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e의 자연주의*
상상력을 중심으로
8)

김 효 명* *

Ⅰ. 서 론
앞의 글1 )에서 우리는 Hume의 철학이 어떤 점에서 자연주의 라고 불
릴 수 있는지를 일반적인 수준에서 고찰해 보았다. 이제 이 점을 좀 더
구체적으로 논해 볼 차례이다. 앞의 글이 총론이라 한다면 이 글은 각론
에 해당될 것이다. 각론이라 함은 어떤 구체적인 문제에 대한 Hume의
해결방식이 어떤 점에서 자연주의 라고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를 말
한다. 그러나 각론에 해당된다고 해서 각론에 해당되는 모든 논의를 다
할 수는 없다. 다시 말하여 Hume이 다루었던 문제들 하나 하나를 모두
이 글의 고찰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 그 중에서도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구체적인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펼쳐 보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이 글은 Hume의 철학의 자연주의적 경향을 상상력( i magi nat i on )의 문
제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해 보고자 한다.

상상력 이라 함은 매우 일반적

주제이다. 주지하다시피 그것은 예술적 창조에서도 어쩌면 가장 중요한 요
소일 것이고 과학이론의 형성에도 없어서는 안될 요소일 것이다. 교육에
* 이 논문은 95년도 대학교수 해외파견 연구 지원에 의하여 작성되었음.
** 서울대 철학과 교수
1) 졸고, 흄의 자연주의 , 철학적 자연주의 , 한국분석철학회편, pp. 11-3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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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서도 아마 가장 중요한 사항이 상상력의 계발이지 않나 생각된다.
말하자면 인간의 지적 창조작업 일반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상상력일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상상력 이라 하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철학적 주제일 수 있고, 또 실지로 과거의 많은 철학자들
중에 이 주제에 대하여 관심을 안 가졌던 사람은 드물고 이 주제에 대한
일정한 이론을 제시하지 않았던 철학자도 드물다. 자연과 더불어 인간에
대한 이해가 철학 이라는 학문의 중요한 목표라 한다면, 그리고 인간의
마음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인간자체에 대한 이해도 가능하지 않다고 한
다면 상상력도 핵심적인 철학적 주제의 한 자리를 차지한다고 아니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상상력이야말로 인간 정신이 가진 중요한 능력들 중
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이 것에 대한 이해 없이는 인간의
마음에 대한 이해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아마도 역사적으
로 가장 빈번히 논의되어 왔던 여러 전통적인 철학적 문제들

이를테면

지식의 문제, 지각의 문제, 믿음의 문제, 인과의 문제, 실체의 문제, 자
아의 문제 등

에 대한 해답이 이 상상력의 이해에서 찾아질 수 있을지

도 모른다.
Hume이 상상력의 문제를 처음 제기했던 사람은 물론 아니지만 그것을
중요한 철학적 주제들의 중심자리에 올려놓은 대표적인 철학자에 속한다
나아가 그는 상상력에 대한 올바른 이해야말로 많은 다른 철학적인 난제
(難題)들까지도 풀 수 있는 묘약쯤은 된다고 생각한 것 같다. Hume의 철
학에서 상상력이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를 살펴
보고, 나아가 이것이 어떻게 다른 철학적 문제들을 해결하게 되는지를 고
찰해 보는 것이 이 글의 목표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구체적인 문제와 관
련한 Hume철학의 자연주의적 특색도 드러날 것이라 생각한다.

Ⅱ. 상상력과 지각
주지하다시피 Hume에 의하면 우리의 지각은 인상 ( i mpr ess i on )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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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 ( i dea )이라 불리는 두 가지 종류로 구분된다. 관념은 인상의 복사물
로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상( i mage )이다. 실지로 Hume은 관념
을 심적 상(像)으로 규정하였다. 그에 의하면 생각한다는 것은 관념을
가진다는 뜻이요 관념을 가진다 함은 바로 상을 떠올림, 즉 상상함을 뜻
한다. 상상력이란 따라서 무엇보다 우선 이러한 상들을 산출해 내는 능
력, 즉 생각하는 능력으로 규정된다. 다시 말하여 상상력의 일차적인 역
할은 우리에게 생각할 수 있는 자료, 즉 관념들을 제공해 주는 일이다.
말하자면 애초에 생겼던 인상을 마음속에서 재생시켜 주는 것이 바로 상
상력이다. 따라서 우리의 마음에 생각의 기초 자료인 관념이 주어지지
않으면 생각이라는 것도 도대체 생길 수 없다고 한다면 그러한 기초를
제공해 준다는 상상력이야말로 사고의 가장 기본적인 능력이라 아니할
수 없고 상상함이야말로 마음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라 아니할 수 없
다.
Hume의 주장에 의하면 한번 생겼던 인상을 관념의 형태로 반복시키거나
재생시키는 일을 하는 능력은 상상력 말고도 또 하나 있으니 그것이 바로
기억(memor y )이다(Cf . T 8- 10 ). 2 ) 상상력과 기억의 차이점은 일단은 인
상과 관념의 차이점과 마찬가지로 그것이 각각 가지는 강도(强度)의 차이
에서 찾아진다. 기억에 의하여 재생된 관념은 상상력에 의하여 나타나는
관념보다 더 생생하고( l i ve l y ) 더 강하다(s t r ong ).

우리가 과거에 있

었던 어떤 사건을 기억할 때 그것에 대한 관념이 우리의 마음에 강하게 다
가온다. 이에 반하여 상상을 할 때 우리의 지각은 희미하고 느슨하다
. (T 9 )
상상력과 기억간에는 이러한 차이점 외에도 또 있다. 기억은 원래의 인
상들이 받아들여질 때와 같은 순서로 관념들을 재생시키게 되어 있어 어
떤 의미에서 속박되어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상상력은 그 면에서 자유롭
다. 즉 관념들의 질서를 마음대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 양자간의 두
번째 차이점이다. 특히 이 두 번째 차이점은 Hume의 인식이론에서 매우
2 ) D. Hume , A Treat i se of Human Nat ure , ed. by Se l by-Bi gge , Oxfor d,
1978. 본문에 나오는 약자 T는 모두 이 책을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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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상상력의 이러한 특성이 바로 복합 관념(compl ex
i dea )의 형성과 연관되기 때문이다. Hume은 인상들이 각각 단일한 감관
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들어온다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복합 인상 이
란 동시에 하나 이상의 감관을 통하여 생기는 인상을 말한다. 예컨대 우
리가 한 개의 사과를 지각할 때 그 사과에 대한 인상이 바로 복합 인상
의 예가 될 터인데 이때 그 복합 인상을 이루고 있는 여러 단순 인상들
이를테면 색깔의 인상, 맛의 인상, 냄새의 인상, 모양의 인상 등
은 각각 서로 구분되고 각각 다른 단일한 감관을 통하여 생겨 난 것들로
서 이것들이 아마도 함께 작용하여 사과 라는 복합 인상이 생긴다는 것
이다. 그런데 이러한 복합 인상이 마음속에 원래 대로 재생될 수도 있지
만 원래 대로 라고 할 수 없는 방식으로 재생될 수도 있다. 원래 대로
재생된 관념이 있다면 그것은 기억에 의할 것이고, 그대로가 아니라면
그것은 상상력에 의한 것이다. 이때 원래 대로 라는 말의 의미를 정확
하게 분석해 내기란 용이치 않은 일일 것이나, 그 대충의 의미는 아마도
애초에 단순 인상들이 생겨날 때의 방식 대로라는 뜻일 것이다. 그러니
까 사과의 예를 가지고 말한다면 내가 어떤 사과에 대한 관념을 기억에
의존하여 재생시킬 수도 있고 상상력에 의하여 재생시킬 수도 있을 터인
데,

기억에 의하여 재생시킨다 함은 구체적인 특정의 시간에 특정의 위

치에서 구체적인 특정의 사과를 지각할 때 생긴 복합 인상이 그 구체성
을 그대로 띤 채 (물론 강도에 있어서는 약화되었겠지만) 재생된다는 뜻
이고 상상력에 의하여 재생시킨다 함은 각각의 인상들이 생긴 시간의
순서나 더 나아가 각 인상들의 공간적 배열까지도 원래 지각될 때의 그
것과는 다르게 재생된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전자에서 생기는 사과의 관
념은 구체적으로 특정의 시간에 특정의 장소에서 지각된 특정의 사과에
대한 관념일 테지만 후자에 의하여 생기는 관념은 구체성과 특정성을 상
실한 것은 아니지만 어느 때 어디에서 어떻게 지각된 것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어쩌면 이 시간 이곳에서 이런 방식으로 지각된 사과의 어떤 한
부분과 저 시간 저 곳에서 또 다른 방식으로 지각된 사과의 한 부분을
결합시켜 생긴 것일 수도 있다. 따라서 상상력에 의하여 생기는 복합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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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의 경우 그 복합 관념을 이루고 있는 각각의 단순 관념들은 물론 그것
에 대응되는 각각의 단순 인상들로부터 나왔겠지만 그 단순 인상들의 상
호 결합 방식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상상력에서도 일정한 인상에
의하여 야기되지 않은 관념이란 있을 수 없지만, 다시 말하여 상상력 자
체가 하나의 인상을 창조해 낼 수는 없지만 생긴 인상이나 관념들을 마
음대로 결합하고 분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뜻에서는 창조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상상력이 관념들을 마음대로 결합시키고 분리시킨다고 해서 상
상력에 무제한의 자유가 있다는 뜻은 아니다. Hume에 의하면 상상력의
자유에는 일정한 제약이 따른다. 상상력이 관념들을 자유롭게 뜻하는 대
로 재배열할 수는 있지만, 그리하여 바로 이러한 자유가 상상력을 기억과
구별시켜 주는 특징이기는 하지만 그 자유가 문자그대로 되는대로 식의
자유인 것은 아니다. Hume의 주장에 따르면 관념들은 각기 서로 구별되
고 분리될 수 있는데 이 관념들 간에는 어떤 것들은 서로 묶일 수 없지만
또 어떤 것들은 서로가 자연스럽게 묶일 수 있는 말하자면 일정의 통로
같은 것이 마련되어 있다. 그 통로가 어떻게 생겼는지 Hume은 명시적으
로 말한 바 없지만 필자가 보기에는 바로 관념들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
떤 내재적인 성질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나 여겨진다. 이러한 통로를
Hume은 일종의 원리로 간주하였다. 소위

관념연합의 원리 (pr i nci pl

of assoc i at i on of i deas )가 바로 그것이다(Cf . T 11- 13 ).
서로가 유사한 것들, 서로 시간 공간적으로 근접되어 있는 것들, 그리
서로 인과관계에 놓여 있는 것들끼리 연합되기 쉽다는 것이 바로 이 원리
가 말하고자 하는 바이다. 상상력의 자유에 일정한 제약이 따른다고 했을
때 그 제약이 바로 이 원리들이다. 상상력이 관념들을 결합시킬 때 아무
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원리들에 따라 한다는 것이다.
Hume이 말하는 상상력의 자유란 이와 같이 분명한 제약이 따르는 자
유인데 필자는 이 제약의 성격이 바로 자유의 성격도 규정해 준다고 생각
한다. 그리고 그 제약의 성격이 바로 자연주의적 이라고 불릴 수 있는
질의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시 말하여 Hume의 철학에 있어 상상력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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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롭다 함은 바로 그것이 자연스럽다 는 말과 통한다. Hume이 상상력의
작용을 설명할 때 명시적으로 자연적으로 (nat ur a l l y ) 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였고(Cf . T 10- 11) 상상력이 관념들을 결합시킬 때 관념들이 자
연적으로 이끄는 (nat ur a l l y i nt r oduce, T 10 ) 방식으로 결합시킨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러니까 상상력의 관념결합 작용의 자유에 제약을 가
한다는 원리, 즉 관념연합의 원리란 말하자면 일종의 자연적인 원리에
속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 원리들이 상상력의 자유에 제약을 가한다
고 해서 그 제약이 문자 그대로의 일상적인 의미에서의 제약이 아니라
구태여 말한다면 자연적인 제약인 셈이다. 상상력이 관념들을 일정한
방식으로 결합시킬 때 내키지 않은데 원리가 그렇고 원리에 따라야 하니
어쩔 수 없이 그 방식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그 원리들에 따
르게 되어 있다는 것이다. 자유와 자연의 두 개념이 서로 조화될 수 없
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도 상호 연관될 수 있는 것인지는 철학
적으로 또 하나의 큰 주제가 되겠지만 적어도 Hume의 상상력 이론에서
우리는 그 후자의 한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고 하겠다.

Ⅲ. 상상력과 실체
이제 이 상상력이 복합 관념, 그 중에서도 특히 실체 (subs t ance )
념을 형성하는 데 어떻게 작용하는지 알아보기로 하자. 금, 은, 고양이,
등과 같은 실체들에 대한 우리의 관념도 Hume의 주장에 의하면 인상으
로부터 나온 것이다. 그 실체들에 대해서 무엇인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은 모두 감각을 통해서이다. 다시 말하여 어떤 실체에 대하여 우리가 가
지는 복합 인상은 그때 그때 일정한 감각을 통해서 들어 온 개별적인 단
순 인상들로 분해될 수 있다. 개별적인 단순 인상들의 총화가 말하자면
복합 인상이 되는 셈이다. 따라서 어떤 실체에 대한 관념은 개별적인 단
순 인상들로부터 나온 단순 관념들이 서로 결합되어 하나의 군(群)을 형
성하였을 때 그것에다 일정한 이름을 붙여 생긴 복합 관념이 된다. 이때

Hume의 자연주의

275

단순 관념들을 결합시켜 하나의 복합 관념을 탄생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
이 바로 상상력이다. Hume의 말을 직접 인용하자면,

양태에 대한 관념

뿐만 아니라 실체에 대한 관념도 상상력에 의하여 결합된 단순 관념들의
모임(col l ect i on )외에 다른 것이 아니다 (T 16 ).
위에서 말한 실체 개념은 그러나 서양의 철학사에서 자주 거론되는 실
체 개념, 즉 성질들과 구별되는 것으로서 그것들을 떠받쳐주고 있다는 그
무엇으로서의 실체 개념과는 다르다. Hume이 위에서 말한 실체가 구체
적인 사물로서의 실체라 한다면 후자는 추상적인 개념으로 파악되는 실체
라 할 수 있겠다. 후자의 의미로서의 실체는 Hume의 철학에서는 한 마
디로 부인된다.

부인된다 함은 그러한 의미의 실체에 대한 관념이 없

함을 의미한다. 그러한 실체가 성질들과는 분명히 구별되고 또 성질들에
관하여 우리가 관념을 가질 수 있듯이 실체에 관해서도 분명한 관념을 가
질 수 있다고 주장해 온 철학자들은 역사적으로 보아 상당수에 달했었는
데 Hume은 이들에게 그 실체의 관념이 감각 인상( i mpr es s i on of sensat i on )으로부터 나왔는지 아니면 반성 인상( i mpr ess i on of r e f l exi on
로부터 나왔는지 를 묻고 있다. (T 15- 16 ) 이에 대한 Hume의 대답을 들
어보자.
그것(실체관념)이 감관에 의하여 우리에게 생긴 것이라면, 어떤 감각에
의하여,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생긴 것인지 나는 묻고 싶다. 그것이 만약
눈에 의하여 지각된 것이라면 색깔이 될 것이고, 귀에 의하여 지각된 것이
라면 소리일 것이고 입에 의하여 지각된 것이라면 맛이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 누구도 실체가 색깔이나 소리 또는 맛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으리
라 믿는다. 따라서 실체가 정말 존재한다면 그것에 대한 관념은 반성 인상
에서부터 나왔다고 할 수밖에 없겠다. 그러나 반성인상은 정념(pass i on )
과 감정(emot i on )으로 나뉘는데 그 어느 것도 실체를 대변해 준다고 보기
는 어렵다. 따라서 우리는 개별적인 성질들의 집합체와는 구별되는 실체에
대한 관념은 가지고 있지 않으며 그러한 실체에 관하여 우리가 말하거나
추론할 때도 아무런 의미를 가질 수 없다. (T 16 )

이러한 주장에 따른다면 우리의 관념으로 화할 수 있는 실체가 있다면
그것은 여러 가지 단순 인상들로부터 나온 단순 관념들의 복합체, 즉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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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가지 성질들의 결합물 이상 아무것도 아니다. 그 성질들을 떠받쳐 주
고 있다는 기체(subs t r at um)로서의 실체, 그 성질들의 배후에 존재한다
고 주장되는 어떤 것으로서의 실체는 감각에도 들어오지 않고 반성으로
도 파악되지 않는, 다시 말하여 관념화될 수 없는 허구에 불과하다. 이
러한 의미에서의 실체개념은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지각을 넘어서 일반화
되고 추상화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러한 실체개념이 추상이고 따라서 허구라는 비교적 단순한 주
장만으로는 실체개념에 얽혀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하기는 힘들
것이다. 무엇보다 문제는 그것이 추상이라는 이유만으로 바로 허구라고
매도할 수 있느냐에 있다. Hume이 Ber ke l ey와 마찬가지로 추상관념을
부인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Cf . T 17- 25 ). 도대체 관념이란 관념
은 모두 구체성을 띤 개별적인 것이라는 대전제 하에선 어떤 추상적인 관
념도 설자리가 없을 것임은 자명하다. 따라서 추상관념이 정말 가능한가
안한가의 문제는 그 대전제가 참인가 아닌가에 달려 있다고 하겠다. 이
후자의 문제는 그러나 Hume철학의 근간을 문제삼는 것과 마찬가지로서
그 근간은 문제삼을 수 없다는 뜻에서가 아니라 이 글이 목표하는 주제의
범위에선 벗어나고 또 그것만으로도 아주 긴 논의가 필요할 것이므로 이
자리에선 문제제기만으로 그칠까 한다.
위의 문제가 Hume의 철학 밖에서 제기된 것이라면 Hume의 철학 안
에서 Hume 스스로가 제기하여 스스로가 해결하려 했던 문제가 또 하나
있다. 그것은 바로 추상 관념이든 일반 관념(gener a l i dea )이든 우리
일반적 이라고 부르는 일정한 관념들을 가지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실인데 이 사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Hume도 이
사실을 사실로서 인정하였고 스스로도 많은 일반관념들을 사용하였다. 일
반관념이 없다면, 또는 일반관념을 나타내는 일반 용어가 없다면 우리의
사고와 언어행위의 범위가 지금보다는 훨씬 축소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
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 물론 이 문제는 Hume의 이
론에서만 생기는 특수한 문제로서 Hume도 이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모
종의 해결책을 제시하였다. Hume의 철학에서 상상력이 또 한번 중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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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 특이한 역할을 하게 되는 대목이 바로 이 문제와 관련하여서이다.
<인성론> 제 1권 1부 7절에서 Hume은 추상관념에 관하여 비교적 긴
논의를 하고 있다. 이 절의 앞부분에서 Hume은 모든 관념이 개별적이라
는 점, 모든 관념이 구체적인 성질들을 갖춘 구체적인 것에 관한 관념이
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 바로 이에 이어 그는 관념들이 모
두 이와 같다면 추상적인 관념, 일반적인 관념은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
하여 논의하고 있다.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을 그는 가장 위대한 철학적
발견 중의 하나라고 치켜세운 Ber kel ey의 추상관념 이론에서 구하고 있
다. Ber ke l ey의 이론에서 제시된 해답은 이렇다.

어떤 관념이 일반적

이다 라는 말은 그것이 동일한 종류의 개별적 관념들을 모두 대변한다
를 뜻한다.

일반적 이라고 불리는 관념이 문자 그대로 일반적 인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하여 보편성이나 일반성이 그 관념의 원래 속성인 것은
아니다.

일반적 이라고 불리는 관념일지라도 그 관념 자체는 개별적인

것일 수밖에 없고 다만 그것이 편의상 그것과 같은 종류에 속하는 다른
많은 개별관념들을 대신해서 사용된다는 의미에서만 일반적 이라고 부
를 수 있을 뿐이다. 예컨대 기하학자가 선(線)에 관해서 어떤 증명을 할
때 어쨌든 어떤 특정의 선을 가지고 할 것이고 이때 그 특정의 선이 선
일반을 대변하고는 있지만 그 자체는 개별적인 선일 수밖에 없다. 그 특
정의 선이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은 그것 자체가 추상
적 또는 일반적인 것이어서가 아니라 그것이 가능한 모든 개별적인 선들
을 대변해 주는 상징이기 때문이다. 3 ) Hume도 Ber kel ey의 이러한 이론
을 그대로 이어 받아 추상적 관념은 그것이 아무리 그 표상에 있어서는
일반적이라 할지라도 그 자체로서는 개별적인 것이다. 마음속의 상은 그
것이 추리에 적용될 때에는 마치 보편적인 듯이 보일지라도 개별적인 특
정의 대상에 대한 상일 따름이다 (T 20 )라고 주장한다. 관념의 이러한
적용을 Hume은 자신의 본성을 넘어서는 (beyond i t s nat ur e ) 것이라
고 기술하면서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친다.
3 ) Cf . G. Ber ke l ey, The Pr i nc ip l es of Human Knowl edge , Int r oduct i on b
G. J . War nock, Mer i di an Books , 1963, pp. 52-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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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여러 개의 대상들 간에 어떤 유사성을 발견해 왔다고 할 때 우
이것이 습성화
리는 그것들 모두에다 동일한 이름을 적용시킨다
된 뒤에는 그 이름을 듣기만 하여도 그 대상들 중의 하나를 떠올리게 된
다
뿐만 아니라 그 이름은 나의 마음에 직접적으로 나타난 관념
과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구별되는 많은 다른 대상들에도 적용되어 왔다
고 여겨진다
(T 20 )

여기서 상상력은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일반적인 말과 관련하여 처음에
생각하였던 상과 연관된 다른 상들을 떠올리게 해주는 데 결정적인 역할
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는 다시 말하여 상상력이 Ber ke l ey나
Hume이 생각한

추상관념 을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한다는

뜻이다.
Hume의 이러한 설명에 미흡한 점이라든지 논거가 약하거나 없다든지
등의 몇 가지 문제점들이 제기될 수 있겠다.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논
의는 다른 기회로 미루고 한 가지 점에 관해서만 주목하고자 한다. 그것
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위에 인용한 구절에서도 분명히 드러나 있듯이
Hume은 상상력의 작용에 앞서 습관 (habi t )이 먼저 작용하는 것으로 생
각하였다는 점이다. 상을 만들어 내는 상상력의 작용이 가능하기 위해선
먼저 일정한 습관이 형성돼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내가 개 라는 말을
거나 듣는다고 해 보자. 그리고 우리 집에 바둑이 라 불리는 개가 있다
해 보자. 그 말을 듣거나 보는 순간 즉시 나에겐 그 전에 형성돼 있던 습
성에 의하여 특정의 개, 즉 바둑이의 상을 떠올리게 될 것이다. 여기서
론 먼저 떠오르는 상은 바둑이에 관한 상이겠지만 개 라는 말이 바둑이
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말하자면 개 일반을 가리킨다는 점도 내가 이해하
게 된다는 것이 Hume의 주장이다. 그러나 이때 내가 이해한다 는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가 문제다. 그리고 이를 이해하기 위해선 개 일반
을 가리킨다 는 말이 무슨 뜻인지 밝혀져야 할 것인 바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도 역시 문제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여기에서 말해지는
개 일반 이라는 것이 어떤 구체적인 특정의 개도 아닌, 다시 말하여 어
한 구체적인 성질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없는 어떤 것이라 한다면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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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me이 말하는 개 일반과는 분명히 다르다는 점이다. 앞서도 지적하였다
시피 어떤 구체적인 성질도 안 가진, 말하자면 극히 추상화된 개 일반은
Hume의 이론에 따르자면 관념화될 수 없고 따라서 그것에 관하여 우리는
어떠한 상도 가질 수 없다. Hume이 이해한대로의 개 일반을 가리킨다
는 말은 바둑이뿐만 아니라 바둑이와 유사한 다른 여러 개들에 관한 상,
즉 불특정의 다수의 개들에 관한 상도 떠올린다는 뜻이다. 따라서 개
라는 말을 보고 그것이 개 일반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할 때
Hume이 뜻하는 바는

개 라는 말을 추상적인 개념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말로서 한 마리의 개뿐만 아니라 여러 마리
의 개들에 대한 상도 떠올린다는 것이다. 그리고 바로 그렇게 할 수 있
음은 상상력의 작용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Hume의 주장이다.
Hume의 이러한 주장이 큰 설득력이 있다고는 보아지지 않는다. 간단
히 말하여 인간 정신의 추상능력을 부인하고 그 대신 상상력을 대치하여
추상능력이 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모든 일이 사실은 상상력에 의하여 이
루어진다는 것이 그의 주장인데, 상상력이 그만큼 중요하지 않다는 뜻은
아니지만 상상력의 역할이 과연 추상능력마져 대신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렇게 대단한 것인지는 의문스럽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다. 여하튼 이 문
제는 인간의 추상능력에 대한 Hume식의 해명과는 다른 해명이 가능한지
하는 문제와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이 역시 이 글의 범위를 벗어나는 문
제라 판단된다. 이 자리에선 상상력이라는 것이 이처럼 Hume철학에서
대단한 위치를 차지하고는 있지만 앞에서도 잠시 언급하였다시피 사실은
상상력보다 더 우선적이고 따라서 더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습관이라는 점, 그리고 우리의 생각들 대부분이 최종
적으로는 이 습관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만 강조하는 것으로 만족하겠다
이 점이 어떻게 자연주의와 연결되는지에 관해선 뒤에 언급하겠다.

Ⅳ. 상상력과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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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me의 인식론에서 상상력에 부여된 역할 중에는 위에서 논의된 것
말고도 많다. 그 중에서도 특히 중요하고도 기본적이라고 여겨지는 역할
이 외적 세계의 존재에 대한 우리의 일상적 믿음과 관련된 것이다. Hume
의 주장에 의하면 세계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나 지식은 기본적으로는 인
상들로부터 나온 것인데 인상이란 그 본성상 개별적인 것들이다.

개별

적 이라 함은 한 대상에 대하여 사람에 따라 다른 인상을 가질 수 있다
는 뜻일 수도 있고 또 한 개인에 국한해서도 그 개인이 갖는 인상들은
순간 순간 모두 변한다는 뜻일 수도 있다. 인상의 본성이 이와 같은 의
미에서 개별적이고 찰나적인 것이라 한다면 여기에 심각한 문제가 하나
따르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바로 이 세계가 그러한 인상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정반대로 우리로부터는 독립되어 존재하는, 그 자
체 지속성을 갖고 있는 대상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는 우리의 일상적
믿음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이다. 이 문제는 그 후 Kant 도 철학의
스캔들 이라고까지 부르면서 중요시하였고4 ) 20세기에 와서도 여러 철학
자들이 지각의 문제 라는 이름으로 해결하려 애썼던 철학의 오래된 기
본문제 중의 하나이다. 5 ) 이 문제가 Hume의 철학에서 특히 강하게 부각
될 수밖에 없음은 바로 그의 철학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인상이론 때문
이다. Hume도 이 문제를 충분히 인식하고 <인성론> 제 1권 4부 Ⅱ절에
서

감각과 관련한 회의주의에 대하여 (Of scept i c i sm wi t h r egar d

t o t he senses )라는 이름아래 이해하기가 결코 용이치 않은 아주 길고
도 난해한 논의를 하고 있다.

4 ) Kant 는 <순수이성비판> 서문에서 우리의 밖에 사물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우
리는 단순히 믿음의 차원에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 그리고 누군가가 사물
들의 존재를
회의시한다면 우리는 그의 회의에 어떠한 만족스러운 증명으로도
대처할 수 없다는 것은 아직도 철학과 보편적 인간이성에 하나의 스캔들로 남아
있다. 고 한 바 있다. Kr i t i k der re i nen Vernunf t , Fe l i x Me i ner , Hambu
p. 33.
5 ) 이 문제를 심각하게 다룬 대표적인 20세기 학자로선 G. E. Moor e를 꼽을 수 있
다. Cf . A De fence of Common Sense , i n Phi l osophi cal Paper s , London
1959, pp. 32-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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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경험에는 생겼다가 금방 없어져 버리는 순간적인 지각이 많음
은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가 이 순간의 지각에도 저 순간의 지각에도,
또는 이 사람의 지각에도 저 사람의 지각에도 좀 느슨한 의미에서 동일
하게 나타나는 대상이 있고 이러한 대상은 우리와는 상관없이 그 자체
지속적으로 존재한다고 믿고 있음도 또한 사실이다. 이것 또한 사실인
만큼 Hume에게는 하나의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없다. 이 사실을 어떻
게 설명해야 할지가 Hume에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없음은 그의 이
론에 의하면 세계에 대한 우리의 경험은 궁극적으로는 모두 특정의 순간
에 우리 자신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들, 즉 인상들로 분석되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보는 Hume의 시각이 어떤 것이었는지는 다음의 물음에 잘 나
타나 있다.
우리는 우리로 하여금 물체의 존재를 믿도록 한 원인은 무엇인가? 라고
물을 수는 있다. 그러나 물체가 존재하는가 안하는가? 라는 물음은 헛된
질문이다. (T 187 )

위의 두 질문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전자의 질문은 문자 그대로 그러
한 믿음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이고 후자의 질문은 어떤 사태나
사실 자체가 참인지 아닌지를 묻는 질문이다. 전자가 믿음의 과정
(pr ocess )에 관한 질문이라면 후자는 믿음의 정당성(j us t i f i cat i on )에
관한 질문이다. 외적 세계의 존재문제를 보는 Hume의 시각의 특이성은
바로 그가 이 후자의 물음을 헛된 물음, 즉 물어보았자 아무런 소득도
없는 물음으로 보았다는 데에서 찾아진다. Hume의 이러한 시각과 정확하
게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같은 선상에 있다고 보아도 무방할 서로 엇비
슷한 입장들이 그 후의 철학사에서도 종종 나타나곤 하였다. Kant 가
선험적 관념론 과

경험적 실재론 이라는 언뜻 보아서는 서로 양립될

수 없어 보이는 이중의 입장을 취했다든지 이와 유사하게 Put nam이 초
기의 형이상학적 실재론을 버리고 내재적 실재론 ( i nt er nal r ea l i sm)
이라는 애매한 입장으로 선회했다든지, 6 ) 또는 Car nap이 외적 질문과 내
적 질문을 구분하여 질문 자체를 언어 상대적인 것으로 보려 한 것7 )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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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두 그러한 입장에 속한다. 어떻든 이러한 입장들도 위의 물음에 어
떠한 단도직입적인 가부(可否)의 해답도 있을 수 없음을 주장하기 때문
이다. 이들의 세련된 입장에 비하면 물어보았자 헛일이다 라는 단순
한 몇 마디의 말로 표현될 뿐인 Hume의 입장은 매우 소박하다고 할 수
있겠다. 그리고 그렇게 묻는 것이 왜 헛일인지에 대한 이유도 비교적 소
박하다. 한 마디로 물체가 존재한다는 믿음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믿음도
모두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그 어느 믿음도 정당화될
수 있는 길이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다는 것이 Hume의 생각이었다.
위의 두 믿음, 즉 외적 세계가 존재한다는 믿음과 존재하지 않는다는
믿음 중에서 아무래도 우리가 일상적으로 갖고 있는 믿음은 전자가 될 것
이다. Hume도 이 점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보았다. 다만
그러한 일상적 믿음이 참인지 아닌지 또는 정당한 것인지 아닌지를 묻지
는 말자는 것이다. Hume이 이 대신 물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 질문
은 전자, 즉 왜, 어떤 원인으로 해서 그러한 믿음을, 정당화되지도 않
믿음을 갖게 되었는가이다. 발견의 문제와 정당화의 문제를 엄밀히 구별
하여 철학은 후자의 문제만 다루어야 한다는 20세기 논리주의의 주장에
의하면 Hume이 던진 위의 물음은 철학적인 물음에 속하지 않는다. 그러
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특정의 입장을 따른다면 그렇다는 것일 뿐이다. 인
지의 인과적 과정에 대한 탐구도 인식론의 중요 과제로 삼는 더 현대적
인 자연주의 입장에 따른다면 Hume의 위의 질문이 반드시 철학적인 물
음의 범위에서 벗어난다고 볼 필요도 없을 것이다.
여하튼 외적 세계의 존재 문제와 관련하여 Hume이 가졌던 최대의 관
심은 왜 그러한 믿음이 생기게 되었는가에 있었다. 이 문제에 관하여 그
는 다음과 같은 두 개의 서로 다른 물음을 던진다.
대상들이 우리의 감각에 나타나 있지도 않은데도 왜 우리는 그것들에

6 ) Cf . H. Put nam, Reason, Trut h and Hi s t ory , Cambr i dge , 1981.
7 ) Cf . R. Car nap, Empi r i c i sm, Semant i cs , and Ont ol ogy , i n Meani ng an
Necess i ty , Chi cago, 1947, pp. 205-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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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cont i nued ) 존재를 부여하는가? 왜 우리는 대상들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지각과는 구별되는(di s t i nc t ) 존재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
는가? (T 188 )

Hume에 의하면 이 두 물음은 하나가 결정되면 다른 것도 따라서 결정
된다는 의미에서 서로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Hume은 이 두 물음과 관
련하여 대상들의 지속적 또는 구별적 존재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감각에
서 오는지 아니면 이성에서 연유한 것인지를 따져 보고자 한다. 감각이
대상의 지속적인 존재에 대한 인상을 줄 수 없음은 자명하다. 대상의 지
속성 자체가 감각되지 않을 때도 존재함을 함의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감각이 구별적 존재에 대한 인상은 주는가? 대상의 구별성에서 어떤 인
상이 주어질 수 있다면 그것은 표상된 것으로든지 아니면 바로 원래 외
적인 어떤 것으로서 주어질 것이다. 그러나 감각에 의하여 제공되는 인
상을 어떤 구별적이거나 독립적인, 그리고 외적인 어떤 것에 관한 상이
라고 볼 수는 없다. 왜냐하면 감각은 우리에게 단일한 지각만 제공할 따
름이지 그것을 조금이라도 넘어서는 것에 관하여서는 어떠한 정보도 주
지 않는다. 어떤 인상이 주어졌을 때 그 인상과는 독립되어 존재하는,
그 인상을 제공하였으면서도 그것과는 구별되는 어떤 것이 있을 것이라
는 믿음은 감각이외에 다른 어떤 심적 기능이 작용하여 나온 추론이나
추측일 따름이지 감각 자체로부터는 결코 나올 수 없다.
대상의 구별성은 외적인 존재로도 주어질 수 없다.

외적 이라 할

외 (外)는 우리,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여 나의 밖을 뜻할 것이다. 그런
외적 이라는 말의 이러한 뜻이 문자 그대로의 의미를 가지려면 대상뿐
아니라 나 라는 것도 감각에 나타나야 할 것인 바, 과연 그런가 하는
이 Hume의 지적이다. 동일성을 갖는 인격적 주체로서의 나 란 Hume의
주장에 따르자면 또 하나의 허구 관념에 불과하다(Cf . T 251- 262 ). 따라
서 감각으로는 나 또는 우리와 외적 대상을 구분하는 일조차 불가능하다.
대상들의 지속적 그리고 구별적 존재에 대한 믿음이 이와 같이 감각에
서 얻어진 것일 수 없다면 이성이 그러한 믿음을 낳았을 것이라 생각해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도 Hume은 매우 회의적이다. 회의적인

284 □ 김 효 명
이유는 이렇다. 이성이 그러한 믿음을 낳았다 함은 그 믿음이 어떤 이성
적인 논변(ar gument )에 근거하고 있음을 뜻할 것이고, 이때의 이성적인
논변은 바로 철학에 의해서 제시되기 마련이다. 그런데 철학자들의 논변
에 의하여 확증되는 바가 보통의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는 거리
가 먼 경우가 허다하다. 바로 문제의 믿음도 그러한 경우에 속한다. 즉
철학자들의 논변에 의하면 우리의 마음에 나타나는 것은 모두가 지각이
고, 따라서 단절적이고 마음에 의존해 있는 것들이다. 그러나 일반인들
은 지각과 대상을 뒤섞어 그들이 보고 느끼는 것들에다 지속적이고 마음
과는 구별되는 존재를 부여한다. 다시 말하여 대상들이 우리의 마음으로
부터 독립하여 그 자체 지속적으로 존재한다는 일상인들의 믿음은 철학
적 이성에 의해서 주어진 것일 수 없다. 이성적이고 철학적인 논변에 따
른다면 그 정반대의 결론, 즉 대상들이 단절적이고 항상 마음에 의존해
있다는 결론밖에 안 나온다. 따라서 일반인들의 그러한 믿음은 감각도
이성도 아닌 다른 데에서 연유한 것임에 틀림없다.
외적 대상 또는 외적 세계가 우리의 인식과는 상관없이 그 자체 독립적
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존재한다는 믿음이 감각에 연유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성에 연유한 것도 아니라면 어디에서 연유한 것일까? 이에 대
한 대답을 Hume은 바로 상상력에서 찾고자 한다. (Cf . T 194 ) 그의 주장
에 의하면 대상들이 지속적으로 존재한다는 생각은 우리의 인상들이 갖고
있는 어떤 성질들과 상상력이 갖고 있는 어떤 성질들이 함께 작용하여 생
겨난 것이다. 인상들이 가지고 있다는 문제의 성질을 Hume은 불변성
(cons t ancy )과 정합성(coher ence )이라고 보았다. 우리가 보통 지속적
로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대상들은 특이한 불변성을 갖고 있어 이 불변성
으로 인하여 이 대상들은 다른 대상들, 즉 우리가 지각할 때는 나타났다
가 지각하지 않을 때는 사라져버리는 지각 의존적인 대상들과 구분된다
예컨대 현재 나의 눈에 나타나는 산, 집, 나무같은 것들은 항상 동일한
으로 지각되며 내가 눈을 감거나 머리를 돌려 그것들을 보지 않을 때라도
다시 눈을 뜨거나 머리를 원위치 시킨다면 조금의 변화도 없이 그대로 다
시 나타난다. 나로부터 독립하여 독자적으로 존재한다고 생각되는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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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들이 다 이와 같다.
그러나 이때 대상의 불변성, 더 정확히 말하여 지각의 불변성이란 그렇
게 완벽한 것이 아니어서 그렇지 않은 경우, 즉 불변적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도 상당히 있을 것임은 물론이다. 물체의 성질이란 그것이 소위 1
차적인 것이든 2차적인 것이든 경우에 따라선 너무 쉽게 변하여 지각
이 잠시 동안만 단절되어도 원래의 것이라고는 생각하기 힘든 경우도 있
을 터이니 말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도 정합성은 유지되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대상이 지속적으로 존재한다고 믿게 된다.

정합

성이 유지된다 는 말을 Hume은 다음과 같은 예로 설명하고 있다. (Cf . T
195) 내가 방을 비우고 한 시간 쯤 후에 다시 방으로 돌아 왔을 때 나
의 방에 있는 화로불의 상태가 방을 떠났을 때 내가 보았던 상태와 달라
졌음을 알게 되었다고 해 보자. 이럴 경우 나는 그 변화를 보고 놀라거
나 의아해 하거나 하지 않는다. 오히려 극히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이유는 이와 비슷한 상황에서 이와 유사한 경
험을 여러 차례 겪어 왔기에 그러한 변화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다. 이
것이 바로 Hume이 말하는 정합성이다. 이러한 의미의 정합성은 규칙성과
유사하다. 실지로 그는 정합성 과 규칙성 을 구별없이 사용한다. 변화
하는 중에서도 이러한 지각의 규칙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외적 대상
에 대한 인상에서 볼 수 있는 특징 중의 하나이다. 인상이란 그 본성상
순간적으로 생겼다가 순간적으로 없어지는 것이긴 하지만 보통의 경우와
는 다르게 그러한 변화 속에서도 규칙적으로 되풀이되어 나타나는 경우
도 있을 것인 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외적 대상을 지각할 경우에 해당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Hume이 말하는 정합성 의 의미에는 규칙성만 있는 것이 아니
라 약한 의미이긴 하지만 무모순성(cons i s t ency )이라는 현대적 의미도 들
어 있다. Hume이 든 예를 직접 보자. 내가 방안에서 무슨 작업을 하고
있을 때 갑자기 나의 등뒤에 있는 낡은 문이 삐꺽거리며 열리는 소리가
나고 곧 이어 누군가가 나에게로 가까이 왔다고 하자. 이 경우 나는 그
삐꺽거리는 소리가 그 문의 특유한 소리며 다른 어느 경우에서도 그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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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를 들어 본적이 없다는 점, 그리고 내가 항상 보아 왔던 그 문이 거
기에 그대로 있지 않다고 한다면 방금 내가 들은 소리는 도대체 어떻게
생겼으며 내가 본 사람은 또 어떻게 나타나게 되었는지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점등을 생각해 보게 된다. 또 하나의 예로 내가 바다 건너 멀
리 떨어져 있는 곳에 있다고 하는 친구로부터 그가 직접 육필로 쓴 편지
를 받았다고 해 보자. 이 경우에도 그 동안의 나의 경험과 나의 기억에
의거하여 그 편지가 그로부터 출발하여 나에게까지 도착하는 동안에 거
쳤을 바다와 육지 등이 지속적으로 존재한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내가 방
금 편지 한 통을 받았다는 사실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기적과 같은 현
상이 되고 말 것이다.
이 두 예로 Hume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문이 거기에 존재하지 않는다
는 믿음과 문소리를 지각함은, 그리고 바다와 육지 등이 존재하지 않는다
는 믿음과 편지가 우송됨은 각각 서로 정합적이지 않다, 즉 상호 모순된
다는 점이다. 나아가 이러한 모순에 빠지지 않는 유일한 길은 문이 거기
에 내가 지각하지 않을 때라도 지속적으로 존재한다고 믿고 또 바다나 육
지 같은 것도 지속적으로 존재한다고 믿는 길뿐이라는 점이다. 물론 여기
에서 과거의 경험과 습관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한 믿음이 가능한
것은 바로 과거에 내가 그러한 유사한 경험을 수없이 반복하여 습관화되
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더 엄밀히 말하자면 여기서 정합적이다
적이지 않다 , 또는 모순적이다

정

모순적이지 않다 함은 과거의 경험과

재의 경험간에 적용되는 말이다. 그래서 과거의 경험과 현재의 경험이 서
로 모순되지 않게 정합적으로 연결되자면 대상들이 지속적으로 존재한다
고 믿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믿음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이 세계가 나의 지각에 나타나지 않을 때일지라도 나는 자연적
으로 세계가 실재적(r ea l )이고 지속적인 어떤 것, 그 존재를 계속 유지하
는 어떤 것이라고 간주하게 된다. (T 197 )

그러나 지각의 불변성과 정합성만으로는 왜 그러한 자연적인 믿음이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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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게 되었는지가 충분히 설명되지는 않는다. 습관이란 지각의 규칙적인
반복에 의하여 생기는 것이기에 습관이 아무리 쌓이더라도 지각의 반복
에서 보이는 규칙성의 정도를 넘지는 못할 것이고, 또 지각의 규칙성의
정도가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그것이 바로 대상들에 있다고 생각되는 그
보다는 훨씬 더 큰 정도의 규칙성을 추리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는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Cf . T 197) 다시 말하여 대상의 지속적 존재에 대한
믿음은 지각의 반복이나 습관에 의하여 얻어지는 정도의 정합성이나 규
칙성만에 의존하여 형성되는 것은 아니다. 여기에 다른 어떤 원리의 작
용이 또 추가되어야 그러한 믿음이 생긴다는 것이다. 이 원리가 Hume의
설명에 의하면 바로 상상력이다.
그렇다면 대상의 지속적 존재에 대한 믿음의 형성에 상상력이 어떻게
작용한단 말인가? 더 구체적으로 말하여 대상의 지속적 존재에 대한 믿음
이 가능하기 위해선 지각과 습관에 의하여 생기는 정합성이나 규칙성의
정도보다는 더 큰 정도의 규칙성이 확보되어야 할 터인데 이의 확보를 위
해서 상상력이 어떻게 작용한단 말인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Hume의
다음과 같은 주장에 나타나 있다. 상상력이란 일단 어떤 생각이라도 생
각의 흐름 속에 개입된다면 그 대상이 없어졌을 때에도 계속 작용하는 경
향이 있어서 마치 노를 한참 저은 후에도 계속 움직이는 갤리선(船) 같이
어떤 힘도 주어지지 않더라도 정해진 길을 계속 나아간다. (T 198
Hume이 보기에는 지각과 습관에 의하여 생기는 규칙성 보다 더 큰 정도
의 규칙성, 외적 대상이 지속적으로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 정도의 규칙
성이 확보되는 것은 바로 상상력의 이러한 특성 때문이다. 유사한 지각을
한 동안 반복한 후 이젠 더 이상 지각을 하지 않을 때에도 대상은 여전히
거기에 독립하여 존재한다고 생각하게 됨은 비유적으로 말하여 일단 발동
이 걸린 상상력이, 마치 갤리선이 노를 한 동안 저은 후에 더 이상 노를
젖지 않아도 계속 가듯이, 계속 작용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예컨대 태
이나 바다에 대하여 우리가 가지는 유사한 인상들은 Hume의 이론에 의
하면 (불완전한) 불변성과 (불완전한) 정합성을 띤다. 그러나 그 각각
인상들은 서로 단절되어 있다. 이때 계기(繼起)적으로 발생하는 인상들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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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이러한 단절을 무시하고 각각의 인상들을 단순히 서로 유사하다고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엄밀하게 동일하다고 여기는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상상력이다. 대상이 지속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그것이 자기 동일성을
유지한다는 뜻이다. 간단히 말하여 이 동일성이 바로 상상력에 의하여
확보된다는 것이다. 인상들 간에는 사실은 유사성밖에 있을 수 없는데
상상력이 이 유사성을 동일성으로 변환시킨다는 것이다. 더 정확히 말하
여 유사성과 동일성을 혼동한다는 것이다. Hume의 말을 따르자면,

유

사한 지각들의 관념을 따라 움직이는 상상력의 유연한 흐름은 우리로 하
여금 그 지각들에 동일성을 부여하게끔 한다. (T 205) 그래서 태양이나
바다에 관하여 실지로 우리에게 발생하는 것은 각기 단절된, 그러나 매
우 유사한 지각들의 다발뿐인데 마치 거기에 태양 ,

바다 등으로 불

리는 동일한 하나의 대상이 있는 듯이 믿게 되는 것은 우리 마음의 능력
중의 하나인 상상력의 작용 때문이다.

Ⅴ. 결 론
이상에서 우리는 Hume의 철학에서 상상력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특
히 외적 세계의 존재 문제에 중점을 두어 살펴보았다. 물론 그의 철학체
계에서 상상력이 하는 역할이 이 문제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Hume이
<인성론>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다룬 인과(causat i on )의 문제라든지 또
인격의 동일성(per sonal i dent i t y ) 문제에도 상상력이 깊이 관여하는
으로 되어 있다. 지각에 단순히 주어진 것들을 넘어 원인과 결과간에
연적 연관성 이 있다는 믿음, 구체적인 관념들을 넘어 그 관념들을 묶
준다고 생각되는 인격 이나 자아 라고 불리는 동일한 어떤 실체가 있다
믿음 등은 모두 부분적으로는 상상력의 작용으로 가능한 믿음들이다.
상상력의 역할은 Hume의 철학에서 의외로 지대하다.

의외 라는 말은

이 부분이 일반적으로 그렇듯이 Hume의 철학을 기본적으로는 기존의 철
학 이론들을 부인하고 회의시하는 부정의 철학 으로만 보려는 시각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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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로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는 뜻이다. 경험의 누적으로서의 습관과 상상
력이 없다면 Hume의 철학은 과연 남의 이론이나 세계관을 부인하고 부수
기만 하는 파괴자의 철학에 불과할 것이다. 그러한 철학에서는 도대체
어떠한 적극적인 이론도 가능하지 않을 것이고, 따라서 어떠한 인간관,
어떠한 세계관도 나올 수 없을 것이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믿고 있는 많
은 것들이 허구적인 것에 불과한 것이 되고 말 것이다. 이러한 원인이
주어진다면 반드시 저러한 결과가 올 것이라는 믿음, 어제의 나와 오늘
의 나가 동일하다는 믿음, 지금 내 앞에 보이는 이 나무, 이 집 등이
조금 전, 아니 지금까지 줄곧 보아 왔던 그 나무, 그 집과 동일하다는
믿음, 나아가 이 세계 전체가 내가 존재하기 훨씬 이전부터 있어 왔고
또 내가 없어지더라도 계속 존재할 것이라는 믿음 등, 내가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여러 믿음들이 모두 허구에 불과한 것이 되고 말
것이다.
Hume의 철학이 이러한 부정적인 요소를 강하게 내포하고 있음은 사실
이다. 그러나 그의 철학에 이 요소만 강조하고 마치 이 요소가 전부인 듯
이 생각한다면 Hume철학의 반쪽은 놓치는 셈이 된다. 단순히 놓치는 데
에 그치지 않고 그렇게 된다면, 즉 Hume철학의 부정적인 요소만 따른다
면 심각한 허무주의에 빠질 위험마저 따른다. 왜냐하면 대표적으로 허구
라고 낙인찍히는 믿음들이야말로 이 세계 속에서의 우리의 삶을 지탱해
주는 믿음들일 것인데 이 믿음들이 모두 근거도 없는, 날조된 것에 불과
하다면 우리는 이성적인 삶을 포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성적인 삶을 포기하더라도 살아갈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삶
은 자신이나 자신의 믿음 등에 대한 아무런 철학적 반성도 없는, 마치 동
물의 삶과 같은 삶이 될 것이다. 부정적인 측면에서만 본 Hume의 철학
은 그러므로 철학 함을 포기하라, 포기하고 비철학적인 삶을 살아라 는
선언과 같은 격이 될 것이다.
Hume의 철학에 이러한 반이성적 요소가 강하게 자리하고 있음은 사실
이나 그렇다고 해서 그의 철학을 이성을 버려라 라든지 철학을 하지 말
라 는 주장으로 이해한다면 큰 오해다. 그가 일상적인 믿음들이 이성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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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가 없다고 주장한 것은 사실이지만 근거가 없으니 버려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음이 분명하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들을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자연적으로 갖고 있다는 점과 살아가는 데에 있어 그러한 믿음
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그도 어느 누구못지 않게 강조하였다. 그
러한 믿음들의 자연성 (nat ur al ness )의 구조를 밝혀보자는 것이 그의
철학의 목표였다. 그래서 그의 관심은 그러한 믿음들이 아무런 논리적
이성적 근거도 없음을 밝히는 문제와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
게 불가피하게 주어진 그러한 믿음들이 어떻게 생기게 되었는지를 밝히
는 문제에 모아졌다. 이 점도 동시에 해명되어야 인간의 본성을 밝히고
인간 마음의 구조를 해부하여 인간과학 (sci ence of man )을 세우겠다
는 그의 적극적인 프로그램도 완성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그의 신념
이었다.
Hume의 철학에서 상상력이 중요성을 띠게 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맥
락에서이다. 상상력이란 Hume에 의하면 영구적이고 불가항력적이며 보
편적인 (T 225) 것으로서 인간의 자연적 본성에 속하는 것이다.

상상력

은 인간의 모든 사유와 행위의 기초이기 때문에 이것 없이는 인간의 본성
도 즉각 소멸되고 파괴되어 버릴 것이다. (T 225) 따라서 이것에 대한 적
절한 주목과 해명 없이는 인간의 마음이 어떻게 작용하고 여러 가지 중요
한 믿음들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도 밝혀질 수 없다. 그러한 믿음들이 정당
한가 아닌가의 문제 보다 그것들이 마음의 어떤 작용에 의하여 생기게 되
었는지의 문제가 Hume의 관심을 더 끌었던 문제였다. Hume에 의하면
우리가 그러한 믿음들을 가짐은 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리고 그러
한 믿음의 자연성은 그러한 믿음 형성의 자연성에서 나오고 이 믿음 형성
의 자연성은 바로 인간의 자연적 본성인 상상력에서 나온다. 인간의 상상
력의 작용은, 그리고 그 상상력에 바탕하여 생긴 믿음들의 소유는 마치
인간에게 병이 생기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인 것과 같이(Cf . T 226 ) 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Hume의 자연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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