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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이 글은 영국경험론에서의 관념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I 절에서 
는 ‘관념’이란 말에 얽힌 문제 지펑음 개괄한다 근대철학자들은 전통적으로 

철학의 중섬 문제인 지식의 문제를 관념의 문제로 받아들여서， 외부 대상에 

대한 지식음 가짐 즉 대상이 마음에 현전함음 그 대상음 표상해 주는 관념음 

가지는 것으로 본다 R절에서는 근대철학에서의 ‘관념’의 의미를 살펴본다 

17세기 철학;;z}들은 <관념>음 지각된 대상이나 지각하는 행위로 해석한다 전 

자의 해석음 대표하는 말브랑쉬는 관념음 우리의 지각에서 지각하는 작용과 

도 다르고 지각되는 외적 대상과도 다른， 제3의 실재하는 독립된 존재자로 간 

주한다 후자의 해석음 대표하는 아르노는 관념음 마음에 표상적으로 현전하 

는 현상으로서， 그것 자체가 독립된 존재를 가지고 있는 대상이 아니라고 본 

다 근대 철학에서의 이러한 ‘관념’이란 말의 애매성은 데까르뜨 철학에서 비 

롯되어 로크에게까지 계승된다 데까르뜨는 『성찰』에서 ‘관념’음 “질료적으로→ 

즉 지성의 작용으로”에서와 같이 섬적 행위로도 “표상적으로， 즉 지성의 작용 

에 의해 표상되는 어떤 것으로”에서와 같이 섬적 대상음 의미하는 것으로도 

사용하고 있다 로크는 『인간오성론』에서 ‘관념음 가짐’음 ‘개념음 가짐’과 ‘감 

각음 가짐’의 뜻으로 애매하게 사용하고 있으며， 또한 ‘관념’음 다양한 의미로 

사용하지만 특히 전문적인 용어로서의 ‘관념’은 단순히 마음에만 의존하는 것 

이 아니라 마음에 외적인 것， 즉 사묻과의 관계를 필수적으로 가지는 speC1es 

를 의미하는 것으로 주로 사용하고 있다 m절에서는 ‘관념’이란 말의 이러한 

애매성에서 비롯되는 문제들 중에 특히 지각과 표상과 관련된 문제를 간략히 

* 이 논문은 2000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 었음 
(KRF-2000-045-B24102) 

** 서울대 철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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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한다 표상론 또는 감각자료이론과 같은 현대 지각이론의 기본적인 묻음 

들이 영국의 고전경험론에서 이미 제기되고 이어져 온 것이라는 점과 표상의 

객관성과 관련된 문제를 짚어 본다 

I 문제의 지평 

영국의 경험론 철학에서 <관념>idea이란 도대체 무엇음 의미하는 

것이었던가? 근대의 자연과학이 새로운 시각， 새로운 방법으로 탐구 

하려한 것이 자연이었다면 그 자연음 바라다보고 탐구하는 주체인 

인간은 도대체 무엇인지， 인간의 정선은 무엇이고 정선의 작동은 어 

떻게 되며 행동은 또 어떻게 하며， 해야 되는지 등등의 문제는 철학 

의 주된 관섬사였다， 이와 같이 향내(向內)적이고 반성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은 철학의 고유한 탐구방식이긴 하지만 특히 근대철학에션 

이 점이 더욱 두드러졌다， 인식론이 근세철학의 중섬이 되었던 이유 

도 바로 이 점과 연관된다 그라고 관념이 근대철학의 중섬 주제가 

되었던 까닭도 여기에 있다 인식론의 중섬 문제는 않의 문제이고 근 

대철학자들에게 관념이란 바로 않음 가능케 하는 기본 소재였기 때 

문이다 따라서 모든 철학적 문제는 기본적으로는 지식의 문제였고 

모든 지식의 문제는 바로 관념의 문제였다 극단적으로 표현하여 근 

대철학은 데까르뜨의 관념에서 출발하여 헤캘의 관념에서 끝났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일반적으로 말하여 앓이란 않의 주체와 않의 대상의 관계에서 성 

립된다 않의 주체는 묻론 인간 또는 인간의 마음이고， 않의 대상은 

포괄적으로 ‘외부세계’ 도는 ‘외적 세계’the extemal world라고 표현되 

기도 한다， 않음 이 양자간의 관계에서 성립되는 것으로 보았음 때 

제기되는 절문은 <인간의 마음이 세계를 안다know， 인지한다-cogm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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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한디lmderstand‘ 또는 지각한디야rcelve 함은 무엇을 밀히 늠기?>， 

<이떤게 n1 음이 세계와 만나는가‘/>이다 이틀 17세기 용이무 뇨현한 

디면 〈세계기 n1 음에 이떻게 현잔present to the mind하七기”이디 

이 진문이 17세기에 와서 새핀 생긴 진문이 이넘은 물둔이디 회 

휩의 아마(보텔레(도 이러한 닫유을 듀었었고. 17세가 이전의 숭세 

천핵자듀도 이 분서H수 다 1ζ었나 《선ct 천핵에 의하면 마유이 세겨| 

듬 압게 되는 깃은 세계가 마유에보 만하자면 얻송의 여행을 하γ1 

때분이다 문론 이때 여행이란 어떠 딛→잠의 움식임을 깐하는 깃은 아 

니다 아며2‘보텔'ól] -̂ 헝이생학의 전통에 따라 {전←라 천핵자븐도 ]iL 

든 닫짖직 대싱븐은 헝싱fonn괴 잠도십.natter보 구성되어 있냐고 보았 

다 불리적 내상의 질료가 아니라 형상이 영흔에 늘어오논 현상이 바 

로 암이다 좀디 11.체적 6로 딴하지변 간각기관에 의하여 받아늘여진 

외적 인상6로부10] 상상역이 듭어 감각적 이미지가 산춘되 π7， 여기에 

다시 지생의 추상 등역이 작동하여 소위 <지적 종>ìnlcllìgiblc SpcιlCS 

이 형성된다 이 지적 종이라논 것이 바로 대상의 본질적 형상이다， 

어지서 주목힐 점은 지적 종이라는 것이 어띤 표상적인rcprcscn떠tívc 

존재물파는 디르디~는 전이디- 디시 밀히여 그것은 잃의 주체와 대상 

시이에 있는 이떤 중간자석 성걱을 기진 것이 아니디 그것은 세계 

속에 물진적으믿 존재하는 것애 디l 립히여 마음-속에 지헝적으믿

intentionally 존재히{」 이떤 것일 뿐이디 즉 인지적으무 언펴진 이떤 

것으믿서 마음속의 대상임 뿐이디 그에서 대상이 마음에 현진하게 

되;L; 것， 즉 언펴지는 것은 마음이 대상의 형상을 받이들여 비무 그 

대싱이 꾀시 때분이다‘ 

이외는 대소적으보 17세기 이론사븐븐 <마유이 대생 자치l담 만이 

듀인다>는 개념 대선에 <퓨싱직 지식>이라는 개념을 대치시켰다 이 

개념에 의하민 대싱이 합려지고 지각꾀는 것은 !깃이 마유에 퓨싱 

되시 때분이다 대싱 자λ11 가 액면 [대보 마유에 현전하는 깃이 아니 

라 마유이 대싱의 퓨-싱을 갓는다는 의미에시 현전한나 이 표싱이라 

논 섯의 성격이 어띤 것인지에 관해서는 이논마다 차이가 있지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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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걱이 무엇이든 그것을 비 무 ;판넘 ‘ 이c.l-_i!_ 부르는 데 대헤선 모두가 

일치하였디 그에서 데상이 <마음이l 현진한디〉 함은 그 데상을 Jl.상 

해주仁 <관닝을 기 침>having ideas파 감은 것으구 이헤되었디 

그마니 〈마음 이l 현잔함> 을 <관닝을 기 진>으무 해서한디iL 해 y_ 문 

세는 여 전히 난는다 <마유에 현전한>이 정와히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분명하지 않늦이 <관념을 샤친나>는 깃 역사 분명하지 않끼는 마친샤 

지이 시 때운이다 나시 만하여 <펜념을 샤직>도 <uH주에 현전한> 섯 

지않게 불분명하고 애매하시 때분이나 <뀌-념을 샤잠>에시 우마는 적 

어도 누 샤지 뜻을 읽어넨 수 있나 [ 하나는 어떠 개념‘ 어떠 언어직 

능팩을 가친나는 뜻이고‘ [ 눌은 어떤 김각을 한다， 즉 어떠 깃을 의 

사하논 상태에 었다는 봇이다 선지를 <성 향적>dìsposì Lìonal 의 미 라 힌 

다변 후지논 〈발생 적>occuπcnt 의 미 라 힐 수 있다， 

이러한 애매생은 ‘관념’이라논 딴 지-체가 애매하기 때문에 생긴 것 

임 것이다， 이 땀의 어원은 불논 희답청학의 ‘이다l 아’이다， 이 맏이 증 

세에 오변 라틴어 'forma’, 측 ·형상’이라논 맞로 번역된다， 그래서 스 

콜라 청 학에서 ‘관념’이라는 맏은 표본-cxcmplar 마는 웬형archcLypc유 

뜻하는 것으무 1δ용되었다 그것은 신석언 이성의 대상jE 되 iL 또 이 

성을 구성 -ò]-;_:- \l스。1 기 ';c -ò] 여서 스위 <영원한 진려〉己liL -ò]-;_: 부띤 

석인 분진이 하는 논리석 역한을 대행하는 것으믿 여 /ì셨디- 이마한 

의미에서 관닌은 비 무 <파학적， 받띤석 지삭>SClent1a의 대상이있디 

그이니 딩시 스콜마 칠학 밖에서L ‘관닝’이미는 말이 ;증 l더 세속석인 

의미 믿 사용되기';c -ò] 였디 이를테면 인긴이 무엇인기→를 제작히 iL 낀 

듀 때 ‘ f 의 머며 속에 마리 l려져 있는 섬직인 원복을 뜻하는 것으보 

사용되시도 하였다 J러빈시 플라논의 헝이생펙에 나타나 있던 ‘이데 

아.라는 만의 원래의 뜻은 접접 퇴색하고 ‘ f 대선에 인간의 마유에 으} 

뭇하는 섣마적인 어떠 것을 샤마키는 것으보 바뀌시 시석하였다. 이러 

한 세속직인 의미샤 1 ()세시듬 기쳐 l7세시에 이료면 더욱 샤속회되어 

떼까료뜨， 1ν상디(P‘ Gassendi, 1592-1()55) 능의 전핵 에도 반영꾀 11 시 

작하였? 영 파의 첼학‘ 특히 로느L의 철학에 오변 완전히 인간의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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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섬라작용과 관련된 것으로 탈바꿈하게 된다 

H ‘관념’의 의미 

1. 말브랑쉬와 아르노 

관념에 대한 17세기의 이해는 대체로 두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관념’이라는 말은 마음에 현전하는 비 묻라적 대상음 가라키는 것으 

로 해석되었다 이 해석에 의하면 마음의 외부에 있는 대상음 마음에 

표상한 것이 관념이다 표상적 관념은 어떤 종류의 섬적 행위이든(지 

각하고， 기억하고， 인지하는 등의) 섬적 행위에 의하여 파악되는 무엇 

이다， 따라서 마음과 관념의 관계는 일반적으로 ‘지각한다’， ‘본다’ 등 

의 지각적 용어로 기술된다 이러한 해석음 극단화시켜 관념음 독립 

된 존재자로까지 격상시컨 대표적 철학자가 바로 말브랑쉬이， 

Malebranche, 1638-1715) 이다， 말브랑쉬는 <관념이라는 말음 나는 마 

음이 어떤 것음 지각할 때 마음에 가장 가까이 있는 대상， 또는 마음 

의 직접적인 대상이 되는 것으로 이해한다>1)고 말한다 관념이 <마 

음의 직접적인 대상>이라고 할 때 그 대상이 감각적이라는 뜻은 아 

니다 말브랑쉬에 의하면 관념은 감각과 다르다 묻론 감각도 넓은 

의미의 관념에 속하지만 명석하고 판명한 표상적 내용만음 갖는다는 

좁은 의미의 관념과는 구별된다 감각이란 마음의 양태에 지나지 않 

는다 따라서 마음의 밖에 있는 어떠한 것도 표상하지 못한다 색깔 

이나 소리 같은 것에 대한 우리의 감각은 외적 세계에 있는 어떠한 

설재적인 것도 표상해 주지 않는다， 이에 반하여 관념은 마음밖에 있 

는 어떤 외재적인 대상음 표상해 준다， 따라서 관념은 감각과는 존재 

1) N. Malebranche, The Search after Truth, translated and ed. by T. M. 
Lennon 뻐d P. J Olscamp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1997), 
Book III, ii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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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석으무 디 른 이떤 것이디 밀_8 땅쉬애 의히변 관념은 시 iL히 七 행 

위와y_ 구별되iL 관닝이l 의히여 뇨상되는 대상파?E 구벌두1디→ 그랴iL 

그 구벌은 단순한 이성적 구별distinction of reason애 그치는 것이 아 

니마 실제석인 구별real distinction 0171 y_ 히디 

만브링쉬는 우마의 지각에시 :깐재묻적으보 지각하는 식용괴도 다 

료고 지각꾀는 외적 대성과도 나른 세3의 윤채자. 즉 관념이 왜 펀요 

한지에 대한 적어도 누개의 놈1건을 세시하고 있다 섯째 놈1건은 지각 

핀단의 오뉴가능싱에 근기한 놈1견이나 속 liL든 지각은 띤정한 대싱 

을 갓는데 깅우에 따라시는 [ 대싱이 외적세게에 판재하지 않을 수 

도 있나 가칫지각이나 직각‘ 확각 킴은 깅우외 킴이 지각3년 바에 싱 

응하논 외적대상이 없거나 있디라노 그 상응이 장못 설정될 수 있다 

띠라서 지각과 외부대상 간에는 어떤 굉연적인 연관생노 있유 수 없 

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에노 마음에 무잇인가가 현전힌다는 사실만큼 

은 부인힐 수 없다 어띤 경우라노 마음에 직집 나타나뉴 것이 있기| 

마떤이다‘ 만 11 랑쉬에 의하변 그것이 바로 관념이다 띠라서 지각이 

외부대상과논 굉연적 c 로 연관뇌어 있다? 힐 수 없지만 관념과는 

분진석으무- 관계를 갖七-디 iL 한 수 있디 

두 번째 논변은 16, 17세기 물리학의 한 논생서랴였던 -←위 <웬셔 

랴 작정->action at a distance파 관련뭔디 원서랴 작용이 불기능하디 

는 웬려를 지킥에 변형 적 용히여 말‘8 관쉬}」 ?랴의 마음-은 대상이 

마음이1<민접 ò] 게〉 현진하여 결합되지 않는디변 데상을 직접 시각한 

디iL 한 수 없디 iL 추장한디 밀히자면 웬서려 지각은 불기능히디 L 
것이다 J런데 문며직 대싱은 마유에 l김섭하게 엔전하여 마유에 견 

함띈 수 없을 깃임은 뷰론이나. 멍마 띨어쩌 있는 내양을 지각하는 

깅우듬 생각해 보민 이 접븐 분명해친냐. 내양을 지각한나 할 때 우 

마의 마유이 태양에 ~~4미적으보 가까이 빙직되어 있는 것븐 아니나 

따라시 대양은 7.]각의 식접적인 대싱이 뭔 수 없나 대선 대양을 지 

각할 때 마유에 즉각적으보 [미고 식접직으보 나타나는 것은 대양 

의 관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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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간략히 스개되 말tl 광쉬의 논변의 핵심은 y_디l 체 지킥이 가 

능해시과면 시각ò].~- 마음~파jE 그려iL 지킥되는 외부대상파y_ 존재 

문석으무 구분되는 관닌이 득립적인 시위를 기셔야 한디→七 것이디 

밀타항쉬의 칠학에서 관닌은 밀하사면 비무 지킥의 기능주건으무서 

집제는 아니지만 l 자재보 심재하는 복갑판 풋재닫인 샘이다 

누 1낀째 해석은 관념을 지각판 대싱으보 보지 않고 지각하는 행위 

외 김은 것으보 복다 따라시 이 해식에 의하면 괜념븐 얻송의 섬직 

행 위mental act보시 마유의 펀연직 속성 이 판냐 이 렇게 되 면 하나의 

대싱에 대한 펜념이란 지샤자외 외부 대성 사이에시 지zf하는 행위 

의 식섭직인 대싱이 되어줌으보써 외부 대싱을 대 1견애 수는 어떤 대 

2.1 인 같은 것이 아니라 바로 지각하? 표상하논 행위 지체가 펀다， 

아닫노(A. Arnaud‘ 1612-1(94)가 이러힌 해석의 대표지이다 아금노에 

의하변 외부시l계의 지각에 관린뇌는 것은 지각하는 선적 행위와 지 

각뇌논 외부 사뭉밴이다 지각하는 행위와 지각뇌는 내상 사이에 제 

3의 손새뭉 같은 것 은 없다 아듀노가 보기에논 맞 11 랑쉬의 관념 E 

스콜라 협학의 ‘지향적 종’이라는 개념에서 유래힌 것 ò 로 어린애늘 

이 기진 수 있는 괜견파 비슷한 띤견에서 니온 것이디 이르노의 분 

석에 의히면 이관애들의 눈에 1i]친 사물이 니중에 빈성석으무 디시 

떠옥과 서는 경 ?-기~ 있디 이 경우 이린애들은 지l생되 시물은 그럼이 

니 이미시 간이 시물 사체기 이니이 시물의 복시물과 간은 것으무 

생각하여 이 복사물y_ 사물 사체와는 디→;='- :f. 히니의 지각대상으믿

여기는 잘끗을 빙히게 되디 시각의 대상이 물리적으무 눈애인 니다 

나는 것이 아니라 정선적으도 영혼에도 나타난나는 생각 .1 리고 이 

생각이 더 받전하여 어띠한 외직 대성도 영혼에 뮤마직으노 나타남 

수 없으므보 외적 대싱든과 우마의 영혼을 매개시켜수는 어떠 퓨-싱 

직 ;한채자샤 있어야 한나 또는 있유에 늘힘없다는 생각도 /]복적으 

보는 ‘ {외 킴븐 어렌애듀의 직각괴 유사한 직각에시 비봇되었나는 

깃이다 한 마디보 1간브덩 쉬 지각이론의 산-섯은 1. 배후에 더 워천직 

。-로 우리가 지각하논 것이변 무잇이는 영흔에 나타나야 하? 영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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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 걸합되이야 한다七 잘뭇된 웬랴기 있었기 때문이마七 젓이 이르 

노의 진단이디 이르노는 연장되 것들을 지킥히기 위해선 영혼y_ 연 

장되 것임에 틀림없디 C ;기-생녀의 짤뭇두1 주장ç_ 갇은 웬려에서 니 

왔디iL 전디~ 

아료노의 비핀에 의하면 만브녕쉬의 직오는 무엇보다 시샤괴 펜련 

하여 소위 ‘마유의 눈.이라는 퓨-헌을 비유직으보 사용할 때샤 있는데 

이듀 비유적인 것으보 파익하지 않고 선 λ11직인 눈으노 보는 것과 김 

븐 시각적 행위가 집지보 얻어나는 것으보 파익하였나는 데에 있나 

!럼으보써 즉‘ 마유의 눈으보 복다고 할 수 있는 싱황이나 소낀괴 

심세의 눈으보 보나고 할 수 있는 싱황이나 소낀을 혼농합으보써 ‘나 

타남’ pr논 ‘현션휘’prCSCI1ιc의 두 가지 의미 ， 측 툴리적10ιal 떤선과 

표상적objcctivc 현션은 흔동하었다논 것이다‘ 아닫노가 보기에논 우 

2.1 의 w}읍에 표상적 c 로 현 선하지 않논 것은 어띤 것노 생각힐 수 

없논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 하여， 다시 땀하여 마음에 표상적 。

로 한선힌다? 하여 그것이 곧 마음에 뭉리적?로 한선휘은 의미힌 

다? 봄 핀요논 없다논 것이다， 그래서 대상이 마음c로부비 멸리 떤 

이셔 있는 경 ?-와 기끼이 있는 경우 사이에 란 치이기 있을 수 없디 

민랴 있듀 기끼이 있든 이떤 대상이 마음에 니너니펴면 뇨상석으믿 

니나난 수밖에 없놔 그 니다닌이 물려적인 현상이 아니i 뇨상석언 

현상언 한 치이는 없디 그에서 태양에 대한 지각의 예를 난서무 한 

밀닙-광쉬의 논변은 진히 신득력이 없디는 것이 이르노의 지석이디~ 

이상파 간은 밀닙-항쉬의 이문에 대한 이므노의 lil 판이 정딩한시 

아년지는 또 나른 놈의듀 펀요보 한나 누 이론 숭에 어느 깃이 더 

옳븐지듀 냉가하자는 것이 현재 이 금의 복표는 아니다‘ 나반 펜념의 

지위외 관련하여 ‘ f 것을 지각자외 대싱 사이에 있는 세3의 대싱으보 

여끼 만브링쉬의 이묻에 반대되는 이론. 속 관념이 마유에 행싱직으 

:',!_ 헨천하는 한에 있어시는 어떠 좋뉴의 대싱이라고 활 수 있지만 

l것 자λ11 샤 복갑판 판재÷÷ 까지고 있는 대싱븐 아니라는 이론도 있 

었다논 점에서 아급~노의 이논유 개략적 c로 소새하였유 밴이다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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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_ 이 개럭적인 스개의 간접석인 또 히니의 목 iLL 그 두 입장이 모 

두 관닝‘이 기진 애 υ11 성에서 기인허였디L 전을 드이내L 것이었디 

2. 데까르뜨 

관년에 대한 밀H 망쉬의 히1서파 이므노의 해서이 이상파 간이 서 

무 디븐 간 g 건게 되것은 주무 관념’이미 L 밀이 기진 。N성에서 

기인한 비기 크디jJ_ 한 수 있L데 그 애매성은 비무 두 해서의 웬진 

이며 한 수 있L 데끼므뜨의 칠학이1 이미 내재히1 있았던 것이디 데 

끼므뜨L r성친 Meditalions III，이1 서 관닝을 세 기시 증류무 구성히 

고 있나 <나에게 워래부터 수어져 있는>llmate 깃 <나 아년 나른 

곳에시 유>ad、 enUtIous 깃‘ 」피고 <나노부터 비옷핀>mventεd bv 111ε 

깃 능이 l것이나 이 숭에시 특히 누 빈째 송뉴의 뀌념괴 뀌력하여 

시 네까브뜨는 l 꺼념5 이 성만 마깥에 있는 사딛노부터 온 것인샤 

l 렇나면 l 펜념듀은 사문괴 유사한 깃인까 능의 몇 가지 운세점을 

세시한나 l 운세점듀의 논의괴성에시 나온 ‘꺼념’이라는 만의 의미 

에 관힌 다음과 같E 91납이 우선 주목된다 

관1남등이 민순히 사유의 양대 무 。1 겨시는 한 관념등 간에는 어띠힌 

차이도 밤선되지 않는다 「것듬은 모U 기 내 안에서 S연한 방식으보 

생 ::;1_ 것 간디 7미 q 과녀듬이 상이한 시올듬g It상히는 상1l118ge으 

우 。1 겨지는 한 핀님틀 간에는 분맹히 뉴 사이겸이 있나~) 

이 데딛이 듀히 ?랴의 관심을 」lL 이 8L ‘관닌’이미 L 밀이 석 

이π 시 8 의 양태와 시 8 의 대상이미~ 두 기시 서무 디븐 의미를 

기진디 L 전이 병시석으무 언급되jJ_ 있기 때문이디 ‘관념’이미 L 밀 

이 사 g 의 양태틀 기라키든 또L 시 8 의 대상을 기랴키든 중9 헤 멍 

이.:_:. rll 뜩은 데끼므뜨기 관닌을 ?랴 π1 음의 작 2-:4 연관시켜 산병 

21 TlU? Pldlosophicvl Writings of DιstαrtcS'. vo1 디 cd. by ]. Cottingham 
íC8 l11brid;i;e: C8 l11bridge Uniγ Press , 19잉)‘ ':!.7-':!.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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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1 히였디 L 전이디 이L 영국 경힘른애서 본각화￥1 ←위 관념의 

<심랴화>기 데끼므뜨에서부터 시작되았응을 뜻한디 디 g 파 간은 대 

딛 ç. 이틀 뒷받친히1 준디 

사유 중이] 이떤 섯듬은 말하자넌 사뜬문닐애 관한 상 같은 섯듬이다 

관넘‘아니)늑 g 이가 엄밀하게 뇨이맞는 갱?는 그러한 경?뇨뿐이다 

내가 사라， 괴물 하능， 천사， 신등응 생각힐 경우듬이 」라힌 경우 
닐이다 31 

l 러나 운세는 l 렇게 간단한 것 김지는 않나 뀌념에 관한 이싱의 

~1닙파 서로 상치뇌어 보이는 "접늘노 얼마는지 잣아본 수 있기 때 

문이다 <내가 무잇언가를 받로 표현힐 때마다‘ 그래서 내가 맏하는 

것은 이해힐 때마다 바로 그렇다는 사실이 문제의 그 딸로 표현뇌는 

것에 관힌 관념은 내가 가지구 있음유 획인시카준다>는 (접1로 보아 

서는 관념’이라는 맏이 앞에서 맏힌 바와는 다E 시1 \，1 어를 올바금111 

사용힐 수 있는 능벽 같E 것유 뜻힌다고 보여신다 뚜 그의 이논에 

대한 반대의견에 대한 두 번째 대담에서 데끼므뜨L~ 시 Rthought와 

시 8 의 형상으무서의 관닌을 구성히면서 관닝에 대한 디 g 파 간은 

정의틀 내랴jJ_ 있디 

판념 나는 이 말음 이띤 7이신 생기의 형상음 의미 s)'뉴 섯。로 

이해한다 그 형상음 꺼접 지기함。로써 나는 그 생각용 인지한다 따 

디l서 내가 이띤 섯음 말로 표헌한 때마다， 그ι] 이 그냉게 말&뚜 섯음 

이해힐 때마q 마무 」 λ}설무 인하이 내 얀에 문게의 」 밤무 3土헨 

띤 깃에 대한 관념이 있나는 점이 확살해진나 」래시 내까 ‘관님 '01라 

?르는 깃F 싱싱 속에시 」려진 싱반응 뜻하는 깃이 아니나 」 싱。1 
11 뇌의 어띤 부분에서 7려지는 품진적인 것인 한 니는 7것 g 과 

념 이라 부르지 않는디 7것이 이응 지체에 형상g 주는 한 ‘관념 이 

라 ?듀나，1) 

:,) 샅은 채， \'01. 11. :2;)γ 

~1 ) 간은 젝， vol. II ‘ 1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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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끼므뜨기 여기에서 <관닝>을 생각의 형상form파 동일시했디~ 

전이 일만 주딛하낀히디 그것이 주목되 L 이 8L 이 구절애서 밀해 

서L ←위 <형상>으무서의 관닝이란 옆에서 밀한 심석 행위니 심적 

대상으무서의 관닌파L 서라기 있이 냉이기 때문이디 데끼므뜨기 관 

념을 섣멍하띤시 굳이 ‘행싱’이란 용어~ 사용하였나는 사심은 뀌념 

에 꺼한 l의 생샤괴 입싱이 일반직으노 생샤하늦이 _ r 렇게 혁선적 

이기나 새노운 것만븐 아니라는 점‘ 따라시 꺼념에 꺼한 숭세직 전통 

이론에시 외전 벗어난 것븐 아니라는 점을 만해운나 이 점은 나유괴 

김은 구션을 보띤 더욱 분명해진나 <내까 뀌념’이라는 만을 사용한 

이유는 l 만이 선직인 마유에 속해 있는 지샤의 헝싱을 까피키는 

데 사용뇌는 표준적 철학 용어이기 때문이다 >5) 특히 이 마지막 인 

용 "접은 염두에 눈다변 데까E뜨가 사용힌 ‘관념’은 이증의 애매성 

은 가신 것이라 보여지기노 힌다 측 인간 마읍 내부에서 임어나는 

선적 행위와 선적 내상간의 애매성 그리민 선적 행위이는 심적 내상 

이는 인간의 마읍에 있는 관념파 인간의 마읍은 떠나 신적인 마읍에 

있는 관념간의 애매성이 그것이다“ 

여히튼 데끼므뜨기 ‘관닌’이미~ 밀을 여 êl 기시 맥락에서 여이 기 

시 디븐 의미무 시 @81 였디L 시싱만류은 부인하 수 없이 댐인디 그 

기 인간은 모두 신의 관념을 갖jI_ 있디jI_ 밀했을 때의 ‘관닌’은 선을 

얀게 되 L 능력을 뜻히jI_ 인간이 모두 진랴의 관닌을 기진디jI_ 했을 

'j) 샅은 채， \'01. 11. 1 :27γ 

GI 케니의 해석에 의히띤 네까르표는 의식적으보 ‘과념 이라는 용어든 시적 ~l 

지성에 있는 어띤 윈형 g 기랴킨다는 -~~-통적인 의미에서 빗어니 인끼의 "1 
S 의 cll용 g 기랴키는 뜻으보 시용히였디 꺼:ε A. Kenny, Descartes: A 
Slud\-' (끼 his Philosoph)/ C\eι Y01-k' ],I(iKI , 써γ 그러나 뚜 다근 최듀의 

해석애 의하1;:[ 데끼己뜨가 판넙의 해석A 판련하여 스즐디l 칩학에서 왼선히 

떠난 섯이 아니디l 오히며 그 요소를 견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연간 마음의 
내용과 신직연 시싱간에 어떤 콩동점이 있음응 깅주하/1 위해시 j관님’이라 

는 용어를 사용하였나는 깃이나 참주 N. Jollcy. TlU? Light of the Sαd 
Thιories of Ideαrs În Leibni z, ~\1 a!ebranche ω띠 Dcsmrtes (OxIord: 

Clarendon Pres s‘ 1990) , 12- .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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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의 관닝‘은 진랴기 무엇인서 이히1함을 뜻한디 또 9 정의 관닝 을 

기진디jJ_ 했을 때의 관닝‘은 상상에 의히여 그과진 이떤 상을 뜻한 

디 그런기 히면 뜨서유의 관닝 을 기진디jJ_ 했을 때의 관념‘은 누군 

기기 싣시무 뜨거유의 ? 낌을 기진을 뜻히기 ç. 한디 한 미니무 데끼 

브뜨 천혁에시의 ‘꺼념’의 의미는 선직 마유에 있는 헝싱이라는 의미 

늑 논외노 하고 인간의 마음에만 국한해시 본나 하더라도 넓븐 의미 

의 섞직 능팍에시부터 구세직인 개변 경험에 이브시까지 매우 나양 

하나 l 나양한 의미 5 숭에시 특히 우리의 수복을 17는 부 분은 마 

음의 식용 또는 행위도시의 뀌념괴 l러한 섞직 행위의 대싱 또는 

내용으노사의 관념간의 애매 생이나 

관념’이라는 맏이 이라힌 애매성은 가신다는 사실유 대까E뜨 스 

스로노 지인힌 바 있다 [성찰』의 「독지에시1 보내는 서문」에서 성찰 

에 나오는 신 손새 승1덩의 힌 반논。로 <내가 내 언에 나보다 디 완 

석한 것에 내힌 관념유 가지고 었다는 사실로부비 관념 그 지체가 

나보다 디 완선하다는 사실요 노흔뇌지 않는다 그리딘 그 관념에 의 

하여 표상뇌는 것이 손새힌다는 사실은 디 디옥 노흔뇌지 않는다>논 

논변을 -:-.개 81 면서 데끼므뜨L 디 g 파 간은 대답을 8] . .i1_ 있디 

과념 이라는 말에는 애미]성이 있디 .~}꺼‘이라는 믿은 진요적으보 

maLer기 ally 속 지성의 작§ 。로 이해될 f 있다 이 경 ? 분톤 그섯이 
나보다 더 왼선하다， 1. 학 f는 없다 반l~ ， 그섯은 민한 표상겨。로 

()hjecLively , 속 지성의 작 g 애 의하여 표상노1는 이띤 것。로 이해될 

수P 있나 」리고 」 어떤 깃F 지싱의 llf깎여] 쥬재"ð~ 깃으우 간주 

될 수는 없응시라투 」리]투 」 본질싱 1-1 딩 q 더 와진하나고 힐 수 

있나 71 

이 내납。로 미루어 보아선 데까E뜨가 U생찰 m.1에서 신의 손새 

증멍을 시 T:;""-..δL 때 시 g 한‘관닌’은시성의 작 g 이 이니마 3l상석인 

내 g 을 기친 것으무서의 관닌? 즉 시성의 작 g 애 의히여 3l상되~. 1데 

71 간은 젝， vol. II. 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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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무서의 관념을 기라칸디 그L 관닝의 3l상석 내 gg ‘Jl_상석 심 

재성‘objective realiη 이미jI_ 불렀디 ll) ‘요상석 싣재성‘이미 L- -2 이무 

데끼므뜨기 밀히jI_사 81'-: 비 ~~ ，이떤 관념이 F마 L 성진을 기진 대 

상 x틀 Jl_상한디__j_I_ δL 때 그 F마 L 성진이 대상이 이니마 ?랴의 마 

음에， 즉 우마의 꺼념에도 있을 것인 마‘ J 있는 빙식이 퓨싱직이라 

는 깃이나 예킨대 에펠탑에 대한 관념을 내가 까지고 있을 l내 에펠 

탑이 심세노 까지고 있는 싱집‘ 이~테면 뇨나라는 싱죄도 나의 관 

념에 F러냥 것이나 l렇나면 에헬탑이 까진 ‘뇨나라고 불리는 싱집 

괴 에펠탑에 대한 관념이 까진 ‘뇨나’라고 불미는 싱죄간에는 어딘가 

단라도 나른 점이 있을 것인즉‘ J 나른 점을 샤자까 준재하는 냉식 

쥬 전지에서와는 다금새 후지에서는 그 성질이 표상적。로 손새힌다 

는 데서 찾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라나 문제는 「생찰 m，의 논의에 나오는 ‘관념’이 임관뇌시1 이러 

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느냐이다 문제는 대까금뜨 스스로노 그라힌 

임관성은 지커지 않은 것 같다는 데 있다 그는 신이 손새휘은 증1덩 

하기 위해서 누 11 에시1나 신의 관념이 본유적P로111naLc 주어지 었다 

L 전을 진지1 무 삼았디 이때 본 8 적으무 주이셔 있디L 신의 관념을 

Jl_상적으무 이해한디면 많은 이과유이 따븐디 니__j_I_난 때부터 신의 

관닝이 히니의 3l상된 대상으무 π1 음속에 있디L 주장은 정딩화되기 

힘들 것이기 때문이디 그에서 흡스기 신의 신성한 이름애 데 g--ó-]--;__:

관닝이니 이미시틀 ?라기 기시jI_ 있디L 것이 정밀인기마뇌 물았을 

때 데끼므뜨의 대답은 관닌이 이떤 전에서L 그럼이니 이미시 간디 

고 할 수 있을지라도 관념이 성만보 이미지인 깃은 아니라는 깃이었 

나 9) _ l 의 만에 따브띤 ‘관념’이라는 만은 단순히 <지싱에 의하여 즉 

8) ‘objective 라는 알 g ‘n:상적이라고먼역하였는이] 네까르표 ?억희에서 「 말 

이 뜻히는 바는 펴니]적인 의미 1 :f 우리 lll--~의 바깐에 ，，:럽해 있는 어띤 것 

에 적용되는 의미약는 다브디 네까브뚜기 「 믿고土 니타니1고지 하는 바기 

represenLa Ll ve 이뉴 말이 가신 낫파 더 유사하기애 객판겨’이니1는 말보다는 

표상겨 아니)는 말이 더 껴합하다 -l/_ 하겠다 

g) 쥐j 간은 젝 vol. II , 1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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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적으무 시각되 L 것>lU) 을 기라킬 따름이디 디시 밀히여 신의 관 

닝이 본 8 석이미 δL 때 본 8 석‘이미~ 밀을 재대무 이히1 허시 뭇했기 

때문에” 즉 관닌을 히니의 존재물무 이해했기 때문애 그ê1한 물g 이 

재기되디 L 것이디 이떤 관닌이 ‘본 8 석’이미 함은 그 관닌이 히니의 

대싱적인 즌재도시 워래부터 마음에 수어져있나는 뜻이 아니라 l 

관념을 지샤하고 이해하고 압 수 있는 능믹이 수어져 있나는 뜻으보 

이해해야 한나는 깃이 네까브뜨의 대입이었나 이때 ‘뀌념을 지샤안 

이란 꺼념이 먼저 대싱으노 수어져 있고 자후에 _ r 것을 지샤한나는 

뜻이 아니라 뀌념괴 지샤함이 분마되지 않븐 채노 농시에 밤생안을 

뜻한나 즉 지샤한，，}'함븐 마도 ‘관념을 지샤안’ 또는 ‘꺼념을 가심괴 

마잔가지이다 관념’은 이렇시1 해석힘 은 바로 대까E뜨 철학의 증실 

한 신봉지로 지처하였닌 아E노의 해석이기노 하다 그라나 아금노의 

이러한 해석이 용은 것인지는 낀 다는 문제이다 위에 소개된 (접에 

서노 L 라나 었다시피 데까E뜨 지신노 아E노가 해석한 것과는 다 

는 붓。로 사용힌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힌 마디로 ‘관념’이라 

는 닫은 대까E뜨의 첨학 내에서 어떻새 임관뇌시1 읽어앨 수 있는가 

허 L 묘지11:_: (이직 ç. 히니의 숙재무 넘이 있디jJ_ 히겠디 

3. 로크 

로츠L 첨학에서의 증산 새념인 관념노 기본적。로는 데까E뜨의 관 

념이논파 같은 선상에 있는 것。로 이해될 수 있다 관념’이라는 맏 

의 무크식 시 g 범은 비무 데끼므뜨무부더 니온 것이디 따마서 데끼 

므뜨 칠학에서 딛 수 있았던 ‘관닌’의 애 υ11 성이 무크의 칠학애서t 

그대무 니니난디 무크L ‘관닌을 기진디‘L 요현을 즐서 시 g81 였~ 

데 이 밀"T:;""-.. 난데 인식문에서 시각함“생각함’ 둥의 밀들파 함깨 데 

Jl_적으무 애매한 밀무 섬류되 L 것들 중의 히니이디 ‘관닌을 기진디’ 

~ 밀은 ?선 일증의 <성헝>disposition 을 의미 81'-.: 것으무서 이떤 인 

101 간은 젝， vol. II. lë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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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적 능려을 기랴키기 ç. 한디 무크.l......- I 인간 9 성둔4애서 <시란들은 

그들의 미음에 61 양\vhitene요 딱딱함 딛큼함 생각함” 운동? 인간 코 

끼랴” 군대 술 취함 등파 간은 관닝들을 기시jJ_ 있디>l l"l..i!.. 밀한 비 

있디 이 밀무 미루이 멍면 ‘관닌을 기진디’ L 것은 ‘ 711닝 concept 을 기 

친나는 것괴 김은 뜻을 까친나고 할 수 있겠나 l러나 나른 한편으 

노 J는 뀌념을 맹시직으도 김샤이나 지샤괴 김븐 깃으도 만하고 있 

나 12.1 이 만에 의하띤 뀌념을 까진나는 깃은 ‘김샤을 가친나 have a 

sεnsaüon는 만괴 김은 뜻이 핀나 따라시 이 경우의 뀌념을 까심 은 

<밤생직>occurrεnt 의미F 까진나고 할 수 있나 개념을 가친나는 깃 

은 언어 직 능믹을 /감1나는 깃을 뜻하는 네 반하여 김 샤을 까진나는 

것은 닌순히 의사이 어민 상태에 있읍은 가리주l 밴이다 

로j의 인사논에 나타나 있는 ‘관념’이라는 딸의 이러한 애매성이 

해로운 애매생은 아니라는 주장노 었다 로j가 ‘관념’이라는 받의 사 

용은 F 논하였다는 비판요 ‘새념은 가신다’는 것유 오직 언어행위 
spccch acl같은 데서만 인간의 언어작 능력이 행사될 수 었다는 떤내 

인어철학적 관점에서만 이해하려하기 때문에 생긴다는 것이다 측 로 

크기 밀히 L ‘개닌을 기진’은 현대 칠학사들이 이헤히jJ_ 있L 그것파 

L 디븐 것으무서 시각파 문라되이 있L 것이 이니며 L 것이디 디시 

밀히여 무크의 인식문에서 이떤 것에 관한 개닌을 기진파 그것에 관 

한 감각을 기진 사이에 L 인식주관의 의식의 관전에서 멍면 크게 디 

븐 전이 없디 L 것이디 그이니 무크의 관닝이둔에 대한 이 êl한 해서 

은 무크기 관닝을 모두 이미시? 즉 심상으무 냉았디L 전을 진제히jJ_ 

있는네 노극가 괴연 l 렇게 전세하였는지는 또 나른 논란기마이나 

t인간오싱론J 1 권 시누에시 노극는 우선 관념 이라는 만이 자수 사 

용되는 네 대한 녹자E의 양해~ 구하띤시 _ r 만을 <γ 엇이E 우미까 

11 1 J Loc ke, An Es.s이 concerning Hwnan [In r1erstanr1ing, edited by r 
H. :\iddiμ11 ， (Oxford: Oxford LJniv. Press, 197;)) , Book II , ch. i, 1 이하 
Es‘m로 약칭 

121 쥐.:Z.. EssαyB떼‘ II , ch 때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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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한 때 생각의 대상이 되 L 것을 기장 잘 대변해 주~-> 것이미-"

η정히였디 이이서 그L 그 밀에 대해 디음파 간은 선멍을 허-"- 있디 

(관넘아니)는 말은) ? ι] 가 생기한 때 ?엇이; 그 생기의 대상이 
되는 섯음 가장 장 대맨해 「뉴 말이〕로， 냐는 그 말음 phan녀、m 

noLlO11. 야JeClε ‘ 미뉴 그 이띤 것이: 그섯음 생기한 때 마읍이 작웅 

히는 것 gg 의미히는 것으보 시용하였디 131 

phantasm’ ‘notIon- , 'SpeClεs‘ 능븐 꼬누 노극 이전에 사용되어 왔딘 

만E 이나 ‘phantasll1’은 전거~의 긍어l 나폰 용어노시 이 만노 도규 I} 

의미하는 바는 아무런 외적인 원인노 없이 마음속에 생겨난 신상({;、 

í*)은 받하며“lloLlO11’요 17세기 아리스토텔레스 첨학유 추종하는 사 

땀늘에 의하여 사용된 맏로서 현새 우리가 개념’이라는 넘로 이해하 

끼 있는 붓에 가깝다 그리:17_ 'SpCC lC S’라는 것 E 좀 복잡하다 스콜라 

철학에서 주로 사용뇌었닌 용어로서 간각적인 S야CICS노 었구 앞에서 

인납했다시피 ’지적이라 받헐 수 있는 SpCCICS노 었다 로j가 맏힌 

‘speCIeS’ L 시석인 증류의 것이 이니마 감각석인 증류의 것” 즉 외적 

대상이니 성전이 미응에 니니넘을 뜻한디 단순 감각관념 simple idea 

of sensation이 그 대표석인 예에 속한디 예컨대 내기 사과를 시각한 

때 생기 L ‘빨강’이미 불리L 단순관닝은 speCles애 속히-"- 시파괴 

불랴 L 복압관닝은 not1On애 속한디 그런기 히면 일단 시각히였던 

그 시파틀 머랴 속애 디시 기억헤낼 때마든시 이니면 이직 한번1 

지샤한 직이 없는 괴싱한 농꾼을 머리 속에 싱싱해 볼 때 생시는 뀌 

념은 이lJntaSll1에 속한나고 할 수 있나 운세는 ‘not1on’이라는 깃이 

현대직 의미의 개념괴 김은 깃인가 하는 점이나 

여하튼 노극의 전혁에시도 ‘관념‘이라는 만이 나양한 의미듀 까지 

고 있음에는 늘팀이 없나 14) 숭에시도 샤싱 자수 사용되고 뀌념의 

1:1) Essa}'. Book 1, ch. i, K 
14) 현대철학자 아스는응P 무크의 ‘관님 '01 지극히 q양힌 맹시으우 λ}용되고 있 

s g 지적한 바 있디 「는 보킥으1 지서에서 i까꺼‘이 기친 최소한 다 S 의 1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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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사 비슷한 역하을 81'-: 것은 역시 speCleS 무서의 관닌이미L 주 

장이 있디 무크 학사 얀렉산너(p. Alexander):": 무크기 「인간 9 성른」 

에서 ‘idea‘미 L 밀을 항상 이탤려체무 Jl_기히여 시 @61 였디 L 시싣에 

주딛히면서 이L 무크기 사선이 시 2--6l-~ ‘idea‘L 진문석인 g 이무서 

일싱적인 의미의 ‘idea 외 구변핀나는 점을 부샤시키려했시 때운이라 

고 보였나 _ r 미고 _!I~ L 러내고 성어하였던 전운직인 의미란 나~ 

아니라 마노 희힘어 idεa’의 라틴어 민역인 speClεs’라는 만에 난겨져 

있나고 보였나 1 5"1 

도극~ 위시한 영국 깅헌론에시 사용되던 ‘꺼념’이라는 만을 이러 

한 어원학직인 맥릭에시 희힘， 도마시대도까지 기;러 올라까는 역사 

적 의미의 겸정체로 보는 대에는 지나꺼 변노 없신 않。나 적어노 

SpCCICS로 이해뇌는 관념이런 그라현 역사적 맥팍과 선혀 무관힌 것 

E 아니라는 점은 지적하딘지 힌 것이라 생각된다 로느L는 당시의 지 

노적인 과학지 강의 한 사담이었닌 보임의 영향아래 사불이 가신 여 

러 성질늘이 마읍에 선달뇌는 과정은 입지-corpusclc늘의 운동P로 설 

녕하려" 하였다 받하지연 그러한 뭉질적 입지늘의 운동의 겸파가 

speCles무서의 관념이미 L 것이디 물른 딩시 ‘관닌’이미 ~ 밀이 현대 

적인 의미의 개닝을 뜻 61:": 경 ?r; 있었디」LL 히시민 무크L 그 밀 

을 speCleS 의 의미무 너 많이 시 g 한 듯 허디 speCles무서의 관넘은 

phantasm이니 notlOn파 간이 단순히 π1;; 애만 의존81--~ 것이 이니마 

미 g 에 외적인 것” 즉 시물파의 관계를 필수석으무 기진디 

무크의 관닝을 speCleS, 즉 감각 석 이미 시무서만 이해해야 81--~기 이 

니면 지직인 요소까지 커l→안핀 어떤 깃으도 보아야 하는까 하는 운세 

지 나듀 의미를 읽어낼 수 있나고 하였나 lì 긴각시각( SC11SC-IX'lι~qJtion) 또는 

감각인상(sense-lmpreSSlα11. 21 선체적 감각lboc1ilv sen외nα" 고통이내 낀 

지l'.l}， 간은 것 1 . .3 I 섞적 이미지 f 섞상(mental image) , -\) 사고와 111 년 

(thoughts ar띠 concepts) 꺼소 D 퍼mstr이19， Berkeley's Philoso{Jl1Ìml 
l• n “"ngs , London: lVfacmilla l1, ]~)(-기òl. K꺼 

151 한'i'c. P 상lcxandcr‘ Ideas. Qωfities. and C,orpusc!cs: Lo(*e and ßuy!e 
011 the ExternnJ ]V，α Id ICambliclge: Cambliclge Univ. Press. 19851. 9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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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아직도 로크 철학의 해석상의 한 논쟁점이 되어 있다 16) 그 논쟁이 

어떻게 전개되든 여기서 중요한 점은 데까르뜨 철학에서부터 시작된 

‘관념’이라는 용어와 관련된 애매성이 로크의 철학에서도 그대로 이어 

지고 있다는 점이다 로크의 인식론에서도 ‘관념’이라는 말이 ‘지각’이 

라는 말과 동일한 것으로 자주 사용되는데 이러한 용법의 ‘관념’은 마 

음의 양태를 뜻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가 하면 그가 지식음 관념들간 

의 관계에 대한 지각으로 균정했음 때의 ‘관념’은 마음의 양태라고 보 

기는 힘들고 마음의 지향적 대상으로 보는 것이 더 합당하다， 

‘관념’이라는 말의 이러한 애매성 때문에 생갈 수 있는 문제는 적지 

않다， 그 중에서도 마음의 대상으로서의 관념이란 도대체 무엇음 말 

하는지는 특히 중요한 문제로서 데까르뜨도 이 문제로 많은 고민음 

한 듯 하고， 그 이후의 대부분의 근대 철학자들도 이 문제의 해결음 

위해 상당한 지적 노력음 아끼지 않았다 로크를 위시한 경험론도 예 

외는 아니다 앞에서 마음의 대상으로서의 관념음 <지향적>intentional 

대상이라고 하였는데 여기에는 당장 <지향적 대상>이란 어떤 성격의 

대상음 말하는지， 설지real 대상과는 어떻게 다른지 하는 의문이 뒤따 

른다 지각 또는 관념에서 표상이 특히 중요시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 

다 그래서 근대철학에서 <표상>이란 무엇음 말하는 것이고 그것에 

어떤 문제점이 따르는지 잠시 삼펴보기로 하자， 

III. 지각과 표상 

1. 표상론과 감각자료이론 

위에서 논한 바와 같이 ‘관념’이라는 말의 의미가 다양함에도 불구 

16) 전자의 입장음 대변하는 학자로 에이어스， 후자의 입장음 대변하는 학자로는 
용턴올 들 수 있다. 참조. M. Ayers, Locke (London: Routleclge, 1991) , 
vol. 1,]. W. Yolton, Perceptual Acquaintance: From Descartes to 
Reid (Oxford: Oxford Univ. Press,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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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_i_!_ 그것이 무엇을 의미히든 관닌이 인시석으무 이떤 중 9 한 역 B~ 응 

한디 L 데 대해서L 이둔의 여시기 없었던 것 간디 듀히 관찬사 또 

L 시각 사와 외부대상을 인시적으무 υ11개시켜준디L 의미에서 일증의 

중간사 역 δLg glL 것이 비무 관념일 것이미L 생각이 대개의 난대 

전희자E을 강하게 지배하였던 것 김나 만하자띤 뀌념은 인간이 세 

겨I C: 지샤하고 파익하시 위한 필수 도구 김은 깃으도 여겨졌나 

어떤 것이 지샤띤나함븐 시본적으노 l깃이 우리의 마→÷에 현전한 

나 또는 나타난나안을 뜻한나고 보있을 때 대민에 생시는 의문 숭의 

하나는 마음에 나타난나는 l 것이 괴연 7 엇이냐는 점이나 이 문유 

에 대한 당시의 한 지배적인 대입븐 외부 세게~ 지샤하는 깅우 마 

읍 앞에 실지로 나타나는 것이 뭉리적인 어띤 것임 수는 없고 묻리 

적인 것은 내신해 주는 어띤 인지적 것임 수밖에 없유 것이라는 생 

각에서 찬아졌다 그 인지적인 무엿이 바로 관념이요 표상이었다 

18세기 초 힌 약 1성의 시지는 관념은 <마읍속에서의 어띤 것에 내 

한 표상>rcprcscntation of somcthing in thc mindol 라민 #정하였다끼 

힌다 1 1'1 그리끼 이것이 그 시지만의 독특힌 까정이라고 하기보다는 

딩시 대부분의 학사들이 기셨던 공싱 석인 생각이었던 것 간디 듀81 

무크L 이 η정을 누구냉디 잘 따랐던 것 간디 관닝 또L 뇨상이 미 

g 의 양대인시? 이니면 미음파L 구별되 L 득립석인 이떤 것인시 그 

랴jJ_ 외적인 Jl_상파 내적인 Jl_상” 감각3l상파 상상3l상 둥은 이떻게 

구별되~시” 내석인 3l상ç. 뇨상이미면 무엇에 대한 3l상인시 등파 

간은 세부석인 문재에 관해서 L 서무 디븐 의견들을 기셨시만 관닝 

이 마→÷속의 퓨싱이라는 일반적 규성에 대해시는 깅헌론자 모누까 

동의하였나 

도극가 꺼념을 심지노 마유속의 싱1l11agε괴 김은 것으도 보였나는 

전기(典據)는 여러 곳에시 밤견핀나 사심직rεal 꺼념괴 환싱직 

fantastical or chimεrical 관념간의 자이점을 논하는 자마에시 _ r 는 꼬 

든 단순꺼념튼이 사심직(사닫의 심재싱에 부함)이지만 _ r 깃튼이 〕lL누 

17) J. Yolton , PercerJtrJal AC(juaintance, 5/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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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 61 ;_: 것의 상이니 요상>the images or representations of v녀lat 

does exist인 것은 이니마-_iI_ 히였디 1 t:) 또 적압한adequate 관닌파 부 

적압한 관닝의 치이전” 그리-"- 싣체관념이 왜 후사애 속61 ;_:시틀 선 

멍 8]--;__:- 사라애서~- <마음속의 그럼>， <미음 속의 3l상>이미 L g 이틀 

사용하였나 19) _ r 피고 싱죄qualiη 이나 심세외 김은 외직 대싱괴 관련 

해시 뿐만 아니라 내직 대싱괴 꺼런하여시도 ‘퓨싱’이라는 용어~ 자 

수 사용하였나 예킨대 인격의 농얻싱을 논하는 자리에시 괴기의 행 

위듀 나의 행위노 의식안은 괴기 행위에 대한 ‘현재직 퓨싱’a pr，εsεnt 

rεpresεntation of a past action이라고 시술하였으며2C ' l 꿈속에시의 퓨 

싱이라든지 괴기의 사낀이나 느꺾에 대한 시익괴 퓨싱에 뀌해시도 

인납하구 었다 2 1"1 그가 관념의 특수 기능은 설 '3하기 위하여 거울이 

나 그런의 미유를 지주 사용하였다는 짐노 이를 뒷받침해준다 

지각이논의 역사에서 소위 <표상적 지각이논>Rcprcscntativc ThCOT) 

or Pcrccption이라는 입장요 임종의 간접적 실새논IndircCl Rcalism이라 

구 힐 수 있는 바， 간접적 실새논의 기본 주장은 우리는 우리의 내부 

에 있는 내적， 미 묻리적 내상은 직접적。로 인지힘P로씨 묻리적 내 

상을 간접석으무 시각히게 되디 L 것이디 이때 물리석 대상을 간접석 

으무 시각히게 해준디 L 중긴사무서의 내석인 이떤 것이 -"-진 경힘문 

에선 비무 관념이 되-"- 현대 경힘른애선 <감각사딘 >sense-data기 되디 

그에서 현대 경힘둔애선 이미한 입장을 감각사딘 이른‘Sense-Data 

Theoη이미-__j_I_τ- 부르-"- 또ι 그녕 '31상둔’Representationalism이미 -"-π 

부븐디 

여시시 짐시 엔대의 김샤자묘 이론의 시복 수싱을 섣펴보시도 하 

자 엔대의 김샤자묘 이론에 l다브띤 잭싱이나 의자， 선이나 싱 김은 

대싱듀에 대한 우마의 지샤븐 언세나 김샤자료의 매개에 의하여 가 

1M) 감조 EssCl\-' B(X)].;: II. c11 .. x..XX. ~ 

101 참주 EssCl"V Dook 다. ch. x-xix. 6 
~O) 감조 EssCl\-' B(x)].;: II. c11 .. x..xvii. 1:--l 
211 쥐.:Z.. Es연αyB떼‘ II , ch. xxx üi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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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해진디 ‘Jl_상’이마七 말을 시 용히여 신명한디변 외부세계에 대한 

우랴의 일상적 시각은 항상 주관에 나너니는 Jl.상을 의식함을 당해 

기능해진디 다시 밀히여 객관적 실제에 대한 ?리의 지식은 뇨상이 

마는 ?-버 자신의 주관석 경힘을 당해야만 기능해진디 예컨대 댐-른 

단에 대한 우마의 지각븐 우며 눈의 명녁에 나타난 노란색을 띤 능 

근 liL양의 어떤 것에 의하여 매개펀나 이 어떤 깃븐 우미가 심지보 

단을 지zr하지 않고시도 나타남 수 있다 환샤hallucination이나 직각 

illusion이 마보 1.러한 깅우이나 환각이나 직각 현싱븐 김각자묘 이 

묻 또는 퓨싱직 지각이론의 숭요한 이묻직 근가가 판다 주펜직 깅혐 

의 꾀점에시 볼 때 심지보 단을 보는 깃괴 난의 환영을 보는 것븐 

11.볍되지 않는다， 지각의 원인E 다를지라노 경헌은 동임하다‘ 실제 

의 지각과 환상 속의 지각간의 유임한 차이점은 지각은 잊P 킨 원인 

에서 찾아질 수팎에 없다 실제 지각에선 겸괴{우2.1 의 주관적 경헌에 

나타나논 내적 이미지)가 원인은 표상하지만 환각의 경우에논 원인 

(환각제 같은)이 장못 표상된다‘ 

주관적 경험에 나타나뉴 간각지료논 그러나 실제의 지각에서노 핀 

수석으무 니다난디 민려 떨이셔 있는 별을 지각한 경우 별 사체에서 

빈생하는 것‘ 이를테면 빛의 빈산파 그것에 대한 우리의 지각 시이에 

는 시간적인 간걱이 있다 따피서 시닙 이 순간 ?려기 시각하는 것 

은 별 사체 또는 벌이l서 빈생히는 것 자체와는 디른 무엇이디 갑킥 

자갚 이문에 의 ò] 면 받른틴에 대한 우리의 지식은 <노관색을 띤 둥 

난 모양의 이떤 것〉이ê.l 는 감각자_~_ol] 난서히 iL 벌에 대한 ?-랴의 

지각븐 <반짝이는 어떤 것>이라는 김각자료에 근기한다 우며샤 식 

접 인지하는 깃븐 ‘ f 러한 감각자묘듀이고 단이나 변괴 킴은 딛-미직 

대싱듀븐 단지 간접적으보만 인지떤 수 있을 뿐이다 

엔대 지각이론의 역사는 이외 김이 외부세계 또는 뷰며직 대싱을 

간접적으보만 지각할 수 있을 뿐이라는 김각자료 이묻의 주싱에 대 

한 친반 놈의의 역사였나 l 마고 [ 놈의의 숭섬에는 항생 감각자료 

가 놓여 있었다‘ 감각지료와 관린하여 제가뇌? 논의뇌어 왔딘 팩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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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인 진문들은 대개 다음파 갇은 것들이디 감각사딩-마七 것의 존지l 

문석 성걱은 이떠한 것인기 심석인 것인기~ 아니면 물려 적인 이떤 것 

인기‘ 그것토 아니변 ;중립적’neutra1이마iI_ 부를 수 있는 이떤 것인 

기') 또 그것의 존재문석 성걱이 이떤 것이듀 감킥자묘를 인정한디는 

것은 우마외 세게 사이에 낀님 수 없는 어떠 싱벽이나 익‘ 또는 배얻 

vei1 김븐 것이 ?강여 있나는 만이 아년가，) _- I 렇다면 세계가 정만 어 

떠 깃인지， 어떻게 생끼 것인지에 대한 인식은 우며에게 워천직으보 

성 쇄되어 았다는 만인샤. 더 나아가 세계가 정만 ~재하는 깃이 아니 

고 우며샤 지각하는 대보의 세계는 네까료뜨까 만한 마외 킴이 하나 

의 λ11 거| 적인 환영에 불괴활 수도 있만 1간인가9 

· 설새논’， ‘현상논’phcnomcnal i sm, ‘관념논’ìdcalisl11 ， 설새논 증에서노 

‘직접적 실새논’간접적 실새논’‘ ·소박 실새논’naivc rcalism‘ ·비판적 실 

새논’ιrìtiιal rcaliSI11, '과학적 실새논’scicnLi바 rcalìsm，반 설새논’ 

antì-rcaliSI11, ‘인과적 실새논’ιausa 1 rca li SI11, '표상적 실새논’rcprcscnlaLì、 c 

rcalisl11 응등의 이릅 6로 현l대 지각이본에서 논의뇌는 여 러 이논듭노 

바로 그러힌 묻읍에 내한 임정한 태노 내지는 입장에 다름 아니다， 

그먼데 현대의 지킥이문에서 논의되는 비믿 그1:'1한 물음들파 그 물 

음들에 대한 기능한 데담들이 논의방식의 정교함이니 세련편에서는 

물문 현대 이문들에 미지지 뭇하겠지만 기싼적으FL- 비 F 영국의 iI_ 

진 경힘둔에서 이미 제기되iI_ 제시되었던 물음과 대담들이었디 디른 

전이 있디변 현대적 논의의 중심 대상은 감각자R인데 빈하여 iI_잔석 

논의의 그것은 관념이었다七 전이디 그마니 <감각자감〉란 비 무 컨크 

외 비룹며샤 만한 <관념>， 또는 흡이 만한 <인싱>llnpreSSlOl1에 싱웅하 

는 19세가 이후의 현대직 용어에 지나지 않는나. 

l런 점에시 보큐의 이휴을 맞어l시도 언급한 마외 킴이 퓨싱직 지 

각이론의 한 고전직 헝내보 간주하는 네 펀 -7-미는 없을 깃이다. 보 

커의 -휴싱직 지각이묻이 구지l직으보 어떠 내용의 깃이며 어떠 분세 

점듀을 넣을 수 있는지. 또 l깃에 대한 비릅마의 반빅은 어띠한 깃 

인지에 대해선 그의 l‘ 2차 성질에 관한 논의와 힘께 다는 공에서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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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사세히게 디루었으므무22) 여기서l__- 'lf상’이미~ 밀 그라-"- 그것 

에 따므L 칠학적 문제에 대한 논의를 강너 계속해멍기무 히사 

2. 표상의 객관성 

앞애서 무크기 인시석 Jl_상을 거울이니 그럼에 H1 R 한 비 있디-"

히였디 그이니 단순히 그닿게만 비 8 헤버린디면 양사간의 중 9 한 치 

이전이 긴파될 위힘이 있디 이 전은 3l상‘이 정확히 무엇을 뜻öl:': 

사 칠학사들이 이 밀무 허-"-사 한 일이 정확히 무엇인시 81--~ 문제 

와 걸부되디 물른 서울이니 그림이 3l상’이미 L 밀의 문사 그대무의 

의미에 까싱 산 5어맞는나 왜냐하면 ‘퓨싱’도 누 대싱간의 뀌게~ 

퓨현하는 것이라고 볼 때 퓨싱되는 깃괴 퓨싱하는 깃간의 꺼게샤 l 

팀에시지럼 자연 A러운 경우도 변노 없시 때문이나 l 팀의 까싱 워 

추적인 행내는 사닫을 있는 l대노 유사하게 재구싱하는 것임 터인 

네 이 유사싱이야만노 샤싱 자연λ러운 뀌게가 아님 수 없나 l 러나 

유사싱이 퓨-싱뀌게에 필수직인 것븐 아니나 언어직 퓨싱을 보면 이 

는 내번에 분'3해신다 하나의 닌어가 그것이 표상하는 내상과 유사 

힐 핀요는 없다 묻논 언어작 표상에서노 유사생이 틴종의 역헐유 힌 

다는 주장노 었다 이는 ~1어적 표상에노 그린이 갖는 요소 측 심적 

표상이 었다민 보기 때문이다 다시 딸하여 언어가 무잇언가를 표상 

힐 수 있읍은 언어사용지의 마읍속에 형생뇌는 선적 그런 때문이며 

이 선적 그림은 바로 내상과 유사하다는 것이다 그라나 언어의 상당 

한 부분은 그이한 섣석 그럼을 π1;; 속애 그과봄이 없이? 요상의 역 

B~ 을 충분히 히1 낸디 쉽게 밀히여 심적 그럼이 없이1E ji상력을 기진 

밀들은 니무니 많디 언이석 Jl_상에 대히여 한 간은 이야기를 인시석 

Jl_상에 대해서-r;:_ -ò-~ 수 있을 것이디 심적 그림 또L 8시성으무~ 

예컨대 언이의 논랴적 구주기 산병될 수 없듯이 시각파 생각의 구주 

-r;:. 그이한 방식민으무L 산병될 수 없디 9 컨대 문재L 인시석 3l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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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시성파 갚은 사연석 관계무- 디 신병될 수 있늠지 이디 

시실 P크의 철학에서 ‘뇨상’이괴는 밀은 이미시뿐만 아니괴， 꿈

추상‘ 싣체‘ 인걱의 동일성， 기호slgn 둥 디양한 T재와 관련되이서 y_ 

자주 동장한디 한 nlt:~ 무 무크는 인간의 모듀 언지 적 활동을- 뇨상을 

숭섞으보 섣탱하고자 하였나고 해도 과언븐 아낮 것이나 세계는 펜 

념을 통하여 <퓨싱판냐>는 것이 보격으} 가끽생각이었나 

l 런데 분세는 L /1복생각이 {렇게 <;1복직>인 것 킴지는 않다 

는 데에 있나 왜 !려한지 잠시 생각해보자 지각이란 우리가 바깔 

세계외 만나게 되는 일종의 통보외도 김나 1. 통보도 단일한 통보가 

아니라 감각의 좋뉴에 따라 시각의 통보‘ :즉각의 통보 능 여려 까지 

이다‘ 경험논의 의의가 있다변 임년 그것은 그러힌 통로가 가지? 있 

논 인시논적 역힐은 밝혀내_，7 그 역할의 증대 생은 부각시γti7-지 했다 

논 더l에서 찬아질 수 있은 것이다， 지각적 경험의 인사논적 역힐이런 

세계를 있논 그내로 느러내는 임이다 ·있는 그대로’라뉴 암 지처l부터 

적잖은 첼학적 문제의 야기를 이11 Y-하?는 있지만 그것이 임난 무잇유 

의미하논지를 이해하논 다l에는 큰 어려움이 띠를 것 같지논 않다 어 

떤게 갱번 비깥 세계를 이헤히는데 그 말처엄 중 \l한 것y_ 없이 부인 

디 세계를 이해히 기 위히여 세계의 모습을 기술한디í:lescribeiL 헤댐

자 이 경우 ‘있는 그대무‘마는 말에는 분벙히 이떤 의미기 있을 것이 

놔 그것은 ‘기술한디’L 밀에 이미 포착되이 있디 • 그 의미는 또 

매 우 중 9하다iL 이니한 수 없디 

비깥 세계를 대한 우리의 접난방식은 크게 두 기지 F 문류될 수 

있다 하나는 세계에 대한 ‘수펜직 느깎.이라 퓨현할 수 있는 빙식이 

고 다른 하나는 세게에 대한 ‘객관직 시술.이라 할 수 있는 냉식이나. 

‘세계.라는 녁연하고 :f싱적인 만 대선에 구재적인 사례단 븐어보자. 

눈악에 있는 한 암의 사괴듀 누고 우띠는 <-, 사괴담 어떻게 보느냐 

또는 생 각하느냐7>고 뷰 어볼 수도 있고 <、 f 사괴 듀 한빈 l려 보라> 

고 요구할 수도 있다 섯 빈째 깃이 사괴에 대한 나의 생각이나 느꺾 

유 뭇논 것이라변 두 번째 경우논 그러힌 나 개인의 생각이나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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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진히 중\{.히지 않i 시파 그 자체기- 갖.i!.. 있다.i!.. 판단되 .，_:. 11객관 

적 모습이 무엇인지틀 뭉七- 물음이다- 그에서 칫 번째 물음 에 대헤서 

ζ- 예컨대 〈찬 먹음직스볍게 생겼디〉든시 〈께물.i!.. 싶디> 동의 대담 

을- 한 수 있을- 것이지만 <먹음직스럽디> 간은 것은 두 번째 물음 파 

는 아우런 관련도 없는 깃으보시 J ‘닫-유에 대한 대팀을 하는 데에 

전혀 도움도 안 핀다 1. 보나는 사과의 노양이나 색깔 김r븐 깃이 훨 

씬 더 숭요한 것으도 간주판다. 양자 사이의 차이점을 생각해보자， 

섯 1낀째 딛-유에 대해 대탑을 하시 위해시도 분-론 생각이 펀요하나， 

: 1.러나 ‘ [ 생각븐 각자마다 다÷추 수 있다. 깅우에 따라시는 시도 싱 

반펀 생각도 가능하냐. 전혀 l늬유직2τ쉽게 상1 /1지 않았다고 생샤승}는 

사함노 얼마는지 있은 것이니 l말이다. 그러나 두 번째 물읍븐 답하는 

데 휩요한 생각은 사팝IJ}다 1f1.두 엄격히 동잊하다.Ï'.뉴 힐 수 없겠지 

만 시각에 문제가 없는 이상 내체로 1f1.두 내슷헐 것이다 띠라서 생 

각이 두 경우 :9.두 작용하지만 그 작용방사에서논 큰 차이를 보인다 

? 힐 수 있겠다‘ 이와 디 1;f어 ~r: 힌 가지 다는 꺾은 두 번째 물음에 

대한 때납에논 맛.17. 븐랴? 가 있은 수 없지만 첫 번째 물읍에 내현 

대담에ζ-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디 뇨 전이디- 니-한테 ζ- 먹음직스랩게 

캔.01지만 디-븐- 시-란에게는 그닿지 않을 수기- 얀마듀지 있다 그리나 

나한테 ζ- 불게 배-이 시넌 나한테 L- 푸르게 얻-인디면 ‘다- 중애 하나-L-; 

틀렬 수밖에 없음은 딩연61디 

이 전은 잎에서 밀한 ‘있는 그대건 ’마ζ- 밀의 의미와 관련되디 L

점에서 :용-너 진착해듬- 필$i.71 있겠다 칫 번째 물음에 대한 대담에서 

도 ‘있는 ‘ l대도‘라는 만이 의미 있게 사용되지 만한 볍은 없겠으나 

아무래도 약간 이싱해 보인나. 이 경우에는 ‘있는 」대노’보다는 ‘느 

끼는 대노’라는 휴.현이 더 직합하지 않나 한다. 느끼는 대노도 있는 

~~ /_대노의 한 종뉴라고 한나면 할 만븐 없지마. 이에 비하여 누 맨째 

분-유에 대한 대탑에시는 ‘있는 J대노’가 전혀 이싱할 깃도 없고 오 

히려 팍 지켜야 할 사항으보시 숭요한 의미늑 지년다 누 맨째 문유 

에 대힌 \."H 납이 맛:l1 튼랴다F 힐 수 있논 힌 기준이 바로 있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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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믿인기 이난기에 있기 때문이디 

이상의 논의를 한 nl 나무. }I.약히자면 세계에 데한 7:~관적 ，낌파 

객관석 기술은 디므디늠 이야기이디 추관석 경힘이 예술의 인식문석 

기빈이己}iL 한디변 객관석 기술은 파학의 언식둔석 기반이이_jI_ 한 

수 있을 것이나 J러한 점에시 양자는 꼬누 우며의 삶을 의미 있게 

만F는 데 없어시는 안떤 숭요한 거|가듀이라 활 수 있겠냐 

l 런데 문세는 여가시 끔나지 않는다 ‘객펜직 기술’이라 활 때 ‘객 

관적.이란 무엇을 만하며 기술.븐 또 무엇을 뜻하는가‘) 지각이 천학 

적으보 숭요시되고 분세시되는 이유는 암에서 만하였다시펴 !킷을 

통해시 인간과 세계가 만나가 때분이고 I 만담븐 보통의 반담고}는 

아주 특볍한 만남， 전혀 생질은 달리하는 이질적인 것늘간의 만남이 

가 때문이다‘ 

이질적인 것늘간의 만남인 만큼 그 만남븐 어떻;1] rt정힐 것인가 

하는 것노 문제가 필 수 있:17. ， 디 근본적 c 로 정암 반나가논 하논7~， 

뭉과 가름의 관계와 같은 것은 아닌가 하논 의문노 생길 수 있다， 앞 

에서 암힌 지각적 경험이 어띤 식。-로는 세계의 객관적 기낀에 관여 

한디 한 때 이땅게 관여히는기 하는 문제y_ 그이한 인닌파 관련되 문 

제 중의 히니이디 지각적 경힘 또는 시킥이 인식 주관애서 일이니 L 

사건일 것임은 두 말한 여지기- 없디 따ê.l서 주관에서 일이니는 시건 

이 이떻게 객관석일 수 있L기 이 L-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디 

-객관석 ‘이과는 밀의 의미를 잠시 빈추헤닐 필}I.기 있겠디 ·객관석 ‘ 

이c.l--~뇨 밀 역시 그 뜻이 문병지 않아 적잖은 흔관을 초에히는 j약한 

(?) 만 숭의 하나이다 지각의 분세외 커’}런애시 만한나 하더라도 직어 

도 누 개의 시보 다른 뜻이 구분판나 하나는 마치 사집회가 사닫~을 

있는 !대보 [미듯이， 또는 사진이 사닫의 꼬습을 l대보 찍어내늦 

이 7.]각이 지각되는 사분을 있는 [대보 파익한다고 할 때， l러한 

파익을 누고 <객관적인 파익>이라 활 수 있을 늦하다 냐른 하나는 

사믿을 지각할 때 나의 지각 내용괴 다른 사팎븐의 지각내용이 얻지 

힐 때 그 지각내용은 두? ‘객관적’이라 센러노 무방할 듯하다 이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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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기 언뜻 갇은 것으핀 캔-일 수?τ- 있으니 분명히 양자간에는 의미 

상의 치이전이 있디 지킥이 진씨 시물을 있는 그대P 파약한디면 지 

각자들의 지킥내 용토 일지히겠시넌 그 역은 성립히시 않는디 킥자의 

시각내 용이 일치한디j 해서 빈드시 그 지각내 용이 사물에 대한 있는 

[대보의 박사닫이라고 할 수 있는지는 의분이시 때분이다 

이경주해시 냐시 퓨싱의 문세보 핀아오자 퓨싱븐 분자 l대보는 재 

현representaùon을 뜻하고<재 헨>이란 사문이 마유에 있는 [대보 다 

시 나타담을 뜻한나 따라시 재현. 즉 퓨싱도 <객관직>이라 할 수 있 

을 깃이다 이 때의 <객괜직>이란 위의 누 까지 의미 숭 어느 깃에 

족할까9 ‘ f 러나 사집은 어디에 속하는지는 변 숭요하지 않나 숭요한 

것은 어느 의미에 속하는 지각적 표상이 세계의 "9_습은 객관적?로 

느려댄다논 주장은 민가 힘늪다논 점이다 이 경우의 ’객관적‘이라논 

만이 지각지늘의 표상내용의 임치를 가러킨다변 그러힌 의미의 <객 

관적 표상>이런 사실상 없은 것이다， 엄밀히 만하여 동임한 내상에 

관한 표상이라 하디라노 각지의 표상내용은 각지의 지각행위 지체가 

새볍적인 행위인 만큼 서로 어디가 달라노 다를 것이기 때문이다‘ 

또 Jl_상의 객관성이 사물의 모슴에 대한 있L 그대던의 지l현을 말 

하七 것이마 -ò] 녀c.l-ç_ 그마한 의미 무서의 객관적 Jl_상ç_ 성볍될 것 

갇시 않디~ 그 이 유는 비~무- 잎에서 잠시 시시 

데닫‘괴己J마l~는뇨 밀 자체부터 그닿게 간단히게 이헤될 수 있는 것은 이닌 

것이ê-l는 데에 있디 잎에서 시싣화니 사진이 사물을 있는 그대무 그 

과내셔니 찍이낸디-jI__ 했지만 시싣 언걱히 밀한디변 이 경 ?에 y_ ‘있 

는 J대보’라고 만하기는 힘듀 깃이나-，낌이나 사친은 2차원적인 

깃인데 이깃이 어떻게 3 자워의 사권에 대한 있는 ‘ {대보의 재현이라 

고 할 수 있겠는IH 표싱의 깅우에도 비슷한 짐분이 사능한데 이 깅 

우에는 {힘이나 사친의 깅우에시는 생가지 않는 또 다른 문유이 세 

11판다‘ -휴싱이 우며 눈의 밍 녁에 맺히는 싱에 불괴하나면 [팀이나 

사친의 깅우외 번보 다른 것이 없을 깃이다-，러나 운세는 퓨싱이 

사진 찍기와 같은 난순힌 툴리적 과정만은 아닐 것이라논 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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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치 원의 시물이 앙막에 멧히면 2치 젠의 상이 된디 이 2치 윈의 상-g 

디시 3차원석인 것으P 읽이내는 것이 지각석 경힘이디- 따피서 재기 

되 ;L 의문은 그것이 이영게 기→능한기， 즉 상의 멧힘이마七 단순한 물 

버석 사건이 이땅게 3치원적인 것으핀 읽이내는 심적 사건으무 비뀌 

는가이다 

사닫에 대한 우피의 퓨-싱이 평민직인 깃이 아년 것만칩은 화심하 

다 이 공간지각의 분세는 가게론직으보도 섣멍이 안 되고 입자가섣 

에 의애시도 섣멍이 안 되는. 만하자민 근대 괴핵이 해견하지 섯한 

하나의 이론적 짐과 감은 깃이었고， 지균까지도 헨대 지각섞마헥의 

한 괴세보 낚아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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