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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이성비판 제2유추와
초월적 관념론의 관계에 대한 고찰*90)
송요한(서강대 박사과정)
【주제분류】서양근대철학, 칸트 이론 철학
【주제어】초월적 관념론, 제2유추, 인과성 개념, 충족이유율
【요약문】본 논문은 비판 제2유추의 인과 이론을 논증적으로 검토하고, 이 논증
의 함의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논문에서는 초월적 관념론
(transzendentaler Idealimus)이라는 명백한 전제 하에서 제2유추의 논증이 기획되었
으며, 오늘날 발생하는 많은 해석적 갈등은 이러한 칸트의 기획 의도를 간과하기
때문에 일어난다고 주장할 것이다. 칸트는 제2유추의 논증을 전개하기에 앞서
‘A189/B234~A191/B236’ 사이에 존재하는 한 문단에서 자신의 문제의식을 초월적
관념론자의 견지에서 제시한다. 이 문단을 자세히 분석할 것이다. 여러 번 반복되
는 것처럼 보이는 제2유추의 논의도 두 개의 논증으로 재구성될 수 있는데, 이때
하나의 논증은 ‘사건’ 인식의 가능 조건을 일반적으로 탐구하는 논증이라면, 다른
하나의 논증은 우리 인식 능력들과의 관계에서 ‘사건’ 인식의 가능 조건을 밝힌다.
후자의 논증은 초월적 관념론에 의존하며, 전자의 논증을 보충하는 역할을 한다.
제2유추의 논증 분석이 완결 되면, 초월적 관념론적 견지에서 제2유추의 문제의식
이 어떻게 해소되는지도 밝혀진다. 결론적으로, 제2유추의 논증의 타당성이 초월적
관념론의 타당성에 의존한다는 것을 보일 것이다. 이러한 점을 무시한 독해는 칸트
의 기획 의도를 왜곡하는 한편 불필요한 해석상의 논쟁을 생산한다.

투고일: 8월 1일, 심사완료일: 8월 11일, 게재확정일: 8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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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들어가기
칸트는 순수이성비판1)의 제2경험의 유추(Analogie der Erfahrung, 이하
‘제2유추’)에서 “모든 변화들은 원인과 결과의 결합 법칙에 따라 발생한다”
고 주장한다.(B 232) 이 주장은 ‘모든 사건은 원인을 가진다’로 간략하게 제
시 할 수 있으며, 보통 ‘보편 인과 원칙’이라 불린다.
제2유추와 관련해서 논쟁이 발생하는 지점은 크게 다음과 같다. 먼저, 제
2유추의 논증의 타당성 자체를 둘러싼 논쟁이 있다. 쇼펜하우어(A.
Schopenhauer)의 고전적인 비판이 있으며2), 러브조이(Lovejoy)-스트로슨(P. F.
Strawson)의 불합리한(non sequitur) 추론 비판도 존재한다.3) 두 번째로, 제2
유추의 함의에 대한 논쟁이 있다. 칸트의 인과 이론은 보편 인과 원칙(‘모
든 사건은 원인을 가진다’) 만을 정당화한다고 보는 입장이 있으며4), 구체
적인 인과 규칙들까지 정당화한다고 보는 입장이 있다.5)
본 논문은 제2유추의 인과 이론을 논증적으로 검토하고, 이 논증의 함의
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논문에서는

초월적

관념론

(transzendentaler idealimus)이라는 명백한 전제 하에서 제2유추의 논증이 기
획되었으며, 오늘날 발생하는 많은 해석적 갈등은 이러한 칸트의 기획 의도
를 간과하기 때문에 일어난다고 주장할 것이다. 이 논문의 II절에서는 제2
유추가 어떤 철학사적 맥락에서 초월적 관념론과 연관이 되는지 제시하고,

1)

본문에서 칸트의 순수이성비판 (이하 비판)은 Felix Meiner 판을 참조하고,
인용은 관례에 따라 A/B로 표기한다. 비판을 제외한 나머지 칸트 원전들은
인용할 때는 베를린 학술원판 칸트 전집의 권수는 로마자로 쪽수를 아라비

2)

3)
4)
5)

아 숫자로 표기한다.
A. Schopenhauer, 충족이유율의 네 겹의 뿌리에 관하여, 김미영 옮김, 나남,
2010, 113~122.
P. F. Strawson, Bounds of Sense, London/New York, 1966, 137.
H. Allison, Transcendental Idealism, New Haven/London, 2004.
P. Guyer, Kant and the Claims of Knowledge, Cambridge, 1987; M. Friedman,
“Kant on Causal Laws and the Foundations of Natural Science”, The Cambridge
Companion to Kant, ed. P. Guyer, Cambridge/New York,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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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절에서는 제2유추에서 독특한 방식으로 제시되는 초월적 관념론을 정리
할 것이다. IV절에서 제2유추를 두 개의 논변으로 재구성한 후 이 두 논변
이 초월적 관념론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Ⅴ절에
서 초월적 관념론을 배제한 가이어(P. Guyer)의 제2유추 독해가 지니는 문
제점을 간략하게 검토할 것이다.

II. 보편 인과 원칙의 철학사적 배경
여기서는 제2유추에서 정당화하려는 ‘보편 인과 원칙’이 어떤 철학사적
배경에서 제시되었는지 간단히 정리해 보겠다. 흔히 알려졌듯이, 칸트의 인
과 이론은 인과성 개념 자체에 대한 흄의 공격에 대응하고자 기획되었다.
칸트에 의하면, 인과 개념에 대한 흄의 공격은 특히 원인과 결과의 필연적
결합 관계와 연관된다.(IV: 258) 필연성은 선험성(apriority)의 한 표지이다.(B
3) 그러므로 필연적 결합 관계로서의 인과성 개념의 정당성은 이 개념이
경험 독립적(선험적) 기원을 밝히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흄에게는 한 개
념의 선험적 기원을 밝힐 방법이 없었다. 따라서 흄은 원인과 결과의 필연
적 결합 관계를, 상상력이 지어낸, 객관성을 지니지 못한 한낱 주관적으로
필연적인 관계로 치부하였다.(IV: 258-9) 이런 흄에 반대하여, 칸트는 인과
개념의 선험적 기원을 밝히고, 이 개념이 적용된 보편 인과 원칙을 정당화
하고자 한다.6)
6)

물론 인과 개념을 둘러싼 칸트와 흄의 입장 차이는 이렇게 간단하지는 않다.
흄은 인성론(Treatise of Human Nature) 제1권, (1738년) 그리고 인간 지성에
대한 탐구(An Inquiry concerning Human Understanding) (1748년)에서 각각 인
과 개념을 비판한다. 그런데, 두 저작에서 인과 개념에 대한 흄의 비판은 의미
있는 차이를 지닌다. 차이를 요약하자면, 흄은 탐구에서는 각각의 원인과 결
과들 간의 필연적 결합 관계만을 공격한데 반해, 인성론에서는 보편 인과
원칙(모든 사건은 원인을 가진다)의 필연성도 함께 비판한다.(D. Hume, Treatise
of Human Nature, Oxford, 2007, 55 참조) 이에 대응하여 칸트가 침묵의 10년
(1770년~1781년) 동안 흄의 어떤 저작에 맞서 비판을 저술했는가에 대한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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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 주목 받지는 못하지만, 제2유추의 다른 목적은 라이프니츠 혹은 볼
프와 같은 이성주의자(Rationalist)들의 충족이유율을 초월 철학에 맞게 다시
제시하는데 있다.7) 제2유추의 원칙이 바로 칸트의 충족이유율이다.(A
200-1/B246) 라이프니츠는 충족이유율을 모순율과 함께 “이성 인식의 대 원
칙”으로 제시한다.8) 그런데 라이프니츠에게 모순율과 충족이유율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는 하지만, 하나의 원리에서 다른 하나의 원리를 논
리적으로 도출하려고 시도하지는 않았다. 볼프(Christian Wolff)와 바움가르
텐(Baumgarten)에 이르러서야 모순율에서 충족이유율을 도출하려고 시도한
다.9) 칸트는 형이상학 서설에서 이러한 볼프의 시도를 직접적으로 비판
쟁이 연구자들 사이에 있다. 영어를 독해하지 못했을 것이라 추정되는 칸트는
독일어 번역을 통해 흄을 접했을 것이다. 칸트가 1755년도에 출판된 인간
지성에 대한 탐구의 독일어 번역본을 참조한 것은 분명하다. 논쟁 지점은인
성론에서 제시된 보편 인과 원칙에 대한 흄의 비판을 칸트가 직접 접했는가
여부이다. 인성론 1권에 대한 독일 번역본은 순수이성비판의 재판(1787년)
이 출간된 이후인 1790년에 이르러서야 출간된다. 따라서 비판의 재판이 
인성론을 겨냥한다는 연구자들은 칸트가 1772년에 독일어 번역본으로 발간된
제임스 베티(J. Bettie)의 저작 진리의 본성과 불변성에 대한 논고(Essay on
the Nature and Immutability of Truth)에서 부분 인용된 인성론을 통해서 흄을
접했다고 주장한다.(L. W. Beck, Essays on Kant and Hume, New
Haven&London, 1978, 117~118.) 베티는 자신의 저서에서 흄의 인성론을 직접
인용하면서 비판한다. 이에 반대하는 입장은 칸트가 인성론의 흄의 인과 개
념 비판을 직접 접하지 못했고, 인간 지성에 대한 탐구만을 참조했다고 주
장한다.(G. De Pierris/M. Friedman, “Kant and Hume on Causality”, The Stanford
Encyclopedia of Philosophy, ed. E. N. Zalta, 2013. [출처: https://plato.stanford.edu/
archives/win2013/entries/kant-hume-causality]) 정확히 칸트가 어떤 흄의 인과 개념에
대해서 비판했는지는 근대 독일에서의 흄의 수용 과정에 대한 역사적이고 문
헌학적인 접근을 요하는 중요한 주제이지만, 본 논문에서는 더 이상 논의하지
7)

않겠다.
충족이유율과 관련하여 이성주의자들과 칸트의 관계에 대한 자세한 철학사적

8)

연구는 다음을 참조. E. Watkins, Kant and the Metaphysics of Causality,
Cambridge, 2005.
G. W. 라이프니츠, 모나드론 외, 배선복 옮김, 책세상, 2007,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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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IV: 270) 잘 알려졌듯이 칸트는 분석 판단과 종합 판단을 구분하며,
분석 판단의 진리 여부는 오직 모순율에 의해서만 결정된다고 주장한다.
(A151/B191) 종합 판단의 경우는 이와는 달리 모순율뿐만 아니라 주어와
술어를 연결하는 제 3의 것이 주어져야 이 판단의 진리 여부를 알 수 있
다.(A155/B194) 칸트의 충족이유율 다시 말해, 제2유추의 원칙은 종합 판단
이라 상정한다. 따라서 칸트는 모순율에서 충족이유율의 진리 여부를 도출
하려던 이성주의자들의 시도를 거부하며, 이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충족이유
율을 증명하려고 한다.10)
이제 칸트는 흄에 대항해서는 보편 인과 원칙의 선험성을, 이성주의자들
에 대항해서는 이 원칙의 종합성을 밝혀야 한다. 칸트는 “인식으로서의 경
험”이 어떻게 가능한지 고찰함으로써 이 과제를 해결한다.(A217/B264) 인과
원칙의 경우, 인식으로서의 경험은 바로 ‘발생하는 것’(was geschieht) 혹은
‘사건’ 경험이다. 우리는 ‘사건’을 경험하는데, 칸트는 이 “경험 자체가 [원
인과 결과의] 연결이 없다면 불가능”함을 보여줌을 통해, 보편 인과 원칙을
증명한다.(A783/B811) 다시 말해 가능한 ‘사건’ 경험의 조건이 인과 개념임
을 밝힘으로써 인과 원칙의 선험성과 종합성은 증명된다. 이러한 증명 방식
은 ‘초월적 방법’이라 불릴 수 있다. 이제 우리는 이 증명 방법이 어떻게
초월적 관념론과 연관되는지 살펴볼 것이다.

9)

10)

바움가르텐의 자세한 증명 과정은 다음을 참조. A. Baumgarten, “Metaphysics”,
in Kant’s Critique of Pure Reason: Background Source Materials, E. Watkins
trans. Cambridge, 2009, 90~92.
칸트는 사실 ‘충족이유율’(principium rationis sufficientis)라는 표현보다 ‘충족근
거율’(Der Satz des zureichenden Grundes)라는 표현을 쓴다. 칸트는 이 원리에
대해서 전(前)-비판기부터 꾸준히 관심을 가진다. 전-비판기 논문인 “Nova
Dilucidatio(1755)에서 칸트는 모순율과 연관시켜 충족근거율을 증명하려고 한
다. 이후 칸트는 이러한 시도를 포기하고, 일종의 회의기 － 시령자의 꿈
(Träume eines Geistersehers, 1766) 집필 시기 － 를 거쳐, 비판에서는 이전과
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충족근거율을 증명하려 한다. 더 자세한 논의는 다음
을 참조. B. Longuenesse, “Kant’s Deconstruction of the Principle of Sufficient
Reason” Kant on the Human Standpoint, Cambridge, 2005, 117~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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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초월적 관념론’과 제2유추의 관계
보편 인과 원칙에 대한 증명과 초월적 관념론간의 연관성을 보여주는 실
마리는 비판의 재판 서문에서 발견할 수 있다. 재판 서문에서 칸트는 보
편 인과 원칙이 “경험 대상으로서의 사물들”과 “사물들 그 자체로서의 사
물들”의 구분을 “가정(Annahme)함”을 통해 증명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BXXVII) 그런데 초월적 관념론 자체가 ‘경험의 대상인 현상’과 ‘사물 그
자체’를 구분한다. 따라서 칸트가 제2유추 논증을 초월적 관념론에 직접 의
존하는 방식으로 구성했음을 추정해볼 수 있다.
제2유추와 초월적 관념론의 연관성은 제2유추에서도 직접적으로 명시되
어있다. 칸트는 ‘A189/B234~A191/B236’ 사이에 있는 한 문단에서, 논증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기에 앞서 초월적 관념론자의 관점에서 제2유추의 문제
를 다시 제기 한다.11) 제2유추의 논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문단에 대
한 세밀한 독해가 요구된다.
칸트는 이 문단을 “현상의 다양에 대한 포착(Apprehension)은 항상 순차
적”이라는 주장과 함께 시작한다. (A189/B234) 앞서 언급했듯이 제2유추는
‘사건’의 인식 조건에 대한 탐구에서 시작한다. 그런데 여기서 ‘사건’ 혹은
“발생하는 것”이란 새로운 실체가 생겨나는 것이 아닌 한 실체의 규정이
바뀌는 것을 의미한다. 이 지점은 경험의 제1유추에서 강조되는 바이
다.(B233-4) 이제 원기둥 모양의 찰흙 덩어리가 원뿔 모양으로 변화하는 ‘사
건’이 발생했다고 해보자. 이때 사건은 하나의 실체(찰흙 덩어리)에 한 규정
(원기둥 모양)이 다른 규정(원뿔 모양)으로의 상태 변화이다. 이제 찰흙 덩
어리에 대한‘표상’들은 언제나 우리에게 잇따라 주어진다. 우리는 원기둥
모양을 먼저 표상하고, 다음으로 원뿔 모양을 표상한다. 또한 이 사건을 인
식할 때, 원기둥 모양과 원뿔 모양을 동시에 표상할 수 없다. 정리하자면
‘사건’에 대한 표상들은 항상 잇따라 주어진다. 또한, 이 표상들이 주어지는
순서는 실제 대상들의 순서와 일치할 것이다. 먼저 원기둥 모양 표상, 다음
으로 원뿔 모양 표상이 주어졌다면, 실제로 원기둥이 원뿔로 변했을 것이
11)

H. Allison, Transcendental Idealism, 23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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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제 표상들이 반대 순서로 주어졌다 해보자. 즉, 원뿔 모양 표상이 주
어지고 그 다음에 원기둥 모양 표상이 주어졌다. 이 경우, 이 표상의 변화
는 원기둥이 원뿔로 변화한 사건에 대한 인식이 아닐 것이다. 오히려 원뿔
이 원기둥으로 변화한 사건에 대한 인식일 것이다. ‘사건’ 인식에서 “지각
들의 순서는 필연적”이다.(A193/B238)
이제 ‘사건’ 인식과‘ 동시에 있는 것’들에 대한 인식 문제와 대비시켜보
자. 눈앞에 책이 하나 있다고 하자. 앞면에는 ‘Kritik der reinen Vernunft’라
적혀 있고, 뒷면에는 ‘EUR 16.90’라고 적혀 있다. 이때 ‘Kritik der reinen
Vernunft’라 적힌 앞면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EUR 16.90’라 적힌 뒷면을
본다고 해보자. 이 책에 대한 표상들은 순차적으로 주어진다. 그럼에도 우
리는 ‘Kritik der reinen Vernunft’라 적힌 앞면과 ‘EUR 16.90’라 적힌 뒷면이
공존한다고 여긴다.12) 정리하자면 ‘동시적인 것’들의 경우, 이 대상들에 대
한 표상들은 연속적으로 주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사건’인식과 ‘동시
에 있는 것’들에 대한 인식에서 차이도 아직은 없어 보인다. 그럼에도 우리
는 어떤 표상의 잇따름은 ‘사건’에 대한 인식으로, 어떤 표상의 잇따름은
동시에 있는 것들로 여긴다. 칸트는 이 차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앞서
‘사건’의 경우 표상들의 순서가 필연적으로 정해져 있다는 것을 보였다. ‘동
시에 있는 것’들의 경우는 이와는 반대로 표상들이 어떤 순서에 따라 주어
지든 상관이 없다. ‘EUR 16.90’라 적힌 책 뒷면 표상이 먼저 주어지고,

12)

앞으로 제시할 두 예시는 칸트의 집의 예와 배의 예를 대체한 필자의 예시이
다. 배의 예시와 관련된 반론은 다음과 같다. 상류에서 하류로 이동한 배가
등속 운동을 한 경우 외부의 원인이 요구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 경우는 참된
변화로 볼 수 없어 보인다. 배의 예시가 지닐 수 있는 이런 오해 소지를 제거
하기 위해 찰흙 덩어리 모양의 예시로 대체한다. 필자가 제시한 책의 예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반론 할 수 있다. 더 먼 곳에서 바라보면 책의 앞면과 뒷
면을 동시에 함께 볼 수 있지 않는가? 이러한 반론은 이 예시의 요지를 완전
히 놓친 것이다. 3차원에 존재하는 사물의 경우, 어떤 경우든지 한 순간 우리
가 지각하지 못하는 면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우리는 나중에 이 지각
되지 못한 면을 지각했을 때도 이 면과 앞서 지각한 다른 면들이 동시에 있
다고 여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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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itik der reinen Vernunft’라 적힌 책 앞면 표상이 나중에 주어져도 우리는
앞면과 뒷면이 공존하는 것으로 인식한다. 이제까지 설명한 것이 “현상의
다양에 대한 포착은 항상 순차적이다.”(A189/B234)이라는 주장의 의미이다.
‘사건’ 인식을 특징짓는 것은 ‘동시에 있는 것’들에 대한 인식과는 다르게
포착의 순서는 필연적으로 정해져 있다는 것이다. 이제 ‘사건’ 인식의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은 포착의 순서 필연성이 어디서 오는가이다. 표상들 자체는
이런 순서의 필연성에 대해서 아무 것도 알려주지 않는다. 따라서 ‘사건’인
식을 위해서는 잇따르는 ‘포착’들 뿐만 아니라, 포착들의 순서 필연성을 해
명하는 추가적인 조건이 요구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칸트는 대상(Objekt)라는 “단어가 무엇을 의
미” 하는지에 대하여 분석한다.(A189-90/B234-5) 이 분석은 초월적 관념론의
견지에서 이뤄진다. 칸트는 먼저 세 가지 의미의 대상을 구분한다.
의미 1: “주관이 의식하는 표상”
의미 2: “표상이 지시하는(bezeichnen) 것”
의미 3: “필연적 규칙의 조건을 함유하고 있는 것”13)

먼저 ‘의미 1: “주관이 의식하는 표상”’으로서의 대상부터 살펴보자. 이
대상은 주관-의존적인 대상이라 할 수 있다. 경험적 견지에서 우리의‘포착’
은 당연히 주관이 의식하는 표상일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주관 의존적인
대상일 것이다. 그런데 잇따르는 표상(‘포착’) 중 일부의 대상은 ‘사건’이다.
이제 관점을 바꿔 초월적 관념론의 견지로 볼 때, 포착들의 대상인 ‘사건’
역시 주관이 의식하는 표상으로서 대상이다. 초월적 관념론에서 시, 공간은
주관의 형식이다. 여러 현상들이 주관의 형식인 시, 공간 안에 주어지는데,
이때 이 현상들이 주관-의존적 표상들로 간주된다. 이런 견지에서는 ‘현상’
과 ‘포착’은 둘 다 주관 의존적인 표상이며 아직은 서로 구분되지 않는다.
대상의 두 번째 의미는 “표상이 지시하는 것”으로서의 대상 개념(의미 2)
은 어느 철학자나 받아들이는 상식적인 대상 개념이다. 표상이 있으면 이에
13)

‘A189/B234~A191/B236’ 사이의 한 문단 내에서 ‘대상’(Objekt) 개념의 세 가지
의미가 모두 제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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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하는 대상이 있다. 앞서 초월적 관념론의 견지에서 현상은 주관-의존적
인 표상이므로, 이제 현상 자체는 자신이 지시하는 대상을 가진다. 현상이
지시하는 대상이 바로 ‘사물 그 자체’이다. 한편 앞서 제2유추의 문제의식
은 표상들의 단순한 잇따름(‘포착’)을 너머 ‘현상’들의 객관적 순서(‘사건’)
에 대한 인식을 해명하는 것이었다.
이제 현상 개념은 이중적인 대상 의미를 지니게 된다. 앞서 초월적 관념
론의 견지에서는 주관-의존적인 표상들이지만(의미 1), 경험-상식적 견지에
서는 ‘포착’들이 지시하는 대상(의미 2)들이다. 이제 칸트는 왜 사건 ‘현상’
이 이런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며, 어떻게 ‘포착’과 구분되어 그것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밝혀야 한다. 칸트는 이 문제를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 그러나 나에게 주어진 현상은 비록 이 표상들의 총제 이외에 다른 어
떤 것도 아니지만, 이 표상들의 대상(Gegenstand)으로 간주되며, 이 대상들
에 내가 포착의 표상들로부터 도출하는 개념들이 일치해야만 한
다.(A191/B236)

칸트는 새로운 대상 의미(의미 3)을 도입함으로서 이 문제를 해결한다.
포착의 표상들과의 대립 관계에 있는 현상들은, 오직 현상들을 다른 여타
의 표상들로부터 구별시키며 한 종류의 다양의 결합을 필연적으로 만드는
규칙 아래에 있을 때에만, 포착의 표상들과는 구별되는 그 표상들의 대상
으로 표상될 수 있다.(A191/B236)

이제 ‘현상’은 “필연적 규칙을 함유하고 있는 한”(의미 3) 에서 포착의
대상으로 여겨질 수 있다. 앞서 ‘포착’들의 순서 필연성은 표상들을 통해서
는 해명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런 칸트는 표상들이 자신들의 순서를 필연적
으로 만드는 “어떤 특정한 규칙” 아래에 있을 때, 포착의 대상으로 여겨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정리하자면, 층위는 다르지만 주관 의존적이라는 점에
서 포착과 현상은 구분되지 않지만, 현상이 필연적 규칙을 포함하는 경우
단순한 포착과 구분되며, 현상은 포착의 대상으로 간주된다. 이제 칸트의
과제는 이 특정한 규칙이 무엇이고, 어떻게 이 규칙이 주관-의존적 표상에
불과한 현상을 표상들의 대상으로 여길 수 있게 하는지 자세히 밝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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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제2유추의 논증은 이를 직접 드러내 보인다.

IV. 제2유추의 논증 분석: 두 개의 논증
제2유추는 여러 논증들이 반복되는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연구자들에
따라 세부적인 구분은 다르지만 일반적으로는 크게 6개의 논증이 있다고
본다.14) 칸트는 여러 형식의 논증을 제시하는데, 어떤 경우는 가능한 반론
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논증을 구성하기도 하며(A194/B239~A195/B240), 어떤
경우는 암묵적이지만 흄의 인과 개념을 논박하는 방식으로 논증을 구성하
기도 한다.(A195/B240~A196/241)
우리는 제2유추의 세부적으로 논의하지는 않고, 두 개의 논증으로 정리
하여 제시할 것이다. 하나가 아닌 두 개의 논증으로 나누는 이유는 제2유추
에서 두 가지 논의가 혼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첫 번째 논의는‘사건’인식의
가능 조건을 탐구하면서, 사건(현상)들이 필연적으로 한 규칙 아래 종속되
어 있음 보여주는 것이다. 두 번째 논의는 우리 인식 능력(감성, 상상력, 지
성)에 명시적으로 기대어‘사건’의 인식 조건을 제시하는 것이다.
앞서 언급했지만, 칸트의 ‘사건’ 개념은 한 실체에서의 상태 변화이다.
칸트는 한 실체에서의 이러한 상태 변화를 ‘변화’(Veränderung), ‘발생하는
것’(was geschieht), ‘바뀜’(Wechsel), ‘객관적 잇따름’(objektive Folge) 등의 용
어를 사용하여 표현하기도 한다.15) 논증을 제시할 때는 최대한 ‘사건’이라
14)

하나의 예로 페이튼의 각 논증들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증명 1: B232-34(두
문단), 증명 2: A189-94/B234-39(네 문단), 증명 3: A194-95/B239-40(두 문단),
보론 역할을 하는 한 문단이 뒤 따른다, 증명 4: A196-99/B241-44(세 문단), 증
명 5: A199-201/B244-46(세 문단), 증명 6: A201-02/B246-47(한 문단). 다음을
참조 H. J. Paton, Kant's Metaphysic of Experience, Vol. 2, London, 1970,

15)

224~225.
맥락에 따라 해당 개념들은 구분되어 사용되어야함을 주장하는 연구자들도
있다. 다음을 참조. 김광철, ｢순수이성비판에서 ｢관념성의 오류추리 비판｣
과 ｢관념론 반박｣ 간의 정합적 해석｣, 철학논집, 제21집, 서강대학교철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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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표현으로 통일 하겠지만,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다른 표현들을 사용하
겠다. 우선, 첫 번째 논증은 다음과 같다.
P1. ‘사건’에 대한 인식이나, ‘동시적인 것들’에 대한 인식에서나 포착들은
순차적으로 주어진다.
P2. ‘사건’에 대한 인식의 경우 포착의 순서는 고정되어 있다.
C1. 포착들이 순차적으로 주어진다는 것은 ‘사건’ 인식을 위한 충분 조건
이 아니다.
(P1., P2., 에서 도출)
P3. 대상의 상태 변화 순서에 포착의 순서는 필연적으로 고정된다.
P4. 대상의 상태 변화에 대한 인식은 한 규칙에 따라 그 상태 변화를 필연
적으로 규정하며, 선행하는 다른 것이 전제될 때에만 가능하다.
C2. 오직 인과성의 법칙이 전제될 때만 ‘사건’ 인식은 가능하다.
(P3., P4. 에서 도출)

전제 P1, P2와 결론 C1은 앞서 III절에서 분석하였다. 우리는 항상 순차
적으로 대상들을 포착한다. 즉 한 포착이 다른 포착에 연달아 이어지는 방
식으로 우리의 포착은 이뤄진다. 이때‘동시적인 것’의 포착의 경우 각 포착
의 순서가 변해도 동일한 대상에 대한 인식으로 간주되는 반면, ‘사건’에
대한 포착의 경우 순서가 필연적으로 고정되어 있다.(줄이면, ‘포착의 순서
고정성’이라 표현될 것이다.) 그런데 포착이 순차적으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통해서는 왜 ‘사건’에 대한 인식에서, 포착들의 순서가 고정적인지는 전혀
해명되지 않는다. 다른 말로 해서, 포착의 순차성만을 통해서는 ‘사건’ 인식
의 조건은 밝힐 수 없다.(결론 C1)
전제 P3는 인식에서의 포착의 순서 고정성은 실제로 포착 대상의 상태
변화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 대상에서 한 상태가 다
른 상태에 선행된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대상에 대한 우리의 지각
의 순서도 고정되어 있는 것이다. “포착의 주관적 잇따름(Folge)을 현상들의
객관적 잇따름으로부터 도출해야만 한다”(A193/B238) 이 전제 P3를 경험-심
리학적인 주장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 이 주장은 외부 대상의 각 상태가
이에 대응하는 각 포착(지각)을 인과적으로 야기하였기 때문에, 지각의 순
구소, 2010, 267~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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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고정성이 야기되었다는 것이 아니다.(칸트는 물론 경험 심리학적 층위에
서 대상과 지각 간의 인과적 의존 관계를 무시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오히
려 칸트는 대상의 상태들이 서로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면, 즉 대상에서 상
태들의 변화가 없었다면 우리의 포착의 순서 고정성도 불가능했을 것이라
는 인식론적 주장을 하고 있다. 만약 객관적 잇따름이 없다면, “표상들의
유희만 있을” 뿐이다.(A194/B239)
이제 논의는 객관적 상태들의 변화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가능한지로 이
행한다. 인식의 대상인 경우, 대상의 각 상태들이 시간상에서 어떤 위치를
가지는지 결정해야만 한다. 즉 각 상태들의 객관적 시간 순서가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앞선 예를 다시 빌려오면, 원기둥 모양이 원뿔 모양에 시간
상 선행하고 원뿔 모양이 원기둥 모양에 시간 상 후행한다고 규정되어야만,
원기둥 모양에서 원뿔 모양으로 변화를 우리는 인식할 수 있다. 대상의 상
태들이 시간상에서 서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어떠한 인식도 불가능할 것
이다. 이러한 상태들에 대한‘객관적 시간 규정’은 어떻게 가능한가? 전제
P4.에 따르면 ‘한 규칙’에 따라 객관적인 상태들의 시간상의 위치를 규정하
는 다른 어떤 것(원인)이 있어야 한다. 즉, ‘한 규칙’에 따라 다른 어떤 것
이 원기둥 모양이 원뿔 모양에 선행한다고 규정해야만, 원기둥 모양에서 원
뿔 모양으로의 변화가 객관적일 수 있다. 이제 이 “규칙”이 무엇인지 조금
만 더 살펴보자.
그러한 규칙에 의하며, 한 사건에 일반적으로 선행하는 것에는 어떤 규칙
의 조건이 놓여 있어야 하며, 이 규칙에 따라 사건은 선행하는 것을 항상
그리고 필연적으로 후속한다. 그러나 반대로, 나는 한 사건으로부터 소급
해 선행하는 것을 (포착을 통해) 규정할 수 없다. 왜냐하면 어떤 현상도 시
간의 후속하는 지점에서 선행하는 지점으로 거슬러 올라가지 않고, 단지
어떤 선행하는 지점과 관계하는 반면, 주어진 시간으로부터의 규정적으로
후속하는 시간으로 나아가는 것은 필연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전히 후
속하는 어떤 것이 있으므로, 나는 후속하는 어떤 것을 선행하는 다른 무엇
과 보편적으로 관계시켜야만 하며, 후속하는 것은 규칙에 따라, 즉 필연적
으로 선행하는 것에 후속한다. 그래서 조건 지워진 것(das Bedingte)으로서
의 사건은 여하튼 한 조건을 확실히 지시하지만(gibt Anweisung), 이 조건
은 사건을 규정한다(bestimmt).(A194/B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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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조건’과 ‘조건 지워진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조건’이 시
간상에서 ‘조건 지워진 것’에 선행하며, 규정한다. 반면, 조건 지워진 것은
조건이 있다는 것을 지시하지만, 조건을 규정하지는 못한다. 대상들의 상태
변화(사건)을 이제 대입하면, 선행하는 어떤 조건이 한 대상의 상태들 간의
시간 관계(조건 지워진 것)를 규정해 준다. 이제 우리는 어떤 상태 변화가
인식되면, 그 상태 변화를 규정한 조건이 있다는 것은 알 수 있지만, 그 조
건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알지 못한다. 다시 말해, 우리는 사건으로부터 그
사건의 조건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추측할 수 없고, 단지 그 조건이 현존
한다는 것만 안다. 이 규칙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을 것이다.
규칙 A : 어떤 사건 E에 대해서, 반드시 어떤 충분 조건 X가 있다.
다시 정리하자면, 어떤 사건 E가 인식되면 우리는 사건 E의 조건인 X가
현존한다는 것은 알 수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예측할 수 없다. 이 ‘규칙’
은 인과성의 도식과 밀접히 연관된다. 원인과 인과성의 도식은 “만약 어떤
것이 임의로 정립되면, 임의로 정립된 그것을 항상 다른 무엇인가가 잇따르
는 것”이다.(A144/B183) 결국 칸트에게 저 충분조건 X는 사건 E의 원인인
셈이다. 또한 이런 의미에서 ‘인과성의 도식’은 시간 순서를 규정하는 “선
험적 시간 규정”으로도 이해가 된다.(A145/B185) 정리하자면, 이제 한 ‘사
건’에 대해 선행하며, 그 ‘사건’의 시간 관계를 규정하는 것이 바로 ‘사건’
의 ‘원인’이다. 이제 ‘사건’ 인식의 조건으로 인과성 법칙이 전제된다는 것
은 분명해 보인다.(C2)
전제 P3, P4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여러 비판들이 있다. 대표적으로 스
트로슨(P. F. Strawson)의 “불합리한 추론” 비판이 있다. 스트로슨에 따르면
칸트는 지각의 순서 고정성을 통해, 현상들의 객관적 순서와 보편 인과 원
칙을 (사실상) 연결시키고 있다. 다시 말해, 스트로슨의 칸트는 ‘포착의 순
서 고정성’이 보편 인과 원칙을 이 ‘사건’ 인식의 가능 조건으로 전제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그런데 스트로슨이 보기에 주관적 지각들의 순
서 고정성을 지닌다는 것으로부터 ‘사건’들이 인과적 관계를 가진다고 도출
하는 것은 “불합리한 추론”(Non-sequitur)이다.16) 만약 칸트가 스트로슨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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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대로 ‘포착의 순서 고정성’을 ‘사건’ 인식의 가능성을 해명하는데 적극적
으로 활용했으면 이 비판은 정당할 것이다. 하지만 ‘포착의 순서의 고정성’
은 표상들이 항상 순차적으로 주어진다는 사실이‘사건’인식의 충분조건이
아니라는 것만 보여준다.(C1) 전제 P4.에서 칸트는 ‘사건’현상의 객관적인
시간 규정은 이 현상들이 인과성의 도식에 종속되어 하나의 원인에 의해서
규정될 때에만 가능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포착의 순서 고정성’은 이
주장을 정당화하는데 아무런 역할도 수행하지 않았다.
스르토슨의 ‘불합리한 추론’비판은 근본적으로는 첫 번째 논증이 근거하
고 있는 (암묵적인) 전제들을 무시해서 발생하는 것처럼 보인다. 앞서 언급
했듯이 칸트는 초월적 관념론에 의존하여 제2유추의 논증을 전개하고자 했
다고 주장하는데, 지금 제시한 첫 번째 논증이 초월적 관념론에 어떻게 연
관되는지는 잘 보이지 않는다. 초월적 관념론 자체는 인식 능력들의 역할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성립된다. 초월적 관념론은 보통 ‘현상’과 ‘사물 그 자
체’를 구분하면서 성립된다. 그런데, ‘현상’과 ‘사물 그 자체’는 시, 공간이
감성 형식인 한에서 구분되며, ‘현상’들은 지성의 개념인 범주들에 종속될
때 경험의 대상으로 여겨질 수 있다. 초월적 관념론을 논의할 때 우리 인식
능력들에 대한 논의는 필수적으로 보인다. 이제 제시할 두 번째 논증이 인
식 능력인 ‘감관’(Sinn), ‘상상력’(Einbildungskraft), ‘지성’(Verstand)과 연관되
어 ‘사건’의 인식 가능성이 밝혀진다. 두 번째 논증은 ‘A201~A202’에 한 문
단으로 제시된 논증과 증명(Beweis)라는 제목과 함께 비판 재판에서 추가
된 논증(‘B 232-234’)을 재구성한 것이다. 두 번째 논증은 다음과 같다.
P5. ‘사건’ 인식은 표상들이 필연적으로 종합되어 있을 때 가능하다. 이
종합은 표상들이 규칙에 따라 종합되어 있을 때 가능하다.
P6. 감관(Sinn)은 표상들 간의 종합을 제시할 수 없다.
16)

P. F. Strawson, The Bound of Sense, 136~137. * ‘Non-sequitur inference’는 일종
의 비형식적 오류 추론의 일종으로, 주어진 전제와 상관 없는 결론들이 도출
되는 추론을 지칭한다. 예를 들어, ‘사자는 고양이과 동물이다’라는 전제에서
‘인간은 포유류이다.’라는 결론을 추론하는 경우, 전제와 결론이 각각 참이더
라도 이런 추론 자체는 잘못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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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3. 감관만을 통해서는 ‘사건’ 인식을 제공할 수 없다.(P5, P6에서 도출)
P7. 상상력은 표상들을 종합하는 능력이다.
P8. 상상력(Einbildungskarft)은 종합의 규칙들을 제공하지 못한다.
C4. 상상력만을 통해서는 ‘사건’ 인식은 불가능하다.(P5, P7, P8에서 도출)
P9. 지성은 표상들의 필연적 종합 규칙들인 범주들을 제공하며, ‘사건’
인식을 위한 필연적 종합 규칙들은 ‘원인과 결과의 관계’ 범주이다.
C5. 표상들이 ‘원인과 결과의 관계’ 범주 아래에서 필연적으로 종합되어
있을 때에만 ‘사건’인식이 가능하다.(P5, P9에서 도출)
이 논증 자체는 감관, 상상력, 지성이라는 세 가지 구별되는 인식 능력이
필요하다는 숨겨진 전제에 의존한다. 칸트는 왜 이렇게 인식 능력이 나눠져
있고, 어떤 기원에서 이 인식 능력이 비롯되었는지에 대한 자세한 해명은
피한다.(A94/B29 참조) 그런데 우리는 각 능력이 수행하는 역할만 고찰해
봐도 위의 논증을 이해할 수 있다.
여기서 전제 P6, P7, P8에 대한 별도의 자세한 검토는 필요 없어 보인다.
대부분의 전제들은 제2유추가 아닌 비판의 앞선 다른 장들에서 이미 제
시되었다. 예를 들어 전제 P6에서 감관(Sinn)들이 직관만 제시할 뿐, 직관의
종합을 제시할 수 없다는 것은 ｢감성론｣과 ｢초월적 연역｣에서 이미 제시되
었다. 전제 P7, P8에서 제시하는 종합 능력으로서의 상상력은 ｢초월적 연역｣
에서 제시된다. “범주들에 따라 직관들을 종합하는 능력”이 “생산적 상상
력”이다.(B151~2)
자세한 논의가 필요한 전제는 P9이다. 앞서 III 절에서, 우리는 초월적 관
념론의 과제는 현상들이 표상들의 총체임에도, 한 객관으로 간주될 수 있음
을 보이는 것임을 보았다. 미리 제시한 해결책은 현상들이 ‘규칙’에 따라
필연적으로 결합되어 있을 때, 표상들의 대상으로 여겨진다고 것이었다. 현
상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객관적 타당성을 얻는지는 ｢초월적 연역｣의 ‘초
월적 통각’과 연관되어 자세하게 논의된다. 이 논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
다.
지성은 인식들의 능력이다. [···] 그러나 대상(Objekt)이란 개념 안에 주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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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관의 다양들이 대상의 개념 안에 통합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데 모든 표
상들의 통합은 표상들의 종합에서 의식의 통일을 요구한다. 따라서 의식의
통일은 표상들의 한 대상과의 관계 맺음을, 즉 표상들의 객관적 타당성을,
이에 따라 표상들을 인식이 되는 것을 형성하며(ausmachen), 의식의 통일
위에는 따라서 결국 지성의 가능성도 의존한다.(B 137)

‘통각의 통일’에 근거하여 다양한 표상들이 개념에 따라 종합되어 있을
때, 현상은 객관적 타당성을 얻으며, 대상 인식 자체도 가능해진다. 여기서
저 개념들은 범주이다. “모든 종합은 범주들 아래에 종속”한다.(B 161)
이제 우리는 앞서 첫 번째 논증의 문제되던 전제 P4도 좀 더 자세히 이
해할 수 있다. 해당 전제들을 간략하게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P4. 대상의 상태 변화에 대한 인식은 한 규칙에 따라 그 상태 변화를 필
연적으로 규정하며 선행하는 원인이 전제될 때에만 가능하다.
첫 번째 논증은 한 대상의 상태 변화가 인과성의 도식에 종속된다는 것
을 보았다. 문제는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 상태 변화가 인과성의 도
식이 종속되는지 보여주지 않았다는데 있다. P4에서 칸트는 사실 이렇게
종속되어야 한다는 것만 주장하고 있다.
이제 한 대상에서 상태 변화가 인과성의 도식에 종속되는 구체적인 과정
은 두 번째 논증이 보여준다. 표상들의 총체는 ‘초월적 통각’을 근거로 인
과성의 개념에 따라 필연적으로 종합되어 있을 때, 이 표상들은 인식의 대
상으로 간주된다. 인과성의 범주는 경험적 직관과 “전혀 동종적이지 않으므
로” 범주들은 직접 현상들에 적용될 수 없다.(A137/B176) 따라서 인과성의
범주는 (상상력의 산물인) 인과성의 도식, 다시 말해 “초월적 시간 규정”을
매개로 현상들에 적용된다.(A139/B178) 이제 생산적 상상력이 각 표상들을
인과성의 도식을 통해 종합을 할 때, 각 표상들의 객관적 시간 관계는 규
정된다.
이제 두 번째 논증은 논리적으로 비판의 ｢감성론｣, ｢초월적 연역｣ 그
리고 ｢도식론｣에 의존하고 있음은 분명해 보인다. 또한, 앞서 제시한 첫 번
째 논증에서 칸트의 논증이 의도한 바는 두 번째 논증을 통해서 분명히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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혀진다. 비판의 전체 논의에서 독립하여, 제2유추만의 독자적인 논증을
도출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 해 보인다. 더 나아가, ｢감성론｣, ｢초월적 연
역｣, 그리고 ｢도식론｣ 모두 ‘현상’과 ‘사물 그 자체’의 구분에서 어떻게 ‘현
상’이 경험의 대상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초월적 관념론의 기획
에 충실하다. 따라서 ‘초월적 관념론’과 무관하게 제2유추의 논증을 재구성
해 보이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
실제 스트로슨의 기본적인 접근 방식은 비판에서 정당화 될 수 있는
논제와 정당화 될 수 없는 논제를 구분한 후, 정당화될 수 있는 논제들 만
을 통해서 칸트의 철학을 재구성하는데 있다. 그런데 ‘초월적 관념론’은 스
트로슨이 옹호할 수 없는 대표적인 논제이다.17) 이런 독해 방식으로 인해,
스트로슨은 제2유추에서 기본적인 문제의식인 ‘어떻게 표상에 불과한 현상
이 대상으로 간주될 수 있는가?’에서 유리되어 제2유추의 논증을 재구성한
다. 초월적 관념론을 포기한 스트로슨은 표상들의 순서만을 통해서는 대상
들의 객관적 순서를 규정할 방도가 달리 없었으므로, 제2유추의 논증이 불
합리한 추론으로 보이는 것은 당연해 보인다.

V. ‘초월적 관념론’을 배제한 독해: 가이어(P. Guyer)의 경우
우리는 앞서 제2유추의 기본적 문제의식이 초월적 관념론의 견지에서 제
시되었으며, 제2유추의 논증들도 사실상 초월적 관념론에 의존하고 있음을
보였다. 이제 이 절에서는 제2유추를 초월적 관념론과 무관하게 독해하는
방식이 어떤 문제를 지닐 수 있는지에 대해, 영미권의 대표적인 칸트 연구
자인 가이어(P. Guyer)의 독해를 중심으로 분석해보겠다. 가이어는 기본적으
로 칸트의 이론철학의 초월적 관념론과 무관하게 독해하려고 한다.
누구나 ‘사물 그 자체’를 전제하지 않고 비판 철학을 혹은 적어도 경험에
대한 초월적 이론에 접근할 수 있다. [···] 따라서, 누구나 독단적인 초월적
관념론에 대해 찬동하지 않으면서도 경험의 유추들이나 관념론 반박에서
17)

P. F. Strawson, The Bounds of Sense,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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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히 전개된 경험에 대한 초월적 이론을 받아들일 수 있다.18)

가이어는 “독단적인 초월적 관념론”에 찬동하지 않으면서도 경험의 유추
의 논증들은 제시되었다고 주장한다. 초월적 관념론 거부한다는 것은 기본
적으로 ‘사물 그 자체’와 ‘현상’의 구분을 거부한다는 것이다. 또한 가이어
는 ｢도식론｣과 ｢초월적 연역｣ 모두 초월적 관념론과 연루되어 전개된다고
생각하므로, 해당 부분과 무관하게 제2유추의 논증을 제시하려고 한다. 그
렇다면 가이어는 어떻게 객관적인 상태 변화들의 인식 가능성을 설명하는
가?
인과적 규칙(causal laws)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적절한 조건들 아래에서
이 인과적 규칙에 따라 한 개별적인 사태들을 다른 사태들이 반드시 후속
해야만 하는 규칙이다. 따라서 객관적 변화에 대한 경험은 오직 이 인과적
규칙들에 대한 지식을 통해서만 가능하고, 우리가 객관적 변화를 경험할
때마다 우리는 반드시 어떤 인과적 법칙이 적용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한
다.19)

가이어에 따르면 객관적 변화에 대한 인식은 오직 “인과적 규칙들에 대
한 지식”을 가지고 있을 때만 가능하다. 여기서 제시되는 “인과적 규칙”은
“구체적인 상황들을 지배하는” 규칙들이다. 앞서 원기둥 모양의 찰흙 덩어
리가 원뿔 모양으로 변했다고 할 때, 이 “인과적 규칙”들은 찰흙 덩어리의
점성, 습도, 온도 등의 적절한 환경에서 이 사건을 지배하는 아주 구체적
인 규칙이다.
일단 가이어의 인과적 규칙(causal laws)은 우리가 앞서 ‘Ⅳ절’에서 제시한
칸트 원래 생각했던 ‘규칙’과 확연한 차이를 지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앞
서 우리는 칸트의 규칙이 다음과 같다고 제시했다.
규칙 A : 어떤 사건 E에 대해서, 반드시 어떤 충분 조건 X가 있다.

18)
19)

P. Guyer, Kant and the Claims of Knowledge, 335.
P. Guyer, Kant(2nd), London/NewYork, 2014,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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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트의 규칙은 어떤 사건 E가 있으면, 사건 E의 충분 조건(원인) X가 현
존한다는 것만을 지시한다. 이 규칙은 사건 E의 원인 X의 어떤 내용을 가
지는지는 규정하지는 않는다. 다시 말해, 칸트의 규칙을 통해서는 원인 X가
어떤 내용을 가질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 이에 반해, 가이어의 “인과적 규
칙”들 자체에 대한 지식을 요구한다. 또한, 이 규칙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
을 가지고 있는 한에서, 적절한 주변 환경에서 사건 E가 발생하면 사건 E
의 원인도 추측할 수 있게 된다. 이제 가이어의 “인과적 규칙”들은 지각들
로부터 객관적 사건을 구별하는 원리로 쓰이는 것처럼 보인다. 경험의 대상
들이 구체적인 “인과적 규칙”에 종속됨을 통해 객관적 사건으로 인식된다.
가이어의 경험 이론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여기서 시도하지 않겠다.
다만 지적해야 할 것은 가이어가 제시하는 제2유추에 대한 해석이 칸트가
제2유추에서 제기하는 주장들과 너무나도 동떨어져 보인다는데 있다. 앞서
보았듯이, 칸트는 구체적이고 경험적인 인과 규칙들을 통해서 사건에 대한
인식의 가능성을 해명하려고 하지 않았다. 앞서 제시한 형식적인 ‘규칙 A’
만 전제하여도 사건에 대한 인식은 가능하다. 앞선 절들에서 보았듯이 ‘규
칙 A’는 궁극적으로는 초월적 관념론에 의존하는 논증에 의해 정당성을 확
보하였다. 가이어가 ‘구체적이고 경험적인 인과적 규칙들에 대한 지식’을
가능한 사건 인식의 조건으로 무리하게 주장하는 이유는, 제2유추에서의 칸
트의 기획이 초월적 관념론과 무관하다고 애초 가정하였기 때문이다. 그에
게 남겨진 선택지는 경험적인 구체적인 인과적 규칙 밖에 없다.

Ⅵ. 나가기
이 글에서 필자는 초월적 관념론의 견지에서 칸트가 제2유추의 논증들을
구성했고, 이는 비판의 각 부분을 제2유추의 논증이 사실상 의존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칸트는 제2유추의 논증의 문제의식의 제시하는
‘A189/B234~A191/B236’에서 대상의미를 세 가지로 나누면서 “표상의 총체
에 불과한 현상이 어떻게 표상들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묻는다. 초월적
관념론에 의존하지 않고는 이런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가 없다. 이 후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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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능력들에 의존한 논증에서 현상들이 ‘인과성의 도식’에 종속됨을 통해,
‘사건’ 인식의 대상으로 간주될 수 있음이 밝혀진다. 또한, 이 논증 자체가
비판의 각 부분이 ｢감성론｣, ｢초월적 연역｣ 그리고 ｢도식론｣에 의존한다
는 것도 드러났다. 따라서 제2유추의 논증이 비판의 다른 부분과 독립하
여 따로 고찰 될 수 없다고 필자는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제2유추의 논증
이 실패한다면, 그것은 이 논증 자체가 초월적 관념론에 의존하고 있기 때
문일 것이다. 초월적 관념론은 비판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논제이고,
수많은 연구가 이뤄진 논제이기도 하다.20) 하지만 이 논제의 타당성을 다
루는 것은 이 글의 범위에서 벗어나는 문제일 것이다.

20)

초월적 관념론에 대한 오늘날의 논의는 다음 논문을 참조; K. Ameriks,
“Kantian Idealism Today”, History of Philosophy Quarterly, Vol. 9, No. 3, 1992,
329~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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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How Transcendental Idealism is Related with the ‘Second
Analogy’ of Critique of Pure Reason
Song Yo-Han
(Sogang Univ.)
In this article, I will analyze the theory of causation of the ‘second
analogy’in Critique of Pure Reason(CPR), and in turn, expose it’s implication. I
will argue that the ‘second analogy’ clearly presupposes ‘transcendental
idealism’, and most problems concerning the interpretation of the second
analogy occurs if we ignore this aspect. I will, first, closely examine the
preparation part(A189/B234~A191/B236), where Kant provides the purposes of
the second analogy in terms of transcendental idealism. Then, I will reconstruct
the second analogy in two different arguments. The first argument is an
incomplete argument which only shows we should have to presuppose a rule
for an cognition of an event. The second argument accomplishes the first
argument by showing how Kant’s theory of faculties and transcendental idealism
is implicitly presupposed in the ‘second analogy’ In sum, the validity of the
second analogy depends on the validity of the transcendental idealism. Any
interpretation ignoring this conclusion falls in to a distortion, and results in
creating false problems on interpreting the ‘second analogy’
Key word: Transcendental Idealism, Second Analogy, Causation, Principle of
Sufficient Reas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