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문】

아이의 탄생과 발달에 대한 후설의 발생적 

현상학적 해명의 의의와 한계

이 종 주

【주제분류】발생  상학

【주요어】발생  상학, 탄생, 발달, 유 형질, 진화론, 타자경험, 발달심리학

【요약문】본 논문은 아이의 탄생과 발달에 한 후설의 발생  상학  

해명의 의의와 한계  극복방향을 논한다. 후설의 발생  상학은 하이

데거의 실존론  분석론과 달리 월론  주체로서 선행하는 세 의 무한

한 연쇄와의 연결을 통해서 개별 모나드의 유한성을 모나드 체의 무한성

에로 극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에 따라 후설은 모나드의 유한성을 드

러내는 본질  경계로서 탄생과 죽음 에서 특히 아이의 탄생  이와 

련된 아이의 발달의 문제에 한 발생  상학  해명을 수행한다. 먼

 아이의 탄생은 선－자아로부터 태아의 깨어남으로서 규정될 수 있으며, 
아이는 탄생을 통해 선행하는 세 의 습득된 경험의 침 화, 즉 유 을 통

해 선천  본능들의 지평의 총체로서 세계를 소유하게 된다. 둘째, 아이는 

공지평으로서 선천  본능을 통해 세계를 경험하면서 경험  습득물을 형

성하게 된다. 셋째, 아이는 지각  타자경험을 통한 타자의 주 의 이해 

이 에 원  타자경험을 통해 타자의 존재체험을 수행하며, 이를 통해 

처음부터 이미 유아론  세계가 아닌 상호주  자연세계를 구성한다. 그

러나 탄생과 발달에 한 후설의 발생  상학  해명은 세 가지 한계

을 갖는다. 첫째, 선행하는 세 로부터 침 되는 유 형질에 한 후설의 

해명은 진화론과 양립하기 어렵다. 둘째, 선행하는 세 로부터 선구성된 세

계에 한 구체  해명이 부족하다. 셋째, 지각  타자경험 이 에 발생하

는 원  타자경험이 수행하는 타자존재의 구축  세계구성 그리고 이와

같은 세계가 선구성된 세계  지각  타자경험에 해 갖는 발생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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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에 한 해명이 부족하다. 결론 으로 우리는 탄생과 발달에 한 후

설의 발생  상학  해명이 갖는 불충분성은 진화론이나 발달심리학과 

같은 실증과학의 성과에 한 상학  재해석을 통해서 보완될 수 있음을 

밝힌다.

Ⅰ. 발생적 현상학에서 아이의 탄생과 발달의 문제

후설에게 하나의 월론  상학으로서 발생  상학이  다른 

월론  상학으로서 정  상학에 비해서 갖는 우 는 크게 두 

가지이다.1) 첫째, 발생  상학만이 월론  주체로서 모나드의 자

기, 타자 그리고 세계구성을 완 한 개별화의 합법칙성 차원에서, 즉 

하나의 모나드의 체성 차원에서 해명할 수 있다(XI, 341).2) 둘째, 
발생  상학만이 하나의 모나드의 구성의 역사성을 해명할 수 있다

(IX, 216).3)

이때 모나드의 자기, 타자, 세계구성의 체성과 역사성에 한 

발생  상학은 탄생과 죽음이라는 경계문제를 필연 으로 갖게 된

1) 정  상학과 발생  상학의 의미  구별에 해서는 이남인,  상

학과 해석학(서울 학교 출 부, 2004), 311∼328 참조. 한 후설의 발

생  상학의 단서와 정 과정에 해서는 이종주, 타자경험의 발생  

상학(서울 학교 철학박사 학 논문, 2012), 15∼36 참조.

2) “그러나 이로써[정  상학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의 모나드가 완 성에

서 말하자면 어떻게 보이는지, 그런 완 한 모나드  개별화들의 어떤 가

능성들이 앞서 그려지는지, 개별화가 어떤 합법칙성을 통해서 [이루어지

는지에] 한 인식을 얻지 못한다”(XI, 341) 이하에서 후설 집은 집번

호, 쪽수를 표시하고,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은 SZ, 쪽수를 본문에 직

 표시하기로 한다. 

3) “발생  탐구란 그 속에서 모나드가 개되고 발 하며, 모나드 내부에

서 모나드  자아가 자신의 인격  통일성을 획득하며, 부분 으로는 수

동 으로 선소여된, 부분 으로는 자아 자신에 의해 능동 으로 형성

되는 하나의 주변세계의 주체가 되며 그로써 하나의 역사의 주체가 되

는 그런 수동 이면서 능동 인 발생들의 탐구이다.”(IX, 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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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XV, 153, 171, 391).4) 이 에서는 하이데거의 실존론  분석론도 

유사하게 “탄생과 죽음 사이의 존재의 신장(Erstreckung)”(SZ, 493)에 

한 해명에서 비로소 존재의 체성과 역사성을 본래 으로 설명하

고자 한다. 나아가 하이데거가 존재의 탄생과 죽음의 문제에 한 

실존론  분석을 통해 존재의 유한성을 밝히고자 한 것처럼, 후설 

역시 월론  주체로서 모나드의 한계사건인 죽음과 탄생의 문제에 

한 발생  상학  분석을 통해 모나드의 유한성을 해명하고자 한

다.5)

그러나 하이데거가 비록 탄생과 죽음 사이의 존재의 신장을 논

의하면서도 실질 으로는 존재의 죽음에 한 실존론  분석에 집

했다면, 반 로 후설은 비록 모나드의 탄생과 죽음을 발생  상

학의 경계문제로서 논하고 있지만, 실질 으로는 모나드의 탄생, 구체

으로 아이의 탄생과 발달에 한 분석에 집 했다. 우리의 단으

로는 이것은 하이데거의 실존론  분석론과 후설의 발생  상학이 

목표하는 바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하이데거의 실존론  분석론은 

4) “자아의 세계를 통해서 객 화되어 함께 주어지는 다른 월론  자아의 

존재  세 성 속에서 모든 [타자들의] 존재는 발생의 새로운 문제들, 

탄생과 죽음의 문제를 가져온다.”(XV, 153) “이제 그러나 이 단계의 경험 

속으로 인간과 세계에 해 의미있는 것으로 새롭게 죽음과 탄생이 들어

온다. 여러 인간들 에서 세계를 살고 있는 인간으로서 나 자신의 존재

과 타자의 존재의 미래확실성은 하나의 넘어설 수 없는 한계(Grenze)

[즉 죽음]를 갖는다. 이에 상응해서 인간  과거존재와 세계삶 속에서 인

간의 기억확실성도 마찬가지다[마찬가지로 하나의 넘어설 수 없는 한계

[즉 탄생]를 갖는다]”(XV, 171) “인간  존재의 역사(Historie), 이 존재에 

의해서 형성된 세계 속에서 이런 세계 속으로 태어난 자의 들어와 성장

함, 죽는 자의 떠남, 세  연 , 이 연 을 통해서 이루어진, 인간사로

서 공동체의 역사－이 모든 것은 월론  의미를 지니며, 상학  방법 

속에서 드러난다.”(XV, 391)

5) 김태희 박사는 ｢ 월론  자아의 유한성: 후설의 ‘한계사건’의 분석을 

심으로｣(철학사상 40권, 서울  철학사상연구소, 2011, 133∼164) 에서 

후설에 한 통  해석과 달리 월론  자아의 원성은 정  상학

의 궁극  결론일 뿐이며, 월론  자아의 유한성은 발생  상학에서 

월론  자아의 자기구성과 상호주 성의 구성에서 본질  계기임을 밝

히고 있다. 이때 월론  자아의 유한성은 바로 월론  자아의 탄생, 

잠, 죽음이라는 한계사건에 한 분석을 통해서 해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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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의 유한성의 해명을 목표로 하고 있었고 이를 해 “ 존재의 

 불가능성”(SZ, 333), 존재의 피투성이 갖는 “비성”(非性; Nichtigkeit) 
(SZ, 376)으로서 존재의 죽음의 문제에 집 하고자 했다. 반 로 후

설의 발생  상학은 한편으로는 개별  주체로서 하나의 모나드에

게 유한성이 본질  계기임을 밝히고자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의 개별  모나드를 선행하는 모나드들의 “세 의 무한한 연

쇄”(XV, 169)와의 연결을 통해 하나의 모나드의 유한성을 모나드들 

내지 “주체들의 월론  다양성의 무한성”(XV, 153)을 통해 극복하

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그에 따라 하나의 모나드를 다른 모나드와 

본질 으로 구분하면서도 동시에 연결하는 한계사건은 죽음이 아니라 

탄생이며 따라서 후설의 발생  상학은 아이의 탄생의 해명에 집

하지 않을 수 없었다.6) 나아가 후설의 발생  상학은 아이의 탄생과 

더불어 기 아이의 발달과정에도 주목한다. 이후 논의에서 밝 지겠

지만 기 아이의 발달과정에서 결정 인 타자경험과 련해서 부모는 

동시  타자세 이면서 동시에 선행하는 타자세 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후설은 월론  상학의 두 얼굴인 정  상학과 발

생  상학을 구분하는 유고들7) 에서 최후의 유고에서 명시 으

로 발생  상학의 경계문제로서 탄생의 문제를 제기한다.

“숙고해 보아야 할 것은 모든 자아주체가 각자의 고유한 역사성을 갖

6) 이 에서 비나스 역시 후설의 발생  상학과 유사한 략을 취하고 

있다. 왜냐하면 비나스도 주체의 체성으로서 유한성으로부터 타자의 

무한성에로 월하는 결정  사건으로서 수태(fécondité)에 주목하기 때

문이다. E.Levinas, 서동욱 옮김, 존재에서 존재자로, 민음사, 2004. 157, 

163 참조. E.Levinas, 강 안 옮김, 시간과 타자, 문 출 사, 1996, 112∼

118 참조. E.Levinas, Totalité et Infini, Martinus Nijhoff /La Haye 

/1974, 244∼254 참조.

7) 1916/17년 ｢ 상학  근원문제, 상학  구성의 의미, 방법의 해명｣(상
호주 성의 상학 1권(Hua.XIII), 1921년 ｢정 , 발생  상학  방법｣  

(수동  종합(Hua.XI)),  1921년 ｢모나드  개별성의 상학 그리고 

정 , 발생  상학｣(상호주 성의 상학2권(Hua.XIV)), 1928/29

년 ｢지향성의 보편  이론으로부터｣(형식논리학과 월론  논리학(Hua.XVII), 
1933년 ｢정 , 발생  상학…｣(상호주 성의 상학3권(Hua.X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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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으며, 거기서 자신의 ‘탄생’을 갖는데, 내면 으로 볼 때는 비록 

아직 세계를 경험하는 자로서는 아니지만, 자아주체로서 ‘하나의 깨

어남을 떠맡야 하는 탄생’(der anzunehmenden Geburt eines Wachseins)
이라는 경계문제와 함께 세계를 갖는 인간아이로서 자신의 특별한 탄

생을 갖는다는 이다.”(XV, 618)

여기서 무엇보다 먼  명백하게 밝 두어야 할 것은 후설이 말하

는 탄생은 우리가 흔히 경험하듯이 아이의 출산, 탄생을 의미하는 것

이 아니다. 후설에 따르면 

“자궁 속의 아이[즉 태아]는 이미 운동감각(Kinästhese)을 가지고 있

고, 운동감각 으로 움직이면서 자신의 ‘사물들’을 갖는다－이미 하나

의 ‘원 성’을 근원단계 속에서 형성하면서…. 아이는 이미 높은 단계

의 ‘경험하는 자아’이다. 아이는 이미 태아  존으로부터 경험습

득물을 갖고 있다.”(XV, 604∼605) 

따라서 후설이 말하는 탄생은 태아의 탄생, 즉 수태(受胎) 내지 수

정(受精)이다. 나아가 이미 “높은 단계의 경험하는 자아”이며, “태아

 존으로부터 경험습득물을 갖는” 아이의 발달과 련해서 우리는 

후설의 다음과 같은 요한 지 을 확인할 수 있다.

“나와 모든 인간은, 그 속에 내가 나에게 나의 존재와 삶의 월론  

내재 속에서 처음에는(zuerst) 비록 매우 궁핍하고(arme), 유아론

(solipsistische)이지만, 하나의 세계를 지향 으로 구축하고 그다음 재

차 단계 방식으로 타자경험들(einfühlenden Erfahrungen)에 의해서 타

자의 존재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서－단계 인 방식으로－하나의 세

계를 완 한 의미에서 구축하는 그런 하나의 주 인 발달 그리고 

궁극 으로는 월론  발달을 갖게 될 것이며, 아마도 본질필연 으

로 갖게 될 것이다.”(XV, 52) 

이제 우리는 방  인용한 후설 유고의 세 단락으로부터 근원아이

의 탄생과 발달과 련해서 크게 세 가지 요한 물음을 던질 수 있

다. 첫째, 자아주체가 자신의 역사성을 갖는다는 것의 근거를 무엇보

다 자아주체의 탄생, 그것도 내면 으로 볼 때 특별한 탄생, 즉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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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깨어남을 떠맡아야 하는 탄생에서 찾을 때, 깨어남을 떠맡아야 하는 
탄생의 의미는 무엇인가? 

둘째, 태아는 탄생의 시 에서 세계를 갖고는 있지만, 경험하고 있

지는 않는 상태로부터 이후 신체  운동감각의 주체로서 자신의 ‘사
물들’, 즉 자신의 신체를 움직이면서 세계를 경험하며, 경험습득물을 

갖추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때 세계를 갖고는 있지만 경험은 

하지 않는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며, 어떻게 세계를 최 로 경험하

며, 경험습득물을 형성하게 되는가?
셋째, 탄생 이후 발달과정에서 태아는 최 에는 궁핍하고 유아론  

상태에서 세계를 지향 으로 구축하고, 그다음 타자경험들을 통해 타

자의 존재와 완 한 의미에서 세계를 구축한다고 할 때, 여기서 말하

는 궁핍한, 유아론  상태는 말 그 로 고립 인 상태를 말하는 것인

가? 그리고 타자의 존재를 구축하는 최 의 타자경험들은 어떻게 이

루어지는가? 
우리는 방  제기한 세 가지 물음에 해 후설의 유고들의 분석을 

통해 그 답변들을 찾아낼 것이며, 그 과정에서 발견되는 후설의 해명

의 한계 들을 밝 낼 것이다. 어떻게 보면 탄생과 발달과 련된 

상학  해명에 한계가 있음은 당연하다. 주지하다시피 후설의 월론

 상학의 출발 이라고 할 수 있는 지향  심리학이나 생활세계  

상학에서 일차 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반성  직 을 통한 기술의 

방법이다. 그러나 반성  직 으로 기술될 수 없는 의식의 구조들이 

있다. 1) 재 활동하고 있는 나의 마음의 바탕에 있는 다양한 유

형의 하부의식들, 무의식들, 2) 나와 의사소통 계에 있지 않은 타

인, 어린이, 동물들의 마음, 끝으로 바로 3) 탄생 후와 기 발달단

계의 태아의 마음은 반성  직 이 미치지 않는 역이며, 따라서 여

기에서는 해석의 방법이 요구된다. 그러나 해석을 해서는 무엇보다 

경험  단서가 있어야 하며, 그와 같은 경험  단서는 20세기 후반 

이후 발달하기 시작한 뇌과학과 같은 인지과학, 유아발달심리학 나아

가 진화심리학의 발견들을 통해서 풍부하게 얻을 수 있다고 본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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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이와같은 개별과학의 경험  발견들을 단서로 삼아 

상학  해석을 본격 으로 수행하지는 않을 것이다.9) 다만 여기에서

는 후설의 태아의 탄생과 발달의 발생  상학이 충분히 수행되기 

해서는 이와 같은 경험과학  연구성과의 활용이 필요하다는 것만

을 보여  것이다.10)

8) 이와 련해서 Naturalizing phenomenology: issues in contemporary 

phenomenology and cognitive science / edited by Jean Petitot … [et 

al.]. Stanford, Calif. : Stanford University Press, c1999를 참조해볼 만하

다. 인지과학과 상학의 공동연구를 주장하는 많은 학자들은 이러한 공동

연구가 상학의 자연화를 반드시 제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연구의 상

학  차원을 인지과학의 자연주의  틀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이다. 즉 

상학을 자연화한다는 것은 상학의 이론을 자연과학들에 의해 받아들여지

는 이론들과 일 성을 이루도록 상학을 ‘설명’의 구조 안으로 통합함을 

의미한다. 그 다면 반 로 인지과학의 발견성과를 상학 으로 활용하기 

해서는 그 성과에 한 상학  재해석이 필요하며, 이를 해서는 지

향  심리학  환원과 월론  상학  환원이 필요할 것이다.

9) 본인은 타자경험의 발생  상학(서울  철학박사학 논문, 2012)에서 

진화심리학, 유아발달심리학의 활용을 통해 후설의 타자경험의 발생  

상학이 어떻게 변용되고 발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자 했다.

10) 본인은 본 논문의 심사과정에서 개별과학  성과의 활용을 통한 상학

의 변용 내지 발 의 추구에 해 다음과 같은 반론을 받았다. “실증과학

을 정 하려는 후설 상학의 본래 의도를 생각할 때, 후설의 발생  

상학의 한계를 진화론  생물학이나 발달 심리의 최근 경향을 토 로 드

러내고자 한다면, (후설의 입장에서 보자면) 그것은 일종의 메타바시스의 

오류를 범하는 것이라고 항변할 만하다. … 컨  아리스토텔 스의 논

의를 최신의 생물학  지식을 가지고 비 한다고 해서 아리스토텔 스의 

자연철학과 형이상학의 문제의식과 가치가 흔들리지는 않을 것이다.” 본

인의 단으로는 이와같은 비 은 부분 으로 수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애 에 뇌과학이나 발달심리학 혹은 진화심리학의 연구 자체가 수행되기 

해서는 먼  마음 내지 의식의 구조에 한 기술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상학  심리학 차원에서 의식의 다양한 유형에 한 반성  

직 에 의거한 기술이 수행되고 그에 입각하여 실증과학  차원에서 뇌, 

유아행동, 유 자의 연구가 수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런 근

은 단순히 형식논리  순환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상학  기

술 차원에서 좀더 명증 인 기술도 있지만 선이해의 해명차원의 가설  

해석수 에 머무는 경우도 있을 것이며, 바로 경험  연구성과는 이런 가

설  해석수 의 기술에 한 입증을 가능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

나 다른 한편으로는 앞서의 비 에 해서 부분 으로 수 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아리스토텔 스의 경우에도 최근 생물학의 지식을 통해서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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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선－자아로부터 근원아이의 깨어남으로서 탄생

발생  상학은 태아를 일종의 자연주의  태도에서 생물학 으로 

자궁에 착상된 배아세포11)가 아닌, 인격주의  태도, 월론  태도

에서 각각 동기연 의 주체, 월론  구성의 주체로 본다. 따라서 

발생  상학에서 탄생은 의식과 활동성의 깨어남(Wachseins)이다. 
그런데 깨어남의 양상은 두 가지가 있을 것이다. 

“1) 잠으로부터 깨어남: 과거의 것으로서 이 의 깨어남과 깨어남을 

종합함의 양상 속에서 깨어남, 2) 어떤 구성된 과거도 배후에 없는 깨

어남으로서 다른 깨어남. 이것은 월론 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가?”(XV, 50) 

첫 번째 깨어남이 일종의 의식과 활동성의 일시  단(Pause)으로

서 잠으로부터 깨어남이라면, 두 번째 의미의 깨어남이 바로 탄생으

로서 의식과 활동성의 최 의 깨어남이다. 후설은 어떤 구성된 과거

인 폐기와 변용, 부분 인 발 을 시도할 수 있는 것처럼 상학의 경

우에도 최근 뇌과학, 발달심리학, 진화심리학의 지식들을 통해서 변용 내

지 발 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철학사 으로 이와 련해서 수많

은 사례를 들 수 있을 것이다. 표 으로 데카르트의 심신이원론 내지 

심신상호 계설에 해 스피노자나 라이 니츠는 데카르트의 실체, 속성

개념의 논리  정합성뿐만 아니라 경험  증거의 빈약함 때문에 모두 비

 태도를 취한다. 특히 라이 니츠는 모나드론에서 심신상호 계설에 

해서 다음과 같이 비 을 수행한다. “데카르트는 물질 안에 있는 힘의 

크기는 항상 동일하기 때문에, 혼이 육체에게 어떠한 힘도 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러나 그는 혼이 육체의 운동방향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으로 믿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그의 시 에는 물질에 있

어서 체 방향의 운동보존에 한 자연 법칙이 알려져 있지 않았기 때

문에 그럴 수 있었다.”(Monade 80, W.Leibniz, 윤선구 옮김, 형이상학 

논고 ｢모나드론｣, 우고 총서, 1910, 293)

11) 물론 후설은 배아세포모나드(Keimzellenmonaden)(XV, 609)라는 표 을 

사용한다. 이남인 교수 역시 근원수동  시간흐름 속에서 이루어지는 선－

자아의 발과정, 침 화의 상은 신체 , 생물－물리 (bio－physischen) 

수 에서 찰될 수 있다고 본다. Nam-In Lee, Edmund Husserls 
Phänomenologie der Instinkte, Phaenomenoloica 128, Kulwer Academic 

Publischers, Dortdrecht/Boston/London, 1993, 166∼16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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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배후에 갖고 있지 않은 깨어남으로서 탄생이 월론 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물음을 던진다. 후설은 방  인용한 1929년의 유고에

서 확정된 답을 내리기 보다는 탄생으로서 의식의 깨어남이 “ 혼의 

이행(Seelenwanderung)? 하나의 최하부의 자아는 인간  의미에서 아

직 깨어나지 않은 하나의 식물  자아로서 이해될 수 있을까?”(XV, 
50)라는 가설  답변을 제안한다. 즉 탄생으로서 깨어남은 일종의 식

물  상태의 자아로부터 의식과 활동성을 갖춘 동물 , 인간  상태

의 자아에로 이행으로 볼 수도 있다는 것이다.12) 
그러나 후설은 1935년 그의 최후시기의 유고에서 탄생의 의미에서 

깨어남을 선－자아로부터 깨어남으로 규정한다. 애 에 앞서 인용했

던 1933년 유고 ｢정  그리고 발생  상학 …｣에서 깨어남을 “하
나의 깨어남을 떠맡아야 하는 탄생”(XV, 618)으로 규정했을 때 후설

은 자아의 계승, 연속성을 암묵 으로 제하고 있었고 따라서 발생

 근원시원을 선－자아로서 규정한 것이다.

“이런 깨어남 이 의(vor) 자아, 선－자아(Vor-Ich)는 아직 살아 있지

는 않지만, 그러나 자신의 방식으로 이미 세계를 갖고 있으며, 선－방

식으로 잠재 (inakuelle) 세계를 갖는다. 이 잠재  세계 속에서 선－

자아는 아직 살아있는 것이 아니며, 이 세계에 해 선－자아는 깨어

있는 것도 아니다.”(XV, 604)

12) 흥미로운 은 베르그손은 이미 1907년 작인 창조  진화에서 이

게 깨어나지 않은 잠든 상태를 활동성과 의식이 마비되어 있는 식물의 

상태로 규정한다. 왜냐하면 베르그손에 따르면 부분의 식물은 원형질을 

감싸고 있는 셀룰로오스 막으로 인해, 외부의 자극을 느낄 수 있는 감수

성이 발달되어 있지 않기에 의식이 잠들어 있고 한 기, 흙, 물 속에 

있는 물원소를 양물로 직  받아들이기에 특정 장소에 고착되어 운

동성이 마비되어 있기 때문이다. 베르그손에게도 활동성과 의식은 한 

련을 지닌다. H. Bergson, 황수  옮김, 창조  진화, 아카넷, 2005, 

173∼178 참조. “가장보잘것 없는 유기체도 그것이 자유롭게 움직이는 범

에서는 의식 이라는 말이 된다. … 어떤 의미에서 의식은 [운동의] 원

인이다. 왜냐하면 의식의 역할은 [이동]운동(locomotion)을 주도하는 것이

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의미에서 의식은 [운동의] 결과이다. 왜냐하

면 의식을 유지하는 것은 운동  활동성이며, 이 활동성이 사라지자마자 

의식은 마비되거나 잠들기 때문이다.” H.Bergson, 같은 책, 176∼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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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는 선－자아(Vor-ich)로부터 최 로 깨어난다. 월론  태도 

속에서 이해된 월론  발생의 근원시원으로서 선－자아는 자연주의

 태도에서 본다면 엄마의 신체, 그러니까 자궁 속에서 정액 세포와 

난자세포의 수정을 통해 산출된 배아세포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우리에게 요한 것은 이런 생물학  사실이 아니라 

월론  태도 속에서 이해된 “배아세포의 모나드”(Keimzellenmonade) 
(XV, 609)로서 선－자아는 선천  본능의 자아라는 이다. 

“근원시원(근원탄생) 속에서 자아는 이미 방향 잡힌 [지향 인] 본능

들의 자아이다. … 나의 월론  탄생. 선천  본능들－‘수동 인’ 
‘자아가 결여된’, 근원기반을 구성하는 시간화의 흐름 속에 깨어나게 

되는 본능들. 이 본능들은 차례 로(der Reihe nach) 깨어나게 될 것

이다. 이것은 근원기반 속에서 구성되는 통일체들로부터 자아극에로 

발들이 나온다는 것을 의미한다.”13) 

후설은 선－자아가 갖는 이런 선천  본능들을 유 형질(Erbmasse)
로서 규정한다. 

“탄생 속에서, 근원 본능  시원에서 경과하는 시원의 깨어나는 삶 속

에서 나타나는 연합들, 일치들, 동일화들이 해석될 수 있다－그러

나 어떻게? 기억이 없는 유 형질 그 지만 일종의 일깨움들의 충족 

등.”14) “근원지평, 유 형질들은 그것의 근원의미에서 공지평이

다.”(XV, 604)

여기서 후설이 유 형질이란 용어를 사용할 때에는 아마도 1865년

에 그 고르 멘델이 밝 냈지만 주목을 받지 못하다가 1900년  

에 유럽 과학자들에 의해 다시 밝 지면서 인정된 생물학의 개념인 

유 자(gene)를 염두에 두고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유 형질이란 생

물학 으로는 더 잘게 분해되거나 다른 것과 융합되는 것이 아닌 유

의 최소단 로서 유 자라고 불리는 입자들의 구별되는 독특한 조

13) Nam-in Lee, 같은 책, 164(후설 유고 B III 3, 8; E III 9, 4).

14) Nam-in Lee, 같은 책, 165(후설 유고 K III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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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으로서 부모로부터 달되는 생물학  실재15)를 지칭한다. 그러나 

상학  에서 선천  본능들로서 유 형질이란 선행하는 세 , 
무엇보다 부모의 체 모나드  삶, 경험들로부터 획득된 습득성의 

침 물이다.16) 

“계통발생  발달로부터 비롯된 체 과정은 태어나는 모든 배아세포

모나드 속에서 침 된다. 이런 연  속에서 기능하는 모든 모나드는 

자신의 치에서 [계통]발달의 유산(Entwicklungserbschaft)으로서 침

물을 갖는다.”(XV, 609)

이때 선행하는 세 의 삶과 경험의 습득성으로서 유 형질로 침

된 선천  본능을 지닌 선－자아로부터 태아가 깨어나는 데 있어서 

최 의 발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최 의 질료, 최 로 발하는 것이 최 로 악되는 것이 되며, 최

의 주의향함(Zuwendung) 속에서 그것은 최 의 충족하는 것으로서 

최 의 테마이다. … 이 선－자아가 발되며, 최 의 충족으로서 질

료를 얻으면서, 깨어있는 살아있는 자아주체들－함께 서로 이미 살아

있는 연결 속에 있으며, 이들과 더불어 선－자아는[선－자아로부터] 
이로써 최 의 탄생  연결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살아있는 자아주체

들－의 세계에 최 로 여하게 된다.”(XV, 604) 

우선 최 로 발하는 것으로서 최 의 질료란 노에시스로서 선－

자아의 선천  본능을 최 로 충족시켜주는 일종의 최 의 노에마이

다. 이미 후천 인 습성  통각을 갖춘 아이나 성인에게도 모든 자극

이 발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후천  습성  통각에 고유한 특정

한 자극이 발을 일으키는 것처럼, 선행하는 세 의 습성의 침 으

로서 선천  본능을 지닌 선－자아를 발시키며 깨우는 최 의 질료 

역시 임의의 자극이 아니라 계통발생 으로 고유의 특정한 자극이어

야 할 것이다.17) 태아는 신체운동감각과 근원  감정 그리고 지각활

15) D.M. Buss, 김교 , 권선 , 이흥표 옮김, 마음의 기원, 나도미디어, 2009, 26.

16) Nam-in Lee, 같은 책, 167 참조.



논문238
동을 본능  차원에서 수행하면서 특정한 고유의 자극에 발되며 근

원 인 질료에 한 노에시  구성작용을 수행한다.18) 
앞서 인용했던 후설의 유고에서 우리는  다른 시사 을 얻을 수 

있다. 태아는 태어나면서부터 고립된 주체가 아니라 계  주체라는 

이다. 그 계는 두 가지 방식이다. 첫째, 계통발생 으로 발달해온 

선천  본능은 부모를 포함한 선행하는 세 의 무한한 연쇄를 통해서 

침 되어 온 것이다. 따라서 선행하는 무한한 세 들과 계통발생 으

로 연결되어 있다. 둘째, 태아는 부모를 포함해서 동시  살고 있는 

유한한 세 들과 최 의 발  자극의 제공과 주의향함을 통한 정립 

 비의도 , 의도  태교를 통해 교류한다. 이런 두 가지 소통은 모

두 일종의 “본능  소통(instinktive Kommunikation)”(XV, 609)의 과

정이다. 이처럼 태아와 무한한 선행세   유한한 동세 와의 본능

 소통의 수행을 고려할 때, 앞서 인용했던 1929년의 유고 ｢원  

그리고 유아론  환원｣에서 “내가 최 에는 나의 존재와 삶의 월론

 내재 속에서 비록 궁핍하고 유아론 이지만 하나의 세계를 지향

17) 후설이 작활동을 했던 시기만 하더라도 태아의 활동에 한 탐구는 산

모의 신체내부  감각이나 느낌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지만, 최근에 음

 기술의 발달을 통해서 더 분명해진 것은 략 3개월(만8∼11주)가 되

었을 때 태아는 양수 속에서 몸의 방향을 바꾸기도 하고, 를 하기도 

하며 활발히 운동을 시작한다고 한다. 그리고 4개월(만12∼15주)쯤에 쾌, 

불쾌, 불안, 화 등을 일종의 원  감정을 느끼기 시작한다고 한다. 그리

고 5개월(만16∼19주)쯤에 태아는 소리를 느끼게 되고, 차로 어머니의 

목소리를 기억하게 된다. 도청 , 주성윤 옮김, 태아교육, 동천사, 

2006. 18∼22 참조. 도청은 동경의 , 워싱턴  산부인과 교수이다.

18) 특히 산부인과 문의들에 따르면 신생아의 청각에 한 반응에는 이미 

어떤 차별성이 있다고 한다. 한양  의과 학 박문일 교수는 흥미로운 실

험사례를 소개한 바 있다. 새끼 양과 신생아는 모두 어미 양과 엄마의 자

궁 속에서 반복 으로 들었던 소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 이 실험이 

시사하는 바는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특정한 소리에만 반응한다는 것

이며, 둘째, 특정한 소리의 반복  청취는 후설의 주장처럼 태아에게 경

험습득물이 된다(XV, 605) 박문일, 태교는 과학이다, 리미엄 북스, 

2009. 33∼34참조. 사실 이 책은 학문 인 연구서라기보다는 산모들을 

한 실용서이다. 그러나 박문일 교수는 무엇보다 이 책에서 다양한 실험사

례를 소개하면서 태교의 과학성을 입증하고자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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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구성한다”(XV, 52)는 후설의 지 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 이에 

해서는 4 에서 상론할 것이다.
2 을 마무리하면서 월론  발생의 근원시원으로서 선－자아로

부터 깨어남으로서 탄생에 한 후설의 해명과 련해서 두 가지 연

된 의문들을 제기해보자. 첫째, 왜 후설은 월론  발생의 시원

(Anfang)으로서 태아로부터 논의를 시작하지 않고, 굳이 근원시원

(Uranfang)으로서 선－자아로부터, 더욱이 이미 지향  본능들을 갖

는 선－자아로부터 논의를 개하는가? 우리의 단으로는 후설이 역

소 의 무한퇴행으로 빠져들 험을 무릅쓰고 시원 이 에 근원시원

을 설정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유한성과 우연성의 계문제 때문이다. 
다시 말해 발생  상학의 에서 탄생과 죽음으로 경계 지워지는 

월론  자아의 유한성만을 논하게 되면, 월론  주체로서 모나드

의 자기구성, 타자구성, 세계구성은 우연한 사실로 락할 수 있다. 
발생  상학  정 에 한 생각을 갖게 된 최 의 문헌19)에서부

터 후설에게 “발생  원천을 설명한다는 것은 한 부여하는 정립의 

이성을 설명한다는 것이며, 발생 으로 정 하는 것은 한 이성 으

로 정 하는 것”(XIII, 357)20)이다. 이성  정 란 구성의 본질필연성

을 밝히는 것이다. 그에 따라 후설은 월론  자아의 유한성을 세

의 연쇄를 통해 무한성의 흐름에로 연결시킴으로써 발생의 우연성, 
임의성을 극복하고자 한다. 이때 선－자아의 선－선－자아라는 식의 

19) ｢ 상학  근원문제들. 상학  구성의 의미와 방법에 한 해명에 해｣

(1916/17년)(XIII, 346∼357).

20) 재 인용문이 포함되는 체단락은 다음과 같다. “의식은 다르게 될 수

도 있는 사실들의 임의  흐름이 아니다. 선행하는 의식은 후행하는 의

식이, 어도 경험 － 월  통각(정립)의 성격을 갖는 한에서, 자신의 

사실성 속에서 상응하는 선행하는 의식을 통해 필연 으로 동기부여된

다는 방식에서 아 리오리하게 뒤따르는 의식의 가능성들을 동기부여한

다. 이런 동기부여[작용]는 이성작용이라는 고유성을 갖는다. 동기부여된 

정립은 하나의 이성  정립작용이다. 발생  원천을 설명한다는 것은 

한 부여하는 정립의 이성을 설명한다는 것이다. 발생  정 하는 것은 

한 이성 으로 정 하는 것이며, 다만 이성근거들의 비 은 명료함으로부

터 끄집어내어 규정할 수 있다.”(XIII, 357)[강조는 인용자가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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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소 은 제기될 수 없다. 왜냐하면 선－자아는 단순히 태아의 부

모의 자아가 아니라 부모를 포함한 선행하는 세 의 무한한 연쇄를 

통해서 유 되어 후행하는 세 에게로 침 되어 깨어나는바, 계통발

생 으로 동일한 선천  본능의 주체이기 때문이다. 재차 이런 선천

 본능은 침 화의 반복을 통해서 더욱 풍요로운 가능성들을 모나드

들에게 제공한다.

“ 체 으로 증가하는(aufsteigende) 발달과정은 모나드 자체 속에서 

지속하는, 모나드의 근원  힘의 지속 인 상승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모나드 체, 모나드 체 통일성은 무한히 상승하는 과정 속에 있다. 
이 과정은 필연 으로 잠자는 모나드로부터 [깨어 있는] 완 한

(patenten) 모나드에로 발달, 모나드들 자체 속에서 항상 재차 구성되

는 세계에로의 발달의 부단한 과정이다.”(XV, 610)

둘째, 선－자아가 갖는 천부  본능들을 선행하는 세 의 경험의 

침 으로서 유 형질로 표 하는 후설의 주장은 과연 타당한가? 유

형질을 선행하는 세 들이 습득한 경험의 침 물이라고 할 때 이는 

비록 이 주장이 생물학  차원의 자연주의  태도에서의 주장이 아니

고 인격주의 , 월론  태도에서의 주장이라고 하더라도 진화론  

과 양립하기 어렵다. 단순히 다 과 멘델이 정립한 진화론은 유

기체의 생리 , 형태  특성의 생물학  유 을 주장할 뿐이고, 후설

의 발생  상학은 심리  동기연 과 월론  구성에서 유 을 주

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자는 서로 다른 차원이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충분할까? 그러나 이미 다 이 측한 것처럼21) 진화론은 단순히 유

기체의 생리 , 형태  특성에서 용되는 법칙이 아니라, 유기체의 

행동 , 심리  특성에까지 용되는 법칙이다. 더욱이 과연 첫 번째 

21) “나는 장래에 훨씬 더 요한 연구분야가 열릴 것으로 기 한다. 심리학

은 이미 허버트 스펜서 씨에 의해 잘 쌓인 기  에서, 차 인 변화에 

의해서 각각의 정신  힘과 능력이 필연 으로 얻어졌다는 기반 에 튼

튼하게 세워질 것이다. 인류의 기원과 그 역사에는 많은 명이 비쳐질 

것이다.”[강조는 인용자가 함] C. Darwin, 이민재 역, 종의 기원, 을유

문화사, 1986, 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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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에 한 해명과정에서 확인했듯이 후설은 계통발생 으로 동일한 

모나드 체 내에서 경험  습득물의 침 의  상승을 통한 부

단한 발달의 과정을 주장한다. 반면 진화론에서는 주지하다시피 진화

란 소진화와 진화로 나 어지며, 소진화는 종수 이나 그 이하에서 

일어나는 진화인 반면, 진화란 종수  이상에서 일어나는 진화로서, 
상 분류군의 진화와 새로운 신체구조와 같은 진화  신형질의 생성

을 의미한다.22) 따라서 계통발생 으로 동일한 모나드 체 내에서 

유 형질의 세  간 계승을 통한 발달은 소진화 내에서나 가능한 주

장이다. 더욱이 이 경우에도 경험의 침 으로서 유 형질은 유 과 

무 한 일종의 획득형질의 의미에 가깝다. 물론 20세기 반기 베르

그손이나 하이데거 등이 진화론에 해 갖는 태도만 보더라도 다 의 

진화론이 당시 생물학계나 철학계에서 반 인 동의를 얻고 있지는 

못한 것처럼 보인다.23) 이 에서는 후설도 외는 아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이의 탄생, 발달의 발생  상학  해명과 련해서 첫 

번째 한계 을 발견할 수 있다. 즉 이미 진화론에 한 충분한 이해

를 획득한 우리는 재시 에서 후설의 태아의 탄생의 발생  상

학과 진화론의 상충에 한 분명한 해명이 필요하다.

Ⅲ. 초월론적 주체로서 선－자아, 태아의 

세계소유 및 세계구성

두 번째로 탐구해야 될 사항은 선－자아의 세계소유  태아의 세

계구성의 문제이다. 우선 선－자아로부터 깨어난 발의 심으로서 

태아가 월론  주체라고 할 때 선－자아가 선－방식으로 구성할 수 

22) E. Meyer, 임지원 옮김, 진화란 무엇인가, 사이언스북스, 2011, 556∼

559참조.

23) E. Bergson, 같은 책, 제1장 참조. M. Hedegger, Die Grundbegriffe der 
Metaphysik(GA, 29/30)(1929/30), 제2부 3장∼5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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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그리고 태아에게 선구성되어 있는 세계는 어떤 세계인가? 후설

에 따르면 기본 으로 태아에게 세계가 선소여되어 있지만, 따라서 

태아는 세계를 갖고 있지만, 탄생시 에서 아직 세계에 한 경험을 

하지 않았다, 세계에 한 표상을 지니지 못했다라고 말할 수 있다. 
그 다면 태아가 선소여되어 갖고는 있지만 경험하지는 않는 세계

란 구체 으로 어떤 세계인가? 그리고 선－자아나 태아가 아직 세계

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세계를 구성한다는 말을 할 수 있는가? 
일단 선－자아나 최 의 태아는 공표상이 아닌 공지향만을 지니고 있

다는 에서 여기서 말하는 경험의 결여는 단순히 표상  경험의 결

여가 아니라 으로 경험의 결여를 말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태아가 소유한 세계, 즉 태아가 자신의 선천 인 본능들을 통해 

갖는 공지평들의 체로서 세계는 구체 으로 무엇인가? 일단 후설은 

선소여된 세계를 경험을 통해 최 로 구성할 때 그 터 을 엄마의 

신체, 자궁에서 찾는다.

“그것[선－자아 혹은 태아] 속에서 그의 세계, 그의 자아가 수행되며, 
그의 흐르는 구체  재는 말하자면 엄마신체이다. 엄마 신체 속에

서 하나의 태아  근원맹아로부터 태아  단계들을 통해서 결국 최 －

아이의 세계가 형성되고 탄생된다.”24)

그러나 엄마의 신체로서 자궁 자체는 이미 선구성되어 소유하고 

있는 잠재  세계를 실화하기 한 기반일 뿐25) 선구성된 세계 자

체에 한 해명은 아니다. 우리의 독서 범  내에서 태아에게 선구성

24) Nam-in Lee, 같은 책, 174(후설 유고 C3 V, 8).

25) 데카르트는 자아의 코기토  존과 련해서 타자로서 부모의 역할에 

해 ｢제3성찰｣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끝으로 부모에 해서 말

하면, 내가 지 까지 그들에 하여 생각한 모든 것이 참되다 하더라도 

분명히 그들은 나를 보존하고 있는 것이 아니요,  내가 하나의 생각하

는 것인 한, 결코 나를 만들어 낸 것도 아니다. 오히려 그들은 다만 나, 

즉 정신(지  나는 정신만을 나라고 보고 있다)이 그 속에 들어 있다고 

내가 단하는 이 질료 속에 어떤 자질을 넣어 주었을 뿐이다.”(R. Decartes, 

최명  역, 방법서설, 성찰－데카르트 연구, 창, 2010, 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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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세계에 한 더 이상의 해명을 후설에게서 찾기는 어렵다. 여기서 

우리는 탄생의 발생  상학과 련해서 두 번째 한계 , 즉 선구

성된 세계의 해명의 불충분성을 발견하게 된다.
이제 비록 그 세계가 구체 으로 어떤 세계이며 어떻게 선구성된 

세계인지는 불분명하지만 이를 기반으로 태아가 습득하는 경험을 통

해서 수행하는 구성작용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우선 “내면 으로 

볼 때”(innerlich gesehen)(XV, 618)라는 말을 통해 후설은 생물학  

육체의 탄생이 아닌 정신  인격, 월론  주체로서 태아의 탄생을 

논의의 출발 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생물학  주체로서 태아가 아

닌 정신  인격, 월론  주체로서 태아를 논할 때에도 신체운동감

각의 주체로서 신체까지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태아는 신체

 운동감각을 기반으로 사물경험, 타자경험, 세계경험 이 의 자신의 

원  세계를 구성할 수 있는 월론  주체인 것은 분명하다. 
여기서 당연히 다음과 같은 의문이 제기된다. 아직 사물경험도 세

계경험, 세계표상도 지니지 않은 탄생의 시 의 태아가 어떻게 구성

 주체가 될 수 있는가? 한 어떤 의미에서 구성  주체인가? 이 

의문과 련해서 한 가지 해답의 단서를 1924년 유고인 ｢정신 출들, 
타자경험. <신체성과 표 의 문제. 본능 그리고 공표상>｣에서 찾을 

수 있다. 우선 “선천 인 맹인인데 개안 수술을 받은 사람”(XIV,333)
은 보는 법을 이제 처음 배워야 할까? 맹인은 이미 각과 청각  

경험을 바탕으로서 습성  통각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이며, 따라서 

비록 시각  습성  통각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시각  

사물에 한 최 의 지각에서 이미 각이나 청각으로부터 유비 으

로 이될 수 있는26) 미규정  지평을 갖고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단순히 주어진 시각  자료에서 보인 것을 감각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이상의 것을 함께 보고 있을 것이다. 즉 ‘더 많이 사념함’으로써 

월, 구성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시각  구

26) 청각, 시각장애인이었던 헬  러가 물의 감을 통한 유비  상상을 통

해 물의 시각  느낌을 충분히 상상할 수 있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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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해 청각 , 각  지평의 유비  사용이 가능하지만, 이것은 

본래  의미의 유비  통각과는 다를 것이다. 왜냐하면 유비  통각

에서는 비록 원본 으로 지각할 수는 없지만, 나의 정신활동의 유형

으로부터 동일유형의 타자의 정신활동에로 원격연합이 이루어지는 것

처럼 일종의 “지향 으로 넘어서 악함”(intentionales Übergreifen) 
(I, 142)으로써 화, 공표상이 가능하다. 그러나 의 환자의 경우

에는 청각 , 각 으로 형성된 유형으로부터 이질 인 유형인 시각

 상에로의 통각이라는 에서 엄 한 의미에서 유사성에 입각한 

유비  통각, 공표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거기에는 막연한 

사물일반의 범주보다 좀 더 좁게 생물 혹은 무생물, 공간  형태, 표

면의 질감, 사물의 량27), 내부의 구성28) 등에서 선행하는 지평에 

의한 구체 인 공지향이 있다.
따라서 이 사례는 앞서 형성된 어떠한 습성  체계도 갖추고 있지 

않는 태아의 구성작용에 한 실마리를 제공한다. 후설은 “최 로 의

식에로 깨어나는 아이”(Das zu Bewusstsein zuerst erwachte Kind) 
(XIV,334)가 공표상지평이 아닌 “공지평”(leerer Horizont), “공지향” 
(leere Intention), “공의식”(Leerbewusstsein), “공방향”(Leerrichtung) (XIV, 333∼
334)을 갖는다고 본다. 여기에는 단순히 “능동 으로 ‘나는 …를 의욕

한다’”가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해소 혹은 충족을 요구하는 맹목

인 “긴장과 향함의 수동성”(das Passive der Spannung, des Tendierens)
(XIV,334)이 놓여 있다. 즉 이미 여기에는 “근원 인 뭔가를 더 사념

함”으로서 본능  구성의 가능조건이 마련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태아는 근원 인 구성  주체이다. 

“[공지평은] 기억의 가능성도, 그것과 유사한 화의 작용의 가능성

27) 우리는 흔히 ‘무거워 보인다’라는 식으로 무거움을 시각 으로도 지각한

다. 시각  정보를 통해서 각  정보를 감할 수 있다는 것은 반 로 

각  정보를 통해서 시각  정보를 감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28) 우리는 보이지 않는 사물의 내부의 구성을 확인하기 해 두드려 본다. 

이를테면 속이 비었는지 혹은 꽉 찼는지를 알아보기 해서 우리는 해당 

사물을 두드려본다. 즉 청각  정보를 통해서 시각  정보를 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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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나아가 그런 화에로 그리고 그런 화를 통해 수행된 실천

 실화의 목 설정에로 방향지워진 자유로운 ‘나는 할 수 있다’ 그
리고 ‘나는 하려고 의욕한다’도 결여되어 있다”(XIV,334) 

이제 후설은 태아가 지닌 이런 공의식을 “드러나지 않은 욕구지향

성”(unenthüllte Strebensintention)(XIV, 334), 혹은 “공허한 본능  

감”(leer instinktive Ahnung)(XIV, 333)이라고 표 한다. “따라서 

새로 태어난 아이에게 시각 , 각  자료들은 처음부터 지평들을 

갖고 있는 셈이다.”(XIV,333)29) 이런 에서 태아는 만져진, 들려진 

감각을 넘어서 감각하는 월론  구성작용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

다. 물론 태아가 단순히 감각  차원의 인식의 의미의 구성만을 수행

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본능이 갖는 개시성은 비록 감각 내지 감각

가능성을 제하지만 더욱 근본 으로는 신체운동감각과 근원  감정

을 동반한 실천  구성능력을 갖는다. 따라서 태아의 구성능력은 단

순히 “더 많이 사념함”이라는 표 보다는 “더 많이 하려함”이 더욱 

할 것이다.30) 

Ⅳ. 아이의 타자경험을 통한 유아론적 세계구성

으로부터 완전한 의미의 세계구성에로의 발달 

앞서 인용했던 1929년의 유고인 ｢원  그리고 유아론  환원｣에

서 후설은 궁핍하고, 유아론 인 세계로부터 완 한 의미에서 하나의 

세계를 구축하는 그런 주  발달, 월론  발달이 가능한 것은 “타
자경험들(einfühlenden Erfahrungen)에 의해서 타자들의 존재(das Sein 
von Anderen)를 구축”(XV, 52)하기 때문이라고 본다. 이때 후설은 

29) 사실 태아든 아이든 기에는 청각과 각능력만이 발달해 있을 뿐 시각

을 일정 기간이 지나야 발달한다.

30) 이 남인, ｢본능의 상학과 선험  상학｣, 철학연구(30권, No1), 철학

연구회, 1992, 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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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굳이 Einfühlung이라는 표 을 사용하지 않고, einfühulenden Erfahrungen
이라는 복수표 을 사용했을까? 게다가 일반 으로 Einfühlung은 궁

극 으로 타자의 존재를 구성한다기보다는 타자의 정신활동에 한 

이해와 악이라는 의미에서 상호주  정신세계를 구성한다. 간단

히 말해 Einfühlung은 타자의 정신의 경험이지 타자의 존재경험이 아

니다. 이제 우리는 후설의 유고들에 한 분석을 통해 타자의 신체에 

한 지각을 매개로한 타자의 정신의 이해로서 Einfühlung 이 에 타

자, 무엇보다 양육자로서 엄마의 존재에 한 경험으로서 원  타

자경험의 가능성이 이미 아이에게서 수행될 수 있음을 밝히고자 한

다. 이를 통해 엄마는 아이의 탄생에서 선－자아의 선천  본능을 담

지하며, 잠들어 있는 선－자아로부터 태아가 깨어나기 한 발의 

단서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태아가 선구성된 세계를 실 으로 구

성하기 한 기반을 제공하는 자이면서 동시에 태아의 발달에서 결정

인 타자경험의 상이면서 주체임이 드러날 것이다.
먼  아이의 원  타자경험의 발생의 계기를 밝 내기 해서 

다음과 같은 우회 인 질문을 던져보자. 과연 ‘다른 모나드에 한 

최 의 이해’와 앞서 우리가 살펴본 ‘모나드의 탄생’의 시 이 일치

하는가? 당연히 하나의 모나드가 탄생하자마자 타자의 신체에 한 

지각을 통한 타자의 주 의 이해, 즉 지각  타자경험(Einfühlung)31)

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후설 역시 ｢아이, 최 의 지각  타자

경험(Das Kind. Die erste Einfühlung｣에서 분명히 아이는 타자, 를 

들어 엄마에 한 최 의 지각  타자경험은 엄마신체에 한 여러단

계의 경험을 거친 후에서 성립한다고 본다. 

31) 이하에서 우리는 Einfühlung을 타자의 신체의 지각을 매개로 한 타자의 

정신에 한 이해를 의미할 때에는 ‘지각  타자경험’이라고 부르고, 타자

의 존재에 한 경험으로서 ‘원  타자경험’  ‘지각  타자경험’, ‘의사

소통  타자경험’을 모두 총칭할 때에는 Einfühlung을 ‘타자경험’이라고 

부를 것이다. 본인은 타자경험의 발생  상학－발생  상학과 발달

심리학의 화를 심으로에서 타자경험을 원  타자경험, 지각  타

자경험 그리고 소통  타자경험으로 사태상, 개념상 구분하고 그것들 간

의 발생  정 연 을 해명했다.



아이의 탄생과 발달에 한 후설의 발생  

상학  해명의 의의와 한계 247
먼  태아나 아가 “엄마를 시각 , 각 [ 한 청각 ] 통일체로

서－일정하게 주된 일면들(Hauptansichten)과 련해서 감각  상들의 

다발”로서 인지할 뿐, 아직 “신체운동감각 으로 동기지워진 통일체

로서”(XV, 605) 인지하지 못할 때에는 지각  타자경험은 발생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후설이 염두에 두고 있는 지각  타자경험은 타자

의 신체와 나의 신체의 유사성의 지각을 계기로 타자의 신체활동을 

타자의 주 의 활동, 표 으로서 이해하는 것이며, 따라서 타자의 신

체에 한 지각과 하나의 짝으로서 정신과 신체의 련에 한 습성

 통각체계를 갖추고 있어야 되기 때문이다.32)

두 번째 단계로 “아이가 한참을 지나서야(erst sehr spät) 공간물체

들 속에서 공간을 갖고, 엄마를 자신의 공간장 속에서 물체로서 갖

게”되고, “이 최 의 엄마를 동일자로서, 재인지된 것으로서 욕구의 

충족의 제로서”(XV, 605) 인지하는 단계에서도 아직은 지각  타

자경험은 발생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지각  타자경험은 물체경험이 

아닌 타자신체지각을 통한 타자의 주 에 한 경험이기 때문이다.
세 번째 단계로 “자신의 신체, 자신의 이미 구성된 기 들, 말하는 

가운데 입술, 과 운동 등을 엄마의 입술운동과 말함, 신체로서 

타자신체에로 련시킴 속에서 본능 인 것”(XV, 605)이 작동할 때 

비로소 지각  타자경험이 발생하는 것이다.
그 다면 다음과 같은 의문이 생긴다. 지각  타자경험 이 의 태

아나 아는 말 그 로 원 인 유아론  상태인가? 사실 후설은 타

자경험을 일반 으로는 지각  타자경험으로서 간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것만이 가장 근본 이고 유일한 타자경험이라면 결국 선－

자아나 태아나 아는 지각  타자경험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

출 때까지는 유아론의 상태에 머물 수밖에 없다. 그러나 후설은 앞서 

인용한 1929년의 ｢원  그리고 유아론  환원｣에서 유아론  환원, 
유아론  세계와 원  환원, 원 으로 환원된 세계를 구별한

다.(XV, 50) 후자는 말 그 로 타당성 정 를 해 “내가 경험에 

32) I, 140∼14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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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하게 타당성 속에서 경험하는 세계로부터 내가 원본 으로(originaliter) 
경험하며, 경험할 수 있는 세계에로 환원”(XV, 51)하는 것으로 “원

인 것에는 나의 모든 지각  타자경험들은 포함되지만, 그 속에서 

경험되는 타자 자체는 속하지 않으며, 유사하게 상호주  문화[세
계]의 모든 규정들도 [포함되지 않는다].”(XV, 51) 그러나 유아론  

세계는 지각  타자경험이 발생할 수 있는 동기들이 내재되어 있고, 
따라서 지각  타자경험의 수행과 입증을 통해 타자와 함께 상호주

 세계에로 발달할 수 있다(XV, 52) 즉 원  환원을 통해서 획득

된 원  세계는 정  상학에서 타당성 정 를 해 방법 으로 

추상한 세계라면, 유아론  세계란 발생  상학에서 발생  정 를 

해 획득해야 되는 출발 으로서 자연  세계이다.
그러나 앞서 2 에서 확인했듯이 선－자아로부터 태아가 탄생하면

서 이미 태아는 두 가지 차원에서 타자들과 련을 맺는다. 첫째, 선

천  본능의 유 을 통해서 선행하는 무한한 세 와 세 간  연 을 

맺으며, 둘째, 동시 의 이미 깨어있는 자들을 통한 발을 통해서 

깨어나며 그들과 련을 맺는다. 이때 두 가지 련에서 부모는 모두 

태아와 련을 맺는다. 다시말해 선천  본능의 유 을 통해서 그리

고 선천  본능의 최 의 발을 통해서 련을 맺는다. 나아가 이제 

세 번째로 최 의 지각  타자경험 이 에 “엄마와 아이 사이[에는] 하

나의 근원 이고 본능 으로 형성되는 결합”(ein ursprünglich instinktiv 
sich ausbildender Konnex)(XV, 582)을 맺고 있다. 이와같은 근원

이고 본능 으로 형성되는 결합, 본능  소통은 과연 타자경험이라고 

말할 수 없는가?
다른 한편 후설은 성숙한 자로서 엄마 역시 아이와 교류할 때 여

히 유비  통각 차원에서 이해, 즉 지각  타자경험만을 고려하는 

것처럼 보인다. 1933년경에 작성된 유고33)를 보면 다음과 같다.

33) ｢어느 날 밤의 화: 자신의 자아와 타인의 자아의 존재를 포함하는 근원

인 흐름의  자아에로의 환원. 근원  자아의 비본래성. 모나드론｣

(22. Juni 1933)(XV, 580∼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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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는 처음부터 아이존재[혹은 아이임], 엄마의 아이임을, 그 속에서 

엄마에 해 이런 이해의 이루어짐이 은폐되고 그리고 여하간의 기억

을 통해서도 일깨워질 수 없는 자신의 고유한 과거로부터 이해한다. 
… 나는 … 하나의 더 넓은, 기억에 합하지 않은 과거지평 …을 갖

는 나를 통각한다”(XV, 582∼583) 

여기서 일차 으로 드는 의문은 “기억을 통해서도 일깨워질 수 없

는 자신의 고유한 과거”, “기억에 합하지 않은 과거지평”의 의미이

다. 도 체 기억할 수 없는 데 어떻게 그것이 아이를 이해하는 데 유

비 으로 작동될 수 있는 지평이 될 수 있을까? 후설은 다음과 같이 

답한다. 

“내가 이에 해 형성하는 표상은 유비화들(Analogisierungen)이다. 이
런 유비의 원형유형(Prototyp)은 나에 해－내가 성숙한 세계 속에서 

알고 있는－ 기아이 단계의 아이들에게 놓여 있다.”(XV, 583)

이와 같은 답변에는 분명 순환이 존재한다. 먼  엄마는 자신의 

기아이와 교류를 하고 있다. 이때 아이에 한 경험은 자신의 먼 과거

지평으로부터의 유비  통각을 통해 가능하다. 재차 이와 같은 먼 과

거지평에 한 유비  통각의 단서는 재차 기아이에 한 경험이다.
이처럼 아이의 엄마경험과 이해 그리고 엄마의 아이경험과 이해에 

한 후설의 설명은 각각 유아론과 순환론의 문제를 갖는다. 이 문

제를 후설의 발생  상학의 체계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아이나 엄마 모두 지각  타자경험보다 발생 으로 선행해서 근

원 연합  단계에서 원  타자경험을 수행한다는 에 주목하는 것

이다. 이런 원  타자경험은 인식  유  이 에 존재  유 로서 

근본 으로 본능 , 정서 , 실천  타자경험이며 상호주  결합일 

것이다. 
이런 원  경험의 발생  정 의 해명과 련해서 특히 타자의 행

동, 표정과 련해서 아이의 모방  행동에 한 후설의 지 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모방에 해 후설은 1921년의 한 유고에서 일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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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지각  타자경험 이 의 충동  주체”(XIV, 165)에게서 발생하는 

행 에 해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나는 나 자신이 타자에 의해 규정

되어지도록 하게 한다: 모방(Nachahmung)의 방식 속에서.”(XIV, 165) 
이와 같은 모방은 지각  타자경험에서 이루어지는 유비  통각과는 정

반 의 양상을 갖는다. 유비  통각이 나 자신의 유형을 타자에게 유비

으로 “넘어서 악”(Übergreifen)하는 것이라면 모방은 정반 로 타자

의 행동유형을 나에게 “덮어 우는 것”(Überdeckung)이다. 그 다면 후

설에게 성인, 특히 엄마의 행동에 한 아이의 모방행 는 일단은 타인

의 행동의 의도나 바람, 동기를 이해하는 지각  타자경험의 선행형식 

정도의 의미를 갖는다. 
나아가 앞서 검토했던 1935년의 유고를 보면 명백하게 최 의 지

각  타자경험이 이루어지기 에 이미 첫 번째 단계에서 아이는 엄

마와 타자경험을 수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시각 , 각 [ 한 청각 ] 통일체로서 엄마－일정하게 주된 측면

들(Hauptansichten)과 련해서 감각  상들의 다발,－그러나 한갓 운

동감각 으로 동기부여된 통일체는 아니다. 아이는, 그 속에서 아이

의 근원 인 필요들이 충족되는 정상 인 측면(Ansicht) 속에서 엄

마를 욕구한다(begehrt nach)”(XV, 605) 

여기서 감각  통일체로서 엄마는 아이에게 아직 신체  통일체로

서 지각되지 않는다. 그 다고 아무래도 상 없는 립 인 감각의 

다발도 아니다. 감각의 통일체로서 엄마는 무엇보다 아이의 근원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측면을 갖는다는 이다. 그 다면 이런 아이의 

근원  필요, 근원  욕구는 무엇인가? 후설에 따르면 앞서 검토한 

1924년 한 유고에서 섭식본능은 외부사물이나 세계에 한 경험을 

수행하는 본능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섭식본능(Nahrungsinstinkt)을 통해서 어떤 동물도 외부세계를 근원

으로 경험할 수 없다. 그리고 만일 아이가 외부세계나 사물성에 

계하는(auf … gehen) 선천 인 본능들을 갖고 있다면, 그것은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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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하게 큰 의미를 갖는다.”(XIV, 333) 

여기서 후설은 분명 아이뿐만 아니라 동물들이 외부세계와 계를 

맺는 유의미한 천부 인 본능을, 섭식본능과 독립 으로 갖고 있음을 

제하고 있다. 이처럼 섭식본능과 독립 으로 외부세계나 사물성에 

여하는, 즉 세계에 한 경험, 세계구성을 수행하는 근원  본능은 

무엇인가?34) 

“아이는 공간물체 속에서 공간을 갖게 되며, 자신의 공간장 속에서 물

체로서 엄마를 갖게 된다. 동일한 것으로서, 재인식된 것으로서 그리

고 욕구의 충족을 한 제로서 이런 최 의 엄마 ; 엄마가 다가와 

거기 있다면, 충족이 나타난다. 아직 지각  타자경험과 같은 것은 

 아니다.”(XV, 605) 

즉 이런 원  본능은 무엇보다 아이에게 엄마의 가까워짐과 멀

어짐, 있음과 없음과 계하며, 따라서 아직은 타자로서 엄마의 주

에 한 이해, 즉 인식론  경험 이 의 엄마의 존재 내지 부재에 

한 경험, 즉 존재론  경험의 문제이다.35) 물론 이 단계에서는 앞

34) 하이데거는 1929/30년 라이부르그 강의인 형이상학의 근본개념들 
(GA29/30)에서 동물은 충동(Trieb)(GA29/30, 334)에 따라 존재자에 사

로잡 (benommen) 있기에 세계빈곤 상태에 있지만, 인간은 인지(Vernehmen) 

(GA29/30, 397)에 따라 존재자에 행동 계(Verhalten)를 맺기 때문에 

세계형성의 상태에 있다고 으로써 양자를 으로 구분한다. 그에 

따라 마치 충동이나 본능 일반에서 세계구성 내지 세계형성능력이 결여

되어 있다고 본다. 한 동물은 거동(Benehmen) 능력만을 갖고 있을 뿐 

행동(Verhalten) 능력을 결여하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우리는 하이데거

의 생물학  의견이나 철학  해석 어디에도 동의할 수가 없다. 동물 역

시 인지능력을 갖추고 있기에 하이데거  의미에서 행동능력을 갖는다. 

한 동물이나 아는 충동이나 본능차원에서 단순히 섭식본능을 넘어서 

성  본능이나 애착본능과 같은 사회  본능을 갖는다는 에서 가장 낮

은 수 의 상호주  세계를 형성할 수 있다.

35) 엄마의 존재와 부재에 한 아이의 근원  욕구를 발달심리학에서는 애

착이라고 표 한다. 1960년  말 존 볼비는 기존의 로이트의 정신분석 

이론  근을 비 하면서 섭식본능이나 성본능과 독립 으로 인간의 원

인 사회  정서－본능체계로서 애착본능을 밝 내었다. J. Bowlby, 



논문252
서의 단순히 감각  통일체의 단계를 넘어 지각차원에서 엄마가 상

으로서 출된다. 그러나 요한 것은 그것이 감각의 통일체이든 지

각  통일체이든 엄마의 가까워짐과 멀어짐이 아이의 욕망충족과 

련되어 있을 뿐 아직 엄마의 마음에 한 이해의 차원이 아니라는 

이다. 따라서 이것은 인식  유  이 의 존재  유  차원의 상

호주  결합이다. 한 욕망충족과 련해서 섭식본능은 젖을 주는 

사람이 아무래도 괜찮다는 에서 양육자와의 상호  결합의 동기가 

되기 어렵지만, 이처럼 타자와 가까워지려는 본능은 특정인 즉 엄마

에게로 차별화되기 때문에 상호주  결합의 결정  동기가 된다.
이제 아이의 이런 엄마에게 가까워지려는 본능과 결합되는 엄마의 

본능은 양육본능이다. 즉 엄마 역시 단순히 지각  타자경험 이 에 

이미 본능  차원에서 아이와 교류한다. “마치 엄마가 아이를 얻고, 
아이를 아직 아이로서 결코 이해해본 이 없었고, 그래서 아이를 아

이로서 처음으로 이해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과 같은 형식의 하나

의 시원”(XV, 582)과 같은 상황 속에 엄마가 처해 있는 것은 아니다. 
엄마는 아이의 동작이나 표정에 한 이해 이 에 이미 아이의 동작

이나 표정에 한 본능 , 정서  반응  신체  응능력, 즉 양육

본능을 선천 으로 갖추고 있다. 그러나 재차 이런 본능 , 정서  

반응  응능력이 맹목 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이

런 본능은 특정한 아이에게로 미리 응되어(preadapted) 있기 때문이

다. 바로 후설도 “모성애”(Mutterliebe)나 “부모애”(Elternliebe)가 지각

 타자경험 이 의 충동  주체에게서 발견되는 상임을 인정한다. 
(XIV, 166)

따라서 탄생 이후 모나드의 발달과 련해서 후설이 1929년의 유

고에서 밝힌 바, “처음에는 비록 매우 궁핍하고 유아론 이지만 하나

의 세계를 지향 으로 구축하고, 그다음 재차 단계 인 방식으로 타

자경험들을 통한 타자의 존재의 구축하고, 이를 통해서 단계 인 방

식으로 완 한 의미에서 세계를 구축한다”(XV, 52)는 의견은 30년  

김창  옮김, 애착－인간애착행동에 한 과학  탐구, 나남, 2006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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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의 탄생  원  타자경험을 통한 발달의 발생  상학  해

명을 통해서 수정될 필요가 있다.36) 
먼  태아는 탄생시 에서 이미 선구성되어 있는 세계를 소유하며, 

선구성된 세계는 선천  본능들의 지평의 총체이지만 다만 공지평이

라는 에서 궁핍한 세계인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 세계가 유아론

 세계라고 볼 수 없다. 왜냐하면 선구성된 세계는 선행하는 세 의 

무한한 연쇄를 통해서 유 된 것이라는 에서 이미 상호주  세계

이다. 나아가 아이는 엄마를 신체  통일체로 인지하기 이 에 이미 

엄마의 존재와 부재에 한 원  타자경험을 수행하고 있으며, 따

라서 발달의 기부터 엄마의 양육본능과 결합된 아이의 원  타자

경험은 상호주  세계를 구축하고 있는 것이다.
후설은 이미 성찰들에서 지각  타자경험이 수행되기 해서 최

의 상호주  세계로서 자연  세계를 제한다(I, 149) 문제는 이

36) 이 에서 후설은 당 의 로이트나 피아제의 과 구별되어야 한다. 

먼  로이트와 그의 계승자들은 아이가 태어났을 때, 신체  탄생이 있

을 뿐 아직 사회  마음의 탄생은 없다고 본다. 즉 신체  탄생과 심리  

탄생을 구분 짓는 것이다. 그에 따라 아이는 최 에 신체 으로 탄생했을 

때 아직 계란 껍질 속에 있는 부화되지 못한 병아리로서, 하나의 장벽이 

태아와 외부세계를 차단시키고 있다. “외부세계의 자극으로부터 차단된 

하나의 신체  체계의 하나의 깔끔한 사례는 … 자신의 껍질 속에서 자

체 식량공 을 갖는 새의 알에 의해 제공된다; 엄마에 의해 태아에게 제

공되는 보살핌은 자궁의 제공에 제한되어 있다.” S. Freud, Fomulations 

on the two principles of mental functioning. In J. Strachery(Ed.), The 

Standard edition of the complete psychological works of Sigmund 

Freud.(Vol. 12, pp.215∼226) London: Hogarth Press. 1911. 220. 그에 따

라 정신분석학자들은 “정상 인 자폐증(normal autism)”의 기 기간을 

요구한다. 그리고 이것은 한 양육을 통해 극복된다고 본다. 피아제에

게도 신생아는 사정이 비슷하다. 그에 따르면, 아이는 근본 으로 자기

심 이거나 유아론 이다. 신생아는 단지 제한된 반사행 (빨기, 잡기)만

을 수행하며, 타인들은 그들이 아이들의 행  도식에 동화되는 한에서만 

인지된다. “가장 기 국면에서 아이는 사물을 유아론자처럼 지각한다. 

… 자아와 비자아 사이에 어떤 구별도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주체와 사물 

간의 이런 원 인 계는 비차별화의 계이다.” 아이는 18개월쯤 인지

 발달을 통해서 비로소 유아론으로부터 벗어난다. J. Piaget, The 

construction of reality in the child(M. Cook, trans.).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y Press. 1954. 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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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 자연  세계가 어떻게 구성되었는가에 한 해명이 성찰들에는 

결여되어 있다. 지 까지의 논의를 통해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잠정

 결론은 바로 지각  타자경험 이 에 원  타자경험을 통한 타

자의 존재구축을 통해 자연  세계가 구성된다는 것이며, 이 자연  

세계는 재차 선행하는 세 를 통해 선구성된 잠재  세계의 실화라

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타자경험에 한 후설의 발생  상학  분석 내에서 원

 타자경험의 시원  발생으로서 아이와 엄마가 각각 갖는 최 의 

상호주  본능으로서 서로에게 가까워지려는 본능에 한 상세한 

상학  분석을 찾기는 쉽지 않다. 나아가 이런 아이와 엄마의 근원

 결합의 본능이 구성하는 세계  이런 세계가 선행하는 세 로부

터 선구성된 세계와 맺는 련 그리고 나아가 원  타자경험을 통

해서 구성된 세계가 지각  타자경험과 맺는 발생  정 연 에 한 

후설의 해명을 찾기는 쉽지 않다. 여기서 우리는 후설의 아이의 탄

생과 발달에 한 발생  상학  해명의 세 번째 한계 을 확인

할 수 있다.

Ⅴ. 결론－아이의 탄생과 발달의 발생적 현상학의 

한계들의 원인과 극복방향

아이의 탄생과 발달에 한 후설의 발생  상학  해명과 련

해서 우리는 세 가지 한계 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선－자아

로부터 근원아이의 탄생에서 선행하는 세 의 경험습득물의 침 으로

서 유 의 해명은 진화론의 유 의 법칙과 상충하는 면을 갖는다. 둘

째, 선－자아에게 선구성되어 있기에 선－자아로부터 깨어난 아이가 

소유하고 있지만 그러나 경험하지는 않는 세계에 한 발생  상학

 해명이 부족하다. 셋째, 아이의 원  타자경험의 세계와 그 이

에 선구성된 세계 그리고 그 이후의 지각  타자경험이 맺는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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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연 에 한 발생  상학  해명이 부족하다.
아이의 탄생과 발달에 한 발생  상학  해명이 이런 한계

들을 갖게 된 데에는 첫째, 후설의 상학  탐구시기에서 발생  

상학  이에 기반한 상학  형이상학의 구축을 한 탐구가 무 

늦게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후설이  다른 월론  상학으로서 

발생  상학에 해서 실질 으로 체계 인 연구를 시작한 것은 빨

라도 1910년  후반 혹은 1920년  반이었다. 더욱이 발생  상

학의 심화과정에서 월론  주체로서 모나드의 유한성을 선행하는 

세 의 무한한 연쇄와의 발생  정 연 을 통해 극복하면서 라이

니쯔의 모나드론  형이상학에 버 가는 상학  모나드론을 체계화

하고자 시도한 것은 30년  반에 이르러서 다.37) 그리고 여기에서 

모나드의 탄생과 발달문제는 핵심문제로 부각되었다. 그러나 정작 

1930년  이후 후설은 자신의 상학의 입문서로서  기를 완성하

기 해 무나도 바빴다. 그 기 때문에 상학  모나드론의 핵심

문제인 모나드의 탄생과 발달의 문제에 한 충분한 탐구가 이루어질 

수 없었다. 따라서 자신의 상학  형이상학의 완성된 형태로서 

상학  모나드론에 한 완성은 생 에 결코 이룰 수 없었다. 이 때

문에 우리가 근원아이의 탄생과 발달에 한 후설의 발생  상학  

해명에서 많은 불충분한 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본다.
둘째, 더 근본 으로는 후설의 발생  상학이 진화론과 같은 생

물학이나 발달심리학과 같은 심리학과의 좀더 실질 인 화가 부족

했기 때문이다. 상학, 특히 발생  상학은 다른 어떤 철학  방

법이나 이론보다 실증과학과의 한 교류 속에서 체계화되고 발

되어야 한다. 물론 월론  상학으로서 발생  상학과 개는 

자연주의  태도 속에서 수행되는 실증과학간의 화가 이루어지 

해서는 양자간의 태도의 환이 요구된다. 1980년  이후 발달심리학 

37) 1930년  반에 작성된 유고인 [모나드론](XV, 608∼610)이나 1934년 ｢모

나드  시간화 그리고 세계시간화 …｣(XV,634∼638), ｢시간화－모나드｣

(XV,666∼670)등의 유고를 통해서 후설은 상학  모나드론을 기획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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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서 아, 유아의 사회  정서, 인지의 발달과 련된 논의들 다

수가 비록 후설의 발생  상학   자체를 수용한 것은 아니지

만, 다니엘 데넷에 의해서 재해석된 지향  태도의 을 받아들임

으로써 기존의 행동주의 , 기능주의  에서는 탐구되지 못했던 

의미있는 발견들을 해오고 있다.38) 우리의 단으로는 발생  상학

과 실증과학이 만날 수 있는 공동의 기반은 인격주의  태도 내지 

생활세계  태도이다. 사회  정서, 인지발달 심리학도 자연주의  태

도를 버리고 바로 이런 인격주의 , 생활세계  태도를 수용함으로써 

지향  자세를 받아들일 수 있었다. 반 로 이와 같은 발달심리학의 

발견과 해석들은 재차 월론  태도 차원에서 재해석을 통해 발생  

상학의 불충분성들을 보완할 수 있다고 본다.39)

38) D. Dennett.  Kinds of minds, Toward an understanding of consciou-

sness, 1996, Brockman, 이희재 옮김, 마음의 진화, 사이언스북스, 2009. 

S. Baron-Cohen. Mindblindness: An Essay on Autism and Theory of 

Mind, A Bradford Book, The MIT Press, Cambridge, Massachusetts, 

London, England, 1995. 김혜리 외 옮김, 마음맹: 자폐증과 마음이론에 

한 과학에세이, 시그마 스, 2005.참조.

39) 본인은 타자경험의 발생  상학－발생  상학과 발달심리학의 화

를 심으로(서울  박사학  논문, 2012)에서 60년  존 볼비의 사회  

정서발달 이론과 80년  이후 사회  인지, 의사소통 발달 이론을 상학

으로 재해석함으로써 후설의 발생  상학, 특히 타자경험의 발생  

상학을 재수립하고자 시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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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eaningness and Limitations in Husserl’s 
Genetic-Phenomenological Explanation on 

Children’s Birth and Development

Lee, Jong-Ju

This article discussesmeaningness and the limitations in Husserl’s 
genetic-phenomenological explanation on children’s birth and development, 
and their solutions. Husserl’s genetic phenomenology, compared with 
Heidegger’s existential analysis, is in search of not only an 
explanation of monade’s finitude as a transcendental subject, but 
also tries to transform monade’s finitude into all of monade’s 
infinitude by connecting it with infinite chains of foregoing generations. 
Therefore, Husserl provides agenetic-phenomenological explanation of 
children’s birth as an essential boundary to expose’s finitude. Above 
all, children’s birth can be defined as coming to consciousness from a 
wakeless fore-ego(Vor-ich), and sedimenting the experiences of 
fore-generations, that is, inheriting the world as a totality of innate 
instincts through birth. Second, the child experiences the world through 
innate instincts as an empty-horizon, forming habitual experiences. 
Third, the child has primitive experiences of others’ being before it 
understands others’ subjective minds through empathy(Einfühlung). 
Through the primitive experiences of others, the child is constituting 
an intersubjective world rather than a solipsistic 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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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t Husserl’s genetic-phenomenological explanations of children’s 

birth and development has three limitations. First, Husserl’s explanation 
of sedimented heredity from the fore-generation has difficulty in 
being compatible with the theory of evolution. Second, his explanation 
of the fore-constituted world is not sufficient. Third, his explanation 
of the performance of the primitive experiences of others to construct 
others’ being and constitute the world and on the genetic-foundation 
between primitive experience and empathy, is not sufficient. 

Therefore, I conclude that the limitations of Husserl’s phenomenological 
explanations of children’s birth and development can be overcome 
and complemented through the phenomenological reinterpretation of 
empirical knowledge and discoveries of the theory of evolution and 
development psychology.

Keywords: genetic phenomenology, birth, development, heredity, theory 
of evolution, experience of other, development psycholog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