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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이 글에서 필자는 몽테뉴의 판단 이론을 수상록 2
부 12장과 관련해 논의하고자 한다. 몽테뉴에게 본래적 판단이란
의식의 비판적 거리를 함축한 판단으로서 그의 판단중지이론을
통해 이해되어야 한다. 그러한 점에서 그의 판단이론에 대한 탐
구는 그의 회의주의에 대한 탐구이기도 하다. 이 글의 초반부에
서 몽테뉴의 회의주의와 그가 영향을 받은 고대 회의주의 사이의
관계와 차이를 살펴본다. 고대 회의주의가 판단 중지를 통해 마
음의 평정을 추구하고자 했다면 몽테뉴의 회의주의는 인간의 판
단 능력의 연속적인 자기 보존을 추구한다.
본 논문의 후반은 몽테뉴에게서 판단의 가능 조건들을 살펴본
다. 이러한 조건에는 이성, 감각, 언어, 의견, 신 등이 있다. 몽테
뉴의 회의주의는 이러한 조건들에 대한 끝없는 반성활동으로서,
이러한 조건들에 의해 어떻게 객관적 현실이 구성되는지를 보여
준다. 몽테뉴에게 하나의 절대적인 객관적 현실은 없고, 다양한
현실의 영역이 인간들의 협력을 통해 끊임없이 재구성된다. 마지
막으로 인간의 불완전성은 몽테뉴에게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이
러한 협력을 가능케 하는 요인으로 밝혀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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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몽테뉴의 판단 이론

1-1. 판단과 판단중지
본 소논문에서 필자는 몽테뉴의 판단 이론을 그의

수상록 의

2부 12장, 즉 ｢레이몽 스봉을 위한 변론｣(약칭, ｢변론｣)을 중심으

로 소개하고자 한다. 이 ｢변론｣에서 몽테뉴는 고대 그리스의 회의

주의와 구별되는 자신의 고유한 회의주의를 개진한다. 분명 그의
회의주의는 르네상스 시기 동안 고대 그리스 회의주의자들의 재
발견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의 회의주의는 인
간의 자유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마음의 ‘평정’을 지향했던 고대
회의주의와 근본적으로 구별된다. 본 소논문에서 필자는 몽테뉴의
판단 이론을 중심으로, 그가 어떻게 회의주의를 그 자체 목적으로
삼지 않고 근대적 자유 주체를 확립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확립했
는지를 보이고자 한다.
몽테뉴에게 판단은 매우 넓은 의미로 사용된다. 그것은 지적이
든 감각적이든 모든 지각작용에 수반하는 평가, 결단, 승인의 의
식활동을 지시하든지, 그러한 의식활동을 행하는 어떤 능력을 지
시한다. 그러한 점에서 판단활동은 몽테뉴에게 이성, 혹은 오성의
적용 영역을 넘어선다. 다시 말해, 의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판단을 수반한다. “판단은 만능의 도구이자, 모든 것에 개입한
다”(Villey, 301)1). 이러한 판단은 진정한 판단과 그렇지 않은 판
1) 이 소논문에서 필자는 빌레 판 수상록 , les Essais, éd. Villey-Saulnier

를 이용했음을 밝힌다. 인용문에 붙인 페이지 번호는 이 빌레 판의 페이지
를 지시한다. 안타깝게도 인용문 번역에 있어서 필자가 해외에 있는 이유로

몽테뉴 수상록 2부 12장 “레이몽 스봉을 위한 변론”에서의 판단이론 53

단으로 구분된다. 인간은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판단을 수행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판단은 몽테뉴에게 진정한 판단이 못된다. 그
이유는 그 판단이 어떤 의식적이고 자유로운 결단에 의해 내려지
는 대신, 어떤 권위나 습관에 의존해 기계적인 방식으로 수행되기
때문이다. 반대로, 진정한 판단은 인간이 의식적이고 자유로운 방
식으로 내린 결단에 의존한다.

판단의 이러한 구분에 대응해 ｢변론｣에서 인간의 영혼은 “강한

영혼”과 “약한 영혼”으로 구분된다. 약한 영혼은 그 자신의 힘을
통해 판단을 내리지 못하는 영혼이다. 이 영혼의 특징은 비록 어
떤 결단을 스스로 내리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는 그렇게 하
고 있다고 착각한다는 것이다. 반대로, 강한 영혼은 결단의 책임
을 남에게 전가하지 않고, 스스로 결단을 내리는 영혼이다. 몽테
뉴가 제시하는 이 강한 영혼의 특징은 자신의 불완전성에 대한
인식이다. 약한 영혼이 그의 판단을 맹목적으로 믿는다면, 강한
영혼은 그의 판단이 언제나 틀릴 수 있음을 안다.
몽테뉴는 이러한 강한 정신의 생활방식이 고대 그리스 철학자
들의 철학과 삶에서 가장 잘 구현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을 근대인들이 모방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을 통해 그는 강한 영혼의 예들을
보여줄 뿐이다. 그 예들을 보고 근대인은 자신의 자유로운 반성을
통해 새로운 역사적, 정치적 상황 안에서 강한 영혼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스스로 발견해내야만 한다. 그래서 필자는 우선 고대 그
리스 철학을 몽테뉴가 이해한 방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몽테뉴에 따르면 인식에 관한 고대의 학설은 세 입장으로 구분
손우성 선생님이 번역한 수상록 , 몽테뉴, 나는 무엇을 아는가 (동서문화
사)를 참조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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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먼저, 참되고 확실한 인식의 가능성을 주장한 독단론자들이
있고, 다음으로 그러한 인식의 가능성을 부정하는 신아카데미 학
파의 회의론자들이 있다. 마지막으로 그러한 인식의 가능성을 인
간은 부정할 수도 긍정할 수도 없다는 입장의 피론주의적 회의론
자들이 있다2). ｢변론｣에서 몽테뉴는 일반적으로 고대 철학자들을

찬양하면서도, 피론주의자들에 대한 강한 동조를 표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많은 주석가들은 몽테뉴를 피론주의적 회의주의를 근대
서구 세계에 부활시키고자 한 철학자로 해석하고자 했다. 그들의
해석에 따르면 몽테뉴는 일차적으로 당시의 종교전쟁과 관련해,
피론주의적 논변들을 부활시킴으로써 신앙의 문제에 이성을 적용
할 수 없음을 보이고, 전통적 신앙(가톨릭)을 따르는 것이 새로운
신앙(프로테스탄트)을 따르는 것보다 더 안전하고 현명한 길임을
보이고자 했다3). 분명 몽테뉴는 피론주의를 통해 새로운 신학적
주장들을 비판하고, 전통을 옹호하고자 했던 것처럼 보인다. 그러
나 필자는 몽테뉴의 회의주의 이러한 보수적 측면이 그의 철학의
외피에 지나지 않으며, 그의 철학이 새로운 근대적 주체를 확립하
2) 몽테뉴가 독단론자라고 할 때, 그는 진리의 인식 가능성을 지지한 플라톤주

의, 아리스토텔레스주의, 원자론자들, 스토아학파, 에피쿠로스학파 등을 지

시한다. 신 아카데미 학파는 플라톤의 사후 기원전 4세기와 3세기 사이에

확보된 아카데미학파 내의 회의주의적 사조를 지시한다. 이들은 당시 스토
아 학파에 반대해 확실한 인식의 가능성을 감적이든 지적이든 모두 부정했

다. 그들에 따르면 개연적 인식만이 가능하다. 반면 피론주의는 기원전 2세

기 경 섹스투스 엠피리쿠스에 의해 발전되는데, 이들은 인식이 불가능하다
는 주장까지 진정한 회의주의에 벗어나는 것이라고 본다. 대신 그들은 모든

것에 대한 철저한 판단중지만을 추구한다.
3) 이러한 입장을 개진한 대표적인 철학자가 리차드 포프킨이다. The History

of Scepticism, Richard Popk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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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자 하는 시도임을 보이고자 한다.

1-2. 몽테뉴와 피론주의
피론주의자들은 양립할 수 없되, 동등하게 정당화될 수 있는 두
주장을 의식에 양립시킴으로써 의식을 ‘판단중지’(suspension) 즉
‘무결단’(irrésolution)의 상태에 처하게 하고자 했다. 많은 주석가
들이 이러한 ‘무결단’의 상태가 어떤 것인지를 놓고 논쟁했다. 한
편 그것은 모든 것에 대한 무감각 상태로 이해되곤 했다. 이 해석
에 따르면 이 무결단은 일상생활의 문제들에 대한 조속하고 올바
른 대처에 대한 무관심과 관련된다. 다른 편으로 이 무결단은 의
식이 자신에게 드러나는 현상과 특수한 방식으로 관계를 맺는 방
식으로 해석될 수 있다. 후자가 몽테뉴의 입장일 것이다.
나는 피론주의자들이 자신들의 일반적인 생각을 언어를 통해
표현할 수 없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우리의 언어는 모두 긍
정명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피론주의자들은 이
모든 긍정명제들을 적대시한다. 예컨대, 그들이 만약 ‘나는 회의
한다’고 말한다면, 사람들은 그들로 하여금 적어도 자신들이 회
의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 않느냐고 따라서 무엇을 알고 있
지 않느냐고 따질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다음의 의학적 비유를
통해 자신들의 철학을 설명해야만 했다. 즉 대황이 나쁜 기운들
을 제거하면서, 사라지듯이, 그들이 ‘나는 모른다’, ‘나는 회의한
다’라고 말할 때, 이 명제는 나머지 모든 것[긍정명제들]과 함
께 사라진다.(527)

위의 구절에서 말해지는 ‘긍정명제’는 어떤 ‘현상’을 넘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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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 대상에 대한 긍정을 말한다. 몽테뉴에 따르면 일상적 언어
는 언제나 ‘현상’을 넘어 있는 어떤 것을 긍정하든지 부정하는 구
조로 되어 있다. 따라서 만약 피론주의자들이 일상적 언어 사용을
통해 잡아내지 못하기에, 역설적 표현들을 만들어 잡아내야만 하
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현상들’일 것이다. 그런데 몽테뉴가 이해
하는 판단중지는 현대의 현상학적 판단중지와 큰 차이를 보인다.
현상학적 판단중지가 현상을 기술할 수 있는 메타언어의 설정과
관련된다면, 피론주의자들의 판단중지는 일상적 언어의 계속적인
변칙적 사용을 통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들이 만약
‘나는 회의한다’라고 긍정한다면, 그들은 곧 ‘나는 회의하지 않는
다’라는 명제를 긍정함으로써 판단중지를 유도해야만 한다. 피론
주의자들의 이러한 회의주의, 나아가 몽테뉴의 회의주의가 갖는
이러한 성격은 단순히 그들이 메타언어를 착상할 능력을 결하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다. 위 구절의 ‘의학적 비유’에서 보듯이, 판단
중지는 단순히 이론적인 문제가 아니라 일차적으로 실천과 관련
된 문제였다. 피론주의자들이 판단중지의 보편적 실천을 주장했을
때, 그들이 일차적으로 노린 것은 ‘현상’을 이론적으로 기술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평정’을 얻는 것이었다. 그렇기에 판단중지
가 실천에 미치는 영향이 문제시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들은 삶에서 정상적인 방식으로 활동했다. 그들은 자연적 경
향(본능)을 따르고, 정념들의 충동과 강제를 따르고, 법과 관습
의 제도, 그리고 전통적 기예들을 따른다. […] 그래서 나는[몽
테뉴는] 피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묘사하는 자들에 찬성할 수
없다. 그들은 그를 바보 같고 무감각한 자로 묘사한다. 그는 소
심하고, 비사회적인 생활방식을 따랐으며, 마차가 오더라도 피
하지 않고, 절벽을 향해 걸어가며, 법을 따르는 것을 거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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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505)

몽테뉴는 이러한 피론주의가 기독교 신앙에 크게 봉사할 수 있
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즉 피론주의는 이성의 유한성을 보임으로
써 신앙과 관련해 인간이 초자연적 계시와, 전통과 관습을 따라야
할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몽테뉴는 피론주의에 대해 비판적 거리
를 항상 유지한다.
비록 제가 폐하를 위해 저의 원래 습관을 버리고 이토록 긴 글
을 쓰고 있지만, 폐하께서는 폐하께서 매일 배우시는 일상적인
논증 형식을 따라 스봉을 변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논증
형식을 통해 폐하의 정신과 공부를 훈련하십시오. 왜냐하면 이
마지막 검술은[피론주의는] 단지 극단적인 처방으로서만 사용
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이 마지막 절망의 찌르기에서는 적이
무기를 잃도록 하기 위해 폐하는 자신의 무기를 버리셔야만 합
니다. 그러니 이는 드물게 신중을 기해 사용하셔야만 하는 비술
입니다. 왜냐하면 타인을 이기기 위해 자신을 버리는 것은 극히
경솔한 짓이기 때문입니다.(558)

위 구절에서 몽테뉴는 피론주의가 지닌 파괴성과 관련해 그것
을 신중히 사용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한 점에서 그는 이 구절
에 이어서 사람들에게 회의를 가르치는 대신, 그들의 판단에 “굴
레”를 씌우는 것이 낫다고 평한다. 이러한 점에서 몽테뉴가 강한
영혼에게만 판단중지의 실천을 권장하고, 약한 영혼에게는 자유를
박탈하고 기존의 법만을 따르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몽테뉴의 이러한 구별은 아이러니한 성격을 띤다. 강한 영혼은 일
차적으로 그리스 고대 철학자들에게서 발견된다. 그들은 철저한
회의를 수행하더라도 살아남을 수 있을 만큼 강했던 자들이다. 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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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뉴는 근대인이 고대인들과 달리 약한 영혼으로 특징지어진다고
본다. 그렇다면 몽테뉴는 대부분의 근대인으로부터 회의의 자유를
박탈하고, 전통의 굴레를 씌워야 한다고 보았는가? 차라리 우리는
여기서 몽테뉴가 근대인이 피론주의적 회의주의를 그대로 실천하
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과 불필요하다는 것을 동시에 주장하고
있다고 생각해야 할 것이다. 몽테뉴의 본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통의 굴레와 자유로운 정신을 지나치게 대립시켜서는 안 될 것
이다. 몽테뉴에게 판단중지란 그 자체 목적이 아니라, 삶의 모든
문제들과 관련해 제대로 된 판단능력을 획득하기 위한 도구이자
과정이다. 인간들이 부딪치는 문제들이 서로 다른 만큼, 판단중지
의 일반화는 전술적 다변화를 필요로 한다. 약한 영혼들은 새로운
의견들의 참된 가치를 재지 않고서, 유행에 따라 어떤 것을 믿는
영혼들로 특징지어진다. 그러므로 몽테뉴가 그들이 자신의 판단을
보다 현명한 자들의 의견에 “기탁”해야 된다고 말할 때, 그것은
그들에게 판단의 자발성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판단
의 자발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이다.
몽테뉴가 피론주의에 대해 갖는 거리는 고대 철학 일반에 대한
몽테뉴의 긍정적 이해에 의해 강화된다. 참되고 확실한 인식의 불
가능성과 상관없이, 몽테뉴에 따르면 인간은 “자연적 호기심”을
갖는다. 그리고 이러한 호기심을 타인의 도움 없이 스스로 충족시
키는 것은 가장 강한 쾌락 중의 하나이다. 몽테뉴에 따르면 고대
인들은 자신들의 이러한 호기심을 자발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해,
“철학”을 고안했다. 그런데 이러한 고대의 철학은 근대의 철학과
세 가지 점에서 구별된다. 첫째, 고대인들은 타인의 도움 없이 자
신이 어떤 해결책을 제시한다는 것에 일차적으로 중요성을 두었
다. 둘째, 이론적 문제에서 자유로운 창조에 대한 열망과 자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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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신의 불완정성에 대한 의식이 함께 했다.
나는 에피쿠로스, 플라톤과 피타고라스가 공통 화폐로서 원자,
이데아, 수들을 주었다고 생각할 수 없다. 그들은 이렇듯 불확
실하고 논쟁의 여지가 많은 것들을 자신들의 금과옥조로 삼기
에 너무나도 현명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상의 원래적 불확실
성과 인간의 원래적 무지로 인해, 이 위대한 인물들은 일종의
조명효과를 내고자 했다. 그래서 그들의 영혼은 유쾌하고 섬세
한 외관을 지닌 비록 틀렸지만, 반박들에 저항할 수 있는 발명
품들을 내놓았다.(511)

고대 철학자들은 자신들의 철학적 착상을 믿기보다, 그것을 자
신의 정신을 훈련하고 자신의 정신이 다른 이의 정신보다 뛰어남
을 보이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했다. 몽테뉴는 아리스토텔레스와
관련해 그가 모호한 방식으로 자신의 사상을 소개한다고 그리고
플라톤과 관련해 그가 그의 사상을 허무맹랑한 신화로 포장한다
고 언급한다. 그러나 그에 따르면 그것은 그들의 무지를 스스로
감추기 위한 것이라기보다, 그들의 사상이 진리가 아니라 자유로
운 창작의 결과라는 것이 알려짐으로써 사회에 미칠 수 있는 악
영향을 피하기 위해서였다. 몽테뉴에 따르면 고대 철학자들은 자
유로운 창작을 통해 인정을 받고자 하는 열망과, 그럼에도 불구하
고 그것이 절대적 진리일 수 없음에 대한 인식, 그리고 자신들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의식으로 특징지어진다.
1-3. 판단과 진리
몽테뉴에게 철학자들은 다양한 반박에 저항할 수 있는 세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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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보다 견고한 가설을 만드는 자들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가
신아카데미 학파와 같이 진리 정합설을 바탕으로 한 진리의 약한
개념을 지지했으리라는 인상을 받는다. 실제로 그의 형이상학적
주장들, 즉 모든 것은 변한다, 혹은 의식은 존재를 알 수 없다는
그의 주장들은 그가 강한 의미에서의 진리를 받아들일 수 없도록
할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몽테뉴는 강한 의미에서의 진리를
추구해야함을 누차 강조한다.
내가 감각한다고 느낄 때, 내가 실제로 감각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으로 그들[철학자들]은 자신의 책임을 다할 수 없다. 만약 내
가 어떤 것을 감각한다면, 그들은 나에게 내가 그것을, 왜, 어떻
게 감각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말해주어야만 한다.
그들은 나에게 따뜻함과 차가움의 [원래] 이름과 그 근원, 그것
의 모든 차조지종을 말해주어야 할 뿐 아니라, 작용의 주체와
수용의 주체의 성질들을 말해주어야만 한다. 그렇지 않다면 그
들은 자신의 직업을 그만두어야만 한다. 왜냐하면 그들의 직업
이란 이성의 인도를 받아 무엇을 받아들이든지 승인하는 것이
기 때문이다. 이성은 그들이 행하는 모든 탐구의 시금석이다.
그러나 그것은 거짓, 오류, 약점과 결정으로 가득 찬 시금석이
다.(541)

몽테뉴는 이 구절에서 근대의 과학자들, 즉 철학자들이 진리를
탐구할 때, 그럴 듯한 가설을 세우는 것을 넘어 실제로 객관적인
진리를 추구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 같다. 실제로, 몽테뉴가 강한
회의주의적 어조를 띤 부분들을 제외한다면, 그는 객관적 진리의
인식 가능성을 언급한다. 반면 그는 진리의 존재를 인간의 힘만으
로 파악할 수 없음을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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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은 이 증언을 통해 그가 행운과 운수에 의해서만 홀로 진
리를 발견할 수 있음을 깨닫는다. 왜냐하면 진리가 자신의 손에
주어진다 하더라도 그는 그것을 알아차리고 보존할 줄 모르기
때문이다.(553)
어떤 진정한 관념이 우리 안에 분명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
들은 우연에 의해 있다.(561)
어떤 진리라 할지라도[신앙의 진리이든 과학의 진리이든] 그것
의 인식은 우리의 고유한 힘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는다.(500)

이 구절들에서 몽테뉴는 인간 의식이 진리를 파악할 수 없다고
말하는 대신 오직 의식의 힘만으로 진리를 파악할 수 없다고 말
한다. 진리는 어떤 외부적 힘에 의해 의식에 매개되어야만 한다.
종교적 진리의 경우 신의 은총과 종교적 전통이 매개적 역할을
하는 반면, 과학적 진리의 경우 과학적 공동체의 규약과 전통이
그러한 매개적 역할을 할 것이다. 진리인식의 이러한 매개적 성격
은 진리탐구가 단순한 개인의 일이 아니라 집단적이며 역사적인
성격을 띠도록 한다.
나는 한 사람이 실패했던 일을 다음 사람이 성공하고, 이전 세
기에 해명되지 않았던 것이 다음 세기에 해명됨을 경험을 통해
배웠다. 마치 곰이 자신의 새끼를 계속 핥음으로써 키우듯이,
과학과 기예들은 한 번에 주형에 부어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그것을 여러 번 다듬는 과정 안에서 형성되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나의 힘이 발견할 수 없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재보
고 시험해보는 것을 그만두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재료를 주무
르고 빚음으로써, 그리고 그것을 휘젓고 데움으로써 나는 나의
후임자가 보다 쉽게 자신의 의지대로 그 재료를 다룰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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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하고, 그 재료를 그를 위해 보다 유연하고 다루기 쉽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506)

이 구절에서 몽테뉴는 진리탐구를 이미 존재하는 진리들을 향
해 점진적으로 접근해 가는 과정으로 묘사하기보다, 여러 사람들
의 협력에 의한 진리 구성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
다. 몽테뉴는 하나씩 축적될 견고한 진리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
라, 자신의 후임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재료를 제
공하는 역할을 한다. 객관적 진리의 인식 가능성에 대한 판단중지
와 객관적 진리를 추구하려는 의지는 이러한 점에서 서로 대립하
지 않는다. 판단중지는 진리와 의식이 매개되는 현상의 영역을 의
식에 드러내고, 진리를 추구하고자 하는 주체들은 일종의 협력을
통해 객관성과 진리 자체의 의미를 구성한다.

1-4. 판단과 무지
몽테뉴에게 판단은 객관적 사실에 대한 참된 명제를 긍정 내지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몽테뉴의 회의주의는 의식을 현실에 매개
해주는 투명한 매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한다. 이성과
감각에 의해 우리가 무엇을 있는 그대로 지각하고 있다고 생각하
더라도, 그것은 실제로 수많은 매개적 기제들에 의해 산출된 효과
일 뿐이다. 그러한 점에서 몽테뉴는 “확실성은 불확실성의 가장

큰 징표”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변론｣은 “자연적 판단”이라
는 표현을 누차 사용한다. 이 “자연적”이라는 수식어는 판단이 외
부적 매개들을 통해 오염되기에 앞서, 판단의 순수하고 투명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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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가 있다는 인상을 준다.
우리는 어떤 명제가 논쟁과 반박의 현재적 대상이 아니더라도,
모든 명제가 잠정적으로 그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의 ‘자연적 판단’이 그가 파악하는 것을 확실히 파
악하고 있지 못함을 보여준다. 그렇지 않다면 나는 그 명제를
나의 대화상대자가 받아들이게끔 할 수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
다. 이는 내가 그 명제를 나와 모든 사람 안에 있는 어떤 자연
적 역량 외에 다른 수단을 통해 파악했다는 표시이다.(562)

몽테뉴가 자연적 판단이라 말할 때, 그것은 감각과 이성을 포괄
한 어떤 활동을 말한다. 그러한 점에서 그는 “자연적 감각” 혹은
“자연적 이성”이라는 표현 또한 사용한다. 그런데 위 구절에서
‘자연적 판단’이 어떤 것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은 ‘다른
수단’의 개입을 통해 설명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다른 수단의 개
입이 없다면, 자연적 판단이 진리를 완전히 파악할 수 있으리라는
인상을 준다. 그러나 몽테뉴는 플라톤의 ‘상기설’을 비판하면서,
객관적 진리에 본래적으로 친근한 원초적 판단능력은 있을 수 없
다고 말한다(548). 이러한 점에서 “자연적 판단”에 긍정적 측면이
있다면, 그것은 진리와 관련해서라기보다 몽테뉴가 “자연적 무지”
라고 부르는 것과 관련해서이다. 몽테뉴는 학식을 지니지 못한 자
들을 학자들과 비교하며 길게 찬양한다.
나는 지금까지 대학 강사들보다 훨씬 현명하고 행복한 많은 장
인들 노동자들을 보았고, 그들과 보다 닮았으면 한다. 내가 보
기에 학식은 영예, 좋은 품성, 자존심과 같이 아니면 미모, 부
혹은 삶에 직접 도움이 되는 장점들과 같이 삶에 필수적인 것
중에 하나이다. 그러나 그 중에 마지막 것이자, 자연에 의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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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기보다 허구에 의해 그러한 것이다.(487)
철학자 피론은 배 위에서 거센 폭풍의 징조를 보고, 자기를 동
반한 자들에게 자신들과 함께 여행하는 돼지의 평정을 모방하
라고 권장했다. 그 돼지는 다가오는 폭풍을 아무런 걱정 없이
바라보고 있었다. 철학은, 자신의 [도덕적] 준칙의 끝에 운동선
수와 양치기의 모범을 따를 것을 권장한다. 실제로 그들에게서
우리는 죽음과 고통, 그리고 불편함에 대한 두려움을 더 적게
관찰하며, 자연적 기질에 의해 그것들에 익숙해지고 준비된 사
람에게서 학식이 제공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단호함을 관찰
할 수 있다.(490)

그러나 학식을 결한 자에 대한 이러한 찬양은 몽테뉴의 모든
주장이 언제나 그러하듯 어떤 아이러니를 띠고 있다. 실제로, 그
는 학식 자체를 비판하기보다 지나친 학식에 의해 발생하는 오류
를 피하고자 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기에 ‘무지’ 혹은 ‘소박함’
의 찬양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말하자면 만약 소박함(simplesse)이 고통이 없는 상태로 우리
를 인도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조건에 따라 우리를 매우 행복한
상태로 인도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을 어떤 감식도 결할 정도
로 우둔한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실제로 칸토로스는 에피
쿠로스의 무감각(indolence)을 제대로 반박했다. 만약 이 무감
각상태를 너무 깊은 곳에 설정한다면, 고통의 접근과 생성 자체
가 없어질 것이다. 나는 이러한 바람직하지 않을 뿐더러 가능하
지도 않은 무감각상태를 찬양하지 않는다. 나는 병에 걸리지 않
는 것에 만족한다. 그러나 만약 그렇다면 나는 내가 병에 걸렸
음을 알고 싶다. 그리고 만약 사람들이 나를 절개한다면 나는
그것을 느끼고 싶다. 사실, 고통의 인식을 뽑아버린다면, 쾌락의
인식 역시 없어질 것이고, 결국 인간 자체가 없어질 것이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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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무감각상태는 어떤 역효과 없이 얻어질 수 없다. 즉 영혼
의 우둔화와 육체의 마비가 그것이다’. 고통은 인간에 유익하기
도 하다. 인간은 고통을 항상 피해서도 안 되고, 쾌락을 언제나
따라서도 안 된다.(494)

이 구절에서 무지 혹은 소박함이 언제나 정확한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한 무지 혹은 소박함임을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실 인식
을 바탕으로 인간은 인간이기를 포기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행복
을 추구할 수 있다.

그렇기에 이 구절에서 현실 인식은 인간의

자유로운 결단 능력과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점에서 ‘자연적 판
단’ 을 특징짓는 것은 진리와의 친화성이기에 앞서, 반성적 결단
의 주체의 유한성, 즉 그의 자연적 무지에 관한 의식이다.

2. 진정한 판단의 조건들
2-1. 이성
몽테뉴는 현상의 단순한 확인을 진리로서 인정한다. 예컨대, 만
약 우리가 눈이 그 자체 무엇인지 묻지 않고 단지 저기 쌓여 있
는 눈이 하얗게 보인다라고만 말한다면, 이 경우 우리는 참된 판
단을 내린다. 그러나 이는 총체적 인간과 관련해 극히 무의미한
진리일 뿐이다. 인간은 보이는 것을 넘어선 현실과 관계를 맺고
그에 대해 판단을 내리고자 한다. 따라서 인간의 실천적, 이론적
행위들은 대부분 추론과 관련된다. 몽테뉴는 추론을 담당하는 정

66 철학논집 15집

신의 부분을 이성이라고 보았다.
객관적 진리에 대한 회의주의적 입장은 이성의 기능을 도구적
인 것으로 파악하도록 한다. 이성의 도구적 역할은 크게 두 방향
으로 예시된다. 첫째, 이성은 개인적 이익에 봉사한다. 몽테뉴는
이를 제판에서 이성을 사용함으로써, 즉 추론을 함으로써 완전히
상반된 결론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로 예증한다. 둘째, 이성은 메
타적 도구로서 담화의 끝없는 미끄러짐에 종지부를 찍고, 고정된
의미를 산출한다. 몽테뉴가 이성의 사용을 언급할 때, 그가 생각
하는 이성은 발견적, 또는 변증법적 이성이다. 즉 이성은 이미 발
견된 진리를 증명하기보다, 모르던 진리를 변증법적 과정을 통해
발견하는 도구이다. 이러한 발견과정이 추론과정이며, 이 추론과
정은 아리스토텔레스

토픽 의 전통에 따라 담화적 모델을 따른

다. 이 모델에 따르면, 추론과정이란 대화상대자들끼리 물음을 던
지고 대답하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의식
은 보다 보편적인 원인을 향해 점점 상승하고, 이 과정은 “제일
원인” 혹은 “제일 원리”를 발견함으로써 끝난다. 그런데 몽테뉴의
회의주의는 담화과정, 즉 담화를 통해 어떤 것의 의미를 확정하는
과정 안에 본래적인 끝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가정한다. 만약 의
식이 어떤 끝을 설정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사물의 자연적 흐름을
인위적으로 끊음을 통해서이다. 그러므로 이성은 제일 원리를 발
견하기보다 발명한다. 그러나 몽테뉴는 이러한 제일 원리와 관련
해 앞에서 살펴본 객관적 진리와 같은 입장을 보인다. 즉 “제일
원리”와 “진리”는 비록 의식의 발명품이지만, 단순한 허구와 구별
된다. 왜냐하면 그러한 발명을 통해, 객관성의 의미 자체가 구성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몽테뉴는 신아카데미학파가 진리에
대해 그랬듯이 제일 원리에 대해 개연적 인식만을 인정하고자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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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테오프라스투스를 비판한다.
만약 테오프라스투스와 같이 누군가 제일 원인과 제일 원리에
대한 무지를 고백한다면, 그는 자신의 모든 학식(science)을 포
기해야할 것이다. 만약 그의 담화에 토대가 없다면, 그의 담화
는 무너질 것이다. 토대를 논구하고 탐구하는 것은 이 원리들을
고정시키는 것 외에 어떤 목적도 없다. 만약 이 끝이 그의 담화
(cours)를 멈추지 않는다면, 그는 무한한 비결단의 상태에 빠질
것이다.(561)

이 구절에서 몽테뉴는 비결단의 상태를 피하기 위해 담화의 과
정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말한다. 인간의 정신이 결단의 연속
적인 과정이라 한다면, 각 담화과정에 종지부를 찍는 일은 의식의
차원에서 연속성을 확립하기 위한 조건이다. 몽테뉴가 원인들과
원리들을 끊임없이 “저울질” 해야 한다고 말할 때, 그는 추론에서
원리를 설정하는 관행을 제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원리가
절대적 진리로서 행사하면서 정신을 “지배”하는 것을 막고자 하
는 것이다. 이러한 ‘지배적’ 원리들은 탐구의 집단적 성격을 은폐
하고 의사소통의 가능성을 차단한다. “만약 폐하께서 가장 커다란
오류가 거주하는 이 울타리를 건드시려 한다면, 그들은[원리들에
맹목적인 학자들은] 다음과 같이 내뱉을 것입니다. 즉 원리들을
부정하는 자와 논쟁해서는 안 된다고 말입니다”(540). 이성이 만
약 한 개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결단하
는 자유로운 의식들의 공동체 안에서 사용된다면, 이성은 진리의
외관을 띤 거짓말을 만들어내는 도구가 아니라, 객관성의 토대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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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의견
아리스토텔레스의 토픽 에서 변증법적 추론은 대화상대자들이
공유하는 ‘의견’들로부터 출발한다. 이러한 사회적으로 공유된 의
견들이 일차적으로 의식과 현실을 불확실한 방식으로 매개해주고
있으며, 추론은 이러한 불확실한 매개를 분석함으로써 확실한 매

개, 즉 확실한 의견을 발견하는 과정이다. 몽테뉴는 ｢변론｣에서
이러한 유의 추론모델을 가정하되, 그것을 수행하지 않는다. 그는
대신 의견들을 끊임없이 비교하고, 분류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이
러한 작업은 올바른 이성 사용을 준비하기 위한 조치인 것처럼
보인다. 의견들은 서로 강화하고 배척하는 유동적인 복합체를 형
성한다. 그러므로 제대로 된 추론을 수행하기 위해, 예비적으로
그 의견들을 그것들에 대응하는 현실과 관련해 분류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변론｣에서 의견들의 분류는 의견들을 무작위로 비교하는 과정

안에 점진적인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러한 분류를 통해 현실과 의

식을 보다 잘 매개해줄 수 있는 의견들의 모습이 드러난다. ｢변론

｣에서 의견들은 크게 세 부류로 구분된다. 첫째, 한 사회의 문화

와 관습과 관련된 의견들이 있다. 몽테뉴에 따르면 이러한 의견들
은 그 자체로 본다면 비합리적일 수 있다. 그러나 그 의견들과 관
련된 오랜 실천과 습관으로 인해 그 의견들을 사회적 유용성을
갖게 된다. 그렇기에 그 의견들의 내용의 타당성을 이성적 관점에
서 검증해서는 안 되고, 그것이 갖는 사회적 유용성이 우선 관찰
되어야 한다. 그러나 만약 의식이 어떤 의견을 받아들이기로 결정
했다면, 그 의견은 객관적으로 옳은 것으로 간주되어야만 한다.
여기서 몽테뉴는 자유로운 의식들의 공동체 안에서 객관적 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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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형성되는 과정을 논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둘째, 과학적 의
견들이 있다. 이 과학적 의견들과 관련해, 의식은 그 의견들의 내
용의 타당성을 계속적으로 검증해야만 한다. 마지막으로, 신앙과
관련된 의견들이 있는데, 이 의견들은 사회적 유용성과 과학적 타
당성과 관련되기 이전에, 이 의견이 순수한 복종에의 결단의 대상
이 될 수 있는지 아닌지에 따라 분류된다.
이러한 의견들의 분류를 통해 의식은 각 현실과 관련해 자신을
가장 잘 매개해줄 수 있는 의견들을 찾는다. 이 매개들은 주어진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의식에 반영하는 매개들이 아니라, 의식이 반
성적 결단을 유지하면서, 현실의 의미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재료이자 도구들이다.

2-3. 감각적 경험
아리스토텔레스 식의 변증법적 방법에서 감각적 경험은 명제적
내용을 결한 감각적 소여가 아니라, 그러한 내용을 포함한 어떤
의견이다. “감각은 인간 인식의 시작이자 끝이다”(588). 감각적
경험이 의견으로서 갖는 특징은 사물의 측면을 직접적으로 전달
해준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감각적 경험의 내용을 분석하고 재결
합함으로써, 정신은 다른 의견들을 조작할 때보다 사물에 대한 더
적합한 상을 구성해낼 수 있다.
그런데 몽테뉴는 이러한 변증법적 방법이 이성의 자연적 특성
에 의해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논한다. 즉 이성은 현실 자체에 관
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한 담화의 끝을 인위적으로 설정
하는 데 관심을 둔다. 마찬가지로 몽테뉴는 인간의 감각이 사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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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습을 충실히 전달해준다고 보기 어려운 세 가지 이유를 든다.
첫째, 그에 따르면 인간은 어쩌면 사물의 적절한 상을 얻기 위해
필요한 모든 감각기관을 갖고 있지 않을 수 있다. 둘째, 감각은
동일한 것에 대해 상반되는 정보를 종종 준다. 셋째, 가장 단순한
감각작용의 수준에서조차 인간의 정념과 선입견이 감각정보에 영
향을 미친다. 그래서 몽테뉴는 다음과 같이 결론 내린다.
우리가 지닌 사물에 대한 상은 외부 사물에 [직접적으로] 적용
되지 않는다. 그 상은 감각에 의해 구성된 것이다. 그런데 감각
은 외부 사물을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자신의 고유한 흥
분상태(passions)만을 파악한다. 그렇기에 현상은 대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단지 감각의 흥분상태 혹은 자극상태
(souffrance)으로부터 올 뿐이다. 그런데 이러한 흥분상태와 대
상은 서로 다른 것이다. 그렇기에 현상을 통해 판단하는 자는
사물에 대해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601)

이 구절에 따르면 감각은 사물의 원래 모습을 의식에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고유한 흥분상태만을 전달한다. 그렇기에 의
식이 사물에 접근할 수 있는 통로는 시작에서부터 봉쇄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몽테뉴는 유아론자가 아니다. 이에 대해
크게 두 이유를 제시할 수 있겠다. 첫째, 몽테뉴는 영혼 자체에
어떤 자기 동일성을 설정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세상에는 오직 자
아만이 있다는 주장은 몽테뉴에게 성립하지 않는다. 둘째, 몽테뉴
는 사물이 그 자체 부동의 본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부정한다.
모든 것은 철저한 생성과 소멸의 끝없는 과정 안에 있다. 그러므
로 외적 사물의 끝없는 변화과정과 내적 현상의 끝없는 변화과정
을 서로 구별하는 것이 무의미해 보인다. 오로지 존재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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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들의 끝없는 흐름일 뿐이다. 그렇기에 감각은 의식에게 외부
에 대한 고정되고 규정된 어떤 상을 줄 수 없는 것이다.

2-4. 언어
변증법적 추론은 의견을 구성하는 단어들을 분해하고 재결합하
는 과정이다. 각 단어는 본질의 한 측면을 지시하기에, 정신은 단
어들을 논리적 규칙들에 따라 결합함으로써 사물에 대한 적합한
상, 즉 본질에 관한 필연적이고 보편적인 명제를 얻을 수 있다.
이러한 일이 가능한 것은 단어와 사물 사이에 안정된 관계가 설
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러한 관계를 규약을
통해 설명했고, 몽테뉴 역시 그 입장을 따른다. 몽테뉴는 언어의
이러한 규약적 기원을 망각하고, 둘 사이에 자연적 관계를 상정하
는 것을 인간의 ‘허영심’의 소치로서 비판한다.
크리시푸스가 자신의 학파의 의견대로 이성의 위치를 심장이라
고 주장한 이유를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의 말에 따르면 사
람들이 어떤 것을 주장하고자 할 때, 사람들은 손을 배 위에 올
려놓으며, 그들이 자아를 뜻하는 ‘에고우’를 발음하고자할 때,
그들을 배를 향해 아래턱을 숙인다. 이 자리에서 나는 이토록
위대한 자의 생각의 공허함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544)

몽테뉴에 따르면 단어와 사물에 사이에 이렇듯 자연적 관계를
설정하는 것은 자신의 것을 최고로 여기는 허영의 소치인 동시에,
오랜 시간에 걸친 망각의 결과이다. 그런데 몽테뉴가 생각하는 규
약은 극히 불안정하다. 그 이유는 사물과 언어가 끝없이 변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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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다. 몽테뉴는 바벨탑의 일화를 들어, 세계의 수많은 언어가
이러한 규약의 불안정성을 예시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규약의
이러한 불안정성은 의사소통의 단순한 장애물이 아니다.
이탈리아에서 나는 이탈리아어를 전혀 할 줄 모르는 자에게 다
음과 같이 충고한 적이 있다. 만약 그가 이탈리아어를 완벽히
구사하려 하지 않고, 단지 자신을 이해시키고자 한다면, 라틴어
든 프랑스어든 스페인어든 가스콩어든 언제나 머리에 떠오르는
첫 단어를 사용하되, 거기에 이탈리아어 접미사를 붙이기만 한
다면, 그는 토스카나, 로마, 베니스, 피에몬테, 나폴리 어디든
그 나라의 방언들 중에 어떤 구문을 언제나 만날 수 있을 것이
다. 나는 철학도 마찬가지라고 말하겠다.(546)

만약 각 민족이 단어와 사물 사이에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정한
다면, 각 민족에게 사물과 말이 다른 만큼, 민족 사이의 의사소통
은 불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언어를 지닌 자와, 그
언어를 모르더라도 일정 정도 의사소통을 하고, 그 언어를 차츰
배울 수 있음을 안다. 이 경우 의사소통은 언어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가능한 새로운 규약을 통해 이루어진다.
언어의 이러한 불안정한 성격은 몽테뉴로 하여금 언어의 기능
을 수행적인 것으로 이해하도록 한다. 몽테뉴는 선천적 맹인이 어
떻게 시각적 경험을 하지 않으면서도, 언어를 통해 마치 시각적
경험을 갖고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하는 지 이야기
한다. 그런데 몽테뉴에 따르면, 이는 언어가 우리 삶에서 기능하
는 방식이다.
단어와 사물의 이러한 불안정한 관계는 이성이 단어의 고정된
의미를 정하고자 하는 시도를 실패하게 하는 동시에, 그러한 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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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는 영역을 연다.

2-5. 신
몽테뉴에게 기독교 신앙의 특색은 이해불가능한 명제를 긍정하
는 데 있다. 이러한 긍정은 이성은 기능을 넘어서는 것이자, 의식
의 순수한 결단 능력만을 요구한다.
지나간 과거와 도래할 미래가 신에게는 단 한 순간이라고 말할
때, 또는 그의 선성, 지혜, 힘이 그의 본질과 같다고 말할 때,
우리는 그렇다고 말은 하지만, 우리의 지성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다.(528)

마찬가지 맥락에서, 몽테뉴는 신에 대한 인간 동형적인 이해를
거부한다. 그러나 그는 동시에 여러 번에 걸쳐 인간은 어떤 것을
자신에 입각해 이해할 수밖에 없는 만큼, 신을 인간을 통해 이해
하고자 하는 시도를 인정해야 한다고 말한다. 몽테뉴는 신앙에 사
회 통합적 기능이 있음을 누차 말한다. 그리고 약한 영혼들에게는
있는 그대로의 진리를 보여주어서는 안 되고, 어느 정도 가공된
진리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말한다. 이러한 점에서 기독교 신앙의
순수한 반성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 사이에 어떤 연속성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연속성은 이성의 반성적 활동을 통해 확보
된다. 몽테뉴는 신 인간 동형론의 수많은 예를 들면서, 그 중에
모든 것이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예를 들어 신을 위해
자신을 자해하는 관습은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므로 몽테뉴가 말하는 신앙에의 무조건적 순응은 반성을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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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행위가 아니다. 오로지 이성적 반성을 통해 준비된 정신만이
그러한 무조건적 순응을 수행할 수 있다. 과학에서 이성이 가장
그럴 듯한 의견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면, 신앙에서 이성은
자발적 순응을 통해서만 긍정될 수 있는 의견들을 찾는다.

3. 잠정적 결론
몽테뉴는 과학에서 언표들의 용도만을 고려하는 것을 비판한다.
그에 따르면 이로부터 의견들의 “방탕”만이 도출된다. 그러나 그
는 언표들의 정확한 의미를 고정시키고자 하는 시도 역시 비판한
다. 그러한 시도는 의사소통을 가로막고, 의식의 자유를 가로막는
다. 그에 따르면 이 두 극단은 모두 진리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한다. 그러나 몽테뉴는 ｢변론｣에서 우리가 진리에 어떻게 이를 수
있는지를 보여주지 않는다. 한 특수한 상황에서 진리를 찾아내는
것은 그 상황에 임했을 때에만 가능하다. “변론”의 회의주의는 이
러한 특수한 상황에 임해 진리 혹은 다른 객관적 가치들을 발견
할 수 있도록 정신을 훈련하고 준비하는 절차처럼 보인다. 각 상
황에서 진리를 발견하는 데는 특정한 방법이 없다, 그것은 의식이
자신의 자유로운 결단 하에 행해야할 일이다. 대신 몽테뉴는 자신
의 책 제목대로 끝없는 시도(Essais)를 통해 그러한 정신의 반성
능력을 강화하고자 한다.
반성능력의 이러한 훈련과정은 의견들을 분류하는 과정 안에서,
반성능력의 조건들과 한계를 드러내는 작업을 통해 이루어진다.
회의주의는 반성적 의식의 참된 대상들이 현상들임을 드러낸다.
자유로운 반성적 의식은 이 현상들과 관련해 객관성의 의미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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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를 구성한다. 그런데 이러한 구성은 수많은 매개를 통해 이루어
지며, 그래서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객관성의 의미는 계
속 변화할 수밖에 없다. 몽테뉴의 자유로운 주체는 이러한 변화
속에서 끊임없이 “균형”을 찾는 주체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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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Le jugement dans «l’apologie de
Raymond Sebond»de Montaigne
Paik Joojin(UNIVERSITE PANTHEON SORBONNE)

Dans cet article, nous exposons la doctrine montanienne du
jugement d’après la 12° chapitre de la 2°partie des Essais. Le
jugement authentique chez Montaigne étant le jugement qui
implique une prise de distance de l’esprit, cette doctrine doit
être éclairé par rapport à son scepticisme. Dans la première
partie de cet article, nous examinons la relation et la différence
entre le scepticisme antique et le scepticisme montanien. Le
scepticisme antique vise à la tranquillité de l’esprit par la
suspension du jugement, alors que le scepticisme montanien vise
à l’auto-conservation de la capacité humaine de résolution.
La dernière

partie est

consacrée au recensement

des

conditions de possibilitédu jugement. Entre ces conditions, nous
trouvons la raison, l’expérience, l’opinion, et le Dieu. Le
scepticisme montanien, comme réflexion constante de ces
conditions, montre la constitution de la réalité objective. Il
n’existe pourtant pas chez Montaigne une seule réalité mais
plusieurs réalités construites par la coopération des hommes.
Enfin, l’imperfection de l’homme n’est pas chez Montaigne 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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élément négatif, mais un élément positif qui rend possible cette
coopération.

Termes importants: Montaigne, jugement, suspension de jugement
(épochè), scepticisme, phénomène, exercice,
résolution, liberté ou libre arbitre, réalit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