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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후설의 현상학에서 이성과 감성의
연속성 문제
이 남 인

【주제분류】현상학, 유럽현대철학, 인식론
【주요어】이성, 감성, 후설, 현상학, 지향성, 지향적 체험, 비지향적 체험
【요약문】이 논문은 후설의 현상학에서 이성과 감성이 서로 연속적인 것으로
이해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하는 문제를 해명함을 목표로 한다. “연속”이
란 개념은 수학적 개념인데, 이 논문에서는 이 개념을 수학적 개념으로 사용하
지 않는다. 이 논문에서 이성과 감성이 연속적이라 함은 양자 사이에 정도의 차
이만 존재할 뿐 질적 차이는 존재하지 않음을 뜻한다. 예를 들어 감성이 낮은
단계의 이성으로 파악될 수 있거나 가능태로서의 이성으로 파악될 수 있을 경
우 양자는 연속적이다. 우리는 1-2절에서는 뺷논리연구뺸를 비롯한 후설의 초중
기 저술을 중심으로 지향성의 문제를 살펴본 후 그의 초중기 현상학에서 이성
과 감성이 비연속적인 것으로 규정되고 있음을 살펴볼 것이다. 거기에 이어
3-5절에서는 그의 초중기 현상학에서 후기 현상학으로 넘어가면서 지향성 개
념이 수정된다는 사실을 살펴보고 이처럼 지향성 개념이 수정되면서 이성과
감성이 연속적인 것으로 규정되고 있다는 사실을 살펴볼 것이다. 후설은 자신
의 현상학을 이성주의 내지 합리주의로 간주하였는데, 마지막으로 우리는 6절
에서 이성과 감성의 관계에 대한 앞서의 논의를 토대로 그가 추구한 이성주의
의 정체에 대해 간단히 살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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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목표는 후설의 현상학에서 이성과 감성의 관계를 살펴보는데
있다. 우리는 이성과 감성의 관계를 다양한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을 것이
다. 이성과 감성은 어떻게 구별되는가, 이성과 감성 중에서 우위를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성과 감성 중에서 우리의 삶을 보다 더 많이 지배하
는 것은 무엇인가, 이성과 감성은 대립적인 것인가 그렇지 않은가 등 양자
의 관계에 대한 논의는 다양한 관점에서 전개될 수 있다. 그런데 이 논문에
서는 후설의 현상학을 중심으로 이성과 감성이 서로 연속적인지 그렇지 않
은지 하는 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논의를 시작하기 전에 이성과 감성이 연속적 혹은 비연속적이라는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밝히고 넘어가고자 한다. “연속”이란 수학적 개념인데, 이
논문에서는 연속을 수학에서처럼 엄밀하게 사용하지 않는다. 이 논문에서
이성과 감성이 연속적이라 함은 양자 사이에 정도의 차이만 존재할 뿐 질적
차이는 존재하지 않으며 이러한 의미에서 양자 사이에 넘어설 수 없는 벽이
존재하지 않음을 뜻한다. 예를 들어 감성이 낮은 단계의 이성으로 파악될
수 있거나 가능태로서의 이성으로 파악될 수 있을 경우 양자는 연속적이다.
그리고 양자가 비연속적이라 함은 그 반대의 경우를 뜻한다.
이성과 감성이 연속적인지 하는 문제와 관련해 서양철학사에는 서로 대
립하는 두 가지 입장이 존재한다. 양자를 연속적인 것으로 이해하는 입장과
비연속적인 것으로 이해하는 입장이 그것이다.
양자를 비연속적인 것으로 이해하는 대표적인 예는 플라톤과 칸트 등 전
통적인 이성주의 철학자들이다. 플라톤에 의하면 이성과 감성은 서로 분리
되어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영혼의 능력으로서 비연속적이다.1) 영원
불변한 존재인 이데아를 파악하는 능력인 이성과 감각계를 경험하는 능력
인 감성 사이에는 질적 차이가 존재하며 넘어설 수 없는 벽이 존재한다. 감
성은 감성이요, 이성은 이성이며 감성이 발전하여 이성이 될 수 없다. 칸트
는 뺷순수이성비판뺸에서 플라톤과는 또 다른 의미에서 이성(오성)과 감성
을 비연속적인 것으로 파악한다. 플라톤과는 달리 칸트는 오성과 감성이 서
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하지 않았다. 감각인상
1) Platon, 2006, 509 c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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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인 감성과 감성을 통해 받아들인 표상을 종합하고
사유할 수 있는 능력인 오성은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며 언제
나 서로 협동하면서 경험적 인식을 낳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자의 기능
이 전혀 다르며 양자가 정도의 차이가 아니라, 질적인 차이를 보인다는 점
에서 양자는 칸트의 경우에도 비연속적이다.2)
이와는 달리 생철학자들은 전반적으로 이성과 감성을 연속적인 것으로
파악한다. 철학적인 근본 성향에서 볼 때 생철학은 이성주의 철학과 반대되
는 입장이다. 우선 이성주의 철학이 이성과 감성을 구별하면서 감성에 대한
이성의 우위를 주장하는데 반해 생철학은 양자를 구별하면서 이성에 대한
감성, 즉 생의 우위를 주장한다. 더 나아가 이들에 따르면 이성은 감성으로
서의 생과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이성이란 감성으로
서의 생의 표현이요 그것의 파생적 양상에 불과하며 감성으로서의 생 속에
는 이미 이성의 씨앗이 들어있다. 이처럼 생철학에서 이성과 감성은 질적으
로 다른 것이 아니며 따라서 양자는 연속적인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3)
이 논문을 통해서 밝혀지겠지만 후설은 이성과 감성이 연속적이냐 그렇
지 않으냐 하는 문제에 대해 그의 초중기 현상학과 후기 현상학에서 다른
입장을 취한다. 그는 뺷논리연구뺸, 뺷이념들 I뺸 등의 초중기 저술에서 전통적
인 이성주의 철학자들과 마찬가지로 이성과 감성을 비연속적인 것으로 간
주한다. 그러나 그는 1920년 이후 후기 현상학에서 양자를 연속적인 것으
로 간주한다. 구체적으로 말해 그는 후기 현상학에서 감성을 1) 발생적으로
낮은 단계의 이성으로 간주하기도 하고 2) 가능태로서의 이성으로 간주하
기도 하면서 양자를 연속적인 것으로 이해한다.
후설은 이성에 대해서 뿐 아니라, 감성에 대해서도 다양한 분석을 수행
하였다. 그러나 그가 양자의 관계에 대해 명료한 형태로 분석을 수행한 경
우는 많지 않다. 이제 우리는 이성과 감성에 대해 후설이 분석해 놓은 내용
들을 토대로 이성과 감성이 연속적인지에 대한 후설의 견해를 살펴볼 것이

2) Kant, 1971,B 29.
3) 이와 관련해 니체는 신체 속에 들어 있는 이성을 “큰 이성”(die große Vernunft)이라
고 부르기도 한다. 이 점에 대해서는 Tongeren, 2001, p. 840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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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우리는 1-2절에서는 뺷논리연구뺸를 비롯한 후설의 초중기 저술을 중심
으로 지향성의 문제를 살펴본 후 그의 초중기 현상학에서 이성과 감성이 비
연속적인 것으로 규정되고 있음을 살펴볼 것이다. 거기에 이어 3-5절에서
는 그의 초중기 현상학에서 후기 현상학으로 넘어가면서 지향성 개념이 수
정된다는 사실을 살펴보고 이처럼 지향성 개념이 수정되면서 이성과 감성
이 연속적인 것으로 규정되고 있다는 사실을 살펴볼 것이다. 후설은 자신의
현상학을 이성주의 내지 합리주의로 간주하였는데, 마지막으로 우리는 6절
에서 이성과 감성의 관계에 대한 앞서의 논의를 토대로 그가 추구한 이성주
의의 정체에 대해 간단히 살펴볼 것이다.
이 글의 주제와 관련된 기존의 연구로는 케른(2001), Plotka(2009),
Hart(1996) 등이 있다. 그 중에서 케른은 칸트는 이성과 감성을 너무 무리
하게 분리한다는 견해를 피력하고 있고,4) Plotka는 후설의 이성 개념이 비
이성과의 상관관계 속에서 정립되어 현상학자들이 이성과 비이성의 구별
을 받아들이도록 하고 있다는 견해를 피력하며,5) Hart는 후설의 뺷이념들 II뺸
를 중심으로 지성과 원초적인 감성의 관계를 해명하고 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그 어떤 연구도 후설의 현상학을 초중기 현상학과 후기 현상학으로
나누어 이 두 유형의 현상학에서 이성과 감성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 해명하
는 연구는 없으며 바로 여기에 본 연구의 독창적인 의의가 있다.

1. 후설의 초중기 현상학에 나타난 지향성 개념6)
우선 후설의 초중기 현상학에 나타난 이성과 감성의 관계를 살펴보자.
이를 위하여 후설의 초충기 현상학에 나타난 지향성 개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향성의 문제는 이성의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후설은 뺷논리연구뺸7)에서 체험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면서 지향성 개념
4) Kern, 2001, 93-97.
5) Plotka, 2009, p. 1.
6) 이 주제에 대한 보다 더 자세한 논의는 이남인, 2004, p. 117 이하를 참고할 것. 이 절
의 논의는 부분적으로 그곳에서 따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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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정립한다. 가장 넓은 의미에서 체험은 추론, 판단, 감각, 지각, 감정, 기
분, 의지, 기억, 예상, 상상, 추측, 의심, 확신, 충동, 본능 등 일체의 영혼활동
을 뜻한다. 그런데 이 모든 체험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지는데, 지향적
체험과 비지향적 체험이 그것이다.
후설은 감각적 체험과 지각적 체험을 예로 들어 지향적 체험과 비지향적
체험의 구별을 설명한다. 그에 의하면 지각적 체험은 지향적 체험이요 감각
적 체험은 비지향적 체험이다. 그러면 지금 울려퍼지는 바이올린 소리에 대
한 감각적 체험과 지각적 체험을 예로 들어 지향적 체험과 비지향적 체험의
구별에 대해 살펴보자.
우선 지향적 체험인 지각적 체험에 대해 살펴보자. 내가 지금 울려퍼지
는 어떤 선율을 들으면서 그것을 바이올린 소리로 파악할 경우 나는 “저 바
이올린 소리”에 대한 지각적 체험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 지각적 체험은
지향적 대상을 가지고 있다. 그 이유는 내가 명료한 의식을 가지고 저 바이
올린 소리를 듣고 있으며 이 경우 나의 명료한 의식은 지향적으로 저 바이
올린 소리를 향해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명료한 의식을 가지고 지향적 대
상을 향해 있기 때문에 저 바이올린 소리에 대한 지각적 체험은 지향적 체
험이라 불린다.
그러면 비지향적 체험이 무엇인지 살펴보자. 내가 이 바이올린 소리에
대해 지각적 체험을 가지기 전에 나는 독서에 몰두하고 있었고 그때에도 바
이올린 소리가 울려퍼졌으나 나는 그에 대해 지각적 체험을 가지지 못했다
고 가정하자. 이 경우 내가 바이올린 소리에 대해 지각적 체험을 가지지 못
했을지라도 이 바이올린 소리는 나의 의식을 감각적으로 자극하고 그를 통
해 내 마음 속에 어떤 체험이 생길 수도 있는데, 이처럼 감각적 자극을 통해
형성된 체험이 다름 아닌 감각적 체험이다. 그런데 이러한 감각적 체험은
“바이올린 소리”에 대한 명료한 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바이올린
소리를 지향적 대상으로 가지고 있지 않으며, 따라서 그것은 지향적 체험이
아니라, 비지향적 체험이라 불린다.
그런데 바이올린 소리에 대한 지향적 체험으로서의 지각적 체험은 그 소
7) Husserl, 1984, p. 352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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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때문에 생겨난 비지향적 체험으로서의 감각적 체험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 앞의 예에서 내가 바이올린 소리에 대한 지향적 체험으로서의 지각적
체험을 가지기 이전에 존재하였던 감각적 체험은 내가 그에 대한 지각적 체
험을 가질 때에도 그의 토대로서 계속해서 존재한다. 말하자면 바이올린 소
리 때문에 나의 마음에 생겨난 다양한 감각적 체험이 없이는 그에 대한 지
각적 체험은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바이올린 소리 때문에 생
겨난 감각적 체험은 그에 대한 지각적 체험의 토대 역할을 담당한다.
여기서 후설은 감각적 체험을 토대로 지각적 체험이 생겨나는 과정을 설명
하기 위하여 소위 “파악작용-감각내용의 도식”을 끌어들인다.8) 이러한 도식
에 따르면 바이올린 소리에 대한 지향적 체험으로서의 지각적 체험이 생겨나
기 위해서는 다양한 감각적 체험들, 즉 감각내용들(die Empfindungsinhalte)
이 앞서 주어져야 한다. 이러한 감각내용들은 대상과의 그 어떤 지향적 관
계도 가지고 있지 않은 비지향적 체험에 불과하다. 대상과의 지향적 관계는
이러한 감각내용들을 종합하여 통일하는 파악작용을 통해 형성된다. 바이
올린 소리에 대한 체험을 예로 들어 설명하자면 우선 비지향적 체험으로서
의 다양한 감각내용이 주어져야 하며 그것들을 종합하여 통일하면서 “이
바이올린 소리”로 이해하는 파악작용을 통해 비로소 대상과의 지향적 관계
가 형성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처럼 다양한 감각내용들을 종합하고 통일하
는 파악작용이 지향적 작용이고 그를 통해 통일적인 대상으로 파악된 대상
이 지향적 대상이며, 지향적 작용과 지향적 대상을 가지고 있는 체험이 지
향적 체험이다.
후설에 의하면 비지향적 체험으로서의 감각내용을 토대로 발생하는 지
각적 체험은 가장 단순한 유형의 지향적 체험이다. 그리고 이러한 지각적
체험을 토대로 더 높은 단계의 다양한 유형의 지향적 체험이 형성된다. 예
를 들어 바이올린 소리에 대한 지각적 체험을 하면서 나는 이 바이올린 소
리를 아름답다고 느낄 수 있다. 이 경우 나는 단순히 바이올린 소리를 지각
적으로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이 바이올린 소리”를 체험하는 것
이다. 그리고 “아름다운 이 바이올린 소리”가 미적 감정의 대상이기 때문에
8) 이 주제에 대한 보다 더 자세한 논의는 이남인, 2004, p. 125 이하를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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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 대한 체험은 지각적 체험과는 다른 새로운 유형의 지향적 체험, 즉 미
적 지향적 체험이 된다. 이는 지각적 대상으로서의 이 바이올린 소리가 미
적 방식으로 새롭게 파악됨으로써 가능하다. 더 나아가 나는 이 아름다운
바이올린 소리를 경험하면서 그것을 계속해서 더 듣고 싶어하는 의지를 가
질 수 있다. 이 경우 나는 “아름다운 이 바이올린 소리”가 아니라 “계속해서
더 듣고 싶은 아름다운 이 바이올린 소리”를 경험한다. 그런데 “계속해서
더 듣고 싶은 아름다운 이 바이올린 소리”는 의지의 대상이며 따라서 그에
대한 경험은 미적 지향적 체험과는 다른 새로운 유형의 체험, 즉 의지적인
지향적 체험이 된다. 이는 미적 평가의 대상인 “아름다운 이 바이올린 소
리”가 의지적 방식으로 새롭게 파악됨으로써 가능하다.
이러한 두 가지 예가 보여주듯이 앞서 주어진 지향적 체험을 토대로 그
속에서 주어지는 지향적 대상에 대한 새로운 파악을 통해 새로운 유형의 지
향적 체험이 형성된다. 원칙적으로 이러한 과정은 무한히 다양하게 진행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무수히 다양한 유형의 지향적 체험이 형성될 수 있다.
이처럼 무수히 다양한 유형의 지향적 체험의 구조를 체계적으로 해명하는
일은 현상학의 핵심적인 과제 중의 하나이다.

2. 후설의 초중기 현상학에서 이성과 감성의 관계
후설의 초중기 현상학에 나타난 지향적 작용에 대한 해명은 거기에 나타
난 이성과 감성의 관계를 해명함에 있어 결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양자의 관계를 해명하기 위하여 우선 후설의 초중기 현상학에서 이성과 감
성이 무엇을 뜻하는지 살펴보자.
우선 후설의 초중기 현상학에서 이성 내지 이성작용이 무엇을 뜻하는지
살펴보자. 앞서 지향적 체험의 구조를 해명하면서 우리는 지향적 작용으로
서의 파악작용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이러한 파악작용이 다름 아닌 이성작
용을 뜻한다. 이 점을 지각적 체험 속에 들어 있는 지향적 작용으로서의 파
악작용을 예로 들어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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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살펴보았듯이 지각적 체험의 경우 파악작용은 다양한 감각내용
을 종합하면서 통일적으로 지향적 대상을 구성하는 작용을 뜻한다. 여기
서 알 수 있듯이 지각적 체험 속에 들어 있는 파악작용은 다양한 감각내
용을 종합하는 작용을 뜻한다. 이러한 종합작용은 칸트가 뺷순수이성비
판뺸에서 분석하고 있는 오성의 핵심적인 기능이며 따라서 그것은 넓은
의미의 이성작용이다.
또 지각적 체험 속에 들어 있는 파악작용은 다양한 감각내용들을 통일하
면서 지향적 대상의 존재를 확인하는 작용, 즉 정립 작용을 뜻한다. 이 경우
정립작용은 주체에게 대상의 존재를 알려주는 작용이요 그러한 한에서 그
것은 대상의 존재유무에 대해 무감각한 영혼활동과는 구별되는 이성작용
에 해당한다.
더 나아가 파악작용은 구체적으로 지향적 대상의 참된 속성을 파악하는
작용을 뜻하며 따라서 그것은 대상의 참된 속성과 거짓된 속성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한다. 그런데 이성은 참과 거짓을 구별할 줄 아는 능력을 뜻
하며 따라서 파악작용은 이성작용을 뜻한다.
그뿐 아니라 지각적 체험 속에 들어 있는 파악작용은 지향적 대상을 명
증적인 양상에서 파악하고자 하는 작용을 뜻한다. 지향적 대상에 대한 명증
적 파악은 지각적 체험의 핵심적인 요소이며 더 나아가 모든 유형의 지향적
체험이 목표로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대상에 대한 명증적 파악이
란 바로 대상에 대한 이성적 파악을 뜻하며 따라서 지각적 체험에 들어있는
파악작용은 이성작용을 뜻한다.
이처럼 지향적 체험으로서의 지각적 체험 속에 들어 있는 파악작용은 다
양한 의미에서 이성작용을 뜻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보았듯이 지각적 체험
이외에도 그를 토대로 형성되는 다양한 유형의 지향적 체험들이 존재하며
그 각각은 지향적 작용으로서의 고유한 파악작용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사
실은 다양한 유형의 지향적 체험 각각이 나름의 고유한 이성작용을 가지고
있음을 뜻한다. 예를 들어 앞서 살펴본 “아름다운 이 바이올린 소리”를 향하
고 있는 지향적 체험은 바이올린 소리에 대한 지각적 체험과는 구별되는 나
름의 고유한 이성작용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그것은 아름다움을 파악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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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능력인 미적 이성작용을 가지고 있다. 또 “계속해서 더 듣고 싶은 아
름다운 이 바이올린 소리”를 향하고 있는 지향적 체험은 바이올린 소리에 대
한 지각적 체험뿐 아니라, “아름다운 이 바이올린 소리”를 향하고 있는 지향적
체험과 구별되는 나름의 고유한 이성작용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그것은 계
속해서 더 듣고 싶어하는 의지를 통해 각인된 넓은 의미의 실천이성작용을 가
지고 있다. 더 나아가 우리가 바이올린 소리를 들으면서 그에 대해 이론적 태
도를 취하고 학문적인 분석을 수행할 경우 이러한 작용은 앞서 살펴본 체험들
과는 구별되는 나름의 고유한 이성작용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이러한 작용
은 추론을 필요로 하며 그러한 한에서 추론적인 이성작용을 가지고 있으며 이
론적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이론적 이성작용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
그러면 후설의 초중기 현상학에서 감성이 무엇을 뜻하는지 살펴보자. 감성
은 이성작용으로서의 파악작용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은 것, 즉 비지향적 체
험을 뜻한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파악작용-감각내용의 도식에 따르면 감각내
용은 파악작용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은 비지향적 체험이며 따라서 감각내용
은 감성의 일종이다. 그러나 감각내용 이외에도 지평의식, 세계의식, 낮은 단
계의 의지, 충동, 본능, 감각적 감정, 기분 등 다양한 유형의 비지향적 체험이
존재하며, 이 모든 체험들 역시 넓은 의미에서 감성으로 규정될 수 있다.
그러면 후설의 초중기 현상학에서 이성과 감성이 무엇을 뜻하는지에 대
한 지금까지의 논의를 토대로 이성과 감성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 살펴보자.
후설의 초중기 현상학에서 지향적 체험과 비지향적 체험이 서로 배타적인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성과 감성은 비연속적인 관계에 있다. 이성은 이성이
요 감성은 감성이다. 양자 사이에는 넘어설 수 없는 질적 차이가 존재한다.
따라서 감성이 낮은 단계의 이성으로 규정될 수 있거나, 이성의 가능태로
규정될 수 있는 여지는 전혀 없다. 감성이 발전하여 이성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이성의 활동이 미미해지면서 감성으로 변화할 수 있는 것도 아니
다. 이런 점에서 후설은 초중기 현상학에서 이성과 감성의 관계를 플라톤,
칸트 등과 유사하게 이해하고 있다. 앞서 지적하였듯이 플라톤, 칸트 등도
이성과 감성을 비연속적인 것으로 이해한다.
물론 후설은 그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 이성과 감성의 관계를 플라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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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트와는 다른 방식으로 이해하고 있다. 우선 후설은 이성과 감성의 경계를
플라톤과는 다르게 설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플라톤의 이데아론에서 감성
으로 규정될 수 있는 감각경험은 후설의 경우 더 이상 감성으로 규정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플라톤의 감각경험은 비지향적 체험이 아니라, 지향적
체험이요 그러한 한에서 넓은 의미에서 이성작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 칸트의 경우 감성과 오성은 경험적 인식을 구성하는 두 가지 요소로서
서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 물론 후설의 경우에도 이성으로
규정될 수 있는 지향적 체험은 감성으로 규정될 수 있는 비지향적 체험과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으며 이런 점에서 이성과 감성의 관계에
대해 칸트와 유사한 입장을 취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후설의 경우 감성
으로 규정될 수 있는 비지향적 체험은 지향적 체험과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으며 이 점에서 이성과 감성의 관계에 대해 후설은 칸트와는
다른 입장을 취한다고 할 수 있다.

3. 후설의 초중기 현상학에 나타난
지향성 개념의 수정
뺷논리연구뺸 출간 이후 후설의 현상학이 전개되면서 지향성 개념은 수정
되고 변화하였다. 거기서 선보인 지향성 개념이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이
다. 그러면 이 점을 앞서 살펴본 바이올린 소리에 대한 감각적 체험을 예로
들어 살펴보자.
앞서 우리는 바이올린 소리에 대한 지각적 체험이 형성되기 이전에 이미
그것이 나의 의식을 자극하고 이러한 자극을 통해 내 마음 속에 감각적 체
험이 생길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후설은 뺷논리연구뺸에
서 바이올린 소리에 대한 지각적 체험과 구별하여 이러한 감각적 체험을 그
어떤 지향적 대상도 가지고 있지 않은 비지향적 체험으로 규정한다. 그러나
감각적 체험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것이 단순한 비지향적 체험이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난다. 그 이유는 비록 이러한 체험이 바이올린 소리를 명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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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의 지향적 대상으로 의식하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
하고 그것은 불투명하며 수동적인 양상에서나마 바이올린 소리를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감각적 체험이 불투명하며 수동적인 양상에서 바이
올린 소리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넓은 의미에서 지향적 체험이라
불릴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 “수동적인” 양상에서 바이올린 소리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수동적 지향성”9)을 가지고 있고 따라서 그것은 수동
적인 지향적 체험이라 불릴 수 있다.
모든 지향적 체험은 1) 노에시스적인 요소, 즉 주관적인 체험적인 요소와
2) 노에마적인 요소, 즉 노에시스를 통해 경험되는 대상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 방금 전 바이올린 소리에 대한 감각적 체험에 대한 분석을 통해 드러
났듯이 이 점에 있어서는 감각적 체험도 예외가 아니다. 바이올린 소리에
대한 감각적 체험의 노에시스는 앞서 살펴본 수동적 지향성이며, 그의 노에
마는 이러한 수동적 지향성을 통해 불투명하며 수동적인 양상에서 체험된 바
이올린 소리이다. 여기서 감각적 체험의 노에시스인 수동적 지향성은 모든
유형의 지향성과 마찬가지로 대상에 대한 나름의 종합작용을 수행하는데, 수
동적 지향성에 의해 수행되는 이러한 종합작용은 “수동적 종합”(passive
Synthesis)10)이라 불린다. 말하자면 수동적 지향성을 통해 수행되는 “수동적
종합” 작용을 통해 감각적 체험의 노에마가 구성되는 것이다.
이처럼 노에시스-노에마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점에서 바이올린 소리에
대한 감각적 체험과 지각적 체험 사이에는 아무런 질적 차이도 존재하지 않
는다. 양자 사이의 차이는 단지 발생적 단계의 차이에 불과하다. 발생적 관
점에서 볼 때 감각적 체험은 낮은 단계의 체험인데 반해 지각적 체험은 높
은 단계의 체험이며 감각적 체험이 발전하여 지각적 체험이 발생한 것이다.
앞서 우리는 감각적 체험이 노에시스와 노에마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살
펴보았는데, 감각적 체험의 노에시스가 발전하여 지각적 체험의 노에시스
가 발생하고, 감각적 체험의 노에마가 발전하여 지각적 체험의 노에마가 발
9) Husserl, 1962, p. 76 이하.
10) 수동적 종합에 대해서는 Husserl, 1966을 참고할 것. 후설은 그곳에서 다양한 유형의
수동적 종합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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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하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를 통하여 알 수 있듯이 뺷논리연구뺸에서 지향
적 체험을 분석하기 위해 사용된 “파악작용-감각내용의 도식”은 후설의 후
기 현상학에서 타당성을 상실한다.

4. 감각적 체험과 이성작용
그러면 이제 감각적 체험이 이성작용을 가지고 있는지 하는 점을 살펴보
자. 앞서 논의하였듯이 후설의 초중기 현상학에서 감각적 체험은 이성을 결
여하고 있는 체험, 즉 비이성적 체험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그의 후기 현상
학에서 감각적 체험은 더 이상 비이성적 체험이 아니라, 이성작용을 가지고
있는 체험으로 간주된다. 그 이유는 감각적 체험은 더 이상 뺷논리연구뺸에
서처럼 비지향적 체험이 아니라, 낮은 단계의 지향적 체험, 즉 수동적인 지
향적 체험으로 규정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감각적 체험과 뺷논리연
구뺸에서 이미 이성적 체험으로 간주되었던 지각적 체험 사이에는 아무런
질적 차이도 존재하지 않는다. 양자 모두 지향적 체험이요 그러한 한에서
이성적 체험으로 규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지각적 체험이 가지고 있는 파악작용, 즉 지향작용이 이성작용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살펴보았는데, 감각적 체험 역시 나름의 방식으로 이
성작용을 가지고 있다. 물론 지각적 체험이 가지고 있는 이성작용과 비교해
볼 때 감각적 체험이 가지고 있는 이성작용은 발생적 관점에서 볼 때 수동
적이며 그러한 한에서 원초적이라 할 수 있다. 감각적 체험이 가지고 있는
이성작용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실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앞서 살펴보았듯이 지각적 체험이 가지고 있는 이성작용은 다양한
감각내용을 종합하는 작용을 뜻한다. 종합작용은 이성작용의 한 유형이다.
그런데 감각적 체험은 수동적 종합의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그러한 한에서
그것은 넓은 의미의 이성작용을 가지고 있다.
둘째, 앞서 살펴보았듯이 지각적 체험은 대상의 존재를 확인하는 작용으
로서의 정립작용을 가지고 있으며 바로 이러한 정립작용 역시 이성작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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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유형이다. 그런데 감각적 체험 역시 나름의 방식으로 이성작용으로서의
정립작용을 가지고 있다. 그 이유는 주체는 감각적 체험 속에서 수동적 양
상의 대상의 존재를 불투명하며 막연한 양상에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점과 관련해 우리는 감각적 체험이 대상의 존재 유무에 대해 무감각한
체험이 아니라, 나름의 방식으로 대상을 정립하는 작용이라는 사실에 유의
할 필요가 있다. 지각적 체험이 가지고 있는 정립작용이 능동적인 정립작용
인데 반해 감각적 체험이 가지고 있는 정립작용은 수동적인 정립작용이라
불릴 수 있다.
셋째, 지각적 체험이 가지고 있는 지향적 작용으로서의 파악작용은 참과
거짓을 구별할 줄 아는 능력인 이성작용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후설에 의
하면 이처럼 참과 거짓을 구별하는 능력인 이성작용은 이미 감각적 체험의
단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 점과 관련해 우리는 감각적 체험을 통해 구
성된 수동적 종합의 세계가 아무런 질서도 없는 완전한 혼돈의 세계가 아니
라, 이미 나름의 질서를 가지고 있는 세계라는 사실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수동적 종합의 세계가 나름의 질서를 가지고 있다 함은 그것이 이미
원초적인 양상에서 참과 거짓의 구별이 이루어지고 있는 세계라는 사실을
함축하며, 따라서 수동적 종합의 세계를 향하고 있는 감각적 체험은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인 이성작용을 가지고 있는 체험임이 드러난다.
넷째, 지각적 체험은 대상에 대한 명증적 파악작용을 가지고 있다는 점
에서 이성작용을 가지고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감각적 체험 역시 명증적
작용을 가지고 있으며 그러한 한에서 이성작용을 가지고 있다. 앞서 살펴본
수동적 양상에서 이루어지는 바이올린 소리에 대한 감각적 경험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감각적 경험은 대상 자체에 대한 경험이며 그러한 한에서 명증적
경험으로 규정될 수 있다. 물론 이 경우 명증성은 지각적 체험이나 이론적
체험의 명증성처럼 주관이 능동적으로 경험하는 명증성이 아니라, 수동적
으로 경험하는 명증성이며 그러한 한에서 그것은 수동적 명증성이라 불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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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후설의 후기 현상학에서 이성과 감성의 관계
이처럼 후설의 후기 현상학에서 감각적 체험이 지향적 체험으로서의 이
성적 체험으로 규정됨에 따라 후설의 후기 현상학에서는 이성과 감성을 연
속적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다. 물론 감각적 체험이 이성
적 체험으로 규정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는 후설의 후기 현
상학에서 이성과 감성이 연속적이라는 사실을 완전하게 보여줄 수 있는 것
은 아니다. 그 이유는 앞서 논의되었듯이 후설의 초중기 현상학에서 감각적
체험뿐 아니라, 지평의식, 세계의식, 낮은 단계의 의지, 충동, 본능, 감각적
감정, 기분 등도 감성적 체험이며, 이러한 다양한 감성적 체험들과 이성적
체험 사이에 연속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어야하기 때문이다.
이 점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실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감각적 체험 이외에 지평의식, 세계의식, 낮은 단계의 의지, 충동,
본능, 감각적 감정, 기분 등 감성으로 규정될 수 있는 체험들 중에서 일부는
감각적 체험과 마찬가지로 낮은 단계의 이성적 체험으로 규정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일부의 체험이 낮은 단계의 이성적 체험으로 규정될 수 있다는
사실을 해명하기 위해서는 그것들이 나름의 방식으로 지향성을 지니고 있
으며, 이러한 지향성이 이성작용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해명해야 한다.
필자의 견해에 의하면 이러한 작업은 가능하다. 이 점을 기분을 예로 들
어 살펴보자. 다양한 유형의 기분이 존재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근원적
인 기분은 세계 전체를 향하고 있다. 예를 들어 내가 즐거운 기분에 휩싸이
게 되면 세계는 나에게 즐거운 것으로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낸다. 말하자면
이처럼 즐거운 기분은 기쁜 것으로서 드러나는 세계 전체를 향해 있다. 그
리고 이처럼 기분이 세계 전체를 “향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나름의 방식으
로 지향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이러한 지향성을 기분의
지향성이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기분의 지향성은 나름의 방식으로 이성작용을 가지고 있다. 앞서
논의하였듯이 이성작용은 종합작용, 정립작용, 참과 거짓을 구별하는 작용,
명증 작용 등을 뜻한다. 그런데 기분의 지향성은 이처럼 다양한 이성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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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에서 일부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기분은 우리 각자에게 나름의 방식
으로 세계를 개시해준다. 예를 들어 즐거운 기분은 나에게 즐거운 세계를
개시해주고 지루한 기분은 지루한 세계를 개시해준다. 이처럼 기분이 우리
각자에게 나름의 방식으로 세계를 개시해준다 함은 그것이 우리 각자에게
나름의 방식으로 세계의 존재를 확인시켜 줌을 의미한다. 그런데 기분이 가
능하게 해주는 세계의 존재에 대한 확인은 다름 아닌 세계의 존재에 대한
정립을 뜻하며, 이처럼 기분이 세계의 정립을 가능하게 해주기 때문에 그것
은 넓은 의미에서 이성작용을 가지고 있다.
물론 기분은 세계의 정립 작용으로서의 이성작용 이외에도 다른 유형의
이성작용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기분은 우리 각자에게 나름의 방식으로
세계를 근원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 이처럼 기분이 세계를 근원
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그것은 나름의 방식으로 명증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명증이란 대상 자체에 대한 근원적인 경험 상태
를 뜻하기 때문이다. 이 점과 관련해 하이데거는 뺷존재와 시간뺸에서 “정황
성”(Befindlichkeit), 즉 기분을 분석하면서 “정황성이 지닌 명증
성”(Evidenz der Befindlichkeit)11)에 대해 언급한다. 그런데, 앞서 살펴보
았듯이, 명증성은 나름의 이성작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성작용을 가지
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감각적 체험뿐 아니라, 기분 역시 몇 가지 점에서 이성작용을 가
지고 있으며 그러한 한에서 넓은 의미에서 이성적 체험으로 규정될 수 있
다. 말하자면 감각적 체험, 기분 등의 감성적 체험은 이성작용을 가지고 있
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 경우 이성작용은 발생적 현상학적 관점에서 볼 때
지각적 체험 속에 들어 있는 이성작용보다 더 낮은 단계의 이성작용에 해당
한다. 말하자면 그것은 발생적으로 낮은 단계의 이성작용이라 불릴 수 있으
며 따라서 그것과 지각적 체험 속에 들어 있는 이성작용 사이에는 연속성이
존재한다.
둘째, 그러나 감성적 체험 중에는 그 어떤 이성작용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낮은 단계의 이성적 체험으로 규정될 수 없는 체험들도 존재한다.
11) Heidegger, 1972, p.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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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대표적인 예는 다양한 유형의 본능이다. 본능처럼 이성적 체험으로 규정
될 수 없는 체험과 이성적 체험 사이에는 그 어떤 연속성도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다면 후설의 후기 현상학에서 이성과 감성이 연속적인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는 우리의 견해는 철회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본능
처럼 더 이상 이성적 체험으로 규정될 수 없는 체험 역시 이성적 체험과 연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것은 바
로 그러한 체험을 이성적 체험의 가능태로 이해하는 것이다. 이러한 견해에
따르면 그러한 체험이 가능태로 존재하다가 현실화되면 이성적 체험으로
탈바꿈한다.
실제로 후설은 후기 현상학에서 이성적 체험으로 규정될 수 없는 본능
(본능적 체험)을 이성적 체험의 가능태로 이해하면서 그에 대한 분석을 수
행하고 있다.12) 그는 낮은 단계에 속하든 높은 단계에 속하든 다양한 유형
의 이성적 체험의 최종적인 발생적 뿌리를 본능으로 간주하려는 경향을 보
인다. 예를 들어 그는 다양한 유형의 학문을 가능하게 해주는 이론이성적
체험의 최종적인 발생적 뿌리를 “호기심 본능”(Instinkt der Neugier)13)으
로 간주한다. 이러한 견해를 철저하게 밀고 나갈 경우 우리는 도덕이성적
체험의 최종적인 발생적 뿌리를 도덕본능으로 간주하고, 예술이성적 체험
의 최종적인 발생적 뿌리를 예술본능으로 간주하며, 종교이성적 체험의 최
종적인 발생적 뿌리를 종교본능으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견해에 따르면 이성과 본능은 연속적이다. 이성이란 본능이 발전
하여 이루어진 것이며, 본능 속에는 이성이 가능태로서 숨어 있기 때문이
다. 물론 후설이 그에 대한 분석을 구체적으로 수행하지는 않았지만 다양한
유형의 본능으로부터 어떻게 다양한 유형의 이성적 체험이 발생하는가를
해명하는 일은 후설의 현상학의 근본정신과 부합하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셋째, 이처럼 후설의 후기 현상학에서 감성적 체험 중의 일부는 낮은 단
계의 이성적 체험으로 간주되기도 하고 일부는 이성적 체험의 가능태로 간
주되기도 한다. 그러나 어느 경우든 감성적 체험은 이성적 체험의 발생적
12) 그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Lee, 1993 참조.
13) Husserl 유고 A VI 26, p. 6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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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대로 간주되고 있다. 따라서 이성 혹은 이성적 체험의 정체를 해명하기
위해서는 우선 발생적 관점에서 볼 때 낮은 단계의 이성적 체험으로 간주될
수 있는 감성적 체험들을 분석하고 더 나아가 본능처럼 이성적 체험의 가능
태로 이해될 수 있는 감성적 체험들을 분석해야 한다. 이처럼 다양한 유형
의 감성적 체험의 구조를 철저하게 해명하는 작업은 후설의 후기 현상학에
주어진 중요한 과제이며, 실제로 후설은 후기 현상학을 전개하면서 그러한
작업에 몰두하였다.
넷째, 혹자는 만일 이성적 체험과 감성적 체험 사이에 연속성이 존재한
다면 후설의 후기 현상학에서 이성과 감성의 구별이 과연 필요한 것인가라
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이러한 의문은 무엇보다도 발생적으로 낮은 단
계의 이성적 체험으로 규정될 수 있는 감성적 체험에 대해서 타당하게 제기
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체험은 이성의 성격과 감성의 성격을 모
두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양자 사이에 이처럼 연속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성과 감성을 구별하는 일은 필요하다. 후설의 후기 현상학에서
모든 체험은 1) 높은 단계의 이성적 체험, 2) 낮은 단계의 이성적 체험, 3)
가능태로서의 이성적 체험 등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진다. 그런데 이러한
세 가지 유형의 체험 중에서 높은 단계의 이성적 체험은 이성적 체험이라
부르고 낮은 단계의 이성적 체험과 가능태로서의 이성적 체험은 감성적 체
험이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그 이유는 낮은 단계의 이성적 체험과 가능태
로서의 이성적 체험은 감성적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높
은 단계의 이성적 체험이 감성적 요소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성적 요소를 얼마만큼 가지고 있느냐 하는 점에
있어서 1) 높은 단계의 이성적 체험과 2) 낮은 단계의 이성적 체험 및 가능
태로서의 이성적 체험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가 존재하며, 바로 이러한 이유
에서 우리는 편의상 후설의 후기 현상학에서도 이성과 감성을 구별할 수 있
다. 양자 사이의 이러한 구별은 후설의 전기 현상학에서 확인할 수 있는 양
자 사이의 구별과 크게 다르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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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현상학적 이성주의의 정체
후설은 자신의 현상학을 “합리주의”(Ratinalismus),14) 즉 이성주의로 간
주하는데, 우리는 그가 염두에 두고 있는 이성주의를 현상학적 이성주의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후설의 현상학에서 이성과 감성이 연속적이냐 그렇지
않으냐 하는 문제에 대한 지금까지의 논의는 현상학적 이성주의의 정체를
이해하는데 커다란 도움을 준다. 이 점과 관련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
을 지적하고자 한다.
1) 현상학적 이성주의는 다양한 유형의 이성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그 각
각이 고유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다원주의적
이성주의이다. 이러한 점에서 그것은 일원주의적 이성주의와 다르다. 일원
주의적 이성주의의 대표적인 예로는 데카르트의 철학, 물리학적 실증주의
등을 들 수 있다. 데카르트는 모든 것을 비춰주는 태양이 하나이듯이 모든
유형의 진리를 파악할 수 있는 이성의 능력도 하나라고 주장하면서 수학적
이성을 그러한 이성으로 간주하였다.15) 그에 따르면 겉보기에는 아무리 다
른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모든 이성은 본질적으로 수학적 이성이다.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물리학적 실증주의 역시 물리학적 이성을 진리를 파악할
수 있는 유일한 이성으로 간주한다. 그에 따르면 겉보기에는 서로 다른 것
처럼 보일지 몰라도 다양한 유형의 학문은 모두 물리학적 이성을 사용하여
전개되며 그러한 한에서 물리학으로 환원될 수 있다.
2) 현상학적 이성주의는 감성을 낮은 단계의 이성 또는 가능태로서의 이
성으로 간주하면서 감성을 이성의 뿌리로 이해하고 이성과 감성을 연속적인
것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현상학적 이성주의는 다양한 유형의 이성 각각이
다양한 차원의 것으로 나누어진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동일한 유형의 이성도
차원을 달리하면서 그 성격을 달리할 수 있다. 방금 전에 현상학적 이성주의
가 다원주의라는 사실을 살펴보았는데, 다양한 차원의 이성의 존재를 인정하
기 때문에 그것이 가지고 있는 다원주의적 성격은 보다 더 극단화된다.
14) Husserl, 1954, p. 15.
15) 이 점에 대해서는 이남인, 2006, p. 29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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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상학적 이성주의는 이성과 감성 중에서 감성을 발생적 관점에서 더
근원적인 것으로 간주한다. 이러한 점에서 현상학적 이성주의는 플라톤, 칸
트 등의 전통적 이성주의와 구별된다. 전통적 이성주의는 발생적 관점에서
볼 때 이성에 대해 감성이 지닌 우위를 망각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현상
학적 이성주의는 전통적 이성주의에 의해 평가절하된 감성의 권위를 회복
시키려는 철학으로 규정될 수 있다. 후설이 그의 후기 현상학에서 특히 심
혈을 기울여 전개시키고 있는 생활세계의 현상학은 감성의 권위를 회복시
키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그러나 현상학적 이성주의가 전통적 이성주의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것
은 아니다. 전통적 이성주의는 인식의 타당성 정초의 관점에서 감성에 대한
이성의 절대적 우위를 강조하는데, 현상학적 이성주의는 이 점을 철저하게
인정한다. 인식의 타당성 정초의 관점에서 감성에 대한 이성의 절대적 우위
를 인정한다는 점에서 현상학적 이성주의는 전통적 이성주의의 계승자이
기도 하다. 그러나 현상학적 이성주의는 전통적 이성주의의 단순한 계승자
에 머물고 마는 것이 아니다. 현상학적 이성주의는 전통적 이성주의의 근본
정신을 이어받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의 문제점들을 극복하면서 그
의 본래적인 정신을 충실하게 구현해 나갔다는 점에서 그의 완성자로 평가
받을 수 있다.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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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roblem of the Continuity between Reason
and the Sensuous in Husserl’s Phenomenology

Lee, Nam-In
It is the aim of this paper to clarify whether continuity exists between
reason and the sensuous in E. Husserl’s phenomenology. Continuity is
originally a mathematical concept, but, in this paper, we do not use the
concept of continuity in the mathematical sense. The proposition that
continuity exists between reason and the sensuous means that there is
only a gradual, not a qualitative difference between them. If the
sensuous could be considered to be a reason of a lower degree or a
potential reason, continuity does indeed exist between reason and the
sensuous. In section 1, I will attempt a preliminary clarification of the
concept of reason and that of the sensuous. In sections 2-3, I will show
that, in Husserl’s phenomenology of the early and the middle periods,
it is conceived that a discontinuous relation exists between reason and
the sensuous. In sections 4-6, I will show that, in his later
phenomenology, it is conceived that a continuous relation exists
between reason and the sensuous. Husserl conceives of his
phenomenology as a rationalism and, in section 7, on the basis of the
discussions on the relation between reason and the sensuous, I will
attempt to illuminate some aspects of Husserl’s rationalism.

Keywords: reason, the sensuous, Husserl, phenomenology, intentionality,
intentional experience, non-intentional experien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