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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코기토와 일반규척 regula generali 

데카르트에게 ‘철학의 제일원리’1)인 코기토에 대해서， 데카르트는 

‘나는 사유하는 것이다Ego sum res cogitans’ (W성찰~ 56쪽， OPhll 

p.l91)라고 말한다. 하지만 여전히 어떤 ‘것res'인 코기토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왜냐하면 내가 아직 ‘res’인 코기토에 의존하는 한， “내 

가 명석 판명하게 지각한 것이 거짓인 경우가 한 번이라도 있게 된 

다면， 이런 지각으로 사물의 진리를 충분히 확신할 수 없"(IF성찰~ 57 

쪽， OPhll 같은 곳)기 때문이다. 그래서 코기토는 “이제부터는 내가 

아직 고려하지 않은 다른 것alia이 혹시 내 안에 없는지를 주의해 

서"(같은 곳， 강조는 인용자) 살펴보려고 한다 즉 코기토가 ‘철학의 

제일원리’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서 일일이 ‘res’에서 ‘res’로， 

1) 데카르트 T방법서설~(이하 r서설~ ), 문예출판λ}， 1997, 185쪽， F. Alquiè, 
Oeuvres Philosophiques de Descartes (이하 약호 OPh) 1 , Edition 
Gamier, 1973, p.603.[데차르트 저작의 인용은 Ch. Adam과 P. Tannery가 
편집， 출판했고， J Vrin에서 재출간한 Oeuvres de Descartes, 총11권， 1964 

1974(통상 AT판으로 약칭)를 따르는 것이 관례이나 이 논문에서는 알키에 
편집본의 권수와 쪽수만을 기입한다. 알키에 펀집본에서 빠진 편지나 저서의 
경우는 다른 편집본의 쪽수를 기입한다. 그리고 이하에서 데카르트의 저서나 

편지의 인용은， 본문 안에 인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국역본이 있는 경우， 

번역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국역본을 따르고， 인용문 뒤에 국역본의 쪽수 
와 알키에 편집본의 쪽수를 병기한다. 국역본은 『방법서설/정신지도를 위한 
규칙들~， 이현복 역， 문예출판사， 1997; T성찰/자연의 빛에 의한 진리탐구/ 
프로그램에 대한 주석~， 이현복 역， 문예출판사" 1997; r방법서설(성찰 · 세계론)J ， 

권오석 역， 홍신문화사， 1997(초판 1989); r철학의 원리.1， 원석영 역， 아차넷， 

2002을 사용한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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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res’에서 다른 사묻， ‘a1ia’로 나아가야 한다. 게다가 이 ‘다른 

것alia’은 여전히 ‘내 안에’， 따라서 코기토 안에 뿌리박고 있다.2) 그 

래서 코기토는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기껏해야 ‘참으로 알고 있는 

것vere scio/ vera scientia’(iI성찰~ 56쪽， OPhII 같은 곳)， 즉 ‘참된 

학문’이라고만 말할 수 있다. 코기토 안에서， 코기토를 통해서 검증받 

은 학문은 ‘참된 학문’이긴 하지만 그 ‘참된 학문’은 코기토 안에서 

(만) 겸증받았기 때문에 아직 ‘확실한’ 학문에 이르지는 못한다. 하지 

만 데카르트가 찾는 것은 ‘참되고 확실한 학문vera & certa scientia’ 

(iI성찰~ 99쪽， OPhII p.219) 이다. 그래서 데카르트는 ‘참된 학문’을 

넘어서 ‘참되고 확실한 학문’의 확실성을 보증해 줄 ‘확실성의 형식적 

조건1a condition formelle de 1a certitude’3)을 찾아 나선다. 즉 코 

기토는 단수적인 각각의 경우에서 보편성으로 나아가려고 한다.4) 이 

보편성의 조건이 바로 데카르트의 ‘일반규칙regu1a genera1i’이다. 

그러므로 내가 극히 병석 판명하게 지각하는 것은 모두 참이라 

는 것을 일반규칙regula generali[국역본 ‘일반적 규칙’]으로 설정 

해도 괜찮다고 생각했다(iI성찰.J 57쪽， OPhll p.l911. 

그런데 데카르트에 따르면， 코기토가 이 진리의 ‘일반규칙’을 손에 

넣을 수 있었던 이유는 코기토 그 자신이 아니라 진리의 ‘형이상학적 

토대’인 신의 실존이다. 

신은 최고의 선이며 실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가 우 

리로 하여금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부여한 능 

력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한 이 능력을 통해 판명하게 지각한 것 

에 있어서는 오류를 범할 수가 없다는 형 이상학적 토대 

fondement métaphysique이다( ~원리.J 4부 206항， OPhill 
p.524, 강조는 인용자). 

2) Beyssade, Jean-Marie, Étude sur Descartes(이하 약호 ED), Édition du 
Seuil, 2001 , p.l32. 

3) Beyssade, ED, 같은 곳. 
4) Beyssade, ED, p.l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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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카르트는 여기서 이 ‘형이상학적 토대’ 때문에 ‘판명하게 지각한 

것에 있어서는 오류를 범할 수가 없다’라고 말한다. 즉 ‘형이상학적 

토대’인 무한한 신 때문에， 우리는 ‘판명하게 지각한 것에 있어서는 

오류를 범할 수가 없다’는 유한한 인간의 ‘참되고 확실한 지식’의 ‘형 

식적 기준critère formel’5)을 손에 넣게 되었다. 

그런데 이 일반규칙은 말 그대로 형식적인 규칙이지 영원진리의 

어떤 내용도 규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일반규칙에 따르면， 유한한 인 

간의 정신이 명석 판명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한한 신이 그의 파악불 

가능한 역량을 통해서 창조한 것들을 우리의 정신 속에 심어준 결과 

이기 때문에6) 이 ‘형식적 기준’에만 맞는다면 참이게 된다. “우리 관 

념들 혹은 개념들은 명석 판명한 것인 한에서 실재적인 것이고， 신에 

서 나오는 것이며， 그래서 참된 것이 아닐 수 없"(W서설~ 193쪽， 

OPh 1, p.61 1.l으며 “명석 판명한 지각은 모두 의심할 여지없이 어 

떤 것이고， 따라서 그것이 무로부터 나올 수는 없으며， 그 작자는 반 

드시 신， 말하자면 기만성을 지니지 않는 최고 완전한 신이어야 하 

고， 그래서 명석 판명하게 인식된 것이 참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 

(~성찰~ 90쪽， OPhll , pp.213-214)다. 1640년 5월 24일 레기우스 

Regius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저 역시 명석하고 판명하게 생각되어 

지는 동안에는， 이것[명석하고 판명하게 생각되어진 공리들의 진리는 

자명하다]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정신은 명석하게 생각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본성이기 때문입니다."(OPhll ， 

p.244)라고 말한다. 섬지어 데카르트는 이러한 우리 유한한 정신의 

자족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기도 한다. 

어떤 기만자가 이것들[명석 판명한 것들]이 신이나 천사들에게 

는 거짓인 것으로 보이도록 해봐야 아무 소용없다. 왜냐하면 우리 

5) Beyssade, ED, p.l30. 
6) “만약 우리의 정신이 그것[자연 안의 법칙]을 생각해 보려한다면， 우리가 파악 
할 수 없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군주가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자신의 법을 신민sujet의 가슴에 새겨 넣는 것처럼， 그 법칙들은 모두 우리 정 
신 안에 심겨져mentibus nostris ingenitae 있습니다."(1630년 4월 15일 메르 
센Mersenne 신부에 게 보낸 편지， OPh 1 , p.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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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의 병증성은 거짓을 만들어내어 우리를 설득시키려는 자의 

말을 듣게끔 하지 않기 때문이다(두 번째 답변 ， OPhII, p.571). 

이렇게 우리는 ‘일반규칙’을 통해서 ‘형이상학적 토대’인 신이 보증 

하는 ‘참되고 확실한 지식’을 손에 넣게 되었다. 심지어 이렇게 ‘일반 

규칙’을 통해서 인간에게 부여된 학문의 자족성과 확실성은 이 세계 

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즉 영원진리의 자명성은 이 ‘형이상학적 토대’ 

로 인해서 최고의 극단에 이르게 된다. 

또한 신이 만일 많은 세계를 만들었다고 해도 그와 같은 세계에 

있어서도 이러한 영원진리는 현재의 이 세계에 있어서와 마찬가지 

로 진실임을 의심할 수는 없다(r세계~ 246쪽， OPh 1 , p.363))) 

또 이 법칙들은 설령 신이 다수의 세계를 창조했다고 하더라도 

그 어느 곳에서나 예외 없이 지켜지는 것임을 보여 주려고 애썼다 

(f서설~ 199쪽， OPh 1 , pp.615-616) .8) 

이 극단에서 이제 데카르트의 ‘일반규칙’은 이제 ‘진리의 규칙 

regulae veritatis’( r성찰~ 100쪽， OPh lJ., p.22이으로 자리잡게 된다.9) 

n. 코기토와 ‘궁극적 회의summa dubitio ’ 10) 

하지만 여기에 ‘일반규칙’의 역설이 존재한다. 데카르트는 전능한 

7) 데카르트는 이러한 주장을 통해 주관적 확실성의 영역에서 대상 상관적인 확 
실성으로 이행한다. OPh 1, p.363의 알끼에 각주 1) 참조 

8) 알키에는 이런 구절을 통해서 데카르트의 상상적 세계와 실재 세계와의 어떤 

차이를 두는 것은 헛된 일이라고 말한다. OPh 1 p.616의 알키에 각주 참조. 
9) ‘일반규칙’과 ‘진리의 규칙’의 관계에 대해서는 Marion, Jean-Luc, Questions 

Cartésiennes II (이하 QC m, PUF, 1996, pp.50-52, 그리고 Beyssade, 
Jean-Marie, La Philosophie Première de Descartes(이하 PP) , 
Flammarion, 1979, pp.256-257 참조， 

10) r원리~ 1부 30항， OPhill, p.l09. ‘궁극적 회의summa dubitio'의 프랑스어 번 
역은 ‘과장법적 회의doute hyperb이ique’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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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보증 때문에 일반규칙을 자신의 철학체계 안에 도입할 수 있었 

지만， 전능한 신은 언제는 이 명석 판명한 진리의 명증성을 무화시 

킬 수 있다11) 이 신의 무한한 역 량은 우리 학문의 충족성과 명증성 

을 뿌리째 뽑아버리고는 그 뿌리를 신 안으로 옮겨간다. 만약 지식이 

우리의 이성에 뿌리박고 있었다면 우리는 명석판명한 지식을 결코 

의심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참되고 확실한’ 지식은 신 안에 뿌 

리박고 있기 때문에 데카르트는 이 확실한 지식을 의심할 수 있다 12) 

왜냐하면 신의 ‘파악불가능하고 무한한’13) 역량은 우리가 명석판명하 

게 파악하는 지식을 의심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신은 우 

리의 역량을 뛰어넘는다. 

이런 이유로， 데카르트가 ‘의심할 수 있는 것들에 관하여De iis 

quae in dubium revocari possunt’라는 부제를 붙인 『성찰』의 첫 

번째 부분에서， 그는 확실한 지식의 역설을 분명하게 드러낸다. 먼저 

데카르트는 진리의 명증성에 대해 자신감을 드러낸다. 

내가 깨어 있든 잠들어 있든 간에， 둘에 셋을 더하면 언제나 다 

섯이고， 사각형은 네 변밖에 가지지 못하므로， 이렇게 분명한 진 

리들이 거짓일 수 있다는 의혹은 받는 일은 있을 수 없는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r성찰~ 38쪽， OPhII , p.l79). 

r서양근대철학』에는 “데카르트의 회의가 ‘과장법적’이라는 이유는 최소한의 

근거로 최대 범위의 부정으로까지 나아가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서양근대 
철학회 엮음 r서양근대철학~， 창작과비평사， 2001 , p.l08, 하지만 로디-루이 
스는 같은 이유로， 즉 “[데카르트의 회의개 최소한의 불확실성에서 대상의 완 
전한 부정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hyperbolique’이라는 프랑스어 번역에도 

불구하고 라틴어 ‘summa dubitatio’를 사용한다. Rodis-Lewis, Geneviève, 
Idées et V érités Étemelles chez Descartes et ses Successeurs(이하 
VE), J,Vrin , 1985, p.l29 베이사드는 ‘형이상학적 의심doute métaphysique’ 
이라고 표현한다. Beyssade, Jean-Marie, Descartes au 지1 de l' ordre(이하 
DF), PUF, 2001 , p.l07. 여기서는 데카르트가 처음으로 사용한 표현인 라틴 
어 판본을 따라서 ‘궁극적 회의’라는 표현을 쓰도록 한다. 

11) Marion, QC ll , p.50. 
12) Rodis-Lewis, VE, p.l24. 
13) ‘무한하고 파악불가능한 폰재로서의 신’(1630년 5월 6일 메르센에게 보낸 편 

지 ， OPh 1 , p.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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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곧 이어서 그는 이런 그의 자신감의 이변에 있는 불안을 

드러낸다. 

그러나 내 정신 속에는 오래된 한 가지 의견이 새겨져 있다. 

즉，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또 지금의 내 모습대로 나를 창조했을 

신이 존재한다는 의견이다( ~성찰~ 38쪽， OPhIT , p.l80, 강조는 인 

용자) 

‘그러나’가 의미하는 것이 바로 ‘진리의 역설’이다. 이러한 역설과 

그 불안의 내변화는 데카르트가 ‘일반규칙’을 발견한 이후에도 그의 

코기토에 들러붙어 사라지지 않는다. 즉 ‘진리의 역셜’은 마찬가지로 

‘일반규칙의 역설’， ‘참되고 확실한 지식의 역셜’로 되돌아온다. 데카 

르트가 ‘일반규칙’을 발견한 세 번째 성찰에서 데카르트는 다음과 갇 

이 고백한다. 

그러므로 내가 극히 병석 판명하게 지각하는 것은 모두 참이라 

는 것을 일반규칙으로 설정해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내가 

전에 아주 확실하고 분명한 것으로 간주했지만 나중에 의섬스러 

운 것으로 발견된 것이 많이 있다(~성찰~ 57쪽， OPhIT , p.l91 , 강 
조는 인용자). 

이처럼 데카르트는 이제 ‘진리의 규칙’으로 무장한 철학자가 아니 

라， 그 ‘진리의 규칙’의 보증자가 그를 배신할 수 있다는 불안에 시달 

리는 분열증자가 된다. 

명증하게 영원진리를 응시하던 자아는 이제 명증한 영원진리를 의 

심하는 자아로 바뀐다. 여기에서 등장하는 것이 그 유명한 ‘교활한 

악령malin génie / genium aliquem malignum’의 비유이다. 의심하 

는 자아는 “그렇다면 땅， 하늘， 연장적 사물， 형태， 크기， 장소는 존재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을 지금 보는 그대로 있는 것처럼 생각하도 

록 저 신이 만들지 않았다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는가"(~성찰~， 같은 

곳)라고 묻는다. 그리고는 “나는 이제 진리의 원천인 전능한 신이 아 

니 라， 유능하고 교활한 악령 (genium aliquem malignum) 이 온 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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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해 나를 속이려 하고 있다고 가정하겠다. 또 하늘， 공기， 땅， 빛깔， 

소리 및 모든 외적인 것은 섣불리 믿어 버리는 내 마음을 농락하기 

위해 악마가 사용하는 꿈의 환상Oudificationes somniorum) 일 뿐이 

라고 가정하겠다. 나는 또 손， 눈， 살， 피， 어떠한 감관도 없으며， 단 

지 이런 것을 갖고 있다고 잘못 믿고 있을 뿐이라고 생각하겠다" 

( ~성찰.~ 40-41쪽， OPhll , p.1 81)라고 말한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그것은 데 

카르트가 ‘전능한 신Dieu qui peut tout’이 우리를 속인다고 가정했 
을 때는 ‘땅， 하늘’ 등 감각적인 것뿐만 아니라 ‘연장적 사물， 크기， 

장소’ 등도 속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지만， ‘교활한 악령’은 단지 ‘하 

늘， 공기’ 등 감각적인 것만을 속일 수 있다고 말한다는 점이다. ‘교 

활한 악령’은 우리에게 기본적인 연장적 사불 등 감각 저 너머의 공 

통개념， 혹은 영원진리에 대해서는 우리를 속일 수 없다. 그러나 ‘전 

능한 신’과 ‘교활한 악령’의 두 명제는 서로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서 

로를 심화시킨다. 악령은 감각을 무력화시킬 수 있지만， 신의 전능은 

영원진리까지 무력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14) 

이 때문에 데카트트는 『성찰』의 과장법적 의심의 과정 속에서 일 

반규칙의 역설 →명석 판명한 진리와 신의 무한하고 파악불가능한 

역량→을 따라 스스로 분열된다. “신이 원하기만 하면 내가 정신의 

눈으로 아주 명증적으로 직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있어서조차 

도 잘못을 저지르도록 하는 것은 신에게는 쉬운 일임을 인정하지 않 

을 수 없다”고 말한 데카르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누구든 나를 

속이려면 속여 보라. 그렇지만 내가 나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는 동 

안은 결코 나를 아무 것도 아니게끔은 할 수 없을 것이고， 혹은 내 

가 현존한다는 것이 지금 참이기 때문에 내가 결코 현존하지 않았다 

는 것을 참이 되게 할 수는 없을 것이며， 또한 둘 더하기 셋을 다섯 

보다 크게 혹은 적게 만들 수는 없을 것이고， 혹은 그 안에 명백한 

모순이 있음을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신은 할 수 없을 것이다." (~성찰~， 

14) Marion, Jean-Luc, Sur la théologie blanche de Descartes(이하 TB) , 
PUF, 1981 , p,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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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59, OPhll , p .192). 이렇게 『성찰』에 나타나는 데카르트의 분열적 

복화술은 결국 ‘일반규칙의 역설’ 혹은 ‘참되고 확실한 지식의 역셜’ 

의 내변화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명증성에 대한 의심은 명증성을 무너뜨리려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명증성이 합리성의 ‘궁극적 토대’가 될 수 없다 

는 것을 문제 삼는 것15)인 동시에 이성을 낮추고자 하는 것이 아니 

라 아주 견고한 이성을 토대 지으려 하는 것이다 16) 왜냐하면 ‘전능 

한 신’이 ‘기만자’가 아님이 다섯 번째 성찰에서 밝혀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제 과장된 회의의 시험까지도 견뎌 내는 이 확고부동한 

보장은 속이지 않는 전능한 신 영원진리의 창조자에 의해 제공된 
다 "17) 

나는 이제 신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동시에 다른 모든 것은 

신에 의존하고 있으며， 신은 기만자가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고， 

이로부터 내가 명석판명하게 지각하는 것은 모두 필연적으로 참 

이라는 결론도 얻었다. 그러므로 내가 비록 이것이 참이라고 판단 

하게 해 준 근거들에 대해 계속 주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이것을 명석 판명하게 통찰했었다는 기억만을 갖고 있을지라도， 

내가 이것에 대해 의심을 품게 해 줄 수 있는 그 어떤 대립 근거 

도 있을 수 없으며， 오히려 나는 이것에 대해 참되고 확실한 지식 

을 갖게 된다( ~성찰~ 100쪽， OPhll , p.220). 

또한 ‘전능한 신’의 도입은 인간의 합리성이 가닿을 수 없는 심급 

에 합리성의 근거를 두려는 데카르트의 시도이다. 즉 ‘전능한 신’은 

15) Marion, TB, p.336. 

16) Rodis-Lewis, VE, p.l24. 

17) 마슈레~헤겔 또는 스피노자l ， 이제이북스， 2004, p.l04 계속해서 마슈레는 
“이러한 관점은 우리의 관념들이 우리 외부에 자신의 내용 • 이 관념들이 정 
확하게 상응하는-을 갖고 있으며 우리로 하여금 이 내용을 인식할 수 있게 
해 준다는 데 의존한다 이 진실한 신은 또한 자연의 체계를 조정하고 절대 거 
역할 수 없는 법칙들에 따라 그 질서를 유지하는 기계공으로서의 신이기도 하 

다- 따라서 관념들을 사물틀에 대응시키고 이를 통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모든 가상의 위험에 빠지지 않고 진실로 아는 것이 되게 해 주는 이는 바로 

신이다."(마슈레， 같은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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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 성 의 합리 적 이 지 않은 토대fondement sans raison de la 
rationalité’18) 이 다. 

III. 코기토와 무한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코기토가 왜 의심하게 되는가를 다시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코기토를 의심하게 하는 것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그 안에 있는 신의 관념， 즉 무한infini이다. 

무한한 것에 대한 지각은 유한한 것에 대한 지각보다， 즉 신 

에 대한 지각은 나 자신에 대한 지각보다 어떤 의미에서 더 앞 

선다는 것은 아주 분명하기 때문이다. 나보다 더 완전한 존재자 

의 관념이， 다시 말해 나 자신을 이것과 비교하면서 내 결함을 알 

게 되는 관념이 내 안에 있지 않다면， 내가 의심하고 어떤 것을 바 

라고 있다는 것， 즉 나는 어떤 것을 결여하고 있고 아주 완전한 것 

이 아님을 내가 어떻게 얄 수 있겠는가?(~성찰~ 70쪽， OPhII 

p.200, 강조는 인용자). 

계속해서， 내가 의심하고 있었다는 것， 또 의심하는 것보다는 

인식하는 것이 더 큰 완전성perfection이므로 내 존재는 아주 완 

전한 것이 아님을 반성했다. 그런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해서 나보 

다 더 완전한 어떤 것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는지를 고찰했다. 그 

리고 나는 그것이 실제로 더 완전한 어떤 본성으로부터 비롯되었 

다는 것을 명증적으로 알게 되었다( r서설~ 187쪽， OPh 1 p.605) 

데카르트에 따르면， 코기토가 자신의 유한함을 알기 위해서는 그 

안에 ‘이미 항상’ 존재하는 무한의 관념이 존재해야 한다. 이 무한의 

관념을 통해서， 그리고 오직 무한의 관념을 통해서만 우리는 의심을 

시작할 수 있다 19) “내가 의섬하는 까닭은 의섬하게 하는 존재가 있 

18) Marion, TB. p.346 
19) 이러한 의미에서 알키에는 ‘나는 의심한다， 그러므로 신은 존재한다-dubit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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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이다. 이것이 데카르트적 의미에서 신이다. 그런데 ‘의섬하는’ 

데에는 데카르트 자신이 말하듯이 차이의 의식이 선행한다. ( ... ) 이 

차이는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 또 이 차이는 동일성에서 바라 

본 것이 아니다. ( ... ) ‘의심하기’를 강요하는 차이， 절대적인 차이 혹 

은 차이의 절대성이야말로 신이라고 해도 좋다 "20) 

이렇게 데차르트의 신은 유한한 인간이 접근할 수 없는 ‘타자’로서 

등장한다. 이 ‘타자’인 신이 우리를 의심하게 만든다. 코오진은 이 데 

카르트의 ‘신-타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 “의섬하는 주체 

는 외부성으로서 단독으로 존재할 뿐이다. 아무것도 그렇게 존재하 

는 주체의 명증성을 보증해주거나 근거를 마련해주지는 못한다. 그러 

므로 데가르트는 신만이 그것을 보증한다고 생각한 것이다. (…) 내 

가 의심하는 것은 내가 불완전하고 유한하기 때문인데 그것이 바로 

완전하고 무한한 타자(신)가 존재한다는 증거(증명)이다 ( ... ) 데카르 

트는 공동체 외부에 존재하면서 단독자로서 의심하는 일이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해도， 자신을 그렇게 재촉하는 무언가가 있으며 그러 

한 무언가가 존재하기 때문에 의심한다고 말하고 싶은 것이다. 그 무 

언가를 타자라고 불러도 좋을 것이다. 데카르트는 항상 주관←객관이 

라는 이원론의 원흉으로 비판받는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 반대이다. 

( ... ) 그의 의심은 철두철미하게 늘 타자를 따라 다닌다，"(강조는 코 

오진)21)그는 다른 콧에서도 “‘의심하는’ 것에는 처음부터 다른 것， 즉 

ergo Deus est'라고 말하기도 한다 OPh 1 p.605 각주 2). 
20) 가라타니 코오진~탐구2~ ， 새물결， 1998, p.94 
21) 가라타니 코오진~탐구Ln ， 새물결， 1998, pp.l6-17. ‘주관-객관이라는 이원론 

의 원흉’으로서의 데카르트는， 지젝의 표현에 따르면， ‘서구의 학계를 배회’하 
는 ‘하나의 유령’이다， “ ... 데카르트적 주체라는 유령이. 모든 학술 권력들은 이 
유령의 성스러운 사냥을 위하여 동맹하였다. (새로운 전체론적 접근법을 지향 

하면서 ‘데차르트 패러다임’의 권좌를 노리는) 뉴에이지 반계몽주의자와 (데카 
르트적 주체를 담론적 허구이자， 탈중심화된 텍스트적 기제들의 효과라고 보 

는) 후근대적 해체주의자. (데카르트의 독백적 주체성으로부터 담론적 간주체 
성으로의 이동을 역설하는) 하버마스적 의사소통 이론가와 (작금의 약탈적 허 
무주의에서 절정에 이르는 근대적 주체성의 지평을 ‘횡단’해야 할 필요성을 강 
조하는) 존재의 사유에 대한 하이데거적 지지자. (자아의 고유한 무대라는 것 

은 결코 없으며 단지 경쟁하는 힘들의 복마전이 있을 뿐임을 경험적으로 증명 
하려고 노력핸) 인지과학자와 (무자비한 자연 착취의 철학적 기반을 제공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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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자의 타자성이 숨어 있다. 이 타자는 심리적 · 인격적인 수준의 타 

자가 아니다. 그렇다고 후설이 초월론적 코기토로부터 ‘구성’하는 그 

런 타자도 아니다. ‘의섬하는’ 것에는 레비나스의 말로 하면 ‘타자의 

흔적’이 숨어 있다 "22)고 말한다. 

또한 이처럼 우리를 의심하게 만드는 ‘타자’인 신이 동시에 유한한 

인간으로 하여금 코기토를 발견할 수 있게 해준다. 왜냐하면 우리는 

타자인 ‘무한’이 있기 때문에만 의심할 수 있기 때문이다.23)데카르트 

에게 의심한다는 것은 사유한다는 것이고(“나는 의심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Liubito， ergo sum, 혹은 같은 말이지만 나는 사유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Cogito， ergo sum," W자연의 빛에 의한 진리 

탐구~ 157쪽， OPh Tl, pp.l135-1136) , 더 나아가 “사유하기 위해서는 

존재해야 한다." ( T서설~ 186쪽， OPh I , p.604). 실제로， 사후적이긴 

하지만， 데카르트는 코기토의 발견과 이 ‘타자’로서의 신과의 관계를 

분명 히 고백한다 24) 

무한한 것에 대한 지각은 유한한 것에 대한 지각보다， 즉 신에 

대한 지각은 나 자신에 대한 지각보다 어떤 의미에서 더 앞선다 

priorem quodammodo는 것은 아주 분명하기 때문이다( W성찰~ 70 
쪽， OPhll , p.200). 

다는 이유로 데가르트의 기계론적 유물론을 비난한) 심층생태론자. (부르주 

아적인 사고핸 주체의 환영적 자유는 계급 분할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고 

주장하는) 비판적 (후 )마르크스주의자와 (이른바 무성적 코기토라는 것이 사 

실 남성의 가부장적 형성물임을 강조핸) 여성주의자. 자신의 적들로부터 데 

카르트적 유산과의 인연을 아직 철저하게 끊지 못했다고 비방을 받지 않았을 

학술적 정향이 어디 있는가? ‘반동적’ 적들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보다 ‘급진적’ 

비판가들에 대해서도 데카르트적 주체성이라는 낙인을 찍으며 비난을 돌리지 
않았을 학술적 정향이 어디 있는가?" 슬라보예 지젝 r까다로운 주체~， 도서출 

판b， 2005, pp.9-1O. 
22) 코오진 r탐구2~ ， p.94. 
23)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가 증명이 아니라면 ‘무한(신)이 존재한다는 

것도 코기토의 명증성에서 도출된 증명이 아니다. 도리어 무한이 존재하기 때 
문에 코기토(외부적 실폰)가 가능하며 ‘나는 존재한다’란 말하자변 ‘무한 속에 
서 의심하변서 나는 폰재한다’는 것이다" 코오진 r탐구2" ， p.99. 

24) Beyssade. DF, p.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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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데차르트는 코기토가 성립할 수 있는 논리적 조건으로 신， 

즉 타자로서의 무한의 관념이 요구된다는 것에서 시작하고 있으며，25) 

무한 속에서 유한을 포착한다. 이제 코기토는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타자， 즉 신과 함께， 그리고 오직 신을 통해서만 존재할 수 있게 된 

다. “데카르트의 기술에 의하여 드러나는 ‘있는 그대로의 자아’는 거 

기서 ‘신의 관념과 더불어 있는 자아talis naturae qualis sum, 

nempe idam Dei in me habens’로 밝혀진다. ( ... ) 자신의 본래적인 

모습을 되찾은 자아는 ‘이 세상에 자기 자신만 홀로 존재하지 않는다 

non me solum esse in mundo’는 것을 알게 된다. 그는 자신이 세 

계의 유일한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안다. 그는 신과 더불어 있다는 

것을 안다 "26) 따라서 데카르트가 신과 진리의 관계를 밝힘으로써， 

진리가 무한한 신에 뿌리박는 것처럼 데카르트는 그 진리를 창조한 

무한한 신을 강조함으로써， 코기토 역시 무한한 신에 뿌리박게 된다. 

“고유하게 데카르트적인 공식인 Ego sum, ego existo는 cogitatio의 

존재 신 학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유한성을 인정하면서， 근 

원적인 타자altérité originaire 안에 뿌리박는다. 타자에 의해서 불려 

진 채， ego는 자신이 아닌 다른 것에 의해서만 자신이 된다"앙) 

25) 김상환 r현명한 관념론과 우둔한 관념론 데카르트의 표상적 실재성 분석 

에 덧붙이는 소고j(이하 「소고j) ， 한국현상학회(편)， ~세계와 인간 그리고 의 

식지향성.1， 서광사， 1992, p ‘82. “무엇보다도 자아가 체험하는 여러 사실이 성 
립할 수 있기 위한 논리적 조건으로 신 관념이 요구된다는 것에서 시작하고 

있다는 점이다. 가령 자아는 때로 회의하고 좀더 나은 것을 원하며， 이런 것들 

은 자아가 겪는 유한성 체험의 몇몇 예에 불과하다. 데카르트는 사실적 체험 

으로서의 이 불완전성 의식이 완전성에 대한 의식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26) 김상환， 같은 논문， p.84. 
27) Marion, QC, pp.44-45. 들뢰즈 역시 나는 생각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와 비슷 

한 해석을 내놓았다. 틀뢰즈는 데카르트적 코기토와 칸트적 코기토를 대비시 
키면서， ‘시간 안에서 출현하는 수동적’인 코기토의 ‘내감의 역셜’에 대해서 말 
한다 “‘나]E’라고 말하기 위해 의지하는 것이 자신 안에서 그리고 자신에게 

힘을 미친다는 것을 느끼지만 이 모든 것이 자기 자신에 의한 것이 아님을 느 
낀다. (…) 그 이야기는 “나는 어떤 타자이다" 혹은 내감의 역설로 집약된다. 
사유의 능동성은 어떤 수용적 존재자에 적용되고， 따라서 이 수동적 주체는 

능동성을 행사한다기보다는 표상한다. 이 주체는 능동성을 창출한다기보다 그 

능동성의 효과를 느끼며， 능동성을 자신 안의 어떤 타자로 체험한다” 질 들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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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영원진리를 통해서 언표된 신의 무한을 가능조건으로 하는 

코기토의 사건은， 레비나스에 따르면， ‘사건événement 없는 사건， 내 

재적 사건’이다. 왜냐하변 코기토는 “주체로서 거륨나는， 즉， [능동적인] 

‘주체적subjective이 아니라， [수동적인] 주체의 주체됨subjectivation 

du s띠et’이 되기 때문이다 "28)즉 이러한 코기토는 능동적으로 코기 

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신이라는 ‘타자’에 의해서 ‘상처받은 코기토 

cogito blessé’29)가 된다. 이 코기토가 ‘상처받은’ 이유는 유한과 무한 

의 비대칭적 관계 때문일 것이다. “데카르트는 타자의 타자성을 ‘신’ 

에게서 찾았다. ( ... ) 데카르트의 코기토는 후설의 독아론적 코기토와 

다르며 타자와의 비대칭적 관계 속에 놓인다. "30) 이처럼 데카르트의 

즈 û차이와 반복~ , 민음사， 2004, p.203. 
28) Emmanuel Lévinas, De I'Existence à I'Existant, ].Vrin , 1990(초판 1947), 

p.118 레비나스는 이런 코기토가 실체substance로서 수동적으로 놓여진다/ 
부여된다se pose는 사실을 강조한다 “코기토는 ‘사유가 존재한다il y a 
pensée’는 비인칭적 자리에 이르지 않는다. 오히려 ‘나는 생각하는 것이다je 
suis une chose qui pense’와 같이 일인칭에 이른다 여기서 것chose이란 단 
어는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다 데카르트적 코기토의 가장 심오한 가르침은 정 

확하게 설체， 다시 말해서， 놓여진 어떤 것으로서의 [수동적] 사유를 발견한다 
는 데 있다"(같은 책， p.1 17) 이러한 무한을 통한 수동적인 ‘주체의 주체됨’에 
대해서， 들뢰즈와 가타리는 데차르트의 무한의 개념을 ‘주체화의 점’이라고 말 

한다. “일차적인 것， 절대적으로 필연적인 주체화의 점으로서 무한의 관념이 

있다" 질 들뢰E펠릭스 가타리 û천 개의 고원~， 새물결， 2001 , p.248 
29) Jocelyn Benoist, “Le Cogito Lévinassien: Lévinas et Descartes" in J - L 

Marion(ed.) Emmnnuel Lévinas Positivíté et Transcendance. PUF. 
2000, p.109 

30) 코오진 r탐구21 ， p.95; 물론 후썰 역시 그의 ‘발생적 현상학’에서 의심을 통한 
‘분열된 자아’를 강조한다. “자아-ego 자신은 자신과 통일되어 있지 않을 수 있 
다. 비록 이것[의심을 통한 자아의 분열]은 지각의 지향성을 관통하는 분열의 
동기 근거 위에서 일지라도 말이다" Edmund Husserl, Analyses 
Concerning Passive and Active Synthesis Lectures on 
Transcendental Logic, trans. Anthony ]. Steinbock, Kluwer Academic 
Publishers, 2001 , p.98. 하지만 후썰은 곧 ‘분열된 자아’를 서둘러 봉합한다. 
“자아는 찢겨지고 [다시] 하나가 된다."， Husserl , 같은 책， p.95; 더 나아가 후 
썰이 타자의 경험을 강조할 때조차도 그는 타자와의 비대칭적 관계로 나아가 
는 것이 아니라 타자와의 대칭적 관계 혹은 ‘거울관계’에 머무른다 즉 후썰에 
게 타자는 ‘나 자신의 유사물’일 뿐이다. “타인은 그것이 구성된 의미상 나 
자신을 지시한다. 타인은 ‘나 자신의 반영’(Spiegelung meiner selbst)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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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한 코기토는 무한한 타자와의 비대칭적 관계 때문에 가능해진다. 

즉 “만약 후설이 코기토에서 자신의 바깥에 전혀 의존하지 않는 주 

관성subjectivité을 보았다면， [후설의] 코기토는 무한 관념 자체를 

구성하고 이 관념을 대상으로 자신에게 준다. [반면에] 데카르트의 

무한을 구성할 수 없음은 열려진 채 남아 있다. 유한한 코기토의 신 

의 무한에의 준거는， 단순한 신의 주제화thématisation에 있지 않다. 

나는 모든 대상에 대해서 나 스스로 설명하고 포함한다. [하지만 데 

카르트에게] 무한의 관념은 대상이 아니다 "31) 이같이 유한한 코기토 

의 대상이 되지 않는 무한의 관념은， 현상학의 용어를 빌리자면， “노 

에마의 척도에 들어오지 않는， 즉 그의 인식대상cogltatum으로 들어 

오지 않는， 하나의 사유， 하나의 노에시스"32)인 것이다. 

따라서 데차르트는 세 번째 성찰의 마지막에서， 자신의 인식대상으 

로 포섭할 수 없는 이 타자를 자신 안에서 발견한 후에 경탄의 눈으 

로 바라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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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흘감에 눈을 먼 정신이 

그 힘이 닿는 데까지 이 비할 수 없는 장대한 벚의 아름다움을 바 

로보고intueri 찬양하며admirari 숭배하는adorare 것이 마땅하다 

고 생각된다. (…) 우리는 이런 성찰을 통해 현세에서 가질 수 있 

는 가장 큰 기쁨을 누리고 있음을 경험하기 때문이다( r성찰』 

78-79쪽， OPhIT , p.205). 

하지만 그것은 본래의 반영이 아니라， 나 자신의 유사물(Analogon)이다 "(강 

조는 인용자)， 에드문트 후설 r데카르트적 성찰~， 한길사， 2002, p.l57; 타인은 
‘나 자신의 반영’이라는 이러한 후썰의 타자론은 라캉의 상상계， 즉 이자관계 
인 ‘거울단계’를 떠올리게 하는데， 라캉의 상상계에서 ‘타:AF에 대한 관심은 사 
실 ‘자아’에 대한 관심에 다름 아니다. 따라서 거울단계에서 (‘성관계는 없다’ 

는 라캉의 말을 빌리자변) ‘타자는 없다. 후썰과 라캉， 혹은 현상학과 정신분 
석학의 관계에 대해서는 홍준기 r라캉과 후설」 r라캉과 현대철학~， 문학과지 

성사， 1999를 참조‘ 
31) Emmanuel Lévinas, Totalit깅 et infini Essai sur l' ext깅riorit년(이하 약호 

TJl. Le Livre de Pochp, 1971. p.232. 
32) Lévinas, TI, p.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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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데카르트가 경탄의 눈으로 바라보는 이 ‘타자’의 가능성， 

즉 우리가 구성해낸 ‘타자’가 아니라 우리보다 ‘항상 이미’ 먼저 있는 

이 ‘타자’， 코기토를 가능하게 하는 이 ‘타자’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데카르트의 코기토 명제의 비밀이다. 데카르트는 파악불가능한 

무한-신-타자를 언표하면서 유한과 무한 사이에 무한한 심연을 놓지 

만， 동시에 우리가 파악할 수는 없지만 알 수 있는 무한의 개념을 

우리 안에 섬어준 신을 언표한다.33) 그래서 우리는 데차르트의 코기 

토를 통해서 단지 코기토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경탄의 눈 

으로 바라보게 될 ‘타자’를 발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존재론적 조건’ 

으로 가지게 된다. 

33) 데카르트에게서 무한한 신의 개념이 어떻게 언표되는지， 그리고 무한한 신과 
유한한 신의 거리가 어떻게 유한한 인간의 지식획득의 부정적 조건이 아니라 
실정적positive 조건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이재환 r데차르트의 영원진리창조 

론J ， 서울대학교석사학위논문， 2005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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