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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데거의 존재론적 해석에 대한 반론 이재훈(고려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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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이 논문은 데카르트 사유에서 제1철학의 의미를 해명하기 위해 다음의 두
가지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첫째로 이 논문은 데카르트의 제1철학 혹은 형이상학
에 대한 하이데거와 장-뤽 마리옹의 존재론적 해석이 타당한지 아닌지를 검토하고
자 한다. 이 해석에 따르면 데카르트의 제1철학의 일반성은 모든 사물에 일의적으
로 적용될 수 있는 존재자의 존재의 일반성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해석과 달리 
제1철학에 대한 성찰의 저자는 존재 일반의 의미를 찾으려 하지 않았으며 존재자
전체를 설명하기 위한 존재론적 또는 형이상학적 체계를 세우려 하지도 않았다. 둘
째로 이 논문은 데카르트가 제1철학과 형이상학을 동일한 것으로 이해했는지 아닌
지의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우리는 존재 의미의 일반성과는 다른 종류의 일반성을
탐구하는 데카르트의 제1철학은, 장-뤽 마리옹과 드니 캉부슈네의 주장과 달리, 비
물질적인 사물들을 대상으로 갖는 형이상학으로 환원될 수 없음을 살펴볼 것이다.
데카르트에 따르면, “우리가 철학하면서 알 수 있는 모든 첫 번째 사물들”은 전적
으로 형이상학의 영역에 속하지 않는다. 그도 그럴 것이 그는 제 6성찰에서 형이상
학의 대상이 아닌 영혼과 육체의 결합으로 이해된 인간을 “제한된 사물” 로 정의
하고 이를 제1철학의 대상으로 삼는다. 이 문제들에 대한 검토를 통해 이 논문은
데카르트의 제1철학은 그가 일관되게 제시한 “우리의 본성을 가장 높은 정도의 완
전성으로 고양시킬 수 있는 보편적 학문에 대한 기획”을 위한 토대들을 제공한다는
점을 밝히고자 한다. 이를 통해 우리는 데카르트의 제1철학의 일반성은, 하이데거
와 마리옹의 주장과 달리, 존재 의미의 일반성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는 것을 재차
강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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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들어가기
하이데거는 형이상학의 역사를 존재 망각의 역사로 기술한다. 그런데 이
해석은 형이상학의 역사가 마찬가지로 존재의 역사일 때에만 가능하다. 왜
냐하면 오직 있었던 것만이 망각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존재가
망각의 대상이 될 수 있기 위해서는 존재가 이미 거기에 있었어야 한다. 이
런 이유로 하이데거는 형이상학의 역사를 존재의 역사로 변형시킨다. 이 변
형을 통해 망각된 존재 질문을 드러내는 작업을 하이데거는 형이상학의 해
체라 부른다.1) 해체는 망각된 존재의 흔적을 드러내기 위해 형이상학의 표
면을 뚫고 들어가는 작업을 뜻한다.
하이데거가 데카르트 철학에 대해 얼핏 보기에 상반된 두 가지 주장을
내세우는 것은 이런 까닭에서이다. 한편 그는 데카르트가 코기토의 확실성
에 사로 잡혀 존재 질문을 회피했다고 비판한다.2) 다른 한편 그는 제1철
학에 대한 성찰을 분석하면서 데카르트의 역사적 상황에 이미 주어져 있
었을 법한 존재 질문을 재구성한다.3) 마찬가지로 장-뤽 마리옹(Jean-Luc
Marion)은 하이데거를 쫓아 데카르트의 형이상학을 존재 질문으로, 좀 더
상세하게 말하면 두 존재론이 겹쳐진 구조로 설명한다.4)
존재론이라는 말은 17세기에 등장한 신조어로서 야콥 로하르드 (Jacob
Lorhard)에 의해 처음 사용되었고 요한 클라우베르크(Johann Clauberg)에 의
해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다. 형이상학의 동의어로 자주 사용되지만 이 용어
는 “있는 것으로서 있는 것”에 대한 학문이 가진 보편성을 표현하는 데 있
1)
2)
3)

M. Heidegger, Sein und Zeit(1927), Tübingen, 1986, 23.
M. Heidegger, Sein und Zeit, 24.
하이데거에 의한 데카르트의 존재론적 독해에 관해서는 다음의 두 텍스트를
M. Heidegger, Einführung in die phänomenologische Forschung
(Wintersemester 1923/1924), Frankfurt a. M., GA 17, 1994; M. Heidegger,

참조:

4)

Nietzsche: Der europäische Nihilismus(1940), Frankfurt a. M., GA, 48, 1986.
이 해석에 대해서는 특히 J.-L. Marion, Sur le prisme métaphysique de Descartes,
Paris, (1986)/2004; J.-L. Marion, “Descartes et l’onto-thélogie”, Descartes, Paris,
2007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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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형이상학이라는 말이 가지는 불충분성을 보완하기 위해 등장했다. 그런
데 존재론이라는 용어의 의미는 하이데거의 등장과 함께 근본적인 변화를
겪는다. 그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이래 모든 전통적인 형이상학 또는
존재론이 존재하는 것들의 “무엇(Was)” 또는 “무엇임(quidditas, Washeit)”에
대한 질문에만 머물렀다고 비판하면서 자신의 존재론을 존재자들의 “무엇”
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그것의 존재(Sein 또는 Daß), 즉 존재하는 것들이
나타나는 방식에 대한 질문으로 정의한다. 다시 말해 하이데거의 존재론은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 선행하면서 이것들의 존재 방식을 (또는 존재 의미
를) 결정짓는 존재 일반의 근거, 즉 나타남의 지평을 사유한다. 그도 그럴
것이 하이데거가 제시하는 해체의 과제는 형이상학의 역사에 등장했던 “무
엇”에 대한 질문들을 “무엇”들을 근거 짓는 존재에 대한 질문으로 변형시
키는 데 있다.
그러나 데카르트의 사유가 하이데거가 기술하는 존재론의 역사에 기입될
수 있는지는 매우 의심스럽다. 이에 이 논문은 데카르트의 제1철학 혹은 형
이상학에 대한 하이데거적 의미의 존재론적 또는 존재-신-학적 해석이 타당
한지를 검토해보려 한다. 그러나 이 논문은 데카르트가 존재하는 대상들의
의미를 탐구하는 데 관심이 없었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그런데 만일 (비록
데카르트 스스로는 존재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데카르트에게
존재하는 것들에 대한 탐구와 같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이데거가 비판하
는 “무엇”에 대한 물음일 것이다. 이에 하이데거는 데카르트의 철학에서 나
타나는 존재하는 것들의 “무엇”에 대한 물음들을 존재자의 존재에 대한 물
음, 다시 말해 “무엇”들의 나타남을 위한 하나의 지평(근거)에 대한 물음으
로 변형시킨다. 이 논문의 과제는 이와 같은 하이데거의 데카르트 해석이
정당한지 아닌지의 문제를 해명하는 일이다. 아울러 이 논문은 데카르트에
게서 형이상학과 제1철학이 동일한 것을 의미하는지 아닌지의 문제를 다루
려 한다. 이 작업을 통해 데카르트의 제1철학의 의미가 그의 철학적 기획과
의 관계 속에서 해명되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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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의 이중성과 데카르트의 제1철학
에 대한 하이데거의 해석
데카르트는 진리들을 더 이상 대상들의 본성에서 찾지 않고 인식의 질서
에 따라 찾는다. 이 변화는 데카르트가 전통 형이상학들에 대해 수행한 단
절의 중요한 한 단면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형이상학 E장에서 학문들을 학문의 대상이 되는 사
물들의 본성에 따라서 그리고 이 사물들이 존재하는 것들 전체의 질서 안
에서 차지하는 지위에 따라서 분류한다.5) 이 분류에 따르면 제1철학은 그
대상의 우선권과 보편성에 의해 다른 학문들의 대상과 구분된다.
어떤 사람은 첫째 철학이 보편적인지 아니면 어느 하나의 유, 즉 특정한
자연물에 대한 것인지 의문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 만일 운동하지 않
는 어떤 실체가 있다면, 이것에 대한 학문이 (자연학)에 앞서고 첫째 철학
이 될 터이니, 그것은 첫째간다는 이유에서 보편적이기도 하다. 있는 것을
있는 것인 한에서 이론적으로 고찰하는 것, 즉 있는 것이 무엇이고 있는
것인 한에서 있는 것에 속하는 것들을 고찰하는 것도 그 학문이 할 일이
다.6)

제1철학의 대상인 신적인 실체, 즉 제 1실체는 첫 번째의 것이라 말해지
는데, 이는 제 1실체가 순수한 현실태이며 모든 다른 실체들의 궁극적인 목
적인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제 1실체는 개별적인 실체이다. 그렇다면 어떻
게 이 실체가 “첫 번째의 것인 이유로 보편적”이라 말해질 수 있는가? 아
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제 1실체는 자신의 원인성의 관점에서 보편적이다.
왜냐하면 이 실체는 모든 다른 사물들의 보편적인 제 1 원인이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 아리스토텔레스는 형이상학 Γ장에서 실체 일반을 다루는
학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5)

6)

아리스토텔레스의 학문 분류에 대해서는 아리스토텔레스, 형이상학(1권), 조
대호 옮김, 나남, 2012, 255∼258을 참조.
아리스토텔레스, 형이상학(1권), 257∼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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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을 있는 것인 한에서 그리고 그것에 그 자체로서 속하는 것들을
이론적으로 고찰하는 어떤 학문이 있다. 하지만 그것은 개별 학문들 가운
데 어느 것과도 같지 않은데, 그 이유는 다른 학문들 가운데 어떤 것도 있
는 것을 있는 것인 한에서 보편적으로 탐색하지 않기 때문이다.7)

이 정의는 이 학문의 대상이 갖는 보편성을 표현한다. 그도 그럴 것이
이 학문은 개별 대상들을 다루지 않고 일반적으로 있는 것으로서 있는 것
을 다룬다. 다시 말해 이 학문은 있는 것인 한에 있는 것에 보편적으로 속
하는 것, 즉 첫 번째 뜻에서 있는 것인 실체를 다룬다. 따라서 이 실체에
대한 탐구는 보편적이기 때문에 첫 번째의 것이라고 말해질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에서 이 두 학문은 보편성과 우선권을 두고
서로 경쟁하지 않는가? 그는 이 두 학문을 하나의 공통된 이름으로 묶지
않았다. 그러나 형이상학 안에 내재하는 이와 같은 긴장과 이중성은 두
탐구 양자의 관계를 상호 간의 어떤 기초 지움의 원리에 따라 이해하는 경
우에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원리는 다음과 같다: 존재하는 것으로서의
존재하는 것에 대한 학문은(일반 형이상학), 하나의 특권적, 탁월한 존재자
가 존재하는 것들 일반의 의미를 결정짓고 그것들을 생산하는 한, 신학, 즉
신성한, 탁월한 존재자에 대한 학문(특수 형이상학)에 의해 기초 지워진다.
하이데거는 이와 같은 형이상학의 두 질문 방식들 사이에 존재하는 기초
지움의 관계에서 형이상학의 근본적인 특성을 본다. 그도 그럴 것이 그는
형이상학을 다음과 같이 존재-신-학(Onto-theo-logie)으로 정의한다: “참되고
명확하게 사유된 형이상학은 존재-신-학이다.”8); “토대로서의 존재가 존재자
에 토대를 줄 뿐 아니라, 존재자는 자기 자신의 존재 방식으로 존재에 토대
를 부여하고 그것의 원인이 된다.”9) 이런 생각에 따르면 존재-신-학적 구성
으로 이해되는 형이상학은 개별적 존재자들(신, 코기토, 절대 정신 그리고
힘에의 의지 등) 뿐 아니라 이 탁월한 존재자들에 의해 기초 지워지는 존

7)
8)

9)

아리스토텔레스, 형이상학(1권), 129.
M. Heidegger, “Die onto-theo-logische Verfassung der Metaphysik”, Identität und
Differenz, Stuttgart, 2008, 13. Aufl. 50.
M. Heidegger, “Die onto-theo-logische Verfassung der Metaphysik”,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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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의미를 탐구 대상으로 갖는다.
이러한 관점에서 하이데거는 1924년에 데카르트의 제1철학을 일반 존재
론으로 해석한다.
데카르트는 자신의 탐구들을 제1철학에 대한 성찰들이라고 부른다. 제1철
학이라는 관념은 아리스토텔레스적이다. 이 제목은 데카르트가 자신이 일
반 존재론(ontologia generalis)의 지평 안에서 움직이고 있었다는 사실을 매
우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10)

이 문제 틀을 따를 경우, 데카르트에게서 존재자의 존재는 두 가지 상이
한 방식으로 탁월한 두 존재자 (생각하는 자아와 신)에 의해 규정되며, 이
로 인해 데카르트 철학에는 두 가지 일반 존재론 (또는 두 가지 일반 형이
상학이)이 성립하게 된다: 그 중 하나는 자아의 사유(cogitatio)에 근거하고
또 다른 하나는 신의 원인성(causare)에 근거한다. 이 구분에 대응하여 마찬
가지로 두 가지 특수 존재론 (또는 두 가지 특수 형이상학)이 존재할 것이
다: 그 중 하나는 자아를 다른 하나는 신을 탐구 대상으로 삼는다. 이 구분
에 근거하여 두 가지 존재-신-학이 구성된다.
데카르트에 대한 하이데거의 독해를 따라 장-뤽 마리옹(Jean-Luc Marion)
은 데카르트의 제1철학(또는 형이상학)을 존재-신-학적 구성 또는 “겹쳐진
존재-신-학(onto-théo-logie redoublée)”으로 해석한다. 마리옹에 따르면, 데카
르트는 사유의 존재-신-학을 원인성의 존재-신-학 위에서 겹치게 한다. 이처
럼 하이데거와 장-뤽 마리옹은 데카르트가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을
아리스토텔레스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반복했다고 본다.
그런데 형이상학의 존재-신-학적 구성 그리고 그것의 일반 형이상학과
특수 형이상학으로의 분절은 하나의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그 조건이란
다름 아닌 존재 의미의 일의성이다. 왜냐하면 두 형이상학이 유와 종의 관
계 속에서 분절되기 위해서는 모든 존재자가 일의적인 의미로 이해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존재자의 일의성의 원리는 전혀 아리스토텔레스
적이지 않다. 이 원리는 그 기원을 둔스 스코투스11)에 두고 있으며 수아레
10)

M. Heidegger, Einführung in die phänomenologische Forschung(GA, 17),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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즈와 칸트 그리고 하이데거에 의해 계속해서 받아들여졌다.12) 그리고 존재
자의 “무엇”이 아니라 존재자의 존재, 즉 존재자의 현전 방식을 묻는 형이
상학에 대한 하이데거적 의미의 존재론적 해석에서 모든 존재하는 것들의
존재 의미는 그것들이 놓여 있는 하나의 근거로부터 이해된다. 요컨대 하이
데거에 따르면 존재자의 근거로서의 존재는 모든 존재하는 것들을 무차별
적으로 하나의 의미 안에서 결정한다.
이제 다음과 같은 사실이 분명해진다. 데카르트의 제1철학 또는 형이상
학을 하나의 일반 존재론 또는 존재-신-학적 구성으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자아와 세계의 사물들 그리고 신을 존재의 일의적 지평 안에
그리고 그것들에게 일의적 존재 의미를 주는 하나의 원리 아래 모아야 한
다. 그도 그럴 것이 마리옹은 데카르트의 형이상학에서 모든 존재자의 존재
의미는 최종적으로 원인성(causare)으로서의 존재에 의해 규정된다고 주장한
다. 이 주제에 대한 마리옹의 논의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한편, 사
유의 존재-신-학의 시선에서 보면 사유하는 자아는 자신의 존재 방식
(cogitare: esse)에 따라 존재자의 의미를 “사유된 것(ens ut cogitatum)으로서
의 존재자”와 “자기 자신에 대한 사유(ens ut cogitatio sui)로서의 존재자”로
구성한다. 다른 한편, 원인성의 존재-신-학에 따르면 신의 원인성(causare:
11)

둔스 스코투스는 존재의 일의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 여러 개
념들에 대해 의심하면서도 하나의 개념에 대해서는 확신하는 모든 지성은 그
자신이 확신하는 하나의 개념을 소유하며, 이 개념은 그가 의심하는 다른 개
념들과는 다르다. 주어는 술어를 포함한다. 그러나 여행자의 지성[인간 지성:
인용자]은 신이 유한한 존재자인이 무한한 존재자인지 또는 창조된 존재자인
지 창조되지 않은 존재자인지에 대해서 의심하면서도 신에 대해 그것이 하나
의 존재자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 따라서 신의 존재에 대한 개념은 이 개
념과도 저 개념과도 다르다. 그 자체로 보았을 때 이 신의 존재에 대한 개념
은 이 개념도 저 개념도 아니고, 이 두 개념 모두에 포함된다. 따라서 그것은
일의적이다.”, D. Scot, Sur la connaissance de Dieu et l’univocité de l’étant,

12)

introduction, traduction et commentaire par Olivier Boulnois, Paris, 1988, 95.
이와 같은 형이상학의 분절은 존재자의 일의적 기초 위에서만 가능하다. 이
점에 관해서는 A. de Muralt, dans sa traduction analytique d’Aristote, les
Métaphysiques, Paris, 2010, 326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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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se)이 존재자의 의미를 “생산된 것으로의 존재자(ens ut causatum)” 와 “자
기 원인(ens ut causa sui)으로서의 존재자”로 규정한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신(Deus qui potest omnia)”과 달리 형이상학의 신(causa sui)은
다른 모든 존재자들과 마찬가지로 원인성의 원리(causa sive ratio)에 종속된
다; 그런데 이 두 존재-신-학은 병렬적으로 놓이지 않고 하나가(사유의 존
재-신-학) 다른 하나(원인성의 존재-신-학) 위에 겹쳐진다.13)
이 존재론적 독해에 따르면 데카르트의 제1철학이 탐구하는 “모든 첫 번
째의 사물들”14)은 존재자의 존재 의미의 토대가 되며, 제1철학의 일반성은
모든 사물들에 적용될 수 있는 존재자의 존재의 일반성을 뜻하게 된다. 그
리고 이 관점은 데카르트의 제1철학이 모든 사물들을 마치 보편 수학의 대
상인 듯 다룬다고 전제한다.

III. 데카르트의 보편수학(Mathesis universalis)과 제1철학
데카르트에게 있어 인식은 실체(ousia, substantia) 또는 사유 밖에 실재하
는 사물의 본질에 대응하지 않는다. 이런 이유로 그는 하나의 사물을 정의
하기 위해 존재의 범주들에 의지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도 그
럴 것이, 정신 지도를 위한 규칙들 이래 데카르트는 실체의 질서에 근거
하는 인식 방식을 거부하고 사물들을 우리 인식의 순서에 따라 고려하려
했다: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첫 번째는, 각각의 사물은 우리 인식과 관계
하는 순서에 따라, 즉 그것이 실제로 현존할 때 우리가 그것에 대해 말하는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고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15)
13)
14)

J.-L. Marion, “Descartes et l’onto-théologie”, Descartes, Paris, 2007, 74.
“나는 거기에서 [제1철학에 대한 데카르트의 성찰에서: 인용자] 신과 영혼에
대해서만 특별히 다루지 않고, 우리가 철학하면서 알 수 있는 모든 첫 번째
사물들을 일반적으로 다루었습니다.” Descartes à Mersenne, 11 novembre 1640,
René Descartes, OEuvres, publiées par Charles Adam et Paul Tannery, nouvelle
présentation en coédition avec le CNRS, Tome III, Paris, 1964-1974, 235. 이하
데카르트 전집을 인용하는 경우 AT라 쓰고 권수와 쪽수를 표기한다.

데카르트의 제1철학 239

규칙들에서 표명된 원리들에 따르면, 인식한다는 것은 모든 사물들을
순서와 척도에 따라 탐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모든 인식들은 하나의
학문, 즉 “순서와 척도에 의해 연구될 수 있는 것을 모두 포괄하는 어떤 일
반적인 학문”16)에 관계된다. 데카르트는 이 학문을 보편 수학(Mathesis
universalis)이라 부른다. 이 학문은 모든 사물들을 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에
서 보편적이라 말해진다: “모든 것은 특정한 계열로 배치될 수 있다”17). 그
리고 이 학문이 일종의 수학인 이유는 보편 수학에서 “계열은 어떤 종류의
존재자(aliquod genus entis), 즉 철학자들이 자신들의 범주 안에 설정한 것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하나가 다른 것에서 인식될 수 있는 한에
서 모든 것이 특정한 계열로 배치”18)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하나의 사물을 계열과 척도에 따라 인식하기 위해서는 이 사물의
성질들과 형상들이 제거되어야 한다. 그도 그럴 것이 하나의 사물을 인식하
기 위해 데카르트는 오직 우리 정신에 의해 명석하고 판명하게 알려지는
단순 관념들만을 고려한다. 제 7규칙은 세 가지 종류의 단순 관념을 제시한
다. 첫 번째로 인식, 의심, 무지 그리고 의지와 같은 순수하게 지성적인 단
순 관념들; 두 번째로 모양, 연장 그리고 운동과 같은 순수하게 물질적인
단순 관념들; 세 번째로 현존, 단일성, 지속 그리고 이와 유사한 것들과 같
은 물질적인 것과 지성적인 것들에 공통된 단순 관념들.19) 그런데 규칙들에
따르면 인식한다는 것은 단순 관념들을 연결하고 비교하는 것을 뜻한다.
“세 번째 결론은 이런 단순 본성이 다른 것과 합성할 때 어떻게 동시에 접
합되는지를 판명하게 아는 것에 인간의 모든 지식이 성립하다는 점이다.”20)
이와 같이 데카르트의 보편 수학은 존재에 대한 탐구로 이해된 형이상학
15)

R. Descartes, Regulae ad directionem ingenii, AT X, 418; 방법서설, 정신지도를
위한 규칙들, 이현복 옮김, 문예출판사, 1997, 84. 이하 정신지도를 위한 규

16)
17)
18)
19)
20)

칙들은 규칙들이라 쓰고 쪽수를 표기한다.
R. Descartes, Regulae, AT X, 378; 규칙들, 37.
R. Descartes, Regulae, AT X, 381; 규칙들, 41.
R. Descartes, Regulae, AT X, 381; 규칙들, 41.
R. Descartes, Regulae, AT X, 419; 규칙들, 86.
R. Descartes, Regulae, AT X, 427; 규칙들,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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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부재로 특징 지워질 수 있다. 그러나 이 배제가 보편 수학에서 형이상학
이 완전히 부재하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 이 반
론에 따르면 데카르트의 보편 수학은 실체(ousia, substantia)의 존재론을 인
식론적으로 거꾸로 세워 놓은 결과, 다시 말해 고대 존재론의 주제들을 인
식의 질서 안으로 옮겨 놓은 결과이다. 그런데 보편 수학이 하나의 존재론
으로 해석되기 위해서는 존재의 일의적 의미가 (또는 존재자의 존재를 위
한 하나의 선험적 지평이) 개별적 인식 행위들에 앞서 전제되어야 한다. 따
라서 다음과 같이 질문이 제기된다: 규칙들에서 순서와 척도가 인식 대
상을 위한 하나의 존재 의미로, 즉 모든 가능한 인식 대상들에 앞서 주어져
있는 그것들을 위한 토대로 생각되어졌는가? 아니면 이것들은 다양한 인식
행위들을 통해 연속적으로 발견, 확인되는가? 어쨌든 분명한 것은 규칙들
에 대한 존재론적 독해는 질서와 척도를 “대상의 존재(l’Être de l’objet)”21)
로 또는 존재자들의 일의적이고 단일한 지평으로 해석하는 한에서만 가능
하다는 점이다. 우리는 이 해석의 출처를 1923-1924년 하이데거의 강의에서
발견할 수 있다.
데카르트는 [···] 자기 자신 안에 단순성의 성질을 가진 대상들에 부합하는
어떤 확실한 순서를 얻으려 했다. 이 단순한 대상들의 열거는 데카르트가
거기에 존재의 다양한 영역들을 위한 하나의 단일한 차원, 즉 모든 대상적
인 것들의 동등한 단순성의 차원을 전제하는 한에서 중요하다. 이것들은
순수하게 정신적인 사물, 순수하게 물질적인 사물, 공통된 사물이다.22)

이 하이데거의 독해는 데카르트의 보편 수학이 모든 대상에 구분 없이
일의적으로 적용된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의 단일한 지평 안에서 수행된다
는 것을 전제한다. 이 관점에 따르면, 보편 수학은 인식론에 한정되지 않고,
비록 숨겨진 방식이기는 하지만, 인식 대상의 존재론을 전제한다.
우리는 규칙이 이 대상들 [수학적 대상들: 인용자]로부터 얻어졌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카르트는 거기에서 머물지 않는다. 왜 그
21)
22)

J.-L. Marion, Sur l’ontologie grise de Descartes, Paris, 1975, 184.
M. Heidegger, Einführung in die phänomenologische Forschung(GA 17),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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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그 자신이 말하길 절대적인 명석함과 판명함과 함께 주어지는 대상들
에 머물지 않는가? 왜냐하면 그 대상들은 근본적 학문을 위한 절대적 토대
를 마련해주지 않기 때문이다; 그도 그럴 것이 이 학문은 제1철학(prima
philosophia), 고대적 의미의 존재론이다. 데카르트는 규칙들의 의미에서 존
재, 즉 생산된 존재(Verursachtsein), 신의 존재에 대해 진술하길 원한다. 그
러나 그는 이것을 수학적 명제들을 수단으로는 해낼 수 없다. 전체적인 고
려는 고대 형이상학적 의미의 제1철학의 축을 따라 전개되며, 인식이론과
는 아무 관련이 없다.23)

더 나아가 장-뤽 마리옹은 제1철학의 성찰을 보편 수학의 개별적 경우
로 읽는다: “모든 성찰들을 방법적인 순서화의 한 경우로 다시 읽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24) 그도 그럴 것이, 마리옹에 따르면, 제1철학이 찾는 “모든
첫 번째 사물들”은 그것의 존재 의미가 일의적인 단순 본성들로 번역될 수
있다: "성찰은 매우 정당하게 그것들의 형이상학적 구상을 단순 본성들의
매개를 통해 수행한다; 뿐만 아니라 성찰의 기획은 이 용어들로 완전하
게 설명된다.”25) 이 관점에서 보면 데카르트의 제1철학의 대상인 “우리가
철학하면서 일반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모든 첫 번째 사물들”의 보편성 또
는 일반성은 보편 수학의 보편성에서 유래한다. 그리고 데카르트의 형이상
학은 규칙들이 앞서 세워 놓은 존재론적 토대로부터 하나의 존재-신-학으
로 구성된다고 말해질 것이다.
그러나 이 해석이 주장하는 바와 달리, 데카르트는 제1철학에 대한 성
찰에서 더 이상 보편 수학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 그는 오직 물질적 본성
에 대한 제 5성찰의 논의에서 “순수하고 추상적인 수학(pura et abstracta
Mathesis)"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뿐이다. 그리고 제 6성찰에서 영혼과 육체
의 결합은 두 단순 본성을 결합한 결과가 아니라 첫 번째 사실로 파악된다.
23)
24)
25)

M. Heidegger, Einführung in die phänomenologische Forschung(GA 17), 238.
J.-L. Marion, Sur le prisme métaphysique de Descartes, 71.
J.-L. Marion, “Quelle est la méthode dans la métaphysique. Le rôle des natures
simples dans les Méditations”, Questions cartésiennes, Paris, 1991, 108. 마찬가지
로 마리옹의 다음의 논문을 참조할 것. J.-L. Marion, “Cartesian metaphysics and
the role of the simple natures”, The Cambridge companions to Descartes, éd. J.
Cottingham, Cambridge, 1992,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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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사유하는 자아의 현존은 사물들을 질서와 척도에 따라 배치하는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제 1성찰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형이상학적 회의가 펼치는
극단적이고 비상한(extra-ordinaire) 경험에 의해서 발견되고 긍정된다. 이 뿐
아니라 데카르트가 제 3성찰에서 관념들을 실재성의 정도에 따라 고려하고
비교하는 경우에도 그가 염두에 두는 인식의 방식은 사물들의 환원과 복합
에 근거하는 보편 수학이 아니라 결과에서 원인으로 나아가면서 모든 척도
를 넘어서는 무한한 최고의 힘에까지 이르는 탐구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제
3성찰의 논의는 일종의 역학적 원리에 의존하고 있다고 말해야 하지 않을
까? 한 마디로 말해, 데카르트가 성찰에서 단순 본성들을 다시 취하는 경
우에도 그것들을 발견하는 성찰의 경험들은 사물들을 순서와 척도에 따라
배치하는 보편 수학의 방법으로 환원될 수 없다.

IV. 데카르트의 제1철학과 형이상학
데카르트의 제1철학에 대한 하이데거적인 의미의 존재론적 독해가 주장
하는 것과 달리 성찰의 저자는 존재 일반의 의미를 찾으려 하지 않았으
며 존재자 전체를 설명하기 위한 형이상학적 또는 존재론적 체계를 세우려
하지도 않았다. 그도 그럴 것이 그에 따르면 무한한 존재인 신은 창조된 유
한한 사물과 일의적인(univoce) 방식으로 말해지지 않는다.26) 그리고 데카르
트의 신은 원인성의 원리(causa sive ratio)와 같은 형이상학적 원리에 종속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신은 모든 원리의 창조자로서 무한하며, 부동적이며,
영원하고, 독립적이고 최고의 힘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이다.27) 데카르트가
카테루스(Caterus)와의 서신에서 신을 어떤 방식으로(quodammodo) 자기 원
인(sui causa)인 존재라고 정의할 때28), 그의 의도는 신을 피조물과 함께 동
26)

27)
28)

“따라서 실체라는 이름은 학교에서 행해지듯이 신과 신의 도움 없이는 존재
할 수 없는 실체들에게 동일한 의미로 붙여질 수가 없다.” R. Descartes,
Principia, AT VIII, 24, 원석영 옮김, 철학의 원리, 아카넷, 2002, 42.
R. Descartes, Meditationes de prima philosophia, AT VII, 45 참조.
R. Descartes, Responsio authoris ad primas obiectiones, AT VII,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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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 형이상학적 원리 아래 또는 일의적인 존재 의미의 지평 안에 위치시
키려는 것이 아니었다. 그도 그럴 것이 카테루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신의
자기 원인성은 넘치고 고갈되지 않는 힘을 의미하는 긍정적인 무한성과 연
관된다.29) 다른 한편, 데카르트의 실체 이론에 따르면, 실체라는 이름은 정
신과 물체에게 동일한 의미로(univoce) 붙여진다.30) 그런데 사물들이 실체로
고려되고 정신과 육체가 두 유한 실체로서 일의적인 방식으로 파악되는 것
은 오직 제 3성찰에서와 같이 사물들을 실재성의 정도에 따라서, 즉 인과성
의 원리에 따라서 분류하는 맥락에서이다: 정신과 물체는 그것들이 실체로
고려되는 한 모두 하나가 다른 하나에 의존함 없이 스스로 지속하는 것으
로 이해되지만, 양자 모두는 동일하게 무한한 실체인 신의 조력 없이는 지
속할 수 없는 유한 실체이다. 그러나 제 6성찰은 자아와 외부 세계의 관계
의 문제를 더 이상 두 실체 간의 관계로 고려하지 않고 삶에의 유용성의
관점 또는 쾌와 불쾌의 관점에서 다룬다.31) 이처럼 데카르트는 자아와 외
부 사물의 관계를 일의적인 방식으로 고찰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데카르트
의 제1철학은 존재의 일반성과는 다른 종류의 일반성을 겨냥한다고 보아야
하지 않을까? 이제 데카르트가 제1철학을 무엇으로 이해했는지 살펴보자.
성찰의 출판을 준비하던 시기에 데카르트는 자신의 주저에 제목을 달
기 위해 제1철학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1640년 11월 11일 메르센느 신부
에게 보내진 편지에서 데카르트는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힌다.
나는 당신에게 보내드리기 위한 나의 형이상학을 어제 드 주이리셈 (De
Zuylichem) 씨에게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는 8일 안에 그것을 보낼 것입니
다. 왜냐하면 내가 그에게 내 형이상학을 볼 시간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거기에 어떤 제목도 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 가장 적절
한 제목은 제1철학에 대한 데카르트의 성찰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나는
거기에서 신과 영혼에 대해서만 특별히 다루지 않고, 우리가 철학하면서
알 수 있는 모든 첫 번째 사물들을 일반적으로 다루었습니다.32)
29)
30)
31)
32)

R. Descartes, Responsio authoris ad primas obiectiones, AT VII, 109∼110.
R. Descartes, Principia, AT VIII, 24; 철학의 원리, 43.
R. Descartes, Meditationes, AT VII, 74∼75 참조.
Descartes à Mersenne, 11 novembre 1640, AT III, 235. 이 편지의 두 번째 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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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카르트가 성찰의 주제를 형이상학이라는 용어보다는 제1철학이라는
용어를 통해 표현하길 원했다면, 이는 성찰이 어떤 특정한 사물들 (신,
영혼, 천사 등) 만을 다루지 않고 순서에 따라 철학하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모든 첫 번째의 사물들(toutes les premières choses) 일반을 다루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찰에서 전개된 데카르트의 철학은 그 자신이 1630년
에 세운 형이상학 기획으로부터 이해될 수 없다. 그도 그럴 것이 데카르트
는 1630년 11월 25일 메르센느 신부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자신이 프리즈
(Frise) 에서 작은 논문을 하나를 쓰기 시작했다고 알리면서33), 이 형이상학
의 주된 목적은 신의 존재와 육체로부터 분리된 우리 영혼들의 존재를 증
명하는 데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그런데 제1철학에 대한 데카르트의 이와 같은 정의는 제1철학의 일반성
이 형이상학 영역의 확장에 근거하는 것인지 아니면 형이상학이라는 특수
한 영역을 포함하는 제1철학의 일반성에서 기인하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제기한다. 데카르트에게서 제1철학과 형이상학은 어떤 관계에 놓여 있는가?
형이상학과 제1철학의 관계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사실에 주목해볼 필
요가 있다: 1640 년 메르센느에게 보내는 서신에서 데카르트는 제1철학에
대한 성찰을 일컬어 “내 형이상학” 또는 “형이상학에 대한 내 글”이라 부
른다.34) 그리고 1647년 출판된 성찰의 프랑스어 번역의 제목은, 비록 형
용사의 형태이기는 하나, 형이상학이라는 용어를 다시 취한다. 제1철학에

에서 데카르트는 다음과 같이 쓴다: “결국 당신에게 형이상학에 대한 제 글을
보냅니다. 거기에 나는 아무런 제목을 달지 않았습니다. [···] 제 생각에 그것
을 이전 편지에서 제가 썼듯이 제1철학에 대한 성찰이라 부를 수 있을 것입
니다; 왜냐하면 나는 거기에 신과 영혼만을 다루지 않고 우리가 순서에 따라
철학하면서 인식할 수 있는 모든 첫 번째 사물들 일반에 대해 다루었기 때문
33)

입니다.” Descartes à Mersenne, 11 novembre 1640, AT III, 238∼239.
Descartes à Mersenne, 25 novembre 1630, AT I, 182. 또 데카르트는 메르센느
신부에게 보내는 1637년의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쓴다: “바로 8년 전 나는 라

34)

틴어로 형이상학의 시작을 썼다.” Descartes à Mersenne, mars 1637, AT I, 350.
Descartes à Mersenne, 28 octobre 1640, AT III, 216. 또 다음을 참조: Descartes
à Mersenne, 11 novembre 1640, AT III, 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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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데카르트의 형이상학적 성찰. 또한 철학의 원리를 위한 편지 형태
의 서문에서 데카르트는 형이상학을 제1철학의 지위로까지 끌어 올리는 것
처럼 보인다: “이 책[철학의 원리: 인용자]은 네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첫 번째 부분에는 인간 인식의 원리들이 담겨 있는데, 이는 제1철학이나
형이상학으로 불리는 것과 동일한 것이다.”35). 이 같은 사실로부터 우리는
데카르트에게 있어 형이상학과 제1철학이 동일한 것을 의미한다고 결론을
이끌어내야만 하는가?
이 질문에 답하기에 앞서, 데카르트의 사유 안에서 형이상학이 개념적
변화를 겪지 않았더라면 그가 이처럼 두 용어를 병렬적으로(“제1철학 또는
형이상학”) 사용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해두자. 왜냐하면 그
가 신과 영혼과 같은 특수한 대상들에 대한 탐구로 정의된 형이상학을 제1
철학과 거의 대등한 것으로 놓았을 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도 그럴 것이,
데카르트는 철학의 원리의 서문에서 형이상학은 신과 영혼 뿐 아니라 다
른 형이상학적 대상들, 즉 비물질적이고 형이상학적인 사물들 일반을 대상
으로 삼는다고 밝힌다.36) 더 나아가 철학의 원리의 저자는 형이상학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명확하고 단순한 개념들” 또한 다룬다고 말한다. 이
로부터 다음과 같은 결론이 나온다. 데카르트에게 있어 형이상학의 대상들
은 영혼과 신 그리고 모든 비물질적인 사물들 외에도 이것들로부터 유래하
는 모든 개념들, 즉 인간 사유가 철학하면서 발견할 수 있는 물질적이지 않
은 모든 첫 번째 사물들을 포함한다.
그렇다면 이렇게 범위가 수정, 확장된 형이상학과 제1철학 사이에는 어
떤 관계가 성립하는가? 어떤 데카르트 주석가들은 데카르트 텍스트에서 두
용어가 형이상학의 중요한 개념적 변화의 기초 위에서 거의 구분 없이 사
용된다고 주장한다.37) 그렇다면 데카르트가 성찰의 제목을 형이상학이

36)

R. Descartes, Lettre-préface des Principes, AT IX-II, 16; 철학의 원리, 538.
AT IX-II, 10; 철학의 원리, 532: “[···] 비물질적인 것 혹은 형이상학적인 것

37)

들 [···]”.
이 입장은 장-뤽 마리옹과 드니 캉부슈네에 의해 지지되었다. 다음을 참조.

35)

J.-L. Marion, Sur le prisme métaphysique de Descartes, 38; D. Kambouchner, Les
Méditations métaphysiques de Descartes. Introduction générale. Premiè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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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닌 제1철학으로 지으려 했다는 사실은 단순한 “선호”38)의 문제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데카르트의 제1철학은 비물질적인 사물들의 영역 안에서만 첫 번
째 사물들을 찾는 형이상학으로 완전히 환원될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철학하면서 알 수 있는 모든 첫 번째 사물들”은 형이상학의 영역에 전적으
로 속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도 그럴 것이 제1철학은 윤리와 영혼과 육체의
결합으로서의 인간에 대한 학문을 위한 토대들이 되는 “첫 번째 사물들”도
탐구한다. 제 6성찰이 영혼과 육체의 결합으로 이해된 자아, 즉 “제한된 사
물(res limitata)”을 다룬다는 것은 이에 대한 중요한 증거이다. 요컨대, 데카
르트 사유에서 형이상학의 범위의 확장은 제1철학의 일반성을 반영하지 그
반대가 아니다.

V. 영혼과 육체의 결합으로서의 인간과 제1철학
데카르트에게 있어 영혼과 육체의 결합에 대한 원초적 관념(notion
primitive)은 철학함 없이39) 그리고 우리의 의지와 무관하게 경험되는 우리
삶의 첫 번째 사실이다.40) 따라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육체에 결합된 것으

38)
39)

40)

Méditation, Paris, 2005, 47.
D. Kambouchner, Les Méditations métaphysiques de Descartes, 47.
Descartes à Elisabeth, 28 juin 1643, AT III, 694: “결합의 관념은 [···] 각자가
항상 자기 안에서 철학함 없이 느낀다.”
데카르트는 다음의 세 가지 원초적 관념들을 제시한다: 사유에 대한 관념, 연
장에 대한 관념, 영혼과 육체의 결합에 대한 관념. 원초적 관념에 대한 설명
은 Descartes à Elisabeth, 21 mai 1643, AT III, 665; Descartes à Elisabeth, 28
juin 1643, AT III, 691~692 참조. 이 원초적 관념 각각은 오직 자기 자신으로
부터만 이해되며 하나를 다른 하나에 비교하는 것을 통해 알려지지 않는다.
(Descartes à Elisabeth, 28 juin 1643, AT III, 691 참조) 따라서 데카르트에게 있
어 영혼과 육체의 관념은 두 실체에 대한 관념을 결합한 결과로 주어지지 않
고 그 자체로 주어지는 첫 번째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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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느끼기 위해 이 사실의 이유에 대해 질문할 필요가 없다. 그도 그럴 것
이 결합에 대한 관념은 무엇보다도 먼저 삶의 수동성의 경험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41) 그렇다면 이 영혼과 육체에 대한 원초적 관념을 철학의 영역
아래에 놓아야 하는가?42) 데카르트는 삶의 영역과 철학을 분리하였는가?
41)

이처럼 철학의 영역 밖에서 수동적으로 주어지는 영혼과 육체의 결합으로서
의 자아를 하이데거의 현사실성(Faktizität)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
는가? 장-뤽 마리옹은 모든 개념에 앞서 경험의 사실로 주어지는 영혼과 육체
의 결합을 설명하기 위해 하이데거의 용어인 현사실성(Faktizität)을 사용한다.
여기서 주목할 사실은 이 용어가 자연적이지 않은 것을 의미하는 라틴어 단
어 facticius에서 유래한다는 점이다. 어원에 비추어보면 이 용어는 만들어진
또는 생산되어진 어떤 것을 가리키기 위한 말이다. 그도 그럴 것이 하이데거
에 있어 이 용어는 모든 개념적 규정에 앞서 생산되어 있는 또는 주어져 있
는 적나라한 있음의 사실을 가리킨다. 그리고 하이데거나 현대 현상학자들에
따르면 이 현사실성은 완결된 어떤 것이 아니라 그것의 근거나 그것의 생산
자로서의 기원으로부터 해석되어야 할 어떤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마리옹은
데카르트의 사유에서 영혼과 육체의 결합으로서의 자아는, 두 존재-신-학에서
는 등장하는 자아의 형상들과 다르게, 신의 전능함 또는 “모든 것을 할 수 있
는 신”에 의해 직접 주어지는(생산되는) 현사실적 존재로 나타난다고 주장한
다.(J.-L. Marion, Sur la pensée passive de Descartes, Paris, 2013, 168 참조). 그
러나 그의 해석과 달리, 영혼과 육체의 결합으로서의 인간이 등장하는 제 6성
찰은 신의 전능함(omnipotenz Dei)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 제6성찰의 신은 자
연의 설립자로 등장하는데, 이 신은 전능함이 아니라 선함(bonitas)을 통해 특
징 지워진다. 그리고 제6성찰에서 나타나는 신의 선함에 대한 관념은 자아의
현존의 기원의 문제가 아니라, 만일 자연이 자연의 빛(이성)을 통해 진리들을
알려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삶에서 만나는 사물들의 편리함과 불편함
(또는 쾌와 불쾌)에 대한 인식에서 속지 않을 수 있는지의 문제와의 연관 속
에서 등장한다. 게다가 제1성찰에서 자아는 의지의 자유로운 사용을 통해 “모
든 것을 할 수 있는 신”과 악령에 의해 생산되는 적나라한 있음의 사실과 거
리를 취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긍정한다. 따라서 데카르트적 자아는

42)

어떤 방식으로도 하이데거가 말하는 현사실성이라는 용어를 통해 이해될 수
없다.
이 견해는 페르디낭 알키에(Ferdinand Alquié)에 의해 지지되었다. F. Alqui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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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데카르트는 성찰의 요약에서 정신과 신체의 밀접한 통일이 제1
철학의 주제임을 분명하게 밝힌다: “마지막 제 6성찰에서는, 오성의 활동이
상상력의 활동과 구분되고, 이 구별의 징표가 제시되고 있다. 나아가 정신
과 신체가 실재적으로 구별된다는 것이 증명되지만, 정신은 신체와 밀접하
게 결합되어 통일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 밝혀진다.”43) 그렇다면 어떤 방식
으로 철학함 없이 우리에게 지각되는 영혼과 육체의 결합이 철학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다음의 사실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 제 6성찰
에서 자아를 영혼과 육체의 결합으로 정의할 때 이 결합은 우리가 철학함
없이 받아들이는 지각 또는 관념으로서가 아니라 유한한 인식 능력을 가진
하나의 제한된 사물(res limitata)44)로서 고려된다. 이 사물이 바로 제1철학이
발견하고자 하는 “모든 첫 번째의 사물”들에 속하는 것이다. 달리 말해, 삶
속에서 우선 철학에 의존함 없이 느껴지는 결합으로서의 자아는 곧 이어
철학적으로 해명되어야 할 “제한된 사물”로 다루어진다. 즉, 이 사물은 그
자신의 현존의 방식의 관점에서, 즉 영혼과 육체의 관계(상호작용)의 관점
에서 또는 진리 인식의 관점에서 설명되어야 한다.
엘리자베스 공주에게 전하는 데카르트의 말에 따르면 영혼과 육체의 결
합의 방식은 성찰에서 설명되지 않았다: “전하가 친히 읽어 주신 성찰
에서 저는 영혼에만 속하는 관념들을 육체에만 속하는 관념들과 구분하면
서 보여주려 했습니다. 제가 곧 이어 설명해야 할 첫 번째의 것은 영혼과
육체의 결합에 속하는 관념들을 육체에만 그리고 영혼에만 속하는 관념들
없이 이해하는 방식입니다.”45) 또 3년 후 클레어슬리에(Clerselier)에게 보내
는 편지에서 데카르트는 자신이 그때까지 설명한 적이 없었던 영혼과 육체
사이의 결합에 대한 설명을 제공한다.46) 잘 알려져 있다시피, 데카르트는

43)

44)
45)

La découverte métaphysique de l’homme chez Descartes, Paris, 2000, 6e éition,
311.
R. Descartes, Meditationes, AT VII, 15; 제일철학에 대한 성찰, 이현복 옮김,
문예출판사, 1997, 32. 이하 한국어 번역본은 성찰로 표기하고 쪽수를 쓴다.
R. Descartes, Meditationes, AT VII, 84; 성찰, 115.
Descartes à Elisabeth, 21 mai 1643, AT III, 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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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혼과 육체의 결합을 중력과 비교하면서 설명한다.
그런데 제6성찰은 이미 진리 인식의 관점에서 정신과 육체의 결합으로서
의 자아를 철학의 영역으로 이끌었다. 그도 그럴 것이 제6성찰은 “제한된
사물”로 정의된 자아를 그의 철학의 중심적 관심인 오류를 피하고 교정하
는 문제와 연관시킨다. 그는 먼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제 이 고찰을 통
해, 내 본성이[정신과 육체의 결합으로서의 인간의 본성: 인용자] 빠지기 쉬
운 모든 오류를 알게 되었을 뿐 아니라, 이것을 쉽게 피하고 바로잡을 수도
있게 되었다.”47) 이 다음의 문장에서는 그는 우리의 감각에 의해 매우 일
상적으로 표상되는 사물들에 대해 우리가 속지 않기 위해서 기억과, 이성적
사유 그리고 오성을 잘 이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48) 이 논의에 따르면 의
지(또는 자유)가 오성에 능동적인 작용을 하듯이 마찬가지로 이성과 의지가
감각에 의한 사유에 능동적인 작용을 한다.
이성과 의지의 올바른 사용은 데카르트 사유의 중심 주제이다.49) 이는
그가 영혼과 육체로서의 인간의 문제를 다룰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도 그
럴 것이 수동성 속에 주어지는 정념들을 이성과 자유로운 의지를 통해 올
바르게 사용할 때에 데카르트적 자아는 자신의 가장 완성된 모습에 도달한
다: 관대함(générosité)의 자아.

VI. “모든 첫 번째 사물들”
데카르트가 성찰에서 발견한 첫 번째 사물들에 대해 간략하게 열거해
보자. 의심의 여지없이 명석하게 인식되는 첫 번째 사물은 사유하는 사물이
46)

47)
48)
49)

“[···] 내가 아직 설명한 바 없는 영혼과 육체 사이의 결합 [···]”, Descartes à
Clerselier le 12 janvier 1646, AT IX-1, 213.
R. Descartes, Meditationes, AT VII 89;성찰, 121.
R. Descartes, Meditationes, AT VII 89;성찰, 121.
이 생각은방법서설의 다음 구절에서 잘 나타나 있다: “왜냐하면 좋은 정신
을 지니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으며, 그것을 잘 사용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R. 데카르트, 방법서설, 이현복 옮김, 문예출판사, 1997, 146.

250 철학논집(제43집)

다.(제 2성찰) 이 사유하는 사물은 보편 수학의 대상으로 환원될 수 없는데,
이는 그것의 본질이 사유 행위에 있기 때문이다. 곧 이어 제3성찰에서 그는
규칙들에서 등장했던 “실체, 지속 그리고 수” 와 같은 단순 본성들을 의
심할 수 없는 사물들로 제시한다. 또 제3성찰에서 데카르트는 모든 순서와
척도를 넘어 서는 무한한 신의 현존을 증명한다. 그리고 제4성찰에서 인간
은 자신이 가진 무한한 의지 덕분에 신의 이미지(imago Dei)로 등장하는데,
이 이미지는 보편 수학을 통해 측정되고 구성될 수 없다. 데카르트가 물질
적 본성을 수학(mathesis)의 대상으로 제시하는 것은 제5성찰에서이다: “순
수한 수학의 대상인 물질적 본성”(natura corporea quae est purae Matheseos
objectum)50). 그러나 제5성찰의 순수 수학은 더 이상 보편 수학을 지시하지
않는다. 그도 그럴 것이 이 학문은 물질적 세계의 가지성의 원리로서의 “자
연학”을 의미한다.51) 끝으로, 제6성찰에서 인간은 육체에 결합된 사물, 즉
“신체와 일치를 이루고 있는 하나의”(unum quid cum illo[corpore: 인용자])52)
“제한된 사물”(res limitata)로 제시된다.
이제 데카르트가 철학의 원리 48절에서 어떻게 “우리가 지각하는 모든
것들”을 분류하는지 살펴보자. 그는 이 분류를 통해 제1철학의 대상들을 일
종의 범주의 형태로 제시한다. 우선 그는 “우리 지각에 주어지는 모든 것
들”을 두 가지 종류로 나눈다: “우리가 지각하는 것들은 사물이나 사물의
상태나 혹은 우리의 사고 외부에는 존재하지 않는 영원한 진리로 간주될
수 있다.”53) 그리고 첫 번째 종류는 사물은 다시 네 가지로 구분된다.
1. 가장 일반적인 사물들: “실체와 지속과 순서와 수 같이 모든 류의 사
물에 미치는 사물들”54).
2. 지성적인 사물들, 다시 말해 정신 혹은 사유하는 실체에 속하는 사물
들: “오성과 의지 그리고 인식과 의지의 모든 양태들은 사유하는 실체에 속
50)
51)

52)
53)
54)

R. Descartes, Meditationes, AT VII, 71; 성찰, 101.
성찰에서 나타나는 수학(mathesis) 내용의 변화에 대해서는 F. de. Buzon, La
science cartéienne et son objet. Mathesis et phénomène, 2013, 97∼126을 참조.
R. Descartes, Meditationes, AT VII, 81; 성찰, 112.
R. Descartes, Principia, AT VIII, 22; 철학의 원리, 40.
R. Descartes, Principia, AT VIII 22-23; 철학의 원리,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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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55)
3. 물질적인 사물들: “[···] 물질적인 것들, 혹은 연장 실체에 속하는, 다시
말해 물체에 속하는 것들”56)
4. 영혼과 육체의 결합에서 유래하는 사물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안에
서 경험하는 다른 어떤 사물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정신에만 속하는 것도
아니며 또 물체에만 속하는 것도 아니다. 나중에 설명하게 되겠지만 그것들
은 정신과 육체의 긴밀하고 내밀한 결합으로부터 유래하는 것들로 식욕, 갈
증 등등이 그러한 것들이다.”57)
두 번째 종류는 오직 사유 안에만 존재하는 것들, 즉 영원한 진리들을
포괄한다. “우리가 ‘무로부터는 어떤 것도 나올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할 때
우리는 ‘무로부터는 아무 것도 나오지 않는다’라는 명제를 존재하는 것이나
존재하는 것의 양태로 보지 않고 영원한 진리로 간주한다.”58)
이처럼 철학의 원리의 저자는 제1철학의 대상들에 대해성찰에서 보
다 더 체계적이고 확장된 방식으로 서술한다. 그도 그럴 것이 이제 데카르
트는 “모든 첫 번째 사물들”을 일종의 범주의 형태로 제시할 뿐 아니라 제
1철학의 대상들에 영원한 진리들과 같은 원리들을 포함시킨다.
그리고 데카르트는 1646년에 클레어스리에(Clerselier)에게 보내는 편지에
서 원리라는 용어로 제1철학의 대상들을 설명한다.
나는 오직 원리라는 단어가 다양한 의미로 받아들여 질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매우 명석하고 일반적이어서 우리가 나중에 인식할 모든 존재들,
존재자들을 증명하기 위한 원리로 삼을 수 있는 공통 관념에 대한 탐구와
그것의 현존이 다른 어떤 존재의 현존보다 더 잘 알려져서 우리가 다른
현존들을 인식하는데 원리로 삼을 수 있는 한 존재에 탐구가 별개라는 것
을 덧붙인다.59)

55)
56)
57)
58)
59)

R. Descartes, Principia, AT VIII, 23; 철학의 원리, 40.
R. Descartes, Principia, AT, VIII, 23; 철학의 원리, 40.
R. Descartes, Principia, AT VIII, 23; 철학의 원리, 40.
R. Descartes, Principia, AT VIII, 23; 철학의 원리, 41.(약간 수정)
Descartes à Clerselier, juin ou juillet 1646, AT IV, 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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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편지에 따르면 철학의 원리 48, 49절에서 제시된 “우리 지각에 주
어지는 모든 것”들의 두 종류는 원리의 두 유형에 부합한다. 그리고 철학
의 원리(1647)가 집필되고 출판되었던 시기에 “모든 첫 번째 사물들”에 대
한 탐구는 원리들에 대한 탐구가 된다. 이 시기에 데카르트는 원리들에 대
한 탐구로 철학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한다.
나는, 그러한 지식[지혜로서의 철학: 인용자]이 그러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제1원인들로부터 이끌어내져야 하며, 따라서 그러한 지식을 획득하기 위해
서는 (이것이 원래 철학한다는 의미인데) 제 1원인들, 즉 원리들에 대한 탐
구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일렀을 것이다.60)

제1철학은 모든 다른 사물들을 인식하기 위해 쓰일 수 있는 “모든 첫 번
째의 사물들”을 탐구한다. 이 탐구는 인간 정신에게 일반적이고 학문들을
구상하는데 필수적인 흡사 범주와 같은 지식들을 끊임없이 제공한다.61) 그
도 그럴 것이 데카르트의 제1철학은 하나의 개념이나 체계로 환원될 수 없
는 일종의 열린 경험이다.62) 그리고 제1철학은 보편적인 학문이다. 왜냐하
면 이 학문은 데카르트가 일관되게 제시한 보편 학문의 기획을 위한 토대
들을 발견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본성을 가장 높은 정도의 완전성으로 고
양시킬 수 있는 보편적 학문에 대한 기획”63). 그도 그럴 것이 데카르트의
60)

R, Descartes, Lettre-préface des Principes de la philosophie, AT IX-II, 2; 철학의

61)

원리, 524.
“이런 것들 [우리의 정신 속에 있는 공통개념 혹은 공리:인용자]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아서 모두 나열하기 쉽지 않다. 그러나 이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기회가 왔을 때 우리가 어떤 선입견에 의해 눈이 멀지 않았다면 그것들을 모
르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R. Descartes, Principia, AT VIII, 24; 철학의 원리,

62)

41∼42.
이에 대해 캉부슈네(Denis Kambouchner)는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제1철학이
나 형이상학의 프로그램을 그것의 실행에 앞서 미리 규정하는 것은 필수적이
지도 않고 가능하지도 않다. 우리는 다음의 사실에 주의해야 한다. 경험으로
서의 데카르트의 형이상학은 자신의 장소를 모든 개념 너머에서 갖는다.” D.
Kambouchner, Les Méditations métaphysiques de Descartes, 52.

데카르트의 제1철학 253

제1철학의 범위는 인간의 이성과 의지가 올바르게 사용되어야 할 모든 영
역이다.

VII. 나가기: 데카르트의 철학적 기획
데카르트는 자기 철학의 궁극 목표를 보편 학문의 기획을 통해 표현한
다. 이 기획은 여러 시기에 걸쳐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되었다. 따라서 데카
르트의 사유의 단일성과 그의 사유에서 제1철학이 갖는 의미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신지도를 위한 규칙들에서 철학의 원리에 이르는
철학적 기획의 전개 과정을 추적해 볼 필요가 있다.
먼저 규칙들에서 데카르트는 인간 지혜를 학문들의 단일성으로 제시한
다: “모든 학문은 인간의 지혜와 다름 아니고, 지혜가 비록 여러 상이한 대
상에 적용된다고 해도 그것은 언제나 동일한 것이다.”64) 그에 따르면 인간
지혜는 무엇에 있는가? 제 1규칙은 다음과 같이 답한다: “정신에 나타나는
모든 것에 대해 견고하고 참된 판단을 내리도록 정신을 지도하는 것이 연
구의 목표이다.”65) 그도 그럴 것이 보편적 지혜는 자연의 빛(이성)을 잘 적
용하는데 있으며, 이 지혜의 목표는 “이런 저런 학적인 난제”를 푸는데 있
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삶의 상황” 주어지는 모든 것에 대해 올바르게 판
단하는 데 있다.66)
그러고 나서, 데카르트는 네 가지 개론들로 이루어진 방법서설을 위한
제목에서 (이 제목은 1636년 메르센느 신부에게 보내는 편지에서는 나타나
지만 1637년 출판을 앞두고는 삭제된다.) 자신의 철학적 기획을 매우 명료
한 방식으로 표현한다: “우리 본성을 가장 높은 정도의 완전성으로 고양시
킬 수 있는 보편적 학문의 기획”67).
63)
64)
65)
66)
67)

Descartes à Mersenne, 1636, AT I, 339.
R. Descartes, Regulae, AT X, 360; 규칙들, 15∼16.
R. Descartes, Regulae, AT X, 359; 규칙들, 15.
R. Descartes, Regulae, AT X, 361; 규칙들, 18.
방법서설의 원래 제목을 데카르트가 왜 포기했는지를 설명하기 위해 엠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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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1647년 철학의 원리의 프랑스어 번역자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데카르트는 철학의 목표인 지혜는 삶에 있어서의 유용함과 편리함으로까지
확장되어야 한다고 쓴다: “지혜란 일상생활에 있어서의 현명함을 의미할 뿐
아니라 인간이 인식할 수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완전한 지식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는 삶을 위한 규칙을 갖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건강을 지키기 위
해서나 기술들을 고안해 내기 위해서이다.”68)
이처럼 규칙들로부터 철학의 원리에 이르기까지 데카르트의 철학적
기획은 연속성 속에서 전개되었다. 이 기획에 따르면 인간의 완전성 또는
보편 학문으로서의 지혜는 이론의 영역에서 뿐 아니라 윤리를 비롯한 삶의
전 영역에서 고양되어야 한다. 그는 이 목표에 이르기 위해 우리의 “양식을
증대시키기는커녕 그것을 타락시키는”69) 스콜라 학파의 논리학을 연구하는
대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진리들을 발견하기 위해 이성을 잘 인도하고 양
식(bon sens)을 잘 사용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렇듯 데카르트
의 철학은 삶의 모든 순간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것들에 대면하여 이
성과 의지를 잘 사용해야 한다고 일관되게 강조한다.
데카르트의 제1철학의 일반성은 그가 규칙들 이래 일관되게 제시한 이
보편 학문의 기획과의 관계 속에서 파악되어야 한다. 그도 그럴 것이 데카
르트는 제1철학이 발견하는 “모든 첫 번째 사물들”을 보편적 인간 지혜에
이르기 위한 학문들의 토대들로 이해했다. 다시 말하지만, 데카르트에게 있
어 제1철학의 일반성은, 하이데거와 마리옹의 주장과 달리, 존재의 의미의
일반성을 가리키지 않는다.
누엘 화이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내세운다. “만일 데카르트가 그의 첫 제목을
포기했다면 [···] 그것은 그의 책이 신학자들에 의해 단죄되는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이다.” E. Faye, Philosophie et perfection de l’homme, Paris, 1998, 327. 그
도 그럴 것인 데카르트의 보편 학문의 기획은 당대 스콜라주의에 대립하는
68)

69)

생각이었다.
R. Descartes, Lettre-préface des Principes de la philosophie, AT IX-2 2; 철학의
원리, 524.
R. Desacartes, Lettre-préface des Principes de la philosophie, AT IX-2, 13; 철학
의 원리, 536.(번역은 수정)

데카르트의 제1철학 255

참고문헌
Aristoteles, 형이상학(1권), 조대호 옮김, 나남, 2012.
Descartes, R., 방법서설, 정신지도를 위한 규칙들, 이현복 옮김, 문예출판
사, 1997.
, 성찰, 자연의 빛에 의한 진리탐구, 프로그램에 대한 주석,
이현복 옮김, 문예출판사, 1997.
, 철학의 원리, 원석영 옮김, 아카넷, 2002.
Alquié, F., La découverte métaphysique de l’homme chez Descartes, Paris, 2000
(6e éition).
Descartes, R., OEuvres, publiées par Charles Adam et Paul Tannery, nouvelle
présentation en coédition avec le CNRS, 11 tomes, Paris, 1964~1974.
Buzon, F. DE., La science cartéienne et son objet. Mathesis et phénomène,
Paris, 2013.
Faye, E., Philosophie et perfection de l’homme, Paris, 1998.
Heidegger, M., Einführung in die phänomenologische Forschung (Wintersemester
1923/1924), Frankfurt a. M., GA 17, 1994.
, Sein und Zeit, Tübingen, 1986.
, Nietzsche: Der europäische Nihilismus, Frankfurt a. M., GA 48,
1986.
, “Die onto-theo-logische Verfassung der Metaphysik”, Identität
und Differenz, Stuttgart, 13. Aufl. 2008.
Kambouchner, D., Les Méditations métaphysiques de Descartes. Introduction
générale. Première Méditation, Paris, 2005.
Marion, J.-L., Sur l’ontologie grise de Descartes, Paris, 1975.
, Sur le prisme métaphysique de Descartes, Paris, 1986/2004.
, “Quelle est la méthode dans la métaphysique. Le rôle des natures
simples dans les Méditations”, Questions cartésiennes, Paris, 1991.
, “Cartesian metaphysics and the role of the simple natures”, The
Cambridge companions to Descartes, éd. J. Cottingham, Cambridge,

256 철학논집(제43집)

1992.
, “Descartes et l’onto-thélogie”, Descartes, Paris, 2007.
, Sur la pensée passive de Descartes, Paris, 2013.
Muralt, A. De., les Métaphysiques, Paris, 2010.
Scot, D., Sur la connaissance de Dieu et l’univocité de l’étant, introduction,
traduction et commentaire par Olivier Boulnois, Paris, 1988.

데카르트의 제1철학 257

<Abstract>

Descartes’ First Philosophy
- An Objection to the Heidegger’s Ontological Interpretation Lee Jae-Hoon
(Korea Univ.)
In this paper, I will deal with two problems in order to clarify the meaning
of first philosophy in Descartes' thinking. Firstly, I will attempt to show that
the ontological or onth-theo-logical interpretation of Descartes' first philosophy
by Martin Heidegger and Jean-Luc Marion is not legitimate. According to this
reading, the generality of Descartes' first philosophy means that of Being which
could apply to every thing in the same way. But, on the contrary to this
interpretation, the author of Meditationes de prima philosophia neither seeks a
general sens of being in totality nor builds an ontological or metaphysical
system for explaining every being. Secondly, I will attempt to illuminate that in
Descartes' thinking, first philosophy is not reducible to metaphysic. The
investigation of these two problems could make clear that Descartes's first
philosophy provides foundations for his philosophical project of universal
science, which consists in elevating our nature to the highest degree of
perfection.
Key words: First Philosophy, Metaphysic, Ontology, Descartes, Heidegg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