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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카르트에서 무의식
- 몸과 기억을 중심으로 -1)
김선영(고려대)
【주제분류】서양근대철학, 인간학, 심리철학,
【주제어】데카르트, 의식, 무의식, 영혼과 몸의 결합, 기억
【요약문】데카르트는 영혼의 본성을 ‘생각’으로 정의한다. 그리고 현대철학자들은
이 생각을 의식 혹은 반성의식으로 해석한다. 필자는 생각을 의식으로 이해하면서
이 논문에서 이와 관련해 무의식의 가능성을 타진해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데카
르트의 의식은 몸을 배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데카르트에게서 인간은 영
혼과 몸의 결합체로서 이 둘은 분리불가능하다. 이것은 인간의 의식과 무의식이 분
리되어 논의될 수 없다는 사실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연장으로만 정의되는 신체 일
반이 아니라 개별적 인간인 ‘이 사람’의 몸을 다루며 데카르트는 항상 생각하는 존
재인 영혼이 몸과의 관계성 안에 있다고 주장한다. 이 점은 생각의 정의에 이해,
의지, 상상뿐만 아니라 감정이 포함된다는 것에서 뿐만이 아니라 한 인간의 신체의
동일성이 동일한 영혼에 의해 유지된다는 점을 강조한다는 것에서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난다. 영혼과 몸의 결합은 경험에 의해 알려지는 것이며 그 결합 현상인 정념
을 데카르트는 지각으로 정의한다. 영혼과 몸의 결합체인 인간 자체가 지각하는 존
재이며 이 지각에 의해 경험이 성립된다는 것이다. 지각된 것은 인간 안에 흔적을
남기는 데 그것이 의식되는 것과 의식되지 않는 것으로 나뉜다. 바로 여기에 기억
의 문제가 관여하게 된다. 데카르트는 기억을 영혼의 기억과 몸의 기억으로 구분하
지만 그럼에도 몸의 기억은 영혼과 몸의 결합체인 인간의 기억을 말한다. 결국 인
간이 기억하는 것과 기억하지 못하는 것들의 장소이며 그러한 한에서 기억하지 못
하는 것을 의식으로 드러나게 하는 것도 인간이라는 것이다.

I. 들어가기
데카르트가 영혼의 본성으로 제시하는 ‘생각’은 뺷철학의 원리뺸, I, 9항의
투고일: 10월 30일, 심사완료일: 11월 14일, 게재확정일: 11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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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에 따라 대부분의 현대 데카르트 주석가들에게 ‘의식’으로 받아들여진
다.1) 이와 달리 현대철학자들이나 정신분석학자들은 코기토cogito를 자아인
식의 투명성을 지니는 ‘반성의식’의 주체로 간주한다.2) 이러한 이해는 주로
뺷성찰뺸 중 ‘제3성찰’3)과 뺷성찰에 대한 반론들의 답변뺸 가운데 ‘네 번째 반
박에 대한 답변’4)을 근거로 한다. 아무튼 대부분의 철학자들은 데카르트철
학에서 의식이 문제시된다는 점에 견해를 같이한다.5)
이에 반해, 데카르트철학에서 무의식의 문제는 데카르트주의자들과 철학
자들 혹은 정신분석학자들 사이에서 서로 다르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발(J.
Wahl)은 데카르트에게 무의식은 없다고 주장한다.6) 그리고 라캉은 프로이
트에게서 주체가 거처하는 곳으로 무의식이 처음으로 제시되며, 데카르트는

1)

일반적으로 데카르트의 ‘pensée'는 사유, 사고 혹은 생각으로 번역되는데, 필자
는 생각으로 번역한다. 왜냐하면 데카르트는 ‘cogitatio’의 정의 안에 다음과
같이 느끼는 것을 포함시키기 때문이다. “생각하다(penser)라는 단어로, 나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이어서 우리가 그것을 우리 자신에 의해 직접
적으로 알아차리는 것으로 이해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이해하다, 원하다, 상
상하다 뿐만 아니라, 느끼다 역시 여기에서는 생각하다는 것과 동일한 것이

2)
3)
4)

다.” AT IX, II, 28.
S. Zizek, 뺷코기토와 무의식뺸, 라깡 정신분석연구회 옮김, 인간사랑, 2012. 참조.
AT VII, 49.
AT IX, 190; AT VII, 247; R. Descartes, 뺷<성찰>에 대한 학자들의 반론과 데카
르트의 답변뺸, 1, 원석영 옮김, 나남, 2012, 218. “우리가 ‘생각하는 것인 한,
우리 안에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것이 있을 수 없음’은 자명해 보인다. 왜
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고찰되는 정신 속에 생각이 아닌 것 혹은 생각에 의존
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 이 때
문에 나는 정신이 태아의 몸에 주입된 즉시 생각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그리
고 동시에 자신의 생각을 의식한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다. 비록 그런 종류

5)
6)

의 생각은 기억에 깊이 새겨지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
더라도 말이다.”
본 논문에서는 두 다른 이해 방식의 차이에 대해서는 논하지 않을 것이다.
J. Wahl, Du role de l'idee d'instant dans la philosophie de Descartes, Paris, Alcan,
192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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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가 ‘이전의 모든 지식을 폐기한 확실성의 주체’라는 것밖에 알지 못했
지만 “프로이트 덕분에 우리는 무의식의 주체가 자신을 드러낸다는 사실을,
그가 확실성을 얻기 이전부터 사유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주장한다.7)
사실 코기토를 반성의식으로 해석하는 경우, 데카르트가 어떤 방식으로든
무의식에 대한 생각을 지니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보인다.
하지만 많은 현대 데카르트 주석가들은 데카르트철학에서 무의식의 가
능성을 발견한다. 그 가운데 라포르트(Laporte)는 데카르트철학에서 무의식
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이들에 반대하며 그의 뺷데카르트의 이성주
의Le rationalisme de Descartes뺸에서 “본성이 의식에 의해 정의되고, 존재하
기를 중단하지 않고는 생각하기를 중단할 수 없는 영혼 안에서 어떻게 무
의식을 받아들일까?”8)라는 질문을 던진다. 그는 이 질문에 영혼이 몸과 결
합된 사실에서 “영혼은 의식되지 않는 것들을 소유한다”고 답한다. 그리고
데카르트에게서 ‘나는 영혼이 몸을 움직이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
을 의식한다’는 점을 주목한다.9) 그는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말하든 무의식
이 데카르트의 심리철학에서 자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10) 레위스(Lewis)는
7)

Lacan, J., 뺷세미나, 정신분석의 네 가지 근본 개념뺸, 맹정현/이수련 옮김, 새물

8)

결, 2008, 63.
J. Laporte, Le rationalisme de Descartes, Paris, PUF., 4éd., 2000, 192.
AT V, 222. <1648년 7월 29일 아르노에게 보낸 편지>에서 영혼은 자신이 몸과

9)

10)

결합되어 있음을 의식한다는 것이 제시된다.
일반적으로 데카르트철학에서부터 ‘인간 마음의 작용’에 대한 철학적 탐구가
인식론이라는 맥락 속에서 발생했으며, 특별히 데카르트의 뺷정념론뺸에서 다루
어지는 영혼과 신체의 상호작용에 대한 설명은 심리철학에 한 획을 긋는 것
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리고 이러한 자리매김 아래서 데카르트 철학에서 “마음
은 무엇이며 마음은 신체와 어떻게 혹은 어떤 방식으로 관계 맺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 통상 다음과 같은 것이 주어진다. 데카르트에게서 영혼,
마음 그리고 정신은 구분되지 않고 영혼이 곧 마음이고, 정신이며 정신이 신
체와 서로 작용을 주고받는데, 이 작용은 동물 정기에 의해 특별히 뇌의 한
가운데 걸쳐져 있는 송과선에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 송과선의 제시는 데카
르트의 오류이다. 따라서 데카르트가 제시하는 영혼, 정신과 신체의 상호 작
용은 비공간적이며 비물질적인 것이 공간적이며 물질적인 것과 상호작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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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주장에서 더 나아가 그의 뺷무의식의 문제와 데카르트주의Le
probleme de l'inconscient et le cartesianisme뺸에서 데카르트철학에서는 무의식
의 가정 자체가 불필요하다고 주장한다.11) 왜냐하면 무의식은 의식과의 관
계 하에서만 의미를 지니기 때문이다. 위의 저서 서론에서 그녀가 강조했듯
이 실제로 의식과 무의식은 분리 불가능하다.
이와 더불어 필자의 눈에는 현대 데카르트 주석가들에 의한 데카르트
주체에 대한 이해가 확대되었기 때문에 데카르트 철학에서의 무의식에 대
한 논의는 더욱 정당화될 수 있어 보인다. 라캉은 의식과 무의식의 장소로
서 주체를 강조하며, 프로이트의 무의식은 데카르트적 주체의 출현 이후에
나 가능했던 것으로 데카르트의 코기토cogito에 큰 의미를 부여한다. 하지만
라캉은 철학의 영역에서 무의식에 대한 설명은 한계가 있으며, 정신분석을
통해서 이런 한계를 넘어설 수 있다고 주장한다. 자세히 말하면, 라캉은 주
체 문제와 관련하여 정신분석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분명히 제시한다. “정
신분석은, 역사적으로 주체 개념이 정교화됨에 따라 규정된 어떤 특별한 목
적에 의거해 작동합니다. 정신분석은 주체를 시니피앙에 의존하고 있는 것
으로 환원시킴으로써 새로운 방식의 주체 개념을 제시하지요.”12) 여기서
우리는 데카르트 주체에 대한 라캉의 이해와 현대 데카르트 주석가들이 이
해하는 데카르트 주체 사이에 간격이 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실 데카르트 주체에 대한 라캉의 이해는 형이상학적인 측면으로 한정된
다고 할 수 있다.13) 인간학적인 측면에서 데카르트에게 주체로서의 인간은
영혼과 몸의 결합체로서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존재이다. 뿐만 아니라 라캉
도 언급했듯이 프로이트 이전의 무의식은 일반적으로 몸과 관련되는 것으
로 받아들여졌으며,14) 라이프니츠는 무의식을 약화된 의식, 즉 ‘미세한 지

11)
12)

13)

14)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이 되지 못한다.
G. Lewis, Le probleme de l'inconscient et le cartesianisme, Paris, PUF, 2éd. 1985.
J. Lacan, 뺷세미나, 정신분석의 네 가지 근본 개념뺸, 맹정현/이수련 옮김, 새물
결, 2008, 122.
데카르트의 뺷성찰뺸은 그의 형이상학을 다루는 저서이다. 데카르트 자신이 ‘나
의 형이상학’이라 지칭한다.
Cf., A. Lalande, Vocabulaire technique et critique de la philosophie, Paris, PU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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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들(petites perceptions)’로 파악한다. 이것은 주체가 그에게 작용하는 모든
것들을 완전하게 의식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이 논문에서 필자는 데카르트 철학에서 무
의식의 가능성을 더욱 구체적으로 검토해보고자 한다. 데카르트에게서 역시
무의식은 몸 그리고 기억과 관련된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생리학적
무의식’이 가능해 보인다.15) 이를 위해 필자는 세 가지 측면을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데카르트철학에서의 인간 신체의 문제를 검토해 보기로 한다.
이를 통해 데카르트가 생각한 인간 신체는 영혼과 대립 관계에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자신이 개별적 주체로서 개인의 동일성에 관계한다는 점과
그가 ‘생각’을 의식과 동일시할 때, 결코 몸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
일 것이다. 둘째, 데카르트가 영혼과 몸의 상호 작용을 ‘경험’으로 논의한다
는 점을 살펴보기로 한다. 이 논의는 데카르트철학에서 영혼과 몸의 결합
경험이 몸과 의식을 전제한다는 사실에서 자아가 지각된 것들에 대한 소유
권을 지닌다는 점을 보일 것이다. 셋째, 기억의 문제를 검토하기로 한다. 여
기서 필자는 데카르트가 영혼뿐만이 아니라 몸 역시 ‘의식되지 않은 것들
에 대한 소유자’로 파악하고 있음을 밝힐 것이다. 결론적으로 필자는 이들
논의를 통해 데카르트의 자아는 영혼과 몸의 결합체로서 의식과 무의식의
주체임을 보이고자 한다.

II. 무의식의 필요조건으로서 인간의 몸16)
일반적으로 알려진 데카르트의 신체 개념은 연장을 속성으로 하는 실체
라는 것으로 단적으로 축약된다. 하지만 데카르트철학에서 신체로 번역되는

15)

2002. 489~490.
물론 데카르트철학에서 프로이트식의 꿈, 욕망, 쾌락, 억압 등에 대한 논의는

16)

기대하기 어렵다.
본 논문에서는 신체와 몸을 구분하여 보편적인 인간 신체를 의미하는 경우는
신체를 그리고 개별자의 신체를 의미할 때는 몸을 사용할 것이다. 이러한 구
분은 논의의 진행에 따라 정당화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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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ps에 대한 논의는 사실 그리 단순하지 않다. 왜냐하면 Corps가 단 한 가
지만으로 제시되지 않기 때문이다. <1645년 2월 9일 메랑(Mesland)에게 보
낸 편지>에서 데카르트 스스로 Corps라는 단어는 다의적(équivoque)이라고
말하고 있다.17) 실제로 그의 철학에서는 물체 일반, 물체들, 인간 신체 그
리고 ‘나의 몸’이라는 네 가지 방식으로 물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다.
여기서 우리의 논의는 인간 신체가 어떤 방식에서 무의식의 장소로서 그
필요조건일 수 있는지에 대해 검토하는 것으로 한정하기로 한다.
인간 신체에 대한 데카르트의 관심은 초기 저서인 뺷인간론뺸에서부터 뺷방
법서설뺸, 뺷철학의 원리뺸, 뺷인간의 신체와 그것의 모든 기능들에 대한 묘사
La description du corps humain et de toutes ses fonctions뺸18) 그리고 마지막
저서인 뺷정념론뺸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이러한 그의
관심의 출발점은 사실 16, 17세기 당시의 일반적인 이해와 그리 다르지 않
다고 할 수 있다. 당시 많은 학자들은 인간의 신체를 다른 물체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다. 즉 “인간의 신체는 다른 물체들 사이
에 있는 한 물체가 된다. 인간의 신체는 임시적으로 그리고 국지적으로 특
이성(spécificité)을 잃는다. 생명의 법칙보다 더 보편적인 법칙들 즉 자연의
보편 법칙 지배를 받기 위해서 [그럴 수밖에 없다]”19)
실제로 이러한 맥락에서 데카르트는 살아 있는 인간 신체의 메커니즘에
관심을 가졌으며, 뺷인간론뺸의 첫 부분에서 신체를 신이 형상을 부여한 지
17)
18)

AT IV, 166.
국내에 잘 알려지지 않은 데카르트의 저서 가운데 하나이다. 이 저술의 부제
는 ‘영혼에 전혀 의존하지 않는 기능들만큼이나 영혼에 의존하는 기능들. 그
리고 또한 사지 형성의 주요 원인’ ‘Tant de celles qui ne dependent point de
l'ame que de celles aui en dependent. Et aussi la principale cause de la fornation
de ses membres' 이다. 여기서 데카르트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이 도덕뿐만
아니라 의학 역시 관련된다는 점을 지적한다. AT XI, 223 참조. 데카르트가 뺷
철학의 원리뺸에서 철학을 나무에 비유하며 가지 끝의 열매에 해당하는 것으

19)

로 역학, 의학, 도덕을 언급한 것과 동일한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P.-F. Moreau, “Les passions: continuité et tournants”, Les passions antiques et
médiévales, Paris, PUF, 200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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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조각상 혹은 기계와 다르지 않은 것으로 제시한다. 신체는 우리가 걷
고, 먹고, 숨 쉬는데 필요한 기관들의 배치를 우리 안에 포함하는 것과 같
이 자신 안에 움직일 수 있는 힘을 지닌 시계, 인공호수, 제분기에 비유된
다.20) 뺷방법서설뺸 5부에서도 신체 기관들의 배치는 시계에 비유된다. 그리
고 ‘제 6성찰’에서 이 시계는 자연의 법칙들에 따라 움직이는 신의 작품으
로 표현된다.
그런데 데카르트는 앞서 언급한 메랑에게 보낸 편지에서 인간의 신체를
물체 일반과 명확하게 구분한다. 물체 일반은 일반적으로 물질의 한정된 부
분 그리고 우주가 구성된 양의 전체로서, 그것의 양을 약간 제거하면 그 물
체가 더 이상 동일한 것 혹은 동일 수 idem numero가 아닌 것이다.21) 반면
에 인간의 신체는 이와는 다르다.
우리가 인간의 신체에 대해 말할 때, 우리는 물질의 한정된 부분으로도,
한정된 크기를 지닌 것으로도 이해하지 않는다. 우리는 [그것을 오직] 이
사람(cet homme)의 영혼과 결합되어 함께 하는 물질(matière) 모두로 이해
한다. 그래서 이 물질이 변함에도, 그리고 그의 양이 늘거나 줄어들지라도,
우리는 동일한 신체, 동일한 수 idem numero22)라고, 그것이 동일한 영혼에
실체적으로 결합해서 머무는 동안, 항상 믿는다. 그리고 우리는 이 신체23)
는 전체라고, 이 결합을 보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배치들(조건들)을 자
신 안에 지니고 있는 동안, 믿는다.24)

우리는 이 인용문을 통해 데카르트 철학에 대해 잘못 이해된 두 가지 사
실을 확인할 수 있다. 하나는 자아동일성과 관련된 것으로서 데카르트에게
서 자아동일성에 대한 논의는 등장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는데 여기서 분
명하게 인간 신체의 동일성은 동일한 영혼에 의한 것으로 제시된다는 점이
다.25) 다른 하나는 필자가 강조한 이 신체라는 표현이다. 이는 데카르트가
20)
21)
22)
23)
24)
25)

AT XI, 120.
AT IV, 167.
데카르트 자신이 강조한 것이다.
필자 강조.
AT IV, 167.
AT IV,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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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으로서의 신체를 논의할 뿐만 아니라 개별적 신체에 대해서도 고찰한
다는 점을 분명히 드러낸다.26)
동일한 신체에 대한 데카르트의 이런 주장에서 게낭시아(Guenancia)는 기
능적 동일성과 실제적 동일성의 구분 가능성을 발견한다. 그에 따르면 스콜
라철학적 자연학의 오류는 단일성과 동일성이 단지 기능적이기만 한 한 사
물의 존재론적 단일성을 동일성으로 간주한데 있다.27) 사실 신체의 기능적
단일성은 실제적 동일성의 의미를 가질 수 없다. 데카르트에서 인간의 신체
는 존재론적인 측면에서 영혼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따라서 데카르에게서
인간 신체의 기능적 단일성은 기관들의 배치에 의해 가능한데 그 기능들은
단지 피의 순환에 의한 것이다.28) 영혼과 신체의 기능에 대한 데카르트의
구별은 뺷인간의 신체와 그것의 모든 기능들에 대한 묘사La description du
corps humain et de toutes ses fonctions뺸와 뺷정념론뺸에서 매우 분명하게 제시
된다. 특히 뺷정념론뺸 16항 ‘모든 사지는 영혼의 도움 없이 어떻게 감각 대
상들과 정기들에 의해 움직일 수 있는가’에서 기계에 비유되는 몸이 매우
잘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 강조된다.29) 영혼과 신체는 각각 완전한 실체이
26)뺷서양근대철학의

열가지 쟁점뺸, 서양근대철학회, 창작과비평, 2010, 215~216 참
조. 여기서 “근대합리주의 철학에서 자아의 개체성이나 개체화의 원리와 관련

된 논의가 불충분하며 여러 난점들을 노정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데카
르트에게서 이에 대한 논의는 다른 철학자들에게서보다 매우 구체적으로 이
루어지고 있다.
27)

P. Ganancia, “le corps peut-il etre un sujet?”, Descartes et la question du

sujet, PUF., 1999, 95.
28)
29)

AT IV, 167.
AT XI, 341; R. Descartes, 뺷정념론뺸, 김선영 옮김, 문예출판사, 2013. 33. “정기
들의 운동에 발생하는 모든 변화는 뇌의 어떤 기공이 다른 기공보다 더 열리
게 할 수 있으며, 역으로 그 기공들 중의 하나가 감각에 사용되는 신경의 작
용에 의해 평소보다 조금이라도 더 열리거나 덜 열리면, 그것은 정기의 운동
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게 되고, 그 같은 작용을 계기로 하여 통상적으로 움직
이는 방식으로 몸을 움직이게 하는 데 쓰이는 근육 안으로 정기를 이끌게 만
든다.

그래서 의지가 관여하지 않는 모든 운동(...)은 사지의 형태와 정기의
흐름에 의존할 뿐이다. 시계의 운동이 단지 태엽의 힘과 바퀴의 형태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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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하지만 영혼과 신체의 결합체인 인간의 경우 신체의 실제적 동일성은
동일한 영혼에 의해 보장되는 것이다. 따라서 보편적인 신체가 아니라 하나
의 신체, 즉 이(그) 신체에 의미가 부여가 되며, 이 신체는 그 사람의 영혼
에 의해서 규정된다. 게낭시아는 이러한 데카르트의 신체 이론에서 주체로
서의 신체의 가능성을 검토하는데, 보편으로서의 신체는 주체일 수 없지만
‘나의 몸’으로서의 신체는 주체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30)
그렇다면 이러한 맥락에서 물체의 분리가능성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지에 대해 여기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데카르트는 분명히 인간
신체를 연장을 본성으로 하는 실체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간 신체는
나뉠 수 있는가? 앞서 인용한 편지에서 데카르트는 신체의 지속적인 변화
와 신체가 이 변화를 거쳐 어떤 조건에서 그 자신으로 남는지에 대해 설명
한 후 신체가 분할 불가능한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데카르트에 따르면 신
체라는 이름은 두 가지 의미를 지닌다. 첫 번째는 한 사람에게서 한 팔 혹
은 한 다리가 잘리어질 때, 신체가 나뉜다고 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그리
고 두 번째는 한 팔 혹은 한 다리가 잘려진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덜 완전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결국 두 번째 의미로서의 신체
는 나눠질 수 없는 것이다.31) 동일한 맥락에서 뺷정념론뺸 30항에서 분명히
신체는 하나이고 분할 불가능한 것으로 제시된다.32) 결국 신체는 분리 불
생기는 것처럼, 심장의 열이 의해 생겨난 이 정기의 흐름은 자연스럽게 뇌,
30)

31)
32)

신경, 근육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P. Ganancia, “le corps peut-il etre un sujet?”, Descartes et la question du sujet,
PUF., 1999, 93~109.
AT IV, 167.
AT XI, 351; R. Descartes, 뺷정념론뺸, 44. ‘영혼은 몸의 모든 부분에 공동으로
결합되어 있다.’ 데카르트는 여기서 “영혼이 몸 전체에 결합되어 있지 다른
부분을 배제하는 몸의 어떤 한 부분에 있다고 엄밀한 의미에서 말할 수 없
다”는 점을 강조한다. “몸은 하나이고 어떻게 보면 분할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몸의 기관은 서로 아주 긴밀히 배치되어 있어서 어떤 한 부분이 제거되면 몸
전체에 결함이 생긴다. 그리고 영혼은 연장이나 크기 또는 몸을 구성하는 질
료의 다른 속성과 어떤 연과도 가지지 않고 단지 기관의 집합 전체에만 연관
을 갖는 보성이기 때문이다. [...] 영혼은 몸의 어떤 부분을 자른다고 해도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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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다는 의미에서 개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데카르트는 다른 신체가
아닌 ‘이 신체’라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데카르트에게서 인간 신체는 그것이 개별적인 것으로 ‘나의 것’
인 한에서 주체이며 동시에 개체가 된다. 사실 데카르트는 신체 일반에 대
한 관심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매우 구체적으로 ‘나의 몸’의 문제에도 관
심을 갖는다. ‘제 6성찰’에서 데카르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 몸(특별히 어떤 권리에 의해 나의 것이라고 부르는)은 다른 몸보다 더
엄밀하게 더 긴밀하게 나에게 속한다. 왜냐하면 사실 나는 이 몸에서 다른
몸처럼 결코 분리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나는 그 안에서 느꼈고 이 몸에
대해서 모든 나의 욕구들과 모든 감정들을 느꼈기 때문이다.33)

이러한 맥락에서 자아에 대한 그의 관심은 형이상학적인 측면으로만 한
정되는 것이 아니라 의학, 도덕적인 측면 역시 포함한다.34)
실제로 <1639년 2월 20일 메르센에게 보낸 편지>와 <1648년 1월 31일
엘리자베스에게 보낸 편지>에서 데카르트는 해부실습의 목적이 동물 신체
의 형성과 탄생의 원인들을 알려고 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는데 아리스토텔
레스 이후 개체화의 원리에서 다루어지는 세대의 문제, 즉 아버지에서 아들
로의 이행에도 관심을 갖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해부 실습과 인간의 형성과
탄생에 대한 연구 결과로부터 데카르트는 한 인간의 탄생은 영혼을 부여하
는 신과 몸을 부여하는 부모로서의 인간의 공동 작품이라는 결론에 도달하
게 된다.35) 결국 자연에 의해 인간의 영혼과 몸은 결합되어 있게끔 된 것

33)
34)
35)

작아지지 않지만 기관의 집합을 와해시킨다면 몸에서 완전하게 분리된다.”
AT IX, 60.
AT XI, 223.
데카르트에서 영혼과 몸의 결합 문제는 논의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단지 다음
을 언급하는 것으로 한정하기로 한다. 사실 데카르트 자신도 영혼과 몸의 결
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설명을 제시하지 않는다. 단지
영혼과 몸의 결합 현상이 바로 우리가 지니는 감정, 정념이라고 제시할 뿐이
다. 그리고 데카르트는 영혼과 몸의 결합체를 실체라는 간주하지 않으며 단지
영혼과 몸의 결합이 실체적이라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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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그리고 자연에 의해 몸은 영혼을 움직이게 할 수 있다. 데카르트는 뺷
인간론뺸의 시작 부분에서 신체, 영혼을 각각 묘사하고 어떻게 이 두 본성
(자연)들이 결합하며 하나가 되는지를 보여주고자 한다고 밝히고 있다.36)
결과적으로 데카르트철학에서 인간 신체에 대한 검토는 항상 생각하는
것으로 정의되는 영혼과의 결합 문제와 분리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할 필
요가 있다. 한 사람에 대한 이해에서 몸은 필요불가결한 요소인 것이다. 뿐
만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몸이 영혼의 안내자일 수도 있다.37) 이제 이점
을 이해하기 위해 영혼과 몸의 상호작용을 검토하려 한다.

III. 영혼과 몸의 상호작용의 경험과 그 지각
데카르트는 영혼과 몸의 결합을 경험에 의해 알려지는 것으로 생각한다.
즉 논증에 의해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각 개인이 스스로 경험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38) 그런데 이 경험은 다른 경험들과는 달리 특별하다.
사실 데카르트의 저서에서 경험은 상당히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난다.39) 게
36)
37)
38)

AT XI, 120.
Cf., D. Kambouchner, L’Homme des passions, Albin Miehel, Paris, 1995.
데카르트는 Notae in programma에 이은 뺷위에서 언급된 플라카르의 검토
Examen du susdit placard뺸에서 우리가 정신에 현재하는 어떤 관념들이 우리
밖에 있는 어떤 사물들에서 오는 것이라 판단하는 것은 오직 경험에 의한다

39)

고 주장한다. AT VIII, 358.
수알(Soual)이 자신의 저서에서 매우 잘 요약한 것처럼, 데카르트에서 경험은
‘감각적 경험, 학문적(학술적) 경험, 영혼과 몸의 결합 경험 그리고 정신의 경
험, 형이상학적 경험’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난다. 여기서 감각적 경험은 즉각
적이고 이성의 명료한 도움 없이 체험하는 것이고, 학문적 경험(실험)은 이성
의 지도 아래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정신적 경험은 이성의 경험, 즉
자아(ego)가 그 자신 안에서 이성에 의해 행하는 경험이다. 이러한 경험들은
실험 혹은 체험이라는 성격이 강하다. 잘 알려져 있는 데카르트의 방법론적
회의 역시 이러한 실험이라는 성격에 가까운 정신적 경험 가운데 하나이다.
Ph. Soual, L'expérience de la raison selon Descartes, Paris,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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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시아는 이들 ‘경험’을 단적으로 ‘내적 경험’이라고 할 수 있으며, 동사
experiri(시도하다, 경험하다)는 데카르트에게서 특별히 내면 혹은 내적 인식,
의식 좀 더 일반적으로 정신에 의한 정신 자신의 내면에서 발견하는 사물
들의 지각40)이라고 불리는 영역과 관련되는 것으로 파악한다.41) 따라서 이
후 칸트, 멘느 드 비랑, 베르그송 등이 ‘내적 경험’이라고 부르는 것들과 이
경험을 동일시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42) 데카르트에게서 역시 영혼과 몸
의 결합의 경험은 지각과 분리 불가능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제 경험과 지
각의 연관성의 검토를 통해 의식되는 것과 의식되지 않는 것의 구분이 어
떤 방식에서 가능한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우선 데카르트에서 영혼과 몸의 결합 경험과 지각이 정념의 문제와 분
리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시작하기로 하자. 왜냐하면 영혼과 몸의
결합 현상이 바로 정념이고 정념이 곧 지각으로 정의되기 때문이다.43) 뺷정
념론뺸 17항에서 영혼의 기능에 대해 다루면서 데카르트는 “우리 안에서 발
견되는 모든 종류의 지각이나 인식을 일반적으로 정념이라 부를 수 있다”
고 밝힌다.44) 그런데 이 정념에 대한 이해를 위해 우리는 다른 곳을 관찰
40)
41)
42)
43)

필자 강조.
P. Guenancia, L'Expérience et la Conscience, Paris, Actes sud littérature, 2004, 68.
P. Guenancia, L'Expérience et la Conscience, 68.
뺷정념론뺸에서 영혼의 기능을 능동과 수동으로 구분하며 데카르트는 이 구분
을 또한 의지와 지각과 관련짓는다. 그리고 19항, 지각에 대한 논의에서 지각
을 영혼을 원인으로 하는 지각과 몸을 원인으로 하는 지각으로 구분한다. 이
에 이어서 지각은 다시 세 종류로 구분된다. 첫째, ‘우리 외부 대상들’에 관여
하는 지각, 이것은 문자 그대로 대상이 우리의 “외적 감각기관 안에서 어떤
운동을 일으키면서 또한 신경의 매개에 의해 뇌 안에서 운동을 일으키고, 영
혼이 그 대상을 느끼게 만드는” 것이다. 둘째, ‘우리가 우리의 몸에서 가져오
는 지각들’은 ‘몸이나 몸의 어떤 부분과 연관 지각들’로서 ‘배고픔, 갈증, 그리
고 다른 내적 욕구의 지각’ 그리고 우리 ‘사지 안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외의 상태들’ 역시 여기에 포함된다. 그리고 셋째, ‘우리가 영혼 자신 안에서
결과들을 느끼는’ 지각들이다. 이것은 “그 효과를 영혼 자체에서처럼 느끼고,
연관시킬 수 있는 어떤 가까운 원인도 보통 알지 못하는 지각”이다. 예를 들
면, 기쁨, 화 그리고 이와 유사한 느낌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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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필요 없다. 왜냐하면
다.45)

각 개인이 자신 안에서 느끼는 것이기 때문이

결국 개인의 경험이 바로 정념의 경험인 것이다.

그런데 데카르트에게서 정념은 영혼과 몸의 결합 순간에서부터 작동하는
원초적인 것으로서 영혼과 몸의 상호작용에 의해 단순하게 만들어지는 현
상이라기보다는 각 개인의 경험과 연관되어 생기는 발생론적이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깡부쉬네의 주장처럼 정념의 발생은 결합된 두
조건을 가정한다는 사실 역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두 조건 가운데 하나는
뺷정념론뺸 102항에서 106항까지에서 묘사되는 모든 운동을 몸이 그 자신 안
에서 생산할 수 있는 방식이 그 안에 이미 배치되어 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영혼은, 몸과 결합하는 첫 순간에서부터 어떤 의식 혹은 인식과 동
시에 어떤 의욕(volition)을 지닌다”46)는 것이다.
경험, 즉 지각은 어머니의 몸에 잉태되는 순간부터 시작된다. 인간은 영
혼과 몸이 결합하는, 어머니의 몸에 잉태되는 순간부터 감정, 정념을 지닌
다는 한에서 생각하는 존재이다. 삶의 시작과 정념의 발생은 동시적이다.
‘우리 삶의 첫 번째 정념들’에 대한 논의는 특별히 뺷정념론뺸 107항에서부터
111항에서 이루어진다.47) 여기서 데카르트가 강조하는 것은 영혼과 몸의
결합이 매우 긴밀하다는 것이다. “우리의 영혼과 몸은 너무도 밀접히 연관
되어 있어서 어떤 신체적 행위가 어떤 생각과 한번 결합되고 나면 둘 중
하나는 다른 하나가 나타나지 않고서는 우리에게 결코 나타나지 않는다.”
그 한 예로서 데카르트는 어떤 물약을 복용한 후 특정한 맛에 대하여 반감
을 느끼는 경우를 제시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영혼이 몸과 결합하기 시작
했을 때 영혼이 갖는 최초의 정념’을 데카르트는 좋은 영양소과 관련지어
설명한다. “(왜냐하면) 영혼이 몸과 결합하기 시작했을 때 영혼이 갖는 최
초의 정념은, 생명의 원리인 열을 유지하는 데 대단히 좋은 영양소였던 피
나 어떤 즙이 심장 안으로 들어갈 때 생겨났어야만 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
44)
45)

46)
47)

AT XI, 342; R. Descartes, 뺷정념론뺸, 34.
AT XI, 327; R. Descartes, 뺷정념론뺸, 17.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데카르트의
뺷정념론뺸 해제, 198~209 참조.
D. Kambouchner, L’Homme des passions, I, Albin Miehel, Paris, 1995. 259.
D. Kambouchner, L’Homme des passions, 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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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다.”48) 결국 인간 삶의 시작에 있는 정념은 정신적인 것과 연관되는
것이 아니라 몸에 좋은 것인지 좋지 않은 것인지와 관련된다.
몸에 유용하다는 관점에서 보자면 슬픔과 기쁨이 처음에 사용되는 두 정
념이다.49) 그 이유는 영혼이 몸에 해로운 것과 몸에 유익한 것을 즉각적으
로 경각시키고 알리기 때문이다. 이 경각을 통해 처음에 슬픔이 생기고 이
어서 이 고통을 일으키는 것에 대한 미움이 그리고 세 번째로 이 고통에서
해방되려는 욕망이 생긴다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영혼은 몸에 유익할 것
을 일종의 간지럼을 통해 즉각적으로 알리는데 이로 인해 기쁨이 불러일으
켜지고, 이어서 기쁨의 원인이 되는 사랑이 마지막으로 이 기쁨을 지속하게
만들 수 있거나 그와 비슷한 것을 얻으려는 욕망이 생겨난다고 데카르트는
생각한다.50)
더 나아가 어머니와 긴밀한 관계에 놓여있는 태아는 아직 온전한 형태의
몸을 지니지 못한 상태에서 어머니가 경험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경험한다.
뺷정념론뺸 136항에서 임신 상태 어머니의 모든 움직임과 태아의 움직임 사
이에는 연관이 있어서 어머니에게 해로운 것은 태아에게도 해로운 것이 확
실하다고 분명하게 제시된다. 따라서 어머니가 어떤 대상에게 갖게 되는 반
감은 태아에게도 전달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어떤 이들만이 지니
는 특정한 소재에 대한 특정한 반감이 설명될 수 있다고 데카르트는 생각
한다.51) 예를 들면 누군가 장미나 고양이에 반감을 지니는 경우, 그것을 기
억하지 못할지라도 그가 아기였을 때 장미향기가 아기에게 두통을 일으켰
을 수도 있고, 고양이가 아기를 겁에 질리게 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52)
이른바 트라우마의 형성을 데카르트는 이렇게 제시하고 있다. 또한 데카르
트가 36항, ‘정념이 영혼 안에서 일어나는 방식’에 대한 논의에서 무서운
동물의 모습이 사람들에게 그들의 과거 경험에 따라 서로 다른 정념을 불
48)
49)

50)
51)
52)

AT XI, 407; R. Descartes, 뺷정념론뺸, 104.
모든 정념들 가운데 첫 번째 정념으로 데카르트는 경이를 제시한다. 이 경이
는 인식의 문제와 오히려 관련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AT XI, 430; R. Descartes, 뺷정념론뺸, 126.
AT XI, 429~430; R. Descartes, 뺷정념론뺸, 124~125.
AT XI, 429; R. Descartes, 뺷정념론뺸,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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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일으킨다고 설명한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결국 <1641년 8월 위
페라피스트Hyperaspistes에게 보낸 편지>에서 데카르트가 주장하듯이 의식
혹은 인식은 몸이 영혼에게 느끼게 만드는 것들의 의식 혹은 인식이라고
할 수 있다.53) 이러한 맥락에서,
영혼과 몸의 결합의 경험은 통상 의미하는 경험이 아니라 이 경험은 의식
을 가정하고 몸에 결합된 영혼에 속하는 ‘생각’이라는 느낌 안에서 표현된
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결합의 경험은 지식을 위한 기원이 전혀 아니라,
이 결합은 하나의 사실이 그의 현재를 알려주는 확신을 내포한다. (...) 감
각할 수 있는 것과 이해할 수 있는 것의 결합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생각과 몸을 지니고 있는 한 인간이 있다는 것이다.54)

이렇듯 영혼과 몸의 결합의 경험은 영혼과 몸의 결합체로서 인간의 실존
과 밀접하게 연관된다. 그리고 영혼과 몸의 결합 현상인 정념이 지각인 한
에서 지각된 것은 영혼과 몸의 결합체인 개인의 소유가 된다. 이미 앞에서
언급한 라포르트의 주장에서처럼, 영혼과 몸이 결합된 사실에서 영혼이 의
식되지 않은 것들을 소유한다고 할 수 있다. 영혼의 힘에 의해 무의식 혹은
잠재의식에 남겨진 지각의 흔적들은 의식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하지
만 영혼뿐만 아니라 몸 역시 의식되지 않은 것들의 소유에 참여한다. 이제
기억의 문제를 통해 지각된 것들이 어떻게 인간 안에 머무는지, 그리고 지
각되었지만 의식되지 않는 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IV. 기억의 주체로서 인간: 몸의 기억과 영혼의 기억
한 개인을 기억의 ‘장소’로 간주하고, 기억과 관련하여 자아동일성을 논
의하는 전통은 근대 철학자들에 의해 시작되었다.55) 그리고 일반적으로 인
53)
54)
55)

AT III, 423~425.
O. Barbero, Descartes, le pari de l'expérience, Paris, L'Harmattan, 2009, 237.
아우구스티누스에게 기억이 자아동일성과 관련하여 논의된다고 할 수 있겠지
만 그에게는 신에 의해 보증되는 것이 기억이다. 뺷고백록뺸, 10장 참조.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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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에 대한 이러한 새로운 이해의 지평을 연 선구자로 로크를 꼽는다. 하지
만 데카르트가 로크보다 이에 훨씬 더 기여했다고 할 수 있다.56) 왜냐하면
로크는 기억 작용에 주로 관심을 가졌던57) 반면에 데카르트는 기억이 무엇
인지를 이해하기 위해 다름 아닌 몸을 탐구하는 것으로 논의를 시작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바로 인간 내부를 기억이 내재하는 곳으로 그리고 인간을
기억의 주체로 파악하는 것이다. 이제 이런 주장이 어떻게 성립하는지를 살
펴보자.
데카르트는 인간의 신체 내부 어느 곳에서부터 기억 능력이 생겨나는지
에 관심을 갖는다. 뺷인간론뺸에서 그는 관념들의 흔적들이 인쇄되는 장소로
서 기억의 자리를 뇌의 안쪽 부분으로 제시하는데, 이것은 동물 해부 실험
의 결과물이다. 이에 따르면, 기억은 주체가 접하는 대상의 모습의 흔적을
그리는 것으로서 동물 정기들의 흐름에 의해 이미 열린 적이 있어서 다시
열리게 남겨진 뇌의 기공들의 열림이 용이해지는 것이다.58) 또한 <1640년
1월 29일 메소니에Meysonnier에게 보낸 편지>에서 기억 안에 보존되는 종
류들에 대해 데카르트는 종이가 한 번 접히고 난 후에 종이에 보존되는
‘주름’에 비유한다. 이 편지에서 기억은 몸의 모든 부분에 펼쳐져 있는 것
으로 간주되는데 그 예로 루트 연주자가 제시된다. 연주자의 뇌뿐만이 아니
라 손가락 역시 기억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몸을 기억의 주체로 간
주하는 것이며 이렇게 몸의 기억을 받아들임으로써 데카르트는 암묵적으로
몸의 기억을 습관과 동일시하는 것으로 보인다.59)

56)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기억은 상상력과 더불어 내적 감각으로 간주된다.
데카르트는 기억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저술을 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뺷정신
지도를 위한 규칙들뺸, 뺷인간론뺸, 뺷성찰뺸, 뺷뷔르만과의 대답뺸, 그리고 여러 뺷편
지들뺸에서 기억에 대해 다룬다. 이 저서들에서 나타나는 데카르트의 기억 이
론은 자아동일성과 관련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다루어질 수 있다. 참조. 졸고,
<데카르트에서 자아동일성과 그 지각: 기억 개념을 통한 자아의식과 반성이

57)
58)
59)

론>, 서양근대철학회 발표, 2009, 6.
J. 로크, 뺷인간지성론뺸, II, 10. 참조.
L. de la Forge, Remarque sur le Traité de l'homme, Paris, Fayard, 296.
AT III,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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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1640년 4월 1일 메르센에게 보낸 편지>에서 데카르트는 우리 외
부에 존재하는 국지적 기억에 반대하며 오직 영혼에만 의존하는 정신적인
기억을 인정한다. 이 정신적 기억60)은 몇 달 후인 <1640년 8월 6일 메르센
에게 보낸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강조된다. 즉,뺵우리의 지성 안에 또 다
른 종류의 기억(몸의 기관들에 전혀 의존하지 않는 그리고) 완전히 정신적
이고, 동물들에게서는 찾지 못하는뺶기억이 있는데 특별히 우리는 이 기억
을 사용한다.61) 하지만 데카르트는 이 정신적 기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는다. 단지 우리가 어떤 알파벳으로 구성된 단어의 의미를 기억
에 위탁하고 이 단어에 의미를 부여하며 사용하는 것은 바로 정신적 기억
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으로 제시할 뿐이다.62) 결국 영혼을 기억의 주체로
파악하는 것이다.
이렇듯이 두 종류의 기억을 제시하는 데카르트의 시도는 영혼과 몸을 구
분하는 그의 이원론을 강화하는 것으로 보인다.63) 하지만 몸의 기억에 대
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앞에서 본 것처럼 몸
자체가 주체일 수 있으며 몸에 대한 논의는 영혼과의 결합을 항상 동반하
기 때문이다.
데카르트는 <1648(?)년 6월 4일(혹은 7월 16일) 아르노에게 보낸 편지>에
서 역시 우리 안에 두 종류의 기억이 있음을 언급하는데, 이를 통하여 영혼
과 몸의 결합체인 인간의 기억에 대해 살펴볼 수 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태아도 생각하는 존재인데 이때 생각은 정념, 감정을 지니는 것이
다. 데카르트는 이 편지에서 어린 아이는 순수 개념들을 결코 지니지 못하
고 단지 애매한 감정들을 지닌다고 말한다. 그런데 이 애매한 감정들은 지
각했었다는 한에서 뇌에 흔적들을 남긴다. 여기서 데카르트가 지각 과정을
생리적으로 설명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64) 그런데 이 흔적들은 그 사
60)
61)

62)
63)

AT III, 48.
AT III, 143. <1642년 10월 13일 호이겐스(Huygens)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역
시 정신적 기억에 대해 다룬다.
AT V, 150.
<1644년 5월 2일 메랑 신부>에게 보낸 편지에서는 두 종류의 기억, 즉 신체적
기억과 정신적 기억은 비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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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의 뇌에 일생 동안 남아있을 지라도, 어른인 우리에게 생기는 감정들이
우리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가졌던 감정들과 유사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하
는 데는 충분하지 않다. 왜냐하면 그것은 지성의 어떤 반성 혹은 사람들이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 사용하지 않는 지적인 기억에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이다.65) 그렇다면 영혼만이 기억의 주체라는 것인가?
그런데 데카르트는 <1641년 여름 ***에게 쓴 편지>에서 회상, 기억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으며 정신과 몸이 함께 기능하든지, 아니면 정신이 혼자
작용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면서 회상하기를 위한 정신 혼자의 작
용은 정신에 의한 뇌 안에 있는 흔적에 대한 움직임66)을 가정한다.67) 이
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우리는 이에 대한 답을 르페브르(R. Lefevre)
의 해석을 통해 얻을 수 있다. 그는 데카르트의 두 기억의 구분을 살아있는
인간이 몸과 영혼을 동시에 소유하고 있는 두 측면에 관련하여 분석한다.68)
그에 따르면 신체적 기억에서 오는 회상들은 “몸에 의해 불러일으켜질지라
도, 어떤 정신적인 것을 포함하고, 코기토(Cogito)의 칭호를 확인하는 관념
들이다.” 반대로 정신적 기억은
그의 관념들을 재편성하면서 순수 사유를 드러내고 몸에서 분리된 영혼에
부여될 수 있다. 신체적인 것은 그것이 자발적일 때도 몸의 작용과 지성의
정념을 포함한다. 반면에 정신적인 기억은 몸의 작용을 포함하지 않으나
의지의 작용 아래서 지성의 정념을 포함한다.69)

이러한 해석은 데카르트의 뺷규칙들뺸 가운데 ｢규칙 XII｣에서 논의되는 정
신의 능력들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좀 더 명확히 이해된다. 여기서 데카르
트는 ‘때로는 수동적이고 때로는 능동적인’ 형태로 기능하면서, 순수 지성,
상상, 기억 그리고 감각을 갖고 있는 ‘인식하는 힘’을 제시한다. 이 힘을 그
64)
65)
66)
67)
68)
69)

Cf., Descartes, La Dioptrique, AT VI, 81~147.
AT V, 192~193.
필자 강조.
AT III, 425.
R. Lefevre, La structure du cartesianisme, Paris, PUF, 1978, 46.
R. Lefevre, La structure du cartesianisme, Paris, PUF, 1978,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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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새로운 관념들을 상상에 형성할 때 혹은 이것이 거기에 이미 있는 흔
적들에 기울일 때 정신이라 부른다.뺶70) 그런데 정신의 특성을 부여한 후
에 데카르트는 신체적 기억을 상상으로 고려한다.
결국 이러한 의미에서 보면 영혼과 몸의 결합인 한에서 인간에게 기억은
몸의 기억이고 기억은 인간의 정체성을 결정한다고 할 수 있다. 성 아우구
스티누스와는 달리 데카르트에게서 정신은 회상하기를 위한 기능을 할 때
조차도 몸과의 관계를 유지한다. 데카르트는 사물의 회상에 재인식이 필요
하다71)는 것과 사물의 회상을 위해 정신이 뇌에 남겨진 흔적들에 방향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답변들』중 ‘다섯 번째 반론에 대한 답
변’72)에서 명확히 밝힌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데카르트가 “영혼이 몸과 결합되어 있는 동안에는,
영혼은 그의 생각을 어떠한 방식으로든 감각이 그에게 만드는 인상들에서
벗어날 수 없다.”73)고 주장하는 것과 생각이 항상 우리 영혼의 관념을 동
반한다고 주장하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데카르트는 <1641년 7월 메
르센에게 보낸 편지>에서 “동시에 우리가 우리 영혼에 대한 관념을 가지지
않고 우리가 어떠한 것도 결코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강
조한다. 그는 “영혼이 그가 생각했던 것을 지각했었다는 것을 회상하지 못
하는 시간에 생각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사람에게”74) 반대한다.
그러나 과거의 의식은 분명하지 않고 기억은 “불안정하고 연약한 것으로
생각의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움직임 덕분에 되풀이 하고 강화하는 것이 필
요하다.”75) 무엇이 되풀이되고 강화되어야만 하는 것인가? 기억 안에서 사
물들의 표상(representation)의 문제다.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기억이 문제시 될 때 우리의 정신에 나타나는 것은
사물들 자체가 아니라 그들의 이미지라며 뺷고백록뺸 VII 장에서 기억의 힘
70)
71)
72)
73)
74)
75)

AT
AT
AT
AT
AT
AT

X, 416.
V, 219~220.
VII, 356.
V, 212. <1648년 7월 29일 아르노(Arnauld)에게 보낸 편지>
III, 423. <1641년 8월 위페라피스트(Hyperaspistes)에게 보낸 편지>
XI,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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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범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기억 안에 사물들 자신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단지 정신이 회상하기를 원할 때 정신에 나타나게 준비된 그
것들의 이미지들이 들어간다.”76) 그런데 데카르트는 뺷세계론Le monde뺸에서
사물들 자체와 사물들이 우리 안에 있는 한에서의 사물들의 관념들을 구분
한다.77) 여기서 관념들은 우리 안에 있는 사물들의 형태로서 정의된다. 이
관념들이 기억의 대상들이다. 그런데 기억 속에 있는 관념들을 이해하는 것
은 우리들 각자 자신과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과 연관된다. 우리가 어떤 것
을 회상하는 것은 데카르트가 언급한 것처럼 우리 자신을 동반하기 때문이
다. 따라서 기억에 있는 관념들은 인간을 자아로 특징짓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데카르트에 의하면 우리가 우리의 기억 안에 인상들을 남긴 사물들을
지각할 때, 의식, 즉 코기토는 나타난다.
그리고 우리는 영혼과 몸의 결합체가 주체일 때, 영혼은 반성적 사고하
기가 불가능하고 판단 없이 지각만을 할 수 있을 뿐이라는 점을 주목할 필
요가 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이 지각이 바로 정념이다. 그런데 데카
르트 철학에서 기억과 정념은 분리될 수 없다.78) 이 관계는 특히 데카르트
가 기본 정념들 가운데 첫 번째 정념으로 간주하는 ‘경이’ 개념에서 잘 나
타난다. 영혼과 몸의 상호작용에 의해 생산된 경이는 그 유용성이 “우리가
예전에 알지 못했던 사물들을 우리가 배우고 기억 상태로 간직하는 것이
다.”79) 지성 혹은 감각들에 새로운 사물이 단지 나타난 것만으로는 이 사
물이 우리의 기억에 간직되기 위하여 충분한 것은 아니다. 우리 안에 이 새
로운 사물의 존재를 강화시키기 위하여 정념이 필요하다. 또한 “기억에 남
겨진 앞선 인상들에 그리고 정기들의 일반적인 동요에 의존하는 생각들은
환상들이다. 그것이 꿈에서 오는 것이든 우리가 깨어있을 때와 영혼이 그
자신에 대해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으면서 뇌에서 만나지는 인상들을 무감
76)

77)
78)

79)

Saint Augustin, Confessions, trad. par André Mandouze; Louis De Mondadon,
Paris, Point, 1982, 344.
AT XI, 408.
AT XI, 27항의 정념의 정의에서 데카르트는 정기의 어떤 운동에 의해 야기되
며 유지되고 강화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한다.
AT XI, 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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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게 따를 때이든지.”80)
하지만 의지가 개입하는 경우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전개되지 않는다. “영
혼이 관념적이지 않고 상상적인 어떤 생각을 결정하기 위하여 의지를 사용
할 때, 이 생각은 뇌에 새로운 인상을 만든다. 이것은 영혼 안에서는 정념
이나 상상이라고 고유하게 불리는 작용이다.”81) 결국 정념만이 눈앞에 나
타나는 새로운 사물들을 기억 상태로 강화할 수 있게 하는 유일한 요소가
아니라 의지의 작용에 의해 역시 가능한데 어떤 것을 회상하고 싶어 할 때
작용하는 것도 바로 의지이다.82) 데카르트는 두 종류의 의지를 구분한다.
하나는 그 작용이 영혼에서 끝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몸에서 끝나는 것
이다. 전자의 예는 “신을 사랑하기를 원할 때 또는 전혀 물질적이지 않은
어떤 대상에 생각을 적용하는 경우”이며 후자는 “우리가 산책을 하려는 의
지를 가질 때 이에 이어서 다리가 움직이고 걷는 것”이다.83) 이 후자를 우
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몸에서 끝나는 작용이라고 몸에 의한 메커
니즘이라고 받아들여야 하는가? 레위스는 이 산책을 하려는 의지를 순수하
게 몸 자체만의 작용이라 보기 어려우며 의지는 복합적 현상이라 할 수 있
는데, 이 혼합permixtio이 어떻게 실현되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파
악한다. 그녀는 단지 이것이 영혼의 한 양태로서 의식된다는 점을 강조하면
서 생각하는 실체의 모든 작용들은 생각들이고, 모든 생각은 어떤 의식을
동반한다는 점을 강조한다.84) 이러한 맥락에서 단지 생리적인 메커니즘이
무의식으로 남는데 그 이유는 이것이 다른 차원에서 실행하기 때문85)임을
80)
81)
82)

AT IV, 311.
AT IV, 311.
AT XI, 360; R. Descartes, 뺷정념론뺸, 53. “영혼이 어떤 것을 회상하고 싶어 할
때 이 의지는 샘이 연달아 여러 측면으로 구부리면서 우리가 회상하기를 원

83)
84)

85)

하는 대상인 남긴 흔적이 있는 장소를 만날 때까지 뇌의 다양한 장소로 정기
를 밀어내게 한다.”
AT XI, 342; R. Descartes, 뺷정념론뺸, 34.
G. Lewis, Le probleme de l'inconscient et le cartesianisme, Paris, PUF, 2éd. 1985,
61.
G. Lewis, Le probleme de l'inconscient et le cartesianisme,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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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한다. 이렇듯 데카르트에게 영혼과 몸의 결합체인 인간이 기억의 장소
인 한에서 의식되지 않은 것들의 소유자인 것이다.

V. 나가기
데카르트가 영혼의 본성으로 정의하는 생각은 의식 혹은 반성의식으로
해석된다. 이 둘 가운데 어떤 것을 받아들이는가에 따라 데카르트 철학에
대한 이해는 확연히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 필자는 생각을 의
식과 동일시하는 한에서 무의식에 대한 논의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데카르트철학에서 무의식의 가능성을 몸에 대한 논
의, 영혼과 몸의 결합 경험과 그 지각 그리고 기억의 문제를 통해 검토해
보았다.
데카르트는 인간을 추상적이고 보편적인 존재만으로 논의하지 않고 구체
적이고 개별적인 존재로도 다루고 있다. 추상적인 독일철학에 대비되는 구
체성을 특성으로 삼는 프랑스철학이 데카르트철학에서 잘 드러난다. 그 한
예가 데카르트가 신체 일반과 개별적 인간의 몸에 대한 논의를 구분 지으
며 실행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개별적 인간의 몸의 제시는 흔히 데카르트가
배제한 것으로 간주되는 인간 몸이 고려되고 있음을 드러낸다. 이 사람 또
는 그 사람으로 지칭되는 한 개인의 동일성은 동일한 영혼에 의해 보장되
는 동일한 신체에 기초한다. 따라서 생각과 몸, 이 둘을 각각 분리하며 다
루는 것은 데카르트에게 인간학적인 측면에서의 인간에 대한 논의에서 그
의미를 상실한다. 인간 몸에 대한 논의는 항상 영혼과 동반되는 것이다. 역
으로 순수하게 정신만을 다루지 않고 인간의 영혼을 다루는 경우 거의 몸
을 포함하는 것이다. 데카르트는 분명 영혼과 몸을 구분한다. 하지만 영혼
과 몸의 결합체에게서 영혼의 본성인 생각이 의식과 동일시할 수 있다면,
영혼과 몸의 결합체는 그 자신이 바로 의식되지 않은 것들의 장소가 된다
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지각된 것들은 그 결합체 안에 머물기 때문이다.
이는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자신의 경험에 의해 아는 것이다.
영혼과 몸의 결합 현상인 정념은 나의 삶의 시작과 함께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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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태되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삶의 첫 번째 정념들’을 통하여 각 개인은 자
신의 부모와 환경에 의해 서로 다른 정념들을 경험하게 되고 이러한 정념
들의 경험은 ‘그 사람’의 몸에 지각되었다는 흔적들을 남긴다. 그리고 그
흔적들은 몸의 기질이나 영혼의 힘에 의해 각기 다른 방식으로 기억되거나
기억되지 않는다. 정념과 의지의 정도에 따라 어떤 것은 강하게 어떤 것은
약하게 남는다. 우리가 지각했었다는 사실 조차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말이
다.
결국 기억하는 인간은 동시에 기억하지 못하는 것들의 장소이기도 하다.
자유로우며 의지를 지니는 영혼은 자신의 힘을 통해서 자신 안에서 의식되
지 못하던 것들을 드러내게 할 수 있다. 즉 무의식을 의식으로 드러나게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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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L’inconscient chez Descartes
- A travers le problème du corps et celui de la mémoire Kim Sun-Young
(Korea Univ.)
Descartes définit la nature de l’ame comme pensée. Et les philosophes
contemporains interprètent cette pensée par la conscience ou par la rélexion. En
ce qui me concerne, la pensée est la conscience et avec cette considértation
j’examine la possibilité de l'inconscient. En général on pense que la pensée
cartésienne s’exclut le corps. Mais pour Descartes l'homme est le composé de l’
â̂me et le corps, et ils sont indivisibles. L’homme est donc Un. Cela est la
même que la conscience est toujours accopmagnée par l’inconscient en homme.
Descartes traite non seulement du corps général mais aussi un corps d’invididu
en désignant ‘cet homme’, et il pense que l’â̂me qui pense toujours est sans
cesse une relation avec le corps. Une telle idée se relève non seulement par la
définition de la pensée dans laquelle l’entendement, la volonté, l’imagination
mais aussi le sens s’implique, mais par l’idée que le mê̂me corps est informé
par la mê̂me â̂me. L’union de l'â̂me et le corps est connu par l’expérience de
chacun, et la passion qui est le phénomème de cet union est la perception. En
ce sens, l’homme est un ê̂tre perceptible, et l’expérience se compose par la
perception. Les choses laquelles l’on a la perception restent les traces dans le
cerveaux, elle sont divisées les choses qui sont conscient et inconscient. C’est
là l’où la question de la mémoire s’intervient. Descartes se pose la mémoire du
corps et celle de l’â̂me. Néanmoins la mémoire du corps appartient de la
mémoire d’un homme qui est composé de l’â̂me et le corps. En conséquence,
l'homme est le lieu de la mémoire, en sorte que c’est l’homme qui relève 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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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ses qui sont l’inconscient dans la conscience.
Key words: Descartes, Conscience, L’inconscient, Union de l’â̂me et du
corps, Mémoi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