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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서론 

이보경 

(서울대 철학과 대학원) 

데카르트의 자연학윤 “수학과 기하학의 원리들만옳 적용한"(AT 

VDI-1 , 78) 기계론적 자연학이다. 기하학적인 공간은 길이， 넓이， 깊이 

에서 무제한적으로 연장되어 있으며， 무제한적으로 분활가능하다. 데 

카르트는 이 기하학적인 공간울 실재 세계의 공간과 일치시켜려고 

했으며， 이 실재 세계가 연장된 물질로 가득차 었다고 생각했다. 물 

질올 연장과 동일시한 결과 진공은 있율 수 없다. 그리고 선이나 표 

면으로 사물의 형태롤 구별하는 기하학적인 공간처럼， 사물에서 형태 

의 차이 이외에 다른 차이롤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그러한 세계에서 

의 물체의 운동올 설명하기 위해서 역학적인 운동 법칙을 고안해 내 

었다. 

그러나 데카르트의 자연학온 형이상학올 요구한다. 그 이유는 수 

학이나 기하학의 확실성은 우리 정신의 명중한 인식에만 기인하며， 

“우리에게 대상의 현존율 확신시켜주는 것용 그 안에 없기"(AT \11, 

36) 때문이다. 따라서 수학과 기하화의 원리률 자연 현상에 적용한 

데카르트의 자연학은 자신의 진리성올 내부에서는 담보해낼 수 없다. 

이러한 데차르트 자연학의 기계론적 측면은 자신의 진리성올 담보혜 

줄 형이상학올 필연적으로 요청한다. 

그러나 데차르트 자연학이 처음부터 이러한 형태률 가진 것은 아 

니다. 이는 자연학의 방법올 확립하고 자연학의 맹아훌 형성한 『규 

칙』 이후에 가능했던 것이다. 데카르트는 『규칙』에서 확립한 산술과 



62 哲훌훌빼R 第29훌훌 

기하학에서의 직관의 방법 순서와 척도라는 연역의 방법을 자신의 

자연학의 일관된 방법으로 사용한다. 데카르트는 명종한 직관에 의해 

지적인 단순본성(인식， 의심， 의욕)， 물질적 단순본성(연장， 형태， 운 

동)， 공통적인 단순본성(현존， 단일， 지속)들을 추론한다. 이 단순본성 

들은 존재의 측면에서가 아닌 인식의 측면에서 가장 단순한 용어이 

다. 즉 물체가 실제로 연장과 형태를 따로 지니고 있지 않지만， 우리 

의 사유에서 연장과 형태는 따로 인식된다. 우리 정신은 필연적 연역 

을 통해서 이 단순본성들올 합성하여 실제의 사물들을 인식하게 된 

다. 물질적 단순본성과 공통 단순본성올 결합하여 데카르트는 『규칙』 

에서 자연학의 여러 맹아를 형성한다. 그 내용은 형태와 연장의 필연 

적인 결합， 진공의 불가능성， 단순본성과 감각내용 사이에 성립하는 

기호체계 둥이다. 그러나 데카르트는 『규칙』에서 지적 단순본성들을 

열거만 하고 있올 뿐， 형이상학올 본격적으로 전개하지는 못하고 있 

다. 

『규칙』율 계송한 『서l겨11 .，g에 이르러서야 데카르트 자연학의 행이상 

학적 측면과 자연학의 기계론척 측면이 제모습을 갖추게 된다Ii"세 

계』에서의 자연학은 바로 “『규칙』의 엄격한 적용으로부터"1) 나온다. 

즉 『세계』는 명중한 직판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규칙』의 방법올 

따른다. 또한 『세계』는 “형이상학의 이면에 있는 자연학을 전개하면 

서도 형이상학올 요청한"2)다. 그 첫 번째는 연대기적으로 『규칙』과 

『세계』 사이에 폰재하며， 『규칙』과 『세계』의 다른 형이상학적 함축올 

지시하는 영원진리창조이론이다11'규칙』에서 명석판명해l 때문에 그 

자체로 참이었던 단순본성은 영원진리창조이론 펙택에 진리임율 보 

중받으며， 신의 현폰과 초월성 둥올 포함하는 형이상학적 진리에 종 

속된다. 영원진리창조이론은 자연학의 내용 자체에도 영향올 미친다. 

『규칙』에서 물질적 단순본성이기만 했던 운동은， 영원진리창조이론 

덕택애 신의 계획의 불변성에 따른 법칙들올 가지게 된다Iï'규칙』에 

서의 형태와 연장의 필연적 결합은 공간이 물질로 가득차 있음올 필 

1) Oeuvres Philosophiques 1, par F. Alquié(edl, 알끼에 서문， 312. 

2) 같은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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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적이게 했다. 그러나 『세계』는 세계라는 공간의 이면에 세계의 창 

조자 신이 있음을， 또 이 공간이 신과 분리되어 있옴을 분명히 한다. 

물론 시간도 신과 분리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신은 시간과 공간으로 

부터 초월적으로 존재한다. 두 번째는 연속창조이론이다. 이는 세계 

에 있는 모든 물질들이 자신의 존재를 매순간마다 신으로부터 보증 

받음을 분명히 한다. 연속창조이론은 사물들의 지속성을 더 이상 사 

물 자체에 의존하지 않게 한다. 매순간마다 모든 사물들은 그 사물들 

을 창조한 신을 필요로 한다. 데카르트의 의도는 명백하다. 자연이 

신비스러운 능력과 감추어진 힘들을 포함한다면， 자연올 완전히 이해 

할 수는 없다. 

결국 『세계』를 뒷받침하는 형이상화은 자연학의 대상올 비실재화 

시키고 있으며， 『셰겨!1 .!1의 자연학은 『규칙』의 자연학 이론을 발전시키 

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11. D'세계』의 자연학의 형이상학적 토대 

1 ) 영원진리창조이론 

영원진리창조이론은 l없0년 메르센느에게 보내는 세 개의 편지에 

나용다. 일단 데차르트가 말하는 영원진리들은 논리적인 진리들과 수 

학적인 진리들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이 영원진리들이 신에 의해 창 

조되었고 전적으로 신에 의존한다는 점이 형이상학적 진리들이다. 이 

것이 데카르트의 영원진리창조이론의 요점이다. 

영원진리창조이론은 몇 가지 점에서 데카르트 자연학의 토대의 확 

실성을 담보해 준다. 첫 번째로 영원진리들은 신에 앞서는 진리들이 

아니라 철저하게 신의 창조에 의존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올바르다. 

데카르트는 1630년 4월 15일 메르센느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당신이 영원하다고 말하는 수학적인 진리들은 다른 모 

든 피조물들이 그런 것처럼 신에 의해 설정되었고 전적으로 신에 의 

존합니다"(Alq. 1, 259). 신이 셜정한 법칙들 또는 영원진리들은 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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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법령과 유비적으로 이해된다.3) 왕의 법령은 절대적이어서， 신하나 

신민들은 그 법령에 대해 의문올 제기활 수 없다. 영원진리들도 마찬 

가지이다. 우리는 신이 어떤 인과성에 의해 이 세채률 창조했는지를 

물을 수 없는 것처럼， 수학적인 영원진리들이 어떤 인과성을 통해서 

창조되었는지를 물올 수 없다. 수학적인 진리들은 그 자체로 신이 창 

조한 본질일 뿐이다.4) 여기에서 자연학의 토대의 무한퇴행이 방지되 

며， 참된 자연학적 인식을 수행할 수 있는 출발정이 형성된다. 

두 번째로 우리는 신융 이해할 수는 없지만， 신에 의해 창조된 영 

원진리들올 이해할 수 있다. “우리의 정신이 이 진리들올 고찰하는데 

이르러서， 그 법칙들이 모두 우리의 정신 속에 내재되어 있다면， 우 

리가 특별히 이해하지 못할 것은 아무 것도 없다"(Alq. 1, 259). 신 

은 무한한 존재이며 이해 불가능한 반면， 신어l 의해 창초된 영원진리 

들은 유한하며 이해 가능하다. 따라서 인간의 정신 속에 자연의 빛으 

로 새겨져 있는 유한한 수학적인 진리들을 우리는 남검없이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수학적인 진리들올 자연 현상에 적용한 기계론적인 

자연학은 유한한 본질의 세계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째계는 스스로 

의 역동적인 능력울 전혀 가지지 못한 세계가 될 것이다. 

세 번째는 그렇게 정립된 세계는 필연적으로 비실재적이라는 것이 

다. 이는 신의 진실성이 보중이 안된 세계의 필연적인 귀결이다. 왜 

냐하면 영원진리창조이론은 사물들의 현존과 사물들의 본질이 신에 

의해 창조되었다고 말하며 이 둘을 통둥하고 명행적인 질서로 놓았 

기 때문이다. 또한 사물의 현폰올 증명한 『성찰』과 달리， 사물들의 

본질인 영원진리가 신에 의해 창조되었다고 선언활 뿐이기 때문이다. 

즉 데차르트는 영원진리가 실재 사물의 본질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신에 의해 창조되었으며 자연의 빛으로 셜정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올 뿐이다. 이러한 영원진리의 인식은 우리의 정신에 본 

3) “군주가 자신의 왕국에서 법령율 만들었듯이 신이 자연에서 그의 법칙들올 만 
률었다는 것융 도처에 확실허 하고 공표하는 것용 두려워하지 마십시오"(Alq. 
1, 259). 

4) La Déc(아JlJerte Métaphysique de 1’H omme chez Des，αzrtes， par F. 
Alquié, HX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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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이어서， 우리는 다르게 인식할 수 없다. 영원진리는 선이 다른 

세계를 창조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세계에서도 참일 수밖에 없다. 

우리 유한한 인간은 신이 창조한 진리의 토대에 대해 물올 수 없으 

며， 다만 명석 판명하게 인식할 뿐이다. 실재의 세계가 어떠할 것인 

가롤 묻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서는 결코 이러한 인식에 도달할 수가 

없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세계는 가상적인 세계가 된다. 데가르트 

가 『세계』나 『방법서설』에서 자신의 자연학을 우화로 표현한 것은， 

자신의 자연학이 실재 사물들의 모습을 그대로 가르쳐준다고 생각하 

지는 않았음올 보여주는 것이다. 

2) 연속창조이론 

연속창조이론은 『세계』의 7장에서 처옴으로 나와서， 『방법서설~， 

『성찰』， 『원리』에까지 전개된다. 먼저 『세계』의 연속창조이론올 살펴 

보자. “자연이라는 말에 대해 나는 어떤 여신이나 상상적인 능력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물질에게 전부 포함시켰던 모든 성질 

들과 더불어 이 물질올 고찰하는 한， 자연이라는 말이 물질 자체를 

의미하도록 사용할 것이며 이러한 조건 하에서 신은 이 물질올 창조 

했던 방식과 동일하게 이 물질을 계속해서 보존할 것이다(ATXI， 

37)." 

『방법서설』의 연속창조이론은 더 분명하다. “세계 안에 어떤 물체 

나 지성적인 것들 또는 다른 본성들이 었다면， 이들의 존재는 신의 

힘에 의폰하지 않으면 안되고 신 없이는 한순간도 존속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신이 지금 이 세계률 보존하는 작용온 이 세계를 창조한 

작용과 완전히 동일한 것임이 확실하다. 신이 애초에 그저 혼돈의 형 

태만을 이 세계에 주었다고 하더라도， 그가 세계에 자연의 법칙올 세 

우고 통상적인 방식으로 작용하도록 협력하고 있다면， 우리는 창조의 

기적을 손상함이 없이도 오직 이로써 모든 물질적인 것은 시간의 과 

정 속에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그대로 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ATVI， 36). 

종합하자면 우리가 자연이라고 부르는 이 새계는 어떠한 변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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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도 가지지 않은 물질로만 구성되어 었다. 변화의 원리는 신얘 의 

존한다. 신온 매순간 물질율 창조하고 동얼한 방식으로 물질을 보존 

한다. 반면 자연은 신의 이러한 행위 덕분에 끊임없이 변화한다. 신 

의 행위의 불변성은 자연에서는 법칙으로서 나타난다. 신은 항상 작 

용하면서 물질 내에서 동일한 결과를 산출하지만， 자연은 항상 동일 

한 상태로 나타나지는 않는다. 물질의 부분들은 법칙에 따라 서로 움 

직이면서 매순간 다른 상태로 나타난다. 

이제 데카르트가 말하는 연속창조이론이 무엇인지는 분명해졌다. 

그러나 이것으로 충분하지는 않다. 데카르트의 연속창조이론의 의의 

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스콜라의 정의， 즉 성 토마스의 

정의와 비교해 보아야만 한다. 질송과 알끼에 그리고 H. G. 프랑크 

푸르트의 혜석올 비교하면서 알아보자. 

질송은 성 토마스의 연속창조이론올 다음과 같이 이해한다. “성 

토마스에게서 신이 보존하는 것은 본질들 및 실체적인 형상들의 세 

계이다. 이 본질들은 운동하는 존재들율 규정하며， 이 존재들의 운동 

은 지속하는 실체 자체를 구성하는 구체적인 실재성이다. 따라서 이 

러한 지속은 지속하는 존재의 운동 자체와 동일한 본성이 된다 "5) 

성 토마스에게 지속은 지속하는 폰재에 내재한 구체적인 실재성이므 

로， 신은 모든 피조물들을 직접적으로 보폰하지는 않게 된다. 따라서 

스콜라적인 시간은 순간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연속적이다. 

질송은 반면에 데카르트의 연속창조이론이 시간의 근본적인 불연 

속성과 신의 협력에 의한 세계의 보존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한 

다.1) 시간의 근본적인 불연속성은 다음과 같다. 현재의 운동은 이 

전의 순간들에 전혀 의존하지 않는다. 결국 어떠한 순간에서 한 사물 

의 상태나 현존은 다음 순간에서 이 사물의 상태나 현존의 충분한 

근거를 주지 않는다. 2) 따라서 사물들의 지속(durée)은 사물 자체룰 

통해 설명되지 않으며， 사물의 현존의 각각의 순간에서 사물은 자신 

에게 현존올 부여한 자신올 창조한 신올 요구한다. 시간의 각각의 순 

5) Discours de la M빼lOde-Texte et Corrunentaire, par E디윈me Gilson,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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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에서 세계의 연속적인 창조는 세계롤 보존하는 행위이다. 만일 신 

이 부여하는 협력을 어떤 순간에 사물들로부터 제거한다면， 사물들은 

심지어 무(néantl로 떨어질 것이다. 결국 현존하는 사물들의 영속성 

(permanence) , 즉 현폰이 그들의 지속의 계열올 구성하는 각각의 순 

간들에서 사물들의 현존은 창조주 신의 현존을 가정한다6) 

알끼에도 연속창조이론이 시간의 불연속성을 전제한다는 질송의 

견해를 따르고 있다. “데카르트는 실재적인 성질들과 실체적인 형상 

들을 이 세계로부터 추방하며， 자연에서 연속적인 순간들과 이질적인 

모든 능력들과 모든 잠재성을 추방한다 … 시간은 다수적이며， 불연 

속적이며， 연관성 없는 순간들로 구성되어 었다. 사물들의 지속은 사 

물들 그 자체로부터 유래하지 않으며 매순간마다 모든 사물들은 자 

신들올 창조한 신용 요구한다 "7) 사물들의 지속이 사물들 그 자체로 

부터 유래하지 않는다는 것은 확실히 토미즘과 차이가 있다. 문제는 

시간의 불연속적이며 순간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무제한적으로 분할 가능한 연속체인 공간과는 달리， 데카르트의 시간 

은 연속성이 없는 순간들로 구성된다. 마치 연장성 없는 점툴의 집합 

이 직선올 구성할 수 없는 것처럼 데카르트의 시간은 지속성과는 거 

리가 먼 순간들의 집합이 될 것이며， 정신이나 물체의 지속성을 표현 

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현존은 지속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존재하는 것은 최소한 

의 지속이라도 가져야 한다. “신이 현존하는 사물들올 창조했올 때， 

아무리 짧더라도 지속과 함께 창조해야만 한다 "8) 이는 데카르트에 

게서 여러 번 확인활 수 있다Ii'성찰.d에서 데카르트는 더 단순하고 

보편적인 것에 속하는 것 중 하나로 “연장의 지속(durée)울 측정하 

는 시간"(ATIX， 15)올 예로 든다ü"성찰.!J 2에서도 “냐는 었다， 나는 

6) 여기까지， 갈은 곳. 

7) La Découverte Métαphysique de I'Homme chez Descartes, par F. 
Alquié, 128. 

8) René Descartes-Criti，∞1 Assessments, Edited by Georges ]. D. Moyal 
중 ‘Continuous Creation and the Discontinuouty of Tirne,’ by H. G. 
Frankfurt,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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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존한다， 이는 화실하다. 그러나 얼마동안인가? 내가 사유하는 동안 

이다"(ATIX. 21)라고 말한다. 그리고 이 지속은 공간 속의 원자와 

같은 더 이상 분할불가능한 자연적인 마디를 가질 수는 없다. 왜냐하 

면 데카르트에게 있어서 시간은 공간처럼 무한히 나누어질 수 있어 

야 하기 때문이다 9) 결국 지속적인 시간은 순간들(instances)로 이루 

어질 수는 없다. 순간은 어떤 지속(duration)도 가지고 있지 않다. 

순간은 시간의 바깥에 있지 시간올 구성해낼 수는 없다. 순간은 결코 

정신이나 물체의 현존을 담보해 줄 수 없는 것이다 

H. G. 프랑크푸르트는 데가르트의 연속창조이론이 시간의 불연속 

성올 결코 가정하지 않는다고 본다. “신의 연속적인 창조 행위는 보 

폰이나 지속올 위해서만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현존의 개시률 위해 

요구된다. 즉 어떤 창조도 연속적인 창조이어야 한다. 왜냐하면 어떠 

한 현존이라도 어떤 지속적인 시간의 연속적인 현존이어야 하기 때 

문이다， "10) 결국 데카르트 연속창조이론은 “창조된 사물들이 그의 계 

속된 현존올 필연적이게 하는 어떠한 것도 그 사물 속에서 발견활 

수 없더라도 계속 존재한다는 사실올 설명하기 위한"11) 것이다. 성 

토마스와 데카르트의 진정한 차이는 시간의 불연속성과 연속성에 있 

는 것이 아니다. 데카르트의 연속창조이론은 세계 내 사물의 어떠한 

내재적인 능력도 부인하고 변화와 보존의 능력을 신에게 귀속시키려 

는것이다. 

따라서 『세계a의 연속창조이론이 영원진리이론과 더불어 세계의 

비실재화에 기여한다고 볼 수 없다. 외부 물체나 코기토의 현존의 증 

명 여부， 또 사물이 인식의 대상에 불과한지 여부와 상판없이， 연속 

창조이론은 사물의 보존과 변화의 원리룰 신에게 귀속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해야만 『성찰』과 『훤리』의 연속창조이론이 『세계』와 『방법서 

9) “내 삶의 시간 전체는 무한혀 많온 부분으로 나누어질 수 있고 이 부분 각각 
윤 서로 의폰하지 않는다(ATIX. 39)." 

10) René Descartes- Critical Assessments. Edi않d by Georges J. D. Moy 
중 ‘Continuous Creation and the Discontinuouty of Time.’ by H. G. 
Frankfurt. 13. 

11) 같은 책.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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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과 거의 다르지 않은지롤 설명할 수 있다，12) 즉 연숙창조이론이 

아니라 영원진리창조이론이 『세겨l .!l에서 사물들율 비설재화시키는 것 

이다. 연속창조이론은 영원진리창조이론과는 달리 그 이론만으로는 

세계의 존재론적 무게롤 긍정하거나 부정할 수 없다. 연속창조이론을 

주장한 데카르트의 의도는 정신이나 물체의 내재적 능력만을 부인하 

고자 하는 것이었다. 

m. Ii'세계』의 자연학 

1 ) 감각지각에 대한 비판 

데카르트는 『세계』에서 빛올 자신의 자연학 전개의 실마리로 삼는 

다. 그 이유는 중세의 사상가와 신플라톤주의자에서 빛은 존재론적이 

고 신학적인 대상으로서 초월적인 폰재인 반면，13) 근대 과학에서 빛 

은 다른 사물들과 마찬가지로 학문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즉 데카르 

트에게서 빛은 자연의 현상일 뿐 기적이 아니다. 자연의 기적은 과학 

적으로 설명될 때 제거되며， 인공물의 기적은 과학이나 기술의 결과 

일 뿐이다. 

감각지각에 대한 비판으로부터 출발하는 『세계J 1장의 분석 대상 

이 바로 빛이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로 알려주고 싶은 것은 

우리가 빛에 대해 가지고 있는 감각 즉 우리의 눈의 중개를 통해 우 

리의 상상 속에서 빛에 대해 형성하게 되는 관념과， 우리에게 이 감 

각을 산출하는 대상 속에 있는 것 즉 우리가 빛이라고 부르는 불꽃 

12) r성찰」과 『원리』는 코기토의 현존과 사물의 현존융 직접적으로 진리로서 받 

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이때의 연속창조이론용 세계의 비실채화와 아무런 관 
련이 없다고 말해야 할 것이다. 

13) “중세의 사상과 르네상스 신폴라톤주의에서 빛에 대한 탐구는 우주의 폰째론 
적인 토대률 파악하기 위한 특권적인 수단올 제공했다. 빛의 현상온 초월의 
가장 명중적 현전이며， 신의 창조에 수반된 신의 일상척인 협력에 대한 가장 
확실한 지표(J'indice)이다" 

Decartes - La fable du monde, by Jean-Pierre Cavaillé,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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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태양 속에 있는 것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ATXI， 3). 
우리가 대상에 대해 가지는 감각 내용이 대상 속에 있는 것과 차 

이가 었다는 이 말은 『규칙 .!12의 연장선상에 위치해있다 r규칙.1 12 

에서 데차르트는 대상의 실재물들이 직접 우리의 공통감각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인장이 새겨지듯이 표상으로서 들어온다고 말 

하고 었다. 이를 통해 외적 감각에 나타나야 하는 것은 사물 자체가 

아니라 그 축약된 형태이다(ATX. 417). 그러나 『규칙』이 대상과 대 
상에 대한 감각 내용 사이의 차이를 오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만 

사용하는 반면，l4) 『세계』는 스롤라적 성질에 대한 근본적인 비판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다i'규칙』에서 데카르트는 “형태 이외의 새로운 

어떤 존재자를 쓸데없이 용인하거나 가상하지 않더라도"(AT X, 

413), 감각적인 사물들 간의 차이를 모두 보여주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색이라는 감각 내용이 사물들 속에 있지 않음올 증 

명한 것은 아니다. 반면에 『세계』는 빛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감각 

이 사물의 참된 모습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 죽 감각적으로 지각된 

여러 가지 성질들， 즉 색， 소리， 맛， 단단함 둥이 사물에 속해있지 않 

음을 보여주려 한다. 즉 스콜라 자연학의 성질들은 더 이상 사물에 

속해 있지 않다. 데카르트에게서 모든 변화는 물체의 연장과 운동으 

로환원된다. 

데카르트는 『세계』의 1장에서 빛에 대한 우리의 감각이 빛이라는 

사물 속에 있지 않음올 셜명하기 위해서， 말(des paroles)에 대한 분 

석， 청각에 대한 분석， 촉각에 대한 분석으로 차례대로 이행환다. 먼 

저 말은 “자신이 의미하는 사물들과 어떤 유사성이 없음에도 불구하 

고， 우리들에게 여전히 사물들올 인식하게” 해 준다(ATXI， 4). 말은 
말의 의미가 대상을 지시하도록 인간이 설정한 기호이다. 우리는 말 

올 들율 때 기효 자체훌 듣는 것이 아니라 기호가 지시하는 대상율 

이해한다. 이는 청각도 마찬가지이다. 말과 말이 지시하는 사물들 사 

이가 임의적인 기호화 작용인 것처럼 소려를 통해서 얻게 되는 감각 

14) “상상력이 감각의 대상율 성설하게 묘사하고 있다고， 감각이 사물의 참된 모 
습율 째공하고 있다고 … 오성이 판단하지반 않는다연， 오성은 경험에 의해 
결코 기만당하지 않는다’(ATX ， 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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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과 소리의 대상도 직접적인 관계률 맺지 않는다. 가장 직접적이 

라고 생각되는 촉각온 훨씬 더 기만적이다. 예롤 들어 부상이라고 느 

꼈던 고통이 실제로는 버클 때문이었올 때 촉각에 의해 주어진 고통 

의 감각이 사물들 속에 존재한다고는 아무도 주장할 수 없게 된다 

(ATXI, 6). 촉각이 이렇다면， 우리는 빛에 대한 지각이 우리에게 빛 

의 진정한 모습을 알려준다고는 더욱더 믿올 수 없다. 물론 데차르트 

는 빛에 대한 우리의 지각이 우리에게 빛어라는 사물이 우리의 외부 

에 있음을 알려준다는 것조차 회의하는 것은 아니다. 빛이라는 단어 

는 정신의 내부에 있는 상을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밖에서 이 

러한 상을 유발하는 어떤 것올 가리키고 있음이 분명하다. 즉 『세계』 

에서 데카르트는 외부 사물의 현존에 대한 존재론적 회의를 정식화 

하지는 않는다. 이는 『성찰』의 과제이다. 

이렇게 『세계』에서 감각적 지각에 대한 회의는 자연학적인 회의이 

다. 감각적으로 지각된 것과 그 지각을 산출하는 사물들 속에 있는 

차이란， “직접적으로 지각된 대상과 자연학적으로 인식된 대상 사 

이"15)의 차이이다. 빛의 감각은 가상적인 오류에 불과하다. 감각을 

통해서는 대상올 제대로 인식할 수 없다. “자연학적인 실재성은 경험 

속에서 우리가 형성하게 되는 관념과 아마도 어떠한 관계도 가지지 

않을 것이다. "16) 그렇다면 우리는 대상올 어떻게 인식해야 하는가? 

『규칙』에서부터 이미 주장되어왔듯이 지성올 통혜서이다. 대상을 지 

성을 통해서 인식한다는 것은 대상올 연장， 형태， 운동의 관점에서 

파악한다는 것이고， 이는 대상의 어떠한 숨겨진 성질도 거부하고 대 

상을 순서와 척도의 관점에서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는 사물로 만든 

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연학적으로 이해된 대상이 실재의 대상이라고 

는 말할 수 없다. 데카르트는 이 시기에 실재의 사물과 대상을 구별 

하지조차 않는다. 데카르트는 자연학적인 즉 기계론적인 설명이 경험 

을 통해 알려진 내용과 일치하는 것에 만족한다Ii'세계에서의 사물 

은 진정한 존재가 아니라 인식의 대상일 뿔이다. 그리고 인식과 삶의 

15) Oeuvres Philosophiques 1, 뼈r F. Alquié(ed), 알끼에 서문， 319. 

16) Descartes-La Fable du Mαlde， par Jean-Pierre Cavaìllé,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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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인 코기토도 새계와 분리되어 존재하지 않는다. 사물에 대한 자 

연학적인 설명은 실재의 사물올 설명한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진리 

일 수밖에 없다. 진리는 사유의 내부에 존채한다. 이제 데카르트의 

세계에 대한 인식은 성질올 배제한 기하학적이고 역학적인 인식이 

될 것이다. 

2) 세계에 대한 기하학적인 분석 

빛에 대한 감각적 지각은 빛의 본성을 알려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에 대한 직접적인 모든 접촉율 금지하는 차이인 지각 

적인 작용은 우리에게 세계에 대한 인식올 허용한다.끼7) 왜냐하면 사 

물에 대한 감각적 지각은 어떤 대상올 지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대상을 기계론자의 지식의 대상이 되도록 하기 위해 데카르트는 지 

성적 사유로부터 출발한다. 지성적 사유로서 파악된 대상은 기하학적 

으로 인식된 대상이다. 기하학에서처럼 연장은 공간과 분리되지 않는 

다. 공간은 물질로 가득찬 연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야 한다. 운동은 

기하학적인 운동이다. 기하학은 직선과 표면올 점과 직선의 운동으로 

설명한다 18) 또한 지성이 자연에서 명석 판명하게 인식할 수 있는 

운동의 유일한 형식인 장소운동만을 전제한다 19) 기하학은 장소운동 

을 통해서 형태를 이해한다. “이렇게 형태는 자연학 내에서 운동의 

보완이며， 어떤 면에서는 운동에 대한 우리 표상의 기원이다 "20) 예 

를 들어 색은 연장되어 있는 물체이며 형태들의 차이를 통해 색의 

차이를 인식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형태는 자연 자체 내에 있는 

기하학이 아니다. 우리 정신 속에 있는 물질적 단순본성의 투영 결과 

이다. 세계는 운동올 통해서 형태를 완성시키는 물체들로 구성되어 

있게 된다. 이제 질적인 자연학이 아닌 양적인 자연학이 가능하게 된 

17) 같은 책， 74. 

18) “기하학자들온 사훌의 표면이나 선의 본생보다 훈동의 본성율 더 단순하고 지 
성적이라고 판단했다. 이는 그돌아 정의 운동에 의해 선올 설명하고 직선의 
운동에 의해 표면율 설명하는데서 드러난다"(ATXI， 39). 

19) Desazrtes-La Fable du Monde, par Jean-Pierre Cavaillé, 106. 
2이 같은 책，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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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양적인 자연학이 진정으로 질적인 자연학을 대채하기 위해 

서는， 실재 세계와 양적인 자연학의 차이가 극복되어야 한다. 왜냐하 

면 폰재하는 그대로의 세계와 기하학적으로 표상된 세계 사이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데카르트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 두 가지 전략율 내세운다. 하나는 양적인 기하학올 자연학에 적 

용하기 위해 존재하는 그대로의 세계롤 우화를 통해 비실재화시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추방당한 성질들을 형태틀을 통해 중재하는 것이 

다. 즉 물질적 단순본성으로 사물들올 환원시키는 작업올 통해 추방 

당한 성질들을， 형태와 운동의 다양함으로 설명해낸다. 예롤 들어 불 

꽃의 열은 불꽃의 부분들의 운동으로 셜명되며， 단단함은 그 물체의 

부분돌이 운동을 하지 않올 때 느끼는 촉각적인 성질이다.21) 형태와 

운동의 다양함은 많은 감각적인 경험들올 썰명해내며， 세계는 자신의 

다양한 모습을 잃지 않고서 기하학적인 언어로 설명된다. 

데카르트는 세계의 다양한 모습을 목재의 연소라는 개별적인 현상 

에 대한 분석에서 출발한다. 감각지각에 대한 비판 덕분에 데카르트 

는 목재의 연소에서， “불의 형상과 열의 성질과 목재률 태우는 작용 

올 모두 다론 것들이라고 상상하는” 것올 거부하고， 거기에서 “부분 

들의 운동을 아는 것에 만족활” 수 있게 된다(ATXI， 7). 이때 데카 

르트는 이 불꽃이 아리스토텔레스처럼 자신의 고유한 장소를 향하여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향한다는 생각을 거부한다.22) 데카르트는 

장소운동이라는 유일한 가정이 순수한 자연학적인 관점에서 경험되 

는 모든 변화들올 설명하는데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23) 물체의 운동은 

그 물체의 각각융 둘러싸는 물체들의 배열에 의해 여러 가지 방향으 

로 웅직일 수 있다(ATX ， 9). 고통이나 간지러움도 물체의 부분들의 

운동으로 젤명된다. 불꽃의 맹렬한 활동은 불꽃의 입자들이 우리 신 

체의 어떤 부분올 자극하도록 만들 것이며， 이 운동의 양의 많고 적 

음에 따라 우리는 고통이나 간지러움올 느낄 것이다. 불꽃은 더 이상 

21) 그러나 이 또한 엄격히 말하면 우화 즉 이야기의 전개일 뿐이다. 

22) Oeuvres Philosophiques 1, 맹r F. Alquié(ed), 알끼에 주석부훈.322. 

23) 같은 책.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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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움의 성질올 가지지 않고서도 우리에게 뜨거용이라는 관념올 일 

으킬 수 있다. 

『세계』에서의 모든 물체는 불꽃처럼 부분들의 운동으로 설명될 수 

있다. 모든 물체는 매우 작은 부분들로 무제한적으로 나뉘어질 수 있 

다. 그리고 유동적인 물체의 부분들이 단단한 물체의 부분들보다 훨 

씬 더 쉽게 나누어질 수 있다는 것을 제외하고， 단단한 물체와 유동 

적인 물체 사이에 다른 차이는 없다(여기까지 ATXI, 13). 자연학의 

기하학화 되분에 물질과 공간은 동일하다. 모든 물질윤 유사하며， 단 

단한 물체이든 유동적인 물체이든 “모든 물체둘운 동일한 물질로 이 

루어져있다"(ATXI， 17). 우리가 비어 있다고 생각하는 공간은 사실 

은 공기로 가득차 있다. 그런데도 우리가 이 공거로 가득차 있는 공 

간율 비어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어린 시절부터 사로잡혀왔던 편 

견들 때문이다. 공기로 가득차 있는 이 공간은， 다른 물체들올 느끼 

는 공간들과 동일한 물질로 채워져 있고 동일한 양이다(여기까지 같 

은 곳). 

그러연 동얼한 물쩔로 가득찬 이 공깐 속에셔 운동은 어떻게 진공 

율 만들지 않으면서 이루어질 수 있는가? 뒤에서도 보겠지만 신온 

물체들에게 일직선으로 운동하려는 경향울 주었다. 그런데 물체가 일 

직선으로 운동올 하기만 한다면 진공이 생길 것은 필연적이다. 따라 

서 세계 내의 실재적 운동은 순환운동이어야 한다.갱) 세계 내애서 

물체의 운동은 불규칙적이든 규칙적이든 순환운동이다. 

3) 우화로서의 세계 

데카르트는 자신의 기하학적인 자연학율 완성하기 위해 우화로서 

24) “한 물체가 그의 위치훌 떠날 때 항상 그 물체는 다른 율채의 위치로 들어가 
며， 그 다른 물체는 또 다른 물채의 위치로 률어가며， 이렇게 계속해서 마지막 
물체에까지 이르는데， 동일환 순간에 이 마지막 훌체는 첫 번째 물체가 떠난 

자리률 차지한다. 따라서 물채들이 갱지혜 있율 때보다 용직이고 있을 때 그 
물체들 사이에 진공이 더 발견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 때문에 움직이고 

있는 물체의 모든 부분들이 참된 원율 그리며 둥글게 배열되어 있고， 크기나 
형태가 비슷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 불균둥생온 그의 속도에서 

발견되는 다른 불균둥성에 의해 쉽게 보상되기 때문이다(ATXI， 19)," 



『셔l께JJ. 톨십으로 를 댁헤르프외 명。 l상확혁 작언확 75 

의 상상적 공간을 구성하고 나서 그 공간올 구성하고 있는 물질을 

기하학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데카르트는 스콜라 철학의 상상적 공간 

(les espaces imaginaires)이라는 통념을 받아들이면서도 이롤 해체 

하고 있다. “상상적인 공간 내에서 내가 세계의 물질의 현전을 나타 

나게 하기 위해서， 이 세계의 바깥으로 나가는 것올 당신의 사유에게 

잠시동안만 허용해 보라. 철학자들은 우리에게 이 공간들이 무한하다 

고 말하고 있고， 이 공간들올 만들었던 자가 그들 자신이기 때문에 

그 공간들을 그들은 믿어야 한다"(ATXI， 343). 데차르트는 실째의 

세계 즉 고정된 구에 의해 제한되었다고 인식하는 스콜라 철학의 세 

계관을 그대로 두고서， 스콜라가 말하는 고정된 구훌 념어서서 위치 

하는 상상적 공간에서 자신의 자연학율 전개시키려고 한다. 상상적 

공간은 스콜라 철학의 통념이고 그들은 이 공간은 실재의 세계와는 

달리 무한하다고 말했기 때문에 이 상상적 공간이 무한하다는 것올 

스콜라 철학자들도 인정하지 않울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 지점은 

신이 새로운 세계롤 구성하기에 충분한 물질올 창조해서 어떠한 비 

어 있는 장소도 발견할 수 없는 곳이다(ATXI， 32). 즉 물질로 가득 

찬 우리의 공간과 유사한 공간이다.엉) 이렇게 폐차르트의 상상적 공 

간은 실재의 공간과 유사한 특정들율 가지면서 스콜라적인 실재적 

공간을 해체하고 대체한다. 

이 물질은 가정된 것이기 때문에 땅이나 불이나 공기의 형상율 가 

지고 있기도 않으며， 목재나 풀이나 철처럽 더 개별적인 어떠한 다른 

것의 형상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뜨겁거나 마르거나 습하거나 가볍 

거나 무거운 성질들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어떠한 맛이나 향기， 소 

리， 색， 빛， 또는 다른 유사한 성질들도 가지고 있지 않다(여기까지 

ATXI, 33). 즉 어떠한 요소들의 형상이나 합성된 물체의 형상도 가 

지지 않는다.26) 즉 스콜라 철화처럼 질료로부터 모든 형상들과 성질 

들을 제거했지만， 이 질료는 실제로 존재하는 물질이다. 이렇게 데카 

르트는 “연장과 통일한 물질에 대한 긍정적이고 판명한 개념에 도달 

25) Oeuvres Philosophiques 1, par F. Alquié(ed). 알끼에 주석부분， 않4. 

26) 같은 책， 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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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2:7) 모든 물질은 연장되어 있다는 성질만올 가진 동일한 물질이 

된다. 물질과 연장의 동일화로부터 물체의 불가침엽성이 따라나온다. 

“이 각각의 물체의 부분들은 항상 ... 물체의 부분이 그 공간에 머무 

르는 동안 어떤 다른 물체의 부분이 거기에서 발견되는 것을 용인하 

거나 할 수 없는 이 공간의 크기에 그렇게 비례해서， 이 공간의 부 

분을 차지한다"(AT있， 33). 

이 상상적 공간에서 물체들 사이의 구별은， 운동을 통한 형태 사 

이의 차이롤 통해서 가능하다. “이 물질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 

든 형태들에 따라 모든 부분들에서 나누어질 수 있다. 그리고 이 각 

각의 부분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운동융 그 자체로 받아 

들일 수 있다"(AT잉， 34). 여기에서 자연학적 원리는 기하학적 원리 

와 결합된다. 기하학적으로 우리의 사유는 아무리 작은 공간이라도 

분할할 수 있다. 반면에 자연학적으로 실재적으로 물질은 운동에 의 

해서만 나누어질 수 있다. 결국 물질의 실재적인 한 부분은 함께 이 

동된 것으로 정의되어야 한다. 기하학적인 분합가농성은 운동에 의한 

실재적인 분할과 결합된다. 데카르트는 이러한 결합으로부터 세계의 

다양한 경험적 내용의 풍부함올 선험적으로 구성하려 한다.28) 데카르 

트는 이러한 방식으로 물질들올 이해했올 때 어느 누구라도 쉽게 이 

해할 수 있으며， 이러한 방식으로 사람들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사 

물들올 신이 판명하게 모순 없이 창조할 수 있음이 확실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여기까지 ATXI, 35-36). 

4) 운동에 대한 기하학적인 정의와 운동의 세 가지 법칙률 

이렇게 연속창조이론 즉 신의 창조의 행위와 신의 보폰의 행위의 

동일시를 통해서 신의 행위의 불변성이 형이상학적으로 설정되었다. 

이제 세계 내의 운동량이 항상 동일하다는 것과 세계 내의 법칙이 

영속적이라는 것올 보장된다. 그리고 상상적인 세계를 가정함융 통해 

그 세계에서 물질의 부분들은 물질의 부분들이 창조된 이래 다양한 

27) 같은 곳. 
28) 같은 책， 잃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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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들올 가진다고 가정되었다. 이때 신이 물질의 부분률올 창조했던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물질의 부분들을 계속해서 보존하므로， 신은 

물질의 부분들율 동일한 상태로 보존하지 않고서도 다양한 변화들을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불변적인 법칙들도 가능하게 된다(AT잉， 

37-38). 

먼저 데카르트의 운동은 철저하게 장소이동으로 정의된다. “나는 

물채들이 한 장소Oieu)에서 다른 장소로 지나가며， 두 물체 사이에 

있는 모든 공간들올 차례로 차지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는 운동 이 

외에 다론 운동을 인식하지 않는다" (ATXI, 40). 

이제 운동의 데차르트의 세 법칙올 알아보자. 첫 번째의 법칙은 

다옴과 같다. “개별적인 물질의 각각의 부분은， 다른 부분들과의 만 

남이 그 부분올 변화하도록 강요하지 않는다면， 항상 통일한 상태로 

있고자 한다" (ATXI, 37). 이는 스콜라 철학의 운동에 대한 입장과 

전혀 다르다. “스콜라의 철학자들은 운동에 대해서가 아니라 운동의 

원인인 사물에 대해서 추론했다. 운동은 운동올 통해 사물이 그의 목 

적올 향하는 것으로 드러나며 이 때문에 목적에 일단 도달되면 운동 

이 정지된다. 조각이 된 대리석 덩어리는 변화하기를 멈춘다. 대리석 

덩어리는 그의 형상올 획득했다. 그리고 장소 운동은 그 자체로 그의 

목적올 향한다. 더 정확하게는 동체는 그의 자연적인 자리률 차지한 

다 "29) 결국 운동올 통해 최종적인 상태률 향하여 용직이는 사물올 

생각하는 스콜라 철학자들과 달리 데카르트는 운동이 그 자체 안에 

서 고찰되어야 하며， 운동 그 자체가 보존되려는 목적율 가지고 있다 

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의 법칙윤 다옴과 같다. “한 물체가 다론 물체훌 밀 때， 그 

물체는 그의 것만콤의 운동율 동시에 잃어버리지 않고서는 다른 물 

체에게 어떠한 운동도 줄 수 없으며 그 물체는 그만큼의 운동을 증 

가시키지 않고서는 다른 물체로부터 운동융 제거할 수 없다"(ATXI， 

41).30) 이는 경험과 매우 잘 부합된다고 데카르트는 말하고 있다. 예 

29) 갈온 책， 351-352. 
30) 첫 번째 규칙과 두 번째 규칙율 결합하면 운동량 보존의 원리가 나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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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들어 스콜라 철확자들은 매질로서의 공기가 정지하려는 경향율 

가진 돌의 운동올 일정정도 지속시켜 준다고 부정확하게 말할 것이 

다. 반면에 데카르트는 운동율 지속하려는 즉 보존하려는 경향을 가 

지고 있는 돌이 왜 정지하는가롤 물어야 하며， 이는 공기의 저항 때 

문이라고 말하게 된다(여기까지 ATXI. 42). 데차르트는 충돌하는 두 

물체 사이에 서로 주고받는 운동의 합은 향상 일정하다는 운동량 보 

존의 원리롤 확실히 하기 위해서， 운동의 양융 감소시키는 효과률 가 

질 저항의 통념을 완전히 제거한다. 즉 충돌하는 물체는 충돌된 물체 

가 저항하는 정도에 비례해서 운동이 지체되는 것이 아니라， 충돌된 

물체가 운동율 가져간 만큼 운동이 지체된다고 말한다. 이는 나중에 

r원리』에서 7가지 충돌 규칙으로 확립될 것이다(여기까지 ATXI, 

42-43). 이 두 규칙들은 근대 물리학에서의 관성의 원리와 거의 유 

사하다. 

세 번째의 법칙은 다음파 같다. “나는 어떤 물채가 움직일 때， 그 

물채의 운동이 매우 자주 곡선올 그리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 

고 이 물체의 각각의 부분은 개별적으로 항상 그의 운동올 직선으로 

유지하려는 경향올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ATXI， 44). 데카르트는 

직선 운동이 원운동보다 더 단순하다고 생각한다.31) 왜냐하면 직선 

운동은 극히 짧은 하나의 순간에서 고찰되는 반면， 원운동온 적어도 

그 운동의 두 순간에서 고찰되어야 하기 때문이다<ATXI， 45).앓) 예 

를 들어， 투석기의 돌은 원운동율 하지만 투석기가 없는 돌은 직선운 

동올 한다는 점에서， 어떤 지점에서의 돌의 방향은 원운동융 따르는 

경향성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직선 운동올 하려는 경향성을 가지는 

것이 확실하다(ATXI， 46). 투석기의 돌 이외에도 천체들의 운동 즉 

유동체 속의 물체의 운동도 일종의 원운동이다. 데카르트는 그 이휴 

31) 해석기하에서의 직선의 방정식과 원의 방정식옳 버교해 보아도 직선의 방정 
식이 웬의 방정식보다 훨씬 더 단순하다는 것옳 왈 수 었다. 

32) 여기에서 순간은 데카르트 시대에는 아직 확립되지 않았지만， 현대 미분에서 
의 접점이라고 생각훨 수 있다. 미분에서의 접점은 단순환 순간이 아니라 다 
른 정이 한 점에 무한히 가까이 컵근한 상태의 극히 짧온 지속이며， 데카르트 

의 말처럽 원운동융 하는 물체는 직선으로 지속하려는 경향율 가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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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세계』에서는 “물질의 다양한 성향들이라고"(ATXI， 46) 말하고 

있지만u'원리』에서는 유동체 안에서의 물체의 원운동의 메차니즘을 

정교하게 설명하는 데로 나아간다 분명히 경험은 우리에게 운동이 

순환적임을 가르쳐준다. 그러나 데카르트는 이러한 귀납으로부터 출 

발하려고 하지 않는다. 형이상학적인 반성만이 우리에게 운동의 법칙 

이 직선의 지속의 법칙임을 가르쳐줄 것이다.잃) 형이상학적인 반성으 

로부터 유도된， 직선운동이 곡선운동보다 더 단순하기 때문에 신이 

직선 운동만올 설정했다는 테제는 비록 경험과 배치될지라도 진리여 

야만 한다. 이는 데카르트의 자연화의 선험적 연역의 성격올 가장 잘 

보여준다. 

N. 결론 

『세계』의 형이상학적 토대는 영원진리창조이론파 연속창조이론이 

다. 우선 연속창조이론은 세계 내의 물체들이 내재적인 변화의 농력 

을 갖고 있지 않음을 분명히 하면서， 변화의 원동력으로서 초월적 신 

올 요청한다. 그리고 영원진리창조이론은 자연학의 방법과 본성이 참 

됨을 보증해주며， 자연학적 진리가 신의 창조의 산물임올 분명해 한 

다. 이러한 의미에서 『세계』의 자연학은 자신의 형이상학과 외재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형이상학은 자연학의 진리성을 외재적으로 보중해 

준다. 외재적이라는 말은 각각의 학문이 다른 대상과 체계를 가지게 

된다는 말이다. 

이러한 데카르트의 『세계』에서의 자연학과 형이상학의 관계는 이 

세 법칙들의 나열 후에 가장 명시적인 언어로 표현되고 었다. “영원 

진리에 따르면 신이 모든 사물들을 수와 무게와 척도로 배열했다는 

것올 신 자신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었으며， 영원진리에 대한 인식은 

우리의 영혼에 있어 아주 본성적이어서 그러한 진리롤 판명하게 인 

33) 여기까지 Oeuvres Philosophiques 1. par F. Alquíé(ed), 왈끼에 주석부분， 
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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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활 때 그 진리를 오류자 있다고 판단활 수 없으며， 신이 많은 세 

계를 만들었다고 해도 그러한 세계에서도 이 영원진리는 현재의 이 

세계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진실염을 의섬활 수는 없다고 나는 말 

하는 것이다"(ATXl， 47). 

데카르트 자연학의 토대는 수학적인 진리들이다. 이 수학적인 진 

리들은 신이 우리의 영혼에 설정한 영원진리들이다. 따라서 이 진리 

들은 우리의 영혼에 본성적이다. 따라서 이 원리들율 판명하게 인식 

할 때 이 진리률율 우리는 의섬활 수 없다. 어떠한 세계률 상상하더 

라도 이 진리는 세계의 법칙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진리는 

우리가 사는 세계의 법칙으로 될 수밖에 없다i'세겨1.IJ에서의 데카르 

트의 자연학의 진리성은 이 자연학이 신이 설정한 영원진리에 토대 

를 두고 있다는 사실로부터 나온다. 우리가 명석판명하게 인식한 진 

리들은 경험이 반대되는 사실올 알려줄지라도 참이어야 한다. 그러나 

여기에서 알끼에률 따라 다읍과 같은 것은 분명히 해야 한다 w세계』 

는 우리 사유와 우리 인식의 대상의 현존성이나 실재성올 분명히 설 

정하지 않고서 새로운 세계에서의 우화만을 묘사하려는 것이기 때문 

에， 확실성의 문제로부터 면제되어 있다는 것， 즉 가설-연역의 범위 

률 벗어나지 못하고 었다는 것이다.34) 이는 데차르트에게서는 신의 

진실성으로부터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세계』의 과 

제가 아니라， 『성찰』과 『원리』의 과제이다. 

34) 같은 책， 363 


