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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데카르트는 그동안 윤리학과는 거리가 먼 형이상학자, 인식론자, 혹은

자연학자로 간주되어 왔다. 실제로 데카르트는 윤리학만을 다룬 저작을

쓰지 않았다. 하지만 데카르트가 윤리학에 관한 책을 쓰지 않았다는 사

실이 데카르트가 실천적인 문제에 무관심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

니다. 데카르트는 자신의 첫 출간저작인『방법서설』부터 엘리자베스 공

주에게 보낸 편지, 크리스티나 여왕에게 보낸 편지, 샤뉘에게 보낸 편지

를 거쳐 최후의 저작인『정념론』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윤리사상을 곳곳

에 남겨놓았다. 물론 이처럼 데카르트가 여기저기에 자신의 윤리사상의

흔적을 남겨놓았다고 해도 자신의 ‘윤리학’을 체계적으로 제시하지 않았

다는 것은 여전히 사실이다. 이 논문의 목적은 그 동안 데카르트 학자들

에게 큰 주목을 받지 못했던 데카르트의 윤리학을 가능한 한 체계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윤리학의 핵심 중의 하나는 최고선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이다. 왜냐하

면 최고선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따라 삶에서 우리 행위의 옮고 그름, 목

적과 수단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데카르트는 최고선이 덕(의 실천)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덕은 “우리 행위의 목적으로 설정해야만 하는 것”이다.

덕이 최고선이라는 데카르트의 주장은 데카르트 윤리학의 핵심이 바로

덕 개념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사람들은 모두 행복해지기를 원하지만 어

떻게 하면 행복해지는지 알지 못한다. 이것은 실천 철학의 가장 근본적

인 물음이다. 데카르트에게 행복은 “정신의 완전한 만족과 내적인 충족”

인데, 데카르트는 이렇게 행복하게 되기 위해서는 최고선인 덕을 실천해

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데카르트에 따르면, 덕의 실천 자체가 우리 행위

의 결과와 상관없이 우리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데 충분하다.

그렇다면 데카르트에게 덕은 무엇인가? 데카르트가 생각하는 덕은 “우

리의 이성이 최선이라고 판단한 것을 수행하려는 확고하고 지속적인 의

지”이다. 이러한 데카르트의 덕 개념은 데카르트 철학 내에서 매우 독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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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데카르트의 덕 개념을 해명하면 데카르트 철학에서 판단(또는 지

성)과 의지와의 관계와 역할이 잘 드러날 것이다. 또한 데카르트 윤리학

에서는 복수의 덕이 아니라 하나의 덕만이 존재하기 때문에 아리스토텔

레스의 덕 개념과도 차별적이고, 행복이 최고선은 아니지만 최고선인 덕

이 행복의 충분조건이라는 점에서 스토아 철학의 덕 개념과도 차이가 난

다.

이러한 데카르트의 덕 개념은 1645년 이후 텍스트에서 주로 등장하는

데, 그렇다면 덕 개념을 포함하여 데카르트의 윤리 사상은 데카르트의

철학적 여정에서 이른바 데카르트 ‘후기 철학’에서 등장하기 시작하는 것

일까? 하지만 잘 알려진 것처럼, 1636년 최초의 출간저작인『방법서설』

에서 데카르트는 ‘임시도덕morale par provision’을 내어놓는다. 만약 데

카르트가 이 ‘임시도덕’의 내용을 자신의 윤리 사상으로 진지하게 다루고

있다면, 데카르트 윤리학은 데카르트 ‘후기 철학’에서 등장하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른바 ‘전기 철학’부터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임시

도덕의 두 번째 준칙은 데카르트의 덕 개념과 일치한다. 또 세 번째 준

칙은 ‘우리에게 의존하는 것과 의존하지 않는 것’을 구분하는 데카르트

윤리학의 핵심과 공명한다. 이를 통해서 데카르트의 ‘임시도덕’이 1645년

이후 데카르트가 제시한 윤리사상을 이미 함축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한편 데카르트 ‘후기 윤리학’의 좀 더 구체적인 모습을 살펴보기 위해

서 최후 저작인 ‘『정념론』의 윤리학’을 살펴봐야 한다. 데카르트는

1644년 이후 ‘정념passion’의 문제에 몰두하게 된다. 이러한 관심으로 탄

생한 책이 바로 최후의 저작이자, 데카르트의 저작 중에서 데카르트의

윤리 사상이 가장 잘 드러나 있는 『정념론』이다. 데카르트가 정념의

문제에 몰두한 이유는,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충분조건이 덕인데 이 덕

과 반대되고 따라서 덕을 실천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이 정념이기 때문이

다. 데카르트에게 덕은 의지를 잘 발휘하는 것인데, 그 의지는 우리에게

만 속해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의지를 잘 발휘한다는 것은 우리 삶의 주

인이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념은 우리를 삶의 주인이 아니라 노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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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든다. 왜냐하면 정념에 휩쓸린 사람은 자신의 행위를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고 정념에 의해서 결정되게 만들기 때문이다. 데카르트에 따르면,

‘위대한 영혼’은 자신에게 일어나는 가장 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

을 가진 영혼이고, 따라서 어려움이 클수록 큰 만족감을 느끼는 영혼이

다. 그런데 정념이야말로 인간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이

러한 정념을 극복할 때 큰 만족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위대한 영혼’은

정념을 ‘정복maîtriser’하면서 자기 자신의 ‘주인maître’으로 남아있게 된

다. 물론 ‘위대한 영혼’도 바깥에서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외부 사건은

통제하지 못하지만 그것들이 자신에게 일으키는 감정은 통제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데카르트가 말하는 ‘『정념론』의 윤리학’은 정념의 통제, 혹

은 ‘습관을 통한 재설정’이다. 데카르트에 따르면, 동물 정기와 나쁜 정념

의 연결 관계를 우리의 의지를 통해서 바꿀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정념의 노예가 아니라 ‘위대한 영혼’으로 고양된다. ‘위대한

영혼’은 결국 자신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정념을 통제하고,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는 존재이다. 한편 의지를 통해서 동물정기와 정념의 연결 관

계를 바꿈으로써 우리는 의지의 자유를 경험한다. 이러한 자유의지의 경

험은 데카르트 윤리학의 최고봉이라 할 수 있는 ‘관대함générosité’과 연

결된다. 데카르트 철학에서 이상적인 윤리적 행위자인 ‘관대한 사람’은

자신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고 우리의 윤리적

삶은 이 자유의지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만 달려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

이다. 그리고 이 자유의지를 잘 사용하겠다는 결의를 갖는 사람이다.

데카르트의 ‘윤리학’이 ‘철학의 나무’에서 열리는 열매라면, ‘관대함’은

‘윤리학’이라는 가지에서 열리는 마지막 열매라고 할 수 있다. 데카르트

는 ‘관대함’을 ‘다른 모든 덕들의 열쇠’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데카

르트의 윤리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관대함’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

이 필수적이다. 데카르트에 따르면, 관대함의 정념이 먼저 우리 안에서

발생하고 그 후에 그 정념이 덕이 된다. 즉 데카르트에게 관대함은 ‘정념

-덕’이다. 또 데카르트는 관대함이 욕망의 “일반적인 치료책”이라고 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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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왜냐하면 관대함을 통해서 우리는 무관심한 대상이었던 자유의지에

더 관심을 기울이게 되고, 그 결과 ‘나에게만 의존하는 것’인 자유의지와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고 오직 ‘나에게만 의존하는 것’만을 욕망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관대한 사람’은 ‘정당한’ 자기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왜

냐하면 ‘관대한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귀속될 수 있는 것이 자유의지밖

에 없음을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이러한 무한한 자유의지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 경이감을 갖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데카르트는 ‘관대

한 사람’은 “자연적으로 훌륭한 일[큰일]에 이끌린다.”라고 주장한다. 그

것은 자신의 명예와 관련된 일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관대함을 가진 사람은 자연스럽게 ‘겸손’ ‘존경’, ‘친절’과

같은 덕스러운 성품을 가지게 된다. 이런 측면에서 데카르트는 관대함이

‘다른 모든 덕들에 이르는 열쇠’라고 말한 것이다. ‘관대한 사람’은 ‘관대

함’ 때문에 자연스럽게 다양한 덕스러운 품성을 갖출 수밖에 없다. 데카

르트의 ‘관대함’이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에 대한 ‘정당한’ 인

식과 이것을 잘 사용하겠다는 결의를 통해서 가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여러 가지 덕을 갖출 수 있기 때문에 데카르트는

‘관대함’을 통해서 평등주의의 미덕을 우리에게 되돌려주고 있다. 또 ‘관

대함’이 자기 자신의 ‘정당한’ 인식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타자에 대한

선한 행위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데카르트의 관대함은 ‘코기토의 완성’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코기토를 완성한 후에 ‘외출하는 코기토’의 근거가

된다. 즉 데카르트 윤리학의 핵심은 자기 자신의 완성이 아니라 타자로

향하는 것이다. 한편 ‘관대한 사람’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정념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과도한 정념에 사로잡히지 않는다. 이처럼 ‘관

대한 사람’은 정념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정념은 나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고, 따라서 ‘관

대한 사람’은 정념 때문에 “이 인생에서 가장 달콤함을 맛볼 능력”이 있

는 사람이다.

데카르트 윤리학의 핵심 개념들을 고려해 볼 때, 데카르트 윤리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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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윤리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동시에 데카르트의

덕윤리는 아리스토텔레스 덕윤리와 스토아 덕윤리의 반복이나 재진술이

아니라 데카르트 덕윤리만의 독특성을 가지고 있다. 데카르트가 고대 철

학자들의 덕윤리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데카르트의 윤리학은 그의 형

이상학이나 자연철학과 달리 새로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의 형이상학

과 자연학의 근대성만큼 새롭다는 것이 드러날 것이다.

주요어: 데카르트, 윤리학, 덕, 정념, 관대함, 자유의지, 덕윤리

학번: 2005-3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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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데카르트는 그동안 윤리학과는 거리가 먼 형이상학자, 인식론자, 혹은

자연학자로 간주되어 왔다. 예를 들어, Cumming(1955)은 “데카르트는

도덕적인 문제에 대해서 어떤 방법론적인 논의도 제공하지 않고 철학사

에 진입한 아마도 유일한 일급의 체계적인 철학자”1)라고 말한다.

Rodis-Lewis(1957) 역시 데카르트를 “겨울용 난로로 덥혀진 방에 갇힌

채 고생스럽게 형이상학적 성찰 또는 수학적이고 물리학적 문제를 푸는

데 자신을 헌신한 사유자”2)로서 생각하기 쉽다고 말한다. Morgan(1994)

은 데카르트 윤리학3)에 관한 저서를 내놓으면서 “‘데카르트 윤리학’이라

는 말은 철학적 모순어법oxymoron이 되었다”4)라고까지 평가한다.

데카르트 연구자뿐만 아니라 윤리학 연구자들도 데카르트 윤리학에 거

의 주목하지 않았는데, 예를 들어, 영미권에서 윤리학을 다룬 대표적인

책에서 Sidgwick(1988)은 “데카르트의 자연학과 심리학은 영국에서 많이

연구가 되었다. 그리고 그의 형이상학 체계는 로크의 가장 중요한 선구

자이다. 하지만 데카르트는 윤리학은 거의 다루지 않았다.”5)라고 주장한

다. 이런 평가는 현대에만 이어진 오해는 아닌데, 라이프니츠는 “우리는

데카르트가 윤리학에 커다란 진보를 가져오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하기

위해서 에픽테토스와 에피쿠로스의 훌륭한 지침서manual만 검토해도 된

다.”6)라고 주장한다.

1) Cumming(1955), “Descartes’ Provisional Morality”, Review of Metaphysics 9, p.207.

2) Rodis-Lewis (1998[초판은 1957]), La morale de Descartes (Paris: PUF), p.10.
3) ‘윤리’와 ‘도덕’의 차이를 구분하려는 시도들이 있지만, 이 논문에서는 ‘윤리’와 ‘도덕’,

‘윤리학’과 ‘도덕 철학’을 같은 의미로 사용하도록 하겠다.

4) Morgan(1994), Foundations of Cartesian Ethics (New Jersey: Humanities Press),
p.2.

5) Sidgwick(1988), Outlines of the H istory of Ethics (Indianapolis and Cambridge:
Hackett Publishing Company), p.266; 매킨타이어(A. MacIntyre)는 윤리학의 역사를

다룬 책인 『윤리의 역사, 도덕의 이론』 (서광사, 2004)(원제: A Short H istory of
Ethics: A H istory of Moral Philosophy from the Homeric Age to the Twentieth
Century)에서 데카르트 윤리학을 언급조차 하지 않는다.

6) Leibniz(1989), “신과 영혼에 관해서 Molanus(?)에게 보낸 편지”, in Philosophical
Essays, trans. by Roger Ariew and Daniel Garber (Indianapolis and Cambridge:

Hackett Publishing Company), p.241. 데카르트 윤리학이 스토아 윤리학의 연장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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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데카르트는 윤리학만을 다룬 저작을 쓰지 않았다. 그 이유에 대

해 데카르트는 1647년 Chanut에게 보낸 편지에서 윤리학에 관한 글보다

더 사람들에게 자기를 비난할 구실을 주는 것은 없기 때문에 윤리학에

대해서 쓰기를 주저했다고 말한다.

제가 윤리학morale에 관한 저의 생각을 쓰기를 거부했다는 것은 대체로 사실입니다. 이

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악한 사람들이 [윤리학보다] 저를 비난할

구실을 더 찾기 쉬운 다른 주제는 없습니다. 두 번째는 저는 오직 주권자, 혹은 주권자

에 의해서 인정받은 사람들만이 다른 사람의 품행mœures을 규제하는 문제에 대한 권리

를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1647년 11월 20일 Chanut에게 보낸 편지, AT V 86-87,

CSMK 326)7)

또 1648년 4월 16일 Burman과 나눈 대화에서도 데카르트는 다음과 같

이 말한다.

저자는 윤리학에 관해서 쓰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Auctor non libenter scribet ethica.

(AT V 178, CSMK 352)

이라는 주장은 Paperzak(1995), “Life, science, and wisdom according to Descartes”,

H istory of Philosophy Quarterly 12, p.141 참조.

7) 데카르트 저술의 인용은 관례에 따라 Adam과 Tannery 편집본의 권수와 쪽수를 본문

중에 인용; Charles Adam and Paul Tannery(1964-76), eds., Oeuvres de Descartes,
12 vols. (Paris: CNRS and Vrin). 또한 영어번역본의 쪽수도 AT 쪽수와 함께 약호

CSM과 CSMK로 병기함. (CSM=John Cottingham, Robert Stoothoff, and Dugal

Murdoch, trans., Philosophical Writings of Descartes, 2 Vol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5-1986; CSMK=Cottingham, Stoothoff, Murdoch,

and Anthony Kenny, trans., The Correspondence, vol. 3 of The Philosophical
Writing of Descarte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1). CSMK에 번

역되어 있지 않은 데카르트가 엘리자베스에게 보낸 편지와 엘리자베스가 데카르트에

게 보낸 편지는 Shapiro(2007)의 영어번역을 참조. Shapiro의 번역 쪽수는 CSMK와

마찬가지로 본문 중에 AT 쪽수와 병기한다. Shapiro(2007), The Correspondence
Between P rincess Elisabeth of Bohemia and René Descartes, edited and

translated by Lisa Shapiro (Chicago and 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데카르트의 저작 중 국역본이 있는 경우 국역본을 사용하되 필요한 경우 필

자가 수정함. (『방법서설』, 『정신지도를 위한 규칙들』, 『프로그램에 대한 주석』,

『성찰』은 이현복(문예출판사, 1997) 번역, 『철학의 원리』, 『성찰에 대한 반박과

답변』은 원석영(아카넷(2002), 나남출판(2012)) 번역, 『정념론』은 김선영(문예출판

사, 2013) 번역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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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구절은 데카르트가 윤리학에 관한 자신의 생각을 공식적으로 드러

내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지만 단지 데카르트가 성

격적으로 아주 신중한 사람이었다거나 겁이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윤

리학에 대해서 쓰지 않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데카르트는

당시 네덜란드 위트레흐트Utrecht 대학의 총장이었던 보에티우스Voetius

와의 오랜 싸움으로 많이 지쳐있는 상태였다. 그래서 1646년 11월 1월에

Chanut에게 보낸 편지에서 데카르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제가 만약 윤리학morale에 대해서 다루었다면, 아마도 저는 여왕님께서 제 저작들을 더

좋게 받아들일 수 있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주제는 제

가 쓰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 주제 중의 하나입니다. [위트레흐트 대학의] 총장Regents

은 저의 무해한 자연학의 원리들 때문에 저를 아주 못살게 굴었고, 그 원리들 가운데서

저를 모함할 이유를 발견하지 못해서 그렇게 화를 냈었는데, 만약 제가 윤리학을 다루었

다면 그들은 저를 가만두지 않았을 겁니다. 어떤 신부[Bourdin 신부]는 제가 회의주의자

를 논박했다는 이유로 저를 회의주의자라고 고발할 이유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장관[Voetius]은 제가 신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했다는 사실 외에 어떤 이유도 없이 저를

무신론자로 증명하려고 애썼습니다. 따라서 제가 만약 우리가 욕망하거나 두려하는 모든

것들의 올바른 가치, 죽음 이후의 영혼의 상태, 얼마나 우리는 삶을 사랑해야 하는가, 우

리의 삶을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를 가지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탐구하려고 했다면 그들은 무슨 소리를 못했겠습니까? 제가 가능한 한 종교와 가깝고

가능한 한 국가에 도움이 되는 의견을 가지는 것도 무의미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를

비난하는 사람들은 제가 그 둘 모두에 반대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사람들을 설득시

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은 [윤리학에 관한] 책을 쓰

지 않는 것입니다. (AT IV 536-537, CSMK 299-300)

이 텍스트에서 알 수 있듯이 데카르트는 지나치게 신중하거나 겁이 많

아서 윤리학에 대한 저작을 남기지 않은 것이 아니라 철학적 여정 속에

서 어려움을 많이 당했기 때문에 윤리학뿐만 아니라 정치학에 대해서 쓰

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 있다.8)

하지만 데카르트가 윤리학에 대한 책을 쓰지 않았다는 사실이 데카르트

8) Rodis-Lewis(1998), pp.110-113. 보에티우스와의 논쟁에 대해서는 악젤(2007), 17장

‘위트레흐트 논쟁’과 Gaukroger(1995), 8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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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철학의 실천적인 문제에 무관심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사실 데카르트는 초기의 미완성 저작인 『정신지도를 위한 규칙들』에서

부터 철학의 실천적인 문제에 관심을 기울였다. 데카르트는 “정신에 나

타나는 모든 것에 대해 견고하고 참된[건전한] 판단을 내리도록 정신을

지도하는 것이 연구의 목표이다.”(AT X 359, CSM I 9)라고 첫 번째 규

칙을 제시하면서 자신의 철학의 포부를 다음과 같이 밝힌다. “우리가 유

념할 것은, 이성의 자연적인 빛을 증대시키는 일이다. 이것도 이런저런

학적인 난제를 풀기 위해서가 아니라, 각각의 삶의 상황에서 무엇을 선

택해야 할지를 지성이 의지에게 보여 주기 위함이다.”(AT X 361, CSM

I 10) 여기서 데카르트는 자신의 이론적인 탐구의 목적이 “삶의 상황에

서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를” 찾는 것이라고 말한다. 즉 자신의 ‘정신지도

를 위한 규칙들’의 최종목적은 이러한 실천적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진리를 관조함으로써 갖게 되는 기쁨

voluptatem 및 그 어떤 근심에서도 벗어나 있고 이 현세에서 거의 유일

하고 완전한 행복felicitas인 기쁨에 유용한 지식”(AT X 361)을 얻는 것

이다.

이러한 데카르트의 생각은 『방법서설』에서도 드러난다. 데카르트는

『방법서설』의 첫 번째 부분에서 자신이 생각하는 철학, 그리고 철학을

공부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자신은 “내 행동을 분명히 직시하

면서 확신을 갖고 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참된 것을 거짓된 것에서 구

별할 수 있기를 늘 극도로 갈망했다.”(AT VI 10, CSM I 115)9)라고 말

한다. 데카르트에게 철학의 목적은 실천의 영역에서 잘 살아가기 위해서

행위의 선과 악을 구분하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실천적인 유익함이 우리 삶의 행위를 규제하는 윤리학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수 있다. 때때로 데카르트는 실천적인 영역에서의

9) 이현복(1997)은 이 구절에 대한 주석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데카르트의 철학에 있

어 이론(theoria)과 실천(praxis)이 결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참된 것과

거짓된 것을 구별하고자 하는 데카르트의 갈망은 결국 이 삶을 행복하게 영위하기 위

함이다. 따라서 참된 인식을 구하는 것은 올바른 행위를 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데카

르트 철학의 출발점은 참된 인식이지만, 종착점은 선한 행위인 셈이다.” 이현복(1997),

「주해: 방법서설」, 『방법서설』, 279쪽, 각주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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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적 관심이 의학이라고 주장하는 듯하다. 예를 들어, 데카르트는 『방

법서설』의 여섯 번째 부분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런 일반 개념들이 나에게 보여 준 바는, 우리는 삶에 아주 유용한 여러 지식에 이를

수 있고, 강단에서 가르치는 사변적인 철학Philosophie spéculative 대신에 실제적인 것

une pratique을 발견할 수 있으며, 이로써 (...) 우리는 자연의 주인이자 소유자maîtres et

possesseurs de la nature가 된다는 것이다. 이는 지상의 열매와 모든 편의를 노고 없이

제공해 주는 무수한 기술의 발명을 위해 바람직할 뿐만 아니라, 의심할 여지없이 이 삶

에서 으뜸가는 선이자 다른 모든 선의 기초인 건강의 유지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이다.

왜냐하면 정신조차도 신체의 기질과 기관의 배치에 의존하는 바가 아주 크므로 인간을

전체적으로 지금보다 현명하고 유능하게 만드는 수단을 발견할 수 있다면, 그것은 다름

아닌 의학에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AT VI 62, CSM I 143)10)

우선 건강과 그것의 보존을 위해 필요한 의학을 강조하는 이러한 텍스

트들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기독교 전통과 달리 데카르트는 행복은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점이다. 그래서 데카르트는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행복에 필요한 건강 - “의심할 여지없이 이

삶에서 으뜸가는 선이자 다른 모든 선의 기초”- 을 유지시킬 수 있는 의

학에 큰 의미를 부여한다. 1639년 1월 9일 Mersenne에게 보낸 편지에서

데카르트는 “나의 윤리학morale의 주된 목표 중의 하나는 죽음을 두려워

10) 1645년 10월 Newcastle 후작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다음과 같이 말한다. “건강의 보

존은 항상 나의 연구의 중심적인 목적이었다.”(AT IV 329, CSMK 275). 같은 해 엘

리자베스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데카르트는 “완벽한 건강은 현세의 모든 다른 좋은 것

들의 기초”(1645년 5월 혹은 6월 엘리자베스에게 보낸 편지, AT IV 220, CSMK 250)

라고 주장한다. 또 “사람들이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방해하고, 결과적으로 이성적

만족을 방해하는 질병이 존재한다.”(1645년 8월 16일 데카르트에게 보낸 편지)고 주장

하는 엘리자베스의 말에 데카르트는 “제가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에 대해 말한 것은

자신의 이성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적용되어야 합니다. (...) 그리고

신체의 질병은 의지를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을 방해합니다.”(1645년 9월 1일 엘리자

베스에게 보낸 편지, AT IV 282, CSMK 262)라고 대답한다. Gueroult(1968)는 데카

르트의 윤리학과 의학을 동일하게 보고 있는데, 의학이 건강을 획득하기 위한 ‘기술

technique’이라면, 윤리학은 ‘행복’을 얻기 위한 ‘기술’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즉각적으

로 의학처럼 도덕이 이론과학을 사용하는 기술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본다.”

Gueroult(1968), Descartes selon l’ordre des raisons II L’âme et le corps (Paris:
Aubier) p.179. 이에 대한 비판으로는 Marshall(1998), Descartes’ Moral Theory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6장 참고. Gueroult의 주장과 이에 대한 비판

은 1장에서 상세하게 다루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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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고 삶을 사랑하는 것”(AT II 480-481, CSMK 131)이라고 말한

다.

하지만 데카르트는 곧 이렇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의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윤리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

다. 1646년 6월 15일 Chanut에게 보낸 편지에서 데카르트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물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만 하는가를 찾는 가장 안전한 방법은 우선 우리가 누구인

지, 우리가 어떤 세계에 살고 있는지, 이 세상의 창조자, 즉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의 주인

이 누구인지를 발견하는 것이라는 당신[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까지 쓴 모든 것이 완전히 참이라고는 주장하거나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게다가 제가

『철학의 원리』에서 전달하려고 했던 하늘과 땅의 일반적인 관념과 아직은 논의하지

않은 인간의 본성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

가 당신의 [윤리학을 공부하려는] 계획으로부터 [당신의] 마음을 돌리기를 원한다고 생각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획득하려고 노력했던 자연학의 작은 지식이 윤리

학morale에서 확실한 기초를 확립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제가 훨씬 더 많

은 시간을 쏟아 부었던 의학과 관련된 다른 분야보다 이 주제[윤리학]에 만족스런 결론

에 도달하기가 훨씬 쉽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삶을 보존하려는 방법을 찾는 대

신에 저는 훨씬 쉽고 확실한 방법을 발견했는데, 바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

다. 그러나 이것은 전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가르침으로부터 지혜를 이끌어내고 인간적인

이해타산과 권위에만 의존하는데 머무르는 사람들을 실망시키는 것처럼 저를 실망시키

지 않습니다. (AT IV 441-442, CSMK 289)

데카르트는 자연학 연구를 통한 의학의 발전으로 건강을 유지하고 ‘삶

을 보존하려는’ 방법을 찾는 것보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방법인 윤

리학으로 관심의 초점을 옮겼다고 말한다. 앞서 데카르트는 1647년

Chanut에게 보낸 편지에서 윤리학을 쓰는 것은 주권자의 영역, 혹은 주

권자의 권위를 부여받는 자가 쓸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은 윤

리학에 대해서 쓰고 싶지 않았다고 말한 것을 보았다(1647년 11월 20일

Chanut에게 보낸 편지, AT V 86-87, CSMK III 326). 하지만 이어서 데

카르트는 자신이 주권자인 크리스티나 여왕의 권위를 부여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윤리학에 대해서 쓸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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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다.

이러한 두 가지 이유[윤리학은 악한 사람들이 나를 비난할 구실을 준다, 윤리학은 주권

자나 주권자에 의해서 권위를 부여받은 사람들의 영역이다]는 당신께서 모시고 있는 훌

륭한 여왕님을 대신해서 당신이 저에게 부여한 영광으로 무효화됩니다. 즉 만약 제가 여

왕님을 위해 최고선에 대한 저의 견해를 쓴다면 여왕님이 기뻐하실 거라는 당신의 말씀

말입니다. 이러한 요청이 충분한 권위를 부여합니다.(AT V 86-87, CSMK 326)

그리고는 이 편지에 자신이 엘리자베스 공주와 윤리학적 주제에 대해서

주고받은 편지(1645년 7월 21일, 8월 4일, 8월 18일, 9월 1일, 9월 15일,

10월 6일 편지의 전반부11))를 동봉한다. 만약 데카르트가 자신의 철학에

서 윤리학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면 데카르트는 크리스티나 여왕에

게 엘리자베스와 윤리적 주제에 대해 주고받은 편지를 보낼 이유가 없을

것이다. 물론 데카르트는 여전히 그 편지를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지 말

아달라는 내용을 덧붙이지만 말이다.

이러한 텍스트들 외에도 데카르트 철학에서 윤리학의 중요성을 보여주

는 텍스트가 바로 1647년 출간된 『철학의 원리』 프랑스어 판 서문이

다. 데카르트는 이 서문을 다음과 같이 시작한다. “철학이란 말은 지혜에

대한 탐구를 뜻하며, 지혜란 일상생활에 있어서의 현명함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인간이 인식할 수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완전한 지식을 의미하

는 것인데, 이는 삶을 위한 규칙을 갖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건강을 지키

기 위해서나 기술들을 고안해 내기 위해서이다.”(AT IXB 2, CSM I

179) 이 구절에서 데카르트는 철학은 ‘지혜에 대한 탐구’이고, 이 철학의

목적은 의학이나 기술뿐만이 아니라 ‘삶을 위한 규칙을 갖는 것’ 즉 윤리

학이라고 주장한다. 데카르트는 더 구체적으로 철학을 공부하는 목적이

우리에게 윤리적 지침을 주는 것이라고 말한다. 더 정확하게는 윤리적

지침이 필요하기 때문에 철학을 공부하는 것이다. “우리 눈의 사용이 우

리의 발걸음을 인도하는 것보다 철학 공부가 이 삶에서 우리의 품행

mœurs과 행동의 규제에 보다 필수적이다.”(AT IXB 3-4, CSM I 180)12)

11) CSMK, p.327, n.1.

12) 원석영의 번역은 이 구절이 빠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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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데카르트의 생각은 그 유명한 ‘철학의 나무’ 비유로 이어진다.

이 비유에서 데카르트는 형이상학-뿌리와 자연학-줄기에서 나오는 가지

중의 하나가 ‘윤리학’이며 이 윤리학이야말로 ‘지혜의 최종단계’라고 말한

다.

철학 전체는 나무와 같습니다. 뿌리는 형이상학, 줄기는 자연학, 이 줄기에서부터 나오

는 가지는 모든 다른 학문들인데 다음의 주요한 세 가지, 즉 의학, 기계학, 윤리학으로

귀결될 수 있습니다. 제가 윤리학morale이라는 말로 의미하는 바는 최고의 그리고 가장

완전한la plus haute et la plus parfaite 윤리학인데, 이 체계는 다른 학문에 대한 완전한

지식을 전제하는 지혜의 최종 단계입니다. 열매를 나무의 뿌리나 줄기에서 수확하는 것

이 아니라 가지의 끝에서 수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철학의 주된 유용함은 마지막에만

알려지는 그 부분에 의존합니다. (AT IXB 14-15, CSM I 186)

데카르트는 이 비유에서 이론적 탐구인 형이상학과 자연학의 열매는 바

로 실천적 지혜인 윤리학이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열매를 나무의 뿌리

나 줄기에서 수확하는 것이 아니라 가지의 끝에서 수확하는 것과 마찬가

지로 철학의 주된 유용함은 마지막에만 알려지는 그 부분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데카르트는 윤리학을 자신의 철학 프로젝트의 최후의 열매라

고 생각했고, 이 열매를 따기 위해서는 형이상학과 자연학을 먼저 일구

어야만 한 것이다.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데카르트는 생애 마지막까

지 자신의 철학이 단순히 형이상학이나 자연학의 진보만이 아니라 윤리

학 혹은 실천학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Grimaldi (1992)가 강조한 것처럼 “데카르트는 윤리학을 철학의 중심 목

적으로 규정하기를 멈추지 않았다.”13)

그리고 데카르트는 『철학의 원리』 서문의 마지막을 다음과 같은 희망

으로 마무리한다.

나의 원리들이 기존 철학의 것들과 얼마나 다른지를 그리고 얼마나 많은 진리들이 서

로 연결되어 그것들로부터 연역되는지를 보게 된다면, 그런 진리들만 고찰하기를 고집하

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것들이 우리를 어떤 단계의 지혜와 어느 정도의 삶

13) Grimaldi(1992), Descartes, la Morale (Paris: J. Vrin), p.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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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완전성과 어떤 행복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지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된다면, 감히 확신

하건대, 그렇게 유용한 학문을 하지 않을 사람은, 혹은 적어도 성과를 보이며 그러한 학

문을 탐구하는 사람을 옹호하거나 후원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나는 후손

들이 이 프로젝트의 행복한 결말을 맞이하게 되기를 바란다. (AT IXB 20, CSM I 190)

이처럼 데카르트는 자신의 철학의 ‘교과서’14)라고 할 수 있는 『철학의

원리』에 대한 자신의 철학적 청사진을 밝히고 있는 프랑어판 서문의 처

음과 끝을 실천적 영역에서 철학이 할 수 있는 역할을 강조하는 데 할애

한다.15) 이것은 데카르트가 얼마나 철학의 실천적 역할에 관심이 많았는

지를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준다.

그렇다면 이러한 텍스트들에도 불구하고 데카르트 철학에서 윤리학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오해는 어디에서 기인하는 것일까? 아마도 이러한 오

해는 데카르트가 명석하고 판명한 지식을 요구하는 엄밀한 합리주의자라

는 생각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오랫동안 데카르트 연구자

들의 주된 관심 저작이었던 『방법서설』과 『성찰』에서 데카르트는 명

석하고 판명한 지각에 기반한 형이상학적 확실성을 강조하였다. 심지어

명석하고 판명하지 않은 지각에 대해서는 아무런 판단도 하지 말라고 말

한다.

하지만 이론적 성찰을 강조한 『성찰』에서조차도 데카르트는 이론적

성찰의 최고조가 바로 ‘기쁨’이라고 강조한다. 데카르트는 세 번째 성찰

에서 신은 속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한 후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이런 성찰을 통해 현세에서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기쁨maximam ...

voluptatem을 누리고 있음을 경험”(AT VII 52, CSM II 36)한다. 물론

이러한 기쁨과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이성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1645

년 8월 4일 엘리자베스에게 보낸 편지에서 데카르트는 “인간의 가장 큰

행복la plus grande félicité은 이성의 올바른 사용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14) 이에 대해서는 김상환(1992), 「교과서 데카르트」, 『철학과현실』 제13호:141-157

참조.

15) 1643년 5월 보에티우스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나와 철학에 헌

신한 다른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철학은 자연의 빛에 의해서 지각될 수 있고 인류

에게 유익할utiles 수 있는 것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진리에 대한 지식에 다름 아

니다.”(AT VIIIB 26, CSMK 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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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그것을 획득하는 데에 이끄는 연구는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유용한 직업occupation입니다.”(AT IV 267, CSMK 258)라고 주장

한다. 또한 같은 해 10월에 엘리자베스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진정한 철

학은 가장 슬픈 재앙과 가장 쓰라린 고통 가운데에서조차도, 만약 우리

의 이성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만 안다면 항상 만족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

다.”(1645년 10월 6일 엘리자베스에게 보낸 편지, AT IV 315, CSMK

272)라고 말한다. 즉 데카르트는 이론적 연구, 혹은 순수한 인식론적 여

정이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인간의 가장 큰 행복을 위한 도구로서 기

능한다고 주장한다. 이런 측면에서 데카르트는 이론적 지혜와 실천적 행

복 사이에서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하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16)

이렇게 윤리학을 강조하는 데카르트의 철학적 관심은 1649년에 출간된

최후의 저작인 『정념론』에까지 이어진다. 비록 데카르트는 『정념론』

의 서론 역할을 하는 편지prefactory letters에서 자신은 도덕철학자가 아

니라 자연학자로서 『정념론』을 썼다고 주장하고는 있지만(AT XI 326,

CSM I 327), 데카르트는 이 책에서 자신의 윤리사상을 곳곳에서 설명한

다. 3부로 이루어진 이 저작에서 각 부의 마지막은 윤리학적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17) 1부는 ‘강한 영혼’과 ‘약한 영혼’에 대한 설명(47항-48

항)과 정념을 규제하는 것(49항-50항)에 대한 설명으로 끝을 맺는다. 2부

는 욕망의 규제와 덕의 실행(144항-148항)에 대한 설명으로 끝을 맺는

다. 3부는 정념의 규제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하고 끝을 맺는다. 특히 이

부분에는 데카르트 윤리학의 핵심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관대함

générosité’(152-161항)에 대한 설명이 있다.18) 그리고 데카르트는 『정

념론』 마지막 항을 “이 세상의 모든 선과 악은 오직 정념에만 의존해

16) 그래서 Morgan(1994)은 이렇게 말한다. “데카르트 윤리학에서 영구적으로 존재하는

긴장은 다음의 질문으로 표현될 수 있다. 어떻게 이성의 순수한 적용과 형이상학적

확실성의 이끔에 자신을 내어주지 않는 세계에 살면서 데카르트의 확실성의 지도 아

래 도덕적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Morgan(1994), p.5.

17) 정념론의 구조에 대해서는 Shapiro(2003b), “The Structure of The Passions of the
Soul and the Soul-Body Union”, in Passion and Virtue in Descartes, edited by
Byron Williston and André Gombay (Amherst, NY: Humanity Books), pp.31-82 참

조.

18) ‘관대함’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4장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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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212항, AT XI 488, CSM I 404)는 것으로 마무리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데카르트는 자신의 미완성 초기저작인 『정신

지도를 위한 규칙들』부터, 혹은 첫 출간저작인 『방법서설』부터 엘리

자베스 공주에게 보낸 편지, 크리스티나 여왕에게 보낸 편지, 샤뉘에게

보낸 편지를 거쳐 최후의 저작인 『정념론』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윤리

사상을 곳곳에 남겨놓았다. 물론 이처럼 데카르트가 여기저기에 자신의

윤리사상의 흔적을 남겨놓았다고 해도 자신의 ‘윤리학’을 체계적으로 제

시하지 않았다는 것은 여전히 사실이다. 이 논문의 목적은 이렇게 여기

저기 흩어져 있는 데카르트의 윤리사상을 가능한 한 체계적으로 보여주

는 것이다.

이 논문에서 이렇게 복잡하게 흩어져 있는 데카르트의 윤리사상을 하나

로 묶어줄 ‘개념적 실마리’, 데카르트의 텍스트에서 우리가 길을 잃지 않

도록 해 줄 ‘아리아드네의 실’은 바로 데카르트의 ‘덕vertu’ 개념이다. 데

카르트에 따르면, 덕(의 실천)이 우리 삶의 최고선이며 따라서 “우리 행

위의 목적으로 우리가 설정해야만 하는 것(AT 275, CSMK 261)”이다.

윤리학의 핵심 중의 하나는 최고선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이다. 왜냐하면

최고선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따라 우리 행위의 옮고 그름, 목적과 수단

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덕이 최고선이라는 데카르트의 주장은 데

카르트 윤리학의 핵심이 바로 덕 개념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데카르트의

윤리 사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덕 개념을 중심으로 큰 그림을 그리는

것이 중요하다. 이 논문에서는 이 ‘덕’ 개념을 실마리로 삼아 데카르트

윤리학의 핵심 개념과 그 개념들이 데카르트 철학에서 차지하고 있는 의

미를 해명하고자 한다.

우선 1장에서는 데카르트가 생각하고 있는 덕이 무엇인지 데카르트가

보낸 편지와 『정념론』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덕 개념

을 중심으로 회전하고 있는 데카르트 윤리학의 핵심 개념들 – 행복, 최

고선, 자유의지, 이론적 판단과 실천적 판단의 구분, 결의résolution, 습관

등 –이 덕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가 드러날 것이다. 사람들은 모두

행복해지기를 원하지만 어떻게 하면 행복해지는지 알지 못한다. 이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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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 철학의 가장 근본적인 물음이다. 데카르트에게 행복은 “정신의 완

전한 만족과 내적인 충족”(AT IV 264, CSMK 257)인데, 데카르트는 이

렇게 행복하게 되기 위해서는 최고선인 덕을 실천해야만 한다고 주장한

다. 데카르트에 따르면, 덕의 실천 자체가 우리 행위의 결과와 상관없이

우리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데 충분하다.

그렇다면 데카르트에게 덕은 무엇인가? 덕은 “우리의 이성이 최선이라

고 판단한 것을 수행하려는 확고하고 지속적인 의지”(AT IV 277,

CSMK 262)이다. 이러한 데카르트의 덕 개념은 데카르트 철학 내에서

매우 독특하다. 왜냐하면 데카르트는 『성찰』에서 ‘명석하고 판명한 지

각’이 아니라면 판단을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른바 ‘실천적 영

역’에서는 그저 최선이라고 판단되는 것을 수행하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1장에서는 데카르트의 이러한 구분, 이론적 영역에서의 ‘형이상학적 확실

성’과 실천적 영역에서의 ‘도덕적 확실성’의 차이가 논의될 것이다. 또한

데카르트는 덕을 ‘의지’ 혹은 ‘결의’라고 주장한다. 즉 덕은 우리 의지의

사용이다. 데카르트는 “자신의 의지를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 외에는 자

기에게 진정으로 속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AT XI 445-446, CSM I

384)다고 주장하는데, 덕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이유는 이처럼 자유의

지 외에는 외적 운이 아닌 우리에게만 달려있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내

면의 만족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완전성, 즉 자유의지와 그것의

사용에만 기인한다. 이와 같이 ‘이성이 최선이라고 판단한 것을 수행하

려는 의지’라는 데카르트의 덕 개념을 해명하면 데카르트 철학에서 판단

(또는 지성)과 의지와의 관계와 역할도 더 잘 드러날 것이다. 1장에서는

또 데카르트의 덕 개념의 독특성이 논의될 것이다. 데카르트에게는 복수

의 덕이 아니라 하나의 덕만이 존재하기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의 덕 개

념과도 차별적이고 행복이 최고선은 아니지만 최고선인 덕이 행복의 충

분조건이라는 점에서 스토아 철학의 덕 개념과도 차이가 난다. 1장의 덕

개념은 1645년 이후 텍스트를 중심으로 살펴보게 되는데, 그렇다면 덕

개념을 포함하여 데카르트의 윤리 사상은 데카르트의 철학적 여정에서

이른바 데카르트 ‘후기 철학’에서 등장하기 시작하는 것일까? 만약 그렇



- 13 -

다면 우리는 데카르트 ‘후기 철학’을 데카르트 철학의 ‘윤리(학)적 전회

ethical turn’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잘 알려진 것처럼, 1636

년 최초의 출간저작인 『방법서설』 3부에서 데카르트는 ‘임시도덕

morale par provision’을 내어놓는다. 만약 데카르트가 이 ‘임시도덕’의

내용을 자신의 윤리 사상으로 진지하게 다루고 있다면, 데카르트 윤리학

은 데카르트 ‘후기 철학’에서 등장하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른바 ‘전

기 철학’부터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2장에서는 우선 『방법서설』의

‘임시도덕’의 네 가지 준칙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방법서설』의 윤

리학’의 내용이 무엇인지 상세하게 살펴볼 것이다. 특히 임시도덕의 두

번째 준칙 - “내가 할 수 있는 한 확고하고 결단력 있게 되는 것”(AT

VI 24, CSM I 123) -은 데카르트의 덕 개념과 일치한다. 또 세 번째 준

칙 - “세상의 질서를 바꾸기 보다는 나의 욕망을 바꾸도록 노력해야 한

다.”(AT VI 25, CSM I 123) -은 ‘우리에게 의존하는 것과 의존하지 않

는 것’을 구분하는 데카르트 윤리학의 핵심과 공명한다. 이를 통해서 데

카르트의 ‘임시도덕’이 1645년 이후 데카르트가 제시한 윤리사상을 이미

함축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날 것이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여전히 남아

있는 문제는 ‘『방법서설』의 윤리학’이 ‘『정념론』의 윤리학’, 혹은 ‘후

기 윤리학’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이다. 2장의 후반부에서는 이러한 ‘『방

법서설』의 윤리학’과 ‘후기 윤리학’ 사이의 관계를 다룰 것이다.

3장에서는 이 ‘후기 윤리학’의 좀 더 구체적인 모습을 살펴보기 위해서

데카르트의 최후 저작인 ‘『정념론』의 윤리학’을 다룰 것이다. 데카르트

는 1645년 엘리자베스에게 세네카가 쓴 『행복한 삶에 관하여De Vita

Beata』을 같이 읽자고 제안한 후, 세네카가 “덕의 실천을 용이하게 만

드는 데 필수적인 것”(AT IV 267, CSMK 258)을 가르쳤어야 했는데 그

렇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한다. 그런데 데카르트에 따르면, 세네카가 가르

쳐야 했던 ‘덕의 실천’에 필수적인 것이 바로 “우리의 욕망과 정념을 규

제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즈음 ‘정념passion’의 문제에 몰두하게 된다.

그렇게 탄생한 책이 바로 최후의 저작이자, 데카르트의 저작 중에서 데

카르트의 윤리 사상이 가장 잘 드러나 있는『정념론』이다. 엘리자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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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데카르트에게『정념론』의 “윤리에 관한 부분은 이 주제에 관해서 말

해진 모든 것을 능가”(AT IV 403, Shapiro(2007) p.133)한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왜 데카르트는 자신의 윤리학에서 정념의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일까. 데카르트는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충분조건이 덕인데, 이

덕과 반대되고 따라서 덕을 실천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이 정념이라고 주

장한다. 덕은 의지를 잘 발휘하는 것인데, 그 의지는 우리에게만 속해있

다는 점에서 우리가 의지를 잘 발휘한다는 것은 우리 삶의 주인이 된다

는 것이다. 하지만 정념은 우리를 삶의 주인이 아니라 노예로 만든다. 왜

냐하면 정념에 휩쓸린 사람은 자신의 행위를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고 정

념에 의해서 결정되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데카르트는 “의지의 힘

을 결코 시험해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가장 약한 영혼”이라고 부르고

정념은 이런 ‘가장 약한 영혼’을 “가장 비참한 상태”에 빠뜨린다고 말한

다(AT XI 367, CSM I 347). 반면 ‘위대한 영혼’은 자신에게 일어나는 가

장 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영혼이고, 따라서 어려움이

클수록 큰 만족감을 느끼는 영혼이다. 그런데 정념이야말로 인간에게 가

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이러한 정념을 극복할 때 큰 만족을 얻을

수 있게 된다. 결국, ‘위대한 영혼’은 정념을 ‘정복maîtriser’하면서 자기

자신의 ‘주인maître’으로 남아있게 된다. 물론 ‘위대한 영혼’도 바깥에서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외부 사건은 통제하지 못하지만은 그것들이 자

신에게 일으키는 감정은 통제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데카르트가 말하는 ‘『정념론』의 윤리학’은 정념의 통제, 혹은

‘습관을 통한 재설정’이다. 3장에서는 동물 정기와 나쁜 정념의 연결 관

계를 우리의 의지를 통해서 바꿀 수 있다는 ‘『정념론』의 윤리학’의 핵

심을 상세하게 다룰 것이다. 이렇게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정념의 노예

가 아니라 ‘위대한 영혼’으로 고양된다. ‘위대한 영혼’은 결국 자신의 자

유의지를 통해서 정념을 통제하고,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는 존재이다.

한편 의지를 통해서 동물정기와 정념의 연결 관계를 바꿈으로써 우리는

의지의 자유를 경험한다. 이러한 자유의지의 경험은 데카르트 윤리학의

최고봉이라 할 수 있는 ‘관대함générosité’과 연결된다. 데카르트 철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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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이상적 인 윤리적 행위자인 ‘관대한 사람’은 자신이 자유의지가 있다

는 것을 아는 사람이고 우리의 윤리적 삶은 이 자유의지를 어떻게 사용

하는지에만 달려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 자유의지를 잘

사용하겠다는 결의를 갖는 사람이다.

데카르트 윤리학의 핵심인 ‘관대함’에 대해서는 4장에서 살펴볼 것이다.

데카르트의 ‘윤리학’이 ‘철학의 나무’에서 열리는 열매라면, ‘관대함’은 ‘윤

리학’이라는 가지에서 열리는 마지막 열매라고 할 수 있다. 데카르트는

‘관대함’을 ‘다른 모든 덕들의 열쇠’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데카르트

의 윤리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관대함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이 필

수적이다. 데카르트는 자유의지에 대해서 생각하면 우리는 “자신 안에

그 정념[관대함]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관대함의 덕을 획득할 수 있

다.”(AT XI 454, CSM I 388)고 말한다. 데카르트에 따르면, 관대함의 정

념이 먼저 우리 안에서 발생하고 그 후에 그 정념이 덕이 된다. 즉 데카

르트에게 관대함은 ‘정념-덕’이다. 또 데카르트는 관대함이 욕망의 “일반

적인 치료책”(AT XI 438, CSM I 380)이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관대함을

통해서 우리는 무관심한 대상이었던 자유의지에 더 관심을 기울이게 되

고, 그 결과 ‘나에게만 의존하는 것’인 자유의지와 그렇지 않은 것을 구

분하고 오직 ‘나에게만 의존하는 것’만을 욕망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4장에서는 또 이러한 ‘정념-덕’을 체화한 ‘관대한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도 상세하게 살펴볼 것이다. 데카르트에 따르면, ‘관대한

사람’은 정당한 자기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관대한 사

람’은 자기 자신에게 귀속될 수 있는 것이 자유의지밖에 없음을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이러한 무한한 자유의지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 경이감을

갖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관대한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한 정당한 인식

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타자에 대한 태도에서도 그 만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데카르트는 ‘관대한 사람’은 “자연적으로 훌륭한 일[큰일]에 이끌린

다.”(AT XI 447, CSM I 385)라고 주장한다. 그것은 자신의 명예와 관련

된 일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하는 것이다. ‘관대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하는 것과 자신의 이익을 무시하는 것을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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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커다란] 것으로 평가”(AT 447-448, CSM I 385)한다. 더 나아가

‘관대한 사람’은 “이런 이유로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예의 바르고

courtois 상냥하며affable 타인에게 친절하다officieux.”(AT XI 448, CSM

I 385) 이처럼 관대함을 가진 사람은 자연스럽게 ‘겸손’ ‘존경’, ‘친절’과

같은 덕스러운 성품을 가지게 된다. 이런 측면에서 데카르트는 관대함이

‘다른 모든 덕들에 이르는 열쇠’라고 말한 것이다. ‘관대한 사람’은 ‘관대

함’ 때문에 자연스럽게 다양한 덕스러운 품성을 갖출 수밖에 없다. 이런

의미에서 데카르트의 이상적인 윤리적 행위자인 ‘관대한 사람’은 아리스

토텔레스의 ‘원대한 마음megalopsychia을 가진 사람’과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원대한 마음’

이 이러저러한 덕을 가진 사람이 마지막에 쓰게 되는 면류관이라고 말하

지만, 데카르트는 ‘관대함’이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에 대한

‘정당한’ 인식과 이것을 잘 사용하겠다는 결의를 통해서 가질 수 있는 것

이고, 여기에서부터 여러 가지 덕을 갖출 수 있게 된다고 말하기 때문이

다. ‘관대함’이 이런 방향을 갖게 만들면서 데카르트는 평등주의의 미덕

을 우리에게 되돌려주고 있다. 또 ‘관대함’이 자기 자신의 정당한 인식에

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타자에 대한 선한 행위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데

카르트의 관대함은 ‘코기토의 완성’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코기토를 완

성한 후에 ‘외출하는 코기토’의 근거가 된다. 즉 데카르트 윤리학의 핵심

은 자기 자신의 완성이 아니라 타자로 향하는 것이다. 한편 ‘관대한 사

람’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정념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과도

한 정념에 사로잡히지 않는다. 이처럼 ‘관대한 사람’은 정념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정념은 나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즐거움을 만

끽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고, 따라서 ‘관대한 사람’은 정념 때문에 “이

인생에서 가장 달콤함을 맛볼 능력”(AT XI 488, CSM I 404)이 있는 사

람이다.

이 논문의 4장까지는 그 동안 데카르트 철학에서 잘 다루어지지 않았던

데카르트 철학의 윤리 사상을 전경(前景)으로 끄집어내어, 데카르트의 텍

스트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는 윤리 사상을 정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설명



- 17 -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마지막 장인 5장에서는 철학사의 더 큰 맥

락 안에서 데카르트 윤리학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지에 관한 문제를

다룰 것이다. 데카르트 철학에서 윤리학의 내용과 역할이 무엇인지 상세

하게 논의한 후, 5장에서는 데카르트 윤리학이 윤리학의 역사에서는 어

떤 좌표를 차지하고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서 우리

는 데카르트 윤리학을 조금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조망할 수 있게 될 것

이다. 나의 주장은 데카르트 윤리학의 핵심 개념들을 고려해 볼 때, 데카

르트 윤리학을 덕윤리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것

이다. 동시에 데카르트의 덕윤리는 아리스토텔레스 덕윤리와 스토아 덕

윤리의 반복이나 재진술이 아니라 데카르트 덕윤리만의 독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 역시 다루어질 것이다. 이를 통해 데카르트가 고대 철학자들

의 덕윤리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데카르트의 윤리학은 그의 형이상학

이나 자연철학과 달리 새로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의 형이상학과 자연

학의 근대성만큼 새롭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한편 데카르트의 덕개념은 ‘덕의 내용은 무엇이다’라는 1차적first-order

규정이 아닌 ‘우리의 이성이 최선이라고 판단한 것을 수행하려는 확고하

고 지속적인 결의’라는 2차적second-order 규정을 제시했기 때문에, 데카

르트 윤리학은 칸트 윤리학의 관점에서 해석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런 주장에 따르면, 데카르트 윤리학에서 ‘결의’에 대한 강조는 칸트 윤

리학의 ‘선의지’를 예비하며, 또 데카르트가 강조한 이성의 역할 혹은 자

율성 역시 칸트 윤리학의 이성의 존엄성 혹은 인간의 자율성을 예비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5장에서 데카르트 윤리학의 덕윤리적 해석을 제

시한 후, 칸트 윤리학과의 차이점을 드러냄으로써 데카르트 윤리학을 칸

트 윤리학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것에 반대할 것이다. 또 그 동안 데카르

트 윤리학을 개인의 완전성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주의 윤리학으로 이해

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나는 이 논문에서 데카르트 윤리학이 가지고 있

는 공동체주의 성격을 드러내고자 한다. 데카르트 윤리학이 공동체주의

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데카르트의 윤리학을 덕윤

리로 해석할 수 있다는 주장에 조금 더 가까이 가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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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데카르트 윤리학과 덕

서론에서 우리는 데카르트가 자신의 철학에서 실천적인 학문의 중요성,

즉 윤리학의 중요성을 계속해서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사실을 살펴보았

다. 이 장에서는 본격적으로 데카르트 철학에서 윤리학이 중요하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데카르트 윤리학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상세히

살펴볼 것이다. 앞서 말한 것처럼,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데카르트의 윤

리사상을 이 논문에서 하나로 묶어줄 ‘실마리’, 데카르트의 텍스트에서

우리가 길을 잃지 않도록 해 줄 ‘아리아드네의 실’은 데카르트의 ‘덕

vertu’ 개념이다. 데카르트는 주로 1645년 이후의 텍스트인 엘리자베스

공주와 크리스티나 여왕에게 보낸 편지, 그리고 『정념론』에서 자신이

생각하는 덕을 설명한다. 이 텍스트들에서 덕은 우리 삶의 최고선이며

따라서 “우리 행위의 목적으로 우리가 설정해야만 하는 것(AT 275,

CSMK 261)”으로 정의된다. 이처럼 데카르트 윤리학에서 최고선은 덕이

기 때문에 이 개념을 해명하면 데카르트 윤리 사상의 다른 핵심 개념들

이 더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첫 번째 절에서는 데카르트 윤리학에서

행복과 최고선의 관계가 다루어질 것이다. 데카르트에게 행복은 ‘정신의

완전한 만족과 내적인 충족’이고, 이러한 만족과 충족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노력으로만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이 절에서는

데카르트 윤리학은 행복을 최고선으로 규정한 아리스토텔레스 윤리학과

달리 행복은 최고선이 아니라 최고선을 전제한다는 점이 해명될 것이다.

두 번째 절에서는 최고선으로서의 덕의 문제가 다루어진다. 데카르트에

따르면, ‘최고선=덕=이성이 최선이라고 판단한 것을 수행하려는 확고하

고 지속적인 의지(결의)’이다. 이러한 데카르트의 덕 개념은 데카르트 철

학 내에서 매우 독특한데, 왜냐하면 데카르트는 그저 최선이라고 판단되

는 것을 수행하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데카르트 철학에서 실천의 영역에

서 ‘최선의 판단’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세 번째 절에서 논의될 것

이다. 이 절에서는 이론적 영역에서의 ‘형이상학적 확실성’과 실천적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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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에서의 ‘도덕적 확실성’의 차이를 다룰 것이다. 데카르트의 덕이 가지

고 있는 또 하나의 특징은 바로 덕이 습관이라는 사실이다. 데카르트는

덕이 습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정신의 성향mental disposition임을 분

명히 강조한다. 이러한 ‘습관으로서의 덕’은 네 번째 절에서 해명될 것이

다. 마지막 절에서는 데카르트 덕 개념의 독특성이 논의될 것이다. 데카

르트에게는 복수의 덕이 아니라 하나의 덕만이 존재하기 때문에 아리스

토텔레스의 덕 개념과도 차별적이고 행복이 최고선은 아니지만 최고선인

덕이 행복의 충분조건이라는 점에서 스토아 철학의 덕 개념과도 차이가

난다는 점이 밝혀질 것이다.

1. 행복과 최고선

1645년 5월 데카르트는 Pollot로부터 엘리자베스 공주가 아프다는 이야

기를 전해 듣고는 다음과 같은 편지를 쓴다.

지난번 [Pollot로부터] 받은 편지에서 공주님이 마른기침을 동반한 미열을 3-4주간 앓으

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5-6일 정도 회복한 후에 다시 앓으셨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 제가 의사는 아니지만 영광스럽게도, 공주님께서 지난 여름 앓고 계시

던 다른 병에 대한 저의 소견을 알고 싶다고 하셨기 때문에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공주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미열의 가장 일반적인 원인은 슬

픔tristesse입니다. 공주님의 집안을 괴롭히는 운명의 잔인함은 공주님에게 끊임없는 근

심거리를 제공했습니다.19)이러한 것들은 너무 공공연하고 끔찍해서 공주님의 병의 원인

이 이러한 일들에 있다는 것을 판단하는 데 많은 추측이나 사회적 문제에 대한 경험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1645년 5월 18일 엘리자베스에게 보낸 편지, AT IV 201,

19) 데카르트가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사건은 엘리자베스의 삼촌인 영국의 찰스 1세가

직면하고 있던 영국 시민전쟁Civil War이다. 1632년 엘리자베스의 아버지가 죽은 이

후 영국과 네덜란드 정부는 엘리자베스 가문을 도와주고 있었는데, 시민전쟁이 계속

악화되자 엘리자베스는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되어 엘리자베스는 큰 고통을 겪었

다. Shapiro(2007), p.86, n.43 참조. 데카르트와 엘리자베스의 관계에 대해서는

Shapiro(2007), pp.1-50 그리고 Nye(1999), The Princess and the Philosopher:
Letters of E lisabeth of the Palatine to René Descartes (New York: Rowman &
Littlefield)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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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piro(2007), p.86)20)

그리고 엘리자베스가 겪고 있는 이러한 육체의 질병에 대해서 데카르트

는 다음과 같은 해결책을 제시한다.

저는 [공주님의] 불운한 운명에도 불구하고 공주님의 덕vertu의 힘으로 공주님의 영혼

을 기쁘게 만들지 않고서는 이러한 병에서 회복할 수 없을까 걱정이 됩니다. 매일같이

슬퍼할 일을 겪고 있는 운명을 가진 사람에게 힘을 내기를 원하는 것은 경솔한 일이라

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저는 현자가 무감각하게 되기를 원하는 그런 잔인한 철학

자 중의 한 사람도 아닙니다. (...) 위대한 영혼과 비천하고 통속적인 영혼의 차이의 핵심

은, 통속적인 영혼은 정념에 굴복하고 오직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이 즐겁거나 불쾌한 것

에 따라 행복해 하거나 슬퍼하거나 하는 데에 있습니다. 반면 다른 사람[위대한 영혼]은

아주 강하고 힘 있는 이성적 사유raisonnement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 역시 정념은

가지고 있지만, 그리고 그 정념은 보통 사람들의 정념보다 때로는 더 강력하지만, 그럼에

도 불구하고 그들의 이성은 항상 안주인maîtresse으로 남아있어서 심지어 고통조차 그들

에게 봉사하게 만들고 이 삶에서 누릴 수 있는 완벽한 기쁨에 공헌합니다. (AT IV

201-202, Shapiro(2007), p.87)21)

여기서 데카르트가 엘리자베스에게 제시하는 해결책은 바로 ‘덕의 힘’이

다.22) 데카르트는 자신의 가문이 겪고 있는 불운한 운명은 엘리자베스가

20) 데카르트는 이 구절에서 엘리자베스의 육체의 병의 원인이 마음의 슬픔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이것은 이원론자인 데카르트에게 아주 문제적인 발언인데, 왜냐하면 데카르

트의 이원론에 따르면 정신과 육체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

한 문제 때문에 엘리자베스는 데카르트와 주고받은 편지에서 정신과 육체의 상호작용

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문을 하게 된다. 이에 대해서는 Garber(1983), “Understanding

interaction: What Descartes should have told Elisabeth”, Southern Journal of
Philosophy 21, pp.15-32 참조.

21) 데카르트의 ‘위대한 영혼’과 ‘약한 영혼’의 구분에 대해서는 3장을 참조.

22)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은 데카르트는 이 편지에서 자신의 윤리학을 이루고

있는 중요한 개념들 - 정념, 만족, 자신의 통제 안에 있는 것과 통제를 넘어서는 것

–을 내어 놓는다는 사실이다. Morgan(1994), p.98. 한편 자신의 주치의보다 데카르트

를 더 신뢰했던 엘리자베스는 데카르트의 조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답장을 보낸다.

“선생님의 편지들은 항상 우울증의 해독제로서 기능합니다. 그 편지들이 저에게 가르

침을 주지 않을 때조차도 저를 짓누르는 유쾌하지 않은 대상으로부터 저의 정신을 벗

어나게 하고 선생님과 같은 사람의 우정을 소유하고 있는 행복에 대해서 생각하게 만

듭니다. 저는 저의 삶의 행위를 선생님의 조언에 맡길 수 있습니다.”(1645년 6월 22일

엘리자베스가 데카르트에게 보낸 편지, AT IV 233, Shapiro(2007), p.93) 비슷한 논의

로는 1641년 1월 중순 Pollot에게 보낸 편지(AT III 280, CSMK 168), 1645년 6월 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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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이 불운한 운명이 일으키는 마음의 격정 또

는 정념은 엘리자베스가 가지고 있는 ‘덕의 힘’으로 이겨낼 수 있다고 생

각한다. 그렇다면 데카르트가 말하고 있는 ‘덕의 힘’은 무엇인가? 이어지

는 구절에서 데카르트는 ‘덕의 힘’은 엘리자베스에게 병을 안겨준 강력한

정념을 이성의 힘으로 통제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러한 설명

은 충분하지 않아 보인다. 왜냐하면 정념의 통제는 덕의 힘을 통해서 얻

을 수 있는 결과이긴 하지만 그 자체가 덕은 아니기 때문이다. 데카르트

는 이 구절에서 엘리자베스가 겪고 있는 우울증을 극복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듯하다. (“이 외딴 곳에서

저는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듣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공주님의 덕을 생각하면서 공주님이 마땅히 누려야할 행복과 만

족을 누리기를 바라는 것 외에 더 자주 생각하는 것은 없습니다.”(AT

IV 252-253, CSMK 256)) 즉 데카르트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복하기

위한 조건이 바로 덕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따라서 데카

르트 윤리학에서 덕과 행복의 관계를 해명하면 데카르트가 생각하는 덕

이 무엇인지 좀 더 분명해질 것이다. 데카르트의 덕이 무엇인지 알기 위

해서 우선 데카르트가 생각하는 ‘행복’이 무엇인지 살펴보자. 앞서 서론

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데카르트는 자신의 철학의 목표가 이 세상에서

기쁨을 가지고 사는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데카르트 철학에서 행복이 무

엇인지 해명하면, 이 행복의 조건인 덕뿐만 아니라 데카르트 철학 전체

에서 덕과 행복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가 분명해질 것이다.23)

데카르트는 엘리자베스의 우울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1645년 7월 21일

엘리자베스 공주에게 보낸 편지에서 세네카의 책 『행복한 삶에 대하여

리자베스에게 보낸 편지(AT IV 237, CSMK 253) 참조.

23) 데카르트는 『방법서설』에서도 행복의 중요성에 관해서 여러 번 언급했다. “이성이

나의 판단에 이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는 동안 내 행동에서 우유부단하지 않기 위해,

그리고 이 시간 동안 내가 할 수 있는 한 행복하게 살기 위해, 단지 세 가지 혹은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 임시도덕규칙을 스스로 만들었다.”(AT VI 22, CSM I 122);

“우리는 잘 행동하기 위해서 잘 판단하기만 할 필요가 있고 우리의 최선을 다하기 위

해서, 즉 우리가 획득할 수 있는 모든 덕들 그리고 일반적으로 모든 다른 좋은 것을

획득하기 위해서,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잘 판단할 필요만 있다. 그리고 우리가 이에

대해서 확신할 때 우리는 행복하는 데[만족하는 데] 실패할 수가 없다.”(AT VI 28,

CSM I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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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 Vita Beata』를 같이 읽고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엘리자베스 공주

와 토의하려고 한다. 엘리자베스 공주가 겪고 있는 슬픔을 덜어주기 위

해서 스토아 현자들은 행복을 어떻게 얻을 수 있다고 했는지 같이 검토

해보려는 의도였다.24) 그런데 왜 데카르트는 세네카의 책을 선택한 것일

까? 세네카의 명성이 높았던 이유도 있지만, 더 주목해야 할 사실은 데

카르트가 종교인의 가르침이 아니라 이성으로만 활동한 세속 철학자의

책을 골랐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데카르트가 행복은 신앙이 아닌

이성을 통해서 얻어질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것을 보여준다.25) 그래서

데카르트는 엘리자베스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한다. “저는 여기에서

이 주제[행복]가 신앙에 의해서 깨우친 것이 아니라 오직 자연적 이성을

인도자로 삼은 세네카와 같은 철학자들에 의해서 어떻게 다루어져야 했

었는지 설명하려고 합니다.”(1645년 8월 4일 엘리자베스에게 보낸 편지,

AT IV 263, CSMK 257) 아래에서 보겠지만, 데카르트는 행복을 우리

마음의 평안으로 한정함으로써 이 생애에서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

하였다. 이러한 생각은 데카르트가 그동안의 기독교적인 행복관 – 진정

한 행복은 이 세상에서는 불가능하고 오직 내세에서만 가능하다 -과 결

별하는 지점이다.26)

하지만 이내 데카르트는 “오직 작가의 명성과 그 주제의 위엄에 기초해

서만 제안”한 세네카의 책에 대해서 실망했다고 엘리자베스 공주에게 고

24) “공주님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철학자들이 지복souveraine félicité - 보통의 영혼은

운으로부터 헛되이 기대하지만 사실은 우리 자신으로부터만 획득될 수 있는 것 -을

얻기 위해 제시하는 수단에 대해서 쓰려고 합니다. 제 생각에 이런 수단 중에 가장

유용한 것 중의 하나는 이 질문에 대해서 고대인들이 쓴 책을 검토하고 그들의 교훈

에 몇 가지를 덧붙이면서 그것들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공주님이 다른 책을 선택하시

기를 원하시거나 혹은 이 제의가 불편하지 않으시면, 저는 어떤 책, 즉 세네카가 쓴

『행복한 삶에 대하여』를 읽고 얻은 생각거리들로 편지들을 채우고자 합니다.”

(1645년 7월 21일 엘리자베스에게 보낸 편지, AT IV 252-253, CSMK 256)

25) Morgan(1994), p.102.

26) 아우구스티누스나 토마스 아퀴나스는 완전한 행복은 이 세상에서 불가능하다고 말한

다. 예를 들어, 토마스 아퀴나스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어떤 부분적인 행복은 이

생애에서 획득될 수 있지만 진정한 완전한 행복은 불가능하다.” 『신학대전』 2부의

전반부, 3문, 8항, 그리고 5문, 3항; Rutherford(2004), “On the Happy Life: Descartes

vis-à-vis Seneca” in Stoicism: Tradition and Transformation, ed. Steven Strange
and Jack Zupko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193, n.7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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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한다. 데카르트는 세네카의 문제의식 - “각각의 사람들은 자신을 행복

하게 만들기를 원하지만 [행복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할지를 모른

다.”(AT IV 282, CSMK 262; AT IV 263, CSMK 257)27) - 은 맞지만,

세네카의 논의 방법이 충분하지 않다고 말한다. 세네카의 문제의식은 데

카르트도 공유하고 있던 것인데, 데카르트 역시 1645년 9월 1일 엘리자

베스 공주에게 보낸 편지에서 “모든 사람들은 행복하게 되기를 원합니

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행복하게] 되는지 모릅니다.”(AT IV

283, CSMK 262)라고 말한다. 데카르트는 행복한 삶에 대해서 다루고 있

는 세네카의 책은 이러한 문제의식은 가지고 있지만 “그 책[『행복한 삶

에 관하여』]을 철저하게 따라갈 만큼 [세네카의 방법이] 엄정하지 않다”

고 말하면서, 자신이 생각하는 진정한 행복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한

다.

vivere beate[행복하게 사는 것]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아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저는

프랑스어로 ‘vivre heuresement’[행복하게 사는 것]으로 번역할 겁니다. 물론 행운l’heur과

행복béatitude28) 사이에 차이가 없다면 말입니다. 이러한 행운은 우리 외부에 있는 것들

에만 의존합니다. 따라서 어떤 것을 손에 넣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도 좋은 것이 오는

어떤 사람들은 현자보다 더 운이 좋다(행복하다)고 생각됩니다. 반면에, 저에게는 참된

행복은 정신의 완전한 만족contentment과 내적인 충족satisfaction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것들은 운fortune에 의해서 가장 많은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가지지 못하는 것이

고 현자가 운의 혜택 없이 획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beate하게 사는 것, 즉 행복하게

사는 것은 완전하게 만족하고 충족적인 정신을 가지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1645년 8월 4일 엘리자베스에게 보낸 편지, AT IV 264, CSMK 257)

27) 세네카의 큰 형인 갈리오에게 보낸 이 글에서 세네카는 다음과 같이 글을 시작한다.

“모두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정작 행복한 삶이 무엇에 달렸는가를 고민하는

데까지는 생각이 미치지 못합니다. 게다가 행복한 삶에 이르기가 쉽지 않은데, 길을

잘못 들었을 경우라면 행복한 삶을 향해 열심히 걷건만, 열심히 걸어간 만큼 행복에

서 더욱 멀리 비켜가게 됩니다.” 세네카(2016), 「행복한 삶에 관하여」, 『세네카의

대화: 인생에 관하여』, 김남우, 이선주, 임성진 옮김, 까치, 215쪽.

28) 현대 프랑스어의 ‘bonheur(행복)’와 ‘béatitude(지복)’의 의미가 데카르트 시대에 사용

된 의미와는 차이가 있어 보인다. 데카르트가 생각한 ‘béatitude’는 종교적 황홀경의

의미가 전혀 없고, 현대의 ‘bonheur’는 데카르트가 생각한 우연적 행운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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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데카르트는 ‘행운’과 ‘행복’을 구분한다. 행운은 자신의 노력만

으로 손에 넣을 수 없는 것을 획득하는 것이다. 반면 진정한 행복은 ‘정

신의 완전한 만족과 내적인 충족’이다. 이런 ‘정신의 완전한 만족과 내적

인 충족’은, 데카르트에 따르면, ‘운에 의해서 가장 많은 혜택을 받은 사

람들이 가지지 못하는 것’이다. 즉 행복은 운이 아닌 자신의 노력을 통해

서 획득할 수 있는 것이라는 의미이다. 데카르트는 1645년 7월 21일 엘

리자베스에게 보낸 편지에도 지복souveraine félicité은 많은 사람들이

“운으로부터 헛되이 기대하지만 사실은 우리 자신으로부터만 획득될 수

있는 것”(AT IV 252, CSMK 256)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데카르트에게

행복은 ‘정신의 완전한 만족과 내적인 충족’이고, 이러한 만족과 충족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데카르트는 우리의 행복이 자신에게만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흥미로운 예를 든다. 1645년 5월 혹은 6월에 엘리자베스에게 보

낸 편지에서 데카르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저의 어머니는 제가 태어나고 며칠 후에 큰 고통에 의해서 발명한 폐 질환으로 돌아가

셨습니다. 어머니로부터 저는 마른기침과 창백한 안색을 물려받았는데 [이러한 병은] 제

가 스무 살이 넘도록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그 때까지 저를 본 모든 의사들은 제

가 젊어서 죽을 것이라는 소견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장 긍정적인 관점에서 사태

를 보고, 저의 주된 행복을 나 자신에게만 의존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러한 경

향성이 거의 저의 본성의 일부분이었던 병을 점차적으로 완전히 사라지게 했다고 믿습

니다. (AT IV 221, CSMK 251)

데카르트에게 행복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있는가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달려 있다. 비록 내가 죽

을병에 걸린 것과 같은 아주 좋지 않은 상황에 있을지라도 행복을 우리

에게만 의존하는 것에서 얻는다면 행복해 질 수 있다. 물론 이러한 데카

르트의 행복관은 주어진 운명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수동적인 것이 아니

라 오히려 주어진 삶에 대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라고 할 수 있

다.29)

이처럼 데카르트는 우리 내면의 만족과 정신의 충족인 행복을 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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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지금까지의 텍스트들을 미루어봤을 때, 데카르

트는 자신의 윤리학의 정점을 행복의 획득에 두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의미에서 Gueroult(1968)는 데카르트 윤리학의 최종 목적을 행복이

라고 주장한다. 즉 데카르트에게 윤리학은 행복을 얻기 위한 ‘기술

technique’이라는 것이다. Gueroult는 데카르트에게 윤리학과 의학은 같

은 위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의학이 ‘건강’이라는 목적을 이

루기 위한 기술인 것처럼 데카르트에게 윤리학은 ‘행복’이라는 목적을 이

루기 위한 기술이기 때문이다.30) Gueroult의 주장은 의학이 육체의 보존

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면 윤리학은 정신의 최고 만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31)

서론에서 살펴본 것처럼, 데카르트가 의학을 큰 선 중의 하나라고 생각

29) 데카르트는 이미 『방법서설』에서 ‘행복’을 ‘욕망을 제한하는 것’과 동일시한 적이

있다. 데카르트에 따르면 욕망을 제한하는 이유가 바로 우리에게 의존하는 것만을 욕

망하기 위해서이다. 데카르트는 ‘임시도덕’의 세 번째 준칙에서 ‘운명보다는 나 자신을

이기려고 노력하고, 세계의 질서보다는 내 욕망을 바꾸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말하면

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나는 내가 얻을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전혀 바라

지 않을 것이며, 따라서 만족감을 지닐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AT IV 25, CSM I

123) 또 네 번째 준칙에서 “내가 따른 길이 나에게 가능한 모든 인식을 확실하게 얻

게 해 주고, 또 내 역량 안에 있는 모든 참된 선을 얻게 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면, 나는 내 욕망을 제한할 수 없었을 것이고, 만족도 얻을 수 없었을 것”(AT

VI 28, CSM I 124-125)이라고 말한다. 이 구절들에서 데카르트는 만족은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에 욕망을 제한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데카르트에게 정신의 만족은 곧 행복이기 때문에, 나에게 의존하는 것만으로

제한하여 욕망할 때 우리는 내면의 만족과 정신의 충족, 곧 행복을 얻을 수 있다.

30) 그래서 Gueroult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의심할 여지없이 의학과 윤리학은 특정한

목적을 실현시키기 위한 기술을 허용한다. 따라서 두 학문은 이러한 기술을 적용시키

는 이론적 학문이다. (...) 자연적 본능과 함께 자연적 빛(이 둘 모두는 신의 진실성에

의해서 보증된다)은 조금의 의심도 없이 즉각적으로 우리의 목적은 이 현실 세계에서

행복을 누리는 것이라고 말해준다. 윤리학은 이러한 목적을 실현시킬 수 있는 기술을

제공하는 것이다. ‘행복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윤리학은 의학과 아주 비슷하다. 어떤 면에서

는 의학이 윤리학의 일부라고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건강은 현세에서 우리의 행복

을 위해서 필요한 좋은 것들 중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윤리학은 의학과 또 다른 측면

에서 연결되어 있는데, 윤리학이 현세의 삶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Gueroult(1968),

p.220.

31) “윤리학은 내 영혼의 충만한 만족을 얻기 위해서 이 삶에서 어떻게 해야만 하는가를

규정하는 기술이다. 물론 이 영혼은 순수한 정신이 아니라 육체 – 이 육체는 영혼을

무한히 흥망성쇠가 반복되는 자연적이고 사회적인 세계로 내몬다. -와 실체적으로 연

합되어 있다. 우리는 즉각적으로 의학처럼 윤리학도 이론적 과학을 사용하는 기술일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된다.” Gueroult(1968), p.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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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는 점에서 일견 Gueroult의 주장은 타당해 보인다.32) 데카르트 역시

건강하지 않으면 이성이 제대로 작동될 수 없고 이성이 작동하지 않으면

정신의 만족도 얻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33) 즉 마음의 만족인 행복을 얻

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에게 달려있는데, 이것을 방해하는 것이 바로 육

체의 질병이다. 그래서 Gueroult는 데카르트 철학에서 최고의 윤리학은

최선의 의학과 같은 것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다.34)

더 나아가 Gueroult는 데카르트가 행복을 정신적 만족 즉 정신적 즐거

움으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데카르트 윤리학을 에피쿠로스의 쾌락주의

hedonism와 연결시킨다.35) Gueroult는 데카르트에게 “덕은 과녁에서 중

심le blanc이 그런 것처럼 오직 보조적인 목적이다. 우리는 상(賞), 즉 쾌

락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겨눈다.”라고 주장한다.36) 즉 데카르트에게 덕

은 행복의 조건이기는 하지만, 행복을 위한 도구일 뿐 데카르트 윤리학

의 최종목적은 쾌락, 혹은 행복이라는 주장이다. 그런데 Gueroult가 주장

하는 것처럼, 데카르트 윤리학을 쾌락주의에 위치시킬 수 있을까?

Geuroult의 주장과 달리, 데카르트는 자신의 윤리학에서 행복 혹은 정신

의 만족과 즐거움을 최종목적으로 놓고 있지 않다.

위의 주장을 반박하기 전에 우선, 데카르트도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에

피쿠로스가 주장하는 ‘쾌락’은 단순히 감각적인 쾌락이 아니라 정신적 쾌

락이라는 것이 밝혀져야 한다.

32) 의학에 관한 다른 언급은 1645년 5월 혹은 6월 엘리자베스에게 보낸 편지(AT IV

220, CSMK 250)를 참조. 데카르트의 의학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Manning(2015),

“Descartes's Metaphysical Biology”, Hopos: The Journal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for the H istory of Philosophy of Science 5, pp.209-239 참조.

33) 예를 들어, 데카르트는 1645년 9월 1일 엘리자베스에게 보낸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저는 전적으로 우리의 자유의지에 의존하고 있는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했습

니다. 행복은 누구나 외부의 도움 없이 획득할 수 있습니다. 공주님도 매우 잘 관찰하

신 것처럼 이성의 능력을 앗아가고, 그래서 이성적 정신에 고유하게 있는 만족감을

즐기는 능력을 앗아가는 [육체의] 질병이 있습니다.” (AT IV 281-282, CSMK 262)

34) 심지어 Gueroult는 ‘윤리학-과학morale-science’이라는 말도 사용한다. Gueroult는

“이 윤리학-과학은 행복의 기술이 그것의 목적을 위해서 충분한지, 모든 상황에서 자

신에게 적합한 행위가 무엇인지 그에게 알려주는 실천적인 법칙을 모든 사람에게 알

려줄 수 있다.” Gueroult(1968), p.239.

35) Gueroult(1968), pp.228-230.

36) Gueroult(1968), p.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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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락volupté37)이라는 단어는 에피쿠로스에 반대하는 사람들과는 다르게 이해되어졌습니

다. 왜냐하면 모든 에피쿠로스의 반대자는 그 단어의 의미를 감각의 쾌락에 제한합니다.

반면에 에피쿠로스는 쾌락을 정신의 모든 만족으로까지 확장시키는데, 이것은 세네카와

다른 사람들이 에피쿠로스에 대해서 쓴 것으로부터 쉽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1645년 8

월 18일 엘리자베스에게 보낸 편지, AT IV 275, CSMK 261)38)

여기서 주목해야 할 사실은 데카르트는 에피쿠로스의 ‘쾌락’을 ‘정신의

모든 만족’을 포함하는 것을 인정했지만, Gueroult가 주장한 것처럼 쾌락

혹은 같은 의미에서 행복을 윤리학의 최종목표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데카르트는 같은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만약 제가 즐거움joie이 최고선이라고 생각했다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자신을 즐겁

게 만들도록 노력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슬픔

을 술로 달래고 담배로 누그러뜨리는 사람들의 상스러움을 인정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최고선 – 덕의 실행, 같은 의미로 그것의 획득이 우리의 자유의지에만 의존하는

모든 선한 것의 소유 –과 최고선을 획득하는 것에 기인하는 정신의 만족을 구분합니다.

(1945년 10월 6일 엘리자베스에게 보낸 편지, AT IV 305, CSMK 268)

37) 프랑스어 ‘volupté’는 그리스어 ‘hedone’(‘즐거움’, ‘기쁨’)의 라틴어 번역어인 ‘voluptas’

를 다시 프랑스어로 옮긴 말이다.

38) 이 편지에서 데카르트가 말한 것처럼, 세네카 역시 『행복한 삶에 관하여』에서 에

피쿠로스의 쾌락이 단순히 감각적 쾌락이 아니라 도덕적, 정신적 쾌락이라는 사실을

인정한다. 데카르트가 읽은 세네카의 책에서 세네카는 에피쿠로스를 다음과 같이 말

한다. “그들[감각적 쾌락을 즐기는 사람들]은 에피쿠로스에 유인되어 방탕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악덕에 빠진 채 그들이 듣기에 쾌락을 칭송하는 철학으로 달려가

자신의 방탕함을 철학으로 포장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 그들은 에피쿠로스

가 말하는 쾌락이 얼마나 맑은 정신에 속하며 건조한 것인지를 알지 못하면서도, 욕

망의 보호자 혹은 방패막이를 찾아 쾌락이라는 이름을 향해 달려듭니다.” (세네카

(2016), 227쪽); 또한 다음의 구절도 참고 “저희 동료들은 반대하겠지만, 저로서는 에

피쿠로스가 경건하고 바람직하며 자세히 보면 엄정한 것을 가르쳤다고 봅니다. 그의

쾌락은 가난과 빈곤으로 환원되며, 저희가 덕에 부과한 규율을 그는 쾌락에 부과합니

다. 그는 쾌락이 자연에 복종하도록 명합니다. 사치에 따르면 부족하지만, 자연에 따

르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세네카(2016), 228쪽) 세네카가 에피쿠로스를 비판한 이유

는 에피쿠로스가 쾌락을 감각적 쾌락에 한정시켰다는 이유가 아니라 정신적 쾌락과

덕을 결합시키고 더 나아가 쾌락을 앞세웠기 때문이다. “서로 어울리지 않는 쾌락과

덕을 엮거나 섞기를 그들이 그만 두기를! 그런 악덕은 가장 악한 자들에게 아첨하는

것입니다.”(세네카(2016), 222쪽) 세네카로 대표되는 스토아 윤리학과 데카르트 윤리학

의 차이에 대해서는 5장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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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카르트는 여기서 ‘최고선’과 ‘최고선을 획득하는 것에 기인하는 정신

의 만족’을 구분해야 한다고 말한다. 즉 데카르트에게 정신의 만족(정신

적 쾌락), 혹은 행복은 최고선이 아니기 때문에 Gueroult가 주장한 것처

럼 데카르트 윤리학에서 쾌락은 최종목적이 아니다. 데카르트는 정신의

만족과 즐거움은 다르기 때문에 “가장 만족한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 항상 가장 즐거운 사람은 아닙니다.”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데카르트

는 쾌락으로서의 행복을 최고선으로 놓는 ‘행복주의자’ 혹은 ‘쾌락주의자’

가 아니다. 이제 데카르트 윤리학에서 행복과 최고선, 그리고 최고선과

덕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자.

2. 덕과 최고선

방금 살펴본 것처럼, 데카르트는 행복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에 관심

을 기울였지만, 행복을 최고선으로 규정한 아리스토텔레스나 쾌락을 최

고선으로 규정한 쾌락주의자와 달리 ‘행복≠최고선’, ‘쾌락≠최고선’이라

고 분명하게 주장한다. 데카르트는 1645년 8월 18일 엘리자베스 공주에

게 보낸 편지에서 행복과 최고선의 관계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밝힌다.

저의 첫 번째 의견은 행복béatitude과 우리의 행위가 향해야만 하는 최고선souverain

bien과 최종 목적la dernière fin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행복은 최

고선이 아니고, 그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정신의 만족과 충족은 최고선에서 기인합니

다. 하지만 우리 행위의 목적이 행복이거나 최고선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고선은 확실히 우리의 모든 행위의 목적으로 설정해야 하는 것이고, 거기에서 기인하

는 정신의 만족 또한 우리의 목적이라고 불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

리가 최고선을 추구하도록 만드는 매력이기 때문입니다. (AT IV 275, CSMK 261)

데카르트는 여기서 행복과 최고선, 최종 목적은 다른 것이라고 말하면

서 행복은 최고선이 아니라 최고선을 전제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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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의 목적으로 ‘설정해야devoir’ 하는 것이 최고선이라고 주장한다. 여

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여기서 데카르트가 ‘설정해야’ 한다는 규범적인

언어를 사용한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데카르트가 생각하는 우리 행위의

규범, 최고선은 무엇일까? 데카르트는 ‘최고선=덕’이라고 말한다. 앞서 인

용한 1645년 10월 6일 엘리자베스에게 보낸 편지에서 데카르트는 ‘최고

선, 즉 덕의 실행’이라고 말한다.(“저는 최고선 – 덕의 실행, 같은 의미로 그것의

획득이 우리의 자유의지에만 의존하는 모든 선한 것의 소유– 과 최고선을 획득하는 것

에 기인하는 정신의 만족을 구분합니다.”) 데카르트 윤리학에서 최고선은 바로

덕이다. 따라서 우리 행위의 목적은 이 덕을 실행하는 것이다.

그럼 데카르트 윤리학에서 ‘최고선으로서의 덕’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까? 데카르트는 자신이 생각하는 덕에 대해서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 데

카르트에 따르면, ‘덕=확고하고 지속적인 결의’이다. 1645년 8월 4일 엘

리자베스에게 보낸 편지에서 데카르트는 “정념이나 욕구appétits에 의해

서 벗어나지 않고 이성이 권고한 무엇이든지 수행하겠다는 확고하고 지

속적인 결의ferme et constante résolution를 가져야 합니다. 저는 덕

vertu이 정확하게 이 결의를 확고하게 고수하는 데에 있다고 믿습니

다.”(AT IV 265, CSMK 257-258)라고 말하고, 1647년 11월 20일 크리스

티나에게 보낸 편지에서는 “덕은 우리가 선하다고 생각한 것을 하도록

이끄는 결의와 열의 속에만 존재합니다.”(AT V 83, CSMK 325)라고 주

장한다. 그리고 이러한 의지를 최고선이라고 주장한다. 데카르트는 크리

스티나 여왕에게 보낸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인류 전체의 최고선은 어떤 인간에게도 속할 수 있는 모든 선한 것들 - 육체의 선함뿐

만 아니라 영혼의 선함 그리고 선한 운명 – 의 총체 혹은 집합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각 개인의 최고선은 꽤 다릅니다. 최고선은 오직 잘 행동하려는 확고한 의지 그리고 이

의지가 만들어내는 만족에만 존재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는 각 인간의 능력

안에 이토록 크고 전적으로 보이는 다른 어떤 것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AT V

82, CSMK 324)

여기서 데카르트는 “최고선은 오직 잘 행동하려는 확고한 의지”라고 말

한다. 이 편지에서 데카르트는 ‘최고선=의지’로 정의한다. 엘리자베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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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보낸 편지와 크리스티나에게 보낸 편지를 종합해보면, 데카르트에게

‘최고선=덕=확고한 결의(의지)’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데카르트는 1645

년 8월 18일 엘리자베스에게 보낸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견고

한[진정한]solide 만족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덕, 즉 우리가 최선이라

고 판단한 모든 것을 이루려는 확고하고 지속적인 의지를 유지하고, 잘

판단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지성의 힘을 사용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

습니다.”(AT IV 277, CSMK 262) 여기서 데카르트는 ‘덕=잘 행동하려는

의지’에서 더 나아가 ‘덕=우리가 최선이라고 판단한 모든 것을 이루려는

확고하고 지속적인 의지’라고 말한다. 그리고 이 ‘최고선=덕=우리가 최선

이라고 판단한 것을 이루려는 확고하고 지속적인 의지’가 ‘정신의 만족’

을 만들어 낸다. 그래서 데카르트는 이러한 “덕 그 자체로 이 삶에서 우

리를 만족하게 하는 데 충분합니다.”(AT IV 267, CSMK 258)라고 주장

한다.39) 물론 앞서 말했듯이 이러한 ‘정신의 만족’은 데카르트가 말하는

‘행복’이다. 따라서 데카르트에게 행복의 필요충분조건이 바로 덕인 것이

다.

데카르트는 1645년 8월 18일 엘리자베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러한 최

고선(=덕)과 행복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흥미로운 예를 제시한다.

과녁을 명중하면 상을 준다고 가정해 봅시다. 상을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사람들이

과녁의 정중앙le blanc을 맞히기 원하도록 할 수는 있지만, 과녁의 정중앙을 보지 못하면

상을 탈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정중앙을 볼 수 있다고 해서 상이 있다는 것을 모른다면

과녁을 맞히게 되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과녁의 정중앙이라고 할 수 있는 덕은 그것

자체로만 보여질 때는 아주 강하게 욕망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상과 같은 만족은 만약

덕이 추구되지 않으면 얻어질 수 없습니다. (AT IV 277, CSMK 262)

이 예에서 데카르트는 상에 관심이 있더라도 정중앙에 과녁을 맞히는

능력이 없으면 상을 받을 수 없고, 정중앙에 과녁을 맞히는 기술이 있더

라도 상에 관심이 없다면 그 기술을 사용하지 않게 된다고 말한다. 마찬

가지로 행복, 즉 마음의 만족을 얻고 싶어도 덕이 없으면 행복을 얻을

39) 또 1645년 8월 18일 엘리자베스에게 보낸 편지(AT IV 277, CSMK 262)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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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지만, 행복에 관심이 없으면 덕을 실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다.40) 그래서 데카르트는 1645년 9월 1일 엘리자베스에게 보낸 편지에서

“덕을 실천함으로써 만족과 기쁨을 받을 수 없다면 우리는 덕 - 우리가

해야 한다고 이성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을 하는 것 –을 실천할 수 없을

것입니다.”(AT IV 284, CSMK 263)라고 말한다. 이런 의미에서 데카르

트는 최고선, 즉 덕의 실천이 행복의 조건이라고 말한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분명하게 강조되어야 할 점은, 데카르트에 따르면, 행복

이 덕을 실천할 수 있는 동기부여의 역할을 한다고 할지라도 덕을 실천

하는 최종목표가 마음의 만족 혹은 행복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비록 덕

스러운virtuous 사람이라도 행복을 최종 목표로 덕을 실천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덕을 실천하는 것이 아니고 따라서 행복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왜 데카르트는 덕이 행복의 충분조건이라고 주장하는 것일까?

데카르트는 행복하게 되기 위해서 행복의 원인을 잘 알아야 한다고 말한

다. 데카르트는 1645년 9월 1일 엘리자베스에게 보낸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각각의 것이 우리 자신의 만족contentment에 공헌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기 위해서 만족의 원인을 고찰해야 합니다. (...) 우리의 모든 만족은 단지 어떤 완전함을

소유하고 있다는 내적인 인식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AT IV 283-284, CSMK 263)

데카르트는 만족은 우리가 어떤 완전함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 때

느낄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한다. 데카르트는 계속해서 “이성의 규칙에 따

르면, 모든 기쁨은 그것이 만들어 내는 완전함의 크기에 따라 측정되어

야 합니다.”(1645년 9월 1일 보낸 편지, AT IV 283-284, CSMK 263)라

고 주장한다. 따라서 완전함이 클수록 우리가 느끼는 기쁨도 커진다. 이

런 의미에서 데카르트는 1647년 11월 20일 크리스티나 여왕에게 보낸 편

40) 앞서 인용한 편지에서 데카르트가 최고선과 행복이 동시에 목적이 될 수 있다고 주

장한 것은 이런 측면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하지만, 동시에, 행복이 목적이 될 수는

있지만 최고선은 아니라는 사실 역시 분명히 강조되어야 한다. “우리 행위의 목적이

행복이거나 최고선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고선은 확실히 우리의 모든

행위의 목적으로 설정해야 하는 것이고, 거기에서 기인하는 정신의 만족 또한 우리의

목적이라고 불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AT IV 275, CSMK 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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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에서 신은 완전하기 때문에 최고의 만족을 준다고 말한다. “각각의 것

의 선함은 그 밖의 어떤 것과 관계없이 그 자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신이 최고선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신은 어떤

피조물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하기 때문입니다.”(AT V 82,

CSMK 324) 또한 1645년 9월 15일 엘리자베스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다

음과 같이 주장한다. “일단 어떤 사람이 마땅히 해야만 하는 대로 신을

알고 사랑하면, 그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자연스러운 충동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그 때, 즉 신의 의지에 자신을 완전히 버리게 될 때, 그는 자기

자신의 이로움을 자신에게서 제거하고 신을 기쁘게 하리라고 그가 생각

하는 것을 하는 것 외에는 다른 정념을 가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감각에 의존하는 일시적인 즐거움보다 비교할 수 없게 훨씬 가치

있는 정신적 충족과 만족을 획득합니다.”(AT IV 294, CSMK 267)41) 이

처럼 만약 우리가 느끼는 행복, 즉 정신의 만족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완전함에 비례한다면 신은 가장 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신에게 우리를

의탁하는 것이 최고의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 대상을 그 자체로만 볼 수 없고 우리와 맺는 관계

성 안에서 판단해야만 한다. 다시 데카르트가 1647년 크리스티나 여왕에

게 보낸 편지를 살펴보자. 데카르트는 그 편지에서 신은 완전하기 때문

에 가장 큰 기쁨을 우리에게 주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선은 또한 우리와의 관계에서 고려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얼마

간 우리에게 속해 있고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완전함이 아니라면 우리가 선하게 여

길 수 있는 것은 어떤 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AT V 82, CSMK 324)

41) 이러한 구절들은 데카르트가 『성찰』의 세 번째 성찰에서 신의 존재와 진실성을 증

명하고 난 후에 기쁨에 찬 다음의 구절을 떠올리게 한다. “이런 것을 더 주의 깊게

검토하기 전에, 또 이것에서 도출되는 다른 진리를 고찰하기 전에, 나는 여기서 잠시

머물러 이 완전한 신을 명상하고 그의 속성을 음미하며, 황홀감에 눈이 먼 정신이 그

힘이 닿는 데까지 이 비할 수 없는 장대한 빛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찬양하며 숭배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된다. 장엄한 신의 명상 속에 내세의 더할 나위 없는 행복

이 있음을 우리가 신앙을 통해 믿듯이, 이와는 비할 수 없는 것이지만 우리는 이런

성찰을 통해 현세에서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을 누리고 있음을 경험하기 때문이

다.”(AT VII 52, CSM II 3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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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카르트는 신은 그 자체로 선하지만 우리와 관련해서 선한 것도 있다

고 주장한다. 그래서 우리는 기쁨의 원인을 우리 자신에게 속해 있는 완

전함에서도 찾을 수 있고 또 찾아야만 한다.42)이런 만족의 원인을 찾지

못하면, 즉 우리가 행복을 느끼는 원인을 잘 알지 못하면 우리가 가지는

만족은 정당한 것이 아니라 ‘오만orgueil’이 될 수 있다. 데카르트는 『정

념론』 190항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 원인이 정당하지 않을 때, 즉 우리가 거기에서 커다란 만족을 얻는 행위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거나 심지어 악할 때, 그 만족은 불합리하고 오직 허영심과 무례한 오만을

만들어낼 뿐이다. (AT XI 471-472, CSM I 396)

데카르트에게 중요한 것은, 행복의 원인이 우리 자신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만 의존하고 있는 것을 욕망하고 그렇지 않은 것을

욕망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이다. 데카르트는 더 이상 신 안에서만 행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

리 자신의 힘으로 ‘이 삶에서’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

다.

그런데 데카르트가 덕이 우리에게 행복을 준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데카르트는 『정념론』 190항에서 자신이 생각하는 덕과

행복, 그것의 원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지속적으로 덕을 따르는 사람들이 가지는 만족은 평온함이라고 불리는 영혼 안의 성향

이자 영혼의 안식이다. 하지만 어떤 사람이 자신이 좋다고 생각하는 어떤 행위를 막 했

을 때 새롭게 획득하는 것은 하나의 정념, 즉 즐거움의 일종이다. 나는 이것을 가장 달

콤한 것이라고 믿는데, 왜냐하면 그것의 원인은 우리 자신에게만 의존하기 때문이다.

(AT XI 471, CSM I 396)

42) 하지만 데카르트가 여기서 말하는 ‘완전함’이 무엇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Alquié(1989)에 따르면 데카르트는 두 가지 완전함의 개념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첫 번째는 완전함은 우리 본성에 적합한 것ce qui nous convient en

propre이란 의미이다. 두 번째는 존재의 정도degré d’être라는 의미이다. Alquié(1989),

Oeuvres Philosophique de Descartes III , p.601, n.2, Svensson(2010), “The Role of
Virtue in Descartes’ Ethical Theory, or: Was Descartes a Virtue Ethicist?”,

H istory of Philosophy Quarterly 27, p.232, n.13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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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카르트는 이 구절에서 덕이 우리에게 영혼의 평온함, 즉 행복을 주는

이유는 그것의 원인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또 1645년 8

월 4일 엘리자베스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quod beatam vitam efficiat가 의미하는 것, 즉 우리에게 이러한 최고 만족을 주는 것은

무엇인가 고찰해보면, 나는 두 종류의 것이 있다는 것에 주목합니다. 덕이나 지혜처럼

우리에게 의존하는 것, 명예, 부, 그리고 건강처럼 우리에게 전혀 의존하지 않는 것이 있

습니다. (...) 여기서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이러한 종류의 [우리에게 의존하는 것에서 기

인하는] 만족입니다. 다른 종류의 만족을 찾는 것은 시간 낭비인데, 그런 것은 우리의 능

력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AT 264-265, CSMK 257)43)

데카르트에 따르면, 덕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에

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44) 그런데 덕이 우리에게 의존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데카르트가 덕을 ‘확고하고 지속적인 의지’라고 정의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덕이 우리에게 의존한다는 것은 자유의지가 우리

에게 의존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데카르트는 “자신의 의지를 자유롭게

43) 이 인용문의 전체 구절은 다음과 같다. “이 후에 quod beatam vitam efficiat가 의미

하는 것, 즉 우리에게 이러한 최고 만족을 주는 것은 무엇인가 고찰해보면, 나는 두

종류의 것이 있다는 것에 주목합니다. 덕이나 지혜처럼 우리에게 의존하는 것, 명예,

부, 그리고 건강처럼 우리에게 전혀 의존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아프지 않게 잘 태어난 사람, 부족함이 없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 아픈 사람이나 장애

가 있는 사람보다 더 완전한 만족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 두 부류의

사람이 똑같이 지혜롭고 덕이 있다면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그릇이 비록

더 적은 액체를 담고 있긴 하지만 큰 그릇만큼 가득 차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

슷하게 어떤 사람의 만족을 만약 이성에 의해서 정당하게 규제된 그의 모든 욕망의

충족이라고 볼 수 있다면, 저는 가장 가난한 사람들과 자연과 운명에 의해서 가장 은

혜를 덜 입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만큼 - 물론 그들은 많은 좋은 것들을 누리지는

못하지만 - 전적으로 만족하고 충족될 수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문

제 삼고 있는 것은 이러한 종류의 만족입니다. 다른 종류의 만족을 찾는 것은 시간

낭비인데, 그런 것은 우리의 능력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1645년 8월 4일 엘리

자베스에게 보낸 편지, AT 264-265, CSMK 257)

44) 그래서 데카르트는 『정념론』 145항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우리에게 전혀 의

존하지 않는 것들에 있어서, 그것들이 얼마나 좋은 것이든 간에 우리는 정념을 가지

고 그것들을 욕망해서는 절대 안 된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더 바랄수록 오히려 우리를 더 괴롭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들이 우리의 생각을 차지함으로써, 그것의 획득이 우리에게 의존

하고 있는 다른 것에 우리가 애정을 쏟지 못하게 우리의 주의를 돌리기 때문이

다.”(AT XI 437, CSM I 379-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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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는 것 외에는 자기에게 진정으로 속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AT

XI 445-446, CSM I 384)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우리에게만 의존하고 있

는 자유의지의 사용인 덕이 우리에게 행복을 준다.45) 데카르트는 1647년

11월 20일 크리스티나 여왕에게 보낸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저는 여왕님께서 자신의 왕위보다 덕을 더 가치 있게 여긴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덕 외

에는 진정으로 칭송받을 만한 것이 없다는 저의 의견을 망설임 없이 표현합니다. 다른

모든 선함은 단지 존중받을 만하지만, 자유의지를 선하게 사용함으로써 신으로부터 받았

다고 여겨지는 것을 제외하고는 명예 혹은 칭송을 받을 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명예

와 칭송은 일종의 보상이고, 오직 의지에 의존하는 것만이 보상 혹은 처벌에 이유를 제

공할 수 있습니다. (AT V 84, CSMK 325)

한편 앞서 행복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완전함의 크기에 비례하기 때문

에, 완전한 신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이 가장 크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데

카르트에 따르면, 신이 우리에게 절대적 만족을 주는 이유는 신의 완전

함 때문이다. 그런데 자유의지는 우리에게 속해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신과 같이 만들어준다.46) 따라서 완전한 신이 우리에게 가장 큰

만족을 주는 것처럼 우리를 신과 같이 만들어주는 자유의지가 우리에게

행복을 준다.

그런데 데카르트는 왜 이렇게 결의를 강조하는 것일까? 데카르트는 결

의가 없는 상태, 즉 우유부단함이 ‘후회’와 ‘회한’을 가져오기 때문이라고

말한다.47) 데카르트에게 후회와 회한을 피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

45) 데카르트 윤리학과 자유의지의 관계에 대해서는 4장에서 상세히 논의될 것이다.

46) “자유 의지는 그 자체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고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유

의지는 어떤 면에서는 우리를 신과 동일하게 만들어주고 그의 신하가 되는 것을 막아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따라서 자유의지의 올바른 사용은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들 중에서 가장 큰 것입니다.”(1647년 11월 20일 크리스티나에게 보낸 편지, AT V

85, CSMK 325-326)

47) 예를 들어, 데카르트는 『방법서설』의 ‘임시도덕’에서 결의를 강조하는 두 번째 준

칙을 제시한 후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 준칙을 따름으로써 이때 이후로 약하고 흔

들리기 쉬운 정신을 가진 사람들, 즉 어떤 것을 좋다고 행하다가 나중에 다시 나쁘다

고 생각하는 변덕스러운 사람들의 양심을 괴롭히는 모두 후회와 회한에서 벗어날 수

있다.”(AT VI 25, CSM I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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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일까? 그것은 우유부단함이 가져오는 후회와 회한이 행복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데카르트는 1645년 8월 4일에 엘리자베스에게 보낸 편지에서

“욕망과 후회 또는 뉘우침 외에는 우리의 만족을 방해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AT IV 266, CSMK 258)48)라고 말한다. 즉, 데카르트에게 ‘행

복=정신의 평안과 만족’인데 이 마음의 평안과 만족이 깨어지는 것이 바

로 후회 때문이고, 이 후회를 불러일으키는 것이 바로 우유부단함이다.

따라서 이러한 우유부단함을 치료하기 위해서 우리는 결의를 가지고 행

동해야 하며, 이것이 바로 데카르트에게는 덕이다. 행복의 충분조건이 확

고하고 지속적인 결의로서의 덕이라는 데카르트의 주장은 이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49)

이런 이유로 데카르트는 『방법서설』에서 숲에서 길을 잃은 여행자의

비유를 통해서 느리지만 확고한 결의를 가지고 조금이라도 나아가는 것

의 장점을 주장한다.

이런 점에서 나는 어떤 숲에서 길을 잃은 여행자를 모방하려고 한다. 여행자는 이 길

혹은 저 길로 왔다갔다하거나 혹은 한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비록 그저 우연하게 한 방향을 선택했을지라도 작은 이유로라도 그 방향을 바꾸지 않는

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여행자는 자신이 원했던 장소로 정확하게 가지는 못하더라도

숲 한 가운데에 있는 것보다 나은 장소에 결국 도달할 것이기 때문이다. (AT VI 24-25,

CSM I 123)

이 여행자의 비유에 나오는 여행자처럼, 우리가 선택한 행동이 최선의

결과를 가져올지는 알 수 없지만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낫다.

즉 어떤 길을 선택한다고 해서 자신이 원하는 곳에 가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어느 곳에는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50)

48) ‘후회regret’, ‘회한remords’, ‘뉘우침repentir’의 차이에 대해서는 4장을 참고.

49) 데카르트는 『정념론』 170항에서 이 우유부단함을 치유할 수 있는 윤리적 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우유부단함의 과잉은 잘하려고 하는 지나치게 큰 욕망에서

기인하고, 너무 많은 혼잡한 관념만을 가지고 있고 명석하고 판명한 관념은 전혀 없

는 지성의 약함에서 기인한다. 이런 과잉의 치료책은 주어진 것이 무엇이든 확실하고

단호한 결정에 익숙해지는 것이고, 비록 아마도 우리가 아주 형편없이 판단할 지라도

우리가 최선이라고 판단한 것을 할 때 우리는 항상 우리의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

는 것을 믿는 것이다.” (AT XI 460, CSM I 390-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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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덕과 판단: ‘형이상학적 확실성’과 ‘도덕적 확실성’

여기서 하나 강조되어야 할 점은 데카르트가 강조하는 결의가 막무가내

로 의지를 사용하는 ‘고집불통’이나 ‘완고함’과는 다르다는 사실이다. 왜

냐하면 데카르트는 결의가 ‘도덕적으로 할 수 있는 만큼 잘 고찰했다는

인식에서 기인’해야만 한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51) 앞서 살펴본 것처럼,

데카르트의 덕의 정의는 단순히 ‘확고하고 지속적인 결의’가 아니라 ‘우

리의 이성이 최선이라고 판단한 것을 수행하려는 확고하고 지속적인 결

의’이다. 즉 덕은 항상 건전한/좋은 판단에 기초해 있어야 한다. 그래서

데카르트는 엘리자베스에게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

지성에 의해서 계몽되지 않은 덕은 거짓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잘 행동해야겠다

는 의지와 결의는 만약 우리가 그것을 좋다고 판단한다면 악한 행위로 우리를 이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덕이 가져오는 만족은 견고한 것이 아닙니다. 게다가

그러한 덕은 보통 기쁨, 욕구appétit, 정념에 반대되고 따라서 실천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반면에 선에 대한 참된 지식을 줌으로써 이성의 올바른 사용은 덕이 거짓이 되는 것을

막습니다. 이성은 덕에 정당한 기쁨을 제공함으로써 이성은 덕을 실천하기 쉽게 만듭니

다. 우리 본성의 조건을 인정하게 만들면서 우리 욕망에 한계를 부여합니다. 따라서 우

리는 인간의 가장 큰 행복félicité은 이성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에만 의존한다고 결론

을 내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의 획득으로 이끄는 연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유

용한 일입니다. 확실히 그것은 가장 적합하고 기쁜 일입니다. (1645년 8월 4일 엘리자베

스에게 보낸 편지, AT IV 267, CSMK 258)

50) 데카르트는 『방법서설』에서 이러한 여행자의 비유를 자주 들곤 한다. 1부에서 “매

우 천천히 가더라도 만약 그가 올바른 길le droit chemin을 따르기만 한다면, 서두르

지만 그 길에서 벗어나는 사람보다 훨씬 더 먼저갈 수 있다.”(AT VI 2, CSM I 111)

라고 말한다. 2부에서도 “나는 어둠 속을 홀로 걷는 사람처럼, 아주 천천히 나아가기

로, 그리고 모든 것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자고 다짐했다. 이렇게 하면 조금씩 나아

가겠지만, 적어도 넘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AT VI 16-17, CSM I 119)

51) “이런 열의vigueur는 고집스러움opiniâtreté에서 기인해서는 안 되고 어떤 문제를 우

리가 도덕적으로 할 수 있는 만큼 잘 고찰했다는 인식에서 기인해야 합니다. 그런 고

찰 후에 우리가 행동한 것이 잘못된 것일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

리의 의무를 다했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만약 우리가 뭔가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덕스러운 행동을 한다면, 혹은 우리가 옳은 행동을

하는지 그른 행동을 하는지 알아내려는 아무런 노력을 취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덕스

러운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1647년 11월 20일 크리스티나에게 보낸 편

지, AT V 83, CSMK 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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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데카르트의 덕 개념은 데카르트 철학 내에서 매우 독특하다. 왜

냐하면 데카르트는 『성찰』에서 ‘명석하고 판명한 지각’이 아니라면 판

단을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른바 ‘실천적 영역’에서는 그저 최

선이라고 판단되는 것을 수행하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왜 데카르

트는 덕을 ‘명석하고 판명한 지각 혹은 판단을 수행하려는 확고하고 지

속적인 의지’라고 하지 않고 그저 우리의 이성이 ‘최선이라고 판단한 것’

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했을까? 데카르트의 덕 개념, 더 나아가 데카르트

의 윤리학에서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데카르트 철학에서 이론적 판단과

실천적 판단의 구분, 혹은 ‘형이상학적 확실성certitude métaphysique’과

‘도덕적 확실성certitude morale’의 구분이다. 데카르트는 우리 삶을 규제

하는 윤리학에서 요구되는 확실성과 우리의 지식의 영역을 규제하는 확

실성을 구분한다.52) 데카르트는 윤리학에서 요구되는 확실성은 ‘도덕적

확실성’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한다.53) 예를 들어, 데카르트는 『방법서

설』의 네 번째 부분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내가 제시한 근거들에 의해서도 신의 현존과 정신의 현존을 충분히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다면, 그들이 아마 더 확실하다고 믿는 다른 모든 것들, 예컨대 신체

를 갖고 있다든가, 별이나 지구 혹은 이와 유사한 것들이 있다든가 하는 것은 훨씬 덜

확실하다는 것을 알아주길 바란다. 왜냐하면 우리가 물론 이런 것들에 대해 도덕적 확신

assurance morale을 갖고 있으므로, 그것을 의심한다는 것은 엉뚱한 짓으로 보일지 모르

지만, 그러나 형이상학적 확실성certitude metaphysique이 문제될 경우에는, 우리가 잠들

어 있을 때 다른 신체를 갖고 있고 또 다른 별과 다른 지구를 본다고 상상하지만 사실

이런 것들은 존재하지 않는 것임을 깨닫게 된다면, 그런 것들에 대해 전적으로 확신하지

52) Gilson(1976), Discours de la Méthode: texte et commentaire (Paris: J. Vrin),
pp.233-234.

53) 인식론적 입장에서 이 구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Markie(1986), Descartes’s
Gambit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p.37, 39, 56 참조. Markie의 주장에

대한 비판은 Curley(1993), “Certainty: Psychological, Moral and Metaphysical”, in

Essays on the Philosophy and Science of René Descartes, ed. S. Vos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pp.14-19 참조; 또 Stone(2005), “Moral Philosophy and

the Conditions of Certainty: Descartes’ Morale in Context”, in Metaphysics, Soul,
and Ethics in Ancient Thought, ed. R. Salle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pp.507-550도 참조. Marshall(1998), p.26, n.24에도 이 문제를 간략히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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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다고 해도 그리 부당한 일은 아니기 때문이다. (AT VI 37-38, CSM I 129-130)

데카르트는 이 구절에서 ‘형이상학적 확실성’과 ‘도덕적 확신’을 구분하

는데, 각각의 개념에 대해서 특별한 설명을 덧붙이지 않는다. 이 구절에

서는 ‘도덕적 확신’은 어떤 의심도 허용하지 않는 완전한 확실성은 아닌

것처럼 보인다. 즉 어떤 사람이 어떤 명제/믿음을 ‘도덕적으로’ 확신하고

있다는 것은 그 명제/믿음에 대해서 전적으로 확신할 수 없는 이유가 있

다는 것이다. 물론 도덕적 확신이 있는 것만으로도 인식론적으로 꽤 좋

은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다.54) 데카르트는 도덕적 확신을 가지고 있는

명제/믿음을 ‘의심하는 것은 엉뚱한 짓’으로 보인다고 말하기 때문이다.

데카르트는 『철학의 원리』에서도 이 구분을 유지하는데, 4부 205항에

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신의 절대적인 힘과 연관시켜 생각해 볼 때 불확실한 것들이긴 하지만, 도덕적으로 확

실하다고 간주되는 어떤 것들, 다시 말해서 일상생활에 적용되기에 충분한 확실성을 가

지고 있는 것들을 지적하지 않는 것은 솔직하지 않은 일이다. (AT VIIIA 327, CSM I

289-290)

데카르트는 여기서 ‘도덕적 확실성’은 ‘일상생활에 적용되기에 충분한

확실성’이라고 말한다.55) 데카르트는 이 설명이 충분하지 않아 보였는지

54) Curley(1993), p.14. 이 논문에서 Curley는 Markie(1986)가 구분한 세 가지 확실성을

비판한다. 참고로 Markie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p는 S에게 심리학적으로

psychologically 확실하다 =df. S는 p를 믿고 S는 p를 부정하거나 의심할 수 없다.”,

“p는 S에게 도덕적으로morally 확실하다 =df. (1)p를 믿는 것이 표준적인 인식론적인

관점에서 p를 부인하거나 의심하는 것보다 S에게 더 그럴 듯하다. (2)어떤 명제 q를

믿는 것은 표준적 관점에서 p를 믿는 것보다 S에게 더 그럴 듯한 때는, 오직 q가 p보

다 S에게 형이상학적으로 확실한 경우일 뿐이다.” “p는 S에게 형이상학적으로

metaphysically 확실하다 = df. (1)p를 믿는 것은 표준적인 인식론적인 관점에서 p를

부인하거나 의심하는 것보다 S에게 더 그럴 듯하다. (2)현재 S가 p를 믿는 것보다 어

떤 명제 q를 믿는 것이 결코 더 그럴듯할 수 없다.” Markie(1986), p.37, 39, 56 참조.

55) 그래서 Curley는 다음과 같이 ‘도덕적 확실성’을 정의한다. “‘나는 p에 대해서 도덕적

으로 확신한다.’ =df. ‘나는 p를 믿고 p에 대한 나의 증거는 p가 아님보다 더 충분히

그럴듯하다.’ 그래서 만약 내가 p라는 믿음과 p가 아니라는 믿음 둘 중의 하나에 따

라서 행동해야 할 때, 비록 나는 p를 의심할 만한 어떤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

도, p라는 믿음에 따라서 행동하지 않는 것은 매우 이상한 (혹은 어리석은, 심지어 미

친) 일이다.” Curley(1993), 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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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의 원리』 프랑스어 번역본에서 라틴어 원본에 없는 설명을 다음

과 같이 덧붙인다. “도덕적 확실성은 우리의 행위를 규제하기에 충분한

확실성, 또는 우리가 보통은 결코 의심하지 않는 삶의 행위와 관련한 문

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확실성을 말한다. 비록 엄밀하게 말

해서 그것들은 거짓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만 말이다.”(AT

IXB 327, CSM I 289)56)

반면 『철학의 원리』 4부 206항에서 데카르트는 ‘형이상학적 확실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그 밖에도 자연물들에 있어서 또한 우리가 절대적으로 확실하다고 따라서 도덕적으로

확실한 것 이상으로 확실하다고 여기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형이상학적인 토대에

그 기반을 두고 있는 것들이다. (AT IXB 328, CSM I 290)

이 구절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데카르트에게 ‘형이상학적 확실성’은

어떤 것을 의심할 이유가 전혀 없는, 신이 보증해주는 것과 같은 확실성

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데카르트가 인식론의 영역에서 ‘도덕적 확실성’과

‘형이상학적 확실성’을 구분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다. 데카르트는 우리

삶을 규제하는 윤리학에서 요구되는 확실성과 우리의 지식의 영역을 규

제하는 확실성을 구분하고 있다는 것이다. 데카르트는 윤리학에서 요구

되는 확실성은 인식의 영역에서 요구되는 ‘형이상학적 확실성’이 아니라

‘도덕적 확실성’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한다.

56) 이 설명이 데카르트가 직접 넣은 것인지 프랑스어 번역자가 설명한 것인지는 분명하

지 않지만, 어느 경우든 데카르트가 확인했다는 측면에서 데카르트의 설명이라고 해

도 무방할 것이다. 곧 설명할 프랑스어판에 나온 ‘도덕적 확실성’에 대한 예도 마찬가

지다. 데카르트는 ‘도덕적 확실성’에 대한 두 가지 예를 제시한다. 하나는 프랑스어판

『철학의 원리』에서 제시한 예이고 두 번째는 라틴어 원본에서 제시한 것이다. 프랑

스어판에서 제시한 예는 “로마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사람도 로마가 이탈리아에 있

는 도시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다. 비록 그에게 이야기해 준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속이고 있었다는 것이 사실이라고 해도 말이다.”(AT IXB 327, CSM I 290) 라틴어

원본의 예는 암호를 푸는 열쇠를 발견한 사람은 그 방법으로 어떤 메시지를 발견하면

비록 그 메시지가 원래 메시지가 아니었더라도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다는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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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데카르트가 말한 ‘도덕적 확실성’은 윤리학의 영역 혹은 실천의

영역에서 적용되는 확실성이 아니라 단지 ‘개연적 확실성’이라는 의미로

이해해야 한다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 만약 그렇다면 데카르트가 말한

‘도덕적 확실성’은 우리의 행동을 규제하는 윤리학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인식론적 개념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반론에 답하기 위해서

이 개념의 역사를 추적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57) ‘morale’이라는

프랑스어 단어는 관습, 삶의 방식, 개인이나 집단의 습관적인 실천을 일

컫는 라틴어 단어인 ‘mos’에서 유래된 말이다. 어원을 살펴봤을 때 ‘도덕

적 확실성assurance morale’은 단순히 인식론에 한정된 ‘개연적 확실성’

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관습이나 삶의 습관과 관련된 영역에서의 확실

성과 관련이 있다. 실천적 영역에서 확실성(‘도덕적 확실성’)과 이론적 영

역(‘형이상학적 확실성’)에서 확실성의 개념을 구분하는 역사는 오래되었

는데, 예를 들어, 아리스토텔레스는 『니코마코스 윤리학』 에서 “각각의

영역에 있어서 주제의 본성이 허용하는 만큼의 정확성을 추구하는 것이

교양 있는 사람이 하는 일”58)이라고 주장한다.

중세에 ‘도덕적 확실성’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사람은 Jean

Gerson(1363-1429)이다. Gerson의 사용법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사람들

은 행동하기 전에 그 행동이 정당하다는 도덕적 확실성certitudo moralis

을 가져야 한다. 그런 실천적인 자신감을 얻기 위해서는 통상적으로 일

어나고 있는 것, 최고의 권위자가 말한 것,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이 말

해주는 것을 살펴보아야 한다. Gerson에게 도덕적 확실성은 일상적인 생

활을 이끌어나가는데 충분한 지식인데, [이러한 확실성은] 완전한[자명

한] 확실성evidentiae certitudo을 얻을 수 있다고 가정하지는 않는다.”59)

57) 이 개념의 역사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Stone(2005), 그리고 de Araujo(2003),

Scepticism, Freedom and Autonomy: A Study of the Moral Foundations of
Descarates’ Theory of Knowledge (Berlin and New York: Walter de Gruyter),

pp.145-162 참조.

58) 아리스토텔레스(2006), 이창우·김재홍·강상진 옮김, 『니코마코스 윤리학』, 이제이북

스, 1094b, 16쪽. 이 구절에 기초해서 중세의 아리스토텔레스 주석가들은 형이상학의

정도에 따라서 학문을 위계화한다. 수학과 형이상학이 제일 위에 있고, 자연학이 중

간, 윤리학이 가장 아래에 있다. de Araujo(2003), p.153, n.63. 하지만 『니코마코스

윤리학』의 이 구절은 학문의 영역마다 다른 확실성이 있다는 주장이지 확실성에 따

라서 학문의 위계가 있다는 주장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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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후 Suárez는 ‘도덕적 확실성’의 정도에 따라 두 가지 ‘도덕적 확실

성’을 구분한다. Suárez에 따르면, ‘높은maior’ 도덕적 확실성과 ‘낮은

minor’ 도덕적 확실성이 존재한다. 높은 도덕적 확실성은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 인종들, 민족들로부터 오랫동안 믿을만하다고 여겨진 것이고 시

간의 시험을 견딘 것이다. Suárez가 제시하는 높은 도덕적 확실성의 예

로는 ‘로마는 존재한다’가 있다.60) 로마에 실제로 가보지 않았더라도 우

리는 이것에 동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Suárez가 말하는 ‘낮은 도

덕적 확실성’은 대다수의 믿을만한 사람들이 증언하는 것이다. 즉 그 사

람들을 의심하거나 거짓말을 할 것이라는 그럴듯한 이유가 없을 때, 우

리는 어느 정도 확실성을 갖게 된다.

이와 같은 ‘도덕적 확실성’ 개념의 역사를 고려해 볼 때, 데카르트가 말

하는 ‘도덕적 확실성’은 한편으로는 인식론적으로는 ‘개연적 확실성’이라

는 개념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대체로 우리 삶의 행위와 관련된 확실성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데카르트의 도덕

적 확실성은 기본적으로 그럴 듯한 확실성이기는 하지만, 동시에 그럴

듯한 확실성을 지닌 지식은 우리 삶의 실천적 영역과 관련된 지식이다.

혹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 것인지와 관련된 문제

에 직면했을 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도덕적 확실성’으로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61)

데카르트는 앞서 언급한 1645년 8월 4일에 엘리자베스에게 보낸 편지에

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의 이성이 오류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는 것도 필수적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양심

59) Stone(2005), p.521.

60) ‘로마가 존재한다’는 것은 데카르트가 『철학의 원리』에서 형이상학적 확실성과 도

덕적 확실성을 설명할 때 사용하던 예이다. 데카르트의 예는 Suárez의 설명에서 왔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도덕적 확실성과 형이상학적 확실성에 대한 Suárez에 대한 설명

은 Stone(2005), pp.524-529 참조.

61) 한편 ‘도덕적 확실성’이 우리 삶과 관련을 맺고 있다는 측면에서 데카르트에게

‘morale’은 단순히 의무, 행위가 아니라 우리 삶 전체와 연관이 있다고 할 수 있다.

“17세기 ‘la Morale’은 단순히 추상적인 철학적 분야가 아니라 좋은 삶에 대한 실천적

인 가이드였다.” Levi(1964), The French Moralists: The Theory of the Passions
1585 to 1649 (London: Clarendon Press), p.7; de Araujo (2003), p.160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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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우리가 최선의 행위라고 판단한 것을 수행할 결의와 덕이 결코 부족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으면 충분합니다. (AT IV 266-267, CSMK 258)

이 편지에서 데카르트는 행위, 윤리학에 있어서 우리는 오류를 저지르

지 않아야 하는 것이 필수적이지 않다고 말한다. 즉 인식의 영역에 있어

서는 우리는 오류를 저지르지 않아야 하지만, 행위에 있어서는 그러한

확실성은 가능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데카르트는 ‘도덕적 확

실성’과 ‘형이상학적 확실성’의 구분을 견지하면서, 윤리학은 ‘도덕적 확

실성’의 영역에 속한다는 것을 주장한다.

물론 우리의 이성이 어떤 행위를 최선이라고 판단하고 그 행위를 수행

하기 위한 결의를 가졌지만 나중에 그 판단이 틀렸을 수도 있다. 하지만

데카르트에게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한 판단이 나중에 틀린 판단이 되는

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데카르트는 1645년 10월 6일 엘리자베스에

게 보낸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62)

우리가 행동하기를 결심해야 했을 당시에 우리가 최선이라고 판단한 것을 한 것에 대

해서 우리가 뉘우쳐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나중에 여유가 생겨

그것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실수를 했다고 판단하더라도 말입니다.

[오히려] 나중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낫게 행동했다고 알게 되더라도, 만약 우리

가 우리의 양심에 반하여 행동한 것이라면 뉘우칠 더 많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

하면 우리는 오직 우리의 생각에만 책임이 있고, 전지한 것은 인간 본성에 속하지 않고

숙고할 많은 시간이 있을 때만큼 순간적으로 항상 잘 판단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에 속

하지 않습니다. (...) 우리 삶의 다양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것들 가운데

모든 좋은 선한 것들에 대해서 완벽하게 하는데 필수적인 무한한 앎을 결여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는 제가 지난 번 편지에서 열거한 것과 같은 가장 필

수적인 진리에 대한 적정한 지식에 만족해야 합니다. (1645년 10월 6일 엘리자베스에게

보낸 편지, AT IV 307-308, CSMK 269)

그리고 1647년에 크리스티나 여왕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동일한 주장을

한다.

62) 또 1645년 8월 4일 엘리자베스에게 보낸 편지(AT IV 266-267, CSMK 258)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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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런 열의는 고집스러움에서 기인해서는 안 되고 어떤 문제를 우리가 도덕적으로

할 수 있는 만큼 잘 고찰했다는 인식에서 기인해야 합니다. 그런 고찰 후에 우리가 행동

한 것이 잘못된 것일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의무를 다했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1647년 11월 20일 크리스티나 여왕에게 보낸 편지, AT V 83-84,

CSMK 325)

『정념론』 170항에서도 데카르트는 “우리 앞에 놓여있는 모든 것에 관

하여 확실하고 단호한 판단에 익숙해지는 것이고, 비록 우리의 판단이

아마도 아주 나쁜 판단이었을지라도 우리가 최선이라고 판단한 것을 할

때 우리는 항상 우리의 의무를 다했다고 믿는 것이다.”(AT XI 460,

CSM I 391)라고 주장한다. 이런 텍스트들이 보여주는 것처럼 데카르트

는 행위의 선함과 나쁨이 결과가 좋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거나 또

는 그 행위 자체가 좋냐 나쁘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가 어

떻게 선택되고 이끌려졌느냐에 달려있다고 주장한다.63)

이 점에서 데카르트 덕 개념은 아리스토텔레스 덕 개념과 차이가 나는

데, 데카르트는 결정을 해야 할 어느 시점에 최선이라고 판단한 것이 최

선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덕을 실천한 것이라고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

는 선에 대한 판단을 통해서 행위를 한 후에 그 행위가 실제로 좋은 결

과를 가져오지 못했다면 덕을 실천한 것이 아니다.64)

또한 데카르트의 덕 개념은 스토아 철학에서 말하는 덕과도 차이가 난

다. 스토아 철학의 이상은 ‘자연과의 합일을 이루어 사는 것’65)이고 그것

63) Naaman-Zauderer(2010), Descartes' Deontological Turn: Reason, Will, and Virtue
in the Later Writing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184.

64) Shapiro(2008), “Descartes’s Ethics” in Blackwell Companion to Descartes, edited
by J. Broughton and J. Carriero (Malden, MA and Oxford: Blackwell), p.455 “덕에

대한 데카르트의 설명은 덕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설명과 중요한 점에서 차이가

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설명에 따르면, 덕은 세상이 우리의 의도와 협조하기를 요구

한다. 만약 우리의 행동이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면 우리는 완전하게 덕을 얻지는 못

한 것이다. 만약 우리가 좋은 것을 의도했지만 해를 끼친다면 우리는 도덕적으로 실

패한 것이다. 데카르트에게는 선한 의도는 덕이 되기에 충분하다.”

65) Diogenes Laertius(1925), Lives of Eminent Philosophers II , trans. by R. D. Hicks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VII 87-89, pp.194-197. “제논은 ‘자연

과 합일을 이루어 사는 삶’ - 이것은 덕스러운 삶과 동일한 것이고 덕은 자연이 우리

를 그 곳으로 이끄는 목적이다 - 을 목적으로 설정한 첫 번째 사람이다. (...) 덕스럽

게 사는 것은 자연의 실제적인 운행의 경험과 일치하게 사는 것과 마찬가지다. 왜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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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자연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사는 것이다. 하지만 데카르트는

이렇게 사는 것이 불가능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좀 더 완화된 기준, 다

시 말해서 어떤 것을 판단하는 시점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해야 한다는 기

준을 제시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사태를 이

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데카르트는 1645년 9월

15일 엘리자베스에게 보낸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신을 제외하고는 어느 누구도 모든 것을 완벽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

게 가장 유용한 진리를 아는 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AT IV 291, CSMK 265)

그렇다면 데카르트가 여기에서 말하는 ‘가장 유용한 진리’는 무엇일까?

데카르트는 다음의 몇 가지 예를 든다.

이 [우리가 알아야 하는 가장 유용한 진리] 중에서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것은 모

든 것이 의존하고 있는 신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신의 완전함은 무한하며, 신의 능

력은 거대하고 신의 명령은 오류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신

에 의해서 명백하게 보내진 것으로 조용히 받아들이도록 가르칩니다. (...)

우리가 알아야 할 두 번째 것은 우리 영혼의 본성입니다. 영혼은 육체와 떨어져서 존속

하며, 육체보다 훨씬 더 고귀하며, 이 인생에서 발견될 수 없는 무수한 만족을 즐길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만들며,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한 우리의 애정을 아주 떨어뜨려 운의 능력에 달린 무엇이든지 오직 경멸로만

그것을 바라봅니다. 이를 위해서, 제가 저의 『철학의 원리』 3부에서 전달하려고 노력

했던 것처럼, 신의 작품들을 가치 있게 생각하고, 우주의 범위의 거대함에 대한 관념을

가지는 것이 유용할 것입니다. (...)

신의 선함, 우리 영혼의 불멸성, 우주의 거대함을 인정한 후에 내 생각에는 가장 유용

한 지식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비록 우리 각자는 서로 구분되고, 따라서 각자의

이해관계는 어떤 면에서는 세상의 나머지의 이해관계와 다르지만, 우리는 여전히 우리

중의 누구도 혼자 존속할 수 없고 우리 각자는 실제로 우주의 많은 부분 중의 하나, 보

다 구체적으로는 우리 거주지, 맹세 서약, 출생을 통해 우리가 거기에 속하게 되는 지구,

국가, 사회, 가족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그것의 부

하면 우리의 개별적 본성은 우주 전체의 본성의 일부분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목적이 자연과 합일을 이루는 삶, 다시 말해서 우주의 본성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의

본성과 합일을 이루는 삶으로 정의되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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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인 전체의 이익은 우리 자신의 구체적인 인격의 이익보다 항상, 물론 기준을 가지고

신중하게, 우선시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친족 혹은 나라에 단지 조그만 이득을

획득하기 위해서 커다란 악에 우리 자신을 노출시키는 것은 잘못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AT IV 291-293, CSMK 265-266)

여기에서 데카르트가 말하는 실천의 영역에서 꼭 필요한 첫 번째 ‘가장

유용한 지식’은 ‘신의 존재’이다. 그런데 『성찰』에서 신의 존재가 검토

되어진 이유는 신이 사기꾼이 아님을, 따라서 우리가 명석하고 판명하게

지각하는 것은 무엇이든 참이라는 진리의 보증자임을 강조하기 위해서였

다. 하지만 데카르트 윤리학에서 신의 존재에 대한 앎이 요청되는 이유

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신에 의해서 명백하게 보내진 것’으

로 받아들이기 위함이다. 즉 우리에게 의존하고 있는 것 외에 우리가 손

에 넣을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것이며 따라서 그것을 가지

지 못했다고 해서 정신의 만족과 충족을 방해받을 필요가 없다.66)

두 번째 ‘가장 유용한 지식’은 영혼이 불멸하고 영혼과 신체는 독립적이

라는 지식, 그리고 우주의 거대함이다. 이 역시 데카르트 형이상학의 핵

심을 이루는 부분이고 『성찰』과 『철학의 원리』 등에서도 강조되던

주장이다. 하지만 데카르트 윤리학에서는 이러한 지식이 유용한 이유는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한 우리의 애정을 아주 떨어뜨려” 행운에 의존하는

것들을 욕망하지 않기 위함이다.67) 이처럼 데카르트는 우리 이성이 최선

이라고 판단한 것을 수행하려는 의지인 덕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최선의

66) 데카르트는 『정념론』에서 행운과 신의 섭리를 구분할 것을 강조한다. 데카르트는

145항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는 신의 섭리Providence에 대해서 자주 깊이 생

각해보고, 영원 전부터 이 섭리에 의해서 결정된 것과는 달리 어떤 것도 발생하는 것

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야 한다. 따라서 이것은 운fortune에 반대되는 숙명fatalité 혹

은 불변하는 필연성nécessité immuable과 같다. (...)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욕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들이 운에 의

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한에서만 – 즉, 우리가 그것들이 발생할 수 있고, 그와 비슷

한 일들이 다른 때에 발생한 적이 있다고 판단하는 한에서만 - 우리는 우리에게 전

혀 의존하지 않는 것들이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AT XI 438, CSM

I 380)

67) 이에 덧붙여 데카르트는 우리 자신이 어떤 공동체의 일부분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그리고 이것이 ‘가장 유용한 지식’이라고 말한다. 이 ‘세 번째 유

용한 지식’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데카르트와 공동체주의를 다루는 5장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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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을 할 수 있는 이성의 능력이 요구되고, 또 몇 가지 필요한 유용한

지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러한 지식

은 데카르트가 이론적 영역에서 요구하는 명석하고 판명한 지식이 아니

라 실천적 영역에서 필수적인 유용한 지식을 사용하여 최선을 다해 이성

의 능력을 사용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4. 덕과 습관

지금까지 살펴본 데카르트의 ‘덕 개념’의 특징과 함께, 데카르트의 덕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특징은 바로 덕이 습관이라는 것이다. 데카르트

는 『정념론』 161항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보통 덕virtue이라고 이름 붙은 것들은 어떤 생각에 영혼을 이끄는disposent 영혼의 습

관habitude이라는 사실이 주목되어야 한다. 따라서 덕은 이런 생각들과 다르지만 이러한

생각들을 만들어 낼 수 있고 반대로 생각들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되

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생각들은 영혼에 의해서만 만들어질 수도 있지만, 자주 정기의

운동이 이 생각을 강하게 만들기도 하고, 따라서 이 생각들은 덕의 작용[능동]action인

동시에 영혼의 정념[수동]passion이라는 사실이 강조되어야 한다. (AT XI 453, CSM I

387-388)

이 구절에서 데카르트는 덕은 습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정신의 성향

mental disposition임을 분명히 강조한다. 1645년 9월 15일 엘리자베스에

게 보낸 편지에서도 데카르트는 습관의 중요성을 말한다. “항상 잘 판단

하려고 한다면 오직 두 가지만이 필수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는 진

리에 대한 지식이고, 나머지는 상황이 요구하는 언제라도 이 지식을 기

억하고 거기에 동의하는 습관habitude입니다.”(AT IV 291, CSMK 26

5)68)

68) 또 『정념론』 190항에서도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지속적으로 덕을 따르는 사람들

이 가지는 만족은 평온함이라고 불리는 영혼 안의 습관이자 영혼의 안식이다.”(AT

XI 471, CSM I 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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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카르트는 1645년 9월 15일 엘리자베스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다음과

같이 말한다.

언제나 잘 판단하게 되기 위해서 진리에 대한 앎과 함께 습관l’habitude69) 또한 요구된

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같은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주의를 기울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과거에 어떤 진리에 대해서 이성이 아무리 분명하고 확실하게 확신을 주었다

하더라도, 우리는 지속적이고 자주 성찰함으로써 그것을 우리의 정신에 각인시켜서 우리

에게 굳어버린 습관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나중에 어떤 잘못된 외양을 통해서 그것을

믿는 것으로부터 등을 돌릴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스콜라 철학자l’Ecole들은 덕이

습관이라고 말할 때 옳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의 실패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

가에 대한 이론적 지식의 부족 때문이 아니라 실천적인 지식의 부족 때문입니다. 즉 확

고한 믿음의 습관une ferme habitude de le croire의 부족말입니다. (AT IV 295-296,

CSMK 267)

이런 텍스들에서 데카르트는 결의로서의 덕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습

관이라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우리의 정신은 하나에 오래 집중할 수 없

기 때문에70) 문자 그대로 우리의 정신에 각인시켜서 ‘습관’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데카르트는 스콜라 철학자들이 덕은 습관이라

고 말한 것을 옳다고 주장한다. 데카르트에게 덕은 ‘확고한 믿음의 습관’

이다. 즉 선입견, 또는 정념이 동반하는 매력적이지만 잘못된 외양에 휘

둘리지 않고 습관을 통해서 명석 판명한 이유들에 주의를 집중해서 최선

의 판단을 한 후에 그것을 수행하겠다는 결의를 가지는 것이 바로 데카

르트가 생각하는 덕이다.

한편 우리는 위의 인용문에서 ‘각인’이라는 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데, 왜냐하면 이것은 데카르트 철학에 있어서 은유가 아니기 때문이다.

데카르트는 Mesland에게 보낸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기억에 관하여, 물질적인 것의 기억은 어떤 이미지가 뇌에 각인된 후 남아 있는 흔적에

의존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성적인 것의 기억은 정신 자체에 남아 있는 다른 흔적

에 의존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후자는 전자와 완전히 다른 종류의 것인데, 저는 상

69) CSMK는 프랑스어 ‘l’habitude’를 영어로 ‘disposition’으로 번역했다.

70) AT VII 69, CSM II 48; AT IV 116, CSMK 233-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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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한 양의 유보조항 없이는 물질적인 것에서 끌어낸 설명으로 그 차이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뇌 안에 남아 있는 흔적은 영혼을 그것이 이전에 영혼을 움직

인 방식으로 움직이게 만들고 따라서 어떤 것을 기억하게 만듭니다. 종이나 옷을 접은

것이 전에 그렇게 접혀 있지 않았다면 그랬을 것보다 다시 더 쉽게 접히도록 만드는 것

과 같습니다. (1644년 5월 2일 Mesland에게 보낸 편지, AT IV 114-115, CSMK 233)

데카르트는 『정념론』에서 습관을 통해서 이렇게 뇌에 새겨진 ‘각인’을

바꿀 수 있다고 주장한다. “각 의지는 송과선의 운동과 자연적으로 결합

되어 있지만, 노력이나 습관을 통해서 의지를 다른 운동과 결합시킬 수

있다”는 제목이 붙은 『정념론』 44항에서 데카르트는 다음과 같이 이야

기한다.

우리가 어떤 운동이나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의지하지만 항상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자연 혹은 습관이 송과선의 특정한 운동과 특정한 생각을 연결시키는

다양한 방식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AT XI 361, CSM I 344)

그런데 데카르트 윤리학에서 습관을 통해서 뇌에 새겨진 ‘각인’을 바꾸

는 것이 왜 중요할까? 그것은 이것이 바로 덕을 실천하는 하나의 방법이

기 때문이다. 데카르트에게 덕을 실천하는 사람은 자유의지를 통해서 정

념의 운동을 멈추거나 바꾸는 사람이다.71) 데카르트는 『정념론』 48항

에서 ‘강한 영혼’과 ‘약한 영혼’을 구분하는데, 강한 영혼은 의지를 통해

서 정념을 다스리는 사람이고 약한 영혼은 정념에 휩쓸려 다니는 사람이

다.72) 하지만 데카르트는 『정념론』 50항에서 이러한 약한 영혼도 습관

71)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지는 3장 참조.

72) “가장 강한 영혼을 가진 사람은 의지를 통해서 자연적으로 가장 쉽게 정념을 정복하

고 그 정념을 동반하는 신체의 운동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자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의지의 힘을 결코 시험해 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왜냐하면 그들

은 결코 그것의 고유한 무기를 가지고 싸우지 않고, 다른 정념에 저항하기 위해서 어

떤 [다른] 정념이 주는 무기만으로 싸우기 때문이다. 내가 영혼의 가장 고유한 무기라

고 부르는 것은 선과 악의 지식에 관한 확고하고 결단력 있는 판단이다. 영혼은 삶의

행동을 시행하도록 결의한다. 그리고 가장 약한 영혼은 그것의 의지가 어떤 판단을

이런 방식으로 따르려고 결정하지 않고 끊임없이 현재 정념들에 의해서 휩쓸려가도록

하는 사람이다. 현재의 정념들은 대체로 서로서로 반대되기 때문에 영혼을 차례로 자

신의 편으로 이끌어 영혼으로 하여금 자기 자신과 싸우도록 만들고 영혼을 빠질 수

있는 가장 비참한 상태에 빠뜨린다.” (AT XI 367, CSM I 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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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훈련을 통해서 정념을 이겨낼 수 있다고 주장한다.73)

이처럼 덕을 실천하는 사람, 즉 의지를 통해서 정념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은 행복을 얻게 된다. 그리고 처음에는 이런 덕의 실천이 부족했던

‘약한 영혼’ 역시 습관적으로 훈련을 하게 되면 정념을 통해서 오히려

더 큰 기쁨을 느끼게 된다.74)

5. 데카르트 덕 개념의 독특성

덕은 오직 우리가 최선이라고 판단한 것을 수행하려는 지속적이고 확고

한 의지라는 데카르트의 주장은 상당히 독특하다. 데카르트에게는 덕이

여러 가지 특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확고하고 지속적인 결의뿐이

다. 즉 데카르트에게는 복수의 덕이 존재하지 않는다. 데카르트 스스로도

덕에 대한 자신의 정의의 독특성을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저는 다른 사람이 덕에 대해서 [저처럼] 그렇게 기술한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대신에, 다른 사람들은 덕을 그들이 다양한 이름을 부여했던 여러 종류로 나누었습니다.

73) “이미 말해진 것처럼,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자연이 송과선의 모든 운동을 특정 생

각과 결합시킨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습관을 통해서 그 운동을 다른 것과 결합시

킬 수 있다는 것은 알아두면 유용하다. (...) 또한 비록 어떤 대상을 영혼에 표상하는

송과선과 정기와 뇌의 운동은 영혼에 특정 정념을 일으키는 운동과 자연적으로 결합

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습관을 통해서 뇌의 운동은 영혼의 운동과 분리되어

서 아주 다른 영혼의 운동과 결합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는 것도 유용하다.”(AT

XI 368-369, CSM I 348)

74) 이것이 바로 데카르트가 『정념론』 148항에서 하는 이야기의 핵심이다. “만약 우리

영혼이 자신의 내부에 만족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것을 항상 가지게 된다면 다른 곳에

서 기인하는 어떤 동요도 영혼을 해롭게 하는 힘을 가지지 못할 것은 분명하다. 반면

에, 그 동요는 영혼의 즐거움을 증가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데, 왜냐하면 영혼이 그 동

요에 의해서 해를 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면서 영혼은 자신의 완전함을 이해하게 되

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 영혼이 만족이라고 간주하는 것을 가지기 위해서는 덕을

부지런히 따르기만 하면 될 뿐이다. 왜냐하면 본인이 최선이라고 판단한 어떤 것을

하는데 실패한 것에 대해서 그의 양심이 비난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살아온 어떤 사람

(나는 이것을 여기서 덕을 따르는 것이라고 부른다)은 자신을 행복하게 만드는 능력

으로 만족을 얻게 되고 따라서 정념의 가장 강력한 공격은 그의 영혼의 평온을 방해

할 만한 충분한 힘을 가지지 못한다.” (AT XI 442, CSM I 382)



- 51 -

왜냐하면 덕이 적용되는 다양한 대상 때문입니다. (1645년 8월 4일 엘리자베스에게 보낸

편지, AT IV 265, CSMK 258)75)

데카르트는 여기서 자신과 다른 사람이 정의한 덕의 차이점을, 자신에

게 덕은 오직 ‘이성이 명령한 것을 수행하려는 확고하고 지속적인 결의’

이지만 다른 사람은 덕을 여러 종류로 나누고 거기에 다양한 이름을 붙

인 것이라고 말한다. 이 때 데카르트가 염두에 두고 있는 ‘다른 사람’은

아리스토텔레스주의자이다.76)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아리스토텔레스는

용기andreia, 절제sophrosyne, 온화praotes, 자유인다움eleutheriotes, 통이

큼megaloprepeia, 원대한 마음megalopsychia, 진실성aletheia, 재치

eutrapelia, 친애philia, 부끄러워 할 줄 앎aidos, 의분nemesis 등의 다양한

덕의 목록을 제시한다.77) 이에 반해 데카르트가 정의한 덕의 특징은 아

리스토텔레스의 덕과 달리 특정한 성품을 덕으로 삼지 않는다는 것이

다.78) 덕을 우리의 이성이 최선이라고 판단한 것을 수행하려는 확고하고

75) 엘리자베스 역시 데카르트에게 보낸 편지에서 데카르트가 주장한 덕의 독특성에 대

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선생님 이전에 아무도 덕은 올바른 이성을 따르는 것에

있다고 말한 사람이 없습니다. 다만 법칙이나 보다 구체적인 규칙만을 지정했기 때문

에 그들이 덕을 잘 정의하는 데 실패했다는 사실에 놀라지 말아야 합니다.” (1646년

10월 10일 엘리자베스가 데카르트에게 보낸 편지. AT V 522, Shapiro(2007), p.146)

76) Santilli(1992), “What did Descartes do to Virtue?”, The Journal of Value Inquiry
26, p.356.

77) 아리스토텔레스의 덕의 목록과 명칭은 강상진(2007), 「아리스토텔레스의 덕론」,

『가톨릭철학』 9호, 36쪽 참조. Pincoff(1986), Quandaries and Virtues (Lawrence,
KS: University Press of Kansas) 5장에서 Pincoff는 222개의 덕의 목록을 제공한다.

이 설명은 장동익(2011), 「덕 윤리학을 위한 덕 개념 고찰」, 『범한철학』 60집, 108

쪽, 각주 34 참조.

78) 하지만 Alanen and Svensson(2007)에 따르면 아리스토텔레스에게도 ‘원대한 마음

megalopsychia’과 같이 모든 덕을 통합하는 한 가지 덕이 있을 수 있다고 말한다.

Alanen and Svensson(2007), “Descartes on Virtue”(미출판 원고), p.8

(http://www.fil.lu.se/hommageawlodek/site/papper/Alanen&Svensson.pdf). 아리스토

텔레스는 『니코마코스윤리학』 1124a1-2에서 “포부가 크다[원대한 마음을 가진다]는

것은 말하자면 탁월성[덕]들에 대한 일종의 면류관kosmos인 것 같다. 면류관은 탁월

성[덕]들을 더욱 큰 것으로 만들며, 이것들 없이는 생겨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주

장한다. 아리스토텔레스(2006), 138쪽([]는 인용자). 아리스토텔레스의 ‘원대한 마음’과

데카르트의 ‘관대함’의 차이는 4장을 참조. 또 『니코마코스윤리학』 6권 13장에서 아

리스토텔레스는 각각의 다른 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 덕들의 통일성이 가능함을

보여주기도 한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구절을 참고할 수 있다. “실천적 지혜 없이

는 좋은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 또 성격적 탁월성[덕] 없이는 실천적 지혜를 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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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의지라고 정의하는 이러한 데카르트의 덕 개념의 특징은 어떤

특정 품성을 의미하거나 주어진 상황에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한다는 등

의 1차적first-order 의무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 실천의 상황에

서 이성이 어떤 결정을 하든 그 결정을 그것을 잘 수행하겠다는 의지,

즉 2차적second-order 의무를 강조한다는 점이다.79)

이러한 덕에 대한 데카르트의 주장은 다양한 덕을 제시한 아리스토텔레

스 덕 개념과 차별적일 뿐만 아니라, 덕과 만족이 가장 멀리 떨어져 있

는 것으로 생각한 스토아 철학의 덕개념과도 차이가 난다. 스토아 철학

자 세네카는 『행복한 삶에 관하여』에서 덕의 실천은 쾌락 혹은 만족과

관계없다고 분명히 주장한다.80) 세네카는 ‘쾌락이 최고선’이라고 말한 에

피쿠로스 학파를 비판하면서 쾌락과 덕은 서로 반대되는 것이라고 주장

한다. 하지만 데카르트가 주장한 것처럼, 최고선으로의 덕이 행복이나 정

신의 만족을 가져오지 않는다면 덕을 실천하려는 동기를 갖지 못할 것이

다. 이런 측면에서 데카르트의 덕 개념은 스토아 철학의 덕 개념과 다르

다는 것을 알 수 있다.81) 그래서 데카르트는 스토아 철학의 창시자라고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진다. 또 이와 같은 방식으로 탁월성[덕]들이 서로

분리되어 있다는 데 동원된 논변을 반박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 논변은 이런 식으

로 진행된다.〕 동일한 한 사람이 모든 탁월성[덕]에 대해 가장 잘 어울릴 수는 없으

므로, 그는 한 탁월성[덕]은 이미 가지고 있지만 다른 탁월성[덕]은 아직 가지고 있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자연적 탁월성[덕]의 경우에는 가능하지만, 단적으로

좋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게 하는 그 탁월성[덕]들의 경우에는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실천적 지혜 하나만 갖추게 되면, 모든 탁월성[덕]들 또한 가지게 될 테니

까.”(1144b30-1145a3, []는 인용자) 아리스토텔레스 ‘덕윤리’와 데카르트 ‘덕윤리’의 차

이점에 대해서는 5장 참조.

79) Naaman-Zauderer(2010), p.180, Marshall(1998), p.117, Youpa(2013), “Descartes’s

Virtue Theory”, Essays in Philosophy 14, pp.179-193 참조.

80) “아랫도리에 최고선이 자리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자신들이 얼마나 추한 곳에 최

고선을 위치시켰는지 알고 있습니다. 이들은 쾌락은 덕과 분리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유쾌하게 살지 않으면 덕을 쌓을 수 없고 덕을 쌓지 않으면 유쾌하게 살 수 없다고

말합니다. 저로서는, 이렇게 서로 상반되는 것들이 동일한 것으로 엮일 수 있는지 알

지 못합니다. (...) 쾌락은 가장 수치스러운 삶에도 찾아온다는 점, 덕은 악한 삶을 결

코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 어떤 사람은 쾌락이 없어서가 아니라 바로 그 쾌락 때문에

불행하다는 점을 덧붙여야 합니다. 이런 것은 만약 쾌락과 덕이 서로 엉켜 하나라고

한다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덕에는 종종 쾌락이 빠져 있으며 전혀 필요하지도 않

습니다. 왜 당신들은 닮지 않은 것들, 아니 완전히 상반된 것들을 엮는 것입니까?” 세

네카(2016), 221-222쪽.

81) 따라서 데카르트의 행복 개념은 스토아 철학에서 가져온 것이라는 라이프니츠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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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제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제논은 최고선을 각각의 개인이 구체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그것

이 바로 제논이 최고선은 오직 덕에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는 좋은 이유를 가지고 있었

던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덕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 가운데서 우리의 자유의지에 전

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유일하게 좋은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모든 악을 동일시함으로

써 그는 이 덕을 너무 심각하고 쾌락에 적대적인 것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을 우울한 사

람들 혹은 정신이 완전히 육체와 분리된 사람들만을 그들의 추종자로 만들 수 있었습니

다. (1645년 8월 18일 엘리자베스에게 보낸 편지, AT IV 276, CSMK 261)

데카르트는 제논이 ‘덕을 너무 심각하고 쾌락에 적대적인 것’으로 만들

어서 덕을 실천하는 사람들을 우울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한다. 심지어 데

카르트는 스토아 철학자들을 ‘잔인한 철학자’라고 부르기도 한다.82) 이런

면에서 데카르트는 자신의 고유한 덕 개념을 통해서 스토아 철학과 에피

쿠로스 철학을 화해시킨다. 스토아 철학은 덕과 행복 혹은 정신의 만족

을 분리시킨다. 반면 에피쿠로스 철학은 만족 혹은 행복을 최고선이라고

생각하고 덕의 실천보다 앞세운다. 그래서 데카르트는 크리스티나여왕에

게 보낸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런 방식으로 저는 고대 철학자들의 가장 대립되고 가장 유명한 견해를 화해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덕 혹은 명예를 최고선이라고 생각한 제논의 견해와 최고선은 만

음과 같은 주장은 틀렸다. “스토아 철학자들에 따르면, 심지어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

면, 최고선은 덕 혹은 신중함prudence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결의에서

부터 나오는 기쁨은 스토아 철학자들과 에피쿠로스 학파가 다른 이름으로 추구하고

추천한 영혼의 안식tranquility 혹은 무고통indolence이다.” Leibniz(1989), p. 242.

82) 앞서 데카르트는 병에 걸린 엘리자베스에게 편지를 보내어 위로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을 살펴보았다. “매일같이 슬퍼할 일을 겪고 있는 운명을 가진 사람에게 힘

을 내기를 원하는 것은 경솔한 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저는 현자가 무

감각하게 되기를 원하는 그런 잔인한 철학자 중의 하나도 아닙니다.” (AT IV

201-202, Shapiro(2007), p.87). 또 『방법서설』에서도 다음과 같이 스토아 철학자들

을 비판한다. “도덕을 다룬 고대 이교도들의 저서를 나는 아주 화려하고 웅장하지만

모래와 진흙 위에 세워진 궁전으로 비교했다. 그들은 덕vertus을 가장 높은 곳으로

끌어올리고, 이 세상의 무엇보다도 더 존중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게 하고 있다. 그러

나 그들은 덕이 어떻게 인식될 수 있는지를 충분히 알려 주지 않고 있으며, 또 그들

이 덕이라는 고상한 이름으로 부르고 있는 것도 종종 냉혹이나 교만, 절망이나 친족

살해와 다름 아닌 것이다.”(AT VI 7-8, CSM I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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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이라고 생각했고 거기에 쾌락이라는 이름을 부여했던 에피쿠로스의 견해. 모든 악은

무지로부터 나와서 후회로 이끄는 불확실함과 약함으로부터만 발생하는 것처럼, 덕은 우

리가 선하다고 생각한 것을 하도록 이끄는 결의와 열의 속에만 존재합니다. (AT 83,

CSMK 325)

데카르트는 덕을 최고선으로 정의함으로써 에피쿠로스의 최고선 개념으

로부터 달아나는 동시에 덕을 행복의 충분조건으로 놓음으로써 스토아

철학의 덕 개념으로부터 달아난다. 또 같은 의미에서 데카르트는 고대의

두 가지 주요한 윤리학, 에피쿠로스 윤리학과 스토아 윤리학을 화해시킨

다.

데카르트 덕의 또 다른 특징은 이러한 결의, 즉 덕은 어떤 최종 목적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가 목적이라는 점이다. 데카르트에 따르면,

덕은 “우리의 행위가 향해야만 하는 최종 목적 혹은 목표”(1645년 8월

18일 엘리자베스에게 보낸 편지, AT IV 275, CSMK 261)이다. 예를 하

나 들어 보자.83) 좋은 학교에서 철학박사학위를 받는 것이 인생의 목표

인 사람 A가 있다고 해 보자. A는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자신이

처한 상황을 철저하게 검토하고 어떻게 하면 이 목표를 가장 효율적으로

이룰 수 있을지에 관한 최선의 판단을 수행하려는 결의를 가진다고 해보

자. 물론 A가 최선이라고 생각한 판단이 나중에 실패로 드러나거나 그

결과가 A가 예상한 것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하지만 나중에 되돌아

봐도 그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은 없었다고 해보자. 데카르트에 따르면 A

는 덕을 실천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A는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서 최선의 판단을 하고 이 판단을 실천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긴 했지

만, A는 그 판단을 어떤 목적에 대한 수단으로 생각하고 그 수단을 끝

까지 밀고 나가려고 결의를 한다. 만약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자

신이 최선이라고 판단한 것을 하지 않아야 한다면 A는 자신이 최선이라

고 판단한 것을 하지 않으려고 결의했을 것이다. 하지만 데카르트에 따

르면 덕을 실천하는 것은 자신이 최선이라고 판단한 것을 무조건적으로

수행하겠다는 결의이다. 즉 데카르트에게 덕은 어떤 목적을 위한 수단의

83) 이 예는 Alanen and Svensson(2007), pp.2-3에 나온 예를 조금 바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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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이 아니라 그 자체가 목적인 것이다. 그래서 데카르트에게 최고선이

덕이라면 덕은 최선이라고 판단한 것 그 자체를 수행하려는 것이지 다른

최종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Marshall(1998)은 이러한 주장에 대해 다른 가능성을 제시하는

데, 데카르트의 덕이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가 목적, 즉 이성이 최선이라

고 판단한 것을 무조건적으로 수행하겠다는 2차적 차원에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혹은 2차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 덕을 실천하는 윤리적 행위자는

1차적 차원에서 ‘선’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방금 예에서

는 ‘좋은 학교에서 철학박사학위를 받는 것은 좋은 것’이라는 전제가 있

다는 것이다. 즉 데카르트의 덕 이론에는 ‘가치이론theory of value’이 전

제되어 있다고 주장한다.84) 데카르트의 의지이론, 즉 의지는 지성이 어떤

것을 선이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향한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85) Marshall

의 주장은 일리가 있다. 하지만 여전히 어떤 것을 선이라고 판단하느냐

의 문제는 열려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데카르트에 따르면

개인들이 판단하는 선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데카르트 윤리학

84) Marshall(1998)은 1차적인 차원의 좋음, 혹은 선의 예로 ‘건강’ ‘지식’ ‘아름다운 대상’

‘친구’ ‘다른 인간’ ‘자유의지’ ‘신’과 같은 것을 든다. “우리는 덕스럽게 되려고 노력하

고 우리가 좋다고 판단하고 시간과 노력을 들일만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을 하려고 노

력한다면, 우리의 목적이 진정한 가치가 있다고 믿기 때문에만 그렇게 한다.”

Marshall(1998), p.118.

85) “생각하는 것의 의지는 당연히 의지대로 자유롭게(이것이 의지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것이 명석하게 인식한 선으로 이끌린다.”(「두 번째 반박에 대한 답변」,

AT VII 166, CSM II 117); “인간과 관련해서, 인간은 모든 선과 진리의 본성이 신에

의해 규정됐다는 것을 발견하고 또 신의 의지는 다른 것으로 향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이 이를 명석하게 알면 알수록 그만큼 더 즐겁게 그리고 그에 따라 더 자유롭게

선과 진리를 끌어안는다는 것은 명백합니다.”(「여섯 번째 반박에 대한 답변」, AT

VII 432, CSM II 292); “당신은 잘 행동하기 위해서 잘 판단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저의 진술을 거부하지만, 일반적인 스콜라 철학의 주장은 voluntas non fertur in

malum, nisi quatenus ei sub aliqua ratione boni repraesentatur ab intellectu[지성에

의해서 영혼에 선함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는 한 의지는 악을 향하지 않는다.]입니

다. 이것이 그들이 omnis peccans est ignorans[죄를 저지른 누구든 무지로 인해 죄

를 짓는다]라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만약 지성이 어떤 것이 실제로 좋은 것이 아닌

것을 결코 의지에 좋은 것으로 표상하지 않는 한 의지는 잘못 선택하는 일이 없습니

다.” (1637년 5월 말 메르센에게 보낸 편지, AT I 366, CSMK 56); “우리가 했던 것

이 나쁘다/악하다는 것을 전적으로 확신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하는 하지 않았을 것

이다. 의지는 좋은 것처럼 보이는 것에만 우리를 이끈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말이다.”

(『정념론』 177항, AT XI 464, CSM I 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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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1차적인 선을 따지는 것은 무의미해 보인다.

그렇다면 데카르트는 왜 이와 같은 덕의 단일성을 주장한 것일까? 우선

데카르트의 이론적 지식과 실천적 지식의 대칭성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데카르트는 『정신지도를 위한 규칙들』을 시작하면서 자신의 이

론적 탐구의 목표는 이런저런 구체적 상황에서 해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고 주장한다.

학문들은 그 대상의 상이성에 따라 서로 분리될 수 있고, 그래서 다른 학문을 고찰함이

없이 오직 그 하나만을 고찰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왜냐

하면 모든 학문은 인간의 지혜와 다름 아니고, 지혜가 비록 여러 상이한 대상에 적용된

다고 해도 그것은 언제나 동일한 것이기 때문이다. (...) 대부분의 사람들은 식물의 생식

력, 별들의 움직임, 광물의 변형 혹은 이와 유사한 학문의 대상에 대해서는 면밀히 연구

하고 있는 반면에, 좋은 정신bona mens 혹은 보편적 지혜sapientia universalis에 대해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점이다. (...) 그러므로 우리가 이 규칙을 첫 번째로 제시

하는 것은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일반적 목표가 아닌 어떤 개별적인 목표를 위해

연구하는 것보다 더 우리를 올바른 진리 탐구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AT X 360, CSM I 9-10)

데카르트는 자신의 이론적 여정을 시작하면서 이러저러한 구체적 학문

보다는 그 모두에 적용될 수 있는 ‘좋은 정신’ 혹은 ‘보편적 지혜’를 탐구

하고자 한다. 즉 데카르트는 여기에서 데카르트의 ‘덕의 단일성’에 대응

되는 ‘이성의 단일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86) 앞서 인용한 구절에 이어

서 데카르트는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은, 이성의 자연적인 빛을 증대시키는 일이다. 그렇지만 이것도

이런저런 학적인 난제를 풀기 위해서가 아니라, 각각의 삶의 상황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를 지성이 의지에게 보여주기 위함이다. (AT X 361, CSM I 10)

이 구절은 보편적인 이론적 지혜와 단일한 실천적인 덕을 연결시키는

데, 보편적 지혜가 이런저런 이론적 난제를 풀기 위해서가 아닌 것처럼

데카르트에게 ‘덕’ 역시 각각의 삶의 상황에서 이런저런 구체적인 실천적

86) Naaman-Zauderer(2010), pp.180-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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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결정을 했든 그 결정을 고수하는 것

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물론 주어진 조건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

는 것은 우리 이성을 최대한 사용하는 것이다.

데카르트가 덕의 단일성을 주장한 두 번째 이유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리스토텔레스처럼 이러저러한 품성적인 덕들을 덕으로 주장할 경

우 특정한 계층에만 속하는 덕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럴 경우 덕이 출생

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87) 아리스토텔레스는, 예를 들어, 『니

코마코스 윤리학』에서 덕 중의 하나인 ‘통이 큼megaloprepeia’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가난한 사람은 이 덕을 가질 수 없고,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재산을 가진 사람만이 이 덕을 가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88) 또 ‘원대한 마음megalopsychia’의 덕 역시 출생의 운이 개입

된다.89)

하지만 데카르트처럼 우리가 결정한 것을 수행하려는 의지로 덕을 정의

한다면 누구나 이 덕을 실천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데카르트에

따르면 의지는 우리에게 속해 있는 것이고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이다.

또한 데카르트는 『방법서설』에서 인간은 모두가 ‘양식’을 가지고 있다

고도 주장한다. 즉, 신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자유의지를 주었고, 마

찬가지로 신은 누구에게나 ‘양식’을 부여했다. 이런 점에서 데카르트의

87) 이 점은 Alanen and Svensson(2007), p.6 참조. 물론 데카르트는 『정념론』에서

‘관대함’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출생’의 중요성을 언급하고는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4장을 참고.

88) “그가 누구이며 어느 정도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하다. 사람과 그가 가진

재산이 이런 일과 관련된 지출을 할 만한 정도여야 하며, 지출은 성과에 알맞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런 지출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또한 알맞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까

닭에 가난한 사람은 통이 큰 사람이 될 수 없을 것이다. 많은 금액을 알맞게 지출할

수 있을 정도의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그렇게

해 보려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것은 가치에 어긋나게, 또 마땅

한 바에 어긋나게 쓰는 것이며, 옳게 쓴다는 것은 탁월성[덕]에 따르는 것이니까. 그

것은 그만한 지출을 감당할 재산을 본인 스스로, 혹은 조상이나 일가친척을 통해 가

지고 있는 사람에게, 또는 좋은 혈통을 타고난 사람이나 평판이 좋은 사람들, 혹은 그

런 종류의 사람들에게 어울리는 일이다.” 아리스토텔레스(2006), 1122b27-35, 133-134

쪽.

89) “좋은 운들 역시 원대한 마음에 기여하는 것으로 보인다. 좋은 집안에서 태어난 사

람들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 혹은 부유한 사람들이 명예를 받을 만한 사람들로 평가

되기 때문이다.” 아리스토텔레스(2006), 1124a22-24, 1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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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적 지혜와 실천적 덕은 다시 한 번 대응한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

면 데카르트에게 덕은 자유의지를 잘 사용하려는 결의인데, 이 결의는

양식 혹은 이성적 판단이 최선으로 판단한 것을 수행하려는 의지이다.90)

그래서 데카르트는 『철학의 원리』의 프랑스어판 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무엇이 옳은가에 대한 지식에서만 나오는 순수하고 진정한 덕은 모두 하나이자 동일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지혜’라는 하나의 용어 아래에 포섭된다. 왜냐하면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이 사유하는 힘을 항상 올바르게 사용하려고 하고 그가 최선이라고 아는

그 무엇이든 수행하려는 확고하고 강한 결의를 가진 사람은 누구나 진정으로 그의 본성

이 허락하는 한에서 진정으로 지혜롭다. 그리고 오직 이 때문에만 그는 정의, 용기, 절제,

그리고 모든 다른 덕을 가진다.91) 하지만 이러한 덕들은 어느 하나의 덕도 다른 것들보

다 뛰어 나지 않는 방식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 (AT VIIIA 2-3, CSM I 191)

이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이성과 의지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덕들처럼 타

고나는 운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획득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데카르트 윤리학은 평등주의적egalitarian이라고 할 수 있다.92)

하지만 데카르트의 이러한 주장은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어떤 것을

잘 수행하겠다는 결의를 덕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덕이 절대선이라고 한

다면 데카르트에게 덕의 구체적 내용을 정의하려는 시도는 악순환에 빠

지고 만다. 윤리학에서 우리의 행위가 도덕적인지 그렇지 않은지에 기준

90) 데카르트의 이론철학에서 인간의 본성이 ‘res cogitans’로 정의될 수 있다면, 실천철

학에서 인간의 본성은 ‘res volans’로 정의될 수 있을 것이다. ‘res volans’ 혹은 ‘volo

ergo sum’에 대해서는 Brown(2006), Descartes and the Passionate M ind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장 참조.

91) 이 텍스트에서 데카르트는 이성이 최선이라고 판단한 것을 수행하려는 확고하고 지

속적인 결의로서의 덕 이외에 ‘정의’, ‘용기’, ‘절제’, ‘모든 다른 덕’도 인정하는 것처럼

보인다. 또한 데카르트는 『정념론』 161항에서 덕으로서의 ‘관대함’에 대해 설명하면

서 관대함은 ‘모든 다른 덕들의 열쇠’라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데카르트에게 덕은 하

나가 아니라 복수의 덕이 존재하는 것일까? 하지만 데카르트의 주장이 비일관적인 것

은 아니다. 데카르트는 그동안 전통적으로 덕으로 간주되던 성품을 관행적으로 덕이

라고 지칭한다. 하지만 데카르트는 ‘덕’이라는 개념은 받아들이면서 여기에 새로운 개

념적 내용을 제공한다. “저는 다른 사람이 덕에 대해서 [저처럼] 그렇게 기술한 사람

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AT IV 265, CSMK 258)

92) Santilli(1992), p.356, Alanen and Svensson(2007), p.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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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되는 것은 절대선이다. 즉 절대선의 획득에 기여하는 것이면 도덕적

인 것이다. 하지만 데카르트가 주장한 것처럼, 덕은 이성이 최선이라고

판단한 것을 수행하려는 의지고 그것이 절대선이라면 우리는 특정한 상

황에서 어떤 행위가 다른 행위보다 더 나은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가?

Santili(1992)가 주장한 것처럼, 덕이 ‘최고선에 공헌하는 길을 가는 것’이

고, ‘최고선’이 ‘자신이 생각하는 최선의 길을 가는 것’이라면, 결국 “자신

이 생각하는 최선의 길을 가는 것이 자신이 생각하는 최선의 길에 공헌

한다.”가 될 것이다.93) Brown(2006) 역시 데카르트 윤리학에서 이성이

선한 것이라고 판단한 어떤 것을 하려는 결의가 덕이면, 최고선이 무엇

이냐는 질문에 대답은 어떤 것을 하려는 결의고, 이 어떤 것을 하려는

결의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최고선이라는 공허한 순환논증에

빠지고 만다고 주장한다.94) Brown의 주장은 이처럼 데카르트의 덕은 내

용이 텅 비어있는 형식적인 것이고 따라서 공허하고 순환적이고, 그 결

과 데카르트에게 객관적으로 선한 것은 존재하지 않게 된다.95)

그렇다면 데카르트는 자신의 덕 개념의 가지는 이런 어려움을 몰랐을

까? 데카르트가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덕이 확고하고 지속적인 결의

라고 주장하는 것은 우리의 도덕적 삶에 존재하는 불확실성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데카르트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데카르트는 어떤

93) Santilli(1992), p.361; Marshall(1998), pp.115-118.

94) “자신의 목적의 선함에 대한 독립적인 개념이 없다면 데카르트의 선의 개념은 순환

적이다. 잘 행동하거나 선한 행위를 수행하다는 것은 자신의 의지를 잘 사용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어떻게 의지의 행위를 선하거나 나쁘다고 할 것인가? 의지된 행위의

독립적인 선함과 악함에 호소해서는 이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없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예를 들어, 우리가 수행한 행위가 선할 때 우리는 잘 의지했다, 행위가 악할 때

나쁘게 의지했다고 말할 수 없는데, 행위의 선함과 악함은 어떤 방식으로 의지가 되

었느냐에 독립적인 사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전부는 의지는

의지가 선한 행위를 의지했을 때 좋다, 그리고 선한 의지에 의해서 의지되었을 때 행

위가 선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전혀 대답이 될 수 없다. 결의로서의 선의지라

는 관념에 호소하는 것 역시 도움이 되지 않는데, 왜냐하면 의지가 확고하기 때문에

선하다고 말하는 것은 확고하게 의지하는 것이 뭐냐는 질문을 낳을 뿐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잘 의지하겠다는 확고한 마음뿐이다.” Brown(2006),

pp.196-197.

95) 이런 의미에서 데카르트 윤리학은 칸트 윤리학과도 차이가 나는데 칸트 윤리학이

‘정언명령’이라는 내용적 요소를 준다면 데카르트 윤리학은 그에 대한 아무런 설명도

언급하지 않는 텅 빈 형식으로만 존재한다. 데카르트 윤리학과 칸트 윤리학과의 차이

에 대해서는 5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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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내용을 가진 윤리적 지침을 줄 수 없었을 것이다. 데카르트가

『방법서설』에서 주장한 것처럼, “항상 같은 상태로 있는 것은 이 세상

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내가 만일 어떤 일을 한동안 선한 것으로 간

주했지만 나중에 선하지 않은 것으로 되거나, 혹은 선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될 때에도 여전히 그것을 선한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면 나는 양식에

대해 커다란 과오를 범하는 것”(AT VI 24, CSM I 123)이 될 것이다. 이

런 상황에서는 데카르트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윤리적 행위자조차도 세상

의 운에 영향을 받으며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다. 그리고 이 선택의 상

황은 결국 우유부단함96)으로 우리를 이끌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최선이라고 판단한 것을 수행하려는 확고한 의지를 밀고나갈 수밖에 없

는 것이다.

96) 우유부단함irrésolution이 우리의 도덕적 삶에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지에 대해서는 4

장을 참조.



- 61 -

II.『방법서설』의 윤리학

: ‘임시도덕morale par provision’97)

1장에서 우리는 데카르트의 덕 개념을 실마리로 삼아 데카르트 윤리학

의 주요개념 – 행복, 최고선, 형이상학적 확실성과 도덕적 확실성의 구

분, 자유의지, 습관, 덕의 단일성 등 –과 그것들이 덕과 맺고 있는 관계

를 살펴보았다. 그런데 이러한 데카르트 윤리학의 주요 개념들, 특히 데

카르트 윤리학의 핵심개념인 덕 개념은 주로 1645년 이후 데카르트가 엘

리자베스 공주, 크리스티나 여왕, 그리고 샤뉘에게 보낸 편지들과 1649년

에 출간된 『정념론』에서 등장한다. 그렇다면 데카르트의 윤리학은 데

카르트의 철학적 여정에서 이른바 ‘후기 철학’에서 등장하기 시작하는 것

일까? 하지만 잘 알려진 것처럼, 데카르트의 최초 출판저작인 1636년

『방법서설』의 3부에서 데카르트는 ‘임시도덕morale par provision’을

내어놓는다. 만약 데카르트가 이 ‘임시도덕’의 내용을 자신의 윤리 사상

으로 진지하게 다루고 있다면, 데카르트 윤리학은 데카르트 ‘후기 철학’

에서 등장하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른바 ‘전기 철학’부터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98) 첫 번째 절에서는 우선 『방법서설』의 ‘임시도덕’의 네

가지 준칙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방법서설』의 윤리학’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상세하게 다룰 것이다. 이를 통해서 데카르트의 ‘임시도덕’

이 1645년 이후 데카르트가 제시한 윤리사상을 이미 함축하고 있다는 점

이 드러날 것이다. 하지만 데카르트의 ‘임시도덕’은 ‘임시적’인 윤리학일

뿐이고 그런 의미에서 ‘최종도덕morale définitive’이 완성되면 폐기되어

질 것이라는 해석이 존재해 왔다. ‘임시도덕’에 대한 이런 해석적 문제는

97) 이 장은 이재환(2016), 「데카르트의 ‘임시도덕(morale par provision)’은 ‘임시적’인

가」, 『철학연구』 115집: 381-417의 내용에 바탕을 두고 개정한 것이다.

98) 데카르트의 철학을 ‘전기 철학’과 ‘후기 철학’으로 나누는 것은 데카르트 연구자들 사

이에 확립된 내용은 아니지만, 이 논문에서는 데카르트 저작의 출간연도를 감안하여

『방법서설』의 ‘임시도덕’을 ‘전기 철학’으로, 1645년 이후의 윤리학을 ‘후기 철학’으

로 편의상 나누기로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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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절에서 다루어질 것이다. 세 번째 절에서는 ‘임시도덕’이 ‘임시

적’이 아니라면 ‘『방법서설』의 윤리학’이 ‘『정념론』의 윤리학’, 혹은

‘후기 윤리학’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에 대한 하나의 해석을 제시할

것이다.

데카르트의 ‘『방법서설』의 윤리학’, 혹은 ‘임시도덕’에 나타난 데카르

트 ‘전기 윤리학’을 다루기 전에 우선적으로 살펴봐야 할 주장은 임시도

덕이 데카르트 철학에서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주장이다. 만약 이러한

주장이 사실이라면 데카르트 전기 철학에서 윤리학의 문제를 다루는 것

은 무의미한 일이다. 그렇다면 왜 임시도덕은 일고의 철학적 가치도 없

는가? 데카르트는 1648년 Burman과의 대화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 적이

있다. “저자[데카르트]는 윤리학ethica에 관해서 쓰는 것을 좋아하지 않

습니다. 그는 강단철학자paedagogos와 같은 사람들 때문에 이 법칙들[임

시도덕]을 포함시켜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들은 저

자가 어떤 종교나 신앙도 없는 사람이고 자신의 방법을 그것들을 전복시

키기 위해서 사용하려고 했다고 말했을 것입니다.”(1648년 4월 16일

Burman과의 대화, AT V 178, CSMK 352-353) 또 『방법서설』을 쓴

이듬해인 1638년 4월 혹은 5월에 Pollot에게 보내기 위해 Reneri에게 쓴

편지에서 데카르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저는 양심의 평안le repos de la conscience을 위해서, 그리고 무분별함을 피하려면 우

리는 일생에 한 번 우리가 지금까지 믿었던 모든 의견을 제쳐두어야 한다고 말한 것에

대해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행위에서의 결의와 확고함résolution et

fermeté을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사람들은 그러한 전반적인 의심은

품행moeurs에서 커다란 우유부단함irrésolution과 무질서dérèglement를 낳았을 거라고 비

난했을 것입니다. 저에게는 결의라는 미덕을 두 반대되는 악, 즉 우유부단함과 완고함

사이에 놓는 것보다 더 신중한 것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AT II 35, CSMK 97)99)

이러한 텍스트들에 따르면, 데카르트는 자신의 윤리학도 없이 다만 기

99) 또한 1646년 11월 1일 Chanut에게 보낸 편지(AT IV 536-537, CSMK 299)와 1647

년 11월 20일 Chanut에게 보낸 편지(AT V 86-87, CSMK 326)도 참조.



- 63 -

존의 질서를 전복시키려는 사람이라는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 그리고

같은 이유로 당시의 강단철학자들과 성직자들의 비난을 받지 않기 위해

‘임시도덕’을 나중에 첨가한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윤리학

에 관한 데카르트의 사유를 연구할 때 임시도덕을 고려하기를 망설이는

것은 필연적이다.”100) 펭귄판 『방법서설』의 영어 번역자인 Sutcliffe는

Gadoffre의 주장을 다음과 같이 전달한다. “[『방법서설』의] 6부는 원래

의 서문을 구성하는데, 『기하학Geometry』 이전에 쓰여졌다. 왜냐하면

6부은 『기하학』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주장의 또 다른 증거는 2부의 방법론이 언급되지 않고 있다는 점과 3부

의 스토아 준칙은 [6부와] 완전히 모순되기 때문이다. 1부는, Guez de

Balzac에 따르면, 그에게 1628년에 『나의 정신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보낸 작품의 최종원고라는 것이 거의 확실하다. 2부는 『기하학』이 완

성되고 난 후에 작성되었고, 3부는 가장 나중에 보충afterthought으로 덧

붙여졌다. 고문관이었던 Séguier가 『방법서설』 원고 전체를 그에게 제

출하기 전에는 출판을 위해 필요한 허가를 내주기를 거부하자 데카르트

는 어떤 가능한 반대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3부를 급하게 덧붙였

다.”101)

그런데 이러한 역사적 사실이 ‘임시도덕’을 철학적으로 고찰하지 않을

이유가 되는가. 우선 1638년 Reneri에게 보낸 편지에서 데카르트가 언급

하고 있는 부분은 ‘임시도덕’ 전체가 아니라 ‘임시도덕’의 두 번째 준칙

100) Keefe(1972), “Descartes’s ‘morale provisoire’: A Reconsideration”, French Studies
26, p.129.

101) Descartes(1968), Discourse on method and The Meditations (New York: Penguin
Books)의 서문 p.12; Sutcliffe가 참조하고 있는 Gadoffre의 책은 Descartes. Discours
de la Méthode avec introduction et remarques de Gilbert Gadoffre (Manchester
Univ. Press, 2nd ed. 1961). Gadoffre는 다른 곳에서 “임시도덕은 『방법서설』에서

가장 뜬금없고inattendu 근거가 없는gratuite 부분이고 데카르트의 논증의 연쇄 바깥

에 있는 부분이고 그것의 발생이 모호하다.”라고 주장한다. Gadoffre(1987), “La

Chronologie des six parties,” Le Discours et sa méthode, eds. Grimaldi et Marion
(Paris: PUF), p.38; Marshall(2003), ‘Descartes’s Morale par Provision’, in Passion
and Virtue in Descartes, edited by Byron Williston and André Gombay (Amherst,
NY: Humanity Books), p.194에서 재인용. Gadoffre의 주장에 대한 반박은

Curley(1987), “Cohérence ou incohérence du Discours”, Grimaldi et Marion(1987),
pp.46-5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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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ime에서 언급하고 있는 ‘결의’의 중요성이다. 특히 ‘양심의 평화’라는

구절은 데카르트가 『방법서설』에 ‘임시도덕’을 넣은 이유가 그저 사람

들의 비난을 피하기 위하기 위한 제스처가 아니라 도덕적인 이유가 있었

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102) 앞서 살펴 본 『버만과의 대화』 역시,

그 텍스트의 신빙성은 제쳐두고서라도, 데카르트는 윤리학에 대해서 기

꺼이 쓰고 싶지는 않았지만 이 기회에 써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태도는 앞서 언급한 Chanut에게 보낸 편지(AT IV

536-7, CSMK 299; AT V 86-7, CSMK 326)에서도 나타나는 것이기 때

문에 이상할 것이 없다.) 따라서 ‘임시도덕’이 『방법서설』의 다른 부분

들이 다 쓰인 후에 삽입되었다고 해서 철학적 탐구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은 철학적 탐구를 단순히 역사적 탐구로 환원시키는 것이다. 중요한

질문은 이런 망설임에도 불구하고 왜 데카르트가 이 ‘임시도덕’을 나중에

라도 삽입했어야 했는가에 대한 철학적 이유에 대한 탐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방법서설』로 대표되는 데카르트의 ‘전기 철학’에서는 윤리학이

없었다거나 ‘임시도덕’이 데카르트가 생각한 진정한 윤리학이 아니라고

결론내릴 필요는 없다.103)

1. ‘임시도덕’의 준칙들

데카르트는 『방법서설』의 2부에서 기존의 논리학을 대치할 ‘네 가지

규칙’을 제시한다. 그 중의 ‘첫 번째 규칙’은 “명증적으로 참이라고 인식

한 것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참된 것으로 받아들이지 말 것, 즉 속단

précipitation과 편견prévention을 신중히 피하고, 조금도 의심의 여지가

102) Keefe(1972), p.130.

103) Alquié 역시 Descartes. Œuvres Philosophiques 1권에서 Gadoffre의 주장을 상세히

다루면서, Gadoffre의 주장은 하나의 ‘가설hypothèses’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Alquié는

데카르트가 『방법서설』을 쓸 때는 『철학의 원리』와 같은 체계적인 저작을 쓸 단

계는 아니라고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법서설』의 각각의 부분은 데카르트의

생각을 충분히 드러낸다고 주장한다. Alquié(1963), Descartes. Œuvres
Philosophiques I (Paris: Garnier), p.552.



- 65 -

없을 정도로 명석 판명하게 내 정신에 나타나는 것 외에는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판단을 내리지 말 것”(AT VI 18, CSM I 120)이다. 그런데 이

첫 번째 규칙을 모든 영역에 적용하여 명석하고 판명한 지각을 가지지

못하는 것에 판단을 중지한다면 일상생활을 영위해 나가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임시도덕’은 이 첫 번째 규칙에 의해서 해결될 수 없는 일상생활

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시되었다고 할 수 있다.104) 데카르트는

『방법서설』 3부에서 다음과 같이 이 임시도덕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한

다.

우리가 살 집을 다시 짓기에 앞서, 그것을 그냥 무너뜨리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 (...)

새로운 집이 지어질 동안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어떤 다른 장소를 마련해야만 한다. 마찬

가지로 이성이 나의 판단에 있어서 망설이게 하는 동안 나의 행동에서는 우유부단

irrésolu하지 않기 위해, 그리고 이 시간 동안 내가 가능한 한 행복하게 살기 위해, 다만

세 가지 혹은 네 가지로 된 임시도덕une morale par provision을 스스로 만들었고, 당신

에게 그것에 대해서 말하고자 한다. (AT VI 22, CSM I 122)

여기서 데카르트는 ‘임시도덕’의 목적이 행동에서 ‘우유부단하지 않기

위해’, 그리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라고 주장한다. 앞서 1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데카르트 윤리학에서 우유부단하지 않는 것은 매우 중요한 요소

이다. 우유부단은 우리 삶에서 후회를 남기고 후회는 마음의 평안을 깨

뜨리기 때문에 우리를 불행하게 만든다. 이런 의미에서 ‘우유부단하지 않

음’과 ‘행복하게 살기’는 데카르트 윤리학에서는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

다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데카르트는 ‘임시도덕’을 제시하는 1636년부

터 자신의 실천철학에서 중요한 요소들을 이미 확립해 놓고 있었음을 짐

작할 수 있다.

104) 데카르트는 ‘과장법적 회의’를 하는 『성찰』에서는 왜 『방법서설』의 ‘임시도덕’과

같은 이론적 탐구를 하는 동안 지켜야할 삶의 규칙을 내어놓지 않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 있다. 우선 『성찰』에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물질적 세계 자체가 의심되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겪는 윤리적 문제에 관심을 쏟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데카르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런 가정을 한다고 해서 어떤 위험이나 오류가 생

기는 것이 아님을 알고 있으며, 또 내가 문제 삼고 있는 것이 행위가 아니라 전적으

로 인식에 관한 것이므로 아무리 불신해도 상관이 없기 때문이다.”(AT VII 22, CSM

II 15); 이에 관해서는 Rutherford(201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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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임시도덕의 첫 번째 준칙부터 하나하나 살펴보자.

첫 번째 준칙은, 내 나라의 법률과 관습에 복종하고, 어렸을 적부터 신의 은총에 의해

배워 온 종교를 확고하게 견지하며, 다른 모든 일에 있어서는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사

람들 가운데 가장 사려 깊은 사람들les mieux sensés이 실생활에서en pratique 보통 취

하고 있는 가장 온건하고 극단에서 먼 의견에 따라 나를 지도하자는 것이었다. (AT VI

22-23, CSM I 222)

데카르트는 이 첫 번째 준칙에서 세 가지를 주장한다. (1)조국의 법과

관습에 복종할 것, (2)어린 시절부터 가지고 있는 종교를 견지할 것, (3)

모든 문제에 있어서 가장 상식적인 사람이 실천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의견을 따를 것. (1)과 (2)는 많은 연구가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정치가

와 성직자들에게 종교나 도덕이 없는 사람이라는 비난을 받지 않기 위해

서라고 하더라도 (3)은 『방법서설』에서 데카르트가 추구하고 있는 전

체 방향과 일치하지 않는 듯하다. 왜냐하면 데카르트 철학의 핵심은 자

신의 이성을 통해서 받아들인 것만을 신뢰하라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첫 번째 준칙의 (3)을 데카르트의 보수적인 도덕원칙으로 읽을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준칙에서 눈여겨 보아야할 것은 그 내

용에 있지 않고 형식에 있기 때문이다.105) 앞서 『방법서설』의 1부에서

데카르트는 ‘선례’와 ‘관습’을 너무 믿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면서 다음

과 같이 말한다. “내 행동을 분명히 직시하면서 확신을 갖고 이 삶을 살

아가기 위해서 참된 것을 거짓된 것에서 구별할 수 있기를 늘 극도로 갈

망”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생활방식을 관찰해 보았을 때 나에게 확신을

주는 것은 아무도 없었다. 앞에서 보았듯이 철학자들의 의견 사이에 큰

차이가 있는 것처럼, 이때도 아주 다양한 생활방식이 있음을 깨달았다.

그래서 내가 이로부터 얻은 가장 큰 소득은, 우리에게 아주 엉뚱하고 우

스꽝스럽게 보이지만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일반적으로 받아들

여지고 인정되는 것이 많이 있다는 것이고, 이로써 나는 선례l’exemple와

105) Santilli(1992), p.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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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la coutume을 통해 확신하게 된 것을 너무 굳게 믿어서는 안 된다

는 것을 알게 되었다.”(AT VI 10, CSM I 115-116) 계속해서 데카르트

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동일한 정신을 지닌 한 인간이 어려서부터 프

랑스인이나 독일인 사이에서 자랐을 때, 가령 줄곧 중국인이나 식인종

사이에서 생활해 온 경우와 얼마나 다른 인간이 되는가를 생각해 보았

고, 그러므로 우리를 설득하는 것은 확실한 인식이 아니라 관습이나 선

례라는 것, 그리고 좀처럼 발견하기 힘든 진리에 대해서는 그 발견자가

민족 전체라기보다는 단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편이 훨씬 더 사실에

가까운 것으로 여겨졌으므로, 그 진리에 동의하는 사람이 많다고 해서

그 진리성이 만족스럽게 증명되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다

른 사람이 아닌 바로 이 사람의 견해를 따라야겠다고 생각할 만한 사람

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이제 나 스스로 나 자신을 이끌어 가야 한다

고 생각했다.”(AT VI 16, CSM I 119) 여기서 데카르트는 똑같이 양식

있는 사람이라도 독일에서 태어나서 생활하느냐 프랑스에서 생활하느냐

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런데 데카르트가 따르기

로 한 것은 독일의 관습과 법이 아니라 프랑스의 관습과 법이다. 그리고

중국인이나 식인종들의 종교를 따르기로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종교인

기독교를 따르기로 한 것이다.106) 즉 데카르트는 자신의 의지로써 교회

와 정부 그리고 양식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따르겠다고 결정한다.

마찬가지로 데카르트는 극단적인 의견을 따를 수도 있지만 스스로 양식

있는 사람의 의견을 따르기로 한다. 데카르트가 온건한 의견을 받아들인

이유는 “이런 의견은 언제나 보다 용이하게 실행에 옮겨질 수 있기” 때

문이고 “잘못을 저질렀을 때에도 온건한 의견을 선택했을 경우가 극단적

인 의견들 중의 하나를 택하고 나서 나중에 그 반대되는 쪽을 따라야 했

음을 알게 되는 경우보다 참된 길에서 덜 벗어날 수 있기”(AT VI 24,

CSM I 123) 때문이다. 즉 그 의견이 다른 의견보다 더 참이기 때문에

106) 이런 점에서 데카르트의 첫 번째 준칙은 데카르트 윤리학의 ‘덕윤리Virtue Ethics’

적 특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데카르트는 자신의 윤리학과 자신의 삶의 내러티

브를 연결시키면서 자신의 공동체윤리를 받아들이고 있다. 즉 형식적으로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윤리학이 아니라 아주 특정한 사회의 도덕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논문 5장에서 다루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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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 데카르트가

강조하는 것은 양식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다.107) 즉 원래 주어진 법과 종교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 아니라 자유의지를 통해서 능동적으로 받아들인다는 점에서 데카르트

의 ‘임시도덕’의 첫 번째 준칙을 보수적으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

이런 측면에서 첫 번째 준칙은 국가의 관습과 법률, 그리고 종교의 가

르침, 양식 있는 사람의 의견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다. 데카르

트는 그 자신이 받아들인 의견을 수정할 가능성을 항상 남겨 둔다. 왜냐

하면 “항상 같은 상태로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

았고 “특히 나 자신에 대해 말하자면, 내 판단들을 더욱 완전하게 만들

려고 결심할 뿐, 더 나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내가 만

일 어떤 일을 한동안 선한 것으로 간주했건만 나중에 선하지 않은 것으

로 되거나, 혹은 선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때에도 여전히 그것을 선한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면 나는 양식에 대해 커다란 과오를 범하는 것이라

고 생각했기 때문이다.”(AT VI 24, CSM I 123)108) 데카르트는 첫 번째

준칙을 설명하는 마지막 부분에서 아무리 자신이 따르는 의견이라도 그

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커다란 과오grande faute’라고 말한다. 즉 데카르

트가 다른 사람의 의견을 그대로 따르기로 결단한 것은 자기 자신의 판

단 능력이 완전해질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고,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

이는 것이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의지로써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래서 데카르트는 이렇게 말한다.

신은 우리 각자에게 거짓된 것에서 참된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어떤 빛을 주었으므로,

적절한 시기가 되었을 때 다른 사람의 의견을 내 스스로 판단해 볼 것을 유념하지 않았

다면 나는 잠시라도 그 의견에 만족해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

107) Naaman-Zauderer(2010), pp.165-166.

108) 같은 해 Mersenne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다음과 같이 말한다. “신부님에게 저의 종

교가 무엇이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자면, 그들은 제가 [『방법서설』의]

29쪽에서 말한 것을 살펴보아야 했습니다. 즉 제가 제 자신의 판단을 사용하여 계속

해서 검토하려고 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면 단 한 순간도 다른 사람의 의견에 만족하여

머물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1637년 5월말 Mersenne에게 보낸 편지, AT I 367,

CSMK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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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좀 더 나은 의견이 있을 경우에 그것을 발견할 기회를 결코 잃지 않을 것이라는

희망이 없었다면, 나는 주저 없이 남의 의견을 따르지 않았을 것이다. (AT VI 28, CSM

I 124)109)

즉 데카르트가 첫 번째 준칙에서 강조한 것은 무조건적으로 관습을 따

르는 것이 아니라 자유의지를 통해서 그것을 검토한 후에 스스로 따르기

로 결정하는 것이다. 이처럼 ‘임시도덕’의 첫 번째 준칙은 데카르트가 그

의 철학을 통해서 끊임없이 주장한 자유의지의 대한 강조에 다름 아니

다.

이러한 자유의지에 대한 데카르트의 강조는 1장에서 이미 살펴본 바가

있다. 앞서 우리는 데카르트가 엘리자베스에게 세네카의 『행복한 삶에

관하여De Vita Beata』를 같이 읽기를 제안했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데

카르트는 세네카의 책에 실망했다고 말하고 나서, 하지만 이어지는 편지

에서 세네카와 의견을 같이 하는 부분도 있다고 말한다.

처음에 세네카는 이성보다는 관습과 선례를 따르는 사람을 꾸짖습니다. 세네카는 ‘어떻

게 살아야하는가에 관해서, 사람들은 건전한 판단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믿음

에 의존한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네카는 우리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

고 믿는 사람들의 충고를 받아들이는 것을 허락합니다. 비록 그는 그들의 의견을 검토할

때 우리 자신의 판단을 사용하게끔 하지만 말입니다. 여기서 나는 세네카의 의견에 크게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는 올바른 길을 찾지는 못하지만, 다른

누군가가 그들에게 그 길을 알려준다면 그것을 잘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은 매우 적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선례에 의해서 맹목적으로 이끌리는 대신 가장 뛰어난 사람들의 충

고를 찾기 위해서 신경을 쓴다면,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를 찾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정신적 능력을 사용한다면, 사태가 어떻게 펼쳐지든지 간에, 우리의 양심은

평안할 것이고 윤리morale에 관한 우리의 의견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최선이었다는 확

신을 가질 것입니다. (1645년 8월 18일 엘리자베스에게 보낸 편지, AT IV 272, CSMK

259)

109) 그리고 첫 번째 준칙의 마지막 부분에 데카르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특히 나는

내 자유를 어느 정도라도 제한하는 약속을 극단적인 것으로 간주했다.”(AT VI 24,

CSM I 123) 여기서 데카르트는 자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을 ‘극단적인 것’으로 간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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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카르트는 세네카의 책의 내용에는 동의를 못하지만 그럼에도 한 가지

동의하는 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는 것이

다. 왜냐하면 스스로 바른 길을 찾기는 힘들지만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

고 그것에 대해 스스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같은 해 9월 15일

에 엘리자베스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데카르트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

다.

비록 우리는 모든 것에 대해서 확실한 증명을 가질 수는 없겠지만, 여전히 우리는 편을

들어야하고 관습의 문제에 있어서 가장 그럴 듯하게 보이는 의견들을 끌어안아야 합니

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우리가 행동해야 할 때 우유부단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

면 우유부단함 보다 후회와 회한을 야기하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AT IV 295,

CSMK 267)110)

이 편지에서도 데카르트는 다른 사람의 생각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허

용하긴 하지만, 이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무조건적으로 맹목적으로 따르

는 것이 아니라 그 의견을 자신의 힘으로 검토하는 것, 즉 여러 의견들

속에서 가장 최선의 판단이 무엇인지 스스로 판단해 보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처럼 데카르트는 사람들에게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자율

적이고 자유로운 인간이 되라고 주장한다. 물론 여기에는 이성의 능력에

대한 신뢰가 존재한다.111)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데카르트의 『방법서설』에서 『정념론』에

이르기까지 데카르트 윤리학의 핵심은 바로 이 자유의지를 잘 사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4장에서 살펴보게 되겠지만, 특히 데카르트가 ‘다

른 모든 덕들의 열쇠la clef de toutes les autres vertus’라고 부른, 데카

르트 윤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인 관대함générosité은 자유의지를 잘

110) 이에 대해 엘리자베스는 다음과 같은 답장을 보낸다.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의 관

습을 준수하면서 우리는 가끔 아주 비합리적이지만 더 큰 불편함을 피하기 위해서 따

라야만 하는 어떤 것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1645년 9월 30일 엘리자

베스가 데카르트에게 보낸 편지, AT IV 303, Shapiro(2007), p.114)

111) “관습은 이성이 그것을 따르는 것이 가장 유용하고 도움이 될 때 따라야만 한다는

사실은 확실하다.” Morgan(1994), p.135, n.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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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는 것이고 우리의 도덕적 삶은 이 자유의지를 잘 사용하느냐 그렇

지 않느냐에만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112) 그리고 이렇게 우리 ‘자신의’

의지를 통해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관습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우리 행

위에서 우유부단하지 않게 되며, 또 우유부단하지 않게 될 때 우리는 후

회와 회한을 가지지 않게 된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유부단

하지 않게 될까? 바로 우리가 최선이라고 판단한 것을 수행하려는 결의

를 가지는 것이다. 이것이 데카르트가 ‘임시도덕’의 두 번째 준칙에서 우

리에게 제시하는 것이다.

그럼 이제 ‘임시도덕’의 두 번째 준칙을 살펴보자.

두 번째 준칙은 나의 행동에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확고하고 결단력 있게 되는 것이고,

아무리 의심스러운 의견이라 할지라도 일단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면 그

의견이 아주 확실한 것일 때만큼 따르는 것이다. (...) 우리는 종종 일상생활에서 지체 없

이 행동해야하기 때문에, 가장 참된 의견을 구별하는 것이 우리 능력 안에 있지 않을 때

우리는 가장 그럴 듯한 의견을 따라야만 한다는 것은 가장 확실한 진리이다. 심지어는

어떤 의견이 다른 의견보다 더 그럴 듯해 보이지 않을 때조차도 우리는 여전히 어떤 의

견을 받아들여야만 한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그것들이 실생활과 연관되어 있는 한 의

심스럽게 봐서는 안 되고, 그것을 받아들이게 한 이성 자체가 참되고 확실하다는 점에서

가장 참되고 확실한 것으로 간주해야만 한다. (AT VI 24-25, CSM I 123)

데카르트는 두 번째 준칙에서 참되고 확실한 의견이 없을 경우에는 주

어진 선택지 중에서 가장 그럴듯한 의견을 선택하라고 말한다. 그리고

가장 그럴듯한 의견이 없을 경우에도 우리는 판단을 중지해서는 안 되고

어떤 의견이라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일단 그 의견을 받

아들이면 그 의견을 가장 참되고 확실한 것처럼 생각하고 그것을 확고하

112) “나는 인간이 자기 자신을 정당하게 존중할 수 있는 한에서 최고로 자기 자신을 존

중하게 만드는 진정한 관대함은 다음과 같다고 믿고 있다. 한 부분은 자신의 의지를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 외에는 자기에게 진정으로 속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그리

고 자유의지를 잘 사용하거나 잘못 사용하는 것 외에는 칭찬받거나 비난받을 이유가

없다는 것을 아는 것. 그리고 한 부분은 자유의지를 잘 사용하겠다는 확고하고 변함

없는 결의, 즉 자신이 최선이라고 판단한 모든 것을 착수하고 수행하려는 의지가 결

코 부족하지 않는 것을 자신 안에서 느끼는 것이다. 이것이 덕을 완벽하게 따르는 것

이다.”(『정념론』 153항, AT XI 445-446, CSM I 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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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결단력 있게 수행해야 한다고 말한다. 데카르트는 몇 년 후 『성찰』

의 「두 번째 반박에 대한 답변」에서도 다음과 같이 말한다. “삶의 행

위와 연관이 있는 경우, 나는 우리가 명석하게 지각된 것에만 동의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심지어 우리는 언제나 그럴듯한 진리

를 기다려야 한다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가 잘 알

지 못하는 여러 선택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우리의 선택을 하고 나면 그것과 반하는 이유가 없는 한 우리는 마

치 그것이 명확한 이유로 선택된 것처럼 확고하게 그것을 견지해야만 합

니다.”(AT VII 149, CSM II 106)

데카르트는 우리 일상생활을 규제하는 지식의 영역, 즉 윤리학의 영역

에서 중요한 것은 명석하고 판명한 지각 혹은 판단만을 긍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확실한 의견이나 선택지가 없을 경우 명석하고 확실한 이

성의 판단을 통해서 가장 최선의 것으로 판단된 것을 확고하고 결단력

있게 수행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것은 우리가 1장에서 살펴본 덕의 특

성과 부합한다. 즉 두 번째 준칙은 어떤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해야 한

다는 1차적first-level 윤리학이 아니라 그 결의의 내용이 무엇이든 그것

을 수행해야 한다는 2차적second-level 윤리학이다.113)

이러한 두 번째 준칙은 첫 번째 준칙과 연결된다. 첫 번째 준칙을 설명

하는 마지막 부분에서 데카르트는 세상이 너무 복잡하고 빨리 변한다고

말한다.114) 이렇게 끊임없이 변하는 세상에서는 확실한 하나의 의견을

113) Marshall(1998)은 두 번째 준칙의 2차적 요소를 강조하면서 Gilson의 주장을 반박

한다. Gilson은 “이 준칙은 이론적 확실성이 없을 때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요청되는 경험칙”이라고 주장한다. Gilson(1976), p.243. 즉 Gilson은 두 번째

준칙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때 가장 그럴 듯한 의견을 따르라는 1차적 윤리학으

로 간주한다. 하지만 그럴듯하지 않은 의견을 따르더라도 일단 어떤 의견을 선택했으

면 결의를 가지고 따르라는 것이 두 번째 준칙의 핵심이다. 또 Keefe(1972)는 데카

르트의 ‘임시도덕’의 내용이 ‘하나의 도덕une morale par provision’이기 때문에 자의

적이고 따라서 임시적이라고 주장한다. Keefe(1972), p.133. 하지만 두 번째 준칙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데카르트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특정한 내용을 가진 준칙(1차

적 차원)이 아니라 어떤 내용이든 그것을 결정한 후에는 그것을 확고한 결의를 가지

고 수행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114) 아리스토텔레스는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한다. “행위에 관한

문제나 유용성에 관한 문제에는 건강을 가져오는 것과 관련된 문제가 그렇듯, 아무것

도 고정된 것이 없다. 일반적인 논의가 이러할진대, 개별적인 것들과 관련된 논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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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기 보다는 어떤 의견이든 결정하고 나서 그 의견을 고수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물론 이것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변하지 않는 완고함과는

전혀 다르다.115)

1장에서 우리는 ‘임시도덕’의 두 번째 준칙에서 강조하는 이러한 결의를

데카르트는 ‘덕’이라고 부른다는 것을 살펴보았다.116) 데카르트는 『방법

서설』에서 아직 이것을 ‘덕’이라고 부르지는 않고 있지만 이 ‘결의’의 중

요성을 이미 알고 있었다. 또 이론적 판단에서 ‘명석하고 판명함’이 요구

되는 것과 달리 실천적 판단에서는 그러한 엄격함이 요구되지 않는다는

것도 분명히 인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방법서설』에서 데카르트

는 이런 개념 – 결의의 중요성, 실천적 판단 -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숲 속에서 길을 잃은 여행자의 비유’를 제시한다.(AT VI 24-25, CSM I

123) 그런데 재미있게도 이러한 ‘여행자의 비유’는 데카르트의 후기 철학

에서도 다시 나타난다.

예를 들어, 만약 두 개의 다른 경로를 따라 다다를 수 있는 어딘가에 우리가 볼 일이

있다고 해보자. 한 경로는 다른 경로보다 더 안전한데, 그렇다면 비록 신의 섭리가 명령

하는 것은 우리가 더 안전하다고 생각한 경로를 따라 가면 거기서 반드시 강도를 당하

고, 반면에 어떤 위험도 없는 다른 경로를 택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때문에 우리는

둘 중의 하나의 경로를 선택하는데 무관심하거나 신의 섭리의 명령의 변하지 않는 운명

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정념론』 146항, AT XI 439-440, CSM I 380-381)

데카르트는 여기에서 어떤 사람 앞에 두 가지 길이 있는데, 한 길은 다

른 길보다 보통은 더 안전하지만 만약 여행자가 더 안전한 길을 선택한

다면 길에서 강도를 만나기로 신에 의해 예정되어 있다고 가정해보자고

더욱더 엄밀성을 가지지 않는다. 그것들은 그 어떤 기예나 지침에도 포섭되지 않으며,

의술과 항해술의 경우가 그러하듯 개별적인 것들을 행하는 사람들 자신이 항상 각 경

우에 적절한 것을 고려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아리스토텔레스(2006), 54쪽,

1104a4-10. Gilby(2011) 역시 이 구절에 주목한다. Gilby(2011), “Descartes’ ‘morale

par provision’: A Re-evaluation”, French Studies 65, pp.448-449 참조.
115) “내게는 두 반대되는 악, 우유부단함과 완고함 사이에 결의의 미덕을 놓는 것보다

더 신중한 것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1638년 4월 또는 5월 Reneri(Pollot)에게 보낸

편지, AT II 35-36, CSMK 97)

116) AT IV 265-266, CSMK 257-258; AT V 83, CSMK 325; AT XI 442, CSM I 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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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데카르트에 따르면, 이러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더 안전한 길을 택

해야 한다고 말하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더 안전한 길에서 강도를 만날

지 미리 알지 못하기 때문이고 따라서 지성을 통해서 더 안전한 길을 택

하는 것이 주어진 조건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기 때문이다.117) 이처럼

데카르트는 두 번째 준칙의 결의로서의 덕의 개념, 그리고 실천적 판단

은 ‘도덕적 확실성’으로 충분하다는 사실을 『방법서설』을 썼을 때부터

엘리자베스와 크리스티나에게 보낸 편지, 그리고 최후의 저작인 『정념

론』까지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118)

이제 ‘임시도덕’의 세 번째 준칙을 한 번 살펴보자. 세 번째 준칙의 핵

심은 우리의 욕망을 통제하는 문제이다.

나의 세 번째 준칙은 언제나 운을 지배하기 보다는 나 자신을 지배하기 위해서 노력하

고, 세상의 질서를 바꾸기 보다는 나의 욕망을 바꾸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나

는 일반적으로 우리의 생각을 제외하고는 우리 능력 안에 전적으로 놓여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믿는 데에 익숙해졌다. 그래서 우리 외부의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최선

을 다한 후에 우리가 성취하지 못하는 무엇이든 절대적으로 우리가 관련되어 있는 한

불가능하다고 믿어왔다. 내 생각에는 이것만이 내가 미래에 얻지 못할 어떤 것을 욕망하

지 않도록 막기에 충분하고, 그래서 나를 만족시키기에 충분하다. (AT VI 25, CSM I

123-124)

세 번째 준칙은 자신의 나라의 법과 제도를 받아들이고 종교의 가르침

117) 또 1645년 10월 6일 엘리자베스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데카르트는 다음과 같이 말한

다. “우리가 행동하기를 결심해야 했을 당시에 우리가 최선이라고 판단한 것을 한 것

에 대해서 우리가 뉘우쳐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나중에 여유

가 생겨 그것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실수를 했다고 판단하더라도

말입니다. [오히려] 나중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낫게 행동했다고 알게 되더라

도, 만약 우리가 우리의 양심에 반하여 행동한 것이라면 뉘우칠 더 많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직 우리의 생각에만 책임이 있고, 전지한 것은 인간 본

성에 속하지 않고 숙고할 많은 시간이 있을 때만큼 순간적으로 항상 잘 판단하는 것

은 인간의 본성에 속하지 않습니다.” (1645년 10월 6일 엘리자베스에게 보낸 편지,

AT IV 307, CSMK 269)

118) 따라서 1638년 Reneri에게 보낸 편지를 근거로 두 번째 준칙의 ‘결의’의 강조는 도

덕이 없고 종교가 없는 사람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나중에 어쩔 수 없이 삽입

했고 따라서 ‘데카르트의 전체 논증의 바깥’에 있다는 Gadoffre의 주장은 근거가 없는

것이다. 오히려 두 번째 준칙만큼 데카르트 전체 철학에서 일관되게 강조되는 것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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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받아들이는 첫 번째 준칙만큼 보수적으로 보인다. 데카르트는 여기서

세상의 질서를 변화시키기 보다는 나 자신을 변화시키라고 말한다.119)

그렇다면 ‘나의 욕망을 바꾸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만 하는 것일까? “우

리의 의지는 자연적으로 우리의 지성이 다소 가능한 것으로 표상한 것만

욕망하는 경향”(AT VI 25-26, CSM I 124)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욕망

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가능한 것과 가능하지 않은 것을 구분할 수 있어

야만 한다. 위에서 인용한 구절에서 데카르트는 “우리의 생각을 제외하

고는 우리의 능력 안에 전적으로 놓여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

하고, 또 그 사실에 익숙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같은 해 Reneri에게 보

낸 편지에서도 데카르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저에게는 우리의 생각을 제외하고는 전적으로 우리의 능력 안에 있는 것은 없다는 것

은 하나의 허구가 아니라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진리처럼 보입니다. 적어도 만약 ‘생각’

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내가 받아들이는 것처럼 당신도 받아들인다면 말입니다. 즉 모든

영혼의 작용을 포함하는 의미, 따라서 단지 성찰과 의지의 작용뿐 아니라, 보고 듣고 이

렇게 움직이겠다고 결정하는 행위들 – 이것들이 영혼에 의존하는 한에서 –이 모두 생

각입니다. 철학의 언어로 ‘생각’이라는 단어가 포함하지 않는 것 중에서 인간에게 엄밀하

게 부여될 수 있는 속성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체에만 속하는 행위는 어떤 사람이 수

행한다기보다는 그 사람 안에서 발생한다고 말해지기 때문입니다. (1638년 Pollot에게 보

내기 위해 Reneri에게 보낸 편지, AT II 36, CSMK 97)120)

119) Santilli(1992)에 따르면, 세 번째 준칙은 ‘도덕 주체의 내면화the interiorization of

the moral subject’라고 할 수 있다. Santilli(1992), p.357; ‘도덕주체의 내면화’에 대해

서는 Taylor(1989), Sources of the Self: The Making of the Modern Identity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pp.143-158 참조. Taylor의 데카르트

설명에 대한 반박은 James(1994), “Internal and external in the work of Descartes”,

in Philosophy in an Age of P luralism: The Philosophy of Charles Taylor in
Question, ed. James Tull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7-19 참조.

120) 데카르트는 2년 후 Mersenne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 주장에 한 가지 단서를 단다.

우리의 모든 생각이 전적으로 우리에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의존하는 것

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생각이라는 것이다. “신부님은 저에게 성 아우구스티누스와

성 암브로시우스가 우리의 심장과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능력 안에 있지 않고 그것들

은 우리의 정신을 혼미하게하고 방해한다고 말했다는 사실을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대상의 인상을 받아들이는 오직 영혼의 감각적 부분 – 외적이든 내적

이든- 에만 적용됩니다. 지금까지 저는 그 성인들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저

는 우리의 모든 생각이 우리의 능력 안에 있다고 이야기한 적이 결코 없습니다. 오직

절대적으로 우리의 능력 안에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생각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의지와 자유로운 선택으로부터 기인한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1640년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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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왜 데카르트는 ‘전적으로’라고 단서를 다는 것일까? 데카르트는

앞서 인용한 부분에 이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전적으로’라는 단어와

다음의 표현 역시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 외부에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서 최선을 다한 후에 우리가 성취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은 절

대적으로 불가능하다.’ 이것은 제가 외부의 것들은 전혀 우리의 능력 안

에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 것은 아닙니다. 외부의 것들이 우리 사유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한에서는 우리 능력 안에 있지만 절대적으

로 혹은 전적으로 우리의 능력 안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의 계획을 좌절시킬 수 있는 다른 힘이 우리 바깥에 있기 때문입니

다.”(AT II 36, CSMK 97-98) 데카르트는 ‘전적으로’ 나의 능력 안에 있

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고자 한다. 이렇게 나의 능력 안에 있

는 것과 나의 능력 바깥에 있는 것을 구분하고 나면 내 힘으로 얻을 수

없는 것들은 욕망하지 않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것만이 내가 미래에

얻지 못할 어떤 것을 욕망하지 않도록 막기에 충분하고, 그래서 나를 만

족시키기에 충분하다.”

이러한 『방법서설』의 세 번째 준칙은 두 번째 준칙과 긴밀하게 연관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준칙에서 데카르트가 ‘결의’를 매우 중

요시한 이유는 마음의 평안을 깨는 후회를 하지 않기 위해서였다. 마찬

가지로 내가 가질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욕망하지 않으면 우리 힘으로 얻

을 수 없는 것에 대한 후회도 없을 것이다. “우리가 만일 우리 외부에

있는 모든 좋은 것을 우리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있는 것으로 간주

한다면, 태어날 때부터 지녀야 한다고 생각되는 좋은 것을 갖고 있지 않

더라도, 이것이 우리 잘못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마치 중국이나 멕시코 왕국을 갖고 있지 않다고 해

서 원통해 하지 않는 것처럼 말이다.”(AT VI 25, CSM I 124) 물론 이

익숙함은 금방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관점으로 모든 것을 보

는 데 익숙해지는 것에 오랜 훈련과 반복되는 성찰이 필요하다.”(AT VI

월 3일 Mersenne에게 보낸 편지, AT III 239, CSMK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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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CSM I 124)

그런데 데카르트의 세 번째 준칙은 스토아 철학자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상기시킨다. 예를 들어, 에픽테토스는 자신에게 의존하는 것과 의존하지

않는 것의 차이에 대해서 『엥케이리디온』 1장 1절에서부터 강조한다.

“존재하는 것들 가운데 어떤 것들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들이고, 다른

어떤 것들은 우리에게 달려 있는 것들이 아니다.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

들은 믿음, 충동(선택), 욕구, 혐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자신이 행하는

그러한 모든 일이다. 반면에 우리에게 달려 있지 않은 것들은 육체, 소유

물, 평판, 지위,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자신이 행하지 않는 그러한 모든

일이다”121)그렇다면 데카르트는 “우리는 데카르트가 윤리학에 큰 진보를

가져오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하기 위해서 에픽테토스와 에피쿠로스의 훌

륭한 지침서manual만 검토해도 된다.”122)라고 주장한 라이프니츠의 주장

처럼 스토아 윤리학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일까? 데카르트도 한편으로는

이 점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는 세 번째 준칙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운fortune의 지배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던, 그리고 고통과 가난에도 불구하고 행복에서

는 신들과 행복을 겨룰 수 있었던 앞선 시대의 철학자들의 비밀이 여기에 놓여 있다. 자

연에 의해서 그들에게 미리 주어진 한계들에 대한 끊임없는 성찰을 통해서 그 철학자들

은 그들의 사유 이외에는 그들의 능력 안에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완전하게

확신했으며, 그리고 이 사실만으로 다른 것들에 이끌리는 것을 충분히 막을 수 있다는

것을 확신했다. 자신들의 사유에 대한 그들의 통제는 아주 절대적이어서 그들은 자신의

욕망에 대한 지배를 결코 획득하지 못한 사람보다 – 이 사람들은 이 철학을 결여했기

때문에 그들이 자연에 의해서 얼마나 도움을 받았든 얼마나 행운을 타고 났든 자신들의

121) 에픽테토스(2003), 『엥케이리디온』, 김재홍 역, 까치, 13쪽. 에픽테토스는 계속해서

1장 5절에서 “그것이 우리에게 달려 있는 것들에 관련되는지, 아니면 우리에게 달려

있지 않은 것들에 관련되는지를 음미하고 검사해야만 한다. 그래서 만일 그것이 우리

에게 달려 있지 않은 것들 가운데 어떤 것에 관련을 맺고 있다면, 너와는 아무런 관

련이 없다는 점을 [마음 속에] 새겨 두도록 하자.”고 말한다. 에픽테토스(2003), 15쪽;

또 『엥케이리디온』 8장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네가

바라는 대로 일어나기를 추구하지[요구하지] 말고, 오히려 일어나는 일들이 실제로 일

어나는 대로 일어나기를 바라라. 그러면 모든 것이 잘 되어 갈 것이다.” 에픽테토스

(2003), 23쪽.

122) Leibniz(1989), p.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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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망에 통제를 성취하지 못했다 – 더 부유하고 더 힘이 있으며 더 자유롭고 더 행복하

다고 간주했다. (AT VI 26-27, CSM I 124)

여기서 데카르트가 말한 ‘앞선 시대의 철학자’들은 신스토아 철학자들을

포함한 스토아 학파 철학자들이다.123) 하지만 이처럼 스토아 철학의 영

향이 명백하게 보이는 세 번째 준칙은 데카르트가 『방법서설』에서 추

구한 전체 맥락과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왜냐하면 데카르트는

『방법서설』 1부에서 스토아 철학자들을 포함한 ‘고대 이교도들의 저서’

를 “아주 화려하고 웅장하지만 모래와 진흙 위에 세워진 궁전”(AT VI

7-8, CSM I 114)과 비교하면서 비판하고 있기 때문이다.124) 하지만 자연

의 질서와의 합일을 중요시했던 스토아 철학자들과 달리 데카르트는 자

연의 진보를 믿었다. 데카르트는 『방법서설』 6부에서 자신의 자연학이

‘삶에 아주 유용한 여러 지식’을 낳을 수 있고 우리를 ‘자연의 지배자이

자 소유자maîtres et possesseurs de la nature’(AT VI 62, CSM I 143)

로 만들어 줄 것이라고 확신했고, 그것이 바로 데카르트 철학의 목표였

다.125)

123) Marshall은 데카르트에게 영향을 주었던 철학자는 스토아 철학자들이 아니라

Justus Lipsius와 Guillamme Du Vair 같은 당시의 신스토아 학파라고 말한다. 예수회

학교에서 배웠던 데카르트에게는 신스토아주의 철학이 매우 익숙했을 것이다.

Marshall(1998), p.48. 데카르트 윤리학과 스토아 철학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Rutherford(2004), pp.177-197; Rutherford(2014), “Reading Descartes as a Stoic:

Appropriate Actions, Virtue, and the Passions”, Philosophie antique 14, pp.129-155
참조.

124) “도덕을 다룬 고대 이교도들의 저서를 나는 아주 화려하고 웅장하지만 모래와 진흙

위에 세워진 궁전으로 비교했다. 그들은 덕vertus을 가장 높은 곳으로 끌어올리고, 이

세상의 무엇보다도 더 존중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게 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덕이

어떻게 인식될 수 있는지를 충분히 알려 주지 않고 있으며, 또 그들이 덕이라는 고상

한 이름으로 부르고 있는 것도 종종 냉혹이나 교만, 절망이나 친족살해와 다름 아닌

것이다.”(AT VI 7-8, CSM I 114)

125) Cottingham(1998)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스토아 철학자에게 이성의 활용은 자연

과 일치를 이루어 사는 것의 핵심이다. 우주에서 우리 자리의 조용한 수용은 적절하

게 행해진 철학의 열매 중의 하나이다. 하지만 데카르트에게 이성의 올바른 사용은

‘학문에서 진리에 도달’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즉 『방법

서설』의 제목에 명백하게 나타나 있는 관계말이다.” Cottingham(1998), Philosophy
and the Good Life: Reason and the Passions in Greek, Cartesian and
Psychoanalytic Eth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78. 자세한 것은

Cottingham(1998), pp.66-80 참조. 또한 이 점에 관해서는 Taylor(1989), pp.147-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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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1장에서도 본 것처럼, 욕망을 통제하는 문제, 즉 나에게 전적으

로 의존하는 것과 의존하지 않는 것을 구분하는 문제는 데카르트 윤리학

의 핵심 중의 하나였다. 데카르트는 1645년 8월 4일 엘리자베스에게 보

낸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 이성을 통해서 자신을 인도하는 동안, 자신이 가지고 있지

않은 모든 좋은 것들은 모두 자신의 능력 바깥에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런 식

으로 그는 그것들을 욕망하지 않는 것에 익숙해 질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욕망과

후회, 혹은 뉘우침 외에는 우리의 만족을 방해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

지만 만약 우리가 항상 우리의 이성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을 한다면, 우리가 잘못했다는

것을 사태가 나중에 보여주더라도, 우리는 뉘우칠 이유가 전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잘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보다 더 많

은 팔과 혀를 가지기를 욕망하지는 않지만, 더 많은 건강 혹은 더 많은 부를 가지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이유는 단지 전자와는 달리 후자는 우리의 노력으로 획득할 수 있거나

우리의 본성에 주어져 있다고 상상하기 때문입니다. (AT IV 267. CSMK 258)

이 구절은 놀라울 정도로 『방법서설』의 세 번째 준칙과 닮아 있다.

또한 이 편지에서도 데카르트는 자신에게 의존하는 것과 의존하지 않는

것을 구분하고 전자만을 욕망해야 하는 이유는 후회와 뉘우침을 하지 않

기 위해서라고 말한다. 심지어 『정념론』에서는 자신에게 달려있는 것

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는 것이 ‘윤리학의 유용성’이라고까지 주장한

다.

우리가 특별히 규제하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것은 욕망이다. 윤리학의 주요한 유

용성la principale utilité de la Morale이 바로 여기에 있다. 이제, 내가 욕망이 참된 지

식을 따르면 항상 선하다고 얼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비슷하게 욕망이 어떤 오류에

기초해 있을 때 그것은 나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욕망과 관련해서 가장 흔히 저질러지

는 오류는 전적으로 우리에게 의존하는 것과 우리에게 의존하지 않는 것들을 충분히

구분하지 않는 것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정념론』 144항, AT XI 436, CSM I 379)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데카르트는 ‘『방법서설』의 윤리학’에서 우리

Santilli(1992), pp.358-359, Naaman-Zauderer(2010), pp.171-17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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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만 의존하는 것에 욕망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아직은 우리

에게만 의존하고 있는 것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분명히 밝히고 있지 않

다. 하지만 1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데카르트는 이른바 ‘후기 철학’의 윤

리학에서 자유의지만이 우리에게 의존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데카르트

는 덕이 행복의 충분조건인 이유가 덕의 원인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라

고 주장한다.(“quod beatam vitam efficiat가 의미하는 것, 즉 우리에게 이러한 최고

만족을 주는 것은 무엇인가 고찰해보면, 나는 두 종류의 것이 있다는 것에 주목합니다.

덕이나 지혜처럼 우리에게 의존하는 것”(1645년 8월 4일 엘리자베스에게 보낸 편지, AT

264-265, CSMK 257)) 즉, 덕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

에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앞서 살펴본 것처럼, 덕이 우리에게 의

존한다는 것은 자유의지가 우리에게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다.126)이처럼

‘임시도덕’의 세 번째 준칙 역시 데카르트가 자신의 윤리학에서 중요한

‘덕’ 개념에서 제시했던 욕망의 통제, 자기에게 달려있는 것과 그렇지 않

은 것의 구분, 자유의지의 중요성을 이미 함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더 나아가 세 번째 준칙에서 욕망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습관적인 훈련

이 필요하다는 데카르트의 주장은 ‘습관으로서의 덕’의 개념과 공명한다.

데카르트는 『정념론』에서도 이런 윤리학적 지침을 가지기 위해서는 훈

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데카르트는 『정념론』 50항에서 ‘연약

한 영혼les esprits faibles’이라도 훈련을 통해서 과도한 정념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AT XI 370, CSM I 348).127) 데카르트는 이처럼

‘임시도덕’에서부터 이러한 자신의 윤리학적 핵심을 계속 견지하고 있었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제 데카르트의 마지막 네 번째 준칙을 살펴보자.

마지막으로, 이 도덕 원칙을 마무리하자면, 나는 최고의 직업을 선택하기 위해서 이 세

상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직업을 검토하기로 결심했다. 남들의 직업에 대해서

는 별로 말하고 싶지 않으며, 나는 다만 내가 지금 종사하고 있는 일, 즉 내 이성을 계발

하는 데 전 생애를 바치고, 진리 인식에 있어 내가 규정한 방법에 따라 가능한 한 계속

126) AT XI 445-446, CSM I 384.

127) 습관적인 훈련을 통한 정념의 통제는 3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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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다. 이 방법을 사용하고 난 다음부터 나는 내

인생에서 이보다 더 흐뭇하고 순결한 만족감은 있을 수 없다고 여겨질 정도로 극도의

만족감extrêmes contentements을 느끼게 되었다. 또 이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다른 사람

들은 대체로 모르고 있는 진리를, 그렇지만 나에게는 아주 중요한 것으로 보이는 몇 가

지 진리를 매일 발견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주는 만족감이란 내 정신을 온통 채워 버려

다른 일이 하찮게 보일 정도로 대단한 것이었다. (AT VI 27, CSM I 124)

데카르트는 네 번째 준칙을 아주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아마 이런 이유로 데카르트는 앞서 자신의 ‘임시도덕’이 ‘세 가지 혹은

네 가지’ 준칙으로 되어 있다고 확실하지 않게 말했을 것이다.128) 데카르

트는 네 번째 준칙에서 ‘이성을 계발’해서 ‘진리 인식’에 도달하는 것에

전 생애를 바치기로 했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런 진리 인식을 통해서 ‘극

도의 만족감’을 누렸다고 이야기한다. 이 극도의 만족감은 물론 앞서 언

급한 행복과 동일한 것이다. 데카르트에 따르면 진리 인식, 즉 이론적 영

역의 노력은 결국 실천적 영역에서도 ‘극도의 만족감’을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네 번째 준칙은 데카르트에게는 진리 탐구가 우리의 행복을 제한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 탐구 자체가 실천적 함축을 담고 있다고 읽어야

한다. 즉 “나에게 가능한 모든 인식을 확실하게 얻게 해 주는” 지적 여

정을 하다 보면 “내 역량 안에 있는 모든 참된 선”(AT IV 28, CSM I

125)도 얻게 해 줄 것이다.129)

데카르트는 네 번째 준칙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성의 계발을 통한 진리

탐구의 노력이야말로 앞서 세 가지 준칙을 떠받치고 있는 기둥이라고 말

한다. 즉 이성을 통한 진리 탐구를 전제하지 않았다면 앞에서의 준칙도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앞서 준칙들이

없었다면 진리탐구가 불가능했을 것이기 때문에, 데카르트는 여기서 윤

리학과 인식론이 상호의존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더 나아가 데카르트는 플라톤이 『프로타고라스』(352a-c)에서 주장한

것과 비슷하게, 잘 행동하기 위해서 잘 판단하면 되고, 또 덕을 획득하기

위해서 잘 판단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128) Naaman-Zauderer(2010), p.174.

129) Rutherford(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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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우리의 의지는 우리의 지성이 좋거나 나쁘다고 표상한 것만을 추구하고 피하

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잘 행동하기 위해서 잘 판단하기만 하면 되고il suffit de bien

juger pour bien faire, 우리의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모든 덕을 획득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획득할 수 있는 일반적으로 모든 다른 선을 획득하기 위해서 우

리가 할 수 있는 한 잘 판단하기만 하면 된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확신할 때,

우리는 만족content하는 데 실패할 수 없다. (AT VI 28, CSM I 125)

이 구절에서 데카르트는 자신의 윤리학의 핵심적 내용, ‘덕과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덕을 얻기 위해서는 잘 판단해야만 하고, 이 덕

을 실천할 때 우리는 만족, 즉 행복을 누릴 수 있다.

데카르트는 이러한 윤리적 실천에서 판단의 중요성을 계속해서 강조한

다. 데카르트는 『방법서설』의 출간과 비슷한 시기인 1637년 메르센에

게 보낸 편지에서도 비슷한 주장을 한다.

당신은 잘 행동하기 위해서 잘 판단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저의 진술을 거부하지만, 일

반적인 스콜라 철학의 주장은 voluntas non fertur in malum, nisi quatenus ei sub

aliqua ratione boni repraesentatur ab intellectu[지성에 의해서 영혼에 선함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는 한 의지는 악을 향하지 않는다.]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omnis peccans est

ignorans[죄를 저지른 누구든 무지로 인해 죄를 짓는다]라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만약 지

성이 어떤 것이 실제로 좋은 것이 아닌 것을 결코 의지에 좋은 것으로 표상하지 않는

한 의지는 잘못 선택하는 일이 없습니다. (1637년 5월 말 메르센에게 보낸 편지, AT I

366, CSMK 56)

데카르트는 『성찰』의 두 번째 반박과 답변(AT VII 166, CSM II

117), 여섯 번째 반박과 답변(AT VII 432, CSM II 292), 그리고 『철학

의 원리』 1부 43항(AT VIIIA 21, CSM I 207) 등에서 의지는 지성의

작용인 지각의 명석함과 판명함에 비례하여 선과 진리를 향하는 자연적

성향이 있다고 주장한다. 데카르트는 Mersenne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다

음과 같이 주장한다. “의지는 악이 지성에 의해서 어떤 선함의 측면을

가진 것으로 드러나지 않는 한 악으로 향하지 않는다.”(1637년 5월 말

Mersenne에게 보낸 편지, AT I 366, CSMK 56) 선에 대한 명석하고 판

명한 지각이 의지로 하여금 그것에 동의하게 할 뿐만 아니라 추구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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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데카르트는 마지막 저서인 『정념론』 177항에서도 계속해서 이러

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데카르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가 했던 것이 나쁘다/악하다는 것을 전적으로 확신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하는 하

지 않았을 것이다. 의지는 좋은 것처럼 보이는 것에만 우리를 이끈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말이다. (AT XI 464, CSM I 392)

데카르트는 앞서 ‘임시도덕’의 세 번째 준칙에서 ‘세계의 질서보다는 내

욕망을 바꾸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데카르트에 따르면

내 욕망을 바꾸기 위해서는 정념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정

념은 대상의 가치를 더 크게 보이게 만들어서 욕망하게 하고 따라서 헛

된 후회, 회한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130) 따라서 욕망을 제어하기 위

해서는 지식이 필요하다. 이것이 바로 네 번째 준칙에서 강조하는 것이

다.

1장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데카르트는 덕을 실천하기 위해서 지식이 중

요하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덕은 우리가 최선이라고 판단한 것을 수행

하는 확고하고 지속적인 결의이기 때문에, 우리가 최선이라고 판단하려

면 우리는 이성을 계발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데카르트에게 지혜와

덕은 하나라는 『철학의 원리』의 구절을 상기시킨다.(“자신이 할 수 있는

한 이 사유하는 힘을 항상 올바르게 사용하려고 하고 그가 최선이라고 아는 그 무엇이

든 수행하려는 확고하고 강한 결의를 가진 사람은 누구나 진정으로 그의 본성이 허락하

는 한에서 진정으로 지혜롭다. 그리고 오직 이 때문에만 그는 정의, 용기, 절제, 그리고

모든 다른 덕을 가진다. 하지만 이러한 덕들은 어느 하나의 덕도 다른 것들보다 뛰어 나

지 않는 방식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AT VIIIA 2-3, CSM I 191)) 이처럼 데카르

트가 네 번째 준칙에서 강조하는 실천의 영역에서조차 지식이 중요하고

따라서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 이성을 잘 사용해야 한다는 데카르트의

130) “종종 정념은 어떤 것들을 그것보다 훨씬 더 좋고 더 욕망할 만한 것으로 믿도록

만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들을 손에 넣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그 사이에 다

른 더 진정한 좋은 것들을 소유할 기회를 놓쳤을 때, 그 즐거움은 그것들의 결함을

알게 만들고 이로부터 무시, 후회, 뉘우침이 나타납니다. 이것이야말로 이성의 진정한

의무는 그것의 획득이 어느 정도는 우리의 행동에 의존하는 모든 좋은 것들의 참된

가치를 고찰하는 것입니다.”(1645년 9월 1일 엘리자베스에게 보낸 편지, AT IV 284,

CSMK 264-265)



- 84 -

주장은 그의 윤리학에서 계속해서 강조되는 요소이다.

2. ‘임시도덕’의 해석적 문제

지금까지 우리는 데카르트의 ‘『방법서설』의 윤리학’을 살펴보았다. 그

런데 Kambouchner(2008)가 지적한 것처럼, 데카르트의 윤리학 연구에서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는 1637년에 출간된 『방법서설』의 ‘임시도덕’과

1644년 이후 텍스트에서 나타나는 윤리학과의 관계이다.131) 그동안 많은

데카르트 학자들은 ‘임시도덕’이 데카르트가 『철학의 원리』 프랑스어판

서문에서 말한 “최고의 그리고 가장 완전한 윤리학la plus haute et la

plus parfaite Morale”132)이 확립되면 폐기되어야 할 일시적이고 임시방

편stopgap인 것으로 간주해왔다. 데카르트는 ‘임시도덕’이 자신의 방법론

을 따라 진리를 찾아가고 있는 도중에, 즉 기존의 건물을 허물고 새로운

건물을 세울 때까지 당분간 머무를 임시거처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인다.

게다가 데카르트는 임시도덕을 설명하는 부분에서 “세 가지 혹은 네 가

지로 구성되어 있는 임시도덕”(AT VI 22, CSM I 122)이라고 말한다.

데카르트 스스로도 자신의 ‘임시도덕’이 세 가지 준칙으로 이루어져 있는

지, 네 가지로 준칙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분명하게 밝히지 않고 있어서

더욱더 이 준칙들이 ‘임시’임을 보여주는 듯하다.133)

데카르트가 『방법서설』에서 제시한 ‘임시도덕’이 ‘임시’임을 보여주는

구절은 『철학의 원리』 프랑스어판 서문에서 데카르트가 제시한 ‘철학

131) Kambouchner(2008), “Morale des Lettres et morale des Passions”, Descartes et
la philosophie morale (Paris: Hermann Éditeurs), p.291.

132) “철학 전체는 나무와 같습니다. 뿌리는 형이상학, 줄기는 자연학, 이 줄기에서부터

나오는 가지는 모든 다른 학문들인데 다음의 주요한 세 가지, 즉 의학, 기계학, 윤리

학으로 귀결될 수 있습니다. 제가 윤리학morale이라는 말로 의미하는 바는 최고의 그

리고 가장 완전한la plus haute et la plus parfaite 윤리학인데, 이 체계는 다른 학문

에 대한 완전한 지식을 전제하는 지혜의 최종 단계입니다. 열매를 나무의 뿌리나 줄

기에서 수확하는 것이 아니라 가지의 끝에서 수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철학의 주된

유용함은 마지막에만 알려지는 그 부분에 의존합니다.”(『철학의 원리』 프랑스어판

서문, AT IXB 14-15, CSM I 186)

133) Rutherford(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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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나무’ 비유이다. 그 비유를 따르면, 윤리학은 ‘마지막’에 알려지는 것

이고, ‘다른 학문에 대한 완벽한 지식을 전제하고 지혜의 궁극적인 도달

점’이기 때문에 아직 궁극적인 도달점에 이르지 못한 ‘임시도덕’은 ‘임시

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러한 임시도덕은 ‘최고의 그리고 완벽한 도

덕체계’가 만들어지고 나면 폐기되어질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데카르

트는 『철학의 원리』에서 『방법서설』의 ‘임시도덕’을 언급하면서 이렇

게 말한다. “그곳[『방법서설』]에서 나는 논리학의 중요한 규칙들과 불

완전한 윤리학Morale imparfaite의 규칙들을 간단히 기술했는데, 이 윤리

학의 규칙들은 더 나은 것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잠정적으로par

provision 따를 만한 규칙들이다.”(AT IXB 15, CSM I 186-187) 데카르

트는 이 구절에서 ‘임시도덕’을 ‘불완전한 윤리학의 규칙들’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까지 데카르트 연구자들은 ‘임시도덕’을 ‘가장 높고

가장 완벽한 도덕 체계’가 확립되면 버려질 ‘임시적’인 것으로 간주해 왔

다. 예를 들어, Rutherford(2013)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몇몇 해석가들

은 ‘임시도덕’을 데카르트의 최종적인definitive 진술이라고 독해하지만,

이러한 독해는 『방법서설』 자체와도 데카르트의 후기 저작과도 맞지

않는 독해이다.” Rutherford는 계속해서 “‘임시도덕’의 처음 세 개의 준칙

은 데카르트가 확실한 지식을 찾는 동안 따라야만 하는 임시적인

provisional 규범이고, 이러한 [확실한 지식을 찾는] 탐구는 행위에 대한

믿을만한 방향을 제시할 ‘참된 선’에 대한 지식과 함께 끝날 것이라는 사

실은 확실하다.”134)라고 말한다. Keefe(1972) 역시 “『방법서설』 3부에

포함된 준칙들은 데카르트의 일련의 주요한 철학적 논변 바깥에 놓여 있

다는 의미에서 근거가 없다gratuitous.”라고 주장한다.135)

134) Rutherford(2013).

135) 여기서 ‘임시도덕’이 데카르트의 철학적 논변 바깥에 놓여 있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임시도덕’의 준칙들이 데카르트가 『방법서설』에서 제시한 ‘방법’에서 나오지 않았다

는 것이다. Keefe(1972), p.134. 데카르트는 『방법서설』을 요약하는 서문에서 “3부에

서는 저자가 이 방법에서 끌어낸 몇몇 도덕 규칙이 제시되고 있다.”(AT VI 1, CSM

I 111)라고 썼지만, Keefe를 포함한 많은 데카르트 연구자들은 ‘임시도덕’이 『방법서

설』 2부에서 제시된 ‘방법’에서 연역되었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주장한다.

Rodis-Lewis(1998)는 “‘임시도덕’은 [방법서설] 2부의 네 가지 규칙의 결과로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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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Keefe는 데카르트가 『방법서설』에서 제시하는 ‘임시도덕’이 ‘la

morale par provision’ 이 아니라 ‘une morale par provision’이라는 사

실에 주목한다. 즉 이것은 ‘임시도덕’이라는 형식은 필수적인 것이지만

‘임시도덕’의 내용은 다르게 제시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는

“정의상 이 [임시도덕의] 내용은, 아주 엄밀한 철학적 의미에서, 자의적

인arbitrary 요소”136)라고 주장한다.

실제로 데카르트는 ‘임시도덕’의 마지막 준칙을 제시하면서 이 준칙들이

자기에게만 적용되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 “앞에서 제시한 세 가지 준칙

은 나 자신을 지도하려는 계획에 입각해서 설정된 것일 따름이었다. 왜

냐하면 신은 우리 각자에게 거짓된 것에서 참된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어

떤 빛을 주었으므로, (...) 좀 더 나은 의견이 있을 경우에 그것을 발견할

기회를 결코 잃지 않을 것이라는 희망이 없었다면, 나는 주저 없이 남의

의견을 따르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AT IV 27-28, CSM I 124) 이

구절에서 데카르트는 자신의 의견은 언제든지 수정가능하기 때문에, 자

으로부터 연역’된 것이 아니라 그 규칙의 엄격한 적용을 위해서 오히려 규칙으로부터

요청된 것이다.”라고 주장한다. Rodis-Lewis(1998), p.18; Gilson(1976) 역시 ‘임시도덕’

은 연역된 것이 아니라 규칙 때문에 요청되어진 것이라고 주장한다. Gilson(1976),

p.81, 또 pp. 231-234도 참조. Naaman-Zauder(2010) 역시 “데카르트는 어떻게 ‘임시

도덕’의 네 가지 준칙이 데카르트의 방법에서 나왔는지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다. 그

리고 어떻게 그 말이 참일 수 있는지 알기가 매우 어렵다.”라고 말한다.

Naaman-Zauderer(2010), p.163; Kennington(2007), “Interpretive Essay”, in

Descartes Discourse on Method, trans. H. Kennington, P. Kraus and F. Hunt
(Newburyport, MA: Focus), p.70 역시 참조. 하지만 예외적으로 Cumming(1955)은

데카르트의 ‘임시도덕’은 데카르트의 ‘방법’에서 연역되었다고 주장한다.

Cumming(1955) 참조. Cumming의 주장에 관한 논평은 Marshall(1998), p.14의 각주

4를 참조. 최근에 Cimakasky and Polansky(2012)는 『방법서설』 3부의 ‘임시도덕’의

네 가지 준칙과 2부의 네 가지 ‘방법’이 어떤 동형적인 관계가 있는지를 아주 흥미롭

게 보여주었다. 이들 해석의 흥미로운 점은, 만약 데카르트의 ‘임시도덕’이 ‘방법’에서

연역된 것이라면, ‘임시도덕’은 ‘임시적’인 것이 아니라 데카르트의 ‘최종적’인 도덕이

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자세한 논의는 Cimakasky and Polansky(2012),

“Descartes’ ‘provisional morality”, Pacific Philosophical Quarterly 93, pp.353-372 참
조.

136) Keefe(1972), p.133. Gibson(1987) 역시 ‘임시도덕’은 “비록 규칙이지만 그것들은 다

른 사람을 위해서 고안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임시도덕’은 데카르트의] 도덕 철학으

로 인도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Gibson, A.B.(1987), The
Philosophy of Descartes (New York and London: Garland Publishing);

Naaman-Zauder(2010), p.162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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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게만 적용되는 ‘임시도덕’ 역시 더 나은 준칙이 나오면 수정할 수 있

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철학의 원리』에서 말한 ‘최고의 그리고 완전한 윤리학’에 대해

서 데카르트가 말할 때는 『방법서설』의 ‘임시도덕’을 말할 때와 뉘앙스

가 아주 다르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가르치려고 할 때 우리가 따라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질서에 대

해서 나는 설명하고자 한다. 우선, (...) 평범하고 불완전한 지식만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우선 자신의 삶의 행동을 규제하기에 충분한 윤리학Morale을 고안해

야만 한다. 왜냐하면 이 일을 지연시켜서는 안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잘

사는 것에 노력을 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AT IXB 13, CSM I 185-186)

이 구절에서 최종적인 윤리학은 ‘임시도덕’처럼 데카르트 자신에게만 적

용되는 것이 아닌, 진리를 발견하려는 누구라도 따라야할 것이라는 ‘광범

위하고 규범적인 관점broader, normative perspective’137)을 제시하는 듯

하다. 이러한 뉘앙스의 변화 역시 『방법서설』의 ‘임시도덕’이 ‘최고의

그리고 완전한 윤리학’이 등장하면 폐기되어져야만 하는 ‘임시적’인 도덕

이라는 해석을 지지하는 것처럼 보인다.138)

137) Naaman-Zauderer(2010), p.161. “『방법서설』의 ‘임시도덕’을 채택한 이유에 대해

논의하면서, 데카르트는 구체적으로 그 자신의 지적 여정을 언급하면서 1인칭 언어를

사용한다. 그렇지만 1647년에 출간된 『철학의 원리』 프랑스어판 서문에서는 이 이

슈를 자기-교육에 연루된 누구라도 따라야만 하는 명령으로 언급하며 더 광범위하고

규범적인 관점으로 접근한다.”

138) Gueroult 역시 임시도덕이 결국 실패했다고 말하고, 최종적인 도덕이 이 임시도덕

을 대체하려고 했지만 끝내 완성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Gueroult(1968), p.239, 그리

고 p.255. Santilli(1992) 역시 “데카르트는 임시적인provisional, 즉 일시적temporary인

방식으로 어떤 가이드라인을 받아들이는 것에 만족한다.”라고 주장한다.

Santilli(1992), p.353. 흥미롭게도 Wienand(2006)는 데카르트에게 세 가지 윤리학이 존

재한다고 말하는데, 첫 번째 윤리학은 『방법서설』의 ‘임시도덕’, 두 번째 윤리학은

데카르트가 『철학의 원리』 프랑스어판 서문에서 언급한 ‘최고의 그리고 완전한 윤

리학’, 그리고 그 사이에 데카르트가 『정념론』에서 제시한 세 번째 윤리학이 존재한

다고 말한다. Wienand는 이 세 가지 윤리학은 연속적인 발전 단계에 있는 것이 아니

라 질적으로 서로 다른 윤리학이라고 주장한다. 세 번째 윤리학은 “완전한 윤리학의

대용Ersatz이 아니라 두 윤리학의 재구성recasting이다. 따라서 이 대안적인 윤리학이

지식의 나무 어딘가에 위치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문제적이다.”

Wienand(2006), “Descartes’ Morals”, South African Journal of Philosophy 25, p.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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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데카르트가 말한 ‘morale par provision’을 ‘임시적’이라고 보는

것은 어원적으로도 옳지 않다.139) 왜냐하면 데카르트의 ‘임시도덕’이

‘moral par provision’이지 ‘morale provisoire’가 아니기 때문이다.140) Le

Dœuff(1989)는 1880년 후반부터 데카르트 연구자들이 ‘morale par

provision’을 ‘morale provisoire’로 해석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하면서, 이

때부터 데카르트 철학에서 윤리학에 대한 관심이 나타났다고 말한다. 데

카르트 윤리학에 대한 관심이 오히려 역설적으로 오독을 낳은 것이다.

그리고 이 때 『방법서설』의 ‘임시도덕’과 『철학의 원리』에서 주장한

‘최종적인/확정적인definitive’ 도덕 사이에 대립이 등장했다고 주장한

다.141)

Le Dœuff는 특히 프랑스어 ‘par provision’의 의미에 주목한다.

17세기 사전을 보면 ‘par provision’은 ‘provisoire’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

139) 한국어 번역은 그동안 ‘잠정적’ 또는 ‘임시적’으로 번역되어 와서 이미 『방법서설』

의 도덕은 ‘임시적’이고 따라서 ‘일시적’이라는 뉘앙스를 풍긴다. 예를 들어, 이현복

(1997)은 “서너 가지 격률로 된 도덕을 잠정적으로 마련했는데 (...)”로 번역하고, 이

번역에 대한 각주에서 ‘잠정적인 도덕규칙들’로 말하고 있다. 데카르트(1997), 『방법

서설』, 이현복 역, 문예출판사, 285쪽, 각주 53 참조; 최명관은 “임시로 하나의 도덕

을 마련하였다.”(최명관(2005), 『방법서설·성찰·데까르뜨 연구』, 훈복출판사), 김형효

는 “서너 개의 격률을 담고 있는 하나의 도덕을 예비적으로 마련하였다.”(김형효

(1990), 『방법서설, 성찰 외』, 삼성출판사), 권오석은 “나는 잠정적으로 자기를 위해

어떤 도덕의 규칙을 정했다.”(권오석(2005, 2판), 『방법서설(성찰·세계론)』, 홍신문화

사), 강영계는 “나는 임시로 하나의 도덕을 마련했는데 (...)”(강영계(2015), 『방법

론』, 지식을만드는지식), 소두영은 “나는 잠정적으로 내 자신을 위해서 도덕의 규칙

을 정했다.”(소두영(1978), 『방법서설/성찰/철학의 원리/정념론/정신지도를 위한 규

칙』, 동서문화사), 김붕구는 “나는 임시로 예비적인 모랄을 마련했다.”(김붕구(1959),

『데까르트 「方法敍說」』, 博英社) 등으로 옮긴다. ‘morale par provision’의 영어 번

역 역시 ‘provisional moral code’로 번역되었다. CSM I, p.122.

140) Cottingham은 한 저작에서 ‘임시도덕’을 데카르트가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는

‘code provisoire’라고 지칭하기도 한다. Gilby(2011)는 이 이유를 영어의 ‘provisional

moral code’를 다시 불어로 번역하다보니 생긴 일이라고 말한다. 그만큼 영어권에서

도 데카르트의 ‘임시도덕’이 ‘provisional’이라고 굳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Gilby(2011), p.449. Cottingham의 사용법에 대해서는 Cottingham(1998) 참조.

Rutherford(2013) 역시 데카르트의 ‘morale par provision’을 ‘provisional moral code’

라고 언급한다. 김성환·이경희(2010) 역시 ‘임시도덕률’이라고 지칭한다. 김성환·이경희

(2010), 「데까르뜨의 윤리학」, 서양근대철학회 엮음, 『서양근대윤리학』, 17쪽.

141) Le Dœuff(1989), The Philosophical Imaginary, trans. C. Gordon (London: Athlone
Press), pp.6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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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par provision’은] 소송 당사자에게 미리 판결을 부여하는 법률용어이다. 폭행으로

고소한 원고에게 우선적으로par provision 천 리브르를 줄 수 있다. provision은 최종 판

결로 의문에 붙여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첫 번째 분할금installment이다.142)

예를 들어, 법원은 피해를 입은 원고에게 피고는 피해액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라고 명령할 수 있다. 이 판결은 최종판결에 의해서 뒤집히는 것

이 아니라 최종 판결에 앞서 나오는 판결이다. 계속해서 Le Dœuff는 다

음과 같이 말한다.

‘임시도덕morale provisoire/provisional morality’이라는 표현은 평가절하하는 말이다. 그

말은 나중에 대체될 운명에 있는 어떤 것, 아마도 불충분한 것, 더 나은 어떤 것이 발견

되면 무효화될 것이라는 의미이다. 즉 거부를 기다리고 있는 어떤 것이다. 반면에

provision이라는 단어는 이러한 윤리학의 타당성을 의미한다. 이 용어에는 긍정적인 의미

가 있다. (...) 또한 ‘provisoire’는 질적 의미가 있고 ‘par provision’은 양적 의미가 있다.

provisoire는 [질적으로] 다른 것으로 대체된다. ‘provision’은 필요할 때 [양적으로] 증가

된다. 데카르트가 자신에게 부여하는 윤리학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 핵심적인 최소

한의 비축물이다.143)

그래서 Le Dœuff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방법서설』에서 아무것도

이 윤리학의 평가절하, 혹은 임시변통, 즉 나중에 재고되어야만 하는 단

기적인 방책으로서 특징화하는 것을 정당화하지 않는다. 데카르트가 말

하고 있는 것은 당분간 만족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방법서설』의 윤

리학]에 만족한다는 것이다.”144)

이러한 언어적인 문제 이외에도 ‘임시도덕’이 ‘임시적’이지 않은 이유는

앞에서 ‘임시도덕’의 준칙들이 이른바 데카르트의 후기 윤리학과 얼마나

많이 공명하고 있는지를 통해서 이미 살펴보았다. 또 하나 더 강조하자

면 데카르트가 윤리학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었던 엘리자베스에게 보낸

편지에서 『방법서설』의 ‘임시도덕’을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언급하고

있는 점이다. 이런 점에서 『방법서설』의 ‘임시도덕’은 데카르트가 엘리

142) Le Dœuff(1989), p.62.

143) Le Dœuff(1989), p.62-63.

144) Le Dœuff(1989), p.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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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베스에게 보낸 편지에서 지칭한 것처럼 ‘임시도덕’이 아니라 ‘『방법서

설』의 윤리학’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적당해 보인다.145)

임시도덕이 곧 사라질 임시의 운명이 아니라는 사실은 데카르트의 후기

철학에서도 이 ‘임시도덕’에 대해서 데카르트가 언급하고 있을 뿐만 아니

라 이 윤리학이 중요하다고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다. 데카르트는 1645년 8월 4일 엘리자베스에게 보낸 편지에서 세

네카의 『행복한 삶에 관하여』에 대한 자신의 불만을 이야기하면서, 행

복해지기 위해서는 “제가 『방법서설』에서 제시했던 세 가지 도덕 규칙

trois règles de morale과 관련이 있는, 세 가지를 지키기만” 하면 된다고

말한다.

제가 『방법서설』에서 제시했던 세 가지 도덕 규칙과 관련이 있는, 세 가지를 지킨다

면, 저는 누구나 외부의 도움 없이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만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삶의 모든 환경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하고 하지 말아야 하는지 알기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정신을 사용하도록 항상 노력해야 합니다. 둘째,

정념이나 욕구appétits에 의해서 벗어나지 않고 이성이 권고한 무엇이든지 수행하겠다는

확고하고 지속적인 결의ferme et constante résolution를 가져야 합니다. 저는 덕vertu이

정확하게 이 결의를 확고하게 고수하는 데에 있다고 믿습니다 (...) 셋째,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 이성을 통해서 자신을 인도하는 동안, 자신이 가지고 있지 않은 모든 좋은

것들은 모두 자신의 능력 바깥에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그

것들을 욕망하지 않는 것에 익숙해 질 수 있을 것입니다. (AT IV 265-266, CSMK

257-258)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데카르트가 『방법서설』의 ‘임시도덕’이 확실

한 진리를 찾기 위한 인식론적 여정을 시작한 자신에게만 적용되는 윤리

인 것처럼 1인칭을 사용했다면, 이 편지에서 데카르트는 그 ‘임시도덕’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고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146)즉 ‘누구나chacun’

145) Le Dœuff(1989), p.66.

146) 물론 여기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범위의 확대가 아니라, ‘임시도덕’의 준칙들과 엘

리자베스에게 보낸 편지의 ‘세 가지 규칙’이 다르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 ‘임시도

덕’에서 데카르트는 준칙을 ‘세 가지 또는 네 가지’라고 말하지만 여기서는 ‘세 가지

규칙’으로 분명히 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앞서 네 번째 준칙에 대해서 설명할 때

자세히 언급했듯이, 데카르트는 개인적 고백의 성격이 강한 ‘임시도덕’의 네 번째 준

칙을 ‘임시도덕’에 포함시켜야할지 고민했기 때문이다. 그 외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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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윤리를 따른다면 ‘자신에 대해서 만족content de soi-même’할 수 있

다고 말한다. 한 가지 더 주목할 점은 ‘임시도덕’의 적용범위가 ‘나->우

리’로 확대되었지만 그것이 목적하는 바는 동일하다는 것이다. 『방법서

설』의 ‘임시도덕’의 목적이 ‘내가 할 수 있는 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라는 것을 앞서 살펴보았다. 그런데 이 편지에서 데카르트는 그 목적을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기 위해서’라고 말한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데카르트에게 행복은 곧 마음의 평안과 만족이다.

1645년에 데카르트는 엘리자베스 공주에게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임시

도덕’을 언급한다. 이에 대해 Rodis-Lewis(1998)는 “데카르트는 1645년

에 『방법서설』의 윤리학의 세 가지 규칙으로 돌아오면서 [여전히] 지

식이 결코 완전하지 않은 임시적인 단계l’étape provisoire에 머무르고 있

는 것처럼 보인다.”147)라고 말한다. 그러나 만약 데카르트가 ‘임시도덕’을

완전한 지식이 도래했을 때 ‘보다 높고 완전한 윤리학’으로 대체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했다면, 데카르트는 엘리자베스에게 8년 동안 그것을 찾

았으나 찾을 수 없었다는 변명을 했어야 했다.148) 따라서 Rodis-Lewis가

주장한 것처럼 데카르트의 윤리학이 ‘임시적인 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것

이 아니라,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서 동일한 목적의 윤리학이 그 적용범

위를 넓혔다고 할 수 있다.

3. ‘임시도덕’과 ‘후기 윤리학’

그렇다면 데카르트의 ‘임시도덕’과 이른바 ‘후기 윤리학’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 나의 주장은 데카르트의 ‘임시도덕’은 ‘최고의 그리고 가장

완전한 윤리학’이 나오면 폐기되어야 할 ‘임시적’인 것이 아니라 아직은

‘비공식적인informal 윤리학’이라는 것이다. 그럼 왜 ‘비공식적’인가?149)

래에서 상세히 설명하도록 하겠다.

147) Rodis-Lewis(1998), p.7

148) Le Doeuff (1989), p.65.

149) 데카르트 윤리학을 ‘informal/formal’로 구분하는 용어법은 Gilby(2011)에서 빌려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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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7년에 제시된 『방법서설』의 ‘임시도덕’과 1645년 엘리자베스에게 보

낸 편지에서 언급된 ‘세 가지 규칙’에는 중요한 차이점이 존재하는데, 그

것은 ‘임시도덕’의 ‘첫 번째 준칙’과 1645년의 ‘첫 번째 규칙’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첫 번째 준칙’은 내가 살고 있는 국가의 법률과 관습,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종교의 가르침을 따라야 한다고 말하지만,

1645년의 데카르트는 엘리자베스에게 자신 있게 ‘첫 번째 규칙’은 자신의

이성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방법서설』의 1부에서 데카르트는 “내 행동을 분명히 직시하면서 확

신을 갖고 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참된 것을 거짓된 것에서 구별할 수

있기를 극도로 갈망했다.”(AT VI 10)라고 말한다. 하지만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종교, 관습, 법률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150) 하지만 1644년 『성찰』에서 데카르트는 이성의 능력

을 검증한다.151) 그래서 더 이상 자신의 이성을 대신하여 법률, 관습, 종

교에 의존할 필요가 없어졌다. 따라서 데카르트는 엘리자베스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 준칙을 없애고 ‘첫 번째 규칙’을 이성을 계발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제 이성을 신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 하지만 이 구분의 내용은 완전히 다르다. 한편 데카르트의 ‘임시도덕’과 후기 윤리

학 사이의 관계를 발전의 관계가 아니라 적용의 범위가 다르다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다. 예를 들어, Marshall(1998)은 데카르트의 ‘임시도덕’을 ‘넓은 의미의 윤리학’으로,

그리고 후기의 도덕을 ‘좁은 의미의 윤리학’으로 정의한다. Marshall에 따르면 넓은

의미의 윤리학은 “어떤 사람의 성품character으로, 즉 좋은 삶에 대한 개념으로 나타

난 근본적인 가치들”이다. 반면 좁은 의미의 윤리학은 “삶의 모든 경우에서 그것을

통해서 규제될 수 있는 실천적인 규칙들”이라고 말한다. 자세한 사항은

Marshall(1998), 18-19 참조. 또 Shapiro(2008)는 데카르트의 윤리학을 스토아 철학의

두 가지 의무와 연관시키면서, ‘임시도덕’을 스토아 철학의 ‘무조건적 의무

unconditional obligations’와 이른바 ‘완벽한 도덕 체계’를 ‘상황적 의무circumstantial

obligations’와 연결시킨다. 자세한 사항은 Shapiro(2008), 449-453 참조. 하지만

Marshall과 Shapiro의 주장은 모두 문제가 있는데, 데카르트 후기 윤리학의 핵심인

‘관대함’ 혹은 ‘덕’은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맞닥뜨리는 도덕적 문제에 대한 규칙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데카르트에게 ‘덕’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최선이라고 선택한 어떤 것이든 결의를 가지고 수행하는 것이다. 즉 그것은 구체적인

규칙이라기보다는 어떤 행동을 선택하든, 혹은 어떤 규칙을 선택하든 그것을 확고하

게 고수하는 2차적인 것이다.

150) Morgan(1994), 107-108.

151) Frankfurt(2008), Demons, Dreamers, and Madman: The Defense of Reason in
Descartes’s Meditations (Princeton and Oxford: Princeton University Press), 특히
pp.235-249 참조.



- 93 -

또한 『방법서설』의 ‘두 번째 준칙’은 그저 결의를 가지는 것이라고 했

지만 엘리자베스에게 보낸 편지에서의 ‘두 번째 규칙’은 이성이 최선이라

고 판단한 것을 수행하려는 결의를 강조한다. 이러한 차이 역시 데카르

트가 ‘임시도덕’과 후기 윤리학 사이에 이성을 검증했기 때문에 일어난

변화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데카르트는 ‘임시도덕’의 네 번째 준칙 – 이

성을 계발하기를 힘쓰는 것 - 이 앞서 세 가지 도덕준칙을 떠받치고 있

는 기둥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그러나 데카르트는 아직 이성의 능력에

대해서 검증을 마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준칙이 네 번째 준칙으

로, 그것도 자기에게만 적용되는 준칙으로 이야기했을 것이다. 더 나아가

그것이 준칙으로 기능할 수 있는지도 확신할 수 없는 상태였다. (‘세 가

지 혹은 네 가지로 된 임시도덕’) 그런데 엘리자베스에게 보낸 편지에서

는 이 준칙이 첫 번째 준칙의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 따라서 데카르트의

윤리학에서 발생적으로는 ‘임시도덕’의 준칙의 순서를 따라야 하지만 방

법론적[구조적]으로는 엘리자베스에게 말한 순서를 따라야 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윤리학의 내면화’라는 관점에서 데카르트를 해석하는

Taylor의 주장은 시사점이 있다. 데카르트의 근대적 주체는, Taylor가

말한 것처럼, 외부(우주)의 질서를 기준으로 선을 정할 수는 없었다. 따

라서 데카르트 철학의 윤리적 주체는 내부에서 선의 기준을 찾아야 하는

데 그것이 바로 이성이다. 물론 데카르트도 신이 선의 기준이라고 말하

고, 신이 최고선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데카르트는 여러 곳에서 인간이

신의 뜻을 알 수 없다고 말한다(예를 들어, AT VII 60). 따라서 우리 일

상의 삶에서 옳고 그름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고 이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성의 능력이다. 그래서 데카르트는 『성찰』 이후 이

성이 최선이라고 판단한 것을 결의를 가지고 수행하는 것이 덕이라고 주

장한다. 그리고 이러한 주체가 바로 윤리적 행위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다.152)

하지만 다음과 같은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만약 나의 주장처럼 1638

152) Wee(2002), p.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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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의 ‘임시도덕’과 1944년 이후의 윤리학이 ‘비공식적 윤리학’에서 ‘공식

적인 윤리학’으로 이행이라면, 과연 두 윤리학 사이에 연속성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오히려 불연속적이라고 말해야 하지 않을까? 앞서 살펴

본 것처럼, 우선 두 윤리학 사이에 내용적인 차이가 없다는 측면에서 연

속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동안 데카르트의 ‘임시도덕’이 ‘임시적’이라고

주장한 연구자들은 데카르트의 ‘최종도덕’이 ‘임시도덕’을 대체할 새로운

도덕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둔다면,153) 두 윤리학 사

이의 내용의 큰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임시도덕’과 ‘최종도덕’은 ‘연속적’

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데카르트는 ‘『방법서설』의 윤리학’에서부터

자유의지, 결의로서의 덕, 습관, 행복, 이론적 판단과 실천적 판단의 구

분, 덕과 행복의 관계, 자신에게 달려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구분

등을 이미 염두에 두고 ‘임시도덕’의 준칙들을 제시했다.

또 남아 있는 하나의 문제는, ‘임시도덕’과 후기 윤리학이 연속적이라면,

데카르트가 『철학의 원리』 프랑스판 서문에서 말한 ‘최고의 그리고 완

전한 윤리학’은 무엇을 의미하는가이다. 데카르트는 이 서문 마지막 부분

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나는 마지막에 다룰 대상들에 앞서 다루어야 하는 것들 중 그 어느

하나도 빠뜨리지 않은 채 순서에 맞게 철학 전체를 설명해 나가기를 시작한 것이라고

믿는다. 이러한 나의 계획을 끝까지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물

체들, 즉 광물, 식물, 동물,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간 각각의 본질을 마찬가지 방식으로

다루어야 하며, 마지막에는 의학과 윤리학과 기계학을 매우 엄밀하게 다루어야 한다.

만일 내가 인류에게 완전한 철학 체계를 제공하고자 원한다면, 이는 나의 과제일 터이

다. (...) 그러나 이는 공공의 지원이 없이 한 개인이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예산을 필

요로 하는 일이며, 나는 그러한 지원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 (...) 후세 사람들은 이러한

나를 용서해 주기 바란다. (AT IXB 16-17, CSM I 187-188)

데카르트는 ‘철학의 나무’ 전체를 혼자 키우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나무를 키우는 것은 너무 오

153) 예를 들어, Geuroult(1968)는 데카르트가 ‘임시도덕’과 다른 형이상학에 바탕을 둔

‘확실한 도덕morale exacte’을 구성하려고 했지만 포기하고, 편지와 『정념론』의 도

덕에 만족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Geuroult(1968), p.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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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 시간을 필요로 한다. “나는 나의 원리들로부터 연역될 수 있는 진리

들이 모두 그렇게 연역되기까지에는 수세기가 흘러야 할 것이라는 사실

을 아주 잘 알고 있다.”(AT IVB 20, CSM I 189) 1646년에도 데카르트

는 자신의 갈 길이 멀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쓴 모든 것이 참이라고는 완전히 주장하거나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게

다가 제가 『철학의 원리』에서 전달하려고 했던 하늘과 땅의 일반적인

관념과 아직은 논의하지 않은 인간의 본성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 사이에

는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1646년 6월 15일 Chanut에게 보낸 편지,

AT IV 441, CSMK 289) 이런 구절들을 통해서 데카르트는 처음부터

‘최고의 그리고 완전한 윤리학’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

고 짐작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카르트는 ‘최고의 그리고 완전

한 윤리학’을 ‘규제적 이념’으로 삼아 자신의 윤리학의 쇄신을 도모했으

리라고 생각할 수 있다. 윤리의 영역에서 “우리는 우리가 더 나은 의견

을 찾자마자 우리의 의견을 바꿀 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은 의견

을 찾을 기회를 잃지 말아야”(AT II 35, CSMK 97)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가 윤리적 행위자로서 이성을 가지고 선과 악을 판단할 때

그것을 방해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정념이다. 따라서 데카르트는

이성의 능력을 비준the validation of reason한 후인 1649년 『정념론』

에서 우리는 이성을 가지고 어떻게 정념을 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는지를

설명한다. 이것이 바로 데카르트가 말한 ‘윤리학의 유용성’인 것이다. 데

카르트는 1645년 9월 1일 엘리자베스에게 보낸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말

한다. “삶의 행위에서 이성의 진정한 기능은, 우리의 행위에 의해서 획득

되어질 수 있는 모든 완전함 – 육체와 영혼의 완전함 모두 - 의 가치

를 정념 없이 검토하고 고려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어떤 좋음

을 얻기 위해서 다른 좋음을 우리 자신에게서 박탈해야만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더 나은 것을 선택해야만 한다.”(AT IV 286-287, CSMK

265) 따라서 데카르트 ‘윤리학의 유용성’을 더 잘 알기 위해서 데카르트

윤리학에서 정념이 가지는 위치를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런 관

점에서 다음 장에서는 데카르트가 『정념론』에서 주장하는 윤리학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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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의 관계를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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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정념론』의 윤리학: 정념과 자유의지

앞서 1장에서 우리는 데카르트 철학에서 행복은 정신의 평온함과 만족

이라는 사실을 살펴보았다. 또한 이런 행복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덕을

실천해야 한다는 데카르트의 주장도 살펴보았다. 물론 덕은 행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서 추구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추구해야 하는

최고선이며 행복은 최고선인 덕을 추구할 때 따라 나오는 것이다. 행복

은 정신의 만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 명예, 아름다움 등을 통해서 행복

을 얻을 수 없는데,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은 외적인 것에 달려있어서 우

리가 노력해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즉 우리에게만 전적

으로 달려있지 않는 것을 원하면 그것을 손에 넣지 못했을 때 우리 마음

의 평온함은 깨질 수밖에 없고 따라서 불행하게 된다. 그래서 데카르트

는 우리는 전적으로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만을 욕망해야 한다고 주장한

다. 또 데카르트 철학에서 덕은 이성이 최선이라고 판단한 것을 수행하

려는 확고하고 지속적인 결의라는 것도 살펴보았다. 이러한 데카르트의

덕 개념은 이른바 데카르트의 ‘후기 윤리학’에서 처음 등장하는 것이 아

니라 ‘『방법서설』의 윤리학’에서부터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도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데카르트의 ‘후기 윤리학’은 무엇일까. 이 ‘후기 윤리학’의 좀

더 구체적인 모습을 살펴보기 위해서 이 장에서는 데카르트의 최후 저작

인 ‘『정념론』의 윤리학’을 다룰 것이다. 데카르트는 1645년경부터 ‘정념

passion’의 문제에 몰두하게 된다. 그렇게 탄생한 책이 바로 최후의 저작

이자, 데카르트의 저작 중에서 데카르트의 윤리 사상이 가장 잘 드러나

있는 『정념론』이다. 데카르트에게 정념의 문제가 왜 그렇게 중요했을

까. 심지어 정념에 대한 철학자들의 관심은 고대 이래로 계속 이어졌음

에도 불구하고 데카르트는 이전의 어떤 철학자들도 정념이라는 주제를

다루지 않은 것처럼 정념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한다. (“나는 아무도 나 이전

에 다루지 않았던 [정념이라는] 주제를 다루는 것처럼 써야할 것이다.”(AT XI 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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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M I 328) 우선 첫 번째 절에서는 데카르트의 윤리학에서 왜 정념의 문

제가 중요한지를 다룰 것이다. 데카르트는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충분조

건이 덕인데, 이 덕과 반대되고 따라서 덕을 실천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

이 정념이라고 주장한다. 덕은 의지를 잘 발휘하는 것인데, 그 의지는 우

리에게만 속해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의지를 잘 발휘한다는 것은 우리 삶

의 주인이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념은 우리를 삶의 주인이 아니라 노

예로 만든다. 왜냐하면 정념에 휩쓸린 사람은 자신의 행위를 스스로 결

정하지 못하고 정념에 의해서 결정되게 만들기 때문이다. 또 데카르트에

따르면, 정념은 대상의 가치를 왜곡시키기 때문에 우리의 판단을 왜곡시

키고 우리를 잘못된 결정으로 이끌기도 한다. 그렇다면 정념은 우리에게

나쁘기만 한 것일까?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한데, 왜냐하면 『성찰』을 비

롯해서 데카르트는 계속해서 신의 ‘진실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기 때문

이다. 즉 진실한 신이 나쁜 성격만을 가진 어떤 것을 우리에게 부여했을

리가 없다. 사실 데카르트는 『정념론』에서 계속해서 ‘정념의 유용성’에

대해 주장한다. 데카르트에 따르면, 정념의 유용성은 ‘신체와 정신의 연

합체’로서의 인간을 보존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두 번째 절에서는 이러

한 ‘정념의 유용성’, ‘정념의 기능’을 상세하게 다룰 것이다. 그리고 세 번

째 절에서는 정념과 자유의지의 관계가 해명된다. 데카르트가 말하는

‘『정념론』의 윤리학’은 정념의 통제, 혹은 ‘습관을 통한 재설정’이다. 동

물 정기와 나쁜 정념의 연결 관계를 우리의 의지를 통해서 바꿀 수 있다

는 ‘『정념론』의 윤리학’의 핵심이 상세하게 다루어 질 것이다. 이렇게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정념의 노예가 아니라 ‘위대한 영혼’으로 고양된

다. ‘위대한 영혼’은 결국 자신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정념을 통제하고, 자

신의 삶의 주인이 되는 존재이다. 즉 의지를 통해서 동물정기와 정념의

연결 관계를 바꿈으로써 우리는 우리가 가진 의지의 자유를 경험하게 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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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념과 윤리학

앞서 데카르트가 엘리자베스에게 세네카의 『행복한 삶에 관해서』를

같이 읽자고 제안한 후에 그 책이 마음에 안 든다고 했다는 사실을 살펴

보았다. 데카르트는 세네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다.

제게는 세네카가 덕의 실천을 용이하게 만드는 데 필수적인 것, 우리의 욕망과 정념을

규제하기에 필수적인 것, 따라서 자연적 행복을 누리기에 필수적인 모든 주된 진리를 우

리에게 가르쳐야 했어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이교도 철학자가 쓸 수 있는

가장 훌륭하고 유용한 책으로 만들 수 있었을 것입니다. (1645년 8월 4일 엘리자베스에

게 보낸 편지, AT IV 267, CSMK 258)

이 구절에서 데카르트는 세네카가 ‘덕의 실천을 용이하게 만드는 데 필

수적인 것’을 가르쳤어야 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한다. 그런데

데카르트에 따르면, ‘덕의 실천’에 필수적인 것이 바로 ‘우리의 욕망과 정

념을 규제하는 것’이다. 즉 데카르트는 세네카가 ‘정념’을 규제하는 데 필

수적인 것을 가르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데카르트는 앞서 세네카를 비

롯한 스토아 철학자들을 ‘잔인한 철학자’라고 불렀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그들이 말하는 정념의 규제는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154) 그렇다

면 데카르트는 왜 덕을 실천하기 위해서 정념을 규제하는 것이 필수적이

라고 생각했을까? 그리고 세네카가 가르치지 않았던, 혹은 잘못 가르쳤

던, 정념을 규제하는 데카르트의 고유한 방법은 무엇일까?

데카르트는 1645년 8월 4일 엘리자베스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낸

다.

덕은 그 자체 이 삶에서 우리를 만족할 수 있게 만드는 데 충분합니다. (...) 그러한 덕

은 보통 기쁨, 욕구와 정념에 반대되고 따라서 실천하기 매우 어렵습니다.(AT IV 267,

CSMK 258)155)

154) 세네카를 비롯한 스토아 철학자들의 정념에 관한 태도는 5장을 참고.

155) 다음과 같은 구절도 참조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의 감각에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지

만 기분(체액)을 바꾸기만 해서 슬픔이나 분노 혹은 다른 정념에 보통 이끌리도록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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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편지에서 데카르트는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충분조건이 덕인데, 이

덕과 반대되고 따라서 덕을 실천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이 정념이라고 주

장한다. 왜 그럴까? 앞서 데카르트는 덕이 우리가 최선이라고 판단한 것

을 수행하려는 지속적이고 확고한 의지라고 주장한다는 것을 살펴보았

다. 즉 덕은 의지를 잘 발휘하는 것인데, 그 의지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에게만 속해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의지를 잘 발휘한다는 것은 우리

가 우리 삶의 주인이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데카르트에 따르면, 정념은

우리를 우리 삶의 주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노예로 만든다. 그래서

데카르트는 『정념론』 48항에서 ‘의지의 힘을 결코 시험해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가장 약한 영혼’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정념은 이런 ‘가장 약

한 영혼’을 ‘가장 비참한 상태’에 빠뜨린다고 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

한다.

이제 모든 사람은 자기 영혼의 강함과 약함을 이러한 투쟁의 결과를 통해서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가장 강한 영혼을 가진 사람은 의지를 통해서 자연적으로 가장 쉽게 정

념을 정복하고 그 정념을 동반하는 신체의 운동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자라는 것은 의심

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의지의 힘을 결코 시험해 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왜냐하

면 그들은 결코 자신의 고유한 무기를 가지고 싸우지 않고, 다른 정념에 저항하기 위해

서 어떤 [다른] 정념이 주는 무기만으로 싸우기 때문이다. 내가 영혼의 가장 고유한 무기

라고 부르는 것은 선과 악의 지식에 관한 확고하고 결단력 있는 판단이다. 영혼은 삶의

행동을 시행하도록 결의한다. 그리고 가장 약한 영혼은 그것의 의지가 어떤 판단을 이런

방식으로 따르려고 결정하지 않고 끊임없이 현재 정념들에 의해서 휩쓸려가도록 하는

사람이다. 현재의 정념들은 대체로 서로서로 반대되기 때문에 영혼을 차례로 자신의 편

으로 이끌어 영혼으로 하여금 자기 자신과 싸우도록 만들고 영혼을 빠질 수 있는 가장

비참한 상태에 빠뜨린다. (AT XI 366-367, CSM I 347)

여기서 데카르트는 가장 약한 영혼은 나쁜 의지를 가지거나 나쁜 판단

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의지나 판단이 없이 그저 정념에 휩쓸리는 사람

이라고 말한다. 즉 데카르트에게는 잘못된 의지를 가진 사람보다도 의지

는 질병도 있습니다.”(1645년 9월 1일 엘리자베스에게 보낸 편지, AT IV 283, CSMK

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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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없는 사람이 더 약한 영혼이다. 왜냐하면 이들은 자신의 행위를 스스

로 결정하지 못하고 정념에 휩쓸려서 자신의 행위를 정념에 의해서 결정

되게 만든다. 그리고 이렇게 끊임없이 이어지는 정념에 휩쓸리는 삶을

데카르트는 우리의 ‘가장 비참한 상태’라고 부른다. 정념에 휩쓸리는 사

람은 두 가지 점에서 비참하다. 첫째, 정념은 덕을 실행할 수 없게 만들

기 때문에 우리를 불행하게 만든다. 앞서 말한 것처럼 덕은 자신이 최선

이라고 판단한 것을 수행하려는 의지인데, 정념에 휩쓸린 사람은 의지를

발휘할 수 없다. 정념에 휩쓸린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 삶의 주인이 아니

라 정념의 노예가 되는 것이다. 다음 장에서 자세히 살펴보게 되겠지만,

데카르트에 따르면, 인간을 정당하게 존중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이 자유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고, 따라서 정념의 노예가 되는 것은 인간이

‘동물’이 되는 것이며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잃은 비참한 삶일 수밖에 없

다. 정념에 휩쓸리는 사람의 “의지는 때로는 이쪽 [정념]에, 때로는 저쪽

[정념]에 순종하며, 지속적으로 스스로에게 반대되고, 이처럼 영혼을 노

예로 만들며 불행하게 만든다.”(AT XI 367, CSM I 347) 비참한 삶을 사

는 가장 약한 영혼은 이처럼 두 가지 상반되는 정념에 흔들리는 노예이

다.

정념에 휩쓸리는 사람이 비참한 두 번째 이유는 그러한 사람은 마음의

평안을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앞서 본 것처럼 우리의 정념은 끊임없이

변하고 서로 상반되는 정념은 서로 투쟁하기 때문에 이러한 정념에 휩쓸

리다 보면 평안을 가질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불행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데카르트에 따르면, 정념에 휩쓸리는 사람의 내면은 서로 상반되

는 정념의 투쟁만 있는 것은 아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정념(욕망)과 의지

사이에 투쟁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데카르트는『정념론』47항에서 “[동

물] 정기가 영혼 안에서 어떤 것에 대한 욕망을 일으키기 위하여 [한 방

향으로] 송과선을 미는 힘과 그것을 피하고자 하는 영혼의 의지가 송과

선을 [동물정기가 미는] 반대 반향으로 미는 힘 사이의 갈등”(AT XI

365, CSM I 346)이 있다고 말한다. 즉 동물정기가 우리 안에 어떤 것을

원하도록 하지만 우리의 의지는 그것에 반대하는 갈등이 생길 수도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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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56) 이처럼 정념은 우리 정신 안에 다양한 갈등을 일으키고 따라서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가질 수 없게 되고 결국 불행하게 된다. 데카르트

윤리학에서는 이러한 갈등을 잘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데카르트가 말한

‘위대한 영혼’이 된다.

데카르트 윤리학에서 이러한 ‘위대한 영혼’과 ‘비천하고 통속적인 영혼’

혹은 ‘약한 영혼les âmes faibles’ 사이의 구분은 아주 중요하다.157) 데카

르트는 1645년 5월 18일 엘리자베스에게 보낸 편지에서 ‘위대한 영혼les

plus grandes âmes’과 ‘비천하고 통속적인 영혼celles qui sont basses &

vulaires’을 구분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158)

위대한 영혼과 비천하고 통속적인 영혼의 차이의 핵심은, 통속적인 영혼은 정념에 굴복

하고 오직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이 즐겁거나 불쾌한 것에 따라 행복해 하거나 슬퍼하거

나 하는 데에 있습니다. 반면 다른 사람[위대한 영혼]은 아주 강하고 힘 있는 이성적 사

유raisonnement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 역시 정념은 가지고 있지만, 그리고 그 정념

은 보통 사람들의 정념보다 때로는 더 강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이성은 항

상 안주인maîtresse으로 남아있어서 심지어 고통조차 그들에게 봉사하게 만들고 이 삶에

서 누릴 수 있는 완벽한 기쁨에 공헌합니다. (AT IV 201-202, Shapiro(2007), p.87)159)

156)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혼관과 달리 데카르트는 ‘영혼의 분할성’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데카르트 윤리학에서는 ‘아크라시아’의 가능성은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하

지만 방금 인용한 『정념론』 47항에서처럼, 데카르트 철학에서 인간은 정신과 육체

의 연합체이기 때문에 영혼과 육체의 충돌은 가능해 보인다. 데카르트는 다음과 같은

가능성을 염두에 둔다. “뇌의 중간에 있는 작은 선[송과선]은 영혼에 의해서 한 쪽으

로 움직일 수도 있고 동물 정기 – 내가 위에서 말한 것처럼 전적으로 육체이다. -

에 의해서 다른 쪽으로 움직여질 수 있다. 이러한 일은 두 자극이 상반될 때 발생하

고 더 강한 자극이 다른 자극이 효과를 발휘하는 것을 막는다.”(47항, AT XI 365,

CSM I 346) 이런 측면에서 데카르트에게 ‘아크라시아의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다.

데카르트 윤리학에 있어서 아크라시아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Williston(2002), “The

Cartesian Sage and the Problem of Evil”, in Passion and Virtue in Descartes,
edited by B. Williston and A. Gombay (New York: Humanity Books), pp.301-332와

McCarthy(2008), “Descartes’s Feeble Spirits”, in Weakness of Will from P lato to
the Present, edited by Tobias Hoffmann (Washington, D.C.: The Catholic

University of America Press), pp.175-209 참조.

157) Morgan(1994), p.98.

158) ‘위대한 영혼’과 ‘약한 영혼’의 구분에 대해서는 McCarthy(2008) 참조.

159) 1645년 10월 6일 엘리자베스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데카르트는 다음과 같이 영혼을

구분한다. “자기 자신보다 타인에게 선하게 행동하는 것이 더 고귀하고 영광스러운

일인 것처럼, 그것에 가장 큰 경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자기가 소유한 선들

을 중요시하지 않는 사람이 가장 위대한 영혼이다. 오직 비천한 영혼이 마땅한 것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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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구절에서 데카르트는 ‘위대한 영혼’은 정념에 굴복하지 않고 정념이

우리에게 주는 고통조차 기쁨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한다. 그

런데 데카르트는 이러한 ‘위대한 영혼’ 혹은 ‘최고의 정신les meilleurs

esprits’은 정념에 강하게 영향을 받는 정신이라고 주장한다. 위대한 영혼

의 정념은 “보통 사람들의 정념보다 더 강력”하다. 데카르트는 1645년 6

월 엘리자베스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보통 최고의 정신은 정념이 가장

강력하고 신체에 강하게 작용하는 정신이라고 알고 있습니다.”(AT IV

236, CSMK 253)라고 말한다. 그런데 데카르트는 왜 ‘위대한 영혼’은 정

념이 강하게 작용하는 정신이라고 말하는 것일까? 오히려 ‘위대한 영혼’

은 정념에 영향을 받지 않아야만 하지 않을까? 데카르트는 ‘위대한 영혼’

은 가장 어려운 것으로부터 가장 큰 기쁨을 얻어낸다고 주장한다. 데카

르트는 엘리자베스 공주에게 “내가 말하는 이러한 위대한 영혼은 그들에

게 일어나는 모든 것으로부터, 가장 문제적이고 견디기 어려운 것으로부

터도 자신 속에서 만족을 이끌어낸다.”(AT IV 203, Shapiro(2007) p.87)

라고 말한다. 즉 정념은 인간에게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것 중의 하나

이기 때문에 ‘위대한 영혼’에게 정념이 클수록 더 만족감이 크다고 할 수

있다.160)

이러한 텍스트들을 정리하면, ‘위대한 영혼’은 자신에게 일어나는 가장

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영혼이고, 따라서 어려움이 클수

록 큰 만족감을 느끼는 영혼이다. 그런데 데카르트에 따르면 정념이야말

로 인간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이러한 정념을 극복할 때

인간은 큰 만족을 얻을 수 있게 된다. 결국, 위대한 영혼은 정념을 ‘정복

다 더 자기 자신에게 가치를 부여하고 따라서 물 몇 방울로 채울 수 있는 작은 그릇

과 같다.”(AT IV 317, CSMK 273). 데카르트는 『방법서설』에서도 “위대한 영혼les

plus grandes âmes은 엄청난 덕행을 할 수 있는 반면에 엄청난 악행도 할 수 있으며,

천천히 걷되 곧은길을 따라가는 사람은 뛰어가되 곧은길에서 벗어나는 사람보다 훨씬

더 먼저 갈 수 있는 것이다.”(AT VI 2, CSM I 111)라고 말한다.

160) “영혼의 흥분[감정]émotion이라고 정념을 부르는 것이 더 나은데, 이 용어가 영혼에

서 일어나는 모든 변화에 적용될 수 있기 때문만이 아니라 보다 특정하게는 영혼이

가질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사유 가운데서 정념만큼 영혼을 그토록 강하게 영향을 주

고 방해하는 것은 없기 때문이다.”(『정념론』 28항, AT XI 350, CSM I 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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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îtriser’하면서 자기 자신의 ‘주인maître’으로 남아있게 된다. 물론 ‘위

대한 영혼’도 바깥에서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외부 사건은 통제하지

못하지만은 그것들이 자신에게 일으키는 감정은 통제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반해 ‘통속적인 영혼’ 혹은 ‘평범한 영혼’은 행운을 기대하는 자이

다. 데카르트는 1645년 7월 21일 엘리자베스에게 보낸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통속적인 영혼les âmes vulgaires은 행운으로부터 헛되이

기대하지만 오직 우리 자신으로부터만 획득할 수 있는 지복을 획득하기

위해서 철학이 제공할 수 있는 수단에 대해서 쓰려고 합니다.”(AT IV

252, CSMK 256) ‘통속적인 영혼’은 행운의 도움을 구하지만 우리는 ‘위

대한 영혼’이 되어서 우리 자신에게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즐거움을 얻어

야만 한다. 즉 위대한 영혼과 평범한 영혼의 차이는 자신에게 달려있는

것과 자신에게 달려있지 않은 것을 구분할 수 있느냐이다. 그런데 이것

이 바로 데카르트에게는 덕을 실천하는 것이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데

카르트는 ‘윤리학의 유용성’은 자신에게 달려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정념을 통제하는 것이 데카

르트 윤리학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정념을

일으키는 외적 사건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지만 우리 영혼 안에서 발생

하는 정념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데카

르트에게 우리의 도덕적 삶에서 이성을 통한 정념의 통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데카르트에 따르면 이성과 의지를 통해서 정념을 통제하지 못할 만큼

약한 영혼은 없다. 따라서 누구나 정념을 통제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면

‘아주 약한 영혼’에서 ‘위대한 영혼’이 될 수 있다. “정념이 강요하는 것

만을 원할 정도로 아주 연약하고 결단력 없는 사람이 꽤 적다는 것은 사

실이다. 대부분은 확고한 판단을 지니고 있어서 그 판단을 따라 자신의

행위 일부분을 규제한다. (...) 영혼이 그러한 판단을 얼마나 가깝게 따르

고 그 판단에 반대되는 현재하는 정념에 저항하는지에 따라 영혼의 강함

과 약함을 판가름할 수 있다.”(『정념론』49항, AT XI 467-468, CSM I

347) 이렇게 정념을 잘 통제하는 ‘위대한 영혼’이 되기 위해서는 정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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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알아야한다. 그래서 데카르트는 1645년 9월 1일 엘리자베스에게 보낸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삶의 행위에서 이성의 진정한 기능은, 우

리의 행위에 의해서 획득되어질 수 있는 모든 완전함 – 육체와 영혼의

완전함 모두 -의 가치를 정념 없이 검토하고 고려하는 것입니다.” (AT

IV 286-287, CSMK 265) 즉, ‘정념 없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이성을 통해서 정념을 알아야만 한다.161)

한편 데카르트 윤리학에서 정념의 탐구가 중요한 이유는, 다음 장의 ‘관

대함’을 논의할 때 살펴보겠지만, 데카르트 윤리학의 핵심이 자유의지를

잘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자유의지에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정

념’이다. ‘위대한 영혼’과 ‘연약한 영혼’의 차이점은 위대한 영혼은 자유의

지를 통해서 정념을 통제할 수 있지만 연약한 영혼은 이리저리 정념에

휩쓸려서 정념에 노예가 되고 따라서 자유의지를 전혀 사용하지 못한다.

이것이 바로 정념을 잘 관리하는 것이 데카르트 윤리학의 핵심인 이유이

다. 따라서 정념을 어떻게 관리하고 통제할 것이냐가 데카르트에게서는

아주 중요한 문제이고, ‘후기 철학’에서 이 문제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이기도 하다.

데카르트가 위대한 영혼과 연약한 영혼의 이야기를 엘리자베스에게 꺼

낸 것은 엘리자베스가 앓고 있는 우울증 때문이다. 데카르트는 엘리자베

스에게 우울증을 언급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러한 질병도 고통

을 일으키지만 그것들은 극복될 수 있습니다. 극복하기 더 어려울수록

[그것을] 극복할 때 영혼이 느낄 수 있는 만족감은 더 큽니다.”(1645년 9

월 1일 엘리자베스에게 보낸 편지, AT IV 283, CSMK 263) 그리고 9월

15일에 보낸 편지에서도 “일단 정념이 그렇게 길들여지고 나면 정념이

더 과잉되는 경향이 있을수록 때때로 더 유용해집니다.” (AT IV 287,

CSMK 265)라고 말한다. 즉 데카르트는 병이나 정념 등 우리에게 닥치

는 어려움이 클수록 우리에게 더 좋다고 말한다. 하지만 엘리자베스는

161) 『정념론』 138항에서도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별하고 좋

은 것을 나쁜 것이라고 간주하지 않으며 과도한 자극을 받지 않도록 정념들의 정확한

가치를 알기 위해 경험과 이성을 사용해야만 한다.”(AT XI 431, CSM I 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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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장에 흔쾌히 동의하지 않는데, 그래서 엘리자베스는 데카르트로 하

여금 이 문제에 더 파고들게 만든다.

제 판단에는 비극은 더 강한 슬픔을 불러일으킬수록 더 만족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는 그 슬픔이 지나치게 과도하거나 우리의 건강을 파괴할 정도로 지속되지 않을 것이라

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은 선생님이 앞서 보내신 편지 중에 하

나에 포함된 원칙을 지지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즉 정념이 이성에 종속되어 있는 한

정념은 과도하게 될수록 더 유용하다는 원칙 말입니다. 왜냐하면 정념은 과잉이면서 동

시에 이성에 종속될 수 없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선생님께서 정기의

흥분이 어떻게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정념들을 만드는 데 기여하는지, 정념이 어떻게 이

성을 파괴할 수 있는지를 설명함으로써 이러한 의심을 해소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1645년 10월 28일 엘리자베스가 데카르트에게 보낸 편지, AT IV 322, Shapiro(2007),

p.123)

여기에서 엘리자베스는 왜 정념이 우리에게 유용할 수 있는지 더 명확

하게 해주기를 데카르트에게 요청하고 있다. 그리고 정념이 합리적인 행

동으로 이끌기도 하는 것을 엘리자베스 자신도 경험했기 때문에 데카르

트에게 정념을 정의하고, 또 어떤 식으로 정념을 유용하게 만들 수 있을

지 설명을 요청한다.

저는 정념을 더 잘 알기 위해서 선생님께서 정념을 정의하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만약

합리적인 행동으로 우리를 이끌기도 하는 정념이 있다는 것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정념

을 정신의 동요라고 부르면서 정념의 힘은 이성을 압도하고 복종시키는 것에만 존재한

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에 저는 설득당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정념이

이성에 복종될 때 정념의 힘이 어떻게 정념을 더 유용하게 만들 수 있는지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시면 이 주제를 더 명확하게 하실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1645년 9월 13일 엘

리자베스가 데카르트에게 보낸 편지, AT IV 289-290, Shapiro(2007), pp.110-111)

엘리자베스의 이러한 요청이 결국 데카르트가 정념에 대해서 체계적으

로 설명한 『정념론』을 쓰게 만든 동기다. 엘리자베스는 데카르트의

『정념론』의 초고를 읽고 나서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낸다. “순서, 정

의, 선생님이 하신 정념의 구분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려면 무감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진실로 이 에세이에서 윤리에 관한 부분은 이 주제



- 107 -

에 관해서 말해진 모든 것을 능가합니다.”(1646년 엘리자베스가 데카르

트에게 한 편지, AT IV 403, Shapiro(2007) p.133)162) 데카르트가 엘리자

베스에게 보낸 『정념론』의 초고가 어느 부분을 포함하고 있는지는 정

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순서’ ‘정의’ ‘정념의 구분’은 『정념론』 2부에

포함되어 있고, 엘리자베스가 이후에 질문을 던지는 생리학적 설명은

『정념론』 1부에 포함되어 있다. 아마 데카르트는 『정념론』 1부와 2

부의 초고를 보냈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3부가 포함되어 있는지는 확

실하지 않다.163) 이 논문의 다음 장에서 살펴보겠지만, 『정념론』 3부는

보내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데, 왜냐하면 1부와 2부에서 데카르트는

‘générosité’와 ‘megnanimité’를 동일시하는데 3부에서는 그 둘을 구분하

기 때문이다. 만약 엘리자베스에게 보낸 편지에 『정념론』 3부가 포함

되었더라면 엘리자베스가 이것을 지적했을 가능성이 높다.

엘리자베스는 데카르트에게 『정념론』의 “윤리에 관한 부분은 이 주

제에 관해서 말해진 모든 것을 능가”한다고 말한다. 데카르트의 저작 중

에서 데카르트의 윤리사상이 가장 잘 드러나는 책이 바로 데카르트의 최

후의 저작인 『정념론』이다. 비록 데카르트는 서론 역할을 하는 편지

prefactory letters에서 자신은 ‘도덕철학자’가 아니라 ‘자연학자’로서 『정

념론』을 썼다고 주장하고는 있지만(AT XI 326, CSM I 327), 데카르트

는 이 책에서 자신의 윤리학적 사유를 곳곳에서 설명한다. 3부로 이루어

진 이 저작에서 각 부의 마지막은 윤리학적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1

부는 ‘강한 영혼’과 ‘약한 영혼’에 대한 설명(47항-48항)과 정념을 통제하

는 것(49항-50항)에 대한 설명으로 끝을 맺는다. 2부는 욕망의 통제와

덕의 실행(144항-148항)에 대한 설명으로 끝을 맺는다. 마지막 3부는 정

념의 통제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하고 끝을 맺는다. 특히 이 부분에는 데

카르트 윤리학의 핵심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관대함générosité’(152-161

항)에 대한 설명이 있다. 그리고 데카르트는 『정념론』 마지막 항을

162) 데카르트는 『정념론』을 집필할 때 정념의 목록을 작성하는 데에는 어려움을 느꼈

던 것처럼 보인다. “저의 계획은 모든 정념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덧붙이는 것이었

지만 그것들을 열거하는 데에 어려움을 느꼈습니다.”(1645년 10월 6일 엘리자베스에

게 보낸 편지, AT IV 313, CSMK 272)

163) Shapiro(2007), p.134, n.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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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상의 모든 선과 악은 오직 정념에만 의존해 있다”(212항, AT XI

488, CSM I 404)는 것으로 마무리하면서 데카르트 철학에서 윤리적 삶

의 문제와 정념의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

다.

그렇다면 데카르트가 말하는 정념은 무엇인가? 데카르트에 분류법에 따

르면, 우리 영혼에 속하는 것은 생각 밖에 없다. “생각pensées을 제외하

고는 영혼에 부여해야 하는 것으로서 우리에게 남아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정념론』 17항, AT XI 342, CSM I 335) 데카르트는 『정념

론』 4항에서도 동일한 주장을 한다. “몸이 어떤 방식으로든 생각한다는

것은 조금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종류의 생각

이 영혼에 속한다고 믿는 것은 옳다.”(AT XI 329, CSM I 329)164)

그런데 데카르트에 따르면, 이 ‘생각’은 다시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하

나는 영혼의 작용[능동]인 ‘의지volonté’이고 다른 하나는 영혼의 수동인

‘정념passion’이다. 그래서 『정념론』 17항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생각은 주로 두 종류다. 즉 하나는 영혼의 작용[능동]action이고, 다른 하나는 영혼의 정

념[수동]passion이다. 내가 영혼의 작용[능동]이라고 부르는 것은 모든 의지인데, 우리는

의지가 영혼에서 직접적으로 오고 영혼에만 의존하는 듯이 보이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

이다. 반대로 우리 안에서 발견되는 모든 종류의 지각perceptions이나 인식connaissances

을 일반적으로 정념[수동]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영혼이 지각되는 것들을 그 자체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각에 의해 표상되는 것으로부터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AT XI

342, CSM I 335)

이 구절에서 데카르트는 ‘의지’와 ‘지각’을 구분한다. 의지는 능동적인

것이고 지각은 수동적인 것이다. 데카르트는 계속해서 18항에서 이 능동

적 의지를 다시 두 가지로 구분한다.

164) 이러한 구절은 “우리 생각을 제외하고는 우리의 능력 안에 완전하게 놓인 것은 없

다”는 구절과 공명한다. 『방법서설』 3부(AT VI 25, CSM I 123)와 1638년 4월

Pollot에게 보낸 편지(AT II 36, CSMK 97)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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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의지도 두 종류다. 하나는 신을 사랑하기를 원할 때[처럼] 또는 일반적으로 우리

생각을 전혀 물질적이지 않은 어떤 대상에 적용할 때처럼 영혼 자체 안에서 종료되는

영혼의 작용들이다. 다른 하나는 단지 우리가 산책하려는 의지를 가질 때[처럼], 이 [의

지]에 이어서 다리가 움직이고 걷는 것같이 우리 몸 안에서 종료되는 작용들이다. (AT

XI 343, CSM I 335)

이 구절에 따르면 첫 번째 종류의 의지는 ‘영혼 자체 안에서 끝나는 작

용들’이고, 두 번째 종류의 의지는 ‘우리 몸 안에서 종료되는 작용들’이

다. 첫 번째 의지의 예는 신이나 물질적이지 않은 것을 의지할 때이고

두 번째 의지의 예는 의지가 우리 몸에 영향을 미치는 걷거나 팔을 올리

거나 하는 의지이다.

그리고 능동인 의지를 두 가지로 나누었던 것처럼 데카르트는 19항에서

영혼의 정념[수동]인 지각 역시 두 가지로 분류한다.

지각도 두 종류다. 하나는 영혼을 원인으로, 다른 하나는 몸을 원인으로 갖는다. 영혼을

원인으로 갖는 것은 우리의 의지에 대한 지각 및 모든 상상imaginations 혹은 상상에 의

존하는 그 외의 생각에 대한 지각이다. 왜냐하면 어떤 것을 원하고 있다고 지각하지 않

고는 어떤 것도 원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영혼과 관련해서 [의지

는] 어떤 것을 원하는 작용[능동]action이지만, 또한 그것은 영혼 안에서 [의지가] 원하는

것을 지각하는 정념[수동]passion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렇지만 그러한 지각과 의지는

실제로 동일한 것une même chose이고, 명칭은 항상 가장 고상한 것le plus noble을 따

라 만들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은 정념이라 부르지 않고 단지 작용이라 부르는 습관이 있

다. (AT XI 343, CSM I 335-336)

그런데 여기서 데카르트는 의지가 지각에 포함된다고 주장한다. 왜냐하

면 우리는 어떤 것을 의지할 때 그 의지를 인식하기 때문에, 즉 우리는

우리가 어떤 것을 의지하고 있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의지는 능동적 작

용인 동시에 수동적 지각이라고 말한다. 같은 시기 Mersenne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데카르트는 비슷한 주장을 한다. “저는 우리가 우리의 지성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대한 관념뿐만 아니라 우리의 의지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대한 관념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것을

의지한다는 것을 모르고서는 어떤 것을 의지할 수 없고, 관념 없이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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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알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1641년 1월 28일 Mersenne에게 보낸

편지, AT III 295, CSMK 172) 또 같은 해 5월 Regius에게 보낸 편지에

서도 다음과 같이 말한다. “당신이 ‘의지와 지성intellection은 다양한 대

상과 관련해서 행위의 다른 방식으로서만 다르다.’고 말한 것을 저는 오

히려 ‘하나이자 동일한 실체의 능동과 수동으로서만 다르다’고 이야기합

니다. 왜냐하면 엄밀하게 말하자면, 지성은 영혼의 수동이고 의지는 영혼

의 능동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의지하는 것을 이해하지 않고서

는 어떤 것도 의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것을 동시에 의지하

지 않고서 어떤 것을 좀처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문제에 있어서

수동과 능동을 쉽게 구분하지 않습니다.”(1641년 5월 Regius에게 보낸

편지, AT III 372, CSMK 182)165)

이러한 구절들에서 데카르트는 능동과 수동이 구분이 되지 않는다고 주

장한다. 하지만 이 말은 오직 영혼이 자기 자신에게 작용할 때이다. 즉

능동과 수동이 구분되지 않는 지각은 ‘영혼을 원인으로 갖는 지각’이다.

영혼이 자기 자신에게만 작용하기 때문에 영혼의 작용[능동]이라고 할

수도 있고 영혼의 수동[정념]이라고 할 수도 있다. 데카르트는 『정념

론』 20항에서 이러한 작용의 예를 제시하는데, “황홀한 궁전이나 키메

라를 마음속에 그리는 것처럼 존재하지 않는 어떤 것을 상상하는 데 전

념할 때, 그리고 영혼이 단지 이해할 수만 있을 뿐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어떤 것, 예를 들면 영혼의 고유한 본성을 고려하는 데 전념할 때 영혼

이 그러한 것들에 대해 갖는 지각”(AT XI 344, CSM I 336)이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의지를 통해 생각할 수 있다는 점에서 능동이지만 동시에

의지의 결과라는 점에서는 수동이다. 즉 그러한 생각을 일으키는 것도

영혼이고 그것의 결과도 영혼 안에서만 일어난다는 측면에서 영혼의 작

용[능동]이자 정념[수동]이라고 할 수 있다.

영혼에서 기인해서 영혼에서 끝나는 첫 번째 종류의 지각과 달리 두 번

째 종류의 지각은 ‘몸을 원인으로 갖는 것’이다. 몸을 원인으로 갖는 지

각은 영혼이 작용[능동]이 될 수 없다는 측면에서 데카르트가 생각하는

165) 데카르트는 여기서 분명히 우리 의식의 ‘투명성transparency’에 대해서 주장하고 있

다. 즉 우리 의식에 있는 것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진다는 것이다.



- 111 -

고유한 의미의 정념[수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데카르트는 『정념

론』 21항에서 ‘몸을 원인으로 갖는 지각’을 다시 두 가지로 구분하는데

하나는 ‘신경에 의존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신경에 전혀 의존하지 않

는 것’이다.

신체에 의해 야기된 지각들 대부분은 신경nerf에 의존한다. 그러나 또한 내가 방금 [20

항에서] 설명한 것과 같은 신경에 전혀 의존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상상

imaginations이라 불린다. (AT XI 344, CSM I 336)166)

데카르트는 22항에서 신경에 의존하는 지각을 다시 세 가지로 구분하는

데 “그 지각들의 일부는 감각을 자극하는 외부 대상에 지시되고se

référer/refer to, 다른 일부는 몸이나 몸의 어떤 부분에 지시되며, 마지막

으로 또 다른 일부는 영혼에 지시된다.”(AT XI 345, CSM I 336-337)

여기서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은 ‘지시하다se référer’는 표현이다. 데카

르트는 여기서 ‘se référer’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지만, 지시하는 것의 차이에 따라 데카르트는 세 가지 지각, 즉 감각

sensation, 욕구appétit, 정념passion을 구분한다. 우선 ‘감각을 자극하는

외부 대상에 지시되는’ 것은 23항에서 ‘감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167)

166) 데카르트는 신경에 의존하는 지각과 신경에 전혀 의존하지 않는 지각인 ‘상상’을 언

급하는데, 데카르트는 이미 앞서 19항에서 화려한 궁전과 같은 것을 ‘영혼을 원인으로

갖는 것은 우리의 의지에 대한 지각 및 모든 상상imaginations 혹은 상상에 의존하는

그 외의 생각’이라고 언급했다. 그렇다면 21항에서 말한 ‘신경에 전혀 의존하지 않는

것’에 속하는 ‘상상’은 19항의 ‘상상’과 어떻게 다를까? 데카르트는 다음과 같이 주장

한다. “이것[신경에 의존하지 않는 상상]은 의지가 그 상상을 형성하는 데 전혀 쓰이

지 않는다는 점에서 다른데, 이로 인해 그 상상은 영혼의 작용에 속하지 않는다.”(AT

XI 344, CSM I 336) 데카르트는 ‘신경에 의존하지 않는’ 상상은 의지가 전혀 쓰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다르다고 주장한다. 즉 동물 정기의 운동에 의해서 일어나는 백일몽

같은 것이다. 어떤 사람을 만나고 나서 그 사람에 대해서 꿈을 꾸는 것과 같은 예를

생각할 수 있다. 왜냐하면 어떤 감각 경험은 동물 정기를 특정 패턴으로 움직이고 이

움직임은 뇌에 ‘흔적’을 남긴다. 그리고 외부 자극이 없을 때 동물 정기가 그 흔적을

따라 움직일 때 특정 지각이 발생한다. “이런 상상은 다양한 방식으로 흥분되고 뇌

안에서 존재했던 다양한 인상의 흔적을 만난 정기들이 우연히 하나의 기공을 통과할

때 만들어지는 것이다. 우리 꿈의 환상과 우리가 깨어 있을 때 흔히 갖게 되는 백일

몽이 그런 것인데, 그것들은 우리 생각이 자신에게 전념함이 없이 무관심하게 이리저

리 옮겨갈 때다.”(AT XI 344-345, CSM I 336)

167) “우리가 우리 외부에 있는 대상에 지시하는 지각, 즉 감각 대상을 지시하는 지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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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내가 밖에서 소방차가 소리를 내고 지나가고 있는 것을 경험

할 때, 소방차의 사이렌과 소방차의 모습은 신경을 통해서 내 두뇌에 서

로 다른 동물 정기의 움직임을 만들어 내고, 나는 다른 두 개의 감각 지

각을 가지게 된다. 그리고 나는 이 지각을 만들어내는 원인을 동물 정기

가 아니라 외적 대상, 즉 사이렌과 소방차라고 ‘지시한다.’ 그리고 24항에

서는 ‘욕구’에 대해서 이야기한다.168) 우리는 욕구, 배고픔, 고통 등을 외

적 대상에 의해서 야기된 것이 아니라 내 몸 안에 있다고 ‘지시한다.’

마지막으로 25항에서 “우리가 오직 영혼에 지시하는 지각은 그 효과[결

과]effet가 우리 외부에 있는 대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 그 자체에

있는 것처럼 느낀다. [이 지각은] 우리가 그것을 지시할 수 있는 어떤 근

접인cause prochaine도 알지 못하는 지각이다. 기쁨, 화, 또한 이와 유사

한 느낌이 그런 것인데, 그것은 우리 안에서 때때로 신경을 움직이게 하

는 대상에 의해서 야기되며, 때때로 다른 원인에 의해서도 야기된

다.”(AT XI 347, CSM I 337) 데카르트는 이 정념을 ‘고유한 정념

passions proper’이라고 말한다. “정념이라는 단어를 가장 일반적인 의미

에서 사용한다면, 모든 지각이 우리 영혼과 관련해서는 정념이라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우리는 보통 [정념이라는] 그 용어를 오로지 영혼 자체

에만 지시되는 지각으로 제한한다. 그리고 내가 여기서 영혼의 정념들이

라는 제목으로 설명하고자 시도했던 것은 오직 이 후자[의 용어]뿐이

다.”(AT 348-349, CSM I 337-338) 이렇게 해서 우리는 데카르트가

『정념론』을 쓰면서 염두에 두었던 ‘고유한 정념’에 도달했다. 데카르트

에게 ‘고유한 정념’은 우리가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지각 중에서도 감

각, 욕구와는 달리 우리가 그 원인을 우리 영혼에 ‘지시하는’ 지각이

다.169) 데카르트는 이러한 분류 작업 끝에 최종적으로 『정념론』 27항

적어도 우리 견해가 조금도 오류가 아니라면 그 대상에 의해 야기된다.”(AT XI 346,

CSM I 337)

168) “우리가 몸이나 몸의 어떤 부분에 지시하는 지각들은 배고픔, 갈증, 그리고 다른 욕

구의 지각이다. 그리고 여기에 외부에 있는 대상 안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아

니라 사지 안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고통, 열, 그 외의 상태들을 덧붙일 수 있

다.”(AT XI 346-347, CSM I 337)

169) 데카르트가 정념과 다른 지각을 구분하기 위해서 ‘지시하다se référer’는 표현을 썼

을 때는 이 단어를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데카르트는 이 표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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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의미하는지 제대로 설명을 하지 않는다. 그동안 데카르트가 이 표현을 통해서

무엇을 의미했는가에 대해 많은 데카르트 연구자들이 관심을 가져왔다.

Hoffman(1991)은 ‘지시하다refer to’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각의 원인이 그것

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우리는 종소리와 같은 감각을 우리가 그것의

원인이라고 가정하는 외부 대상에 지시한다. 우리는 배고픔, 목마름, 더위와 같은 우

리 몸의 부분에 있는 것처럼 느끼는 감각은 그 신체부분에 지시한다. 우리는 영혼의

정념을 영혼에 지시하는데, 데카르트에 따르면, 그들의 결과가 영혼 그 자체에 있는

것으로 느끼기 때문이고 우리는 보통 그것들을 지시할 수 있는 근접인에 대해서 모르

기 때문이다.” 즉 우리는 정념의 근접인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정념의 원인

을 영혼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즉 “어떤 지각을 어떤 것에 지시한다는 것은 그

지각이 어떤 것 안에 있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즉 그것이 그 지각의 주체subject라는

것이다. (...) 나는 데카르트의 생각이 이런 해석에 의해서 가장 잘 대리되어진다고 생

각한다.” Hoffman(1991), “Three Dualist Theories of the Passions”, Philosophical
Topics 19, p.160. 하지만 앞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영혼에 있다고 느끼는 것은 정

념의 효과 혹은 결과이다. 따라서 정념은 지각의 ‘주체’가 될 수 없다. Hoffman의 이

런 주장에 대해서 Brown(2006) 역시 문제를 제기하는데, 데카르트가 ‘근접인’으로 의

미한 것이 동물 정기의 움직임을 의미한다면, 근접인을 모르는 것은 정념뿐만 아니라

감각과 내적 욕구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Brown(2006)은 ‘지시하다’는 것을 ‘~로

서 본다seeing as’로 해석한다. 즉 지각 A를 B에 지시한다는 것은 B를 지각 A에 의

해서 변화modified된 것[어떤 상태로 있는 것]으로 경험한다는 것이다. Brown은 자신

의 “이러한 독해에 따르면, 정념이 영혼에 지시된다는 뜻은 영혼이 자신을 특정한 방

식으로 변화된[특정한 방식의 양태를 가지는, 어떤 상태로 있는] 것으로 지각하거나

경험한다는 의미이다. 나는 빛을 지각할 때 횃불을 밝은 것으로 지각하고, 고통을 지

각할 때 내 발이 아프다고 느끼는 것처럼, 공포를 지각할 때 나는 나 자신 혹은 내

영혼이 두려워하는 것[두려워하는 상태가 된 것]을 알게 된다.” 그래서 “외적 대상의

지각은 우리로 하여금 물체가 어떤 방식으로 변화modified되었다[어떤 상태에 있다],

즉 색, 소리, 온도 등을 갖는다고 생각하게 만들고, 신체에 대한 지각이 우리로 하여

금 우리 신체가 특정한 방식으로 변화되었다[특정한 상태에 있다], 즉 고통스럽거나

배고프거나 목마르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반면에, 정념은 우리의 영혼이, 예를 들어 사

랑, 욕망, 분노 등에 영향을 받았다affected고 생각하게 만든다. 정념의 결과가 마치

영혼에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에서 우선적으로 자기 인식의 양

태이다.” Brown(2006), pp.101-102. Brown은 이런 해석이 정념은 영혼에 지시된다는

데카르트의 주장을 더 그럴 듯하게 만든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정념의 경우에 우

리는 우리 자신을 외적 자극의 수동적 주체로 경험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Brown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지는데,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정념의 결과가 영혼을 자

극하고 배치시켜서 어떤 것을 원하게 만들기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Brown의 주장

처럼 정념의 결과가 단지 수동적이라고 볼 수만은 없다. 마지막으로, Voss(1989)는

‘지시하다’는 것은 ‘즉흥적이고 비(非)의지적인spontaneous and non-volitional’인 판단

이라고 말한다. 즉 ‘지시하다’는 것의 의미는 정념의 원인에 대한 ‘판단’이라는 것이다.

“나는 데카르트의 ‘지시’ 개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시한다. 우리는 우리의

지각을 야기하는 작용이 그 대상 안에 있다고 즉흥적으로 판단할 때에만 우리의 지각

을 어떤 대상에 ‘지시한다.’” 여기서 Voss가 ‘지시하다’는 표현을 ‘즉흥적인 판단’이라

고 말하는 이유는 우리가 정념을 영혼에 지시할 때 우리가 느끼는 정념이 ‘우리와 관

련이 있다’는 판단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보통 어떤 것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

와 관련이 있다고 먼저 판단할 때만 어떤 정념을 느낀다. 우리가 정념을 느낄 때, 우

리는 그 정념의 대상이 우리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에 의해서 야기된다고 즉흥적으로



- 114 -

에서 다음과 같이 정념을 정의한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정념을 영혼의 지각perception, 감각sensation 혹은 흥분[감

정]émotion으로 정의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우리는 그것들을 특정하게 영혼에 지시

하고, [정념은 동물] 정기의 어떤 운동에 의해서 야기되고 유지되고 강화된다. (AT XI

349, CSM I 338-339)

그런데 여기에서 왜 데카르트는 정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 영혼 안

에 있는 사유, 즉 지각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긴 설명을 덧붙이는지 의문

이 들 수 있다. 그 이유는 데카르트에 따르면 우리는 우리에게 속해있는

것, 우리 능력의 한계 안에 있는 것들에 책임이 있다는 사실 때문이고,

정념 역시 우리 영혼 안에 속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책임이 있

고 따라서 그것을 통제하는 것 역시 우리에게 달려 있다. 물론 정념은

우리의 의지를 통해서 일으킬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미 일어난

정념을 통제하고 우리에게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느냐는 우리에게 달린

일이다. 이것이야말로 데카르트 윤리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데카르트의 주장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170)

I. 영혼의 기능 – 생각[사유] (17항)

A. 영혼의 작용[능동] - 의지 (17항)

1. 영혼 자체에서 끝나는 작용 (18항)

2. 신체에서 끝나는 작용 (18항)

판단한다. 이런 가설을 따라서, 우리의 정념에 대해 즉흥적인 판단을 한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그 정념을 우리 자신에 지시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 예를 들어 X에

대한 나의 사랑의 원인 중의 하나는 X가 나한테 좋다는 나의 판단이다. 따라서 나는

X가 나에게 좋다는 것이 내가 지금 느끼는 사랑의 정념의 원인이라고 즉흥적으로 판

단한다. 이런 방식으로 나는 내 정념을 나 자신에 ‘지시한다.’” Voss(1989), René
Descartes: The Passion of the Soul, edited and translated by S. Voss (Indianapolis
and Cambridge, MA: Hackett Publishing Company), pp.30-31, n.23. 즉 Voss의 이런

주장에 따르면, 정념을 내 영혼에 있는 것으로 지시한다는 것은 나에게 정념을 일으

키는 그 대상이 나와 관련이 있다는 ‘즉흥적이고 비의지적인 판단’이다.

170) 이 표는 Morgan(1994), p.155에서 가져옴. 또 CSM I, p.338, n.1에서도 비슷한 분류

를 하고 있다. 또 김선영(2013)의 『정념론』에 대한 「해제」 210-217쪽 참조. 정념

에 대한 체계적 설명을 하는 국내문헌으로는 김선영(2009), 「데카르트 철학체계에서

‘정념’의 지위」, 『인문과학연구』 22호: 243-26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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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영혼의 정념[수동] - 지각 (17항)

1. 영혼을 원인으로 가지는 지각 (19항)

a. 존재하지 않은 것 혹은 순수하게 지성적인 것의 상상 (20항)

2. 신체를 원인으로 가지는 지각 (19항)

a. 신경에 의존하는 지각 (21항)

i. 우리 바깥에 있는 대상에 지시되는 지각(감각) (23항)

ii. 우리 신체에 지시되는 지각(욕구)

iii. 우리 영혼에 지시되는 지각(고유한 정념) (25항)

b. 신경에 의존하지 않는 지각 (21항)

2. 정념의 기능

앞서 데카르트가 말하는 ‘고유한 정념’이 무엇인지 살펴봤으니 이제 이

러한 정념의 기능을 한 번 살펴보자. 데카르트는 정념이 “자신이 표상하

는 좋은 것이나 나쁜 것을 실제보다 거의 항상 크고 중요하게 보이게 만

들어서 적합한 것보다 더 열정적이고 더 불안하게 전자를 추구하고 후자

에게서 도망가게 만든다.”(『정념론』 138항, AT XI 431, CSM I 377)라

고 주장한다. 따라서 모든 정념은 “그것들이 관심을 쏟는 대상을 실제보

다 훨씬 더 멋지게 표상한다.” (1645년 9월 1일 엘리자베스에게 보낸 편

지, AT IV 285, CSMK 264) 또 “가끔 정념은 어떤 것이 실제보다 훨씬

더 좋고 훨씬 더 가지고 싶게 만든다.”(AT IV 284, CSMK 263-264) 그

래서 엘리자베스 공주에게 데카르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모든 우리

의 정념은 원래 것보다 더 크게 우리 영혼에 표상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것에 주의를 기울여서 우리가 어떤 정념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느낄 때

우리는 그 정념이 가라앉을 때까지 우리의 판단을 중단하고, 이 세계의

선의 잘못된 외양에 의해서 속지 않도록 해야 한다.”(1645년 9월 15일

엘리자베스에게 보낸 편지, AT IV 294-295, CSMK 267)171) 이런 텍스

171) 데카르트는 1647년 크리스티나 여왕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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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들에 따르면, 정념은 대상의 가치를 왜곡시키기 때문에 좋지 않은 것

이고 그래서 우리를 괴롭힌다. 예를 들어, 정념의 과잉은 우리의 판단을

혼란스럽게 하고 나중에는 결국 우리가 후회할 잘못된 결정을 하게 만든

다. (“[정념의] 과잉은 판단을 어지럽히면서 나중에 뉘우치게 될 잘못을

자주 범하게 한다.”(『정념론』203항, AT XI 481, CSM I 400))

그렇다면 정념은 우리에게 나쁜 것일까?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한데, 왜

냐하면 『성찰』을 비롯해서 데카르트는 신의 ‘진실성’에 대해서 강조하

고 있기 때문이다. 즉 진실한 신이 우리에게 나쁜 성격만을 가진 어떤

것을 인간에게 부여했을 리가 없다. 정념이 가진 나쁜 특성도 있지만 데

카르트는 『정념론』에서 계속해서 ‘정념의 유용성’에 대해 주장한다. 데

카르트에 따르면, 정념의 유용성은 ‘신체와 정신의 연합체’로서의 인간을

보존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데카르트는 『정념론』 52항에서 다음과 같

이 주장한다.

감각을 자극하는 대상에 의해서 일으켜진 정념은 우리 안에 다양한 정념을 일으키는데,

이러한 차이는 대상의 차이 때문이 아니라, 단지 그 대상이 우리에게 얼마나 해롭거나

이로운가에 따라서, 더 일반적으로는 우리에게 중요성을 지니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 (...) 모든 정념의 기능은 자연이 우리에게 유용하다고 여긴 것을 원

하도록 하고 이 의지 상태를 유지하도록 영혼을 배치한다는 단지 그 점에 있다. (AT XI

372, CSM I 349)

또한 『정념론』 40항에서도 “모든 정념의 가장 주요한 효과는, 영혼이

어떤 것 - 이것에 대해 정념이 몸을 준비시키는데 - 을 원하도록 영혼

을 자극하고 경향성을 갖게 하는 데 있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두려움의 느낌은 도망가기를 원하도록 영혼을 움직이고, 대담함

의 느낌은 싸우기를 원하도록 영혼을 움직이고, 다른 것들도 그와 같다.”

(AT XI 359, CSM I 343) 데카르트는 정념의 “자연적 기능은 몸을 보존

“영혼이 어떤 선을 소유하고 있다는 믿음 외에 영혼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아무것

도 없다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종종 이러한 믿음은 영혼 안에 아주 모호한 표상

représentation fort confuse에 불과하다는 것을 봅니다. 게다가, 신체와 영혼의 결합은

보통 어떤 선이 원래 모습보다 비교할 수 없게 더 크다는 표상을 야기하기도 합니

다.”(1647년 11월 20일 크리스티나에게 보낸 편지, AT V 84-85, CSMK 325-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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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거나 몸을 어떤 방식으로 더 완벽하게 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작용에

영혼이 동의하고 동참하도록 자극하는 데 있다.”(137항, AT XI 430,

CSM I 376)라고 주장한다. 이런 텍스트들을 통해서 정념의 기능이 정신

과 신체의 연합체를 보존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172)

그렇다면 정념의 이러한 유용성은 어떻게 가능할까? 데카르트는 동물

정기에 의해서 송과선에서 발생하는 두 종류의 운동을 구분할 수 있다고

말한다.

첫 번째 종류의 운동[감각]은 감각기관을 자극하는 대상을 영혼에 표상하거나, 뇌에서

발생하는 인상impression이다. 이것들은 의지에 어떤 영향도 주지 않는다. 두 번째 종류

의 운동[정념]은 의지에 영향을 주며 정념이나 정념을 동반하는 몸의 운동을 일으키는

운동이다. (『정념론』 47항, AT XI 365, CSM I 346)

172) 정념뿐만 아니라 감각의 기능 역시 정신과 신체의 연합체인 인간의 보존이다. 데카

르트에 따르면, 감각은 우리가 지각하고 있는 대상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지 해가

되는지는 비교적 정확하게 보여준다. “일반적으로 감각은 어떤 물체가 우리에게 도움

이나 해가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지 그 물체가 그 자체로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는 다만 가끔씩 그리고 우연히 알려줄 뿐이다.”(『철학의 원리』 2부 3항, AT

VIII-A 41-42, CSM I 224) 그래서 감각은 진리의 영역에 있어서는 애매모호하지만

우리에게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알려주는 데에는 참되다고 주장한다. “나는 신체에 이

로운 것에 대해 모든 감각이 거짓된 것보다는 참된 것을 지시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

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AT VII 89, CSM II 61)되었고, “그런 한에서는 [감각은] 충

분히 명석 판명하다.”(AT VII 83, CSM II 57) 이러한 구절들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감각의 경우 데카르트는 특정한 신체적 상태와 특정한 감각 사이의 연결 관계가 정신

과 신체의 연합을 보존하는 데 매우 잘 봉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신은 뇌

속의 이러한 특정한 움직임이 [지금과는] 다른 것을 정신에 지시하도록 설정할 수도

있”(AT VII 88, CSM II 60)었지만, 현재의 연결 관계는 뇌가 “이 움직임들에 의해

전달될 수 있는 것들 가운데 인간을 건강하게 보존하는 데에 최대한 도움이 되는 감

각만을 전달해준다면 이처럼 바람직한 일은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경험이 보여주듯

이, 자연이 우리에게 부여한 감각들은 모두 이러한 성질을 갖고 있으며, 따라서 감각

들 속에는 신의 능력과 선함을 보여주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다.”(AT VII 87, CSM

II 60) 이처럼 감각과 정념 모두 인간의 보존을 위해서 유용하다는 측면에서 신의 ‘진

실성’을 문제 삼을 수는 없다. 이러한 설명은 Wilson(1978)의 ‘자연적 설정’에 대한 주

장이 틀렸다는 것을 보여준다. Wilson에 따르면, 두뇌 상태와 감각 사이의 연결 관계

를 설정한 존재가 신이라는 것은 이 연결 관계가 필연적이지 않고 우연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더 나아가 그러한 연결 관계는 완전히 자의적이라고 주장한다.

Wilson(1978), Descartes (London: Routledge), pp.208-209. 하지만 우리가 본 것처럼,

신은 아무 이유 없이 혹은 자의적으로 육체 상태와 감각 사이의 연결 관계를 만들지

않았다. 신은 이러한 연결 관계가 정신과 육체의 연합으로서의 인간의 보존에 가장

좋기 때문에 확립해 놓았다고 주장한다. Wilson의 주장에 대해서는 Wilson(1978), 6

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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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구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데카르트의 정념은 우리의 의지를 ‘자

극’함으로써 어떤 ‘동기motivation’를 부여한다. 예를 들어 ‘두려움’의 정

념은 우리가 도망가도록 동기를 부여한다. 위에서 인용한 『정념론』 40

항을 다시 보자. 데카르트에 따르면, 곰을 본 순간 우리는 몸 안에서 발

생하는 생리적 느낌 때문에 아무런 ‘인지적 과정의 개입 없이’ 두려움을

느끼고 도망가기도 하지만, 이 두려움이라는 정념이 우리의 의지를 ‘움직

이고 경향성을 갖게’ 하여, 즉 우리 의지가 움직이도록 동기를 주어 도망

가게 만들기도 한다. 정념의 이러한 동기를 주는 힘은 무조건적인 신체

적, 생리적 느낌 그 이상이라고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데카르트의 정념은 우리가 이미 경험하고 있는 신체적 상태,

혹은 정신적 상태를 강화하기도 한다. 데카르트는 이에 대해서 『정념

론』 74항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모든 정념의 유용성은 영혼이 보존하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쉽게 지워지는 생각을 강

화하고 지속하게 하는 데 있다. 마찬가지로 정념이 일으킬 수 있는 모든 해악은 요구되

는 것 이상으로 이러한 생각을 강화하고 보존하거나, 혹은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좋지

않은 것을 강화하고 보존하는 데 있다. (AT XI 383, CSM I 354)

여기서 데카르트는 ‘정념의 유용성’을 우리가 겪은 좋은 경험을 보존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에서 찾는다. 즉 지성이 잊어버리기 쉬운 경험들을

정념은 우리가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게 해준다.173)

그런데 이렇게 어떤 인상을 붙잡아두는 정념의 기능이 왜 필요한가? 데

카르트는 「다섯 번째 성찰」에서 “나의 본성은 (...) 나의 정신의 시선을

같은 것에 계속해서 고정하지 못한다.”(AT VII 69, CSM II 48)라고 말

한다. Mersenne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영혼의 본성은 하나의 것에 한

173) 예를 들어, 데카르트는 경이의 정념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경이는 이전에 무지했던

것을 배우고 기억 안에 유지하게 하는 데 유용한데, 이 경이에 대해서 그는 『정념

론』 75항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았던 것이 지성이나 감

각에 처음으로 새롭게 나타났을 때, 그것에 대한 우리의 관념이 어떤 정념에 의해서

뇌에서 강화되지 않는다면 [그 새로운 것을] 기억 안에 절대로 붙잡아 두지 못한

다.”(AT XI 384, CSM I 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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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간 이상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다. 따라서 어떤 것이 우리에게 좋다고

보여주는 이유에서 우리의 주의를 돌리자마자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그

것을 의심하게 만드는 다른 이유를 떠올린다.”(1644년 5월 2일

Mersenne에게 보낸 편지, AT IV 115-116, CSM I 233) 데카르트에 따

르면, 우리의 본성은 명석하고 판명한 것에 주의를 기울이기 쉽다. 하지

만 애매하고 모호한 것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게 되기 쉽다(AT VII 59,

CSM II 41). 정념의 본성은 애매하고 모호하기 때문에,174) 우리에게 무

엇이 좋은지 나쁜지를 알려주는 정념에 주의를 더 기울이기 위해서는 이

러한 지각을 우리에게 더 붙들어 놓는 수밖에 없다. 이 역할을 정념이

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정념은 우리의 의지나 지성이 가지고 있는 한

계를 보완해주는 역할을 한다. 의지를 더 강하게 만들기도 하고, 지성의

집중하지 못하는 성질을 보완해 어떤 것에 더 집중하게 만들기도 하는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정념의 기능은 모두 정신과 신체의 연합체를 보

존하는 것이다.175) 하지만 여전히 남아 있는 문제는 정념은 대상이 가지

174) 『정념론』 28항에서 데카르트는 정념이 ‘애매하고 모호한 지각’이라고 주장한다.

“우리가 ‘지각’이라는 용어를 일반적인 의미에서, 즉 영혼의 작용 혹은 의지가 아닌

모든 생각을 의미하기 위해서 사용한다면, 우리가 그 용어를 분명한 인식les

connaissances évidentes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정념은 ‘지각’이라고

부를 수 있다. 왜냐하면 정념에 의해서 가장 강하게 영향을 받는 사람은 정념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 그리고 영혼과 신체의 긴밀한 결합이 모호하고

confuse 애매하게obscure 만드는 지각 가운데 속한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

다.”(AT XI 349-350, CSM I 339)

175) 데카르트가 정념의 기능이 영혼과 육체의 연합으로서의 인간의 보존을 위해서라고

주장하는 것은 조금 이상하다. 왜냐하면 데카르트는 『성찰』에서 이러한 아리스토텔

레스식의 목적론적 설명을 반대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데카르트는 「네 번째 성

찰」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나는 사람들이 흔히 목적으로부터 끌어내는 모든

종류의 원인은 자연적 사물들에 있어서는 아무 소용도 없다고 생각한다. 신의 목적을

알아내려는 것은 주제넘는 짓이기 때문이다.” (AT VII 55, CSM II 39) 그리고 「다

섯 번째 반박」에서도 “신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무엇을 만들었는지를 예측하는 것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AT VII 375, CSM II 258) 그리고 “피조물들

의 목적인(causa finales)이 아니라 작용인(causas efficientes)을 탐구해야 한다”라는

제목이 붙은 『철학의 원리』 1부 28항에서도 데카르트는 “자연물들과 관련해서 우리

는 결코 신이나 자연이 그것들을 창조하는 데 세운 목적으로부터 설명을 취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철학에서 목적인에 관한 탐구를 완전히 버려야 한

다.>”(AT VIII-A 15, CSM I 202, <> 안의 구절은 프랑스어 번역본에서 Picot가 추

가한 구절)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데카르트는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감각과 정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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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가치를 과장해서 우리를 잘못된 판단으로 이끈다는 것이다. 그

렇지만 이러한 정념의 과장 역시, 데카르트에 따르면, 항상 나쁜 것만은

아니다. 엘리자베스에게 보낸 편지에서 데카르트는 정념에 함축된 과잉

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주장한다.

저는 우리가 비극의 슬픔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 정도로 과도해지는 것을 두려워한

다면 이 슬픔은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제가 과도해질수록 더 유

용한 정념이 있다고 말했을 때, 전적으로 좋은 정념을 의미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정념

이 이성에 지배를 받아야만 한다고 덧붙였을 때 의도한 것입니다. 확실히 [정념과 관련

된] 두 종류의 과잉이 있습니다. 어떤 사물의 본성을 변화시켜서 좋은 것을 나쁘게 만

들고 그래서 이성의 지배를 막는 그러한 과잉이 있습니다. 또 다른 것은 양quantité만

증가시켜서 좋은 것을 더 좋게 만드는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기의 과잉은 용

기가 이성의 한계를 넘어설 때 무모함이 됩니다. 하지만 이성의 한계 안에 있을 때, 우

유부단과 두려움이 없는 또 다른 종류의 과잉을 가질 수 있습니다. (1645년 11월 3일

엘리자베스에게 보낸 편지, AT IV 331-332, CSMK 276-277)

기능에 대해서는 목적인에 근거하여 설명한다. 이에 대해 Garber(1992)는 데카르트가

비일관적이라고 주장한다. Garber(1992), Descartes’ Metaphysical Physic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p.338, n.14. 그러나 앞서 데카르트가 목적론에 반대하

는 텍스트를 잘 살펴보면, 데카르트가 목적인을 반대하는 것은 자연학과 관련해서이

다. “나는 자연학에서 보통 목적인을 고려하는 것은 완전히 의미 없다고 생각한다.”

(AT VII 55, CSM II 39) “모든 것들이 아주 굳건한 근거들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하

는 자연학에서, 그렇게 하는 것[목적인을 고려하는 것]은 불합리한 일입니다.” 하지만

데카르트는 윤리학에서는 목적인을 허용하는 것처럼 보인다. “자주 추측이 허용되는

윤리학에서, 신이 우주를 주제할 때 자신에게 세운 것으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목

적을 고찰하는 것이 때로는 경건한 일일 수 있습니다.” (AT VII 375, CSM II 258)

즉 데카르트의 목적인에 대한 비판은 목적인 그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니라 작용인으로

설명할 수 있고 작용인으로 설명해야하는 영역에서 신의 목적을 끌어들여서 설명하려

는 것이다. 데카르트가 비판하는 것은 목적인으로 작용인을 대체하는 것이다. 따라서

감각이나 정념의 설명에 있어서 목적인을 통해서 설명하려는 것은 작용인을 통해서

설명할 수 있는 현상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사태나 현상의 기능, 즉 목적인을 알면

그 작용인에 대해서 더 설명을 잘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데카르트

의 감각에 있어서 목적인에 설명에 대해서는 Simmons(2001), “Sensible Ends: Latent

Teleology in Descartes’ Account of Sensation”, Journal of the H istory of
Philosophy 39, pp.49-75. 또한 정념에 있어서 목적인에 대한 설명은 Schmitter(2007),

“How to Engineer a Human Being: Passions and Functional Explanation in

Descartes”, in Blackwell Companion to Descartes (MA and Oxford: Blackwell),

edited by J. Broughton and J. Carriero, Malden, pp.426-444, 그리고

Greenberg(2007) “Descartes on the passions: Function, representation, and

motivation”, Noûs 41, pp.714-73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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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편지에서 데카르트는 정념에 있어서 두 종류의 과잉에 대해서 이야

기한다. 하나는 대상의 본성을 변화시켜서 이성의 한계를 넘어서는 과잉

이고, 다른 하나는 양(量)만을 변화시키고 사물의 본성을 변화시키지는

않는다. 즉 전자의 과잉은 우리 윤리학적 삶의 최고봉인 자유의지를 발

휘하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를 정념의 노예로 만드는 과잉이고, 후자의

과잉은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 우리는 후자의 정념의 과잉 덕분에 이러

한 과잉이 없었다면 하지 못했을 일을 하게 된다. 예를 들어, 갑자기 곰

을 만났을 때, 우리는 두려움의 과잉 덕분에 정념이 없을 때보다 더 빨

리 도망갈 수 있거나, 정념이 없었다면 넘지 못했을 높은 담도 넘을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후자의 과잉은 인간에게 유익한 것이다.176)

3. 정념과 자유의지

그렇지만 여전히 정념의 나쁜 과잉은 우리에게 문제를 일으킨다. 따라

서 데카르트는 정념은 본성상 유용하지만 때로는 지나친 면이 있기 때문

에 이 나쁜 과잉을 치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결국 『정념론』에서 말

하는 ‘『정념론』 윤리학’은 이러한 나쁜 정념을 ‘치료’하는데 있다.177)

정념의 과잉이 문제라면 어떻게 이러한 정념의 과잉을 치료할 수 있을

까? 데카르트는 자신이 『정념론』을 쓴 목적이 정념의 통제라고 분명히

말한다. 『정념론』의 마지막 부분에서 데카르트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

다. “지혜의 가장 중요한 사용은 정념을 통제하도록 우리를 가르치는 데

있고, 정념이 일으키는 악을 견딜 만한 것으로, 또 기쁨의 근원으로 만들

176) 그래서 데카르트는 Chanut에게 정념의 유용성에 대한 편지를 보낸다(1646년 11월

1일, AT IV 538, CSMK 300). 이 편지에서 데카르트는 정념은 영혼에 유용하기 때문

에, 그리고 영혼은 신체와 결합하지 않고는 정념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영혼이 신체

와 결합에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정념의 유용성 때문이라고 말한다. 또 『정념

론』 211항과 212항도 참조.

177) ‘치료법’이라는 단어는 『정념론』에 자주 등장한다. 『정념론』 144항, 145항, 148

항, 156항, 161항, 170항, 203항, 211항 참조. 또한 1645년 5월 또는 6월 엘리자베스에

게 보낸 편지 참조(AT IV 220, CSMK 250-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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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게 정념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212항, AT XI 488,

CSM I 404) 이 구절은 데카르트가 『정념론』을 쓴 목적이 정념의 통제

임을 확실히 보여준다.

실제로 1641년 Pollot에게 보낸 편지에서 데카르트는 정념을 통제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Pollot의 형제가 죽었다는 소식에 데

카르트는 과도한 슬픔을 통제하려고 시도했던 자신의 경험을 들려준다.

Pollot에게 편지를 쓰기 전에 데카르트는 자신의 딸 Francine의 죽음

(1640년 9월 7일)과 아버지 Joachim의 죽음(1640년 10월 17일)을 경험했

다.

저는 방금 당신의 슬픈 소식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비록 저는 이 편지에서 당신의 고

통을 완화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말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적어도 당신이 느끼고 있는

감정에 대해서는 제가 공감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 얼마 전에 저 역시

가까운 두 사람의 죽음을 겪었습니다. 저는 슬픔에서 저를 보호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슬픔을 증가시킬 뿐이고 저의 슬픔에 공감했던 사람들의 친절함에 오히려 위로를 받았

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감정에 절제가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럴

말한 이유가 있을 때 전혀 슬퍼하지 않는다면 문제입니다만, 자기 자신을 슬픔에 완전

히 내어주는 것도 칭찬할 만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힘을 다해 문제적인 정념으로

부터 우리 자신을 자유롭게 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바를 하

지 않는 것입니다. (1641년 1월 중순 Pollot에게 보낸 편지, AT III 278-279, CSMK

167)

이 구절은 데카르트가 과도한 정념을 통제하고 정념을 적절하게 경험하

는 데 관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데카르트는 Pollot를 슬픔에서 ‘보

호’하려는 대신 슬픔을 절제하여 ‘자기 자신을 슬픔에 완전히 내어주지

않도록’ 권한다. 하지만 여기에서 데카르트는 Pollot에게 어떻게 그의 슬

픔을 통제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는다. 정념을 통제하는

문제는 『정념론』에서 다시 등장하는데, 데카르트는 정념의 잘못된 사

용과 과도한 정념을 피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야 하는 ‘치료법’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나는 이 치료법 가운데 숙고와 근면을 포함시켰다. 숙고와 근면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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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 안에서 피와 정기의 움직임을 그것과 결합되어 있는 생각에서 분리하려고 노력함

으로써 자연적 결함을 교정할 수 있다. (『정념론』 211항, AT XI 486, CSM I 403)

그렇다면 데카르트가 말하는 이 ‘치료법’은 무엇인가? 우리는 어떻게 정

념을 제어하고 통제할 수 있을까? 이 구절에서 데카르트는 송과선 안의

운동을 그것과 연결되어 있는 정념으로부터 분리함으로써 정념을 교정할

수 있다고 말한다. 즉 정념을 제어하는 방법은 신체 안의 생리적 운동과

그것과 연결되어 있는 정념을 ‘우리 자신 안에서’ 분리하는 것이다. 그렇

게 함으로써 우리에게 해가 되는 정념과 연결된 우리 신체 안의 정기의

운동을 우리에게 유익한 정념과 연결시키는 것이다.

하지만 즉각적인 의문이 생긴다. 데카르트는 『정념론』 28항에서 “정

념은 영혼과 신체의 긴밀한 결합인 지각에 속한다.”(AT 349-350, CSM

I 339)라고 주장한다. 정념의 경우 영혼과 신체는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

기 때문에 신체의 작용과 영혼의 정념 사이의 연결 관계는 분리할 수 없

는 것처럼 보인다. 실제로 데카르트는 신체 안의 생리적 상태와 그에 상

응하는 영혼의 정념의 연결은 자연에 의해서 설정institué되었기 때문에

나눌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처럼 보인다. 데카르트는 『정념론』 107항

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우리의 영혼과 신체는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우리의 신체적 작용을 특정 생

각과 연결하고 나면 하나는 다른 하나를 떠올리지 않고는 나타나지 않는다. (AT XI

407, CSM I 365)178)

‘정념이 영혼에 일어나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하는 『정념론』 36항에서

도 데카르트는 우리가 매우 이상하거나 공포스러운 어떤 것을 볼 때 우

리는 자연적으로 불안을 느끼는데, 왜냐하면 “정기가 이 기공으로 단지

들어오는 것만으로 영혼이 이 정념을 느끼도록 자연에 의해서 설정된

institué 특정한 운동이 송과선에 만들어지기 때문이다.”(36항, AT XI

178) 같은 구절이 『정념론』 136항에도 나타난다. 또한 1646년 5월 엘리자베스에게 보

낸 편지(AT IV 408, CSMK 286)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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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 CSM I 342) 마찬가지로 “공포horreur는 영혼에 갑작스럽고 예상치

못한 죽음을 표상하도록 자연에 의해서 설정되었다. 따라서 단지 벌레를

건드리거나 부스럭거리는 낙엽 소리, 혹은 우리의 그림자가 공포를 주지

만 우리는 즉각적으로 죽음의 위협을 경험한 것처럼 커다란 감정을 느낀

다.”(89항, AT 394-395, CSM I 359-360) 또한 매력agrément은 “우리가

매력을 느끼는 것을 인간에게 속한 모든 좋은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

로 표상해서 이러한 즐거움을 우리가 욕망하도록 자연에 의해서 특별히

설정되었다.”(90항, AT XI 395, CSM I 360) 이러한 구절들을 통하여, 예

를 들어, 곰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자연적으로 공포를 느끼도록,

그리고 우리가 어떤 매력적인 것을 봤을 때는 자연적으로 즐거움을 느끼

도록 자연에 의해서 설정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자연

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송과선의 모든 운동을 특정한 생각과 연결시킨

것처럼 보인다.”(50항, AT XI 368, CSM I 348) 따라서 만약 송과선의

운동과 영혼의 정념 사이의 연결 관계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자연에

의해서 지금 그대로 설정되었다면, 어떻게 우리는 그 연결 관계를 분리

하거나 변화시킬 수 있을까? 신체의 작용과 영혼의 정념 사이의 연결 관

계가 자연에 의해서 아주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어서 우리가 통제할 수

없다면, 정념을 통제해야 한다고 하는 데카르트의 윤리학적 노력은 애초

에 불가능한 것이 아닐까?

하지만 데카르트는 생리적 상태와 정념 사이의 연결 관계가 우리의 통

제를 벗어나 있는 듯 보이지만, 이러한 타고난 자연의 설정을 넘어설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한다고 분명히 주장한다.179) 데카르트는 『정념론』 44

항과 50항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각 의지는 송과선의 운동과 자연적으로 결합되어 있지만, 노력이나 습관을 통해서 의

지를 다른 운동과 결합시킬 수 있다. (44항, AT XI 361, CSM I 344)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자연이 송과선의 모든 운동을 특정 생각과 결합시킨 것처럼 보

179) Hoffman은 이러한 주장이 “영혼이 정념을 통제할 수 있다는 데카르트의 주장 중

가장 놀라운 부분이다.”라고 주장한다. Hoffman(1991), p.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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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만, 우리는 습관을 통해서 그 운동을 다른 것과 결합시킬 수 있다. (...) 어떤 대상

을 영혼에 표상하는 뇌의 운동은 영혼에 특정 대상을 만들어내는 운동과 자연적으로

연결되어 있지만, 습관을 통해서 뇌의 운동은 영혼의 운동과 분리되어서 아주 다른 영

혼의 운동과 결합될 수 있다. (50항, AT 368-369, CSM I 348)

이 구절들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뇌의 운동과 영혼의 정념 사이의 연

결 관계가 분리될 수 있는 것은 ‘자연적 설정natural institution’ 이외에

다른 연결의 방식, ‘습관을 통한 설정habitual institution’이 있기 때문이

다.180) 데카르트는 정념의 통제가 신체의 운동과 그에 상응하는 영혼의

정념 사이의 연결 관계를 재설정함으로써 가능해진다고 생각한다. 그리

고 이 재설정은 습관에 의해서 가능해진다. 습관을 통해서 우리는 송과

선 안의 생리적 상태를 그것에 의해 만들어진 정념으로부터 분리하고 그

것을 다른 정념에 연결시킨다.

그렇다면 ‘습관을 통한 설정’은 무엇이며, ‘자연적 설정’과는 어떻게 다

른가? 데카르트는 『정념론』 44항에서 그 둘을 다음과 같이 구별한다.

“우리가 어떤 운동이나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의지하지만 항상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자연 혹은 습관이 송과선의 특정한 운동

과 특정한 생각을 연결시키는 다양한 방식에 의존하기 때문이다.”(AT

XI 361, CSM I 344) 그리고 나서 데카르트는 자연적 설정의 예를 제시

한다.

우리가 아주 멀리 있는 대상을 보기 위해서 우리 눈을 조정하기 원하면, 이 의지가 눈

동자를 확장시킨다. 만약 아주 가까운 대상을 보기 위해서 눈을 조정하기 원하면, 이

의지는 눈동자를 수축시킨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눈동자를 크게 하려고 생각한다면,

그러한 의지는 가질 수 있지만 눈동자를 확대시킬 수는 없다. 왜냐하면 송과선의 운동

– 이 운동을 통해서 정기는 눈동자를 확대하거나 축소하기 위해 요구되는 방식으로

시신경으로 이동한다. -은 자연에 의해서 멀리 있는 대상 혹은 가까이 있는 대상을 보

려는 의지와 결합되어 있지, 눈동자를 크게 하거나 수축하는 의지와 연결된 것은 아니

기 때문이다. (AT XI 362, CSM I 344)

180) ‘자연적 설정’과 ‘습관을 통한 설정’이라는 용어는 Shapiro(2003a), “Descartes’

Passions of the Soul and the Union of Soul and Body”, Archiv für Geschichte der
Philosophie 85, p.225에서 차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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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자연적 설정’은 자연에 의해서 설정된 신체의 작용과 정신의 생

각 사이의 최초의 연결 관계를 의미한다. 즉 우리의 의지가 아무리 강해

도 우리는 눈동자를 직접적으로 확장하거나 수축할 수는 없다. 다만 우

리의 의지는 멀리 있거나 가까이 있는 대상과 관계를 맺을 수 있다. 하

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다. 데카르트는 자연에 의해서 설정된 뇌의 상태

와 정념 사이의 첫 번째 연결 관계는 새로운 습관을 통해서 다시 설정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습관을 통한 설정’에 관한 데카르트의 견해에 따르면, 우리는 ‘획득한

습관’ 덕분에 특정 정념(혹은 생각)을 이전에 연결되지 않았던 신체의 운

동과 새롭게 연결시킬 수 있다. 우리가 언어를 말하는 것을 배울 때, 우

리는 자연에 의해서 설정된 것에서 출발한다. 즉 우리의 혀와 입술을 움

직이려는 의지(사유)와 그것들의 운동(신체적 상태)이 그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것을 배워갈수록 우리는 최초의 자연적 설정을 넘어서서

습관을 통해 특정 의미와 이러한 신체적 운동 사이의 연결 관계를 새롭

게 설정한다.181) 언어를 배우는 예를 통해서 데카르트는 생각과 송과선

안에서의 운동 사이의 연결 관계를 새롭게 설립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

여하는 듯하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념을 지배하고 통제할 수 있는 것

은 신체의 작용과 그에 상응하는 정념 사이의 연결 관계를 분리하고 재

설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1장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습관의 강조는 데카르트 윤리학에서

계속해서 강조되는 요소이다. ‘『정념론』의 윤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개

념 중의 하나인 ‘습관을 통한 설정’ 역시 우리의 윤리적 삶에서 습관이

181) “말할 때 우리는 말하고자 하는 것의 의미만을 생각한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동일한 단어를 말하기 위해서 [신체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방식으로 혀와 입술을 움

직이려고 생각하는 것보다 그것들을 쉽고 효과적으로 움직이게 만든다. 왜냐하면 말

을 하는 것을 배울 때 획득한 습관은 영혼의 작용(이것은 송과선을 통해서 혀와 입술

을 움직일 수 있게 한다)을 혀와 입술의 움직임 자체가 아니라 그 움직임에 따라 나

오는 단어의 의미와 연결시킨다.” (44항, AT XI 363, CSM I 344-345) 또 『정념론』

50항에서도 데카르트는 송과선의 운동이 특정한 글자의 모양을 영혼에 표상하도록 자

연에 의해서 설정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습관을 통한 설정을 통해서 우리는 그

글자의 모양 대신에 의미와 연결시킬 수 있게 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1647년 2월 1

일 Chanut에게 보낸 편지(AT IV 604, CSMK 307)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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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는 중요성을 데카르트가 다시 한 번 강조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아

무리 ‘약한 영혼’이라도 습관적인 훈련과 연습을 통해 정념을 통제할 수

있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우리에게만 달려있는 의지를 사용하는 삶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데카르트는 이러한 분리와 재설정이 단 한 번의 사건으로도 획득될 수

있고 오랜 연습과 훈련을 요구하지 않아서 “아무리 약한 영혼이라도 잘

만 인도된다면 정념에 대한 절대적 통제 능력을 획득하지 못하는 영혼은

없다.”(50항, AT XI 368, CSM I 348)라고 말한다. 예를 들어, “우리가

식욕을 갖고 맛있게 먹는 음식에서 아주 더러운 것을 예상치 못하게 마

주쳤을 때, 우리의 놀람은 우리 뇌의 상태[배치]를 크게 변화시켜 이전에

는 아주 맛있게 먹었던 음식을 이 후에는 그런 음식을 볼 때마다 혐오감

을 느낀다.”(같은 곳) 이처럼 하나의 사건으로도 우리 뇌의 상태를 바꾸

기에 충분하고 그 결과 동일한 송과선의 운동이 상반되기까지 한 서로

다른 정념을 일으킬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데카르트는 다음과 같이 주

장한다.

이러한 것들은 각 개인에게 그들의 정념을 통제하는 방법을 배울 용기를 주기 위해서

알면 유용하다. 왜냐하면 약간의 노력으로 우리는 이성이 결여된 동물의 뇌의 운동을

바꿀 수 있으므로, 그러한 변화를 인간 안에서 더 잘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가장 연약한 영혼을 소유한 사람조차도, 우리가 아주 부지런히 훈련

하고 지도한다면, 그들은 모든 정념에 대해 절대적 지배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은 분명하

다. (50항, AT XI 370, CSM I 348)

두뇌 상태와 정념 사이의 연결 관계는 분리될 수 있고 재설정될 수 있

다는 데카르트의 주장은, 이 구절이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가 정념을 규

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두뇌 상태와 정념 사이의 연결 관계는 분리가능하고 재설정이 가능하다

는 데카르트의 주장이 가진 충격적인 함축은 최초의 ‘자연적 설정’ 관계

를 분리하고 새로운 연결 관계를 만들어 내는 것은 신의 의지가 아니라

우리의 의지라는 것이다. Chanut에게 보낸 편지에서, 데카르트는 “신체

와 결합하는 영혼의 자연적[타고난] 능력이 각각의 사유와 신체의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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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이나 조건 사이의 연결의 가능성을 만들어낸다는 것에 놀라지 말아

야 한다.”(1647년 2월 1일 보낸 편지, AT IV 603-604, CSMK 307)라고

주장한다. 여기서 데카르트는 우리 영혼은 특정 사유와 신체적 운동을

결합하는 ‘자연적[타고난] 능력’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데카르트에

따르면, 이 자연적 능력이 바로 우리의 의지이다. 따라서 두뇌 상태와 정

념 사이의 연결 관계의 분리와 재설정의 가능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

리는 정념과 자유 의지 사이의 관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봐야할 필

요가 있다.182) 데카르트는 『정념론』 41항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영혼의 활동[작용]은 단지 어떤 것을 의지함으로써, 영혼과 긴밀하게 결합된 작은 송

과선을 이 의지에 상응하는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필요한 방식으로 움직이게 하는 데

있다. (AT XI 360, CSM I 343)

예를 들어, 어떤 것을 기억하려는 의지는 송과선을 “우선 한 쪽으로 기

울게 하고 다음에는 다른 쪽으로 기울게 만들어서 뇌의 다른 곳을 향해

서 정기를 보내는데, 우리가 기억하고자 하는 대상이 남긴 흔적이 있는

곳에서 정기는 멈추게 된다.” 이를 통해서 의지는 “동일한 대상을 영혼

에 표상하는 특별한 움직임을 만들어내고, 영혼이 기억하고자 원했던 것

으로 그 대상을 인지하게 한다.”(42항, AT XI 360, CSM I 343-344; 또

『정념론』 43항(AT XI 361, CSM I 344)과 『철학의 원리』 4부 190항

(AT VIII-A 317, CSM I 280)도 참조)

물론 우리의 의지는 우리가 원하는 정념을 직접적으로 일으킬 수는 없

다. 데카르트는 정념은 “우리 의지의 활동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일으켜

지거나 억압될 수는 없다. 우리가 가지고 싶거나 거부하고 싶은 정념과

통상적으로 결합된 대상을 표상함으로써 단지 간접적으로만 그럴 수 있

다.”(45항, AT XI 362, CSM I 345; 41항 AT XI 359, CSM I 343)라고

주장한다. 데카르트는 의지를 통해서 눈동자를 확장하거나 수축할 수 없

182) 정념과 의지의 관계에 대해서는 Greenberg(2007), pp.772-779와 Alanen(2003),

Descartes’s Concept of Mind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7장 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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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처럼 우리의 의지는 송과선에 직접적으로 작용함으로써 우리가 원

하는 정념을 만들어내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

데 왜 그런가? 데카르트에 따르면, 우리의 의지는 “영혼에서부터 직접적

으로 나오고 영혼에만 의존하는 것처럼 보인다.”(17항, AT XI 342, CSM

I 335) 따라서 의지는 “절대적으로 영혼의 힘 안에 존재하고 신체에 의

해서는 간접적으로만 변할 수 있다.” 반면 정념은 “그것들을 만들어내는

[신체의] 작용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영혼에 의해서는 간접적으로만 변

할 수 있다.”(41항, AT XI 359, CSM I 343) 이런 구절들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데카르트는 우리의 의지가 송과선에 간접적으로만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데카르트는 의지가 송과선에 직접적으로 작용

하는 대신 의지가 “송과선을 움직이게 만들 수 있는 힘을” 가지기 위해

서 어떤 것을 기억하거나 상상하도록 추천한다(『정념론』 43항, AT XI

361, CSM I 344). 또 『정념론』 45항에서는 우리의 주의를 바꾸어 다른

생각을 갖게 해서 다르게 행동할 수 있게 한다. 예를 들어, 우리가 잘못

된 생각 혹은 정념을 가질 때, 우리는 우리의 의지를 통해서 이러한 생

각에 반하는 ‘이유, 대상, 선행사건’을 생각할 수 있다.

그렇다면 왜 데카르트 철학에서 의지는 정념에 간접적으로만 영향을 미

칠 수 있을까? 그것은 데카르트에게 영혼과 육체는 아주 밀접하게 연관

되어 있기는 하지만 전적으로 다른 속성을 가진 실체이기 때문이다(『철

학의 원리』 1부 51-53항, AT VIII-A 25-26, CSM I 210-211). 그래서

영혼이 나누어져 있어 낮은 단계의 영혼이 높은 단계의 영혼의 말을 듣

고, 혹은 높은 단계의 영혼이 낮은 단계의 영혼을 가르치는 영혼관과 달

리 데카르트의 영혼은 송과선을 통해서 간접적으로만 육체에 영향을 미

칠 수 있다.183) 즉 데카르트의 새로운 영혼관, 단일한 영혼은 의지가 육

183) 데카르트는 영혼에는 여러 부분이 있다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을 거부한

다. 데카르트는 『정념론』 47항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사람들이 관습적으로

영혼의 낮은 부분, 즉 감각적인 부분과 높은 부분, 즉 이성적인 부분 사이, 혹은 자연

적 욕구와 의지 사이에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투쟁은 오직 [동물]정기에 의한 신체와

의지에 의한 영혼이 송과선에 동시에 일으키는 운동 사이의 대립에만 존재한다. 왜냐

하면 우리 안에 영혼은 오직 하나 밖에 없으며, 이 영혼은 그 안에 어떤 부분으로 나

누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감각적인 부분이 바로 이성적인 부분이며, 영혼의 모든 욕구

는 의지이다. 영혼이 다른, 대체로는 서로 대립되는 배역을 연기하도록 만들었던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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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에 직접적으로 작용할 수 없게 만든다.184)

하지만 『정념론』의 윤리학에서 중요한 사실은 비록 의지는 우리가 불

러일으키거나 억압하기 원하는 정념을 만들어 내도록 송과선 안의 생리

적 운동을 직접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지만, 의지야말로 신체의 작용과

영혼의 정념의 최초의 연결 관계를 분리하고 재설정할 수 있는 ‘고유한

무기propres armes’라는 점이다. 그리고 이 영혼의 ‘고유한 무기’를 잘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강한 영혼’이 될 수 있다. 데카르트에 따르

면, 이러한 ‘가장 강한 영혼’이 ‘의지를 통해서 자연적으로 가장 쉽게 정

념을 정복’하고 ‘정념을 동반하는 신체의 운동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사

람이다.185) 우리는 ‘정기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힘’(47항, AT XI 366,

CSM I 346)을 가진 의지 덕분에 정념이 과도하거나 잘못 사용될 때 특

정 동물 정기와 그것이 결합된 정념을 분리해서 그 연결 관계와 아주 다

는 영혼의 기능이 육체의 기능 – 이성에 대립되는 것으로 우리 안에서 발견되는 모

든 것이 이것에 귀속되어야 한다. - 과 올바르게 구별되지 않은 데에서 등장한다. 따

라서 여기서는 아무런 투쟁도 일어나지 않는다.” (AT XI 364, CSM I 345-346) 데카

르트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토마스 아퀴나스의 영혼관도

거부한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혼 구분에서 ‘감각적인 영혼

sensible soul’을 다시 ‘호의적 욕구appetitus concupiscibilis’와 ‘적대적 욕구appetitus

irascibilis’로 구분한다. 데카르트는 이러한 토마스 아퀴나스의 주장을 『정념론』 68

항에서 다음과 같이 비판한다. “여기에서 나는 정념에 대해서 이전에 저술했던 사람

들의 의견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이것에 대한 아주 좋은

이유가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영혼의 감각적인 부분에서 두 욕구 – 그들은 하나는

호의적 욕구Concupiscent로 다른 하나는 적대적 욕구Irascible로 이름을 붙인다. -를

구분함으로써 그들의 [감정에 대한] 목록을 얻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는 위에서 이야

기한 것처럼 영혼의 부분을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영혼은 두 개의 능력, 욕망하는 능

력과 분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 외에 다른 것을 의미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

는다. 그리고 같은 방식으로 영혼은 경탄하고 사랑하고 희망하고 두려워하는 능력, 그

리고 그 외 다른 정념도 자신 안에 받아들이는 능력을 가지고 있거나, 이러한 정념이

영혼으로 하여금 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왜 그들

이 모든 정념을 호의 혹은 적대에 지시하는지 알 수 없다.”(AT XI 379, CSM I 352)

184) Hassing(2015)은 이 점에 대해서 “데카르트의 (...) 인간 영혼의 ‘단일화’는 근대의

무한하고 분화되지 않는 자아로 향하는 필연적인 발걸음이었다.”라고 주장한다.

Hassing(2015), Cartesian Psychophysics and the Whole Nature of Man: On
Descartes’s Passions of the Soul (London: Lexington Books), p.7.

185) “가장 강한 영혼을 가진 사람은 의지를 통해서 자연적으로 가장 쉽게 정념을 정복

하고 그 정념을 동반하는 신체의 운동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자이다. 그러나 의지의

힘을 결코 시험해 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왜냐하면 그들은 결코 그것의 고유

한 무기를 가지고 싸우지 않고, 다른 정념에 저항하기 위해서 어떤 [다른] 정념이 주

는 무기만으로 싸우기 때문이다.”(48항, AT XI 367, CSM I 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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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정념과 결합시킬 수 있다.

이처럼 ‘자연적 설정’을 통해서 결합되어 있는 동물정기의 운동과 정념

을 우리의 의지를 통해서 분리하여 새로운 정념에 연결시키는 경험은 아

주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고유한 무기’인

자유의지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자연적 설정’이 신이 만

들어 놓은 연결 관계라면, ‘습관을 통한 설정’은 인간인 우리가 만들어

놓은 연결 관계이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조금 더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1641년 8월 Hyperaspites에게 보낸 편지를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

이다.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정신이 신체와 아주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어서 신체는

거의 항상 정신에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창 건강한 육체를

가진 성인의 삶을 살 때 정신은 감각에 의해서 제시된 것과는 다른 것을 생각할 자유를

누립니다. (AT III 423-424, CSMK 189-190)

여기서 데카르트는 우리의 자유를 증명하기 위해서 감각의 예를 든다.

우리는 감각에 의해서 제시된 것과 다른 것을 생각함으로써 우리의 자유

를 경험한다. 정념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데카르트는 정념의 노예가 되면

우리는 우리의 의지를 상실하는 노예로 전락해서 가장 비참한 상태에 빠

지게 되지만 우리의 의지를 통해서 나쁜 정념을 우리에게 유익한 정념으

로 바꿈으로써 우리는 우리 안에 존재하는 의지의 힘을 경험하게 된다.

데카르트 윤리학에서 이러한 자유의지의 경험은 매우 중요하다. 데카르

트는 자유의지를 설명할 때 ‘expérimenter’(라틴어를 사용할 때

‘experior’) 단어를 자주 사용한다. 즉 자유의지는 우리가 그것을 행사할

때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데카르트는 네 번째 성찰에서

“나는 또 신이 나에게 충분히 광대하고 완전한 의지 즉 자유의지를 주지

않았다고 불평해서는 안 된다. 나는 오히려 의지가 어떤 울타리 안에 갇

혀 있지 않음을 내 안에서 분명히 경험하고 있다. (...) 내 안에서 그보

다 더 큰 것의 관념을 포착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것으로 경험하는 것은

오직 의지, 즉 자유의지뿐이다.”(AT VII 56-57, CSM I 39-40, 강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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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자)라고 말한다. 또 『철학의 원리』 1부 6항에서도 “언제나 우리는

완전히 확실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를 가지

고 있다는 것을, 따라서 오류를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 알

고 있다.”(AT VIIIA 6, CSM I 194, 강조는 인용자)186)라고 주장한다.

그래서 데카르트는 자유의지가 “본유 관념인 공통개념들 중 최초의 그리

고 가장 공통적인 것”(『철학의 원리』 1부 39항, AT VIIIA 19, CSM I

206)인 경험이라고 주장한다.187) 이러한 ‘경험’으로서의 자유의지에 대한

강조를 잘 보여주는 텍스트는 「다섯 번째 반박에 대한 답변」에서 자유

의지를 부정하는 가상디의 반박에 대한 답변이다.

나는 그 자체로써 명백한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의지의 비결정성과 관련해서 부

정하는 것들을 당신의 목전에서 입증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근거를 통해 사람

들에게 확신되어야 하는 것들이 아니라,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에게서 경험해야 하는 것

들이기 때문입니다. (...) 원하지 않으면, 자유로워지지 마십시오. 나는 내가 나에게서 자

유를 경험할 때 나의 자유를 만끽하며, 또 당신은 이를 어떤 근거로도 반박하지 못합니

다. 당신은 그저 부정을 통해서만 반박할 뿐입니다. 그리고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서 당

신보다 더 커다란 신뢰를 얻게 될 것입니다. 나는 내가 경험한 것만을, 그리고 누구든

자기 자신에게서 경험할 수 있는 것만을 주장하고 있지만, 당신은 그것을 단지 당신이

경험하지 못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AT VII 377, CSM II 259)

이 구절은 얼핏 보면 데카르트는 인간은 자유의지가 없다는 가상디의

주장을 반박하기 보다는 그냥 냉소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데카르트는 가상디에게 자유의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 마음에 안 들면,

자유로워지지 말라고 한다. 왜냐하면 자유의지는 “사람들에게 확신되어

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들에게서 경험해야 하는 것들이기 때문

이다.” 그런데 데카르트가 가상디에게 이렇게 냉소적으로 대답하는 이유

는 사실 가상디는 자신이 자유롭지 않다고 말함으로써 오히려 ‘자유롭게’

자유의지를 부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데카르트는 1645년 2월 9일

186) 「세 번째 반박에 대한 답변」에서도 “나는 자유와 관련해서 우리 모두가 우리 안

에서 경험하는 것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받아들이지 않았다.”(AT VII 191, CSM II

134)라고 말한다.

187) 또한 『철학의 원리』 1부 41항(AT VIIIA 20, CSM I 206) 역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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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sland에게 보낸 편지에서 “매우 분명한 근거[이성]가 우리를 한 방향

으로 움직일 때, 비록 도덕적으로 말해서 우리는 거의 반대 방향으로 움

직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절대적으로 말해서 우리는 [명확한 이성이 우

리를 이끄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 만약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자유의지를 증명하는 것이 좋은 일이라고 생각

되면 말입니다.”(AT IV 173, CSMK 245) 데카르트의 생각은 자유의지를

경험하는 것은 인간의 본질적인 경험인데, 만약 이 자유를 부정하는 것

을 통해서 자유의지를 증명할 수 있다면 자유를 부정할 수 있다고 주장

한다. 즉, 자유의지를 부정하는 자체가 자유의지를 보여주는 행위이다.

데카르트에 따르면, 결국 우리는 자유의지를 부정하는 것에서조차 우리

의 자유를 ‘경험한다.’

그런데 이런 자유의지의 힘을 가상디처럼 부정적으로가 아니라 긍정적

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경우가 바로 정념의 통제, 혹은 ‘습관을 통한 재설

정’이다. 『정념론』에서 우리는 정념과 동물정기의 연결 관계를 우리 의

지를 통해서 바꾸면서 우리는 정념의 노예가 아니라 ‘위대한 영혼’으로

고양된다. 이러한 ‘위대한 영혼’은 자신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정념을 통

제하고, 따라서 스스로의 삶에 주인이 되는 존재이다. 이를 통해서 우리

는 우리 자신의 자유를 경험한다. 한편 이러한 자유의지의 경험은 데카

르트 윤리학의 최고봉이라 할 수 있는 ‘관대함générosité’과 연결된다. 다

음 장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데카르트 윤리학의 이상적 존재인 ‘관대

한 사람’은 자신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고 우리

의 도덕적 삶은 자유의지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만 달려있다는 것을 아

는 사람이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정념이 항상 자유의지

에 복속된 것만은 아니라는 점이다. 앞서 본 것처럼, 정념이 우리 의지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188) 정념은 그렇지 않으면 쉽게 잊어버리거나 지

188) “모든 정념의 가장 주요한 효과는, 영혼이 어떤 것 - 이것에 대해 정념이 몸을 준

비시키는데 - 을 원하도록 영혼을 자극하고 경향성을 갖게 하는 데 있다는 것을 주

목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두려움의 느낌은 도망가기를 원하도록 영혼을 움직이고, 대

담함의 느낌은 싸우기를 원하도록 영혼을 움직이고, 다른 것들도 그와 같다.”(AT XI

359, CSM I 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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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졌을 생각에 우리 정신을 붙잡아두기도 하고, 대상의 가치를 가장함으

로써 우리의 의지가 생존에 유익한 것을 원하도록 만든다. 데카르트에게

자유의지도 우리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힘이지만 정념 역시 의지에 영향

을 미침으로써 우리의 윤리적 삶에 영향을 미치는 동기적 힘이다. 『정

념론』에서 데카르트가 주장하는 것은 이처럼 정념이 우리 삶에 끼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이고, 따라서 이 정념을 잘 통제하여 우리의 의지를 더

잘 사용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런 자유의지와 정념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데카르트의 ‘관대함’이다. 다음 장에서는 이 ‘관대함’의 정념-

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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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관대함générosité’의 윤리학189)

3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데카르트가 『정념론』을 쓴 목적 중의 하나는

사람들이 정념을 잘못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과도한 정념에 사로잡히

지 않게 만들어 줄 ‘치료법remède’을 제시하는 것이었다. 특히 데카르트

는 정념에 대한 ‘치료법’ 중에서 가장 ‘일반적인 치료법remède générale’

을 ‘관대함générosité’190)이라고 주장한다. 데카르트는 『정념론』 161항

에서 “관대함은 다른 모든 덕들의 열쇠이고 정념의 모든 무질서에 대한

일반적인 치료법이기 때문에, 이러한 [관대함에 대한] 고찰은 아주 중요

하다고 보여진다.”라고 말한다.191) 따라서 ‘정념의 치료법’으로서의 『정

념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데카르트의 관대함을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

이다. 뿐만 아니라 데카르트는 관대함을 ‘다른 모든 덕들의 열쇠la clef

de toutes les autres vertus’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덕 개념을 중심

으로 하고 있는 데카르트의 윤리 사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도 데카르트의

관대함을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데카르트 윤리학이 ‘철학의 나무’에

서 열리는 열매라면, ‘관대함’은 ‘윤리학’이라는 가지에서 열리는 마지막

열매라고 할 수 있다.192) 이 장에서 이 ‘관대함’이 무엇이고, 어떤 의미에

서 관대함이 ‘다른 모든 덕들의 열쇠’인지를 해명하도록 하겠다.

189) 이 장은 이재환(2015), 「데카르트 철학에서 ‘관대함(générosité)’에 대하여」, 『범

한철학』 79집:259-287을 수정하고 확장한 내용이다.

190) 데카르트의 ‘générosité’를 ‘관대함’으로 번역하는 것이 데카르트가 생각하고 있는 개

념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지 않다. 이 논문에서는 관례에 따라 ‘관대함’으로 번역하

지만 더 적확한 우리말 번역은 더 논의가 되어야 할 것이다.

191) 관대함이 ‘정념의 모든 무질서에 대한 치료법’이라는 표현은 『정념론』 156항의 소

제목 “관대함의 속성은 무엇이고, 어떻게 관대함이 정념의 모든 무질서에 대한 치료

법으로 기능할 수 있는가”(AT XI 447, CSM I 385)에도 나타난다. 또한 데카르트는

203항에서도 관대함은 “[분노colère의] 과잉에 대해서 발견할 수 있는 최고의 치료

법”(AT XI 481, CSM I 401)이라고도 말한다.

192) Rodis-Lewis(1987)는 관대함을 ‘데카르트 형이상학의 마지막 열매’라고 주장한다.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데카르트가 『철학의 원리』 서문에서 설명한 ‘철학의 나무’

의 마지막 가지가 ‘의학, 기계학, 윤리학’인데, 그 가지 중에서 데카르트 윤리학을 완

성하는 열매가 바로 ‘관대함’이기 때문이다. 데카르트의 ‘관대함’에 대한 국내 문헌으

로는 이경희(2010) 「데카르트의 도덕론에서 관대함과 사랑의 문제」, 『가톨릭철

학』 15호: 97-126와 김성환·이경희(2010)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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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첫 번째 절에서는 데카르트의 ‘관대함’ 개념이 철학사에서 어떤 변

천을 겪었는지 아리스토텔레스의 ‘megalopsychia’, 키케로의 ‘animi

magnitudo’, 그리고 토마스 아퀴나스의 ‘magnanimitas’ 개념과의 공통점

과 차이점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한편 데카르트에 따르면, 관대함은

‘정념-덕’이다. 관대함의 정념이 먼저 우리 안에서 발생하고 그 후에 그

정념이 덕이 된다(AT XI 454, CSM I 388). 두 번째 절에서는 이러한

‘정념으로서의 관대함’이 ‘경이admiration’의 정념과의 연관성 속에서 해

명될 것이다. 또한 데카르트는 ‘관대함’이 욕망의 ‘일반적인 치료책’(AT

XI 438, CSM I 380)이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관대함’을 통해서 우리는

무관심한 대상이었던 자유의지에 더 관심을 기울이게 되고, 그 결과 ‘나

에게만 의존하는 것’인 자유의지와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고 오직 ‘나

에게만 의존하는 것’만을 욕망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이 ‘일반적인

치료책’으로서의 관대함은 세 번째 절에서 논의된다. 데카르트는 관대함

을 정의하면서, 관대함의 두 가지 구성요소를 언급한다. 첫 번째는 자유

의지에 대한 앎이고 두 번째는 그 자유의지를 잘 사용해야겠다는 결의이

다. 네 번째 절에서는 이 관대함과 결의의 관계를 다룰 것이다. 관대함의

두 번째 구성요소인 ‘결의’는 첫 번째 구성요소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

다. 관대함의 첫 번째 구성요소는 우리의 자유의지에 관심을 가지는 것

이고, 자유의지를 잘 사용하는 것에 우리의 도덕적 삶이 달려있다는 것

이었다. 자유의지가 우리에게만 의존한다는 앎에서 관대함의 두 번째 요

소, 이성이 우리에게 최선이라고 판단한 것을 잘 수행하겠다는 결의가

따라 나온다. 왜냐하면 자유의지를 잘 사용하겠다는 ‘결의’는 전적으로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에 속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관대함에서 이러한 ‘결

의’의 요소가 왜 중요한지 역시 네 번째 절에서 상세하게 다루도록 하겠

다. 마지막 다섯 번째 절에서는 이러한 ‘정념-덕’을 체화한 ‘관대한 사람’

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해명할 것이다. 데카르트 철학에서 이상

적인 윤리적 행위자인 ‘관대한 사람’은 자기 자신에 관한 ‘정당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하는 것과

자신의 이익을 무시하는 것을 가장 훌륭한[커다란] 것으로 평가”(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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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7-448, CSM I 385)하는 사람이다. 따라서 데카르트의 관대함은 ‘코기

토의 완성’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코기토를 완성한 후에 ‘외출하는 코

기토’의 근거가 된다. 즉 데카르트 윤리학의 핵심은 자기 자신의 완성이

아니라 타자로 향하는 것이다.

1. 관대함의 정의

『정념론』에서 ‘관대함générosité’이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하는 2부 54

항에서 데카르트는 ‘관대함’이라는 용어를 ‘원대한 마음magnanimité’과

동일하게 사용한다. “존중estime과 경멸mépris, 관대함générosité 혹은

오만orgueil, 그리고 겸손humilité 혹은 비굴bassesse”이라는 소제목이 붙

은 『정념론』 54항에서 데카르트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경이admiration는 우리가 경이감을 가지는 대상의 큼 혹은 작음에 따라 존중 혹은 경멸

과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따라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존중하거나 경멸할 수 있고, 거기

에서 정념이 나타나며 원대한 마음magnanimité 혹은 오만, 그리고 겸손 혹은 비굴함의

성향이 나타난다. (AT XI 373-374, CSM I 350)

여기서 데카르트는 54항 제목에서는 단어 ‘générosité’를 사용했지만 본

문에서는 ‘générosité’ 대신 ‘magnanimité’를 사용한다. 즉 두 단어를 같

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데카르트는 ‘관대함’에 대해서 설명하

는 『정념론』 3부 161항에서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générosité’와

‘magnanimité’를 구분한다.

내가 이 덕을 우리의 언어 사용법에 따라 관대함générosité이라고 부르고, 스토아 철학

자의 사용법 – 거기서는 이 덕이 잘 이해되지 않는다. -을 따라 ‘magnanimité’라고 부

르지 않는 이유이다. (AT XI 453, CSM I 388)

우선 왜 이런 개념의 변화가 발생한 것일까? 데카르트는 『정념론』 2



- 138 -

부까지 쓴 후에 그 초고를 엘리자베스 공주에게 보낸다. 이후 데카르트

는 『정념론』 3부를 쓰게 되고 그 사이에 데카르트는 ‘générosité’과

‘magnanimité’을 구분하기 시작한다.193) 그 사이에 데카르트는 왜 마음을

바꾼 것일까?

현재 프랑스어 혹은 영어에서 ‘générosité’나 ‘generosity’는 물질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잘 베푼다는 것을 의미한다. 데카르트가 활동하던 17세기

부터 ‘générosité’가 이러한 뜻을 함축하기 시작하지만, 데카르트는 이 관

대함을 출생의 고귀함과 연결시킨다. 이는 16세기까지 이 단어가 함축하

던 뜻이다.194) 실제로 프랑스어 ‘générosité’는 ‘génétique’(발생적인),

‘généalogie’(계보학)에서 볼 수 있듯이 출생이나 태생과 관련된 의미를

가지고 있다.195) 물론 이러한 프랑스어 단어들은 라틴어 명사 ‘genus’(가

문, 민족)를 어근으로 가진 단어들이고, 특히 ‘générosité’는 genus에서

파생된 라틴어 형용사 ‘generosus’(귀족출신의)의 번역어일 것이다.196) 그

래서 데카르트는 앞에서 인용한 『정념론』 161항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

다.

자기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따라 자기 자신을 높이 평가하게 만드는 데에 좋은 태생만

193) Verbeek(2012), “Generosity”, in Emotional Minds: The Passions and the Limits
of Pure Inquiry in Early Modern Philosophy, edited by S. Ebbersmeyer (Berlin
and Boston: De Gruyter), p.19. 이 용어 차이에 대한 설명은 Taylor(1989)

pp.152-155, Voss(1989), p.109, n12, Brown(2006), pp.189-194, Alanen and

Svensson(2007), pp.7-8 참조.

194) Shapiro(1999), “Cartesian Generosity”, Acta Philosophica Fennica 64, p.250.
Shapiro(1999)는 이 논문에서 데카르트의 ‘관대함’과 코르네유Corneille의 ‘관대함’ 사

이의 유사성에 주목한다. 왜냐하면 데카르트가 사용한 ‘générosité’의 의미는 당시의

프랑스어 단어 의미와 정확히 일치하지 않았는데, 데카르트가 사용한 의미와 비슷하

게 사용한 사람이 코르네유이기 때문이다. Taylor(1989) 역시 pp.153-154에서 데카르

트와 코르네유를 비교하고 있다. 데카르트의 ‘관대함’과 당대 철학자들과의 관계에 대

해서는 Armour(2001), “Descartes and the Ethics of Generosity” in The Bases of
Ethics, edited by William Sweet (Milwaukee, WI: Marquette University Press)도
참조. 또한 ‘관대함’의 의미의 철학적 변천에 대해서는 Renault(2000), Descartes ou
La félicité volontaire: L’idéal aristotélicien de la sagesse et la réforme de
l’admiration (Paris: PUF) 참조.

195) Voss(1989), p.109, n.12 참조.

196) Cottingham(1998), p.99. 또한 Cottingham(1993), A Descartes Dictionary (Oxford:
Blackwell Publishers), ‘generosity’ 항목(pp.67-68)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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큼 공헌하는 덕은 없고, 신이 우리의 신체 안에 넣은 모든 영혼은 똑같이 훌륭하고 강하

지 않다는 것을 믿는 것은 쉽다. 이것이 내가 이 덕을 우리의 언어 사용법에 따라

‘générosité’이라고 부르고, 스토아 철학자의 사용법 – 거기서는 이 덕이 잘 이해되지 않

는다. -을 따라 ‘magnanimité’로 부르지 않는 이유이다. (『정념론』 161항, AT XI 453,

CSM I 388)

데카르트는 프랑스어 ‘générosité’에는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은 출생의

고귀함이라는 뜻이 함축되어 있는데 스콜라 철학에서 사용하는

‘magnanimité’는 그러한 의미를 잘 담아내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데카르트의 이러한 설명은 언뜻 이해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프랑스어 ‘magnanimité’는 라틴어 ‘magnanimitas’의 번역어이고 이 라틴

어는 고대 그리스어 ‘megalopsychia’의 번역어이다.197) 이

‘megalopsychia’가 처음 사용된 곳이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

스 윤리학』이다. 하지만 잘 알려져 있다시피 아리스토텔레스의

‘megalopsychia’(원대한 마음)198) 역시 출생의 고귀함을 함축하고 있다.

그럼 데카르트의 설명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megalopsychia에 대해서 살펴보자.199)

아리스토텔레스는 『니코마코스윤리학』에서 “원대한 마음을 가진 사람

은 자신이 큰 일을 할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실제로도 그럴 만한

사람”200)이라고 말한다. ‘원대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한편으로 ‘절제 있

는 사람’과 대비되는데, ‘절제 있는 사람’은 “작은 일에 적합하며 자신도

그러한 일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다른 한편으로 ‘원대한 마

음을 가진 사람’은 ‘허명을 좇는 사람’과 ‘포부가 작은 사람’의 중간이다.

‘허명을 좇는 사람’은 “자신이 실제로 할 말한 일 이상의 일을 할 수 있

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포부가 작은 사람’은 “자신이 실제로 할 수 있

197) Verbeek(2012), p.21.

198) 우리말 번역어는 이창우·김재홍·강상진(2006) 번역을 사용함. 국내 초판 번역에서

이 단어는 ‘포부가 큼’으로 번역되었으나 재판(再版)에서는 ‘원대한 마음’으로 번역되

었다. 이 논문에서는 ‘원대한 마음’의 번역을 쓰기로 한다.

199) 아리스토텔레스의 ‘원대한 마음’에 대한 설명은 Hardie(1978), “Magnanimity in

Aristotle’s Ethics”, Phronesis 23, pp.63-79 참조.
200) 아리스토텔레스(2006), 1123b16-17, 1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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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보다 작은 것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원대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우선적으로 자

신의 실제 가치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실제로 자신이

가진 가치에 걸맞지 않게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며,

탁월성에 따르는[덕이 있는] 사람 중 누구도 어리석거나 지각이 없지는

않기” 때문이다. 또한 ‘원대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생각하는 ‘큰일’은 명

예와 관련이 있는데, 아리스토텔레스에게 명예는 ‘외적인 좋음들 가운데

가장 큰 것’이고 ‘가장 고귀한 것〔행위나 성취〕에 대한 상’이기 때문이

다. 따라서 ‘원대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무엇보다도 명예를 얻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며, 실제로도 그러한 가치를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201) 더 나아가 아리스토텔레스는 ‘진정으로 원대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가장 뛰어난 사람aristos’이라고 말하는데, 왜냐하면 가장 큰일에

는 가장 뛰어난 사람이 적합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포부가 큰 것’은 이

런 뛰어난 사람에게 수여되는 일종의 ‘면류관kosmos’이다.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원대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기 위

해서는 자신의 능력만으로 되지 않고 ‘좋은 운’이 필요하다. “좋은 운들

역시 원대한 마음을 갖는 것에 기여하는 것으로 보인다. 좋은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들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 혹은 부유한 사람들이 명예를 받

을 만한 사람들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그들은 우월하며, 뛰어남에 있어서

우월한 모든 것은 더 명예를 받을 만하니까. 그런 까닭에 이런 것들 또

한 사람들로 하여금 더 원대한 마음을 갖게 만든다.”202) 이런 의미에서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megalopsychia’은 ‘귀족주의 윤리의 결정체’203)

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원대한 마음’은 외적인 덕인 명예를 추구하

는 것이고, 이는 행위자의 출생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정

념론』 161항에서 데카르트가 주장한 것과 달리 ‘megalopsychia’의 번역

어인 ‘magnanimité’ 역시 좋은 가문 출신이라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201) 아리스토텔레스(2006), 1123b22-23, 137쪽.

202) 아리스토텔레스(2006), 1124a21-24, 139쪽.

203) 손은실(2014), 「“원대한 마음과 겸손은 양립가능한가?” - 아리스토텔레스 윤리학

과 그리스도교 신앙의 충돌을 둘러싼 13세기 파리대학가의 논쟁」, 『철학사상』 제

51권, 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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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오히려 데카르트의 ‘관대함’은 아리스토텔레스의

‘megalopsychia’와 달리 명예, 영웅주의, 위대함과 같은 좋은 출생이 가

져올 수 있는 외적인 덕과 관련이 없다. 아래에서 살펴 보겠지만, 데카

르트는 ‘générosité’를 통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megalopsychia’가 가지

고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한 정당한 평가’의 개념은 수용하지만, 그 단어

가 함축하고 있는 영웅적이고 귀족적인 뉘앙스는 지워버린다. Taylor가

잘 지적하는 것처럼, 아리스토텔레스의 ‘megalopsychia’는 전쟁, 전사(戰

士)적인 의미와 연관이 있는 강함, 확고함, 각오, 통제와 같은 덕과 관련

이 있다. 그런데 이러한 외면적인 덕이 데카르트의 ‘관대함’에서는 내면

화된다.204)

또한 데카르트의 ‘관대함’은 영웅주의적 면모를 벗고 평등주의적 면모로

바뀐다. 앞서 인용한 『정념론』 161항의 구절에 바로 이어지는 구절에

서 데카르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생의 결함을 바로 잡기 위해 매우 유용한 수단이 좋은 교육la

bonne institution이라는 것, 그리고 무엇이 자유의지인가를 고찰하고, 자유의지를 잘 사

용하려는 확고한 결의로부터 나올 수 있는 이로움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반면에 야심가

les ambitieux를 수고롭게 하는 모든 노력이 얼마나 헛되고 무용한지 자주 고찰하면, 자

신 안에 그 정념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관대함의 덕을 획득할 수 있다. (AT XI

453-454, CSM I 388)

여기서 데카르트는 ‘출생의 결함’은 좋은 교육을 통해서 바로잡을 수 있

다고 전한다.205)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관대함’은 외적인 운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를

잘 사용하는 것에 달려 있다고 주장한다는 점에서 데카르트의 ‘관대함’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원대한 마음’과 달리 평등주의적이라고 할 수 있다.

204) “강함, 확고함, 각오, 통제, 이것들은 전사-귀족 미덕의 결정적 자질들이자 이 미덕

의 하위집합이지만 이제 내면화된다. 이 미덕은 공적 공간에서 군사적 용맹함을 보여

주는 위대한 행동 속에서 전개되는 것이 아니라 정념에 대한 사고의 내적 지배 속에

서 전개된다.” Taylor(1989), p.153.

205) 아리스토텔레스도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기는 하다. “탁월성[덕]을 획득하는

데 아주 불구이지 않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어떤 종류의 배움과 노력을 통해 행복을

성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리스토텔레스(2006), 1099b18-19, 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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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스토텔레스 이후 이 개념은 키케로의 『의무론De Officiis』에서 중

요한 역할을 하는데 ‘megalopsychia’는 ‘animi magnitudo’로 변한다.206)

아리스토텔레스의 ‘원대한 마음’이 타고나는 특성을 포함하고 있었다면

키케로는 연습과 훈련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영혼의 위대함은 모든 다른

덕처럼 정신적 투쟁을 얻어서 획득하는데 이것이 바로 용기 혹은 강함

fortitudo이다. “이러한 [정신적 투쟁을 통한] 성취는 인간의 이해관계에

무관심한 원대한 마음animo magno으로 행해진 것이 세상의 눈에 가장

위대하다.”207) 키케로의 ‘원대한 마음’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원대한 마음’

과 달리 외적 상황과 관계가 없는 도덕적 용기, 정념의 부재,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정의에의 헌신으로 표현된다. 그래서 『의무론』에서 키케로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강하고 원대한 정신fortis animus et magnus은 크게 두 가지 특징으로 나타난다. 하나

는 외적 환경에 대한 무관심이다rerum externarum despicientia. 왜냐하면 이러한 사람은

명예로우며 [자연과 인간의 본성에] 적합한 것honestum decorumque 외에는 그 어떤 것

도 찬양, 소망, 추구의 대상으로 삼지 않으며, 그 어떤 누구에게, 그 어떤 감정의 동요나

운명의 휘어짐에 굴하지 않는다는 신념을 지니고 있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네가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은 정신으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생명은 물론 특히 삶에 가치가

있는 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위해, 진실로 저 최대 최고로 유익하기는 하지

만 많은 고난과 위험이 따르는 일을 아주 열심히 하는 데에서도 나타난다vehementer

arduas plenasque laborum et periculorum cum vitae, tum multarum rerum, quae ad

vitam pertinent.208)

키케로는 여기서 ‘원대한 마음’의 두 가지 특징을 주장하는데, 하나는

외적 환경이나 운명에 대한 무관심이고 다른 하나는 끊임없는 노력이

다.209) 키케로에게도 영혼의 위대함은 우선적으로 공동체에 봉사하는 능

206) 키케로의 ‘원대한 마음’에 대한 설명은 Verbeek(2012), 그리고 Spinale(2015), “The

Intellectual Pedigree of the Virtue of Magnanimity in the Jesuit Constitutions”,
Journal of Jesuit Studies 2, pp.451-470 참조.

207) 키케로(2006), 『키케로의 의무론(개정판)』, 허승일 역, 서광사, 53-54쪽 (I, XVIII,

61, 번역수정), 원문대조는 Walter(1961), Marcus Tullius Cicero, De Officiis, Loeb
Classical Librar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사용.

208) 키케로(2006), 57쪽 (I, XX, 66, 번역수정)

209) 키케로는 이러한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하지만 그 이유는 다르다고 주장한다. “모든



- 143 -

동적이고 사회적인 삶에 있지만 그것은 아리스토텔레스적인 귀족적 명예

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 대한 의무와 정의와 관련이 있고, 또

정신적 훈련을 전제한다.

물론 아리스토텔레스처럼 키케로도 이러한 덕이 ‘습관’으로 형성되는 것

을 강조한다. “우리는 우리 의무들에 대해서 정확히 계산하는 사람이 되

어 가감을 해보고 그 나머지가 얼마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각 사람에게

이행해야 할 의무는 어느 정도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모든 의무에 있

어서 이러저러한 점들을 고려해야 하고, 또 이것이 실제의 습관과 실천

consuetudo exercitatioque이 되어야 한다. (...) 현재 의무를 이행함에 있

어서 저 교훈들을 마련하여 제시하고는 있지만, 중요한 점은 바로 어떤

경험과 실천을 전제로 하여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210)

라 플레슈에 있는 동안 데카르트는 매일 키케로를 읽었을 것이고 이런

이론에 익숙했을 것이다. 그리고 나중에는 토마스 아퀴나스의 저작에도

익숙해졌을 것이다. 데카르트는 Mersenne에게 보낸 편지에서, 프랑스에

서 네덜란드로 이주할 때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대전』을 가지고 왔

다고 말한다. “어쨌거나 저는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책이 많이 부

족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프랑스에서 가져온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

대전』과 『성경』을 여기에 가지고 있습니다.”(1639년 12월 25일

Mersenne에게 보낸 편지, AT II 630, CSMK 142) 따라서 데카르트는

키케로뿐만 아니라 토마스 아퀴나스에게도 많은 영향을 받았으리라 어렵

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토마스 아퀴나스에게서 ‘원대한 마음’은 ‘magnanimitas’로 표현된다.211)

이 개념은 『신학대전』에서 질문quaestio의 주제였다. 원대한 마음을 다

룬 곳은 2부의 후반부 129문이다. 아퀴나스에 따르면, 원대한 마음을 가

영광splendor과 위대함amplitudo, 그리고 여기에서 나온 유용함utilitas은 두 번째 특

징 때문이다. 그러나 인간을 위대하게 만드는 합리적 이유는 첫 번째 특징 때문이다.”

키케로(2006), 58쪽 (I, XX, 67)

210) 키케로(2006), 53쪽 (I, XVIII 59-60)

211) 토마스 아퀴나스의 ‘원대한 마음’에 대해서는 손은실(2014), Renault(2000),

Keys(2003), “Aquinas and the Challenge of Aristotelian Magnanimity”, H istory of
Political Thought 24, pp.37-6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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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인간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장한 것처럼 명예와 관련이 있다는 문제

에 직면한다(129문 1항). 이와 관련해 아퀴나스는 1항의 세 번째 반박에

대한 답변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명예를 얻기 위해서 어떤 부적절한 일도 하지 않는 방식으로 그리고 명예를 지나치게

평가하지 않는 방식으로 명예를 멸시하는 사람들은 칭송받을 만하다. 하지만 누군가가

명예의 값어치가 있는 일을 하는 것에 마음을 쓰지 않는 방식으로 명예를 멸시한다면,

이것은 비난받을 일이다. 그래서 원대한 마음은 이런 방식, 즉 명예를 받을 만한 것을

하려고 노력하는 방식으로 명예에 관련되는 것이지, 인간적인 명예를 위대한 것으로 평

가한다는 점에서 명예에 관련되는 것은 아니다.212)

원대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명예 자체를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명예

를 받을 만한 일을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다. 더 나아가 아퀴나스는 진

정한 명예는 외적이고 세속적인 명예가 아니라 신에 대한 명예라고 주장

한다(2항 세 번째 반박에 대한 답변). 따라서 원대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가진 위대함 혹은 명예는 신이 준 재능을 잘 계발하는 것이다.213) 아퀴나

스는 원대한 마음은 이성의 규칙, 즉 인간에게 고유한 선인 이성의 선함

bonum rationis에 일치하는 사랑과 욕망에서 발생하는 희망을 지배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내가 희망하는 것이 때때로 획득하기 어렵지만, 원대

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자기 인식을 통해서 획득한 자신감fiducia와 안정

감securitas 덕분에 그것을 희망할 수 있게 된다. 또 원대한 마음은 좋은

운bona fortunae 때문에 가지는 것일 수 있지만, 또한 특별한 신의 은총

이기도 하다. 따라서 원대한 마음과 기독교 겸손 사이의 모순은 없다.214)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아리스토텔레스부터 토마스 아퀴나스에 이르기

까지 ‘원대한 마음’의 의미는 조금씩 변해왔다. 아리스토텔레스에게는 이

덕이 귀족적이고 영웅적 가치, 즉 상류 계급의 사회적· 정치적 프로그램

과 관련이 있었다면, 키케로에 와서는 지혜에 이르는 길에서 획득되는

212) 번역은 손은실(2014), 9쪽의 번역을 사용.

213) “원대한 마음은 인간이 신으로부터 받은 선물과 관련해서 자신이 위대하다고 생각

하게 만든다. (...) 그리고 원대한 마음은 다른 사람이 신의 선물로부터 멀어져갈 때

다른 사람을 경멸한다.” 2부 후반부, 129문 3항 네 번째 반박에 대한 답변.

214) Verbeek(2012), p.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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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종의 자연적 결과로 해석되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에게서 ‘원대한

마음’은 탁월한 인간의 특징이기도 했다. 즉,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는 출

생과 사회적 위치에서 오는 명예로서의 탁월함, 키케로에게서는 정신적

훈련을 통한 탁월함. 아퀴나스는 이러한 탁월함을 기독교 신앙과 연결시

킴으로써 겸손과 화해시킨다. 즉, ‘원대한 마음’을 가진 인간은 세속적 의

미에서 탁월한 것이 아니라 기독교적 의미에서 그렇다. 진정으로 원대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겸손하고 끈기 있게 신과 자신을 신뢰함으로써 완전

함을 획득하는 사람이다.

이어지는 내용에서 살펴보겠지만, 데카르트의 관대함은 아리스토텔레스

의 ‘megalopsychia’로부터 자기 자신에 대한 정당한 존중은 가져오지만

그것이 함축하고 있던 귀족적이고 영웅적인 요소를 제거한다. 더 정확하

게 이야기하자면, 외적인 모습을 드러내는 귀족성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내면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것과 관련된 내면적인 영웅적 요소를 가져온

다. 또한 데카르트는 키케로의 ‘animi magnitudo’로부터 타고난 출생의

중요성보다는 외적인 운명에 무관심하면서 끊임없는 노력을 통한 훈련의

중요성을 가져온다. 그리고 토마스 아퀴나스의 ‘magnanimitas’로부터 겸

손한 관대함을 가져온다.215) 그렇다고 해서 데카르트의 관대함이 새로운

요소가 없는 것은 아니다. 아리스토텔레스, 키케로,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는 ‘원대한 마음’이 모든 덕의 면류관, 혹은 다른 덕을 빛나게 만드는 것

이었지만 데카르트에게는 관대함이 덕 자체이다.216) 또한 앞으로 살펴보

겠지만 데카르트는 관대함에서 평등주의적 요소를 이끌어낸다.217)

215) Wienard(2006) p.185. ‘원대한 마음’이 어떻게 그리스도교 덕인 ‘겸손’과 양립가능한

지는 손은실 (2014) 참조

216) Verbeek(2012), p.28.

217) 이러한 요소는 윤리학뿐만 아니라 정치학에서도 새로운 가치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Marquardt(2015), “The Long Road to Peace: Descartes’ Modernization of

Generosity in The Passions of the Soul(1649)”, H istory of Political Thought 36,
pp.53-83 참고. 데카르트의 정념과 정치학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Kolesnik-Antoine(2011), Descartes: Une Politique des Passions (Paris: PUF)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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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대함-정념

이제 데카르트가 생각한 관대함은 어떤 것인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

자. 데카르트는 『정념론』 153항에서 관대함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그러므로 나는 인간이 자기 자신을 정당하게 존중할 수 있는 한에서 최고로 자기 자신

을 존중하게 만드는 진정한 관대함은 다음과 같다고 믿고 있다. 한 부분은 자신의 의지

를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 외에는 자기에게 진정으로 속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그

리고 자유의지를 잘 사용하거나 잘못 사용하는 것 외에는 칭찬받거나 비난받을 이유가

없다는 것을 아는connaît 것. 그리고 한 부분은 자유의지를 잘 사용하겠다는 확고하고

변함없는 결의, 즉 자신이 최선이라고 판단한 모든 것을 착수하고 수행하려는 의지가

결코 부족하지 않는 것을 자신 안에서 느끼는sent 것이다. 이것이 덕을 완벽하게 따르

는 것이다. (AT XI 445-446, CSM I 384)

여기서 우리는 데카르트의 관대함이 두 가지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첫 번째 구성요소는 지성적 ‘앎’과 관련되는 것이다. 우선은

“자신의 의지를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 외에는 자기에게 진정으로 속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고, 더 나아가 “자유의지를 잘 사

용하거나 잘못 사용하는 것 외에는 칭찬받거나 비난받을 이유가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즉 자신에게 자유의지가 있다는 것과 자유의지를 잘

사용하는 것이 도덕적 삶의 핵심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관대함의 두

번째 구성요소는 ‘감정’과 관련되어 있다. “자신이 최선이라고 판단한 모

든 것을 착수하고 수행하려는 의지가 결코 부족하지 않는 것을 자신 안

에서 느끼는 것”이다. 즉 자유의지를 잘 사용하겠다는 확고하고 변함없

는 결의ferme et constante résolution를 느끼는 것이 관대함의 두 번째

구성요소다. 이 때 중요한 것은 단순히 자유의지를 잘 사용하겠다는 막

연한 결의가 아니라 이성이 어떤 행동을 최선의 행동이라고 판단한 후에

그 판단을 잘 수행하겠다는 결의이다

그런데 관대함의 구성요소 중의 하나가 지성적인 앎이라면, 데카르트는

왜 관대함을 정념의 하나로 분류했을까? ‘관대함은 어떻게 획득되는가’라

는 소제목이 붙은 『정념론』 161항에서 데카르트는 ‘관대함’을 가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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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무엇이 자유의지인가,

자유의지를 잘 사용하려는 확고한 결의로부터 나올 수 있는 이로움이 얼

마나 큰지(...)를 고찰하면, 자신 안에 그 정념[관대함]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관대함의 덕을 획득할 수 있다.”(AT XI 454, CSM I 388, 강조는

인용자) 여기서 데카르트는 관대함을 ‘정념’이라고 부르고 또 동시에 ‘덕’

이라고 주장한다. 즉 데카르트에 따르면, 관대함은 ‘정념-덕’인 것이다.

우선 왜 데카르트는 관대함을 정념이라고 했을까? 잘 알려져 있는 것처

럼, 데카르트는 『정념론』 2부에서 모든 정념을 여섯 개의 ‘기본정념

passions primitives’으로 나눈다.218) 그리고 이러한 여섯 개의 기본정념

과 다른 모든 정념들은 ‘유와 종의 관계’를 맺고 있다고 주장한다. (『정

념론』149항, AT XI 443, CSM I 383) 앞서 데카르트는 『정념론』153

항에서 관대함을 정의할 때 ‘진정한 관대함vraie générosité’은 “자기 자

신을 정당하게 존중할 수 있는 한에서 최고로 자기 자신을 존중”하게 만

든다고 주장했다. 즉 관대함은 ‘자기-존중[자존감]estime de soi’이라 할

수 있는데, 이 자기-존중은 물론 ‘존중estime’의 정념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존중’의 정념 역시 다른 정념의 일종이다. 데카르트는 『정

념론』150항에서 존중을 경멸mépris과 함께 6개의 기본 정념 중의 하나

인 경이의 일종으로 생각한다. 데카르트는 “이 두 가지 정념[존중과 경

멸]은 오직 경이의 일종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대상의 훌륭함이나

하찮음에 대해서 경이감을 느끼지 않을 때, 우리는 이성이 우리에게 말

하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게 그 대상을 고려하기 때문이다.” 즉,

자기존중으로서의 관대함은 존중의 일종이고, 존중은 경이의 일종이기

때문에, ‘이행성transitivity의 원칙’에 의해서 관대함은 결국 경이의 일종

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관대함의 발생은 경이의 정념의 발생과

비슷하다는 측면에서 데카르트는 관대함을 정념이라고 부른다.

218) “단순하고 기본적인 것[정념]들의 수는 아주 많지 않다. 왜냐하면 내가 열거했던 모

든 것을 검토할 때, 그것들 중의 여섯 개가 이런 [단순하고 기본적인] 종류의 것에 속

한다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즉 경이admiration, 사랑amour, 증오haine, 욕망

désir, 기쁨joie, 그리고 슬픔tristesse이다. 그리고 그 외의 것은 이러한 여섯 개 중의

몇몇으로 이루어져 있거나 그것들의 종espèces이다.”(69항, AT XI 380, CSM I 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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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정념으로서의 관대함’을 이해하기 위해서 경이의 정념을 더 살

펴볼 필요가 있다. 데카르트는 『정념론』70항에서 경이는 영혼이 어떤

희귀하거나 비범한 대상에 관심을 집중하도록 만드는 ‘갑작스러운 놀라

움subite surprise’이라고 말한다.219)

경이는 영혼으로 하여금 아주 희귀하거나 비범하게 보이는 대상에 좀 더 주의를 기울

여 고찰하게끔 만드는 영혼의 갑작스러운 놀라움이다. 그래서 경이는 그 대상을 희귀하

다고 따라서 더 고찰할 가치가 있다고 표상하는 뇌 안의 인상을 통해서 처음 야기된다.

(AT XI 380, CSM I 353)

데카르트에 따르면, 경이는 영혼이 ‘아주 희귀하거나 비범하게 보이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만드는 ‘놀라움’의 정념이다. 관대함이 경이의

일종이라면, 관대함 역시 어떤 ‘희귀하거나 비범하게 보이는 것’에 대한

‘갑작스러운 놀라움’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 관대함에 있어서는 자유

의지가 바로 우리에게 그러한 놀라움을 불러일으키는 대상이다. 그런데

왜 자유의지가 놀라운 것일까? 어떤 점이 자유의지를 ‘희귀하거나 비범

하게 보이는 것’으로 만드는 것일까?

데카르트는 『정념론』152항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나는 우리 안

에서 우리 자신을 존중하도록 만드는 정당한 원인을 제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것만을 보는데, 바로 우리의 자유의지의 사용이고 우리가 우리

의지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지배권empire이다. 왜냐하면 자유의지에 의

존하고 있는 행위 때문에만 우리는 정당하게 칭찬받거나 비난받을 수 있

기 때문이다. 그리고 만약 자유의지가 우리에게 주는 권리를 비겁함[게

으름]lâcheté220)에 의해서 잃지만 않는다면, 자유의지는 우리를 우리 자

219) ‘경이’의 정념에 관한 좋은 설명은 김상환(2010), 「데카르트의 정념론과 그 이후」,

『기호학연구』 28호: 9-50 참조.

220) 『정념론』의 영어번역본은 프랑스어 ‘lâcheté’의 번역어를 두고 차이를 보이는데,

CMS는 ‘timidity’로, Voss는 ‘laziness’로 번역하고 ‘cowardice’로 번역될 가능성을 열

어둔다. Voss(1989), p.103. 하지만 Alanen이 잘 지적한 것처럼(Alanen(2003), p.252),

lâcheté는 ‘cowardice’, 즉 ‘비겁함’으로 번역하는 것이 이 항에서 데카르트가 주장하고

자 하는 바를 가장 잘 드러낸다고 생각된다. 자유의지는 우리에게 주어진 막강한 권

리이자 능력이고 이것을 잘 사용하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의 중요성과 그 사실이 우리에게 부과하는 무게를 잘 드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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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지배자로 만들면서 우리를 어느 정도는 신처럼 만든다.”(AT XI

445, CSM I 384) 여기서 데카르트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존중할 수 있

는 정당한 이유는 ‘오직 하나une seule chose’, 즉 자유의지뿐이라고 말

한다. 우리에게 ‘갑작스러운 놀라움’을 주는 것은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

는 자유의지이다. 그리고 이 자유의지가 ‘희귀하거나 비범한’ 이유는 자

유의지가 우리를 우리 자신의 ‘지배자maître’로, 또 인간의 유한성에도

불구하고 이 자유의지가 우리를 신과 같게 만들어 주기 때문이다. 그리

고 우리가 자유의지를 잃게 만드는 ‘비겁함lâcheté’을 막아주는 것 역시

관대함이다. 왜냐하면 관대함은 우리가 우리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정

당한 가치를 발견하게 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비겁할 이유도 또는 게으를

이유도 없게 된다.

그런데 자유의지가 우리를 신과 같이 만들어준다는 주장은 이미 『성

찰』에서 전개된 바가 있다. 데카르트는 네 번째 성찰에서 신의 의지는

‘형상적이고 엄밀한 의미에서formaliter & præcise spectata’ 인간의 의지

보다 더 크지 않다고 말한다.221) 그래서 “내가 내 안에서 너무 위대해서

그것보다 더 위대한 능력에 대한 관념에 대해서는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

고 경험하는 것은 오직 의지, 혹은 선택의 자유이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의지 때문에 나는 어떤 면에서 신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 신과 닮았다고

내는 번역어는 ‘비겁함’이다

221) “내가 내 안에서 그것보다 더 큰 것의 관념을 포착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것으로 경

험하는 것은 오직 의지, 즉 자유의지뿐이다. 그런 한에서 무엇보다도 이 [자유]의지

때문에 나는 내가 신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 신과 닮았다고 인식한다.”(AT VII 57,

CSM II 40) 또한 『철학의 원리』 1부 35항(AT VIIIA 18, CSM I 204), 1639년 12월

25일 메르센에게 보낸 편지(AT II 628, CSMK 141-142), 『버만과의 대화』(AT V

159, CSMK 342) 참조. 자유의지가 유한한 인간을 신과 같게 만들어 준다는 주장은

1647년 11월 20일 크리스티나 여왕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나타난다. “자유 의지는 그

자체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고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유의지는 어떤 면에

서는 우리를 신과 동일하게 만들어주고 그의 신하가 되는 것을 막아주는 것처럼 보입

니다. 따라서 자유의지의 올바른 사용은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들 중에서 가장 큰 것

입니다.”(AT V 85, CSMK 325-326) 물론 엄밀하게 말하면 신의 의지와 인간의 의지

가 동일한 것은 아니다. 네 번째 성찰에서 데카르트는 신의 지성은 인간의 지성보다

더 크기 때문에 신의 의지가 적용될 수 있는 대상이 인간의 의지보다 훨씬 많다고 말

한다. 또한 신에게 있어서 의지와 지성은 두 능력이 구별되지 않는 ‘무차별

indifference’의 상태에 있는 반면, 인간의 의지와 지성은 그러한 무차별이 적용되지

않는다. 즉 인간의 의지는 무한한 반면 지성은 유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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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한다.”(AT VII 57, CSM II 40)

자유의지를 가졌다는 측면에서 인간이 신과 같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

는가? 자유의지를 가진다는 것은 원인과 결과의 연쇄로 이루어진 자연법

칙의 지배를 끊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자유의지 때문에 나

는 자연법칙에 지배받는 수동적 존재가 아니라 내가 나 자신을 지배하는

능동적 존재, 신과 같은 자율적 존재가 된다는 의미이다.222) 『정념론』

152항의 “자유의지가 우리를 우리 자신의 지배자”로 만들어준다는 구절

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 이처럼 경이의 일종으로서의 관대함은 우리

가 이러한 ‘희귀하고 비범한’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의해서

야기되는 정념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반론이 있을 수 있다. 경이는 ‘희귀하고 비범한 것’

에 놀라는 것인데, 자유의지는 인간을 신처럼 만들어준다는 의미에서 비

범한 것이긴 하지만 희귀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다 자유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데카르트도 그렇게 생각하는 면이 있었던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데카르트는 관대함의 첫 번째 구성요소를 설명

할 때,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에 놀라는 것이 아니라 자유

의지를 잘 사용할 때 놀란다고 주장한다.223) 데카르트는 ‘관대함’은 “자

신의 의지를 자유롭게 통제하는 것 외에는 자기에게 진정으로 속하는 것

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며, “자유의지를 잘 사용하거나 잘

못 사용하는 것 외에는 칭찬받거나 비난받을 이유가 없다는 것을 이해하

는 것”을 아는 것이라고 말했다. 인간이면 누구나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

지만 이 자유의지를 잘 사용하는 것은 ‘희귀하거나 비범’한 것이고, 우리

의 윤리적 삶은 이 자유의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만 달려 있다.224)

더 나아가 데카르트의 생각은, 모든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

222) Verbeek(2012), p.27.

223) Shapiro(1999), p.258, Naaman-Zauderer (2010), p.199.

224) 여기서 논의할 수는 없지만, 데카르트는 『방법서설』에서 모든 인간이 ‘양식bon

sens’을 동일하게 가지고 있다고 말하면서 지성의 보편성을 강조했지만, 『정념론』에

서는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의지의 보편성을 강조한다. 『방법서설』은 AT VI 2,

CSM I 111을 참조. 이 문제에 관해서는 Rodis-Lewis(1990) L'anthropologie
Cartésienne (Paris: PUF)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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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자유의지는 희귀한 것이 아니고 따라서 놀랄 만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실이 더 놀라운 일이라는 것이다. 나만 그런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 자유의지를 가지

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놀라게 되고, ‘자기존중’으로서의 관대함의 정

념은 ‘타인에 대한 존중’으로 나아가게 된다.

그런데 앞서 관대함의 정념이 우리가 자유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

한 앎뿐만 아니라 우리의 도덕적 가치는 이 자유의지를 잘 사용하는 것

에만 달려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자유의지를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잘 사용하는 것이며,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어떻게 이 자유의지를 잘 사용할 수 있는가와 연결되

는가? 우선 자유의지를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자유의지에 대해서 잘 알

아야 한다. 알지 못하는 것을 잘 사용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 관계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다시 ‘경이’의 역할을 살펴보자. 데카르트는 경이의

정념을 설명하는 『정념론』 53항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어떤 대상과의 첫 번째 마주침이 우리를 놀라게 할 때, 그리고 우리가 그 대상을 새롭

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이전에 알던 것, 혹은 그렇게 될 것이라고 가정한 것과 매우 다

르다고 판단할 때, 우리는 그 대상에 대해서 경이감을 갖거나 크게 놀라게 된다. 그리고

이것은 그 대상이 우리에게 적합한지convenable 아닌지에 대해서 최소한으로도 알기 전

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경이는 모든 정념 가운데서 첫 번째 정념으로 보인다. 경이

는 그 반대 [정념]이 없는데, 왜냐하면 마주친 대상이 우리를 놀라게 할 것을 가지고 있

지 않다면 우리는 그 대상으로 인해 아무런 변화도 겪지 않고 아무 정념도 없이 그것을

고찰하기 때문이다. (AT XI 373, CSM I 350)

데카르트는 여기서 ‘경이’의 정념은 “모든 정념 가운데서 첫 번째 정념”

이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대상을 마주쳤을 때 놀라지 않는

이상 그 대상에 무관심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아무런 감정도 가지지 않

게 된다. 경이의 정념이 없다면 그 어떤 정념도 생길 수 없는 이유이다.

또한 데카르트는 이 항에서 경이의 정념은 어떤 대상이 “우리에게 적합

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최소한으로도 알기 전에 발생”한다고 말한다. 즉

우리가 경이의 정념을 가지지 않는 이상 그 대상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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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된다. 바꾸어 말하면 어떤 대상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경이의 정념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경이의 일종인 관대함 덕분에

그 동안 무관심했던 자유의지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

경이는 우리가 그 동안 무관심했던 대상에 관심을 가지게 할 뿐만 아니

라 더 나아가 그 대상에 대해서 알게 만든다. 즉 앎의 시작은 경이의 정

념이라고 할 수 있다.225) 이처럼 경이의 정념은 이전에 무관심했던 것에

관심을 가지게 하고, 더 나아가 몰랐던 대상에 대해서 알게 한다. 따라서

데카르트는 경이가 “학문의 획득에 우리를 이끌기 때문에 이 정념에 대

한 얼마간의 경향성을 가지고 태어난 것은 좋은 일”(『정념론』 76항,

AT XI 385, CSM I 355)이라고 말한다.226) ‘관대함’의 경우 우리가 알게

되는 대상은 자유의지이다. 즉 우리가 자유의지에 대한 지식을 갖게 되

는 것은 이 관대함의 정념 때문이다. 따라서 ‘정념으로서의 관대함’이 우

리가 자유의지를 알아가는 데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관대함이 정념이라

는 사실은 데카르트 윤리학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이렇게 정념으로서의 관대함은 언제 덕이 되는가? ‘관대함은 어

떻게 획득되는가’를 말한 『정념론』 161항에서 데카르트는 우리의 자

유의지에 대해서 생각하면 우리는 “자신 안에 그 정념[관대함]을 불러

225) “특별히 경이는 우리가 이전에는 잘 몰랐던 것을 배우게 만들고 기억 속에 붙잡아

두는데 도움이 된다고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직 우리에게 희귀하고 비범

해 보이는 것에만 경이감을 가지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

거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다른 것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보이는

것이 없다. 왜냐하면 그것이 비범하다고 말해질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차이 때문이다.

이제 비록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어떤 것이 우리의 지성이나 감각에 새롭게 나타났

다 할지라도 그 이유 때문에, 만약 그 대상에 대한 우리의 관념이 어떤 정념 혹은 그

렇지 않으면 우리 지성의 적용에 의해서 두뇌 안에서 강화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

리의 기억 속에 그 대상을 붙잡아두지 않는다. 그리고 다른 정념도 좋거나 나쁘게 보

이는 어떤 것에 주목하게 만들 수는 있다. 하지만 우리는 오직 희귀하게 보이는 것에

만 경이감을 가진다. 따라서 이러한 정념에 자연적 경향성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

은 보통 아주 무지하다는 것을 보게 된다.” (75항, AT XI 384, CSM I 354)

226) 쉽게 지나칠 것들에 주의를 기울이게 만드는 것은 경이의 정념의 역할이기도 하지

만, 3장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정념 자체의 ‘유용성utilité’이기도 하다. “모든 정념의

유용성은 영혼이 보존하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쉽게 지워지는 생각을 강화하고 지속

하게 하는 데 있다.”(『정념론』 74항, AT XI 383, CSM I 355). 정념의 유용성(기능)

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앞의 장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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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으킬 수 있고 관대함의 덕을 획득할 수 있다.”(AT XI 454, CSM I

388)라고 말한다. 즉 데카르트에 따르면, 관대함의 정념이 먼저 우리 안

에서 발생하고 그 후에 그 정념이 덕이 된다. 그럼 정념으로서의 관대

함은 어떻게 덕으로서의 관대함으로 이행하는가? 다음의 구절에 다시

한 번 주목해 보자.

보통 덕virtue이라고 이름 붙은 것들은 어떤 생각에 영혼을 이끄는disposent 영혼의 습

관habitude이라는 사실이 주목되어야 한다. 따라서 덕은 이런 생각들과 다르지만 이러한

생각들을 만들어 낼 수 있고 반대로 생각들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되

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생각들은 영혼에 의해서만 만들어질 수도 있지만, 자주 정기의

운동이 이 생각을 강하게 만들기도 하고, 따라서 이 생각들은 덕의 작용[능동]action인

동시에 영혼의 정념[수동]passion이라는 사실이 강조되어야 한다. (AT XI 453, CSM I

387-388)

이 구절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습관적으로 우리의 자유의지에

대해 생각할수록, 혹은 자유의지의 가치와 그것의 선용을 생각하는 것이

습관이 될수록, ‘정념으로서의 관대함’은 ‘덕으로서의 관대함’이 된다. 즉

자유의지에 대한 생각은 영혼에 의해서 시작될 수 있지만 또 정념에 의

해서 강화될 수 있기 때문에227) 일단 관대함의 정념이 우리 정신 안에서

발생하면, 이 정념이 관대함을 덕으로 바꾸는 데 기여하게 된다.228)

3. 관대함: 욕망의 일반적인 치료책

앞의 장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데카르트의 윤리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227) “모든 정념의 기능은 자연이 우리에게 유용하다고 여긴 것을 원하도록 하고 이 의

지 상태를 유지하도록 영혼을 배치한다는 단지 그 점에 있다.”(52항, AT XI 372,

CSM I 349); “모든 정념의 유용성은 영혼이 보존하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쉽게 지워

지는 생각을 강화하고 지속하게 하는 데 있다.”(74항, AT XI 383, CSM I 354)

228) Marshall은 ‘관대함’이 정념이 아니라 오직 의지적 성향이라고 주장한다. “관대함은

의지적 경향성이다.” Marshall(1998), p.151. 하지만 이런 주장은 데카르트의 ‘관대함’

이 정념인 동시에 덕이라는 점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방금 설명한 것처럼, 관대함

의 정념을 습관을 통해서 경향성으로 만들면 관대함의 덕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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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에게 의존하는 것과 우리에게 의존하지 않는 것’을 구분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데카르트는 정념의 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욕

망을 규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정념은 욕

망에서 발생하며, 따라서 욕망을 규제하는 것이 정념을 규제하는 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이 욕망을 규제하기 위해서 필

요한 것이 바로 ‘우리에게 의존하는 것과 우리에게 의존하지 않는 것’을

구분하는 것이다. 『정념론』 143항에 따르면 우리 행위의 기원은 욕망

désir이다. 왜냐하면 다른 정념들은 욕망을 통해서만 우리 행위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229) 따라서 우리의 행동, 즉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욕망

을 잘 규제하는 것이 데카르트 윤리학의 핵심이다. 데카르트는 『정념

론』144항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이러한 정념들은 그것들이 일으

키는 욕망의 매개를 통해서만 어떤 행동으로 우리를 이끌 수 있기 때문

에, 우리가 특별히 규제하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것은 이러한 욕망

이다. 윤리학의 주요한 유용성la principale utilité de la Morale이 바로

여기에 있다.”(AT XI 436, CSM I 379)

그렇다면 욕망을 규제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데카르트는 ‘우리에게 의

존하는 것과 우리에게 의존하지 않는 것’을 구분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우리 욕망의 대부분은 우리에게 전적으로 의존하지도, 다른 것에 전적으로 의존하지도

않는 것으로 확장되기 때문에, 우리의 욕망을 우리에게만 의존하는 것으로 제한하기 위

해서는 우리는 우리에게만 의존하는 것을 엄밀하게 구분해야만 한다. (『정념론』 146

항, AT XI 439, CSM I 380)

욕망은 ‘전적으로 우리에게 의존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전적으

로 의존하지도, 다른 것에 전적으로 의존하지도 않는 것’으로, 심지어 ‘우

229) “그리고 내가 방금 이야기한 이 네 가지 정념[사랑, 증오, 기쁨, 슬픔]은 그것들이

[추상되어] 그 자체로 고려될 때만, 그리고 그 정념들이 우리를 어떤 행동으로도 이끌

지 않을 때만 발생한다는 사실이 확실하게 언급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 정념들이

우리 안에서 욕망 – 욕망을 매개로 그 정념들은 우리의 행위를 통제한다. –을 일으

키는 한에서, 그것의 원인이 거짓인 모든 정념들은 해를 끼칠 수도 있고, 반대로 그것

의 원인이 정당한 정념들은 도움을 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AT XI 435-436, CSM I

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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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에게 의존하지 않는 것’으로 확장된다. 욕망의 정념에서 문제가 일어나

는 지점도 여기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따라 나오는 질문은 ‘우리에게

의존하지 않는 것을 욕망하는 것이 왜 문제인가?’이다. 데카르트는 『정

념론』145항에서 다음과 같이 대답한다.

우리에게 전혀 의존하지 않는 것들에 있어서, 그것들이 얼마나 좋은 것이든 간에 우

리는 정념을 가지고 그것들을 욕망해서는 절대 안 된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더 바랄수록 오히려 우리를 더 괴롭게 할 수 있

기 때문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들이 우리의 생각을 차지함으로써, 그것의 획득이 우

리에게 의존하고 있는 다른 것에 우리가 애정을 쏟지 못하게 우리의 주의를 돌리기 때

문이다. (AT XI 437, CSM I 379-380)

1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에게 의존하지 않는 것을 아무리 간절하게

욕망하더라도 그것을 손에 넣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

게 의존하지 않는 것을 욕망하는 것은 헛된 일이다. 여기에서 슬픔과 좌

절의 감정이 발생하고 마음의 평안함이 깨어진다. 또한 우리는 ‘우리에게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는 것’을 욕망함으로써 ‘우리에게 전적으로 의존하

고 있는 것’에 충분한 관심과 애정을 쏟지 못하게 된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 그것은 물론 우리에게만 의존하는 것을

욕망하는 것이다. 2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러한 해결책은 이미 1637년

에 출판된 『방법서설』의 ‘임시도덕’에서 “세상의 질서를 바꾸기 보다는

나의 욕망을 바꾸도록 노력”(AT VI 25, CSM I 123-124)해야 한다고 데

카르트가 주장한 적이 있다. 또한 데카르트는 1645년 8월 4일 엘리자베

스에게 보낸 편지에서 자신이 『방법서설』에서 주장한 ‘임시도덕’을 상

기시키면서 중요한 것은 “우리 본성의 조건을 인정하고 우리 욕망에 한

계를 부여”(AT IV 267, CSMK 258)하는 것이라고 다시 한 번 강조한

것도 살펴보았다.

이처럼 ‘우리 욕망에 한계를 부여’하는 해결책은 데카르트가 계속 강조

한 것이기는 하지만, 데카르트는 그의 마지막 저서 『정념론』에서 이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두 가지 ‘일반적인 치료책remèdes généraux’을 제

시한다. 데카르트는 『정념론』145항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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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우리에게 의존하지 않는 것을 욕망하는] 헛된 욕망에 대해서는 두 가지 일반

적인 치료책이 존재한다. 첫 번째는 내가 나중에 이야기할 관대함이다.230)두 번째는 우

리는 신의 섭리Providence에 대해서 자주 깊이 생각해보고, 영원 전부터 이 섭리에 의

해서 결정된 것과는 달리 어떤 것도 발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야 한다. 따라

서 이것은 운fortune에 반대되는 숙명fatalité 혹은 불변하는 필연성nécessité immuable

과 같다. (...)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욕망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들이 운에 의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한에서만 – 즉,

우리가 그것들이 발생할 수 있고, 그와 비슷한 일들이 다른 때에 발생한 적이 있다고

판단하는 한에서만 - 우리는 우리에게 전혀 의존하지 않는 것들이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이러한 생각은 각각의 결과에 기여하는 모든 원인들을 알지

못하는 것에만 기초해 있다. 왜냐하면 운에 의존한다고 우리가 생각했던 어떤 것이 발

생하지 않을 때, 이것은 그 일을 일으키는데 필연적인 원인 중의 하나가 결여되었으며,

따라서 그것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결과적으로 그와 같은 일은

결코 일어난 적이 없었다는 것 - 즉 그것을 만들어내기 위한 비슷한 원인 역시 결여되

었다는 것- 을 보여준다. 따라서 만약 미리 그 사실에 대해서 무지하지 않았다면 우리

는 그 일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고, 따라서 그것을 욕망하지도 않았을 것

이다. (AT XI 438, CSM I 380)

데카르트가 여기서 제시하는 욕망을 제어할 수 있는 ‘두 가지 일반적

인 치료책’의 첫 번째 치료책은 ‘관대함’이고 두 번째 치료책은 ‘신의 섭

리Providence에 대한 성찰’이다.

우선 두 번째 치료책부터 알아보자. 데카르트는 ‘신의 섭리’와 ‘운

Fortune’을 구분한다. 우리에게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는 대상을 우리가

욕망하는 이유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운에 의해서 그 대상을 획득할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이다. 하지만 데카르트에 따르면, 우리에게 전적

으로 의존하지 않는 일은 운에 의해서 일어나지 않으며, 그러한 것들은

신의 섭리에 의해서 일어난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욕망하는 대상을

획득하지 못했다고 해서 슬퍼하거나 고통스러워할 필요가 없는데, 왜냐

하면 그것은 애초에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을 일이었기 때문이다. 데카

르트가 엘리자베스에게 선과 행복에 대해서 설명하는 편지에서 선과

행복의 첫 번째 조건으로 제시한 것이 신의 섭리이다. 1645년 9월 15일

230) 데카르트는 『정념론』153항부터 관대함에 대해서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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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지에서 데카르트는 엘리자베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다. “신의 완전

함은 무한하며, 신의 능력은 거대하고 신의 명령은 오류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명백하게 신에 의해서 보내진

것으로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도록 가르칩니다.”(AT IV 291, CSMK

265)

그런데 이렇게 욕망을 규제하기 위해서 신의 섭리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왜 헛된 욕망에 대한 ‘치료책’이 될 수 있는가? 신의 섭리에 대한

성찰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신의 섭리에 의해

서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만들고 따라서 우리는 신

이 우리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도록 만든 자유의지만을 욕망해야 한다는

결론으로 우리를 이끈다. 데카르트는 『정념론』146항에서 이 점을 분

명히 한다.

어떤 것을 내키는 대로 발생시키고 발생하지 않게 만드는 운이 우리 외부에 존재한다

는 통속적인 생각을 완전히 거부하는 것, 그리고 모든 것은 신의 섭리에 의해서 인도된

다는 것을 아는 것이 필수적이다. 신의 섭리의 영원한 명령은, 이 명령이 우리 자유의지

에 의존하도록 명령한 것들을 제외하고는 오류가 없고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우

리의 관점에서 필연적이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해야만 한다. 그

리고 그것은 숙명적인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오류를 범하지 않고는 다르게 발생하기를

욕망할 수 없다고 생각해야만 한다. (AT XI 439, CSM I 380)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데카르트는 1645년 8월 4일 엘리자베스에게 보

낸 편지에서 모든 사람들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하게 사는지 모른다는 세네카의 이야기를 언급하면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행복하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행복하게 사는 것’은 ‘완전하게 만족하고 충족적인 정신esprit

parfaitement content et satisfait’을 가지는 것인데, 이런 정신을 가지기

위해서는 운에 의해서 얻어지는 외적인 것이 아니라 정신의 만족과 내적

인 충족을 가지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말한다. 그럼 ‘완전하게 만족하고

충족적인 정신’은 어떻게 획득할 수 있을까? 그것은 ‘운’과 ‘참된 행복’의

차이를 아는 것이다. 운은 우리에게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서 오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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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그런 것을 욕망하지 않을 때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다고

데카르트는 주장한다. 데카르트는 앞서 우리가 살펴 본 엘리자베스에게

보낸 편지에 이어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이 후에 quod beatam vitam efficiat가 의미하는 것, 즉 우리에게 이러한 최고 만족을

주는 것은 무엇인가 고찰해보면, 나는 두 종류의 것이 있다는 것에 주목합니다. 덕이나

지혜처럼 우리에게 의존하는 것, 명예, 부, 그리고 건강처럼 우리에게 전혀 의존하지 않

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아프지 않게 잘 태어난 사람, 부족함이 없는 사람

은 가난한 사람, 아픈 사람이나 장애가 있는 사람보다 더 완전한 만족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 두 부류의 사람이 똑같이 지혜롭고 덕이 있다면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그릇이 비록 더 적은 액체를 담고 있긴 하지만 큰 그릇만큼 가득 차 있

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슷하게 어떤 사람의 만족을 만약 이성에 의해서 정당하게 규

제된 그의 모든 욕망의 충족이라고 볼 수 있다면, 저는 가장 가난한 사람들과 자연과 운

명에 의해서 가장 은혜를 덜 입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만큼 - 물론 그들은 많은 좋은

것들을 누리지는 못하지만 - 전적으로 만족하고 충족될 수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습

니다. 여기서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이러한 종류의 만족입니다. 다른 종류의 만족을 찾는

것은 시간 낭비인데, 그런 것은 우리의 능력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1645년 8월 4

일 엘리자베스에게 보낸 편지, AT 264-265, CSMK 257)

이처럼 데카르트는 욕망의 정념을 제어하고, 따라서 우리 삶에서 괴로

움을 줄이기 위해서는 운이 존재한다는 통속적인 생각을 완전히 거부하

고, 우리 자신에게만 의존하는 자유의지를 제외하고는 모든 것은 불변하

는 신의 섭리에 따라 일어난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데카르트의 주장이 내가 할 수 없는 것, 자유의지 이외의 것은

포기하고 아무것도 욕망하지 않은 채 일어나는 모든 일을 그저 신의

뜻으로만 받아들이자는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 이와 관련해서 데

카르트는 아주 흥미로운 예를 하나 든다.

예를 들어, 만약 두 개의 다른 경로로 다다를 수 있는 어딘가에 우리가 볼 일이 있다

고 해보자. 한 경로는 다른 경로보다 더 안전하다. 우리가 더 안전하다고 생각한 경로

를 따라 가면 거기서 반드시 강도를 당하고, 반면에 다른 경로는 어떤 위험도 없이 갈

수 있다고 신의 섭리가 결정했다고 해보자. 그 때문에 우리는 둘 중의 하나의 경로를

선택하는데 무관심하거나 신의 섭리의 명령의 변하지 않는 운명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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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은 보통 더 안전한 경로를 선택하도록 명령한다. 그리고 이 경우에 우리의 욕망

은, 그로 인해서 어떤 악이 우리에게 닥친다고 해도, 일단 우리가 그 [더 안전하다고

판단한] 경로를 선택할 때 충족된다. 왜냐하면 그 악은 우리의 관점에서는 피할 수 없

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악에서 벗어나기를 희망할 아무런 이유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

이다. 다만, 내가 우리가 그렇게 해왔다고 가정하는대로, 우리는 오직 우리의 지성이 파

악할 수 있었던 최선의 것만을 할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숙명

fatalité과 운fortune을 구분할 때, 우리는 우리의 욕망을 지배하는 습관을 쉽게 얻을 수

있고 따라서 욕망의 충족은 - 항상 우리에게 완전한 만족을 주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

면서 - 우리에게만 의존하게 된다. (『정념론』146항, AT XI 439-440)

데카르트는 이 구절에서 숙명과 운을 구분하고 숙명을 그저 수동적으

로 받아들이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야한

다고 말한다. 물론 그것은 우리에게 의존하지 않는 것을 무조건적으로

욕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성의 명령에 따르는 것이다. 예를 들

어, 우리 앞에 두 가지 길이 주어져 있고, 우리의 이성으로 판단할 때

한 길이 다른 길보다 더 안전하다고 판단된다면 우리는 이성의 명령에

따라 그 안전한 길을 선택하면 된다. 물론 신의 섭리는 우리가 선택한

길이 더 위험한 길이 되는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유한한 인간의 지성

은 무한한 신의 섭리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이성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필요하다. 즉 데카르트는 우리에게 욕망 자체를 거세할 것을 주문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숙명과 운을 구분하고, 우리에게만 의존하는 것만을

욕망한다면 우리는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내

가 욕망이 참된 지식을 따르면 항상 선하다고 얼마 전에 이야기한 것

처럼, 비슷하게 욕망이 어떤 오류에 기초해 있을 때 그것은 나쁠 수밖

에 없다.”(『정념론』144항, AT XI 436, CSMK 379) 데카르트에게 욕

망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다. 다만 그 욕망을 ‘참된 지식’ 즉 ‘나에게만

의존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운과 신의 섭리, 그리고 자유의지 등을

알고 욕망한다면 욕망은 ‘항상’ 선하다

지금까지 데카르트가 욕망의 정념을 규제하는 ‘두 번째 일반적인 치료

책’을 알아보았다. 이제 ‘첫 번째 일반적인 치료책’인 ‘관대함’에 대해서

살펴보자. 관대함은 어떻게 욕망의 오류의 치료책으로 기능하는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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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성찰』에서 데카르트가 자유의지에 대해서 논의

한 부분을 다시 살펴보자. 데카르트는 세 번째 성찰에서 신이 선하다는

것을 증명한 후에 왜 선한 신이 창조한 인간은 오류를 저지르는가에 대

해서 질문한다. 데카르트는 무한한 신이 우리에게 준 자유의지는 무한해

서 그 자체로 오류의 원인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신이 우리에게

준 지성 역시 유한하긴 하지만 그 자체로는 완벽하다. 오류는 신으로부

터 부여받는 무한한 자유의지의 범위가 유한한 지성의 영역보다 더 넓어

우리는 자유의지를 통해서 명석판명하지 않은 지각까지 긍정하거나 부정

하기 때문에 발생한다(AT VII 53-58, CSM II 37-41).

신으로부터 받은 내 의지하는 힘 그 자체는 오류의 이유일 수 없다. 왜냐하면 의지하는

힘은 극히 거대하고 또 그 자체로 완전하기 때문이다. 나의 인식하는 힘 역시 비난받아

서 안 된다. 왜냐하면 나의 인식은 신에게서 왔기 때문에 인식하는 모든 것을 내가 올바

로 인식하고 있음에 의심의 여지가 없으며, 따라서 여기에는 어떤 오류도 불가능하기 때

문이다. 그렇다면 나의 오류는 어디에서 생기는 것일까? 그것은 오직 다음의 이유일 수

밖에 없다. 즉 의지의 활동 범위가 지성의 활동 범위보다 더 넓은데, 내가 의지의 활동

을 지성의 범위 안에 제한하기 보다는 오히려 내가 인식하지도 않은 문제에까지 의지의

사용을 확대시키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에 의지는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참

된 것과 선한 것에서 쉽게 벗어난다. 이것이 내가 오류를 범하고 죄를 짓는 근원이다.

(AT VII 58, CSM II 40-41)

데카르트는 네 번째 성찰에서 자유의지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문제점을

살핀 후에 해결책을 도출해 낸다. 이러한 오류에 대한 치료법은 명석하

고 판명하지 않은 지각에 대해서는 긍정이나 부정을 하지 않고 판단을

보류하는 것이다.

만일 어떤 것이 참인지를 충분히 명석하고 판명하게 지각하고 있지 않을 때 판단을 보

류한다면, 나는 올바르게 행동하고 있으며 오류를 피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하지만 그럴

때 내가 그것을 긍정하거나 부정한다면, 나는 자유의지를 올바르게 사용하고 있지 않는

것이다. 만약에 내가 그른 선택을 하게 된다면, 내가 잘못을 저지르게 될 것은 분명하다.

만약에 내가 다른 쪽을 선택하더라도, 나는 순전히 우연에 의해 진리에 도달하게 된 것

이다. (AT VII 59-60, CSM II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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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자유의지에 주의를 기울이는 네 번째 성찰에서 데카르트는 자유

의지를 잘 사용하기 위해서, 즉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먼저 명석하

고 판명한 지각과 그렇지 않은 지각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

다.

『성찰』에서의 이러한 데카르트의 탐구는 『정념론』의 자유의지의 탐

구와 공명한다. 데카르트는 ‘관대함’이 헛된 욕망을 규제할 수 있는 치료

책이라고 말한 이유는 ‘관대함’의 정념을 통해서 우리는 무관심한 대상이

었던 자유의지에 더 관심을 기울이게 된다. 이 주의집중의 결과 『성

찰』의 주인공이 자유의지를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명석하고 판명한 지

각’과 그렇지 않은 지각을 구분하는 것이 오류를 줄이는 ‘치료책’이었던

것처럼, ‘나에게만 의존하는 것’인 자유의지와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

고 오직 ‘나에게만 의존하는 것’만을 욕망하는 것이 욕망의 오류를 줄이

는 ‘치료책’이라고 할 수 있다.231)

4. 관대함과 결의

지금까지 우리는 데카르트가 『정념론』 153항에서 정의한 관대함의 두

가지 구성요소 중 ‘앎’에 관한 부분을 살펴보았다. 이제 두 번째 구성요

소를 살펴보도록 하자. 데카르트는 관대함의 두 번째 구성요소를 “자신

안에서 자유의지를 잘 사용하겠다는 확고하고 변함없는 결의, 즉 자신이

231) 이러한 『성찰』과 『정념론』의 관계에 대해서는 Shapiro(1999), Shaprio(2008) 참

조. 데카르트가 1647년 11월 20일 크리스티나 여왕에게 보낸 편지가 이를 웅변적으로

보여준다. “의지는 우리가 절대적으로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최

선이라고 판단한 것을 그대로 수행하려는 확고하고 지속적인 결의, 그리고 이러한 최

선의 것이 무엇인지 찾기 위해서 우리 정신의 힘을 모두 사용하려는 확고하고 지속적

인 결의 이외에 더 낫게 의지를 사용할 수 있는 게 가능하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그 자체로 모든 덕을 구성합니다. 이것만이 진정으로 칭송과 영광을 받을 만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이 삶에 있어서 가장 크고 가장 견고한 만족을 만들어냅니다. 따라

서 저는 최고선을 구성하는 것은 바로 이 의지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AT V 85,

CSMK 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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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이라고 판단한 모든 것을 착수하고 수행하려는 의지가 결코 부족하

지 않는 것을 느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두 번째 구성요소는 첫 번

째 구성요소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관대함의 첫 번째 구성요소는

우리의 자유의지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고, 자유의지를 잘 사용하는 것에

우리의 도덕적 삶이 달려있다는 것이었다. 이 때 핵심은 ‘우리에게만 전

적으로 의존하는 것’ 즉 자유의지를 욕망하는 것과 ‘우리에게 의존하지

않는 것’을 구분하는 것이다. 자유의지가 우리에게만 의존한다는 앎에서

관대함의 두 번째 요소, 이성이 우리에게 최선이라고 판단한 것을 잘 수

행하겠다는 결의가 따라 나온다. 왜냐하면 자유의지를 잘 사용하겠다는

‘결의’는 전적으로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에 속하기 때문이다.

데카르트는 관대함의 첫 번째 구성요소인 자유의지를 잘 사용하는 것에

우리의 도덕적 삶이 달려있다고 주장한 것처럼 데카르트는 두 번째 구성

요소인 결의와 우리의 도덕적 삶을 연결시킨다. 앞서 우리는 데카르트는

‘확고하고 지속적인 결의’를 덕과 동일시한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관대함

에 대해서 설명하는 『정념론』 153항에서도 이러한 주장을 했었다. “자

신 안에서 자유의지를 잘 사용하겠다는 확고하고 변함없는 결의, 즉 자

신이 최선이라고 판단한 모든 것을 착수하고 수행하려는 의지가 결코 부

족하지 않는 것을 느끼는 것이다. 이것이 덕을 완벽하게 따르는 것이

다.”(AT XI 445-446, CSM I 384) 이처럼 데카르트는 계속해서 우리의

자유의지를 잘 쓰려는 확고한 결의와 덕을 동일시하면서 결의를 우리의

도덕적 삶과 연결시킨다.232)

그렇다면 왜 데카르트는 이처럼 결의 자체를 중요시하는 것일까? 앞서

우리는 데카르트가 헛된 욕망을 규제하기 위해서 운과 신의 섭리를 구분

해야 한다는 주장을 살펴보았다. 하지만 욕망을 규제할 수는 있지만 욕

망을 없앨 수는 없다. 따라서 데카르트의 전략은 자신에게 의존하지 않

는 것을 욕망하지 않고 자신에게만 의존하는 것을 잘 사용하겠다는 결의

를 함으로써 후회를 줄이는 전략을 택한다.233) 데카르트는 『방법서설』

232) ‘의심의 철학자’로 잘 알려진 데카르트가 ‘확고하지 변하지 않는 결의’를 ‘덕’이라고

간주한 것은 매우 흥미로운 대목이다.

233) 데카르트에게서 욕망과 후회, 신의 섭리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Brown(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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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두 번째 준칙에서 결의를 강조한 후에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나의 두 번째 준칙은 내가 할 수 있는 한 나의 행위에서 확고하고 결단력 있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가장 의심스러운 의견을 따를 때조차도 일단 내가 그것을 받아들였다면

그것이 꽤 확실했을 때만큼 일관성 있게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 내가 이 준칙을 따

름으로써, 나는 약하고 자신 없는 영혼의 양심 – 이들은 자신의 비일관성 속에서 나중

에 나쁘다고 판단하는 좋아보이는 행동에 착수를 한다. - 을 괴롭히는 모든 뉘우침

repentir과 회한remord으로부터 나 자신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AT VI 24, CSM I

123)

여기에서 데카르트는 결의가 중요한 이유는 모든 후회와 회한으로부터

나 자신을 자유롭게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데카르트는 1645

년 8월 4일 엘리자베스에게 보낸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자신이

“가지고 있지 않은 모든 좋은 것들은 전적으로 자신의 능력 바깥에 있다

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는 그것들을 욕망하지 않는 것

에 익숙해 질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욕망과 후회regret, 혹은 뉘우

침repentir 외에는 우리의 만족을 방해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

다.”(AT IV 265-266, CSMK 258) 즉 우리가 정신의 만족으로서의 행복

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후회 혹은 뉘우침 때문이고, 따라서 이 후회를

줄이는 것이 행복의 중요한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데카르트는 이러한

후회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결의라고 강조한다.

마찬가지 이유로 데카르트는 결의가 부족한 상태, 즉 ‘우유부단함

irrésolution’의 상태가 우리에게 후회를 남기기 때문에 우유부단함을 매

우 경계한다. 데카르트는 1645년 9월 15일 엘리자베스에게 보낸 편지에

서 이를 분명히 보여준다. “우리는 행동할 필요가 있을 때 결코 우유부

단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유부단함보다 더 후회와 뉘우침을 일으

키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AT IV 295, CSMK 267) 심지어 데카르트

는 『정념론』170항에서 ‘우유부단함’을 ‘매우 나쁜’ 것이라고 주장한다.

“필요한 시간보다 우유부단함이 더 오래 지속될 때, 행위를 위해 필요한

pp.178-18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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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을 숙고하는 데 다 사용할 때, 그것은 매우 나쁘다fort

mauvaise.”(AT XI 459, CSM I 390)

그런데 여기서 용어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234) 데카르트는 후회regret,

뉘우침repentir, 회한remord을 구분한다. 데카르트는 『정념론』191항에

서 뉘우침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뉘우침은 자기-만족satisfaction de soi-même과 정반대이다. 이것은 어떤 악한 행위를

했다고 스스로 믿는 것에서 나오는 슬픔의 일종이다. 뉘우침은 매우 쓰라린데, 왜냐하면

그것의 원인이 우리에게만 있기 때문이다. (AT XI 472, CSM I 396)

데카르트에 따르면, 뉘우침은 우리가 어떤 행위를 했는데 그 행위가 악

한/나쁜 일이었다는 것을 확신할 때 우리에게 생기는 슬픔tristesse의 감

정이다. 그리고 그 악한 일을 한 사람은 행위자 바로 그 자신이다.

한편 회한은 우리의 행위가 나쁜 것이라는 확신이 없을 때 가지는 슬픔

의 감정이다. 데카르트는 ‘회한에 대해서’라는 소제목이 붙은 『정념론』

177항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양심의 회한remord de conscience은 우리가 하고 있는 행위 혹은 했던 행위가 좋은지/

선한지에 대한 우리의 의심으로부터 나오는 슬픔의 일종이다. 그래서 회한은 반드시 의

심을 전제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했던 것이 나쁘다/악하다는 것을 전적으로 확신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의지는 좋은 것처럼 보이는 것에만 우리를

이끈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말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했던 것이 나쁘다는 것을 확신한

다면, 우리는 그에 대해서 뉘우치지 단지 회한을 가지지는 않을 것이다. (AT XI 464,

CSM I 392)

데카르트에 따르면, 뉘우침은 우리의 행위가 악하다/나쁘다는 것이 확

실할 때 느끼는 것이고 회한은 우리의 행위가 나쁠지도 모른다는 의심에

서 생기는 정념이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한 일이 나쁜/악한 일이라는

확신의 여부와 함께 뉘우침은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한 것이고, 회한은 이

234) Blessing(2013) “What’s Done, is Done: Descartes on Resoluteness and Regret”

Essays in Philosophy: Cartesian Virtue and Freedom 14, pp.141-16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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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지나간 일과 함께 현재의 일에 대한 것이기도 하다. 내가 현재 하고

있는 일이 뭔가 나한테 나쁜 일이지 않을까 하는 의심이 있는 것이 바로

회한이다. 물론 데카르트에 따르면 뉘우침과 회한이 모두 나쁜 것만은

아니다. 뉘우침과 회한 모두 다음에는 동일한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만

들어주기도 한다. “이 [뉘우침의 원인이 행위자 그 자신이라는] 사실이,

우리가 뉘우치는 그 행위가 악한/나쁜 것이 맞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있을 때, 뉘우침이 매우 유용하게 되는 것을 막지 않는다.

왜냐하면 뉘우침은 우리가 다른 때에는 더 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

기 때문이다.”(『정념론』191항, AT XI 472, CSM I 396) “이제 이 정념

[회한]의 사용은 우리로 하여금 의심을 하고 있는 그 행위가 좋은지 그

렇지 않은지에 대해서 조사하게 만드는 것이고, 우리가 그 행위가 좋다

는 확신이 없는 한 다음에는 그것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정념

론』177항, AT XI 464, CSM I 392-393)

한편 뉘우침과 회한이 행위자의 행위와 관련된 것이었다면 후회는 좀

더 광범위한 대상에 적용되는 감정이다. ‘후회에 대하여’라는 소제목이

붙은 『정념론』209항에서 데카르트는 다음과 같이 후회의 감정을 설명

한다.

후회 역시 슬픔의 일종이다. 후회는 항상 어떤 절망과 즐거움이 우리에게 주었던 쾌락

의 기억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특정한 구체적인 쓰라림amertume을 가지고 있다. 왜

냐하면 우리는 한때는 즐겼지만 [이제는] 그것을 완전히 상실해서, 우리가 후회하고 있는

것과 관련된 시간과 장소에 있던 그것을 되찾을 희망이 없기 때문이다. (AT XI 485,

CSM I 402)

데카르트에 따르면 여기서 후회는 어떤 사람이 한 때 누렸지만 지금은

더 이상 손에 넣을 수 없는 행위를 포함한 모든 사태에 적용될 수 있다.

물론 그것을 지금도 손에 넣을 수 있다면, 혹은 지금은 손에 넣을 수 없

지만 언제가 다시 손에 넣을 수 있다면 우리는 후회할 이유가 없다. 데

카르트는 『정념론』에서 위의 세 개념을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지만, 전

체적으로는 주로 후회와 뉘우침을 많이 사용하고, 두 개념을 호환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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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기도 한다.235)

앞서 우리는 데카르트가 엘리자베스에게 보낸 편지에서 우유부단함보다

더 후회와 뉘우침을 유발하는 것은 없다고 주장한 것을 살펴보았다. 즉

후회, 뉘우침, 회한의 원인은 우유부단함이다. 그렇다면 데카르트가 주장

하는 ‘우유부단함’은 어떤 것인지 한 번 살펴보자. 물론 데카르트는 우유

부단함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어떤 행동을 성급하게 하지 않고 여러 가능성을 심사숙고할 시간을 주기

때문이다.

우유부단함은 또한 염려crainte의 일종인데, 영혼이 할 수 있는 많은 행위들 가운데에

있을 때 영혼을 균형 잡히게 하여 영혼이 그 [가능한] 행위들 중에 아무것도 수행하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결정하기 전에 선택할 시간을 가질 수 있게 한다. 확실히 우유부단

함의 유익함은 여기에 있다. (『정념론』170항, AT XI 459, CSM I 390)

따라서 우리는 ‘우유부단함’ 때문에 우리 앞에 놓인 가능한 선택지 앞에

서 숙고하게 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조언을 구할 수 있게 되기도 한다.

(“우리를 숙고하게 하고 조언을 얻도록 하는 우유부단함”(『정념론』59항, AT XI 376,

CSM I 351))

하지만 이 우유부단함이 지나칠 때 문제가 발생한다. 데카르트는 어떤

사람들은 “[여러 가지 선택지 중에서] 선택할 것도 없고, 그것을 할 것인

지 말 것인지 한 가지 선택만 있어도 그들은 망설이고 쓸데없이 다른 것

을 찾느라 멈춘다.”(『정념론』170항, AT XI 460, CSM I 390)라고 말한

다. 이 망설임이 길어지게 되면 정작 행동에 필요한 시간이 줄어들게 되

고 결국 우리는 우리가 선택하는 행동에 대한 확실한 이해와 어떤 확신

도 없이 떠밀리듯이 선택을 하게 되고 이러한 선택은 후회를 낳게 된다.

이런 이유로 데카르트가 보기에 ‘우유부단함의 과잉excès d’irrésolution’

은 ‘아주 나쁜’ 것이다.236)

235) Blessing(2013), p.143.

236) “하지만 우유부단함이 필수적인 것보다 더 많이 지속될 때나, 행위를 위해 필요한

시간을 숙고하는 데 다 사용할 때, 그것은 극단적으로 나쁘다. (...) 우유부단함의 과잉

은 잘하려고 하는 지나치게 큰 욕망에서 기인하고, 너무 많은 혼잡한 관념만을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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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후회, 뉘우침, 회한을 우리에게 남기는 이 ‘우유부단함의 과잉’

을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 데카르트는 그 치료책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이런 과잉의 치료법은 주어진 모든 것에 대해서 확실하고 단호한 판단jugements

certains et déterminés을 하는 데에 익숙해지는 것이고, 비록 아마도 우리가 아주 형편

없이 판단할 지라도 우리가 최선이라고 판단한 것을 할 때 우리는 항상 우리의 의무에

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다. (『정념론』170항, AT XI 460, CSM I 391)

여기서 데카르트는 지나친 우유부단함에 대한 치료법은 확실하고 단호

하게 판단하는 것, 즉 결의라고 말한다. 1646년 5월 엘리자베스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데카르트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저는 진실로 어떤 중요한 일을 수행하기 전에 숙고하는 시간을 갖는 것은 아주 옳은

일이라고 인정합니다. 하지만 일단 어떤 계획이 시작되고 주요한 목표에 동의가 되면,

세부사항에 대해서 논쟁하면서 문제를 지연시킴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이 있는지 모르

겠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이런 [지연]에도 불구하고 그 계획이 성공한다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얻을 수도 있는 모든 작은 이득은 그러한 지연이 통상적으로 야기하는 해로운

결과에 의해서 완전히 상쇄됩니다. 또한 만약 그 계획이 성공하지 못하면, 이러한 지연

은 우리가 실패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줍니다. 게다가 우리가 어

떤 계획을 수행하는 것을 지연할 때, 나쁜 계획의 경우보다 좋은 계획의 경우에 더 자

주 그런데, 기회를 놓치는 일이 자주 발생합니다. 이것이 결의résolution와 신속함

promptitude이 이미 시작된 계획에 매우 필수적인 덕이라고 확신하는 이유입니다. (AT

IV 414-415, CSMK 288)

데카르트는 중요한 일을 결정하기 전에 시간을 두고 숙고하는 것이 바

람직하지만, 너무 오래 숙고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그리고 일단 결정

을 하게 되면 세부사항에 대해서 너무 고민하지 말라고 조언한다. 왜냐

하면 계획을 완벽하게 만들어서 얻는 이득보다는 일이 늦어져서 입게 되

는 손해가 훨씬 크기 때문이다. 그래서 ‘결의’와 ‘신속함’이 ‘매우 필수적

인 덕vertus très nécessaires’이라고 주장한다. 여기서 데카르트의 ‘결의’

고 있고 명석하고 판명한 관념은 전혀 없는 지성의 약함에서 기인한다.”(『정념론』

170항, AT XI 459-460, CSM I 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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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두 가지 의미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첫 번째로 어떤 숙고의 시간이

끝나면 단호하게 결정을 내리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일단 결정을 하고

나면 그 결정을 끝까지 수행하려는 의지가 그것이다.237)

여러 가지 선택의 가능성 속에서 우리가 단호하게 결정해야 하는 가능

성은 데카르트가 이미 『방법서설』에서도 강조한 바가 있다. 데카르트

는 ‘뉘우침’과 ‘회한’을 막기 위해서 두 번째 준칙을 받아들였다고 주장하

면서 결의의 중요성에 대한 예를 하나 든다.

나는 숲 속에서 길을 잃은 한 여행자를 상상한다. 그 여행자는 이 길 저 길로 헤매지

말아야 하고 한 장소에 덜 머물러야 한다. 그리고 한 방향으로 그가 할 수 있는 한 똑바

로 계속 걸어야 한다. 처음에 아주 사소한 우연이 그 길을 선택하게 만들었더라도 아주

작은 이유로도 결코 그 길을 바꾸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그가 원하는 곳

에 정확히 가지는 못하겠지만 적어도 숲 한 가운데 있는 것보다 더 나은 장소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AT VI 24-25, CSM I 123)

결정을 하지 못하고 우유부단한 것은 숲 한 가운데서 길을 잃은 것과

마찬가지다. 이런 상황에서 어디로 갈지 계속 고민만 하고 있는 것은 바

람직하지 못하다. 일단 아무 방향이나 선택을 해서 앞으로 가다 보면 내

가 가려고 했던 목적지는 아니지만 어딘가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데카

르트에게 ‘나쁜 결의’보다 더 나쁜 것이 ‘결의의 부족’인 것이다. 왜냐하

면 데카르트에게 결의가 부족한 삶은 능동적인 삶이 아니라 수동적인 삶

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결의를 할 때 그 결의의 내용은 무엇일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

럼, 『정념론』170항에서 데카르트는 ‘우리가 최선이라고 판단한 것’을

수행하려는 결의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이 구절은 앞서 153항에서 데카

르트가 말한 ‘관대함’의 두 번째 구성요소와 정확히 일치한다. “[관대함을

구성하는 다른] 한 부분은 자신 안에서 자유의지를 잘 사용하겠다는 확

고하고 변함없는 결의, 즉 자신이 최선이라고 판단한 모든 것을 착수하

고 수행하려는 의지가 결코 부족하지 않는 것을 느끼는 것이다.” 여기에

237) Blessing(2013), p.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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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관대함을 구성하는 두 번째 요소가 다시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첫 번째는 주어진 사태를 잘 판단하기 위해서 이성의 모든

능력을 사용하는 것, 두 번째는 그것을 잘 수행하려는 결의이다. 따라서

데카르트가 강조하는 결의는 의지만으로는 부족하고 가능한 한 최선을

찾으려는 지성과 함께이어야 한다.

데카르트는 『정념론』49항에서 결의와 지성의 관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한다.

어떤 잘못된 의견에서 기인하는 결의와 진리에 대한 인식에만 기반하고 있는 결의 사

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왜냐하면 만약 우리가 후자를 따른다면 후회 혹은 뉘우침을 결

코 가지지 않고, 반면에 우리가 전자를 따를 때 거기서 잘못을 발견하게 되면 항상 후

회와 뉘우침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AT XI 368, CSM I 347)

앞서 후회, 뉘우침, 회한의 감정을 일으키는 것은 우유부단함이었다. 이

우유부단함의 치료법은 결의이다. 그런데 이 결의는 이성이 최선이라고

판단한 것을 수행하겠다는 결의, 진리에 대한 지식에 기반하고 있는 결

의이다. 그 때에 우리는 후회, 회한, 뉘우침을 가지지 않을 수 있다. 여기

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우리가 최선이라고 판단한 것이 오류가 없

고 의심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우리가 판단할 시점에서는 그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했지만 나중에 잘못된 판단이었던 것으로 판명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카르트는 결정하는 그 당시에 최선이라고

판단한 것을 수행하라고 한다.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 비록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후회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데카르트는 최선이라고 판단

했는데 그렇지 않다고 판명난 것을 번복하는 것보다 원래의 결정대로 밀

고나가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생각한다. 데카르트는 1646년 9월 엘리자

베스에게 보낸 편지에서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의 내용을 언급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다.

그[군주]는 흔들리지 않아야 하고 완고해야 합니다. 저는 군주 자신 안에 가지고 있었

던 설계도를 고수해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군주는 모든 것을 살필

수는 없고 따라서 어떤 결정에 이르기 전에 조언을 구해야하며 많은 사람들의 판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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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일단 자신의 결정을 공표하고 나면 자신의 결정을 확고하게 붙

들고 있어야 합니다. 비록 그것이 자신에게 해가 되더라도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유부단

하고 일관성이 없다는 평판만큼 군주에게 해로운 것은 있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AT

IV 490, CSMK 294)

여기서 데카르트는 군주의 결정이 최선이 아니더라도 그 결정을 고수하

는 것이 더 낫다고 말한다. 비록 자신의 결정이 해가 될지 모르지만 그

결정을 번복해서 우유부단하다는 평판을 듣는 것보다는 더 낫기 때문이

다. 물론 이러한 주장은 데카르트가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을 읽고 군

주의 결정에 대해서 설명한 것일 뿐 이것을 일반적인 주장이라고 판단하

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238)

이 문제에 대한 대답을 얻기 위해서 『방법서설』을 살펴볼 필요가 있

다. ‘임시도덕’의 두 번째 준칙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데카르트는 후회와

뉘우침을 가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일단 한 번 결정한 것을 수행하려

는 결의를 가져야 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데카르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때때로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미룰 수 없이 행동해야 하기 때문에, 가장 참된 견해를

구분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 안에 있지 않을 때는 가장 그럴 듯한 견해를 따라야만 한다

는 것이 가장 확실한 진리이다. 심지어 어떤 의견도 다른 의견보다 더 그럴 듯해 보이

지 않을 때조차도 우리는 여전히 어떤 것을 결정해야만 한다. 그리고 일단 그렇게 결정

하고 나면, 실천의 문제인 한에서, 그 견해를 의심스러운 것이 아닌 가장 참되고 확실한

것으로 간주해야만 하는데,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결정하도록 만든 이성[근거]이 참되고

확실하기 때문이다. (AT VI 25, CSM I 123)239)

이 구절에서 데카르트는 일상생활에서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을 더 이상

238) 마키아벨리 『군주론』에 나타난 ‘덕’과 ‘의지’의 관계에 대해서는 Brown(2006), 8장

참조.

239) 『방법서설』의 다음과 같은 구절에서도 같은 주장을 찾아볼 수 있다. “우리의 의

지는 우리의 지성이 선하거나 악한 것으로 표상하는 것만을 추구하거나 피하려고 하

기 때문에, 우리는 잘 행동하기 위해서는 단지 잘 판단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우리의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 다시 말해서, 모든 덕을 획득하기 위해서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획득할 수 있는 모든 선을 획득하기 위해서 - 우리는 가능한 한 잘 판단하기

만 하면 된다.” (AT VI 28, CSM I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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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룰 수 없을 때 우리의 선택지 중에서 가장 그럴 듯한 것을 따라야만

한다고 말한다. 즉 우리가 결정할 당시 우리가 최선의 것이라고 판단한

것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데카르트는 『방법서설』이나 『성

찰』에서 ‘명석하고 판명한 지각’이 아니면, 즉 어떤 것이 조금이라도 의

심스러우면 판단을 중지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왜 데카르트는 그럴 듯한

의견을 ‘가장 참되고 확실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일까? 그

이유는 데카르트가 ‘이론적 판단’과 ‘실천적 판단’을 구분하기 때문이

다.240) 이론적 판단을 할 때는 우리의 지각이 명석하고 판명하지 않으면

판단을 중지해야 하지만 실천적 판단에 있어서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론적 탐구를 해 나가는 와중에도 우리는 일상

을 살아야하며 그렇지 않으면 명석하고 판명한 진리를 찾으려는 이론적

탐구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5. 관대한 사람

지금까지 우리는 관대함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관대함은 두 가지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고, 이를 가지게 될 때 우리는

‘관대함-정념’과 ‘관대함-덕’을 획득할 수 있다. 이제 관대함을 가지고 있

는 사람, 관대함을 체화한 사람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자.

‘관대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면 관대함을 조금 더 분명하게 인

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데카르트는 “[존중과 경멸의 정념을 야기

하는] 정기의 운동은 아주 뚜렷해서 얼굴 표정, 몸짓, 걸음걸이, 그리고

일반적으로 보통의 경우보다 더 좋거나 더 나쁘게 자신에 대한 견해를

꾸며내는 사람들의 모든 행동까지도 바꾼다.”(『정념론』151항, AT XI

445, CSM I 384)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정념-덕으로서의 관대함’을 가

진 사람 역시 이 관대함이 드러내는 여러 가지 특징을 가지게 될 것이

240) 데카르트 철학에서 이론적 판단과 실천적 판단의 구분은 1장의 ‘형이상학적 확실성’

과 ‘도덕적 확실성’의 구분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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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우선 관대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기 위해서 이에 반대되는 유형

의 사람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데카르트는 ‘관대한 사

람’의 ‘완전하게 반대되는’ 사람으로 ‘오만한 사람’을 제시한다.241) 데카르

트에 따르면 ‘관대함’과 ‘오만’은 생리학적으로는 같은 원인을 가진다. 즉

관대함과 오만은 동일한 ‘동물정기’의 운동으로부터 발생하고 경이, 기쁨,

자기애가 혼합된 정념이다. 그런데 유일한 차이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인

식의 ‘정당성’ 여부이다.

오만과 관대함은 단지 우리가 자신에 대해 갖는 좋은 견해에서만 성립한다. 유일한 차

이는 이 견해가 하나[관대함]는 정당하고 다른 하나[오만]는 정당하지 않다는 것이

다.(160항, AT XI 451, CSM I 386)

‘오만한 사람’은 ‘관대한 사람’과 달리 정당한 자기 인식을 결여하고 있

기 때문에 “자신이 그래야만 하는 것보다 더 오만해지거나 비굴해지는

경향을 지닌다. 그들은 새롭게 발생하는 모든 것에 놀라게 되고, 그 놀라

운 것[특성]을 자기 자신에게 귀속시키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에게 발생

하는 것이 자신에게 유익한지 그렇지 않은지에 따라서 자신에게 경이감

을 갖거나, [자신을] 존경하거나 경멸한다.”(160항, AT XI 452, CSM I

387) ‘오만한 사람’과 달리 ‘관대한 사람’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정당한’

자기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관대한 사람’은 자기 자신

에게 귀속될 수 있는 것이 자유의지밖에 없음을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이러한 자유의지 때문에만 자기 자신에게 경이감을 갖는 사람이기 때문

241) “오만orgueil의 결과[효과]는 관대함의 결과[효과]와 정반대”라는 제목이 붙은 『정

념론』 158항에서 데카르트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그러나 우리가 자신을 존경하

는 이유가 어떤 것이든, 그 이유가 우리 안에서 자유의지 – 앞서 말했듯 관대함은

이것으로부터 기인한다. -를 항상 잘 사용하는 데서 느끼는 의지 외에 다른 것이면,

그것은 언제나 아주 비난받을 만한 오만을 생산하는데, 이러한 오만은 진정한 관대함

과 아주 달라서 완전하게 반대되는 결과[효과]를 지닌다. 왜냐하면 다른 모든 좋은

것, 즉 지성, 아름다움, 부, 명예 등과 같은 것은 적은 수의 사람에게서 발견되는 것인

만큼 보통 더 존경받게 되며, 심지어 그것들 중 대부분은 여러 사람에게 전달될 수

없는 그런 본성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 점은 오만한 사람이 다른 모든 사람을 비굴

하게 만들려고 애쓰게 하며, 자신의 욕망의 노예가 되어 미움, 질투, 시기, 또는 화로

끊임없이 동요된 영혼을 갖게 만든다.”(AT XI 449, CSM I 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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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그렇다면 ‘관대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신 자신에 대한 ‘정당한’

인식과 자유의지만이 나에게 전적으로 의존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은 어

떤 관계가 있을까? ‘관대함’은 어떤 행위의 원인이 나한테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다. 행위의 원인이 나에게 있지 않은 것에 대해 우리는 도

덕적으로 책임을 질 필요가 없으며 그러한 행위에 대해 우리 자신을 칭

찬하거나 비난한다면 그러한 도덕적 평가는 정당하지 않은 것이다. 달리

말하면, ‘관대한 사람’은 내가 책임이 없는 것에 대해서 비난받거나 칭찬

받을 수 없다는 ‘정당한’ 인식을 가진 사람이다.

또한 ‘오만한 사람’은 ‘정당한’ 자기 인식을 결여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

문에 자기에게 달려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 “지성, 아름다움, 부, 명

예” -를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오만한 사람’은 “욕망의

노예”이고, 또한 자신들의 욕망을 실현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끊

임없이 증오haine, 시기envie, 질투jalousie, 화colère에 의해 야기되는 동

요된 영혼”(158항, AT XI 449, CSM I 386)을 가지고 있다. ‘오만한 사

람’이 가진 이러한 과도한 욕망의 문제점은 불행이다.242) 왜냐하면 데카

르트에게 행복은 마음의 평안과 만족인데, ‘오만한 사람’은 자신에게 의

존하지 않는 것을 욕망하면서 마음의 평온함은 사라지고 온갖 정념의 노

예가 되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관대한 사람’은 자신의 한계에

맞는 욕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지복을 누릴 수 있음을 알

수 있다.243)

‘오만한 사람’은 또한 우유부단한 사람이다. 데카르트는 159항에서 다음

242) 164항에서 데카르트는 “비천하고 연약한 영혼”들을 괴롭히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한다. “비천하고 연약한 정신을 갖는 이들에게는 과도함으로 인한 결점이 있다. 그들

은 때로 단지 무시할 가치가 있는 것을 숭배하고 두려워하며, 때로는 가장 숭배해야

할 가치가 있는 것을 오만하게 경시한다. 그리고 그들은 흔히 신에 대한 극단적인 모

독에서부터 미신까지, 이어서 미신에서 신의 모독까지 아주 빨리 이동한다. 그래서 그

들에게 가능하지 않은 어떤 악덕도, 정신의 어떤 무절제도 없다.”(AT XI 456, CSM I

389)

243) “우리가 덕에 대해 아무리 욕망을 가져도 지나치지 않다는 것은 확실하다. 이러한

방식으로 욕망하는 것을 얻는 데 실패할 수는 없는데, 왜냐하면 그것이 의존하는 것

은 단지 우리뿐이기 때문이며, 거기에서 우리는 기대했던 모든 만족을 항상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것에서 흔히 저지르게 되는 오류는 너무 많이 욕망한다는 것

이 결코 아니라 적게 욕망한다는 것, 단지 그것뿐이다.”(144항, AT XI 436-437, CSM

I 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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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이 말한다. “비굴함bassesse이나 나쁜 겸손humilité vicieuse에 대해

서 말하자면, 그것은 우리가 약하거나 별로 결의를 가지지 않음을 느낀

다는 것에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마치 자유의지를 충분히 사용하지 못하

는 양, 나중에 후회하리라 알고 있는 것을 기어코 행하게 되는 데서 성

립한다.”(AT XI 450, CSM I 486)244) 이처럼 ‘나쁜 겸손’을 가진 ‘오만한

사람’은 세상의 변화와 역경에 쉽게 자신의 기분을 바꾸는 우유부단한

사람이다. 따라서 이러한 ‘오만한 사람’에 반대되는 ‘관대한 사람’은 자기

가 결정한 일은 반드시 수행하겠다는 결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일 것이

다. 즉 ‘관대한 사람’은 이성이 최선이라고 판단한 것을 잘 수행하겠다는

의지가 결코 부족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결코 우유부단하지 않은 성

향을 가지게 된다. ‘관대한 사람’은 우유부단하지 않고 강한 결의를 가지

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의 수행하려는 의지를 끝까지 관철시키는

사람이다.

정당한 자기 인식을 가지고 이성이 판단한 것을 수행하려는 확고한 결

의를 가진 ‘관대한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한 ‘정당한’ 인식을 가졌을 뿐

만 아니라 타자에 대한 태도에서도 그 만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런

면에서 데카르트의 관대함은 ‘코기토의 완성’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코

기토를 완성한 후에 ‘외출하는 코기토’가 되는 근거가 된다. 즉 데카르트

윤리학의 핵심은 자기 자신의 완성이 아니라 타자로 향하는 것이다.245)

관대한 사람이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것은 자유의지가 자기 자신의 것이

기 때문이 아니라 자유의지 그 자체가 존경의 가치를 지니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관대한 사람은 결코 다른 사람을 경멸하지 않는

다. 데카르트는 “관대함이 다른 사람을 경멸하지 못하게 한다는 점”이라

는 제목이 붙은 『정념론』154항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러한 이해와 느낌sentiment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른 모든 사

244) 계속해서 데카르트는 “[나쁜 겸손은] 우리 스스로는 지속할 수 없거나 그것의 획득

이 타인에게 의존해 있는 많은 것 없이는 할 수 없다고 믿는 데서 성립한다. 이처럼

악덕한 겸손은 관대함에 직접적으로 반대된다.”(AT XI 450, CSM I 486)라고 주장한

다.

245) Brown(2006), p.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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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 역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러한 이해와 느낌을 가지고 있다고 쉽게 확신한다. 왜냐

하면 그것에는 다른 것에 의존하는 것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결코

아무도 경멸하지 않는 이유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약함을 보여주는 잘못을

저지르는 것을 종종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비난하기 보다는 용서하려

고 한다. 그리고 그런 잘못을 선의의 부족 때문이 아니라 이해의 부족 때문에 저질렀다

고 믿으려 한다. 그리고 그들은 재산, 명예, 심지어 지성, 지식, 아름다움, 혹은 일반적으

로 다른 완전함에서 그들을 능가하는 사람들에 대해 크게 열등하다고 생각하지 않듯이,

그들이 능가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자신을 존중하지도 않는다. 왜냐하면 이러한 모든

것들은 선한 의지 - 이것 때문에만 그들은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모든 다른 사람들에

게도 또한 있다고, 혹은 적어도 있을 수 있다고 가정한다. –에 비교할 때 아주 미미하

게 보이기 때문이다. (AT XI 446-447, CSM I 384)

이 항에서 데카르트는 두 가지를 지적한다. 내가 다른 사람들이 가진

것보다 적게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자유의지의 측면에서 나도 남과 같은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 자신을 존중할 수 있고, 동시에 다른 사람

이 내가 가진 것보다 적게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도 자유의

지를 가지고 있으니 존중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다른 것들은 “자유의

지와 비교할 때 아주 미미”하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다른 사람들을

경멸한다는 것은 타인을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는 존재, 즉 ‘동물’로

본다는 것이다. 따라서 ‘관대한 사람’은 나보다 적게 가진 사람이라고 경

멸할 이유가 없다. 그들 역시 나와 같은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들이기 때

문이다.

그런데 ‘관대한 사람’은 평범한 사람뿐만 아니라 악행을 저지르는 악인

도 경멸하지 않을 수 있을까. 자유의지가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보편

적 가치라면 악인 역시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사용한 사람이지

않는가. 하지만 악행을 저지르는 악인들 역시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다. 데카르트는

‘관대한 사람’도 그러한 악인들을 경멸한다고 한다. 하지만 그러한 경멸

은 악인 그 자체에 대한 경멸이 아니라 그들의 악행에 대한 경멸이다.

‘관대한 사람’은 “악덕을 미워하지만 그 때문에 악덕의 지배를 받는 이들

까지 미워하지는 않고 다만 [그들에게] 연민을 가질 뿐이다.”(187항, 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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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I 470, CSM I 395)

데카르트가 말하는 ‘관대한 사람’은 단순히 다른 사람을 경멸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존경vénération’한다. 즉 타인의 유익까지도 구

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감정은 다시 ‘겸손’으로 이어진다. 『정

념론』155항에서 데카르트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따라서 가장 관대한 사람은 보통 가장 겸손한 사람이다. 그리고 덕스러운 겸손humilité

vertueuse은 오직 다음에만 있다. 우리 본성의 약함과 우리가 앞서 저지를 수도 있었거

나 저지를 수 있는 잘못 – 이것은 다른 사람이 저지를 수 있는 것에 비해서 가볍지 않

다 -에 관한 우리의 반성이 우리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더 선호하게 만들지 않는 것. 그

리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처럼 그들 자신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 역시

그것을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AT XI 447, CSM I 385)

‘관대한 사람’은 잘 판단하고 행동하는 사람이지만 또한 인간으로서 ‘우

리 본성의 약함’을 인식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우리가 앞서 저지를 수

도 있었거나 저지를 수 있는 잘못”에 대해서 인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더 선호”하지 않고, 다른 사람도 우리와 마찬가

지로 자유의지를 지니고 그 역시 자유의지를 잘 사용할 수 있으리라 생

각한다.

또 데카르트는 ‘관대한 사람’은 “자연적으로 훌륭한 일[큰일]에 이끌린

다naturellement portés à faire de grandes choses”라고 주장한다. 그렇

다면 ‘관대한 사람’이 하게 되는 ‘훌륭한 일[큰일]’은 어떤 일일까? 그것

은 자신의 명예와 관련된 일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하는 것

이다. ‘관대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하는 것과 자신의 이익

을 무시하는 것을 가장 훌륭한[커다란] 것으로 평가”한다.(156항, AT XI

447-448, CSM I 385) 더 나아가 ‘관대한 사람’은 “이런 이유로 항상 [다

른 사람들에게] 예의 바르고courtois 상냥하며affable 타인에게 친절하다

officieux.” 즉 ‘관대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경멸하지 않고 존경하며, 그

래서 겸손하게 되고, 예의 바르고 남에게 좋은 일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다. 이처럼 관대함을 가진 사람은 자연스럽게 ‘겸손’ ‘존경’, ‘친절’과 같은

덕스러운 자질을 가지게 된다.246) 이런 의미에서 데카르트의 ‘관대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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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웅적이고 귀족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었던 아리스토텔레스의 ‘원대한

마음’과 달리 평등주의적이라 할 수 있고 더 나아가 겸손의 덕을 가지게

한다. 이런 측면에서 데카르트는 관대함이 ‘다른 모든 덕들에 이르는 열

쇠’(『정념론』161항)라고 말한 것이다. ‘관대한 사람’은 ‘관대함’ 때문에

자연스럽게 다양한 덕을 갖출 수밖에 없다. 여기에서 데카르트의 이상적

인 윤리적 행위자인 ‘관대한 사람’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원대한 마음을

가진 사람’과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아

리스토텔레스는 ‘원대한 마음’이 이러저러한 덕을 가진 사람이 마지막에

쓰게 되는 면류관이라고 말하지만247), 데카르트는 ‘관대함’이 모든 사람

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에 대한 ‘정당한’ 인식과 이것을 잘 사용

하겠다는 결의를 통해서 갖게 되고, 여기에서부터 여러 가지 덕을 갖출

수 있게 된다고 말하기 때문이다. ‘관대함’이 이런 방향을 갖게 만들면서

데카르트는 평등함의 미덕을 우리에게 되돌려주고 있다.

한편 ‘관대한 사람’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정념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기 때문에 과도한 정념에 사로잡히지 않는다. 또 과도한 정념에 사로잡

히더라도 ‘관대한 사람’은 정념을 곧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관대한 사

람이 가진 과도한 정념의 수명은 짧다. 뿐만 아니라, ‘관대한 사람’은 자

기 자신에 대한 ‘정당한 인식’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가진 정념

에 대해서도 ‘정당한 인식’을 가진 사람이다. 이러한 ‘정당한 인식’은 정

념을 통제하는 데에도 도움을 준다. 예를 들어, 데카르트에게 질투

jalousie는 우리가 가치 있게 생각하는 어떤 것을 잃을까봐 가지는 불안

이다.248) 이러한 정념은 우리에게 가치 있는 것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믿음을 동반할 것이다. ‘관대한 사람’은 질투의 정념을 느끼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질투의 정념을 가지는 사람이다. 따라서 질투의 대상에

대해서 가지는 가치가 옳다면 질투의 정념도 정당할 것이고 그러한 정념

246) Sapiro(2008), pp.458-459.

247) “포부가 크다[원대한 마음을 가진다]는 것은 말하자면 탁월성[덕]들에 대한 일종의

면류관kosmos인 것 같다. 면류관은 탁월성[덕]들을 더욱 큰 것으로 만들며, 이것들

없이는 생겨나지 않기 때문이다.” 아리스토텔레스(2006), 1124a1-2, 138쪽.

248) “질투는 어떤 좋은 것을 계속해서 소유하려고 하는 욕망과 연관된 두려움의 일종이

다.”(167항, AT XI 457, CSM I 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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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그 대상을 잃지 않도록 우리를 적절한 행동으로 이끌 것이다. 데카르

트는 예를 들어, 정숙한 여자는 자신의 명예에 대해 정당한 질투를 느끼

기 때문에, 비행(卑行)을 조심할 뿐만 아니라 비난 받지 않도록 노력한다

고 주장한다(168항, AT XI 458, CSM I 390). 반면 ‘관대하지 않은 사람’

은 정당하지 않은 질투를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정당하지 않게 자신의

아내를 질투하는 사람의 경우, “그가 사랑한 것은 정확히 말해서 그녀가

아니라 그녀를 홀로 소유하는 데 있다는 것을 상상하는 데서 오는 좋은

것일 뿐”(169항, AT 458-459, CSM I 390)이다.

또한 데카르트에 따르면, 시기envie는 우리가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이에게 좋은 것이 발생하는 것을 보는 데서 오는 미움과 섞인 슬픔의 일

종이다.”(182항, AT XI 466, CSM I 385) 이러한 설명에 따르면, 시기는

그것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순전히 운으로부터 오는 좋은 것을 가

질 때 느끼게 되는 감정이다. 그런데 ‘관대한 사람’이 가지는 ‘정당한’ 시

기는 정의감 혹은 부정의에 대한 증오의 정념을 불러일으킨다. 왜냐하면

만일 좋은 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그것을 못 가져서 고통을

겪거나, 마찬가지로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 좋은 것을 받는다면,

관대한 사람은 이 현실에 대해서 분노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관대한 사

람’이 정당하게 가지는 시기를 통해 가질 수 있는 정의감이다. 즉 ‘관대

한 사람’은 ‘정당한’ 시기의 정념을 가짐으로써 ‘정의로운 사람’이 된다.

또 ‘관대한 사람’은 호의faveur, 감사reconnaissance, 분노indignation, 화

colère의 정념도 가진다. 호의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돕거나 돕고자 하는

진정성 있는 의도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 안에서 발생하는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이나 인정의 특별한 감정이다.249) 또 우리가 다른 사람의 도움

을 받을 경우에 느끼는 정념은 감사이다. 호의는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하

는 사람에게 좋은 일이 발생하면 좋겠다는 욕망을 낳고 감사는 우리에게

선한 행위를 한 사람에게 은혜를 되돌려주려는 욕망을 낳는다. 이에 반

해 분노는 증오 혹은 회피의 감정이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관대한 사

람’은 악행이나 악덕에 대해서 분노하지만 이 정념은 지나치지 않고 적

249) “문자 그대로 호의는 선한 의지를 갖는 누군가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싶어 하는 욕망이다.”(192항, AT XI 473, CSM I 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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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하다. ‘관대한 사람’은 오직 “가장 크고 비정상적인”(198항, AT XI

476-477, CSM I 398) 악행의 경우에만 분노한다. 또 우리가 이러한 악

행의 피해자가 될 때 느끼는 정념인 화는 복수의 욕망을 낳는데, 데카르

트에 따르면, 이 복수의 욕망은 다른 “정념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격렬”(199항, AT XI 477, CSM I 399)하다. 하지만 타인에게 선의를 가

지고 있는 ‘관대한 사람’은 이러한 가장 격렬한 욕망을 통제할 수 있게

되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만족감을 느끼게 되고 화는 “경멸, 혹은 기껏

해야 분노”로 변한다. 물론 앞서 본 것처럼 이 때 경멸이나 분노의 대상

은 나에게 악행을 저지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의 행위이다.

또 ‘관대한 사람’은 뉘우칠 필요가 없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뉘우침은

우리가 “어떤 악한 행위를 했다고 스스로 믿는 것에서 나오는”(191항,

AT XI 472, CSM I 396) 정념이다. 그런데 그러한 악한 행위는 보통은

시기나 화에서 기인하기 때문에 ‘관대한 사람’은 뉘우침의 정념을 일으키

는 악한 행위를 할 동기가 없을 것이다. ‘관대한 사람’은 또한 타인의 말

을 귀 기울여 듣는 사람이다. 데카르트는 ‘영예gloire’를 “다른 사람으로

부터 칭찬을 받고 있다는 생각이나 예상에서 오는”(204항, AT XI 482,

CSM I 401) 기쁨으로 정의하고, 수치honte은 “비난받고 있다는 생각이

나 예상에서”(205항, AT XI 482, CSM I 401) 오는 슬픔으로 정의한다.

데카르트는 이 두 정념의 기능은 “영예는 기대를 통해, 수치는 두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덕으로 이끌어 간다. (...) 사람들은 매우 잘못 판단하지만,

우리는 그들 없이 살 수 없고, 그들로부터 존경받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

에 우리는 우리 행동의 외양에 관해서는 우리 자신의 의견이 아니라 그

들의 의견을 따라야 한다.”(206항, AT XI 482, CSM I 401) 이처럼 데카

르트의 ‘관대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의견, 특히 우리의 윤리적 삶에 대

한 그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것에 귀를 기울인다.250)

이처럼 ‘관대한 사람’은 정념에 대해 정확하게 통제를 할 수 있는 사람

250) 데카르트는 1645년 9월 15일 엘리자베스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다음과 같이 말한다.

“비록 우리는 모든 것에 대해서 확실한 증명을 가질 수는 없겠지만, 여전히 우리는

편을 들어야하고 관습의 문제에 있어서 가장 그럴 듯하게 보이는 의견들을 끌어안아

야 합니다.”(AT IV 295, CSMK 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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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정념은 나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즐거움을 만

끽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고, 따라서 ‘관대한 사람’은 “가장 달콤한 삶”

을 사는 사람이 된다.251)

마지막으로 ‘관대한 사람’은 ‘코기토의 완성’이 아니라 ‘외출하는 코기토’

의 출발점이라는 주장을 다시 한 번 살펴보자. 앞서 우리는 관대함이 왜

경이의 일종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그런데 경이와 관대함 이 두 정

념의 연결이 데카르트 윤리학에서 아주 중요하다.252) 앞서 살펴본 것처

럼 경이는 나와 다른 것, 낯선 것에 대한 놀라움이다. 이것은 나와 다른

것, 타자를 타자 그대로 보게 한다. 즉 나와 다른 것에 주의를 기울이게

하고 그것이 가진 가치에 주목하게 한다. 하지만 이러한 경이의 감정은

타자를 그저 나와 다른 것으로 둘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관대함’이 경

이의 대상을 그대로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영원한 타자로 남겨

놓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이 나와 다르지 않은 존재임을 인정하게 한다.

즉 경이가 관대함과 만날 때에만 우리는 타자를 타자로서 인정하면서 또

동시에 우리 자신에게 부여하는 정당한 자기 존중을 타자에게도 부여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이야말로 데카르트가 생각하고 있는 윤리학의 핵심이

고 열매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관대함이 ‘코기토의 완성’이라는 Marion(1993)의 주장은 정확하

지 않은 주장이다. Marion(1993)은 ‘관대함’을 자기-충족성의 극단적 형

태, 즉 자율성의 극단적 형태라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관대

함은 코기토의 거대한 구조물을 보존한다. (...) [관대함은] 자아의 행복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자아에게 존재의 가장 높은 완전성, 즉 자신에

만 의존하는 가장 높은 완전성을 부여한다.”253) 마찬가지로 데카르트의

251) “영혼은 스스로 기쁨을 가질 수는 있다. 하지만 영혼과 육체에 공통적인 기쁨은 전

적으로 정념에 의존하고, 그러므로 정념이 가장 많이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이 인생

에서 가장 달콤함을 맛볼 능력이 있다. 정념을 잘 활용하는 방법을 잘 알지 못하고

운명이 그들에게 반대할 때, 그들은 이 인생에서 가장 쓴맛을 발견할 수도 있다는 것

도 사실이다. 하지만 지혜는 여기서 무엇보다도 유용하다. 지혜는 우리가 정념의 지배

자가 되도록 가르치고, 대단한 기교로 정념을 다루게 해서 정념이 일으키는 악이 쉽

게 견딜만하게 되고 심지고 모든 정념으로부터 즐거움을 이끌어내기까지 한다.” (AT

XI 488, CSM I 404)

252) 이 두 정념을 같이 고려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은 La Caze(2002), “The Encounter

between Wonder and Generosity”, Hypatia 17, pp.1-1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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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념은 아무런 사회적 역할도 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Rorty(1982)의 주장

역시 정념이 일으키는 데카르트 윤리학의 사회적 측면을 간과했다고 할

수 있다.254) 이러한 주장들은 ‘관대함’이 가지고 있는 요소의 한 측면만

을 드러내는 것이다. 데카르트의 관대함은 자기 충족성의 극단적 형태인

동시에 그러한 충족성을 지닌 타자를 발견하는 장소, ‘외출하는 코기토’

의 출발지이기도 하다.

한편 ‘관대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관대함’이 단순히 행위자의 실천적인

삶에만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관대함’은 성찰하는 사람의 이론적 삶

에도 영향을 끼친다. 앞서 말했듯이 ‘관대한 사람’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것을 잘 쓰겠다는 결의를 가지는 사람이다. 그

런데 데카르트는『성찰』의 네 번째 성찰에서 성찰자meditator는 자신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론적 영역에서 오류를 피하

기 위해서 명석하고 판명한 지각에 바탕을 둔 판단 외에는 하지 않으려

는 결의를 가진다고 말한다.255) 즉 이론적 영역의 ‘성찰자’는 자신의 자

유의지를 잘 쓰겠다는 ‘결의’를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만 한다. 따라

서 실천적 영역에서 데카르트의 ‘관대함’이 없다면 이론적 영역에서의 탐

구도 불가능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데카르트의 윤리학은 데카르트의

형이상학이나 자연학 뒤에 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데카르트의 철학체계

내에 존재하고 형이상학이나 자연학의 탐구를 가능하게 했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Rodis-Lewis(1987)의 주장처럼 “관대함은 씨를 포함하고 있

는 열매이고, 만약 [이 씨가] 잘 길러진다면 철학의 나무로 자랄 수 있을

것이다.”256)

253) Marion(1993), “Generosity and Phenomenology: Remarks on Michel Henry’s

Interpretation of the Cartesian Cogito”, in Essays on the philosophy and science of
René Descartes, edited by S. Vos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p.65.

254) Rorty(1982), “From Passions to Emotions and Sentiments”, Philosophy 57, p.171.
255) Shapiro(2005), p.28; Shapiro(2008), p.459.

256) Rodis-Lewis(1987), Morgan(1994) 역시 비슷한 주장을 한다. “나무와 같이 살아있

는 유기체로서 연결된 모든 부분은 서로 의존하면서 동시에 자란다. 따라서 나무, 가

지와 같은 기본 구조들은 발달의 이른 단계에서부터 모두 다 [동시에] 존재한다.”

Morgan(1994), p.25. 비슷한 해석은 Naaman-Zauderer(2010), p.202; Boehm(2014),

“Freedom and the Cogito” British Journal for the H istory of Philosophy 22,
pp.704-724 참조. 특히 Boehm은 ‘관대함’이 우리의 형이상학적인 본질을 드러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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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데카르트 윤리학과 덕윤리

지금까지 우리는 데카르트 철학에서 잘 다루어지지 않았던 데카르트 철

학의 윤리 사상을 전경(前景)으로 끄집어내어, 데카르트 텍스트 여기저기

에 흩어져 있는 윤리 사상을 정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설명했다. 이 장에

서는 철학사의 더 큰 맥락 안에서 데카르트 윤리학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지에 관한 문제를 다룰 것이다. 윤리학의 역사에서 데카르트 윤리학

이 차지하고 있는 좌표를 찾을 때 우리는 데카르트의 윤리학을 조금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조망할 수 있을 것이고, 텍스트 내에서 볼 수 없었던

모습들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첫 번째 절에서는 데카르트 윤리학의

핵심 개념들을 고려해 볼 때, 데카르트 윤리학을 덕윤리의 관점에서 해

석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점이 논의될 것이다. 또한 데카르트의

덕윤리는 아리스토텔레스 덕윤리와 스토아 덕윤리의 반복이나 재진술이

아니라 데카르트 덕윤리만의 독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 역시 다루어질

것이다. 두 번째 절에서는 데카르트를 칸트의 의무주의 윤리학의 선구자

로 해석하는 주장에 반론이 제시된다. 이런 주장에 따르면, 데카르트의

덕개념은 ‘덕의 내용은 무엇이다’라는 1차적first-order 규정이 아닌 ‘우리

의 이성이 최선이라고 판단한 것을 수행하려는 확고하고 지속적인 결의’

라는 2차적second-order 규정을 제시했기 때문에, 데카르트 윤리학은 칸

트 윤리학과 가깝다. 따라서 데카르트 윤리학에서 ‘결의’에 대한 강조는

칸트 윤리학의 ‘선의지’를 예비하며, 또 데카르트가 강조한 이성의 역할

고까지 주장한다. “만약 내가 관대함을 경험하면, 즉 나의 자유 외에 나에게 속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 나는 본질적으로 내가 누군지 알게 된다. ‘알

다connaît’ 그리고 ‘진정하게véritablement’와 같은 강한 언어를 사용할 때, 관대함의

정의는 단지 관대함이 무엇인지를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군지를 정의하는

것이다.” Boehm(2014), pp.718-719. Boehm(2014) 해석에 대한 반론으로는

Parvizian(2016), “Generosity, the Cogito, and the Fourth Meditation”, Res
Philosophica 93, pp.219-243 참조. Parvizian의 주장은, 데카르트에 따르면 ‘관대함’의

덕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관대한 사람을 관찰하는 것이 필수적인데 네 번째 성찰의 순

수한 이론적 공간에서 관대한 사람을 관찰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성찰』에서 ‘관

대함’이 필수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해석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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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자율성 역시 칸트 윤리학의 이성의 존엄성 혹은 인간의 자율성을

예비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두 번째 절에서 이러한 데카르트 윤리

학의 칸트 윤리학적 해석의 문제점이 제시될 것이다. 세 번째 절에서는

데카르트 윤리학과 공동체주의와의 근친성을 드러낼 것이다. 그 동안 데

카르트 윤리학을 개인의 완전성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주의 윤리학

으로 이해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하지만 데카르트 윤리학이 가지고 있는

공동체주의 성격을 드러냄으로써 이러한 주장을 반박하고, 또 데카르트

윤리학이 공동체주의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데카르트의 윤리

학은 덕윤리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주장에 조금 더 가까이

가고자 한다.

1. 데카르트 윤리학의 덕윤리적 해석

근대 윤리학의 역사에서 가장 대표적인 윤리 이론은 공리주의와 칸트

윤리학이었다. 하지만 20세기 후반에 칸트 윤리학과 공리주의에 대한 불

만이 제기되면서 최근 덕윤리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칸트 윤리학과 공리주의에 대한 불만 중에서 가

장 근본적인 것은 두 윤리학이 모두 법칙적인legalistic 윤리개념에 근거

하고 있다는 점이다.257) 왜냐하면 법칙적인 윤리개념의 이해를 가능하게

하는 사고의 틀, 다시 말하면 입법가로서의 신에 대한 믿음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Anscomb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덕윤리가 이러한 법 개

념 없이도 윤리학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앞서 1장에서 살펴

본 것처럼, 데카르트 역시 절대선이 덕에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

문에 덕윤리자로 해석할 수 있다.258)

257) 특히 Anscomb(1958)은 역사적, 개념적 측면에서 더 이상 지지받지 못하는 법칙적

인 윤리개념에 토대를 두고 있는 칸트 윤리학이나 결과주의를 버려야 한다고 주장한

다. Anscomb(1958), “Modern Moral Philosophy”, Philosophy 33, pp.1-19. 특히 다음

의 구절을 참고. “의무와 책임이라는 개념, 말하자면 도덕적 의무와 도덕적 책임이라

는 개념과 무엇이 도덕적으로 옳고 그른 것인지에 관한 개념, 그리고 도덕적 ‘당위’라

는 개념은 폐기되어야 한다.” Anscomb(1958), 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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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는 덕윤리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가이

다. 많은 윤리학자들이 인정한 것처럼, 덕윤리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정의

내리기 어렵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윤리 이론은 어떤 것을 선으로 간주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덕윤리의 가장 큰 특징 중

의 하나는 바로 어떤 행동을 선하게 만드는 것이 덕이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Crisp과 Slote(1997)에 따르면, 덕윤리의 특징은 결과나 의무를 강

조하는 것이 아니라 덕을 우선적으로 강조하는 데 있다고 주장한다.259)

또 데카르트 윤리학을 덕윤리로 해석하는 연구자 중의 한명인

Shapiro(2008)는 덕윤리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덕윤리는 선

the good이 덕에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그리고 덕은 주어진 일련의 상

황에서 올바른 이유로 그리고 올바른 방식으로 행동하려는 성향

258) 최근 데카르트 윤리학을 ‘덕윤리’로 이해하려는 시도가 늘고 있다. 대표적인 학자로

는 Shapiro(2008), Cottingham(1998), de Araujo(2003)가 있다. Morgan(1994),

Marshall(1998)은 명시적으로 데카르트 윤리학을 덕윤리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데

카르트 윤리학이 덕윤리가 주장하는 것처럼 행위가 아니라 행위자에 관심을 둔다는

측면을 부각시킨다. Naaman-Zauderer(2010)는 데카르트 윤리학을 ‘덕윤리적 의무주

의자’로 정의한다. 그렇지만 이 장에서 나의 논의는 이런 해석의 요약이나 반복이 아

니다. 그 동안 데카르트 윤리학을 덕윤리로 이해하려는 기존의 해석들은 데카르트 윤

리학을 칸트의 의무주의로 해석하는 주장에 대한 어떤 대답도 내놓지 않고 있으며 데

카르트 윤리학의 덕윤리적 해석과 다른 덕윤리와의 차이 역시 체계적으로 다루지 않

았다. 따라서 이 장이 기여하는 바는 데카르트 윤리학에 대한 하나의 덕윤리적 해석

을 제공하는 동시에 왜 데카르트 윤리학이 칸트 윤리학적으로 해석되면 안 되는지,

그리고 데카르트 덕윤리와 아리스토텔레스 덕윤리. 스토아 덕윤리와의 차이점을 논의

함으로써 데카르트 윤리학을 좀 더 정교하게 보여준다는 데에 있다.

259) 예를 들어, Crisp과 Slote(1997)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덕윤리란 무엇인가? 우리

는 유덕한virtuous 삶을 살아야 한다거나 유덕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도덕 이론이라고

말하기 쉽다. 하지만 이런 설명은 충분하지 않다. 예를 들어, 대표적인 공리주의자인

밀 역시 아마도 이러한 제안에 동의할 것이다. 하지만 밀이 동의하는 이유는 공리주

의적인 이유이다. 즉 우리는 유덕해야하는데, 왜냐하면 그것이 전반적인 행복을 극대

화할 수 있는 최선의 기회를 주기 때문이다. 비슷한 이유로 칸트주의자도 우리는 유

덕해야 한다고 제안할 텐데, 왜냐하면 그것이 도덕법에 복종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그

렇다면 어떻게 덕윤리자는 자신만의 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것은 공리주의적

이지도 칸트주의적이지도 않으면서 본질적으로 덕 그 자체에 기대는 궁극적인 도덕적

근거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당신에게 왜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한 진정한 이유는 도덕법에 어긋난다든지 행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든지가 아니라 거짓말을 하는 것이 부정직하기 때문이다. 즉 덕의 개념이 공리

주의자와 칸트주의 이론의 핵심에 놓여 있는 것보다 더 근본적이어야 한다(...) 현대의

덕윤리의 특징은 의무가 아니라 덕을 우선적으로 강조하는 것이다.” Crisp and

Slote(1997), “introduction”, in Virtue Ethics, edited by Roger Crisp and Michael
Slote (Oxford an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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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position에 있다. 반면에, 의무주의 윤리학deontological ethics은 선이

일련의 규칙이나 의무에 있다고 간주한다. 행복주의 윤리학eudaimonist

ethics은 선이 오직 행복에 있다고 생각한다. 결과주의 윤리학

consequentialist ethics은 선이 최선의 결과를 가져오는 행동을 수행하는

데 있다고 주장한다.”260) 앞서 인용한 Shapiro가 예를 든 윤리학 이론

중에서, 먼저 데카르트 윤리학은 결과주의 윤리학이 아니다.261) 1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데카르트는 우리의 이성이 어떤 행위를 최선이라고 판단

하고 그 행위를 수행하기 위한 결의를 가졌지만 나중에 그 판단이 틀렸

을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즉 우리 행위의 결과가 최선의 결과가 아닐

가능성도 있지만, 데카르트는 그것이 필수적이지 않다고 주장한다.262)따

라서 데카르트 윤리학은 행위의 결과가 좋냐 나쁘냐에 따라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결과주의가 아니다.

앞서 살펴본 덕윤리에 대한 정의의 공통점은 덕윤리는 옳고 그름을 구

분하는 기준으로 덕을 최우선으로 하며 어떤 행위가 ‘성품으로서의 덕’에

기인한 행동인가이다. 이러한 정의에 비추어봤을 때 최고선을 덕이라고

260) Shapiro(2008), p.445. 또한 덕인식론virtue epistemology을 설명하는 책에서

Zagzebski(2016) 역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내가 순수한 덕 이론으로 의미하고자

하는 것은 옳은 행위 개념을 덕 개념 또는 덕의 구성 요소인 인간의 내적 상태에서

파생된 것으로 여기는 이론이다. 이것이 개념적인 우선성에 대한 핵심이며 도덕적 존

재론에 대한 핵심이다. 순수한 덕 이론에서, 옳은 행위 개념은 덕 개념을 빌려서 정의

되거나 동기와 같은 덕의 구성 요소를 빌려서 정의된다. 더욱이 옳음의 속성은 사람

의 내적 성품에서 나온 어떤 것이다. 그래서 순수한 덕 이론에 따르면, 한 행위가 특

정한 인간의 내적인 성품과 관련이 없다면 그 행위는 옳은 것도 그른 것도 아닐 것이

다.” Zagzebski(2016), 『마음의 덕』 (원제: Virtues of the M ind: An Inquiry into
the nature of virtue and the ethical foundations of knowledge), 장동익 역, 씨아이

알, 100쪽.

261) 데카르트가 행복주의 윤리학과 의무주의 윤리학이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는 아래에

서 논의될 것이다.

262) “우리의 이성이 오류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는 것도 필수적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양심이 우리가 최선의 행위라고 판단한 것을 수행할 결의와 덕이 결코 부족하지 않았

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으면 충분합니다.”(1645년 8월 4일 엘리자베스에게 보낸 편지,

AT IV 266-267, CSMK 258); “물론 이런 열의는 고집스러움에서 기인해서는 안 되

고 어떤 문제를 우리가 도덕적으로 할 수 있는 만큼 잘 고찰했다는 인식에서 기인해

야 합니다. 그런 고찰 후에 우리가 행동한 것이 잘못된 것일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의무를 다했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1647년 11월 20일 크

리스티나 여왕에게 보낸 편지, AT V 83-84, CSMK 325). 또 데카르트가 1645년 10

월 6일 엘리자베스에게 보낸 편지(AT IV 307-308, CSMK 269)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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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하고 또 덕은 습관을 통해서 이루어진 성품이라고 주장하는 데카르

트의 윤리학은 덕윤리로 규정될 수 있을 것이다. 1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데카르트는 덕을 확고한 의지라고 말하고 이 의지가 최고선이라고 주장

한다.263) 그리고 이러한 덕은 습관을 통해서 형성되는 것이라고 데카르

트는 주장한다(“보통 덕virtue이라고 이름 붙은 것들은 어떤 생각에 영혼을 이끄는

disposent 영혼의 습관habitude이라는 사실이 주목되어야 한다.”(『정념론』 161항, AT

XI 453, CSM I 387-388)

덕윤리학을 의무주의 윤리학이나 공리주의 윤리학과 구분 짓는 또 하나

의 특징은 덕윤리는 구체적인 행위가 아니라 행위자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이다.264) 이런 측면에서도 데카르트 윤리학은 덕윤리학으로 해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Marshall(1998)은 “데카르트는 고대인들로부터 시작된

도덕 이론의 위대한 전통의 마지막 즈음에 서있다. 이 위대한 전통은 우

리 - 여기에서 ‘우리’가 지시하는 것은 각각의 인간이다 -가 어떻게 살

아야하는가의 문제를 출발점으로 삼는 전통이다. 그리고 이 문제는 충만

한 삶, 전체로서의 삶을 고려하도록 고안되었다.”265)라고 주장한다.266) 데

카르트 철학에서 이런 측면을 가장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있다. 데

카르트가 철학자의 삶을 살아가게 만든 것으로 알려진 1619년 11월 10일

‘난로방’에서 꾼 세 번째 꿈에서 데카르트는 아우소니우스가 쓴 『시선

263) “최고선은 오직 잘 행동하려는 확고한 의지 그리고 이 의지가 만들어내는 만족에만

존재합니다.”(1647년 11월 20일 크리스티나 여왕에게 보낸 편지, AT V 82, CSMK

324); “견고한[진정한](solide) 만족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덕, 즉 우리가 최선이라고

판단한 모든 것을 이루려는 확고하고 일관적인 의지를 유지하고, 잘 판단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지성의 힘을 사용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1645년 8월 18일 엘

리자베스에게 보낸 편지, AT IV 277, CSMK 262)

264) “덕윤리학의 또 다른 두드러진 특징은 성품과는 분리돼서 해석되는, 구분되는 행위

들(거짓말을 하는 것, 낙태를 하는 것, 거지를 돕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 행위자와 그들의 삶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이다.” Crisp and Slote(1997), p.3.

265) Marshall(1998), p.6.

266) Morgan(1994) 역시 “데카르트 윤리학의 관심은 행위보다는 행위자에 놓여 있다. 데

카르트[의 철학] 기획 일반의 초점이 알려지는 대상known object보다 아는 주체

knowing subject에 놓여있는 것처럼 말이다.”라고 주장하면서 데카르트의 덕윤리적

특성을 강조한다. Morgan(1994), p.100. Cottingham(1996)도 “[데카르트 철학의] 근본

적인 문제는 옳은 행동 혹은 특정한 행위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을 고안하는 것이 아

니라 전체적인 삶의 패턴을 선택하는 개인들의 선택에 있다.”고 주장한다.

Cottingham(1996), “Partiality and the Virtues”, in How one should live: Essays on
the Virtue?, edited by Roger Crisp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p.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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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의 한 구 인 ‘Quod vitae sectabor iter?[나는 삶에서 어떤 길을 따라

가야 하는 걸까?]’를 소리내어 읽는다.267) 데카르트가 꾼 꿈에서의 이 질

문은 1인칭으로 되어있는 있는데, 이를 통해 데카르트 철학의 목표는 아

주 초기부터 중립적인 선이 아니라 전 생애에 걸친 개인적 삶의 성취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268) 데카르트 윤리학은 어떤 행위의 선악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가장 충족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에 관심을 지니고

있다는 측면에서 덕윤리로 해석될 수 있다.

여기서 데카르트 윤리학을 덕윤리로 해석할 수 있다면, ‘데카르트의 덕

윤리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덕윤리와 스토아 덕윤리의 반복, 혹은 재진술

에 불과한 것일까’라는 의문이 들 수 있다.269) 데카르트의 철학, 특히 형

267) “세 번째 꿈에서 데카르트는 백과사전(어떤 해석에 따르면, 그냥 사전이라고도 함)

이 놓인 책상에 앉아 있었다. 백과사전을 집으려고 손을 뻗었을 때, 그는 『시선집

Corpus poetarum』이라는 라틴어 제목이 붙은 또 다른 책을 발견했다. 그는 이 책의

아무 페이지나 펼쳤는데, 거기에 시 한 편이 있었다. 로마 시인 아우소니우스가 쓴

<이딜 XV>이라는 시였다. 그는 첫 행을 읽기 시작했다. ‘Quod vitae sectabor iter?

- 나는 인생에서 어디로 가야 하는가?’ 그때 낯선 사람이 나타나 데카르트에게 제목

이 ‘예, 그리고 아니오’인 아우소니우스의 다른 시를 내밀었다. 데카르트가 시선집을

잡으려 하자, 그 책이 사라졌다. 그리고 다시 백과사전이 나타났다. 하지만 이번에는

전에 보았던 것만큼 완전한 형태가 아니었다. 그때 낯선 사람도 책도 사라졌다. 데카

르트는 계속 잠을 잤지만, 이제 그의 의식은 방금 경험한 것이 꿈이었음을 알 만큼

명료한 상태였다. 그는 잠을 자면서 꿈을 해석할 수 있었다. 데카르트는 백과사전이

모든 학문을 한데 모은 것을 나타내고, 자신이 집으려 했던 시선집은 ‘철학과 지혜가

혼합된 것’을 가리킨다고 생각했다. 그는 시인들은 허튼소리를 쓰는 사람들조차 철학

자들 못지않게 가치 있는 작품을 쓴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해석을 내렸던 것이

다. 그는 이 시들이 계시뿐 아니라 꿈꾸기 전에 느꼈던 ‘심적 흥분’(발견으로 인한 충

만된 느낌)을 가져다주었다고 생각했다. 또한 ‘예, 그리고 아니오’라는 시가 ‘피타고라

스의 예, 그리고 아니오’를 나타낸다고 해석하며, 이것은 ‘인간 지식의 진리와 오류를

뜻한다고 생각했다.” 악젤(2007), 73쪽.

268) “1인칭으로 직접적으로 표현되어 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그 구절을 어떤 비인칭적

으로 정의된 선을 찾는 연구가 아니라 개인적 삶의 성취에 대한 열쇠를 찾고 있다고

생각하게 만든다. Cottingham(1996), p.70. 또한 de Araujo(2003), p.165 참조.

269) 현대의 덕윤리 이론들이 아리스토텔레스의 덕윤리를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아

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덕개념과 현대의 덕개념을 비교한 Williams는 아리스토텔레

스 덕윤리와 현대의 덕윤리가 공통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으로 다음의 두 가지를

꼽는다. 첫째, “단지 행위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반응의 유형들 속에 나타난, 윤리적인

훈련에 의해 획득된 성격의 성향들이 덕”이라는 견해. 둘째, “덕이 엄격한 습관이 아

니라 실천이성의 응용 하에 있는 유연한 것”이라는 견해. Williams(1998), “Virtues

and Vices” in Edward Craig ed., Routledge Encyclopedia of Philosophy Vol.9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p.627; 노영란(2009), 『덕윤리의 비판적 조명』,

철학과 현실사), 40쪽에서 재인용. 그리고 Williams는 현대의 덕윤리는 다음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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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학, 인식론, 자연철학은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세계관을 전복하고 근대

의 문을 열었는데,270) 데카르트의 윤리학을 아리스토텔레스 철학과 같은

덕윤리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은 이러한 데카르트 철학이 가져온 새로

움을 잘 드러내지 못하는 해석은 아닐까.

하지만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은 데카르트의 덕윤리는 아리스토텔레스

의 덕윤리와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데카르트 윤리학에서는 덕

이 최고선이기는 하지만 덕과 행복, 즉 정신의 만족은 다른 것이다. 반면

에 아리스토텔레스 윤리학에서는 덕이 강조되긴 하지만 최고선은 덕이

아니라 행복이다. 잘 알려진 것처럼, 아리스토텔레스는 『니코마코스윤리

학』 1권에서 행복eudaimonia271)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우리는 그 자체로 추구되는 것이 다른 것 때문에 추구되는 것보다 더 목적답다고 말하

며, 다른 것 때문에 선택되지는 않는 것(그 자체로만 선택되는 것)이 그 자체로도 선택

되고 다른 것 때문에도 선택되는 것보다 더 목적답다고 말한다. 따라서 언제나 그 자체

로만 선택될 뿐이고 결코 다른 것 때문에 선택되는 일이 없는 것을 절대적으로 목적다

운 것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이렇게 절대적으로 목적다운 것이 정확하게 행복인 것 같

다. 왜냐하면 우리는 언제나 행복을 그 자체 때문에 선택하지, 결코 다른 것 때문에 선

택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우리가 명예, 즐거움, 지성 그리고 모든 탁월성[덕]들을 선택하

는 것은 물론 그 자체 때문이기도 하지만(이것들로부터 아무 것도 나오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는 그것들 각각을 선택할 것이니까), 이것들을 통해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하며 행

복을 위해서도 선택하는 것이다. 반면에 누구도 이런 것들을 위해서 행복을 선택하지는

아리스토텔레스 덕개념에 대해서 반대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첫째, 덕들이 목적론적인

근거를 가진다는 주장, 둘째, 인간본성에 대한 이해가 덕에 대한 설명을 줄 수 있다는

주장, 셋째, 실천적 지혜를 가진 사람이 모든 덕을 가진다는 주장, 넷째, 덕이 객관적

인 성향이라는 주장이다. Williams(1998), pp.628-629; 노영란(2009), 41쪽에서 재인용.

아리스토텔레스와 현대의 덕윤리의 차이에 대해서는 노영란(2009), 「덕윤리의 재등

장」 위의 책 2장 30-62쪽 참조.

270) 데카르트는 Mersenne에게 『성찰』과 관련한 편지를 보내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

다. “저는 독자들이 저의 원리들에 서서히 익숙해져서, [저의] 그 원리들이 아리스토

텔레스의 원리들을 파괴하는 것을 [독자들이] 알아채기 전에 저의 원리들의 진리를

알아채기를 희망합니다.”(1641년 1월 28일 Mersenne에게 보낸 편지, AT III 298,

CSMK 173)

271)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아리스토텔레스의 ‘eudaimonia’를 어떻게 번역할지는 여전

히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이다. Burnet은 ‘happiness’로, Ross는 ‘well-being’으로,

Cooper는 ‘flourishing’으로 번역한다. 이 논문에서는 관행에 따라 ‘행복’으로 옮기도록

하겠다.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 개념에 대해서는 Annas(1993), The Morality of
Happiness (Oxford an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p.43-4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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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으며, 일반적으로 다른 어떤 것 때문에 선택하지도 않는다.272)

아리스토텔레스는 ‘절대적 목적’은 그 자체 때문에 선택되는 것이고 다

른 것 때문에 선택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물론 그 자체로 선택되

기도 하고 다른 것 때문에 선택되는 것도 있다.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

면, 덕이 그런 종류의 것이다. 즉 덕은 그 자체로 선택되기도 하지만 다

른 것, 행복 때문에 선택되기도 한다. 그런데 덕과 달리 행복은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그 자체 때문에 선택되는 것이다. 따라서 아리스토텔레스

의 덕윤리에는 덕이 절대선이 아니라 행복이 절대선이다. 이런 의미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덕윤리주의자인 동시에 행복을 최고선으로 간주하는

행복주의자eudaimonist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1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데카르트는 덕윤리주의자이지만 행복과 최고선을 분리한다는 의미에서

행복주의자는 아니다.273)

두 번째 차이점은 아리스토텔레스에게 복수의 덕이 존재한다면 데카르

트에게는 단 하나의 덕만이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데카르트 스스로도 덕

의 단일성에서 자신의 덕의 독특성을 찾는다.(“저는 다른 사람이 덕에 대해서

[저처럼] 그렇게 기술한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대신에, 다른 사람들은 덕을 그

들이 다양한 이름을 부여했던 여러 종류로 나누었습니다. 왜냐하면 덕이 적용되는 다양

한 대상 때문입니다.”(1645년 8월 4일 엘리자베스에게 보낸 편지, AT IV 265, CSMK

258)) 하지만 1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아리스토텔레스는 용기, 절제, 온화,

자유인다움, 통이 큼, 원대한 마음, 진실성, 재치, 친애, 부끄러워 할 줄

앎, 의분 등의 다양한 덕의 목록을 제시한다.

데카르트 덕윤리와 아리스토텔레스 덕윤리의 세 번째 차이점은 아리스

토텔레스의 덕은 ‘도덕적 운moral luck’을 등에 업고 있다면, 데카르트의

덕은 자유의지를 가진 누구나 가질 수 있고 실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평등주의적egalitarian’이라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통이 큼’이나

272) 아리스토텔레스(2006), 『니코마코스 윤리학』, 1097a30~1097b6, 27-28쪽.

273) “저의 첫 번째 의견은 행복béatitude과 우리의 행위가 향해야만 하는 최고선

souverain bien과 최종 목적la dernière fin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

면 행복은 최고선이 아니고, 그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정신의 만족과 충족은 최고선

에서 기인합니다.” (1645년 8월 18일 엘리자베스에게 보낸 편지, AT IV 275, CSMK

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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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대한 마음’과 같은 덕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떤 집안에서 태어나느냐가

중요하다고 주장한다.274) 만약 어떤 덕을 가질 수 있느냐의 여부가 도덕

적 행위자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태생에 달려 있는 것이라면 어

떤 사람이 덕스러운 사람이 될 수 있느냐는 ‘도덕적 운’에 좌우되는 것이

다. 반면 데카르트는 자신의 이상적 윤리적 행위자를 ‘관대한 사람’에서

찾는다. 앞서 4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관대한 사람’은 자기 자신의 윤리

적 이상의 품성을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잘 사용하겠다는 결의

를 가진 것에서 찾는다. 자유의지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고, 이

속성으로부터 여러 가지 덕들도 가질 수 있기 때문에(‘다른 모든 덕들의

열쇠’) 데카르트 윤리학의 이상적인 윤리적 행위자인 ‘관대한 사람’은 아

리스토텔레스 윤리학의 이상적인 윤리적 행위자와 달리 ‘도덕적 운’에 좌

우되지 않는 평등주의적 측면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마지막 차이점은 데카르트의 덕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덕

스러운 행동이라는 것을 규정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1차적 차원의 덕과

달리 그게 무엇이든 이성이 최선이라고 판단한 것을 수행하라는 2차적

차원의 지침이라는 측면에서 아리스토텔레스 덕윤리와 차이가 난다.

데카르트 윤리학을 덕윤리로 해석할 때 직면하는 또 다른 문제는 데카

르트 윤리학은 스토아 윤리학의 반복일 뿐이라는 것이다. Gueroult(1968)

는 스토아 윤리학과 데카르트 윤리학의 근친성에 대해서 “아주 다양하고

눈에 보인다.”275)라고 주장한다. Gueroult가 지적하는 공통점은 “덕의 유

일성, 즉 의지의 확고함, 여기서부터 다른 모든 것들이 나온다.”276)라는

점이다. 게다가 영혼의 즐거움을 육체의 즐거움보다 우선한다는 점, 우리

에게 의존하는 것과 우리에게 의존하지 않는 것을 구분하는 능력을 강조

하는 것이 두 윤리학의 공통점이라고 주장한다. Gilson(1976) 역시 데카

르트의 ‘임시도덕’의 두 번째 준칙을 “기원에 있어서 완전히 스토아

적”277)이라고 주장한다.

274) ‘통이 큼’에 대해서는 아리스토텔레스(2006), 1122b27-35, 133-134쪽. ‘원대한 마음’

에 대해서는 아리스토텔레스(2006), 1124a22-24, 139쪽 참조.

275) Gueroult(1968), p.184.

276) 같은 곳.

277) Gilson(1976), p.248, 또한 p.230도 참조. Pereboom(1994) 역시 데카르트 윤리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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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카르트의 윤리학이 스토아 윤리학의 연장일 뿐이라는 이러한 주장은

최근에 등장한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라이프니츠는 데카르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데카르트는 우리가 이성을 따르기를 원하거나 혹

은 그렇지 않으면 스토아 철학자들이 말한 것처럼, 모든 사람이 동의할

어떤 것인 자연의 본성을 따르기를 원한다. 데카르트는 덧붙이기를 우리

의 능력 안에 있지 않은 것들에 마음을 쓰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인다.

그것은 정확히 스토아 철학자들의 교리이다.”278) 게다가 라이프니츠는

데카르트의 행복 개념이 스토아 철학의 재진술이라고 주장한다. “스토아,

그리고 심지어는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최고선은 덕 혹은 신중함

prudence에 따라서 행위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결의에 따라오는 즐거

움은 스토아와 에피쿠로스 학파가 추구하고 제안했던, 물론 다른 이름으

로, 고유하게 영혼의 고요함 혹은 무고통indolence이다. 우리는 데카르트

가 도덕의 실천에 있어서 큰 진보를 가져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 에픽테토스와 에피쿠로스의 훌륭한 지침서만 살펴봐도 된다.”279)

물론 이러한 주장처럼 데카르트의 윤리학은 스토아 윤리학과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우선 스토아 윤리학은 데카르트 윤리학의 덕 개념처럼 덕

의 단일성을 주장한다. 예를 들어, 세네카는 덕을 “이성에 초점이 맞춰진

좋은,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결코 떠나지 않는 좋은 판단을 붙잡고 있는

일관성”280)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덕은 “특정 방식으로 배치된 정신 외

에 다른 것이 아니다.”281)라고 주장한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데카르트

에게도 덕은 우리의 이성이 최선이라고 판단한 것을 수행하겠다는 확고

하고 지속적인 결의 이외에 다른 것이 아님을 살펴보았다. 이런 면에서

스토아 덕윤리는 아리스토텔레스 덕윤리와 달리 데카르트 윤리학과 덕의

“크게 스토아 견해를 인정하고 있다고 말한다.” Pereboom(1994), “Stoic

Psychotherapy in Descartes and Spinoza”, Faith and Philosophy 11, p.593.

Pereboom은 특히 두 가지 공통점을 강조하는데, 첫째 복리well-being의 수단으로서

단호한 의지를 계발할 것, 둘째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을 신의 섭리에 의해서 결정된

것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것이다.

278) Leibniz(1989), p.242.

279) 같은 곳.

280) Seneca(1987), “Letters”, in Long and Sedley The Hellenistic Philosopher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396.

281) Seneca(1987), p.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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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성을 공유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스토아 윤리학과 데카르트 윤리학의 또 다른 공통점은 자기에게 의존하

고 있는 것과 자신에게 의존하고 있지 않은 것의 구분을 중요시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세네카는 「평상심에 관하여De Tranquillitate Anim

i」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당신의 삶이 시련에 처했다고 합시다.

공적인 운명 혹은 사적인 운명이, 풀어낼 수도 잘라버릴 수도 없는 그물

을 어찌할지 모르는 당신에게 던졌다고 말입니다. 속박당한 자들은 처음

에는 이를 힘겨운 짐으로 여기며 족쇄를 힘들어 합니다. 하지만 이것들

에 분노하지 않고 견뎌내기로 마음을 고쳐먹으면, 피할 수 없는 상황은

용감하게 견디는 법을, 익숙해진 상황은 편하게 견디는 법을 곧 가르쳐

줍니다.”282) 스토아 현자는 자신의 능력 바깥에 있는 것을 알아채는 지

혜를 소유하고 있다. 따라서 자신이 처한 어려움이 그에게 주어진 상황

이면 그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견딘다. 만약 그 이상을 바라게 되면 우리

는 실패하게 되고 후회를 경험하고 평상심을 잃어버리게 된다. 이것이

바로 불행이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 세네카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전혀

불가능한 것들이거나 힘겨운 욕망은 버려두고, 가까이 있는 것들과 우리

의 희망에 근접한 것들을 좇아가도록 합시다. 하지만 이들 모두가 공히

하찮은 것들임은 명심합시다. 외적으로는 다른 모습을 하고 있지만 내적

으로는 공히 헛된 것입니다.”283)

스토아 덕윤리와 마찬가지로 데카르트 윤리학 역시 ‘세상을 바꾸기보다

는 자신의 욕망을 절제’하는 것이 핵심이다.284) 이를 위해서 자신에게만

282) 세네카(2016), 「평상심에 관하여」, 『세네카의 대화: 인생에 관하여』, 280쪽.

283) 세네카(2016), 위의 책, 281-281쪽. 또 에픽테토스 역시 『엥케이리디온』 1장 1절에

서부터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구분을 강조한다. “존재하는 것들

가운데 어떤 것들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들이고, 다른 어떤 것들은 우리에게 달려

있는 것들이 아니다.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들은 믿음, 충동(선택), 욕구, 혐오, 한마디

로 말해서 우리 자신이 행하는 그러한 모든 일이다. 반면에 우리에게 달려 있지 않은

것들은 육체, 소유물, 평판, 지위,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자신이 행하지 않는 그러한

모든 일이다” 에픽테토스(2003), 13쪽, 또 15쪽도 참조.

284) “언제나 운을 지배하기 보다는 나 자신을 지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세상의 질서

를 바꾸기 보다는 나의 욕망을 바꾸도록 노력해야 한다.”(AT VI 25, CSM I

123-124);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 이성을 통해서 자신을 인도하는 동안, 자신이

가지고 있지 않은 모든 좋은 것들은 모두 자신의 능력 바깥에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는 그것들을 욕망하지 않는 것에 익숙해 질 수 있을 것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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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존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해야만 한다. 그런데 데카르트 철

학에서 자신에게만 의존하는 것이 바로 자유의지이고, 따라서 데카르트

윤리학의 핵심은 이 자유의지의 가치에 대해서 알고 이를 잘 사용하겠다

는 결의를 습관처럼 가지는 것이다. 이처럼 ‘자기에게만 의존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고 전자를 추구하는 것은 데카르트 윤리학과

스토아 윤리학의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카르트의 덕윤리와 스토아 덕윤리는 근본적인 차

이가 존재하는데, 바로 정념에 대한 태도의 차이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스토아 철학에서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주는 것은 덕이지 그 외의 것은

중요하지 않다. 예를 들어, 세네카는 에피쿠로스를 비판하면서 덕은 쾌락

과 전혀 상관없는 것이라고 주장한다.285) “그런데 스토아 학파의 경우는,

그들이 이상으로 그리는 삶이 즐거운 삶이라는 것을 단순히 부정하는 정

도가 아니라 쾌락 자체를 제거해야만 이상적인 삶에 도달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사실 스토아적 이상인 현인의 상태는 감정

이 없는 상태(아파테이아)로 규정된다.”286) 왜냐하면 스토아 철학의 이상

은 ‘자연과 합일을 이루는 상태’에 들어가는 것인데, ‘불안정성의 원인’으

로서의 정념(파토스)은 “비이성적이고 부자연스런 영혼의 움직임 혹은

다.”(1645년 8월 4일 엘리자베스에게 보낸 편지, AT IV 267. CSMK 258); “욕망과 관

련해서 가장 흔히 저질러지는 오류는 전적으로 우리에게 의존하는 것과 우리에게 의

존하지 않는 것들을 충분히 구분하지 않는 것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정념론』

144항, AT XI 436, CSM I 379)

285) “아랫도리에 최고선이 자리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자신들이 얼마나 추한 곳에

최고선을 위치시켰는지 알고 있습니다. 이들은 쾌락은 덕과 분리될 수 없다고 주장하

고, 유쾌하게 살지 않으면 덕을 쌓을 수 없고 덕을 쌓지 않으면 유쾌하게 살 수 없다

고 말합니다. 저로서는, 이렇게 서로 상반되는 것들이 동일한 것으로 엮일 수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 쾌락은 가장 수치스러운 삶에도 찾아온다는 점, 덕은 악한 삶을

결코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 어떤 사람은 쾌락이 없어서가 아니라 바로 그 쾌락 때문

에 불행하다는 점을 덧붙여야 합니다. 이런 것은 만약 쾌락과 덕이 서로 엉켜 하나라

고 한다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덕에는 종종 쾌락이 빠져 있으며 전혀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왜 당신들은 닮지 않은 것들, 아니 완전히 상반된 것들을 엮는 것입니까?”

세네카(2016), 221-222쪽.

286) 강성훈(2010), 「스토아 감정 이론에서 감정의 극복」, 『고대 그리스철학의 감정

이해』, 동과서, 64쪽. 예를 들어, 세네카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현자들의 쾌락은 가

라앉아 제어되고 거의 말라 시들하고 억눌려 거의 드러나지 않습니다. 현자들은 쾌락

을 불러오지 않으며, 설령 스스로 다가오더라도 아랑곳하지 않으며, 느낄지라도 기쁨

으로는 아닙니다.” 세네카(2016), 2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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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충동”287)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스토아 철학에서 정념은 판단 혹은 믿음이다. 더 나아가 정념은

믿음 혹은 판단이기 때문에 명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288) 그런데 스

토아 철학자에 따르면 정념은 이러한 명제에 대한 잘못된 판단이다. 스

토아 철학의 이상은 언제나 자연의 본성을 이성으로 이해하고 옳은 판단

을 하는 것인데 정념은 이성의 능력이 잘못 사용된 경우라고 할 수 있

다. “이성 능력의 원래 용도는 행위와 믿음에 대한 좋은 근거를 찾아내

는 것에 있다. 그리고 그러한 이성 능력이 제대로 발현되었을 때, 스토아

현자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감정 상태에 있는 사람은 행위와 믿음의 좋

은 근거를 찾기는커녕 오히려 그러한 근거를 찾는 것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289) 이런 관점에서 정념은 이성에 대립하기 때문에 항상 유해하

다고 할 수 있다.

스토아 철학에 따르면, 두려움phobos, 욕망epithumia, 쾌락hedone, 괴로

움lupe 이 4가지의 기본 정념이 존재한다.290) 욕망과 두려움은 미래와 관

련이 있는데, 우리는 어떤 것이 우리에게 해를 끼칠 것이라고 믿는 것을

두려워하고, 우리에게 득이 될 것이라고 믿는 것을 욕망한다. 한편 쾌락

과 괴로움은 현재와 관련이 있다. 우리는 어떤 것이 좋거나 유익하다고

믿을 때 우리는 즐거움을 느끼고 나쁘거나 유해하다고 믿을 때 괴로움을

느낀다. 물론 이러한 정념들은 언제나 잘못된 판단인데, 왜냐하면 스토아

철학자들에 따르면 유일하게 참된 선은 덕 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스

토아 철학자들은 이러한 잘못된 판단인 정념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한

287) Diogenes Laertius(1925) 7.110; 강성훈(2010), 66쪽에서 재인용.

288) 스토아 철학에서 감정의 명제적 성격에 관해서는 이창우(2012), 「스토아적 감정 이

론 – 추론적 구조, 동의 그리고 책임」, 『인간·환경·미래』, 8권:91-120 참조.

289) 강성훈(2010), 76-77쪽.

290) “일반적으로 기본적인 정념은 다음의 네 가지이다: 욕망, 두려움, 괴로움, 쾌락. 욕

망과 두려움이 처음에 오는데, 욕망은 좋게 보이는 것과 관련이 있고 두려움은 나쁘

게 보이는 것과 관련이 있다. 쾌락과 괴로움은 이것으로부터 결과한다. 쾌락은 우리가

욕망하는 대상을 획득할 때 혹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대상을 피할 때 나타난다. 괴로

움은 우리가 욕망하는 대상을 획득하지 못할 때 혹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대상을 경험

할 때 나타난다.” Long and Sedley(1987), p.410. 이 네 가지 정념에 대한 설명은 강

성훈(2010), Nussbaum(1994), The Therapy of Desire: Theory and Practice in
Hellenistic Ethic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pp.386-38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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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291)

이처럼 정념의 가치를 폄훼하는 스토아 윤리학과 달리 데카르트의 윤리

학에서는 정념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스토아

철학자들은 정념을 잘못된 판단이라고 부정하기만 했지만 데카르트는 정

념의 실체를 인정하고 이것을 규제하려고 하였다. 데카르트는 병에 걸린

엘리자베스에게 편지를 보내어 위로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 것을 살펴

보았다. “매일같이 슬퍼할 일을 겪고 있는 운명을 가진 사람에게 힘을

내기를 원하는 것은 경솔한 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저는

현자가 무감각하게 되기를 원하는 그런 잔인한 철학자 중의 하나도 아닙

니다.”(AT IV 201-202, Shapiro(2007), p.87) 데카르트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잔인한 철학자들’은 물론 당시의 신스토아 철학자들을 의미하는 것

이다.292)

291) “스토아 철학자들은 정념을 적당하게 가져야한다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없애버려야 한다고 가르친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 가르침을 그들의 치료적인 가르

침therapeutic teaching과 그들의 경쟁자인 아리스토텔레스/소요학파 사이의 가장 큰

차이점 중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세네카는 “적당한 정념을 가지는 것이 나은지 어떤

정념도 가지지 않는 것이 나은지 종종 질문을 받는다. 우리들은 정념을 완전히 몰아

내지만[expellunt] 소요학파들은 적당하게 가진다.” 정념은 철저히 뽑아내야만 한다

(Lactantius). 즉 우리는 정념이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것뿐만 아니라 영혼 깊이 들어

가는 정념의 뿌리를 도려내야 한다(키케로). 정념은 믿음이지 우리가 타고난 몸의 일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정념은 제거될 수 있다(키케로). 자연은 다음과 같이 말하면서

정념의 제거를 요구한다. “이것이 전부 무엇이냐? 나는 너를 욕구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종교적 열망도 없고, 배신도 없는, 이러한 온갖 전염병이 없는 세상에 데려다

놓았다(세네카).” Nussbaum(1994), p.389. 하지만 이런 스토아 정념론에 대한 표준적

인 해석에 대한 반론도 존재한다. 즉, 스토아 현자들의 삶이 ‘정념이 없는 삶’이 아니

라 ‘건전한 정서eupatheiai’를 가지는 삶이라는 해석이다. “스토아 현자의 삶은 목석과

같은 삶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chara)으로 충만한 삶이다. 그리고 적어도 이 점에 있

어서는 스토아 현자의 삶이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혹은 에피쿠로스가 그리고

있는 이상적인 삶과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 다만 스토아 학자들은 이들과 달리 기쁨

(chara)과 쾌락(hedone)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쾌락은 버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일 따름인 것이다.” 강성훈(2010), 65쪽. 이 문제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강성훈

(2010) 참조.

292) Shapiro(2007), p.87, n. 44 참조. 또한 앞서 우리는 데카르트가 엘리자베스에게 세네

카의 『행복한 삶에 관해서』를 같이 읽자고 제안한 후에 그 책이 마음에 안 든다고

했다는 사실을 살펴보았다. 데카르트는 세네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다. “제게는 세네

카가 덕의 실천을 용이하게 만드는 데 필수적인 것, 우리의 욕망과 정념을 규제하기

에 필수적인 것, 따라서 자연적 행복을 누리기에 필수적인 모든 주된 진리를 우리에

게 가르쳐야 했어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이교도 철학자가 쓸 수 있는

가장 훌륭하고 유용한 책으로 만들 수 있었을 것입니다.”(1645년 8월 4일 엘리자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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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인한 철학자들’인 스토아 철학의 정념 이론과 달리 데카르트는 정념

의 가치를 강조한다. 데카르트는 『정념론』211항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

다. “정념은 본성에 있어서 모두 선하고 정념을 피할 이유가 없다.”(AT

VI 485-486, CSM I 403) 그리고 『정념론』을 쓸 무렵 Chanut에게 보

낸 편지에서도 ‘거의 대부분의 정념’은 좋다고 말한다.

제가 정념을 연구해왔다는 사실로부터 [선생님께서는] 제가 더 이상 정념을 가지고 있

지 않다는 결론을 내린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선생님께 말하건대, 그 반대로 [저는]

정념을 연구하면서 거의 모든 정념이 좋다는 것을 발견했고, 이 세상에서 아주 유용하게

정념을 느낄 수 없다면 우리의 영혼은 한 순간도 육체와 연결된 채 머물러 있기를 바랄

이유가 없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1646년 11월 1일 Chanut에게 보낸 편지, AT IV

538, CSMK 300)

그리고 『정념론』을 마무리하는 212항에서 우리가 현세에서 큰 행복을

느끼려면 반드시 정념이 필요하다고도 주장한다. 물론 정념을 잘 이용하

지 못하는 사람은 이런 행복이 아니라 인생의 쓴맛을 보게 된다.

영혼은 스스로 기쁨을 가질 수는 있다. 하지만 영혼과 육체에 공통적인 기쁨은 전적으

로 정념에 의존하고, 그러므로 정념이 가장 많이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이 인생에서

가장 달콤함을 맛볼 능력이 있다. 정념을 활용하는 방법을 잘 알지 못하고 운명이 그들

에게 반대할 때, 그들은 이 인생에서 가장 쓴맛을 발견할 수도 있다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지혜는 여기서 무엇보다도 유용하다. 지혜는 우리가 정념의 지배자가 되도록 가

르치고, 대단한 기교로 정념을 다루게 해서 정념이 일으키는 악이 쉽게 견딜만하게 되

고 심지고 모든 정념으로부터 즐거움을 이끌어내기까지 한다. (AT XI 488, CSM I

404)

이처럼 데카르트는 스토아 철학자들과 달리 이성을 통해서 정념을 없애

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성을 통해서 교정하려고 했다는 사실이 강조되어

야 할 것이다.293) 그래서 데카르트는 『정념론』 서문 역할을 하는 편지

에게 보낸 편지, AT IV 267, CSMK 258) 이 구절에서 데카르트는 세네카가 ‘덕의 실

천을 용이하게 만드는 데 필수적인 것’을 가르쳤어야 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한다.

293) Frierson(2002), “Learning to Love: From Egoism to Generosity in Descar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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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정념론』을 ‘자연학자en physicien’로서 썼다고 말한다.294)즉 데카

르트는 이성으로 정념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정념을 알아야 했기 때문에

자연학자로서 정념을 설명하려고 한 것이다. 물론 데카르트의 이런 주장

에도 불구하고 『정념론』 3부에서 데카르트는 윤리학적 주장을 한다.

하지만 데카르트가 여기서 말하는 ‘도덕철학자’는 사태의 원인을 정확하

게 알지 못하고 그저 추상적인 교훈적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일컫는다.

게다가 4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데카르트 철학에서 이상적인 윤리적 행

위자 모델인 ‘관대한 사람’은 정념을 잘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이다. ‘관대

한 사람’은 스토아 현인과 달리 정념에서 즐거움을 맛보며 정념을 통해

서 더 많은 ‘덕’을 가진 사람이 된다. 더 근본적으로는 관대함 자체가 정

념의 일종이며 이 정념에서 관대함의 덕이 발생하는 것이다. 앞서 살펴

본 것처럼, 관대한 사람은 시기, 질투, 화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정당하

게 이러한 정념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따라서 데카르트 윤리학에서

정념은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며, 어떤 면에서는 정념이 모든 덕의 근본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관대함의 정념을 가질 때라야 비로소 윤리

적 행위자는 다른 덕들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우리 삶의 영역, 윤리의 영역에서 감정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평

가한다는 측면에서 데카르트의 윤리학은 현대 덕윤리와 근친성을 가지고

있다. 현대 덕윤리의 따르면, 감정은 우리 삶의 윤리적 영역에서 뿐만 아

니라 삶 그 자체에서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

고 칸트의 의무주의 윤리학이나 공리주의 윤리학에서는 이러한 감정의

중요성을 간과해 왔다. 이렇게 감정을 무시하는 윤리이론들은 “우리에

대해서 옳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도 옳지 않은” 이론이

다.295) Stocker는 이렇게 감정을 소홀하게 다루는 윤리 이론, 특히 근대

의 윤리이론을 ‘정신분열증schizophrenia’이라고 진단한다. Stocker의 다

Journal of the H istory of Philosophy 40, p.321.

294) “[『정념론』을 저술한] 나의 의도는 정념을 수사학자나 도덕철학자로서가 아니라

오직 ‘자연학자’로서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AT XI 326, CSM I 327)

295) Stocker(1996), “How emotions reveal values and help cure the schizophrenia of

modern ethical theories”, in Roger Crisp ed. How Should One Live? (Oxford:
Clarendon Press), p.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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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의 잘 알려진 예는, 우리의 윤리학적 행위에 있어서 감정의 가치가 얼

마나 큰지를 잘 보여준다.296)

당신은 지병으로 인해 병원에서 요양 중이었다. 따분하면서도 조바심이 나던 차에 스미

스가 방문하자 당신은 매우 기뻤다. 그와 수다를 떨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그의 방

문은 당신에게 활력소가 되었다. 잠시 후 당신은 스미스에게 병문안을 와 줘서 얼마나

감사한지 말한다. 그는 진정 멋진 사람이고, 당신의 병문안을 위해 먼 거리를 달려오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친구라고 말한다. 그러나 감사의 말을 들은 스미스는 아니라면서

이의를 제기한다. 그는 단지 자신의 책임을 다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한다. 처음에 당신

은 그가 단지 겸손하게 행동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스미스가

액면 그대로 진신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 명확해진다. 그가 당신을 방문한 것은 그렇게

하고 싶어서도 아니고, 당신을 좋아해서도 아니다. 단지 ‘옳은 일은 하는 것’이 자신의 의

무라고 생각했고, 이번에는 당신을 방문하는 것이 자신의 의무라고 결정했기 때문에 방

문한 것일 뿐이다. 혹은 스미스는 당시보다 자신의 위로가 더 필요한 사람이나, 당신보

다 더 쉽게 방문할 수 있는 사람을 알지 못했기 그렇게 했을 것이다.

Stocker가 주장하는 것처럼 이 행위에는 분명히 뭔가가 결핍되어 있다.

즉 행위의 도덕적인 가치가 결핍되어 있는 것이다. 공리주의(결과주의)

윤리학과 칸트의 의무주의 윤리학은 결과 혹은 의무만을 강조하고 인간

의 감정은 배척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예와 같은 기형적인 혹은 ‘정신분열

적인’ 상황이 연출되는 것이다. Stocker의 이 예는 우리의 윤리학적 행위

에서 감정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드러내 준다. 데카르트 윤리학은 정념

혹은 감정의 가치를 중시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감정이 우리의 윤리적

행위에 가하는 동기적 힘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기 때문에297) 근대 윤리

296) 이 예는 Stocker(1976), “The Schizophrenia of Modern Ethical Theories”, The
Journal of Philosophy 73, p.426에서 가져온 것이다.

297) “모든 정념의 가장 주요한 효과는, 영혼이 어떤 것 - 이것에 대해 정념이 몸을 준

비시키는데 - 을 원하도록 영혼을 자극하고 경향성을 갖게 하는 데 있다는 것을 주

목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두려움의 느낌은 도망가기를 원하도록 영혼을 움직이고, 대

담함의 느낌은 싸우기를 원하도록 영혼을 움직이고, 다른 것들도 그와 같다.”(『정념

론』 40항, AT XI 359, CSM I 343); “모든 정념의 유용성은 영혼이 보존하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쉽게 지워지는 생각을 강화하고 지속하게 하는 데 있다. 마찬가지로

정념이 일으킬 수 있는 모든 해악은 요구되는 것 이상으로 이러한 생각을 강화하고

보존하거나, 혹은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좋지 않은 것을 강화하고 보존하는 데 있

다.”(『정념론』 74항, AT XI 383, CSM I 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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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의 ‘정신분열증’을 치료할 수 있을 ‘치료책’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감정

의 가치를 중요시하는 데카르트 윤리학은 이처럼 덕윤리적으로 해석할

때 그 가치가 가장 잘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2. 데카르트 윤리학의 칸트 윤리학적 해석

우리는 앞서 데카르트 윤리학의 핵심이 자유의지의 가치를 인식하고 그

것을 잘 사용하는 결의를 갖는 것이라는 것을 살펴보았다. 특히 『방법

서설』의 ‘임시도덕’의 첫 번째 준칙에서 데카르트가 관습과 종교를 따르

라고 말할 때조차 그것은 개인의 자유로운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고, 관

습과 종교를 따를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은 개인의 의지에 달려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즉 불교가 아니라 기독교를, 중국과 독일의 관습이 아

니라 프랑스의 관습을 따르는 것은 개인의 결정 즉, 개인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것이다. 이러한 개인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윤리학은 칸트 윤

리학을 예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데카르트 윤리학에서 윤리적 문제

를 결정할 때 자유롭게 스스로 결정하는 주체의 강조는 칸트 윤리학의

자율성 개념을 향해서 내딛는 발걸음인 것처럼 보인다.

또 ‘임시도덕’의 두 번째 준칙에서 데카르트는 ‘결의’를 중요시하는데 이

것은 칸트의 선의지와 공명하는 것처럼 보인다. 또한 데카르트는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행위 자체를 중요시한다는 점에서도 칸트 윤리학과 닮은

점이 있다. 즉 데카르트에게 있어서 어떤 행위를 선하게 혹은 덕스럽게

만드는 것은 그 행위의 내용이 아니라 행위의 형식, 즉 이성이 최선이라

고 판단한 것을 끝까지 수행하려는 확고한 의지이다. 앞서 살펴본 것처

럼, 데카르트의 결의는 어떤 특정 상황에서 특정한 행동을 하는 것이 아

니라 특정한 결정이 무엇이든 그것을 끝까지 해나가려는 확고한 의지이

다.

그리고 데카르트 윤리학의 최고봉이라 할 수 있는 ‘관대함’은 우리를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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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게 만들어주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과 그것을 잘 사용하

는 것이 우리의 도덕적 삶에 핵심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다. 이처럼 데카

르트 윤리학에서 자유의지에 대한 강조는 『방법서설』부터 『정념론』

까지 그의 철학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요소이다. 따라서 실천의 영역에

있어서 이러한 자유의지에 대한 강조는 칸트 윤리학의 선의지를 예비하

는 것처럼 보인다.

실제로 데카르트 윤리학을 칸트 윤리학의 전조로 보려는 데카르트 연구

자들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Rutherford(2013)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데카르트의 윤리학은 도덕적 보편주의moral universalism의 원리라는

면류관을 쓰고 있다. 모든 인간은 자유의지 덕분에 동일한 도덕적 지위

를 가지고 있고 동일한 도덕적 존경을 받을만하다. 이 점에서 우리는 칸

트 윤리학의 중요한 예견을 발견한다. 칸트 윤리학 역시 합리적이고 자

유로운 의지의 무조건적 가치에 대한 비슷한 고려로부터 등장한다.”298)

Alquié(1963) 역시 데카르트가 1645년 8월 4일 엘리자베스에게 보낸 편

지의 ‘세 가지 규칙’에 대한 주석에서 칸트를 언급한다. “데카르트는 이

성의 올바른 사용에 있어서 두 가지 개념 사이에서 망설이고 있는 것처

럼 보인다. 하나는 칸트가 사용한 의미에서 선의지를 예견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진정한 선에 대한 지식을 가정하는 것이다.”299)

데카르트 연구자들뿐만 아니라 윤리학자들 역시 윤리학의 역사를 기술

하면서 데카르트 윤리학을 칸트 윤리학의 예비자로 생각한다. 특히

Taylor는 데카르트 윤리 이론이 개인의 바깥에 있는 기준에 의존하지

않고 개인이 스스로 만들어낸 기준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사실에 주목한

다. Taylor(1989)에 따르면, “데카르트는 아우구스티누스적 내면성에 근

본적인 변화를 줘 아주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고 간다. 이 변화는 도덕성

의 근원을 우리 자신 안에 위치시킨다는 말로 설명할 수 있다.”300) 이러

한 ‘아우구스티누스적 내면성’은 여전히 신을 향해 있었지만, 데카르트의

내면성은 자기-충족성을 향해 있다고 Taylor는 주장한다. “데카르트적

298) Rutherford(2013).

299) Alquié(1963), Descartes. Œuvres Philosophiques I II (Paris: Garnier), p.589, n.1.
300) Taylor(1989), p.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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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면화는 그 변화의 원천인 아우구스티누스와는 아주 다른 것으로 변했

다.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안[내면]으로 향한 길은 위를 향한 길로 내딛는

발걸음이었을 뿐이다. (...) 아우구스티누스의 길을 따라 갈수록, 사유자는

자기-충족성의 결여만을 더 느낄 뿐이고 자신 안에서 신이 활동하는 것

을 점점 더 느끼게 된다. 반대로 데카르트에게 반성적 전환은 자기-충족

적인 확실성을 성취하는 것이다.”301) 이러한 ‘자기-충족적 확실성’은 “한

세기 이상이 지난 뒤 칸트에게 와서 명시적으로 중심적인 주제가 된다.

그러나 데카르트의 윤리 이론은 이미 이러한 궤도를 따라 움직이고 있

다.”302)

근대 윤리학의 발전의 역사를 다룬 책에서 Schneewind(1998) 역시 데

카르트와 그의 윤리학을 칸트의 자율성의 개념의 예비자로 간주한다.

“물리학과 생물학에서 참인 것이 윤리학에서도 동일하게 참이다. 우리는

신의 완벽함을 생각할 때 우리 능력을 신뢰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우

리는 우리의 학문을 스스로 해야만 한다. 우리는 신의 완벽함을 생각할

때 신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그 때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행동

해야 하는가를 스스로 결정해야만 한다.”303) 이런 의미에서 Schneewind

는 데카르트 윤리학이 “철저한 자기-지배의 윤리학a thoroughgoing

ethic of self-governance”304)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런 주장들처럼 데카르트 윤리학에서 자유의지의 강조, 그리고

결의로서의 덕 개념은 정말 칸트의 의무주의 윤리학을 예비하는 것이라

고 할 수 있을까? 근대 윤리학에서 ‘의무주의’라는 말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측면들이 도덕규칙들에 의해 통제”

되는 것이다.305) 이런 정의에 따르면, ‘의무주의’는 도덕규칙이 ‘의무’를

통해서 윤리적 행위자에게 부과되는 것이다. 칸트 윤리학에서 의무는 선

301) Taylor(1989), p.156.

302) Taylor(1989), p.152.

303) Schneewind(1998), The Invention of Autonomy: A H istory of Modern Moral
Philosoph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185.

304) 같은 곳.

305) 낸시 데이비스(2005), 「현대의 의무론」, 피터 싱어 엮음, 『규범윤리의 전통』, 철

학과 현실사, 1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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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지를 따르는 것인데, 이 선의지가 우리가 지켜야하는 보편적인 도덕법

칙을 부여하는 보편적인 입법자로서의 기능을 한다. 칸트에게서 인간이

자율적인 존재가 되는 이유는 인간의 선의지가 자기 자신에게 법, 즉 ‘의

무’를 부여하기 때문이다. 칸트에 따르면 “우리 자신의 의지는, 그것이

오로지 그것의 준칙들에 의해 가능한 보편적인 법칙수립의 조건 아래서

행위하는 한에서, 즉, 이념에서 우리에게 가능한 이 의지가 존경의 본래

대상이다. 그리고 인간성의 존엄함은 보편적으로 법칙수립적이며, 그러면

서도 동시에 바로 이 법칙수립에 스스로 복종한다는 조건과 함께 그렇게

하는 이 능력에서 성립한다.”306)

이러한 인간의 선의지가 자기 자신에게 도덕 법칙을 부여하는 칸트의

자율성 개념과 달리, 데카르트는 개인이 도덕 법칙의 근원이라고 주장한

적이 없다. 데카르트 윤리학에서 아직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관습과 규칙

을 받아들일 것인지 말 것인지를 개인이 결정한다는 측면에서만 자율적

이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데카르트는 외부의 관습과 선례를 받아들이는

것에 거부감이 없다. 예를 들어, 데카르트는 『방법서설』의 ‘임시도덕’에

서 “내 나라의 법률과 관습에 복종하고, 어렸을 적부터 신의 은총에 의

해 배워 온 종교를 확고하게 견지하며, 다른 모든 일에 있어서는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사려 깊은 사람들les mieux sensés

이 실생활에서en pratique 보통 취하고 있는 가장 온건하고 극단에서 먼

의견에 따라 나를 지도하자”(AT VI 22-23, CSM I 222)는 준칙을 내놓

기도 하고, 엘리자베스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비록 우리는 모든 것에 대

해서 확실한 증명을 가질 수는 없겠지만, 여전히 우리는 편을 들어야하

고 관습의 문제에 있어서 가장 그럴 듯하게 보이는 의견들을 끌어안아야

합니다.”(1645년 9월 15일에 보낸 편지, AT IV 295, CSMK 267)라고 주

장한다. 따라서 입법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칸트의 선의지와 달리 데카르

트는 외부에 주어진 여러 관습과 의견 가운데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이성을 사용해서 그 이성이 최선이라고 판단한 의견이나 결정을 수행하

겠다는 것이 데카르트의 결의이다. 이것이 데카르트 윤리학에서 자유의

306) 칸트(2005), 『윤리형이상학 정초』, 백종현 역, 아카넷, 168-169쪽(AK 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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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를 잘 사용하는 것이며 이렇게 잘 사용할 때 우리는 ‘관대한 사람’이

될 수 있다. 또 앞서 살펴본 것처럼, 데카르트의 ‘관대한 사람’은 우리 행

동에 대한 남의 의견을 잘 듣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타인의 칭찬을 듣기

위해서, 혹은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덕스러운 행동을 하게 되기

때문이다.

의지를 강조하는 데카르트와 칸트의 윤리학의 차이를 잘 보여주는 구분

이 있다. 칸트는 ‘Wille(의지)’와 ‘Willkür(자의)’를 구분한다. 전자는 도덕

성의 기초, 즉 그 자체가 입법자이다. 후자는, 칸트에 따르면, “자유로운

선택 능력”(AK 226)이다. 즉 ‘자의’는 ‘의지의 요구’를 받아들일지를 ‘자

유롭게’ 결정하는 능력이다. 이런 구분에서 봤을 때, 데카르트의 ‘결의’

혹은 자유의지의 강조는 입법자로서의 ‘Wille’가 아니라 지성이 우리에게

명령한 것, 어떤 주어진 규칙, 우리에게 주어진 지각에 동의할 것인가 그

렇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자유이다. 데카르트의 결의는 다만 우리의 지

성이 최선이라고 판단한 것을 수행하려는 의지라는 점에서 칸트의 선의

지와 큰 차이가 있다.

두 번째 차이점은 칸트에게서 ‘도덕적 행위’는 정언명령을 통과해야하

고, 또 정연명령을 통과했기 때문에 선한 것이다. 즉 칸트는 우리에게 어

떤 행위가 옳고 그른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것

처럼, 데카르트는 이러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는다. 1장에서 우리는 이것

이 데카르트 윤리학의 문제점이기도 하다는 점도 살펴보았다. 데카르트

가 강조하는 것은 다만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이성을 사용하고 이성이

최선이라고 판단한 것에 머물러 있으라는 것이다. 즉 데카르트의 윤리학

에서 결의는 우리에게 구체적 내용을 주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칸트 윤리

학과 차이가 난다.

그리고 데카르트가 말하는 결의는 칸트의 보편적인 선의지와 달리 개인

적이다. 앞서 3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데카르트 윤리학이 정념과 관련을

맺는 지점은 우리의 의지를 통해서 ‘자연적 설정’에 의해 연결된 나쁜 정

념을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정념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인간이

면 누구나 의지를 가지고 이러한 덕의 실천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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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념이 누구에게는 해가 되고 누구에게는 선이 된다는 측면에서 똑같은

정념이라도 사람마다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307) 의지가 발휘되는 지점

이 개인마다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엘리자베스 공주에게 보낸 한 편

지에서, 데카르트는 “어릴 때 슬프게 만들었던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충

분한 음식을 먹지 못해서인 반면, 다른 사람에게는 음식이 상했기 때문

입니다. 다른 정념을 동반하는 [동물 정기의] 운동도 사람마다 조금씩 다

른데, 이 역시 비슷한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1646년 5월 엘리자베

스에게 보낸 편지, AT IV 409, CSMK 286)라고 말한다. 이러한 구절을

통해서 데카르트의 정념은 대상을 표상하지만, 이러한 대상의 가치는 개

인에 따라 달라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사람마다 대상에 대한 가치가

다르다면 모든 사람은 동일한 크기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지만 이 자유

의지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는 각자에게 달려 있다. 그리고 이 판단 역

시 명석하고 판명한 판단이 아니라 그저 각각의 개인이 처한 상황에서

이성이 가장 최선이라고 판단한 것을 따르는 것이고, 게다가 데카르트는

이 의지의 결과가 좋지 않을 가능성을 열어둔다. 즉 보편적인 칸트의 ‘선

의지’와 달리 데카르트의 ‘결의’ 혹은 의지는 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르게 발휘되는 지극히 개인적인 의지이다.

칸트 윤리학과 데카르트 윤리학의 마지막 차이점은 스토아 철학에서와

마찬가지로 감정을 대하는 입장이 다르다는 점이다. 칸트에게 정념은 우

리의 의지가 선한 행위 즉 의무를 하는 것과 관련을 맺지 않아야 한다.

칸트는 그 유명한 ‘행복한 자선가’의 예에서 ‘경향성Neigung’에서 기인하

는 행위는 어떤 도덕적 가치도 갖지 못한다고 주장한다.308) 반면에 데카

307) “무시무시한 대상의 출현으로 인해 송과선에 만들어진 동일한 인상이 어떤 사람에

게는 두려움을 만들어내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용기와 대담함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 이유는 모든 뇌가 같은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에게 두

려움을 불러일으키는 송과선의 동일한 운동이 다른 사람 안에서는 정기가 뇌의 기공

으로 들어가게 만든다. 뇌의 기공은 정기의 일부를 신경으로 이끌어 방어하기 위해

손을 움직이게 하고, 또 정기의 다른 일부를 다른 신경으로 이끌어 피를 동요시키고

심장으로 보내 이 방어를 지속하고 또 그렇게 하려는 의지를 지속시키기에 적합한 정

기를 생산해 낸다.”(『정념론』 39항, AT XI 358-359, CSM I 343)

308) “할 수 있는 한, 선행을 하는 일은 의무이다. 그 밖에도 천성적으로 동정심이 많은

사람들도 많아서, 그들은 허영이나 사익과 같은 어떤 다른 동인 없이도, 자기 주위에

기쁨을 확대시키는 데서 내적 만적을 발견하고, 그것이 자기의 작품인 한에서, 타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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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트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정념이 우리의 도덕 생활에서 굉장히 중요

하다고 주장한다. 심지어 데카르트에게 정념은 의지에게 영향을 주는 ‘동

기적 힘’의 역할까지 한다고 주장한다는 점에서 칸트 윤리학과 차이가

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데카르트 윤리학을 덕윤리로 해석하는 나의 주장에 대해 칸트

윤리학적으로 해석하려는 입장에서 다음과 같은 반박이 있을 수 있다.

데카르트 윤리학에서 덕이 하는 역할은 사실 의무주의 윤리학에서처럼

의무에 복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에 따르면, 덕은 의무를 잘

수행하게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데카르트가 생각하는 덕은 이

성을 통해서 최선이라고 판단한 것을 수행하려는 지속적이고 확고한 의

지이고 이것이 곧 의무라고 생각한다면, 데카르트는 덕을 강조하고 있지

만 그의 윤리학은 의무주의 윤리학이라고 할 수 있다.309)이러한 주장에

따르면, 데카르트가 덕을 강조하는 이유는 그것이 의무에 복무하기 때문

이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데카르트 윤리학의 덕개념을 정확하게 담아내지

못하는 주장이다. 앞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데카르트는 덕이 의무에

복무하는 수단이 아니라 덕 그 자체가 최고선이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

에 덕의 실천을 도구적으로 보지 않았다. 데카르트에게 덕은 도구가 아

니라 그자체가 목적이다.310) 또 앞서 언급한 것처럼, 데카르트가 덕윤리

자라는 알 수 있는 것은 데카르트가 덕에 부여하고 있는 고유한inherent

가치 때문이다. 데카르트는 덕을 실천할 때 우리가 느끼는 기쁨과 운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들의 기쁨을 구분하다. 전자는 ‘냉철하고 진지한sober

만족을 기뻐할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주장하거니와, 그러한 경우에 그 같은 행위는 매

우 의무에 맞고, 매우 사랑 받을 만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아무런 참된 윤리적

가치를 갖지 못하며, 오히려 다른 경향성들, 예컨대 명예에 대한 경향성과 같은 종류

이다.” 칸트(2005), 86쪽(AK 398); 칸트 윤리학과 ‘행복한 자선가’에 대한 좋은 설명은

맹주만(2010), 「칸트와 ‘행복한 자선가’」 『범한철학』 56호: 111-134 참조.

309)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는 장동익(2011), 93-94쪽 참조.

310) 한편 장동익(2011)은 예를 들어, 덕윤리학에서 덕으로 규정하고 있는 ‘자선’과 같은

덕목은 ‘가능한 모든 자선을 베풀어라’는 도덕적 의무를 위한 도구로서 규정될 수 없

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행위자에게 이러한 의무는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덕윤리를 의무주의에 복무한다고 생각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한다. 장동익

(2011), 94-95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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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serious’ 기쁨이고 후자는 ‘일시적인passing’ 기쁨이다.(1645년 10월

6일 엘리자베스에게 보낸 편지, AT IV 305, CSMK 268) 여기서 주목해

야 할 것은 덕을 실천함으로써 이러한 기쁨을 느끼기 위해서는 덕 그 자

체에 대한 가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즉 데카르트는 덕에 내재

적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311)

3. 데카르트 윤리학과 공동체주의

데카르트 윤리학에 대해서 논의할 때 반드시 언급되어야 하는 또 하나

의 주장이 있다. 바로 데카르트가 덕을 강조하는 이유는 덕이 우리에게

완전성perfection을 주기 때문이고, 따라서 데카르트의 윤리학은 자기의

완전성을 최우선으로 삼는 ‘윤리적 이기주의Ethical Egoism’ 혹은 ‘이기

주의적 개인주의Egoistical Individualism’라는 주장이다. 윤리학 이론에

따르면, 윤리적 이기주의는 “우리가 실제로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와는

상관없이, 우리 자신에게 최선인 것을 하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의무”라

고 주장한다. 따라서 “개인의 유일한 의무는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이고, “인간 행위의 궁극적 원칙은 오직 한 가지, 즉 자기 이익의 원

칙이며, 이는 사람이 갖는 모든 자연적 의무와 책임을 총괄한 것”312)이

311) 현대 윤리학에서도 데카르트처럼 의지가 곧 덕이라고 주장하는 윤리학자가 있다.

Foot은 “덕이 있는 인간에게서 선한 것은 바로 의지”라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의 도덕적 성향을 판단하는 것은 그의 의도intention이기 때문이다. 즉 다른 좋은

것들과 덕을 구분하는 것이 바로 의지이다. Foot(1978), Virtues and Vices and
Other Essays in Moral Philosophy (Berkeley and 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p.4; Foot의 이러한 주장은 데카르트가 의지를 강조한다고 해서 칸

트 윤리학에 가깝지 않은 이유가 될 수 있다. 데카르트의 결의는 그 자체로 덕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이 결의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이러한 성향이 있다는 것을 드

러낼 수 있다. 한편 Richard Taylor(2002)는 덕윤리를 ‘열망의 윤리virtue of

aspiration’라고 주장한 적이 있다. 이러한 ‘열망의 윤리학’은, 곧 살펴보겠지만, 데카르

트 윤리학에서 덕은 자신의 완전성을 높이는데 복무한다는 개인주의적 해석과 공명한

다. 이런 의미에서 데카르트의 덕윤리를 ‘열망의 윤리학’이라고 이름붙일 수도 있을

것이다. ‘열망의 윤리학’에 대해서는 Taylor, R.(2002), Virtue Ethics (New York:

Prometheus Books), p.97 참조.

312) 레이첼스(2006), 『도덕철학의 기초』, 나눔의 집, 15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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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주장한다. Wee(2002)는 데카르트 윤리학을 ‘윤리적 이기주의’로 해

석하는 일련의 흐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데카르트 윤리학

을 논의할 때, 우리는 데카르트 철학의 행위자Cartesian agent에 대한 끈

덕진 이미지 하나를 발견하게 된다. 즉 자기중심적selfish 혹은 이기적인

egoistical 개인주의자로서의 행위자가 그것이다. 그러한 관점은 항상 명

시적으로 언급되는 것은 아니지만 데카르트 철학에서 윤리적 행위자는

자기 자신의 선을 추구하려는 목적을 가진 사람이라는 인상을 남겨 왔

다.”313) 그러면서 Wee는 데카르트 윤리학의 해석에 있어서 두 가지 종

류의 이기주의적 개인주의를 구분하는데, 첫 번째 버전은 “윤리적 행위

자가 목표로 하고 있는 궁극적 목적은 자기 자신의 쾌락 혹은 행복”이라

는 것이다. 이 버전의 특징은 행위자가 추구하는 개인의 선이 사회에도

도움에도 선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Wee는 이 버전의 대표자로

Gueroult를 꼽는다. 두 번째 버전은 “행위자가 추구해야만 하는 선

proximate goods이 자기 자신의 개인적 이익에만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선이다.”314) 이 버전의 대표자로 Wee는 Taylor를 들고 있다.

최근 Svensson(2010) 역시 데카르트가 윤리적 이기주의자였다는 주장

을 펼치는데, 그는 “데카르트에 따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진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우리 자신의 전반적인 완전

함을 증가시켜야 한다는 것”315)이라고 주장한다. 이 때 데카르트가 윤리

적으로 추구한 ‘완전함’은 개인의 ‘삶의 질well-being’316)이다. Svensson

에 따르면, 데카르트 윤리학에서 덕이 최고선이고 따라서 우리는 끊임없

이 덕을 추구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그러한 주장은 덕윤리에서 주장하

는 것처럼 덕이 가장 기본이고 기초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데카르트 윤리학에서 우리가 덕을 실천해야 되는 이유는 덕이 우

리의 완전성을 증진시키기 때문이다.317) 따라서 이러한 주장에 따르면,

313) Wee(2002), p.255

314) Wee(2002), 같은 곳.

315) Svensson(2010), pp.115-116.

316) Svensson(2010), p.221. Svensson의 ‘well-being’ 개념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Svensson(2011), “Happiness, Well-being, and Their Relation to Virtue in Descartes’

Ethics”, Theoria 77, pp.238-26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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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카르트의 윤리는 덕을 추구하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오히려

각자가 가능한 자신의 전반적인 완전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덕을 추구

하는 것을 포함하여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이 목적이

다.

데카르트 윤리학을 이렇게 해석하는 연구자들은 다음과 같은 텍스트에

주목한다.

quod beatam vitam efficiat[무엇이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가], 즉 우리에게 이러한 최고

의 만족을 주는 것은 무엇인가를 고찰해야 합니다. 나는 두 종류의 그러한 것이 있다는

사실에 주목합니다. 덕이나 지혜처럼 우리에게 의존하는 것, 명예, 부, 건강처럼 우리에게

전혀 의존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프지 않게 잘 태어난 사람, 부족함이 없

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 아픈 사람이나 장애가 있는 사람보다 더 완전한 만족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은 확실합니다. 그 두 부류의 사람이 똑같이 지혜롭고 덕이 있다면 말이죠.

(1645년 8월 4일 엘리자베스에게 보낸 편지, AT IV 265, CSMK 257)

이 텍스트에서 데카르트는 덕이 있는 사람이면서 건강하고 부자이고 사

회적 명성이 있는 사람은, 똑같이 덕이 있지만 아프고 가난하고 사회적

명성이 없는 사람보다 더 완전성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후

자의 사람은 덕이 없고 건강하고 부자이고 사회적 명성이 있는 사람보다

는 더 완전성이 있다. 덕은 다른 선과 달리 우리에게만 의존하고 있는

것이고 가장 큰 선이기 때문에 불확실한 다른 선을 손에 넣으려고 하기

보다는 덕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완전성을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

다. 즉 덕도 다른 좋은 것들(부, 명예, 건강)과 동일하게 우리의 완전성을

증가시키는 것 중의 하나이지만 그 중에 제일 효과가 좋은 것이기 때문

에 덕을 추구하는 것이다. 데카르트의 덕을 이런 식으로 규정하면 데카

르트의 윤리학은 덕에 기반한virtue-based 윤리학이 아니라 결과에 기반

한outcome-based 윤리학이 된다.318) 즉 우리의 완전성을 최대화하기 위

해서는 덕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데카르트의 윤

리학은 ‘이기적[자기-중심적]egoistic’이다.

317) Svensson(2010), p.216.

318) Svensson(2010), p.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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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데카르트 윤리학을 이렇게 이기적으로 해석하는 경우에도, 데카르

트 윤리학에서 다른 사람을 위하는 이타적인 행동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

정한다. 하지만 그러한 이타적인 행동 역시 우리 자신의 완전성을 증가

시키기 위한 방편에 불과하다.319) 예를 들어 데카르트는 다음과 같이 주

장한다.

만약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만 고유한 선만을

즐길 수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른 신체의 부분으로 생각한다면, 자기

자신에만 속하는 어떤 선도 잃지 않고 그 신체의 구성요소에 공통적인 선 또한 공유할

수 있습니다. (1645년 10월 6일 엘리자베스에게 보낸 편지, AT IV 308, CSMK 269)

이 구절은 데카르트가 엘리자베스에게 공동체의 중요성을 환기시키는

부분인데, 타자가 필요한 이유는 개인의 번영 때문이라고도 읽을 수 있

다. 즉 자기 자신의 선에만 관심을 가지면 개인의 선만 즐길 수 있지만,

공동체의 선을 추구한다면 우리 자신의 선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부분으

로서 다른 사람의 선도 즐길 수 있다는 것이다. 이타적인 행동은 결국

이기주의에 바탕을 두고 있다.320) 이처럼 오랫동안 데카르트 윤리학은

319) 이런 점은 현대 윤리학의 ‘윤리적 이기주의’에도 적용되는 일반적인 내용이다. “윤

리적 이기주의는 다른 사람을 돕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지 않는다. 많은

경우 우리의 이익이 다른 사람의 이익과 일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에게 도움

이 되는 행위를 하면서 싫든 좋든 다른 사람을 돕는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다. 또는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이 우리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윤리적 이기주의는 그러한 행위를 금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런 행

위를 권장하기까지 한다. 이 이론이 주장하는 것은 단지 어떤 행위가 다른 사람에게

이득이 된다는 이유로 옳은 행위가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오히려 어떤 행위가 옳은

것인지에 대한 결정은 그 행위가 자기 자신에게 이득이 되고 있는지의 여부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레이첼스(2005), 162-163쪽. 또한 이 경우에 앞서 Wee가 구분한 두

가지 버전의 ‘이기적 개인주의’ 중에서 두 번째 버전은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

다.

320) 그래서 Svensson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공동체를 강조하는] 데카르트의 이러

한 주장은 각자 자신의 전반적인 완전성에 최대한 도움이 되는 것을 해야 할 근본적

인 의무가 있다는 생각과 어떻게 양립가능한가? 나는 이 질문에 답을 하는 것이 어렵

지 않다고 생각한다. (...) 한 공동체의 좋은 일원이 되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선 혹은

완전성이 대체로 나 자신에게만 속한 특정한 선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우리의 최선

의 판단이 우리의 아이들 혹은 공동체의 선을 위해서 개인적 선을 미뤄두라고 말하는

한, 그 판단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은 덕을 추구하는 것이고 따라서 그 상황에서 최대

한 자기 자신의 전반적인 완전성을 향상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다.” Svensson(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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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주의적 혹은 이기주의적 윤리학으로 해석되어 왔다.

물론 데카르트 윤리학이 윤리적 이기주의자로서의 측면이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 앞서 살펴 본 것처럼, 데카르트의 이론적 탐구의 목적

은 자기 자신의 실천적 관심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이다(AT VI 61-62,

CSM I 142). 또한 데카르트 윤리학과 스토아 윤리학의 근친성 역시 데

카르트 윤리학의 개인주의적 특성을 잘 보여준다. 데카르트는 행복을 외

부의 운에 영향을 받지 않는 개인의 정신의 안정과 만족이라고 생각한다

는 측면에서 개인주의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321)

뿐만 아니라 데카르트의 마지막 저서인 『정념론』 역시 이기주의적 개

인주의의 관점에서 읽을 수 있다.322) 예를 들어, 『정념론』52항에서 데

카르트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감각을 자극하는 대상에 의해서 일으켜진 정념은 우리 안에 다양한 정념을 일으키는데,

이러한 차이는 대상의 차이 때문이 아니라, 단지 그 대상이 우리에게 얼마나 해롭거나

이로운가에 따라서, 더 일반적으로는 우리에게 중요성을 지니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 (...) 모든 정념의 기능은 자연이 우리에게 유용하다고 여긴 것을 원

하도록 하고 이 의지 상태를 유지하도록 영혼을 배치한다는 단지 그 점에 있다. (AT XI

373, CSM I 349)

또 56항에서도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우리가 어떤 것을 우리에 대해서bonne à notre ègard 좋다고 생각할 때, 즉 우리에게

유익하다c’est-à-dire comme nous étant convenable, 이것이 우리를 사랑하게 만든다.

(AT XI 374, CSM I 350)323)

p.226.

321) Wee(2002), pp.256-260 참조.

322) Frierson(2002), p.315.

323) 그 외에 40항, 74항, 137항도 참조. 프랑스어 ‘convenable’에 대한 CSM의 영어 번역

은 ‘agreeable’인데, Rodis-Lewis는 ‘convenable’과 ‘agréement’을 구분한다.

Rodis-Lewis에 따르면, 17세기에는 프랑스어 단어 ‘agréement’에는 성적인 의미가 내

포되어 있다. Beaver(1989), “Desire and Love in Descartes’s Late Philosophy”,

H istory of Philosophy Quarterly 6, p.291, n.2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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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1646년 1월 엘리자베스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다음과 같이 주장한

다.

우리가 어떤 가치를 거기에 부여해야 할 것인지 알기 위해서 어떤 사물에 있을 수 있

는 선과 악을 고찰할 때 – 제가 이 세상에 우리가 부여해야 하는 가치에 대해서 이야

기했던 것처럼 – 우리는 선을 우리에게 유리할 수 있는 어떤 것에 존재한다고 생각해

야 하고, 악은 우리에게 불리할 수 있는 것에 존재한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 사물이

가질 수 있는 다른 결함은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만약 어떤 사람이 직위를 제

안 받을 때, 그는 그것으로부터 예상할 수 있는 명예와 이득을 선으로, 곤경, 위험, 시간

의 낭비, 그 외의 다른 것들을 악으로 간주합니다. 선과 악을 비교한 후에 그는 선이 더

크냐 악이 더 작으냐에 따라서 [직위를] 받아들이거나 거절합니다. (AT IV 354-55,

CSMK 283)

이런 구절들에서 데카르트는 나에게 좋으면 선이고 나에게 나쁘면 악이

라고 주장한다. 심지어 데카르트는 이기주의와 거리가 멀어 보이는 사랑

의 정념도 이기적인 관점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보인다. 사랑에 대해서

언급하는 『정념론』107항에서 데카르트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의 영혼

이 우리 신체와 처음 결합될 때, 영혼의 첫 번째 정념은 심장으로 들어

오는 혈액, 혹은 다른 액체가 생명의 원리인 심장의 열을 유지하는 데

더 적합한 경우에 발생했음이 틀림없다. 이것이 영혼으로 하여금 이 연

료[영양]에 의지적으로 결합하도록, 즉 사랑하도록 했다.” (AT XI 407,

CSM I 366) 여기서 데카르트는 어떤 대상을 사랑하는 이유는 그것이 우

리에게 좋기 때문이라고, 여기에서는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324) 사실 사랑의 정념뿐 아니라 정념 일

반이 자신의 완전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기적으로 사용된다고 할 수 있

다.325)이처럼 데카르트의 정념은 우리 자신의 육체적 보존을 위해서, 혹

324) Matheron(1988), “Amour, Digestion, et Puissance selon Descartes”, Revue
Philosophique de la France et de L’Etranger 178, pp.436-437. 『정념론』79항도 마
찬가지다. “사랑은 영혼으로 하여금 그것에 적합하게 보이는convenable 대상에 의지

적으로 결합시키게 한다.” ‘사랑’의 정념에 대해서는 『정념론』56항과 79항도 참조.

325) 그래서 데카르트는 『정념론』137항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정념은 모두 자연

에 의해서 신체와 연관되도록, 신체와 결합되어 있는 한에서만 영혼에 속하도록 설립

되어졌다. 따라서 정념의 자연적 기능은 신체를 보존하거나 혹은 어떤 방식으로 더

완전하게 하도록 기능할 수 있는 행동에 영혼이 동의하고 동참하도록 자극하는 데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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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우리 영혼이 더 완전하게 될 수 있는 행동을 하게 만든다는 측면에서

정념의 기능 자체가 이기주의적이라고 읽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

하지만 데카르트는 정말 이기주의적 개인주의자인가? 이 문제는 매우

중요한데, 덕윤리의 특징이 공동체를 강조하는 것이고 데카르트의 윤리

학이 이기주의적 개인주의라면 데카르트를 덕윤리자로 해석하려는 것은

잘못된 시도일 것이다. 하지만 앞서 본 것처럼 데카르트는 공동체를 강

조하는 듯한 주장을 한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데카르트가 엘리자베스에

게 1645년 9월 15일에 보낸 편지이다. 그 편지에서 데카르트는 우리가

신이 아닌 이상 모든 것을 아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윤리적 삶을 위

해서 몇 가지 유용한 지식만 알면 된다고 주장한다. 그 중의 하나가 자

신이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다.

신의 선함, 우리 영혼의 불멸성, 우주의 거대함을 인정한 후 제 생각에는 가장 유용한

앎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비록 우리 각자는 서로 구분되고, 따라서 각자의 이익은

어떤 면에서는 나머지 세상의 이익과 다르지만, 우리 중의 누구도 홀로 존속할 수 없고

우리 각자는 실제로 우주의 많은 부분 중의 하나, 보다 구체적으로는 거주지, 맹세 서약,

출생을 통해 우리가 거기에 속하게 되는 지구, 국가, 사회, 가족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해

야만 한다doit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그것의 부분인 전체의 이익은 우리 구체적인 사

람의 이익보다 항상, 물론 기준을 가지고 신중하게, 우선시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의 친족 혹은 나라에 단지 조그만 이득을 획득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커다란 악에 노

출시키는 것은 잘못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실로 만약 어떤 사람이 모든 다른 동료 시

민들보다 그 자체로 더 가치가 있다면, 그는 자신의 도시를 구하기 위해서 자신을 파멸

시킬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어떤 사람이 자신과 관련해서[만] 모든 것을

본다면, 어떤 조그만 이득이라도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될 때 다른 사람을 해치는 것

에 망설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참된 우정, 신뢰, 덕은 전혀 없을 것입니다.

반면에, 만약 어떤 사람이 자신을 공동체의 부분이라고 여긴다면, 그는 모든 사람에게 좋

게 행동하는 것에 기쁨을 느낄 것이며, 상황이 그것을 요구한다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심지어 자신의 삶을 거는 것에도 망설이지 않습니다. 만약 그가 할 수 있다면, 다른 사

람을 구하기 위해서 심지어 자신의 영혼을 잃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려사

항은 인간에 의해서 행해진 모든 위대한 영웅적 행위의 원천이자 근원이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칭찬을 받으려는 희망에서 혹은 어리석음 때문에 헛되게 자신의 목숨을 건

다.”(AT XI 430, CSM I 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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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면 저에게는 그 사람이 칭찬할 만하다기 보다는 오히려 더 가련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위험을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이 그것이 자신의 의무라고

믿기 때문에 목숨을 걸 때, 혹은 다른 사람에게 선을 가져오기 위해서 어떤 다른 악을

견딜 때, 그 때 그는 개인으로서 자기 자신에게 보다 자기 자신이 그것의 부분인 공동체

에 더 많이 빚지고 있다는 고려 때문에 행동하는 것입니다. (AT IV 293-294, CSMK

266)

여기서 데카르트는 우리가 윤리학적 삶을 살아갈 때 알아야 하는 유용

한 지식 중의 하나가 바로 개인들은 공동체의 일부라는 사실을 아는 것

이라고 주장한다. 데카르트는 ‘우리 각자는 다른 사람들과 구분’되고 ‘각

자의 이익은 세상의 나머지 이익과 다르’지만, 우리는 전체의 부분이라고

‘생각해야만 한다doit/ought to’고 주장한다. 데카르트의 주장은 우리가

전체의 부분이라는 형이상학적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자

신을 공동체의 일부라고 ‘생각해야 한다’는 규범적인 윤리적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326)

또한 『정념론』 79항에서 사랑에 대해서 정의한 후, 데카르트는 80항

에서 그 사랑의 결과는 우리가 사랑하는 것과 공동체를 이루고 그 공동

체의 일부가 되는 것이라고 말한다.327) 물론 이렇게 하나로 일치되어 있

다는 것 자체로 데카르트가 공동체를 자신보다 우선으로 여긴 것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과 하나

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그렇지 않은 것보다 우리에게 더 낫기 때문에

공동체를 이루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데카르트의 ‘사랑’의 정념을 이기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데카르

트는 『정념론』83항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랑받는 대상에 결합되어 있고 연합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326) Frierson(2002), p.333.

327) “게다가 ‘의지적으로de volonté’라는 표현으로 나는 여기서 완전히 분리된[다른] 정

념인 욕망 – 이것은 미래와 관련을 맺는다 - 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나는 현재에서à présent 우리 자신을 우리가 사랑하는 것과 결합된 것 – 우

리는 우리 자신을 단지 그것의 일부이고 [우리의] 사랑을 받는 대상이 다른 한 부분

인 하나의 전체를 상상한다 - 으로 간주하는 동의consentement에 대해서 말한

다.”(AT XI 387, CSM I 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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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에서 우리는 다른 부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항상 우리가 그것과 구성하고 있는 전체의

더 작은 부분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다. (AT XI 390, CSM I 357)

이 구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데카르트는 사랑의 정념으로 결합된 존

재는 더 큰 부분을 위해서 더 작은 부분을 희생할 준비가 되었다고 주장

한다. 그런데 어느 것이 더 작은 부분이고 어느 것이 더 큰 부분인지 어

떻게 결정할 수 있는가?328) 만약 나 자신이 전체에서 더 큰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면 나를 위해서 나의 사랑의 대상은 희생을 해야만 한다는 주장

으로 읽을 수도 있다.

이 문제에 대한 답은 『정념론』83항에서 찾을 수 있다. 데카르트는 83

항에서 ‘애정affection’ ‘우정amitié’ ‘헌신dévotion’ 이 세 가지 사랑을 구

분한다. 이러한 구분은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에 대한 우리의 존중esteem

의 정도를 통해서 결정될 수 있다.

사랑 안에서 구별은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에 대한 우리의 존중esteem과 자기 자신과

의 비교를 통해서 보다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사랑의 대상을 우리 자신보다 못하게 존중할[낮게 평가할]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해

서 단순한 애정만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우리 자신과 똑같이 존중할 때, 이것은 우정

이라 일컬어진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우리 자신보다] 더 많이 존중할[높게 평가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념은 헌신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꽃, 새,

말에 대해서 애정을 가질 수는 있지만, 우리의 정신이 극단적으로 미치지 않은 이상 우

리는 사람에 대해서만 우정을 가질 수 있다. 사람은 이 정념의 대상인데, 우리가 그에

게 사랑받고 있다고 생각할 때, 그리고 아래 154항과 156항에서 설명되어질 것을 따라

서 진정으로 고귀하고 관대한 영혼을 소유할 때 그에 대한 제법 완벽한 우정을 가지지

못할 만큼 아주 완전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 헌신에 대하여, 그것의 중심적 대상은 의

심할 여지없이 최고의 신성 – 우리는 알아야 하는 대로 그를 안다면 우리는 그에게

결코 헌신하지 않을 수가 없다 - 이다. 하지만 우리의 주권자, 국가, 도시, 심지어 우리

가 그에 대해서 우리 자신보다 훨씬 더 존중할 때 사적인 인간에 대해서 또한 헌신을

가질 수도 있다. (AT XI 390, CSM I 357)

이 구절에서 데카르트는 사랑의 대상을 우리 자신보다 못하다고 생각

328) Wee(2002), p.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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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단순한 ‘애정’만을 가지게 된다고 말한다.

우리가 자연을 사랑하는 경우, 데카르트는 이 정념을 ‘애정’이라고 말한

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여기에서 데카르트가 사랑받을 대상을 나

눌 때 전적으로 이기적인 바탕에서 나누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만약 그

렇게 했더라면 우리에게 더 유용한 말(馬)이 우리를 해치는 사람보다 더

사랑받았을 것이다.329) 또 데카르트에 따르면 ‘우정’은 사람에 대해서만

가질 수 있는데, 특히 우정의 대상이 ‘진정으로 고귀하고 관대한 영혼’을

소유할 때 ‘완벽한 우정’을 가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인간이 동물이나

식물보다 더 뛰어난 존재인 이유는 ‘관대함’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인데,

『정념론』 154항에 따르면 이 관대함은 자유의지를 잘 사용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인간만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인

간과 우정을 나눌 수 있게 되고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게 된다. 그런데

우정이 꼭 이타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 데카르트는 Chanut에게 보낸 편

지에서 두 사람 사이의 ‘완전한 우정’은 이타적인 우정이라고 주장한다.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할 때, 각자는 자신의 친구를 자신보다 더 가치 있

게 여기도록 자비charité는 요구한다. 만약 각자가 상대방을 위해서 다음

과 같이 말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들의 우정은 완전하지 않다.

‘그 일을 한 사람은 나요. 내가 여기 있으니 당신의 칼을 나에게 겨누시

오.’”330)(1647년 2월 1일 Chanut에게 보낸 편지, AT IV 612, CSMK

311) 이처럼 데카르트가 생각하는 진정한 우정은 친구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는 이타적인 사랑이다.

마지막으로 ‘헌신’의 경우에 우리는 우리 자신보다 우리가 공동체를 이

루고 있는 사랑의 대상을 더 존중한다. 따라서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의

이익을 우리의 이익 위에 놓게 된다. 데카르트는 우리가 ‘헌신’의 감정을

가질 경우 우리는 사랑하는 대상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희생할

수도 있다고 말한다. 이 헌신의 대상은 ‘신’ ‘주권자’ ‘국가’ ‘도시’ ‘존경받

을 인간’ 등이다. 이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사랑받는 대상을 너무 강하게

329) Frierson(2002), p.322.

330) CSMK에 따르면 이 구절은 베르길리우스의 『아이네이아스』 9권에 나오는 구절

이다. CSMK, p.311, n.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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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해서 우리는 그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다.”(AT XI 390-391, CSMK 358) 여기서 데카르트는 분명하게 타인 혹

은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기 때문에 데카르트의

윤리학을 ‘이기주의적 윤리학’으로 한정할 수 없다.331)

또한 데카르트는 “어떻게 아주 다른 정념들이 사랑에 참여한다는 점에

서 일치하는가”라는 제목이 붙은 『정념론』82항에서 여러 종류의 사랑

을 구분한다. 이 항목에서도 데카르트는 개인의 이기심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한다고 볼 수 없는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사랑을 받을 만한 대상들의 다양한 수만큼 사랑의 종류를 구분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

면, 예를 들어, 야망을 가진 사람의 영예gloire에 대한 정념, 탐욕스런 사람의 돈에 대한

정념, 주정뱅이의 술에 대한 정념, 폭력적인 남자의 범하기 원하는 여자에 대한 정념,

명예로운 사람의 친구 혹은 정부maîtresse에 대한 정념, 좋은 아버지의 자식에 대한 정

념은 서로서로 다르지만, 그것들은 사랑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슷하다. 하지만

처음 네 가지 정념은 그 정념이 관련되어 있는 대상을 소유하려고만 하는 사랑이고, 대

상 그 자체에 대해서는 어떤 사랑도 없이 다른 특정한 정념과 결합된 욕망만이 있을

뿐이다. 반면에, 좋은 아버지의 자식에 대한 사랑은 너무 순수해서 그는 자식에게서 아

무것도 원하지 않고, 지금의 방식과 다르게 자식을 소유하려고 하지도, 이미 결합되어

있는 것보다 더 가깝게 결합되려고 하지도 않는다. 대신에 자식들 각각을 또 다른 자기

자신으로 생각하면서, 자식들의 선을 자기 자신의 것인 것처럼 혹은 그보다 더 간절하

게 추구한다. 왜냐하면 아버지와 자식은 하나의 전체 – 이 전체에서 아버지는 최선의

부분이 아니다 –를 형성한다고 생각하면서 그는 자식들의 이익을 자신의 이익보다 앞

세우고, 그들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을 잃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AT XI 388,

CSM I 356-357)

이 항목에서 데카르트는 몇 가지 사랑을 나눈다. (1) 야망을 가진 사람

들의 명예에 대한 사랑 (2) 돈에 대한 구두쇠의 사랑 (3) 술에 대한 술

331) Boros(2003)은 『정념론』의 이 항목에서 데카르트 윤리학의 자연학적 기초를 찾을

수 있다는 흥미로운 주장을 한다. “데카르트에 따르면, 우리는 우리의 가치, 타자의

가치를 측정하고 난 후 비율ratio을 정한다. 이 비율이 정념의 본성과 이어지는 자기

의 희생과 타자의 희생과 관련된 행위를 결정한다. 여기[83항]에서 [우리는] 데카르트

가 『굴절광학La Dioptrique』에서 상황과 거리를 결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자연 기하학natural geometry’의 상관물을 보게 된다.” Boros(2003), “Love as a

Guiding Principle of Descartes’s Late Philosophy”, H istory of Philosophy Quarterly
20, p.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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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래의 사랑 (4) 여자에 대한 짐승 같은 인간의 사랑 (5) 친구 혹은 정

부에 대한 점잖은 사람의 사랑 (6) 자녀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 이 중 처

음 다섯 가지의 사랑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손에 넣으려는 이기적인 사

랑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6)의 사랑은,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가 죽

는다면 그것은 이기적일 수 없다. 물론 그 희생을 통해서 자기의 완전성

을 높인다고 할 수도 있지만 자신이 죽는다면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도

자신의 완전성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332)

데카르트는 1645년 9월 15일 엘리자베스에게 보낸 편지에서 “만약 어떤

사람이 자신과 관련해서 모든 것을 본다면, 어떤 조그만 이득이라도 이

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될 때 다른 사람을 해치는 것에 망설이지 않을 것

입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참된 우정, 신뢰, 덕은 전혀 없을 것입니다.”라

고 주장한다. 데카르트는 여기서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보는

사람은 덕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고 말한다. 즉 이기적인 사람은 절대 덕

이 있는 사람이 될 수 없다. 이타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덕이 있는

사람의 필요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덕이 있는 행위자가 되는 필요조건

은 다른 사람과 관련해서도 사태를 봐야한다는 것이다.”333)

데카르트 윤리학의 이러한 이타적이고 공동체적인 측면은 『방법서설』

에서부터 이어져오던 생각이기도 하다. 데카르트는 『방법서설』 여섯

번째 부분에서 “사람이라면 누구나 힘이 닿는 한 다른 사람의 선을 획득

하기 위해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도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은 엄밀히 쓸모없는 사람입니다.”(AT VI 66,

CSM I 145)라고 주장한다. 또한 그 구절 앞에서도 데카르트는 “인류의

일반적인 복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하도록

332) 그래서 데카르트는 『정념론』 83항에서 ‘헌신’에 대해서 설명한 후 자신을 희생하

는 예가 드물지 않다고 주장한다. “헌신에서는 사랑받는 대상을 우리 자신보다 훨씬

더 선호해서 우리는 그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우리는

자신의 군주 혹은 자신의 도시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때때로 그들이 헌신한 개

인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죽음에 노출시켰던 사람들의 예를 종종 보아왔다.”(AT

XI 390-391, CSM I 358)

333) Wee(2002), p.265. Wee는 이런 공동체적인 데카르트 윤리학을 기독교 전통의 윤리

학이라고 주장한다. 우정, 애국, 종교적 헌신 속에서 사랑을 느끼고 특히 신이 창조한

우주라는 공동체 속에서 자기 자신의 자리를 발견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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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지어진 법칙”(AT VI 61, CSM I 142)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데카르트에 따르면, 자기 자신의 이익이 아닌 그 자신이 일부분을 이루

고 있는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 하는 행동에서 나오는 내적 만족만큼 큰

것은 없다.(“특별히 자신과 관계가 없는 다른 사람에 대한 순수한 애정, 즉 자비라고

불리는 기독교 덕으로부터 나오는 행동에 항상 동반되는 내적 만족만큼 클 수 없습니

다.”(1645년 10월 6일 엘리자베스에게 보낸 편지, AT IV 309, CSMK 269-270)) 또한

무엇보다도 데카르트 윤리학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관대함’이야말로 데

카르트 윤리학에 존경과 공감과 같은 사회적 차원을 도입하는 것이

다.334) 데카르트가 『정념론』156항에서 주장한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한 것보다 더 존경할 만한 것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이

유로 자기 자신의 이익을 멸시하기 때문에, 데카르트 윤리학의 최고봉이

라 할 수 있는 ‘관대함’의 정서는 결국 자기 자신보다 타인의 이익을 우

선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관대한 사람은 자연적으로 선한 일에

이끌리는 사람이고 (...) 다름 사람에게 좋은 것을 하는 것과 자신의 이익

을 무시하는 것을 가장 커다란 것으로 평가”(『정념론』156항, AT XI

448-449, CSM I 385)하는 사람이다. 즉 데카르트 윤리학의 정점에는

‘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존재한다.

따라서 데카르트 철학에서 실천의 영역에서 윤리적 행위자가 되려면,

혹은 우리가 ‘도덕이 파괴되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다면’ 타인을 먼저 생

각하는 이타적인 삶을 살아야만 한다.335)

데카르트 윤리학이 ‘이기주의적 개인주의’ 혹은 ‘윤리적 이기주의’라고

주장하는 것은 데카르트 윤리학을 오해하고 있는 것이다. 데카르트는 오

히려 공동체의 이익을 우선으로 여기는 공동체주의자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런 의미에서 데카르트 윤리학을 덕윤리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

이다.

334) Wienard(2006), p.186.

335) “왜냐하면 신은 사물의 질서를 확립해놓았고 아주 가까운 공동체에 인간을 연결해

놓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모든 것을 자기 자신과 연관시키고 다른 사람에게 자

비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는 여전히 자신의 할 수 있는 한 힘껏 그들을 위해서 일을

하게 된 것이다. 만약 그가 신중함을 발휘하고 도덕이 파괴되지 않는 시대에 산다면

말이다.”(1645년 10월 6일 엘리자베스에게 보낸 편지, AT IV 316-317, CSMK 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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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데카르트는 개인이 공동체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헌신을 해야 한

다고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앞서 데카르트가 다음과 같이 주장

한 것을 살펴보았다. “우리 각자가 그것의 부분인 전체의 이익은 우리

자신의 구체적인 인격의 이익보다 항상, 물론 기준을 가지고 신중하게,

우선시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의 친족 혹은 나라에 단지 조그만 이

득을 획득하기 위해서 커다란 악에 우리 자신을 노출시키는 것은 잘못된

것이기 때문이다. (진실로, 만약 어떤 사람이 모든 다른 동료 시민들보다

그 자체로 더 가치가 있다면, 그는 자신의 도시를 구하기 위해서 자신을

파멸시킬 이유가 없을 것이다.)”(AT IV 293, CSMK 266) 이 구절에서

데카르트는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를 희생해야 할 때 ‘기준을 가지고 신

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럼 우리는 언제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해야 할 때라는 것을 알 수 있는가? 데카르트는 그 때를 정확히 가

르쳐 줄 수 없다고 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개인이 스스로 판단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이다. 데카르트는 1645년 10월 6일 엘리자베스에게 보낸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얼마나 우리가 공동체에 헌신해야 하는가를 이성이 명령하는지를 정확하게 결정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매우 정확해야 한다는 것이 필수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자신의 양심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으로 충분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경향성inclination에 따를 수 있는 여지를 많이 남겨둘 수 있습니다.(AT IV 316,

CSMK 273)

이처럼 데카르트 윤리학에서 공동체에 대한 강조는 중요하며 이런 측면

에서 데카르트 윤리학의 덕윤리적 면모가 잘 드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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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5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는 20세기 후반 칸트윤리학으로 대표되는

의무주의 윤리학과 공리주의 윤리학의 대안으로 아리스토텔레스와 헬레

니즘 철학에 뿌리를 둔 덕윤리의 부흥을 보았다. 그런데 이러한 덕윤리

의 부흥 속에서 지금까지 이 논문에서 살펴본 데카르트의 덕윤리는 크게

주목을 받지 못했다. 이는 물론 데카르트의 윤리학 자체가 데카르트 연

구자들이나 윤리학자들에게 주목을 받지 못했던 이유가 컸다. 하지만 이

논문에서 제시된 것처럼, 데카르트 철학 속에는 풍부한 윤리학적 사유가

담겨 있다. 데카르트는 Cumming의 주장처럼 자신만의 윤리학 없이 철

학사에 들어온 ‘유일한 일급의 철학자’336)도 아니고, 따라서 Morgan의

주장처럼 ‘데카르트 윤리학’이라는 용어 자체가 ‘철학적 모순어법’337)도

아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오히려 데카르트는 『방법서설』에서부

터 시작해서 『정념론』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윤리학을 사람들에게 과감

하게 드러내기를 멈추지 않았다.

한편 데카르트의 덕윤리, 혹은 윤리학 자체가 연구자들로부터 관심을

받지 못했던 또 다른 이유는, 비록 데카르트 철학에 윤리학이 존재하더

라도 그것은 스토아 윤리학의 재진술 혹은 반복에 불과하기 때문에 새로

울 것이 없다는 인식 때문이기도 하였다. 반면 데카르트의 자연학과 형

이상학이 연구자들로부터 꾸준히 관심을 받았던 이유는 그것이 가진 새

로움 때문이었다. 잘 알려진 것처럼, 데카르트의 자연학은 아리스토텔레

스 철학에 기반을 둔 자연학의 문을 닫고 근대과학혁명 시대를 연 신호

탄이었다. 데카르트 스스로도 자신의 자연학의 새로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는데, 예를 들어 1638년 7월 13일 Morin에게 보낸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선생님께서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자연학의 전체 역사에서 자연 현상의 원인을 상상하

336) Cumming(1955), p.207.

337) Morgan(1994), 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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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고만 노력했고, 또 거의 성공을 거두지도 못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리스

토텔레스의 철학에 기반을 둔 자연학자들이 주장하는] 실제 성질들qualités réelles, 실체

적 형상들formes substantielles, 기본요소들éléments, 그들의 무수한 다른 원리들을 저의

하나의 가정 – 모든 물체는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과 비교해 보십시오. (...) 저의

가설로부터 이끌어진 연역들 – 시선vision, 소금, 바람, 구름, 눈, 천둥, 무지개 등 –을

동일한 주제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가설로부터 이끌어 낸 것과 비교해 보십시

오!” (AT II 199-200, CSMK 107)

데카르트는 여기에서 1637년 『방법서설』과 함께 출간한 『굴절광학

La Dioptrique』과 『기상학Les Météores』에서 제시한 자신의 자연학

의 새로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데카르트는 여기서 자기 이전의

자연학자들이 주장하는 불분명한 실체들을 비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자연학이 가지고 있는 단순함을 자랑하고 있다. 데카르트 철학에

서 자연학만 새로운 것은 아니라 형이상학 역시 새로움을 가지고 있다.

앞서 데카르트가 Mersenne에게 『성찰』과 관련한 편지를 보내면서 다

음과 같이 말한 것을 살펴보았다. “저는 독자들이 저의 원리들에 서서히

익숙해져서, [저의] 그 원리들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원리들을 파괴하는 것

을 [독자들이] 알아채기 전에 저의 원리들의 진리를 알아채기를 희망합

니다.”(1641년 1월 28일 Mersenne에게 보낸 편지, AT III 298, CSMK

173) 이 구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데카르트는 자신의 형이상학의 새

로움이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과 상충된다는 것을 알았고, 따라서

자신의 형이상학이 오랜 ‘철학의 표류’를 마감하고 ‘철학의 신대륙’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Sorell(1993)은 데카르트 윤리학이 아리스토텔레스 윤리학이나 스토아

윤리학과 비슷하기 때문에 그의 윤리학은 형이상학이나 자연학과 달리

‘근대성’ 혹은 ‘새로움’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 그렇지 않다고 주장한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1645년 9월 15일 엘리자베스에게 보낸 편지에서 데

카르트는 윤리학의 영역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몇 가지 ‘유용한 지식’을

제시하는데338), 이 몇 가지 ‘유용한 지식’은 사실 모두 데카르트의 형이

338) “신을 제외하고는 어느 누구도 모든 것을 완벽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

리에게 가장 유용한 진리를 아는 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이 [실천의 영역에서 우리



- 222 -

상학과 자연학에서 나온 것이다. 예를 들어, 첫 번째 ‘유용한 지식’인 우

주의 거대함은 『철학의 원리』 3부에서, 그리고 신과 영혼에 관한 주장

은 『성찰』에서 주장한 내용이다. 따라서 이 편지에 나타난 데카르트의

주장에 따르면, 우리가 실천적인 삶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지식

은 그의 새로운 형이상학과 자연학에 기반한 지식이다. 따라서 데카르트

의 형이상학과 자연학이 새롭고 근대적이라면, 그것에 기반하고 있는 데

카르트의 윤리학 역시 그의 형이상학과 자연학의 근대성만큼 근대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339) 이런 의미에서 데카르트가 『철학의 원리』 프

랑스어판 서문에서 주장한 것처럼, 데카르트의 윤리학은 그의 뿌리-형이

상학과 자연학-줄기에서 열리는 마지막 열매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데

카르트의 윤리학이 데카르트의 형이상학이나 자연학 이후에 가능한 것만

은 아니다. 앞서 2장 ‘『방법서설』의 윤리학’에서 살펴본 것처럼, 데카르

트가 이론적 탐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윤리학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즉 이론적 탐구를 하는 동안 일상생활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해주는 윤리

학이 없다면 이론적 탐구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데카르트에게 윤리학은

그의 형이상학, 인식론, 자연철학과 같은 이론적 탐구의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데카르트의 ‘철학의 나무’는 뿌리에서 줄기로, 그

리고 줄기에서 가지로 순차적으로 자라는 나무가 아니라 모든 부분들이

동시에 서로서로 자라도록 해주는 나무라고 할 수 있다. 데카르트 철학

가 알아야 하는 가장 유용한 진리] 중에서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이

의존하고 있는 신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신의 완전함은 무한하며, 신의 능력은 거

대하고 신의 명령은 오류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신에

의해서 명백하게 보내진 것으로 조용히 받아들이도록 가르칩니다. (...) 우리가 알아야

할 두 번째 것은 우리 영혼의 본성입니다. 영혼은 육체와 떨어져서 존속하며, 육체보

다 훨씬 더 고귀하며, 이 인생에서 발견될 수 없는 무수한 만족을 즐길 수 있다는 것

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만들며,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한 우리의 애정을 아주 떨어뜨려 운의 능력에 달린 무엇이든지 오직 경멸로만 그것

을 바라봅니다. 이를 위해서, 제가 저의 『철학의 원리』 3부에서 전달하려고 노력했

던 것처럼, 신의 작품들을 가치 있게 생각하고, 우주의 범위의 거대함에 대한 관념을

가지는 것이 유용할 것입니다.” (AT IV 291-292, CSMK 265-266)

339) Sorell (1993), “Morals and Modernity in Descartes”, in The Rise of Modern
Philosophy: The Tension between the New and Traditional Philosophies from
Machiavelli to Leibniz, edited by Tom Sorell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p.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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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윤리학은 그저 기계학과 의학과 함께 ‘철학의 나무’에서 열리는 하

나의 열매가 아니라, 뿌리와 줄기를 동시에 포함하고 있는, 혹은 ‘철학의

나무’가 될 ‘씨’를 그 안에 이미 포함하고 있는 특별한 열매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이 논문에서는 데카르트 철학에서 윤리학이 존재했

으며 그것이 무엇인지 체계적으로 보여줬을 뿐만 아니라 이 윤리학이 그

의 철학에서 가지는 새로움과 중요성도 충분히 제시했다. 그래서 데카르

트는 자신의 윤리학의 새로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할 수 있었다.

(“저는 다른 사람이 덕에 대해서 [저처럼] 그렇게 기술한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

다.”(1645년 8월 4일 엘리자베스에게 보낸 편지, AT IV 265, CSMK 258))

특히 이 논문에서는 데카르트 윤리학에서 최고선은 덕이며, 이 덕을 실

천할 때 우리는 이 생에서 행복, 즉 마음의 평온함과 만족을 얻을 수 있

게 된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데카르트 윤리학에서 덕은 우리의 이성이

최선이라고 판단한 것을 수행하려는 확고하고 지속적인 의지이다. 이러

한 덕 개념을 통해서 우리는 데카르트가 자신의 이론 철학에서 뿐만 아

니라 실천 철학에서도 인간의 의지에 부여한 중요성을 알게 되었다. 데

카르트에 따르면,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은 결국 자유의지를 잘 사용

하는 것, 즉 이러한 결의에 다름 아니고, 이것이 바로 덕의 실천이다. 데

카르트 윤리학에서 계속해서 강조되는 것은 ‘우리에게 속해 있는 것’과

‘우리에게 속해 있지 않은 것’을 구분하는 것인데, 이 역시 자유의지만이

우리에게 속해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데카르트 윤리학에서 이러한 자유의지에 대한 강조의 결정체가 ‘관대함’

이라는 사실도 살펴보았다. 우리는 ‘관대함’을 통해서 무관심한 대상이었

던 자유의지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고, 그 결과 ‘나에게만 의존하는 것’인

자유의지와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고 오직 ‘나에게만 의존하는 것’, 자

유의지만을 욕망할 수 있게 된다. 더 나아가 이러한 자유의지를 잘 사용

해야겠다는 결의를 가지게 된다. 데카르트 윤리학에서 이러한 관대함의

‘정념-덕’을 체화한 이상적인 윤리적 행위자는 ‘관대한 사람’이다. ‘관대한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귀속될 수 있는 것이 자유의지밖에 없음을 잘 알

고 있고, 그리고 이러한 무한한 자유의지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 경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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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갖는 사람이다. 따라서 이러한 ‘관대한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한 ‘정

당한’ 인식을 가지게 된다. 데카르트 윤리학에서는 이런 관대함이 ‘다른

모든 덕들의 열쇠’이기 때문에 ‘관대함’을 가지면 다른 덕들도 갖출 수

있게 된다. 즉 데카르트 윤리학에 따르면, 자유의지는 누구나 가지고 있

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약한 영혼’이라도 습관적인 훈련을 통해서 ‘관

대함’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덕이며 또 누구나 이 덕을 통해 다른 여러

가지 덕을 갖출 수 있게 된다. 이처럼 데카르트는 ‘관대함’을 통해서 평

등주의의 미덕을 우리에게 돌려준다. 또한 우리는 ‘관대함’이 자기 자신

의 ‘정당한’ 인식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타자에 대한 선한 행위로 이어

진다는 점에서 데카르트의 관대함은 ‘코기토의 완성’에 머무르는 것이 아

니라 코기토를 완성한 후에 ‘외출하는 코기토’의 근거가 된다는 점도 살

펴보았다. 이 논문에서 살펴본 데카르트 윤리학의 핵심 중의 하나는 데

카르트 윤리학의 목적이 자기 자신의 완성이 아니라 타자에게로 얼굴을

돌리고 손을 내미는 것이다.

데카르트의 윤리학은 그의 새롭고 근대적인 형이상학과 자연학에 대한

지식을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윤리학 역시 새롭고 근대적이라는 Sorell

의 주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자. 이러한 주장은 한편으로 충분하지 않다.

왜냐하면 앞서 언급한 편지에서 데카르트는 우리의 실천적 삶에서 ‘유용

한 지식’이 단순히 형이상학과 자연학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데카르트는

정념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우리 행위 일반과 관련이 있는 이러한 진리 외에도 보다 구체적으로 각각의 개인적인

행동과 관련해서 알려져야 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지난 편지에서 언급했던 것들입니다. 즉 우리의 정념은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추구하게끔 만드는 선을 원래 보다 훨씬 더 크게 우리에게 표상합니다. (1645년 9월 15

일 엘리자베스에게 보낸 편지, AT IV 292, CSMK 265)

따라서 데카르트 윤리학의 새로움은 정념에 대한 앎까지 포함시킬 때만

온전히 드러난다. 물론 앞서 살펴본 것처럼 데카르트는 이 정념을 ‘자연

학자’로서 연구한다.340) 하지만 데카르트는 ‘자연학자’로서 탐구한 정념에

대한 지식을 자신의 윤리학과 연결시키면서 자신의 윤리학의 새로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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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한다. (“나는 아무도 나 이전에 다루지 않았던 [정념이라는] 주제를 다루는 것처

럼 [『정념론』을] 써야할 것이다.”(AT XI 328, CSM I 328))

이 논문에서는 ‘덕’뿐만 아니라 데카르트 윤리학에서 왜 정념의 문제가

중요한지도 살펴보았다. 데카르트에게 윤리학의 핵심이 덕의 실천이라면

이것을 방해하는 것이 바로 정념이다. 결국 이 정념의 문제 역시 자유의

지의 문제에 다름 아니다. 왜냐하면 덕은 의지를 잘 발휘하는 것인데, 그

의지는 우리에게만 속해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의지를 잘 발휘한다는 것

은 우리 삶의 주인이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의지의 사용을 방해하는 정

념은 우리를 삶의 주인이 아니라 노예로 만든다. 왜냐하면 정념에 휩쓸

린 사람은 자신의 행위를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고 정념에 의해서 결정되

게 만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데카르트는 의지를 통해서 이 정념을 통제

하기 원한다. 이렇게 정념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데카르트 윤리학에

서 ‘위대한 영혼’이자 ‘관대한 사람’이 된다. 이 ‘위대한 영혼’ 혹은 ‘관대

한 사람’은 정념을 ‘정복maîtriser’하면서 자기 자신의 ‘주인maître’으로

남아있는 사람이다. 하지만 데카르트 윤리학에서 정념과 관련한 ‘위대한

영혼’ 혹은 덕과 관련한 ‘관대한 사람’은 정념을 통제만 하는 것이 아니

라 정념을 통해서 가장 큰 기쁨을 얻는 사람이다.

340) “[『정념론』을 저술한] 나의 의도는 정념을 수사학자나 도덕철학자로서가 아니라

오직 ‘자연학자’로서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AT XI 326, CSM I 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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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artes has long been regarded as a metaphysician,

epistemologist who is far from ethics. In fact, Descartes has no

work on ethics. However, the fact that Descartes did not write a

book on ethics does not mean that Descartes was not interested in

ethics. In fact, Descartes’ thoughts on ethics are scattered throughout

his corpus, from his first published work Discourse on the Method

through the letters to Princess Elizabeth, letters to Queen Christina,

letters to Chanut, to the last published work The Passions of the

Soul. The purpose of this dissertation is to present Descartes' ethics

as systematically as possible, which has not received much attention

from Descartes scholars.

What is important in ethics is how to define what the supreme

good is, because the distinction between good and evil, and ends and

means of our actions hinges on this definition. Descartes argues that

the supreme good is (the practice of) virtue. According to Descartes,

virtue is “undoubtedly the thing we ought to set ourselves as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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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al of all our actions.” This claim suggests that the concept of

virtue lies in the core of Descartes’ ethics. For Descartes, happiness

is “perfect contentment of mind and inner satisfaction.” Descartes

maintains that the practice of virtue itself is sufficient to make our

lives happy regardless of the outcome of our actions.

What then is virtue for Descartes? He claims that virtue is “a firm

and constant will to bring about everything we judge to be the best.”

This Cartesian concept of virtue is very unique within Descartes’

philosophy. Given the Cartesian concept of virtu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ole of judgment (or intellect) and will in the Cartesian

philosophy will be elucidated by explicating the concept of virtue. In

addition, in Descartes's ethics, there is a virtue, not plural virtues, so

it is different from Aristotle's concept of virtue. Descartes concept of

virtue – virtue is the supreme good and the sufficient condition of

happiness - is not only different from Aristotelian concept of virtue -

happiness is the supreme good - but also different from the Stoic

concept of virtue, according to which happiness has nothing to do

with happiness.

This Cartesian concept of virtue emerges mainly in texts after

1645. This should raise a question: does Descartes’ ethics begin to

emerge from his later philosophy? As is well known, however, in his

first published work, Discourse(1636) Descartes presents ‘morale par

provision.’ If Descartes seriously deals with the ‘maxims’ of ‘morale

par provision’ as his ethics, then it implies that his ethics plays an

important role even in his ‘early philosophy.’ In particular, the second

maxim of morale par provision is in agreement with Descartes’

concept of virtue. The third maxim of ‘morale par provision’ related

to controling our desires is a recurrent ethical theme in Descartes’

later philosophy, that is, the distinction between what is dependent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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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and what is not.

In order to understand Descartes’ ethics in his later philosophy, it

is necessary to focus on his final work The Passions(1649). It is in

this work that Descartes’ ethical thoughts are most well expressed

among the works of Descartes. The reason why Descartes was

devoted to the problem of the passions is because it is the passions

that make it difficult for us to put virtue into practice. For Descartes

virtue is to have a resolution to use free will well, which only

depends on us, thus it makes us the master of our life. However, the

passions make us slaves, because the person who is caught up in

them can not decide his own actions but is determined by them.

According to Descartes, the ‘great soul’ is a soul with the power to

overcome the greatest difficulties, and thus the greater the difficulty

is, the greater the satisfaction of the soul is. Given the fact that the

passions has the greatest impact on human beings, the ‘great soul’

has greatest satisfaction when overcoming them. In other words, the

‘great soul’ becomes a ‘maître’ of his life when he ‘maîtriser’ the

passions. Of course, even the ‘great soul’ can not control the external

events that affect him from outside, but s/he can control the passions

in him/her.

Descartes’ ‘Ethics of the Passions’ is nothing but the control of the

passions or the ‘reinstitution of animal spirits and the corresponding

passions through the habit.’ According to Descartes, we can change

the connection between animal spirits and the corresponding passions

instituted by nature through our will. When we can do this, we are

exalted as the ‘great soul,’ not a slave of the passions.

By virtue of the ‘habitual reinstitution’ - reinstitution between

animal spirits and the corresponding passions - we experience the

freedom of will in us. This experience is closely linked to ‘générosit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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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ost important concept of Descartes’ ethics. If Descartes’ ‘ethics’

is a branch of ‘the tree of philosophy’, then ‘generosity’ is the last

fruit of the tree. To understand Descartes' ethics it is essential to

understand what ‘generosity’ is, because he claims that generosity is

“the key to all other virtues."

According to Descartes, there are two components that constitute

generosity. The first component is to understand the fact that nothing

but free will belongs to us and the fact that our ethical life entirely

hinges on us using this freedom well. The second component is to

feel a firm and constant resolution to use the free will well and to

undertake and carry out whatever reason judges to be best.

Descartes also claims that generosity is the ‘general remedy’ of

desire. Since generosity makes us more interested in the free will, we

come to be capable of distinguishing what is entirely dependent on

us, which is free will, from what is not, and we can desire what is

entirely dependent on us.

The ‘generous person’, the ideal ethical agent in the Cartesian

philosophy, is someone who knows that s/he has free will and that

his/her ethical life depends only on how well s/he uses this free will.

And he is a person who has the resolution to use his free will well.

In addition, the ‘generous person’ is a person who has ‘just’

self-awareness, since s/he knows that there is only free will that can

be attributed to him/herself, which leads him/her to have the passion

of wonder for him/herself. Furthermore, Descartes argues that a

‘generous person’ is “naturally drawn to a great work.” It is not

about doing good to him/herself, but about doing good to others.

Therefore, a person with generosity has a virtuous character such as

‘humility’, ‘veneration’, ‘kindness.’ Since every human being has the

free will, the ‘passion-virtue’ generosity is a very egalitarian eth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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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rtue. Given the fact that ‘generosity’ is culminated not with the

‘completion of cogito’, but with good actions to others, the essence of

Descartes’ ethics is heading toward others than the perfection of

oneself. The ‘generous person’ is a person who can have a control

of the passions through his/her free will, so he does not get caught

up in the excessive passions. Therefore, the ‘generous person’ is

“capable of enjoying the sweetest pleasures of this life.”

Keyword: Descartes, ethics, virtue, passion, generosity, free w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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