이 객관적으로 표현된 것이기는 해도, 여전히 타인의 

삶은 정신과학 연구자의 주관에 대해 마주해 있는 객관적인 것이다. 그렇기 때

224) Staiti, S. A.(2014), p.195.
225) 리쾨르, P.,『텍스트에서 행동으로』, 박병수․남기영 편역, 아카넷, 1986, pp.9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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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연구자인 나의 주관적 해석과 객관적으로 주어진 것이 어떻게 무리 없이 

조화되고 일치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즉 심리학에 근거

를 둔 해석학으로서 딜타이가 치러야만 하는 대가는, 해석학 이론의 궁극적인 

정당화가 여전히 심리학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객관성은 불가피한 문제인 동시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남는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것처럼, 후설에게서 정신적 세계는 나와 타인이 함께 구

성하는 상호주관적 세계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의문은 근본적으로 들어설 여지

가 없다. 상호주관적으로 구성된 정신적 세계는 원리상 주관에 대해 객관적으로 

주어진 자료일 수가 없다. 왜냐하면 역사적 세계는 지향적 함축의 방식으로 나

의 세계와 타인의 세계를 포괄하는 근원적인 존재이기 때문이다. 즉 후설은 ‘지

평’의 현상을 통찰하고 정신적 세계가 ‘지평들의 지평’임을 보임으로써, 역사적 

세계가 한낱 주관적 해석을 기다리는 무기력한 과거의 텍스트가 아니라, 상호주

관적 삶이 지평으로 얽혀 있는 생동하는 장(場)임을 보여주었다.

상호주관적으로 구조화된 역사적 세계의 지평 현상을 통찰함으로써, 후설의 

역사적 타인지각은 딜타이의 추체험과 인식론적 측면에서 차별화된다. 딜타이는 

막연하게 정신의 동형성에 근거하여, 연구자의 주관이 과거의 타인의 삶을 이해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정신은 정신을 

알아본다는 형이상학적 이유 때문이라기보다는, 실제로 나의 삶에 이미 타인의 

삶이 함축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정신과학의 연구자가 객관정신에 대해 해석을 

가하기에 앞서서, 직관적으로 주어지는 상호주관적 삶의 장이 이미 해석의 가능

조건으로 펼쳐져 있는 것이다. 후설의 초월론적 현상학은 딜타이가 미처 고려하

지 못한 ‘지평’의 현상을 통해서, ‘보편적 정신과학’으로서 존재론과 인식론의 

측면에서 정신과학의 궁극적인 토대를 마련할 수 있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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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장 기존의 초월론적 철학에 대한 비판적 고찰

이상으로 본고는 초월론적 현상학의 두 차원인 ‘정적 현상학’과 ‘발생적 현상

학’을 살펴보았다. 초월론적 현상학이 해명해야 하는 과제는 초월론적 주관에 

의한 세계의 구성인데, 세계는 ‘인식적 타당성’과 ‘존재론적 발생’이라는 두 정

초관계에 따라 구성된다. 이에 대한 해명을 통해 다양한 차원에서 층의 구조를 

통해 입체적으로 드러나는 노에시스-노에마 상관관계는, 인격적 주체와 그가 몸

담고 살아가는 정신적 세계의 총체적 구조연관을 조망하고 이해하는 데에 도움

을 준다. 그런 점에서 초월론적 현상학은 인격적 주체와 사회적-문화적-역사적 

세계를 탐구하는 경험적 정신과학에 궁극적인 학문적 토대를 제공한다.

그런데 본고는 2부와 3부에서 각각 신칸트학파와 딜타이 역시 ‘초월론적 철

학’의 관점에서 시도한 정신과학의 정초의 작업을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제기되는 과제는 신칸트학파 및 딜타이의 초월론적 철학에 대해 후설

의 ‘초월론적 현상학’이 갖는 의의를 밝히는 일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의의가 

드러날 때에만 초월론적 현상학이 어떤 점에서 정신과학에 대해 더 타당하며 

궁극적인 철학적 기초가 되는지도 해명되기 때문이다.

본고는 이미 4부 생활세계의 현상학과 5부 현상학적 심리학에서 일정 부분 

신칸트학파와 딜타이에 대한 현상학적 비판을 수행한 바 있다. 그러나 거기서는 

학문의 구획과 방법론에 비판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전혀 무관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정초’가 중심이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신칸트학파와 딜타이의 초월론적 철학이 추구하는 정초의 이념을 검토할 것이

다. 이렇게 함으로써 본고는 신칸트학파와 딜타이의 철학이 세계를 구성하는 근

원적인 초월론적 주관성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초월론적 현상학

의 궁극적인 의의를 드러낼 것이다.

1절 신칸트학파의 초월론적 철학에 대한 현상학적 비판

초월론적 철학으로서의 신칸트주의의 성격은 빈델반트보다는 리케르트에게서 

더욱 확실하게 드러난다. 빈델반트의 관심은 학문의 분류에 있었지만, 리케르트

는 칸트의 초월론적 철학으로 회귀하여 학문의 가능조건을 규명하고 인식을 정

당화하는 데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다. 즉 객관적으로 타당한 경험적 인식의 

선험적 원리와 가능조건을 규명하려 했다는 점에서 리케르트는 칸트의 충실한 

후계자인 것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리케르트의 초월론적 철학이 후설의 초월론적 현상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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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성 정초라는 정적 현상학의 이념을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왜냐

하면 경험적 인식의 타당성의 조건을 반성을 통해 초월론적 주관에서 구명하려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필자는 리케르트의 철학과 후설의 초월론적 현상학이 

‘초월론적 동기’라는 일반적인 의미에서 느슨한 이념만을 공유할 뿐, 양자는 근

본적으로 전혀 다른 철학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측면을 

비교해 봄으로써 결정적으로 드러난다.

신칸트주의와 현상학은 주요 철학적 개념을 완전히 다른 의미로 사용한다. 칸

트주의에서 ‘경험’은 전적으로 ‘직관’에 의해 주어지는 ‘감각내용’에 국한되며, 

‘지성’은 이러한 감각에 ‘사유’의 ‘선험적’ 형식을 덧씌움으로써 인식을 성립시

킨다. 이렇게 인식을 가능하게 하는 주관의 능력을 ‘초월론적’이라고 부른다. 그

러나 필자가 앞서 계속 논의해 온 것처럼, 후설 현상학에서 ‘경험’은 감각적 경

험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수준에서 다양한 종류의 지향적 작용들을 

가리키는 넓은 개념이다. 가령 경험에는 감각뿐만 아니라 지각, 사유 등 다양한 

종류의 지향적 작용이 해당된다. 즉 지향적 상관관계에 따라 모든 종류의 가능

한 사태가 의식에 주어지는 모든 종류의 직관을 경험, 또는 체험이라고 부른다.

이로써 ‘경험’과 대(對)가 되는 ‘선험’의 개념도 달라진다. ‘선험적인 것’은 모

든 경험적인 것에 앞서는 것이다. 따라서 정의상 칸트주의에서 선험적인 것은 

경험될 수 없다. 그러나 현상학에서 선험적인 것은 전혀 다른 뜻을 갖는다. 선

험적인 것은 사실적인 것과 대비되는 ‘형상적인 것’ 또는 ‘본질’을 가리킨다. 형

상적인 것이 사실적인 것의 본질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일정 부분 경험에 선행

한다는 의미를 인수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선험적인 것이 경험될 수 없는 것

은 아니다. 왜냐하면 형상적인 것 또는 본질은 의식에 주어질 수 있는 사태의 

일종이며, 따라서 본질직관이라는 지향적 의식을 통해 언제든 경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초월론적’의 의미도 미묘하게 다르다. 칸트주의에서는 인식을 

가능하게 하는 주관의 능력을 ‘초월론적’이라고 부른다. 물론 후설의 현상학도 

‘초월론적’은 인식을 가능하게 하는 주관의 능력이라는 의미를 공유한다. 하지

만 칸트주의에서 초월론적 주관이 경험 세계 ‘너머에’ 있는 것과 달리, 현상학

에서 초월론적 주관은 세계 ‘너머’에 있는 동시에 세계 ‘안에’ 있다. 세계 안에 

있는 경험적 주관이 곧 세계를 넘어서 있는 초월론적 주관과 동일한 주관인데, 

다만 경험적 주관에게는 세계를 구성하는 자신의 구성 기능이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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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현상학에서 ‘구성’이란 주어지는 것보다 ‘더 많이 사념함’, 즉 이미 

주어진 낮은 단계의 체험으로부터 더 높은 단계의 체험으로 넘어감을 가능하게 

하는 주관의 ‘초월론적’ 능력을 뜻한다. 가령 감각보다는 지각이 더 높은 단계

의 체험인데, 의식은 사태에 적합한 완전한 인식을 획득하기 위해 낮은 단계를 

넘어 높은 단계로 상승해 나가는 목적론적 성격을 지닌다. 이렇게 의식이 수행

하는 모든 종류의 초월론적 기능이 발원하는 중심을 현상학은 ‘초월론적 주관’

이라고 부른다. 즉 우리의 모든 경험은 본성상 초월론적 주관의 구성적 작업인 

것이다.

위와 같은 이유에서 후설 현상학에서 초월론적 경험으로서의 ‘인식’ 체험은 

칸트주의가 전제하는 것과 같이 감관에 주어진 감각내용을 인식의 대상으로 만

드는 논리적 형식의 사유작용이 아니다. 다시 말해 칸트가 인식적 타당성의 두 

뿌리라고 언급한 감각적 직관과 지성적 사유, 내용과 형식은 후설의 현상학에서 

단절적으로 분리될 수가 없다. 모든 체험은 자신의 종(種)적 본질에 부합하는 

고유한 형식과 내용이 얽혀있기 때문이다. 구성하는 주관의 측면인 노에시스와 

구성되는 대상의 측면인 노에마를 어떤 의미에서 형식과 내용의 관계로 부를 

수도 있겠으나, 칸트적인 의미에서 노에시스는 전적으로 형식이고 노에마가 전

적으로 내용인 것도 아니다. 오히려 본질적인 것과 사실적인 것의 의미에서 노

에시스에도 형식과 내용이, 노에마에도 형식과 내용이 있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칸트주의와 후설 현상학에서 위와 같은 개념들의 의미 차이는 더 엄밀하게 

논구되어야만 하는 중요한 문제다.226) 하지만 본고의 관심과 관련하여 정작 중

요한 문제는, 인간의 삶과 세계에 대해 어느 초월론적 철학이 더 직관적으로 통

찰할 수 있는 타당성의 기초를 제공해 주는가 하는 점이다. 본고는 4부에서 칸

트주의가 전제에 사로잡힌 형이상학적 철학으로서, 인식대상의 구성을 잘못 설

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는 세계의식을 결여하고 있다고 지적하

였다. 초월론적 현상학의 관점에서 보면, 자연적인 것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것, 

사실적인 것뿐만 아니라 형상적인 것 등 모든 존재하는 것의 총체인 세계가 초

226) 실제로 칸트와 후설이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주요 개념을 분석하면서 두 초월론적 

철학의 근본적인 입장 차이를 규명하는 연구로는 다음을 참고. 이남인(2004), 
pp.332-338. 이남인은 여기에서 ‘transzendental’의 한국어 번역과 관련하여, 후설 현상

학에서 ‘초월적’, ‘초월론적’, ‘선험적’의 개념이 어떻게 다른지를 논하고 있다. 필자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러한 용어를 더 엄밀하게 규명함으로써 후설의 현상학과 

칸트주의가 공히 표방하는 ‘초월론적 철학’의 근본성격이 서로 어떻게 다른지 보여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작업은 위에서처럼 대립되는 여러 개념쌍을 대조하면서 

그 의미를 엄밀하고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에서 출발해야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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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론적 주관에서 발원하는 지향적 체험의 보편적 상관자로서 문제시 될 때, 칸

트가 제시한 “모든 가능한 학문에 대한 형이상학”으로서의 초월론적 철학의 이

념이 본래적 의미를 획득할 수 있다. 

그런데 칸트의 초월론적 철학은 단지 인식적 타당성을 규명하고자 하는 정적 

현상학에 대해서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앞서 3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세계

는 발생적 현상학에서도 역사적 지평의 층을 되물어가며 해명해야만 하는 중요

한 사태인 것이다. 그런데 칸트의 초월론적 철학에는 ‘역사’의 차원이 들어설 

수 있는 발생적 현상학의 관점이 원천적으로 결여되어 있다. 역사를 자아론적 

주관성과 상호주관성의 두 차원에서 구분한다면, 칸트 철학에는 두 차원 모두에

서 역사가 들어설 여지가 없다. 칸트에게서 초월론적 주관은 보편적으로 요구되

는 형식적 주관으로서, 타자지각의 가능성이 논구되지 않으므로 상호주관성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자아론적 주관성 내에서도 선-반성적 의식의 영역이 들어

설 원리적 가능성이 결여되어 있다.

따라서 정신과학을 포함한 모든 가능한 학문에 대한 토대를 제공하겠다는 초

월론적 철학의 일반적인 의미에서나, 인식적 타당성의 근거를 해명하려는 정적 

현상학의 관점에서나, 마지막으로 인간과 세계가 시간적 발생의 관점에서 어떠

한 이력을 거치면서 생성된 존재인지를 규명하려는 발생적 현상학의 관점에서

나, 초월론적 현상학은 신칸트주의의 한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

런 점에서 필자는 칸트의 초월론적 철학이 정신과학의 진정한 철학적 토대로서 

결정적인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2절 딜타이의 초월론적 철학에 대한 현상학적 비판

그렇다면 딜타이의 초월론적 철학은 초월론적 현상학의 입장에서 어떻게 평

가할 수 있을까? 본고는 5부에서 후설의 현상학적 심리학을 고찰하면서, 딜타이

의 철학에 부분적으로 형이상학의 잔재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

하였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칸트주의와 달리 딜타이의 철학은 현상학

의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이 많다. 아직 초월론적 현상학이 추

구하는 정초의 이념과 엄밀하고 체계적인 학문으로서의 이념이 충분히 명료하

게 자각되지 않은 단계의 철학이기는 하나, 그럼에도 딜타이의 삶의 철학은 여

러 측면에서 후설의 초월론적 현상학을 예비하는 선구적인 형태임에 분명하다. 

칸트가 이성비판을 통해 자연과학의 형이상학적 토대를 놓은 것처럼, 딜타이

는 이성비판을 통해 정신과학의 형이상학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그런데 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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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는 칸트의 주관에 생동하는 피가 흐르지 않는다고 비판하면서, 주관이 역사

적 존재임을 강조한다. 칸트를 의식하면서 딜타이는 초월론적 주관이라는 개념

을 꺼리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딜타이의 ‘역사이성비판’이 역사적 정신과학에 

대한 이성적 비판이기에 앞서 초월론적 주관 자신의 ‘이성에 대한 역사적 비판’

이라고 간주한다. 그런 점에서 공중에 떠 있는 칸트의 초월론적 주관과 비교하

면 역사적 존재인 딜타이의 초월론적 주관은 대지에 발을 붙이고 있다. 그런 점

에서 딜타이의 주관은 후설 현상학의 주관에 훨씬 더 가깝다. 왜냐하면 역사적 

존재란 역사적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경험적 존재이기 때문이다.

딜타이가 정신과학의 인식론적 기초를 경험적 심리학에 놓으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3부에서 살펴본 것처럼, 딜타이는 형이상학적 편견에 물든 

경험이 아닌 ‘참된 의미의 경험’에 기초하여 인식론을 수립하려 하였다. 후설과 

딜타이는 모두 세계 안에서 대지 위에 발붙이고 살아가는 경험적 주관, 즉 ‘삶

의 체험’에서 학문의 토대를 보았던 것이다.

그런데 딜타이가 참된 형이상학의 토대로 간주하는 ‘삶’은 상당히 애매한 개

념이다. 필자의 견해에 따르면, 후설의 초월론적 현상학의 관점에서 삶은 여러 

차원에서 해명을 필요로 한다. 단적으로 자연적 태도의 생활세계에서 살아가는 

‘세간적’ 주관의 삶과 초월론적 태도에서 살아가는 ‘초월론적’ 주관의 삶은, 궁

극적으로는 동일한 주관이라 하더라도 명확하게 차원이 구분되지 않으면 안 된

다. 왜냐하면 주관이 취하는 태도에 따라 그에 상관적으로 의식에 드러나는 세

계의 모습이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자연적 태도에서는 전혀 드러나지 않던 세

계 구성의 문제가 해명의 과제로 등장하는 것은 비로소 초월론적 현상학적 태

도에서다. 그러니까 이미 세계를 전제하고 살아가는 경험적 주관의 삶과 그 세

계를 구성하며 살아가는 초월론적 주관의 삶이 설령 동일하다 하더라도, 책임 

있는 학문인 철학이 이론적으로 다루어야 하는 사태로서는 엄밀히 구분되지 않

으면 안 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필자는 딜타이의 삶의 철학은 자연적 태도에서의 경험적 삶과 

초월론적 태도에서의 초월론적 삶을 엄밀하게 구분하지 않은 결정적 한계를 지

적한다. 그리고 이러한 이유에서 비록 초월론적 현상학의 단초를 발견할 수 없

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딜타이의 삶의 철학은 자연적 태도를 

전제하는 생활세계의 현상학과 현상학적 심리학의 차원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니까 딜타이의 삶의 철학은 아직 ‘초월론적 현상학적 환원’

이라는 방법적 조치를 통해 진정 근원적인 의미에서 초월론적 주관의 영역으로 



- 326 -

진입하지 못했다. 경험과학을 자연과학과 정신과학으로 구분하는 문제에서 초월

론적 주관의 작업수행으로서의 ‘현상학적 태도변경’이 암시만 될 뿐 주제적으로 

논구되지 않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자연적 태도와 초월론적 태도가 구분되지 않는다는 데에서 그

치지 않는다. 참된 의미에서 초월론적 태도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딜타이 철

학의 시야에는 초월론적 현상학이 해명하고자 하는 세계 구성의 두 차원이 들

어설 여지가 없다. 다시 말해 정적 현상학과 발생적 현상학의 이념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고 혼재된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두 철학의 근

친성에도 불구하고 후설 현상학의 관점에서 딜타이의 저술을 독해할 때 가장 

혼란스러운 것은, 도대체 딜타이가 분석하고 있는 사태를 후설 현상학 체계 내

의 어떤 차원에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일이다.

우선 인식적 타당성의 관점에서 세계 구성을 해명하고자 하는 이념에 비추어 

볼 때, 딜타이의 철학에 정적 현상학의 요소가 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정신과학에 철학적 토대를 놓겠다는 초월론적 철학의 일반적

인 이념과, 인식적 타당성의 관점에서 정신과학의 토대를 놓겠다는 정적 현상학

의 이념은 동일한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딜타이의 철학이 넓은 의미에서 

초월론적 철학의 이념을 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정적 현상학의 

요소가 있는지는 따져볼 필요가 있다.

필자는 적절한 방식으로 초월론적 환원을 수행하기만 한다면 딜타이의 심리

학적 분석이 정적 현상학의 성과로 전환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실제로 딜

타이의 심리학적 인식론과 긴밀한 관계에 있는 후설의『논리연구』는, 비록 초

월론적 환원을 수행하지 않은 상태이긴 하지만 대체로 정적 현상학적 분석이 

주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필자는 딜타이의 심리학이 근본적인 의미에서 정적 

현상학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정적 현상학이 타당성의 궁극적 

근원으로서 반성적 자기의식으로서의 자아를 심도 있게 천착하고 있는 반면, 딜

타이의 심리학에서는 자아에 대한 분석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

니까 필자의 독해 범위 안에서, 딜타이의 심리학에서 주로 분석되는 것은 ‘체

험’이지, 다양한 체험들의 통일성의 극(極)으로서의 ‘자아’가 아니다.

그렇다면 발생적 현상학의 관점에서는 어떠한가? 필자는 비록 초월론적 현상

학적 환원을 수행하지 않았다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딜타이의 철학이 발생적 현

상학과 적지 않은 점에서 유사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딜타이가 정신과학의 기초

를 심리학에서 해석학으로 옮기면서 인간을 역사적 존재로 규정하고 존재의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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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를 역사적 세계에서 찾을 때, 우리는 딜타이가 발생적 현상학에서 해명의 주

제로 등장하는 상호주관적으로 구성된 역사적 세계라는 사태를 적중하고 있다

고 생각한다. 또한 딜타이가 개별자의 인식을 위한 해석의 지평이 미리 주어져 

있음을 논구할 때, 우리는 이것을 정신과학을 수행하기 위한 인식체험의 발생적 

현상학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딜타이의 철학이 발생적 현상학이 해명해야 하는 

광범한 사태를 모두 포괄하는 것은 아니다. 위에서 우리는 딜타이의 철학에 정

적 현상학의 ‘자아론’이 없다고 지적한 바 있는데, 이러한 점은 발생적 현상학

에 대해서도 예외가 아니다. 딜타이의 관심은 ‘객관정신’, 즉 상호주관적으로 구

성된 역사적 세계를 이해하는 데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주관정신으로서의 자

아에 대한 발생적 분석이 거의 등장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자아론적 선-반

성적 의식의 다양한 주제들이 논구될 여지가 거의 없다.

물론 본고가 5부에서 언급한 것처럼, 딜타이의 심리학에도 ‘느낌’, ‘충동’, ‘욕

구’와 같은 개념들이 생명을 지닌 유기체와의 유비 속에서 제시된다. 필자는 이

러한 분석이 ‘현상학적 심리학적 환원’ 또는 ‘초월론적 현상학적 환원’을 거쳐 

심화되기만 한다면, 후설의 ‘본능’의 현상학과 유사한 형태로 발전할 수 있을 

중요한 이론적 단초를 제공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가능성

일 뿐이다. 현실적으로 딜타이의 심리학은 이러한 주제에 대한 기술적 분석에 

그치고 있다. 그렇기 때문 밑을 가늠할 수 없는 어두운 심층에서부터 명료하게 

드러나는 의식의 표층에 이르기까지, 노에시스-노에마 상관관계에 따른 초월론

적 주관에 의한 세계 구성의 거대한 전모가 해명되는 후설의 초월론적 현상학

과 달리, 딜타이의 삶의 철학에서 이러한 문제는 시야에 들어설 여지가 없는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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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부 결론

1장 논의의 요약

본고는 후설 현상학을 통해 정신과학을 정초하려는 목표 하에 논의를 진행해 

왔다. 목차와 구성에 따라 핵심적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신칸트학파는 논리적 사유의 형식과 개념형성의 차이를 자연과 정신의 구획

기준으로 삼았다. 빈델반트는 통상 대상이나 영역의 내용을 기준으로 자연과학

과 정신과학을 구분하는 것에 반대하여, 탐구의 방법에 따라 법칙-정립적 학문

과 개성-기술적 학문으로 구분한다. 리케르트의 학문구획은 빈델반트의 못지않

게 형식적인 사유에 의존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자연과 문화는 각각의 영역이 

지닌 고유한 내용적 본질에 근거해서가 아니라 단지 이론적 관심에 따라 대상

영역에 가치관계를 결합시키는 개념적 사유작용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다.

딜타이는 정신과학이 삶의 관점에서 수립되는 것임을 주장한다. 자연과학의 

자연이 인간의 삶과 유리되어 있는 것과 달리 정신과학은 본질적으로 인간의 

삶과 인간이 살아가는 사회적-역사적 현실에 결부되어 있다. 즉 자연과 정신은 

본질적으로 내용이 구분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딜타이는 정신과학은 인간

의 삶, 즉 체험을 탐구하는 심리학에 기초를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체험의 

구조연관에 대한 기술-분석심리학의 성과 위에서만 사회적-역사적 현실에 대한 

정신과학적 탐구가 가능하다는 것을 주장한다.

신칸트학파와 딜타이의 철학에서 ‘구획’의 문제와 ‘방법론’의 문제는 본질적으

로 결부되어 있으며, 이러한 사정은 후설의 현상학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즉 신

칸트학파와 딜타이의 논쟁은 후설 현상학의 관점에서 정신과학의 철학적 기초

를 놓는 작업을 위한 과제의 윤곽과 해명의 단서를 제공한다. 본고는 체계적인 

분석을 위해 객관적 학문인 정신과학에서부터 출발하여 그 아래에 토대가 되는 

후설 현상학의 단계를 되물어가면서, 위의 두 가지 관점을 가능한 한 분리하여 

다루고자 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본고는 다음과 같은 구성을 취하게 되었으며, 

위의 두 가지 관점과 관련하여 4부 이하에서 다음과 같은 핵심적인 내용들이 

도출되었다.

후설은 지향성의 원리에 입각하여, 현상학적 태도에 따라 그에 상관적으로 주

어지는 이론적 탐구의 영역이 개시됨을 보였다. 즉 자연과학이 탐구하는 대상영

역인 자연을 개시하는 이론적 태도는 자연주의적 태도이며, 정신과학이 탐구하

는 대상영역인 정신을 개시하는 이론적 태도는 인격주의적 태도다. 후설의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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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 태도변경은 동일한 대상이 이론적 관심에 따라 서로 다른 학문적 대상으

로 구성된다고 하는 신칸트학파의 이론적 관심의 전환과 외견상 유사한 점이 

있다.

하지만 후설이 신칸트학파와 근본적으로 다른 점은, 신칸트학파의 논의가 상

호전환될 수 있는 두 가지 이론적 관심에 국한되는 반면, 후설에게서는 객관적 

학문을 위한 이론적 태도보다 더 근원적으로 취할 수 있는 태도인 자연적 태도

가 있다는 점이다. 자연적 태도의 지향적 상관자는 일상적 삶을 영위하는 생활

세계다. 학문의 기초를 삶에 둔다는 점에서 후설의 생활세계는 딜타이의 삶의 

세계와 문제의식을 같이 하고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후설의 생활세계의 현상학

은 딜타이의 삶의 철학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왜냐하면 딜타이에게서는 삶의 세

계가 정신과학의 기초로서 제시되는 반면, 후설의 생활세계는 단지 정신과학만

이 아니라 자연과학을 포함하는 모든 객관적 학문의 근원적인 토대로 기능하기 

때문이다.

후설은 생활세계에서 수행하는 경험에 근거하여, 형식적 기준과 내용적 기준

에 따라 두 가지 방식으로 학문을 구획한다. 이것은 일견 신칸트학파의 형식적 

학문구획 및 딜타이의 내용적 학문구획을 적절하게 절충한 것처럼 보일 수 있

다. 하지만 후설의 학문구획은 두 철학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통찰 위에서 수행

되는 것으로서 기존의 학문구획과는 전혀 다른 완전히 새로운 것이다. 왜냐하면 

생활세계에서 수행하는 다양한 방식의 직관적 경험이, 지향적 상관관계에 따라 

이미 각각의 직관에 본질적으로 결부되어 있는 다양한 사태를 개시하기 때문이

다. 다시 말해 생활세계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경험되는 사태가 이미 그 자체로 

그 사태의 본성에 적합한 탐구의 영역과 방법으로 인도하는 실마리로 기능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후설의 학문구획은 획일적이고 평면적인 대립을 통

해 제시되는 신칸트학파나 딜타이의 학문구획과 달리 훨씬 더 다양한 사태를 

다룬다는 의미에서 다차원적이다.

생활세계는 현상학적 태도변경과 다양한 방식의 직관을 통해 자연과 정신으

로 그 모습이 변환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생활세계는 자연과 정신은 층의 

구조를 이루고 있는 통일체로서, 장차 자연과 정신이라는 현상적 영역으로 분화

될 수 있는 근원적인 터전이다. 그런데 생활세계가 품고 있는 자연과 정신의 층

의 구조는 후설이 비판하는 실증주의 또는 자연주의와 외견상 흡사해 보인다. 

하지만 현상학적 태도변경으로서의 현상학적 환원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면, 

이러한 의혹은 곧장 해소된다. 왜냐하면 특정한 이론적 관심에서 세계를 전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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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보편적인 현상들의 우주로 변모시키는 현상학적 환원의 진의를 올바로 이

해하면, 실증주의나 자연주의가 자연의 토대 위에서 수립하는 정신이 참된 의미

에서 순수한 정신이 아님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자연주의의 방법적 전제가 생겨나게 된 연원은 어디에 있는가? 후

설에 따르면 생활세계는 이미 초월론적 주관에 의해 의미가 부여되어 있는 정

신적 세계다. 자연과학은 자신의 고유한 탐구영역인 자연을 확보하기 위해 생활

세계에서 정신적-문화적 술어를 추상한다. 방법적 추상을 통한 이러한 현상학적 

환원의 작업은 자연과학을 위해 불가피하며, 이것이 자연과학의 성과를 부정하

는 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방법적 추상이라는 현상학적 환원은 모든 종류의 학

문이 자신에게 고유한 대상영역을 확보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것이기 때문이

다. 자연주의와 실증주의의 오류는 바로 이러한 방법적 추상이라는 작업수행의 

기초에 근원적인 생활세계가 있음을 망각하고, 오히려 수학화된 자연을 생활세

계의 기초로 바꿔치기 하는 데에서 생겨한다.   

자연주의와 실증주의의 왜곡은 생활세계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심리적인 것에 

대해서도 관철된다. 자연과학의 탐구대상은 물체이며, 심리학의 탐구대상은 영

혼이다. 이러한 이분법은 데카르트의 이원론으로 소급하는데, 이러한 논의는 일

견 자연과학으로부터 독립하여 심리학의 기초 위에서 정신과학을 수립하려는 

기획을 정당화시킬 수 있을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후설에 따르면 데카르트의 

문제는 그가 자연과 정신을 구분한 것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심리학이 심리

적인 것의 본질에 맞게 영혼을 탐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적 조치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음으로써 심리적인 것의 본질을 왜곡했다는 데에 있다.

현상학적 심리학적 환원은 자연과 정신의 통일체인 생활세계에서 자연적인 

것을 도외시하고 오직 심리적인 것으로만 이루어진 보편적인 우주로 변모시키

기 위한 방법적 조치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현상학적 태도변경으

로서의 현상학적 심리학적 환원이 자연적인 것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다. 즉 현상학적 심리학적 환원은 물리적인 것을 배제하고 순수한 내면으로 들

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연적인 것을 정신적인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주제적인 시

선에서 잠시 도외시하는 것일 뿐이다. 즉 현상학적 심리학의 과제는 생활세계에

서 근원적으로 경험되는 인격적 주체의 신체적 행위를 지향적 의도와 동기의 

외적 표현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이로써 정신과학의 기초로서 현상학적 심리학의 의의가 드러난다. 딜타이가 

말한 것처럼, 정신적 삶은 다양한 심리적 체험이 서로 얽혀있는 구조의 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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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정신과학은 심리적 체험의 구조연관을 기술하고 분석함으로써, 인격적 주체

의 행동과 표현에서 지향적 의도와 동기를 해명하여 궁극적으로 그 주체를 이

해하기를 추구한다. 정신적 주체의 의미부여와 지향적 동기를 되물어가는 작업

을 단지 경험적인 차원에서가 아니라 더 심층적인 세계구성의 차원으로까지 천

착하면, 현상학적 심리학적 탐구는 곧장 초월론적 현상학적 탐구로 전환된다.  

현상학적 심리학은 다양한 종류의 체험에 대해 각각의 체험이 지닌 지향적 

본질구조를 드러낸다. 지각, 기억, 기대, 기호의식, 그림의식, 상상, 타인지각, 추

체험 등은 다른 체험으로 대체할 수 없는 고유한 종(種)으로서의 지향적 본질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지향적 본질에 따라 모든 체험에는 각기 대상이 의

식에 주어지는 방식으로서의 명증이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명증은 대상에 대한 

인식체험에서 진리주장의 권리근거로 기능하지만, 그럼에도 체험의 종적 본질에 

따라 명증의 권리에는 한계가 있다. 정신과학이 다양한 사태를 그 본성에 맞게 

탐구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다양한 권한을 지니는 명증을 통해서이며, 현상학

적 심리학이 정신과학의 방법론적 기초가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왜냐

하면 정신과학이 진리주장의 객관적 증거로 간주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어떤 사

태가 연구자의 의식에 주어졌다는 명증에 호소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정신과학은 초월론적 현상학의 단계에서 궁극적인 기초가 마련된다. 초월론적 

현상학은 초월론적 주관에 의한 세계 구성의 경험을 해명하는 것을 목표로 삼

는다. 즉 정신과학이 탐구하는 생활세계는 실상 정신적 존재인 초월론적 주관에 

의해 의미가 부여됨으로써 구성되는 세계인 것이다. 그런데 초월론적 주관의 이

러한 세계 구성은 정적 현상학과 발생적 현상학의 두 관점에 따라 서로 다른 

모습으로 드러난다.

정적 현상학은 세계에 대한 타당한 ‘인식’의 근거를 해명하는 것을 목표로 삼

는 초월론적 현상학이다. 정신과학에 종사하는 연구자 또는 초월론적 주관으로

서의 ‘나’는 경험되는 세계를 ‘이성적 근거’에 따라 해명하기를 원하며, 따라서 

세계에 대한 인식경험을 ‘정당화’하는 타당한 이유를 해명해야 한다. 이러한 이

유를 되물어가기 위해 초월론적 주관은 ‘원초적 환원’이라는 방법적 절차를 통

해 ‘반성적 자기의식’의 영역으로 진입해야 하는데, 반성적 자기의식에서 드러

나는 세계 인식의 이성적 근거는 ‘명증’이다. 즉 다양한 종류의 명증적 체험에 

기초하여 ‘나’는 대상과 세계를 ‘이성적 동기관계’에 따라 구성한다.

정적 현상학은 이성적 동기관계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명증적 체험이 맺고 

있는 구조연관을 타당성 정초의 관점에서 해명하고자 하는데, 이러한 분석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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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우리는 사물, 타인, 세계가 어떻게 현상학적으로 구성되는지를 보여줄 수 있

다. 후설은『논리연구』나『이념들1』에서 객관화 작용이 비객관화 작용에 대한 

토대가 된다는 입장을 견지하는데, 이는 사물에 대한 객관적 인식의 근거를 해

명하고자 하는 정적 현상학의 분석이다. 타인 지각에 대한 정적 현상학적 분석

에서는 인식하는 나에 대해 직접적으로 주어지는 타인의 ‘몸’이 간접적으로 주

어지는 타인의 ‘인격’에 대해 더 기초적인 구성적 층으로 드러난다. 왜냐하면 

타인에 대한 객관적 인식의 근거는 타인이 거기에 있음을 확인하는 것인데, 타

인이 객관적으로 거기에 있음은 타인의 몸이 나의 의식에 주어져 있다는 점에 

근거해서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인식하는 주체인 ‘나’를 중심으로 

놓는 정적 현상학에서, 세계는 주관적 공간, 상호주관적 의미에서 객관적 공간, 

그리고 객관적 공간에 문화적 술어의 층이 덧입혀진 것으로서의 문화적 세계라

는 정초 관계에 따라 구성된다.

발생적 현상학은 세계에 대한 ‘시간적 구성’, 즉 초월론적 세계 경험의 ‘발생

적 근거’를 해명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초월론적 현상학이다. 즉 정적 현상학이 

객관적 인식의 타당한 근거를 해명하기 위해 반성적 자기의식에서 출발하는 것

과 달리, 발생적 현상학은 발생의 관점에서 모든 의식에 대해 가장 선행하는 저

변이 되는 ‘선-반성적 의식’에서부터 출발하여 ‘연상적 동기관계’ 및 ‘수동적 종

합’에 따라 구성되는 더 상위의 체험을 해명한다.

이러한 관점적 차이에 따라 사물, 타인, 세계에 대한 발생적 현상학적 분석은 

정적 현상학에서와 전혀 다른 양상으로 드러난다. 정적 현상학의 시야에서는 다

루어지지 않았던 주제가 등장하는데, 그것은 바로 초월론적 주관의 구성적 작업

수행에서 ‘지평’이나 ‘습성’이 세계 구성의 중요한 계기라는 것이 밝혀지기 때문

이다. 사물, 타인, 세계에 대한 인식은 일종의 습관을 통해 형성된 것이다. 무수

히 많은 과거의 경험을 통해 이미 나의 것으로 체득되어 있는 유형적인 앎을 

가능하게 하는 터전은 바로 ‘앞서 주어져 있는’ 지평으로서의 ‘세계’다. 발생적 

현상학의 관점에서 세계는, 정신과학이 추구하는 인식의 대상영역이라는 협소한 

의미를 넘어서서, 모든 종류의 의식과 경험이 발원할 수 있는 발생적 가능근거

로서 드러난다. 그런데 이러한 세계는 내가 구성하기 이전에 이미 과거에 살았

던 타인에 의해 ‘상호주관적’으로 구성되고 ‘전승’되어 온 ‘역사적 문화세계’다. 

상호주관적으로 구성된 문화세계는 그 아래에 켜켜이 침전되어 있는 ‘역사적 

지평’을 함축하고 있다. 역사란 근원적으로 수립되는 의미의 형성과 그렇게 형

성된 의미가 서로서로 얽혀드는 생생한 운동이다. 과거 누군가의 작업수행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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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명증과 더불어 근원적으로 수립한 정신적 형성물은 ‘익명성’을 본질로 하는 

역사적 지평으로 침전되지만 그럼에도 완전히 사멸하거나 망각되는 것이 아니

다. 왜냐하면 부단한 재현행화를 통해 근원적인 의미를 되살릴 수 있으며, 이러

한 과정을 통해 정신적 형성물은 후대에 전승됨으로써 문화세계의 전통을 형성

하기 때문이다. 즉 문화세계는 역사적 지평을 이루는 각각의 층들이 타당성을 

보존하면서도 선행하는 층이 그 위에 수립되는 층의 발생적 토대가 되는 그러

한 구조를 본질로 지니고 있다.

이상으로 우리는 정적 현상학과 발생적 현상학의 관점에서 초월론적 주관에 

의한 세계 구성이 어떻게 다른 모습으로 해명되는지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정신

과학의 정초라는 관점에서 이러한 분석은 어떤 의의를 지니는가? 정신과학의 

범례인 경험적 역사학을 고찰해 보면, 우리는 경험적 학문으로서의 역사적 정신

과학이 정적 현상학과 발생적 현상학을 모두 철학적 기초로서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우선 역사학은 상호주관적 문화세계에 익명적으로 함축되어 있는 역사적 지

평을 의식하는 것을 본질로 삼는다. 왜냐하면 문화세계 뿐만 아니라 그 세계를 

탐구하는 연구자조차도 정신적 존재로서 그 안에 중층적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역사적 지평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것을 정신과학적 탐구의 발생적 

토대로서 ‘역사의식’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역사학적 탐구는 세계에 함축된 역사적 지평을 단순히 막연한 양상에

서 의식하는 것만으로는 성립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객관적 인식을 추구하는 학

문으로서 역사학은 명확한 방법적 절차와 타당한 인식을 위한 이성적 근거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정적 현상학의 관점에서 ‘역사인식’을 위한 방

법적 기초를 해명하는 것은 필수불가결하다. 후설이 그 가능성을 엿보았으나 본

격적으로 천착하지 않는 ‘역사적 타인지각’은, 발생적 현상학의 관점에서 요구

되는 ‘역사의식’과 정적 현상학의 관점에서 요구되는 ‘역사인식’이 서로 얽혀있

는 것으로, 초월론적 현상학이 비단 경험적 역사학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역사

성을 본질로 하는 모든 종류의 정신과학에 대해 보편적이고 궁극적인 토대가 

되는 ‘존재론적’ 근거 및 ‘인식론적’ 근거를 제공한다.

      

2장 성과와 의의

이상으로 본고는 후설 현상학의 전체 체계를 조망하면서 정신과학의 정초를 

시도하였다. 2부와 3부에서 정신과학의 대상 영역을 구획하고 정신적 사태의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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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에 부합하는 방법론을 물어가면서, 우리는 4부 생활세계의 현상학과 5부 현상

학적 심리학을 거쳐 모든 학문의 보편적 토대인 초월론적 현상학에 이르게 되

었다. 후설 현상학의 전체 체계를 떠받치고 있는 궁극적 토대는 바로 6부 초월

론적 현상학이며, 그 위에서 생활세계의 현상학과 현상학적 심리학이, 그리고 

그 위에 다시 경험적 정신과학이 수립되는 것이다.

만일 토대 위에 구조물을 쌓아올리는 작업이 ‘구성(構成)’이라면, 구조물을 허

물어 가면서 토대를 드러내는 작업은 ‘해체(解體)’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그

런 점에서 본고는 정신과학이라는 구조물을 헐어가면서, 생활세계의 현상학과 

현상학적 심리학이라는 대지를 드러내고, 지표 아래 드러나지 않는 초월론적 현

상학의 지층을 천착해가는 해체의 작업을 수행한 것이다.

물론 생활세계의 현상학에서 현상학적 심리학으로 이행하는 과정마저 해체라

고 부르는 것은 무리가 있을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초월론적 현상학에 대해 양

자는 모두 ‘자연적 태도’라는 동일한 위상에 있는 것이며 그러므로 후자가 전자

에 대해 기초가 된다고 말하기는 애매한 지점이 있기 때문이다. 생활세계의 현

상학과 현상학적 심리학의 관계는 후설 현상학의 전체 체계를 이해하는 문제와 

관련되는 중요한 연구의 과제다. 하지만 객관성의 차원으로부터 출발하여 점차 

주관성의 영역으로 가까워진다는 점에서, 생활세계의 현상학에 대해 현상학적 

심리학이 더 근원적이라고 간주한 본고의 입장도 일리가 전혀 없지는 않다.

그런데 본고는 위와 같은 작업을 수행하면서, 처음에는 단순히 정신과학의 대

상영역을 확보하고 방법론을 모색하는 문제로 등장했던 것이 실상 궁극적으로

는 ‘주관성’을 해명하는 문제로 귀결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정신적 존재인 

타인과 사회적-문화적-역사적 세계를 다루는 정신과학이 탐구해야 하는 본령은 

초월론적 주관에 의한 세계 구성인 것이다. 이러한 사태를 해명하는 것을 목표

로 하는 초월론적 현상학은 타당성 정초와 발생적 정초라는 두 가지 이념에 따

라 다시 정적 현상학과 발생적 현상학으로 나뉜다.

한편으로 정신과학 연구자 자신의 반성적 자기의식 속에서 세계구성에 관한 

인식의 궁극적 타당성을 규명하는 정적 현상학의 성과는 정신과학의 ‘인식론적’ 

또는 ‘방법론적’ 기초가 된다. 다른 한편 세계구성이 시간적 발생의 관점에서 

해명되는 발생적 현상학의 성과는, 세계가 함축하고 있는 상호주관적으로 구조

화된 역사적 지평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정신과학의 ‘존재론적’ 기초가 된다. 이

처럼 두 정초 이념을 좇아 초월론적 주관에 의한 세계구성의 전모가 밝혀질 때

에만, 정신과학이 궁극적으로 타당한 철학적 토대 위에 수립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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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학의 철학적 토대로서의 초월론적 현상학의 의의는 신칸트학파 및 딜

타이 철학과의 비교를 통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났다. 이들의 철학은 정신과학이 

자연과학에 종속되지 않는 독자적인 학문으로 존립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려 

했던 최초의 근본적인 시도로서 철학사에서 간과할 수 없는 의의를 지닌다. 신

칸트학파와 딜타이는 여러 측면에서 서로 치열하게 대립하며 논쟁을 주고받았

지만, 큰 틀에서 보면 경험과학의 기초를 초월론적 주관에서 구명하려고 하는 

초월론적 철학의 이념을 공유한다. 하지만 초월론적 현상학의 관점에서 보면 이

들의 초월론적 철학은 철저하지 못한 한계가 있으며, 따라서 이들이 시도한 정

신과학의 정초 역시 의의와 더불어 한계를 노정한다. 

우선 신칸트학파는 자연과학과 정신과학에 대한 구획의 기준으로 ‘이론적 관

심의 전환’을 제시함으로써 ‘현상학적 태도변경’에 의한 대상영역의 전환이라는 

현상학적 학문구획의 중요한 통찰을 선취한 공로가 인정된다. 그러나 초월론적 

현상학의 입장에서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신칸트학파의 초월론적 철학은 칸트 

형이상학의 전제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지 못한 개량된 형태의 형이상학에 지나

지 않는다. 왜냐하면 신칸트학파는 ‘경험’ 개념에 대한 칸트 철학의 근본적인 

오해에 사로잡혀 있어서, 참된 경험인 삶의 체험을 보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이

러한 이유에서 신칸트학파의 철학 체계에는 객관적 학문의 토대가 되는 생활세

계와 체험을 탐구하는 경험적 심리학이 애당초 들어설 이론적 공간이 없었다. 

그리하여 결국 신칸트학파에게는, 체험의 본질인 지향성을 통찰하기만 한다면 

누구나 직관할 수 있는 초월론적 주관의 세계 구성이라는 사태가 전혀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반면 딜타이는 정신과학의 기초를 삶의 체험과 역사적 세계에서 발견함으로

써 신칸트학파보다 더 나아간 근본적인 진전을 이루었다. 그런 점에서 딜타이의 

철학을 후설 현상학의 선구적 형태라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딜타이의 철학

은 이론적 해명의 과제로서 불가결한 경험적 삶과 초월론적 삶의 차원을 엄밀

하게 구분되지 않으며, 또한 정적 현상학의 이념과 발생적 현상학의 이념이 나

뉘지 않은 채 불투명하게 뒤섞여 있다.

더욱이 발생적 현상학의 관점에서 딜타이의 해석학이 역사적 세계라는 정신

과학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딜타이의 입장은 근본적으로 자

연적 태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초월론적 주관에 의한 세계 구성의 

전모를 드러내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이러한 이유에서 필자는 딜타이의 삶의 철

학이 제시한 맹아적 단초가 엄밀한 학문의 이념에 따라 이론적으로 체계화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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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하게 심화된 형태가, 바로 후설의 초월론적 현상학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본고는 후설 현상학의 전체 체계를 되물어가는 ‘내재적 해체’와

는 또 다른 의미에서 ‘외재적 해체’의 작업을 수행한 것이다. 왜냐하면 신칸트

학파와 딜타이가 의지하고 있는 근본 전제인 초월론적 철학의 이념에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단지 문제를 제기한 데에 그친 것이 아니라, 본고는 

‘사태 자체로’라는 현상학의 이념에 따라 최대한 직관에 의해 통찰할 수 있는 

논증을 통해 문제의 원인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였다. 그런 점에서 후설의 

초월론적 현상학은 형이상학적 편견에 사로잡힌 초월론적 철학에 대한 근본적

인 ‘개혁’이었던 셈이다.

3장 차후의 과제

하지만 본고가 정신과학에 대한 현상학적 정초의 작업을 완결된 형태로 남김

없이 수행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본고가 수행한 작업은 정신과학에 대한 현상

학적 정초 작업을 위한 일반적 논의의 커다란 밑그림을 그리고, 해명해야 하는 

다양하고도 복잡하게 얽혀있는 과제의 윤곽과 번지수를 잡아본 기초 작업에 지

나지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본고가 수행한 정신과학의 현상학적 정초는 다음과 

같은 한계와 그에 따른 과제를 노정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정신과학의 철학적 기초를 놓는 작업은 단번에 이루어질 수 있는 

간단한 성격의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정신과학이 매우 다양한 수준의 단계를 

지니는 현상학적 구성체이기 때문이다. 먼저 ‘존재론’ 또는 ‘노에마’의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점을 지적해야만 할 것이다. 가령 정신과학의 범례인 역사학이 다

루는 사태는 무한히 다양하다. 역사에는 사회, 문화, 경제, 정치의 모든 분야가 

포함되는데, 이들 각각의 영역에서 주어지는 무수한 개별적 사건을 탐구하는 것

도 무한한 과제지만 이들 간의 상관관계 또는 정초관계를 규명하는 것 역시 무

한한 과제다. 더욱이 이러한 모든 작업은 시간성의 관점에서 발전과 목적을 논

하는 데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역사의 의미를 도출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역

사학은 현상학적으로 정초된 ‘역사 형이상학’으로 전개될 수도 있을 것이다.

더욱이 ‘인식론’ 또는 ‘노에시스’의 관점에서 우리는 역사학의 현상학적 구성

의 매 단계와 절차마다 반성을 통해 그 방법적 원리를 해명하는 일을 수행해야

만 한다. 가령 본고는 현상학적 심리학과 정적 현상학의 관점에서 정신과학의 

방법론적 기초로서 다양한 방식의 의식체험, 즉 다양한 종류의 명증을 가지는 

직관을 언급했다. 그런데 정신과학의 인식적 타당성을 보증하는 기초가 직관임



- 337 -

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직관만으로 정신과학의 모든 방법이 설명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정신과학은 직관이 기초 위에서 수립되는 추론적 사유작용을 반드

시 필요로 하며, 추론적 사유작용 자체도 단층적인 것이 아니라 다층적인 구조

의 현상학적 정초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다시 말해 정신과학의 정초는 무한하고

도 지난한 작업이다.

그런 점에서 본고는 가장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수준에서 정신과학의 기초를 

규명해 본 현상학적 시도에 불과하며, 이러한 작업은 앞으로 열려있는 무한한 

과제를 노정한다. 그리고 정신과학의 현상학적 정초가 좀 더 실질적인 수준에서 

구체적인 의미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를 경험적으로 탐구하는 정신

과학의 실제와 끊임없이 교류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필요성이 본고가 수행한 

연구의 또 다른 한계와 후속과제를 시사한다.

1. 신칸트학파 및 딜타이 철학과의 비교연구

본고가 수행한 작업은 신칸트학파와 딜타이의 철학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로

는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본고의 목표인 정신과학의 정초라는 주제에 관련해서

만, 핵심이 되는 내용을 제한적으로 고찰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필

자는 비단 이 주제에 국한하지 않더라도, 신칸트학파와 딜타이의 철학이 다양한 

이론적 관심 속에서 연구될 여지를 풍부하게 지닌 철학이라고 생각한다.

학계에서 철학 연구, 특히 독일 철학은 칸트, 헤겔, 후설, 하이데거 등 영향력

이 큰 철학자들을 중심으로 연구되어 왔다. 그러나 후설과 하이데거의 철학은 

느닷없이 등장한 걸출한 천재의 사상이 아니라, 앞선 시대가 제기한 물음과 진

지하게 대결하면서 형성된 것이다. 실제로 필자는 본 연구를 수행하면서, 신칸

트학파와 딜타이의 철학에서 후설의 현상학이나 하이데거의 해석학적 현상학 

뿐만 아니라, 가다머의 철학적 해석학과의 연관 속에서도 규명될 필요가 있는 

다양한 연구의 주제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본고는 ‘신칸트학파’라는 명칭

으로 빈델반트와 리케르트만을 다루었는데, 이들과는 또 다른 입장에서 문화과

학의 정초를 시도한 카시러의 철학 역시 후설이나 하이데거와 진지하게 대결하

면서 전개된 철학이다.

모든 존재는 역사적 지평 속에서만 현출할 수 있다는 발생적 현상학 또는 해

석학의 입장을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선행하는 철학이 남긴 유산을 검토하는 

일은 그 이후에 전개된 철학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필수불가결하다. 즉 신칸

트학파와 딜타이의 철학은 현상학이나 해석학을 다양한 각도에서 더욱 심층적



- 338 -

으로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연구의 지평을 제공한다. 가령 리케르트 제기한 ‘가

치’에 대한 철학적 논의는, 그것을 수용하든 비판하든 후설의 현상학이나 하이

데거의 철학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  

그런 점에서 필자가 의도적으로 철학사의 구성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지만, 

본고는 비록 제한된 주제의 범위에서이긴 하나 철학사에서 중요한 공백을 메우

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것은 동시에 본고가 수행한 작업의 한

계와 더불어 앞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수행되어야만 하는 비교 연구의 과제와 

필요성 역시 시사한다.227)

앞에서 필자가 몇 차례 언급한 바 있지만 후설은 정신과학의 정초라는 분명

한 목표의식 하에서 현상학적 탐구를 심화시키고 발전시킨 것은 아니었다. 그렇

기 때문에 후설의 현상학에 입각하여 정신과학의 기초를 해명하는 작업은 여전

히 많은 공백과 한계를 지니고 있으며, 그러한 점에서 오히려 딜타이나 신칸트

학파의 철학에 비해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을 수도 있다.

227) 이러한 비교연구는 신칸트학파의 철학 또는 딜타이 철학의 관점에서 후설의 현상학

을 비판하는 연구의 가능성을 포함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차원에서 수행될 수 있다. 첫째는 ‘철학사’의 관점에서 리케르트가 후설에게 가한 비

판, 또는 딜타이가 후설에게 가한 비판을 천착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러한 작업은 

각 철학자가 주고받은 서신교환 및 상호논박을 문헌학적으로 검토하고 확인하는 형태

로 수행되어야 한다. 필자는 다음과 같은 참고문헌에서 후설의 현상학에 비판을 가하

는 리케르트와 딜타이의 문제의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로고스(Logos)」지(誌)에 게

재된 후설의 논문「엄밀학」에 대한 리케르트의 비판은 ‘선-술어적 앎’의 차원에서 논

의되는 후설의 ‘본질직관’ 개념이 논리적으로 ‘형용모순’이라는 문제제기에 초점이 맞

추어져 있다. A. Staiti(2014), pp.109-135. 또한 ‘세계관(Weltanschauung)’ 개념을 수용하

면서도 리케르트와 후설 그리고 딜타이는 각기 서로 다른 의미로 사용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 A. Staiti(2014), pp.222-240.「엄밀학」에서 딜타이를 역사주의로 

공격한 후설에 대해 딜타이가 수행한 반박은「철학의 본질(Das Wesen der 
Philosophie)」에서 ‘세계관’과 ‘학문’이 서로 배치되지 않음을 보여주는 시도로 제시되

는데, 이에 대해서는 C. R. Bambach(1995), pp.173-176. 특히 딜타이는 후설이 공격한 

‘세계관’과 자신이 개진한 ‘세계관론’이 전혀 다른 것임을 강조하면서 후설에 대해 반

박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 M. Ermarth(1978), pp.327-329. 둘째는 ‘철학’의 

관점에서 특정한 주제에 대해 각 철학자가 취하고 있는 입장을 현재적인 의미로 되살

려 진지하게 대결시키는 일이다. 필자는 ‘정신과학의 정초’라는 본고의 목표에 따라 

두 번째 관점에서 각 철학을 대결시키는 작업을 시도해보았다. 그 과정에서 다소간 

불가피하게 첫 번째 차원인 ‘철학사’를 도외시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는 차후에 더 엄

밀한 후속 연구를 통해 기약하는 수밖에 없다. 다만 신칸트학파나 딜타이 철학의 관

점에서 후설의 현상학에 대해 비판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아무리 강조하더라도, 리케

르트나 딜타이의 철학이 후설의 현상학에 시기적으로 선행한다는 점에서 후설의 현상

학은 두 철학에 대해 ‘후발의 이점’을 누리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나중에 오는 자는 앞서 간 자의 성과와 한계를 검토할 수 있는 반면, 역
으로는 이러한 사정이 여의치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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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령 딜타이의 경우에는 문헌학이나 역사학 등과 같은 경험적 정신과학에 밀

착해 있기 때문에 정신과학의 정초에 관한 철학적 논의가 매우 구체적이며, 그

런 의미에서 해석학의 성과가 곧장 경험적 정신과학에 적용될 수 있을 것처럼 

보인다. 또한 신칸트학파의 경우에도 비록 그들의 철학이 형식적 사유에 머문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문제의식 자체가 자연과학과 정신과학의 선명한 대립을 

강조하는 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철학적 논의를 전개하기 

위해 제시하는 사례 분석은 정신과학의 실제에 밀착하여 매우 구체적이라는 장

점이 있다. 이에 비해 후설의 현상학에 의거하여 정신과학을 정초하는 논의는 

다소 ‘피상적’이라는 느낌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왜냐하면 후설 

본인이 경험적 정신과학의 구체적 실제를 깊이 있게 천착하지 않고, 많은 부분 

단지 정신과학의 기초로서 현상학의 ‘가능성’을 제시하는 데에 그치고 있기 때

문이다.

이러한 한계를 충분히 의식하고 있기 때문에, 본고는 논의를 전개하면서 필자

의 앎이 허락하는 한에서 경험과학의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고자 시도하였다. 

물론 이러한 시도는 여전히 충분히 만족스럽지 않으며, 어떤 경우에는 필자가 

제시한 경험적 정신과학의 사례가 논의의 맥락에 비추어 과연 얼마나 적절하고 

타당한 것인지 비판적으로 검토해 볼 여지도 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본고는 

다양한 경험적 정신과학의 관점에서 제기되는 비판적 논의에 열려 있으며, 이러

한 과정을 통해 현상학은 좀 더 경험과학의 실제에 밀착되어 있는 철학적 토대

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2. 하이데거 및 가다머와의 비교연구

정신과학의 정초라는 문제에 초점을 맞추면, 본고의 성과는 가다머의 해석학

과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 가다머는『진리와 방법』에서 딜타이의 삶의 철

학과 후설 현상학의 의의와 한계를 검토하면서 자신의 철학적 해석학을 발전시

킨다. 먼저 가다머는 소위 ‘역사학파’와 ‘해석학파’가 경험적 연구의 관점에서 

제기한 물음들을, 딜타이와 후설이 본격적인 의미에서 정신과학에 대한 정초라

는 철학적 문제 틀로 정식화했다고 평가한다. 딜타이와 후설은 정신과학의 기초

를 각각 ‘삶’과 ‘생활세계’에서 발견하였는데, 가다머는 생활세계에서 ‘지평’의 

현상을 발견한 점을 후설의 가장 큰 공로라고 인정한다.

하지만 이러한 긍정적 언급에도 불구하고, 딜타이와 후설에 대한 가다머의 평

가는 전반적으로 호의적이지 않다. 왜냐하면 가다머는 딜타이의 삶의 철학과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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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의 현상학을 여전히 많은 부분 데카르트와 베이컨 등으로 대표되는 근대철학

의 유산, 즉 확실한 인식을 획득하기 위한 ‘방법론적 이상’에 사로잡혀 있는 철

학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가다머에 의하면 근대철학의 방법론적 논의는 자연

과학적 인식의 확실성을 정당화하기 위한 ‘인식론적’ 물음에서 출발하였다. 딜

타이가 자연과학에 종속되지 않은 정신과학의 기초를 마련하려고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다머는 딜타이가 정신과학의 기초를 인식론의 틀 안에서 마련하려 

한다는 점에서 여전히 근대과학의 ‘방법론적 사유’에 갇혀 있다고 비판한다. 즉 

딜타이에게서는 정신과학이 근원인 삶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요구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객관적 인식을 추구하는 학문의 본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요구가 

끊임없이 상충하면서 결과적으로 모순에 빠져있다는 것이다. 객관적 인식을 추

구하는 것은 자연과학이기 때문에, 주관적 삶의 구체성을 다루는 정신과학은 본

성상 방법론적 요구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 가다머의 입장이다.

이러한 입장은 후설의 현상학에 대한 평가에서도 마찬가지다. 가다머는 후설

이 주관적이고 구체적인 생활세계에서 정신과학의 기초를 찾았다는 점에서 긍

정적으로 평가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딜타이와 마찬가지로 후설 역시 ‘방법

론적 사유’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가다머의 비판은 특히 ‘초월

론적 주관’에 집중되고 있는데, 가다머는 역사적 지평을 지닌 생활세계가 초월

론적 주관에 의해 지향적으로 구성된다는 후설의 입장을 일종의 ‘인식론적 사

유’로 간주한다. 초월론적 주관이 역사적 지평을 지닌 삶의 세계 안에서 살아가

는 존재라는 존재론적 요구와, 초월론적 주관이 역사적 세계를 구성한다는 인식

론적 요구는 서로 조화될 수 없다. 결국 가다머의 입장은, 후설의 현상학이 지

향적 상관관계를 통해 두 가지 상충되는 요구를 조화시키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구체적인 삶을 규정하는 데에서는 완전히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철학적 해석학을 통해 가다머가 궁극적으로 주장하고자 하는 바는, 정신과학

은 본성상 근대 자연과학을 정당화하기 위한 철학적 모델로 개발된 인식론과 

방법론이 적용될 수 없기 때문에, 주관적 삶을 다루는 정신과학은 삶의 역사적 

조건에 대한 해명 위에서만 정당한 철학적 기초를 획득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정신과학은 방법론적 절차에 따라 객관적 ‘인식’을 추구해서는 안 되고 ‘이해’를 

추구해야하는데, 이해는 ‘해석’의 토대가 되는 기초존재론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는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가다머가 하이데거의 해석학적 현상학에 깊이 의지하

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후설 현상학의 관점에서 가다머의 철학적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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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학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하이데거의 해석학적 현상학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

다. 그러나 이것은 그 자체로 엄청난 노고를 요구하는 커다란 연구의 주제다. 

다만 본고는 여기서 간략한 논평을 통해 딜타이와 후설에 대한 가다머의 입장

을 검토하면서, 향후 후속적 심화연구의 과제를 시사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을 

수 없다.

필자의 견해에 따르면, 후설에 대한 가다머의 비판은 온당하지 않다. 왜냐하

면 가다머는 초월론적 현상학이 해명하고 하는 초월론적 주관에 의한 세계 구

성이 두 가지 정초이념에 따라 수행된다고 하는 점을 통찰하지 못하고 있기 때

문이다. 다시 말해, 가다머는 후설의 초월론적 현상학에서 정적 현상학과 발생

적 현상학의 두 차원을 보지 못한 것이다.

발생적 현상학의 관점에서 보자면, 가다머의 논의는 후설의 현상학을 더욱 심

화시키는 계기를 제공하기도 한다. 어떤 점에서 초월론적 현상학 전체가 보편적 

학문으로서의 철학을 수립하려는 프로그램으로서의 기획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후설의 관심이 초월론적 현상학의 성과를 정신과학의 정초라는 특정한 문제에 

적용하는 데에 관심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반면『진리와 방법』2부에 국한해서 

보면 가다머는 철학적 해석학을 통해 정신과학의 기초를 찾겠다는 명료한 문제

의식 속에서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따라서 필자는 가다머의 존재론적 논의가 

정신과학에 대한 발생적 현상학의 한 형태로서, 정신과학의 본성을 이해하고 철

학적 기초를 심화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하지만 가다머는 정적 현상학의 논의를 완전히 도외시하는 한계를 지닌다. 필

자는 세계에 대한 ‘역사적 의식’에만 머문다고 정신과학이 성립하는 것이 아니

라고 생각한다. 정신과학이 학문으로서 객관적 진리를 추구하는 이상 ‘역사적 

인식’에 대한 요구를 외면할 수 없다. 왜냐하면 학문적 인식이란 반성적 자기의

식 속에서 명료한 방법적 절차에 의거하여 획득되는 체계적인 앎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역사의식’이 정신과학의 존재론적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요구와, ‘역

사인식’의 가능조건으로서 인식론적-방법론적 기초를 해명해야 한다는 요구는 

서로 상충하거나 원리상 양립할 수 없는 모순이 아니다. 정신과학은 정적 현상

학의 관점과 발생적 현상학의 관점 모두에서 철학적 기초를 필요로 한다.

위와 같은 이유에서 우리는 후설 초월론적 현상학의 입장에서 가다머의 철학

적 해석학과 진지한 대화 및 대결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방향에서 좀 

더 심도 있는 비교연구가 수행될 때, 딜타이의 삶의 철학이 지닌 고유한 의의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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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아니라 역으로 가다머의 철학적 해석학이 지닌 온당한 의의 역시 드러날 수 

있을 것이다.

3. 리쾨르 해석학과의 비교연구

리쾨르의 해석학 역시 후설의 초월론적 현상학의 관점에서 비판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리쾨르는 후설의 현상학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하이데거와 가다머의 

해석학적 문제의식을 수용하면서, 자신만의 고유한 해석학을 발전시킨다. 실제

로 리쾨르 해석학에는 현상학과 해석학이라는 독일 전통에 더하여 구조주의라

는 프랑스 전통이 강하게 드리워져 있기 때문에, 리쾨르의 해석학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수고를 요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의 제한된 독

해 범위에서 평가하자면, 후설 현상학에 대한 리쾨르의 해석학적 비판은 상당부

분 가다머의 논의에 의지하고 있다.

여러 편의 논문을 모아 편찬한『텍스트에서 행동으로』라는 저서의 1부 1장

은「현상학과 해석학」이라는 제목으로 시작하고 있는데, 리쾨르는 여기서 후설

의 초월론적 현상학에 내재한 갈등을 지적한다. 즉 후설의 초월론적 현상학에는 

‘현상학적 요구’와 ‘해석학적 요구’ 사이의 긴장이 내재해 있는데, 리쾨르가 ‘현

상학적 요구’라고 부르는 것은 ‘성찰하는 자아’에 관한 철학인 ‘관념론’으로서 

모든 인식의 타당성을 궁극적 자기책임의 주체인 초월론적 주관에서 구명해야 

한다는 요구를 뜻한다. 반면 ‘해석학적 요구’는 모든 경험에 대한 존재론적 기

초를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로서, 의미에 관한 일반이론인 언어적 조건을 규명하

는 작업이다. 이점에서 리쾨르는 하이데거와 가다머의 논의를 적극 수용한다.

리쾨르는 현상학과 해석학이 서로 대화해야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현상학에 

기초한 해석학’의 측면을 조명하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해석학에 기초한 

현상학’의 측면을 조명하면서, 리쾨르는 자신만의 ‘해석학’을 전개하기 위한 토

대를 후설의 초월론적 현상학에 대한 재구성에서 찾는다. 그러니까 리쾨르는 후

설의 초월론적 현상학에 ‘정적 현상학’과 ‘발생적 현상학’의 두 이념이 공존하고 

있음을 감지했으며, 양자의 긴장을 해소하고 서로 조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했다. 초월론적 현상학에 내재한 두 정초이념을 막연하게나마 감지했다는 

것과 양자를 조화시키려는 노력이 얼마나 성공적이었는가는 별개의 문제이긴 

하지만, 어느 한쪽을 도외시하지 않고 양자를 균형 있게 다루려 했다는 점에서 

리쾨르는 가다머보다 후설의 초월론적 현상학을 공정하게 다루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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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필자는 정신과학을 이해하기 위한 가장 중요하고도 근본적인 과제가 

‘주관성’을 해명하는 데에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리쾨르는 후설의 현상학을 

지속적으로 참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관성에 대한 탐구를 자신의 해석학

에서 중심적인 과제로 간주하지 않은 것 같다. 오히려 그의 궁극적인 관심은 해

석학을 정신과학의 철학적 토대로 만들고자 하는 정초의 이념보다는, 정신분석

학이나 성서해석학 등 다양한 정신과학의 분과에서 자신의 해석학적 모델이 적

용될 수 있는 여지를 탐색하는 데에 있다. 주관성에 대한 탐구가 중심적 과제로 

제기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리쾨르의 해석학을 정신과학의 토대로 간주하기에는 

다소 저어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리쾨르의 해석학은 초월론적 현상학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바를 시

사한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의의가 있다. 정신과학의 다양한 분과에 해석학적 

탐구의 모델을 적용하는 가능성을 제시하는 리쾨르의 해석학은 후속적 연구가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해 주기 때문이다. 그 방향은 바로, 초월론적 현상학이 

정신과학의 궁극적인 철학적 토대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철학의 테두리에 갇

힌 논의에 머물지 않고 경험적 정신과학의 다양한 분과와 교류하며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한다는 점이다.

            

4. 경험적 정신과학에의 적용

정신과학에 대한 현상학적 정초가 공허한 형식적 논의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인 것이 되기 위해서, 현상학은 부단히 경험적 정신과학의 실제적 탐구에 관심

을 기울여야만 한다. 즉 후설의 현상학은 정신과학에 어떤 구체적인 매뉴얼을 

제공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자임하는 방법적으로 완결된 철학 체계가 결코 

아니다. 오히려 후설의 현상학은 끊임없이 확장되는 경험적 탐구의 새로운 영역

과 그 영역을 탐구하기 위해 요구되는 다양한 방법들의 의미와 본질을 해명하

는 일을 열린 과제로 삼아야만 한다. 즉 정신과학의 다양한 경험적 분과와 소통

하는 일은 필수불가결하다.

특히 사회학이나 역사학은 인간이 삶을 영위하는 정신적 세계를 탐구한다는 

점에서 후설의 현상학과 본질적으로 불가분한 관계에 있다. 설령 후설의 현상학

의 성과가 사회학이나 역사학이 추구하는 특정한 경험적 사실에 대한 지식의 

증대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인식론이나 방법론과 같은 

반성적 탐구를 통해 학문의 성격과 본질을 해명하는 데에서 후설의 현상학은 

기여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반성적인 탐구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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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기여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기존의 사회학이나 역사학이 경험과학의 

시야에서 조망하거나 통찰할 수 없었던 사태가 현상학을 통해 드러난다면, 현상

학은 사회학과 역사학이 연구해야 할 영역을 확장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슈츠(A. Schutz)가 후설의 현상학에 의지하여 ‘현상학적 사

회학’을 발전시키게 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된다. 필자가 보기에 슈츠는 후설의 

현상학적 학문체계 전체의 지반이 되는 궁극적인 토대로서의 초월론적 현상학

에는 아직 도달하지 못하였다. 단지 사회학자로서 슈츠의 관심은 ‘생활세계의 

현상학’에 기초하여 영역 존재론으로서의 ‘사회학적 존재론’을 수립하는 데에 

있었을 뿐이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 덕분에 사회학이 현상학과 서로 활발하게 

소통할 수 있는 여지는 더욱 늘어난다. 가령 슈츠의 현상학적 사회학은 사회적 

현상에 대한 탐구의 구체적 사례를 현상학에 제공하고, 현상학은 그에 대한 철

학적 반성을 통해 비판적인 검토를 수행함으로써, 사회 현상의 본성에 부합하는 

참된 인식을 획득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할 수 있는 것이다.228)

5. 현상학적 질적연구의 가능성

이러한 논의는 비단 사회학에 국한해서 뿐만 아니라, 앞으로 후설의 현상학과 

정신과학에 속하는 다양한 분과학문 사이에 학제적(學際的) 연구가 활발하게 이

루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는 최근에 ‘현상학적 질적연구’

라는 형태로 의미 있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고 있다. 이처럼 현상학이 

정신과학과 실제로 소통하고 있으며 또 소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은 중요한 과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만일 어떤 정신과학이 사태의 본성에 

부합하지 않는 방법을 사용하여 탐구를 수행한다면, 현상학은 그것이 지닌 그 

나름의 의의와 권리한계를 동시에 지적하면서 정신적 사태의 본성에 부합하는 

228) 또한 베버(M. Weber)의 사회학이나 짐멜(G. Simmel)의 사회학 역시 후설의 현상학과 

소통할 수 있는 여지를 지니고 있다. 필자는 본고의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참고한 다

음의 연구문헌에서 베버가 사회과학 방법론의 인식론적 기초를 리케르트의 문화과학 

방법론에 의지하여 탐색했다는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였다. G. Oakes, “Rickert’s 
Value Theory and the Foundations of Weber’s Methodology”, Sociological Theory 
6/1(1988), pp.38-51. 다음의 연구문헌에서는 베버가 리케르트의 영향을 받은 반면, 짐
멜의 사회학은 딜타이의 삶의 철학에 영향을 받았다는 흥미로운 관점이 제시되기도 

한다. S. A. Staiti(2014), pp.52-82.; 최성환,「W. 딜타이와 G. 짐멜의 삶의 개념과 이해 

개념」, 중앙대학교 철학연구소,『철학탐구』25(2009), pp.87-117. 그렇다면 후설 현상

학의 입장에서 신칸트학파와 딜타이의 철학에 대해 수행한 본고의 성과는, 베버나 짐

멜의 사회학을 현상학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는 후속 연구의 가능성

을 열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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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방법을 사용하라고 촉구하는 계도적 역할을 수행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신칸트학파와 딜타이를 거쳐 후설의 초월론적 현상학에 이르기까지, 정신과학을 

올바른 토대 위에 정초하려는 문제의식을 지닌 모든 시도가 추구한 목표가 바

로 거기에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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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ncept of ‘Geisteswissenschaften’ refers to the human sciences 
investigating human beings and the social-historical realities in which they 
live. However, contrast to the natural sciences explaining the nature on the 
basis of mathematics, social-historical-human sciences do not have such a 
steadfast foundation. For this reason, some of scholars may pose a doubt on 
the character of ‘science’ of human studies and also undervalue the 
achievement of social-historical studies. The best example of this position is 
‘naturalism’ or ‘positivism’, which insists that social-historical-human studies 
must be established on the ground of natural sciences.   

The goal of this thesis will elucidate the philosophical conditions on 
which social-historical-human studies can be established as independent 
sciences, not subordinated on natural sciences. In the overview of E.
Husserl’s phenomenology, I will call this task ‘phänomenologische 
Grundlegung der Geisteswissenschaften.’ ‘Grundlegung’ means lay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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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undation comparing to architecture. As a grounding work is prerequisite 
for building work, all kinds of scientific thinking consists of their own 
structure systematically established on the ground of reason.

In short, I will illuminate what is the proper foundation and the unique 
character of social-historical-human studies essentially differentiated from that 
of natural sciences. Laying phenomenological foundation of these studies will 
take following steps.   

First of all, it needs to be determined whether natural and 
social-historical-human sciences should be demarcated in terms of their 
‘objects’ or their ‘methods.’ In the part 2 and 3, I will investigate this issue 
following the positions of W. Windelband, H. Rickert and W. Dilthey. The 
arguments between them will cast lights on the preliminary outlines of this 
issue and the approaching threads for the tasks of phenomenological laying 
foundation of social-historical-human studies.

Secondly, in the view of Husserl’s phenomenology, I will criticize the 
positions of neo-kantian philosophers and Dilthey. Although their 
philosophical positions on this issue provide some fruitful insights 
undeniably accepted by Husserl, they also include some obvious and 
fundamental defections to be corrected by phenomenology. In the part 4 and 
5, I will examine what are similar points and what are fundamentally 
different points among their philosophies.   

In the part 4, it will be explicated that ‘life-world’ is the original ground 
on which all kinds of objective sciences can be established and that the 
demarcation between natural and social-historical-human sciences can be 
achieved only on the basis of various kinds of experiences with original 
intuitions. Once the original region of social-historical-human sciences 
acquired in the ontological sense, in the part 5 I will maintain that 
phenomenological psychology explicating the various types of experiences 
and essential structures of intentionalities serves as methodological basis for 
the social-historical-human sc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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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rdly, in part 6, I will elucidate that transcendental phenomenology must 
be the most fundamental ground for social-historical-human sciences, because 
the folding layers of correlations between the constituting subject and the 
constituted world can be totally revealed only from the level of 
transcendental phenomenology.

Every human being, on the one hand, is a subject living ‘in’ the world 
from the experiential point of view, on the other hand he/she is also a 
constituting subject living ‘out’ of the world, as the condition of possibility 
of the world from the transcendental point of view. Tracing back to the 
layers of transcendental constitution, it turns out that this world is the 
achievement of transcendental-intersubjective constitutions, which implicates 
the stratification of historical horizons.

Finally, in the sense above, I will maintain that all subdiscipline of 
social-historical-human studies have historical character in its own nature, 
and also I will argue that transcendental phenomenology as universal science 
must be the most ultimately fundamental philosophical ground for 
social-historical-human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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