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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주지하다시피 ‘생활세계’는 후설 현상학의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다. 

우리는 ‘생활세계’라는 개념의 뿌리를 이미 1913년 출간된 『이념들I』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서 생활세계는 ‘환경세계’라는 개념으로 등장한다. 

후설이 후기에 ‘생활세계’를 ‘생활환경세계(Lebensumwelt)’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위기』에서 등장하는 생활세계는 곧『이념

들I』에서 제시되었던 그 환경세계와 동일한 것이다.

바로 그런 이유에서 필자는 후설의 초․중기 저술인 『이념들I』에서부터 

『이념들II』를 거쳐 후기 저술인 『데카르트적 성찰』, 『위기』에 이르기까지 

생활세계를 연구 주제로 삼는 후설의 주요 저술들을 고찰하면서, 생활세계

의 정적 현상학과 발생적 현상학에 대한 논의를 진행시켰다. 후설의 현상

학에서 ‘생활세계’가 중요한 해명의 대상으로 등장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

이 두 가지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당대 학문이 처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과학적 세계가 자신

의 타당성과 발생을 빚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객관주의’에 의해 은폐되

고 망각되어 버린 근원적인 삶의 세계를 조명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이러한 문제의식은 후설 자신이 수행한 현상학적 분석의 한계를 

보완하려는 지속적인 동기와 밀접하게 결합된 형태로 전개된다. 후설은 

『이념들I』에서 자신이 전개한 정적 현상학의 고유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방향에서 초월론적 현상학을 전개해야만 할 필요성을 감지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발생적 현상학이다. 말하자면 후설은 『이념들I』을 출간한 이

후에 현상학을 정적 현상학과 발생적 현상학으로 나누어 전개하면서 자신

의『이념들I』에서 전개된 현상학의 한계를 보완해 나갔는데, 이와 관련하여 

생활세계의 현상학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서 본 연구는 1장에서 논문의 목표와 개요를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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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후, 2장에서 정적 현상학과 발생적 현상학이라는 후설의 초월론적 현상

학의 이념을 논하면서, ‘생활세계의 현상학’이 두 가지 이념에 따라 어떻

게 다른 모습으로 전개될 수 있는지 검토하였다. 정적 현상학과 발생적 현

상학의 근본적인 구분은 그것이 해명하고자 하는 지향성 사이의 정초관계

의 차이에 있다. 정적 현상학이 지향성 사이의 초시간적 타당성 정초관계

를 해명함을 목표로 하는 반면에, 발생적 현상학은 지향성 사이의 발생적 

정초관계를 해명함을 목표로 한다. 그에 따라 생활세계의 정적 현상학과 

발생적 현상학은 각각 생활세계의 구성과 관련하여 지향성 사이의 초시간

적 타당성 정초관계와 시간적인 발생적 정초관계를 해명함을 목표로 한다. 

이와 더불어 필자는 생활세계의 정적 현상학과 발생적 현상학을 전개하기 

위해 필요한 여러 가지 현상학적 방법, 즉 초월론적 현상학적 환원, 생활

세계적 환원, ‘헐어내기(Abbau)’의 방법, ‘쌓아나가기(Aufbau)’의 방법 등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이어 3장에서는 『이념들I』에 나타난 생활세계의 현상학을 고찰하였다. 

물론 후설은 『이념들I』에서 명시적으로 ‘생활세계’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적 현상학의 이념과 발생적 현상학의 이념을 구

별하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설은 『이념들I』의 여러 곳에서 ‘세

계’에 관한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루어진 ‘세계’에 관한 논의

가 차후 ‘생활세계’에 관한 논의로 발전하는 중요한 단초가 된다. 

후설의 ‘세계’, ‘환경세계’, ‘생활세계’의 개념적 동일성을 올바로 드러내

기 위해서는 세계에 대한 일면적인 철학적 이해를 비판적으로 검토해야만 

한다. 그에 따라 필자는 3장에서 ‘자연주의’의 세계 이해를 살펴보고, 나아

가 후설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친 아베나리우스의 ‘자연적 세계’ 개념을 비

판적으로 검토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위에서의 다양한 세계 이해가 

지닌 문제점과 더불어, 그것이 결국 후설이 해명하려고 하는 근원적 세계, 

즉 생활세계에 도달하지 못한 한계를 지니고 있음을 해명하였다.

또한 필자는 초․중기 후설이 비록 명료한 형태로 초월론적 현상학의 두 

이념을 구분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념들I』에서 수행한 세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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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분석이 정적 현상학과 발생적 현상학이라는 두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는 이론적인 여지를 풍부하게 함축하고 있다는 사실을 해명하였다. 이점

과 관련하여 필자는 후설이 『이념들I』에서 세계의 문제를 다루면서 세계의 

‘층들’에 대한 구별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였다.

우선 그는 1) 나의 개인적인 세계의 층과 상호주관적인 세계의 층을 구

별하는데, 나의 개인적인 세계의 층은 나에 의해 경험된 세계를 뜻하며, 

상호주관적인 세계의 층은 나와 타인들이 함께 경험하는 세계를 뜻한다. 

나아가 후설은 2) 자연적 환경세계와 이념적 환경세계를 구별한다. 여기서 

자연적 환경세계는 지각세계, 문화세계, 역사세계 등 우리가 경험하는 일

상적 세계를 뜻하고 이념적 환경세계는 수학의 세계, 물리학의 세계 등을 

뜻한다. 

그런데 이러한 두 가지 기준에 따라 각기 구별되는 세계 층들의 관계를 

우리는 한편으로는 초시간적 타당성 정초관계라는 정적 현상학의 관점에

서 해명할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시간적 발생적 정초관계라는 발생적 

현상학의 관점에서 해명할 수 있다. 따라서 비록 후설이 『이념들I』에서 이

러한 두 가지 구별을 수행하면서 세계에 대한 분석을 명료하게 정적 현상

학과 발생적 현상학으로 나누어 수행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념들

I』의 출간 후 후설이 생활세계의 현상학을 정적 현상학과 발생적 현상학으

로 나누어 전개하고 있다는 점은 이미 『이념들I』에 생활세계의 현상학의 

두 이념이 배태되어 있음을 보여주기에 충분하다. 말하자면 『이념들I』에서 

전개된 생활세계의 현상학은 정적 현상학과 발생적 현상학의 구별이 이루

어지기 이전에 전개된 현상학이지만, 그럼에도 그것은 『이념들II』, 『데카르

트적 성찰』, 『위기』에 나타난 생활세계의 현상학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체

계화되고 구체화된다.

필자는 4장에서 후설이 다양한 유형의 생활세계 사이의 타당성 정초관

계를 해명하면서 전개하는 생활세계의 정적 현상학에 대해 살펴보았다. 4

장 1절에서는 『데카르트적 성찰』을 중심으로 나의 환경세계와 상호주관적 

환경세계 사이의 타당성 정초관계에 대한 분석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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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보았고, 4장 2절에서는 『위기』의 3부를 중심으로 자연적 환경세계와 이

념적 환경세계 사이의 타당성 정초관계에 대한 분석이 어떻게 이루어졌는

지 살펴보았다. 우리는 이처럼 『데카르트적 성찰』과 『위기』를 중심으로 생

활세계와 관련한 타당성 정초관계에 대한 분석을 살펴보면서, 통상 생활세

계에 대한 발생적 현상학으로 이해되는 후설의 후기 현상학에서 생활세계

에 대한 정적 현상학적 탐구가 어떻게 가능한지 해명하였다.

5장에서는 후설이 다양한 유형의 생활세계 사이의 발생적 정초관계를 

해명하면서 전개하는 생활세계의 발생적 현상학에 대해 살펴보았다. 후설

은 『이념들II』에서 나의 환경세계와 상호주관적 환경세계 사이의 발생적 

정초관계를 분석하면서 생활세계의 발생적 현상학을 전개하고 있다. 그리

고 『위기』에는 자연적 환경세계와 이념적 환경세계 사이의 발생적 정초관

계를 분석하는 부분들이 제시된다. 필자는 5장 1절에서 『이념들II』에서 후

설이 자연적 태도에서 나의 환경세계와 상호주관적 환경세계 사이의 발생

적 정초관계를 어떻게 분석하는지 살펴보았고, 5장 2절에서는 『위기』에서 

후설이 초월론적 태도에서 자연적 환경세계와 이념적 환경세계 사이의 발

생적 정초관계를 어떻게 분석하는지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6장에서는 본 연구의 의의를 살펴보고, 생활세계의 정적 현

상학과 발생적 현상학의 구별과 관련하여 앞으로 해결해야 할 몇 가지 중

요한 문제들을 지적하면서, 전체적인 논의를 마무리하였다.

주요어 : 후설, 현상학, 생활세계, 환경세계, 정적 현상학,

발생적 현상학, 초월론적 현상학

학  번 : 2009-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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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논문의 목표와 개요

1절 논문의 목표

생활세계는 후설 현상학의 가장 중요한 주제 중 하나다. 후설은 생활세

계의 현상학을 통해 자신의 초기 현상학의 한계를 극복하고 현상학을 진

정한 의미에서 보편학이자 엄밀학으로 정립하고자 시도하며, 이를 통해 궁

극적으로 유럽 학문의 위기와 20세기 전반 유럽인이 경험했던 인간 실존

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시도한다. 이처럼 생활세계의 현상학이 후설의 현상

학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기 때문에, 지난 수십 년 동안 후설의 생활세

계 개념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예를 들어 란트그레베(L. Landgrebe)는 『이념들I』의 환경세계와 『위기』의 

생활세계의 관계를 조명하면서, 『위기』의 생활세계는 다름 아닌 “『이념들』

에서 ‘자연적 태도의 일반정립’이라 불렸던 것의 상관자”1), 즉 “환경세계”

라는 사실을 해명하였다. 슈트라서(S. Strasser)는 후설의 생활세계 개념의 

다의성을 지적하면서 후설의 생활세계를 1. 내용적인 개념의 생활세계, 2. 

형식적인 개념의 생활세계와 3. 모든 경험하는 지향성의 보편적인 지평으

로서의 세계로 구별하고 고찰하였다.2) 또한, 후설의 『위기』의 영어 번역자

이자 미국 현상학 연구를 주도해온 학자 중의 한 명인 카(D. Carr)는 “현

상학과 역사의 문제”를 천착하면서, 후설의 생활세계는 좁은 의미의 생활

세계와 넓은 의미의 생활세계로 구별될 수 있다는 견해를 피력한다.3) 그 

1) L. Landgrebe, “The Problem Posed by the Transcendental Science of the A 

Priori of the Life-World”, in: Apriori and World: European Contributions to 

Husserlian Phenomenology, Ed. and Trans. by W. McKenna/R. M. Harlan/L. E. 

Winters, The Hague/Boston/London: Martinus Nijhoff Publishers, 1981, p.159.  

2) S. Strasser, “Der Begriff der Welt in der phänomenologischen Philosophie”. in: 

Phänomenologische Forschungen, 3, 1976, pp.154ff. 

3) D. Carr. Phenomenology and The Problem of History: A Study of Husserl's 

Transcendental Philosophy, Evanston, Il.: Northwestern University Press, 1974, 

p.196. 여기서 카는 좁은 의미의 생활세계를 “더 좁은 의미”의 생활세계라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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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20세기에 후설의 생활세계를 

주제로 한 단행본과 논문들이 다수 출간되었다.

이처럼 생활세계에 대한 수많은 연구가 수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1세

기에 들어서도 그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다방면으로 수행되고 있다. 2001

년에는 박인철이 후설의 후기 현상학의 방법 문제와 관련하여 생활세계의 

문제를 다룬 저서를 출간하였고,4) 2004년에는 베르메스(C. Bermes)가 후설

의 현상학에 등장하는 다양한 생활세계 개념을 조명하는 저서를 출간하였

다.5) 또한, 지난 10년 사이에도 생활세계의 현상학을 주제로 한 저서가 4

권이나 출간되었다. 게트만(C. F. Gethmann)은 2008년 독일철학회 학술대

회를 개최하면서 학술대회의 주제를 “생활세계”로 정하고 거기서 발표된 

약 350편의 논문 중 100편 정도를 선별하여 2011년 단행본으로 출간했는

데,6) 여기에는 후설의 생활세계를 다룬 논문만도 수십 편이 발표되었다.

2011년에 루프트(S. Luft)가 후설의 생활세계를 주제로 또 한 권의 단행

본을 출간하였고,7) 그 다음 해인 2012년에는 헬트(K. Held)와 모란(D. 

Moran)이 후설의 생활세계 개념을 다룬 단행본을 한 권씩 출간하였다.8)

그 후에도 지금까지 후설의 생활세계 개념을 주제로 한 다수의 연구 논문

들이 출간되고 있다. 이러한 여러 연구들을 통해 후설의 생활세계 개념의 

다양한 측면들이 조명되었는데, 앞으로도 후설의 생활세계에 대한 연구가 

계속해서 활발하게 이루어지면 아직 충분히 조명되지 못한 여러 가지 새

르고 넓은 의미의 생활세계를 “‘완전한’, 즉 ‘구체적인’ 의미”의 생활세계라 부

른다.

4) I.-C. Park, Die Wissenschaft von der Lebenswelt. Zur Methodik von Husserls 

später Phänomenologie. Amsterdam: Rodopi, 2001.

5) C. Bermes., “Welt” als Thema der Philosophie. Vom metaphysischen zum natü
rlichen Weltbegriff. Hamburg: Felix Meiner. 2004.  

6) C. F. Gethmann (Ed.). Lebenswelt und Wissenschaft. Hamburg: Felix Meiner, 

2011.

7) S. Luft., Subjectivity and Life-world in Transcendental Phenomenology. Evanston, 

Il.; Northwestern University Press, 2011.

8) K. Held., Phänomenologie der natur̈lichen Lebenswelt. Frankfurt/M.: P. Lang., 

2012; D. Moran., Husserl’s Crisis of the European Sciences and Transcendental 

Phenomenology: An Introduc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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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운 측면이 드러날 것이라 생각한다.9)

이러한 상황에서 본 논문은 후설 생활세계의 현상학을 생활세계의 정적 

현상학과 생활세계의 발생적 현상학으로 나누어 연구함을 목표로 한다. 이

러한 연구를 통해 후설 생활세계의 현상학에 관해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

았던 새로운 측면이 드러날 것이며, 더 나아가 무엇보다도 후설의 초월론

적 현상학의 새로운 측면이 구체적으로 드러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목

표를 위해 필자는 후설의 『이념들I』10)에서 시작하여 『이념들II』11), 『데카

르트적 성찰』12), 『위기』13)등 생활세계를 연구 주제로 삼는 후설의 주요 저

술들을 고찰하면서 후설의 생활세계의 현상학을 정적 현상학과 발생적 현

상학으로 나누어 고찰할 것이다.

우리가 『이념들I』에서부터 생활세계의 정적 현상학과 발생적 현상학에 

대한 연구를 시작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이념들I』이 후설이 생활세

계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저술이기 때문이다. 후설은 『이념

9) 후설의 생활세계에 대한 국내의 연구 몇 가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한전

숙, 「생활세계적 현상학」, 한국현상학회 편, 『생활세계의 현상학과 해석학』, 서

울, 서광사, 1992, pp.15-37; 이종관, 「생활세계는 근원적인가」, 한국현상학회 

편, 『생활세계의 현상학과 해석학』, 서울, 서광사, 1992, pp.65-92; 한정선, 「후

설과 마르크스의 생활세계의 학」, 한국현상학회 편, 『생활세계의 현상학과 해

석학』, 서울, 서광사, 1992, pp.119-143; 이종훈, 『현대의 위기와 생활세계: 후설

의 생활세계 개념 연구』, 서울, 동녂, 1994; 김희봉, 「후설의 생활세계 개념에 

대한 비판적 고찰」, 『현상학과 현대철학』, Vol.52,  2012, pp.25-60; 이종훈,「후

설 현상학에서 실증적 객관주의 비판의 의의」, 『현상학과 현대철학』, Vol.55,  

2012, pp.35-62.

10) E. Husserl, Ideen zu einer reinen Phänomenologie und phänomenologischen 

Philosophie. Erstes Buch: Allgemeine Einführung in die reine 

Phänomenologie. Ed. W. Biemel, Den Haag: Martinus Nijhoff, 1950. (Hua III,

『이념들I』)

11) E. Husserl, Ideen zu einer reinen Phänomenologie und phänomenologischen 

Philosophie. Zweites Buch: Phänomenologische Untersuchungen zur Konstitution. 

Ed. Marly Biemel. Den Haag: Martinus Nijhoff, 1952. (Hua IV,『이념들II』)

12) E. Husserl, Cartesianische Meditationen und Pariser Vorträge. Ed. Stephan 

Strasser. Den Haag: Martinus Nijhoff, 1963. (Hua I,『데카르트적 성찰』)

13) E. Husserl, Die Krisis der europäischen Wissenschaften und die transzendentale 

Phänomenologie. Ed. Walter Biemel, Den Haag: Martinus Nijhoff, 1962. (Hua 

VI,『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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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I』에서 환경세계(Umwelt)에 대한 논의를 다각도로 수행하는데,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거기서 논의되고 있는 환경세계는 다름 아닌 『위기』 등의 

저술에서 분석되고 있는 바로 그 생활세계다. 『이념들I』에 나타난 환경세

계는 여러 가지 유형, 단계와 층을 가지고 있는 세계로서 거기에는 본 연

구 전체를 이끌어가게 될 중요한 구별인 1) 나의 환경세계와 상호주관적 

환경세계의 구별과 2) 자연적 환경세계와 이념적 환경세계의 구별이 등장

한다. 뿐만 아니라 후설은 『이념들I』에서 생활세계를 근원적으로 탐구하기 

위한 방법인 초월론적 현상학적 환원의 방법에 대해서도 체계적으로 논의

하면서 차후에 전개될 생활세계의 현상학의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

말하자면 『이념들I』에서 이루어진 생활세계에 대한 후설의 분석은 그 후 

『이념들II』, 『데카르트적 성찰』을 거쳐 『위기』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심

화되어 나가면서 점점 구체화되어 가는 것이다. 단적으로 『이념들I』에 나

타난 나의 환경세계와 상호주관적 환경세계의 구별 및 양자의 관계는 『이

념들II』, 『데카르트적 성찰』 등에서 계속해서 논의되며, 『이념들I』에 나타

난 자연적 환경세계와 이념적 환경세계의 구별 및 양자의 관계는 『이념들

II』와 『위기』에서 계속해서 논의되고 있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본 논문은 『이념들I』에서 출발해 『이념들II』, 『데

카르트적 성찰』, 『위기』등 후설의 주요 저술들을 분석하면서, 생활세계의 

정적 현상학과 발생적 현상학으로 나누어 후설의 생활세계의 현상학을 해

명하고자 한다. 이처럼 『이념들I』을 비롯해 후설의 주요 저술들을 검토하

면서 생활세계의 현상학을 정적 현상학과 발생적 현상학으로 나누어 후설

의 생활세계의 현상학을 해명한 연구는 이 논문이 처음이며, 바로 여기에 

이 논문이 지닌 독창성과 연구사적 의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후설의 생활세계의 현상학에 대한 기존

의 연구들뿐 아니라, 후설 현상학의 다른 주제들에 대한 기존의 많은 연구

들이 없었다면 본 논문이 불가능하였을 것이라는 점이다. 그중에서 특히 

본 연구를 위해 결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연구들은 다음의 세 가

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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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좁은 의미의 생활세계와 넓은 의미의 생활세계의 구별에 대한 기

존 연구들이다. 앞서 지적한 란트그레베, 카, 슈트라서, 그리고 헬트의 연

구뿐 아니라, 슈츠(A. Schutz)의 연구14)와 하버마스(J. Habermas)의 연구15)

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러한 연구들은 필자에게 후설의 현상학에 하나의 

생활세계가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생활세계가 등장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특히 나의 환경세계와 상호주관적 환경세계의 구별 및 양자의 

관계뿐 아니라, 자연적 환경세계와 이념적 환경세계의 구별 및 양자의 관

계를 해명하는 데에서 필자는 커다란 도움을 받았다. 

둘째, 김재한의 「『위기』에 대한 정적 현상학적 해석의 가능성과 그 당위

성-철저주의와 엄밀한 학의 이념을 중심으로」라는 논문을 들 수 있다.16)

이 논문에서 김재한은 『위기』에 나타난 후설의 생활세계를 정적 현상학과 

발생적 현상학으로 나누어 고찰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그중에서 생활세계

의 정적 현상학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 점에서 김재한의 논문은 필

자가 본 연구를 수행하는 데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하지만 필자는 거기에

서 한 걸음 더 나아가고자 한다. 그러니까 본 연구는 후설의 생활세계의 

현상학을 정적 현상학과 발생적 현상학으로 나누어 고찰할 수 있는 출발

점을 1913년 출간된 『이념들I』로 분명하게 적시하고, 『이념들I』에서부터 

후설의 생활세계를 정적 현상학과 발생적 현상학으로 나누어 고찰하기를 

시도한다. 

셋째, 정적 현상학과 발생적 현상학의 구별과 관련된 여러 논의들인데, 

14) 예를 들면 슈츠에 따르면 생활세계는 네 가지로 구별될 수 있다. 즉 1. 사회

적 환경세계(Social World, die soziale Umwelt), 2. 사회적 공동세계(Social 

World of the Contemporaries, die soziale Mitwelt), 3. 사회적 선세계(Social 

World of the Predecessors, die soziale Vorwelt), 그리고 4. 사회적 후세계(Social 

World of the Successors, die soziale Folgewelt)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A. 

Schutz, The Phenomenology of the Social World, Trans. by G. Walsh and F. 

Lehnert, Evanston, Il.: Northwestern University Press, 1967, pp.139 ff. 참고. 

15) J. Habermas, The Theory of Communicative Action, Volume 1: Reason and the 

Rationalization of Society, Trans. by T. McCarthy, Boston: Beacon Press, 1984.

16) 김재한,「『위기』에 대한 정적 현상학적 해석의 가능성과 그 당위성-철저주의

와 엄밀한 학의 이념을 중심으로」, 서울, 서울대학교 문학석사 학위논문,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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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중에서도 이남인의 연구가 본 연구를 위해 커다란 도움을 주었다.17) 정

적 현상학과 발생적 현상학의 구별에 대한 이남인의 연구는 본 연구 전체

의 틀을 마련해 주었다. 뒤에서 상세히 논의하겠지만 정적 현상학과 발생

적 현상학의 근본적인 구분은 그것이 해명하고자 하는 ‘지향성 사이의 소

급 지시 관계로서의 정초관계’의 차이에 있다. 정적 현상학은 초월론적 구

성의 초시간적 ‘타당성 정초관계’를 해명함을 목표로 하는 반면, 발생적 

현상학은 초월론적 구성의 발생적 정초관계를 해명함을 목표로 한다. 이러

한 맥락에서 생활세계와 연관시킨다면 생활세계의 정적 현상학은 타당성 

정초관계의 관점에서 생활세계의 구성을 해명함을 목표로 하고, 발생적 현

상학은 발생적 정초관계의 관점에서 생활세계의 구성을 해명함을 목표로 

한다. 

2절 논문의 개요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본고는 2장에서 정적 현상학과 발생적 현상학이

라는 후설의 초월론적 현상학의 두 가지 유형을 논하면서, 이러한 두 가지 

유형에 따라 생활세계의 현상학이 어떻게 다른 모습으로 전개될 수 있는

지를 검토하였다. 정적 현상학과 발생적 현상학의 근본적인 구분은 그것이 

해명하고자 하는 ‘지향성 사이의 소급 지시 관계로서의 정초관계’의 차이

에 있다. 정적 현상학은 초월론적 구성의 초시간적 ‘타당성 정초관계’를 

해명함을 목표로 하고, 발생적 현상학은 초월론적 구성의 발생적 정초관계

17) 이남인,『현상학과 해석학：후썰의 초월론적 현상학과 하이데거의 해석학적 현

상학』,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4.; 이남인,『후설의 현상학과 현대철학』, 서

울, 풀빛미디어, 2007.; N.-I. Lee., Edmund Husserls Phänomenologie der 

Instinkte, Dordrecht/Boston/London: Kluwer Academic Publishers, 1993.; 

“Static-Phenomenological and Genetic-Phenomenological Concept of Primordiality 

in Husserl’s Fifth Cartesian Meditation”, in: Husserl Studies, 18, 2002, 

pp.165-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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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해명함을 목표로 한다. 이와 더불어 필자는 이 두 유형의 생활세계의 

현상학을 전개하기 위해 필요한 현상학적 환원의 방법 및 헐어내기의 방

법, 쌓아가기의 방법 등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이어 3장에서는 『이념들I』에 나타난 생활세계의 현상학을 고찰하였다. 

물론 후설은 『이념들I』에서 명시적으로 ‘생활세계’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지 않으며, 심지어 서로 구별되는 정적 현상학과 발생적 현상학의 이념

조차도 불명료한 상태로 남아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설은 『이념들I』의 

여러 곳에서 ‘세계’에 관한 문제를 언급하고 있는데, 여기서 다루어지는 

‘세계’에 대한 논의가 차후 ‘생활세계’에 관한 논의로 발전하는 중요한 단

초가 된다는 점은 분명하다. 왜냐하면, 후설은 『이념들I』에서 세계의 문제

를 논의하면서 ‘환경세계(Umwelt)’라는 개념을 사용하는데, 『이념들I』에 나

오는 환경세계가 곧 생활세계이기 때문이다.

후설의 ‘세계’, ‘환경세계’, ‘생활세계’의 개념적 동일성을 올바로 드러내

기 위해서는 세계에 대한 일면적인 철학적 이해를 비판적으로 검토해야만 

한다. 그에 따라 필자는 2절에서 특히 ‘자연주의’의 세계 이해를 살펴보고, 

나아가 후설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친 아베나리우스의 ‘자연적 세계’ 개념

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해명되는 것은, 위에서 문

제가 되는 다양한 세계 이해가 결국 후설이 해명하려고 하는 근원적 세계, 

즉 생활세계에 결코 도달하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가령 후설 현상학의 입장에서 아베나리우스의 ‘자연적 세계’ 개념은 명

백한 한계가 있는데, 그 이유는 ‘자연적 세계’는 아직 ‘자연적 태도’에서 

실재하는 것으로 경험된 세계로서, 후설의 현상학이 궁극적으로 해명하고

자 한 초월론적 현상학적 태도에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근원적인 세

계가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필자는 초․중기 후설이 비록 명료한 형태로 초월론적 현상학의 두 

이념을 구분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념들I』에서 수행한 세계에 

대한 분석이 정적 현상학과 발생적 현상학이라는 두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는 이론적인 여지를 풍부하게 함축하고 있다는 사실을 해명하였다. 필자



- 8 -

는 후설이 『이념들I』에서 세계의 문제를 다루면서 세계의 ‘층들’에 대한 

구별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였다. 우선 후설은 1) 나의 환경세계와 

상호주관적 환경세계를 구별하는데, 나의 환경세계는 나에 의해 경험된 세

계를 뜻하며, 상호주관적 환경세계는 나와 타인들이 함께 경험하는 세계를 

뜻한다. 나아가 후설은 2) 자연적 환경세계와 이념적 환경세계를 구별하는

데, 자연적 환경세계는 지각세계, 종교세계, 문화세계 등 이념화되기 이전

의 세계를 뜻하고, 이념적 환경세계는 수학적 세계, 자연과학적 세계 등 

이념화를 토대로 구성된 세계를 뜻한다. 

그런데 이러한 두 가지 기준에 따라 각기 구별되는 세계 층들의 관계를 

우리는 초시간적 타당성 정초관계라는 정적 현상학의 관점에서 해명할 수

도 있고 시간적 발생적 정초관계라는 발생적 현상학의 관점에서 해명할 

수도 있다. 따라서 비록 후설이 『이념들I』에서 이러한 두 가지 구별을 수

행하면서 세계에 대한 분석을 정적 현상학과 발생적 현상학으로 나누어 

수행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념들I』의 출간 이후 후설이 생활세계

의 현상학을 정적 현상학과 발생적 현상학으로 나누어 전개하고 있다는 

점은 이미 『이념들I』이 생활세계의 현상학의 두 이념을 배태하고 있음을 

보여주기에 충분하다. 말하자면 『이념들I』에서 전개된 생활세계의 현상학

은 정적 현상학과 발생적 현상학의 구별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전개된 현

상학인데, 그것은 『이념들II』, 『데카르트적 성찰』, 『위기』에서의 논의를 통

하여 점점 더 체계화되고 구체화되는 것이다.

4장에서 필자는 후설이 다양한 유형의 생활세계 사이의 타당성 정초관

계를 해명하면서 전개하는 생활세계의 정적 현상학에 대해 살펴보았다. 여

기서는 우선 나의 환경세계와 상호주관적 환경세계 사이의 타당성 정초관

계와 자연적 환경세계와 이념적 환경세계 사이의 타당성 정초관계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지 분석된다. 1절에서는 『데카르트적 성찰』을 중심으로 

나의 환경세계와 상호주관적 환경세계 사이의 타당성 정초관계에 대한 분

석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살펴보았고, 2절에서는 『위기』의 3부를 중심으

로 자연적 환경세계와 이념적 환경세계 사이의 타당성 정초관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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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살펴보았다. 이처럼 『데카르트적 성찰』과 『위

기』를 중심으로 생활세계와 관련한 타당성 정초관계의 분석을 통해서, 필

자는 통상 생활세계에 대한 발생적 현상학으로 이해되는 후설의 후기 현

상학에서 생활세계에 대한 정적 현상학적 탐구가 어떻게 가능한지 해명하

였다.

5장에서는 후설이 다양한 유형의 생활세계 사이의 발생적 정초관계를 

해명하면서 전개하는 생활세계의 발생적 현상학에 대해 살펴보았다. 후설

은 『이념들II』에서 나의 환경세계와 상호주관적 환경세계 사이의 발생적 

정초관계를 분석하면서 생활세계의 발생적 현상학을 전개하고 있다. 그리

고 『위기』에는 자연적 환경세계와 이념적 환경세계 사이의 발생적 정초관

계를 분석하는 부분들이 등장한다. 1절에서는 『이념들II』에서 후설이 자연

적 태도에서 나의 환경세계와 상호주관적 환경세계 사이의 발생적 정초관

계를 어떻게 분석하는지 살펴보았고, 2절에서는 『위기』에 후설이 초월론적 

태도에서 자연적 환경세계와 이념적 환경세계 사이의 발생적 정초관계를 

어떻게 분석하는지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6장에서는 필자가 수행한 본 연구의 의의를 살펴보고, 생활

세계의 정적 현상학과 발생적 현상학의 구별과 관련하여 앞으로 해결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문제들을 지적하면서, 전체적인 논의를 마무리하였다.

3절 생활세계 개념의 기원과 그에 대한 탐구의 필요성

그러면 후설이 생활세계의 정적 현상학과 발생적 현상학으로 나누어 생

활세계의 현상학을 전개하는 과정을 고찰하기에 앞서, 후설의 현상학에서 

생활세계 개념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은 언제이고 또 왜 후설이 생활세

계 개념을 분석하면서 생활세계의 현상학을 전개하는지 살펴보자. 

우리는 후설의 현상학에서 생활세계 개념을 두 가지 측면에서 고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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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그것은 바로 ‘어원학적 측면’과 ‘철학적 측면’이다.

1) 그러면 후설은 ‘어원학적 측면’에서 볼 때 언제 생활세계라는 개념을 

처음 사용하기 시작한 것일까? 카(D. Carr)18)에 따르면, 후설이 생활세계라

는 개념을 처음으로 사용한 것은 1917년이다. 그런데 1917년의 이 유고는 

『이념들II』의 부록 중의 하나로 출간되었는데, 거기서 그는 실제로 다음과 

같이 생활세계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생활세계는 자연적 세계이다 - 자연적 세계 삶 속의 자연적 태도 속에

서 우리는 다른 기능하는 주체들의 열린 집단과 함께 지속적으로 기능하

는 주체들이다. 생활세계에 있는 모든 대상적인 것은 주관적인 소여성이다

[...].”(Hua IV, 375)

이처럼 1917년에 집필된 유고에서 생활세계 개념을 사용한 후 후설은 

1925년의 『현상학적 심리학』 강의 등의 후기 저작에서 생활세계라는 개념

을 점점 더 빈번하게 사용한다. 잘 알려져 있듯이, 1930년대 후반에 집필

된 『위기』는 후설이 생활세계를 다각도로 분석하면서 생활세계의 현상학

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저술이다.

2) 그러나 어원학적인 측면보다 ‘철학적인 측면’에서 후설의 생활세계의 

기원을 고찰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즉 후설은 언제 철학적으로 생활

세계 개념을 처음 사용하는가? 철학적 의미의 측면에서 후설의 생활세계 

개념의 기원을 고찰하는 대표적인 학자로는 란트그레베를 들 수 있다. 그

는 「현상학적 문제로서의 세계」에서 ‘지평’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이념들

I』의 환경세계와 『위기』의 생활세계의 관계를 해명하고자 한다. 여기서 그

는 양자를 거의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면서 논의한다.19) 이와 관련해 그는 

18) D. Carr, Phenomenology and The Problem of History: A Study of Husserl's 

Transcendental Philosophy, Evanston, Il.: Northwestern University Press, 1974, 

p.138.

19) L. Landgrebe, “The World as a Phenomenological Problem”, in: Philoso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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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논문에서 양자의 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후설에게 ‘생활세계’는 그가 이전에 결코 다룬 적이 없었던 새로운 주

제가 아니다. […] ‘생활세계’라는 표현은 오히려 『이념들』에서 ‘자연적 태

도’라고 불렸던 것의 상관자, 그러니까 그 후로 그의 완전한 구체성에서 

이해된 상관자를 지칭하는 것 이외의 것이 아니다.”20)

앞서의 논의를 통하여 분명해졌듯이, 어원학적 측면에서 보면 비록 후설

이 생활세계라는 개념을 명시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하는 것은 1917년이지

만, 철학적 의미의 측면에서 보면 생활세계 개념은 1913년 『이념들I』에서 

예고된 이후 점점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 이후 20년 동안 후설

에 의해 고찰된 생활세계 개념이 『위기』에 이르러 본격적이고 체계적으로 

논의되기에 이른 것이다. 

필자는 란트그레베의 입장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후설이 『위기』에서 

본격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생활세계는 『이념들I』에서 논의되고 있는 

바로 그 환경세계나 세계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실제로 후설은 환경세계

를 생활세계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한다. 이점과 관련하여 우리는 후설이 

생활세계나 환경세계를 지칭하기 위하여 “생활세계”와 “환경세계”를 결합

시킨 “생활환경세계(Lebensumwelt)”(Hua XXXIX21), 60-64; 118; 162; 176; 

96; 202-203; 311)’라는 개념을 사용하기도 한다는 사실을 지적하고자 한

다.

따라서 본 연구는 환경세계, 생활세계, 세계 등을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

할 것이며, 경우에 따라 이 개념들을 바꿔가면서 사용하기도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또한 필자는 철학사에서 ‘세계’라는 개념이 다양한 방식으

and Phenomenological Research, Vol. 1, No. 1, 1940, pp.38-58. 

20) L. Landgrebe(1981), p.159.

21) E. Husserl, Die Lebenswelt. Auslegungen der Vorgegebenen Welt und ihrer 

Konstitution. Texte aus dem Nachlass (1916–1937). Ed. Rochus Sowa. Dordrecht: 

Kluwer Academic Publishers, 2008. (Hua XXXIX,『생활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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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사용되고 있기는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그것이 철저하게 후설 현상학

에서 논구되는 생활세계 또는 환경세계를 뜻한다는 사실도 언급해 두고자 

한다.

그러면 이제 후설이 생활세계의 현상학을 전개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살

펴보기로 하자. 생활세계의 현상학을 체계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위기』를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필자는 후설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유에서 생

활세계의 현상학을 전개한다고 생각한다.22)

첫째, 후설이 전개한 생활세계의 현상학의 최종적인 목표는 당시 그가 

목도했던 “유럽인의 삶의 위기”(Hua VI, 3)를 극복하는데 있다. 그에 따르

면 유럽인의 삶의 위기의 일차적인 원천은 유럽학문이 처한 위기에 있으

며 궁극적으로는 철학이 처한 위기에 있다. 이때 위기에 처한 유럽학문은 

일차적으로 실증적이고 객관주의적인 과학을 뜻한다.23) 실증적이며 객관주

의적인 과학은 경험세계를 지배하는 자연인과적 법칙의 수립을 강조한다. 

그러나 이러한 과학은 방법론적 측면, 존재론적 측면, 가치론적 측면 등에

서 문제를 안고 있다. 그 가장 심각한 문제는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친숙

한 경험의 세계인 생활세계를 도외시한 채 이념화된 과학의 세계를 연구

한다는데 있다. 그를 통해 유럽인은 자신의 삶의 목표, 의미 등을 사실하

면서 일대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후설은 유럽학문

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그 원천인 생활세계를 탐구하는 것이다. 

둘째, 후설이 생활세계의 현상학을 전개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이념들I』

에서 전개된 초월론적 현상학을 수정하고 보완하기 위해서이다. 비록 후설

이 거기서 생활세계의 문제를 다루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초월론적 현

상학의 핵심적인 주제인 초월론적 주관에 대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는 전

혀 논의되지 않는다. 무엇보다도 데카르트주의처럼 보이는 『이념들I』에서 

전개된 초월론적 현상학은,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근대 

22) 이 점에 대해서는 이종훈, 『현대의 위기와 생활세계: 후설의 생활세계 개념 

연구』, pp.178ff. 참고.

23) 游淙祺,「社會世界與文化差異：現象學的考察」, 台北: 大雁文化出版社，2007, 

初版, 특히 pp.102-103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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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철학과 유사하다는 인상을 독자들에게 심어주었다. 

그러나 생활세계의 현상학을 체계적으로 전개하면서 후설이 보여주고 

있는 초월론적 주관의 정체를 살펴보면, 우리는 그것이 근대 의식철학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인식 주체와는 달리 아주 구체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사

실을 확인할 수 있으며, 따라서 초월론적 현상학 역시 근대 의식철학과는 

전혀 다른 성격을 지닌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점과 관련해 후설

은 『위기』에서 동물의 “초월성의 방식”(Hua VI, 191)에 대해 논의하면서 

동물 역시 초월론적 주관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언급한다. 

초월론적 주관에 대한 이러한 이해를 보면 알 수 있듯이 후설은 생활세계

의 현상학을 전개하면서 근대의식철학과는 전혀 다른 주관의 이해에 도달

했다. 이처럼 생활세계의 현상학은 『이념들I』에서 전개된 초월론적 현상학

을 수정하고 보완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니며, 바로 이것이 후설

이 『이념들I』을 출간한 후 생활세계의 현상학을 본격적으로 전개하는 중요

한 이유 중의 하나라 할 수 있다.

4절 기존의 연구와 본 연구의 의의 

후설의 생활세계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셀 수 없이 많다. 그러나 본 논

문에서 시도한 것처럼 후설의 생활세계의 현상학을 정적 현상학과 발생적 

현상학으로 구분하여 후설의 주요 저작들을 검토함으로써 생활세계를 해

명한 연구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1절에서 논의하였듯이, 기존 연구들 중에서 본 

연구를 위해 중요한 기여를 한 연구들이 있다. 말하자면 본 논문은 이러한 

연구들을 토대로 기존의 연구들에서 미처 드러나지 않았던 생활세계의 중

요한 한 측면을 해명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기존의 연구들에서 충분하게 

드러날 수 없었던 다양한 생활세계 개념을 입체적으로 조명한다는 점에서 

독창성과 의의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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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몇몇 연구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24) 후설이 단일한 생활세계 개

념을 가지고 있다는 견해에 동의하지 않는다. 뒤에서 논의를 전개하면서 

드러나겠지만, 후설의 현상학에는 단일한 생활세계 개념이 아니라 다양한 

생활세계 개념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지각세계가 

존재하며, 그 위에 미학세계, 종교세계, 문화세계, 과학세계 등의 여러 가

지 세계가 존재한다. 이처럼 다양한 세계들 사이에는 정초관계가 존재하는

데, 그것을 해명하기 위해서는 정적 현상학적 분석과 발생적 현상학적 분

석이 요구된다. 왜냐하면, 이러한 두 가지 유형의 분석을 수행함으로써만 

다양한 세계들 사이의 타당성 정초관계와 발생적 정초관계를 해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필자의 입장과 관련하여 생활세계 개념에 대한 기존 몇몇 연구

의 의의와 한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후설의 다양한 생활세계 개념을 사회학에 응용시킨 연구들

이러한 연구들로는 슈츠(A. Schutz)와 하버마스(J. Habermas)의 연구를 

들 수 있다. 그들은 후설의 다양한 유형의 생활세계 개념을 사회학에 응용

시켜 활발하게 논의하고 있다. 예를 들어 슈츠에 따르면 생활세계는 네 가

지로 구별될 수 있다. 즉 1. 사회적 환경세계, 2. 사회적 공동세계, 3. 사회

적 선세계, 그리고 4. 사회적 후세계25)이다. 슈츠의 연구는 후설의 연구처

럼 생활세계에 대한 철학적인 연구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 나름대로 훌륭

한 연구 성과를 보여준다.

24) E. Ströker, “Geschichte und Lebenswelt”. in: Lebenswelt und Wissenschaft in 

der Philosophie Edmund Husserls, E. Ströker (Ed.). Frankfurt/M.: Vittorio 

Klostermann, 1979. pp.107–123.; E. Dorfman, “History of the Lifeworld: From 

Husserl to Merleau-Ponty”, in: Philosophy Today, 53(3), 2009, pp.294–303.; 이에 

대해서는 N.-I. Lee., “The Pluralistic Concept of  the Life‑World and the Various 

Fields of the Phenomenology of  the Life‑World in Husserl”, in: Husserl Studies, 

online-first, 2019, pp.1-22, 특히 p.3을 참조할 것.

25) A. Schutz(1967), pp.139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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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념들I』, 『이념들II』, 『데카르트적 성찰』과 『위기』등 후설의 주

요 저작들을 검토하면서 후설의 생활세계의 현상학을 정적 현상학과 발생

적 현상학으로 나누어 고찰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관점에서 보면, 슈츠의 

사회세계의 현상학은 그 나름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단적으로 슈츠는 자

신이 분석하고 있는 여러 가지 세계들 사이에 존재하는 정초관계를 전혀 

해명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슈츠의 사회적 선세계(die soziale Vorwelt)와 

사회적 후세계(die soziale Folgewelt) 사이에는 시간적인 발생적 정초관계

가 존재하는데, 슈츠는 이 문제를 해명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그

가 양자 사이의 관계를 철저하게 해명한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 왜

냐하면 필자의 입장에 따르면, 다양한 유형의 세계를 구별하는 문제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바로 그들 사이의 타당성 정초관계와 발생적 정초관계

를 해명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2) 후설의 생활세계 개념이 다의적이라는 견해를 피력한 연구들

이러한 연구에는 후설의 생활세계가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는 견해를 피

력한 연구와 두 가지 이상으로 나누어진다는 견해를 피력한 연구가 있다. 

전자의 대표적인 연구로 카(D. Carr)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카는 후설의 생

활세계가 1. 좁은 의미의 생활세계와 2. 넓은 의미의 생활세계로 나누어진

다고 생각한다.26) 후설의 생활세계 개념을 세 가지 이상으로 나눈 연구로

는 슈트라서(S. Strasser)의 연구를 들 수 있다. 그는 후설의 생활세계를 세 

가지로 나누는데, 그것은 1. 내용적인 개념의 생활세계, 2. 형식적인 개념

의 생활세계, 3. 모든 경험하는 지향성의 보편적인 지평으로서의 세계 등

이다.27)

이상의 연구들은 후설의 현상학에 다양한 생활세계 개념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분명 의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

26) D. Carr(1974), p.196. 

27) S. Strasser(1976), pp.154ff. 



- 16 -

은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닌다. 

첫째, 기존의 연구들은 생활세계의 몇몇 유형을 탐구하기는 했지만, 그

들 역시 대부분 슈츠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생활세계 사이의 정초관계를 

충분하게 해명하고 있지 않다. 연구자들이 구별하고 있는 지각세계, 문화

세계, 과학세계는 일련의 정초관계 속에 있다. 그중에서 가장 낮은 단계의 

세계, 즉 다른 세계의 정초토대가 되는 것은 가장 좁은 의미의 생활세계인 

우리와 가장 친숙한 지각세계다. 그리고 이러한 지각세계로부터 문화세계

가 구성된다. 그 다음에 그러한 문화세계로부터 『위기』에 나타난 이념적 

과학세계처럼 더 높은 단계의 세계가 구성된다. 기존 연구들 역시 이러한 

세 가지 세계 사이에 정초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는 해명하

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이러한 정초관계가 타당성 정초관계인

지 발생적 정초관계인지 분명히 밝히지 않는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둘째, 과연 이들의 주장처럼 후설의 생활세계는 과연 두세 개 정도만 존

재하는가? 필자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후설은 『이념들I』의 

출간 이후 20년 이상 생활세계를 탐구하면서, 나의 환경세계, 이념적 환경

세계, 나의 세계, 타인의 세계, 자연적 태도에서 생활세계, 초월론적 태도

에서 생활세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유형의 세계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처럼 다양한 유형의 생활세계와 관련하여 정적 

현상학적 분석과 발생적 현상학적 분석을 수행하면서, 그것들 사이에 존재

하는 타당성 정초관계와 발생적 정초관계를 해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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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 생활세계의 정적 현상학의 이념과 발생적 현

상학의 이념

1절 초월론적 현상학의 두 가지 유형으로서의 정적 현상

학과 발생적 현상학

생활세계의 정적 현상학과 발생적 현상학의 구별을 살펴보기 위하여, 우

선 정적 현상학과 발생적 현상학의 구별에 대해 살펴보자. 후설은 1920년

대 이후 정적 현상학과 발생적 현상학의 구별을 논의하는 다수의 유고들

을 집필하였다.28) 그런데 이러한 유고들을 보면 후설은 정적 현상학과 발

생적 현상학을 다음과 같이 두 가지 방식으로 구별한다.29)

첫 번째 방식에 따르면 정적 현상학은 초월론적 발생의 최종적인 층의 

구조를 해명함을 목표로 하고, 정적 현상학은 그 이전의 층들의 구조를 해

명함을 목표로 한다. 두 번째 방식에 따르면 정적 현상학은 대상 및 세계

의 구성을 초시간적인 타당성 정초관계의 관점에서 해명함을 목표로 하고, 

발생적 현상학은 구성을 시간적인 발생적 정초관계의 관점에서 해명함을 

목표로 한다.

이남인에 따르면 이러한 두 가지 구별 방식 중에서 타당한 구별은 두 

번째 구별이다. 그 이유는 후설이 후기에 정적 현상학과 발생적 현상학을 

“현상학의 두 얼굴(das Doppelgesicht der Phänomenologie)”(Hua XV, 617)이

라 부르면서 양자가 본질적으로 구별되는 두 가지 유형의 구성적 현상학

이라 말하는데, 첫 번째 구별에 따르면 양자는 본질적으로 구별되는 두 가

지 유형의 구성적 현상학으로 이해되지 않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정적 현

28) Hua XI, pp.336-345; Hua XIV, pp.34-42; Hua XV, pp.613-627. 이에 대해서는 

이남인, 『현상학과 해석학』,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4, p.312. 참조.

29) 이에 대해서는 이남인, 『현상학과 해석학』, 312쪽 이하를 참고하여 기술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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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학과 발생적 현상학의 구별을 첫 번째 방식으로 이해할 경우 발생적 현

상학은 정적 현상학을 심화시킨 것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따라서 양자 사

이에는 탐구가 심화된 정도의 차이만 존재할 뿐 본질적인 차이가 존재하

지 않기 때문이다.30)

그러면 정적 현상학과 발생적 현상학을 두 번째 방식으로 이해할 경우 

양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별되는가? 다시 말해 구성을 초시간적인 타

당성 정초관계의 관점에서 해명하는 일과 구성을 시간적인 발생적 정초관

계의 관점에서 해명하는 일은 도대체 어떻게 구별되는가?

어떤 사람이 아직 가보지 못한 어떤 도시를 여행하기 위해 우선 여행 

책자를 통해 이 도시에 대해 알아본 후 이 도시를 여행했다고 가정하자.31)

이 사람이 여행을 떠나기 전 이 도시에 대해 가지고 있던 생각(G1)과 이 

도시를 실제로 여행하면서 그에 대해 얻게 된 생각(G2)을 비교해 보자. 시

간적 발생적 정초관계의 관점에 있어서는 G1이 G2에 앞선다. 그 이유는 

G1이 시간적으로 앞서는 것, 즉 더 근원적인 것이고, G2는 시간적으로 나

중에 오는 것, 즉 파생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발생적 정초관계의 

관점에서 볼 때 G1은 G2를 정초해준다.

그러나 초시간적 타당성 정초관계의 관점에서는 G2가 G1보다 앞선다. 

그 이유는 G2가 타당성에 있어 더 명증적인 것, 즉 더 높은 권위를 가진 

것이며 그러한 점에서 더 근원적인 것이고, G1은 타당성에 있어서 덜 명

증적인 것 즉 더 낮은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며, 그러한 점에서 파생적

인 것이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타당성 정초관계의 관점에서 볼 때 G2는 

G1을 정초해 준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G1과 G2 사이의 발생적 정초관계와 타당성 정초

관계는 다른 모습을 보인다. 발생적 현상학은 바로 G1과 G2 사이의 발생

적 정초관계를 해명함을 목표로 하며, 정적 현상학은 G1과 G2 사이의 초

시간적 타당성 정초관계를 해명함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예를 일반화하여 

30) 이남인,『현상학과 해석학』, pp.314-315.

31) 이에 대해서는 이남인,『현상학과 해석학』319쪽 이하를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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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그러니까 발생적 현상학은 대상 및 세

계 경험, 즉 구성을 그것이 시간적인 발생의 순서에 따라 이루어진 그대로 

해명함을 목표로 하는 현상학 즉 시간적인 발생적 정초관계의 관점에서 

해명함을 목표로 하는 현상학이며, 정적 현상학은 대상 및 세계 경험을 명

증의 관점에서 해명함을 목표로 하는 현상학 즉 타당성 정초관계의 관점

에서 해명함을 목표로 하는 현상학이다. 

정적 현상학과 관련하여 한 가지 언급해야 할 점은, 타당성에 있어서 더 

낮은 권위를 지니는 경험의 타당성이 논란거리가 되었을 경우, 이 경험의 

옳고 그름을 정당화하기 위해 우리 각자는 그보다 더 높은 권위를 지니는 

경험의 타당성으로 귀환해 그에 호소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앞의 예에서 

G1의 타당성이 논란거리가 되었을 경우, G1의 타당성을 정당화하기 위해 

우리 각자는 G2에 호소해야 하는 것이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정적 현상

학은 인식의 타당성을 정당화하기 위한 절차와 관련된 현상학이며, 따라서 

그것은 그 이념에 있어 인식의 정당성을 해명함을 목표로 하는 전통적인 

인식론과 맥을 같이 한다.

2절 생활세계의 정적 현상학의 이념과 발생적 현상학의 

이념

그러면 이제 정적 현상학의 이념과 발생적 현상학의 이념의 구별에 대

한 앞서의 논의를 토대로, 생활세계의 정적 현상학의 이념과 생활세계의 

발생적 현상학의 이념에 대해서 살펴보자.

앞서 우리는 정적 현상학과 발생적 현상학의 구별을 해명하면서, 양자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어떤 점에서 다른 구조를 지니고 있으며, 또 어떤 점

에서 철학적 이념이 상이한지를 살펴보았다. 그에 따르면 정적 현상학은 

대상 구성을 타당성 정초관계의 관점에서 탐구한다. 따라서 생활세계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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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현상학은 생활세계의 구성을 타당성 정초관계의 관점에서 탐구한다. 이

러한 사실을 염두에 두면서 후설은 생활세계의 정적 현상학의 과제에 대

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정적 현상학의 이념: 세계타당성의 보편적 구조, 타당한 세계 자체의 

구조로서의 존재론적 구조와 연관하여 타당성 구조를 해명함. 타당성 구조 

= 타당성 정초의 체계. 그러나 존재론적으로 보편적인 구조는 타당성의 층

에 따라서 볼 때 그의 순서를 가지고 있지 않은가? 타당한 우주로서의 세

계, 그것을 정초하는 핵으로서의 자연, 그에 정초된 동물성 또는 오히려 

동물적 주체, 그리고 다른 방식으로는 문화 […]”(Hua XV, 615)

생활세계를 타당성 정초관계의 관점에서 탐구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경

험되는 생활세계가 타당성의 관점에서 문제를 지닌 것으로 등장하였을 경

우, 그것의 타당성을 어떻게 정당화할 것인지 하는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

이다. 이 경우 책임 의식을 지닌 성숙한 주체가 해야 할 일은 그 누구에게

도 의지하지 않고 자신에게 명증적으로 주어지는 생활세계에 대한 체험의 

층으로 귀환하여 그를 토대로 문제가 되는 생활세계의 타당성을 정당화하

는 일이다. 이런 식으로 타당성 정초관계의 관점에서 생활세계의 타당성을 

검토하게 되면 우리는 생활세계에 대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명료한 

지식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현상학적 관점에서 볼 때, 생활세계에 대해 우리가 가장 가질 수 

있는 가장 명료한 지식은 완전히 직관적인 지식이다. 물론 생활세계에 대

한 완전히 직관적인 지식은 칸트의 이념과 같이 결코 경험을 통해 도달할 

수 없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생활세계에 대한 

완전한 직관에 관해 생각해볼 수 있다.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후설은 생활

세계의 구성과 관련하여 타당성 정초관계의 관점에서 제기되는 정적 현상

학의 문제를 “완전한 세계 직관의 문제, 즉 세계를 완전하게 명료하게 만

드는 문제”(Hua XV, 616)라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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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세계의 정적 현상학의 문제에는 다양한 것들이 존재한다. 그것을 이

해하기 위하여 우리는 세계 구성의 다양한 층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유의

할 필요가 있다. 생활세계의 정적 현상학은 생활세계의 구성의 다양한 층

들 사이의 타당성 정초관계를 해명함을 목표로 한다. 생활세계의 정적 현

상학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들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32)

1. 모든 유형의 세계의 타당성을 떠받들고 있는 타당성의 최종적인 원천

은 무엇인가? 

2. 세계에 관하여 타당한 인식의 근거와 한계는 무엇인가? 

3. 그 어떤 회의주의에도 굴하지 않는 세계에 대한 절대적인 타당성을 

지닌 인식과 세계는 존재하는가? 

4. 다양한 유형의 세계의 타당성 사이에는 어떤 유형의 정초관계가 존재

하는가? 뒤에서 자세하게 논의하겠지만 이것이 본 논문이 해명하고자 

하는 주요 문제 중의 하나이다. 예를 들면 나의 환경세계와 상호주관

적 환경세계 사이의 타당성 정초관계는 무엇인지, 그리고 자연적 환

경세계와 이념적 환경세계 사이의 타당성 정초관계는 무엇인지? 등

등.

5. 다양한 세계영역에는 어떤 유형의 타당성 정초관계가 대응하는가?

이제 생활세계의 발생적 현상학의 이념을 살펴보자. 앞서 생활세계의 정

적 현상학의 이념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와 비교

하면서 생활세계의 발생적 현상학의 이념을 이해할 수 있다. 발생적 현상

학이 구성을 발생적 정초관계의 관점에서 해명함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생활세계의 발생적 현상학은 세계 구성을 발생적 정초관계의 관점에서 해

명함을 목표로 한다. 생활세계의 발생적 현상학의 탐구주제가 되는 문제로

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33)

32) 이남인(2004), pp.324-325.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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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든 유형의 세계의 초월론적 발생의 최종적인 원천은 무엇인가? 

2. 각각의 세계영역의 구성은 초월론적 발생의 관점에서 볼 때 어떤 구

조를 지니고 있는가? 

3. 개별적인 대상의 초월론적 발생과 세계의 초월론적 발생은 어떤 관계

에 있는가? 

4. 세계의 다양한 층들 사이에는 어떤 발생적 정초관계가 존재하는가? 

예를 들면 나의 환경세계와 상호주관적 환경세계 사이에는 어떤 발생

적 정초관계가 존재하는가? 그리고 자연적 환경세계와 이념적 환경세

계 사이에는 어떤 발생적 정초관계가 존재하는가? 이것이 본 연구가 

해명하고자 하는 주요 문제 중의 하나이다. 

5. 모든 초월론적 발생의 형식적 틀인 세계의 초월론적 시간성이 존재하

는가? 만일 존재한다면 그것의 구조는 무엇인가? 

6. 세계의 초월론적 발생의 목적은 존재하는가? 

3절 생활세계의 현상학의 방법: 현상학적 환원, 헐어내

기, 그리고 쌓아가기 분석 등 다양한 현상학적 방법 

앞서 우리는 생활세계의 정적 현상학의 이념과 발생적 현상학의 이념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제 우리는 생활세계의 정적 현상학과 발생적 현상학을 

구체적으로 전개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방법에는 

현상학적 환원의 방법, 헐어내기의 방법, 쌓아가기의 방법 등이 있다. 우선 

현상학적 환원의 방법에 대해 살펴보자. 

후설은 『이념들I』, 『데카르트적 성찰』 등에서 데카르트를 비판하면서 현

상학적 환원의 방법에 대해 논의한다.34) 데카르트는 『성찰』에서 제일철학

33) 이남인(2004), p.325.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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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정립하기 위하여 방법적 회의를 통하여 악신의 가설을 제시하고 전지

전능한 신의 존재를 증명하면서 결국 모든 인식의 최종적인 정초토대로서 

신을 제시하였다.35) 하지만 이러한 결론은 후설에게 만족스럽지 않다. 후

설은 데카르트의 방법이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그에 대해 비판한다. 

왜냐하면 후설의 견해에 의하면 데카르트는 철저하게 해명되지 않은 여러 

가지 선입견을 토대로 제일철학을 정립하고자 시도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

어 그는 “기하학 내지 수학적 자연과학”(Hua I, 48)을 학문의 “이상”(Hua 

I, 48)으로 삼아 철학을 전개해 나간다. 따라서 그는 있는 그대로의 세계를 

진정 그것의 참된 모습 그대로 탐구할 수 없었으며 진정한 의미의 제일철

학을 정립할 수도 없었다.

후설에 따르면 제일철학은 초월론적 현상학이며 우리는 제일철학으로서

의 초월론적 현상학을 정립하기 위하여 데카르트의 방법적 회의와 본질적

으로 성격이 다른 초월론적 현상학적 환원의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후설

은 초월론적 현상학적 환원을 통하여 데카르트가 필증적으로 타당한 것으

로 간주한 신의 존재에 대한 지식을 비롯해 우리가 세계에서 경험하는 모

든 것들이 의심가능하기 때문에 참다운 지식의 목록에서 배제한다. 이처럼 

세계 안에 존재하는 일체의 것들을 배제한 후에도 우리는 “세계의 존

재”(Hua I, 57)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러한 세계의 존재는 

의심할 여지가 없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역시 존재하지 않

을 가능성이 존재하며, 따라서 그것 역시 참다운 지식의 목록에서 배제해

야 한다. 이처럼 세계의 존재에 대한 우리의 근본믿음인 “자연적 태도의 

일반정립(die Generalthesis der natürlichen Einstellung)”(Hua III, 60)을 배제하

는 작업이 바로 초월론적 현상학적 환원이다.

이처럼 초월론적 현상학적 환원을 수행할 경우 세계 및 세계 안에 있는 

모든 대상은 우리의 의식의 장에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초월론적 주관

에 의해 구성된 현상으로 나타나며 우리 각자는 세계 및 세계 안에 있는 

34) Hua III, pp.60ff.; Hua I, pp.46ff.

35) 데카르트의 방법적 회의에 대해서는 데카르트의 『성찰』「제3성찰」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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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을 의미를 가진 것으로서 구성하는 초월론적 주관으로 드러난다. 이처

럼 초월론적 현상학적 환원을 수행해야만 우리는 초월론적 주관과 세계의 

관계를 근원적으로 해명할 수 있다.36)

그런데 후설의 초월론적 현상학적 환원에는 다양한 유형이 있다. 앞서 

우리가 살펴본 초월론적 현상학적 환원은 데카르트 비판을 통해 가능하기 

때문에 데카르트적 길을 통한 초월론적 현상학적 환원이라 불린다. 후설이 

1913년에 출간한 그의 주저인 『이념들I』에서 개척한 초월론적 현상학적 

환원의 방법이 바로 데카르트적 길을 통한 초월론적 현상학적 환원의 방

법이다.

물론 이러한 초월론적 현상학적 환원의 방법이 『이념들I』에서 처음으로 

선보였던 것도 아니며, 또 이러한 초월론적 현상학적 환원의 방법에 대한 

논의가 『이념들I』의 출간 이후 더 이상 등장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 데카

르트적 길을 통한 초월론적 현상학적 환원의 방법은 후설이 1907년에 행

한 『현상학의 이념』에 관한 강의에서 나타나며, 1913년에 출간된 『이념들

I』 및 1923/1924년에 행한 『제일철학II』강의, 1929년에 출간된 『데카르트적 

성찰』에서 반복해서 다루어지고 있다. 데카르트적 길을 통한 초월론적 현

상학적 환원의 방법은 우리가 초월론적 주관과 그에 의해 구성된 세계를 

탐구하기 위해 꼭 필요한 방법 중의 하나이다.

그런데 후설은 데카르트적 길을 통한 초월론적 현상학적 환원의 방법 

이외에도 현상학적 심리학을 통한 초월론적 현상학적 환원의 방법, 생활세

계를 통한 초월론적 현상학적 환원의 방법 등 초월론적 주관을 발견하기 

위한 다양한 종류의 초월론적 환원의 방법을 제시한다.37) 이렇게 다양한 

초월론적 현상학적 환원의 방법은 다양한 유형의 초월론적 주관의 영역을 

우리에게 개시해 주는데, 이 모든 초월론적 현상학적 환원의 방법이 목표

로 삼는 것은 바로 초월론적 주관이 세계 및 세계 내 대상에 대해 여러 

36) 이남인(2004), pp.82-83.; p.147 참고.

37) 현상학적 심리학을 통한 초월론적 현상학적 환원의 방법에 대하여 Hua VI, 

pp.194ff.; 생활세계를 통한 초월론적 현상학적 환원의 방법에 대하여 Hua VI, 

pp.146ff.



- 25 -

가지 점에서 선행성을 지니면서 그것의 구성을 가능하게 해준다는 사실을 

밝히는 일이다.38)

그러나 생활세계의 현상학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초월론적 현상학적 환

원 이외에 생활세계적 환원도 필요하다. 그 이유는 우리는 생활세계를 초

월론적 태도에서뿐 아니라 자연과학적 태도와는 구별되는 자연적 태도에

서도 연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자연적 태도에서 생활세계를 연구

하기 위해서는 자연과학적 태도로부터 자연적 태도로의 태도변경이 필요

한데, 이러한 태도변경이 바로 후설이 『위기』에서 논하고 있는 “객관적 학

문에 대한 판단중지”(Hua VI, 138)를 통해 가능한 생활세계적 환원이다.

후설은 다양한 층으로 이루어진 생활세계의 구성을 체계적으로 탐구하

기 위하여 초월론적 현상학적 환원과 생활세계적 환원 외에도 “헐어내기

(Abbau)”(Hua XV, 121; 125; 134; 231)와 “쌓아가기(Aufbau)”(Hua XV, 26; 

67; 135; 193; 226; 590)의 방법을 사용한다. 이러한 방법들이 필요한 이유

는 세계 구성이 다양한 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처럼 다양한 층으로 이

루어진 세계 구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다양한 층으로 이루어진 생활세계의 구성을 맨 위층에서부터 하나씩 헐

어내면서 가장 낮은 층으로 내려가는 작업이 헐어내기이고, 반대로 헐어내

기를 통해 도달한 가장 낮은 층에서부터 시작해 어떤 동기들이 작동하면

서 한 단계씩 더 높은 구성의 층이 나타나는지 추적하면서 맨 위층까지 

올라가는 방법이 쌓아가기이다. 그런데 생활세계의 구성의 층이 타당성 정

초관계의 관점에서 고찰될 수도 있고 발생적 정초관계의 관점에서 고찰될 

수도 있기 때문에 헐어내기의 방법과 쌓아가기의 방법은 정적 현상학적 

방법과 발생적 현상학적 방법에서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진다.

우리는 생활세계의 정적 현상학의 이념과 발생적 현상학의 이념과 더불

어 양자를 전개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제 우리

는 다음 절에서부터 후설이 『이념들I』, 『이념들II』, 『데카르트적 성찰』과 

『위기』 등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활세계의 현상학을 전개해 나가는지 

38) 이남인(2004), pp.88-89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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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점을 생활세계의 정적 현상학과 발생적 현상학의 구별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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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장 『이념들I』에 나타난 생활세계의 현상학

1절 세계에 대한 현상학적 탐구의 출발점: 자연주의적 

세계관(世界觀)에 대한 후설의 비판

앞서 언급한 것처럼, 후설이 생활세계를 탐구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바

로 이념적인 세계인 과학세계가 자신의 정초 토대인 근원적인 일상적 생

활세계를 망각하면서 처하게 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이다. 그렇다면 현

대에 들어 어떤 철학 사조의 영향을 받아 이러한 위기가 발생하였는가? 

그리고 후설로 하여금 생활세계의 현상학을 전개하도록 추동한 동기는 무

엇인가?

우리는 그에 대한 단서를 후설이 911년에 출간한 『엄밀한 학문으로서의 

철학』39)에서 찾을 수 있다. 후설은 거기서 자연주의를 비판하는데, 바로 

자연주의가 현대학문을 위기에 처하게 한 주범이다. 『엄밀한 학문으로서의 

철학』은 세 부분으로 나뉜다. 즉 1. 엄밀학으로서의 철학의 이념의 문제를 

다루는 서론 부분, 2. 자연주의에 대한 비판을 수행하는 부분과 3. 역사주

의에 대한 비판을 수행하는 부분 등이 그것이다. 후설은 『엄밀한 학문으로

서의 철학』의 서론 부분에서 엄밀학으로서의 철학의 이념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면서 “철학은 그것이 처음 출발할 때부터 지금까지 엄밀학이고자 

하는 요구, 그것도 가장 높은 이론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윤리적-종교적 관

점에서 볼 때 순수한 이성적 규범에 따르는 삶을 가능하게 해주는 학이고

자 하는 요구를 제기해 왔다”(Hua XXV, 3)고 말한다. 그러나 철학은 “모

든 학문들 중에서 가장 높고 가장 엄밀한 학문”(Hua XXV, 4)이 되고자 

하는 이러한 자신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었다. 그 이유는 철학이 그릇된 

철학인 자연주의에 의해 오도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39) E. Husserl, Aufsätze und Vorträge (1911–1921). Ed. Thomas Nenon and Hans 

Rainer Sepp. Dordrecht: Martinus Nijhoff, 1987, pp.3-62. (Hua XX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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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자연주의적 세계관의 정체는 무엇인가?40) 다시 말해 자연주의

는 세계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가? 이에 대하여 후설은 “자연주

의는 자연, 다시 말해 정밀한 자연법칙에 따른 공간적-시간적 존재의 통일

체라는 의미의 자연에 대한 발견이 가져온 귀결로서 나타난 현상”(Hua 

XXV, 8)이라고 말한다. 후설이 말하고 있듯이, 자연주의는 근대 물리학을 

통해 가능했던 바, 물리적 자연, 즉 “정밀한 자연법칙에 따른 공간적-시간

적 존재의 통일체라는 의미의 자연”에 대한 발견 때문에 나타난 철학이다. 

자연주의는 이러한 물리적 자연을 발견하면서 그에 대한 연구에서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다. 

그러나 자연주의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자연뿐 아니라, 존재하는 모든 

것은 물리학적 방법을 통해 연구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주장으로까지 나

간다. 자연주의는 우리가 흔히 자연으로 간주하는 것뿐 아니라, 세상에 존

재하는 모든 것을 물리적 자연으로 간주하면서 그에 대한 탐구를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자연주의는 우리가 어떤 대상이든 대상을 연구할 때

면 물리학적 방법을 사용해야 그에 대한 객관적인 학문을 정초할 수 있다

고 주장한다. 자연주의에 따르면 물리학적 방법은 자연을 연구하여 그에 

대한 객관적 지식을 획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처럼 세계를 오직 물리적 자연으로만 간주하기 때문에 자연주의는 세

계의 전체적인 모습을 파악하지 못한다. 세계에는 물리적 자연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 역사, 이념, 본질 등 자연으로 환원될 수 없는 많은 것

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연주의는 정신, 역사, 이념, 본질 등 물

리학적으로 파악될 수 없는 것들을 자연화하면서 커다란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이 점과 관련해 후설은 “모든 유형의 극단적이며 철저한 자

연주의를 특징짓는 것은 한편으로는 모든 지향적-내재적 의식 소여까지 포

함한 의식의 자연화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이념의 자연화, 그리고 그와 더

40) 후설의 자연주의 비판에 대해서는 이종훈, 『현대의 위기와 생활세계: 후설의 

생활세계 개념 연구』, pp.42ff.; 이남인, 『후설. <엄밀학으로서의 철학>』 『철학

사상』, 별책 제7권 제17호, 2006, pp.40ff.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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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어 모든 절대적인 이상, 규범의 자연화다”(Hua XXV, 9)라고 말한다. 

후설의 현상학의 관점에서 볼 때 자연주의는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점

을 가지고 있다. 잘 알려져 있듯이 후설의 현상학의 핵심적인 주제 중의 

하나는 “본질”인데, 자연주의는 본질을 그의 본성에 합당하게 파악할 수 

없다. 그리고 후설의 현상학이 이루어낸 가장 중요한 발견 중의 하나는 의

식의 지향성인데, 자연주의는 의식의 지향성의 본질적 구조를 파악하기는 

고사하고 지향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이해하지 못한다. 그리고 후설의 

초월론적 현상학이 보여주듯이 우리가 경험하는 대로의 세계인 생활세계

는 초월론적 주관의 구성 작용을 통해 경험되는 것인데, 자연주의는 초월

론적 주관이 존재한다는 사실뿐 아니라, 생활세계가 초월론적 주관에 의해 

구성된 것이라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한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자연주의는 결국 엄밀한 학문으로서

의 철학이 될 수 없다. 그것이 엄밀한 학문으로서의 철학이 될 수 없었던 

이유는 그것이 세계를 연구할 때 그릇된 전제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자

연주의가 그릇된 전제에서 출발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은, 바로 그것이 객

관적 학문의 정초 토대인 의미와 가치로 이루어지는 근원적인 생활세계를 

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자연주의는 후설의 표현을 

빌자면 일종의 “사이비철학(Unphilosophie)”(Hua VI, 13)으로 전락하고 말

았다. 이처럼 “사이비철학”으로 전락하게 된 자연주의야말로 후설의 최후

의 저술인 『위기』의 핵심주제인 “철학의 위기”의 진원지이며, 바로 이러한 

철학의 위기에서 현대과학 일반의 위기, 더 나아가 현대인이 처한 실존적 

위기가 유래하였다.41) 바로 후설은 자연주의가 지닌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

하고 엄밀한 학으로서의 철학을 정립해 현대과학 일반의 위기, 더 나아가 

현대인이 처한 실존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생활세계의 현상학을 전개하

는 것이다. 

41) 이남인(2004), p.26.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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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절 아베나리우스(Avenarius)의 자연적 세계 개념과 문제

점

후설의 생활세계의 현상학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기 전에 생활

세계의 현상학을 전개함에 있어 후설에게 영향을 준 철학자 아베나리우스

(R. Avenarius, 1843-1896)의 세계 개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아베나리우

스의 “자연적 세계 개념(natürlicher Weltbegriff)”42)이 후설의 생활세계 개념

과 유사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는 양자 사이에 근본적이고도 엄연

한 차이가 존재한다는 사실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아베나리우스 철학의 주된 과제는 ‘자연적 세계 개념’을 정립하는 것이

다.43) 그는 자연적 세계 개념이 모든 학문의 토대라고 주장한다. 그는 당

시 유행하던 심리학과 철학을 비판하면서 자신의 철학을 전개해 나갔다. 

그에 따르면 당시의 심리학과 철학은 지각작용과 지각대상을 서로 구별하

고, 지각작용은 의식에 속하고 지각대상은 의식 밖에 존재한다는 이유로 

양자를 서로 대립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이원론을 주장하였다. 이원론을 주

장한다는 점에서는 경험론자도 관념론자도 마찬가지이다. 경험론자와 관념

론자는 자아와 비자아, 주체와 객체를 서로 대립시킴으로써 자연의 참된 

전체적인 모습을 왜곡하였다.

아베나리우스 철학의 과제는 바로 이와 같은 자연의 이원론을 극복함으

로써 참된 자연 세계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자연적 세계 

속에는 본래 물질적인 것이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심리적인 것이 존재하

42) R. Avenarius, Der menschliche Weltbegriff, Leipzig: O. R. Reisland, 1912, p.4 

이하. 아베나리우스의 자연적 세계 개념을 정리하면서 다음의 논문을 많이 참

고하였음: F. Carstanjen, “Richard Avenarius and His General Theory of 

Knowledge, Empiriocriticism”, Mind, Vol. 6, 1897.

43) R. Avenarius(1912), p.4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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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도 아니며 단지 “순수경험”44)만 존재한다. 이러한 바탕 위에서 그는 

경험에 대한 비판을 수행하면서 경험과 관계없는 것, 즉 경험되지 않는 내

용을 배제하고자 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아베나리우스의 철학은 “경험비판

론(Empiriokritizismus)”45)이라 불린다. 이러한 경험비판을 통해 비경험적 내

용들이 배제되면서 인간의 경험은 “순수경험”으로 탈바꿈하게 되는 것이

다.

아베나리우스에 따르면 경험비판을 통해 배제해야 할 비경험적 내용에

는 여러 가지가 있다. 이 점과 관련해 아베나리우스는 “감각적으로 지각가

능한 사태”와 “[감각적으로] 보이지 않는 사태”를 구별하는데,46) 이 중에서 

후자가 비경험적 내용에 해당한다. 비경험적 내용은 무수히 많다. “불멸의 

정신”, “신적인 정신”47)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의인화를 통해

(anthropomorphisch)”48) 파악된 신화적 대상, 종교적 대상도 여기에 해당한

다. 아베나리우스가 “[사람들이 자연적 세계에] 끼워 넣은 가치”49)라고 언

급하고 있듯이 가치적으로 평가하는 내용, 윤리적으로 평가하는 내용도 여

기에 해당한다. 또 미학적 평가를 통해 경험된 대상 역시 “감각적으로 지

각된 사태”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한다. 더 나아가 “초감각적 내지 

초경험적 인식”50)의 대상이 되는 것도 여기에 속하는데, 그러한 것의 예로

는 물질, 인과율, 필연성 등 경험을 초월해 있는 여러 가지 형이상학적 개

념들을 들 수 있다. 

이처럼 경험비판을 통해 우리의 경험은 이제 어떠한 비경험적 내용도 

가지지 않게 된다. 이처럼 그 어떤 비경험적 내용도 가지고 있지 않은 세

44) 순수경험에 대하여 R. Avenarius, Kritik der reinen Erfahrung, Leipzig: O. R. 

Reisland, 1908 참고. 

45) F. Carstanjen, “Richard Avenarius and His General Theory of Knowledge, 

Empiriocriticism”, Mind, Vol. 6, 1897, p.450.

46) R. Avenarius, Der menschliche Weltbegriff, 56.

47) R. Avenarius, Der menschliche Weltbegriff, 38.

48) R. Avenarius, Der menschliche Weltbegriff, 66.

49) R. Avenarius, Der menschliche Weltbegriff, 56.

50) R. Avenarius, Der menschliche Weltbegriff,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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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개념이 바로 “자연적 세계 개념”이다. 아베나리우스의 자연적 세계 개

념은 후설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다. 예를 들어 아베나리우스가 자연적 세

계를 통해 객관적 학문의 기반을 구축하려고 시도한 것은 이후 후설에게

서도 가장 중요한 철학적인 과제가 되었다. 그러나 후설이 보기에, 아베나

리우스의 견해는 중요한 문제점과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자연적 세계 개념과 관련하여 후설이 아베나리우스와 유사한 입장을 취

하는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후설 역시 아베나리우스처럼 ‘자연적 세

계 개념’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51) 또한, 아베나리우스가 당대에 유행하던 

심리학과 철학을 비판하면서 주장했던 것들은 지향성에 대한 후설의 논의

와 언뜻 비슷해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후설에 따르면 아베나리우스의 자

연적 세계 개념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근본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후설의 “자연적 세계 개념의 학문”에서 “학문”이란 “경험 가능한 

모든 세계와 마찬가지로 앞서 주어진 세계의 불변적인 본질에 대한 보편

적인 기술적 학문”(Hua IX, 93)을 뜻한다. 따라서 우리는 경험세계에 대한 

본질학을 정립하기 위하여 자연과학자들이 세계를 보는 방식을 피해야 한

다. 그러나 아베나리우스는 자연적 세계 개념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물질, 

인과율, 필연성 등 자연과학자들이 자연적 세계를 기술하기 위하여 사용하

는 용어들을 사용한다. 그러나 우리는 생활세계를 기술함에 있어 자연과학

자들이 세계를 기술할 때 사용하는 이러한 용어들을 배제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모든 자연과학은 그것이 자연적 세계관의 정립을 전제하고 이러

한 테두리 안에서 존재를 탐구하는 한에서 물리학적 존재론에 속박되어 

있기 때문이다.

물리학적 존재론의 관점에 따를 때 우리는 세계 속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도 자연과학적 개념들을 사용하여 탐구할 수 없으면 무의미한 것으로 

간주한다. 하지만 이는 그릇된 일면적인 생각이다. 그 이유는 세계 및 세

계 안에 존재하는 대상들은 자연과학적 방법 이외에 기술의 방법, 해석의 

방법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연구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우리는 

51) Hua IX, p.93; p.222; pp.492ff.; Hua XIII, p.122; p.131; pp.136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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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과학적 방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세계 경험의 본질에 대한 기술의 방

법을 통해 자연과학과는 구별되는 “세계의 불변적인 본질에 대한 보편적

인 기술적 학문”(Hua IX, 93)을 정립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후설은 자연과학적 세계에 대한 정립을 배제한 후에 경

험의 본질적 구성요소인 지향성을 발견한다. 하지만 아베나리우스는 후설

의 현상학의 핵심적인 주제인 지향성에 대해서는 전혀 분석하지 않는다. 

더 나아가 우리는 대상을 의식할 때 대상뿐만 아니라 그 대상의 배경, 즉 

생활세계의 본질적 요소인 “지평”도 함께 의식한다. 그러나 아베나리우스

는 인간의 경험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후설이 생활세계의 본질적 요소로 

간주하는 대상의 배경으로서 ‘지평’과 같은 것 역시 전혀 고려하지 않는

다.

그러므로 아베나리우스가 자연적 세계 개념을 해명하면서 ‘순수경험’이

라는 개념을 제시하기는 했지만, 후설이 보기에 그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

을 안고 있는 개념일 뿐이다. 이처럼 아베나리우스의 자연적 세계 개념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그가 자연주의적인 관

점을 전제하면서 세계를 분석하였기 때문이다. 

둘째, 앞서 살펴보았듯이 아베나리우스에 의하면 경험 비판이 올바로 이

루어지기 위해서는 비경험적 내용을 모두 배제해야 한다. 그래야만 ‘순수

경험’을 획득할 수 있다. 그리고 앞서 살펴본 것처럼, 경험 비판 과정에서 

윤리적이고, 미학적으로 평가하는 경험과 의인화를 통한 경험도 배제되어

야 한다. 그러나 후설의 지향성 분석의 관점에서 보면 아베나리우스의 주

장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우리 인간은 여러 종류의 다양한 

지향성과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에게 ‘윤리적’이거나 ‘미학적인’ 

경험이 존재하며 그것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이렇듯 아베나리우스가 비경험적 내용으로 간주하면서 배제한 여러 가

지 경험들은 실제로 우리 인간들의 의식의 삶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들

이기 때문에 배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인간은 가정, 학교, 국가와 같은 

윤리적 세계에 살고 있으며, 미술관에서 예술작품을 감상할 때처럼 미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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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에서 살아가기도 하며, 종교를 믿으며 종교적 의식을 치르는 사람처럼 

종교적 세계에서도 살아가기도 한다. 우리는 인간의 다양한 체험에 대한 

지향적 분석을 통해 이러한 사실을 해명할 수 있다. 따라서 아베나리우스

처럼 인간의 다양한 체험에 대한 지향적 분석을 수행하지 않은 채, 그가 

비경험적 내용으로 간주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실제 경험과 무관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태를 왜곡하는 것이다. 

이처럼 여러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베나리우스의 자

연적 세계에 대한 이론이 후설의 현상학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도 사실

이다. 무엇보다도 인간의 모든 지식이 자연적 세계로부터 출발한다는 아베

나리우스의 견해는 이후 후설이 다양한 유형의 생활세계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는 데에 많은 영향을 주었던 것이다.

3절 『이념들I』의 세계 개념들

앞서 우리는 자연주의적 세계관에 대해 후설이 수행한 비판을 고찰하였

다. 그렇다면 후설의 세계 개념이 자연주의적 세계 개념과 다른 점은 무엇

인가? 자연주의는 세계를 정밀한 자연법칙에 따른 공간적-시간적 존재의 

통일체로서의 물리적 자연, 즉 이념적 환경세계로 간주한다. 그러나 이러

한 자연주의적 세계관은 일면적인 그릇된 세계관이다.

이러한 세계관은 우리에게 친숙한 자연적 환경세계의 존재를 무시할 뿐 

아니라, 이념적 환경세계가 자연적 환경세계에 정초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그리고 그것은 자연적 환경세계에 인문세계, 미학세계, 종교세계, 

정치세계, 경제세계, 예술세계, 역사세계 등 다양한 유형의 세계가 존재한

다는 사실을 외면한다. 더 나아가 자연주의적 세계관은 세계가 초월론적 

주관의 구성의 산물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현상학적 관점에서 보자면, 자연주의적 세계관이 유일하게 존재하는 것

으로 간주하는 이념적 환경세계 이외에도 다양한 차원과 유형의 생활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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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존재한다. 실제로 후설의 저술을 총체적으로 살펴보면, 그는 다양한 차

원과 유형의 생활세계에 대해 논한다. 그런데 후설은 이미 1913년에 출간

한 『이념들I』에서 다양한 차원과 유형의 생활세계에 대해 언급하거나 논의

한다. 물론 후설이 『이념들I』에서 그의 후기 저술들에 등장하는 것처럼 다

양한 차원과 유형의 생활세계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이념들I』을 살펴보면 우리는 거기서 나름대로 다양한 차원과 유형

의 생활세계가 논의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이념들I』

에 나오는 생활세계에 대한 논의는 그 이후 집필된 글에서 논의되고 있는 

생활세계에 대한 논의의 출발점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말하자면 후설은 『이념들I』에서 선보인 생활세계에 대한 논의를 출발점

으로 삼아 그것을 수정 보완하고 심화시켜 나가면서 그 후 생활세계의 현

상학을 전개시켜 나갔던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이념들I』에서 생활세계에 

대한 논의가 상세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후설의 생

활세계의 현상학을 이해함에 있어 결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런데 이점과 관련하여 중요한 것은, 거기에서 이미 본 연구 전체를 이

끌어나가게 될 중요한 구별들, 예를 들어 자연적 태도에서의 생활세계와 

초월론적 태도에서의 생활세계의 구별, 나의 환경세계와 상호주관적 환경

세계의 구별, 자연적 환경세계와 이념적 환경세계의 구별 등이 나타난다는 

사실이다. 그러면 이제 이러한 구별들을 중심으로 『이념들I』에 나오는 생

활세계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자.

1. 자연적 태도에서의 세계와 초월론적 태도에서 세계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념들I』에는 이미 자연적 태도에서의 세계와 초월

론적 태도에서의 세계 사이의 구별이 등장한다.52) 이러한 구별의 정체를 

52) 자연적 태도에서의 세계와 초월론적 태도에서의 세계의 구별에 대해서는 이

종훈, 『현대의 위기와 생활세계: 후설의 생활세계 개념 연구』, pp.155ff.를 참조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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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하면 분명히 확인할 수 있듯이, 그것은 자연주의적 세계관이 얼마나 

편협하며 그릇된 세계관인지 잘 보여준다. 그러면 후설은 『이념들I』에서 

자연적 태도에서의 세계와 초월론적 태도에서의 세계를 어떻게 구분하는

가?

우선, 후설 문헌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자연적 태도’에 대한 비교적 초기

의 논의는 1907년의 『현상학의 이념」』(Hua II)에 대한 강의에서 나타난다. 

그리고 1913년 『이념들I』의 초반부에도 자연적 태도에서의 세계에 대한 

논의가 등장한다.53) 인간의 모든 의식작용과 학문들은 원초적으로 자연적 

태도에서 발생한다.54) 뒤에서 논의되겠지만, 자연적 태도는 우리가 초월론

적 현상학적 환원을 통해 그것에 대해 판단중지를 수행하기 이전에 지속

적으로 우리의 일상적 삶을 지탱해주는 태도이다.

그런데 후설에 따르면 자연적 태도를 특징짓는 것은 특정한 종류의 믿

음, 즉 “세계가 존재하는 것의 총체이다.”라는 믿음이다. 우리는 이러한 믿

음을 가지고 일상적 삶을 살아간다. 누군가 우리에게 세계가 무엇이냐고 

물으면 우리는 “존재하는 것의 총체”라고 서슴없이 말한다. 자연적 태도에

서 볼 때 존재하는 모든 것은 세계 속에서 존재하며 세계를 넘어서 존재

하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풀, 나무, 돌, 바람 등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은 세계 속에 존재하며, 이점에 있어서는 인간도 예외가 아니다. 후설은 

이처럼 우리의 일상적 삶을 지탱해주는 바, “세계가 존재하는 것의 총체

다”라는 믿음을 “자연적 태도의 일반정립(die Generalthesis der natürlichen 

Einstellung)”55)이라고 부른다. 자연적 태도의 일반정립은 존재하는 것의 총

체로서의 세계에 대한 소박한 믿음(Weltglaube)을 뜻한다. 

그런데 이러한 자연적 태도와 근본적으로 구별되는 태도가 초월론적 태

도다. 초월론적 태도에서 세계는 더 이상 “존재하는 것의 총체”로 경험되

53) Hua III, pp.10ff.

54) Hua XIII, pp.120ff.

55) Hua III, p.60.; E. Husserl, Erste Philosophie (1923/24). Zweiter Teil: Theorie 

der phänomenologischen Reduktion. Ed. Rudolf Boehm. The Hague: Martinus 

Nijhoff, 1959 (Hua VIII, 『제1철학 2권』), pp.44-50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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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고 초월론적 주관에 의해 의미를 지닌 대상들의 보편적 지평으로 경

험되며, 동시에 자연적 태도에서 존재하는 것의 총체로서의 세계 속에 존

재하는 것으로 경험되던 주관은 의미를 지닌 대상들의 보편적 지평인 세

계를 구성하는 초월론적 주관으로 경험된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초월론

적 태도에서는 더 이상 자연적 태도의 일반정립이 유효하지 않다. 그 이유

는 초월론적 태도에서 그에 대한 판단중지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이처럼 자연적 태도를 취할 경우 초월론적 주관도 드러나지 않고 그를 

통해 구성된 의미를 지닌 대상들의 보편적 지평으로서의 세계도 드러나지 

않으며 양자 사이의 연관이나 정초관계도 올바로 드러나지 않는다. 여기서 

생활세계의 현상학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은 초월론적 현상

학적 환원을 통해서 초월론적 태도를 취해야 우리가 비로소 구성된 것으

로서의 세계의 진정한 의미와 모습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다. 초

월론적 태도에서 세계는 ‘존재하는 것들의 총체’로서가 아니라 초월론적 

주관을 통하여 구성된 의미형성물로서의 세계, 즉 의미를 지닌 대상들의 

보편적 지평으로 드러난다. 그리고 이러한 세계는 초월론적 주관과 불가분

의 정초관계를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세계는 초월론적 주관의 의식 삶에

서 ‘보편적인 지평’, 혹은 ‘총체지평’으로서의 현상으로 구성된 것이기 때

문이다. 

후설이 『이념들I』에서 이미 지평을 언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평을 

상세하게 규정하는 데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그는 거기서 다만 지평의 

기본적인 구조, 양태를 기술할 뿐, 그에 대해 더 자세하게 논하지는 않고 

있다. 그는 후기에 와서 지평에 대해 중점적으로 분석한다.56) 예를 들면 

『데카르트적 성찰』과 같은 시기의 저술인 『경험과 판단』과 『생활세계』에

서, 후설은 지평을 더 자세히 ‘내적 지평’과 ‘외적 지평’으로 구분한다.57)

56) L. Landgrebe, “Das Problem der transzendentalen Wissenschaft vom 

lebenweltlichen Apriori”, in: Phänomenologie und Geschichte, Güetersloh: 

Gütersloher Verlagshaus G. Mohn, 1968, pp.157ff.

57) E. Husserl, Erfahrung und Urteil. Untersuchungen zur Genealogie der 

Logik. Ed.  L. Landgrebe, Hamburg: Felix Meiner, 1972, 26ff.; Hu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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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점과 관련하여 후설은 “모든 실재는 그의 외적지평과 내적지평을 가지

고 있다.”(Hua XXXIX, 68)고 말한다. 이 경우 내적지평은 예컨대 3차원 

공간에서 어떤 대상이 우리에게 현출할 경우, 그 대상이 가지고 있는 바, 

지금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장차 드러날 수 있는 가능한 의미들의 총체를 

뜻하며, 외적지평은 그 대상 주위를 둘러싸고 무한히 펼쳐지는 ‘배경’을 

뜻하는데, 이러한 무한한 배경으로서의 외적지평이 바로 “세계지평”(EU, 

30)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초월론적 태도에 도달하는가? 그것은 바로 자연적 

태도의 일반정립에 대해 판단중지를 수행하여 초월론적 현상학적 환원을 

수행함으로써 가능하다. 초월론적 현상학적 환원의 핵심점인 내용은 자연

적 태도의 일반정립의 배제를 뜻하는 “현상학적 판단중지”(Hua III/1, 65), 

즉 초월론적 현상학적 판단중지이다. 이 경우 세계 존재의 정립에 대한 초

월론적 현상학적 판단중지를 통해 우리가 정립했던 세계의 존재가 사라지

는 것이 아니라, 다만 세계가 새로운 의미로서 우리에게 다시 경험되는 것

이다. 이 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초월론적 현상학적 판단중지가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초월론적 현상학적 판단중지를 수행하기 전 자연적 태도에서 세계는 존

재하는 것의 총체로서 경험된다. 우리가 자연적 태도에 머물면서 자연적 

태도의 일반정립을 암묵적으로 수행하는 한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는 새로

운 태도, 즉 초월론적 태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그리고 이

처럼 자연적 태도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태도인 초월론적 현상학적 태도

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자연적 태도의 일반정립에 대해 

거리를 두면서 그것을 “배제할”(Hua III. 65) 필요가 있다. 바로 이처럼 자

연적 태도의 일반정립에 대해 거리를 두면서 그것을 배제하는 일이 초월

론적 현상학적 판단중지이다. 이처럼 초월론적 현상학적 판단중지를 수행

하게 되면 우리는 자연적 태도를 벗어나 초월론적 태도를 취할 수 있게 

되는데, 이처럼 초월론적 현상학적 판단중지를 통해 자연적 태도로부터 초

XXXIX, pp.99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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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론적 태도로 이행하는 방법이 초월론적 현상학적 환원이다. 그리고 이처

럼 초월론적 현상학적 환원을 수행하게 되면 자연적 태도에서 존재하는 

것의 총체로 경험되던 세계는 초월론적 주관에 의해 구성된 의미를 지닌 

대상들의 보편적 지평인 세계로 탈바꿈하면서 경험된다. 여기서 알 수 있

듯이 초월론적 현상학적 환원을 통해 세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자연적 태도와 초월론적 태도의 구별에 대해 살펴보았

다. 그런데 후설은 『이념들I』의 여기저기서 자연적 태도에서 경험되는 세

계에 대해서 뿐 아니라, 초월론적 태도에서 경험되는 세계에 대해서도 논

의하고 있다. 가령 자연적 태도와 초월론적 태도의 구분을 염두에 두면서 

『이념들I』에서 나타나는 세계들을 전체적으로 구별하면, 27절부터 30절에

서 논의된 세계는 자연적 태도에서 경험되는 세계다. 여기에는 “자연적 태

도의 세계(die Welt der natürliche Einstellung)”(Hua III, 56), “나의 자연적 

환경세계와 이념적 환경세계(meine natürliche Umwelt und die idealen 

Umwelten)”(Hua III, 58), 그리고 “상호주관적인 자연적 세계(die 

intersubjektive natürliche Umwelt)”(Hua III, 60) 등의 세계가 포함된다.

하지만 31절부터 46절까지 후설이 초월론적 현상학적 환원의 방법을 해명

하고 그것을 토대로 47절부터 55절 사이에서 언급하거나 논의하는 세계는 

초월론적 태도에서 경험되는 세계다. 초월론적 태도의 세계는 “의식의 상관

자인 자연적 세계(die natürliche Welt als Bewußtseinskorrelat)”(Hua III, 99), 

“실제적 세계(die wirkliche Welt)”(Hua III, 100), “경험세계들

(Erfahrungswelten)”(Hua III, 102), “초월론적인 ‘것’[사물]의 세계(die Welt 

der transzendental ‘res’)”(Hua III, 104), “전체의 공간적-시간적 세계(die ganz 

räumlich-zeitliche Welt)”(Hua III, 106) 등의 세계를 포함한다. 

2. 생활세계의 다양한 층과 단계들

이처럼 『이념들I』에서는 다양한 세계가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이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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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에서는 위에서 언급된 세계들뿐만 아니라 더 많은 유형의 세계가 논의된

다. 예를 들면 물질적 자연세계와 물리학적 자연세계도 논의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후설은 “우리는 전체적인 물질적 자연, 즉 감각적으로 현출

하는 자연과 이 자연 속에서 더 높은 단계의 의식으로서 정초된 물리적 

자연을 우리의 확정 범위 안으로 끌어들였다”(Hua III, 116)고 말한다. 뿐

만 아니라 후설은 현상학적 환원에 대해 논하면서, 그 이외의 다양한 세계

들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자연적 세계의 […] 배제와 더불어 가치평가하고 실천적인 의식기능들

을 통해 구성되는 개별적 대상성들, 즉 모든 유형의 문화적 형성물, 기술

품, 예술품, 학문적 성과물, […] 예술적이며 실천적 가치들도 배제된다는 

사실은 자명하다.”(Hua III, 122)

인용문에 따르면 물리적 세계 외에도 다양한 문화적 세계들, 정신과학의 

세계들도 논의의 대상이 된다. 이러한 세계들은 가장 좁은 의미의 생활세

계인 지각세계로부터 구성되며, 더 넓은 의미의 생활세계를 구성하는 요소

가 된다. 이처럼 『이념들I』에서 다양한 세계가 논의되고 있다는 사실을 통

해서 알 수 있듯이 『이념들I』에서의 생활세계는 일의적인 의미를 지니는 

단일한 세계가 아닌 것이다.

이처럼 세계를 좁은 의미의 세계와 넓은 의미의 세계로 나눌 수 있듯이 

우리는 다양한 층의 세계를 구별할 수 있다. 그런데 세계의 층에 대한 구

별은 자연적 태도에서도 이루어질 수도 있고, 초월론적 태도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다. 그러나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은, 세계의 다양한 층의 구별은 

자연적 태도에서도 어느 정도 드러나긴 하지만, 그것이 완벽하게 전모를 

드러내는 것은 바로 초월론적 태도에서라는 사실이다. 그 이유는 자연적 

태도에서 세계는 존재하는 것의 총체로 드러나면서 그 의미 연관이 잘 드

러나지 않지만, 초월론적 태도에서는 세계가 의미를 지닌 대상들의 보편적

인 지평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 의미 연관의 다양한 차원과 더불어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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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층이 총체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이다.

초월론적 태도에서 세계의 다양한 층이 총체적으로 드러난다는 사실과 

관련하여, 우리는 초월론적 태도에서 세계는 초월론적 주관의 구성작용을 

통해 형성된 것이라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초월론적 주관

의 다양한 구성작용을 살펴보면 우리는 그에 의해 구성되는 세계의 구조

를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초월론적 주관의 구성작용은 능동적 구성작용

과 수동적 구성작용으로 나누어지며, 이 둘은 다시 다양한 차원의 구성작

용들로 나누어진다. 이처럼 우리는 초월론적 주관의 의식의 장에 다양한 

층의 구성작용들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처럼 다양한 층의 구성

작용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에 대응해 다양한 층의 의미를 지닌 대상들

이 존재하며, 그것들의 연관으로서 보편적인 지평인 다양한 층의 세계가 

존재한다. 

비록 후설이 『이념들I』에서 그에 대해 상세히 논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처럼 다양한 층의 세계 중에서 가장 낮은 단계의 세계는 감각세계이며, 감

각세계를 토대로 지각세계가 형성된다. 이 두 유형의 세계의 구별과 관련

하여 우리는 후설이 “감각(Empfindung)”과 “지각(Wahrnehmung)”을 구별하

고 있다는 사실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감각세계는 감각적 대상들

의 보편적 지평으로서의 세계를 뜻하며, 지각세계는 지각적 대상들의 보편

적 지평으로서의 세계를 뜻한다. 그리고 이처럼 감각세계를 토대로 지각세

계가 형성되면 다시 이러한 지각세계를 토대로 다양한 층의 세계들이 형

성되며 그중에서는 이념적 세계라 불리는 물리학적 세계도 구성된다. 

이점과 관련하여 우리는 물리학적 세계 역시 여타의 세계와 마찬가지로 

초월론적 주관의 구성작용을 통해 형성된 세계라는 사실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말하자면 “자연적 경험의 하부토대 위에서 [...] 물리학적 사고가 들

어서며”(Hua III, 113), “물리학적 사물의 더 높은 초월도 의식에 대한 세

계를 [...] 넘어서지 않는다.”(Hua III, 113) 

이처럼 후설은 『이념들I』에서 세계의 층 및 그들의 관계에 대해 논의한

다. 그런데 그중에서 본 논문의 주제와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



- 42 -

은 1) 자연적 환경세계와 이념적 환경세계의 관계와 2) 나의 세계와 상호

주관적 세계의 관계다. 그러면 이제 이 두 가지 관계에 대해 살펴보자.

3. 자연적 환경세계와 이념적 환경세계의 구별과 관계

후설이 『이념들I』에서 1) 자연적 환경세계와 이념적 환경세계의 관계에 

대해 어떻게 분석하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후설은 『이념들I』에서 자연적 

환경세계와 이념적 환경세계의 관계를 자연적 태도에서 논의하기도 하고 

초월론적 태도에 대해서 논의하기도 한다.

후설은 『이념들I』의 27절과 28절에서 자연적 환경세계와 이념적 환경세

계의 관계에 대해 논의한다. 28절은 “사유. 나의 자연적 환경세계와 이념

적 환경세계들”(Hua III, 58)이라는 제목을 달고 있다. 그는 28절의 논의를 

시작하기 전 27절 말미에서 우리가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세계에 대해 논하면서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그것은 늘 나에 대해 ‘존재하며’, 나도 그것의 한 요소이다. 이 경우 세

계는 나에게 단순한 사실의 세계로서 거기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

한 직접성 속에서 가치의 세계, 재화의 세계, 실천적 세계로서 존재한

다.”(Hua III, 58)

이처럼 우리가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사실의 세계, 가치의 세계, 재화

의 세계 등으로 경험하는 세계가 자연적 환경세계이다. 우리 모두는 일차적

으로 이러한 자연적 환경세계 속에서 살아간다. 이처럼 자연적 환경세계 속

에서 살아가면서 “나는 나에게 늘 지각하고 표상하고 사유하고 느끼고 갈망

하는 등의 […] 체험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드러난다.”(Hua III, 59)

그러나 나는 자연적 태도 속에서 살아가면서 언제나 이러한 자연적 환

경세계 속에서만 살아가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나는 말하자면 순수 

수들과 그들의 법칙에 관심을 가지고 그에 몰두하는데”(Hua III, 59), 이러



- 43 -

한 일은 자연적 환경세계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이처럼 내가 “순

수 수들과 그들의 법칙”에 관심을 가지고 그에 몰두할 경우 나에 대해 

“수의 세계(Zahlenwelt)”(Hua III, 59), “수학적 세계(die arithmetische 

Welt)”(Hua III, 59)가 존재하게 된다. 이러한 수학적 세계가 바로 이념적  

환경세계다.

자연적 환경세계는 우리가 “일상적”이라는 의미에서 자연적으로 태도를 

취하고 있을 때 경험되지만, 이와는 달리 “수학적 세계는 내가 수학적으로 

태도를 취하고 그런 태도를 취하는 한에서만 나에 대해 거기에 존재한

다.”(Hua III, 59) 우리는 일상적 태도에서 이념적 태도로 이행할 수도 있

고 이념적 태도에서 일상적 태도로 이행할 수도 있다. 그에 따라 우리는 

자연적 환경세계를 경험하다가 이념적 환경세계를 경험할 수도 있고 거꾸

로 이념적 환경세계를 경험하다가 자연적 환경세계를 경험할 수도 있다.

이처럼 후설은 『이념들I』의 27-28절 사이에서 자연적 환경세계와 이념적 

환경세계를 구별하고 그에 대해 논의한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는 자연적 

태도에서 수행되고 있다. 그러나 자연적 환경세계와 이념적 환경세계는 초

월론적 태도에서도 논의될 수 있다. 실제로 후설은 『이념들I』에서 초월론

적 태도에서도 자연적 환경세계와 이념적 환경세계에 대해 논의한다.

후설은 『이념들I』의 30절부터 “자연적 태도의 일반정립”에 대해 논의하

면서 초월론적 현상학적 태도에 대해 논의한다. 이와 관련하여 그는 32절

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는 자연적 태도의 본질에 속하는 일반정립

을 작용중지 시키고, 이 일반정립이 존재적 관점에서 포괄하는 모든 것, 

말하자면 이처럼 지속적으로 ‘우리에 대해 거기에’ ‘존재하는’ […] 이 전

체 자연적인 세계를 괄호 속에 넣는다.”(Hua III, 65) 이처럼 전체 자연적

인 세계를 괄호 속에 넣으면 세계는 우리에게 순수의식의 상관자인 현상

으로 나타난다. 이처럼 순수의식의 상관자인 현상으로 나타나는 세계가 바

로 초월론적 태도에서 전개되는 생활세계의 현상학의 탐구 주제가 된다.

우리는 이처럼 초월론적 현상학적 환원을 수행하면서 자연적 태도에서 

초월론적 태도로 이행하는데, 우리는 초월론적 태도에서도 자연적 환경세



- 44 -

계와 이념적 환경세계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자연적 

태도에서 세계는 ‘자연적 태도의 일반정립(die Generalthesis der natürlichen 

Einstellung)’ 속에서 ‘존재하는 것의 총체’로 경험되지만, 초월론적 현상학

적 환원을 통해 초월론적 태도를 취하게 되면 세계는 초월론적 주관에 의

해 구성된 의미를 지닌 대상들의 보편적 지평으로 경험된다. 바로 우리는 

초월론적 태도에서 이처럼 의미를 지닌 보편적 지평으로서의 세계와 관련

하여 자연적 환경세계와 이념적 환경세계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것이다.

후설은 초월론적 현상학적 환원을 수행한 후 『이념들I』의 52절에서 자연

적 환경세계와 이념적 환경세계에 대해 논의한다. 이러한 두 가지 환경세

계의 구별과 관련하여 그는 초월론적 태도에서 지각된 세계의 사물을 1. 

단적인 감각적 상상작용(imagination)의 사물과, 2. 물리학적 지성작용

(intellection)의 사물로 구분한다.(Hua III, 114) 전자는 우리의 감각과 지각

을 통하여 경험된 사물을 뜻하고, 후자는 물리학 인과관계를 통하여 경험

된 사물을 뜻한다. 여기서 그는 단적인 상상작용의 사물의 총체를 “단적으

로 현출하는 자연(die schlicht erscheinende Natur)”(Hua III, 114)이라 부르

고 지성작용의 사물을 “물리학적 자연(die physikalische Natur)”(Hua III, 

114)이라 부르는데, 단적으로 현출하는 자연은 자연적 환경세계를 뜻하고, 

물리학적 자연은 이념적 환경세계를 뜻한다. 

이처럼 자연적 환경세계와 이념적 환경세계의 구별에 대해 논하면서 후

설은 양자의 관계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그런데 양자의 관계와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은 “이성적 동기(Vernunftmotivationen)”(Hua III, 

113)다. 말하자면 양자 사이에는 이성적 동기연관이 존재하며 바로 이러한 

이성적 동기연관을 통해 양자는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다. 그에 따르면 “자

연적 경험의 토대 위에서 […] 물리학적 사유가 들어서는데”(Hua III, 113), 

이러한 물리학적 사유는 그것에 경험연관을 제시해주는 “이성적 동기”를 

따라가면서 모종의 파악방식을 수행하면서 경험적인 사물을 이론적으로 

규정하도록 강요된다.

말하자면 자연적 환경세계를 경험하는 주관은 단지 거기에만 머무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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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니라, 이성적 동기 때문에 자연적 환경세계를 넘어서 이념적 환경세

계로서의 물리학적 자연을 구성하도록 동기를 부여받는 것이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자연적 환경세계를 토대로 이념적 환경세계가 구성되는 것이며, 

그러한 점에서 자연적 환경세계는 이념적 환경세계의 정초토대라 할 수 

있다. 물론 후설이 이 정초토대의 정체가 무엇인지 명료하게 밝히고 있지

는 않지만, 그가 이점과 관련하여 “이성적 동기”를 언급하는 것을 볼 때 

그것은 타당성 정초를 뜻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4. 나의 세계와 상호주관적 세계의 구별과 관계

후설은 『이념들I』에서 나의 세계와 상호주관적 세계의 구별 및 양자의 

관계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그러한 세계들은 이후 『이념들II』와 『데카르트

적 성찰』에서도 후설이 다루는 중요한 주제가 된다. 후설은 자연적 환경세

계와 이념적 환경세계의 구별과 마찬가지로 나의 세계와 상호주관적 세계

의 구별에 대해서도, 자연적 태도에서 논의하기도 하고 초월론적 태도에서 

논의하기도 한다.

양자 사이의 구별에 대한 자연적 태도에서의 논의와 초월론적 태도에서

의 논의의 경계 지점은 『이념들I』의 30절이다. 그 이유는 바로 30절에서 

초월론적 현상학적 환원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이

념들I』의 29절까지 이루어진 논의는 자연적 태도에서 이루어지는 논의라 

할 수 있고 30절 이후 이루어지는 논의는 초월론적 태도에서 이루어지는 

논의라 할 수 있다.

자연적 태도에서의 나의 세계와 상호주관적 세계의 구별은 『이념들I』 의 

초반부에서 “사실과 본질”(Hua III, 10ff.)을 탐구하면서 “타인경험”(Hua III, 

11)에 대해 언급할 때 이미 등장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후설은 거기서 

이러한 구별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지 않는다. 후설은 그 후 자연적 태도

에서 “다른 자아주체들과 상호주관적인 자연적 환경세계”(Hua I, 60)를 발

견한다는 사실을 논의하면서 다시 타인을 언급한다. 이에 대하여 후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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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내가 알고 있듯이, 나 자신에게 타당한 모든 것은 

내가 나의 환경세계에서 존재하는 것으로 발견하는 다른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도 타당하다.”(Hua III, 60)

자연적 태도에서 우리 각자는 자신의 “장소”(Hua III, 60)를 가지고 있다. 

우리 각자는 이 장소로부터 대상들을 경험한다. 그에 따라 나는 나에게 타

당한 것으로 존재하는 환경세계를 경험한다. 그러나 나는 이처럼 나에게 

타당한 것으로 존재하는 환경세계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나는 그

러한 환경세계에서 출발하여 타인경험을 해가면서 상호주관적인 환경세계

를 경험한다.

그러면 이제 초월론적 태도에서의 나의 환경세계와 상호주관적인 환경

세계의 구별에 대해 살펴보자. 후설은 『이념들I』의 30절 이후에서 초월론

적 현상학적 환원을 수행한 후 나의 환경세계와 상호주관적 환경세계의 

구별에 대해 논의한다. 『이념들I』의 30절 이후에서 논의된 현상학적 환원

을 수행하여 자연적 태도의 일반정립을 배제하면 세계는 우리에게 초월론

적 주관의 의식의 상관자로서 드러난다. 여기서 우리는 타인의 신체에 대

한 경험을 토대로 나의 환경세계 속에 다른 주체가 있다는 사실, 그와 함

께 더 높은 단계의 환경세계가 구성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이점과 관련

하여 후설은 “그런데 이러한 구성은 우선 본질가능적인 개별적 의식과 관

계를 맺고 있고, 그 다음 가능적인 공동체 의식과도 [...] 관계를 맺는

다”(Hua III, 310)고 말한다. 이처럼 우리의 구성 작용이 “개별적 의식”뿐 

아니라, 공동체 의식과 관계를 맺음에 따라 “상호주관적 세계”(Hua III, 

352)가 구성된다. 

이상이 『이념들I』에 나오는 나의 세계와 상호주관적 세계의 구별 및 양

자의 관계에 대한 논의다. 후설은 『이념들I』에서 나의 환경세계로부터 출

발하여 타인의 환경세계를 인식하고 상호주관적 세계를 구성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논의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나의 환

경세계에서 출발해 점차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가면서 나의 환경세계에 대

한 경험을 토대로 상호주관성 환경세계를 구성한다는 사실에 후설이 관심

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 47 -

5. 『이념들I』에 나타난 생활세계 개념의 성격

지금까지 우리는 『이념들I』에 나타난 1. 자연적 환경세계와 이념적 환경

세계 사이의 관계와 2. 나의 환경세계와 상호주관적 환경세계 사이의 관계

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우리는 자연적 환경세계와 이념적 환경세계 

사이의 정초 관계와 관련하여 “이성적 동기”를 논의하면서 그것이 타당성 

정초관계로 해석될 필요가 있음을 논의하였다.

그러나 이점에 대해서는 해명이 필요하다. 그 이유는 『이념들I』은 정적 

현상학과 발생적 현상학의 구별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집필된 작품이기 때

문이다. 필자의 견해에 의하면 『이념들I』은 전반적으로 정적 현상학의 입

장에서 집필되었지만, 거기에는 발생적 현상학의 요소도 부분적으로 들어

있다.

정적 현상학과 발생적 현상학의 구별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이념들I』의 

전반적인 성격을 잘 보여주는 곳은 24절이다. 잘 알려져 있듯이 24절은 

“모든 원리 중의 원리(das Prinzip aller Prinzipien)”(Hua III, 51)라는 제목을 

달고 있다. 거기서 후설은 “모든 원리 중의 원리”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

한다.

“근원적으로 부여하는 모든 직관이 인식의 권리원천이며, ‘직관’ 속에서 

근원적으로 제시되는 모든 것을 그것이 주어지는 것으로서 그대로 […] 단

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원리에 입각하면 우리가 생각해볼 수 있는 어

떤 이론도 우리를 오류에 빠지게 할 수 없다.”(Hua III, 51)

이 인용문에서 알 수 있듯이 여기서 후설이 제시하는 “모든 원리 중의 

원리”는 철학을 비롯해 모든 학문을 올바로 정초하기 위한 방법과 관련된 

원리다. 이와 관련하여 그는 이런 원리에 충실하면 “우리가 생각해볼 수 

있는 어떤 이론도 우리를 오류에 빠지게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

고 후설은 모든 학문을 올바로 정초하기 위해서는 “근원적으로 부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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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관이 모든 인식의 권리원천”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직관 속에서 근원

적으로 제시되는 모든 것을 그것이 주어지는 것으로서 그대로 단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면  근원적으로 부여하는 모든 직관이 어떤 이유에서 모든 인식의 

권리원천이 되는가? 그 이유는 직관적인 의식이 직관적이지 않은 여타의 

의식의 타당성 정초토대가 되기 때문이다. 이점과 관련하여 우리는 그 어

떤 대상에 대한 “직관적이지 않은 의식”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직관적인 의식”에 조회해야 한다는 사실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우리는 “‘직관’ 속에서 근원적으로 제시되는 모든 것”은 “그것이 주어지는 

것으로서 그대로 […] 단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되, 직관적이지 않은 의식 

속에서 주어지는 것은 그것의 타당성을 점검하기 위해 최종적으로 직관적

인 의식에 조회를 해보아야 한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우리는 『이념들I』의 전체적인 논의가 정적 현상학의 

틀 안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모든 원리 중의 원리”

는 타당성 정초에서 최종적인 타당성 정초토대와 관련된 원리이기 때문이

다. 이점과 관련하여 우리는 『이념들I』의 24절에서 논의되고 있는 “모든 

원리 중의 원리”는 모든 참다운 학문을 정초하기 위해 필요한 원리이며, 

무엇보다도『이념들I』에서 후설이 전개하고 있는 초월론적 현상학에 대해서

도 타당한 원리라는 사실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념들I』에서 전개된 생활세계의 현상학이 생활세계의 

구조를 타당성 정초관계의 관점에서 해명하고자 시도하며, 따라서 그것이 

생활세계의 정적 현상학임을 알 수 있다. 물론 후설은 정적 현상학의 틀 

안에서 전개되는 『이념들I』에서 생활세계에 대한 탐구가 여러 모로 부족하

다고 생각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념들I』에서 이루어진 생활

세계에 대한 논의, 그러니까 1. 자연적 환경세계와 이념적 환경세계 사이

의 관계와 2. 나의 환경세계와 상호주관적 환경세계 사이의 관계에 대한 

논의는 일차적으로 정적 현상학의 입장에서 이루어진 논의라 결론지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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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그것을 부분적으로 발생적 현상학의 입장에서 이루어진 논의로 이

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뒤에서 더 상세히 논의하

겠지만 『이념들I』에 이어 집필된 『이념들II』가 주로 발생적 현상학의 관점

에서 집필되었음은 이러한 해석을 보강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념들

I』에서 선보인 생활세계의 현상학은 전반적으로 정적 현상학으로 이해될 

수 있지만, 부분적으로는 발생적 현상학의 논의를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도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우리는 『이념들I』에 나타난 생활세계의 현상학을 출발

점으로 삼아, 『이념들II』, 『데카르트적 성찰』, 『위기』등에서 전개된 생활세

계의 현상학을 보다 자세하게 정적 현상학과 발생적 현상학으로 나누어 

논의하고자 한다. 그를 통해 우리는 『이념들I』의 출간 이후 생활세계의 현

상학이 생활세계의 정적 현상학과 발생적 현상학 등 두 가지로 나누어 전

개되면서 『이념들I』에서 전개된 생활세계의 현상학이 보다 더 체계적이며 

주제적으로 전개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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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장 생활세계의 정적 현상학

우리는 앞서 『이념들I』에 나타난 생활세계 개념의 성격을 조명하였다. 

그리고 후설은 『이념들I』을 출간한 후 생활세계의 현상학을 정적 현상학과 

발생적 현상학으로 나누어 전개하였다. 그중에서 먼저 생활세계의 정적 현

상학은 『데카르트적 성찰』과 『위기』에서 전개되고 있다.

『데카르트적 성찰』의 경우 후설은 나의 환경세계와 상호주관적 환경세

계 사이의 타당성 정초관계를 다루고 있고, 『위기』의 경우 후설은 자연적 

환경세계와 이념적 환경세계 사이의 타당성 정초관계를 다루고 있다. 이를 

통해 후설이 『이념들I』에서 전개한 생활세계의 현상학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이 두 가지 관계에 대해 살펴보자. 이 두 가지 관계 중에서 

우선 『데카르트적 성찰』에 나오는 나의 환경세계와 상호주관적 환경세계 

사이의 관계에 대한 후설의 분석을 살펴보자.

1절 『데카르트적 성찰』에서 나의 환경세계와 상호주관적 

환경세계 사이의 타당성 정초관계 분석

후설은 『데카르트적 성찰』「제5성찰」에서 나의 환경세계와 상호주관적 

환경세계 사이의 타당성 정초관계를 다루고 있다. 「제5성찰」의 전체적인 

구조를 보면 그것은 크게 다음과 같이 세 개의 부분으로 나누어 고찰할 

수 있다. 1) 「제5성찰」의 목표(42절), 2) 원초적 환원과 원초적 생활세계의 

구조(43-48절, 특히 44절에서 후설은 원초적 환원을 제기한다), 3) 유비적 

타인경험(49-54절)과 상호주관적 환경세계의 구성(55-56절). 이제 차례대로 

후설의 논증을 고찰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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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5성찰」의 목표

후설이 「제5성찰」을 시작하는 곳은 “유아론이라는 반론에 대한 대립적 

태도에서 타자경험이라는 문제의 전개(Exposition des Problems der 

Fremderfahrung in Gegenstellung gegen den Einwand des Solipsismus)”(Hua 

I, 121)라는 제목을 달고 있는 42절이다. 42절의 제목이 보여주듯이 「제5성

찰」의 목표는 후설의 현상학에 대해 제기되는 중요한 반론 중의 하나, 즉 

그것이 유아론에 불과하지 않느냐는 반론을 현상학적으로 논파하는 일이

다. 이러한 반론에 대해 후설은 42절에서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내가, 즉 성찰하는 자아가 현상학적 판단중지를 통해 나를 나의 절대적

으로 초월론적인 자아로 환원하면 이때 나는 유아(solus ipse)가 되고, 내가 

현상학이라는 표제 아래서 철저한 자기해석을 수행하는 한 유아로 머무는 

것이 아닌가?”(Hua I, 121)

우리는 후설이 「제5성찰」에서 유아론이라는 반론과 대결하는 이유를 이

해하기 위해서 『데카르트적 성찰』의 전체적인 논의의 맥락을 살펴볼 필요

가 있다. 후설은 「제1성찰」에서 데카르트의 철학적 정신에 입각해 데카르

트를 모범으로 삼아 “학문에 대한 절대적 정초”(Hua I, 48)를 목표로 삼아 

철학적 성찰을 시작한다. 후설이 “절대적 무의심성이라는 데카르트적 원리

(das Cartesianische Prinzip der absoluten Zweifellosigkeit)”(Hua I, 56)라고 

말하듯이 그는 데카르트와 마찬가지로 “절대적 무의심성”이라는 원리를 진

정한 의미에서 철학과 학문을 정초할 수 있는 핵심적인 요소로 간주한다.

그리고 그는 이러한 절대적 무의심성의 원리에 따라 “그 자체로 첫 번

째의 명증”(Hua I, 57)을 가지고 있는 지식이 무엇인지 추적해 나간다. 세

계 속에 있는 여러 대상들의 정립은 의심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 첫 번째의 명증”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나 세계 속에 있는 여러 

대상들의 존재 토대인 세계에 대한 정립은 이러한 “첫 번째의 명증”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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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세계의 존재 역시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

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첫 번째 명증”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임이 드러

난다. 그에 따라 이러한 “세계의 존재”(Hua I, 57)를 배제한 후, 다시 말해 

세계의 존재에 대해 초월론적 현상학적 환원을 수행하면서 후설은 그러한 

“첫 번째 명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초월론적 주관을 확보한다. 

이처럼 후설은 「제1성찰」에서 “절대적 무의심성이라는 데카르트적 원리”

에 따라 초월론적 주관을 발견한 후 「제2성찰」과 「제4성찰」 사이에서 그

것의 구조를 분석한다. 그는 「제2성찰」에서 초월론적 주관의 “초월론적 경

험장”(Hua I, 66)을 그의 보편적인 구조에 따라 해명하고, 「제3성찰」에서 

“진리와 실제(Wahrheit und Wirklichkeit)”(Hua I, 91)의 문제를 중심으로 구

성의 문제를 분석한 다음, 「제4성찰」에서는 “초월론적 자아 자체의 구성 

문제”(Hua I, 99)를 해명한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후설이 「제1성찰」에서 「제4성찰」 사이에서 해명

하는 초월론적 주관과 관련하여, 그것이 그때그때 현상학적으로 성찰하는 

자아의 초월론적 주관이라는 사실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바로 이러한 이

유에서 독자들은 그것이 유아론적 주관에 불과하며, 따라서 후설 초월론적 

현상학은 결국 유아론에 불과한 것이라고 오해할 수 있는 것이다. 

후설은 초월론적 현상학을 전개시켜 나가던 처음 단계에서부터 자신의 

초월론적 현상학이 유아론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

다. 예를 들어 그는 1910/11년에 행한 “현상학의 근본문제”에 대한 강의에

서 초월론적 현상학적 환원의 문제를 논하면서 “유아론이라는 반론(der 

Einwand des Solipsismus)”(Hua XIII, 154)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실제로 

그의 초월론적 현상학은 어떤 점에서 유아론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

지가 없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예를 들어 그가 『이념들I』에서 초월론적 현상학적 환원의 방법을 통하여 

세계를 논할 때, 독자들은 그의 초월론적 현상학을 유아론으로 오해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후설이 『이념들I』에서 사용하는 “세계 파괴

(Weltvernichtung)”(Hua III, 103)라는 개념은 독자들에게 후설의 초월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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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학에서는 타자 문제가 존재하지 않으며, 따라서 그것이 유아론에 불과

하리라는 인상을 줄 수 있다. 이러한 오해를 후설 자신도 잘 알고 있었기

에 『위기』와 『생활세계』58) 등의 여러 저술에서 후설은 “세계 파괴”라는 

개념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것이다. 

물론 앞으로 자세하게 논의하겠지만 후설의 현상학은 결코 유아론이 아

니다. 왜냐하면 초월론적 현상학적 환원은 세계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

연적 태도를 벗어나 초월론적 현상학적 태도에서 이제와는 전혀 다른 시

각으로 세계를 경험하는 방법을 뜻하기 때문이다. 초월론적 현상학적 태도

로 초월론적 현상학적 환원을 수행함으로써 자연적 태도에서 존재하는 것

의 총체로 경험되던 세계는 의미를 지닌 대상들의 보편적 지평으로서의 

세계로 경험되며 동시에 주관은 세계를 구성하는 초월론적 주관으로 경험

되는 것이다.

후설은 유아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타자경험의 초월론적 현상학

을 전개한다. 데카르트나 라이프니츠 등은 말할 것도 없고, 초월론적 철학

을 전개한 칸트 역시 타자경험의 문제를 다루지 않는다. 하지만 초월론적 

현상학을 체계적으로 완벽하게 전개하기 위해서는 타자경험의 문제를 다

룰 필요가 있다.59) 모란(D. Moran)이 적절하게 지적하고 있듯이 “이 초월

론적 상호주관성은 초월론적 철학의 가장 심원한 문제이다.”60)

58) 『생활세계』에서 ‘세계 파괴‘라는 개념은 편집자 소봐(R. Sowa)의 서론에서 

한 차례 나온다. Hua XXXIX, p. lxviii.

59) 리꾀르(P. Ricoeur)는 “제5『데카르트적 성찰』은 타자의 존재에 대한 어떤 이

론도 포함하고 있지 않은 데카르트주의의 커다란 공백을 메우고자 노력한

다.”(P. Ricoeur, Husserl: An Analysis of His Phenomenology, Trans. by E. G. 

Ballard and L. E. Embree, Evanston,Il.: Northwestern University Press, 1967, 

p.172)고 말한다.; H. Wagner, “Critical Observations concerning Husserl’s 

Posthumous Writings”, in: The Phenomenology of Husserl: Selected Critical 

Readings, Ed. by R. O. Elveton, Seattle: Noesis Press, 2000, pp.192-242, 특히 

p.207 참고.

60) D. Moran(2005), p.200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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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초적 환원과 원초적 생활세계의 구조

『데카르트적 성찰』 42절의 제목 “유아론이라는 반론에 대한 대립적 태

도에서 타자경험이라는 문제의 전개”에서 알 수 있듯이, 후설은 “타자경험

(Fremderfahrung)”의 현상학을 전개하면서 자신의 초월론적 현상학이 유아

론에 불과하다는 반론을 물리치고자 시도한다. 이와 관련하여 후설은 42절

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러나 그렇다면 다른 자아들, 즉 내 안에 있는 단순한 표상이나 표상

된 것, 즉 내 안에 있는 가능적 확증의 종합적 통일체가 아니라, 그 의미

에 따라서 볼 때 바로 타자들인 다른 자아들은 어떻게 되는가?”(Hua I, 

121)

인용문에서 알 수 있듯이 타자경험의 현상학은, 타자가 어떻게 단순한 

나 개인의 주관적인 표상이나 표상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타자

로 경험될 수 있는지 해명함을 목표로 한다. 이 경우 표상이나 표상된 것

으로서의 타자는 초월론적 주관에 의해 의미통일체로서 구성된 주관을 뜻

하고, 이와는 달리 “실로 존재하는 타자”는 의미통일체로서의 타자를 구성

하는 초월론적 주관을 뜻한다. 초월론적 주관으로서의 타자는 초월론적 주

관으로서의 나와 동일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주관이다. 후설은 “여기서 문

제가 되고 있는 타자 주체들의 의미는 세계에 존재하는 객관적인 타자일 

수 없다”(Hua I, 124)고 말하면서 「제5성찰」에서 타자경험의 대상으로서 

문제가 되고 있는 주관이 초월론적 주관이라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그런데 「제5성찰」에서 전개되고 있는 초월론적 주관으로서의 타자 경험

의 현상학의 정체를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거기서 전개된 타자경

험의 현상학이 정적 현상학이라는 사실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

하여 후설은 49절에서 “타자경험의 지향적 해석의 길을 소묘하는 작

업”(Hua I, 137)을 수행하기에 앞서 46절 말미에서 “여기서 문제가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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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시간적으로 경과하는 발생의 해명이 아니라, 정적 분석이다”(Hua I, 

136)라고 말한다. 따라서 「제5성찰」에서 전개된 타자경험의 현상학은 타자

경험과 관련된 초시간적 타당성 정초관계를 해명함을 목표로 한다.

이는 초월론적 주관으로서의 타자의 존재에 대한 경험이나 타자의 심리

상태에 대한 경험이 타당한지 그렇지 않은지 하는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

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담론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취해야 할 조치와 

관련된 문제라 할 수 있다. 저 멀리 있는 그 무엇이 사람인지 마네킹인지 

불확실할 경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담론에 참여한 사람들이 취해야 

할 조치와 관련된 문제를 예로 들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세계 속에서 만나는 타자를 어떻게 나와 똑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초월론적 주관으로 인식할 수 있는가? 무엇보다도 

타자경험의 타당성이 문제가 되었을 경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후설에 따르면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가 『데카르트적 성

찰』의 43절에서 도입하고 있는 ‘원초적 환원’을 수행해야 한다.

원초적 환원이란 “초월론적인 보편적 영역(die trasnszendentale 

Universalphäre)”(Hua I, 124) 중에서 전적으로 나에게만 고유한 영역

(Eigenheitssphäre)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추상 작업의 일종인 “주제

적인 판단중지”(Hua I, 124)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원초적인 환원을 수행

하기 위해서는 그에 앞서 이미 ‘초월론적인 보편적 영역’을 확보해야 한

다. 이는 자연적 태도의 일반정립에 대해 판단중지를 통해 수행되는 초월

론적 현상학적 환원을 통해 가능하다.

우리가 자연적 태도의 일반정립을 배제하고 초월론적 현상학적 환원을 

수행하면 나를 포함해 모든 자아는 나름의 세계를 구성하는 초월론적 주

관으로 탈바꿈하면서 이 모든 초월론적 주관들과 그것들에 의해 구성된 

다양한 세계들이 현상학적 시선에 들어오는데, 바로 이 모든 초월론적 주

관들과 그것들에 의해 구성된 다양한 세계들이 다름 아닌 ‘초월론적인 보

편적 영역’이다. 

여기서 ‘초월론적인 보편적 영역’은 1) 나의 초월론적 주관 및 그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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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구성된 세계와 2) 다른 여타의 초월론적 주관 및 그것들에 의해 구성된 

세계들을 포괄하는 영역이다. 그런데 원초적 환원은 이러한 ‘초월론적인 

보편적 영역’ 중에서 ‘다른 여타의 초월론적 주관 및 그것들에 의해 구성

된 세계들’을 추상하여 배제한 후 ‘나의 초월론적 주관 및 그에 의해 구성

된 세계’를 확보하는 방법적 절차이다. 후설은 이러한 원초적인 환원에 대

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는 여기서 문제가 되고 있는 모든 것을 우선 주제적인 영역에서 

배제한다. 말하자면 우리는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다른 주관성을 향한 

지향성의 모든 구성 작용들을 도외시한다. 그리고 그 다음 우리는 그 안에

서 자아가 그의 고유성 속에서 구성되고, 그 안에서 자아가 […] 자신의 

고유성 속에 귀속시킬 수 있는 종합적 통일체를 구성하는 바, 현실적이고 

가능적인 지향성의 전체 연관을 한정한다.”(Hua I, 124) 

이러한 원초적 환원에 대하여 더 자세히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우리는 

원초적 환원을 수행한 후에 오직 나에게만 타당한 하나의 ‘원초적 세계’를 

확보한다. 그리고 이렇게 원초적 환원을 통하여 확보한 원초적 세계는 여

타의 세계의 타당성을 정초해 줄 수 있는 타당성의 토대다. 말하자면 우리 

각자는 그 무엇에 대한 경험의 타당성이 문제가 되었을 경우, 예를 들어 

타자경험의 타당성이 문제가 되었을 경우, 최종적으로 이러한 원초적 세계 

및 그 안에서 경험되는 것들로 귀환하여 그것이 타당한지 그렇지 않은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원초적인 세계는 그를 토대로 여타

의 것들의 타당성을 정초해 줄 수 있는 최종적인 토대라 할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데카르트적 성찰』「제5성찰」에서 논의되고 있는 원초적 

환원의 의미를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데카르트

적 성찰』「제5성찰」에 나오는 원초적 환원은 그 무엇의 타당성이 문제가 

되었을 경우 우리가 최종적으로 호소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

와 관련된 방법적 절차다. 나를 포함해 모든 사람은 각자에게 고유한 원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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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환원을 통해 원초적 세계에 도달한 후 그것을 토대로 상호주관적 세계

와 관련된 주장이 타당한지 그렇지 않은지 확인해야만 하는 것이다. 우리 

각자가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내가 타인과 공유하는 상호주관적 세계

의 타당성이 문제가 되었을 경우, 그러니까 그에 관한 타당성의 근거를 해

명 혹은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경우, ‘나’ 그리고 상호주관적 세계에 대한 

타당성의 근거와 관련된 논의에 참여하는 사람으로서 모든 ‘나’들은 각자 

자신의 견해와 주장 등에 대해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원숙한 책임의 

주체이기 때문이다. 

원초적 환원의 수행은 모든 인식의 타당성을 정당화하기 위해 성숙한 

책임의 주체 각자가 취해야만 하는 규범적인 조치이며 따라서 원초적 환

원을 방법적 도구로 사용하는 정적 현상학은 ‘규범적 현상학’이라 불릴 수 

있다. 그러니까 나를 포함해 모두는 각자 자신의 주장에 대해 최종적인 책

임을 떠맡아야 할 성숙한 책임의 주체로서 어떻게 해야만 하는지가 정적 

현상학의 핵심적인 관건인 것이다. 물론 나는 타인으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그의 주장을 무반성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명증

적 의식 속에서 검토한 후 타당하면 받아들이고 부당하면 거부해야 한다

는 것이 정적 현상학의 핵심적인 내용이다. 타인경험의 경우도 마찬가지이

며 그를 토대로 한 상호주관적 생활세계의 구성도 마찬가지이다. 그를 통

해서 정적 현상학은 원본적인 직관에 토대를 두고 타당한 인식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을 보여주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후설은 정적 현상학을 “완전한 세계직관을 형성하기 

위한 체계적인 방법(die systematische Methode der Herstellung einer 

vollkommenen Weltanschauung)”(Hua XV, 617)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완전

한 세계 직관”은 물론 영원히 도달할 수 없는 이념이겠지만, 정적 현상학

은 거기에 한 걸음이라도 더 가까이 다가서기 위한 노력이라고 할 수 있

다. 그러므로 궁극적으로 이것은 『이념들I』에 나오는 “모든 원리 중의 원

리”(Hua III, 51)라는 이념과 동일한 것이고 후설이 말하는 “철저주의”(Hua 

VI, 12, 77)의 이념과 동일한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정적 현상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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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한 인식이라는 무한한 이념을 향해 나아가야 할 것을 역설하는 규범

적 현상학이다.61)

3. 유비적 타인경험과 상호주관적 환경세계의 구성

그러면 원초적 환원을 수행함으로써 확보한 원초적인 세계로부터 출발

하여, 상호주관적 세계까지 구성하는 타당성 정초관계를 후설은 어떻게 논

의하는가?62) 이러한 논의에서 타인경험은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그 

이유는 상호주관적 세계란 내가 타인들과 공유하는 세계이며 이처럼 내가 

타인들과 공유하는 상호주관적 세계를 구성하기 위해서 나는 원초적 환원

을 수행한 후 경험할 수 있는 원초적 세계에서 타인들을 세계 구성에 있

어서 나와 동일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초월론적 주관으로 경험할 수 있어

야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사실은 나에 대해서 뿐 아니라, 상호주관적 세계구성에 참

여하는 모든 초월론적 주관에 대해서도 타당하다. 그들 각각도 나와 마찬

가지로 정적 현상학적 의미에서의 상호주관적 세계구성에 참여할 수 있기 

위해서는 원초적 환원을 수행하고 그를 통해 경험할 수 있는 원초적 세계

에서 나를 포함한 모든 타인들을 자신과 동일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초월

론적 주관으로 경험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61) 그러나 발생적 현상학은 규범적 현상학이 아니다. 시간 속에서 실제로 일어나

는 초월론적 발생을 그대로 기술하는 것이 발생적 현상학의 과제다. 실제로 우

리는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제5성찰」에 나오는 원초적 환원을 수행하

면서 타인경험을 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타인의 영향을 받아가면

서 그의 견해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면서 타인경험을 하게 된다. 발생적 현

상학은 실제로 일어나는 타인경험을 초시간적인 타당성 정초관계의 관점에서

가 아니라, 사실적인 시간적 발생의 관점에서 타인경험과 상호주관적 생활세계

의 구성 과정과 발생 과정을 분석한다. 이런 이유에서 생활세계의 발생적 현상

학은 최초의 타인경험의 발생에 대한 분석까지 수행해야 하는 것이다. 정적 현

상학이 규범적 현상학이라면 발생적 현상학은 비규범적 현상학이라는 의미에

서 사실적 현상학이라고 할 수 있다. 

62) 이 주제에 대해서는 박지영, 「상호주관적 명증의 현상학-후설을 토대로, 그리

고 후설을 넘어서」, 서울, 서울대학교 철학박사 학위논문, 2018. pp.55ff.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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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후설은 「제5성찰」에서 원초적 환원을 통해 원초

적 세계를 확보한 후 타인경험의 문제를 분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이

제 후설이 거기서 수행하고 있는 타인경험에 대한 분석을 살펴보자.

나는 나의 원초적 세계에서 나의 신체를 경험한다. 이 경우 나의 신체는 

‘물체(Körper)’가 아니라, ‘살아 있는 몸(Leib)’을 뜻한다. 그런데 나는 나의 

원초적 세계 안에서 나의 신체를 포함해 모든 물체를 원본적으로 경험한

다. 그러나 나는 원초적 세계의 이 모든 물체 중에서 살아있는 몸으로서의 

나의 신체를 그 어떤 다른 대상들보다도 더 원본적으로 경험한다. 말하자

면 나의 원초적인 세계에서 나의 몸으로서의 신체에 대한 인식은 타당성

의 관점에서 볼 때 그 어떤 다른 대상에 대한 인식보다도 더 우위를 지닌

다. 후설은 살아있는 몸으로서의 나의 신체가 타당성에 있어서 다른 여타

의 것에 비해 가지도 있는 우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이러한 자연[원초적 세계] 속에 있는 본래적으로 파악된 물체들 중에서 

나는 이제 유일한 탁월성 속에서 나의 몸을 발견하는데, 말하자면 단순한 

물체로서가 아니라, 바로 몸인 유일한 몸으로서 발견하는데, 이 몸은 나의 

추상적인 세계 층 안에서, 비록 상이한 귀속 방식에서이긴 하지만 (촉각장, 

추위-더위의 장 등) 그에 대해 내가 경험적으로 감각장을 귀속시킬 수 있

는 유일한 대상이며, 그 속에서 내가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지배할 수 있

는, 그것도 특별히 나의 신체기관 각각에서 개별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유

일한 대상이다.”(Hua I, 128)

그런데 나는 나의 원초적 세계에서 타인의 몸을 나의 몸과 유사한 몸으

로서 경험할 수 있다. 물론 이 경우 타인의 몸은 일차적으로 원초적 세계

에서 등장하는 모든 대상들과 마찬가지로 물체로서 경험된다. 그러나 타인

의 몸은 단순히 물체로서 경험되는 것은 아니다. 타인의 몸이 일차적으로 

물체로서 파악되지만, 그것과 물체로서 파악되는 나의 몸 사이에 “유사성

(Ähnlichkeit)”(Hua I, 140)이 존재하기 때문에, 나는 타인의 몸을 나의 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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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몸으로서 경험할 수 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확증 과정이 필요한데, 확증절차를 통과하면 물체로 경험되던 타인의 몸은 

몸으로서 경험될 수 있는 자격을 유지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그러한 자격

을 상실한다.

예를 들어 나의 원초적 세계에서 사람처럼 경험되던 그 어떤 사물이 계

속되는 경험 속에서 확증되지 못하면 그것은 더 이상 몸으로 경험되지 않

고 물체로 경험되게 된다. 예를 들어 우리가 어느 백화점에 서있는 마네킹

을 보고 그것을 사람의 몸으로 생각하였으나, 계속되는 경험과정에서 그것

이 더 이상 사람의 몸으로서 확증되지 못할 경우 그 순간부터 그것은 사

람의 몸이 아니라, 물체로서 경험되는 것이다. 말하자면 이전의 다른 경험

들과 일치하지 못하면서 확증이라는 시험대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몸은 

거짓 몸으로서 경험된다.”(Hua I, 144)

그런데 이처럼 내가 나의 원초적 세계에서 타인의 몸을 나의 몸과 유사

한 것으로 경험하는 과정이 다름 아닌 타인을 ‘상호주관적 생활세계의 구

성 과정에서 나와 동일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다른 초월론적 주관으로 경

험하는 과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우선 나의 몸은 생활세계 구성을 

위한 수없이 다양한 의식들을 담지하고 있는 몸이요, 바로 이러한 의식들

의 발산중심이 나의 초월론적 주관이라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내가 타인의 몸을 나의 몸과 동일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몸으로 

경험하는 과정은 동시에 내가 타인을 나의 초월론적 주관과 동일한 권리

를 가지고 있는 타인의 초월론적 주관으로 경험하는 과정임이 드러난다. 

이처럼 나는 “유비적인 파악(die analogisierende Auffassung)”(Hua I, 140)을 

통해 타인의 몸을 나의 몸과 동일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몸으로 파악하듯

이, 타인을 나와 동일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초월론적 주관으로 파악한다. 

이처럼 “유비적인 파악”은 타인을 나와 동일한 권리를 가진 초월론적 주

관으로 경험함에 있어 결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처럼 원초적 세계로부터 출발하여 내가 타인을 나와 동일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초월론적 주관으로 경험하는 과정은 다름 아닌 내가 타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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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하는 상호주관적 세계를 구성하는 과정을 뜻한다. 그런데 나만 원초적 

환원을 통하여 나의 원초적 세계를 확보한 후 초월론적 주관으로서의 타

인을 경험하고 그를 토대로 상호주관적인 세계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다. 

나뿐 아니라, 모든 자율적이며 책임있는 주체는 나와 마찬가지로 원초적 

환원을 수행한 후 타인 경험을 하면서 상호주관적인 세계를 구성한다. 

그리고 이처럼 자율적이며 책임있는 초월론적 주관들이 상호교류하면서 

그들이 공유하는 “상호주관적인 고유한 영역(eine intersubjektive 

Eigenheitssphäre)”(Hua I, 137)을 구성할 수 있다. 이러한 “상호주관적인 고

유한 영역”은 개별적인 초월론적 주관들이 원초적 환원을 통해 확보한 원

초적 세계의 원본성에 토대를 두고 있기 때문에, 나름의 원본성을 지니고 

있는 세계이다. 그리고 이처럼 자율적이며 책임있는 초월론적 주관들 사이

의 상호교류가 계속해서 진행되면서 점차 “완전한 세계직관”(Hua XV, 

617)이라는 이념에 접근하게 되며 그와 더불어 점차 “객관적 세계(die 

objektive Welt)”(Hua I, 138)의 구성에 접근하게 되는 것이다.

물론 이 경우 “완전한 세계직관”(Hua XV, 617)이 하나의 이념에 불과하

듯이 “객관적 세계” 역시 하나의 “이념”, 즉 “이념적으로 늘 합치하면서 수

행될 수 있고 수행되어온 상호주관적 경험의 이념적 상관자”(Hua I, 138)로

서의 이념인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이처럼 무한한 이념으로서의 “완전한 

세계직관”을 토대로 “객관적 세계”를 구성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주는 

것이 정적 현상학의 목표이며, 바로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후설이 정적 현

상학을 “완전한 세계직관을 형성하기 위한 체계적인 방법”(Hua XV, 617)으

로 간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떠올릴 필요가 있다.

이상의 논의를 통하여 우리는 「제5성찰」에서 가장 핵심적인 개념들이 

‘원초적 환원’과 ‘원초적 세계’임을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후설은 「제

5성찰」의 초반부에서 원초적 환원과 원초적 세계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한 

후, 그를 토대로 타인경험과 상호주관적 생활세계의 구성에 대해 설명한 

후에도, 「제5성찰」의 마지막 부분에서 다시 원초적 환원과 원초적 세계가 

지니는 결정적인 의미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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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타자 경험과 객관적 세계의 구성에 관해 수행했던 상관관계를 

맺고 있는 지향적 해명들은 초월론적 태도 내부에서 우리에게 미리 주어

진 토대 위에서, 즉 원초적 영역의 구조적 본질 위에서 수행되었다.”(Hua 

I, 169) 

2절 『위기』에서 자연적 환경세계와 이념적 환경세계 사

이의 타당성 정초관계 분석

1. 『위기』에서 전개된 생활세계의 현상학의 정적 현상학적 성격

『위기』에서 전개된 생활세계의 현상학은 이중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5장 2절에서 자세하게 논의하겠지만 그것은 일차적으로 생활세계의 발생

적 현상학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위기』에 나타난 생활세계를 탐

구한 많은 연구자들은 암묵적으로 『위기』에서 전개된 생활세계의 현상학

을 생활세계의 발생적 현상학으로 간주하면서 그에 대해 논의한다.63) 그러

나 이러한 연구자들의 견해는 일면적일 뿐만 아니라 불충분하다. 그 이유

는 『위기』에서 전개된 생활세계의 현상학은 정적 현상학의 성격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64)

63) 예를 들어 란트그레베, 엘라이(L. Eley), 거비치(A. Gurwitsch) 등. L. 

Landgrebe, “The World as a Phenomenological Problem”, in: Philosophy and 

Phenomenological Research, Vol. 1, No. 1, 1940, pp.38-58, 특히 p.39 참고; L. 

Eley., “‘Life-World’ Constitution of Propositional Logic and Elementary Predicate 

Logic”, in Anna-Teresa Tymieniecka(ed), Analecta Husseliana II: The later 

Husserl and the idea of phenomenology, Dordrecht: D. Reidel Pub. Co.,1972, 

pp.333-353, 특히 p.338; A. Gurwitsch(1961), “The Problem of Existence in 

Constitutive Phenomenology”, in: The Journal of Philosophy, Vol. 58, No. 21, 

pp.625-632, 특히 p.628.

64) 이 점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할 것: 김재한, 「『위기』에 대한 정적 현상학

적 해석의 가능성과 그 당위성-철저주의와 엄밀한 학의 이념을 중심으로」, 서

울, 서울대학교 문학석사 학위논문, 2017. “『위기』에서 자연적 환경세계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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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은 『위기』에는 “정적 현상학(statische 

Phänomenologie)” 혹은 “정적 현상학적인 탐구”라는 표현 등이 어디에서도 

등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후설은 다른 주제를 다룰 때도 종종 그렇지

만65) 생활세계의 문제를 다룰 때도 종종 정적 현상학과 발생적 현상학을 

명확하게 구별하면서 논의를 전개하지 않는다. 또 그는 현상학적 분석을 

수행하면서 어떠한 설명도 없이 정적 현상학적인 탐구로부터 발생적 현상

학적인 탐구로, 혹은 발생적인 탐구로부터 정적인 탐구로 전환하기도 하는

데,66) 생활세계의 문제를 다루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우리는 『위

기』에서 명시적으로 ‘정적 현상학적인 탐구’라는 표현이 발견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위기』에서는 정적 현상학적인 탐구가 수행되지 않았다는 결론

을 내려서는 안 된다.67)

우리는 『위기』에서 전개된 생활세계의 현상학을 생활세계의 정적 현상

학으로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실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우리는 후설이 『위기』의 여기저기서 “철저주의(Radikalismus)”(Hua 

VI, 12; 77; 80-81; 91; 94; 103; 185; 198)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68) 예를 들어 그는 『위기』의 5절에서 “보편학의 이상

과 이러한 이상이 내적으로 해체되는 과정(das Ideal der universallen 

Philosophie und der Prozess seiner inneren  Auflösung)”을 해명하면서, 데카

르트에서 시작한 근대철학이 철학을 처음부터 새로 시작하고자 하는 “철

저주의”를 특징으로 하고 있다고 말한다. 이와 관련하여 그는 데카르트의 

방법적 회의를 “데카르트적 판단중지(Cartesianische Epoche)”(Hua VI, 77)

념적 환경세계 사이의 타당성 정초관계 분석”에 대한 4장 2절의 논의를 전개

하면서 이 논문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65) 이남인(2004), p.312 참조.

66) N.-I. Lee(2002), p.173. 참조.

67) 김재한, 「『위기』에 대한 정적 현상학적 해석의 가능성과 그 당위성-철저주

의와 엄밀한 학의 이념을 중심으로」, p.8.

68) “철저주의”에 대해서는 김재한, 「『위기』에 대한 정적 현상학적 해석의 가

능성과 그 당위성-철저주의와 엄밀한 학의 이념을 중심으로」, pp.19ff.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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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부르고 이러한 판단중지가 지닌 철저주의의 성격을 언급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러한 ‘데카르트적 판단중지’는 실제로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는 철

저주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러한 판단중지가 명시적으

로 필증적 명증을 요구하는 수학까지 포함하여 지금까지 있어왔던 모든 

학문들의 타당성뿐 아니라, 선과학적이며 탈과학적인 생활세계의 타당성까

지 […] 포함하기 때문이다.”(Hua VI, 77)

후설에 따르면 데카르트의 판단중지는 진정한 의미에서 의심의 여지가 

없는 필증적 인식을 통한 학문의 절대적 정초를 가능하게 해주는 “인식비

판”, 즉 “객관적 인식에 대한 철저한 비판(radikale Kritik der objektiven 

Erkenntnis)”(Hua VI, 78)을 위한 방법이지만 데카르트의 철학은 그런 이상

을 실현할 수 없었다. 그 이유는 그가 자신이 요구했던 바, “무전제성이라

는 철저주의에도 불구하고”(Hua VI, 81) 판단중지를 진정한 의미에서 철저

하게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자아를 연장실체인 물체들을 모두 

추상할 때 확보할 수 있는 “세계의 잉여물(ein Residuum der Welt)”(Hua 

VI, 81)로 간주하면서, 진정으로 철저한 판단중지를 통해 확보할 수 있는 

“절대적으로 필증적인 정립(die absolut apodiktishe Setzung)”(Hua VI, 81)의 

대상인 순수자아, 즉 초월론적 주관을 파악할 수 없었던 것이다. 말하자면 

그의 철학은 자아를 세계의 한 부분인 자아, 즉 세계 속에 있는 자아인 현

상학적 심리학적 자아로 파악할 수 있었을 뿐 순수자아, 즉 초월론적 자아

로 파악할 수 없었다.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후설은 『이념들I』에서 데카르트의 방법적 회의를 

비판적으로 계승하면서 데카르트적 길을 통한 초월론적 현상학적 환원의 

방법을 계발하였던 것이며, 그는 이러한 초월론적 현상학적 환원의 방법을 

통해 그가 초기부터 추구해온 엄밀학으로서의 현상학의 이념을 실현시키

고자 시도하였던 것이다. 이처럼 후설이 『위기』에서 계속해서 철저주의를 



- 65 -

논하고 있다는 사실로부터 우리는 그가 『위기』에서도 엄밀학으로서의 현

상학의 이념을 실현시키고자 시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데카르트 비판을 통한 철저주의를 토대로 엄밀학으로서의 철학

으로서의 현상학의 이념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타당성 정초관계를 

탐구함을 목표로 하는 정적 현상학이다. 그 이유는 정적 현상학은 자신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유형의 타당성 정초관계를 추적하면서 최종

적으로는 그 무엇에 의해서도 그의 타당성이 의심될 수 없는 타당성의 최

종적인 토대까지 해명해야하기 때문이다.

둘째, 앞서 논의되었듯이 타당성 정초관계를 해명함을 목표로 하는 정적 

현상학을 전개함에 있어 「제5성찰」에서 논의된 원초적 환원은 결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원초적 환원은 현상학이 추구하는 철저주의의 이념

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점과 관련하여 흥미로운 

점은 후설이 『위기』에서 원초적 환원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실제로는 원초적 환원의 방법에 대해 언급하고 있고 또 실제로 그러한 방

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다.69)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우리는 

“근원자아로서의 나(Ich als Ur-Ich)”(Hua VI, 187)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위기』의 54절의 소절 b)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소절 b)는 “근원자아로서의 나는 세계를 구성하는 초월론적 상호주관

성의 공동주체들로서의 초월론적 타자들의 지평을 구성한다”(Hua VI, 187)

는 긴 제목을 달고 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후설은 이 절에서 초월론적 

주체들로서의 타자들의 구성문제를 다루고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후

설은 이 소절에서 바로 그가 「제5성찰」에서 해명하고자 시도했던 타자경

험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할 점은 바로 그가 타자경험

의 문제를 논하면서 “원초성”(Hua VI, 189)에 대해 언급하고 “원초적인” 

“대상영역”(Hua VI, 189), 즉 “원초적 영역”에 대해 언급하면서 다음과 같

이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69) 이 점에 대해서는 김재한, 「『위기』에 대한 정적 현상학적 해석의 가능성과 

그 당위성-철저주의와 엄밀한 학의 이념을 중심으로」, pp.83ff.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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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찬가지로 현실적인 자아, 즉 지속하는 원초성 영역의 이미 지속하는 

자아는 자신 안에서 타자로서의 타자를 구성한다.”(Hua VI, 189)

이처럼 후설은 『위기』의 54절 b)에서 그가 「제5성찰」에서 다루었던 타

자경험의 문제를 다루면서 원초적 영역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그런데 『데

카르트적 성찰』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원초적 영역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원초적 환원을 수행해야 한다. 실제로 후설은 『위기』의 54절 b)에서 추상

적 판단중지에 해당하는 원초적 환원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이점과 관련

하여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나는 판단중지를 수행한다. 거기에 여러 사람들이 있고, 그들이 나와의 

현실적인 공동체 속에서 판단중지를 수행하기까지 한다고 하더라도, 나의 

판단중지 속에서 모든 다른 사람들은 그의 전체적인 작용 삶과 더불어 - 

나의 판단중지 안에서 오직 나의 현상인 바 - 세계 현상으로 편입된다. 이 

판단중지는 실제로 철저한 철학을 위한 방법론적 근본요구인 독특한 철학

적 고독감을 낳는다.”(Hua VI, 187-188)

이 인용문을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여기서 후설이 논의하고 있는 판단

중지는 다름 아닌 그가 『데카르트적 성찰』에서 논의한 원초적 환원이다. 

이점과 관련하여 우리는 데카르트가 『데카르트적 성찰』에서 원초적 환원

을 “주제적인 판단중지”(Hua I, 124)라 부르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

가 있다. 앞서 논의되었듯이 원초적 환원은 정적 현상학의 방법이다.

따라서 이처럼 『위기』에서 후설이 원초적 환원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면, 우리는 후설이 『위기』에서 생활세계의 발생적 현상학뿐 아니

라, 생활세계의 정적 현상학도 전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

다. 다음 절에서 더 상세히 논하겠지만, 후설은 실제로 『위기』에서 생활세

계의 정적 현상학을 전개하고 있다. 이처럼 『위기』의 전체적인 틀이 발생

적 현상학에 속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거기에는 정적 현상학적 분석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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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있으며, 실제로 우리는 『위기』에 나오는 생활세계를 정적 현상학의 측

면에서 분석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문제를 다룬 기존의 연구 중에서 『위기』에 나타난 생활세계

를 정적 현상학의 관점에서 연구한 논문은 거의 없다. 다만 우리는 김재한

의 「『위기』에 대한 정적 현상학적 해석의 가능성과 그 당위성-철저주의와 

엄밀한 학의 이념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논문을 찾아볼 수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존연구의 일면성과 불충분함을 보완하기 위하여, 정적 

현상학의 관점에서 『위기』의 생활세계를 고찰할 필요가 있다. 

2. 『위기』에 나타난 생활세계의 정적 현상학

후설은 『위기』의 여기저기서 생활세계의 구성과 관련하여 타당성 정초

관계를 해명하면서 생활세계의 정적 현상학을 전개한다. 그중에서 생활세

계의 정적 현상학적 면모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곳은 34절이다. 그러면 

이제 『위기』의 34절을 중심으로 『위기』에서 전개된 생활세계의 정적 현상

학에 대해 살펴보자. 

『위기』의 34절에서 후설은 자연적 환경세계와 이념적 환경세계 사이의 

타당성 정초관계를 분석하면서 생활세계의 정적 현상학적 논의를 전개한

다. 따라서 『위기』에서 전개된 생활세계의 정적 현상학을 이해하기 위해서

는 자연적 환경세계와 이념적 환경세계 사이의 구별에 대해 살펴볼 필요

가 있다. 이 경우 자연적 환경세계란 후설이 “생활세계적으로 주관적인 것

(das lebensweltlich Subjektive)”(Hua VI, 130)이라고 부르듯이 감각, 지각 

등을 통해 근원적으로 경험되는 세계이며, 이념적 환경세계는 흔히 “객관

적인” “참된”(Hua VI, 13) 세계로 간주되는 물리학적 세계다. 자연적 환경

세계와는 달리 이념적 환경세계는 “이론적인 논리적인 구축물(eine 

theoretisch-logische Substruktion)”(Hua VI, 130)로서 원칙적으로 지각적으로 

경험될 수 없는 것의 세계를 뜻한다. 이처럼 자연적 환경세계가 원칙적으

로 지각적으로 경험될 수 있는 세계인데 반해 이념적 환경세계가 지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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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경험될 수 없는 세계이기 때문에 양자 사이에는 “대비(Kontrast)”(Hua 

VI, 130)가 존재한다. 

그러나 이처럼 양자가 대비를 이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자는 타당성 

정초관계 속에서 존재한다. 전통적으로 자연적 환경세계는 개인적인 의견

의 세계, 즉 독사(doxa)의 세계로 간주 되어왔고, 이와는 달리 이념적 환경

세계는 참다운 진리의 세계, 즉 에피스테메(episteme)의 세계로 간주되어왔

다. 그에 따라 전통철학에서 자연적 환경세계는 가치가 낮은 세계로서 경

멸을 받아왔고, 이념적 환경세계는 더 높은 가치를 구현하고 있는 세계로

서 제일의 것으로서 존중받아왔다. 그러나 후설의 견해에 따르면 이러한 

전통적인 견해는 타당하지 않다. 그에 의하면 진정으로 제일의 것은 이념

적 환경세계가 아니라, 자연적 환경세계인데, 이념적 환경세계에 비해 자

연적 환경세계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지위에 대해 후설은 다음과 같이 기

술한다.

“진정으로 첫 번째의 것은 선과학적 세계 삶의 ‘단지 주관적이며-상대적

인’ 직관이다. 물론 우리에게 ‘단지’라는 단어는 오래된 유산으로서 속견

(doxa)이라는 경멸적인 색조를 가지고 있다.”(Hua VI, 126) 

이처럼 자연적 환경세계가 전통적으로 경멸받아온 세계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생활세계의 현상학의 관점, 그중에서도 생활세계의 정적 현상학의 

관점에서 볼 때 “첫 번째의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이유는 그것이 지각의 세계이며 지각이 모든 명증의 최종적인 원천으

로서 “근원명증(Urevidenz)”(Hua VI, 131)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모든 여타의 명증과 마찬가지로 이념적 환경세계의 명증 

내지 이념적 환경세계 안에서 존재하는 모든 것에 대한 경험의 명증 역시 

자연적 환경세계의 명증 [내지 자연적 환경세계 안에서 존재하는 모든 것

에 대한 경험의 명증]에 정초되어 있다. 이점과 관련하여 후설은 “객관적-

논리적 작업수행의 모든 명증이 […] 최종적으로 수행하는 삶 [즉 선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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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자연적 환경세계를 구성하는 삶] 속에서 자신의 은폐된 정초원천

(Begründungsquellen)을 가지고 있다”(Hua VI, 130) 고 말한다.

이처럼 자연적 환경세계는 이념적 환경세계와 비교해 볼 때 더 근원적

인 명증의 영역이다. 이는 자연적 환경세계가 이념적 환경세계의 타당성 

정초토대임을 뜻한다. 이와 관련하여 후설은 “주관적이며 상대적인 것”으

로서의 자연적 환경세계가 “모든 객관적 확증을 위해 이론적-논리적 존재

타당성을 정초해주는 것, 그러니까 명증원천으로서, 확증원천으로서”(Hua 

VI, 129) 기능한다고 말한다. 자연적 환경세계가 이념적 환경세계의 타당

성 정초토대라는 사실과 관련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사실에 유

의할 필요가 있다.

첫째, 자연적 환경세계가 이념적 환경세계의 타당성 정초토대이기 때문

에 이념적 환경세계의 타당성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성숙한 책임의 주체

는 누구든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연적 환경세계로 돌아가 

이러한 자연적 환경세계적인 경험의 명증을 토대로 저 타당성을 정당화하

도록 해야 한다. 그 이유는 앞서 살펴보았듯이 자연적 환경세계가 이념적 

환경세계의 확증원천으로서 기능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이념적 

환경세계의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우리는 자연적 환경세계에 조회해 보아

야 하는 것이다.

이점과 관련하여 후설은 『위기』의 34절 b)에서 마이켈슨-몰리의 실험 및 

그것을 후대 학자들이 재현한 것을 아인슈타인이 자신의 이론을 정초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를 예로 든다. 이 경우 아인슈타인이 사용하는 것은 

자연과학적 대상으로서의 마이켈슨이라는 사람, 자연과학적 대상으로서의 

몰리라는 사람, 자연과학적 대상으로서의 실험장치 등이 아니라, 그가 자

연적 환경세계에서 만나는 마이켈슨이라는 사람, 몰리라는 사람, 실험 장

치 등이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자연적 환경세계와 이념적 환경세계는 타

당성 정초관계에 있으며 전자가 후자의 타당성 정초토대 역할을 한다.

둘째, 흔히 이념적 환경세계를 연구하는 자연과학은 경험과학이라 불린

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 자연과학이 경험과학이라 불릴 수 있는지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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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은 현상학적으로 해명을 요하는 문제이다. 후설은 자연적 환경세계가 이

념적 환경세계의 타당성 정초토대라는 사실을 통해 자연과학이 경험과학

이라는 사실을 해명한다. 후설에 따르면 경험주의자들은 늘 그런 것은 아

니지만 종종 자연과학이 “객관적 자연에 대한 경험을 토대로 한 학문

(Wissenschaften auf Grund der Erfahrung von der objektiven Natur)”(Hua 

VI, 131)이라는 의미에서 경험과학인 것으로 간주하는 버릇이 있다. 

그러나 자연과학은 “객관적 자연”에 대한 경험을 토대로 한 학문이라는 

의미에서 경험과학일 수 없다. 그 이유는 “객관적 자연”은 이념화의 산물

로서 진정한 의미에서 경험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후설에 의하

면 자연과학이 경험과학이라 불릴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이 자연적 환경세

계에 대한 경험의 명증, 즉 “학문들의 객관적 확정을 위한 명증원천”으로

서의 “순수하게 생활세계 속에서 전개되는 명증”(Hua VI, 131)에 토대를 

두고 확증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자연과학은 최종적으로 자연적 

환경세계의 경험을 토대로 확증될 수 있기 때문에 경험과학이라 불릴 수 

있는 것이다. 

셋째, 자연적 환경세계와 이념적 환경세계 사이의 타당성 정초관계에 대

한 논의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우선 원초적 환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

나 원초적 환원을 수행한 후 우리는 타자경험이 이루어지기 이전의 상태

와 이후의 상태에서 자연적 환경세계와 이념적 환경세계 사이의 타당성 

정초관계를 논할 수 있다. 이처럼 타자경험이 이루어지기 이전과 이후를 

구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 정초관계 속에서 존재하는 자연적 환경

세계와 이념적 환경세계의 성격도 구별된다.

타자경험이 이루어지기 이전의 상태에서 주어지는 자연적 환경세계와 

이념적 환경세계는 원초적 환원을 수행한 주체 개인에게만 타당한 세계지

만, 타자경험이 이루어진 이후의 상태에서 주어지는 자연적 환경세계와 이

념적 환경세계는 원초적 환원을 수행한 주체들 사이에서 공유된 상호주관

적인 세계라 할 수 있다. 물론 후설은 자연적 환경세계와 이념적 환경세계 

사이의 정초관계를 논하면서 이 부분은 논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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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기』에 나타난 생활세계의 정적 현상학과 현상학적 환원

이제 『위기』에서 전개된 생활세계의 정적 현상학의 정체를 더 잘 이해

하기 위하여 그것을 전개하기 위하여 필요한 현상학적 환원에 대해 살펴

보기로 하자. 우리는 『위기』에서 선보인 생활세계의 정적 현상학을 전개하

면서 자연적 환경세계와 이념적 환경세계 사이의 타당성 정초관계를 해명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유형의 현상학적 환원을 수행해야 한다.

첫째, 자연적 환경세계와 이념적 환경세계 사이의 타당성 정초관계를 해

명하기 위하여 우리는 우선 “객관적 학문에 대한 판단중지”(Hua VI, 138)

를 통한 생활세계적 환원을 수행해야 한다. 이러한 환원은 자연과학적 세

계를 벗어나 생활세계로 귀환하기 위한 방법이다. 말하자면 그것은 이념화

된 생활세계에서 “이념의 옷(Ideenkleid)”(Hua VI, 51)을 벗겨 자연적인 생

활세계로 되돌아가는 방법이다.

이로써 우리는 객관적인 과학 거리를 두고 무관심한 태도인 현상학적 

태도를 취하여, 과학의 전제를 다시 고찰할 수 있는 관점을 획득한다. 이

를 통하여 과학세계가 잊어버린 주관적인 생활세계로 되돌아가는 것이 우

리의 탐구과제가 된다. 따라서 『위기』의 첫 번째 환원은 모든 이념적 과학 

세계에 대한 이론, 가정 등에 대해 판단중지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근

원으로서의 생활세계로 되돌아가는 과정을 뜻한다. 이를 통하여 우리는 좁

은 의미의 생활세계인 자연적 환경세계에 도달하게 된다. 

둘째, 자연적 환경세계와 이념적 환경세계 사이의 타당성 정초관계를 해

명하기 위하여 우리는 생활세계적 환원을 수행한 후 “보편적인 판단중지

(universale Epoché)”(Hua VI, 187-188)를 통해 초월론적 현상학적 환원을 

수행해야 한다. 이러한 초월론적 현상학적 환원은 생활세계적 태도 내지 

자연적 태도로부터 초월론적 태도로 변경하기 위한 방법이다. 이처럼 초월

론적 현상학적 환원을 통하여 생활세계적 태도로부터 초월론적 태도로 이

행해야만 우리는 초월론적 주관과 그에 의해 의미의 통일체로서 구성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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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세계의 구조를 해명할 수 있다. 

셋째, 앞서 논의하였듯이, 이처럼 초월론적 현상학적 환원을 수행한 후 

우리는 『데카르트적 성찰』에서 선보인 원초적 환원을 수행하여 한다. 이점

과 관련하여 원초적 환원이 타당성 정초관계를 해명하기 위해 꼭 필요한 

방법이며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그것은 나의 환경세계와 상호주관적 환경

세계의 타당성 정초관계를 해명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자연적 환경세계

와 이념적 환경세계 사이의 타당성 정초관계를 해명하기 위해서도 꼭 필

요한 방법이라는 사실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자연적 환경세계와 이념적 

환경세계 사이의 타당성 정초관계를 해명할 경우 우리 각자는 자신이 경

험하는 자연적 환경세계의 타당성으로 귀환해 그것에 조회하면서 이념적 

환경세계의 타당성을 정당화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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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장 생활세계의 발생적 현상학

이제 우리는 5장에서 『이념들II』와 『위기』를 중심으로 생활세계의 발생

적 현상학에 대해 검토할 것이다. 우선 1절에서는 『이념들II』에 나타난 생

활세계의 발생적 현상학에 대해 살펴보고, 2절에서는 『위기』에 나타난 생

활세계의 발생적 현상학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1절 『이념들II』의 나의 환경세계와 상호주관적 환경세계 

사이의 발생적 정초관계 분석

1. 인격과 환경세계 

후설은 『이념들II』의 50절과 51절에서 환경세계의 현상학을 전개한다. 

거기서 그는 환경세계를 인격(Person)에 의해 구성된 것으로, 말하자면 인

격의 노에마적 상관자로 간주하면서 논의를 전개한다. 후설에 따르면 “환

경세계는 인격에 의해 그의 작용들 속에서 지각되고 기억되고 사유를 통

해 파악되고 이러저러하게 추정되거나 개시된 세계이며, 인격적 자아가 그

에 대해 의식하고 있고 인격적 자아에 대해 거기에 있고 인격적 자아가 

그에 대해 이러저러하게 태도를 취하는 [...] 세계다.”(Hua IV, 185)

이처럼 환경세계가 인격적 자아에 의해 경험된 세계이기 때문에 『이념

들II』의 50절과 51절에서 전개된 환경세계의 현상학의 정체를 이해하기 위

해서는 후설이 “전적으로 자연스러운 태도(die durchaus natürliche 

Einstellung)”(Hua IV, 183)라 부르는 “인격주의적 태도(die personalistische 

Einstellung)”의 정체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후설은 “자연주의적 태

도(die naturalistische Einstellung)”(Hua IV, 183) 내지 “자연과학적 태도(d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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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urwissenschaftliche Einstellung)”(Hua IV, 2)와 대비시키면서 인격적 태도

가 무엇인지 해명한다. 

후설은 이미 『이념들II』 첫 부분에서부터 자연과학적 태도 내지 자연주

의적 태도와 인격주의적 태도를 대비시켜 가면서 세계에 대해 논의한다. 

자연과학자들은 “이론적 태도로서의 자연과학적 태도(die 

naturwissenschaftliche Einstellung als theoretische Einstellung)”(Hua IV, 2)를 

가지고 살아간다. 그런데 후설에 의하면 자연과학자들은 자연에 대한 일면

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인격주의적 태도에서 경험되

는 모든 것들을 도외시하고 오직 자연과학적 태도에서 경험되는 것에만 

주의를 기울이기 때문이다. 후설은 자연과학자들의 일면적인 태도를 다음

과 같이 기술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은 처음부터 명증적이다. 즉, 우리가 

마음에 듦, 아름다움, 유용함, 실천적 적합성, 완벽성 등의 표제 하에서 사

물에 부과하는 이 모든 술어들(가치, 재화, 목적적 대상, 도구, 그 무엇을 

위해 좋음 등)은 [자연연구자들에 의해서는] 전적으로 고찰되지 않는다. 그

것들은 자연연구자들과는 무관하며, 그것들은 그들이 생각하는 의미에서의 

자연에 속하지 않는다.”(Hua IV, 2)

후설은 『이념들II』 제6～8절에서 자연과학자의 주제적 태도인 “이론적 

태도(theoretiche Einstellung)”(Hua IV, 7), 즉 자연과학적 태도와는 본질적

으로 구별되는 태도로서, “평가하는 태도와 실천적 태도(die axiologische 

und praktische Einstellung)”(Hua IV, 7)를 제시하는데, 이러한 태도가 바로 

인격주의적 태도이다. 인격주의적 태도로서의 평가하는 태도와 실천적 태

도는 인격적 주체가 가지고 있는 태도로서 그것은 이론의 영역이 아니라 

정서 및 실천의 영역에 속한다. 

후설에 따르면 인격주의적 태도란 사람들이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취하는 태도이다. 인격적 태도의 중심은 ‘인격(Person)’, 혹은 ‘인격적 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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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sonales Ich)’다. 인격적 태도의 중심으로서 ‘인격’이나 ‘인격적 자아’는 

세계와 무관하게 존재하는 주체가 아니라 늘 환경세계와 관련을 맺고 그 

안에서 살아간다. 이 점에 대하여 후설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인격으로

서 나는 [...] 환경세계의 주체로서 존재한다. 자아라는 개념과 환경세계라

는 개념은 분리할 수 없이 서로 연관되어 있다.”(Hua IV, 185)

이처럼 환경세계는 그 자체로 존재한다고 간주되는 자연과학적 세계가 

아니라 인격적 자아에 대해 존재하는 세계이다. 자연과학적 세계와 구별되

는 환경세계의 정체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과관계

(Kausalverhältnis)”(Hua IV, 189)와 구별되는 “동기관계

(Motivationsbeziehung)”(Hua IV, 189)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인과관

계”는 자연적 사물들 사이에서 확인할 수 있는 관계이다. 예를 들어 어떤 

하나의 돌이 다른 돌을 쳐서 그것을 움직였을 경우 이 둘은 인과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우리가 흔히 자연적 사물로 간주하는 것들 사이

뿐 아니라, 자연적 사물과 인간 사이에도 인과관계가 존재할 수 있다. 그

러나 이처럼 인간이 인과관계 속에 존재하는 것으로 경험될 경우 그것은 

더 이상 “인격”으로서의 의미를 지니지 않고 앞서 살펴본 돌처럼 자연적 

사물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이처럼 인간이 자연적 인과관계 속에 존재하는 

것으로 경험될 경우 말하자면 “인격적 자아의 자기 망각

(Selbstvergessenheit des personalen Ich)”(Hua IV, 184)이라는 현상이 나타나

는 것이다.

그러나 자연적 사물과는 달리 인격적 주체는 세계 및 세계 안에 있는 

대상과 동기관계 속에서 존재할 수 있다. 동기연관은 인격적 주체가 세계 

및 세계 안에 있는 대상들과 의미를 통해 맺는 지향적 관계를 뜻한다. 인

격적 주체는 세계 및 그 안에 있는 대상들을 만나면서 그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고 그처럼 의미부여한 것들과 동기연관을 맺으면서 살아간다. 이처

럼 인격적 주체와 동기연관이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후설은 인

격적 태도를 “동기연관적 태도(Motivationseinstellung)”(Hua IV, 190) 또는 

“실천적 태도(praktische Einstellung)”(Hua IV, 190)라고 부르고, 그러한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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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에서 경험되는 환경세계를 “실천적 환경세계(praktische Umwelt)”(Hua 

XXXIX, 309; 313)라고 부른다. 

우리는 “태도변경(Einstellungsänderung)”(Hua IV, 8)을 통하여 자연과학적 

태도를 인격주의적 태도로 전환시킬 수 있고, 거꾸로 인격주의적 태도 속

에서 살다가 이러한 태도를 자연과학적 태도로 전환시킬 수도 있다. 이처

럼 태도변경을 통해 자연주의적 태도에서 인격주의적 태도로의 전환과 인

격주의적 태도에서 자연주의적 태도로의 전환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두 가

지 태도가 동등한 위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 두 태도는 근원성

에 있어서 차이가 난다. 이 두 가지 태도 중에서 더 근원적인 태도는 인격

주의적 태도이며, 인격주의적 태도에 대한 추상화 작업을 통해 자연과학적 

태도가 등장할 수 있는 것이다. 말하자면 인격주의적 태도는 자연과학적 

태도의 발생적 근원이며 그러한 점에서 자연과학적 태도는 인격주의적 태

도에 종속되어 있다고 말할 수도 있는데, 양자의 정초관계에 대해 후설은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더 정확하게 고찰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조차 드러날 것이다. 즉, 여기 

단 한 번도 동등한 권리를 지니고 동등한 위상을 지니는 [...] 두 가지 태

도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 자연주의적 태도는 인격주의적 태도에 

종속되며 오히려 그것은 인격적 자아 자신의 모종의 자기 망각을 통해 - 

그를 통해 동시에 자신의 세계, 즉 자연을 절대화하면서 - 모종의 독립성

을 획득한다.”(Hua IV, 183-184)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인격적 주체와 더불어 그가 경험하는 세계인 환

경세계를 탐구할 수 있기 위해서는 자연과학적 태도로부터 인격주의적 태

도로의 변경이 필요하다. 후설은 『이념들II』에서 인격주의적 태도를 “철두

철미 자연스러운 태도(die durchaus natürliche Einstellung)”(Hua IV, 183), 

즉 자연적 태도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런데 자연과학적 태도로부터 자연적 

태도인 인격적 태도로의 변경은 일종의 현상학적 환원이라 할 수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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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설은 이러한 환원을 후에 “현상학적 심리학적 환원”(Hua IX, 260)이라고 

부른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이념들II』의 50절과 51절에서 전개된 환경세계의 

현상학 내지 생활세계의 현상학은 자연적 태도에서 전개된 생활세계의 현

상학이다. 그것은 『데카르트적 성찰』에서 전개된 생활세계의 현상학과 구

별되는데, 그 이유는 후자는 초월론적 태도에서 전개된 생활세계의 현상학

이기 때문이다.

2. 『이념들II』와 발생적 현상학

후설이 『이념들II』에서 전개하고 있는 자연적 태도에서의 환경세계의 현

상학은 발생적 현상학으로 전개된다. 이점과 관련하여 우선 지적해야 할 

점은 초월론적 현상학뿐 아니라, 자연적 태도에서 전개되는 현상학 역시 

정적 현상학과 발생적 현상학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다. 그 이유

는 후설이 “자연적 태도에서의 구성적 현상학(konstitutive phänomenlogie 

der natürlichen Einstellung)”(Hua V, 158)이라고 말하듯이 초월론적 태도에

서뿐 아니라 자연적 태도에서도 구성적 현상학을 전개할 수 있고, 이 경우 

우리는 구성을 타당성 정초관계의 관점과 발생적 정초관계의 관점 등 두 

가지로 나누어 분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이념들II』에서 전개된 환경세계의 현상학은 구성을 발생적 정

초관계의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자연적 태도에서 전개된 생활세계의 

발생적 현상학이다. 이러한 사실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정적 현상학과 

발생적 현상학의 구별이라는 관점에서 『이념들II』의 성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정적 현상학과 발생적 현상학의 구별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이념들II』

는 정적 현상학적 요소도 있지만 발생적 현상학적 관점에서 집필된 저서

이다. 이러한 점에서 『이념들II』는 『이념들I』과 극명하게 대조를 이룬다. 

『이념들I』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 중의 하나인 “모든 원리 중의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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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nzip aller Prinzipien)”(Hua III, 51)가 보여주듯이 『이념들I』은 발생적 현

상학적 요소도 가지고 있지만 일차적으로 정적 현상학적 입장에서 집필된 

저서이다. 이 점과 관련해 우리는 후설이 『이념들I』에서 “발생(Genesis)”이

라는 단어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물론 그

는 『이념들I』에서 현상학의 핵심적인 개념 중의 하나인 “근원성”을 설명하

면서 “발생”이라는 단어를 한 차례 사용하기는 하는데, 거기서 그는 현상

학적 의미의 근원성이 “발생”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천명하기 위하여 

“발생” 개념을 사용한다.

“여기서는 어떤 역사가 이야기되지 않는다. 근원성이란 이 말을 사용할 

때 우리는 심리학적-인과적 발생이나 발전사적 발생을 생각할 필요도 없고 

생각해서도 안 된다.”(Hua III, 10) 

그러나 『이념들II』의 경우는 사정이 전혀 다르다. 후설은 『이념들II』에서 

“구성적 발생”(Hua IV, 198), 주체의 “발생”(Hua IV, 215), “체험류를 지배

하는 발생”(Hua IV, 25), “근원적인 발생”(Hua IV, 255), 인격적 주체의 

“필연적 발생”(Hua IV, 349), “발생. 정신적 근원들”(Hua IV, 316) 등 발생

에 대해 다양한 방식으로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듯

이 『이념들I』이 주로 정적 현상학의 틀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과는 달

리 『이념들II』는 주로 발생적 현상학의 틀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 

이처럼 『이념들II』에서 전개된 현상학이 주로 발생적 현상학이기 때문에 

『이념들II』의 50절과 51절에서 전개된 생활세계의 현상학은 생활세계의 발

생적 현상학이다. 실제로 후설은 『이념들II』의 50절과 51절에서 생활세계

의 현상학을 전개하면서 생활세계의 발생의 문제를 해명하고자 시도하고 

있는데, 다음의 구절은 이러한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러한 것으로서 그것은[환경세계는] 어떤 방식으로 늘 생성 중에 있다. 

말하자면 그것은 그에 속하는 정립과 정립의 삭제와 더불어 의미 변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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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하여, 그리고 늘 새로운 의미 형성을 통하여 지속적인 자기 산출 과정 

속에 있다.”(Hua IV, 186)

『이념들II』의 50절과 51절에서 후설은 생활세계의 발생적 현상학을 전개

하면서 발생적 관점에서 볼 때 다양한 유형과 층의 생활세계가 존재함을 

보여주고 있다. 환경세계는 인격적 자아를 통해 구성된 것이기 때문에 우

리는 인격적 자아의 구조를 살펴보면 다양한 유형과 층의 환경세계가 존

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우선 개별적인 인격적 자아를 살펴보면 그것은 다양한 작용들을 가지고 

살아간다. 예를 들어 그것은 후설이 말하듯이 환경세계에서 만나는 대상들

에 대해 이론적 태도를 취할 뿐 아니라, “느끼면서, 가치평가하면서, 행동

하면서, 기술적으로 만들어가면서”(Hua IV, 185) 그에 대해 태도를 취하고 

살아간다. 더 나아가 그것은 도덕활동을 하면서, 예술활동을 하면서, 종교

활동을 하면서, 정치활동을 하면서, 경제활동을 하면서 살아간다. 이처럼 

인격적 자아가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에 대응해 그것

은 다양한 유형의 대상들 및 다양한 유형의 환경세계를 경험하며 살아간

다. 이점에 대해 후설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러한 환경세계는 단순한 사물만 포함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생활용

품(옷, 가구, 무기, 도구), 예술품, 문학작품, 종교행위의 수단, 법적행위의 

수단을 가지고 있다.”(Hua IV, 182) 

더 나아가 인격적 자아의 여러 작용들을 살펴보면 그것은 발생적 관점

에서 볼 때 다양한 층의 작용들을 가지고 있다. 후설은 인격적 자아의 의

식의 층으로 크게 능동적 의식과 수동적 의식을 구별한다. 그런데 능동적 

의식과 수동적 의식은 서로 대립적인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초관계 

속에서 존재한다. 후설은 이처럼 정초관계 속에서 존재하는 두 가지 유형

의 의식 중에서 능동적 의식에 의해 수행되는 종합을 범주적 종합이라 말

하고 수동적 의식에 의해 수행되는 종합을 감성적(감각적)종합이라고 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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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Hua IV, 18)

범주적 종합은 감성적 종합에 비해 더 높은 단계의 대상에 대한 파악작

용이다.(Hua IV, 18) 그런데 우리는 능동적 의식의 층뿐 아니라, 수동적 의

식의 층도 다양한 층들로 나누어 고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능동적 의식

의 층은 판단하는 의식의 층, 추론하는 의식의 층, 일반자를 파악하는 의

식의 층, 본질을 파악하는 의식의 층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고 수동적 의

식의 층은 감각적 의식의 층, 지각적 의식의 층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

다. 

그런데 이처럼 다양한 의식의 층에 대응해 다양한 층의 환경세계가 대

응한다. 이중에서 발생적으로 원초적인 층은 감각의 층이며, 그에 대응하

여 “이 세계는 우선 그 핵에서 볼 때 감각적으로 현출하는 세계이다 

[...].”(Hua IV, 186) 그러나 “자아는 새로운 작용들을 통해 이러한 경험세

계와 관계를 맺게 됨을 발견하며”(Hua IV, 186), 그에 따라 다양한 층의 

환경세계가 구성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감각세계를 토대도 지각세계가 구

성되고 그를 토대로 문화세계가 구성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과학세계가 

구성될 수 있다. 

그런데 개별적인 인격적 자아 각각은 다른 인격적 자아들과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간다. 이처럼 다른 인격적 자아들과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

면서 인격적 자아는 “상호이해작용”(Hua IV, 191)을 통해 공동의 생활세계

를 구성해 나간다. 이점과 관련하여 후설은 “우리는 공동적인 환경세계와 

관계를 맺고 있다. - 우리는 인격적 연대 속에서 존재한다. 이 둘은 공속적

이다”(Hua IV, 191)라고 말한다. 그런데 다양한 층의 공동체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 다양한 층의 환경세계가 존재하는데, 이점에 대해 후설

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공동적인 환경세계는 새롭고 더 높은 단계의 공동성을 가지게 되는데, 

이는 상호이해작용을 토대로 진행되는 인격적 상호규정 작용을 통해서 그

러하다.”(Hua IV, 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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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념들II』에서 전개된 생활세계의 발생적 현상학

이처럼 『이념들II』의 50절과 51절에서 자연적 태도에서 전개되는 생활세

계의 발생적 현상학의 입장에서 보자면 다양한 층의 환경세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하여 발생적 정초관계를 추적하면서 생활세계의 발생적 

현상학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런데 그중에서 가장 중

요한 주제로서 『이념들II』의 51절에서 분석되고 있는 것은 나의 환경세계

와 상호주관적 환경세계 사이의 발생적 정초관계다.

그런데 후설은 나의 환경세계와 상호주관적 환경세계 사이의 정초관계

를 분석하면서 『데카르트적 성찰』에 나오는 원초적 환원과 유사한 환원을 

제시하면서 이러한 환원이 타자경험의 발생을 위해 중요한 의미를 지닐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와 관련하여 후설은 타인과의 의사소통을 통

해 구성된 “의사소통적 환경세계(kommunikative Umwelt)”(Hua IV, 193)와 

구별되는 “자아론적 환경세계(egoistische Umwelt)”(Hua IV, 193)에 대해 언

급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는 타인에 대한 경험 속에서 […] 구성되는 환경세계를 의사소통적 

환경세계라 부른다. 그것은 그의 본질상  […] 인격체들에 상관적이다. 이

처럼 이러한 사실은[인격체들이 상관적이라는 사실은] 개별화되어 생각된 

인격체의 ‘자아론적 환경세계’(egoistische Umwelt)에 대해 타당한 것처럼 

그에[의사소통적 환경세계에] 대해서도 타당하다. 이 경우 [자아론적 환경

세계의 상관자인] 개별화되어 생각된 인격체는 그것이 타자들과의 그 어떤 

상호이해의 관계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그의 환경세계연관 

속에서 추상적으로 파악된 인격체를 뜻한다. 모든 인격체는, 이념적으로 

말하면, 그가 모든 상호이해관계와 거기에 정초된 통각들을 ‘추상하거나’ 

떼어내어 생각할 수 있는 한, 그의 의사소통적 환경세계 안에 자신의 자아

론적 환경세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의미에서 다른 환경세계와

의 관계에서 어떤 환경세계를 ‘일면적으로 떼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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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Hua IV, 193) 

이 인용문에 나오는 “자아론적 환경세계”는 『데카르트적 성찰』에 나오는 

“원초적 세계”와 유사하다. 그 이유는 원초적 세계와 마찬가지로 여기에 

나오는 “자아론적 환경세계” 역시 상호이해관계와 거기에 정초된 통각들을 

“추상하거나” 떼어낼 때 확보할 수 있는 세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록 

후설이 여기서 “원초적 환원”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

는 이처럼 “자아론적 환경세계”를 추상하기 위한 방법적 절차를 원초적 

환원이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자연적 태도에서 수행되는 생활세계의 발생의 경우 이처럼 원초

적 환원을 수행하면서 환경세계의 구성이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자연적 삶

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타자경험을 하면서 그를 토대로 상호주

관적 세계를 구성해 나가지 방법적 추상이라는 인위적인 철차를 거치면서 

타인경험을 수행하지 않는다. 그리고 『데카르트적 성찰』에 나오는 원초적 

환원을 수행하는 일이 생활세계의 정적 현상학의 맥락에서는 가능하지만, 

생활세계의 발생적 현상학의 맥락에서는 불가능하다. 그 이유는 자연적 태

도에서 살아가면서 각자는 이미 타인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타인에게 영향

을 주면서 발생적 세계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적 구성의 경우 상호

주관적인 세계로부터 나만의 고유한 세계를 분리해내는 일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후설 역시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그는 앞의 인

용문에서 “이념적으로 말하자면”이라는 단서를 붙이고 있는데, 이는 그러

한 추상이 사실적으로 이루어지는 발생적 맥락에서는 핵심적인 의미를 가

지고 있지 않다고 그 자신이 생각하고 있음을 함축하는 것이라 할 수 있

다. 물론 후설은 다른 곳에서 이러한 “이념적 분리(eine ideelle Scheidung)”

를 언급하면서 그것이 “구성적 발생의 관점에서도”(Hua IV, 198) 의미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후설 자신이 “이러한 분리”, 즉 추상 절차가 발

생적 현상학의 맥락에서가 아니라 정적 현상학의 맥락에서 핵심적인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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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하는 것임을 인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이념들II』에서 전개된 생활세계의 발생적 현상학을 살펴보면 후

설은 상호주관적 세계의 구성이 원초적 환원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간주하면서 그에 대해 분석하지 않는다. 물론 『이념들II』에서도 『데카르트

적 성찰』에서처럼 상호주관적 환경세계의 구성을 위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타인경험”(Einfühlung, Hua IV, 198ff.)이다. 물론 앞서 살펴본 

것처럼 후설이 『이념들II』의 어느 대목에서는, 암묵적으로 원초적 환원을 

수행하면서 “선사회적 주체”(Hua IV, 199)와 “사회적 주체”(Hua IV, 198)

를 구별하고, 또 원초적 환원을 통한 타인경험이 상호주관적 세계의 구성

을 위해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처럼 논의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념들II』에서 논의되고 

있는 “타인경험”은 『데카르트적 성찰』에서 논의되고 있는 “타인경험”과 성

격이 다르다. 『데카르트적 성찰』에서 논의되고 있는 타인경험이 원초적 환

원을 수행한 후 이루어지는 것인데 반해, 『이념들II』에서 상호주관적 환경

세계의 구성과 관련하여 논의되고 있는 타인경험은 원초적 환원을 수행하

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데카

르트적 성찰』에서와는 달리 『이념들II』에서는 현상학적 분석이 자연적인 

인격적 태도에서 수행되고 있으며, 따라서 초월론적 현상학적 환원을 수행

할 필요도 없고 원초적 환원을 수행할 필요도 없다는 사실에 유의할 필요

가 있다.

후설은 『이념들II』에서 타인경험을 “함께 파악함(Komprehension)”(Hua 

IV, 191)이라고 부른다. 그 이유는 타인경험이 타인의 신체와 “함께” 타인

의 “심리상태”, 즉 의식을 파악하는 작용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자연적인 

인격적 태도에서 수행되는 “함께 파악함”으로서의 타인경험을 살펴보면, 

그것은 나와 타인들이 함께 살아가는 환경세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원초적 환원”을 통해 확보될 수 있는 “원초적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점과 관련하여 후설은 “함께 파악함이 공동의 환경세계와의 관

계를 형성할 때 비로소 모든 자아는 자기 자신에 대해 그리고 타인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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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정상적인 의미의 인격, 즉 인격적 연대 속에서의 인격이 될 수 있

다”(Hua IV, 191)고 말한다. 인격적 태도에서 살아가면서 나는 타인들과 

공유하는 환경세계 안에서 살아가면서 그들을 경험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은 타인경험은, 성숙한 인격적 주체로서의 

내가 성숙한 인격적 주체로서의 타인을 일방적으로 경험하는 방식으로 이

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호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다. 말하자면 성숙

한 인격적 주체로서의 나도 성숙한 인격적 주체로서의 타인을 인격적 주

체로서 경험하지만 성숙한 인격적 주체로서의 타인 역시 성숙한 인격적 

주체로서의 나와 성숙한 인격적 주체로서의 또 다른 타인들을 인격적 주

체로서 경험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의사소통(Einverständnis)”(Hua IV, 

192)은 인격적 태도에서 성숙한 인격적 주체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타인경

험의 본질적 요소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의사소통이 인격적 태도에서 성숙한 인격적 주체에 이해 수행되

는 타인경험의 본질적 요소이기 때문에 의사소통을 토대로 구성되는 나의 

환경세계는 이미 상호주관적인 세계이다. 말하자면 성숙한 인격적 주체는 

모두 각자 자신의 입장에서 타인들과 의사소통을 하면서 그들로부터 영향

을 받기도 하고 그들에게 영향을 주기도 하면서 각자의 환경세계를 이미 

상호주관적 환경세계로 구성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이처럼 상호

주관적 환경세계가 의사소통을 토대로 구성되기 때문에 후설은 “의사소통 

속에서 […] 구성되는 생활세계를 우리는 의사소통적 세계로 지칭한

다”(Hua IV, 193)고 말한다.

그리고 나를 포함해 모든 인격적 주체는 타인들과의 의사소통이 계속해

서 더 진행됨에 따라 이미 앞서 경험했던 상호주관적 환경세계를 토대로 

더 높은 단계의 환경세계를 부단히 새롭게 구성해 나간다. 이와 관련하여 

후설은 “공동적인 환경세계는 상호적인 함께 파악함을 토대로 생겨나는 

인격적인 상호규정 작용들을 통해 새롭고 더 높은 의미의 공동성들을 획

득한다”(Hua IV, 191)고 말한다. 이처럼 계속되는 의사소통과정에서 인격

적 주체가 경험하는 환경세계는 감각세계, 지각세계뿐 아니라, 가치의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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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재화의 세계, 예술적 세계, 종교적 세계 등도 포함하고, 더 나아가 수

학적 세계, 물리적 세계 등의 “이념적 환경세계”(Hua IV, 193)까지 포함하

는 중층적인 세계로 발전하게 된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논의를 토대로 『이념들II』의 경우 나의 환경세계와 

상호주관적 환경세계의 발생적 정초관계가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정리해

보자. 『데카르트적 성찰』의 경우 원초적 세계로서의 나의 환경세계가 타인

의 환경세계를 타당성 정초관계의 관점에서 일방적으로 정초해주는 것과

는 달리 『이념들II』의 경우 발생적 정초관계의 관점에서 나의 환경세계와 

상호주관적 환경세계 사이의 일방적인 정초관계는 확인할 수 없다. 매 순

간 타인경험의 출발점이 되는 나의 환경세계는 이미 타인과의 의사소통을 

통해 형성된 세계라는 점에서 나의 환경세계는 이미 상호주관적 환경세계

에 발생적으로 정초되어 있으며, 또 타인경험의 출발점이 되는 나의 환경

세계를 통해 새로운 상호주관적 환경세계가 구성된다는 점에서 나의 환경

세계는 어떤 점에서 상호주관적 환경세계를 발생적으로 정초한다고 할 수 

있다.

4. 선사회적 주체의 문제

자연적인 인격주의적 태도에서 살아가는 성숙한 인격적 자아에게 타자

경험 및 상호주관적 생활세계의 발생적 구성은 이미 앞서 이루어진 타자

경험 및 상호주관적 생활세계의 구성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타인경

험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성숙한 인격적 자아에

게서 이루어지는 타자경험은 이미 앞서 주어진 타자경험을 토대로, 또 상

호주관적 세계구성은 이미 앞서 수행된 상호주관적 세계구성을 토대로 이

루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타자경험의 폭과 깊이가 확장되며 

그에 대응해 상호주관적 세계 구성 역시 계속해서 더 넓어지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적 현상학적 관점에서 볼 때도 정적 현상학적 

맥락과는 다르지만 타자에 대한 첫 번째 경험의 문제는 유의미하게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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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후설 역시 이미 『이념들II』에서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그는 주체를 “사회적 주체”와 “선사회적 주체”(Hua IV, 199)로 

나눈다. 전자가 내적경험, 외적경험을 비롯해 타자경험까지 가지고 있는데 

반해 후자는 타자경험이 없이 내적경험과 외적경험만 가지고 있는 주체라 

할 수 있다. 

후설은 『이념들II』에서 이러한 선사회적 주체의 문제에 대해 더 이상 논

의하지 않는다. 그러나 후설은 “아이, 첫 번째 타자경험(Das Kind. Die 

erste Einfühlung)”(Hua XV, 604) 이라는 제목을 달고 있는 1935년에 집필

된 한 후기 유고에서 이 주제에 대해 논의한다. 이 유고의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주체에게서 첫 번째 타자경험은 유아 시절에 출현한다. 이 유고에

서 후설은 유아와 어머니 사이의 유대를 분석하면서 첫 번째 타자경험의 

구조를 분석하고 있다. 유아는 어머니를 통하여 첫 번째 타자경험을 시작

한다. 태어나서 이미 세계지평을 가지고 있는 존재자로서의 신생아, 유아

는 시간이 지나가면서 자기 자신을 주체로서 구성해 나간다. 

그런데 그러한 구성과정은 타자경험과 더불어 진행된다. 이 구성 과정에

서 유아는 자신의 지각지평에서 어머니로부터 끊임없이 새로운 지각질료

를 얻게 된다. 예를 들어 유아는 어머니의 몸과 손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어머니가 움직임에 따라 자신과의 거리감을 느끼게 된다. 그리고 아이는 

무의식적으로 소리를 낼 수 있지만, 어머니의 소리를 반복해서 듣고 나서 

같은 소리를 낼 수 있다. 마지막으로 후설은 ‘엄마’, ‘아빠’라는 말을 배우

는 발생적 맥락도 분석한다.(Hua XV, 606)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이가 이러한 단어의 의미를 이해하느냐의 여부가 

아니라, 아이가 어떻게 타자경험을 통해 그러한 소리를 낼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가면 어머니가 아이에게 ‘나는 온다’, ‘나는 

가져온다’가 아니라 ‘엄마가 온다’, ‘엄마가 가져온다’라는 유의미한 문장

을 말하거나 ‘여기’와 ‘지금’, ‘가까움’과 ‘멀음’, ‘오른쪽’과 ‘왼쪽’등 주관

적-상대적 단어를 이해하고 사용하는 과정에서, 아이는 자신의 환경세계와 

타인의 환경세계를 구성한다. 아이가 가지고 있는 환경세계는 처음부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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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타인으로부터 부단히 영향을 받아가면서 구성된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면서 아이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선사회적 주체로부터 타자경험을 통해 

점차 사회적 주체로 발달해 간다. 

5. 『이념들II』와 『데카르트적 성찰』의 타인경험이론의 차이점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이념들II』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중요한 주제 중

의 하나는 나의 환경세계와 상호주관적 환경세계 사이의 발생적 정초관계

이다. 그런데 양자 사이의 발생적 정초관계의 문제는 우리가 앞서 4장 1절

에서 고찰한 논의, 즉 『데카르트적 성찰』에서 등장하는 나의 생활세계와 

상호주관적 생활세계 사이의 타당성 정초관계의 문제와 뚜렷하게 구분되

는 대조적인 관계 속에서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외형적으로만 보면 『이념들II』와 『데카르트적 성찰』에서 양자의 논의가 

거의 유사한 것처럼 읽히는 것도 사실이다. 그 이유는 양쪽 모두 나의 생

활세계로부터 상호주관적 생활세계를 구성함에 있어 타인경험이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고가 4장 1절에서 다룬 『데카르트적 성

찰』의 경우는 타당성 정초관계의 관점에서 분석이 수행되는 반면, 여기 

『이념들II』에서는 발생적 정초관계의 관점에서 분석이 수행되고 있다는 점

에서, 양자 사이에는 다음과 같이 몇 가지 분명한 차이가 있다.

첫째, 4장 1절에서는 타당성 정초관계의 관점에서 분석이 이루어지기 때

문에 시간적 발생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다. 후설의 말을 빌면 “여기서

(「제5성찰」) 문제가 되는 것은 시간적으로 경과하는 발생을 드러내 밝히는 

것이 아니라, [세계에 대한] 정적 분석이다.”(Hua I, 136) 

그러나, 『이념들II』에서는 시간적 발생에 대한 고려가 결정적으로 중요

한 역할을 한다. 단적으로 후설은 환경세계, 타자, 그리고 상호주관성 세계

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분명 시간적 측면을 염두에 두면서 다음과 같이 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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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주체들을 환경세계와 연관지어, 그들이 어떻게 동기부여 받는지, 

고찰한다. 나는 그렇게 그들을 인격체들로서, 정신적 개별성들로서 알아가

게 되고, 나는 그들의 인격적 능동적 작용과 수동적 작용 속에서 그들을 

알아나가는데, 말하자면 그들이 어떻게 발전하는지 알아가며, 마찬가지로 

나는 개별성 속에서의, 공동적인 작업수행 속에서의 공동체들에 대해서도 

알아간다. 나는 그것들이 어떻게 발전하고 형성되고 변형되는지 탐구한다. 

나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 그것들의 존재와 형성에 대해, 그것들의 ‘역사’

에 대해 직관적 이해를 획득한다.”(Hua IV, 378)

뿐만 아니라 『데카르트적 성찰』의 「제5성찰」에서는 타자경험뿐만 아니

라 순수자아와 관련해서도 시간성, 통각체계의 작동과정, 통각체계가 습성

으로서 형성되어 가는 과정 등이 풍부하게 논의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념

들II』에서는 순수자아의 발생, 습성 등의 문제가 핵심적인 주제로 등장하

면서 분석된다. 『이념들II』에서는 인격적 자아가 구성되는 과정에서 부단

히 습득되고 형성되는 여러 가지 능력들과 습성들이 논의된다. 그 이유는 

습성이 인격적 자아의 형성 과정, 그리고 그의 환경세계의 형성과정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오랫동안 철학 훈련

을 받은 사람의 인격적 자아 발전과 환경세계는 철학적인 학문세계와 친

숙하게 마련이다. 그가 쓰는 언어나 개념은 대부분 철학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같은 철학 훈련을 받은 사람과 더 편하게 의사

소통을 할 수 있다. 반면에 오랫동안 회계나 금융을 훈련을 받은 사람의 

인격적 자아 발전과 환경세계는 회계나 금용의 경제적 세계와 더 친숙해

진다. 확장해서 말하면 한국과 대만이라는 각기 다른 나라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인격적 자아 발전과 생활세계는 당연히 서로 다를 수밖에 없다. 

둘째, 『데카르트적 성찰』에서는 원초적 환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말하자

면 보편적인 초월론적 현상학적 환원을 수행한 후 타당성의 토대를 확보

하기 위해 원초적 환원이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념들II』

에서는 초월론적 현상학적 환원도 필요하지 않고 원초적 환원도 필요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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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다. 

셋째, 타자경험을 위한 출발점이 되는 나의 경험 영역에서도 두 텍스트 

사이에는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다. 『데카르트적 성찰』의 경우는 일종의 추

상 작업에 해당하는 원초적 환원을 통하여, 성숙한 책임의 주체인 나에게 

가장 명증적으로 주어지는 나의 경험 영역이 타자경험을 위한 출발점으로 

제시된다. 반면 『이념들II』에서는 이미 상호주관적으로 규정된 나의 경험 

영역이 타자경험을 위한 출발점의 역할을 담당한다. 

『이념들II』에서 제시되는 나의 경험 영역은 이미 과거의 타인으로부터 

영향을 받았거나 또는 장차 앞으로 받을 수 있는 경험 영역이며, 따라서 

나는 그것이 타당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방법적으로 검토하지 않은 채 그

것을 토대로 삼아 타자경험을 수행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경우에는 원

초적 환원을 수행할 능력이 없는 주체, 가령 어린이조차도 타자경험을 수

행할 수 있다. 그러나 『데카르트적 성찰』의 경우에는 전혀 그렇지가 않다. 

왜냐하면, 거기서는 유아가 원초적 환원을 수행하면서 타자경험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넷째, 우리는 『이념들II』에서 타인경험을 통해 상호주관적 생활세계가 

구성되는 과정 역시 『데카르트적 성찰』과의 대비 속에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념들II』의 전체적인 논의 순서는 『데카르트적 성찰』과 거의 같지

만 실상 그 내용은 다르다. 왜냐하면 『데카르트적 성찰』의 분석은 초시간

적인 타당성 정초관계의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반면, 『이념들II』의 분석은 

시간적인 발생적 정초관계의 관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2절 『위기』에서 전개된 생활세계의 발생적 현상학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후설은 『위기』에서 자연적 환경세계와 이념적 환

경세계 사이의 정초관계에 대해 논의하면서 생활세계의 정적 현상학과 발

생적 현상학을 전개한다. 4장 2절에서는 자연적 환경세계와 이념적 환경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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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사이의 타당성 정초관계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후설이 『위기』에서 

전개하고 있는 생활세계의 정적 현상학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제부터는 자연적 환경세계와 이념적 환경세계 사이의 발생적 정초관

계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후설이 『위기』에서 전개하고 있는 생활세계의 

발생적 현상학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후설은 『위기』의 2부와 3부에서 생활세계의 발생적 현상학을 전개한다. 

우선 그는 『위기』의 2부에서 “물리주의적 객관주의와 초월론적 주관주의 

사이의 근대적 대립의 원천에 대한 해명”을 시도하는 대목에서 갈릴레이

에 의해 근대물리학이 성립되는 과정과 관련하여 자연적 환경세계로부터 

이념적 환경세계가 발생하는 과정을 논하면서 생활세계의 발생적 현상학

을 전개한다.(Hua VI, 18)

더 나아가 그는 『위기』의 3부 A에서 “앞서 주어진 생활세계에서 출발해 

되물어가면서 현상학적 초월론적 철학에 이르는 길”(Hua VI, 105)을 논의

하는 대목에서 생활세계의 발생적 현상학을 전개한다. 생활세계의 발생적 

현상학은 앞의 경우 물리학적 객관주의 비판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전개되

며 뒤의 경우에는 물리학적 객관주의 비판을 넘어서 초월론적 현상학의 

정립이라는 보다 더 적극적인 목표를 가지고 전개된다.

이제 우리는 1) 『위기』에 3부에서 전개된 생활세계의 발생적 현상학을 

우선 검토하고, 이어서 2) 2부에서 전개된 생활세계의 발생적 현상학을 고

찰한 후, 『위기』에서 전개된 생활세계의 발생적 현상학의 정체를 더 잘 이

해하기 위하여 3) 생활세계의 발생적 현상학과 역사성의 문제를 검토하고, 

마지막으로 4) 생활세계의 발생적 현상학과 현상학적 환원의 문제를 검토

하고자 한다.

1. 『위기』 3부에서 전개된 생활세계의 발생적 현상학 

후설이 근대의 물리학적 객관주의에 대한 비판을 수행하면서 밝히고 있

듯이, 물리학적 객관주의는 우선 물리적 세계에 대한 철학적 정초는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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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지만, 정신적인 것에 대한 철학적 정초는 제공할 수 없다는 일차

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그는 물리학적 객관주의의 한

계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정신적인 것의 자연화(Naturalisierung des 

Psychischen)”(Hua VI, 64), “작업수행하는 주관성을 파악할 수 없음

(Unfassbarkeit der leistenden Subjektivität)”(Hua VI, 68)을 논한다.

이러한 물리학적 객관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진정한 의미에서 모든 것

에 대한 철학적 정초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초월론주의

(Transzendentalismus)”(Hua VI, 7)라 부른 초월론적 철학인데, 잘 알려져 있

듯이 초월론적 철학의 근본 입장은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은 초월론적 

주관의 구성의 산물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후설은 『위기』의 2부

에서 물리학적 객관주의를 비판하면서 초월론적 철학의 근본입장과 관련

하여 앞서 주어진 생활세계, 즉 자연적 환경세계도 “주관적 형성물

(subjektives Gebilde)”(Hua VI, 70)이요, 객관적으로 참된 물리학의 세계, 즉 

이념적 환경세계도 주관적 형성물이라고 천명한다. 양자 사이에 차이가 있

다면 후자가 “더 높은 단계의 형성물(Gebilde höherer Stufe)”(Hua VI, 70)

인데 반해 전자는 더 낮은 단계의 형성물이라는 데에 있다. 

후설이 『위기』의 2부에서 자세하게 논의하고 있듯이, 초기적인 형태이나

마 초월론적 철학의 구상을 처음으로 가지고 있었던 철학자는 데카르트이

며, 그 후 초월론적 철학의 동기는 로크, 버클리, 흄 등의 영국경험론자들

에게 전해졌고, 칸트를 통해 처음으로 명시적이며 체계적인 형태로 전개되

었다. 후설에 의하면 칸트야말로 물리학적 객관주의의 한계를 비판하면서 

그것을 전복시키고 초월론적 철학을 체계적으로 전개 시킨 철학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칸트는 진정한 의미에서 초월론적 철학을 전개할 수 

없었는데, 그 이유는 그가 “더 이상 물어보지 않고 자명한 것으로 간주한 

전제들(unbefragte Voraussetzungen)”(Hua VI, 105)을 가지고 자신의 철학을 

전개하였기 때문이다. 그러한 전제 중의 하나는 바로 선과학적으로 주어지

는 “자명하게 타당한 생활환경세계(die selbstverständlich geltende 

Lebensumwelt)”(Hua VI, 105) 즉 자연적 환경세계의 존재다. 후설에 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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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칸트는, 자연적 환경세계가 존재한다는 자명한 사실에서 출발하여 자연

적 환경세계의 구조를 체계적으로 해명하지 않은 채로 자신의 철학을 전

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후설은 “그가 진지하게 생활세계, 즉 소박한 선

과학적 삶 속에서 […] 타당한 세계를 우선 체계적으로 해석하고 그 자체

로부터 제기되는 물음들을 제기하였는가?”(Hua VI, 452)라고 문제를 제기

한다. 

후설에 의하면 진정한 의미에서 참된 초월론적 철학을 전개하기 위해서

는 이념적 환경세계의 구조를 분석하기에 앞서 자연적 환경세계의 구조를 

철저하게 해명해야 한다. 그 이유는 자연적 환경세계는, 앞서 살펴보았듯

이, 이념적 환경세계의 타당성 정초토대일 뿐 아니라, 이제 살펴보게 되듯

이, 발생적 정초토대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후설에 의하면 진정한 의미의 

초월론적 철학을 정초하기 위해서는 이념적 환경세계의 발생적 토대인 자

연적 환경세계의 구조를 철저하게 해명해야 한다.

자연적 환경세계가 이념적 환경세계의 발생적 토대라는 사실을 이해하

기 위해서 우리는 일차적으로, 앞서 지적하였듯이 자연적 환경세계뿐 아니

라, 이념적 환경세계 역시 “주관적 형성물”, 즉 초월론적 주관의 구성의 

산물이라는 사실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모든 초월론적 주관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초월론적 발생 과정을 추적해보면 알 수 있듯이 모든 초월론

적 주관은 일차적으로 자연적 환경세계를 구성한다. 이러한 자연적 환경세

계는 발생적으로 볼 때 다양한 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중에서 가장 낮은 

층은 감각적 세계의 층이며 이러한 층을 토대로 지각적 세계의 층이 발생

하고 더 나아가 문화적 세계의 층이 발생한다. 그러나 초월론적 주관은 삶

의 어느 시기에 교육을 통해 자연적 환경세계 너머에 물리학적 세계, 수학

적 세계, 논리학적 세계 등 이념적 환경세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는데, 이 시기는 이 주관에게서 이념적 환경세계가 발생하는 시기이

다.

이처럼 초월론적 주관에게서 이념적 환경세계가 발생하는 과정을 살펴

보면 우리는 자연적 환경세계가 이념적 환경세계의 발생적 토대라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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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해할 수 있다. 그 어떤 초월론적 주관도 자연적 환경세계를 먼저 구

성하여 경험하지 않고서는 이념적 환경세계를 구성할 수 없다. 이점과 관

련하여 후설은 “그 논리적 의미에 있어서 객관적 이론은 […] 생활세계에 

뿌리박고 있다, 즉 정초되어 있다”(Hua VI, 132)고 말하면서 자연적 환경

세계가 이념적 환경세계의 발생적 토대라는 사실을 표현한다. 이와 관련하

여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실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방금 살펴본 후설의 견해, 즉 “그 논리적 의미에 있어서 객관적 

이론은 […] 생활세계에 뿌리박고 있다. 즉, 정초되어 있다”는 견해와 관련

하여 여기서 “정초”가 발생적 정초가 아니라 타당성 정초를 의미할 수도 

있지 않은가 하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다. 말하자면 여기서 정초는 정적 

현상학의 탐구주제인 초시간적 타당성 정초를 의미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것이다.

그러나 후설이 이러한 견해를 제시하는 전후 맥락을 살펴보면 여기서 

정초는 초시간적인 타당성 정초가 아니라, 시간적인 발생적 정초를 뜻함이 

드러난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후설이 이념적 환경세계를 연구대상으로 

삼는 객관적인 이론들, 객관적인 학문들이 “그의 나중의 작용들이 이전의 

작용들의 결과를 전제하는 바, 그러한 작용들의 구축물로부터” “획득된 형

성물”(Hua VI, 134)이라고 말한다는 사실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앞서 살

펴보았듯이 모든 객관적인 이론 역시 초월론적 주관의 다양한 작용들을 

통해 구성된 것인데, 이와 관련하여 후설은 초월론적 주관의 다양한 작용

들을 “나중의 작용들”과 “이전의 작용들”로 나누어 논의하는 것으로 보아 

우리는 그가 객관적 이론이 생활세계에 정초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염두

에 두고 있는 정초가 초시간적 타당성 정초가 아니라, 시간적인 발생적 정

초임을 알 수 있다.

둘째, 이처럼 자연적 환경세계가 이념적 환경세계의 발생적 정초토대라

는 사실은 어떤 초월론적 주관이 교육을 통해 자연적 환경세계를 넘어서 

처음으로 이념적 환경세계를 구성하는 경우에만 타당한 것이 아니라, 그가 

이념적 환경세계를 구성하는 모든 경우에도 타당하다. 이러한 사실은 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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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 물리학 전문가로 성장한 어떤 초월론적 주관에 대해서도 타당하다. 

그 이유는 물리학자도 자연적 환경세계에서 그가 만나는 여러 가지 대상

들을 경험하면서 이러한 경험들을 토대로 물리학 이론을 수립해나가지 않

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후설은 이념적 세계의 발생적 토대로서의 자연적 환경세

계에 대해 논의하면서 “예를 들어 그것은[자연적 환경세계는] 그 안에서 

그가 자신의 측정 도구들을 보고 박자를 듣고 자신이 본 크기를 측정하는 

등의 작업을 하는 것”(Hua VI, 123-124)이라고 말한다. 이와 관련하여 우

리는 자연적 환경세계가, 앞서 4장 2절에서 살펴보았듯이, 이념적 환경세

계의 타당성 정초토대로서 기능할 뿐 아니라, 발생적 정초토대로서 기능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2. 『위기』 2부에서 전개된 생활세계의 발생적 현상학 

지금까지 우리는 역사적으로 볼 때 이미 이념적 환경세계가 구성되어 

존재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자연적 환경세계가 이념적 환경세계의 발생적 

토대로서 작동하는지 하는 점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인류의 역사 전체를 

돌아보면 언제나 이념적 환경세계가 구성되어 존재했던 것은 아니다. 이념

적 환경세계는 인류 역사의 특정한 시점에 발생한 것이다. 그리고 이때 이

루어진 이념적 환경세계에 대한 구성 내용이 수정 보완되어 현재 우리에

게 습성의 체계로서 전수된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자연적 환경세계가 이념적 환경세계의 발생적 토대라는 

사실을 근원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과거 역사에서 자연적 환경세계로

부터 이념적 환경세계가 처음으로 출현하게 된 과정을 현상학적으로 고찰

할 필요가 있다. 바로 이러한 작업이 『위기』의 2부, 그중에서도 9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제 『위기』의 9절을 중심으로 자연적 환경세계를 토대

로 이념적 환경세계가 발생하게 된 과정을 검토해보자.

『위기』의 9절은 “갈릴레이에 의한 자연의 수학화”라는 제목을 달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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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모두 11개의 소절로 구성되어 있다. 9절의 제목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거기서 후설은 갈릴레이를 통하여 근대물리학이 출현하는 과정을 해명하

면서 자연적 환경세계로부터 이념적 환경세계가 발생하는 과정을 추적한

다. 후설은 갈릴레이에 의해 수행된 “자연의 수학화”를 “이념화

(Idealisierung)”(Hua VI, 24, 30)라 부른다. 잘 알려져 있듯이 “이념”, 즉 이

데아는 플라톤 철학의 핵심적인 개념이며 후설이 “이념화”라 부르는 작용

은 플라톤의 이데아론과 연관이 있다. 후설이 『위기』의 9절 도입부에서 지

적하고 있듯이 “플라톤주의의 경우 실재적인 것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소간 이데아에 가담하고 있다.”(Hua VI, 20)

그런데 현상학적 관점에서 보면, 이처럼 실재적인 것, 경험적 세계 내지 

자연적 환경세계가 이데아 세계에 참여한다고 해서, 곧장 그것이 이념화되

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갈릴레이에 의해 수행된 자연의 이념화의 경우에

는 이제 자연 자체가 새로운 수학의 인도로 이념화되는데, 말하자면 자연

은 – 현대적으로 표현하자면 – 그 자체 수학적 다양체로 탈바꿈한

다.”(Hua VI, 21) 그러면 이제 자연의 수학화를 통해 자연이 총체적으로 

이념화되는 과정을 살펴보자.

후설에 의하면 이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기하

학이다. 우리는 “직관적인 환경세계”(Hua VI, 22)인 자연적 환경세계에서 

일상적으로 살아가면서 다른 모든 것들은 추상하고 오직 시․공간적 형태에

만 주목하면서 물체의 형태를 경험할 수 있다. 이 경우 우리가 경험하는 

물체의 형태는 “기하학적으로 ‘순수한’ 형태”(Hua VI, 22)가 아니다. 그러

나 우리가 경험하는 형태 중에는 덜 완전한 형태가 있고 더 완전한 형태

가 있다. 예를 들어 어떤 것의 모양은 덜 동그랗기도 하고 더 동그랗게도 

한다. 이처럼 덜 완전한 형태와 더 완전한 형태를 비교하면서 우리는 “이

상적인 형태”로서 “극한 형태”(Hua VI, 23)를 생각해볼 수 있는데, 이 극

한의 형태는 실제로 경험할 수 없는” 불변하며 도달할 수 없는 극”(Hua 

VI, 23)이다.

이러한 극한의 형태를 떠올림에 있어 “측정(Messung)”(Hua VI, 26)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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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의미를 지닌다. 왜냐하면 측정은 사물의 형태를 모든 사람들이 동일

한 방식으로, 말하자면 객관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는 수단이기 때

문이다. 그리고 이처럼 측정의 도움을 받아 “불변하며 도달할 수 없는 극”

인 극한 형태에 도달할 경우 우리는 형태의 모든 측면을 일의적이며 정확

하게 규정할 수 있는 “정밀성(Exaktheit)”(Hua VI, 24)을 획득하게 된다. 이

처럼 학문의 정밀성을 확보해주는 극한 형태는 이상적인 형태로서의 플라

톤의 이념으로서의 형태라 할 수 있으며, 따라서 그것을 확보하면서 형태

의 이념화가 이루어진다.

그러나 이러한 이념화는 물체의 형태에 대해서 뿐 아니라, 물체의 “감각

적 성질들(Sinnesqualitäten)”(Hua VI, 31)에 대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 물

체의 감각적 성질들이 물체의 형태처럼 직접적으로 이념화되지 않는 것은 

물론이다. 그러나 감각적 성질들을 이념화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은 아니

다. 그것들은 “간접적 이념화(die indirekte Mathematisierung)”(Hua VI, 32)

를 허용하기 때문이다. 이점과 관련하여 우리는 감각적 성질들이 양(量)적

인 의미에서 “정도”(Hua VI, 32)를 가지고 경험된다는 사실에 유의할 필요

가 있다. 이처럼 그것들이 정도를 가지고 경험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들

의 정도를 측정하면서 감각적 성질들을 물체의 형태와 마찬가지로 이념화

할 수 있다. 이처럼 물체의 감각적 성질을 이념화하면서 자연적 세계의 이

념화가 완결된다.

이처럼 물체의 형태의 이념화 및 물체의 감각적 성질들의 이념화와 더

불어 우리는 모든 물체들이 서로 무관하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서

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결합되어 있다는 사실을 종종 경험한다. 예를 들

어 우리는 어떤 하나의 물체가 다른 물체를 치면 이 물체가 움직이고 또 

이 후자가 전자를 치면 그것이 움직이며 따라서 물체들이 “사실적-인과적

인 결합”(Hua VI, 28)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경험한다. 이러한 경험이 

반복되면서 우리는 우리가 경험한 물체들뿐 아니라, 자연 속에 존재하는 

모든 물체들이 “사실적-인과적 결합”을 이루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결국, 우리는 물체에 대한 “자유변경(freie Variation)”(Hua VI, 29)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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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 속에 존재하는 모든 물체들이 “보편적인 인과적 규정”(Hua VI, 29)을 

통해 하나의 통일체를 형성한다는 사실을 확인한다. 이를 통해 우리는 물

리적 세계 전체가 인과율의 지배를 받으며, 따라서 그 안에 있는 모든 것

에 대한 인과적 설명이 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후설은 자연의 이념화를 논하면서 자연적 환경세계가 이념적 환경세계

의 발생적 정초토대라는 사실을 강조한다. 이와 관련하여 그는 “어떻게 이

념화하는 작용이 생겨났는지”, 즉 “어떻게 그것이 선기하학적인 감각적인 

세계와 그의 실천적 기술들로부터 생겨났는지”(Hua VI, 26)라는 점에 갈릴

레이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자연적 환경세

계가 이념적 환경세계의 발생적 토대라는 사실과 관련하여 다음의 두 가

지 사실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자연적 환경세계가 이념적 환경세계의 발생적 토대라고 할 수 있

는 이유는 자연적 환경세계적 경험 속에 이념화의 동기가 놓여 있기 때문

이다. 앞서 논의하였듯이 자연적 환경세계에서 형태의 이념화를 촉발하는 

동기는 형태가 덜 완벽하게 경험되기도 하고 완벽하게 경험되기도 한다는 

사실이었다.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우리는 이상적인 극한 형태를 생각하면

서 형태를 이념화하고 더 나아가 감각성질을 이념화하면서 “수학적 세계

로서의 자연(Natur als mathematisches Universum)”(Hua VI, 26)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둘째, 앞서 간단히 언급한 측정의 문제는 자연적 환경세계가 이념적 환

경세계의 발생적 토대라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 두말할 것도 없이 측정은 

자연적 환경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그리고 측정이 자연의 이념화를 위

해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측정이 수행되는 자연적 환경세계가 

이념적 환경세계의 발생적 토대임이 드러난다. 

이처럼 자연적 환경세계가 이념적 환경세계의 발생적 토대임에도 불구

하고, 앞서 지적하였듯이, 갈릴레이는 어떻게 이념적 환경세계가 자연적 

환경세계에 발생적으로 정초되어 있는지 하는 점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거꾸로 그는 자연을 이념화하면서 이념적 환경세계를 객관적 실재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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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자연적 환경세계를 이념적 환경세계로 대체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두면서 후설은 “물리학 내지 물리학적 자연의 발견자인 갈

릴레이는 […] 발견의 천재이자 동시에 은폐의 천재”(Hua VI, 53)라고 말

한다.

3. 『위기』에서 전개된 생활세계의 발생적 현상학과 역사성의 문제 

『위기』에서 전개된 생활세계의 발생적 현상학의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

는 그것이 생활세계가 가지고 있는 역사성의 차원을 해명하면서 전개되고 

있다는 데 있다. 이점과 관련하여 우리는 『위기』라는 저술 전체의 논의가 

역사성에 대한 논의와 함께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에 따라 거기서 전개되고 있는 생활세계의 발생적 현상학 역시 역사성

의 차원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전개되고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후설이 『위기』의 2부에서 인류 역사의 중요한 사건

인 갈릴레이를 통한 자연의 이념화를 해명하면서 생활세계의 발생적 현상

학을 전개하고 있고, 『위기』의 2부에서 인류 역사의 또 하나의 중요한 사

건인 칸트의 초월론적 철학의 출현이 가지는 의의와 한계를 논하면서 생

활세계의 발생적 현상학을 전개하고 있다.

이처럼 역사성의 차원에 대한 논의는 『위기』에서 전개된 생활세계의 발

생적 현상학의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점에서 그것은 우리가 

살펴본 『이념들I』, 『이념들II』, 『데카르트적 성찰』 등에서 전개된 생활세계

의 현상학과 구별된다. 실제로 후설은 이러한 저술들 중의 어느 곳에서도 

생활세계의 현상학을 역사성의 차원을 진지하게 고려하면서 본격적으로 

전개하지 않았다. 후설이 『이념들I』, 『이념들II』, 『데카르트적 성찰』 등에서 

초월론적 주관의 상호주관적 차원을 강조하고 있다면 『위기』에서는 초월

론적 주관의 상호주관적 차원과 더불어 역사적 차원도 강조하고 있다.

『위기』를 집필하던 1930년대 중후반 후설에게 초월론적 주관은 상호주

관적이면서 동시에 역사적이다. 모든 초월론적 주관은 동시대의 다른 초월



- 99 -

론적 주관들로부터 영향을 받고 또 그들에게 영향을 주지만, 이러한 상호

주관적인 교섭은 늘 역사적 지평 속에서 이전에 살았던 초월론적 주관들

로부터 영향을 받으면서 일어난다. 말하자면 초월론적 주관은 역사를 통해 

영향을 받는 역사적 형성물이다. 

“우리는 […] 역사적으로 형성되었으며, 우리 자신은 역사가로서 유럽역

사의 동기 속에서 하나의 역사적인 문화적 형성물인 […] 세계사를 만들어 

나간다. […] 우리에 대해 존재하는 세계는 그 자체로 우리의 역사적 형성

물이다.”(Hua VI, 313)

“우리는 인간성의 지평 속에 서 있다. […] 이러한 지평은 우리에게 지속

적으로 의식되어 있다. […] 이처럼 우리는 역사적 지평에 서 있는데, 그 

안에서 […] 모든 것은 역사적이다.”(Hua VI, 378)

이처럼 초월론적 주관이 근본적으로 역사적이기 때문에 초월론적 주관

에 의해 구성된 생활세계는 역사성을 지니지 않을 수 없다. 생활세계는 근

본적으로 과거의 역사의 영향을 받고 형성된 세계이다. 따라서 생활세계의 

역사성을 망각한 생활세계의 현상학은 추상적인 현상학에 불과하다. 생활

세계의 현상학이 추상성을 극복하고 구체적인 생활세계의 현상학이 될 수 

있기 위해서는 생활세계가 지닌 역사성에 주목해야 한다. 역사성은 생활세

계의 본질적 특성 중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생활세계의 발생적 현상학을 전개하면서 생활세계 및 그것을 구성하는 

초월론적 주관이 지닌 역사성의 의의가 더 분명해짐에 따라 후설은 본격

적으로 역사성에 대한 분석을 수행한다. 이와 관련하여 그는 역사성의 단

계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그는 “역사성의 단계들. 첫 

번째 역사성”(Hua VI, 502)이라는 제목을 달고 있는 『위기』의 부록 XXVI

으로 수록된 유고에서 역사성을 세 단계로 나누어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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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성의 첫 번째 단계는 “유기체적 역사성(organische Geschichtlichkeit)”(Hua 

VI, 503)이다. 후설은 이러한 역사성을 “근원적인 세대간적 역사성

(ursprüngliche generative Historizität)”(Hua VI, 502) 혹은 “자연적 역사성

(natürliche Geschichtlichkeit)”(Hua XXIX, 37)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후설은 

이러한 역사성을 철학과 학문이 등장하기 이전의 모든 역사를 포괄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러한 역사성의 단계에서도 문화는 존재하며, 그

러한 점에서 이러한 역사성의 단계는 동물의 삶의 차원과는 구별된다. 그

러나 이러한 단계에 인간을 인간으로 만들어주는 본질적인 요소인 철학과 

학문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인간의 역사성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나름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두 번째 단계의 역사성은 바로 “철학과 유럽문화의 형성”(Hua VI, 503)을 

특징으로 하는 철학적 역사성 내지 학문적 역사성의 단계다. 후설에 따르면 

이러한 역사성은 고대 희랍에서 철학이 출발하면서 처음 시작되었다. 이러

한 새로운 역사성과 더불어 “새로운 목적의미를 위해 창조적인 개인들”, 즉 

철학자들에 의해 “전체 인류의 변혁”(Hua VI, 503)이 일어났다. 이러한 새로

운 역사성이 고대 희랍에서 처음 생겨난 후 그것은 그 후 2,500년 동안 인

류의 삶을 이끌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역사성의 단계에서 “자연의 이념화”

라는 획기적인 사건이 등장했으며 이러한 사건은 인류에게 행복한 삶을 약

속해주겠다던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인류 전체를 위기로 내몰고 말았다.

세 번째 단계의 역사성은 두 번째 단계의 역사성이 몰고 온 인류의 총

체적 위기라는 파국을 극복하고 인류에게 진정한 의미에서 행복한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역사성이다. 이 세 번째 역사성의 단계가 바로 초월론적 

현상학이 개시한 역사성이다. 이 세 번째 단계의 역사성의 출현과 더불어 

“철학의 현상학으로의 전환(die Umwandlung der Philosophie in die 

Phänomenologie)”(Hua VI, 503)이 나타난다. 이 세 번째 역사성의 단계에서 

인류는 “현상학으로서의 철학에 의해 의식적으로 인도되는 인류”(Hua VI, 

503)로 탈바꿈하게 된다. 이 단계에서는 인류의 삶 전체를 위기로 몰아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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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만 물리학적 실증주의를 극복하고 참다운 의미의 철학인 초월론적 현

상학이 정립되어 그를 토대로 학문 전반과 문화 전반의 쇄신이 일어나면

서 인류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다.  

지금까지 우리는 『위기』에서 전개된 생활세계의 발생적 현상학이 지닌 

역사성의 차원을 검토하였다. 그러면 후설은 왜 『이념들I』, 『이념들II』, 『데

카르트적 성찰』등과 달리 유독 『위기』에서 생활세계의 역사적인 지평을 

강조하고 있는 것인가? 여기에는 깊이 숨겨져 드러나지 않았던 어떤 의도

가 있지는 않은가? 필자는 『위기』의 집필 의도를 살펴보면 이 문제에 대

한 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필자는 이와 관련해 다음의 두 가지 사

실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이념화된 과학세계 역시 역사성을 가진다. 흔히 과학세계는 이념

화된 세계이기 때문에 역사적이지 않은 세계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후설이 『위기』에서 밝히고 있듯이 과학세계 역시 역사성을 가지고 있다. 

그 이유는 과학세계 역시 역사적으로 특정 시점에 존재하는 일상적인 생

활세계를 토대로 출현한 세계이며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변화하기 때문이

다. 이런 점에서 과학세계가  역사성을 가진다는 사실을 해명하는 것이 후

설이 『위기』를 저술한 중요한 동기라고 말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일상적인 생활세계는 역사적으로 형성된 세계로서 세계를 이념화하는 과

정에 앞서 주어져 있는 세계이며, 그런 의미에서 그것은 과학세계가 결여

할 수 없는 전제이자 필연적인 토대이다. 따라서 역사적으로 형성된 일상

적인 생활세계에 정초된 과학세계 역시 역사적으로 형성된 것으로서 역사

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처럼 과학세계가 역사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

에, 우리는 생활세계의 현상학을 전개하면서 생활세계의 역사적 근원을 추

적하면서 그에 대해 역사적 성찰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역사적 성찰을 

통해서만 우리는 현대학문의 위기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뿐 아니라, 그에 

대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이처럼 생활세계의 현상학을 전개하면서 수행되는 역사성에 대한 성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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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소위 ‘과학사’라는 이름하에 수행되는 과학에 대한 역사적인 연구와 구

별된다. 과학사의 연구대상은 과학사에서 확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론

들, 가설들, 실험들, 증명들이다. 그런데 이러한 과학사의 연구대상은 과학

적 정신이 겉으로 드러난 외피에 불과할 뿐이며 그것은 초월론적 현상학

이 해명하고자 하는 초월론적 역사성과는 구별된다. 따라서 과학사 연구를 

통해서는 현대학문이 처한 위기의 원인을 찾을 수도 없고 그에 대한 해결

책을 제시할 수도 없다. 

이처럼 이념적 환경세계인 과학세계가 자신의 토대로서 역사성을 가지

고 있는 생활세계를 전제하기 때문에 우리는 초월론적 반성을 통해 과학

사 연구의 성과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초월론적 현상학의 관점에서 보자

면 과학사는 생활세계가 가지고 있는 심층적인 역사의 차원을 망각하면서 

추상적인 차원에 머물고 있다. 이 점과 관련해 키지엘(T. J. Kisiel)은 “현

대인식론은 그 안에서 기하학이나 다른 과학이 출현할 수 있는 바로 저 

구체적인 맥락을 놓치고 마는 추상적인 비역사적 태도를 […] 가정한다”70)

고 말하면서 현대인식론을 비판하는데, 이러한 비판은 과학사에 대해서도 

타당하다. 과학사가 추상적인 비역사적인 태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생활

세계의 역사성의 차원에 대해 성찰할 필요가 있다. 이 점과 관련해 우리는 

란트그레베와 더불어 “생활세계는 전통을 가지고 있고, 이 전통 속에서 자

신의 변화하는 자연의 이념을 가지고 있는 구체적이고 역사적인 세계 이

외의 것이 아니라는”71) 사실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둘째, 후설이 『위기』에서 생활세계의 역사적인 지평을 강조하는 이유는 

생활세계의 현상학은 역사에 대한 논의 없이는 완성될 수 없기 때문이다. 

본고가 앞에서부터 누차 강조해온 것처럼, 생활세계의 형상학은 생활세계

의 정적 현상학과 발생적 현상학으로 나누어진다. 생활세계의 정적 현상학

70) (T. J. Kisiel, “Husserl on the History of Science”, in: Phenomenology and the 

Natural Sciences, Ed. by J. J. Kockelmans and T. J. Kisiel, Evanston Il.: 

Northwestern University Press, 1970, 78)고 말한다.

71) L. Landgrebe(1981), p.163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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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생활세계의 구성에 있어서 타당성정초관계를 해명함을 목표로 하고, 생

활세계의 발생적 현상학은 생활세계의 구성에 있어서 발생적 정초관계를 

해명함을 목표로 한다. 그런데 생활세계의 발생적 현상학은 생활세계의 역

사적 지평을 해명하면서 정점에 이르게 된다. 후설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

이 말한다. “우리는 이러한 생활세계가 […] 역사적 세계 이외의 것이 아

니라는 사실을 보게 될 것이다.”(Hua XXIX, 426) 이처럼 후설이 강조하고 

있듯이 생활세계는 본질적으로 역사적 세계이다. 이점과 관련하여 거비치

(A. Gurwitsch) 역시 후설의 근본 입장을 받아들이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

다. “생활세계라는 용어는 본질적으로 역사적-사회적 함축을 가지고 있다. 

생활세계는 어떤 주어진 역사적 순간에 있는 어떤 사회와 관련이 있다.”72)

4. 『위기』에서 전개된 생활세계의 발생적 현상학과 현상학적 환원

의 문제

그러면 이제 『위기』에서 전개된 생활세계의 발생적 현상학의 정체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하여 그것을 위해 사용된 현상학적 방법에 대해 살펴보자. 

앞서 현상학적 환원에 대해 다각도로 논의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위기』에

서 전개된 생활세계의 발생적 현상학을 위해 사용된 현상학적 환원의 특

성에 초점을 맞추어 간단하게 살펴보기로 하자. 

우선 『위기』에서 전개된 생활세계의 발생적 현상학을 전개하기 위해서

는, 자연과학적 태도로부터 생활세계적 태도로의 변경을 뜻하는 생활세계

적 환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통해 우리는 자연과학적 태도에서 경험

되는 자연과학적 세계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터인 생활세계를 경험할 

수 있다. 그러나 『위기』에서 전개된 생활세계의 발생적 현상학이 초월론적 

현상학의 일종이기 때문에 생활세계의 발생적 현상학을 전개하기 위해서 

우리는 생활세계적 환원을 수행한 후 초월론적 현상학적 환원을 수행해야 

72) A. Gurwitsch, “The Last Work of Edmund Husserl”, in: Philosophy and 

Phenomenological Research, Vol. 17, No. 3, 1957, p.37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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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이를 통해 우리는 초월론적 주관과 더불어 그에 의해 구성된 의미의 

통일체로서의 생활세계를 경험하면서 그의 구조를 해명할 수 있다. 

이처럼 생활세계의 발생적 현상학을 전개하기 위해서 생활세계적 환원

과 초월론적 환원을 수행해야 한다는 사실은 『위기』의 3부에서 전개된 생

활세계의 발생적 현상학에 대해서 뿐 아니라, 『위기』의 2부에서 전개된 생

활세계의 발생적 현상학에 대해서도 타당하다. 그러나 『위기』의 3부에서 

전개된 발생적 현상학과는 달리 『위기』의 2부에서 전개된 발생적 현상학

을 위해서는 이러한 두 가지 방법 이외에 또 하나의 방법이 필요하다. 그

것은 바로 과거의 것을 재구성함을 목표로 하는 “해석(Auslegung)”(Hua 

VI, 21)의 방법이다.

이와 관련하여 후설은 『위기』의 9절 도입부에서 “갈릴레이에 의해 수행

된 자연의 수리화”(Hua VI, 20)를 본격적으로 논하기에 앞서 “이러한 자연

의 수리화의 의미는 무엇이며,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동기지운 사유과정을 

재구성할 수 있는가?”(Hua VI, 20)라고 말하면서 그가 『위기』의 9절에서 

갈릴레이의 수리화에 대해 수행한 모든 현상학적 분석이 재구성의 형태로 

수행된 해석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재구성의 

형태로 수행되는 해석의 방법은 생활세계적 환원을 수행한 후 초월론적 

현상학적 환원을 수행한 상태에서 사용되는 방법이다. 여기서 우리는 후설

의 초월론적 현상학적 환원의 방법이 해석의 방법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

라는 사실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앞서 4장 2절에서 논의하였듯이 『데카르트적 성찰』에서 전개된 생활세

계의 정적 현상학을 위해서는 원초적 환원이 필요하였다. 그러나 『위기』에

서 전개된 생활세계의 발생적 현상학을 위해서는 생활세계적 환원에 이어 

수행되는 초월론적 현상학적 환원에 이어 원초적 환원을 수행할 필요가 

없다. 이점과 관련하여 우리는 원초적 환원이 타당성 정초관계를 해명함을 

목표로 하는 정적 현상학의 방법이지 발생적 현상학의 방법이 아니라는 

사실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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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장 결론: 연구의 의의와 앞으로의 과제

지금까지 우리는 후설의 『이념들I』에서 시작하여 『이념들II』, 『데카르트

적 성찰』, 『위기』 등 생활세계를 연구 주제로 삼는 후설의 주요 저술들을 

고찰하면서, 후설의 생활세계의 현상학을 정적 현상학과 발생적 현상학으

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이제 지금까지의 논의의 내용을 요약하고, 본 논문

의 주제와 관련하여 필자가 해결해야 할 앞으로의 과제를 살펴보면서, 전

체적인 논의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1절 연구의 정리

주지하다시피 ‘생활세계’는 후설 현상학의 가장 중요한 개념 중의 하나

다. 우리는 ‘생활세계’라는 개념의 뿌리를 이미 1913년 출간된 『이념들I』에

서 확인할 수 있었으며, 여기서 생활세계는 ‘환경세계’라는 개념으로 등장

한다. 후설이 후기에 ‘생활세계’를 ‘생활환경세계(Lebensumwelt)’라고 부르

기도 하는 것처럼, 우리는 『위기』에 나오는 생활세계가 『이념들I』에 나오

는 바로 그 환경세계와 동일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우리는 『이념들I』에서 시작하여『이념들II』, 『데카

르트적 성찰』, 『위기』등 생활세계를 연구 주제로 삼는 후설의 주요 저술들

을 고찰하면서 논의를 전개하였다. 말하자면 우리는 초․중기 『이념들I』에

서부터 후기 『위기』에 이르는 후설의 광범한 저술을, 각각의 텍스트 자체

의 고유한 구조적 분석뿐만 아니라 여러 텍스트 간의 발전사적 측면을 추

적하면서, 생활세계의 정적 현상학과 발생적 현상학에 대한 논의를 진행시

켰다. 

후설의 현상학에서 ‘생활세계’가 중요한 해명의 대상으로 등장하는 이유

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 106 -

첫째, 당대 학문이 처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과학적 세계가 자신

의 타당성을 빚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객관주의’에 의해 은폐되고 망각

되어 버린, 근원적인 삶의 세계를 조명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이러한 문제의식은 후설 자신이 수행한 현상학적 분석의 한계를 

보완하려는 지속적인 동기와 밀접하게 결합된 형태로 전개된다. 후설은 

『이념들I』에서 자신이 전개한 정적 현상학의 고유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방향에서 초월론적 현상학을 전개해야만 하는 필요성을 감지했던 것

인데, 그것이 바로 발생적 현상학이다. 말하자면 후설은 『이념들I』을 출간

한 후 현상학을 정적 현상학과 발생적 현상학으로 나누어 전개하면서 자

신의『이념들I』에서 전개된 현상학의 한계를 보완해 나갔는데, 이와 관련하

여 그의 생활세계의 현상학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본 연구는 2장에서 정적 현상학과 발생적 현상학

이라는 후설 초월론적 현상학의 이념을 논하면서, ‘생활세계의 현상학’이 

두 가지 이념에 따라 어떻게 다른 모습으로 전개될 수 있는지 검토하였다.

정적 현상학과 발생적 현상학의 근본적인 구분은 그것이 해명하고자 하

는 지향성 사이의 정초관계의 차이에 있다. 정적 현상학이 지향성 사이의 

초시간적 타당성 정초관계를 해명함을 목표로 하는 데 반해, 발생적 현상

학은 지향성 사이의 발생적 정초관계를 해명함을 목표로 한다. 그에 따라 

생활세계의 정적 현상학과 발생적 현상학은 각각 생활세계의 구성과 관련

하여 지향성 사이의 초시간적 타당성 정초관계와 시간적인 발생적 정초관

계를 해명함을 목표로 한다.

이와 더불어 필자는 생활세계의 정적 현상학과 발생적 현상학을 전개하

기 위하여 필요한 여러 가지 현상학적 방법, 즉 초월론적 현상학적 환원, 

생활세계적 환원, ‘헐어내기(Abbau)’의 방법, ‘쌓아가기(Aufbau)’의 방법 등

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어 3장에서는 『이념들I』에 나타난 생활세계의 현상학을 고찰하였다. 

물론 후설은 『이념들I』에서 명시적으로 ‘생활세계’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으며, 서로 구별되는 정적 현상학과 발생적 현상학의 이념에 대



- 107 -

해서도 논의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설은 『이념들I』의 여러 곳

에서 ‘세계’에 관한 문제를 언급하고 있는데, 여기서 다루어지는 ‘세계’에 

대한 논의가 차후 ‘생활세계’에 관한 논의로 발전하는 중요한 단초가 된

다. 후설은 『이념들I』에서 세계의 문제를 논의하면서 ‘환경세계(Umwelt)’라

는 개념을 사용하는데, 『이념들I』에 나오는 세계는 곧 생활세계다.

후설의 ‘세계’, ‘환경세계’, ‘생활세계’의 개념적 동일성을 올바로 드러내

기 위해서는 세계에 대한 일면적인 철학적 이해를 비판적으로 검토해야만 

한다. 그에 따라 필자는 3장에서 ‘자연주의’의 세계 이해를 살펴보고, 나아

가 후설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친 아베나리우스의 ‘자연적 세계’ 개념을 비

판적으로 검토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위에서의 다양한 세계 이해가 지닌 문제점과 그것

이 결국 후설이 해명하려고 하는 근원적 세계 즉 생활세계에 도달하지 못

했음을 해명하였다. 가령 후설 현상학의 입장에서 아베나리우스의 ‘자연적 

세계’ 개념은 한계가 있는데, 그 이유는 ‘자연적 세계’는 아직 ‘자연적 태

도’에서 실재하는 것으로 경험된 세계이며, 후설의 현상학이 궁극적으로 

해명하고자 한 초월론적 현상학적 태도에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근원

적인 세계가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필자는 초․중기 후설이 비록 명료한 형태로 초월론적 현상학의 두 

이념을 구분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념들I』에서 수행한 세계에 

대한 분석이 정적 현상학과 발생적 현상학이라는 두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는 이론적인 여지를 풍부하게 함축하고 있다는 사실을 해명하였다. 필자

는 후설이 『이념들I』에서 세계의 문제를 다루면서 세계의 ‘층들’에 대한 

구별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였다.

우선 그는 1) ‘나의 개인적인’ 세계의 층과 ‘상호주관적인’ 세계의 층을 

구별하는데, ‘나의 개인적인’ 세계의 층은 ‘나에 의해 경험된’ 세계를 뜻하

며, ‘상호주관적인’ 세계의 층은 ‘나와 타인들이 함께 경험하는’ 세계를 뜻

한다. 나아가 후설은 2) 자연적 환경세계와 이념적 환경세계를 구별한다. 

여기서 자연적 환경세계는 지각세계, 문화세계, 역사세계 등 우리가 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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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경험하는 세계를 뜻하고 이념적 환경세계는 수학의 세계, 물리학의 

세계 등을 뜻한다. 

그런데 이러한 두 가지 기준에 따라 각기 구별되는 세계 층들의 관계를 

우리는 초시간적 타당성 정초관계라는 정적 현상학의 관점에서 해명할 수

도 있고 시간적 발생적 정초관계라는 발생적 현상학의 관점에서 해명할 

수도 있다. 따라서 비록 후설이 『이념들I』에서 세계에 대한 분석을 명료하

게 정적 현상학과 발생적 현상학으로 나누어 수행하지는 않았지만, 『이념

들I』의 출간 후 후설이 생활세계의 현상학을 정적 현상학과 발생적 현상학

으로 나누어 전개하고 있다는 점은 이미 『이념들I』에 초월론적 현상학의 

두 이념이 배태되어 있음을 보여주기에 충분하다. 물론 『이념들I』에서 전

개된 생활세계의 현상학은 정적 현상학과 발생적 현상학의 구별이 이루어

지기 이전에 전개된 현상학이지만, 그것은 『이념들II』, 『데카르트적 성찰』, 

『위기』에 나타난 생활세계의 현상학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구체화되고 심

화되는 것이다.

우리는 4장에서 후설이 다양한 유형의 생활세계 사이의 타당성 정초관

계를 해명하면서 전개하는 생활세계의 정적 현상학에 대해 살펴보았다. 여

기서 우리는 우선 나의 환경세계와 상호주관적 환경세계 사이의 타당성 

정초관계와 자연적 환경세계와 이념적 환경세계 사이의 타당성 정초관계

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지 분석하였다. 4장 1절에서는 『데카르트적 성

찰』을 중심으로 나의 환경세계와 상호주관적 환경세계 사이의 타당성 정

초관계에 대한 분석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살펴보았고, 4장 2절에서는 

『위기』의 3부를 중심으로 자연적 환경세계와 이념적 환경세계 사이의 타

당성 정초관계에 대한 분석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살펴보았다. 우리는 이

처럼 『데카르트적 성찰』과 『위기』를 중심으로 생활세계와 관련하여 타당

성 정초관계에 대한 분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보면서, 통상 생활세

계에 대한 발생적 현상학으로 이해되는 후설의 후기 현상학에서 생활세계

에 대한 정적 현상학적 탐구가 어떻게 가능한지 해명하였다.

우리는 5장에서 후설이 다양한 유형의 생활세계 사이의 발생적 정초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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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해명하면서 전개하는 생활세계의 발생적 현상학에 대해 살펴보았다. 

후설은 『이념들II』에서 나의 환경세계와 상호주관적 환경세계 사이의 발생

적 정초관계를 분석하면서 생활세계의 발생적 현상학을 전개하고 있다. 그

리고 『위기』에는 자연적 환경세계와 이념적 환경세계 사이의 발생적 정초

관계를 분석하는 부분들이 나온다. 우리는 5장 1절에서 『이념들II』에서 후

설이 자연적 태도에서 나의 환경세계와 상호주관적 환경세계 사이의 발생

적 정초관계를 어떻게 분석하는지 살펴보았고, 5잘 2절에서는 『위기』에 후

설이 초월론적 태도에서 자연적 환경세계와 이념적 환경세계 사이의 발생

적 정초관계를 어떻게 분석하는지 살펴보았다.

2절 연구의 의의와 앞으로의 과제

이절에서는 이제까지의 논의와 결론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앞으

로의 과제들을 조망한다. 본 연구의 의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가장 중요한 의의는 후설의 생활세계의 현상학을 생활

세계의 정적 현상학과 발생적 현상학으로 나누어 고찰하면서, 지금까지의 

연구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생활세계의 현상학의 중요한 한 측면을 해명하

였다는 데에 있다. 그동안 후설의 생활세계에 대한 수많은 연구가 있었음

에도 아직까지 『이념들I』뿐 아니라, 『이념들II』, 『데카르트적 성찰』, 그리고 

『위기』에 걸쳐 후설의 주요 저작들을 검토하면서 후설의 생활세계의 현상

학을 정적 현상학과 발생적 현상학으로 나누어 고찰한 연구는 존재하지 

않는다.

흔히 후설의 후기 생활세계의 현상학은 발생적 현상학의 맥락에서 이해

되었는데, 이 논문은 『이념들I』뿐 아니라, 『이념들II』, 『데카르트적 성찰』, 

그리고 『위기』에서 전개된 생활세계의 현상학의 전체적인 모습을 보면 그

것은 발생적 현상학뿐 아니라, 정적 현상학도 구성 요소로 포함하고 있다

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우리는 후설의 생활세계의 구성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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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성 정초관계를 해명함을 목표로 하는 정적 현상학과 발생적 정초관계

를 해명함을 목표로 하는 발생적 현상학을 모두 고려하면, 후설의 생활세

계의 현상학이 얼마나 풍성한 철학인지 이해할 수 있다.  

둘째, 우리는 『이념들I』뿐 아니라, 『이념들II』, 『데카르트적 성찰』, 그리

고 『위기』에 걸쳐 후설의 생활세계의 현상학을 정적 현상학과 발생적 현

상학으로 나누어 고찰하면서, 후설의 현상학에서 단일한 생활세계 개념이 

아니라, 다양한 생활세계 개념, 그중에서도 특히 정적 현상학적 세계 개념

과 발생적 현상학적 세계 개념이 주제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처럼 정적 현상학적 세계 개념과 발생적 현상학적 세계 개념이 존재

함을 보여준 본 연구를 통하여 후설의 생활세계의 다양성을 논의한 기존

의 연구들의 한계를 보완해줄 수 있을 것이다. 그 이유는 후설의 생활세계 

개념의 다양성을 논한 그 어떠한 기존의 연구도 정적 현상학적 세계 개념

과 발생적 현상학적 세계 개념에 대해 논의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카(D. Carr)는 좁은 의미의 생활세계와 넓은 의미의 생활세계를 구별

함에도 불구하고, 양자가 정적 현상학적 생활세계를 뜻할 수도 있고 발생

적 현상학적 생활세계를 뜻할 수도 있다는 사실에 전혀 주목하지 않았다. 

셋째, 생활세계의 정적 현상학과 발생적 현상학에 대한 본 연구는 후설 

이후 등장한 다양한 유형의 생활세계의 현상학, 예를 들어 하이데거의 세

계의 현상학, 슈츠의 사회세계의 현상학, 메를로퐁티(M. Merleau-Ponty)의 

생활세계의 현상학뿐 아니라, 여타 철학사조에서 등장한 생활세계의 철학, 

예를 들어 가다머(H. G. Gadamer)의 ‘해석학’, 하버마스의 ‘의사소통행위이

론’, 그리고 엘리아데(M. Eliade)의 ‘종교현상학’ 등에 의해 전개된 다양한 

유형의 생활세계의 철학의 정체를 해명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더 상세한 논의를 통해서 밝혀야 하겠지만, 예를 들어 정적 현상학

과 발생적 현상학으로 나누어지는 후설의 생활세계의 현상학과 비교해 보

면, 세계의 발생의 문제에 집중하면서 생활세계를 분석하는 메를로퐁티의 

생활세계의 현상학은 생활세계의 발생적 현상학에 해당하며, 의사소통행위

론을 토대로 세계의 타당성 문제에 대한 해명의 맥락에서 전개되는 하버



- 111 -

마스의 생활세계의 현상학은 생활세계의 정적 현상학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후설의 생활세계의 현상학과 그 후에 등장한 다양한 

유형의 생활세계의 현상학 내지 철학의 관계를 올바로 해명하는 데에 중

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기존의 연구에서 후설의 생활세계의 현상

학과 그 후 등장한 생활세계의 현상학 및 철학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는 

서로 대립하는 여러 이견들이 존재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이

러한 다양한 견해를 평가함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후설 생활세계 개념과 관련한 여러 가지 주제들 중 본고에

서 충분히 다루지 못한 몇 가지 문제들을 후속 연구 과제로 제시하면서, 

이 글의 전체적인 논의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첫째, 이 논문에서 우리는 “나의 환경세계”, “상호주관적 환경세계”, “자

연적 환경세계”, “이념적 환경세계” 등을 중심으로 생활세계의 정적 현상

학과 발생적 현상학에 대해 논의하였다. 그러나 후설은 생활세계의 현상학

을 전개하면서 이러한 생활세계 개념 이외에도 다양한 유형의 생활세계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예를 들어 2008년에 출간된 『생활세계』를 살펴보면 거

기서 우리는 “현사실실적인 생활세계(faktische Lebenswelt)”(Hua XXXIX, 

63), “안정적인 생활세계(stabile Lebenswelt)”(Hua XXXIX, 64), “낯선 생활

세계(fremde Lebenswelt)”(Hua XXXIX, 167), “세대간적으로 구성된 생활세

계(generativ konstituierte Lebenswelt)”(Hua XXXIX, 537) 등 다양한 생활세

계 개념을 접하게 된다. 이처럼 다양한 유형의 생활세계가 생활세계의 정

적 현상학과 생활세계의 발생적 현상학에서 어떻게 논의될 수 있는지는 

앞으로 규명되어야 할 중요한 문제다. 

둘째, 후설의 생활세계의 구성토대는 ‘초월론적 주관’이다. 따라서 생활

세계의 구조에 대한 해명은 동시에 초월론적 주관의 구조에 대한 해명으

로 직결된다. 이러한 점에서 생활세계의 현상학을 정적 현상학과 발생적 

현상학으로 나누어 본 연구에서 수행된 생활세계에 대한 해명은, 초월론적 

주관 역시 정적 현상학적 초월론적 주관과 발생적 현상학적 초월론적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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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으로 나누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줌으로써 초월론적 주관의 새로운 측면

을 해명함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필자는 본 연구에서 생활세계의 

정적 현상학과 발생적 현상학의 구별에서 유래하는 정적 현상학적 초월론

적 주관 개념과 발생적 현상학적 초월론적 주관 개념에 대해 해명하지 못

했는데, 이는 앞으로의 과제로 남겨두기로 하겠다.

셋째, 앞서 우리는 생활세계의 정적 현상학과 발생적 현상학에 대한 본 

연구를 통하여 후설의 생활세계의 현상학과 그 이후 등장한 하이데거, 메

를로퐁티, 슈츠, 하버마스 등에 의해 전개된 다양한 유형의 생활세계의 현

상학 사이의 관계를 해명할 수 있다는 점을 논의하였다. 실제로 이러한 작

업을 수행하는 일은 필자에게 앞으로 주어진 과제 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필자는 후설의 생활세계의 현상학과 그 후 등장한 현상학자

들에 의해 전개된 생활세계의 현상학 사이의 관계에 대해 일부 편협하고 

그릇된 관점에서 수행된 기존 연구들을 논박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

으로 생각한다.

예를 들어 일군의 연구자들은 후설의 생활세계의 현상학과 메를로퐁티

의 생활세계의 현상학이 전혀 다른 두 가지 유형의 현상학이라고 생각한

다. 도르프만(Dorfman) 역시 2009년에 출간된 한 논문에서73) 이러한 견해

를 피력하는데, 그에 따르면 후설의 생활세계 개념은 초월론적이며 본질적

인 개념이고 메를로퐁티의 생활세계 개념은 경험적인 개념이다.74) 그러나 

생활세계의 정적 현상학과 발생적 현상학의 구별에 기초해서 살펴보면 

『지각의 현상학』에서 전개된 생활세계의 현상학은 일종의 생활세계의 발

생적 현상학이며, 그러한 한에서 그것은 후설이 전개한 생활세계의 발생적 

현상학과 유사성을 가지고 있음이 드러난다. 이처럼 생활세계의 정적 현상

학과 발생적 현상학의 구별에 토대를 두고 후설의 생활세계의 현상학과 

그 후 등장한 여러 현상학자들이 전개한 생활세계의 현상학 사이의 관계

를 구체적으로 해명하는 일은 필자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73) E. Dorfman(2009), pp.294–303.

74) E. Dorfman(2009), pp.294–303.; N.-I. Lee(2019), p.16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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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tatic Phenomenology and Genetic 

Phenomenology of the Life-world

                          Chen Ching-De

                          Department of Philosophy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It is well known that the life-world (Lebenswelt)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concepts in Husserl's philosophy. The origins of the concept of 

the life-world can be traced back to the 1913 work Ideas I, where it is 

first introduced as the "surrounding world." Later on, just as Husserl 

would sometimes refer to the life-world as the "surrounding life-world" 

(Lebensumwelt), we suggest that the life-world is the same as the 

"surrounding world." For this reason, our investigation into the life-world 

using Husserl's major works starts with Ideas I, then moves on to Ideas 

II, Cartesian Meditations and finally the Crisis.  By investigating these 

works we seek to analyze the life-world from a static and genetic 

phenomenological standpoint.

The life-world is an important topic to elucidate in Husserlian 

phenomenology for the following two rea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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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st, if present-day academia is to overcome the crisis it is faced 

with, it must show not only how the scientific world-view owes its 

validity and genesis to the life-world, but also illustrate how 

"objectivism" covers up and makes us forget about its origins in the 

life-world.

Second, Husserl's awareness and development of the problem of the 

life-world is closely related to his continued attempts at supplementing 

some of the limitations in his phenomenological analysis. Though Husserl 

was able to develop the essential meaning of static phenomenology in 

Ideas I, he was aware that transcendental phenomenology would have to 

develop in yet another direction, namely genetic phenomenology. In other 

words, after Husserl published Ideas I, he developed static and genetic 

phenomenology separately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the 

phenomenological approach as presented in Ideas I. It is within the 

context of this approach that the life-world takes on its full significance.

Chapter 1 sets down the paper's aim and outline. Chapter 2 then 

discusses static and genetic phenomenology in the context of Husserl's 

transcendental phenomenology, and how the "phenomenology of the 

life-world" can be approached using the two phenomenological methods. 

Static and genetic phenomenology can be distinguished primarily by their 

differing approach to foundational relations. Whereas static 

phenomenology seeks to clarify the timeless foundational relations of 

validity (Geltungsfundierung), genetic phenomenology seeks to clarify the 

foundational relations of genesis (Genesisfundierung) of intentional acts. 

In order to apply and develop these two approaches to the constitution 

of the life-world, we must refer to other phenomenological methods, such 

as the transcendental phenomenological reduction, the life-world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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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uction, dismantling (Abbau), and construction (Aufbau). 

Chapter 3 examines the phenomenology of the life-world in Ideas I. 

It is clear that Husserl did not explicitly refer to the concept of the 

life-world, nor did he distinguish between static and genetic 

phenomenology when he wrote Ideas I. Nevertheless, I argue that 

Husserl's concept of the "world" developed throughout Ideas I can be 

treated as a predecessor to the life-world.

To properly demonstrate the conceptual similarities between Husserl's 

concepts of "the surrounding world" and "the life-world", we must first 

critically examine one-sided approaches to the world. To this end, 

chapter 2 examines "naturalism". In particular, we critically examine the 

idea of the "natural world" expounded by R. Avenarius, who had a large 

influence on Husserl. We show the shortcomings of the aforementioned 

approaches and how they fail to elucidate what Husserl called the primal 

world, or the life-world. From the Husserlian point of view, Avenarius' 

concept of the "natural world" is fundamentally limited because it 

remains entrenched in the "natural attitude," which unquestioningly 

assumes the existence of the world. 

Though Husserl did not clearly distinguish between static and genetic 

phenomenology, this paper still argues that the concept of "world" in 

Ideas I is open enough to fruitfully develop along these two different 

directions in transcendental phenomenology. In particular, the paper 

focuses on Husserl's discussion of the multiple "levels" of the world in 

Ideas I. First, he distinguishes between "my surrounding world" and the 

"intersubjective world". "My surrounding world" refers to the world as it 

is perceived by me as an individual, while the "intersubjective world" 

refers to the world as it is perceived by me as an individual and ot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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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rthermore, Second, Husserl distinguishes between the "natural 

surrounding world" and the "ideal surrounding world". The "natural 

surrounding world" refers to the sensory, cultural, historical, etc. worlds, 

worlds which we perceive in our ordinary lives. The "ideal surrounding 

world", on the other hand, refers to the world of mathematics and 

physics.

These two standards by which we can distinguish the relations of the 

world "levels" can be analyzed from the standpoint of timeless 

validity-foundation as in static phenomenology, or from the standpoint of 

genesis-foundation as in the genetic phenomenology. Thus, even if we 

grant that Husserl did not clearly distinguish between static and genetic 

phenomenology when he made the distinction of the various "levels" of 

the world in Ideas I, we argue that the fact Husserl developed the 

distinction between the static and genetic phenomenological approach to 

the life-world right after publishing Ideas I is proof enough that the 

origins of these two approaches to the life-world can already be found in 

Ideas I. Though the phenomenology of the life-world as developed in 

Ideas I was prior to the distinction made between static and genetic 

phenomenology, we can nevertheless interpret works such as Ideas II, 

Cartesian Meditations and Crisis as the systematization and concretization 

of the phenomenology of life-world developed in Ideas I. 

In chapter 4 we look at how Husserl approached the various forms of 

the life-world from the static phenomenological standpoint. The first 

section analyzes and compares the validity foundations between "my 

surrounding world" and the "intersubjective world" based on the 

Cartesian Meditations, while the second section compares the validity 

foundations between the "natural surrounding world" and the "ide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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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rrounding world" based on the Crisis. 

In chapter 5, we clarify the genetic foundational relations of the 

various forms of the life-world and thereby achieve a genetic 

phenomenology of the life-world. In Husserl's Ideas II, he analyzes the 

genetic foundational relations between "my surrounding world" and the 

"intersubjective surrounding world", while in Crisis he performs the same 

analysis between the "natural surrounding world" and "ideal surrounding 

world." In the first section of chapter 5, we look at how Husserl 

analyzes he genetic foundational relations between "my surrounding 

world" and the "intersubjective surrounding world" in Ideas II and, in 

the second section of chapter 5, we look at how Husserl analyzes the 

genetic foundational relations between the "natural surrounding world" 

and the "ideal surrounding world" in the Crisis.

Chapter 6, based on the discussions above, concludes the dissertation 

by pointing out several important problems regarding the distinction 

between static and genetic phenomenology of the life-world that must be 

solved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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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ic Phenomenology, genetic Phenome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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