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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후설의 월론  상학은 정  상학과 발생  상학이라는 

두 얼굴을 갖고 있다. 이것은 후설의 명증이론에서도 외가 아니다. 월

론  상학  환원은 정  분석에서는 타당한 인식의 궁극  근원을 찾아

들어가려는 데카르트  길을 통한 월론  상학  환원의 모습으로 나

타나고, 발생  분석에서는 인식의 발생의 궁극  근원을 찾아들어가려는 

생활세계  길을 통한 월론  상학  환원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명증

의 지향-충족의 구조에 한 정  분석은 타당한 인식이 어떻게 가능한지

를 보여주고 있으며 발생  분석은 명증이 어떻게 발생 으로 구성되는지

를 보여주고 있다. 후설에게 있어서 명증은 다양한 유형과 단계를 가지며, 
이것들 사이에는 타당성 정 계와 발생  정 계가 용될 수 있다. 
내재  지각의 충 성과 필증성의 문제에 한 정  분석과 발생  분석은 

상이한 결론을 도출하지만, 이것은 정  분석과 발생  분석의 심주제의 

차이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들은 후설의 명증이론의 정  분석은 인식의 

타당성의 해명을, 발생  분석은 인식의 발생의 해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

는 사실을 확증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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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명증은 후설 상학의 핵심 인 주제 의 하나이다. 후설 상학

에 있어서 명증의 문제가 요한 이유는, 모든 학문의 궁극  정 라

는 상학의 이념이 오로지 모든 학문  인식의 근거와 성격을 철

히 해명함을 통해서만 실 될 수 있으며, 그것은 바로 명증의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후설에게 있어서 명증의 문제는 후설 상학을 

지탱시켜주는 상학의 원리와도 직결된다. 한 후설은 명증의 의미

를 이해하는 것이 모든 철학  작업의 기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1) 
이 게 명증은 상학의 가장 기 이고도 핵심 인 개념으로서 

우리는 명증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엄 한 의미에서의 철학

을 결코 진척시켜 나갈 수 없다. 이 듯 명증은 철학을 비롯한 모든 

학  인식의 필수  기반이지만, 철학사를 돌이켜보면, 명증이 과연 

무엇이냐 하는 물음에 해서는 무나도 다양한 답들이 있어 왔

다. 이를테면 데카르트는 명석 명한 인식, 그리고 의심 불가능한 

필증  인식을 명증으로 간주했으며, 일련의 심리학주의자들은 명증

을 의식에 신선하게 존재하는 확실성의 감정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러한 명증 이론들은 모두 인식의 문제를 올바로 해명하기에 나름의 

한계를 갖고 있었다. 가령 데카르트의 명증 개념은 필증  명증이라

는 소한 개념에 국한됨으로써 경험과학을 비롯한 제반 학문의 인식

론  기반을 정 하는 데 실패했으며, 심리학주의  명증 이론은 진

리의 객  기 을 마련하는 데 실패하고, 필연 으로 회의주의와 

상 주의에 귀결될 수밖에 없었다.2) 따라서 후설은 이러한 통  명

1) “  소여성의 의미를 악하는 것, 즉 모든 주요한 회의를 배제한 소

여 존재의  명석성을, 한마디로 표 하자면 으로 직 하여 

자신을 악하는 명증을 악하는 것이 모든 것의 기 이다.”HuaⅡ,pp.9-10.

2) 데카르트의 명증개념에 한 후설의 비 에 해서는 G. Heffernan, “An 

Essay in Epistemic Kuklophobia:Husserl’s Critique of Descartes’ Conception of 

Evidence”, in: Husserl Studies 13, (1997)을 참고해 볼 수 있으며, 심리학

주의  명증이론에 한 후설의 비 은 후설 집 18권에 수록되어 있는 

논리연구1권 Prolegomena zur reinen Logik에서 상세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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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이론과 결하면서 자신의 고유한 명증이론을 발 시켜 나갔다. 그

런데 후설은 이러한 통  명증이론의 극복이라는 과제를, 정  

상학과 발생  상학이라는 두 얼굴로 자신의 상학을 심화시키면

서 수행해 내고자 하 다. 실제로 후설은 1920년  부터 발생  분

석이라는 상학  방법을 도입하고 말년에 이르기까지 끝까지 정  

분석과 발생  분석이 구별된다는 입장을 견지해 나갔던 것이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후설의 명증이론이 정  

상학기와 발생  상학기3)에 서로 다른 양상으로 개되며, 명증

의 문제와 련한 부분의 주제들에 있어서 양자는 평행하게 비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후설 상학의 체 인 모습과 구도가 

정  상학과 발생  상학의 구별을 통해서만 보다 분명하게 드러

나듯이 후설의 명증이론도 정  분석과 발생  분석의 차이를 비해 

으로써만 보다 입체 이고 면 으로 악될 수 있다. 그러나 지

까지의 명증이론에 한 연구에서는 후설의 명증이론의 정  분석

과 발생  분석의 심 인 차이가 충분히 해명되지 못했다. 이러한 

연구의 부재는 후설의 명증이론에 한 여러 오해들을 낳았다. 특히 

후설의 명증이론이 필증 이고 충 인 인식만을 주로 개되고 

있다는 기존의 오해들4)은 부분 후설의 명증이론에 한 정  분석

과 발생  분석의 차이를 간과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된 것이다. 후설

3) ‘정  상학기’와 ‘발생  상학기’라는 표 은 정  상학과 발생  

상학이 특정한 시기를 따라 구분된다는 듯한 인상을 다. 그러나 정  

상학과 발생  상학은 사실 특정한 시기를 통해서만 구분되는 것은 

아니다. 통상 으로 발생  상학기라고 이야기되고 있는 시기의 작들

에도 정  분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필자는 

통상 인 구분에 따라 1920년  이  논리연구, 이념들Ⅰ의 작을 

심으로 한 시기의 명증이론과, 정  분석이라 이해될 수 있는 명증이론 

일반을 ‘정  상학기 명증이론’으로, 1920년  후부터 후설 상학의 

후기에 이르기까지 수동  종합,경험과 단, 기 등의 작들을 

심으로 한 시기의 명증이론과, 발생  분석이라 이해될 수 있는 명증이

론 일반을 ‘발생  상학기의 명증이론’으로 지칭할 것이다. 

4) 이러한 오해에 한 표 인 로 비나스를 들 수 있다. 후설의 명증 

개념에 한 비나스의 오해와 이에 한 비 에 해서는 Nam-In Lee, 

“Experience and Evidence”, in: Husserl Studies 23.(200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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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명증이론을 데카르트주의 인 것으로만 해석하는 부분의 들

은 후설의 명증이론의 발생  측면을 놓치고 있을 뿐 아니라, 정  

상학기 명증이론을 이해함에 있어서도 후설의 명증이론이 정  

상학기와 발생  상학기에 서로 다른 심 주제에 의해 개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함으로써, 정  상학기 명증이론의 진의를 놓치

고 있는 것이다. 한편, 특정한 주제들에 한해 정  분석의 결과와 발

생  분석의 결과가 상이한 모습을 띠는 것을 보고, 정  상학기 

명증 이론은 기 단계의 불완 한 상학이요, 발생  상학기 명

증이론은 보다 성숙하고 완성된 형태의 상학이라고 오해하는 것 역

시 정  분석과 발생  분석이 서로 다른 심 주제에 의해 개되

고 있다는 것을 간과하여 정  분석이 가지는 고유한 자립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후설의 명

증이론의 모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해서는 반드시 후설의 명증이

론이 가지고 있는 정  분석과 발생  분석의 차이를 인지하고 정  

분석과 발생  분석의 양 측면을 동등하게 고려해야 한다. 이에 본 

논문은 후설의 명증이론을 정  분석과 발생  분석의 차이로 비하

여 살펴 으로써 후설의 명증이론이 가지고 있는 두 모습을 뚜렷이 

인식하고, 이를 통해 후설 명증이론 반에 한 이해를 심화시켜 보

고자 한다.
이를 해서 본 논문은 정  상학과 발생  상학을 구분하는 

기존의 연구 성과를 토 로 하여 후설의 명증이론에 있어서의 정  

분석과 발생  분석의 차이를 고찰해 나갈 것이다. 정  상학과 발

생  상학이 어떻게 구분되는지에 해서는 다양한 이 존재한

다.5) 이에 해 본 논문은 정  상학과 발생  상학을 구분함에 

5) 가령 Larrabee는 정  상학과 발생  상학의 구별 기 은 자는 지

향  체험을 고정된 정  상으로 간주하고 분석하는 반면, 후자는 지향  

체험을 시간의 흐름 속에 존재하는 시간  상으로 간주하고 분석하는데 있

다고 이야기한다. Larrabee,M.J., “Husserl’s static and gentic phenomenology”, 

in: Man and world, 9, 1976, pp. 163-174 참조. Holenstein은 정  상

학의 주요한 과제는 의식과 의식 상 사이의 노에시스 노에마 상 계

를 기술하고, 다양한 상성들의 유형을 기술하는데 있고, 발생  상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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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정  상학은 타당성과 타당성 정 계의 해명을, 발생  

상학은 발생과 발생  정 계의 해명을 목표로 한다는 에서 양자

가 구분된다고 보는 이남인 교수의 6)이 정  분석과 발생  분

석의 심 주제와 목표의 차이를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 주고 있다고 

보고, 정  분석과 발생  분석의 차이에 한 이러한 선이해를 토

로, 이러한 이 후설의 명증이론에서 구체 으로 어떻게 용될 

수 있는지를 보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7) 만약 이러한 이 후설의 

명증이론에서도 하게 용될 수 있다면, 정  상학기 명증이론

의 주요한 과제는 인식의 타당성과 타당성 정 계의 해명으로, 발

생  상학기 명증이론의 주요한 과제는 인식의 발생과 발생  정

계의 해명으로 드러날 것이며, 아울러 정  상학과 발생  상

학이 각기 타당성과 발생에 한 심의 차이로 구분된다는 이남인 

교수의 이 더욱 확증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은 후설의 명증

이론에 있어서 가장 요하고 핵심 인 주제들인 월론  상학  

의 주요한 과제는 근원 으로 구성하는 생성인 시간 흐름 속에서의 근원

 생성을 탐구하고, 발생 으로 정 하는 동기 부여를 탐구하는데 있다

고 이야기한다. E. Holenstein, Phänomenologie der Assoziation, Den 

Hagg, Martinus Nijhoff, 1972, pp.26-28 참조. 한편, 이남인 교수는 정  

상학과 발생  상은 그 주제 인 측면에서 자는 타당성과 타당성 

정 계의 문제를 후자는 발생과 발생  정 계의 문제를 다루는 데 

있다고 이야기한다. Nam-In Lee, Edmund Husserl’s Phänomenologie der 

Instinkte, Dordrecht/Boston/London: Kulwer Academic Publishers, 1993, 

pp.17-28 참조.

6) Nam-In Lee, Edmund Husserl’s Phänomenologie der Instinkte, Dordrecht 

/Boston/London: Kulwer Academic Publishers, 1993, pp.17-28 참조.

7) 후설 상학에서 정  상학과 발생  상학이 어떻게 구별되어야 하

는지, 그리고 이러한 물음에 한 기존의 연구들  어느 것이 타당한지

를 일반 으로 규명하는 일은 본 논문의 범 를 벗어나는 범 한 주제

이다. 그러나 본 논문은 이남인 교수의 이 정 상학과 발생  상

학의 심과 과제, 목표, 분석  특징 등을 가장 뚜렷하게 제시해주고 있

다고 간주하고, 일단 이러한 입장이 옳다는 가정 하에, 이남인 교수의 

이 후설의 명증이론에서도 유효하게 작동하는지를 구체 으로 드러내 

보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정  상학과 발생  

상학의 계에 한 선이해는 후설의 명증이론과 련하여 더욱 명료한 

형태로 확증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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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원과 명증, 명증의 지향－충족의 구조, 명증의 유형과 정 계, 명

증의 단계, 내재  지각의 충 성과 필증성의 문제를 심으로 이러

한 주제들에서 정  분석과 발생  분석의 차이가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를 비하여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후설의 명증

이론에서의 정  분석과 발생  분석의 차이는 더욱 뚜렷하게 부각될 

수 있을 것이며, 우리는 후설의 명증이론에서의 정  분석과 발생  

분석의 차이를 추 해 가는 가운데, 후설 명증이론의 모와 그 인식

론  의의를 더욱 생생하게 악해 갈 수 있을 것이다. 

Ⅱ. 초월론적 현상학적 환원과 명증

월론  상학  환원과 명증의 문제는 정  상학기와 발생  

상학기 모두에서 인식의 궁극  근원을 찾아들어가고자 하는 문제

의식을 반 하고 있다. 그러나 정  상학기에는 인식의 궁극  근

원을 찾기 한 방법  차가 자연  태도를 단 지하는 데카르트

 길을 통한 월론  상학  환원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반면, 발

생  상학기에는 그러한 방법  차가 객  학문을 단 지하

고 술어  표 과 이념화를 배제하는 생활세계를 통한 월론  상

학  환원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념들Ⅰ에서 제시되고 있는 데카르트  길을 통한 월론  

상학  환원은 모든 명증을 타당성의 에서 최종 으로 정 해  

수 있는  타당성으로서의 명증을 찾아가려는 방법  조치이다. 
여기서 후설의 문제의식은 철학을 으로 정 하고자 하는 데카

르트  이념을 실 하는 것에 다름 아니었다. 한 이것은 곧 한 편

으로는 그 어디에도 그 근거를 되물어갈 필요가 없는 으로 타

당한 인식의 명증  지반을 찾고, 다른 한 편으로는 이러한 명증  

지반이 개별 경험과학을 비롯한 모든 인식의 최종 인 원천이며 토

임을 철 히 규명하려는 엄 학으로서의 철학의 이념으로 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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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이 데카르트는 이러한 동일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철학이 근거

해야 할 로 의심할 수 없는 인식의 최 의 출발 을 찾기 해 

방법  회의를 수행한 바 있다. 그러나 의심의 방법을 사용하는 데카

르트의 방법  회의는 신의 성실성에 힘입지 않고서는 방법  회의에 

의해 폐기된 것들의 존재정립을 원천 으로 불가능하게 한다는 에

서 후설은 방법  회의와는 구별되는 독자 이고 고유한 방법  조치

를 개발해야 할 필요성을 느 다. 그리고 모든 타당한 인식들의 근원

으로서 그러한 인식들의 타당성을 정 해  수 있는  타당성을 

확보하기 해 후설은 그와 같은 방법  조치를 단행한다. 이러한 방

법  조치가 바로 후설이 이념들Ⅰ에서 제시하고 있는 월론  

상학  환원인 것이다. 
월론  상학  환원을 단행하기에 앞서 후설은 먼  우리의 일

상  삶을 지배하고 있는 자연  태도를 단 지할 것을 요구한다. 
왜냐하면 이 태도가 제하는 유일한 세계와 그 세계 속의 모든 개

체의 존재에 한 소박한 존재확신은 철 한 철학  반성 속에서조차 

언제나 견뎌질 수 있을 만큼의 으로 명증 인 인식이 아니기 

때문이다. 세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충분히 사유가능하므로 

그러한 인식은  타당성을 가질 수 없다. 자연  태도의 일반정

립을 단 지함으로써 우리에게 배제되는 것은 무엇인가? 먼  물리

학  세계와 정신 물리 인 세계인 자연의 세계가 호쳐지고, 가치

부여 이고 실천 인 의식 기능에 의해 구성되는 개별  상성들이 

호침을 받게 된다. 그리고 모든 자연과학, 정신 과학이 호쳐짐을 

받게 되며,  존재로서의 신이 배제된다. 그리고 형상 인 것의 

재 역시 호쳐짐을 받게된다. 이제 이 모든 것을 호쳤을 때, 그

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여 히 명증 으로 남아 있는 것은 무엇인

가? 후설은 이것을 순수 내재의 역에서 발견한다. 이것은 단 

지의 결과 우리가 무비 으로 믿고 있던 세계와 모든 세계 속의 실

재들이 호쳐지고 난 후의 “ 상학  잔여(Phänomenologische Residuum)8) 

8) Hua Ⅲ/1, p.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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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상학  호침의 향을 받지 않는 이러한 역은 모든 사유

작용을 통 하는 순수 자아, 순수한 사유작용(noesis), 그리고 이 순수

한 사유작용에 의해 명증 으로 직 된 본질(noema)들로서 바로 순

수 내재의 역이다.9) 여기서 월론  환원의 결과 획득된 것은 단

순히 의식에 내실 인 내재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순수 의식의 상

자로서의 지향  내재인 노에마도 명증  상으로 확보되고 있다. 
따라서 세계는 주 에 의한 의미 형성체, 즉 노에마로서 상학  의

식 속에 되살려진다.10) 단 지에 의해 배제되었던 의식 월  존재

들이 노에마로 의식 속에 되살려지면서 비로소 주 은 모든 상의 

존재  타당근거라는  의미를 지닐 수 있게 되었다.11)

이 게 후설은 데카르트  길을 통한 월론  상학  환원을 

통해, 그것의 존재를 의심할 수 없는, 으로 타당한 명증의 

역을 확보했다. 이러한 명증의 역은 모든 명증  인식을 그 타당성

의 에서 정 해  수 있는 최후의  근원이다. 왜냐하면 순

수 내재 존재의 필증성은 모든 인식 에서 가장 확실한 참인 인식

이며 여타의 인식이 명증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는 것 한 순수 내

재 존재의 확실성에 기반하는 내재  지각에 의해서만 악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후설의 월론  상학  환원은 결국 인식의 

 타당성을 찾아들어가는 과정이었으며, 따라서 이때의 지배

인 심은 타당성의 문제 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발생  상학기 명증이론의 주요한 심은 모든 인식들을 

궁극 으로 정 해  수 있는 명증의 발생  근원을 찾고 그럼으로써 

객  학문의 성립근거를 찾고자 한 것이었다. 모든 인식들의 궁극

 정 라는 이러한 과제는 엄 학으로서의 철학을 실 하고자 하는 

9) 같은 책, p.67.

10) 이것은 Boehm이 지 한 바와 같이 월론  환원이 상구성 이라는 

극 이고 생산 인 기능을 갖게 되었음을 뜻한다. 한 숙, ｢ 상학에 

있어서 선험성의 문제｣,  상학 연구Ⅰ, 한국 상학회, 1983, 참조.

11) 단 지와 데카르트의 방법  회의는 으로 확실한 인식을 정 하려

는 에서는 유사하다. 그러나 데카르트는 의식 주  뿐 아니라 노에마로서

의 의식 상의 존재도 필증  명증을 가진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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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학의 이념으로부터 부과된 것으로서 정  상학기와 발생  

상학기 모두를 통하고 있는 문제의식을 나타내 주고 있다. 그러나 

정  상학기에는 인식의 궁극  정 라는 과제가 타당성의 문제와 

련하여 표출되고 있으므로 모든 인식의  타당성의 근원을 확

보하기 해 인식 비 으로 자명하지 않은 자연  태도의 인식을 

단 지 하는 데카르트  길을 통한 월론  상학  환원을 수행

하 다. 이에 반해 발생  상학기에서는 모든 인식의 궁극 인 발

생  근원을 확보해야 하므로, 데카르트  길을 통한 월론  상

학  환원과는 상이한 방법  조치가 필요하 다.
명증의 발생  근원을 찾아들어감에 있어서도 모종의 환원의 차

가 필요한 이유는 우리들의 개의 일상 , 혹은 학문  삶 속에서의 

인식은 이미 수많은 의미의 침 물들이 작용하고 있는 고차 인 인식

일 뿐 아니라 특히 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개의 인

식이 자연과학주의와 객 주의로 물들여진 이념화의 옷을 입고 있어

서 명증의 발생  근원은 쉽사리 포착되지 않기 때문이다. 후설은 이

러한 이념화된 세계로부터 벗어나야만 비로소 잊 져버린 참된 인식

의 원천을 찾을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이러한 명증의 근원을 찾는 

일은 기본 으로는 엄 하게 수행해야 할 제반 학문의 정 라는 과제

를 수행하기 한 일이며, 이것은 더 나아가 물리주의  객 주의만

으로 진리를 찾고자 한 나머지 래된 학문의 기를 극복하기 한 

필연  요청이기도 하다.12) 후설은 이러한 근원을 ‘생활세계13)’, 혹은 

‘선술어  경험’이라 불리는 명증의 역에서 찾고 있으며, 은폐되어 

있던 이러한 생활세계에로 귀환하여 인식의 발생  성립 근거를 해명

12) 이러한 후설의 문제의식은 후설의 생시의 마지막 서 유럽학문의 기

와 선험  상학의 제목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13) 후설의 생활세계 개념은 다의 이다. 생활세계 개념은 직 인 경험계를 

뜻하기도 하고 문화 세계를 뜻하기도 한다. 한 숙,  상학의 이해, 민
음사, 1984, pp. 217-238 참조. 그러나 여기서는 직 인 경험계, 혹은 선

술어  경험의 세계를 뜻하는 의미로 생활세계의 개념을 한정짓겠다. 후

설 상학에서 생활세계 개념의 반  의미와 역할을 체 으로 논의

하는 것은 본 논고의 범 를 벗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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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해 “생활세계를 통한 월론  상학  환원”이라 불릴 수 

있는 일련의 방법  조치를 도입하는 것이다.
후설은 논리학과 경험과 단에서는 술어  명증의 근원을 선

술어  명증으로 소 하여 찾아들어가고 있으며,  기에서는 “생활

세계  단 지”라는 뚜렷한 표 으로 명증의 발생  근원을 찾아들

어가는 이러한 환원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후설은  기에서 모든 학문  인식의 근원을 찾아들어가기 해 

객  학문에 한 단 지를 요청한다. 객  학문에 한 단

지는 모든 객  학문의 인식을 더불어 수행하는 것을 지하고, 객

 학문에 한 모든 비  태도취함을 보류하는 것이다. 이것은 생활

세계를 익명 으로 제한 채 객 화된 인식에만 향해 있던 심방향을 

단 지하고, 이념화된 인식의 층을 걷어냄으로써 그러한 객 화된 인

식에 제되어 있는 순 한 생활세계를 들추어낼 수 있게 한다. 
생활세계로의 귀환은 경험과 단에서는 술어  명증으로부터 선

술어 , 상  명증으로 되돌아가는 것으로 표 된다. 우리의 일상

인 경험의 심 방향은 언제나 단순한 자연(bloße Natur)이 아니라, 
정신  존재 의미를 향하고 있다. 그러므로 개의 경우 우리는 단

으로 감각 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의 역을 넘어서 있다. 이 게 

정신  존재 의미를 가지고 경험되는 것들은 오직 표 에 한 이해

를 통해서만 지각된다. 따라서 이러한 표 을 통한 지각에 제되어 

있는 선술어  역의 순 한 감각  지각을 들추어내기 해서는 일

종의 태도 변경이 필요하다. 우리는 태도 변경에 따라 정신  의미로 

경험되는 사물들을 순수하게 물체 인 것으로 악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각  지각에 의해 기 지어진 모든 경험들에 묻

어 있는 술어  표 들을 더 이상 기능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왜냐

하면 언어의 표 들은 언어 공동체에 해 타당한 첫 번째 이념화이

기 때문이다.14) 이 게 ‘객  학문’을 단 지하고, 모든 술어  

표 을 기능하지 못하게 하는 ‘생활세계  단 지’에 의해 우리에

14) 같은 책, p.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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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생활세계가 미리 주어져 있음이 드러난다. 그러나 이러한 ‘생활세

계  단 지’만으로는 생활세계를 상학의 학문주제로 포착할 수 

없다. ‘생활세계  단 지’에 의해 포착되는 생활세계는 여 히 자

연  태도 속에 머물러 있는 세계이기 때문이다. 생활세계가 학문의 

보편  주제로 될 수 있기 해서는 자연  태도를 총체 으로 단

지하는 철 한 ‘ 월론  단 지’가 후속되어야 한다. 생활세계  

단 지 이후에 월론  상학  환원이 수행된 후에 라야 비로소 

생활세계는 하나의 ‘ 상’으로서 상학  탐구의 역으로 들어오게 

된다. 이 게 생활세계  단 지에 후속되는 월론  단 지는 

생활세계를 명증 으로 체험할 수 있게 하는 통로를 열어 다. 명증

은 존재자가 의식에 주어지고 경험됨으로써만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가 단순히 생활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에 한 인식을 넘어 생활세계  

명증에 이르기 해서는 자연  태도의 생활세계를 단 지하고, 생

활세계를 ‘내재  상’으로 환원하여, 생활세계  명증이 하나의 지

향  체험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뚜렷이 인식할 수 있게 하는 월론

 단 지가 후속되어야 하는 것이다.  
생활세계를 통한 월론  상학  환원에 의해 우리는 어떠한 

표 도, 어떠한 의미의 침 도, 어떠한 이념화도 입지 않은 순 한 

경험의 역을 만나게 된다. 이러한 역은 술어  경험을 가능하게 

하지만, 술어  경험에 앞서 존재하는 선술어  경험의 역이다.15)  
즉 선술어  역은 수동  존재 신념의 토  역으로서 모든 인

식과 단, 모든 경험의 기 가 되는 역인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선술어 으로 경험되는 선술어  명증은 모든 인식의 가능 근거이며, 
따라서 모든 인식의 발생  토 이다. 선술어  명증은 발생  

에서 볼 때, 모든 인식의 궁극  근원인 것이다.

15) 이 때의 선술어  경험은 가장 좁은 의미의 경험, 즉 개체 인 것에 한 

직  계이며, 그런 의미에서 상  경험이다. 이러한 상  경험의 

역은 단 으로 감각 으로 악할 수 있는 기체의 세계이며, 단 인 경

험 속에서 그 경험의 가장 바닥에 주어져 있는 세계이다. 선술어  

역, 즉 생활세계는 수학 으로 이념화하는 실증  자연과학이 망각한 의

미 기반이며, 모든 객 이고 학문 인 인식의 발생  토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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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 후설은 생활세계를 통한 환원을 통해 모든 인식의 궁극  

근원이 되는 발생  토 를 확보했다. 이러한 명증의 역은 모든 인

식을 그 발생  에서 정 해  수 있는 최후의  근원이다. 
그러므로 생활세계를 통한 환원은 결국 인식의 발생의 궁극  근원을 

찾아들어가는 과정이었으며, 이때의 지배 인 심은 경험의 가능 근

거로서의 발생의 문제 음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데카르트  길을 통한 월론  환원

의 결과 후설이 획득한 것은 순수 내재라는 존재 역의 필증성이었

으며, 이것은 모든 인식의 타당성의 원천이자 근원으로 작동한다. 생

활세계를 통한 월론  환원의 결과 후설이 획득한 것은 생활세계라 

불리는 선술어  역의 명증이었으며 이것은 모든 인식의 발생의 원

천이자 근원으로 작동한다. 우리는 이로부터 월론  환원의 문제와 

련한 후설의 정  분석과 발생  분석의 차이는 그 심이 타당성

의 문제에 있느냐 발생의 문제에 있느냐의 차이임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월론  상학  환원은 인식의 궁극  근원을 밝힘으로써 모든 

학문의 궁극  정 라는 상학의 이념을 실 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Ⅲ. 명증의 지향-충족의 구조 

후설의 명증이론은 기본 으로 지향-충족의 모델에 기반하고 있다. 
후설의 명증 개념은 두 가지 의미로 악될 수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의미지향과 직 작용 사이의 동일화작용으로서의 명증이고, 그 두 번

째는 모든 원본 으로 부여하는 직 작용 자체, 즉 원본  경험으로

서의 명증이다. 이때 명증의 지향-충족의 구조는 동일화작용으로서의 

명증뿐만 아니라 모든 선술어  명증을 포함한 직 작용 자체에도 

용되고 있다. 
후설은 정  상학기 서에 속하는 논리연구에서는, 의미지향

작용과 직 작용 간의 동일화작용이라는 명증 개념에 기반 하여,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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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향작용과 직 작용 간의 충족종합으로 명증의 지향-충족의 구조

를 묘사하고 있고, 발생  상학기의 서에 속하는 수동  종합
에서는 원본  경험으로서의 직 작용 자체라는 명증 개념에 기반하

여, 공표상과 상응하는 직 과의 충족 종합으로 명증의 지향-충족의 

구조를 묘사하고 있다. 
후설은논리연구에서 명증의 지향-충족의 구조를 해명하기 해 먼

 의미지향작용과 직 작용을 구별한다. 후설은 지향  체험을 크게 

객 화 작용과 비객 화 작용으로 구분한다. 객 화작용은 표상작용, 
혹은 상화 작용이라고도 불리며, 이것은 다시 의미지향작용(Signifikation) 
과 직 작용(Intuition)으로 구분된다. 직 작용에서는 그것이 지각 표

상의 형태이건, 상(Bild)의 형태이건 상이 의식 주 에게 실 으

로 출하지만, 의미지향작용에서는 상이 단지 사념되기만 할 뿐, 
자기 제시(Sich darstellen)되지 않고, 공허한 표상만 주어진다.

직 작용에는 동일한 질료(Materie)16)를 가진 의미지향작용이 상응

한다. 이를테면 직  새가 날아가는 것을 지각하면서 ‘새가 날아간다’
고 단을 내리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새가 날아가는 것을 직  지

각하지 않고 그  공허한 표상 속에서 ‘새가 날아간다’라는 말의 의

미를 이해하는 경우가 있다. 이 때 두 지향  체험의 질료는 동일하

지만, 자는 정립  작용이고 후자는 비정립  작용이라는 에서 

두 작용의 질은 서로 구분된다.
이 두 작용을 보다 상세히 분석해 보면, 자와 달리 후자에서는 

감각내용이 결여된 채 악작용17)만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이 게 

16) 후설은 작용의 세 가지 계기를 성질(Qualität), 질료(Materie), 충실(Fülle)

로 규정한다. HuaⅩⅨ/1, pp425-431, HuaⅩⅨ/2 pp606-608 참조. 질료는 

구체 인 작용 체험의 구성 요소로서 작용을 상과 계 맺게 해주는 

표상의 내용, 악 의미와 같은 것이다.

17) 다양한 감각 내용을 의식 내에서 동일한 의미에서 통일 으로 악하고 

해석하여 상과 계 맺게 하는 의식 내의 기능을 악 작용(Auffassung) 

이라고 한다. 이러한 악 작용은 의식과 상의 계를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서 감각내용과는 분리된 독자 인 본질을 지닌다. 따라서 악 작

용은 감각 내용으로부터 완 히 독립 으로 분리되어 존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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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 작용만이 존재하고 감각내용은 결여된 채 상과 공허하게(leer) 

지향  계를 맺는 지향  체험을 후설은 의미지향작용(Bedeutungsintention), 
의미부여작용(Bedeutungsverleihende Akte, 혹은 의미작용(Bedeuten)
이라고 부른다. 의미지향작용은 감각 내용을 결여한 상 표상이므로 

이 때 의미지향이 계하는 상은 감각 인 것이 없는 “사념된(vermeint)” 
상, 즉 한갓 사고된 상이다. 이에 반해 자에는 악 작용 뿐 

아니라 감각 내용도 존재함으로써 의미지향작용에게 그가 결여하고 

있는 감각 내용18)을 공 해  수 있다. 이러한 의식 작용의 종류를 

후설은 직 이라고 부른다. 
후설에게 있어서 명증은 의미지향작용을 통한 지향이 그에 상응하

는 직 작용에 의해 충족됨으로써 획득된다. 이 게 특정한 의미지향

작용이 그에 상응하는 직 작용에 의해 충족되는 것이 가능한 이유는 

이 두 작용의 질료가 동일하기 때문이다.19) 의미지향작용이 직 작용

에 의해 충족될 때, 이 두 작용의 질료들은 서로 합치(Deckung)하고, 
이 두 작용의 지향  상들은 동일화(Identifizierung) 된다. 결국 지

향과 충족에 있어서 동일화라는 것은 두 작용 사이의 질료 안에 정

되어 있다. 따라서 동일화에 있어서 본질 으로 고려되는 계기는 

바로 질료이다. 따라서 의미지향작용이 직 작용에 의해 충족된다는 

것을 보다 상세하게 풀어서 설명하면, 작용의 제3의 요소인 충실이 

결여되어 있어서 어떠한 감각내용도 갖지 않는 의미지향작용이 그것

과 질료가 동일한 상응하는 직 작용에 의해 충실이 공 되어 공허한 

의미지향작용이 충족된다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후설이 이러한 

충족작용으로서의 동일화 작용을 명증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은 

앞서 이미 언 되었다. 따라서 명증은 의미지향과 직  사이의 충족 

통일을 통해서만 비로소 가능하다. 이것은 다시 말해 어떠한 단이 

명증하기 해서는 그것이 지시하는 상이나 사태에 직 으로 혹

은 실 으로 계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18) 직 작용이 의미지향작용에게 공 해주는 이러한 감각내용을 후설은 충

실(Fülle)이라고 부른다. 

19) 같은 책, p.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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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증이 지향과 충족의 구조를 갖는다는 사실은 명증이 단순히 인

식 주 의 감정과 같은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님을 잘 보여주고 있다. 
명증은 상  차원에서의 충족을 필요로 하는 것이며, 사태 자체의 

주어짐을 통해서만 획득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지향과 충족이라

는 명증의 구조를 인식함으로써 비로소 명증이 단순한 주 성을 넘어 

어떻게 사태 자체와 마주하는 객 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인지를 인지

할 수 있게 된다.
한편, 동일화작용으로서의 명증의 구조를 의미지향작용과 직 작용 

간의 지향-충족의 구조로 제시하는 것은 동일화작용이라는 지향  체

험을 시간의 흐름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악하지 않고, 이미 완성되

어 주어져 있는 정 인 상으로 악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향-충족

의 구조에 한 이러한 정  분석은, 종국에는, 타당한 인식으로서의 

성격을 갖지 못하는 공허한 의미 사념이 어떻게 타당한 인식으로서의 

성격을 가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즉 공허

한 의미 사념으로서의 의미지향작용은 직 작용에 의해 충족됨으로서

만, 타당한 인식으로서의 성격을 지닐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

 상학에서 제시되고 있는 명증의 지향－충족 구조는 타당한 인식

으로서의 명증의 구조를 밝히는 것과 계한다고 할 수 있다. 결국 논
리연구에서 후설이 논하고 있는 명증의 지향－충족 구조에 한 정

 분석 역시 결국은 인식의 타당성의 문제를 해명하는 심으로 지

배되고 있는 것이다. 
한편, 발생  상학기의 서에 속하는 수동  종합에서는 선술

어  역에 속하는 발생 으로 낮은 차원의 수동  명증의 지향-충
족의 구조가 분석되고 있다. 정  상학기에서의 지향과 충족의 구

조가 시간 차원을 도외시한 명증의 형식  구조로 제시되었다면, 발

생  상학기에 해당하는 수동  종합에서는 시간  흐름 속에서

의 지향과 충족의 발생  과정이 문제시된다. 이제 수동  차원에서 

발생하는 명증의 지향-충족의 구조에 해 살펴보자. 이것은 선술어

 명증의 일반  구조로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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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은 언제나 상들(Phasen)의 흐름이다. 각각의 모든 상은 근

원인상, 지, 지를 갖고, 시간 흐름 속에서의 지, 근원인상, 지

는 연속  종합20)에 이른다. 매 상의 지는 연속 으로 인 한 

상의 근원인상에서 충족된다. 따라서 과정 속의 지각체험은 끊임없는 

자기 충족, 끊임없는 일치21)의 통일이다.22) 이 때 상들 각각도 그 

자신의 방식에서 지각이지만, 하나의 동일한 지각된 것에 한 의식

의 이러한 종합  통일은 과정 속의 지각 체험의 종합  성격을 말

해 다.
지각은 그 자체로 명증이라는 하나의 지향  체험이다. 논리연구

에서는 이러한 지각작용이 공허한 의미지향작용을 충족시킬 때, 그것

들 간의 동일화작용을 명증으로 규정하 다. 그러나 수동  종합에
서는 지각작용 자체가 지향과 충족의 구조 속에 존재하는 일치 종합

의 과정이요, 명증이라는 지향  체험으로 묘사되고 있다. 이 때 지

각은 시간의 흐름 속에 존재하며, 시간의 흐름 속에서 매 순간 새롭

게 다가오는 공허한 빈 표상으로서의 지가 매순간 인 한 근원인상

을 통해 충족됨으로써 명증이라는 지향  체험이 획득된다. 이러한 

끊임없는 충족 종합이 바로 수동  종합에서 이야기 되고 있는 명

증의 구조인 것이다.
선술어  명증의 충족 종합은 이 게 공표상(Leervorstellung)과 상

응하는 직 과의 종합을 일컫는다. 그리고 공표상과 상응하는 직 의 

일치종합이라는 이러한 명증의 구조는 지각 체험 뿐만 아니라 선술어

 역에서 속하는 모든 직 작용에도 동일하게 용된다. 직 작용

에는 다양한 유형이 존재한다. 먼  가능한 직  유형들에서 직 성

의 가장 근원 인 양상은 지각이다. 지각은 하나의  체험이

다.(gegenwärtiges Erlebnis) 그러나 다양한 형식을 가지는 화

20) 지, 근원인상, 지의 종합이 연속  종합이라면, 지의 지각 상과 과

거의 지각 상과의 종합은 불연속  종합이라고 할 수 있다.

21) 만약이 일치가 괴되면 정상  의미에서의 지각을 가질 수 없고, 양상화

가 일어나게 된다.

22) HuaⅪ, p.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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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gegenwärtigung)가 존재한다. 그것은 1)재기억(Wiedererinnerung), 
혹은 과거기억(Vergangenheitserinnerung), 2)공 (Mitgegenwart), 혹

은 재기억(Gegenwartserinnerung), 3) 상(Vorerwartung), 혹은 미래

기억(Zukunftserinnerung)이다.23) 이러한 직 의 모든 방식에는 공표

상의 가능한 방식이 상응한다.24) 
지 까지 선술어  명증에 있어서 명증의 지향-충족의 구조를 살펴

보았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앞서 정  상학기의 명증 이론에서 명

증의 구조로서 지향과 충족의 구조를 살펴보았다. 그러나 정  분석

에서의 지향과 충족의 구조는 술어  차원에서 구성되는 명증의 형식

 구조로서, 시간 지평이 도외시된 채 의미지향작용과 직 작용이라

23) 1) 재기억은 지나간 체험을 표상하는 것으로서 과거라는 시간 양상에서 

지각을 화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이 에 지각된 것을 존재했던 것으

로 화하는 것이 재기억이다. 2) 공 은 과거에 지각된 것을 어제 

본 것으로서가 아니라, 즉 어제 보고 이제 그것이 더 이상 실 으로 존

재하지 않는 것으로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지  실 으로 표상된 것으

로 직 하는 화이다. 이를테면 교실 안에서 재의 과 로비를 떠

올리는 것이 공 의 가 될 수 있다. 3) 상은 기 된 미래에 한 직

 표상이다. 이것은 장래의 것에 한 의식으로서 이를테면 이 강의

실, 학건물, 거리, 도시 등이 미래에도 계속해서 지속되리라는 기  직

과 같은 것이다. 이러한 직 들은 서로 독립 으로 고립되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간의 구조 얽힘이 있다. 같은 책, pp.70-71.

24) 1) 재기억에는 지(Retention)라는 공표상이 상응한다. 지는 지각의 과

거 지평에 속하는 것으로서 직 이 비직 인 방식으로 여 히 의식되

는 것이다. 지는 마침내는 구별되지 않는 공허로 희미해지게 된다. 

지는 재기억을 통한 종합  이행 속에서 의식에 드러날 수 있게 된다. 2)

상에는 지(Protention)라는 공표상이 상응한다. 지는 지각의 미래 

지평에 연결된 공허한 의식이다. 지 인 이미 지나감의 지평이 모든 인

상  에 연결되듯이 지  미래지평도 인상  에 연결되어 있

다. 지는 상을 통해, 혹은 지각을 통해 의식에 드러날 수 있게 된다. 

3) 우리는 한 공 에 상응하는 공표상을 생각해볼 수 있다. 이것은 

지각의 재 지평에 연결된 공허한 의식이다. 이러한 공표상은 공 을 

통해, 혹은 지각을 통해 의식에 드러날 수 있게 된다. 4) 공표상과 같은 

비직  표상은 다만 비본래 인 의미에서만 표상이라 불린다. 왜냐하면 

공표상은 본질 으로 우리 앞에 아무 것도 세우지 않으며, 거기서는 어떠

한 상  의미도 구성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공

표상에서 공허하게 무언가를 표상하고, 이것 것을 의식한다. 따라서 공

표상은 완 한 무가 아니다. 공표상은 일정한 지평의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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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두 작용의 동일화 종합으로 이해되었다. 그러나 수동  종합의 과

정에서의 지향과 충족의 구조는 의미지향작용이 배제된, 선술어  차

원에서의 공허한 지향과 근원인상의 충족으로서 제시되고 있는 것이

며, 이 때 공허한 지향들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근원인상과 종합된다. 
이 게 선술어  명증은 공표상들과 근원인상 간의 수동  종합의 

과정을 통해 발생된다. 이러한 발생  분석은 명증이라는 지향  체

험을 시간의 흐름 속에 고찰하면서 지향  체험으로서의 명증이라는 

인식이 어떻게 발생되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명증의 구조에 

한 발생  분석이 결국 인식이 어떻게 구성되는가, 다시 말해 인식

이 어떻게 발생되는가를 보여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을 의

미한다. 이 듯 수동  종합에서 시간 지평을 고려하여 분석되고 

있는 이러한 지향-충족의 구조는 명증이라는 단일한 지향  체험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어떻게 구성되는지, 다시 말해 어떻게 발생되는

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에서 종국에는 인식의 발생에 한 심으로 

지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논리연구와 수동  종합에서 명증

의 지향-충족의 구조가 상이한 모습으로 개되는 이유는 논리연구
에서는 공허한 사념으로서의 의미지향작용이 직 작용에 의해 충족됨

으로써 어떻게 타당한 인식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반면, 수동  종합에서는 선술어  명증으로서의 지각 

체험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근원인상, 지, 지의 수동  종합의 

과정을 통해 어떻게 발생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명증의 지향-충족의 구조와 련한 정  분석과 발

생  분석의 차이 한 그것의 심이 인식의 타당성의 문제의 해명

이냐, 인식의 발생의 문제의 해명이냐의 차이로 규정될 수 있음을 확

인할 수 있다. 한편, 후설이 제시하고 있는 명증의 지향-충족의 구조

는 명증을 직  작용에 의한 사태 자체의 충족과 련해 설명함으로

써 명증을 특정한 사념에 부착된 확실성의 감정과 같은 것으로 간주

하는 심리학주의  명증 이론의 주 주의를 넘어서 명증의 객 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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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할 수 있게 하 다는 데 그 인식론  의의가 있다. 

Ⅳ. 명증의 유형과 정초관계

후설의 명증 이론은 데카르트와는 달리 필증  명증만을 유일한 

명증으로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유형의 명증을 발견하고 그 

각각에 명증으로서의 고유한 성격을 부여하고 있다. 이것은 후설이 

 확실성으로서의 명증의 최종  이상을 제시하면서도 기억, 
상 등의 생  명증이나 외  지각과 같은 비충 이고 비필증 인 

명증도 명증의 역에 끌어들임으로써 진리를 향한 인식 주 의 목

론  성취 과정 에 존재할 수 있는 다양한 상  명증들을 인정

하고 있다는 것이다. 명증의 유형에 한 언 은 논리연구에서 이

미 나타나고 있고, 이념들1의 4부 2장에서는 명증의 다양한 유형들

이 보다 구체 으로 설명되고 있다. 한 수동  종합에서도 충족

의 유형에 따른 다양한 유형의 명증이 제시되고 있고, 최상  단계의 

명증인 충 성이나 필증성에 한 언 은성찰, 논리학등 후설의 

작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후설이 이 게 다양한 유형의 명증을 

구분하고 있다는 사실은 후설의 명증 개념이  참 혹은 거짓이

라는 진리의 이분법  구분에 토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잘 나타

내 다. 후설은  명증의 이념을 보 하면서도 명증의 다양한 

유형과 등 을 설정하고,  명증을 성취하는 과정 에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상  명증들을 인정하여 그 각각에 고유한 권리를 

부여해 주고 있는 것이다. 한 이 게 후설이 명증의 다양한 유형과 

단계를 제시하고, 이러한 명증들에 각각의 고유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것은 그가 보편학으로서의 상학이 정 해야 할 개별 경험과

학들의 인식 타당성의 근거를 해명할 수 있는 철학  토 를 마련하

음을 의미한다. 
후설에게 있어서는 원본  명증, 생  명증, 충  명증, 비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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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증, 필증  명증, 실연  명증 등의 다양한 유형의 명증이 존재한다.

먼  원본  명증은 상을 생생하게 정립하는 지각을, 생  명

증은 지각의 화인 기억이나 상을 의미한다. 지각이 원본  명

증으로 이해되어야 하는 이유는 지각은 다른 어떤 작용보다 상을 

생생하게, 직  확실성 속에서 악하며, 탁월하게 자기 제시하는 

직 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이며, 기억과 상이 생  명증으

로 이해되어야 하는 이유는 기억과 상은 본래 으로 지각의 원본성

에 그 인식  근거를 갖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는 상이나 기억 역

시 생 이기는 하지만, 공허한 의미 사념에 직 의 충실화를 가져

다  수 있다는 의미에서 다소 미약하나마 명증으로서의 성격을 가

질 수 있다는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25) 이러한 원본  명증과 

생  명증사이에는 원본  명증이 생  명증을 정 하는 타당성 정

계가 성립된다. 왜냐하면 지각은 기억이나 상 보다 명료한 인

식이며, 타당성의 에서 보다 근원 일 뿐 아니라 기억이나 상

이 명증의 지 를 가질 수 있게 하는 근거로 작동하기 때문이다. 한

편, 우리는 이러한 명증들 간의 발생  정 계도 이야기할 수 있다. 
발생  정 계에서는 정 하는 항은 정  받는 항보다 시간 으로 

선행하며, 정  받는 항의 가능 근거로 작동한다. 이 때 지각과 기억, 
상 사이에는 그것들의 시간  선후 계에 따라 다양한 정 계가 

성립될 수 있다. 이를테면 지각이 기억보다 선행하여 기억의 가능근

거로 작동할 수도 있고, 기억이 지각보다 선행하여 지각의 가능근거

로 작동할 수도 있는 것이다.26)

25) HuaⅪ, p.96 참조.

26) 일반 으로 특정한 사태에 한 지각은 그에 상응하는 기억보다 선행하

며 기억의 가능근거가 된다. 그러나 기억이 지각에 선행하며, 지각의 가

능근거가 되는 경우도 있다. 가령 우리가 어떤 사람의 뒷모습을 보고, 그 

사람이 구인지를 지각하는 경우를 고려해 보자. 우리가 뒷모습만으로 

그 사람이 구인지를 지각할 수 있는 것은 이미 그 사람의 생김새나 실

루엣에 한 선기억(Vorerinnerung)이 있었기에 가능하다. 이 때 그 사람

의 생김새에 한 기억은 그 사람에 한 지각보다 선행하며, 그 사람이 

구인지를 지각할 수 있게 하는 가능 근거로 작동한다는 에서 이 경

우 기억은 지각을 발생 으로 정 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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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충  명증이란 생각된 상을 있는 그 로 남김없이 주어

지게 하는 지향  체험이요, 비충  명증이란 재  지각과 같이 

상이 남김없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음 지게 주어지게 하는 지

향  체험이다. 다시 말해 충  명증은 지각이 실제로 체험한 것을 

넘어서서 지향하지 않음으로써 상이 남김없이 악될 때의 명증이

며, 비충  명증은 지각이 실제로 체험을 넘어서서 지향함으로써 

지향된 상이 남김없이 악되지 않을 때의 명증이다. 그리고 이러

한 충  명증과 비충  명증 사이에는 충  지각이 보다 확실

하고 명료한 지각이라는 에서 타당성의 에서는 충  명증이 

비충  명증을 정 해 주는 계가 성립한다. 그러나 발생  정

계에서는 비충 인 인식이 충  인식을 정 하게 된다. 재  

지각의 경우, 충  인식은 하나의 이념으로서만 존재하지만, 만약 

그것이 가능하다고 가정해 본다면, 그것은 비충  인식이 지속 으

로 종합됨을 통해서만 발생되게 되기 때문이다.27)

한편, 실연  명증은 경험 인 개개의 사물이나 사태의 악에 

한 명증으로서 의심 가능한 명증인데 반해, 필증  명증은 실연  명

증에 립되는, 경험 인 이념  보편성, 즉 본질과 본질사태의 

악에 한 명증으로서, 어떤 상이나 사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을 생각하는 것이 불가능한,  오류 불가능성으로서의 명증이다. 
이러한 실연  명증과 필증  명증 사이에는 필증  명증이 실연  

명증을 정 하는 타당성 정 계가 성립한다. 왜냐하면 필증  명증

은 타당성의 에서 의심불가능한 가장 인 명증이므로 실연

 명증의 타당성은 필증  명증의 타당성으로 소 지시되기 때문이

다. 한편, 개체 직 은 개별 인 존재에 한 감성  경험  악을 

말하며, 특수성과 우연성을 가지고 있다는 에서 실연  명증이고, 
본질 직 은 개별  상의 특수성과 우연성을 벗어난 본질에 한 

27) 가령 어떤 사람 A에 한 인식은 그 사람의 내부지평과 외부지평에 한 

개개의 비충  인식들로부터 그것들이 더해지고 종합되어 끊임없는 양

상화과정을 거치면서, 그 사람에 한 충  인식으로의 이상에 근해

가게 된다.



논문196
악이므로 필증  명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 간의 발생  정

계를 살펴본다면, 본질 직 은 언제나 개체 직 에 근거하여 구성되

는 것이며, 개체 직 이 본질 직 의 가능 근거라는 에서28) 이 때 

개체 직 과 본질직  사이에는 개체 직 이 본질 직 을 발생 으로 

정 하는 계가 성립되는 것이다. 따라서 실연  명증과 필증  명

증 사이에는 실연  명증이 필증  명증을 정 하는 발생  정 계

가 성립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기한 다양한 유형의 명증들 사이에는 

두 가지 에서의 정 계가 용될 수 있다. 우리는 타당성의 

에서는 원본  명증이 생  명증을, 충  명증이 비충  명

증을, 필증  명증이 실연  명증을 정 하지만, 발생  에서는 

생  명증이 원본  명증을 정 할 수도 있고, 비충  명증이 충

 명증을, 실연  명증이 필증  명증을 정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 다. 우리는 이러한 정 계 차이로부터 타당성에 한 심

과 발생에 한 심의 차이로 정  상학과 발생  상학을 구분

하는 기 이 명증의 문제를 이해함에 있어서 매우 유효한 기 이 된

다는 것을 확증할 수 있다.

Ⅴ. 명증의 단계

3장에서 살펴본 다양한 유형의 명증들, 즉 원본성, 충 성, 필증성

의 구분으로부터 우리는 명증의 단계나 정도에 해 말할 수 있게 

된다. 후설은 논리연구의 제6연구 38 에서 정도와 단계에 따라 느

슨한(lax) 의미의 명증과 엄 한(streng) 의미의 명증을 구분한다. 이 

때 엄 한 의미의 명증은 더 높은 단계의 명증으로 이야기되고 있다. 

28) 본질 직 은 개체 직 의 가능성이 제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그러

나 거꾸로 개체 직  역시 본질 직 의 가능성 없이는 불가능하다. 양자는 

이러한 상 인 계에 있다. 개체 직 과 본질 직 의 계를 명확하게 

해명하는 일은 본 논고의 범 를 벗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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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설이 엄 한 의미의 명증을 더 높은 단계의 명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에 해 우리는 이러한 이 인식의 타당성의 에 입각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엄 한 의미의 명증은 느슨한 의미

의 명증보다 보다 확실한 인식이며, 따라서 엄 한 의미의 명증을 보

다 높은 단계의 명증으로 악하는 것은 명증의 단계를 논함에 있어

서 인식의 확실성, 즉 타당성의 이 문제시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앞서 설명한 다양한 유형의 명증들은, 그 타

당성 정 계에 따라, 타당성에 있어서 보다 근원 인 것은 높은 단

계의 명증으로, 타당성에 있어서 생 인 것은 낮은 단계의 명증으

로 등 지워질 수 있다. 명증의 단계와 련하여 후설은 논리연구
와 이념들Ⅰ에서 내재  지각과 재  지각의 차이에 해 상당한 

부분을 할애하여 설명하고 있다. 내재  지각은 타당성의 에서 

볼 때, 재  지각 보다 높은 단계의 명증이다. 후설이 정  상학

기에서 내재  지각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이유는, 체험과 인식 상

이 무매개  통일을 이루고 있는 내재  지각이, 언제나 상을 음

지게 지각하는 재  지각보다 보다 확실하고 타당한 인식의 성격을 

지니기 때문이다. 후설이 정  상학기에 내재  지각을 재  지

각보다 높은 단계의 명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후설의 정  상학기

의 심이 인식의 타당성의 문제 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증해 주

고 있다.
한편, 우리는 앞서 설명한 다양한 명증의 유형에 해 발생의 

에서도 명증의 단계를 논할 수 있다. 후설은 명증의 단계와 련하여 

발생  상학기에서는 선술어  명증과 술어  명증에 해 상당 부

분을 할애하고 있다. 
후설은 경험과 단에서 논리학의 발생론을 이야기하며, 모든 술어

 명증이 발원하고 있는 발생  토 를 선술어  명증에서 찾는다. 
이러한 입장은 논리학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술어  명

증과 선술어  명증이 각기 어떻게 구성되는지가 상세히 논의되고 있

는 곳은 경험과 단이다. 여기서 후설은 선술어  명증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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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술어  명증보다 근원  명증이라는 것과 선술어  명증은 

각기 어떻게 구성되고, 술어  명증은 발생 으로 선술어  명증에 

토 하여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상세히 논하고 있다. 후설이 발생  

상학기에서 선술어  명증이 보다 근원 인 명증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술어  명증은 선술어  명증을 토 로 발생하며, 선술어  

명증이 모든 인식의 발생  근원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경험과 

단, 논리학에 나타난 이러한 명증의 단계에 한 분석은 지향  체

험들 간에 존재하는 발생의 문제에 집 하여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후설이 발생  상학기에서 선술어  명증을 술어

 명증보다 근원  명증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은 발생  상

학기 명증이론에서 후설의 심이 인식의 발생의 해명이었다는 것을 

확증해 주고 있다.
따라서 명증의 단계와 련한 분석에 있어서도 정  상학과 발

생  상학은 그것이 인식의 타당성의 문제를 해명하는 데 있느냐, 
인식의 발생의 문제를 해명하는 데 있느냐의 차이로 구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정  상학기에서 여타의 명증에 비해 타당성의 

에서 내재  지각의 명증이 갖는 우월성을 입증한 것은 내재  

지각에 기반하고 있는 상학  기술의 방법의 인식 타당성을 확립하

다는 데 그 의의가 있으며, 발생  상학기에 모든 명증의 발생  

토 로서 선술어  명증의 근원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통철학에

서 그 오류가능성으로 인해 천시되어 온 수동  믿음과 감각  지각

의 인식  지 를 복원시켰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Ⅵ. 내재적 지각의 충전성과 필증성의 문제

상학은 내재  상이 갖는 본질 구조를 기술할 것을 그 과제로 

하고 있다. 즉, 상학은 의식 내재에 속하는 다양한 의식 체험이 가

지는 본질 특성을 본질 직 29)의 방법과 내재  지각을 통해 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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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기술해야만 한다. 상학은 엄 학으로서의 철학을 그 이념으로 

하고 있으므로 후설 상학에 있어서 내재  지각에 한 인식 비 은 

필수 인 과제 다. 이러한 의미에서 후설의 명증이론에 있어서 내재  

지각의 충 성과 필증성의 문제는 매우 요한 치를 하고 있다.
후설은 이념들Ⅰ에서 월론  환원을 통해 확보된 순수 내재를 

지향  상으로 삼는 내재  지각30)의 의심 불가능성을 논한다. 앞

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재  지각에 해 내재  지각은 우월성을 

지니는데, 이 우월성은 우선 그것의 지향  상이 존재한다는 사실

이 의심 불가능하다는 데 있다. 따라서 내재  지각의 지향  상, 
즉 내재  상이 존재함을 지각하는 내재  지각은 필증 이다. 뿐

만 아니라 “내재 으로 지향된 지각의 경우 지각과 지각된 것은 본질

으로 무매개  통일성, 하나의 구체 인 코기토 작용의 통일성을 

형성하고 있다.”31) 따라서 후설은 사물과 같은 의식 월 인 것은 

일면 으로만 주어짐으로써 음 지어 주어지며 ‘나타남’의 방식으로

만 주어지는 단순한 상  존재임에 반해 의식 내재 인 것은 음

지어 주어지지 않으며 원리상으로 그것이 존재하기 해 “어떠한 것

도 요구되지 않는다는 에서  존재이고 의심불가능하다고 말

한다.32) 따라서 정  상학기에서 내재  지각은 재  지각에 비해 

월등히 우월한 인식으로서 충 이고 필증 인 인식으로 규정된다.
그러나 내재  상은 시간 지평을 도외시한다면, 인식 주 에게 

29) 후설은 논리연구에서 이미 본질직 의 가능성과 정당성을 확증하 다. 

순수 내재에 한 본질 기술로서의 상학이 가능하기 해 본질직 은 

필연 으로 요구되는 인식의 방법이다. 본질직 을 가능하게 하는 형상  

환원은 순수 내재에 한 본질 기술로서의 엄 학을 실 시키기 해 

월론  환원과 반드시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

30) 우리는 코기토 속에서 살아갈 때 코기토의 작용 자체를 지향  상으로 

의식하지는 못하지만, 어느 때라도 코기토의 작용은 지향  상이 될 수 

있으며, 거기에 해 반성  시선이 향해질 수 있다. 따라서 모든 코기토

의 작용은 내재  지각의 상이 될 수 있다. 이 때 내재 으로 지향된 

체험에서 체험의 지향  상은 그 작용 자체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체험

류에 속하게 된다. HuaⅢ/1 p.77.

31) 같은 책, p.78.

32) 같은 책, pp.9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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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 이며 필증 으로 주어지지만, 시간지평을 끌어들 을 때 역시 

내재  상에 한 본질 기술이 충 이며 필증 인지는 의문에 부

쳐지게 된다. 후설은이념들Ⅰ에서도 내재  지각이 시간의 흐름 속

에 존재한다는 것을 의식하긴 하 지만33), 시간 차원을 본격 으로 

끌어들여 논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재  지각을 필증 인 것으로 단

언하 다. 그러나 내재  지각의 충 성과 필증성의 문제는 내재  

지각이 시간의 흐름으로 존재함에 따라 필연 으로 시간 지평을 고려

하여 논의되어야 한다. 따라서 후설은 발생  상학기에서는 정  

상학기에서  명증을 가지는 것으로 가정된 내재  지각의 명

증을 정 인 차원을 넘어 시간  구조 속에서 분석하면서 그것의 필

증성을 보다 엄 하게 비 해 들어가고 있다. 그러므로 명증의 문제

를 시간  지평을 끌어들여 분석하는 발생  상학기에서는 순수 내

재 역시 충 으로 소여되지는 않는다는 것이 보다 분명하게 이야기

되고 있다. 내재  지각 역시 충 일 수 없다면, 순수 내재의 존재와 

내재  지각의 필증성의 문제는 어떻게 되는가? 여기서 우리는 충 성

과 필증성의 계에 한 후설의 새로운 입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제1철학Ⅰ에서 후설은 필증성과 충 성을 등가 인 것으로 설명

하며, 필증성을 충 성이 가지는 하나의 특성으로 설명한다. 그러나 

제1철학Ⅱ 의 ‘부록’에서는 ‘사유하는 자아’의 필증성은 인정하면서

도 이것이 충 으로 인식될 수는 없다고 언 함으로써 필증성과 충

성이 서로가 서로에 의해 정의되는 등가 인 개념은 아님을 시사하

고 있다. 이것은 성찰에서도 다시 한번 표명된다. 후설은 성찰에

33) 후설은 이념들Ⅰ44 (pp.93-94)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는 여 히 다음의 차이 에 주목해야 한다. 체험 한 결코 완 하

게 지각되지않으며 그것의 충실한 통일성 속에서 충 으로 악되지 

않는다. 체험은 본질 으로 우리가 거기에 반성  시선을 향하면서 재 

시 에서 시작하여 그것을 따라 유 할 수 있는 흐름이다. […] 이 체험

류를 “더불어 유 하면서” 완 하게 지각하는 악은 원리상으로 불가능

하다. 그러나 체험 지각의 본질에 속하는 이 불완 성 내지 “미완성성”   

은 원리상으로 “ 월 인” 지각의 본질, 즉 나타남과 같은 음 진 드러남

을 통한 지각의 본질에 속하는 그러한 것과는 질 으로 다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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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충 성과 필증성이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라고 이야기한다.34) 
성찰에서 후설은 그 이 의 어느 술에서보다 필증성과 충 성을 

뚜렷이 구분하고 있다. 더 나아가 후설은 비충  인식에서도 필증

 인식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하면서, 필증성을 가장 높은 권 를 가

지는 명증으로 규정하고 있다. 
시간 차원을 도입한 발생  분석에서는 충  명증은 결코 도달

하기 어려운 하나의 이념에 불과하지만, 후설은 발생  분석에서도 

여 히 필증  명증의 존재와 그 가능성은 포기하지 않고 있다. 이것

은 우리가 필증성을 충 성과는 명백히 다른 차원의 개념으로 악할 

때만 이해될 수 있다. 그 다면 후설에게 있어서 모든 명증은 상

이고 불충 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증  명증이 가능하다는 

것은 어떻게 이해될 수 있을까?
우리는 충  명증은 모두 필증  성격을 가지지만, 필증성은 

으로 상의 충  소여에 의지해서만 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그것은 필증성이 충 성과는 완 히 다른 구조를 갖

고 있기 때문이다. 필증  명증 속에서 경험에 주어지는 것은 “사태 

자체”의 유형이 아니라 “모순”의 문제이다. 다시 말해 필증  명증이 

근거하는 것은 사태의 소여방식이 아니라 사태의 비존재를 가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모순의 통찰에 있는 것이다. 이를테면 자아의 존

재가 필증 이라고 할 때, 확실한 명증으로 주어지는 것은 순수 자아

가 품고 있는 내용  측면에 한 인식이 아니라 오직 주 성의 존

재 형식에 한 인식이다.35) 그러므로 순수 자아를 비롯한 내재의 

역이 품고 있는 내용과 규정성들이 시간 지평을 가지고 있어서 충

으로 인식되지 않더라도 순수 자아의 존재 형식과 내재 역의 존

재 자체는 필증성을 갖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는 것이다. 후설은 

이미 이념들1에서 월론  상학  환원이라는 방법  차를 

34) HuaⅠ, p.62.

35) Hans Bernad Schmid, “Apodictic evidence” in: Husserl Studies 17, (2001) 

참조. 후설은 필증성을 ‘사태와 사태의 달리 존재함의 의심 불가능성’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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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순수 내재 존재의 필증성을 입증한 바 있다. 그리고 성찰에서 

순수 내재에 한 인식의 불충 성에도 불구하고, 순수 내재의 존재

는 필증  확실성을 갖는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36)

이제 순수 내재 존재의 필증성은 확보되었으나, 순수 내재의 규정

성들에 한 기술, 순수 내재의 규정성들에 한 모든 내재  지각 

역시 필증 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지가 심문되어야 한다. 내재  

지각의 불충 성은 내재 존재의 필증성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내재에 

한 기술, 다시 말해 내재  지각의 필증성에는 모종의 향을 미치

게 되는 것이 아닐까? 후설은 성찰의 제1성찰 9 에서 선험  자

기 경험의 필증성의 유효 범 를 심문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 자체로 최 의 인식 토 가 실 으로 있음은 그에 따라 

으로 확립되어 있지만, 그 인식토 의 존재를 좀 더 상세하게 규정하는 

것, 그리고 ‘나는 존재한다’의 생생한 명증이 유지되는 동안 그 자체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단지 추정된 것은 즉시 확립되어 있지 않다.37)

이것은 내재에 한 상세한 규정, 내재  지각을 통한 내재의 본질 

구조에 한 기술은 그 필증성의 유효범 가 심문되어야 할 것을 뜻

하고 있다. 그것은 내재  지각의 불충 성이 내재 존재의 필증성에

는 향을  수 없지만, 내재  지각의 필증성에는 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이해할 때 그 의미가 더 분명히 드러난다. 우리는 앞서 내재

 지각의 불충 성이 내재가 가지는 시간 지평에서 비롯된다는 사실

을 확인하 다. 재  지각이 재의 음 짐 때문에 불충 성을 지

니게 되듯이, 내재  지각 역시 과거와 재로 무한히 뻗어 있는 내

재의 시간 지평에서 발생하는 내용의 무게로 인해 내재를 충 으로 

인식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다. 이 때, 내재의 본질에 한 기술은 

그 필증성을 의심받을 수 있게 된다. 왜냐하면 충 으로 소여되지 

않는 상에 한 본질 규정은 그것을 인식함에 있어서 내용의 충실

36) HuaⅠ, p.56 참조.

37) 같은 책, p.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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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더해짐에 따라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충

으로 소여되지 않는 상의 인식에 해서는 언제나 그러한 인식

이 양상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내재

 지각의 불충 성이 내재 존재의 필증성에는 향을 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재  지각 일반의 필증성에는 향을 주게 됨으로써 내재

 지각은 필연 으로 그 필증성 비 을 심문받아야 할 수밖에 없다

고 결론내릴 수 있다. 상학이 기반하고 있는 인식의 방법은 반성을 

통한 내재  지각에 의한 것이므로 내재  지각이 갖는 명증의 성격

에 한 비 은 엄 학으로서의 상학이 수행해야 할 필연 인 과제

다. 내재  지각 역시 그 필증성이 심문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상학이 필증  진리들로만 구성된 완결된 체계가 아니라 언제나 비

되고 수정될 수 있는 열린 체계의 학문이라는 사실을 암시한다. 한  

발생  상학기에 수행되고 있는 내재  지각의 필증성 비 은 엄

학으로서의 상학이 수행해야 할 스스로에 한 엄격한 인식 비 의 

모범을 보여 주고 있다.
이 게 내재  지각의 충 성과 필증성의 문제에 한 분석은, 발

생  상학기에는 내재  지각이 가지는 시간 지평의 문제를 고려함

으로써 내재  지각을 정  상으로 악하는 정  상학기에서와

는 다른 결론을 도출하게 한다. 정  상학기에서는 내재  지각이 

충 이고 필증 인 것으로 이해되지만, 발생  상학기에는 내재

 지각이 더 이상 충 이요, 필증 인 것으로 이해될 수 없게 되

는 것이다. 내재  지각에 한 발생  상학기의 규정이 정  상

학기의 규정과 다르게 내려진다는 사실은, 정  상학  분석의 방

법은 시간  상을 정  상으로 간주함으로써 한계를 가질 뿐 아

니라 시간  상에 한 규정을 내림에 있어서 심지어 왜곡을 발생

시키는 것으로 이해될 수도 있다. 그리고 이것은 일견 정  상학만

으로는 자립 으로 해명할 수 없는 상들이 존재하므로 정  상학

은 필연 으로 발생  상학에 의해 보충되고 심화되어야 한다는 입

장에 힘을 실어 주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정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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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에 수행된 내재  지각에 한 분석은, 정  상학기가 시간

이고 논리 인 에서 인식의 타당성의 문제를 해명하는 것으로 

지배되고 있기에, 시간  차원을 도입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며, 시간 

차원을 사상하고 내재  지각을 충 이요 필증 인 것으로 간주하

는 분석 한 자립 인 의미를 가진다는 사실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시간 차원을 도외시할 때, 내재  지각은 충 이요, 필증

인 것으로 악되며, 이것은 타당성의 에서 내재  지각이 재

 지각에 비해 우 에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 쉽게 할 뿐 아니라 시

간 지평이 배제된 재 국면의 반성  지각으로서의 내재  지각이 

모든 인식의 타당성의 근원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기능을 한

다. 이것이 내재  지각에 한 정  분석의 의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인식의 발생을 해명하는 것을 주도  심으로 하고 있는 발

생  상학기에서는 더 이상 내재  지각이라는 지향  체험을 시

간 이고 논리  으로만 해명해서는 안 되고, 필연 으로 시간 

지평을 고려하여 해명하여야 한다. 그것은 발생  상학기의 명증이

론의 과제는 인식의 발생에 한 해명이며, 재 국면의 반성  지각

으로서의 내재  지각은 내재  지각의 어두운 과거 지평으로부터 발

생되는 것이므로, 발생  상학기의 내재  지각에 한 규정은 필

연 으로 시간 흐름 속의 과거 지평을 고려해서 분석되어야 할 수밖

에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로 발생  상학기에서는 내재  지

각이 비충 이요, 비필증 인 것으로 이해되는 것이다. 따라서 정  

상학기와 발생  상학기에 내재  지각에 한 규정이 서로 다르

게 내려진다는 사실이 반드시 정  상학이 불완 한 기단계의 

상학이며, 발생  상학이 보다 심화된 완성된 상학이라는 사실을 

지시하지는 않는다. 정  상학과 발생  상학에서 내재  지각에 

한 규정이 다르게 내려지는 것은 타당성의 과 발생의 이라

는 각기 다른 에서 그 나름의 자립 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으

로 이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정  상학기 명증이론과 발생

 상학기 명증이론의 차이를 인식의 타당성의 문제냐 인식의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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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문제냐의 으로 구분할 때, 왜 후설이 정  상학기에서는 내

재  지각을 충 이요, 필증 인 것으로 규정하 는지를 보다 분명

하게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정  분석이 불완 한 분석이며, 
발생  분석에 의해 보충, 심화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정  분석과 

발생  분석은 본질 으로 구별되는 서로 다른 심의 차이에 의해 

존재하는 독립 인 분석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증해 주

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내재  지각의 충 성과 필증성의 문

제에 있어서도 정  상학과 발생  상학의 심은 각각 인식의 

타당성의 문제냐 인식의 발생의 문제냐로 지배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특히 내재  지각의 필증성을 비 하고 있는 이러한 후설의 분석

들은 후설의 명증이론이 결코 데카르트주의 인 명증이론으로 오해되

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Ⅶ. 맺음말

지 까지의 논의는, 후설의 명증이론에서 정  분석과 발생  분석

의 차이가 인식의 타당성과 타당성 정 계의 해명을 주도  심으

로 하고 있느냐 인식의 발생과 발생  정 계를 주도  심으로 

하고 있느냐의 차이에 구별된다는 사실을 확증해 주고 있다. 이제 우

리는 정  상학기 명증이론과 발생  상학기 명증이론이 가지는 

목표와 과제의 차이를 더욱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게 되었으며, 정  

상학기 명증이론과 발생  상학기 명증이론이 각각 인식의 타당

성과 인식의 발생의 해명이라는 고유한 인식론  의의를 가지고 자립

으로 존재할 수 있는 상학임을 인지할 수 있게 되었다. 한 후

설의 명증이론에서 정  분석과 발생  분석을 비하여 살펴본 것은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발생  상학  측면을 상 으로 부각시

킴으로써 후설의 명증이론을 그 정  상학  측면만을 보고 데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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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주의 인 명증이론으로 해석했던 기존의 많은 오해들을 불식시킬 

수 있는 터 을 마련해 주고 있다. 왜냐하면 발생  상학기에서는 

더 이상 필증 이고 충 인 명증이 강조되지 않고, 모든 인식 발생

의 토 가 되는 선술어  명증의 근원성이 강조되며, 내재  지각과 

같은 지향  체험조차 불투명한 음 을 가지고 비충 으로 주어지

게 된다는 사실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가 후설의 명

증이론의 모를 악하기 해서는, 반드시 정  상학과 발생  

상학의 양 측면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제까지의 고찰

을 통해 우리는 후설의 명증이론에서 정  상학과 발생  상학은 

결코 기 단계의 미완성의 상학과 성숙한 완성태로서의 상학 등

과 같이 이해되어서는 안 되고, 양자는 본질 으로 서로 구분되는 

심의 차이에 의해 구별되는 환원 불가능한 자립  상학으로 이해되

어야 함을 알 수 있다. 후설의 명증 이론에 있어서 정  상학과 발

생  상학은 인식의 문제를 온 히 해명하기 해서는 필연 으로 

서로가 서로를 요청하는 상호 보완 인 계에 있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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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tatic and Genetic Analysis in Husserl’s 
Theory of Evidence 

Park, Ji-Young

Husserl’s transcendental phenomenology has two faces: static 
phenomenology and genetic phenomenology. The same goes for 
Husserl's theory of evidence. In static analysis, transcendental 
phenomenological reduction focuses on the ultimate origin of valid 
knowledge traced through the Cartesian way; in genetic analysis, it 
focuses on the ultimate origin of the genesis of knowledge traced 
through the way of the life- world. Static analysis of the 
intention-fulfillment structure of evidence shows how valid 
knowledge can be obtained, while genetic analysis shows how 
evidence is constituted. According to Husserl, there are various 
types and grades of evidence; they can be related to each other, 
based on validity-foundation or genetic foundation. As for the 
question of inner perception’s adequacy and apodicticity, static 
analysis and genetic analysis yield different conclusions, but that is  
only because they differ in their major concerns. The abovementioned 
points confirm that in Husserl's theory of evidence, static analysis is 
intended for the elucidation of the validity of knowledge, while 
genetic analysis is intended for the elucidation of the genesis of 
knowle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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