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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록

 이 논문은 『제 6 데카르트  성찰』을 심으로 에드문트 후설

과 오이겐 핑크가 개한 “ 상학의 상학”을 검토하여 결과 으

로 핑크가 기획한 “비-존재(Me-ON)”의 철학의 난 을 보인다. 

 모든 철학은 사태에 한 하나의 반성으로서 개되지만 상학

에서 “반성”의 상은 독보 이다. 반성이 얻고자 하는 것은 ‘반

(反)’이 암시하듯이 자기 자신에 한 이해이며, 곧 비-주제 인 

것의 주제화이다. 월론  상학에서 반성은 “ 월론  상학  

환원”이라는 가장 철 화된 형태로 나타나 자연  태도로 변되

는 일상  삶의 소박성으로부터 인간을 해방시킨다. 다시 말해 

상학자는 월론  상학  환원을 통해 자신이 월  주 임을 

인식한다.

 그런데 상학  환원도 하나의 “작용”이기에 상학자는 자연  

소박성을 벗어났지만 이제 새로운 소박성인 “ 월론  소박성”에 

놓여 있다. 따라서 “ 상학함”에 한 상학  반성을 통해 월

론  소박성에서 벗어나려는 것이 상학의 상학의 기획이다. 

후설의 작에서 몇 번 암시되기만 했던 상학의 상학은 『6성

찰』에서야 비로소 본격 으로 착수된다. 『6성찰』은 분명 핑크

의 작이지만 후설이 이를 검토하며 534개의 난외주와 15개의 수

고를 부록  보충으로 따로 작성한 것을 고려한다면, 두 상학

자의 공동작업이라 볼 수 있다. 곧 두 상학자가 생각한 상학

의 상학의 기획이 나타난 것이다. 

 주석가들은 『6성찰』을 세 방향에서 해석해왔다. 첫째, 『6성

찰』에서 핑크와 후설은 의견을 같이 한다. 둘째, 『6성찰』은 후

설의 후기 철학을 핑크가 발 시킨 것이다. 셋째, 『6성찰』은 후

설 상학에 한 핑크의 비 이다. 본 논문은 이들  세 번째 

입장을 취한다. 『6성찰』에서 핑크는 후설 상학에 내재한 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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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아를 밝  종국에는 상학  방법론을 벗어난  정신의 비-

존재의 철학을 개하려 했다. 『6성찰』은 핑크가 서문에서 듯

이 비-존재의 철학에 한 비  단계이기에 이 부분이 본격 으

로 논구되지는 않았다.

 본 논문에서 주목한 『6성찰』을 통하는 핑크의 통찰은 “존재

이원론”을 통한 월  삶의 립  분열과 이들의 “변증법  통

일”이다.

 핑크에 따르면 월론  상학  환원 이  자연  태도는, 사

실 태도가 아니라 인간 존재가 처한 상황이다. “세계속박성”이라고 

부르기를 더 선호했던 핑크는 이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는 상학  

환원을 수행하기 해서는 철 히 수동 이면서도 개인 인 동기

부여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모종의 사건을 통해 상학  환원을 

수행하면서 인간은 “탈인간화”되어 상학하는 응시자로 변모한다. 

응시자는 세계를 구성하지 않고 구성하는 작용인 “선-존재

(Vor-Sein)”를 드러내 밝히는 응시함(이론  경험함)만 수행하기

에, 이것은 결코 구성함으로 악될 수 없다. 따라서 핑크는 월

으로 구성하는 삶과 월론 으로 응시하는 삶의 존재이원론을 

주장한다. 이에 따르면 구성함과 응시함은 그 존재방식에서 상이

하며, 자아 한 최종 으로 1) 자연  태도의 자아, 2) 구성하는 

자아, 3) 상학하는 자아로 분열된다.

 그런데 상학을 형성하려는 응시자는 응시함에만 머물 수 없다. 

세 자아로의 분열은 개체  분열이 아니며 어 든 한 인간에게 속

하는 자아이기 때문이다.『6성찰』에 분명히 언 되지는 않았지만 

응시자가 다시 세계화되는 것은 필연 이다. 왜냐하면 구성하는 

자아는 언제나 기능하고 있기 때문이다. 곧 응시자는 “인간화”된

다. 핑크는 다시 세계화되는 것, 곧 이차  세계화의 동기를 학문

에서 찾는다. 학문은 상호주 으로 의사소통 가능한 술어화와, 

명제 체계로 이루어진 학문화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응시

자는 자신의 경험을 발언해야 하고 그러자마자 세속  세계로 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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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하게 된다. 그런데 이차  세계화는 본래 존재가 아닌 선-존재

를 존재화하는 것이기에 본래  구성함이 아니다. 따라서 핑크는 

이를 “비본래  세계화”라고 부른다. 응시자는 자신의 경험을 표

하기 해 구성하는 자아로부터 언어를 차용한다. 그런데 핑크의 

악에서 언어는 존재자에 련된 개념이므로 선-존재를 그 역

에 합하게 표 할 수 없다. 따라서 상학  경험의 술어화는 

하나의 “유비”이다. 그것도 세속  유비개념이 아니라는 의미에서 

“유비에의 유비”이며, 선-존재를 다루는 상학만의 특유한 문제가 

된다. 술어화가 유비를 통해 일어나기에 학문 한 세계에 결코 

녹아들지 못하고 하나의 “가상”이 된다. 곧 핑크에 따르면 상학

 환원을 수행하지 못한 자연  태도의 사람들은 상학을 이해

할 수 없다. 정리하자면 상학은 외견상 인간인 응시자가 외견상 

자연  언어를 통해 유비화하는, 그 배후를 지시하는 외견상의 진

리인 것이다.

 핑크는 자연  태도에서 시작해 자연  태도로 돌아오는 이 모든 

과정을 월성과 세속성의 변증법  종합  통일로 악한다. 세

속 인 구성함과 월론 인 상학함은 서로 립되는 반정립

인 것이다. 그런데 월론 인 것은 어떻게든 세계에 나타나야만 

하기에 다시 종합 으로 통일된다. “ 자”로도 명명되는 이 통일

에 의하면 상학은 자가 자기 자신을 으로 인식하는 

무한한 자기인식의 과정이다. 이처럼 상학  환원의 이념을 수

미일 하게 추구했던 핑크는 상학이 아닌 어떤 사변을 통해 반

성의 한계를 넘어서려 한다. 

 본 논문에서 쟁 이 되는 것은 “존재이원론”과 “세계화” 그리고 

“변증법  통일”이다. 『6성찰』에 나타난 난외주와 후설의 유고들

을 재구성하여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을 보인다.

(1) 월론  응시자 한 구성함을 수행한다. 즉 존재 방식에 있

어 상이한 자아로의 분열은 일어나지 않는다.

(2) 핑크는 “세계화”를 작동 으로 사용하며 자아론  세계화와 상



- iv -

호주  세계화를 혼용한다.

(3) 작용의 내용과 상의 에서 본래  세계화와 비본래  세

계화를 구분할 필요는 없다.

(4) 핑크는 상호주  세계화의 원리  불가능성을 자아론  세

계화에서 찾았으나, 자아의 존재론  분열이 없기에 술어화, 학문

화 등의 세계화는 원리 으로 불가능하지 않다.

(5) 핑크가 말하는 “변증법  종합  통일”에서 실제 인 “종합”과 

“통일”이 결여되어 있다.

 상학 이지 않은 어조는 차치하더라도, 자연  태도에서 도

체 통찰될 수 없는 가상의 진리로서 상학이라는 핑크의 귀결은, 

세계믿음과 세속  학문에 한 정 를 목표로 하던 후설의 의도

에 매우 어 나는 것이었다. 핑크는 후설이 세속 인 것을 월론

인 것에 용했다고 비 하지만, 후설은 애 에 존재와 선-존재, 

구성함과 상학함의 립이 핑크에 있어서 과도하게 나타났다고 

비 한다. 핑크의 월  삶의 이분화와 이에 따른 변증법  통일

이라는 구도에 맞서는 후설의 논증은 단 하나의 구성과정, 그것도 

상학  자기성찰이라는 규제  이념을 향한 하나의 통일  구성

과정만 있다는 것이다. 

 우선 후설은 월론  원리론과 방법론이라는 체계보다, 무한한 

반성을 통해 월론  주 의 일반  구조를 밝히려 했다. 반성의 

가장 철 화된 형태인 상학  환원은 자연  태도가 깨져야 한

다는 에서 수동  동기부여를 필요로 하지만, 핑크가 언 한 종

류의 동기부여들은 아니다. 철 히 개인 이면서도 우연 인 동기

부여는 익숙한 세계의 친숙성을 깰지는 몰라도, 엄 한 철학  학

문의 시작을 보장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후설에게 있어 상학  

환원의 단 는 이론  태도에서 찾아지며, 참된 하나의 세계라는 

이념을 통해 발생한다. 이 게 상학  환원을 수행한 인간은 여

타 세계정립을 이 처럼 소박하게 수행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비

참여 이지만, 후설의 악에서는 핑크와 달리 응시함 한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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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구성함이다. 따라서 존재이원론과 월  삶의 존재방식에 있

어 상이한 이분화는 나타나지 않는다. 한 자아가 일 으로 수행

하는 구성함의 특수한 양상이 상학함이다.

 핑크와 후설 모두에 있어 주제 으로 해명되지 않았지만, 본 연

구에서 악하기에 구성은 시간화이며, 세계화와 구성 그리고 시

간화는 자아의 동일한 작용을 지칭한다. 후설은 후기에 모든 월

 상구성을 시간화로 이해했다. 살아있는 재는 상을 구성

하면서 동시에 체험흐름으로서 자기 자신 한 구성한다. 곧 구성

함, 응시함 모두 시간화의 형식에서 이루어지며 이 자체가 하나의 

월론  삶이다. 

 그 다면 후설에게서 술어화와 학문화의 원리  난 은 나타나지 

않는다. 유비와 가상은 애 에 응시함과 구성함을 구분하여, 응시

된 선-존재를 구성함을 통해 존재화 시킬 때 발생하는 것이기 때

문이다. 실제로 후설에게 있어 상학  언어의 문제는 상학에

서 간과할 수는 없지만, 상학만의 특유한 문제는 아니며 원리

으로도 해결이 가능한 문제로 여겨진다. 후설에 따르면 월론

인 것을 표 하는 상학  언어는 자연  언어의 유비가 아니라 

지향  변경이다. 자연  언어와 상학  언어가 끊임없는 갈등

에 있던 핑크와 달리, 이 경우 자연  언어는 상학  언어의 근

원이 된다. 이러한 구도가 가능한 이유는 상학하는 자아와 구성

하는 자아의 존재방식에 있어 차이가 없기에, 애 에 분열된 역

도 차용할 이유도 없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학문으로서 상학 

한 세계에 충분히 “흘러들어간다.” 곧 자연  태도에서 불가해한 

가상으로 남아있을 이유가 없는 것이다. 상학은 세속  학문을 

충분히 해명하고 정 한다. 핑크에게서는 나타남 일반이 문제 다

면, 후설에게는 타인에게 나타남만이 문제가 된다. 핑크의 존재이

원론을 반 하는 후설의 존재일원론은 단지 하나의 구성과정만 존

재한다는 단순한 논증이지만, 핑크의 악이 가져오는 귀결을 

복시킨다. 상학함은 곧 구성함이고 상학  인식은 세속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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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에 항상 흘러들어간다. 세계화를 통한 흘러들어감은 핑크가 분

명히 구분했던 월성과 세속성 사이의 경계를 흐리게 한다. 최종

으로 후설의 구도에서 월성과 세속성은 더 이상 립  요소

가 아니라 연속 이다. 오히려 월성의 립은 자기 자신에 한 

앎이 없는 소박성으로 나타난다. 자 한 반정립  계기의 종

합  통일이 아니라, 부단히 구성하는 월론  삶 자체이다. 이러

한 악을 통해 후설이 의도한 것은 인간의 새로운 인간성으로의 

고양이다. 

주요어 : 상학의 상학, 세계화, 월, 세속, 상학  환원, 술

어화, 메온 

학  번 : 2016-20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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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부. 서론

1장. 문제제기  연구과제

 이 논문의 목표는 두 가지이다. 직 으로는 오이겐 핑크(E. Fink)의

『제6 데카르트  성찰』1)에 나타난 월론 2) 방법론을 비 으로 검

토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결과 으로는 월성과 세속성의 계를 바탕

으로 상학  환원에 한 재이해를 도모하는 것이 최종  목표이다. 

 월론  방법론은 ‘ 상학의 상학(Phänomenologie der 

Phänomenologie)’으로서 후설의 상학에 한 하나의 반성이다. 상학

은 후설 자신이 ‘신 데카르트주의(Neu-Cartesianismus)’라 명명할 정도

로 철 히 반성을 통해 개되며 나아가 상학 자체가 하나의 반성함이

다. 반성은 ‘ 월론  상학  환원’3)에서 가장 철 화된(radikalisierte) 

형식으로 나타난다. 곧 상학함은 상학  환원함이다. 

 모든 작용(Akt)은 그것이 수행되고 기능하는 동안 자신을 숨긴다. 작용

함에서 그 작용 자체는 익명 이고 작용의 주체는 그 작용 속에(hinein) 

1) 앞으로『6성찰』로 약칭한다.『6성찰』에서 인용할 경우 ‘Hua Dok II/1’로 표기한

다. 한 후설 작에서의 모든 인용은 후설 집(Husserliana, Hua로 약칭)에 따

른다.『6성찰』의 경우 핑크의 술이지만 후설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534개나 되

는 난외주를 달았으며 15개의 부록을 따로 작성하 다. 이들은 모두 『6성찰』에 

담겨있다. 따라서 후설의 난외주를 인용하는 경우 별도로 ‘An. 주석번호’의 표시

를 덧붙인다. 마찬가지로 후설이 작성한 부록을 인용하는 경우 페이지 에 [B.

부록 번호]를 덧붙인다. 가령 ‘Hua Dok II/1, 32’의 경우『6성찰』32페이지를 일

컬으며 핑크의 서술이다. 그러나 ‘Hua Dok II/1, 32, An.48’의 경우『6성찰』32페

이지의 48번 주석이며 후설의 서술이다. 마찬가지로 ‘Hua Dok II/1, 196[B.2]’는

『6성찰』196페이지에 힌 후설의 부록 2번을 가리킨다.   

2) 앞으로 ‘ 월 ’ 혹은 ‘ 월론 ’으로 옮기는 것은 모두 낱말 ‘transzendental’이다. 

두 방식으로 옮기는 이유는 4장에서 해명된다. 다만 미리 이해를 돕자면, ‘ 월 ’

은 ‘구성하는’으로 바꿔 읽고 ‘ 월론 ’은 ‘구성하면서 자신이 구성하는 것에 

해 자각한’ 상태에 해서 쓴다. 후자의 경우는 상학  환원 수행 이후 상학

이 개되는 것이다. 따라서 상학  탐구가 주제가 되는 경우 ‘ 월론 ’으로 

옮긴다. 한 철학사 으로 칸트의 철학을 언 할 때에는 월철학으로 옮긴다.

3) 앞으로 별도의 언 이 없을 경우 ‘ 상학  환원’은 모두 ‘ 월론  상학  환

원’을 의미한다.



- 2 -

있다. 이것이 곧바로(gerade) 작용함이다. 모든 작용은 자신의 주제

(Thema)를 가진다. 반성은 작용이 자기 자신을 주제화(thematisieren)하

는 것이다. 반성함에서 이 의 작용함은 지 의 주제가 된다. 그 다면 

반성이 목표로 하는 것은 자기이해이다. 자기이해에서 주체는 이 에 작

용 속에 있기에 의식하지 못했던 것을 알게 된다. 곧 소박함(Naivität)에

서 벗어나게 된다.

 후설 상학이 주제화하는 것은 ‘세계의 존(Existenz)’이 아니라 ‘세계

의 자명성(Selbstverständlichkeit)’이다. 이 자명성을 확증하는 것이 아니

라 해명하는 것이 상학의 과제이다.4) 그 다면 우리는 세계의 자명성 

속에 들어가 살고있는(hineinleben) 자연  태도에서 벗어나 그 태도를 

설명하는 상학  태도로 이행해야 한다. 왜냐하면 작용은 작용 안에서

는 도무지 작용으로서 인식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가 놓인 지평을 어

떤 지평으로서 인식하는 것은 이미 그 지평을 떠난 이후에 가능한 일이

다. 후설은 이러한 의미에서 문제들의 “ (Metabasis)”5)를 경계한다.

 그런데 상학  환원 한 하나의 작용이라면 상학자가 그것을 수행

하는 동안 그 작용 자체는 주제화되지 않는다. 그 다면 여기에서 상

학자는  하나의 소박함에 있는 것이 아닌가? 곧 그는 ‘자연  소박함’

은 벗어났지만 ‘ 월론  소박함’에 있지는 않은가? 핑크의『6성찰』은 

바로 이 지 을 문제시 한다. 철학으로서 상학이 추구하는 것이 반성

을 통한 철 한 자기이해라면, 상학자는 곧바로 상학함을 재차 주제

화해야 할 것이다. 핑크의 어법에서 ‘곧바로 상학함’은 ‘ 월론  원리

론’으로, ‘곧바로 상학함에 한 반성’은 ‘ 월론  방법론’으로 명명된

다. 따라서『6성찰』은 월론  방법론의 개이며 상학에 한 상

4) “객 성을 확증(sichern)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객 성을 이해(verstehen)하

는 것이 필요하다.”(Hua VI, 193)

5) “인식 비 은 인식들의 자연 과학  성과나 인식들의 존재 확인과는 아무런 연

도 없다. 이들은 인식 비 에 하여 의문으로 남는다. 모든 학문은 이 인식 비

에 하여 단순한 학문 상에 불과하다. 그와 같이 연 시키는 것은 결함이 있는 

(Metabasis)를 의미한다. (…) 따라서 를 피하고 이 가능성에 한 문제

의 의미를 항상 기억하고 있기 해서는 상학  환원이 필요하다.”(Hua II, 6) 

인식 비 은 상학을 일컫는다. 상학은 도 체 인식이 어떻게 성립하는가를 

묻기 때문에, 우리의 기 인 인식 에서 쌓아 올려진 인식들을 이용하는 것은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기  짓는 것’을 ‘기  지어진 것’으로 설명하는 

것은 모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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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반성이라는 의미에서 ‘ 상학의 상학’이다. 상학의 상학으로

서 핑크가 목표하는 바는 후설 상학에 잠재한(latent) 문제들을 밝  

몇 가지 아포리아들을 규명하는 것이다. 이 지 에서 핑크는 후설이 기

존 철학에 가했던 문제들의 ‘ ’라는 비 을 후설에게 다시 되돌려

다. 후설이 존재자에 련된 자연  인식방식을 존재자의 구성에 련된 

상학  인식에 무비 으로 용(Übertragung)했다는 것이다. 

 이 ‘ 용’이 구체 으로 의미하는 바는 핑크가 발표한「  비 에 

있어서 에드문트 후설의 상학  철학」6) 에서 고된다. 이 논문에서 

핑크는 다음과 같은 상학의 세 가지의 역설을 제시한다.

 1. 표명하는 상황의 역설(Paradoxie der Situation der Äußerung): 상

학자는 월론  상학  환원을 통해 월론  태도를 견지한다. 그가 

이러한 이론  맥락에 머무는 한 어떠한 어려움도 부가되지 않는다. 하

지만 학문  요구에 따라 그가 자신의 인식을 표명할 때 역설이 생긴다. 

상학이 탐구하는 것은 존재가 아니라 존재의 구성과정으로서 ‘선-존재

(Vorsein)’이기 때문이다. 곧 존재인 자연  언어는 선-존재를 합하게 

표 할 수 없다.

 2. 상학  명제의 역설(Paradoxie des phänomenologischen Satzes): 

이는 1의 표명의 역설과 긴 하게 연 된다. 상학자가 자신의 인식내

용을 학문  요구에 따라 명제화 할 경우 두 가지의 방법이 있다. 첫째, 

자연  언어의 사용. 둘째, 비-자연  언어의 창조. 자의 경우 자연  

언어는 상학의 상을 합하게 표 하지 못한다. 후자의 경우 달의 

맥락에서 의미 없는 시도이다. 왜냐하면 비- 상학자는 자연  언어만 

가질 뿐이기 때문이다.

 3. 월론  규정의 논리  역설(logische Paradoxie transzendentaler 

Bestimmungen): 상학  환원 이후 자아는 월론  자아와 자연  자

아로 분열되지만, 그럼에도 동일한 자아이다. 여기에서 상학만의 특유

한 난 이 생긴다. 자아의 와 같은 계는 세속  논리학으로는 규정

할 수 없는 계이기 때문이다.

  역설들의 구체 인 내용은 본론에서 다루어질 것이다. 다만 여기에

6) E. Fink, Studien zur Phänomenologie, Den Haag: Martinus Nijhoff, 1966, 

pp.79-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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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우리는 상학에 한 핑크의 이해에서 에 띄는 한 가지 구도를 볼 

수 있다. 그것은 존재/선-존재, 월/세속, 월론  자아/자연  자아, 

경험/표명 등으로 나타나는 립 구도이다. 실제로 핑크의『6성찰』을 

통하는 것은 상학  환원을 통한 립  분열과 그것의 재통일이

다. 세속 인 것을 월론 인 것에 용하는 것은 같은 , 용의 

실수이기에 이들은 철 히 분열되어야 하고 그것도 립  분열을 이룬

다. 하지만 월론 인 것은 세속 인 것에 나타나야만 하기에 이들은 

재통일 된다. 이 게 재통일 된 것을 핑크는 ‘반정립  계기’들의 ‘변증법

 (종합 ) 통일’이라고 한다. 이 통일은  정신  자와 등치

된다. 후설 이지 않은 어조에서 알 수 있듯이 핑크는 상학에 한 반

성을 통해 종국에는 상학과 그 방법론으로서 반성을 넘어선다. 

 본 논문에서 을 두고 검토하는 것은 핑크의 상학에서 나타나는 

바로 이 분열과 재통일 구도이다. 사실 월성과 세속성의 분열은 조건 

지어진 것/조건 짓는 것의 구분을 통해 무엇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 찾아 

들어가는 월철학에서 공통 으로 나타나는 구분이다7). 조건 짓는 것은 

조건 지어진 것과 유사할 수 없으므로 양자 사이에는 어떤 단 이 있지

만, 그럼에도 조건 짓는 것은 항상 조건 지어진 것에 해서만 조건일 

수 있다. 여기에 어떤 연속성이 있다.8) 단 과 연속  어느 방향을 강

조하느냐에 따라 각 철학의 모습이 달라진다면, 핑크는 월론  소박함

에서 벗어나기 해 철 히 단 을, 나아가 립  단 을 강조하 다. 

그런데 립  단 은 결국 우리를 어떤 불가해한(impenetrable) 월

성의 역으로 이끈다. 요컨 『6성찰』에서 월론 인 상학하는 자

아는 지각, 단 등 구성함이 결코 아닌 응시함을 수행하고, 상학하는 

자아의 월론 인 경험은 결코 그에 합하지 않은 세속 인 언어로 번

7) 칸트의 경우 월 /경험 이 립 을 이룬다. 하지만 상학에서 ‘ 월론 ’에 

립되는 것은 ‘세속 ’이다. 따라서 상학에서는 칸트 월철학에서 보면 일견 

모순 일 ‘ 월(론)  경험’이라는 말이 성립한다. 이 말의 의미는 그때그때 문맥

에 따라 달리 해석된다. “ 월성이라는 이 개념은 (…) 으로 철학 으로 성찰

하는 우리의 상황에서 얻어져야 한다.”(Hua I, 65) 하지만 우선 ⅰ) 월 으로 

구성하는 경험과 ⅱ) 월론  태도에서의 경험을 의미할 수 있겠다.  

8) 신칸트학 와 후설, 하이데거의 월철학에서 나타나는 실증학문  삶과의 ‘단

’과 ‘연속’에 해서는 크로웰이 ‘연속성 테제(continuity these)’  ‘불연속성 

테제’로 간략히 논한 바 있다. 자세한 내용은 Steven Galt Crowell, Husserl, 

Heidegger, and the Space of Meaning, Evanston, 2001, pp.23-56.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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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되고, 이 게 번역되어 학문으로 성립한 상학은 세속에서는 결코 이

해될 수 없는 학문이 된다.

 그러나 이것이 후설이 상학  환원을 통해 애 에 의도했던 바인가? 

혹은 후설의 의도를 좇을 필요 없이 이것이 세계와 학문을 해명해 일상

에서 우리가 가지는 믿음에 한 정당성을 정 하려는 상학이 의도했

던 바인가? 실제로 알 수 없고, 안다고 해도 합하게 말할 수도 없는 

지식은 학문으로서 성립할 수 없을 것이며, 나아가 세계에 한 해명인

지도 의심스럽다. 상학  환원에 한 수미일 한 핑크의 이해에서 후

설이 불편함을 느낀 것은 바로 이 지 이다. 제일철학을 이념으로 하는 

상학은 결코 세계로부터 단 될 수 없고 그래서도 안 되기 때문이다. 

우리가 악한 후설의 이해에 따르면 결과 으로 상학  환원을 통해

서 단 되고 립 으로 분열되는 것은 없다. 그 다면 마찬가지로 재통

일 되어야 할 것도 본래 없다. 상학은 세계를 기반으로 한 세속성과 

이별하지 않고 그것을 해명하며, 오히려 상학함도 종국에는 세속성으

로 흘러들어가(einströmen) 세속성의 고양을 낳는다. 인간 한 상학  

환원을 통해 상이한 존재방식을 지닌 두 자아로 분열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높은 인간성으로 고양된다. 이것이 상학  환원과 상학을 통해 

후설이 목표했던 바이다. 곧 월성과 세속성은 연속 이다. 

 이제 핑크『6성찰』을 다루는 것의 의의를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겠

다.

 첫째, 핑크의『6성찰』은 상학과 상학  환원에 한 새로운 이해

를 보여 다.

 상학  환원은 여러 상학자들에 의해 개된 철학의 방향이 갈라지

는 지 이었다. 의식에 한 내성으로 악한 신칸트학  외에도 상학 

내부에서 상학  환원에 한 이해는 엇갈렸다. 상학  환원의 개시 

기능 자체에 회의한 하이데거, 데리다와 달리 핑크는 상학  환원의 

이념을 끝까지 추구한다. 월성과 세속성의 구분에 근거하여 월성 내

부에서도 구성하는 자아와 상학하는 자아를 구분하고, 상학함 자체

의 성격에 해 문제를 제기했던 것은 핑크가 유일하다. 결과 으로 핑

크가 도달한 곳은 헤겔의 어조를 상기시키는 변증법  통일과 유희

(Spiel)의 존재론이었지만, 상학  환원 자체에 해 상학 으로 반



- 6 -

성을 개한 것은 핑크뿐이다. 따라서『6성찰』은 상학이 그 방법론을 

통해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는 에서 검토할 가치가 

있다. 

 둘째, 핑크의『6성찰』은 후설이 주목하지 않았던 상학  문제를 주

제화 한다.

 상학  환원을 통해 자아의 존재방식, 월론  언어, 반성의 자기

련성 등 많은 문제가 생되었지만, 정작 후설은 이들을 서에서 몇 번 

언 할 뿐 주제 으로 다루지는 않았다. 환원을 통해 생겨나는 “아포리

아(Aporie)”9)들을 주제화 한 것은『6성찰』이 유일하다. 그런데『6성

찰』은 이에 한 핑크의 이해를 보여  뿐만 아니라, 그동안 표명되지 

않았던 후설의 이해 한 보여 다. 후술하겠지만『6성찰』은 핑크와 후

설의 공동작업이기에 후설은 『6성찰』본문에 하여 534개에 달하는 난

외주(Randbemerkung)를 남겼다. 단순히 찬성과 이의를 표시할 뿐만 아

니라, 핑크가 제기한 문제에 해서 후설 자신의 의견을 자세히 남겼다

는 에서『6성찰』은 두 철학자의 토의장이라 할 수 있다. 그 다면『6

성찰』을 통해 상학  환원이 생시키는 문제에 해 후설이 서에

서는 언 하지 않았지만 후기까지 견지하고 있던 입장을 길어낼 수 있을 

것이다.

 결국『6성찰』에 한 검토는 상학함과 상학  환원에 한 상

학 인 재이해로서 상학의 상학이다. 따라서 상학  환원에 한 

기존의 수많은 연구들과 방향 자체를 달리함을 언 할 수 있다. 핵심

이면서도 요한 주제인 만큼 실로 상학  환원에 한 연구는 국내외

로 이미 무수히 많이 이루어졌다.10) 그러나 개의 경우 단 지와 

상학  환원 사이의 계, 상학  환원에 한 오해 해명, 후설 철학에

9) Hua Dok II/1, p.183.

10) 상학  환원에 한 고  연구로는 다음의 연구를 참고할 수 있다. A. 

Aguirre, Genetische Phänomenologie und Reduktion: Zur Letztbegründung 

der Wissenschaft aus der radikalen Skepsis im Denken E.Husserls, Den 

Haag: Martinus Nijhoff, 1970.

I. Kern, “Die drei Wege zur transzendental-phänomenologischen Reduktion in der 

Philosophie Edmund Husserls”, in: Tijdschrift voor Filosofie  24/1, 1962. 

한 국내 연구로는 이남인,「 상학  환원과 상학의 미래-“ 상학  환원의 

상학”을 한 하나의 기여」,『철학과 상학 연구』54, 201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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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나타나는 다양한 상학  환원들의 모습 등의 주제 고, 상학  

환원 자체의 가능성과 환원 이후 생되는 난 에 한 연구는 드물다. 

곧『6성찰』에 한 연구는 기존의 상학  환원에 한 연구와  

다른 성격을 가진다.

2장. 기존 연구 검토

 『6성찰』에 한 기존 연구를 검토하기 에 먼 『6성찰』이 쓰인 맥

락과 후설과의 계에서 어떻게 해석되었는지 간략히 살펴볼 필요가 있

다. 후설은 랑스 철학회의 청을 받아 1929년 소르본 학의 데카르

트 기념 에서 ‘ 월론  상학 입문’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다. 리

강연의 강연록이 후설의 술『데카르트  성찰』의 모체이다. 후설은 

리강연의 내용을 독일어 으로 확장하고 심화시켜 상학의 완 한 개

요를 보이는 서로 출간하고자 하 다. 그래서 후설은 핑크로 하여  

자신의 1성찰부터 5성찰의 개정작업을 수행하게 하 고 1930년 최종 계

획안은 핑크에 의해 수정되었다.11) 하지만 1931년 후설은 이 작이 그

해 안에 완성될 수 없을 것이라 보고 나머지 작업들을 핑크에게 맡긴 후 

자신은 베르나우 시간유고들을 정리하는 작업으로 되돌아 갔다. 1932년 

후설은 핑크에게 ‘ 월론  방법론’이라는 명칭 하에 ‘제6성찰’을 구상하

게 임하고, 1933년과 1934년에 걸쳐 핑크의 ‘제6성찰’을 세 하게 검토

했다. 검토한 내용은『6성찰』의 난외주와 부록들에 해당된다.

 이 듯『6성찰』은 후설과 핑크의 공동작업이라 할 수 있기에 연구자들

에 의해 다양한 해석방향이 제시되었다.『6성찰』을 먼  수용했던 메를

로 티와 같은 1세  랑스 상학자들은 핑크의『6성찰』이 기본 으

로 후설의 상학과 궤를 같이한다고 보았다. 곧 주제와 내용 측면에서 

후설이 기획한 상학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후설은 난외주에서 분명히 ‘나는 이에 반 한다’라고 

종종 서술했기 때문이다. 특히『6성찰』의 후반부 §10. 술어화로서 상

학함, §11. 학문화함으로서 상학함에 그 어느 보다도 길고 풍부하게 

나타난 난외주는 후설이 핑크의 통찰에 동의할 수 없었음을 나타낸다. 

두 번째 입장은『6성찰』이 후설 상학을 보충하고 심화시키는 서술이

11) Hua Dok II/2 권으로서『제6 데카르트  성찰』의 보충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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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것이다. 루지나의 서는 이러한 입장을 변한다. 그러나 우리가 

악하기에『6성찰』이 후설 상학에 잠재한 문제를 지 하긴 했어도, 

‘보충’  ‘심화’로 불리기는 힘들다. 후술하겠지만 상학  환원과 세계

화 등의 문제가 보여주듯이 후설과 핑크의 이해가 철 히 상이했기 때문

이다. 한 핑크가『6성찰』머리말에서 쓰듯이 그는 월론  방법론을 

통해 더 이상 상학에 머무르지 않고  정신의 비-존재

(Meontisch) 철학을 견했다. 후설  핑크와 교류했던 반 다는『6

성찰』이 본질 으로 후설 상학에 한 비 임을 주장했다. 핑크가 자

신의 입장을 숨기기 해 애매하게 서술한 이 있지만 본래 의도는 비

이라는 것이다.12) 

 앞서 언 했듯이『6성찰』에 한 본격 인 연구  루지나의 

서13)는 두 번째 입장을 표한다. 그는『6성찰』에서 후설과 핑크의 의

견이 립하는 지 이 보일 수 있지만 이들은 최종 인 동의로 귀결된다

고 주장한다. 한 특히 ‘세계화’의 쟁 과 련하여 핑크와 후설의 립

은 사용하는 용어의 차이일 뿐, 의미하는 바는 동일하다고 한다14). 하지

만 핑크와 후설의 립, 특히 후반부 ‘세계화’의 쟁 에서 나타나는 립

은 결코 용어상의 차이일 수 없다. 핑크는 세속  세계에 나타난 상학

12) 반 다는 다음과 같이 쓴다. “「칸트연구」에 실린 핑크의 논문(‘  비

에서의 에드문트 후설의 상학  철학’을 일컫는다)과 유사한 이 텍스트(『6성

찰』)는 후설 사유 자체의 토 에 한 비 이다. 비록 자가 자신의 반  입장

을 잘 숨기기를 원했고, 후설이 그의 훌륭한 소박함으로 인해 최소한「칸트연

구」에 실린 논문이 무엇을 다루는지 인지하지 못했을지라도 말이

다.”(Kerckhoven:1996, 62에서 인용 ()는 인용자. ‘후설이 그의 훌륭한 소박함’으

로 인해 핑크가 무엇을 의도했는지 몰랐다는 반 다의 말은, ‘  비 에서

의 에드문트 후설의 상학  철학’의 서문에 실린 후설의 다음과 같은 평가를 

말하는 듯하다. “나는 이 논문에서 완 히 나의 것이 아닌, 나 자신의 확신으로서 

명백히 승인할 수 없는 문장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말할 수 있게 되어 기쁘

다.”(Fink:1966,79) 후설이 진심이었든 아니든 이는 핑크에 한 후설의 완 한 

동의를 나타낸다. 반 다는 다음 한 언 한다. “『6성찰』은 매우 깊은 비

이다. (…) 핑크는 이 편집이 되길 원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의 비 이 근

본 으로 매우 심했기 때문이다.”(Kerckhoven:1996, 92)

13) Ronald Bruzina, “Translator's Introduction” in Eugen Fink, Sixth Cartesian 

Meditation. The Idea of a Transcendental Theory of Method, Indianapolis, 

1995, VII-XCII.

14) Ronald Bruzina, ‘The enworlding(Verweltlichung) of transcendental 

phenomenological reflection: A study of Eugen Fink's “6th Cartesian 

Meditation”’, Husserl Studies 3, Den Haag:Martinus Nihoff, 1986, pp.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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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하나의 ‘가상(Schein)’으로 간주했지만, 후설은 이에 해 일 으로 

반 했기 때문이다. 한 핑크가 세계화를 구분하는 몇 가지 개념과, ‘변

증법  통일’이라는 구도는  후설의 상학과 화해할 수 없다. 요컨

 루지나는 난외주와 부록에 나타난 후설의 입장을 정확히 악하지 

못했다.

 루 트의 서15)는 그 제목이 암시하듯이『6성찰』에 나타난 핑크와 

후설의 이해를 토 로 하나의 체계를 구축하고자 했다. 상학  환원 

 세계화와 같이 굵직한 쟁 에 해서 이 연구는 본 논문과 입장을 같

이한다. 그러나 구성과 세계화를 다루는데 있어 요한 측면인 ‘시간화’

를 본격 으로 검토하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측면

에서 루 트의 연구를 보충한다.

 크로웰은 하이데거와 후설에 한 서16)  한 장(Chapter)을『6성

찰』에 할애한다. 최종 으로 그는 핑크의 변증법  통일 구도가 하

지 않으며, 핑크의 상학이 지 (gnostic)이라 비 한다. 크로웰의 비

 근거는 핑크의 구도가 후설 상학에 생소하다는 에 근거한다. 

와 같은 의견에는 본 논문도 동의하는 바이나, 후설 상학에 생소하다

는 것은 비  근거가 되기에 불충분해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는『6성

찰』에 나타난 핑크의 변증법  구도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왜 월론  상학에 하지 않은지 자세하게 규명한다.

 마지막으로 셔벨은 그의 서에서17) 핑크가 말한 ‘  학문’이라는 

개념에 집 하여『6성찰』을 설명한다. 상학의 출발로서 상학  환

원부터 자연  태도로의 귀환을 말하는 세계화까지 그의 설명은『6성

찰』에 한 해명으로서 매우 상세하다. 하지만 세계화를 주로 자아론  

측면에만 입각하여 이해했다는 한계가 있으며, 그 이상으로『6성찰』이 

15) Sebastian Luft, Phänomenologie der Phänomenologie: Systematik und 

Methodologie der Phänomenologie in der Auseinandersetzung zwischen 

Husserl und Fink, Kluwer Academic Publishers, 2002.

16) Steven Galt Crowell, Husserl, Heidegger, and the Space of Meaning, 

“Gnositc Phenomenology: Eugen Fink and the Critique of Transcendental 

Reason”(CH.13), Evanston, 2001.

17) Martina Scherbel,  Phänomenologie als absolute Wissenschaft. Die 

systembildende Funktion des Zuschauers in Eugen Finks VI. Cartisianischer 

Meditation, Elementa 75,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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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설 상학과 어떤 측면에서 다른지, 한 어떤 이해가 한지 등에 

한 논의가 없는 이 아쉽다. 세계화에 해 자아론  측면은 물론 상

호주  측면까지 다루려하는 본 논문은 이러한 에서 셔벨의 연구를 

보완한다.

  

3장. 각 부의 개요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개된다.

 1부를 통해 우리는『6성찰』의 개요와 이것을 검토할 문제의식을 검토

했다. 한『6성찰』에 한 연구가 지 까지 어느 정도까지 이루어졌는

지 살펴보았다.

 2부의 목표는 후설 상학의 략 인 개요를 그리는 것이다. 『6성

찰』이 후설 상학을 주제로 한 반성인만큼, 후설 상학이 어떤 모습

을 가지는지 간략히 고찰하는 것이 필요하다. 후설은『데카르트  성

찰』,『순수 상학과 상학  철학의 이념들1』18),『 상학  심리학』,

『유럽학문의 기와 월론  상학』19)등 굵직한 작들에 월론  

상학으로의 ‘입문(Einführung)’이라는 부제를 붙인다. 상학  환원이 

미문의 가장 철 화된 반성으로 등장하는 만큼 새로운 길로 안내하

는 것은 후설의 요한 과제  하나 다. 마찬가지로 2부도 자연  태

도에서 상학  태도로 이르는 길을 그린다. 여기에서는 그러한 길들 

 하나인 데카르트  길이 소개될 것이다. 1장에서는 후설이 상학을 

제일철학(Erste Philosophie) 자리매김하려 한 과, 이를 통해 설정된 

엄 학과 보편학이라는 규정이 설명될 것이다. 2장에서는 상학  환원

이 반성하는 주제인 자연  태도와 일상성이 소개된다. 3장에서는 이 자

연  태도를 변경하여 상학  태도에 이르게 하는 후설의 논변이 소개

된다. 후설은 세계를 무화시킴으로서 세계를 구성하는 월론  주 을 

발견하려 했다. 4장에서는 이 데카르트  길이 자연  태도에서 상학

 태도로 이어지는 일 (konsequent) 길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

미 상학  태도에서 이루어진 순환 인 논증이라는 이 주장될 것이

다. 이와 더불어 따라서 상학  환원에는 수동  동기부여를 통한 세

18) 앞으로『이념들1』로 약칭한다. 

19) 앞으로『 기』로 약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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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의 주제화가 선행함이 제시된다.

 3부는 핑크의『6성찰』의 내용을 상학  환원과 세계화를 주로 규

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1장에서는 체계에 해 반 하는 어조를 보

던 후설과 달리, 핑크가 월론  상학을 어떤 체계로 건축하려했는지

가 보여질 것이다. 2장에서는 상학  환원에 한 핑크의 이해가 드러

난다. 철 히 개별 이고 수동 인 동기를 통해 일어난 상학  환원은 

종국에는 월  삶을 이분화한다. 여기에서『6성찰』의 모든 주장을 받

치고 있는 통찰인 ‘존재이원론(Seinsdualismus)’이 나타날 것이다. 3장에

서는 상학  환원 이후 월론  주 이 모종의 이유로 자연  태도로 

돌아오는 과정인 ‘세계화’가 설명된다.『6성찰』에서 세계화에 한 서술

은 극도로 혼란스럽다. 우리는 핑크가 분명하게 나 지 않은 세계화의 

과정들을 분 해 살펴볼 것이다. 상학  환원을 통해 분열된 월성과 

세속성은 이 세계화를 통해 재통일 된다. 4장에서는 핑크가 분열과 재통

일 과정을 ‘변증법  통일’로 규정한 을 다룬다. 한 이러한 핑크의 

구도에서 발생하는 몇 가지 난 들을 제시할 것이다.

 4부에서는 후설이 개한 ‘ 상학의 상학’이 다 진다. 그러나 후설은 

그의 어느 서에서도 상학의 상학을 본격 으로 주제화하지 않았

다. 그래서『6성찰』에 있는 난외주들과 몇 가지 유고들을 통해 우리는 

후설의 월론  방법론에 한 일  이해를 시도할 수밖에 없다. 먼

 1장에서는 핑크의 체계시도에 응하여 후설이 상학의 체계를 어떻

게 이해하 는지 서술된다. 결과 으로 후설은 상학에서 하나의 체계

를 구축하는 것보다 무한한 반성을 통해 지속 으로 밝 나가는 것을 주

장한다. 2장에서는 후설이 후기에 몇몇 강연에서 시도한 상학으로의 

입문이 설명된다. 여기에서 후설은 상학  환원의 수동  동기를 언

하고, 이를 역사철학 으로 그리스인에 소 한 것이 나타날 것이다. 그리

고 상학  환원을 통해 핑크가 월  삶을 이분화한 것에 립하여, 

후설에서 이러한 분열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이 설명될 것이다. 곧 후

설은 존재이원론에 항해 일 으로 ‘존재일원론(Seinsmonismus)’을 

주장했다. 3장에서는 세계화에 한 후설의 이해가 다루어질 것이다. 핑

크가 세계화의 과정을 세분해 그 유형을 나  반면, 후설에서는 세계화

가 곧 구성함이요 시간화임이 밝 질 것이다. 이를 통해 후설은 학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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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 인간화 등에서 핑크와  상이한 이해를 보인다. 4장에서는 세

계화에 한 후설의 이해가 월성과 세속성의 종합으로 나타남이 드러

난다. 후설에서는 애 에 삶의 분열이 없으므로, 마찬가지로 ‘변증법  

통일’ 한 나타나지 않는다.

 5부에서는 본론의 논의를 정리할 것이다. 한 본론에서 간략히 언 된 

것들을 심화시켜 앞으로 남은 과제가 무엇인지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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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부. 상학  환원과 월론  주 의 발견

 

 도입.

 철학  사유를 특징짓는 것은 반성이다. 일상  시선이 상을 ‘곧바로

(geradehin)’ 본다면 철학  시선은 자기 자신을 ‘돌아(reflexiv)’본다. 곧

바로 보는 시선은 언제나 상을 향해 있고 주어진 것으로부터 무규정

인 것과 알려지지 않은 것을 보려 한다. 이에 반해 철학  시선은 일상

 시선을 벗어나 우리의 (Sehen) 자체를 보려 한다. 일상  시선에서 

상은 자명하게(selbstverständlich) 주어지며  자체는 비주제 이고 

익명 으로 남아 있다. 모종의 계기로 인해 이 자명성이 깨질 때 자연  

시선은 철학  시선으로 변화하여 자신의 을 보려하며, 이 의 기능하

던(fungierend) 시선은 비로소 주제 이 되고 익명성에서 벗어나게 된다. 

그런데 철학  시선이 향한 것이 이 의 자신의 이라면 결국 철학  

시선이 목표하는 것은 외부세계에 한 이해가 아니라 자기이해이다.

 후설 상학은 그것 자체가 하나의 반성함 일만큼 철두철미 방법론으로

서 반성을 말한다. 그리고 이 반성은 철학자에게 “그를 철학자로서 처음

으로 그리고 근원 으로 만드는 결단(Hua VIII, 19)”인 상학  환원에

서 가장 철 한(radikal) 형태로 나타난다. 상학  환원이 하나의 반성

이기에, 그것이 목표하는 바는 자명한 세계에 한 “확증”이 아니라 오

히려 그 자명성의 “이해”이다(Hua VI, 193). 세계의 자명성을 이해함으

로써 우리는 우리가 세계라는 자명성 에 쌓아 올렸던 믿음과 인식 

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상학  환원을 통한 상학의 목표는 세계

와 실증 학문에 한 해명과 정 에 다름 아니다.

 1장. 제일철학으로서의 상학의 이념

 후설은 상학을 제일철학(erste Philosophie)으로서 치 지으려 한다. 

제일철학으로서 상학은 상 측면에서는 보편 (universal)이고 방법 

측면에서는 엄 (streng)해야 한다. 세계의 자명성을 해명하려는 상학

은 우리가 세계 에 구축한 모든 것들을 주제화 시킬 수 있어야 한다. 

각각의 학문은 그 학문의 주제 역을 가진다.20) 가령 자연과학은 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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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재자를 탐구하며, 심리학은 심리  존재자로 규정된 것들을 탐구한

다. 그 다면 모든 것들을 주제화시켜야 하는 상학은 바로 이 ‘존재하

는 것’을 탐구해야 할 것이다. 후술하겠지만 자연  태도와 세계가 하나

의 존재정립(Seinsthesis)으로 특징지어지는 바, 보편 이며 인 학

으로서 모든 개별 인 이론들을 그 안에서 내용 이며 체계 으로 발

시킨 이론이라면 ‘존재하는 것’의 자명성을 탐구해야 하기 때문이다. 

 보편  상을 다루는 상학은 동시에 그 방법 인 측면에서 엄 해야 

한다. 엄 함은 정 함(Exaktheit)와 다르다. 후설에 따르면 본질 인 형

상학은 “정 한 형상학”과 “기술  형상학”으로 나뉜다(Hua III, §72). 기

하학, 수학 등 그 상이 형식 인 자를 구축하는 개념은 일의

(eindeutig)이다. 가령 기하학자는 삼각형, 직선,  등의 이념  형상에 

한 정의를 통해 기하학의 많은 정리들을 도출해낸다. 반면 기술  형

상학의 상은 질료 이다. 우리는 ‘정치 인 것’, ‘경제 인 것’, ‘심리

인 것’ 등에 해 말할 수 있지만, 이들은 일의 으로 정의하기 어려우며 

애매하다(äquivok). 그러나 애매성이 이들의 학  결함은 아니다. 애매함

은 탐구 상의 성질상 본래 인 것이기 때문이다.21)

 엄 함은 극 으로는 이러한 상 역을 개시하는 것, 따라서 “사태 

자체”(Hua XIX/1, 10)를 간취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우리는 비록 애매할

지라도 어떤 것이 정치 인 것이고 어떤 것이 심리 인 것인지 구분한

다. 이러한 양상에서 다양한 체험과 본질직 을 통해 개념들을 명석하고 

명하게 하여 사태 자체를 구분 짓는 것이 엄 함의 첫 번째 의미이다. 

소극 으로는 엄 함은 기존의 어떠한 학문이나 진리도 제하지 않는 

“무 제의 원리”(Hua XIX/1, 19)를 의미한다. 이는 반성의 방법과 련 

깊다. 반성이 기존의 자명함을 문제시하여 그 자명함의 근원으로 환문하

는 것을 의미한다면, 상학자는 기존의 그 어느 지식이나 학문도 자명

20) 후설에 의하면 학문 체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첫째, 물리학, 심리학, 사회

학 등 다양한 유형의 경험과학. 둘째, 형식  존재론과 내용  존재론을 아우르는 

존재론. 셋째, 월론  상학이다. 이 세 유형의 학문들은 데카르트의 철학의 

나무처럼 하나의 고유한 정 연  속에 존재한다. 학문의 정  계에 해서는 

이남인,『 상학과 해석학』, 서울 학교 출 문화원, 2011, pp.32-37. 참고. 

21) 후설은 생활세계가 형태학  구조를 갖는다고 생각했다. 생활세계의 상들에 

한 모호하고 정 하지 않은 기술에 해서는 단 자하비,『후설의 상학』, 박

지  옮김, 한길사, 2018, pp.226-23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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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받아들여서는 안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무 제의 원리는 아

무 것도 제하지 않고 출발하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 그 속에는 방법

으로서 반성과 직 (Anschauung)이 제되어 있다. 왜냐하면 선입견을 

벗어나는 것이 반성이요, 자신이 책임질 수 있는 것만 인식으로 받아들

이는 것이 직 이기 때문이다. 

 이상의 의미를 종합하자면 상학함은 세계의 존재자의 존재와 의미를 

직 과 반성을 통해 자신이 책임질 수 있는 범 에서 부단히 개시해 나

가는 것이다. 핑크가 지 하듯 상학은 ‘의식’, ‘지향성’, ‘구성’ 등과 같

은 개념에 의해 일반 으로 규정되었다. 물론 이러한 개념들은 상학의 

심 개념임에는 틀림없지만, 상학의 근본 인 물음을 간과한다면 쉽

게 오해받을 수 있는 개념들이다. 가령 의식을 탐구하는 것은 의식을 통

해서만 상과 세계가 나타나며 세계의 자명성이 하나의 의식작용이기 

때문이지, 상학이 의식에만 심이 있는 학문이기 때문은 아니다. 다음

에서 후설이 명시하듯 상학자의 시선은 언제나 상과 세계를 향하고 

있다.

“ 월론  념론의 유일한 과제와 작업수행은 이 세계의 의미, 정확히 그 

속에서 이 세계가 모든 사람에게 실제로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되고 실제로 

정당하게 간주되는 의미를 해명하는 것이다. (…) 이러한 삶과 실증  학문

을 담당하는 의심할 여지없음을 이해하는 것과 그 정당성의 근거를 해명하

는 것은 완 히 다르다.”(Hua V, 152)

 2장. 자연  태도로 변되는 일상성(Alltäglichkeit)

 상학함이 하나의 반성함이고 궁극 으로 자기이해를 목표로 한다면 

반성의 상은 일상의 우리이다. 따라서 일상성은 상학의 한 주제가 

된다. 그런데 일상성을 탐구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일상성을 벗어났다

는 것을 의미한다. 일상성 속에 들어가 살면서(hineinleben) 우리는 우리

의 상황을 일상성이라고 명명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기능함이 하나의 주

제가 되었다면 기능함은 더 이상 익명 이지 않다. 이러한 일상성을 후

설은 ‘자연  태도’라 명명하고, 자연  태도에 한 기술을 시작으로 

상학  반성을 설명하려 한다. 그러나 자연  태도에 해 기술한다면 

우리는 이미 자연  태도를 벗어난 것이니, 자연  태도를 서술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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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미 상학  태도에 있으며 그 서술 내용은 “마치 ~ 인(Als 

ob)”(Hua XXXIV, 74)의 형식을 가진 하나의 상상(Phantasie)이 되겠다.

 자연  태도에서 우리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존재자들과 교섭하

고 있다. 가령 우리는 책을 지각하고, 노트북을 이용하며, 커피를 마신다. 

이때 존재자들은 친숙한 것(Vertrautes)이고 잘 알려져 있는 것

(Bekanntes)이며 확실히 거기에(da) 있다는 자명성 속에서 인식된다. 이

러한 자명성은 존재정립이다. 우리는 사물에 해 먼  존재정립을 하지 

않지만, 그 사물의 존재는 지각과 실천에서 이미 암묵 으로 제되어 

있다. 그런데 개별  사물의 존재정립에는 보편  세계의 존재가 제되

어 있다. 상들과 환경 세계는 지각하는 자에 해 지  당장 지각되지 

않아도, 그 자체로 “언제나 나에 해 거기에 있다.”(Hua Ⅲ/1, 57) 요컨

 그것들은 우리가 우리의 주의만 향한다면 언제든 지각될 수 있는 것

으로 실재한다. “이러한 경우인 한, 나는 ‘자연 으로 태도를 취하

는’”(Hua Ⅲ/1, 59) 것이며, 이때 우리의 심은 의식 작용이 아닌 세계

와 개별  상에 향해있다. 

 에서 서술한 자연  태도의 특징을 후설은 다음에서 보듯이 “자연  

태도의 일반정립”(Hua Ⅲ/1, 61)이라고 규정한다.

“나는 ‘실제성(Wirklichkeit)’을 이미 존하는 것으로서 발견하고, 실제성을 

그것이 나에게 주어지는 로, 한 거기에 존하는 것으로서 취한다. (…) 

‘이’ 세계는 실제성으로서 언제나 거기에 있고 내가 사념했던 것과 고작해

야 여기 기에서 ‘다르게’ 있으며, 이러 러한 것은 ‘가상’과 ‘환각’ 등의 명

칭 하에 일반 정립이라는 의미에서 언제나 존하는 세계로부터 삭제될 수 

있다.”(Hua Ⅲ/1, 61)

로부터 우리는 자연  태도의 일반정립의 특징을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우선 자연  태도에서 세계와 상은 그것을 의식하는 주 과 

계없이 ‘이미’(schon), ‘거기에’(da) 존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여기에서 

경험은 이미 존재하는 세계와 상에 해 우리가 시선을 향하면 일어나

는 것으로 이해된다. 다음으로 자연  태도에서 세계는 “존재자의 총체”

로서 여겨지며, 이에 따라 우리는 이러한 세계의 “한계를 벗어나서 존재

할 수 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확고한 믿음”22)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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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세계는 ‘존재자의 총체’로서 이미 정해져 있기에 그것에 비추어 우리

의 개별  경험은 가상이나 환각일 수 있는 것이다.   

 한편 반성은 자연  태도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가령 우리는 곧바로 

지각하면서 집을 악한 후 “나는 내 집을 본다”고 진술할 수 있다. 반

성이 근원  체험을 바꾸어 놓는 것처럼 자연  반성 한 이 의 소박

했던(naiv) 체험을 본질 으로 바꾸어놓는다. 즉 “자연  반성은 이 에

는 체험이었지만 상이 되지 못했던 것을 상으로 만든다는 바로 그 

사실”을 통해 체험은 “곧바로 향한 이라는 근원  양상을 완 히 잃어버

린다”(Hua I, 73). 그러나 이것이 자연  반성에 머무르는 이유는 여 히 

자연  태도에서 수행되는 반성이기 때문이다. 개별  상에 한 반성

은 자연  태도의 일반정립에 기반해 수행된다.

 3장. 데카르트  길23)을 통한 상학  환원의 실행

 개별  상에 한 체험을 반성하는 자연  반성은 근원  체험의 소

박함에서 벗어나기는 했지만, 보편 으로 수행되지 않았기에 아직 철학

 반성은 아니다. 후설에 의하면 철학  반성, 곧 월론  반성은 자연

 태도의 일반정립 자체를 반성해야 한다.『이념들Ⅰ』30 에서 자연  

태도의 특징을 와 같이 자연  태도의 일반정립으로 정리한 후, 후설

은 “이제 우리는 이러한 태도 속에 머무르는 신, 이 태도를 철 히 변

경시키려 한다”(Hua Ⅲ/1, 61)는 말로 새로운 논의를 시작한다.이러한 변

경은 자연  태도의 일반정립에 한 ‘ 단 지’이다. 단 지는 일반

으로 어떠한 정립에 한 정·부정·회의 등 일체의 단을 유보함을 의

미한다. 가령 우리는 ‘이 커피는 달다’라는 정립에 해 단 지하여, 커

피에 해 단하지 않고 우선 ‘이 커피는 나에게 달게 느껴진다’고 표

할 수 있다. 이 경우 단 지는 커피라는 특정한 상에 해 용되지

22) 이남인, 『 상학과 해석학』, 서울 학교출 문화원, 2011, P.84.

23) 통 으로 주석가들은 월론  상학에 이르는 길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에

서 네 가지 정도로 정리해왔다. ①데카르트  길 ② 상학  심리학을 통한 길 

③실증학문 비 을 통한 길 ④생활세계를 통한 길(③은 결과 으로 ④로 향한다

는 에서 같이 묶일 수 있다). 이  데카르트  길은 데카르트의 회의처럼 

로 의심할 수 없는 명증성의 이념으로부터 시작한다. 이 방법에 따르면 사물과 

세계의 존재는 의심가능하며 의식에 상 이기에 환원된다. 각 환원의 특징과 

상학 내의 개에 해서는 I. Kern(196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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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후설이 말하는 단 지는 자연  태도의 일반정립에 한 단 지

로서, 세계에 한 단 지이기에 “보편  단 지”(Hua Ⅲ/1, 65)라 

할 수 있다. 보편  단 지가 가능한 이유는, 우리가 명확한 정립이든 

명확하지 않은 정립이든, 그것이 정립인 이상 어떤 태도를 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Hua Ⅲ/1, 62). 그래서 후설은 자연  태도의 일반정립을 “작용

지 시키고(außer Aktion)”, “배제하며(ausschalten)”, “ 호친다

(einklammern).”(Hua Ⅲ/1, 63) 이는 다시 말하면 “지속 으로 ‘우리에 

해 거기에’ ‘ 존하는’, 의식에 합한 ‘실제성’으로서 언제나 거기에 남

아 있는 이 자연  세계 체를”(Hua Ⅲ/1, 65) 호 속에 넣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이 자연  세계에 련된 모든 학문들도 배제되어 호쳐진

다(Hua Ⅲ/1, 66). 이러한 호침, 배제함으로 특징지어지는 단 지가 

필요함을 후설은 데카르의 보편  회의를 소개하며 설명한다. 그러니까 

자연  세계와 이에 련된 모든 학문은 확실하지 않기에 단 지 되는 

것이다.

 그 다면 보편  단 지를 통해 “세계 체가 배제되었을 때, 도 체 

무엇이 남아 있을 수 있을까?”(Hua Ⅲ/1, 66) 다음에서 보듯이, 상학  

단 지를 소개한 이후 후설은 이러한 질문을 던지면서 의식이 “ 상학

 잔여(Residuum)”(Hua Ⅲ/1, 68)로서 남아있다고 답한다.

“의식은 그 자체 속에, 자신의 인 본질 속에 상학  배제를 통해 

향을 받지 않는 고유한 존재를 갖는다는 통찰 (…). 따라서 이 고유한 존

재는 ‘ 상학  잔여’로서, 원리 으로 고유한 종류의 존재 역으로서 뒤에 

남는다. 이 역은 사실상 새로운 학문, 즉 상학의 장이 될 수 있는 역

이다. 이러한 통찰을 통해서야 비로소 ‘ 상학 ’ 단 지는 자신의 명칭에 

상응하는 가치를 가지는데, 이를 완 히 의식해 수행하는 것은 우리를 ‘순

수’의식과 그 결과 상학  역 체에 근하게 해주는 필연  조작으로 

밝 진다.”(Hua Ⅲ/1, 68)

자연  세계를 배제하더라도, 우리에게 남아있는 의식은 “순수 의식”, 다

르게 표 하자면 “ 월론  의식”이다(Hua Ⅲ/1, 68). 그런데 왜 단

지 이후 의식이 잔여로서 남는지는 아직 해명되지 않았다. 실제로 후설

은 의식이 상학  잔여로서 정당함을 이후에 논증한다.『이념들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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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 상학  근본고찰’에서 의식은 두 가지 의미에서 이기에 

단 지 이후 상학  잔여로서 정당함이 논증된다. 

 먼  내재(Immanenz)로서 의식은 재(Transzendenz)인 사물과 세계에 

비해 그 존재에 있어 의심 불가능하다는 에서 (absolut)이다. 이

는 다음에서 보듯이, 사물에 한 지각인 ‘ 재  지각’과 체험에 한 

지각인 ‘내재  지각’을 비해 으로써 알 수 있다. 

“우리는 사물을 그것이 주어지는 모든 경우에 ‘실제로’  본래 으로 지각 

속으로 ‘맞아떨어지는’ 규정성에 따라 ‘음 지어진다(abschattet)’는 사실을 

통해 지각한다. 체험은 음 지어지지 않는다.”(Hua Ⅲ/1, 88)

“이에 반해 자아 자체 (…) 는 나의 체험 행성이 단 으로 폐기 불가능

한 무조건  정립을 통해 주어진  실제성이라는 것은 명확하다. 따라

서 하나의 ‘우연 ’ 정립인 세계의 정립은 하나의 ‘필연 ’ 정립이며 단

으로 의심할 여지없는 정립인 나의 순수 자아와 자아 삶의 정립에 

립해 있다. 몸소 주어진 모든 사물 인 것은 존재하지 않을 수 있지만, 몸

소 주어진 어떤 체험도 존재하지 않을 수 없다.”(Hua Ⅲ/1, 98, 강조는 인용

자)

음 (Abschattung)은 사물이 지각될 때 그 소여방식을 나타내기 해 

후설이 사용한 용어이다. 가령 우리가 집을 지각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완 한 집을 지각하지만, 지각 과정을 살펴보면 의식에 직  주어지는 

것은 완 한 집이 아니라 항상 집의 특정한 면모이다. 요컨  그것은 

 출에 의해 특징지어진다. 집의 정면, 후면, 측면, 혹은 윗면 등 의

식에 직  주어지는 것은 집의 불충분한 면모들인데, 우리는 이 게 의

식에 직  주어진 것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자연  태도에서 집이라고 하

는 자기동일  상을 인식한다. 그러나 반성을 통해 집을 지각하는 나

의 체험을 지각하는 경우, 체험은 이 게 음 지지 않는다.24) 무엇보다 

체험은 공간 이지 않으며, 이 경우 지각되는 것과 지각하는 것이 하나

의 같은 체험류를 형성하기 때문이다. 집은 내가 지각한 로 존재하지 

24) 이는 시간의식의 차원을 도외시한 찰이다. 시간의식이 도입되면 체험도 음

지지만, 『이념들Ⅰ』에서 후설은 혼란을 피하기 해서 의도 으로 시간의 차원

을 도외시한다고 는다(Hua Ⅲ,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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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을 수 있으며, 나아가 그 존재 자체가 가상 혹은 환상일 수 있다. 하지

만 데카르트의 회의가 밝히듯 집을 지각하는 지각 작용은 결코 가상일 

수 없다. 따라서 그 존재방식에 있어 의식은 사물과 세계에 비해 의심 

불가능한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후설은 사물과 세계를 “추정  실제성

(präsumptive Wirklichkeit)”으로, 의식을 “  실제성(absolute 

Wirklichkeit)”으로 규정한다(Hua Ⅲ/1, 98).

 그런데 자연  반성이 개별  상에 한 반성이었다면 상학  반성

은 세계에 한 반성이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이념들Ⅰ』에서 후설은 

다음에서 보듯이 이른바 “세계무화(Vernichtung)” 논증을 통해 세계에 

한 반성을 수행하려 한다.

“모든 사물  재의 본질 속에 놓여 있는 비-존재의 가능성을 생각해보자. 

이때 의식의 존재, 즉 모든 체험흐름 일반의 존재는 사물세계를 무화함으로

써 필연 으로 변양되지만, 자신의 고유한 존 속에 다루어지지 않는다는 

은 확실히 알게 된다. (…) 그러므로 어떠한 실재  존재도, 나타남을 통

해 의식에 합하게 제시되고 증명되는 어떠한 실재  존재(reales Sein)도 

의식 자체의 존재에 해 필연 인 것은 아니다.”(Hua Ⅲ/1, 104)

에 따르면 사물과 세계는 단지 추정  실제성을 가질뿐만 아니라 의식

에 의존한다. 왜냐하면 세계 없는 의식은 생각할 수 있지만, “일치하는 

것으로 입증되는 지각의 연속체” 속에 주어지는 사물과 세계는 그 자체

로 있는 것이 아니라, “경험연 들을 통해 주어”지기 때문이다(Hua Ⅲ/1, 

104). 음 지는 재는 직  주어진 것을 월하여 사유하는 의식의 기

능으로 인해 자기동일  상으로 구성된다. 이것은 의식에 의해 부여된 

하나의 의미이다. 따라서 “공간 -시간  세계는 그 의미상 단순한 지향

 존재, 그리하여 의식에 해 어떤 존재의 단순한 2차  의미, 상  

의미를 갖는 존재이다(Hua Ⅲ/1, 106). 

 지 까지 밟아온 데카르트  길의 내용을 정리해보자. 후설은 우선 어

떠한 선입견 없이 자연  태도에 한 기술에서 시작하려 했다. 이러한 

자연  태도의 성격은 자연  태도의 일반정립으로 규정되었고, 일반정

립에 해 보편  단 지를 시행했다. 보편  단 지에도 불구하고 

 의식이 남아 있기에, 자연  태도 신  의식을 유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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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태도는 가능함이 틀림없다.”(Hua Ⅲ/1, 106) “따라서 경험 속에

서 소박하게 살아가는 것 신, 그리고 경험된 것, 재  자연을 이론

으로 탐구하는 것 신, 우리는 ‘ 상학  환원’을 수행”(Hua Ⅲ/1, 106)

하여 월  자연을 구성하는  의식을 탐구할 수 있다. 이  

의식이 ‘ 상학의 근본 장’이요, 곧 월론  주 으로서 월론  상

학의 목표가 된다. 그 다면 여기서 알 수 있는 바, ‘ 상학  환원’이란 

단 지를 통해 배제된 세계와 자연  학문 신,  의식이라는 

새로운 탐구의 장을 열어주는 조작을 일컫는다. 이러한 과정으로 후설은 

선-철학 인 자연  태도에서 출발하여 단 지와 상학  환원을 통

해 월론  주 에 이르는, 말하자면 입문 인 고찰을 완료한다.

4장. 데카르트  길의 순환성과 상학  환원의 동기

의 문제

 

 1 .  세계무화 논증의 순환성

 자신의 상학을 “신 데카르트주의”(Hua I, 44)라 명명할 수 있다고 한 

후설은 3장에서 보듯이 철 하게 데카르트  동기에 입각해 세계무화 논

증을 펼쳐 월론  의식으로의 길을 마련하려 했다. 그 다면 3장에서 

살펴본『이념들Ⅰ』의 근본고찰은 ‘순수 상학의 일반  입문’이라는 부

제에 걸맞게 우리를 자연  태도에서 월론  태도로 자연스럽게 안내

하는가?『이념들Ⅰ』에 한 후기에서 후설이 “사람들이 ‘ 상학  환원’

의 원리 으로 새로운 을 이해하지 못한 사실, 세속  주 성에서 ‘

월론  주 성’으로의 상승을 이해하지 못한 사실”(HuaⅤ, 140)을 언

한 것으로 보아 그 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장에서는 그 이유를『이

념들Ⅰ』의 논증이 순환 이라는 에서 찾는다. 요컨 『이념들Ⅰ』의 

논증은 자연  태도에서 상학  태도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상학  태도에서 이루어지고 있기에 실패하게 되는 것이다.

 『이념들Ⅰ』“근본고찰”에서 후설은 자연  태도에서 출발해 단 지

와 상학  환원을 거쳐 월론  주 성에 도달하는 길을 그리려 했

다. 여기서 단 지는 자연  태도의 일반정립이 ‘정립’이라는 , 그리

고 사물 즉, 재가 추정  실제성을 가진다는 에 근거했다. 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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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환원은 세계 무화 논증을 통해 사물과 세계가 의식에 해 상

이라는 에 근거했다. 그리하여 세계의 실재성을 제하는 자연  태도

의 일반정립이 단지 믿음이라는 것을 밝  그것을 구성하는 의식으로 환

원했던 것이다. 그러나 후술하겠지만 재의 추정  실제성과 세계 무화 

논증은 자연  태도의 일반정립에 어떠한 변경도 가하지 않는다.

 우선 재의 추정  실제성은 지각하는 상황에서 상은 언제나 무규정

인 면을 지닌다는 에 기인했다. 체험과 달리 사물은 의식과 같은 체

험류에 속하지 않아 음 지기에 우리는 항상 사물을 잘못 악할 가능성

을 가진다. 환각과 가상의 사례는 이를 뒷받침 하는데 우리가 악한 것

은 언제나 그 로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환각과 

가상은 항상 어떤 실재를 제한다. 환각과 가상이 실재가 아니라 환각, 

가상으로 드러나는 것은 실재에 한 경험 이후이다. 컨  사막에서 

오아시스가 신기루로 보일 경우, 그것이 신기루라는 것은 그 장소에 가 

봤더니 오아시스가 실제로 없을 때이다. 이러한 직  확인 까지 오

아시스는 환각이나 가상이 아니라 실재로서 믿어진다. 그리고 오아시스

가 환각, 가상으로 밝 진 이후에 실재는 오아시스가 없는 상황이다. 그

러므로 추정  실제성은 실재 그 자체의 존재에 한 믿음에는 향을 

주지 않는다. 그것은 고작해야 실재가 지  내가 지각하고 악하는 것

과 다를 수 있다는 것만 알려  뿐이다.

 개별  사물이 아닌 세계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세계 무화 논증에서 

후설은 세계를 무화시켜도, 의식은 자신의 고유한 존을 잃지 않는다는 

것을 주장한다. 이때 ‘세계를 무화함’은 자세히 이해되어야 하는데, 그것

은 경험연 들이 “음 · 악·나타남의 확고한 규칙질서들을 잃어버린다

는”(Hua Ⅲ/1, 103)25)것을 뜻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후설은『이념들Ι』

§49에서 이를 “더 이상 어떤 세계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과 같은 것

으로 설명한다(Hua Ⅲ/1, 103). 우리는 “사고와 규정”(Hua III/1, 103)이

라는 말에 주의해야 하는데, 세계 무화는 단지 우리가 지 까지 경험을 

25) 아기 는 이러한 에서 후설이 말하는 ‘ 재’가 자연  태도에서 말하는 사물이 

아니라, 상학  심리학  태도에서의 사물이기에 『이념들Ι』의 논증이 순환

이라고 주장한다. 즉 사물과 세계가 의식에 해 상 이라는 것이 증명되어야 

하는데, 논증과정에서 ‘ 재’가 이미 의식-상 인 의미라는 것이다(Aguirre,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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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악하던 어떤 정합 인 세계가 그 질서를 잃는다는 것만을 말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후설이 세계 무화 논증을 통해 주장하는 상황은 비

정합 인 경험들만 갖는 주 이 정합 인 객  세계를 정립하지 못하

는 상황이다.

 그 다면 세계 무화 논증에서 말하는 세계와 자연  태도에서 말하는 

세계는 다르다. 후설은 우리의 경험을 통해 정합 으로 인식된 실재성을 

세계로 악한다. 그러나 자연  태도에서, 특히 자연  태도의 일반정립

에서 생각되는 세계는 이와 동일하지 않다. ‘존재하는 것들의 총체로서’ 

언제나 존하며 즉자 으로 존재하는 세계는, 그 자체 실재성으로서 내

가 사념했던 것과 다르게 심지어 극단 으로는 우리가 지 까지 경험해

왔던 것과  다르게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재성 자체는 

 변경되지 않기에 세계 무화 논증은 자연  태도의 일반정립에 한 

정당한 비 이 될 수 없다. 재의 추정  실제성에서 언 한 바, 만약 

우리가 지 까지 경험하던 세계가 진실로 존재하는 세계가 아니라는 것

을 알게 된다면, 그것은 이미 진실로 존재하는 세계를 경험했다는 것을 

제한다. 혹은 세계 무화 논증에 따라 세계가 비정합 으로, 그러니까 

불규칙 으로 경험되는 경우, 그것은 우리가 세계를 악하지 못하는 것

이지 세계가 실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세계에 

한 우리의 경험과 사념이 수정되는 것이지 세계의 실재성 자체가 수정

되는 것은 아니다. 여기에서 실재성 자체와 실재성의 내용을 구분할 수 

있다. 이 게 구분하고 나면, 자연  태도는 실재성 자체에 한 믿음이

기에 어떤 경험이나 사고 실험을 통해서도 변경되지 않을 것이다. 즉 자

연  태도에서 간주되는 ‘존재자의 총체’, ‘ 존하는 실재성’으로서의 세

계는 세계 무화 논증을 통해 그 즉자  성격을 잃지 않는다. 따라서 자

연  태도 내의 사람에게 이러한 논증은 상학  태도로의 이행을 가능

하게 하지 않는다. 

 2 .  세계정립의 불말소성(Undurchstreichbarkeit)과 세계의 주제화

 1 에서 살펴보았듯이 참된 실재성 자체로서의 세계정립은 폐기될 수 

없다. 후설은 세계와 개별  존재자의 차이를 강조했지만 세계무화논증

에서는 세계를 마치 개별 사물처럼 간주해 세계정립을 무화시키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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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후기 작에서 분명히 드러나듯이 세계정립은 개별 사물 정립처

럼 취소(Durchstreichung)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악에 수반되는 

것이다.

“경험 속에 존재하는 실제성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어디에서나  

언제나 교정의 가능성들을 고려해볼 수 있는 것으로 열어두고 있더라도, 

한 사실상 경험된 실제성의 포기가 자주 필요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 으로 참된 객 인 하나의 세계가 존재한다는 확실성, 즉 우리가 

단순히 말하듯이 바로 그 참된 세계가 존재한다는 확실성이 어 든 자연

 삶 속에서 우리를 지배한다. 이것은 의심 밖에 있는 자명성으로 언제나 

우리에게 용된다.”(Hua Ⅸ, 125, 강조는 인용자)

자연  태도의 일반 정립에서 간주하는 참된 하나의 세계는, 이제 더 이

상 믿음이 아니라 “필연  가정”(Hua Ⅸ, 125)이 된다. 1 에서 우리는 

가상과 환각 그리고 세계 무화 논증이 참된 세계의 실재성 자체에는 

향을 주지 않음을 보았다. 왜냐하면 우리의 경험이 거짓으로 드러난 경

우는 항상 어떤 참된 경험을 제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 까지의 우

리의 경험이 설령 거짓으로 드러난다 하더라도 그것은 수정될 것이고, 

이 과정은 무한히 진행되어 어 든 우리는 하나의 참된 세계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실제로 모든 실증  학문은 이러한 가정 에 성립한다. 

“즉 세계는 끊임없는 제이며, ‘세계가 무엇인가’, ‘이미 알려져 있는 것으

로부터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 이행함에서 세계에 무엇이 나타나는가’하는 

것만이 문제이다. 세계는 가령 은하계의 구조에 한 가설들처럼 실증과학

에 해서만 가설들이 갖는 의미와 같은 의미에서의 가설은 아니다. 실증성

의 모든 가설은 세계라는 가설의 토  에 있는 가설들이며, 이 ‘세계’라

는 가설에 해 실증과학과 동일한 의미에서 정 를 찾는 것은 배리일 것

이다.”(Hua Ⅵ, 265, 강조는 인용자)

 그런데 이러한 하나의 참된 세계는 필연  가정임에 동시에 토  가

설이다. 후설은 세계가 토  가설임을 부각시키며, 이것이 실증과학에

서 말하는 가설과  같은 의미가 아님을 말한다. 실증과학의 가설, 가

령 ‘은하계의 구조에 한 가설’은 탐구 이 에 가설로서 먼  주제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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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세워지고 탐구를 통해 검증된다. 반면 세계라는 토  가설은 이처

럼 먼  가설로서 세워지고 검증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학문  가설

이나 탐구가 있기 해 논리 으로 제되는 가설이라는 성격을 가진다. 

그러니까 ‘토 ’라는 말이 함의하는 바, 그것은 비주제 으로 제되며 

상처럼 경험될 수 없다. 실제로 우리는 “세계가 있다”26)라고 하며 세

계를 먼  정립한 후에 세계 내 사물의 존재를 정립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반 의 경우인데, 세계는 상 의식에 해 제로서 항상 수반되는 

것이다.27) 따라서 “사물은 어떤 것, 즉 우리에게 끊임없이 지평으로서 의

식된 세계‘로부터의 어떤 것’이다.”(Hua Ⅵ, 146) 이러한 의미에서 세계는 

그 어떤 상 지각과 실천에 해 “항상 그리고 필연 으로 미리 주어져 

있다.”(Hua Ⅵ, 145) 그러나 제로서 미리 주어져 있기에 세계는 그 자

체로 먼  의식될 수 없고, 단지 “존재하는 객체들에 한 지평으로서만 

의식되며, 특별히 의식된 객체들 없이는 결코 실 이 될 수 없

다.”(Hua Ⅵ, 146, 강조는 인용자) 따라서 자연  태도에서 세계가 제

된다는 것은 우리가 세계를 먼   주제 으로 제한 후 상에 한 탐

구를 수행한다는 뜻이 아니라, 자연  태도에서 심이 쏠리는 상에 

이미 항상 세계가 앞서 암묵 으로 제된다는 뜻이다.

 그 다면 세계의 ‘무화’가 아니라 세계의 ‘주제화’야 말로 자연  태도를 

떠나는 첫 걸음이다. 왜냐하면 세계 속에 들어가 있는 자연  삶은 보편

 지평으로서의 세계를 결코 주제화 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28) 후설 

한 “자연  삶은 (…) 주제화되지 않은 보편  지평 속의 삶이다”(Hua 

26) 자연  태도가 세계를 항상 실존하는 것으로 제한다면, 이 정립의 ‘내용’은 다

음일 것이다: “세계가 있다.”(Luft:2002, 74) “세계가 있다(Die Welt ist)”(Hua 

VIII, 40)

27) “칸트의 '나는 생각한다'에 유사하게, 모든 표상은 수반될 수 있어야 한다- 우

리가 변형시킬 수 있듯이: 세계가 있다는 것은 모든 삶의 상황에 수반한다. 일반

정립에서 지향된 것의 내용으로서 세계는 보편  믿음내용으로서 모든 삶에 공

통 이다.”(Luft:2002, p.73) 

28) 후설에 따르면 “자연  삶은 소박하게 곧바로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삶으로서 

특징지어진다. 이 세계는 보편  지평으로서 항상 어떤 방식에서 존하는 것으

로 의식되지만, 이 경우 주제 으로 의식되지는 않는다.”(Hua Ⅵ, 327) 그리고 다

음에서 후설은 자연  삶에서 세계는 결코 주제가 아님을 명시 으로 말하고 있

다. “세계는 자연 인 한가한 삶에서 결코 주제(Thema)가 아니며, 오히려 세계는 

보편  통일체로서- 능동  종합의 통일체로부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미리 주

어져 있다.”(Hua XXXⅣ, 67)   



- 26 -

Ⅵ, 149)고 말하며 이러한 측면을 지 한다. 이 보편  지평이란 “자연성

에서 곧 존재자로서 항상 계속해서 미리 주어져 있는 세계”(같은 곳)인

데, “단지 한가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곧 자연  태도의 사람은) ‘미

리 주어져 있다’는 말을 사용할 필요가 없으며, 세계는 우리에 해 

항상 실이라는 사실을 지 할 필요도 없다.”(같은 곳) 세계가 미리 

주어져있다는 말은 자연  태도를 벗어난 상학  태도에서만 할 수 있

는 말이다. 그러므로 “세계의식이 익명성으로부터 해방”(Hua Ⅵ, 267), 

그러니까 주제화되었다면, 그것은 “ 월론 인 것 속으로 고들어가는 

작업이 이미 수행”(같은 곳)된 것을 의미한다.

 3 .  상학  환원의 수동  동기부여

 우리는 2 에서 세계의 주제화가 상학  환원의 조건이 된다는 결론

을 얻었다. 그 다면 자연  태도에서 상학  환원이 어떻게 가능한가

를 묻는 것은 곧 자연  태도에서 어떻게 세계의 주제화가 가능한가를 

묻는 것과 같다. 따라서 세계의 주제화를 이끄는 동기를 찾아 으로써 

자연  태도에서 상학  태도로의 이행이 가능함을 보일 수 있을 것이

다. 그런데 상학  환원의 가능성을 세계 주제화의 가능성으로 바꾸어 

묻더라도 3장에서 제기한 의문은 여 히 남아있는 것처럼 보인다. 자연

 태도에서 “이론 이거나 실천 인 우리의 모든 주제는 항상 ‘세계’라

는 생활지평의 정상  통일성 속”에 놓여있고, “주체들인 우리는 단되

지 않는 일상 인 통일  삶에서 결코 이 지평을 월해 도달하는 어떠

한 목표도 알지 못하”며, 아니 “이것과 다른 여타의 목표가 있을지도 모

른다는 생각”을 도무지 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Hua Ⅵ, 148). 우리가 놓

인 지평을 지평이라 인식한다면, 그것은 이미 그 지평을 떠나 있다는 것

을 의미하지는 않는가?

 와 같이 세계의 주제화든 상학  환원이든 그것들을 시작하려고자 

한다면, 이미 그것들을 수행한 것이 되는 역설 인 상황29)은 주제화와 

상학  환원이 “특별한 의지결단”(Hua Ⅵ, 149)으로 나타나기 때문이

29) 아기  한 다음과 같이 언 한다. “이와 함께 그것을 통해 삶에서 상학이 

처음 생겨나는 그 어떤 반성은, 자체로 이미 상학  유형의 것이어야만 한다는 

어려움이 생긴다. 따라서 상학은 스스로를 제하는 것처럼 보인다.”(Aguirre,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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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즉 자연  태도 내에서 갑자기 자연  태도를 환할 결단을 내려야 

하기에 계속 역설 인 상황에 놓이는 것이다. 어떤 결단으로서 주제화, 

단 지, 환원 모두 자아가 여하는 능동  작용이다. 그런데 후설의 

발생  분석에 따르면 이러한 자아의 능동  작용에는 “수동  지향성”

과 “수동  상성”이 토 에 놓여 있다30). 이 에 근거하여 우리는 능

동  작용으로서 주제화와 상학  환원이 자연  태도에서 갑자기 실

행되는 것이 아니라, 수동  역에서 모종의 동기를 가지고 있어 실행

된다고 추론해 볼 수 있다.

 자연  태도를 생각해보면 실로 이러한 추론이 하다. 그 이유는 자

연  태도는 “곧바로 그때그때마다 주어진 객체들에 향한, 따라서 세계

지평 속으로 들어가 사는 방식”으로 특징지어지는데, 이것은 “ 단되지 

않는 일상의 안정성 속에 있는 삶”이기 때문이다(Hua Ⅵ, 148). 안정성

은 어도 안정 인 상태에서는 그 상태를 벗어날 이유가  없다. 요

컨  안정성은 그 내부에서 스스로 깨져야지, 다른 어떤 이유와 이론에 

소 해 깨지지는 않는 것이다. 따라서 자연  태도 한 어떤 이념이나 

이론에 호소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 내부에서 스스로 깨져야 한다. 그런

데 자연  태도가 스스로 깨지는 것은 우리가 당면하고, 맞닥뜨리는 상

황이지 결코 우리의 소  하에 실행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자연  

태도 자체가 우리가 태도를 취한 것이 아니라 처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자연  태도는 말이 ‘태도’일 뿐이지, 사실 그 ‘태도’로서의 우리의 능동

 작용이 여하지 않는다는 에서 ‘자연 ’이다.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하지 태도에 처하지는 않는다. 그런데 자연  태도는 우리가 그러한 

태도를 취하려고 결심하는 것과 상 없이 자연스럽게 놓이고 처하게 되

는 태도이다. 즉 자연  태도는 자연  태도에 있는 사람에게 태도로서 

드러나지 않는다. 따라서 자연  태도를 태도로서 악하는 것은, 자연  

삶을 주제화한 것을 의미하기에 이미 월론  태도에서 일어나는 일이

다31). 후설은 상학  환원을 ‘태도변경’으로 설명하기도 하는데(Hua 

Ⅵ, 151), 이 설명은 물론 ‘ 단 지’, ‘배제’, ‘차단’과 같은 용어보다 훨씬 

이해하기 쉽지만, 자연  태도가 태도로서 드러난 후에야 할 수 있는 설

30) 이남인, p.297.

31) 이러한 의미에서 핑크는 “자연  태도”라는 개념은 자연  태도 내에서는 개

되거나 발 될 수 없는 “ 월론 ” 개념이라고 한다(Fink 1976,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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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이다. 한 태도에서 다른 태도로 이행하는 것이 태도변경이라면, 그 같

은 이행을 실행하기 해서는 우리가 지  어떤 태도에 있다는 사실이 

의식되어야 하는데, 자연  태도는 그 안에서는 태도로서 드러나지 않으

니 태도변경 한 설명에 있어 어려운 은 언제나 남는다.32) 정리하자

면 자연  태도는 그 내부에서 깨져야만 비로소 우리에게 태도로서 드러

난다. 따라서 태도변경, 세계의 주제화로서 환원은 자연  태도가 깨지는 

것을 제하며, 이 깨짐은 능동  자아의 여 없이 일어나는 수동  사

건 혹은 상황이라 하겠다. 이에 더해 우리의 시선이 자연  태도가 깨지

는 상황에 머물러 그것에 해 반성할 때, 비로소 능동  작용으로서 세

계에 한 주제화와 상학  환원이 가능한 것이다.

 소결.  

 후설은 데카르트의 주도  이념을 따라 “철학을  정 에 입각한 

학문으로 완 히 개 ”(Hua I, 15)하고자 했다. 따라서 상학은 보편학

이면서도 엄 학이고자 하는 요구를 가지게 된 것이다. 한 진정으로 

철학자가 되려는 사람은 구나 반드시 생애에 한 번은 자신이 이제까지 

타당하다고 간주해왔던 모든 학문을 복시키고 그것을 새롭게 쌓아가려 

시도해야 한다면, 그 실행은 상학  환원으로 나타난다. 상학  환원 

이후 우리에게 개시되는 것은 세계를 구성하는 월론  의식의 권역이

다. 따라서 우리는 이 의식의 권역을 탐구함으로써 실증학문은 물론 세

계를 이해할 수 있다. 그 기 때문에 상학  환원까지의 길은 “세계, 

자연, 공간, 시간, 동물  존재, 인간, 혼, 신체, 사회  공동체, 문화 등

의 개념들의 의미와 근원을 철 하게 구명하려는 출발  이외에 다른 것

이 아니다.”(같은 곳) 이제 후설을 따라 “시작하는 철학자”인 우리에게는 

상학  환원을 통해 무한한 탐구 역을 개시할 일만 남았다.

32) 다음을 참고할 수 있다. “태도는 일반 으로 말한다면, 의지  삶의 하나의 습

으로 확립된 양식을 뜻한다. 그와 련하여 미리 지시된 의지방향이나 심에

서 혹은 궁극  목 이나 문화 작업수행들에서 이들의 양식 체가 규정된

다.”(Hua Ⅵ, 326) ‘의지  삶의 양식’이 함의하는 바, 태도는 우리의 능동  결단

을 통해 형성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 다면 자연  태도는 자연  태도 내에서는 

태도로서 악되기 어렵다. 우리는 자연  태도에 처해 있지, 자연  태도를 취하

려고 결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자연  태도는 의지

 태도가 아니다.”(Hua XXXⅣ,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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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부. 핑크의 상학의 상학 - 월론  

방법론의 개

 도입.

 후설의 기획처럼 철학  물음이라 하는 것이 항상 반성을 통해 자기 자

신을 철 하게 물어 자신의 근거를 스스로 조명하여 정 해 나가는 것이

라 한다면, 후설의 상학 한 응당 동일한 반성의 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후설 한 이 을 인식해『데카르트  성찰』마지막 부분에 다

음과 같이 상학에 한 비 의 필요성을 언 했다.

“모든 월철학  인식론은 인식비 으로 최종 으로는 월론  상학  

인식(우선은 월론  경험)에 한 비 으로 되돌려진다. 더군다나 상학

은 본질 으로 자기 자신을 돌이켜 계짓는 것이므로, 이 비  역시 비

받을 필요가 있다.”(Hua I, 177)

하지만 상학에 한 비 은 암시만 되었지 실제로 후설을 통해 이루어

지지는 않았고 핑크는 『6성찰』을 통해 상학에 한 비 , 곧 ‘ 상학

의 상학(Phänomenologie der Phänomenologie)’을 개했다. 그런데 

상학이 세계에 한 하나의 반성함이므로 상학의 상학은 반성함에 

한 반성함이 되겠다. 그러나 “반성의 과제는 근원  체험을 반복하는 

것이 결코 아니고 그 체험을 찰하고 그 속에서 발견되는 것을 해명하

는 것”(Hua I, 73)이기에, 반성에 한  하나의 반성으로써 핑크가 의

도한 바는『6성찰』의 머리말에서 알 수 있듯이 상학  반성의 반복이 

아니라 상학을 넘어서는 것이다

“후설의 철학 속에 잠재한(latent) 일련의 문제들을 정식화하고자 시도했다. 

그런데 ‘ 상학의 상학’이라는 사상, 즉 ‘ 상학함(Phänomenologisieren)’

에 한 반성의 사상이 후설 상학 속에 체계  착상의 본질  계기이다. 

월론  방법론의 문제를 드러내는 것은 후설 철학에 가장 하게 다가

선 여기서는  정신의 비존재 (meontisch) 철학에 한 견을 통해 

규정된다.”(Hua Dok II/1,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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핑크는 후설이 “존재자에 합한 인식 방식을 선-존재(Vorsein)에 무비

으로 용”(Hua Dok II/1, 184)했다고 비 한다. 상학에 한 반성

이라는 월론  방법학을 통해, 세속성(Mundanität)으로 변되는 존재

자의 역과 월성(Transzendentalität)으로 변되는 메온, 즉 선-존재

의 역을 반정립(antithetik) 으로 구분하여, 양자 사이의 변증법  통

일로서(dialektische Einheit) 정신의 철학을 개시하는 것이 핑크의 

궁극 인 목표이다. 

 ‘메온’, ‘변증법  통일’ 등 상학에 생소한 기획을 이해하기 해서 우

선 핑크가 의도한 월론  상학의 체계가 어떤 형식으로 나타나는지 

살펴볼 것이다(1장). 그런데 우리가 악하기에 핑크와 후설의 서로 다

른 기획은 상학  환원에 한 상이한 이해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핑

크가 이해한 상학  환원을 월  삶의 이분화(Entzweiung)를 통해 

규명한다(2장). 그리고『6성찰』의 핵심 이면서도 후설과 핑크의 첨

한 립을 보여주는 세계화(Verweltlichung)의 상황을 규명한다(3장). 이

와 같은 작업을 통해 최종 으로 핑크가 어떤 구도에서 월성과 세속성

을 이해하여 변증법  통일을 말하는지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4장).

 1장. 월론  상학의 체계

 한 작용에 해 우리는 주제(Thema)와 작용함(Leisten)을 구분할 수 

있다. 가령 집을 지각하는 경우 작용은 ‘지각함’이며 주제는 ‘집’이다. 작

용은 주제 이지 않고 작동 (operative)이며 단지 기능하고 있다

(fungieren). 이때 작용의 주체는 언제나 작용함 ‘속’에 있다. 따라서 주체

의 작용함은 익명 이다(anonym). 집에 한 지각을 반성하는 경우 이

의 지각함은 이제 주제가 되고 반성함이 기능하는 작용이 된다. 상

학함도 하나의 작용함이니 마찬가지의 구도가 용된다. 이 의 작용이

었던 상학함은 상학의 상학에서 이제 주제가 되고, 이 주제에 상

응하는 반성함이 새로운 작용으로 생긴다. 핑크는 반성함의 구조에 따라 

상학의 체계를 다음과 같이 마련한다.

I. 인간의 자기숙고(Selbstbesinnung), 이것이 철 화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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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상학  환원: 처음에 외 상 그 주체는 인간이다. 세계를 호침 속에 

포함된 인간을 호침을 수행함으로써 그 주체는 월론  응시자로 변화

되는데, 그 응시자는 월 인 세계를 구성하는 작용으로 환원된다.

III. 월론  원리론(transzendentale Elementarlehre):

 a) 소  상학(regressive Phänomenologie)

 b) 구축  상학(konstruktive Phänomenologie)

  주체: 월론  응시자

  주제: 세계구성

IV. 월론  방법론(transzendentale Methodenlehre)

  주체: 월론  응시자

  주제: 월론  응시자

(Hua Dok II/1, 13)

I의 숙고는 자연  반성이다. 자연  삶에서 반성을 통해 작용, 가령 지

각함은 주제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반성이 철학  요구에 따라 가장 철

화된 형태로 나타나면 상학  환원이 된다. 

 최 의 상학  환원함의 주제는 자연  태도의 일반정립이며 이를 수

행하는 주체는 인간으로 보이지만 사실 월론  응시자이다.33) 설립된 

월론  응시자의 에서 이제 우리는 세계를 하나의 구성과정의 결

과물로서 고찰하여 의식의 구성과정을 탐구한다. 이때 주제는 세계구성

이 되며 작용은 상학  환원함 혹은 응시함이고, 그 주체는 월론  

응시자이다. 후설 상학의 부분은 이 단계에 속한다. 칸트의 어법을 

좇아 핑크는 이를 ‘ 월론  원리론’이라 명명하고 그 아래 소  상

학과 구축  상학을 두었다. ‘소 ’과 ‘구축 ’은 방향 개념을 유한

다. 소  상학에서는 응시자에게 ‘직 으로’ 주어진 것을 출발 으

로 하여 그 구성과정을 역추  한다. 반면 “구축  상학의 상은 주

어져있지 않”으며, 그것도 “원리 으로” 그 다(Hua Dok II/1, 63). 그것

은 “시간  존재의 체”(Hua Dok II/1, 64)인데 상학  환원을 시

한 반성은 그때그때 주어지는 것을 토 로 하기에 자신의 삶의 체에 

해서는 다룰 수 없다. 그 기 때문에 “구축  상학은 월론  삶에 

33) 월론  환원함의 주체가 인간(Mensch)이 아니라는 은 핑크와 후설의 첨

한 립   하나이다. 인간과 월론  응시자의 차이에 해서는 2장에서 자

세히 논구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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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 으로 주어져 있음을 넘어서는 모든 문제설정의 총 ”(같은 곳)을 

의미하고 반성을 통해 주어진 것을 분석하는 방법이 아니라, 주어질 수 

없는 것을 구축해나가는 방법을 사용한다.

 그런데 소  상학이든 구축  상학이든 세계구성을 주제로 상

학함의 기능함 속에 있는 한, 우리는 “세계의 소박함을 극복하고 새로운 

소박함, 곧 월론  소박함에 놓여 있다”(Hua Dok II/1, 5). 주체인 

월론  응시자는 자신의 작용인 상학함 속에 있기에 ‘ 상학함’, ‘ 월

론  응시자’ 자체는 주제가 되지 못하고 익명 으로 남아 있다. 만약 철

학의 이념이 철 한 반성을 통한 자기이해라면, 이 월론  응시자 자

체도 주제화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상학함에 한 새로운 반성함

이 생기고 이 반성함은 ‘ 월론  방법론’이라 명명된다. “자기 자신을 

넘어서서 궁극 인 월론  자기이해 속에서 상학을 완성하는 것이 

월론  방법론의 고유한 과제이다. 다르게 말하자면 월론  방법론

은 상학의 상학 이외에 다른 것을 지향하지 않는다.”(Hua Dok II/1, 

9) 곧 핑크의『6성찰』은 하나의 상학의 상학이며 곧 월론  방법

론의 개이다.

2장. 상학  환원과 월  삶의 이분화

(Entzweiung)

 1 .  상학  환원의 동기부여

 핑크가 상학  방법론을 개할 첫 번째 주제로서 선택한 것은 상

학  환원이다. 왜냐하면 상학  환원은 상학  태도로 들어가기 

해 실행해야만 하는 인식실천  비일 뿐만 아니라, 구체 으로 실행된 

모든 철학함이 곧 환원 자체의 개이기 때문에 상학  환원의 상

학은 월론  방법론의 첫 번째 문제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상학  환원의 상학은 우선 상학의 시작(Anfang)의 문제에 련

된다. 우리는 상학  환원이 도 체 왜 일어나는지 물을 수 있다. 이 

물음이 요한 이유는 “ 상학  환원을 ‘강요하는(zwingen)’ 동기부여는 

자연  태도 속에는, 그것도 원리 인 근거들에서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

다.”(Hua Dok II/1, 35) 상학  환원의 시작은 자연  태도의 일반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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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호치는 것, 곧 자연  태도 자체를 성립시키는 세계라는 제를 주

제화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자연  태도는 이 제가 그 자체로 인식되

지 않는다는 에”(같은 곳) 성립한다. 세계라는 제에 해 주제 이지 

않아 자연  태도는 세계 속에 들어가 살면서 세계 내 존재자들에게만 

심을 기울이게 된다. 이는 자연  태도의 선택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진행되는 과정이다. 자연  삶을 살아가는 자연  태도에 있는 자에게는 

세계를 떠나는 것은 생각될 수 없는 일이다. 이러한 에서 핑크는 다음

에서 보듯이 ‘자연  태도’라는 후설의 명명에 불만을 가졌다.

“‘자연  태도’라는 용어는 (자의 인arbitrary?) ‘태도’의 종류를 암시하기 

때문에 험하다. 핑크는 오히려 ‘세계속박성(Weltbefangenheit)34)’이라고 

말하는 것을 더 선호했다.”35) 

자연  태도의 특징은 그것이 일상  삶의 수행양태로서 익숙한 습 의 

형식으로 진행된다는 것이다. 그 다면 이 습 을 벗어나는 것은 그 습

 에 구축된 어떤 이론  반성이 아니라 습  자체의 깨짐이나 붕괴

(Durchbruch)일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핑크는 월론  태도에서 자

연  태도를 기술한 후설과 달리, 자연  태도 속의 삶에서 인간이 “세

계라는 문제에 부딪치게 되는” “동기가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제시하려 

했다(Hua Dok II/2, 30). 심리학, 논리학으로부터의 길 등 후설이 마련한 

34) 핑크의 개인  기록(Z-XIII, 1934년, 2a)의 다음 부분을 참고할 수 있다. “‘세계

속박성’이라는 개념을 통해 후설로부터 분명히 거리를 두는 안내는 매우 요하

다. ‘자연  태도’라는 후설의 개념은 곧바른(geradehin)-태도(소박성의 태도)를 

범례 으로 개시킨 것이었다. 나아가 경험의 속견(doxa)  성격( 한 존재자에 

한 태도의 성격)을 개한 것이었다. 이는 철학  태도로의 이행, 즉 ‘환원’이 

충분히 철 하게 시작될 수 없다는 사실로 우리를 이끈다. ‘세계’는 그것이 아직 

여 히 한 번도 시야에 들어오지 않았을 때 어떻게 차단되어야 하는가? 이론  

경험 태도와 선이론  경험 태도의 소박성은 존재자에 고정되었다는 특성 그것

도 세계이내에(binnenweltlich) 향한다는 특성에 있다. ‘세계’는 여기에서 시야에 

들어오지 않은 채 남아있다.” 같은 곳 5a의 다음도 참고할 수 있다. “자연  태도

라는 후설의 표 은 잘못 이해된 것이며 그 자신으로부터 두 가지 방식에서 사용

된다: 1) 곧바른 삶의 태도, 이론 으로-반성하는 태도와 립되는 선이론  태

도, 2) 월론  태도의 반  개념.” 주석 내 모든 인용문은 Luft(2002), p.90.에서 

재인용. 

35) Dorin Cairns, Conversations with Husserl and Fink, Den Haag: Martinus 

Nijhoff, 1976, p.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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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길들은 “ 상학  비지식”이 이미 그 길들을 규명하는 한, “자

연  태도 속에서 발원하는 사고과정의 의미에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

기 때문이다(Hua Dok II/1, 38). 

 그런데 이러한 동기부여는 자연  동기일 수 없다. 가령 자연  태도에

서 배고픔은 식사의 동기부여가 된다. 그리고 식사를 하는 것은 자연  

태도의 인간의 가능성 속에 있다. 하지만 상학  환원은 핑크가 강조

하듯이 “인간  가능성들의 지평 속에 결코 놓여 있지 않다.”(Hua Dok 

II/1, 38) 왜냐하면 자연  태도의 인간이 그 언젠가 한번 획득하여 습

화시킨 능력도, 이미 익히 알고 있는 지식도 아니기 때문이다.36) 따라서 

우리는 핑크를 따라 “ 상학  인식은 결코 세속  인식을 통해서가 아

니라 항상 상학  인식을 통해 동기부여된다”(같은 곳)고 결론지을 수 

있다. 물론 여기에서 ‘동기부여’ 자체도 자연 으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

라 월론 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핑크에 따르면 자연  

태도의 익숙한 삶을 깨는 것은 어떤 능동  활동이 아니라, 다음에서 보

듯이 오히려 인간에게 닥치는 어떤 사건이다.

“그 다면 이것은( 상학  환원은) 세계가 우리에게 어떤 운명  사건의 

체험 같은 것을 통해, 혹은 일반 으로 친숙하거나 친숙하게 된 지식의 갑

작스러운 일깨움을 통해, 즉 궁극  사물이나 죽음과 허무함에 한 지식을 

통해, 공포와 율의 수수께끼의 기분을 통해 우리에게 완 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될 때, 세계가 그것의 일상  친숙성과 익숙함을 잃고 걱정스러

운 수수께끼가 될 때 일어난다.”(Hua Dok II/2, 30 호는 인용자)

 인용문에서 알 수 있듯이 핑크의 에서는 상학  환원의 동기부

여가 철 히 수동 이며 나아가 개별 이다. 자연  삶의 극단 인 상황

에 놓인 개인이 자신의 독자 인 그 체험을 통해서만 익숙한 세계의 지

평을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상황은 개인이 만들어 내는 

36) 상학  환원이 자연  태도의 인간의 지평에 놓이지 않은 것은 학문으로서 

상학이 자연  태도의 인간의 가능성이 아니라는 에서『6성찰』의 후반부에서

도 강조된다. “각각의 학문이 인간에게 가능한 존재에 한 태도의 지평 속에 이

미 처음부터 놓여 있는 한, 각각의 세계  학문에 있어 잠재성에 한 물음이 어

떠한 특유한 문제도 서술하지 않는 반면, 상학함은 인간에게 미리 주어져 있는 

어떠한 가능성도 아니다.”(Hua Dok II/1,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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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아니라 ‘운명  사건’이 암시하듯 개인에게 닥치는 하나의 당함

(Erleiden)이다.

 그 다면 “ 상학  환원은 자기 자신을 제한다.”(Hua Dok II/1, 39) 

그것이 주제 으로 수행된 것으로서 제되는 방식으로서가 아니라, 극

단  상황이 이미 선행하는 경우 비로소 시작될 수 있는 한에서 자신을 

제한다. 왜냐하면 극단 인 상황은 이미 세계의 친숙성이 깨진 이후이

기 때문이다.

 2 .  상학  환원을 통한 비참여  응시자(unbeteiligter 

Zuschauer)의   설립

 지 까지의 상학  환원에 한 설명에서 핑크가 ‘자연  태도’를 

변하는 것으로 ‘인간’이라는 말을 사용한 것이 에 띈다. 특히 다시 인

용하자면 월론  상학의 체계에서 자연  반성은 인간의 자기숙고로

서 그 주체가 ‘인간’이었고, 상학  환원의 주체는 월론  응시자

다. 그 다면 이 응시자는 구인가?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과 그 모습을 보는 내가 구분되듯이 반성은 어

떤 종류의 자아분열(Ichspaltung)37)을 암시한다. 상학  환원을 통해 

나1는 내(나2)가 자연  태도의 자아가 아니라 세계를 구성하는 자아임

을 안다. 이때 나2은 세계를 구성하는 나이고, 나1은 그 사실을 인식하는 

나이다. 핑크는 이 나1을 ‘비참여  응시자’ 혹은 ‘ 월론  응시자’라고 

부른다. 나1의 기능함은 상학  환원을 수행함이다. 세계속박성은 인간

의 원  상황을 규정하기에, 상학  환원을 수행하면서 인간은 “탈

인간화(Entmenschung)되어 자신 속에서 월론  응시자를 드러내며 

그 속으로 사라져버린다.”(Hua Dok II/1, 44) 

 이 응시자는 자신을 응시할 뿐 세계구성과정에 참여하지 않기에 ‘비참

여 ’이라 불린다. 사과를 보고 커피를 마시고 싶어 하는 등 여러 구성 

과정에서 우리는 상의 존재를 암묵 으로 정립한다. 그러나 립화 변

양으로 특징지어지기도 하는 상학  환원은 상과 세계의 존재를 정

립하지 않는다. 요컨  그것이 확실히 있는지, 의심스러운지 등등 단하

37) 후설과 핑크 모두 상학  환원을 통해 분열되는 자아에 해서 말한다. 특히 

후설의 경우 자아분열과 그 시간성에 해 많은 심을 가졌다. 이에 해서는

『제일철학II』(Hua VIII) 2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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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고, 단지 자신의 구성과정을 주시할 뿐이다. 이러한 응시자를 통해

서만 구성하는 주 성의 자기의식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핑크는 이를 구

성하는 삶의 “기능  표자”(같은 곳)라고도 명명한다. 그리고 이 응시

함이 곧 상학  환원함이기에 응시자는 곧 상학하는 자아

(phänomenologisierendes Ego)이다. 

 3 .  비참여  응시자의 설립을 통한 월  삶의 이분화

 상학  환원을 통한 비참여  응시자의 설립은 후설 한 서『

기』38)에서부터 유고에 이르기까지 먼  그리고 계속 사용한 개념이었

다. 그 다면 핑크의 통찰의 특유성은 어디에 있는지 답해져야 할 것이

다.『6성찰』의 머리말에서 보듯이 후설은 핑크가 “구성하는 자아와 

상학하는 자아의 립을 무 강하게 강조해 인정”(Hua Dok II/1, 183)

했다고 하며 이를 포함한 몇 가지 지 에 동의하지 않았다. 사실 바로 

이 응시자를 규정하는 내용에서부터 핑크는 후설 상학에서 벗어난다. 

구성하는 자아와 응시하는 자아 사이에 차이를 두지 않은 후설에 반해 

핑크는 응시함과 구성함을 월  삶의 두 역으로 양분하여 “존재이원

론(Seinsdualismus)”(Hua Dok II/1, 22)을 주장하기 때문이다. 이 이원론

은 월성 내의 “존재방식”(Hua Dok II/1, 23)에 있어 상이함으로 월

으로 구성하는 자아와 월론 으로 응시하는 자아의 존재론  구분을 

낳는다.

 상학  환원을 통해 주제가 된 월  삶은 우선 구성하는 삶이다. 

핑크에 의하면 모든 구성하는 삶의 “목 론  경향은 존재로의 경향”이

며 “구성은 항상 존재자에 한 구성”이다(Hua Dok II/1, 23). 가령 우리

는 책상을 지각하고 사과를 지각한다. 상학  환원 이 이든 이후이든, 

지각, 단, 의욕 등으로 변되는 구성하는 삶은 지속된다. 환원 이후에

는 단지 그것이 구성하는 삶으로서 자각되었을 뿐이다. 곧 월  삶은 

항상 존재자를 부단히 구성하는 삶이다. 

 이에 반해 응시함은 ‘드러냄(Enthüllen)’ 는 ‘발견함(Freilegen)’으로 특

징지어진다. 핑크에 따르면 응시함은 구성함이 아니다. 왜냐하면 응시함

38)『 기』에서는 무 심한 응시자(uninteressierter Zuschauer)로 명명되지만 의미

하는 바는 같다. Hua VI, §69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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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상은 존재자가 아니라 존재자의 구성과정, 곧 선-존재이기 때문이

다. 우리는 지각과 단을 통해 상을 구성하지만, 상학  환원을 통

해서는 상의 구성과정을 드러낸다. 구성된 것이 존재라면 구성하는 

것은 존재일 수 없다. 이것이 핑크의 근본 인 통찰이다. 그 다면 존재

자에 한 경험과 선-존재에 한 경험은 다르다.39) 핑크가 강조하듯이 

“자연 인 소박한 경험개념이나 월 인-구성  경험개념에서부터도 

월론  응시자가 상학하는 경험의 본래  특성은 악되지 않는

다.”(Hua Dok II/1, 57) 자연 인 소박한 경험은 경험 상인 존재자의 

독립성으로 특징지어진다. 자연  태도에서 우리가 지각하고 단할 때 

상은 우리의 지각  단작용과 계없이 “이미-이 에-거기에-있

다.”(같은 곳) 상학  환원 이후 우리는 존재자가 의식의 의미부여의 

결과라는 것을 안다. 따라서 이때 존재자는 의식 독립성을 잃지만, 그럼

에도 경험의 상은 여 히 존재자이며, 실제 인(wirklich), 의심스러운

(wahrscheinlich) 등의 존재 특성을 잃지 않는다. 하지만 상학함/환원

함/응시함은 존재자의 의미부여 과정을 탐구하며, 이 선-존재는 존재자

도 아니고 존재 특성도 갖지 않는다. 

“ 상학하는 주  작업수행이 곧 월 으로 구성하는 작업수행과 구별

되기 때문에, 한 구성  생성작용 자체를 드러내 밝힘이 곧 ‘구성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으로 문제가 생기며, 상학함의 월론  ‘존

재’에 한 물음이 생긴다.”(Hua Dok II/1, 22, 강조는 인용자) 

 

따라서 후설에게서는 나타나지 않았던 월  삶의 분화가 생기며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 자아로의 분열40)이 나타난다.

39) 후술하겠지만 핑크는 선-존재에 한 경험함이 있을 수 없다고 본다.

40) 그러나 어 든 외견상으로는 한 개인 내부에서의 분열이다. 따라서 핑크는 “

월  삶 자체 속의 립과 분열이며, 자기 립화(Selbstentgegensetzung), 즉 차이

성 속의 동일성, 자기 자신으로 남아 있음(Sichselbstgleichbleiben) 속의 

립”(Hua Dok II/1, 23)이라고 한다. 시게루 타구치의 서술처럼 “비 으로 검토

되어야 할 것은 자아에 한 핑크의 이해가 아니라 ‘세 자아들’이라는 말”이다

(Shigeru Taguchi, Das Problem des ‚Ur-Ich’ bei Edmund Husserl, 
Dordrecht:Springer, 2006, p.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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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성 내의 두 작용의 차이는 단지 구별될 뿐만 아니라 핑크에 의하면 

원리 으로 “다른종류의(andersartig)”것이며 존재방식의 차이이다. 핑크

는 앞으로 살펴볼 모든 월론  방법학의 개와 그 안에서 나타나는 

립  종합구도를 의 구분에 근거 짓는다.

4 . 이론화함(Theoritisieren)으로서 상학함과 존재 이념의 환원

 지 까지 응시함은 구성함이 아니라는 부정 인 방식으로만 규정되었

다. 그러나 응시함이 상학을 개하는 행 임에 유의한다면 우리는 응

시함을 하나의 학문함, 곧 이론화함으로 특징지을 수 있을 것이다. 실제

로 핑크 한『6성찰』에서 “§8. 이론화함으로서 상학함”(Hua Dok 

II/1, 74)이라는  아래 상학함의 이론  경험을 다룬다. 그런데 상

학자의 이론  경험함에 해 묻자마자 어떤 역설이 생겨나는 것처럼 보

인다. 가장 철 화된 반성이라는 이념 하에 상학  환원을 통해 논리

학과 수학을 시한 모든 실증학문을 호쳤기 때문이다.41) “원리 의 

원리”에 따라 순수하게 직 으로 제시되는 것만 이용해야 한다면 상

학  환원을 수행한 이에게 이론  경험함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

인지 물을 수 있다. 핑크는 세속  학문과의 비를 통해 상학의 이론

 경험함을 설명한다.

41) “그래서 우리는 형식 논리학과 수학 일반 체를 명백히 배제하는 단 지 속

으로 포함시킬 수 있으며, 상학자인 우리가 따르고자 하는 ‘우리가 의식자체에

서 순수한 내재에서 우리에게 본질 으로 통찰 으로 만들 수 있는 것 외에는 아

무 것도 요구할 수 없다’는 규범의 정당성을 확신할 수 있다.”(Hua III/1, 127)

월성 세속성

월 으로 구성함(Vor-Sein)

주체: 월 으로 구성하는 자아

주제: 세계

작용/기능: 구성함

존재(Sein)

주체: 자연  태도의 자아

주제: 자연  존재자

월론 으로 상학함

주체: 월론  응시자

주제: 월 으로 구성하는 삶

작용/기능: 응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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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  핑크의 물음처럼 “ 상학  ‘이론  경험작용’이 시작될 수 있다는 

사실은 도 체 어떻게 가능한가?”(Hua Dok II/1, 75) 자연  태도에서 

세속  학문을 형성하는 경우 “우리는 성장한 인간으로서 이론  인식실

천의 발단 속에서 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끊임없이 갖는다.”(같은 곳) 

가령 우리는 발 된 이성, 기본 인 논리학과 범주  통찰들, 개념과 언

어들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이론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습득성

(Habitualität)으로서 기능한다. 반면 상학하는 이론  경험의 경우 이

러한 습득성들이 “시작에 미리 놓여 있지는 않다.”(같은 곳) 하지만 실증

 학문이 호쳐져도 이론  능력 자체는 우리에게 유지되어 남아있으

므로 “ 상학  응시자의 이론  경험은 이미 주어져 있는 습득화된 이

론  능력과 더불어 시작한다.”(같은 곳) 이때 월론  방법학의 특수한 

문제를 형성하는 것은 앞 에서 살펴보았던 월  삶의 이분화이다. 

핑크가 강하게 주장한 이분화에 따르면 습득화된 이론  능력은 본래 

월 으로 구성하는 자아의 것이지, 응시하는 자아의 것이 아니다. 그런데 

핑크의 구도에서 상학함은 응시하는 자아만 할 수 있는 작용이다. 따

라서 핑크는 상학  응시자가 “구성하는 자아의 이론  성향을 이어받

아(übernehmen)”(Hua Dok II/1, 75) 이론  경험함으로서 상학함을 수

행한다고 말한다. 

 이론  경험함의 문제는 비단 작용의 측면 뿐만 아니라 그 상 측면에

서도 난 을 가진다. 핑크에 따르면 세속  학문에서 “모든 자연  인식

작용은 존재자에 한 인식작용이며, 모든 경험은 존재자에 한 경험

이다”(Hua Dok II/1, 76). 따라서 자연  태도에서 인식과 경험은 “두 존

재자 사이의 존재 계”(같은 곳)이다. 그러나 살펴보았듯이 응시함의 주

제인 세계구성과정은 존재가 아니다. 그 다면 존재의 소박한 립개념

인 ‘무(Nichts)’로 이 주제를 특징지어야 할 것인가? 핑크는 이에 해 

부정하며 다음에서 보듯이 ‘존재 이념의 주제  환원(thematische 

Reduktion der Seinsidee)’을 주장한다. 

“ 상학  응시자의 주제, 즉 세계구성이 (무비  의미에서) 존재하는 것

으로 특징지어지지 않는 한, 그만큼 우리는 존재의 소박한 립개념, 즉 

‘무’라는 개념으로 그 주제를 특징지을 수 없다. 오히려 존재이념의 주제  

환원이 필요하다. (…) 상학 체는 이 요청된 존재이념의 환원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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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궁극 이고 원리 인 각인을 겪는다.”(Hua Dok II/1, 80)

존재이념의 ‘주제 ’ 환원은 우리가 암묵 으로 생각하고 있던 ‘존재’라는 

개념을 구분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연 인 의미, 즉 근원 인 의미에서 

‘존재자’는 “자연  태도의 지평과 범  속에서 마주칠 수 있는 존재자, 

즉 세계 속의 존재자”(Hua Dok II/1, 81)를 의미해 왔다. 우리는 세속  

존재이념에 사로잡  있어 ‘존재’, ‘존재자’라는 말로 주로 자연  의미를 

상기한다. 하지만 상학  환원 이후 우리는 이러한 소박한 존재 개념

에 붙잡  있을 수 없다. 상학하는 응시자는 본래 자신의 것이 아닌 

이론  습득성을 구성하는 자아로부터 빌려오는 것처럼, 본래 존재하는 

것이 아닌 구성과정을 “마치 그것이 하나의 존재자인양 다 야 한다.”

(같은 곳) 그 지 않다면 구성하는 과정을 해명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유비 계가 형성되는데, 상학하는 우리는 그 자체로 존재하

지 않지만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닌 세계구성과 련되기 때문이다. 자

연  경험이 존재자와 련되는 것과 유비 으로 상학함은 자신의 주

제와 련된다. 따라서 핑크는 이러한 상황을 세속  존재와 월  존

재 사이에 “존재의 유비”로 말한다(같은 곳). 이 게 상학함의 주제가 

존재자의 ‘유비’로 말해지는 변경을 겪기에 상학함 자체도 여러 측면에

서 하나의 유비가 되는 변경, 곧 유비 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각인을 

새기게 된다. 

 5 .  월론  상학의 자기 련성(Selbstbezüglichkeit)

 지 까지 응시함은 반성함이었고 월론  방법론에서 주체인 응시자는 

주제인 자신을 반성했다. 이 에서 후설 역시 명시했던 상학의 본질

인 자기 련성42)이 나타난다. 그런데 이 경우 어떤 무한소

(unendliche Regress)의 험이 엿보이는 듯하다. 반성에서 반성함 자체

는 익명 인 기능함이기에 재차 주제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령 우리

는 사과, 사과를 , 사과를 보는 것을 , 사과를 보는 것을 보는 것

을  (…) 등등으로 무한히 주제화를 실행 할 수 있다. 그 다면 상

42) “ 상학  태도 속에서 우리는 어떤 순수 체험을 탐구하기 해 시선을 향한다. 

그런데 상학  순수성 속에서 취해진 이 탐구의 체험자체는 동시에 탐구자의 

역에 속한다.”(Hua III/1,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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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에서도 우리는 상학 하는 을 보기 해 무한히 주제화해야 하는

가?

 핑크의 답을 앞당기자면 상학에서는 무한소 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고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후자에 해서는 무한소 을 

할 필요가 없다. 핑크는 우선 세속  심리학과의 유비를 통해 상학의 

무한소 을 설명한다. 역사학, 논리학 등 여타 학문의 자기 련성43)과는 

달리 심리학의 자기 련성은 ‘보다 높은 단계의 반성의 구조(Struktur 

einer Reflexion höherer Stufe)’를 갖는다. 왜냐하면 심리학자의 주제  

탐구 속에는 탐구하는 삶이 기능함의 익명성 속에 남아 있기 때문이다. 

뒤따르는 반성을 통해 이 기능함은 주제가 될 수 있고 이는 계속 반복 

가능하다. 그러나 반성의 반복은 일어날 수는 있지만 심리학자의 목표는 

아니다. 반성의 반복은 그때그때마다 사실 으로 일어나는 “자신의 기능

함을 특정한 실  순간에 인식해야 한다는”(Hua Dok II/1, 19) 요구

에서 성립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보편  인식을 추구하는 학문에서는 반

성의 반복할 수 있음이 요하지, 실제로 그때그때마다의 작용을 무한히 

반성하여 익명성에서 꺼내는 것이 요하지 않다. “실로 심리학이 주제

로 삼는 것은 반성들에 한 사실  반복이 아니라 반성의 반복 가능성

이다.”(Hua Dok II/1, 20) ‘보다 높은 단계의 반성’은 이 반성의 반복을 

일컫는다. 반성은 항상 이 에 익명 이었던 것을 새로이 주제화시키기 

때문이다. 따라서 심리학에서 심리학자는 반성의 반복을 실제로 수행할 

필요 없이 ‘반성은 반복가능하다’는 보편  인식으로 만족한다. 

 상학의 자기 련성의 경우 우리는 핑크를 따라 문제의 층 를 나  

필요가 있다. 핑크에 따르면 월론  원리론의 경우 무한소 의 가능

성이 원천 으로 차단된다. 왜냐하면 “주제와 주제화함이 여기에서는 

완 히 이질 인 종류의 존재”(Hua Dok II/1, 23)이기 때문이다. 원리론

에서 주제는 월 으로 구성하는 삶이었고 주제화함은 주체인 월론  

43) 핑크는『6성찰』§3. 상학의 자기 련성에서 자기 련 으로 보이는 학문들을 

논한다. 각각 역사학, 논리학, 심리학, 상학이다. 역사학은 역사기술의 역사를 

주제화한다는 에서 자신을 ‘역사 ’으로 다룬다. 논리학 한 논리학자의 단

과 명제들이 다시 논리법칙에 지배된다는 에서 자기 련 이다. 그러나 핑크

는 식물과 식물학함이 다르듯이 이들에서는 주제와 작용이 다른 존재 역이기에 

무한소 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한다(Hua Dok II/1, 17-19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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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의 응시함이었다. 그런데 앞 에서 살펴보았듯이 이들은 상이한 

존재방식을 지녀 “심리학의 경우와 같이 심리  존재의 일원론”(Hua 

Dok II/1, 22)에 근거하지 않았다. 따라서 주제와 주제화함이 동질 인 

심리학처럼 ‘보다 높은 단계의 반성’ 구조가 생기지 않기에 무한소 의 

험성은 나타나지 않는다. 

 반면 월론  방법론의 경우 무한소 의 험성은 존속하는 것처럼 보

인다. 왜냐하면 방법론에서 주제와 주체 모두 월론  응시자로서 자기

련 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경우 핑크의 답은 다음과 같이 심리학

에서의 무한소 과 유사하다.

“실로 높은 단계의 반복들이 원리 으로 새로운 어떤 것도 이끌어올 수 없

고 단지 방  에 기능함 속에서 존재했던 사실 인 주제화함을 상화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소 을 무한히 진행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보편  인식을 목표로 삼는 학문으로서 방법론은 그때 그때 사실 -순간

으로 기능함에 어떠한 심도 갖지 않는다.”(Hua Dok II/1, 22)44)

이 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 심리학

주제: 심리  경험, 주제화함: 심리  경험, 존재일원론, 자기 련 .

2. 월론  원리론

주제: 월  구성과정, 주제화함: 월론  응시함, 존재이원론, 자기

련 이지 않음.

3. 월론  방법론

44)  인용문의 바로 앞 내용은 지 까지 핑크의 설명과 모순된다. 문을 인용하

자면 다음과 같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서 뜻밖에 ‘무한소 ’으로 빠져드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기

능하고 있는 응시자를 상화한다면, 우리는 상화하는 기능하고 있는 자아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지만 확실히 지 으로서는 여기에 어떠한 문제, 어

도 어떠한 ‘곤란’도 없다. 왜냐하면 상학하는 응시자의 응시자는 상이한 월론

 ‘존재방식’에 한 자아가 아니라, 구성하는 자아와 ‘ 여되지 않은’ 응시자 사

이에 있던 틈이 이 둘 사이에는 없기 때문이다.”(Hua Dok II/1, 22) 지 까지 핑

크의 설명과 다르게 여기에서는 응시자와 응시자의 응시자 사이에 존재방식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무한소 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핑크의 일

인 존재이원론에 배치된다. 아마 핑크는 여기에서도 무한소 으로 들어갈 필

요가 없음을 말하고자 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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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월론  응시함, 주제화함: 월론  응시함, 존재일원론, 자기

련 .

1과 3에서 무한소 의 험성이 있으나 실제로 무한소 을 할 필요는 없

다.

 3장. 월론  태도에서 자연  태도로의 귀환: 세계

화(Verweltlichung)

 ‘세계화’는『6성찰』의 부분을 차지하는45) 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

고 주제 으로 다루어지지 않은 작동 (operative) 개념이다.46) 주로 술

어화, 학문화, 인간화 등으로서 서술될 뿐 세계화 자체가 무엇인지는 주

제 으로 정의된 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다음의 한 부분에서

만 우리는 세계화의 의미에 한 갈피를 잡을 수 있다.

“이미 알고 있듯이 모든 구성작용(Konstituieren)은 세계라는 보편  상

계 속에 있는 존재자에 한 구성작용이다. 이 구성  과정은 구성된 모든 

최종산물의 총 개념으로서의 세계 속에서 종결된다(terminieren). 우리는 

이것을 본래  혹은 1차  세계화라고 부른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비본

래  혹은 2차  세계화와 엄 히 구별해야 한다.”(Hua Dok II/1, 108)

앞 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선-존재로서 존재하지 않는 구성과정의 끝에 

존재로서 세계와 존재자들이 있다. 그 다면 세계화는 어떤 존재화일 것

이다. 그런데 구성함이 아닌 상학  환원함은 이 방향에 역행하는 흐

름으로 보인다. 그것은 주어진 존재자를 토 로 선-존재를 추 해 나가

기 때문이다. 상학  환원을 통해 월론  주 성을 개시한 우리는 

45) 총 12 로 구성된『6성찰』에서 ‘세계화’의 문제는 §10, §11에서 으로 다

루어진다. 그런데 이 두 이 체 179쪽인『6성찰』에서 77쪽으로 거의 반을 

차지한다. 

46) 핑크는 작동  개념이라는 용어로 어떤 이론의 주제  해명에 사용되지만 그 자

체로는 주제 으로 정의되지 않은 개념을 일컫는다. 가령 후설 상학에서 ‘직 ’

은 ‘명증’과 ‘경험’ 등을 해명하기 해 쓰이지만, 그 자체로는 주제 이지 않다는 

에서 작동  개념이다. 자세한 내용은 E. Fink, “Operative Begriffe in 

Husserls Phänomenologie (1957)”, Nähe und Distanz. Phänomenologische 

Vorträge und Aufsätze, F.-A. Schwarz(ed.), Freiburg·München: Verlag Karl 

Alber, 1976.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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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이 역행하는 흐름에 와 있다. 환원이 ‘탈인간화’, ‘탈세계화’로 표

되듯이 소박한 세계의 속박성을 버리고 응시자로서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원히 응시자로서 있을 수 있는가? 상학  환원은 정말 우리

를 이 세계가 아닌 다른 세계로 이끄는가? 상학  환원으로서 탈인간

화된다고 해도 그 환원을 수행하는 자는 가령 2018년 9월 자신의 집에 

있는 개별  인간으로서의 문아 이다.47) 후설과 핑크의 길을 따라 상

학  환원을 수행한 우리는 월론  응시자이지만 동시에 세속 인 심

리  자아이기도 하다. 핑크는 후설과의 화에서 자신과 후설이 숙고한 

문제들 에서 “가장 흥미로운 것은 월론  자아와 심리학  자아의 

계”48)라고 말할 만큼 이 문제를 요시했다. 사실 핑크가 상학  환

원을 통해 하나의 월  삶을 서로 립되는 구성하는 삶과 응시하는 

삶으로 이분화 했을 때부터 이 문제는 배태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핑크는 

『6성찰』§10, §11에서 ‘술어화’와 ‘학문화’라는 부제 하에 이 문제를 다

룬다. 결론을 앞당기자면 핑크의 구도에서 응시자는 그 학문  동기에 

의해 다시 자연  태도로 돌아가야, 곧 세계화를 수행해야 한다. 그런데 

이 세계화는 우리가 익명 으로 수행했던 세계화와 동일할 수 없기에 비

본래  혹은 2차  세계화가 된다. 상학  환원을 통해 철 히 분열되

었던 월성과 세속성, 그리고 구성함과 응시함은 이제 세계화를 통해 

통합되어야 한다. 먼 『6성찰』의 순서를 따라 술어화를 살펴볼 수 있

다.

1 . 술어화(Prädikation)로서 세계화: 유비(Analogie)로서 상학  

언어

 핑크에 따르면 월론  술어화의 문제는 그 학문을 언표형식

(Äusserungsform)으로 환하는 것을 나타낸다. 그런데 응시자는 자신

의 인식을 언표화하기 해서 “ 월론  태도로부터 어느 정도 밖으로 

나갈”(Hua Dok II/1, 94) 수밖에 없다. 왜 월론  태도로부터 나가야 

하는지의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상학  환원에 한 동기부여를 물었

던 것처럼 술어화로서 세계화가 왜 일어나는지를 물을 수 있다. 여기서 

47) “ 상학  단 지의 실행은 비록 내가 ‘X가 그런 런 시간에 단 지를 실

행했다’고 말할지라도 분명히 월론  자아의 행동이다.”(D. Cairns:1976, 34)

48) D. Cairns(1976), p.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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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톤의 동굴의 비유가 상기된다. 소박함의 동굴에서 나온 응시자는 왜 

다시 동굴로 돌아가야 하는가? 이 물음은 핑크에게 으로 학문의 이

념에서 답해진다. 

“따라서 상학함을 표명하는 필연성, 상학  해명의 필연성은 우선 (…) 

모든 철학함의 의사소통  경향 속에 정 된다. (…) 상학함의 ‘학문화함’

은 월론  교육  충동들로부터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경향이다.”(Hua 

Dok II/1, 110)

비록 핑크가 학문의 이념이 상학  동기부여로서 불충분하다고 보았을

지라도, 한번 상학  환원을 수행한 이후에 응시자는 상학을 추구하

는 것이기에 그의 지식을 타인과 나  필요가 있다. 따라서 타인과 의사

소통이 가능한 언표 형식으로 인식을 나타내어야 하고 이를 통해 술어화

의 요구가 정당화된다.    

1. 이론  경험함과 술어화함의 구분

 앞 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응시함은 이론  경험함으로서 특정한 내용을 

가진다. 이제 응시자는 이 경험을 술어화 해야 한다. 그런데 이 구도에서 

핑크는 후설에게서는 나타나지 않는 구분을 하고 있다.49) 그것은 다음에

49) 후설 한 술어화에 앞서는 ‘선술어  경험’을 술어화의 발생  정 로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선(vor)-술어 은 비(nicht)-언어 이 아니다. 이것은 마치 언어

 분  이 에 경험이 있고 그것이 언어로 번역되는 것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된

다. 이는 ‘소여의 신화(The Myth of the Given)’에 빠지는 셈이다. 후설의 경우 

“ 악하면서 주의를 기울임”(EU, 62)이 “이미 하나의 작업수행”(같은 곳)인데, 이

것에 의해서 “동일성의 통일체로서 존재자가 수동 으로 이미 주어져 있으며 이

미 구성되어 있다.”(같은 곳) 그런데 이 ‘동일성의 통일체’는 주제  상들이 될 

수 있는 것으로서, 단이 일어나는 지 이므로 결국  ‘ 악하면서 주의를 기울

임’이 수용  경험과 술어  자발성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다음을 참고할 

수 있다. “한편으로 수용  경험과 다른 한편으로 술어  자발성의 단계들을 구

별할 때, 이 단계 구분은 마치 상이한 작업수행들이 그 어떤 방식으로 서로 분리

될 수 있는 것처럼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 사실 으로 규칙에서 긴

하게 서로 얽  있다. 수용성이 술어  자발성에 선행한다는 것은, 마치 수용  

경험들의 연쇄가 언제나 우선 경과되어야만 하는 것처럼 수용성이 사실 으로 

독립 인 어떤 것이라는 사실을 의미하지는 않는다.”(EU, 239) 인식과 분리된 감

각 경험 내지는 소여가 인식에 있어 타당성을 가진다는 ‘소여의 신화’에 해서는 

J.Mc Dowell, Having World in View, Harvard University Press:Cambridge, 

London, 2009.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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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보듯이 경험함과 술어화함, 곧 ‘개념으로 가져옴’ 사이의 구분이다. 

“이제 자신의 이론  경험들을 개념들로 가져오기 해 상학하는 자아

는 (…).”(Hua Dok II/1, 101, 강조는 인용자)

“ 상학  환원을 수행한 다음 우리는 상학하는 응시자로서 즉시 우리의 

이론  경험들과 더불어 시작한다. 그러나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이론  경험들은 우리의 새로운 경험 삶의 첫 번째 단계에서 필연 으로 

‘언어가 없다’(sprachlos).”(Hua Dok II/1, 108, 강조는 인용자)

상학  환원의 주체는 월론  응시자이다. 그런데 언어는 본래 구성

하는 자아의 것이었으니 응시자에게는 당장 사용할 언어가 원리 으로 

없다. 즉 응시자의 경험은 침묵하는 경험이다. 이 경험을 ‘개념들로 가져’

오는 것이 술어화이다. 하지만 응시자가 언표하는 순간 월론  태도를 

떠나게 된다면 그는 계속 월론  태도에 남아 있기 해 “언제나 언어

가 없는 채 남아 있을 수 없는가?”(같은 곳). 바꿔 말해 “결코 언어  자

기 해명으로 이행할 수 없는, 항상 월론  태도 속에서 일 되게 항속

하는 인식 삶은 생각할 수 있지 않은가?”(같은 곳) 

 핑크가 말하듯 이론  경험 자체에는 술어  표명을 한 “어떠한 근거

나 강제도 놓여있지 않다.”(같은 곳) 이제 핑크는 학문의 이념에 놓인 교

육  충동 외에 술어화의 다른 동기부여를 말하는데, 그것은 응시자가 

“함께 마주치게 되는 구성하는 자아의 보편  경향”(같은 곳)이다. 핑크

는 여기에서 자신이 애써 분열시킨 월  삶을 다시 통합하는 듯하다. 

상학  환원을 통해 응시함과 구성함이  다른 존재방식으로서 분

열되었으나, 결국은 통일되어 있기에 이 응시함은 구성함의 경향에 같이 

휩쓸리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응시함은 독자 으로 순수하게 응시함

 하트(J. Hart) 한 후설과 달리 핑크가 술어화에 앞서는 어떤 경험을 상정한 것으

로 간주한다. “다음과 같이 말하는데 주 하는 바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 선

학문 인 언어는 상학  해명의 본질 인 부분이다. 비록 호치기를 통해 선

학문 인 언어가 변형되기는 하지만 말이다. 그러나 핑크의 경우 이론  경험은 

언어 없이 자신의 작동을 하고 의사소통의 목 을 해 이 작업을 언어로 다시 

옮기는 과제를 가지는 것처럼 보인다.”(J.Hart, “Parts of the Fink-Husserl 

conversation”(pp.279-299), The New Yearbook for Phenomenology and 

Phenomenological Philosophy vol.1, Noesis Press, LTD:Seattle, 2001, p.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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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항속할 수 없다. 응시함은 언젠간 구성함의 경향에 따르게 되고 그

것이 술어화이다.

 술어화에 한 핑크의 이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월론  응시자는 자신의 이론  경험함을 달하기 해 구성함

에 동행해야 한다.

 (2) 달의 동기부여는 학문  이념과 자아의 통일성에 있다.

2. 상학에 특유한 문제로서 술어화

 핑크를 따라 상학에서 경험함과 술어화함을 구분하는 것에 동의하더

라도, 이 술어화함이 상학만의, 곧 상학에 특유한 문제인지 의문이 

생긴다. 수학, 과학, 논리학 등 다른 학문들도 해당하는 경험함과 그것을 

표 하는 독자 인 언어를 가지기 때문이다. 그 다면 상학 한 새로

운 언어를 형성하면 되는 문제가 아닌지 묻게 된다. 곧 후설의 물음처럼 

“ 월론  술어화 작용은 어느 정도 월론  방법론의 특수한 문제를 

제공하는가?”(Hua Dok II/1, 93, An.286). 여타 학문과 마찬가지로 단지 

경험함에 합한 새로운 언어를 형성하는 것이 문제되지 않는가?

 만약 독자 인 월론  언어50)가 존재할 수 있다면, 술어화의 문제는 

“단지 상학의 월론 -내 인 학문구조의 문제일 것이다. 그 다면 

월론  인식의 술어  악은 단지 하나의 확정방법을 의미할 것이

다.”(같은 곳) 그러나 월성의 역, 즉 선-존재를 합하게 악할 수 

있는 언어는 없다. 왜냐하면 다음에서 보듯이 언어는 근원 으로 존재에 

속박되었기 때문이다.

“언어는 자연  태도 속에서 생기며, 언어 사용자가 그때그때 언어공동체

에 참여하는 것을 통해 경험 으로 구체화됨에 따라 보다 원시 인 언어나 

발 된 언어, 하게 이성 인 언어나 감성 인 언어 등등이 된다. 언어

가 자연  태도 속에 정주(Beheimatung)함은 모든 언어의 근본  공통 에

서 ‘모든 개념은 존재개념이다’는 사실로 표 된다.”(Hua Dok II/1, 94)

50) ‘transzendentale Sprache’라는 말은 양의 이다. 먼  이것은 1) 우리의 일상  

언어 상을 구성하는 언어일 수 있고, 2) 월성의 역을 히 표 하는 언

어일 수 있다. 월론  방법론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2)의 의미이다. 이 경우 우

리는 ‘ 월론  언어’로 옮기고 1)의 경우를 ‘ 월  언어’로 옮긴다. 



- 48 -

인간이 언어생활에서 사용하는 언어는 우선 자연  태도 속의 언어이며 

핑크에 따르면 존재개념이다. 자연 인 인간은 물음, 요청, 명령 등 다양

한 언어생활에서 암묵 이지만 원리 으로 존재자를 고려해서 언어를 사

용한다. 따라서 존재가 아닌 선-존재를 존재개념으로 표 해야만 하는 

역설 인 상황51)이 생긴다. 

 만약 상학자가 이러한 상황에서 새로운 언어를 고안하려 한다고 할지

라도, 이를 해 그는 최 의 표 이자 직 인 표 으로서 자연 인 

언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52) 즉 선-존재를 ‘표 ’, ‘언표화’하려는 순간 

자연 인 존재 의미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53) 수학, 논리학 등 세

속 인 학문에서 이러한 상황은  문제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자연  

태도에 기반한 학문으로서 이들은 이미 존재 이기에 존재개념을 사용하

는 것이 합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응시자의 주제는 월 으로 구성하

는 선-존재이고 이는 존재 이지 않기에 존재개념으로 합하게 표 될 

수 없다. 따라서 핑크의 이분화 구도를 따른다면 술어화의 문제는 월

론  방법학이 다 야만 하는 상학의 특유한 문제가 된다.

3. 차용(Übernahme)을 통한 유비(Analogie)로서 상학  언어 

 상학의 술어화가 월론  방법론의 특유한 문제라면 이제 그 술어화

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인간이 상학  환원을 통해 

탈인간화되어 응시자가 되더라도 그에게 처분 가능한 것 한 자연  언

어이다. 왜냐하면 환원을 통해 자아는 자연  태도의 한정성을 상실했을 

뿐, 자신의 습득성과 성향을 상실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응시자의 이

론  경험함이 그 자체로는 존재자가 아닌 선-존재를 마치 존재자처럼 

51) 서론에서 언 한 역설들  1.표명하는 상황의 역설에 해당한다.

52) 서론에서 언 한 역설들  2. 상학  명제의 역설에 해당한다.

53) 핑크는 “자연  언어의 매개를 한번도 필요로 하지 않는 월론  언어의 이념

은 그 자체로 모순 이다”(Hua Dok II/1, 107)라고 말한다. 후설 한 상학자가 

자연  의미에서 자유로운 새로운 월론  언어를 고안할 수 없음을 다음과 같

이 말한다. “ 한 상학자가 새로운 언어를 고안하려고 한다면, 이것을 해 그

는 자신의 상학  확정들에 한 최 의 표 이자 가장 직 인 표 으로서 

자연 인-애매한 언어가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간 인 새로운 언어는 곧 이러

한 사실을 통해 그 자체로 다시 애매하게 정의될 것이다.”(Hua Dok II/1, 107, 

An.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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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룰 수밖에 없었듯이, 이제 응시자는 구성하는 자아로부터 본래 자신의 

것이 아닌 언어의 습득성을 차용할 수밖에 없다. 이 게 자연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응시자는 ‘외견상’ 월론  태도를 포기하는 것으로 보인

다. 

 차용된 자연  언어는 응시자의 요청을 통해 월론  인식을 표 할 

수 있기 해 “외 인 어휘상 형식의 어떤 ‘변경’을 감수하는 것이 아니

라, 그 의미작용(Bedeuten)의 방식에서 변경을 감수한다.”(Hua Dok II/1, 

96) 이때 자연  언어는 상학  사태 의미에 한 하나의 유비로서 작

용한다. 가령 상학의 언어  하나인 ‘구성’ 개념을 로 들어 보자. 

상학에서 월론  주 성이 자신의 월  작용을 통해 상을 성립시

키는 것을 ‘구성’이라 일컫는다. 이때 상학  언어로서 구성T는 자연  

언어인 구성N과 형식상 동일하다. 그러나 그 의미작용에서 다른데 구성N

은 자연  태도에서 어떤 존재자들이 더 크거나 많은 집합을 이루는 것

을 의미하는 반면, 구성T는 하나의 개별  상이 상으로서 인식되는 

그 선-존재  과정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두 의미, 즉 자연  

의미와 월론  의미가 서로 무 하여 완 히 상이한 것은 아니다. 이

들은 모종의 “친족 계(Affinität)”를 가지고 있고 월론  의미는 “생생

하게 유비화하는 친족 계 속에서” 표 된다(Hua Dok II/1, 97). 하지만 

우리는 자연  언어 구성N에서 존재론 으로 상이한 의미인 구성T을 읽

어내야 하기에 유비로서 월론  언어는 다음에서 보듯이 항상 충 하

지(Adäquat)54) 못한 성격을 가진다.

“모든 월론  해명(Explikation)은 독특한 비충 성(Inadäquatheit)을 가지

며, 모든 개념과 명제는 (무엇보다도 학문 ) 술어화작용에 제기될 수 있는 

그 어떤 요구 앞에 특정한 의미에서 짧게 말하자면 실패한다.”(Hua Dok 

II/1, 98)

 선-존재를 표 하는 의미, 즉 월론  의미를 ‘유비’라고 했지만 이때 

54) ‘충 ’은 보통 “ 상이 자각 자체 속에서 실 으로 그리고 엄 한 의미에서 

생생하게(leibhaft) 하고 있을 때, 즉 상이 있는 그 로 남김없이 악되고 

따라서 지각 작용 자체 속에 내실 으로 포함되어 있을 때”(Hua XIX/1, 355) 쓰

인다. 핑크의 경우 이 의미로 ‘충 ’을 쓰지는 않았다. 월론  언어가 비충

이라 함은 월론  사태를 합히 표 하지 못한다는 의미에서 새겨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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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비’ 한 재차 유비 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유비’ 한 자

연  개념이기 때문이다. 핑크에 따르면 충 이지 않은 자연  술어화

작용의 두 가지 주요형식인 유비  논의와 상징  논의는 “존재자를 존

재자와 비교하는”(Hua Dok II/1, 99) 과정에서 성립한다. 하지만 유비의 

이러한 자연  의미에 따르면 “존재  의미는 ‘비존재 인’ 월론  의

미를 - 이들은 서로 함께 비교될 수 없으므로 - 결코 유비화할 수 없기 

때문에”(같은 곳) 월론  의미를 자연  의미의 유비라 할 수 없다. 따

라서 핑크는 월론  의미를 “유비에의 유비(Analogie zur Analogie)”

라고 명명한다(Hua Dok II/1, 100). 어쩔 수 없이 차용한 자연  언어가 

유비도 아닌 유비에의 유비로서 기능한다면, 월론  의미는 자연  언

어를 통해 몇 번을 에둘러 의미할 수 있는 것이거나, 아니면 애 에 도

달할 수도 없는 것이 된다. 그 기에 월론  의미는 특유하게 비충

이며 이는 핑크에 따르면 상학의 “모든 개념이 유동 이며(flüssig) 

개방되어 있다는 사실을 수반한다55).”(Hua Dok II/1, 102)

 이 듯 월론  의미인 응시함의 내용은 그것이 구성함으로 옮겨가 자

연  언어를 차용하는 과정에서 몇 번에 걸쳐 해를 입는다. 이론  경

함함에서 우리가 선-존재를 하게 탐구하기 해 ‘존재이념의 환원’

을 거쳤듯, 상학  언어 한 와 같은 해를 명시하기 해 ‘언어의 

환원’을 필요로 한다.56) 언어의 환원은 월론  응시자가 자연  언어에 

해 비유하자면 ‘주의!’ 표지를 붙이는 것이다. 자연  언어와 월론  

언어는 그 형식상 구분되지 않으니 상학  환원을 수행한 응시자라 하

더라도 언제나 익숙한 자연  의미로 락할 험이 있다. 그 기에 응

시자는 자신의 이론  경험함을 술어화하면서 언제나 월론  의미를 

지향하는 것을 분명히 명시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55) 그러나 핑크의 이러한 악은 잘못되었다. 상학의 개념이 일의 이지 않고 유

동 이며 개방되어 있는 것은 2장에서 언 했듯이 ‘정 한 형상학’이 아니기 때문

이다. 선-존재가 아닌 존재의 역에서 정 하지 않은 것을 표 할 때에도 같은 

문제는 발생한다. 가령 심리학에서 그 다.

56) “그러므로 상학  환원 속에 함축된 존재이념의 환원은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언어의 환원을 결과로 갖는다.”(Hua Dok II/1, 103) 후설은 ‘존재이념의 환

원’에 해서도 반 했듯이 ‘언어의 환원’에 해서도 완강히 반 한다. “언어의 

환원에 해 말하는 것은 행할 수 있는 일도 아니다. 자연  언어의미는 그 속에

서 실행될 수 있는 환원을 통해 월론 인 것 속으로 이끌 수 있는 것이 아니

다.”(같은 곳, An. 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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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학하는 응시자가 월  구성을 해석하는 경우 자연  의미를 단순히 

‘유비화’로 하시키고, 언어를 해명하기 한 한갓 수단으로 만들어 해명을 

해 스스로 어떠한 한 고유의 언어도 마음 로 처리하지 못하는 가운

데 상학하는 응시자는 언어를 ‘환원한다.’”(Hua Dok II/1, 103)

 월론  언어 사용자인 응시자의 측면에서 언어를 환원하는 가운데 주

의를 기울 다면, 이는 그 반  방향에서 월론  언어를 보고 그 내용

인 이론  경험함을 읽어내는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월론  언어

는 그 의미작용에서만 자연  언어와 달라지기에 외견상 자연  언어와 

다른 것은 하나도 없다. 따라서 상학  환원을 수행하지 않았거나, 혹

은 그러한 탐구를 단념한 자들은 상학  명제들을 결코 읽어내지 못하

고, 자연  언어의 기묘한 명제들만 읽어낼 뿐이다.57) 상학  명제를 

이해한다는 것은 상학  환원의 수행을 다시 반복함에서만 가능하다. 

이것은 상학  환원을 한번이라도 시행한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핑크는 어쩌면 강하게 읽힐 수도 있는 의미에서 다음과 같이 말

한다.

“ 상학  명제가 이해될 수 있는 것은 월론  명제의 의미부여 상황이 

항상 반복될 수 있는 경우, 즉 술어  해명항들이 상학하는 직 에 있어 

언제나 다시 검증되는 경우뿐이다. 그래서 상학  탐구의 보고들을 단순

히 읽음으로써 상학  이해함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보고들

이 일반 으로 탐구 자체를 추후로 수행함 속에서만 비로소 ‘읽 지게’되는 

것이다. (…) 그러나 탐구자 자신도, 만약 그가 자신의 술어  획득물들을 

‘사태 자체’에서 생생하게 직 화함 속에서 언제나 다시 확인하지 않는다면, 

한 그가 단어의 자연  의미의 뜻에서부터 부여된 세속  표상들을 언제

나 다시 명백하게 배제하지 않는다면, 자기 기만에 빠지게 된다.”(Hua Dok 

II/1, 101)

57) 실제로 「  비 에 있어 에드문트 후설의 상학  철학」은 상학을 오

해하는 신칸트학 를 겨냥해 쓰여진 논문이다. 여기에서 핑크는 상학  의미가 

언어로 합하게 표 될 수 없고, 자연  언어가 유비에 머무는 이상, 상학은 

항상 필연 으로 오해를 수반하게 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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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의 환원은 이를 해 존재한다. 응시자 자신이 언제나 환원함을 반

복하는 상황 속에서 주제 으로 존재이념의 환원과 언어의 환원을 수행

해야, 그는 자연  태도로 다시 락하지 않게 된다. 언어를 통해 사태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태를 이해하면서 언어의 이  쓰임을 

이해하게 되는 핑크의 이러한 구도는 다음 에서 살펴보겠지만 ‘학문화’

로서 세계화의 문제를 양산한다.

 이상의 술어화에 한 핑크의 결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월론  언어는 선-존재를 표 해야 하기에 자연  언어의 차용을 

통한 유비에의 유비로서만 기능한다.

 2) 월론  의미는 항상 고유한 비충 성을 가진다.

 3) 월론  의미의 독해는 해당하는 상학  직 함을 수행할 때에만 

가능하다.

*보론(Exkurs). 데리다의 ‘은유(Metaphor)’로서 월론  언어 

 이 보론에서는 핑크와의 연장선상에서 데리다가 제기한 월론  언어

의 문제58)를 다룬다.59) 데리다는 후설 상학에서 언어의 문제를 여러 

측면에서 제기한다.60) 월론  언어의 문제는 궁극 으로 구성하는 것

58) 커닝햄(1976) 한 비슷한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그에 따르면 상학  분석

에 사용되는 언어와 분석 상으로서의 언어가 같을 수 없다. 그런데 후설은 언

어에 한 상학  분석을 수행하는 가운데, 분석되어야 할 언어를 이미 사용하

고 있다는 것이다. 자세한 내용에 해서는 S. Cunningham, Language and the 

Phenomenological Reductions of Edmund Husserl, Nijhoff, 1976. 참고.

59) 로우러(L. Lawlor)는 데리다의 후설 해석이 핑크의 향을 많이 받았다고 본다. 

실제로 핑크와 데리다 모두 월론  상학에서 언어의 문제를 지 하며 

자의 이념을 통해 변증법을 개한 에서 유사하다. “사실 핑크는 데리다가 후

설에 한 그의 모든 세 서에서 인용하거나 명시 으로 언 한 유일한 후설 해

석자이다. 만약 우리가 후설에 한 데리다의 해석을 이해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핑크로부터 출발해야 한다.”(Lawlor:2002, 26) 자세한 내용은 L. Lawlor, Derrida 

and Husser - The Basic of Phenomenology, Indiana University Press, 2002. 

참고.

60) 이 에서 악하기에 후설 상학에서 언어 측면에 한 데리다의 문제제기는 

삼 으로 나타난다. 첫째,『논리연구』에서 수행된 표지(Anzeige)와 표

(Ausdruck), 그리고 표 과 의미(Bedeutung)의 구분에 한 문제제기. 제 1 『논

리연구』에서 후설은 언어  표 에 한 분석을 수행하면서 본질 인 의미층을 

확보하기 해 표시(Zeichen)에 한 상학  분석을 시작한다. 후설에 따르면 

“모든 표시는 무엇에 한 표시이지만 모든 표시가 표시를 통해 표 되는 ‘말 뜻’

이나 ‘의미’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Hua XIX/1, 30) 즉 표시는 의미를 가지는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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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한 표 은 은유 일 수밖에 없다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음에서 보듯이 데리다는 후설이 순수의식에 한 학문에서 사용하는 

언어의 성에 해서는 묻지 않고, 오로지 표 의 일의성을 확보하기 

해서만 노력했다고 비 한다.

“그러나 순수 의식에 한 이러한 궁극 인 학문의 언어에 해서 그는 아

무 말도 하지 않는다. (…) 언어 그 자체의 내부에서, 언어 그 자체를 이용

해서, 표 의 일의성을 해 기울이는 세심한 주의들은 후설에게는 언제나 

엄격성과 비세속성의 충분한 보장일 것이다. 이 때문에 (…) 언어의 특정한 

문제들, 특히 월론  상학에서 언어의 기원과 용도 문제는 언제나 배제

되거나 연기되어 왔다.”61)

데리다가 주목한『논리연구』와「기하학의 기원」에서 후설은 표 과 의

미의 구분, 언어를 통한 학문의 승 등에 치 했지, 상학에서 사용하

는 언어 자체의 합성에 해서는 묻지 않았다. 이 합성은 핑크의 

통찰처럼 상학의 상이 여타 실증 인 학문과 다르기에 문제가 된다. 

데리다가 악하기에 상학의 상은 순수 의식, 궁극 으로는 시간성 

시와 의미를 가지지 않는 표시로 구분된다. 이 때 자를 표 이라 하며 후자를 

표지라 한다. 를 들자면 표지의 의미에서 “낙인은 노 에 한 표시이며 국기

는 국가에 한 표시이다.”(Hua XIX/1, 31) 이러한 표지의 본질은 그것이 다른 

상에 한 인식을 동기지운다(motivieren)는 에 있다. 의 시에서 낙인은 

노 에 한 인식을, 국기는 국가에 한 인식을 동기지우는 것이다. 그러나 이 

동기지움은 우연 이다. A가 B에 한 표지라고 할 때, 우리는 “A와 B 사이에 

객 으로 필연 인 연 이 존속한다고”(Hua XIX/1, 33) 생각하지 않는다. 따라

서 후설은 “표지하는 표시들로부터 의미 있는 표시들인 표 들을 구별”(Hua 

XIX/1, 37)하며, 언어  표 에서 본질 이지 않은 외면 인 표지기능을 환원한

다. 데리다는 이와 같은 후설의 환원을 배제로 이해하여『목소리와 상』에서 

비 한다. 데리다에 따르면 표 과 의미는 “ 으로 환원 불가능하고 원리상 

풀어낼 수 없다.”(SP, 43) 왜냐하면 하는 자기동일  이념  의미가 외화된 

것이 표 이 아니라, 표 의 반복성에서 형성되는 것이 의미의 자기동일성이기 

때문이다. 둘째,『 기』의 부록「기하학의 기원」에서 나타난 언어를 통한 승

의 문제. 셋째, 에서 나타난 상학의 상과 련하여 월론  언어의 문제

제기. 자세한 내용은 자크 데리다,『목소리와 상』, 김상록 역, 인간사랑, 2006. 

J. Derrida, Edmund Husserl's Origin of geometry ; an introduction, translated 

with a preface and afterword by John P. Leavey, Jr.,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1989. 참고.  

61) OG, pp.6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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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를 생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후술하겠지만 후설은 살아있는 재

로의 환원을 통해 모든 구성기능의 원천인 살아있는 재를 밝히려 한

다. 그런데 살아있는 재가 시간화를 수행한다면, 그리고 상을 구성한

다면 그 자체는 시간  연장 안에 있는 것이 아니요, 구성된 세계에 존

재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핑크가 선-존재로 악한 것과 마찬가지의 

문제가 생긴다. 우리는 그것을 직  경험할 수 없기 때문이다. 후설이 서

술한 것처럼 그것을 명명하려는 순간 우리는 구성된 것의 층 에 치하

게 된다. 그 기 때문에 우리가 명명하고 기술하는 것들은 데리다의 

악에서 모두 ‘은유’에 머무른다.

“시간 자체에 한 직 은 경험 일 수 없다. (…) 그래서 모든 언어는 은

유를 통하지 않고서는, 다시 말해 자신의 개념들을 이 시간화가 가능하게 

해주는 경험 상계에서 차용하지 않고서는 이 순수 운동을 기술하는 데 

실패한다. 후설은 끊임없이 그러한 은유들을 경계시킨다. (…) 우리가 이 운

동을 기술하는 데 어떤 특정한 존재자를 도입하자마자 우리는 은유를 통

해 이야기하게 된다. 우리는 이 운동이 가능하게 해 주는 것의 용어들로 

이 운동을 말하게 되는 것이다.”62)

후설 한 시간화 자체를 가능하게 하는  주 성에 한 몇몇 서

술은 비유 임을 말한다.63) 그러나 비유  서술 자체가 학문성에 한 

침해로 나타나는지, 그리고 핑크의 선-존재가 과연 데리다가 의도했던 

것에 응될 수 있는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2 .  학문화(Verwissenschaftlichung)로서 세계화

 상학함을 술어화하는 동기는 의사소통  경향이라는 학문의 이념에 

있었다. 따라서 술어화함 이후에 핑크는 곧바로 학문화함에 착수한다. 

상학의 학문화는 다음에서 보듯이 학문 으로 내  체계를 완성하는 것

보다는 타인에게 상학  앎을 알리는 문제로 나타난다.

“ 월론  학문의 문제는 우선 자신의 인식 삶 속에서 상학하는 자의 것

62) SP, pp.127-129.

63) 다음을 참고할 수 있다. “  주 이고, 비유 으로는 ‘흐름’으로서 지칭되는 

것의  속성들을 가졌다.”(Hua X, 75) “이름이 결여되어 있다.”(같은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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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된 월론  앎의 체계학과 내  건축술에 한 문제가 아니라, 우선 

월론  앎의 획득을 알리는 문제로서, 곧 세계 속에서 자연  태도에 

월론  앎을 달하고 알리는 문제로서 서술된다.”(Hua Dok II/1, 110) 

문제는 달의 상인 타인이 세계의 소박함 속에 있는 자연  태도에 

있다는 에 있다. 술어화에서 살펴 본 것처럼 상학  명제에 한 이

해가 상학  직 을 수행하는 것에서만 가능하다면, 이제 응시자가 

상학을 어떻게 자연  태도의 사람에게 달해야 할지가 문제가 된다. 

결론을 앞당기자면 상학은 자연  태도에서 나타난다. 하지만 하나의 

가상(Schein)으로서 나타난다. 상학이라는 학문의 주체와 상 모두 

자연 이지 않기 때문이다.

 우선 경험함과 술어화함이 분리되었듯이 학문도 그 주  측면에서 학

문함과 객  측면에서의 학문화함으로 구분된다. “학문은 일차 으로

는” “인간 존재의 이론  실천이다.”(Hua Dok II/1, 112) 곧 월론  

응시자의 응시함이 학문함인 것이다. 하지만 몇몇 개인의 경험함만 가지

고는 학문이 형성될 수 없다. 학문  진리들은 단지 몇몇에게 인식되어 

있음에 머무르지 않고 객 화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어떤 인식이 학문

이고자 한다면 그것은 상호주  언어를 매개로 보존되어, 주  시간

으로부터 자유로운 객  지속성을 가져야 한다. 핑크는 세속  학문의 

상호주  구조를 분석하여 이를 상학에도 용하려 한다. 

 먼  핑크에 따르면 모든 세속  학문은 의사소통을 통해 상호주 이

다. 상측면에서 학문은 세계 속의 존재자에 한 인식이며, 이 존재자

는 모든 사람에 한 존재자이다. 즉 세속  학문의 상은 원리 으로 

상호주 이다. 다음으로 이 상에 련된 진리는 집합 으로 이해할 

수 있는 명제가 되는 객 화에서 상호주 이다. 마지막으로 이 객 화

는 세 를 넘어선 역사  승을 가능하게 하기에 상호주 이다.64) 

 그 다면 이제 상학에는 사정이 어떠한가? 술어화에서 상학  언어

가 자연  언어에 유비 이었던 것처럼, 학문으로서 상학은 세속  학

문과 유비 이다. 즉 세속  학문과 비슷한 구조를 가지는 것처럼 보이

나 “세속  학문 일반의 학문성과는 으로(toto coelo) 다르다.”(Hua 

64) Hua Dok II/1, p.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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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k II/1, 134) 우선 상학은 상 측면에서 상호주 이지 않다. 상

학  환원을 통해 응시자는 자신의 구성하는 삶인 선-존재를 응시한다. 

감정이입(Einfü

lung), 상호주  환원 이 에 응시자는 “ 월론 -자아론  실존의 고

독함”(Hua Dok II/1, 같은 곳) 속에 있으며, 상인 구성하는 삶은 결코 

응시자를 넘어서는 타당성을 갖지 않는다. 따라서 핑크는 상학함의 인

식 상이 상호주 이지 않으며, 그리하여 련된 진리들도 모든 사람

들에 한 진리가 아니라고 한다.

 그런데 상학이 세속  학문과  다르다면 ‘상호주 성’도 다르게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세속  상호주 성의 의미로 말미암아 핑크는 

상학  환원을 수행하는 자들과 그들의 인식의 술어화를 통해 “ 월론  

상호주 성”(Hua Dok II/1, 135)같은 것이 형성될 수 있다고 한다. 하지

만 월론 으로 해석된 상호주 성은 더 이상 복수의 주체를 의미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다음처럼 응시자 자신이 개체인지 아니면 복수인지의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이다. 

“이제 모나드들의 월론  공동체에 해 이것이 실제로 ‘개체들’로부터 

구축되었는지의 여부는 해결되지 않은 문제이다. 따라서 공통의 상학함은 

복수의 인식과정인지 혹은 궁극 으로 단지 모나드 -복수 으로 분 된 

하나의 월론  경향으로 규정되어야만 하는지, 월론  주 성이 ‘ 자-

됨(Für-sich-Werden)’이 일어남은 모든 모나드  ‘개체화(Individuation)’ 이

에 놓여 있는 심층 속에서 진행되지 않는지 하는 물음이다.”(Hua Dok 

II/1, 137)

존재이원론을 견지할 경우 우리는 세속 인 것에 한 악을 선-존재

에 한 악에 이용할 수 없다. 이것은 핑크 자신이 후설을 비 한 

용일 것이다. 그 다면 주체가 ‘복수’인지 ‘개체’인지 한 응시자에 해 

세속  악으로 알 수 없는 물음이다.65) 핑크는 여기에서 시도하는 모

든 서술은 단지 유비 일 뿐이라고 말한다. 이는 술어화가 유비임을 상

65) ‘§11. 학문화로서 상학함’에서는 핑크가 열린 물음으로 남겨 두었지만 굳이 핑

크의 입장을 정한다면 응시함은 하나의 월론  경향일 것이다. 왜냐하면 결론

에서 간략히 언 하겠지만 자와  정신  시간화에 한 물음에서 핑크

는 자아(Ich)성을 제거하려 노력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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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다면 당연한 결과이다. 하지만 결론 으로 요한 것은 상학이 자

연  태도에서는 단지 나타날 뿐, 자연  태도 속에 자리 잡지 못한다는 

것이다.66) 자연  태도 속에서 나타난 상학의 진리들은 상학의 “본

래 이며 내 인 본질로서 월론 으로-유비화하는 의미기능들”로 결

코 고 나아가지 못하고 단지 그 “본질의 나타남”(Hua Dok II/1, 138) 

속에만 머물러 있다. 이 게 객 화가 외 상 나타나지만 본질 으로는 

실패함에 따라 ‘학문’의 개념 한 변화된다. 핑크의 구도에서는 존재이

념의 환원, 언어의 환원처럼 마침내 다음과 같이 학문의 환원이 나타나

는 것이다.67) 

“이제 어떤 의미에서 상학  학문의 개념은 상학함에 해 서로 립

해 있는 나타남의 진리와(Erscheinungswahrheiten) 월론  진리의 ‘종합

 통일’인가?”(Hua Dok II/1, 147)

이에 따르면 상학이라는 학문은 나타남의 진리와 월론  진리의 ‘종

합  통일’이다. ‘종합  통일’이 의미하는 바는 4장에서 해명될 것이다. 

지  여기에서는 나타남의 진리와 월론  진리가 무엇인지만 규명될 

수 있다. 월론  진리란 주  측면에서 응시자의 응시함, 이론  경

험함, 월론  의미이다. 반면 나타남의 진리란 월론  진리의 객 화

인 학문화, 유비로서 상학  명제들이다. 이때 요한 것은 상학이 

월론  학문이지만 월론  진리만으로는 구성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요컨  응시자가 구성하는 자아에 합류하듯, 자연  언어를 차용하듯, 

월론  진리 한 나타남의 진리로 객 화되어야 완 한 의미에서의 학

문을 구성할 수 있게 된다. 

 학문화함에 한 핑크의 결론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1) 상학은 학문의 이념을 구 하기 해 상호주 으로 학문화되어

야 한다.

66) “객 화는 그 자체로 세계화되지 않고, 세속화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등장하는 

월론 인 것의 표 이다.”(Hua Dok II/1, 138) 

67) “ 상학  학문의 이념은 언제나 자연  태도 속에서 가능한 이미 알려져 있는 

학문 일반에 한 모든 표상을 넘어선다. 모든 세속  학문은 총체 으로 존재자

에 한 학문들이다. 하지만 상학  학문은 존재자의 구성  생성과 련된

다.”(Hua Dok II/1,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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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그러나 상학은 원리 으로 자연  태도에서 이해될 수 없는 하나

의 가상으로 나타난다.

3 . 인간화(Vermenschlichung)로서 세계화

 2 에서 상학함은 일차 으로 인간의 실천이었다. 상학  경험함이

라는 주  내용이 언표형식으로서 술어화되고 나아가 객 화를 통해 

상호주  학문의 형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다음에서 보듯이 상

학  환원을 통해 탈인간화된 응시자가 세계화를 통해 인간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 상학  인식 자체의 이러한 매개의 가능성은 우리가 ‘ 상학함의 (비본

래 ) 세계화함’이라고 불 던 일어남 속에 근거한다. 오직 상학함이 세

계 속에서 자리를 잡고 시간화되기 때문에, 그것은 자연  태도의 언어 

속에서 객 화될 수 있다.”(Hua Dok II/1, 138, 강조는 인용자)

“ 상학  객 화함의 가능성은 확실히 세계화함이 근본 으로 일어남을 

통해 비로소 월론  태도와 자연  태도의 계가 가능해지는 한, 세계

화함의 근본  일어남 속에 근거한다.”(Hua Dok II/1, 140, 강조는 인용자)

핑크는 세계화로 술어화, 학문화, 인간화를 모두 말하면서 명시 인 구분

을 하지 않았지만, 의 인용문에서 우리는 근본 인 세계화와 이를 통

해 가능해진 객 화를 구분할 수 있다. 이때 자는 앞에서 말한 ‘비본래

 세계화’로서 상학하는 자아가 구성하는 자아의 흐름에 합류하게 되

는 것이다. 자아 내에서 일어나는 오직 이 통일을 통해서만 비로소 상호

주 인 객 화가 가능해진다. 그러니까 핑크의 구도에서 응시자의 

인식함은 객 화되기 이 에 응시함에만 머물지 않고 구성함의 차원

으로 들어가야만 하는 것이다.

 인간화의 문제는 곧 상학의 주체에 한 물음이기도 하다. 그 다면 

가(Wer) 상학하는가? 우리는 곧바로 ‘ 월론  자아’라고 말할 것이

다. 하지만 “보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월  주 성의 삶의 상 계 속

에서 고유한 내재  자기 이분화를 통해 형성되는 반성의 자아”(Hua 

Dok II/1, 121)이다. 곧 본래 으로는 반성함인 월론  응시자가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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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학한다. 하지만 응시함만으로 학문이 형성되지 않고 세계에 나타나

는 술어화와 객 화가 필요했듯이, 응시자는 말하면서 혹은 말하자마자 

곧바로 자연  인간이 되고 자연  상황으로 돌아가게 된다. 핑크는 이

를 설명하기 해 세계화를 일차 /이차  세계화 혹은 본래 /비본래  

세계화로 나 었고, 이는 후설에게서는  발견되지 않는 구분이다.

1. 일차 (primäre)/본래 (eigentliche)세계화와 이차 (sekundäre)/비본

래 (uneigentliche) 세계화

 일차  세계화는 앞서 언 했듯이 월론  환원 이 에 익명 으로 일

어나는 구성이다. 이것이 본래  세계화인 이유는 구성, 곧 존재화가 구

성하는 자아의 목 이며 근원 경향이기 때문이다. 곧 구성하는 자아의 

목 은 세계구성이기에 ‘세계화’라는 용어의 본래  의미에 걸맞다. 이제 

상학  환원이 일어나면 이 익명  구성과정은 단되고 상학함이 

생긴다. 하지만 그 다고 해서 자아가 구성하는 것을 멈추는 것은 아니

다. 구성은 구성하는 자아의 목 이기에 상학하는 자아가 생긴 것과 

별개로 구성하는 자아는 계속 구성을 해나간다. 이차  세계화는 다음과 

같이 바로 이 상학함이 어쩔 수 없이 세계구성에 여하게 될 때 일어

난다.

“이 자아[ 상학하는 자아]는 분석하기 매우 어려운 어떤 방식으로 구성하

는 자아의 자기세계화에 의해 포함되고 구성하는 자아에 의해서 계속 운반

되는(fortgetragen)한, 세계구성에 수동 으로 여하게 된다. (…) 구성의 

작업수행들은 상학 으로 이론화하는 ‘ 여되지 않은’ 자아를 세속화함 

속으로 휩쓸어간다(mitreißen). 그런데 이 세속화함은 자신의 활동성에 기

인하지 않기 때문에 [ 상학하는] 자아에 있어 단지 비본래 이며 외견상

의 세계화함이 된다.”(Hua Dok II/1, 119, [ ]는 인용자)

핑크는 상학하는 자아가 구성하는 자아에 의해 분석하기 어려운 방식

에서 계속 운반된다고 하지만, 그 이유는 단 하나이다. 핑크의 구도에서 

자아의 이분화를 통해 월  삶의 분화가 강조되었지만 “모든 ‘존재의 

립’을 넘어서서 어 든 상학하는 자아는 구성하는 자아와 함께 월

론 인 삶의 통일성 속에 있기”68)(같은 곳) 때문이다. 여기서 규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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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이유로 상학하는 응시자는 구성하는 자아에 의해 휩쓸어져 동

행한다. 곧 구성함이라는 작용에 합류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구성함은 

본래 상학하는 자아의 활동이 아니었으니 이는 ‘비본래 ’이며 응시자

에게는 ‘외견상’의 구성함이 된다. 

 비본래  세계화를 통해 탈인간화된 응시자는 이제 다시 인간이 되어 

세계 속에 나타나게 된다. 그 다면 완 한 상학함의 주체를 응시자라

고 말하는 것은 한정 이다. 따라서 “ 상학함의 면 (vollseitig) 주체

는” 월론  자아도, 자연  인간도 아닌 오히려 “세계 속에서 비본래

 세계화함을 통해 ‘나타나는’ 월론  주 성”(Hua Dok II/1, 127)이

다. 이 면  주체는 술어화에서는 자연  언어로 나타난 상학  

언어와, 학문화에서는 세계 속에 나타난 상학  진리와 응한다. 이 

셋은 모두 응시자 자신에게는 투명(transparent)하나 타인에게는 그 지 

않다. 응시자의 에서 언어는 외견상 자연  언어이고, 진리는 외견상 

세속  진리이며, 주체는 외견상 ‘인간’이다. 자연  언어를 넘어서는 

월  의미, 세속  진리에 가려진 상학  명제, 겉보기에 ‘인간’의 옷을 

입은 상학하는 응시자가 모두 본래 으로 월성의 역에 속하며 

상학을 구성한다. 하지만 응시함이 응시함으로서만 남아있을 수 없고 구

성함에 필연 으로 동행하게 되기에 자연  태도에 자연  형식을 통해

서만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 상학  월철학자는 겉보기에(augenschein) ‘인간’이 철학한다는 사실을 

오해하지 않으며, 그에 있어 이는 항상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월론  진리

를 투시(durchsichtig)하고 있다.”(Hua Dok II/1, 126)

그 다면 자기통각  측면에서 일차  세계화와 이차  세계화의 차이도 

지 할 수 있겠다. 일차  세계화에서 구성하는 월  주 은 “자신의 

구성  유래를 망각하고 자신을 단지 인간으로서 안다.”(Hua Dok II/1, 

127) 반면 이차  세계화에서 월론  응시자는 자신이 응시자이지만 

구성함의 경향으로 인간화 되었다는 것을 안다. 

68) 핑크의 월론  방법론을 비 으로 검토하는 3부의 마지막에서 이 이 요

하게 언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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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기인식에 이르는 자기운동(Selbstbewegung)으로서 비본래  세계화

 자연  태도에서 출발하여 상학  환원을 통해 자연  태도를 떠났지

만 비본래  세계화를 통해 다시 자연  태도로 돌아오게 되는 이 과정

은 핑크에 의하면 하나의 ‘자기운동’이며, 이때 주체가 얻게 되는 것은 

자기 자신에 한 이해이다. 

 먼  상학  환원 이  월  삶 체는 모든 구성의 목 인 세계의 

존재에 향해 있는 구성  과정으로 존속한다. 상학  환원에 의해 “

월  삶의 내부에서 립운동”(Hua Dok II/1, 124)이 생긴다. ‘근원  사

건’인 환원은 월  주 성이 자기 자신을 자각하여 월론  주 성이 

되게끔 한다. 곧 자기 자신에 해서 알지 못하던 익명 인 구성과정은 

“즉자-존재(An-sich-Sein)”(같은 곳)이나, 환원을 통해 “ 자-존재

(Für-sich-Sein)”(Hua Dok II/1, 125)로 이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응시함

이 구성  과정에 다시 동행하는 한, 이제 상학함은 립활동이 아니

라 “자신-속에-순환함(In-sich-Kreisen)”이다. 

 이를 통해 상학자는 ‘ 월성’에만 머무를 수 없고 ‘세속성’으로 귀환하

게 된다. 이 의 내용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1) 술어화, 학문화인 객 화는 인간화로서 세계화에 근거한다.

 2) 인간화로서 세계화는 비본래  세계화이며 응시자가 구성하는 자아

에 동행하게 되는 것  이다.

 3) 2)의 과정은 ‘즉자-존재’가 ‘ 자-존재’되는 하나의 순환과정이다.

 4장. 월성과 세속성의 변증법  통일(dialektische  

Einheit)인 자(Absolutes)의 이념

 즉자-존재의 자-존재-됨이라는 헤겔  어조에서 알 수 있듯이 핑크

는 세계화의 과정을 변증법 으로 설명한다. 최 에 익명 으로 진행되

는 구성과정(Vor-Sein)이 있다. 이 구성과정은 상 자로서 세계를 구성

하고 인간은 세속  세계의 소박함에 있게 된다. 모종의 계기로 구성에 

립된 ‘ 월론 ’ 경향이 생기는데 이것은 상학  환원함이다. 그러

나 월론  경향은 응시함을 통해 개시된 월성의 역에만 머무를 수 

없다. 그것은 필연 으로 구성함을 통해 비본래 으로 세계화된다. 이 비

본래  세계화는 두 역 사이의 단순한 이동이 아니다. 오히려 핑크는 



- 62 -

이를 ‘변증법  통일’로 개념화하여 ‘ 자’를 형성하는 것으로 설명한

다.

“여기서 요한 것은 ‘ 상학하는 주체’의 ‘구체 69)’ 개념을 형성하는 월

론 인 것의 역과 세속 인 것의 역을 ‘변증법 으로 통일’하는 것이다. 

이 통일은 비본래  세계화함의 결과인데 (…) 월론 으로 일어난 일이 

수동 으로 동행됨이다.”(Hua Dok II/1, 127)

“오히려 이 자는 곧 월  구성과, 상학함이 월론 으로 일어남의 

통일이다. 즉 자는 자신 속에서 스스로 립 으로 분 되는 월  삶 

일반의 포 인 체의 통일이다. 구성하는 삶과 상학하는 삶 사이의 이 

분리는 지  자의 개념을 결정한다. 즉 그것은 반정립  계기들의 종합

 통일이다.”(Hua Dok II/1, 157)

여기서 통일은 두 립되는 것들의 공존이다. ‘구성함’과 ‘ 상학함’ 그리

고 ‘ 월성’과 ‘세속성’은 이제 그 자체만으로는 추상 이고 완 한 

자의 한 측면일 뿐이다. 하지만 여 히 립 계를 잃지 않고 있다는 것

이 강조되어야겠다.

 사실 이 분열과 통합의 구도가『6성찰』의 모든 주제를 포 하고 있다. 

상학  환원을 통해 핑크는 세속성과 월성의 분열을 강조하여, 세속

인 개념을 월 인 것에 용할 수 없음을 말한다. 그러나 월 인 

것에 해 어떻게든 설명해야 하기에 궁여지책으로 나온 것이 ‘유비’이

다. 주체, 언어, 학문, 상호주 성 등 모든 주제 인 개념들은 월성의 

역에서는 유비 으로 사용된다. 심지어 ‘ 자’라는 개념 한 하나의 

유비이다.70) 그러나 유비는 하나의 친족 계를 제하며, 분열된 것은 

어 든 하나의 월  삶 내에서의 분열이기에 다시 통일이 일어나며 

혹은 일어나야만 한다. 이 통일을 통해 월성은 세속성으로 다시 내려

온 것처럼 보이지만 환원을 수행한 응시자에게 그 배후는 투명하다. 이

게 세속성에 나타난 월성이 마지막에는 자의 개념을 형성한다. 

69) 상학에서 추상 인 것은 어떤 체에 해 비독립  부분이 되는 상이며, 

구체 인 것은 비독립  부분을 지니는 독립  상을 일컫는다.

70) “ 상학  자를 ‘더욱 거 한 것’,‘더욱 포 인 것’ 등의 이념아래 표상하

는 유혹에 무도 쉽게 빠져든다.”(Hua Dok II/1,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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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까지 밟아온 내용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상학함

    

선-존재(Vor-Sein)----------------존재(Sein)

                         

 

                                     구성함

구성함인 선-존재는 자신의 구성과정을 통해 존재인 세계를 구성한다. 

이때 구성된 세계로부터 구성하는 주 으로 역행하는 것이 상학함이

다. 그리고 상학함과 구성함의 총 은 자를 나타낸다. 이 과정을 

상학  환원 이 과 이후로 나 어 상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선-존재( 월

)
존재(세속 )

상학( 월

론 )
통일

본래  

세계화

----->

세속  인간

<-----

상학  

환원함

월론  

응시자

비본래  

세계화

----->

외견상  

인간인  

응시자

세속  언어
월론  

의미71)

유비로서  

상학  

언어

세속  학문
월론  

진리
상학

자연  태도 월론  태도 자연  태도

자연  태도  

속의  

월론  

태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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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향의 화살표는 구성함을 나타낸다. 익명 인 본래  세계화를 통해 존

재가 구성된다. 핑크의 통찰에 따르면 구성하는 것은 구성된 것으로부터 

철 히 구분되어야 하기에 구성하는 세계화는 선-존재이다. 자연  태도

는 구성함의 익명성에서 형성된다. 그러나 모종의 이유로 상학  환원

함이 일어나고 이것은 구성함에 역행/ 립하는 삶의 경향을 생기게 한

다. 좌향의 화살표가 환원함을 나타낸다. 이를 통해 인간은 월론  응

시자가 되어 응시함/이론  경험함을 수행해 월론  의미/진리를 획득

한다. 그러나 응시자는 구성하는 자아와 동일한 인간이기에 구성함에 휩

쓸려 간다. 이것이 비본래  세계화이다. 이때 응시자 자신은 아직 소박

함에 있는 타인의 자연  태도로 돌아오게 된다. 이제 세계 속에서 상

학은 배후에 그 의미를 가진 학문이 되고, 응시자는 외견상 인간이 된다. 

하지만 ‘배후’와 ‘외견상’임을 아는 것은 응시자 자신뿐이다. 비본래  세

계화를 통해 립된 두 경향의 변증법  통일이 일어나고 상학하는 삶

과 구성하는 삶의 종합  통일은 ‘ 자’를 나타낸다. 따라서 핑크에 따

르면 상학은 “ 자가” 자기 자신을 “ 으로 인식”하는 “무한한 

자기인식” 과정이다(Hua Dok II/1, 169).

소결.

 6성찰의 모든 내용을 지탱하는 핑크의 근본 인 통찰은 다음이다.

(1) 구성하는 것(das Konstituierendes)은 구성된 것(das Konstituiertes)

으로부터 이해될 수 없다.

(2) 구성된 것은 존재(Sein)이며 구성하는 것은 선-존재(Vor-Sein)이다.

이러한 통찰에 근거한 상학  환원에 한 핑크의 이해는 후설보다 더 

후설에 충실했다.72) 철학  반성이 가장 철 화된 형식이 상학  환원

이라면, 반성을 통한 자아분열(Ichspaltung) 한 가장 철 한 형식에서 

71) 세속  언어에 립되는 것은 아마 월론  언어일 것이다. 그러나 핑크의 구

도에서 언어라는 말은 이미 세속 인 존재개념을 가진다. 따라서 그 순수한 월

성의 에서만 보자면 ‘의미’라고 해야 할 것이다.

72)『이념들1』에서 세계와의 단 을 통한 상학  환원의 취지를 말한다. 그러나 

후기로 가면서 후설은 상학  환원에서 ‘단 ’의 성격을 지우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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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침내는 존재이원론으로 나타나 하나의 월  삶은 상이한 존재방식으

로 분열된다. 하지만 어 든 그것이 하나의 삶인 바, 분열된 것의 재통

일이 요구된다. 그러나 상이한 역의 재통일은 마치 어떠한 분열도 없

었던 것처럼 매끄럽게 이어질 수 없다. 그것들은 고작해야 변증법  종

합  통일이라는 명명 하에 병존할 뿐이다. 이 과정에서 월 인 것이 

세속 인 것 속에 나타나야 한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핑크에서는 작동

으로만 나타났지만 우리는 이를 ‘나타남’과 ‘타인에게 나타남’이라는 의

미에서 ‘객 화’로 나 어 주제 으로 분석했다. ‘객 화’는 후설과 핑크 

모두에게서 문제가 되었던 반면 ‘나타남’ 일반은 핑크에게서 나타나는 문

제이다. ‘객 화’는 결과 으로 자연  태도에서 통찰되지 못하는데, 핑크

에게서 이것의 근거는 ‘나타남’ 일반에 있다. 상이한 존재방식을 가진 

월성과 세속성은 애 에 종합될 수 없기 때문이다. 와 같은 핑크의 구

도는 월성으로부터 일체의 세속  규정을 떼어내기 함이었다. 

 상학  환원을 통해 철 히 분열된 것을 비본래  세계화를 통해 재

통일하려해도 그것은 분열되기 이 의 통일성을 회복할 수 없다. 따라서 

서로 반정립 인 계기를 자신 안에 지닌 자라는 개념이 요구된다. 

이 자는 비-존재(Me-On)로서 ‘어떤 것(etwas)’은 아니지만 동시에 

‘무(nichts)’도 아니다. 그것은 “존재이지만 본래 으로 존재가 아니다.”73) 

이러한 자의 발견을 통해 상학은 자의 자기인식 과정으로 규

정되면서『6성찰』은 마무리된다. 핑크는 후에 이 비-존재의 철학을 

개하지만 그것이 구체 으로 어떤 모습을 띠는지는『6성찰』을 통해 규

명될 수 없다. 왜냐하면 머리말에 나오듯이 “여기에서는  정신의 

비존재  철학에 한 견(Vorblick)”74)만이 제시될 뿐이기 때문이다. 

비  논구.

 후설 상학에 한 하나의 반성함으로서 핑크의 월론  방법학의 

개에 후설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독일 념론  어조가 상기될지라도, 

그것은 그 자체만으로는 비 이 아니다. 핑크가 얼마나 후설에 충실했

는지, 그리고 어떤 면에서 후설과 다른지는 우리의 주안 이 아니기 때

73) 핑크의 개인  기록 Z-IV, 112a.(Luft:2002, 229에서 재인용)

74) Hua Dok II/1, p.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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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다. 여기에서 시도하는 것은 핑크의 월론  방법학에 한  하

나의 반성이다. 우리는 월성과 세속성의 변증법  통일이라는 핑크의 

구도에서 발생하는 몇 가지 난 을 지 할 수 있다.

1. 핑크의 변증법  통일에는 종합과 통일의 근거가 결여되어 있다.

 구성하는 자아와 상학하는 자아의 통일, 월 인 역과 세속 인 

역의 통일, 가상진리와 월론  진리의 통일, 존재자 일반과 선-존재

의 통일, 월  경향과 구성  경향의 통일 등 핑크는『6성찰』에서 수

많은 “종합  통일”(Hua Dok II/1, 161)에 해 말한다. 이 통일을 구성

하는 양자는 립되어 있음은 물론이다. 그런데 후설의 질문처럼 이들은 

어떤 종류의 종합인가?75) 실제로 핑크의 설명에서는 어떤 실질 인 종

합함이 결여되어 있다. 그것은 사실 양자의 공존이나 병존일 뿐이다. 변

증법  통일에 있어 ‘고양함’은 존재하지 않는다. 핑크의 통일은 단지 

월성을 통해 세속성을 ‘지양’하되 그 소박함을 ‘보존’하는데 있을 뿐이

다.76)

 실제 인 종합  통일이 결여되어 있는 만큼 동시에 통일의 근거 한 

결여되어 있다. 유일하게 통일의 근거로 제시되는 것은 양자 사이의 ‘친

족 계’이지만 왜 친족 계가 성립하는지는 답해지고 있지 않다.

“모든 ‘존재의 립’을 넘어서서 어 든 상학하는 자아는 구성하는 자아

와 함께 월 인 삶의 통일성 속에 있다.”(Hua Dok II/1, 120)

“유한한 반성  인식작용과 무한한  자기 인식 사이에서 이 유비를 

75) “서로 항하는 공존 속에서 자의 종합  통일”이라는 핑크의 서술에 후설

은 “그러나 이것은 우려할만한 표 이다. 어떤 종류의 ‘종합’인가?”(Hua Dok II/1, 

164)라고 난외주를 단다.

76) 루 트 한 핑크에서는 실질 인 종합  통일이 결여되어 있음을 지 한다. 

“‘지양함(aufheben)’에 한 핑크의 이해는 근원 인 것의 무화함과 보존함을 함

축하지만 고양함을 함축하지는 않는다. 자연  태도는 월론  철학의 확장된 

경험을 통해 소한 지평으로 인식되지만 동시에 확장된 지평으로 설정되지는 

않는다; 두 분리된 화해할 수 없는 지평들이 있다. (…) 핑크가 말하는 지양함은 

따라서 종합이 아니다. 완 한 의미에서 종합이 낮은 단계를 높은 단계로 고양함

이라는 세 번째 의미를 함축한다면 말이다. (…) 따라서 엄 히 말하자면 종합은 

완 한 지양이 아니라 두 태도들을 한 연 에 두는 것이다.”(Luft:2002, 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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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게 만드는 친족 계를 우리는 지  제시할 수 없다.”(Hua Dok II/1, 

169)

“일반 으로 유비의 기능 속에 태도를 취할 수 있기 해서는, 세속  개념

이 이 개념에 의해 지시된 월론  의미와 일정한 친족 계에 있어야 한

다.”(Hua Dok II/1, 155)

월성과 세속성은 립되어 있지만 이들 사이에는 친족 계가 있어서 

유비 이다. 그리고 이 친족 계를 바탕으로 비본래 인 세계화를 통해 

통일이 가능하지만, 왜 친족 계가 있는지는 설명되지 않고 있다. 유일한 

근거를 찾자면 애 에 상학하는 자아와 구성하는 자아는 동일한 인간

이라는 인데, 이 경우 핑크는 본래 통일 인 것을 애써 분열시킨 후 

다시 재통일하는 것이 된다. 그 다면 ‘변증법  통일’을 통해 새롭게 

악하게 되는 것은 없다.  

2. 핑크가 의미하는 월성은 핑크의 구도에 비일 이다.

 다음으로 핑크는 ‘ 월론 ’을 양의 으로 사용하고 있다. 다음에서 보

듯이 월론 의 첫 번째 의미는 구성된 세계로부터 구성하는 주 성으

로 물어 들어가는 방향에 있다.

“‘ 월론 ’이라는 표 은 처음부터 주제 인 표시인데 [세계를 월함]의 

방향에서 근할 수 있는 것인 방향개념을 용함으로써 생긴 표시이

다.”(Hua Dok II/1, 157, []는 인용자)77)

이를 통해 구성함으로부터 역행함이라는 ‘ 월론 ’이라는 의미가 생기

고, ‘ 월론  상학  환원’, ‘ 월론  응시자’는 이러한 의미에서 명명

된다.

그러나 동시에 다음에서 보듯이 구성함을 뜻하는 ‘ 월 ’이 있다.

“그래서 ‘ 월 ’이라는 용어가 (…) 세계에 립된 월 으로-구성하는 삶

77) 다음의 용례도 있다. “인간 속에서 각성된 월론  경향은 이미 동기부여의 구

상 속에서 작업하고 있는 월론  응시자의 ‘내 ’ 상학함 이외에 다른 것이 

아니다.”(Hua Dok II/1,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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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뜻하는 (…).”(같은 곳)

우리가 지 까지 ‘ 월 ’이라고 옮긴 것은  인용문에 따르면 ‘구성하

는’을 의미한다. 핑크가 자연  태도는 그 자체로 ‘ 월 ’이다고 설명할 

때나, 선-존재를 ‘ 월 ’이라고 말할 때의 의미는 ‘구성하는’을 의미한

다.78) 

 그 다면 ‘ 월(론) ’은 구성함과 환원함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는 핑크

의 구도에서 모순 이다. 왜냐하면 구성함과 환원함은 서로 립되는 것

이기 때문이다. ‘ 월 ’ 구성함은 세속성을 만들지만 이 세속성은 ‘ 월

론 ’에 립하여 반정립  구도를 형성한다. 그 다면 일 이기 

해서 핑크는 월(론) 이라는 말의 쓰임을 한정하거나79),  월성/세

속성의 반정립  립구도를 포기해야 한다.80) 

3. 시간화로서 세계화의 불수의성이 간과되고 있다.

 다음으로 핑크는 세계화를 자아론  차원과 상호주  차원에서 혼용

하여 사용하고 있다. 핑크가 술어화함과 학문화함으로 논의한 것은 상호

주  차원에서의 세계화이며 이는 ‘객 화’로도 나타난다. 그러나 세계

화는 핑크도 다음을 통해 암시하듯이 우선은 ‘시간화(Zeitigung)을 의미

78) 다음의 용례를 참고할 수 있다. “ 상학하는 자아의 인식하는 삶 속에서 월  

주 성은 구성하는 주 성으로서 자각된다.”(Hua Dok II/1, 44)

79) Leichtle은 핑크가 응시자를 월(론) 이라고 한 것이 후설 상학에 비추어 보

았을 때 부 하다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상학에서 ‘ 월 ’은 구성에 해

서 쓰이는데, 응시자는 구성하는 작용을 하지 않으므로 ‘ 월 ’이라 할 수 없다

는 것이다. 그러나 Leichtle은 만약 핑크가 다른 의미에서 ‘ 월 ’을 썼다면 나름

의 정당성이 있다고 한다. 자세한 내용은 S. Leichtle, “Husserl and Fink: Two 

Phenomenologies”, The New Yearbook for Phenomenology and 

Phenomenological Philosophy vol.I, Noesis Press LTD:Seattle, 2001, 

pp.301-307. 하지만 우리가 악하기에 핑크는 ‘ 월 ’을 (1) 구성함의 반 라는 

의미와 (2) 구성함의 의미에서 사용한다. 따라서 애 에 ‘ 월(론) ’의 의미가 양

의 이다. 

80) 아 (2004)는 핑크가 ‘세속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방식이 애매하다고 지 한

다. “한편으로 세속 은 특정한 상황으로 인식되지 않거나 통찰력있는 통찰-이 

경우 상학-을 비 으로 양산해야 하기에 소박한 특정한 상황을 의미한다. 다

른 한편으로『6성찰』에서 핑크의 은 세속 이 실에 내재하고 구성 인 

인간 존재의 치를 의미한다.”(R. Arp, “Husserl and the Penetrability of the 

Transcendental and Mundane Spheres”, Human Studies vol.27:221-239, Kluwer 

Academic Publishers, 2004, p.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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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오직 상학함이 세계 속에서 자리를 잡고 시간화되기 때문에 그것은 자

연  태도의 언어 속에서 객 화될 수 있다.”(Hua Dok II/1, 136)

핑크와의 화에서 언스는 다음과 같이 쓴다.

“자아의 시간화는 자아의 세계화함과 동등하다.”(Cairns:1976, 34)81)

핑크는 시간화라는 분명한 언  없이 세계화를 인간화, 술어화, 학문화 

등으로 설명하지만 이들을 포 하는 본래  의미는 시간화이다. 왜냐하

면 비본래  세계화든 본래  세계화든 세계화는 구성함이고 구성함은 

시간  구성함이기 때문이다. “만약 열반을 원한다면 시간이 없다.”(같은 

곳) 그러나 핑크의 서술에서 비본래  세계화는 상호주  달이라는 

학문의 이념에서 동기부여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는 학문에 필

요한 것이지 필연 인 것은 아니다. 학문의 이념에는 비본래  세계로의 

“어떠한 근거나 강제도 놓여있지 않다.”(Hua Dok II/1, 108) 한 핑크는 

“(그 월성 속에 머물러 남아 있는) 자아도”(Hua Dok II/1, 127)라고 하

면서 마치 응시자가 세계화되지 않고 응시자로서 남아있을 수 있는 것처

럼 서술한다. 하지만 세계화는 응시자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

것은 언제나 항상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82)  

4. 상학함과 응시자의 존재방식이 불분명하며 이에 따라 월성이 어

떤 독립된 역으로 상정되나 이는 핑크가 피하고자 했던 결론이다.

 3에서 언 한 것처럼 세계화가 필연 인 의식 흐름이라면 응시함으로서 

상학함과 그 주체인 응시자의 존재방식이 불분명해진다. 핑크는 월

 삶의 이분화를 통해 구성하는 자아로부터 응시하는 자아를 철 히 구

81) 화 과정을 언스가 정리하여 쓴 것이기에 핑크만의 의견인지 언스의 의견

인지는 확실치 않다.

82) 루 트(2011) 한 세계화는 자아가 의도 으로 실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을 강조한다. “세계화는 상학하는 자아가 의도 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이 

아니다.”(S. Luft, Subjectivity and Lifworld in Transcendental Phenomenology, 

Northwestern University Press, 2011, p.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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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하여, 응시자의 작용은 구성함이 아니라고 거듭 강조하 다. 그러나 구

성함이 아닌 응시함은 도 체 어떤 작용인가? 핑크는 응시함을 소극 으

로는 구성함이 아닌 것으로 극 으로는 이론  경험함이라고 설명했지

만, 그에 따르면 이때 ‘경험함’ 한 하나의 유비 다. 그 다면 우리는 

세계화함 이 에 응시함이란 독립 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인지, 한 

그 다면 어떤 내용을 가진 작용인지 물을 수 있다. 핑크가 응시자의 작

용을 설명할 때 항상 뒤에 비본래  세계화를 통해 구성함에 동행한다는 

것을 덧붙이는 것으로 보아, 응시함의 독립 인 작용을 생각하기 힘든 

것으로 보인다.83) 

 응시자 한 그 존재방식이 불분명하다. 상학  환원을 통해 구성하

는 삶에서부터 “내던져진” 응시자는 핑크에 의하면 구성 이지 않으며 

구성되지도 않는다.

“아무튼 ‘응시자’는 결국 구성하는 삶에서부터 (물론 구성 이지는 않은)84) 

내던져진(ausgeworfen) 반성의 자아일 뿐이다.”(Hua Dok II/1, 119)  

 

‘내던져진’이라는 애매한 말이 암시하듯이 핑크는 응시자가 ‘생성’된다거

나 ‘발견’된다는 의미를 피하고자 했다.85) 구성함이 아닌 응시자는 상

학  환원을 통해서 비로소 구성하는 삶을 “ 표하는 기능자”(Hua Dok 

II/1, 44)로 나타나지만 구성되지도 않고 구성 이지도 않다. 그 다면 시

간 으로 연장되어 있지도 않고 어떠한 특유한 작용도 하지 않으며 단지 

응시할 뿐인 도 체가 구성 이지 않은 이 응시자는 어떤 종류의 자아인

가?

83) 셔벨(1993) 한『6성찰』에서 ‘응시함’은 항상 ‘구성함’을 동반하여 서술된다는 

을 지 하면서, 구성함이 아닌 독립 인 작용으로서 응시함에 해 문제를 제

기한다. 셔벨에 따르면 응시자의 “비참여  존재”는 사실 단지 “비참여를 의욕

함”이다.(M. Scherbel, “Die transzendentale Reduktion als die Leistung eines 

unbeteiligten Zuschauers”, Perspektiven der Philosophie 19, Periodicais 

Archive, 1993, p.150.)

84)셔벨(1993)에 따르면 핑크는 “구성 이지 않은(nicht konstituitiv)”을 후에 “구성

되지 않은(nicht konstituiert)”으로 수정한다.(M.Scherbel:1993, p.148)

85) “그러나 이 월론  응시자는 단 지를 통해 비로소 생성되는(geworden) 것

이 아니라, 인간존재를 은폐하는 장에서부터 단지 발견(freilegen)되었을 뿐이

다.”(Hua Dok II/1,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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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아가 응시자와 응시함이 핑크의 서술처럼 세계화 이 에 독립 으로 

일어나는 것처럼 이해된다면, 이는 핑크 자신이 피하려고 한 월성과 

세속성의 특정한 구도를 환기한다.

“이 게 ‘ 월  차원 속으로 돌입’은 월론  주 성을 차원으로서, 역

으로서 내세우지 않는다.”(Hua Dok II/1, 45)

“ 월론  주 성이 여기(hier)있고 세계가 기(dort)있어 상 계가 성립

하는 것이 아니다.”(Hua Dok II/1, 49)

핑크는 이처럼 월성과 세속성이 독립된 두 역처럼 이해되는 것을 피

하려 했고 상학을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것은 오해라고 해명한다. 하

지만 그가 아무리 통일을 강조할지라도, 종합  통일이 실질 인 종합 

없는 공존이라는 , 그리고 응시자와 응시함이 구성함  세계화와 분

리되어 다른 존재방식을 가지는 에서 와 같은 오해는 오히려 핑크 

자신이 만들고 있는 듯하다.86)  

86) McGuirk 한 핑크가 월  역과 세속  역을 철 히 분리했다고 강조한

다.(McGuirk:2009, p.248, 250, 251)

  쿠스터(1996)도 마찬가지로『6성찰』에는 어떤 두 세계 이론이 나타난다고 한다. 

“두세계이론(Zweiweltentheorie)를 향한 이 경향은 후설 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핑

크 이다.”(F. Kuster, Wege der Verantwortung. Husserls Phänomenologie als 

Gang durch die Faktizität, Dordrecht/Boston/London, 1996, p.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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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부. 후설의 ‘ 상학의 상학’

 도입.

 3부에서 살펴본 핑크의 월론  방법학의 개는 결국 더 이상 상학

이지 않은 어떤 비존재  정신의 철학으로 우리를 이끌었다. 후설

이 완강히 반 했던 사변  어조는 차치하더라도, 자연  태도에서 도

체 통찰될 수 없는 가상의 진리인 상학이라는 핑크의 귀결은 후설이 

상학을 기획했던 의도에 매우 어 나는 것이다. 이 경우 세속  학문

에 한 보편학과 엄 학으로서 상학의 지 가 흔들리기 때문이다. 이

러한 이유에서인지 핑크가 비본래  세계화를 통해 그의 변증법  통일 

구도를 상술한 ‘§10. 술어화함으로서 상학함’, ‘§11. 학문화함으로서 

상학함’ 부분에 있는 후설의 난외주는 그 어떤 보다도 풍부하고 상세

하며 핑크의 견해에 한 후설의 완고한 반 를 보여 다.

『6성찰』의 머리말에서 핑크는 후설이 존재에 연 된 인식 방식을 선-

존재에 용했다고 비 했다. 하지만 다음에서 보듯이 후설은 애 에 이 

존재와 선-존재의 립이 지나치게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비 한다.

“다음과 같은 은 이 연구에 해 후설의 동의를 제약하는 들이다. 후설

은 [핑크가] 구성하는 자아와 상학하는 자아의 립을 무 강하게 강조

했고, 월론  술어화작용의 어려움을 지나치게 인정했으며, 개체  정신

으로서 시작하는 철학하는 주체를 모든 개체화(Individuation)에 앞서 놓여 

있는 정신의 삶의 심층 속으로 환원했다고 [한다]. [후설은] 이에 립

해서 철학하는 주체의 개체  개념을 옹호했다. 후설은 월론  자아가 실

로 그 자체로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은 단지 ‘외견상’ 철학한다는[ 에 

해] 반론을 제기했다.”(Hua Dok II/1, 183, []는 인용자)

에서 요한 은 후설이 상학하는 자아와 구성하는 자아 사이의 

립을 강조하지 않았다는 이다. 즉 후술하겠지만 후설에게 있어서 양자

는 작용의 내용상 차이는 있으나, 존재방식에 있어 상이한 이 없다. 사

실 핑크가 말하는 세속성과 월성 사이의 모든 유비 계와 반정립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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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이 구성함과 상학함의 분열에서 기인한다는 을 상기한다면, 와 

같은 후설의 통찰은 술어화, 학문화 등에 있어서 후설이 핑크와  다

른 의견을 가질 것을 암시한다. 

 핑크의 월  삶의 이분화와 이에 따른 변증법  통일이라는 구도에 

맞서는 후설의 구도는 단 하나의 구성과정, 그것도 상학  자기성찰이

라는 규제  이념을 향한 하나의 통일  구성과정만 있다는 것이다. 이

에 따라 종국에는 월성과 세속성의 구분이 모호해지며 세속성 내지 자

연성은 핑크에서 계속 유지되는 반면에 후설의 구도에서는 규제  이념

을 향해 계속 고양된다. 여기에는 후설이 의도하는 윤리  요청이 어느

정도 함축되어 있기도 하다.87)

 핑크의『6성찰』에 해 후설이 따로 출간한 작은 없다. 따라서 에 

나타난 후설의 의견은 『6성찰』에 나와 있는 후설의 난외주와 유고를 

통해 재구성한 것이다. 이는 핑크의 월론  방법론의 개에 한 후

설의 비 으로서 기능한다.

 1장. 반성의 반복을 통한 주제화함

 『6성찰』을 추동한 것은 상학함에 한 반성이라는 월론  방법론

의 이념이었다. 이에 따라 핑크는 월론  상학을 월론  원리론과 

월론  방법론으로 나 어 하나의 체계를 구성하려 했다. 그러나 후설

은 이러한 체계  기획을 반기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핑크의 기획에 

한 난외주에서 후설은 “이는 이 성에 의해 명확하지 않다. [원리론과 

방법론은] 실로 이론  과제들이 아니다”(Hua Dok II/1, 31 An.66, []는 

인용자)라고 기 때문이다. 후설은 월론  원리론을 상학 하는 행

동, 월론  방법론을 이 행동에 한 이론  규정으로 본다. 즉 상학

의 체계를 형성하기보다는 상학 하는 삶에 한 주제 인 반성을 실행

87) “소크라테스의 윤리  삶의 개 은 그가 진정으로 만족스러운 삶을 순수 이성

으로부터의 삶으로 의미했다는 으로 특징지어진다. 이는 다음과 같은 삶을 의

미한다. 그 삶은 인간이 지칠  모르는 자기성찰(Selbstbesinnung)과 철 한 책

임 속에서 자신의 삶의 목표들에 해, 자신의 삶의 도정들과 그때그때마다의 방

법들에 해 궁극 으로 평가하는 비 을 가하는 삶이다. 이러한 책임과 비 은 

인식 과정으로서 성취되며, 소크라테스에 의하면 참으로 모든 정당성과 그에 

한 인식이 발원하는 근원  원천으로의 방법  귀환(Rückgang)으로서 성취된

다.”(Hua Ⅷ, 9, 강조는 인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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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려 했다. 실제로 후설이 월론  방법론인 ‘ 상학의 상학’에 해 

주제 으로 탐구한 것은 매우 다.88) 그러나 ‘ 상학의 상학’에 한 

후설의 서술에서 공통 으로 부각되는 것은 어떤 체계가 아니라 반성의 

반복 가능성이다.

 기능함은 기능하는 한 자신을 숨긴다. 기능함이 의식되는 것은 이것이 

반성을 통해 주제가 되었을 때이다. 최 의 상학은 자연  삶을 주제

화하여 상학함을 수행했다. 이때 상학함은 기능함으로서 익명 이다. 

이제 이 상학함에 한 반성이 수행되어 상학함은 주제가 된다. 이

때 기능함은 상학함의 상학함이 되겠다. 이러한 반성은 무한히 반복

될 수 있으므로 매번 상학함에 한 새로운 반성이 수행될 수 있다. 

그런데 이를 통해 후설이 목표하는 것은 다음에서 보듯이 월론  주

의 일반  구조를 밝히는 것이지 체계를 수립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우선은 세계삶의 곧바른(gerade) 상학이 수행되고, 그 뒤에야 비

로소 보다 높은 상학의 상학이 주제가 된다. 그러나 이때 반성이 주제

으로 반복될 수 있고 반복되어야만 하는 한, 자아가 반성하든 반성하지 

않든 월론  자아에 속한 일반 인 구조가 제시되어야 한다는 이 부가

된다.”(Hua XXXIV, 178)

계속된 반성은 단지 월론  자아의 일반  구조를 밝힐 뿐이다. 만약 

핑크의 구도에서처럼 상학의 상학이 월론  방법론을 수립한다면, 

그리고 반성이 계속 진행된다면 우리는 지속 으로 방법론의 방법론이 

필요할 것이다. 이에 반해 후설이 주장하는 것은 반성의 반복을 통해 

“자아의 형상학”(Hua Dok II/1, 205)을 수립하는 것이다89). 상학의 

88) 이 의 독서범 에 제한한다면, 후설이 ‘ 상학의 상학’에 해 주제 으로 

서술한 것은 두 번이다. 1933년 말『6성찰』에 한 난외주로 작성한 것과(Hua 

Dok II/1, 203~206) 1930년 여름 강의록에 부록으로 작성한 것(Hua XXXIV, 

176~178)이다. 언 한 도 거니와 서술한 분량도 많지 않다.

89) 형상학은 하나의 본질학으로서 상학에서는 자유 변경을 통한 본질직 을 통해 

형성된다. 핑크는 반성의 반복이 어떠한 새로운 것도 가져올 수 없다고 보았다. 

핑크의 이러한 서술에 해 후설은 “일반 인 것, 개별  기능함의 확정에서 항

상 다시 동일화되는 것은 없는가?”(Hua Dok II/1, 29, An.62)라고 묻는다. 루 트

가 지 하듯이(Luft:2002, 177) 후설은 반성의 반복이 일종의 자유 변경을 수행한

다고 본 듯하다. 곧 반성의 반복을 통해 자아에서 어떤 본질 인 것을 밝힐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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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학에 한 후설의 서술이 극도로 기에 이 이상을 논구할 수는 없다. 

다만 후설은 직 을 통해 사태를 규명하려 했고, 이에 따라 사변이 들어

가는 체계에 해 일 으로 거부감을 표했다는 것이 강조되어야 하겠

다.

 2장. 이론 으로 동기부여된 상학  환원과 구성하

는 응시자의 설립

 핑크가 상학  환원의 상학에서 그 동기를 묻는 것을 출발 으로 

삼은 것처럼 후설 한 상학  환원의 동기부여를 묻는다. 2부에서는 

분명히 나타나지 않았지만 후설은 오랫동안 상학  환원으로 이르는 

길을 제시하기 해 노력해왔다. 그는 1930년에 자신의 서『이념들I』

에 한 후기를 집필하며 다음과 같이 술회한다.

“나는 여러 해에 걸친 숙고동안 삶과 학문의 자연  실증성을 쫒아내고 

상학  환원인 월론  태도변경을 필연 으로 만드는 동기를 으로 

투명하고 이론의 여지가 없게 제시하기 해 상이하지만 같이 가능한 여

러 길들을 밟아왔다.”(Hua V, 148)

실제로『이념들I』,『 상학  심리학』,『 기』등 후설의 여러 표  

서들이 모두 월론  상학으로의 ‘입문(Einführung)’이라는 부제를 

달고 있는 것에서 볼 수 있듯이, 후설은 여러 차례에 걸쳐 월론  

상학으로의 길들을 제시하려 노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길들은 2부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미 월론  

태도를 제하는 순환 인 길들이었다. 2부의 결론은 자연  태도는 스

스로 능동 으로 깨지지 못하며 어떤 수동  동기부여를 통해 상학  

환원이 가능하다는 것이었다. 후설 한 후기에 이 을 인식하여 수동

 동기부여를 통해 자연  태도에서 월론  태도에 이르는 길을 몇몇 

강연에90) 제시하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동기부여를 지배하는 것

은 어떤 철학  반성과 진리의 이념이다. 여기에서 후설과 핑크의 차이

가 두드러진다.

90) 1929년 암스테르담 강연, 1935년 비엔나 강연. 각각 Hua IX, VI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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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참된 하나의 세계’라는 이념을 통한 상학  환원의 동기부여

 후설에게도 자연  태도의 자명성을 의문시하게 되는 동기는 수동 이

다. 그것은 가령 우리에게 닥쳐오는 것이고 하나의 사건이며, 혹은 후설

이 말하듯이 익숙함의 “붕괴”(Hua XXIX, 83)이다. 그러나 이러한 수동

성은 핑크가 의미하듯이 개인  죽음이나 불운과 같은 것을 암시하지는 

않는다. 이 게 철 히 개인 이면서도 우연 인 동기부여는 익숙한 세

계의 친숙성을 깰지는 몰라도 엄 한 철학  학문의 시작에 한 동기부

여는 되지 못한다.91) 같은 죽음은 구에게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

는 것, 구에게는 의를 해 결심한 것이 될 수 있으며, 구에게는 

철학  탐구의 시작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후설이 말하듯 

“ 속한 경이”92)일 수 있다. 한 죽음과 불운 등은 이미 자연  태도 

내의 정상성에서 측된 것이다. 개의 경우 우리는 죽음을 경이롭게 

바라보지 않는다. 인간은 언젠간 죽으며, 이 사실은 자연  태도의 삶에

서 이미 익숙한 것이다. 곧 다음에서 보듯이, 후설에 따르면 한 개인을 

시종일  엄 하게 반성을 통해 학문으로서의 철학으로 이끄는 동기는 

와는 다른 것이어야 한다.93)

“[삶의] 다양한 형식들: 목 으로 의도되지는 않았지만 죽음의 험이 가장 

높은 삶. 다른 한편 아름답고 완 한 삶의 지평에서 항상 존속하는 가능성

으로서의 죽음. ‘운이 좋은’ 노인과 (…) 쟁에서의 죽음. (…)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열거하더라도, 이들이 어떻게 철학  단 지에 

91) “이 정상성이 우연히 붕괴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이 세계인식의 체 진행을 

그 제(다시 말해 세계가 암묵 인 양상에서 월  작업수행으로부터 구성된다

는 것)를 밝히기 해 충분한 동기부여가 시작될 만큼은 아니다. 혹은 이 밝힘은 

물론 제를 분명히 하는 것이 확고히 고정된 습 성의 경우 성공하는 것을 힘들

게 할 만큼은 아니다.”(Hua XXXIV, 65)

92) “ 상학의 본성과 구성에 한 통찰은 우리를 경이(thaumazein)로 채운다. 그러

나 속한 경이는아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통찰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다.”(Cairns:1976, 16)

93) 루 트는 후설이 실존  한계상황을 철학의 시작으로 보지 않는 것을 실존철학

에 한 후설의 불만에서 찾는다. 1932년 2월 21일 Pannwitz에게 보내는 후설의 

편지  다음의 내용을 참고할 수 있다(BW 7, 218): “새로운 의미에서 철학은 철

하게 학문 이면서도 잃을 수 없는 시작이어야 하고, 신념 없는 체념의 철학

(실존철학)에 반 하는 발견의 철학이어야 한다 (…).”(Luft:2002, 92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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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동기부여가 될 것인가?”(Hua Dok II/2, 31, An. 114)

 그 다면 후설이 의도하는 상학으로의 동기부여는 무엇인가? 그 동기

부여를 통해 자연  태도의 인간은 그 익숙함을 잃는다는 의미에서 이

는 수동 이어야 하나, 동시에 인간으로 하여  보편 인 학문에 한 

이념으로 결단하게94) 만든다는 의미에서 능동 이어야 한다. 우선 세계

정립은 다음에서 보듯이 어떤 불일치의 경험으로부터 주제화될 수 있다.

“이러한 가장 철 한 태도변경을 수행하려는 동기부여는 내가 나에게 다음

과 같이 말하는 데에 있다: 나와 우리의 존재하는 세계로서 나에게 항상 주

어져 있는 세계는 오직 나의 고유한 경험과 습득  타당성으로부터만 나에 

해 주어져 있다. 이 습득  타당성은 다른 경험이 이에 해 이의를 제

기하지 않는 한, 모든 정상  경험함과 마찬가지로 타당성을 획득한 다른 

모든 것과의 연  속에서 나에 해 간직하는 것이다.’”(Hua Ⅸ, 527, 강조

는 인용자)

“각각의 민족들은 그들의 통들(…)을 갖고서 그들에게 단 으로 자명한 

실제  세계로 간주되는 그들 고유의 환경세계를 갖는다. 이러한 경탄할 

만한 조에서 세계표상과 실재세계 사이의 차이가 밝 지고, 진리를 추

구하는 새로운 물음이 발생한다. 따라서 그것은 통 으로 결합된 일상

 진리에 한 물음이 아니라, 통에 의해 더 이상 맹목 이지는 않은 모

든 사람에 해 모두 동일하게 타당한 진리, 즉 진리 그 자체에 한 물음

이다.”(Hua Ⅵ, 332, 강조는 인용자)

첫 번째 인용문에서는 재 나에게 주어진 세계는 ‘정상  경험’이 나에 

해 간직하는 ‘습득  타당성’으로부터 주어진다는 이 부각되어야 한

다. 자연  태도에서 세계는 무질서하거나 무규정 인 것이 아니다. 오히

려 우리의 정상  경험작용의 연 에 합하게 경험된 것들이 지속 인 

타당성을 획득하여 세계를 형성한다. 이는 환각, 가상 혹은 비정상 인 

경험들은 끊임없는 경험과정을 통해 수정, 삭제되어 하나의 정합 인 세

계를 만들어 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경험하는 주 이 시간 으로 

94) “ 구도 철학에 우연히 빠져들 수는 없다. 철학자는 그를 철학자로서 처음으로 

그리고 근원 으로 만드는 결단을 요한다.”(Hua VIII,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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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와 미래라는 지평에서 기억-기 라는 형식을 갖기에 가능하다. 즉 

경험하는 주 으로서 우리는 주어진 것들을 단지 받아들이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형식에 맞춰 경험에 해 타당성 정을 하며 정상

인 세계를 규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형식에 따라 경험이 계속 진행되

면서 우리는 나름의 타당한 세계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세계는 우리

에게 친숙하고 안정 인 세계이다.

 두 번째 인용문의 ‘고유의 환경세계’는 바로 에서 언 한 친숙하고도 

안정 인 세계를 말한다. 이 세계는 어떤 불일치의 경험, 혹은 ‘이의를 

제기하는 다른 경험’으로 성이 깨지는데, 인용문에서 보듯 낯선 민족

들의 세계를 경험하는 경우를 그 로서 들 수 있을 것이다. 우리에게 

낯선 세계는 우리의 기 를 충족시키지 않는 세계이다. 기 가 충족되지 

않기에 우리는 실망하거나 놀라며, 무엇이 실재인지 물음을 제기할 것이

다. 곧 우리에게 친숙한 세계와 낯선 세계의 “경탄할 만한 조”95)를 통

해 ‘진리에 한 새로운 물음’이 발생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불일치의 

경험에서 ‘진리에 한 새로운 물음’을 이끌어 나가는 것은 참된 하나의 

세계라는 규제  이념이다. 진리란 참된 하나의 세계라는 기 을 통해서

만 물어지고 탐구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참된 하나의 세계는 

처음에는 비주제 으로 제되지만 탐구가 지속되면서 반성이 일어날 경

우에야 비로소, 우리는 참된 하나의 세계가 항상 제되고 토 로 기능

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참된 하나의 세계는 결코 경험된 은 없지만 

항상 우리가 제하며 살아가는 세계이다.96) 우리가 언제나 참된 하나의 

95) 같은 곳에서 후설은 이를 “‘주  의견’(doxa)와 ‘객  인식’(episteme)을 

조시켜 ”(Hua Ⅵ, 332)이라고도 표 한다. 이처럼 후설은 자연  태도가 깨지는 

것을 그리스 철학의 시작과도 유비시킨다. 월론  상학의 싹을 그리스  근

원설립의 이념으로부터 재구성하려 한 연구로는 K. Held, Heraklit, Parmenides 

und der Anfang von Philosophie und Wissenschaft. Eine phänomenologische 

Besinnung, Berlin/New York 1980. 참고.

96) 이 ‘참된 하나의 세계’는 우리가 완 히 경험했거나 혹은 경험에 독립 으로 있

는 세계가 아니다.후설에 따르면 세계의 존, 그러니까 참된 실재성으로서 궁극

으로 모든 정정이 진행된 세계의 존은 하나의 “이성  가능성” 그것도 “선험

으로 미리 주어진 것이 아니라, 후험 으로 정 된(nicht a priori vorgegeben, 

aber a posteriori begründet)” 것이다(Hua XⅥ, 290). 이후에 후설은 우리가 어떻

게 하나의 세계를 형성하게 되는지 설명한다. 경험은 기 라는 지평을 가지기에 

그 기 가 충족되는 방향으로 조화롭게 진행될 수도 있고, 다른 한 편으로는 기

가 깨지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도 있다. 후자의 경우 기 가 깨지더라도 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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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를 제한다는 것을 자각한다는 것은 곧 세계의 주제화를 뜻하며, 

이는 2부에서 언 했듯이 단 지와 환원의 시작이 된다. 이러한 자각

과 함께, 세계 내 상에 향하는 “모든 실천  심에 등을 돌리고”, 언

제나 제되는 세계 자체를 해명하려는 “세계고찰이나 세계인식의 열정

이 인간의 마음을 사로잡는다.”(Hua Ⅵ, 331) 그 결과 “인간은 세계에 

계하지 않는 방 자, 세계의 조망자가 되었고, 그는 철학자가 되었

다.”(Hua Ⅵ, 331) 

 그러나 이러한 과정이 가능하려면 자연  태도의 인간에게 모종의 소질

이97) 있어야 한다. 후설은 다음에서 보듯이 자연  태도에서 찾아볼 수 

있는 월론  태도로의 단 를 이론  태도로 설명한다. 

“그러나 보다 높은 단계의 실천  태도에 비해 이와는 다른 태도인 일반

인 자연  태도를 변경시킬 본질 인 가능성은 여 히 존재한다. 즉 그것은 

이론  태도이다. 물론 이것은, 이론  태도 속에서 필연 으로 발 함

으로써 철학  조(Theoria)가 일어나고 본래의 목 이나 심 역이 되

기 때문에, 단지 잠정 으로 그 게 부른 명칭이다. 이 이론  태도는 비록 

그것이 하나의 직업  태도일지라도 으로 비-실천 이다.”(Hua VI, 

330)

언 한 것처럼, 우리는 ‘정정’을 통해 불일치나 가상의 사건을 어떤 조화로운 실

재 세계에 편입시켜 경험을 계속 진행해 나간다. 후설에 따르면 이러한 방식으로 

세계를 구성하는 경험의 힘은 경험이 진행될수록 계속 성장해, “압도하는 력

(überwältigenden Gewalt)”(Hua XⅥ, 290)이 된다. 다음을 참고할 수 있다.

  “(…)이러한 기 가 한번은 일치하며 계속되는 것으로 확정되고, 다른 한 번은 일

치성의 단에서 (…) 가상으로 용해된다. 그러나 항상 정정(Korrektur)이 일어나

고, 모든 경우에 정정은 가능하다. 의심은 해결될 수 있고, 옳은 것(Richtiges)은 

의식 으로 부정된 것의 기 를 이루며 따라서 새로운 일치가 복구된다.(…) 상

으로 각각의 정정 이후에 경험된 세계는 참된(wahre) 세계로 여겨진다. 진리

가 있으며 원히 계속 진행된다.”(Hua Ⅷ, 47, 강조는 인용자)  

“예상적 확신이 놓여있는 존재확신은 지각의 계속된 진행 속에서 (…) 종종 유지되

지 않는다. 그러나 세계의 지각 전체에서 일치성은 언제나 유지되며, 그것도 본래적

으로 항상 함께 기능하는(mitfungierende) 정정(Korrektur)을 통해서 그렇다.”(Hua 

Ⅵ, 166, 강조는 인용자)

97) 핑크가 상학하는 응시자의 “자기 생산”에 해 말한 반면, 후설의 에서 

상학하는 응시자가 되는 것은 자아 내에 “기질 으로(dispositionell)”있다

(Luft:2002,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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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리 추구라는 심에서 이론  태도는 자연  태도 내에서는 일차 으

로 개별 학문에 한 추구로 나타난다. 물리학자는 물리학자 나름 로, 

화학자는 화학자 나름 로 세계에 한 여러 모습이 아니라 하나의 참된 

모습을 밝히려 노력한다. 한 보편  세계에 한 물음은 여러 철학  

탐구로 발 하기도 하 다. 하지만 후설에게 있어 철학은 월론  상

학이기에, 이들의 탐구는 미리 주어진 세계라는 주제화되지 않은 암묵  

제에 기반하고 있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존하는 것으로 간주된 

세계”(Hua XI, 341)가 이들의 탐구주제이다. 가령 개별 학문은 자체로 

존하는 세계의 참된 모습을 탐구한다. 반면 월론  상학은 우리가 

참된 하나의 세계를 제하고 있음을 주제화시켜 그것의 의미를 탐구한

다. 이는 개별 학문을 이끈 물음과는  다른 차원의 물음이지만, 인식

의 정당성을 극도로 추구할 때 일어날 수 있다는 에서 이론  태도와 

연 성을 가진다. 즉 이론  태도는 월론  태도에 한 인간의 소질

이다. 그리고 진리에 한 심으로서 이론  태도는 실존  토스라기

보다는 엄 한 학문에 한 의지이기에, 비록 그것이 어떤 한계상황을 

계기로 철 하게 되어 상학  환원을 시행할지라도, 요컨  후설이 우

려하는 것처럼 엄 하지 않은 실존  철학으로 빠지지는 않는 것이다.

 2 .  구성 인(konstituitive) 비참여  응시자

 핑크는 응시자의 확립(Etablierung)을 통해 월  삶이 이분화 되는 

것을 강조했다. 이에 따르면 응시함은 그 어떤 구성함도 아닌 그  응시

함일 뿐이었다. 비록 후설이 상학  환원을 수행하는 자를 ‘비참여  

응시자’라고 명명했어도, 이때 비참여 은 세계를 구성하는 것에 참여하

지 않는다는 것이지 일체의 구성과정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

다. 실제로 후설은 『6성찰』에서 핑크가 응시자는 구성하지 않는다고 

서술한 부분에 모두 ‘세계 구성에’라는 말을 삽입한다.98) 곧 후설이 생각

한 응시자는 자연  태도의 인간처럼 익명 인 양상에서 세계 구성을 하

지 않는 것이지 구성함 자체를 수행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핑크의 강한 

도식, 즉 존재=세속  존재, 구성함=세속  존재를 구성함이 여기서 문

98) 다음을 참고할 수 있다. “하지만 상학함이 하나의 <세계성을> ‘구성함’이 아

니고 (…).”(Hua Dok II/1, 25, < >안은 후설의 난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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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된다. 이에 반해 후설에서 구성함은 단지 세속  존재의 구성에 국

한되지 않다.99) 구성되는 것은 일차 으로 ‘의미’이지 세속  존재가 아

니다.100) 의미에 존재정립이 덧붙여질 때 그것은 ‘ 실의’, ‘있음직한’ 등 

세속  존재자로 구성되는 것이다.  

 따라서 다음에서 보듯이 후설의 비참여  응시자는 구성함을 수행한

다. 

“그러므로 상학함은 모든 월론 인 것을 무한히 심리학화하는 지향  

과정 는 능력을 뜻한다. 그러나 이것 자체는 구성하는 작업 수행의 특수

한 태도와 방식일 뿐이[다].”(Hua Dok II/1, 192[B.6], 강조는 인용자)

“내가 환원을 실행하는 동안 나는 환원하고 있는 자아, 즉 (…) 상학을 

구성함- 상학함-으로서 활동성을 실행하는 자아이다.”(Hua Dok II/1, 

203[B.11], 강조는 인용자)

후설에게 있어 상학함은 곧 상학을 구성함이며 이는 자아의 구성하

는 작업 수행  하나의 유형일 뿐이다. 핑크가 응시함, 곧 상학함을 

어느 존재 인 것도 구성하지 않는 것으로 본 반면, 후설에 있어 월론

 응시자는 “모든 본질을 드러내 밝 ” “인식에 합한 참된 존재자로 

만든다.”(같은 곳) 이 게 세속  인간과 마찬가지로 구성작업을 수행하

는 응시자는 그 자신이 구성되기도 한다.101) 

“그의 월론 으로 상학하는 행 는 익명 이며 그 자체로 구성되어 있

99) 그 다면 핑크와 후설의 차이는 사실 ‘구성’이라는 용어의 사용에 있는 것이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 서론에서 제시했듯이 루지나의 몇몇 서술은 이런 악을 

변한다. 하지만 후설과 핑크의 차이는 구성함에 한 다른 의미부여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3장에서 후술하겠지만 구성함에 한 이해는 존재에 한 이해와 

결부되어 있으며 이는 후설과 핑크의 상학의 기획을 갈라놓는 지 이다.

100) 타구치 한 응시자의 “ 월론  경험”은 “‘의미가 없는 것’으로서 고찰되어서

는 안 된다”고 말한다(Taguchi:2006, 87). “오히려 이 한 처음부터 하나의 반성

 계기를 포함”(같은 곳)하고 있기에 의미가 구성된다.

101) “ 단 지 혹은 환원은 이들을 행하면서 이와 함께 월론 인 것으로서 경험

되고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월론  존재에서 인식하며 행동해나가고, 이를 통

해 자신의 학문  월론  진리를 자기 자신에 해 구성하는 월론  자아의 

행 이지 않은가?”(Hua XXXIV, 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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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왜냐하면 반복 으로 되풀이할 수 있는 반성의 뒤따르는 활동성이 자신

의 심리  역 속에서 항상 새로운 세계화함을 만들기 때문이다.”(Hua 

Dok II/1, 214[B.13])

1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월론  원리론과 월론  방법학을 통해 상

학의 체계를 세우려 한 핑크와 달리, 후설은 무한히 반복될 수 있는 반

성을 강조했었다. 이 반성함은 응시자의 행 이다. 반성함의 계속된 반복

을 통해 응시자는 재차 구성된다.102) 

 응시자가 구성함을 수행하며 응시자 한 구성된다면, 이 응시자는 애

에 구성하는 자아로부터 분열되지 않으며 존재방식을 달리하지도 않는

다. 핑크에게서 상학하는 자아와 구성하는 자아의 단 이 무 강하게 

나타났다고 비 한 것처럼103) 후설에게 있어 자아는 애 에 구성을 수행

하는 하나의 통일  자아이다. 따라서 후설은 핑크가 요구한 ‘존재이념의 

주제  환원’이 우리를 “오해로 이끈다”(Hua Dok II/1, 83 An.241)고 한

다. 응시함과 구성함이 구분되었고 응시함은 선-존재를 구성함은 존재를 

상으로 하기에, 핑크는 존재이념의 환원을 요구했다. 이는 응시함이라

는 작용과 그 작용의 상인 선-존재는 존재가 아니지만 마치 존재처

럼 다루어지고 있다는 주의 표시 다. 하지만 후설이 보기에 상학  

환원을 수행한 우리는 “옛 존재개념에 속박되어 있지 않다.”(같은 곳) 따

라서 처음에는 존재이념에 한 “‘환원’이 필요하지는 않다.”(같은 곳)   

 3장. 후설의 세계화(Verweltlichung)

 핑크의 이해에서 세계화는 상학  환원에 역행하는 작용으로 서술되

었다. 그래서 환원함 이후 이차  세계화는 마치 애써 세속  인간에서 

벗어난 응시자가 다시 자연  태도로 돌아가거나 락하는 것처럼 서술

되었다. 그러나 환원 이후 본래 인 의미에서 ‘돌아감’은 없다.104) 물론 

102) 반면 핑크에서 응시자는 “제우스의 머리에서부터 완 히 무장된 여신 아테나 

팔라스와 같이”(Hua Dok II/1, 76) 처음부터 갑자기 생겨난다.

103) 트라페(1996) 한 구성함으로서 상학함을 강조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학함은 언제나 하나의 구성함이다.”(Trappe: 1996, p.172)

104) 이차  세계화를 설명하면서 핑크가 “자연  태도로 되돌아가는 것도 틀림없

다”(Hua Dok II/1, 109)라고 쓴 것에 후설은 “이것은 실제로 ‘되돌아감’인가?”(같

은 곳)라고 반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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핑크 한 이차  세계화를 통해 응시자가 소박한 자연  태도의 인간으

로 돌아가지는 않는다고 했다. 우리는 한번 벗은 소박성의 옷을 다시 입

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러나 후설의 언 처럼 세계화는 단지 되돌아

감을 넘어서 보다 근원 인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서술 체에서 마치 상학의 세속화가 상학하는 작업수행과 상학

으로 명백히 제시된 월론  작업수행을 끊임없이 심리학화하는 것처럼, 

단지 오류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나쁜 일처럼 보이는 것은 방지되어야 

한다. 월론  인식을 통해 자신의 인간성을 돌 하는 인간은 이를 통해 

보다 높은 새로운 인간성으로의 가능성을 얻는다.”(Hua Dok II/1, 143 

An. 469, 강조는 인용자)

사실 핑크가 방향개념을 사용해 세계화와 환원함을 립시키고, 세계화

를 일차  세계화와 이차  체계화로 나 었지만 애 에 립되는 역행

함은 없다. 오히려 처음부터 있는 것은 시간화를 통해 계속되는 하나의 

동일한 구성과정이며 구성과정 자체가 시간화이다. 세계화, 즉 이 구성

과정은 핑크의 이해처럼 본래 /비본래 으로 나 어지지도 않는다. 

“세계구성은 개별  작업수행의 모든 변화에도 불구하고 일 되게 통일

인  자아의 작업수행이다.”(Hua Dok II/1, 190[B.5], 강조는 인용자)

본래  세계화든 상학함이든 비본래  세계화든 개별  유형은 다를 

수 있겠지만 이들은 모두 동일하게 자아가 구성하는 작용이다. 여기에는 

그 어떤 상이한 존재방식도 존재이원론도 없다. 왜냐하면 이들은 모두 

동일하게 시간화를 통해 구성되기 때문이다. 월  삶의 분열을 강조하

는 핑크와 달리 후설은 애 에 이러한 분열이 과연 성립될 수 있는 것인

지를 묻는다. 그 다면 립되는 분열을 다시 종합할 변증법  통일도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의 동일한 구성과정은 후설에 의하면 목 으

로서 규제  이념을 향한 통일  삶이다. 

 1 .  시간화(Zeitigung)로서 세계화

 지 까지 ‘구성’과 ‘세계화’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핑크와 후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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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이 갈라짐을 보았다. 그러나 정작 ‘구성’, ‘세계화’는 무엇인지 주제

으로 다루어지지 않았다. ‘시간화’를 통해서 우리는 이 개념들을 주제

으로 다룰 수 있게 된다. 헬트가 서술하듯이 후설은 그의 만년에 모든 

월  상구성을 시간화로 이해했다.105) 마찬가지로 구성함으로서 세

계화도 하나의 시간화이다. 곧 구성과 세계화 모두 시간화의 형식에서 

이루어지며 이 자체가 하나의 월론  삶이다. 구성, 세계화, 시간화, 존

재화로 의미하는 바는 사실 동일하다.

“모든 존재양상과 이와 상 인 주  양상의 필연 인 내  변화는 모

든 단계의 시간화의 개념을 포 하며, 나아가 생성과 일어남의 개념 한 

포 한다. 구성하는 발생의 이러한 일어남 한 시간 으로 일어남이며 다

양한 방식에서 자아론 이거나 상호 모나드 이다.”(Hua Dok II/1, 107 

An.337)

“시간  과정으로서 월론  주 성”(Hua XXXIV, 298)은 그 자체로 

단 없이 계속 구성을 해나간다. 이 구성과정의 각 단계는 “시간화된 

통일체”(Hua XXXIV, 158)로서 존재양상에 해당되는 것이다. 월론  

주 은 시간  구성과정을 통해 세계를 구성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구성한다.

 상학  환원에 한 유고106)에서 후설은 가장 철 한 형태의 환원으

로 ‘살아있는 재로의 환원’(die Reduktion auf die lebendige 

Gegenwart)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살아있는 재는 그 속에서 나에게 

타당한 모든 것이 의미를 가지게 되는 주 성이다. 구성작용 측면에서 

보자면 살아있는 재는 시간성을 구성한다. 그 기 때문에 내  시간성

은 물론이거니와 객  시간성까지 살아있는 재가 수행하는 구성에 

토 를 둔다. 철 히 기능함, 작용함으로 이해되는 살아있는 재는 지

(Retention)-근원인상(Urimpression)- 지(Pretention)107)으로 이루어진 

105) K. Held, Lebendige Gegenwart. Die Frage nach der Seinsweise des 

transzendentalen Ich bei Edmund Husserl, entwickelt am Leitfaden der 

Zeitproblematik, Den Haag, 1966, p.VIII.

106) Hua XXXIV, pp.185-188.

107) 살아있는 재를 비롯하여 후설의 시간의식 반에 해서는 다음을 참고할 수 

있다. 김태희,『후설의 상학  시간론의 두 차원 : 정  상학  분석과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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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장(Feld)이며 넓은 의미에서 모든 월  삶의 핵(Kern)이

다. 시간성의 원천인 바, 살아있는 재는 시간  연장을 구성하지만 그 

자체로 시간  연장 속에 있지는 않다. 자아의 체험은 지-근원인상-

지의 항속 인 형식을 통해 구성되지만 그 내용은 언제나 다양하며 변동

이 있다. 

 자아, 나아가 삶 자체를 구성하는 살아있는 재의 특유한 기능은 자기

구성으로 특징지어진다. 우리의 구성작용은 개의 경우 언제나 상을 

향해있지만, 구성되는 것에는 상뿐만이 아니라 자아 한 포함된다. 내

가 내 앞의 사과를 일정 시간 주시하면서 지각한다면, 사과라는 상 지

각에 더불어 각 시간 상을 통한 나의 통일 인 체험 한 구성된다. 

이 구성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지인데, 그 에서도 ‘종단지향성

(Längsintentionalität)’의 기능이다.108) 지는 지나간 것을 붙들어 놓는 

것이다. 가령 음악을 들을 때 지의 작용이 없다면, 우리가 듣는 것은 

어떤 멜로디가 아니라 개개의 음일뿐이다. 시간  연속은 지를 통해서

만 가능하다. 지가 이루어질 때 과거 상이 붙들어지고, 이를 통해 과

거의 과거 상이 붙들어진다. 의식의 흐름을 따라 진행되는 이 과정에서 

과거의 연쇄를 통해 인 의식의 통일자체가 구성되며, 이 과정 자

체가 ‘흐름’이다. 

 정리하자면 살아있는 재를 통해 시간성이 구성된다. 이 시간성은 

상과 세계의 자기동일성을 구성하며 동시에 흐름으로서 자아의 체험자체

를 구성한다. 세속 인 세계에 향한다는 의미에서 세계화를 쓴다면, 그것

은 세계를 구성함이요 재차 시간화이다. 곧 세계화와 구성과 시간화는 

동일하다.    

 2 .  세계화의 자아  측면: 인간

 핑크는 상학  환원 이  익명 인 구성과정을 본래  세계화, 환원 

이후 의식된 구성과정을 비본래  세계화라 명명했다. 비본래  세계화

는 핑크에 따르면 본래 구성함이 아닌 응시자와 응시자의 경험내용을 세

계화하는 것이기에 비본래 이라 불렸다. 그러나 1 에서 확인한 후설의 

 상학  분석』, 서울 학교 학원 박사학 논문, 2011.

108) 지의 이 지향성인 횡단지향성과 종단지향성에 해서는 김태희(2011), 

p.128. 이하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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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도에 따르면 본래 /비본래  세계화의 구분은 없다. 단 하나의 구성

과정만 있으며 상학자 한 “선-존재로부터 존재를 만들며” “ 월  

세계를 구성한다.”(Hua XXXIV, 183)

 후설의 주장은 작용 측면에 근거한다. 본래  세계화든 비본래  세계

화든 모두 구성함이고 시간화인 이상 구분될 것이 없다는 것이다. 아마

도 핑크는 작용의 상측면에서 구분한 것으로 보인다. 본래  세계화는 

세계를 구성하는 것이고 비본래  세계화는 응시자의 경험을 세계에 나

타나도록 구성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같은 작용함을 입었는데 어떤 것은 

세계 이고 어떤 것은 월 이라는 것은 이상하다. 무엇보다 핑크의 구

도에 있어 난 은 그 자체로 종결된 것 같은 응시자의 경험함이 세계화

의 작용을 입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의식하는 한 그것은 이미 구

성된 것이지, 구성 이 에 통일 인 경험은 있을 수 없다. 핑크가 상학

함이 시간  통일체가 아니라고 주장해도 난 은 마찬가지이다. 시간

으로 연장된 것이 아니라면 상학함은 ‘살아있는 재’에 해당되는 것이

어야 하지만 이는 세계를 구성하는 것에서도 동일하다. 즉 작용 측면에

서든 상 측면에서든 상학함과 세계화함을 구분할 이유는 없다. 

“ 월론  인식함에 한 모든 인간  의식과 삶에 한 해석은 깊고 본래

으로 세계를 구성하는 작업수행의 은닉된 구성하는 삶을 이들에 넣는다. 

즉 항상 새롭게 발견된 월론 인 것을 세계화하는 계속된 과정이다. 그러

나 이 세계화는 그 이 에 언제나 이미 수행되었던 세계구성 외에 다른 

것이 아니다. 이것은 다만 발견되지 않았고 월론  자기인식에 행 이

지 않았을 뿐이다.”(Hua XXXIV, 459, 강조는 인용자)

    

월론 인 것을 세계화하는 계속된 과정은 핑크가 비본래  세계화라고 

명명한 것을 일컫는다. 그러나 후설은 이들이 의식되었는지의 여부만 다

를 뿐 실제로는 동일한 구성과정이라는 을 강조한다. 따라서 월  

삶이 립되는 두 삶으로 분열되는 것은 없으며, 이들의 변증법 인 통

일 한 일어날 필요가 없다. 핑크의 구도에서 본래  ‘인간’이 상학  

환원을 통해 응시자로 변모하고, 이 응시자는 다시 비본래  세계화를 

통해 세계에 외견상 인간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후설의 구도에서 월론

으로 반성하는 자아는 여 히 심리학  자아이고 “ 상학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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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109)일 뿐이다. 

3 .  세계화의 상호주  측면: 술어화

 후설은 그의 기 작『논리연구』에서부터 곧 상학  인식을 표

할 언어의 필요성에 해 언 했다. 그러나 부분 상학  인식을 

표 할 언어의 애매성과 일상언어와 다르게 이해될 필요성을 지 하는데 

그치고 본격 으로 착수하지는 않았다.110) 후설이 상학  언어 문제에 

해서 조 이라도 본격 인 의견을 낸 것은 핑크의『6성찰』에 한 난

외주이다. 핑크에서 상학  인식의 술어화는 월론  상학에 특유

한 문제 으며, 끝내 만족할만하게 해결되지 못한 난문이었다. 선-존재

를 존재로 표 해야하는 역설, 이것이 핑크가 상학  언어 문제를 규

정한 특징이었고 마침내 상학  언어를 하나의 ‘유비’로 만들게 된 이

109) Cairns(1976), p.33. 

110) 『6성찰』이  후설의 여러 서들에서 상학  언어에 한 후설의 다음과 

같은 을 지 할 수 있다. 후설의 근본 인 입장은『6성찰』에서도 유지된다.

1. 학문은 명확한 술어  표 을 필요로 한다.

“학문은 선술어 으로 간취된 것을 완 하게 그리고 명증 으로 합하게 표 하는 

술어  진술들로 나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학문  명증성의 이러한 측면도 배려

해야만 하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일반  언어는 유동 이고 다의 이며 표 의 

완 성에 해 지나치게 만족한다. 따라서 그것이 표 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

우조차 학문 으로 생겨난 통찰들에 근원 으로 방향을 지음으로써 의미를 새롭

게 정 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러한 의미들 속에서 그 언어를 확정하는 것이 필

요하다.”(Hua I, 53)

2. 상학의 내용을 충 으로 표 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심리  작용들에 한 모든 내재  기술의 가능성, 그리고 이를 그럴듯하게 이하

면 상학  본질 학설의 가능성을 원리 으로 하는 듯이 보이는 자주 상론

된 어려움은 (…) [기술의 작용이] 필연 으로 변화한다는 데 있다. (…) 견지될 

수 있으며 반복  동일화에 의해 명증 인 성과들을 획득하는 일의 어려움을 더

하는 것은 그것들을 서술하고 다른 이에게 달하는 일의 어려움이다.”(Hua 

XIX II/1, 15, []는 인용자)

“따라서 우리는 순수 직  안에서 오직 본질이론이고자 하는 상학 속에 월론

인 순수 의식이 범례 으로 주어진 것에서 직  본질통찰을 수행하고, 이것들

을 개념 으로 는 문용어로 확정한다. 사용된 말들은 일상  언어에서 유래

할지도 모르고, 다의 이며, 그 변화하는 의미에 따라 모호할 수도 있다.”(Hua 

III/1, 139-140)

3. 상학  언어는 자연  의미의 변경을 필요로 한다.

“모든 상학  논의는, 자연  언어를 사용해야만 하는 한, 그 의미를 완 히 변경

시킨다.”(Hua XV, 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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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다. 하지만 월  삶의 분열이 없고, 월  삶을 계속되는 하나의 

구성과정으로 간주한 후설에게는 선-존재를 존재로 표 해야 하는 역설

이 발생하지 않는다.『6성찰』난외주에서 드러나는 후설의 시종일  동

일한 어조는 핑크의 이해에서 “ 월론  술어화의 문제가 지나치게 강하

게 인정”(Hua Dok II/1, 183)되었다는 것이다. 후설이 보기에 월론  

언어의 문제는 상학에서 간과할 수는 없지만 상학만의 특유한 문제

는 아니며 원리 으로 해결이 가능한 문제이다.  

“세속 인 것이 선-존재로 바 는 놀라운 일- 이것은 문제이나 실로 해결

할 수 있는 문제이다. 상학  언어는 변화된 자연  언어의 가능성으로

서 원리 으로 의미만을 가진다. 월  상으로서 세계가 변화된 존재의

미인 세계로서 의미만을 갖는 것처럼 말이다.”(Hua Dok II/1, 96, An.295, 

강조는 인용자)

상학  환원 이후 이 에는 존재자의 총체로서 여겨진 세계는 이제 

월  상으로서 그 존재의미가 변화되었다. 그 다면 자연  언어 한 

상학  환원을 통해 그 의미가 변화될 것이 틀림없다. 그래서 월론

 언어는 변화된 자연  언어, 곧 자연  언어의 변경이다. ‘변화’, ‘변

경’이라는 의미가 ‘유비’와 비슷하기에 핑크의 악과 어떤 차이가 있느

냐는 의문이 들 수 있겠다. 하지만 핑크의 유비에는 존재의 분열과 차용

이 있는 반면, 후설의 경우에는 단지 자연  언어의 의미변화만 있다. 요

컨  후설에서 자연  언어는 월론  언어의 근원이다.

1. 상학  환원을 통한 습득성으로서 언어의 변화

 후설의 구도에서 상학  환원 이 이든 이후이든 자아는 지속 으로 

구성과정을 수행했던, 즉 계속 세계화를 수행했던 그 동일한 자아이다. 

자연  태도에서 자아의 언어 사용 능력은 자연  언어, 곧 일상언어를 

구성했다. 이 언어 사용 능력은 상학  환원 이후에도 존속하지만, 

상학  환원을 수행한 것과 평행하게 변화된다. 환원을 통해 그는 “이미 

상학자”이며 따라서 “이미 환된 자연 - 상학  언어”를 가지고 있

다(Hua Dok II/1, 97, An. 305). 최 의 상학  환원을 수행한 직후에 

이 언어는 다소 모호할 수 있다. 하지만 “언어의 변화는 이후에야 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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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연습되는 것”이며 자아가 구성하는 자아로서 계속 존속하는 한 “자연

 언어의 변화인 변화, 독일어 등으로 말할 수 있는 능력인 변화 등은 

지속 으로 동행한다.”(같은 곳) 여기에는 핑크가 말하는 것처럼 그 어떠

한 ‘차용’도 없다. 차용은 본래 구성하는 자가 아닌, 따라서 언어사용자가 

아닌 응시자가 자신의 경험 내용을 말하기 해 구성하는 자아로부터 언

어를 빌려올 때 생기는 것이었다. 그러나 응시함은 곧 구성함이기에 

월론  자아는 자신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지 다른 자아로부터 언어를 

차용하는 것이 아니다.111) 자연  태도의 습득성은 상학  환원을 통

해 월론  자아의 습득성으로서 변화된다. “그래서 나는 재차 진술하

고 언제나 다시 자연  언어를 말하지만, 월론 으로 변경된 의미로 

말한다.”(Hua Dok II/1, 95 An. 293) 왜냐하면 “ 월론  자아와 나는 일

치되어 있기 때문이다.”(같은 곳)

2. 자연  언어의 지향  변양(Modifikation)인 상학  언어

 그 다면 상학  언어는 자연  언어의 지향  변양이다.112) 왜냐하

면 자연  언어가 지표로서 기능하여 월론  의미를 가리키기 때문이

다. 월론  태도의 자아는 이제 자연  언어를 말하지만 그것은 항상 

월론  의미를 지시한다. 가령 그는 과거가 지된다고 말한다. 이때 

지는 일상 으로 ‘움켜 잡음’을 뜻한다. 그러나 이로써 그가 의미하는 

바는 ‘움켜 잡음’을 통해 과거 자체를 성립시키는 월  작용으로서의 

지이다. 의미의 변화는 우리의 태도변경에서 드러난다. 월론  의미

는 자연  의미에서 변화시킨 것이기에 자연  의미를 근원으로 한다. 

111) 실제로 후설은 “이미 ‘차용’이라는 표 이 잘못 인도하고 있다”(Hua Dok II/1, 

95 An.294)고 는다.

112) 지향  변양은 가령 지각이 기억으로 바 는 과정에서처럼 경험의 지향  성격

이 변경되는 것이다. 나는 지  와인을 지각하고 마신다. 그리고 아마 내일 이 

와인에 해 “산미가 괜찮은 와인이었어”라고 기억할 수 있다. 두 경험에서 지향

 성격은 각각 지각과 기억으로 상이하다. 하지만 이때 근원 인 것은 지 의 

지각이다. 기억은 지각이 시간화에 따라 변양된 것이다. 마찬가지로 근원 인 것

은 자연  언어이다. 철학  언어는 자연  언어의 지향  변양이다.

그롱댕(2010) 한 자연  언어와 상학  언어 사이의 계를 지향  변경이라는 

모델로 이해한다. 그에 따르면 “어떤 면에서는 일상언어가 이미 월 이고 상

학 인 측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철학  언어가 있을 수 있다.”(V. Grondin, 

“Le Langage De La Phénoménologie: Analogie Ou Citation?”,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vol.66:pp.249-264., 2010, p.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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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겉보기에 월론  의미와 자연  의미 사이에 차이는 없다. 하

지만 각 의미들이 지시하는 차원의 상이성은 태도변경을 통해서만 드러

난다. 그래서 월론  의미가 자연  의미에 “끊임없는 반란”(Hua Dok 

II/1, 98)에 있다고 한 핑크와 달리, 후설은 자연 으로 악하려는 경향

과 태도변경에서 악하려는 경향 사이에 반란이 있다고 한다.113) 즉 

월론  의미와 자연  의미는 유비를 통해 립되는 것이 아니다. 자연

 의미를 근본으로 하되, 우리의 태도변경에 따라 다르게 악되는 것

이다.  

 따라서 “출발단계에서 개념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원리 으로 언어가 

없다”(Hua Dok II/1, 105)고 서술한 핑크에 해 후설은 다음과 같이 이

견을 제시한다.

“[원리 으로 없는 것이 아니라] 학문 으로 없다. 으로 언어가 없지

는 않다. 나는 즉시 내가 그것을 명명해야 하듯이 ‘거기에 있다’, 혹은 ‘지

각’ ‘기억’ 등등이라고 말한다. 나는 다양한 ‘변양들’을 조하며 명명하는 

등 용어를 구분하고 만들어야만 한다. 따라서 문제는 환원의 근원설립  시

작 이후 최 의 언어는 변화된 자연  언어로서 어떻게 보이는지, 그리고 

이 언어는 학문의 지향-이것은 충 으로 악된 것의 충 성과 동일화 

작용에서 문용어로 고정시키는 언어 형성에 동기부여를 함으로써 그 자

체로 변화된 자연  지향이다-과는 어떤 계에 있는지이다.”(Hua Dok 

II/1, 105 An.334, 강조와 []는 인용자)

응시함의 내용에서 핑크는 원리 으로 개념이 없다고 했지만 월론  

태도에서의 지각은 자연  태도에서의 지각과 다르지 않다. 따라서 우리

는 자연  경험에 한 변화로 ‘ 월론  경험’을 말하듯이, 응시하면서 

‘지각’, ‘기억’ 등의 개념을 구분하여 용할 수 있다. 이러한 개념들은 물

론 처음에는 모호할 수 있지만 그것은 계속된 반성을 통해 학문 으로 

명료해질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후설에게 상학  언어의 문제는 선-

113) “무엇에서 반란이 일어나는가? (…) 단 지 자체가 하나의 경향인데 (…) 자

연  습 은 아무리 습 을 건립하고 그런 다음 습 에 따라 경과하더라도, 상

학함에 립해 끊임없는 ‘반란’ 속에 있다. 한 상학자의 습 , 그의 일반  삶

의 양상은 자연  습 에 립해 속  긴장 속에 있다.”(Hua Dok II/1, 98 

An.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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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를 존재로 원리 으로 표 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우선은 모호

한 언어를 어떻게 학문 으로 분명히 만드는지이다. 

“표 들을 추구하는 것은 내가 학문 으로 사용할 수 있는 ‘더욱 정확한’ 

명시  표 들만을 추구하는 것이다. 최 에 말함은 상-학  언어, 즉 내

가 처음에 순수한 직 - 상학  해명에 근거해 근원 으로 충 으로 

기술함으로써 형성했음이 틀림없는 학문  언어 속에서 말함은 아직 아니

다. (…) 우선 소박한 말함과 상학 인 것으로 변경된 말함에 근거해 새

로운 언어를 형성해야 한다. (…) 따라서 이것은 충 성의 문제이다!”(Hua 

Dok II/1, 104 An.332, 강조는 인용자)

핑크가 월론  언어를 원리상 비충 이라 했을 때 그것은 존재자가 

선-존재를 합하게 표 하지 못한다는 의미에서 다. 존재론  상이성

이 이 통찰을 지배한다. 그러나 후설에게는 언어=존재, 선-존재=비존재

라는 강한 도식이 없었고 이는 월론  언어를 단지 자연  언어의 지

향  변양으로 간주하게끔 했다. 따라서 원리 으로 용 불가능한 역

이 아니라, 단지 분명함과 덜 분명함의 정도 차이가 있는 충 성이 문제

가 된다.

 핑크에서 ‘존재이념의 주제  환원’이 ‘언어의 환원’을 결과로 가졌다면 

후설에게는 별도의 ‘언어의 환원’은 필요하지 않다.114) 다만 요구되는 것

은 상-학의 형성에서 일 으로 월론  태도를 유지해, 쉽게 자연

 습 을 통해 문용어를 잘못 형성하거나 이해하지 않는 것이다. 그

114) 핑크는 “그러므로 상학  환원 속에 함축된 존재이념의 환원은 우리가 살펴

본 바와 같이 언어의 환원을 결과로 갖는다”(Hua Dok II/1, 103)고 서술한다. 이

에 해 후설은 난외주로 “본래 이것은 확장이 아니라,오해에 립하여 상학  

확정이 지닌 의미의 확보(Sicherung)이다. 언어의 환원에 해 말하는 것은 행할 

수 있는 일도 아니다. 자연  언어의미는 그 속에서 실행될 수 있는 환원을 통해 

월론 인 것 속으로 이끌 수 있는 것이 아니다”(같은 곳, An.327)이라고 쓴다. 

여기에서 ‘환원’은 핑크와 후설에게 있어 다르게 쓰인다. 핑크는 세속 인 것과 

월 인 것의 존재론  상이함을 구분하고, 세속 인 것을 월 인 것으로 

용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환원’을 쓴다. 핑크가 말하는 ‘존재이념의 주제  환

원’, ‘언어의 환원’, ‘학문의 환원’ 모두 이러한 의미에서의 환원이다. 그러나 이는 

세속 인 것의 심층에 있는 월론 인 것을 드러낸다는 본래 후설이 쓰던 ‘환원’

의 의미와 다르다. 그래서 후설은 핑크가 말하는 것이 ‘확장’이 아니라 ‘확보’이므

로 ‘환원’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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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면 마찬가지로 핑크가 상정하거나 근거를 찾지 못한 ‘친족 계’ 한 

후설에서는 굳이 설명될 필요가 없다. ‘친족 계’가 필요했던 것은 서로 

상이한 역, 즉 존재인 자연  의미와 선-존재인 월  의미 사이에 

‘유비’를 성립시키기 해서 다. 그러나 후설의 구도에서 월론  의미

는 주 이 상학  환원을 수행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미 변화된 자연  

의미이므로 둘 사이의 유비를 가능  하는 원리는 필요 없다. 언제나 응

시하는 자아는 구성하는 자아이며 어떠한 차용도 없기 때문이다. 그 다

면 사실 월론  언어의 문제는 다른 학문에서 일어나는 문제와 유사하

며, 술어화는 상학의 특유한 문제는 아니다. 심리학, 논리학 등 여타 

세속  학문들 한 자신들의 특수한 경험함을 일상  언어를 변용하여 

표 해야 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115) 문제가 되는 것은 그 과정에서 

용어의 일의성이지 원리 으로 불가능한 술어화는 아니다.  

4 .  세계화의 상호주  측면: 학문화

 자연  태도에 나타난 상학이 자연  태도에서는  통찰할 수 없

는 ‘외견상의 진리’라는 에 해 후설은 강하게 반 한다.116) 이 경우 

자연  학문의 정  근거를 마련하려는 상학의 시도는 무의미할 뿐이

다. 후설이 생각하기에 상학은 자연  태도에서 한갓 ‘가상(Schein)’으

로 나타나지 않으며 정당히 자리잡는다(lokalisiert). 이를 설명하기 해 

‘흘러들어감(Einströmen)’이라는 개념이 등장한다. 

 핑크의 구도에서 상학은 세계에 나타나기 해 삼 의 해를 입는

다. 먼  자아론 으로 그것은 응시함에서 구성함으로 휩쓸려가기에 최

의 해를 입는다. 다음으로 유비  술어화를 통해 두 번째 해를 입

으며, 상학  환원을 수행하지 않은 타인에게 나타나야한다는 에서 

115) 오쓰(1982)는 자연  언어의 변경은 모든 쓰기의 활동에서 일어난다고 한다. 

“ 상학  발언이 자연  언어의 의미를 완 히 변경시키는 것은 언어학 으로 

완 히 다른 언어의 가능성에 한 암시 같은 것이 아니다. 이 의미변경은 오히

려 자연  인간  언어를 요구하는 모든 문학 (literarische) 활동에 내재한 것이

다.”(E. Orth, “Zur Phänomenologie des philosophischen Textes”, 

Phänomenologische Forschungen vol.12:pp.7-20., Felix Meiner Verlag, 1982. 

p.18.) 

116) “그에 립해 나는 반 한다! 시공간  자리잡음(Lokalisation)은 어떠한 가상

도 아니다.”(Hua Dok II/1, 147 An.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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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해를 입는다. 따라서 핑크가 보기에 상학은 자연  태도에서

는 도 체 충 으로 해질 수 없다. 자연  태도의 타인에게 상학

은 늘 오해될 뿐이다. 이것이 세 번째 해라면 그것의 근거는 응시함이 

구성함을 통해 운반되는 첫 번째, 두 번째 해에 있다. 

 그러나 후설의 통찰에서 응시함은 곧 구성함이었고, 술어화 한 이미 

변화된 의미이지 어떤 유비가 아니었다. 따라서 상학이 자연  태도에

서 원리 으로 통찰되지 않을 이유는  없다. 

“ 월론  학문은 모나드의 세계, 그 지만 세속  세계 속에서도 자신의 

이념  존재를 매우 정당하게 가진다. 그리고 상학하는 활동성, 즉 이 

학문을 실 으로 실행하는 활동성은 그에 상응하는 의미에서 여기 기에 

시공간  치를 갖는다. (…) 그러나 인간 주체들은 상학하고 자신의 독

단  맹목성을 제거할 수 있는 주체들로서 간주될 수 있으며, 인간성에 

차 을 뜨게 하려는 등의 의도로 미리 학문이 추구될 수 있다. 따라서 이

러한 의미에서 상학은 그 자체로, 그리고 충분한 의미에서 세계 속에 

있으며, 청원 등 자신의 의도에 있어 실증학문에 유비 이다.”(Hua Dok 

II/1, 126 An.396, 강조는 인용자)

응시자 한 인간이기에 상학하는 행 는 언제나 특정 시공간의 치

를 한다. 후설의 구도에서 상학이 세계 속에 있지 못할 이유는 없다. 

물론 상호주  측면에서 오해의 여지는 항상 존재한다. 

“소박한 사람들은 ‘ 상학’을 듣고 읽지만, 그는 이해할 수 없으며 의미가 

없는 자연  언어의 단어들만을 갖는다. 고유한 문제는 실제로 환원을 같이 

‘수행함’ 없이 추후로 이해함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가이다.”(같은 곳)

자연  태도의 소박함에 갇  있는 사람은 상학  환원을 수행하지 못

했기에 상학  통찰을 이해할 수 없다. 상학의 언어가 자연  언어

의 변화라고 할지라도 자연  태도의 사람은 자연  의미만을 읽어낼 뿐

이다. 그 다면 상학은 모종의 계기를 통해 상학  환원을 수행한 

사람들만이 유할 수 있는 학문일 것이다. 하지만 후설에 따르면 상

학은 흘러들어감을 통해 언제나 자연  세계로 그 내용을 한다. 이것

이 가능한 것은 자연  태도의 사람이 언제나 그 게 소박하지는 않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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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다. 

 4부 2장에서 살펴본 ‘이론  태도’는 이를 나타낸다. 후설은 항상 자연

 태도의 소박함을 월  태도의 자기인식과 비시키지만, 자의 소

박함에는 여러 층 가 있다. 심리학자는 화학자에 비해 얼마나 소박한

가? 혹은 학자가 아닌 사람은 학자에 비해 얼마나 소박한가? 나아가 세

계에서 학문과 선-학문의 경계는 뚜렷이 그어질 수 있는 것인가?117) 사

실 학문화의 문제에 한 후설의 결론은 상학  환원에 한 그의 이

해에 미리 함축되어 있다. 상학이 학자로서 엄 함의 이념의 가장 철

화된 형태이고, ‘참된 하나의 세계’를 추구하는 이론  태도가 자연  

태도와 상학  태도를 이어주는 단 라면, 상학의 내용이 비록 아직 

환원을 수행하지는 않았지만 그 게 소박하지는 않은 자연  세계에 자

리잡지 못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이것이 구체 으로 어떤 방법을 통

해 가능할지는 교육  문제이다. 다만 후설의 구도에서는 상학이 원리

으로 자연  태도에서 통찰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요하다. 

후설의 강조처럼 다음에서 보듯이 상학의 내용은 상학자, 나아가 타

인의 삶을 풍부하게 하며, 그것은 가장 먼  심리학을 통해 세속  학문

에 한다.

“ 월론 으로 설명된 ‘ 상학자들인 나와 우리’는 필연 으로 세계화된다. 

즉 ‘ 상학하는 인간인 우리’로서 이 에 소박하게 구성된 세계 속으로 들

어가 객 화되고, 인류의 역사  진행 속에 있으며, 세계와 그 인류로서 객

화되고, 실증과학들이 상학  학문을 통해 탐구되고 있는 그 인간 -

역사  세계 속에 있다. 하지만 이제 ‘ 상학자들인 나와 우리’는 상학하

는 인간으로서 그의 동료인류에게 향을 끼칠 수 있다. 항상 새로운 동

료인간을 상학으로 교육하고, 그런 다음 상학에서부터 인간  존재 

일반에 규범들을 부과하며, 이 규범들에 따라 그들을 새로운 인간성으로 교

육시키면서 말이다.”(Hua Dok II/1, 216[B.15], 강조는 인용자)

117) 루 트는 선학문  삶과 학문  삶 사이의 경계는 실제로 기 어려우며 이에 

해서는 역사철학  고찰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에 따르면 “학문  앎은 언제

나 이미 세계로 흘러들어가며 그 통일  지평을 확장한다. 새로운 앎의 세계화로

서 자리잡음은 언제나 이미 어떤 역사  과정이었다(…) 르네상스인들의 소박함

은 고  그리스인이나 21세기 사람들의 소박함이 아니다. (…) 학문은 세계로 항

상 다시 흘러들어가고 소박성의 지평을 확장하지만 소박함 자체를 없애지는 못

한다.”(Luft:2002, 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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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세속성의 고양을 통한 월성과 세속성의 종합

 통일 

 

 자연  태도로 돌아감은 핑크의 구도에서 응시자가 어쩔 수 없이 감수

해야 하는 부분이었다. 비본래  세계화를 통해 응시함과 응시함의 내용

은 구성함에 휩쓸려 세계에 나타나게 된다. 그러나 ‘비본래 ’이라는 말

이 암시하는 바, 핑크의 구도에서 상학함은 결코 세계에 종합될 수 없

다. 그것은 변증법  통일이되 실제로는 아무런 종합도 아닌 다만 공존

일 뿐이다. 이 공존을 투시하는 것은 응시자이다. 자연  태도의 인간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분열도, 공존도 없다. 상학이 일어나지만 그것은 

상학  환원을 수행한 몇몇에게만 알려질 수 있는 것이다. 월성의 

립  측면으로서 세속성은 이 게 상호주  측면에서 존속할 뿐만 아

니라 상학  환원을 수행한 자의 자아  측면에서도 존속한다. 그가 

구성함을 수행하는 한, 그리고 그가 존재하는 한 구성함이 계속 일어나

는 한, 세속성은 항속한다.  

 핑크의 존재이원론을 반 하는 후설의 존재일원론은 단지 하나의 구성

과정만 존재한다는 단순한 논증이지만 핑크의 구도가 가져오는 귀결을 

복시킨다. 응시함은 곧 구성함이고 상학  인식은 세속  세계에 항

상 흘러들어간다. 세계화를 통한 흘러들어감은 궁극 으로 핑크가 분명

히 구분시켰던 월성과 세속성 사이의 경계를 흐리게 한다. 최종 으로 

후설의 구도에서 월성과 세속성은 더 이상 립  요소가 아니다. 오

히려 월성의 립은 소박성(Naivität)으로 나타난다. 소박함은 늘 존속

하지만 그 내용은 흘러들어감이 암시하듯 늘 바 다. 후설이 세계화를 

통해 의도하는 것은 최종 으로 ‘인간성’의 끝없는 고양이다.

 

 1 .  규제  이념을 향한 무한한 고양

 후설 한 상학  환원 이후 자연  태도로 ‘귀환함’, ‘돌아감’이라는 

말을 종종 사용한다. 물론 변경된 의미에서이다. 상학  환원의 수행 

이후 자아는 더 이상 이 의 소박한 기능함으로 돌아갈 수 없다. 핑크의 

서술에서는 분명히 나타나지 않았지만 ‘돌아감’의 두 측면이 구분되어야 

한다. 첫째는 개인  측면에서 돌아감이고 둘째는 상호주  측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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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감이다. 먼  개인  측면에서 돌아감을 이해하기 해 우선 일견 

모순 인 후설의 비유를 상기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각각 직업(Beruf)

의 비유와 개종(Bekehrung)의 비유이다. 상학  태도는 자연  태도에 

직업 외  시간의 직업과 같은 계를 가질 수 있다. 가령 우리는 상

학  환원을 수행하다가 일상생활로 돌아올 수 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상학  환원을 수행해도 다음과 같이 세계를 주제화할 수 있다.

“[ 상학자가] ‘자연  태도로 되돌아감’은 자신에 해 상 자인 세계를 주

제화함이다.”(Hua Dok II/1, 143, An. 469, []는 인용자)

마치 한 개인이 학자로서, 아버지로서, 시민으로서 종사하듯 상학자 

한 늘 상학  탐구에 종사할 필요는 없다. 요컨  그는 상학자이지

만 자연 으로 구성된 세계를 탐구할 수 있다. 여타 세속  학문의 지식

이 상학자에게 무의미한 것은 결코 아니다. 

 한편 후설은 상학  환원을 다음과 같이 삶의 면  변화인 종교  

개종에도 비유하기도 한다. 

“총체 인 상학  태도와 이 태도에 속한 단 지는 우선 본질 으로 

완 한 인격  변화를 이룩해낼 것을 자신의 소명으로 삼으며, 이 인격  

변화는 우선 일종의 종교  개종과도 비교될 수 있다.”(Hua VI, 154)

각각으로서는 납득이 되는 이 비유는 종합하면 어떤 이해하기 어려운 

을 가지는 것 같다. 루 트의 서술처럼 “우리는 때때로 종교 일 수 

없”118)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능함과 주제를 구분하면 두 비유의 계는 

118) Luft(2002), 231. 루 트는 직업과 개종의 비유를 살피면서 후설에게 자연  태

도와 상학  태도 사이의 계가『 기』에서는 분명히 해명되지 않았다고 한

다. 다음을 참고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두 악들은 서로 모순에 있다. 후설은 

이를 날카롭게 밝히지 못했다. 우리는 때때로 종교 일 수 없다. 이것은 종교성의 

본질에 모순된다. 종교  개종이라는 비유는 그것이 체 삶의 양식에 ‘총체  착

수’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우리가 개종 ‘이후’ 이 의 삶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으로 배제하고, 성서의 비유로 말하자면 오히려 우리가 ‘이 의 아담’을 떼어 

없앴고 그것도 언제나 그 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후설에 있어서도 이 의 

‘자연 ’ 상태로의 ‘귀환함’은 문제 이다. 따라서 자연  태도와 상학  태도 

사이의 계와 상학함의 세계화함을 어떻게 이해할지는 후설에 있어서 최소한 

그의 유명한 표 의 측면에서는 명확하지 않게 남아있다.”(같은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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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된다. 에서 보았듯이 후설이 의미하는 자연  태도로 ‘돌아감’은 

세계를 주제화함이지, 자연  태도에서처럼 소박하게 기능함이 아니다. 

자연  태도에서든 상학  태도에서든 자아는 언제나 구성함을 수행해

왔다. 상학  태도는 이 구성함이 익명성을 벗은 것이기에 우리는 더 

이상 소박하게 구성하지 않는다. 후설이 언제나 강조하듯이 자연  태도

에서도 월  구성기능은 익명  양상이지만 수행되고 있기에 “자연  

태도는 월  태도”(Hua Dok II/1, 189 [B.3])이며, 월론  태도에서

도 세계가 주제화 될 수 있다는 에서 “자연  태도는 월론  상황의 

한 양상”(Hua XXXIV, 155)이다.119)

 종교성은 때때로 행 이지 않을 수는 있어도 삶의 총체 인 목 을 

설정한다. 마찬가지로 상학  환원은 언제나 행 이지는 않지만 이

를 통해 삶은 새로운 삶이 되어, 그 삶을 이끌어 나가는 규제  이념으

로서 새로운 목 을 설정한다. 곧 상학  환원을 통해 세워진 이념은 

늘 행 이지는 않을지라도 상학자의 삶을 주도하는 이념으로서 제

된다.

“핑크는 [ 상학  환원이 일어난 후] 개인은 실천  존재가 그래야 하듯

이, 여 히 소박한 타당성의 세계에서 살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후설은 

월론  자아의 목표인 삶의 가장 높은 목표의 에서 이는 사실이 아니

라고 답했다.”(Cairns:1976, 35, []는 인용자)

세계의 구성은 “내가 있는 한(bin) 계속 진행되는 것”(Hua XXXIV, 462)

이지만 아무 목 없이 무질서하게 구성되는 것은 아니다. 세계 구성과 

함께 동시에 진행되는 자기 구성의  과정, 곧 월론  자아의 삶은 

어떤 ‘목 ’에 의해 인도되고 이는 삶의 ‘일 성’을 형성한다. 후설에 따

르면 비윤리 인 것은 이 목 에 배되는 것이다. 목 에 “정직함

(Ehrlichkeit)”은 자기-일 성의 특징이다.120) 핑크의 악에 상학  환

원을 수행한 이후에도 개인의 소박함은 그가 세속  세계에서 사는 한 

119) “우리는 심지어 자연  태도에서도 그 자아는 단지 그 사실을 알지 못할 뿐인 

월  자아라고 말해야 한다. (…) 여기에 엄청난 문제가 있다. 그럼에도 개인은 

그가 한번 상학  태도를 획득했다면, 자연  태도로 결코 실제로 다시는 돌아

가지 못한다. 다만 이를 상상에서 행할 뿐이다.”(Cairns:1976, 35)

120) Cairns(1976), p.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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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거될 수 없는 것인 반면, 후설에게서 소박함은 상학  환원 이 의 

소박함과  다르다. 그는 때때로 상학에 종사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학의 이념은 그의 삶 체를 지배한다. 세계를 

주제화하면서 여러 특수한 개별  태도들이 나타날 수 있다. 우리는 어

떤 때에는 미 인 태도를 취할 수 있으며, 어떤 때에는 학문  태도를 

취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여러 특수태도들은 상학이 상정한 ‘자기

이해’라는 이념 하에 하나의 태도로서 통일된다. 그리고 이것이 후설이 

말하는 반복된 반성을 통한 인간성의 고양이다. 상학함은 때때로 나타

나지 않는다. 그것이 비 행 일 때에도 그것은 이미 자아의 구성함의 

방향을 결정했다.

“우리가 상학자로서 상학  태도에 해서 말할 때, 우리는 어떤 일시

인 (flüchtige) 작용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일시 인 습득성에 해 말하

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삶의 무한한 지평을 설립한 습득성과 ‘무한한 의지’

를 통해 설립된 [태도에 해] 말하는 것이다.”(Hua XXXIV, 105, []는 인용

자)

이러한 무한한 의지가 상호주 으로 나타난 것이 상학  공동체의 

설립이다.121)

 2 .  월성과 소박성의 립

 상학  환원을 통해 설립된 목 을 향해 계속 구성함이 “보다 높은 

새로운 인간성으로”(Hua Dok II/1, 143)의 구성에 다름 아니라면, 상학

 환원이 반복됨에 따라 월론  주 은 새로운 통찰을 통해 자기를 

구성하고 그것은 계속 세계로 흘러들어갈 것이다. 그 다면 종국에는 세

속성과 월성의 경계가 모호해진다. 여기에서 우리가 지 까지 작동

으로 사용해온 낱말 ‘ 월(론) ’의 의미를 규명해야겠다.

121) 상학의 흘러들어감과 련된 내용이다. “비- 상학자들을 상학자들로 일깨

움을 통해 상학하는 공동체의 진해가는 발 과 인 것 속에서 성공하

는 활동성의 진행은 성공 으로 구성된다. (…) 따라서 월론 으로 일깨워진 

주체들의 무한히 확장되는 삶의 공동체, 는 탐구자 공동체를 무한히 확장되고 

무한히 월론 으로 구성되어 존재하는 월론  학문의 주  원천근거로 형

성하는 길이다.”(Hua Dok II/1, 216[B.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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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성하는 작용함으로서의 ‘ 월 ’

먼  낱말 ‘ 월 ’은 다음에서 보듯이 주 의 구성하는 기능을 의미한

다.

“모든 세계 인 것의 본래 인 의미에는 이러한 월이 속해 있다. (…) 세

계의 본래 인 의미에 비실재 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들의 월이 속해 있

다면, 그에 따라 자아 자체는 (…) 상학  의미에서 월 이라 불린다; 

그에 따라 이러한 상 계에서 제기되는 철학 인 문제들은 월(론) -철

학  문제라 불린다.”(Hua I, 65)

“바로 이러한 주체성 속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주체에게 경험될 수 있는 모

든 것의 존재, 즉 넓은 의미의 월 인 것들이 구성되기 때문에 이 주체는 

월(론)  주체라 불린다.”(Hua IX, 257)

“만일 인식이 월 인 것을, 즉 그 자체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자기 밖에 

있는 것으로서 생각된 것’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나에게 불분

명하다면(…).”(Hua II, 36)

일차 으로 상과 세계는 나의 의식으로부터 월해 있는 것으로 보인

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들은 재이다. 상학에서 재는 의식과의 연

계에서 구성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즉 재를 구성하는 것, 그러한 의

식의 기능이 ‘ 월 ’이며 른이 말하듯 마침내는 주 성 자체를 이르는 

말이 된다.122) 지 까지 우리는 ‘구성하는’이라는 의미에서 ‘ 월(론) ’을 

‘ 월 ’으로 옮겼다.

2. 자기 숙고로서의 ‘ 월론 ’

다음으로 후설은『 기』에서 ‘ 월론 ’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나 자신은 이 ‘ 월론 ’이라는 말을 가장 넓은 의미에서 데카르트가 모든 

근 철학에 의미를 부여한 동기이며, 모든 철학에서 자각하게 된 동기 (…)

에 한 명칭으로 사용한다. 그것은 ‘모든 인식형성의 궁극  원천으로 되

돌아가서 묻는 동기이며, 인식하는 자가 자기 자신에 한 그리고 자신의 

122) 이소 른,『후설과 칸트』, 배의용 역, 철학과 실사, 2001, p.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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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하는 삶에 한 자기숙고의 동기’이다.”(Hua VI, 101)

 인용문에서 ‘ 월 ’은 가장 넓은 의미에서 ‘자기숙고’, ‘반성’의 이념

을 나타낸다. 상학  환원을 수행하고 자신이 월  주 임을 자각한 

상태에서 학문  동기가 두드러지기에, 우리는 지 까지 이러한 의미를 

‘ 월론 ’으로 옮겼다.  

 1의 ‘구성하는’이라는 의미에서 ‘ 월 ’에는 사실 반 되는 개념을 찾기 

힘들다. 일체의 의식활동이 구성함이고 구성함이 시간화인 이상,123) 이는 

우리의 삶 자체를 포 하는 용어이기 때문이다. 핑크는 구성된 것과 구

성함을 구분하여 월 인 선-존재와 세계의 세속성을 립시켰다. 하지

만 월론  태도에서는 월성과 세속성의 립이 없다.124) 왜냐하면 

“시간이라는 존재 형식을 가진 의식흐름”(Hua XXXIV, 299)에서 통일

인 구성함의 과정은 그 자체로 존재화이기 때문이다. 월론 으로 해명

된 세계는 “새로운 ‘세계 ’ 의미의 세계이다”.125) 세속성은 더 이상 ‘존

재자의 총체’로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구성과정으로 이해되

기 때문이다.

“세계의 인 의미는 필연 으로 세계화하는 자로서 이해된다. 

자의 자기객 화로서 세계는 자를 방  객 화된 것으로서 자신 안

에 지니고 있다.”(Hua XXXIV, 246)

상학  환원 이후에도 핑크는 세계의 의미를 변화시키지 않았다. 그것

은 이 의 소박했던 그 세계로서 계속 존속한다. 그 기 때문에 핑크는 

세계로부터의 ‘ 월’을 강조했던 것이다.126) 하지만 월론  주 은 새

로운 의미에서 세계를  ‘ 월’할 수 없다. 자신의 구성함이 곧 세계

123) 언스는 다음과 같이 쓴다. “열반(Nirvana)을 원한다면 시간이 없을 것이

다.”(Cairns:1976, 34)

124) 홉킨스(1997) 한 “ 월론  차원에서는 세속  의미와 월론  의미 사이의 

립이 없다”고 한다. B. Hopkins, Book Review: Eugen Fink, Sixth Cartesian 

Meditation: The Idea of a Transcendental Theory of Method, tans. Ronald 

Bruzina,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1995., Husserl Studies 

14(pp.61-74), 1997, p.72). 

125) Hua Dok II/1, p.143 An.469.

126) Hua Dok II/1, p.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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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함이고 구성 과정의 매 단계가 세계이기 때문이다. 상학  탐구에서 

우리는 이미 구성된 세계를 존재로 고정시켜놓고 그 편에 존재하는 선

-존재를 향하는 것이 아니다. 핑크 자신 한 이러한 이해를 피하려했지

만 그의 구도는 와 같은 이해를 계속 상기하게 만든다.

 만약 ‘ 월론 ’의 2와 같은 의미를 고려한다면 월성에 립되는 것은 

세속성이 아니라 오히려 소박성이다.

“그러나 이 유동 인 세속성, 즉 월 론 으로 그때그때 새롭게 알려진 

것을 항상 다시 자신 속에 받아들이는 세속성은 이차  구성에서 계속 진

행되면서 발생하는 것으로 끊임없이 이해된다. 월론 으로 해명된 인간

성 속에서 인간의 삶은 진지한 상학자에게는 결코 더 이상 실제 으로 

회복될 수 없는 소박한 자연  삶과는 근본 으로 다르다.”(Hua Dok 

II/1, 143 An.469 강조는 인용자)

‘이차  구성’은 핑크의 ‘비본래  세계화’에 응되는 말이다. 후설의 구

도에서 세속성은  인용문에서 보듯이 반복 인 상학  환원을 통해 

계속 새롭게 된다. 따라서 핑크에서처럼 고정되어 있지 않고 유동 이며 

언제나 고양된다. 이 게 자기인식을 한, 즉 ‘ 월론 ’으로 해명된 인간

성은 ‘소박한’ 자연  삶과 근본 으로 다르다. 소박함은 구성함 일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들어가(hinein)’는 에서 생긴다.

“세계삶의 소박성은 경험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계를 향해, 그

지 않으면 이미 경험에 합하게 나에 해 존재하는 세계 속으로 들어가 

사고하고(Hineindenke), 그 속으로 가치평가하며(Hineinwerten), 그 속으로 

행동한다는(Hineinhandeln) 에 있다.”(Hua XXXIV, 100)

“소박성: 자기인식이 없는 삶 이외에 다른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리고 

여기에서 일 인 상학 , 따라서 순수하고 보편 인 자기인식이 없는 

삶은 상학  소박성이다.”(같은 곳)

모든 기능함은 기능함인 한에서 자신을 숨긴다. 우리는 한 작용 속에서 

기능하면서 그 기능함을 반성할 수 없다. 따라서 작용이 일반 인 지각

이든 상학  환원이든 그것이 일어나는 한 필연 으로 소박함이 생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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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밖에 없다. 이러한 의미에서 소박함은  반성을 통해 완 히 제거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많이 반성을 반복하여도 행

인 반성함은 작용함으로서 익명 이기에 소박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상학  환원을 통해 ‘자기해명’을 규제  이념으로 삼은 삶은 언제나 

자신의 기능함을 해명하기 해 노력한다. 따라서 그때그때의 작용은 익

명 일지라도, 그가 일 으로 반성하며 자기인식을 하려는 한 그때그

때의 소박함은 계속 지양된다. 따라서 ‘ 월론 ’이 자기숙고의 동기를 

일컫는다면, 이에 립되는 것은 세속성이 아니라 더 이상 자신에 해 

묻지 않는 소박함이겠다.127)

 그래서 상학에 한 후설의 이해에서는 최종 으로 다음과 같은 맞짝

개념이 생긴다.

“이 경우 ‘세속 ’ 개념과 ‘ 월(론) ’ 개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소박한 

세속 - 월론 인 세속 . 그때그때 월 으로 구성함인 월 . 총체  

자인 월론 .”(Hua Dok II/1, 167 An.527)

자아의 그때그때 구성하는 기능은 ‘ 월 ’이다. 이 자아가 상학  환

원을 통해 자신이 월  기능을 함을 인식한다면 그는 ‘ 월론 ’ 자아

이다. 총체  자는 이러한 완 한 의미에서의 자아를 가리킨다. 즉 

자기인식하면서 그때그때 구성하는 자아이다. 이는 핑크의 구도에 응

시킨다면 선-존재와 존재의 통일, 구성함과 상학함의 변증법  통일인 

자이겠다. 한편 자의 구성과정에서 매단계마다 세계가 구성되기

에 세속성과 월성의 립은 없다. 따라서 ‘ 월론 -세속 ’이 성립한

다. 다만 자기이해를 목 으로 계속 반성을 하는지에 따라 ‘소박한 세속

’과 ‘ 월론 인 세속 ’이 립된다. 

 소결.

 하이데거가 후설에게 보내는 편지에 다음과 같이 듯이 구성된 것으로

서 세계와 구성하는 것으로서의 주 의 구분은 후설에게서도 핑크와 마

127) “소박성으로부터 월성으로 밝 가는 진행에서”(Hua XXXIV, 246)에서도 보

듯이 월성과 소박성이 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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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가지로 요했고 이는 월철학을 이끌어 나가는 근본 인 동기 다.

“‘세계’라 명명하는 것의 의미에서 존재자는 같은 존재방식의 존재자로의 

귀환을 통해서는 그것의 월론  구성에서 해명되지 않는다는 에 우리

는 동의했다.”(Hua IX, 601)

그러나 후설이 망설이는 부분은 언제나 ‘존재방식’이라는 표 이었을 것

이다. 후설에게 있어 월성의 존재론  상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상학은 단 지를 통해 모든 존재론  입장취함에 해 립 이기 때

문이다. 따라서 선-존재/존재와 같은 핑크의 구분은 후설에게 있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구분이다. 이는 특히 후기에서처럼 자아의 존재형식과 

그의 모든 작업수행이 시간화로 규정된다면 더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단 하나의 끝없이 진행되는 구성과정만 있을 뿐이다. 여기에는 어떠한 

존재론  분열도 없으며, 본래 분열이 없는 곳에는 어떠한 재통일도 

없다. 

“  의미에서 유일한 자아는 (…) 끊임없이 본원 으로 흐르고 있는 

구성작용과 존재자의 상이한 단계의 우주들(‘세계’)에 한 구성작용, 각자

에게 속한 행 이거나 습득 인 존재타당성의 구성작용 이외에 다른 것

이 아니다.”(Hua Dok II/1, 194[B.7] 강조는 인용자)

자연  태도가 월  구성과정의 한 양상이고, 나아가 자아는 세계를 

형성하는 하나의 구성작용에 다름 아니라면 월 인 것이 세속 인 것

에 ‘나타남 일반’은 애 에 후설에게 있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아니 도

체 ‘나타남’이라는 명명 자체가 문제일 것이다. 후설이 문제 삼는 것

은 ‘타인에게 나타남’ 뿐이다. 이는 술어화화 학문화라는 객 화의 문제

로 개된다. 하지만 이는 원리 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나타남’ 

일반이 사태 자체를 왜곡하는 이해라면 객 화의 문제는 상학에 특유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실증학문과 마찬가지로 상학이 풀어나가야 할 문

제이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어떠한 ‘차용’도 ‘유비’도 없다.

 따라서 자는 반정립  계기의 종합  통일이 아니라, 부단히 구성

하는 월론  자아이다. 이러한 이해에서 월성과 세속성의 립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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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된다. ‘종합(Synthesis)’이라는 말은 오히려 이러한 의미에서 후설에

게 귀속되어야 할 것이다.128) 립하는 것은 자신을 해명하려는 월론

 의지와, 자기인식이 없는 소박함이다. 소박함은 결코 완 히 지양될 

수 없으나, 오히려 그 기에 ‘ 월론 ’이라는 말이 성립 가능하다.

128) 루 트는 “후설에게 있어 자연  태도와 상학  태도의 종합은 바로 ‘ 월론

 념론’으로서 월론  상학의 정의”(Luft:2002, 293)라고 한다. 다음을 참

고할 수 있다. “자연  세계고찰과 월론  세계고찰의 종합(Synthesis)은 필연

으로 수행되며 그것의 수행이 바로 ‘ 월론  념론’이다.”(Hua XXXIV,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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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부. 결론

 

 1장. 논의의 정리

 지 까지의 논의를 정리해보자.

 모든 것은 자연  태도에서 시작해 자연  태도에서 끝났다. 소박하게 

이해된 세속성은 상학이 출발하는 곳(woher)이지만 월론 으로 해

명된 세속성은 상학이 향하는 곳(wohin)이기도 하다. 보편학이면서도 

엄 학인 상학을 세우기 해 후설은 상학  환원을 통해 월론  

의식을 개시하여 탐구하려 했다. 의식을 탐구하는 이유는 의식을 통해서

만 모든 것이 선입견 없이 개시되기 때문이다. 이를 해 후설은 구성된 

세계를 무화하는 논증을 펼쳤으나 그는 이미 월론 으로 해명된 세계 

개념을 논증에 사용했다. 따라서 후설의 의도와 달리 세계무화 논증은 

상학  태도로 우리를 이끌기보단 오해를 양산했다. 2장의 결론은 실

재성 자체로서 세계는 무화가 아니라 주제화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

리고 세계의 주제화를 해서는 어떤 수동  동기부여가 필요했다.

 핑크는 반성을 통한 자기이해라는 상학의, 나아가 철학의 이념을 일

으로 용했다. 이에 따르면 상학자 한 반성의 주제여야 한다. 

따라서 후설이 수행한 ‘곧바른 상학’ 외에 ‘ 상학의 상학’, 곧 월

론  방법론이 생긴다. 『6성찰』은 곧 월론  방법론을 개한 것이

다. 우선 핑크는 철 히 개별 인 한 사건을 통해 상학  환원이 수행

됨을 말한다. 미문의 상학  환원은 우리의 삶을 철 하게 분열시

킨다. 구성하는 월  삶은 우선 구성하는 선-존재와 구성된 존재의 구

분을 가졌고, 마침내는 응시하는 삶과 구성하는 삶으로 분화된다. 그러면

서 자연스럽게 응시하는 삶의 주체인 월론  응시자가 요구된다. 이 

분화는 단지 역을 가르는 분화가 아니라 서로 립하는 삶의 분화

다. 따라서 월  삶을 구성하는 응시함과 구성함은 서로 섞일 수 없다. 

응시함은 결코 구성함이 아니며, 그 기에 존재와 련되지 않는다. 그러

나 어 든 하나의 삶이기에, 그리고 상학은 학문의 이념을 따라야 하

기에 이 분열은 재통일 되어야 한다. 이 재통일 과정을 핑크는 비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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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라 명명했다. 핑크의 혼란스러운 서술을 우리는 3장에서 각각 자

아론  측면, 상호주  측면으로 분 했고 이에 상응하는 것은 인간화, 

술어화, 학문화 다. 결과 으로 립된 두 삶은 ‘변증법  통일’이라는 

계에서 어떤 자를 형성했다. 핑크의 구도에서 상학은 최종 으

로 정신의 자기 개로 규정되었고, 상학에 한 반성을 통해 핑크

는 역설 으로 상학과 반성의 이념을 모두 넘어서게 된다. 

 4장에서 제시된 후설의 상학의 상학을 주도한 의문은, 과연 상학

 환원이 립  분열을 낳고 이에 따라 재통일을 요구하는지 다. 우

선 후설은 상학  환원이 수동  동기부여를 통해 일어나지만 그와 별

개로 학자로서 우리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를 가능하게 한 것

은 인간의 태도양상  하나인 이론  태도 다. 상학  환원이 실행

되어 인간은 이제 응시자가 되지만, 그 다고 삶의 분열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이 의 구성함은 환원을 통해 그 익명성만 잃었을 뿐이지 계속

된다. 구성하지 않는 삶은 생각할 수 없다. 상학  환원이 우리의 삶

을 립 인 두 계기로 분열시킨 것이 아니라면, 이들의 재통일 한 거

짓된 요구이다. 세계로 돌아감으로 세계화를 이해한 핑크에 반해 후설의 

구도에서 술어화, 학문화, 인간화로 나타나는 세계화는 계속 이어지는 

구성이다. 

 모든 논의는 월성과 세속성을 종합시키기 한 것이었다. 이미 진행

되었고 계속 진행되는 단 하나의 구성과정이 있다. 이것이 월론  주

이요 우리의 삶이다. 그 다면 상학함은 하이데거의 비 처럼129) 어

129) 가령 폰 헤르만(1981)은 하이데거의 해석학  상학의 입장에서 후설 상학

의 상학  환원이 ‘반성’을 통해서 개되기에 삶을 그 본모습에서 드러낼 수 

없다고 비 한다. 헤르만에 따르면 이론  태도는 반성으로 특징지어지며, 반성은 

다음과 같이 설명된다.

    “그러나 여기에서 의미된 반성의 본질에는 체험을 겪는 것(Durchleben)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속한다. 이는 체험된 상으로부터 이 상들을 체험함으로 자아-시

선을 돌리는 것이다. 자아-시선의 이러한 방향 환을 통해 반성된 체험은 반성하

는 체험의 지향  상이 된다. 반성하는 작용과 객 화된 체험 사이에는 반성  

고찰이라는 거리(Abstand)가 형성된다. 반성 으로 고찰된 체험과 이론 으로 객

화된 체험은 이론 으로 반성하는 사람의 반 편에 치한다.”(Herrmann:1981, 

137) 해석학  상학의 입장에서 후설 상학에 한 비 과 해석학  방법에 

한 자세한 내용은 F.W von Herrmann, Der Begriff der Phänomenologie bei 

Heidegger und Husserl, Vittorio Klostermann, 1981. 참고.

그러나 여기에서 자세히 논증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해석학  상학 한 일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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떤 이론  자아의 추상 인 활동도, 핑크의 악처럼 비참여  응시자의 

알 수 없는 활동도 아니다. 실천  활동이든 이론  활동이든 응시함이

든 모두 하나의 세계를 구성하는 하나의 구성과정의 일환이다.

   

2장. 앞으로의 과제

 앞선 논의를 보충, 심화하기 해서는 다음의 논의가 필요하다.

1. 살아있는 재와 근원시간화(Urzeitigung)의 성격

 우리는 구성하는 것으로서 선-존재와 구성된 것으로서 존재라는 핑크

의 구분이 불충분함을 보 다. 그러나 핑크가 선-존재에 귀속시킨 성격

은 시간화의 원천인 살아있는 재가 수행하는 근원시간화에는 몇 가지 

들어맞는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살아있는 재는 시간화를 수행하되, 

그 자체 시간  연장에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시간화를 존재방식

으로 규정하다면 살아있는 재의 존재방식은 특유한 것임이 틀림없다. 

하지만 이것을 존재 이 (vor)으로 부를 수 있는지는 여 히 의문이며, 

‘ 상학  환원’을 수행한다고 본다. 왜냐하면 선-학문  삶의 근원  경험을 드

러내는 철학  작업은 “삶의 단순한 반복”(GA 61, 80)일 수 없기 때문이다. 리

르트의 비 처럼 철학함은 단순히 삶을 살아가는 것과 구분되어야 한다(같은 

곳). 여기에서 단순히 삶을 살아가는 것은 일상의 소박성을 깨지 못하고, 무반성

으로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에 한 설명이며, “창조

(schaffen)”(같은 곳)라는 에서 철학은 소박하게 살아가는 것과 분명 구분되며, 

이 구분의 계기는 반성이다. 후설은 이와 같은 에서『존재와 시간』은 이미 

상학  환원을 수행하고 있다고 한다.『존재와 시간』의

   “실존하면서 존재하는 존재는, 자신이 같이 근원 으로 그의 실존의 구성요

소들로서 세계 곁에 있음, 타인과 더불어 있음에서 투명하게 된 한에서만 ‘자신

을’ 본다.”(SZ, 146)라는 내용에 해 “그 다. 바로 이것이 월론 - 상학 으

로 이론 인 태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난외주를 단다.(Roland Breeur, 

“Randbemerkungen Husserls zu Heideggers Sein und Zeit und Kant und das 

Problem der Metaphysik”, Hursserl Studies 11: 3-63, 1994, p.28.)  

베르넷(1994) 한『존재와 시간』에 나타난 불안(Angst)에 한 분석을 하나의 

월론  상학  환원으로 간주한다. 자세한 내용에 해서는 R. Bernet, 

"Phenomenological Reduction and the Double life of the Subject", Reading 

Heidegger from the Start: Essays in his earliest thought,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245-67, 1994. 참고.

크로웰(2001)도 마찬가지의 의견을 보인다. 크로웰은 해석학의 수행의미(Bezugsinn)

과 내용의미(Gehaltsinn)의 계를 바탕으로 하이데거의 해석학  상학은 곧 

반성임을 주장한다. 자세한 내용은 크로웰(2001), p.137.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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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찬가지로 변증법  립 구도에 있는지 한 확실하지 않다.

 핑크의 논증이 성립하기 해서는 응시자의 시간화와 구성하는 자아의 

시간화가 서로 상이해야 한다. 이 경우에만 응시함과 구성함을 구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핑크는 이에 해서 “미정으로 남아있다”(Hua Dok 

II/1, 59)는 답을 하지만 상이한 것으로 끌고 가려는 경향을 보인다. 후설

에 있어 이 문제는 복잡하다. 왜냐하면 후설은 다음에서 보듯이 ‘실제  

시간화’를 상학하는 자아에게 귀속시키기 때문이다.

“체험의 흐름의 명증 이고 시간  주어짐에 제되어있고 실행되어 있는 

실제 (wirkliche) 시간화는 월론 으로- 상학하는 자아의 시간화이

다.”(Hua XXXIV, 181)

그러나 이는 마치 상학하는 자아, 곧 응시자의 시간화가 실제로 일어

나는 시간화이고 여타의 시간화는 그 변양임을 의미하지 않는다. 상학

하는 자아의 시간화가 실제 인 것은 상학함을 통해서만 근원시간화가 

발견되기 때문이다. 근원 인 시간화는 이미 그리고 항상 진행되고 있었

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시간화로서 악하고, 그 근원을 물어들

어가 살아있는 재를 발견하게 되는 것은 상학하면서이다. 곧 상학

하는 자아는 실제로 시간화를 개시한다. 그러나 시간화는 상학함 이

에도 이미 진행되었던 것이다. 결국 하나의 시간화 구도는 유지된다.

2. 자의 복수성(Plularität)

 핑크에서 자는 상학하는 자아와 구성하는 자아의 변증법  통일

이었다. 후설에서 자는 하나의 구성 과정이었다. 그 다면 이 자

는 복수의 ‘나’의 집합인가 혹은 개체화 이 의 것인가?

“[후설은] 개체  정신으로서 시작하는 철학하는 주체를 모든 개체화

(Individuation)에 앞서 놓여 있는  정신의 삶의 심층 속으로 환원함

에 립해서 철학하는 주체의 개체  개념을 옹호했다.”(Hua Dok II/1, 183 

[]는 인용자)

에서 보듯이 후설은 상학하는 자아, 나아가 구성하는 자아의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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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아성을 인정한 반면, 핑크는 이를  정신으로 환원한 것을 알 수 

있다. 이 문제는『6성찰』에서도 잠시 언 된다.

“이제 모나드들의 월론  공동체에 해 이것이 실제로 ‘개체들’로부터 

구축되었는지의 여부는 해결되지 않은 문제이다. 따라서 이것은 공통의 

상학함은 복수의 인식과정인지 혹은 궁극 으로 단지 모나드 -복수 으로 

분 된 하나의 월론  경향으로 규정되어야만 하는지, 월론  주 성이 

‘자기 자신으로 되어감’은이 일어남은 모든 모나드  ‘개체화’ 이 에 놓여 

있는 심층 속에서 진행되지 않는지 하는 물음이다.”(Hua Dok II/1, 139)

후설과 핑크 모두 공통 으로 세계를 월론  모나드의 공동체로 악

한다. 그런데 공동체의 세속  개념을 제거할 경우 월론  공동체에 

해서 그것이 개체화 이 의 것인지, 이후의 것인지라는 문제가 제기된

다.『6성찰』에서 핑크가 명확히 답하지는 않지만 서문을 참조할 때 그

는 개체화 이 의  정신을 월론  공동체로 악하는 것으로 보

인다. 이에 따르면 후설이 상학하고 핑크가 상학하는 것이 아니라, 

상학함이 있다(Es phänomenologisiert.).

 실제로 핑크는 자로부터 자아성(Ichlichkeit)을 제거하려 한다.

“핑크는 그 속에서 지속하는(enduring) 자아가 구성되는 근원-자아

(Ur-ego)와 근원-지 (Ur-now)는 자가 아니라, 자로부터 최 의 

발산(emanation)이라고 제안했다.”(Cairns:1976, 95)

곧 핑크에 따르면 최 의 시간화가 이루어지는 근원 자아는 자가 아

니다. 이는 자의 발산이다. 그 다면 자는 개체화 이 의 어떤 

것을 의미하게 된다.

반면 후설에서 시간화는 철 히 자아의 시간화이다.130)

“시간성은 근원 이든 습득 이든 그 모든 방식에서 자아의 작업수행이

130) 타구치(2004) 한 핑크가 자로부터 자아성을 제거하려 했다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  삶”이 “근원 자아” 이 의 것인지는 후설과 핑크를 가르는 

기로(Weggaabelung)이다(Taguchi:2004, 137). 자세한 내용은 타구치(2004), 

pp.137-14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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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Hua XXXIV, 181)

자가 개체 인 것인지 혹은 그 이 의 것인지, 그 다면 자로부

터 상호주 성은 어떻게 이해되어야 하는지는 여 히 어려운 문제로 남

아있다.

3. 상학  언어의 구체화

 본문에서는 그 원리  가능성만 보이기 해 간략히 서술했지만, 상

학  언어가 실제로 어떤 형태로 나타나야 하는지는 여 히 문제이다. 

후설 상학의 기 모습은 ‘기술 (deskriptive) 상학’이었다. 우리의 

심  체험에 해 그 어떠한 미리 구축된 이론을 이용하지 않고, 직 을 

통해 받아들여진 로 기술(Beschreibung)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때 

‘기술’은 작동  개념처럼 보인다.131) 기술이 어떤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

는지, 기술하는 언어는 어떤 언어인지 극 으로 설명되지 않기 때문이

다. 후설이 언 하는 것은 단지 선입견을 통해 기술해서는 안 된다는 

뿐이다. 

 그 다면 월론  태도에서 기술하는(beschreibende) 언어, 곧 상학

 언어는 구체 으로 어떤 형식으로 표 되어야 하는가? 우리는 그 구

체  형식을 제시할 수는 없지만 몇 가지 방향을 언 할 수 있다. 후설

이 항상 상학  언어의 애매성을 지 하긴 했지만, 그것이 상학  

언어가 일의 인 정 한 언어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왜냐

하면 세계를 구성하는 삶을 설명하는 언어는 생활세계 에(über) 구축

된 이념  언어가 아니라, 생활세계로부터(von) 나오는 언어일 것이기 

131) 오쓰(1991) 한 후설이 ‘기술’이라는 용어를 자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그 용

어 자체에 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비록 후설이 기술이라는 용어

를 그의 작에서 매우 자주 사용했을지라도, 후설에게 있어 이 매우 상학 으

로 근본 인 사항(Schlagwort)에 한 어떠한 연 된 평가나 단일 주제로 상술하

는 논구도 찾아볼 수 없다. 역사  이든 체계  이든 말이다. 기술함과 

그로부터 생되는 형식들은 ‘직 ’, ‘지향 ’, ‘분석 ’ 등과 같은 용어들과 극

으로 작동 인 연 에서 자주 사용된다는 이 덧붙여진다. 그럼에도 후설에게 

있어 기술은 작동  개념처럼 보인다”(E. Orth, “Beschreibung in der 

Phänomenologie Edmund Husserls”, Phänomenologische Forschungen vol.24/25 

Perspektiven und Probleme der Husserlischen Phänomenologie: Beiträge zur 

neueren Husserl-Forschung:pp.8-45., Felix Meiner Verlag, 1991, p.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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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다. 한 엄 학의 이념에 따라 상학  언어는 어떤 새로운 사

태를 개시해야 한다. ‘ 지(Retention)’, ‘직 (Anschauung)’ 등 상학  

언어는 기존의 철학  언어를 차용할 수도 있고 일상 언어를 차용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기존의 언어로는 포착하지 못했던 어떤 월론  

사태를 개시한다. 이러한 새로운 의미가 상학  환원함 없이 어디까지 

달될지는 언제나 수반되는 문제이지만132) 어도 확정할 수 있는 방향

은 이 정도이다. 기존의 태도와 언어에서는 악할 수 없었던, 따라서 분

할 수도 없었던 ‘침묵하는 경험(stumme Erfahrung)’의 해석

(Auslegung)이 상학이라면 삶 자체에 익명 으로 기능하던 작용을 부

단히 개시하는 것이 과제일 것이다.

“출발 은 순수한 경험, 말하자면 실로 그 고유한 의미가 비로소 순수하게 

언표될 수 있는 여 히 침묵하고 있는 경험이다.”(Hua I, 77)

“이 자아는 구체 인, 우선은 ‘침묵하고 있는’ 자아이다. 왜냐하면 이것의 

해석이 상학이기 때문이다.”(Hua Dok II/1, 203[B.11])

132) ‘ 달’의 맥락에서 상학  언어에 한 연구를 몇 가지 소개할 수 있다.

쿠칼(2001)은 상학  언어는 후설의 기 기획처럼 기술  차원 보다는 ‘환기

(evocative)’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자연  태도의 사람

이 상학  표 을 보고 직  상학  환원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곧 “

상학  표 은 상학  직 을 얻는데 필수 인 보조”이다(D. Koukal, “The 

rhetorical impulse in Husserl's phenomenology”, Continental Philosophy 

Review vol.34:pp.21-43, Kluwer Academic Publishers, 2001, p.21.)

아 (2004)는 상학  환원과 술어화를 각각 출입문제로 다룬다. 상학  환원을 

어떻게 수행하는지는 월론  태도로의 “Way-In Problem”이며, 술어화는 월

론  태도에서 “Way-Out Problem”이다. 여기에서 상학  환원과 유아론은 

달을 가로막는 것으로 나타난다. 자세한 내용은 Arp(2004), pp.234-236. 참고.

쿠스터(1996)는 하이데거의 시  언어, 폴 리쾨르의 ‘살아있는 은유’등을 이용하며 

상학  언어의 방향을 제시한다. 자세한 내용은 Kuster(1996), pp.118-130. 참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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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henomenology of  

Phenomenology

- On Eugen Fink's The Sixth Cartesian 

Meditation -

Ah-Hyun, Moon

Department of Philosophy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aim of this paper is to examine how the "phenomenology of 

phenomenology" was approached by two phenomenologists: Eugen 

Fink and Edmund Husserl. Comparing the two philosopher's approach 

will ultimately show that there is no need to distinguish between 

phenomenologizing[Phänomenologisieren]and constituting[Konstituieren], 

thereby overcoming the duality of being[Seinsdualismus] which Fink 

posited in the Sixth Cartesian Meditation.

 Each act hides itself, as long as it acts, since in the process of 

acting, the act itself becomes anonymous, and the subject of the act 

is in[hinein] the act. This is a straight forward act. All acts h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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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ir theme. Reflecting is an act which makes itself the theme. The 

aim of  reflection, then, is simply self-understanding. The subject 

becomes aware of what it doesn't know. In other words, it frees the 

non-reflective self from the naivete that it normally resides in.

 Reflection is the very method which characterizes Husserl's 

philosophical methodology. The transcendental reduction is the most 

radical form of reflection. If we consider the transcendental reduction 

an act, however, the reduction itself cannot be thematized during 

reduction. In this case, while the phenomenologists are freed from the 

naivete of the natural attitude through transcendental reduction, they 

are now situated in a new naivete, transcendental naivete. If the goal 

of philosophy is self-understanding through reflection, 

phenomenologizing as an anonymous act must be the object of the 

same reflection. Thus, there arises the idea of the phenomenology of 

phenomenology, which is but a reflection on the act of 

phenomenologizing. In other words, there is a division between 

straightforward, naive phenomenology and a phenomenology of 

phenomenology.

 Though Husserl mentioned the idea of phenomenology of 

phenomenology from time to time, he did not actually develop it at 

length. It would fall on Fink to truly take up the task of developing 

phenomenology of phenomenology. As shown below in the Preface, 

Fink tried to formulate the aporia he found Husserl's notion of a 

straightforward phenomenology. In the Sixth Cartesian Meditation, 

Fink pushed the idea of transcendental reduction to its very limits. 

Paradoxically, however, he reached what he called a 'meontic 

philosophy of absolute spirit' which is no longer phenomenological.

  Although Fink did not provide detailed thematic explanation, the 

very concept which dominates the Sixth Cartesian Meditation  is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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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alectical, synthetic unity of two antithetic regions, the transcendental 

and the mundane, or the unity of two counter tendencies, the 

constituting life and the phenomenologizing life. Fink criticized 

Husserl's "naiveté which consists in uncritically transferring the mode 

of cognition that relates to something existent[Seiendes] into the 

phenomenological cognition of the forming(constituion) of the 

existent." In Fink's view, phenomenology is related to the constitution 

of the being, not being. By antithetically distinguishing between 

existence and what constitutes existence, namely, the mundane and 

the transcendental, Fink set himself the task of uniting both realms 

dialectically to open up the realm of meontic philosophy. 

 Fink pushed Husserl's early ideas about phenomenological reduction 

to their utmost limit, ultimately leading Fink away into an utterly 

different direction from Husserl. Unlike Fink, who emphasizes the 

splitting and ontological difference between phenomenologizing and 

constituting, Husserl "finds the antithesis between the constituting 

and the phenomenologizing I to be too strongly emphasized."There is, 

in Husserl's position, no ontological difference between them, and 

Husserl emphasizes the continuity between phenomenologizing and 

constituting, as well as the transcendental and the mundane. 

Husserl's argument, contra Fink, is that there is only one process of 

constituting which all leads toward the regulative idea of 

phenomenological self-understanding.

 All processes begin and end in the natural attitude. As Fink said, 

"the natural attitude is not only the wherfrom[Wo-von-aus] but also 

the whither[Wo-für] of philosophizing." Philosophy cannot be 

comprised of phenomenologizing alone. However, there still exists a 

radical cleft between the transcendental and the mundane in Fink’s 

view. Although phenomenologizing must return to the natural attit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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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does not actually fuse or find a place whithin the natural attitude. 

Mundanity will exist for as long as humans exist. Mundanity is the 

existential condition of humanity and cannot ever be eradicated. While 

Husserl believed that the problem was ‘appearing to others’, whereas 

for Fink appearing itself was the general problem. Furthermore, in 

Husserl's view, mundanity still exists. However, phenomenological 

cognitions raise us to a higher mundanity. For Husserl, the proper 

opposite of the transcendental is not the mundane but rather, naivete, 

or lack of self-understanding.

keywords :  Phenomenology of phenomenology, Enworlding, 

Phenomenological reduction, Me-On, Reflection

Student Number  :  2016-20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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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록

 이 논문은 『제 6 데카르트  성찰』을 심으로 에드문트 후설

과 오이겐 핑크가 개한 “ 상학의 상학”을 검토하여 결과 으

로 핑크가 기획한 “비-존재(Me-ON)”의 철학의 난 을 보인다. 

 모든 철학은 사태에 한 하나의 반성으로서 개되지만 상학

에서 “반성”의 상은 독보 이다. 반성이 얻고자 하는 것은 ‘반

(反)’이 암시하듯이 자기 자신에 한 이해이며, 곧 비-주제 인 

것의 주제화이다. 월론  상학에서 반성은 “ 월론  상학  

환원”이라는 가장 철 화된 형태로 나타나 자연  태도로 변되

는 일상  삶의 소박성으로부터 인간을 해방시킨다. 다시 말해 

상학자는 월론  상학  환원을 통해 자신이 월  주 임을 

인식한다.

 그런데 상학  환원도 하나의 “작용”이기에 상학자는 자연  

소박성을 벗어났지만 이제 새로운 소박성인 “ 월론  소박성”에 

놓여 있다. 따라서 “ 상학함”에 한 상학  반성을 통해 월

론  소박성에서 벗어나려는 것이 상학의 상학의 기획이다. 

후설의 작에서 몇 번 암시되기만 했던 상학의 상학은 『6성

찰』에서야 비로소 본격 으로 착수된다. 『6성찰』은 분명 핑크

의 작이지만 후설이 이를 검토하며 534개의 난외주와 15개의 수

고를 부록  보충으로 따로 작성한 것을 고려한다면, 두 상학

자의 공동작업이라 볼 수 있다. 곧 두 상학자가 생각한 상학

의 상학의 기획이 나타난 것이다. 

 주석가들은 『6성찰』을 세 방향에서 해석해왔다. 첫째, 『6성

찰』에서 핑크와 후설은 의견을 같이 한다. 둘째, 『6성찰』은 후

설의 후기 철학을 핑크가 발 시킨 것이다. 셋째, 『6성찰』은 후

설 상학에 한 핑크의 비 이다. 본 논문은 이들  세 번째 

입장을 취한다. 『6성찰』에서 핑크는 후설 상학에 내재한 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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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아를 밝  종국에는 상학  방법론을 벗어난  정신의 비-

존재의 철학을 개하려 했다. 『6성찰』은 핑크가 서문에서 듯

이 비-존재의 철학에 한 비  단계이기에 이 부분이 본격 으

로 논구되지는 않았다.

 본 논문에서 주목한 『6성찰』을 통하는 핑크의 통찰은 “존재

이원론”을 통한 월  삶의 립  분열과 이들의 “변증법  통

일”이다.

 핑크에 따르면 월론  상학  환원 이  자연  태도는, 사

실 태도가 아니라 인간 존재가 처한 상황이다. “세계속박성”이라고 

부르기를 더 선호했던 핑크는 이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는 상학  

환원을 수행하기 해서는 철 히 수동 이면서도 개인 인 동기

부여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모종의 사건을 통해 상학  환원을 

수행하면서 인간은 “탈인간화”되어 상학하는 응시자로 변모한다. 

응시자는 세계를 구성하지 않고 구성하는 작용인 “선-존재

(Vor-Sein)”를 드러내 밝히는 응시함(이론  경험함)만 수행하기

에, 이것은 결코 구성함으로 악될 수 없다. 따라서 핑크는 월

으로 구성하는 삶과 월론 으로 응시하는 삶의 존재이원론을 

주장한다. 이에 따르면 구성함과 응시함은 그 존재방식에서 상이

하며, 자아 한 최종 으로 1) 자연  태도의 자아, 2) 구성하는 

자아, 3) 상학하는 자아로 분열된다.

 그런데 상학을 형성하려는 응시자는 응시함에만 머물 수 없다. 

세 자아로의 분열은 개체  분열이 아니며 어 든 한 인간에게 속

하는 자아이기 때문이다.『6성찰』에 분명히 언 되지는 않았지만 

응시자가 다시 세계화되는 것은 필연 이다. 왜냐하면 구성하는 

자아는 언제나 기능하고 있기 때문이다. 곧 응시자는 “인간화”된

다. 핑크는 다시 세계화되는 것, 곧 이차  세계화의 동기를 학문

에서 찾는다. 학문은 상호주 으로 의사소통 가능한 술어화와, 

명제 체계로 이루어진 학문화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응시

자는 자신의 경험을 발언해야 하고 그러자마자 세속  세계로 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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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하게 된다. 그런데 이차  세계화는 본래 존재가 아닌 선-존재

를 존재화하는 것이기에 본래  구성함이 아니다. 따라서 핑크는 

이를 “비본래  세계화”라고 부른다. 응시자는 자신의 경험을 표

하기 해 구성하는 자아로부터 언어를 차용한다. 그런데 핑크의 

악에서 언어는 존재자에 련된 개념이므로 선-존재를 그 역

에 합하게 표 할 수 없다. 따라서 상학  경험의 술어화는 

하나의 “유비”이다. 그것도 세속  유비개념이 아니라는 의미에서 

“유비에의 유비”이며, 선-존재를 다루는 상학만의 특유한 문제가 

된다. 술어화가 유비를 통해 일어나기에 학문 한 세계에 결코 

녹아들지 못하고 하나의 “가상”이 된다. 곧 핑크에 따르면 상학

 환원을 수행하지 못한 자연  태도의 사람들은 상학을 이해

할 수 없다. 정리하자면 상학은 외견상 인간인 응시자가 외견상 

자연  언어를 통해 유비화하는, 그 배후를 지시하는 외견상의 진

리인 것이다.

 핑크는 자연  태도에서 시작해 자연  태도로 돌아오는 이 모든 

과정을 월성과 세속성의 변증법  종합  통일로 악한다. 세

속 인 구성함과 월론 인 상학함은 서로 립되는 반정립

인 것이다. 그런데 월론 인 것은 어떻게든 세계에 나타나야만 

하기에 다시 종합 으로 통일된다. “ 자”로도 명명되는 이 통일

에 의하면 상학은 자가 자기 자신을 으로 인식하는 

무한한 자기인식의 과정이다. 이처럼 상학  환원의 이념을 수

미일 하게 추구했던 핑크는 상학이 아닌 어떤 사변을 통해 반

성의 한계를 넘어서려 한다. 

 본 논문에서 쟁 이 되는 것은 “존재이원론”과 “세계화” 그리고 

“변증법  통일”이다. 『6성찰』에 나타난 난외주와 후설의 유고들

을 재구성하여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을 보인다.

(1) 월론  응시자 한 구성함을 수행한다. 즉 존재 방식에 있

어 상이한 자아로의 분열은 일어나지 않는다.

(2) 핑크는 “세계화”를 작동 으로 사용하며 자아론  세계화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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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세계화를 혼용한다.

(3) 작용의 내용과 상의 에서 본래  세계화와 비본래  세

계화를 구분할 필요는 없다.

(4) 핑크는 상호주  세계화의 원리  불가능성을 자아론  세

계화에서 찾았으나, 자아의 존재론  분열이 없기에 술어화, 학문

화 등의 세계화는 원리 으로 불가능하지 않다.

(5) 핑크가 말하는 “변증법  종합  통일”에서 실제 인 “종합”과 

“통일”이 결여되어 있다.

 상학 이지 않은 어조는 차치하더라도, 자연  태도에서 도

체 통찰될 수 없는 가상의 진리로서 상학이라는 핑크의 귀결은, 

세계믿음과 세속  학문에 한 정 를 목표로 하던 후설의 의도

에 매우 어 나는 것이었다. 핑크는 후설이 세속 인 것을 월론

인 것에 용했다고 비 하지만, 후설은 애 에 존재와 선-존재, 

구성함과 상학함의 립이 핑크에 있어서 과도하게 나타났다고 

비 한다. 핑크의 월  삶의 이분화와 이에 따른 변증법  통일

이라는 구도에 맞서는 후설의 논증은 단 하나의 구성과정, 그것도 

상학  자기성찰이라는 규제  이념을 향한 하나의 통일  구성

과정만 있다는 것이다. 

 우선 후설은 월론  원리론과 방법론이라는 체계보다, 무한한 

반성을 통해 월론  주 의 일반  구조를 밝히려 했다. 반성의 

가장 철 화된 형태인 상학  환원은 자연  태도가 깨져야 한

다는 에서 수동  동기부여를 필요로 하지만, 핑크가 언 한 종

류의 동기부여들은 아니다. 철 히 개인 이면서도 우연 인 동기

부여는 익숙한 세계의 친숙성을 깰지는 몰라도, 엄 한 철학  학

문의 시작을 보장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후설에게 있어 상학  

환원의 단 는 이론  태도에서 찾아지며, 참된 하나의 세계라는 

이념을 통해 발생한다. 이 게 상학  환원을 수행한 인간은 여

타 세계정립을 이 처럼 소박하게 수행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비

참여 이지만, 후설의 악에서는 핑크와 달리 응시함 한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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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구성함이다. 따라서 존재이원론과 월  삶의 존재방식에 있

어 상이한 이분화는 나타나지 않는다. 한 자아가 일 으로 수행

하는 구성함의 특수한 양상이 상학함이다.

 핑크와 후설 모두에 있어 주제 으로 해명되지 않았지만, 본 연

구에서 악하기에 구성은 시간화이며, 세계화와 구성 그리고 시

간화는 자아의 동일한 작용을 지칭한다. 후설은 후기에 모든 월

 상구성을 시간화로 이해했다. 살아있는 재는 상을 구성

하면서 동시에 체험흐름으로서 자기 자신 한 구성한다. 곧 구성

함, 응시함 모두 시간화의 형식에서 이루어지며 이 자체가 하나의 

월론  삶이다. 

 그 다면 후설에게서 술어화와 학문화의 원리  난 은 나타나지 

않는다. 유비와 가상은 애 에 응시함과 구성함을 구분하여, 응시

된 선-존재를 구성함을 통해 존재화 시킬 때 발생하는 것이기 때

문이다. 실제로 후설에게 있어 상학  언어의 문제는 상학에

서 간과할 수는 없지만, 상학만의 특유한 문제는 아니며 원리

으로도 해결이 가능한 문제로 여겨진다. 후설에 따르면 월론

인 것을 표 하는 상학  언어는 자연  언어의 유비가 아니라 

지향  변경이다. 자연  언어와 상학  언어가 끊임없는 갈등

에 있던 핑크와 달리, 이 경우 자연  언어는 상학  언어의 근

원이 된다. 이러한 구도가 가능한 이유는 상학하는 자아와 구성

하는 자아의 존재방식에 있어 차이가 없기에, 애 에 분열된 역

도 차용할 이유도 없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학문으로서 상학 

한 세계에 충분히 “흘러들어간다.” 곧 자연  태도에서 불가해한 

가상으로 남아있을 이유가 없는 것이다. 상학은 세속  학문을 

충분히 해명하고 정 한다. 핑크에게서는 나타남 일반이 문제 다

면, 후설에게는 타인에게 나타남만이 문제가 된다. 핑크의 존재이

원론을 반 하는 후설의 존재일원론은 단지 하나의 구성과정만 존

재한다는 단순한 논증이지만, 핑크의 악이 가져오는 귀결을 

복시킨다. 상학함은 곧 구성함이고 상학  인식은 세속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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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에 항상 흘러들어간다. 세계화를 통한 흘러들어감은 핑크가 분

명히 구분했던 월성과 세속성 사이의 경계를 흐리게 한다. 최종

으로 후설의 구도에서 월성과 세속성은 더 이상 립  요소

가 아니라 연속 이다. 오히려 월성의 립은 자기 자신에 한 

앎이 없는 소박성으로 나타난다. 자 한 반정립  계기의 종

합  통일이 아니라, 부단히 구성하는 월론  삶 자체이다. 이러

한 악을 통해 후설이 의도한 것은 인간의 새로운 인간성으로의 

고양이다. 

주요어 : 상학의 상학, 세계화, 월, 세속, 상학  환원, 술

어화, 메온 

학  번 : 2016-20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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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부. 서론

1장. 문제제기  연구과제

 이 논문의 목표는 두 가지이다. 직 으로는 오이겐 핑크(E. Fink)의

『제6 데카르트  성찰』1)에 나타난 월론 2) 방법론을 비 으로 검

토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결과 으로는 월성과 세속성의 계를 바탕

으로 상학  환원에 한 재이해를 도모하는 것이 최종  목표이다. 

 월론  방법론은 ‘ 상학의 상학(Phänomenologie der 

Phänomenologie)’으로서 후설의 상학에 한 하나의 반성이다. 상학

은 후설 자신이 ‘신 데카르트주의(Neu-Cartesianismus)’라 명명할 정도

로 철 히 반성을 통해 개되며 나아가 상학 자체가 하나의 반성함이

다. 반성은 ‘ 월론  상학  환원’3)에서 가장 철 화된(radikalisierte) 

형식으로 나타난다. 곧 상학함은 상학  환원함이다. 

 모든 작용(Akt)은 그것이 수행되고 기능하는 동안 자신을 숨긴다. 작용

함에서 그 작용 자체는 익명 이고 작용의 주체는 그 작용 속에(hinein) 

1) 앞으로『6성찰』로 약칭한다.『6성찰』에서 인용할 경우 ‘Hua Dok II/1’로 표기한

다. 한 후설 작에서의 모든 인용은 후설 집(Husserliana, Hua로 약칭)에 따

른다.『6성찰』의 경우 핑크의 술이지만 후설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534개나 되

는 난외주를 달았으며 15개의 부록을 따로 작성하 다. 이들은 모두 『6성찰』에 

담겨있다. 따라서 후설의 난외주를 인용하는 경우 별도로 ‘An. 주석번호’의 표시

를 덧붙인다. 마찬가지로 후설이 작성한 부록을 인용하는 경우 페이지 에 [B.

부록 번호]를 덧붙인다. 가령 ‘Hua Dok II/1, 32’의 경우『6성찰』32페이지를 일

컬으며 핑크의 서술이다. 그러나 ‘Hua Dok II/1, 32, An.48’의 경우『6성찰』32페

이지의 48번 주석이며 후설의 서술이다. 마찬가지로 ‘Hua Dok II/1, 196[B.2]’는

『6성찰』196페이지에 힌 후설의 부록 2번을 가리킨다.   

2) 앞으로 ‘ 월 ’ 혹은 ‘ 월론 ’으로 옮기는 것은 모두 낱말 ‘transzendental’이다. 

두 방식으로 옮기는 이유는 4장에서 해명된다. 다만 미리 이해를 돕자면, ‘ 월 ’

은 ‘구성하는’으로 바꿔 읽고 ‘ 월론 ’은 ‘구성하면서 자신이 구성하는 것에 

해 자각한’ 상태에 해서 쓴다. 후자의 경우는 상학  환원 수행 이후 상학

이 개되는 것이다. 따라서 상학  탐구가 주제가 되는 경우 ‘ 월론 ’으로 

옮긴다. 한 철학사 으로 칸트의 철학을 언 할 때에는 월철학으로 옮긴다.

3) 앞으로 별도의 언 이 없을 경우 ‘ 상학  환원’은 모두 ‘ 월론  상학  환

원’을 의미한다.



- 2 -

있다. 이것이 곧바로(gerade) 작용함이다. 모든 작용은 자신의 주제

(Thema)를 가진다. 반성은 작용이 자기 자신을 주제화(thematisieren)하

는 것이다. 반성함에서 이 의 작용함은 지 의 주제가 된다. 그 다면 

반성이 목표로 하는 것은 자기이해이다. 자기이해에서 주체는 이 에 작

용 속에 있기에 의식하지 못했던 것을 알게 된다. 곧 소박함(Naivität)에

서 벗어나게 된다.

 후설 상학이 주제화하는 것은 ‘세계의 존(Existenz)’이 아니라 ‘세계

의 자명성(Selbstverständlichkeit)’이다. 이 자명성을 확증하는 것이 아니

라 해명하는 것이 상학의 과제이다.4) 그 다면 우리는 세계의 자명성 

속에 들어가 살고있는(hineinleben) 자연  태도에서 벗어나 그 태도를 

설명하는 상학  태도로 이행해야 한다. 왜냐하면 작용은 작용 안에서

는 도무지 작용으로서 인식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가 놓인 지평을 어

떤 지평으로서 인식하는 것은 이미 그 지평을 떠난 이후에 가능한 일이

다. 후설은 이러한 의미에서 문제들의 “ (Metabasis)”5)를 경계한다.

 그런데 상학  환원 한 하나의 작용이라면 상학자가 그것을 수행

하는 동안 그 작용 자체는 주제화되지 않는다. 그 다면 여기에서 상

학자는  하나의 소박함에 있는 것이 아닌가? 곧 그는 ‘자연  소박함’

은 벗어났지만 ‘ 월론  소박함’에 있지는 않은가? 핑크의『6성찰』은 

바로 이 지 을 문제시 한다. 철학으로서 상학이 추구하는 것이 반성

을 통한 철 한 자기이해라면, 상학자는 곧바로 상학함을 재차 주제

화해야 할 것이다. 핑크의 어법에서 ‘곧바로 상학함’은 ‘ 월론  원리

론’으로, ‘곧바로 상학함에 한 반성’은 ‘ 월론  방법론’으로 명명된

다. 따라서『6성찰』은 월론  방법론의 개이며 상학에 한 상

4) “객 성을 확증(sichern)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객 성을 이해(verstehen)하

는 것이 필요하다.”(Hua VI, 193)

5) “인식 비 은 인식들의 자연 과학  성과나 인식들의 존재 확인과는 아무런 연

도 없다. 이들은 인식 비 에 하여 의문으로 남는다. 모든 학문은 이 인식 비

에 하여 단순한 학문 상에 불과하다. 그와 같이 연 시키는 것은 결함이 있는 

(Metabasis)를 의미한다. (…) 따라서 를 피하고 이 가능성에 한 문제

의 의미를 항상 기억하고 있기 해서는 상학  환원이 필요하다.”(Hua II, 6) 

인식 비 은 상학을 일컫는다. 상학은 도 체 인식이 어떻게 성립하는가를 

묻기 때문에, 우리의 기 인 인식 에서 쌓아 올려진 인식들을 이용하는 것은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기  짓는 것’을 ‘기  지어진 것’으로 설명하는 

것은 모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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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반성이라는 의미에서 ‘ 상학의 상학’이다. 상학의 상학으로

서 핑크가 목표하는 바는 후설 상학에 잠재한(latent) 문제들을 밝  

몇 가지 아포리아들을 규명하는 것이다. 이 지 에서 핑크는 후설이 기

존 철학에 가했던 문제들의 ‘ ’라는 비 을 후설에게 다시 되돌려

다. 후설이 존재자에 련된 자연  인식방식을 존재자의 구성에 련된 

상학  인식에 무비 으로 용(Übertragung)했다는 것이다. 

 이 ‘ 용’이 구체 으로 의미하는 바는 핑크가 발표한「  비 에 

있어서 에드문트 후설의 상학  철학」6) 에서 고된다. 이 논문에서 

핑크는 다음과 같은 상학의 세 가지의 역설을 제시한다.

 1. 표명하는 상황의 역설(Paradoxie der Situation der Äußerung): 상

학자는 월론  상학  환원을 통해 월론  태도를 견지한다. 그가 

이러한 이론  맥락에 머무는 한 어떠한 어려움도 부가되지 않는다. 하

지만 학문  요구에 따라 그가 자신의 인식을 표명할 때 역설이 생긴다. 

상학이 탐구하는 것은 존재가 아니라 존재의 구성과정으로서 ‘선-존재

(Vorsein)’이기 때문이다. 곧 존재인 자연  언어는 선-존재를 합하게 

표 할 수 없다.

 2. 상학  명제의 역설(Paradoxie des phänomenologischen Satzes): 

이는 1의 표명의 역설과 긴 하게 연 된다. 상학자가 자신의 인식내

용을 학문  요구에 따라 명제화 할 경우 두 가지의 방법이 있다. 첫째, 

자연  언어의 사용. 둘째, 비-자연  언어의 창조. 자의 경우 자연  

언어는 상학의 상을 합하게 표 하지 못한다. 후자의 경우 달의 

맥락에서 의미 없는 시도이다. 왜냐하면 비- 상학자는 자연  언어만 

가질 뿐이기 때문이다.

 3. 월론  규정의 논리  역설(logische Paradoxie transzendentaler 

Bestimmungen): 상학  환원 이후 자아는 월론  자아와 자연  자

아로 분열되지만, 그럼에도 동일한 자아이다. 여기에서 상학만의 특유

한 난 이 생긴다. 자아의 와 같은 계는 세속  논리학으로는 규정

할 수 없는 계이기 때문이다.

  역설들의 구체 인 내용은 본론에서 다루어질 것이다. 다만 여기에

6) E. Fink, Studien zur Phänomenologie, Den Haag: Martinus Nijhoff, 1966, 

pp.79-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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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우리는 상학에 한 핑크의 이해에서 에 띄는 한 가지 구도를 볼 

수 있다. 그것은 존재/선-존재, 월/세속, 월론  자아/자연  자아, 

경험/표명 등으로 나타나는 립 구도이다. 실제로 핑크의『6성찰』을 

통하는 것은 상학  환원을 통한 립  분열과 그것의 재통일이

다. 세속 인 것을 월론 인 것에 용하는 것은 같은 , 용의 

실수이기에 이들은 철 히 분열되어야 하고 그것도 립  분열을 이룬

다. 하지만 월론 인 것은 세속 인 것에 나타나야만 하기에 이들은 

재통일 된다. 이 게 재통일 된 것을 핑크는 ‘반정립  계기’들의 ‘변증법

 (종합 ) 통일’이라고 한다. 이 통일은  정신  자와 등치

된다. 후설 이지 않은 어조에서 알 수 있듯이 핑크는 상학에 한 반

성을 통해 종국에는 상학과 그 방법론으로서 반성을 넘어선다. 

 본 논문에서 을 두고 검토하는 것은 핑크의 상학에서 나타나는 

바로 이 분열과 재통일 구도이다. 사실 월성과 세속성의 분열은 조건 

지어진 것/조건 짓는 것의 구분을 통해 무엇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 찾아 

들어가는 월철학에서 공통 으로 나타나는 구분이다7). 조건 짓는 것은 

조건 지어진 것과 유사할 수 없으므로 양자 사이에는 어떤 단 이 있지

만, 그럼에도 조건 짓는 것은 항상 조건 지어진 것에 해서만 조건일 

수 있다. 여기에 어떤 연속성이 있다.8) 단 과 연속  어느 방향을 강

조하느냐에 따라 각 철학의 모습이 달라진다면, 핑크는 월론  소박함

에서 벗어나기 해 철 히 단 을, 나아가 립  단 을 강조하 다. 

그런데 립  단 은 결국 우리를 어떤 불가해한(impenetrable) 월

성의 역으로 이끈다. 요컨 『6성찰』에서 월론 인 상학하는 자

아는 지각, 단 등 구성함이 결코 아닌 응시함을 수행하고, 상학하는 

자아의 월론 인 경험은 결코 그에 합하지 않은 세속 인 언어로 번

7) 칸트의 경우 월 /경험 이 립 을 이룬다. 하지만 상학에서 ‘ 월론 ’에 

립되는 것은 ‘세속 ’이다. 따라서 상학에서는 칸트 월철학에서 보면 일견 

모순 일 ‘ 월(론)  경험’이라는 말이 성립한다. 이 말의 의미는 그때그때 문맥

에 따라 달리 해석된다. “ 월성이라는 이 개념은 (…) 으로 철학 으로 성찰

하는 우리의 상황에서 얻어져야 한다.”(Hua I, 65) 하지만 우선 ⅰ) 월 으로 

구성하는 경험과 ⅱ) 월론  태도에서의 경험을 의미할 수 있겠다.  

8) 신칸트학 와 후설, 하이데거의 월철학에서 나타나는 실증학문  삶과의 ‘단

’과 ‘연속’에 해서는 크로웰이 ‘연속성 테제(continuity these)’  ‘불연속성 

테제’로 간략히 논한 바 있다. 자세한 내용은 Steven Galt Crowell, Husserl, 

Heidegger, and the Space of Meaning, Evanston, 2001, pp.23-56.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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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되고, 이 게 번역되어 학문으로 성립한 상학은 세속에서는 결코 이

해될 수 없는 학문이 된다.

 그러나 이것이 후설이 상학  환원을 통해 애 에 의도했던 바인가? 

혹은 후설의 의도를 좇을 필요 없이 이것이 세계와 학문을 해명해 일상

에서 우리가 가지는 믿음에 한 정당성을 정 하려는 상학이 의도했

던 바인가? 실제로 알 수 없고, 안다고 해도 합하게 말할 수도 없는 

지식은 학문으로서 성립할 수 없을 것이며, 나아가 세계에 한 해명인

지도 의심스럽다. 상학  환원에 한 수미일 한 핑크의 이해에서 후

설이 불편함을 느낀 것은 바로 이 지 이다. 제일철학을 이념으로 하는 

상학은 결코 세계로부터 단 될 수 없고 그래서도 안 되기 때문이다. 

우리가 악한 후설의 이해에 따르면 결과 으로 상학  환원을 통해

서 단 되고 립 으로 분열되는 것은 없다. 그 다면 마찬가지로 재통

일 되어야 할 것도 본래 없다. 상학은 세계를 기반으로 한 세속성과 

이별하지 않고 그것을 해명하며, 오히려 상학함도 종국에는 세속성으

로 흘러들어가(einströmen) 세속성의 고양을 낳는다. 인간 한 상학  

환원을 통해 상이한 존재방식을 지닌 두 자아로 분열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높은 인간성으로 고양된다. 이것이 상학  환원과 상학을 통해 

후설이 목표했던 바이다. 곧 월성과 세속성은 연속 이다. 

 이제 핑크『6성찰』을 다루는 것의 의의를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겠

다.

 첫째, 핑크의『6성찰』은 상학과 상학  환원에 한 새로운 이해

를 보여 다.

 상학  환원은 여러 상학자들에 의해 개된 철학의 방향이 갈라지

는 지 이었다. 의식에 한 내성으로 악한 신칸트학  외에도 상학 

내부에서 상학  환원에 한 이해는 엇갈렸다. 상학  환원의 개시 

기능 자체에 회의한 하이데거, 데리다와 달리 핑크는 상학  환원의 

이념을 끝까지 추구한다. 월성과 세속성의 구분에 근거하여 월성 내

부에서도 구성하는 자아와 상학하는 자아를 구분하고, 상학함 자체

의 성격에 해 문제를 제기했던 것은 핑크가 유일하다. 결과 으로 핑

크가 도달한 곳은 헤겔의 어조를 상기시키는 변증법  통일과 유희

(Spiel)의 존재론이었지만, 상학  환원 자체에 해 상학 으로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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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개한 것은 핑크뿐이다. 따라서『6성찰』은 상학이 그 방법론을 

통해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는 에서 검토할 가치가 

있다. 

 둘째, 핑크의『6성찰』은 후설이 주목하지 않았던 상학  문제를 주

제화 한다.

 상학  환원을 통해 자아의 존재방식, 월론  언어, 반성의 자기

련성 등 많은 문제가 생되었지만, 정작 후설은 이들을 서에서 몇 번 

언 할 뿐 주제 으로 다루지는 않았다. 환원을 통해 생겨나는 “아포리

아(Aporie)”9)들을 주제화 한 것은『6성찰』이 유일하다. 그런데『6성

찰』은 이에 한 핑크의 이해를 보여  뿐만 아니라, 그동안 표명되지 

않았던 후설의 이해 한 보여 다. 후술하겠지만『6성찰』은 핑크와 후

설의 공동작업이기에 후설은 『6성찰』본문에 하여 534개에 달하는 난

외주(Randbemerkung)를 남겼다. 단순히 찬성과 이의를 표시할 뿐만 아

니라, 핑크가 제기한 문제에 해서 후설 자신의 의견을 자세히 남겼다

는 에서『6성찰』은 두 철학자의 토의장이라 할 수 있다. 그 다면『6

성찰』을 통해 상학  환원이 생시키는 문제에 해 후설이 서에

서는 언 하지 않았지만 후기까지 견지하고 있던 입장을 길어낼 수 있을 

것이다.

 결국『6성찰』에 한 검토는 상학함과 상학  환원에 한 상

학 인 재이해로서 상학의 상학이다. 따라서 상학  환원에 한 

기존의 수많은 연구들과 방향 자체를 달리함을 언 할 수 있다. 핵심

이면서도 요한 주제인 만큼 실로 상학  환원에 한 연구는 국내외

로 이미 무수히 많이 이루어졌다.10) 그러나 개의 경우 단 지와 

상학  환원 사이의 계, 상학  환원에 한 오해 해명, 후설 철학에

9) Hua Dok II/1, p.183.

10) 상학  환원에 한 고  연구로는 다음의 연구를 참고할 수 있다. A. 

Aguirre, Genetische Phänomenologie und Reduktion: Zur Letztbegründung 

der Wissenschaft aus der radikalen Skepsis im Denken E.Husserls, Den 

Haag: Martinus Nijhoff, 1970.

I. Kern, “Die drei Wege zur transzendental-phänomenologischen Reduktion in der 

Philosophie Edmund Husserls”, in: Tijdschrift voor Filosofie  24/1, 1962. 

한 국내 연구로는 이남인,「 상학  환원과 상학의 미래-“ 상학  환원의 

상학”을 한 하나의 기여」,『철학과 상학 연구』54, 201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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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나타나는 다양한 상학  환원들의 모습 등의 주제 고, 상학  

환원 자체의 가능성과 환원 이후 생되는 난 에 한 연구는 드물다. 

곧『6성찰』에 한 연구는 기존의 상학  환원에 한 연구와  

다른 성격을 가진다.

2장. 기존 연구 검토

 『6성찰』에 한 기존 연구를 검토하기 에 먼 『6성찰』이 쓰인 맥

락과 후설과의 계에서 어떻게 해석되었는지 간략히 살펴볼 필요가 있

다. 후설은 랑스 철학회의 청을 받아 1929년 소르본 학의 데카르

트 기념 에서 ‘ 월론  상학 입문’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다. 리

강연의 강연록이 후설의 술『데카르트  성찰』의 모체이다. 후설은 

리강연의 내용을 독일어 으로 확장하고 심화시켜 상학의 완 한 개

요를 보이는 서로 출간하고자 하 다. 그래서 후설은 핑크로 하여  

자신의 1성찰부터 5성찰의 개정작업을 수행하게 하 고 1930년 최종 계

획안은 핑크에 의해 수정되었다.11) 하지만 1931년 후설은 이 작이 그

해 안에 완성될 수 없을 것이라 보고 나머지 작업들을 핑크에게 맡긴 후 

자신은 베르나우 시간유고들을 정리하는 작업으로 되돌아 갔다. 1932년 

후설은 핑크에게 ‘ 월론  방법론’이라는 명칭 하에 ‘제6성찰’을 구상하

게 임하고, 1933년과 1934년에 걸쳐 핑크의 ‘제6성찰’을 세 하게 검토

했다. 검토한 내용은『6성찰』의 난외주와 부록들에 해당된다.

 이 듯『6성찰』은 후설과 핑크의 공동작업이라 할 수 있기에 연구자들

에 의해 다양한 해석방향이 제시되었다.『6성찰』을 먼  수용했던 메를

로 티와 같은 1세  랑스 상학자들은 핑크의『6성찰』이 기본 으

로 후설의 상학과 궤를 같이한다고 보았다. 곧 주제와 내용 측면에서 

후설이 기획한 상학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후설은 난외주에서 분명히 ‘나는 이에 반 한다’라고 

종종 서술했기 때문이다. 특히『6성찰』의 후반부 §10. 술어화로서 상

학함, §11. 학문화함으로서 상학함에 그 어느 보다도 길고 풍부하게 

나타난 난외주는 후설이 핑크의 통찰에 동의할 수 없었음을 나타낸다. 

두 번째 입장은『6성찰』이 후설 상학을 보충하고 심화시키는 서술이

11) Hua Dok II/2 권으로서『제6 데카르트  성찰』의 보충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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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것이다. 루지나의 서는 이러한 입장을 변한다. 그러나 우리가 

악하기에『6성찰』이 후설 상학에 잠재한 문제를 지 하긴 했어도, 

‘보충’  ‘심화’로 불리기는 힘들다. 후술하겠지만 상학  환원과 세계

화 등의 문제가 보여주듯이 후설과 핑크의 이해가 철 히 상이했기 때문

이다. 한 핑크가『6성찰』머리말에서 쓰듯이 그는 월론  방법론을 

통해 더 이상 상학에 머무르지 않고  정신의 비-존재

(Meontisch) 철학을 견했다. 후설  핑크와 교류했던 반 다는『6

성찰』이 본질 으로 후설 상학에 한 비 임을 주장했다. 핑크가 자

신의 입장을 숨기기 해 애매하게 서술한 이 있지만 본래 의도는 비

이라는 것이다.12) 

 앞서 언 했듯이『6성찰』에 한 본격 인 연구  루지나의 

서13)는 두 번째 입장을 표한다. 그는『6성찰』에서 후설과 핑크의 의

견이 립하는 지 이 보일 수 있지만 이들은 최종 인 동의로 귀결된다

고 주장한다. 한 특히 ‘세계화’의 쟁 과 련하여 핑크와 후설의 립

은 사용하는 용어의 차이일 뿐, 의미하는 바는 동일하다고 한다14). 하지

만 핑크와 후설의 립, 특히 후반부 ‘세계화’의 쟁 에서 나타나는 립

은 결코 용어상의 차이일 수 없다. 핑크는 세속  세계에 나타난 상학

12) 반 다는 다음과 같이 쓴다. “「칸트연구」에 실린 핑크의 논문(‘  비

에서의 에드문트 후설의 상학  철학’을 일컫는다)과 유사한 이 텍스트(『6성

찰』)는 후설 사유 자체의 토 에 한 비 이다. 비록 자가 자신의 반  입장

을 잘 숨기기를 원했고, 후설이 그의 훌륭한 소박함으로 인해 최소한「칸트연

구」에 실린 논문이 무엇을 다루는지 인지하지 못했을지라도 말이

다.”(Kerckhoven:1996, 62에서 인용 ()는 인용자. ‘후설이 그의 훌륭한 소박함’으

로 인해 핑크가 무엇을 의도했는지 몰랐다는 반 다의 말은, ‘  비 에서

의 에드문트 후설의 상학  철학’의 서문에 실린 후설의 다음과 같은 평가를 

말하는 듯하다. “나는 이 논문에서 완 히 나의 것이 아닌, 나 자신의 확신으로서 

명백히 승인할 수 없는 문장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말할 수 있게 되어 기쁘

다.”(Fink:1966,79) 후설이 진심이었든 아니든 이는 핑크에 한 후설의 완 한 

동의를 나타낸다. 반 다는 다음 한 언 한다. “『6성찰』은 매우 깊은 비

이다. (…) 핑크는 이 편집이 되길 원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의 비 이 근

본 으로 매우 심했기 때문이다.”(Kerckhoven:1996, 92)

13) Ronald Bruzina, “Translator's Introduction” in Eugen Fink, Sixth Cartesian 

Meditation. The Idea of a Transcendental Theory of Method, Indianapolis, 

1995, VII-XCII.

14) Ronald Bruzina, ‘The enworlding(Verweltlichung) of transcendental 

phenomenological reflection: A study of Eugen Fink's “6th Cartesian 

Meditation”’, Husserl Studies 3, Den Haag:Martinus Nihoff, 1986, pp.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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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하나의 ‘가상(Schein)’으로 간주했지만, 후설은 이에 해 일 으로 

반 했기 때문이다. 한 핑크가 세계화를 구분하는 몇 가지 개념과, ‘변

증법  통일’이라는 구도는  후설의 상학과 화해할 수 없다. 요컨

 루지나는 난외주와 부록에 나타난 후설의 입장을 정확히 악하지 

못했다.

 루 트의 서15)는 그 제목이 암시하듯이『6성찰』에 나타난 핑크와 

후설의 이해를 토 로 하나의 체계를 구축하고자 했다. 상학  환원 

 세계화와 같이 굵직한 쟁 에 해서 이 연구는 본 논문과 입장을 같

이한다. 그러나 구성과 세계화를 다루는데 있어 요한 측면인 ‘시간화’

를 본격 으로 검토하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측면

에서 루 트의 연구를 보충한다.

 크로웰은 하이데거와 후설에 한 서16)  한 장(Chapter)을『6성

찰』에 할애한다. 최종 으로 그는 핑크의 변증법  통일 구도가 하

지 않으며, 핑크의 상학이 지 (gnostic)이라 비 한다. 크로웰의 비

 근거는 핑크의 구도가 후설 상학에 생소하다는 에 근거한다. 

와 같은 의견에는 본 논문도 동의하는 바이나, 후설 상학에 생소하다

는 것은 비  근거가 되기에 불충분해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는『6성

찰』에 나타난 핑크의 변증법  구도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왜 월론  상학에 하지 않은지 자세하게 규명한다.

 마지막으로 셔벨은 그의 서에서17) 핑크가 말한 ‘  학문’이라는 

개념에 집 하여『6성찰』을 설명한다. 상학의 출발로서 상학  환

원부터 자연  태도로의 귀환을 말하는 세계화까지 그의 설명은『6성

찰』에 한 해명으로서 매우 상세하다. 하지만 세계화를 주로 자아론  

측면에만 입각하여 이해했다는 한계가 있으며, 그 이상으로『6성찰』이 

15) Sebastian Luft, Phänomenologie der Phänomenologie: Systematik und 

Methodologie der Phänomenologie in der Auseinandersetzung zwischen 

Husserl und Fink, Kluwer Academic Publishers, 2002.

16) Steven Galt Crowell, Husserl, Heidegger, and the Space of Meaning, 

“Gnositc Phenomenology: Eugen Fink and the Critique of Transcendental 

Reason”(CH.13), Evanston, 2001.

17) Martina Scherbel,  Phänomenologie als absolute Wissenschaft. Die 

systembildende Funktion des Zuschauers in Eugen Finks VI. Cartisianischer 

Meditation, Elementa 75,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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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설 상학과 어떤 측면에서 다른지, 한 어떤 이해가 한지 등에 

한 논의가 없는 이 아쉽다. 세계화에 해 자아론  측면은 물론 상

호주  측면까지 다루려하는 본 논문은 이러한 에서 셔벨의 연구를 

보완한다.

  

3장. 각 부의 개요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개된다.

 1부를 통해 우리는『6성찰』의 개요와 이것을 검토할 문제의식을 검토

했다. 한『6성찰』에 한 연구가 지 까지 어느 정도까지 이루어졌는

지 살펴보았다.

 2부의 목표는 후설 상학의 략 인 개요를 그리는 것이다. 『6성

찰』이 후설 상학을 주제로 한 반성인만큼, 후설 상학이 어떤 모습

을 가지는지 간략히 고찰하는 것이 필요하다. 후설은『데카르트  성

찰』,『순수 상학과 상학  철학의 이념들1』18),『 상학  심리학』,

『유럽학문의 기와 월론  상학』19)등 굵직한 작들에 월론  

상학으로의 ‘입문(Einführung)’이라는 부제를 붙인다. 상학  환원이 

미문의 가장 철 화된 반성으로 등장하는 만큼 새로운 길로 안내하

는 것은 후설의 요한 과제  하나 다. 마찬가지로 2부도 자연  태

도에서 상학  태도로 이르는 길을 그린다. 여기에서는 그러한 길들 

 하나인 데카르트  길이 소개될 것이다. 1장에서는 후설이 상학을 

제일철학(Erste Philosophie) 자리매김하려 한 과, 이를 통해 설정된 

엄 학과 보편학이라는 규정이 설명될 것이다. 2장에서는 상학  환원

이 반성하는 주제인 자연  태도와 일상성이 소개된다. 3장에서는 이 자

연  태도를 변경하여 상학  태도에 이르게 하는 후설의 논변이 소개

된다. 후설은 세계를 무화시킴으로서 세계를 구성하는 월론  주 을 

발견하려 했다. 4장에서는 이 데카르트  길이 자연  태도에서 상학

 태도로 이어지는 일 (konsequent) 길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

미 상학  태도에서 이루어진 순환 인 논증이라는 이 주장될 것이

다. 이와 더불어 따라서 상학  환원에는 수동  동기부여를 통한 세

18) 앞으로『이념들1』로 약칭한다. 

19) 앞으로『 기』로 약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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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의 주제화가 선행함이 제시된다.

 3부는 핑크의『6성찰』의 내용을 상학  환원과 세계화를 주로 규

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1장에서는 체계에 해 반 하는 어조를 보

던 후설과 달리, 핑크가 월론  상학을 어떤 체계로 건축하려했는지

가 보여질 것이다. 2장에서는 상학  환원에 한 핑크의 이해가 드러

난다. 철 히 개별 이고 수동 인 동기를 통해 일어난 상학  환원은 

종국에는 월  삶을 이분화한다. 여기에서『6성찰』의 모든 주장을 받

치고 있는 통찰인 ‘존재이원론(Seinsdualismus)’이 나타날 것이다. 3장에

서는 상학  환원 이후 월론  주 이 모종의 이유로 자연  태도로 

돌아오는 과정인 ‘세계화’가 설명된다.『6성찰』에서 세계화에 한 서술

은 극도로 혼란스럽다. 우리는 핑크가 분명하게 나 지 않은 세계화의 

과정들을 분 해 살펴볼 것이다. 상학  환원을 통해 분열된 월성과 

세속성은 이 세계화를 통해 재통일 된다. 4장에서는 핑크가 분열과 재통

일 과정을 ‘변증법  통일’로 규정한 을 다룬다. 한 이러한 핑크의 

구도에서 발생하는 몇 가지 난 들을 제시할 것이다.

 4부에서는 후설이 개한 ‘ 상학의 상학’이 다 진다. 그러나 후설은 

그의 어느 서에서도 상학의 상학을 본격 으로 주제화하지 않았

다. 그래서『6성찰』에 있는 난외주들과 몇 가지 유고들을 통해 우리는 

후설의 월론  방법론에 한 일  이해를 시도할 수밖에 없다. 먼

 1장에서는 핑크의 체계시도에 응하여 후설이 상학의 체계를 어떻

게 이해하 는지 서술된다. 결과 으로 후설은 상학에서 하나의 체계

를 구축하는 것보다 무한한 반성을 통해 지속 으로 밝 나가는 것을 주

장한다. 2장에서는 후설이 후기에 몇몇 강연에서 시도한 상학으로의 

입문이 설명된다. 여기에서 후설은 상학  환원의 수동  동기를 언

하고, 이를 역사철학 으로 그리스인에 소 한 것이 나타날 것이다. 그리

고 상학  환원을 통해 핑크가 월  삶을 이분화한 것에 립하여, 

후설에서 이러한 분열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이 설명될 것이다. 곧 후

설은 존재이원론에 항해 일 으로 ‘존재일원론(Seinsmonismus)’을 

주장했다. 3장에서는 세계화에 한 후설의 이해가 다루어질 것이다. 핑

크가 세계화의 과정을 세분해 그 유형을 나  반면, 후설에서는 세계화

가 곧 구성함이요 시간화임이 밝 질 것이다. 이를 통해 후설은 학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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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 인간화 등에서 핑크와  상이한 이해를 보인다. 4장에서는 세

계화에 한 후설의 이해가 월성과 세속성의 종합으로 나타남이 드러

난다. 후설에서는 애 에 삶의 분열이 없으므로, 마찬가지로 ‘변증법  

통일’ 한 나타나지 않는다.

 5부에서는 본론의 논의를 정리할 것이다. 한 본론에서 간략히 언 된 

것들을 심화시켜 앞으로 남은 과제가 무엇인지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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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부. 상학  환원과 월론  주 의 발견

 

 도입.

 철학  사유를 특징짓는 것은 반성이다. 일상  시선이 상을 ‘곧바로

(geradehin)’ 본다면 철학  시선은 자기 자신을 ‘돌아(reflexiv)’본다. 곧

바로 보는 시선은 언제나 상을 향해 있고 주어진 것으로부터 무규정

인 것과 알려지지 않은 것을 보려 한다. 이에 반해 철학  시선은 일상

 시선을 벗어나 우리의 (Sehen) 자체를 보려 한다. 일상  시선에서 

상은 자명하게(selbstverständlich) 주어지며  자체는 비주제 이고 

익명 으로 남아 있다. 모종의 계기로 인해 이 자명성이 깨질 때 자연  

시선은 철학  시선으로 변화하여 자신의 을 보려하며, 이 의 기능하

던(fungierend) 시선은 비로소 주제 이 되고 익명성에서 벗어나게 된다. 

그런데 철학  시선이 향한 것이 이 의 자신의 이라면 결국 철학  

시선이 목표하는 것은 외부세계에 한 이해가 아니라 자기이해이다.

 후설 상학은 그것 자체가 하나의 반성함 일만큼 철두철미 방법론으로

서 반성을 말한다. 그리고 이 반성은 철학자에게 “그를 철학자로서 처음

으로 그리고 근원 으로 만드는 결단(Hua VIII, 19)”인 상학  환원에

서 가장 철 한(radikal) 형태로 나타난다. 상학  환원이 하나의 반성

이기에, 그것이 목표하는 바는 자명한 세계에 한 “확증”이 아니라 오

히려 그 자명성의 “이해”이다(Hua VI, 193). 세계의 자명성을 이해함으

로써 우리는 우리가 세계라는 자명성 에 쌓아 올렸던 믿음과 인식 

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상학  환원을 통한 상학의 목표는 세계

와 실증 학문에 한 해명과 정 에 다름 아니다.

 1장. 제일철학으로서의 상학의 이념

 후설은 상학을 제일철학(erste Philosophie)으로서 치 지으려 한다. 

제일철학으로서 상학은 상 측면에서는 보편 (universal)이고 방법 

측면에서는 엄 (streng)해야 한다. 세계의 자명성을 해명하려는 상학

은 우리가 세계 에 구축한 모든 것들을 주제화 시킬 수 있어야 한다. 

각각의 학문은 그 학문의 주제 역을 가진다.20) 가령 자연과학은 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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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재자를 탐구하며, 심리학은 심리  존재자로 규정된 것들을 탐구한

다. 그 다면 모든 것들을 주제화시켜야 하는 상학은 바로 이 ‘존재하

는 것’을 탐구해야 할 것이다. 후술하겠지만 자연  태도와 세계가 하나

의 존재정립(Seinsthesis)으로 특징지어지는 바, 보편 이며 인 학

으로서 모든 개별 인 이론들을 그 안에서 내용 이며 체계 으로 발

시킨 이론이라면 ‘존재하는 것’의 자명성을 탐구해야 하기 때문이다. 

 보편  상을 다루는 상학은 동시에 그 방법 인 측면에서 엄 해야 

한다. 엄 함은 정 함(Exaktheit)와 다르다. 후설에 따르면 본질 인 형

상학은 “정 한 형상학”과 “기술  형상학”으로 나뉜다(Hua III, §72). 기

하학, 수학 등 그 상이 형식 인 자를 구축하는 개념은 일의

(eindeutig)이다. 가령 기하학자는 삼각형, 직선,  등의 이념  형상에 

한 정의를 통해 기하학의 많은 정리들을 도출해낸다. 반면 기술  형

상학의 상은 질료 이다. 우리는 ‘정치 인 것’, ‘경제 인 것’, ‘심리

인 것’ 등에 해 말할 수 있지만, 이들은 일의 으로 정의하기 어려우며 

애매하다(äquivok). 그러나 애매성이 이들의 학  결함은 아니다. 애매함

은 탐구 상의 성질상 본래 인 것이기 때문이다.21)

 엄 함은 극 으로는 이러한 상 역을 개시하는 것, 따라서 “사태 

자체”(Hua XIX/1, 10)를 간취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우리는 비록 애매할

지라도 어떤 것이 정치 인 것이고 어떤 것이 심리 인 것인지 구분한

다. 이러한 양상에서 다양한 체험과 본질직 을 통해 개념들을 명석하고 

명하게 하여 사태 자체를 구분 짓는 것이 엄 함의 첫 번째 의미이다. 

소극 으로는 엄 함은 기존의 어떠한 학문이나 진리도 제하지 않는 

“무 제의 원리”(Hua XIX/1, 19)를 의미한다. 이는 반성의 방법과 련 

깊다. 반성이 기존의 자명함을 문제시하여 그 자명함의 근원으로 환문하

는 것을 의미한다면, 상학자는 기존의 그 어느 지식이나 학문도 자명

20) 후설에 의하면 학문 체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첫째, 물리학, 심리학, 사회

학 등 다양한 유형의 경험과학. 둘째, 형식  존재론과 내용  존재론을 아우르는 

존재론. 셋째, 월론  상학이다. 이 세 유형의 학문들은 데카르트의 철학의 

나무처럼 하나의 고유한 정 연  속에 존재한다. 학문의 정  계에 해서는 

이남인,『 상학과 해석학』, 서울 학교 출 문화원, 2011, pp.32-37. 참고. 

21) 후설은 생활세계가 형태학  구조를 갖는다고 생각했다. 생활세계의 상들에 

한 모호하고 정 하지 않은 기술에 해서는 단 자하비,『후설의 상학』, 박

지  옮김, 한길사, 2018, pp.226-23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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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받아들여서는 안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무 제의 원리는 아

무 것도 제하지 않고 출발하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 그 속에는 방법

으로서 반성과 직 (Anschauung)이 제되어 있다. 왜냐하면 선입견을 

벗어나는 것이 반성이요, 자신이 책임질 수 있는 것만 인식으로 받아들

이는 것이 직 이기 때문이다. 

 이상의 의미를 종합하자면 상학함은 세계의 존재자의 존재와 의미를 

직 과 반성을 통해 자신이 책임질 수 있는 범 에서 부단히 개시해 나

가는 것이다. 핑크가 지 하듯 상학은 ‘의식’, ‘지향성’, ‘구성’ 등과 같

은 개념에 의해 일반 으로 규정되었다. 물론 이러한 개념들은 상학의 

심 개념임에는 틀림없지만, 상학의 근본 인 물음을 간과한다면 쉽

게 오해받을 수 있는 개념들이다. 가령 의식을 탐구하는 것은 의식을 통

해서만 상과 세계가 나타나며 세계의 자명성이 하나의 의식작용이기 

때문이지, 상학이 의식에만 심이 있는 학문이기 때문은 아니다. 다음

에서 후설이 명시하듯 상학자의 시선은 언제나 상과 세계를 향하고 

있다.

“ 월론  념론의 유일한 과제와 작업수행은 이 세계의 의미, 정확히 그 

속에서 이 세계가 모든 사람에게 실제로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되고 실제로 

정당하게 간주되는 의미를 해명하는 것이다. (…) 이러한 삶과 실증  학문

을 담당하는 의심할 여지없음을 이해하는 것과 그 정당성의 근거를 해명하

는 것은 완 히 다르다.”(Hua V, 152)

 2장. 자연  태도로 변되는 일상성(Alltäglichkeit)

 상학함이 하나의 반성함이고 궁극 으로 자기이해를 목표로 한다면 

반성의 상은 일상의 우리이다. 따라서 일상성은 상학의 한 주제가 

된다. 그런데 일상성을 탐구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일상성을 벗어났다

는 것을 의미한다. 일상성 속에 들어가 살면서(hineinleben) 우리는 우리

의 상황을 일상성이라고 명명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기능함이 하나의 주

제가 되었다면 기능함은 더 이상 익명 이지 않다. 이러한 일상성을 후

설은 ‘자연  태도’라 명명하고, 자연  태도에 한 기술을 시작으로 

상학  반성을 설명하려 한다. 그러나 자연  태도에 해 기술한다면 

우리는 이미 자연  태도를 벗어난 것이니, 자연  태도를 서술하는 자



- 16 -

는 이미 상학  태도에 있으며 그 서술 내용은 “마치 ~ 인(Als 

ob)”(Hua XXXIV, 74)의 형식을 가진 하나의 상상(Phantasie)이 되겠다.

 자연  태도에서 우리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존재자들과 교섭하

고 있다. 가령 우리는 책을 지각하고, 노트북을 이용하며, 커피를 마신다. 

이때 존재자들은 친숙한 것(Vertrautes)이고 잘 알려져 있는 것

(Bekanntes)이며 확실히 거기에(da) 있다는 자명성 속에서 인식된다. 이

러한 자명성은 존재정립이다. 우리는 사물에 해 먼  존재정립을 하지 

않지만, 그 사물의 존재는 지각과 실천에서 이미 암묵 으로 제되어 

있다. 그런데 개별  사물의 존재정립에는 보편  세계의 존재가 제되

어 있다. 상들과 환경 세계는 지각하는 자에 해 지  당장 지각되지 

않아도, 그 자체로 “언제나 나에 해 거기에 있다.”(Hua Ⅲ/1, 57) 요컨

 그것들은 우리가 우리의 주의만 향한다면 언제든 지각될 수 있는 것

으로 실재한다. “이러한 경우인 한, 나는 ‘자연 으로 태도를 취하

는’”(Hua Ⅲ/1, 59) 것이며, 이때 우리의 심은 의식 작용이 아닌 세계

와 개별  상에 향해있다. 

 에서 서술한 자연  태도의 특징을 후설은 다음에서 보듯이 “자연  

태도의 일반정립”(Hua Ⅲ/1, 61)이라고 규정한다.

“나는 ‘실제성(Wirklichkeit)’을 이미 존하는 것으로서 발견하고, 실제성을 

그것이 나에게 주어지는 로, 한 거기에 존하는 것으로서 취한다. (…) 

‘이’ 세계는 실제성으로서 언제나 거기에 있고 내가 사념했던 것과 고작해

야 여기 기에서 ‘다르게’ 있으며, 이러 러한 것은 ‘가상’과 ‘환각’ 등의 명

칭 하에 일반 정립이라는 의미에서 언제나 존하는 세계로부터 삭제될 수 

있다.”(Hua Ⅲ/1, 61)

로부터 우리는 자연  태도의 일반정립의 특징을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우선 자연  태도에서 세계와 상은 그것을 의식하는 주 과 

계없이 ‘이미’(schon), ‘거기에’(da) 존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여기에서 

경험은 이미 존재하는 세계와 상에 해 우리가 시선을 향하면 일어나

는 것으로 이해된다. 다음으로 자연  태도에서 세계는 “존재자의 총체”

로서 여겨지며, 이에 따라 우리는 이러한 세계의 “한계를 벗어나서 존재

할 수 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확고한 믿음”22)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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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세계는 ‘존재자의 총체’로서 이미 정해져 있기에 그것에 비추어 우리

의 개별  경험은 가상이나 환각일 수 있는 것이다.   

 한편 반성은 자연  태도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가령 우리는 곧바로 

지각하면서 집을 악한 후 “나는 내 집을 본다”고 진술할 수 있다. 반

성이 근원  체험을 바꾸어 놓는 것처럼 자연  반성 한 이 의 소박

했던(naiv) 체험을 본질 으로 바꾸어놓는다. 즉 “자연  반성은 이 에

는 체험이었지만 상이 되지 못했던 것을 상으로 만든다는 바로 그 

사실”을 통해 체험은 “곧바로 향한 이라는 근원  양상을 완 히 잃어버

린다”(Hua I, 73). 그러나 이것이 자연  반성에 머무르는 이유는 여 히 

자연  태도에서 수행되는 반성이기 때문이다. 개별  상에 한 반성

은 자연  태도의 일반정립에 기반해 수행된다.

 3장. 데카르트  길23)을 통한 상학  환원의 실행

 개별  상에 한 체험을 반성하는 자연  반성은 근원  체험의 소

박함에서 벗어나기는 했지만, 보편 으로 수행되지 않았기에 아직 철학

 반성은 아니다. 후설에 의하면 철학  반성, 곧 월론  반성은 자연

 태도의 일반정립 자체를 반성해야 한다.『이념들Ⅰ』30 에서 자연  

태도의 특징을 와 같이 자연  태도의 일반정립으로 정리한 후, 후설

은 “이제 우리는 이러한 태도 속에 머무르는 신, 이 태도를 철 히 변

경시키려 한다”(Hua Ⅲ/1, 61)는 말로 새로운 논의를 시작한다.이러한 변

경은 자연  태도의 일반정립에 한 ‘ 단 지’이다. 단 지는 일반

으로 어떠한 정립에 한 정·부정·회의 등 일체의 단을 유보함을 의

미한다. 가령 우리는 ‘이 커피는 달다’라는 정립에 해 단 지하여, 커

피에 해 단하지 않고 우선 ‘이 커피는 나에게 달게 느껴진다’고 표

할 수 있다. 이 경우 단 지는 커피라는 특정한 상에 해 용되지

22) 이남인, 『 상학과 해석학』, 서울 학교출 문화원, 2011, P.84.

23) 통 으로 주석가들은 월론  상학에 이르는 길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에

서 네 가지 정도로 정리해왔다. ①데카르트  길 ② 상학  심리학을 통한 길 

③실증학문 비 을 통한 길 ④생활세계를 통한 길(③은 결과 으로 ④로 향한다

는 에서 같이 묶일 수 있다). 이  데카르트  길은 데카르트의 회의처럼 

로 의심할 수 없는 명증성의 이념으로부터 시작한다. 이 방법에 따르면 사물과 

세계의 존재는 의심가능하며 의식에 상 이기에 환원된다. 각 환원의 특징과 

상학 내의 개에 해서는 I. Kern(196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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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후설이 말하는 단 지는 자연  태도의 일반정립에 한 단 지

로서, 세계에 한 단 지이기에 “보편  단 지”(Hua Ⅲ/1, 65)라 

할 수 있다. 보편  단 지가 가능한 이유는, 우리가 명확한 정립이든 

명확하지 않은 정립이든, 그것이 정립인 이상 어떤 태도를 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Hua Ⅲ/1, 62). 그래서 후설은 자연  태도의 일반정립을 “작용

지 시키고(außer Aktion)”, “배제하며(ausschalten)”, “ 호친다

(einklammern).”(Hua Ⅲ/1, 63) 이는 다시 말하면 “지속 으로 ‘우리에 

해 거기에’ ‘ 존하는’, 의식에 합한 ‘실제성’으로서 언제나 거기에 남

아 있는 이 자연  세계 체를”(Hua Ⅲ/1, 65) 호 속에 넣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이 자연  세계에 련된 모든 학문들도 배제되어 호쳐진

다(Hua Ⅲ/1, 66). 이러한 호침, 배제함으로 특징지어지는 단 지가 

필요함을 후설은 데카르의 보편  회의를 소개하며 설명한다. 그러니까 

자연  세계와 이에 련된 모든 학문은 확실하지 않기에 단 지 되는 

것이다.

 그 다면 보편  단 지를 통해 “세계 체가 배제되었을 때, 도 체 

무엇이 남아 있을 수 있을까?”(Hua Ⅲ/1, 66) 다음에서 보듯이, 상학  

단 지를 소개한 이후 후설은 이러한 질문을 던지면서 의식이 “ 상학

 잔여(Residuum)”(Hua Ⅲ/1, 68)로서 남아있다고 답한다.

“의식은 그 자체 속에, 자신의 인 본질 속에 상학  배제를 통해 

향을 받지 않는 고유한 존재를 갖는다는 통찰 (…). 따라서 이 고유한 존

재는 ‘ 상학  잔여’로서, 원리 으로 고유한 종류의 존재 역으로서 뒤에 

남는다. 이 역은 사실상 새로운 학문, 즉 상학의 장이 될 수 있는 역

이다. 이러한 통찰을 통해서야 비로소 ‘ 상학 ’ 단 지는 자신의 명칭에 

상응하는 가치를 가지는데, 이를 완 히 의식해 수행하는 것은 우리를 ‘순

수’의식과 그 결과 상학  역 체에 근하게 해주는 필연  조작으로 

밝 진다.”(Hua Ⅲ/1, 68)

자연  세계를 배제하더라도, 우리에게 남아있는 의식은 “순수 의식”, 다

르게 표 하자면 “ 월론  의식”이다(Hua Ⅲ/1, 68). 그런데 왜 단

지 이후 의식이 잔여로서 남는지는 아직 해명되지 않았다. 실제로 후설

은 의식이 상학  잔여로서 정당함을 이후에 논증한다.『이념들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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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 상학  근본고찰’에서 의식은 두 가지 의미에서 이기에 

단 지 이후 상학  잔여로서 정당함이 논증된다. 

 먼  내재(Immanenz)로서 의식은 재(Transzendenz)인 사물과 세계에 

비해 그 존재에 있어 의심 불가능하다는 에서 (absolut)이다. 이

는 다음에서 보듯이, 사물에 한 지각인 ‘ 재  지각’과 체험에 한 

지각인 ‘내재  지각’을 비해 으로써 알 수 있다. 

“우리는 사물을 그것이 주어지는 모든 경우에 ‘실제로’  본래 으로 지각 

속으로 ‘맞아떨어지는’ 규정성에 따라 ‘음 지어진다(abschattet)’는 사실을 

통해 지각한다. 체험은 음 지어지지 않는다.”(Hua Ⅲ/1, 88)

“이에 반해 자아 자체 (…) 는 나의 체험 행성이 단 으로 폐기 불가능

한 무조건  정립을 통해 주어진  실제성이라는 것은 명확하다. 따라

서 하나의 ‘우연 ’ 정립인 세계의 정립은 하나의 ‘필연 ’ 정립이며 단

으로 의심할 여지없는 정립인 나의 순수 자아와 자아 삶의 정립에 

립해 있다. 몸소 주어진 모든 사물 인 것은 존재하지 않을 수 있지만, 몸

소 주어진 어떤 체험도 존재하지 않을 수 없다.”(Hua Ⅲ/1, 98, 강조는 인용

자)

음 (Abschattung)은 사물이 지각될 때 그 소여방식을 나타내기 해 

후설이 사용한 용어이다. 가령 우리가 집을 지각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완 한 집을 지각하지만, 지각 과정을 살펴보면 의식에 직  주어지는 

것은 완 한 집이 아니라 항상 집의 특정한 면모이다. 요컨  그것은 

 출에 의해 특징지어진다. 집의 정면, 후면, 측면, 혹은 윗면 등 의

식에 직  주어지는 것은 집의 불충분한 면모들인데, 우리는 이 게 의

식에 직  주어진 것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자연  태도에서 집이라고 하

는 자기동일  상을 인식한다. 그러나 반성을 통해 집을 지각하는 나

의 체험을 지각하는 경우, 체험은 이 게 음 지지 않는다.24) 무엇보다 

체험은 공간 이지 않으며, 이 경우 지각되는 것과 지각하는 것이 하나

의 같은 체험류를 형성하기 때문이다. 집은 내가 지각한 로 존재하지 

24) 이는 시간의식의 차원을 도외시한 찰이다. 시간의식이 도입되면 체험도 음

지지만, 『이념들Ⅰ』에서 후설은 혼란을 피하기 해서 의도 으로 시간의 차원

을 도외시한다고 는다(Hua Ⅲ,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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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을 수 있으며, 나아가 그 존재 자체가 가상 혹은 환상일 수 있다. 하지

만 데카르트의 회의가 밝히듯 집을 지각하는 지각 작용은 결코 가상일 

수 없다. 따라서 그 존재방식에 있어 의식은 사물과 세계에 비해 의심 

불가능한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후설은 사물과 세계를 “추정  실제성

(präsumptive Wirklichkeit)”으로, 의식을 “  실제성(absolute 

Wirklichkeit)”으로 규정한다(Hua Ⅲ/1, 98).

 그런데 자연  반성이 개별  상에 한 반성이었다면 상학  반성

은 세계에 한 반성이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이념들Ⅰ』에서 후설은 

다음에서 보듯이 이른바 “세계무화(Vernichtung)” 논증을 통해 세계에 

한 반성을 수행하려 한다.

“모든 사물  재의 본질 속에 놓여 있는 비-존재의 가능성을 생각해보자. 

이때 의식의 존재, 즉 모든 체험흐름 일반의 존재는 사물세계를 무화함으로

써 필연 으로 변양되지만, 자신의 고유한 존 속에 다루어지지 않는다는 

은 확실히 알게 된다. (…) 그러므로 어떠한 실재  존재도, 나타남을 통

해 의식에 합하게 제시되고 증명되는 어떠한 실재  존재(reales Sein)도 

의식 자체의 존재에 해 필연 인 것은 아니다.”(Hua Ⅲ/1, 104)

에 따르면 사물과 세계는 단지 추정  실제성을 가질뿐만 아니라 의식

에 의존한다. 왜냐하면 세계 없는 의식은 생각할 수 있지만, “일치하는 

것으로 입증되는 지각의 연속체” 속에 주어지는 사물과 세계는 그 자체

로 있는 것이 아니라, “경험연 들을 통해 주어”지기 때문이다(Hua Ⅲ/1, 

104). 음 지는 재는 직  주어진 것을 월하여 사유하는 의식의 기

능으로 인해 자기동일  상으로 구성된다. 이것은 의식에 의해 부여된 

하나의 의미이다. 따라서 “공간 -시간  세계는 그 의미상 단순한 지향

 존재, 그리하여 의식에 해 어떤 존재의 단순한 이차  의미, 상  

의미를 갖는 존재이다(Hua Ⅲ/1, 106). 

 지 까지 밟아온 데카르트  길의 내용을 정리해보자. 후설은 우선 어

떠한 선입견 없이 자연  태도에 한 기술에서 시작하려 했다. 이러한 

자연  태도의 성격은 자연  태도의 일반정립으로 규정되었고, 일반정

립에 해 보편  단 지를 시행했다. 보편  단 지에도 불구하고 

 의식이 남아 있기에, 자연  태도 신  의식을 유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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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태도는 가능함이 틀림없다.”(Hua Ⅲ/1, 106) “따라서 경험 속에

서 소박하게 살아가는 것 신, 그리고 경험된 것, 재  자연을 이론

으로 탐구하는 것 신, 우리는 ‘ 상학  환원’을 수행”(Hua Ⅲ/1, 106)

하여 월  자연을 구성하는  의식을 탐구할 수 있다. 이  

의식이 ‘ 상학의 근본 장’이요, 곧 월론  주 으로서 월론  상

학의 목표가 된다. 그 다면 여기서 알 수 있는 바, ‘ 상학  환원’이란 

단 지를 통해 배제된 세계와 자연  학문 신,  의식이라는 

새로운 탐구의 장을 열어주는 조작을 일컫는다. 이러한 과정으로 후설은 

선-철학 인 자연  태도에서 출발하여 단 지와 상학  환원을 통

해 월론  주 에 이르는, 말하자면 입문 인 고찰을 완료한다.

4장. 데카르트  길의 순환성과 상학  환원의 동기

의 문제

 

 1 .  세계무화 논증의 순환성

 자신의 상학을 “신 데카르트주의”(Hua I, 44)라 명명할 수 있다고 한 

후설은 3장에서 보듯이 철 하게 데카르트  동기에 입각해 세계무화 논

증을 펼쳐 월론  의식으로의 길을 마련하려 했다. 그 다면 3장에서 

살펴본『이념들Ⅰ』의 근본고찰은 ‘순수 상학의 일반  입문’이라는 부

제에 걸맞게 우리를 자연  태도에서 월론  태도로 자연스럽게 안내

하는가?『이념들Ⅰ』에 한 후기에서 후설이 “사람들이 ‘ 상학  환원’

의 원리 으로 새로운 을 이해하지 못한 사실, 세속  주 성에서 ‘

월론  주 성’으로의 상승을 이해하지 못한 사실”(HuaⅤ, 140)을 언

한 것으로 보아 그 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장에서는 그 이유를『이

념들Ⅰ』의 논증이 순환 이라는 에서 찾는다. 요컨 『이념들Ⅰ』의 

논증은 자연  태도에서 상학  태도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상학  태도에서 이루어지고 있기에 실패하게 되는 것이다.

 『이념들Ⅰ』“근본고찰”에서 후설은 자연  태도에서 출발해 단 지

와 상학  환원을 거쳐 월론  주 성에 도달하는 길을 그리려 했

다. 여기서 단 지는 자연  태도의 일반정립이 ‘정립’이라는 , 그리

고 사물 즉, 재가 추정  실제성을 가진다는 에 근거했다. 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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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환원은 세계 무화 논증을 통해 사물과 세계가 의식에 해 상

이라는 에 근거했다. 그리하여 세계의 실재성을 제하는 자연  태도

의 일반정립이 단지 믿음이라는 것을 밝  그것을 구성하는 의식으로 환

원했던 것이다. 그러나 후술하겠지만 재의 추정  실제성과 세계 무화 

논증은 자연  태도의 일반정립에 어떠한 변경도 가하지 않는다.

 우선 재의 추정  실제성은 지각하는 상황에서 상은 언제나 무규정

인 면을 지닌다는 에 기인했다. 체험과 달리 사물은 의식과 같은 체

험류에 속하지 않아 음 지기에 우리는 항상 사물을 잘못 악할 가능성

을 가진다. 환각과 가상의 사례는 이를 뒷받침 하는데 우리가 악한 것

은 언제나 그 로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환각과 

가상은 항상 어떤 실재를 제한다. 환각과 가상이 실재가 아니라 환각, 

가상으로 드러나는 것은 실재에 한 경험 이후이다. 컨  사막에서 

오아시스가 신기루로 보일 경우, 그것이 신기루라는 것은 그 장소에 가 

봤더니 오아시스가 실제로 없을 때이다. 이러한 직  확인 까지 오

아시스는 환각이나 가상이 아니라 실재로서 믿어진다. 그리고 오아시스

가 환각, 가상으로 밝 진 이후에 실재는 오아시스가 없는 상황이다. 그

러므로 추정  실제성은 실재 그 자체의 존재에 한 믿음에는 향을 

주지 않는다. 그것은 고작해야 실재가 지  내가 지각하고 악하는 것

과 다를 수 있다는 것만 알려  뿐이다.

 개별  사물이 아닌 세계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세계 무화 논증에서 

후설은 세계를 무화시켜도, 의식은 자신의 고유한 존을 잃지 않는다는 

것을 주장한다. 이때 ‘세계를 무화함’은 자세히 이해되어야 하는데, 그것

은 경험연 들이 “음 · 악·나타남의 확고한 규칙질서들을 잃어버린다

는”(Hua Ⅲ/1, 103)25)것을 뜻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후설은『이념들Ι』

§49에서 이를 “더 이상 어떤 세계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과 같은 것

으로 설명한다(Hua Ⅲ/1, 103). 우리는 “사고와 규정”(Hua III/1, 103)이

라는 말에 주의해야 하는데, 세계 무화는 단지 우리가 지 까지 경험을 

25) 아기 는 이러한 에서 후설이 말하는 ‘ 재’가 자연  태도에서 말하는 사물이 

아니라, 상학  심리학  태도에서의 사물이기에 『이념들Ι』의 논증이 순환

이라고 주장한다. 즉 사물과 세계가 의식에 해 상 이라는 것이 증명되어야 

하는데, 논증과정에서 ‘ 재’가 이미 의식-상 인 의미라는 것이다(Aguirre,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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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악하던 어떤 정합 인 세계가 그 질서를 잃는다는 것만을 말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후설이 세계 무화 논증을 통해 주장하는 상황은 비

정합 인 경험들만 갖는 주 이 정합 인 객  세계를 정립하지 못하

는 상황이다.

 그 다면 세계 무화 논증에서 말하는 세계와 자연  태도에서 말하는 

세계는 다르다. 후설은 우리의 경험을 통해 정합 으로 인식된 실재성을 

세계로 악한다. 그러나 자연  태도에서, 특히 자연  태도의 일반정립

에서 생각되는 세계는 이와 동일하지 않다. ‘존재하는 것들의 총체로서’ 

언제나 존하며 즉자 으로 존재하는 세계는, 그 자체 실재성으로서 내

가 사념했던 것과 다르게 심지어 극단 으로는 우리가 지 까지 경험해

왔던 것과  다르게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재성 자체는 

 변경되지 않기에 세계 무화 논증은 자연  태도의 일반정립에 한 

정당한 비 이 될 수 없다. 재의 추정  실제성에서 언 한 바, 만약 

우리가 지 까지 경험하던 세계가 진실로 존재하는 세계가 아니라는 것

을 알게 된다면, 그것은 이미 진실로 존재하는 세계를 경험했다는 것을 

제한다. 혹은 세계 무화 논증에 따라 세계가 비정합 으로, 그러니까 

불규칙 으로 경험되는 경우, 그것은 우리가 세계를 악하지 못하는 것

이지 세계가 실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세계에 

한 우리의 경험과 사념이 수정되는 것이지 세계의 실재성 자체가 수정

되는 것은 아니다. 여기에서 실재성 자체와 실재성의 내용을 구분할 수 

있다. 이 게 구분하고 나면, 자연  태도는 실재성 자체에 한 믿음이

기에 어떤 경험이나 사고 실험을 통해서도 변경되지 않을 것이다. 즉 자

연  태도에서 간주되는 ‘존재자의 총체’, ‘ 존하는 실재성’으로서의 세

계는 세계 무화 논증을 통해 그 즉자  성격을 잃지 않는다. 따라서 자

연  태도 내의 사람에게 이러한 논증은 상학  태도로의 이행을 가능

하게 하지 않는다. 

 2 .  세계정립의 불말소성(Undurchstreichbarkeit)과 세계의 주제화

 1 에서 살펴보았듯이 참된 실재성 자체로서의 세계정립은 폐기될 수 

없다. 후설은 세계와 개별  존재자의 차이를 강조했지만 세계무화논증

에서는 세계를 마치 개별 사물처럼 간주해 세계정립을 무화시키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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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후기 작에서 분명히 드러나듯이 세계정립은 개별 사물 정립처

럼 취소(Durchstreichung)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악에 수반되는 

것이다.

“경험 속에 존재하는 실제성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어디에서나  

언제나 교정의 가능성들을 고려해볼 수 있는 것으로 열어두고 있더라도, 

한 사실상 경험된 실제성의 포기가 자주 필요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 으로 참된 객 인 하나의 세계가 존재한다는 확실성, 즉 우리가 

단순히 말하듯이 바로 그 참된 세계가 존재한다는 확실성이 어 든 자연

 삶 속에서 우리를 지배한다. 이것은 의심 밖에 있는 자명성으로 언제나 

우리에게 용된다.”(Hua Ⅸ, 125, 강조는 인용자)

자연  태도의 일반 정립에서 간주하는 참된 하나의 세계는, 이제 더 이

상 믿음이 아니라 “필연  가정”(Hua Ⅸ, 125)이 된다. 1 에서 우리는 

가상과 환각 그리고 세계 무화 논증이 참된 세계의 실재성 자체에는 

향을 주지 않음을 보았다. 왜냐하면 우리의 경험이 거짓으로 드러난 경

우는 항상 어떤 참된 경험을 제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 까지의 우

리의 경험이 설령 거짓으로 드러난다 하더라도 그것은 수정될 것이고, 

이 과정은 무한히 진행되어 어 든 우리는 하나의 참된 세계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실제로 모든 실증  학문은 이러한 가정 에 성립한다. 

“즉 세계는 끊임없는 제이며, ‘세계가 무엇인가’, ‘이미 알려져 있는 것으

로부터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 이행함에서 세계에 무엇이 나타나는가’하는 

것만이 문제이다. 세계는 가령 은하계의 구조에 한 가설들처럼 실증과학

에 해서만 가설들이 갖는 의미와 같은 의미에서의 가설은 아니다. 실증성

의 모든 가설은 세계라는 가설의 토  에 있는 가설들이며, 이 ‘세계’라

는 가설에 해 실증과학과 동일한 의미에서 정 를 찾는 것은 배리일 것

이다.”(Hua Ⅵ, 265, 강조는 인용자)

 그런데 이러한 하나의 참된 세계는 필연  가정임에 동시에 토  가

설이다. 후설은 세계가 토  가설임을 부각시키며, 이것이 실증과학에

서 말하는 가설과  같은 의미가 아님을 말한다. 실증과학의 가설, 가

령 ‘은하계의 구조에 한 가설’은 탐구 이 에 가설로서 먼  주제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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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세워지고 탐구를 통해 검증된다. 반면 세계라는 토  가설은 이처

럼 먼  가설로서 세워지고 검증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학문  가설

이나 탐구가 있기 해 논리 으로 제되는 가설이라는 성격을 가진다. 

그러니까 ‘토 ’라는 말이 함의하는 바, 그것은 비주제 으로 제되며 

상처럼 경험될 수 없다. 실제로 우리는 “세계가 있다”26)라고 하며 세

계를 먼  정립한 후에 세계 내 사물의 존재를 정립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반 의 경우인데, 세계는 상 의식에 해 제로서 항상 수반되는 

것이다.27) 따라서 “사물은 어떤 것, 즉 우리에게 끊임없이 지평으로서 의

식된 세계‘로부터의 어떤 것’이다.”(Hua Ⅵ, 146) 이러한 의미에서 세계는 

그 어떤 상 지각과 실천에 해 “항상 그리고 필연 으로 미리 주어져 

있다.”(Hua Ⅵ, 145) 그러나 제로서 미리 주어져 있기에 세계는 그 자

체로 먼  의식될 수 없고, 단지 “존재하는 객체들에 한 지평으로서만 

의식되며, 특별히 의식된 객체들 없이는 결코 실 이 될 수 없

다.”(Hua Ⅵ, 146, 강조는 인용자) 따라서 자연  태도에서 세계가 제

된다는 것은 우리가 세계를 먼   주제 으로 제한 후 상에 한 탐

구를 수행한다는 뜻이 아니라, 자연  태도에서 심이 쏠리는 상에 

이미 항상 세계가 앞서 암묵 으로 제된다는 뜻이다.

 그 다면 세계의 ‘무화’가 아니라 세계의 ‘주제화’야 말로 자연  태도를 

떠나는 첫 걸음이다. 왜냐하면 세계 속에 들어가 있는 자연  삶은 보편

 지평으로서의 세계를 결코 주제화 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28) 후설 

한 “자연  삶은 (…) 주제화되지 않은 보편  지평 속의 삶이다”(Hua 

26) 자연  태도가 세계를 항상 실존하는 것으로 제한다면, 이 정립의 ‘내용’은 다

음일 것이다: “세계가 있다.”(Luft:2002, 74) “세계가 있다(Die Welt ist)”(Hua 

VIII, 40)

27) “칸트의 '나는 생각한다'에 유사하게, 모든 표상은 수반될 수 있어야 한다- 우

리가 변형시킬 수 있듯이: 세계가 있다는 것은 모든 삶의 상황에 수반한다. 일반

정립에서 지향된 것의 내용으로서 세계는 보편  믿음내용으로서 모든 삶에 공

통 이다.”(Luft:2002, p.73) 

28) 후설에 따르면 “자연  삶은 소박하게 곧바로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삶으로서 

특징지어진다. 이 세계는 보편  지평으로서 항상 어떤 방식에서 존하는 것으

로 의식되지만, 이 경우 주제 으로 의식되지는 않는다.”(Hua Ⅵ, 327) 그리고 다

음에서 후설은 자연  삶에서 세계는 결코 주제가 아님을 명시 으로 말하고 있

다. “세계는 자연 인 한가한 삶에서 결코 주제(Thema)가 아니며, 오히려 세계는 

보편  통일체로서- 능동  종합의 통일체로부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미리 주

어져 있다.”(Hua XXXⅣ,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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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149)고 말하며 이러한 측면을 지 한다. 이 보편  지평이란 “자연성

에서 곧 존재자로서 항상 계속해서 미리 주어져 있는 세계”(같은 곳)인

데, “단지 한가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곧 자연  태도의 사람은) ‘미

리 주어져 있다’는 말을 사용할 필요가 없으며, 세계는 우리에 해 

항상 실이라는 사실을 지 할 필요도 없다.”(같은 곳) 세계가 미리 

주어져있다는 말은 자연  태도를 벗어난 상학  태도에서만 할 수 있

는 말이다. 그러므로 “세계의식이 익명성으로부터 해방”(Hua Ⅵ, 267), 

그러니까 주제화되었다면, 그것은 “ 월론 인 것 속으로 고들어가는 

작업이 이미 수행”(같은 곳)된 것을 의미한다.

 3 .  상학  환원의 수동  동기부여

 우리는 2 에서 세계의 주제화가 상학  환원의 조건이 된다는 결론

을 얻었다. 그 다면 자연  태도에서 상학  환원이 어떻게 가능한가

를 묻는 것은 곧 자연  태도에서 어떻게 세계의 주제화가 가능한가를 

묻는 것과 같다. 따라서 세계의 주제화를 이끄는 동기를 찾아 으로써 

자연  태도에서 상학  태도로의 이행이 가능함을 보일 수 있을 것이

다. 그런데 상학  환원의 가능성을 세계 주제화의 가능성으로 바꾸어 

묻더라도 3장에서 제기한 의문은 여 히 남아있는 것처럼 보인다. 자연

 태도에서 “이론 이거나 실천 인 우리의 모든 주제는 항상 ‘세계’라

는 생활지평의 정상  통일성 속”에 놓여있고, “주체들인 우리는 단되

지 않는 일상 인 통일  삶에서 결코 이 지평을 월해 도달하는 어떠

한 목표도 알지 못하”며, 아니 “이것과 다른 여타의 목표가 있을지도 모

른다는 생각”을 도무지 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Hua Ⅵ, 148). 우리가 놓

인 지평을 지평이라 인식한다면, 그것은 이미 그 지평을 떠나 있다는 것

을 의미하지는 않는가?

 와 같이 세계의 주제화든 상학  환원이든 그것들을 시작하려고자 

한다면, 이미 그것들을 수행한 것이 되는 역설 인 상황29)은 주제화와 

상학  환원이 “특별한 의지결단”(Hua Ⅵ, 149)으로 나타나기 때문이

29) 아기  한 다음과 같이 언 한다. “이와 함께 그것을 통해 삶에서 상학이 

처음 생겨나는 그 어떤 반성은, 자체로 이미 상학  유형의 것이어야만 한다는 

어려움이 생긴다. 따라서 상학은 스스로를 제하는 것처럼 보인다.”(Aguirre,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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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즉 자연  태도 내에서 갑자기 자연  태도를 환할 결단을 내려야 

하기에 계속 역설 인 상황에 놓이는 것이다. 어떤 결단으로서 주제화, 

단 지, 환원 모두 자아가 여하는 능동  작용이다. 그런데 후설의 

발생  분석에 따르면 이러한 자아의 능동  작용에는 “수동  지향성”

과 “수동  상성”이 토 에 놓여 있다30). 이 에 근거하여 우리는 능

동  작용으로서 주제화와 상학  환원이 자연  태도에서 갑자기 실

행되는 것이 아니라, 수동  역에서 모종의 동기를 가지고 있어 실행

된다고 추론해 볼 수 있다.

 자연  태도를 생각해보면 실로 이러한 추론이 하다. 그 이유는 자

연  태도는 “곧바로 그때그때마다 주어진 객체들에 향한, 따라서 세계

지평 속으로 들어가 사는 방식”으로 특징지어지는데, 이것은 “ 단되지 

않는 일상의 안정성 속에 있는 삶”이기 때문이다(Hua Ⅵ, 148). 안정성

은 어도 안정 인 상태에서는 그 상태를 벗어날 이유가  없다. 요

컨  안정성은 그 내부에서 스스로 깨져야지, 다른 어떤 이유와 이론에 

소 해 깨지지는 않는 것이다. 따라서 자연  태도 한 어떤 이념이나 

이론에 호소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 내부에서 스스로 깨져야 한다. 그런

데 자연  태도가 스스로 깨지는 것은 우리가 당면하고, 맞닥뜨리는 상

황이지 결코 우리의 소  하에 실행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자연  

태도 자체가 우리가 태도를 취한 것이 아니라 처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자연  태도는 말이 ‘태도’일 뿐이지, 사실 그 ‘태도’로서의 우리의 능동

 작용이 여하지 않는다는 에서 ‘자연 ’이다.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하지 태도에 처하지는 않는다. 그런데 자연  태도는 우리가 그러한 

태도를 취하려고 결심하는 것과 상 없이 자연스럽게 놓이고 처하게 되

는 태도이다. 즉 자연  태도는 자연  태도에 있는 사람에게 태도로서 

드러나지 않는다. 따라서 자연  태도를 태도로서 악하는 것은, 자연  

삶을 주제화한 것을 의미하기에 이미 월론  태도에서 일어나는 일이

다31). 후설은 상학  환원을 ‘태도변경’으로 설명하기도 하는데(Hua 

Ⅵ, 151), 이 설명은 물론 ‘ 단 지’, ‘배제’, ‘차단’과 같은 용어보다 훨씬 

이해하기 쉽지만, 자연  태도가 태도로서 드러난 후에야 할 수 있는 설

30) 이남인, p.297.

31) 이러한 의미에서 핑크는 “자연  태도”라는 개념은 자연  태도 내에서는 개

되거나 발 될 수 없는 “ 월론 ” 개념이라고 한다(Fink 1976,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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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이다. 한 태도에서 다른 태도로 이행하는 것이 태도변경이라면, 그 같

은 이행을 실행하기 해서는 우리가 지  어떤 태도에 있다는 사실이 

의식되어야 하는데, 자연  태도는 그 안에서는 태도로서 드러나지 않으

니 태도변경 한 설명에 있어 어려운 은 언제나 남는다.32) 정리하자

면 자연  태도는 그 내부에서 깨져야만 비로소 우리에게 태도로서 드러

난다. 따라서 태도변경, 세계의 주제화로서 환원은 자연  태도가 깨지는 

것을 제하며, 이 깨짐은 능동  자아의 여 없이 일어나는 수동  사

건 혹은 상황이라 하겠다. 이에 더해 우리의 시선이 자연  태도가 깨지

는 상황에 머물러 그것에 해 반성할 때, 비로소 능동  작용으로서 세

계에 한 주제화와 상학  환원이 가능한 것이다.

 소결.  

 후설은 데카르트의 주도  이념을 따라 “철학을  정 에 입각한 

학문으로 완 히 개 ”(Hua I, 15)하고자 했다. 따라서 상학은 보편학

이면서도 엄 학이고자 하는 요구를 가지게 된 것이다. 한 진정으로 

철학자가 되려는 사람은 구나 반드시 생애에 한 번은 자신이 이제까지 

타당하다고 간주해왔던 모든 학문을 복시키고 그것을 새롭게 쌓아가려 

시도해야 한다면, 그 실행은 상학  환원으로 나타난다. 상학  환원 

이후 우리에게 개시되는 것은 세계를 구성하는 월론  의식의 권역이

다. 따라서 우리는 이 의식의 권역을 탐구함으로써 실증학문은 물론 세

계를 이해할 수 있다. 그 기 때문에 상학  환원까지의 길은 “세계, 

자연, 공간, 시간, 동물  존재, 인간, 혼, 신체, 사회  공동체, 문화 등

의 개념들의 의미와 근원을 철 하게 구명하려는 출발  이외에 다른 것

이 아니다.”(같은 곳) 이제 후설을 따라 “시작하는 철학자”인 우리에게는 

상학  환원을 통해 무한한 탐구 역을 개시할 일만 남았다.

32) 다음을 참고할 수 있다. “태도는 일반 으로 말한다면, 의지  삶의 하나의 습

으로 확립된 양식을 뜻한다. 그와 련하여 미리 지시된 의지방향이나 심에

서 혹은 궁극  목 이나 문화 작업수행들에서 이들의 양식 체가 규정된

다.”(Hua Ⅵ, 326) ‘의지  삶의 양식’이 함의하는 바, 태도는 우리의 능동  결단

을 통해 형성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 다면 자연  태도는 자연  태도 내에서는 

태도로서 악되기 어렵다. 우리는 자연  태도에 처해 있지, 자연  태도를 취하

려고 결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자연  태도는 의지

 태도가 아니다.”(Hua XXXⅣ,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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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부. 핑크의 상학의 상학 - 월론  

방법론의 개

 도입.

 후설의 기획처럼 철학  물음이라 하는 것이 항상 반성을 통해 자기 자

신을 철 하게 물어 자신의 근거를 스스로 조명하여 정 해 나가는 것이

라 한다면, 후설의 상학 한 응당 동일한 반성의 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후설 한 이 을 인식해『데카르트  성찰』마지막 부분에 다

음과 같이 상학에 한 비 의 필요성을 언 했다.

“모든 월철학  인식론은 인식비 으로 최종 으로는 월론  상학  

인식(우선은 월론  경험)에 한 비 으로 되돌려진다. 더군다나 상학

은 본질 으로 자기 자신을 돌이켜 계짓는 것이므로, 이 비  역시 비

받을 필요가 있다.”(Hua I, 177)

하지만 상학에 한 비 은 암시만 되었지 실제로 후설을 통해 이루어

지지는 않았고 핑크는 『6성찰』을 통해 상학에 한 비 , 곧 ‘ 상학

의 상학(Phänomenologie der Phänomenologie)’을 개했다. 그런데 

상학이 세계에 한 하나의 반성함이므로 상학의 상학은 반성함에 

한 반성함이 되겠다. 그러나 “반성의 과제는 근원  체험을 반복하는 

것이 결코 아니고 그 체험을 찰하고 그 속에서 발견되는 것을 해명하

는 것”(Hua I, 73)이기에, 반성에 한  하나의 반성으로써 핑크가 의

도한 바는『6성찰』의 머리말에서 알 수 있듯이 상학  반성의 반복이 

아니라 상학을 넘어서는 것이다

“후설의 철학 속에 잠재한(latent) 일련의 문제들을 정식화하고자 시도했다. 

그런데 ‘ 상학의 상학’이라는 사상, 즉 ‘ 상학함(Phänomenologisieren)’

에 한 반성의 사상이 후설 상학 속에 체계  착상의 본질  계기이다. 

월론  방법론의 문제를 드러내는 것은 후설 철학에 가장 하게 다가

선 여기서는  정신의 비존재 (meontisch) 철학에 한 견을 통해 

규정된다.”(Hua Dok II/1,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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핑크는 후설이 “존재자에 합한 인식 방식을 선-존재(Vorsein)에 무비

으로 용”(Hua Dok II/1, 184)했다고 비 한다. 상학에 한 반성

이라는 월론  방법학을 통해, 세속성(Mundanität)으로 변되는 존재

자의 역과 월성(Transzendentalität)으로 변되는 메온, 즉 선-존재

의 역을 반정립(antithetik) 으로 구분하여, 양자 사이의 변증법  통

일로서(dialektische Einheit) 정신의 철학을 개시하는 것이 핑크의 

궁극 인 목표이다. 

 ‘메온’, ‘변증법  통일’ 등 상학에 생소한 기획을 이해하기 해서 우

선 핑크가 의도한 월론  상학의 체계가 어떤 형식으로 나타나는지 

살펴볼 것이다(1장). 그런데 우리가 악하기에 핑크와 후설의 서로 다

른 기획은 상학  환원에 한 상이한 이해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핑

크가 이해한 상학  환원을 월  삶의 이분화(Entzweiung)를 통해 

규명한다(2장). 그리고『6성찰』의 핵심 이면서도 후설과 핑크의 첨

한 립을 보여주는 세계화(Verweltlichung)의 상황을 규명한다(3장). 이

와 같은 작업을 통해 최종 으로 핑크가 어떤 구도에서 월성과 세속성

을 이해하여 변증법  통일을 말하는지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4장).

 1장. 월론  상학의 체계

 한 작용에 해 우리는 주제(Thema)와 작용함(Leisten)을 구분할 수 

있다. 가령 집을 지각하는 경우 작용은 ‘지각함’이며 주제는 ‘집’이다. 작

용은 주제 이지 않고 작동 (operative)이며 단지 기능하고 있다

(fungieren). 이때 작용의 주체는 언제나 작용함 ‘속’에 있다. 따라서 주체

의 작용함은 익명 이다(anonym). 집에 한 지각을 반성하는 경우 이

의 지각함은 이제 주제가 되고 반성함이 기능하는 작용이 된다. 상

학함도 하나의 작용함이니 마찬가지의 구도가 용된다. 이 의 작용이

었던 상학함은 상학의 상학에서 이제 주제가 되고, 이 주제에 상

응하는 반성함이 새로운 작용으로 생긴다. 핑크는 반성함의 구조에 따라 

상학의 체계를 다음과 같이 마련한다.

I. 인간의 자기숙고(Selbstbesinnung), 이것이 철 화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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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상학  환원: 처음에 외 상 그 주체는 인간이다. 세계를 호침 속에 

포함된 인간을 호침을 수행함으로써 그 주체는 월론  응시자로 변화

되는데, 그 응시자는 월 인 세계를 구성하는 작용으로 환원된다.

III. 월론  원리론(transzendentale Elementarlehre):

 a) 소  상학(regressive Phänomenologie)

 b) 구축  상학(konstruktive Phänomenologie)

  주체: 월론  응시자

  주제: 세계구성

IV. 월론  방법론(transzendentale Methodenlehre)

  주체: 월론  응시자

  주제: 월론  응시자

(Hua Dok II/1, 13)

I의 숙고는 자연  반성이다. 자연  삶에서 반성을 통해 작용, 가령 지

각함은 주제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반성이 철학  요구에 따라 가장 철

화된 형태로 나타나면 상학  환원이 된다. 

 최 의 상학  환원함의 주제는 자연  태도의 일반정립이며 이를 수

행하는 주체는 인간으로 보이지만 사실 월론  응시자이다.33) 설립된 

월론  응시자의 에서 이제 우리는 세계를 하나의 구성과정의 결

과물로서 고찰하여 의식의 구성과정을 탐구한다. 이때 주제는 세계구성

이 되며 작용은 상학  환원함 혹은 응시함이고, 그 주체는 월론  

응시자이다. 후설 상학의 부분은 이 단계에 속한다. 칸트의 어법을 

좇아 핑크는 이를 ‘ 월론  원리론’이라 명명하고 그 아래 소  상

학과 구축  상학을 두었다. ‘소 ’과 ‘구축 ’은 방향 개념을 유한

다. 소  상학에서는 응시자에게 ‘직 으로’ 주어진 것을 출발 으

로 하여 그 구성과정을 역추  한다. 반면 “구축  상학의 상은 주

어져있지 않”으며, 그것도 “원리 으로” 그 다(Hua Dok II/1, 63). 그것

은 “시간  존재의 체”(Hua Dok II/1, 64)인데 상학  환원을 시

한 반성은 그때그때 주어지는 것을 토 로 하기에 자신의 삶의 체에 

해서는 다룰 수 없다. 그 기 때문에 “구축  상학은 월론  삶에 

33) 월론  환원함의 주체가 인간(Mensch)이 아니라는 은 핑크와 후설의 첨

한 립   하나이다. 인간과 월론  응시자의 차이에 해서는 2장에서 자

세히 논구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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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 으로 주어져 있음을 넘어서는 모든 문제설정의 총 ”(같은 곳)을 

의미하고 반성을 통해 주어진 것을 분석하는 방법이 아니라, 주어질 수 

없는 것을 구축해나가는 방법을 사용한다.

 그런데 소  상학이든 구축  상학이든 세계구성을 주제로 상

학함의 기능함 속에 있는 한, 우리는 “세계의 소박함을 극복하고 새로운 

소박함, 곧 월론  소박함에 놓여 있다”(Hua Dok II/1, 5). 주체인 

월론  응시자는 자신의 작용인 상학함 속에 있기에 ‘ 상학함’, ‘ 월

론  응시자’ 자체는 주제가 되지 못하고 익명 으로 남아 있다. 만약 철

학의 이념이 철 한 반성을 통한 자기이해라면, 이 월론  응시자 자

체도 주제화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상학함에 한 새로운 반성함

이 생기고 이 반성함은 ‘ 월론  방법론’이라 명명된다. “자기 자신을 

넘어서서 궁극 인 월론  자기이해 속에서 상학을 완성하는 것이 

월론  방법론의 고유한 과제이다. 다르게 말하자면 월론  방법론

은 상학의 상학 이외에 다른 것을 지향하지 않는다.”(Hua Dok II/1, 

9) 곧 핑크의『6성찰』은 하나의 상학의 상학이며 곧 월론  방법

론의 개이다.

2장. 상학  환원과 월  삶의 이분화

(Entzweiung)

 1 .  상학  환원의 동기부여

 핑크가 상학  방법론을 개할 첫 번째 주제로서 선택한 것은 상

학  환원이다. 왜냐하면 상학  환원은 상학  태도로 들어가기 

해 실행해야만 하는 인식실천  비일 뿐만 아니라, 구체 으로 실행된 

모든 철학함이 곧 환원 자체의 개이기 때문에 상학  환원의 상

학은 월론  방법론의 첫 번째 문제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상학  환원의 상학은 우선 상학의 시작(Anfang)의 문제에 련

된다. 우리는 상학  환원이 도 체 왜 일어나는지 물을 수 있다. 이 

물음이 요한 이유는 “ 상학  환원을 ‘강요하는(zwingen)’ 동기부여는 

자연  태도 속에는, 그것도 원리 인 근거들에서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

다.”(Hua Dok II/1, 35) 상학  환원의 시작은 자연  태도의 일반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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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호치는 것, 곧 자연  태도 자체를 성립시키는 세계라는 제를 주

제화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자연  태도는 이 제가 그 자체로 인식되

지 않는다는 에”(같은 곳) 성립한다. 세계라는 제에 해 주제 이지 

않아 자연  태도는 세계 속에 들어가 살면서 세계 내 존재자들에게만 

심을 기울이게 된다. 이는 자연  태도의 선택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진행되는 과정이다. 자연  삶을 살아가는 자연  태도에 있는 자에게는 

세계를 떠나는 것은 생각될 수 없는 일이다. 이러한 에서 핑크는 다음

에서 보듯이 ‘자연  태도’라는 후설의 명명에 불만을 가졌다.

“‘자연  태도’라는 용어는 (자의 인arbitrary?) ‘태도’의 종류를 암시하기 

때문에 험하다. 핑크는 오히려 ‘세계속박성(Weltbefangenheit)34)’이라고 

말하는 것을 더 선호했다.”35) 

자연  태도의 특징은 그것이 일상  삶의 수행양태로서 익숙한 습 의 

형식으로 진행된다는 것이다. 그 다면 이 습 을 벗어나는 것은 그 습

 에 구축된 어떤 이론  반성이 아니라 습  자체의 깨짐이나 붕괴

(Durchbruch)일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핑크는 월론  태도에서 자

연  태도를 기술한 후설과 달리, 자연  태도 속의 삶에서 인간이 “세

계라는 문제에 부딪치게 되는” “동기가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제시하려 

했다(Hua Dok II/2, 30). 심리학, 논리학으로부터의 길 등 후설이 마련한 

34) 핑크의 개인  기록(Z-XIII, 1934년, 2a)의 다음 부분을 참고할 수 있다. “‘세계

속박성’이라는 개념을 통해 후설로부터 분명히 거리를 두는 안내는 매우 요하

다. ‘자연  태도’라는 후설의 개념은 곧바른(geradehin)-태도(소박성의 태도)를 

범례 으로 개시킨 것이었다. 나아가 경험의 속견(doxa)  성격( 한 존재자에 

한 태도의 성격)을 개한 것이었다. 이는 철학  태도로의 이행, 즉 ‘환원’이 

충분히 철 하게 시작될 수 없다는 사실로 우리를 이끈다. ‘세계’는 그것이 아직 

여 히 한 번도 시야에 들어오지 않았을 때 어떻게 차단되어야 하는가? 이론  

경험 태도와 선이론  경험 태도의 소박성은 존재자에 고정되었다는 특성 그것

도 세계이내에(binnenweltlich) 향한다는 특성에 있다. ‘세계’는 여기에서 시야에 

들어오지 않은 채 남아있다.” 같은 곳 5a의 다음도 참고할 수 있다. “자연  태도

라는 후설의 표 은 잘못 이해된 것이며 그 자신으로부터 두 가지 방식에서 사용

된다: 1) 곧바른 삶의 태도, 이론 으로-반성하는 태도와 립되는 선이론  태

도, 2) 월론  태도의 반  개념.” 주석 내 모든 인용문은 Luft(2002), p.90.에서 

재인용. 

35) Dorin Cairns, Conversations with Husserl and Fink, Den Haag: Martinus 

Nijhoff, 1976, p.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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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길들은 “ 상학  비지식”이 이미 그 길들을 규명하는 한, “자

연  태도 속에서 발원하는 사고과정의 의미에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

기 때문이다(Hua Dok II/1, 38). 

 그런데 이러한 동기부여는 자연  동기일 수 없다. 가령 자연  태도에

서 배고픔은 식사의 동기부여가 된다. 그리고 식사를 하는 것은 자연  

태도의 인간의 가능성 속에 있다. 하지만 상학  환원은 핑크가 강조

하듯이 “인간  가능성들의 지평 속에 결코 놓여 있지 않다.”(Hua Dok 

II/1, 38) 왜냐하면 자연  태도의 인간이 그 언젠가 한번 획득하여 습

화시킨 능력도, 이미 익히 알고 있는 지식도 아니기 때문이다.36) 따라서 

우리는 핑크를 따라 “ 상학  인식은 결코 세속  인식을 통해서가 아

니라 항상 상학  인식을 통해 동기부여된다”(같은 곳)고 결론지을 수 

있다. 물론 여기에서 ‘동기부여’ 자체도 자연 으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

라 월론 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핑크에 따르면 자연  

태도의 익숙한 삶을 깨는 것은 어떤 능동  활동이 아니라, 다음에서 보

듯이 오히려 인간에게 닥치는 어떤 사건이다.

“그 다면 이것은( 상학  환원은) 세계가 우리에게 어떤 운명  사건의 

체험 같은 것을 통해, 혹은 일반 으로 친숙하거나 친숙하게 된 지식의 갑

작스러운 일깨움을 통해, 즉 궁극  사물이나 죽음과 허무함에 한 지식을 

통해, 공포와 율의 수수께끼의 기분을 통해 우리에게 완 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될 때, 세계가 그것의 일상  친숙성과 익숙함을 잃고 걱정스러

운 수수께끼가 될 때 일어난다.”(Hua Dok II/2, 30 호는 인용자)

 인용문에서 알 수 있듯이 핑크의 에서는 상학  환원의 동기부

여가 철 히 수동 이며 나아가 개별 이다. 자연  삶의 극단 인 상황

에 놓인 개인이 자신의 독자 인 그 체험을 통해서만 익숙한 세계의 지

평을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상황은 개인이 만들어 내는 

36) 상학  환원이 자연  태도의 인간의 지평에 놓이지 않은 것은 학문으로서 

상학이 자연  태도의 인간의 가능성이 아니라는 에서『6성찰』의 후반부에서

도 강조된다. “각각의 학문이 인간에게 가능한 존재에 한 태도의 지평 속에 이

미 처음부터 놓여 있는 한, 각각의 세계  학문에 있어 잠재성에 한 물음이 어

떠한 특유한 문제도 서술하지 않는 반면, 상학함은 인간에게 미리 주어져 있는 

어떠한 가능성도 아니다.”(Hua Dok II/1,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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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아니라 ‘운명  사건’이 암시하듯 개인에게 닥치는 하나의 당함

(Erleiden)이다.

 그 다면 “ 상학  환원은 자기 자신을 제한다.”(Hua Dok II/1, 39) 

그것이 주제 으로 수행된 것으로서 제되는 방식으로서가 아니라, 극

단  상황이 이미 선행하는 경우 비로소 시작될 수 있는 한에서 자신을 

제한다. 왜냐하면 극단 인 상황은 이미 세계의 친숙성이 깨진 이후이

기 때문이다.

 2 .  상학  환원을 통한 비참여  응시자(unbeteiligter 

Zuschauer)의   설립

 지 까지의 상학  환원에 한 설명에서 핑크가 ‘자연  태도’를 

변하는 것으로 ‘인간’이라는 말을 사용한 것이 에 띈다. 특히 다시 인

용하자면 월론  상학의 체계에서 자연  반성은 인간의 자기숙고로

서 그 주체가 ‘인간’이었고, 상학  환원의 주체는 월론  응시자

다. 그 다면 이 응시자는 구인가?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과 그 모습을 보는 내가 구분되듯이 반성은 어

떤 종류의 자아분열(Ichspaltung)37)을 암시한다. 상학  환원을 통해 

나1는 내(나2)가 자연  태도의 자아가 아니라 세계를 구성하는 자아임

을 안다. 이때 나2은 세계를 구성하는 나이고, 나1은 그 사실을 인식하는 

나이다. 핑크는 이 나1을 ‘비참여  응시자’ 혹은 ‘ 월론  응시자’라고 

부른다. 나1의 기능함은 상학  환원을 수행함이다. 세계속박성은 인간

의 원  상황을 규정하기에, 상학  환원을 수행하면서 인간은 “탈

인간화(Entmenschung)되어 자신 속에서 월론  응시자를 드러내며 

그 속으로 사라져버린다.”(Hua Dok II/1, 44) 

 이 응시자는 자신을 응시할 뿐 세계구성과정에 참여하지 않기에 ‘비참

여 ’이라 불린다. 사과를 보고 커피를 마시고 싶어 하는 등 여러 구성 

과정에서 우리는 상의 존재를 암묵 으로 정립한다. 그러나 립화 변

양으로 특징지어지기도 하는 상학  환원은 상과 세계의 존재를 정

립하지 않는다. 요컨  그것이 확실히 있는지, 의심스러운지 등등 단하

37) 후설과 핑크 모두 상학  환원을 통해 분열되는 자아에 해서 말한다. 특히 

후설의 경우 자아분열과 그 시간성에 해 많은 심을 가졌다. 이에 해서는

『제일철학II』(Hua VIII) 2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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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고, 단지 자신의 구성과정을 주시할 뿐이다. 이러한 응시자를 통해

서만 구성하는 주 성의 자기의식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핑크는 이를 구

성하는 삶의 “기능  표자”(같은 곳)라고도 명명한다. 그리고 이 응시

함이 곧 상학  환원함이기에 응시자는 곧 상학하는 자아

(phänomenologisierendes Ego)이다. 

 3 .  비참여  응시자의 설립을 통한 월  삶의 이분화

 상학  환원을 통한 비참여  응시자의 설립은 후설 한 서『

기』38)에서부터 유고에 이르기까지 먼  그리고 계속 사용한 개념이었

다. 그 다면 핑크의 통찰의 특유성은 어디에 있는지 답해져야 할 것이

다.『6성찰』의 머리말에서 보듯이 후설은 핑크가 “구성하는 자아와 

상학하는 자아의 립을 무 강하게 강조해 인정”(Hua Dok II/1, 183)

했다고 하며 이를 포함한 몇 가지 지 에 동의하지 않았다. 사실 바로 

이 응시자를 규정하는 내용에서부터 핑크는 후설 상학에서 벗어난다. 

구성하는 자아와 응시하는 자아 사이에 차이를 두지 않은 후설에 반해 

핑크는 응시함과 구성함을 월  삶의 두 역으로 양분하여 “존재이원

론(Seinsdualismus)”(Hua Dok II/1, 22)을 주장하기 때문이다. 이 이원론

은 월성 내의 “존재방식”(Hua Dok II/1, 23)에 있어 상이함으로 월

으로 구성하는 자아와 월론 으로 응시하는 자아의 존재론  구분을 

낳는다.

 상학  환원을 통해 주제가 된 월  삶은 우선 구성하는 삶이다. 

핑크에 의하면 모든 구성하는 삶의 “목 론  경향은 존재로의 경향”이

며 “구성은 항상 존재자에 한 구성”이다(Hua Dok II/1, 23). 가령 우리

는 책상을 지각하고 사과를 지각한다. 상학  환원 이 이든 이후이든, 

지각, 단, 의욕 등으로 변되는 구성하는 삶은 지속된다. 환원 이후에

는 단지 그것이 구성하는 삶으로서 자각되었을 뿐이다. 곧 월  삶은 

항상 존재자를 부단히 구성하는 삶이다. 

 이에 반해 응시함은 ‘드러냄(Enthüllen)’ 는 ‘발견함(Freilegen)’으로 특

징지어진다. 핑크에 따르면 응시함은 구성함이 아니다. 왜냐하면 응시함

38)『 기』에서는 무 심한 응시자(uninteressierter Zuschauer)로 명명되지만 의미

하는 바는 같다. Hua VI, §69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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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상은 존재자가 아니라 존재자의 구성과정, 곧 선-존재이기 때문이

다. 우리는 지각과 단을 통해 상을 구성하지만, 상학  환원을 통

해서는 상의 구성과정을 드러낸다. 구성된 것이 존재라면 구성하는 

것은 존재일 수 없다. 이것이 핑크의 근본 인 통찰이다. 그 다면 존재

자에 한 경험과 선-존재에 한 경험은 다르다.39) 핑크가 강조하듯이 

“자연 인 소박한 경험개념이나 월 인-구성  경험개념에서부터도 

월론  응시자가 상학하는 경험의 본래  특성은 악되지 않는

다.”(Hua Dok II/1, 57) 자연 인 소박한 경험은 경험 상인 존재자의 

독립성으로 특징지어진다. 자연  태도에서 우리가 지각하고 단할 때 

상은 우리의 지각  단작용과 계없이 “이미-이 에-거기에-있

다.”(같은 곳) 상학  환원 이후 우리는 존재자가 의식의 의미부여의 

결과라는 것을 안다. 따라서 이때 존재자는 의식 독립성을 잃지만, 그럼

에도 경험의 상은 여 히 존재자이며, 실제 인(wirklich), 의심스러운

(wahrscheinlich) 등의 존재 특성을 잃지 않는다. 하지만 상학함/환원

함/응시함은 존재자의 의미부여 과정을 탐구하며, 이 선-존재는 존재자

도 아니고 존재 특성도 갖지 않는다. 

“ 상학하는 주  작업수행이 곧 월 으로 구성하는 작업수행과 구별

되기 때문에, 한 구성  생성작용 자체를 드러내 밝힘이 곧 ‘구성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으로 문제가 생기며, 상학함의 월론  ‘존

재’에 한 물음이 생긴다.”(Hua Dok II/1, 22, 강조는 인용자) 

 

따라서 후설에게서는 나타나지 않았던 월  삶의 분화가 생기며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 자아로의 분열40)이 나타난다.

39) 후술하겠지만 핑크는 선-존재에 한 경험함이 있을 수 없다고 본다.

40) 그러나 어 든 외견상으로는 한 개인 내부에서의 분열이다. 따라서 핑크는 “

월  삶 자체 속의 립과 분열이며, 자기 립화(Selbstentgegensetzung), 즉 차이

성 속의 동일성, 자기 자신으로 남아 있음(Sichselbstgleichbleiben) 속의 

립”(Hua Dok II/1, 23)이라고 한다. 시게루 타구치의 서술처럼 “비 으로 검토

되어야 할 것은 자아에 한 핑크의 이해가 아니라 ‘세 자아들’이라는 말”이다

(Shigeru Taguchi, Das Problem des ‚Ur-Ich’ bei Edmund Husserl, 
Dordrecht:Springer, 2006, p.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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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성 내의 두 작용의 차이는 단지 구별될 뿐만 아니라 핑크에 의하면 

원리 으로 “다른종류의(andersartig)”것이며 존재방식의 차이이다. 핑크

는 앞으로 살펴볼 모든 월론  방법학의 개와 그 안에서 나타나는 

립  종합구도를 의 구분에 근거 짓는다.

4 . 이론화함(Theoritisieren)으로서 상학함과 존재 이념의 환원

 지 까지 응시함은 구성함이 아니라는 부정 인 방식으로만 규정되었

다. 그러나 응시함이 상학을 개하는 행 임에 유의한다면 우리는 응

시함을 하나의 학문함, 곧 이론화함으로 특징지을 수 있을 것이다. 실제

로 핑크 한『6성찰』에서 “§8. 이론화함으로서 상학함”(Hua Dok 

II/1, 74)이라는  아래 상학함의 이론  경험을 다룬다. 그런데 상

학자의 이론  경험함에 해 묻자마자 어떤 역설이 생겨나는 것처럼 보

인다. 가장 철 화된 반성이라는 이념 하에 상학  환원을 통해 논리

학과 수학을 시한 모든 실증학문을 호쳤기 때문이다.41) “원리 의 

원리”에 따라 순수하게 직 으로 제시되는 것만 이용해야 한다면 상

학  환원을 수행한 이에게 이론  경험함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

인지 물을 수 있다. 핑크는 세속  학문과의 비를 통해 상학의 이론

 경험함을 설명한다.

41) “그래서 우리는 형식 논리학과 수학 일반 체를 명백히 배제하는 단 지 속

으로 포함시킬 수 있으며, 상학자인 우리가 따르고자 하는 ‘우리가 의식자체에

서 순수한 내재에서 우리에게 본질 으로 통찰 으로 만들 수 있는 것 외에는 아

무 것도 요구할 수 없다’는 규범의 정당성을 확신할 수 있다.”(Hua III/1, 127)

월성 세속성

월 으로 구성함(Vor-Sein)

주체: 월 으로 구성하는 자아

주제: 세계

작용/기능: 구성함

존재(Sein)

주체: 자연  태도의 자아

주제: 자연  존재자

월론 으로 상학함

주체: 월론  응시자

주제: 월 으로 구성하는 삶

작용/기능: 응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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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  핑크의 물음처럼 “ 상학  ‘이론  경험작용’이 시작될 수 있다는 

사실은 도 체 어떻게 가능한가?”(Hua Dok II/1, 75) 자연  태도에서 

세속  학문을 형성하는 경우 “우리는 성장한 인간으로서 이론  인식실

천의 발단 속에서 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끊임없이 갖는다.”(같은 곳) 

가령 우리는 발 된 이성, 기본 인 논리학과 범주  통찰들, 개념과 언

어들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이론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습득성

(Habitualität)으로서 기능한다. 반면 상학하는 이론  경험의 경우 이

러한 습득성들이 “시작에 미리 놓여 있지는 않다.”(같은 곳) 하지만 실증

 학문이 호쳐져도 이론  능력 자체는 우리에게 유지되어 남아있으

므로 “ 상학  응시자의 이론  경험은 이미 주어져 있는 습득화된 이

론  능력과 더불어 시작한다.”(같은 곳) 이때 월론  방법학의 특수한 

문제를 형성하는 것은 앞 에서 살펴보았던 월  삶의 이분화이다. 

핑크가 강하게 주장한 이분화에 따르면 습득화된 이론  능력은 본래 

월 으로 구성하는 자아의 것이지, 응시하는 자아의 것이 아니다. 그런데 

핑크의 구도에서 상학함은 응시하는 자아만 할 수 있는 작용이다. 따

라서 핑크는 상학  응시자가 “구성하는 자아의 이론  성향을 이어받

아(übernehmen)”(Hua Dok II/1, 75) 이론  경험함으로서 상학함을 수

행한다고 말한다. 

 이론  경험함의 문제는 비단 작용의 측면 뿐만 아니라 그 상 측면에

서도 난 을 가진다. 핑크에 따르면 세속  학문에서 “모든 자연  인식

작용은 존재자에 한 인식작용이며, 모든 경험은 존재자에 한 경험

이다”(Hua Dok II/1, 76). 따라서 자연  태도에서 인식과 경험은 “두 존

재자 사이의 존재 계”(같은 곳)이다. 그러나 살펴보았듯이 응시함의 주

제인 세계구성과정은 존재가 아니다. 그 다면 존재의 소박한 립개념

인 ‘무(Nichts)’로 이 주제를 특징지어야 할 것인가? 핑크는 이에 해 

부정하며 다음에서 보듯이 ‘존재 이념의 주제  환원(thematische 

Reduktion der Seinsidee)’을 주장한다. 

“ 상학  응시자의 주제, 즉 세계구성이 (무비  의미에서) 존재하는 것

으로 특징지어지지 않는 한, 그만큼 우리는 존재의 소박한 립개념, 즉 

‘무’라는 개념으로 그 주제를 특징지을 수 없다. 오히려 존재이념의 주제  

환원이 필요하다. (…) 상학 체는 이 요청된 존재이념의 환원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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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궁극 이고 원리 인 각인을 겪는다.”(Hua Dok II/1, 80)

존재이념의 ‘주제 ’ 환원은 우리가 암묵 으로 생각하고 있던 ‘존재’라는 

개념을 구분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연 인 의미, 즉 근원 인 의미에서 

‘존재자’는 “자연  태도의 지평과 범  속에서 마주칠 수 있는 존재자, 

즉 세계 속의 존재자”(Hua Dok II/1, 81)를 의미해 왔다. 우리는 세속  

존재이념에 사로잡  있어 ‘존재’, ‘존재자’라는 말로 주로 자연  의미를 

상기한다. 하지만 상학  환원 이후 우리는 이러한 소박한 존재 개념

에 붙잡  있을 수 없다. 상학하는 응시자는 본래 자신의 것이 아닌 

이론  습득성을 구성하는 자아로부터 빌려오는 것처럼, 본래 존재하는 

것이 아닌 구성과정을 “마치 그것이 하나의 존재자인양 다 야 한다.”

(같은 곳) 그 지 않다면 구성하는 과정을 해명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유비 계가 형성되는데, 상학하는 우리는 그 자체로 존재하

지 않지만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닌 세계구성과 련되기 때문이다. 자

연  경험이 존재자와 련되는 것과 유비 으로 상학함은 자신의 주

제와 련된다. 따라서 핑크는 이러한 상황을 세속  존재와 월  존

재 사이에 “존재의 유비”로 말한다(같은 곳). 이 게 상학함의 주제가 

존재자의 ‘유비’로 말해지는 변경을 겪기에 상학함 자체도 여러 측면에

서 하나의 유비가 되는 변경, 곧 유비 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각인을 

새기게 된다. 

 5 .  월론  상학의 자기 련성(Selbstbezüglichkeit)

 지 까지 응시함은 반성함이었고 월론  방법론에서 주체인 응시자는 

주제인 자신을 반성했다. 이 에서 후설 역시 명시했던 상학의 본질

인 자기 련성42)이 나타난다. 그런데 이 경우 어떤 무한소

(unendliche Regress)의 험이 엿보이는 듯하다. 반성에서 반성함 자체

는 익명 인 기능함이기에 재차 주제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령 우리

는 사과, 사과를 , 사과를 보는 것을 , 사과를 보는 것을 보는 것

을  (…) 등등으로 무한히 주제화를 실행 할 수 있다. 그 다면 상

42) “ 상학  태도 속에서 우리는 어떤 순수 체험을 탐구하기 해 시선을 향한다. 

그런데 상학  순수성 속에서 취해진 이 탐구의 체험자체는 동시에 탐구자의 

역에 속한다.”(Hua III/1,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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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에서도 우리는 상학 하는 을 보기 해 무한히 주제화해야 하는

가?

 핑크의 답을 앞당기자면 상학에서는 무한소 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고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후자에 해서는 무한소 을 

할 필요가 없다. 핑크는 우선 세속  심리학과의 유비를 통해 상학의 

무한소 을 설명한다. 역사학, 논리학 등 여타 학문의 자기 련성43)과는 

달리 심리학의 자기 련성은 ‘보다 높은 단계의 반성의 구조(Struktur 

einer Reflexion höherer Stufe)’를 갖는다. 왜냐하면 심리학자의 주제  

탐구 속에는 탐구하는 삶이 기능함의 익명성 속에 남아 있기 때문이다. 

뒤따르는 반성을 통해 이 기능함은 주제가 될 수 있고 이는 계속 반복 

가능하다. 그러나 반성의 반복은 일어날 수는 있지만 심리학자의 목표는 

아니다. 반성의 반복은 그때그때마다 사실 으로 일어나는 “자신의 기능

함을 특정한 실  순간에 인식해야 한다는”(Hua Dok II/1, 19) 요구

에서 성립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보편  인식을 추구하는 학문에서는 반

성의 반복할 수 있음이 요하지, 실제로 그때그때마다의 작용을 무한히 

반성하여 익명성에서 꺼내는 것이 요하지 않다. “실로 심리학이 주제

로 삼는 것은 반성들에 한 사실  반복이 아니라 반성의 반복 가능성

이다.”(Hua Dok II/1, 20) ‘보다 높은 단계의 반성’은 이 반성의 반복을 

일컫는다. 반성은 항상 이 에 익명 이었던 것을 새로이 주제화시키기 

때문이다. 따라서 심리학에서 심리학자는 반성의 반복을 실제로 수행할 

필요 없이 ‘반성은 반복가능하다’는 보편  인식으로 만족한다. 

 상학의 자기 련성의 경우 우리는 핑크를 따라 문제의 층 를 나  

필요가 있다. 핑크에 따르면 월론  원리론의 경우 무한소 의 가능

성이 원천 으로 차단된다. 왜냐하면 “주제와 주제화함이 여기에서는 

완 히 이질 인 종류의 존재”(Hua Dok II/1, 23)이기 때문이다. 원리론

에서 주제는 월 으로 구성하는 삶이었고 주제화함은 주체인 월론  

43) 핑크는『6성찰』§3. 상학의 자기 련성에서 자기 련 으로 보이는 학문들을 

논한다. 각각 역사학, 논리학, 심리학, 상학이다. 역사학은 역사기술의 역사를 

주제화한다는 에서 자신을 ‘역사 ’으로 다룬다. 논리학 한 논리학자의 단

과 명제들이 다시 논리법칙에 지배된다는 에서 자기 련 이다. 그러나 핑크

는 식물과 식물학함이 다르듯이 이들에서는 주제와 작용이 다른 존재 역이기에 

무한소 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한다(Hua Dok II/1, 17-19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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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의 응시함이었다. 그런데 앞 에서 살펴보았듯이 이들은 상이한 

존재방식을 지녀 “심리학의 경우와 같이 심리  존재의 일원론”(Hua 

Dok II/1, 22)에 근거하지 않았다. 따라서 주제와 주제화함이 동질 인 

심리학처럼 ‘보다 높은 단계의 반성’ 구조가 생기지 않기에 무한소 의 

험성은 나타나지 않는다. 

 반면 월론  방법론의 경우 무한소 의 험성은 존속하는 것처럼 보

인다. 왜냐하면 방법론에서 주제와 주체 모두 월론  응시자로서 자기

련 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경우 핑크의 답은 다음과 같이 심리학

에서의 무한소 과 유사하다.

“실로 높은 단계의 반복들이 원리 으로 새로운 어떤 것도 이끌어올 수 없

고 단지 방  에 기능함 속에서 존재했던 사실 인 주제화함을 상화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소 을 무한히 진행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보편  인식을 목표로 삼는 학문으로서 방법론은 그때 그때 사실 -순간

으로 기능함에 어떠한 심도 갖지 않는다.”(Hua Dok II/1, 22)44)

이 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 심리학

주제: 심리  경험, 주제화함: 심리  경험, 존재일원론, 자기 련 .

2. 월론  원리론

주제: 월  구성과정, 주제화함: 월론  응시함, 존재이원론, 자기

련 이지 않음.

3. 월론  방법론

44)  인용문의 바로 앞 내용은 지 까지 핑크의 설명과 모순된다. 문을 인용하

자면 다음과 같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서 뜻밖에 ‘무한소 ’으로 빠져드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기

능하고 있는 응시자를 상화한다면, 우리는 상화하는 기능하고 있는 자아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지만 확실히 지 으로서는 여기에 어떠한 문제, 어

도 어떠한 ‘곤란’도 없다. 왜냐하면 상학하는 응시자의 응시자는 상이한 월론

 ‘존재방식’에 한 자아가 아니라, 구성하는 자아와 ‘ 여되지 않은’ 응시자 사

이에 있던 틈이 이 둘 사이에는 없기 때문이다.”(Hua Dok II/1, 22) 지 까지 핑

크의 설명과 다르게 여기에서는 응시자와 응시자의 응시자 사이에 존재방식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무한소 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핑크의 일

인 존재이원론에 배치된다. 아마 핑크는 여기에서도 무한소 으로 들어갈 필

요가 없음을 말하고자 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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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월론  응시함, 주제화함: 월론  응시함, 존재일원론, 자기

련 .

1과 3에서 무한소 의 험성이 있으나 실제로 무한소 을 할 필요는 없

다.

 3장. 월론  태도에서 자연  태도로의 귀환: 세계

화(Verweltlichung)

 ‘세계화’는『6성찰』의 부분을 차지하는45) 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

고 주제 으로 다루어지지 않은 다소 작동 인(operative) 개념이다.46) 

주로 술어화, 학문화, 인간화 등으로서 서술될 뿐 세계화 자체가 무엇인

지는 주제 으로 정의된 바 없다.『6성찰』에서 세계화는 잠정 으로 

상학  환원함에 역행하는 작용, 곧 자연  태도로 돌아감으로 이해된다. 

이때 ‘돌아감’이라는 말은 모호하다. 상학자는 어디로 돌아가야 하는

가? 한 왜 돌아가야 하는가? ‘돌아감’이 문제시되면서 『6성찰』에는 

후설에게서는 발견할 수 없는 구분이 도입된다. 다음에서 보듯이 본래  

혹은 일차  세계화와, 비본래  는 이차  세계화의 구분이다. 

“이미 알고 있듯이 모든 구성작용(Konstituieren)은 세계라는 보편  상

계 속에 있는 존재자에 한 구성작용이다. 이 구성  과정은 구성된 모든 

최종산물의 총 개념으로서의 세계 속에서 종결된다(terminieren). 우리는 

이것을 본래  혹은 일차  세계화라고 부른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비

본래  혹은 이차  세계화와 엄 히 구별해야 한다.”(Hua Dok II/1, 108)

앞 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선-존재로서 존재하지 않는 구성과정의 끝에 

45) 총 12 로 구성된『6성찰』에서 ‘세계화’의 문제는 §10, §11에서 으로 다

루어진다. 그런데 이 두 이 체 179쪽인『6성찰』에서 77쪽으로 거의 반을 

차지한다. 

46) 핑크는 작동  개념이라는 용어로 어떤 이론의 주제  해명에 사용되지만 그 자

체로는 주제 으로 정의되지 않은 개념을 일컫는다. 가령 후설 상학에서 ‘직 ’

은 ‘명증’과 ‘경험’ 등을 해명하기 해 쓰이지만, 그 자체로는 주제 이지 않다는 

에서 작동  개념이다. 자세한 내용은 E. Fink, “Operative Begriffe in 

Husserls Phänomenologie (1957)”, Nähe und Distanz. Phänomenologische 

Vorträge und Aufsätze, F.-A. Schwarz(ed.), Freiburg·München: Verlag Karl 

Alber, 1976.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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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로서 세계와 존재자들이 있다. 그 다면 세계화는 어떤 존재화일 것

이다. 그런데 구성함이 아닌 상학  환원함은 이 방향에 역행하는 흐

름으로 보인다. 그것은 주어진 존재자를 토 로 선-존재를 추 해 나가

기 때문이다. 상학  환원을 통해 월론  주 성을 개시한 우리는 

지  이 역행하는 흐름에 와 있다. 환원이 ‘탈인간화’, ‘탈세계화’로 표

되듯이 소박한 세계의 속박성을 버리고 응시자로서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원히 응시자로서 있을 수 있는가? 상학  환원은 정말 우리

를 이 세계가 아닌 다른 세계로 이끄는가? 상학  환원으로서 탈인간

화된다고 해도 그 환원을 수행하는 자는 가령 2018년 9월 자신의 집에 

있는 개별  인간으로서의 문아 이다.47) 후설과 핑크의 길을 따라 상

학  환원을 수행한 우리는 월론  응시자이지만 동시에 세속 인 심

리  자아이기도 하다. 핑크는 후설과의 화에서 자신과 후설이 숙고한 

문제들 에서 “가장 흥미로운 것은 월론  자아와 심리학  자아의 

계”48)라고 말할 만큼 이 문제를 요시했다. 사실 핑크가 상학  환

원을 통해 하나의 월  삶을 서로 립되는 구성하는 삶과 응시하는 

삶으로 이분화 했을 때부터 이 문제는 배태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핑크는 

『6성찰』§10, §11에서 ‘술어화’와 ‘학문화’라는 부제 하에 이 문제를 다

룬다. 결론을 앞당기자면 핑크의 구도에서 응시자는 그 학문  동기에 

의해 다시 자연  태도로 돌아가야, 곧 세계화를 수행해야 한다. 그런데 

이 세계화는 우리가 익명 으로 수행했던 세계화와 동일할 수 없기에 비

본래  혹은 이차  세계화가 된다. 상학  환원을 통해 철 히 분열

되었던 월성과 세속성, 그리고 구성함과 응시함은 이제 이차  세계화

를 통해 통합되어야 한다.

 그러나『6성찰』에서 이차  세계화에 한 서술은 다음에서 보듯이 매

우 모호하다.

“비본래  세계화함은 상학함 그 자체를 세계 속에서, 즉 자연  태도 속

에서 을 맞추고 거기서 ‘자리잡게 하고’, ‘시간화’하는, 달리 말하자면 

상학함을 세계 속에 ‘나타나게’ 만드는 구성  사건의 총 개념이

47) “ 상학  단 지의 실행은 비록 내가 ‘X가 그런 런 시간에 단 지를 실

행했다’고 말할지라도 분명히 월론  자아의 행동이다.”(D. Cairns:1976, 34)

48) D. Cairns(1976), p.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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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Hua Dok II/1, 108)

‘총 개념(Inbegriff)’이라는 설명이 암시하듯이 비본래  세계화는 술어

화, 학문화, 인간화 등 여러 차원에서 나타난다. 그러나 이 에서 악

하기로 이차  세계화는 상호주  측면과 자아론  측면으로 나뉘어 

분석되어야 하며, 핑크는 이 두 차원을 정확히 나 지 않아 몇 가지 문

제가 발생한다. 학문  이념에서 동기부여되는 술어화와 학문화는 자

에, 필연 으로 발생하는 인간화는 후자에 귀속된다. 3 에서 상술되겠지

만 자아론  세계화는 구성함이 응시함에 수반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 

『6성찰』에서 상호주  세계화에 한 핑크의 모든 논증은 자아론  

측면에 근거한다. 우선은『6성찰』의 논의 순서를 따라 술어화부터 살펴

볼 수 있다.  

1 .  술어화(Prädikation)로서 세계화: 유비(Analogie)로서 상학  

언어

 핑크에 따르면 월론  술어화의 문제는 그 학문을 언표형식

(Äusserungsform)으로 환하는 것을 나타낸다. 그런데 응시자는 자신

의 인식을 언표화하기 해서 “ 월론  태도로부터 어느 정도 밖으로 

나갈”(Hua Dok II/1, 94) 수밖에 없다. 왜 월론  태도로부터 나가야 

하는지의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상학  환원에 한 동기부여를 물었

던 것처럼 술어화로서 세계화가 왜 일어나는지를 물을 수 있다. 여기서 

라톤의 동굴의 비유가 상기된다. 소박함의 동굴에서 나온 응시자는 왜 

다시 동굴로 돌아가야 하는가? 이 물음은 핑크에게 으로 학문의 이

념에서 답해진다. 

“따라서 상학함을 표명하는 필연성, 상학  해명의 필연성은 우선 (…) 

모든 철학함의 의사소통  경향 속에 정 된다. (…) 상학함의 ‘학문화함’

은 월론  교육  충동들로부터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경향이다.”(Hua 

Dok II/1, 110)

비록 핑크가 학문의 이념이 상학  동기부여로서 불충분하다고 보았을

지라도, 한번 상학  환원을 수행한 이후에 응시자는 상학을 추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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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기에 그의 지식을 타인과 나  필요가 있다. 따라서 타인과 의사

소통이 가능한 언표 형식으로 인식을 나타내어야 하고, 바로 이 에서 

술어화의 요구가 정당화된다.    

1. 이론  경험함과 술어화함의 구분

 앞 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응시함은 이론  경험함으로서 특정한 내용을 

가진다. 이제 응시자는 이 경험을 술어화 해야 한다. 그런데 이 구도에서 

핑크는 후설에게서는 나타나지 않는 구분을 하고 있다.49) 그것은 다음에

서 보듯이 경험함과 술어화함, 곧 ‘개념으로 가져옴’ 사이의 구분이다. 

“이제 자신의 이론  경험들을 개념들로 가져오기 해 상학하는 자아

는 (…).”(Hua Dok II/1, 101, 강조는 인용자)

49) 후설 한 술어화에 앞서는 ‘선술어  경험’을 술어화의 발생  정 로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선(vor)-술어 은 비(nicht)-언어 이 아니다. 이것은 마치 언어

 분  이 에 경험이 있고 그것이 언어로 번역되는 것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된

다. 이는 ‘소여의 신화(The Myth of the Given)’에 빠지는 셈이다. 후설의 경우 

“ 악하면서 주의를 기울임”(EU, 62)이 “이미 하나의 작업수행”(같은 곳)인데, 이

것에 의해서 “동일성의 통일체로서 존재자가 수동 으로 이미 주어져 있으며 이

미 구성되어 있다.”(같은 곳) 그런데 이 ‘동일성의 통일체’는 주제  상들이 될 

수 있는 것으로서, 단이 일어나는 지 이므로 결국  ‘ 악하면서 주의를 기울

임’이 수용  경험과 술어  자발성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다음을 참고할 

수 있다. “한편으로 수용  경험과 다른 한편으로 술어  자발성의 단계들을 구

별할 때, 이 단계 구분은 마치 상이한 작업수행들이 그 어떤 방식으로 서로 분리

될 수 있는 것처럼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 사실 으로 규칙에서 긴

하게 서로 얽  있다. 수용성이 술어  자발성에 선행한다는 것은, 마치 수용  

경험들의 연쇄가 언제나 우선 경과되어야만 하는 것처럼 수용성이 사실 으로 

독립 인 어떤 것이라는 사실을 의미하지는 않는다.”(EU, 239) 인식과 분리된 감

각 경험 내지는 소여가 인식에 있어 타당성을 가진다는 ‘소여의 신화’에 해서는 

J.Mc Dowell, Having World in View, Harvard University Press:Cambridge, 

London, 2009. 참고.    

 하트(J. Hart) 한 후설과 달리 핑크가 술어화에 앞서는 어떤 경험을 상정한 것으

로 간주한다. “다음과 같이 말하는데 주 하는 바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 선

학문 인 언어는 상학  해명의 본질 인 부분이다. 비록 호치기를 통해 선

학문 인 언어가 변형되기는 하지만 말이다. 그러나 핑크의 경우 이론  경험은 

언어 없이 자신의 작동을 하고 의사소통의 목 을 해 이 작업을 언어로 다시 

옮기는 과제를 가지는 것처럼 보인다.”(J.Hart, “Parts of the Fink-Husserl 

conversation”(pp.279-299), The New Yearbook for Phenomenology and 

Phenomenological Philosophy vol.1, Noesis Press, LTD:Seattle, 2001, p.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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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학  환원을 수행한 다음 우리는 상학하는 응시자로서 즉시 우리의 

이론  경험들과 더불어 시작한다. 그러나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이론  경험들은 우리의 새로운 경험 삶의 첫 번째 단계에서 필연 으로 

‘언어가 없다’(sprachlos).”(Hua Dok II/1, 108, 강조는 인용자)

상학  환원의 주체는 월론  응시자이다. 그런데 언어는 본래 구성

하는 자아의 것이었으니 응시자에게는 당장 사용할 언어가 원리 으로 

없다. 즉 응시자의 경험은 침묵하는 경험이다. 이 경험을 ‘개념들로 가져’

오는 것이 술어화이다. 하지만 응시자가 언표하는 순간 월론  태도를 

떠나게 된다면 그는 계속 월론  태도에 남아 있기 해 “언제나 언어

가 없는 채 남아 있을 수 없는가?”(같은 곳). 바꿔 말해 “결코 언어  자

기 해명으로 이행할 수 없는, 항상 월론  태도 속에서 일 되게 항속

하는 인식 삶은 생각할 수 있지 않은가?”(같은 곳) 

 핑크가 말하듯 이론  경험 자체에는 술어  표명을 한 “어떠한 근거

나 강제도 놓여있지 않다.”(같은 곳) 그럼에도 핑크는 자아의 의사소통  

경향과 학문의 상호주 성을 어떤 의미에서는 술어화에 한 필연  동

기부여로 지속 으로 주장한다.50) 동기부여의 문제는 차치한다면, 결과

으로 술어화는 응시함이 구성함의 경향에 함께 동행함으로써 발생한다

는 이 요하다.

 술어화에 한 핑크의 이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월론  응시자는 자신의 이론  경험함을 달하기 해 구성함

에 동행해야 한다.

 (2) 달의 동기부여는 우선 의사소통  경향과 학문의 상호주 성에서 

찾아진다.

50) 사실 술어화의 필연  근거는 이차  세계화의 자아론  측면에서 찾아진

다. 핑크에 의하면 응시자가 “함께 마주치게 되는 구성하는 자아의 보편  경

향”(Hua Dok II/1, 108)에서 술어화는 발생한다. 왜냐하면 술어화는 구성하는 

자아의 활동이기 때문이다. 응시함은 그 자체 자립 으로 존재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이해에서 술어화는 필연 이게 된다. 이는 3 에서 상술될 것이다. 하지

만『6성찰』의 ‘§10. 술어화함으로서 상학함’에서는 우선 의사소통  경향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서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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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학에 특유한 문제로서 술어화

 핑크를 따라 상학에서 경험함과 술어화함을 구분하는 것에 동의하더

라도, 이 술어화함이 상학만의, 곧 상학에 특유한 문제인지 의문이 

생긴다. 수학, 과학, 논리학 등 다른 학문들도 해당하는 경험함과 그것을 

표 하는 독자 인 언어를 가지기 때문이다. 그 다면 상학 한 새로

운 언어를 형성하면 되는 문제가 아닌지 묻게 된다. 곧 후설의 물음처럼 

“ 월론  술어화 작용은 어느 정도 월론  방법론의 특수한 문제를 

제공하는가?”(Hua Dok II/1, 93, An.286). 여타 학문과 마찬가지로 단지 

경험함에 합한 새로운 언어를 형성하는 것이 문제되지 않는가?

 만약 독자 인 월론  언어51)가 존재할 수 있다면, 술어화의 문제는 

“단지 상학의 월론 -내 인 학문구조의 문제일 것이다. 그 다면 

월론  인식의 술어  악은 단지 하나의 확정방법을 의미할 것이

다.”(같은 곳) 그러나 월성의 역, 즉 선-존재를 합하게 악할 수 

있는 언어는 없다. 왜냐하면 다음에서 보듯이 언어는 근원 으로 존재에 

속박되었기 때문이다.

“언어는 자연  태도 속에서 생기며, 언어 사용자가 그때그때 언어공동체

에 참여하는 것을 통해 경험 으로 구체화됨에 따라 보다 원시 인 언어나 

발 된 언어, 하게 이성 인 언어나 감성 인 언어 등등이 된다. 언어

가 자연  태도 속에 정주(Beheimatung)함은 모든 언어의 근본  공통 에

서 ‘모든 개념은 존재개념이다’는 사실로 표 된다.”(Hua Dok II/1, 94)

인간이 언어생활에서 사용하는 언어는 우선 자연  태도 속의 언어이며 

핑크에 따르면 존재개념이다. 자연 인 인간은 물음, 요청, 명령 등 다양

한 언어생활에서 암묵 이지만 원리 으로 존재자를 고려해서 언어를 사

용한다. 따라서 존재가 아닌 선-존재를 존재개념으로 표 해야만 하는 

역설 인 상황52)이 생긴다. 

 만약 상학자가 이러한 상황에서 새로운 언어를 고안하려 한다고 할지

51) ‘transzendentale Sprache’라는 말은 양의 이다. 먼  이것은 1) 우리의 일상  

언어 상을 구성하는 언어일 수 있고, 2) 월성의 역을 히 표 하는 언

어일 수 있다. 월론  방법론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2)의 의미이다. 이 경우 우

리는 ‘ 월론  언어’로 옮기고 1)의 경우를 ‘ 월  언어’로 옮긴다. 

52) 서론에서 언 한 역설들  1.표명하는 상황의 역설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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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도, 이를 해 그는 최 의 표 이자 직 인 표 으로서 자연 인 

언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53) 즉 선-존재를 ‘표 ’, ‘언표화’하려는 순간 

자연 인 존재 의미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54) 수학, 논리학 등 세

속 인 학문에서 이러한 상황은  문제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자연  

태도에 기반한 학문으로서 이들은 이미 존재 이기에 존재개념을 사용하

는 것이 합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응시자의 주제는 월 으로 구성하

는 선-존재이고 이는 존재 이지 않기에 존재개념으로 합하게 표 될 

수 없다. 따라서 핑크의 이분화 구도를 따른다면 술어화의 문제는 월

론  방법학이 다 야만 하는 상학만의 특유한 문제가 된다.

3. 차용(Übernahme)을 통한 유비(Analogie)로서 상학  언어 

 상학의 술어화가 월론  방법론의 특유한 문제라면 이제 그 술어화

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인간이 상학  환원을 통해 

탈인간화되어 응시자가 되더라도 그에게 처분 가능한 것 한 자연  언

어이다. 왜냐하면 환원을 통해 자아는 자연  태도의 한정성을 상실했을 

뿐, 자신의 습득성과 성향을 상실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응시자의 이

론  경험함이 그 자체로는 존재자가 아닌 선-존재를 마치 존재자처럼 

다룰 수밖에 없었듯이, 이제 응시자는 구성하는 자아로부터 본래 자신의 

것이 아닌 언어의 습득성을 차용할 수밖에 없다. 이 게 자연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응시자는 월론  태도를 포기하는 것으로 보인다. 

 차용된 자연  언어는 응시자의 요청을 통해 월론  인식을 표 할 

수 있기 해 “외 인 어휘상 형식의 어떤 ‘변경’을 감수하는 것이 아니

라, 그 의미작용(Bedeuten)의 방식에서 변경을 감수한다.”(Hua Dok II/1, 

96) 이때 자연  언어는 상학  사태 의미에 한 하나의 유비로서 작

53) 서론에서 언 한 역설들  2. 상학  명제의 역설에 해당한다.

54) 핑크는 “자연  언어의 매개를 한번도 필요로 하지 않는 월론  언어의 이념

은 그 자체로 모순 이다”(Hua Dok II/1, 107)라고 말한다. 후설 한 상학자가 

자연  의미에서 자유로운 새로운 월론  언어를 고안할 수 없음을 다음과 같

이 말한다. “ 한 상학자가 새로운 언어를 고안하려고 한다면, 이것을 해 그

는 자신의 상학  확정들에 한 최 의 표 이자 가장 직 인 표 으로서 

자연 인-애매한 언어가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간 인 새로운 언어는 곧 이러

한 사실을 통해 그 자체로 다시 애매하게 정의될 것이다.”(Hua Dok II/1, 107, 

An.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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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한다. 가령 상학의 언어  하나인 ‘구성’ 개념을 로 들어 보자. 

상학에서 월론  주 성이 자신의 월  작용을 통해 상을 성립시

키는 것을 ‘구성’이라 일컫는다. 이때 상학  언어로서 구성T는 자연  

언어인 구성N과 형식상 동일하다. 그러나 그 의미작용에서 다른데 구성N

은 자연  태도에서 어떤 존재자들이 더 크거나 많은 집합을 이루는 것

을 의미하는 반면, 구성T는 하나의 개별  상이 상으로서 인식되는 

그 선-존재  과정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두 의미, 즉 자연  

의미와 월론  의미가 서로 무 하여 완 히 상이한 것은 아니다. 이

들은 모종의 “친족 계(Affinität)”를 가지고 있고 월론  의미는 “생생

하게 유비화하는 친족 계 속에서” 표 된다(Hua Dok II/1, 97). 하지만 

우리는 자연  언어 구성N에서 존재론 으로 상이한 의미인 구성T을 읽

어내야 하기에 유비로서 월론  언어는 다음에서 보듯이 항상 충 하

지(Adäquat)55) 못한 성격을 가진다.

“모든 월론  해명(Explikation)은 독특한 비충 성(Inadäquatheit)을 가지

며, 모든 개념과 명제는 (무엇보다도 학문 ) 술어화작용에 제기될 수 있는 

그 어떤 요구 앞에 특정한 의미에서 짧게 말하자면 실패한다.”(Hua Dok 

II/1, 98)

 선-존재를 표 하는 의미, 즉 월론  의미를 ‘유비’라고 했지만 이때 

‘유비’ 한 재차 유비 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유비’ 한 자

연  개념이기 때문이다. 핑크에 따르면 충 이지 않은 자연  술어화

작용의 두 가지 주요형식인 유비  논의와 상징  논의는 “존재자를 존

재자와 비교하는”(Hua Dok II/1, 99) 과정에서 성립한다. 하지만 유비의 

이러한 자연  의미에 따르면 “존재  의미는 ‘비존재 인’ 월론  의

미를 - 이들은 서로 함께 비교될 수 없으므로 - 결코 유비화할 수 없기 

때문에”(같은 곳) 월론  의미를 자연  의미의 유비라 할 수 없다. 따

라서 핑크는 월론  의미를 “유비에의 유비(Analogie zur Analogie)”

55) ‘충 ’은 보통 “ 상이 자각 자체 속에서 실 으로 그리고 엄 한 의미에서 

생생하게(leibhaft) 하고 있을 때, 즉 상이 있는 그 로 남김없이 악되고 

따라서 지각 작용 자체 속에 내실 으로 포함되어 있을 때”(Hua XIX/1, 355) 쓰

인다. 핑크의 경우 이 의미로 ‘충 ’을 쓰지는 않았다. 월론  언어가 비충

이라 함은 월론  사태를 합히 표 하지 못한다는 의미에서 새겨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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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명명한다(Hua Dok II/1, 100). 어쩔 수 없이 차용한 자연  언어가 

유비도 아닌 유비에의 유비로서 기능한다면, 월론  의미는 자연  언

어를 통해 몇 번을 에둘러 의미할 수 있는 것이거나, 아니면 애 에 도

달할 수도 없는 것이 된다. 그 기에 월론  의미는 특유하게 비충

이며 이는 핑크에 따르면 상학의 “모든 개념이 유동 이며(flüssig) 

개방되어 있다는 사실을 수반한다56).”(Hua Dok II/1, 102)

 이 듯 월론  의미인 응시함의 내용은 그것이 구성함으로 옮겨가 자

연  언어를 차용하는 과정에서 몇 번에 걸쳐 해를 입는다. 이론  경

함함에서 우리가 선-존재를 하게 탐구하기 해 ‘존재이념의 환원’

을 거쳤듯, 상학  언어 한 와 같은 해를 명시하기 해 ‘언어의 

환원’을 필요로 한다.57) 언어의 환원은 월론  응시자가 자연  언어에 

해 비유하자면 ‘주의!’ 표지를 붙이는 것이다. 자연  언어와 월론  

언어는 그 형식상 구분되지 않으니 상학  환원을 수행한 응시자라 하

더라도 언제나 익숙한 자연  의미로 락할 험이 있다. 그 기에 응

시자는 자신의 이론  경험함을 술어화하면서 언제나 월론  의미를 

지향하는 것을 분명히 명시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 상학하는 응시자가 월  구성을 해석하는 경우 자연  의미를 단순히 

‘유비화’로 하시키고, 언어를 해명하기 한 한갓 수단으로 만들어 해명을 

해 스스로 어떠한 한 고유의 언어도 마음 로 처리하지 못하는 가운

데 상학하는 응시자는 언어를 ‘환원한다.’”(Hua Dok II/1, 103)

 월론  언어 사용자인 응시자의 측면에서 언어를 환원하는 가운데 주

의를 기울 다면, 이는 그 반  방향에서 월론  언어를 보고 그 내용

56) 그러나 핑크의 이러한 악은 잘못되었다. 상학의 개념이 일의 이지 않고 유

동 이며 개방되어 있는 것은 2장에서 언 했듯이 ‘정 한 형상학’이 아니기 때문

이다. 선-존재가 아닌 존재의 역에서 정 하지 않은 것을 표 할 때에도 같은 

문제는 발생한다. 가령 심리학에서 그 다.

57) “그러므로 상학  환원 속에 함축된 존재이념의 환원은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언어의 환원을 결과로 갖는다.”(Hua Dok II/1, 103) 후설은 ‘존재이념의 환

원’에 해서도 반 했듯이 ‘언어의 환원’에 해서도 완강히 반 한다. “언어의 

환원에 해 말하는 것은 행할 수 있는 일도 아니다. 자연  언어의미는 그 속에

서 실행될 수 있는 환원을 통해 월론 인 것 속으로 이끌 수 있는 것이 아니

다.”(같은 곳, An. 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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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이론  경험함을 읽어내는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월론  언어

는 그 의미작용에서만 자연  언어와 달라지기에 외견상 자연  언어와 

다른 것은 하나도 없다. 따라서 상학  환원을 수행하지 않았거나, 혹

은 그러한 탐구를 단념한 자들은 상학  명제들을 결코 읽어내지 못하

고, 자연  언어의 기묘한 명제들만 읽어낼 뿐이다.58) 상학  명제를 

이해한다는 것은 상학  환원의 수행을 다시 반복함에서만 가능하다. 

이것은 상학  환원을 한번이라도 시행한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핑크는 어쩌면 강하게 읽힐 수도 있는 의미에서 다음과 같이 말

한다.

“ 상학  명제가 이해될 수 있는 것은 월론  명제의 의미부여 상황이 

항상 반복될 수 있는 경우, 즉 술어  해명항들이 상학하는 직 에 있어 

언제나 다시 검증되는 경우뿐이다. 그래서 상학  탐구의 보고들을 단순

히 읽음으로써 상학  이해함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보고들

이 일반 으로 탐구 자체를 추후로 수행함 속에서만 비로소 ‘읽 지게’되는 

것이다. (…) 그러나 탐구자 자신도, 만약 그가 자신의 술어  획득물들을 

‘사태 자체’에서 생생하게 직 화함 속에서 언제나 다시 확인하지 않는다면, 

한 그가 단어의 자연  의미의 뜻에서부터 부여된 세속  표상들을 언제

나 다시 명백하게 배제하지 않는다면, 자기 기만에 빠지게 된다.”(Hua Dok 

II/1, 101)

언어의 환원은 이를 해 존재한다. 응시자 자신이 언제나 환원함을 반

복하는 상황 속에서 주제 으로 존재이념의 환원과 언어의 환원을 수행

해야, 그는 자연  태도로 다시 락하지 않게 된다. 언어를 통해 사태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태를 이해하면서 언어의 이  쓰임을 

이해하게 되는 핑크의 이러한 구도는 다음 에서 살펴보겠지만 ‘학문화’

로서 세계화의 문제를 양산한다.

 이상의 술어화에 한 핑크의 결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월론  언어는 선-존재를 표 해야 하기에 자연  언어의 차용을 

58) 실제로 「  비 에 있어 에드문트 후설의 상학  철학」은 상학을 오

해하는 신칸트학 를 겨냥해 쓰여진 논문이다. 여기에서 핑크는 상학  의미가 

언어로 합하게 표 될 수 없고, 자연  언어가 유비에 머무는 이상, 상학은 

항상 필연 으로 오해를 수반하게 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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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한 유비에의 유비로서만 기능한다.

 2) 월론  의미는 항상 고유한 비충 성을 가진다.

 3) 월론  의미의 독해는 해당하는 상학  직 함을 수행할 때에만 

가능하다.

*보론(Exkurs). 데리다의 ‘은유(Metaphor)’로서 월론  언어 

 이 보론에서는 핑크와의 연장선상에서 데리다가 제기한 월론  언어

의 문제59)를 다룬다.60) 데리다는 후설 상학에서 언어의 문제를 여러 

측면에서 제기한다.61) 월론  언어의 문제는 궁극 으로 구성하는 것

59) 커닝햄(1976) 한 비슷한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그에 따르면 상학  분석

에 사용되는 언어와 분석 상으로서의 언어가 같을 수 없다. 그런데 후설은 언

어에 한 상학  분석을 수행하는 가운데, 분석되어야 할 언어를 이미 사용하

고 있다는 것이다. 자세한 내용에 해서는 S. Cunningham, Language and the 

Phenomenological Reductions of Edmund Husserl, Nijhoff, 1976. 참고.

60) 로우러(L. Lawlor)는 데리다의 후설 해석이 핑크의 향을 많이 받았다고 본다. 

실제로 핑크와 데리다 모두 월론  상학에서 언어의 문제를 지 하며 

자의 이념을 통해 변증법을 개한 에서 유사하다. “사실 핑크는 데리다가 후

설에 한 그의 모든 세 서에서 인용하거나 명시 으로 언 한 유일한 후설 해

석자이다. 만약 우리가 후설에 한 데리다의 해석을 이해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핑크로부터 출발해야 한다.”(Lawlor:2002, 26) 자세한 내용은 L. Lawlor, Derrida 

and Husser - The Basic of Phenomenology, Indiana University Press, 2002. 

참고.

61) 이 에서 악하기에 후설 상학에서 언어 측면에 한 데리다의 문제제기는 

삼 으로 나타난다. 첫째,『논리연구』에서 수행된 표지(Anzeige)와 표

(Ausdruck), 그리고 표 과 의미(Bedeutung)의 구분에 한 문제제기. 제 1 『논

리연구』에서 후설은 언어  표 에 한 분석을 수행하면서 본질 인 의미층을 

확보하기 해 표시(Zeichen)에 한 상학  분석을 시작한다. 후설에 따르면 

“모든 표시는 무엇에 한 표시이지만 모든 표시가 표시를 통해 표 되는 ‘말 뜻’

이나 ‘의미’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Hua XIX/1, 30) 즉 표시는 의미를 가지는 표

시와 의미를 가지지 않는 표시로 구분된다. 이 때 자를 표 이라 하며 후자를 

표지라 한다. 를 들자면 표지의 의미에서 “낙인은 노 에 한 표시이며 국기

는 국가에 한 표시이다.”(Hua XIX/1, 31) 이러한 표지의 본질은 그것이 다른 

상에 한 인식을 동기지운다(motivieren)는 에 있다. 의 시에서 낙인은 

노 에 한 인식을, 국기는 국가에 한 인식을 동기지우는 것이다. 그러나 이 

동기지움은 우연 이다. A가 B에 한 표지라고 할 때, 우리는 “A와 B 사이에 

객 으로 필연 인 연 이 존속한다고”(Hua XIX/1, 33) 생각하지 않는다. 따라

서 후설은 “표지하는 표시들로부터 의미 있는 표시들인 표 들을 구별”(Hua 

XIX/1, 37)하며, 언어  표 에서 본질 이지 않은 외면 인 표지기능을 환원한

다. 데리다는 이와 같은 후설의 환원을 배제로 이해하여『목소리와 상』에서 

비 한다. 데리다에 따르면 표 과 의미는 “ 으로 환원 불가능하고 원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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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한 표 은 은유 일 수밖에 없다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음에서 보듯이 데리다는 후설이 순수의식에 한 학문에서 사용하는 

언어의 성에 해서는 묻지 않고, 오로지 표 의 일의성을 확보하기 

해서만 노력했다고 비 한다.

“그러나 순수 의식에 한 이러한 궁극 인 학문의 언어에 해서 그는 아

무 말도 하지 않는다. (…) 언어 그 자체의 내부에서, 언어 그 자체를 이용

해서, 표 의 일의성을 해 기울이는 세심한 주의들은 후설에게는 언제나 

엄격성과 비세속성의 충분한 보장일 것이다. 이 때문에 (…) 언어의 특정한 

문제들, 특히 월론  상학에서 언어의 기원과 용도 문제는 언제나 배제

되거나 연기되어 왔다.”62)

데리다가 주목한『논리연구』와「기하학의 기원」에서 후설은 표 과 의

미의 구분, 언어를 통한 학문의 승 등에 치 했지, 상학에서 사용하

는 언어 자체의 합성에 해서는 묻지 않았다. 이 합성은 핑크의 

통찰처럼 상학의 상이 여타 실증 인 학문과 다르기에 문제가 된다. 

데리다가 악하기에 상학의 상은 순수 의식, 궁극 으로는 시간성 

자체를 생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후술하겠지만 후설은 살아있는 재

로의 환원을 통해 모든 구성기능의 원천인 살아있는 재를 밝히려 한

다. 그런데 살아있는 재가 시간화를 수행한다면, 그리고 상을 구성한

다면 그 자체는 시간  연장 안에 있는 것이 아니요, 구성된 세계에 존

재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핑크가 선-존재로 악한 것과 마찬가지의 

문제가 생긴다. 우리는 그것을 직  경험할 수 없기 때문이다. 후설이 서

술한 것처럼 그것을 명명하려는 순간 우리는 구성된 것의 층 에 치하

게 된다. 그 기 때문에 우리가 명명하고 기술하는 것들은 데리다의 

풀어낼 수 없다.”(SP, 43) 왜냐하면 하는 자기동일  이념  의미가 외화된 

것이 표 이 아니라, 표 의 반복성에서 형성되는 것이 의미의 자기동일성이기 

때문이다. 둘째,『 기』의 부록「기하학의 기원」에서 나타난 언어를 통한 승

의 문제. 셋째, 에서 나타난 상학의 상과 련하여 월론  언어의 문제

제기. 자세한 내용은 자크 데리다,『목소리와 상』, 김상록 역, 인간사랑, 2006. 

J. Derrida, Edmund Husserl's Origin of geometry ; an introduction, translated 

with a preface and afterword by John P. Leavey, Jr.,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1989. 참고.  

62) OG, pp.6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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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에서 모두 ‘은유’에 머무른다.

“시간 자체에 한 직 은 경험 일 수 없다. (…) 그래서 모든 언어는 은

유를 통하지 않고서는, 다시 말해 자신의 개념들을 이 시간화가 가능하게 

해주는 경험 상계에서 차용하지 않고서는 이 순수 운동을 기술하는 데 

실패한다. 후설은 끊임없이 그러한 은유들을 경계시킨다. (…) 우리가 이 운

동을 기술하는 데 어떤 특정한 존재자를 도입하자마자 우리는 은유를 통

해 이야기하게 된다. 우리는 이 운동이 가능하게 해 주는 것의 용어들로 

이 운동을 말하게 되는 것이다.”63)

후설 한 시간화 자체를 가능하게 하는  주 성에 한 몇몇 서

술은 비유 임을 말한다.64) 그러나 비유  서술 자체가 학문성에 한 

침해로 나타나는지, 그리고 핑크의 선-존재가 과연 데리다가 의도했던 

것에 응될 수 있는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2 .  학문화(Verwissenschaftlichung)로서 세계화

 상학함을 술어화하는 동기는 의사소통  경향이라는 학문의 이념에 

있었다. 따라서 술어화함 이후에 핑크는 곧바로 학문화함에 착수한다. 

상학의 학문화는 다음에서 보듯이 학문 으로 내  체계를 완성하는 것

보다는 타인에게 상학  앎을 알리는 문제로 나타난다.

“ 월론  학문의 문제는 우선 자신의 인식 삶 속에서 상학하는 자의 것

으로 된 월론  앎의 체계학과 내  건축술에 한 문제가 아니라, 우선 

월론  앎의 획득을 알리는 문제로서, 곧 세계 속에서 자연  태도에 

월론  앎을 달하고 알리는 문제로서 서술된다.”(Hua Dok II/1, 110) 

문제는 달의 상인 타인이 세계의 소박함 속에 있는 자연  태도에 

있다는 에 있다. 술어화에서 살펴 본 것처럼 상학  명제에 한 이

해가 상학  직 을 수행하는 것에서만 가능하다면, 이제 응시자가 

상학을 어떻게 자연  태도의 사람에게 달해야 할지가 문제가 된다. 

63) SP, pp.127-129.

64) 다음을 참고할 수 있다. “  주 이고, 비유 으로는 ‘흐름’으로서 지칭되는 

것의  속성들을 가졌다.”(Hua X, 75) “이름이 결여되어 있다.”(같은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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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을 앞당기자면 상학은 세계에 나타난다. 하지만 하나의 가상

(Schein)으로서 나타난다. 세계 속에 자리잡는 것이 아니라 나타난다는 

것, 그것도 ‘가상’으로서 나타난다는 것이 핑크의 통찰에서 요한 지

이다. 응시자의 이론  경험함과 구성하는 자아를 통한 술어화를 통해 

상학은 세속  학문으로서 형식을 갖추게 된다. 그러나 세속  학문과

는 상이하다. 월론  언어가 세속  언어의 유비로 나타났듯이 학문으

로서의 상학 한 세속  학문과의 유비에서 악된다.『6성찰』§11. 

‘학문화함’인 상학함에서 핑크는 세속  학문의 구조를 주체인 인간과 

그 객  상 자인 학문으로 분석한다. 이때 학문은 인간의 가능성의 

지평 속에 있으며 상 측면에서 상호주 이어서 명제 형식으로 보존 

 승이 가능하다. 핑크는 이 구조를 학문으로서의 상학에 용하여 

분석한다. 

 우선 경험함과 술어화함이 분리되었듯이 학문도 그 주  측면에서 학

문함과 객  측면에서의 학문화함으로 구분된다. “학문은 일차 으로

는” “인간 존재의 이론  실천이다.”(Hua Dok II/1, 112) 곧 월론  

응시자의 응시함이 학문함인 것이다. 하지만 몇몇 개인의 경험함만 가지

고는 학문이 형성될 수 없다. 학문  진리들은 단지 몇몇에게 인식되어 

있음에 머무르지 않고 객 화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어떤 인식이 학문

이고자 한다면 그것은 상호주  언어를 매개로 보존되어, 주  시간

으로부터 자유로운 객  지속성을 가져야 한다. 핑크는 세속  학문의 

상호주  구조를 분석하여 이를 상학에도 용하려 한다. 

 먼  핑크에 따르면 모든 세속  학문은 의사소통을 통해 상호주 이

다. 상측면에서 학문은 세계 속의 존재자에 한 인식이며, 이 존재자

는 모든 사람에 한 존재자이다. 즉 세속  학문의 상은 원리 으로 

상호주 이다. 다음으로 이 상에 련된 진리는 집합 으로 이해할 

수 있는 명제가 되는 객 화에서 상호주 이다. 마지막으로 이 객 화

는 세 를 넘어선 역사  승을 가능하게 하기에 상호주 이다.65) 

 그 다면 이제 상학에는 사정이 어떠한가? 술어화에서 상학  언어

가 자연  언어에 유비 이었던 것처럼, 학문으로서 상학은 세속  학

문과 유비 이다. 즉 세속  학문과 비슷한 구조를 가지는 것처럼 보이

65) Hua Dok II/1, p.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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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세속  학문 일반의 학문성과는 으로(toto coelo) 다르다.”(Hua 

Dok II/1, 134) 우선 상학은 상 측면에서 상호주 이지 않다. 상

학  환원을 통해 응시자는 자신의 구성하는 삶인 선-존재를 응시한다. 

감정이입(Einfülung), 상호주  환원 이 에 응시자는 “ 월론 -자아

론  실존의 고독함”(Hua Dok II/1, 같은 곳) 속에 있으며, 상인 구성

하는 삶은 결코 응시자를 넘어서는 타당성을 갖지 않는다. 따라서 핑크

는 상학함의 인식 상이 상호주 이지 않으며, 그리하여 련된 진

리들도 모든 사람들에 한 진리가 아니라고 한다.

 그런데 상학이 세속  학문과  다르다면 ‘상호주 성’도 다르게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세속  상호주 성의 의미로 말미암아 핑크는 

상학  환원을 수행하는 자들과 그들의 인식의 술어화를 통해 “ 월론  

상호주 성”(Hua Dok II/1, 135)같은 것이 형성될 수 있다고 한다. 하지

만 월론 으로 해석된 상호주 성은 더 이상 복수의 주체를 의미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다음처럼 응시자 자신이 개체인지 아니면 복수인지의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이다. 

“이제 모나드들의 월론  공동체에 해 이것이 실제로 ‘개체들’로부터 

구축되었는지의 여부는 해결되지 않은 문제이다. 따라서 공통의 상학함은 

복수의 인식과정인지 혹은 궁극 으로 단지 모나드 -복수 으로 분 된 

하나의 월론  경향으로 규정되어야만 하는지, 월론  주 성이 ‘ 자-

됨(Für-sich-Werden)’이 일어남은 모든 모나드  ‘개체화(Individuation)’ 이

에 놓여 있는 심층 속에서 진행되지 않는지 하는 물음이다.”(Hua Dok 

II/1, 137)

존재이원론을 견지할 경우 우리는 세속 인 것에 한 악을 선-존재

에 한 악에 이용할 수 없다. 이것은 핑크 자신이 후설을 비 한 

용일 것이다. 그 다면 주체가 ‘복수’인지 ‘개체’인지 한 응시자에 해 

세속  악으로 알 수 없는 물음이다.66) 핑크는 여기에서 시도하는 모

든 서술은 단지 유비 일 뿐이라고 말한다. 이는 술어화가 유비임을 상

66) ‘§11. 학문화로서 상학함’에서는 핑크가 열린 물음으로 남겨 두었지만 굳이 핑

크의 입장을 정한다면 응시함은 하나의 월론  경향일 것이다. 왜냐하면 결론

에서 간략히 언 하겠지만 자와  정신  시간화에 한 물음에서 핑크

는 자아(Ich)성을 제거하려 노력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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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다면 당연한 결과이다. 

 하지만 결론 으로 요한 것은 상학이 자연  태도에서는 단지 나타

날 뿐, 자연  태도 속에 자리 잡지 못한다는 것이다.67) 자연  태도 속

에서 나타난 상학의 진리들은 상학의 “본래 이며 내 인 본질로서 

월론 으로-유비화하는 의미기능들”로 결코 고 나아가지 못하고 단

지 그 “본질의 나타남”(Hua Dok II/1, 138) 속에만 머물러 있다. 이 게 

객 화가 외 상 나타나지만 본질 으로는 실패함에 따라 ‘학문’의 개념 

한 변화된다. 핑크의 구도에서는 존재이념의 환원, 언어의 환원처럼 마

침내 다음과 같이 학문의 환원이 나타나는 것이다.68) 

“이제 어떤 의미에서 상학  학문의 개념은 상학함에 해 서로 립

해 있는 나타남의 진리와(Erscheinungswahrheiten) 월론  진리의 ‘종합

 통일’인가?”(Hua Dok II/1, 147)

이에 따르면 상학이라는 학문은 나타남의 진리와 월론  진리의 ‘종

합  통일’이다. ‘종합  통일’이 의미하는 바는 4장에서 해명될 것이다. 

지  여기에서는 나타남의 진리와 월론  진리가 무엇인지만 규명될 

수 있다. 

“‘ 상학함의 주체는 월론  자아이다’라는 정립뿐만 아니라, ‘ 상학함의 

주체는 인간이다’라는 ‘ 립정립’ 역시 ‘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결코 진리들의 모순이 아니다. 결국 나타남의 진리와 본래의 월론  진리 

사이에는, 이것들이  동일한 진리의 수 에 놓여 있지 않기 때문에, 어

떠한 충돌도 가능하지 않다.”(Hua Dok II/1, 129)

의 인용문에서 ‘ 상학함의 주체는 월론  자아이다’는 월론  진

리이며, ‘ 상학함의 주체는 인간이다’는 나타남의 진리, 곧 월론  진

리가 가상으로서 세계화된 것이다.69) 상학  진리는 세계 속에 자리잡

67) “객 화는 그 자체로 세계화되지 않고, 세속화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등장하는 

월론 인 것의 표 이다.”(Hua Dok II/1, 138) 

68) “ 상학  학문의 이념은 언제나 자연  태도 속에서 가능한 이미 알려져 있는 

학문 일반에 한 모든 표상을 넘어선다. 모든 세속  학문은 총체 으로 존재자

에 한 학문들이다. 하지만 상학  학문은 존재자의 구성  생성과 련된

다.”(Hua Dok II/1,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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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고 나타나기에 세속  진리와 동일한 차원에 있지 않다. 따라서 두 

진리들 사이에 상충 계는 없다. 오히려 상학자의 입장에서는 두 진리 

모두 참이며, 월론  진리는 세속  진리의 심층을 밝힌다.   

 학문화함에 한 핑크의 결론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1) 상학은 세계에 가상으로서 나타난다.

 2) 학문으로서 상학은 월론  진리와 나타남의 진리로 구성되어 있

다.

3 . 인간화(Vermenschlichung)로서 세계화

 에서 살펴본 비본래  세계화의 상호주  측면에서 술어화는 충

하지 못한 유비가 되고, 학문으로서 상학은 가상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도 체 세계로 융합되지 못하고 우리가 유비 으로 악해야 하는 이 원

리  비충 성은 상학  환원에 한 핑크의 이해를 고려한다면 쉽게 

상할 수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6성찰』에서 상학  환원은 세속  

인간의 가능성의 지평에 있지도 않은 미문의 성격을 갖기 때문이다. 

월론  응시자의 설립을 통해 구성함과 응시함은 철 히 그것도 립

으로 분열된다. 술어화, 학문화 등 상학의 상학이 다루는 모든 문

제는 궁극 으로 이 분열에 근거한다. “ 상학하는 자아의-구성하는 자

아에 립해서- 월론  다른 종류의 성격은 우리가 보았듯이 곧 방법

론의 문제의 근거이다.”(Hua Dok II/1, 57) 

 이 철 하게 분열된 두 역 사이를 다시 다리 놓는 것이 이차  세계

화이다. 상학  경험의 주  내용이 언표형식으로 술어화되고 나아

가 객 화를 통해 상호주  학문의 형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다음

69) 월론  진리와 나타남의 진리에 한 핑크의 시는 하지 않은 것 

같다. 지 까지의 비본래  세계화에 한 이해에 따르면 월론  진리는 응시

자의 이론  경험함의 내용 그 자체여야 한다. 술어화를 통해 명제로서 형성된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월론  진리가 아니라 나타남의 진리이다. 그 다면 ‘

상학함의 주체는 월론  자아이다’ 한 나타남의 진리이다. 진리 측면에서 

세계화에 한 핑크의 이해는 모순 이다. 응시함이 구성함의 과정에 휩쓸릴 수 

밖에 없는 것이 비본래  세계화인데, 나타남의 진리는 상학  응시함의 내용

을 자연  태도의 인간의 에서 본 진리를 서술하기 때문이다. 이 세계화는 

오히려 후설이 이해하는 세계화와 비슷하다. 이는 4부에서 상술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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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보듯이 상학  환원을 통해 탈인간화된 응시자가 이차  세계화

를 통해 다시 인간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 상학  인식 자체의 이러한 매개의 가능성은 우리가 ‘ 상학함의 (비본

래 ) 세계화함’이라고 불 던 일어남 속에 근거한다. 오직 상학함이 세

계 속에서 자리를 잡고 시간화 되기 때문에, 그것은 자연  태도의 언어 

속에서 객 화될 수 있다.”(Hua Dok II/1, 138, 강조는 인용자)

“ 상학  객 화함의 가능성은 확실히 세계화함이 근본 으로 일어남을 

통해 비로소 월론  태도와 자연  태도의 계가 가능해지는 한, 세계

화함의 근본  일어남 속에 근거한다.”(Hua Dok II/1, 140, 강조는 인용자)

핑크는 세계화로 술어화, 학문화, 인간화를 모두 말하면서 명시 인 구분

을 하지 않았지만, 의 인용문에서 우리는 근본 인 세계화와 이를 통

해 가능해진 객 화를 구분할 수 있다. 이때 자는 앞에서 말한 ‘비본래

 세계화’로서 상학하는 자아가 구성하는 자아의 흐름에 합류하게 되

는 것이다. 자아 내에서 일어나는 오직 이 통일을 통해서만 비로소 상호

주 인 객 화가 가능해진다. 그러니까 핑크의 구도에서 응시자의 

인식함은 객 화되기 이 에 응시함에만 머물지 않고 구성함의 차원

으로 들어가야만 하는 것이다. 구성함이 응시함에 수반할 수밖에 없는 

것, 바로 이것이 비본래  세계화의 근원  의미이다.70) 술어화, 세계화 

모두 근본 으로는 이러한 의미에서 인간화를 제한다.

 인간화의 문제는 곧 상학의 주체에 한 물음이기도 하다. 그 다면 

가(Wer) 상학하는가? 우리는 곧바로 ‘ 월론  자아’라고 말할 것이

다. 하지만 “보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월  주 성의 삶의 상 계 속

에서 고유한 내재  자기 이분화를 통해 형성되는 반성의 자아”(Hua 

Dok II/1, 121)이다. 곧 본래 으로는 반성함인 월론  응시자가 우선 

상학한다. 하지만 응시함만으로 학문이 형성되지 않고 세계에 나타나

70) 루 트(2002)는 핑크에서 일차  세계화와 이차  세계화를 “보다 높은 단

계”라는 “ 계”의 의미에서 구분한다(Luft:2002, 242). 하지만 이는 핑크보다는 

후설의 악에 보다 합한 말이다. 핑크의 이차  세계화에서는 계의 의미가 

결여되어 있다. 단지 응시함에 구성함이 다시 수반하는 것이 근원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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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술어화와 객 화가 필요했듯이, 응시자는 말하면서 혹은 말하자마자 

곧바로 자연  인간이 되고 자연  상황으로 돌아가게 된다. 핑크는 이

를 설명하기 해 세계화를 일차 /이차  세계화 혹은 본래 /비본래  

세계화로 나 었고, 이는 후설에게서는  발견되지 않는 구분이다.

1. 일차 (primäre)/본래 (eigentliche)세계화와 이차 (sekundäre)/비본

래 (uneigentliche) 세계화

 일차  세계화는 앞서 언 했듯이 월론  환원 이 에 익명 으로 일

어나는 구성이다. 이것이 본래  세계화인 이유는 구성, 곧 존재화가 구

성하는 자아의 목 이며 근원 경향이기 때문이다. 곧 구성하는 자아의 

목 은 세계구성이기에 ‘세계화’라는 용어의 본래  의미에 걸맞다. 이제 

상학  환원이 일어나면 이 익명  구성과정은 단되고 상학함이 

생긴다. 하지만 그 다고 해서 자아가 구성하는 것을 멈추는 것은 아니

다. 구성은 구성하는 자아의 목 이기에 상학하는 자아가 생긴 것과 

별개로 구성하는 자아는 계속 구성을 해나간다. 이차  세계화는 다음과 

같이 바로 이 상학함이 어쩔 수 없이 세계구성에 여하게 될 때 일어

난다.

“이 자아[ 상학하는 자아]는 분석하기 매우 어려운 어떤 방식으로 구성하

는 자아의 자기세계화에 의해 포함되고 구성하는 자아에 의해서 계속 운반

되는(fortgetragen)한, 세계구성에 수동 으로 여하게 된다. (…) 구성의 

작업수행들은 상학 으로 이론화하는 ‘ 여되지 않은’ 자아를 세속화함 

속으로 휩쓸어간다(mitreißen). 그런데 이 세속화함은 자신의 활동성에 기

인하지 않기 때문에 [ 상학하는] 자아에 있어 단지 비본래 이며 외견상

의 세계화함이 된다.”(Hua Dok II/1, 119, [ ]는 인용자)

핑크는 상학하는 자아가 구성하는 자아에 의해 분석하기 어려운 방식

에서 계속 운반된다고 하지만, 그 이유는 단 하나이다. 핑크의 구도에서 

자아의 이분화를 통해 월  삶의 분화가 강조되었지만 “모든 ‘존재의 

립’을 넘어서서 어 든 상학하는 자아는 구성하는 자아와 함께 월

론 인 삶의 통일성 속에 있기”71)(같은 곳) 때문이다. 여기서 규명하기 

71) 핑크의 월론  방법론을 비 으로 검토하는 3부의 마지막에서 이 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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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이유로 상학하는 응시자는 구성하는 자아에 의해 휩쓸어져 동

행한다. 곧 구성함이라는 작용에 합류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구성함은 

본래 상학하는 자아의 활동이 아니었으니 이는 ‘비본래 ’이며 응시자

에게는 ‘외견상’의 구성함이 된다. 

 비본래  세계화를 통해 탈인간화된 응시자는 이제 다시 인간이 되어 

세계 속에 나타나게 된다. 그 다면 완 한 상학함의 주체를 응시자라

고 말하는 것은 한정 이다. 따라서 “ 상학함의 면 (vollseitig) 주체

는” 월론  자아도, 자연  인간도 아닌 오히려 “세계 속에서 비본래

 세계화함을 통해 ‘나타나는’ 월론  주 성”(Hua Dok II/1, 127)이

다. 이 면  주체는 술어화에서는 자연  언어로 나타난 상학  

언어와, 학문화에서는 세계 속에 나타난 상학  진리와 응한다. 이 

셋은 모두 응시자 자신에게는 투명(transparent)하나 타인에게는 그 지 

않다. 응시자의 에서 언어는 외견상 자연  언어이고, 진리는 외견상 

세속  진리이며, 주체는 외견상 ‘인간’이다. 자연  언어를 넘어서는 

월  의미, 세속  진리에 가려진 상학  명제, 겉보기에 ‘인간’의 옷을 

입은 상학하는 응시자가 모두 본래 으로 월성의 역에 속하며 

상학을 구성한다. 하지만 응시함이 응시함으로서만 남아있을 수 없고 구

성함에 필연 으로 동행하게 되기에 자연  태도에 자연  형식을 통해

서만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 상학  월철학자는 겉보기에(augenschein) ‘인간’이 철학한다는 사실을 

오해하지 않으며, 그에 있어 이는 항상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월론  진리

를 투시(durchsichtig)하고 있다.”(Hua Dok II/1, 126)

그 다면 자기통각  측면에서 일차  세계화와 이차  세계화의 차이도 

지 할 수 있겠다. 일차  세계화에서 구성하는 월  주 은 “자신의 

구성  유래를 망각하고 자신을 단지 인간으로서 안다.”(Hua Dok II/1, 

127) 반면 이차  세계화에서 월론  응시자는 자신이 응시자이지만 

구성함의 경향으로 인간화 되었다는 것을 안다. 

하게 언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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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기인식에 이르는 자기운동(Selbstbewegung)으로서 비본래  세계화

 자연  태도에서 출발하여 상학  환원을 통해 자연  태도를 떠났지

만 비본래  세계화를 통해 다시 자연  태도로 돌아오게 되는 이 과정

은 핑크에 의하면 하나의 ‘자기운동’이며, 이때 주체가 얻게 되는 것은 

자기 자신에 한 이해이다. 

 먼  상학  환원 이  월  삶 체는 모든 구성의 목 인 세계의 

존재에 향해 있는 구성  과정으로 존속한다. 상학  환원에 의해 “

월  삶의 내부에서 립운동”(Hua Dok II/1, 124)이 생긴다. ‘근원  사

건’인 환원은 월  주 성이 자기 자신을 자각하여 월론  주 성이 

되게끔 한다. 곧 자기 자신에 해서 알지 못하던 익명 인 구성과정은 

“즉자-존재(An-sich-Sein)”(같은 곳)이나, 환원을 통해 “ 자-존재

(Für-sich-Sein)”(Hua Dok II/1, 125)로 이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응시함

이 구성  과정에 다시 동행하는 한, 이제 상학함은 립활동이 아니

라 “자신-속에-순환함(In-sich-Kreisen)”이다. 

 이를 통해 상학자는 ‘ 월성’에만 머무를 수 없고 ‘세속성’으로 귀환하

게 된다. 이 의 내용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1) 술어화, 학문화인 객 화는 인간화로서 세계화에 근거한다.

 2) 인간화로서 세계화는 비본래  세계화이며 응시자가 구성하는 자아

에 동행하게 되는 것 이다.

 3) 2)의 과정은 ‘즉자-존재’가 ‘ 자-존재’되는 하나의 순환과정이다.

 4장. 월성과 세속성의 변증법  통일(dialektische  

Einheit)인 자(Absolutes)의 이념

 즉자-존재의 자-존재-됨이라는 헤겔  어조에서 알 수 있듯이 핑크

는 세계화의 과정을 변증법 으로 설명한다. 최 에 익명 으로 진행되

는 구성과정(Vor-Sein)이 있다. 이 구성과정은 상 자로서 세계를 구성

하고 인간은 세속  세계의 소박함에 있게 된다. 모종의 계기로 구성에 

립된 ‘ 월론 ’ 경향이 생기는데 이것은 상학  환원함이다. 그러

나 월론  경향은 응시함을 통해 개시된 월성의 역에만 머무를 수 

없다. 그것은 필연 으로 구성함을 통해 비본래 으로 세계화된다. 이 비

본래  세계화는 두 역 사이의 단순한 이동이 아니다. 오히려 핑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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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변증법  통일’로 개념화하여 ‘ 자’를 형성하는 것으로 설명한

다.

“여기서 요한 것은 ‘ 상학하는 주체’의 ‘구체 72)’ 개념을 형성하는 월

론 인 것의 역과 세속 인 것의 역을 ‘변증법 으로 통일’하는 것이다. 

이 통일은 비본래  세계화함의 결과인데 (…) 월론 으로 일어난 일이 

수동 으로 동행됨이다.”(Hua Dok II/1, 127)

“오히려 이 자는 곧 월  구성과, 상학함이 월론 으로 일어남의 

통일이다. 즉 자는 자신 속에서 스스로 립 으로 분 되는 월  삶 

일반의 포 인 체의 통일이다. 구성하는 삶과 상학하는 삶 사이의 이 

분리는 지  자의 개념을 결정한다. 즉 그것은 반정립  계기들의 종합

 통일이다.”(Hua Dok II/1, 157)

여기서 통일은 두 립되는 것들의 공존이다. ‘구성함’과 ‘ 상학함’ 그리

고 ‘ 월성’과 ‘세속성’은 이제 그 자체만으로는 추상 이고 완 한 

자의 한 측면일 뿐이다. 하지만 여 히 립 계를 잃지 않고 있다는 것

이 강조되어야겠다.

 사실 이 분열과 통합의 구도가『6성찰』의 모든 주제를 포 하고 있다. 

상학  환원을 통해 핑크는 세속성과 월성의 분열을 강조하여, 세속

인 개념을 월 인 것에 용할 수 없음을 말한다. 그러나 월 인 

것에 해 어떻게든 설명해야 하기에 궁여지책으로 나온 것이 ‘유비’이

다. 주체, 언어, 학문, 상호주 성 등 모든 주제 인 개념들은 월성의 

역에서는 유비 으로 사용된다. 심지어 ‘ 자’라는 개념 한 하나의 

유비이다.73) 그러나 유비는 하나의 친족 계를 제하며, 분열된 것은 

어 든 하나의 월  삶 내에서의 분열이기에 다시 통일이 일어나며 

혹은 일어나야만 한다. 이 통일을 통해 월성은 세속성으로 다시 내려

온 것처럼 보이지만 환원을 수행한 응시자에게 그 배후는 투명하다. 이

게 세속성에 나타난 월성이 마지막에는 자의 개념을 형성한다. 

72) 상학에서 추상 인 것은 어떤 체에 해 비독립  부분이 되는 상이며, 

구체 인 것은 비독립  부분을 지니는 독립  상을 일컫는다.

73) “ 상학  자를 ‘더욱 거 한 것’,‘더욱 포 인 것’ 등의 이념아래 표상하

는 유혹에 무도 쉽게 빠져든다.”(Hua Dok II/1,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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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까지 밟아온 내용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상학함

    

선-존재(Vor-Sein)----------------존재(Sein)

                         

 

                                     구성함

구성함인 선-존재는 자신의 구성과정을 통해 존재인 세계를 구성한다. 

이때 구성된 세계로부터 구성하는 주 으로 역행하는 것이 상학함이

다. 그리고 상학함과 구성함의 총 은 자를 나타낸다. 이 과정을 

상학  환원 이 과 이후로 나 어 상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선-존재( 월

)
존재(세속 )

상학( 월

론 )
통일

본래  

세계화

----->

세속  인간

<-----

상학  

환원함

월론  

응시자
비본래  

세계화

----->

외견상  

인간인  

응시자

세속  언어
월론  

의미74)

유비로서  

상학  

언어

세속  학문
월론  

진리
상학

자연  태도 월론  태도 자연  태도

자연  태도  

속의  

월론  

태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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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향의 화살표는 구성함을 나타낸다. 익명 인 본래  세계화를 통해 존

재가 구성된다. 핑크의 통찰에 따르면 구성하는 것은 구성된 것으로부터 

철 히 구분되어야 하기에 구성하는 세계화는 선-존재이다. 자연  태도

는 구성함의 익명성에서 형성된다. 그러나 모종의 이유로 상학  환원

함이 일어나고 이것은 구성함에 역행/ 립하는 삶의 경향을 생기게 한

다. 좌향의 화살표가 환원함을 나타낸다. 이를 통해 인간은 월론  응

시자가 되어 응시함/이론  경험함을 수행해 월론  의미/진리를 획득

한다. 그러나 응시자는 구성하는 자아와 동일한 인간이기에 구성함에 휩

쓸려 간다. 이것이 비본래  세계화이다. 이때 응시자 자신은 아직 소박

함에 있는 타인의 자연  태도로 돌아오게 된다. 이제 세계 속에서 상

학은 배후에 그 의미를 가진 학문이 되고, 응시자는 외견상 인간이 된다. 

하지만 ‘배후’와 ‘외견상’임을 아는 것은 응시자 자신뿐이다. 비본래  세

계화를 통해 립된 두 경향의 변증법  통일이 일어나고 상학하는 삶

과 구성하는 삶의 종합  통일은 ‘ 자’를 나타낸다. 따라서 핑크에 따

르면 상학은 “ 자가” 자기 자신을 “ 으로 인식”하는 “무한한 

자기인식” 과정이다(Hua Dok II/1, 169).

소결.

 6성찰의 모든 내용을 지탱하는 핑크의 근본 인 통찰은 다음이다.

(1) 구성하는 것(das Konstituierendes)은 구성된 것(das Konstituiertes)

으로부터 이해될 수 없다.

(2) 구성된 것은 존재(Sein)이며 구성하는 것은 선-존재(Vor-Sein)이다.

이러한 통찰에 근거한 상학  환원에 한 핑크의 이해는 후설보다 더 

후설에 충실했다.75) 환원함의 상은 선-존재이며 구성함의 상은 존재

이다. 핑크는 이러한 상의 차이를 작용 자체의 차이로 발 시킨다. 곧 

74) 세속  언어에 립되는 것은 아마 월론  언어일 것이다. 그러나 핑크의 구

도에서 언어라는 말은 이미 세속 인 존재개념을 가진다. 따라서 그 순수한 월

성의 에서만 보자면 ‘의미’라고 해야 할 것이다.

75)『이념들1』에서 세계와의 단 을 통한 상학  환원의 취지를 말한다. 그러나 

후기로 가면서 후설은 상학  환원에서 ‘단 ’의 성격을 지우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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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원함은  구성함이 아니다. 작용의 차이는 나아가 자아의 차이로 

이어진다. 이것이 구성하는 자아와 상학하는 자아의 분열이다. 철학  

반성이 가장 철 화된 형식이 상학  환원이라면, 반성을 통한 자아분

열(Ichspaltung) 한 가장 철 한 형식에서 마침내는 존재이원론으로 

나타나 하나의 월  삶은 상이한 존재방식으로 분열된다. 하지만 어

든 그것이 하나의 삶인 바, 분열된 것의 재통일이 요구된다. 그러나 상

이한 역의 재통일은 마치 어떠한 분열도 없었던 것처럼 매끄럽게 이어

질 수 없다. 그것들은 고작해야 변증법  종합  통일이라는 명명 하에 

병존할 뿐이다. 이 과정에서 월 인 것이 세속 인 것 속에 나타나야 

한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6성찰』에는 분명히 구분되지 않았지만, 우

리는 이를 ‘세계화’와 ‘타인에게 나타남’이라는 의미에서 ‘객 화’로 나

어 주제 으로 분석했다. ‘객 화’는 후설과 핑크 모두에게서 문제가 되

었던 반면 ‘세계화’ 일반은 핑크에게서 나타나는 문제이다. ‘객 화’는 결

과 으로 자연  태도에서 통찰되지 못하는데, 핑크에게서 이것의 근거

는 ‘세계화’ 일반에 있다. 상이한 존재방식을 가진 월성과 세속성은 애

에 종합될 수 없기 때문이다. 와 같은 핑크의 구도는 월성으로부

터 일체의 세속  규정을 떼어내기 함이었다. 

 상학  환원을 통해 철 히 분열된 것을 비본래  세계화를 통해 재

통일하려해도 그것은 분열되기 이 의 통일성을 회복할 수 없다. 따라서 

서로 반정립 인 계기를 자신 안에 지닌 자라는 개념이 요구된다. 

이 자는 비-존재(Me-On)로서 ‘어떤 것(etwas)’은 아니지만 동시에 

‘무(nichts)’도 아니다. 그것은 “존재이지만 본래 으로 존재가 아니다.”76) 

이러한 자의 발견을 통해 상학은 자의 자기인식 과정으로 규

정되면서『6성찰』은 마무리된다. 핑크는 후에 이 비-존재의 철학을 

개하지만 그것이 구체 으로 어떤 모습을 띠는지는『6성찰』을 통해 규

명될 수 없다. 왜냐하면 머리말에 나오듯이 “여기에서는  정신의 

비존재  철학에 한 견(Vorblick)”77)만이 제시될 뿐이기 때문이다. 

76) 핑크의 개인  기록 Z-IV, 112a.(Luft:2002, 229에서 재인용)

77) Hua Dok II/1, p.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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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논구.

 후설 상학에 한 하나의 반성함으로서 핑크의 월론  방법학의 

개에 후설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독일 념론  어조가 상기될지라도, 

그것은 그 자체만으로는 비 이 아니다. 핑크가 얼마나 후설에 충실했

는지, 그리고 어떤 면에서 후설과 다른지는 우리의 주안 이 아니기 때

문이다. 여기에서 시도하는 것은 핑크의 월론  방법학에 한  하

나의 반성이다. 우리는 월성과 세속성의 변증법  통일이라는 핑크의 

구도에서 발생하는 몇 가지 난 을 지 할 수 있다.

1. 변증법  통일에서 종합과 통일의 근거 결여

 구성하는 자아와 상학하는 자아의 통일, 월 인 역과 세속 인 

역의 통일, 가상진리와 월론  진리의 통일, 존재자 일반과 선-존재

의 통일, 월  경향과 구성  경향의 통일 등 핑크는『6성찰』에서 수

많은 “종합  통일”(Hua Dok II/1, 161)에 해 말한다. 이 통일을 구성

하는 양자는 립되어 있음은 물론이다. 그런데 후설의 질문처럼 이들은 

어떤 종류의 종합인가?78) 실제로 핑크의 설명에서는 어떤 실질 인 종

합함이 결여되어 있다. 그것은 사실 양자의 공존이나 병존일 뿐이다. 변

증법  통일에 있어 ‘고양함’은 존재하지 않는다. 핑크의 통일은 단지 

월성을 통해 세속성을 ‘지양’하되 그 소박함을 ‘보존’하는데 있을 뿐이

다.79)

 실제 인 종합  통일이 결여되어 있는 만큼 동시에 통일의 근거 한 

결여되어 있다. 유일하게 통일의 근거로 제시되는 것은 양자 사이의 ‘친

족 계’이지만 왜 친족 계가 성립하는지는 답해지고 있지 않다.

78) “서로 항하는 공존 속에서 자의 종합  통일”이라는 핑크의 서술에 후설

은 “그러나 이것은 우려할만한 표 이다. 어떤 종류의 ‘종합’인가?”(Hua Dok II/1, 

164)라고 난외주를 단다.

79) 루 트 한 핑크에서는 실질 인 종합  통일이 결여되어 있음을 지 한다. 

“‘지양함(aufheben)’에 한 핑크의 이해는 근원 인 것의 무화함과 보존함을 함

축하지만 고양함을 함축하지는 않는다. 자연  태도는 월론  철학의 확장된 

경험을 통해 소한 지평으로 인식되지만 동시에 확장된 지평으로 설정되지는 

않는다; 두 분리된 화해할 수 없는 지평들이 있다. (…) 핑크가 말하는 지양함은 

따라서 종합이 아니다. 완 한 의미에서 종합이 낮은 단계를 높은 단계로 고양함

이라는 세 번째 의미를 함축한다면 말이다. (…) 따라서 엄 히 말하자면 종합은 

완 한 지양이 아니라 두 태도들을 한 연 에 두는 것이다.”(Luft:2002, 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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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존재의 립’을 넘어서서 어 든 상학하는 자아는 구성하는 자아

와 함께 월 인 삶의 통일성 속에 있다.”(Hua Dok II/1, 120)

“유한한 반성  인식작용과 무한한  자기 인식 사이에서 이 유비를 

가능하게 만드는 친족 계를 우리는 지  제시할 수 없다.”(Hua Dok II/1, 

169)

“일반 으로 유비의 기능 속에 태도를 취할 수 있기 해서는, 세속  개념

이 이 개념에 의해 지시된 월론  의미와 일정한 친족 계에 있어야 한

다.”(Hua Dok II/1, 155)

월성과 세속성은 립되어 있지만 이들 사이에는 친족 계가 있어서 

유비 이다. 그리고 이 친족 계를 바탕으로 비본래 인 세계화를 통해 

통일이 가능하지만, 왜 친족 계가 있는지는 설명되지 않고 있다. 유일한 

근거를 찾자면 애 에 상학하는 자아와 구성하는 자아는 동일한 인간

이라는 인데, 이 경우 핑크는 본래 통일 인 것을 애써 분열시킨 후 

다시 재통일하는 것이 된다. 그 다면 ‘변증법  통일’을 통해 새롭게 

악하게 되는 것은 없다.  

2. 월성의 비일  사용

 다음으로 핑크는 ‘ 월론 ’을 양의 으로 사용하고 있다. 다음에서 보

듯이 월론 의 첫 번째 의미는 구성된 세계로부터 구성하는 주 성으

로 물어 들어가는 방향에 있다.

“‘ 월론 ’이라는 표 은 처음부터 주제 인 표시인데 [세계를 월함]의 

방향에서 근할 수 있는 것인 방향개념을 용함으로써 생긴 표시이

다.”(Hua Dok II/1, 157, []는 인용자)80)

이를 통해 구성함으로부터 역행함이라는 ‘ 월론 ’이라는 의미가 생기

80) 다음의 용례도 있다. “인간 속에서 각성된 월론  경향은 이미 동기부여의 구

상 속에서 작업하고 있는 월론  응시자의 ‘내 ’ 상학함 이외에 다른 것이 

아니다.”(Hua Dok II/1, 43)



- 70 -

고, ‘ 월론  상학  환원’, ‘ 월론  응시자’는 이러한 의미에서 명명

된다.

그러나 동시에 다음에서 보듯이 구성함을 뜻하는 ‘ 월 ’이 있다.

“그래서 ‘ 월 ’이라는 용어가 (…) 세계에 립된 월 으로-구성하는 삶

을 뜻하는 (…).”(같은 곳)

우리가 지 까지 ‘ 월 ’이라고 옮긴 것은  인용문에 따르면 ‘구성하

는’을 의미한다. 핑크가 자연  태도는 그 자체로 ‘ 월 ’이다고 설명할 

때나, 선-존재를 ‘ 월 ’이라고 말할 때의 의미는 ‘구성하는’을 의미한

다.81) 

 그 다면 ‘ 월(론) ’은 구성함과 환원함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는 핑크

의 구도에서 모순 이다. 왜냐하면 구성함과 환원함은 서로 립되는 것

이기 때문이다. ‘ 월 ’ 구성함은 세속성을 만들지만 이 세속성은 ‘ 월

론 ’에 립하여 반정립  구도를 형성한다. 그 다면 일 이기 

해서 핑크는 월(론) 이라는 말의 쓰임을 한정하거나82),  월성/세

속성의 반정립  립구도를 포기해야 한다.83) 

81) 다음의 용례를 참고할 수 있다. “ 상학하는 자아의 인식하는 삶 속에서 월  

주 성은 구성하는 주 성으로서 자각된다.”(Hua Dok II/1, 44)

82) Leichtle은 핑크가 응시자를 월(론) 이라고 한 것이 후설 상학에 비추어 보

았을 때 부 하다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상학에서 ‘ 월 ’은 구성에 해

서 쓰이는데, 응시자는 구성하는 작용을 하지 않으므로 ‘ 월 ’이라 할 수 없다

는 것이다. 그러나 Leichtle은 만약 핑크가 다른 의미에서 ‘ 월 ’을 썼다면 나름

의 정당성이 있다고 한다. 자세한 내용은 S. Leichtle, “Husserl and Fink: Two 

Phenomenologies”, The New Yearbook for Phenomenology and 

Phenomenological Philosophy vol.I, Noesis Press LTD:Seattle, 2001, 

pp.301-307. 하지만 우리가 악하기에 핑크는 ‘ 월 ’을 (1) 구성함의 반 라는 

의미와 (2) 구성함의 의미에서 사용한다. 따라서 애 에 ‘ 월(론) ’의 의미가 양

의 이다. 

83) 아 (2004)는 핑크가 ‘세속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방식이 애매하다고 지 한

다. “한편으로 세속 은 특정한 상황으로 인식되지 않거나 통찰력있는 통찰-이 

경우 상학-을 비 으로 양산해야 하기에 소박한 특정한 상황을 의미한다. 다

른 한편으로『6성찰』에서 핑크의 은 세속 이 실에 내재하고 구성 인 

인간 존재의 치를 의미한다.”(R. Arp, “Husserl and the Penetrability of the 

Transcendental and Mundane Spheres”, Human Studies vol.27:221-239, Kluwer 

Academic Publishers, 2004, p.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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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학함의 시간성 문제

 이미 언 했듯이『6성찰』에서 이차  세계화는 주로 그 상호주  측

면인 객 화에서 논의된다. 그러나 세계화의 근원  의미는 구성함이기

에, 이차  세계화의 근원  의미 한 구성함이 응시함에 동반함이다. 

그러데 구성함은 곧 시간화이다. 그 다면 세계화는 핑크 한 다음을 

통해 암시하듯이 우선은 ‘시간화(Zeitigung)’를 의미한다.

“오직 상학함이 세계 속에서 자리를 잡고 시간화되기 때문에 그것은 자

연  태도의 언어 속에서 객 화될 수 있다.”(Hua Dok II/1, 136)

핑크와의 화에서 언스는 다음과 같이 쓴다.

“자아의 시간화는 자아의 세계화함과 동등하다.”(Cairns:1976, 34)84)

핑크는 시간화라는 분명한 언  없이 세계화를 인간화, 술어화, 학문화 

등으로 설명하지만 이들을 포 하는 본래  의미는 시간화이다. 왜냐하

면 비본래  세계화든 본래  세계화든 세계화는 구성함이고 구성함은 

시간  구성함이기 때문이다. “만약 열반을 원한다면 시간이 없다.”(같은 

곳) 문제는 핑크의 서술에서 비본래  세계화는 상호주  달이라는 

학문의 이념에서 동기부여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학문에 필요한 것이지 필연 인 것은 아니다. 학문의 이념에는 비본래  

세계로의 “어떠한 근거나 강제도 놓여있지 않다.”(Hua Dok II/1, 108) 

한 핑크는 “(그 월성 속에 머물러 남아 있는) 자아도”(Hua Dok II/1, 

127)라고 하면서 마치 응시자가 세계화되지 않고 응시자로서 남아있을 

수 있는 것처럼 서술한다. 하지만 시간화로서 세계화는 응시자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언제나 이미 진행되었으며 진행되고 있고 

계속 진행되는 것이다.85)  

84) 화 과정을 언스가 정리하여 쓴 것이기에 핑크만의 의견인지 언스의 의견

인지는 확실치 않다.

85) 루 트(2011) 한 세계화는 자아가 의도 으로 실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을 강조한다. “세계화는 상학하는 자아가 의도 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이 

아니다.”(S. Luft, Subjectivity and Lifworld in Transcendental Phenomenology, 

Northwestern University Press, 2011, p.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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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시간화라는 세계화의 근원  의미를 되새긴다면, 여기에서는 충

분히 논구할 수 없는 복잡한 문제가 생긴다. 우선 월론  응시자와 

상학함의 존재방식을 물었던 핑크의 의도에 역설 으로, 이 존재방식 자

체가『6성찰』에서 불분명해진다. 핑크는 월  삶의 이분화를 통해 구

성하는 자아로부터 응시하는 자아를 철 히 구분하여, 응시자의 작용은 

구성함이 아니라고 거듭 강조하 다. 그러나 구성함이 아닌 응시함은 도

체 어떤 작용인가? 핑크는 응시함을 소극 으로는 구성함이 아닌 것으

로 극 으로는 이론  경험함이라고 설명했지만, 그에 따르면 이때 ‘경

험함’ 한 하나의 유비 다. 그 다면 우리는 세계화함 이 에 응시함이

란 자립 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인지, 한 그 다면 어떤 내용을 가진 

작용인지 물을 수 있다. 시간화는 모든 작용의 형식인데 시간화되지 않

는 응시함은 도 체 어떠한 작용인가? 핑크가 응시자의 작용을 설명할 

때 항상 뒤에 비본래  세계화를 통해 구성함에 동행한다는 것을 덧붙이

는 것으로 보아, 응시함의 자립 인 작용을 생각하기 힘든 것으로 보인

다.86) 분명한 것은 시간화로서 구성함 이 에 어떤 자립 인 무시간 인 

작용으로서 응시함을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다. 

 물론 핑크는『6성찰』에서 응시함과 세계화가 시간 으로 분리된 두 작

용이라는 을 의도하지 않았다고 반론할 수 있다. 곧 응시함이 일어난 

이후 세계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세계화가 응시함에 구성

함이 수반하는 것이라면 응시함과 구성함이 실로 동시에 일어난다고 생

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한 만족스러운 귀결을 가져오지는 않는다. 

이때 우리는 응시하면서 동시에 구성하는 두 시간  흐름을 가지게 되는

데, 이는 이해하기 힘들다. 핑크 한『6성찰』에서 이 문제를 다음과 같

이 언 한다.

“하지만 나의 월론 으로-응시하는 자아 역시 이러한 의미에서 ‘ 재 ’

이지 않은가? 월 으로 흐르고 있는 삶이라는 주제와 주제화함이 ‘지 ’

86) 셔벨(1993) 한『6성찰』에서 ‘응시함’은 항상 ‘구성함’을 동반하여 서술된다는 

을 지 하면서, 구성함이 아닌 독립 인 작용으로서 응시함에 해 문제를 제

기한다. 셔벨에 따르면 응시자의 “비참여  존재”는 사실 단지 “비참여를 의욕

함”이다.(M. Scherbel, “Die transzendentale Reduktion als die Leistung eines 

unbeteiligten Zuschauers”, Perspektiven der Philosophie 19, Periodicais 

Archive, 1993, p.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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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통일 속에 있지 않은가? 이 두 가지는 동일한 월론  체험의 흐름에 

속하지 않은가? (…) 해석에 도달한 월론  체험의 흐름 역시, 그 주제  

작용과 반성  작용을 지닌, 그 속에서 상학함이 일어나는 포 인 삶의 

통일이 아닌가? 혹은 상학함은 자신의 고유한 시간성과 시간화를 갖는

가?”(Hua Dok II/1, 58)

여기에서 핑크가 제시한 자아의 이분화는 다시 문제에 부딪친다. 상학

하는 자아와 구성하는 자아가 구분된다 해도, 어 든 이 두 자아는 동일

한 삶의 흐름에 있다. 두 작용함을 동시에 한 흐름에 귀속시킨다면 상

학함에는 구성함과 다른  다른 시간화가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이는 

상학 으로 제시하기 어려운 설명이다. 핑크 한『6성찰』에서는 이

러한 물음들을 “미정으로”(같은 곳) 남겨 놓는다. 

 혹자는 의 계를 구체-추상의 계로 이해할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실제로 발생하는 것은 하나의 구성하는 작용인데, 그 안에 상학함이라

는 추상  계기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 시간화 문제는 해결할 

수 있겠지만, 굳이 상학함과 구성함을 다른 작용으로 나 고 다른 자

아에 귀속시킬 필요가 없어진다. 이는『6성찰』의 지배 인 통찰에 어

난다. 

 상학함의 존재방식이 모호함에 따라 그 주체인 응시자 한 그 존재

방식이 불분명하다. 상학  환원을 통해 구성하는 삶에서부터 “내던져

진” 응시자는 핑크에 의하면 구성 이지 않으며 구성되지도 않는다.

“아무튼 ‘응시자’는 결국 구성하는 삶에서부터 (물론 구성 이지는 않은)87) 

내던져진(ausgeworfen) 반성의 자아일 뿐이다.”(Hua Dok II/1, 119)  

 

‘내던져진’이라는 애매한 말이 암시하듯이 핑크는 응시자가 ‘생성’된다거

나 ‘발견’된다는 의미를 피하고자 했다.88) 구성함이 아닌 응시자는 상

학  환원을 통해서 비로소 구성하는 삶을 “ 표하는 기능자”(Hua Dok 

87)셔벨(1993)에 따르면 핑크는 “구성 이지 않은(nicht konstituitiv)”을 후에 “구성

되지 않은(nicht konstituiert)”으로 수정한다.(M.Scherbel:1993, p.148)

88) “그러나 이 월론  응시자는 단 지를 통해 비로소 생성되는(geworden) 것

이 아니라, 인간존재를 은폐하는 장에서부터 단지 발견(freilegen)되었을 뿐이

다.”(Hua Dok II/1,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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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1, 44)로 나타나지만 구성되지도 않고 구성 이지도 않다. 그 다면 시

간 으로 연장되어 있지도 않고 어떠한 특유한 작용도 하지 않으며 단지 

응시할 뿐인 도 체가 구성 이지 않은 이 응시자는 어떤 종류의 자아인

가?

 나아가 응시자와 응시함이 핑크의 서술처럼 세계화 이 에 독립 으로 

일어나는 것처럼 이해된다면, 이는 핑크 자신이 피하려고 한 월성과 

세속성의 특정한 구도를 환기한다.

“이 게 ‘ 월  차원 속으로 돌입’은 월론  주 성을 차원으로서, 역

으로서 내세우지 않는다.”(Hua Dok II/1, 45)

“ 월론  주 성이 여기(hier)있고 세계가 기(dort)있어 상 계가 성립

하는 것이 아니다.”(Hua Dok II/1, 49)

핑크는 이처럼 월성과 세속성이 독립된 두 역처럼 이해되는 것을 피

하려 했고 상학을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것은 오해라고 해명한다. 하

지만 그가 아무리 통일을 강조할지라도, 종합  통일이 실질 인 종합 

없는 공존이라는 , 그리고 응시자와 응시함이 구성함  세계화와 분

리되어 다른 존재방식을 가지는 에서 와 같은 오해는 오히려 핑크 

자신이 만들고 있는 듯하다.89)  

89) McGuirk 한 핑크가 월  역과 세속  역을 철 히 분리했다고 강조한

다.(McGuirk:2009, p.248, 250, 251)

  쿠스터(1996)도 마찬가지로『6성찰』에는 어떤 두 세계 이론이 나타난다고 한다. 

“두세계이론(Zweiweltentheorie)를 향한 이 경향은 후설 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핑

크 이다.”(F. Kuster, Wege der Verantwortung. Husserls Phänomenologie als 

Gang durch die Faktizität, Dordrecht/Boston/London, 1996, p.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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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부. 후설의 ‘ 상학의 상학’

 도입.

 3부에서 살펴본 핑크의 월론  방법학의 개는 결국 더 이상 상학

이지 않은 어떤 비존재  정신의 철학으로 우리를 이끌었다. 후설

이 완강히 반 했던 사변  어조는 차치하더라도, 자연  태도에서 도

체 통찰될 수 없는 가상의 진리인 상학이라는 핑크의 귀결은 후설이 

상학을 기획했던 의도에 매우 어 나는 것이다. 이 경우 세속  학문

에 한 보편학과 엄 학으로서 상학의 지 가 흔들리기 때문이다. 이

러한 이유에서인지 핑크가 비본래  세계화를 통해 그의 변증법  통일 

구도를 상술한 ‘§10. 술어화함으로서 상학함’, ‘§11. 학문화함으로서 

상학함’ 부분에 있는 후설의 난외주는 그 어떤 보다도 풍부하고 상세

하며 핑크의 견해에 한 후설의 완고한 반 를 보여 다.『6성찰』에 

한 후설의 견해를 완 한 동의 혹은 거부로 이해하기는 어렵다. 핑크

와 후설이 공유하는 용어 사용과 통찰도 지 않게 있기 때문이다. 그러

나 근본 으로 공유되지 않는 은 상학함과 구성함, 그리고 상학하

는 자아와 구성하는 자아 사이의 계이다.

『6성찰』의 머리말에서 핑크는 후설이 존재에 연 된 인식 방식을 선-

존재에 용했다고 비 했다. 하지만 다음에서 보듯이 후설은 애 에 이 

존재와 선-존재의 립이 지나치게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비 한다.

“다음과 같은 은 이 연구에 해 후설의 동의를 제약하는 들이다. 후설

은 [핑크가] 구성하는 자아와 상학하는 자아의 립을 무 강하게 강조

했고, 월론  술어화작용의 어려움을 지나치게 인정했으며, 개체  정신

으로서 시작하는 철학하는 주체를 모든 개체화(Individuation)에 앞서 놓여 

있는 정신의 삶의 심층 속으로 환원했다고 [한다]. [후설은] 이에 립

해서 철학하는 주체의 개체  개념을 옹호했다. 후설은 월론  자아가 실

로 그 자체로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은 단지 ‘외견상’ 철학한다는[ 에 

해] 반론을 제기했다.”(Hua Dok II/1, 183, []는 인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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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요한 은 후설이 상학하는 자아와 구성하는 자아 사이의 

립을 강조하지 않았다는 이다. 즉 후술하겠지만 후설에게 있어서 양자

는 작용의 내용상 차이는 있으나, 존재방식에 있어 상이한 이 없다. 사

실 핑크가 말하는 세속성과 월성 사이의 모든 유비 계와 반정립  분

열이 구성함과 상학함의 분열에서 기인한다는 을 상기한다면, 와 

같은 후설의 통찰은 술어화, 학문화 등에 있어서 후설이 핑크와  다

른 의견을 가질 것을 암시한다. 

 핑크의 월  삶의 이분화와 이에 따른 변증법  통일이라는 구도에 

맞서는 후설의 구도는 단 하나의 구성과정, 그것도 상학  자기성찰이

라는 규제  이념을 향한 하나의 통일  구성과정만 있다는 것이다. 이

에 따라 종국에는 월성과 세속성의 구분이 모호해지며 세속성 내지 자

연성은 핑크에서 계속 유지되는 반면에 후설의 구도에서는 규제  이념

을 향해 계속 고양된다. 여기에는 후설이 의도하는 윤리  요청이 어느

정도 함축되어 있기도 하다.90)

 핑크의『6성찰』에 해 후설이 따로 출간한 작은 없다. 따라서 에 

나타난 후설의 의견은 『6성찰』에 나와 있는 후설의 난외주와 유고를 

통해 재구성한 것이다. 이는 핑크의 월론  방법론의 개에 한 후

설의 비 으로서 기능한다.

 1장. 반성의 반복을 통한 주제화함

 『6성찰』을 추동한 것은 상학함에 한 반성이라는 월론  방법론

의 이념이었다. 이에 따라 핑크는 월론  상학을 월론  원리론과 

월론  방법론으로 나 어 하나의 체계를 구성하려 했다. 그러나 후설

은 이러한 체계  기획을 반기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핑크의 기획에 

한 난외주에서 후설은 “이는 이 성에 의해 명확하지 않다. [원리론과 

90) “소크라테스의 윤리  삶의 개 은 그가 진정으로 만족스러운 삶을 순수 이성

으로부터의 삶으로 의미했다는 으로 특징지어진다. 이는 다음과 같은 삶을 의

미한다. 그 삶은 인간이 지칠  모르는 자기성찰(Selbstbesinnung)과 철 한 책

임 속에서 자신의 삶의 목표들에 해, 자신의 삶의 도정들과 그때그때마다의 방

법들에 해 궁극 으로 평가하는 비 을 가하는 삶이다. 이러한 책임과 비 은 

인식 과정으로서 성취되며, 소크라테스에 의하면 참으로 모든 정당성과 그에 

한 인식이 발원하는 근원  원천으로의 방법  귀환(Rückgang)으로서 성취된

다.”(Hua Ⅷ, 9, 강조는 인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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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론은] 실로 이론  과제들이 아니다”(Hua Dok II/1, 31 An.66, []는 

인용자)라고 기 때문이다. 후설은 월론  원리론을 상학 하는 행

동, 월론  방법론을 이 행동에 한 이론  규정으로 본다. 즉 상학

의 체계를 형성하기보다는 상학 하는 삶에 한 주제 인 반성을 실행

하려 했다. 실제로 후설이 월론  방법론인 ‘ 상학의 상학’에 해 

주제 으로 탐구한 것은 매우 다.91) 그러나 ‘ 상학의 상학’에 한 

후설의 서술에서 공통 으로 부각되는 것은 어떤 체계가 아니라 반성의 

반복 가능성이다.

 기능함은 기능하는 한 자신을 숨긴다. 기능함이 의식되는 것은 이것이 

반성을 통해 주제가 되었을 때이다. 최 의 상학은 자연  삶을 주제

화하여 상학함을 수행했다. 이때 상학함은 기능함으로서 익명 이다. 

이제 이 상학함에 한 반성이 수행되어 상학함은 주제가 된다. 이

때 기능함은 상학함의 상학함이 되겠다. 이러한 반성은 무한히 반복

될 수 있으므로 매번 상학함에 한 새로운 반성이 수행될 수 있다. 

그런데 이를 통해 후설이 목표하는 것은 다음에서 보듯이 월론  주

의 일반  구조를 밝히는 것이지 체계를 수립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우선은 세계삶의 곧바른(gerade) 상학이 수행되고, 그 뒤에야 비

로소 보다 높은 상학의 상학이 주제가 된다. 그러나 이때 반성이 주제

으로 반복될 수 있고 반복되어야만 하는 한, 자아가 반성하든 반성하지 

않든 월론  자아에 속한 일반 인 구조가 제시되어야 한다는 이 부가

된다.”(Hua XXXIV, 178)

계속된 반성은 단지 월론  자아의 일반  구조를 밝힐 뿐이다. 만약 

핑크의 구도에서처럼 상학의 상학이 월론  방법론을 수립한다면, 

그리고 반성이 계속 진행된다면 우리는 지속 으로 방법론의 방법론이 

필요할 것이다. 이에 반해 후설이 주장하는 것은 반성의 반복을 통해 

“자아의 형상학”(Hua Dok II/1, 205)을 수립하는 것이다92). 상학의 

91) 이 의 독서범 에 제한한다면, 후설이 ‘ 상학의 상학’에 해 주제 으로 

서술한 것은 두 번이다. 1933년 말『6성찰』에 한 난외주로 작성한 것과(Hua 

Dok II/1, 203~206) 1930년 여름 강의록에 부록으로 작성한 것(Hua XXXIV, 

176~178)이다. 언 한 도 거니와 서술한 분량도 많지 않다.

92) 형상학은 하나의 본질학으로서 상학에서는 자유 변경을 통한 본질직 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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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학에 한 후설의 서술이 극도로 기에 이 이상을 논구할 수는 없다. 

다만 후설은 직 을 통해 사태를 규명하려 했고, 이에 따라 사변이 들어

가는 체계에 해 일 으로 거부감을 표했다는 것이 강조되어야 하겠

다.

 2장. 이론 으로 동기부여된 상학  환원과 구성하

는 응시자의 설립

 핑크가 상학  환원의 상학에서 그 동기를 묻는 것을 출발 으로 

삼은 것처럼 후설 한 상학  환원의 동기부여를 묻는다. 2부에서는 

분명히 나타나지 않았지만 후설은 오랫동안 상학  환원으로 이르는 

길을 제시하기 해 노력해왔다. 그는 1930년에 자신의 서『이념들I』

에 한 후기를 집필하며 다음과 같이 술회한다.

“나는 여러 해에 걸친 숙고동안 삶과 학문의 자연  실증성을 쫒아내고 

상학  환원인 월론  태도변경을 필연 으로 만드는 동기를 으로 

투명하고 이론의 여지가 없게 제시하기 해 상이하지만 같이 가능한 여

러 길들을 밟아왔다.”(Hua V, 148)

실제로『이념들I』,『 상학  심리학』,『 기』등 후설의 여러 표  

서들이 모두 월론  상학으로의 ‘입문(Einführung)’이라는 부제를 

달고 있는 것에서 볼 수 있듯이, 후설은 여러 차례에 걸쳐 월론  

상학으로의 길들을 제시하려 노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길들은 2부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미 월론  

태도를 제하는 순환 인 길들이었다. 2부의 결론은 자연  태도는 스

스로 능동 으로 깨지지 못하며 어떤 수동  동기부여를 통해 상학  

환원이 가능하다는 것이었다. 후설 한 후기에 이 을 인식하여 수동

형성된다. 핑크는 반성의 반복이 어떠한 새로운 것도 가져올 수 없다고 보았다. 

핑크의 이러한 서술에 해 후설은 “일반 인 것, 개별  기능함의 확정에서 항

상 다시 동일화되는 것은 없는가?”(Hua Dok II/1, 29, An.62)라고 묻는다. 루 트

가 지 하듯이(Luft:2002, 177) 후설은 반성의 반복이 일종의 자유 변경을 수행한

다고 본 듯하다. 곧 반성의 반복을 통해 자아에서 어떤 본질 인 것을 밝힐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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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기부여를 통해 자연  태도에서 월론  태도에 이르는 길을 몇몇 

강연에93) 제시하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동기부여를 지배하는 것

은 어떤 철학  반성과 진리의 이념이다. 여기에서 후설과 핑크의 차이

가 두드러진다.

 

 1 .  ‘참된 하나의 세계’라는 이념을 통한 상학  환원의 동기부여

 후설에게도 자연  태도의 자명성을 의문시하게 되는 동기는 수동 이

다. 그것은 가령 우리에게 닥쳐오는 것이고 하나의 사건이며, 혹은 후설

이 말하듯이 익숙함의 “붕괴”(Hua XXIX, 83)이다. 그러나 이러한 수동

성은 핑크가 의미하듯이 개인  죽음이나 불운과 같은 것을 암시하지는 

않는다. 이 게 철 히 개인 이면서도 우연 인 동기부여는 익숙한 세

계의 친숙성을 깰지는 몰라도 엄 한 철학  학문의 시작에 한 동기부

여는 되지 못한다.94) 같은 죽음은 구에게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

는 것, 구에게는 의를 해 결심한 것이 될 수 있으며, 구에게는 

철학  탐구의 시작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후설이 말하듯 

“ 속한 경이”95)일 수 있다. 한 죽음과 불운 등은 이미 자연  태도 

내의 정상성에서 측된 것이다. 개의 경우 우리는 죽음을 경이롭게 

바라보지 않는다. 인간은 언젠간 죽으며, 이 사실은 자연  태도의 삶에

서 이미 익숙한 것이다. 곧 다음에서 보듯이, 후설에 따르면 한 개인을 

시종일  엄 하게 반성을 통해 학문으로서의 철학으로 이끄는 동기는 

와는 다른 것이어야 한다.96)

93) 1929년 암스테르담 강연, 1935년 비엔나 강연. 각각 Hua IX, VI 참고. 

94) “이 정상성이 우연히 붕괴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이 세계인식의 체 진행을 

그 제(다시 말해 세계가 암묵 인 양상에서 월  작업수행으로부터 구성된다

는 것)를 밝히기 해 충분한 동기부여가 시작될 만큼은 아니다. 혹은 이 밝힘은 

물론 제를 분명히 하는 것이 확고히 고정된 습 성의 경우 성공하는 것을 힘들

게 할 만큼은 아니다.”(Hua XXXIV, 65)

95) “ 상학의 본성과 구성에 한 통찰은 우리를 경이(thaumazein)로 채운다. 그러

나 속한 경이는아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통찰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다.”(Cairns:1976, 16)

96) 루 트는 후설이 실존  한계상황을 철학의 시작으로 보지 않는 것을 실존철학

에 한 후설의 불만에서 찾는다. 1932년 2월 21일 Pannwitz에게 보내는 후설의 

편지  다음의 내용을 참고할 수 있다(BW 7, 218): “새로운 의미에서 철학은 철

하게 학문 이면서도 잃을 수 없는 시작이어야 하고, 신념 없는 체념의 철학

(실존철학)에 반 하는 발견의 철학이어야 한다 (…).”(Luft:2002, 92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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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다양한 형식들: 목 으로 의도되지는 않았지만 죽음의 험이 가장 

높은 삶. 다른 한편 아름답고 완 한 삶의 지평에서 항상 존속하는 가능성

으로서의 죽음. ‘운이 좋은’ 노인과 (…) 쟁에서의 죽음. (…)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열거하더라도, 이들이 어떻게 철학  단 지에 

한 동기부여가 될 것인가?”(Hua Dok II/2, 31, An. 114)

 그 다면 후설이 의도하는 상학으로의 동기부여는 무엇인가? 그 동기

부여를 통해 자연  태도의 인간은 그 익숙함을 잃는다는 의미에서 이

는 수동 이어야 하나, 동시에 인간으로 하여  보편 인 학문에 한 

이념으로 결단하게97) 만든다는 의미에서 능동 이어야 한다. 우선 세계

정립은 다음에서 보듯이 어떤 불일치의 경험으로부터 주제화될 수 있다.

“이러한 가장 철 한 태도변경을 수행하려는 동기부여는 내가 나에게 다음

과 같이 말하는 데에 있다: 나와 우리의 존재하는 세계로서 나에게 항상 주

어져 있는 세계는 오직 나의 고유한 경험과 습득  타당성으로부터만 나에 

해 주어져 있다. 이 습득  타당성은 다른 경험이 이에 해 이의를 제

기하지 않는 한, 모든 정상  경험함과 마찬가지로 타당성을 획득한 다른 

모든 것과의 연  속에서 나에 해 간직하는 것이다.’”(Hua Ⅸ, 527, 강조

는 인용자)

“각각의 민족들은 그들의 통들(…)을 갖고서 그들에게 단 으로 자명한 

실제  세계로 간주되는 그들 고유의 환경세계를 갖는다. 이러한 경탄할 

만한 조에서 세계표상과 실재세계 사이의 차이가 밝 지고, 진리를 추

구하는 새로운 물음이 발생한다. 따라서 그것은 통 으로 결합된 일상

 진리에 한 물음이 아니라, 통에 의해 더 이상 맹목 이지는 않은 모

든 사람에 해 모두 동일하게 타당한 진리, 즉 진리 그 자체에 한 물음

이다.”(Hua Ⅵ, 332, 강조는 인용자)

첫 번째 인용문에서는 재 나에게 주어진 세계는 ‘정상  경험’이 나에 

97) “ 구도 철학에 우연히 빠져들 수는 없다. 철학자는 그를 철학자로서 처음으로 

그리고 근원 으로 만드는 결단을 요한다.”(Hua VIII,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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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간직하는 ‘습득  타당성’으로부터 주어진다는 이 부각되어야 한

다. 자연  태도에서 세계는 무질서하거나 무규정 인 것이 아니다. 오히

려 우리의 정상  경험작용의 연 에 합하게 경험된 것들이 지속 인 

타당성을 획득하여 세계를 형성한다. 이는 환각, 가상 혹은 비정상 인 

경험들은 끊임없는 경험과정을 통해 수정, 삭제되어 하나의 정합 인 세

계를 만들어 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경험하는 주 이 시간 으로 

과거와 미래라는 지평에서 기억-기 라는 형식을 갖기에 가능하다. 즉 

경험하는 주 으로서 우리는 주어진 것들을 단지 받아들이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형식에 맞춰 경험에 해 타당성 정을 하며 정상

인 세계를 규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형식에 따라 경험이 계속 진행되

면서 우리는 나름의 타당한 세계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세계는 우리

에게 친숙하고 안정 인 세계이다.

 두 번째 인용문의 ‘고유의 환경세계’는 바로 에서 언 한 친숙하고도 

안정 인 세계를 말한다. 이 세계는 어떤 불일치의 경험, 혹은 ‘이의를 

제기하는 다른 경험’으로 성이 깨지는데, 인용문에서 보듯 낯선 민족

들의 세계를 경험하는 경우를 그 로서 들 수 있을 것이다. 우리에게 

낯선 세계는 우리의 기 를 충족시키지 않는 세계이다. 기 가 충족되지 

않기에 우리는 실망하거나 놀라며, 무엇이 실재인지 물음을 제기할 것이

다. 곧 우리에게 친숙한 세계와 낯선 세계의 “경탄할 만한 조”98)를 통

해 ‘진리에 한 새로운 물음’이 발생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불일치의 

경험에서 ‘진리에 한 새로운 물음’을 이끌어 나가는 것은 참된 하나의 

세계라는 규제  이념이다. 진리란 참된 하나의 세계라는 기 을 통해서

만 물어지고 탐구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참된 하나의 세계는 

처음에는 비주제 으로 제되지만 탐구가 지속되면서 반성이 일어날 경

우에야 비로소, 우리는 참된 하나의 세계가 항상 제되고 토 로 기능

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참된 하나의 세계는 결코 경험된 은 없지만 

98) 같은 곳에서 후설은 이를 “‘주  의견’(doxa)와 ‘객  인식’(episteme)을 

조시켜 ”(Hua Ⅵ, 332)이라고도 표 한다. 이처럼 후설은 자연  태도가 깨지는 

것을 그리스 철학의 시작과도 유비시킨다. 월론  상학의 싹을 그리스  근

원설립의 이념으로부터 재구성하려 한 연구로는 K. Held, Heraklit, Parmenides 

und der Anfang von Philosophie und Wissenschaft. Eine phänomenologische 

Besinnung, Berlin/New York 1980.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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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우리가 제하며 살아가는 세계이다.99) 우리가 언제나 참된 하나의 

세계를 제한다는 것을 자각한다는 것은 곧 세계의 주제화를 뜻하며, 

이는 2부에서 언 했듯이 단 지와 환원의 시작이 된다. 이러한 자각

과 함께, 세계 내 상에 향하는 “모든 실천  심에 등을 돌리고”, 언

제나 제되는 세계 자체를 해명하려는 “세계고찰이나 세계인식의 열정

이 인간의 마음을 사로잡는다.”(Hua Ⅵ, 331) 그 결과 “인간은 세계에 

계하지 않는 방 자, 세계의 조망자가 되었고, 그는 철학자가 되었

다.”(Hua Ⅵ, 331) 

 그러나 이러한 과정이 가능하려면 자연  태도의 인간에게 모종의 소질

이100) 있어야 한다. 후설은 다음에서 보듯이 자연  태도에서 찾아볼 수 

있는 월론  태도로의 단 를 이론  태도로 설명한다. 

“그러나 보다 높은 단계의 실천  태도에 비해 이와는 다른 태도인 일반

99) 이 ‘참된 하나의 세계’는 우리가 완 히 경험했거나 혹은 경험에 독립 으로 있

는 세계가 아니다.후설에 따르면 세계의 존, 그러니까 참된 실재성으로서 궁극

으로 모든 정정이 진행된 세계의 존은 하나의 “이성  가능성” 그것도 “선험

으로 미리 주어진 것이 아니라, 후험 으로 정 된(nicht a priori vorgegeben, 

aber a posteriori begründet)” 것이다(Hua XⅥ, 290). 이후에 후설은 우리가 어떻

게 하나의 세계를 형성하게 되는지 설명한다. 경험은 기 라는 지평을 가지기에 

그 기 가 충족되는 방향으로 조화롭게 진행될 수도 있고, 다른 한 편으로는 기

가 깨지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도 있다. 후자의 경우 기 가 깨지더라도 에서 

언 한 것처럼, 우리는 ‘정정’을 통해 불일치나 가상의 사건을 어떤 조화로운 실

재 세계에 편입시켜 경험을 계속 진행해 나간다. 후설에 따르면 이러한 방식으로 

세계를 구성하는 경험의 힘은 경험이 진행될수록 계속 성장해, “압도하는 력

(überwältigenden Gewalt)”(Hua XⅥ, 290)이 된다. 다음을 참고할 수 있다.

  “(…)이러한 기 가 한번은 일치하며 계속되는 것으로 확정되고, 다른 한 번은 일

치성의 단에서 (…) 가상으로 용해된다. 그러나 항상 정정(Korrektur)이 일어나

고, 모든 경우에 정정은 가능하다. 의심은 해결될 수 있고, 옳은 것(Richtiges)은 

의식 으로 부정된 것의 기 를 이루며 따라서 새로운 일치가 복구된다.(…) 상

으로 각각의 정정 이후에 경험된 세계는 참된(wahre) 세계로 여겨진다. 진리

가 있으며 원히 계속 진행된다.”(Hua Ⅷ, 47, 강조는 인용자)  

“예상적 확신이 놓여있는 존재확신은 지각의 계속된 진행 속에서 (…) 종종 유지되

지 않는다. 그러나 세계의 지각 전체에서 일치성은 언제나 유지되며, 그것도 본래적

으로 항상 함께 기능하는(mitfungierende) 정정(Korrektur)을 통해서 그렇다.”(Hua 

Ⅵ, 166, 강조는 인용자)

100) 핑크가 상학하는 응시자의 “자기 생산”에 해 말한 반면, 후설의 에서 

상학하는 응시자가 되는 것은 자아 내에 “기질 으로(dispositionell)”있다

(Luft:2002,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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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자연  태도를 변경시킬 본질 인 가능성은 여 히 존재한다. 즉 그것은 

이론  태도이다. 물론 이것은, 이론  태도 속에서 필연 으로 발 함

으로써 철학  조(Theoria)가 일어나고 본래의 목 이나 심 역이 되

기 때문에, 단지 잠정 으로 그 게 부른 명칭이다. 이 이론  태도는 비록 

그것이 하나의 직업  태도일지라도 으로 비-실천 이다.”(Hua VI, 

330)

진리 추구라는 심에서 이론  태도는 자연  태도 내에서는 일차 으

로 개별 학문에 한 추구로 나타난다. 물리학자는 물리학자 나름 로, 

화학자는 화학자 나름 로 세계에 한 여러 모습이 아니라 하나의 참된 

모습을 밝히려 노력한다. 한 보편  세계에 한 물음은 여러 철학  

탐구로 발 하기도 하 다. 하지만 후설에게 있어 철학은 월론  상

학이기에, 이들의 탐구는 미리 주어진 세계라는 주제화되지 않은 암묵  

제에 기반하고 있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존하는 것으로 간주된 

세계”(Hua XI, 341)가 이들의 탐구주제이다. 가령 개별 학문은 자체로 

존하는 세계의 참된 모습을 탐구한다. 반면 월론  상학은 우리가 

참된 하나의 세계를 제하고 있음을 주제화시켜 그것의 의미를 탐구한

다. 이는 개별 학문을 이끈 물음과는  다른 차원의 물음이지만, 인식

의 정당성을 극도로 추구할 때 일어날 수 있다는 에서 이론  태도와 

연 성을 가진다. 즉 이론  태도는 월론  태도에 한 인간의 소질

이다. 그리고 진리에 한 심으로서 이론  태도는 실존  토스라기

보다는 엄 한 학문에 한 의지이기에, 비록 그것이 어떤 한계상황을 

계기로 철 하게 되어 상학  환원을 시행할지라도, 요컨  후설이 우

려하는 것처럼 엄 하지 않은 실존  철학으로 빠지지는 않는 것이다.

 2 .  구성 인(konstituitive) 비참여  응시자

 상학  환원의 미문의 성격으로 말미암아 핑크는 응시자의 확립

(Etablierung)을 통해 월  삶이 이분화 되는 것을 강조했다. 이에 따

르면 응시함은 그 어떤 구성함도 아닌 그  응시함일 뿐이었다. 비록 후

설이 상학  환원을 수행하는 자를 ‘비참여  응시자’라고 명명했어도, 

이때 비참여 은 세계를 구성하는 것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일체

의 구성과정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다. 실제로 후설은 『6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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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에서 핑크가 응시자는 구성하지 않는다고 서술한 부분에 모두 ‘세계 

구성에’라는 말을 삽입한다.101) 곧 후설이 생각한 응시자는 자연  태도

의 인간처럼 익명 인 양상에서 세계 구성을 하지 않는 것이지 구성함 

자체를 수행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핑크의 강한 도식, 즉 존재=세속  

존재, 구성함=세속  존재를 구성함이 여기서 문제가 된다. 이에 반해 

후설에서 구성함은 단지 세속  존재의 구성에 국한되지 않다.102) 구성

되는 것은 일차 으로 ‘의미’이지 세속  존재가 아니다.103) 의미에 존재

정립이 덧붙여질 때 그것은 ‘ 실의’, ‘있음직한’ 등 세속  존재자로 구

성되는 것이다.  

 따라서 다음에서 보듯이 후설의 비참여  응시자는 구성함을 수행한

다. 

“그러므로 상학함은 모든 월론 인 것을 무한히 심리학화하는 지향  

과정 는 능력을 뜻한다. 그러나 이것 자체는 구성하는 작업 수행의 특수

한 태도와 방식일 뿐이[다].”(Hua Dok II/1, 192[B.6], 강조는 인용자)

“내가 환원을 실행하는 동안 나는 환원하고 있는 자아, 즉 (…) 상학을 

구성함- 상학함-으로서 활동성을 실행하는 자아이다.”(Hua Dok II/1, 

203[B.11], 강조는 인용자)

후설에게 있어 상학함은 곧 상학을 구성함이며 이는 자아의 구성하

는 작업 수행  하나의 유형일 뿐이다. 핑크가 응시함, 곧 상학함을 

어느 존재 인 것도 구성하지 않는 것으로 본 반면, 후설에 있어 월론

 응시자는 “모든 본질을 드러내 밝 ” “인식에 합한 참된 존재자로 

101) 다음을 참고할 수 있다. “하지만 상학함이 하나의 <세계성을> ‘구성함’이 아

니고 (…).”(Hua Dok II/1, 25, < >안은 후설의 난외주)

102) 그 다면 핑크와 후설의 차이는 사실 ‘구성’이라는 용어의 사용에 있는 것이라

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 서론에서 제시했듯이 루지나의 몇몇 서술은 이런 

악을 변한다. 하지만 후설과 핑크의 차이는 구성함에 한 다른 의미부여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3장에서 후술하겠지만 구성함에 한 이해는 존재에 한 이

해와 결부되어 있으며 이는 후설과 핑크의 상학의 기획을 갈라놓는 지 이다.

103) 타구치 한 응시자의 “ 월론  경험”은 “‘의미가 없는 것’으로서 고찰되어서

는 안 된다”고 말한다(Taguchi:2006, 87). “오히려 이 한 처음부터 하나의 반성

 계기를 포함”(같은 곳)하고 있기에 의미가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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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든다.”(같은 곳) 이 게 세속  인간과 마찬가지로 구성작업을 수행하

는 응시자는 그 자신이 구성되기도 한다.104) 

“그의 월론 으로 상학하는 행 는 익명 이며 그 자체로 구성되어 있

다. 왜냐하면 반복 으로 되풀이할 수 있는 반성의 뒤따르는 활동성이 자신

의 심리  역 속에서 항상 새로운 세계화함을 만들기 때문이다.”(Hua 

Dok II/1, 214[B.13])

1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월론  원리론과 월론  방법학을 통해 상

학의 체계를 세우려 한 핑크와 달리, 후설은 무한히 반복될 수 있는 반

성을 강조했었다. 이 반성함은 응시자의 행 이다. 반성함의 계속된 반복

을 통해 응시자는 재차 구성된다.105) 

 응시자가 구성함을 수행하며 응시자 한 구성된다면, 이 응시자는 애

에 구성하는 자아로부터 존재 방식에서 분열되지 않는다.106) 핑크에게

서 상학하는 자아와 구성하는 자아의 단 이 무 강하게 나타났다고 

비 한 것처럼107) 후설에게 있어 자아는 애 에 구성을 수행하는 하나의 

통일  자아이다. 따라서 후설은 핑크가 요구한 ‘존재이념의 주제  환

원’이 우리를 “오해로 이끈다”(Hua Dok II/1, 83 An.241)고 한다. 응시함

과 구성함이 구분되었고 응시함은 선-존재를 구성함은 존재를 상으로 

하기에, 핑크는 존재이념의 환원을 요구했다. 이는 응시함이라는 작용과 

그 작용의 상인 선-존재는 존재가 아니지만 마치 존재처럼 다루어지

고 있다는 주의 표시 다. 하지만 후설이 보기에 상학  환원을 수행

한 우리는 “옛 존재개념에 속박되어 있지 않다.”(같은 곳) 따라서 처음에

104) “ 단 지 혹은 환원은 이들을 행하면서 이와 함께 월론 인 것으로서 경험

되고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월론  존재에서 인식하며 행동해나가고, 이를 통

해 자신의 학문  월론  진리를 자기 자신에 해 구성하는 월론  자아의 

행 이지 않은가?”(Hua XXXIV, 316)

105) 반면 핑크에서 응시자는 “제우스의 머리에서부터 완 히 무장된 여신 아테나 

팔라스와 같이”(Hua Dok II/1, 76) 처음부터 갑자기 생겨난다.

106) 물론 상학  환원은 하나의 반성이기에 환원함에 따라 자아는 계속 분

열된다. 하지만 이것은 주제화하는 자아, 주제화되는 자아 간의 구별이지 그 어

떤 존재론  구분이 아니다. 
107) 트라페(1996) 한 구성함으로서 상학함을 강조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학함은 언제나 하나의 구성함이다.”(Trappe: 1996, p.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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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존재이념에 한 “‘환원’이 필요하지는 않다.”(같은 곳)   

 3장. 후설의 세계화(Verweltlichung)

 핑크의 이해에서 세계화는 상학  환원에 역행하는 작용으로 서술되

었다. 그래서 환원함 이후 이차  세계화는 마치 애써 세속  인간에서 

벗어난 응시자가 다시 자연  태도로 돌아가거나 락하는 것처럼 서술

되었다. 그러나 환원 이후 본래 인 의미에서 ‘돌아감’은 없다.108) 물론 

핑크 한 이차  세계화를 통해 응시자가 소박한 자연  태도의 인간으

로 돌아가지는 않는다고 했다. 우리는 한번 벗은 소박성의 옷을 다시 입

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러나 후설의 언 처럼 세계화는 단지 되돌아

감을 넘어서 보다 근원 인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서술 체에서 마치 상학의 세속화가 상학하는 작업수행과 상학

으로 명백히 제시된 월론  작업수행을 끊임없이 심리학화하는 것처럼, 

단지 오류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나쁜 일처럼 보이는 것은 방지되어야 

한다. 월론  인식을 통해 자신의 인간성을 돌 하는 인간은 이를 통해 

보다 높은 새로운 인간성으로의 가능성을 얻는다.”(Hua Dok II/1, 143 

An. 469, 강조는 인용자)

사실 핑크가 방향개념을 사용해 세계화와 환원함을 립시키고, 세계화

를 일차  세계화와 이차  세계화109)로 나 었지만 애 에 립되는 역

108) 이차  세계화를 설명하면서 핑크가 “자연  태도로 되돌아가는 것도 틀림없

다”(Hua Dok II/1, 109)라고 쓴 것에 후설은 “이것은 실제로 ‘되돌아감’인가?”(같

은 곳)라고 반문한다.

109) 후설의 용어사용에 있어 흥미로운 을 지 해야겠다. ‘이차  세계화’라는 

말을 후설은 드물게 사용하지만 그 의미는 핑크가 의도한 바와 다르다. 핑크가 

사용하는 ‘이차  세계화’는 상학함이 구성함에 수반되는 것, 곧 구성의 작용

을 입는 것이다. 그러나 후설의 ‘이차  세계화’는 세계 인 것을 주제화함이다. 

우리는 상학  환원을 수행한 이후에도 늘 상학함을 주제 으로 실행하지 

않고 여타 구성된 것을 주제화 할 수 있다. 가령 우리는 여 히 사과를 지각하

고 논리법칙을 사용한다. 그러나 구분해야 할 것은 자연  태도에서의 지각의 

양상에서는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는 사과를 여 히 존재하는 사과로서 지각하

지만, 그것이 의식의 상 자임을 안다. 이것을 후설은 ‘이차  세계화’라 명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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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함은 없다. 오히려 처음부터 있는 것은 시간화를 통해 계속되는 하나

의 동일한 구성과정이며 구성과정 자체가 시간화이다. 세계화, 즉 이 구

성과정은 핑크의 이해처럼 본래 /비본래 으로 나 어지지도 않는다. 

“세계구성은 개별  작업수행의 모든 변화에도 불구하고 일 되게 통일

인  자아의 작업수행이다.”(Hua Dok II/1, 190[B.5], 강조는 인용자)

본래  세계화든 상학함이든 비본래  세계화든 개별  유형은 다를 

수 있겠지만 이들은 모두 동일하게 자아가 구성하는 작용이다. 여기에는 

그 어떤 상이한 존재방식도 존재이원론도 없다. 왜냐하면 이들은 모두 

동일하게 시간화를 통해 구성되기 때문이다. 월  삶의 분열을 강조하

는 핑크와 달리 후설은 애 에 이러한 분열이 과연 성립될 수 있는 것인

지를 묻는다. 그 다면 립되는 분열을 다시 종합할 변증법  통일도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의 동일한 구성과정은 후설에 의하면 목 으

로서 규제  이념을 향한 통일  삶이다. 

 1 .  시간화(Zeitigung)로서 세계화

 지 까지 ‘구성’과 ‘세계화’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핑크와 후설의 

기획이 갈라짐을 보았다. 그러나 정작 ‘구성’, ‘세계화’는 무엇인지 주제

으로 다루어지지 않았다. ‘시간화’를 통해서 우리는 이 개념들을 주제

으로 다룰 수 있게 된다. 헬트가 서술하듯이 후설은 그의 만년에 모든 

월  상구성을 시간화로 이해했다.110) 마찬가지로 구성함으로서 세

계화도 하나의 시간화이다. 곧 구성과 세계화 모두 시간화의 형식에서 

고 항상 월론 인 것이 세계화 된다고 말한다(핑크의 어법에서는 상학함이 

세계화된다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후설이 사용하는 ‘이차  세계화’에 해서

는 Hua Dok II/1, An.321, 384, 428, 433, 469, 499 참고. ‘본래  세계화’의 경우 

후설은 사용하지 않는다. 상학함 한 구성함인 이상 본래 으로 구성되거나 

비본래 으로 구성되는 것은 없기 때문이다. 난외주에서 단 한번 사용하는데 이

때 비본래  세계화함은 자연  소박함의 의미에서 세계 인 존재를 산출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쓰인다. Hua Dok II/1, 147 An.488. 참고.
110) K. Held, Lebendige Gegenwart. Die Frage nach der Seinsweise des 

transzendentalen Ich bei Edmund Husserl, entwickelt am Leitfaden der 

Zeitproblematik, Den Haag, 1966, p.V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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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지며 이 자체가 하나의 월론  삶이다. 구성, 세계화, 시간화, 존

재화로 의미하는 바는 사실 동일하다.

“모든 존재양상과 이와 상 인 주  양상의 필연 인 내  변화는 모

든 단계의 시간화의 개념을 포 하며, 나아가 생성과 일어남의 개념 한 

포 한다. 구성하는 발생의 이러한 일어남 한 시간 으로 일어남이며 다

양한 방식에서 자아론 이거나 상호 모나드 이다.”(Hua Dok II/1, 107 

An.337)

“시간  과정으로서 월론  주 성”(Hua XXXIV, 298)은 그 자체로 

단 없이 계속 구성을 해나간다. 이 구성과정의 각 단계는 “시간화된 

통일체”(Hua XXXIV, 158)로서 존재양상에 해당되는 것이다. 월론  

주 은 시간  구성과정을 통해 세계를 구성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구성한다.

 상학  환원에 한 유고111)에서 후설은 가장 철 한 형태의 환원으

로 ‘살아있는 재로의 환원’(die Reduktion auf die lebendige 

Gegenwart)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살아있는 재는 그 속에서 나에게 

타당한 모든 것이 의미를 가지게 되는 주 성이다. 구성작용 측면에서 

보자면 살아있는 재는 시간성을 구성한다. 그 기 때문에 내  시간성

은 물론이거니와 객  시간성까지 살아있는 재가 수행하는 구성에 

토 를 둔다. 철 히 기능함, 작용함으로 이해되는 살아있는 재는 지

(Retention)-근원인상(Urimpression)- 지(Pretention)112)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장(Feld)이며 넓은 의미에서 모든 월  삶의 핵(Kern)이

다. 시간성의 원천인 바, 살아있는 재는 시간  연장을 구성하지만 그 

자체로 시간  연장 속에 있지는 않다. 자아의 체험은 지-근원인상-

지의 항속 인 형식을 통해 구성되지만 그 내용은 언제나 다양하며 변동

이 있다. 

 자아, 나아가 삶 자체를 구성하는 살아있는 재의 특유한 기능은 자기

111) Hua XXXIV, pp.185-188.

112) 살아있는 재를 비롯하여 후설의 시간의식 반에 해서는 다음을 참고할 수 

있다. 김태희,『후설의 상학  시간론의 두 차원 : 정  상학  분석과 발생

 상학  분석』, 서울 학교 학원 박사학 논문,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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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으로 특징지어진다. 우리의 구성작용은 개의 경우 언제나 상을 

향해있지만, 구성되는 것에는 상뿐만이 아니라 자아 한 포함된다. 내

가 내 앞의 사과를 일정 시간 주시하면서 지각한다면, 사과라는 상 지

각에 더불어 각 시간 상을 통한 나의 통일 인 체험 한 구성된다. 

이 구성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지인데, 그 에서도 ‘종단지향성

(Längsintentionalität)’의 기능이다.113) 지는 지나간 것을 붙들어 놓는 

것이다. 가령 음악을 들을 때 지의 작용이 없다면, 우리가 듣는 것은 

어떤 멜로디가 아니라 개개의 음일뿐이다. 시간  연속은 지를 통해서

만 가능하다. 지가 이루어질 때 과거 상이 붙들어지고, 이를 통해 과

거의 과거 상이 붙들어진다. 의식의 흐름을 따라 진행되는 이 과정에서 

과거의 연쇄를 통해 인 의식의 통일자체가 구성되며, 이 과정 자

체가 ‘흐름’이다. 

 정리하자면 살아있는 재를 통해 시간성이 구성된다. 이 시간성은 

상과 세계의 자기동일성을 구성하며 동시에 흐름으로서 자아의 체험자체

를 구성한다. 세속 인 세계에 향한다는 의미에서 세계화를 쓴다면, 그것

은 세계를 구성함이요 재차 시간화이다. 곧 세계화와 구성과 시간화는 

동일하다.    

 2 .  세계화의 자아  측면: 인간

 핑크는 상학  환원 이  익명 인 구성과정을 본래  세계화, 환원 

이후 의식된 구성과정을 비본래  세계화라 명명했다. 비본래  세계화

는 핑크에 따르면 본래 구성함이 아닌 응시자와 응시자의 경험내용을 세

계화하는 것이기에 비본래 이라 불렸다. 그러나 1 에서 확인한 후설의 

구도에 따르면 본래 /비본래  세계화의 구분은 없다. 단 하나의 구성

과정만 있으며 상학자 한 “선-존재로부터 존재를 만들며” “ 월  

세계를 구성한다.”(Hua XXXIV, 183)

 후설의 주장은 작용 측면에 근거한다. 본래  세계화든 비본래  세계

화든 모두 구성함이고 시간화인 이상 구분될 것이 없다는 것이다. 아마

도 핑크는 작용의 상측면에서 구분한 것으로 보인다. 본래  세계화는 

113) 지의 이 지향성인 횡단지향성과 종단지향성에 해서는 김태희(2011), 

p.128. 이하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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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를 구성하는 것이고 비본래  세계화는 응시자의 경험을 세계에 나

타나도록 구성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같은 작용함을 입었는데 어떤 것은 

세계 이고 어떤 것은 월 이라는 것은 이상하다. 무엇보다 핑크의 구

도에 있어 난 은 그 자체로 종결된 것 같은 응시자의 경험함이 세계화

의 작용을 입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의식하는 한 그것은 이미 구

성된 것이지, 구성 이 에 통일 인 경험은 있을 수 없다. 핑크가 상학

함이 시간  통일체가 아니라고 주장해도 난 은 마찬가지이다. 시간

으로 연장된 것이 아니라면 상학함은 ‘살아있는 재’에 해당되는 것이

어야 하지만 이는 세계를 구성하는 것에서도 동일하다. 즉 작용 측면에

서든 상 측면에서든 상학함과 세계화함을 구분할 이유는 없다. 

“ 월론  인식함에 한 모든 인간  의식과 삶에 한 해석은 깊고 본래

으로 세계를 구성하는 작업수행의 은닉된 구성하는 삶을 이들에 넣는다. 

즉 항상 새롭게 발견된 월론 인 것을 세계화하는 계속된 과정이다. 그러

나 이 세계화는 그 이 에 언제나 이미 수행되었던 세계구성 외에 다른 

것이 아니다. 이것은 다만 발견되지 않았고 월론  자기인식에 행 이

지 않았을 뿐이다.”(Hua XXXIV, 459, 강조는 인용자)

    

월론 인 것을 세계화하는 계속된 과정은 핑크가 비본래  세계화라고 

명명한 것을 일컫는다. 그러나 후설은 이들이 의식되었는지의 여부만 다

를 뿐 실제로는 동일한 구성과정이라는 을 강조한다. 따라서 월  

삶이 립되는 두 삶으로 분열되는 것은 없으며, 이들의 변증법 인 통

일 한 일어날 필요가 없다. 핑크의 구도에서 본래  ‘인간’이 상학  

환원을 통해 응시자로 변모하고, 이 응시자는 다시 비본래  세계화를 

통해 세계에 외견상 인간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후설의 구도에서 월론

으로 반성하는 자아는 여 히 심리학  자아이고 “ 상학자는 인

간”114)일 뿐이다. 

3 .  세계화의 상호주  측면: 술어화

 후설은 그의 기 작『논리연구』에서부터 곧 상학  인식을 표

할 언어의 필요성에 해 언 했다. 그러나 부분 상학  인식을 

114) Cairns(1976), p.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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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할 언어의 애매성과 일상언어와 다르게 이해될 필요성을 지 하는데 

그치고 본격 으로 착수하지는 않았다.115) 후설이 상학  언어 문제에 

해서 조 이라도 본격 인 의견을 낸 것은 핑크의『6성찰』에 한 난

외주이다. 핑크에서 상학  인식의 술어화는 월론  상학에 특유

한 문제 으며, 끝내 만족할만하게 해결되지 못한 난문이었다. 선-존재

를 존재로 표 해야하는 역설, 이것이 핑크가 상학  언어 문제를 규

정한 특징이었고 마침내 상학  언어를 하나의 ‘유비’로 만들게 된 이

유 다. 하지만 월  삶의 분열이 없고, 월  삶을 계속되는 하나의 

구성과정으로 간주한 후설에게는 선-존재를 존재로 표 해야 하는 역설

이 발생하지 않는다.『6성찰』난외주에서 드러나는 후설의 시종일  동

일한 어조는 핑크의 이해에서 “ 월론  술어화의 문제가 지나치게 강하

게 인정”(Hua Dok II/1, 183)되었다는 것이다. 후설이 보기에 월론  

115) 『6성찰』이  후설의 여러 서들에서 상학  언어에 한 후설의 다음과 

같은 을 지 할 수 있다. 후설의 근본 인 입장은『6성찰』에서도 유지된다.

1. 학문은 명확한 술어  표 을 필요로 한다.

“학문은 선술어 으로 간취된 것을 완 하게 그리고 명증 으로 합하게 표 하는 

술어  진술들로 나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학문  명증성의 이러한 측면도 배려

해야만 하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일반  언어는 유동 이고 다의 이며 표 의 

완 성에 해 지나치게 만족한다. 따라서 그것이 표 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

우조차 학문 으로 생겨난 통찰들에 근원 으로 방향을 지음으로써 의미를 새롭

게 정 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러한 의미들 속에서 그 언어를 확정하는 것이 필

요하다.”(Hua I, 53)

2. 상학의 내용을 충 으로 표 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심리  작용들에 한 모든 내재  기술의 가능성, 그리고 이를 그럴듯하게 이하

면 상학  본질 학설의 가능성을 원리 으로 하는 듯이 보이는 자주 상론

된 어려움은 (…) [기술의 작용이] 필연 으로 변화한다는 데 있다. (…) 견지될 

수 있으며 반복  동일화에 의해 명증 인 성과들을 획득하는 일의 어려움을 더

하는 것은 그것들을 서술하고 다른 이에게 달하는 일의 어려움이다.”(Hua 

XIX II/1, 15, []는 인용자)

“따라서 우리는 순수 직  안에서 오직 본질이론이고자 하는 상학 속에 월론

인 순수 의식이 범례 으로 주어진 것에서 직  본질통찰을 수행하고, 이것들

을 개념 으로 는 문용어로 확정한다. 사용된 말들은 일상  언어에서 유래

할지도 모르고, 다의 이며, 그 변화하는 의미에 따라 모호할 수도 있다.”(Hua 

III/1, 139-140)

3. 상학  언어는 자연  의미의 변경을 필요로 한다.

“모든 상학  논의는, 자연  언어를 사용해야만 하는 한, 그 의미를 완 히 변경

시킨다.”(Hua XV, 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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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의 문제는 상학에서 간과할 수는 없지만 상학만의 특유한 문제

는 아니며 원리 으로 해결이 가능한 문제이다.116)  

“세속 인 것이 선-존재로 바 는 놀라운 일- 이것은 문제이나 실로 해결

할 수 있는 문제이다. 상학  언어는 변화된 자연  언어의 가능성으로

서 원리 으로 의미만을 가진다. 월  상으로서 세계가 변화된 존재의

미인 세계로서 의미만을 갖는 것처럼 말이다.”(Hua Dok II/1, 96, An.295, 

강조는 인용자)

상학  환원 이후 이 에는 존재자의 총체로서 여겨진 세계는 이제 

월  상으로서 그 존재의미가 변화되었다. 그 다면 자연  언어 한 

상학  환원을 통해 그 의미가 변화될 것이 틀림없다. 그래서 월론

 언어는 변화된 자연  언어, 곧 자연  언어의 변경이다. ‘변화’, ‘변

경’이라는 의미가 ‘유비’와 비슷하기에 핑크의 악과 어떤 차이가 있느

냐는 의문이 들 수 있겠다. 하지만 핑크의 유비에는 존재의 분열과 차용

이 있는 반면, 후설의 경우에는 단지 자연  언어의 의미변화만 있다. 요

컨  후설에서 자연  언어는 월론  언어의 근원이다.

1. 상학  환원을 통한 습득성으로서 언어의 변화

 후설의 구도에서 상학  환원 이 이든 이후이든 자아는 지속 으로 

구성과정을 수행했던, 즉 계속 세계화를 수행했던 그 동일한 자아이다. 

116) 술어화 논의의 반에 후설이 지 하듯 술어화에서 상호주  차원과 자

아론  차원을 구분해야 한다. 핑크와 달리 후설에게 있어 자아론  차원에서 

술어화는 문제되지 않는다. 응시함과 구성함의 분열이 없기에 자신의 경험 내용

을 그 로 술어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곧 상학자는 자아론  차원의 술어화

에 있어 월론  태도에만 머무르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상호주 인 학문

을 만드는 경우 사정이 다르다. 이 경우 자연  태도에 있는 사람들과의 의사소

통이 문제되기 때문이다. 다음을 참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은 

한편으로는 자아론  역 속에서 사유하면서 논의하는 자의 술어화작용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상호주  술어화작용과, 모든 사람에 해 학문  진리들의 

상호주  존재 가능성이다. 이 가능성에 의해 월론  태도를 넘어 나아가는 

것이 필연 으로 되는 것처럼 보인다.”(Hua Dok II/1, 94, An. 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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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  태도에서 자아의 언어 사용 능력은 자연  언어, 곧 일상언어를 

구성했다. 이 언어 사용 능력은 상학  환원 이후에도 존속하지만, 

상학  환원을 수행한 것과 평행하게 변화된다. 환원을 통해 그는 “이미 

상학자”이며 따라서 “이미 환된 자연 - 상학  언어”를 가지고 있

다(Hua Dok II/1, 97, An. 305). 최 의 상학  환원을 수행한 직후에 

이 언어는 다소 모호할 수 있다. 하지만 “언어의 변화는 이후에야 비로

소 연습되는 것”이며 자아가 구성하는 자아로서 계속 존속하는 한 “자연

 언어의 변화인 변화, 독일어 등으로 말할 수 있는 능력인 변화 등은 

지속 으로 동행한다.”(같은 곳) 여기에는 핑크가 말하는 것처럼 그 어떠

한 ‘차용’도 없다. 차용은 본래 구성하는 자가 아닌, 따라서 언어사용자가 

아닌 응시자가 자신의 경험 내용을 말하기 해 구성하는 자아로부터 언

어를 빌려올 때 생기는 것이었다. 그러나 응시함은 곧 구성함이기에 

월론  자아는 자신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지 다른 자아로부터 언어를 

차용하는 것이 아니다.117) 자연  태도의 습득성은 상학  환원을 통

해 월론  자아의 습득성으로서 변화된다. “그래서 나는 재차 진술하

고 언제나 다시 자연  언어를 말하지만, 월론 으로 변경된 의미로 

말한다.”(Hua Dok II/1, 95 An. 293) 왜냐하면 “ 월론  자아와 나는 일

치되어 있기 때문이다.”(같은 곳)

2. 자연  언어의 지향  변양(Modifikation)인 상학  언어

 그 다면 상학  언어는 자연  언어의 지향  변양이다.118) 왜냐하

면 자연  언어가 지표로서 기능하여 월론  의미를 가리키기 때문이

117) 실제로 후설은 “이미 ‘차용’이라는 표 이 잘못 인도하고 있다”(Hua Dok II/1, 

95 An.294)고 는다.

118) 지향  변양은 가령 지각이 기억으로 바 는 과정에서처럼 경험의 지향  성격

이 변경되는 것이다. 나는 지  와인을 지각하고 마신다. 그리고 아마 내일 이 

와인에 해 “산미가 괜찮은 와인이었어”라고 기억할 수 있다. 두 경험에서 지향

 성격은 각각 지각과 기억으로 상이하다. 하지만 이때 근원 인 것은 지 의 

지각이다. 기억은 지각이 시간화에 따라 변양된 것이다. 마찬가지로 근원 인 것

은 자연  언어이다. 철학  언어는 자연  언어의 지향  변양이다.

그롱댕(2010) 한 자연  언어와 상학  언어 사이의 계를 지향  변경이라는 

모델로 이해한다. 그에 따르면 “어떤 면에서는 일상언어가 이미 월 이고 상

학 인 측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철학  언어가 있을 수 있다.”(V. Grondin, 

“Le Langage De La Phénoménologie: Analogie Ou Citation?”,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vol.66:pp.249-264., 2010, p.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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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월론  태도의 자아는 이제 자연  언어를 말하지만 그것은 항상 

월론  의미를 지시한다. 가령 그는 과거가 지된다고 말한다. 이때 

지는 일상 으로 ‘움켜 잡음’을 뜻한다. 그러나 이로써 그가 의미하는 

바는 ‘움켜 잡음’을 통해 과거 자체를 성립시키는 월  작용으로서의 

지이다. 의미의 변화는 우리의 태도변경에서 드러난다. 월론  의미

는 자연  의미에서 변화시킨 것이기에 자연  의미를 근원으로 한다. 

따라서 겉보기에 월론  의미와 자연  의미 사이에 차이는 없다. 하

지만 각 의미들이 지시하는 차원의 상이성은 태도변경을 통해서만 드러

난다. 그래서 월론  의미가 자연  의미에 “끊임없는 반란”(Hua Dok 

II/1, 98)에 있다고 한 핑크와 달리, 후설은 자연 으로 악하려는 경향

과 태도변경에서 악하려는 경향 사이에 반란이 있다고 한다.119) 즉 

월론  의미와 자연  의미는 유비를 통해 립되는 것이 아니다. 자연

 의미를 근본으로 하되, 우리의 태도변경에 따라 다르게 악되는 것

이다.  

 따라서 “출발단계에서 개념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원리 으로 언어가 

없다”(Hua Dok II/1, 105)고 서술한 핑크에 해 후설은 다음과 같이 이

견을 제시한다.

“[원리 으로 없는 것이 아니라] 학문 으로 없다. 으로 언어가 없지

는 않다. 나는 즉시 내가 그것을 명명해야 하듯이 ‘거기에 있다’, 혹은 ‘지

각’ ‘기억’ 등등이라고 말한다. 나는 다양한 ‘변양들’을 조하며 명명하는 

등 용어를 구분하고 만들어야만 한다. 따라서 문제는 환원의 근원설립  시

작 이후 최 의 언어는 변화된 자연  언어로서 어떻게 보이는지, 그리고 

이 언어는 학문의 지향-이것은 충 으로 악된 것의 충 성과 동일화 

작용에서 문용어로 고정시키는 언어 형성에 동기부여를 함으로써 그 자

체로 변화된 자연  지향이다-과는 어떤 계에 있는지이다.”(Hua Dok 

II/1, 105 An.334, 강조와 []는 인용자)

119) “무엇에서 반란이 일어나는가? (…) 단 지 자체가 하나의 경향인데 (…) 자

연  습 은 아무리 습 을 건립하고 그런 다음 습 에 따라 경과하더라도, 상

학함에 립해 끊임없는 ‘반란’ 속에 있다. 한 상학자의 습 , 그의 일반  삶

의 양상은 자연  습 에 립해 속  긴장 속에 있다.”(Hua Dok II/1, 98 

An.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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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함의 내용에서 핑크는 원리 으로 개념이 없다고 했지만 월론  

태도에서의 지각은 자연  태도에서의 지각과 다르지 않다. 따라서 우리

는 자연  경험에 한 변화로 ‘ 월론  경험’을 말하듯이, 응시하면서 

‘지각’, ‘기억’ 등의 개념을 구분하여 용할 수 있다. 이러한 개념들은 물

론 처음에는 모호할 수 있지만 그것은 계속된 반성을 통해 학문 으로 

명료해질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후설에게 상학  언어의 문제는 선-

존재를 존재로 원리 으로 표 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우선은 모호

한 언어를 어떻게 학문 으로 분명히 만드는지이다. 

“표 들을 추구하는 것은 내가 학문 으로 사용할 수 있는 ‘더욱 정확한’ 

명시  표 들만을 추구하는 것이다. 최 에 말함은 상-학  언어, 즉 내

가 처음에 순수한 직 - 상학  해명에 근거해 근원 으로 충 으로 

기술함으로써 형성했음이 틀림없는 학문  언어 속에서 말함은 아직 아니

다. (…) 우선 소박한 말함과 상학 인 것으로 변경된 말함에 근거해 새

로운 언어를 형성해야 한다. (…) 따라서 이것은 충 성의 문제이다!”(Hua 

Dok II/1, 104 An.332, 강조는 인용자)

핑크가 월론  언어를 원리상 비충 이라 했을 때 그것은 존재자가 

선-존재를 합하게 표 하지 못한다는 의미에서 다. 존재론  상이성

이 이 통찰을 지배한다. 그러나 후설에게는 언어=존재, 선-존재=비존재

라는 강한 도식이 없었고 이는 월론  언어를 단지 자연  언어의 지

향  변양으로 간주하게끔 했다. 따라서 원리 으로 용 불가능한 역

이 아니라, 단지 분명함과 덜 분명함의 정도 차이가 있는 충 성이 문제

가 된다.

 핑크에서 ‘존재이념의 주제  환원’이 ‘언어의 환원’을 결과로 가졌다면 

후설에게는 별도의 ‘언어의 환원’은 필요하지 않다.120) 다만 요구되는 것

120) 핑크는 “그러므로 상학  환원 속에 함축된 존재이념의 환원은 우리가 살펴

본 바와 같이 언어의 환원을 결과로 갖는다”(Hua Dok II/1, 103)고 서술한다. 이

에 해 후설은 난외주로 “본래 이것은 확장이 아니라,오해에 립하여 상학  

확정이 지닌 의미의 확보(Sicherung)이다. 언어의 환원에 해 말하는 것은 행할 

수 있는 일도 아니다. 자연  언어의미는 그 속에서 실행될 수 있는 환원을 통해 

월론 인 것 속으로 이끌 수 있는 것이 아니다”(같은 곳, An.327)이라고 쓴다. 

여기에서 ‘환원’은 핑크와 후설에게 있어 다르게 쓰인다. 핑크는 세속 인 것과 

월 인 것의 존재론  상이함을 구분하고, 세속 인 것을 월 인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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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상-학의 형성에서 일 으로 월론  태도를 유지해, 쉽게 자연

 습 을 통해 문용어를 잘못 형성하거나 이해하지 않는 것이다. 그

다면 마찬가지로 핑크가 상정하거나 근거를 찾지 못한 ‘친족 계’ 한 

후설에서는 굳이 설명될 필요가 없다. ‘친족 계’가 필요했던 것은 서로 

상이한 역, 즉 존재인 자연  의미와 선-존재인 월  의미 사이에 

‘유비’를 성립시키기 해서 다. 그러나 후설의 구도에서 월론  의미

는 주 이 상학  환원을 수행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미 변화된 자연  

의미이므로 둘 사이의 유비를 가능  하는 원리는 필요 없다. 언제나 응

시하는 자아는 구성하는 자아이며 어떠한 차용도 없기 때문이다. 그 다

면 사실 월론  언어의 문제는 다른 학문에서 일어나는 문제와 유사하

며, 술어화는 상학의 특유한 문제는 아니다. 심리학, 논리학 등 여타 

세속  학문들 한 자신들의 특수한 경험함을 일상  언어를 변용하여 

표 해야 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121) 문제가 되는 것은 그 과정에서 

용어의 일의성이지 원리 으로 불가능한 술어화는 아니다.  

4 .  세계화의 상호주  측면: 학문화

 자연  태도에 나타난 상학이 자연  태도에서는  통찰할 수 없

는 ‘외견상의 진리’라는 에 해 후설은 강하게 반 한다.122) 이 경우 

자연  학문의 정  근거를 마련하려는 상학의 시도는 무의미할 뿐이

다. 후설이 생각하기에 상학은 자연  태도에서 한갓 ‘가상(Schein)’으

로 나타나지 않으며 정당히 자리잡는다(lokalisiert). 이를 설명하기 해 

용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환원’을 쓴다. 핑크가 말하는 ‘존재이념의 주제  환

원’, ‘언어의 환원’, ‘학문의 환원’ 모두 이러한 의미에서의 환원이다. 그러나 이는 

세속 인 것의 심층에 있는 월론 인 것을 드러낸다는 본래 후설이 쓰던 ‘환원’

의 의미와 다르다. 그래서 후설은 핑크가 말하는 것이 ‘확장’이 아니라 ‘확보’이므

로 ‘환원’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이다. 

121) 오쓰(1982)는 자연  언어의 변경은 모든 쓰기의 활동에서 일어난다고 한다. 

“ 상학  발언이 자연  언어의 의미를 완 히 변경시키는 것은 언어학 으로 

완 히 다른 언어의 가능성에 한 암시 같은 것이 아니다. 이 의미변경은 오히

려 자연  인간  언어를 요구하는 모든 문학 (literarische) 활동에 내재한 것이

다.”(E. Orth, “Zur Phänomenologie des philosophischen Textes”, 

Phänomenologische Forschungen vol.12:pp.7-20., Felix Meiner Verlag, 1982. 

p.18.) 

122) “그에 립해 나는 반 한다! 시공간  자리잡음(Lokalisation)은 어떠한 가상

도 아니다.”(Hua Dok II/1, 147 An.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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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흘러들어감(Einströmen)’이라는 개념이 등장한다. 

 핑크의 구도에서 상학은 세계에 나타나기 해 삼 의 해를 입는

다. 먼  자아론 으로 그것은 응시함에서 구성함으로 휩쓸려가기에 최

의 해를 입는다. 다음으로 유비  술어화를 통해 두 번째 해를 입

으며, 상학  환원을 수행하지 않은 타인에게 나타나야한다는 에서 

마지막 해를 입는다. 따라서 핑크가 보기에 상학은 자연  태도에서

는 도 체 충 으로 해질 수 없다. 자연  태도의 타인에게 상학

은 늘 오해될 뿐이다. 이것이 세 번째 해라면 그것의 근거는 응시함이 

구성함을 통해 운반되는 첫 번째, 두 번째 해에 있다. 

 그런데 상학은 도 체 구에게 가상으로서 나타나는가? 핑크의 의도

와는 반 로 그 구에게도 상학은 가상으로서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자연  태도의 사람의 경우 상학은 이해하기 어려운 명

제 체계일 수는 있어도 ‘가상’은 아니다. 왜냐하면 가상은 그것을 투시하

여 간 하는 어떤 진상을 제하는 것인데, 자연  태도의 사람은 세계

화된 명제 머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없으며, 그 ‘ 머’ 자체를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상학자에게도 상학은 가상이 아니다. 

상학자는 자신의 경험 내용을 술어화하여 학문화한다. 술어화된 명제

가 충 된 의미를 담아낼 수 없다 하더라도, 상학자는 항상 본 의미를 

지향하고 있기에 상학이 가상으로 나타나지는 않는다.

 그 다면 월론  진리와 나타남의 진리의 종합  통일이라는 상학

에 한 핑크의 정의 한 수정되어야 한다. 실로 후설은 이를 “환원 이

의 진리와 환원 이후의 진리”(Hua Dok II/1, 133, An.423)라는 용어로 

체한다. 사실 3부에서 언 한 핑크의 시를 상기한다면 환원 이 과 

이후의 진리라는 구분이 알맞다. 핑크는 ‘ 상학함의 주체는 인간이다’를 

나타남의 진리, ‘ 상학함의 주체는 월론  주 이다’를 월론  진리

라고 명명했지만 ‘인간’과 ‘ 월론  주 ’은 동일한 주체에 해 상학

 환원 이 과 이후의 악을 반 할 뿐이다. 상학자는 환원 이 의 

진리와 환원 이후의 진리 모두 받아들일 수 있다. 요컨  그는 ‘인간’을 

말하지만 그를 통해 자연 으로 소박한 인간이 아니라, 월론  주 으

로서의 인간을 이미 의미하기 때문이다.     

 후설의 통찰에서 응시함은 곧 구성함이었고, 술어화 한 이미 변화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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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이지 어떤 유비가 아니었다. 따라서 상학이 자연  태도에서 원리

으로 통찰되지 않을 이유는  없다. 

“ 월론  학문은 모나드의 세계, 그 지만 세속  세계 속에서도 자신의 

이념  존재를 매우 정당하게 가진다. 그리고 상학하는 활동성, 즉 이 

학문을 실 으로 실행하는 활동성은 그에 상응하는 의미에서 여기 기에 

시공간  치를 갖는다. (…) 그러나 인간 주체들은 상학하고 자신의 독

단  맹목성을 제거할 수 있는 주체들로서 간주될 수 있으며, 인간성에 

차 을 뜨게 하려는 등의 의도로 미리 학문이 추구될 수 있다. 따라서 이

러한 의미에서 상학은 그 자체로, 그리고 충분한 의미에서 세계 속에 

있으며, 청원 등 자신의 의도에 있어 실증학문에 유비 이다.”(Hua Dok 

II/1, 126 An.396, 강조는 인용자)

응시자 한 인간이기에 상학하는 행 는 언제나 특정 시공간의 치

를 한다. 후설의 구도에서 상학이 세계 속에 있지 못할 이유는 없다. 

물론 상호주  측면에서 오해의 여지는 항상 존재한다. 

“소박한 사람들은 ‘ 상학’을 듣고 읽지만, 그는 이해할 수 없으며 의미가 

없는 자연  언어의 단어들만을 갖는다. 고유한 문제는 실제로 환원을 같이 

‘수행함’ 없이 추후로 이해함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가이다.”(같은 곳)

자연  태도의 소박함에 갇  있는 사람은 상학  환원을 수행하지 못

했기에 상학  통찰을 이해할 수 없다. 상학의 언어가 자연  언어

의 변화라고 할지라도 자연  태도의 사람은 자연  의미만을 읽어낼 뿐

이다. 그 다면 상학은 모종의 계기를 통해 상학  환원을 수행한 

사람들만이 유할 수 있는 학문일 것이다. 하지만 후설에 따르면 상

학은 흘러들어감을 통해 언제나 자연  세계로 그 내용을 한다. 이것

이 가능한 것은 자연  태도의 사람이 언제나 그 게 소박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4부 2장에서 살펴본 ‘이론  태도’는 이를 나타낸다. 후설은 항상 자연

 태도의 소박함을 월  태도의 자기인식과 비시키지만, 자의 소

박함에는 여러 층 가 있다. 심리학자는 화학자에 비해 얼마나 소박한

가? 혹은 학자가 아닌 사람은 학자에 비해 얼마나 소박한가? 나아가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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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에서 학문과 선-학문의 경계는 뚜렷이 그어질 수 있는 것인가?123) 사

실 학문화의 문제에 한 후설의 결론은 상학  환원에 한 그의 이

해에 미리 함축되어 있다. 상학이 학자로서 엄 함의 이념의 가장 철

화된 형태이고, ‘참된 하나의 세계’를 추구하는 이론  태도가 자연  

태도와 상학  태도를 이어주는 단 라면, 상학의 내용이 비록 아직 

환원을 수행하지는 않았지만 그 게 소박하지는 않은 자연  세계에 자

리잡지 못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이것이 구체 으로 어떤 방법을 통

해 가능할지는 교육  문제이다. 다만 후설의 구도에서는 상학이 원리

으로 자연  태도에서 통찰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요하다. 

후설의 강조처럼 다음에서 보듯이 상학의 내용은 상학자, 나아가 타

인의 삶을 풍부하게 하며, 그것은 가장 먼  심리학을 통해 세속  학문

에 한다.

“ 월론 으로 설명된 ‘ 상학자들인 나와 우리’는 필연 으로 세계화된다. 

즉 ‘ 상학하는 인간인 우리’로서 이 에 소박하게 구성된 세계 속으로 들

어가 객 화되고, 인류의 역사  진행 속에 있으며, 세계와 그 인류로서 객

화되고, 실증과학들이 상학  학문을 통해 탐구되고 있는 그 인간 -

역사  세계 속에 있다. 하지만 이제 ‘ 상학자들인 나와 우리’는 상학하

는 인간으로서 그의 동료인류에게 향을 끼칠 수 있다. 항상 새로운 동

료인간을 상학으로 교육하고, 그런 다음 상학에서부터 인간  존재 

일반에 규범들을 부과하며, 이 규범들에 따라 그들을 새로운 인간성으로 교

육시키면서 말이다.”(Hua Dok II/1, 216[B.15], 강조는 인용자)

 4장. 세속성의 고양을 통한 월성과 세속성의 종합

 통일 

 

123) 루 트는 선학문  삶과 학문  삶 사이의 경계는 실제로 기 어려우며 이에 

해서는 역사철학  고찰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에 따르면 “학문  앎은 언제

나 이미 세계로 흘러들어가며 그 통일  지평을 확장한다. 새로운 앎의 세계화로

서 자리잡음은 언제나 이미 어떤 역사  과정이었다(…) 르네상스인들의 소박함

은 고  그리스인이나 21세기 사람들의 소박함이 아니다. (…) 학문은 세계로 항

상 다시 흘러들어가고 소박성의 지평을 확장하지만 소박함 자체를 없애지는 못

한다.”(Luft:2002, 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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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  태도로 돌아감은 핑크의 구도에서 응시자가 어쩔 수 없이 감수

해야 하는 부분이었다. 비본래  세계화를 통해 응시함과 응시함의 내용

은 구성함에 휩쓸려 세계에 나타나게 된다. 그러나 ‘비본래 ’이라는 말

이 암시하는 바, 핑크의 구도에서 상학함은 결코 세계에 종합될 수 없

다. 그것은 변증법  통일이되 실제로는 아무런 종합도 아닌 다만 공존

일 뿐이다. 이 공존을 투시하는 것은 응시자이다. 자연  태도의 인간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분열도, 공존도 없다. 상학이 일어나지만 그것은 

상학  환원을 수행한 몇몇에게만 알려질 수 있는 것이다. 월성의 

립  측면으로서 세속성은 이 게 상호주  측면에서 존속할 뿐만 아

니라 상학  환원을 수행한 자의 자아  측면에서도 존속한다. 그가 

구성함을 수행하는 한, 그리고 그가 존재하는 한 구성함이 계속 일어나

는 한, 세속성은 항속한다.  

 핑크의 존재이원론을 반 하는 후설의 존재일원론은 단지 하나의 구성

과정만 존재한다는 단순한 논증이지만 핑크의 구도가 가져오는 귀결을 

복시킨다. 술어화  학문화에 한 후설의 논증에서 특이할만한 것은 

상학  환원을 통해 자아의 구성이 이미 변경되었다는 것이다. 응시함

은 곧 구성함이고 상학  인식은 세속  세계에 항상 흘러들어간다. 

세계화를 통한 흘러들어감은 궁극 으로 핑크가 분명히 구분시켰던 월

성과 세속성 사이의 경계를 흐리게 한다. 최종 으로 후설의 구도에서 

월성과 세속성은 더 이상 립  요소가 아니다. 오히려 월성의 

립은 소박성(Naivität)으로 나타난다. 소박함은 늘 존속하지만 그 내용은 

흘러들어감이 암시하듯 늘 바 다. 후설이 세계화를 통해 의도하는 것은 

최종 으로 ‘인간성’의 끝없는 고양이다.

 

 1 .  규제  이념을 향한 무한한 고양

 후설 한 상학  환원 이후 자연  태도로 ‘귀환함’, ‘돌아감’이라는 

말을 종종 사용한다. 물론 변경된 의미에서이다. 상학  환원의 수행 

이후 자아는 더 이상 이 의 소박한 기능함으로 돌아갈 수 없다. 핑크의 

서술에서는 분명히 나타나지 않았지만 ‘돌아감’의 두 측면이 구분되어야 

한다. 첫째는 개인  측면에서 돌아감이고 둘째는 상호주  측면에서 

돌아감이다. 먼  개인  측면에서 돌아감을 이해하기 해 우선 일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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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순 인 후설의 비유를 상기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각각 직업(Beruf)

의 비유와 개종(Bekehrung)의 비유이다. 상학  태도는 자연  태도에 

직업 외  시간의 직업과 같은 계를 가질 수 있다. 가령 우리는 상

학  환원을 수행하다가 일상생활로 돌아올 수 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상학  환원을 수행해도 다음과 같이 세계를 주제화할 수 있다.

“[ 상학자가] ‘자연  태도로 되돌아감’은 자신에 해 상 자인 세계를 주

제화함이다.”(Hua Dok II/1, 143, An. 469, []는 인용자)

마치 한 개인이 학자로서, 아버지로서, 시민으로서 종사하듯 상학자 

한 늘 상학  탐구에 종사할 필요는 없다. 요컨  그는 상학자이지

만 자연 으로 구성된 세계를 탐구할 수 있다. 여타 세속  학문의 지식

이 상학자에게 무의미한 것은 결코 아니다. 

 한편 후설은 상학  환원을 다음과 같이 삶의 면  변화인 종교  

개종에도 비유하기도 한다. 

“총체 인 상학  태도와 이 태도에 속한 단 지는 우선 본질 으로 

완 한 인격  변화를 이룩해낼 것을 자신의 소명으로 삼으며, 이 인격  

변화는 우선 일종의 종교  개종과도 비교될 수 있다.”(Hua VI, 154)

각각으로서는 납득이 되는 이 비유는 종합하면 어떤 이해하기 어려운 

을 가지는 것 같다. 루 트의 서술처럼 “우리는 때때로 종교 일 수 

없”124)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능함과 주제를 구분하면 두 비유의 계는 

해명된다. 에서 보았듯이 후설이 의미하는 자연  태도로 ‘돌아감’은 

124) Luft(2002), 231. 루 트는 직업과 개종의 비유를 살피면서 후설에게 자연  태

도와 상학  태도 사이의 계가『 기』에서는 분명히 해명되지 않았다고 한

다. 다음을 참고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두 악들은 서로 모순에 있다. 후설은 

이를 날카롭게 밝히지 못했다. 우리는 때때로 종교 일 수 없다. 이것은 종교성의 

본질에 모순된다. 종교  개종이라는 비유는 그것이 체 삶의 양식에 ‘총체  착

수’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우리가 개종 ‘이후’ 이 의 삶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으로 배제하고, 성서의 비유로 말하자면 오히려 우리가 ‘이 의 아담’을 떼어 

없앴고 그것도 언제나 그 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후설에 있어서도 이 의 

‘자연 ’ 상태로의 ‘귀환함’은 문제 이다. 따라서 자연  태도와 상학  태도 

사이의 계와 상학함의 세계화함을 어떻게 이해할지는 후설에 있어서 최소한 

그의 유명한 표 의 측면에서는 명확하지 않게 남아있다.”(같은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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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를 주제화함이지, 자연  태도에서처럼 소박하게 기능함이 아니다. 

자연  태도에서든 상학  태도에서든 자아는 언제나 구성함을 수행해

왔다. 상학  태도는 이 구성함이 익명성을 벗은 것이기에 우리는 더 

이상 소박하게 구성하지 않는다. 후설이 언제나 강조하듯이 자연  태도

에서도 월  구성기능은 익명  양상이지만 수행되고 있기에 “자연  

태도는 월  태도”(Hua Dok II/1, 189 [B.3])이며, 월론  태도에서

도 세계가 주제화 될 수 있다는 에서 “자연  태도는 월론  상황의 

한 양상”(Hua XXXIV, 155)이다.125)

 종교성은 때때로 행 이지 않을 수는 있어도 삶의 총체 인 목 을 

설정한다. 마찬가지로 상학  환원은 언제나 행 이지는 않지만 이

를 통해 삶은 새로운 삶이 되어, 그 삶을 이끌어 나가는 규제  이념으

로서 새로운 목 을 설정한다. 곧 상학  환원을 통해 세워진 이념은 

늘 행 이지는 않을지라도 상학자의 삶을 주도하는 이념으로서 제

된다.

“핑크는 [ 상학  환원이 일어난 후] 개인은 실천  존재가 그래야 하듯

이, 여 히 소박한 타당성의 세계에서 살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후설은 

월론  자아의 목표인 삶의 가장 높은 목표의 에서 이는 사실이 아니

라고 답했다.”(Cairns:1976, 35, []는 인용자)

세계의 구성은 “내가 있는 한(bin) 계속 진행되는 것”(Hua XXXIV, 462)

이지만 아무 목 없이 무질서하게 구성되는 것은 아니다. 세계 구성과 

함께 동시에 진행되는 자기 구성의  과정, 곧 월론  자아의 삶은 

어떤 ‘목 ’에 의해 인도되고 이는 삶의 ‘일 성’을 형성한다. 후설에 따

르면 비윤리 인 것은 이 목 에 배되는 것이다. 목 에 “정직함

(Ehrlichkeit)”은 자기-일 성의 특징이다.126) 핑크의 악에 상학  환

원을 수행한 이후에도 개인의 소박함은 그가 세속  세계에서 사는 한 

제거될 수 없는 것인 반면, 후설에게서 소박함은 상학  환원 이 의 

125) “우리는 심지어 자연  태도에서도 그 자아는 단지 그 사실을 알지 못할 뿐인 

월  자아라고 말해야 한다. (…) 여기에 엄청난 문제가 있다. 그럼에도 개인은 

그가 한번 상학  태도를 획득했다면, 자연  태도로 결코 실제로 다시는 돌아

가지 못한다. 다만 이를 상상에서 행할 뿐이다.”(Cairns:1976, 35)

126) Cairns(1976), p.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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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박함과  다르다. 그는 때때로 상학에 종사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학의 이념은 그의 삶 체를 지배한다. 세계를 

주제화하면서 여러 특수한 개별  태도들이 나타날 수 있다. 우리는 어

떤 때에는 미 인 태도를 취할 수 있으며, 어떤 때에는 학문  태도를 

취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여러 특수태도들은 상학이 상정한 ‘자기

이해’라는 이념 하에 하나의 태도로서 통일된다. 그리고 이것이 후설이 

말하는 반복된 반성을 통한 인간성의 고양이다. 상학함은 때때로 나타

나지 않는다. 그것이 비 행 일 때에도 그것은 이미 자아의 구성함의 

방향을 결정했다.

“우리가 상학자로서 상학  태도에 해서 말할 때, 우리는 어떤 일시

인 (flüchtige) 작용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일시 인 습득성에 해 말하

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삶의 무한한 지평을 설립한 습득성과 ‘무한한 의지’

를 통해 설립된 [태도에 해] 말하는 것이다.”(Hua XXXIV, 105, []는 인용

자)

이러한 무한한 의지가 상호주 으로 나타난 것이 상학  공동체의 

설립이다.127)

 2 .  월성과 소박성의 립

 상학  환원을 통해 설립된 목 을 향해 계속 구성함이 “보다 높은 

새로운 인간성으로”(Hua Dok II/1, 143)의 구성에 다름 아니라면, 상학

 환원이 반복됨에 따라 월론  주 은 새로운 통찰을 통해 자기를 

구성하고 그것은 계속 세계로 흘러들어갈 것이다. 그 다면 종국에는 세

속성과 월성의 경계가 모호해진다. 여기에서 우리가 지 까지 작동

으로 사용해온 낱말 ‘ 월(론) ’의 의미를 규명해야겠다.

127) 상학의 흘러들어감과 련된 내용이다. “비- 상학자들을 상학자들로 일깨

움을 통해 상학하는 공동체의 진해가는 발 과 인 것 속에서 성공하

는 활동성의 진행은 성공 으로 구성된다. (…) 따라서 월론 으로 일깨워진 

주체들의 무한히 확장되는 삶의 공동체, 는 탐구자 공동체를 무한히 확장되고 

무한히 월론 으로 구성되어 존재하는 월론  학문의 주  원천근거로 형

성하는 길이다.”(Hua Dok II/1, 216[B.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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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성하는 작용함으로서의 ‘ 월 ’

먼  낱말 ‘ 월 ’은 다음에서 보듯이 주 의 구성하는 기능을 의미한

다.

“모든 세계 인 것의 본래 인 의미에는 이러한 월이 속해 있다. (…) 세

계의 본래 인 의미에 비실재 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들의 월이 속해 있

다면, 그에 따라 자아 자체는 (…) 상학  의미에서 월 이라 불린다; 

그에 따라 이러한 상 계에서 제기되는 철학 인 문제들은 월(론) -철

학  문제라 불린다.”(Hua I, 65)

“바로 이러한 주체성 속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주체에게 경험될 수 있는 모

든 것의 존재, 즉 넓은 의미의 월 인 것들이 구성되기 때문에 이 주체는 

월(론)  주체라 불린다.”(Hua IX, 257)

“만일 인식이 월 인 것을, 즉 그 자체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자기 밖에 

있는 것으로서 생각된 것’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나에게 불분

명하다면(…).”(Hua II, 36)

일차 으로 상과 세계는 나의 의식으로부터 월해 있는 것으로 보인

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들은 재이다. 상학에서 재는 의식과의 연

계에서 구성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즉 재를 구성하는 것, 그러한 의

식의 기능이 ‘ 월 ’이며 른이 말하듯 마침내는 주 성 자체를 이르는 

말이 된다.128) 지 까지 우리는 ‘구성하는’이라는 의미에서 ‘ 월(론) ’을 

‘ 월 ’으로 옮겼다.

2. 자기 숙고로서의 ‘ 월론 ’

다음으로 후설은『 기』에서 ‘ 월론 ’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나 자신은 이 ‘ 월론 ’이라는 말을 가장 넓은 의미에서 데카르트가 모든 

근 철학에 의미를 부여한 동기이며, 모든 철학에서 자각하게 된 동기 (…)

에 한 명칭으로 사용한다. 그것은 ‘모든 인식형성의 궁극  원천으로 되

돌아가서 묻는 동기이며, 인식하는 자가 자기 자신에 한 그리고 자신의 

128) 이소 른,『후설과 칸트』, 배의용 역, 철학과 실사, 2001, p.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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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하는 삶에 한 자기숙고의 동기’이다.”(Hua VI, 101)

 인용문에서 ‘ 월 ’은 가장 넓은 의미에서 ‘자기숙고’, ‘반성’의 이념

을 나타낸다. 상학  환원을 수행하고 자신이 월  주 임을 자각한 

상태에서 학문  동기가 두드러지기에, 우리는 지 까지 이러한 의미를 

‘ 월론 ’으로 옮겼다.  

 1의 ‘구성하는’이라는 의미에서 ‘ 월 ’에는 사실 반 되는 개념을 찾기 

힘들다. 일체의 의식활동이 구성함이고 구성함이 시간화인 이상,129) 이는 

우리의 삶 자체를 포 하는 용어이기 때문이다. 핑크는 구성된 것과 구

성함을 구분하여 월 인 선-존재와 세계의 세속성을 립시켰다. 하지

만 월론  태도에서는 월성과 세속성의 립이 없다.130) 왜냐하면 

“시간이라는 존재 형식을 가진 의식흐름”(Hua XXXIV, 299)에서 통일

인 구성함의 과정은 그 자체로 존재화이기 때문이다. 월론 으로 해명

된 세계는 “새로운 ‘세계 ’ 의미의 세계이다”.131) 세속성은 더 이상 ‘존

재자의 총체’로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구성과정으로 이해되

기 때문이다.

“세계의 인 의미는 필연 으로 세계화하는 자로서 이해된다. 

자의 자기객 화로서 세계는 자를 방  객 화된 것으로서 자신 안

에 지니고 있다.”(Hua XXXIV, 246)

상학  환원 이후에도 핑크는 세계의 의미를 변화시키지 않았다. 그것

은 이 의 소박했던 그 세계로서 계속 존속한다. 그 기 때문에 핑크는 

세계로부터의 ‘ 월’을 강조했던 것이다.132) 하지만 월론  주 은 새

로운 의미에서 세계를  ‘ 월’할 수 없다. 자신의 구성함이 곧 세계

129) 언스는 다음과 같이 쓴다. “열반(Nirvana)을 원한다면 시간이 없을 것이

다.”(Cairns:1976, 34)

130) 홉킨스(1997) 한 “ 월론  차원에서는 세속  의미와 월론  의미 사이의 

립이 없다”고 한다. B. Hopkins, Book Review: Eugen Fink, Sixth Cartesian 

Meditation: The Idea of a Transcendental Theory of Method, tans. Ronald 

Bruzina,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1995., Husserl Studies 

14(pp.61-74), 1997, p.72). 

131) Hua Dok II/1, p.143 An.469.

132) Hua Dok II/1, p.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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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함이고 구성 과정의 매 단계가 세계이기 때문이다. 상학  탐구에서 

우리는 이미 구성된 세계를 존재로 고정시켜놓고 그 편에 존재하는 선

-존재를 향하는 것이 아니다. 핑크 자신 한 이러한 이해를 피하려했지

만 그의 구도는 와 같은 이해를 계속 상기하게 만든다.

 만약 ‘ 월론 ’의 2와 같은 의미를 고려한다면 월성에 립되는 것은 

세속성이 아니라 오히려 소박성이다.

“그러나 이 유동 인 세속성, 즉 월론 으로 그때그때 새롭게 알려진 것

을 항상 다시 자신 속에 받아들이는 세속성은 이차  구성에서 계속 진행

되면서 발생하는 것으로 끊임없이 이해된다. 월론 으로 해명된 인간성 

속에서 인간의 삶은 진지한 상학자에게는 결코 더 이상 실제 으로 회복

될 수 없는 소박한 자연  삶과는 근본 으로 다르다.”(Hua Dok II/1, 

143 An.469 강조는 인용자)

‘이차  구성’은 핑크의 ‘비본래  세계화’에 응되는 말이다. 후설의 구

도에서 세속성은  인용문에서 보듯이 반복 인 상학  환원을 통해 

계속 새롭게 된다. 따라서 핑크에서처럼 고정되어 있지 않고 유동 이며 

언제나 고양된다. 이 게 자기인식을 한, 즉 ‘ 월론 ’으로 해명된 인간

성은 ‘소박한’ 자연  삶과 근본 으로 다르다. 소박함은 구성함 일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들어가(hinein)’는 에서 생긴다.

“세계삶의 소박성은 경험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계를 향해, 그

지 않으면 이미 경험에 합하게 나에 해 존재하는 세계 속으로 들어가 

사고하고(Hineindenke), 그 속으로 가치평가하며(Hineinwerten), 그 속으로 

행동한다는(Hineinhandeln) 에 있다.”(Hua XXXIV, 100)

“소박성: 자기인식이 없는 삶 이외에 다른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리고 

여기에서 일 인 상학 , 따라서 순수하고 보편 인 자기인식이 없는 

삶은 상학  소박성이다.”(같은 곳)

모든 기능함은 기능함인 한에서 자신을 숨긴다. 우리는 한 작용 속에서 

기능하면서 그 기능함을 반성할 수 없다. 따라서 작용이 일반 인 지각

이든 상학  환원이든 그것이 일어나는 한 필연 으로 소박함이 생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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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밖에 없다. 이러한 의미에서 소박함은  반성을 통해 완 히 제거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많이 반성을 반복하여도 행

인 반성함은 작용함으로서 익명 이기에 소박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상학  환원을 통해 ‘자기해명’을 규제  이념으로 삼은 삶은 언제나 

자신의 기능함을 해명하기 해 노력한다. 따라서 그때그때의 작용은 익

명 일지라도, 그가 일 으로 반성하며 자기인식을 하려는 한 그때그

때의 소박함은 계속 지양된다. 따라서 ‘ 월론 ’이 자기숙고의 동기를 

일컫는다면, 이에 립되는 것은 세속성이 아니라 더 이상 자신에 해 

묻지 않는 소박함이겠다.133)

 그래서 상학에 한 후설의 이해에서는 최종 으로 다음의 서술이 가

능하다.

“이 경우 ‘세속 ’ 개념과 ‘ 월(론) ’ 개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소박한 

세속 - 월론 인 세속 . 그때그때 월 으로 구성함인 월 . 총체  

자인 월론 .”(Hua Dok II/1, 167 An.527)

자아의 그때그때 구성하는 기능은 ‘ 월 ’이다. 이 자아가 상학  환

원을 통해 자신이 월  기능을 함을 인식한다면 그는 ‘ 월론 ’ 자아

이다. 총체  자는 이러한 완 한 의미에서의 자아를 가리킨다. 즉 

자기인식하면서 그때그때 구성하는 자아이다. 이는 핑크의 구도에 응

시킨다면 선-존재와 존재의 통일, 구성함과 상학함의 변증법  통일인 

자이겠다. 한편 자의 구성과정에서 매단계마다 세계가 구성되기

에 세속성과 월성의 립은 없다.134) 따라서 ‘ 월론 -세속 ’이 성립

한다. 다만 자기이해를 목 으로 계속 반성을 하는지에 따라 ‘소박한 세

133) “소박성으로부터 월성으로 밝 가는 진행에서”(Hua XXXIV, 246)에서도 보

듯이 월성과 소박성이 비된다.

134) 구성함과 응시함의 비로 인해 핑크에서 세계는 언제나 상학  환원 

이 의 소박했던 그 세계이다. 그러나 상학  환원을 통한 인간성의 고양을 

주장한 후설에게는 세계 한 고양된다. 즉 상학자의 세계는 이미 의 그 

세계가 아니라 새로운 의미에서의 세계이다. 다음을 참고할 수 있다. “곧 이것

[흘러들어감]에 의해 그에 한 세계는 월론  해명이 첨가된 공통  의미(

한 실증과학  의미)의 세계일 뿐만 아니라, 새로운 ‘세계 ’ 의미의 세계이

다.”(Hua Dok II/1, 143, An.469 []는 인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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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 ’과 ‘ 월론 인 세속 ’이 립된다. 

 소결.

 하이데거가 후설에게 보내는 편지에 다음과 같이 듯이 구성된 것으로

서 세계와 구성하는 것으로서의 주 의 구분은 후설에게서도 핑크와 마

찬가지로 요했고 이는 월철학을 이끌어 나가는 근본 인 동기 다.

“‘세계’라 명명하는 것의 의미에서 존재자는 같은 존재방식의 존재자로의 

귀환을 통해서는 그것의 월론  구성에서 해명되지 않는다는 에 우리

는 동의했다.”(Hua IX, 601)

그러나 후설이 망설이는 부분은 언제나 ‘존재방식’이라는 표 이었을 것

이다. 후설에게 있어 월성의 존재론  상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상학은 단 지를 통해 모든 존재론  입장취함에 해 립 이기 때

문이다. 따라서 선-존재/존재와 같은 핑크의 구분은 후설에게 있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구분이다. 이는 특히 후기에서처럼 자아의 존재형식과 

그의 모든 작업수행이 시간화로 규정된다면 더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단 하나의 끝없이 진행되는 구성과정만 있을 뿐이다. 여기에는 어떠한 

존재론  분열도 없으며, 본래 분열이 없는 곳에는 어떠한 재통일도 

없다. 

“  의미에서 유일한 자아는 (…) 끊임없이 본원 으로 흐르고 있는 

구성작용과 존재자의 상이한 단계의 우주들(‘세계’)에 한 구성작용, 각자

에게 속한 행 이거나 습득 인 존재타당성의 구성작용 이외에 다른 것

이 아니다.”(Hua Dok II/1, 194[B.7] 강조는 인용자)

자연  태도가 월  구성과정의 한 양상이고, 나아가 자아는 세계를 

형성하는 하나의 구성작용에 다름 아니라면 월 인 것이 세속 인 것

에 ‘나타남 일반’은 애 에 후설에게 있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아니 도

체 ‘나타남’이라는 명명 자체가 문제일 것이다. 후설이 문제 삼는 것

은 ‘타인에게 나타남’ 뿐이다. 이는 술어화화 학문화라는 객 화의 문제

로 개된다. 하지만 이는 원리 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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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이 사태 자체를 왜곡하는 이해라면 객 화의 문제는 상학에 특유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실증학문과 마찬가지로 상학이 풀어나가야 할 문

제이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어떠한 ‘차용’도 ‘유비’도 없다.

 따라서 자는 반정립  계기의 종합  통일이 아니라, 부단히 구성

하는 월론  자아이다. 이러한 이해에서 월성과 세속성의 립은 지

양된다. ‘종합(Synthesis)’이라는 말은 오히려 이러한 의미에서 후설에

게 귀속되어야 할 것이다.135) 립하는 것은 자신을 해명하려는 월론

 의지와, 자기인식이 없는 소박함이다. 소박함은 결코 완 히 지양될 

수 없으나, 오히려 그 기에 ‘ 월론 ’이라는 말이 성립 가능하다.

135) 루 트는 “후설에게 있어 자연  태도와 상학  태도의 종합은 바로 ‘ 월론

 념론’으로서 월론  상학의 정의”(Luft:2002, 293)라고 한다. 다음을 참

고할 수 있다. “자연  세계고찰과 월론  세계고찰의 종합(Synthesis)은 필연

으로 수행되며 그것의 수행이 바로 ‘ 월론  념론’이다.”(Hua XXXIV, 16)



- 110 -

5부. 결론

 

 1장. 논의의 정리

 지 까지의 논의를 정리해보자.

 모든 것은 자연  태도에서 시작해 자연  태도에서 끝났다. 소박하게 

이해된 세속성은 상학이 출발하는 곳(woher)이지만 월론 으로 해

명된 세속성은 상학이 향하는 곳(wohin)이기도 하다. 보편학이면서도 

엄 학인 상학을 세우기 해 후설은 상학  환원을 통해 월론  

의식을 개시하여 탐구하려 했다. 의식을 탐구하는 이유는 의식을 통해서

만 모든 것이 선입견 없이 개시되기 때문이다. 이를 해 후설은 구성된 

세계를 무화하는 논증을 펼쳤으나 그는 이미 월론 으로 해명된 세계 

개념을 논증에 사용했다. 따라서 후설의 의도와 달리 세계무화 논증은 

상학  태도로 우리를 이끌기보단 오해를 양산했다. 2장의 결론은 실

재성 자체로서 세계는 무화가 아니라 주제화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

리고 세계의 주제화를 해서는 어떤 수동  동기부여가 필요했다.

 핑크는 반성을 통한 자기이해라는 상학의, 나아가 철학의 이념을 일

으로 용했다. 이에 따르면 상학자 한 반성의 주제여야 한다. 

따라서 후설이 수행한 ‘곧바른 상학’ 외에 ‘ 상학의 상학’, 곧 월

론  방법론이 생긴다. 『6성찰』은 곧 월론  방법론을 개한 것이

다. 우선 핑크는 철 히 개별 인 한 사건을 통해 상학  환원이 수행

됨을 말한다. 미문의 상학  환원은 우리의 삶을 철 하게 분열시

킨다. 구성하는 월  삶은 우선 구성하는 선-존재와 구성된 존재의 구

분을 가졌고, 마침내는 응시하는 삶과 구성하는 삶으로 분화된다. 그러면

서 자연스럽게 응시하는 삶의 주체인 월론  응시자가 요구된다. 이 

분화는 단지 역을 가르는 분화가 아니라 서로 립하는 삶의 분화

다. 따라서 월  삶을 구성하는 응시함과 구성함은 서로 섞일 수 없다. 

응시함은 결코 구성함이 아니며, 그 기에 존재와 련되지 않는다. 그러

나 어 든 하나의 삶이기에, 그리고 상학은 학문의 이념을 따라야 하

기에 이 분열은 재통일 되어야 한다. 이 재통일 과정을 핑크는 비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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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라 명명했다. 핑크의 혼란스러운 서술을 우리는 3장에서 각각 자

아론  측면, 상호주  측면으로 분 했고 이에 상응하는 것은 인간화, 

술어화, 학문화 다. 결과 으로 립된 두 삶은 ‘변증법  통일’이라는 

계에서 어떤 자를 형성했다. 핑크의 구도에서 상학은 최종 으

로 정신의 자기 개로 규정되었고, 상학에 한 반성을 통해 핑크

는 역설 으로 상학과 반성의 이념을 모두 넘어서게 된다. 

 4장에서 제시된 후설의 상학의 상학을 주도한 의문은, 과연 상학

 환원이 립  분열을 낳고 이에 따라 재통일을 요구하는지 다. 우

선 후설은 상학  환원이 수동  동기부여를 통해 일어나지만 그와 별

개로 학자로서 우리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를 가능하게 한 것

은 인간의 태도양상  하나인 이론  태도 다. 상학  환원이 실행

되어 인간은 이제 응시자가 되지만, 그 다고 삶의 분열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이 의 구성함은 환원을 통해 그 익명성만 잃었을 뿐이지 계속

된다. 구성하지 않는 삶은 생각할 수 없다. 상학  환원이 우리의 삶

을 립 인 두 계기로 분열시킨 것이 아니라면, 이들의 재통일 한 거

짓된 요구이다. 세계로 돌아감으로 세계화를 이해한 핑크에 반해 후설의 

구도에서 술어화, 학문화, 인간화로 나타나는 세계화는 계속 이어지는 

구성이다. 

 모든 논의는 월성과 세속성을 종합시키기 한 것이었다. 이미 진행

되었고 계속 진행되는 단 하나의 구성과정이 있다. 이것이 월론  주

이요 우리의 삶이다. 그 다면 상학함은 하이데거의 비 처럼136) 어

136) 가령 폰 헤르만(1981)은 하이데거의 해석학  상학의 입장에서 후설 상학

의 상학  환원이 ‘반성’을 통해서 개되기에 삶을 그 본모습에서 드러낼 수 

없다고 비 한다. 헤르만에 따르면 이론  태도는 반성으로 특징지어지며, 반성은 

다음과 같이 설명된다.

    “그러나 여기에서 의미된 반성의 본질에는 체험을 겪는 것(Durchleben)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속한다. 이는 체험된 상으로부터 이 상들을 체험함으로 자아-시

선을 돌리는 것이다. 자아-시선의 이러한 방향 환을 통해 반성된 체험은 반성하

는 체험의 지향  상이 된다. 반성하는 작용과 객 화된 체험 사이에는 반성  

고찰이라는 거리(Abstand)가 형성된다. 반성 으로 고찰된 체험과 이론 으로 객

화된 체험은 이론 으로 반성하는 사람의 반 편에 치한다.”(Herrmann:1981, 

137) 해석학  상학의 입장에서 후설 상학에 한 비 과 해석학  방법에 

한 자세한 내용은 F.W von Herrmann, Der Begriff der Phänomenologie bei 

Heidegger und Husserl, Vittorio Klostermann, 1981. 참고.

그러나 여기에서 자세히 논증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해석학  상학 한 일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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떤 이론  자아의 추상 인 활동도, 핑크의 악처럼 비참여  응시자의 

알 수 없는 활동도 아니다. 실천  활동이든 이론  활동이든 응시함이

든 모두 하나의 세계를 구성하는 하나의 구성과정의 일환이다.

   

2장. 앞으로의 과제

 앞선 논의를 보충, 심화하기 해서는 다음의 논의가 필요하다.

1. 살아있는 재와 근원시간화(Urzeitigung)의 성격

 우리는 구성하는 것으로서 선-존재와 구성된 것으로서 존재라는 핑크

의 구분이 불충분함을 보 다. 그러나 핑크가 선-존재에 귀속시킨 성격

은 시간화의 원천인 살아있는 재가 수행하는 근원시간화에는 몇 가지 

들어맞는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살아있는 재는 시간화를 수행하되, 

그 자체 시간  연장에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시간화를 존재방식

으로 규정하다면 살아있는 재의 존재방식은 특유한 것임이 틀림없다. 

하지만 이것을 존재 이 (vor)으로 부를 수 있는지는 여 히 의문이며, 

‘ 상학  환원’을 수행한다고 본다. 왜냐하면 선-학문  삶의 근원  경험을 드

러내는 철학  작업은 “삶의 단순한 반복”(GA 61, 80)일 수 없기 때문이다. 리

르트의 비 처럼 철학함은 단순히 삶을 살아가는 것과 구분되어야 한다(같은 

곳). 여기에서 단순히 삶을 살아가는 것은 일상의 소박성을 깨지 못하고, 무반성

으로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에 한 설명이며, “창조

(schaffen)”(같은 곳)라는 에서 철학은 소박하게 살아가는 것과 분명 구분되며, 

이 구분의 계기는 반성이다. 후설은 이와 같은 에서『존재와 시간』은 이미 

상학  환원을 수행하고 있다고 한다.『존재와 시간』의

   “실존하면서 존재하는 존재는, 자신이 같이 근원 으로 그의 실존의 구성요

소들로서 세계 곁에 있음, 타인과 더불어 있음에서 투명하게 된 한에서만 ‘자신

을’ 본다.”(SZ, 146)라는 내용에 해 “그 다. 바로 이것이 월론 - 상학 으

로 이론 인 태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난외주를 단다.(Roland Breeur, 

“Randbemerkungen Husserls zu Heideggers Sein und Zeit und Kant und das 

Problem der Metaphysik”, Hursserl Studies 11: 3-63, 1994, p.28.)  

베르넷(1994) 한『존재와 시간』에 나타난 불안(Angst)에 한 분석을 하나의 

월론  상학  환원으로 간주한다. 자세한 내용에 해서는 R. Bernet, 

"Phenomenological Reduction and the Double life of the Subject", Reading 

Heidegger from the Start: Essays in his earliest thought,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245-67, 1994. 참고.

크로웰(2001)도 마찬가지의 의견을 보인다. 크로웰은 해석학의 수행의미(Bezugsinn)

과 내용의미(Gehaltsinn)의 계를 바탕으로 하이데거의 해석학  상학은 곧 

반성임을 주장한다. 자세한 내용은 크로웰(2001), p.137.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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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찬가지로 변증법  립 구도에 있는지 한 확실하지 않다.

 핑크의 논증이 성립하기 해서는 응시자의 시간화와 구성하는 자아의 

시간화가 서로 상이해야 한다. 이 경우에만 응시함과 구성함을 구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핑크는 이에 해서 “미정으로 남아있다”(Hua Dok 

II/1, 59)는 답을 하지만 상이한 것으로 끌고 가려는 경향을 보인다. 후설

에 있어 이 문제는 복잡하다. 왜냐하면 후설은 다음에서 보듯이 ‘실제  

시간화’를 상학하는 자아에게 귀속시키기 때문이다.

“체험의 흐름의 명증 이고 시간  주어짐에 제되어있고 실행되어 있는 

실제 (wirkliche) 시간화는 월론 으로- 상학하는 자아의 시간화이

다.”(Hua XXXIV, 181)

그러나 이는 마치 상학하는 자아, 곧 응시자의 시간화가 실제로 일어

나는 시간화이고 여타의 시간화는 그 변양임을 의미하지 않는다. 상학

하는 자아의 시간화가 실제 인 것은 상학함을 통해서만 근원시간화가 

발견되기 때문이다. 근원 인 시간화는 이미 그리고 항상 진행되고 있었

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시간화로서 악하고, 그 근원을 물어들

어가 살아있는 재를 발견하게 되는 것은 상학하면서이다. 곧 상학

하는 자아는 실제로 시간화를 개시한다. 그러나 시간화는 상학함 이

에도 이미 진행되었던 것이다. 결국 하나의 시간화 구도는 유지된다.

2. 자의 복수성(Plularität)

 핑크에서 자는 상학하는 자아와 구성하는 자아의 변증법  통일

이었다. 후설에서 자는 하나의 구성 과정이었다. 그 다면 이 자

는 복수의 ‘나’의 집합인가 혹은 개체화 이 의 것인가?

“[후설은] 개체  정신으로서 시작하는 철학하는 주체를 모든 개체화

(Individuation)에 앞서 놓여 있는  정신의 삶의 심층 속으로 환원함

에 립해서 철학하는 주체의 개체  개념을 옹호했다.”(Hua Dok II/1, 183 

[]는 인용자)

에서 보듯이 후설은 상학하는 자아, 나아가 구성하는 자아의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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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아성을 인정한 반면, 핑크는 이를  정신으로 환원한 것을 알 수 

있다. 이 문제는『6성찰』에서도 잠시 언 된다.

“이제 모나드들의 월론  공동체에 해 이것이 실제로 ‘개체들’로부터 

구축되었는지의 여부는 해결되지 않은 문제이다. 따라서 이것은 공통의 

상학함은 복수의 인식과정인지 혹은 궁극 으로 단지 모나드 -복수 으로 

분 된 하나의 월론  경향으로 규정되어야만 하는지, 월론  주 성이 

‘자기 자신으로 되어감’은이 일어남은 모든 모나드  ‘개체화’ 이 에 놓여 

있는 심층 속에서 진행되지 않는지 하는 물음이다.”(Hua Dok II/1, 139)

후설과 핑크 모두 공통 으로 세계를 월론  모나드의 공동체로 악

한다. 그런데 공동체의 세속  개념을 제거할 경우 월론  공동체에 

해서 그것이 개체화 이 의 것인지, 이후의 것인지라는 문제가 제기된

다.『6성찰』에서 핑크가 명확히 답하지는 않지만 서문을 참조할 때 그

는 개체화 이 의  정신을 월론  공동체로 악하는 것으로 보

인다. 이에 따르면 후설이 상학하고 핑크가 상학하는 것이 아니라, 

상학함이 있다(Es phänomenologisiert.).

 실제로 핑크는 자로부터 자아성(Ichlichkeit)을 제거하려 한다.

“핑크는 그 속에서 지속하는(enduring) 자아가 구성되는 근원-자아

(Ur-ego)와 근원-지 (Ur-now)는 자가 아니라, 자로부터 최 의 

발산(emanation)이라고 제안했다.”(Cairns:1976, 95)

곧 핑크에 따르면 최 의 시간화가 이루어지는 근원 자아는 자가 아

니다. 이는 자의 발산이다. 그 다면 자는 개체화 이 의 어떤 

것을 의미하게 된다.

반면 후설에서 시간화는 철 히 자아의 시간화이다.137)

“시간성은 근원 이든 습득 이든 그 모든 방식에서 자아의 작업수행이

137) 타구치(2004) 한 핑크가 자로부터 자아성을 제거하려 했다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  삶”이 “근원 자아” 이 의 것인지는 후설과 핑크를 가르는 

기로(Weggaabelung)이다(Taguchi:2004, 137). 자세한 내용은 타구치(2004), 

pp.137-14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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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Hua XXXIV, 181)

자가 개체 인 것인지 혹은 그 이 의 것인지, 그 다면 자로부

터 상호주 성은 어떻게 이해되어야 하는지는 여 히 어려운 문제로 남

아있다.

3. 상학  언어의 구체화

 본문에서는 그 원리  가능성만 보이기 해 간략히 서술했지만, 상

학  언어가 실제로 어떤 형태로 나타나야 하는지는 여 히 문제이다. 

후설 상학의 기 모습은 ‘기술 (deskriptive) 상학’이었다. 우리의 

심  체험에 해 그 어떠한 미리 구축된 이론을 이용하지 않고, 직 을 

통해 받아들여진 로 기술(Beschreibung)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때 

‘기술’은 작동  개념처럼 보인다.138) 기술이 어떤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

는지, 기술하는 언어는 어떤 언어인지 극 으로 설명되지 않기 때문이

다. 후설이 언 하는 것은 단지 선입견을 통해 기술해서는 안 된다는 

뿐이다. 

 그 다면 월론  태도에서 기술하는(beschreibende) 언어, 곧 상학

 언어는 구체 으로 어떤 형식으로 표 되어야 하는가? 우리는 그 구

체  형식을 제시할 수는 없지만 몇 가지 방향을 언 할 수 있다. 후설

이 항상 상학  언어의 애매성을 지 하긴 했지만, 그것이 상학  

언어가 일의 인 정 한 언어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왜냐

하면 세계를 구성하는 삶을 설명하는 언어는 생활세계 에(über) 구축

된 이념  언어가 아니라, 생활세계로부터(von) 나오는 언어일 것이기 

138) 오쓰(1991) 한 후설이 ‘기술’이라는 용어를 자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그 용

어 자체에 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비록 후설이 기술이라는 용어

를 그의 작에서 매우 자주 사용했을지라도, 후설에게 있어 이 매우 상학 으

로 근본 인 사항(Schlagwort)에 한 어떠한 연 된 평가나 단일 주제로 상술하

는 논구도 찾아볼 수 없다. 역사  이든 체계  이든 말이다. 기술함과 

그로부터 생되는 형식들은 ‘직 ’, ‘지향 ’, ‘분석 ’ 등과 같은 용어들과 극

으로 작동 인 연 에서 자주 사용된다는 이 덧붙여진다. 그럼에도 후설에게 

있어 기술은 작동  개념처럼 보인다”(E. Orth, “Beschreibung in der 

Phänomenologie Edmund Husserls”, Phänomenologische Forschungen vol.24/25 

Perspektiven und Probleme der Husserlischen Phänomenologie: Beiträge zur 

neueren Husserl-Forschung:pp.8-45., Felix Meiner Verlag, 1991, p.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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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다. 한 엄 학의 이념에 따라 상학  언어는 어떤 새로운 사

태를 개시해야 한다. ‘ 지(Retention)’, ‘직 (Anschauung)’ 등 상학  

언어는 기존의 철학  언어를 차용할 수도 있고 일상 언어를 차용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기존의 언어로는 포착하지 못했던 어떤 월론  

사태를 개시한다. 이러한 새로운 의미가 상학  환원함 없이 어디까지 

달될지는 언제나 수반되는 문제이지만139) 어도 확정할 수 있는 방향

은 이 정도이다. 기존의 태도와 언어에서는 악할 수 없었던, 따라서 분

할 수도 없었던 ‘침묵하는 경험(stumme Erfahrung)’의 해석

(Auslegung)이 상학이라면 삶 자체에 익명 으로 기능하던 작용을 부

단히 개시하는 것이 과제일 것이다.

“출발 은 순수한 경험, 말하자면 실로 그 고유한 의미가 비로소 순수하게 

언표될 수 있는 여 히 침묵하고 있는 경험이다.”(Hua I, 77)

“이 자아는 구체 인, 우선은 ‘침묵하고 있는’ 자아이다. 왜냐하면 이것의 

해석이 상학이기 때문이다.”(Hua Dok II/1, 203[B.11])

139) ‘ 달’의 맥락에서 상학  언어에 한 연구를 몇 가지 소개할 수 있다.

쿠칼(2001)은 상학  언어는 후설의 기 기획처럼 기술  차원 보다는 ‘환기

(evocative)’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자연  태도의 사람

이 상학  표 을 보고 직  상학  환원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곧 “

상학  표 은 상학  직 을 얻는데 필수 인 보조”이다(D. Koukal, “The 

rhetorical impulse in Husserl's phenomenology”, Continental Philosophy 

Review vol.34:pp.21-43, Kluwer Academic Publishers, 2001, p.21.)

아 (2004)는 상학  환원과 술어화를 각각 출입문제로 다룬다. 상학  환원을 

어떻게 수행하는지는 월론  태도로의 “Way-In Problem”이며, 술어화는 월

론  태도에서 “Way-Out Problem”이다. 여기에서 상학  환원과 유아론은 

달을 가로막는 것으로 나타난다. 자세한 내용은 Arp(2004), pp.234-236. 참고.

쿠스터(1996)는 하이데거의 시  언어, 폴 리쾨르의 ‘살아있는 은유’등을 이용하며 

상학  언어의 방향을 제시한다. 자세한 내용은 Kuster(1996), pp.118-130. 참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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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henomenology of  

Phenomenology

- On Eugen Fink's Sixth Cartesian 

Meditation  -

Ah-Hyun, Moon

Department of Philosophy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aim of this paper is to examine how the "phenomenology of 

phenomenology" was approached by two phenomenologists: Eugen 

Fink and Edmund Husserl. Comparing the two philosopher's approach 

will ultimately show that there is no need to distinguish between 

phenomenologizing[Phänomenologisieren]and constituting[Konstituieren], 

thereby overcoming the duality of being[Seinsdualismus] which Fink 

posited in the Sixth Cartesian Meditation.

 Each act hides itself, as long as it acts, since in the process of 

acting, the act itself becomes anonymous, and the subject of the act 

is in[hinein] the act. This is a straight forward act. All acts h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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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ir theme. Reflecting is an act which makes itself the theme. The 

aim of  reflection, then, is simply self-understanding. The subject 

becomes aware of what it doesn't know. In other words, it frees the 

non-reflective self from the naivete that it normally resides in.

 Reflection is the very method which characterizes Husserl's 

philosophical methodology. The transcendental reduction is the most 

radical form of reflection. If we consider the transcendental reduction 

an act, however, the reduction itself cannot be thematized during 

reduction. In this case, while the phenomenologists are freed from the 

naivete of the natural attitude through transcendental reduction, they 

are now situated in a new naivete, transcendental naivete. If the goal 

of philosophy is self-understanding through reflection, 

phenomenologizing as an anonymous act must be the object of the 

same reflection. Thus, there arises the idea of the phenomenology of 

phenomenology, which is but a reflection on the act of 

phenomenologizing. In other words, there is a division between 

straightforward, naive phenomenology and a phenomenology of 

phenomenology.

 Though Husserl mentioned the idea of phenomenology of 

phenomenology from time to time, he did not actually develop it at 

length. It would fall on Fink to truly take up the task of developing 

phenomenology of phenomenology. As shown below in the Preface, 

Fink tried to formulate the aporia he found Husserl's notion of a 

straightforward phenomenology. In the Sixth Cartesian Meditation, 

Fink pushed the idea of transcendental reduction to its very limits. 

Paradoxically, however, he reached what he called a 'meontic 

philosophy of absolute spirit' which is no longer phenomenological.

  Although Fink did not provide detailed thematic explanation, the 

very concept which dominates the Sixth Cartesian Meditation  is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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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alectical, synthetic unity of two antithetic regions, the transcendental 

and the mundane, or the unity of two counter tendencies, the 

constituting life and the phenomenologizing life. Fink criticized 

Husserl's "naiveté which consists in uncritically transferring the mode 

of cognition that relates to something existent[Seiendes] into the 

phenomenological cognition of the forming(constituion) of the 

existent." In Fink's view, phenomenology is related to the constitution 

of the being, not being. By antithetically distinguishing between 

existence and what constitutes existence, namely, the mundane and 

the transcendental, Fink set himself the task of uniting both realms 

dialectically to open up the realm of meontic philosophy. 

 Fink pushed Husserl's early ideas about phenomenological reduction 

to their utmost limit, ultimately leading Fink away into an utterly 

different direction from Husserl. Unlike Fink, who emphasizes the 

splitting and ontological difference between phenomenologizing and 

constituting, Husserl "finds the antithesis between the constituting 

and the phenomenologizing I to be too strongly emphasized."There is, 

in Husserl's position, no ontological difference between them, and 

Husserl emphasizes the continuity between phenomenologizing and 

constituting, as well as the transcendental and the mundane. 

Husserl's argument, contra Fink, is that there is only one process of 

constituting which all leads toward the regulative idea of 

phenomenological self-understanding.

 All processes begin and end in the natural attitude. As Fink said, 

"the natural attitude is not only the wherfrom[Wo-von-aus] but also 

the whither[Wo-für] of philosophizing." Philosophy cannot be 

comprised of phenomenologizing alone. However, there still exists a 

radical cleft between the transcendental and the mundane in Fink’s 

view. Although phenomenologizing must return to the natural attit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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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does not actually fuse or find a place whithin the natural attitude. 

Mundanity will exist for as long as humans exist. Mundanity is the 

existential condition of humanity and cannot ever be eradicated. While 

Husserl believed that the problem was ‘appearing to others’, whereas 

for Fink appearing itself was the general problem. Furthermore, in 

Husserl's view, mundanity still exists. However, phenomenological 

cognitions raise us to a higher mundanity. For Husserl, the proper 

opposite of the transcendental is not the mundane but rather, naivete, 

or lack of self-understanding.

keywords :  Phenomenology of phenomenology, Enworlding, 

Phenomenological reduction, Me-On, Reflection

Student Number  :  2016-20078


	제 1부. 서론
	1장. 문제제기 및 연구과제 
	2장. 기존연구 검토 
	3장. 각 부의 개요 

	제 2부. 현상학적 환원과 초월론적 주관의 발견 도입
	1장. 제일철학으로서 현상학의 이념: 보편학과 엄밀학
	2장. 자연적 태도로 대변되는 일상성(Alltglichkeit)
	3장. 데카르트적 길을 통한 현상학적 환원의 실행 
	4장. 데카르트적 길의 순환성과 현상학적 환원의 동기 (Motivation)의 문제
	1절. 세계무화(Weltvernichtung) 논증의 순환성
	2절. 세계정립의 불말소성(Undurchstreichbarkeit)과 세계 의 주제화
	3절. 현상학적 환원의 수동적 동기부여

	소결.

	제 3부. 핑크의 현상학의 현상학 - 초월론적 방법론 의 전개
	도입.
	1장. 초월론적 현상학의 체계
	2장. 현상학적 환원과 초월적 삶의 이분화(Entzweiung)
	1절. 현상학적 환원의 동기부여
	2절. 현상학적 환원을 통한 비참여적 응시자(Unbeteiligter Zuschauer)의 설립
	3절. 응시자의 설립을 통한 초월적 삶의 이분화
	4절. 이론화함(Theoritisieren)으로서 현상학함과 존재 이 념의 환원
	5절. 초월론적 현상학의 자기관련성(Selbstbezglichkeit)

	3장. 초월론적 태도에서 자연적 태도로의 귀환: 세계화 (Verweltlichung)
	1절. 술어화(Prdikation)로서 세계화: 유비(Analogie)로서 현상학적 언어
	2절. 학문화(Verwissenschaftlichung)로서 세계화
	3절. 인간화(Vermenschlichung)로서 세계화

	4장. 초월성과 세속성의 변증법적 통일(dialektische Einheit)인 절대자(Absolutes)의 이념
	소결.
	비판적 논구.

	제 4부. 후설의 현상학의 현상학
	도입.
	1장. 반성의 반복을 통한 주제화함
	2장. 이론적으로 동기부여된 현상학적 환원과 구성하는 응 시자의 설립
	1절. 참된 하나의 세계라는 이념을 통한 현상학적 환원의 동기부여
	2절. 구성적인(konstituitive) 비참여적 응시자

	3장. 후설의 세계화(Verweltlichung)
	1절. 시간화(Zeitigung)로서 세계화
	2절. 세계화의 자아적 측면: 인간
	3절. 세계화의 상호주관적 측면: 술어화
	4절. 세계화의 상호주관적 측면: 학문화

	4장. 유동적 세속성과 초월성과 세속성의 종합
	1절. 규제적 이념을 향한 무한한 고양
	2절. 초월성과 소박성의 대립

	소결.

	제 5부. 결론
	1장. 논의의 정리
	2장. 앞으로의 과제

	참고문헌
	Abstract


<startpage>16
제 1부. 서론 1
 1장. 문제제기 및 연구과제  1
 2장. 기존연구 검토  7
 3장. 각 부의 개요  10
제 2부. 현상학적 환원과 초월론적 주관의 발견 도입 13
 1장. 제일철학으로서 현상학의 이념: 보편학과 엄밀학 13
 2장. 자연적 태도로 대변되는 일상성(Alltglichkeit) 15
 3장. 데카르트적 길을 통한 현상학적 환원의 실행  17
 4장. 데카르트적 길의 순환성과 현상학적 환원의 동기 (Motivation)의 문제 21
  1절. 세계무화(Weltvernichtung) 논증의 순환성 21
  2절. 세계정립의 불말소성(Undurchstreichbarkeit)과 세계 의 주제화 23
  3절. 현상학적 환원의 수동적 동기부여 26
 소결. 28
제 3부. 핑크의 현상학의 현상학 - 초월론적 방법론 의 전개 29
 도입. 29
 1장. 초월론적 현상학의 체계 30
 2장. 현상학적 환원과 초월적 삶의 이분화(Entzweiung) 32
  1절. 현상학적 환원의 동기부여 32
  2절. 현상학적 환원을 통한 비참여적 응시자(Unbeteiligter Zuschauer)의 설립 35
  3절. 응시자의 설립을 통한 초월적 삶의 이분화 36
  4절. 이론화함(Theoritisieren)으로서 현상학함과 존재 이 념의 환원 38
  5절. 초월론적 현상학의 자기관련성(Selbstbezglichkeit) 40
 3장. 초월론적 태도에서 자연적 태도로의 귀환: 세계화 (Verweltlichung) 44
  1절. 술어화(Prdikation)로서 세계화: 유비(Analogie)로서 현상학적 언어 44
  2절. 학문화(Verwissenschaftlichung)로서 세계화 54
  3절. 인간화(Vermenschlichung)로서 세계화 58
 4장. 초월성과 세속성의 변증법적 통일(dialektische Einheit)인 절대자(Absolutes)의 이념 61
 소결. 64
 비판적 논구. 65
제 4부. 후설의 현상학의 현상학 72
 도입. 72
 1장. 반성의 반복을 통한 주제화함 73
 2장. 이론적으로 동기부여된 현상학적 환원과 구성하는 응 시자의 설립 75
  1절. 참된 하나의 세계라는 이념을 통한 현상학적 환원의 동기부여 76
  2절. 구성적인(konstituitive) 비참여적 응시자 80
 3장. 후설의 세계화(Verweltlichung) 83
  1절. 시간화(Zeitigung)로서 세계화 83
  2절. 세계화의 자아적 측면: 인간 85
  3절. 세계화의 상호주관적 측면: 술어화 87
  4절. 세계화의 상호주관적 측면: 학문화 92
 4장. 유동적 세속성과 초월성과 세속성의 종합 95
  1절. 규제적 이념을 향한 무한한 고양 95
  2절. 초월성과 소박성의 대립 98
 소결. 102
제 5부. 결론 105
 1장. 논의의 정리 105
 2장. 앞으로의 과제 107
참고문헌 112
Abstract 118
</bod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