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00/ 1901년에 논리연구 가 출판

된 이후, 후설은 일생 동안 상호주관

성 문제를 다뤘다. 이러한 그의 이론

은 이후 대화철학이나 비판적 사회이

론의 옹호자들에 의해 비판받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은 상호주관성의

많은 상이한 문제들을 분명하게 구분

하지 못한데서 온 것이다. 이를 밝히

기 위해, 부버의 대화철학의 관점에

서 있는 토이니센Teunissen의 비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재평가를 수행하

고자 한다.

대화철학이 비판하는 주요지점은,

후설이 초월적 주관의 절대성을 비사

교성을 의미하는 절대성이라고 규정하

므로, 그의 상호주관성 이론은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이다. 부버의 It , Thou 개

념 구분을 지향서 개념을 가지고, 토이

니센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즉 It은

소유의 영역으로, 지배하고자 하는 의

지를 드러내는 지향성 영역이며, Thou

의 영역은 대화의 영역으로, 사람과 사

람 사이에 직접적 접촉이 일어나는 곳

이라고 한다.

이러한 개념에 의거한 그의 비판을

평가할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 상호주

관성 문제를 구분하여 보았다. 첫째로,

상호주관성의 존재론적 문제를 보면,

우리는 자연적 태도에서는 타자를 사

람Person으로, 과학적 태도에서는 단

순한 과학적 대상으로 파악하게 된다.

다음으로 초월적-현상학적 측면에서

타자의 문제는 타자구성의 가능조건,

즉 타자구성의 동기를 밝히는데 초점

이 주어진다. 여기서 이러한 동기는 다

시 타당성을 묻는 정적 현상학적 측면

과 구성의 발생적 과정을 묻는 발생적

현상학적 측면으로 다르게 분석되어질

수 있다. 다음으로 상호주관성의 형이

상학적 문제 속에서는 제일 존재로서

의 초월적 자아의 문제를 다루게 된다.

이때 이 존재는 초월적 상호주관성으

로 규정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후설 이론의 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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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로키움

를 가지고 토이니센의 후설비판을 어

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우선 그가 비

사교적인 절대적 자아를 언급함으로써

스스로 유아론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한 측면은 정적 현상학적, 발생적

현상학적 측면에서의 자아에 대한 분

석을 바르게 알고 있지 못한데서 나온

결론이다. 일단 타당성의 동기를 밝히

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구성된 세계

에서 그 세계의 타당성을 정초하는 최

초의 세계primordial world로 돌아가

야 한다. 바로 이것이 초월적 자아를

유아론적 자아로 보이게 한다. 대상의

의미가 나로부터 얻어지고 이는 모든

사람에게 마찬가지이므로, 우리는 탐

구의 사회society of research에 참여

할 수 있다. 이로써 유아론의 환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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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존재 영역에 대한 기존의 철

학적 구분은 철학과 사실과학 간의 명

확한 이분법을 가능하게 했으나 현대

에 들어서 그 경계는 붕괴되고 있다.

자연화된 인식론의 등장은 사실과 규

범 사이의 구분이 모호한 것임을 드러

없어지게 된다. 한편 발생적 현상학

측면에서는, 자아발생 과정의 모든 계

기에 사회적 지향성이 작용하므로, 역

시 순수한 유아론적 자아는 설 자리를

잃고 만다.

따라서 토이니센의 비판은 상호주

관성의 다양한 문제를 분명히 구분하

지 못한데서 나온 것이다. 다음으로 후

설이 It의 영역만 다루지, Thou의 영

역에는 접할 수 없다는 비판 역시, 상

호주관성의 존재론적 문제와 초월적-

현상학적 문제를 혼동한데서 나온 결

론이다. 그 두 가지 모두 자연적 태도

에서 타자가 주어지는 모습이다. 그리

고 이들의 본질구조를 밝히는 것이 상

호주관성의 존재론적 문제이다.

냈으며, 물질로부터 독립적인 정신의

특권적 지위를 전제하는 전통적인 이

원론도 이제는 거의 부정되고 있다. 현

재 정신의 중요한 세 측면인 지능과

지향성, 그리고 의식 가운데 지능과 지

향성의 경우 자연과학의 발달로 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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